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6.27    

김영주, 남주연 
(KYUNGHEE UNIVERSITY)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산출에 나타난 

어휘 복잡성 연구 



차례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 문제 

4. 연구 방법 

5. 분석 및 논의  

6. 결론 



1. 서론                                   

 정확성은 오류 없는 언어 사용 능력임. 

 유창성은 머뭇거림 없이 매끄러운 언어 사용 능력임.  

 복잡성은 원숙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다양하고  정교하며 세련

된 언어 사용 능력임(Housen, Kuiken & Vedder, 2012).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CAF: Complexity, Accuracy, Fluency)

은 학습자의 제2언어의 수행 정도 즉, 숙달도를 구별해 주는 중

요한 지표임(Skehan, 1998; Guillot, 1999; Robinson, 2003; Tavakoli & Skehan, 

2005; Larsen-Freeman, 2006; Hilton 2008; Housen & Kuiken, 2009). 

 



1. 서론 

 언어의 복잡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통사의 복잡성과 어휘의 복잡성이 있음. 

 

 어휘 복잡성은  

  -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지  

  -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는지 

  - 얼마나 정교하게 내용을 전달하는지 

  로 설명됨(Bulte & Housen, 2012). 



1. 서론                                       

 어휘의 복잡성을 다음과 같은 세 지표로 판단한다고 봄. 

            1) 어휘 다양성(diversity),  

            2) 어휘 밀도(density),  

            3) 어휘 정교도(sophistication)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산출을 대상으로  

   어휘의 복잡성이 어떤 발달 양상을 보이는지, 또한 

   어휘의 복잡성이 숙달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2. 선행연구                                (1) 어휘 다양성 

 어휘 다양성(lexical diversity) :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

부한 어휘를 사용하는지 측정함. 

 

 

 

 

 

 

 

 어휘 유형(type)  : 언어 자료에 출현한 각각의 서로 다른 어휘   

 어휘 구현(token) : 언어 자료에 출현한 모든 어휘  

 TTR(Type-Token-Ratio) : 전체 구현된 어휘 중 중복되지 않고 새
로 출현한 어휘 유형의 비율(type/token) . 그러나 언어 자료의 길
이가 길어질수록 TTR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D : 텍스트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측정 모형으로 D를 개발함.                         



 2. 선행연구                               (1) 어휘 다양성 

 D  

 - 어휘 구현 수가 증가할수록 TTR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됨. 

 - 35~50개 어휘로 구성된 샘플을 무작위로 100번씩 반복 추출하여 

   TTR의 상대적 높이를 측정함.  

 - 높은 어휘 다양성을 가진 학습자의 TTR 곡선은 낮은 어휘 다양성을 

   가진 학습자의 곡선보다 높이 있음.  

 - 이때 TTR 곡선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는 D값이 결정함 

 

 



2. 선행연구                                (1) 어휘 다양성 

 학습자의 문어 산출을 통해 본 어휘 다양성 

 

- 안경화(2003) : 초급 17%, 중급 25%, 고급 34%으로 TTR이 증가함. 

- 진대연(2006) : 중국인 학습자보다 일본인 학습자의 TTR이 더 높음. 

- 안의정∙한송화(2011) : 전체 어휘 유형 수는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증
가하였으나 관형사와 부사는 3급 이후 증가하지 않았음. 

- 박정은∙김영주(2014) :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TTR은 모
어화자와 유사하였으나 세부 어휘 사용은 오히려 외국인 고급 학습자
와 유사했음. 

- 배도용(2012) : TTR의 크기가 중국어권>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순으
로 나타남. 



2. 선행연구                                (1) 어휘 다양성 

 

• 학습자 구어 산출을 통해 본 어휘 다양성 연구 

 

   - 김선정(2012) : 여성 결혼이민자 TTR이 한국인 주부보다 낮음. 

   - 남주연 ∙김영주(2014) : TTR은 숙달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D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선행연구                                   (2) 어휘 밀도 

 내용어(content word)  :  실질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어휘 

 기능어(function word) : 문법적인 의미가 중심이 되는 어휘 

 밀도(density) : 전체 어휘 중에서 내용어의 비율,  

                        또는 기능어에 대한 내용어의 비율 

 어휘 밀도(lexical density) : 학습자가 어휘를 통해 실질적인 의

미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측정함. 

 



2. 선행연구                                   (2) 어휘 밀도 

 

 

 

 내용어와 기능어의 품사별 어휘 사용 연구 

 

- 배도용(2012) : 총 어휘 수에 대한 내용어의 비율은 중국어권>

베트남어권>일본어권 순이었음. 

- 김종미(2009) : 한국 아동은 명사, 중국 아동은 동사를 먼저 습

득함. 

- 김효정(2007) :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의 사용 양상에는 차이가 없었음. 

 

 



2. 선행연구                                (3) 어휘 정교도 

 고빈도 어휘  :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필수 어휘(상위 빈도 2,000 

개 이내의 어휘) 

 저빈도 어휘 : 정교하고 전문적인 어휘(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분석 

연구에서는 고빈도 2,000 어휘를 제외한 어휘가 이에 해당) 

 어휘 정교도(lexical sophistication) : 학습자가 얼마나 정

교하고 섬세한 어휘를 사용하는지 보여줌. 

 



2. 선행연구                                (3) 어휘 정교도 

 저빈도 어휘 비율 연구 

- Lee(2007) : EFL환경에서 한국인 고등학생은 숙달도가 낮을

수록 고빈도 어휘 사용이 많았음.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 

- 최길시(1998) :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포함한 고빈도 2,000 어휘 선정 

- 국립국어원(2011) :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등급별 어휘 선정 

- 국립국어원(2012) :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 어휘(1,836개) 선정 

 

 

 

 

 



3. 연구 문제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산출에 나타난 어휘 복잡성 연구 

 

1.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어휘 복잡성의 발달 양상은 어떠한가? 

2. 학습자의 숙달도와 어휘 복잡성 발달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3. 학습자의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어휘 복잡성의 측정 방법

은 무엇인가? 

 



4.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국적 참여자 수 
성별 

평균 나이 
평균 학습 

기간 (남) (여) 

외국인  

학습자 

미국 10 10 0 23.2세 45.4개월 

프랑스 9 2 7 20.6세 18.8개월 

중국 22 3 19 23.0세 16.9개월 

일본 14 2 12 19.9세 15.2개월 

전체 55 17 38 21.7세 24.1개월 

한국인  

모어화자 
한국 10 4 6 22.9세 한국거주 



4.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TOPIK을 1/3로 축소(제19~22회 중급 TOPIK 기출문제)함. 

 60분 내에 어휘문법, 읽기, 듣기, 쓰기 모든 영역을 평가함. 

 Stanine(Pimsleur et al, 2004:12) : 참여자의 점수를 분포 위치

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함. 

 

숙달도 평가(Mini-TOPIK) 



4.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숙달도(Mini-TOPIK)별 평균 정답률 

초급 고급 중급 



4. 연구 방법                                  (2) 구어 자료 

                                             구어 산출  및 전사 
 

 비디오 시청(10분)  스토리 말하기(10분)  녹음  전사 

 



                                             (3) 어휘 분석 기준 

 어휘 다양도 분석을 위한 D의 세 가지 측정 방법 

  1) ‘굴절형 D(inflected forms):  형태적으로 굴절된 어휘를 각각 취급함. 

            (ex) 밟고, 밟히고, 밟지만 등은 세 가지 유형 

  2) 어간형 D(stem forms):  규칙 활용 형태에서 어미를 없애고 측정함.    

            (ex) 밟고, 밟히고, 밟지만 등은 두 가지 유형 

  3) 어근형 D(root forms):  불규칙 활용까지도 동일한 어근으로 봄.  

             (ex) 밟고, 밟히면, 밟지만 등은 한 가지 유형  

    

 => 본 연구에서는 어간형 D를 사용함. 

 
 굴절형 D는 주어진 어휘 구현 수에서 가장 많은 어휘 유형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가장 높은 D값이 산출됨. 

 어근형 D는 같은 수의 어휘 구현 안에서도 가장 적은 수의 어휘 유형이 산출됨. 

 



                                            (3) 어휘 분석 기준 

 품사별 어휘 유형의 구분 기준 

 

- 어휘는 품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9품사 체계를 적용하여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을 어휘로 

구분한다. 

 - 서술적 조사 ‘이다’는 지정사로 구분하고 용언에 포함한다. 

 - 조사는 어휘로 인정하지만 어미는 별도의 어휘로 인정하지 않는다. 

 - 어휘의 품사 분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한다. 

 ….. 



                                            (3) 어휘 분석 기준 

 어휘 구현 수의 분석 기준 

 

 - 문장의 각 어휘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함. 

 - 어휘 구현 수의 측정은 <한글 맞춤법>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함. 

 - 어휘의 띄어쓰기 구분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함. 

 -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여 각각을 어휘로 인정  

    함. 

 - 반복된 어휘의 수도 전체 어휘 구현 수에 포함함. 

 - ‘어, 음’ 등의 간투사는 어휘 구현 수에서 제외함. 

 



               
                                           (3) 어휘 분석 기준 

 내용어와 기능어 
 

- 강범모 ∙ 김홍규(2009)의 어휘 분석 기준을 따라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동사, 형용사, 보조용언, 지정사), 수식언(관형사, 부사), 
독립언(감탄사)은 내용어로, 관계언(조사-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은 기능어로 분석함. 어미와 접사는 제외함. 
 

• 저빈도 어휘 
 

- 2000개 기초 어휘를 제외한 어휘를 저빈도 어휘로 봄. 

- (초급 한국어 교재 5종에서 기초어휘를 평균 2000개 정도 제공, 
TOPIK에서도 2급까지의 어휘 능력을 1500~2000개로 평가함.) 

 
   

 



 4. 연구 방법                          (4) 어휘 분석 도구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 한국어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으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에서 

    제공함. 

 - 품사별로 특정 기호를 사용하고 있음. 

 - 절차와 방법 

 1) 특수문자 제거 후 철자 기록의 오류를 수정함. 

 2) 전사기록을 ‘.txt’ 파일로 저장한 후 형태소 분석기에서 호출함. 

 3) 전사자료는 프로그램의 좌측에 나타나고 우측에는 원어절, 태 

     깅 결과, 상태, 번호에 따라 출력 결과가 일렬로 제시됨.  



4. 연구 방법                           (4) 어휘 분석 도구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4. 연구 방법                           (4)어휘 분석 도구 

 CL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program) 

 

  - McWhinney가 개발한 CHILDES 웹사이트에서 제공함. 

  -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최종 저장된 말뭉치 분석 결과를  

     엑셀 파일로 불러 .CHA 파일의 형식으로 전환함. 

  - vocd 명령을 실행하면 어휘 유형 수와 어휘 구현 수, 어 

     휘 다양도 즉, D가 함께 출현함. 

   



4. 연구 방법                          (4) 어휘 분석 도구 



 

 

 3차례에 걸쳐 D값 출력(type, token, TTR, D)  

    (1차)                                (2차)                                  (3차,  D평균) 

 

4. 연구 방법                           (4) 어휘 분석 도구 

CLAN (vocd) 



5. 분석 및 논의                                   (1) 어휘 다양성             

1) 숙달도에 따른 어휘 산출 수 

 어휘 유형과 구현 수 모두 중급(6등급) 이후에 급격히 증가함. 



5. 분석 및 논의                                    (1) 어휘 다양성  

2) 숙달도에 따른 TTR의 발달 

 TTR은 어휘 구현 수가 많아질수록 감소. 숙달도와 관계없음.    



5. 분석 및 논의                                    (1) 어휘 다양성  

3) 숙달도에 따른 D의 발달 

 D는 숙달도가 향상될수록 증가. 고급(8등급)은 모어화자에 근접함. 



5. 분석 및 논의                                    (1) 어휘 다양성 

4) 품사별 어휘 유형 수 

  체언(명사)은 4등급 이후에 급격히 발달. 용언(동사)은 6등급 이후에 발달 



 

5. 분석 및 논의                                      (2) 어휘 밀도 

1) 숙달도별 내용어/총 어휘 비율 

 내용어/총어휘 유형의 비율은 숙달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함. 



5. 분석 및 논의                                    (3) 어휘 정교도 

1) 숙달도별 저빈도어/총 어휘 비율 

  숙달도 증가에 따라 저빈도어 비율이 증가함. 그러나 모어화자의 총 어휘 
산출량이 많아 8등급-모어화자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Q1. 숙달도에 따른 어휘 복잡성 발달 양상 

 

 어휘 유형과 어휘 구현 수는 모두 초급과 중급 사이에서 큰 증

가폭이 없었고, 중급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함. 

 한국어 학습자들은 체언(명사)의 발달이 용언(동사)의 발달보

다 더 일찍 시작됨. 

 어휘 밀도(내용어/총 어휘 유형의 비율)는 등급이 올라갈 때

마다 2%씩 단계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임. 

 어휘 정교도(저빈도어 비율)는 초급 6.2%, 중급 8.9%, 고급 

13%로 증가함. 



5. 분석 및 논의             (4) 숙달도와 어휘 복잡성의 관계 

(N=55)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총점 

다양성 
TTR r   .168 .11 .015 .055 .109 

D r   .367** .411** .492** .510** .508** 

밀도 

내용어/기능어 type r   .141 .223 .303* .236 .252 

token r   .099 -.073 .071 .059 .049 

내용어/총어휘 type r   .284* .259 .348** .420** .376** 

token r   .044 .035 .166 .180 .118 

정교도 저빈도어/총어휘   type     r   .387** .425** .332* .520** .482**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다양성(D), 밀도(내용어/총어휘 유형), 정교도(저빈도어/총

어휘)는 숙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모든 언어 영역 발달과도 연관됨. 

어휘 복잡성 요인 중에서도 어휘 다양성(D)과 정교도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됨. 



Q2. 숙달도와 어휘 복잡성의 상관관계 

 어휘 다양성과 밀도 그리고 정교도로 나타낸 어휘 복잡성은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어휘 다양성인 D값이 이해 영역의 언어 능력 즉, 듣기 및 읽

기 점수와 확연한 상관관계가 있음. 

 어휘 밀도와 어휘 정교도 역시 읽기 점수와 확연한 상관관계

를 보임. 

 어휘 정교도는 읽기 점수와 함께 쓰기 점수와도 확연한 상관

관계를 보임. 

  



Q3.  
학습자의 숙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어휘 복잡성의 측정 방법 

 

 어휘 다양성과 밀도, 정교도로 어휘 복잡성을 측정하고 숙달

도를 예측할 수 있음. 

 TTR은 어휘 다양성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연구 결과

(Chotlos, 1944; Hess et al, 1986; Richards, 1987; Daller et al, 2003)가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숙달도와 모든 언어 영역의 발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측

정 방법은 D를 사용한 어휘 다양성 정도이고 이어 정교도임. 

 

 

 

 



6.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능력을 측정할 

때 어휘 복잡성 측정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 

 어휘 복잡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첫 번째가 다양

성(D), 두 번째가 정교도, 세 번째가 밀도임. 

 다양한 어휘와 저빈도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일수록 전

체적인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언어 능력도 향상

됨. 

 이러한 결과는 다양하고 정교한 어휘 확장 및 사용 활동이 교

재 및 교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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