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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 평가(Appraisal) :  

계획대비 결과 비교, 연구결과, 향후 계획 등 
(Outline of Activities, Activities completed, Comparison between Plan and 

Outcome, Results of Project, Future Plans, etc.) 

 

본 연구는 해외, 특히 일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 보여지는 오용 데이터를 토대로한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 「한류」 「한국 붐」이라는 사회 현상과 함께,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층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한류붐을 탄 한국어 학습열은 이미 식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예를 들어, 일본의 ４년제 대학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시교의 비
율을 보면, 한국어 학습자 수는 1995 년도부터 2002-03 년도까지의 기간에 전
체적으로 25.3%에서 47.7%로 22.4 포인트나 증가했었다(2003 년도, 재단법
인 국제 포럼 조사). 그러나, 2005 년도 이후 일본 전국의 대학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는 정체 상화에 있다. 반면, 학습자의 요구는 확실히 높아져 
가고 있어,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는 보다 질 높은 교육, 학습자의 필요와 
학습 익숙도에 맞춘 교육 컨텐츠의 개발, 효과적인 교수법의 지원등이 요구
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수업 개선에, 학습자 코파스를 활용한다, 즉 학
습자가 낳은 대량의 데이터를 객관적, 동시에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
습자의 입장으로부터 틀리기 쉬운 한국어의 특성을 파악해, 학습자에게 한국
어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시켜, 가능한 한 오용을 줄이기 위한 유효한 교수 
방법이나 교재 개발에 연결될 것이다. 

제 2 언어교육, 특히 영어 교육의 세계에서는, 1990 년대 이후, 학습자에 대
한 교육 개선의 고찰 자료로서 학습자가 산출한 데이터 그 자체를 대량으로 
모아 놓은 학습자 말뭉치가 주목을 받아 왔다. 학습자 말뭉치란, 제 2 언어학
습이 산출한 문장·발화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 필요한 정보를 부가함으로
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전자화한  것을 말한다. 학습자 말뭉치는 
학습자가 산출한 대량의 생 데이터에 대해 객관적・ 수량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신뢰성 높은 분석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견과는 또 다른 지견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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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의 구축은 그 활용성이 다방면에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학습자 말뭉
치는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반영하고 있어, 학습자의 오용 
분석을 통해 제 2 언어교육의 효과적인 교수 방안 개발등에도 이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한국어에 있어서의 학습자 말뭉치는, 연세 대학교 어학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연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26만 어절, 
2002년) 외, 몇개의 학습자 말뭉치가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 공개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적고, 검색 시스템에 대해도 그 사용 방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 불충분하다 (서상규 외, 2002). 
또, 학습자의 오용 분석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교실 이외의 장면에서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가 등의 학습자의 학습 환경은 매우 
중요한 변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한국어 학습자 코파스는 
한국 국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특히 일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은 것이 많아, 일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오용 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연구대표자인 본인은 공동연구자인 이재호 
박사(현재 국제교류기금)와 조미경 교수(규슈대학), 연계 연구자인 아사오 
요시히코 씨(교토대학)와 함께 KC(Korean L2 Learners’ written Composition) 
Corpus(이하, KC Corpus)를 구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특히 ①일본의 대학에서의 교실 학습을 주로 하는 학습자의 
작문 데이터의 전산화, ②언어 정보(형태소 해석 정보 · 오용 태그 · 첨삭 
정보)를 부여한 말뭉치의 제공,  ③언어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해, 
가공·분석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조직의 
구성과 담당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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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KC Corpus의 구체적인 구축현황과 성과를 보이겠다. 
 
 

KC Corpus의 구축현황 
 

1. KC Corpus 규모 
현재까지, 야마구치현립 대학과 구슈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152명분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학습자가 생산한 표본의 어절은 총 20905이며, 
평균어절은 137.532894737이다(자료1 참조). 외국인 학습자가 생산한 
표본의 평균 어절이 초급인 경우 60-70어절을 넘기 어렵고, 중/고급 수준의 
학생의 경우도 100-120어절 내외의 작문을 하고 있는 실정(고석주외, 
2004)을 고려하면, 구축 초년도의 자표 수집 양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타기관에 협력을 요청해,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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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C Corpus 전체상 
본말뭉치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 ①학습자의 한국어 작문, ②학습자 

자신에 의한 모어 번역(일본어 대역), ③학습자 개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1 한국어 작문은 본말뭉치의 코어 데이터로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하는 
한국어 작문을 말하며, 각각 첨삭 형태의 오류 주석의 과정을 걸친 
데이터이다. ○2 작문자 자신에 의한 모어 번역은, 교사가 학습자의 작문을 
첨삭할 때, 학습자 데이터와의 비교, 즉 학습자의 작문 의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학습자 자신이 한국어 작문을 자신의 모어인 일본어로 대역을 쓰게 
한 것이다. 사도시마(2001)은 대역 첨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첨삭자는 
대역을 참조함으로 해서 집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에 보다 가까운 표현을 
선택해, 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③학습자 개인 정보는, 교사의 교육 
연구 이용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하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생년월일, 
성별, 한국어 학습력, 주된 학습 장소, 한국어 검정시험 자격의 유무, 
한국에서 1개월 이상 생활한 경험의 유무, 집에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의 
유무, 사전 사용의 유무, 학습 수준, 작성 날짜, 작문 내용, 제목으로 총 12 
개이다 (자료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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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C Corpus 구축순서 
구축 순서는, 아래와 같은 6 단계 작업을 걸쳤다. 
 

 
 
 

3-1.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08년 7월-9월, 2009년2월-5월의 한국어 수업(90분) 중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과 테마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3-1-1. 자료 수집 방법 
(1)설명 작문과제의 배포(5분) 
①조사 취지에 관한 설명：수집한 데이터는 한국어 교육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음을 설명한다. 
②「승낙서」：조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자신이 쓰는 한국어 작
문과 그 모어역를 연구·교육 목적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
의 「승낙서」(자료 3 참조)에 서명을 받는다. 
③작문 과제：작문 과제를 배포.과제는 몇 종류를 준비해, 어느 쪽의 과제에 
대해서 쓸까는 학생 자신으로 선택하게 하지만, 수업 운영의 형편상, 클래스 
전원에게 같은 과제로 쓰게 하는 것이 좋으면 담당 교원이 판단했을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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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과제를 선정해도 좋다. 용지는, 400자 원고용지(A4, 가로쓰기)를 사용. 
(2) 작문 작성(60 분) 
①작문 작성：수업 시간내에 한국어로 작문을 작성한다 집필. 시간은 60 분. 
문자수는 800 자 정도를 목표로 한다. 단, 학생의 한국어 레벨이나 수업 시
간의 길이에 의해서, 수업 시간내에 800 글자를 쓰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
되는 경우는 이것을 밑도는 분량이여도 가능하다. 
②사전 사용에 대해：작문을 할 때는 사전을 참조해도 지장없지만, 반드시 
학습자 한 명의 힘으로 쓰도록 지시한다. 또, 가능한 한 숙제로는 하지 않게 
한다. 
③학습자 개인 정보：학습자에게 개인 정보에 대한 조사표를 기입하게 
한다(자료4 참조). 
(3) 모어 대역(25 분) 
①한국어 작문을 보면서 일본어 역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4) 회수 
①자료의 번호화：수집 후, 각각의 한국어 작문, 모어 번역, 학습자 정보 
조사표에 ID번호를 단다. 
 
3-1-2. 주제별 분류 
 학습자 작문을 주제별로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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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학습자 수준 
학습자 수준의 레벨 판정은, 학습자의 한국어 관련의 검정시험 자격, 작문 

작성시의 학습 레벨과 학습력·유학의 유무와 기간등을 종합 해 6 단계로 
정했다. 야마구치대학에서 수집한 자료는 본연구 대표자가, 구슈대학에서 
수집한 자료는 구슈대학의 조미경교수가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였다. 

학습자 수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수준 기 준 

레벨 1 

90분 수업을 28-30시간 수강하는 가운데, 약 450어의 
기초적인 어휘나 기본 문법에 대해 학습 경험을 가진다. 
사전을 찾으면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한글 능력 
검정시험  5급 이하. 

레벨 2 

90분 수업을 28-30시간 수강한 정도. 450어 정도의 기초적
인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가 정착되어 있어, 상투어
로서의 인사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한글 능력 검
정시험  5급 정도. 

레벨 3 

90분 수업을 56-60시간 수강한 정도. 자기 소개·쇼핑, 음식
점에서의 주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 친밀한 화제의 내용을 이해, 표현할 수 있다. 950어 
정도의 기초적인 어휘와 기본 문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간
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한글 능력 검정 시험 4급 · 한국
어 능력 시험 초급(1·2) 정도. 

레벨 4 

90분 수업을 70-120시간 수강한 정도. 전화나 부탁 정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나, 우체국, 은행등의 공공기관으로
의 회화를 할 수 있다. 1500-2000어 정도의 어휘를 이용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글 검정 3급·한국어 능
력 시험중급(3급) 정도. 

레벨 5 
90분 수업을 160-200시간 수강한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여러가지 공공 시설의 이용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한 언어 사용이 가능.문장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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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어 사용이 가능하다. 한글 능력 검정 시험 준 
2급 · 한국어 능력 시험중급(４급) 정도. 

레벨 6 

사회적 상식의 범위내에 있는 화제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
다 .또, 신문의 사설등을 읽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로 논
리적인 문장이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한글 검정 2급·한
국어 능력 시험 상급(5급·6급) 이상. 

 

3-2. 전산화 
자료 수집단계를 걸친 자료들은 각 기관과 생년월일, 성별, 한국어 학습력, 

주된 학습 장소, 한국어 검정시험 자격의 유무, 한국에서 1개월 이상 생활한 
경험의 유무, 집에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의 유무, 사전 사용의 유무, 작문 
내용, 제목, 학습수준, 작성날짜 별로 라벨화해 전산화하였다.  

 

 
 
라벨화가 끝난 자료는 한국어 작문과 일본어 대역을 각각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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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워드에서 입력을 하였으며, 이 때 일정한 양식을 갖춘 학습자 정보를 
표본에 입력하였다. 입력시 특히 주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①학습자가 생산한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나, 일본인 화자들의 
경우는 모국어인 일본어의 특성상 뛰어 쓰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띄어쓰기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입력자가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입력을 하였다. 그 이유는 요류 태그를 어절 단위로 
잘라서 부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어절 빈도를 산출할 때도 띄어쓰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②한글을 제외한 그 외의 언어는 원문 그대로 입력한다 
③맞춤법의 오류로 인해 글자가 깨져서 입력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예:아프ㅂ니다] 
○4 입력이 완성된 한글파일은 동일한 파일명으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지킨다. 
또한 원문을 스캔한 PDF파일도 동일명으로 저장을 하였다.   
 

3-3. 오류 유형 주석 
본연구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선행 학습자 말뭉치와의 공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하나의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의 오형 
유형은 선행 학습자 말뭉치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연세 말뭉치를 참고로 
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오류 태그 세트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이번에는 크게 3종류의 오용 타입만을 설정하여 태그를 
부착하기로 하였다. 아래는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의 오류 태그 세트를 
참고로 하여 본연구에서 작성한 오류 태그 세트(자료 5 참조)와 3종류의 
오류 타입이다. 오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 
 

 
오용 주석의 태그화에 있어서는 전자화한 학습자의 작문을 엑셀화 한 후, 

본연구 대표자와 구슈대학의 조미경 교수가 첨삭 정보를 직접 추가 
기입하였다. 상기의 오용은 각각 태그화해, 후술 하는 검색 시스템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형태소 정보가 보관 유지되고 있어 어느 
특정의 품사에 관한 오용예등도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격조사에 관한 전오용예를 수집한다고 하는 태스크도 가능하다. 

현재, 오용의 인정에 관해서는 연구 대표자와 조미경 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직관에 의지해 가고 있지만, 장래적으로는 제삼자에 의한 판정의 체크 
작업등도 생각하고 있다. 또, 향후 선행 학습자 말뭉치와의 데이터 공유를 
목표로 해, 첨삭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의 오용 타입과 같이, 설정 가능한 오용 타입의 키워드를 수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3-4. 형태소 분석과 수정작업 
형태소 분석은 이재호 박사가 실시하였다. 형태소 해석에 대해서는, 세종 

계획(http://www.sejong.or.kr)이 공개하고 있는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http://www.sejong.or.kr/dist_frame.php)」를 사용했다.  
 

오용 내용 오용 태그 

문법 오용 
활용이나 문법적 측면의 실수 

(형태·활용, 문법 요소의 탈락등 ) 
G 

문체 오용 
표현이나 어용론적 측면의 실수 

(어순·표현적 오용등 ) 
S 

표기 오용 
문자 표기의 실수 

(한국어에는 없는 문자·어휘·표현등 ) 
C 



12 
 

세종계획「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그 결과, 다음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①형태소 해석기 그 자체의 기능이 그만큼 높지 않다 
②학습자 작문에는 비규범적 표현이 많이 혼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넓게 이용되고 있는 
 Chasen(http://chasen.naist.jp/hiki/ChaSen/)이나 

MeCab(http://mecab.sourceforge.net/)라고 하는 형태소 해석기가 평균 95% 
이상의 해석 정도를 자랑하는데 대해, 한국어의 형태소 해석기는 신문 
데이터도 80% 전후의 해석률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고정밀도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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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②의 문제로서 학습자 데이터에는 많은 오용예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입력 데이터로서 대량의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해석 에러가 
매우 많다. 특히 명사에 관한 오해석이 많아, 경계 인정에서는 70%, 품사 
인정에서는 60% 전후의 해석률 정도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형태소 
해석기로 처리를 실시한 뒤, 데이터중에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람 손으로 수정을 하여, 보다 신뢰성의 높은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KC Corpus 검색 시스템에 데이터를 투입해, 정상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지를 
확인했다. 본 시스템의 품사 체계는 전술한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의 
품사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체언 명사 NN 
일반명사 NNG 
고유명사 NNP 
의존명사 NNB 

체언 대명사 NP  

체언 수사 NR  
용언 동사 VV  

용언 형용사 VA  

용언 보조용언 VX  

용언 지정사 VC 
긍정지정사 VCP 
부정지정사 VCN 

수식언 관형사 MM  

수식언 부사 MA 
일반부사 MAG 
접속부사 MAJ 

독립언 감탄사 IC  

관계언 격조사 JK 

주격조사 JKS 
보격조사 JKC 

관형격조사 JKG 
목적격조사 JKO 
부사격조사 JKB 
호격조사 J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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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격조사 JKQ 

관계언 보조사 JX  

관계언 접속조사 JC  

의존형태 어미 E 

선어말어미 EP 
종결어미 EF 
연결어미 EC 

명사형전성어미 ETN 
관형형전성어미 ETM 

의존형태 접두사 XP 체언접두사 XPN 

의존형태 접미사 XS 

명사파생접미사 XSA 
동사파생접미사 XSV 

형용사파생접미사 XSA 
(부사파생접미사 XSB) 

의존형태 어기 XR  

기호 마침표,물음표,느낌표 SF 

기호 쉼표,가운뎃점,콜론,빗금 SP 
기호 따옴표,괄호표,줄표 SS 

기호 줄임표 SE 
기호 붙임표(물결,숨김,빠짐) SO 

기호 외국어 SL 
기호 한자 SH 

기호 
기타기호(논리수학기호,화펴기

호 등) 
SW 

기호 명사추정범주 NF 

기호 용언추정범주 NV 

기호 숫자 SN 

기호 분석불능범주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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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검색 시스템 개발  
오류 주석의 효율적인 이용과 학습자 오류 연구를 위해서는 전용의 검색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색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이 
없이도 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자작 데이터에도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검색기 개발을 목표로 했다. 검색 시스템의 제작은 이재호 박사와 
아사오요시히코 씨가 담당했다.  

검색 시스템 환경으로서는 2종류를 준비했다.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를 베이스로 구축한 엑셀 환경에서의 이용과 웹 베이스의 이용 
환경이다. 엑셀의 환경에서는, 일본어 코파스의 검색 시스템인 E-KWIC 
차마메용 (아사오·이 2008)을 이용하여, 엑셀의 매크로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KWIC (Keyword in Context)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웹 
베이스의 이용 환경에서는, 베이직 인증 수속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KWIC 
검색과 데이터의 보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Microsoft Excel 를 이용하는 메리트로서 인문계의 연구자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검색 결과를 그대로 Excel 의 워크시트에 보존할 수 있으므로, 검색 
결과를 한층 더 가공·분석하는 일도 용이하다. 이 검색 시스템에서는 지정된 
검색어에 대해서, Keyword in Context (KWIC) 형식으로 학습자의 용례를 
표시할 수 있다.  

본검색 시스템은 단순하게 검색어를 지정한 검색외, 품사 또는 오용의 
종별에 의한 추출에 대응하고 있으며, 검색어를 지정하지 않고 특정의 
품사의 말을 모두 뽑아내는 사용법도 가능하다. 또, 학습자 레벨에 의한 
추출도 가능하다. 오류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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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색 시스템이 들어있는 서버에 악세스( ID와 패스워드는 사전 인증이 
필요) 

 
 
(2)검색 창  

학습자 오용 말뭉치의 오류를 검색하려고 할 때는, 검색하고자 하는 조건
에 대한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검색조건에 맞는 말
뭉치와 개수가 출력된다, 이때 찾아보려고 하는 오류의 조건은 사용자가 임
의로 선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검색의 조건 입력부와 그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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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문자열로 검색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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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포함하는 전부의 문자열을 Kwic 형식으로 검색한 화면 
 (레벨 1-4:총 4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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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로서의 [가(다)]를 포함하는 전부의 문자열을 Kwic 형식으로 검색한 화
면 (레벨 1-4:총 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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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를 포함하는 문장 중에서 정문만을 Kwic 형식으로 검색한 화면 
(레벨 1-4:총 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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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를 포함하는 문장 중에서 학습자 오용만을 Kwic 형식으로 검색한 
화면 (레벨 1-4:총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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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오류 주석 시스템의 개발로 보다 쉬운 방법으로 
오류에 대한 주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습자 오용의 패턴을 레벨별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3-6. 배포 
본연구는 한국학 중앙 연구원의 연구 조성에 의해서 기획·진행되었으며, 

한국어 학습자의 데이터의 공유 자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프리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제공자 (한국어 학습자)
에게는 데이터 수집의 단계에서부터, 본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공개에 관
한 동의를 받고 있다. 그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게 클리어 되
어 있다. 데이터의 제공에 있어서는, 기본 데이터와 웹상에서 KWIC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매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에 관한 최종 보고로서 본말뭉치 전체 설

계 및 자료 수집, 그리고 검색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말뭉치를 이용한 습
득 연구의 유효성이나 교육상의 활용의 중요성은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다(예를 들면, 서(외), 2002; 石川 2008 등). 그러나, 한국어 관계
의 학습자 말뭉치는 그 수가 적고, 한층 더 이용에 제한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 대부분이다. 또,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한 데이터에 형태소 정보
와 같은 언어 정보가 부여된 말뭉치나 그것을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학습자 말뭉치는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
로, 학습자의 오용 데이터를 이용한 말뭉치 규모를 한층 더 확충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교사의 수업 개선이나 교수법의 지원은 물론, 학습자 사전의 
작성, 커리큘럼의 개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과서의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 능력 테스트 개발의 기초 데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어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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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향후, 다른 연구자와의 연계를 보다 깊게 하면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점진적인 확충과 실용성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 한국어학습자 작문 코퍼스
(corpus)의 규모의 확충과 KC Corpus 의 검색 툴의 개량과 추가 기능의 검토
안은 다음과 같다.  
 
①학회 발표등을 통해 타기관의 한국어교육 관계자들에 대해 KC Corpus 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다. 
②기존의 데이터의 오용 태그를 더욱 세분화하여 세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학습자의 오용에 관한 추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각 레벨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검색 결과를 보존할 수 있는 옵션을 첨가하여, 데이터의 가공·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검색 결과를 일본어 원문 작문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하여,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오용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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