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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 구성(1) 

-양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 창구  

 

 

本研究では、韓国語能力試験(第 7～34 回：リスニング･リーディング･ライテ

ィング･語彙と文法)の全既出問題をコーパス化し、8項目について分析を行い、

以下のような成果を得た。すなわち、①コーパス全体の語彙量について、異な

り語数と延べ語数を明らかにした。②語彙の品詞別構成を明らかにし、一般名

詞の使用率が高いことを指摘した。③頻度区間別の分布特徴を明らかにし、コ

ーパス全体における頻度上位語の割合を示した。④レベル（初級・中級・上級）

別の使用語彙量を算出、提示した。⑤レベル（初級・中級・上級）別に語彙の

回帰比率を明らかにした。⑥レベル（初級・中級・上級）毎にカバー率 95％

に至るのに必要な語数を示した。⑦言語機能（リスニング、リーディング、文

法・語彙、ライティング）別の語彙の使用量を示した。⑧韓国語能力試験の参

照語彙目録(金、2009、2010)との重複度を示し、参照目録の信頼性に問題点が

あることを指摘した。 

 

 

1. 들어가기 

하나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는 오랜 학습 시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 도중 자신의 현재 언어 숙달도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학습 동기를 유지(혹은 고조)하거나 자신의 다음 학습 단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여’ 인정하는 시험으로, 1997 년 10 월, 제 1 회 시험이 

실시된 이래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표준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당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교육의 목표나 방향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고, 교재 편찬의 

준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시험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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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하고, 내용적 면에서는 보다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번의 개정 작업을 거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4 년 7 월, 기존의 한국어 

능력시험(이하, 旧한국어능력시험)과는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新한국어능력시험 

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시험이 실시될 때, 특히 시험 명세서(test specification)가 제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나 그들의 학습을 돕는 교사의 입장에서 

우선 관심이 가는 것은 어휘(종류와 수준 등)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이른바 평가를 등화하기 위해 텍스트의 종류나 

주제는 몇 개의 유형으로 패턴화하고, 문법 항목은 숙달도 단계에 따라 그 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어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어휘는 본질적으로 무한대의 개방 집합인 데다 텍스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나 

장르에 종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Laufer and Sim(1985)과 같은 

연구자는 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어휘력이며, 그 다음이 주제 관련 지식, 그 다음이 통사 구조에 관한 

지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 분야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출 어휘에 대한 중요성은 종종 지적되어 

왔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새로운 능력시험의 실시와 함께 기존 시험의 어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생겼다. 새로운 시험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어휘가 

기존 시험과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이 입장에서는 

이전 시험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므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예측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문항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험을 진단하고, 어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할 때 기존 시험에서 어휘가 다루어진 방식을 살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旧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다루어진 

어휘의 제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적인 목적상, 분석에 있어서는 

추후의 연구나, 新한국어능력시험을 개선하거나 분석하고자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국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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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2.1. 한국어능력시험의 구성 

2014 년 7 월(제 35 회), 시험 체제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旧

한국어능력시험은 시행 초기부터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대응하는 3 개급(초급, 

중급, 고급), 6 등급(1 급~6 급), 4 가지 평가 영역(어휘 및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아래의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의 명칭과 종류를 비롯하여, 문항당 배점이나 주객관식 문항의 비중 등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의 변화가 있었다. 

 

<표 1> 旧한국어능력시험(Korean Proficiency Test: KPT)의 구성(제 1회~제9회) 

시험종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평가영역 어휘 및 문법 쓰기 듣기 읽기 

문항수 30문항 30문항 30문항 30문항 

문항유형 
초급 중급 고급 

주관식 10% 주관식 20% 주관식 30% 

 

<표 2> 旧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의 구성(제10회 

~제 34회) 

시험종류 초급 중급 고급 

평가영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문항수 어휘 및 문법 쓰기 듣기 읽기 

문항유형 
30문항 15~17문항 30문항 30문항 

객관식 100% 주관식 60% 객관식 100% 객관식 100% 

 

또, 제 11 회부터 제 19 회 시험까지는 ‘학습 목적’에 따라 능력시험을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과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으로 나누어 치루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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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新한국어능력시험 구성(제35회~현재) 

시험종류 한국어능력시험Ⅰ 한국어능력시험Ⅱ 

평가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평가영역 초급 중고급 

읽기 듣기 읽기 듣기 쓰기 

문항수 40문항 30문항 50문항 50문항 4문항 

문항유형 객관식 100% 서술형 100% 

 

한편, 새롭게 개편된 新한국어능력시험은 <표 1>의 6 종이나 <표 2>의 3 종 

시험지 방식을 폐지하고, <한국어능력시험Ⅰ>과 <한국어능력시험Ⅱ>의 2 종의 

시험지를 이용한 6 등급 방식을 채택하였다. 평가 영역에서는 기존의 

<어휘/문법> 영역을 없애는 대신 이를 <읽기> 영역으로 흡수하였다. 또 

<쓰기>를 <초급>에서 제외하고 <중고급>에 한해 실시하는 대신, 객관식 없이 

서술형으로만 문항을 구성하였다. 합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기존의 영역별 

절대평가에서 종합 점수에 대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참고로, 개편된 

이후 처음 치뤄진 제 35 회 <한국어능력시험Ⅰ>의 경우, 합격률이 기존의 

80%에서 10% 가량 증가한 90%에 달하였다(데일리한국, 2014 년 8 월 20 일)는 

점에서 新 -旧한국어능력시험 간에는 난이도 조정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2 旧한국어능력시험을 대상으로 한 어휘 연구 

旧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상으로 한 어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참조 어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선정된 어휘 목록이나 기출 어휘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후자의 연구들은 주로 학위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것으로, 3 회분에서 7 회분, 혹은 특정 등급(주로 초급)이나 특정 기능(주로 

<어휘/문법>) 영역에 출제된 어휘의 빈도나 문항의 유형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예를 들어, 강은하, 2002; 민지연, 2013; 리스미스∙변우영, 2011)). 그 

중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 빈도 목록과 교과서의 어휘 목록을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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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김하나, 2005; 성보금, 2010)나, 참조 목록을 교과서 어휘와 비교한 연구도 

일부 있었다(예를 들어, 란페이페이(2014)).      

한편, 전자의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주한 위탁 연구의 보고서 

형태로 발표된 것들로, 김중섭 외(2009), 김중섭 외(2010), 강현화(2015)의 연구가 

있다 1
. 먼저, 김중섭 외(2009)에서는 한국어교재 12 권과 한국어능력시험 

제 6 회에서 제 14 회까지 총 9 회분을 분석하여 초급 참조 어휘 목록 1,560 개를 

작성하였다. 김중섭 외(2010)에서는 초급 교재 5 종 12 권, 중급 교재 6 종 12 권, 

고급 교재 4 종 4 권과 한국어능력시험 제 6 회에서 제 20 회까지 총 15 회분을 

분석, 2,896개의 중급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 어휘들은 모두 旧한국어능력시험의 

참조용 어휘 목록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두 연구와는 달리, 강현화(2015)의 연구는 新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 목록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어교재(5 종 66 권)와 

한국어능력시험 기출 문제(제 1 회~제 36 회)를 분석하여 어휘 수집을 꾀했으나, 

강범모∙김흥규(2009)의 <한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2002)의 <현대 

한국어 사용 빈도 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는 등, 어휘 수집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대규모 코퍼스에서의 빈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목록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또 최종적으로, 어휘를 평정할 때 한국어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초급 1,849 개, 중급 3,883 개, 총 

5,732 개의 공개용 어휘와, 비공개용 확장 어휘 14,000 여개(가안)가 선정되었다2
. 

한편, 김중섭 외(2009, 2010)와 강현화(2015) 모두 고급에 속하는 어휘는 개방 

어휘로 처리, 별도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로 행해진 이 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참조 어휘 목록의 작성에 관심이 있었던 탓에, 빈도 정보와 확정된 목록 이외의, 

旧한국어능력시험의 실질적인 어휘 구성에 관해서는 별도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또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김중섭 외(2009, 2010)에서 제시하고 

                                                      
1  본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旧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를 양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강현화·홍혜란, 2015)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2 2015년 5월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웹사이트(www.topik.or.kr)에 新한국어능력시험의 참조 

어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강현화(2015)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는 

강현화(2015)와는 달리, 초급 1,847개, 중급 3,873개의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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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어휘와 실제 기출 문제에 노출된 어휘가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참조 목록의 어휘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결과에 입각하여 旧 한국어능력시험에 제시된 

어휘들을 양적인 관점(① 전체 어휘 사용량, ② 어휘의 품사별 구성, ③ 빈도 

구간별 분포, ④ 등급별 사용량, ⑤ 등급 간 회귀율, ⑥ 등급별 커버율과 사용량, 

⑦ 언어 기능별 사용량, ⑧ 참조 목록(김중섭 외, 2009, 2010) 간의 비교)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3. 분석  

3.1 분석 자료 

旧한국어능력시험 코퍼스의 구축과 분석에는 국립국제교육원 TOPIK 팀이 

웹상에 일반 공개한 기출 문제 7 회에서 34 회까지,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전 

텍스트를 이용하였다. 1회에서 6회까지의 문항은 비교적 초기에 시행되었고, 그 

결과 문항의 질과 내용, 난이도와 변별력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정된 수준을 

보이지 못한다(김중섭 외, 2009)는 점에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 분석 방법 

코퍼스는 다음의 절차와 방법을 따라 구축, 분석하였다. 

①  발문을 제외한 문항 전체 내용을 OCR 을 이용하거나, 직접 복사하여 

전자텍스트화하였다.  

② 원문에서 ‘지난주’, ‘그동안’, 그분’, ‘온몸’등,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방식과 상이하게 띄어쓰기되었거나, ①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은 수작업을 

통해 모두 수정하였다. 

③ 유태거(UTagger ver.2.1.2.)를 이용하여 형태와 의미 주석을 부착하였다. 형태 

단위의 구분은 <21 세기 세종계획>의 <형태소 분석 표지 표준안>을 따랐고, 

동형어 구분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어깨번호를 이용하였다. 자동 태깅한 

파일은 후처리 작업을 통해 정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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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적으로, 형태의미 태깅된 텍스트를 Microsoft 사의 EXCEL 2013 으로 

옮겨 각종 통계적 지표들을 산출하였다. 통계적 지표를 제시할 때에는 시기에 

따른 어휘량의 변화 추이를 함께 살피기 위해, 분석 결과를 <전체>, 

<제 7회~제 9회>, <제 10회~제 34회>의 3개의 밴드(band)로 제시하였다. 밴드의 

구분은 평가 체제가 변경된 시점(제7회~제9회), 등급 부여 방식과 문항 비중이 

조정된 시점(제 10회~제34회)을 기준으로 하였다. 

  

4. 결과 

4.1 실질 어휘와 기능 어휘의 비율 

코퍼스 분석을 통해, 총 716,333 개의 형태 단위를 얻었다. <형태소 분석 표지 

표준안>에서 ‘기호’ 범주에 속하는 S 계열(SF, SP, SS, SE, SO…)과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인 NA는 제외하였다.  

 

<표 4> 실질 어휘 대 기능 어휘의 토큰/타입 비율 

 토큰 빈도 비율 타입 빈도 비율 

실질 어휘 389,034 54.30% 15,591 95.43% 

기능 어휘 327,299 45.69% 745 4.56% 

합계 716,333 99.99% 16,336 99.99% 

 

위 표에서 보듯이, 코퍼스 전체의 실질 어휘3
 대비 기능 어휘의 비율은 토큰 

빈도(token frequency)의 경우, 실질 어휘가 389,034 개로 54%, 기능 어휘가 

327,299 개인 45%로, 두 어휘종 간 10%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 어휘에서 

중복 유형을 제거하고 얻은 타입 빈도(type frequency)는 실질 어휘가 15,594 개 

(95%)이었고, 기능 어휘는 5%에 해당하는 745 개이었다. 이 결과는 강범모∙ 

                                                      
3  실질 어휘와 기능 어휘 간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코퍼스 

분석 문헌에서도 예컨대, 배진영 외(2103)에서와 같이 실질 어휘의 범위를 일반명사, 

고유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 관형사, 어근으로 구분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강범모 외(2009)에서와 같이 그 범위를 감탄사, 일반부사, 접속부사, 관형사, 의존명사, 

일반명사, 고유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부정지정사, 긍정지정사, 동사, 보조용언, (어기)로 

설정하고 있는 논문도 있다. 본고에서는 어휘 목록의 범용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 

어휘와 기능 어휘 간의 경계를 참조성이 보다 높은 강범모 외(2009)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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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2009)에서 추출한 문법 형태의 타입수가 4,503 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사용되는 기능 어휘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 어휘가 기본적으로 폐쇄 범주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한국어능력시험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달도 평가라는 점에서 문항 작성 

과정에서 이 어휘들을 의도적으로 통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2 품사별 어휘 구성 

다음의 <표 5>는 <표 4>에서 실질 어휘만을 뽑아 이를 품사별로 구분하여 그 

구성비를 살핀 것이다. 품사별 어휘 구성 조사를 통해 특정 코퍼스의 어휘 

구성이 비교 코퍼스 간, 그리고 자연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어휘 분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필 수 있다(서상규, 2013:96). 

<표 5> 품사별 어휘 구성 

 토큰 빈도 비율 타입 빈도 비율 

감탄사 2,873 0.73% 63 0.40% 

일반부사 23,578 6.06% 880 5.64% 

접속부사 3,130 0.80% 17 0.10% 

관형사 8,605 2.21% 68 0.43% 

의존명사 24,310 6.24% 174 1.11% 

일반명사 179,804 46.21% 10,704 68.65% 

고유명사 5,760 1.48% 1,121 7.19% 

대명사 9,434 2.42% 53 0.33% 

수사 1,243 0.31% 56 0.35% 

형용사 32,399 8.31% 841 5.39% 

부정지정사 1,100 0.28% 1 0.00% 

긍정지정사 11,751 3.02% 1 0.00% 

동사 67,048 17.23% 1,570 10.06% 

보조용언 17,999 4.62% 42 0.26% 

합계 389,034 100% 15,5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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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별 어휘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일반명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표 5>에서 일반명사의 토큰 빈도는 전체 품사의 절반 정도인 

46.2%를 차지하고 있다. 타입 빈도에 있어서도 일반명사는 68%로, 7% 의 

동사나 5% 가량의 부사, 형용사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어휘 

다양성을 나타내는 TTR값(Type/Token Ratio)에 있어서도 일반명사는 5.95로 다른 

품사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 4
. 동사는 전체 토큰 빈도의 17%(TTR: 2.34), 

형용사는 8%(TTR: 2.29), 부사는 7% 정도(TTR: 3.35)의 점유율을 보였다. 주요 

품사의 출현 빈도는 일반명사>동사>고유명사>일반부사>형용사>관형사>감탄사> 

수사>대명사의 순이었다. 

 

4.3 고빈도 어휘와 저빈도 어휘 

이번에는 추출된 어휘 목록을 빈도순으로 배열한 후 단어의 수가 500 개씩 

증가함에 따라 빈도합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6>에서 단어수 비율은 구간별로 단어수가 전체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구간의 단어수/총 단어수*100), 사용률은 누적 빈도를 총 빈도수 

합에 100을 곱해 얻은 값이다(누적 빈도/총 빈도수합*100). 

<표 6>을 통해, 일부 고빈도어가 코퍼스 전체 어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표6>에서 상위 빈도어 500개의 빈도합은 총 단어수의 

3.26%에 불과하지만, 전체 어휘수의 61% 이상을 점유하며, 전체 어휘수의 

6.52%에 해당하는 1,000 개 레벨에서는 74%, 그리고 35.91%에 해당하는 5,500 개 

수준이 되면, 전체 코퍼스의 95% 이상을 커버한다. 반대로, 전체 타입에서 상위 

빈도 5,500 어를 제외한 나머지 저빈도어 10,091 개는 코퍼스 전체의 5%만을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빈도가 단 1 회에 그친 단어는 5,007 개에 

달하였다).  

 

                                                      
4 참고로, 이 값은 한국어 교재 코퍼스(약 3 만 5 천 어절)와 대규모의 구어 코퍼스(약 42 만 

어절), 드라마 코퍼스(약 52 만 어절)를 대상으로 주요 품사의 구성비를 살핀 김창구(2014)의 

명사 비율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김창구(2014)에 따르면, 일반명사의 구성 

비율은 한국어 교재에서 37%, 구어 코퍼스에서 23%, 드라마 코퍼스에서 25% 정도이었다. 

동사와 형용사는 각각 한국 교재에서 20.3%와 8.45%, 구어에서 18.8%와 6.88%, 드라마에서 

22.9%와 8.59%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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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빈도 구간별 어휘 분포(실질 어휘) 

상위어 구간 단어수 비율 누적 빈도 사용률 

100 0.65% 144,952 37.2% 

500 3.26% 240,617 61.85% 

1,000 6.52% 287,989 74.02% 

1,500 9.79% 313,047 80.46% 

2,000 13,05% 328,712 84.49% 

2,500 16,32% 339,950 87.38% 

3,000 19.58% 347,992 89.45% 

3,500 22.85% 354,238 91.05% 

4,000 26.1% 359,222 92.33% 

4,500 29.38% 363,404 93.41% 

5,000 32.64% 366,792 94.28% 

5,500 35.91% 369,708 95.03% 

 

4.4 등급별 어휘 사용량 

다음으로, 등급별로 사용된 어휘의 양을 살펴보자. 등급별 사용 어휘량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에게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등급의 어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으며, 또 교육기관 

등이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거나,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숙달도 평가와 비교해 

보고자 할 때 하나의 참조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표 7>의 기능 어휘를 

포함한 전체 어휘 사용량은 旧 한국어능력시험에 담긴 단어들의 총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텍스트의 어휘량 전반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표 8>를 통해서는 실제 학습해야 할 어휘의 양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표 7>과 <표 8>에서, 셀 안의 값은 각 밴드의 전체 단어 수를 실시 회수로 

나누어서 얻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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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등급별 어휘 분포(전체) 

 전체 제 7회~제 9회 제 10회~제 34회 

 토큰 타입 토큰 타입 토큰 타입 

초급 4748.0 1320.2 9784.6 2030.3 4143.6 1235 

중급 9073.3 2565 17814.6 3862 8024.3 2409.3 

고급 11761.9 3428.2 22588 5550.3 10462.8 3173.6 

 

<표 8> 등급별 어휘 분포(실질 어휘) 

 전체 제7회~제9회 제10회~제34회 

 토큰 타입 토큰 타입 토큰 타입 

초급 2660.2 1055.8 5478.3 1695.6 2340.0 979.1 

중급 4910.2 2114.5 9635 3276.3 4343.3 1973.4 

고급 6323.5 2928.8 12208.6 4878 5617.3 2694.9 

 

<표 7>을 통해, 旧한국어능력시험은 초급의 경우, 기능 어휘를 포함했을 때 

평균 4,800 여개의 토큰과 1,320 여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급은 

9,000 여개의 토큰과 2,500 여개의 타입, 고급은 1,200 여개의 토큰과 3,500 여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어휘 중에서 기능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토큰수 및 타입수의 40% 정도였다.  

실질 어휘(<표 8>)의 경우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급 문항은 총 

2,660 개의 토큰, 1,055 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급 문항은 4,910 개의 

토큰(타입은 2,114 개), 고급 문항은 6,323 개의 토큰(2,298 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7>과 <표 8>에서 회차에 의한 어휘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7회~제9회>는 6종의 시험지(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가 

사용된 반면, <제 10 회~제 34 회>는 3 종의 시험지(초급, 중급, 고급)가 사용된 

것에 기인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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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등급 간 어휘 회귀율 및 신출 어휘수 

한편, 위의 <표7>과 <표8>은 등급별 사용 어휘량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등급별 실제 어휘 학습량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각 등급별 실제 

어휘량을 살피기 위해서는 급간 어휘 회귀율(혹은 등급별 신출 단어수), 다시 

말해 상급 등급에서 사용된 어휘에서 직전 등급의 어휘와 중복되는 어휘들을 

제외한 순수 단계별 어휘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각 등급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단어의 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수험생의 학습 부담량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코퍼스의 등급 간 어휘 회귀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 등급 간 어휘 회귀율 및 신출 어휘수(제 7회~제 9회) 

 타입 초급 회귀 중급 회귀 신출 단어*
 

초급 1,381 - - 1,381 

(100.0%) 

중급 3,539 1,047 

(29.58%) 

- 2,492 

(70.41%) 

고급 6,179 968 

(15.66%) 

2,501 

(40.47%) 

3,678 

(59.52%) 
*신출 단어수는 등급 간에 중복되는 타입을 제거한 후 남은 값(고급 값의 경우, 초급과 중급에 

중복되어 나타난 단어들을 제외하여 얻은 값)이기 때문에 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 

 

<표 10> 등급 간 어휘 회귀율 및 신출 어휘수(제 10회~제 34회) 

 타입 초급 회귀 중급 회귀 신출 단어 

초급 2,338 

 

- - 2,338 

(100.0%) 

중급 6,639 1,909 

(28.75%) 

- 4,730 

(71.24%) 

고급 12,149 1,878 

(15.45%) 

5,254 

(43.24%) 

6,895 

(56.75%) 

 

<표 9>와 <표 10>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회귀율의 관점에서 

<표 9>와 <표 10> 모두 밴드에 따른 비율 차이는 커보이지 않는다. 중급에서 

사용된 단어들 중에서 초급으로부터 회귀된 단어는 약 30% 수준이며, 고급 

중에서 초급에서 회귀된 단어가 약 15%, 중급에서 회귀된 단어(초급과 중복 

되는 단어들은 제거)가 약 40~45%로, 그 수가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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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숙달도가 증가할수록 중복 제시되는 어휘의 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제 7 회~제 9 회의 경우, 초급 29.58%, 중급 40.47%이고, 제 10 회~제 34 회는 초급 

28.75%, 중급 43.24%로,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회귀되는 단어의 수도 10%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해당 등급에서 처음 출현한 단어의 절대값, 즉 

신출 단어수는 숙달도와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급별 총 어휘수와 비교했을 

때는 숙달도에 반비례하고 있다. 

셋째,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제10회~제34회의 경우), 초급을 합격하고 

중급 과정을 준비하는 학습자는 약 4,800 개 수준의 어휘를 새롭게 학습해야 

하고, 이 학습자가 중급을 합격한 후 고급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7,000여개의 타입을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6 등급별 어휘 커버율과 어휘수 

다음으로 살펴볼 연구 문제는 코퍼스의 등급 간에 어휘의 누적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급은 가장 기본적인 어휘들(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을 잘 커버하고 있어야 하고(예를 들어, 상위 빈도의 1~1,000 어 

수준), 상대적으로 덜 일반적이거나 학문적인 어휘들은 중급이나 고급 단계에서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낮은 빈도 수준(예를 들어, 4,000~5,000 어)에 속하는 

어휘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가 텍스트를 적정(reasonable) 수준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커버율(coverage) 95%
5
 개념을 이용하여, 등급에 따라 이 95%에 속하는 단어의 

수를 조사하였다. 

 

 

 

 

                                                      
5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텍스트를 적정(reasonable) 수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텍스트 내 총어수의 95%(Laufer, 1989 등), 혹은 98%(Hu and Nation, 2000)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로, TOEFL 의 이해 영역의 경우, 학습자의 

어휘력이 텍스트의 95% 정도를 커버할 때 대략 76.5%의 점수를 받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Van Zeeland & Schmit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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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등급별 어휘 커버율과 어휘수 

 초급 중급 고급 

구간 전체 

(%) 

7~9 

(%) 

10~34 

(%) 
전체 

(%) 

7~9 

(%) 

10~34 

(%) 
전체 

(%) 

7~9 

(%) 

10~34 

(%) 

500 86.2 89.0 86.1 65.5 71.0 64.9 55.6 59.4 55.3 

1,000 95.4 97.9 95.6 78.7 84.0 78.3 67.4 71.9 67.3 

1,500    85.3 90.6 85.2 74.4 79.5 74.4 

2,000    89.5 94.4 89.6 79.1 84.4 79.3 

3,000    94.3 98.4 94.6 85.3 90.8 85.6 

4,000    96.5  97.2 89.2 94.3 89.6 

5,000       91.9 97.0 92.4 

95%(n) 949 743 940 3,260 2,084 3,098 6,651 4,240 6,331 

 

<표 11>에 따르면, 만약 수험자가 한국어능력시험 텍스트를 95% 이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략 초급은 949 개, 중급은 3,260 개, 고급은 6,651 개의 

타입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결과는 만약 참조 목록(김중섭 외, 2009, 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 수준이 <표 11>의 ‘상위 빈도 범위에 속하는 어휘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설적으로 이 참조 어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旧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7 언어 기능별 어휘 사용량  

이제 다음 연구 문제인 언어 기능에 따른 어휘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이해 어휘와 사용 어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의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의 유형이나 양 

등도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결과는 특정 등급에서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쓰기(WR)’와 ‘어휘/문법(G/V)’, 이해 영역에 해당하는 

‘듣기(LC)’와 ‘읽기(RC)’가 각각 몇 개의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역을 

준비하는 데 몇 개 가량의 타입이 필요한지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표12>와 <표13>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12>는 조사나 어미, 접사 등이 

포함된 값이고, <표13>은 실질 어휘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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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언어 기능별 토큰/타입수(전체) 

  전체 제7회~9회 제10회~34회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LC Token 1,484 2,945 3,893 2,492 5,512 6,827 1,363 2637 3518 

 Type 389 766 1,049 508 1,064 1,521 375 730 992 

RC Token 1,602 3,461 4,062 3,071 5,628 6,569 1425 3,201 3,761 

 Type 387 847 1,051 620 1,393 1,393 359 806 989 

G/V Token 824 1,200 1752 1,461 2,180 3,465 747 1,083 1,547 

 Type 314 494 678 436 724 1,156 299 466 621 

WR Token 837 1,465 2,073 2,760 4,493 5,726 606 1,101 1,634 

 type 228 457 648 465 887 1,302 200 405 569 

 

<표 13> 언어 기능별 토큰/타입수(실질 어휘) 

  전체 제7회~9회 제10회~34회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LC Token 851 1,608 2,095 1,429 3,023 3,682 781 1,438 1,904 

 Type 312 630 895 418 899 1,327 300 598 843 

RC Token 892 1,879 2,166 1,719 3,096 3,574 793 1,733 1,997 

 Type 328 743 940 542 1,059 1,425 302 705 881 

G/V Token 456 629 918 817 1,136 1,830 412 568 808 

 Type 244 388 561 359 595 993 231 363 509 

WR Token 460 793 1,144 1,511 2,378 3,122 333 602 906 

 type 170 352 532 375 722 1,133 145 308 460 

 

<표13>에서 보듯, 기능 어휘를 포함했을 때 LC 영역은 초급이 389개, 중급이 

766개, 고급이 1,049개, RC 영역은 초급이 387개, 중급이 847개, 고급이 1051개, 

G/V 영역은 초급이 314 개, 중급이 494 개, 고급이 678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WR은 초급이 228개, 중급이 457개, 고급이 465개의 어휘 사이즈(이상 타입)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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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어휘를 제외하고 실질 어휘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수가 줄어, 

LC에서는 초급이 312개, 중급이 630개, 고급이 895개 수준을 보였고, RC에서는 

초급이 328 개, 중급이 743 개, 고급이 940 개이었다. G/V 영역은 초급이 244 개, 

중급이 388 개, 고급이 561 개이었고, WR 은 초급, 중급, 고급이 각각 170 개, 

352개, 532개 수준이었다.  

영역별 어휘 사용량은 우리의 직관대로, RC 와 LC 에서 가장 많은 어휘들이 

사용되었고, G/V 와 WR 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LC 의 어휘 사이즈가 RC 의 

어휘 사이즈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LC의 경우, 문법이나 어휘 

및 정보 구조나 배경 지식 이외에도, 등장 인물의 수나 발화 속도, 청자의 역할, 

시각적 보조 자료의 제공 여부 등(Brown and Yule, 1985), 듣기 난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旧  한국어능력시험 LC 

영역의 어휘 수준은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4.8  참조 어휘 목록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참조 목록(김중섭 외, 2009, 

2010)
6 이 旧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를 얼마나 잘 커버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결과에 따라, 참조 목록이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목록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4>에서, 셀 상단의 ‘초급 목록(N=1,553)’은 ‘초급 참조 목록’의 ‘단어수’를 

가리키고, 왼쪽 셀의 ‘초급(N=2,592)’은 초급 코퍼스의 ‘전체 실질 타입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중복 어휘’ 셀의 ‘+’값은 ‘초급 참조 목록’과 일치하는 

코퍼스 내 어휘수를 나타내고, ‘(48.2%)’는 ‘중복 어휘’를 ‘초급’으로 나눈 값, 즉 

초급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남은 어휘(1,341)’는 각 등급의 

어휘에서 ‘목록’과 일치하는 단어를 뺀 값이며, ‘(-975)’는 ‘남은 어휘’ 중에서 

                                                      
6 김중섭 외(2009, 2010)에서는 각각 초급 어휘 1,560어, 중급 어휘 2,869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형태 분석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단어들(예를 들어, 김중섭 외(2009, 2010)에서 

하나의 단어로 처리된 ‘일기예보/NNG’, 영화표/NNG’, ‘휴대전화/NNG’, ‘그러다가/MAG’ 등을 

본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방식을 따라 ‘일기/NNG+예보/NNG’, 

‘영화/NNG+표/NNG’, ‘휴대/NNG+전화/NNG’, ‘그러/VV’로 분리하였다)으로 수정하였고, 

아울러 김중섭 외(2009, 2010)의 초급과 중급 목록에 공통하는 단어들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당초의 어휘수 4,429개가 4,334개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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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인명, 지명, 건물명 등이 포함)의 수를 나타낸다.  

 

<표 14> 참조 어휘 목록(김중섭 외, 2009, 2010)과의 중복도 

  초급 목록(N=1,553) 중급 목록(N=2,841) 

 등급 중복어휘 남은어휘 중복어휘 남은어휘 

전체 초급 

(N=2,592) 

+1,251 

(48.2%) 

1,341 

(-975) 

+574 

(21.1%) 

2,108 

(-975) 

 중급 

(N=7,303) 

+1384 

(18.9%) 

5,919 

(-848) 
+2,180 

(29.8%) 

5,123 

(-848) 

 고급 

(N=13,628) 

+1356 

(9.95%) 

12,273 

(-1,024) 
+2,285 

(16.7%) 

11,343 

(-1,024) 

7회~9회 초급 

(N=1,381) 

+961 

(69.5%) 

420 

(-209) 

+183 

(13.2%) 

1,198 

(-209) 

 중급 

(N=3,539) 

+1,108 

(31.3%) 

2,431 

(-170) 
+1,267 

(35.8%) 

2,272 

(-170) 

 고급 

(N=6,179) 

+1,081 

(17.4%) 

5,098 

(-209) 
+1,522 

(24.6%) 

4,657 

(-209) 

10회~34회 초급 

(N=2,338) 

+1,200 

(51.3%) 

1,138 

(-760) 

+499 

(21.3%) 

1,839 

(-760) 

 중급 

(N=6,639) 

+1,138 

(17.4%) 

5,501 

(-678) 
+2,055 

(30.9%) 

4,584 

(-678) 

 고급 

(N=12,149) 

+1,306 

(10.7%) 

10,843 

(-815) 
+2,179 

(17.9%) 

9,970 

(-815) 

 

<표14>에서 볼드 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전체), 초급 어휘가 <초급 

목록>과 일치하는 비율은 48% 정도이며, 목록 밖에 있는 단어가 360 개 

정도이다(고유명사 975 개 제외). <초급 목록>에서 旧한국어능력시험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302 개이다. 중급과 <중급 목록>은 2,180 개가 

일치하는 한편(29.8%), 중복되지 않고 남은 단어가 4,275 개(고유명사 848 개 

제외), <중급 목록>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단어는 661 개에 달하였다. 

고급과 <중급 목록>이 일치하는 비율은 전체 어휘의 16.7%인 2,285 개이었고, 

일치하지 않은 것이 1,0319개이었다.  

한편, 여기에서 결과의 해석 시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참조 

목록>이 실제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 작성에 반영된 시점(반영되었다고 

한다면)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중섭 외(2009)에서는 제 6 회에서 

제 14 회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초급 참조 목록을 작성하였고, 김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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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0)에서는 제 6 회에서 제 20 회까지를 대상으로 중급 참조 목록을 

작성하였다는 점만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표 14>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잠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28 회에 걸친 기출 문제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초급 목록>에서 302 개, <중급 목록>에서 

556 개나 존재한다는 것은 참조 목록의 유용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에 즈음해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5. 나가기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旧한국어능력시험의 기출 문제를 수집·전산화하여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여기에서는 旧한국어능력시험 제 7 회부터 

제 34 회까지 총 28 회분, 초급과 중급, 고급, 그리고 듣기 지문까지를 망라한 

기출 문제 전체를 다루었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旧한국어능력시험 코퍼스에서 추출한 실질 어휘의 전체 토큰수는 

389,034개이었고, 타입수는 15,591개이었다. 실질 어휘와 기능 어휘의 비율은 약 

95.5% 대 4.5%로, 실질 어휘의 구성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품사별 구성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반명사가 전체의 68%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자연언어에서의 명사 구성 비율인 23%~2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旧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 구성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빈도 구간별 어휘 분포 분석에서는 전체 단어수의 3.2%에 해당하는 

500 어가 코퍼스 전체 어휘수의 61%를 차지하였고, 35.9%에 해당하는 5,500 어 

수준에서는 95% 이상을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저빈도어, 다시 

말해 5,500 어 수준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 10,091 개는 전체 텍스트 어휘의 

5%만을 커버하였다.  

넷째, 등급별 어휘 사용량과 관련해서는 실질 어휘의 타입 기준(평균)으로 

초급이 1,055개, 중급이 2,114개, 고급이 2,928개이었다.  

다섯째, 등급 간에 초급 어휘의 28%~29%, 중급 어휘의 40~43% 가량이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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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으로 회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등급 고유의 단어(제 10 회~제 34 회 

기준)는 초급이 2,338개, 중급이 4,730개, 고급이 6,895개이었다.  

여섯째, 전체 어휘에 대한 커버율이 95%에 도달하는 데는 초급이 949 개, 

중급이 2,084개, 고급이 6,651개의 단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곱째, 언어 기능별로 사용되는 어휘량(타입)은 모든 등급에서 읽기 영역과 

듣기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문법과 어휘, 쓰기에서 사용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덟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참조 어휘목록과 

실제 기출 문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초급 목록> 중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302개이었고, <중급 목록> 중에서는 556개가 있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어휘의 교수 방법이나 습득, 또한 습득과 관련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대신, 어휘를 오롯이 양적이고 코퍼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었다. 그러다 보니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어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제 종속적인 경향이 있는 데다,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서도 사용되는 단어들이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양적 부분만을 

살피다 보니 세부적인 특징들을 충분히 조망하지 못했다. 또한 지면 관계상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旧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세부적인 질적 특징들은 김창구(준비중)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어휘 목록은 김창구(2015)을 통해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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