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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어휘 능력의 본질을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실질적인 신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어휘 평가 내용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어휘 교육은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신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 어휘론의 학문적 성과를 교육적으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해 어휘 교육과 평가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어휘에 대한 관점을 도구적, 인지적, 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에 이 모든 

관점을 통합한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어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평가는 교육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어휘 평가의 목표가 어휘 교육의 목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의사소통에 충분한 수의 단어를 알고,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

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갖춘다. 

  2) 학습자 스스로 어휘부에 있는 단어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면

서 개념을 정교화하고 세계를 범주화하면서 어휘부를 풍성하게 하는 

동시에 언어적 사고력을 신장한다. 

  3) 국어 어휘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지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언어 

사용자로서 어휘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의 내용을 구안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갖

추어야 할 어휘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어휘 능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검토하였다. 이에 지식 중심이 아닌 어휘에 대한 사고 기능 및 

태도까지를 포함한 어휘 능력이 교육과 평가에서 필요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어휘 능력의 세부 요소를 구성하였다. 어휘 능력은 지식, 태도, 기능의 

세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큰 틀을 어휘 교육 내용의 성취 기준과 평

가 기준의 바탕으로 삼았다. 

  어휘 지식 영역은 크게 어휘 내적 지식과 어휘 외적 지식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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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내적 지식은 개별 어휘가 지니는 어휘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의미 영역, 구

조 영역, 형태 영역, 화용 영역으로 나뉜다. 어휘 외적 지식은 지금까지 어휘 

교육에서 이루어져 온 것과 같은 어휘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어휘 능력의 기능 영역은 어휘와 관련된 사고 기능을 말하는 것으

로 각각 변별, 추론, 정의, 생성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기능 영역은 학

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와 관련한 능력에 초점이 맞

추어진 영역이다. 어휘의 의미를 변별하고, 맥락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며, 의

미를 명료화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사고 기능은 어휘 능력에 

있어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 요소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휘 능력과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학습자가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교하고 풍부한 어휘력을 지니고자 하는 태도를 갖

추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성취 기준을 선정하고 

각 기준별로 상중하의 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이를 최종적인 평가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평가 기준을 수립한 후 어휘 평가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몇 가

지 요인을 검토하였다. 첫째로 어휘의 영역을 1) 구어, 2) 문어, 3) 구어와 문

어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 평가 문항을 어휘 단독으

로 제시할 수 있는 독립 구성 방식과 다른 영역과 통합이 가능한 통합 구성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평가 대상 어휘의 선정 기

준을 검토하여 한국어의 어휘적 특성과 어휘의 수준을 고려하여 두 가지 층위

에서 한자 지식과 한자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사고도

구어를 비롯하여 기초 어휘, 속담 등 구 단위의 어휘 평가까지도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단독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 문항과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하여 평가하는 문항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어휘

력 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어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떻게 구성되

어야 하고 어떤 내용을 평가해야 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어휘 평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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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이나 이러한 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휘 평가뿐 아니라 어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어휘 평가, 어휘 교육, 어휘 능력, 어휘력, 어휘 능력으로서의 지

식, 어휘 능력으로서의 기능, 어휘에 대한 태도, 평가 대상 어휘, 

국어 교육

  학번 : 2007-3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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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문제

교육에 있어 ‘평가’는 교육과정이나 수업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 목표가 어

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타일러(Tyler), 1949: 105~106)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체계적인 

과정(김석우, 2009: 11)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평가는 모든 교육 활동의 최

종 지점에 놓여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인 셈이다.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정교하게 평가될 때, 교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내용이

나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개별 학습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정교한 보

완(피드백)과 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의 세환 효과(Wash back)라는 측면에서도 평가는 교육적으로 중

요한 활동임에 분명하다. 세환 효과는 일반적으로 교수된 내용을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평가로 인해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교수될 내용)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슈미트(Schmitt, 2000: 163)에

서도 학습자들이 평가 여부를 바탕으로 교재(학습 내용)의 중요성을 부분적으

로 판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어휘가 강조되었음에도 이

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이 어휘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교사가 어휘를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면 어휘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평가 계획에 어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교육에서 입시가 상당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의 교육 현실에서 평가는 학습자들의 학습 내용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교육

의 내용이나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즉, 평가되는 

내용이 교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에서 평가 항목이 적절하게 구

성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교육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휘’와 관련한 평가의 경우, 일선 학교의 평가에서든 학업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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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평가에서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휘 교육의 교

육적 성과를 묻기보다는 그와 별개의 ‘어휘력/어휘 능력’1)을 묻는 문제가 출제

되어, 교육과 평가가 괴리된 양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것을 ‘괴리’라 할 수 있

는 이유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어휘 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해서나 

교과서 상에서, 혹은 실제 교실 현장에서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을 갖추어 수행되었다기보다 ‘국어학 하위 분야인 어휘론을 교육적으로 가공

해 제공(주세형, 2005ㄴ: 244)’하는 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어휘 교육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문법 교육이라고 보는 쪽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어휘 능력의 신장을 꾀하기보다는 문법의 제반 지식을 학습하는 데 

그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목표하는 바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갖추게 될 ‘향상

된 능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휘 교육 역시 어휘 교육을 통해서 어휘 능력의 

신장을 꾀하는 것을 어휘 교육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어 

교육 내에서의 어휘 교육은, 그 중요성에 대한 동의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휘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실행되어 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쓰기 능력, 읽기 능력이나 문학 능력, 혹은 문법 능력이

라는 말보다 훨씬 익숙하고도 당연한 용어인 ‘어휘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휘 교육 내용이나 어휘 교육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

지 못했다는 말이다.2) 다른 국어과 영역들과 달리 어휘 교육은 앞서 언급한 

1)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김광해(1993)에서 ‘어휘

력’과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각각 양적인 개념, 질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면서부터 ‘어

휘 능력’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다양한 학자들의 논문에서 ‘어휘력’

과 ‘어휘 능력’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어휘력과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신명선(2008: 15)의 지적에서와 같이 

기존의 ‘어휘력’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지식’ 중심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평가 대상으

로서의 ‘능력’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의 이 용어는 ‘어휘력’과 ‘어휘 능력’을 구분한 ‘어휘 능력’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어휘력’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선행 논의에서 ‘어휘 능력’과 대비하

여 ‘어휘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어휘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에는 ‘어휘 능력’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2)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모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논의가 많

다. 김광해(1995: 343-34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휘에 대한 인식의 문제뿐 아니라 

모어 학습자의 경우 특히 지도 대상 어휘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 언제 어떤 어휘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및 정보가 부족한 점, 지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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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문법(혹은 국어지식) 영역의 한 분야로 어휘론의 지식 체계를 가르

치는 것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삼아 어휘와 관련한 언어학적 지식을 가르쳐 

왔다. 문법 교육에서 국어학의 제반 학문적 성과를 교육적으로 가공하여 제공

하는 것은 ‘문법’과 관련된 학문의 지식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언어 사용

에 대한 인식 능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적 지

식이 언어 사용의 실제에서 문법이나 규범에 맞는 언어 능력을 담보하지는 못

한다. 이를 어휘 교육 및 어휘 능력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어휘와 관련된 제반 

개념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실제적 어휘 능력 신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다. 많은 수의 단어를 알고, 개별 단어의 의미나 용법에 대해 깊

이 있고 다양하게 알게 되면서 획득되는 어휘 능력의 신장을 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어휘 교육은 어휘 능력 신장3)이라는 어휘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교육과 평가가 이원화되어 수행되

는 기이한 상황을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어휘 평가의 기준이나 내

용이 일관되지 못하며, 체계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본질을 고려할 때 평가의 목표는 교육의 목표를 벗어날 수 

없다. 평가는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어휘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실질적인 어휘 능력 신장을 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가르쳐야 할 단어들의 수나 개별 단어에 대한 지식의 깊이 

등에 비해 제한된 교육 시간(수업시수)과 학습자들의 인지적 수준이나 선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꽤 오랜 시간 이루어졌음에도(김광해, 1995; 손영애, 2000; 이충우, 2001, 

2005 외) 아직까지 국어 교육 내에서 어휘 교육이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계

속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한계는 어휘 교육을 결국 ‘많은 

단어의 의미’ 혹은 ‘개별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라 보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어휘 능력의 특성상, 많은 수의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사실이나, 교육 대상으로서의 어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러한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3) 어휘 교육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어휘 능력 신장’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장에

서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구본관(2011ㄱ)에서 어휘 

교육의 목표에 대해 논의한 바를 참고할 수 있다. 구본관(2011ㄱ：37)에서는 어휘 교육

의 목표를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고, 표현과 이해 양 측

면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익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국어 어휘

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함양’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참고해 보더라도 ‘어휘론의 

교육적 가공’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어휘 교육의 목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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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량에 따른 극명한 개인차 등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이 가지

는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휘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어휘 능력의 실체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고, 어

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구체적인 어휘 교육의 내용을 이루고, 어휘 평

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어휘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에 

앞서, 어휘 능력의 구체적인 실현태(實現態)를 확인할 수 있는 어휘 평가의 내

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휘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어휘 교육의 실재를 관

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평가의 세환 효과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어휘 교육

에서 도달해야 할 능력이나 행동 등을 체계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평

가’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휘 평가의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하

는 본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대상으로서의 어휘 능력의 개념과 구조를 밝히고 국어 어휘 교

육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다.4)

둘째, 국어 어휘의 특징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어휘의 선정 기준을 마련한

다.

셋째, 제시된 어휘 평가 기준과 평가 대상 어휘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휘 평

가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어휘 평가 문항을 제시함

으로써 어휘 교육 목표에 맞는 어휘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든 연구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어휘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평가는 교육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평가의 정상화는 궁극적으로 어휘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어휘 교

육의 정상화를 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4)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이전에 성취 기준을 설정해야 함이 옳으나, 평가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없다. 본 연구의 목표와 관련

하여 성취 기준 대신 평가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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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이 절에서는 어휘 평가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참조해야 할 선행 연

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어휘 평가 연구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어휘 교육에 대한 연구와 언어 평가 및 어휘 평가에 대한 연구 성과이다. 

1) 어휘 교육

어휘 교육에 관한 논의는 모어 교육에서보다 제2언어 교육에서 훨씬 활발하

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모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은 대체로 읽기 교육, 혹

은 독해 능력과의 상관성과 관련짓거나 다른 영역과 연계된 논의가 많아, 독

자적인 어휘 능력이나 어휘 교육의 가치를 설파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

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어휘 교육 관련 연구에 자주 등장하는 네이션

(Nation)이나 슈미트(Schmitt) 등의 논의도 기본적으로는 제2언어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어휘력과 다른 영역과의 연계나 교육 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

히 어휘 지식의 단계 설정이나 다차원성을 언급한 네이션(Nation, 2001)의 논

의는 어휘 능력의 구조를 논하는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논의

이다. 

어휘 지도, 혹은 어휘 학습에 대한 연구는 어휘력과 독해력 간의 상관관계

나, 어휘 학습에서 문맥(文脈)의 역할, 문맥을 이용한 어휘 교육의 효과나 직

접 교수법과의 비교 등 주로 읽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이는 기

본적으로 모어 교육 내에서의 어휘 교육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직접

적으로 어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은 모어 학습자가 습득하고 사용

하는 어휘의 수에 비해서 교사가 수업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어휘의 수는 한

계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휘를, 예를 들어 신어라고 해도 모두를 수

업 중에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단어 하나하나

를 설명해 준다거나 단어의 뜻을 정의하는 것만으로 어휘력의 신장―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신장시키는 차원의 신장5)―

5) 질적 어휘력이라는 용어는 어휘 교육에서 이미 익숙한 용어인데, ‘단어의 수를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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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어휘력은 단어의 형태―즉 표기나 발음―를 인

식하게 된다든가, 혹은 단순한 사전적 정의를 알게 되면서 확충되는 것이 아

니라 해당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개념을 이해할 때, 즉 개념이 발달할 때 확

충되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 즉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어

휘 지도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로는 내기와 앤더슨(Nagy & 

Anderson, 1984), 내기와 허먼(Nagy & Herman, 1985), 맥콘(Mckeon, 

1985), 네이션(Nation, 2001)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어휘의 습득은 이해와 관련된 언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어휘를 보면, 어휘가 교육에서 독립적인 영

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확보하기 어렵고, 평가의 영역에서도 분명한 

기준 없이 읽기나 쓰기 활동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

는 어휘 평가 문항들이 출제되는 양상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넴코(Nemko, 1984)나 샤츠와 볼드윈(Schatz and Baldwin, 

1986)의 연구는 단어를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의 가치를 증명한 연구로 

참고할 만하다. 문맥을 중심으로 한 어휘 교육의 한계는 어휘력의 속성을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어휘력의 완전한 발달은 길고도 

정교한 과정이므로 한 단어에 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수정되고 정교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확장되고 발

전한다. 이러한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보다 체계적인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네이션(Nation, 2001)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이 논의에 따르면 어휘의 ‘형태’ 정보는 우연적 습득으로 익힐 수 

있으나, 어휘의 의미 차원은 문맥을 통해 우연적으로 습득될 경우 그 정교성

이나 정확성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슈미트(Schmitt, 2000)에서도 마찬가

지로 문법 정보는 학습자가 문맥 등을 통해 습득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학습

는 것’에 대비해 한 단어에 속한 ‘다양한 의미, 형태, 화용 정보(지식) 등을 다양하고 깊

이 있게 아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어휘 능력은 기본적

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질적 어휘력’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단어의 지식을 여러 차

원으로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여전히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본다. 

다만 연구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시된 정의를 반영하는 의미의 ‘질적 어휘력’이

라는 용어는 그대로 밝혀 쓰고자 하며 어휘 능력이라는 본고의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어휘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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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어렵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을 중심으로 읽기를 통한 

어휘 교육의 한계를 인정한 연구들은 네이션(Nation, 1990), 훌스티진

(Hulstijin, 1992), 허킨, 헤인즈와 코디(Huckin, Haynes and Coady, 1993)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인정한 어휘 교육의 한계는 ‘어휘 능력’의 개념이 

불분명한 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어휘 능력’에 대한 재인식을 바

탕으로 독립적인 어휘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휘 교육이 국어 교육 내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의 교육적 가치를 

확보하게 되면 어휘 교육의 범위나 내용도 풍부하고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 교육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도 국외의 연구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국내의 어휘 연구들은 최근 들어 점점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휘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시작된 연구는 어휘 계량, 교육용 어휘에 대한 선

정과 관련된 연구이다. 

우선, 어휘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어휘 조사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휘를 조사하여 계량하여 목록을 제시하

는 형태를 취한다. 어휘 교육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은 이호성(1934-1937)의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 어휘 조사(1)-(16)’로 볼 수 있으며 전용신·서봉연

(1958)의 어휘 발달 조사, 이응백(1969)의 단어 지도에 대한 연구가 그 뒤를 

잇는다. 그 뒤 서정국(1968)은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의 기본 

어휘 문제를 처음 다루었으며 이응백(1972)은 아동들의 글쓰기 자료와 아동문

학 작품 등에 나타난 단어를 수집하여 2,713어를 초등학교 학습용 기본 어휘

로 선정하였다. 권경안(1981)은 취학 전 아동의 나이, 거주 지역, 성별에 따른 

사용 어휘와 이해 어휘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어휘의 학습보다는 습

득에 대한 연구로서, 취학기 아동의 어휘 교육을 설계하는 데 기초적인 토대

를 제공하고 있다. 국어연구소의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1.2.3학년용(1986)과 

4,5,6학년용(1987), 중학교 교과서 어휘(1988) 등의 조사 연구는 관련 후속 

연구들의 초석이 되었다. 임지룡(1991ㄱ)은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선정된 고빈

도어와 주관적 방법에 의한 의미 분야를 절충하여 1,500개의 기초 어휘를 설

정하였다. 이는 여러 종류의 기초 어휘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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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충우(1992)는 기존의 어휘 목록을 이용하여 총 20,100어의 교육용 어휘

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는 어떤 어휘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1990년대 들어 말뭉치 언어학의 발전은 컴퓨터로 대량의 어휘 자료를 신속

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대규모의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실제적인 말뭉치 

자료를 중심으로 어휘 교육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습 자료인 사전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김광해(2003)은 메

타 계량 방법으로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 모두를 위한 등급별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교육용 어휘는 계량언어학적 방법을 기반으

로 추출한 것을 교육용으로 등급화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충

분히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휘 등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 신명선(2004ㄱ)은 말뭉치를 구축하여 사고도구어를 선정하고 그 교

육적 방향을 논의하였는데 이는 어휘 교육의 구체적인 국면까지 연구의 시야

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어휘력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동안 어휘 지도 방법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교수·학습 방법이나 수업 기법을 소개하거나 개발하는 논의들이 주

를 이루었다. 하치근(1977)은 ‘어휘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하

치근(1983)에서 어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유추 작용에 초

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의미 자질 

분석법이나 의미 구조도를 활용하거나 의미망을 만드는 등 ‘어휘 의미’에 주안

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다(주세형, 1999; 박노훈, 2002; 강정일, 2003). 심영자

(1984)는 초등학교 어린이 1000명에게 어휘 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

의 어휘력이 낮음을 지적하고, 문화․사회․경제적 환경이 어휘력과 관련이 있다

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휘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어휘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손영애(1992)는 동일한 시간 

동안 한자를 이용하여 어휘를 지도한 경우와 한자를 이용하지 않고 어휘를 지

도한 경우에 읽기 능력 및 쓰기 능력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비교 연구

하여 한자를 이용한 어휘 교육의 실제적 효과를 검증하였고 더불어 어휘력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영숙(1996)은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이

라는 관점에서 읽기 영역의 하위 요소로서의 어휘의 개념과 지도 내용을 논의



- 9 -

하였다. 이종철(2000, 2001)은 창의적인 어휘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면서 관용적 어휘소의 사용 양상을 형태적 측면과 맥락적 측

면으로 나누어 지식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법에서 탐구학습을 강조한 이래 어휘 교육에도 이를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정태(2002), 엄기예(2003)는 탐구학습을 기반으로 어휘 지도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관규(2002:94)에 따르면 어휘 교육에 대한 연구는 국어

지식 교육에 대한 연구를 100으로 했을 때 23.8%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국어과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어휘력 신장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어휘 교육 연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신명선(2008)을 비롯한 일

련의 연구(신명선, 2009ㄱ; 2009ㄴ; 2009ㄷ; 2011; 2012ㄱ)이다. 이러한 연

구들에서 연구자는 어휘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을 철학적이고도 이론적인 기

반을 통해 분명히 하고, 어휘 교육에 필요한 어휘 종류와 교육용 사고도구어 

목록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질적, 양적 차원의 어휘력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어휘 능력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여 어휘 교육 연구에 기여

하였다. 연구자는 ‘지식’ 차원의 어휘력을 넘어서 국어적 사고력에 기여할 수 

있는 지향점 하에서 어휘 능력의 구조를 밝히면서 어휘 능력을 상징 능력과 

지시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2) 어휘 평가

어휘 평가 자체만을 놓고 보면 참조할 만한 논의가 많은 편은 아니나, 일반

적으로 언어 평가 차원에서 어휘 평가가 언급된 양상을 참조할 수 있다. 언어 

평가의 특징은 바흐만(Bachman, 1990)이나 바흐만과 팔머(Bachman & 

Palmer, 1996; 20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흐만(1990)에서는 평가와 관

련해서 언어 능력을 언어 지식과 전략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전자는 

구조적 지식과 실용적 지식으로 나뉘며 어휘에 대한 지식은 구조적 지식의 일

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어휘를 평가하는 장면에서 일반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별 단어의 ‘지식’을 어

휘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휴(Hughes, 2003)에서는 언어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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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언어 평가 시에는 무엇

보다 배운 내용을 평가하기보다 배워야 할 내용을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어휘 평가에 대해 가장 종합적인 논의를 펼친 연구는 리드(Read, 2000)이

다. 어휘 평가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어휘의 범위를 어휘 항목으로 설정하였

고 어휘 평가 대상으로서의 어휘 능력을 어휘 사용의 맥락, 어휘 지식과 기본

적인 어휘 처리 능력, 어휘 사용을 위한 메타 인지적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스

폴스키(Spolsky, 1995)는 어휘 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어휘력 평가의 비중이 큰 토플 등의 주요 시험에 대한 특징 

등이 제시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드(Read, 2006)와 함께 참고할 만

하다. 또한 평가 어휘의 종류나 양에 대한 논의는 슈미트(Schmitt, 1998)의 

논의도 참조 가능하다. 슈미트(1998: 165-166)에서는 일반적으로 빈도 목록

에 의존한 단어 목록을 평가 대상 어휘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어휘의 계량적 연구나 어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어휘 

평가에 대한 연구가 그 출발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가 충분히 활성화되었

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아직 뚜렷한 연구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어휘 평

가에 대한 논의는 1998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주최한 학술발표회

가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6) 임지룡(1998ㄱ)이 어휘력 평가에 필

요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고, 최웅환(1998)이 어휘력 평가의 현황을 점검하

고, 송창선(1998)이 평가 대상 어휘를 선정하였으며, 이문규(1998ㄱ)가 어휘

력 평가의 실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후 어휘력 평가에 대한 연구 경향을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어휘 능력 평가를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는 연

구이다. 이 흐름의 연구들은 기존의 평가 문항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평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터를 잡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광해(1997), 최웅환

(1998)을 비롯하여 김소영(200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분석을 분석한 강

지연(2003), 심지연(2003), 이연화(2004) 등이 이에 속하는 연구들이다. 

김광해(1997)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어휘력 평가 문제의 유형과 방

6) 이후 논문에서는 참조한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밝혀 적는 차원에서 ‘어휘력’이

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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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분석하면서 어휘력 평가 문항을 독해력 평가 문항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웅환(1998)은 역대의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

된 교과서, 학업성취도 평가지, 대입 수학능력고사의 평가 문항지의 분석을 통

해 평가 내에서 어휘력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어

휘력의 내용은 학교급이 아니라 수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심지연(2003)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수능 시험의 어휘력 문항을 출제 

비율, 난이도, 변별도, 문제 유형별로 분석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대학

생의 수능 어휘 관련 어휘 학습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

휘 학습에 관심은 있으나 어휘 학습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이와 비슷하게 이연화(2004)에서도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능 

언어 영역 중 국어 지식 관련 문항 106개를 김광해(1997)에서 제안한 어휘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

다. 그러나 분석 결과가 교수 학습 방법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최근의 연구로는 신명선(2012ㄱ)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평가 분석 논의가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어휘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다소 

모호하게 이루어져 오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정의를 정교하게 내리고, 그 유

형을 나누어 평가에 있어 활용할 만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어휘력 평가 문항이나 평가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식의 

흐름을 보이는 연구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연구들은 어휘력의 기본 개념이나 

어휘력 평가의 개념을 설정하고, 평가 목표 및 평가 대상 어휘를 선정하거나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임지룡(1998ㄱ)은 초․중등학교 국어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어휘 및 어

휘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어휘 평가의 목적, 목표, 내용 및 방법

에 대해 충실하게 논의하고 있는 연구이다. 다만, 어휘력 평가의 목적이 ‘어휘 

교육의 목적 도달 여부’에 있다고 하면서, 어휘 교육의 목적은 ‘우리 겨레 공

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상 언어에 필수적인 어휘를 공유하고, 어휘의 양을 넓

히고 질을 깊이 있게 하여 겨레 구성원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여, 어

휘력 평가의 목적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평가 대상 어휘의 필요성을 역설한 연구로 송창선(1998)을 들 수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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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어휘 평정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 대상 어휘의 개념

과 선정 원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각 급 학교의 국어교과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수준 21,524어, 중학교 수준 11,944어를 선정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어를 비교로 한 이해 어휘량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은 사자성어가 배제된 데다 파생어 등을 배제하여 평

가에 필요한 어휘 목록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어휘 평가 문항을 개발한 연구로 이문규(1998), 김소영

(2000), 강지연(2003), 한미진(2006) 등이 있는데 그 중 이문규(1998)의 연구

는 어휘력의 개념에 기초하여 목표를 체계화하고 이를 문항 개발에 연계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평가지의 표준 모형을 개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김소영(2000)과 한미진(200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휘 평가 연구를 실

시했는데 김소영(2000)의 경우 어휘 평가가 읽기 어휘 평가가 읽기 능력 향상

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 연구

이나, 어휘 평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교육적 의의에 비해 제한된 학

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의 결과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

고 하겠다. 한미진(2006)은 교육과정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들의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대상 어휘를 선정하고, 평가 문항의 제작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항 형식을 검토한 후 평가지를 개발하

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 소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강지연(2003)

은 지필 검사에 사용되는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중학생의 어휘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어휘력과 국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보인다. 다만, 평가 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고 활용 방안을 제

시하지 못하였다.

최근 논의 중에서는 양효순(2007), 손승완(2007)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연

구는 어휘력 평가 도구 개발을 주제로 기존의 문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도구를 마련하였다. 특히 손승완(2007)은 수학 능력 시험을 바탕으로 어

휘 평가의 행동 영역을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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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 영역을 상정하고 하위 요소들을 나눈 후 문항(평가 도구)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항 출제 원리를 제시하면서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어휘력 평

가 문항은 단독형으로 제시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결론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휘력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어휘력 평가의 개념과 평가 대상 어휘, 평가의 실제에 대한 꾸준하고 체계적

인 연구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평가의 목적과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휘 교육이 교육으로서

의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는 교육 목표나 내용, 방법 등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거나 진단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교

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어휘 교육을 위해서 

평가 목표에 따른 평가 내용과 방법, 평가 도구의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이론 연구이다. 교육 평가 중에서도 언어 평가, 또 그 안에서도 

어휘 평가에 대해서는 문항의 유형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휘 의미의 종류

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룰 뿐 평가 목표나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도 이론적인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어휘 평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방식의 이론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요청된

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어휘 평가의 목표를 정립하고 어휘 평가가 대상으

로 삼고 있는 어휘 능력의 개념과 성격,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정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어휘 평가의 평가 기준을 세우고 그 실천 방안을 함

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론적인 연구를 주로 한다고 해서 순수하게 논리적인 입증이나 이론

적인 정리만을 방법적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표1>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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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기존의 평가물, 설문 등을 자료로 삼아 논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7)

연구 목적 연구 방법

2장

어휘 능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헌 연구

어휘 교육 및 어휘력 평가의 목표 정립 문헌 연구

어휘 평가의 현황
전국 단위 및 학교 단위 어휘 평가 분석
 (교사 설문 포함)

3장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문헌 연구

어휘 평가 기준 개발 조사 연구 및 문헌 연구

4장 어휘 평가의 실제 조사 연구 및 문헌 연구

<표 Ⅰ-1>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 이론 연구이다. 2장에서는 어휘 평가

의 내용을 설계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개념 및 관점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교육 대상에 대한 관점은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이는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

가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에서 어휘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어휘 능력의 개념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장 1절을 통해 개략적으로나마 현재 어휘 교육에서 다루

고 있는 어휘 능력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어휘 능력’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어휘 능력의 개념은 어휘 교육의 목표를 정립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장 2절을 통해 어휘

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점을 검토하고 각 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한 후, 

국어 어휘 교육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관점을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어

7) 연구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완할 만한 설명은 각 장의 해당 부분에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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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교육 및 어휘 평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어휘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휘 교육 관련 부분 중에 어휘 교

육에 반영해야 할 부분과 비판하고 반성하여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

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기존의 평가들을 살폈다. 국가 단위 평가뿐 아니라 

학교 단위의 평가(정기 고사)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때 일선 학교에서

의 어휘력 평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 설문을 실시해 어휘 교육이나 어

휘 평가와 관련한 현장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교사들은 전문가 집단이면서 실

제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집단이므로 어휘 교육이나 어휘력 평가

의 현 상황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교사 설문의 경우는 1차적으로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대면 인터뷰로 보충 설명을 들었고, 서면 인터뷰의 답변을 바탕으로 객관식 

문항을 꾸려 2차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어휘 교육에 대한 인식, 

어휘 교육의 현황, 어휘 교육 실행상의 난점, 어휘력 평가에 대한 인식, 어휘

력 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수행 현황, 어휘력 평가의 난점 등으로 구성하였

다. 조사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시기 : 2012녀 2월~3월 두 달간.

조사 대상 : 중·고등학교 전·현직 교사8) 

조사 내용 : 1)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에 대한 인식

            2) 교실 현장에서의 어휘 교육 현황

            3) 학교 단위 및 교실 현장에서의 어휘 평가 현황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위해 서구 

및 국내의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어휘 능력의 개념이나 구조 등에 대해

서는 이미 양적, 질적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비교적 활발히 논의가 되어 온 바 

있으나 ‘평가 대상으로서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어휘 능력의 평가 요소를 추

8) 전직 교사의 경우 퇴직한 지 1년 미만의 교사만을 대상으로 삼아 최근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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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고(3장 1절), 정리된 

어휘 능력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어휘 평가의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이

를 근거로 하여 최종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성취 수준과 평가 수

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평가 수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제시하였다(3장 2절).

 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 

개발한 평가 기준을 실제 평가 활동―가령 평가 문항과 같은―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맥

락을 고려해 어휘 능력 평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4장 1절). 다음으로 국어 어휘의 특징을 고려해 국어에서 어휘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평가 대상 어휘의 조건을 살펴보았다(4장 2절). 다음으로 3

장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외 어휘 평가 문항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

는 문항과 활용 가능한 문항을 추려내 제시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어휘 평가의 

양상을 제안해 보았다.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문항의 발전 방향

도 함께 제시하였다(4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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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휘 평가 내용 연구를 위한 전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어휘 평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학습자

의 어휘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이 될 것인가’로 정

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휘 능력의 개념을 비판적

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 평가가 정당한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서

는 어휘 평가 및 어휘 교육의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므로 어휘에 대한 

관점을 새로이 하고 어휘 교육의 목표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어휘 

평가에서 지향해야 할 어휘 교육 및 평가의 목표를 세우고자 한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어휘 평가 및 교육 현황을 살펴 그간의 어휘 평가와 어

휘 교육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어휘 평가에서 보완되어

야 할 점은 무엇이며 평가를 진행해 나가는 데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어휘 능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어휘 교육이나 어휘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

로 어휘 능력에 대한 정의이다. 어휘 능력이란 무엇인가? 풀어 쓰면 ‘어휘9)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능력’이라 기술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은 

실상 모든 국어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면서, 어휘 교육과 어휘 평가

의 근간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어휘 능력을 양적 개념과 질적 개념으로 

9) 여기서 대상이 되는 ‘어휘’는 어휘소들의 집합체를 말하며 국어 어휘는 국어의 모든 어

휘소들의 집합체이다. ‘어휘소’는 ‘언어를 구성하는 작은 의미 단위’인 ‘의미소’에 해당하

는 것으로 접사, 조사, 어근,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관용어 등이 모두 어휘소에 해당

한다.(이충우, 2006: 12)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라는 말과 어휘소가 혼동되어 사

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어휘를 ‘단어의 집합’이라고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어휘 교육은 단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휘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는 관용어(속담, 격언 포함)들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되 하나

의 의미를 구성하는 한 덩어리의 단위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교육의 대상으

로서는 단어와 어휘소를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

고자 할 때는 그 대상을 ‘단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를 이루는 요소인 ‘어휘

소’를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사와 어근, 관용어 

등도 모두 어휘 교육과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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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살피는 것은 이제 어휘 교육에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 어휘 능력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충우(1992, 2006), 손영애

(1992)를 비롯해서 김광해(1993), 이영숙(1997), 신명선(2008, 2011) 등을 

들 수 있다. 

김광해(1993)에서는 ‘어휘력’과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면

서, ‘어휘력’이라는 말은 영어의 ‘vocabulary’에 대응되는 말로 ‘텍스트에 사용

된 어휘 목록의 범위, 또는 개인 화자가 동원할 수 있는 어휘 목록의 범위(애

셔, Asher, 1994; 김광해 2008: 61에서 재인용)’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결

국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하는 어휘에 대한 양적인 개념

이다. 반면 ‘어휘 능력’이라는 술어는 ‘Lexical Competence(리차즈, Richards, 

1976)’에 대응하는 말로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능력’이

라는 뜻으로 구분(김광해, 1993, 2008: 61)되기도 한다. 한편 손영애(1992)에

서는 ‘어휘(능)력’을 ‘개개의 단어들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에 관계되는 지식’

이라고 정리한 바 있으며, 이충우(2001)에서도 ‘어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으

로 어휘 능력을 정리해 놓았다. 이러한 입장은 어휘 능력을 대부분 어휘에 대

한 지식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영숙(1997)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어

휘력의 구조를 제시하였다.10)

1. 양적 어휘력

2. 질적 어휘력

  2.1. 언어 내적 지식 

    2.1.1. 선언적 지식 (형태/의미/통사/화용)

    2.1.2. 절차적 지식 (수행 정보/행동 목록/단어 처리)

  2.2. 언어 외적 지식

    2.2.1. 단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

    2.2.2. 단어에 관한 일화적 지식

    2.2.3. 단어의 원어에 대한 지식

    2.2.4. 단어의 어원에 대한 지식

<표 Ⅱ-1> 어휘력의 구조 (이영숙, 1997) 

10) 이영숙(1997)의 용어인 ‘어휘력’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지면상 세부 항목은 

간략화하여 괄호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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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1997)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어휘력을 ‘지식’으로 규정하되 

‘절차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아니(이영숙, 1997: 

192)라는 주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휘 능력의 경우 어휘에 대한 지식-개별 

단어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능력과 관련한 지식의 다차원성에 대한 논의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네이션(Nation, 1990, 2001)인데(<표 Ⅱ-2>), 그에 따르면 하나의 단어

를 ‘안다’는 것은 단어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사용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라고 하였다.11) 네이션의 어휘력(단어에 대한 지식)에 대한 1990년의 논의와 

2001년의 논의는 세부적인 분류 체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

로는 문법 구조 및 공기 관계에 대한 지식(사용 제약 등)을 포함해 통사론적 

문제를 단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일관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어의 ‘사용’이라는 측면을 매우 강조한 바가 있다.

형태
(form)

구어
R12) 단어가 어떻게 소리나는가?

P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가?

문어
R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P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철자법은 어떠한가?)

단어 구성
(형성)소

R 단어의 어떤 부분이 인지 가능한가?

P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단어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의미
(meaning)

형태와
의미

R 이 단어 형태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P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단어 형태가 사용될 수 있는가?

개념과
지시대상

R 이 개념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P 이 개념이 어떤 항목들을 지시할 수 있는가?

연상 관계
R 이 단어는 어떤 다른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가?

P 이 단어 대신 어떤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
(use)

문법 기능
R 이 단어는 어떤 패턴으로 출현하는가?

P 이 단어를 어떤 패턴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 제약
R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만날 수 있는가?

P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쓸 수 있는가?

<표 Ⅱ-2> 단어에 관한 지식 (Nation, 2001: 24-25)

11) 네이션(Nation)의 경우 1990년도의 논의와 2001년도의 논의가 다른데 1990년도의 논

의에서는 형태, 위치, 기능, 의미라 하여 ‘위치’에 해당하던 문법 구조나 공기 관계를 

사용역에 포함하면서 기능과 통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0 -

이들 논의를 바탕으로 이기연(2006)에서도 어휘력을 양적, 질적으로 나누어 

질적 측면(질적 능력)을 형태, 의미, 구사13)의 세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표

Ⅱ-3>). 표를 살펴보면 ‘읽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뿐 아니라 ‘인식할 수 있

다’를 비롯하여 ‘알 수 있다’가 많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결국 어

휘력의 질적 측면을 철자나 발음, 의미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

형태
단어의 철자를 읽을 수 있다.

단어를 듣고 어떤 단어인지 인식할 수 있다.

의미

대상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대상 단어의 다의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대상 단어의 다른 단어－유의어, 반의어 등의 연어 관계를 알 수 있다.

구사 대상 단어가 잘못 사용된 예를 찾아낼 수 있다.

표현

형태
대상 단어의 철자를 올바르게 쓸 수 있다.

대상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의미
대상 단어를 정확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 단어와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표현을 바꿀 수 있다.

구사

대상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다.

대상 단어의 사용제약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상 단어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 Ⅱ-3> 어휘력의 질적 측면 (이기연, 2006)

최근에는 언어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어휘의 의미를 인지

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신명선, 2008) 등이 더해져 어휘력의 

구성 요소 중 질적 측면이 좀 더 세분화되고 능력 차원의 논의가 다채로워지

12) 여기서 R은 이해(수용) 지식(Receptive knowledge), P는 표현(생산) 지식(Productive 

knowledge)을 말한다.

13) 이기연(2006)에서는 능동적으로 어휘를 부리고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휘 ‘사

용’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表現)’이라는 용어와 함께 ‘구사(驅使)’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 ‘표현’은 ‘이해’와 ‘표현’으로 대비되는 맥락에서 말하고 쓰는 행위로 드러나

는, 실제로 생산되는 어휘에 사용한 개념이고, ‘구사’라는 용어를 통해서는 이해의 측

면이든, 생산의 측면이든 어휘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 실제 문장 등으로 구현된 상황

에 놓여 있는 어휘라는 측면의 개념이다. 이는 네이션(Nation)의 2001년 논의의 ‘사용

(use)’에 해당하는 개념이나 ‘사용’이라는 용어가 다소 기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듯하

여 의도적으로 언어를 부려 사용한다는 의미로 ‘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이기연(2006)의 논의도 당시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인 ‘어휘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밝혀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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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휘력을 ‘양적 측면’, ‘질적 측면’으로 이

분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어휘 교육의 목표를 머릿속 사전, 즉 어휘

부의 영역에까지 확대한 구본관(2011ㄱ: 48)에서도 어휘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양적‧질적 어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휘 교육

에서 가르쳐야 할 질적 확대의 내용으로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정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어휘 능력을 어휘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

합적인 ‘지식’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

으로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어휘 교육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유로, 지도 대

상 어휘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이고 언제 어떤 어휘를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및 정보가 부족한 점, 지도 가능한 교육 시간 혹은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는 어휘력을 한 개인이 ‘개별 

단어에 대한 지식을 수적으로 많이(양적 어휘력) 또 깊이 있게(질적 어휘력) 

아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어휘 능력 개념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휘 능력을 보게 되면 학습해야 할 어휘의 양이나 질은 국어에 존

재하는 어휘의 수만큼이나 많고, 깊이의 차원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방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식’은 그 자체로 ‘능력’이라 할 수는 없다. 수

행과 관련된 차원에서 ‘절차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 자체가 ‘할 수 있

는 힘’인 능력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14) 지금까지 ‘어휘 능력’이라고 정

의되었던 내용은 대부분 ‘개별 단어’에 속하는 ‘해당 단어에 대한 종합적인 정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어휘와 관련한 능력에는 분명히 이러한 ‘앎’이 중요하고 

‘앎’이 중요한 부분으로 전제되어야하지만, 의사소통 상황에서-가령 문맥 속에

서-특정 단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학습자(혹은 언어 사용자)는 본인이 말하고

자 하는 맥락과, 머릿속 어휘부를 뒤져 몇 개의 단어들 사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단어를 선택해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된다. 이때 실제로 학

습자가 활용하는 어휘와 관련된 능력, 맥락을 고려하고 어휘부에서 비슷한 의

미의 다양한 단어들 속에서 단어들의 의미를 비교, 변별하고 구어와 문어 상

14) 가령 ‘자전거 타는 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가’는 별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식’이 ‘능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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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맞게 선택하는 능력이 학습자(언어 사용자)가 확보하고 있는 ‘능력’으로

서의 어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라도(Lado, 1964)는 어떤 단어를 능동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단어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갖

추어졌을 때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어휘 교육에서, 그리고 어휘 평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15) 물론 앞서 제

시한 몇 가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휘 능력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사용’이나 ‘표현’ 등의 항목을 두고 실제적인 사용에 관한 논의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용에 대한 지식’의 성격이 짙어서 지금까지 어휘 

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던, 많은 수의 단어를 ‘안다’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해당 단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사용에 대한 지식 포함-를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는 논의는 어휘 교육에 있어서 교육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기

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어휘 능력의 질적 측면이 강조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

하고 국어 교육 내에서 어휘 교육이 분명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계

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그렇기에 현재 국어 교육에서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휘 교육은 국어지식 영역에서 어휘론의 지식 

구조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어휘 교육이 전부이며, 기능 영역에서 ‘알맞은’, ‘바

른’, ‘적절한’ 등의 표현만 있을 뿐 그 판단 기준과 실제적인 교육적 처치를 마

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비판(박재현, 2006: 6)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어 왔던 어휘력이라는 용어 대신 어

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어휘 교육의 목표가 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지금까

지 이루어져 왔던 어휘와 관련한 ‘지식’ 중심의 어휘 능력의 개념보다, 학습자

가 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능력’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식’ 자체로 존재할 때 

어휘력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개별 단어의 수와 각 단어가 가지는 다양

한 정보만큼 거의 무한한 범위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휘력을 키우

15) 이후 논의에서 좀 더 분명해지겠지만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능력’은 특정한 ‘사용’ 혹

은 ‘표현’의 상황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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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개별 단어의 특성별로 교육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학습자의 개인 차이도 너무나 다양하여 일정한 교육 내용과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어휘 능력을 ‘능력’으로 접근할 때, 교육의 대상

이 다양한 단어가 아닌 익혀야 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학습자의 실질적인 어휘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어휘력, 즉 어

휘 관련 지식이나 어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알고 있

는 것’ 역시 어휘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훼

손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성장이고, 교육의 성과는 목

표하는 능력의 신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어휘 교육의 목표 역시 어

휘 능력의 신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평가가 목표로 하는 어휘 능력의 

정의와 범주가 분명해야 그것이 교육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고 평가의 실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어휘 교육을 둘러싼 개념들을 정리하고 

어휘 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가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요소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 요소들을 바탕으로 어휘 교육과 평가를 

위한 성취 기준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의 목표 설정

2.1. 어휘 능력에 대한 관점

어휘 교육이나 어휘 평가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휘 능력

에 대한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휘를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접근 방식 

등에 따라 어휘 능력은 크게 도구적 관점, 인지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여

기서는 각 관점의 특징을 살펴보고 관점을 바탕으로 어휘 교육과 평가가 지향

해야 하는 목표를 세워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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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도구적 관점

현 국어 교육학계에서 ‘도구적 관점’은 상당히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관점이

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사실 국어 교과를 도구 교과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국어 교과가 학습자들이 다른 교과 학습에 필요한 도구(능력)를 갖

추게 하는 교과(이충우, 2006: 23)라고 할 때, 국어 교육이 도구 교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휘 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개념이나 지식의 결정체는 결국 주요한 개념이나 

원리들로서 이는 바로 그 개념이나 원리를 담고 있는 용어(낱말)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한 손영애(1992: 139)의 논의도 이를 뒷받침한다. 단어는 의사소통

의 도구이므로 단어를 알아야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제반 언어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 즉 어휘 능력이 국어 교육에서 도구로 기능한다는 생각은 독

해 이론의 ‘도구 가설’에 근거하는 것인데, 도구 가설은 개별 단어에 대한 지

식(앎)이 독해에 관여하는 일차적 요소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휘 의

미를 알수록 학습자의 독해 능력이 증진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어휘를 많이 

지도하는 것이 읽기 지도에서 중요하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이충우, 

2006: 24). 이러한 논리로 보면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려면 일단 어휘를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잘 알아야 한다는 논리가 수립된다. 또한 이에 따라 어휘 능

력의 강조가 가능해지고 마찬가지로 어휘 교육의 당위성도 확보가 된다. 그리

고 단어의 의미는 그 의미가 구현되는 상황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단

어를 그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문장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익히는 것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도 매우 지배적이어서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는 어휘

를 의사소통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해,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의 어휘 

교육이 아니라 주로 도구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의 어휘 교육을 수행

해 왔다. 이 도구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휘를 도구로 삼는 언어활동을 중시

하는 것이므로 신명선(2008: 160)에서 언급한 ‘규범적 관점’16)의 내용을 포함

16) 신명선(2008: 160)에서는 어휘에 대한 관점으로 규범적 관점, 자연적 관점, 도구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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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본다. 신명선(2008)의 논의에서는 도구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을 

나누어 기술하였으나 표준어, 방언, 속어, 비어, 경어 등의 교육 내용과 관련한 

규범적 관점은 사실상 어휘를 부려 쓸 때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이고, 정확하고 

정교한 사용이라는 맥락에서 도구적 관점의 어휘 교육의 목표를 보완해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어휘 교육에 대한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휘는 단

순히 국어 활동의 도구이므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

어 활동과의 관련 속에서만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어휘는 세상을 범주화

하고 개념을 형성하는 틀이므로, 국어 활동에서 사용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이 그것이다(신명선, 2008: 26). 도구

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의사소통적 효율성만을 중

시하다보니 단어의 섬세한 의미 차이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였다. 둘째, 단어

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명제적 지식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였다는 점이다. 

도구적 관점을 취하는 교육자들은 어휘 교육은 개별적인 처치를 통해서가 아

니라 문맥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면서 학습자들이 상당

수의 단어를 계획적으로 학습하지 않고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

해 왔다. 그러나 이기연(2006)에서는 낯선 어휘를 접하면서 알게 되는 어휘 

지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고 믿는 것보다도 훨씬 부정확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으며 문맥을 통해 습득하는 어휘의 의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

로는 그 단어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17) 앞서 제시한 여러 난점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어

점, 인지적 관점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규범적 관점은 ‘이 어휘는 사

용해라’, ‘저 어휘는 사용하지 마라’로 대표되는 관점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는 관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연적 관점’은 사회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어휘도 변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방식에 어떠한 간섭도 배재하려

는 방식이라고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자연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혹은 

교육 방법으로 포함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언

어에 대한 ‘태도’ 문제로, 우리가 교육적 처치를 전제로 교육 목표 등을 상정할 때 이

미 자연적 관점에 배치되는 활동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범적 관점은 언어 

사용이라는 맥락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사용이라는 맥락에서 도구적 관점에 포함하여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상 규범 역시 사회적 산물이고 언중들 간의 약속이므로 ‘어

휘 사용’과 관련된 도구적 관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물론 도구적 관점을 지지하는 교육 방식이 어휘 교육에 대한 개별 학습을 완전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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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능력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교육의 장으로 가져오고자 어휘 교육의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음에 제시될 인지적 관점에 주목하게 된다.

2.1.2. 인지적 관점

어휘에 대한 인지18)적 관점은 도구적 관점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어휘 능력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는 관점이다. 즉,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에 주목하여 

단어 그 자체에 대한 학습이 학생들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신명

선, 2008: 28)하는 관점이다. 언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의사소통 도구로서만

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고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개인의 사고의 깊이는 결국 개인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의 깊

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념을 담고 있는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해

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19) 결국 어휘 능력에 대한 인지적 관점의 핵심

은 어휘 능력이 기여할 수 있는, 혹은 개인의 어휘 능력을 통해 파악할 수 있

하는 것은 아니다. 도구적 관점에서도 학생들이 아예 모르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가르

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결국 단어의 고

정된 의미-명제적 지식-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이다. 이 관점은 단어에 관한 지

식을 단순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선생님이나 사전 등을 통해 뜻

을 확인한 뒤 외우게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을 지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은 단어를 더 쉽게 외우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 쉽다

(신명선, 2008: 27).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획일화된 지식의 전달이 아닌 개인의 사

고 행위로서의 어휘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백과사전적인 의미

를 주장하는 인지의미론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을 취할 때 어휘

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18) ‘인지(cognition)’란 본래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에서 유래된 말이다. ‘인

지 심리학’은 인간의 정보 처리에 관한 과학으로 여기서의 ‘인지’란 기억 속에 있는 정

보의 종류 및 정보를 얻고 저장하며 사용하는 과정을 말한다(Wessells, 1982: 1-2, 

임지룡, 1997: 13 재인용). 인간은 인지 책략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적응하며 살아

가는데, 여기서의 인지 책략이란 기호(자연적 기호 및 관습적 기호)를 저장하고 풀이하

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호 가운데서 언어적 기호는 인지 책략의 가장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통한 상징적인 표상이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인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는 감각 및 지각의 단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인지의 단계

는 능동적이며 종합적인 양상을 띤다(임지룡, 1997: 13-14).

19) 이와 관련하여 임지룡(1998)에서 어휘를 아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사물

이나 추상적 사고 과정을 내면화하는 것이므로 한 개인의 한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

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개념과 사고 작용으로서의 어휘 능

력의 중요성을 매우 정확하게 드러낸 지적이라 할 수 있다.



- 27 -

는 각 개인의 ‘사고’와 ‘인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 자체에 집중하는 활

동과 단어 자체에 집중하는 관점이 강조되는 지점20)이며, 이 관점에 의하면 

어휘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어휘 능력의 향상을 

통해 인지-사고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 관점은 개

별 단어가, 의사소통상황에 적용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단어가 갖는 다양

한 의미(백과사전적인 종합적 의미)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하

다.21)

즉, 어휘에 대한 인지적인 관점은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어휘 교육이 단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거나 문맥

을 통해 적당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변별적 

사용역 등을 인식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는 사고력 향상이나 언어에 대한 인식

력을 높여 주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어휘를 도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조차 어휘를 정밀하게 

20) 더군다나 인지적 관점에서 본 단어에 대한 지식은 인지 및 개념 등과 결부된 과정적이

고 유동적인 지식이므로 단순한 명제적 지식의 전달, 의미 암기식의 단어 교수로는 진

정한 의미의 어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어의 다른 활동

과 병행되지 않더라도 교육적 의의를 상실하지 않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

명선(2008: 29-30)에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결국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텍

스트를 접하면서 많은 단어를 배우게 되긴 하지만 개념의 섬세화 및 정교화 작업은 직

접적인 어휘 학습을 통해서야 보다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 

21)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지언어학의 학문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구본관(2007: 59)에서는 인지적인 언어관에 대해 촘스키와 훔볼트의 견해를 인

용하면서 언어는 세계를 인식하게 해 주는 존재이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크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관점과 ‘언어에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두 가지 관점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가 모든 사고를 지배한다’는 입장은 훔볼트, 바

이스게르버, 사피어, 워프, 마루야마 등의 주장으로 약간씩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인간

은 언어를 통해서만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는 것(구본관, 2007: 59)이

고 언어에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은 대부분의 인지주의적 언어관을 가진 학자

들이 주장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인지언어학의 

입장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 조직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와 개념의 본질, 구조, 조직

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언어는 마음이 

구조화되고 세계가 구조화되는 방식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언어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메타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는 데 있

어 기반이 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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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반 지식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

지적 입장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인다. 덧붙여,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

라든가 단어가 사고 및 인지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신명선, 2008: 

28)은 결국 언어가 가진 ‘개념’의 문제에 귀착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인지적 

입장은 언어를 ‘개념적 조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로 간주하고 언어가 

마음에서 어떻게 표상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고력으로서의 어휘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안다는 것, 어휘 능력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

인 개념으로 개별 어휘의 수를 확장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개념의 확충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22) 결국 한 개인의 어휘 능력은 단순히 그 도구적 기능을 

넘어서 한 개인의 개념이나 사고의 깊이를 의미하는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별 단어에 대한 개념의 확충을 넘어서 

사고 능력으로서의 어휘 능력의 일면을 발견할 수도 있다.

결국 어휘 능력에 대한 인지적 관점의 핵심은 어휘 능력이 기여할 수 있는, 

혹은 개인의 어휘 능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각 개인의 ‘사고’와 ‘인지’에 있

다. 신명선(2008: 30)에서는 이 관점을 확대시킨다면 언어 사용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관점23)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더군다나 인지적 관점에

서 본 단어에 대한 지식은 인지 및 개념 등과 결부된, 과정적이고 유동적인 

지식이므로 단순한 명제적 지식의 전달이나 의미 암기식의 단어 교수로는 진

정한 의미의 어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어의 다

른 활동과 병행되지 않더라도 교육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는 

신명선(2008: 29-30)에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결국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텍스트를 접하면서 많은 단어를 배우게 되긴 하지만 개념의 섬세화 및 

22) 이와 관련하여 정인숙(1995)에서도 어휘 획득이 곧 개념의 획득을 의미하며, 개념 학

습은 사고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어휘 획득은 단순히 철자나 발음 등을 통

해 학습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사고 과정과 결부되어있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23) ‘개인’을 강조하는 관점이라는 용어에 대해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와 대응되는 

관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명선(2008: 30)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도구

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맥락을 중시하다보면 ‘개인’보

다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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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작업은 직접적인 학습과 어휘를 가지고 사고하는 활동을 통해 비로소 

의미 있게 신장될 수 있다.24) 이 활동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의사소통과 

관련한 활동이 아니라 단어 간의 의미를 변별해 보거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

는 등의 해당 단어에 대한 사고 활동을 일컫는다. 어휘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

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인지의 발달, 사고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

이다. 

개념 또는 단어 의미의 발달은 의도적인 주의 집중, 논리적 기억, 추상화, 

비교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 등과 같은 많은 지적 기능의 발달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복잡한 심리 과정은 초기의 학습만을 통해서는 숙달될 

수 없다(비고츠키, Vygotsky, 1987; 김지현, 2000: 18)고 한 비고츠키의 견

해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고력으로서의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휘 그 자체에 집중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1.3. 문화적 관점

문화적 관점은 어휘가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언어나 어휘에 대한 학습

자의 태도와 관련이 깊인 관점이며, 한편으로는 어휘의 인지적 관점과 맞닿아 

있는 관점이기도 하다. 언어는 가치중립적인 기호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투

영되는 대상(김대행,  2000: 4)이다. 여기서 문화란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

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놓은 정신적, 물리적 성과를 나타내는데 구본관 

(2009)에서는 이를 공동체의 상상력이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에 반영

된 문화적 특징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언어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기본 수단이며, 의사소통 상

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와 결합된다(크람쉬, Kramsch, 2001: 

3). 크람쉬(Kramsch, 2001: 3)는 사람들이 발화하는 단어는 일상적인 경험을 

지칭하며, 동일한 언어 공동체나 사회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경험을 표현할 

24) 이에 대해서는 이기연(2006)의 낯선 어휘의 의미 추측 양상에 대한 연구를 그 근거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 30 -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하여 경험을 창출해낸다고 하면서 언어는 문화적 실체

를 구현하며 문화적 실체를 상징한다고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갈리슨

(R. Galisson, 1990: 108)도 언어란 사회적인 실제인 동시에 사회 역사적인 

산물로서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함축적 

공생 관계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서로 상관관계

를 맺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을 보일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우리말의 어휘부를 구성하는 단어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우리말에서 사용되

어 오던 단어들이 있다. 언어 자체가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문화의 실질적인 알맹이는 문법 요소나 화법 등이 아닌 

어휘라 할 수 있다. 국어의 단어에도 국어 언어권만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

는 경우가 많다. 언어 형식이 의미의 표상인 점을 생각하면 어떤 언어 형식이

든 그것을 만든 언중들의 사고, 그들의 공통된 신념 체계인 문화를 담고 있다

(박혜진, 2010: 18)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 시누이, 시댁, 시동생,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가, 처남, 시댁, 도련

님, 외가 외사촌, 외삼촌 외숙모 외할머니, 친누이, 친아들 친어머니, 친아우, 

의붓딸 의뭇아들 의붓어머니 의붓아버지 새어머니 새아버지(고영근·구본관, 

2008: 246 참고)

이를 보면 우리 언어에는 가족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가 많고, 접두사 역시 

발달하였다. 이는 가족 관계를 중시하던 우리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고영근·

구본관, 2008: 212)고 할 수 있다.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각각을 분리

해서 칭할 수 있는 명칭을 요구했고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다양한 친족어 

관련한 접사가 발달하고, 다양한 친족어가 발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어휘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산물이며 역사를 투과하여 문화적

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구본관, 2007: 8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휘는 모

두 현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많든 적든 만들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 이어 

오는 동안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어휘를 의

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유나 문화를 포괄하고 있는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도 들 수 있는데 발데스(M. Val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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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3, 김은정 2008: 2 재인용)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와 문화의 관

계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부분이 바로 단어라고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심봉섭(1999: 65)에서도 문화적 어휘에 대해 강조하면서 단어란 그 자

체가 한 민족의 정신이며, 따라서 그 민족의 문화, 즉 그들의 관습과 일상적 

삶의 모습이 배어 있는 장소라고 보았다. 

또한 투르미에(J. Tournier 19991: 45, 김은정 20008: 2 재인용)는 문화적 

관점에서 어휘는 한 언어 집단의 삶의 습관, 사고의 습관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적 관점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덧붙여 

구본관(2008ㄱ)에서도 언어에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한국인

의 사유 구조나 문화에 대한 교육은 철학이나 문학 등을 통해서보다 언어, 특

히 어휘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어휘는 의미의 가장 기본이 되

는 단위로서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는 문화나 사회 역사적 배경이 개입하기 때

문이다. 

결국 어떤 언어든지 어휘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만의 정서나 문화를 

담고 있거나, 전통적인 생활양식, 가치 있는 생활의 지혜 등이 담기는 것이다. 

속담이나 격언들도 이러한 문화적 관점에서 어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고전 문학에서 사용되는 시어나, 옛말들도 충분히 가치 있는 우리의 어

휘라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데 일정 부분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 고전 문학뿐 아니라 현대 문학의 비유적 표현, 상징적 표

현 역시 우리 문화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문학적 언어는 의미의 외연을 확장

하여 결국 우리의 언어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하고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 언어 역시 문화적 가치의 측면에서 어휘력의 중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25)

25) 그러나 어휘 능력 평가에서 ‘문학의 어휘’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문학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휘의 의미의 다양한 양상에 터하고 

있기는 하나 작품 자체가 가지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의미나 사회적 맥락, 작가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해야 한다. 즉, 문학 작품 속에 있는 어휘

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는 능력’이냐, ‘작품 감상 능력’이냐

의 문제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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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통합적 관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세 관점 중 특정한 관점들만을 취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도구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으로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교육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취하여 교육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어휘 교육에 있어서도 도구적 관점

만을 취하거나 인지적 관점만을 취해 한쪽으로 치우진 교육을 설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단어에는 세계를 범주화하고 분류화하는 기능이 

있으며 사고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어휘 교육의 목표를 세

우거나 어휘 교육의 장면에서 이를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어휘가 의

사소통의 도구로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언어 활동의 정확성과 정교함, 적

절함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휘를 

선택하거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어휘를 통한 범주화나 분류화, 의미

의 변별과 같은 사고 작용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계

의 범주화와 분류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의 문화적인 속성을 이해하여야 어

휘를 통해 국어 문화나 한국인의 사유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거

시적인 관점에서 의사소통 상황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은 사실상 도구적 관점이나 인지적 관점과 대립된다기보

다는 둘 다와 관련을 맺고 있고, 성격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도구적 관

점이나 인지적 관점이 어휘 교육에 있어 초점을 맞추어야 할 특정한 능력이나 

교육 방법에 좀 더 관련된다면, 문화적 관점은 어휘에 대한 태도나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 어휘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합적 관점’이라 하여 세 입장을 모두 취하고자 한다. 어

휘에 대한 관점은 각각이 독자적이라기보다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속성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산물이면서 의사소통의 도구이

고, 학습자의 사고 능력과 관련이 깊은 어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의 목표를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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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의 목표

목표 달성 모형이라 일컬어지는 타일러(Tyler)의 평가 이론에 의하면 평가

의 준거는 교육 목표이며, 평가를 통해서 밝혀야 할 사항은 교육 목표의 달성

도이다(이종승, 2003: 52). 즉 평가의 목표가 교육의 목표와 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어휘 능력 신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어휘 교육의 목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광해(1993)에서는 국어 어휘 교

육의 목표는 어휘 능력 신장이라고 하면서 질적, 양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해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사용자의 능력 신장이라 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민현식(2000)의 경우는 국어 사용 능력 신장 방안을 제시하면서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 선택과 바른 문장 구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어휘 교육의 측면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휘의 양과 질

을 고루 향상시켜 이를 바탕으로 일물일어(一物一語)의 원칙과 적어적소(適語

適所)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신명선(2004)은 어휘 교육의 목표는 결국 어휘 능력인데 어휘 능력은 

지식에만 한정되거나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어 사용 능력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어휘 능력에 언어 의식 고양이나 국어 문화 능력 함양 그리

고 국어적 사고력 신장 등을 폭넓게 포괄하는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성욱(2009)에서는 ‘의미 능력(sense ability)’의 개념을 들어, 

단어, 구, 절, 문단, 텍스트(담화)에서 어떤 표현을 해석하거나 능동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정하고 어휘 평가의 목표를 이러한 능력의 평가로 삼

았다. 구본관(2008)에서는 어휘사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화 교육

에 도움이 되는 측면, 사고력을 증진시켜 주는 측면, 기능 교육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어휘 교육 내지 어휘사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본관(2011ㄱ：37)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를 ‘국

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고, 표현과 이해 양 측면에

서 어휘를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익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함양’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

란 결국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한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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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나아가 언어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박혜진, 2010: 78)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정체성’의 측면26)일 것이다. 

정리해 보면 어휘 교육의 목표인 ‘어휘 능력 신장’은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맥락 안에서 어휘의 의미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다양한 어

휘를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단어를 많이, 깊이 있게 아는 것과 더불어 각 단어에 

대한 점검과 반성 등 어휘에 대한 사고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므

로 어휘를 통한 사고 능력의 발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고 

과정은 의사소통에 유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휘적 사고력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도 충분히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어휘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국

어 문화에 알맞은 언어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휘에 대한 인식

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어휘에 대한 도구적 관점

과 인지적 관점 및 어휘에 대한 문화적인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휘 교육을 비롯하여 어휘 평가 역시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의 목

표를 상정할 수 있다.

1) 의사소통에 충분한 수의 단어를 알고,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갖춘다.

2) 학습자 스스로 어휘부에 있는 단어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개념을 정교화하고 세계를 범주화하면서 어휘부를 풍성하게 하는 동시에 

언어적 사고력을 신장한다. 

3) 국어 어휘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지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언어 사용

자로서 어휘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26) 이와 관련해서 주세형(2005ㄱ: 387)에서는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매순간 언어를 사

용함에 있어 언중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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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정한 어휘 능력의 목표를 근거로 하여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중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을 설

정하고자 한다. 

3. 어휘 평가의 현황

어휘 평가의 평가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육에서 어휘가 어떠한 위상을 차

지하고 있었으며 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휘 능력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

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국가 단위 평가와 학교 단위 

평가를 살펴보고, 학교 단위 평가의 경우 교사 설문을 참고하여 현장에서의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의 양상을 살펴본다.

3.1. 국가 단위 평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현대적 교육이 실시된 시점을 찾는다면 ‘교육법’이 

제정된 1949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태제(2009: 32-33)에 의하

면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해방까지 일본 점령 교육 시기, 그리고 해방 이후 

현재까지 시대적 구분에 의하여 교육 평가를 조망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기를 나누기는 모호하다고 한다. 해방 이후 교육과정은 9차례에 걸쳐 변화

되었고 최근에는 수시로 수정하고 있으며 입시 제도도 열두 번 이상의 변화를 

거친 데다가, 이러한 변화가 교육 평가관의 변화에 따랐다고 하기도 어려워 

교육 평가관에 따른 시대 구분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7) 

27) 이에 대해 성태제(2009: 32-33)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 평가를 비판하고 

있다.

   ① 우리나라 교육평가의 역사는 평가 철학에 입각한 변화보다는 입시 제도에 의한 단편

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규준참조평가인 상대비교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② 평가 결과에 의하여 대학 진학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평가 도구에 대한 관심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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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년도)
내용 해당 교육과정

1945-1953 대학별 단독고사

1954 국가연합고사(대학 입학 연합 고사)+대학별 고사

1955-1961 대학별 본고사+고교내신(권장)
1955. 8. 1~ : 1차 교육과정

1962 대학입학자격 시험

1963 대학입학자격 시험+대학별 본고사

1963. 2. 15~ : 2차 교육과정1964-1968 대학별 단독고사

1969-1972 대학입학 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

1973-1980 대학입학 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고교내신 1973. 2. 14 ~ : 3차 교육과정

1981 대학입학 예비고사+고교내신
1981. 12. 31~ : 4차 교육과정기1982-1985 대학입학 학력고사+고교내신

1986-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고교내신+논술고사
1987. 3. 31~ : 5차 교육과정기

1988-1993 대학입학 학력고사+고교내신+면접고사

1992. 6. 30~ : 6차 교육과정·1994-1996 대학수학능력시험+고교내신+대학별 본고사

1997-2001 대학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논술고사
1997. 12. 30~ : 7차 교육과정

2002-2007
대학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논술고사+심층면접+추

천서 등
2007. 2. 28.~ : 2007 개정 교육

과정

2008-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제)+고교내신 등급제+대학별 전형

2009. 12. 23.~ : 2009 개정 교육

과정

2011. 8. 9~ : 2011 개정 교육과

정

<표 Ⅱ-4> 대학 입시 변천사 요약 및 시기별 교육과정  

더구나 입시의 변화가 교육과정의 변화와 맥을 오롯이 같이 하는 것도 아니

기에 평가에 대한 시대 구분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표 Ⅱ-4> 참조)28)

족하여 문항 제작 및 개발 등의 작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③ 검사라는 평가 도구의 사용은 일반화되었으나 검사 이론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고, 

검사 결과 자료의 누적을 통한 지속적인 문항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검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선이나 교육정책 개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와 맥을 같이 하여 송현정(2005: 289)에서도 1980년대부터 6차 교육과정기인 1990

년대 중반까지도 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평가 영역’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평가 내용이나 평가 방법, 평가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역사가 길지 않으며 이는 고스란히 평가의 실제적인 상

을 확인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주어, 본고에서도 제한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어휘 

평가의 역사를 살필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 둔다.

28) 표 내용은 국가 지식 포털(https://www.knowledg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

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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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교육 평가에 대해 정리한 천경록(2005)을 참고하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천경록(2005)에서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국어 교

육 평가를 개화기(1895-1910), 일제강점기(1910-1945), 교수요목기․1차교육

과정기(1945-1954), 제2․제3 교육과정기(1963-1981), 제4․제5 교육과정기

(1982-1992), 제6․제7차 교육과정기(1993-현재)로 나누어 그 흐름을 구분하

였다. 이에 따르면 제4․제5 교육과정기(1982-1992)가 되어서야 국어 교육에

서 영역별로 평가 방법을 달리하는 등 평가의 방식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양

상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휘 평가’라는 세분화된 평가 항목을 살피기에는 이 시기 이후의 

시험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29) 마침 천경록(2005: 312-313)에서 

제시한 국어 평가의 발전기는 대학 입시를 기준으로 하면 학력 고사 시대의 

시작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4․제5 교육과정기(1982-1992) 이

후의 국가 고사를 중심으로 보되,30) 필요에 따라 국가 고사에 준하는 인정 검

사 및 능력 검사 등을 논의에 포함하고자 한다.

29) 1945년부터 1981년에는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교육과정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국어 관련 평가는 꾸준히 존재해 왔

으므로 이후의 시험을 바탕으로 읽기 지문 등과 함께 단어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어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시험 자료들을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30) 국가 고사를 중심으로 어휘 평가를 살피는 이유는 1)개별 학교에서 실시된 시험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2)전체 학교 교육의 성과(학업 성취)를 점

검할 수 있고 국가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철학이 반영된 총체적인 결과물이 대학 입학 

시험과 같은 국가 고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의 경향은 결

국 교육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체적인 평가의 방향이나 내용

을 살피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긴다. 황정규(1986: 18-19)에서 우리의 교육 

평가는 학업 성취 및 지적 능력에 관한 수준과 질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미시적 시각의 평가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교육 평가는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를 변화의 전부인 양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 평가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대학 입시 제

도나 그에 해당하는 국가 고사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을 역설하기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국가에서 실시한 검사는 ① 대학 입학 연합 고사(1954) ② 대학 입학 자격 

시험(1962-1963) ③ 대학 입학 예비 고사(1969-1981) ④ 대학입학 학력 고사 

(1982-1993) ⑤ 대학 수학능력 시험(1994-현재)(성태제 2010: 545 참조)인데, 이 중 

시험 자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남아 있어 출제된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학 입학 학력고사’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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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대학 입학 학력고사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된 학력고사는 93년 마지막 학력고사를 실시

할 때까지 몇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82년 학력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 및 

범위에서 처음 어휘에 관한 문항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어휘에 관한 문항

(4문항)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

은 어휘와 순수한 우리말 고어의 어휘에 관한 문항을 출제한다.’가 바로 그것

인데, 이후의 출제의 방향에는 ‘어휘 문항’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나 꾸준히 이와 같은 출제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어휘 능력’ 평가로서 학력 평가 문항의 독특한 점은 한문 시험을 국어

와 함께 치른다는 것인데 82년에 시행된 첫 학력고사 때만 해도 한문을 개별 

과목으로 두지 않고 국어 문제 중 5문제 정도를 할애하여 ‘한자는 5문항을 출

제하고, 독음, 표기 조어, 관용어, 기초 문장 등에 관한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하였다. 이후 한자 문제는 국어 문제와 꾸준히 함께 출제되었고, 시험지에도 

한자를 직접 노출하는 방식의 문제가 보여 한자 능력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였

다. 이는 국어 어휘의 대다수 개념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

한 평가 형태라 할 수 있다. 

83년부터 ‘국어․한문’의 형태로 시험이 진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문 문장 

구조’에 대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른 한자 문제와 달리 어

휘 능력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한문 지식에 대한 문제이므로 본고에서 문항

을 분석할 때 이러한 문항들은 제외하였다. 

학력고사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세 번의 변화를 보인다.

1) 국어Ⅰ․한자 Ⅰ 또는 국어Ⅰ․한문Ⅰ의 영역으로 시험(82, 83)

2) 국어Ⅰ․한문Ⅰ과 국어 Ⅱ를 함께 시험31)(84, 85, 86, 87)

3) 국어Ⅰ․한문Ⅰ과 국어 Ⅱ를 함께 시험/전기대학․후기대학․전문대학으로 나

누어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시험(88. 89. 90. 91. 92), 주관식 문항이 포

함됨.

31) ‘국어 Ⅱ’는 처음에는 ‘작문’과 ‘고전문학’만을 시험 영역으로 두었다가 이후 ‘현대문학’

을 포함하였고 경우에 따라 ‘문법’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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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어휘 문제 문항수

82 국어Ⅰ․한자 Ⅰ

9. (고문) 한자               10.(고문) 한자
16. (현대논설) 어휘 의미     29.(현대논설) 어휘 의미
31. (현대논설) 어휘 의미     45.(현대소설) 어휘 의미
47. (한문) 한자 조어법

7/50

83 국어Ⅰ․한문Ⅰ

3. (현대 논설) 접속어        8. (현대 수필) 어휘․문맥 의미
10. (현대 수필)/정서법*       21. (고전 시가)음운 변천과 의미
31. (현대 소설/국한문 혼용체) 한자 쓰기
32. (현대 소설/국한문 혼용체) 한자 읽기
33. (현대 소설/국한문 혼용체) 어휘 파악

7/50

84

국어Ⅰ․한문Ⅰ

3. (현대 논설) 접속어          
23. (개화기문장/국한문혼용체) 어휘
29. (개화기문장/국한문혼용체) 어휘
39. (현대 수필) 한자          41. (현대 수필) 맞춤법*
43. (고전/조선 초기문장) 표기법
44. (고전/조선 초기문장) 어휘 의미
47. (고전/조선 초기문장) 한자

8/50

국어Ⅱ
(고전, 작문)

55. (고전 독해) 어휘         60. (고전소설가사) 어휘 2/10

85 국어Ⅰ․한문Ⅰ 3. (현대 논설) 접속어        17. (고전 시가) 어휘 4/50

이 중 1), 2) 시기에 해당하는 시험에서 어휘 능력을 묻는 문제는 주로 <표 Ⅱ

-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출제되었다.32) 이 시기까지는 출제 시에 이미 ‘어휘 

문항’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원 분류표나 출제 내용상에서도 ‘어휘’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 어휘 능력을 평가 요소에 포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부 한자 능력’과 

문맥을 보고 빈칸 채우기, 단어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정도에 어휘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국한될 뿐, 이외에는 고전 시가나 산문, 현대 시 등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어휘 지식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한

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형태가 ‘단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문학 문제이거

나 비문학 제재의 독해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32) ‘大學入學學力考査問題集(82-87학년도), 중앙교육평가원 (1987)’ ‘大學入學學力考査出

題問項分析硏究, 국립교육평가원 입시제도실(1987)’에서 문항 내용을 분석한 것을 바

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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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설명문) 어휘            46. (한문) 어휘/글자의 뜻

국어Ⅱ
(고전, 작문)

51. (고전 산문) 어휘 1/10

86

국어Ⅰ․한문Ⅰ
13. (고전 시가) 어휘         28. (고전 산문) 어휘
37. (현대 수필) 접속어

3/50

국어Ⅱ
(고전, 작문)

64. (고전 시가) 어휘         67. (고전 시가) 단어의 형성
72. (고전 산문) 어휘

3/20

87

국어Ⅰ․한문Ⅰ
3. (논설문․설명문) 어휘       14. (현대 수필) 한자 어휘
15. (현대 수필) 한자 어휘    30. (고전 산문) 어휘
46. (고전 산문) 어휘

5/55

국어Ⅱ
(작문,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법)

4. (현대시) 시어 1/20

<표 Ⅱ-5> 82~87년 학력 평가 어휘 평가 문항 내용 및 비율

또한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중 형태에 해당33)하는 ‘맞춤법’이나 ‘정서법’같

은 표기와 관련된 문제를 어휘 능력 문제로 포함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어법’ 

차원에서 문항을 꾸린 것이라 할 수 있어 전체 시험에서 어휘 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문항 비율이나 묻고자 하는 문항의 내용이 일관성 없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점이라면 어휘 능력을 묻는 문항에서는 

대체로 한자를 병기하여 한자어임을 밝히고, 한자 지식을 바탕으로 어휘 의미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단순하게 사자성어를 묻기보다 한자 지식과 

한문 구성 능력을 참조해 평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문] ...②누를 한(恨)하고 누를 원(怨)하리오.... (82년 9번, 16번) 

9. ②를 한자로 된 관용어로 옮긴다면? (‘82, 학력평가 9번)
㈀ 推恨推怨        ㈁ 惟恨惟怨 ㈂ 誰怨誰咎        ㈃ 唯怨唯咎

16. 빈칸 (⑤), (⑥)에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82, 학력평가 16번)
㈀ 수련(修鍊) - 평등(平等) ㈁ 연마(鍊磨) - 균점(均霑)
㈂ 수양(修養) - 분배(分配) ㈃ 양성(養成) - 배부(配付)

<표 Ⅱ-6> 학력 평가 어휘 능력 문항 예시 1 : 사자성어 및 한문 구성 문제

33) 이러한 분류 기준은 사실상 3장에서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항을 분석하는 과

정에서 일부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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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부터는 문항 이원분류표 자체가 장르와 행동 영역(지식, 이해, 적용)의 

두 축으로 나뉘어 제시되면서 표면적으로 ‘어휘’를 묻는 문항에 대한 항목이 

사라졌다(<표 Ⅱ-7> 참조).34) 

연도 구분 어휘 문제 문항 수

88년

국어Ⅰ․한문Ⅰ

전 기
대학/
후 기
대학/
전 문
대 학
별 실
시

8. (현대 논설문 설명문) 접속어    
14. (고전 산문) 고전 소설 용어
15. (고전 산문) 한자 (단어 파악) 
17. (고전 산문) 단어의 풀이  
주 2. 어휘의 이해 및 활용 한자

5/46

국어Ⅱ 
(작문, 고전문
학, 현대문학)

1. 시적 표현과 그 의미 1/21

89년

국어Ⅰ․한문Ⅰ
5. (현대 논설문 설명문) 문맥상의 의미
22. (논설문 설명문) 문맥상 단어의 의미
주 5. (논설문 설명문) 지시어

3/46

국어Ⅱ 
(작문, 고전문
학, 현대문학)

3. (현대소설) 문법의 이해 1/17

90년

국어Ⅰ․한문Ⅰ

3. (현대소설) 어휘   11. (국어의 이해) 어휘
29. (고전 산문) 한자 어휘 
34.  한문 어휘(문맥 의미)
39. (한문 문장) 단어의 쓰임
주 6. (고전 시가) 어구 파악 및 한자 어휘

6/46

국어Ⅱ 
(작문, 고전문
학, 현대문학)

0/17

91년

국어Ⅰ․한문Ⅰ
13. 시어의 상징성    20. (현대 수필) 단어(접속어)
26. 소설의 어휘      27.(고전 시가) 시어의 의미

4/46

국어Ⅱ
(작문, 고전문
학, 현대문학)

4. 대명사의 쓰임     7. 맞춤법의 이해*
주 2. 시어의 이해    주 3. 관용구의 이해

4/17

92년

국어Ⅰ․한문Ⅰ
20. (고전 시가) 어휘    
27. (고전산문) 어구 파악/사자성어
35. (한문) 어휘

3/46

국어Ⅱ
(작문, 고전문
학, 현대문학)

8. (고전 시가) 시어의  쓰임    
*12. 단어의 형성 방법

2/17

<표 Ⅱ-7> 88~92년 학력 평가 어휘 평가 문항 내용 및 비율

다만 <표 Ⅱ-8>에 제시한 현대 수필 장르의 이해 영역 문항에서처럼 수필

34) <표 7> 역시 ‘大學入學學力考査出題問項分析硏究, 국립교육평가원 입시제도실(1988-1992)’

에서 문항 내용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는 임의로 ‘전기대학’의 문항만 

정리해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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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해당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포

함되어 있다. 이 경우 출제 목적이 ‘어휘 능력의 평가’가 아니라 ‘독해-글의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휘 능력 문제라 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2.  B의 내용으로 보아 [   ] 속의 ‘생활의 상념(想念)’과 가장 가까운 것은? (88년 2번) 

① 회의(懷疑)     ② 추억(追憶)      ③ 감상(感傷)       ④ 의욕(意慾)

<표 Ⅱ-8> 학력 평가 어휘 능력 문항 예시 : 단어의 의미  

88년 이후의 문항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역시 한자의 강조와 단어의 

문맥적 의미의 강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맥적 의미도 어떤 경우에는 한자

어, 어떤 경우에는 문학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원분류표상에서는 그나마도 

어휘의 어떤 측면을 평가하고자 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방식의 출제 원리는 88년부터 92년(93년은 자료가 없음35))까지 

이어지는데, ‘이해’, ‘지식’, ‘적용’만으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평

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영역별로 유형과 문항 비율이 일정하지 못하

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어휘 평가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이해’로, 어떤 

경우는 ‘지식’의 차원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어휘 능력이 평가되고 있는 전체 

양상을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이는 또한 이러한 출제 방식이 문항 유형이나 

비율에 ‘일관성’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학력고사에서의 어휘 문제는 ‘어휘 능력’ 자체를 묻는 문제라기

보다는 지문 이해 혹은 문학 작품의 감상 및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의 어휘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작품과 상관없이 출제되는 경우에

도 개별 어휘 능력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었다기보다 단순히 단어에 대한 지식

(형태소나 한자)이나 의미를 묻는 정도로 어휘 능력 문항이 출제되었거나 한

35) 본 학력고사 자료들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大學入學學力考査問題集

(82-87학년도), 중앙교육평가원 (1987)’과 87년 이후 해마다 발행된 ‘大學入學學力考

査出題問項分析硏究, 국립교육평가원’을 활용하였다. 다만, 93년도의 자료는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서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보유한 곳을 찾기 어려워, 추

후 가능한 대로 확보해 보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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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 혹은 한자 지식 중심으로 출제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 시기까지 어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충분치 않았고, 어휘 평가는 어휘의 의미, 그것

도 매우 특수하게 활용된 의미나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하겠다.

3.1.2.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어휘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평가에서

부터 어휘 평가가 출제 영역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본격적으로 어휘 능력 

관련 문항이 출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3년에 94학년도 1, 2차 시험이 

실시된 이후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입학 국가고사인 대학수학능

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은 첫 해 시험부터 출제 항목에 ‘어휘 능력’을 포함하

여 매년 일정한 수(약 10%정도에 해당)의 어휘 어법 문항을 출제하고 있

다.36) 수능 시험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평가 내용과 목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영역별 출제 전략 방안 연구(1991:51-52) 보고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어휘 평가의 내용과 목표>

가. 어휘의 이해와 사용
    ㉠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어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나. 어휘 용법의 이해와 사용
    ㉠ 어휘의 지시적․문맥적․전의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 어휘의 비유적․관용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다. 어법의 이해와 사용
    ㉠ 어법에 맞게 어휘를 사용하는가?
    ㉡ 문맥과 문체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표 Ⅱ-9>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휘 어법 평가의 내용과 목표

36) 현재까지 약 19회의 수능이 치러지는 동안 이름과 큰 골격은 처음과 변함없이 유지되

고 있지만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배점, 문항 수, 선택 과목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에

서는 변화가 꾸준히 있어 왔다. 언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점, 영역별 출제 문항 

수, 총점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지양하고 비판적 사

고력, 추리 상상적 사고력(추론적 사고력)이나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

으로 변화한 것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2005년 어휘 능력이 ‘어휘․어법’으로 

바뀐 것 외에는 꾸준히 10%정도의 어휘 능력 문항을 출제하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

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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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평가 내용과 목표를 살펴보면 어휘 평가의 내용과 목표는 어휘 전반

의 것을 다루고 있으나 대체로 의미와 관련한 것을 측정하는 영역이라 볼 수 

있으며 어법과 관련된 부분은 2005년 ‘어법’ 영역으로 분리되어 출제되기 시

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어휘 능력 출제 기준이 1993년 첫 시행 이후로 2011

년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어휘 능력은 매우 다양한 층위를 지니고 있고,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어휘

의 의미나 어휘의 용법에 대해 다루는 내용도 점점 풍부해지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평가 문항은 꾸준히 어휘의 지시적, 문맥적 의미, 

비유적, 관용적 의미를 묻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자성어나 관용어를 묻는 문

제에 국한되어 출제되고 있다. 

19.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점](2010 수능)
  ① 두문불출(杜門不出)         ② 가인박명(佳人薄命)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④ 망양지탄(亡羊之歎)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2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2010 수능)
  ① ㉠: 사라져 없어지게 함.  
  ②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③ ㉢: 폐단으로 생기는 해.
  ④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⑤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표 Ⅱ-10> 수능 언어 영역 어휘 문항 예시 : 사전적 의미

결국 수능 시험의 어휘 평가는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의 사

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의 문맥적 의미가 -와 거리가 먼 것은?’ 등으로 사전적 의미 혹은 문

맥적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의 문제 유형이 주로 나타난다. 그 외에 유의어의 

구분이나 동음이의어를 묻는 문제, 사자성어를 적용하는 문제 정도가 문맥적 

의미를 묻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차원으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37) 이는 비

37) 이와 관련하여 심지연(2005)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는데 그는 어휘 평가에서 주로 평

가된 의미 영역이 무엇인가를 상세히 고찰하였는데 매해 빠지지 않고 꾸준히 등장하는 

문항은 ‘문맥적 의미(98년 제외)’, ‘유의 관계(2005년 제외)’, ‘단어의 기본 의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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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최근에 치러진 평가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 하성욱(2008: 164)에서도 유사한 부분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

는데 수능 시험에서의 어휘 평가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수능 어휘 평가 문항들

이 주로 지식(개별 단어의 의미 지식) 측정 위주의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이전의 학력고사 문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심지어 발문까지도 같은 ‘문맥상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하지 않은 것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하성

욱, 2008: 163-168 참조) 

12.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 수능)

<보기>
* 흉내/시늉 
ㄱ.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 시늉)을/를 냈다.
ㄴ.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흉내, 시늉)만 했다.
ㄷ. 아이가 우는 (흉내, 시늉)을/를 했다.
* 조성/조장
ㄹ. 장터에서부터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 조장)된다.
ㅁ. 과소비를 (조성, 조장)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
ㅂ.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 조장)하여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이 있다.

① ‘ㄱ’과 ‘ㄷ’을 보니, ‘흉내’는 ‘남을 따라함’을 ‘시늉’은 ‘움직임을 꾸며 함’을 뜻하네.
② ‘ㄱ~ㄷ’을 보니,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흉내’와 ‘시늉’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겠어.
③ 내용상 ‘ㄱ’뒤에 ‘ㄴ’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되었겠네.
④ ‘ㄹ’과 ‘ㅁ’을 보니 ‘조성’은 ‘만들어 이룸’을 ‘조장’은 ‘더 하게 함’을 뜻하네.
⑤ ‘ㄹ~ㅂ’을 보니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겠군.

<표 Ⅱ-11> 수능 언어 영역 어휘 문항 예시 : 어휘 탐구 유형

다만 2009학년도 시험의 12번 문항처럼 제시된 의미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사고를 유도하는 문항이 조금씩 개발되는 듯한 양상이 보여 다행이라 할 수 

있다.38) 

련한 문항’인데(심지연, 2005: 132 참조), 이러한 양상은 2006년 이후 2011년 현재 

수능 문제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38) 관련하여 조금 독특한 문항으로 “-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

다. 다음 중 -의 효과와 유사한 것은? (2009 수능 언어영역 19번)”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어휘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문항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언어 구사력/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인지 모호한 면이 있다. 2010년에

도 11번에서 유사한 방식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후 유사하게 한 문제 정도 어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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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수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휘의 사전적 혹은 문맥적 의미를 묻거

나, 고사성어의 의미 등을 묻거나 하는 문항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어휘 평

가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어휘 문제로 주로 이것만 다

루어졌다는 게 문제이다. 배점이나 문제 비율에서도 해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다루어야 하는 어휘의 범위가 크고 방대하며 지식의 층위가 복잡하다면 어휘 

능력 문제는 최소한 이를 상당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문제 유형으

로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39) 평가 문항의 내용이 의미를 묻는 

문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뿐 아니라 평가 대상이 되는 어휘가 사자성어일 때

도 있고 고유어 의성․의태어일 때도 있으며, 한자어이기도 하는 등 평가 대상 

어휘에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대규모 객관식 문항 평가라는 평가 체제의 한계, 변

별력 제고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휘 평가에서 ‘어휘 능력’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 ‘능력’을 묻는 문항을 출제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

킬 수 있는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막연히 커다란 

범위 안에서 일부만 ‘임의적으로’ 다룬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루게 되는 어휘의 대상이나 범위가 일관되고 평가하고자 하는 지식의 수준

이 일관되어야 어휘는 비로소 학습자들에게 분명한 ‘학습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어휘 평가가 왜 분명한 범위를 확보해야 하고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방법적 차원을 고민해야하는 분명한 이유가 될 것이다. 

3.1.3.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이하 성취도 평가)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과정

(curriculum)에 따른 교육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확인하고, 그 변화 추이를 파

탐구하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39) 첫 수능 (94년 1차) 때와 94년 2차 때부터 96년까지는 60문항 중 6문항으로 10%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8년도에는 9.2%, 99년도에는 5문항으로 7.7%정도로 떨어지기도 

하였고(전체 65문항) 02년의 경우는 전체 60문항 중 8문항으로 13.3% 오르기도 하였

다. 03년 15%, 04년 8.3%, 05년 11. 7%, 08년 50문항으로 줄면서 4문항(8%)출제되

었고, 09년 역시 50문항 중 4문항(8%), 10년은 50문항 중 5문항(10%)으로 비율이 제

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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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 정도와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기초가 되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며, 학업 성취도와 동

시에 조사된 배경변인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교육 방법 향상을 위한 기초자

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다(박정 외, 2006). 

성취도 평가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초점화되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달

리 초․중․고 교육을 모두 망라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상 매

우 오랜 역사를 지닌 평가 중 하나이다. 이를 알아보고자 이승표(2002), 허형

(2003), 김성열(2009) 등을 참고하여 김창원(2011: 5)에서 성취도 평가의 역

사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을 <표 Ⅱ-12>으로 제시하였다.

기관 연도 대상 내용, 방법, 기타

중앙교육
연구소

1959, 1963, 
1968년

초 5, 6 기초 학력 평가

1986~1988년 고교 신입생 학력 평가

행동과학
연구소

1973, 1980년 초6
각각 2,200명, 3,600명 표집 평가 : 국어 산수 사
회 자연 과목

한국교육
개발원

1974년

초, 중학생

전 과목 평가

1977, 1980년 국어, 수학 중심의 기초 교과 평가

1983~1985년 인지적, 정의적 등 영역별 평가

국립교육
평가원

1986~1992년

전학년

전 과목 표집 평가

1993~1997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완전 검사 방식을 취하되, 국
가 차원에서는 1% 표집 평가

한국교육
과정평가
원

1998~1999년 전학년 국립교육평가원 업무를 계승

2000~2001년 초6,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0.5~1% 표집 평가

2002~2007년
초6, 중3, 고1

1~5% 표집 평가
2003년 (국어과는 2004년)을 기준으로 원점수를 
성취 점수로 변환하여 연도 간 동등화 시작

2008~2009년
전수 평가

2010년 초6, 중3, 고2

<표 Ⅱ-12>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의 역사 (김창원, 2011: 5) 

 <표 12>에서 보듯 성취도 평가의 역사는 상당히 긴 편이다. 기초 학력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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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이름으로 1959년 첫 실시된 이후로 1980년대 후반 국립교육평가원이 

성취도 평가를 맡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계승하여 지금까지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원이 주관한 최근의 평가 양상을 살펴보면 2007년도

까지는 학생의 5%이내를 표집하여 평가했지만 2008년부터 전수 평가로 바꾸

었고, 2010년부터는 대상 학년을 고1에서 고2로 바꾸었다.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는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전문 대학원 시험

과 같은 언어 적성 검사나, 총체적인 언어 능력 평가, 혹은 선발 시험으로 치

러지는 국어 능력 평가와 달리 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술하는 데 초

점을 두는 준거 지향 평가를 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

다. 무엇보다 성취도 평가는 오롯이 교육과정만을 근거로 하여, 학생 개개인의 

평가 당시까지의 성취도40)를 평가하되 전국 단위를 평가하는 평가이다. 성취

도 평가가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업을 진

행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전수 평

가를 실시한 이후부터는 학교별, 시도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서 시험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최근

의 성취도 평가이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2009, 2010, 2011년의 평가

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이전의 평가 문항들도 참조하도록 하겠다.41) 우선 문항 

정보가 공개된 2010년과 2011년 성취도 평가의 평가 영역과 영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김명숙(1998: 10)에 의하면 학업 성취도는 ‘학교 교육을 통해 교육 성취 기준이 달성

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력’이라기보다는 ‘교육 성취도’와 동의어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교육의 결과로 습득하게 되는 학습과 관련

된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성취도 평가는 교육의 성과를 묻는 평가를 묻는 학력고사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41) 검토에 활용된 성취도 평가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치의 평가이다. 그러나 평가 

문항 정보 및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한 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해 2010년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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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상
전체
문항 
수42)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2010

초6 27(5)
15%
내외

4
30% 
내외

11(1)
15% 
내외

2(2)
15% 
내외

3(1)
25% 
내외

7(1)

중3 28(6) 4(1) 11(1) 2(2) 5(1) 6(1)

고2 30(6) 4(1) 12(1) 2(2) 5(1) 7(1)

2011

초6 27(5)
15%
내외

4
30% 
내외

11(1)
15%
내외

2(2)
15%
내외

3(1)
25% 
내외

7(1)

중3 28(6) 4(1) 11(1) 2(2) 5(1) 6(1)

고2 30(6) 4(1) 12(1) 2(2) 5(1) 7(1)

<표 Ⅱ-13> 2010년, 2011년 국어과 성취도 평가의 평가 영역과 영역별 비율 

 2010년 이후 초6, 중3, 고2로 변경된 이후 성취도 평가는 듣기, 읽기, 쓰

기, 문법, 문학의 다섯 개의 대영역을 두고, 중영역으로 각각 듣기 (비판적․감
상적 듣기, 추론적 듣기, 사실적 듣기), 읽기(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쓰기(표현, 내용 생성, 내용 조직), 문법(언어 지식, 언어 활용, 언어 탐구), 문

학(문학 지식, 문학의 생산, 문학의 수용, 문학의 생활화) 등을 제시하였다. 각 

영역은 듣기 15% 내외, 읽기 30% 내외, 쓰기 15% 내외, 문법 15% 내외, 문

학 25% 내외로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 (김창원 2011: 14 참조)43)

제시된 양상을 보면 알겠지만 어휘와 관련된 항목은 대영역이나 중영역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쓰기의 표현 차원에서 평가 내용으로 “글쓰기 계획 및 과정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초고의 어휘, 표현, 문장의 문제점을 찾아 고쳐 쓰

기” 정도의 항목으로 서답형 문항에서 언급된 것이 전부다. 성취도 평가에서

는 ‘말하기’ 영역이 없는 대신, ‘어휘’ 영역이 늘 10% 내외로 출제되며 형식적

으로는 듣기부터 문학까지 각 영역에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데(김창원, 2011: 

14), 이는 사실 성취도 평가에서 어휘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42) 괄호 안은 서답형 문항이다. 2003년만 해도 수행평가라 하여 서술형 평가를 따로 실

시하였고, 2004년부터는 하나의 평가지에 수행 평가 문항을 함께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부터 수행평가 대신 서답형 문항이라는 이름으로 출제되었는데 초

기에 짧은 글을 쓰는 수준까지의 문제에서 간단히 두어 줄 정도로 기술할 수 있는 정

도가 포함된 주관식 문항의 형식을 띤다..

43) 표를 살펴보면 출제 비율과 문항 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2010년 

초등 국어의 경우 30% 내외로 출제되어야 할 읽기 문항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본

고의 논의와 초점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평가 양상은 결국 각 영역별 균형을 깨뜨리고, 평가되어야 할 내용이 정밀하게 평가되

지 않는다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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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일정한 비율로 정확한 평가 기준에 맞게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9. 알림장의 ㉠, ㉡ 에 들어갈,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2011년, 초 
6)

  ①         ②      ③        ④       ⑤
㉠어제     오늘      오늘     내일     모레
㉡다음 주  지난주   지난달    다음 주  지난주

<표 Ⅱ-14> 성취도 평가 어휘 관련 문항 예시 : 문법 영역 문항 

이 문항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영역은 [문법]이고 중영역은 [언어 활용]

이며 평가 내용은 [국어의 시간 표현을 알고 적절히 활용하기]이다. 즉, 이는 

어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 아니다. 평가 내용 역시 국어의 ‘시간 표

현’이라 어휘에만 국한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에 제시된 단어와,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추측하고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내

야 한다는 점에서 어휘 평가 문항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44) 앞서 

44) 이 문항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휘 평가가 아니라 문법에서의 ‘시간 표현’임을 분

명히 할 수 있는 근거는 2010년 성취도 평가 초6문제 역시 똑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것이 어휘 평가 문항이 아니라고 하긴 어렵다. 또한 이러한 

점이 어휘 평가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특성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휘 평가

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다른 영역들과의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며 이는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어휘의 특성상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다만, 어휘 능력을 평

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지 초점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큼 어휘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 내

용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13. 쪽지의 ㉠, ㉡에 들어갈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2010년, 초3)

   ㉠        ㉡ 
① 어제    다음에
② 모레    오늘
③ 그저께  그때
④ 내일    앞으로는
⑤ 지금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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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3년, 고1)
① ⓐ 결국에는 → 궁극적으로는
② ⓑ 고양시킨다 → 드높인다
③ ⓒ 경이로움 → 까다로움
④ ⓓ 심지 → 마음가짐
⑤ ⓔ 현란한 → 화려한

26. 다음 ㉠～㉤을 서로 의미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2005년, 중3)

  순영이가 다니는 길에는 여러 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긴 멋진 남학생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다가 그만 미끄러졌다. 순영이는 ㉣다리
를 다쳐서 오늘은 목발을 하고 ㉤다리를 건너 왔다.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9. <보기>의 ㉠안에 들어갈 관용적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003년, 중3)

<보 기>

  ‘(             ㉠             )’라는 말처럼 배낭 여행의 필수 준비 사항은 여행지에 대한 공부
다. 목적지에 닿았을 때 마치 예전에 와 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훤하게 공부해 두면 밀도 있
고 즐거운 여행이 보장된다. 모처럼 시간과 노력, 경비를 들인 여행을 얼마나 의미 있게 꾸리느
냐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김창원(201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영역에 통합되어 출제된다는 것은 이러한 양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

겠다. 다만 이것이 어휘 문제이면서도 문법 영역에 속한 것은 교육과정상 어

휘와 관련된 내용이 문법 영역에 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

다 보니, 성취도 평가에서 어휘 평가의 경향이나 유형 차원의 특성을 검토하

기는 어렵다.

또한 성취도 평가에서 출제되는 어휘 문항의 유형들은 문맥적 의미를 묻거

나,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 혹은 어구를 넣는 방식, 의미 관계 등을 묻는 문제 

등으로 의미 차원의 문제에 국한된 양상을 보인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표 Ⅱ-15>에 제시해 놓았다. 



- 52 -

① 아는 만큼 보인다.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③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12. 낱말과 낱말 사이의 관계가 밑줄 친 낱말들 간의 관계와 같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2007년, 
초6)

<자 료>

  손가락에는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뎃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 등이 있다.

① 추위 : 더위 ② 보호 : 보존                  ③ 과일 : 포도
④ 불만 : 만족 ⑤ 교사 : 학생

<표 Ⅱ-15> 성취도 평가 어휘 관련 문항 예시 : 자주 출제되는 유형

<표 Ⅱ-15>을 보면 학년을 불문하고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읽기 문항이나 일부의 경우 문학과 관련한 문항이 출

제되는 경향을 보인다.45) 문법의 경우 단어의 발음이나 음운 규칙과 관련하여 

어휘 평가 문항으로 연계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 역시 규범이나 문법 

지식의 차원을 묻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취도 평가 문항은 특정한 유형을 개발하거나 학년이 올라간다고 새

로운 유형이 제시되기보다는 단어의 수준을 난이도를 조절하는 양상을 보인

다. 앞서 <표 Ⅱ-15>에서도 유사한 유형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문항에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항

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출제되며 학년에 상관없이 출제되는 양상

을 보인다. 이 경우 평가의 난이도는 해당하는 어휘의 난이도에 의존하게 된

다. 다음의 경우 <표 Ⅱ-16>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난이도 차이46) 혹은 

고빈도어와 저빈도어의 난이도 차이를 보이나 실제로 평가하는 내용은 같다는 

45) 간혹 다른 영역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가령 2009년 

초등 6학년 2번 듣기 문항의 경우 ‘대화에 나오는 관용 표현 중에서 알맞게 사용된 것

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

46) 무조건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물론 아니다. 고유어의 경우는 용법이 다

양할 수 있고 한자어의 경우는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빈

도상 고유어에 기초어휘가 많고 한자어에 2차 어휘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많아 난이도

를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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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18. 문맥적 의미가 ㉠과 같은 것은? (2003, 고1)
① 시장은 대규모 유원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②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③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도록 하자. 
④ 여러 가지 원소로 새로운 화합물을 조성하여 보았다.
⑤ 그 사안에 대하여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15. 밑줄 친 ㉡ 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 (2011. 초 6)
① 현주의 소매에서 단추가 떨어졌다.
② 그때 할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③ 깜깜한 밤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
④ 민수는 수학 실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
⑤ 지혜는 전학을 가서 수미와 멀리 떨어졌다.

<표 Ⅱ-16> 성취도 평가 어휘 관련 문항 예시 :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항

다만 성취도 평가는 수행 평가 혹은 서답형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자가 실제

로 단답식으로 답을 기입하거나, 글을 써야 하는 문항을 출제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유용한 어휘 평가의 일종이 될 수 있다. 쓰기 평가의 평가 내용

에 어휘가 언급되었던 것처럼 단답식으로 하나의 단어를 쓰려 해도 의미, 형

태(표기) 차원의 지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휘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글을 

쓸 때 어휘를 고르고 적절한 어휘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쓰기에서 중요

한 요소이기도 하면서도 매우 정교한 어휘 능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이 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어휘 능력이 평가되고 있는 현 상황은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가늠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이다. 성취도 평가가 이와 같은 한계를 보

이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취도 평가가 ‘교육과정’을 근거하고 

있는 평가이기 때문이고 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은 교육과정상 어휘 능력

을 신장하는 데 목표를 둔 어휘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교육과정 등에 어휘 교육 내용이 실효

성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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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교 단위 평가

국가 단위 평가와 더불어 평가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

선 학교에서의 평가라 할 수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 및 경기도 등지의 중․고등학교의 국어과 평가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가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신상근(2010: 29)에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47) 학교 시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다룬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다. 또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언어 능력보다는 기억력과 선수 학습이나 반복적 문제 풀이 등의 다

른 요인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예년의 기출 문제가 공개

되는 상황이라 교사들에게는 예전 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문항을 출제해야 하

는 부담도 크고48) 출제하는 교사에 따라서 시험 문항의 형식이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49) 

일선 학교의 어휘 평가 문항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총 출제 문항 

수 및 문항의 유형, 그 중 어휘 능력 문항의 비율과 어휘 능력 문항에서 묻는 

평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토 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4개교)

B중(BI), T중(T), BA중(BA), SI중(SI)

고등학교
(5개교) 

 C여고(CG), K여고(KG), K고(K), M고(M), S과학고(SK)

<표 Ⅱ-17> 검토 대상 학교 

47) 그의 논의는 주로 영어의 평가를 주로 대상으로 삼아 논의하기는 했으나, 처해 있는 

상황이 국어의 평가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참조하였다.

48) 또한 예전 문제와 다른 문제를 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물어야 할 내용

을 적절한 방식으로 묻기보다는 불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게 출제하거나, 다른 지엽적인 

내용 등을 출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49) 이런 점에서 현장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학교 교육에서 평가가 일정 수준과 

일정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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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5개교의 중간․기말고사의 문항들을 어휘 능력에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3학년을 모두 검토 대상으로 삼았으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을 교수하게 되어 학교별로 과목별 차이가 많아 1학년 공통 국어의 평가

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2.1. 중학교 정기 고사

중학교 정기 고사(중간/기말고사)의 어휘 관련 문항을 분석해 보았다. 중학

교는 앞서 제시한 4개 학교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국어 교과의 정기 고사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은 각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에서 

어휘 관련 문항 평가 출제 비율을 분석한 표이다.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BI
(2011)

객 
15

서 6

객 
20

서 5

객 
20

서 5

객 
16

서 4

객 
16

서 4

객 
16

서 4

객 
19

서 4

객 
25

서 4

객 
24

서 4
21 25 25 20 20 20 23 29 28

어휘 
문항

2 2 7 2 2 2 4 4 5

T
(2011)

객 
23

서 2

객 
22

서 3

객 
23

서 2

객 
23

서 2

객 
19

서 6

객 
22

서 4

객 
21

서 4

객
20

서 3

객
23

서 2

객
23

서 2

객
23

서 2

객
23

서 2
25 25 25 25 25 26 25 23 25 25 25 25

어휘 
문항

2 4 4 4 2 2 6 2 4 1 3 1

BA
(2011)

객 
20

서 5

객 
20

서 5

객 
20

서 5

객 
20

서 5

객 
20

서 6

객 
20

서 6

객 
20

서 6

객 
20

서 6

객 
20

서 5

객 
20

서 5

객 
20

서 5

객 
20

서 5
25 25 25 25 26 26 26 26 25 25 25 25

어휘 
문항

5 0 0 4 2 7 0 3 5 6 3 4

SI
(2011)

객 
20
서 
10

객
20

서 8

객 
25

서 7

객 
22

서 8

객
22

서 8

객
24

서 6

객 
27

서 5

객 
26

서 7

선
20

서 7

객
20

서 7

객 
23

서 8

객 
34

30 28 32 30 28 30 32 33 27 27 31 34
어휘 
문항

2 0 9 3 4 4 2 3 6 6 1 10

<표 Ⅱ-18>  중학교 국어 어휘 평가 문항 출제 양상 (중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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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어휘 문항이 제시되고 있으나,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어휘 능력 관련 문항이라기보다 문학이나 독해, 문법과 연계

된 문항이 많았다. 또한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학교별로도 편차가 큰 편인 데

다, 같은 학년 같은 학기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간의 편

차도 큰 편이다. 이는 시험 범위에 속하는 단원에 따른 문제인데, 어휘와 관련

된 단원이 제시된 학기(품사, 전문어‧은어‧비어, 단어 형성법, 시어와 일상어, 

북한어 등)에는 어휘 관련 문항이 많고, 그 외에는 간간이 시어를 묻는 문항이

나 사자성어를 묻는 문항50)들이 보였다. 

또한 어휘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하는 지점은 1) 이것이 독해력을 묻는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2) 이것이 어휘 능력을 묻는 문제인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묻는 문제인지 3) 사고도구어와 관련한 문항은 어떠한 것들인지

를 구별하는 것이다. 일선 학교의 문제들에서도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13. (나)에서 사투리를 사용하여 얻는 효과는? (BA 1-1중간)
① 주인공의 고향을 알 수 있다.              ②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여한다.  
③ 등장인물의 성격을 표현한다.              ④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 
⑤ 이야기의 재치와 익살을 느낄 수 있다.

<표 Ⅱ-19> 일선 학교 기출 문항 예시 (중학교 1)

가령 이런 문제의 경우 ‘사투리’의 사용의 효과를 묻는 문항이라면 어휘 능

력과 관련된 문항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설의 효과를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므로, 대상이 ‘사투리’라고 하더라도 어휘 능력 문제라 하기 어렵

다. 중학교 문항 중에는 답이 단답식의 단어로 되어 있는 문항들도 많은 편인

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되기는 어렵다. 가령 다

음에 제시하는 A라는 문항이 있다고 하자. 

50) 이 역시 학교별․교사별로 편차가 보인다. 가령 사자성어는 한 학교의 시험 중에서도 3

학년에서만 등장했고, 속담을 묻는 문제도 학교별 편차가 있었다. 즉 다루는 어휘 종류

나 문제 유형이 교사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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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에 나타난 ‘나’의 주된 정서는? 

① 그리움 ② 외로움 ③ 호젓함 ④ 서글픔 ⑤ 안타까움

이런 문항을 어휘 평가 문항이라고 하게 되면 B와 같은 문항도 어휘 능력 

문항이 된다.

B. 이 글 에서 ‘나’의 심리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안감-안도감-감사함 ② 불안감-긴장감-허무감

③ 경건함-안도감-감사함 ④ 긴장감-초조함-실망감

⑤ 긴장감-지루함-감사함

그러나 이 두 문제는 모두 보기의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어휘 능력 문항과는 거리가 멀다. 유사한 유형의 문제여

도 보기에서 어떠한 단어를 제시하느냐, 묻고 있는 의미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독해 문항도 어휘 능력을 함께 묻는 문항이 될 수 있다.

19. a와 b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바르게 말한 것은? (SI 3-2 기말) 
① 예찬적, 비판적                        ② 긍정적, 우호적
③ 동정적, 비판적                        ④ 감성적, 이성적
⑤ 낙관적, 비관적.

<표 Ⅱ-20> 일선 학교 기출 문항 예시 (중학교 2)

위와 같은 문항은 독해를 전제하고 있지만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알아

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해당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개념이 무엇인지

가 어휘 능력을 묻는 문항인지, 아니면 독해 문항인지를 묻는 문항이 되는지

를 가늠하는 것이다. 즉, 사고도구어나 2차 어휘에 해당하여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문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고도구어나, 학술전문어이되 국어와 관련된 용어를 묻는 문항을 꾸준히 

출제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이 문항은 특정한 용어나 행위의 개

념을 묻는 문항이면서 어휘 능력을 묻는 문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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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의 빈 칸에 알맞은 말은? (T 1-1 중간)
<보기> 따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는 것을 (        )이라고 
한다.
①위로                                    ②격려 
③화해                                    ④해결
⑤존중

23. 학습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T 1-1 중간)
①메모       ②요약             ③내용구조도      ④재구성          ⑤도표

[서술형 3] 소설을 읽다 보면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거나 화가 날 때
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해 보는 것을 (          )(이)라고 
한다. (T 1-1 기말)

<표 Ⅱ-21> 일선 학교 기출 문항 예시 (중학교 3)

특히 마지막 문항은 문학 감상 행위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이해이면서 일종의 전문어이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도구어에 해당하는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어휘 능력 문항으로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2.2. 고등학교 정기 고사

다음으로 고등학교 정기 고사(중간/기말고사)를 분석한 것이다. 고등학교는 

앞서 제시한 5개 학교의 1학년 공통 국어 교과의 정기 고사 문항만을 분석 대

상으로 삼았다. 다음은 각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에서 어휘 관련 문항 

평가 출제 비율을 분석한 표이다. <표 Ⅱ-22>

고등학교는 학교별 편차가 큰 편이다. 특히 과학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두 

서술형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휘와 관련된 문항은 시어의 해석 한 문

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항이었다. 실제로 고등학교

에서는 중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문항을 출제하지만 어휘와 관련된 문

항은 현격히 적은 양상을 보이는데, 그나마도 시어를 묻는 문항이거나 사자성

어를 묻는 문항이 대부분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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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1학년 국어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CG
(2010)

객 19 주 11 객 19 주 11 객 19 주 11 객 19 주 11

30 30 30 30

어휘 문항 2 3 3 3

KG
(2011)

객 20 주 5 객 26 주 5 객 30 주 7 객 26 서 6

25 31 37 33

어휘 문항 5 3 5 851)

K
(2011)

객 25 주 5 객 25 주 5 객 25 주 5 객 25 주 5

30 30 30 30

어휘 문항 3 3 2 5

M52)

(2011)

객 35 주 5 객 30 서 1
객 27 

주 5 서 1
객 27 

주 6 서 1

40 31 33 34

어휘 문항 10 13 3 4

SK
(2011)

서 22 서 19 서 19 서 18

22 19 19 18

어휘 문항 153) 2 0 1

<표 Ⅱ-22> 고등학교 국어 어휘 평가 문항 출제 양상 (중간/기말)

한자어와 사자성어를 묻는 문항 중 독창적인 문항이 있어 아래에 옮겨 본

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문항일지라도 결국은 사자성어의 의미를 묻는 문항

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26. 외래어 표기법에서 갖추어야 할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KG 1-2 기말)
① 답습            ② 고식지계           ③ 교학상장
④ 타산지석         ⑤ 주체적 수용

<표 Ⅱ-23> 일선 학교 기출 문항 예시 (고등학교 1)

51) 8문항 중 5문항이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문항이다.

52) 이 학교의 경우 1학기에는 중간, 기말 고사 시험에 모두 사자성어 관련 문제가 5문항

씩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문제는 대부분 규범과 관련된 문항들이었다

(로마자 표기법, 표준 발음법, 맞춤법 등).

53) 3개의 사자성어 문제를 한 묶음으로 하여 한 문제로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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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서술형 문항으로 10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쓰는 문제의 채점 기준 

중 감점 요인에 ‘적절한 어휘 선택을 했는가’라는 항목을 넣어 문항을 구성한 

사례가 있었다(M 1-1 중간). 어휘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국어와 관련된 능력

을 묻는 좋은 문제라 할 수 있겠다.

26.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I 1-1 중간)
① 양국 인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한다. : 자유롭게
② 조선국 연해 도서의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하지 않은 까닭에 : 먼 바다
③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는 해당 관리는 그곳 지방 장관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 협상(協商)
④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 공직자(公職者), 
통치 집단
⑤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 명문가(名文家)

<표 Ⅱ-24> 일선 학교 기출 문항 예시 (고등학교 2)
 

<표 Ⅱ-24>에서 제시한 예시 문항처럼 고등학교급 이상에서의 어휘 문항은 

전반적으로 문맥적 의미를 묻거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방식 등 단조로운 양상

을 보이는데, 이는 교육과정상으로도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문법 영역이나 일

부 읽기와 관련한 영역에서만 어휘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제시되고, 다른 언

어활동과의 연계나 어휘와 관련한 사고력과 관련된 어휘 활동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양한 어휘 활동이 교육 내용으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간혹 어휘와 관련된 문항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

는 문법 영역에서 규범과 관련하여 어휘 문항이 출제된 경우에 국한되어 있

어, 고등학교급 이상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에 보완이 필요

할 것이다.

앞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문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휘와 관련한 문항

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단원의 특성상 단어를 다루게 되거나(문

법의 품사나 음운 단원) 문학이나 읽기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것이지 어휘 능

력을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그와 관련된 어휘 능력 평가 문항이 좀 더 본격적으

로 학교 교육 현장에 등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에게 궁극적으로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장은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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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실 현장에서의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어휘 교육과 어휘 평가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대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어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1차 설문 : 2012년 1월 중․고등학교 전‧현직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 (전

직 교사의 경우 퇴직한 지 1년 미만의 교사로 제한.) 필요한 경우 추가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해 답변을 보충함.54)

2차 설문 : 2012년 2-3월에 걸쳐 실시. 1차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객관식 설문 구성. 

교직 경력 2년 이상 40년 미만의 중․고등학교 전․현직 교사 42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전직 교사의 경우 퇴직한 지 1년 미만의 교사로 제한.) 

설문 대상 교사의 수는 모두 42명으로 중학교 교사 14명, 고등학교 교사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거친 경력

을 갖고 있는 교사는 11명이고(전체의 26%), 현재 이 선생님들은 모두 고등

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사들은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

해 왜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들을 교사들에게 따로 

서면 혹은 대면 면담을 통해 확인했을 때 주로 제시되었던 이유는 가장 우선

적으로는 학생들의 ‘어휘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에겐 기본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어휘 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어휘 교육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휘 능력은 제반 언어활동의 

기반이 되는 능력이고 다른 과목의 학습을 위해서도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는 

도구적 관점의 입장도 많이 보였다. 또한 사고력 차원에서 어휘 교육이 필요

하다는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55)

54) 교사 설문의 내용을 적을 때는 경력과 이름의 이니셜을 적는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55) 이하 진술에 표시한 밑줄은 연구자가 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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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이들은 책을 보기보다는 인터넷 매체나 방송 매체에만 익숙해져 있는 

터라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데다,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의 사용은 글과 문장의 

질을 확연히 높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휘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세상을 분

별하고 분류하는 안목과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해서 어휘력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경력 1.5년 중학교 교사 KHK)

• 거시적으로 본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생활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 나

가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필요하고, 미시적으로 본다면, 학생들

로 하여금 독해 능력 향상과 학생들의 문식성(literacy)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 13년 고등학교 교사 KKH)

• 요즘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인 어휘인데 한자로 구성된 어휘에 대해서는 그 이해도가 

낮고, 그에 따라 표현 능력도 낮습니다. 어휘 교육을 통해 텍스트 이해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휘 의미를 몰라 텍스트의 풍부한 의미를 못 읽어내

는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는 어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단어장을 들

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모어 어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편견이 강하게 

작용하여, 어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자들은 의외로 관용 표

현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낮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표현의 의미를 아주 일차원

적으로만 이해하는 중학교 학습자들이 많을 정도. (경력 5년 중학교 교사 CYI)

• 1. 어휘는 의사소통 및 국어 능력의 기본, 2. 어휘는 문화이기에, 문화 습득을 

위해서도 어휘 교육이 필요함. 3. 풍부한 어휘를 통해 풍부한 사고가 가능함. (경

력 5년 고등학교 교사 P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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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4.8 4.8 4.761905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2 52.4 52.4 57.14286

보통이다 17 40.5 40.5 97.61905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2.4 2.4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25> 교사 설문 :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교 현장, 주로 교실에서 어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2.4%로 한 명뿐이고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를 합하면 57.1%

가 될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즉, 필요는 하나 현장에서 어휘 교육을 제

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어휘 교육이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에서 학습자들의 어

휘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역시 ‘별로 도움이 되

지 않는다’가 38%, ‘보통이다’가 50%, ‘도움이 되는 편이다’ 12%에 비해 월등

히 많은 비율의 응답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문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 현재 학교 현장(주로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휘 교육이 학습자(학생)

들의 어휘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어휘 교육(지도)을 기준으로 답해 주십시오.)

 빈도
(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 38.1 38.1 38.09524

보통이다 21 50.0 50.0 88.09524

도움이 되는 편이다 5 11.9 11.9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26> 교사 설문 : 현재 어휘 교육이 학습자의 어휘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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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어 교과서의 단원이나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 등이 어휘 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유용하지 않다 1 2.4 2.4 2.380952

별로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22 52.4 52.4 54.7619

보통이다 16 38.1 38.1 92.85714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3 7.1 7.1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27> 교사 설문 : 현재 국어 교과서의 단원이나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 

등이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어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되,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어휘 교육의 실효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별로 유

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 3명, 7.1%인데 반해, ‘별로 유

용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와 ‘전혀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를 합치면 

50%가 넘는 응답률을 보인다.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해 본 결

과 교육과정보다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아쉬움이 그 

원인이 되고 있었다. 

◎ 현재 국어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

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전혀 유용하지 않다 1 2.4 2.4 2.380952
별로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23 54.8 54.8 57.14286

보통이다 14 33.3 33.3 90.47619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4 9.5 9.5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28> 교사 설문 : 현재 국어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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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교과서 모두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교육과정상에, 특히 중학교 이상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휘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서는 기본적

으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

이나 방법이 교과서상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살펴보면, 어휘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작은 부분에만 할애되어 있거나, 어려운 단어 등이나 신어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 심도 있는 어휘 교육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 교과서 차원: 어휘를 특별히 다루는 단원이 아니라면 본문의 아래나 옆에, 각주 

처리하여 학습자들이 모를 법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

니다. 담화에서 특정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를 묻거나 그 어휘가 사용자의 창의성

이나 개성을 드러내는지를 묻는 등의 활동은 '문학' 텍스트의 '비유적 표현'과 관

련된 활동에서만 제시됩니다.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어휘 유형과 의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성취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성취 기준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교육과정 실현 차원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차원에서 충분하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학년군으로 이루어진 2009의 경우, 문

법 영역에서 어휘 관련 내용을 1개 이상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미 한 개가 있

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의미 있게 실행되느냐를 물으면 확실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력 5년 중학교 교사 CYI)

 

• 교과서 차원 : 어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실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때 질문을 많이 한다. 쪽 날개에 그나마 단어의 뜻이 나

와 있는 것이면 질문을 덜 하는데, 아이들이 모를 법한 단어인데도 쪽날개에 뜻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교사가 수업준비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질문할지 예상하

면서(교사도 해당 단어의 유래나 각 한자의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도 꽤 나옴) 일일이 

사전을 찾고 어원을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예를 들어 방구들의 ‘고래’와 같은 단어의 

경우, 단어의 뜻도 알아야 하고, 왜 ‘고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것의 생

긴 모양과 기능도 알아야 한다. 그냥 교사가 조사해온 바를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고 넘어

가면 되는지 스스로도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는 어휘를 설명하는 데 수업 시간을 많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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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응답 아니오 1 2.4 2.4 2.439024
예 40 95.2 97.6 100
합계 41 97.6 100.0 

무응답  1 2.4 
합계 42 100.0 

<표 Ⅱ-29> 교사 설문 : 수업 중에 개별 단어에 대해 다루실 때가 있으십니까?

애하지만 정작 어휘력 증가와 관련된 단원이나 학습활동은 없는 것 같다.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저학년 이외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 같다. 충분치 않다. (경력 8년 중학교 교사 LHS)

• 교과서 차원 : 문법 단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단원에서는 단지 모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해주는 선에 그치고 있어서 능동적인 자기 주도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교육과정 차원 :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과목을 살펴보면, 최근에 올수록 의미론

(어휘 의미론, 문장 의미론, 담화 의미론) 분야는 적극적으로 포섭되는 양상을 보이나 어휘론 

분야의 경우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임. 어휘 관련 내용은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경력 13년 고등학교 교사 KKH)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어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에서 구현된 어휘 

관련 내용도 상당히 부족하고 교육과정에도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

체적인 어휘 교육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교

사 스스로도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거나 어휘

에 대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교과서에 나온 활동이나 신어 설명만으로는 충

분치 않아 시간을 들여 추가적으로 어휘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조사해야 한다

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 평균적으로 수업 중에 개별 단어에 대한 설명 등을 다룰 때가 있으십니

까?56) (예/아니오)

56) 이 문항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여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여기서 ‘개별 단어를 다룬다’ 함은 수업 진도를 나가다가 어려운 단어가 보일 때 설명

(교수)하거나, 이 단원을 배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를 추

려 따로 설명(교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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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응답 낮은 편이다 21 50.0 50.0 50

보통이다 15 35.7 35.7 85.71429

높은 편이다 6 14.3 14.3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30> 교사 설문 : 수업 시간에 단어 설명에 할애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 있다면 수업 시간에 할애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할애 시간, 빈

도, 단어의 수를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수업 시간에 개별 단어에 대해서 다루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그렇다

고 답했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 중에 기본적으

로 낯선 단어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라도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언급

해주는 데서 기인하는 듯한데, 이러한 정도의 설명으로는 어휘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을 한다든가 용법을 설명해 응용할 수 있는 활동을 구안해 제시한다

든가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단어를 다룰 때 주로 하는 설명은 어떠한 것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각각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대체로 사전적 의미나 문맥적 의미들

은 개별 단어를 다룰 때 다루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 즉 바른 표기나 

발음 등도 간단하게나마 언급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 수업 시간에 개별 단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빈도(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거의 다루지 않는다 5 11.9 11.9 11.90476
별로 다루지 않는다 9 21.4 21.4 33.33333
보통이다 13 31.0 31.0 64.28571
다루는 편이다 13 31.0 31.0 95.2381
매우 많이 다룬다 2 4.8 4.8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31> 개별 단어를 다루는 방법 : 발음이나 표기(맞춤법) 같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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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별로 다루지 않는다 6 14.3 14.3 14.28571
보통이다 13 31.0 31.0 45.2381
다루는 편이다 22 52.4 52.4 97.61905
매우 많이 다룬다 1 2.4 2.4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32> 개별 단어를 다루는 방법 : 사전적 의미 

 빈도(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별로 다루지 않는다 2 4.8 4.8 4.761905
보통이다 4 9.5 9.5 14.28571
다루는 편이다 28 66.7 66.7 80.95238
매우 많이 다룬다 8 19.0 19.0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33> 개별 단어를 다루는 방법 : 문맥적 의미 

여기서 ‘문맥적 의미’란 학교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서 사용

하였다. 평가 문항을 출제하거나 어휘를 지도할 때 교사가 ‘문맥적 의미’라 여

기는 의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사전적 의미의 경우에는 문맥과 관계없이 단

어가 가진 본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어휘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1) 학습

자 간 극심한 개인차, 2) 체계적인 어휘 교육 방법의 부재, 3) 학습자 간의 한

자 실력 부족, 4) 어휘 교육에만 할애할 수 없는 수업 시간 부족 등을 꼽았다. 

특이한 점은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한자 실력의 부족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는 점이다. 이는 한자어가 많은 우리 국어 어휘의 특징과도 관계가 깊어 보인

다.57) 또한 학습자들의 개인차나 시간 부족, 체계적 어휘 교육 방법의 부재 

등도 어휘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점으로 꼽았다. 

57) 한자어 풀이 같은 경우, 대체로 한자를 한 글자씩 풀어주는 방식으로 다루는 편인 듯

했다. 한자어나 어원을 수업 시간에 다루는 정도는 해당 단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자어 풀이는 주로 역사적 변천을 다루는 단원이거나 국어사와 관련

된 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문학 단원의 경우 작품의 성격에 따라 어감을 설명할 때도 

있고 사적인 변천을 가르칠 때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국어 시간에 어휘에만 

집중해서 활동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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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자 간 극심한 개인 차 (스키마, 어휘의 양 등의 차이) 24

② 학습자들의 한자 실력 부족 20

③ 학습자들의 어휘와 어휘 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6

④ 교과서 및 교육과정상 어휘 교육에 대한 부족한 배분 8

⑤ 교과서 단어 설명의 한계 9

⑥ 어휘 교육에만 할애할 수 없는 (수업) 시간 부족 17

⑦ 학년별 필수 어휘 목록 등 교육 대상 어휘의 범위 및 기준 부재 13

⑧ 체계적인 어휘 교육 방법의 부재 21

⑨ 교육의 효과 확인이 어려움 (어휘 능력이 확장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7

전체 응답 수 125

<표 Ⅱ-34> 교사 설문 : 어휘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구체적인 응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이들이 어휘 교육을 하나의 수업 내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수업 하다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 ‘부가적인 도움’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흐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배당하기 어렵습니다. 2. 무언가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교사로서도 어떻게 ‘재미있게’ 

맥락을 구성하여 하나의 수업으로 구안해야 할 지 고민이 듭니다.  3. 어휘사나 

단어의 의미, 통시적 변천같은 내용은 가르친 적은 없지만 (관련된 단원을 맡지 

않아서) 제가 학부에서 배운 ‘학술적’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경력 1년 고등학교 교사 ISA)

• 학습자 간 극심한 개인차. (어느 정도의 어휘까지 그 의미를 안내해야하는지

에 대한 고민), 하다보면 강의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수업 방식, 필요성은 절실

하다고 생각되나 수업을 듣다 보면 학습자들 스스로 "왜 이것을 이렇게 배워야 하

는가? 외워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 이는 어휘가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평가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시문을 잘 이해하

기 위한 도구로서 어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인 듯. 수업 빈도에 대한 고민

(국어수업 중 어휘 관련 수업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경력 4년 고등학교 교사 

KJE)

• 어휘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활용의 측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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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 전통 문화가 담겨 있는 문화어를 21세기 현재를 사

는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유의미하게 교수-학습할 수 있는지, 학년별로 꼭 습득하고 

넘어가야 할 필수 어휘, 학술 전문어, 학술 도구어 기준 부재.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까지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경력 7년 중학교 교사 LMH)

• 1. 아이들이 한자를 너무 모른다. 2. 교과서 단어 설명도 달랑 단어 뜻만 나

와 있다. 한자어인데 괄호 속에 한자를 제시해 주지 않거나, 외국어인데 괄호 속

에 원어를 제시해 주지 않아, 교사가 설명하려면 국어사전이나 옥편을 살펴봐야 

한다. 3. 교과서에 어휘력 자체의 중요성이나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을 다루는 단

원이 없다. (경력 8년 고등학교 교사 LHS)

몇 가지 제시한 것처럼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한자 지식의 부재나, 

어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교과서에서조차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평가가 제대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휘 교육 내용이나 방법도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어휘 능력 발

달 단계,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용 어휘의 선정, 교육이 대상이 되는 어휘의 유

형과 특징 분석 및 목록 제시, 어휘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체계화 등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어휘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묻는 문항이다. 국어 교육에서 

어휘 평가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교육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평가의 필요성 여부는 입장의 차

이가 적으나마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빈도(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니오 2 4.8 4.8 4.761905
예 40 95.2 95.2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35> 교사 설문 :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어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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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응답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2.4 2.4 2.439024
보통이다 7 16.7 17.1 19.5122
필요한 편이다 23 54.8 56.1 75.60976
매우 필요하다 10 23.8 24.4 100
합계 41 97.6 100.0 

무응답  1 2.4 
합계 42 100.0 

<표 Ⅱ-36> 교사 설문 : 어휘 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휘 평가가 어떤 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대부

분의 교사는 수업 중에 수시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학교에서 

현재 어휘 교육도 평상시 잘 이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휘는 평

소에 꾸준히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① 수업 중에 수시로 20

② 수행 평가의 형태로 18

③ 중간, 기말 평가에서 17

④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나 수능에서 13

합계 68

<표 Ⅱ-37> 교사 설문 : 어떤 평가에서 어휘 능력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평가는 ‘평가’라는 행위가 가지는 세환 효과로 인해 학습자들의 학습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슈미트(Schmitt: 2000)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평가 대상

이 되는 단어들만을 학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간단

하게나마 수시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습자들이 어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단순히 암기식으

로 그치거나 단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빈도(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아니오 7 16.7 16.7 16.66667
예 35 83.3 83.3 100
합계 42 100.0 100.0 

<표 Ⅱ-38> 교사 설문 : 어휘 능력을 묻는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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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능력을 묻는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대부분 그렇

다고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어휘 능력을 묻는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 즉 어

휘 능력 문항을 출제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16.7%나 되었다. 평가를 

실시할 때 대부분 국어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해당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거나 수업 중에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

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는지 물어보았다. 가장 많이 활

용하는 방식으로 두 개까지 복수 응답을 받은 결과, 중간 기말 고사에 포함하

여 출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① 수업 중에  구두로 15

② 수업 중에 쪽지 시험  등으로 8

③ 수행 평가의 형태로 6

④ 중간 기말 평가에  포함하여 27

56

<표 Ⅱ-39> 교사 설문 : 어휘 평가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셨는지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수업 중에 구두로 묻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수업 시간

에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활동이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실제로는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기보다 이벤트성으로 대회를 하거나 게임 형식으로 실시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는 단어 하나만 단독으로 출제하

기보다는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제재를 활용해서 글과 함께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항을 검토해 본 결과, 문법과 관련된 부분이나 

사자성어와 같은 단어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출제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교사

들이 문맥을 고려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문항을 출제할 때 ‘어휘 능력 문항을 

출제한다’고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어휘의 사전적 의미나 

의미 관계,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항이 전형적인 어휘 문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휘 능력의 다양한 양상을 생각할 때, 어휘 능력을 묻는 문항은 보

다 다채롭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일선 학교의 문항을 검토했을 때에

도 어휘 능력 문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문항이 상당수 발견되었던 것은 그러

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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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단어를 출제할 때 다루는 내용

- 사전적 의미를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빈도 
(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응답 매우 낮다 1 2.4 2.9 2.941176

낮은 편이다 13 31.0 38.2 41.17647
보통이다 7 16.7 20.6 61.76471
높은 편이다 12 28.6 35.3 97.05882
매우 높다 1 2.4 2.9 100
합계 34 81.0 100.0 

무응답  8 19.0 
합계 42 100.0 

<표 Ⅱ-40>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항의 출제 비율 

- 문맥적 의미를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빈도(응답 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응답 낮은 편이다 2 4.8 5.9 5.882353
보통이다 3 7.1 8.8 14.70588
높은 편이다 22 52.4 64.7 79.41176
매우 높다 7 16.7 20.6 100
합계 34 81.0 100.0 

무응답  8 19.0 
합계 42 100.0 

<표 Ⅱ-41>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항의 출제 비율 

개별 어휘를 출제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역시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항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발음이나 형태를 

묻는 문항은 출제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실제 문항을 검토해 

보았을 때는 문법 영역의 규범 부분-맞춤법이나 음운의 변동 단원, 표준 발음

법 등과 연계하여 어휘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여겨지는 문항이 상당수 있었다

는 점이다. 이는 출제자들이 지금 묻는 이 지식이 ‘어휘 능력’의 일종이라 생

각하지 않고 ‘문법 지식’의 일종을 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러나 규칙을 이해하는 것, 단어에 규칙을 적용해 보는 능력까지가 문법의 지

식이고 문법 능력이라면 개별 단어가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표기되고, 어떻게 

발음되는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해당 단어의 정보이며, 이

는 결국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뿐 아니라 다른 영역과 더불어 어휘 능력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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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휘 평가  대상 단어 선정이 어렵다. 17

② 양적 어휘 능력에 대한  점검 내지는 평가가 어렵다. 16

③ 실제 사용 능력을  담보하고 있는 문제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21

④ 평가 유형이 정형화되어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기계적 질문이 아닌 문항을 피하기 어렵다.) 15

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출제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항의 응답은 출제 비율이 ‘높은 편이다’와 ‘낮은 편이다’가 ‘보통이다’보다 

훨씬 높으면서도 비등한 비율로 나왔는데, 이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경우-문맥이 거세된 의미를 묻는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이러한 유형의 문

제는 다소 기계적인 문제라는 우려가 바탕이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여겨

진다.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성어나 속담, 또한 고어나 고전 문학의 어휘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대체로 어휘를 평가할 때 의미를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출제 빈도가 그다

지 높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휘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비율이 높지 않

고, 어휘 능력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나 평가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의 범위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데다 단원에 따라서 출제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어휘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가장 어

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어휘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58) 이와 관련해서 한 교사가 어휘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문맥 여부에 따라 어려움을 느

끼는 이유를 제시한 바를 예로 보여주고자 한다.

“읽기 제시문과 함께 출제하는 경우, 어휘의 뜻을 정확히 학습하지 않아도 문맥을 통

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맥에서 읽어내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일 때는 이

와 같은 점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활용할 수 있는

지까지 묻고자 할 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읽기 제시문과 함께 출제하지 않는다면 

문항의 구성이 단순해지기 쉽다. 이는 어휘가 암기의 대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경력 4.2년 고등학교 교사, C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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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문이해문항(독해능력)인지순수한어휘 
능력문항인지구분하기어렵다. 14

⑥ 애초에 어휘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11

⑦ 한두 문제로 어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고민되지만 
충분한 수의 어휘 능력 문항을 확보하기 어렵다. 14

⑧ 어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은 어떻게 
출제하는 것인지 기준이나 지침을 받은 적이 없어 문항을 
출제하면서도 확신이 안 든다.

13

⑨ 주관식 문항 출제 및  채점 기준이 어렵다. 3

124

<표 Ⅱ-42> 교사 설문 : 어휘 평가 문항 출제 시 어려운 점

어휘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실제 사용 능

력을 담보하고 있는 문제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는 단순 암기를 

지양하고, 단어의 단편적인 지식-사전적 의미와 같은-을 묻는 단순한 문항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오

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휘 능력은 ‘사용’을 담보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충분히 

평가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즉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과 함께 구현되지 

않더라도 어휘 능력 자체에 대한 평가 문항이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든가, 평가 유형이 정형화되

어 새로운 평가 유형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전통적으로 어휘 

교육의 한계로 지적되는 ‘평가 대상이 되는 단어 선정’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교사들

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59)

• 어휘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은 어떻게 출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

다.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을 기계적으로 물어보는 평가는 아닐 터. 단원의 학습 

내용과 연결하여 어휘 평가 문항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경력 10년 고

등학교 교사 NJA)

59) 밑줄은 연구자가 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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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문학 지문을 토대로 어휘 문제를 출제할 때 어휘력을 묻는 문제인지,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인지 스스로 모호해질 때, 예문을 만들 때 문장 내에서 단어

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 어휘사와 관련된 문제를 낼 때 자칫 어휘 의

미 추론 능력이 아닌 단순 암기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 유형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부담감 등이 어휘력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다. (경력 4년 

고등학교 교사 KJE)

• 뜻을 설명하도록 주관식 문항을 낸 경우, 채점 기준을 잡기 어렵다. 뜻을 설

명하고 단어를 적도록 문항을 낸 경우 역시, 유사답안 처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지가 어렵다.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할 경우, 잘못하면 너무 단순 지식을 묻는 문

제가 되어버리는 점 또한 어려운 점이다. (경력 7.5년 중학교 교사 CMS)

•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잘못 알기 쉬운 어휘여야 평가를 통한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텐데,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휘 관련 스키마가 다양하다보니 때로는 

어떤 어휘를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한지 고민이 됩니다. (아이들마다 

모르는, 어려워하는 어휘들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휘력 평가라는 어휘 

하나만을 두고 그 뜻풀이나 관계만을 묻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다른 글(예를 들

면 문학 작품이나 다른 지문들)에서 어휘를 추출하여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꼭 하나만을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

서 어떤 식으로 문항을 조직하는 것이 최적화된 평가로서 높은 타당도를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력 1년 고등학교 교사 LSA)

• 어휘력 평가 문항의 출제 의의를 확보하기 어렵다. 교육과정 상의 학습 목표

와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제 같

아, 문제의 질이 저차원적으로 느껴진다. (경력 8년 고등학교 교사 LHS)

이처럼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정확한 출제 기준이 없다는 점, 명확한 

채점 기준도 세우기 어렵다는 점,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평가 대상 어휘가 모

호하다는 점, 어떤 문항 유형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점 등 다양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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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학교 단위 시험을 검토했을 때 드러났던 것처럼, 학교 단위의 평가에

서는 그 당시에 교육되고 있는 ‘단원’(소위 ‘진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역시 또 다른 문제이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상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평가에 넣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비추어 볼 때, 평가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휘 교육이 자리를 잡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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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휘 평가의 평가 내용 확립

  

지금까지 그간 어휘 평가가 전개되어 온 양상을 살피고 어휘 교육 및 평가

의 목표를 상정하였다. 이 장에서는 어휘 평가의 목표에 부합하는 어휘 평가 

내용 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앞서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어휘 능력의 개념이 개별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차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어휘 능력을 구성

하고 있는 세 가지의 요소와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

휘 능력의 평가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어휘 능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나

누는 일은 사실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

인가-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어휘 능력의 개

념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작용하는 구체적인 능력에 대한 것이 

바로 어휘 능력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휘 교육의 성

취 수준을 결정하고 나아가 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어휘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처럼 ‘어휘에 관한 지식’과 ‘지식 구조(세상에 대

한 지식)’ 및 전략적 능력과 심리 운동 기술이 융합된 전체로서 구체적인 의사

소통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나 일 등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명명하거나 

명명화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신명선, 2008: 19). 이를 근

거로 어휘 능력을 이루는 영역을 크게 나누면 지식적 차원, 기능적 차원, 태도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 차원은 지금까지 ‘질적 어휘 능력’으로 알려져 

온 단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성격이 강하다. 이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좀 더 두드러지게 이해와 표현 차원으로 세부 영역을 나눌 수 있고, 실제로 

단어를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려 쓸 때 주로 활용되는 지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으로 기능적 차원은 ‘기능’이라는 용어에서 주는 도구적 성격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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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능력이나 

심리 운동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의미 

차이를 변별하거나, 의미를 명료화하는 등의 어휘부 내에서의 학습자의 사고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휘에 대한 태도는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개별 단어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의

미하며, 이는 문화적 관점을 반영하며,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하고자 한다.

1.1. 지식 차원

엄밀히 말하면 ‘지식’은 그 자체로 ‘능력’이라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어휘 능력에 대한 개념을 논할 때 언급되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단어가 가

지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지식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 이는 어휘 능력에서 ‘지

식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를 이해하거

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현하거나 할 때 지식은 가장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어휘 능력은 지식적인 요소를 포함한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층위를 가진다. 한 가지는 단

어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정보로, 지금까지 주로 ‘질적 어휘 능력’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어휘에 대한 메타적인 지식을 포함해 어휘와 관련

된 개념적인 지식들을 일컫는다. 

어휘 자체에 대한 정보성 지식 개별 단어가 지닌 의미, 형태, 화용적 지식

어휘 체계에 대한 개념적 지식 어휘사적 지식, 어휘론적 지식

<표 Ⅲ-1> 어휘 능력에서 지식의 두 가지 차원 

‘어휘를 많이 안다’ 자체는 일차적으로는 수적인(양적인) 개념으로 많이 ‘안

다’는 의미로 그 자체를 ‘능력’이라고 규명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지식적 차원에서 분명히 수적으로 많은 양의 단어를 아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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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부에 10개의 단어만이 등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학습자와 100개의 

단어를 등재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학습자는 이해의 폭에서부터 표현의 양

상까지 큰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휘의 수적인 확장 

역시 어휘 능력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다.60)

학습자가 많은 수의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해, 각 단어들의 정확한 발

음이나 표기, 그리고 쓰임새에 대한 의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적

절한 어휘 사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

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역시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일

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들의 문항이 대부분 사전적 혹은 문맥적 의미를 묻는 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미 정보 역시 지식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휘에 대

한 안다고 할 때의 정보에는 의미뿐 아니라 형태나, 구조, 화용적 지식 등 다

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가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혹은 부려 쓰고

자 할 때 결국은 학습자의 머릿속에 내재한 어휘부에서 단어를 찾아내고, 그 

단어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적 ‘지식’을 고려해 해당 단어를 활용하게 될 것

이다.

어휘와 관련된 사고 기능을 제외한 어휘 ‘지식’만을 고려할 때는 김광해

(1993: 306)에서 제시한 어휘 능력의 구조를 참조할 만하다(<표 Ⅲ-2>).

60) 그럼에도 어휘의 양적 능력(양적 어휘 능력)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이는 사용자의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조건을 먼저 정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되는 데다 

이러한 조건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차가 상당할 수 있

기 때문이다.(김광해, 1993: 307) 무엇보다 교육에 필요한 어휘의 양은 교육의 단계에 

따른 폭넓은 조사 작업과 어휘 선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본고

에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영어가 모어인 원

어민(native speaker)의 경우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면 대략 5,000여 정도의 기

본 단어족(word families)을 알고 있으며 일 년에 1,000 단어족 정도를 추가한다고 한

다. 교육을 받은 일반 원어민은 보통 20,000 단어족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슈미트(Schmitt, 2000) 논의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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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적 능력 – 어휘의 양
2. 질적 능력 
가.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1. 단일 어휘소의 의미 (단어의 의미, 다의)
2.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 (숙어, 속담, 사자성어 등)
3.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

나.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1. 유의 관계, 반의 관계
2. 공기 관계

<표 Ⅲ-2> 어휘 능력의 구조 (김광해, 1993: 306)

어휘 능력을 양적 차원, 질적 차원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정리한 김광해

(1993: 306)의 논의는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어휘 능력의 구조의 큰 바탕을 

정리하는 데에 기초가 된 논의이다. 제시된 어휘 능력의 질적 요소들을 보면, 

‘능력’이라 기술되어 있기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의미에 대한 이해 차원에 해당

하여 ‘지식’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크게 ①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단일 어휘소의 의미 (단어의 의미, 다의), 관용적 어휘소의 의

미(숙어, 속담, 사자성어 등),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와 ② 어휘소 사이의 연

관성에 대한 이해[유의 관계, 반의 관계, 공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실은 제시된 ‘의미’에 ‘문맥적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문맥적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때그때 찾아내어야 하는 

의미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사고 기능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기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어휘가 문법과 분

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항목이기 때문이

다. 김광해(1993: 314)에 의하면 어휘소에 부여되어 있는 의미론적 정보는 가

로관계(Syntagmatic relation)와 세로관계(paradigmatic relation)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어휘소와의 관계는 주로 가로 관계로 설명이 되고 표현 등의 차

원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인데 반해, 세로 관

계는 단어의 연쇄, 즉 문장 안에서 단어의 문법적 연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사론적으로 ‘선택 제약’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설

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네이션(Nation, 1990, 2001)에서도 어휘 지식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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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상관성을 기술한 바 있다. 네이션(Nation)에서는 특수한 의미의 ‘제약’

뿐 아니라 단어가 문장 안에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느냐와 관련한 통사적 문

제까지 모두 포함해 문법적인 지식과의 관련성을 기술해 놓았다. 

의미 정보 및 통사적 제약에 관한 논의에 덧붙여 어휘 지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형태적인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 가령 학습자가 어떤 단어를 표

기할 때 ‘반드시’라고 적어야 하는 단어를 ‘반듯이’라고 적는다든가 ‘재물(才

物)’이라고 적어야 하는 자리에 ‘제물’이라고 적는 식으로 표기의 오류를 보인

다면 그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표기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어휘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발음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어휘 평가

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 역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

실 성인의 경우에도 단어의 맞춤법이나 발음 문제는 언어 사용 시 빈번한 오

류를 보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식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제시할 수 있다.

구분 세부 요소

어휘 내적 지식
(어휘 자체에 
대한 정보성 

지식)

의미    개별 단어의 의미 정보 (사전적, 백과사전적)

구조
구성 요소 (한자 정보, 형태소 정보)

품사 및 범주 정보

형
태

발음 정확하고 바른 발음

표기 맞춤법

화용* 호응, 사용 제약

어휘 외적 지식  
(어휘에 대한 
개념적 지식)

- 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유의어, 반의어, 상하의어 등), 국어 어휘의 체계

(고유어/한자어), 국어 어휘의 위상(비속어, 은어, 유행어), 어휘사적 지식 등

의 어휘론과 관련된 제반 지식 

<표 Ⅲ-3> 어휘 능력에서의 ‘지식’ 요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 요소 중에서 ‘의미’ 영역을 단순히 두 가

지로 나누어 제시한 방식이다. 사실 개별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양상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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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단어의 의미는 문맥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휘 평가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왔던 ‘문맥

적 의미’는 사실 개별 단어가 문맥 속에서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획득하게 된 

‘의미’이지 학습자의 ‘능력’이거나, 단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니

다. 즉, 우리가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평가해야 하는 대상은 학습자가 

어떤 단어를 특정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이고, 

그것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 지식은 해당 단어가 가진 핵심 의미, 즉 ‘사전

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지식 차원의 ‘의미’ 영역은 그러

므로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으로서의 ‘의미’라 할 수 있다.

한동안 어휘 교육에서는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이 다소 ‘화석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교육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결국은 문맥 속에서 이해되고 사용된다

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핵심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이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 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

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

다. <윤오영 수필,‘소녀’중에서>

실제로 이 글을 이해하는 데에는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 것만으

로 충분하다. 밑줄 친 ‘깔밋하다’가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아담하고 깔끔하다.’61)라는 사전적 정의(의미)만 알고 있으면 

이 단어 역시 글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즉, 문맥 안에서 사전적 의

미에 특별한 의미나 분위기 등이 첨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단어의 의미

로 인해 소녀의 성격이 단정하다든가, 집안이 소박하지만 깔끔한 살림을 한다 

등의 분위기를 추측해 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

지는 일은 아니며, 이러한 분위기를 추측해 내는 것은 의미에 대한 추론 능력

과 더불어 문학에 대한 감수성 혹은 문학 감상 능력과 결부된 또 다른 문제라 

61) 본 연구에 사용된 사전적 의미는 모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참고하였

다.(http://stdweb2.korean.go.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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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결국 학습자가 어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다양한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의미’

로 포괄하고 있는 ‘의미 정보’는 사전적인 의미와 더불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어휘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 즉, 인지적 의미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다.62) 단어가 갖고 있는 ‘다의’와 백과사전적인 속성들은 모두 지식 영역에 포

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백과사전적 의미는 인지적 의미와 관계된 것으

로 해당 단어와 관련된 문화적 의미, 통시적 변화에 대한 정보, 학습자가 누적

적으로 형성한 의미들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어휘 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문맥적 의미’로 대표

되는 의미들은 단어가 맥락과 독립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63) 또한 실제로 어휘는 앞서 제시한 사전적 의미보다 맥락 속에

서 다양한 양상으로 활용되어 사용되고 이해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러한 

입장이 인지의미론적 관점64)과 결합할 때,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 따르면 단어의 의미가 단어의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머릿속에 저장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의미의 역동적인 

확장과 변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능력에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62) 구체적인 문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고, 개

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정보에 해당한다. 머릿속에서 어휘의 의

미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포함해 추상적인 사고도구어에 대한 지식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영역에는 해당 단어의 통시적 변화, 사회

의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 혹은 확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단어에 대한 백

과사전적인 지식을 모두 아우른다. 

63) 필모어와 앳킨스(Fillore&Atkins, 1992), 랭애커(Langacker, 1987) 등에서는 단어가 

절대로 맥락과 독립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항상 틀(frame)이나 영역

(domain)과 관련해서 이해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단어가 가진 여러 

의미(개념) 중 특정한 의미(개념)이 특정 문맥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즉, 어떤 맥

락에서 단어가 사용될 때 단어의 모든 개념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단어에 연

상되는 의미는 문맥의 결과로 일정한 ‘조종(midulations)’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런 맥

락에서 단어는 구체적인 의사소통에서 활성 지역(active zone)(랭애커, Langacker, 

1987)을 갖는다고 하였다.(신명선, 2012ㄴ: 144-145 참조.)

64) 단어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개념’으로 상정하며 이러한 개념

들은 백과사전적 지식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단

어가 가지는 의미는 ‘백과사전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단어와 연결된 백과사전적 지식

을 모두 아우르는 맥락에서 ‘백과사전적 의미’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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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영역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사고 능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신명선

(2012ㄴ: 145)에서 백과사전적 의미에 대해 정의하면서 단어의 의미가 가지

는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1. 단어의 의미는 개념으로서, 백과사전적 지식과 결부되어 있다.

2. 단어의 개념은 구조적 연결망을 갖고 있으며 동적으로 구성된다.

3. 의사소통 상황에서 단어의 개념 중 특정 개념이 특정 문맥에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신명선, 2012ㄴ: 145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의 단어의 의미, 밑줄은 연구자.)

그러므로 학습자가 문맥 혹은 화맥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각종 의미들이 반

복되면 그러한 의미들은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의들 중 하나를 구성하기도 

하고, 백과사전적 정보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 정보들은 

확장적이고 동적이며 끊임없이 추가되고 변동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조’ 영역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과 품사 및 범주 정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구조 정보도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지식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는 우리가 단어를 접할 때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기도 하지만 형태소나 한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쪼개어 인식하기도 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으로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65) 해당 단어가 고유어인지, 한자어, 혹은 외

래어인지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있다. 

형태소 정보, 한자 정보 등으로 세분화한 구조 정보를 안다는 것은, 국어 어

휘를 형성하는 규칙을 밝히고, 그 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어

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 지도는 이미 학습한 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휘소를 생성하는 데에도 적

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최영환, 1993: 3-4). 이와 관련하여 ‘한번 해 보는 

경험’으로서의 수행을 강조한 단어 형성법 교육의 가치를 논의한 박혜진

(2010: 58)의 논의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의 형태 구조에 초점을 맞추

어 ‘단어를 의식적으로 다루어 보는 활동’은 다시 ‘이해’의 국면과 ‘생성’의 국

65) 이는 이후 구조 정보와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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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해’는 분석적 이해, ‘생성’은 창의적 생성으로 상황 

맥락에 적절한, 자신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단어를 창의적으로 

생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다량의 어휘를 암기하

고 있는 상태가 아닌,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양한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어휘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박혜진, 

2010: 58)를 말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어휘 학습자의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셈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기능 영역에 속하

는 것이지만,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지식은 구조적 지식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품사 및 범주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품사 정보, 또한 이것이 외래어인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등 해당 단

어가 속한 단어의 범주를 나타내는 정보이다.66) 가령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동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품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맞춤법의 오류

는 물론, 적절한 자리에 알맞게 단어를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67) 이런 점에

서 ‘품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타적인 지식은 문법 영역의 것이지만, 

어휘 교육 차원에서 언급하는 ‘품사’는 개별 어휘의 ‘품사 정보’를 지칭하는 것

이라 하겠다. ‘알맞다’ 같은 경우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사로 인식하

여 ‘알맞는’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단어가 좋은 사례가 된

다고 하겠다. 

‘형태’ 영역은 발음 정보와 표기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지금까지 어휘 능력의 질적 측면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았던 부분이

면서도 평가나 교육 차원에서는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다.68) 이는 규범

66) 품사, 형태소, 음운 규칙, 음운 변동 등의 전통적인 문법 교육의 내용이 ‘어휘 교육’의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품사 정보라는 것은 품사의 개념이나 형태소의 개념, 음운 규칙 등이 아니라 개별 단

어를 구성하는 정보로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67) 국어에서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이되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흔히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와 같은 표현은 그런 점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오류라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잘못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행복하다’나 ‘건강하

다’의 품사를 알아야 가능하다.

68) 초등학교의 경우 받아쓰기 등의 방식으로 비교적 어휘 교육 혹은 어휘 평가에서 맞춤

법(표기)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편인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으로 갈수록 이 영

역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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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관련이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규범을 지킨다는 차원이라기보다 

단어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맞춤법이 틀

린 단어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는 발음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더군다나 동음이의어 중에는 된소리 등으로 의미 구분을 해야 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정확한 발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화용’ 영역은 문장으로 실현될 때 의미에 의해 통사적 제약, 선택 제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품

사나 문장성분과 관련된 통사적인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차원의 

접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는 모든 문제를 너무 빨리 결정한다. 
그는 모든 문제를 너무 재빨리 결정한다.*
그는 모든 문제를 너무 속히 결정한다.*

그는 모든 문제를 너무 퍼뜩 결정한다.*
그는 모든 문제를 너무 후딱 결정한다.?
그는 모든 문제를 너무 얼른 결정한다.*

가령 이 문장들에서 부사 ‘빨리’와 관련된 유의 부사들은 같은 동사와 결합

할 때 같은 실현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구어에 있어서는 ‘후딱’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부사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사 ‘빨리’의 경우는 평서형 어미뿐 아니라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나 ‘속히’, ‘얼른’ 등의 경우에는 평서형 어

미와는 자연스럽지 않으나 같은 동사에서도 명령형이나 청유형에서는 자연스

러운 양상을 보인다. 이는 해당 단어의 품사 정보라든가 형태소 정보가 아니

라 의미상의 화용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화용 정보로 분류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휘 외적 지식에 대한 영역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어 교육

에서 이루어 온 어휘 교육의 성격을 띠는데, 유의어나 반의어, 상하의어와 같

은 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이나 국어 어휘의 체계 문제, 국어 어

휘의 위상에 대한 이론적이고 메타적인 지식을 포함한다. 즉 어휘론과 관련된 

지식이며 앞서 제시한 단어의 정보들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 가능한 지

식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이 영역에는 어휘사적 지식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지식 역시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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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어휘사적 지식은 어휘의 의미나 형태(표기)의 변화 등에 대한 전체

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시기

에 의미의 변화를 겪었고, 어떤 시기에 문자의 소실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까닭으로 단어를 표기하는 방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다는 등의 전반적인 

지식을 말한다. 개별 단어의 변화 양상은 궁극적으로 단어가 가진 백과사전적 

지식에 해당하겠지만 국어 어휘가 변해 온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론적 지식

은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어휘에 대한 통시적인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어휘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민족의 생활

사를 이해할 수 있는 단면으로써뿐만 아니라 현재의 언어생활과 현대 어휘를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기연, 2009: 334-335 참

조).

이러한 어휘 능력의 지식 요소들은 모두 각각이 교육의 대상이 되며, 결국 

이 요소들이 결국 어휘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여기서 정리된 어휘 능력의 지식 요소들은 실제 사용 능력－이해 및 표현

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고 해서 의미, 구조, 형태 등에 대한 앎(이해)이 ‘모두’ 담보된 다음에야 표현

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어휘 능력이 발현

되는 데 활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휘 능력

의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기능 차원

이 영역은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 차원의 어휘 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단어를 머릿속에서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 등 실질적으로 단어와 관련된 

의미를 ‘다루는’ 사고 기능에 관한 영역이다. 이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의

미’ 자체에 집중하는 활동을 포함해 의미를 체계화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나, 의

미에 대해 탐구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외현적 국어 표현이 일정한 내재적 의

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때 그 설명의 내용으로서 의미 자체의 속성을 교육

의 일환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한 이관규(2011: 131)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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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자체에 집중하는 활동으로서의 능력을 강조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백과사전적이며 유동적이고 사용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며 활용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휘 능력을 지식이 아닌 ‘능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한 연구로 신명선(2004ㄴ, 2008)의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신명선(2004

ㄴ: 296, 2008: 19-26)에서는 마르코니(Marconi 1997)69)가 말과 사상에 작

용하는 추론 능력과 사상과 세계에 작용하는 지시 능력을 구분한 것을 리차즈

와 오그덴(Richards & Ogden, 1959)의 의미 삼각형의 두 축에 적용하여 사

상과 말의 관계를 ‘상징 능력’으로 사상과 세계의 관계를 ‘지시 능력’으로 구분

하여 어휘 능력의 구조를 논의하였다.70) 

69) 마르코니(Marconi, 1997: 72)는 어휘 능력이 지시 능력(reference)과 추론 능력

(infer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지시 능력을 명명(naming)과 적용(application)

의 두 작용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실제 사물을 명명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작

용하는 것은 지시 능력인데 이와 더불어 머릿속 음운 사전과 형태 사전, 그리고 의미 

사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추론 능력이 발현된다고 보고 있다. 이 논의는 추론 능력

이라고 하는 머릿속의 사고 작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물

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의미 사전이 내포하는 바가 지나치

게 크게 적용되었다는 문제도 있다고 하겠다. 

 신명선(2008: 20)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전략적 능력과 심리언어적 기제 및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어휘 능력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어휘 능력이란 어휘에 

관한 지식(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 지식)과 지식 구조(스키마)를 바탕으로 상황

을 전략적으로 파악한 후(전략적 능력 : 평가, 계획, 실행)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해

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신명선(2008)의 이러한 정의에 많

은 부분 빚지고 있다. 다만 어휘 능력을 상징 능력과 지시 능력으로 양분화한 신명선

(2008)과 달리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에 지식과 태도를 포함하고 어휘와 

관련한 전략적 능력은 사고 기능으로 대치하되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의 

사고 기능은 신명선(2008)에서 제시한 상징 능력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맥락을 

고려해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나 변별하는 과정에는 지시 능력으로서의 성격도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70) 각각의 능력은 완벽하게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며 상호작용하며 함께 어휘 능력을 구성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신명선, 20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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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능력 지시 능력

단어(어휘)의 형식과 내용과의 관계 탐구 단어(어휘)의 내용과 세계와의 관계 탐구

정확성, 체계성, 과학적 개념 중시 적절성, 비체계성, 일상적 개념

탈맥락적(의사소통 상황과 거리 유지) 맥락적 (의사소통 상황 중시)

형태론,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관련 의미론, 화용론 관련 

궁극적으로는 CALP71) 추구, 
언어 의식 고양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BICS 추구.

<표 Ⅲ-4>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신명선, 2004ㄴ: 206, 2008: 22) 

신명선(2008: 22)의 논의는 지금까지 도구적 관점에 경도되었던 어휘 교육

이 어휘 능력의 지시 능력에 다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인데 반해, 어휘 

능력이 맥락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 논의

는 기존의 어휘 능력과 관련된 논의가 어휘의 양과 어휘의 질 등 ‘어휘 자체’ 

에 주목했던 것에 비해 학습자가 어휘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에까

지 초점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강조되었던 

맥락을 고려한 능력이 ‘지시 능력’이라면 ‘상징 능력’으로 제시되는 어휘 능력

에 대한 논의는 어휘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어휘 능력 자체에 집중하는 독자적인 교육과 독자적인 평가

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박재현‧이관희(2011: 14)의 ‘어휘에 대한 앎’의 개념 역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1 참조)

71) CALP는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의 약자로 인지학술적 언어 능력

을 말하며 이는 사고도구어 등과 관련이 깊다. BICS는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의 약자로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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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어휘의 의미에 대한 앎 (박재현·이관희, 2011 : 14)

이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휘에 대한 앎을 해당 어휘가 쓰인 문맥(④)

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⑥)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특정 언어 사회에 포함되어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한다. 어휘의 의미라는 것은 머릿속에 자리할 때조차 언어 사용자

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맥락을 벗어나 추상적인 어휘나 사고도구어의 의미 정교화 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대부분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과 구체적인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본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어휘의 의미(③)를 안다는 것은 결국 ①과 ②를 연관 지을 때 가능해진

다. 그런데 인간의 인식 속에서 ①과 ②의 관계의 또렷함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또렷하지 않을수록 ③을 알기 위해서 해당 어휘가 쓰

인 문맥(④)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⑥)의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어

휘와 또 다른 어휘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한 머릿속 사전을 활용하여 해당 어휘

의 의미를 명료화할 수도 있다. (중략) 이렇게 볼 때, 어휘의 의미에 대해 안

다는 것은 언어 형식과 지시물 사이의 관계를 확고하게 아는 것(어휘의 사전적 

의미)일 수도 있고, 문맥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둘 사이의 관

계를 덜 또렷하게 아는 것(어휘의 문맥적 의미)일 수도 있고, 머릿속 사전의 

어휘 체계 속에서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어휘 간의 의미 관계)일 수도 

있다. 이때 문맥(④)과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⑥)의 구분은 확정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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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과 유리된 언어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⑥)은 어휘의 화용 능력과도 깊이 연관된 개

념이기도 하다.              (박재현·이관희, 2011: 14-15, 밑줄은 연구자)

 

즉 어휘 능력, 어떤 단어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하는 것이면서, 이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알되 그 

배경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논의에서는 어휘의 백과사전적 지식이나, 앞서 신명선(2007, 2008)의 논의에

서 언급되었던 상징적 의미- 즉 탈 맥락적인 어휘 능력에 대한 설명이 잘 드

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이 언어적 사고력의 일종이라 본다. 또한 ‘어휘 

능력’이라는 개념의 하위 영역으로 용어 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고 기능’이

라는 의미의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능은 어떤 측면

에서는 ‘절차적 지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 실상 여기서의 ‘기능’은 

‘할 수 있는 힘’, 즉 ‘능력’에 가깝다.

변별 두 개 이상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능력.

추론 맥락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

정의 의미를 명료화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능력.

생성 단어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표 Ⅲ-5> 어휘 능력에서의 ‘기능’ 요소

각각의 기능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형태에 

가깝다. 즉 변별과 추론, 변별과 추론과 정의 등은 한 단어를 이해하고 표현하

는 데 있어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어휘 능

력은 지식과 기능, 태도가 모두 어우러져서 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

이 없이 변별이나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반영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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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별

변별 기능은 일차적으로는 단어 그 자체에 집중하는 기능으로 추상적인 어

휘 의미 사이의 의미들을 인지하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비교하면서 의미 차이 

및 사용상의 차이 등을 변별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문맥적으로 활용된 의

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기능에 가깝다. 또한 변별 기능은 의미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

요한 사고 기능이다. 어떤 단어의 반의어, 혹은 상․하의어, 유의어 등을 제시하

는 데 있어서 이는 지식 차원이라기보다 각 단어의 의미 관계를 비교하고 변

별할 수 있는 기능(능력)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변별 능력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단어 A의 뜻은 a인

데, 단어 B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A가 나타내는 의미와 B가 

나타내는 의미의 정교한 차이는 무엇일까.’와 같이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는 맥락이 고려된 상황일 수도 있고, 맥락과 관

계 없이 순수하게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비교하고 변별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A가 적절할 것인가, 아니면 단어 

B가 적절할 것인가’역시 변별 기능의 한 양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어 A와 

B 중에서 고유어의 토속적인 어감을 더 잘 드러내는 말이 A이므로 이를 사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와 같이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차

원에서 의미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밝혀내는 것도 역시 변별 능력이 작용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정신적으로 무기력할 때에는 신체의/몸의/육체의/육신의 자극이 필요

하기도 하다.’라는 문장을 생성할 때 ‘신체’, ‘몸’, ‘육체’, ‘육신’이라는 유의어 

간의 차이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실제로 하게 되는 머릿속 

사고 기능은 바로 ‘변별’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맥

락과 별개로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여 각각의 의미에 대한 외연을 분명히 하고 

그 차이를 변별하는 활동 역시 변별 능력에 의한 사고 작용에 포함된다. 신명

선(2008: 46)에서는 ‘구분’, ‘분류’, ‘분석’, ‘구별’과 같은 유의어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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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각을 변별하는 능력과 국어적 사고력과의 관계를 밝혀낸 바 있는데 해

당 단어의 의미에 대해 집중하면서 단어가 사용된 양상들을 고루 검토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각각의 차이를 변별해 내는 활동은 매우 대표적인 변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단어로도 다양한 변별이 가능해 ‘사고’ 한 단어를 가

지고도 ‘사고’, ‘사색’, ‘사유’, ‘생각’ 등과의 의미 차이를 변별해 볼 수도 있고 

‘사고’, ‘감정’, ‘마음’ 등과 의미 차이를 변별해 볼 수도 있다. 변별 능력은 어

휘의 의미 자체에 집중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정확하고 정교한 개념의 확충

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변별하는 행위를 통해 어휘에 대해 집중하는 태도를 

지님으로써 어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 추론

단어들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구사된 형태－구나 절로 실현된 양상으로 존재한다. 이는 어휘가 그 구사된 

상황에서 충분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띨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기

도 하다. 그렇기에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추론’ 기능은 매우 중

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항은 사실상 학습자의 어휘 의미 추론 능력

을 평가하는 문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문장 안에 들

어 있는 특정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문맥적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번 해당하는 문맥에서 추론되어 이해되는 의미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명선(2012ㄴ: 145)에서 의미의 백과사전적 성격에 대해 기술하면서 단어의 

의미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단어의 개념 중 특정 개념이 특정 문맥에서 더 활

성화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추론 능력은 이러한 ‘특정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 ‘특정 개념’이 바로 흔히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에서 등장하는 ‘문맥적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맥적 

의미’는 결국 이러한 추론 행위를 통해 이해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

우 문맥적 의미에는 문맥을 고려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적 의미’를 비롯하

여 문맥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의미’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사실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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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 추론했다기보다 이미 머릿속에 확보하

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문장 속에서 확인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는 해당 단어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의미이므로 문맥을 통해 추

론하여 구성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론을 통해 ‘사전적 의

미’를 이해했다는 말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겠다.

추론 능력은 말 그대로 문맥적 실마리를 활용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가장 범위가 광범위하면서도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문맥적 의미’에 속하는 의미들의 종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신명선(2012ㄱ)의 논의와 리치(Leech, 1981:23)의 의미 분류를 

참조하여 추론의 대상이 되는 의미 정보를 분류하고자 한다.

개념적 의미/의의 논리적, 인지적 또는 지시적 내용

연 상
적 의
미

내포적 의미 언어가 지시하는 것에 의해 전달되는 것
사회적 의미 언어 사용의 사회적 환경이 전달하는 것
정서적 의미 말하는 이/글쓴이의 감정과 태도가 전달되는 것
반사적 의미 같은 표현의 다른 의의와의 연상을 통해 전달되는 것

연어적 의미
다른 낱말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낱말과의 연합에 의해 전달되
는 것

주제적 의미 어순이나 강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

<표 Ⅲ-6> 리치(Leech, 1981:23)의 의미 분류 

리치(Leech)에 의하면 의미를 크게 개념적 의미, 연상적 의미, 주제적 의미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제적 의미는 문맥적(경우에 따라 화맥적) 의미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맥적 의미는 문맥적 실마리를 활용하여 

글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된 의미(신명선, 2012ㄱ 참조)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제적 의미에 제시된 강세, 어순 등은 문맥적 실마리에 해당

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문맥적 의미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내포적, 

사회적, 정서적, 반사적, 연어적 의미를 역시 문맥적 의미로 아우르고자 한다. 

다만 문맥적 의미의 하위 영역으로 이러한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문맥

적 의미를 묻는 문제라 할지라도 분명한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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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맥락을 통해 단어의
연상적 
의미

내포적 의미

를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반사적 의미
연어적 의미

주제적 의미

<표 Ⅲ-7> 추론 기능의 세부 항목

또한 추론 기능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어의 문맥에서의 쓰임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과 기능인지, 아니면 독해 능력 혹은 문학 감상 능력인

지의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글에서 해당 단어가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어가 될 때, 

그 단어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라기보다 독해한 내용의 총합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해당 단어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의

미, 형태 정보)을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때 학습자는 의미 추론 능력을 

활용하기 전에 이미 ‘지식’ 차원에서의 어휘 능력을 발휘한 셈이 된다. 그러나 

역시 독해 능력이냐, 단어 추론 능력이냐와 같이 제반 국어 능력과 어휘 추론 

능력과의 차이는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

3) 정의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언어 사용자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명료

화하고 그 의미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유사한 단

어들과 의미 변별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선택의 과정에서 특정한 태도가 반

영되고 검토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서 초점으로 두고 있는 능력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물체나 사건, 행위, 감정 등을 머릿속으로 

처리해 정리해 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념화’가 이루어진다. 개념화는 어

떤 용어나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과정으

로 일종의 ‘정의’를 내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표현하고 이해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뜻을 적확하게 담아내는 단

어를 선택해 낼 수 있다. 풀어쓴 어떤 문장이나 글 내용, 행동을 하나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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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는 일들이 이러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접했을 때 이를 적절한 단어로 표현해 내고자 말을 고르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정의’ 기능이다. 즉 이 기능은 

‘A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와 같이 상황이

나 사건에 대한 일종의 개념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이 신장될수

록 학습자는 적확한 표현,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런 선

택의 맥락에서는 신명선(2008: 24)에서 기술하고 있는 지시 능력적인 성격이 

일부 드러난다.72) 

그러나 신명선(2008)에서 어휘 능력을 지시 능력과 상징 능력으로 구분하면

서 두 능력은 완벽하게 양분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하면서 어휘 능력을 구

성한다고 보았는데 ‘정의’ 기능의 경우는 상징 능력과 지시 능력의 두 특성을 

모두 갖고 있되 상징 능력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상징 능

력의 경우 단어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탐구하며 기표와 기의 사이의 자의성

을 이해하고 기의를 충족시켜 주는 적절한 기표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존재하고 있는 개념들을 정교화시키고 조직화 및 체계화하는 능력이

라는 차원에서 정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상징 능력에 가깝다.

이 기능이 추론 기능과 차이를 두는 것은 추론은 ‘문맥적 실마리’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고 ‘정의’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정교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의 능력 같은 경우는 

변별 능력에 선행하여 특정한 단어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사고 기능이기도 하다.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가 된 다음

에 다른 개념(의미)이 분명하게 변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기능은 어휘

들을 대상으로 각 단어들이 갖고 있는 개념적 체계화와 어휘의 조직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

72) 그러나 맥락적 상황을 전제하는 지시 능력에 비해 (가령 책을 ‘저 노란 것’이라고 표현

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이런 맥락에서 지시 능력은 ‘정확성’보다 ‘적절성’이 

더 중시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정의 기능은 맥락에 적절한 단어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특정 사건, 심리, 행동 등을 기술하기 위해 그 의미를 정련하고 

그에 합당한 단어를 찾는 행위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정의 기능은 상징 능력의 성격

에 좀 더 가까운 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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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성

단어의 창조적 사용 능력과 관계된 기능이다.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에 모두 해당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국어의 경우 한자 지식을 

비롯하여, 한자어 접미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신어를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접사를 활용하거나 단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단어

를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식 

요소 중 ‘구조적 지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단어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하되, 지식을 활용하여 단어를 생

성하고 새로 생성된 단어를 쪼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엇보다 이 기능

은 단어를 대하는 학습자의 태도와도 관련이 깊은데,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실제로 새로 생성된 단어의 의미를 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기능까지를 아우른다. 

이때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다는 데 있어서 추론 기능과의 혼란이 있을 듯한

데, 추론 기능은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속한 맥락적 실마리, 맥락 정보에 

의해 이해하는 것이라면 생성 기능에서는 그 단어의 한자 정보라든가 접사 등

의 단어 구성 요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단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가령 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들을 사용하는 맥락에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경우는 ‘추론’에 해당하지만, 그 신조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따져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생성’ 기능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성 기능은 신조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낯선 어휘를 만났을 때

도 활용 가능한 사고 기능으로 이기연(2006)에서 학습자들이 낯선 어휘의 의

미를 추측할 때 글 전체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목표 단어의 주위 단어를 이용

하여 의미를 추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활용되는 사고 기능이 

‘추론’에 해당한다면 한자 지식을 활용하거나 메타언어적인 지식을 포함해 접

사나 단어의 구성 요소를 쪼개는 등의 방식으로 단어를 추측하는 경우는 생성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기연(2006)에서 몇 가지 예시를 참조하면 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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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勸)이라는 한자어의 경우 학습자들이 의미를 추측할 때 “한문 강자니까..강

하게..강하게 권하다. 강한 권력을 부리다. 이거 아냐? 강한 권력을 행사하다.

(이기연, 2006: 62 예시 참조)”처럼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로 쪼개서 

이해하거나 접사 등과 같은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개..같은 건 나쁜 말 앞에 

붙잖아. 개떡이나. 개똥도. 개살구 그런 것도 있어.(이기연, 2006: 70 예시 참

조)” 단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모두 생성 차원의 사고 기능을 활성

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 기능은 알고 있는 한자어를 

활용하여 단어를 만들거나73) ‘개’를 활용하여 신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1.3. 태도 차원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어휘에 대한 ‘태도’가 될 것이

다. 사실 ‘태도’74)가 어휘 교육에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평

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휘 

영역에서는 어떤 단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고자 할 때 맥락을 고려하는 만큼

이나 개별 단어나 특정 어휘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 또한 모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학습자가 어휘 능력을 향

상시키는 데에도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차가 큰 어휘 영역의 경우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어휘의 수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어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의 어휘 능력을 반성하며 점검하는 태도

는 어휘 능력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휘와 관련한 태도라고 하면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

73)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남’, ‘-녀’등의 신조어는 각각 ‘남(男)’과 ‘여(女)라

는 한자를 이용한 것으로 둘 다 생성 차원의 사고 기능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74) 구본관(2011ㄱ)에서도 어휘 교육에서 태도가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는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태도가 교육 내용

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요소라는 점, 태도는 교육과 관련한 정의적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어

떤 식으로든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어휘 교육에서의 

‘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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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사용에 대한 가치 판단 등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이는 개화기 이후 

계몽주의적인 언어관이 확립된 이래로 계속 국어 교육에서는 중요한 교육 요

소로 다루어진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 비어나 속어, 유행어에 대한 인

식과 더불어 이러한 어휘에 대한 태도가 교육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러나 사실상 어휘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몇몇 종류의 어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휘를 사용하는 맥락에서 두루 작용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남가영(2008: 100-104)에서는 문법 탐구 경험의 일환으로 언어 기

호 및 어휘에 담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는 언어 주체들이 ‘무

엇으로 말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으로 말하는가’에 주목하는 경험이라 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험은 문법이라기보다는 ‘의미’와 그 의미를 담는 그릇

으로서의 ‘어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가영(2008: 104)

에서 특정 어휘가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을 때, 명시적 교육 없이는 쉽게 포

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

가정부, 여교수, 문둥이와 같은 말들은 다른 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

장애자(-者)은 장애인(-人)으로, 그리고 이를 다시 장애우(-友)라고 바꿔 부르는 게 더 공정하다.

 각각의 단어들은 다소 차별적인 인식을 보여 주는 단어로, 어떤 단어를 선

택하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

면서, 그러한 태도가 반영된 어휘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어휘에 대해 특정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태

도를 점검하고 해당 어휘를 사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은 학

습자가 어휘 사용의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

이다. 

박혜경(2009)에서도 차별적 언어 표현이라 하여 특정 단어, 구, 문장으로 이

루어진 표현들에 대한 학습자의 비판적 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

다. 연구는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긴 했으나 의미 인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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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휘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는 바, 학습자들이 특정 단어와 그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가는 학습자가 어휘에 대한 민감

성과 탐구심을 기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김은성(2006: 196)에서도 한겨레 신문(2005년 11월 28일 월요일 

22면) <독자 기자석>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투고한 “소녀도 보는데 웬 

‘소년 일보?’”라는 기사문을 인용하면서 국어에서 태도 교육이 성차별적 언어 

사용과, 언어에 반영되는 성차별적 인식의 실상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주목, 이러한 언어 

사용 사례에 대한 조사, 언어적 편견과 사용에 대판 판단 등이 요구된다고 하

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어휘에 담긴 태도를 점검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드러지게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는 단어뿐 아니라 특정 장면이나 장소, 맥

락에 적절한 단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작용하는 태도75)는 앞서 의미를 

‘변별’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 능력 차원에서 태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층

위로 드러날 수 있다.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려는 태도 : 언어 사용
의 주체로서  어휘를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
어휘 능력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어휘 능력 신장을 꾀하고자 
하는 태도 : 국어 어휘의 가치를 알고 정확하고 정교한 어휘 능
력을 갖추려는 태도를 지닌다.

<표 Ⅲ-8> 어휘 능력에서의 ‘태도’ 요소

이 경우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에서, 적절한 단어는 한자어를 사용할 것이

냐 고유어를 사용할 것이냐 여부, 비어를 사용할 것이냐 여부뿐만 아니라 앞

서 언급했던 특정한 가치나 차별을 반영하는 어휘를 사용할 것이냐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태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어휘 평가에서 문맥 

75) 이는 현재 비어나 속어 사용에 대한 태도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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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에도 맥

락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정교한 ‘의미’와 관련한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면 이제는 ‘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태도’를 더불어 평가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어휘는 음운이나 문법 부분과는 달리 평생에 걸쳐 의도적, 의식적, 장기적으

로 그 능력을 키워 가야 하기 때문(김광해, 1993: 21)에 내적 능력, 전략적 

능력을 내재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휘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가와 그 단어를 얼마나 잘 알고자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한 슈미트

(Scmitt, 2000:157)의 주장도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에서도 전제했듯이 어휘 교육 및 평가에서 태도의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명선(2008: 44)에서도 어휘 의식 고양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머릿속 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개념을 정교화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역시 어휘와 관련한 태도 문

제로,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직접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휘 교육에서 반

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평가의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어휘 교육의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태도 영역을 포

함하도록 한다. 

2. 어휘 평가의 기준 개발

2.1. 성취 기준 개발

휴(Hughes, 2003)에 의하면 평가는 가르친 내용이 아닌 가르쳤어야 하는 

내용 배웠어야 하는 내용, 학습했어야 하는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학

습자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어야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도 평가에 소홀한 영역은 가르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가령 

쓰기 같은 경우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학습자 입장에서도 쓰기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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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브라운(Brown, 2008) 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평가의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은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을 전제로 한다.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학

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이나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즉, 성취 기준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학습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취 기준에 따라 교수 학습의 방향과 내용

은 물론 평가의 내용도 설정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 본 어휘 

교육의 목표와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의 영역을 선

정한다.

지식 기능 태도

<표 Ⅲ-9> 어휘 교육 및 어휘 평가를 위한 성취 기준 영역 

앞서 살폈던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 대영역으로 지식, 기능, 태도 

영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 영역의 소영역은 각각의 요소의 하위 항목들로 

채워질 수 있다. 지식 영역의 경우 각 하위 요소들은 개별 단어들을 구성하는 

정보로 자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단어는 문장 안

에서 활용될 때 ‘이해’와 ‘표현’의 두 가지의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 실제로 기능이나 태도 차원에서도 이해나 표현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식 영역에서는 그 양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차원에서는 성취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해 차원과 표현 차원으로 

나누어 성취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어휘 능력과 관련된 성취 기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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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소영역 성취 기준

지식
(K)76)

어휘
내적
지식
(I)

의미
사전적 의미 ①  해당 단어의 사전적 의미77)를 안다.

백과사전적 의미 ②  해당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를 안다.

구조

형태소 
(어원 정보, 한
자 정보)

③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를 안다.

품사 및 범주 
정보

④ 해당 단어의 품사 정보나 범주 정보를 안다.

형태
발음 ⑤ 해당 단어의 바른(정확한) 발음을 안다.

표기 ⑥ 해당 단어의 바른 표기를 안다.

화용 ⑦ 해당 단어의 선택 제약이나 의미적 제약을 안다.

어휘
외적
지식

어휘 관계, 어휘 체계, 어
휘의 위상 등 어휘론과 
관련된 제반 지식.)  

⑧ 어휘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안다.

기능78)

(S)

변별
①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에서) 둘 이상의 의미 차
이를 변별할 수 있다.

추론 ②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정의
③ 의미를 명료화하여 그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절
하게 선택할 수 있다.

생성
④ 단어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창의적
으로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다.

태도
(A)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
①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  어휘를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
게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
② 국어 어휘의 가치를 알고 풍부하고 정교한 어휘 능력
을 갖추려는 태도를 지닌다.

<표 Ⅲ-10> 어휘 교육의 성취 기준

정리하면 모두 14개의 성취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이해 차원과 표현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별 성취 수준을 적용하여 평가 기

준을 개발할 수 있다. 

76) 성취 기준을 보기 쉽게 제시하기 위해 임의로 지식(Knowledge), 기능(Skill), 태도

(Attittude)의 약자를 활용한다.

77) 여기서 사전적 의미라 함은 해당 단어에 고정적으로 정의된 의미로 다의어의 경우 주

변의미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78) 기능 영역의 경우 성취 기준 단계에서 이해와 표현으로 굳이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각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다 어떤 기능은 이해 차원에 가깝고, 다른 영역은 표현 

차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해와 표현에 두루 사용되는 것은 생성과 변별 기능이고, 정

의 기능이나 추론 기능은 주로 이해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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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수준 설 명

상 성취 기준에 제시된 지식이나 기능 및 태도에 대한 이해와 수행이 우수한 수준

중 성취 기준에 제시된 지식이나 기능 및 태도에 대한 이해와 수행이 보통인 수준

하 성취 기준에 제시된 지식이나 기능 및 태도에 대한 이해와 수행이 미흡한 수준

2.2. 평가 기준 개발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을 근거하여 제시될 수 있는데 평가 기준

을 개발할 때, 성취 기준에 더해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성취 수준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휘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나, 구체적인 적

용 장면은 중등학교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성취 수준은 

상, 중, 하의 세 단계이거나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를 상정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진 중인 성취평가제의 기준을 참

고하여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기 단

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성취 수준을 보는 것이므로 상중하의 세 

단계를 적용하기로 한다.79)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은 위의 세 수준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특별한 경우 두 

단계의 성취 수준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성취 기준 단위의 성취수준(상, 중, 

하)은 평가의 채점 기준 및 평가 문항 제작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어휘 능력은 이해와 표현의 두 차원을 가진다. 어휘에 대한 앎은 완전

무지(完全無知)와 완전지(完全知)로 이분화된 것이 아니고 항상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같이 정도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어휘 능력이라는 적용하더

라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는데 이해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라고 할 때, 특정 

단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표현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기연

(2006)에 따르면 모어 화자의 경우 이해하지 못한 단어조차도(의미를 정확하

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의미 이해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문

장의 형태에서는 오류가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문장 전체의 

79) 평가원에서는 성취 기준 단위의 성취 수준은 3단계로, 학기 단위의 성취 수준은 5단계

로 상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성취 기준 단위의 성취 수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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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간략하게 변형하는 방식으로 가령 ‘그는 그곳에 가지 말 것을 강권하

였다’라는 문장을 접한 후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라

고 할 때 ‘그는 그것을 먹지 말 것을 강권하였다’ 등의 방식으로 의미나 형태

상 오류가 없는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실험의 경우 ‘강권’이라는 단

어가 처음 접하는 낯선 단어일 경우에 유효한데, 이러한 낯선 어휘로도 모어 

학습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내거나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보였다. 

어휘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는, 물론 단어의 의미나 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본인의 의도를 살려 정확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뜻을 표현해 내는 수준에 이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어휘의 습득 과정은 매

우 복잡하고 개별 단어가 갖고 있는 정보 또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가령 ‘가다’라는 단어를 예들 들어 보면 ‘가다’는 기초 어휘이고 ‘「1」한 곳에

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기본 의미 이외에도 「2」수레, 배, 자

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행하거나 다니다, 「3」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

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다, 「4」지금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5」직업이나 학업, 복무 따위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등 

기본 어휘와 관련된 다의만 해도 4개가 더 있다. 물론 이런 이동과 관련해 쉽

게 추론 가능한 의미 말고도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생기다.’, ‘기계 따

위가 제대로 작동하다.’ 와 같이 확장된 의미나 특정 단어와 주로 함께 쓰이며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나다.’와 같은 다양한 확장된 의미가 이십여 개 

더 있다. 이런 경우 학습자에 따라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무

리가 없을 수 있으나 앞서 제시한 확장된 의미들은 이해조차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기본 어휘의 경우뿐만 아니라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낯선 단어를 문장 

전체로 인식해 활용하는 경우까지 이해와 표현은 어휘의 운용 면에서, 언어 

생활에서 다소 별개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해의 수준

과 표현의 수준을 별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성취 수준을 설정하

는 과정에서 어휘의 이해 차원과 표현 차원을 독립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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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지식 영역

지식 영역의 경우 어휘 내적 지식의 성취 수준은 이해와 표현으로 두 차원

이 독립적으로 설정되고, 어휘 외적 지식은 그러한 구분 없이 상중하의 성취 

수준을 가진다. 

1) 어휘 내적 지식 

지식 영역에서의 의미 정보는 정말로 학습자가 그 지식을 ‘알고 있는지 여

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암기된’ 것에 가까운 

비교적 고정적인 의미 정보를 말한다. 맥락을 통해 그러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의미는 정확한 표현 차원까지 이르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한 의미로 정확한 자리에 사용할 수 있어야 그 의미를 비로소 바

르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 차원의 의미 정보는 맥

락과 관계없이 본인의 어휘부에 갖추고 있는 ‘정확한 앎’을 목표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취 수준을 구안할 수 있다. 

이해

상 이 단어는 맥락 없이 주어진다고 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중
이 단어는 본 적은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단어가 특정 맥락 없이 
주어진다면 의미를 알 수 없다. 

하
이 단어는 본 적은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단어가 특정 맥락 안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알 수 없다.

표현

상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다.

중 이 단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 적절치 못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하 이 단어는 문장을 생성해 내는 데 활용하지 못한다. 

<표 Ⅲ-11> 의미 차원의 어휘 능력 성취 수준

지식 영역에서 의미 차원에서 이해의 상 수준은 맥락 없이 단어만 제시하더라

도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 중 수준

은 대상 단어를 특정 맥락 안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다른 맥락에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정도를 말하며 이해 차원의 하 수준은 단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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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안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을 말한다. 기본

적으로 맥락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추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식 차원의 의미 영역은 안다 모른다와 같이 이분화된 형태가 더 적절할 수

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를 일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가령 다의

어의 경우 다의) 일부 알고 있는 의미들 중에서 맥락을 고려해서도 해당하는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를 중과 하 수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표현의 경우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문장으로 구현하게 되면 의미상

으로 오류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80) 표현 영역에서 하 수준은 해당 단어가 

표현 어휘로 활성화되지 못해 글로 쓰거나 말을 하는 등 문장을 생성할 때 활

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구조 ․ 형태 ․ 화용 정보 영역은 정확한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역으로 의미 영역에 비해 상중하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영역 역시 이해와 표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성취 수준을 결정한다. 다만 

형태 정보 중 표기의 경우 이해와 표현 차원에서 모두 상(할 수 있다) 하(할 

수 없다)의 두 가지 성취 수준을 갖는다. 정확한 표기를 알고 있으면서 틀리게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81) 예를 들어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

로 ‘부던히’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상담가나 소위 멘토들이 많

이 한다. 그래서 나도 한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부던히 애썼는데 그래

도 모르겠다. 나는 매번 바뀌는데 뭐. (2012. 7. 15. @luddite420 트위터 글)

회사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회사에는 딱 두 부류의 인재가 있다. 

전략 인재와 절약 인재가...입사 때부터 사실상 나뉘어져 있다만, 소모품 취급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던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부던히 노력하며 살았음

에도...(2012. 7. 6 @nahkoon 트위터)

80) 이 경우 화용 능력과 일부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 

발생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화용 능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 제약이나 호응

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81) 발음의 경우는 알더라도 실제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표

기의 경우는 특별한 수사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의도적으로 틀리게 표기했음을 확인

하기 어려우며 틀린 표기가 비록 맞는 표기법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근 수준의 앎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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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미상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이’라는 의미의 ‘부단히(不斷-)’를 

써야 하는 자리에 ‘부던히’라는 표기가 틀린 단어를 대신 쓴 예이다. ‘부던히’

를 인터넷에 쳐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사용된 맥락을 보면 의미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을 ‘부단히’ 대신 ‘부던히’로 한다면 이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맞는 표기는 ‘부단히’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틀

린 표기를 사용했다는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모

두 상중하의 수준을 지닌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각의 성취수준 별 평

가 기준82)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적
의미

이해

상
이 단어는 맥락 없이 단어만 주어진다고 해도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다.

중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

하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

표현

상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다.

중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문장에 쓸 수 있으나 적절치 못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하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활용하여 문장을 생성해 내지 못한다. 

평가 기준 K-① 해당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안다.

사전적 지식은 말 그대로 해당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성취 수준을 갖는다. 가령 ‘사람’의 의미 혹은 ‘자전거’의 의미를 

묻는다고 할 때 웬만한 고등 학습자는 이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쓰이지 않은 

상태로도 충분히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

는 그러한 수준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전적 지식은 이 영역은 문맥적 

실마리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맥락의 수준이 삭제된다.

82) 성취 수준은 그대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가 기준이라는 

용어를 바로 제시하였다.



- 110 -

백 과 사 전
적 의미

이해

상 이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들)을 알고 있다.

중 이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들)을 잘못 알고 있거나 거의 알지 못한다. 

하 이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들)을 모른다.

표현

상
이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다.

중
이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를 문장에 쓸 수 있으나 적절치 못한 사
용 양상을 보인다. 

하 이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를 활용하여 문장을 생성해 내지 못한다. 

평가 기준 K-② 해당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를 안다.

백과사전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문맥과 관계없이 어휘 자체의 다양한 측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와 관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맥의 영역을 삭제

한다. 또한 각 문맥적 의미가 문맥 없이 파악되는 수준이 되면 이들이 모두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백과사전적 의미는 단어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 활동 및 경험 등이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는 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감이나 배경 지식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지식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형태소 (어
원 정보, 한
자 정보)

이해

상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중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를 잘못 알고 있거나 거의 알지 
못한다.

하
단어가 더 작은 구성요소로 쪼개질 수 있음을 모르거나 구성하고 있
는 형태소 정보를 모른다. 

표현

상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를 바탕으로 새 단어를 만들어 글
을 쓰고 말을 할 때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중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를 바탕으로 새 단어를 만들어 사
용할 때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적절치 못한 양상을 보인다.

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를 바탕으로 새 단어를 만들어 글
을 쓰고 말을 할 때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K-③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를 안다.

여기서 형태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합성어일 경우에는 당연히 접사

나 어근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단일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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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일 경우에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에 대한 정보 역시 여기에 포함

하도록 한다. 사실 접사가 아닌 한자는 단어의 구성소로 보기 어려우나, 국어

의 어휘 특성상 한자어가 많고 개별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

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비교적 이 평가 기준은 안다 모른다의 기

준이 분명하다. 

특히 이해 차원에서는 단어가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눠질 수 있는 단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부터 어떤 단위로 나눠질 수 있는지, 나눠진 단위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성취 수준 ‘하’에 해당한다. 한자어의 경

우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혹은 한자어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하’에 해당하고, 그 외에 형태소 정보를 잘못 알고 

있거나, 한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중’ 수준에 속하는데 이 경우 한자 지

식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정도의 오류를 포함한다. 아예 잘못된 한자로 인

식하는 경우는 성취 수준 ‘하’에 속한다. 이 평가 기준에서는 단어를 만들어 

내는 데 작용하는 것은 생성 차원의 사고 기능이므로 그러한 기능이 작용할 

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한다. 이 성취 시준은 단순

한 문항 구성으로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한 평가 기준이기도 하다. 가령 단어

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평가 기준은 기능 영역의 생성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두 평가 기

준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품사 및 범
주 정보

이해

상 해당 단어의 품사 정보나 범주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중
해당 단어의 품사 정보나 범주 정보를 알긴 하지만 문장 안에서 바르
게 쓰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

하 해당 단어의 품사 정보나 범주 정보 등을 알 수 없다.

표현

상 해당 단어를 품사 정보나 범주 정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중
해당 단어를 품사 정보나 범주 정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적절치 
못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하 해당 단어를 품사 정보나 문법적 제약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

평가 기준 K-④ 해당 단어의 품사 정보나 범주 정보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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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해당 단어가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

이다. 여기서 범주 정보라는 것은 단어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어종의 범주

에서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범주 정보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어의 품사 

정보의 범위인데 가령 대상 단어가 동사라고 할 때 동사의 어미 변화에 대한 

지식은 문법 지식인가 어휘 지식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미 변화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문법 지식이다. 어휘 지식의 차원에서는 이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에 그치

게 된다. 그리고 서술어(주로 용언)를 활용하는 문법 지식과 결합하여 해당 단

어를 품사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불규칙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불규칙한 활용을 하는 단어라는 

사실과,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는지 자체는 그 단어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질이

므로 이러한 정보까지를 문법 정보에 포함하도록 한다. 가령 ‘이르다’의 경우

는 의미에 따라 활용형이 달라지는데 활용형이 다른 두 개의 ‘이르다’의 의미

와 문법 정보를 모두 어휘 지식의 차원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평가 

기준에서는 각각의 범주나 문법 정보의 특성에 맞는 표현 양상이나 이해의 수

준에 따라 상, 중, 하의 수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발음

이해

상
해당 단어의 바른 발음을 알고 바른 발음과 잘못된 발음을 구
별해 낼 수 있다. 

중
해당 단어의 바른 발음을 알고 있지만 문장 내에서 사용(활용)
되었을 경우 발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 해당 단어의 바른 발음을 알 수 없다.

표현

상 해당 단어를 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중
해당 단어를 발음할 수 있으나 적절치 못한 사용 양상을 보인
다. 

하 해당 단어를 바르게 발음할 수 없다.

평가 기준 K-⑤ 해당 단어의 바른(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다.

발음의 경우 평가 기준에서 중에 해당하는 영역은 빈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바른 발음을 알고 있고 바르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늘 그

렇게 발음하지 않는 정도가 ‘중’수준이다. 이는 실제로 발음에 대해서 지필 평

가 형태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게 되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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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어휘 평가가 사지선다로 구성된 지필 형태로 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영역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지점이라고 하겠다. 

표기

이해
상 해당 단어의 바른 표기를 알 수 있다.

하 해당 단어의 바른 표기를 알 수 없다.

표현
상 해당 단어를 바르게 표기할 수 있다.

하 해당 단어를 바르게 표기할 수 없다.

평가 기준 K-⑥ 해당 단어의 바른 표기를 알 수 있다.

표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 수준이 없이 ‘상’과 ‘하’의 성취 수준만을 가

진다. 이는 앞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표기를 알면서 잘못 쓰거나 읽기는 어렵

기 때문이다. 이는 발음과 또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 두 개의 단어를 혼동해 

표기했다면 형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틀린 표기일 뿐이다. 이 평가 기준은 

역시 사지선다형의 지필고사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물론 구성에 따라

서 ‘다음 중 표기가 틀린 단어는?’처럼 보기나 본문에서 잘못된 표기를 골라내

거나 ‘표기가 맞게 쓰여진 단어끼리 모은 것은?’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 가능하

다. 한편으로는 O, X 형태의 문제가 출제 가능한 것도 이 평가 기준이기도 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기 적절한 방식은 실제로 ‘글을 

쓰게 하는’ 쓰기 영역과의 연계에서 유용할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대상 단어

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표기에 틀린 점이 없겠지만, 전체 글에서 학습자의 어

휘 표기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쓰기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

다.

화용

이해

상
해당 단어의 선택 제약이나 의미적 제약을 알아, 바르게 사용
한 것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안다.

중
해당 단어의 선택 제약이나 의미적 제약을 알고 있으나 문장 
내에서 사용(활용)되었을 경우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 해당 단어의 선택 제약이나 의미적 제약을 모른다.

표현

상
해당 단어를 선택 제약이나 의미적 제약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중
해당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선택 제약이나 의미적 제약에 
있어 적절치 못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하 해당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평가 기준 K-⑦ 해당 단어의 선택 제약이나 의미적 제약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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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 기준은 문장 호응이나 의미상의 선택 제약과 관련한 것으로 호응이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호응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는 경우에 성

취 수준이 중간 정도에 머물게 된다. 이 영역은 의미상의 제약을 기준으로 하

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문법적 제약에 가깝다. 이 영역에서 성취 수준이 중 

이하인 경우 문장이 가능하지 않은 비문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문장

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보다 해당하는 단어를 주고 짧은 글 혹은 긴 글을 

쓰게 하면서 평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2) 어휘 외적 지식 

이 영역은 지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도(하),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개

별 단어의 사례에 적용할 수 없는 정도 (중), 해당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개별 단어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 (상)으로 세 단계의 성취 수준을 

가진다. 이 영역은 이해와 표현 차원으로 나누어 설정하지 않는다. 

어휘 관계, 어휘 체계, 
어휘의 위상 등 어휘
론과 관련된 제반 지
식.  

상
어휘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알고 실제 어휘들을 이론적 지식에 
적용하여 알 수 있다. 

중
어휘와 관련된 지식을 알고는 있으나 실제 어휘들을 이론적 지식에 
적용하여 알지 못한다.

하 어휘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모른다.

평가 기준 K-⑧ 어휘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안다.

어휘 외적 지식에 속하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어휘 교육의 내용

으로 제시되어 오던 어휘론의 제반 학문적 성과들을 교육적으로 가공한 내용

들이 포함된다. 이 영역은 어휘 능력을 발현하는 데 활용 가능한 메타적 지식

으로 활용 가능하면서도 지식적 성격이 강해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이론을 실제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지식의 사실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부터 단어에 적용

된 사례를 확인하는 방식까지 출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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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능 영역

기능 영역은 어휘 능력이 발현되는 양상이 이해 혹은 표현으로 양분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가령 변별 능력 같은 경우는 이해 차원의 성향이 강하지만 

표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활동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각 기능은 각기 다른 이해 및 표현 차원의 성취 수준을 보여줄 수 있

다.

변별

상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에서) 둘 이상 단어의 의미를 알고 차이
를 변별해 다른 관계의 단어들을 제시할 수 있다. 
-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에서) 둘 이상 단어의 의미를 알고 차이
를 변별해 낼 수 있다.

중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에서) 둘 이상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
나 차이를 변별해내지 못한다.

하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에서) 둘 이상 단어의 의미를 각각 정확
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평가 기준 S-①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에서) 둘 이상의 의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다.

또한 변별 영역에서는 변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평가 기

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변별 기능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상이 물론 어감이나 분위기 등에 따른 것도 있을 수 있지

만 일반적인 의미 관계에 속하는 반의, 유의, 동음이의 관계에 속하는 단어의 

의미를 변별할 경우가 빈번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변별 기능에 있어 유의

어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것은 유사하나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의미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가 가능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어휘 활동

으로 적절히 구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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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

동음이의

어

상 해당 단어의 동음이의어들을 알 수 있다.

하 해당 단어의 동음이의어들을 알 수 없다. (제시할 수 없다)

유의어
상 해당 단어의 유의어들을 알 수 있다.

하 해당 단어의 유의어들을 알 수 없다

반의어
상 해당 단어의 반의어들을 알 수 있다.

하 해당 단어의 반의어들을 알 수 없다

상하위어
상 해당 단어가 속한 상위어와, 해당 단어의 하위에 있는 하위어들을 알 수 있다.

하 해당 단어가 속한 상위어와, 해당 단어의 하위에 있는 하위어들을 알 수 없다.

인 지 적 

관계어83)

상 해당 단어와 다양한 요소로 관계된 단어들을 알 수 있다.

하 해당 단어와 다양한 요소로 관계된 단어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제시된 평가 기준은 실제로 이 단어들을 ‘사용’한다기보다는 해당 단

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특정 단어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단어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 생

각되기 때문이다. 해당 단어의 연어적 의미, 반사적 의미 등을 파악해야 그에 

해당하는 반의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미 지식이 전제되고 

그에 해당하는 의미를 찾는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변별은 기능 영역 중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 가능한 기능이다. 단어가 실제

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활용되는지 맥락적 실마리를 활용하여 이해

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휘 교육뿐 아니라 어휘 평

가에서도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기준으로 이해와 표현에 모두 활용될 수 있어 

가장 복잡한 성취 수준을 보인다.

이 경우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각 단어가 가진 고유한 의미와 어감까지

를 비교하면서 각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 차이를 변별해 내야 의도하고자 하

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휘 평가에서 

다수 활용되어 왔던 “문맥을 고려할 때 다음 빈 칸에 적절한 단어는?”과 같은 

83)  백과사전적 정보에 의한 관계어로, 다양한 측면 어감이나 발음의 유사성 등 여러 가

지 조건과 관련한 관계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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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보기에 따라 변별 능력을 묻는 문항이 될 수 있다. “㉠의 문맥적 의미

와 거리가 먼 것은?”과 같은 문제는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동음이의어의 다양한 의미 정보를 바탕으로 각 단어가 가진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행위에 가깝다. 

A. 보기의 문맥을 고려할 때, Ⓐ와 Ⓑ에 적합한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주장-주장                 ② 설명-주장
③ 거론-설명                 ④ 설명-설명
⑤ 거론-주장

B. 다음의 ‘마음’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99년 수능 37번)
① 마음이 좋다.               ② 마음이 내키다.
③ 마음이 상하다.             ④ 마음이 아프다.
⑤ 마음이 가라앉다.

<표 Ⅲ-12> 변별 기능 문항의 예시

예시 문항 B의 경우 ㉠에 해당하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추론과 변별이 

모두 필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음이의어 혹은 다의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선에서의 문제라면 이 문제는 변별 능력을 묻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변별 문제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유의 관계의 어휘들을 변별하는 활동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출제될 때 가능하다.

추론

이해

상
이 단어는 맥락적 실마리가 많지 않다고 해도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
다. 

중
이 단어는 본 적은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정 맥락 안에서는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다.(이 단어가 특정 맥락 없이 주어진다면 내포
적 의미를 알 수 없다.)

하
이 단어는 본 적은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단어가 특정 맥
락 안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추론하지 못한다.

표현

상 맥락 속에 목표 단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부려 쓸 수 있다.

중
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여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글로 쓰거나 말로 할 때
에 적절치 못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표현 시에 오류가 있다.)

하
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여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문장을 
생성해 내는 데 활용하지 못한다. (표현어휘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평가 기준 S-②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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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힘센 거인 안타이오스는 땅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었다. 그는 대지
(大地)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절대로 지지 않았다. 그의 영토를 통과하려는 여행자는 그와 겨
루어야만 했는데, 살아서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와 맞붙는 일이 벌
어졌다. 안타이오스의 어마어마한 ㉡힘의 원천을 알고 있던 헤라클레스는 그를 번쩍 들어올렸
다. 발이 땅에서 떨어진 안타이오스는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신화
는 수학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안타이오스가 ㉢대지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힘을 
얻었듯이, 영속적이고 중요한 모든 수학이 ㉣자연 세계로부터 탄생하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음
을 수학의 역사는 보여 준다. 안타이오스의 경우와 같이, 수학도 자연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경
우에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만약 수학이 자신이 태어난 견고한 대지에서 공기가 희박
한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상태로 너무 오래 머무르면, 힘이 
약화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힘을 보충하려면 때때로 자연 세계로 돌아와야
만 한다.(하략)

A.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99년 수능 61번)
① ㉠      ② ㉡      ③ ㉢      ④ ㉣      ⑤ ㉤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
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후략, 이후 ‘표상적 
지식’에 대한 설명 및 예시)

B.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07 수능 34번)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2x4=8’은 모른단다.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표 Ⅲ-13> 추론 기능 문항의 예시

A와 같은 문항은 전형적으로 추론 기능을 묻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어휘

는 ‘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인 ‘어휘소’를 그 구성 단

위로 보기 때문에 사자성어나 속담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어구도 어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문에서 사용된 다양한 어휘소들이 나타내는 바

가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글 전체의 주

제를 파악해서 특정 단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독해 능력과는 분명한 차

별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B문항 같은 경우는 ‘알다’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추론해 내기보다는 지

문에 있는 ‘절차적 지식’의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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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정교하게 개념화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체화해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 

중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정교하게 개념화할 수 있으나 그에 해당하
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지 못한다. 

하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정교하게 개념화하지 못하고  그에 적절한 
단어를 연결하지 못한다.

평가 기준 S-③ 의미를 명료화하여 그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추론 기능은 ‘A~D의 뜻풀이로 바른 것은?’과 같은 문항으로도 출제 가

능하다. 이 경우 풀이된 뜻이 문맥적으로 추론된 의미여야 하는 것만은 분명

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 평가에서의 추론 기능은 위와 같이 문맥적 실마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어휘의 의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이다.

정의 기능은 의미와 관련해서 매우 핵심적인 사고 기능이다. 인간의 사고 

능력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개념화’인데, 정의 기능은 이러한 개념화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의 정의를 내리거나 사건이

나 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활동은 그 자체로 매

우 복잡한 인지 과정으로, 매우 정교한 사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정교하게 개념화하지 못하고 관련된 단어도 찾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성취 수준 하, 사태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개념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데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성취 수준 중 정도의 수준을 갖는다. 이 평가 기준에서 핵심은 해당하는 내용

을 명료하게 개념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며, 해당하는 단어나 어구의 선택은 

그다음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단

어 역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중 영역은 단어 선택의 실패 여부로 판단하게 되

는 것이다.  

정의 기능은 그런 면에서 어휘의 표현 과정에서 분명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어떠한 단어를 선택84)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언

84) 특히 문맥과 관련한 어휘 선택의 문제에서는 태도나 변별 기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문항 구성 시에도 이러한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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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자가 의도하는 바를 명료히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문항 구성이 가능하다. 이 기능은 사실상 지식 

영역의 사전적 의미의 평가 기준(K-①)을 비롯하여 변별 기능과 굉장히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준은 이해 수준이 없이, 단어와 

의미와의 정교한 연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제시되기 어려

운 영역이기도 하다. 더불어 선택한 단어의 정확한 용법이나 표기, 형태 차원

에 있어서도 이 기준은 다양한 다른 기준과 더불어 활용될 수 있다.

(나) 오늘날 수령들은 옛날의 제후와 같아져 궁실과 수레, 의복과 음식, 그리고 좌우의 시종을 
거느린 것이 마치 군국의 그것에 비길 만하다. 또 그들은 넉넉히 다른 사람을 경복(慶福)할 만
하고, 그들의 형률(刑律)과 위엄은 충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하다. 결국 수령들은 오만스럽
게 자신을 뽐내고, 태평스럽게 스스로 안일에 빠져서 자신이 목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만다. 사
람들이 분쟁을 일으켜 찾아가 판결을 구하면 번거로워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하고, 굶
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제 스스로 죽은 것일 뿐이다”라고 한다. 곡식과 피륙을 바쳐서 섬기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몽둥이질을 하여 피가 흘러서야 그친다. 날마다 거둬 들인 돈꾸러미를 헤
아려 낱낱이 기록하고, 돈과 피륙을 부고하여 전답과 주택을 장만하며, 권세 있는 재상가에 뇌
물을 보내 뒷날의 이익을 기다린다. 이러고서야 백성이 목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어니와, 어찌 
이것이 타당한 이치이겠는가?

A. (나)에 나타난 수령의 형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95년 수능 40번)
① 가렴주구(苛斂誅求)      ② 환골탈태(換骨奪胎)      ③ 자중지란(自中之亂)      
④ 부화뇌동(附和雷同)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표 Ⅲ-14> 정의 기능 문항의 예시

어휘 능력에 있어 ‘기능’ 요소는 그 자체로 가능하다기보다 ‘지식’을 기반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시 문항의 경우에도 전체 이야기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사자성어의 지식을 연계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이다. 정의 기능은 ‘이 상황을 드러내는 단어는 무엇인가’로 대

표되는 문항 유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속담이나 사자성어와도 관련이 깊

지만 전체 분위기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도 충분히 출제 가능한 기능이다. 이 기능이 추론 기능과 차이를 두는 것은 

추론은 ‘문맥적 실마리’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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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정리’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

의 능력 같은 경우는 변별 능력에 선행하여 특정한 단어가 나타내는 바가 무

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사고 기능이기도 하다.

평가 기준 S-④ 단어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생성

할 수 있다.

생성

상
단어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창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중
- 단어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단어를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
나 창의적으로 생성할 수는 없다.
- 단어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단어를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
단어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를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생성 기능에 해당하는 이 평가 기준은 지식 영역의 K-③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K-③은 구조 분석과 형태소 등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해 차원의 비중

이 더 크고, 이 영역은 실제로 ‘만들어 내는’ 능력 차원이라고 하겠다. 이 영역

은 ‘생성’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단어의 이해 차원의 수준을 포함하도록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평가 기준은 한편으로는 태도 영역에서 평가 기준 “A-①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 어휘를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

를 지닌다”와도 관련이 있다. 학습자가 언어 형식 창조의 주체라는 태도를 지

니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좀 더 능동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신어나 낯선 어휘를 발견했을 때 언

어를 분석하고 새로운 단어나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항은 단독형도 가능하지만 지식 관련해서 평가 기준 K-

③이나 태도 영역의 평가 기준 A-①과 결합하여 출제되는 것이 유용한 방법

이라 생각된다.

생성 기능과 관련해서 최근, 어휘 탐구 형식의 문항들이 간혹 출제되는 양

상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는 생성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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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2011 수능 39번)

바꿀 말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샤프펜슬
◦ 가락
◦ 빼빼하다
◦ 연필

ⓐ  가락연필 ……………………………… ①

ⓑ 빼빼한연필 ……………………………… ②

스캔하다
◦ 읽다
◦ 갈무리하다

ⓒ 읽어갈무리하다 ……………………………… ③

스파게티
◦ 부드럽다
◦ 새큼달큼하다
◦ 국수

ⓓ 부드럽국수 ……………………………… ④

ⓔ 새큼달큼국수 ……………………………… ⑤

<표 Ⅲ-15> 생성 기능 문항의 예시

이 문항의 경우 지문에서 합성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

제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단어의 생성 규칙과 특

징을 파악하여 단어를 생성해 내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문항이다. 이처럼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거나, 특정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의 문항이 어휘 

차원에서 생성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3. 태도 영역

태도는 실천 여부와 능동적인 자세 여부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수준으로 나

눌 수 있다. 태도 영역은 어휘의 변별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유사한 의미의 두 단어의 각 의미를 변별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의미가 드러내

는 태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

상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 어휘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고 본인
이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반성을 할 수 있다.

중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의 태도는 갖추고 있으나 언어 사용에 대
한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의 태도를 지니지 못한다.

평가 기준 A-①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 어휘를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

는 태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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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주어진 언어 형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스스로 언어 형식을 창조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은 의미 있

는 일이라 할 수 있다(박혜진, 2010: 78-79). 이 평가 기준은 학습자가 스스

로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어휘를 대하는 데 있어

서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언어생활을 점검할 수 있

는지까지를 아우른다. 

이러한 태도는 어휘 생성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지만 변별 기능과도 관

련이 깊다. 평가 기준 상에 해당하는 수준에서는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저장되

어 있는 단어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개념을 정교화하려는 태

도를 지니고 있으며, 어휘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차별적인 어휘에 대한 민감성이 포함된다. 

중 영역은 언어 사용자로서 스스로 언어 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태도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거나 하는 데에는 능숙하나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반

성적 점검이 부족하고 본인의 어휘 개념을 정교화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지 못

한다. 성취 수준 하에서는 무엇보다 언어 사용자의 주체로서의 자각이 부족하

고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점검이나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

평가 기준 A-② 국어 어휘의 가치를 알고 풍부하고 정교한 어휘 능력을 갖

추려는 태도를 지닌다.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

상
국어 어휘의 가치를 알고 풍부하고 정교한 어휘 능력을 갖추려
는 태도를 가진다.

중
국어 어휘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풍부하고 정교한 어휘 능력
을 갖추려는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

하
국어 어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풍부하고 정교한 어휘 능력을 
갖추려는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

이 평가 기준에서도 성취 수준 ‘상’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머릿속에 저장되

어 있는 단어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개념을 정교화하려는 태

도를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의 어휘부를 확장하고 어휘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

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 다만 이 평가 기준은 앞서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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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지닌다. 앞서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는 본인의 어휘 사

용 양상을 점검하고 사용하는 어휘 비어이거나 속어, 혹은 차별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어휘인지, 상황에 적절한 어휘인지 등 실제로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된 어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면, 이 평가 기준은 어휘가 담

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다채

로운 어휘를 살려 쓰고자 하는 노력, 스스로의 어휘부를 풍부하게 하고자하는 

노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하여 어휘 평가의 평가 기준은 각각 어휘 평가

의 내용 요소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성취 기준은 영역 독립적이거나 

명백하게 분화되는 것이라기보다 어휘 능력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평가의 경우, 어떤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수적으로라도 다른 어휘 능력의 요소가 평가될 것임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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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휘 평가 내용 적용의 실제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선정한 평가 기준을 실제 어휘 평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의 구성 방식과 평가대상 어휘의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기존의 

어휘 평가 문항을 참고하여 어휘 평가의 실현 가능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이

고자 한다.

1. 어휘 평가의 구성 방식 

 

어휘 평가의 실제를 논의하기 전에 언어 평가의 차원에서 어휘 평가의 특성

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어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가 대상과 평

가하는 도구가 동일하다(바흐만 Bachman, 1990)는 점이다. 이는 다른 영역과

의 평가를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가령 생

물에서 유전 법칙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면 이러한 평가 내용을 

언어를 사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과 방법이 분명히 구

분된다. 

그러나 언어 평가는 ‘평가하기 힘들고 능력의 세부 사항이 추상적인 대상(언

어)’을 ‘언어’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언어 평가는 측정해야 할 대

상이 언어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언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신상근, 2010: 21)도 언어 평가의 어려움 중 하나이다. 신상

근(2010: 20)에 의하면 언어 평가는 평가 내용이 비교적 분명한 다른 분야와 

달리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분명하지 않아서 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그는 읽기를 예로 들어 읽기 능력만 하더라도 

학자에 따라 읽기 기술의 하위 영역이 다르게 세분화될 수 있고 이러한 세분

화나 능력의 정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평가하고자 하는 하위 기술이 파악되면 각 하위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다른 능력이나 기술은 측정하지 않고 해당 하위 기

술만 측정하는 문항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앨더슨

(Alderson, 2000)에서도 지적된 내용으로 그는 언어 평가의 경우 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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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데 몇 가지 기술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이는 의

사소통의 재료가 되는 어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어휘는 기

본적으로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구어이든 문어이든 문장을 구성하면서 존

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휘가 결국 읽기나 쓰기, 듣기 말하기 및 문법과 같은 

다른 국어 능력과 종합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휘 평가는 

어휘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어휘 평가 영역의 선정

앞서 언어 평가가 가지는 특성에 터하여 보았을 때 어휘 평가 역시 같은 특

징이 반영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휘 능력과 다른 언어 능력과의 관계를 비롯

하여 어휘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 어휘 능력의 실현 양상

어휘 능력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능력

과의 결합을 통해 실현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림 Ⅳ-1>에 제시된 어휘 능

력은 기본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머릿속 사전-머릿속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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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의 형태에 가깝다. 즉 학습자의 어휘부를 나타낸 것이다. 어휘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물망은 촘촘할 것이고, 보다 체계적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 

어휘를 학습하거나 의미를 추가할 때 개인이 확보하는 어휘부가 바로 그림 제

일 아래에 존재하는 ‘어휘 능력’이라는 항목 안에 추가되고 보완될 것이다.

 또한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휘부를 비롯하여, 어휘 능력이 발현되는 

과정은 어휘가 속한 맥락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맥락은 해

당 언어가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일컫는다. 특정한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발현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어휘 능력은 

기본적으로 백과사전적인 의미망에 터하고 있고85), 백과사전적인 의미는 사회

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86)

어휘 능력은 머릿속에서 개인의 사고력의 한 형태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른 능력과 연계하여 이해와 표현 능력으로 발현 가능하다. 이 때, 문법 능력

(규범 능력에 가깝다)이 작용하기도 하고, 작용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기에 위

에서 제시한 그림에서처럼 어휘 능력이 이해 차원으로 발현될 때와 표현 차원

으로 발현될 때, 문법 능력은 발현되기 전에 작용하는 모양으로 존재한다. 즉, 

머릿속에 있던 특정 단어에 대한 (다양한)정보는, 문법 능력과 연계하여 규범

적이고 통사적으로 정확한 형태를 띠게 되고, 읽기나 듣기와 같은 이해 능력

과 결합하거나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표현 능력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언어의 

형태(단어나 구 또는 문장)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를 평가할 때는 우선 두 가지의 층위가 가능하다. 어휘 독립

적인 상황과 다른 언어 능력과의 통합이 그것이다. 또한 다른 언어 능력과의 

통합 상황에서도 고려해야 할 언어적 특징은 크게 구어와 문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해와 표현이라는 큰 축은 다시 구어 이해와 표현(듣기, 말하기), 문어 

이해와 표현(쓰기, 읽기)으로 양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어와 문어는 일치하

85) 본고에서 제시하는 지식 영역이나 태도 영역에서는 특히 이러한 맥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86) 신명선(2012ㄴ: 141)에서는 단어의 외연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서 이때의 사회적 방식은 1)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사용이 인가되는 방식 2) 당대의 패

러다임의 지배를 받는 방식 3) 실제 세계의 속성의 영향을 받는 방식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단어의 내포도 문화와 화제 의존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면서 사람들은 관습에 가까운 스테레오 타입에 근거해 소통한다고 하였다. 언어 사용

자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의미를 구성하고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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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지만 표현이나 어휘 선택에 있어 분명한 맥락적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구어냐 문어냐 하는 언어 상황이 반영될 때 좀 더 실질적이고 명확

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에 다음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세 가지의 언어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통합 영역 독립 영역
(구어・문어 관계없음)구어 문어

독립 영역(‘구어・문어 관계없음’)의 경우 언어 맥락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

미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맥락에서 발현되지 않은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고

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맥락을 상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문어나 구

어와 관계없이 탈맥락적으로 단어의 의미와 기타 단어에 속한 정보들 자체를 

탐구하는 방식의 어휘능력 차원에서 이 영역 역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자리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어휘 평가의 실현은 어휘 활동으로서의 독립 

구성 방식과 다른 영역과의 통합 구성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1.2. 독립 구성 방식

이는 앞서 제시한 어휘에 대한 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어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구성 방식이다. 사고력으로서의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휘 그 자체에 집중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어휘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교한 사고 활동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과 언어 발달 수준 등이 고려되어

야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평가 방안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여기

서 인지적 관계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어휘에 대한 인지적인 인식, 의미에 

대한 인지적 이해 및 추론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별 단어의 의미에도 해당하

지만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의미 관계의 항목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항은 언어 맥락이 관계없는 것으

로 사고도구어의 유의어, 추상적 기초어휘들의 유의어 간 의미 비교, 분석 등

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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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해(1997)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어휘 평가 문제의 유형과 방식

을 분석하여 독해력을 묻는 문제들 속에서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의 한계

를 들고 어휘 평가 문항을 독해력 평가 문항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한 가지는 어휘 평가의 양적 연구

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방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어휘 능력 자체의 의의, 어휘 자체에 집중해 보는 활동이나 의미를 탐구해 보

는 활동에 집중하는 문항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승완(2007: 88)에서는 사고력에 신장에 초점을 맞출 경우 어휘 평가 문

항은 ‘단독형 문항’의 형태를 띠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그는 ‘지문 의존

형 문항’은 문맥적 의미를 주로 묻게 되므로 독해를 방해할 위험이 있고, 평가 

문항을 통해 언어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문의 정보가 자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

아 ‘지문 의존형 문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단독형 문항’은 순수하게 어

휘 정보를 활용하고 통제하여 문항을 해결해야 하므로 어휘를 바탕으로 한 언

어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평가 기준의 

제시 방식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읽기나 듣기 등의 다른 영역 없이 어휘 자

체를 탐구하는 방식의 문항 구성 방식을 ‘독립 구성 방식’이라는 용어로 정의

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휘 평가에서 문항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독립 구성의 

핵심 자질은 ‘문맥’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묻고자 하는 것이 어휘 그 

자체의 가치나 의미인가 아니면 문맥 혹은 화맥을 고려할 때의 어휘의 운용에 

대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1.3. 통합 구성 방식

통합 구성 방식은 문자 그대로 다른 영역과의 통합 문제라 할 수 있다. 앞

서 제시했던 것처럼 지식, 기능 영역이 함께 출제될 수도 있고 거기에 문법 

영역이나 문학 영역과의 장르적 통합도 가능하다. 다만 문법 영역의 경우는 

맥락이 주어지지 않고 문법적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이되, 단순히 문법 지식에 

대한 예시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출제되어서는 안 된다. 가령 현재 중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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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문법 영역과 함께 많이 출제되는 방식으로 ‘다음 중 구개음화가 일어

나지 않은 단어는?’과 같이 단순 지식이 적용된 문항이 아닌, 해당 어휘를 부

려 쓸 때 활용될 수 있는 문법 지식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지수(2010: 23-24)에서는 김기혁(2005: 205)를 인용, 문장 구성 활동에

서 고려해야 할 층위로 ‘어휘 선택적 차원’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가령 

“남자 강아지였다.”와 같은 예시에서 어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생각의 변화를 

다른 어휘를 선택하여 수정한 경우, 어휘 선택의 문제, 통사적 연어나 관용구 

사용 등의 문제가 문장 구성에 관여하는 어휘 선택적 차원의 문제라 하였다. 

결국 문법 영역의 통사 구성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기혁(2005: 205)에서도 이상적인 언어의 생성 과정

은 문장의 생성과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생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장

을 생성하기 위해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은 문장의 구성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법과 관련하여 어휘 문항은 충분히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차원에

서 평가 가능할 것이다.

가장 흔히 평가되는 문법과의 연계 문항은 어법을 묻는 문항, 품사의 특성

과 관련된 문항 등으로 출제 가능하다. 최근 수학능력시험이 어법 문항에서 

이러한 형태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어법의 활용, 혹은 어법의 사례로서

의 어휘뿐 아니라 어휘의 형태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새말을 만드는 창조적

인 능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등학교 중간, 기

말 고사 역시 어법과 관련하여 묻는 문항은 다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기능 영역은 읽기와 쓰기 등으로 이미 다양하게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었다. 다만 읽기 등과 연계된 문항에 있어 독해력을 묻는 문항인지 

아니면 어휘 문항인지 초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분명한 

것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이 단어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휘 평가 문항인지, 아니면 독해 문항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

이다.87) 또한 이러한 문항을 구성할 때 문맥적 실마리를 통해 정교하게 구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통합 구성은 맥락이라 하더라도 좀 더 

실제적인 맥락, 대상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대화 상황에서의 어휘 사용

87) 앞서 일선 학교 문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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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든지, 특정 장르나 특정한 목적의 말하기, 쓰기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리라

고 본다. 이 영역에서 직접 쓰거나 말하기 방식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방

안도 강구하되, 쓰기나 말하기 등 표현 차원의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면 평가

의 초점이 표현에 있는 것인지, 특정 어휘와 관련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어휘 평가가 독해

와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쓰기나 말하기, 듣

기 영역과도 연계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학의 어휘 즉 시어나 상징적 표현 등과 관련된 어휘 평가가 가능할 것이

다. 이는 앞서 제시한 어휘 능력의 발현 기제와 다소 동떨어져 보이긴 하나 

사실상 이해와 표현이라는 맥락은 마찬가지이되 문학적인 맥락, 문학적 텍스

트라는 다소 특수한 영역을 전제하는 것이다. 문학 영역과의 통합, 기능 영역

과의 통합은 어휘 능력 문항의 출제 비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을 줄

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시어의 비유적 의미를 묻는 문항, 소설 

등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항은 지금까지도 어휘 평가

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어휘의 의미 정도 차원에서도 맥

락적 의미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들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은 학습자의 

어휘 수준을 보다 풍성하고 수준 높게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학

에서 문학 감상 혹은 분석 능력과 더불어 그러한 분석 능력의 바탕이 되는 어

휘에 집중하는 문항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2. 평가 대상 어휘의 선정

어휘 평가에서 평가 대상 어휘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휘 교육의 목표는 특정한 ‘단어’에 대한 지식(정보)를 가르치는 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휘를 다루는 능력과 어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데에까지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휘 평가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상이 되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특정 단

어의 의미를 비롯한 해당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르치고, 그 단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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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지식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라면 빈도가 높고, 사용

역이 넓은88) 다양한 기초 어휘도 충분히 평가 대상 어휘가 될 수 있으며, 맞

춤법이 헷갈리기 쉽거나, 한자어 동음이의어의 경우나, 바른 발음을 학습자가 

익히기 어렵거나 발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개별 단어

의 지식이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 어휘 선정의 전제 

어휘 학습의 다중성을 강조한 그레이브스(Graves, 1987)에 의하면 어휘 학

습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양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알고 있는 단어를 읽

는(read)법을 학습한다. (2) 알고 있는 단어의 새로운 의의(meaning sense)를 

학습한다. (3)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표상하는 새로운 단어를 학습한다. (4) 

새로운 개념을 표상하는 새로운 단어를 학습한다. (5)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

를 명료화하고 풍부히 한다. (6) 이해 어휘를 생산 어휘로 발전시킨다. 이는 

(4)번 항목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어휘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슈미

트(Schmitt), 2009: 157에서 재인용) 즉, 어떤 단어에 대한 지식은 초기에 습

득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단

어의 초기 정보가 습득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또 알다시피 어휘 능력은 이

해 어휘에서 표현 어휘로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수준별 층위가 존재하는 셈이

므로 어휘 평가 시에는 이러한 어휘 능력 향상의 속성을 고려해 난이도를 결

정해야 할 것이다. 

88) 기초어휘일수록 의미가 확장된 다의어일 확률이 높다. 다의어의 기본 의미는 매우 기

초적인 수준이나 확장된 의미는 고차원적인 맥락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세분화된 의미

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교육적 가치 및 평가 대상 어휘로서의 가치가 있

다. 이는 기초 어휘가 확장되어 다양하게 활용되는 여러 학술문 등에도 해당하는 이야

기로 고학년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다. 기초 어휘라고 

해서 저학년에서만 교육 및 평가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 뒤쪽

에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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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어휘 능력 신장의 양상 - 

이차원성 

<그림 Ⅳ-2>에서와 같이 어휘 능력은 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양적으로도 팽

창하여 점점 나선형으로 확장되어 가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휘 

평가에서 난이도 조절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복잡한 개념

을 담고 있는 2차 어휘, 고빈도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향과, 이미 익숙

한 단어의 좀 더 복잡한 개념과 쓰임을 평가하는 방향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이

다. 말하자면 ‘가다’라는 단어의 ‘이동성’만을 알고 있는 학습자가 ‘가다’가 ‘움

직이다’라는 의미 말고 ‘변화하다’, ‘부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의

미 확장을 비롯해서 ‘부패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의 사용 제약을 익혀가는 

방향으로도 어휘 능력은 향상된 것이고, 이 학습자가 ‘가다’, ‘오다’같은 기초 

어휘가 아니라 ‘재구하다’, ‘탈진하다’ 같은 좀 더 복잡한 개념의 어휘들을 새

로 익히는 방향으로도 어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개략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휘를 선택할 수 있을지 간단히 도식

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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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어휘 수준과 그에 따른 어휘 능력 신장의 양상 

어휘 능력이 신장될수록, 즉 고급 학습자가 될수록 고빈도어나 기초 어휘의 

수적 비율은 줄어든다. 대신 이러한 고빈도어, 기초어휘의 질적 측면은 상당히 

확대되어 질적으로는 매우 풍부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저빈도어나 학

술 도구어는 초기에는 수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지만 고급 학습자가 

될수록 점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평가나 교육의 대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교육 대상 어휘와 평가 대상 어휘를 선정하고, 

또 다루어야 할 정보의 양과 질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

2.2. 어휘 선정의 기준

평가 대상 어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국어 어휘가 가지는 특성과 어휘의 수

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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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국어 어휘의 특성

평가 대상 어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국어 어휘가 가지는 특징이다. 국어의 어휘가 고유어와 한자어로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89) 문자는 한글로 일원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지만, 어휘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국어에는 많은 한자어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잠재적으로 한자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개별 단어의 의미를 정밀하

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국어에서 어휘 교육을 구안하

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국어 어휘의 특성을 반영해야만 한다. 특별한 수치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의 대다수가 순수한 고유어로 

이루어진 것 보다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라는 것은 국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90) 특히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2차 어

휘, 사고도구어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면 그러한 특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한자는 여전히 중국의 문자라는 인식이 강해, 어쩔 수 없

이 사용은 해야 하긴 하지만 순화하는 것이 더 좋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한자의 중요성을 설파하거나 한자 교육을 강

조하는 장면에서조차 한자 교육은 한문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자에 대한 연구는 중국어학, 한문학습, 국어사 및 어휘사의 측면에서만 다루

어져 온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자를 공부해야하는 것은 반드시 ‘한문 문

화권’ 내에서의 입지나, 문화적인 측면만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도 한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속 통용되고 계속 중시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문’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어 어휘’를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

고 정교한 의미로 이해하고 구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 

신장의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어 

89) 최근 영어를 위시한 외래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

할 때 아직까지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원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90) 1957년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큰사전』은 고유어 45.46%, 한자어 52.11%, 외래어 

2.4%이고, 1961년 이희승이 편찬한 『국어대사전』은 고유어 24.4%, 한자어 

69.32%, 외래어 6.28%의 비율로 이루어져있다.(김광해, 1989 : 106) 또한 1991년 발

간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전 표제어 중에 순수 ‘한자어’표제어는 전체 45.6%

인 252,278개이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합성 혹은 파생어는 68.1%이다.(이운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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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를 위한 한자’ 교육이다.91) 그렇기 때문에 문화나 한문의 이해로서의 한

자 교육이 아니라, 어휘력 향상, 국어 어휘로서의 한자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

며 어휘 교육의 한 측면에도 한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자 교육의 목표가 ‘어휘력 신장’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

고 국어 어휘의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자들로 그 대상을 제한할 필

요가 있다. 국어에서의 한자어의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립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여 존재하는 경우와 의존적인 형태로 

접사나 어근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사실, 어근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는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비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둘 다 있어서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독립된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한

자어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접사나 어근 차원에서 한자어를 

분류하여 교육 내용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

어 어휘 교육을 위한 한자 목록이 소략하게나마 새로 선정될 필요가 있고 이

를 어휘 교육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심재기 외(2010: 60-63참조)에서는 국어 어휘의 특징으로 ‘이종 어휘의 공

존’을 들면서 국어 어휘에는 한자어 등의 외래 요소가 유입된 차용적 유의 관

계의 어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고유어와 한자어는 많은 유의어 

쌍을 가지고 이는 의미의 세분화와 문체의 세분화를 낳기도 하였다고 보았다.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의 유의 관계는 문체나 격식의 차이를 동반하기도 하여 

고유어는 오래 전부터 구어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비격식적 표현에 많이 사용

91) 한문 교육을 위한 한자 목록이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는 

민현식(2004)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 근거가 명확해진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

된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를 조사한 이 조사 결과 초등학교 

1-6학년 총 18개 과목 교과서에 나온 한자의 종류는 2,687자(누적 한자 수는 

422,02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한자는 수(數)이고, 총 2,687자 중 교육용 1,800

자에 포함되는 한자는 1,665자이며, 포함되지 않는 한자는 1,022자였다. 또한 교육용 

한자 1800자 중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에 나타나지 않은 글자도 135자나 된다(민현

식, 2004)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체 2,687자 중에서 5회 이하 등장하는 저빈도 

개별 한자 수는 701자이며 총 개별한자 중 1,986자가 6회 이상 나타났으며(누적 빈도 

420,537) 100회 이상 나타난 개별 한자도 715자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의 한자

어를 한자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한자가 이처럼 여러 번 반복되어 나

타난다는 것은 한자 및 한문 교육에서 개별 한자 교육이 중요함은 물론 어휘 교육에서

도 개별 한자 교육이 유용함을 설명해준다.(민현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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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한자어는 보다 격식적인 표현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분화적이고 전문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하여 고유어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데 비해 한자어는 한정적인 의미 특성을 갖는다

고 본 것이다. 이는 김광해(1989: 52)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한자어는 그러한 특

성 덕분에 고유어에 비해 보다 많은 선택 제약을 가지면서 적용 영역이 축소되

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휘 교육 내용을 구안할 때에는 어휘 능력

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한자어가 많은 국어 어휘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2.2.1. 어휘의 수준

평가 대상 어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휘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어휘

의 수준은 일차적으로 빈도를 중심으로 한 어휘의 난이도 등급92)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가 해당 학습을 위해서 혹은 해당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어휘 목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앞서 제시한 어휘 교육의 성취 수준에는 학

습자의 수준에 따라 좀 더 일찍 성취해야 하는 것(좀 더 일찍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휘 능력의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평가의 난이도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어휘의 난이도라 할 수 있다. 즉, 평가 대상 어휘가 

‘쉬운 어휘’이냐 ‘어려운 어휘이냐’와 관계된 것일 것이다.93) 얼핏 이 개념은 

92) 현재로서는 김광해(2003) 이후 국어교육에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교육용 어휘 목록이

나 학습자 수준별로 정교하게 세분화된 어휘의 등급이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교육용 어휘나 교육의 수준별 어휘, 영역별 학습 어휘 등 다양한 어휘 목록이 존재

해 주어야 교육은 물론이요 어휘 평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3)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와 관련해서 김광해(1993: 20)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여 옮겨 적는다.

“<이 경우 ‘쉬운 말’, ‘어려운 말’의 개념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국어 

운동가들은 순수한 우리말(고유어)이 ‘쉬운 말’이며, 한자어나 외래어를 ‘어려운 말’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어에 스며들어와 있는 외래어 한자어들의 정리, 즉 고유어화를 목적으로 편

찬된 한글학회(1989)의 ‘쉬운 말 사전’ 같은 것을 보면 이 술어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이 쉽

게 드러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쉬운 말’, ‘어려운 말’의 개념은 그것의 출현 빈도에 따라

서 결정되는 것이다. 외래어나 한자어라 심지어는 일본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출현 빈도가 높은 말

이면 쉬운 말이고, 아무리 우리 고유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출현 빈도가 낮은 말이면 어령누 말이

다. 빈도가 낮은 말도 자주 사용되면 쉬운 말로 된다. 그러므로 출현 빈도가 높은 외래어를 빈도가 

낮은 고유어로 정리하는 일은 그 정신은 높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쉬운말로 바꾸는 일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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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개념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기초 어휘라고 

할지라도 각 단어의 질적 양적 지식(혹은 능력)은 계속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어휘 능력이 신장된다는 것은 수적으로 많은 단어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도 하지만, 알고 있는 단어의 질적 영역이 신장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차 어휘 2차 어휘

1. 언어 발달 과정의 초기부터 음운 부분이나 
통사부문의 발달과 병행하여 습득된다.
2. 언중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서 기본적인 통보
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3. 어휘의 의미 영역이 광범위하여 전문적인 의
미내용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지닌다.
4. 학습 수준이나 지식 수준의 고저와는 관계없
이 대부분의 언중에게 공통적으로 습득된다.
5.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나 전문적인 훈련과 관
계없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된
다.

1. 기초적인 언어 발달이 완료된 후 고등 정신
기능의 발달과 더불어 학습된다.
2. 언중에게 공유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뉘어진 
전문 분야에 따라 어휘의 분포가 한정되는 것이다
3. 어휘의 의미 영역이 협소하고 용법상의 제약
이 존재하며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법으로 사용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적인 분야의 작업이
나 이론의 전개를 위한 술어로서의 기능을 담
당한다.
4. 학습의 성취도나 지식의 정도에 비례하여 학
습된다.
5. 의도적이며 인위적인 교육과 특수한 과정을 
거쳐서 학습된다.

<표 Ⅳ-1> 1차 어휘와 2차 어휘의 특징 (김광해, 1993: 325; 1995: 342)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는 1차 어휘와 2차 어휘에 대한 정리가 전

제되어야 할 듯하다. <표 Ⅳ-1>을 참고해 보면 두루두루 폭넓게 쓰이는 1차 

어휘(기초 어휘)94)와, 학습이 필요한 2차 어휘는 분명히 다른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며, 특히 2차 어휘의 경우에는 사고도구어나 학술전문어 등이 포함된다. 

학술전문어의 경우에 이를 국어 교육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국어와 관련된 메타적 차원의 

학술 전문어는 분명히 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어휘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므로 교육 대상 어휘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휘(의 의미)에는 인간의 사고(사유)가 반영되어 있으며 문화적인 배경

이다. 그러나 비록 그 술어의 정확한 사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운동

이 우리의 어휘 능력을 확대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광해, 1993: 290 각주) 

94) 기초어휘는 흔히 기본 어휘(basic vocabulary)라고도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공통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

이며 대개 1,500~3,000 어휘가 된다고 보고 있다(김민수, 198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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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어휘에 대한 정교한 지식은 그 어휘가 포함

하고 있는 문화적 지식을 풍부히 해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임지룡 외

(2010: 57)에서는 의복 문화나 음식 문화, 주거 문화 및 놀이 문화, 정신문화 

등 수효를 헤아릴 수 없는 한국의 문화유산들은 그 자체로 구조와 내용을 지닌 

실체이지만 단어로서 그 지위가 보전된다고 하면서 어휘는 언어적 문화유산이

며 사전은 어휘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소

위 ‘문화 어휘’ 문화적 함의가 풍부한 것으로, 가령 목표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의 일상생활에서 암묵적인 동의하에 자주 사용되지만 사전상의 지시적 의미만

으로 그 뜻을 알게 힘든 어휘를 말한다.(김은정, 2008: 69-73참조.) 이에 대해

서 이근희(2005: 254-255)에서는 고유명사,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 관용어, 도량형의 단위 등으로 그 종류를 상세히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어휘 교육의 또 다른 축으로서 교육 및 평가 

대상 어휘에 포함될 만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문화 어휘에는 저빈도어이

긴 하나 현재에도 충분히 부려 쓸 수 있는 어휘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95)

이러한 근거로 평가 대상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표기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기초어휘, 학술전문어, 사고도구어, 문화어, 속담 및 관용 표현을 넣

음으로 해서96) 어휘 능력의 평가 대상을 확장하는 한편, 형태를 묻는 질문에 

한자음 읽기나 한자어 표기 등을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자 한다.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한 이유는 각각의 영역이 별개로 고려되어

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 고유어/한자어/외래어
㉡ 기초어휘/사고도구어/학술전문어/문화어 

(속담 및 관용표현, 사자성어 포함)

95) 이와 관련하여 이응백(2006)이나 이응백(1989)이 제시한 ‘사전에서 잠자는 쓸만한 말’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6) 구본관(2011ㄱ)에 따르면 어휘 능력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좋은 어휘부를 갖

추게 하는 것이 그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휘부에 속

한 각각의 항목들이 모두 어휘의 교육 내용, 그리고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면 관용 표현이 ‘어휘’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어휘 

평가의 평가 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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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언어)

평가 종류 평가(시험)명 어휘 평가 문항의 비중

한국
(한국어)

성취도 평
가

학력평가(‘82-’93) 어휘 영역으로 전체 문항의 10% 정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휘 어법 영역으로 해서 10% 이내 출제. ‘어휘’ 
자체를 묻는 문항 비율은 유동적.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평가 영역에 명시되지는 않으나 10%정도 출제

능숙도 평
가

KBS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영역으로 15문제 정도 출제. (전체 100문
제)

한국어 능력 인증 시험
(TOKL)99)

어휘 영역으로 15문제 출제. (전체 90문제)

특수 전문 대학원 적성 언어 추론 등의 영역에서 약 10% 출제. 어휘 자

3. 어휘 평가의 실제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평가 기준을 구체적인 문항으로 어떻게 적용 가능

한지를 평가 가능한 유형과 단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어휘 평가 문항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14개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성취 수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각각의 기준은 단독으로 평가

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가령 지식 차원의 평가 기준들은 

단독형 문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능 차원의 평가 문항들도 결국 변별, 추론 

등에 지식의 영역이 개입될 수 있으며 태도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단독형 문항은 어떤 것이 가능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국내외 어휘 평가 문항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하거나 보

완 가능한 문항을 사례로 제시하되97) 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어휘 평가는 모두 세 나라의 것으로 한국(한

국어)과 일본(일본어), 미국(영어)에서 이루어진 평가들이다.98) 

97) 전통적으로 평가의 도구로 쓰여 왔던 문항들을 검토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유용한 문항

을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언어 특성이 분명한 몇 언어

의 대표적인 언어 평가들을 선정해 문항 유형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참고로 가능성 

있는 어휘 평가 문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98) 본문에 제시될 GRE 문항이나 SAT 문항들은 모두 출제기관에서 제공한 공식 예시 문

항들이다.

99) 2002년 3월 1회 시험을 시작으로 1년에 6회,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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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MDEET/LEET/PEE
T)100)

체를 묻는 문항 비율은 유동적.

일본
(일본어)

성취도 평
가

일본 대학 고사101) 전체 문항의 30%정도 출제.

능숙도 평
가

JLPT 
(일본어능력시험)102)

어휘 평가 영역이 개별적으로 존재함.

JPT103) 독해 문제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음.

미국
(영어)

성취도 평
가

SAT104) 독해 영역에 일부 포함되어 출제.

능숙도 평
가

TOEFL105) 독해와 작문 영역에 일부 포함되어 출제.

GRE106)

언어 영역(Verbal Section)에서 2/3이상이 어휘 
관련 문항. 2011년 이후로는 독해 문항이 주로 
출제되어 어휘 비율이 줄어듦.

<표 Ⅳ-2> 검토 대상 평가 목록 

대상으로 한 평가이다.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출제하며 크게 ‘언어 기초 영역’, ‘언어 

기능 영역’, ‘사고력 영역’으로 세 영역을 나누고, 그중 ‘언어 기초 영역’에 해당하는 수

행기반 능력으로 ‘어휘’영역을, 언어규범능력으로 ‘어법, 어문 규범’을 상정하고 있어 

전체 시험에서 상당한 비중을 어휘, 어법에 할애하고 있다. 어휘 문제는 15문제 (그중 

주관식 2문제, 2007년부터 10문제(1)에서 15문제로 늘어났고, 대신 어문 규정 문제가 

10문제에서 5문제로 줄었음), 어법 및 어문규정 문제를 각각 5문제씩 10문제로 배치

하고 있다. 

100) 최근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PEET, 2011년 첫 시행), 의치학 교육 입문 검사

(MDEET, 2005년 첫 시행), 법학적성시험(LEET, 2009년 첫 시행) 등 특수 전문 대

학원 입학 고사로 치르는 시험에는 ‘언어 추론’, ‘언어 이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언어 

능력 평가가 치러지는데 이는 기존의 공무원 국어 시험 등과 달리 ‘언어 이해 능력’, 

‘언어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다. 

101)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이다.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단

독형을 비롯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된다.

102) 일본 국내 및 국외에서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국제교류기

금과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주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으로 시험은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4등급 모두 문자․어휘, 청해(聽解), 독해․문법 세 유형이고, 해답 방식

은 다지선택형이다.

103) 일본의 학원 그룹인 순다이학원[駿(河)台學園]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일본어

능력시험으로  학문적인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104) SAT(Scholastic Aptitude Test)는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들이 대

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미국의 The College Board SAT Program과 

ETS (Educational Test Service)에서 공동주관하며 1년에 8~10차례 실시된다. SAT

는 SAT Ⅰ과 SAT Ⅱ로 구성된다. SAT Ⅰ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과목에 해당하는 

영어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SAT Ⅱ는 Subject Test로 구성되어 있다.

105)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은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현재 말하기 시험이 포함된 iBT 

(internet Based Test)가 주로 시행 중이다. 읽기 영역에서 어휘, 지시어, 문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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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어휘의 수준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대상으로 삼은 평가들이 

대체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을 전제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이

거나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능력’시험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수준의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진행되어 온 어휘 평가는 최근 일부의 평가를 제외

하고는 지필고사의 형태에 선택형 문항 중에서도 선다형 문항 유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어휘 평가가 국가 단위의 대규모 평가에

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휘 평가 차

원에서는 아쉬운 지점이다. 

만약 객관식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지를 두 개를 제시하느냐 아니면 세 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문항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 현재 수

능을 중심으로 5지선다가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독해력이나 

문학 감상과 관련하여 지필고사 및 객관식 검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지선다에 비해 어휘의 경우는 사실 진위형 문항도 충분히 평가의 효율

성 면에서나 다양성 면에서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데스쿠와 네보

(Budescu & Nevo, 1985)는 문항 수와 답지 수의 비율적 관계에 대해 모순

이라고 지적하고 ‘질문 자체에 의하여 답지 수’가 결정되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질문의 내용에 따라 답지 수가 결정될 수 있으며 답지 수를 증가시

키기 위한 고의적 시도는 문항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

실 5지선다에 맞추기 위해 매력도가 떨어지는 답지를 넣게 되면 그 답지는 답

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5지선다의 문항이라도 오답지의 수에 따라 4지선

사실 정보 찾기, 틀린 정보 찾기, 요약 완성, 분류, 추론, 의도 파악, 문장 삽입 등이 

이루어진다.

106)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는 미국 및 영어권 국가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시험이다. 언어 추론, 수리 추론, 비판적 사고, 분석적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초기

엔 언어 추론을 비롯, 언어 영역에서 어휘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는데 2011년

부터는 PBT(지필시험)이 점점 없어지고, 본격적으로 대부분 CBT(컴퓨터기반)으로 시

험이 변경되면서 어휘보다 독해와 작문의 비중이 높아져 언어 영역(Verbal)의 대부분

을 차지하던 어휘 단독 문항(Analogies,  Antonyms)은 제외되고 문장 완성(Sentence 

Completion)은 그대로 유지 되면서 빈칸(blanks)이 3개인 문제가 추가되고, 문장 완성 

문항도 짧은 문장에서 벗어나 단문 길이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외에는 대부분 지문 

이해(Reading Comprehension)로 본고에서는 어휘 평가 문항에 대한 유형을 살피고자 

하므로 이전의 GRE verbal 문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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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혹은 3지선다의 문항이 될 수 있다.107)

더군다나 어휘 평가에서 선다형 문제의 한계는 리드(Read, 2000) 등에서도 

지적되어 온 문제로, 학습자가 해당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파

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 이외의 선택지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평가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의미, 형태, 구조 등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

고 있는 어휘 능력의 경우 4지선다형은 매우 제한된 평가 내용-대부분 의미와 

일부 한자 등의 표기, 단어 구성-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

는 어휘 평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답지 구성에 대

한 비판적 견해를 반영하여 선택형 5지선다가 아닌 문항이나 주관식 문항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자 한다. 

3.1. 단독형 어휘 평가

단독형 어휘 평가는 평가 기준을 하나에 집중하여 출제하는 방식이다. 지식 

영역에서 의미, 기능 영역에서의 변별 기능 등 평가 기준을 단독으로 출제하

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해당 평가 기준에 집중하여 목표하고 있는 어휘 능

력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어휘라는 것이 기본적으

로 다른 언어 능력과 결합하여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오롯이 단독적인 기

준 하나만을 평가하는 쉽지 않다. 이 경우에는 두드러지는 하나의 기준을 제

시하는 경우도 단독형 평가로 포함하도록 한다.

앞서 문항의 선택지 문제를 거론한 바 있는데 사실상 평가 기준 단독형 문

항은 5지선다의 선택형 문항보다 진위형 문항이나 연결형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이는 어휘의 양적인 평가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유형이다. 김광해(2008ㄴ: 330)에서는 지금까지 수능에서 

행해진 방식과 같이 독해 문제들 속에서 어휘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어휘력을 독해력 문항들로부터 분리해 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한 문제 

정도는 독해 문항과 분리하여 어휘 문항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나 김광해

(2008ㄴ)에서 제안한 방식은 좀 더 단순한 형식을 띠되 양적인 평가도 가능할 

107) 이러한 시도로 인해 ‘모두 정답’, ‘정답 없음’이라는 답지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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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자는 데 더 기본적인 뜻이 있다. 

슈미트(Schmitt, 2000)에 따르면 평가의 목적이 학습자의 어휘량을 측정하

기 위한 것이라면 학습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단어 전체 목록에서 검사 

어휘를 추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어 화자, 그것도 고급 

화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어휘 목록 대신 전체 어휘를 그 대상으로 다루되 사

전 방법, 즉 사전에서 체계적인 주기로 단어를 하나씩 뽑는 방법이 가능하다

(가령 10쪽마다 5번째 단어를 검사에 넣음). 이는 사전의 규모에 따라 평가 

대상 어휘가 제한되어 피험자의 어휘량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

도, 일반적으로 양적 평가는 평가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검사의 정확도가 높

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경우 문맥에 쓰인 의미를 추론하거나, 알고 있는 단어와 비교하거나, 

용법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는 방식의 문항도 중요하지만 의미나 형태처럼 아

주 단순한 기준 하나를 두고 간단하게 O/X의 진위형이나, 글 속이 아니라 아

주 단순한 문장 안에 빈 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는 방식으

로도 가능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의 세환 효과는 매우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가령 단어의 바른 표기에 대한 문항이 O/X의 진위형 

문항으로 매 평가시마다 10문항에서 5문항 정도 출제된다면 학습자, 더 나아

가 언어 사용자들은 단어 표기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각인할 수 있다.108) 

그러나 현 상황에서 단순히 열 몇 개의 문항을 오롯이 진위형 문항으로 출

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한 문제 안에 여러 개

의 단어를 놓고 바른 표기 혹은 바른 발음, 바른 의미에 표시한 문항을 찾도

록 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108) 김광해(2008ㄴ: 330)에서는 이러한 출제 방식은 어휘력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어휘량을 풍부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될 것

이고, 결국 낱말에 스며들어있는 세계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궁극적

으로 어휘에 대한 태도를 길러주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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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맞는 표기에 O표가 체크된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

1. 
① 휴게실
② 놀음
③ 금연도
④ 닦달
⑤ 객쩍다

(     )
( O   ) 
( O   ) 
(     )
( O   ) 

휴게실
노름
금년도
닥달
객적다

( O   )
(     )
(     )
( O   )
(     )

2. 
① 김치찌개
② 이튿날
③ 부단히
④ 불삽
⑤귀때기

(  O  )
(      )
(      )
(      )
(  O  )

김치찌개
이튿날
부던히
부삽
귓대기

(      )
(  O  )
(  O  )
(  O  )
(      )

<표 Ⅳ-1> 단독형 문항 예시 : 지식 영역(K-⑥)

이와 같은 형태는 한 번에 10개의 단어에 대한 지식을 물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각각은 하나의 문항이지만, 이러한 형태가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의미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대학 고사에서 출제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일본 대학 고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어휘를 

묻는 문제가 전체 36~38문제 중에서 약 10~12문제 정도로 반 정도를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시험의 맨 앞에 항상 5문제의 어

휘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이다(<그림 Ⅳ-4> 참조). 이는 히라가나(혹은 가타가

나)로 쓰여 있는 단어의 동음이의 한자어를 고르는 문제로 JPT, JLPT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전형적인 독립형 문제이면서도, 한자 정보를 활용

한 문제라 국어 어휘에도 충분히 반영 가능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109)

109) 일본의 대학 고사에는 문맥과 상관없이 관용 표현만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묻는 문제

도 항상 3문제 정도 출제된다. 또한 한자어를 주고 한자음을 바르게 읽는지를 평가하

는 문제도 매번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어 일본어 어휘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자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한자어의 비중이 높

은 것은 국어도 마찬가지라 이러한 방식의 출제 유형은 국내 어휘 평가에서도 참고 가

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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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 2009 일본 대학 고사 국어 

문제(平成21) 첫 페이지

단독 구성 문제는 대체로 지문과 별개의 문항일 확률이 높으며 어법과 관계

된 문제이거나 의미 차원에서 백과사전적 의미와 관련된 문항이 가능할 것이

다. 의미 자체를 탐구하거나 단어의 지식을 묻는 문항 또한 가능하다. 

한자어의 경우 평가 기준 “K-③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를 안

다.”의 차원에서 해당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단어에 따라 사실 5지선다를 억지로 

구성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가령 다음과 같은 문항이 있을 수 있다. 

[지문]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에 있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신속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최신의 방법을 알려 주는 자리가 마련된다.110)

● 밑줄 친 ‘잔류’의 바른 한자 표기는?

① 잔류(殘留)                                   ② 잔류(殘溜)

③ 잔류(殘類)                                   ④ ○○

⑤ ○○

<표 Ⅳ-3> 단순형 문항 예시 : 지식 영역



- 147 -

이 경우 답은 ②번이다. 그러나 의미 없는 한자 조합을 만들어 나머지 4, 5

번을 꾸미는 것은 결국 단어가 아닌 불필요한 한자의 제시로 3지선다나 마찬

가지이다. 다른 대안으로 대체로는 같은 지문의 다른 한자어와의 조합을 다루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경우 지나치게 많은 경우의 수가 가능해지

며, 간혹 중요하지 않은 단어에 굳이 한자 정보를 밝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잔류는 세 개의 한자가 다름으로써 각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① 

잔류(殘留) : 뒤에 처져 남아 있음, ② 잔류(殘溜) : 남아서 굄 ③ 잔류(殘類) : 

나머지 종류, 남은 무리) 동음이의어의 한자를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한자 정보를 묻는 경우에는 이처럼 한자의 차이가 의미 차이를 드

러낼 때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111)

[지문]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에 있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신속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최신의 방법을 알려 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예문2] 대학교 본부는 학교 건물을 이전하는 대신 현재의 위치에 잔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 각각 예문 1과 예문 2에 밑줄 친 ‘잔류’의 바른 한자 표기는?

① 잔류(殘留),    잔류(殘溜)

② 잔류(殘溜),    잔류(殘留)

③ 잔류(殘類),    잔류(殘留)

④ 잔류(殘類),    잔류(殘溜)

⑤ 잔류(殘溜),    잔류(殘留)

<표 Ⅳ-4> 단순형 문항 예시 : 지식 영역

한자의 강조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우 문제가 

어려워 보이나 사실은 앞서 세 개의 한자를 제시한 문항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라면 풀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

야 할 점은 잔류의 의미를 각각 변별하는 변별 능력을 묻는 기능형과의 복합 

문항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 경우 한자 지식과 그에 따른 사전적 의미만 알

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단순형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110) 농존친흥청 2012. 5. 21자 공지문 (http://blog.naver.com/rda2448?Redirect=Log&logNo=20158273629)

111) 이 경우 보기를 꾸릴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찾는 방식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평가

의 본질은 가르쳐야 할 어휘와 가르쳐야 할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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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영역의 문항도 단순형으로 출제 가능하다. 2011년 수능 문제를 예를 

들어 보자. 다음 문항은 ‘기능’ 영역에서 추론 행위에 초점을 맞춘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항의 경우 어휘의 수준은 기초 어휘 수준(1등급)에 해당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휘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해당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추론’해 낼 수 있는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실제로 의미 추론 영역은 복잡한 단어보다는 기초어휘가 문맥 속에서 다

양한 양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영역의  평가 대상 어휘로는 기초 어휘가 선

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로 적절한 것은? (2011 수능)
<보 기>
<분류 절차>
◦ 각 용례에서 동사 ‘들다’의 의미를 확인함.
◦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용례>
ㄱ. 감기가 들다. ㄴ. 가방을 들다.
ㄷ. 단풍이 들다. ㄹ. 고개를 들다.
ㅁ. 반기를 들다. ㅂ. 보험을 들다.
A                              B
① ㄱ, ㄷ                   ㄴ, ㄹ, ㅁ, ㅂ
② ㄱ, ㄷ, ㅁ                ㄴ, ㄹ, ㅂ
③ ㄱ, ㄷ, ㅂ                ㄴ, ㄹ, ㅁ
④ ㄱ, ㄹ, ㅁ                ㄴ, ㄷ, ㅂ
⑤ ㄱ, ㄷ, ㄹ, ㅂ             ㄴ, ㅁ

<표 Ⅳ-5> 단순형 문항 예시 : 기능 영역

또한 특정한 글이나 문장, 표현을 읽고 사자성어를 찾는 문항이나 그 의미

를 담는 단어를 찾는 문항은, 하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의미를 한 

단어로 압축하거나, 내용을 압축하는 경우 ‘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단순형 문항

이라 할 수 있다. 사자성어를 찾는 문항이나 속담이 이 유형에 속할 수 있다.

3.2. 복합형 어휘 평가

복합형 어휘 평가는 두 가지 이상의 성취 기준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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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어휘를 사용하는 맥락에서는 추론만 가능하거나, 

정의만 내리게 되거나하기보다는 단어에 대한 의미, 형태, 한자 등의 구성 요

소, 백과사전적 정보를 활용하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복합형 

어휘 평가는 문항 자체는 매우 단순한 문항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평가하는 내

용이 복합적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이러한 문항이 출제 가능하다. 단어에 의미와 형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항으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고, 막연히 아무 단어나 댈 수 없기 때

문에 지문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112) 

[주관식]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어 ‘동사’ 하나를 위에서 찾아 그 기본형을 쓰시오. 

• 물리학적으로 진동(떪)과 파동(wave)을 발생시키는 사물과 관련된 동사이다.

• 이 동사를 분리해 보면, ‘-이․히․리․기․우․구․추-’ 등의 사동(시킴) 표현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정서 표현 행동과 연관되어 쓰이기도 한다.

<표 Ⅳ-6> 복합형 문항 예시 : 지식 영역과 기능 영역 1.

복합형 문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읽기나 쓰기와 같은 다른 영역과 연계되어 

제시될 필요는 없다. 다음의 경우는 매우 단순한 형태지만 복합형 문항이라 

할 수 있다. 

112) 이 문항은 앞서 일선 학교 문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G 1-1 기말고사 문제를 활용

해 참고한 것이다. 문항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으나, 복합 영역에서

의 성취 기준에 대해 추후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어휘의 종류 : ㉠ 한자어  ㉡ 2차 어휘     

* 언어 맥락 : 구어 문어 관계 없음.

* 대영역 : 의미 /구조           

* 소영역 : 사전적 의미/ 품사 및 범주 정보 혼합.

* 성취 기준 :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안다. 해당 단어의 품사 정보나 문법적 제약 

등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해당 단어의 품사 정보나 문법적 제약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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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연속되는 프레임을 통해 구현되는 미장센은 궁극적으로 작품의 연출과 관계가 있다. 어떻게 

칸을 나눌 것인가. 어떠한 각도로 묘사할 것인가.

● 밑줄 친 ‘나눌’을 한자어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분배(分配)할

② 분별(分別)할

③ 분할(分割)할

④ 분류(分類)할

⑤ 분화(分化)할

<표 Ⅳ-7> 복합형 문항 예시 : 지식 영역과 기능 영역 2.

이 경우 분배(分配), 분별(分別), 분할(分割), 분류(分類), 분화(分化)가 모두 

‘나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되 각각의 용법상, 의미상 차이를 분별해 내야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항113)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자 지식이 활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한자 지식을 전제로 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일대 다 구성이라 생각하는 고유어와 한자어

의 대응 문제는 사실상 의미의 ‘변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을 고유어와 한자어라고 어휘로 놓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평가 대상 어휘의 폭도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이라 예상된다. 

또 여러 평가 기준에 고루 적용 가능한 복합형 문항은 GRE의 어휘 문항을 

참조할 수 있다. 어휘의 인지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라 여겨지는 

GRE의 어휘 추론(유추) 문항인데114) GRE의 유추 문제는 매우 독특한 형식으

로 단어 간의 의미 관계만을 따지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의미와 형태, 사용 양

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지적인 탐구 과정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한다는 의의가 있다. 가령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3) 이 문항은 사설 수능 대비 문제집인 언어 알약 91p(진기춘 외 10인, 언어 알약-비문

학 독해, 지학사, 2012)에 수록된 것이다. 지문은 생략하였다. 

114) GRE의 언어 영역(Verbal Section)은 유추(Analogies)와 반의어(Antonyms), 문장 완

성(Sentence Completions), 독해(Reading Comprehension)로 구성되는데 이 영역은 

주로 어휘 능력을 측정하며 30분 안에 30문제를 푸는 것으로 반의어 문제가 8~10문

제, 유추 문제가 6~8문제, 문장 완성 문제가 5~7문제, 독해 문제가 6~8문제로 어휘 

평가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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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SPECTRUM 
    ⓐ  tone：scale *
    ⓑ  sound：waves 
    ⓒ  verse：poem 
    ⓓ  dimension：space 
    ⓔ  cell：organism 

<표 Ⅳ-8>  복합형 문항 예시 : GRE 유추 예시 문제

여기서 의미 관계는 고전적인 의미 관계－반의, 하의, 유의 등에서 벗어나 

어감, 어원, 백과사전적 지식, 유추적 의미 관계 등을 모두 아울러 매우 다양

한 양상을 보인다. 색깔과 스펙트럼이라는 관계에서 보듯 다양한 관계 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맥락이 없이 개별 단어 자체의 의미에 집중해 그 관계를 

따지는 것이므로 매우 단순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단어에 대한 정확

하고도 정교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해결 가능한, 다소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어의 의미 자체, 형태 자체에 집중하여 어휘 간의 차이를 변

별하는 것이므로 변별 기능 역시 평가 가능한 문항 유형인 것이다. 이는 매우 

단순한 유형이면서도 무한히 활용 가능한 유형으로 국어 어휘 평가에도 충분

히 적용 가능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국어 어휘 평가에 다음과 같이 보았다.

※ 다음 제시된 단어 간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보이는 단어 쌍을 찾아보시오.

<보기> 이유 : 핑계

① 기쁨 : 희열                       ②  거두다 : 베풀다                ③ 일 : 사건      
④  병약하다 : 쇠약하다              ⑤ 유감 : 불만

<표 Ⅳ-9> 복합형 문항 예시 : 지식 영역과 기능 영역 3.

이 문항은 GRE에서 활용되었던 단어 비교 문항을 응용한 것이다. 이 경우 

문항 구성은 매우 단순하지만 양적인 평가 등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유형

이라 여겨진다. 문항을 살펴보면, 유의어의 관계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렇게 되면 답이 세 개가 된다. 이유와 핑계의 관계를 단순히 ‘유의’에 국한하

지 않고 보기에 나온 사례를 고려하여 유의한 의미이되 한 단어는 중립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단어는 부정적 상황에서 사용되거나 다소 부정적 뉘앙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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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맥락과 상관없이 개별 단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 관계를 따져보는 변별 기능을 초점으로 한 

문항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성취 기준 K-2 해당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를 안다’를 평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전통적인 방식의 어휘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대학수학능력고사도 

2000년 이후로 한 문제 정도는 탐구 학습을 원용한다든가, 어법과 연계한다든

가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어휘 문항들을 출제하는 편이다. 이러한 경

향은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2003~2004년부터 좀 더 두드러졌는데 몇 

가지 문항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령 2003학년도 수능 어휘 평가 관련 

문항인데, 탐구 학습의 방식을 원용하여 어휘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대부분 제시한 평가 기준에서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

과 더불어 지식, 기능, 태도를 고루 평가하는 복합형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몇 

가지 유용한 사례를 들어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46. 전자[CD-ROM] 국어 사전을 사용하여 ⓐ, ⓑ의 ‘거리’와 관련된 말들을 검색하며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보기>의 활동을 통해 알아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2003 수능)

<보기>
1단계：‘거리’가 들어가는 단어 검색
국거리, ⓐ길거리, 김장거리, 땔거리, 떼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해거리
2단계：표제어 ‘거리’ 찾기
거리1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니는 길.
거리2  ㉠내용이 될 만한 재료. ㉡제시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
거리3  탈놀음이나 연극 등에서 장(場)을 세는 단위.
거리(距離)4  두 건물이나 장소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
-거리5  ‘비하’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거리6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주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① ⓐ의 ‘거리’는 거리1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는 ‘명사+명사’의 구조임을 알게 되었다. 
② ⓑ의 ‘거리’는 ‘국거리, 김장거리, 땔거리, 먹을거리’와 같이 거리2㉠의 뜻을 지님을 알게 되었
다. 
③ ‘떼거리’는 ‘무리’를 뜻하는 ‘떼’에 –거리5가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④ “과실이 해거리로 열리다.”의 ‘해거리’는 ‘해’에 거리2㉡이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⑤ 1단계에서 검색된 단어는 단일어가 아니라 모두 복합어임을 알게 되었다. 

<표 Ⅳ-10> 복합형 문항 예시 : 지식 영역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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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은 앞서 살펴 본 평가 요소 중 지식 영역에서 여러 하위 요소가 

복합적으로 평가되는 문항으로 품사 및 범주 정보를 비롯하여 의미 정보까지

를 파악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식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을 포함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어법 지식까지 활용하여 어휘 능력의 양적 신

장과 관련된 학습자의 능력을 더불어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도 유의어나 동음이의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 유형들도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12번 문항은 유의어의 문장 내에서의 쓰임을 바탕으로 유의어의 의

미 변별 및 백과사전적 지식인 어감, 사용역을 탐구하게 하는 문항이다. 지식

과 기능 영역이 복합적으로 평가되는 문항으로 이를 통해 개별 유의어의 정확

한 의미뿐 아니라 적절한 사용 양상 및 어감까지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보기 5번에서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겠군.’ 등을 통

해 어감뿐 아니라 어휘에 대한 태도 문제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
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 수능)

<보기>
* 흉내/시늉 
ㄱ.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 시늉)을/를 냈다.
ㄴ.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흉내, 시늉)만 했다.
ㄷ. 아이가 우는 (흉내, 시늉)을/를 했다.
* 조성/조장
ㄹ. 장터에서부터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 조장)된다.
ㅁ. 과소비를 (조성, 조장)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
ㅂ.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 조장)하여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이 있다.

① ‘ㄱ’과 ‘ㄷ’을 보니, ‘흉내’는 ‘남을 따라함’을 ‘시늉’은 ‘움직임을 꾸며 함’을 뜻하네.
② ‘ㄱ~ㄷ’을 보니,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흉내’와 ‘시늉’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겠어.
③ 내용상 ‘ㄱ’뒤에 ‘ㄴ’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되었겠네.
④ ‘ㄹ’과 ‘ㅁ’을 보니 ‘조성’은 ‘만들어 이룸’을 ‘조장’은 ‘더 하게 함’을 뜻하네.
⑤ ‘ㄹ~ㅂ’을 보니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겠군.

<표 Ⅳ-11> 복합형 문항 예시 : 지식 영역과 기능 영역 4.

아래 제시된 2010년 11번 문항은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와 관련된 문항인데 

이처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활용하여 개별 단어의 의미를 비롯해 발음이나 

표기까지를 아울러 묻는 문항도 가능하다. 이 모두 앞서 3장에서 논의했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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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영역 중 구조적 측면이나 형태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한 유형들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이해 차원에 머물러 있는 어휘 평가의 한계를 넘

어 표현 차원의 평가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러한 문항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보기1>의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2010 수능)
<보기1>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보기 2>
a. [설렁탕을 시켜 머거라]라는 말만 들어서는 설렁탕을 식혀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으라는 뜻인
지 잘 모르겠어.
b. [그 티미 이연패를 핻따]라는 말만 들어서는 그 팀이 두 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두 번 연속해 우
승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c. [가스미 아프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ㄱ                 ㄴ                     ㄷ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b                   c                     a
⑤      c                   a                     b

<표 Ⅳ-12> 복합형 문항 예시 : 세 항목 이상의 복합 유형

 이처럼 수능 언어 영역에서 어휘 능력 문항이 단독으로 출제되면서 어휘 능

력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탐구해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는 상황

은 고무적이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이 개발되는 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2012년 수능 11번 문항의 경우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는데, 기본

적으로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 쉬운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러한 지식

을 바탕으로 문장 안에서 의미를 추론하고, 백과사전적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

와 단어 간의 관계를 변별해 내어 결국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

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백과사

전적 지식이 활용되어야 하고, 문학적인 상징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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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항 유형은 매우 고무적인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능력을 

‘주’로 삼느냐를 좀 더 초점화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11. <보기>를 참고할 때, ⓐ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2012, 수능)

<보 기>
둘 이상의 단어가 어휘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단위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아
래 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거운 짐’은 ‘무거운’ 대신 ‘가벼운, 큰’ 등이 쓰일 수 있고, ‘짐’은 ‘돌, 
책임’ 등과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무거운 침묵’은 ㄴ과 같이 ‘가벼운, 큰’ 등이 ‘무거운’
을 대신하여 쓰이기 어렵고, ㄷ에서 확인되듯이 ‘무거운 짐’과 달리 앞뒤 순서를 바꾸면 부자연스
럽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즉, ⓐ ‘무거운 침묵’은 고정된 형식으로 ‘정적이 흐르는 상태가 매우 심
하다’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ㄱ.  {무거운 / 가벼운 / 큰…… }  {짐 / 돌 / 책임…… }
ㄴ.  {무거운 / *가벼운 / *큰…… } 침묵
ㄷ. 짐이 무겁다. / 침묵이 *무겁다.
*는 부자연스러운 어휘.

① 꽃다운 나이, 높다란 나무 ② 진정한 친구, 싯누런 들판
③ 차가운 공기, 막다른 골목          ④ 뜨거운 눈물, 새파란 젊은이
⑤ 팽팽한 대결, 가벼운 발걸음

<표 Ⅳ-13> 복합형 문항 예시

복합형 문항은 오히려 문맥 속에서 의미를 추론하거나, 해당하는 한자와의 

대응하는 방식의 문항보다 지문과 별개로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존의 문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보기>의 낱말 짝의 의미를 <예시>와 같이 분석해 볼 때, ㉠과 ㉡에 알맞은 것은? (2005년, MDEET)

<예시>
 낱말         의미 특성

처녀：[+여자], [+성년], [-결혼]
총각：[-여자], [+성년], [-결혼]

<보기>
  낱말         의미 특성

선친(先親)：[-여자], [+부모], [- (  ㉠  ) ]
(   ㉡   )：[-여자], [+부모], [+ (  ㉠  ) ]

      ㉠    ㉡
  ① 생존 자친(慈親)
  ② 생존 엄친(嚴親)
  ③ 사망 자당(慈堂)
  ④ 사망 가친(家親)
  ⑤ 사망 빙장(聘丈) 

<표 Ⅳ-14> 복합형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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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이 문항도 매우 복합적인 문항인데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능 영역에서 변별 능력과 정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식 영역에서 사전적 의미 

지식과 형태소 지식(한자 지식)까지 활용해야 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 문항은 두 개 이상의 평가 기준이 영역 내에서 혹은 영역 간에 

복합적인 양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사실 기능이나 태도 영역에 

있어서는 지식 영역과 별개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

실상 대부분의 어휘 문항은 복합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단순형인지, 복합형인지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복합형

들은 각각의 영역이 거의 동등하리만큼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항들이었다. 보

기를 구성하거나, 어휘를 탐구하는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평가 영역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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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소영역 성취 기준

지식

어 휘 내
적지식

의미

사전적 의미 해당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안다.

백 과 사 전
적 의미

해당 단어의 백과사전적 의미를 안다.

구조

형태소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정보를 안다.

품사 및 
범주 정보

해당 단어의 품사 정보나 범주 정보를 안다.

형태
발음 해당 단어의 바른 발음을 안다.

표기 해당 단어의 바른 표기를 안다.

화용 해당 단어의 선택 제약이나 의미적 제약을 안다.

어 휘 외
적지식

어휘론과 관련된 제
반 지식  

어휘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안다.

Ⅴ.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어휘 능력의 본질을 밝히고 어휘 능력의 본질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실질적인 신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어휘 평가 내용을 마

련하는 데 있다. 이도영(2011: 11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미가 갖는 유동

성, 역동성, 상대성은 끊임없이 어휘 평가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평가 도구나 평가 문항의 개발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여기

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어휘 평가가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의 ‘의미’만

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고 정확하

게 표현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어휘 교육과 평가의 내용을 구안해야 한

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의 개념을 검토한 후 어휘 능력의 구

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식, 기능, 태도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성취 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 내용을 구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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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변별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이상에서) 둘 이상의 의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다.

추론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정의
의미를 명료화하여 그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생성
단어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창의적으로 이해하
고 생성할 수 있다.

태도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  어휘를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
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

어휘 능력에 대한 태도
국어 어휘의 가치를 알고 정확하고 정교한 어휘 능력을 갖추려
는 태도를 지닌다.

<표 Ⅴ-1> 어휘 교육의 성취 기준

 

이상과 같이 어휘 능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어휘 능력 교육의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성취 수준에 따라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성취 수준

은 상 중 하의 세 단계를 따르되 형태 차원에서 표기에서만 상하의 성취 수준

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어휘 평가의 평가 맥락을 선정하여 어휘의 구어와 문어 상황을 고

려하되 구어와 문어와 상관없이 어휘를 단독으로 제시하는 단독 영역을 설정

하였다. 다음으로 평가 대상 어휘를 검토하였는데 평가 대상 어휘는 어휘 학

습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맞는 어휘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하나는 국어의 한자어-고유어 이종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휘의 수준에 따라 1차 어휘와 2차 어

휘의 수준을 고려해 평가 대상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어휘에는 

사고도구어를 비롯하여 학술 전문어와 문화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어휘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휘가 독립적으로 제시되거나 다른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 구성 방식으로 문항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문항으로 구

현된 양상들을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단독으로 평가되는 방식과 복합적인 구

성으로 평가되는 방식의 두 가지를 실제 기출 문제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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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어 어휘 평가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실제로 평가 가능한 방식을 

제안하여 학습자의 실질적인 어휘 능력 신장을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평가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2. 제언

어휘 평가는 국어 능력 향상이라는 커다란 국어 교육적 목표 아래, 국어 능

력의 기반이 되는 어휘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반드시 정밀하고도 정교하게 치

러져야 하는 평가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평가가 차지하는 위상을 차

치하더라도 어휘 능력의 가치를 생각할 때 정교화된 어휘 교육을 위해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 어휘 교육은 분명한 시간을 할애하여 따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처럼 어휘 교육이 어휘론의 제반 지식을 전

달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분명히 어휘에 대한 태도를 기르고, 어

휘의 의미를 정교하게 탐구해 봄으로써 어휘적 사고력 나아가 국어의 사고력 

신장에도 도움을 주는 교육 내용과 활동 및 평가 내용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의도한 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후행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어 어휘의 체계

를 다지는 일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전체 어휘량이나 어휘

의 수준 등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김광해(2008ㄴ: 6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57년에 광범위한 우리말 잦기 조사가 시행된 이래로 

내실을 갖춘 각종 어휘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립국어원을 중

심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을 전제로 한 어휘 조사들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으나

(서상규 1997, 2000; 서상규 외, 1998) 이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참고할 수는 있으나 국어 교육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따름이다. 결국 모어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국어 기초 어휘의 수는 몇 개 정도이며 (평

균적으로 천오백 개 정도로 잡고 있다.) 수준이 높아지면서 연령별로, 수준별

로 어떠한, 몇 개의 단어들이 지도 대상 어휘가 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어휘의 양적 평가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휘 능력의 양적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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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

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더 다양한 조건(학습자의 연령, 

지적 수준, 학습 영역 등)을 기준으로 한 광범위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 좀 

더 체계적인 어휘 교육과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평가의 영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어휘 평가 문항 비

율의 적절성 문제이다. 우선 어휘 평가 단독 형태의 경우 과연 몇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휘 평가에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어휘 능력을 단독으로 평가해야 할 때는 앞서 언급한 전체 교육용 어휘

량 등과 피험자의 연령,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문항 수나 출제 문항 수, 평

가 내 평가 요소 간 비율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종합적

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 있어서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해야 하며, 제한된 문항 안에서 평가 내용 간 비율이나 빈도

는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학습

자의 제대로 된 언어 능력을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의 문항이 필요한지, 즉 몇 

문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평가 문식성(assessment literacy)를 갖춘 교육자의 양산이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 출제나 채점과 같은 평가 관련 행위

를 할 수밖에 없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교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이

기 때문에, 진단 평가가 되었든 형성 평가가 되었든 교수 과정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대학 

입시 등의 영향으로 학생의 능력을 변별하는 데 집중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즉 평가 도구는 평가 구인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제

대로 만들어졌는지, 채점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평가 결과는 정교하고 정

확하게 제시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일부 시

험을 제외하고는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교사들의 설문 결과를 

보더라도 교사들이 어휘 능력 문항 출제나 출제 대상이 되는 어휘 능력의 세

부 요소에 대한 어려움,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좋은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제대로 채점하고 그 결과를 교육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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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문식성을 교수자들에게 키워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다방면으로 평가 결과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어휘 교육 및 언어 교육은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휘 평가뿐 아니라 언어 교육 및 언어 평가 

전 영역에서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이러한 제언들이 

실현이 될 때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이나 평가가 좀 더 분명한 실효성을 갖

추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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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교사 설문지》

《교사 설문지》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어휘력 평가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 교실에서 진행되

고 있는 어휘 교육 현황과 어휘력 평가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 결과는 보다 나은 어휘 교육을 위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이기연 (fiume620@snu.ac.kr/011-443-7805)

※ 다음은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사전 질문입니다. 총 교직 경력 및 학교급별 교

직 경력을 연수(年數)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現) 소속 학교 : 중학교/고등학교       현(現) 담당 과목 :         

교직 경력 총 (              )년

중학교  (                   )년

고등학교 (                  )년

[어휘 교육에 대한 인식]

1-1)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1번 문항의 경우, ‘어휘 교육’은 수업 중 이루어지는 간단한 단어 설명 정도로 넘어가는 소극적 어휘 교육을 넘어서 

‘어휘력 신장’에 목표를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어휘 교육을 말합니다.)

1-2)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현재 학교 현장(주로 교실)에서 어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④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①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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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학교 현장(주로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휘 교육이 학습자(학생)들의 어휘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어휘 

교육(지도)을 기준으로 답해 주십시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현재 국어 교과서의 단원이나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 등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

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다.

④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① 전혀 유용하지 

않다.

5)  현재 국어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⑤ 매우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다.

④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① 전혀 유용하지 

않다.

[교실 수업] 

6-1) 평균적으로 수업 중에 개별 단어에 대한 설명 등을 다룰 때가 있으십니까?  (예/아니오)

(여기서 ‘개별 단어를 다룬다’ 함은 수업 진도를 나가다가 어려운 단어가 보일 때 설명(교수)하거나, 이 단원을 배

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를 추려 따로 설명(교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2) 있다면 수업 시간에 할애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할애 시간, 빈도, 단어의 

수를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⑤ 매우 높다.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단어 설명에 할애하는 편

이다.)

 ④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거의 다루지 

않는다)

6-3) 수업 시간에 개별 단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발음이나 표기(맞춤법) 같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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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우 많이 

다룬다.

④ 다루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다루지 

않는다.

① 거의 다루지 

않는다.

- 사전적 의미 (해당 단어의 문맥과 상관 없는 사전적(원래) 의미)

⑤ 매우 많이 

다룬다.

④ 다루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다루지 

않는다.

① 거의 다루지 

않는다.

- 문맥적 의미 (해당 단어가 쓰인 문맥에서의 의미)

⑤ 매우 많이 

다룬다.

④ 다루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다루지 

않는다.

① 거의 다루지 

않는다.

- 어원이나 (한자어의 경우) 한자 풀이

⑤ 매우 많이 

다룬다.

④ 다루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다루지 

않는다.

① 거의 다루지 

않는다.

- 의미 관계 (해당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등 제시)

⑤ 매우 많이 

다룬다.

④ 다루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다루지 

않는다.

① 거의 다루지 

않는다.

- 어감이나 뉘앙스

⑤ 매우 많이 

다룬다.

④ 다루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다루지 

않는다.

① 거의 다루지 

않는다.

- 단어의 사용상의 제약이나 호응 같은 활용 차원 (문장 만들기 포함)

⑤ 매우 많이 
다룬다.

④ 다루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다루지 
않는다.

① 거의 다루지 
않는다.

- 역사적 변천 (단어의 표기‧의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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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우 많이 

다룬다.

④ 다루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다루지 

않는다.

① 거의 다루지 

않는다.

7) 어휘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세(3)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학습자 간 극심한 개인 차 (스키마, 어휘의 양 등의 차이)

② 학습자들의 한자 실력 부족

③ 학습자들의 어휘와 어휘 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단순 암기다. 흥미 없다. 지루하

다, 문맥에서 파악하면 된다  등)

④ 교과서 및 교육과정상 어휘교육에 대한 부족한 배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⑤ 교과서 단어 설명의 한계 (단순 사전적 의미 제시에 국한, 한자나 원어 병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⑥ 어휘 교육에만 할애할 수 없는 (수업) 시간 부족 

⑦ 학년별 필수 어휘 목록 등 교육 대상 어휘의 범위 및 기준 부재. 

⑧ 체계적인 어휘 교육 방법의 부재 (지침 부재, 단순 설명이 되는 한계, 어휘 활동과 관

련한 아이디어 부족 등.)

⑨ 교육의 효과 확인 어려움 (어휘력이 확장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⑩ 기타 :                                                                          

[어휘력 평가]

8-1)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어휘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8-2)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필요하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통상 어떤 평가에서 어휘력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대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① 수업 중에 수시로

② 수행 평가의 형태로

③ 중간, 기말 평가에서

④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나 수능에서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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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휘력을 묻는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11) (10번에서 ‘예’를 선택하신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셨는지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대 두(2) 가지 선택해 주세요.)

① 수업 중에 구두로

② 수업 중에 쪽지 시험 등으로

③ 수행 평가의 형태로 

④ 중간 기말 평가에 포함하여

⑤ 기타                                                                     

12-1) (10번에서 ‘예’를 선택하신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개별 단어를 출제하는 방식에 대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① 해당 단어 하나만 단독으로 출제한다. (예, 아니오)

②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제재를 활용해서 글과 함께 출제한다. (예, 아니오)

12-2)  (10번에서 ‘예’를 선택하신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개별 단어를 출제할 때 다루는 내용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출제하는 

비율을 생각해 답해 주십시오.

- 발음이나 표기 같은 형태를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⑤ 매우 높다. ④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 사전적 의미를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⑤ 매우 높다. ④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 문맥적 의미를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⑤ 매우 높다. ④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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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원이나 (한자어의 경우) 한자 풀이를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⑤ 매우 높다. ④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 의미 관계 (해당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등 제시)를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⑤ 매우 높다. ④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 어감이나 뉘앙스를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⑤ 매우 높다. ④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 단어의 사용상의 제약이나 호응 같은 활용 차원을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문장 

만들기 포함)

⑤ 매우 높다. ④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 역사적 변천(단어의 표기‧의미 변화)을 묻는(관련된) 문항을 출제한다.

⑤ 매우 높다. ④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① 매우 낮다.

13) (모두 답해 주십시오.) 어휘력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세(3)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어휘력 평가 대상 단어 선정이 어렵다.

② 양적 어휘력에 대한 점검 내지는 평가가 어렵다. 

③ 실제 사용 능력을 담보하고 있는 문제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④ 평가 유형이 정형화되어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기계적 질문이 아닌 문

항을 피하기 어렵다.)

⑤ 지문 이해 문항(독해 능력)인지 순수한 어휘력 문항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⑥ 애초에 어휘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⑦ 한두 문제로 어휘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고민되지만 충분한 수의 어휘력 문항을 확보

하기 어렵다.

⑧ 어휘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은 어떻게 출제하는 것인지 기준이나 지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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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이 없어 문항을 출제하면서도 확신이 안 든다.

⑨ 주관식 문항 출제 및 채점 기준이 어렵다.

⑩ 기타 :                                                                          

<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설문 결과는 어휘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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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Vocabulary Assessment

Yi Ki youn

The aim of this study is defining the Vocabulary Assessment’s prin-

ciples and constructing the practical assessing methods. For This, 

this research is consisted as following.

Chapter 1. It ha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xamined what is the 

problem of present vocabulary assessment. As a result it is de-

scribed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developing a vocabulary as-

sessment tool with examined the preliminary research.

Chapter 2. It is inspec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devel-

opment of vocabulary assessment tool. Section 1 reviews and criti-

cize the concept of lexical competence as a knowledge. 

 In the section two, after reviewing the points of view about vo-

cabulary, it is defined the purpose of  vocabulary education and vo-

cabulary assessment. The section 3 reviews and the real test of 

both national aspects and school aspects with teachers’ survey on 

vocabulary education and vocabulary assessment.

In Chapter 3. considerate the concept of lexical ability and con-

stituents of lexical ability. And base on that, I suggest new stand-

ards of achievement in vocabulary education and assessment. There 

are 14 new standards of achievement in vocabulary education and 

various level of achievement of vocabulary assessment. 

In Chapter 4. verified the suitability of the developed vocabulary 

tool. Section defined the region of vocabulary with three items(spo-

ken vocabulary, written vocabulary, neither spoken nor written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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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ulary(=not contextual vocabulary)). Based on this it is suggested 

two way of making test(complex type/simple type). Section 2 sug-

gested the standard of vocabulary list for test. In this research, the 

hierarchy of vocabulary education and vocabulary assessment was 

considered. Section 3 review the type of several test of vocabulary 

and show some real example of the new vocabulary assessment 

tool.

In Chapter 5 conclusion of this study and some advise of fore 

study.

Keywords : Vocabulary assessment, Vocabulary test, Vocabulary 

education, Korean education, Lexical competence, 

Vocabulary ability, Vocabulary knowledge, Multi di-

mension of Vocabulary ability, Attitude about 

Vocabulary.

Student number : 2007-3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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