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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어 학습자 코퍼스(English learner corpus)를 활용하여 다양한 어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 지고 있다. 하지만 지 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다수 어 학습자 코퍼스는 소규모이거나 공개가 되지 

않아 공익을 한 어 교육 콘텐츠로서의 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어 

학습자 코퍼스 구축 황을 살펴보고 규모 공개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스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한,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1백만 단어 이상으로 만들어진 규모 공개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스 구축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비 학생의 어사용 특성을 악하고 이를 어 교육 개선을 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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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researchers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rested in the creation and 

pedagogical use of English learner corpora.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learner corpora can 

not only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but als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and evaluation of language tests by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English learners. So far,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Korean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corpus. The Yonsei English Learner Corpus (YELC 2011) is a 

specialized, monolingual, and synchronic Korean EFL learner corpus that was developed by 

Yonsei University from 2011 to 2012. Over 3,000 Korean high school graduates (or equivalents) 

who were accepted by Yonsei University for their further studie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It 

consists of 6,572 written texts (1,085,828 words) at nine different English proficiency levels. In 

this paper, we describe its compilation, and more specifically, how we have corpusized from a 

text archive to a corpus. After introducing the process of corpusization, we report arresting 

insights into the specific linguistic features that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have.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potential use of the YELC 2011 which is now freely 

available for research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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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코퍼스(corpus)란, 기본 으로 텍스트화 된 언어의 

모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Sinclair[1]은 이러한 텍스트

가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화한 

언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O'Keeff, McCarthy

와 Carter[2]는 이러한 언어 모음이 종이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읽을 수 있는 산화 작업이 이 진 형

태여야 한다며, 컴퓨터 발명 이후의 코퍼스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 한, Hunston[3]은 코퍼스를 구성하

는 텍스트는 문어(written language)일 수도 있고 구어

(spoken language)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코퍼

스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 다. 

코퍼스는 사회언어학을 포함, 문학을 비롯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사용되

어왔고[4][5].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를 모아 구

축하는 코퍼스의 유용성은 일 이 역설되어왔지만, 

규모 코퍼스를 구축하는 일에는 막 한 비용, 시간, 노

력, 문 인력이 필요하다[6]. 따라서 국내에는 아직 연

구목 으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규

모 개방형 코퍼스는 거의 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4년제 

학교 입학 정자들이 생산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어 학습자 3,286명이 기여한 규모 공개 한국인 어 

문어 코퍼스인 연세 어 학습자 코퍼스(Yonsei 

English Learner Corpus, YELC 2011)를 구축하고, 이

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 학생의 반 인 어 사

용 특성과 등 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 의 규모 공개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

스를 구축함으로써 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어 사

용의 실태를 악하고, 어 원어민과 어떤 차이가 있

는지 규명하고, 한 어 학습자 코퍼스를 공개함으로

써 국내외 학자와 연구자들이 어 학습자의 실물 자료

를 바탕으로 폭넓게 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코퍼스 구축 동향
컴퓨터로 코퍼스 검색이 가능한 근  코퍼스의 시

로 불리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라운 코퍼스

(Brown Corpus, BC)라 할 수 있다. BC는 미국 라운 

학교에 재직 이던 Henry Kucera와 Nelson Francis

가 당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국 어를 분석하기 

해 만들었다[7]. 이들은 1961년 이후 미국에서 발행된 

신문기사, 사설, 추리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 500

개를 선별한 후, 장르마다 각 2천 단어 내외로 균형을 

맞춰 1백만 단어로 이 진 규모 코퍼스를 구축하

다. BC는 이후 근  코퍼스 구축의 첫 사례로 꼽히며 

50년이 지난 지 에도 세계 여러 연구자에 의해 리 

활용되고 있다[8][9].

미국 어 연구를 한 코퍼스 구축에 자극받은 국

학자들은 국 어 연구에 한 필요성을 감하여, 

1960년  반부터 1990년  사이 국인들이 사용한 

어를 모아 국국립코퍼스(British National Corpus, 

BNC)를 구축했다[10]. BNC에는 신문기사, 학술교재, 

소설, 자원 사자의 화, 라디오 인터뷰 등 총 4,124개

의 텍스트(약 1억 단어)가 투입 고, BC에 비해 다소 

늦게 구축 지만, 문어만 있던 BC와 달리 90%의 문어

와 10%의 구어로 구성되었다[11]. 따라서 BNC는 BC의 

1백배라는 규모, 문어와 구어를 모두 포함한다는 에

서 BC의 한계를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BC나 BNC가 어 원어민의 어를 수집했다면, 

어 학습자 코퍼스(English learner corpus)는 어 학습

자들의 실제 어 사용을 수집한다[12]. 어 학습자 코

퍼스 구축이 이 진 배경에는 1990년  반부터 어 

교수·학습 교재가 어를 사용하는 어 원어민 지필진

의 직 이나 인 인 문으로 사 이나 교재가 제작

되기보다는, 어 학습자들이 발화하는 실제 어 사용

에 근거를 두고 어 사 이나 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

는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13][14]. 이와 같은 향

으로 만들어진 표 인 어 학습자 코퍼스로는 

Longman Learners' Corpus(LLC)와 Cambridge Learner 

Corpus(CLC), 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 

English(ICLE)가 있다.

어 학습자 코퍼스 연구는 어 원어민의 시각에서 

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짐작 신, 

어 학습자들이 실제 쓰고 말한 어 사용의 실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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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연구가 이 진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어 

학습자들의 실제 인 언어사용을 분석함으로써 어원

어민보다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게 사

용하는 단어와 표 을 직 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규명

할 수 있다[15]. 를 들어 Gillard와 Gadsby[16]는 어 

학습자들이 ‘nice’, ‘happy’, ‘big’이라는 형용사를 과도하

게 사용하고, ‘enormous’, ‘massive’, ‘huge’와 같은 형용

사는 어원어민보다 상 으로 게 사용한다는 것

을 어 학습자 코퍼스 연구를 통해 밝 냈다. 이들은 

어 학습자 코퍼스 연구를 통해 어 학습자가 혼란스

러워할 만한 약 1,200개의 단어를 어사 에 도움 상

자 형태로 포함해 학습자가 이들 단어에 해 더욱 세

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2000년  후반 국내에서도 어 학습자 코퍼스의 필

요성에 한 인식이 늘어났고, 본격 으로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스 구축이 시도되었다. (주)능률교육에서는 

사 제작을 해 The Neungyule Interlanguage 

Corpus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NICKLE)이라

는 어 학습자 코퍼스를 구축하려 시도했다[17]. 

NICKLE은 학생들이 작성한 문어와 구어로 구성되

었고, 그 규모는 약 890,000단어로 알려져있다

(http://www.uclouvain.be/en-cecl-lcworld.html). 

NICKLE이 우리나라 최 로 국 단  학교에서 수

집한 어 학습자의 실물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어 학

습자 코퍼스를 구축하려 했다는 은 의미하는 바가 크

다. 하지만 NICKLE은 해당 과제가 회사 내부 사정상 

잠정 단 고, 재까지 그 데이터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18].

(주)청담러닝에서는 자사에서 운  인 어학원을 통

해 어 치사 오류 교정 모델 개발을 한 Chungdahm 

English Learner Corpus(CELC)를 만들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10-16세 사이의 학생들이 작성한 작문을 수

집해서 만들어진 CELC는 그 규모가 1억 3천만 단어에 

달한다. 하지만 자들도 인정했다시피 “이들 자료는 

재 엄 한 의미의 정제된 코퍼스라기보다는 데이터

베이스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19]. 다시 말해, CELC

는 코퍼스 언어학에서 통용되는 ‘코퍼스’라기 보다는 학

생들이 작성한 작문을 모아 놓은 문서 보 소(text 

archive)로 보는 것이 하다. CELC 역시 NICKLE

와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 사정상 담당 부서가 없어졌

고, 외부연구자의 사용이 불가능하다[20].

출 사와 사교육 업체의 주도로 코퍼스 구축이 시도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어 학습

자 코퍼스는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speaking English Learner Corpus(SKELC)를 

로들 수 있다. SKELC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

울 학교 학생들의 작문을 모아 만든 한국인 어 학습

자 문어 코퍼스로 약 899,505단어로 이루어져 있다[21]. 

SKELC가 처음으로 규모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스

의 지평을 열었다는 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서울

학교 내부 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실 인 제약

이 있다.

이처럼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차츰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스의 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어 학

습자 코퍼스 구축에 한 시도가 있었지만 기치 못한 

사정으로 단되었거나, 엄 한 의미에서 코퍼스화

(corposization)로 되지 못한 상태이거나, 외부 연구자

가 연구목 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III. YELC 2011의 배경

1. YELC 2011의 텍스트 소스
행 학입학수학능력 어 시험은 수험생의 읽기

와 듣기능력 주로 평가한다. 따라서 학입학수학능

력 어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학 신입생의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연세 학교

는 자체 개발한 신입생 어 능력 평가(Yonsei English 

Placement Test, YEPT)를 통해 2009년부터 비 학

생의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진단해왔다. 어 원어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언더우드 국제 학에 입학하는 학생

과 면제에 해당하는 공인 어 시험 성 표를 제출한 

학생을 제외하고 수시와 정시 각 입학 형에 계없이 

연세 학교 입학 정자 원이 YEPT에 응시해야 한다.

YEPT는 컴퓨터 기반 테스트를 통해 이 진다. 수험

생은 시험이 시작되기에 앞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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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험 결과를 연구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격 으로 시험이 시작되면, 수험생은 컴퓨

터 스크린을 통해 시험에 한 일반 인 정보를 달받

은 후 마이크로폰이 부착된 헤드셋을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질문에 답한다. 수험생이 말한 음성내

용은 엠피스리(MP3) 일 형태로 앙 컴퓨터 서버에 

실시간으로 장된다. 쓰기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 질문

이 나오면 자사 이나 인터넷 검색 도움 없이 그 자

리에서 바로 작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 진다.

말하기 역은 총 20분에 걸쳐 진행되며, 트 1과 2

(단답형으로 답하기), 트 3(짧은 지문을 소리 내어 

읽기), 트 4와 5(친숙한 주제에 해 말하기), 트 6, 

7, 8(학술 인 주제에 해 말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쓰기 역은 60분에 걸쳐 진행되며,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 1에서는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순

서 로 입력하기, 트 2는 친숙한 주제에 해 최  

100단어 내외로 작성하기(e.g., What was your favorite 

extracurricular activity in high school? What made 

you join the activity?), 트 3에서는 학술 인 주제에 

해 최  300단어 내외로 작문을 한다(e.g. Why should 

people receive a college education? State your opinion).

시험 결과는 모두 앙 컴퓨터 서버에 실시간으로 

장되며, 평가자 훈련을 받은 어 원어민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평가자에 의해 채 된다. 이때 평가는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CEFR)을 토 로, CEFR에서 제시한 6등

을 우리나라 학입학수학능력 시험의 9등 에 맞춰 

세분화시킨 9등 으로 등 이 매겨진다[22]. 해외에서 

이같이 어 학습자들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 유사한 코퍼스로는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

에서 구축한 TOEFL 2000 Spoken and Written 

Academic Language Corpus(T2K-SWAL), Japanese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JEFLL) 

Corpus 등이 있다[23][24].

2. YELC 2011의 대표성
코퍼스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요한 요소  하

나는 코퍼스의 표성(representativeness)이다. 국에

서 구축한 British Academic Written English(BAWE)

의 경우 3개 국 학교 학부과정 학생들의 과제물을 

모은 것으로, BAWE를 이루는 텍스트의 50% 이상은 3

개 학교  1개의 특정 학교에서 집 으로 수집

되었다[25][26].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BAWE의 

표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1) 30개 이상의 공 2) 1,00

9명의 기여자 3) 6백5십만 단어 이상의 규모로 요약

될 수 있다[27]. 실 으로 어떤 코퍼스도 목표 연구

상과 장르를 100% 표할 수 없고, 이것은 코퍼스가 가

진 태생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을 반 하여 

코퍼스는 ‘제한 ’ 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들의 생각이다. BAWE 역시 이 같은 코퍼스로의 

표성을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

문에 2008년 공개가 된 이후 활발한 연구자료로 활용되

고 있다.

YELC 2011도 BAWE와 마찬가지로 국내 4년제 학

교 1개교에 입학할 정자들이 국에 있는 200개 이상

의 4년제 학 입학 정자 부를 변할 수는 없다. 하

지만 YELC 2011는, 1) 수시와 정시 기여자(수시 모집: 

80%, 정시 모집: 20%) 2) 국단  고등학교 출신 기여

자 배경, 3) 다양한 국내 고등학교 유형을 부분 포함, 

4) 정원 내·외 수시(진리·자유 형, 사회기여자 형, 

사회  배려 상자 형, 연세한마음 형)과 정시(농

어 학생 특별 형, 특수교육 상자 특별 형, 문계 

고교출신자 특별 형, 연세한마음 형, 새터민 특별

형) 포함, 5) 총 3,000명 이상에 달하는 비 학생을 

상으로 1백만 단어 이상의 규모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에서 상 으로 우수학생들이 입학한다는 연세

학교 입학 정자들의 어 실력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비교하면 높을 수도 있다는 직 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 성 이 출 한 학생들은 YEPT를 이

미 면제를 받은 상태이고, 어 성 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상당수 형 학생들이 포함되었다는 후 상황을 

반 하면, 이 연구에서 YELC 2011이 한국인 어 학습

자이고 국내 4년제 학교에 입학할 정자의 어 쓰

기 능력을 보여주는 ‘제한 인’ 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단한다. YELC 2011 역시 BAWE와 마찬

가지로 코퍼스로서 갖춰야 할 이러한 표성을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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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2012년 3월 31일 

공개된 이후 국(University of Birmingham 등)과 미

국(Georgetown University, Northern Arizona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Florida 등)을 포함한 국내 30개 이상 학교, 1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YELC 2011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하

고 있고 그 수는 매 년 늘고 있다.

3. YELC 2011의 실제성
Stubbs[28]는 학습자에 해 언어학자나 어 교사의 

인 인 간섭이 배제돼야 비로소 실제성(authenticity)

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YEPT가 연세 학교 내부 으

로 개발 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수험생은 이 시험

에 해 미리 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YEPT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

태에 있다는 을 고려하면, 수험생은 시험 당일 그 상

태에서 본인들의 어 능력을 그 로 보여  수밖에 없

다. 시험 상황이기 때문에 언어학자나 어 교사의 인

인 간섭을 포함, 자사 이나 인터넷의 도움을 받

을 수 없다는 도 수험생의 실제 어를 보여주는 데 

이바지한다. 결과 으로 YELC 2011을 구성하는 텍스

트는 어 학습자의 쓰기에 직·간 으로 향을  

수 있는 일체의 도움 없이 그 자리에서 본인의 어 쓰

기 능력을 그 로 보여 다는 에서 실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실제성을 바탕으로 생산된 

텍스트는 제한된 시간 없이 집에서 작성한 쓰기 결과물

과 달리 한국인 어 학습자가 어 쓰기를 할 때 범하

는 ·소문자 사용의 오류, 철자법 오류, 구두법 사용의 

오류 등도 고스란히 보여 다. 

4. YELC 2011의 규모
코퍼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코퍼스를 구축할 때 어

느 정도의 규모가 당한지에 한 논란은 지 까지도 

끊이지 않는다[29].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는 약 4억 2천 5백만 단어, Bank of 

English(BOE)는 5억 5천만 단어에 달할 정도이다. 

어 학습자 코퍼스는 어 학습자가 직  작성하거나 말

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텍스트가 다양

한 어 원어민 코퍼스보다 구축과정이 상 으로 복

잡하고, 텍스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앞서 언

한 LLC나 Cambridge Learner Corpus(CLC)의 경우 

그 규모가 BNC, BOE, COCA의 10분의 1 수 인 1천만 

단어와 2천3백만 단어 정도이다.

LLC나 CLC는 상업  목 을 해 세계 인 출 사

의 거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된 경우이고, 개인연구자

가 이런 규모의 어 학습자 코퍼스를 구축하기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벨기에 루벤 학교에서 

소개하는 세계 어 학습자 코퍼스 리스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다수의 학습자 코퍼스의 규모는 1백만 단

어 이하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안성호와 이은 [30]이 

구축한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스가 13,384단어, 

Lee[31]의 학습자 코퍼스는 214,363단어이고, 앞서 언

한 SKELC의 경우 899,505단어 규모이다. 따라서 코퍼

스 개발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제약을 고려할 때, 어 

학습자 코퍼스는 학습자의 일반 인 오류를 연구할 수 

있는 최소 1백만 단어 이상 규모이면 하다는 것이 

자들의 주장이다. 비근한 로, 연구목 을 해 사용

할 수 있는 최  규모의 개방형 어 학습자 코퍼스로 

알려진 스웨덴 University of Uppsala에서 구축한 The 

Uppsala Student English Corpus (USE)의 경우도 약 1

백만 단어 정도이다[32].

IV. YELC 2011 구축과정

YELC 2011 구축에 사용된 실물 언어자료는 2011년 

1월과 2월 사이에 시행된 YEPT 쓰기 시험에 참여한 

총 3,563명의 응시자가 작성한 7,126개의 쓰기 결과물 

, 본 연구목 에 맞는 3,286명의 쓰기 결과  트 2

와 3, 총 6,572개의 텍스트이다. 이 장에서는 이 같은 코

퍼스 구축에 한 실제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본다.

1. 설계 및 필터링
YELC 2011 구축에 한 목 이 정해진 후, 본격 인 

코퍼스 구축에 앞서 보유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

게 코퍼스화 할지에 한 논의가 이어졌다. YELC 2011 

구축에 사용된 기 자료는 마이크로소 트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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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엑셀(Excel) 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형태

다. 그 안에는 학생들의 기본 정보, 쓰기 결과물, 채

자, 채 결과 등이 각각의 셀에 독립 인 형태로 담겨

있다. 자들은 이 엑셀 문서에 있는 학생들의 쓰기 결

과를 코퍼스화하기 해 각각의 쓰기 결과를 개별 인 

텍스트 일 형태로 만들었다. 이를 해 마이크로소

트에서 개발한 노트패드(Notepad) 6.1 버 을 사용해서 

엑셀 문서에 있는 3,563명의 쓰기 결과물 체를 수작

업으로 하나씩 개별 텍스트 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총 7,126개의 개별 텍스트 일이 만들어졌

고, 각 일을 구별하기 해 컴퓨터 하드드라이 에 

편의상 YELC 2011_Part_01과 YELC 2011_Part_02라

는 일 폴더를 만든 후, 내부 으로 각 일을 ‘수험번

호_Writing Part’의 형식으로 이름 붙 다. 를 들어 

‘AABB30235_01’인 일은 AABB30235 학생이 작성한 

쓰기 트 1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어 사용자의 어에 을 

맞췄기 때문에 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는 필터링

을 통해 YELC 2011에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텍스트에는 어 이외의 한국어, 불어 등이 포

함된 텍스트가 다수 있었다. 주로 어려운 단어(e.g. 단

백질), 표 (e.g. 자원하다), 고사성어(e.g. 백해무익) 등

을 한국어를 어로 못 바꾼 경우이다. 몇몇 학생들은 

질문과 무 한 답을 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었다. 첫 번째는 ‘I’m sorry 

I’m not very well English’, ‘I’m sorry I don’t speak 

English’와 같이 질문과 무 하게 어로 답한 경우,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신체검사에

서 공익 정을 받았습니다.’ 등과 같이 질문과 무 하게 

한국어로 합을 한 경우가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질문

에 한 답이 아닌 것으로 단하고 YELC 2011에 포

함하지 않았다.

수검사를 하는 도  다수의 학생이 이모티콘이나 

불필요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발견 다. 표

인 로는 ^^, :), ^^;, *.+ 등이 있다. 텍스트에서 나타나

는 이와 같은 상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목 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YELC 2011에서 배제했다. 한편 

YELC 2011은 최  100단어 이내에서 답하는 트 1

과 최  300단어 이내에서 답하는 트 2가 한 세트

를 이룬다. 따라서 두 개의 질문  한 개라도 답하지 

않은 경우는 세트를 이룰 수 없으므로 역시 YELC 2011 

구축과정에서 제외했다.

2. 불순물 제거 및 무기명화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자들은 YEPT 시스템 개발자

에 의해 기술 인 목 으로 텍스트에 자동으로 들어간 

보이지 않는 컴퓨터 코드는 본 연구목 과 련이 없어 

‘불순물’로 규정하고 수 작업을 거쳐 하나씩 제거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의 입학 정학과와 개인신상을 

추측할만한 의미를 담고 있던 응시자 번호를 무기명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자들은 이를 해 오  소스 

일 매니  로그램인 넥석스 일(NexusFile 

5.3.1.5460)의 고 기능을 사용해서 최종 3,286명이 작성

한 쓰기 결과물을 1번부터 3,286번까지 번호를 부여했

고, 트 1과 트 2를 구분하기 해 그 뒤에 트 1인 

경우 01, 트 2인 경우 02를 붙 다. 를 들어 1_01인 

경우 학생 1번이 쓴 트 1이고, 1_02는 학생 1번이 쓴 

트 2이다.

V. 결과

YELC 2011은 2011년 연세 학교 입학 정자 총 

3,286명(남학생 1,958명, 여학생 1,328명)이 2011년 1월

부터 2월 사이에 치른 작문 시험에서 1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는 작문과 3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는 

작문을 모아 구축한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스이다. 

YELC 2011은 학생 번호, 성별, 등 에 한 정보를 담

고 있는 엑셀 일(YELC_2011.xlsx)과 총 6,572개의 텍

스트 일을 담고 있는 YELC_2011 일 폴더로 구성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압축 일 형태

(YELC_2011.zip)로 연세 학교 어코퍼스연구실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YELC 2011을 요약하면, YELC 2011을 구성하는 텍

스트는 품사나 자 인 사항 등 부가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원시 코퍼스(raw corpus)이다. 한, YEL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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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인 어 학습자들이 쓴 텍스트를 모았으므로 

어 학습자 코퍼스(English learner corpus)이다. YELC 

2011을 구성하는 텍스트는 2011년 1월부터 2월이라는 

한시 인 기간에 모았기 때문에 공시 코퍼스

(synchronic corpus)로 볼 수 있고, 구축과정에서 어 

이외의 언어가 담겨있는 텍스트는 배제했기 때문에 단

일어 코퍼스(monolingual corpus)이다.

YELC 2011 기여자의 연령 는 1995년생인 만 17세

부터 1972년생인 만 40세까지 다양하다. 이들이 공부하

게 될 곳은 문과 학, 상경 학, 경 학, 이과 학, 공

과 학, 음악 학, 의과 학, 치과 학, 간호 학 등 총 

57개 학과, 학부  계열을 망라한다. YELC 2011 기여

자  하 등 부터 상 등  학생 수를 살펴보면 A1

(최하등 )이 41명, A1+가 185명, A2가 684명, B1이 

1,173명, B1+가 705명, B2가 378명, B2+가 81명, C1이 

37명, C2(최고등 )가 2명이다. 상 등 인 C1과 C2가 

상 으로 은 이유는 어원어민이거나 어실력이 

뛰어나서 YEPT 자체를 면제받은 학생은 시험을 치르

지 않았고, 간에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제외 을 수도 

있다.

VI. 분석 및 논의

1. YELC 2011의 표준화된 타입/토큰 비율
YELC 2011을 구성하는 텍스트 분석을 해 

WordSmith Tools 6.0[33](이하 ‘워드스미스’)을 사용하

다. [표 1]은 워드스미스를 사용해서 YELC 2011을 

구성하는 텍스트에 한 통계  정보를 보여 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YELC 2011의 트 1에서 나타난 

총 토큰(token) 수는 315,317개이고, 트 2는 총 

770,511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에서 타입

(type)은 트 1에서 11,308개, 트 2에서는 16,416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ELC 2011의 토큰 값이 트 1

과 2를 더한 값과 같지만, YELC 2011의 타입 값이 

트 1과 2를 더한 값과 다른 이유는 트 1과 2가 합쳐지

면서 겹치는 유형은 타입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다양성을 살펴

보기 해 타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 TTR) 

값을 구한다[34]. 하지만 6,572개의 텍스트로 이 진 

YELC 2011의 경우 텍스트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

문에 일반 인 TTR 값은 다소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

서 텍스트의 길이를 인 으로 일정하게 만들어 표

화된 타입/토큰 비율(Standardized Type/Token Ratio, 

STTR) 값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35]. 이때 YELC 

2011를 구성하는 반 인 텍스트의 길이를 고려하고, 

동시에 워드스미스의 STTR 베이스 최소 단 인 50을 

기 으로 값을 구하면, 트 1은 73.37%이고 트 2는 

76.79%이다. 따라서 체 YELC 2011의 STTR은 

75.93%로 구해진다.

트 1 트 2 YELC 2011

텍스트 3,286 3,286 6,572
토큰 315,317 770,511 1,085,828
타입 11,308 16,416 21,839

표준화된 
타입/토큰 비율 73.38 76.79 75.93

총 문장수 25,386 52,814 78,200
한 문장당 평균 

단어 수 12.36 14.57 13.85

표 1. YELC 2011의 통계 정보

YELC 2011의 STTR을 비교하기 해 연령 가 비

슷한 어 원어민 코퍼스  하나인 Louvain Corpus of 

Native English Essays(LOCNESS)를 사용하 다[36]. 

LOCNESS는 미국과 국 학생 어 원어민들의 작

문과 국 학교 입학 비생인 어 원어민 학생들의 

작문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가 

비슷한 국 학교 입학 비생인 어 원어민 학생들

의 작문만 추출해서 LOCNESS-E라는 서 코퍼스

(sub-corpus)를 만들었고, LOCNESS-E를 YELC 2011

과 비교했다. 워드스미스를 사용하여 LOCNESS-E를 

YELC 2011과 같은 조건에서 STTR 값을 구했고, 그 

값은 80.77%로 나타났다. 앞서 언 한 BAWE의 경우 

비록 연령 는 다르지만, 국 학교 재학생들의 B+ 

이상을 받은 상  과제물을 모은 코퍼스이다. BAWE의 

STTR 기 값을 YELC 2011과 같은 50으로 설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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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WE의 STTR을 구하면, 그 값은 78.40%가 나온다. 

통계 으로만 봤을 때, YELC 2011 기여자의 STTR은 

비슷한 연령 의 어 원어민 학생들보다는 약 5%가량 

낮게 나오지만, 국 학교에 재학 이던 학생들의 

STTR과는 3%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YELC 2011을 구성하는 총 문장 수는 78,2050이며 한 

문장당 평균 13.85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로 LOCNESS-E는 한 문장당 평균 12.36단어, BAWE

는 한 문장당 평균 22.55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 인 숫자만 보면, 한국 비 학생이 비슷한 

연령 의 어 원어민보다 평균 으로 한 문장을 완성

하기 해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ELC 2011과 LOCNESS-E 모두 BAWE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BAWE는 최소 500단어에서 많은 것

은 10,000단어와 참고문헌까지 들어간 학술 보고서를 

다수 포함한 과제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

2. YELC 2011의 등급별 어휘 분포율 및 특성
YELC 2011을 구성하는 텍스트의 등 별 어휘 분포

를 분석하기 해 무료 소 트웨어 AntWordProfiler 

1.4.0w을 사용하 다[37]. AntWordProfiler 1.4.0w에는 

West[38]가 제안한 General Service List(GSL)  2,000 

기본 어휘가 탑재되어 있는데, GSL 1K(1,000)에는 5백

만 단어마다 332번 이상 나오는 고빈도 어휘가 1번부터 

1,000번째까지 포함되어 있고, GSL 2K(2,000)에는 그 

다음 고빈도 어휘가 순서 로 탑재되어있다[39]. 

AntWordProfiler 1.4.0w에는 Coxhead[40]가 제안한 학

술어휘목록(Academic Word List, AWL) 570개의 단어

족(word families)도 포함하고 있는데, AWL은 다양한 

공에서 사용되는 학술어휘가 표제어(headword)로 탑

재되어 있다. 를 들어 ABANDON이란 표제어는 

ABANDONED, ABANDONING, ABANDONMENT, 

ABANDONS을 포함한다[41].

[표 2]는 YELC 2011의 등 별 어휘가 GSL 1K, GSL 

2K, AWL, 이상의 어휘 목록에 없는 어휘를 포함하는 

비율을 보여 다.

A1 A1+ A2 B1 B1+ B2 B2+ C1 C2 ALL

GSL 
1K 81.76 83.57 84.30 84.44 84.46 83.94 83.60 82.23 80.31 84.26

GSL 
2K 6.18 5.77 5.89 5.85 5.96 6.36 6.50 6.56 8.76 5.98

AWL 2.33 2.56 3.00 3.14 3.29 3.74 3.76 4.44 5.76 3.25
Not 
in 
the 
list

9.73 8.10 6.81 6.56 6.29 5.97 6.14 6.78 5.16 6.51

표 2. YELC 2011의 등급별 어휘 분포율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사용한 어휘는 

부분 GSL 1K+2K의 어휘목록에 약 90% 가까이 포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목록별로 보면, 가장 낮은 등

인 A1의 GSL 1K는 81.76%이지만 간 등 인 B1+ 

등 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B2 등 부터는 

차 하락세를 보이며,  B2 등 부터는 GSL 2K의 어휘

를 더 사용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것은 등 이 올라갈

수록 학생들이 쉬운 어휘 사용이 고 그보다 조  어

려운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WL의 경우는 낮은 등 에서 높은 등 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일 되게 AWL 어휘목록에 포함된 어휘를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GSL 1K+2K, 

AWL에 포함되지 않은 ‘Not in the list(NITL)’가 낮은 

등 에서 높은 등 으로 갈수록 일 성 있게 어드는 

경향도 볼 수 있는데, NITL에서 어든 비율은 등 이 

올라갈수록 GSL 2K와 AWL의 비율로 상쇄되는 경향

을 보 다.

A1 A1+ A2 B1 B1+ B2 B2+ C1 C2
Over
all

STTR 75.31 74.94 76.23 77.45 78.29 79.23 79.84 80.31 80.88 77.70

표 3. YELC 2011의 등급별 STTR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워드스미스로 YELC 2011의 

등 별 텍스트를 불러와 STTR 베이스를 50으로 설정

을 한 후 값을 구하면, 등 이 높을수록 STTR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최하등 인 A1(75.31%)과 최

고등 인 C2(80.88%)와는 5%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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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C2 등 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 한 비

슷한 연령 의 어 원어민 학생들(80.77%) 보다 낮은 

수치를 보 다. 하지만 B2 등 부터는 국 학교 재

학생들(78.40%)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 다. 한 문장당 

평균 단어 수 역시 등 이 올라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고등 인 C2와 최하등

인 A1은 8단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어 쓰기 등 이 높아질수록 상 등  학생들은 한 문

장을 만들 때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모 개

방형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

해 직 이 아닌 비 학생이 작성한 실제 작문을 기

반으로 어능력 등 이 높은 학생일수록 문장을 만들 

때 같은 단어의 반복  사용을 자제하고 상 으로 어

렵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어능력 등 이 높은 학생일수록 한 문장을 

만들 때 평균 으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도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

리나라 비 학생들의 어휘의 다양성 측면을 비슷한 

연령 의 어 원어민 학생들이나 국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YELC 2011의 활용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자주 지르는 오류분석을 연구할 수 있다. 

를 들어 ‘한국인들은 사를 자주 틀린다’는 통설을 

실제 규모 한국인 어 학습자 코퍼스인 YELC 2011

을 통해 제한 으로나마 검증할 수 있다. 한, YELC 

2011을 이용해서 래 어 원어민 학생들보다 상

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미흡하게 사용하는 표

들에 한 비교 분석연구도 할 수 있다. 앞서 언 하

듯이 2012년 3월 31일 YELC 2011이 최  공개된 이

후, 국내외 연구자들은 YELC 2011을 기반으로 L1과 

L2 writing 비교, 제2언어 습득 련 조동사 사용, 어

교육과정 어휘와 비교연구 등의 주제를 갖고 학술지, 

콘퍼런스 발표지, 학 논문, 서  출간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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