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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표현 어휘의 일반적 특성과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을 이론적
으로 고찰하고 학습자 표현 어휘의 실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현 어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서, ‘이해
어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학습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해 어휘
가 아닌 표현 어휘를 사용한다. 따라서 ‘어휘 표현 능력’,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표현 어휘를 신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
어휘를 신장한다는 것은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과 질적 신장을 함께 의미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머릿속 사전에 양질의 표현 어휘를 많
이 가지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먼저
표현 어휘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현 어휘를 이해 어휘와 비교해 보면,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보다 나중에 생성되며 규모도 작고 성장률도 낮다.
표현 어휘의 속성으로는, 표현 어휘에 속한 단어들이 학습자에 따라서는
이해 어휘일 수 있음을 강조한 ‘상대적 속성’, 표현 어휘가 사용되기 위해
서는 학습자에 의해 선택되어야 함을 강조한 ‘선택적 속성’, 위상이 다양한
단어들이 표현 어휘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한 ‘복합적 속성’을 추출하
고 각 속성의 어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표현 어휘의 종류를
구성에 따라 ‘단일 표현 어휘소’와 ‘관용적 표현 어휘소’로, 양식에 따라
‘구어 표현 어휘’와 ‘문어 표현 어휘’로, 환경에 따라 ‘통제 표현 어휘’와
‘자유 표현 어휘’로 나누고 각 종류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을 학습자 변인, 어휘 변인, 교육 환경 변인
등 세 차원으로 나누고 각 변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학습자 변인으
로는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태도, 어휘 변인으로는 어휘의 빈도와 표현 어
휘로서의 가치, 교육 환경 변인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교수 ․ 학습 환경이 표
현 어휘 신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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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을 실제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121명), 중학교 1학년(112명), 중학교
3학년(119명), 고등학교 2학년(108명)의 작문과 전문가 71명의 작문을 어
휘의 빈도, 어종, 구성, 사용 등의 관점에 따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학습
자 표현 어휘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표현 어휘는
고빈도 어휘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저빈도 어휘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둘째, 섬세한 의미를 지닌 어휘보다는 의미의 폭이 넓은 어휘가 많았다.
셋째, 관용 표현은 드물고 대부분 개별 단어들이었다. 넷째, 형태와 의미적
으로 부정확하게 사용되는 어휘가 많았다. 다섯째,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많고 다의어의 경우 일부 의미만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특성들을
표현 어휘 신장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어휘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방향과 내용,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를 논하였다. 교육 방향으로는 어휘의 표현을 강조하
기,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비중 늘리기, 공통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어휘를 우선적으로 지도하기 등을 설정하였다. 교육 내용
으로는 어휘의 개별 지식(어휘의 형태, 의미, 통사, 화용적 지식)과 연결망
지식, 표현 어휘 신장 태도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였다. 교수 ․ 학습 방
법에서는 생산적 교수 ․ 학습, 통합적 교수 ․ 학습, 명시적 교수 ․ 학습, 반복적
교수 ․ 학습의 실제를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 ․ 학습 과정과 연계하여 구체적
으로 보였다.

학번: 2004-30487
핵심어: 어휘 교육, 표현 어휘, 이해 어휘, 표현 어휘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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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어휘 교육의 핵심 목표는 ‘어휘 능력’의 신장이다(구본관, 2011ㄱ). 어휘 능
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과 어휘
를 표현하는 능력이 어휘 능력의 중추를 이룬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다(김광해, 1993; 구본관, 2011ㄱ; 손영애, 1992; 신명선, 2008; 이기연,
2012 참조). 이 중 ‘어휘 이해 능력’은 독해력의 토대가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어휘 교육에서 많이 강조되어 왔으나 ‘어휘 표현 능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다.1) 그러나 어휘 표현 능력은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어휘 교육에서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휘 표현 능력이 말이나 글에서 어휘를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하면, 어휘 표현 능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표현 어휘(productive
vocabulary)2)’이다. ‘표현 어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사용이 가능한
어휘로서, 의미나 용법을 알고는 있지만 말과 글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이해 어휘(receptive vocabular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김광해, 1993:57
참조).3)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구분은 우리의 어휘 사용 경험에서도 쉽
1) 어휘 지도 방법에 관한 기존 논의가 주로 어휘 지도의 독해력 신장에 대한 기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손영애, 2000), 어휘 능력의 평가가 읽기 능력의 평가 속에 묻혀 왔다는 점(신
명선, 2005ㄴ), 작문 교육 안에서 어휘를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나 실천적 연구 자체가 매우 드
물었다는 점(원진숙, 2013), 현재의 어휘력 평가가 이해력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도영, 2011) 등은 어휘 표현 능력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2) 김광해(1993), 국립국어원(2010), 장경희 외(2012)에서는 ‘이해 어휘’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 어
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손영애(1992), 이충우(2001), 임성규(2000), 신명선(2004), 이종철
(2011), 원진숙(2013) 등에서는 ‘표현 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을 일반적으로 ‘이해’와 ‘표현’으로 나눈다는 점과 ‘이해 어휘’도 이해의 과정에서 ‘사용’된다는 것
을 감안할 때, ‘이해 어휘’의 대비 용어로 ‘사용 어휘’보다는 ‘표현 어휘’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3) 언어 수행에서 이해와 표현은 서로 다른 언어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서로 다
른 두 언어적 인지 활동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어휘의 집합이 있음을 가정하고 어휘를 ‘이해 어
휘’와 ‘표현 어휘’로 구분한다(원명옥,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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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인되는데, 우리는 말과 글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
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김정자, 2001; Zareva et al., 2005 참조).
이처럼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이해 어휘가 아닌 표현 어휘를 사용하
게 된다는 것은, 어휘 표현 능력의 신장과 이를 통한 말하기 능력 및 쓰기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표현 어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표현 어휘가
풍부할수록 표현과 관련된 국어 능력이 더 많이 신장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또한, 어휘력이 질적인 측면도 있는 것처럼(김광해, 1993 참조), 표현
어휘 또한 질적인 면4)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 어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요컨대, 어
휘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머릿속 사전에 양질의 표현 어휘를 풍부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해 중심의 어휘 교육을 지양하고 이해와
표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어휘 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해 중심의 어휘 교육은 이해 어휘만을 강조하므로 표현 어휘의 양
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해 어휘가
자동적으로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DeKeyser & Sokalski,
1996; Laufer & Paribakht, 1998) 때문에,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
환5)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6)
둘째, 이해 중심의 어휘 교육으로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 중 어떤 어휘가
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표현 어휘를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해 보아야 표현 어휘의 질

4) 표현 어휘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5) 리차즈(Richards, 1976)는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였다.
6) 의도적인 교육과 관련하여, 원진숙(2013)에서는 이제까지 작문 교육 안에서 어휘 교육이 배제되
거나 방치되어 온 것은 필자의 머릿속 지식(lexicon)으로 축적되어 있던 이해 어휘가 쓰기 상황에
서 필자의 필요에 의해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이 없이도 표현 어휘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왔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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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이 드러나고 그에 맞는 교육적 처방도 가능한데, 이해 중심의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표현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표
현 어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어 표현 능력의 핵심적인 언어 자원인 표현 어휘를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심화하기 위해서는 어휘 교육이 이해만을 강조하는 경향
에서 벗어나 어휘의 이해와 표현을 함께 강조하고,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강구(講究)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휘 교육의 방향이 어휘의 이해와 표현을 함께 강
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한 어휘 교육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현 어휘 신
장7)과 관련된 제반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
닌 실제적 특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구체적
인 내용과 방법을 마련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 어휘의 특성 및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을 어휘 교육적 관점
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어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닌 실제적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표현 어휘의 이론적 특성과 실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표현 어휘 신
장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며 교수 ․ 학습
방법의 실제를 보인다.
7) ‘표현 어휘 신장’은 ‘표현 어휘 능력 신장’에 비해 낯선 용어이다. ‘신장(伸張)’이 주로 ‘세력’이나
‘권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휘 신장’보다는 ‘어휘 능력 신장’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어 교육에서도 ‘국어 능력 신장’, ‘어휘 능력 신장’처럼 ‘능력 신장’이라
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 어휘 신장’이라고 명명(命名)한 것은 ‘표현 어휘 신장’과 ‘표현 어휘 능력 신장’이 함의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명선(2009:102)에 따르면 ‘어휘 능력’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
지식과 지식 구조를 바탕으로 상황을 전략적으로 파악한 후(전략적 능력: 평가, 계획, 실행) 구체
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총체적인 능력으로서 ‘어휘 지식’을 훨씬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표현 어휘 능력 신장’이라고 하면 그 외연이 ‘표현 어휘 신장’보다 훨씬 더 넓어져 표현
어휘의 양을 늘리고 질을 심화하는 것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표현 어휘 능력 신장’이 아닌 ‘표현 어휘 신장’이라고 하였다.

-3-

2. 연구사
표현 어휘와 관련된 연구 흐름을 보면 주로 특수 교육, 아동 언어 교육,
영어 교육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특수 교육과 아동 언
어 교육에서는 특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표현 어휘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본 연
구에서 많이 참고한 것은 영어 교육 관련 논의들로서, 영어 교육에서는 주
로 제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표현 어휘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 중 주요 내용들은 Ⅱ장의 각 절에서 상세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연구사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에 본 연구사에서는 국내 국어 교육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
다.
국어 교육에서는 어휘 교육이 이해 어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표현 어휘와 관련된 논의가 많지 않다. 또한 상당수의 논의는 영유아의 언
어 발달 관점에서 연령별 표현 어휘의 양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령기 이상의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교육적 관점에서 표현 어휘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빈약한 연구 풍
토에서 다음의 표현 어휘 관련 연구들은 매우 소중한 논의들인데, 이들 논
의를 ‘학습자의 표현 어휘 연구’와 ‘표현 어휘 신장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1) 학습자의 표현 어휘 연구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다룬 연구들은 학습자의 문어 혹은 구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닌 특성을 밝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각 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이들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피고 본 연구에 참고하고자 한다.
먼저, 초등학생의 표현 어휘를 다룬 연구로는 이필영․김정선(2008),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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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원(2010)이 대표적인데, 이필영․김정선(2008)에서는 초등학생 240명의
음성 대화 자료를 대상으로 연령 변인과 성별 변인에 따라 ‘다른 낱말 수’
와 ‘전체 낱말 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구어 표현 어휘가 학
년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급(緩急)이 존
재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많고 종류도 더 다양하
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립국어원(2010)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의 일기, 글짓기, 독서록 등에서 약 55만 어절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16,575개 유형의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고 있음을 밝혔다(김한샘, 2012 참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현 어휘를 조사한 연구로는 장경희․전은진
(2008), 최용석․전은진(2009)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구어 말뭉치
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장경희․전은진(2008)에서는 중․고등학생
192명의 대화를 녹음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다른 낱말 수’와 ‘전체
낱말 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수의 발화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더 많은 낱말을 사용하지만, 고등학생이 더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별 차이는 중․고등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였
다. 최용석․전은진(2009)에서도 중 ․ 고등학생 192명의 대화를 대상으로 구
어 어휘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품사 유형에 따른 어휘소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출현 빈도의 경
우는 품사 유형별로 격차가 크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
과를 국립국어원(2002)과의 비교를 통해 구어와 문어의 어휘소 분포와 단
어 형태 출현 빈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장경희 외(2012)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
르는 478명 학생들의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구어 어휘를 형태
유형별, 의미 유형별로 사용 분포를 조사하고 학교급 간 추이를 분석하였
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연령별․성별 균형성을 확보한 문어 혹은 구어 말뭉
치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양상을 실증적, 다층적으로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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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학습자 말뭉치의 크기, 범위, 수집 방식 등이 달
라지면 학년별 표현 어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표현 어휘의 계량
적 분석에 집중하여 표현 어휘의 질적 측면들을 배제하였고 어휘 교육과의
관련성이 약하다는 한계도 공통적이다.

(2) 표현 어휘 신장 연구

표현 어휘 신장 연구와 관련하여, 표현 어휘 신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으나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표현 어휘 신장의 필요성은 손영애(1992), 임성규(2000), 이충
우(2001), 김명순(2003), 원진숙(2013), 김광해(1995), 김광해 외(1999),
민현식(2001)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손영애(1992)에서는
새로운 낱말을 표현 어휘로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를 깊이 있게 처리
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임성규
(2000)에서는 어휘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해 어휘 모두를 가능한 한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표현 어휘
신장의 필요성을 표현적인 측면, 사고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세
히 살펴보았다.8) 이충우(2001)에서는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현 어
휘가 풍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격차를 좁힐
8) 임성규(2000:63)에서 제시한 표현 어휘 신장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표현적인 측면
(ㄱ) 표현의 다양성을 이룸으로써 다양한 문체, 개성적 문체를 형성할 수 있다.
(ㄴ)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표현의 경제성을 이룰 수 있다.
(ㄷ)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다.
② 사고적인 측면
(ㄱ)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은 표현에서 강화된다.
(ㄴ) 어휘력의 신장은 고등 사고 능력 신장과 관련된다.
(ㄷ) 다양한 어휘 사용은 지식의 습득과 문화의 창조 계승에 관련된다.
③ 교육적인 측면
(ㄱ) 어휘의 양과 질의 동시 신장은 표현에서 교육하기가 더 적합하다.
(ㄴ) 다양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ㄷ) 학습자들이 원하는 표현 욕구에 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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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김명순(2003)에서는 어휘 지도는
결국은 표현 어휘, 그 중에서도 쓰기 어휘를 확장하는 데로 진전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원진숙(2013)에서는 작문 교육에서 어휘 교육은 방치되거
나 배제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도록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김광해(1995)에서는 고급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의 표현 어휘가 그
수준에 있어서 저급 학년의 어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결코 바
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광해 외(1999)에서는 풍부한 언어생
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머릿속 사전에 단어들을 많이 입력해 놓
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민현
식(2001)에서는 글쓰기와 말하기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표현 능력이 부
실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절대 어휘량 부족과 정확한 어휘 사용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 논의는 표현 어휘 신장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 어휘 신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로는 임성규(2000), 김명
순(2003), 원진숙(2013)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임성규(2000)에서는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는 언어 사용이나 사고 과정, 교육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표현 어휘를 신장하는 방안은 기존의 어휘 교육 방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표현 어휘 신장 방안으로 ‘문단
전개법9)’을 제시하였다. 김명순(2003)에서는 교사가 앞서 가르친 단원에서
대상 어휘를 고르고 이것을 목록화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학생들이
이 단어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로 사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캡슐 어휘 전략(capsule vocabulary strategy)10)’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
고 원진숙(2013)에서는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의 관계를 논하면서, 작문
9) 문단 전개법은 표현 단위를 문단으로 설정한 다음,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다양하게 찾아서, 이 어
휘들을 ‘통일성, 연결성, 강조성’과 같은 문단 전개 원리에 따라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어
휘를 신장하는 방법이다(임성규, 2000:57).
10) 캡슐 어휘의 전략은 크라이스트(Crist, 1975)가 대학생들의 어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서, 특별한 점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을 어휘 학습 과정으로 통합시킨다는 점
이다(김명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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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어휘 지도는 실제 쓰기 과정과 연계하여 도구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으로 ‘쓰기 워크숍11)’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는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구
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연구들이지만 이들 연
구에서 제시한 교육 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현 어휘 신장의
성격과 원리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이 점이 깊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사를 중심으로 표현 어휘 및 표현 어휘 신장 연구 성
과를 검토한바, 국어교육에서는 표현 어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고, 기존
연구들도 표현 어휘의 사용 양상에 치중해 있으며 표현 어휘 신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사를
통해 어휘 교육에서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표현 어휘의 본질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하고,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효
과적인 교수 ․ 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이면서 실제적 연구이다. 어휘 교육에서 표현 어
휘 신장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표현 어휘와 관
련된 제반 이론을 검토하고 어휘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표현 어휘 신
장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료를 바
탕으로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닌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11) 원진숙(2013)에서는 쓰기 워크숍 프로그램은 어휘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의 연계를 지
향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서의 학생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휘력 강화를 위한 쓰기 워크숍은 교사의 미니 레슨에 의한 쓰기 전 활동, 쓰기 활동, 고쳐
쓰기와 같이 일련의 쓰기 과정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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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연구와 실제적 연구를 동시에 추구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을 연구 내
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2)

연구 내용
Ⅱ장

Ⅲ장

Ⅳ장

연구 방법

표현 어휘 신장의 이론적

문헌 연구

고찰
학습자의 표현 어휘 특성

조사 연구(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어휘

분석

분석 / 교사 및 학습자 대상 설문 조사)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설계

문헌 연구 (7차 이후의 교육과정 및 교과
서 분석)
조사 연구 (교사 및 학습자 대상 설문 조
사)

<표 Ⅰ-1> 연구 방법

Ⅱ장에서는 표현 어휘 신장 교육과 관련된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표현 어휘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제2 언어 교
육의 논의를 기초로 삼되, 심리언어학, 인지 발달, 학습 이론 등에서 표현
및 표현 어휘와 관련된 연구들을 두루 참고하였다. 그리고 어휘 교육적 관
점에서 제반 이론을 해석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표현 어휘의 특성과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Ⅲ장에서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니는 공통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
력하였다. 특정 학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표현 어휘의 특성을 분석하게
되면 그 특성이 학습자의 인지 발달에 따른 특성인지, 일반적인 특성인지
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학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자 표현 어
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121명,
중학교 1학년 112명, 중학교 3학년 119명, 고등학교 2학년 108명으로 하
12) 연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장의 해당 부분에서 하기로 한다.

-9-

여금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1,000자로 글을 쓰도록 하여
‘학습자 문어 말뭉치’를 구축하였다.13) 또한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닌
공통적 특성을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비교 집단으로 ‘전문가 문어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말뭉치는 ‘(주)낱말’의 어휘 분석 프
로그램14)과 형태소 분석기인 ‘SynKDP 1.5(일명 깜짝새)’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표현 어휘 신장의 교수․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사 72명과 중학교 3학년 학습자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설문의 결과 중 일부를 Ⅲ장과 Ⅳ장에서 활용하였다.15)
Ⅳ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토대와 Ⅲ장의 실제적 분석 결과를 수렴하여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방향, 내용, 방법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과정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 용어 정리
본 논의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해 둠으로써 후속 논
의를 명료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13)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구어 표현 어휘와 문어 표현 어휘의 특성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구어 표현 어휘는 선행 연
구에서 검토한 이필영․김정선(2008), 장경희․전은진(2008), 최용석․전은진(2009), 장경희 외(2012)
등을 통해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는 점, 어휘의 발달 순서상 문어 표현 어휘가 가
장 늦게 발달한다는 점, 학습자의 말뭉치와 전문가의 말뭉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문
어 말뭉치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표현 어휘 신장은 쓰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있기
에 문어 표현 어휘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어 표현 어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4) ‘(주)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에서 형태소 분석 및 단어의 등급을 평정할 때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www.natmal.com 참조).
15)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2012년 10월 실시하였으며, 학습자 설문 조사는 2012년 10월
경기도 소재 BA 중학교 3학년 4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용되는
설문 조사는 모두 이 두 설문 조사를 말한다. 설문의 전체 내용은《부록 2》,《부록 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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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본 연구의 핵심 대상인 ‘표현 어휘(productive vocabulary)’와, 이에 대
비되는 ‘이해 어휘(receptive vocabulary)’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16) 이는 ‘이해’와 ‘표현’을 가리키는 용어
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해
(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은

‘이해(comprehension)’와

‘생산

(production)’ 또는 ‘이해하기(understanding)’와 ‘말하기(speaking)’로도
불려 왔고,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는 ‘수동 어휘(passive vocabulary)’
와

‘능동

어휘(active

vocabulary)’

또는

‘인식

어휘(recognitional

vocabulary)’와 ‘실제적이고 사용 가능한 사용(actual and possible use)’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불려 왔다(Melka, 1997 참조).17)
본 연구에서는 표현 어휘 신장에서 필요한 표현 어휘를 개념화하기 위하
여 리드(Read, 2000)의 논의를 참고하였는데, 리드(Read, 2000)는 ‘이해
(reception)’라는 용어에는 ‘인식(recognition)’과 ‘이해(understanding)’라
는 개념이, ‘표현(production)’이라는 용어에는 ‘회상(recall)’과 ‘사용(use)’
이 혼용되어 있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 리드(Read, 2000)에서 말한 ‘인식’
과 ‘회상’은 상대적으로 탈맥락적 상황에서의 이해와 표현을 의미하고, ‘이
해’와 ‘사용’은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이해와 표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속출(續出)하다’가 학습자의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에 속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탈맥락적으로 평가하면 이해 어휘를 ‘인식 어휘’와, 표현 어휘를 ‘회
상 어휘’와 각각 동일시하는 것이다.
16) 참고로 국내 영어 교육에서는 ‘receptive vocabulary’를 ‘수용 어휘’로, ‘productive vocabulary’
를 ‘생산 어휘’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해 어휘’
와 ‘표현 어휘’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인용 자료에서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개념이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됨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문맥상 문제가 없으면 모두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로
고쳐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17) 웨어링(Waring, 1999:2)에서는 지금까지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개념이 ‘과정(process)’의 관
점, ‘능력(abilities)’의 관점, ‘기술(skills)’의 관점, ‘생산물(product)’의 관점에서 달리 해석되어 왔
음을 자세히 논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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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다’의 의미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① 잇따라 나오다.
② 끌어서 빼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기록이 나온 걸

③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

보니,

④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하다.

_________ 것이다.

‘인식 어휘’로서의 이해 어휘

이번

경기에서는

신기록이

‘회상 어휘’로서의 표현 어휘

한편, ‘이해’와 ‘사용’의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듣기나 읽기 과정에서 ‘속
출하다’를 접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지, 자신의 말하기와 쓰기에서 ‘속출하
다’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속출하다’가 학습자의 이해
어휘에 속하는지, 표현 어휘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속출하다’가 들어 있는 뉴스를 이해했거나, 자유 작문에 “오늘도 올림픽
신기록이 속출했다.”라고 썼다면 이것을 근거로 ‘속출하다’를 학습자의 이
해 어휘와 표현 어휘로 각각 간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 어휘의 신장이 궁극적으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의 신
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현 어휘를 ‘회상할 수 있는 어
휘’가 아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 본다. 즉, ‘표현 어휘’를 ‘말이나 글에
서 문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 정의하고 후속 논의를 전개한
다.18)

(2) 표현 어휘 신장

① ‘머릿속 표현 어휘 신장’ 과 ‘텍스트의 표현 어휘 신장’

표현 어휘를 신장한다는 말은 표현 어휘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학습자의
18) 본 연구에서 참고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표현 어휘를 단순히 ‘회상할 수 있는 어휘’로 보고 논의
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회상 어휘’, ‘표현 어휘’ 등과 같이
일일이 구분하기보다는 논의의 전개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표현 어휘’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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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19) 표현 어휘를 신장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표현 어휘의 신장이 텍스트의 표현 어휘를 신장한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표현 어휘 신장’은 정확히 말
해 ‘머릿속 표현 어휘 신장’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의 표
현 어휘가 신장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표현
어휘가 신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둘의 차이를 그림을 통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머릿속 표현 어휘 신장’과 ‘텍스트의 표현 어휘 신장’의 차이

<그림 Ⅰ-1>에서 ‘A → A′’로의 변화는 머릿속 표현 어휘가 신장된 것
을 의미하며, ‘B → B′’로의 변화는 텍스트의 표현 어휘가 신장된 것을 의
미한다. ‘B → B′’를 보면, 텍스트의 표현 어휘 신장은 머릿속 표현 어휘의
19) 본 연구에서의 ‘머릿속’은 정확히 말해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편의
상 혼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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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없이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머릿속 표현 어휘를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면 텍스트의 표현 어휘는 신장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텍스트 안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
고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텍스트의 표현 어
휘가 신장되는 것이다.20) 그러나 이것은 학습자의 머릿속 사전에 아무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표현 어휘 신장
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학습자는 텍스트의 표현 어휘가 아니라 머릿속 표현 어휘를 신장
해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머릿속에 양질의 표현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
는 것이 어휘 표현 능력 신장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단순히 텍스트의 표현 어휘가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것
에 만족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머릿속 표현 어휘가 신장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21)
물론, 머릿속 표현 어휘의 신장은 텍스트의 표현 어휘 신장으로 이어져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표현 어휘 신장을 강조하게 되면 학습자의
머릿속 표현 어휘를 신장하는 것보다 어휘 사용 전략을 더 강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 어휘의 근원인 머릿속 표현 어휘의 신장을 강조해야
한다. 요컨대 표현 어휘 신장은 머릿속 표현 어휘 신장을 통한 텍스트의
표현 어휘 신장으로 귀결되어야 하나 우선적 관심은 머릿속 표현 어휘의
신장이다.

②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과 ‘질적 신장’

㉠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표현 어
20) 텍스트의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머릿속 표현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핵심 교육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1) 구본관(2011ㄱ:29)에서도 어휘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학습자 상(像)을 좋은 어휘부를 가진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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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가 아니었던 단어들이 표현 어휘가 되는 경우이다. 표현 어휘가 아니었
던 단어들 중에는 이해 어휘에는 속했던 단어와 이해 어휘조차 아니었던
단어들이 포함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2> 표현 어휘로의 전환 과정

위의 그림에서 ㉢과 같이 모르는 어휘가 표현 어휘로 직접 전환되는 것
은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과 무관하다.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어휘는 앞서
살펴본 표현 어휘의 개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다.22) 따라서 표현 어휘가 양
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모르는 어휘를 대상으로 듣기나 읽기를 통해 ㉠
이 이루어지게 한 뒤, 그 어휘를 다시 교육을 통해 ㉡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이미 ㉠의 과정을 거쳐 학습자의 이해 어휘가 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이 추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
의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은 결국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의 두 번째 의미는 다의어의 각 의미가 표현 어휘
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표현 어휘 중 다의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
니고 있지만 특정 의미만이 표현 어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2) 라우퍼(Laufer, 1998:257)에서도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단어 형태를 기억하는 것은 기
계적인 ‘재생산’일 뿐 ‘생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표현 어휘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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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의어의 각 의미는 학습자에게 ‘표현이 가능한 의미’, ‘이해만 가능한
의미’, ‘이해조차 불가능한 의미’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
의어 ‘타다’의 다섯 가지 의미는 학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
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타다’의 의미와 용례23)

이해
가능

표현
가능

○

○

○

○

○

○

○

×

×

×

① 불씨나 높은 열로 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나
다. ¶ 벽난로에서 장작이 활활 타고 있었다.
② 피부가 햇볕을 오래 쬐어 검은색으로 변하다. ¶ 땡볕에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
③ 뜨거운 열을 받아 검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지나치게 익
다. ¶ 고기가 타다
④ 마음이 몹시 달다. ¶ 속이 타다
⑤ 물기가 없어 바싹 마르다. ¶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이
다 타 버렸다.
<표 Ⅰ-2> ‘타다’의 각 의미에 대한 이해와 표현 여부

<표 Ⅰ-2>를 보면 학습자는 ‘타다’의 ①, ②, ③의 의미는 표현 어휘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④의 의미는 이해만 할 수 있을 뿐 표현 어휘의
의미로 사용하지 못하고 ⑤의 의미는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 따라서 ‘타다’
를 ①, ②, ③의 의미로만 사용하던 학습자가 ④나 ⑤의 의미로 ‘타다’를
말이나 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 학습자의 표현 어휘는 양적으로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④와 ⑤의 의미를
표현한 것과 동일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 표현 어휘의 질적 신장
표현 어휘의 질은 ‘질적 어휘력’(김광해, 1993)의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
듯이 표현 어휘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 지식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
23)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하 단어의 뜻풀이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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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표현 어휘의 질을 신장한다는 것은 표현 어휘와 관련된 다양한 어
휘 지식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말이나 글에서 사
용하고 있는 많은 표현 어휘 중에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표
현 어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는 ‘표현 어휘의 질적 신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표현 어휘의 질적 신장에는 표현 어휘의 ‘접근성’24)을 높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현 어휘의 접근성은 학습자가 표현 어휘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학습자의 머릿속에 정확하고 적절하
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어휘가 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을 탐색하는 과정에
서 그 어휘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 어휘는 표현 어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표현 어휘의 신장을 위해서는 표현 어휘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양적인 신장보다는 질적인 신장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신장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표현 어휘 신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표로 간략히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

①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
되는 것
② 다의어의 경우, 사용되지 않던 의
미가 표현 어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표현 어휘의 질적 신장

① 표현 어휘와 관련된 다양한 지
식을 아는 것
② 표현 어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표현 어휘 신장

<표 Ⅰ-3> 표현 어휘 신장의 개념
24) 어떤 단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쉽게 그 단어가 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에 ‘접근성’은 ‘인출 용이성’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인출은 많이
연습하고 자주 사용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인출이 쉽고, 어떤 것은 자동화에 이른다(Ormrod,
2009:405). 또한 에이치슨(Aitchison, 2003:445)은 단어마다 인출의 용이성이 다름을 터널 비유
로 설명하고 있는데, 터널들 중에는 잘 만들어져 있고 불이 밝게 커져 있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어들 중에는 많이 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인출하기가
용이한 단어들이 있고(즉, 접근성이 높은 단어들), 인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인출하기가 쉽지 않
은 단어들(즉, 접근성이 낮은 단어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현 어휘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사용’, ‘인출’ 등과 같은 활동이 많이 필요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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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표현 어휘의 특성
1.1.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의 비교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표현 어휘의 특성은
이해 어휘와의 비교를 통해 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5) 본 연구에서는
표현 어휘가 이해 어휘와 생성 과정, 규모, 성장률 및 간격 등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표현 어휘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특성
의 어휘 교육적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

(1)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의 생성 과정
그동안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은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보다 늦게 생성된
다는 것이다(Aitchison, 1994; Laufer & Paribakht, 1998; Melka, 1997;
Nation, 2001 참조). 이는 어휘가 학습자에게 먼저 이해된 후에 표현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
인 과정이지만 표현 어휘가 이해 어휘로 전환되거나 어휘 목록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원명옥, 2003 참조). 즉, 특정 어휘가 표현의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간이 지속되면 그 표현 어휘는 다시 이해 어휘로 돌아가
25) 본 연구에서 참고한 많은 연구들에서 ‘표현 어휘(productive vocabulary)’를 ‘생산적 어휘 지식
(productive vocabulary knowledge)’과 ‘이해 어휘(receptive vocabulary)’를 ‘수용적 어휘 지식
(receptive vocabulary knowledge)’과 서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어휘’와 ‘어휘 지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해 어휘’와 ‘수용적 어휘 지식’, ‘표현 어휘’와 ‘생산적 어휘 지식’을 엄격히 구분해
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 용어를 각각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또한 용어 차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참고한 연구들 중에 ‘생산적 어휘 지식’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맥상 ‘표현 어휘’를 가리키는 것일 경우 본 연구에서는 ‘표현 어휘’
로 용어를 바꾸어 인용하였다. 이는 ‘이해 어휘’와 ‘수용적 어휘 지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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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완전히 잊힐 수도 있는 것이다(김영숙, 2002:39). 이것은 표현 어휘
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용이 없다면 표현 어휘의 전체 목록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해 어휘가 먼저 생성되고 나중에 표현 어휘로 전환된다고 해서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가 머릿속에 별개로 양립하는 것은 아니며(Melka,
1997) 연속체상에서 존재한다(Henriksen, 1999). 연속체 접근에서는, 이
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문지방(threshold)을 뛰어넘어
야 한다고 본다(Henriksen, 1999; Laufer, 1994; Melka, 1997; Nation,
1990). 이 문지방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인 노력과 교육이 요구된다(Laufer and
Paribakht, 1998). 따라서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이 문지방을 쉽게 뛰
어넘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6)

(2)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의 규모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하는 단어들의 정확한 실제 목록을 하나도 빠짐없
이 포착하여 내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김광해, 2003:10). 이런 이유로
학습자의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이해
어휘 양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일부 연구되기
도 하였으나 그 또한 일부 어휘 목록에 대한 이해 정도를 통해 전체 이해
어휘의 양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표현 어휘의 양을 파악하는 것은
이해 어휘보다 훨씬 어려운데, 이는 개인의 말과 글을 의미 있는 표본에 도
달할 때까지 일일이 추적하고 조사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김광
해, 1993). 이러한 연구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표현 어휘의 양이 연령별로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연구자마다 그 결과가 다르다(Aitchison, 2003).27)
26)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2.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에서 자세히 다룬다.
27) 이처럼 연구자마다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규모에 대한 측정치가 다른 것은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를 해석하는 관점과 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Read, 2000:155 참조).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개념에서도 다루었듯이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를 측정할 때 맥락과 분리하여 측정하는지
여부는 이해 어휘 및 표현 어휘의 측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김광해(1993:58)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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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김광해(1993)에서는 田中章夫(1988)을 인용하면서 표현 어휘
의 양이 이해 어휘의 3분의 1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충우(2001)
에서는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의 20 ~ 30%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챔벌래
인(Chamberlain, 1965)은 일반 영어 원어민의 경우, 이해 어휘가 표현 어
휘보다 5배가 많다고 하였고, 하트만(Hartmann, 1946)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해 어휘는 250,000개이나 표현 어휘는 58,000개에 불과
하다고 하였다(Melka, 1997:92에서 재인용). 또한 평균적으로 2세 아이가
약 500개, 3세 아이가 1,000개 이상, 그리고 5세 아이는 3,000개에 달하
는 어휘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이해하는 단어의 숫
자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Aitchison, 2003에서 재인용).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의 양이 다르지만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 간에는 양적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며(Fan, 2000)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보다 규모가 작다는 것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28)
한편,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양적 차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그림 Ⅱ-1> 학습자별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규모 차이

해 어휘의 측정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해 어휘의 양을 계량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휘소들을 문장으
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상태로 측정하는 경우와 문장이나 용법을 주고 측정하였을 경우의 차이
가 현저할 것으로 보았다.
28) 이는 제2 언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간격이 유의미한 차이
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으나(Melka, 1997 참조) 일반적으로 표현 어휘가 이해 어휘보다 규모
가 작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Laufer & Paribakh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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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에서 학습자 A와 학습자 B는 이해 어휘의 양은 동일하지만
표현 어휘의 양이 다르고, 학습자 A와 학습자 C는 표현 어휘의 양은 동일
하지만 이해 어휘의 양이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학습자별로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양적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휘 교육에서는 이해 어휘
와 표현 어휘 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개
인의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양적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29)

(3)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의 성장률 및 간격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 어
휘의 양이 표현 어휘의 양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 어휘와 표
현 어휘 간의 간격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커진다(Laufer 1998; Laufer
& Paribakht, 1998). 이와 관련하여, 라우퍼(Laufer, 1991)는 일단 학생
들이 일정한 언어 수준에 도달하면, 표현 어휘의 성장이 멈춘다고 하면서
이것을 ‘표현 어휘 문지방’이라고 불렀다(Ryoo, Young-sook, 2009:92에
서 재인용). 이는 학습자가 표현 어휘를 어느 정도 보유한 뒤에는 표현 어
휘에 속한 단어를 중심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습
자는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어휘만을 사용하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어휘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습자가 자주 사용
하는 표현 어휘는 점점 더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이해 어휘
로만 존재하는 어휘는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규모 및 성장률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에
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표현 욕구와 학습 과제에도 영향
을 받는다(Zhong, 2011:120). 즉, 학습자들이 일정 수준의 능력에 도달했
29)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학령에 맞는 어휘 이해력, 어휘 표현력 등을 평가하여 개인별로 이해 어
휘와 표현 어휘의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어휘 교육에서 활용하는 방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전은주,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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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표현 욕구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표현 어휘의 규모 및 성장률이
영향을 받으며(Laufer, 1992 참조), 학습 과제가 이해 어휘를 늘리기에 적
합한지, 표현 어휘를 늘리기에 적합한지에 따라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Webb, 2005, 2008 참조).
요컨대,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의 성장률 및 간격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
언어 수준, 학습 과제, 학습 욕구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간격은 여러 변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어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1.2. 표현 어휘의 속성
표현 어휘는 그 나름의 독특한 속성을 지니는데, 표현 어휘가 지니는 여
러 속성 중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위해 특히 주목해야 할 속성을 어휘 교
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대적 속성

어휘를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로 구분할 때 각각에 속하는 단어들은 학
습자에 따라 상대적이다.30) 표현 어휘의 이러한 상대적 속성 때문에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학습자 공통의 표현 어휘와 특정 학습자만이 지니고
있는 표현 어휘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각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조사되고 학습자 공통의
표현 어휘와 학습자 개개인의 표현 어휘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31)
30) 상대적 속성은 어휘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파악된
다.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 어디에 속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판단하
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본질적으로 고유어, 한자
어, 외래어 중 어느 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한 단어를 이해 어휘 혹은 표
현 어휘 중 어디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절대적 집합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집합이기 때문이다.

-2
2-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작업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학습자
들이 한정된 주제를 놓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한다면 학습자 간의 공통
표현 어휘와 개별 표현 어휘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32)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휘를 파악할
수 있고, 어휘 교육에서는 이들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기 위하여 집중
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 어
휘로 널리 사용되는 어휘 중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는 어휘는 무엇인지를
메타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한다면 자신의 표현 어휘를 신장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2) 선택적 속성

학습자가 텍스트 생산을 위해 머릿속 표현 어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습자는 표현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표현 어휘 중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표현 어휘의 선택적 속성은 이해 어휘와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
난다. 이해 어휘의 경우,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머릿속 이해 어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텍스트의 어휘가 학습자의 이해 어휘인 이
31) 이충우(2005:387-388)에서는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학
습자 공통의 표현 어휘를 조사하는 데도 참고할 만하다.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기 이전에 전 국민의 어휘량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 국민을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나누어 이 중 일정 비율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어휘량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교과서도 만들
고 예상 독자들의 어휘력에 바탕을 둔 도서를 출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량 조사는 항
상 학습자의 어휘량과 어휘 수준도 변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어휘량 조사는 국가나 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이를
전담할 조사 요원의 훈련도 필요하며, 이를 학교 교육과 일반 출판물(특히 유아용과 청소년용)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교육 ․ 출판계 인사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32) 연구사에서 언급한 최용석․전은진(2009), 국립국어원(2010), 장경희 외(2012) 등의 연구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학습자가 한 말 또는 글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수집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쓴 글을 대상으로 표현 어휘를
수집하여 기존 연구의 연구 방법과 차이가 있다. 제한된 말뭉치를 바탕으로 학습자 공통의 표현
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른 표현 어휘를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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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 어휘는 이해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용된다. 즉, 머릿속 사전에 존재하면서도 텍스트 수용 과정에서 의도적
으로 이용되지 않는 이해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 어휘
의 경우에는 머릿속에 표현 어휘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과정에서
학습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사용이 배제될 수 있다.
이처럼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와 달리 사용의 과정에서 ‘선택’이 되기 때
문에, 학습자가 주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는 표현 어휘 신장에서 중요
한 문제가 된다. 만약에 학습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선택되지 않는 표현 어
휘가 있다면 그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로 전환되거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에 의해 잘 선택되지 않는 어휘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 중 일부 어
휘만이 아니라 가급적 전체 어휘가 학습자에 의해 자주 선택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복합적 속성
표현 어휘는 단어들의 집합으로서, 학습자의 표현 어휘에는 다양한 단어
들이 속해 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모두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
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매우 깊이 알고 있는 단어부터 기초적인 지식
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표현 어휘에 함께 속해 있으며, 사용되기 위해 많
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단어와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표현 어휘
안에 혼재되어 있다. 즉 표현 어휘에는 위상이 다른 단어들이 공존하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표현 어휘에 다양한 위상들을 지닌 단어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표
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위상이 낮은 단어들을 높은 위상의 단어들로 바
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단어에 대해 얕은 지식만 있는
경우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도록 해야 하고,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어는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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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어의 각 위상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
즉, 어휘 지식이 부족한 단어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단어를 지도할 때의
교육 내용, 방법 등이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3. 표현 어휘의 종류

(1) 구성에 따른 종류

표현 어휘는 어휘의 일종이므로 표현 어휘의 구성은 일반적인 어휘 구성
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김광해(1993:310)에서는 어휘소를
‘단일 어휘소’와 ‘관용적 어휘소’로 구분하고, 관용적 어휘소에 숙어, 속담,
고사성어 같은 형태들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종철(2001:53)에서는 ‘고사성
어’ 중에는 고사(故事)라는 것이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불명확한 경우도 있
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보면 ‘고사성어’ 대신에 ‘한자
관용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즉, ‘한자 관용어’에는 기존
의 ‘고사성어’에 한자 사자성어 중에서 비유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을 포함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표현 구성에 따라 표현 어휘를 ‘단일 표현
어휘소’와 ‘관용적 표현 어휘소’로 구분하고, 관용적 표현 어휘소에 숙어,
속담, 한자 관용어를 포함하였다.33)

(2) 양식에 따른 종류

언어 기호에 따라 텍스트 유형을 분류하면 음성 텍스트와 문자 텍스트
두 유형으로 양분되는데, 흔히 이 양자를 각각 구어와 문어라 부른다(이종
철, 2011:162). 이를 표현 어휘와 관련지어 보면 표현 어휘는 음성 텍스트
33) 문금현(1999)에서는 순수 관용 표현과 속담을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의 범위
를 넓게 보고 속담, 사자성어 등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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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되는 구어 표현 어휘와 문자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문어 표현 어
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구어와 문어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
지 않는 상대적 개념이듯이 구어 표현 어휘와 문어 표현 어휘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민현식, 2007:67 참조). 따라서 구어 표현 어휘와
문어 표현 어휘를 절대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구어에서 사용되는 것이 자
연스러운 어휘는 구어 표현 어휘로, 문어에서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휘는 문어 표현 어휘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상당수의 어휘는
구어와 문어 둘 다에서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2> 구어 표현 어휘와 문어 표현 어휘

<그림 Ⅱ-2>에서 구어 표현 어휘는 A(구어적 표현 어휘)와 B(문․구어
공통 표현 어휘)를, 문어 표현 어휘는 B(문․구어 공통 표현 어휘)와 C(문어
적 표현 어휘)를 각각 합한 어휘를 말한다. 즉 B처럼 구어와 문어에서 두
루 사용되는 표현 어휘가 있는 반면, A와 C처럼 구어 또는 문어에서만 주
로 사용되는 표현 어휘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상 구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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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론’, ‘논증’과 같은 단어들은 학술 텍
스트인 문어에서 잘 등장한다(신명선, 2004:7 참조). 또한, ‘다리’는 구어와
문어에서 두루 쓰이나 ‘교량’은 주로 문어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교
량’은 ‘다리’에 비해 문어적 표현 어휘이며, 조사 ‘에게’는 구어와 문어에서
두루 쓰이나 ‘한테’는 문어에 쓰였을 때 어색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한
테’는 구어적 표현 어휘라고 할 수 있다(김정자, 2001:67)34).
문금현(1999:376)에서는 개별 단어뿐만 아니라 관용 표현을 구어․문어
공통, 구어적 관용 표현, 문어적 관용 표현으로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일 표현 어휘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관용적 표현 어휘소 차원에서도 구
어 표현 어휘와 문어 표현 어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표현 어휘는 말하기에서 사용되는 ‘구어 표현 어휘’와 쓰기에서
사용되는 ‘문어 표현 어휘’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표현 어휘는 다시 구
어적 표현 어휘, 문․구어 공통 표현 어휘, 문어적 표현 어휘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구어적 표현 어휘는 구어에
서, 문어적 표현 어휘는 문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환경에 따른 종류

표현 어휘는 표현 주체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요구나 외부 자극에 의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라우퍼(Laufer,
1998)에서는 ‘통제 표현 어휘’(또는 ‘유도된 표현 어휘’)와 ‘자유 표현 어
휘’로 구분하였다. 통제 표현 어휘가 대화 상대방 또는 단답형 작문 등과
같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 유도된 어휘라면, 자유 표현 어휘는 외부 자극
없이 표현 주체가 자신의 의지로 사용한 어휘를 말한다. 이 둘의 차이를
다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4) 일반적으로 구어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 감탄사, 비속어, 은어, 유행어, 축약형, 구어 발음대로
쓴 어휘, 어법에 어긋난 조어가 특징인 반면, 문어에서는 교육을 통해 익힌 낱말들, 문법의 형식
에 구속되어 사용되는 낱말들, 축약이나 구어나 속어 등은 회피된다는 특징이 있다(김정자, 1999;
이승훈,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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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표현 어휘의 예]

35
)
다음 밑줄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써 보시오.

(
1
)의자가 ㅂ ㅅ ㅈ ㅅ

바닥에 쓰러졌다.

(
2
)과자가 ㅂ ㅅ ㄹ ㅈ ㅅ 먹기에 불편하다.
(
3
)잘못 산 물건을 ㅁ ㄹ ㄱ 싶었다.
(
4
)할아버지께서 진짓상을 ㅁ ㄹ ㄱ 자리에 누우셨다.

위에서 학습자는 문맥을 보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 어휘를 자신
의 머릿속 사전에서 찾아야 한다. 이처럼 학습자가 회상한 표현 어휘는 학
습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외부적 자극 때문이라는 점에서
‘부서지다’, ‘부스러지다’, ‘무르다’, ‘물리다’는 통제 표현 어휘가 되는 것이
다. 반면에 학습자가 자유 작문에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단어를 사용하였
다고 하면 이들 단어는 학습자의 자유 표현 어휘에 속하게 된다.

[
자유 표현 어휘의 예]

… 오늘 동생이 의자를 넘어뜨렸는데 그만 의자가 부서졌다.…
… 과자를 아껴 먹는다고 가방 안에 넣어 두었더니 다 부스러졌다.…
… 친구는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 구입한 책을 모두 무르고 나왔다.…
… 그는 식사를 마치자 밥상을 윗목으로 물렸다.…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이해 어휘를 통제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유 표현 어휘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
다. 학습자가 특정 단어를 통제 표현 어휘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단어
를 자유 맥락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Laufer
35) 단어의 일부분을 제시해 준 이유는 문맥에는 맞지만 목표어가 아닌 단어를 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단어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알파벳 일부가 제시되고 학습자는 나머지
철자를 넣어 단어를 완성해야 하는데(예: They will restore the house to its org
state.),
(김영은, 2008:290 참조) 국어의 경우에는 일부 글자나 초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문
은 남미영 외(2010)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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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aribakht, 1998:369 참조). 특히 저빈도 단어의 경우, 그 단어를 사
용하도록 강요받았을 때는 그 단어를 회상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말이나 글
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Laufer, 1998), 학습자가
해당 어휘를 자유 표현 어휘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편, 통제 표현 어휘와 자유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의 양과도 관련을
맺는다. 이해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쓰기 맥락에서 많은 통제
표현 어휘를 가지고 있으나 자유 표현 어휘 또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Laufer and Paribakht, 1998). 즉, 이해 어휘와 통제 표현 어휘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이해 어휘와 자유 표현 어휘 사이에는 그만큼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해 어휘가 많은 학습자는 통제 표현 어
휘도 많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으나 자유 표현 어휘 또한 많을 것이라
고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해 중심의 어휘 교육으로는 자유
표현 어휘를 신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자유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
해서는 이해 어휘가 통제 표현 어휘로 전환될 때 필요한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
표현 어휘를 양과 질적으로 신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학습자, 어휘, 교육 환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학습자 변인
(1) 학습자의 어휘 지식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과 질적 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학
습자의 어휘 지식(vocabulary knowledge)36)이다. 즉, 학습자의 어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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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것(Henriksen, 1999)과 학습자가 표
현 어휘를 깊이 있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Nation,
2001). 여기에서는 어휘 지식의 본질에 대해 먼저 고찰하고 이 어휘 지식
이 표현 어휘의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어휘 지식의 두 차원: 양(breadth)과 질(depth)37)

그동안 어휘 지식의 본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지 않았을 만큼 어휘 지식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거대한 작
업이다(Melka, 1997). 그러나 어휘 지식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다만, 어휘 지식의
양과 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
데, 이를 ‘분리적 특성 모델(a separate trait model)’과 ‘전반적 특성 모델
(a global trait model)’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분리적 특성 모델’에서의 어휘 지식의 양과 질
분리적 특성 모델은 어휘 지식을 ‘다수의 매우 다른 하위 지식 요소의
구성’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리차즈(Richards, 1976)와 네이션(Nation,
2001)이 가장 대표적이다. 네이션(Nation, 2001)에 따르면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의 형태, 의미, 사용 등에 관한 수용적 지식과 생산적
지식을 모두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휘 지식의 양은 알
고 있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며38), 어휘 지식의 질은 각 단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뜻한다. 이러한 관점은 국어 교
36) 어휘 지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vocabulary knowledge’ 외에 ‘lexical knowledge’, ‘word
knowledge’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37) 어휘 지식의 ‘양’을 ‘넓이(breadth)’로, 어휘 지식의 ‘질’을 ‘깊이(depth)’로도 표현한다.
38) ‘분리적 특성 모델’에서 어휘 지식의 양은 최소한의 어휘 의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어휘의 수를
의미한다(Anderson & Freebody, 1981). 흔히 어떤 단어를 안다고 할 때 그 단어의 기초적인 의
미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 최소한으로 알고 있는 어휘들의 총합
이 바로 어휘 지식의 양인 것이다. 어휘 지식의 양은 어휘력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어휘 교육에
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Zarev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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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 김광해(1993), 손영애(1992), 이영숙(1996), 이
종철(2001) 등에서는 많은 어휘를 아는 것을 어휘 지식의 양으로 보고, 각
각의 단어를 깊이 아는 것을 어휘 지식의 질로 보았다. 이를 그림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Meara, 2009:76 참조).
← 어휘 지식의 양 →
↑
어
휘
지
식
의
질
↓
<그림 Ⅱ-3> 분리적 특성 모델에서의 어휘 지식의 양과 질

<그림 Ⅱ-3>에서 각각의 단어는 막대기로 표시되었고, 단어 지식이 깊
은 것은 긴 막대기로, 단어 지식이 얕은 것은 짧은 막대기로 표시되어 있
다. 그러나 이 모델은 세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첫째,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때 목록에 있는 다른 단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 주지
못한다(Meara, 2009:76). 즉,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를 머릿속 사전에 저장
할 때 새로 저장된 단어와 기존의 단어가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추가로
맺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 둘째, 어휘 지식의 양과 질
사이에 본질적인 연결이 없다(Meara, 2009:76). 어휘 지식의 양과 어휘
지식의 질이 함께 제시만 되었을 뿐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없는 것
이다. 셋째, 어휘 지식의 양과 어휘 지식의 질이 차별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음운과 형태, 의미, 통사 및 화용 등에 관한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
을 경우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폭넓게 알고 있는 것이기
도 한 것이다(신명선, 2007:3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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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특성 모델’에서의 양과 질
전반적 특성 모델은 언어 학습자의 일반적인 머릿속 사전의 상태를 검사
할 수 있게, 적은 수의 차원이 필요하다는 요구39)에 의해 탄생한 어휘 지
식 모델이다(Zareva et al., 2005:568). 전반적 특성 모델을 대표하는 미
아라(Meara, 1996)에서는 어휘 지식을 규모(size)와 조직(organization)으
로 보았다. ‘규모’는 분리적 특성 모델에서의 ‘양’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조직’은 분리적 특성 모델에서의 ‘질’과 대응하지 않는다. 어휘 지식의 ‘질
(깊이)’과 관련하여 미아라(Meara, 2009)는 어휘 지식의 깊이는 어휘 목록
에 있는 개별 단어들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의 총합 이상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개별 단어들에 대한 지식은 지식의 깊이에 기여하긴 하지만, 정
작 주목해야 할 깊이는 개별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라고 하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어휘 지식의 규모와 조직을 표현하였다.

<그림 Ⅱ-4> 어휘 규모와 조직(Meara, 2009)

39) ‘분리 특성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모든 단어의 하위 지식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더 많은 특성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Meara, 1996; Henriksen,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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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4>에서 ‘규모’는 연결망에 있는 단어(node)의 수와 일치하고 단
어는 다른 단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모델에서는 새로
운 단어를 추가할 때 새로운 단어가 연결 되는 방식에 따라 기존의 단어가
영향을 받는다. 또한 단어 간의 새로운 연결 고리를 추가하는 것(어휘의
‘깊이’가 증가하는 것)은 연결망의 나머지 단어에도 영향을 끼친다(Meara,
2009:76). 이 모델은 어휘 지식의 양이 어휘 지식의 질과 어떠한 관련을
맺게 되는지를 보여 주며, 새로운 어휘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어휘와 어
떤 관계 변화를 유도하는지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적 특성 모델
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어휘 지식의 질을 ‘조직’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 사전이 본질적으로 조직된 연결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에이치슨(Aitchison, 2003)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
다.40)

<그림 Ⅱ-5> 머릿속 사전에서 단어들의 집단

40) 머릿속에서 어휘가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Read, 1993;
Verme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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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5>처럼 우리의 머릿속 사전에서 단어 간에 연결된 복잡한 거미
줄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재조정되며, 새로운 연결들이 짜지고 오랜 연결들
이 더욱 강화된다(McCarthy, 2003:71 참조). 연결망은 두 가지의 특성을
지는데 첫째, 연결망 형성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회적 과정이 아니라 점
진적으로 일어나며, 평생에 걸쳐 계속될 수도 있다(Aitchison, 2003). 둘
째,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과의 연결 강도가 단어마다 다르다. <그
림 Ⅱ-5>의 일부분을 연결 강도의 차이를 달리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Ⅱ-6> 단어들 간 연결망 강도의 차이

<그림 Ⅱ-6>에서 단어들 간의 선은 연결망의 강도를 표시한 것으로서,
굵은 선일수록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처럼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연결망을 형성할 때 동일한 정도의 강도로 연
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연결된 단어가 있는 반면 약하게 연결된
단어도 있는 것이다.41)

41) 에이치슨(Aitchison, 2003:447)에서는 이를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녀 길이 매끄러워져 있으면
빨리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가끔씩만 사용되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길이 좁고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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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휘 지식과 표현 어휘 신장의 관계

헨릭슨(Henriksen,

1999)은

네이션(Nation,

1990,

2001)과

미아라

(Meara, 1996, 2009)로 대표되는 분리적 특성 모델과 전반적 특성 모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을 ‘부분적-정
확성 지식’ 차원, ‘지식의 깊이’ 차원, ‘수용적․생산적’ 차원으로 구분한
다.42)

헨릭슨(Henriksen,

1999)은

어휘

지식의

양과

질이

연속체

(continuum)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데, 연속체 접근법은 어휘
지식은 ‘전부-또는-전무’ 현상이 아니라 미지의 상태에서 출발해 알고 있
는 상태로 그리고 완전히 터득한 수준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43)
연속체 접근법에 따르면 ‘부분적-정확성 지식 차원’도 연속체로 존재하고,
‘지식의 깊이’ 차원도 연속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헨릭슨(Henriksen,
1999)은 이것을 수용적-생산적 통제와 연결시켰는데, 즉 단어에 관한 양
적 지식과 질적 지식이 깊어질수록 어휘에 대한 ‘통제 능력’이 생기고 이
는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44)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Choi Ji-Yoon , 2007에서 재인용).

42) 어휘 지식에 관한 이러한 세 가지 분류는 어휘 지식의 여러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Ryoo Yong-sook, 2009:80).
43) 많은 연구자들도 어휘 지식이 지식의 정도를 포함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신명선, 2007; Laufer
& Paribakht, 1998; Meara, 1996; Melka, 1997; Nation, 1990, 2001).
44) 부분적-정확성 차원과 깊이 차원은 단어 지식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수용적 그리고 생산적 차
원은 단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Zareva 2005).
따라서,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는 항상 부분적-정확성(양)과 깊이(질) 차원과 연관하여 연구된다
(Zhong, 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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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이해 어휘의 표현 어휘 전환 과정 (Henriksen, 1999)

본 연구에서는 헨릭슨(Henriksen, 1999)45)에 입각하여 표현 어휘를 신
장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형
태, 통사, 화용적 지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며, 학습 단어와 기존의
단어 사이의 연결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의미의 정확성(precision
of meaning)’, ‘포괄적 단어 지식(comprehensive word knowledge)’, ‘연
결망 지식(network knowledge)’의 세 가지 지식(Read, 2004 참조)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깊어질 때 이해 어휘로 존재하던 단어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
기 때문에 표현 어휘가 신장(특히 양적 신장)되는 것이다.46)
45) 헨릭슨(Henriksen, 1999)을 이론의 기초로 삼은 것은 분리적 특성 모델과 전반적 특성 모델 사
이에서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적 특성 모델은 어휘 지식의 세부 내용을
잘 보여 주나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보여 주지 못하고, 전반적 특성 모델은 머릿속 사전에서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맺고 있는 연결망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만 어휘 지식의 세부 내용을 간
과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헨릭슨(Henriksen, 1999)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음으로써 두 모델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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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휘 지식은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영
향을 끼치고 동시에 어휘의 세부적 지식을 많이 알수록 그 어휘를 다양한
맥락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 지식은 표현
어휘의 질적 신장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각 단어에 대한 세부적인 어휘 지식을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해야 하며, 학습 대상이 되는 단어들을 학습자의 머
릿속에 기존(旣存)하는 다른 단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망을 형성하도
록 해야 한다.

(2) 학습자의 태도

표현 어휘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학습자 변인은 학습자의 ‘태
도’47)이다. 학습자의 태도는 표현 어휘의 양적인 신장과 질적인 신장에 영
향을 끼치는데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학습자의 태도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은 이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어휘를 표현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지는 않는다(Lee, 2003 참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자의 노력 없이는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
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의 표현 어휘를 늘리기 위해

46) 리드(Read, 2004)에서 ‘의미의 정확성’은 학습자가 해당 단어의 의미에 대해 한정된 막연한 지
식을 가지고 있느냐와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이고 ‘포괄적인 단어
지식’은 단어의 의미적 자질뿐만 아니라 철자, 음운, 통사, 연어, 화용론적 자질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며, ‘연결망 지식’은 특정 단어가 학습자의 머릿속 사전 속에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가와 해당
단어를 관련 단어와 얼마나 연결 혹은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김영은,
2008:146에서 재인용).
47) 여기에서의 ‘태도’는 ‘흥미, 습관, 동기, 가치, 욕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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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는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표현 어휘를 늘리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잘 몰랐거
나,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평소에 말이나 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
를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 사람
의 표현 어휘는 조금씩 신장될 것이다.

② 표현 어휘의 질적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학습자의 태도

표현 어휘의 질적 신장이 표현 어휘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는 것과 표현
어휘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두 가지 태도는
표현 어휘의 질적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첫째는 표현 어휘를 정
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태도이며, 둘째는 표현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
용하려는 태도이다. 먼저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
지고 있는 학습자는 이를 위하여 어휘와 관련된 형태적 지식, 의미적 지
식, 통사적 지식, 화용적 지식을 깊이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는
표현 어휘에 대한 지식 향상으로 이어진다.48)
또한, 표현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진 학습자는 특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 어휘
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주 사용한 단어에 대한 어휘
접근성이 그렇지 않은 단어에 비해 높다(Aitchison, 2003 참조)는 점에서
다양한 표현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표현 어휘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48) 다음의 필자는 표현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정확한 어
휘 사용을 위해 깊이 있는 어휘 지식을 학습하려고 노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나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로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정확성과 아름다움으로
한국어의 가능성을 넓혔다고 평가받을 만한 글 말이다. 아직은 그것이 몽상에 불과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한국어로 글을 쓸 작정이므로, 이 꿈은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종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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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휘 변인
(1) 어휘 빈도

‘어휘 빈도’는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aufer & Paribakht, 1998). 일반적으로 고빈도 어휘일수록 표현 어
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빈도 어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학습자에게 많이 노출되는 어휘로서, 특정 어휘에 대한 노출이 많다는 것
은 그 어휘에 대한 의미, 용법 등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기
회가 많다는 것이며(Schmitt, 1997), 그 어휘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어휘
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망 지식을 강화할 기회 또한 많다는 것이다. 이처
럼 노출을 통한 어휘 지식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Henriksen, 1999 참조). 반면에
저빈도 어휘49)는 학습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학습자가 그
어휘에 대한 의미, 용법 등의 지식을 학습할 기회가 별로 없고 다른 어휘
와의 연결망 지식을 학습할 기회조차 적기 때문에 표현 어휘로 전환될 가
능성이 낮다.
한편, 빈도의 문제는 어휘 사용을 위해 필요한 머릿속 사전에서의 활성
화50)와도 관련이 있다. 단어들마다 표현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활성화의
수준들이 서로 다른데,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촉발시키는 데는 필
요한 것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반면,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힘들다(Aitchison, 2003).
이처럼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빈도 단어들의 경우, 학습자
49)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저빈도어’는 고빈도어가 아닌 어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反고빈도어’를
뜻한다. 고빈도어와 저빈도어 간의 경계는 임의적이며 저빈도어 중에는 고빈도어 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어중간한 빈도를 가진 것들도 있다. 물로 저빈도어 중에는 사용 빈도가 매우 적은, 진정한
저빈도어인 단어들도 있다(Nation, 2001 참조).
50) ‘활성화’는 앞에서 다룬 ‘어휘 접근’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휘 처리 과정을 ‘저장
된 정보의 활성화 과정’으로 바라보느냐, ‘어휘부 탐색 과정’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활성화’와
‘어휘 접근’으로 용어가 달리 사용되지만 모두 ‘빈도(frequency)’와 관련이 있다(안소진, 201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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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 단어에 대해 풍부한 어휘 지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적은 노력으로
도 해당 단어를 쉽게 활성화할 수 있다. 반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저빈도 단어들의 경우, 학습자들은 그 단어를 깊이 있게 학
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해당 단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지
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빈도 어휘는 저학년에서 학습되고 고학년에서는 저빈도 어
휘를 많이 학습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
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자가 표현 어휘를 신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 대상 어휘를 학습자에게 의도적으로 많이 노출시켜 학습자가 어휘를
경험하고 사용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더욱이 어휘를 계속해
서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 어휘가 다시 이해 어휘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
에서,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저빈도 어휘가 표현 어휘로서의 위
상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 고빈도 어휘에 비해 훨씬 많은 사용 기회가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2)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

모든 어휘가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표현 어휘
로서의 가치를 지닌 어휘라고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위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즉, 다른 어휘에 비해 표현 어휘로서 더 많은 가치가 있는
어휘가 있는 반면, 이해 어휘로서의 가치만 지니는 어휘도 있다. 그러나
표현 어휘의 가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면
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어
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집단에게는 이해 어휘로서
의 가치만 지니는 어휘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는 표현 어휘로서의 가
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방언의 경우 타 방언권 화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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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방언권 화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표현 어휘일 수 있다. 또한 은어,
속어, 욕설의 경우 교양인들은 가급적 이들 어휘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반면 문학 작품, 연극, 영화 등에서는 표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은
어, 속어, 욕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들 어휘 또
한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51) 심지어 사어(死語)
의 경우에도 섬세한 표현력과 정확한 개념의 전달과 확립의 필요성에 의해
되살려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잠재적 어휘군(김광해 외, 1999:336)이
라는 점에서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북한어는 오늘날 남한에서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가 없으나52) 앞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를 훨씬 많이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어휘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현 어휘
로서의 가치를 많거나 적게 지닐 수 있다. 다만, 어휘 교육에서는 모든 학
습자에게 공통적으로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어휘를 학습 어휘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가 큰 어휘들
을 우선적으로 자신의 표현 어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3. 교육 환경 변인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 또한 학습자의 표현 어휘 신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 어휘와 관련된 교육 환경
51) 특히 청소년들은 은어, 속어, 욕설을 매우 빈번하게 표현 어휘로 사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불량한 말의 언어적 범주들이 크게 확장되고 그 유형들이 더욱 다채로워
졌다는 지적(박인기, 2012)은 비속어조차 특정 집단에게는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그 가치를 인
정받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52) 물론 지금도 북한어가 표현 어휘로서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을 대상으로 남한 어휘를 가르치는 교육적 국면에서는 북한 어휘 또한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가
있다. 일례로 ‘볼펜’을 설명할 때는 북한 단어 ‘원주필’을, ‘화장실’을 설명할 때는 북한 단어 ‘위생
실’을 사용하여 설명하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권순희 외, 2011 참조) 교사
가 ‘원주필’과 ‘위생실’을 표현 어휘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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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회적 인식, 교수 ․ 학습 환경 차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환경이 표현 어
휘 신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인식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의 표현 어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보이는가에 따
라 학습자의 표현 어휘 신장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표현 어휘가 풍부하
고 다양한 사람, 표현 어휘가 정확하고 세련된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한 대
우를 받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표현 어휘 신장에 대한 태도와 노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다음을 통해 확인해 보자.
어휘력의 증진 문제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실 중의 하나는 오늘날
일반인들 사이에 이상한 편견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어떤 글 속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어휘들이 나오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글은 우선적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그 비판이란 다름 아니고 좀 더 쉽고 알기 쉬운 말들이 있는데 왜
현학을 앞세워

난삽한 글을

쓰느냐는

것이다. …(중략)…

차츰

차츰

문장이란 그저 쉬운 말로 써야만 되는 것이라는 풍조로 바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서적 표현을 위하여 매우 훌륭한 우리 고유의
단어들을 비롯하여 비록 우리 고유어는 아닐지라도 정확한 개념의 전달을
위하여 소중한 한자어들의 상당수를 사어(死語)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하략)…
- 김광해(1995:338)

김광해(1995)에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쉬운 말이 선호되고 이로 인해 정확한
개념 전달을 위한 어휘들이 사어(死語)가 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한 사회에서 표현 어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은 사람
들의 표현 어휘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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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표현 어휘를 사용하여 자
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우대하면 학습자의 표
현 어휘 신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다음의 글과 그 글에 사
용된 어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살펴보자.

그 틀사진은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던 흑백 증명사진을 부랴사랴 확대하여
마련한지라 전체적으로 우중충한 기분을 줄 뿐 아니라 윤곽마저 희미하게
어룽거려 마치 급조된 몽타주 속의 인물을 연상시켰다.조붓한 공간 속에
갇혀 겅성드뭇한 대머리를 숙인 채 움펑 꺼져 대꾼한 눈자위로 방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는 무엇에 놀랐는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어깨까지 한껏 곱송그리고 있어 방금 열병을 앓고 난 이 같았다.-김소진,
<쥐잡기>,《경향신문》

위에서 작가는 ‘부랴사랴’, ‘어룽거리다’, ‘조붓하다’, ‘겅성드뭇하다’, ‘대
꾼하다’, ‘곱송그리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를 적
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를 적극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가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리느냐, 다음과 같이 어
휘 사용의 모범으로 바라보냐는 결국 학습자가 어떤 표현 어휘를 사용할지
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교한 묘사가 돋보이는 문장들이다.그는 일반 사람들이 국어사전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형용사와 부사들을 소설의 한 단락에 모아 이야기 속 상황을
꼼꼼히 전달하고 있다.처음 본 어휘이지만 상황이 생생하게 와 닿는 것을 볼
때,작가는 이들 어휘를 생활 속 언어로 재탄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중략)
그의 글쓰기를 통해 국어사전에 용례 하나 없이 실려 있던 어휘에 피가 돌
수 있었다. 죽은 듯했던 어휘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것은 어휘의 새로운
탄생이었다.그가 소설 속에 풀어놓은 ‘
우리들의 이야기’
에는 그가 발견해낸
어휘가 뛰논다(
최경봉,2
012:
1391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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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 가급적 쉬운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 정확한 표현을 위해 조금은 낯선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
섬세한 의미 전달을 위해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 고유어를 살려
쓰려는 사람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은
어떤 표현 어휘를 사용할지,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 교수 ․ 학습 환경

표현 어휘 신장에 직적접인 영향을 끼치는 교육 환경은 어휘를 실제 가
르치고 배우는 교육 현장일 것이다. 이에 어휘 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환
경 중 특히 교수․학습 방법에 주목하여,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표현 어휘
신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생산적 교수 ․ 학습’ 과 ‘수용적 교수 ․ 학습’

어휘 교수․학습은 교수․학습의 방향에 따라 생산적 교수․학습(이하 생산적
학습)과 수용적 교수․학습(이하 수용적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53) 수용적
학습이 학습자가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생산적 학습은
학습자가 단어를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다음의 논의들은 표현 어휘 신
장을 위해서 단어의 인출, 출력, 사용을 강조하는 생산적 학습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53) 여기서의 ‘생산적’과 ‘수용적’은 ‘productive’와 ‘receptive’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본래 본 연구에
서는 ‘productive’를 ‘표현’에, ‘receptive’를 ‘이해’에 대응시켜 왔으나, ‘표현적 교수 ․ 학습’과 ‘이
해적 교수 ․ 학습’이 어색하다고 판단하여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서는 ‘생산적’과 ‘수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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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슨(Anderson,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독자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

1993)

다.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때 학습자가 출력을 하도록 연습
을 시키면 학습자는 인지적, 정신적 노력을 더 많이 하게

스웨인(Swain, 1995)

되어 언어를 더 깊이 처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어휘가 표현 영역에서 사용될 기회를
높인다.

코손(Corson, 1997)

단어를 수용적으로 접하는 것은 그것들을 잘 사용하기에
는 불충분하다.
출력이 입력보다 학습자가 언어를 좀 더 깊게 발전시키

라우퍼(Laufer, 1998)

도록 돕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새로 배운 어휘를 인출하
도록 유도하는 과제를 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그 단어들
을 자유 생산에 더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수용적 사용을 위해서는 수용적 학습을, 생산적 사용을

네이션(Nation, 2001)

위해서는 생산적 학습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생
산적 사용이 필요하다면 생산적 학습을 해야 한다.

<표 Ⅱ-1> 어휘의 생산적 학습에 대한 필요성

한편, 생산적 학습은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하
나는 어휘를 문맥에 맞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습이고54) 다른 하나
는 의미에 부합하는 어형(語形)55)을 머릿속 사전에서 회상(recall)하여 사
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습이다. 각각의 학습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
으며, 표현 어휘 신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생산적 학습 1: 어휘를 문맥에 맞게 표현하기
학습자가 학습 어휘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맞게 표현해 보
54) 맥카시(McCarthy, 2003:63)는 학습자들이 한 낱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머릿속 맥락화(mental
contextualization, 마음속으로 한 낱말이 쓰일 수 있는 맥락을 상정해 보는 일)를 직접 수행해 보
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한 낱말을 완전히 파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단어를 맥락 속에
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55) 여기서의 ‘어형’은 ‘어휘소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단일 어휘소의 형태’뿐만 아니라 ‘관용적 어
휘소의 형태’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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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신적 노력을 많
이 하게 된다. 이는 어휘의 형태, 의미, 통사, 화용, 연결망 지식을 좀 더
깊이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Mondria & Wiersma, 2004 참조)는 점에서
표현 어휘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어휘를 문맥에 맞게 표현하도록 할 때 단순히 문맥을 제공하는 것
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문맥이 다양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즉, 단어를
사용하여 짧은 문장을 생산하는 수준의 표현뿐만 아니라 단락과 글 차원에
서 표현 기회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임성규, 2003 참조).
또한 ‘의미 있는 사용’이 낱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해 주고 기억에 도
움을 주며, 적절한 상황에서 그 낱말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는 점에서 실제로 그 단어가 사용될 만한 의미 있는 문맥을 제공하여야 한
다(Nagy, 1991; 손영애, 1992에서 재인용). 이처럼 학습자들이 학습 어휘
를 의미 있는 문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표
현 어휘 신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 생산적 학습 2: 의미에 부합하는 어형을 회상하여 사용하기
의미에 부합하는 어형을 회상하여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해와 표현
이 역순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단어를 표현하는 것
과 이해하는 것을 역순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단어를 표현할 때에
는 의미를 먼저 선택하고 그에 연결된 어형을 선택하는 반면, 단어를 이해
할 때에는 반대로 어형을 먼저 인식하고 그에 연결된 의미를 파악하기 때
문에 동일한 과정들이 반대의 순서로 이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계단을 오를 때는 계단을 내려올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근육을 단지
역순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단어 표현과 이해가 단순한
역순 관계는 아니다(Aitchison, 2003). 물론 표현과 이해에는 공통적인 핵
심 과정이 있으나 이해에는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것이 없는, 표현에만 관
련된 과정들이 있다(Carroll, 2008 참조). 따라서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
해서는 형태를 인식하고 그 형태에 연결된 의미를 인식하는 학습으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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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으며 의미를 인식하고 그 의미에 연결된 형태를 회상하는 경험을
강화하여 어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의미에 적합한 형태를 인출하는 것과 형태를 보고 해당 의미를 떠
올리는 것은 형태와 의미 사이의 연결을 강화한다(Baddeley, 1990)는 점
에서 생산적 학습과 수용적 학습은 단어 학습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휘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의미에 부합하는 어형을 회상하는 생산적 학습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요컨대, 학습자가 의미 있는 문맥에서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
이 갖는 것과 의미에 부합하는 단어 형태를 머릿속에서 회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표현 어휘를 신장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
육에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문맥에서 학습 어휘를 많이 사용해 보고, 그 단
어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회상하여 실제로 사용해 보는 생산적 학습을 강
조해야 할 것이다.

② ‘통합적 교수 ․ 학습’ 과 ‘개별적 교수 ․ 학습’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서는 개별적 교수․학습(이하 개별적 학습)이 아니
라 통합적 교수․학습(이하 통합적 학습)이 필요한데, 여기에서의 ‘통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학습 대상이 되는 어휘와 기존
하는 다른 어휘와의 통합이고, 둘째는 표현 영역(특히 쓰기)과의 통합이다.

㉠ 기존 어휘와의 통합
기존 어휘와의 통합적 학습은 학습과 기억에 효과적이다. 파리박트와
베쉐(Paribakht & Wesche, 1999)에 의하면 어휘 항목을 학습하는 과정은
낯선 단어와의 최초의 만남에서 시작되고 그 단어의 주된 특징을 머릿속에
존재하는 기존의 어휘 목록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면서 계속된다(조은희,
2005:11에서 재인용). 이는 학습 어휘와 기존의 어휘가 통합이 잘 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처리 이

-4
7-

론에서도 단편적인 개념을 일방적으로 제시해서는 학습이 되지 않으므로
각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조직화하고 정교화
해 주어야만 학습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신명선, 2008:12).
또한 엘리스(Ellis, 1996)에 따르면 어휘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
억으로 이동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어휘 정보와 이미 존재하는 정
보를 연관시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단어를 기존 단어에 연관시키는 것은
그들이 잊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것들을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지만
이러한 연결이 없는 단어는 잊히기 쉽다.
이처럼 기존의 어휘와 학습 어휘가 통합된다는 것은 학습 어휘의 연결망
지식이 강화되어 결국 표현 어휘 신장으로 이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
서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 어휘를 개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학습 어휘와
기존 어휘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학습 어휘가 기존하는
다른 어휘와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표현(쓰기) 영역과의 통합
어휘는 본질적으로 말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듣기․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문법 영역’, ‘문학 영역’과 통합적으로 교수․학습될 수
밖에 없다(구본관, 2011ㄱ). 이를 표현 어휘에 적용해 보면 표현 어휘는
표현의 재료가 되므로 말하기와 쓰기 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교수․학습되어
야 한다. 어휘 교육에서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신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좋은 구어․문어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표현 어휘
를 말하기 및 쓰기 영역과 통합하여 교수․학습하는 것은 어휘 교육의 목표
에도 부합한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 중에서는 쓰기에서 표현 어휘를 좀 더 신장할 수 있
는 여지가 있다. 이는 작문이 어휘 지식을 증대시키고 공고하게 해 주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윤현숙, 2010:86). 라우퍼(Laufer,
1998)도 쓰기가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바꾸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고 하였다. 또한, 표현 어휘를 쓰기와 통합하는 것은 작문의 질과 어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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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은 관련성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아스티카(Astika, 1993)는
작문을 평가하는 5가지 요소(내용, 조직, 어휘, 언어 사용, 문장 부호) 중에
서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3.75%나 된다고 하여 작문의 질과 관
련하여 어휘가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작문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고 표현 어휘의 양과
질은 작문에서 보다 정확히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 어휘를 쓰기 영역
과 통합하여 교수․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명시적 교수 ․ 학습’ 과 ‘암시적 교수 ․ 학습’

어휘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 어휘에 대한 주목의 정도에 따라 명시적 교
수․학습(이하 명시적 학습)과 암시적 교수․학습(이하 암시적 학습)으로 나뉜
다. 명시적 학습은 학습해야 할 정보에 직접적으로 주목하기 때문에 어휘
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반면, 암시적 학습은 시간의 효
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Schmitt, 2000). 이 두 가지 학습 방법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상보적인 학습으로서 한쪽의 학습이 다른 쪽의 학
습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고양시켜 주기(Nation, 2001) 때문에 어휘 학습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서는 명시적 학습이 암시적 학습보다 더
중요하다(임성규, 2003; Nation, 2001; Schmitt, 2000 참조). 이는 명시적
학습이 어휘 지식의 학습과 기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학습 단어가
이해 상태에서 표현 상태로 전환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단어의 형식과 의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 기존 지식으로 형성된 연
합이 더 풍성해지고 새로운 정보가 보유(保有)될 기회가 더 많아지는 반면,
암시적 어휘 학습으로는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를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낮
다(Hulstijn, 1992; Laufer & Hulstijn, 2001 참조).
슈미트(Schmitt, 2000, 2001)에서도 단어가 장기적으로 기억되기 위해
서는 암시적 학습에서처럼 단어 학습 시 최소한의 정신적 처리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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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한 단어를 다루어 보고 생각할 때 더 많은 인지
적 노력이 발생할수록 그 단어를 나중에 회상하여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특히 저빈도 어휘를 우연히 학습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
였는데, 표현 어휘 신장의 주된 대상이 되는 어휘들이 주로 저빈도 어휘라
는 점에서 암시적 학습은 표현 어휘를 신장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지니며
어휘 학습을 깊게 처리하는 명시적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명시적 학습이 표현 어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하여 모
든 어휘 관련 활동이 명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션(Nation, 2001)이 다음 <표Ⅱ-2>에서 제시한 것처럼 단어의 어떤 부
분에 대한 학습인가에 따라 명시적 학습과 암시적 학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유형

학습 유형

활동

형태

주목하기를 포함한 암시적
학습

반복 읽기를 통한 단어와
의 잦은 만남

의미

강력한 명시적 학습

이미지, 상세화, 의식적
추론을 이용한 깊이 있는
처리

문법, 연어

암시적 학습

반복

사용제약

명시적 학습

명시적 지도와 피드백

사용

<표 Ⅱ-2> 어휘 지식의 유형과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Nation, 2001:35)

<표Ⅱ-2>에 따르면 ‘형태’의 경우, 명시적 학습을 통해서도 형태를 학습
할 수 있지만, 어휘의 형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암시적 학습
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러한 종류의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복 읽기
를 통하여 단어를 반복해서 접촉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의미’의 경우에는 강력한 명시적 학습이 필요한데 의미를 의식적으
로 깊이 있게 처리할수록 의미 지식이 학습자의 머릿속에 저장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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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용’의 경우는 문법과 연어 제약은 자연스러운 반복
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암시적 학습이 유용하지만, 사용 제약과
관련된 부분은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어와
관련된 사용 제약을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④ ‘반복적 교수 ․ 학습’ 과 ‘일회적 교수 ․ 학습’

동일한 어휘를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 교수․학습
(이하 반복적 학습)과 일회적 교수․학습(이하 일회적 학습)으로 나눌 수 있
다. 반복적 학습은 말 그대로 동일한 어휘를 반복적, 누적적으로 지도하는
교수․학습을 말하고 일회적 학습은 어휘를 한 번 소개하는 데 그치고 추수
(追隨) 지도가 없는 교수․학습을 말한다.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서는 반복적 학습이 중요한데, 이는 반복이 ‘기억’
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표현 어휘로 존재하는 어휘라고 해서 학
습자가 그 어휘를 언제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서는 의미가 세밀한 부분까지 분명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형이
떠오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Aitchison, 2003 참조). 그리고 표현
어휘는 그 특성상 이해 어휘보다 더 잊히기 쉽다(Cohen, 1989 참조). 따
라서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서는 표현 어휘가 완전히 잊히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쉽게 기억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억’을 위해서는 ‘통합적 학습’에서 강조한 ‘기존 어휘 지식과의 통합’
과 더불어 ‘반복’이 매우 효과적이다.56) 이 때문에 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강조되어 왔다.

56) ‘기존 어휘 지식과의 통합’과 ‘반복’은 어휘 학습 전략 중 기억 강화 전략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Schmitt, 1997,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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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와
슐츠
(Underwood
and
Schulz, 1960)

하나의 낱말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20번 정
도 그 낱말을 접해야 한다(손영애, 1992:41에서 재인용).

크로더스와
주페
(Crothers
&
Suppes, 1967)

어떤 단어가 어느 정도 암기 되려면 적어도 2~3번의
노출이 필요하다.

넬손(Nelson, 1977)

정보가 더 자주 반복될수록, 그것을 처리하는 깊이를 겪
었느냐에 상관없이 더 잘 기억될 수 있다(Ormord,
2009에서 재인용).

러셀(Russell, 1979)

학습 기간의 끝, 24시간 뒤, 1주일 뒤, 한 달 뒤, 마지
막으로 6개월 뒤에 5-10분의 복습 시간이 필요하다
(Ellis, 1996에서 재인용).

배 덜리 ( B a d d e l e y ,
1990)

대부분의 망각이 학습 과정의 바로 뒤에 일어나기 때문
에 학습 기간 후에 바로 복습 시간을 갖는 것이 기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배릭과
홀(Bahrick
& Hall, 1991)

학습한 재료를 전 생애에 걸쳐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
법 중 하나는 그 재료를 학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
는 것이다(Reed, 2011에서 재인용.).

손베리( Thornbury,
2002).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어떤 한 단어를 기억하려면 그 단
어를 여러 번 접해야 된다.
<표 Ⅱ-3> 반복 학습의 중요성

이처럼 어휘가 머릿속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인 학습
이 중요하다. 특히, 어휘 중에서도 저빈도 어휘들이 망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빈도 어휘는 반드시 잦은 반복을 통하여 기억을 강화시켜야 한
다.
또한 반복 학습은 동일한 지식의 기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
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끈다. 주드(Judd, 1978)에서는 반복 학습이 기억
의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학습을 가능하게 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김영숙, 2001: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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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떤 단어나 구에 많이 접할수록 그것을 기억할 확률이 높아진다.
② 반복적인 연습 및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어휘가 지닌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③ 다양한 복습 활동은 어떤 단어나 구의 사회언어학적 변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본래 단어를 안다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累積)적으
로 진행되는 것(Schmitt, 1997)임을 고려할 때, 반복 학습을 통한 누적적
단어 학습은 단어 학습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
에서는 어휘 지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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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의 표현 어휘 특성 분석
Ⅲ장에서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닌 실제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학습자와 전문가의 작문에 사용된 어휘를 빈도, 어종, 구성, 사용 등 다
양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학습자
의 표현 어휘 특성은 표현 어휘 신장의 이론적 논의를 보완하고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분석의 개요
1.1. 분석의 목표 및 대상
(1) 분석의 목표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어휘를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
닌 실제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기
위함이다. 즉, 학습자가 사용한 어휘의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 특성이 궁극적으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설계할 때 활용되도록 하는 데 분석의 목표가 있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특히 고려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표현 어휘
신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 기준의 관점에서
표현 어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니
는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할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학년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갖
는 개별적 특성이 아니라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닌 공통적인 특성을 분
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여러 학년에 속한 학습자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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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어휘가 지닌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분석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작문이 일차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지만, 학습자
의 표현 어휘 특성을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작문도 분석
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먼저, 학습자의 작문은 초, 중,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
안’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글로서 학습자 구성 및 글쓰기 지시문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57)

학습자 구성
학년
초5

중1

중3

고2

학교

소재

인원

WH 초등학교58)

서울

70

NB 초등학교

서울

51

BA 중학교

경기

34

TP 중학교

대전

35

CA 중학교

서울

43

BA 중학교

경기

31

TP 중학교

대전

38

CA 중학교

서울

50

DW 고등학교

서울

54

HM 고등학교

서울

33

DP 고등학교

경기

21

합계

전체
121명

112명

119명

108명

460명

57) 모든 학년의 학습자 표현 어휘를 분석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 공통 교육과정의
최고 학년에 해당하는 중3과, 중3을 기준으로 2년씩 간격을 두고 초5, 중1, 고2 학습자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학습자 수는 학년당 100명 이상이 되게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들은 제외하였다. 수집 시기는 2012년 7월 중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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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지시문 (《부록 1》참조).

“학교 폭력에는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돈을 강제로 빼앗는 것(금품
갈취), 따돌림(왕따), 강요,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
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1,000자)”

<표 Ⅲ-1> 학습자 작문 정보

분석 대상의 학습자 자료가 표본 집단으로서 갖는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
여 각 학년별로 2~3개의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은 동일한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학교 간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다.59)
학습자들은 1시간의 수업 시간 동안 1,000자 내외의 글을 작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1시간 안에 1,000자를 작성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2시간 동안 작성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학습
자들에게 과제로 주지 않고 수업 시간에 글을 쓰도록 한 것은 학습자들의
평상시 표현 어휘가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60) 글쓰기 주제를 ‘학
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61)으로 정한 것은, 학습자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일정한 양 이상을 쓸 수 있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58) 학교명과 학생명은 이니셜로 간략히 표기하였다.
59)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학년, 특정 학교 학습자들만의 표현 어휘 특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자들
의 표현 어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가급적 여러 학교의 학습자 작문을 수집함
으로써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0) 네이션(Nation, 2001)에서는 학습자들의 글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학습자들이 평소대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61) 리드(Reid, 1990)에 따르면 학생 작가에 의한 어휘 선택은 주제 유형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Engber, 199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한 주제에 대해서만 글을 쓰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휘
선택의 종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휘 선택의 양상은 주제에 상관없이 비슷하다
(Laufer & Nation, 1995 참조)고 볼 때 특정 주제에 따른 학습자 작문을 통해서도 학습자 표현
어휘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5
6-

또한 학습자의 표현 어휘 특성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
폭력’과 관련된 신문 사설 71개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62)

전문가 작문63)

신문사

경향신문

5

국민일보

9

동아일보

6

문화일보

7

서울신문

14

세계일보

7

조선일보

5

한겨레

6

한국일보

12

71개

<표 Ⅲ-2> 전문가 작문 정보

1.2. 분석 시 고려 요소
학습자의 표현 어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표
현 어휘를 분석할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중 ‘학습자’와
‘어휘’ 요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작문에 사용된 표현 어휘
는 ‘학습자’가 사용한 ‘어휘’로서, ‘학습자’와 ‘어휘’의 자체적인 속성이 작문
에 사용된 표현 어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
문에 나타난 어휘는 학습자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용’한 것이라는 측면
에서 ‘사용’과 관련된 요소도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어
휘’, ‘사용’과 관련된 다음의 세부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62) 신문 사설의 경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작성된 사설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inds.or.kr)’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63) 신문사별로 사설의 수를 통일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먼저 학습자의 작문 크기와 유사하게 만
들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사설을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또한 사설의 내용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휘의 종류와 수준
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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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관련 요소

학습자와 관련된 요소로는 학습자의 연령, 성별이 가장 대표적인 변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중 ‘성별’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구어 어휘를 분석
한 장경희 ․ 전은진(2008)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 한 점과 일반적으로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
는 점을 근거로 본 연구의 고려 요소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 관련 요소로 ‘학년(연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분석하였다.
한편, 동일 학년에서도 학습자의 국어 수준에 따라 표현 어휘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습자의 국어 수준도 일부 고려하였다. 그러
나 학년의 차이가 국어 수준의 차이를 내포하므로 동일 학년에서의 수준
차이는 핵심 고려 요소라기보다 학년 차이를 보완하는 요소로 접근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어휘 관련 요소

학습자의 표현 어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휘 요소로 어휘의 빈도,
어종, 구성 등을 고려하였다. ‘빈도’의 경우, 어휘의 사용 빈도가 다르다는
것은 곧 학습자가 그 어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나 적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 학습자가 해당 어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학습자가 해당 어휘
를 사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표현 어휘와 관련하여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2 언어 교육에서 표현 어휘와 관련하여 빈도
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빈도에 따른 표현 어휘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종’의 경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각각의 위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 어휘의 어종이 무엇인지는 어휘의 사용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우리 어휘 체계에 존재하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一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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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 대응 현상(김광해, 1989)은 어휘 사용과 관련이 깊다. 하나의 고유어
에 여러 개의 한자어가 대응되는 경우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고유
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한자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학습자가 어떤 어휘
를 주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은 표현 어휘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성’의 경우, 학습자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단일 표현 어휘소와 관
용적 표현 어휘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하는지
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어종’과 마찬가지로 표현 어휘의 특성
을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3) 사용 관련 요소

언어 사용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확성’의 관점, ‘적절성’의 관점,
‘타당성’의 관점으로 구분된다(신명선, 2011:73 참조)64).
•

정확성의 관점: 언어는

규칙이며

체계이므로,

정확한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관점
• 적절성의 관점: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므로,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관점.
• 타당성의 관점: 언어는 하나의 사회 제도와 유사한 것이므로, 언어에
담겨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 등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어 사용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관점.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적절성’에 포함시켜 다루고 ‘다양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다양성’을 추가한 것은 표현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다양한 표현 어휘를 사용했느냐도 작문에 사용된 어휘를 분석하는 데 중요

64) 정확히 말하면 신명선(2011)에서는 ‘언어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나 각 관점에 대
한 설명을 보면, 언어를 사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을
‘언어 사용에 대한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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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습자가 자신의 제한된 표현 어
휘 중에서 일부 어휘를 선택하여 많은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
휘 사용의 다양성은 표현 어휘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요소로 고려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 관련 요소로 정확성, 적절성, 다양
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어휘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학습자의 표현 어휘 특성

2.1. 빈도의 관점에서 분석한 표현 어휘의 특성

(1) 분석의 절차

빈도의 관점에서 표현 어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사용
한 전체 어휘의 빈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체 작문
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주요 입력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입력한다. 보조 용언, 전문 용어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작문들 중에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별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규범에 맞게 수정한 후 입력하였다.
또한 합성어가 아닌 경우는 모두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들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여 입력하였다.
☞ 라우퍼(Laufer, 1998)에서는 심각한 오류가 아닌 이상 맞춤법이 틀린
단어들을

바르게

수정하여

입력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바르게 수정하여 입력하였다.
단어 철자법 지식은 단어에 대한 지식의 일부로서(Nation, 2001),
학습자가 단어를 잘못 표기했다고 하여 그 단어를 표현 어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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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기보다는 표현 어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얕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입력한 자료들을 ‘(주)낱말’의 어휘 분석 시스템65)을 활용하여 1
차적으로 분석한 후 연구자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잘못된 분석 결과를 바
로 잡았다. 분석 대상 말뭉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학년

인원

문장 수

전체
어절 수

평균
문장 수

평균
어절 수

평균
글자 수

문장당
어절 수

초5

121

2,626

28,849

21.7

238

932

11.0

중1

112

2,100

22,343

18.8

199

778

10.6

중3

119

2,098

24,640

17.6

207

813

11.7

고2

108

1,960

25,221

18.1

234

932

12.9

전문가

71

1,256

17,611

17.7

248

1,044

14.0

<표 Ⅲ-3> 분석 대상 말뭉치 개요

한편, 동일 학년 내에서 국어 수준에 따라 표현 어휘의 빈도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119명을 국어 수준에 따라 상 수준과 하 수준으로 나누고 수준별 말뭉치
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66)

65) 본 연구에서는 ‘(주)낱말’의 어휘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째, ‘(주)낱말’의 형태소 분석은 ‘21세기 세종 계획’의 형태소 분석과 거의 같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빈도별 어휘 분석을 위해 등급별 어휘 분석을 이용하
였는데, 현재 등급별 어휘 분석은 ‘(주)낱말’의 9등급 체계가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66) 본 연구에 참여한 세 학교의 중3 학습자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직접 학습자들을 ‘상,
중, 하’로 3등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국어 수준에 따라 표현 어휘의 빈도별 비율이 달
라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뚜렷한 상 수준의 학습자와 하 수준의
학습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두 그룹 간의 전체 어절 수를 거의 일치시킴으로써 동일
조건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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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인원

문장 수

전체
어절 수

평균
문장 수

평균
어절 수

평균
글자 수

문장당
어절 수

중3 상

35

659

7,580

18.8

217

848

11.5

중3 하

39

651

7,648

16.7

196

764

11.7

<표 Ⅲ-4> 중3 학습자의 국어 수준별 말뭉치 개요

(2) 분석의 기준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표현 어휘의 빈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낱말’의 9등급 어휘 체계를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67) ‘(주)낱말’
의 9등급 어휘 체계는 김광해(2003)에서 제시한 7등급 어휘 체계를 보완
한 체계로서 두 체계의 차이는 <그림 Ⅲ-1>에서 알 수 있듯이 김광해
(2003)의 3, 4, 5등급이 ‘(주)낱말’에서는 3, 4, 5, 6, 7등급으로 좀 더 세
분화되었다는 데 있다(최운천, 2011 참조).

67) 여기서 ‘등급’은 ‘빈도’를 기본으로 하되 ‘중요도’에 따라 어휘 등급을 매긴 것이기 때문에 ‘빈도’
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김광해(2003)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빈도’와 ‘중요도’
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빈도 어휘들이 등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
구에서는 ‘등급’과 ‘빈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등급이 낮을수록 고빈도 어휘에,
등급이 높을수록 저빈도 어휘에 가깝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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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김광해(2003)와 (주)낱말의 등급별 정보 비교

(3) 분석의 실제
① 분석 대상 어휘의 범위
말뭉치로 구축한 자료를 대상으로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유명사, 지시문에 노출된 어휘, 사자성어(四字成語)
는 제외하였다.
㉠ 고유명사는 제외하였다.
☞ 일반적으로 고유명사는 어휘 평정에서 제외됨을 고려하였다(김광해,
2003 참조).
㉡ 지시문에 언급된 주요 단어는 제외하였다.
☞ 학습자 중에는 지시문에 제시된 학교 폭력 관련 용어(학교, 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신체, 사이버 등)를 그대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가 많았다(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지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들 단어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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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들 어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어휘가

실제로

학습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표현

어휘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에 노출된 주요
어휘들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68)
㉢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제외하였다.69)
☞ 본 연구에서는 단일 어휘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관용적
어휘소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는 모두 제외하였다. 참고로, 사자성어는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② 학습자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보이는 특성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자 관련 요소인 ‘학년’과 ‘국어 수준’에 따라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휘
의 품사가 등급별 비율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사’에 따
라 등급별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등급
별 비율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말뭉치를 타입(Type)과 토큰
(Token)70)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였다.
㉠ 학년에 따른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
ⓐ 타입(Type) 기준
타입(Type)을 기준으로, 각 등급에 속하는 표현 어휘의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71)
68) 제외한 단어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통계 처리를 해 보기도 하였는데, 제외 전후의 통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노출 어휘의 제외 여부가 본 연구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
였다.
69)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사자성어가 ‘역시사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기에 사자성어 제외 여부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문가 작문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사자성어가 쓰였으나 이를
제외해도 전체적인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70) 타입(type)과 토큰(token)은 말뭉치 기반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타입은 서로 다른
어휘들의 총 숫자이고, 토큰은 사용된 어휘의 총 숫자이다. 예를 들어, 작문에서 같은 단어가 계
속 사용되면 타입은 그대로이지만 토큰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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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타입(Type)을 기준으로 한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학년별)

위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학년에 상관없이 1, 2등급 어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등급 이상의 어휘들은 1, 2등급과 비교해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72)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등급이 낮은 어휘
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등급이 높은 어휘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
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의 글에서는 학습자들과 달리 2등과 3등급 어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등급 이상의 어휘들도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등급 곡선이 학습자에 비
해 완만하다는 것을 통해 등급 간 비율의 격차가 학습자들에 비해 크지 않
71)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따라서 비율의 총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하 동일.
72) 여기에서 학년별 이해 어휘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등급별 비율 비교는 문
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주)낱말’의 등급 체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은 4등급까지,
중학교 1학년은 5등급까지, 중학교 3학년은 6등급까지, 고등학교 2학년은 7등급까지 어휘를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년에서 이해 어휘의 등급을 벗어난 등급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각 학년에서 이해 어휘에 속하는 어휘만을 대상으로 등급별 비
율을 다시 계산하였으나 반영 전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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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품사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체언을 대표하는 명사, 용언을 구성하는 동사와 형용사, 수식언을 대
표하는 부사를 중심으로 등급별 표현 어휘의 비율이 품사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3> 타입(Type)을 기준으로 한 표현 어휘의 품사별 등급 비율(학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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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보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 명사의 등급별 비율 그림이
다른 품사와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다른 품사들은 공통적으로 1등
급 비율이 가장 높고 등급이 커질수록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명사의 경
우 전체적으로 1등급 어휘보다는 2등급 어휘의 비율이 높고, 3등급의 비
율도 다른 품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명사 중에 한자어 명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품사에 비해 2등급과 3등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최운선, 2012:538 참조).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의 표현 어휘
는 품사에 상관없이 1등급과 2등급 어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품사 공통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은 등급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높은 등급의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모든 품사에서 3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비율은 학습
자에 비해 낮고, 3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등급
곡선이 학습자에 비해 완만함을 알 수 있다.

ⓑ 토큰(Token) 기준
토큰(Token)을 기준으로 각 등급별 표현 어휘가 작문에서 차지하는 상
대적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등급의 어휘가 학습
자의 작문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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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토큰(Token)을 기준으로 한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학년별)

위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학년에 상관없이 1등급 어휘가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1등급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1등급 어휘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동일하나 그 비율이 학습자만
큼 절대적이지 않고 2등급 이상의 어휘도 학습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학습자들은 전문가들에 비해 1등급 어휘를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토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품사별
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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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토큰(Token)을 기준으로 한 표현 어휘의 품사별 등급 비율(학년별)

학습자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등급별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1
등급 어휘의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1등급 어
휘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2등급 이상의 어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증감 폭이 별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문
가의 경우에는 품사와 상관없이 대체로 1등급의 비율이 학습자보다 훨씬

-6
9-

낮고 3등급 이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어 수준에 따른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
ⓐ 타입(Type)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일 학년에서 국어 수준이 ‘상’인 학
습자와 ‘하’인 학습자 간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Ⅲ-6> 타입(Type)을 기준으로 한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수준별)

위 그림을 보면, 1, 2등급의 경우에는 하 수준 학습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4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상 수준 학습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지
만 상 수준과 하 수준 간에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국어 수준에 따른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품사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는 <그림 Ⅲ-7>과 같다.

-7
0-

<그림 Ⅲ-7> 타입(Type)을 기준으로 한 표현 어휘의 품사별 등급 비율(수준별)

위의 그림을 볼 때, 동일 학년 내에서 상 수준의 학습자와 하 수준의 학
습자 간에 품사별로도 등급별 비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동
일 학년 내에서 품사와 관련하여 어휘 사용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
다.
요컨대, 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상 수준의
학습자와 하 수준의 학습자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 토큰(Token) 기준
토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 학년 내에서 상 수준의 학습자와 하 수
준의 학습자 간에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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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토큰(Token)을 기준으로 한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수준별)

위 그림을 보면, 1등급의 경우에는 하 수준 학습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
고 2등급 이후에는 상 수준 학습자의 비율이 조금씩 더 높긴 하지만 상
수준의 학습자와 하 수준의 학습자 간에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별다
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토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수준에 따라 표현 어휘의 등급
별 비율이 품사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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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토큰(Token)을 기준으로 한 표현 어휘의 품사별 등급 비율(수준별)

위 그림을 보면, 모든 품사에서 1등급의 경우에는 하 수준의 학습자의
비율이 상 수준의 학습자 비율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
를 찾을 수 없다.
요컨대, 토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상 수준의
학습자와 하 수준의 학습자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분석 결과의 시사점

지금까지 학년별, 국어 수준별, 품사별 표현 어휘의 비율을 타입과 토큰
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표현 어휘는 고빈도 어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저빈
도 어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학년 공통적으로 1, 2등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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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등급) 어휘의 비율이 품사와 상관없이 매우 높으며, 그 이외의 등급
비율은 학년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동일 학년 내에서의 수준별 차
이도 마찬가지이다. 1등급 어휘가 고빈도 어휘임을 감안할 때 1등급에 속
하는 어휘들이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학
습자들의 표현 어휘가 주로 고빈도 어휘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3등급 이상의 어휘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경
향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국어 능력의 신장에 따른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은 등급 어휘의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
고 높은 등급 어휘의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은 있으나 그 추세가 별
로 크지 않았고,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학년에 따른 등급별 비율 간의 차
이가 매우 미미하였다. 또한 동일 학년 내에서의 국어 수준별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은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73) 학습자 전체와 전문가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국어 능력에 따른 등급별 비율 차이
가 생각보다 크지 않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국어 능력이 신장되는 속
도에 비해 표현 어휘가 신장되는 속도가 훨씬 더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어 능력이 향상됨과 함께 이해 어휘는 점점 신장됨을 고려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간의 간격은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임
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학습자 표현 어휘의 등급별 비율 분석 결과는 표현 어휘 신
장 교육이 다음을 지향해야 함을 보여 준다.
첫째,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고빈도 어휘(기초 어휘 혹
은 1차 어휘)가 아닌 저빈도 어휘(2차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지도해야 한다.74)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해 어
73) 물론 본 연구에서 중3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학년에 바로 적
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다.
74) 김광해(1995:327)에서는 어휘를 빈도, 난이도에 따라 1차 어휘와 2차 어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1차 어휘는 기초 어휘라고 불리는 어휘들의 집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는데, 기초
어휘라고 부를 때는 학습이나 교육이라는 시각을 감안한 의미가 약한 반면, 1차 어휘라고 부를
때는 이를 감안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어휘(혹은 기초 어휘)는 고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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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로만 머물러 있는 2차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1차 어휘와 2차 어휘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2차
어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학습자가 2차 어휘를 자주 경험하고 사용하는 것이 2차 어
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학습자가 2
차 어휘를 직간접적으로 접해 보고 사용해 보는 경험이 늘어나지 않는 이
상 그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2차 어휘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학습자가 많이
접하고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학습자가 1차 어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한다는 것
은 1차 어휘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2차 어휘가 사용될 기회가 상실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1차 어휘의 반복적 사용은 다른 어휘의 사용
기회를 배제하기 때문에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되
지 않는 어휘는 어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심해지면 표현 어휘 목록에
서도 사라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1차 어휘 중심의 어휘 사용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1차 어휘
에만 의존하지 않고 2차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어 능력의 향상에 비례해서 표현 어휘가 자동적으로 신장되는
것은 아님을 볼 때, 어휘 교육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자가 표현 어
휘를 신장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어휘 교육에 반영해야 한
다. 특히, 저빈도 어휘의 경우 국어 능력에 따른 사용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 어휘가 저빈도 어휘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고 할 수 있다.75)
어휘와 같다고 보았다.
75) 그러나 현재의 어휘 교육은 초등 교육에서는 어휘 표현을 강조하지만 중등 교육에서는 어휘 이해만
을 강조하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많아져야 한다는
본 연구의 주장과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Ⅳ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7
5-

2.2. 어종의 관점에서 분석한 표현 어휘의 특성
특정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유어와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학습자들은 고유어를 사용할지, 한자어를 사용할지를 선택해
야 한다.76)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중
섬세한 의미를 표현하는 한자어보다는 의미의 폭이 넓은 고유어를 주로 사
용하는 경향이 있었다.77) 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낮을수록 더 강했지만 고
학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유어 사용 선호 현상은 학
습자 공통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유어와 한자어가 일대다 대응
을 이루는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고유어 선호 현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일어나다’와 ‘발생하다’의 사용 비교
‘일어나다’와 ‘발생하다’의 대응에서 학습자들은 고유어 ‘일어나다’와 한
자어 ‘발생하다’를 다음과 같이 학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두 단어가 모든 학년에서 학습자의 표현 어휘에 속해 있음을 보여 준다.78)
[
학년별 ‘
일어나다’
의 사용 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화기로 경찰서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
초5
)
․요즘에는 학생들의 자살이 잇달아 일어난다.(
중1)
․이렇게 자주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중3)
․그리고 개인 간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고2)
76) 대화 중에 사용하는 단어보다 실제로 더 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활성화된다(Aitchison,
2003), 이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관련되는 표현 어휘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활성화되며
우리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시에 활성화된 단어 중 어떤 단어
를 주로 선택하게 되는지는 표현 어휘 신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77)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는 고유어의 다의적 의미가 지니는 모호성을 피하고 고유어의 의미를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김광해 외, 1999:346). 따라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에서의 고유어 사용은 섬세한 의미 전달과는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78) 등급을 보더라도 ‘일어나다’는 1등급, ‘발생하다’는 2등급 단어로서 모두 낮은 등급에 속하기 때
문에 두 단어가 전체 학습자의 표현 어휘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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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
발생하다’
의 사용 예]

․이런 폭력들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
초5)
․학교 폭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 (
중1)
․그래서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중3
)
․전국 각 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고2)

‘일어나다’와 ‘발생하다’가 모두 학습자의 표현 어휘에 속하기 때문에 글
을 쓸 때 두 단어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학습자의 선택에 달
려 있다. 학습자와 전문가의 작문에서 ‘일어나다’와 ‘발생하다’ 중 어느 단
어가 더 많이 선택되었는지를 조사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79)

<그림 Ⅲ-10> ‘일어나다’와 ‘발생하다’의 상대적 사용 비율

위 그림을 보면 학년 공통적으로 ‘일어나다’를 ‘발생하다’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0) 이는 전문가들이 ‘일어나다’보다는 ‘발생하
79) 해당 학년에서 ‘일어나다’와 ‘발생하다’가 사용된 횟수를 바탕으로 상대적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1 학습자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다’를 사용한 횟수가 100번이고, ‘발생하다’를 사용한
횟수가 50번이면 ‘일어나다’는 66%(150번 중의 100번), ‘발생하다’는 33%(150번 중 50번)가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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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이처럼 전문가가 한자
어 ‘발생하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학습자는 고유어 ‘일어나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 학습자들이 전문가에 비해 고유어를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고유어와 한자어가 대응되는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았다.

○ ‘말하다’와 대응 한자어의 비교
‘말하다’는 다음과 같이 고유어계 유의어와 한자어계 유의어를 가지고 있
는 다의어이다.81)
․고유어계 유의어:꾸짖다,나타내다,놓다,대다,말리다,밝히다,이르다,이야기

하다,일컫다,재잘거리다,털어놓다
․한자어계 유의어:구사하다,구술하다,대화하다,발언하다,설명하다,신고하다,

언급하다,진술하다,청하다,토로하다,표현하다,형용하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것은 한자어계 유의어로서 문맥에 따라 ‘말
하다’ 대신에 ‘구사하다, 구술하다, 대화하다, 발언하다, 설명하다, 신고하
다, 언급하다, 진술하다, 청하다, 토로하다, 표현하다, 형용하다’ 등의 한자
어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문맥에 맞는 다양한 한자어를 사
용하기보다는 고유어인 ‘말하다’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82)
이는 전문가들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80) ‘일어나다’는 다의어이기 때문에 ‘발생하다’와만 비교하기 위해서 ‘일어나다’가 ‘어떤 일이 생기
다.’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만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문장에서처럼 비록 ‘일어나다’가 사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 빈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해법을 모색하는 교육자들의 운동이라
도 일어나야 할 상황이다. (‘일어나다’가 ‘발생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예)
81) ‘(주)낱말’에서 제공하는 유의어 사전 참고(www.wordnet.co.kr).
82) 초등학생은 129회, 중1은 61회, 중3은 70회, 고2는 49회를 사용하였다. 물론 이들 학년 중에도
‘말하다’ 대신에 다른 표현을 사용한 학습자들이 있었으나 ‘말하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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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학습자의 작문 자료]

․사이버 폭력은 폭력 센터나 경찰한테 말한다.(
초5)→ 신고한다.
․꼭 내가 말하는 것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
중1) → 제시하는
․따돌림과 금품 갈취를 당하여 고통을 말하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이기

지 못하고 자살을 하였다.(
중3) → 호소하지도/고백하지도
․"
넌 무조건 죄인이야!
"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가 반성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2) → 질책하는

[
전문가의 작문 자료]

․이 학생은 숨지기 전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
2
년째 맞고 산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미치겠다"
고 토로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번 판결 내용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줄 필

요가 있다.
․교사의 입장에선 학생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고민을 나눠야
․미국 뉴저지 주는 …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중학생의 경우는 … 모욕을 당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고

백하지 못했다.

학습자들이 ‘신고하다’, ‘제시하다’, ‘호소하다’, 고백하다’, ‘질책하다’ 등
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다’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면 전문가들의 작문에
서는 ‘말하다’보다는 ‘토로하다’, ‘설명하다’, ‘대화하다’, ‘신고하다’, ‘고백하
다’ 등과 같이 ‘말하다’에 대응되는 한자어들이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 ‘주다’ 대 ‘가하다’
학습자들은 ‘고통을 주다’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전문가들은 ‘고통을 가하
83) 화살표 오른쪽은 ‘말하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어를 연구자가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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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표현한다. ‘가하다’가 한자어계라는 점에서 이 또한 학습자들은 한자
어보다는 고유어를, 전문가들은 고유어보다는 한자어를 선호하는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학교 폭력은 여러 가지의 종류와 다양한 행위들로 피해자들에게 엄

청난 피해와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초5)
․학교 폭력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해당된다.(
중1)
․하지만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미움과 무시함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을 사

용하여 친구에게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준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고2)
․현재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

을 가하는 방법'
도 명시적으로 허용해 … (
전문가)

○ ‘찾다’ 대 ‘모색하다’
학습자들은 ‘방안을 찾다’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응되
는 표현으로 ‘방안을 모색하다’를 많이 사용하였다.
[
찾다(
찾아보다)대 모색하다]
․그럼 이제는 해결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
초5)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 엄격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1)
․사이버 폭력의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면 되도록 사생활 침해적인 자기 얼굴

사진은 금하고 악플을 달았다면 경찰한테 말하는 안정적일 것 같다.(
중3)
․이렇게 학교 폭력의 예를 들어 보았다면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

자.(
고2)
․경찰관,학부모 대표 등 외부 위원들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고,해결책을

모색한다.

○ ‘풀다’ 대 ‘해소하다’
한편, 학습자 간에도 학년별로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데, 저학년일수록 고유어를, 고학년일수록 한자어를 사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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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이를 ‘(스트레스를) 풀다’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다’의 사용 양상
을 통해 확인해 보자.

<그림 Ⅲ-11> ‘풀다’와 ‘해소하다’의 상대적 비율

위의 그림을 보면 저학년일수록 고유어 ‘풀다’를 사용하고 고학년일수록
한자어 ‘해소하다’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중에서 학습자들이 전문가에 비해
고유어 사용을 선호하고 그 선호 정도가 어릴수록 강한 이유는 다음 몇 가
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응 한자어가 아직 학습자의 이해 어휘로
만 존재하기 때문이다.84) 즉, 학습자는 고유어 대신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사용하기 원하지만 대체 가능한 한자어가 학습자의 표현 어휘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유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
자가 아직 ‘호소하다’, ‘토로하다’ 등의 단어를 이해는 하지만 표현 어휘로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들을 표현의 맥락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학습자가 고유어를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유어가 일반적으로 대응
한자어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아 학습자에게 친숙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
펴본 ‘일어나다’와 ‘발생하다’의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 두 단어가 모두 표
84) 대응 한자어가 이해 어휘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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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발생하다’보다 ‘일어나다’를 많이 사
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일어나다’가 더 친숙하고 낯익은 단어이기 때
문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친숙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특정 단어에 대해 친숙성
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실제로 학습자의 작문에는 ‘일어나다’
만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어나다’를 주로 사용한 경우, ‘일어나다’와
‘발생하다’를 모두 사용한 경우, ‘발생하다’를 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하다’
만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은 초등학생 작문에
서 각각의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보인 것이다.85)

[
‘
일어나다’
만 사용한 경우]

… 이 표현 방법이 학교에서도 일어나면서 학교 폭력이 생긴 것이다.그리고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왕따는 … 학교 폭력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학교 폭력은 일어난 후에 교육하는
것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교육하여 학교 폭력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NB초5_J
DH)

[
‘
일어나다’
를 주로 사용한 경우]

… 따돌림이 일어나는 원인은 못생겼다,뚱뚱하다 이런 것 때문에 따돌림이

생겨난다.… 신체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서로 간의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싸우고 때리는 것까지 일어난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더 이상 학교 폭력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
NB초5_LYM)

[
‘
발생하다’
를 주로 사용한 경우]

… 학교 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일컫는다.… 그러면 만약에 다
85) ‘일어나다’와 ‘발생하다’를 사용한 부분 중심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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툼이 일어났다고 치면 각 반 모두 6
명의 경호원이면 손쉽게 다툼을 말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이 발생하면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
(
WH초5
_LHY)

[
‘
발생하다’
만 사용한 경우]

… 최근에 이와 같은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폭력이 한 번도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줄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NB초5_KYJ
)

학습자 작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어나다’와 ‘발생하다’를 골고루 사용
하는 학습자는 매우 드물고 둘 중 어느 하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학습
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실은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를 계
속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학습자마다 친숙
하다고 느끼는 단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고유어를
대응되는 한자어보다 더 친근하게 느낀다는 것은 작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고유어를 선호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한자어에 대한 어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유어는 의미 폭이 넓고 사용 제약이 적은 반면 한자
어들에는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전제되어 있다(김광
해, 1989:74). 따라서 학습자는 고유어를 사용할 때보다는 한자어를 사용
할 때 문맥에 적절한 사용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의미 폭이 넓은 고유어를 선호하게 된다.
신명선(2008:71)에서는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국어에 존재하는 유
의어들의 의미를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개념에 맞게 제
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유의어 지식에 대해 자신 없어 하였고 그 이유로 “그냥 별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미세한 의미 차이를 알고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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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대략의 의미만 파악한 상태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
네이션(Nation, 2001)에서는 학습자가 단어의 철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할 경우 그 단어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지식, 통사에 대한 지식, 화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단어에 대한 어휘 지식이 부족
할수록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나누다’와 ‘분류하다’, ‘구분하다’의 사용 양상을 통해 확
인해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분류하다’, ‘구분하다’를 사용하기보다는 ‘나
누다’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분류하다’, ‘구분하다’의 미세
한 의미 차이를 모르면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나누다’의 사용을 선호하게
된다.

․좋은 반/나쁜 반이 나누어지면 (
초5)→ 구분되면
․나의 바람은 앞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을 나누지 않고 (
중1
)→ 구분하지
․가해자,피해자를 나누는데 피해자가 잘한 건 아니다.(
중1)→ 구분하는데
․학교 폭력이 여러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더라.(
중1)→ 분류되어
․조선 시대 신분 나누듯 누가 정하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
중3)→ 구분하듯
․낙오된 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이 각기 소수로 나누어지며 (
고2
)→ 분류되며
․따돌림은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누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
고2
)→ 구분해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신체적,언어적,정신적,시각적 (
중3)→ 분류할
․학교 폭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2)→ 분류할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우리말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의어의 의미가 어떻
게 다른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신명선, 2008:71 참조). 따라서 학습자
들이 섬세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사용 제약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표
현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는 어렵고 낯선 일이기 때문에 한자
어보다는 고유어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이유로 학습자들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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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유어 사용을 선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고유어를 주
로 사용하는 현상이 아니라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
는 원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자어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지 않았거
나, 한자어가 낯설거나, 한자어에 대한 어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자
어 사용을 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은 고유어와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어와 단어의 관계 전반에서 전술한
원인으로 인해 특정 단어가 더 선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학습자가 아직 이해 어휘로만 지니고 있는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습자들에게 낯설게 여
겨지는 어휘를 직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여 단어
친숙도를 높이고, 어휘 지식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어휘 사용의 자신감
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 구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표현 어휘의 특성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표현 어휘는 대부분 단일 표현 어휘소로서 관용
적 표현 어휘소(이하 관용 표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한자 관용어, 숙어, 속담의 사용 실태를 전문가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자 관용어의 사용
학습자들은 한자 관용어 중 ‘일석이조, 약육강식, 질풍노도, 단도직입, 어
불성설, 비명횡사, 역지사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2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이므로 잔소리를 듣지 않게 할

일을 미리미리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잔소리도 안 듣고 칭찬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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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석이조.(
초5)
․약육강식이란 약한 자는 결국 강한 자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이다.(
초5)
․사춘기는 청소년이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중1)
․학교 폭력의 원인에는 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을 예로 들

자면 학교는 사회와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중3)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학교 폭력은 범죄이다.(
중3)
․하지만 게임으로 학교 폭력을 줄이고 게임을 수출하면 일석이조 아닌가?(
고2)
․학교 폭력은 그저 철없는 가해자들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재미있게 보내기

위한 반항일 뿐이다.(
고2)
․생태계가 약육강식의 세계인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성립할 수 있

는 것이다.(
고2
)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 (
고2
)
․동물들 사이에서도 약육강식의 법칙이 성립하듯이 인간 세계에서도 똑같다

고 보면 된다.(
고2)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학교 폭력을 학생들의 먹이 사냥이라 생각하면 된

다.(
고2)
․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2
)
․공부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쓰레기처럼 살다 비명횡사할 것이라는 말

을 늘 달고 다니시는 …

한편, 한자 관용어 중에 ‘역지사지’는 유독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사
용되고 있었다.

․… 역지사지란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 … (
초5)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모두를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면 될 것 같다.(
중1
)
․우리는 서로 역지사지로 타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중1)
․이 학교 폭력의 원인은 역지사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 (
중1)
․그리고 가해자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한다.(
중1)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
역지사지'정신이 필요하다.(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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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지사지로 그 친구의 마음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 (
중3)
․제일 좋은 방법은 역지사지 태도를 느껴 보는 게 좋을 거 같다.(
중3)
․…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역지사지로 생각하기 … (
중3)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중요하다.(
중3)
․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 (
고2)
․… 친구를 때렸을 때 드는 기분을 역지사지로 느껴보면 하지 않게 (
고2
)
․… 가해자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여 학교 폭력을 그만두어야 (
고2)
․가장 중요한 것은 '
역지사지'자세를 갖는 것이다.(
고2)
․학교 폭력의 원인은 '
역지사지의 입장'
이 부족한 탓인 것 같다.(
고2)
․…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여야 할 것이다.(
고2)

학습자들이 사자성어를 잘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지사지’가 많
이 나타나는 것은 ‘역지사지’가 학습자들에게 매우 친숙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관용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자주 접해 친숙한 관용
표현은 얼마든지 표현 어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의 글에서는 ‘금시초문’, ‘우후죽순’, ‘개과천선’, ‘금과옥
조’, ‘절체절명’, ‘연목구어’, ‘일벌백계’, ‘구수회의’ ‘자포자기’, ‘미사여구’,
‘유명무실’, ‘임기응변’, ‘좌지우지’, ‘보신주의’, ‘무사안일’, ‘격화소양’ 등과
같은 다양한 한자 관용어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치 금시초문이라는 듯 부산을 떠는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이 께름칙하긴 …
․사건이 우후죽순처럼 불거지면서 대책도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다.
․또 ‘
개과천선’
할 여지가 많은 만큼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
․원칙론이 금과옥조(
金科玉條)
처럼 교조화할 경우 교육 현장은 …
․학교 폭력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경찰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들의 인식부터 이런 식이어선 학교 폭력 근절은 연목구어(
緣木求魚)
일 뿐…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상담 전화 통합 운운하고 있으니 함량

미달의 구수회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이 적절한 심리 치료를 받지 않고 수용 시설에 갇히게 되면 자포자기하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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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다시 배워 나오는 악순환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폭력이 계속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미사여구로 포장한다 …
․복수 담임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지금 유명무실하게 시행되는 부담임제와

다를 게 없다.
․지금까지 임기응변식 대증 요법과는 다른 내용과 의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할

만했다.
․그런 임기응변 속에서 피해 학생이 구호 요청 신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

력은 악화됐고, …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거나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 …
․1990년대 초 일본에서 건너온 일진회는 조폭이 대로를 활보하며 거들먹거리

듯 여전히 교실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분위기에선 아무리 형사 책임을 물은들 보신주의만 조장할 뿐이다.
․교사와 학교,교육 당국의 무사안일 주의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
․학교 측의 비밀주의와 무사안일 주의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봐야 한다.
․스스로 원인을 인정하고도 대책은 겉돌고 있으니 격화소양(
隔靴搔痒·
신발 신

은 채 발바닥 긁기)격이다.

○ 숙어와 속담의 사용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숙어와 속담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초등학생들
중 일부 학습자들만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학교 폭력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께 말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자살

까지 하는 무서운 세상에서 해결 방안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비슷하다.(
초5
)
․그러면서 시치미 떼고 있는 학생들 정말 나쁜 학생들이라고 한다.(
초5)
․그리고 언어폭력 예방법은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를 생각하

며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초5)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초5)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처럼 좋고 고운 말로 해결하는 것이 (중3)

한편, 전문가들은 다양한 숙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음은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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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숙어와 속담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단 따돌림과 교내 폭력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
․학교 폭력을 일단은 덮고 보려는 관행이 피해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는 비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경찰은 이씨가 성인 폭력 조직의 일원인 것으로 보고 배후를 캐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우울한 학교 폭력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뿌리 내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학교 측이 특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이 군을 벼랑으로 내몬 이유
․교육 주체들이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만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선량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 조직을 뿌리 뽑는 일대 결단이 나와야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힘을 보태야만 아이들이 목숨 걸고 학교 다니는 사태를
․교칙을 통해서도 금지하지 못하도록 상위 규범에 못 박는 일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더라도 …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성폭행범들이 다시 활개를 치도록 법원이 날개를 달아줬다는
․그것이 조금이나마 어린 나이에 하늘로 떠난 A군과 부모들을 위로하는 길이다.
․학교 폭력에 대해 가정,학교가 높은 장벽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날로 진화하고 독버섯처럼 퍼지는 학교 폭력에 대해 …
․백약이 무효라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학교 폭력을 교화와 선도라는 이름으로 공자 왈 맹자 왈 할 수 없는 단계에

이상과 같이,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한자 관용어, 숙어와 속담의 종류
와 사용 빈도를 볼 때 학습자들은 관용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관용 표현은 주로 구어 자료에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문금
현, 1999), 문어 자료인 학습자의 작문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문가의 작문에 사용된 다양한 관용 표현과 비교해 보면 학습자의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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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사용은 그 수와 활용 양상이 현저히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관용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학습자들은 관용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86) 본 연구에서는 학
습자들이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
를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는 관용 표현이 학습자의 이해 어휘로
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즉, 관용 표현이 학습자의 표현 어휘로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그 관용 표현을 표현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일 표현 어휘소를 이해 상태에서 표현 상태로 전
환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관용 표현에 대한 어휘 지식을
계속해서 학습해 가면서 이를 다른 어휘소들과의 연결망을 형성해 나가도
록 하며, 또한 관용 표현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관용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또는 의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용 표현 사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다음
과 같이 조사하였다.

[질문] 글을 쓸 때 관용 표현(사자성어, 속담, 숙어)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
합니까?
응답 학생 수(명)

전체(%)

4

2.7

② 노력한다

18

12.2

③ 보통이다

62

42.2

④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56

38.1

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7

4.8

① 매우 노력한다

<표 Ⅲ-5> 학습자가 관용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86)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습자들이 해당 관용 표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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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응답을 보면, 관용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매우 노력한다’가
2.7%, ‘노력한다’가 12.2%에 불과한 반면, ‘보통이다’가 42.2%, ‘별로 노력
하지 않는다’가 38.1%,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가 4.8%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관용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관용 표현은 다채로운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휘 자산이다
(김광해 외, 1999:324). 이러한 점은 교육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계속 강
조되고 있다(밑줄은 연구자).

교육 과정

내용
[6-말-(5)]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딱 들어맞는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

7차 교육과정

할 줄 안다는 것은 매우 세련된 말하기 능력이라는 점을 중시
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한 후 그
에 적절한 속담이나 격언을 고르도록 지도한다.
[3-말-(2)]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한다.
이야기나 속담에는 교훈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히 활용할 경우 듣는이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좋은 자료
가 될 수 있다.

2007 개정 교
육과정

[7-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관용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때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지 분석하여 관용 표현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관용 표현을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활동도 행할 수 있다. 특히 패러디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현재의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거나 국어 문화에 즐거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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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관용 표현에는 국어 문화의 특성이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이
해는 국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를 적절
2011 개정 교
육과정

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다. 관용어구나 속담 등에 담긴 국어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는 활동을 하게 지도한다. 선
조들의 일화나 명언 등과 함께 지도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 관용 표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표현 의도
를 다채롭게 드러내려는 태도를 지니게 지도한다.
<표 Ⅲ-6> 교육과정에서의 관용 표현 관련 내용

<표 Ⅲ-6>을 보면, 교육과정에서는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세련된
말하기를 가능하게 하고 듣는이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국어 문화
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금현(1999:374)에서는 저학년에서는
관용 표현의 이해에 힘쓰고 고학년에서는 표현의 차원에서 관용 표현을 활
용한 말하기와 쓰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용 표현의 사용에 따
른 언어 구사는 고급 언어의 구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용 표현의 학습
이야말로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고도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관용 표현 사용의 필요성과 의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
은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들조차 관용
표현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87)

․관용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초등학교 교사)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어휘를 쓰는 것이 관건임.관용표현을 꼭 넣어서 써야 한다

고 생각하지 않음.(
중학교 교사)

87) 7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의 일부이다(《부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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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긴 하나 굳이 관용 표현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고등학교 교사)
․관용 표현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그 순

기능에는 동감하나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에도 벅차하는 관용 표현들을 표현까지
자유롭게 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 대비 효과가 더 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일단
이해만 하고 있는 수준이라도 4
자성어나 속담에 담긴 ‘
뜻’
을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실상 학생 수준에서 4
자 성어나 숙어를 쓸 일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4
자 성어

를 학생들이 사용하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능력과 이어지는 것이 표현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관용 표현을 쓰는 것이 오히려 상투적일 수 있다고 생각
하기에 굳이 중점적으로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사자성어나 속담,숙어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그다지 생산적으로 쓰

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쓰이는 어휘,자주 쓰이지만 오용되는 사례가
많은 어휘 등이 더 먼저 표현 어휘로 지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관용 표현 사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교사들은
관용 표현 자체가 의사소통에서 기여하는 바가 적고 상투적인 표현으로 흐
르기 쉬우며 일상에서도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러나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관용 표현은 표현 어휘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전문가들의 글에서는 빈번히 활용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拂拭)시키고 학습자
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일이 어휘 교육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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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표현 어휘의 특성
(1) 표현 어휘의 정확성

단어가 기본적으로 형태와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표현 어
휘의 정확성도 형태 차원의 정확성과 의미 차원의 정확성으로 구분하여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① 형태 차원의 정확성

형태 차원의 정확성은 학습자가 단어를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지와
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 어휘의 공통적 특성을 유
형화함으로써 표현 어휘의 형태적 정확성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작문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 어휘들을 자
음의 표기 오용과 모음의 표기 오용으로 나누고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음의 표기 오용
자음과 관련된 표기 오용 사례 중에는 받침의 오용, 상관대립(경음-격음
-평음)의 오용, 절음과 연음의 오용이 가장 많았다.88)
[
받침의 오용]

․그 사람이 마음에 않 든다고 … (
→ 안)
․처음엔 만이 힘들 것이다. (
→ 많이)
88) 본 연구에서 표기의 정확성을 언급하는 것은 학습자의 표현 어휘 중에는 형태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어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지 맞춤법의 오용 사례를 정확하게 분류하
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받침의 오용’, ‘상관대립의 오용’, ‘절음과 연음의 오용’
의 위상이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음의 오용 양상을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
대부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오용 유형을 이와 같이 구분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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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을 자제시켜 마음을 가라않이는 것 … (
→가라앉히는)
․문제아들과 평범한 학생들을 다른 건물로 옴겨 놓는 것이다. (
→ 옮겨)
․고등학교까지도 못 나온 사람은 살아남기 힒들기 때문이다. (
→ 힘들기)
․난 그때 깨닭았다. (
→ 깨달았다)
․이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설명이 맛다고 생각한다.(
→맞다고)
․온갔 노력을 다하였다.(
→ 온갖)
․그렀게 계속 하다 보니 … (
→ 그렇게)
․이렀게 되면 저절로 신체 폭력 (
→ 이렇게)
․이럴 땐 용기를 같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 (
→ 갖고)
․엽 반에는 왕따 찐따 그러면서 따돌림을 받는다.(
→ 옆)
․우선 학교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십다.(
→ 싶다)
․친구에게 어느 날 외톨이가 되고 격지 않아야 할 … (
→ 겪지)
․그 일로 스트레스를 안 밨는 것은 다행인데 … (
→ 받는)
․나 혼자 홀로 놀 때 것으론 태연한 척, … (
→ 겉)
․안 가져 오는 게 낳다 생각한다. (
→ 낫다)
․강한 친구도 약한 친구도 모두 똒같은 친구라는 것을 (
→ 똑같은)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갇고 선생님께 말하면 (
→ 갖고)
․화가 낳다고 다른 친구한테 화풀이로 때린다거나 (
→ 났다고)
․그 부모님이 찾아와 전학을 가겠다고 하더니 진짜 전학을 갖다. (
→ 갔다)
․왕따는 마음보다 걷모습을 보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라고 … (
→ 겉모습)
․어쨋든 2번째 해결 방안은 문제아들과 평범한 학생들을 (
→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었일까? (
→ 무엇)
․용돈을 받쳐야 하는 것 (
→ 바쳐야)

[
상관대립의 오용]

․솔찍히 옛날보다 학교 폭력이 더 심해져서 … (
→ 솔직히)
․이 글을 쓸 대만큼은 이 생각뿐이다.(
→ 때)
․자기가 큰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숨키고 … (
→ 숨기고)
․요즘 사회에서는 부적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갔다.(
→ 부쩍)
․신체 폭력은 때리고 싶으니깐 때리는 것일 꺼고 … (
→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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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눈에는 힘쌘 애가 힘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 (
→ 힘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딴 제일 중요한 건 … (
→ 일단)
․부모나 어른들이 자녀를 위로해 주고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방지)
․‘
너랑 절교야!
’
라는 말을 절때로 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하여 … (
→ 절대로)
․무시하는 말은 스지 않도록 훈련한다.(
→ 쓰지)
․그러면 최책감이 들어 결국엔 실토하지 않을까? (
→ 죄책감)
․그것에 대해서 대피해야 한다. (
→ 대비)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인데 따른 사람이 당하면 … (
→ 다른)
․사이버 폭력 하면 인터넷 깨임상으로 욕하고 … (
→ 게임)

[
절음과 연음의 오용]

․그것도 어른들께 말씀들인다.(
→ 말씀드린다)
․입장을 밖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 (
→ 바꾸어)
․친구들 사이에 자살과 왕따가 이러나는 것인 걸까.(
→ 일어나는)
․장난이 그 사람이 받아드리고 다른 사람 기분이 좋은 … (
→ 받아들이고)
․비록 난 왕따에서부터 겨우 버서났다.(
→ 벗어났다)
․큰 문제를 이르킬 수도 있다.(
→ 일으킬)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으로 발켜진다.(
→ 밝혀진다)
․강한 아이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가타.(
→ 같다)
․성폭력은 상대를 성적으로 괴로피는 것이다.(
→ 괴롭히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여러시 해서이다라고 했다.(
→ 여럿이)
․학교 폭력을 해결하면서 학생 자살률을 주려가면서 … (
→ 줄여가면서)
․벌금이나 교도소에 가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갇힐 )

㉡ 모음의 표기 오용
학습자의 작문에서 모음과 관련된 표기 오용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를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89)

89) 민현식(1999)에서는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모음 오용 유형 외에 다음과 같은 오용 유형이 추
가로 제시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표는 오용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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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 유형

학습자의 작문 예

<ㅘ - ㅏ>

부모님께 정학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ㅏ - ㅡ>

아이들은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모자르다.

<ㅐ - ㅔ>

지금 현제 우리 …

<ㅖ - ㅐ>

유치장 상담을 개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ㅗ - ㅓ>

그것도 일정의 금품 갈취이며 학교 폭력이다.

<ㅓ - ㅡ>

가해자의 성격이 드럽고 싸가지가 없어서이다.

<ㅖ - ㅔ>

게속 지속이 될 수 있어

<ㅚ - ㅔ>

그리고 보고만 있어도 방관 제에 속한다.

<ㅗ - 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관심이 별루 없고

<ㅚ - ㅐ>

따돌림과 개롭힘을 많이 당할 것이다.

<ㅚ - ㅙ>

쵀대한 안 가져 오는 게

<ㅜ - ㅡ>

신체 폭력 등을 해서 우을증이 생겼고,

<ㅜ - ㅣ>

자기 물건을 부시고

<ㅞ - ㅙ>

하지만 왠만하면 나는 학교 폭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ㅙ - ㅔ>

너무 폐세된 곳은 들어가지
<표 Ⅲ-7> 학습자 작문에서 나타난 모음 표기 오류 유형

오용 유형
<ㅏ - ㅐ>
<ㅏ - ㅓ>
<ㅏ - ㅜ>
<ㅐ - ㅔ>
<ㅒ - ㅖ>
<ㅓ - ㅔ>
<ㅓ - ㅜ>
<ㅓ - ㅣ>
<ㅔ - ㅗ>
<ㅕ - ㅛ>
<ㅕ - ㅣ>
<ㅗ - ㅐ>
<ㅗ - ㅛ>
<ㅛ - ㅚ>
<ㅜ - ㅠ>
<ㅞ - ㅚ>
<ㅡ - ㅢ>
<ㅢ - ㅣ>

예
바람 / *바램
거머리 / *거마리
나불나불 / *나발나발
헤매다 / *헤메다
뽀예지다, 뿌예지다
네댓 / *너댓
연거푸 / *연거퍼
그러잖아도 / *그리잖아도
메밀 / *모밀
-구려 / *구료
켜다 / *키다
맛보기 / *맛배기
뽀로통하다, 뾰로통하다
묘= 뫼
구명(究明), 규명(糾明)
휑하니 / *횡하니
여느 / *여늬
늴리리 / *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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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 유형
<ㅏ - ㅑ>
<ㅏ - ㅗ>
<ㅏ - ㅣ>
<ㅐ - ㅣ>
<ㅓ - ㅐ>
<ㅓ - ㅕ>
<ㅓ - ㅝ>
<ㅔ - ㅕ>
<ㅕ - ㅏ>
<ㅕ - ㅖ>
<ㅖ - ㅣ>
<ㅗ - ㅚ>
<ㅗ - ㅡ>
<ㅜ - ㅔ>
<ㅜ - ㅟ>
<ㅟ - ㅣ>
<ㅡ - ㅣ>

예
괴팍하다, 강퍅하다
나누다, 노느다
부닥치다, 부딪치다
개개다 / *개기다
깍정이, 깍쟁이
티격태격 / *티걱태걱
훤칠하다 / *헌칠하다
베개 / *벼개
달려들어 / *달라들어
오려논 / *오례논
예쁘다 / *이쁘다
모시다 / *뫼시다
소곤소곤 / *소근소근
궁둥이 / *궁뎅이
허우대, 아귀탕
두더지 / *두더쥐
괜스레 / *괜시리

위의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오용 유형은

<ㅐ - ㅔ> 유형으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예를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들이나 경찰을 자르고 없에야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다.(
→ 없애야)
․채벌 금지를 빨리 없애야 한다.(
→ 체벌)
․먼저 대중 메체의 영향이 매우 크다.(
→ 매체)
․가정의 부모님,형제,자메들의 영향도 메우 크다.(
→ 자매,매우)
․아는 형,누나 친구들을 대려와서 신체 폭력이나 … (
→ 데려와서)
․언어폭력은 학교 같은 대에서 욕 쓰는 학생들을 강하게 … (
→ 데)
․정치인들은 요새 쓸대없이 이상한 일만 한다.(
→ 쓸데없이)
․요즘 뉴스나 여러 메스컴에서는 거의 학교 폭력 중 … (
→ 매스컴)
․이상한 말을 보네거나 나쁜 유해 물질 등을 보네고 … (
→ 보내거나)
․지금 현제 우리 … (
→ 현재)
․글쓰기 캠패인이 생겼으면 한다.(
→ 캠페인)
․자꾸 신체를 떼리지 않고 말로 상대의 마음속에 … (
→ 때리지)
․스트래스가 많이 쌓인 친구들이 … (
→ 스트레스)
․PC방에는 어린에가 가지 말고 꼭 가고 싶으면 많은 친구랑 … (
→ 어린애)
․또 언재 나쁜 사람이 잡아갈지 모르니까 호루라기 같은 … (
→ 언제)
․그 애들은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그레서 더욱더 외로웠다.(
→ 그래서)
․사람들이 재일 많이 하는 폭력이 언어폭력이다.(
→ 제일)
․피해자는 몇 베,몇 십 베로 고통 받고 … (
→ 배)
․금품 갈취란 자신이 돈이 없다고 친구의 돈을 강재적으로 … (
→ 강제적으로)

현실 발음에서 ‘ㅔ’와 ‘ㅐ’가 거의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도 ‘ㅔ’
와 ‘ㅐ’를 많이 혼동하고 있다. 따라서 ‘ㅔ’와 ‘ㅐ’의 구분은 발음 지식이 아
닌 맞춤법 지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두 음운이 들어 있는 단어를
가르칠 때는 학습자들이 형태적으로 정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지
도해야 할 것이다.90)
90) 학습자의 모음 오용은 국어의 음운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정확’을
‘정학’으로 쓰는 것은 ‘ㅘ’의 반모음 w가 약화되어 발음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일종’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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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학습자들의 작문에 사용된 형태적 오류는 학습자들의 맞춤법
지식이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맞춤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학습
자들은 자신들의 빈약한 맞춤법 지식을 감추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학습자
들은 자신이 맞춤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휘를 주로 사용하거나 규칙적
으로 철자를 적는 단어 사용을 선호하게 되며 맞춤법이 헷갈리는 단어를
회피하려고 한다(Vadasy & Nelson, 2012:35 참조). 특히 학년이 올라갈
수록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기 때문
에 맞춤법에 자신 없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
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 어휘를 대상으로, 표현 어휘의 형태적 지식을
확실히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② 의미 차원의 정확성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의미와 관련하여 정확성을 보이는지는 개별 단어
차원과 의미 관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별 단어 차원에서
보면,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때 그 단어
는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사용된 것이다.91) 또한 의미 관계 차원에서 보면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 관계가 올바를 때 그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이들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오류와 한계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으로 쓰는 것은 ‘ㅗ’를 ‘ㅓ’로 발음하는 비원순모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다른 유형들도 이와
같은 설명이 대부분 가능한데, 이는 국어의 음운 현상이 학습자들의 발음 생활이나 표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확한 모음 표기를 위해서는 국어 음운 현상
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되, 현실 발음과 관련시켜 올바른 발음 생활, 표기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
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91) 민현식(1999:501)에서는 어휘 교육에서 하나의 사물과 사건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
나밖에 없다는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의 태도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9
9-

㉠ 개별 단어 의미의 정확성
아래 예들은 다소 정확하지 않은 단어가 사용된 예들로서, 학습자가 사
용한 단어보다는 괄호 속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표현 의도를
구현하기에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 요소가 없어지면 폭력이 없어진다고 … (
→ 요인)
․이 학교 폭력의 원천은 선생님이 아닐까?(
→ 근원)
․부모님께서는 잔소리를 그만하고 칭찬을 해 주어 학교 폭력을 제한한다.
(
→ 줄인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
→ 최선)
․그 언어의 뜻을 알려 주거나 자신들이 알아서 깨닫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한

다.(
→ 효과적이라)
․부모님과 얘기를 해 보거나 전학을 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 효과적인)
․학교에서는 벌점,반성문 쓰기,부모님 소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호출)
․선생님께 말해야 하는데 혼자 속에서 썩혀 두고 있어서 (
→ 썩여)
․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하는 선생님을 놓는 것이다.(
→ 배치하는)
․선생님께선 항상 친구들에 대해 다 아신다고 하시지만 비록 가장 중요한

걸 모르신다.(
→ 정작)
․이제부터는 학교 폭력을 자제하기 위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 통제)
․우리 사회 모두 학교 폭력을 방안하는 것에 실천을 하여야 (
→ 예방)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경찰서 검문소로 보내서 검문을 해 (
→ 심문)
․학교 폭력이니 성범죄니 자살이니 컴퓨터,텔레비전에 언론되는 게 (
→ 거론되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애를 막아 주는 어린이에게는 상을 줘 … (
→ 지켜)
․이 해결 방안으로 언어폭력이 자제됐으면 좋겠다.(
→ 통제/근절)
․인적이 드문 곳과 일어날 것 같은 곳에 CCTV를 배치해 둔다.(
→ 설치해)
․많은 사람이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하였으면 (
→ 주목)
․학교 폭력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어느 사소한 일을 당했어도 … (
→ 어떤)
․유치원생 시절에는 … 일어나지 않았다.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빈번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 빈번하게)
․피해자가 … 자신도 친구들 사이를 정화시키기 위해 힘써야 … (
→ 화해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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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배우고 인간의 사이를 배우는 학교란 곳에서 (
→ 관계)
․아직도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의 벌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 미약하다)
․정보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사이버 폭력도 많이 발발하고 있다.(
→ 발생하고)
․심할 정도에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사람의 배,급소를 마구 … (
→ 경우)
․비록 자리를 바꿔 달라 한 그 아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의 목숨을 거두고 말았다.(
→ 빼앗고)
․남을 때리고 괴롭히는 학생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 (
→ 응당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

로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기도 하다.(
→ 일상생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가해자로 변환되는 것 같다.(
→ 변하는)
․그렇지만 그 당시엔 매개체도 발달하지 않았고,(
→ 매체)
․만약 폭력을 당하면 그것을 증거할 증거물 등을 잘 가지고 (
→ 증명할)
․자살로도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
→ 심각한)
․동등해야 할 학생들 사이에서 서열이니 뭐니 하면서 (
→ 평등해야)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축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학교이다. (
→ 압축적)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둬서 집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다 보니 폭력적인

성격이 되고 또 그것을 자제해 주는 사람이 없다.(
→ 통제)
․요즘 많은 일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은 매우 심각하다.(
→ 문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 한다.(
→ 높다)
․학교 폭력이 … 쉽게 꺼질 문제는 아니다.(
→ 사라질)
․지금은 학교 폭력에 대한 죗값이 더 심해진 상황이다.(
→ 커진)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세뇌시킴으로써 (
→ 각인)
․청소년이라는 명분 때문에 적은 처벌이 있어 학교 폭력은 (
→ 신분)
․그러므로 조금 더 위중한 처벌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엄중한)
․학교 폭력을 발견하는 즉시 그 친구를 도와주고 … (
→ 목격하는)
․우린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성립할지도 모른다.(
→ 수립)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지경에까지 도달한 현실이 (
→ 이른)
․대중매체 등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 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받

아들이고 행할 수 있다.(
→ 자연스럽게)
․나보다 키가 작고 나보다 가난한 아이들은 하등하다.(
→ 열등하다)
․신고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반사이다. (
→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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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의 입에서 무작위로 뿜어져 나오는 욕 (
→ 마구)
․이런 영화들에서는 피를 튀기며 욕설을 퍼붓는 행위가 만발하여 (
→ 만연하여)

이처럼 학습자가 부정확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해당 단어의 의미
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철저한 학습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문장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해 보자.

․ 학교에서는 벌점,반성문 쓰기 부모님 소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학교 폭력을 발견하는 즉시 그 친구를 도와주고 …

위에서 학습자가 ‘호출’ 대신에 ‘소환’을 사용한 것은 ‘소환’이 법률적 의
미를 지닌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음을 보여 주며, ‘목격하다’ 대신에
‘발견하다’를 사용한 것은 ‘발견하다’가 ‘새롭게 찾아내다’의 의미를 함의하
고 있음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 준다.92) 이처럼 학습자가 생산한 문장에서
단어의 쓰임을 살펴보면 ‘소환’, ‘발견하다’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의미 관계의 정확성
의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열 관계(상하 관계, 유의 관계, 대립 관계)와
결합 관계(합성 관계, 관용 관계, 연어 관계)로 나눌 수 있다(김광해 외,

9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소환’, ‘발견하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소환: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
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
․ 발견하다: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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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의미 관계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확하지 않은 연어 관계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연어에는 연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을 잘 준수해야 하지만 학습자
들은 연어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연어를 사용하거나 제한적으로 연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연어 오용 사례 중 일부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도를 지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 (
→ 도를 넘으면)
․그때 나는 어이가 털렸다.(
→ 어이가 없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새로운 주장을 낸다.(
→ 주장을 한다 / 주장을 편다)
․폭력을 행하는 아이들의 경우 집안 상태가 … (
→ 집안 상황 /집안 환경)
․더 많은 제도를 설치하고 자주적으로서 … (
→ 제도를 실시하고)
․더 많은 이해를 줘야 한다고 … → 이해를 해야
․폭력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게 습관이 되고 단체 폭력으로 … (
→ 집단 폭력)
․주의만 약간 주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주기 때문이다.→ (
처벌을 하기)
․집단으로 무리를 만들어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 (
→ 무리를 지어)
․정신을 차리니 교실에 불이 질러 있어서 얼른 교실을 … (
→ 불이 나)
․그래야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더 들기 때문이다.(
→ 관심이 생기기)
․자살을 시도하거나,우울증에 잠겨 많이 힘들어 한다.(
→우울증에 빠져)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한다든지 … (
→ 수다를 떤다든지)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 (
장애를 가지고)
․자기의 가족 환경 또는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 (
→ 가정 환경)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다.(
→ 심각성은 커져)
․학교 폭력을 시행한 범인이 나타나지 … (
→ 학교 폭력을 행한)
․학교 폭력을 실시한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 (
→ 일으킨/휘두른/가한)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을 행세한다. (
→ 학교 폭력을 행사한다)
․한 명이 학교 폭력을 가하면 다른 친구들까지 나쁜 쪽으로 마음이 넘어가

기 마련이다.(
→ 마음이 기울기)
․학교 폭력에 의해 사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 사망을 하는)
․아이가 어떤 위험에 당했거나 … (
→ 위험에 빠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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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잠시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또한 학년 공통적으로 잘못된 연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폭
력’과 관련된 연어 중에 ‘폭력을 가하다/행사하다/행하다/저지르다/일으키
다/휘두르다’ 등이 정확한 연어 관계이지만 학습자들은 ‘폭력을 하다’를 압
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93) 또한 ‘폭력을 당하다’ 대신에 ‘폭력을
받다’ 등과 같은 잘못된 연어 관계를 사용하는 학습자도 많이 있었다.

[
‘
폭력을 하다’
를 사용한 경우]

․학교 폭력을 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당하면 기분이 어떨지 … (
초5)
․우리는 대부분 학교 폭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중1)
․학교 폭력을 하면 좋은 일이 없다.(
중3)
․학교 폭력을 하는 학생들에게 첫째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2
)

[
‘
폭력을 받다’
를 사용한 경우]

․학교 내에도 그러한 이유로 폭력을 받는 아이가 있다.(
초5)
․학교 폭력으로 인해 또 다른 폭력을 받게 되고 … (
중1)
․학교 폭력을 받은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또 스트레스를 … (
중3)
․상대방도 폭력을 받으면 나와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 (
고2)

학습자들이 ‘폭력을 하다’, ‘폭력을 받다’ 등과 같이 잘못된 연어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폭력’에 대한 연어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
금까지 국어 교육에서는 연어 교육이 강조되지 않았으나 학습자들이 연어
사용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을 볼 때 어휘의 연어 관계는 표현 어휘를
93) 학년별로 보면, ‘폭력을 하다’와 ‘폭력을 가하다’를 비교하였을 때 ‘폭력을 하다’를 ‘폭력을 가하
다’보다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12배, 중학교 1학년은 7배, 고
등학교 2학년은 3배 정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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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습자들이 사용한 연어 중에는 비록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한된 단어들과만 연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를 ‘관
심’과 ‘해소하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관심’과 관련된 연어 중
학습자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다’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당하는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초5)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서도 배려하면서 생활하고 … (
중1)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침이나 저녁 … (
중3
)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다.(
고2
)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관심을 기울이다’, ‘관심을 보이다’, ‘관심을 접다’,
‘관심을 일깨우다’, ‘관심을 끌다’, ‘관심을 집중하다’ 등과 같이 ‘관심’과 관
련하여 다양한 연어를 사용하고 있었다.94)

․학교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 학생들을 불러 저녁밥을 먹이면서 관심을 보여 주자.
․공분이 불거지면 잠시 호통이나 치다 관심을 접는다.
․학부모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문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 당국은 '
학교 안 폭력'
에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

학습자들은 ‘관심’과 관련된 연어로 ‘관심을 가지다’만을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 표현의 정확성 및 효과를 위하여 ‘관심’과 관련된 다양한 연어를
학습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94) ‘관심’은 다음과 같은 동사와도 연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김하수 외, 2007 참조).
(관심이) 가다, 고조되다, 높다, 많다, 모아지다, 쏠리다, 없다, 있다, 집중되다, 크다, 필요하다
(관심을) 가지다, 기울이다, 끌다, 나타내다, 높이다, 도리다, 두다, 모으다, 보이다, 불러일으키다,
쏟다, 주다, 집중하다, 표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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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소하다’의 경우, 학습자들은 ‘해소하다’를 주로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와만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다.(
초5)
․체육 시간,즉 활동 시간을 늘려서 밖에서 뛰어놀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1)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사춘기에 받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다른 쪽

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중1)
․그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라 폭력을 사용하는 것 같다.(
중3)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2)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약자에게 화풀이 한다.(
고2)

위에서 보면 학습자들은 ‘해소하다’를 주로 ‘스트레스’, ‘불안감’, ‘불만’
등과 같이 심리와 관련된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해소하다’를 ‘문제’, ‘폭력’, ‘궁금증’과 같은 단어들과 연어 관
계를 맺으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일이야말로 좁게는 교권을 보장하고

넓게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전문가)
․학교 폭력 해소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다.(
전문가)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며 조사 내용을 학교별․지역별로 수치나

순위 등의 형태로 일괄 발표해선 안 된다.(
전문가)

‘해소하다’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
라는 뜻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하다.’는 뜻의
‘해결하다’에 ‘없애다’는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해결하여 없애 버려
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다’보다 ‘해소하다’가 더 적절한 단어라 할 수
있다. 학교 폭력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글쓴이
의 표현 의도에 따라서는 ‘해결하다’보다 ‘해소하다’가 더 적절한 서술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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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즉, 만약에 학습자들이 학교 폭력의 서술어로 ‘해소하다’
를 사용하게 된다면 학교 폭력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셈이 된다.
한편, 학습자들이 ‘해소하다’를 전문가에 비해 제한된 연어와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결하다’는 학습자의 작문에서 다양한 단어와 연어 관계
를 형성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그럼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초5)
․그리고 따돌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못생겼다고 따돌리지 말고 뚱뚱하다고

따돌리면 안 된다.(
초5)
․이러한 원인을 해결할 방안은 폭력을 당했다면 우선 선생님과 부모님한테 알

려야 한다.(
초5)
․폭력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한다.(
초5)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과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초5
)
․가족 즉 부모님이 아이에게 친절히 대해 주며 아이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정답게 친구처럼 대화도 나누면 … (
중1)
․학교 폭력은 주변의 무관심을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개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중3)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있지만 실상 별 다른 효

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2)

이처럼 학습자들은 ‘해결하다’를 ‘폭력’, ‘따돌림’, ‘원인’, ‘일’, ‘문제’, ‘고
민’, ‘무관심’, ‘사태’ 등과 같이 다양한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해결하다’와 연어를 맺을 수 있는 단어를 ‘해소하다’에 비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해소하다’의 연어 관계를 ‘해결
하다’만큼은 잘 알고 있지 못함을 뜻한다. 따라서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단어별로 정확하고 풍부한 연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
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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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 어휘의 적절성

형태와 의미 차원에서 정확하게 사용된 표현 어휘라 할지라도 상황에 적
절하지 않은 표현 어휘가 있을 수 있다. 네이션(Nation, 2001)의 ‘사용 제
약(사용역, 빈도 등)’을 지키지 않은 표현 어휘는 비록 정확하게 사용되었
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학습자가 사용
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휘를 사용하게 되면 부적절적한 어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어휘를
사용하거나 표준어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언 어휘를 사용하게 되면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지적받게 된다.
사용역은 다양한 범주로 하위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의 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사용
한 어휘가 ‘문어’에 적절한 어휘인지를 검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문어 표현 어휘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구어적 표현 어휘를 사용한 경우들이 일부 있었는데, ‘가장’과 ‘제일’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가장’은 ‘제일’에 비해 문어적 단어로서
(임홍빈 편저, 1993 참조), 글에서는 특별한 표현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제일’보다는 ‘가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작문에서
는 ‘가장’ 대신에 ‘제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95) 이를 학년별
사용 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5)
․
․
․
․

작문에서의 사용 예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런 학교 폭력은 중학교에서 제일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초5)
학교에서 봤는데 언어폭력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중1)
신체 폭력은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이다. (중3)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서로서로 …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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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가장’과 ‘제일’의 상대적 사용 비율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일’을 사용
하는 비율은 줄고 ‘가장’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난 반면, 전문가의 작문에
서는 ‘제일’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가장’만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과
‘제일’이 빈도가 높은 단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은 ‘가장’은 문어적 어휘이
며 ‘제일’은 구어적 어휘라는 사용역 지식을 학습하여 언어 양식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역 지식이 부족하면 표현 어휘를 상황에 적절하
지 않게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단어와
관련된 주요 사용역 지식을 선정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표현 어휘의 다양성

표현 어휘의 정확성과 적절성은 어휘 사용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이라면 다양성은 선택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어휘를 부
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
지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
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 어휘를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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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표현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96)

① 어휘 다양성의 두 가지 의미

표현 어휘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표현 어휘가 양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표현 어휘의 다양성은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어휘 사용이 다양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유형(type)이 다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최근에는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어휘의 다양성을 논할 때는 위에서처럼 사용된 단어 유형의
다양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흔히 유의어와 관련지어 논의된다. 그러나
어휘 다양성이 유형의 다양성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로 각각
사용된 경우도 어휘 다양성에 포함돼야 한다. 이는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
이 단순히 표현 어휘의 양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의어의 각 의미가
표현 어휘의 의미로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이처
럼 표현 어휘 다양성의 의미가 확장되면 다음의 문장도 어휘 다양성이 실
현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96) 다음은 어휘 다양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논의들이다(임채훈, 2011:358 참조).
․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되풀이된다면 문장이 단조로워지는 것은 틀림없다.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비단 그 속에 등장하는 어휘의 다양성뿐은 아니겠지만, 표현의 풍요함
은 주로 어휘를 얼마나 다양하고 생산적으로 구사했느냐 하는 점을 가지고 가늠하게 된다(김광해
외, 1999:504).
․ 동일한 의미로 끝나는 서술어를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글의 흐름을 단조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글의 호흡마저 짧게 하는 문제를 낳게 한다. 따라서 동일한 어휘나 어조사가 반복되는 일
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공용배, 2004:214).
․ 문장이 같은 말로 끝나면 어색해 보일 뿐 아니라 글을 읽는 맛이 뚝 떨어진다(배상복,
2006: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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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고장 난 시계를 잘 고치시고 아버지는 병을 잘 고치신다.

일반적으로 위의 문장에서 ‘고치다’를 다른 단어, 예를 들어 각각 ‘수리
하다’나 ‘치료하다’로 바꾸는 것만이 어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위의 문장에서 앞의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고, 뒤의 ‘고치다’는 ‘병
따위를 낫게 하다.’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비록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
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어휘 다양성이 실현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다의어가 한 텍스트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
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용이 다의어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면, 이 또한 어휘의 다양성이 구현된 것이다. 다만, 표현의 효과나 의미의
정확한 전달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현의 효과 문제이지 다양성의 문제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어휘 다양성을 실현하는 경우를
‘다양한 유형(type)의 단어 사용’으로,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단어가 가
지고 있는 서로 다른 의미를 활용하여 어휘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을 ‘다양
한 의미의 사용’으로 명명하여 구분한다.

② 어휘 다양성의 실제

㉠ ‘다양한 유형(type)의 단어 사용’ 측면
글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글의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김광해, 1993). 학습자들 중에는 단어의 유형을
다양화하기보다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글의 풍성함과 표
현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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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제나 친구를 존중하고 우리 학교도 언제나 왕따가 없고 밝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그리고 언제나 친구들도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진다.
언제나 어두운 모습보다는 밝고 행복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초5)

․또한 그 부모님들도 문제이다.그 자식을 아낄수록 남도 아끼고 협력하고 살

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다 부모인데 다 아끼지,아끼지 않는 부모
는 없다.그러므로 아끼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
중3)

․요즘 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막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
중3)

․이런 행동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곳곳에 경찰 또는 선생님을 배치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만 학교 폭력이 예방된다고 생각한다.
… 그 중에 하나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므로 학교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에서 욕을 하거나 폭력
을 행사하는 학생에게는 특정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약한 벌로는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부모님을 부른
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특정 날짜까지 못 나오게 하는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이 세상에 학교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3
)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사용된 단어 유형의 다양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1000자당 타입(type) 수와 타입-토큰 비율(TTR)을 이용
하여 어휘 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97)

97) TTR이 클수록 다양한 종류의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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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학습자와 전문가의 1000자당 타입 수와 TTR 비교

위의 그림을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1000자당 타입 수가 많아지고
TTR이 조금씩 커지고는 있으나 학년 간의 상승폭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간다고 하여도 다양한 표현 어휘를 사용하는 경
향이 별로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 전문가의 글에서는 1000
자당 타입 수와 TTR이 학습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는 전문가들이 같
은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이번에는 중3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1000자당 타입 수와 TT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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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4> 학습자의 수준별 1000자당 타입 수와 TTR 비교

위의 그림을 보면 상 수준의 학습자가 하 수준의 학습자에 비해 1000자
당 타입 수가 많고 품사별 TTR도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 또한 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 수
준이 높을수록 조금 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표현 어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의미
를 다른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굳이 같은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와 전문가의
1000자당 타입 수와 TTR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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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습
자들이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
어 중3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어휘 사용에 대한 인식과 노력 정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질문] 글을 쓸 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학생 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7
86
21
2
1

전체(%)
25.2
58.5
14.3
1.4
0.7

<표 Ⅲ-8> 다양한 어휘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

위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5.2%, ‘그렇다’가 58.5%를 차지했다.
83.7%의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볼 때 학습자들의 다수가 다
양한 어휘 사용의 중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
자들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만큼 표현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질문하였다.

[질문] 글을 쓸 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응답 학생 수(명)
매우 노력한다
노력한다
보통이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8
69
52
17
1

전체(%)
5.4
46.9
35.4
11.6
0.7

<표 Ⅲ-9> 다양한 어휘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노력 정도

위의 질문에 대해 ‘매우 노력한다’가 5.4%, ‘노력한다’가 46.9%, ‘보통이
다’가 35.4%,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가 11.6%,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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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로 나타났다. 노력하는 학생들이 52.3%를 차지했는데, 앞서 다양한
어휘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생들이 83.7%인 것을 감안하면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노력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학습자들은 다양한 어휘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로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 어휘 신장과 관련이 깊
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 기존에 자
신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던 어휘, 이해만
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어휘를 사용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어휘 사용의 경험을 축적하고 어휘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에 표현
어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
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휘 사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표현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려는 태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의미의 사용’ 측면

다양한 의미의 사용은 같은 다의어를 사용하더라도 다의어의 각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다의어의 각 의미
를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
았다. 먼저, 모든 학습자들이 작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의어를
선택하여 그 다의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
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동사 중 사용 빈
도가 높은 단어들을 학년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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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하다
당하다
되다
생각하다
말하다
일어나다
보다
시키다
받다
대하다
쓰다
알다
때리다
가다
들다
알리다
위하다
가지다
모르다
만들다

하다
되다
생각하다
당하다
보다
들다
알다
일어나다
대하다
주다
받다
말하다
위하다
쓰다
괴롭히다
가다
모르다
시키다
가지다
때리다

하다
되다
생각하다
일어나다
당하다
보다
대하다
위하다
해결하다
받다
말하다
알다
만들다
모르다
들다
때리다
주다
가지다
괴롭히다
예방하다

하다
생각하다
되다
보다
위하다
대하다
당하다
일어나다
받다
해결하다
알다
가지다
들다
발생하다
보이다
느끼다
주다
말하다
괴롭히다
인하다

<표 Ⅲ-10> 학년별 동사의 사용 빈도 순위

위의 표를 보면 동사 중 ‘하다’를 모든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동사 ‘하다’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이 ‘하다’의 의미
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학습자들이 다의어의 각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동사 ‘하다’는 본동사로 쓰였을 경우 무려 3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문장이나 텍스트에서 각각의 의미로 ‘하다’가 사용된다면 ‘하
다’가 33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들이 실제로 ‘하다’ 각각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 전체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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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참조).

* ‘하다’는 다양한 의미와 용법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하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맞다’에, 사용할 수 없으면 ‘틀리다’
에 √ 표시해 보세요. 확실히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겠다’에 표시하세요.
문

‘하다’의 의미와 용법 예문

항
1

철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2

입학 기념으로 새 옷을 한 벌 했다.

3

벽난로에서 장작이 활활 하고 있었다.

4

영호는 어두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

…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표 Ⅲ-11> 다의어 ‘하다’의 의미 이해 설문지 내용

학습자가 ‘하다’의 의미와 용법을 모르면서도 ‘맞다’에 의도적으로 표시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간 중간에 ‘하다’와 관련이 없는 3번과 같은 예
문을 넣음으로써 ‘하다’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정확하게 조사하
려고 하였다. 다음은 이렇게 얻은 결과를 이해 비율98)의 순서대로 정리한
표이다.

‘하다’의 의미와 용법 예문
1
2
3
4
5
6

철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달리기에서 일 등을 하였다.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사람들은 “사람 살려!”하고 울부짖으면서 마구 뛰어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영호는 어두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이해
비율(%)
97
97
97
97
94
92

98) 학습자들이 ‘하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1번의 ‘97%’는 학습자
의 97%가 해당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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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경찰은 도망간 범인이 잡혔다고 하였다.
아이에게 어떻게 했기에 아이가 저렇게 기가 죽어 있냐?
내 말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네 선택에 달려 있다.
그는 쳤다 하면 홈런이다.
담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상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누군가 올까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실망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야 한다.
식사 후에 커피 한잔 할래?
꿀을 얻기 위해 벌을 치는 것을 양봉이라고 한다.
직장에 나가야 하는 날이 더 늘었다.
그는 학급에서 반장을 하고 있다.
남자다 여자다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도록 합시다.
노래 하면 우리 반에선 영수가 최고지.
목걸이를 한 사람이 우리 누나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는 있다.
밥값을 하기 위해 열심히 청소했다.
머리를 벽 쪽으로 하고 자다.
책값은 얼마를 합니까?
모임 장소를 친구 집으로 하여 송년회를 열었다.
동생은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나 하고 있다.
이 반지를 내가 하고 싶은데 나에게 줄 수 없니?
실직으로 하여 절망에 빠지다.
우리는 부산으로 해서 일본에 갈 생각이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쯤 해서 싫증을 내기 시작했다.
입학 기념으로 새 옷을 한 벌 했다.
오늘은 내가 바쁘다. 하니 너 혼자 가거라.

92
92
92
92
92
89
89
89
86
86
86
83
83
83
78
78
75
75
72
69
64
61
56
36
33
25
22

<표 Ⅲ-12> 다의어 ‘하다’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비율

<표 Ⅲ-12>를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해하는 의미부터 다수의 학생
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까지 ‘하다’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양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30번부터 33번에 해당하는 의미99)는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현’은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
99) 30번은 ‘어디를 경유하다’, 31번은 ‘일정한 시각이나 시기에 이르다’, 32번은 ‘만들거나 장만하
다’, 33번은 ‘그러니’의 의미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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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점에서 다수의 학습자들은 30번부터 33번까지의 의미로는 ‘하다’
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번부터 29번까지의 의
미 중에서도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미는 단 몇 개에 불과했는데 이
를 다음 학습자의 작문을 예로 들어 확인해 보자.
…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폭

력에 대해 예방 교육들을 일 년에 한 번 정도씩 하지 말고 매달 교육을 받는
다.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 폭력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겠다.또는 학교 폭력
을 하게 될 시 그 벌을 매우 엄하게 하도록 한다.… 그렇게라도 하여서 폭력
을 아예 하지 않도록 만들게 할 수 있다.… 요즈음 학교 폭력을 하는 아이들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많은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왜 학교 폭력을 하게
될 수 있는가.아이들이 학교 폭력에서 시달리지 못하고 중학교에 자살을 하
는 이런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된다.어떻게 중학교 때 이런 자살 행위
등 가해를 하게 되는 것인가?… 이들이 학교 폭력을 하게 될 것인가.많은
아이들이 이런 건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계속 폭력을 한다.… 앞으
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줄이게 하고 이런 예방 교육을 많이 하도
록 하고 학교 폭력 설문지를 주마다 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CA중3_CMS)

위의 학습자는 ‘하다’를 본동사로서 모두 15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
다’의 여러 의미 중 단 두 가지 의미로만 ‘하다’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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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의 의미로 쓴 경우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 예방 교육들을 일 년에 한
번 정도씩 하지 말고 / 또는 학교 폭력을 하게 될 시 / 폭력을 아예 하지 않
도록 만들게 할 수 있다. / 요즈음 학교 폭력을 하는 아이들이 / 왜 학교 폭
력을 하게 될 수 있는가 / 중학교에 자살을 하는 / 이런 힘든 경험을 할 수
도 있게 된다. / 이런 자살 행위 등 가해를 하게 되는 것인가 / 이들이 학교
폭력을 하게 될 것인가. / 많은 아이들이 계속 폭력을 한다. / 예방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고 / 학교 폭력 설문지를 주마다 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이루다.’의 의미로 쓴 경우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 폭력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겠다. / 그렇게라도
하여서 / 그 벌을 매우 엄하게 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학습자의 경우에는 33가지의 의미 중 단 두 가지의 의미로만
‘하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어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다’의
다양성 수준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전문가들과 비교할 때 다의어의 의미 중 기본 의미를
주로 사용하며 비유적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 또한 다양한
의미의 사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작문에서는 ‘사
각지대’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모두 기본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100)

[
전문가와 학습자의 ‘
사각지대’사용 예문]

․모든 구호 조치는 피해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만큼 집단 따돌림이나
100) ‘사각지대’의 기본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기본적 의미: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
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 운전을 할 때는 사각지대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
․ 비유적 의미: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경찰 수사의 사
각지대/문명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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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사각지대를 허용해선 안 된다.(
전문가)
․학교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학교에 사각지대가 없게 되고 (
초5)
․또 사각지대 아님 어두운 곳은 CCTV를 달아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중1
)
․요즘은 사각지대가 많아져서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중1
)

또한 학습자와 전문가의 작문에서 표현 어휘가 공통적으로 ‘비유적 의미’
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작문에서의 사용 빈도가 훨씬 많았다.

[
풍토: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풍토를 개선하는 게 먼저다.(
전문가)
․친구를 밟고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도록 강요받는 몰인간적 풍토가 (
전문가)
․무한 경쟁 풍토를 완화해 학교를 좀 더 '
다닐 만한 공간'
으로 (
전문가)
․아이들 인성 교육에 힘쓰도록 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중3
)

[
솜방망이: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또는 형

식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같은 솜방망이 대응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전문가)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
전문가)
․일부러 덮어놓고 주의만 약간 주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주기 때문이다.(
초5
)

[
수위:어떤 일이 진행되는 정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대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
전문가)
․폭력 수위가 높고 빈도가 잦은 학생을 과감하게 격리함으로써 (
전문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징계 수위가 일정치 않다.(
전문가)
․간접 체벌 수위를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고 대답한 것은 (
전문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점이 무엇보다 (
전문가)
․그동안 처벌 수위를 계속 높여 왔지만 학교 폭력은 악화되기만 했다.(
전문가)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친구의 피해를 알고도 알리지 (
전문가)
․또한 폭력 수위가 높을 경우 경찰에게 신고한다.(
초5)
․피해를 목격하면 선생님께 알리고 폭력 수위가 높은 경우는 (
초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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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같은 매체에서도 욕이 수위를 넘어가는 정도로 남발하고 있다.(
중3
)

[
싹:움트기 시작하는 현상 따위의 시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모들과 상담하면 악의 싹을 자를 수 있다.(
전문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교 폭력의 싹을 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처음부터 싹을 잘라 내거나 (
중3
)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싹부터 없애는 것이다. (
초5)
․학교 폭력,못된 나무가 되기 전 싹을 다 잘라야 한다.(
초5)

[
암:큰 장애나 고치기 어려운 나쁜 폐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국에 만연해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암이 되고 있는 (
전문가)
․학교 폭력은 사회의 암이니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중3
)
․현재 사회에서 암 같은 존재 (
고2)

[
손길:도와주거나 해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전문가)
․자신의 것을 위해 배려와 따뜻한 손길은 사치요,(
고2)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로 하루 빨리 피해 (
고2)

[
뿌리: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면서 정작 문제의 ‘
뿌리’
에 대한 처방은 … (
전문가)
․ 학원 폭력배와 이를 사주하는 성인 폭력배를 완전히 뿌리 뽑기 …(
전문가)
․ 그러나 이 대책이 뿌리 내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
․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고 … (
전문가)
․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 조직을 뿌리 뽑는 일대 결단이 … (
전문가)
․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 (
전문가)
․ 교육적·
사회적 암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 (
전문가)
․ 뼛속까지 침투한 학교 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겠는가.(
전문가)
․ 학교에서 일진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과 제재 … (
전문가)
․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선 교육 현장을 책임진 교사들의 … (
전문가)
․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로 ‘
왕따 카페’
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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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교내 폭력 서클을 뿌리 뽑기 위해 … (
전문가)
․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의 폭력 구조에 뿌리를 대고 있다.(
전문가)
․ 학교 폭력의 뿌리는 우리 사회의 군사 문화,서열 문화와 … (
전문가)
․ 교과부가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는데도 … (
전문가)
1
01
)
․… 감정이 쌓이고 쌓여 편견이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초5)

․이러한 학교 폭력은 처음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중1)
․… 이 긴장감을 쥐게 만드는 학교 폭력의 뿌리는 어디서부터일까?(
중3)
․… 사형에 처하거나 교수형에 처하며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중3)
․학교의 근본적인 악의 축을 뿌리 뽑아 버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중3)
․그리고 이 썩은 뿌리를 어떻게 뽑아내야 하는 걸까.(
고2)
․… 학교 폭력의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
고2)
․… 그들 정신 상태의 뿌리부터 순수하게 만들고자 하는 … (
고2)
․실제로도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았다는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고2
)

단어의 비유적 의미는 기본 의미보다 나중에 학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자들이 비유적 의미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또한 단어의 여
러 의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의어의 여러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해
서는 기본 의미 중심의 어휘 교육에서 벗어나 다의어 각각의 의미와 용법
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즉, 다의어의 의미 중에서 여전히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미를 표현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도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01) 초등학교 5학년생 중에는 한 학생만 ‘뿌리’를 비유적 의미로 여러 번 사용하고 있었다.
학교 폭력은 대체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과 충돌할 때마다 감정이 쌓
이고 쌓여 편견이란 뿌리를 내리게 된다. 편견의 뿌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나쁜,
짜증 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준다. 편견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단점만 바라보며 뒷
담화를 하기 시작한다. 뒷담화가 시작되면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 역시 편견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124-

Ⅳ.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설계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 어휘 신
장 교육을 종합적으로 설계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표현 어휘 신장 교
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논하고, 2절에서는 교육 내용의 핵심 요소를 선정하
고, 3절에서는 교수․학습의 실제를 보이고자 한다.

1.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방향
(1) 어휘의 표현을 강조하기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서는 어휘 교육에서 어휘의 ‘표현’이 반드시 강조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제반 영역에서 어휘의 표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의 설계는 2절과 3절에서 상술하기로 하
고 여기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와 ‘평가’ 차원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
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어휘 교육의 목표 차원

구본관(2013)에서는 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휘 교육의 목표가
어휘에 관한 지식, 표현과 이해 양 측면에서의 어휘의 활용에 있으며
2009, 2011,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어휘 교육의 목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 논의와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 귀납
한 어휘 교육의 목표로 다음을 상정하였다(밑줄은 연구자).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고, 어휘를 사용하는
표현과 이해의 절차와 방법을 익혀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국어 어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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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질적‧양적인 지식을 확충한다.
나. 실제 국어 생활에서 표현과 이해 양 측면에서의 어휘 활용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

구본관(2013)의 논의를 참고할 때, 어휘 교육의 목표 차원에서는 어휘의
‘이해’만이 아니라 ‘표현’도 동일하게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목
표 층위에서는 이미 표현을 중시하고 있어 표현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이 목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목표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② 어휘 교육의 평가 차원

슈미트(Schmitt, 2000:163)는 학습자들이 평가 여부를 바탕으로 교재(학
습 내용)의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판단하며, 수업 시간에 어휘가 강조되었
음에도 이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이 어휘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이기연, 2012:1에서 재인
용). 이를 참고할 때, 어휘 교육의 목표 차원에서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어휘력 평가는 이해 어휘력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이도
영, 2011:119). 이러한 평가 환경은 학습자와 교사로 하여금 굳이 표현 어
휘를 신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을 위
해서는 어휘 평가가 어휘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측면뿐만 아니라 표현의
측면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현의 측면은 다시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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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어휘를 깊
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표현 어휘의 양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특정 단어를 말이나 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평가 문항은 ‘이해 평가 문항’(A)(이기
연, 2012:150 참조)으로서 이를 ‘표현 평가 문항’(B)으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다.

(A) 연속되는 프레임을 통해 구현되는 미장센은 궁극적으로 작품의 연출과 관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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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연속되는 프레임을 통해 구현되는 미장센은 궁극적으로 작품의 연출과 관
계가 있다. 어떻게 칸을 나눌 것인가. 어떠한 각도로 묘사할 것인가.
● 밑줄 친 ‘나눌’을 한자어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A)에서는 학습자가 ‘분할(分割)’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B)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머릿속 사전에서 ‘나누다’의 의미를
지닌 한자어 중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단어로 ‘분할’을 회상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만약에 학습자가 위의 맥락에서 ‘분할’을
머릿속에서 회상하지 못하였다면 이 단어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에 속하지
않거나 표현 어휘로서의 위상이 매우 약한 단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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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현 어휘의 질적인 평가는 학습자가 어휘 지식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표현의 과정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다음의 질문들이 표현 어휘의 질적인 평가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Nation, 2001:347).
․ 학습자가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가?
․ 학습자가 단어의 철자를 쓸 수 있는가?
․ 학습자가 단어의 굴절형과 파생형을 적절히 생산할 수 있는가?
․ 학습자가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어형을 생산할 수 있는가?
․ 학습자가 일련의 항목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 학습자가 관련 개념과 함께 제시될 때 단어를 회상할 수 있는가?
․ 학습자가 단어를 정확한 문법적 패턴으로 사용하는가?
․ 학습자가 단어를 연어와 함께 적절하게 생산할 수 있는가?
․ 학습자가 단어를 적절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다음의 평가 문항은 '이해 평가 문항'(A)으로서 이를 '표현 평
가 문항'(B)으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다.102)

(A) 동생이 공을 가지다.
● 다음 밑줄 친 ‘가지다’의 활용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져

② 갖고

③ 가지고

④ 가지니

⑤ 갖으면

⇩
(B) 짐승들은 새끼를 __________ 무척 예민해진다.
●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지다’의 활용형을 쓰시오.

102) ‘학습자가 단어의 굴절형과 파생형을 적절히 생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예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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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학습자가 ‘가지다’의 준말이 활용 시에 모음 어미를 취할 수 없
다는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면, (B)에서는 학습자가 위
의 지식을 바탕으로 ‘갖으면’이 아니라 ‘가지면’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가지다’를 표현 어휘로 보유하고 있는가를 평
가하는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가지다’의 활용형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질적인 평가에 해당된다.
이처럼 표현 강조의 어휘 교육에서는 평가 문항이 이해 중심만으로 구성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중심의 평가 문항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양
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휘 평가에서 학습자
가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할 때 학습자들도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며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2)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비중 늘리기

모든 학년에서 표현 어휘 신장은 강조되어야 하나 학습자의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간격이 더 커지고, 표현 어휘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저빈도 어휘를 더 많이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표현 어휘 신장의
비중은 학년의 증가에 따라 점점 더 커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
지의 어휘 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역대 교육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표현 어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
었기 때문에 학교급별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비중 차이에 대한 인식을 확
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표현 어휘 신장의 비중을 일
선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초․중등 교사 72명을 대상으로 다음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질문] 학생들의 어휘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학생들의
이해 어휘를 늘리는 것과 표현 어휘를 늘리는 것 중 어디에 더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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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

중등

교사(%)
21
24

교사(%)
30
20

이해 어휘를 늘리는 것과 표현 어휘를 늘리는
것에 동일한 비중으로 집중해야 한다.

55

40

47.5

잘 모르겠다.

0

3

1.5

기타

0

7

3.5

이해 어휘를 늘리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표현 어휘를 늘리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전체(%)
25.5
22

<표 Ⅳ-1> 이해 어휘 신장과 표현 어휘 신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표 Ⅳ-1>을 보면 ‘이해 어휘를 늘리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
에 초등 교사는 21%, 중등 교사는 30%로 중등 교사의 비율이 더 높은 반
면, ‘표현 어휘를 늘리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와 ‘이해 어휘를 늘리는
것과 표현 어휘를 늘리는 것에 동일한 비중으로 집중해야 한다’에서는 초
등 교사의 비율이 중등 교사보다 더 높았다. 이는 초등 교사들이 중등 교
사에 비해 표현 어휘 신장에 대해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
한 인식 차이는 어휘 교육 현장에 반영되어 표현 어휘 신장이 중등학교에
서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학습하는 어휘는 주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
는 고빈도 어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 어휘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지만, 이해 어휘에서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데 많은 인지적 부담
과 반복 연습을 요구하는 저빈도 어휘를 주로 학습하는 고학년들이 초등학
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량으로 어휘를 배우게 되면 다수의 저빈도 어휘
들은 표현 어휘로 전환되지 못한 채 학습자들의 이해 어휘로 머물 수밖에
없다.
또한 일정한 언어 수준에 도달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
휘 목록 내에 있는 어휘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Laufer, 1991), 상대적으로 어휘 목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학년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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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표현 어휘의 범위 내에서 어휘를 사용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면 학습자들의 표현 어휘는 어느
순간 일정 수준에서 멈추게 되며 이로 인해 이해 어휘와의 격차가 더 벌어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표현 어휘를 꾸준하게 신장할 수 있
도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현 어휘가 점점 강조되는 방향으로 어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공통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어휘를 우선적으로 지도하기

단어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입장은 동일하다. 즉, 모두가
무지의 상태에서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표현 어휘의 경우
에는 이와 다른 면이 있다. 표현 어휘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
는 어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그 어휘에 대한 지식수준이
다르고 사용 경험 또한 다르다. 이로 인해 교육의 국면에서는 어떤 어휘를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지도 대상 어휘로 선정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학습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표현 어휘가 되
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표현 어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어
휘들을 우선적인 교육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작문에서 다음의 단어들은 전체 학습자 중 단 한 명의 학습자만이
사용한 단어들로서, 이들 어휘는 학습자들이 표현 어휘로 잘 사용하지 않
는 어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각도, 쇄신, 연쇄적, 은폐, 촉발, 강탈, 고취, 과도기, 근절, 연일, 일탈,
궁극적, 면모, 명목, 위법, 이면, 조짐, 화근, 근원, 억압, 근래 등

반면, 다음 <표 Ⅳ-2>의 단어들은 각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단어들의 일부이다(굵게 표시한 단어들은 전체 학년에서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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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다)103).

초 5

중1

중3

고2

단어

비율 104)

단어

비율

단어

비율

단어

비율

1

친구

80.99

친구

65.18

학생

73.11

학생

82.41

2

사람

77.69

학생

61.61

사람

63.87

문제

62.04

3

선생님

65.29

사람

59.82

문제

52.1

아이

61.11

4

때

57.02

아이

53.57

이유

50.42

사람

50

5

부모님

56.2

말

49.11

친구

49.58

이유

49.07

6

말

54.55

문제

44.64

아이

47.9

때

46.3

7

학생

47.93

생각

44.64

자살

47.9

생각

46.3

8

아이

44.63

이유

44.64

말

42.02

가해자

45.37

9

일

41.32

선생님

42.86

일

41.18

일

44.44

10

방법

39.67

자살

41.07

선생님

40.34

피해자

43.52

11

돈

38.84

경우

40.18

경우

38.66

경우

42.59

12

생각

34.71

때

37.5

때

37.82

관심

42.59

13

경우

33.88

일

37.5

생각

36.97

친구

42.59

14

이유

33.88

가해자

35.71

피해자

36.13

사회

36.11

15

문제

31.4

방법

33.04

가해자

35.29

선생님

36.11

16

마음

30.58

돈

30.36

방법

32.77

행동

36.11

17

욕

28.1

부모님

30.36

부모님

30.25

방법

35.19

18

자살

27.27

피해자

30.36

피해

30.25

말

34.26

19

장난

26.45

마음

28.57

관심

28.57

교육

33.33

20

행동

26.45

피해

28.57

애

26.05

피해

31.48

<표 Ⅳ-2> 학년별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 어휘 목록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표현 어휘로 자주 사용하
고 있는 어휘보다는 표현 어휘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
습자들이 공통적으로 표현 어휘로 잘 사용되지 못하는 어휘를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103) 전체 명사 중 사용 빈도 1위부터 20위까지에 속하는 명사들로서 글쓰기 지시문에서 노출된 ‘학
교,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해결, 방안 등’의 단어들은 제외한 결과이다.
104) 100명의 학습자 중 몇 명의 학습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이다. 예를 들
어 80.99는 100명 중 81명 정도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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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내용
2.1. 어휘 지식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휘 지식은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과 질적 신
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학습자가 한 단어에 대한 어휘 지식을 많
이 가질수록 그 단어를 이해 어휘에서 표현 어휘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그 단어를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어
휘 지식은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크게 개별적인 지식과
연결망 지식으로 구성된다.

(1) 어휘의 개별적 지식

어휘 지식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
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대표적인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영애(1992)

낱말의 형태에 대한 지식, 낱말의 의미에 대한 지식, 낱말
의 화용에 대한 지식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단일 어휘소의 의미, 관용적

김광해(1993)

어휘소의 의미,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 어휘소 사이
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유의 관계, 반의 관계, 공기 관계)

이영숙(1997)

언어 내적 지식(선언적 지식: 형태/의미/통사/화용), 절차적
지식(수행 정보/행동 목록/단어 처리), 언어 외적 지식(단어
의 지시 대상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 단어에 관한 일화적
지식, 단어의 원어에 대한 지식, 단어의 어원에 대한 지식)

임성규(2000)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지식

신명선(2007)

음운과 형태, 의미 및 어휘, 통사 및 화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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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관(2011ㄱ)

양적 지식, 질적 지식(음운에서 화용, 어휘 관계 지식, 어
원, 단어형성법 등)
어휘 내적 지식(의미, 구조, 형태, 화용), 어휘 외적 지식

이기연(2012)

(어휘론과 관련된 제반 지식)

크론바흐

단어 의미 지식(일반화, 의미의 넓이, 의미의 정확성), 지

(Cronbach, 1942)

식 접근 수준(유효성, 적용)

리차즈
(Richards, 1976)

빈도, 사용역, 통사, 파생, 연상, 의미 자질, 다의어

카터
(Carter, 1987)

통사적, 의미론적, 화용적 지식

테일러
(Taylor, 1990)

단어의 빈도, 사용역, 연어, 형태, 의미, 발음과 철자의 관
계, 다의어

라우퍼

형태(음운론적, 그래픽, 형태론적), 통사적 행동, 의미(지시

(Laufer, 1990)

적, 연합적, 화용적),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계열적, 통합적)

보가드
(Boggards, 2000)

형태, 의미, 형태소, 통사, 연어, 담화
형태(구어, 문어, 단어 구성소), 의미(형태와 의미, 개념과

네이션
(Nation, 2001)

지시 대상, 연상 관계), 사용(문법적 기능, 연어 관계, 사
용 제약)에 관한 수용적 지식과 생산적 지식

손베리

단어의 발음, 철자, 의미, 문법적 특성, 빈도, 함축(혹은

(Thornbury, 2002)

연상), 사용역, 연어, 파생어에 대한 지식

싱글레톤

발음, 표기, 의미, 형태론적 특성, 통사론적 특성, 연합 관

(Singleton, 2003)

계, 문맥적 의미, 사회적 관련성, 사용 제약 등

스탈

단어의 정의, 동의어, 반의어, 범주 지식, 관련 있는 다른

(Stahl, 2005)

단어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레바 외

단어의 발음, 철자, 형태론적 자질, 의미론적 자질, 사용
역, 연어 등

(Zareva et al., 2005)

캐롤
(Carroll, 2008)

음운론적, 통사적, 의미적 자질

<표 Ⅳ-3> 어휘 지식의 구성 요소에 대한 다양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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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에 제시된 어휘 지식의 구성 요소에는 어휘의 개별적 지식뿐
만 아니라 뒤에서 다룰 연결망 지식도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별적
지식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어휘의 형태, 의미, 통사, 화용에 관
한 지식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어휘사 지식, 어원 지식,
어종 지식, 백과사전적 지식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들 어휘 지식 중에
는 핵심적인 지식이 있는 반면 주변적인 지식도 있으며, 가장 먼저 학습해
야 할 지식이 있는 반면 추후 학습이 필요한 지식도 있다.
어휘 지식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초적인 지식은 단연 ‘의미’에 관한
지식이다. 언어 기호의 최초의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도영, 2013)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에 관한 지식은 단어 학습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처럼 단어의 의미 지식이 어
휘 지식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어휘 지식이 의미 지식으
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형태적 지식, 통사적 지식, 화용적 지식 또한
어휘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이다. 의미 지식은 어휘 지식의 핵심이
되 전부는 아닌 것이다.105)
특히, 표현 어휘의 질적인 신장을 위해서는 어휘의 형태적 지식, 통사적
지식, 화용적 지식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예컨대 용언의 경우 통사적
지식을 알아야지만 해당 용언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으며 화용적 제약을
알아야지만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각 용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명선, 2007:373). 따라서 어휘의 개별적 지식은 형태와 의미적 지식으
로부터 출발해 통사적 지식, 화용적 지식 등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각각의
지식은 기초적인 지식부터 심화된 지식까지 더 깊어져야 한다.
한편, 이들 지식 중 화용적 지식은 어휘 교육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형태적 지식’은 맞춤법과 관련하여 강조되어 왔고, ‘통사적 지
식’은 문법과 관련하여 일부 다루어져 온 반면, ‘화용적 지식106)’은 어휘
105) 신명선(2007:373)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어휘 교육을 단어의 뜻을 일러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
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단어의 의미 학습을 어휘 교육의 전부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비판하였
다. 이는 의미만을 중시하는 어휘 교육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106) 네이션(Nation, 2001)에서는 ‘화용적 지식’에 ‘사용역’과 ‘빈도’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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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표현의 적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사용역’이 포함된 화용적 지식이 강조되어야
한다(Schmitt, 2000 참조). ‘사용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식에 대해서는 의
견이 다양하나 캐시디(Cassidy, 1972; Nation, 2001에서 재인용)와 안의
정 ․ 이종희(2008:29)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각 8가지 척도를 제안하였다.

캐시디(Cassidy, 1972)

안의정․이종희(2008)

① 정도(국제적 - 국가적 - 지역적 -

① 사용 범위에 따라 : 일상어/전문용

부분적 - 개인적)

어

② 양(빈도)

② 규범성 여부에 따라 : 표준어/비표

③ 통용성(사용하지 않는 - 점점 사

준어

용하지 않는 - 현재 안정적으로 사용

③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 표준어/방

중인 - 안정성이 불확실한)

언, 남한말/북한말

④ 최신성

④ 시간에 따라 : 새말/현대말/이전말

⑤ 제약

/옛말

⑥ 수준(교양 있는 - 일반적인 - 교

⑤ 사용자 집단에 따라 : 은어, 어린

양 없는)

이의 말/노인들의 말/장년층의 말/부

⑦ 격식(공식적 - 비공식적 - 친밀

녀자들의 말...

한)

⑥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발화 상황에

⑧ 비유(문자적 - 비유적 - 지극히

따라 : 글말/입말, 속어/비어

비유적)

⑦ 발화자의 태도에 따라 : 모욕어/금
기어/완곡어, 얕잡아 하는 말/친근한
말/놀리는 말/비꼬는 말...
⑧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에서 : 평어/높임말/낮춤말
<표 Ⅳ-4> 사용역의 세부 요소

이처럼 사용역에 해당하는 세부 요소는 다양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표
현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 어휘와 관련된 중요한
사용역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Ⅲ장에서 살핀 것처럼, ‘가장’
과 ‘제일’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가장’은 주로 문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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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일’은 구어에서 사용된다는 사용역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
용역 지식은 의미 지식과 달리 잘못 사용하였을 경우 의사소통을 단절시키
거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용적 지식은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단일 어휘소의 어휘 지식뿐만 아니라 관용적 어휘소(관용 표현)
의 어휘 지식도 다루어져야 한다. 즉, 관용 표현 중 학습자가 이해하고 표
현할 가치가 있는 관용 표현을 선정하고, 해당 관용 표현의 형태, 의미, 통
사, 화용적 지식을 어휘 지식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Ⅲ장에서 살펴보
았듯이 관용 표현은 표현의 다채로운 효과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관용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
용 표현을 어휘 지식의 구성 요소로서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학습자들이
관용 표현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단일 어휘소와 관용적 표현 어휘소
를 대상으로, 어휘 지식의 내용을 형태․의미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사․
화용 지식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형태, 의미, 통사, 화용 지식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먼저, 그리고 점
차 심화된 지식을 나중에 가르침으로써 학습자가 하나의 단어에 대해 지속
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연결망 지식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는 데 어휘의 연결망 지식이 또한 중요
한 역할을 함을 Ⅱ장에서 살펴보았다. 연결망 지식은 앞서 살펴본 어휘의
개별적 지식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나, 이렇게 따로 떼어 논
의하는 것은 어휘 지식에서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Meara, 1996, 2009) 어휘의 개별적 지식에서 언급한 것보다 그 범
위가 넓고 성격 또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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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국어 교육에서도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의 연결망 지식
은 줄곧 다루어져 왔으나(김광해, 1995:331 참조)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만 다루어져 왔는데 이를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자.

교육과정
7차

성취 기준
낱말과 낱말
사이의 유의

세부 내용
【기본】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가 성립하는 낱

관계,

반의

말들을 찾는다.

관계,

하의

【심화】

관계를

안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가 성립하는 낱

다.

말들을 이용하여 짧은 글을 쓴다.

2007년

낱말과 낱말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등의 개념 이해하기

개정

간의

◦ 낱말들 간의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낱말 더 알기

의미

관계를 이해

◦ 낱말들 간의 다양한 의미 관계에 관심 가지기

한다.
2011년

낱말과 낱말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

개정

의 의미 관

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

알고

활용한다.

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
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
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
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표 Ⅳ-5> 교육과정에서의 의미 관계 성취 기준

위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의미 관계를 표현 어휘 신장의 관점에서 살펴보
면, 의미의 계열 관계만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임
지룡(1992)에서는 의미의 계열 관계(동의 관계, 상하 관계, 대립 관계) 외
에도 결합 관계(대등합성어, 혼성어, 관용어, 연어), 복합 관계(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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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 관계, 중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바, 의미 관계를 계열 관계만으로
한정하여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습 단어가 다른 단어와 연결망이 강할수록 그 단어가 이해 어휘에서
표현 어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학습 단어의 연결망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어
관계는 연결망 관계의 핵심으로 인정받아 왔으며107), 학습자의 작문에서
연어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어휘의 연어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미아라(Meara, 1996:47)에서 잘 드러나는데 미아라는 연
결망을 구성하는 의미 관계가 계열적, 통합적, 상황적, 정서적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계열적, 통합적 중심의 의미 관계를 확장
한 것으로서, ‘나비(butterfly)’를 예로 들어 다양한 의미 관계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그림 Ⅳ-1> ‘나비’의 연결망 일부

107) 대표적으로 하스트럽과 헨릭슨(Haastrup & Henriksen, 2000)에서는 ‘계열적(반의어, 동의어,
상하위어, 정도성) 관계, 통사적(연어적 제약) 관계’를, 에이치슨(Aitchison, 2003)에서는 ‘등위어
(coordination), 연어(collocation), 상위어(hyperonym), 동의어(synonymy)’를, 리드(Read, 2004)
에서는 ‘연합적(상의어, 동의어), 통합적(연어)’를 연결망 관계의 핵심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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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는 전통적인 의미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여럿 보인다.
예를 들어, ‘나비’가 ‘부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
때문이며, ‘나비’가 ‘아름다움’과 연결된 것은 ‘나비’가 주는 정서적 의미 때
문이다. 이처럼 연결망이 단순히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단어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나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모든 단어가
‘나비’와 머릿속 사전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결망 지식은 의미 관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 예컨대 ‘낮’의 반대말은 ‘밤’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맥락에서는 ‘낮’의 반대말은 ‘어둠’이나 ‘검정’일 수도 있
기(신명선, 2004:13) 때문에 학습자는 ‘낮’을 ‘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의
어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가 단어를 학습할 때 학습 단어의 연결망 지식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단어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을수록 그 단어
는 쉽게 기억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
어휘의 연결망 지식은 학습자가 알아야 하는 어휘 지식 중 핵심 지식이 되
어야 할 것이다.

2.2. 표현 어휘 신장 태도
Ⅱ장에서 학습자의 태도가 표현 어휘의 양적인 신장과 질적인 신장에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학
습자가 표현 어휘 신장에 도움이 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김은성(2006)에 따르면 태도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해 학습 활동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108)
108) ‘태도’는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어휘 교육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
다. 구본관(2011ㄱ)에서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어휘 능력에 지식 능력과 활용 능력뿐만 아니
라 태도 능력을 포함시켰듯이, 어휘 교육에서 태도는 학습자가 반드시 형성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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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표현 어휘 신장과 관련된 학습자의 태도로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태도,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려는 태도, 표
현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가 중요함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표
현 어휘 신장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이들 태도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
도록 교육해야 한다.

(1)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태도

그동안 교육과정에서는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는 늘 강조되어
왔다. 이를 교육과정에서 태도 범주가 가시적으로 설정되기 시작한 6차 교
육과정부터 2011년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밑줄은 연구
자).109)

교육과정

어휘 관련 태도 요소

6차

-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
- 국어를 순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태도
-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태도와 습관

7차

-

2007년

고운 말 사용 태도
바른 말 사용 태도
상황에 따라 방언과 표준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려는 태도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말하려는 태도
국어 순화 태도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

-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
- 어휘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태도
- 고유어를 살려 쓰는 태도
- 국어를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

것이다.
109)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어휘 관련 태도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6차와 7차 내
용은 김은성(200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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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
-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
- 낱말을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려는 태
2011년

도
- 관용 표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표현 의도를 다채롭게 드
러내려는 태도
- 단어를 올바로 사용하는 습관
-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표 Ⅳ-6> 교육과정에서의 어휘 관련 태도 요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는 교육과정
마다 계속 강조되고 있으나 어휘를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는 별
로 강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어휘 지식 중 화용적 지
식이 강조되지 않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태
도가 있을 때 어휘와 관련된 화용적 지식을 깊이 학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어휘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태도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 필요한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려
는 태도’와 ‘표현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는 교육과정에서 전
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려는 태도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
습자들이 표현 어휘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이해 어휘에 비
해 표현 어휘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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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현 어휘의 존재 인식하기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표현 어휘’의 개념이 제대로 소개된 적
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표현 어휘의 존재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 어휘와 대비되는 표현 어휘를 인식하지 못하면, 말하
기와 쓰기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휘를 많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휘를 풍부하게 사용하기 위해
서는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휘도 표현의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절반
만 진실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먼저 ‘이해 어휘’에 대비되는 ‘표현 어휘’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활동 예] 다음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와, 뜻은 알지만 자신이 글을 쓸 때 사용하
지 않는 단어를 찾아 아래에 쓰시오.
현대 학교 폭력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폭력 행위의 빈도는 급진적으
로 늘어나고 있고, 그 수준에 있어 성인 범죄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며, 폭력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리는 주변의 일
간지에서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어 가는 가련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된
다. 학교 폭력에 관한 이슈는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학교 현실에 만연
해 있는 일종의 병리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학교 폭력 형태의 변화는 의미심장하다. 과거의 학교 폭력이
가해자들이 소수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현대의 학교 폭력
은 가해자들이 소수의 피해자를 괴롭히며, 다수의 방관자 및 동조자들이 이러한 사태
를 고착화시킨다는 데에 있어 그 폭력의 형태가 더욱 구조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피해자는 폭력이라는 괴로움에 더불어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이중적으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물리적,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학교 폭
력에 의한 자살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기반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공감 능력의 부재를 엿볼 수 있다. 대구 중학
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할 줄 몰랐다고 말
했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관자 및 동조자들의 존재 역시, 일부가 아
닌 다수의 학생들이 공감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대한 방증이 된다.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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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실은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는 법을 가르치며,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
신을 드높이는 법을 가르친다. 배려와 조화가 없는 곳에서는 공감이 싹틀 수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유가 억압된 채 학업이라는 굴레와 학교라는 현실에 속박
되어 정서의 도덕적 발달과 유리된 채 성장기를 보내게 된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이
러한 현실에서 발현하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공감이라는 소중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그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10)

모르는 단어
뜻은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 단어

학습자들은 ‘뜻은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채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는 하고 있으나 실제 표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해 어휘와 대비되는 표현 어휘의 존재를 인식
하게 된다.111)

② 이해 어휘에 비해 표현 어휘가 많이 부족함을 자각하기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표현 어휘가 이해 어휘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각이 있어야지만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부족한 표현 어휘를 늘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
110) 서울 소재 S대학 학생이 Ⅲ장에서 제시한 작문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쓴 글이다.
111) 학습자들은 위의 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들 중 등급이 올라갈수록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많다.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고착화
기하급수적, 방증, 불식
병리, 결여하다, 속박되다, 유리되다, 단초
빈도, 급진적, 일간지, 만연하다, 방관자, 동조자, 구조적, 복합적, 이중적, 심각성,
발현하다, 정립하다,
모호하다, 가해자, 희생되다, 이슈, 진단하다, 의미심장, 구도, 정서적, 공감, 부재,
억압되다, 도덕적, 가치관
현대, 성인, 범죄, 피해자, 연령, 가련하다, 접하다, 일부분, 분석하다, 다수, 사태,
소외, 물리적, 자살, 잇달다, 기반, 중학생, 협력하다, 경쟁하다, 타인, 배려하다, 드
높이다, 배려, 싹트다, 그럼에도, 학업, 굴레, 정서, 성장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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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 결과 학습자들은 자신의 표현
어휘가 이해 어휘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인식의
정도가 교사들의 인식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를 다음을 통해 확인해 보자.

[질문] 평소 학생들의 어휘 사용을 보시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어휘의 양과 표현 어휘의 양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보통이다.
별로 못 느낀다.
전혀 못 느낀다.

초등 교사(%)

중등 교사(%)

전체(%)

2.4
64.3
21.4
11.9
0.0

13.8
51.7
27.6
6.9
0.0

8.1
58
24.5
9.4
0.0

<표 Ⅳ-7> 학습자들의 이해 어휘의 양과 표현 어휘 양 간의 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질문]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실제로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양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학생 수(명)

전체(%)

8
59
68
10
1

5.4
40.1
46.3
6.8
0.7

<표 Ⅳ-8> 이해 어휘의 양과 표현 어휘의 양 간의 차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위의 설문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교사들은 66.1%가 학습자들의 표현 어
휘가 많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45.5%만이 자신의 표현 어휘가 부족하다
고 응답한 학생들과 인식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이 학습
자들의 표현 어휘가 이처럼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글쓰기 평가를 할 때에 활용하는 어휘의 수준을 보면 제한된 어휘 사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읽기 수업 중에 본문에 새로 나온 어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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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의미의 이해에 그치고 그것을 기억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이 없어
보인다. 막상 어휘를 사용해 표현할 때에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던 쉬운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 교사)

․ 어떤 단어를 설명해 주면 잘 이해하면서도, 그 반대로 접근하면(‘이럴 땐
어떤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할까?’ 라는 식으로) 단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 교사)

․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들의 경우 이해는 하지만 사용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할 때는 앞뒤 문맥과 함께 제시되어 하나의 단어를
몰라도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단어를 제대로 부려 쓸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교사)

․ 물론 이해 어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 어려운 단어가 많은 글도 독해를 해 내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고급 단어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같은 단어만을 여러 번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 어려운 설명문이나 논설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해는 하지만 본인의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적음 (고등학교 교사)

사실, 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학습자 본인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을 때
태도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자신이 쉬운 어휘를 반복적
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이해는 하지만 표현하
지 못하는 어휘가 많고, 고급 어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 등을 깨달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자신의 표현 어
휘가 이해 어휘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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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간격을 분명하게 인식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어휘를 대상으
로 학습자들의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를 간단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습
자들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112)
[학습자들의 표현 어휘 평가]

※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113)
1. 교과서를 새 교과 과정에 맞추어 (ㄱ ㅍ)하였다.
2. 부엌을 거실로 (ㄱ ㅈ)하였다.
3. 정부는 비현실적인 행정 규제를 (ㄱ

ㅅ)하기로 했다.

4. 김 박사는 벼의 품종을 (ㄱ ㄹ)하여 수확량을 늘렸다.
5. 틀린 글자를 (ㅈ

ㅈ)해 주세요.

6. 언론계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하루빨리 (ㅅ ㅈ)해야 할 것이다.
7. 계획을 전면적으로 (ㅅ ㅈ)하였다.
8. 언니의 옷을 (ㅅ

ㅅ)해서 입었다.

9. 고장 난 자전거를 (ㅅ ㄹ)하였다.
10. 정부는 국정을 (ㅅ

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 아내는 지난겨울에 입던 옷을 꺼내 (ㅅ ㅈ)했다.
12. 영어로 된 상호를 우리말 상호로 (ㅂ
13. 박 시장이 혼잡한 질서를 (ㅂ ㄹ ㅈ

ㄱ)하였다.
ㄷ).

14. 병을 (ㅊ ㄹ)하기 위해 약을 먹는다.
15. 그 의원이 뼈를 (ㅁ ㅈ)기만 하면 아픔이 가시고 시원해졌다.
16.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ㄸ ㅈ)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제도를 (ㄱ

ㅎ)하였다.

112) 이해 어휘를 먼저 평가하면 이해 어휘의 형태가 학습자의 머릿속에 남아 표현 어휘 평가에 영
향을 끼치기 때문에 동일한 어휘를 대상으로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표현
어휘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 괄호 속에 의미가 통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글자의 초성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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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이해 어휘 평가]

※ 다음 단어의 뜻을 알면 ‘안다’에, 모르면 ‘모른다’에 √표 하시오.
안다

모른다

1. 개편하다
2. 개조하다
3. 개선하다
4. 개량하다
5. 정정하다
6. 시정하다
7. 수정하다
8. 수선하다
9. 수리하다
10. 쇄신하다
11. 손질하다
12. 변경하다
13. 바로잡다
14. 치료하다
15. 만지다
16. 땜질하다
17. 개혁하다

위에 제시된 어휘는 모두 ‘고치다’의 유의어군에 속하는 단어들이기 때문
에 학습자들은 이들 어휘를 대부분 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표현 어휘 평가에서 실제로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중 상당수의 어휘를 제대
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학습
자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단어들 중에는 실제로 말이나 글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토대로 표현 어휘를 늘리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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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 어휘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

표현 어휘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
습자들이 능동적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습자가
어떤 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 때 학습
자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표현
의 정확성과 효과를 위해서는 때때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의 사
용이 요구되는데, 이때는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에 학습자가 이러한 인지적 부담을 회피하게 되면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표현의 정확성과 효과
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 어휘는 기
억과 회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을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표현 어휘의 접근성을 메타적으로 분석하여 자
신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어휘와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지적 노
력이 필요한 표현 어휘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
들은 접근성 분석을 통해, 해당 표현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노
력이 많이 필요한 어휘를 좀 더 회상이 쉬운 어휘로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는 일부 표현 어휘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습관을 버리고 표현
어휘 전체를 가급적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갖는 데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
예를 들어, Ⅲ장에서처럼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습자들이 글을 썼다면,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표현 어휘와 다른 친
구들의 표현 어휘를 비교해 보고, 친구들은 사용하지만 자신은 잘 사용하
지 않는 어휘를 중심으로 표현 어휘의 접근성을 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은 하나의 예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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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내가 쓴 글과 친구들이 쓴 글을 비교해 보고 동일한 의미를 다른
어휘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자.
나의 글

친구들의 글
학교 폭력이 발생하다; 학교 폭력이

학교 폭력이 일어나다

생기다

해결 방안을 찾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해결책을 세우다

해결 방안을 마련하다
폭력을 휘두르다; 폭력을 가하다;
폭력을 행사하다; 폭력을 일으키다;

폭력을 저지르다

폭력을 쓰다
학교 폭력을 곁에서 지켜보다

학교 폭력을 방관하다

친구의 물건을 빼앗다

친구의 물건을 강탈하다

요즈음 들어

최근 들어, 근래 들어

학교 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학교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학교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

…

[활동2] 친구들이 사용한 어휘 중에서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모아 보자.
모색하다, 가하다, 방관하다, 강탈하다, 근래, 대수롭지 않다, 역지사지…

[활동3] 나의 글과 친구의 글에서 사용된 어휘를 중심으로 내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조금만 노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하는 어휘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

조금만 노력하면 사용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는 어휘

할 수 있는 어휘

노력이 필요한 어휘

일어나다, 찾다, 세우다,

발생하다, 생기다, 마련

모색하다, 가하다, 방관

저지르다, 쓰다, 지켜보

하다, 휘두르다, 행사하

하다, 강탈하다,

다, 빼앗다, 요즈음, 최

다, 일으키다, 근절하다

대수롭지 않다, 역지사

근, 가볍다, 뿌리 뽑다

…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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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활동4]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어휘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 방안을
적용하여 보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표현 어휘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위상을
지닌 것은 아니며 자신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어휘와 사용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어휘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토대로 사용이 어려운 어휘를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 평소에 그 어휘를
자주 사용해 보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3.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한 교수 ․ 학습 방법의 실제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Ⅱ장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었
고, Ⅲ장을 통해 실제적으로 보완 및 검증되었다. 3절에서는 Ⅱ장과 Ⅲ장
에 입각(立脚)하여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생산적 교
수․학습’, ‘통합적 교수․학습’, ‘명시적 교수․학습’, ‘반복적 교수․학습’을 선정
하고 각 방법의 구체적인 실제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교수․학습이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과정 등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비판
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3.1. 생산적 교수 ․ 학습의 실제
(1) 어휘 표현 활동의 강화

① 교육과정 측면

역대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이 이해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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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성취 기준 중에 이해
영역(듣기, 읽기)의 성취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취 기준의 내용이 이
해 활동으로만 제한되는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의미 관계,
동음이의어, 표준어와 방언과 관련된 다음의 성취 기준 예를 통해 확인해
보자.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교육과정

낱말과 낱말 사이의 유의 관계, 반의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관계, 하의 관계를 안다. (4학년)

다. (2학년)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7학년)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
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3학
년)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 (5학년)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
다. (4학년)

<표 Ⅳ-9>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나타난 이해 중심의 어휘 활동

<표 Ⅳ-9>에서 알 수 있듯이 7차와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
이 ‘안다’, ‘이해한다’, ‘분석하다’ 등 이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 중심의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
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2011년 교육과정에서는 동일한 성취 기준이 다음과 같이 ‘알고 활
용한다’, ‘이해하고 표현한다’, ‘알고 사용한다’처럼 이해와 표현이 함께 강
조되어 있어,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표현’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1-2]학년군)
․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5-6]학년군)
․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3-4]학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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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육과정이 이해 중심의 성취 기준 기술에서 탈피한 경향이 강
함에도 불구하고 7차, 2007년 교육과정과 같이 여전히 이해 중심으로 기
술되어 있는 성취 기준도 존재한다.

제7차 교육과정
고유어,

한자어,

외래

어, 외국어의 개념을 안
다. (6학년)

2007년 교육과정

2011년 교육과정

외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 외국어의 개념을 알

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

이해한다. (6학년)

해한다.

고유어,

한자어,

<표 Ⅳ-10> 교육과정에서의 어종 관련 성취 기준

위의 성취 기준은 국어 어휘의 어종과 관련된 것으로, 이 성취 기준은
그동안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국한되
어 왔다. 그러나 어휘 표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성취 기준 또한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취 기준

세부 내용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
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맥에 맞게 표현하기
․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 현상을 이해하고 바꾸어 표현하기
<표 Ⅳ-11> 어종 관련 성취 기준의 수정 예

이처럼 성취 기준이 이해 활동만을 강조하느냐, 이해와 표현 활동을 모
두 강조하느냐는 생산적 학습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해와 표현 활동을
모두 강조하는 성취 기준이 많을수록 교육 현장에서는 생산적 학습이 활발
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서는 어휘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다룰 때, 이해 중심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이해와 표현
을 함께 강조하여 기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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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과서 측면

국어 교과서가 국정으로 개발되었던 시기에는 어휘 학습이 다음과 같이
날개나 각주114)를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신명선, 2005ㄴ:210).

1차
초등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교과서 맨 뒤에 새

<공 부할

<말

로 나온 낱말 제시

문제 >에

익

읽기 교

읽기 교

읽기 교

히기 >에

과서:없

과서:처

과서:처

‘낱말 익

문법 활

음

마에 제

마에 제

히기’ 학

동 제시

시

시

읽기 제

읽기 제

재의 처

재의 날

마에 제

개에 제

시

시

습 활 동
제시
중등

읽기 제재 맨 뒤에

읽기 제재의 처마에 제시

제시
고등(인

읽기 제재 맨 뒤에

읽기 제재의 처마에

문계)

제시

제시

없음

<표 Ⅳ-12> 1차부터 7차까지 국어 교과서의 어휘 제시 방식

날개나 각주에서는 단순히 단어의 사전적 뜻풀이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115) 지금까지의 어휘 학습은 이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뀐 이후에 개발된 교과서에서
는 어휘 학습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116) 어휘 학습란에서
어휘를 학습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이 이해 학습 활동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아직도 어휘 학습은 이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4) 6차 교육과정에서는 ‘날개’와 ‘처마’,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날개’와 ‘각주’로 달리 부르고 있다.
115) 윤구희(2012)에서는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의 날개에 제시된 어휘의 뜻풀이 방식이 학습자 수
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발음 정보, 용례, 관련 어휘 정보 등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16) 2007년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2학년 15종의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
의 교과서에서 어휘 학습란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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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117) 다음 단어와 그 의미를 바르게 연결해 보자.
(1)
(2)
(3)
(4)

정정하다
열없다
해쓱하다
긋다

•
•
•
•

•
•
•
•

㉠
㉡
㉢
㉣

비를 잠시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리다.
좀 겸연쩍고 부끄럽다.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어 파리하다.
나무 따위가 높이 솟아 우뚝하다.

[사례2]118) 다음 학생들이 설명하고 있는 낱말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 빈
칸에 써 보자.
<보기> 실팍하다, 긴하다, 소보록하다, 암팡스레, 알싸하다, 걱실걱실
(1) 어떤 것을 ‘매우 간절하게’ 부탁할 때나 무엇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야. (

)

(2) 그릇에 밥을 많이 담으면 이렇게 되지. 발등이 부어올랐을 때도 이렇다고
말해. (

)
…(하략)…

[사례3]119)
<단어 익히기>
작품(作品) 作: 짓다 작, 品: 물건 품
‘작품’은 만든 물품, 또는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을 말한다.
<다른 어휘 더 알아보기>
작가(作家): 문학 작품, 사진, 그림, 조각 따위의 예술품을 창작하는 사람.
시작(始作):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 또는
그 단계.
부품(部品): 기계 따위의 어떤 부분에 쓰는 물품.

117) 이숭원 외(2010), 중학교 국어 2-1, 좋은책 신사고.
118) 남미영 외(2010), 중학교 국어 2-1, 교학사, p49.
119) 왕문용 외(2010), 중학교 국어 2-1, 대교,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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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과 [사례2]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활동이고,
[사례3]은 한자를 이용하여 어휘를 익히는 활동이다. 이러한 어휘 학습 활
동은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끝난다는 점에서 매우 수용적인 학습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서는 교과서에서의 어휘 학습이 날개나 각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어휘 학습란의 구성 방식도 단어
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단어를 다양한 문
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례1]은 다음
과 같이 변경해 봄으로써 해당 단어를 관련 단어와 함께 문맥에 맞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1 수정] 다음 단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해 보자.
(1) ‘정정하다’를 ‘나무’와 관련지어 표현해 보자.
(2) ‘열없다’를 ‘실수’와 관련지어 표현해 보자.
(3) ‘해쓱하다’를 ‘독감’과 관련지어 표현해 보자.
(4) ‘긋다’를 ‘소나기’와 관련지어 표현해 보자.

③ 교수 ․ 학습 과정 측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현장에서는 교사가 읽기를 하다가
어려운 단어의 뜻을 불러주면 학생들이 교과서에 수동적으로 받아쓰는 수
용적 학습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신명선, 2007:367 참조). 교사들
을 대상으로 어휘를 가르칠 때 이해와 표현 중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지를 조사한 다음의 결과도 학교 현장에서는 수용적 학습이 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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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께서는 어휘를 가르치실 때 이해 중심으로 가르치십니까? 표
현 중심으로 가르치십니까?
초등 교사(%)

중등 교사(%)

전체(%)

이해 중심으로 가르친다.

39.0

76.6

57.8

표현 중심으로 가르친다.

17.1

0.6

8.9

동일한 비중으로 가르친다.

36.6

10.0

23.3

잘 모르겠다.

7.6

10.0

8.8

0.0

3.3

1.65

기타 (

)

<표 Ⅳ-13> 이해 중심과 표현 중심 어휘 교수의 비중

위의 표를 보면, 어휘를 가르칠 때 ‘이해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전체 57.8%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한 비중으로 가르친다’가
23.3%를 차지하였다. ‘표현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비율은 8.9%에 그쳤다.
한편, 초등 교사들의 경우 ‘표현 중심으로 가르친다’가 17.1%, ‘동일한 비
중으로 가르친다’가 36.6%인 반면, 중등 교사는 ‘표현 중심으로 가르친다’
고 응답한 교사는 0.6%, ‘동일한 비중으로 가르친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
중이 10.0%였다. 이는 초등 교사들이 중등 교사에 비해 어휘를 표현 중심
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0) 초등학생들은 기초 어휘를 많
이 배워 이를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 교사들이
표현 중심의 어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1)
그러나 학습자가 중등 과정에서 새로 학습하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
주 접하게 되는 기초 어휘가 아니라 저빈도 어휘가 많고, 저빈도 어휘는
상대적으로 표현 어휘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
점 어휘 표현 활동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어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120) 초등 교사들이 어휘 지도 방법으로 짧은 글 짓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지영, 2010 참조).
121) Ⅲ장에서 학습자의 학년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높은 등급의 어휘 비율이 그만큼 높지 않은 것
은 표현 중심의 어휘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실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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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학습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어휘의 의미를 사전
에서 찾아오는 과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숙제를 위한 과제에는 수용적
과제보다 생산적 과제가 더 좋은 선택이다(Zhong, 2011:121 참조). 학습
자가 어휘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어휘 학습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어휘들의 생산적 사용을 경험하는 것은 수업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용적 어휘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2) 의미에 부합하는 어형 회상 활동의 활성화

의미에 부합하는 어형을 회상한다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적합
한 단어 형태를 머릿속에서 회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미에 부
합하는 어형 회상 활동이 활성화되면 회상된 단어들에 대한 어휘 접근성이
높아져 해당 단어를 자유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즉,
학습자가 B의 의미를 가진 A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회상하여 본 경험이
많아지면, B의 의미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A를 쉽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기존의 어형 회상 활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어형 회상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고
자 한다.

① 의미 정보 제공의 적절성

학습자가 의미에 부합하는 어형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의미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한다. 이때 의미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학
습자가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어형의 경우에는 적은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인출하기 어려운 어형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를 다음을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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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122) 다음 글자들을 합하여 제시된 뜻에 알맞은 단어를 만들어 보자.
적, 만, 대, 아, 량, 노, 고, 발, 막, 교, 발, 인,
1.
2.
3.
4.
5.

괴로움을 참음.
몹시 노하여 펄펄 뛰며 성을 냄.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움.

[활동2]123) 다음에서 설명하는 말은 무엇일까?
․ 상황이나 정황에 꼭 알맞은 성질. “접속어를 쓸 때는 전체 흐름에 잘 맞는지
그 ○○○을 살펴봐야 해.”
․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그 사건의
원인을 ○○해 보았다.”
…(하략)…
[활동3] 다음에서 설명하는 말은 무엇일까? 주어진 낱자를 활용하여 해당하는
말을 써 보자.
1. ㅍ ㅈ → 풍자
2. ㅈ ㅈ ㅇ ㅍ →
3. ㅈ ㅇ →
4. ㅍ ㄹ ㄷ →
5. ㅌ ㄴ →
6. ㅂ ㅍ →

1. 사회나 사람의 잘못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거나 꾸짖는 것. “이 ○○ 소
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었어.”
2.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끼리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글. 이메일.
3.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
태. “표현의 ○○와 표현의 책임을 모두 생각하며 글을 쓰자.”
4.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인터넷 풍자물에는 기존의 작품을 ○○○한 것이 많다.”
…(하략)…

122) 박경신 외(2010), 중학교 국어 2-1, 대교, p58.
123) 김상욱 외(2010), 중학교 생활국어 2-1, 창비,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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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활동2], [활동3]은 어형 회상을 위한 의미 정보의 양이 다르
다. [활동1]에서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 단어 이외
의 단어를 선택하지 않도록 형태 정보도 일부 제시하고 있다. [활동2]에서
는 사전적 의미와 예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단어 형태 정보는 제공하지 않
았다. [활동3]에서는 단어의 뜻풀이와 예문을 제공하였고 ‘전자우편’의 경
우에는 예문 대신에 유의어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목표 단어
를 정확히 회상할 수 있도록 단어 형태의 일부 정보(음절 초성)도 제공하
고 있다. 이들 활동에서 형태 정보는 학습자가 목표 이외의 단어를 인출하
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미 정보’로 ‘사전적 뜻풀이’, ‘예문’만이 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 학습의 관점에서는 이들 정보뿐만 아니라 유의어 정보, 반의어
정보, 상하위어 정보, 연어 정보, 관용어 정보 등 다양한 의미 정보를 단어
에 따라 달리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형이 사전적 의미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통해 해당 어형을 회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② 어형 회상 상황의 실제성

어형 회상 활동은 궁극적으로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한 것이지만 교과서상
의 어형 회상 활동은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자유 표현 어휘’가 아닌 ‘통제
표현 어휘’의 신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교과서에서는 어형 회상
활동의 목적이 교과서에서 학습한 단어들을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정 단어의 회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단어들을 학습자들이 회상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들 단어들은 통제 표현 어휘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 방식처럼 학습자가 특정 어휘를 회상하도록 강요받
아 특정 맥락에서 그 어휘를 회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자유 맥락에
서도 그 어휘를 스스로 회상하여 사용하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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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fer, 1998:257). 즉, 학습자가 통제된 환경에서 회상한 어휘를 자유
맥락에서 표현 어휘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통제된 환경이 아닌 가급적
실제 표현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그 단어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즉, 단어의 사전적 개념124)이나 예문을 주고 단어를 인출하
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어가 실제적으로 사용될 만한 자연스러운 상황을
주고 학습자가 그 상황에서 해당 어휘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활동4]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활동4] 다음 상황을 아래에서처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해 보자.
(상황)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내렸다. 그래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였다. 눈이 쌓인 모
습이 볼록하게 도드라져 보인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의 모습을 적절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
(표현)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소보록하다. / 지붕 위에 소보록하게 눈이 쌓였다.

(상황1) 철호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메일을 쓰려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탁이 아니라 ‘매우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철수의 의도를 담을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해 보자
(표현1)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부탁

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활동4]에서는 학습 단어가 사용될 만한 실제적 상황이 주어져 있다. 학
습자들은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사용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
124) 특별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은 실제 어휘 사용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어형을 회상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문맥 속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어형을 회상한다는 점
에서 학습자에게 어형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은 실제성이 떨어진다. 이보다는 회상해야 하
는 어형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한 뒤, 그 문맥적 의미에 맞는 어형을 회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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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상해야 한다. 이때 학습 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적 단서도 주지 않
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표현1’에 들어갈 단어로 ‘간절히, 간
절하게, 간곡히, 긴히, 긴하게’ 등의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초성
또는 첫 글자와 같은 단서가 주어지면 학습자의 사고의 폭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평가의 상황이라면 학습자가 특정 목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 일부 단서가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교과서의 어
휘 학습 활동 차원에서는 최대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머릿속 사전에서 단
어를 검색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회상한 다양한 단어들을 목표 단어와의 의미․용법적
차이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
가 ‘간절히’라고 썼다면 빈칸에는 ‘매우 간절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야 함을 강조해 ‘간절히’보다 ‘더 간절하다’는 의미의 단어를 회상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긴히’라고 썼다면 ‘긴히’와 유의어인 또
다른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3.2. 통합적 교수 ․ 학습의 실제
(1) 기존 어휘와의 통합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학습 대상 어휘를 기존의
다른 어휘와 연결을 지어 연결망을 강화해야 함을 앞서 강조하였다. 따라
서 학습자가 하나의 단어를 새로 학습할 때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연
어, 관용어 등과 상호 연결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교과서에
서도 어휘를 제시할 때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와의 연결 관계 속에
서 제시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어휘 제시 방식은 연결망 강화와는 근본적
으로 거리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련을 짓지 않은 채 단
어들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다음의 어휘 제시 방식이 낯설지 않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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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26)
곰상스럽다

① 성질이나 행동이 싹싹하고 부드러운 데가 있다. (예: 곰상스럽게
타이르다.)
② 성질이나 행동이 잘고 꼼꼼한 데가 있다. (예: 잔일을 곰상스럽게
해내다.)

너나들이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넴. 또는 그런 사이.
(예: 우리 아버지는 준석이 아버지와 너나들이로 지내신다.)

너울가지

남과 잘 사귀는 솜씨. 붙임성이나 포용성 따위를 이른다.
(예: 나는 너울가지가 좋아서 학년이 바뀌어도 금세 친구가 생긴다.)

댓바람

① (‘댓바람에’, ‘댓바람으로’ 꼴로 쓰여) 일이나 때를 당하여 서슴지
않고 당장. (예: 소식을 듣자마자 댓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② (‘댓바람에’ 꼴로 쓰여) 일이나 때를 당하여 단 한 번에.
(예: 댓바람에 국수 세 그릇을 먹어 치웠다.)

뜨악하다

①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
(예: 별로 탐탁하지 않은 듯 뜨악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② 마음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 서먹하다. 또는 사귀는 사이가 떠서
서먹하다.
(예: 그가 나를 대하는 게 뜨악하고 냉랭했다.

띠앗

형제나 자매 사이의 우애심. (예: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띠앗이 좋아
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모르쇠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
(예: 선생님께서 우리를 꾸짖은 뒤 다시 이것저것 더 물어보셨으나,
우리는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모르쇠를 잡았다.

문문하다

무르고 부드럽다. (예: 나는 벌써 상대가 썩 문문해 보였다.)

위에 제시된 단어들을 학습할 때 학습자는 학습 단어들이 연결망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127)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새로운 단어를 제시할 때 연결망과
125) 또한 날개나 각주에서의 어휘 제시 방식은 어휘가 연결망과 무관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 준
다.
126) 방민호 외(2010), 중학교 국어 2-1, 지학사, p243.
127) 예를 들어, ‘곰상스럽다’는 ‘부드럽다’와, ‘너울가지’는 ‘붙임성’과, ‘뜨악하다’는 ‘꺼림칙하다’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학습자들이 알게 되면 이들 단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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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시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다’를 예로 들어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128)

계열
관계

유의어
반의어
…

연어

착복하다, 착용하다, 걸치다
벗다
…
단정하게, 세련되게, 예쁘게, 잘,
선행 결합적 관계

못, 제대로, 허름하게 …
얻어, 즐겨, 챙겨, 갖춰, 받쳐
옷, 치마, 바지, 교복, 드레스, 정

후행 결합적 관계

장, 원피스 …
-고 있다, -고 다니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

의미
관계

결합
관계

관용어

지는 못 얻어먹는다.
갈아입다, 걷어입다, 껴입다, 덧
껴입다, 덧입다, 돌라입다, 떨쳐

합성어

입다, 빼입다, 차려입다
…
쓰다, 신다, 끼다, 차다, 메다 …
…

…
어휘장
…

…

<표 Ⅳ-14> ‘입다’의 연결망

‘입다’를 단순히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로만 이해하는 것과 <표 Ⅳ14>에서처럼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을 법한 어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
는 것은 학습의 효과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교과서의 모든 학습 어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세히 제시하는 것은
지면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129) 최소한 학습 어휘와 중요한 관계를 맺
는 어휘는 반드시 위와 같은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어휘를
자신의 머릿속 사전에 존재하는 어휘와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
와야 한다. 예를 들어, ‘폭력’이라는 단어를 제시할 경우에는 ‘폭력을 쓰다/

128) 강현화(2006:503)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129) 그러나 최근에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책에서는 학습 단어의 연결망 정보가 지면의 제약
없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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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두르다/가하다/행사하다’, ‘폭력을 당하다’처럼 연어 관계를 맺고 있는 단
어들을 함께 제시해야지만 학습자들이 Ⅲ장에서처럼 ‘폭력을 하다’, ‘폭력
을 받다’와 같이 잘못된 연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2) 쓰기 영역과의 통합

쓰기 영역과의 통합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첫째는 학
습자의 작문을 통해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둘째는 쓰기를 통해 어휘를 생산적으로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① 학습자의 작문에 사용된 표현 어휘를 점검하기

학습자의 작문은 학습자의 표현 어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자
료이다. 따라서 교사가 개별 학습자의 작문을 면밀히 분석하면 학습자의
표현 어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신
장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학습자 작문의 분석
기준으로는 본 연구의 Ⅲ장에서 사용하였던 어휘의 빈도(등급), 어종, 구
성, 사용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등급’과 ‘정확성’ 기준에 한정하여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하는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등급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하는 경우, 교사는 학습자가
쓴 작문에 등급과 관련된 일정한 표시를 함으로써130) 학습자가 자신의 표
현 어휘를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131)
130) 네이션(Nation, 2001:185)에서는 학습자가 쓴 작문에서 1,000단어 수준의 어휘는 아무런 표시
도 하지 않고 두 번째 1,000 단어 수준의 어휘는 밑줄을, 대학 단어 목록에 속하는 단어는 굵은
표시, 이들에 속하지 않는 어휘는 이탤릭체로 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한 표현 어휘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1) BA 중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속한 두 학생의 작문 자료이다. 별다른 표시가 없는 어휘들은 1,
2등급에 속하는 어휘이며, 3등급 어휘에는 밑줄, 4등급 어휘에는 굵은 표시, 5등급의 어휘에는 이
탤릭체, 6등급의 어휘에는 밑줄과 굵은 표시를 하였다. 연구자가 학습자에게 준 지시문에 노출된
어휘들(학교,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신체, 금품, 갈취, 따돌림, 사이버 등)은 학습자의 진정한 표
현 어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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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A의 글
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과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첫째는 자살에 대한 것이다. 자살
하는 사람마다 괴롭힘을 받는다든가 언어폭력을 하든가 협박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괴롭힘을 받으면 매일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더 심하면 돈까지 뜯기고,
이렇게 보내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살기 싫어질 수가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학
교 폭력에 의해 자살을 한다. 이렇게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괴롭힘
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다쳤으면 그 친구를 데리고 보건실을 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잘못된 것이고, 길거리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선생님이나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럼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그 친구
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사이좋은 친구로 사귀고, 그럼 모두에게 희망이 보인다. 친구는
서로를 배려해 주고 영원한 친구를 만나는 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따돌
림에 대한 것이다. 따돌림은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돼서 혼자 다
니거나 못생겼다 등등의 문제 때문에 따돌림이 생기는 것이다. 친구와 잘 놀고 있다가
무언가 때문에 싸우게 됐는데 그 친구랑 다니면서 불편했다거나 친구의 말을 너무 잘해
줘서 그 친구랑만 지내야 했다가 어느 날 싸워서 다시는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그걸로 삐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말을 걸어 화해를 했으면 좋은데,
말을 안 한다면 서로 더 멀어지게 된다. 싸웠더라도 화해를 하며 지내는 것이 좋다. 그
럼 따돌릴 친구도 없고 서로 잘 지내며 따돌림 받을 일이 없다. 앞으로는 잘 지내며 왔
으면 좋겠다. 이렇게 따돌림이나 자살할 일이 없으면 사회에 잘 적응할 수도 있고, 사회
생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젠 좋은 사회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학교 폭력의 원인
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모두 다 한 것 같다.

학습자 B의 글
요즘 학교 폭력의 실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 폭력은 여러 형태로 분
류된다.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도 언어폭력, 금품을 갈취한다든가, 왕따, 따돌림을 하는
것도 있고 빵 셔틀 같은 강요를 통한 학교 폭력, 성폭력 또는 사이버 폭력 등이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 그중 가장 많이 행해지는 폭력은 역시 신체 폭력이다. 요즘 뉴스나 여
러 매스컴에서는 거의 학교 폭력 중 신체 폭력에 대한 기사가 많다. 그 신체 폭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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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생의 자살 빈도가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 폭력이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 옛
날에도 학교에 보면 반에 하나쯤은 주먹으로 애들을 부려먹는 애들이 조금씩은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둬서 집에서 폭력

적인 게임을 하다 보니 폭력적인 성격이 되고 또 그것을 자제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폭력성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스트레스를 풀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학생이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지 별로 풀 곳이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노래방, 물고기방 정도로 애들은 스트레스를
풀곤 한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다 풀기는 역부족이다. 게임을 해서 스트레
스를 풀다 보면 폭력적인 게임을 하게 되고 또 중독까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
를 푸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
의 차원에서 보면 게임은 많이 자제하고 너무 폭력적인 게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
리고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 드
럼 등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맞벌

이 부모인 경우는 좀 더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을 것이다. 가끔씩은 가족과 함
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이의 성장에도 좋을 것이다. 학교도 학생의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특별 활동을 해주고 폭력을 가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학교 폭력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
까.

두 학습자의 글에서 3등급 이상의 어휘를 등급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A

학습자 B

3등급 어휘

자살(하다), 협박, 시도하다,
뜯기다, 학부모, 배려하다, 삐
치다, 화해, 적응하다

해당되다, 자살, 지장, 접어들
다, 스트레스, 학업, 기껏해야,
노래방, 중독, 차원, 건전하다,
드럼, 가하다

4등급 어휘

사회생활

실태, 추세, 분류되다, 매스컴,
각박하다, 방치하다, 자제하다,
가급적, 해소하다, 교육하다

5등급 어휘

없음

빈도, 맞벌이, 폭력적, 역부족

6등급 어휘

없음

폭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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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학습자 B의 글이 학습자 A의 글에 비해 등급이 높은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이 높은 어휘를 많이 사용한
것이 텍스트의 질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빈도
단어나 구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텍스트가 살아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
다(Nation, 2001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자가 필요할 경우 저빈도 단
어 또는 등급이 높은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텍스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살피고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는 어휘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 A는 자신의 글에서 사용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
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132) 다양한 표현 어휘, 특히 평소에 자주 사용하
지 않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효과를 위해 필요한 저빈도 어휘(또는 등급
이 높은 어휘)를 사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습들이 반복되고
축적되면 실제 쓰기 과정에서 익숙한 어휘나 일반적인 어휘 대신에 익숙하
지는 않지만 표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정확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하는 경우, 표현 어휘
의 형태적, 의미적 오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표현 어휘의 질적 수
준을 다음과 같이 점검할 수 있다.

학습자 A
형태적 오용

의미적 오용

학습자 B

․ 그걸로 삐지는 건 → 삐치는

․ 메스컴 → 매스컴
․ 강팍해지고 → 강퍅해지고

․ 괴롭힘을 받는다든가 → 괴롭

․ 그것을 자제해 주는 사람이

힘을 당한다든가

없다 보니 → 통제해

132) 예를 들어 ‘찾아보려고 한다.’는 ‘모색해 보려고 한다.’로, ‘미안하다고 했는데’는 ‘사과했는데’로
‘돈을 뜯기고’는 ‘돈을 갈취당하고’ 등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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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 학습자 A는 ‘성이 나서 마음이 토라지다’는 의미
의 단어를 흔히 ‘삐지다’로 쓰지만 표준어는 ‘삐치다’라는 것, ‘괴롭힘’은
‘받다’가 아니라 ‘당하다’와 연어 관계를 이룬다는 것 등 ‘삐치다’와 ‘괴롭
힘’에 관련된 어휘 지식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자 B는 ‘메스컴’
이 아니라 ‘매스컴’이라는 것, 흔히 ‘강팍하다’로 쓰지만 표준어는 ‘강퍅하
다’라는 것, ‘자제’는 스스로 억제하다는 의미라는 것 등 ‘매스컴’, ‘강퍅하
다’, ‘자제’에 관련된 어휘 지식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문에 사용된 표현 어휘의 점검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표현
어휘가 지닌 특성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표
현 어휘가 양적, 질적으로 신장하게 된다.

② 쓰기를 통해 어휘의 사용 가능성 점검하기

특정 단어가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표현의 과정
에서 그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용 여부는 작문
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자유 작문에서 스스로
특정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단어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 목록에 확실
히 속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한 편의 글쓰기로 확장된다
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 어휘 또한 문장에서의 사용, 문단에서의 사용, 한
편의 글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문장 차원에서
의 표현 어휘 사용은 지금까지 많이 강조되어 왔다(원진숙, 2013).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단어를 사용한 짧은 글짓기’는 전형적으
로 문장 차원에서 단어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학습 어휘의 실제 사용 가능성은 문장 이상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는데, 학습 어휘의 화용(빈도, 사용역 등)에 대한 지식 여부
는 문장이 아니라 문단 또는 글 전체를 통해 비로소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학습자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관용적 어휘소는 문맥에 맞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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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중요하므로 문맥이 잘 드러나는 문단 이상의 차원에서 사용 여부가
점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성규(2000:64)에서도 문장에 쓰이는 어휘 의
미는 문맥을 통해 의미가 파악되기 때문에 어휘를 표현하는 단위를 문장이
아니라 문단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진숙(2013)에서는 진정한
표현 어휘력은 문단보다 상위의 글 수준에서 쓰기 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어휘를 쓰기 영역과 통합하여 교수․학습을 할 때에는 문장 차원
에서의 사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단 차원에서의 사용, 글 차원에서
의 사용 등으로 확장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차원에서 어휘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지도해야 한다.

3.3. 명시적 교수 ․ 학습의 실제
김창원(2013)에서는 지금까지 어휘 학습을 위한 별도의 지면이나 부분
을 할애하는 방식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의 추세
는 제2 유형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하였다.

제1 유형: 단원 구성 체제에서 ‘어휘’ 파트를 독립시켜서 단원 학습의
전이나 후에 배치하는 경우
제2 유형: 제재의 옆 또는 아래에 날개나 각주로 제시하는 경우
제3 유형: 제재 안에서 학습 대상 단어를 색이나 글꼴, 첨자 등으로
표시하고 해설하는 경우

어휘 학습이 주로 날개나 각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사와 학습자
가 그 학습 어휘를 주목하고 깊이 있게 학습하기보다는 읽기 텍스트를 이
해하기 위해 학습 어휘의 뜻풀이를 참고하는 수준에서 어휘 학습이 종료됨
을 의미한다. 이처럼 날개나 각주를 통해 어휘의 기본적인 뜻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학습이 종료되면 학습자가 그 어휘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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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해당 어휘를 이해 어휘에서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데 근본적
인 한계가 있다. 또한, 설령 그 어휘를 표현 어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단어의 형태, 의미(다의어의 경우 주변 의미), 통사, 화용적 지식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 사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높이기가 어
렵다.
따라서 지금처럼 날개나 각주에서 제시된 어휘를 한 번 참고하는 수준에
서 어휘 학습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어휘 지식 강화를 위해 학습 어휘에
대한 명시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어 학습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욥과 욥(Yopp &
Yopp, 2007:158)에서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단어 의식을 촉진시키는 교실은 단어 학습이 특별한 수업 또는 특별한
교실의 제한 이상이 되게 확장하거나 단어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흥미,
호기심을 자극한다. 학생들은 단어의 일반적인 측면을 주목하고, 단어
역사를 탐구하고,단어와 놀고,전문 작가의 단어 선택을 검토하고 그들
단어 중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매일,모든 내용 영역에서,단어에
주의가 주어지고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와 상호작용하고 단어들
사이에 연관성을 만들고 자신들의 삶과도 관련을 짓는다.교사는 단어에
대한 열정을 본보기로 보여야 하는데,학생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때 “아.
.
.
흥미로운 단어네”,“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자신이
학습한 새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학생들은 명시적으로
단어에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교실 문화 또는 학교 전체 문화의 일이다.

한편, 어휘 교육에서 어휘를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단원마다 어휘 학습란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133) 이때 문법 교육에서 널리 활용되는 탐구 학습이 명시
133) 전은주(2013)에서는 교과서에 어휘 학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어
교과서 검정 기준에 매 단원에 단원 관련 어휘 학습을 넣도록 권고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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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휘를 학습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어휘 탐구 학습에서
는 학습자가 학습 어휘에 명시적으로 주목하고, 어휘가 사용된 다양한 예
들을 통해 학습 어휘의 형태적 지식, 의미적 지식, 통사적 지식, 화용적 지
식, 연결망 지식 등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탐구 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태도가 연계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지식을 더 열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준다(남가영, 2008:23 참조).
다음은 어휘 탐구 학습의 예로 정도 부사 ‘너무’와 그 유의어군의 의미
및 용법을 비교하는 활동의 예를 보인 것이다. ‘너무’를 예로 든 것은 학습
자들이 매우 자주 사용하는 부사라는 점과, ‘너무’가 사전적 의미와 달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134)

어휘 탐구 학습의 예
[가] 다음 단어들 중에서 부정 서술어와 잘 호응하는 단어를 찾아보자.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
너무

¶ 너무 크다/너무 늦다/너무 먹다/너무 어렵다/너무 위험하다/너무
조용하다/너무 멀다/너무 가깝다/너무 많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매우

¶ 그는 매우 착하다./그녀는 매우 아름답다./그는 해외로 출장을 매
우 자주 다닌다./한글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형용사 또는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일부 동사나 명사, 부사 앞에

아주

쓰여))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로.
¶ 아주 오랜 옛날/이번 시험 문제는 아주 쉽다./그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

134) 실제로 Ⅲ장의 학습자 작문에서 ‘너무’와 그 유의어군에 속한 단어들의 사용 횟수는 다음과 같
다.
<단위: 회>
초5
중1
중3
고2

너무
42
29
16
16

매우
8
12
19
21

아주
12
19
14
4

몹시
0
0
0
0

썩
0
0
0
0

대단히
0
0
0
1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다른 유의어에 비해 ‘너무’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너무’의 유의어 중 ‘몹시’, ‘썩’, ‘대단히’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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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할 수 없이 심하게.
몹시

¶ 몹시 추운 날씨/몹시 힘든 일/기분이 몹시 상하다/몹시 가난하
다.
「1」보통의 정도보다 훨씬 뛰어나게.
¶ 성적이 썩 좋아졌다./김 군은 노래를 썩 잘한다./품질이 썩 좋아
졌다./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다./그녀의 설명에 수긍이 가면서도

썩

왠지 마음이 썩 개운치만은 못했다.
「2」지체 없이 빨리.
¶ 뭘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썩 나오지 못하고./꼴도 보기 싫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1」매우 심한 정도로.
¶ 대단히 춥다/고집이 대단히 세다/이번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
감스럽게 생각한다.
「2」몹시 크거나 많은 정도로.

대단히

¶ 물건이 대단히 많다./저 소는 대단히 크다.
「3」출중하게 뛰어나게.
¶ 공부를 대단히 잘한다.
「4」아주 중요하게.
¶ 그 일이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 서술어와 잘 호응하는 단어
특별히 호응 제약이 없는 단어
[나] ‘너무’의 의미와 용법을 고려할 때, 다음의 ‘너무’를 다른 단어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를 찾고, 적절한 단어를 유의어군에서 찾아 바꾸어 보자.135)

① 그 아이가 바나나를 너무 먹었어.
② 마을 주민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
③ 너무 심하게 나무라는군.
④ 영민이는 너무 착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⑤ 그 가수는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
⑥ 그의 걸음이 너무 빨라서 우리들이 따라가기 힘들었다.
⑦ 그 이론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해를 못 한다.
135) 예문은 리의도(2005:34-5)에서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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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이 쓴 글이나 교과서에 있는 글 중 한 편을 골라 글 속에 나타난
‘너무’를 찾아보고, 가능한 경우 이를 다른 유의어로 바꾸어 보자.

‘너무’는 일상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너
무’를 표현 어휘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너무’가 주로 부정 서술어와 함께 쓰
이며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와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
문에 ‘매우 좋다’, ‘아주 예쁘다’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을 새로 학습하게 된다.136) 또한 ‘너무’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유의어들
을 함께 다루어 봄으로써 ‘너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너무’의 유
의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글을 다채롭게 만들어 보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어휘 탐구 학습은 어휘에 명시적으로 주목하게 함으로써 어휘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정확히 익힐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지식을 학습
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태도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어휘
학습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3.4. 반복적 교수 ․ 학습의 실제
지금까지의 어휘 교육에서는 학습 어휘의 일회적 교수․학습에만 그쳤을
뿐 반복적 학습과 누적적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가르쳐야 할
어휘는 매우 많은 반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휘를
반복적, 누적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학습자가 단어를 일회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그 단어가 이해 어
휘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표현 어휘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표현
136) ‘너무’의 사전적 개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와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매우 좋
다’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너무’가 현실 언어생활에서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고 ‘매우’나 ‘아주’로 바꾸어 쓰기에는 어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와 같은 표
현도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너무’와 관련된 문법적 논쟁
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너무’는 부정
적인 관점에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그 사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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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신장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동일한 어휘를 반복적, 누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어휘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교과서에
서 어휘가 반복적, 누적적으로 제시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1) 교과서에서 학습 어휘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기

교과서에서 학습 어휘로 선정된 단어는 최소한 교과서 내에서는 학년별,
학교급별로 여러 차례 노출하여 학습자가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의 단어 제시는 이러한 측면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는 측면이 많은데, 이를 7차 고등학교
국어(상) 1단원의 날개에 제시된 다음 단어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날개에 제시된 단어

교과서 예문 중 일부

출현 횟수

적나라(赤裸裸)하다

우리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1

토의(討議)

자못 심각한 토의를 하고

1

기발(奇拔)

참으로 기발하고도 / 또한 기발하여

2

서식지(棲息地)

그 땅의 특정 서식지에

1

고봉(高捧)

고봉으로 담아놓은 쌀밥같이

1

고샅

윗동네 가운데 고샅 첫 집

1

고명딸

막내딸이자 고명딸이었다

1

선망(羨望)

선망의 대상이었다

1

께적지근하다

거의 다 너절하거나 께적지근한 것이었다

1

동경(憧憬)

애정이요 동경이었다 / 애정과 동경에 넘치는

2

관옥(冠玉)

생긴 것 또한 관옥 같았다

1

소명(召命)

소명 의식 같은 걸 느끼고

1

어깃장

어깃장을 놓는 속성까지

1

관록(官祿)

비로소 살림에 관록이 붙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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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질137)

임질을 할 때면 겨드랑과 가슴이

1

역설(力說)

신식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1

잗다랗다

가파른 둔덕에는 잗다란 들꽃들이

1

유영(遊泳)

무리지어 유영하는 물고기들과

1

해토(解土)

봄의 해토 무렵엔

1

앙탈

앙탈을 하고

1

기갈(飢渴)

젊은이들의 정신의 기갈은

1

무관(無關)

보여 줘도 무관한 담백한 편지라는

1

지천(至賤)

지천으로 자라고 / 지천으로 많던가

2

다문다문

무리를 지어 가며 다문다문 피었다

1

분분히

분분히 지는 찔레꽃이

1

<표 Ⅳ-15> 7차 고등학교 국어(상)의 날개에 수록된 단어의 출현 횟수

위의 표를 보면 날개에 수록된 대부분의 어휘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전체에서 노출된 횟수가 1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단어를 해당 본문에
서 한 번 접하는 것이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전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다시 접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해당 단어의 뜻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학
습자의 표현 어휘 목록에 저장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138)
따라서 학습 대상이 된 어휘는 가급적 교과서에 자주 노출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학습자들이 표현 어휘로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는 교과서에서
자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표현 어휘의 신장을 위해 바람직하
다. 즉, 학습한 어휘의 상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재가 재활용 방식을
구안해야 한다(이해영, 2006:29).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일부 단어를 학
습 어휘로 적절히 바꾸는 방안을 활용해 볼 수 있다.139) 예를 들어 학습자
137) 물건 따위를 머리 위에 이는 일.
138) 베크와 페르페티와 맥건(Beck, Perfetti and Mckeown, 1982)은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서 어휘
지도는 한 단어당 20분 이상씩, 24회 이상의 빈도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정인숙,
1995:12에서 재인용).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시간과 접촉 경험이 많이 필
요한데 어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접촉 경험을 필요로 한다.
139) 소설 작품, 시나리오,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 등과 같이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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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무’의 유의어인 ‘몹시’를 자주 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음
의 예문을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례1] 다음 문장을 다듬어 고쳐 보자.140)
● 은주는 권장 도서 목록 선정이 너무 주관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 ● 은주는 권장 도서 목록 선정이 몹시 주관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사례2] 다음은 앞의 두 글을 읽고 어떤 학생이 쓴 글이다. 읽고, 다음 활동
을 해 보자.141)
나는 글 쓰는 일을 별로 즐겨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작문 시간에 항상
졸기만 하고, 남의 것을 베껴 내기까지도 하는 정도다. 작문 시간이 너무 싫
다. …(하략)… → 작문 시간이 몹시 싫다.

이와 같이 ‘너무’를 ‘몹시’로 바꾸게 되면 학습자들은 ‘몹시’를 경험할 기
회가 늘어난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처음 학습한 단어나 자주 사용하지 않
는 단어를 교과서상에서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학습
의 기억을 돕고 어휘 지식의 자연스러운 학습을 유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표현 어휘 신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교과서에서 어휘 지식을 누적적으로 제공하기

하나의 단어와 관련된 지식을 한 번에 학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휘 학
경우는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를 바꿀 수 없으나 원본 보존의 필요성이 약한 텍스트, 교과서 개발
자가 쓴 내용이나 학습 활동의 발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교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140) 7차 고등학교 국어(상) 167쪽에 수록된 학습 활동 중 일부로서, 명사화 구성인 ‘권장 도서 목
록 선정’을 다듬어 고쳐 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를 ‘몹시’로 바꾸어도 목표 활동에 아무런 지
장이 없다.
141) 7차 고등학교 국어(상) 180쪽에 수록된 학습 활동 중 일부로서, 글의 짜임을 학습하는 활동이
기 때문에 ‘너무’를 ‘몹시’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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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날개에 단어의 일
부 의미만을 제공한 채 그 이상의 어휘 지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해당 어휘를 실제 표현 맥락에서 사용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아래 <표 Ⅳ-16>에 제시된 어휘를 표
현 어휘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어휘 지식이
필요하지만 날개를 통해서는 이들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날개에 제시된 단어

추가로 학습해야 하는 어휘 지식

적나라(赤裸裸)하다

‘적나라하다’의 어근 ‘적나라’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발(奇拔)
고봉(高捧)

‘기발’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하다’와 함께 사용되
어야 한다.142)
‘고봉 석 되’와 같이 ‘고봉’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이라는 뜻 외

고샅

에도 ‘좁은 골짜기의 사이’, ‘사타구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도 있다.

선망(羨望)

동사로는 ‘선망되다’, ‘선망하다’가 있다.

께적지근하다

보다 여린 느낌의 ‘게적지근하다’도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동경(憧憬)

생각함.’이라는 뜻 외에도 ‘마음이 스스로 들떠서 안정되지
아니함.’의 의미도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남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

관옥(冠玉)

르는 말.’이라는 뜻 외에도 ‘관의 앞을 꾸미는 옥.’의 의미
도 있다.

소명(召命)
관록(官祿)
임질
역설(力說)

‘소명을 받다’의 꼴로 많이 쓰인다.
‘관록이 있다’, ‘관록을 보이다’, ‘관록을 자랑하다’, ‘관록이
베다’의 꼴로 많이 쓰인다.
동사로 ‘임질하다’가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역설하다’ 외에도 ‘역설되다’도 있다.

142) ‘기발’의 단독적 사용이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서 ‘기발’을 단독적으로 풀이하기보다는
‘기발하다’를 제시하고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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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遊泳)

교과서에서 제시한 ‘물속에서 헤엄치며 놂.’의 의미 외에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일’의 의미도 있다.

해토(解土)

동사로 ‘해토되다’, ‘해토하다’가 있다.

앙탈
기갈(飢渴)
무관(無關)
지천(至賤)
다문다문
분분히

‘앙탈을 떨다’, ‘앙탈을 부리다’, ‘앙탈을 피우다’의 꼴로도
많이 쓰인다.
관용 표현으로 ‘기갈이 들다’가 있다.
‘무관’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하다’와 함께 사용되
어야 한다. 부사로 ‘무관히’가 있다.
‘지천이다’의 꼴로도 쓰인다.
형용사 ‘다문다문하다’가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게.’라는
뜻 외에도 ‘떠들썩하고 뒤숭숭하게’, ‘소문, 의견 따위가 많
아 갈피를 잡을 수 없이’의 의미도 있다.

<표 Ⅳ-16> 7차 고등학교 국어(상)의 날개에 수록된 단어의 추가적 어휘 지식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단어의 추가적 어휘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들 어휘 지식에 대해 별도의 시간을 통해 명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제한된 어휘 학습 시간을 고려한다면 교과서 기술의 재구성
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해당 단어가 교과서에 재등장할
때 그 단어가 다양한 어휘 지식과 연계되도록 제시함으로써 누적적인 어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앙탈’의 경우, ‘앙탈을 하다’는 표현이
다시 등장할 때 그 대신에 ‘앙탈을 떨다’, ‘앙탈을 부리다’, ‘앙탈을 피우다’
의 꼴로 대체하여 ‘앙탈’과 관련된 또 다른 연어 지식을 학습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교과서에서의 단어 제시가 일회적인데다 매우 기본적인 의미 정
도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해당 단어를 깊이 있게 학습할 기회
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하여 학습자가 학습 어휘를 반복적으
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의 어휘 제시를 잘 활
용할 필요가 있다. 한 번에 모든 어휘 지식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
과서를 통해 해당 단어와 관련된 어휘 지식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누적적
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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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표현 어휘의 일반적 특성과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을 이
론적으로 고찰하고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지닌 실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여, 이를 토대로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다.
‘표현 어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서, ‘이해
어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학습자가 양질의 표현 어휘를 많이 가질수록
‘어휘 능력’,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이 신장되기 때문에 어휘 교육에서
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신장할 수 있는 어휘 교육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표현 어휘의 특성
과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을 고찰하였는데, 먼저 1절에서 표현 어휘의 주
요 특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표현 어휘의 특성
생성

․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에 비해 늦게 생성된다.

과정

․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가 되기 위해서는 문지방을 넘어야 한다.

규모
성장률
및
간격
표현
어휘의
속성

․ 표현 어휘의 양이 이해 어휘의 양보다 작으나 그 차이는 학습자마
다 다르다.
․ 표현 어휘의 성장률이 이해 어휘의 성장률보다 낮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표현 어휘의 성장이 멈춘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간의 간격이 커진다.
․ 표현 어휘에 속하는 단어들은 학습자에 따라 상대적이다.
․ 표현 어휘의 사용은 필수적이 아니라 선택적이다.
․ 다양한 위상을 지닌 단어들이 표현 어휘 안에 공존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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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 구성에 따라 ‘단일 표현 어휘소’와 ‘관용적 표현 어휘소’로 나뉜다.

어휘의

․ 양식에 따라 ‘구어 표현 어휘’와 ‘문어 표현 어휘’로 나뉜다.

종류

․ 환경에 따라 ‘통제 표현 어휘’와 ‘자유 표현 어휘’로 나뉜다.

2절에서는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을 학습자 변인, 어휘 변인, 교육 환경
변인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변인이 표현 어휘 신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
는지를 고찰하였다.

표현 어휘 신장의 변인
학습자
변인
어휘
변인
교육
환경
변인

․ 학습자의 어휘 지식이 깊어질 때 표현 어휘의 양적 신장과 질적 신
장이 이루어진다.
․ 학습자의 학습 태도가 표현 어휘 신장에 영향을 끼친다.
․ 고빈도 어휘가 표현 어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저빈도 어휘는 상
대적으로 낮다.
․ 표현 어휘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 한 사람의 표현 어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표현 어휘 신장의 동기
와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 어휘 교수 ․ 학습 방법이 표현 어휘 신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Ⅲ장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121명, 중학교 1학년 112명, 중학교 3학년
119명, 고등학교 2학년 108명 등 학습자 460명의 작문과 전문가 71명의
작문에 사용된 표현 어휘를 빈도, 어종, 구성, 사용 등의 기준에 따라 분석
하고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성을 파악하였다.

기준

학습자의 표현 어휘 특성

빈도

․ 고빈도 어휘의 비율이 매우 높고 저빈도 어휘의 비율은 매우 낮다.

어종

․ 섬세한 의미를 지닌 어휘보다는 의미의 폭이 넓은 어휘가 많다.

구성

․ 관용 표현은 드물고 대부분 개별 단어들이다.

사용

․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어휘가 많다.
․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의미의 일부만이 사용되는 어휘가 많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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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시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교수 ․ 학습 방법의 실제를 제시
하였다.

기준

표현 어휘 신장 교육의 설계
․ ‘이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어휘 ‘표현’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

교육의

․ 학년이 올라갈수록 표현 어휘 신장 교육에 더 집중해야 한다.

방향

․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휘를 우선적으로 지도해
야 한다.
어휘 지식

식)과 ‘연결망 지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형성해
야 한다.

교육의
내용

․ 어휘의 개별 지식(어휘의 형태, 의미, 통사, 화용적 지

표현 어휘
신장 태도

․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하려는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 표현 어휘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형성해야

생산적
교수․학습
교수 ․
학습
방법

통합적
교수․학습
명시적
교수․학습
반복적
교수․학습

한다.
․ 학습한 어휘를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해 보는 것과

의

미에 부합하는 어형(語形)을 회상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 새로 학습하는 어휘와 기존 어휘와의 통합, 쓰기 영역
과의 통합이 필요하다.
․ 탐구 학습 등을 통해 어휘 지식을 명시적으로 학습해
야 한다.
․ 교과서에서 학습 어휘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어휘 지
식을 누적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제언
어휘 교육은 ‘이해’로 시작해서 ‘표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즉, 단어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이해한 단어를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어휘 교육은 표현 어휘에 주목하고 표현 어휘를
신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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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어휘 신장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측정
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 어
휘 신장 교육의 내용과 방법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표현 어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수
학능력시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어 시험에서 이해 어휘만이 평가의 대상
이 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현 어휘를 정확히, 효과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표현 어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연령별 표현 어휘의 표준적인 양이 파악되고 구체적인
목록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표현 어휘 평가를 위해서도 반
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학습자 문․구어 말뭉치가 구축되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표현 어휘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처럼 학년별 표현 어휘의 표준적인 양과 목록이 선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습자가 지닌 표현 어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표현 어휘 신
장을 위한 교수 ․ 학습이 학습자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어 표현 어휘 신
장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휘소별로 어휘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자
가 표현 어휘 신장을 위해 알아야 할 어휘 지식에는 형태적, 의미적, 통사
적, 화용적 지식과 연결망 지식 등 다양한 지식이 포함된다고 할 때 어휘
소별로 각각의 어휘 지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처럼 어휘 지식의 총 목록이 마련되면 어휘 지식의 학
년별 위계화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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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글쓰기 지시문》

글쓰기 주제 :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

★ 주제 : 학교 폭력에는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돈을 강제로 빼
앗는 것(금품 갈취), 따돌림(왕따), 강요,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포함됩
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써 주세요.

★ 문체 : ‘많습니다’, ‘생각합니다’ 등과 같이 쓰지 말고 ‘많다’, ‘생각한다’
와 같이 반말로 써 주세요.

★ 분량 : 1000자 정도로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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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생 설문지》
반:

성명:

[다양한 어휘 사용]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 동일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 것 대신에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어휘 사용’의 예)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회사는 조직을 고치고 학교는 계획을 고쳤다.
↓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회사는 조직을 개편하고 학교는 계획을 수정하였
다.

1. 글을 쓸 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2. 글을 쓸 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① 매우 노력한다

②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3. 글을 쓸 때 관용 표현(사자성어, 속담, 숙어)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① 매우 노력한다

② 노력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4. 알고 있는 단어가 부족하여 글을 쓸 때 어려움을 겪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글을 쓸 때 새로 알게 된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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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단어의 정확한 표기
④ 기타 (

② 단어의 의미 이해

③ 단어의 사용 능력

)

8. 알고 있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글을 쓸 때 힘들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9. 글을 쓸 때 늘 사용하는 단어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글을 쓰다가 기억나지 않는 단어가 있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① 친구에게 물어 본다

②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여쭤 본다

③ 참고자료(인터넷, 사전)를 이용한다

④ 기억날 때까지 생각한다

⑤ 그냥 무시한다
11.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를 많이 고민합니까?
① 많이 고민한다

② 고민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⑤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12.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실제로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양
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하다’는 다양한 의미와 용법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다음 밑줄 친 부분
에 ‘하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맞다’에, 사용할 수 없으면 ‘틀리다’에 √ 표시해 보
세요. 확실히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겠다’에 표시하세요.
맞다
1
2
3

철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입학 기념으로 새 옷을 한 벌 했다.
벽난로에서 장작이 활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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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다

모르겠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영호는 어두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액자가 왼쪽으로 좀 한 것 같다.
식사 후에 커피 한잔 할래?
목걸이를 한 사람이 우리 누나다
동생은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나 하고 있다.
유럽으로 바로 하는 직항로가 뚫렸다.
긴장이 되어 입술이 바짝바짝 한다.
그는 학급에서 반장을 하고 있다.
달리기에서 일 등을 하였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하였다.
이 반지를 내가 하고 싶은데 나에게 줄 수 없니?
어항에서 물고기가 한다.
책값은 얼마를 합니까?
날이 더우니까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한다.
밥값을 하기 위해 열심히 청소했다.
남자다 여자다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
도록 합시다.
오래도록 글을 썼더니 팔이 잘 하지 않는다.
상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임 장소를 친구 집으로 하여 송년회를 열었다.
머리를 벽 쪽으로 하고 자다.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꿀을 얻기 위해 벌을 치는 것을 양봉이라고 한다.
한 마리였던 돼지가 지금은 열 마리로 하였다.
실직으로 하여 절망에 빠지다.
우리는 부산으로 해서 일본에 갈 생각이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해서 싫증을 내기 시작했다.
노래 하면 우리 반에선 영수가 최고지.
내년이면 내 나이도 삼십을 하는구나.
경찰은 도망간 범인이 잡혔다고 하였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는 있다.
아이에게 어떻게 했기에 아이가 저렇게 기가 죽어 있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내 말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네 선택에 달려 있다.
직장에 나가야 하는 날이 더 늘었다.
나는 그 친구의 성실함을 높이 한다.
혹시 누군가 올까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실망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야 한다.
그는 쳤다 하면 홈런이다.
담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장 난 제품을 새 것으로 하였다.

44 사람들은 “사람 살려!” 하고 울부짖으면서 마구 뛰어나왔다.
45 오늘은 내가 바쁘다. 하니 너 혼자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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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최대한 수준 높게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꾸고 싶은 단어나 표현에 밑줄을 긋고 적절한
말로 바꾸어 보세요. (내용을 바꾸지 말고 단어나 표현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폭력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아파하는 건 학생들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뉴스를 보아도 신문을 보아
도 학교 폭력의 피해 이야기가 나와 있다.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 이야기를 들
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게 학생이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남에게 상
처를 준다. 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도 잘못을 깨닫
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은 분명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또
계속 다른 피해자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난 학교 폭력에 대한 법이 더 강
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만 가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낳지 않고
반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이렇게 아파하
고, 힘들어 하는 데에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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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사 설문지》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
문지는 어휘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소 인식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향후
어휘 교육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과정 강보선(kbswin11@snu.ac.kr / 010-6818-1662)

※ 다음은 설문 결과 분석을 위한 사전 질문입니다.
★ 성별: ① 남

② 여

★ 현 소속 학교: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 교직 경력: 총 (

)년 (

)개월

※ 설문 작성을 위해 아래 내용을 먼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 어휘: 의미나 용법을 알고 있지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지 못
하는 어휘
★ 표현 어휘: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사용이 가능한 어휘
※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는 머릿속에 존재하며, 듣기와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는 이해 어휘가 사용되고, 말하기와 쓰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표현 어휘가
사용됨.

1.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표현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2. 이해 어휘가 많은 학생이 표현 어휘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6-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3. 학생들이 표현 어휘를 늘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4. 학생들의 어휘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학생들의 이해 어휘를
늘리는 것과 표현 어휘를 늘리는 것 중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이해 어휘를 늘리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② 표현 어휘를 늘리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③ 이해 어휘를 늘리는 것과 표현 어휘를 늘리는 것에 동일한 비중으로 집중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5. 이해 어휘가 평가의 대상이 되듯이 학생들의 표현 어휘도 평가의 대상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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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6. 평소 학생들의 어휘 사용을 보시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어휘의 양과
표현 어휘의 양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많이 느낀다
② 많이 느낀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못 느낀다
⑤ 전혀 못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7. 학생들의 표현 어휘가 이해 어휘보다 부족하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로 √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원인

5

4

3

2

1

어휘 교수 ․ 학습이 이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만 해도 되는 어휘가 많기 때문에
표현 어휘를 늘리려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표현 어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표현 어휘를 늘려야 된다는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표현 어휘를 늘릴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 어휘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

)

8. 학생들이 이해만 하고 있는 관용 표현(사자성어, 속담, 숙어)을 글을 쓸 때 자
유롭게 표현도 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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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9. 일반적으로 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은 이해 중심(어휘의 의미나 용법을 이
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 중심(어휘
를 실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이해 중심이다
② 표현 중심이다
③ 둘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10. 선생님께서는 어휘를 가르치실 때 이해 중심으로 가르치십니까? 표현 중심으
로 가르치십니까?
① 이해 중심으로 가르친다

② 표현 중심으로 가르친다

③ 동일한 비중으로 가르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

11. 교과서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나 낯선 단어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르치십니
까?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로 √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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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5

4

3

2

1

단어의 의미를 알려 준다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도록 한다
단어의 의미 관계(유의어, 반의어 등)를 알려 준다
학생들이 의미 관계(유의어, 반의어 등)를 생각해 보도
록 한다
단어의 용법(사용 제약, 호응 등)을 알려 준다
학생들이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기타 (

)

12. 학생들의 머릿속에 표현 어휘가 많으면 학생들이 글을 쓸 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거라고 생가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13. 글을 쓸 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학
생의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표현 어휘가 부족해서
②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③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몰라서
④ 그냥 습관대로 글을 쓰기 때문에
⑤ 기타(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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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생들의 머릿속 표현 어휘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11-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Kang Bosun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general features of productive vocabulary and variables of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and
looked into practical features of learner's productive vocabul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ign overall education which can improve
learner's productive vocabulary.
The productive vocabulary is the vocabulary you produce in writing,
speaking

and

it

can

be

compared

to

the

receptive

vocabular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learners to increase productive vocabulary to improve an expression ability of vocabulary which means that
learners can have a great deal of quality productive vocabulary in their
head.
First of all, I figured out the features of the productive vocabulary to
fully design an education for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To
achieve this, I compared productive vocabulary with receptive vocabulary and look deeper into the features and kinds of productive vocabulary from an educational standpoint.
The productive vocabulary is generated latter than the receptive vocabulary, smaller in size, slower in growth rate. Although Productive
vocabulary is connected with receptive vocabulary, that is not automatically converted into this, which means it requires to get over the
fence.
The features of the productive vocabulary are categorized into a relative attribute, a selective attribute and a complex attribute. The relative attribute emphasizes that vocabulary in productive vocabulary and

-213-

in receptive vocabulary is relative to learners. The selective attribute
says that productive vocabulary is selected by learners every time.
The complex attribute stresses that a variety of words coexists in productive vocabulary.
The kinds of the productive vocabulary are divided into a single productive lexeme and an idiomatic productive lexeme in the composition,
into a spoken productive vocabulary and a written productive vocabulary in the form and into a controlled productive vocabulary and a free
productive vocabulary in the circumstance.
Variables of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were divided into 3 ;
learners,

vocabulary, education circumstance. For the area of learners

variable, I reviewed learners’ attitude and vocabulary knowledge is important for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For the area of vocabulary variable, I checked the vocabulary frequency and the value of
productive vocabulary, especially there is a close relation between the
vocabulary frequency and the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For
the area of education circumstance variable, I mainly talked about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ircumstance, a method of teaching-learning
and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I studied practical and specific features of productive vocabulary after general and theoretical features of it. For this, 460 compositions of
the grade 5, grade 7, grade 9, grade and 11 students and 71 writings
of the professionals have been analyzed by those standard like frequency(grade), language kind, construction and usage.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learners often used frequently-exposed vocabulary as productive vocabulary and they did not do the reverse case. Second,
learners were intend to use words loosely which are more vague and
cover broader meanings than delicate and specific ones. Third, learners
prefer to use words than to use idiomatic vocabulary which is more
expressive. Fourth, learners made various mistakes such as putting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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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ulary in a wrong context and in improper way. Last, learners were
apt to make frequent use of the same vocabulary and use a basic
meaning of a word with multiple meanings. To sum it up, we can see
the necessity of education which reflects these result in.
In conclusion, I have studied about the way to go and the contents
for the education of the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and a
practical method of teaching –learning. The teaching direction are like
this; to emphasize on vocabulary expression, to have different target
on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according to grades, to place
the common unknown vocabulary onto the top priority in teaching.
Teaching

contents

covers

the individual

knowledge

of vocabulary

(morphological,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knowledge), network
knowledge of vocabulary and the attitude for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in a specific way. For the method of teaching–learning, I
showed a productive teaching–learning, an integrated teaching–learning,
an explicit teaching–learning and a repetitive teaching–learning through
practical curriculum, textbook, the course of teaching–learning.
Student Number: 2004-30487
Key Words: Vocabulary Education, Productive Vocabulary, Receptive
Vocabulary, Productive Vocabular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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