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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화 아바타가 실제 청각장애인처럼 자연스러운 수화 동작을 표현하면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동음이의어에 대한 처리를 다룬다. 기존의 수화 사전에 품사 정보를 

추가하고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동음이의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수화 사전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1.1 수화 

수화는 청각 장애인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음성 언어와 대등한 수준의 언어이며[1] 손가락 동작과 

비손가락 동작(NMS, Non-Manual Signals)을 동시에 사

용한다. 또한, 손짓과 함께 동작해야 할 신체 움직임, 

얼굴 표정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

으며,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몸짓 언

어이다[2].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수화는 청각장애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청각

장애인들이 화상채팅 메신저와 영상전화, 화상 휴대전화, 

전화중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청인과 청각장애인 사이에 수화통역을 하는 시스템이 

없어 불편함이 있다. 

 

1.2 수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 

수화에 기반하여 의사소통을 돕는 시스템으로는 수화 

인식 시스템과 수화 발생/표현 시스템이 있는데, 본 논

문에서는 수화 발생 시스템을 다룬다. 기존 연구로는 한

국과학기술원(KAIST) 변증남 교수 연구실에서 1995년 

초에 한글 문장을 수화 동작 그래픽으로 보여 주는 ‘한

글 표준수화 자동발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3]. 2000

년에는 PC용 자동 수화 발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4], 2001년에는 한글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을 도입하

여 TV 자막 방송의 수화 발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5]. 

또한, 2007년 3월에는 작업현장에서 건청인이 사용하는 

문장을 청각장애인의 수화 문장으로 번역하여 아바타의 

수화 동작으로 보여주는 ‘한국 수화 메시지 보드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6]. 

일반 문장을 수화 문장으로 번역할 때에는 한글 형태

소 분석기가 분석한 결과에서 청각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조사, 어미, 접사, 존칭, 시제 등은 생략하는데[5], 

기존의 수화 발생 시스템은 한글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품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음이의어를 구분하지 못하

는 오류가 있었다.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왜곡하

여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화 아바타를 위한 수화 문

장을 분석하고 수화 사전에 품사 정보를 넣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 절에서는 수화 문장 및 동음이의어 문제

를 다루고, 3 절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화 사전의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4 절에서는 실험 및 프로그램 구

현 결과를 보이고, 5 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수화 문장 및 동음이의어 문제 

 

2.1 수화 문장에 대한 이해 

일반 문장은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문자 언어

로 나타낸 것이고 구와 어절, 단어,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7]. 수화 문장은 청각장애인이 의사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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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와는 다소 

다른 독자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수화 단어와 수화

소, 지화로 구성되어 있다. 수화소는 수화 형태소라고도 

하며 수화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이다. 표 1 은 일반 문

장과 수화 문장의 예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

이 수화를 할 때에는 조사와 시제, 접사를 무시하는 경

우가 있다. 또한, 일반 문장에서는 어미 변화가 다양하

지만 수화 문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체언과 서술어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2]. 

 

표 1. 일반 문장과 수화 문장의 예 

 

 

 

 

 

 

2.2 동음이의어에 대한 처리 오류 

기존의 수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어절로 분리한 후 형태소를 분석하고, 형태소가 수화 형

태소이면 수화 단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단어의 데

이터를 탐색한다. 하지만, 동음이의어에 대해 의미가 다

른 수화 단어 데이터를 탐색하여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 이는 수화 아바타가 청각장애인에게 의미를 

잘못 전달하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표 2 는 동음이

의어에 대한 처리 오류의 예를 보여준다. 기존의 수화 

시스템에서는 “저(I)”의 수화 단어를 “저(That)”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표 2. 동음이의어에 대한 오류 

 

3. 수화 단어 사전의 개선 

 

본 절에서는 동음이의어에 대한 처리 오류를 극복하

기 위해 수화 단어 사전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수화 단어 사전에 분석되는 형태소를 

품사별로 분류하였다. 즉, 기존의 수화 단어 사전에 품

사 정보와 수화 단어 코드, 형태소의 의미에 대한 설명

을 넣었다. 그림 1 은 동음이의어를 분류하고 수화 아바

타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수화 사전을 처리하는 단계

를 설명한다. 

그림 2 는 개선된 수화 단어 사전의 형식을 보이고 그

림 3 은 수화 단어 사전의 예를 보인다.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저(I)”와 “저(That)”는 품사별로 처리되고 값

이 다른 수화 단어 코드로 구분된다. 구분된 수화 단어 

코드에 따라 그림 4 와 같이 수화 동작 데이터베이스에

서 수화 동작 데이터를 검색하고 아바타의 동작으로 표

현한다. 

 

1) 문장 � 형태소 분석기 

2) 수화 사전 내부 : (형태소, 품사, 형태소설

명) � 수화 단어 코드 

3) 수화 문장 재구성 : 수화 단어 코드 � 수

화 단어 

  4) 수화 단어 동작 데이터 생성 

  5) 수화 아바타의 동작 구현 

그림 1. 수화 사전의 처리 단계 

 

형태소 품사 수화단어코드 형태소설명 

그림 2. 수화 사전의 형식 

 

까맣 형용사  347 까맣다, 까만 

꺼멓 형용사  347 

까지 조사  455 

까치 명사  456 

깨끗이 부사  457 깨끗하다, 깨끗해 

자 명사  1038 

자 동사  1041 자다 

자 어말어미 724 권유형  

저 대명사   1337 나'의 높임말 

저 관형사  1336 지시 대명사  

그림 3. 수화 사전에서의 품사 및 수화 단어 코드 

 

347 검다 [347 의 수화 동작 데이터] 

455 까지 [455 의 수화 동작 데이터] 

456 까치 [456 의 수화 동작 데이터] 

457 깨끗하다 [457 의 수화 동작 데이터] 

724 자 [724 의 수화 동작 데이터] 

1038 자  [1038의 수화 동작 데이터] 

1041 자 [1041 의 수화 동작 데이터] 

1336 저 [1336 의 수화 동작 데이터] 

1337 저 [1337 의 수화 동작 데이터] 

그림 4. 수화 동작 데이터베이스 

 

그림 3 과 4 에서 “까맣”과 “꺼멓”은 같은 수화 단어 

코드인 347 로 처리되는데, 청각장애인은 건청인이 사용

하는 “까맣다”와 “꺼멓다”, “흑색”, “검다”, “검은색”에 

대하여 “검다”라는 수화 하나로 표현하기 때문이다[10]. 

 

4. 실험 및 프로그램 구현 

 

동음이의어를 처리할 수 있는 수화 사전을 실험하고, 

일반 문장 
어머니께서 밥을 드신다 

모레 눈이 올 예정이다 

수화 문장 
어머니 밥 

모레 눈 아마 

문장 입력 1 
제가 저 사람이 오겠다고 말

하였다. 

처리 오류 저(대명사) 저(관형사) 

문장 입력 2 
엄마는 자로 길이를 재고 아

이는 자고 있다. 

처리 오류 자(명사) 자(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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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단어 코드와 연관된 수화 동작 데이터를 사용하는 

아바타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4.1 MACH 한글 형태소 분석기 

품사를 분류하기 위해 성신여대 심광섭 교수가 개발

한 MACH 형태소 분석기[8,10]를 사용하여 동음이의어

에 대한 처리를 실험하였다. 그림 5 의 문장을 MACH 

형태소 분석기에 입력하면 그림 6 과 같이 형태소로 분

석된다. 즉, 명사(NN), 동사(VV), 대명사(NP), 관형사

(DT) 등의 품사가 분석되는데[9], “저(I)”는 “NN NP”로, 

“저(That)”는 “NN NP DT IJ”로 분석된다. 여기서 “저

(That)”의 다음 품사가 조사가 아니면 “NN NP”의 처리

를 생략하고, 수화 사전에서 “저”의 품사에 따라 코드가 

다른 수화 동작 데이터를 찾는다. 

 

저는 저 사람이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림 5. 문장 입력의 예 

  

저는 저 사람이 오겠다고 말하였다. 

저는 : 

     저/(NN NP) + 는/(JO) 

     절/(VV) + 는/(EM) 

저 : 

     저/(NN NP DT IJ) 

사람이 : 

     사람/(NN) + 이/(JO) 

오겠다고 : 

     오/(VV VX) + 겠/(EP) + 다고/(EM) 

말하였다. : 

     말하/(VV) + 었/(EP) + 다/(EM) + ./(SY) 

그림 6. MACH 형태소 분석 결과[10] 

 

4.2 수화 사전에 의한 수화 문장 재구성 

○1  수화 사전의 구성 

입력한 문장을 수화 문장으로 변환하기 위해 수화 사

전에 형태소와 품사 정보를 입력하였다. 수화 사전에 있

는 약 1600 개의 형태소를 품사 별로 분류하면 표 3 과 

같다.  

    

표 3. 수화 사전의 품사 개수 

품사 개수 품사 개수 

명사 1299 의존명사 5 

동사 119 보조동사 4 

형용사 81 조사 3 

부사 39 감탄사 2 

대명사 25 부호 2 

어말어미 7 보조형용사 1 

의존명사 6 수사 1 

관형사 5   

  

○2  수화 사전에서의 단어 중의성 

2 절에서 언급한 동음이의어에 대한 처리 오류의 원인

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화사전에서 중의성을 갖는 형태

소를 분석하고 표 4 에 정리하였다. 

 

표 4. 중의성을 갖는 형태소 품사  

품사 개수 품사 개수 

명사 30 감탄사 2 

동사 8 어말어미 1 

대명사 4 조사 1 

부사 2 의존명사 1 

형용사 2 보조명사 1 

관형사 2   

 

○3  수화 문장의 재구성 

MACH 형태소 분석기에서 분석된 형태소는 수화 사전

에 있는 형태소를 검색하여 수화 문장으로 재구성할 수

화 형태소로 변환된다. 수화 사전에서 해당 형태소를 찾

지 못하는 경우, 명사가 아니면 수화 형태소를 생략하고 

명사의 경우에는 형태소를 초성과 종성, 중성으로 분리

하여 지화 형태소로 바꾼다. 지화는 한글이나 영어를 알

파벳으로 표시하는 손 제스처이다. 그림 5 의 문장을 

MACH 형태소 분석 및 수화 사전 검색을 거쳐 그림 7

의 1)과 같은 형태소상 수화 문장으로 바꾸고, 수화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그림 7 의 2)와 같은 수화 단어 

코드로 변환한 후, 그림 7 의 3)과 같이 그래픽상 수화 

문장을 표현하기 위한 수화 동작 데이터로 변환한다. 

  

1) 형태소상 수화 문장: 저 저 사람 오 말하  

2) 수화 단어 코드: 1337 1336 756 958 592 

3) 그래픽상 수화 문장: 저 저 사람 오다 말  

그림 7. 수화 문장의 재구성 

 

4.3 프로그램 구현 

그림 8 과 그림 9 에서 볼 수 있듯이 “저” 단어에 대

한 수화 동작이 다르게 표현된다.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는 신체 요소의 동작 기호를 내장하여 연속적인 수화 

동작과 목, 머리, 얼굴 요소 등 다양한 신체 요소의 동

작을 함께 표현한다[11]. 또한, 수화 동작에서 손 모양

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몸 전체의 회전이 자동으로 조

절된다. 그림 8 과 같이 “저(I)” 수화를 동작하면서 고개

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하고, 그림 9 와 같이 

“저(That)” 수화를 동작하면서 저쪽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표현을 한다. 

 

5. 결론 

 

동음이의어에 대한 처리 오류로 인해 수화 아바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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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의미를 잘못 전달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음이의어를 품

사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수화 사전의 개선 방

법을 다루었다. 

하지만, “사과”와 “배”,”말”,”밤” 등과 같이 품사도 같

은 동음이의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하며, 이는 앞으

로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저(I)”의 수화 동작 구현 

 

 
그림 9. “저(That)”의 수화 동작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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