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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연구는 학교7학년국어교과서4종에나타나는어휘들에 한통계(음 개수,음 종류,음 출

빈도,어 개수,어 종류,어 평균 길이,어 출 빈도 등)를 조사하 다. 체 한 음 개수는

286,801개,한 음 종류는 1,350개,음 평균 출 빈도는 212.4회이다.어 개수는 109,393개,어 종

류는 29,356개,어 평균 출 빈도는3.7회이다.평균음 길이는2.7음 이며,한 어 가장긴 어

길이는 8이다.

■ 중심어 : 어휘 통계조사 음절 어절 출현빈도

Abstract

Thispaperstudiedthestatisticssuchasthetotalnumberofsyllables,thekindsofsyllables,

thefrequencyofsyllables,thetotalnumberofeojeols,thekindsofeojeols(wordphrasesunique

inKoreanlanguage),averagelengthofeojeolsandthefrequencyofeojeolsinfourdifferent

Koreantextbooksfor7th-gradestudents.Theresultsofthestatisticalsurveyareasfollows:the

numberofsyllableswas286,801;thekindsofKoreansyllableswere1,350;theaveragefrequency

ofsyllableswas212.4;thenumberofeojeolwas109,393;thekindsofeojeolwere29,356;the

averagefrequencyofeojeolwas3.7;theaveragelengthofeojeolswas2.7syllables,thelongest

oneconsistof8syllables.

■ keyword : Vocabulary Statistical-survey Syllable Eojeol Frequency

 

수일자 :2014년 02월 28일

수정일자 :2014년 03월 24일

심사완료일 :2014년 04월 10일

교신 자 :김철수,e-mail:chskim@seonam.ac.kr

Ⅰ. 서 론

우리는 언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하여

어도 9~12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교육을받고읽히고습득한다.국어교과서는

한국인의언어교육을 해필요한가장 요한자료이

자 표 인자료로써체계 인국어교육을 한어휘

선택은 국어교과서 편찬에 요한 요소가 된다.

“ 학교의교육은 등학교교육의성과를바탕으로,

학생의학습과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

며,다원 인가치를수용하고존 하는민주시민의자

질 함양에 을 둔다.”고 개정교육과정[1]에서 기술

하고 있다.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들에 한 통계 자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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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의목 을달성하기 하여 국어교과서편찬

과정에서교과서에수록할내용선택 범 ,어휘선

택등에 요한기 자료가된다. 한인간과기계사

이의 인터페이스로써 더욱 요시되고 각 받고 있는

음성인식,정보검색,기계번역,문자인식과같은분야에

서자연어처리기법을 용하여처리하고자할때필수

인 자사 구축을 한 기 자료가 된다.

국어교육의 기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등교육과정

을마무리하고,학습과일상생활에필요한기본능력을

배양하기 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등교육과정의 첫

해인 7학년(학교 1학년)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7학년 국어교과서 국어1,국어2에 수록된

어휘들에 한 통계 자료들을 조사하여 7학년 국어교

과서편찬을 한기 자료로활용될수 있도록한다.

뿐만아니라국어교과서에수록된내용을자연어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 자사 구축과정

에서 자사 에포함될어휘들의범 ,어휘들의종류,

어휘들의 발생빈도 등과 같은 어휘 련 정보 어휘

에포함된음 종류,음 발생횟수등과같은정보들

을활용할수있도록한다.이를 해교과서가국정체

계에서 검인정 체계로 환됨에 따라 2개의 출 사에

서 발행하는국어1,국어2교과서 4종[2-5]을 상으로

하 다.4종교과서에수록된내용들에 한연어휘수,

개별어휘수,어휘 발생빈도,어휘길이,음 수,개별음

수,음 발생빈도 등에 하여 조사하 다.

Ⅱ. 관련연구

1. 교육과정의 변천[1]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원문

인벤토리에따르면,1954년에제정1차교육과정의 안

이라 할 수 있는 “국민학교․ 학교․고등학교․사범

학교교육과정시간배당기 령”이제정된이후,1963년

2월에 2차 교육과정을 공포하 다.1973년에 3차,1981

년에4차,1987년에5차,1992년에6차,1997년에7차교

육과정을 공포하 다.제7차 교육과정 이후 상시 개정

체제로 환하여2007년에2007개정교육과정,2009년

에 2009개정교육과정을 공포하 다.2009개정 교육과

정의 학교1학년국어교과서는2013년부터 용된다.

2. 시군별 중학교 현황

연구 상이 될 교과서 선정을 하여 북지역의 행

정구역별 학교 분포,검인정 교과서 개수,각각의 검

인정국어교과서별채택 학교 황,국어교과서채택

학교들의 학교 1학년 재학생수 등에 하여 조사하

다. 북지역의 행정구역은 6시 8군으로 총 14개의

시군으로구성되어있다.각시군별소재 학교수는

[표 2-1]과 같다. 북지역 체 학교 수는 208개이

며, 주시소재 학교수는37개로도내 체 학교

수의 17.8%이다.

시군명(A) 공립(B) 사립(C) 계(D=B+C) 비율(%)
고창군 10 4 14 6.7

군산시 15 4 19 9.1

김제시 7 6 13 6.3

남원시 13 1 14 6.7

무주군 6 0 6 2.9

부안군 9 4 13 6.3

순창군 6 1 7 3.4

완주군 11 3 14 6.7

익산시 16 10 26 12.5

임실군 9 0 9 4.3

장수군 7 0 7 3.4

전주시 28 9 37 17.8

정읍시 12 7 19 9.1

진안군 10 0 10 4.8

합계 159 49 208 100.0

표 2-1. 시군별 중학교 현황(가나다순)

3. 시군별 7학년 학생 수

분석할 교과서 선정을 한 단계의 일환으로 시군

별 7학년 학생 수를 조사하 다.2012년 4.1일 기

북지역의 7학년 학생수는 22,238명이며 주시가 9,470

명으로 체의 42.6%를 차지한다[표 2-2].

시군명 학생수 비율(%) 시군명 학생수 비율(%)
전주시 9,470 42.6 부안군 560 2.5

익산시 3,831 17.2 순창군 234 1.1

군산시 3,470 15.6 무주준 211 0.9

정읍시 1,386 6.2 임실군 179 0.8

남원시 1,034 4.6 진안군 177 0.8

완주군 960 4.3 장수군 163 0.7

고창군 563 2.5 합계 22,238 100.0

표 2-2. 시군별 7학년 학생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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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인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발행현황

2013학년도부터 7학년 학생들에 용되는 2009교육

과정에 따른 검인정 국어 교과서는 체 16종이며,각

각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자들은 11～27명으로

체 자 수는 277명,평균 자 수는 17.3명이다[표

2-3].

출 사 자 출 사 자

교학사 남미영외17 비상교육 한철우외17

금성출판사 박경신외14 좋은책신사고 민현식외18

대교 장수익외12 좋은책신사고 우한용외18

두산동아 전경원외11 지학사 방민호외20

두산동아 이삼형외15 창비 이도영외10

미래엔 윤여탁외21 천재교과서 김종철외15

비상교과서 이관규외18 천재교육 노미숙외15

비상교육 김태철외26 천재교육 박영목외14

표 2-3. 2009 개정교육과정 국어교과서 출판사 및 저자

5. 국어교과서 재택 현황

2013학년도7학년학생들의국어교육을 해 주시

체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 황은

[표 2-4]와 같다.교과서별 채택 황은 노미숙[4][5]이

2,661명,김태철[2][3]이 1,771명으로 노미숙 는 김태

철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수 비율이 체의

41.0%이고,채택 학교 수는 37개교 18개교로 38.6%

로 나타났다.조동길의 경우는 2013년도가 7학년들에

한2009교육과정을 용하는첫해인데,3개학교에서

2007교육과정인 기존 교과서를 채택하 다.

출 사 자
채택
학교수

채택
학생수

채택학교
비율(%)

채택학생
비율(%)

천재교육 노미숙 10 3,062 27.0 32.3

비상 김태철 8 1,771 21.6 18.7

천재교육 박영묵 5 1,276 13.5 13.5

미래엔 윤여탁 3 918 8.1 9.7

창비 이도영 4 789 10.8 8.3

창비 김상욱 2 717 5.4 7.6

비상 조동길 3 492 8.1 5.2

두산동아 전경원 1 225 2.7 2.4

좋은책신사고 민현식 1 220 2.7 2.3

　합계　 37 9,470 100.0 100.0

표 2-4. 교과서 채택 현황

6. 중학교 국어교과서 어휘 관련 연구

국어교과서 어휘 분석과 련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

며, 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련 어휘 분석 연구로

[6][7]을들수 있다.[6]은제 7차교육과정에따른

학교 국어교과서 1학년 1학기를 상으로 연어휘수

24,818개,개별어휘수4,812개에 하여빈도별,자모별,

품사별,조어형태별,어원별,의미별로 분석하여 그 목

록을제시하고있다.[7]은7차교육과정의 학교국어

교과서 어휘를 학년별 조사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학교1학년1학기,2학년1학기,3학년1학기국어읽기

교과서를 상으로하 다.1학년1학기3,210개,2학년

1학기4,767개,3학년1학기5,623개총13,600개의연어

휘와 1학년 1학기 1,163개,2학년 1학기 1,240개,3학년

1학기 1,674개 총 4,077의 개별어휘에 하여 빈도별,

품사별,조어형태별,의미 역별로 분석하 다.개별어

휘 평균빈도는 3.34로 제시하고 있다.

Ⅲ. 어휘 통계 조사

1. 어휘 통계조사 기준 및 용어

7학년 국어 교과서 4종에 한 어휘 통계 조사를

한 어휘 분석 기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음 분석은 분석 범 내의 한 음 뿐 만 아니

라한자, 어,숫자도포함하 다.숫자의경우아

라비아숫자1개를1음 로하고,특수문자는제외

한다.

② 어휘는 띄어 쓴 문자열을 하나의 어휘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성명은 띄어쓰기 되어 있어도 붙여

서 하나의 어휘로 한다.

③ 한 과 외국어,한 과 특수문자,한 과 숫자가

혼합된 어휘는 하나의 어휘로 한다.

④ 사가 붙은 생어는 별개의 어휘로 한다.

⑤ 사투리와 외국어도 독립된 단 로 한다.

⑥ 본용언과 분리된 어 의 보조용언은 별개의 단

로 한다.단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합하여 굳어진

것은 하나의 단 로 한다.

⑦ 각 교과서에 한 분석 범 는 교과 내용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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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쪽에서 종료되는 쪽까지 한다.목차와

부록은 제외한다.

⑧용어정의:“조사 상이되는자료에출 하는모

든 조사 단 의 어휘수”를 연어휘(N),“ 복되어

나타난 것을 헤아리지 않은 개별 인 어휘 수”를

개별어휘(V)로 정의한다[8].

연구 상이 되는 교과서를 간략히 지칭하기 하여

K_1[2],K_2[3],N_1[4],N_2[5]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연어휘

4종 교과서에 나타나는 연어휘수를 조사하 다.4종

교과서에나타나는연어휘수는109,393개로,각교과서

에 나타나는 평균 연어휘수는 27,348개이다.K_2교과

서가 31,617개로 가장 많고,N_2교과서가 22,535개로

가장 다.4종 교과서 체에 한 각 장(Chapter)의

평균연어휘수는5,758개이다.가장많은연어휘수를가

지는 장은 N_1교과서의 5장으로 10,035개이고,가장

은 연어휘수를 가지는 장은 N_1교과서의 1장으로

3,491개이다[표 3-1].

구분 K_1 K_2 N_1 N_2 합계 평균

1장 4,016 5,995  3,491  5,459  18,961  4,740  

2장 8,381  7,159 4,279 5,117 24,936 6,234 

3장 3,539  9,558 5,305 7,385 25,787 6,447 

4장 5,400  3,910 4,986 4,574 18,870 4,718 

5장 5,809  4,995 10,035 　 20,839 6,946 

합계 27,145 31,617 28,096 22,535 109,393 27,348 

평균 5,429  6,323 5,619 5,634 21,879 5,758 

표 3-1. 교과서별 출현 연어휘수 

109,393개의 연어휘에 포함된 체 음 수는 291,989

개로평균음 길이는2.67이다.2음 는3음 로구

성된어휘가 체의68.32%이다[표3-2].1음 로구성

된 어휘가 11.77%로 상 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단일 숫자로 구성된 어휘들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한

어휘 가장 긴 어휘는 8음 구성된 어휘로 28개

이다.9～11음 로 구성된 어휘는 어 어휘 5개이다.

국어교과서이지만 교과서 내용 체가 국어로만 구

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어휘는 한 로만 구성된 어

어 길이 K_1 K_2 N_1 N_2 합 비율(%)

1 3,464 3,881 3,086 2,443 12,874 11.77 

2 9,555 11,461 9,795 7,865 38,676 35.36  

3 8,634 10,460 9,288 7,675 36,057 32.96  

4 4,218 4,535 4,492 3,434 16,679 15.25  

5 998 1,210 1,115 889 4,212 3.85  

6 218 22 248 197 685 0.63  

7 47 42 62 26 177 0.16  

8 10 5 7 6 28 0.03  

9 　 　 3 　 3 0.00  

10 1 　 　 　 1 0.00  

11 　 1 　 　 1 0.00  

합 27,145 31,617 28,096 22,535 109,393 100.00  

표 3-2. 어절 길이

휘와 숫자와 한 이 결합된 어휘,숫자로만 구성된 어

휘, 어로구성된어휘,한자로구성된어휘,기타어휘

로분류해볼수있다.한 로만구성된어휘들을다시

첫음 의 성에따라어휘들을분류할수있다.4종교

과서에수록된어휘들의 첫음 성에 따라분류하면

[표 3-3]과 같다.

구분 어절수 비율(%) 구분 어절수 비율(%)

ㄱ 14,431 13.2 ㅊ 3,145 2.9 

ㄴ 6,249 5.7 ㅋ 546 0.5 

ㄷ 10,745 9.8 ㅌ 1,542 1.4 

ㄹ 417 0.4 ㅍ 1,933 1.8 

ㅁ 7,877 7.2 ㅎ 6,910 6.3 

ㅂ 8,994 8.2 중성 206 0.2 

ㅅ 12,028 11.0 숫자 2,830 2.6 

ㅇ 20,519 18.8 영어 141 0.1 

ㅈ 10,702 9.8 한자 178 0.2 

합계　 109,393 100.0 

표 3-3. 어휘 첫음절 초성에 따른 어휘분류 

[표3-3]에서보는것처럼“ㅇ”으로시작하는어휘가

18.8%로 가장 많고 ㄱ,ㄷ,ㅈ.......순으로 나타났다.숫

자로 시작되는 어휘는 2.6%로 ㅍ.ㅌ,ㅋ,ㄹ 로 시작하는

어휘보다많이나타났다.국어교과서이지만한자나

어로 시작하는 어 이 0.3%를 차지한다.

3. 개별어휘

4종교과서에나타나는연어휘들에 한개별어휘를

조사하 다.각 교과서에 나타나는 개별어휘수는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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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_1 K_2 N_1 N_2 합 평균

1장 1,898 2,822  1,376  2,340  8,436  2,109  

2장 3,947  3,102 2,011 2,470 11,530 2,883 

3장 1,561  4,354 2,576 4,037 12,528 3,132 

4장 2,345  3,910 2,418 2,069 10,742 2,686 

5장 3,145  2,568 4,999 　 10,712 3,571 

합계 12,896  16,756 13,380 10,916 53,948 14,380 

평균 2,579  3,351 2,676 2,729 11,335 2,839 

전체 9,546  10,931 10,528 8,676 39,681 9,920 

표 3-4. 교과서별 개별어휘수 

발생횟수
구간

개별어휘 연어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00회 이상 85 0.3 18,743 17.2

50 ~ 99 187 0.7 12,824 11.7

10 ~ 49 1,549 5.4 29,349 26.8

5 ~ 9 1,946 6.9 12,575 11.5

4 1,081 3.8 4,324 4.0

3 1,867 6.6 5,604 5.1

2 4,333 15.3 8,666 7.9

1 17,308 61.0 17,308 15.8

　합계 28,356 100.0 109,393 100.0

표 3-6. 발생순위 구간별 개별어휘 및 연어휘 

4종 교과서 각 장에 나타나는 개별어휘들의 합은

53,948개이며,각교과서에평균 으로는13,487개의개

별어휘가 나타난다.개별어휘수가 가장 많은 장은 N_1

교과서의5장으로4,999개이며,가장 은장은N_1교

과서의 1장으로 1,376개이며,각 장별 평균 개별어휘수

는 2,839개이다.

동일한개별어휘가여러장에공통으로나타날수있

으므로장별그룹이아닌4종교과서 체를하나로통

합하여 조사한 개별어휘수는 283,56개이다.가장 많은

개별어휘수를가지는교과서는K_2교과서로10,931개

이고,가장 은개별어휘수를가지는교과서는N_2교

과서로 8,676개이다.

4종 교과서에 나타나는 109,393개의 연어휘에 한

개별어휘수가 28,356개이므로 28,356개의 개별어휘는

평균 으로 3.86회 나타난다.28,356개의 개별어휘

가장많이발생하는어휘는“보자”로 게는279회에서

많게는 352회 나타나 평균 으로는 332.8회 나타났다.

이어휘는4종교과서모두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어

휘이기도하다.28,356개의개별어휘 상 10 안에

속하는한 어휘들의순 발생횟수는[표3-5]와

같다.

4종 교과서에 나타나는 28,356개의 개별어휘 4종

교과서에공통으로나타나는개별어휘는1,386개(4.9%)

이고,26,972개(95.1%)의 개별어휘는 4종 교과서에 분

산되어 나타난다.그러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1,395개

(4.9%)의 개별어휘들의 발생빈도를 보면,연어휘

109,393개 50,154개로 45.8%나 된다.분산되어 나타

나는 26,972개(95.1%)의 개별어휘 발생 빈도는 59,239

회로54.2%이다.이는4.9%의일부어휘들이집 으

로 나타나 체 교과서의 45.8%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순 단어 K_1 K_2 N_1 N_2 합계

1 보자 349 352 351 279 1,331

2 수 245 212 203 166 826

3 이 229 203 127 120 679

4 있는 125 140 137 102 504

5 내용을 125 68 181 85 459

6 그 93 171 104 87 455

7 있다 59 95 139 123 416

8 글을 107 45 104 90 346

9 다음 87 98 89 69 343

10 한 71 84 117 64 336

표 3-5. 발생 횟수 상위 10위 안의 한글 어휘

4종 교과서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26,792개의 개별어

휘 17,308개의개별어휘는단1번나타난다.이는한

종의교과서에서만나타나고나머지3종의교과서에서

는나타나지않음을의미한다.개별어휘 에서보면

28,356개의 체개별어휘 17,308개의개별어휘가한

번만출 하므로61.0%의개별어휘가한교과서에서만

나타남을의미한다.연어휘 에서보면109,393개의

연어휘 17,309개의 개별어휘는 한번만 출 하므로

15.8%의어휘는한교과서에서만나타난다고볼수있

다.28,356개의 개별어휘들의 발생횟수에 따른 구간별

개별어휘수,개별어휘 발생 횟수 구성 비율은 [표

3-6]과 같다.

[표 3-6]에서 보는 것처럼 4종 교과서의 연어휘

109.393개에 한 28,356개의 개별어휘 100회 이상

발생하는 85개(0.3%)의 개별어휘가 18,743번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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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_1 K_2 N_1 N_2 합 평균

1장 10,630 16,047 9283 14,720 50,680 12,670 

2장 23,031 19,348 11734 13,763 67,876 16,969 

3장 8,873 24,668 14119 20,109 67,769 16,942 

4장 13,660 9,891 13625 12,199 49,375 12,344 

5장 15,869 13,093 27,327 　 56,289 18,763 

합계 72,063 83,047 76,088 60,791 291,989 77,688 

평균 14,413 16,609 15,218 15,198 58,398 15,538 

표 3-7. 각 장별 음절수

체교과서의17.2%를차지한다.그 지만28,358개의

개별어휘 4회 이하 발생하는 24,590개(86.7%)의 개

별어휘들은 4종교과서에 35,902회 발생하여 체 교과

서의32.8%정도밖에차지하지않는다.4회이하발생

하는 개별어휘는 각각의 개별 교과서에서 평균 으로

1~0.25회 출 하는 어휘이다.

4. 음절

연어휘 109,393개를 구성하는 음 수를 조사하 다.

4종 교과서를 구성하는 음 수는 291,989개로 어휘 평

균 길이(음 수)는 2.67이며,각 장의 평균 음 수는

15,368개이다[표3-7].가장많은음 수를가지는교과

서는 K_2교과서로 83,047개이며,가장 은 음 수를

가지는교과서는N_2교과서로60,791가이다.4종교과

서를 구성하는 장별 평균 음 수는 K_2교과서가

16.609개로 가장 많고,K_1교과서가 14,413개로 가장

다.

N_2교과서가 K_1교과서에 비해 체 음 수가

음에도불구하고평균음 수는N_2교과서가많은이

유는 N_2교과서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

지3종교과서는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5. 개별음절

109,393개의 연어휘를 구성하는 291,989개의 음 들

에 한 개별 음 을 교과서별 장별로 조사하 다.

가장많은개별음 을가지는교과서는N_1교과서로

1,265개이며,가장 은 개별음 을 가지는 교과서는

K_1교과서로 1,171개이다.장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개별음 을 가지는 장은 N_1교과서의 5장으로

959개이며,가장 은개별음 을가지는장은N_1교

과서의 1장으로 558개이다[표 3-8].

구분 K_1 K_2 N_1 N_2 합 평균
1장 558 729 632 678 2,597 649.3 

2장 822 724 635 678 2,859 714.8 

3장 602 893 705 919 3,119 779.8 

4장 722 591 702 619 2,634 658.5 

5장 766 705 959 　 2,430 810.0 

합계 3,470 3,642 3,633 2,894 13,639 3,409.8 

평균 694.0 728.4 726.6 723.5 2872.5 717.8 

전체 1,171 1,188 1,265 1,208 4,832 1,208.0 

표 3-8. 개별음절수

4종교과서 체에나타나는291,989개의음 들에

한1.725개의개별음 들의발생회수에따른상 10

안에 속하는 음 들의 발생회수는 [표 3-9]와 같다.

순 음 K_1 K_2 N_1 N_2 합계 비율

1 이 2,564 2,665 2,812 2,242 10,283 3.5 

2 다 1,643 2,327 1,971 1,623 7,564 2.6 

3 는 1,708 2,245 2,058 1,509 7,520 2.6 

4 을 1,870 2,013 1,942 1,556 7,381 2.5 

5 하 1,371 1,511 1,502 1,220 5,604 1.9 

6 에 1,310 1,555 1,463 1,253 5,581 1.9 

7 의 1,204 1,612 1,123 1,280 5,219 1.8 

8 가 1,156 1,526 1,188 1,148 5,018 1.7 

9 어 1,152 1,354 1,409 948 4,863 1.7 

10 고 1,184 1,336 1,340 948 4,808 1.6 

　 : : : : : : 　

1725 . . . . . . 　

합계 　 72,063 83,047 76,088 60,791 291,989 100.0 

표 3-9. 발생 순위 10위 이내 음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 은 “이”로 10,283회 발생하

여 체음 의3.5%를차지한다.1 인“이”음 을포

함한 10개 음 (이,다,는,을,하,에,의,가,어,고)의 발생회

수는 63,841회로 체 교과서의 21.9%를 차지한다.

11~20 사이의 음 (지,기,자,해,나,를,보,은,아,한)을

포함하면 20개의 음 이 33.9%를 차지한다.

109,393개의 연어휘는 291,989개의 음 로 구성되고,

291,989개의 음 은 1,725개 개별음 로 구성되므로

1,725개의 개별음 은 평균 으로 169.3회 출 한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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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구분
개별
음 수

비율(%) 출 횟수 비율(%)
평균출
횟수

한글 1,350 78.3 286,801 98.22 212.4  

한글자소 40 2.3 476 0.16  11.9  

한자 246 14.3 405 0.14  1.6  

영어대문자 22 1.3 117 0.04  5.3  

영어소문자 22 1.3 253 0.09  11.5  

숫자 10 0.6 3,251 1.11  325.1  

기호 13 0.8 207 0.07  15.9  

특수문자 22 1.3 479 0.16  21.8  

합계 1,725 100.0 291,989 100.00  169.3  

표 3-10. 개별음절수 및 음절 출현회수

1,725개의 개별 음 한 이 1.350개이며 한자가

246개이다.1.350개의 한 개별음 은 286,801회 나타

나므로 평균 으로 212.4회 나타난다.

291.989개의 체 음 한 음 개수가 286,801

개이므로98.22%가한 로구성되어있다.숫자음 은

3,251회 나타나 1.11%를 차지한다.

6. 영어 어휘 및 음절

어 련 어휘들은주로시사,과학 련 내용을다

루는부분에서주로나타난다.4종교과서에나타나는

어어휘수는140개로,각교과서마다평균35개의

어 어휘가 나타난다[표 3-11].

구분 K_1 K_2 N_1 N_2 합 평균

어휘수 18 72 34 16 140 35.00 

음절수 79 184 127 34 424 106.00 

평균길이 4.39 2.56 3.74 2.13 3.03 3.03 

표 3-11. 영어 어휘수 및 음절수

가장많은 어어 을포함하는교과서는K_2교과

서로72회이고가장 은 어어휘를포함하는교과서

는N_2교과서로16회이다.K_2교과서가평균보다큰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을 다양한 시나리오장면을나타

내는 기호로 “S#”이 32회나 나타나기 때문이다.

140개의 어휘를 구성하는 음 수는 424개로 어휘당

평균길이는3.03이다.각교과에나타나는 어개별어

휘들의 합은 75개로 평균 으로 18.5개의 어 개별어

휘들이 나타난다.4종교과서 체를 상으로 한 어

개별어휘수는 73개로 하나의 어 어휘만 3종의 교과

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72개의 개별어휘는

각 교과서에서 분산되어 한 교과서에서만 나타났다.

7. 한자 어휘 및 음절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는 한자어휘와 한 계가

있다.[12]에 따르면 국어 사 [10]의 표제어 440,594

개 303,951개의표제어에서한자가출 하여68.99%

의표제어에한자가포함되어있다.한 용운동으로

부분의 역에서 한자 사용이 자취를 감추다시피하

다가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 하듯 국어교과서의 어휘학습 단원에서 한자

가 나타난다.

4종교과서에나타나는한자어휘수는203개로각교

과서에 평균 으로 50.8개의 한자 어휘가 나타난다.한

자어휘가가장많이나타나는교과서는N_2교과서로

89개이며 가장 은 한자 어휘가 나타나는 교과서는

K_2교과서로 25개이다.203개의 한자 어휘에 나타나

는 한자 음 수는 405개로 교과서마다 평균 101.3개

의 한자가 출 한다.가장 많은 한자 음 이 나타나는

교과서는 N_2교과서로 201 자이며 가장 은 한자

음 이출 하는교과서는K_1교과서이다.한자어휘

수 한자 음 수는 [표 3-12]와 같다.

구분 K_1 K_2 N_1 N_2 합계 평균

어휘수 33 25 56 89 203 50.8 

음절수 41 47 116 201 405 101.3 

평균길이 1.2 1.9 2.1 2.3 2.0 2.0 

표 3-12. 한자 어휘수 및 음절수

4종 교과서에 나타나는 203개의 한자 어휘들에 한

각 교과서별 한자 개별어휘수 합은 192개로 평균 48개

의 개별어휘가 나타난다.4종 교과서 체를 상으로

한 203개의 한자 어휘들에 한 개별어휘수가 174개이

므로 개별어휘들이 평균 으로 1.2회 나타난다.각 교

과서별 한자 개별어휘수는 [표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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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_1 K_2 N_1 N_2 합계 평균 체

개별어휘수 29 24 56 83 192 48.0 174

출현어휘수 33 25 56 89 203 50.8 203

평균출현회수 1.1 1.0 1.0 1.1 1.1 1.1 1.2 

표 3-13. 각 교과서별 한자 개별어휘

8. 대표 문자 및 어휘

교과서의 내용을 기술하는데 있어 특정 지역,명칭,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표문자(기호)를 사용한 어휘

(:00명)에 하여 조사하 다. 표문자를 사용한

어휘수는 60개로 평균 15개의 표어휘가 나타난다.

표어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과서는 K_2로 23

개이며,가장 은 표어휘가 나타나는 교과서는 N_1

로8개이다.각교과서에나타나는개별 표어휘수합

은 30어 이며 체 교과서를 상으로 한 개별 표어

은 27개이다. 표어 에 사용되는 문자는 각문자

2 자(○,×)와숫자1 자(0)이다.특정장소,건물명사

람명을 표하여 사용하는 표문자는 “○”과 “×”을

사용하고 숫자의 자리수를 표하여 사용하는 문자는

숫자 “0”을 사용하 다.

구분 K_1 K_2 N_1 N_2 합계 평균 체
출현어절수 17 23 8 12 60 15 60

개별어절수 7 10 4 9 30 7.5 27

표 3-14. 대표 어휘수 및 대표 개별어절수  

Ⅳ. 결 론

본논문은 등교육과정을마무리하고 등교육과정

으로 진입하는 첫해인 7학년 국어 교과서에 포함된 어

휘들에 한 통계를 조사하 다.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들에 한 보다 객 인 조사를 하여 2개의 출

사에서발행한7학년검인정국어교과서국어1국어2

4종을 기 으로 하여 조사하 다.조사결과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4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연어휘수는 109,393개로 각

교과서에 수록된 평균 연어휘수는 27,348개이며,교과

서내의장별평균연어휘수는5,758개이다.개별어휘수

는각각의교과서를독립된기 으로했을때의개별어

휘수합은39,681개로평균 으로9,920개이다.가장많

은개별어휘수를가지는교과서는K_2교과서로10,931

개이며가장 은개별어휘수를가지는교과서는N_2

교과서로 8,676개이다.4종 교과서를 하나로 통합했을

때의 개별어휘수는 28,356개이다.28,356개의 개별어휘

4종 교과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개별어휘는 1,386

개(4.9%)이며 나머지 26,972개(95.1%)의 개별어휘는 4

종 교과서에 분산되어 나타난다.그러나 1,395개(4.9%)

의 개별어휘들의 발생 빈도는 109,393개 50,154개로

45.8%나된다.28,356개의개별어휘 가장많이발생

하는 어 은 “보자”로 교과서별로 279회～352회 발생

한다.28,356개의 개별어휘 단 1번 나타나는 개별어

휘는 17,308개로 체 개별어휘의 61.03%이다.개별어

휘에서 많이 발생하는 어휘 는 4종 교과서에서 공통

으로 발생하는어휘들은 일상생활 교육과정에서

요한 어휘로 볼 수 있다.

연어휘수 109,393개에 한 체 음 수는 291,989개

로 어휘당 평균음 수는 2.67이다.2음 는 3음 로

구성된 어 이 체 어 의 68.32%이다.가장 많은 음

을가진어 은순수한 어 인경우8음 이며,

어단어인 어 은 9～11음 이다.

109,393개의 어 을 구성하는 291,989개의 음 들에

한개별음 은1.725개이며이 한 1,350개,한자

246개, 어알 벳 소문자 44개,숫자 10개,한 불

완 자소,기호,특수문자이다.1,350개의 한 개별음

은 등학교 6학년 국어교과서의 한 개별음

1,290개[9]비하여 60개 많으며,국어 사 [10]에 표함

된개별음 이2,463개[11]임을고려할때 사 에등

록된표제어에나타난개별음 의54.8%의개별음 을

이용한 어 들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 은 “이”음 로 10,283회 발

생하여 체 음 의 3.5%이다.1 ～10 까지의 상

10개 음 (이,다,는,을,하,에,의,가,어,고)의 발생횟수는

63,841회로 체교과서의21.9%이고,11～20 사이의

음 (지,기,자,해,나,를,보,은,아,한)을 포함하면 20개의

음 이33.9%나되어교과서의1/3이20개의음 로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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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로 구성된 체 어휘수는 203개로 평균 으로

50.8개의 한자 어휘가 나타난다. 체 교과서를 상으

로 한 한자 개별어휘수는 192개로 평균 48개의 개별어

휘가나타난다.한 ,한자외에 어음 ,기호음

는 특수문자 등이 나타난다.국어 교과서이지만 한 ,

한자,숫자, 어,특수문자 등 다양한 언어 자들

이 나타난다.

4종교과서를하나로통합한개별어휘수가 28,356개

이고 개별한 자가 1,350개 이므로 16종의 국어1과

국어2에수록된개별어휘수는28,356개이하가될것이

고,개별한 자도1,350 자이하가될것이다.개별

어휘들을 형태소단 로 분리한다면 이보다 은 어휘

수가 된다.따라서 7학년 국어 교육과정에서 익 야할

어휘수,개별한 자 같은 통계자료와 등교육과정

에서익 야할기 과비교하여교과서분량 내용을

조 할 수 있다. 한 개별어휘들을 형태소 단 가 아

닌 개별어휘를 자사 에삽입한다면 자사 의 엔

트리수는 28,356개가 되고 형태소 단 로 한다면 이보

다 어진다. 자사 에 장할어휘들에 한발생빈

도 는 발생 확률 등 필요한 정보들을 엔트리 정보에

추가하여 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16종의 국어 교과

서를 상으로 한다면 연어휘수는추가된과목수에 비

례하여증가하지만개별어휘수는과목수가추가될수록

추가되는 개별어휘수는 크게 어든다.

본연구에서는2개의출 사에서발행한국어1,국어

24종교과서를선택하여어휘들의통계를조사하 다.

1종의 교과서 분석 작업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되지만,채택 가능한 교과서가 16가지이고 각각이 1,2

로 구성되어있어 32종임을 고려한다면 보다정확하고

객 인 통계정보를 해서 분석 상 확장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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