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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어 어휘사(語彙史)는 우리 삶의 모습과 문화를 담고 있으며, 민족의 생활

사, 정신사까지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국어

과 교육에서 어휘사 교육은 그 비중과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

런 상황 속에서 학습자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 및 국어 발전을 이루

고,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휘사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

다. 또한 올바른 어휘사 교육을 위해서 교육 내용을 재정비하고, 이를 적절하

게 학습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방법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어휘사 교육이 국어과 교육에서 가지는 필요성을 확인

하고,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논의를 위한 이론적 탐색을 해보았다. 그 기본적 

관점으로 어휘사 연구와 어휘사 교육 연구를 구별하였고, 어휘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유형을 ‘어휘 체계의 변천’과 ‘어휘 형태 및 의미의 변천’의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 국어 어휘사 교육의 의의는 국어 의식 함양과 국어 문화 창출 능력

에 기여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문법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국어 지식을 배양한

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바탕으로 현행 국어과 교육에서 어

휘사 교육이 점하는 위치 및 문제점을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

의 인식을 설문법과 면담법을 활용해 조사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상의 어휘사 교육의 부족과 교

육 내용 및 방법이 전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

한,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상황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는

데 관심과 흥미가 매우 낮고, 그로 인해 어휘사에 대한 기본 지식도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행 어휘사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어휘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교과서와 여러 문헌의 논의들을 토

대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어휘사 교수ㆍ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내용 선정 원리는 교육 현황 조사와 어휘사 교육의 의의를 바탕으로 국어사

와 국어생활사, 어휘 교육의 선정 원리들을 분석, 비교하여 어휘사에 적절한 

원리를 추출하였다. 내용의 범주는 어휘사 교육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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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사고의 측면, 문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내용 체계를 설정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선정한 어휘사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지도하기 위하여 세부

적이고 구체적인 교수ㆍ학습 방안을 밝혔으며, 교육 현실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과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어휘사 교수ㆍ학습 모형을 구안

하여, 이를 바탕으로 협동적 탐구 학습을 활용한 지도 방안과 언어 자료를 사

용한 영역별 통합 학습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위계에 맞는 

어휘사 내용을 언급하고 알맞은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어휘사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휘사 교육이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국어에 관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화석

화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

용을 적절하게 선정ㆍ배열하고, 다양한 자료의 제시와 활동을 포함하는 체계적

인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휘사 교육을 위한 내용 선정과 교수ㆍ학습 방법은 국

어 교육에서 어휘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르칠 내용과 구체적 지도 

방법의 실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어가 훼손되고, 언어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요즈음, 학습자들이 우리말과 글의 중요성을 깨닫고 효과적

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어휘, 어휘의 역사, 문화적 문식력, 국어 교육, 국어 인식, 문법 인식,  

 어휘 변화 

학  번 : 987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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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국어 어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교

육과정과 학습자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어휘사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

에 활용하는 데 있다.

  국어 어휘사(語彙史)1)란 국어 어휘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말이 처음

으로 등장한 이후 겪어온 변화를 살피고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언어의 여러 단위 중에서 어휘가 특히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어휘의 변천을 통해 시대별 삶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국어교육의 목표가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2)에 있어 왔

고, 여기서 ‘국어 문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역이 ‘어휘사’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에 어휘사를 통해 국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교육 현장에서는 어휘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지엽적으

로 다루어졌고, 교육 과정상의 편제나 교과서 단원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이렇게 어휘사 관련 단원수가 부족하거나, 할당된 수업 시수가 매우 적었기에 

수업도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학습자들

은 어휘사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어 어렵고 불필요한 과목이라는 부정적 인식3)

만을 갖게 되었다. 

  옛말에 쓰이던 말로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어휘가 있기도 하고 새로 생겨난 

1) ‘어휘사’라는 의미가 단어의 전체적 집합의 구조나 체계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라고 보아 

개별 어휘소에 관한 명칭을 ‘단어사’(어휘소사)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광해, 1993:261-262)

2)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의 목표를 ‘국어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 

국어 문화의 바른 이해,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두고 있다. 국어과 교

육의 목표 중에서 ‘국어 문화’에 대한 언급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특징

적인 내용이다.

3) Ⅲ장에서 교수ㆍ학습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휘의 역사에 대한 

흥미가 낮으며, 관심도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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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가 있듯이 어휘에는 생명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휘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변천 과정에서 어휘는 

여러 요소를 담고 있게 된다. 한 어휘의 변천뿐만 아니라 그 어휘를 둘러싼 과

거의 문화나 현재의 용법까지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 민족의 생활사, 정신사

까지 확장시켜 연구할 수 있기에 국어 교육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국어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을 이처럼 문화적 관점4)에서 우리의 문화적 문식

력을 높여 주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탐구 과정’ 측면에서 우리말의 효용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어휘사 교육은 문법적 사고력 증진의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 어휘의 통시적

인 연구를 통해 어휘 자료를 읽고 해석하여 조상들의 언어생활을 추측하여 재

구하는 과정에서 탐구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어 어휘사 교육이 학습자가 현재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교육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가령, 우리말에서 ‘綠’과 

‘靑’을 나타내는 형용사 ‘푸르다’와 ‘파랗다’의 혼란에 대해 어휘사적인 지식은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 사용자의 혼란을 줄여 줄 수 있고, 다른 

예로 ‘12時 20分 30秒 [열두時 이십分 삼십秒]’의 ‘時’가 ’分, 秒‘와 달리 고유

어 수사와 결합하는 사실도 국어 화자들이 고유어와 한자어를 認知的으로 다

르게 인식하는 데서 연유하고 있음을 어휘사 교육을 통해 접근할 수 있기에5)

(구본관, 2008:107), 이는 훌륭한 교육의 재료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어휘사 교육이 다양한 측면에서 국어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어휘사 교육과 관련한 제반 연구, 

즉 어휘사 교육의 목표, 성격, 필요성, 교육의 범위와 내용 선정 등 일련의 연

구들이 절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국어 어휘사의 교육 내

용이 과거의 어휘 지식이라서 현재의 어휘와는 별개로 인식되어 단순히 외워

4) 국어 어휘사를 국어문화사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해 문법 단위별 기술에 전통 가치와 생

활 현상이라는 문화 요소적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민현식, 

2003:214) 

5) Ⅲ장에서 실시한 어휘사 교육의 실태 조사 설문에서 시간에 대한 내용을 항목으로 넣어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각각 질문한 결과, 정확한 이유도 모를 뿐만 아니라 ‘時’가 고

유어 수사와 결합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대답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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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며,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

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부인 교육 현실의 탓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어 어휘사 영역은 국어사나 국어 생활사, 국어 문화사 교육의 일부분

으로 들어가 있거나, 어휘 교육의 하위 부류에 주로 들어가 있어 그 교육의 필

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오히려 공통 분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증적인 어휘의 변천을 연구한다면 국어사 전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 의식 또한 아우를 수 있기에 더 이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국어 어휘사 연구들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 

국어 어휘사의 국어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국어 어휘사 교

육의 선정 원리와 내용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어 어휘사 교육의 개념과 의의를 밝히고, 

교육 목표에 합당하면서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

로 선정하여 실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어휘사 교육의 개념과 의의를 밝혀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정립한다. 

 

둘째,  문헌 연구와 교육 실태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적 가치가 확보된 어휘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셋째,  국어 교육 장면에서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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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 연구   

국어 어휘사 교육은 어휘사가 가진 특성상 국어 어휘의 역사적 연구와 국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연구 업적을 검토하였다. 이 두 분야의 연구

를 구심점으로 삼아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의 구체적 방향과 의의를 확보할 

것이다.

 2.1. 국어 어휘의 역사적 연구

국어 어휘사는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연구 업적 보다는 주로 국어

학계에서 언어 기술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많은 종류의 어휘사 관련 사전과 

저서 중에서 이기문(1991)의 연구6)는 어원론과 차용어를 중심으로 논문을 주

제에 맞게 모은 것으로 체계적인 어휘사를 위한 기초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심재기(1982)에서는 국어 어휘론의 전반적 내용을 다루면서 어휘 자료, 어

휘 의미, 어휘 형성의 관점에서 어휘사를 하위 영역으로 넣어 설명하고 있고, 

폭 넓은 어휘사 연구를 담고 있어 다양한 어휘사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

한 심재기 외(1998)에서는 수사(數詞), 시간어, 동물, 신체 등의 어휘사를 주제

별로 정리하여 어휘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었다. 

김광해(1993)에서는 어휘사와 관련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고 있다. 어휘 체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 어휘소의 변화에 대한 연구, 어

휘 자료의 연구로 나누고 있다. 어휘 체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개별 어휘소

의 범위를 초월하여 어휘 체계의 전체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

로 고대 국어 시대부터 현대 어휘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있었던 전반적인 어

휘 체계상의 변화7)에 관심을 두는 연구다. 시대별로 있었던 차용어의 등장에 

6) 국어의 인칭대명사의 역사적 변천과 고대 국어의 특징을 두루 연구하였다.

7) 한 언어의 어휘가 체계상에서 입은 변화로, 한 언어의 어휘 집합 전반에 걸친 구성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광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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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어휘 체계상에서 사라져 간 사어(死語)에 관한 연구 등이 이와 관

련된 연구이다. 두 번째는 어휘소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개별 어휘소 하나하나

의 통시적 변화를 다루는 작업으로, ‘단어사’라고 할 수 있고 어원 연구8),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 어휘의 비교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이같은 어휘소의 통시

적 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일반 언어학적인 연구나 국어의 특수한 영역에서나 

연구 성과가 많은 편이다. 지금까지 언어학의 발전 과정에서 본다면 이같은 어

휘소들의 사적인 발달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언어 연구의 대종을 이루면서 발

전하여 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어휘 자료의 연구는 위의 두 분야에 걸친 

연구를 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각종 어휘자료집을 발굴

하고 정리하기 위한 자료 연구가 있다. 심재기(1982)에서는 ‘어휘자료론’이라는 

이름 아래 정리된 것이 바로 이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구

는 다분히 서지학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역사적 연구라면 그 어느 분야

를 막론하고 기초적 연구로서 과거의 자료를 발련하고 수집, 정리, 해석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민현식(1995)의 ‘국어 어휘사의 시대 구분에 대하여’를 보면 어휘사 연구를 

어음별(語音別), 어기별(語記別), 어법별(語法別), 어종별(語種別), 어사별(語詞

別), 어류별(語類別), 어원별(語源別), 어의별(語義別)로 나누고 어휘사의 개념과 

영역을 분류,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음별(語音別) 어휘사는 음운사적 

관점에서의 어휘사로 설명하면서 김형규의 ‘국어 어휘의 역사적 연구’(1962)를 

설명하였다. 어사별(語詞別) 어휘사는 유창돈(1971)의 어휘사가 대표적으로, 개

별 품사별로도 국어의 대명사 ‘저, 자네’ 등을 다룬 이기문(1979, 1991)을 들고 

있다. 어의별(語義別) 어휘사는 의미 관계별 변천사로 개별 단어 의미 변천의 

유형을 수립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으로, 15세기 동의어 경쟁사를 

다룬 남성우(1986), 어휘소별 변천사를 다룬 전재호(1987)를 들고 있다. 그 외

에 한국어의 역사 속에서 어휘사를 시대별로 설명한 김동소(2007)에서는 역사

의 시대 구분을 음운 체계의 변화에 바탕하여 고대, 중세, 근대의 셋으로 나누

8) 이기문(1991:107)에 의하면, 김대문의 어원 연구가 첫 업적이 된다. ‘마립간, 니사금, 차

차웅’ 등에 대한 어원 해석이 삼국사기에 인용되어 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 확고한 의

식을 가지고 행해진 어원 연구는 권덕규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해, 1993: 

25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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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시기의 어휘의 변천사를 다루고 있다. 전반적인 국어사의 흐름을 같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별(個別) 어휘사로는 이병근(2004)9)에서 문헌과 방언 자료를 아우르는 연

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별 어휘의 어휘사를 정밀하게 펼쳐 보인 논문들을 모

아 정리하였다. 

구본관(1998, 1999, 2006)의 논문에서는 ‘수’ 관련 어휘사, ‘색채’ 관련 어휘

사와 ‘부엌’ 관련 어휘사를 문화와 인지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

어 어휘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대체로 어휘사 연구는 어휘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특성으로 인해 어휘사

는 국어사 교육의 일부분으로, 또는 국어 생활사나 어휘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연구되어 왔다. 이처럼 어휘사를 교육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구본관(2007)은 처음으로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을 문화 교육, 사고력 증진, 기능 교육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교육 내용 요소로서 수 관련 어휘사와, 색채 관련 어휘사, 

생활 관련 어휘사, 높임 관련 어휘사의 예를 들어 고찰함으로써 어휘사를 교육

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2.2. 국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

국어 어휘 교육은 어휘사 교육에 비해 비교적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어휘 교육의 필요성, 목표, 교육 내용, 교수 방법과 평가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있어 왔다. 우선 어휘 교육의 목표와 위상에 대한 논의로 손영애

(1992)와 이충우(2001), 신명선(2004), 구본관(2011)이 있다. 손영애(1992)는 어

휘 교육의 목표를 단어들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적인 지식의 총체로 보았다. 

이 견해에서 ‘지식’은 선언적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지식을 

포함한 개념이었으므로 결국 어휘에 대해 아는 것과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포

함하게 된다. 이충우(2001)는 국어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위상을 의사소통 기

9) ‘어휘사’(2004)에는 질경이, 마름, 해바라기, 고양이, 지느러미, 올가미, 바늘, 노을 등의 8

개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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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신장의 측면과 타 교과의 도구 교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측면 외에도 어휘 교육은 사고력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구본관, 2008) 신명선(2004)은 어휘 

교육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춘 반면, 구본관(2011)에

서는 어휘 교육 목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존의 어휘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의 목표를 개괄하고 어휘부 이론에 기반한 어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어휘 교육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

의가 더 필요하다. 

김광해(1993: 305-310)와 이영숙(1996, 1997)에서는 어휘력을 양적 어휘력

과 질적 어휘력으로 나누고 질적 어휘력에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 언어 외

적 지식을 폭넓게 포함하였다.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해 온 선행 연구로 손영애(2000)는 어휘 지도 내

용을 ‘단어의 형태에 대한 학습’, ‘단어 그 자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지도’, 

‘단어 학습 방법의 학습’, ‘단어 학습과 관련되는 태도 및 가치의 형성에 대한 

지도’로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어 학습 방법의 학습’과 ‘태

도 및 가치’가 지도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명선(2004)에서는 사고 도구어를 설정하여 개념화, 범주화하는 능력과 관

련된 어휘들의 목록을 들어 학습 어휘를 규정하였으며, 어휘 학습 방법면에서 

주세형(1999)은 의미자질 분석법을 활용하여 어휘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기연(2006)은 어휘 교육 내용 설계를 위해 낯선 어휘의 의미 처리의 양상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어휘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휘 학습은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는데 그 중

요성은 박수자(1998：96)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국어과 교육의 어휘 지도는 독

립적인 어휘 학습 전략을 지도하여 절차적 지식을 배우게 하고 특정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여 명제적 지식을 늘리며 새 단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평가 감

각을 계발하여 조건적 지식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국어교육의 목

적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임을 강조하였다. 

박재현(2006)에서는 상징 능력보다 지시 능력의 교육이 필요하며 지시 능력 

교육 시 특히 ‘어휘 의미의 가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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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바 있다. 반면, 현 어휘 교육 내용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만 경도되면

서 국어문화나 국어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어

휘의 문화적 중요성’에 기반을 둔 비판도 대두되었다. 채영희(2003)는 현 어휘 

교육이 고빈도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빈도어만 주요 어휘 

교육 내용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표준어와 방언에 대

한 교육은 생태학적 사고에 기반하여 우리말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소통성 보다는 문화성에 

좀 더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논의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국어 어휘사 교육은 교육 자체에 관한 목표와 내용 

선정, 학습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어 교육의 관점

에서 어휘사는 좋은 학습 자료이자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교육의 현장으

로 끌어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른 영역의 하위 부분으로서가 아닌 어휘사 

교육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어휘의 역사에 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어휘사(語彙史)를 교

육의 관점에서 재구하여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교육 내용을 구성하

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사 교육 

내용 선정 원리를 정립하였다. 정립된 선정 기준에 맞춰 내용 요소를 설정하

고, 교육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실제 교수-학습의 내용을 설계하였다. 

먼저 1단계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어휘사 교육 논의를 위한 이론적 기반으

로 기존의 어휘사 연구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이제까지의 어휘사 업적을 고찰

하고, 연구 방향을 단순히 이론 연구가 아닌 교육적 입장을 처음부터 공고히 

하기 위해 어휘사 교육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어휘사 교

육과 국어 의식, 문화적 문식성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또한, 국어 교육과정에

서 지향하는 문법적 사고력과 국어 지식이 어떻게 어휘사 교육에 구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 어휘사 교육의 의의를 확보하였다. 2단계는 교육현황 조사의 단

계로 연구 대상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 학습자이고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과 설문지법, 면담법을 사용하였다. 어휘사 교육 내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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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10)에 제시된 

어휘사 관련 항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교육현장의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주체가 되는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실태를 

알아보았다. 조사 방법으로는 질문지법과 면담법을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여기

서의 문제 상황과 요구 수준을 논의의 근거로 삼았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문헌 분석을 하면서, 이를 통해 어

휘사 교육이 국어교육에서 갖는 위상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과 어휘사 교육이 갖는 교육적 함의도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교사에 대한 설문은 수도권의 

중등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어휘사 교육과 관련된 의식과 

태도, 교육의 문제점과 교수 방법에 대한 설문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 검

사로 알 수 없는 좀 더 심도 있는 인식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력과 학교 

급을 고려해 5명11)의 국어 교사를 선정해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다양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학습자 설문 검사 문항은 어휘사 교육과 관련한 지식 및 인식 수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문항으로, 어휘사 지식의 학습 정도,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인식, 수

업 방법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인식과 태도를 분석

하기 위한 5단계 리커트 척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으로는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국어’(상)과 

(하)를 학습하였고, 학교에서 고전 문학이나 국어사 학습을 통해 ‘어휘사’에 대

10)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9 개정 교

육과정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통교육과정’을, ‘선택중심 교육과정’ 대신에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데, 공통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까지에서 중학교 3학년인 9학

년까지로 변경되었고, 10학년부터는 선택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학년 ‘국어’

가 공통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되었다. 또한 2007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과 선

택 과목이었던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 언어’는 ‘화법과 작문 Ⅰ’, ‘화법

과 작문 Ⅱ’, ‘독서와 문법 Ⅰ’, ‘독서와 문법 Ⅱ’, ‘문학 Ⅰ’, ‘문학 Ⅱ’로 재구조화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을 그대로 이어 

받아 국어 교과서는 그대로이고, 고등학교 선택과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2007 개

정 교육과정을 문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1) 전국 국어교사학회 교사들로, 20년 이상 경력 교사와 1년 이상 경력의 남, 여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을 설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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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도권의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 세 학급 100명과 2학년(11학년) 세 학급 100명을 대상12)으로 하였으

며 여학생 120명, 남학생 80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검사지는 선다형 검사와 서술형 검사로 이루어졌으며 사전 조사와 수

업후 인식 변화 조사를 비롯하여 총 3차에 걸쳐 수정ㆍ보완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통계처리하여 표로 나타내었고, 좀 더 심도 있는 응답을 얻

기 위해 면담법을 병행하여 내용 선정 원리와 구성 요소에 반영하였다.

이상의 자료 수집 과정과 대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 시기 내용 방법 대상

2011.2.19

어휘사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기초 조사(사전조사 

설문지)

 

질문지법(단답

형)

경기도 H여고 40명

경기도 G고 80명

서울 H고 80명

2011.3.30

∼9.10

어휘사 교육에 관한 

중등교사들의 인식과 실태 2회 

조사(교육의 문제점과 필요성, 

효과 여부, 교육 내용)

 

질문지법(단답

형과 서술형), 

면접법

중등학교 교사 

15명(다양한 경력의 

남,여 교사)

전국 국어교사학회 교사 

5명

2011.8.30 

~ 9.10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식 실태 2회 조사(본 조사 

설문지)

 

질문지법(단답

형과 서술형), 

면접법

경기도 H여고 60명

경기도 G고 60명

서울 H고 80명

2011. 10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인식과 

수업 후 인식변화  3회 추가, 

보완 조사

  면접법 및 

구술 전사

경기도 H여고 20명

경기도 G고 20명

  

[표 1] 자료 수집 방법과 대상  

12) 연구 대상을 1학년과 2학년으로 택한 이유는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중학교 교육 과

정과 고등학교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한 상태이기 때문이고, 2학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을 거의 이수한 상태여서 어휘사와 관련한 비교적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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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3단계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의 실태 조사에서 나온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기초로 교육 내용 선정 작업의 근간이 되는 어휘사 내용 선정 원

리를 모색하였다. 실제 내용 선정 단계에서 지식 확충과 사고력 증진, 문화적 

문식성을 반영하는 어휘사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 

각종 고어 사전, 전산 입력된 자료인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와 21세

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국립국어원) 자료를 기본 자료로 삼아 선정 

원리에 적합한 어휘사 내용을 추출하였다. 특히 교과서는 2007 개정 교과서의 

경우 10학년에 해당하는 국어 검인정 교과서가 총 16종13)에 이르고, 문학 교

과서는 14종14)으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국어(상),(하)’를 포함하면 31종15)

이나 된다. 본 연구에서는 31종의 국어, 문학 교과서를 주 대상으로 하여 선정 

원리에 적합한 몇 가지 예를 들고 어휘사를 선정해 보았다. 이 때 어휘사는 모

든 어휘라기보다는 우선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고, 학습자의 실제 언어 생활인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며, 국어 문화, 가치관

과 가장 관련이 깊은 어휘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국어 어휘

사 교육 내용체계는 ‘지식, 사고, 문화’16)의 3분법을 따랐다.

  마지막 4단계 연구 방법에서는 ‘경험 기술(記述)’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업 후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에 적합한 수업을 설계하

여 교수 방법과 활동 지도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 후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휘사 교육 수업이 이루어진 후의 학생들의 인식 변화 정도는 수업 과정의 

사고 구술(think-aloud)을 유도하여 알아보았고, 집단 인터뷰를 통해 어휘사 

수업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였다. 결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논

의를 다시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선정 원리와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반영하

였다. 

13) 본 연구에서 인용한 자세한 목록과 작품 및 서지 사항은 [부록 2]에 실었다. 

14) 자세한 교과서 목록과 서지 사항은 [부록 3]을 참고할 수 있다. 

15) 각각 (상), (하) 두 권 씩으로 이루어져 모두 62권에 이른다.

16) ‘지식’과 ‘기능’, ‘태도’ 요소에서 ‘기능’ 대신 ‘사고력’을, ‘태도’ 대신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적 문식력’을 내용 체계로 택했으며, 이는 어휘사 교육의 성격과 가치에 좀 더 직

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설명은 Ⅲ장에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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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어휘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유형

 

  한 언어의 어휘는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어휘사 연구는 

곧 그 민족의 생활사와 정신사, 문화사의 연구가 되는 가치 있는 연구이다. 어

휘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역사적 연구의 유형을 어휘 체계의 변천과 

어휘의 형태 및 의미의 변천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어휘 체계의 변천은 

시대 구분에 따라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17)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1. 어휘 체계의 변천

  

  어휘의 역사적 변화에서 어휘의 체계는 한 언어의 어휘 집합 전반에 걸친 

17) 김광해(1993)는 어휘사의 시대구분을 음운사나 문법사의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을 제시하였다.

    제1기: 1원 체계의 시기(선사시대)

    제2기: 2원 체계의 형성(한자어의 유입)

    제3기: 3원 체계의 형성(고려 말 몽고어 차용)

    제4기: 한자어 부문의 개변

    제5기: 일본어의 영향

    민현식(1995)은 원시국어, 고대국어의 구분 설정을 비롯하여 고대를 前ㆍ後期로 나눌 

것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어 어휘사의 시대 구분을 제시하였다.

    원시국어 어휘:~BC 2C(원시 부족국가 시대), 1원 체계기(고유어기)

    전기 고대국어 어휘: ~7C(삼국시대), 2원 체계 형성시(고유어, 한자어)

    후기 고대국어 어휘: 7C~9C(통일신라ㆍ발해시대), 2원 체계 확장기(고유어, 한자어)

    전기 중세국어 어휘: 10C~13C(~고려 중기), 3원 체계 형성기(몽고어 차용기)

    후기 중세국어 어휘: 14C~16C(고려후기~조선전기), 3원 체계 안정기

    근대국어 어휘: 17C~1876(조선후기), 3원 체계 확장기

    개화기 국어 어휘: 1876~1910(개항기), 3원 체계 변혁기(일본계 한자어ㆍ서구 외래어 

도입기)

    전기 현대국어 어휘: ~1945(일제침략기), 다원 체계 형성기(일본계 한자어ㆍ서구 외래

어 점증기)

    후기 현대국어 어휘: ~현재(분단기), 다원 체계 확장기(일본계 한자어ㆍ서구 외래어 확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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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측면을 가리킨다. 국어의 어휘 체계의 변천은 그 원인에 따라 크게 어

휘의 증가와 차용, 어휘 소멸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대 국어 어휘의 경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땅 이름, 사람 이름, 관직 이름의 표기를 통하거나 한자의 

새김을 통하여 그 흔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ㆍ<삼국유사>를 중심

으로 한 인명ㆍ지명ㆍ관명 등 표기 자료에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1) “성산군은 본래 일리군 또는 이산군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친 것이

다. 지금의 가리현이다. (星山郡 本一利郡 一云里山郡 景德王改名 今加利縣)”   

                                          [삼국사기 권 34 신라 지명]

  (2) “팔리현은 본래 팔거리현이었다. (八里縣 本八居里縣)”

                                           [삼국사기 권34 신라 지명]

  (1)의 자료에서 ‘星山, 一利, 里山, 加利’라는 지명의 표기와 (2)의 자료를 통해 

“里”의 옛 표기가 ‘加利’임을 알아 ‘一利, 里山, 加利’의 상관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지명 변경을 통해 고유문자가 없던 고대국어가 한자와 대결한 것이고, 어

휘상으로는 고유어와 漢語의 대결이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문화

교류의 빈도에 편승해서 漢字語化過程이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18)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고유어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온’[百], ‘즈믄’[千], ‘’[江], ‘미르’[龍], ‘마’[已], ‘-’[作], 

‘하-’[多], ‘두렵-’[圓], ‘’[霧雨], ‘곳’[顔色], ‘다-’[如], ‘빌먹-[乞食] 

등이 해당된다. 이들 어휘들은 그대로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 뒷 시기에 모

18) 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하)에서도 이와 같은 고대국어의 어휘를 엿볼 수 있다.

   고유 명사의 표기 - 한자 차용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소나(素那)[또는 금천(金天)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삼국사기’ 권 제 47)

   고유 명사의 표기 –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삼국사기’ 권 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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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바뀌거나 소멸하기도 하였다. (김광해, 1999:406) 

  15세기 문헌에서부터 4음절로 된 의성어와 의태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데, 이 시기는 모음조화 표기법을 철저히 지킨 어형이었고 비교적 큰 변화 없

이 다음 시기로 이어졌다.

   (3) 너운너운(너울너울), 노혼노혼(하늘하늘), 다폴다폴/다팔다팔(겹겹이), 므

리므리(때때로), 아아(아득아득), 어른어른(얼른얼른), 곡곡(차곡차곡)

  현대어에서 음성상징어로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어휘들은 ‘노혼노혼’ 등과 같

이 아예 소멸되거나 ‘곡곡’과 같이 비슷한 소리와 의미로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수사는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함

께 사용되었다. 15세기 양수사(量數詞)는 ‘나ㅎ, 둘ㅎ, 세ㅎ, 네ㅎ, 다, 여

슷, 일굽, 여듧, 아홉, 열ㅎ, 스물ㅎ, 셜흔, 마, 쉰, 여, 닐흔, 여든, 아, 온, 

즈믄’이 쓰였다. 양수사 중에는 그 관형어를 ‘, 두, 서/석/세, 너/넉/네, 대/닷, 

예/엿’ 등으로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서수사는 양수사 뒤에 접미사 ‘-차히/-자히, -채/-재, -차/-

자’ 등을 붙여 표시했고, 서수사의 관형어는 서수사에 ‘-ㅅ’을 붙였다.19) 한자

어 수사 ‘만(萬)’은 1천의 열 배였으나 ‘억(億)’은 10만 또는 1,000만의 숫값을 

가져, 이 수의 값이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億 억 억 十萬 (훈몽 자회, 하:14)

      즈믄 萬이 億이라 (월인 석보, 2:54)

  

  한 언어의 어휘 체계가 변화하는 원인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어휘의 증가

이다. 어휘 증가의 계기는 문물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어휘가 필요하게 되거

나 외국 언어로부터의 차용이 이루어지면서 어휘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19)‘나차히/낟재/낫재’에 대한 보충법 형태인 ‘첫재’도 근대 시기의 문헌에 와서야 나

타난다. (김동소, 200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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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에서 이루어지는 차용 현상에 관한 이론은 이기문(1991:160-161)에 제시

되어 있고, 심재기(1982:50-63)에는 차용어 연구의 필요성과 시대구분20) 등 상

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차용어 연구에 있어서 차용어의 확인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기문(1991:244-246)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음운론적 기준 : 차용어들이 지니는 특수한 음상이 그 표지가 될 수 있다.

  ② 형태론적 기준 : ‘바오달’, ‘사오리’ 등은 몽고어의 형태 분석으로는 설명  

     이 되나, 한국어로는 불가능하다.

  ③ 의미론적 기준 : 차용어는 의미의 국한을 특징으로 한다. ‘가라’는 ‘가라  

     말’에만 사용됨으로써 ‘가라’에 ‘흑’의 의미가 있음을 의식하기 어렵다.

  ④ 어휘론적 기준 : 일반적으로 차용어는 그 언어의 어휘 체계 속에서 고립  

     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른바 단어족(word family)의 성원이 아니  

     고 외톨이이다.

  

  김광해(1993:247-250)는 차용에 의한 어휘의 역사적 변화를 더 세분화하여 

‘중국어로부터의 차용, 몽고어로부터의 차용, 기타 외래어로부터의 차용’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중국어로부터의 차용에 대해서는 이기문

(1965), 남풍현(1968, 1972), 김완진(1970), 심재기(1982) 등의 연구를 통하여 

상당량의 중국계 어휘가 국어에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5) 적/제:時,  격지:履,  붇:筆,  뵈:布, 그:其,  :帶,  보:寶具,  돝:猪,  

     대:竹,  사:紗

 

  중국은 우리 나라에 가장 인접한 문화 선진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우

리는 문자를 15세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한자를 통한 중국어의 차용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고유어

로 알고 있는 어사(語辭)들이 사실 2천여 년 전 중국 문화와의 교섭의 결과로 

얻은 차용어일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국어와 풍상을 같이 하면서 중

20) 차용어 연구를 네 개의 時代區分이 가능하다고 보고 ‘(1) 고대국어 이전, (2)전기 중세

국어, (3)후기 중세국어, (4)근대국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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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로서의 모습을 거의 상실하였기 때문이다.21)

  후기 중세 국어 문헌에는 한자어가 한자로 적히지 않고 한글로 적힌 예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한자어의 국어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으로 볼 수 있다.22)  

  또한 몽골어에서도 많은 외래어가 들어왔는데, 전기 중세 국어 시기에는 몽

골어 차용어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중국어 이외

의 언어와 접촉하여 이루어진 어휘 체계의 변화이고, 현재까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어에 침투한 몽고어 자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기문(1964, 1966, 1978, 1982)에 의해서 수집, 정리되었다. 

 

  (6) 말(馬) 관계 어휘 : 질게, 졀다, 가라, 고개, 오랑

     매 관계 어휘: 보라매, 숑골, 갈지게

     군사 관계 어휘: 고도리, 오, 텰릭

     음식 관계 어휘: 슈라

     여진어: 투먼(豆漫)23)

    

  근대 국어의 어휘의 가장 큰 특징은 고유어에 대한 한자어 대치 현상이 늘

어났다는 점이다. 온[百], 즈믄[千], 뫼(山), 람(江) 등 많은 고유어들이 한자

어에 자리를 빼앗기고 폐어화하였다. 어휘는 문법이나 음운에 비해 사회적, 문

화적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사회적 변동이 

매우 컸기에 어휘에도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차용어들 중에는 교과서와 실제 언어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

는 어휘도 많아 어휘사 교육에서 흥미 있는 탐구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다. 가

령 한자의 어원을 알아가고, 처음 차용될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구하는 과

정이 교육의 한 장면으로 적용될 수 있다.

21)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김완진(1970)이 36개의 語辭를 밝혀 놓은 업적이 손꼽힌다. 

부텨:佛, 적/제:時, 격지:履, 붇:筆, 뵈:布, 그:其, :帶, 자:尺, 뎍:行’ 등

22) 대표적인 예로 ‘차반:茶盤,  즁:衆生,  위두:爲頭,  뎍:行迹,  딤:沈菜 ’ 등이 있

다. 이 가운데 ‘즁’은 근대 국어에서 ‘즘’으로 음상과 의미까지 바뀌어 버렸고, ‘딤

’는 ‘짐’와 ‘짐츼’를 거쳐 현대 국어의 ‘김치’에 이르게 되었다.

23) 이기문(1991)에서는 豆滿江을  이렇게 표기하고 ‘女眞俗語 謂萬爲豆漫 以衆水至此合流 

故名之也’라는 註를 달았다. 萬을 의미하는 단어는 女眞譯語에 보이는 바, Kiyose(1977)

는 tuman, 김계종(1984)은 tumɚn이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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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어휘 형태 및 의미의 변천

    

  어휘의 변천은 역사적으로 어휘 자체가 변하기도 하지만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언어에 있어서 어휘의 변천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어휘사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어 교

과서의 국어사 단원에서 15세기 국어의 고유어 ‘즈믄’(千)은 소멸되고 현대에는  

 ‘천(千)’만 남았고, ‘어리다’는 15세기에 ‘어리석다(愚)’를 뜻하였는데 수 백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리다(幼)’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어휘의 형태 변화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시적으로 동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어휘가 통시적으로 변화하게 된 경우와 두개의 뜻을 가졌던 단어들이 시

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뜻만을 나타내고 또 하나의 뜻은 새로운 형식이 떠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동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어휘가 통시적으로 변화하게 된 예로는 ‘妻’

를 뜻하는 어휘들을 들 수 있다. 15세기 국어의 ‘각시, 갓, 겨집’은 ‘여자(女)’의 

뜻과 ‘아내’의 뜻을 가지는 동의 관계의 단어들이고, 15세기 국어에 ‘夫’를 뜻하

는 ‘남편’의 동의어로는 ‘남진, 샤님, 샤옹, 셔방’이 있다. ‘愛’를 뜻하는 15세기 

어휘로는 ‘괴다, 다, 랑다’가 있었고, ‘惡’을 뜻하는 15세기 어휘는 ‘궂다, 

멎다, 모딜다, 사오납다’가 있었다.

  의미의 分化로는 15세기 국어의 ‘치다’가 ‘敎’와 ‘指’의 뜻으로 사용되다 

현대국어에서 ‘가르치다’는 ‘敎’의 뜻을 가지게 된 경우이다. 15세기 국어의 ‘젹

다’는 ‘小’와 ‘少’의 뜻으로 쓰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小’의 뜻을 가진 ‘작다’와 

‘少’를 뜻하는 ‘적다’가 각각 쓰이고 있다.

  어휘의 의미 변화의 경우 그 이론은 여러 가지이고 분류방식도 다양한데, 어

느 한 가지 이론이나 방식만으로는 어휘의 의미변화를 완벽하게 분류,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 의미 변화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메이에(Meillet, 1921:230-271)

와 울만(Ullmann, 1964:193-23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메이에는 의미 변화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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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적 원인에 의한 변화

  (2) 역사적 원인에 의한 변화

  (3) 사회계층에 의한 변화

  이러한 메이에의 분류는 방법론적인 가치로는 상당히 잘 되어서 그 우수성

이 인정되었지만, 단순히 원인별 요약에 불과하여 의미론적 현상을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두 취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결국 금지나 완곡, 

공감 등을 포함하고 있는 ‘(4)심리적 원인’을 추가(Nyrop,1913)하게 되어 4대 

분류가 되었고,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4대 분류에서 울만

(Ullmann,1962:209, 210)은 ‘(5) 외국어의 영향과 (6)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을 

추가하여 6대 분류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사 내용 구성에서 울만이 정리한 6가지 원리를 내용 선

정에 활용하였다. 울만의 의미 변화 원인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내용 범주의 이

론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1) 언어적 원인: 두 낱말이 함께 쓰이다가 한쪽 의미가 다른 쪽에 영향을 

받게 되어 마침내 어느 한 부분이 전체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전염’(contag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역사적 원인: 사물이나 관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게 됨으로써 언

어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 

  (3) 사회적 원인: 언어가 서로 다른 사회 계층에서 쓰임으로써 의미가 확대

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이다.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의미가 일반화하거나 

또는 특수화하는 상반되는 두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의미의 ‘축소’ 또는 

‘특수화’는 일반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던 낱말이 어떤 특수 사회에서 특

수한 명칭이 되었을 때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회 집단의 어떤 특

수한 낱말이 일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흔히 의미의 ‘확대’ 또

는 ‘일반화’ 현상이 일어난다.

  (4) 심리적 원인: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낱말의 쓰임을 확장시킴으로써 의미

가 달라진다. 인접성 인지 능력(환유)에 의한 것과 수사법상 환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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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그리고 유사성의 인지 능력에 의한 것이 있다.

  (5) 외국어의 영향: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의미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경

우를 말한다.

  (6)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 새로운 사물이나 사고, 또는 행위가 나타나면 그

것을 지시하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할 때, 기존의 단어를 특별한 의미로 쓰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의미 변화 원인으로 인해 국어 어휘의 의미 변화 양상에서 단어가 

생겨나는 대표적인 예로는 동음이의어의 발생과 해소, 동의어의 발생이다. 동음

이의어는 첫째, 다의어에서 의미적 관련성이 끊어지면서 발생하거나24) 둘째, 음

운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다. ‘ㆍ’음소의 소멸로 일어난 동음이의어가 많은데, 이 

가운데 성조의 소멸이 겸한 경우도 있다.

  ㆍ갇[笠]-[新] > 갓,  ㆍ[煙]-ㆍ내[臭] > 내,  ㆍ말[斗]-[馬] > 말

  ㆍ[舟]-ㆍ[腹]-[梨] > 배,  다ㆍ리[脚]-ㆍ리[橋] > 다리

  ㆍ하ㆍ다[多]-ㆍ다[爲] > 하다,  재[嶺]-[灰] > 재   

  이런 동음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접사를 덧붙이거나, 새말을 만들

기도 한다. ‘말ㅎ’을 되는 ‘말’과 구별하기 위하여 ‘말뚝’으로 바꾸거나, ‘바회’의 

경우 ‘바위’로, 한편으로는 ‘바퀴’가 된 것은 새말이 생겨난 경우이다. 원래 먹

는 ‘쥭’과 밥을 푸는 주걱인 ‘쥭’은 성조가 각각 거성과 평성으로 다른 단어였

으나, 성조가 소멸되면서 동음이의어가 되었다.

  동의어 발생의 경우, 외래어가 들어와 동의어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였는데, 

한자어의 유입과 서양 외래어의 유입으로 고유어를 몰아내기도 한다.25) ‘산

24) 자(尺)나 저울의 ‘눈’은 사람의 ‘눈’의 주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의미적 관련이 

끊어진 동음이의어로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다. ‘널’도 널판자와 관의 두 가지 의미로 쓰

인다.(김광해, 1999:404)

25) 우리말의 동의어 중 한자어와 우리말의 경쟁에서 한자어가 우세하다는 사실을 중세국

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용비어천가’의 한자어:고유어의 語彙數比는 701:1306(이 어

휘수의 계산은 견해에 따라 다소 상이함)으로 그 백분비는 34.9%:65.1%로서 한자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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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이 ‘뫼’를, ‘강(江)’이 ‘가람’을 몰아낸 경우가 해당된다. 

  지금까지 한자어의 유입으로 15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는 약 500년간에 의미

론적으로 변화를 입었거나 다른 어휘로 대치된 단어들을 100개의 Test List로 

만든 결과표를 인용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심재기, 1982)

No. test list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13 big 하다 크다

16 woman 겨집 女子

17 man 나히, 남진 男子

38 head 마리 머리

63 swim 므다 헤엄치다

71 say 다 말하다

81 smoke 내 煙氣

86 mountain 뫼 山

[표 2] 어휘 변화 Test list

  이 8개의 변형 또는 대치 어휘에서 4개인 꼭 반수가 한자어로 바뀌었음은 

우리말의 동의어 중 한자어와 우리말의 대립에서 한자어가 우세하였음을 통계

적으로 명시해 준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다.

  

  

  2. 국어 어휘사 교육에 대한 고찰 

 

   2.1. 국어 어휘사 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어휘사는 어휘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천(變遷)해 온 역사를 체계

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이다.(국어교육학 사전, 1999:509) 즉 어휘를 대상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말을 많이 구사한 것으로 손꼽는 ‘송강가사’의 경

우에도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및 장진주사를 합해서 한자어:고유어의 

어휘수 比는 497:1208로 그 백분비는 29.2%:70.8%여서 역시 한자어가 3분의 1선에 머

물고 있음을 보인다. (심재기, 1982: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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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시언어학으로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되고 변화, 발전하는 

우리말의 양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체계적 서술이다26).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

휘사 교육과 어휘사 연구를 구별하고자 한다. 어휘사가 우리 민족 어휘의 역사

라면 ‘어휘사 교육’은 우리말의 역사 연구 중에서 국어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들을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활동을 가리킨다. 어휘사 교육은 주어진 어휘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활동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어휘사 연구와 입장을 달리한다. 즉, 어휘사

가 학문적 특성상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자료의 정확한 기술에만 연구

의 초점을 둔다면, 어휘사 교육은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삼고 어휘사적 사고력

을 신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내용이다. 어휘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의 차이로 어휘사와 어휘사 교육은 엄연

히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휘사 교육대상 어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통시론과 

공시론이 통합된 범시론적 관점27)을 취하고자 한다. 어휘사는 일차적으로 현대 

이전의 어휘 역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연구인데, 이는 두 가지 관점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15세기 어휘, 16세기 어휘처럼 현재 이전 시

대의 공시적인 접근28)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5세기부터 현재까지의 

26) 어휘사는 음운사, 문법사와 함께 언어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어휘사는 근본적으로 

어휘 체계의 변천 상황을 기술하는 학문인데, 이러한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는 어휘사라

는 말은 흔히 개별 단어의 형태 및 의미의 변천사를 기술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국어교육학 사전, 1999:509)

27) 이는 구본관(2005)에서 제시한 것으로 범시론적 언어관은 공시와 통시의 엄격한 구별

로는 언어의 총체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언어관이다. 어휘사 

교육의 이론적인 기반으로 언어학에서 범시론적 언어관을 가져올 수 있다. 소쉬르는 언

어 연구에서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후의 많은 논의들은 공시론과 통시론의 구분을 언어 연구의 기본전제로 받아들였으나 

코세리우(E.Coserieu)는 ‘통합된 공시성’의 개념을 내세워 공시적인 연구에서 역동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울만(Ullmann)은 공시 언어학과 통시 언어학의 구별이라는 소쉬르(saussure)의 탁월한 

공헌을 인정하는 한편, 소쉬르의 두 개의 성명, 즉 공시론적 방법론과 통시론적 방법론

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공시 언어학이 체계를 다루고 통시 언어학이 단일 요

소를 다룬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8) 15세기 어휘에 대한 연구는 15세기 문학 작품의 의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당시의 문화나 사고를 알게 해 주어서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교육하는 데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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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변화, 16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어휘의 변화와 같은 통시적인 접근을 의

미하는 것일 수 있다.(구본관, 2007:90) 어휘사적 사실을 통해 현재의 어휘사 

교육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려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범시론적 언어관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어휘사 교육 연구의 의의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

고 교육 내용 선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이미 문화 유산이지만, 언어의 실질적인 중심

은 바로 어휘이다. 우리말의 어휘부를 구성하는 단어들 중에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말에서만 사용되어 오던 단어들이 많은데, 이는 다른 어떤 언어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국어 어휘사 교

육은 어휘의 변천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로소 국어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시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현재의 현상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는 데에 기여하

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현상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되짚

어 보는 것은 현재의 상태는 과거 무수한 역사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과 결과

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휘 변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국어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필요한 작업이 된다. 언어가 어떻게 생겨나고, 언제, 왜, 어

떻게 변하였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에게 어휘란 어떤 존재이며, 현재 우리가 

쓰는 어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욱 절실하게 이해하게 된다. 아울러 어휘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의식과 문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2. 국어 어휘사 교육의 의의

국어 교육에서 어휘사 교육의 위상과 가치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  

의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휘사 교육의 의의는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맞

물려 있기에 김광해(1997)에서 제시한 그 필요성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의의를 

    김대행(2006)에서 속담과 같은 어휘 요소는 당대의 것이면서도 역사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어휘는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공시적으로 사용

되므로 공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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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해 나가겠다. 첫째, 국어사용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국어사용 능력의 신

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언어나 사고의 도구가 되는 국어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국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

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함으로써 국어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게 하

고,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통해 국어 문화를 전승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

휘사 교육의 의의는 이러한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어 의식과 국어 

문화 창출의 측면에서, 고등 사고 능력 증진과 국어 지식 배양의 측면에서 접

근하고자 한다.

 1) 국어 의식 함양과 국어 문화 창출 능력에 기여

  우리 조상들이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는 어휘에 대한 인식의 역사

이고, 어휘사에 대한 인식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

해서 국어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한 사회의 지난날의 언어

는 그 민족의 역사적 자료의 일부이기에 단어들 하나하나는 저마다의 정서에 

결부되면서 우리 민족 언어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깃들어 있는 어휘의 역사를 교육 대상인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국

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도 한다. 한국인의 전통과 문화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국어 문화29)라고 한다면, 이러한 국어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어휘사이기 때문에 어휘사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30) 어휘에 대한 지식

29) 최인자(2005: 102)에서는 기존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논의된 ‘언어 문화’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언어문화’는 거의 ‘국어문화, 민

족문화 국민정신’ 등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점차 당대 문화적인 

요소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문학이나 국어지식’과 같은 특징 영역에만 국한되

던 것이 ‘언어활동’ 전반의 주요 요소로 다루어지고, 국어 교육의 철학뿐 아니라 내용 

요소로도 확장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목표와 내용의 괴리는 여전히 큰 문제로 생각된

다. 목표상으로는 국어사용 능력과 국어문화 교육이 병렬적으로 강조되지만 정작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어문화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국어문화 개

념의 추상성이기도 하고, 언어문화 교육이 국어교육 내적 요소로 점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30) 문화 요소와 관련한 어휘사는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우리말과 글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고, 이를 토대로 우리말과 글의 현재 모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국어의 미래를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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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어휘의 현재를 성찰하고 국어 발전을 바라

본다는 점에서 어휘사 교육의 의의31)가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어휘사의 교육 내용이 기여하고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

다. 첫째는 문화적 유산으로서 어휘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로 우리말과 우리글의 역사에 대하여 알도록 하는 일이 된다. 다른 하나는 

우리말과 글의 과거를 통해 현재 모습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인식하며, 이 문화 

유산인 국어를 유지, 발전시켜 다시 후손에게 전승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

닫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어휘사 교육이 민족 언어 교육으로서 한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당

연히 국어 속에는 한민족의 사상이 담겨 있을 것이며, 그 사상은 곧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국어 어휘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

식의 습득만이 아닌 그 어휘와 함께 한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아는 것이고 이

는 민족 의식 고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의는 이제

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6차 교육과정(1993)>

 -국어 교육 목표 中에서-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을 갖추고, 문학의 이해와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기르며, 국어의 발전과 민족

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게 한다. 

는 것이다.

31) 어휘 교육의 가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광해(1999:352)에서는 어휘의 가

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이미 문화유산이지만, 언어의 실질적인 알맹이는 바로 

어휘이다. 우리말의 어휘부를 구성하는 단어들 중에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말에서만 사

용되어 오던 단어들이 많은데, 이는 다른 어떤 언어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활사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표

현하는 단어들, 가치 있는 전통과 생활의 지혜 등이 담긴 속담 같은 표현들이 모두 어

휘부를 구성하는 문화유산들이고,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언어 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

쳐서 축적해 온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다른 유무형 문화재들에 뒤지지 않는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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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교육 목표 中에서-

 나. 국어와 국자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  

    하게 한다. 

 다. 국어의 순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7차 교육과정(1997)>

 -국어 교육 목표 中에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

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

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문법 교육 목표 中에서-

  국어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 및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가.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나.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한다.

 다. 국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 

 

  이상의 국어 교육과정 목표에서 전문과 세부 목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

어 교육에서는 끊임없이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어 교과서나 문

법 교과서의 내용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어와 문화 관련 항목과 함께 어휘

사 관련 항목이 배려되어야함을 뜻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어휘의 역사적 의

의, 우수성 등과 같은 어휘의 문화적 지식이 국어 교과서와 문법 교과서에 포

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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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법적 사고력 증진과 국어 지식 배양 

    

  국어의 본질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휘의 역사를 규명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어휘의 변천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어의 특질과 국어의 체계, 국

어의 변화 양상 등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고대 국어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수많은 어휘 자료는 각 시기의 중요한 국어사적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어휘사 교육은 어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적 

성격이 큰 역할을 한다. 어휘사 교육은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한 요소

인 문법지식을 구성하는 하나로서 국어 교육에서도 국어사 관련 단원에서 함

께 다뤄지고 있거나 문법 교과서에서도 빼놓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국어교육의 측면에서 사고의 과정은 그 기능(機能)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서혁, 2002)

  <사고의 기능과 범주>

 ▶ 사실적 사고 : 개념 파악, 분석(수렴적 사고), 기억․재생

 ▶ 추론적 사고 : 추리(논증, 해석, 판단), 상상

 ▶ 창의적 사고 : 종합(확산적 사고), 비판(평가, 감상), 적용, 문제․해결

  위의 ‘사고의 기능과 범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적 사고는 텍스트 

자체의 이해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고의 과

정을 가리킨다. 추론적 사고는 텍스트나 대상에 대한 해석, 판단, 통합, 상상적  

이해와 표현을 가리킨다. 창의적 사고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어

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내는 사고이면서 강한 호기심과 집착력, 문제 제기와 

비판, 검색,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국

어 교육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는 텍스트의 평가나 감상, 그리고 이를 통한 

적용, 문제․해결적 이해 과정과 이러한 사고 내용을 반영하는 표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어과에서 이런 사고력(思考力)의 증진은 언어를 통한 사고력의 증진으로 

어휘사 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이다. 구본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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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에서는 언어를 思考의 문제로 파악하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어휘사 

교육이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의 의미 변화나, 명사에서 수사나 

대명사로의 변화, 공간적인 개념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의 변화, 복잡한 형태에

서 단순한 형태로의 변화 등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인지 

언어학적인 인식이 어휘의 의미 확장으로 드러나는 예로 접두사 ‘참-’이 붙는 

어휘를 들어 설명하였다. ‘참-’은 ‘참외, 참나물, 참꽃’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참

-’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부 명사 앞에 붙어)품질이 우수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일부 지방에서는 표준어의 고구마를 ‘참감자’, 표준어의 감자를 

‘(하지)감자’라 구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참외’의 예가 그러하듯 ‘품질이 우수한’

을 넘어 ‘달고 맛있는’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감

자’의 경우는 접두사의 사용을 통해 ‘감자’의 의미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접

두사 ‘참-’ 자체의 의미도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인지적 관점은 어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지 및 개념 등과 

결부된 과정적, 유동적 지식으로 어휘의 정교화, 섬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다. 이는 끊임없이 변하는 어휘사적 지식이 하나의 과정이며, 언제든 변할 수 있

는 유동성을 띠고 있으므로 인지적 사고의 관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15세기 국어에 [妻] 즉 ‘아내’의 뜻을 가진 동의

어로 ‘각시, 갓, 겨집’이 있고 16세기 국어에 [妻]를 뜻하는 ‘겨집, 안해’가 있는

데 [妻]의 뜻을 가진 15세기 국어의 ‘각시, 갓’이 소멸되었다. ‘겨집’은 [女子 일

반]을 가리키는데 ‘각시’는 [美女]를 가리킨다.(남성우, 2001)32) 이런 유의어들의 

미묘한 쓰임과 변화의 경우를 구체적인 어휘사적 자료를 통해 비교, 유추함으로

써 문법적 사고력이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휘사 교육은 문법적 사고력 함양의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 

어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자료를 발굴하고 탐구함으로써 학

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은 증진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15세기 국어의 ‘각시, 갓, 겨집’은 [女] 즉 ‘여자’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도 동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고, [妻] 즉 ‘아내’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도 동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女]가 原義이고 [妻]는 특수화된 뜻

이라고 보았다.(남성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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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구성

 

  1. 국어 어휘사 교육의 실태 

 

   1.1. 교육과정에서의 어휘사 교육 내용

                     

  어휘사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살펴

봄으로써 내용 선정 논의를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

서의 현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전후로 비교하고자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33)으로 살펴보았다. 국어 교육과정

에 직·간접으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사 관련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그 항목들이 

교과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지를 통해 문제점을 고

찰하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를 살펴보면 10학년 ‘국어 지식’에서 “국어의 개략적

인 역사를 안다”는 내용(교육부 별책1997:108)과 함께 기본과 심화로 활동의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 국어와 옛날 국

어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과 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 변화를 담고 있어, 

어휘사 관련과 밀접한 부분이다. 

  (1) 7차 교육과정 중 어휘사 관련 내용

     [10-국어지식-(1)]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기본】◦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를 말한다.

     【심화】◦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상호 영향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  

              한다.

33) 앞선 논의에서 설명하였듯이 국어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그

대로 승계하고, 선택 과목만을 주 대상 하였기에 논의의 대상을 2007 개정 교육과정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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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어지식-(2)]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

      【기본】◦현대의 국어와 옛날 국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한다.

      【심화】◦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상의 시대적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10-국어지식-(8)]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

      【기본】◦국어가 발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한다.

      【심화】◦국어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토의한다.

     [10-문법] 언어와 국어

     - 내용 요소 -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10-문법] 국어 알기

     - 내용 요소 - 

       ◦국어 어휘의 체계를 이해한다.

       

     [10-문법] 국어 사랑의 태도

     - 내용 요소 -

       ◦국어를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국어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에서 기본 활동은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점을 말하게 하여 국어 변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게 하는 것인 

데 비하여, 심화 활동은 국어의 변화를 음운, 어휘, 문법, 의미로 나누어 구체

적으로 살펴보게 함으로써 국어 변화의 다양성을 알게 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교육 과정 해설서, 1997:54) 그러나 어휘사를 독립적으로 다루기에는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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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하위 영역으로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문법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 체계를 ‘언어와 국어, 국어 알기, 국어 가꾸기’

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 어휘사 교육과 관련성을 갖고 있는 내용 영역은 ‘언

어와 국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1997)를 보면 ‘언어와 국어’ 내용 

요소로 ‘2)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항목을 선정한 이유를 언어와 문

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습자가 언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쉽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되었다고 진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어휘사를 통한 

문화 알기, 문화의 영향력과 문화에 끼치는 어휘사의 영향력 알기 등으로 활용

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용 체계의 ‘국어 알기’에서 ‘국어의 어휘’와 ‘국어 어휘의 체계’를 직접적으

로 제시하고 있는데, 학습자가 방대한 국어 어휘를 분류하여 체계를 잡는 과정

을 통해 국어 어휘에 체계에 반영된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되었다고 설명의 이유를 들었다. 이는 어휘사에서 어

휘 변화 원인과 그에 따른 어휘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탐구 과정을 통

해 귀납적으로 학습하기에 알맞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와 국어’ 

영역 중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내용은 국어 지식을 심화한 내용으로 국

어의 음운, 어휘, 문법의 변천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어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는 학습자가 현대 국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

여 선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국어사의 한 영역으로 어휘사를 다룰 수도 있다.  

  어휘사 교육은 대체로 지식과 문화적 태도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라는 국어과 교육 목표 이

후 국어 지식 영역은 그 위상이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어휘사를 포함한 국어사

는 공시적인 국어의 사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표면적 교육과정에서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은 어휘사의 내용이 언어 사용 기능과

는 전혀 무관한, 단순한 지식 체계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학생들이 적용받고 있는 2007 개정 교

육과정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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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어휘사 관련 내용

     [10-문법-(1)]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옛말과 현재의 말 비교하기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 이해하기

      ◦국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해하기

     [10-문법-(5)]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한글의 독창성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한글 창제의 원리 이해하기

      ◦한글의 독창성 이해하기

      ◦국어를 가꾸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 기르기

                              

  2007 개정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중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의 ‘옛말과 현재의 말 비교하기’와 ‘국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 이해하

기’의 국어사 교육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어휘사 교육 내용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8)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5)】한글 창제의 원리와 한글의 독창성을 안다.’에서 ‘국어를 가

꾸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 기르기’ 부분은 어휘사 교육의 국어 문화 창출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어의 역사를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휘사와 관련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어사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그 의의를 담기

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는 국어 교육과정에서 어휘사 교육 내용을 좀 더 수면

으로 끌어 올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성을 갖게 한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1)】옛말과 현재의 말 비교하기’는 옛말과 현

대 말이 다르다는 인식만 가지게 하는 데서 그쳐 더 나아가 변화 원인을 추측

하거나 변화 과정을 학습자들에게 알게 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진술이다. 어

휘사 교육의 문법적 사고력 증진과 지식 확충의 의의를 교육과정 속에 담는다

면 단순한 비교가 아닌 비교를 통한 원인과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요소

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 32 -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이나 개정 교육과정 모두 어휘사 관련 내용 제시는 추

상적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참조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국어와 앎, 국어와 삶, 국어와 얼’의 

3대 체계로 되어 있고, 그 세부 내용에서 ‘국어와 얼’ 부분의 ‘국어의 변천’에서 

어휘사 내용을 관련지을 수 있지만, 7차에 비해 ‘국어의 어휘’에 대한 독립적인 

내용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법 교과서의 지식의 확충 면에서 불균

형한 체계를 이루게 하고, 나아가 학교 수업에서 옛말 자료만을 단순히 관찰하

고 끝나는 형식적인 수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어휘사 교육이 ‘국어 사랑의 태도’나 ‘국어 역사를 이해하고 지켜야 할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내용 체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체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 체계가 교육 목표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2007)-고등학교

국어 영역 목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

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문법 영역 목표

  국어에 대한 이해와 국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발달시키고 국어와 국
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한다. 

 나. 실제 국어 생활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 

[표 3] 2007개정 교육과정 ‘국어’와 ‘문법’ 영역 목표의 어휘사 관련 내용 

                                     (밑줄과 굵은 선은 연구자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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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와 문법 영역의 목표 진술에서는 전문의 국어 문화와 국어 사랑과 관련

된 부분을 통해 어휘사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만을 볼 때 국어 

영역이나 문법 영역 모두 국어 지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된 국

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함양시키고자 한다. 마지막 세부 목표에는 국어 의식

을 강화하여 국어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국어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하고, 국어를 가꾸

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국어 문화를 창조하게 하는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어 의식과 문화와 가장 

관련이 높은 어휘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하지만 앞선 논의에서 살펴

보았듯이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어휘사 자체에 대한 교육적 내용이나 성취기

준이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 현장에서 더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34) 

    

   1.2. 교과서에 구현된 어휘사 교육 내용

  어휘사 교육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구안되고 교실에서 실행되기에 교과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접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는 학습자의 활동은 물론,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으며 학습 내용의 평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하다.(박형우, 2006: 82) 이에 7차 교육과정 10학년의 국어교과서와 2007 개

정 교육과정 10학년의 국어교과서에서 어휘사 관련 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구

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7차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하) 관련 내용  

  1. 국어가 걸어온 길

   학습목표: 국어의 역사를 안다.

            국어의 음운ㆍ문법ㆍ의미ㆍ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안다. 

34) 교육현장의 실태는 설문과 면담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으

며, 국어교육의 목표인 국어 문화와 국어 사랑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이와 관련 있는 

어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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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1) 고대 국어

     ➀ 국어의 뿌리와 줄기

     ➁ 고대의 국어 생활

   (2) 중세 국어

     ➀ 세종 어제 훈민정음

     ➁ 소학언해

   (3) 근대 국어

     ➀ 동명일긔

     ➁ 독립 신문 창간사  (심화학습: 노걸대 언해)

  (4) 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어휘사 관련 내용

  1. 언어와 국어

    (3) 국어와 한글

  4. 어휘

    (1) 어휘의 체계

    (2) 어휘의 양상

 부록 : (1) 국어의 옛 모습,  (2) 국어의 변화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국어(하)에서만 어휘사 관련 단

원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휘사 관련 

내용 요소는 교과서의 1단원 국어사 관련 부분에 주로 반영되어 있어 어휘사 

교육이 국어사의 하위 영역으로서 현장에서 교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사 단원은 독립적으로 한 단원에 불과하지만 어휘사 내용을 직ㆍ간접적으로나

마 교수-학습할 수 있는 단원들이 있다. 어휘사 관련 내용을 제재로 한 읽기 

제재나 고전 문학 작품들로 옛 어휘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전 문학 교육 내용에서 어휘사 내용은 아주 극소수로 다뤄져 있고, 어휘 변

화에 대한 부분도 교과서의 날개 부분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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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교사들이 국어사 단원이나 고전 문학 단원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

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해석이 안 되는 옛 어휘를 하나하나 현대어로 풀이하는 주석 풀이식 수업을 

해야 하는 점이었다. 또한 왜 그렇게 해석이 되고, 현대어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바뀌었는지 어휘사적 설명을 하다 보면 평가상의 문제와 진도상의 문제가 발

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좀 더 상세한 설명과 학습 효율성을 갖춘 교과서가 필

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경우 어휘사 내용이 어휘 관련 단원의 하위 영역으

로 언급이 되었을 뿐이고, 실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어휘사 지식 관련 

내용은 부록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 내용도 해설에 가까울 뿐 지난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더 나아졌다고 보기 힘든 단원 구성이다. 부록은 대부분의 학생들

이 거의 안 보고 지나치는 부분이라 옛말에 대한 역사는 참고용에 지나지 않

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도 기존의 단원 구성을 

엿볼 수 있다.

(5)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어휘사 관련 단원

   <국어 (상)>35)

     3. 우리말 우리글

      (1) 우리말의 역사

      (2) 훈민정음

   <국어 (하)>36)

     6. 국어가 걸어온 길

      (1) 국어의 탄생

      (2) 국어의 성장과 발전  

  개정 교과서에서 실제 어휘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단원을 보면 ‘3. 우리

35) 윤여탁 외(2010), 고등학교 국어(상), 미래엔 

36) 민현식 외(2010), 고등학교 국어(하), 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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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국어 혼다

근대 국어 호라

현대 국어 읽었다

 *이해 활동: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여 국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

해한다.

 3. 다음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활동을 해 보자.

  가) 네뉘손글혼다               나) 네뉘손글혼다

     내되당의셔글호라             내漢당의셔글호라

     네므슴그를혼다                   네므슴글을혼다

     論語孟子小學을닐고라                論語孟子小學을닐그롸

         -“번역노걸대”(1517)                    -“노걸대언해”(1670)

 

 (1) (가)와 (나)의 차이점을 모두 찾아보자. 

 (2) (가)와 (나)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 보자.

     

말 우리글’과 ‘6. 국어가 걸어온 길’이다. 국어(상), (하) 중 그 비중은 한 단원 

정도로 모두 국어사의 한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어(상)’에 국어의 역사에 

대한 단원을 실은 경우 10학년 학생들이 1학기에 바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

어 뒤에 나오는 고전 문학이나 옛글에 대한 자료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구체적

으로 ‘3. 우리말 우리글 (1)우리말의 역사’ 단원은 학습 목표가 ‘국어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고 학습 활동에서 어휘사와 관련한 활동을 하

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2007 개정 국어 교과서 학습 활동37)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옛 자료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차이점을 발견하

는 학습을 한다. 또한 시대에 따라 같은 단어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 유추하는 사고의 과정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분량이 적고 활동이 제한적이라 일회성에 그치게 되거나 본격적인 심화나 

37) 윤여탁 외(2010), 고등학교 국어(상), 미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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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학습 없이 흥미만을 불러일으킨 채 끝나게 되는 아쉬움이 있다.  

  ‘국어(하)’에 국어사 단원을 실은 교과서의 경우 ‘6.국어가 걸어온 길 (2)국어

의 성장과 발전’에서 국어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각 시대

별 국어의 특징과 국어 생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옛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모습을 진단하

고 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 하에 중세 국어, 근대 국

어, 현대 국어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점은 앞서의 교과서와 거의 같다.

  이처럼 어휘사 교육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국어사 교육이나 가치 교육, 어휘 교육과 연관지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어휘사 내용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어사 지식이나 가치 교육, 

어휘 교육을 함께 교육 내용으로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렇

게 어휘사 자료를 교육적으로 가공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면 국어 교육의 

다른 하위 영역에서도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어휘사 교육 내용은 ‘말하

기, 듣기, 쓰기, 읽기’와 ‘문법과 문학’ 영역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려면 국어과 목표의 하위 항목에라도 

구체적인 어휘사 관련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련된 어휘사 부분은 대체적으로 단편적인 명

제적 지식의 형태로 서로 위계성 없이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무조건 외워야 하는 학습 부담으로 받아들여 어휘사 

수업을 어렵게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명시적인 제시와 교과서의 연계가 필요하고, 학습 내

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된다.

   1.3. 교수ㆍ학습자의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 현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교육 연구는 그 존재 가치가 없을 것이다. 

즉, 교육적 연구의 결과는 언제라도 현장에 실제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연

구되어야 하기에 먼저 어휘사 교육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문제 상

황을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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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휘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때 비로소 교육적 가치가 확보된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수-학습 현장에서의 어휘사 교

육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

수-학습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과 면담법을 사용하였다. 교

사들에게서는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인식과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무엇을 중요

하게 고려하여 수업을 하는지를 통해 어휘사 수업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과 11학년 학생으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모두 국어(상), (하)를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학

생이면서 7차 교육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어휘사 교육을 받은 실질적 학습자이

기도 하다. 설문 문항은 그 내용상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어휘사 학습 경험, 지식과 교수-학습 내용, 태도 및 인식과 관련된 설문을 구성

하였다. 설문 결과의 부족한 점은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설명을 보충하였다. 

  

 1) 교사

교사들의 어휘사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와 중요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15명의 교사 

가운데 경력이 적은 교사보다는 경력이 많은 교사가, 남교사보다는 여교사가 

어휘사 영역 지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경력이 많

을수록 오랜 기간 학습지도를 통해 어휘의 역사에 대한 포괄적 지식이 생성되

었고, 그 어휘사 지식을 통해 다른 단원 지도에 효율적임을 체득함과 더불어 

어휘의 역사와 국어 문화에 대한 의식이 경력이 적은 교사보다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어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어휘사 지식과 수업 내용에 대한 1번부터 5번 항목까지의 설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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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국어 시간에 어휘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전혀 없다

응답율(%) 20.65 21.20 58.15 0 0   

[표 4] 1번 문항의 설문 결과표                        

 

  ‘보통이다’는 응답이 58.15%로 가장 많았고, ‘많다’는 응답은 21.20%, ‘매우 

많다’는 20.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어휘사에 관한 수업 경험은 모든 교사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 2. 어휘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단원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이 항목은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중세, 근대 국어

사 단원과 문법 단원에서, 또는 고전 문학 중 청산별곡과 관동별곡 등의 문학 

단원에서 어휘사 관련 내용을 가르쳤다고 응답하였다.

 

  질문 3. ‘어휘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알고 있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고 

있었다

⑤ 전혀 모르

고 있었다

응답율(%) 12.50 57.61 21.20 8.70 0   

 [표 5] 3번 문항의 설문 결과표

  질문 4. 어휘사 관련 단원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설문 내용 응답율%

➀ 어휘의 변천 원인 추론 10

➁ 지식으로서의 어휘 해석 22

➂ 옛 어휘와 현재 어휘의 차이점 20

➃ 문화 유산으로서의 어휘사의 가치 38

➄ 기타: 고전 작품에서의 난해 어휘 해소 10
  

[표 6] 4번 문항의 설문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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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 어휘사 관련 내용을 수업 중 지도하실 때 다음 중 어떻게 하십니까?  

설문 내용 응답율%

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 25

➁ 학생 활동을 하게 하거나 활동 후 발표시킨다. 6.25

➂ 질문 생성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예시와 방법들을 보여 준다. 50

➃ 질문 생성의 구체적인 생성 방법(절차적 지식)을 설명해 준다. 18.75

➄ 기타: 0
  

                                                (복수 응답 가능)

[표 7] 5번 문항의 설문 결과표                        

                      

3번 문항에 대한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57.61%, ‘보

통이다’는 응답이 21.20%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교사들이 어휘사

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잘 모르고 있었다’는 교사들도 있어

서 국어 교육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국어 교사들의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인식

이 제고돼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4번 문항에 대한 답변 결과 교사들은 문화

로서 어휘사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어휘사가 역사적인 측

면이 있어 이를 통해 문화적 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번 문항

에서는 수업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 ‘질문 생성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예시와 방

법들을 보여 준다’가 50%로 제일 응답자가 많았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는 항목도 25%로 많아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여전히 비중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6번부터 10번 항목은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그 인식과 실

태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질문 6. 국어 교육에서 어휘사 수업이 가장 필요한 단원은 어떤 단원입니까?

2번 항목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응답 내

용으로 ‘국어사’ 단원이 제일 많았고, ‘고전 문학’과 ‘문법’ 단원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훈민정음’이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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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 어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

렇지 않다. 

응답율(%) 25 50 25 0 0   

[표 8]  7번 문항의 설문 결과표                        

  질문 8. 어휘사와 관련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국어 문화와 역사에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

렇지 않다. 

응답율(%) 5 69 21 5 0

[표 9] 8번 문항의 설문 결과표

  질문 9. 어휘사와 관련한 수업이 국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  

렇지 않다. 

응답율(%) 8 65 20 7 0

[표 10] 9번 문항의 설문 결과표

  질문 10. 어휘사 내용을 교과서에 추가한다면 어떤 형태로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내용 응답율%

➀ 국어사 관련 단원 속에 포함한다 15

➁ 국어나 문법 교과서에서 독립적 단원으로 다룬다 15

➂ 교과서 고전 작품과 국어사 단원의 날개 부분에 보충 자료로     

다룬다
34

➃ 학습 활동이나 단원 학습 뒤 쉼터 자료로 다룬다 36

➄ 기타: 
  

[표 11] 10번 문항의 설문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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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문항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실제 수

업 경험은 많지 않아 수업으로의 연계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8번 문항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어휘사 수업이 학생들에게 문화와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도움이 안 되거나 그 외의 의견은 면담을 

통해 심층적인 이유를 알아보았다. 9번 문항도 어휘사 수업이 국어 문화의 가

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90% 이상이 동의를 하였다. 이는 앞의 4번 문

항에서 어휘사 단원을 가르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유산으로서의 어휘

사의 가치’에 많은 응답을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0번 문항

의 결과에서는 어휘사 자료를 교과서에 추가시 ‘단원 활동 뒤 쉼터 자료로 다

룬다’가 36%로 제일 높고, ‘날개 부분에 보충 자료로 다룬다’에 34%가 응답해 

국어 교과서에 어휘사 자료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사용하

여 수업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결과와 관련한 의문점과 교수-학

습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5명의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고, 세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하였다. 

 ➀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교사들은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당연히 국어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하고,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국어 교육에서 어

휘사 교육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들에서 그 중요

성과 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학습지도 시 유용하리라는 

점에서도 대부분의 교사가 인정을 하였지만, 문제는 실제 교수 학습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비율이 낮아 학교 현장의 수업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또, 전

반적으로 국어 과목의 국어사 단원이나 문법 단원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대

로 문법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교사의 의지로 교과서에 제시되

지 않은 어휘사 지식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시간에 쫓겨 교과서에 있는 내

용을 다루기에도 벅차다는 의견을 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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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휘사와 관련한 실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낮았는데(時가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는 사실, 중세 국어 ‘’가 연기로 바뀐 것 등)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어휘사 교육에 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과 무관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➁ 어휘사 수업의 문제점

어휘사 지도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낮은 흥미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

했으며, 학습내용상 지도 방법이 어려워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여러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옛 

어휘를 영어보다도 더 낯설어하기 때문에 의미를 해석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둔다.”,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시험에도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다

루지 않고, 진도에 쫓기다 보니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전 문학이나 국어사에서 어휘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해를 잘하고 흥미 있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은 

어휘사 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교과서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 내용이나 수업 시수의 문제”라고 지적

한 교사들의 경우 “어휘사 관련 내용이 교과서의 보충 설명이나 쉼터, 학습활

동, 심화학습 등에서라도 충분히 제시될 수 있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교과서의 적절한 교육 내용 제시가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③ 어휘사 교육의 나아갈 방향

  “학생들의 지식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어휘사 내

용이 교과서에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그 분량에 상관없이 어휘의 역사는 흥

미로운 내용이므로 수능의 지문으로도 충분히 출제 가치가 있다.”, “고전 문학

이나 국어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볼 때, 제대로 된 교육 목표와 내용만 있으면 어휘사 교육은 역사 지식과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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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사고력 함양이라는 여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영역이기에 충분

히 국어 교육 시간에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고력을 키울 수 있

는 내용 조직과 다양하고 풍부한 예문,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모든 교사들이 의견을 같이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암기를 해야 하는 재미 

없고 학습 부담만 가중시키는 지식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현

재 국어 교과서의 내용체계에서 한 단원 씩 실려 있는 국어사 단원과도 연결

될 수 있다. 국어사 단원에서만 어휘의 역사를 언급함에 따라 학생들은 단지 

외워야 되는 따분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만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흥미

를 느낄 수 있는 어휘사 내용을 고전 문학 단원이나 학습 활동의 ‘쉼터’ 자료

로 제시한다면 자연스럽게 어휘사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설문과 면담을 통해 나타난 교사들의 우려와 인식 실태를 바탕으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선정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학습자 

어휘사 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실태와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문항은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어휘사와 관련한 실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관련이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고, 둘째는 학습자들이 우리 

어휘의 옛 모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의 태도와 필요성을 묻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 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았다.

 ➀ 어휘사 지식과 교육 내용에 관한 학습자 인식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 지식 및 교육 경험과 관련된 질문으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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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과거
43%

어휘의 현재
2%

어휘의 과거와 현재
55%

어휘의 과거 어휘의 현재 어휘의 과거와 현재

[그림 3] 질문2. 어휘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17%

보통이다
30%

그렇지않다
43%

전혀그렇지않다
10%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림 2] 질문1. 어휘사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림 2]의 분석 결과에서 학생들은 ‘어휘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는 응답도 30%로 

높았다. 학습자의 절반이 넘는 학생이 ‘어휘사’ 지식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

답을 한 것을 볼 때 어휘사의 기본 개념 교육이 먼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어휘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55%의 학생이 

‘어휘의 과거와 현재’라고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43%는 ‘어휘의 과거’라고

만 응답을 해서 ‘어휘사’가 단순히 과거의 지식으로 생각되어 따분한 과목으로 

여기는 학습자가 많았다.

3번부터 9번까지의 항목은 어휘사 지식과 교육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실생활

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시간 어휘사부터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사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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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율(%)

3. 중ㆍ고등학교부터 현재까지 어휘

의 역사나 의미 변천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22 26 32 17

4.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할 

때, 의미 변화가 있는 어휘를 알고 

있다. 

5 37 28 29 1

5. ‘11시 20분 40초’에서 ‘시’가 ‘분, 

초’와 달리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0 10 17 55 18

6. 색채 어휘 중 ‘푸르다’와 ‘파랗다’

의 차이를 알고 있다.
0 5 30 50 15

7. 옛 어휘 중 중세 국어 ‘’(煙)

‘는 현대 국어에서 주로 ’연기‘로 바

뀐 것을 알고 있다.

2 14 56 27 1

8. 수 어휘 중 ‘온, 즈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지금은 소멸된 사실을 

알고 있다.

2 55 22 18 3

9. 교과서 나온 옛 어휘의 역사를 

알고 있다.
1 8 20 66 5

[표 12] 어휘사 지식 및 교육 내용 설문 분석

  3번 항목은 어휘사 교육 경험에 관한 질문으로 ‘그렇지 않다’가 32%, ‘전혀 

그렇지 않다’가 17%로 총 49%의 학생이 배운 경험이 없다고 응답을 해서 학

습 경험의 부족이 어휘사 교육의 낮은 흥미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4번 항목은 ‘의미 변천과 관련된 어휘를 알고 있다’라는 항목에 30%의 학생

이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설문 직후 학생들에게 면접법을 통해 다시 질문을 한 

결과 서로 자연스럽게 어휘 변천과 관련된 여러 답변을 자유롭게 하는 등 자발

적인 탐구 자세를 보여줬다. 이 항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협동적 탐구학습의 주제

로 어휘사 내용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5번 항목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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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를 면담을 통해 들어보았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時’가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 설문을 계기로 의문을 갖게 되었고 흥미롭게 받아

들이는 학생들도 많아서, 적절한 어휘사 교육 내용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학생

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6

번 항목도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졌던 내용으로 관련 예시를 들어 보이자 

다른 예문까지 생각해 내는 등 적극적인 탐구 자세를 보여 주었다. 7번 항목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사임에도 ‘그렇지 않다’는 27%, ‘전혀 그렇지 않다’는 

1%로 응답해 여전히 어휘사적 지식의 학습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8번 항목은 

대다수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모두 79%의 학생이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38) 교과서에서 계속 언급이 되어 학습 경험도가 높은 어휘사였지만 그 

변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 결과만 외우게 한 국어교육의 

현실을 보여 주었다. 어휘사 교육이 절차적 지식이나 사고의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가공되어 제공된다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9번 항목에서 어휘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질문

에 60%의 학생이 ‘모른다’고 응답을 한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휘의 역사

를 무조건 어렵다고 느끼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 재미가 없다고 

호소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사의 도움 없이는 옛 어휘와 현재 어휘의 의미를 

서로 연관지어 알 수 없기에 관련된 여러 어휘사 자료를 제시해주고 다른 어

휘의 의미까지 유추하여 파악할 수도 있도록 적절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② 어휘사 교육의 태도 및 교수 방법

10번부터 18번까지는 어휘사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흥미도와 관심에 대

한 태도를 묻는 항목들이다. 설문 결과를 보면 어휘사 교육이 현재 어떤 상황

인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38) 15세기 국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온’은 100을 뜻하고, ‘즈믄’은 

1000을 의미하였다가 한자어가 차용되어 한자어계 어휘로 대체되었다. 국어 교과서의 

고전 문학과 국어사 단원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 관련 어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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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휘사 교육과 관련된 수업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① 강의식 학습 80

② 학생 중심의 탐구학습 15

③ 학생 중심 협동학습 5

④ 기타(                    ) 0

11. 어휘사를 알게 되면 고전 문

학 작품이나 국어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55 30 10 0

12. 수업 방법과 내용이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어휘사 수업에 흥미가 

높아질 것이다.

5 47 33 10 5

13. 국어 교육 내용 중에서 어휘

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단원에 

비해 어렵다.

10 72 12 5 1

14. ‘국어’ 교과서에 어휘사 관련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1 32 46 16 5

15. 어휘사 수업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된다.

10 30 55 5 0

16. 지금까지 배웠던 어휘의 역사

나 의미 변천에 관련한 내용이 재

미있었다.

1 5 23 63 8

17. 어휘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3 25 35 35 2

18. 어휘사 관련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

까? (자유롭게 응답)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이해 보다는 

외우기만 하는 방식이라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해석

상 여러 의미가 나와서 헷갈린다/ 정확한 의미 해석

이 안 된다/ 교과서에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흥

미를 높이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내용이 어렵다. 

/ 재미가 없다/ 수업 방법이 지루하다/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수능과 관련이 낮다.

                                         응답율(%)                

[표 13] 어휘사 교육의 교수방법 및 태도에 관한 설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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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방법과 관련하여 10번 ‘어휘사 교육과 관련된 수업 방식은 어떤 것이

었습니까?’ 라는 항목에서 여전히 ‘강의식 학습’이라는 응답이 80%로, 어휘사 

학습의 낮은 관심도가 획일적인 수업 방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

었다. 좀 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설문 결과에서 학생

들은 11번 ‘어휘사를 알게 되면 고전 작품이나 국어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에 ‘그렇다’는 응답이 55%로 제일 많았고, 15번 ‘지금까지 배운 어휘사 

지식이 우리 문화와 의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30%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지만, 17번 ‘꼭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학

생도 30%이상이었다. 또한, 13번 ‘국어 교육 내용 중에서 어휘사 관련 내용이 

다른 단원에 비해 어렵다’에 ‘그렇다’는 응답이 72%이고, 16번 ‘어휘의 역사나 

의미 변천에 관련한 내용이 재미있었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

은 것을 볼 때 학생들이 어휘사에 대해 어려워하고 흥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어휘사 교육이 재미 없고 어렵지만, 

현재의 국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 없었다. 어

휘사 교육이 우리의 문화와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도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어휘사 교육이 국어 교육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

으며, 그 필요성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꼭 어휘사를 배워야하는 것에

는 관심이 없어서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제고하는 데 노력할 필

요가 있다. 특히 12번 ‘수업 방법과 교육 내용이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흥미가 

높아질 것이다.’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하였고, 14번 ‘국어 교과서

에 어휘사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이 32%인 것을 

볼 때, 학습자들은 체계화된 교육내용과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효율적

인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면 어휘사 내용을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

을 해보았다. 이는 18번 어휘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자유롭게 기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휘사 교육의 목표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휘사 교육이 그 가치에 비해 국어 교육과정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낮은 관

심과 그 위상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중요성을 재고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어휘사 내용이 언어 사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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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한 지식의 체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인식은 오히려 국

어의식과 표현과 이해의 언어 사용 기능, 문화적 문식성의 측면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임을 밝힌다면 그런 잘못된 인식은 

불식될 것이다. 

 

  2.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선정 원리

  국어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는 내용 그 자체가 국어 교육의 핵심적인 요

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점에서 국어 어휘사 교육도 국어 교육의 핵

심적 요소로서 어휘사의 내용이 바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앞선 논의에서 어휘사 교육의 가치와 의의를 문화 함양의 측면과 지식의 측

면, 사고력의 측면에서 정립하고 교육 현장의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39) 어떤 어휘사 

내용들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선정 기준으로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라는 

선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어휘사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

니라 독자적인 어휘사 교육 내용만을 추출하여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해야 한

다. 국어 어휘사의 내용 선정 원리는 현재 명확한 기준을 언급한 선행 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어휘사와 관련이 깊은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 원

리와 국어 생활사 교육 내용 선정 원리, 어휘 교육 선정 원리, 문법 교육 내용 

선정 기준을 통해 어휘사 내용 선정 원리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국어사 교육 내용 선택의 기준 >40)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 선택의 기준으로 유용성, 빈도성, 흥미성을 들 수 있

다. 그 중 교수 학습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용성이 먼저 고려될 사

39) 교수 학습 내용 선정에 있어서 선택된 내용은 선정 기준이 있어야 체계적인 선정이 되

고, 그 내용은 교수 학습에서 위계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40) 이관규(2004: 418~420)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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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다. 흥미성은 현대 국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라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이다. 흥미성은 유용성과 빈도성을 보조

해 주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국어생활사 교육의 내용 선정 원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국어생활사 내용 선정의 원리 >41) 

  ① 자료 중심성의 원리: 국어 생활사 교육 내용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국어생활사의 자료는 언중들의 국어생활의 결과물로서의 자료뿐 

아니라 당시의 언어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나 언중들이 국어에 대해 메타적으

로 인식한 언어자료도 포함한다.

  ② 실제성의 원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실제 현장에서의 국어 교육에 적합

한 실제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생활사

가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국어 생활사를 국어

사와 구별되는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할 근거는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교육과정에 나오는 국어사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③ 통합성의 원리: 국어 교육의 여러 영역은 통합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더욱이 국어생활사 교육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통합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42)   

  지도 대상 어휘의 선정 원리는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여 어휘 지도 수행의 

근거로 삼았다.

   < 지도 대상 어휘의 선정 원리 >43) 

  ① 유용성의 원리: 교수-학습 목표 달성에 유용한 어휘를 지도 대상 어휘로 

41) 구본관(2009b: 17∼19)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42) 국어교육이 문학, 문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영역의 특성

을 고려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교육은 교육 내용을 중

심으로 다양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지현 외

(2007:365)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각 영역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 (구본관, 2009b:19 재인용)

43) 이영숙(1996:30∼46)의 논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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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어휘는 많으나 학교의 수업 

시간에 교사가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어휘의 수와 질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유용성의 원리는 국어과의 지도 대상 어휘를 선정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② 효율성의 원리44): 교수-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도의 효율성이 큰 어

휘를 지도 대상 어휘로 선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단계성의 원리: 학습자의 어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지도 대상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때 어휘의 발달은 양적인 발달과 질적인 발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법 교육의 내용 구성 기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의들을 정리할 수 있다.

 

   ① 기능성, 실용성, 규범성, 보편성, 간결성 : 민현식(1992:49)

   ② 교육목표 지향성, 언어사용의 실제성, 규범성과 통일성: 이성영(1998)45)

   ③ 규범성, 기술성, 생산성, 통일성, 간결성 : 이충우(1997:18~21)

   ④ 통일성, 실용성 : 이관규(1999:13~15)

   ⑤ 상황맥락 중심, 텍스트 중심 기술, 기능 중심: 이은희(2000:3~36)    

  

  문법 교육 내용의 구성 기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규범성으로, ‘올바

른 어법’과 ‘통일된 국어 생활 규범’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내용에서 

언어 규범을 포함해야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문법 지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실용성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문법 교육이 언어 사용 능력의 

발달에 기여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

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통일성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규범성

과 관련하여 통일 문법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정 기준 중에는 공통되는 원리도 있고, 각각의 독립적인 기준도 있

44) 효율성이란 노력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소로 투자하여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도

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5) 교육문법의 선정 원리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구성(표상)의 원리와 교육방법 표상

성, 형식 중심과 의미 기능 중심의 조화, 분석과 결합의 조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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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어 어휘사는 국어사나 생활사와 같이 국어의 역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문법과 어휘 교육은 같은 대상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깊다. 기존의 

문헌 연구와 앞서 논의한 어휘사의 의의를 고려하되, 무엇보다 어휘사 고유의 

개념과 성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46) 

  ㆍ 실증적 언어 자료가 중심이 되는 원리

  ㆍ 유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교육 목표가 중심이 되는 원리

  ㆍ 학습자의 단계성과 흥미성이 중심이 되는 원리

  실증적 언어 자료 중심 원리는 무엇보다 어휘사의 학문적 근간이 실제 언어 

자료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으므로, 일차적 원리가 되어야할 것

이라고 보았다. 이때 자료는 언중들의 언어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아니라 

메타적으로 인식한 언어 자료도 포함된다.47)

  유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교육 목표가 중심이 되는 원리는 교수-학습 목표 

달성에 유용한 어휘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휘사에 대한 수많은 기존

의 연구를 그대로 교육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국어 교육 과정

에 적합하고, 교육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내용을 선별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단계성과 흥미성이 중심이 되는 원리는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발

달과정에 적합한지, 학습자가 수용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다. 이제까지 문법 교육이나 국어사 교육이 가장 비판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

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가 배제되고 교사의 일방적인 강

의식 수업으로 인해 관심과 재미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내용 선정 단계

에서부터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어휘사 선정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 한다.

 

46) 어휘사 교육 내용 선정 원리는 기존 연구의 논의와 상호배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47) 국어생활사에서도 언어 자료 결과물이 일차적인 자료가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메

타 자료가 그 당시의 국어생활을 더 잘 보여 줄 수도 있다고 보았다.(구본관, 2009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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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실증적 언어 자료 중심의 어휘사

  어휘사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방대한 어휘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기에 실질적인 어휘 자료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조사, 정리 등의 과

정을 거쳐 이루어질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어휘사의 교육 

내용은  다수의 어휘사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사의 자료

는 어휘 생활과 문화의 결과물로서의 자료뿐 아니라 당시의 언어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

과서에 실려 있는 ‘훈민정음’ 단원에서 ‘어리다’는 단어가 있다. 이는 원래 ‘어

리석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15, 16세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愚는 어릴 씨라 <1446, 훈민정음언해본>

      愚 어릴 우 <1527, 훈몽자회>

  ‘어리다’는 15세기 당시에 ‘유(幼)’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

(愚)’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여전히 16세기에도 ‘어리석다’라는 의

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휘집에서는 20세기까지도 ‘우(愚)’의 

의미를 ‘어리다’로 하고 있다. “어릴 우 愚”<1661, 천자문>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현대어와 같은 ‘어리석다’로 훈을 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자료에서부터 

보인다. “幼 어릴 유 愚 어리셕을 우”<1916, 통학경편, 27>의 예문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는 

동사 ‘어리다(幼)’의 어간에 인칭 대명사 ‘이’가 결합한 형태로, 15세기의 ‘어리

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현대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15세기의 

단어는 ‘아’였고, 16세기에 ‘어리다’의 의미가 ‘유(幼, 稚)’로 바뀌면서 ‘어린아

’가 쓰이게 된다. 17세기에 들어서서는 ‘유(幼)’의 의미를 가진 ‘어리다’에 인

칭대명사가 결합된 ‘어리니’와 ‘어린이’가 현대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 ‘어린이’는 ‘어린아’와 함께 20세기까지 공존한다. ‘어린아’는 ‘어리-+-

ㄴ+아(兒孩)’로 분석되는데, ‘아(兒孩)’가 음운변화를 일으켜 ‘아이’로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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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자어라는 인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축약된 ‘어린애’ 형태도 

20세기에 나타난다.48) 언어의 ‘전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보다 ‘어리석은 사람’과 ‘어린이’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어린이’가 나이도 어리지만 판단력이 낮고 어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

는 특성이 ‘어리석다’는 관점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어리석다’가 ‘어린’에 영향

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듯 어휘의 소중한 문헌 자료를 통해 어휘의 변

화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의 어휘를 이해하고 그 근원을 추론할 수 있게 

하여 다른 상관 어휘로까지 연관지을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예로 ‘가르마’49)라는 단어의 경우 ‘가르마’가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현풍곽씨언간>의 ‘리매’인데 이것은 옛 여인이 성장(盛裝)을 갖출 때 

머리에 쓰는 쓰개의 일종으로, 현대국어의 ‘가르마’와는 그 뜻이 다르다. 

  18세기 문헌에는  ‘가림자’50)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리-+-ㅁ+자’로 분

석할 수 있다. ‘가리다’는 ‘분(分)’, ‘파(派)’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현대국어의 

‘갈리다’(‘가르다’의 피동형)에 해당한다. 19세기에 보이는 ‘가리마’는 현대국어

의 ‘가르마’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풍곽씨언간>의 

‘리매’와 같이 18세기 문헌에 쓰인 ‘가리마’는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을 때 큰 머리 위에 덮어쓰던 검은 헝겊으로 만든 쓰개를 이르는 말

이었다. 20세기에 보이는 ‘가름자’는 ‘가르다’는 ‘분(分)’, ‘파(派)’의 의미를 갖는

다. ‘가림자’가 ‘가름자’로 변화한 것은 ‘가리다’가 ‘갈리다’로 변화하면서 어근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르다’를 어근으로 유추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현대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가르마’ 형태는 검색되지 않는

다. 현대국어의 ‘가르마’는 동사 ‘가르다[分]’에서 의미적 유연성을 얻어 ‘가리

마’를 ‘가르마’로 고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내 보려코 가시니 머리 우고 리매 스게 소. 

                                                  <현풍곽씨언간, 64>

48)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2010, 수정판) 참조

49) 현대어 뜻풀이로는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이

라는 뜻이다.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2010, 수정판)

50) ‘림’<한청문감5:48>의 모습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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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손톱이 지고 가름마 압헤 조곰만 험이 잇 니 <1896, 독립신문>

  이러한 실증적 문헌 자료가 근간이 되어야 어휘사 교육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언어 생활을 보여주어 언중들의 삶의 양식을 이해할 수 있

는 자료도 될 수 있기에 국어사나 그 외 국어 활동의 내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어휘사 내용이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하게 되면 결과물로서의 자료뿐 아

니라 실제 자료에 녹아 있는 언중의 사고와 문화 양식까지 추론할 수 있는 교

육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교육 목표 달성에 유용한 어휘사 

  

  어휘사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지식 습득과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어휘사 지

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옛말로 되어 있는 문헌이나 문학 작품을 이해

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 목표 달성에 합당한 내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요한 기준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원리이다. 왜냐하면 옛말의 어휘에 대

해서는 현대인이 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 목표에 맞추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당하고 실제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 방언을 이용한 학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휘사 지식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이관규, 2004:419) 교

육 목표 달성에 유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어휘사 교육 내용 선택에서 먼저 고

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용성은 어떤 어휘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되는가를 말

하는 것으로 그 어휘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한가와도 관련된다. 교

육 목표 달성에 유용한 어휘사 내용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언어 생활에 

유용한 어휘와, 해당 텍스트의 독해력과 국어 능력 신장에 유용한 어휘사라고 

할 수 있다.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어휘사에 비해 특정 어휘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더 잘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즈믄, 온, 즁(衆生)’과 

같은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로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국어 교육 현장 

즉, 교과서나 평가의 장면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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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믄’은 중세국어에서 ‘천(千)’을 나타내는 말로 고유어이다.51) 이 어휘는 수

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으로, 1510년대 국어

에서 한자어 ‘千’과 동의 관계에 있다가 17세기 국어에서 고유어 ‘즈믄’은 보이

지 않고 한자어 ‘千’만 발견되고 있다.52)(남성우, 2001:96) 고전 문학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지만 현대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문학 작품에

서 간혹 사용되고 있다.

  ‘온’53)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현대어 뜻풀이를 가지고 있는데 15세기

에 ‘온’으로 나타난다. 15세기의 ‘온’은 ‘모든’(全)이란 뜻과 ‘백’(百)이라는 두 가

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성조상 차이가 있었다. ‘全’의 의미는 상성을 

가지고 있었고, ‘百’의 의미는 거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조에 따라 의미가 분화

되었다.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2010 수정판) ‘온’이라는 고유

어의 ‘백(百)’이라는 의미는 소멸하고 현재 수사가 아닌 ‘모든’이라는 의미만 남

아있게 되었고, 수사의 자리는 한자어 ‘백’(百)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전문학이나 국어사 단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이므로 어떤 과정을 거

쳤으며, 변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흥미 있게 수업할 수 있는 어휘사이다. 

  15세기 국어에 [獸] 즉 ‘짐승’의 뜻을 가진 명사로 ‘즁, 즘, 즘승’이 있

는데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여러 자료54)에서 확인된다. ‘즁(衆生)’은 현재 

‘짐승’이라는 단어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 원래 유정물 전체를 가리

키는 불교 용어이던 것이지만 지금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의

미가 축소된 것이다.55) 

51) ‘즈믄’과 ‘千’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한자어 ‘千’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두 단

어는 동의 관계에 있음을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문) 千年은 즈믄 라 <월인석보 

二 49 > (남성우, 2001: 16)

52) 니시 스스로 쳔 댱이나  바회 아래 려뎌(李氏自墮千丈巖下) <동국신속삼강행실도 

三, 49>

53) 15세기 형태는 ‘오, 오온, 온’이다. 

    예문) 몸과 손과 온 體니 如來ㅅ 知見과 力과 無所畏 가시고 <1459, 월인    

      석보, 12:25> 

         王이 病을 호 오 모미 고 더러 내 나거늘 天下앳 醫員이 고티다가     

      몯야 그 夫人이 니 사 브려 <1447, 석보상절, 24:50> 

54) [두시언해]에서의 예문들 (2)와 (3)에서 ‘즘, 즘’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1) 뒤헤 모딘 즁 (後有猛獸) <용비어천가, 30>

    (2) 새와 즘이 굿브렛니(鳥獸伏) <두시언해, 八 59>

    (3) 즘 향욤 리 호 말라(莫...向禽急) <두시언해, 十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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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현재는 소멸되거나 그 의미가 변한 어휘를 학생들에게 통시적으로 

살펴보게 한다면 무엇보다 학생들의 현재의 지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확충 

면에서 기여를 할 것이고, 시대에 따른 어휘 변화 과정 고찰을 통해 그 당시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추측할 수 있어서 국어 교육 목표에 합당한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은 많으나 학교의 

수업 시간에 교사가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어휘사 내용은 지극이 제한되어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휘사 교육 내용은 무엇보다 교수-학습 목표 달성에 

유용한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56) 

    2.3.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어휘사

  어휘사 교육이 지금까지의 문법 교육처럼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와 학생들의 

자동적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실현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학습 부담이 될 지

도 모른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머릿속 사전(lexicon)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개념을 정교화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신명선, 2005) 갖게 할 때 어휘사 교육이 국어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제시될 때 가능할 것이다. 

  언어의 습득 이론에 따르면(정동빈, 1990:303~325) 인간은 언어 능력을 타

고나는데 입학하기도 전인,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언어의 습득이 시작된다고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적절한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과 사고력이 보완될 수 있다.

  이제까지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이 수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습자의 발달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재 구성이나 교육 내용이 선정되었

다. 이에 어휘사 내용 선정 원리를 논의함에 있어 학습자의 어휘 발달 특성에 

부합하고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6학년의 ‘문법’ 성취 기준을 보면 고유어와 외래어를 

55) 성조의 차이로 의미가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남성우, 2001:91)

56) 학습용 기본 어휘의 선정이나 교육용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들이 이 유용성의 원리와 

관련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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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하며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가꾸려는 태

도를 언급하고 있다. 9학년 ‘문법’의 내용에서도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한국

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언어의 관계’를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 

요소는 어휘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언어 문화적 특성도 중세, 

근대, 현대의 어휘를 통해 당시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

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 기준을 고려해 어휘사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자

의 어휘 발달 수준에 맞춰 선정한다면 어휘사의 위계 문제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

  학습자 어휘의 발달단계와 양은 국어교육용 어휘의 목록을 제시한 김광해

(2003, 255~291)의 연구를 가져올 수 있다. 학습자의 어휘량을 그 교육적 목적

과 수준에 따라 1-7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어휘량 누계
국어교육용 어휘

등급 개념

1,845 1,845 1 기초어휘

4,245 6,090 2 정규 교육 이전

8,358 14,448 3 사춘기 이전, 사고도구어 일부 포함

19,377 33,825 4 급격한 지적 성장, 사고도구어 포함

32,946 66,771 5 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 다량의 전문어 포함

45,569 112,340 6
저빈도어: 대학 이상. 전문어 (기존 계량 자료 

등장 어휘+누락어 14,424어 추가)

125,670 238,010 7
누락어: 분야별 전문어, 기존 계량 자료 

누락어휘

  

[표 14] 국어교육용 어휘의 규모

                

  위의 국어교육용 어휘는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어휘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구축된 것이다. 1등급에 해당하는 어휘는 기초어

휘57)이고, 2등급의 어휘는 정규 교육이 개시되기 이전에 대개 형성이 된다고 

생각되는 어휘이다. 3등급의 어휘는 사춘기 이전까지 성장하는 양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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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지적사고 처리어(academic words)가 일부 포함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4등급의 어휘는 사춘기 이후 급격한 지적 성장과 더불어 도달하게 되는 

양이라고 보며, 여기에는 지적사고 처리어가 다량 포함되는데, 본격적인 지적 

성장과 더불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5등급의 어휘에는 다량

의 전문어가 포함되는데, 대개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 성장이 전문화되어 가면서 획득되는 어휘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 수준으로 삼고자 하는 어휘사 교육의 단계는 대개 4등

급에 해당되는 어휘이다. 연령은 17세~18세로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되며  

어휘량이 어느 정도 성인의 어휘량과 비슷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등급 ‘저빈도어’와 7등급 ‘누락어’에 해당하는 어휘 중에서 어휘력의 확장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어휘사들은 학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어휘 교육의 측면에서 고려함과 동시에 국어지식의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어휘사 교육 내용을 배당할 수 있다. 

      

  학령전      →     초등   →      중등    →   고등

   

   지식요소

   문화요소

 

[표 15] 성장 단계에 따른 지식 요소와 문화 요소의 배당58)

  어휘사 교육 내용을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 

57) ‘기초어휘’의 개념 및 목록에 대해서는 김광해(1993, 46~56) 참조.

58) 원래 국어 교육에서 ‘기능 요소’와 ‘문화 요소’를 동일한 가치로 보고 성장 단계에 따라 

비중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모델(김광해, 1997:7)을 활용하여 ‘기능 요소’ 대신 ‘지식 

요소’로 대입하여 수준별 어휘사 교육 내용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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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문화 요소’를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표 15]처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10학년)에 적합한 어휘사 내용은 현재 국어 교과서

에서 몇 가지 경우를 들어 제시할 수 있다. ‘뫼’59)는 ‘산’과 ‘수라’라는 궁중 용

어로 사용되어 그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환경을 교육 내용으로 언급할 수 있

다. ‘춘향전’에 나오는 ‘인정(人情)’이라는 단어도 예전에는 ‘벼슬아치들에게 몰

래 주던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의미로 변화

해 그 원인과 역사적 배경을 교육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어휘사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수준 안에서 학습자가 인지하고 의미 기능

을 처리할 수 있는, 수행 가능한 능력으로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어휘사 

교육 내용은 실제 언어 자료를 근간으로 교육의 목표에 적합한,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어휘사 내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사 교육 내용을 선정

하는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원리는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보적으로 작용을 하

는 원리이다. 또한, 우리말에 대한 교육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내용이 다소 어

려울지라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학습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한 내용을 배열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영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

여 학습자들에게 단순하고 친근한 내용부터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배열60)되

어야 한다. 어휘사 내용이 학년별 수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심화되어 제시될 필

요도 있다. 

59)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윤선도, 견회요)’, ‘죽조반 조석 뫼 녜와 티 세시
가(정철, 속미인곡)’. ‘뫼’는 ‘윗사람의 밥’을 지시했는데(15, 16세기), 현대 국어에서 ‘메’

는 그 적용 범위가 좁아져서 ‘제사 때 神位 앞에 올리는 진지’에 국한해서 사용된다.(심

재기, 1982:174)

60) 여기서는 내용 배열의 위계성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지만, 흔히 단순성(simplicity), 학

습 가능성(learnability), 교수 가능성(teachability)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단

순성 조건은 간단한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이고, 학습 가능성 조건은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이고, 교수 가능성 조건은 설명하기 쉬운 것을 먼저 가르

치라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가치성(valuability)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잡

하여 교수 학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걸 먼저 배

열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관규, 2004:420)

     손버리(Thornburry, 1999:9∼10)에서는 위계성의 조건으로 복잡성(complexity), 교수 

가능성, 학습 가능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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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선정 

     3.1. 국어 지식 확충의 측면

어휘사 교육 내용 요소의 지식 요소는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이 명제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절차적 또는 방법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교육과정상 ‘원리’

에 해당하는 지식이다. 언어 자료들을 비교하고, 분류, 유추하면서 어휘 변화의 

원인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과정에 더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어휘사 교육

에서의 절차적, 방법적 지식은 의미 관계적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미 관계적 지식 요소는 어휘사의 개념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의어와 의미 변화61)의 관점에서 어휘사 지식 요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어휘사 내용의 지식 요소를 교육 과정의 ‘국어 지식’62) 내용체계와 연

관지어 살펴보겠다. 

 - 8학년 국어 지식 -

  (2)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기본】

   ◦옛말과 현재의 말을 비교하고, 옛말과 다른 현재의 말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심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에서 옛말의 흔적을 찾는다.

 

- 10학년 국어 지식-

  (2)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61)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일반적으로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으로 나누어 논

의하고 있다.

62)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어’ 과목 속에 ‘국어지식’이라는 영역이, 11학년 선택 과목인 

‘문법’ 과목의 내용 체계가 어휘사 관련 내용과 밀접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추구하고 있

는 목표는 우리말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민족어로서의 우

리말을 아끼고 가꾸어 나가는 태도를 기르자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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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현대의 국어와 옛날 국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한다.

 【심화】

   ◦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상의 시대적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8학년 ‘국어 지식’과 10학년 ‘국어 지식’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어휘사 지식

은 옛말과 현대말의 차이가 있고, 그 시대적 추이를 고찰할 수 있는 어휘로 어

휘의 역사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사 내용을 7

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

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1) 孟子ㅣ 샤 사이 道도 ㅣ 이시매 먹기를 브 하며 오 덥게 

야 편안히 잇고 라치미 업스면 곧 즘에 갓가오릴 聖人인이 시름홈을 두샤 

설로 여곰 司徒도 이샤 츄 人인倫륜으로 시니 아비와 아이 親

친홈이 이시며 님금과 신해 義의 ㅣ 이시며 남진과 겨집이 요미 이시며 얼운과 

져므니 차례이시며 벋이 믿븜이 이슈미니라. <소학언해, 1586>63)

  ‘소학언해’는 현재 국어 교과서 고전문학 단원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여러  

문학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문학적 이해와 감상을 목적

으로 하는 국어 교과서에서 현재의 국어학적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

들의 경우 어휘사 지식을 제공하면 작품의 정확한 이해와 감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어 지식 교육의 측면에서 고전문학과 관련해서 어휘사 

교육을 다룰 경우 지금처럼 별도의 단원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학

생들의 흥미도 높아질 것이다. 

  위의 옛글 자료에서 우선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는 어휘사를 몇 가지 

선택하자면 ‘즘, 츄, 남진, 겨집’이다. 이들 어휘는 10학년 ‘국어 지식’

과 연관지어 활동할 수 있는 어휘로 교육 목적에 적합하고, 현재 교과서에서 

선정된 것이기에 학습자의 언어 생활에도 유용하다. 또한, 이들 어휘사는 실증

63) 김종철 외(2010), 고등학교 국어(하), 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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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기에 교육 내용에 부합하고, 학습자의 어휘 발달 단

계상 3등급 이내의 어휘들이다. 

   

   [ 즘 ] 

  중세 국어의 ‘즁’은 유정물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던 것이 그 후 

‘짐승’으로 어형도 바뀌었지만 의미도 축소되었다. 이는 의미가 변화하여 그 적

용되는 영역이 원래 영역보다 좁아지게 되어 일어난 의미의 축소 현상이다.(김

광해, 1999: 399) 

  15세기 국어에 [獸] 즉 ‘짐승’의 뜻을 가진 명사로 ‘즁, 즘, 즘승’이 있

는데 [畜]과 [禽獸] 즉, ‘짐승’의 뜻을 가진 유의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남성우, 2001:91) 국어사 자료에서 ‘짐승’이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15세

기의 ‘’이다. 이 말은 한자어인 ‘중생(衆生)’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1510

년대 국어에서 ‘즁’, ‘즘’의 모습을 실제 어휘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직접 찾게 하거나, 

수업 자료로 제시되어 어휘의 변천사를 추출하게 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

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이다.

   (2) 뎌 수프레 잇 벌에 토 다 깃거 太子 오며 

                                                <1447, 석보상절,3:33> 

      훤 ·해:새 즘·이:우놋·다        <1481, 두시언해초간본,11:26> 

  15세기에 나타나는 ‘즘’은 한자어라는 의식이 없어진 어형으로 보인다. 그

리고 같은 시기의 ‘짐생’은 ‘즘생’의 제1음절이 ‘즘>짐’의 변화를 경험한 결과이

며, ‘짐승’은 ‘즘승’의 제1음절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결과이다. 

  ‘’의 어원인 한자어 ‘중생(衆生)’을 생각하면 초기에는 이 말이 ‘생물’의 

뜻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미 15세기부터 사람 이외의 동물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으며, 15세기 말에는 네 발이 달린 동물만을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굳이 외워야 되는 내용

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식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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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 ]

  15세기 국어의 ‘치다’는 두 개의 뜻을 가졌던 단어들이 시간의 흐름 속

에서 하나의 뜻만을 나타내고 또 하나의 뜻은 새로운 형식이 떠맡게 된 경우

로, ‘가르치다’의 중세국어 어형은 ‘치다’ 혹은 ‘치다’이다.(남성우, 

2001:109) [敎]와 [指]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訓은 칠 씨오’ 

<1446, 훈민정음>, ‘右手左手로 天地 치샤’ <1447, 월인천강지곡,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다’는 ‘’와 ‘치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전자는 ‘
오’의 어근 ‘’과 형태적 어원적으로 가까운 점이 있다. 후자 ‘치다’는 ‘育’

(양육하다)의 뜻으로 중세국어에 많이 쓰였다. ‘치다’는 어원적으로 ‘말하여 

치다’(말로써 양육하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말로 타이르고 옳바르게 

길러내는 것이 ‘가르치다’의 어원인 셈이다. ‘’이 ‘말하다’의 뜻을 가진다는 증

거는 ‘일다’와 ‘일라’ 등에서 확인된다. ‘일다’는 ‘일ㅎ’(名)과 ‘다’로 분

석된다. 즉 ‘이름을 말하다’라 ‘일다’의 원뜻이다. 

  현대국어에서 ‘가르치다’는 [敎]의 뜻으로 남아 있고 [指]를 뜻하는 ‘가리키

다’가 생겼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의 의미 모두로 

쓰였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나누어진 것은 현대국어의 맞춤법에서 각각 다

르게 표기하고 뜻을 구별하도록 규정한 결과이다. 학생들이 언어생활에서 ‘가

르치다’와 ‘가리키다’를 많이 혼동하여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원래 한 단어가 두 의미를 가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한다면 어휘

에 대한 관심과 어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다.

   [ 남진 ]

  국어사 자료에서 ‘남편(夫)’의 뜻을 가진 ‘남진’이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나타나는 ‘남진’64)인데, 이 말은 ‘여인(女人)’의 반대말

인 한자어 ‘남인(男人)’에서 온 말이다. ‘훈몽자회’(1527)에 ‘男’은 ‘아 남’이라

고 풀이되어 있고, ‘人’은 ‘사 ’이라고 풀이되어 있다는 점, ‘남’과 ‘’의 성

64) 1580년대 국어에 ‘夫’의 뜻을 가진 고유어로 ‘남진’을 비롯하여, ‘나, 셔방, 지아비’

가 있고, 한자어로 ‘남편(男便)’이 있었다. (남성우, 2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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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둘 다 평성인데, ‘남진’의 성조도 ‘평성+평성’이라는 점이 그 근거이다.65) 

  (3) 童男 아 남지니오 童女는 아 겨지비라 <1447, 석보상절,3> 

     僮 겨집 죠오 僕은 남진 죠라 <1459, 월인석보,13> 

     

     리 남진 셤교믈 반시 공경며 반시 조심리라    <1517, 번소학언해,7> 

     저 얼운다이 면 좌애 안자 어딘 남인 으로 고 잇거든       

                                              <1517, 번역노걸대,하52> 

   ‘남편’이라는 말은 15세기부터 있어 왔고, 한자어 ‘남편(男便)’에서 온 것이

다. 중국어에서 ‘男便’이라는 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남편’은 우리나라

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로 보인다. ‘남편’은 주로 ‘아내의 배우자’라는 뜻으로 사

용되었지만, 15세기에는 ‘남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도 있다.

  (4) 아모 姓 아의 남편이며 아모 姓 넛할믜 남편이라 고 <1586, 소학언해,6>

  남편의 반대말에 왜 여편이 없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답을  

옛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옛말을  

알아 가고 그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이해 

없이 배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료를 통해 ‘이해’하는 학습을 어휘사 교육

을 통해 이룰 수 있다.

  

   [ 겨집 ]

  

  15세기 국어의 ‘각시, 갓, 겨집’은 [女] 즉 ‘여자’의 뜻을 가지는 어휘로,  

[妻] 즉 ‘아내’의 뜻을 가지는 유의 관계이다. [女]가 원래 의미이고 [妻]는 특

65) 16세기 형태인 ‘남’은 이러한 당시 한자 발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람진’은 ‘ㄹ’

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없다는 두음법칙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표기이다. 15세기 

어형 ‘남진’처럼 ‘ㅿ’이 ‘ㅈ’으로 바뀐 예는 16세기와 17세기 어형 ‘손조(<손 ‘손수’)’와 

‘몸조(<몸 ‘몸소’)’, 그리고 현대어의 ‘삼짇(三日)날(<*삼)’을 들 수 있다.(21세기 세종

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2010 수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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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된 뜻이다. (남성우, 2001:83)

  먼저, [女]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갓시, 갓, 겨집’의 경우 다음의 

예문들에서 [女]의 뜻을 가진 유의어라는 것이 확인된다. ‘갓’이라는 단어는 15

세기에는 제법 많은 용례가 보이고 있는데 16세기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안해’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사라진 것이다. 현대 경상도나 전남 방언에서 쓰

이고 있는 ‘가시나, 가시내’는 이 ‘갓’에서 기원한 것이다. 

  (5) 婇女 뮨 각시라 <1447,월인천강지곡,28>

     童女 아 겨지비니 <1447, 월인천강지곡, 28>

     夫는 샤오오 妻는 가시라 <1459, 월인석보, 1> 

  ‘겨집’도 ‘처(妻)’의 의미를 가지고 쓰였다. 물론 ‘겨집’은 일반 여자를 지칭하

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였지만 ‘처’의 의미를 가지고도 쓰였다. 그러나 ‘ㅣ’모음 

역행동화를 경험한 형태인 ‘계집’은 일반 여자를 일컫는 말로만 쓰였고, 후에 

여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변하게 된다. ‘겨집’의 기원에 대해서는 유창돈

(1964)은 ‘재(在)’의 의미를 가진 15세기 단어 ‘겨다’의 어간에 ‘집(家)’이 결합

한 단어로 보고 ‘집에 있는 사람, 집안 사람’의 의미가 ‘여자’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본다. 특히 현대어에서 ‘겨집’의 의미가 ‘여자’를 낮춰 부르는 비속

어의 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어휘의 의미가 바뀐 역사적 사실

과 함께 그 원인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 외에 16종 국어교과서에 대부분 실려 있는 ‘훈민정음언해’에서 ‘어린 百

姓이’의 ‘어리다’의 경우 ‘어리석다’(愚)는 뜻이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어리다’는 15세기 당시에 ‘유(幼)’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

라 ‘우(愚)’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愚는 어릴 씨라 <1446, 훈민정

음>, 愚 어릴 우 <1527, 훈몽자회>).66) 

  ‘어리다’는 16세기에 ‘우(愚)’에서 ‘유(幼)’로 의미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16세

기에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어리니/어린이’의 형태가 쓰였다. 

66) 남성우(2001)는 현대 국어에서 ‘어리다’는 특수화되고 축소된 의미 ‘幼’로만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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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知 모니 對야 니고 覺 어리니 對야 니니라

                                               <1459, 월인석보, 9:13>

     :어엿·비 너·기논 ·든 진·실로 이 ·어디·니와 어·리니·왜 다·니라  

                                        <1481, 두시언해초간본, 16:20> 

     사이 비록 지극히 어린이라도 사 외다 기 고(雖至愚ㅣ라도   

     責人則明고)                              <1586, 소학언해, 5:92>

     쳐도  어디디 몯홈이 어린이 아니오 므섯고<1586, 소학언해, 5:27>

  또한 어휘집에서는 20세기까지도 ‘우(愚)’의 의미를 ‘어리다’로 하고 있다. ‘어

릴 우 愚’ <1661, 천자문, 32>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현대어와 같은 ‘어리석

다’로 훈을 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자료에서부터 보인다. ‘幼 어릴 유 愚 어

리셕을 우’<1916, 통학경편, 27>의 예문이 나타난다.   

  이처럼 의미의 확대와 축소, 이동의 의미 변화 양상과 유의어라는 관점에서 

어휘사 내용을 정리하면 어휘사를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어휘의 지식을 넓

힘과 동시에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의 국어

사 시간과 고전 문학 시간을 활용하여 현대어 의미와 함께 비교하여 가르치거

나, 불분명한 어휘의 의미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3.2. 문법적 사고력 증진의 측면

  어휘사 교육은 실증적 어휘 자료를 연구의 관점에 따라 과거의 언어 사실을 

추정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여 줄 수 있다.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되고 변화, 발전하는 우리 어휘의 양상을 대상으로 의미 관계 짓기와 구체

적 사실에서 추상적 개념까지 사고를 확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어 교육의 목표를 ‘국어적 사고력 신장’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런 관

점에서 어휘사 교육의 내용을 ‘사고력’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한 단어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규정하고, 정교화하고, 학생들의 확장적 사고를 도와주는 것

이 필요하다. 어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의어와 동의어, 의미의 이동 

등 그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어휘에 관한 정교한 의미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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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어진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통해 ‘어휘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 단

어의 개념적 수준에서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그 단어에 관련된 지식과 정서의 

틀(문화적 경험 포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인지적 측면

  어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날 때 옛 의미와 새 의미 사이에 어떤 聯想이 있게 

마련이다. 연상은 의미 변화의 필요조건이 된다.(울만, 1962:211-212) 이 연상

은 類似와 隣接에 의해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요소가 어휘사의 문법적 사고력

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이바지’라는 단어는 15세기와 16세기 

국어에서 ‘이바디’의 형태로 [宴] 즉 ‘잔치’의 뜻을 가졌다. 15세기의 어형 ‘이

바디’는 ‘무더멧 神靈을 請고 즁 주겨 夜叉羅刹 等을 이바며 <1447, 석

보상절, 9:17>’에 나타나는데 ‘이받-’에 명사 형성 접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이바디’라는 단어는 의미가 변하였는데, 현재 사전적 의미로는 ‘도움이 되게 

함’이나 ‘힘들여 음식 같은 것을 보내 줌’이다. 국어사 자료에서 ‘이바지’가 소급

하는 최초의 형태는 15세기의 ‘이바디’로, 이 형태는 18세기에 ‘이바지’로 나타

나 현대어로 이어지고, 18세기의 ‘이바지’는 ‘디>지’의 구개음화를 거친다. 현대

어 ‘이바지’가 소급하는 형태들은 19세기까지는 ‘음식 대접’이나 ‘잔치’ 등의 의

미를 가지고 있었다.67) 

  현대에 와서 ‘이바지’는 결혼을 하고 여성이 남성 집에 보내는 음식을 가리

키는 말로 축소되었다. 시댁 어른들께 드리는 음식의 의미로 변하였다.68) 이  

두 의미 변화의 기초가 되는 유사성은 매우 밀접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옛말

에서의 ‘이바지’가 ‘잔치’라는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 현대에 결혼

식이라는 큰 잔치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이바지 음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미 간 유사성은 꽤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왜 의미가 변하게 된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끌어낼 수 있다. 실제 어휘사 

67) ‘넉넉기를  겨유 오곡을 심어 일용을 이바지 이라’ <1875, 이언언해,1:34>

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2010 수정판)

68) 20세기에 들어와서 추상적인 ‘貢獻’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추상적

인 의미로 확대되었다고 본다. (심재기, 198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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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통해 얻은 대답들은 상당히 다양하였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있었다.69) 학습자들은 ‘이바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대개 ‘기여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었으며, ‘이바지 음식’이라는 의미는 소수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 언

중들에게 쓰이지 않게 됨으로써 그 의미의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날짜, 시간, 수 표현 등의 ‘수’ 관련 어휘를 인지적, 사회 문화적, 상상력

의 관점에서 설명한 구본관(2008)의 예를 보면 어휘사와 문법적 사고력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7) 가. 한두, 두셋, 서넛, 너더댓, 여럿, 몇

      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열째, 열한째, 열두째, …스무째

      다. ① 사과 하나에 얼마냐?

         ②*사과 일에 얼마냐?

  (8) 11시 39분 40초[열한시 삼십구분 사십초]

  구본관(2008)에서는 (7가)의 특징과 관련하여 국어에 부정수(不定數)가 발달

한 것을 사회문화적 특성과 인지 작용을 연결시키고 있다. 고유어 수 표현의 

경우 부정수가 많지만 한자어 수 표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의 사회

문화적 인식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외래어와 고유어를 인지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는데, 더 논리적인 사고는 외래어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고 정의

적인 사고는 고유어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7나)의 서수사는 

기수사에 접미사 ‘-째’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하고, ‘열한째’ 이후는 수관형사에 

접미사 ‘-째’가 붙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첫째’의 경우 중세 국어 모습은 

‘하나차히’로서 보충법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세 이후 ‘하나’ 대신 ‘첫’이 결합한 

보충형이 형성된 것은 영어에서 ‘first, second' 등이 그러하듯 낮은 수의 서수

사에서 보충법이 나타나는 경향과 통한다고 보았다. ‘수’ 어휘사는 학생들이 언

어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면서도 무심코 지나친 분야라 수업을 통해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다. 왜 ‘첫째’와 같이 ‘하나째’를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69) 어휘사 교수-학습의 수업 자료로 ‘이바지’라는 어휘를 제시하였을 때 많은 학생들이 흥

미를 느꼈고, 그 원인에 대해 모둠별로 다양한 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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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언중이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까지 사고의 확

장을 할 수 있다. 옛 어휘의 역사를 통해 이해하게 되면서 어휘에 대한 관찰력

과 탐구심까지 갖게 할 수 있다. (7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단위성 의존 명사가 사람이나 사물을 셀 때에는 고유어

만 쓰이는 것이다. 그 과정과 이유를 어휘사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

해 아라비아 숫자가 한글이나 한자와 달라서 쉽게 구별되어 인식되므로 점차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음을 끌어낼 수 있다. 

  (8)의 ‘시’가 ‘분, 초’와 달리 고유어 수사와 결합한다는 사실은 김광해(1998), 

김대행(2003), 구본관(2005)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국

어 화자들은 고유어와 한자어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고유어 수사와 한자

어 수사를 인식할 때 화자들의 머릿속의 고유어/외래어(한자어 포함)의 구분이 

학문적인 실제 구분과 다를 수 있음을 보인다. ‘시’의 경우 실제로는 한자어이

므로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오랫동안의 사용 결과 화자

들은 고유어로 인식하여 고유어 수사와 결합시키는 것이다.(구본관, 2008)

  이러한 시간의 인지적 차이는 국어 교육에서 ‘시간’ 관련 어휘사 학습과 ‘수

사’70) 읽기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될 수 있다.

 

    2) 가치적 측면

  

  사회구조가 바뀌거나 사람들의 취향이 변하면 그에 따라 평가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가 변화한다는 것은 결국 그 대상에 대

한 가치가 변화한다는 것인데,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보다 낮게 변화하는 것은 

‘의미의 하락’이라 하고 반대로 높게 변화하는 것을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변화도 사람의 인식과 사고라는 점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감’이라는 단어의 경우 과거에 남편을 '영감'이라고 하였다. 원

래 ‘영감’은 ‘정삼품 이상 종이품 이하의 관원’을 말하는 것이었다.(심재기, 

1982) 오늘날 판사나 검사를 특히 ‘영감님’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 

70) 15세기 이전의 수사 및 수관형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 본격적인 연구가 어려

운 실정이지만  ‘, 이틀, 사’ 과 같은 日數를 나타내는 단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구본관, 2001:26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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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원의 등급과 유사하여서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르던 존칭어 ‘영감’이 오늘날 일반화하면서 부부의 호칭어로, 또

는 남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바뀐 것이다. 실제 이 어휘는 소설 등의 문학 

작품에서 접할 수 있거나 연세가 많은 어른들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입

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단어이다.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휘의 변천을 의미 

뿐 아니라 가치나 사고의 작용으로 설명할 때 적합한 단어이기에 교육 내용으

로 가져올 수 있다. 

  역사적으로 특수 사회에서 쓰이는 호칭을 일반화할 때에는 거기에 조소적 

감정이 작용하거나 풍자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마누라’ 라는 표현 

대신 지금은 ‘아내’ 또는 ‘안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마누라’ 라는 표현은 

아내를 낮추거나 폄하하는 의미로 생각됨으로써 이 또한 의미의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마누라’는 현대 언어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어휘사를 

통해 접근하면 그 어원과 가치가 하락하게 된 원인까지 관심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어휘사이다.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모두 실려 있는 ‘훈민정음’ 단원에서

도 이와 같은 어휘를 찾을 수 있다.

  (9) 이런 젼··로 어·린 百·姓·셩·이 니르·고·져 · ·배 이·셔·도 ·:

내 제 ··들 시·러 펴·디 :몯 ·노·미 하·니·라 <월인석보, 세조 5년(1459)>

  여기에서 ‘놈’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하락한 예로 볼 수 있는데, 15세기의 

‘놈’은 지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켰다. 이 시기에 ‘놈’과 같이 ‘사람’

을 뜻하는 단어로 ‘’도 쓰였다. 물론 이 ‘’은 ‘사람’의 뜻보다는 ‘타인(他人)’

의 뜻으로 더 많이 쓰였다. ‘’은 지금 ‘남’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남’에 대한 방언형으로 ‘놈’을 쓰고 있다. 이렇듯 ‘’이 ‘놈’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고, ‘놈’이 ‘남’의 방언형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놈’이 

‘’에 기원을 두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실제 ‘놈’

의 어원을 ‘[他人]’에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놈’의 변화 과

정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놈’은 16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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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면 15세기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사람’을 지시하는 비칭(卑稱)으로 쓰

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평칭(平稱)에서 비칭으로 의미 가치가 하락한 것

을 의미한다. 또한 16세기 문헌에는 ‘사물’을 가리키는 예도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에서 ‘사물’까지 아울러 의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성우, 

2001:35~36) 학생들에게 국어사 시간에 이런 변화를 무조건 외우게 하는 것보

다 어휘사 자료를 통해 이해하게 될 때 훨씬 흥미를 많이 가지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어휘들까지 파급해서 사고를 확장하여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대어에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의미가 변한 다른 어휘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게 하고 그 변화 이유를 추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의미의 하락에 비하여 의미의 향상71)은 흔치 않다. 의미의 향상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낮은 관직 또는 직업이 점차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과거에는 ‘匠人’이라는 것은 비천한 계급을 나타내는 표현

이었는데 지금에는 비하의 뜻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에 긍지를 

가지고 일생을 바쳐 일하는 사람을 ‘匠人’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의미의 향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뒤에 접미사로 ‘장이’도 비천한 신분을 나타내었다. 예

컨대 대장장이, 땜장이, 미장이, 석수장이 등이 있는데, 현재는 그 의미가 격상

되어 쓰이고 있다. 예컨대, 멋쟁이, 안경쟁이가 해당된다.72)(천시권ㆍ김종택: 

248~249) ‘장인’과 ‘장이’의 관계를 어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우리 어휘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단어의 파생법까지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되고 변화, 발전하는 우리 어휘의 

양상을 대상으로 의미 관계 짓기나 구체적 사실에서 추상적 개념으로 사고를 

71) 울만(1962: 233~234)은 이런 개선적 발달을 두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향상이 

순순히 소극적인 경우로 점진적 약화의 과정에 의해 불쾌한 뜻을 가진 단어가 그 汚名

의 많은 것을 읽게 되며 의미가 적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개선절 

발달은 사회적 요인에서 생길 수 있는데 겸손하거나 심지어 천한 관직이 점차 위신이 

향상될 수 있고 결국 계층의 頂上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72) 현행 맞춤법에서 ‘-장이’와 ‘-쟁이’는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장이’에서 ‘ㅣ’모음 역행동

화가 일어나 ‘-쟁이’가 되었다. 그 결과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데 쓰이고 ‘-쟁이’는 “그런 외모나 차림 또는 성질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어 

‘멋쟁이’, ‘겁쟁이’, ‘욕심쟁이’, ‘무식쟁이’ 등으로 쓰인다. 곧 ‘장인’이란 뜻이 살아 있는 

말은 ‘-장이’로, 그 외는 ‘-쟁이’로 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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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내용의 처리 과정에서 학습자는 주어진 어휘와 관련

된 역사적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의 단어와 관련짓게 되고 동의 관계에 있는 

옛 어휘들과의 관계까지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고력의 확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3. 문화적 문식성 함양의 측면

어휘와 문화73)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브룩스(N. Brooks, 1965:85)는 언

어란 문화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문화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요소라

고 보았다. 문화의 속성 중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은 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는 어휘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어휘는 단순히 기호로서의 기능을 넘어 사회구조의 변화

와 민족 역사의 숨결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 그들의 생활 양식, 태도, 습관 등에 반영된 사회 구조의 변화와 

민족 역사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휘에 반영된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은 개인이 사회, 문화적 소통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 지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식은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문화적 유산과 그 가치

에 대한 인식,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어떤 문화의 장단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체화된다.

문화적 문식성의 내용 범주는 문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앎이 문화적 문식

성의 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수용하고자 

했다. 문화적 문식성이란 문화 인지의 효과를 교육에서 강조하는 개념으로 문

화적 문식성을 제반 문화적 맥락에 부응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일종이라고 정

의함으로써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74) 문화의 통시

73)  민현식(2003ㄴ: 432~433)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와 달리 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필

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국어교육의 문화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문화 변동의 시대에 능동적, 창조적 언어문화의 개척자가 되기 위함이다. 자

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균형 있는 문화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필요하다. 세대차를 극복하고 청소년이 안

정적 세계관을 갖추기 위함이다. 대중문화 편향을 극복하고 대중문화의 위험 속에서 청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어 사용 능력 자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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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태는 언어문화 중에서 수직적 시간태에 걸쳐 집적되고 전통화되어 전해

지는 문화 내용들을 국어교육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문

화의 규범성, 문화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교육적으로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문식성75)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문화 내용에 대한 지식, 또는 문화 

작용에 대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식이 국어교육의 내용과 어떤 생산

적 상호성을 가질 수 있다면,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이 지식 차원에서 활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략 차원에서 문화적 문식성이 개인의 언어 사용 전

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국어교육 자체의 전략을 기획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인기, 2002: 38∼39)

어휘사를 통한 문화 교육이 어휘사 속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의 이해를 유도

함으로써 국어 문화에 대한 단순한 이해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양한 문

화적 지식을 어휘사를 통해 습득하게 함으로써 언어능력 향상을 동시에 이끌

어 낼 수 있다. 어휘사를 통한 문화 교육은 여러 층위의 학습자에게 문화와 언

어 교육의 유용한 교육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기문(1991)은 ‘국어 어휘사 연구’에서 어휘 속에는 그 민족의 生活史, 精神

史가 응결되어 있으므로 어휘사는 다양하게 서술될 수 있고, 각 시대의 사회나 

문화의 특징을 그 시대의 어휘의 연구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한 시대의 단어들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사회 진화의 과정을 이해하

는 시도가 될 수 있듯이 한 시대의 관념들을 대표할 만한 ‘證人語’ 또는 한 걸

음 나아가 그 시대를 상징할 만한 ‘열쇠어’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76)

  울만(Ullmann)이 제시한 의미 변화 원인 중 역사적 원인에는 ‘지시물의 실

74) 문화 교육 수단으로써 가지는 어휘의 가치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까를로(M. De Carlo, 1998:101)가 어휘란 ‘언어 속에서 특권이 주어

진 문화의 장소를 대변’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디파이(J-M. Defays, 2003)의 ‘어휘는 

우리에게 여과용의 안경과 같은 도움은 주는 사회문화적인 선별수단이다’라고 한 말을 

통해 어휘를 통한 문화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75) 학습자 발달의 측면에서 문식성의 발달은 인간 발달의 사회, 문화의 제 요소와 연관된

다고 보았다. 발달은 개인의 생애사적 전개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속한 사회, 

문화적 관습에 부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발달은 그 공동체가 

기대하고 인정하는 문화적 적합성에 따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패

턴이 존재한다고 보았다.(최인자, 2001)

76) 마토레(Matore,1953:69)는 가령 1827년 이후의 불어에서 주된 열쇠어로 bourgeois, 부

차적 열쇠어로는 proletaire와 artiste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기문, 199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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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화’라는 측면이 문화적 문식성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원인이나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도 문화적 측면에서 내용 구성 요소로 선정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들을 관찰하노라면 어떤 단어는 다양한 문화사적 

설명을 요약해주고 있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발전되고 변모되는 새로운 문

물에 항상 새롭게 명칭을 붙여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며, 언어 자체가 

가진 경제성에도 반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능이나 효용상의 가치에 변

동이 없는 한 이미 존재하던 명칭은 새로이 생겼거나 그 전 사물로부터 발전

된 사물을 지시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언어의 보수성에 의한 의미변화 또는 새

로운 외부적 자극 그리고 역사적 원인에 의한 의미변화의 단어들이 여기에 포

함된다. 먼저, 여러 시대를 걸쳐 우리의 문화, 가치관과 가장 관련이 깊은 어휘

사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심재기(1982)의 연구 논의를 보면 지시물이 소멸된 어휘로 ‘격지(履)’라

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 ‘여러 겹으로 붙은 켜’라는 뜻으로 현대어의 ‘나막신’

을 뜻한다. 중세 및 근대어에서 ‘격지’는 ‘신발의 일종’으로 하나의 물명이었다. 

현대어에서 ‘나막신’이 없어지자 그 옛 단어인 ‘격지’는 추상적으로 轉用되어 

‘층’의 뜻으로만 한정되었다. 예로는 ‘뫼 던 격지오’(두시언해 16,2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대 언어에서 이렇게 지시물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사라진 옛 어

휘들을 찾아보는 것도 그 당시의 문명과 어휘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77)

  이와 달리 지시물의 본성이 변화함에 따라 어휘의 의미가 변하는 예로는   

‘출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출신’의 의미는 원래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 못한 사람’을 가리켰지만 현대에 와서 ‘인물의 지역, 학력 및 경력상의 배

경’이라는 의미로 변하였다.

  현대어에서 비꼬는 말로 ‘저런 출신 좀 봤나?’라고 쓰이기도 하는 것은 아마

77) 심재기(1982)에서 보면 ‘곡도(幻)각시’라는 단어도 현대어에서 ‘꼭둑각시(被操從者사람 

一般)’라는 뜻으로 쓰인다. ‘허수아비’와 현대어에서 동의어로 쓰이는 때가 많다. 물론 인

형극의 ‘꼭둑각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보기 힘들게 되었고, 단지 그 특성만을 

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의 의미로 ‘허수아비’의 전용과 함께 구별 없이 

쓰이게 되었다. 쓰인 예를 보면 ‘幻 곡되오 軀 모미라<금강경삼가해 二67>’가 있고, 

‘심심하면 나무든 흙이든 깎고 빚고 해서 꼭두각시를 만들어 보는 것은 그의 유일한 낙

이었다.<박경리, 토지, 1999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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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 못한 사람’이란 뜻의 은유적 용법이 어휘의 의미에 천

착됨으로써 ‘바보, 못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문

맥적 의미로서는 은유적인 용법이 존재하나, 현대어에서의 일반적 의미는 ‘개인

의 배경’을 뜻한다. 이런 용례는 이외에도 많다. 대체로 조선왕조의 몰락과 더불

어 의미변화는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초엽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작업

은 맹렬하게 전개되었는데 일반 평민이 계급적으로 상승하려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선 오늘날 이러한 호칭의 대부분

은 소멸되기 시작하였고 ‘영감78), 내시79), 마누라80), 주사81), 옥체82)’ 등만 완전

히 변화를 입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어휘는 지시하는 대상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지만 한 시대의 왕조의 운명과 함께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당시의 어휘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 구조나 의식 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이

런 어휘들은 현재에도 학생들이 문학작품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어휘들이므로 변화의 이유를 찾게 하거나, 과거의 의미를 바탕으로 현재에 어떤 의

미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추측, 논의해보게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다.

  그 외에 문화와 관련된 의미 변화 원인으로는 ‘외국어의 영향’과 ‘새로운 명

칭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는 어휘사 내용 범주의 ‘차용어’라는 측

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 언어의 어휘 체계가 변화하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어휘의 증가인데, 이는 문물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어휘가 대량으로 필요하

게 되는 때에 외국 언어로부터의 차용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어휘 체계 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어 간의 차용에 관한 연구는 

어휘사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언어에서 이루어지는 차용 

현상에 관한 이론83)과 유형은 2장에서 시대별로 정리한 바 있다. 

78) ‘영감’은 당상관(堂上官)이라는 의미에서 노인, 부부간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바뀌었다.    

79) ‘내시’는 임금의 내전비서, 內侍府官員라는 의미에서 거세자라는 의미가 첨가되었다.

80) ‘마누라’는 嬪에 대한 敬稱에서 장년급 이상의 여인이나 부부간 부인에 대한 호칭으로, 

현대에 와서 폄하하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81) ‘주사’는 관가의 屬員으로 현대의 4급 공무원 정도인데 일반인의 경칭으로 변하게 되었다.

82) ‘옥체’는 왕 및 왕비의 신체에 대한 敬稱에서 지금은 일반인의 신체에 대한 경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83) 주요 내용을 보면, 차용은 그것이 단순한 수입인가, 어느 정도의 자국어 요소에 의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차용어, 차용 혼성, 차용 변환으로 크게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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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에는 고대 국어에서 이미 ‘붇’(筆), ‘먹’(墨)84) 등의 외래어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또한 한자가 유입되면서 한자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다. 불교의 전파

로 ‘부텨’(佛陀), ‘미륵’(彌勒), ‘보살’(菩薩)과 같은 불교 용어도 우리말에 들어왔

다. 이 시기에 중국의 영향과 불교의 영향이 우리 문화에도 지대했음을 알게 

해주는 어휘이다.

  중세 국어에서도 외래어들이 많이 보이는데, 전기 중세 국어 시기에는 몽골

어에서 많은 외래어가 들어왔다. ‘가라말’(黑馬)85), ‘아질게’86)나 ‘졀다’,(赤馬)와 

같은 말 관계 어휘, ‘보라매’(秋鷹), ‘갈지게’(黃鷹)와 같은 매 관계 어휘, ‘고도

리’87), ‘오’, ‘텰릭’88)과 같은 군사 어휘, ‘슈라’(御飯)89)와 같은 음식 관계 어

    이는 다시 단어의 새 의미와 낡은 의미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새 의미가 낡은 의미와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동음

어라고 하며, 새 의미와 낡은 의미 사이에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경우는 차용 동의

어라고 부른다. 이 차용 동음어, 차용 동의어 등의 새로운 술어에 대하여 Weinreich는 

종래 의미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동음성과 다의성이 더 편리한 것이라고 말한다. 

의미의 확대 과정에서 의미상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동음어가 생기고 그런 차이가 

없을 때에는 다의어가 생긴다고 Weinreich는 지적한다. (김광해, 1993:246 재인용)  

84) ‘붓’과 ‘먹’이 이들 한자가 이른 시기에 들어 올 때의 음이었고, ‘필’과 ‘묵’은 나중 시기

의 음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구본관, 2007:86)

85) 가라말은 17세기에 ‘가라’의 형태로 처음 문헌에 등장한다. 이것은 어원적으로 몽골

어‘gara(黑)’에 ‘’이 결합된 것이다. 말에 관련된 어휘는 ‘고라말’, ‘공골말’ 등 이러한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가 많다. ‘가라’은 후에 ‘ㆍ’가 ‘ㅏ’로 바뀜에 따라 ‘가라말’로 변

화한다.(국립국어원, 2010)

86) 아질게는 ‘새끼’ 또는 ‘어린 것’이란 뜻으로 새끼말을 의미한다. 

87) ‘고두리’는 16세기 문헌에 ‘고도리’의 형태로 처음 문헌에 나타난다. ‘고도리’는 몽고어 

‘qodoli'의 차용어이다. 화살을 가리킬 때의 ‘고두리’는 ‘고두리살’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표준어이다. ‘고두리’와 관련한 관용표현으로는 ‘고두리에 놀란 새 같다’가 있는데, 이 

말은 ‘고두리살에 맞은 새처럼,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어로 작은 새를 잡는 데 쓰는 화살. 또는 그 화살을 갖춘 활을 뜻

한다.(국립국어원, 2010)

88) ‘철릭’은 예전에 무관이 입던 공복(公僕)을 말한다. 이 어형은 16세기에 처음으로 ‘텬릭, 

텰릭, 털링, 텰링’ 등으로 나타나는데, ‘텬릭’과 ‘텰릭’은 어중의 ‘ㄹ-ㄹ’에 대한 표기법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털링’과 ‘텰링’은 어간 말음이 ‘ㅇ’이라는 특징이 있

다. ‘철릭’은 한자어 ‘첩리(帖裏)’에 대응되어 중국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

지만, 이는 몽골어 ‘terlig’, 또는 ‘terelig’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세기

에는 ‘텰릭’형에 구개음화가 실현되어 ‘쳘릭’이 확인되며, 대응되는 한자어도 ‘천익(天

翼)’으로 되어, 실제 발음도 ‘천익’으로도 나타난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철

릭’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89) ‘수라’는 중세국어 문헌에 ‘水刺’(內訓 1:40)로 표기되어 나온다. 이기문(1991:157)에서

는 ‘水刺’에 대한 한자음 표기 ‘랑’를 들어 ‘水刺’가 ‘슈라’로 읽혔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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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들이 몽골어에서 들어왔다. 이런 어휘사적 사실은 고려 때 몽골의 침략이라

는 역사적 사실과도 밀접하다. 몽골의 영향으로 어휘도 몽골계 어휘가 많이 들

어올 수밖에 없었음을 어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초원

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 ‘매’와 ‘말’, ‘군사’ 관계 어휘가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몽골계 차용어 중 ‘보라

매’나 ‘슈라’ 같은 단어는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어휘

사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자어가 다량으로 침투

하였는데, 후기 중세 국어 문헌에는 한자어가 한자로 적히지 않고 한글로 적힌 

예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한자어의 국어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보인

다.(김광해,1993:407) 예를 들어 ‘딤’라는 단어는 ‘짐’와 ‘짐츼’를 거쳐 현대 

국어의 ‘김치’에 이르게 되었다.90)

  어휘사 자료에서 ‘김치’가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16세기의 ‘딤’이고, 이 

단어는 한자어 ‘침채(沈菜)’에서 온 말로 ‘딤’는 16세기보다 훨씬 이전의 한

자음을 반영한 것이다. 본래 ‘김치’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말은 중세국어 문헌에

서 합성어인 ‘겨디히’ <1481, 두시언해초간본, 03:51>와 ‘쟝앳디히’ <1517, 번

역박통사, 상:56>의 구성 요소로 나오는 ‘디히’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91) 무엇

보다 이러한 어휘사적 사실을 통해 한 때 쟁점이 되었던 ‘김치’의 종주국 논쟁

실제 근대국어 문헌에는 ‘슈라’(서궁일기 6)로 표기되어 나온다. 이 ‘슈라’에 대해 이기

문(1991:156-159)에서는 ‘湯’을 뜻하는 몽고어 ‘šülen’에서 차용된 말로 보고 있다. 아

울러 몽고어에서 ‘湯’을 뜻하던 단어가 고려에 들어와 ‘御膳’이라는 특수한 의미로 변한 

것은 언어 차용이 궁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남으로써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슈라’가 필시 궁중에 한정되어 있었고 오직 임금이나 왕비에게만 제공된 데서 ‘御

膳’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슈라’는 19세기 말의 <韓英字

典618>(1897)이나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 518>(1920)까지도 ‘슈라’로 표기되어 나온다. 

그러나 19세기 말에는 ‘수라’(國漢會語 187)로 표기되어 나오기도 한다.

90) 최근의 김치 논쟁에 의하면 김치가 일본에서 왔다는 주장에 대해 어휘사 교육을 통해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정확한 개념의 전달과 확립을 위해 잃어버린 옛 어휘를 살

려 쓸 필요성이 있음을 환기시켜 준다.

91) 현대어의 ‘짠지, 오이지’의 ‘지’는 이 ‘디히’의 후대형이다. 그리고 ‘김치’를 뜻했던 다른 

형태로 16세기의 ‘팀’도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다. 신증유

합(1576)에 ‘沈’은 ‘길 팀’으로 음훈이 달려 있고, ‘菜’는 ‘ ’로 음훈이 달려 있

다. 문헌 자료를 통해 이 ‘침채(沈菜)’라는 한자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 ‘팀’의 후대형으로는 18세기의 ‘침, 팀’, 19세기의 ‘침, 침

채’, 20세기의 ‘침채’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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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옛 어휘를 살려 씀으로써 우리말에 대한 자긍

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또,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게 하고 분석하게 한다면 문

화 교육과 사고력 교육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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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의 실제

  1.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의 방향

  

  지금까지 논의한 어휘사 교육 내용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시

하기 위해서는 어휘사 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그에 맞는 수업 내용을 설계해

야할 것이다. 또한 어휘사 내용이 학생들에게 지식으로만 학습되는 지루한 내

용이 아니고 살아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업 전략과 교수-학

습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1.1. 국어 어휘사 교육의 목표 정립

  앞서 논의에서 어휘사 교육은 국어 지식과 문법적 사고력, 문화적 문식성의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어휘사 교육은 과거의 어

휘 사실 자체에 대한 이해와 어휘가 가진 문화적 가치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 어휘사 교육의 

목표는 어휘사가 차지하고 있는 국어 교육에서의 위상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교육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해 언급된 교사ㆍ학습자

의 요구도 고려하였다. 어휘사 교육은 어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

고,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어휘사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국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지식)

  (2) 어휘의 역사적 인지 과정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국어 탐구     

     능력을 기른다.                                            (사고)

  (3) 어휘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어휘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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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사 교육 목표 (1)은 어휘사 교육의 중요성과 의의에서 논의했던 ‘국어 

지식 배양’에 대한 것으로 국어 어휘사의 기본적 성격과 관련된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국어과 내용체계 중 지식92)의 요소를 담고 있다. (2)는 어휘의 사고

와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3)은 앞의 두 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목표

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사실과 관련된 어휘사의 교육과 미래의 국어 문화 창

조를 위한 태도 사이의 관련성을 보이고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는 어휘

사 교육의 목표를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서 언어 의식의 고양이

나 국어 문화 함양, 국어적 사고력 신장 등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 아래 긴밀하게 구성된 어휘사 교육은 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의 원리 

 

    1) 통합 교육 중심

  현재 교육과정에서나 교과서에서는 어휘사 관련 내용이 많지 않다. 문제는 

그 내용들조차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어휘사 지식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휘사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국어 교과의 단원 내용으로 설정하도록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다.93) 다른 국어 교과의 영역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영역 간, 영역 내의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서 제작과 관련하여 국어 교육 영역 간의 통합이 매우 권장되고 있는 편

이다. 국어 교육 영역 내의 내용 요소끼리의 통합 교육은 학습자들의 학습량 

부담을 줄이면서 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특

히, ‘국어 지식’ 영역에서 ‘현대 국어’나 ‘국어 규범’ 등과 어휘사 지식을 통합시

92) 어휘사 교육의 목표로서의 ‘지식’은 선언적 지식(혹은 명제적 지식)뿐 아니라 절차적 

지식을 포함한다. 선언적 지식은 형태, 의미, 통사, 화용 지식을 뜻하고, 절차적 지식은 

단어 처리 과정에 대한 수행적 지식 등을 의미한다. (이영숙, 1996)

93)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량 부담을 고려하여 학습 요소 항목을 점차 감소하

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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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교육하는 것은 영역 내 통합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 달리 고전문학을 가르칠 때 어휘사 교육을 함께 병행한다면 학생들의 문학

적 소양과 어휘사적 지식을 모두 고양시킬 수 있어 영역 간 통합학습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휘사 지식을 부담 없이 교과서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독립형 단원보다는 

영역 간이나 영역 내에서 단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읽기 영역과 

통합하여 읽기 자료로 ‘수 관련 어휘의 역사적 특징’과 같은 내용의 글을 교과

서에 수록한다거나 ‘어리다’와 ‘어리석다’의 어원관련 글이나 ‘기침’과 ‘고뿔’의 

어원에 관한 글은 학습자들이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읽기 자료인 동시에 어

휘사 지식도 새롭게 알게 되고 탐구심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은 국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교육 장면에서 이와 같은 언어 기능

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함께 학

습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에 어휘사 교육 내용은 바탕이 되는 

국어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이 근본적으

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통

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94) 이와 같은 기능은 상황적 맥락 속에

서 학습될 수 있다. 이 때 정확하고 명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어휘사 지식이 

활용될 수 있다. 

  국어과는 국어를 다루는 과목이고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특수한 언

어적 경험을 제공하는 과목이라고 할 때, 영역 간, 영역 내의 통합학습이 유용

할 것이다.

  

94) 학습자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취지에 맞춘다면 통합교육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통합교육은 총체적 언어교육(whole language 

education)과 관련이 있다. 총체적 언어교육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습자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익히는 것을 말한다. 80년대 

중반에 구미를 중심으로 일게 된 이 총체적 언어교육은 기존의 획일화된 언어교육에 

반대하여 학습자 중심의 언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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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자 수용성 중심

  국어교육에서 어휘사 교육은 국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성격을 띠

고 있어 학습자보다는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어휘

사의 경우는 학생들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우리말에 대한 학습이므로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이에 따라 어휘사 관련 내용들은 

‘국어’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교사 중심의 교육이 행해졌다. 또한 ‘어휘사’에 배

당된 수업시수는 한정되어 있고, 주로 ‘어휘사’ 내용이 국어사나 어휘지식의 내

용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어휘사’에 관한 수업은 충분한 탐구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주입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95) 하지만 7차 교육과정에

서는 무엇보다 학습자 중심의 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학

습자가 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특히 언어 자료(음성 언어, 문

자 언어, 시각 언어)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학습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1:70)

  어휘사라는 내용의 특성상 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

라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휘사가 학습자에게 과거 국어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국어 모습을 예측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휘사 교육 내용도 충분히 학습자 중심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휘사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과거의 언어자

료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3) 문맥을 통한 변화 과정 중심

  모든 어휘는 문장 속에서 그 생명을 가진다. 소멸된 어휘의 의미와 의미가 

변화한 어휘는 물론, 형태가 변화한 어휘도 문장을 통해서 그 뜻을 인식할 수 

95) 앞선 논의 중 ‘어휘사 교육의 실태’에서 학생들의 설문 결과 ‘어휘사’를 어렵고 재미없

게 여기는 원인으로 ‘주입식 교육’과 ‘딱딱한 수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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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국어 교육에서 한 편의 고전 작품이나 옛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어휘의 개별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어휘가 다양하게 사용된 여러 자료의 

문맥적 의미를 통해 파악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휘가 전달하는 정보는 특정한 언어 사용이나 문맥에서 유용하다. 어휘사의 

정보도 의미나 사용의 언어적인 지식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형성

하고 사용하는 상황이나 문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멸된 어휘의 의미와 의미가 변화한 어휘는 물론, 형태가 변화한 어휘도 문

장을 통해서 그 뜻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 옛 글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어휘

의 의미를 개별 형태와 관련해서 외울 필요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

다. 특히,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쉽게 볼 수 있거나, 머릿속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의 경우는 그 지도가 비교적 수월할지 모르겠으나, 의미장96)만 가

지고 있는 단어의 경우는 문장과 문맥을 통하지 않고는 참다운 의미를 찾아 

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어휘사는 문장이나 문맥을 통한 접근일 때 

그 쓰임새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낱말의 참다운 의미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런 젼로 어린 셩이 니르고져  배 이셔도 제 들 시러 펴디 

못  노미 하니라. (국어(상), 훈민정음언해)

  (1)에서 ‘어린 셩’의 ‘어린’의 뜻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적은’(幼)의 뜻이 

아님은 문맥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모든 백성이 나이가 적다는 의미는 

어색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어진 문장을 살펴볼 때, ‘자

기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곧,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96) 국어에서 의미장(意味場, semantic field)은 의미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하나의 작은 장이 모여서 큰 장을 이루고 큰 장이 모여서 

보다 큰 장을 이루며, 보다 큰 장들의 집합은 궁극적으로 한 언어의 어휘의 총화가 된

다. 또한 한 어휘의 의미는 그 장에 속해 있는 다른 어휘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규

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場’을 그대로 옮겨와 ‘언어장’, ‘의미장’ 등의 용어

로 쓰고 있었는데 허발 선생님에 의해 ‘밭’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제안으로, ‘낱

말밭’, ‘언어밭’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김광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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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앞의 ‘젼’의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이런’이 지

시하는 내용 때문에 ‘어린∼하니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젼’의 의

미는 ‘이유’나 ‘까닭’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젼’는 현재 사용된 용례가 없으

므로 소멸되었고, ‘어린’은 후대에 ‘나이가 적은’이란 뜻으로 의미가 변화되었음

을 어휘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중세어 문헌에 나타나는 어휘는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그 결과가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우리 어휘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오랫동안 일어난 

것이며,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현재의 어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언어의 변화가 어떠

한 변화 과정을 겪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 및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휘의 다양한 사용을 어휘사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정확하게 표

현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적인 변화까

지도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2.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 방안

    2.1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의 모형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 어휘사가 그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국어사 교육

의 주변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도 적절한 교수-학

습 방안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어휘사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앞에서 제

시한 교육의 목표와 교수ㆍ학습의 원리에 따라 실제 교수-학습의 틀을 설계하

고자 한다. 

  먼저 과거 언어 자료를 학습자들의 수준과 교육 목적에 맞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때 과거 언어 자료를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박성종

(1997:57~63)에서는 과거 언어 자료를 현대어로 번역하여 수록하는 단계, 일

부 수정하여 수록하는 단계, 원전대로 수록하는 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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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게 살폈다. 그는 현대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원래 언어 자료

와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전통 언어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함

께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고 보았다. 이

는 학습자들이 원문을 접했을 때 느끼는 부담감과 어려움을 오히려 새로운 지

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언어 자료를 제

시할 때 현대어 표기와 함께 원전 자료를 나란히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에게 어휘사 자료를 제시한 후 그것을 활용한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

여 모둠별 협동 토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 때 옛 어휘의 해석과 현대 어휘

와의 비교, 변천 과정에 대한 토론이 협동적 지식 구성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

게 한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옛 어휘에 대한 어원 이야기나 사전적 정보

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보충자료(미디어 활용이나 PPT 자료 등)로 제공해준다. 

어휘사 자료의 해독을 위한 활동으로 현대어로 바꿔 쓰기나 옛말과 비교하여 

달라진 어휘 찾기 등을 하는 등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문

제를 해결한 후 모둠별로 발표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

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의 협동 중심 탐구 학습이 끝난 후 

교사가 학습 내용을 재정리해주면 오류나 혼란을 교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과

정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 언어 자료 실제 형태로 제시  자료 읽기


 

2단계 : 과제 부여 문제해결 중심 과제 



 

3단계 : 문제 해결 활동

- 옛글과 차이점 찾기, 현대어로 바꾸기 등 

 모둠별 활동, 토의 

–보충 단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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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확인 및 적용

- 모둠별 발표, 학습 내용 재정리  

 교사의 정리 및 

오류 교정

[표 16] 국어 어휘사 교육 모형 

    2.2. 협동적 탐구 학습을 활용한 옛말과 현대 말 비교하기

  

  문법 교육 영역의 교육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을 토대

로 하여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전체적인 교수-학습

은 기존의 탐구 학습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그 과정상에서 협동 학습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지식’ 영역을 학습할 때 탐구학습을 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국어사 지식 또한 과거의 언어 현상들을 바탕으

로 한 탐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현대국어와 연관시킨 활동도 가능하므로, 

어휘사 교육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다. 탐구학습은 원래 과학

이나 사회 과목에서 많이 사용하던 교육 방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어과에

서도 적용 가능한 교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선 탐구의 과정을 통해 지

식을 발견(이해)할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97)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중심되어 ‘과정’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국어과에서 탐구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탐구 학습은 학습 내용(지식이나 개념)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그것의 

확장된 의미까지도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탐구 학습 과정을 통

해 해당 학습의 내용 뿐 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 사고력, 탐구력 등을 기를 

수 있고 이를 다른 여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어과에서 탐구학

97) 김광해(1997:118~212) 에서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탐구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문제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내는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어 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태도

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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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권장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적 탐구 학습 방법98)을 활용하여 어휘사 교육 방안을 모

색하였다. 협동적 탐구 학습은 협동 학습과 탐구 학습을 적절하게 접목시킨 방

법으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휘사 관련 과제를 여러 명이 함께 의

견을 나눠가면서 학습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휘사 교육 방법으로 

활용할 만하다. 먼저 ‘색채’ 관련 어휘사와 ‘수’ 관련 어휘사를 중심으로 교수-

학습 방법을 고안하였다.

  본 수업의 지도 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도 과정과 구체적 수업 방안은 다음과 같다.

98) 협동학습의 방법 중에는 ‘집단 탐구 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는 협동학습과 탐구학습을 혼합

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성연 外, 2007:121~135)

    ① 주제 선정 및 소집단 구성 : 주제 탐구, 질문 생성, 질문 분류, 하위주제 결정 등

    ② 계획 수립 및 역할 분담 : 협동 계획, 관련 자료 선택, 탐구 내용 결정, 역할 분담 등

    ③ 탐구 활동 : 다양한 자료로부터 정보 파악, 관련 자료 분석, 정리, 질문에 대한 대답  

               형성 등                       

    ④ 발표 준비 : 탐구 결과에서 주제 파악, 탐구 결과의 설명 등

    ⑤ 발표 : 지식의 유의미한 활용 설명, 명료한 발표

    ⑥ 평가 : 사실적 지식 평가, 탐구 활동 수행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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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유어를 대상으로 할 때 전통적인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는 형용사를 기준으로 

‘푸르다, 누르다, 붉다, 희다, 검다’의 오색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말은 오색 중에

서 형용사인 ‘푸르다, 누르다, 붉다, 희다, 검다’가 명사인 ‘파랑, 노랑, 빨강, 하양, 

검정’이나 그 밖에 부사나 동사보다 더 기원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푸르다, 누

르다, 붉다, 희다, 검다’도 기원적으로 다른 대상에서 온 것으로 파악된다. 언어 보

교수-학습 내용 어휘의 역사를 통한 옛말과 현대말의 비교 차시 1/1

학습 목표

◦ 어휘가 역사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옛말과 현대말의 비교를 통해 문법적 사고력을 넓힐 수 있다.

◦ 옛말에 담긴 우리 의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수업 전략   협동적 탐구학습 

학습 자료   어휘 자료 인쇄물, 학습지,  PPT자료

과정(시간) 교수 – 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5분)

전개(35분)

정리(10분)

► 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 제시 

► 언어 자료 제시 및 과제 확인

► 모둠별 활동 : 옛말과 현대말의 비교, 차이점  

              찾기, 필요한 정보 찾기 

                과제 해결하기        

► 토의한 내용 발표하기

► 결론 확인 및 재정리( 교사의 오류 교정 )

- 모둠 정하기

- PPT 자료 제시  

(어휘의 사전적 자

료, 변천 역사)

- 인터넷 동영상 

- 학습지

  

 1) ‘색채 어휘사’ 관련 교수-학습 활동 

   

  ◈ 수업 목표

   ㆍ색채어를 통해 다양한 어휘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ㆍ색채어휘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 미세한 의미 차이를 발견한다.

   ㆍ색채어에 담긴 옛 선인들의 문화와 의식을 깨닫는다.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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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으로 색채어는 대부분의 언어들에서 인간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자연 환경을 표현하는 말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푸르다, 누르다, 붉다, 

희다, 검다’의 기원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 왔다. 여러 

논의에서 공통적인 것은 ‘푸르다’는 ‘풀(草)’에서, ‘붉다’는 ‘불(火)’에서, ‘희다’는 ‘해

(日)’에서 왔다는 것이다. ‘풀, 불, 해’ 등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견해가 개연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 색채어는 기원이 명

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친숙한 사물 명사’에서 ‘형용사’로 발달하고 이 형용사

에서 다시 ‘추상적인 색채 명사’나 부사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푸르다, 누르다, 

붉다, 희다, 검다’와 관련되는 추상적인 색채 명사들인 ‘파랑, 노랑, 빨강, 하양, 검

정’ 등은 ‘검정’을 제외하면 대체로 ‘푸르다, 누르다, 붉다, 희다’의 파생 형태인 ‘파

랗다, 노랗다, 빨갛다, 하얗다’에서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한자어를 제외한 차용 색채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99)

 가. 다홍(大紅), 디(紫的), 야청(鴉靑), 야투로, 야토록, 야토룩(鴨頭綠) 

 나. 셜아, 가리운, 가라(), 간쟈()/간져(), 갈지게, 고라(), 구렁(), 졀다  
     /졀(), 보라매, 튀곤, 궉진, 숑골 

 다. 오렌지, 핑크, 레드, 화이트, 그린, 블루

          -구본관(2008), 한국어에 색채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中에서 

② 한자어 색채어: 흑색, 청색, 황색, 적색, 갈색, 녹색, 자주색, 회색, 분홍색, 농갈색,

                 담홍색, 심녹색, 천녹색, 순백색, 진갈색, 연보라, 선홍색, 암갈색,   

                 적갈색, 홍갈색, 비취색, 미색, 상아색, 은백색…

 (1) 위 자료를 통하여 과거와 오늘날의 색채어를 조사한 뒤 서로 비교해보자.

 (2) 색책어의 기원을 통해 어휘 변화 과정을 유추하고 색채어의 차용 양상과  

    그 원인을 알아보자.100)

99) 학습자들에게 자료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 ‘가’는 근대 중국어 차용어로 제시한 

것들이고, ‘나’는 몽골어 차용어의 말 이름과 매 이름 중에서 색채 표현이 포함된 것을 

모은 것이며, ‘다’는 개화기 이후 들어온 서양어계 차용어 색채어들임을 추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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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당시 언중들은 한자어를 포함하여 차용어 색채어와 고유어 색채어를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였을 지를 추측해 보자.

  <활동 1>을 실제 수업하면서 15, 16세기 자료를 보조 자료로 제공하여 당시

의 색채어를 찾아보게 하였다. 모둠별 토의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사고 구술(think-aloud)을 유도해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1)번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보충 자료와 각종 문헌 자료, 인터넷 자료를 열

심히 조사하고 흥미를 보였지만 옛 어휘들이 나오자 해석과 읽기 상의 어려움

을 호소하였다.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자료를 읽고 난 후에 다시 모둠별로 현

대어와 중세 시대의 색채어 체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았다. 특히 학습자들

은 색채의 기원에 대해 흥미를 많이 가졌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색채어가 대부

분이 차용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기도 했다. 현재의 영어 차용어를 같이 학습

하자 차용어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

자는 한자어 보다는 영어를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음은 모둠별 탐구 활동 중 학습자들의 사고 구술 과정과, 수업 후의 경험

을 인터뷰를 통해 기술한 내용이다.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경험도 교육 내용 구

성에 반영되도록 하였다.101)

  (가) 혜인: ‘푸르다’가 ‘풀’에서, ‘희다’가 ‘해’에서 왔다면 ‘노랗다’는 ‘노을’에서  

            온 걸지도 몰라.  [HS-1]

      준우: 하긴 ‘노을’ 색이 노라니까 가능하다. ‘누렇다’는 ‘누룩’에서 온 건가?

      한나: 그럼 ‘검다’는 어디서 왔을까?  [HS-2]

                                ：

                                ：

      소연: 중세에는 한자 차용하고 몽골어 차용하다 이제는 영어를 빌린 걸  

100) 시대에 따라 차용어를 통해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였음을 학습자가 탐구하게 한다. 과

거에는 한자어를 빌려왔지만 요즘에는 영어를 빌려와 색채를 표현하고 있음을 파악하

게 하고, 그 원인을 모둠별로 토론을 통해 끌어내게 한다. 색채어의 차용 양상이나 차

용된 색채어의 쓰임을 통해 색채 어휘 체계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다.

101) 앞서 연구 방법에서 밝힌 것처럼 수업 후 인식의 변화는 경험 구술지를 사용하였으

며,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번호는 [HS-1,2,3,…]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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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차용을 하게 된 이유가 가까운 나라라서 그런가봐. [HS-3]

      재혁: 옛날에는 직접적인 침략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적인 접촉이 더  

           많아서 그런지도 몰라. 물건 이름이 다 영어잖아. [HS-4] 

      지인:  지금 물감을 봐도 한자어 색채어 이름이 더 많은 걸 보면 고유  

          어보다 한자어를 언중들이 많이 썼나 보다. [HS-5]

  (나) 연구자: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색채어를 어휘사를 통해 배웠는데 이해하기  

              어려웠나요?

      수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색에 대한 어휘가 다르게 느껴져요. [HS-6]

      진성: 기원을 알고 배우니 그냥 외울 때보다 이해가 쉬웠어요. [HS-7]

      현우: 그래도 중세 국어 어휘 자료는 읽기 어려워요. 하지만 나름 아는 게  

            생긴 느낌이에요.  [HS-8]

      연희: 어휘 하나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어요.[HS-9] 

      진안: 수업 전에는 따분한 국어사 수업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찾아  

            보고 어휘의 변화를 정리해 보니 재미도 있었어요.    [HS-10]

        

  2) ‘수 어휘사’ 관련 교수-학습 활동

 <활동 2>

※ 다음 자료를 통해 과거의 수 표현에 대해 알아보자.

  (1) 나ㅎ, 둘ㅎ, 세ㅎ, 네ㅎ, 다, 여슷, 닐굽, 여듧, 아홉, 열ㅎ, 스믈ㅎ, 셜

      흔, 마, 쉰, 여, 닐흔, 여든, 아, 온, 즈믄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믈,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百), 천(千)

  (3) 나차히, 둘차히, 세차히, 네차히, 다차히, 여슷차히, 닐굽차히, …열

      차히, 열나차히, 열둘차히,…스믈차히, 스믈나차히…셜흔차히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 열째, 열한째, 열두째, 

      스물째, 스물한째, 서른째, … 여든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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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과 (2)의 자료를 보고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기수사를 비교하여 보자.

  1-1. 어휘 변화의 과정에서 규칙성을 추론해 보자.

  1-2. 과거와 현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서 정리해 보고, 그 원인을 생각  

      해 보자.

2. (3)과 (4)를 통해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서수사를 만드는 규칙을 생각  

  해 보자.

  2-1. 서수사를 만드는 접미사를 찾아보자.

  2-2. 과거의 서수사와 현대의 서수사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해보자.

  2-3. 15세기에 서수사를 만드는 다른 방법에 대해 자료를 찾아서 탐구해보자.

        

<활동 3>

  (5) 가. 낟재<소학언해 5:100>, 낫재<소학언해 5:16>, 첫재<한청문감 4:27>

     나. 둘채<원각경언해 하:3-2:83>, 둘차<능엄경언해 7:23>, 둘짜<남명집언해 하:1>  

     다. 세차<금강경삼가해 2:33>, 셋재<번역소학 8:21>, 섿재<소학언해 5:100>

     라. 네차<석보상절 6:36>, 넷재<번역소학 8:21>, 넫재<소학언해 5:100>

     마. 다재<번역소학 8:23>, 다슷재<소학언해 5:102> 

3. 위의 15세기 수 표현 자료를 통해 규칙성을 찾아보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제시된 자료의 그 이후의 수 표현을 만들어 보자.

  학습자들은 ‘수’ 관련 어휘사 활동을 비교적 재미있게 해 나갔다. 15세기 ‘수’  

표현과 현대의 ‘수’ 표현을 비교하는 활동에서 차이점 보다 공통점이 많다고 생

각하였고 ‘하나ㅎ’에서 ‘ㅎ’이 왜 붙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또 ‘나ㅎ’의 

‘ㆍ’와 ‘마’의 ‘ㅿ’ 등 소멸된 글자를 교과서의 국어사 단원과 연계하여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어사적 지식까지 알게 되어 어휘사를 통해 ‘국어지식’까지

도 학습할 수 있었다. <활동 3>에서는 서수사를 만드는 규칙도 자료를 통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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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내용 언어 자료를 활용한 어휘사 통합 학습 차시 1/1

학습 목표

◦ 어원을 통해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고전 작품에 담긴 민족의 사고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문법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다. 

수업 전략   협동적 탐구학습 

학습 자료   어휘 자료 인쇄물, 학습지,  PPT자료

과정(시간) 교수 – 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5분) ► 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 제시 

게 찾아내어 3번 문제에서 그 이후의 수를 서수사로 만드는 활동은 모둠별로 

경쟁이 붙어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어렵고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

했던 어휘사 수업이 적절한 교육 내용과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수업 방안만 주

어진다면 가장 활동적인 국어 수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정민: 과거의 수 표현과 현재의 수 표현이 공통점이 많은 듯 해.

           특히, 기수사는 규칙이나 용어가 무척 비슷하군. [HS-11]

      주원: 서수사도 붙는 접미사가 현대랑 비슷해. ‘차히’도 있고, ‘재, 채, 차, 짜’  

           등이 순서와 관련된 접미사였나봐. [HS-12] 

      수연: 그런데 똑같은 수인데도 어떤 자료에는 ‘-차’가 붙거나, ‘-채’가 붙  

           거나, ‘-짜’가 붙어. 지금보다 수 표현이 다양했나봐.  [HS-13]

      예림: 우리도 세종대왕처럼 ‘수’를 만들어 볼까?  [HS-14]

      

  2.3. 언어 자료를 활용한 영역별 통합 학습       

  

  교수-학습 원리에서 제시한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어휘사 교육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우선 어원 자료를 활용해 ‘읽기’ 교육과 ‘국어 규범’ 교육과의 

통합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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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35분)

정리(10분)

► 언어 자료 제시 및 과제 확인 : 어원 읽기 

자료, 고전 작품 자료, 언간 자료 제시

► 모둠별 활동 : 자료에 나타난 어휘 변화 양

상 정리하기, 어휘 변화 원인 추측해 보기, 활

용 상황 설명하기, 의미의 변화 해석하기, 높

임법 등의 문법적 지식 이해하기     

► 토의한 내용 발표하기

► 결론 확인 및 재정리( 교사의 오류 교정 )

- 모둠 정하기

- PPT 자료 제시  

(어원 자료와 고전 

작품 어휘의 변천 

역사)

- 인터넷 동영상 

- 학습지

   

  1) 어원 자료를 활용한 통합 학습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휘의 어원을 밝히는 분야는 흥미진진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어원론이라 

해도 영원한 가설로 머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약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이기문, 1991:80)102) 하지만 교육의 자료로서는 이런 약점마저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어휘의 기원에 대해 여러 연구 

논의를 읽기자료로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토론의 장을 만들 수도 있고, 적절한 

국어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조현용(2000)은 어원연구의 성과를 그대로 어휘교육에 연결시킬 것

이 아니라, 고유어 어원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째는 지나치

게 전문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설명의 용이성을 들었다. 둘째는 설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는 우리 민족의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어원 추정을 이용한 의

사소통적 접근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제안하였다. 

  

102) 어원을 탐색하는 작업은 그 작업이 아무리 정치하다고 하여도 어느 단계에서건 반드

시 직관에 의한 추론과 상상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언어학의 어떤 하위 분야보다

도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심재기, 19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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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원 추정 방법>

  ➀ 어원추정의 원리를 가르친다.(명사-용언 등)

  ➁ 어휘를 제시한다.

  ➂ 학생들을 그룹별로 만들어 어원추정을 하게 한다.

  ④ 어원 추정의 내용 및 이유를 발표하게 한다.

  ⑤ 교사가 어원에 대한 설명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원 자료를 어휘사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읽기 수업과 국어 

규범 수업과의 연계 방안을 구안해 보았다.

  

 ◈ 수업 목표

  ㆍ어원을 통해서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다.

  ㆍ어원을 통해서 국어 규범과의 관련성을 확장할 수 있다.  

  ㆍ어원을 통해 한 민족의 사고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자료 1]

                         ‘도루묵’의 語源103)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흔히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원

래 ‘도루묵’은 도루묵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25cm 정도이고 옆으로 

편평하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배는 흰 은빛이다. 

  ‘도루묵’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흥미 있는 어원설이 전한다. 그것은 “선조 

이름이 임진왜란을 맞아 피난하던 도중에 처음 보는 생선을 먹었는데 그 맛이 

별미였다. 그래서 이름을 물으니 ‘묵’이라 하므로 그 이름이 맛에 비해 너무 보

잘것없다 하여 그 자리에서 ‘은어(銀魚)’라고 고치도록 했다. 임금이 나중에 궁

중에 들어와 ‘은어’ 생각이 나서 다시 청하여 먹었으나 예전과 달리 맛이 없었

다. 그래서 선조가 ‘(은어를) 도로 묵이라고 해라’ 하고 일렀다고 한다. 이런 유

103) 조항범(2007:145~170)과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한민족 언어 정보화(2010) 참

조. 고등학교 국어(상, 미래엔)에도 실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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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인해 ‘도로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발음이 변해 ‘도루묵’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민간어원에 불과하다. ‘도루묵’은 민간 어원

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도루묵’이 어원을 바로 잡으려

는 노력은 아주 미약하다. 

  ‘도루묵’이 16세기 문헌에 ‘돌목’으로 나오므로 ‘도루묵’은 ‘돌목’에서 변한 것

임에 틀림이 없다. ‘돌목’에 ‘ㅜ’가 개재되어 ‘도루목’이 되고, 이어서 제3음절 

모음 ‘ㅗ’가 ‘ㅜ’로 변하여 ‘도루묵’이 된 것이다. 19세기 문헌인 <국한회어>에 

‘도로먹이’의 형태가 보이는데, 다른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

인 형태이거나 방언형이었을 것이다.

  ‘돌묵상어’라는 단어에서 ‘돌목’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돌목’의 어원

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돌’은 ‘돌돔, 돌상, 돌잉어’ 등에 보이는 ‘돌-’과 같은 

성격으로 추정되어 ‘돼지’를 뜻하는 ‘돌’과 연계시켜 볼 수는 있다. 현대국어에

서 ‘돌-’은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인다.

  16세기 형태로는 ‘돌목’이 있고, 19세기 형태로는 ‘도로먹이’, 20세기 형태로 

‘도로목, 도루묵’ 등이 나타났다. 

                          

[자료 2] 

                          시치미를 떼다104)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은 매 사냥에서 생겨난 말이다. 현대 의미로는 `알고

도 짐짓 모르는 체하다.`의 뜻이다. 백제시대부터 시작된 매 사냥이 고려조 충

렬왕 때인 1275년에는 궁중 안에 응방(鷹坊)이란 기구를 두고, 그 후 응방도감

이라는 높은 벼슬아치를 둘 정도로 적극 장려함으로써 매우 성행했다. 당시에 

웬만한 벼슬아치나 한량이라면 거개가 매 사냥을 즐겼다. 그러다 사냥을 시키

기 위해 길들인 매를 다른 사람들이 탐을 내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매가 마치 

요즈음의 사냥개 이상으로 귀하게 대접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매를 도둑맞거나 

서로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한 특별한 표

104) 우리말 유래사전(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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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필요했다. 이런 표지로 매의 꼬리 위의 털 속에다 소뿔로 얇게 만든 명패

를 매달았는데, 이것을 평안북도 말로 ‘시치미’라고 한다. 따라서 시치미를 떼

면 누구의 매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지금과 같은 뜻이 생겨났다.  

이 말은 주로 알고도 모른 체하는 사람이나 하고도 안 한 체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딱 잡아 뗄 거야?” 라고 할 때의 ‘잡아떼다’라는 

말도 원래는 ‘시치미를 잡아떼다’는 말에서 ‘시치미’가 생략된 형태의 말이다. 

<활동 1-읽기>

 

  (1) [자료 1]을 읽고, ‘도루묵’의 어원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어휘 변화 원

인에 대해 모둠끼리 토론해 보자. 

  (2) 현대에서 ‘도루묵’이라고 쓰게 된 이유를 어원을 통해 유추해 보자.

  (3) [자료 1]에서 알 수 있는 ‘민간어원’의 의미를 유추해 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해보자.

  (4) [자료 2]에서 ‘시치미’의 어원과 의미를 설명하고, 어떤 때에 주로 사용

하는지를 말해보자.

<활동 2-국어지식> 

ㆍ표준어 규정 제2장 제4절 제17항에서는, 발음이 비슷한 형태 여럿이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이 함께 쓰일 때에는, 그 중 널리 쓰이는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곧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고 보아서 단

수 표준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치미’는 버리고 ‘시치미’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와 같은 용례로는 ‘거든그리다, 구어박다105), 귀고리, 귀띔, 귀지, 까딱하면, 꼭두각시, 

내색, 내숭스럽다, 냠냠거리다, 냠냠이, 다다르다, 댑싸리, 더부룩하다, 반빗아치, 보습, 본새, 

봉숭아106), 뺨따귀, 뻐개다, 뻐기다107), 상판대기, -습니다, 씀벅씀벅108), 오래오래, 짚북데

기’ 등이 있다. ‘반빗아치’는 ‘밥을 짓는 일을 맡은 계집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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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2]를 읽고, 위 글의 ‘표준어 규정’과 관련지어 이해할 때 ‘시치미’가 

표준어 규정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자료 1]과 [자료 2]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국어교육에서 ‘읽기’는 모든 단원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어휘사처럼 옛글

로 된 자료의 경우 읽고 이해하는 활동이 특히 강조된다. 우리의 옛 글 가운데

는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소멸되거나, 그 어휘가 변한 경우가 있기에 자료를 우

선 꼼꼼하게 읽고 해당 어휘를 찾아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어원 자료는 학습자

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 우리 어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에 적합한 언어자

료이다. 교과서에 학습 활동의 ‘읽기’ 자료로 넣어 주제 찾기나 단락별 요약 활

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단원 마지막 ‘쉼터’109) 자료로 넣어 학습자에게 어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유용하다. 실제로 어원 자료를 가지고 학습 활동을 

하면서 학습자들은 다른 읽기 자료보다 흥미를 많이 가졌으며 옛날 이야기를 

읽는 기분이라고 느낌을 말하기도 했다. 학습자들은 뜻도 모르고 사용하던 낱

말의 기원을 알고 나니 저절로 의미를 기억하게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

른 어휘들의 어원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감을 말하였다. 

  (라) 성훈: ‘도루묵’이 물고기 이름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 무슨 도토리묵처  

             럼 ‘묵’ 종류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이다.  [HS-15]

      주영: 난 예전에 국어 시간에 민간 어원을 진짜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  

105) ‘구어박다’는 ‘사람이 한 군데서만 지내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원뜻과 멀어진 것

으로 보아 원형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106) ‘봉선화’, ‘오래오래’, ‘짚북데기’는 표준어이지만, 같은 뜻으로 쓰이는 ‘봉숭화’, ‘도래도

래’, ‘짚북세기/짚북더기’는 표준어가 아니다. ‘오래오래’는 ‘돼지 부르는 소리’라는 뜻이다.

107) ‘뻐기다’는 ‘뽐내다’는 뜻인데 이를 ‘뻐개다’로 쓰면 비표준어가 된다. 반면, 표준어 ‘뻐

개다’는 ‘두 조각으로 가르다’는 뜻인데 이를 ‘뻐기다’로 쓰면 비표준어이다. 

108) ‘썸벅썸벅’은 ‘잘 드는 칼에 쉽사리 계속해서 베어지는 모양이나 그 소리’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표준어이다. 그러나 ‘씀벅씀벅’의 뜻으로 쓰일 때는 표준어가 아니다.

109) 2007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구본관 외, 미래엔)에서 ‘쉼터’ 자료로 각종 어휘 자료

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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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었구나. 그럴듯해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었어. ‘시치미’도 어원  

            이 정말 특이하다.  [HS-16]

      현희: 맞아! 어원을 알고 나면 그 낱말의 의미가 이해가 잘 돼요. 특히  

           ‘시치미 떼다’ 처럼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어원의 경우 유래  

           를 알고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어원 자료를 교과서  

           에 많이 실었으면 좋겠어요.  [HS-17]     

      연구자: 여러분! ‘시치미’는 ‘시치미를 떼다’라는 관용어로 사용해요. 위  

             자료를 통해서 관용어의 유래담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관용어  

             중에는 표현된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도저히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다른 예로 ‘학질을 떼다’도 이와 유사한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예랍니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2) 고전 자료를 통한 어휘사 교육

  고전 작품은 당대의 언어를 재료로 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표기와 음운, 문

법, 어휘 등이 응결된 언어 결정체이고 역사적 기록물이다. 이러한 고전 작품

을 언어 구조물로서의 관점과 어휘사적 견지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

한다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고전 작품의 언어는 현대 국어와 다르기 때문

에 텍스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낯선 과거의 어휘에 거부감을 많

이 느끼게 되고110) 이는 고전 작품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일으킨다. 고전 작품

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모두 어휘사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 자체에 대한 어휘사적 해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 의미를 현대어로

만 제시한 경우에는 원래의 의미가 원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111) 고전 

110) 3장의 학습자의 어휘사 인식 실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옛말에 대한 어려움과 그로 

인해 이 영역에 대한 흥미까지 감소하고 있다.

111) 실상 일선 학교에서 고전문학을 다루면서 국어사 지식은 거의 배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전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기본요건이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임을 생

각해볼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해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

리 모두가 중세 영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고전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모두 국어사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고전문

학 작품의 기본적 해석은 국어학자들에게 돌리고, 그 결과를 통해 고전문학 교육을 실

시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수긍할 만하지만, 이는 고전문학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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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이 어휘사 교육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휘의 변천을 통해 개별 작품들의 간극이 서로 이어지게 되서 

그 언어의 역사적 흐름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개정 국어 교과서는 총 16종으로 고전 작품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어휘사적으로 유의미한 몇몇 어휘들을 제시하겠다.  

이와 함께 옛 편지글인 ‘언간’을 활용하여 어휘사 교육과 통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112)

  국어생활사 교육의 자료로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한글 편지가 ‘언간’113)인데, 

언간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문 소설과 함께 한글 사용자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개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언간이 발신인에서 수신인에로 전해

지고, 수신인은 다시 발신인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문자화시켰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언간 자료는 16세기부터 19∼20세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많은 수

가 전해오고 있다. 이 자료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역주 작업이 이루어졌으

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자료가 있다는 것은 교

육적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언간이 작성된 시기에 따

라 문자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같은 시대에 개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 문자 생활 양상을 보이는지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의 고전 작품에서 어휘사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114) 이들 어휘들은 학습 발달 단계상 3등급과 4

등급115) 이내의 어휘들이고 교육과정상 10학년과 11학년에 적합한 어휘들이다.

의 국어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그 텍스트를 완벽하게 현대어로 옮겨놓은 뒤에 가능한 일

로서 특히 고전문학 교육의 관점에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장윤희 2002:398)

112) 개정 이전의 국어 교과서에서 한글편지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개정 교과

서 16종 중 절반인 8종의 교과서에서 한글편지를 자료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조선시대의 국어 생활을 좀 더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한글편지의 가치를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희, 2011:221)

113) 언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초기 언간의 연구는 주로 자료의 발굴과 소개, 역주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병기(1948)와 김일근(1986)은 언간을 수집하여 학계에 소개하

였다. 특히 김일근(1986)에서는 290건의 한글 편지에 대하여 그 서지 사항과 판독 내

용을 소개함으로써 학계와 일반에 한글 편지의 자료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

였다. 이후 옛 무덤에서 출토된 간찰들이 집중 발견됨으로써 언간에 대한 관심이 증폭

되어, 조항범(1998)에서는 순천김씨 묘 간찰의 역주 작업이 이루어졌고, 백두현(2003)에

서는 현풍 곽씨 언간에 대한 역주 작업이 이루어졌다.

114) 본 연구의 앞선 논의에서 어휘사 내용으로 다룬 예는 되도록 제외하고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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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젼 - 까닭, 이유

      예: 이런 젼로 어린 百姓셩이                  - 훈민정음언해 

  (2) 님/곰 - 앞 / 뒤 

      예: 덕(德)으란 곰예 받고  

          복(福)으란 림예 받고                   - 고려가요, ‘동동’

  (3) 즈믄 - 천(1000) / 온 - 백(100)

      예: 즈믄  장존샬 약이라 받노이다.         - 고려가요, ‘동동’

  (4) 별헤 - 벼랑에 

      예: 유월 보로매 아으 별헤 룐 빗 다호라        - 고려가요, ‘동동’

  (5) 뫼 - 산 / 수라(궁중용어)

      예: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윤선도, ‘견회요’              

          죽조반 조석 뫼 녜와 티 세시가       - 정철, ‘속미인곡’    

  (6) (가) - 강

      예: 미 니 새 더욱 오                    - 두보, ‘절구’

  (7) 혜음(혬, 혬가림) - 근심, 걱정, 시름

      예: 단표누항에 흣튼 혜음 아니  - 정극인, ‘상춘곡’

  (8) 괴다 - (정신적)사랑하다

    예)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 가마 - 정철, ‘속미인곡’

  (9) 방송하다 - 내보내다, 석방하다 

    예) “서대주의 착한 마음을 본받아라” 하고 인하여 방송하니 - ‘서동지전’

  (10) 하다 - 많다(多), 크다(大)

    예) 노래삼긴 람 시름도 하도할샤                    - 신흠의 시조

  이상의 어휘사 목록들 외에도 더 많은 예들이 풍부하게 있어서 교육 내용으

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교

수-학습 활동을 설계해 보겠다.

115) 현대어로 바꾸면 1, 2등급 이내의 어휘들이 많지만 교과서에는 옛 표기로 제공되기에 

3, 4등급에 알맞은 어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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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목표

  ㆍ고전 작품을 통해서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다.

  ㆍ고전 작품의 문학적 해석과 어휘사적 해석을 비교할 수 있다.  

  ㆍ어휘에 담긴 문화적 인식을 고전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활동 1>

(1)... 春츈寒한苦고熱열은 엇디야 디내시며 秋츄日일冬동天텬은 뉘라셔 뫼셧
고, 粥쥭早조飯반 朝죠夕셕 뫼 녜와 티 셰시가.  (중략)

  일이나 사 올가. 내 둘  없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

픈 뫼 올라가니 구름은 니와 안개 므 일고. 

                                       <이선본(李選本) 송강가사, 속미인곡>

(2)             춘사 4.

   우 거시 벅구기가 프른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 村촌 두어 집이  속의 날락들락

   至국悤(지국총) 至국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말가 기픈 소희 온갇 고기 노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1. (1)을 읽은 후 한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을 찾아 각각의 의미를 밝히

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2. (1)에서 찾은 단어가 현대에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설명하고, 그 원인에 대해

다음 자료의 관점에서 모둠별로 토의해 보자. 

  

ㆍ외래어와 고유어가 공존하는 경우, 대체로 외래어가 고유어를 몰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천(千)이 ‘즈믄’을, 용(龍)이 ‘미르’를 몰아낸 경

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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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국어 ‘(煙)’는 현대 국어에서 주로 ‘연기’로 바뀌었고, ‘내(臭)’는 

현대 국어에서 ‘냄새’로 바뀌었다.

3. (2)에서 밑줄 친 단어는 다음과 같은 어휘 변화가 일어났다. 그 근거가 무  

   엇인지 생각해 보자. 

   

<활동 2>

  다음 단어들의 옛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

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

 (1) 방송하다: 내보내다, 석방하다 

 (2) 다: 비싸다 

 (3) 엉터리: 대강 갖추어진 틀

 (4) 에누리: 값을 더 얹어서 부르는 일

 (5) 세수(洗手)하다: 손과 얼굴을 씻다   

<활동 3>

 (1) 손 머리 갓고 묏고래 이셔 道理 랑더니<1447, 석보상절, 6:12>

 (2) 블 救 道 기피 랑니<1459, 월인석보, 12:24>

 (3) 如來ㅅ 일후믈 잠 각면<1447, 석보상절, 9:12>

 (4) 녜 스승의 쵸 각야<1459, 월인석보, 7:45>

 (5) 아바 재宮을 샤116) 高平에 아니 가시면 配天之業이 구드시리가  

                                            <1447, 용비어천가, 93>

 (6) 괴·여 爲我愛人而 괴· 爲人愛我<1446, 훈민정음언해본, 48>117)   

116) ‘사랑하다’의 의미를 가진 ‘다’와 ‘괴다’는 16세기 이후 소멸한다. 

117) ‘괴다’의 용례는 松江의 작품에서 다수 찾을 수 있다. ‘님나 날 괴니’ <사미인곡 

54>, ‘ 괴려 고’. <短歌篇, 129> 그러나 ‘랑다’가 ‘괴다’ 보다 빈도수 면에서 절

대적으로 우세하고, 통사상의 통합 관계를 조사해 보아도 ‘랑다’가 훨씬 다양하다. 

(남성우, 2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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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글에서 ‘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思)>모(慕)>애(愛)’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1)~(2)에 사용된 ‘랑’의 의미를 추측하여 보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말해 보자.

2. (3)~(6)에서 ‘랑’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를 찾아보고, 각각의 의미를 설

명하시오.

   

  다음은 ‘언간’을 통한 어휘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간’을 활

용한 통합 교육은 국어사와 국어생활사, 어휘사 교육이 자연스럽게 상호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으로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편지글이라는 언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쓰기 교육에도 활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수업 목표

  ㆍ언간을 통해서 우리말의 높임 관련 어휘를 알 수 있다.

  ㆍ언간을 통해 편지글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ㆍ언간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 사고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활동 1>

  다음 ‘언간’ 자료를 읽고 친족 간의 호칭어와 지칭어를 찾아보자.

 (1) 슉경이 일 가긔 여시니 그거시조차 자 나가면 더옥 젹막가

시브니 가지가지 을 뎡티 못가 시브다 언제 너나 드러올고 눈이 

감게 기리고 잇노라.                      (언간 54, 17세기 중엽)118)

 (2) 가샹이 아젹부터  달라 고 에인이 픠여시니 급작되이  노라 

드러쳐시니 이런 비변이 업서 웃노라 음식 가지 수 손고마 혜며 내라
고 보챈다                                         (언간 77, 1662)

118) 황문환(2002) 자료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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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바님젼 샹이

    문[移] 갑 뎡월 사흔날 부이

    안 알외고 신셰에

    긔후 안영시문 [隔] 안 아고져

    라오며 알외올 말
    하감심 젓와 이만 알외오며 내내

    긔톄후 만안심 라이다                  

 

  (1), (2)는 어머니인 인선왕후가 딸인 숙명공주에게 보낸 언간이다. (3)은 충

청 부여 순천 김 씨가의 며느리인 남원 윤 씨와 관련한 편지들119)로서, 며느리

가 시아버지에게 드린 문안 편지이다. 세 편지 모두 여성들이 지은 것으로 한

글을 통해 기본적인 서투를 익히고 격식을 차려 편지를 보낼 수 있어야 했음

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쓰기 영역에서 편지글 자료로 현대의 자료와 함께 

제시하기에 적당하다.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언간들에 비해 격식적인 편지는 그 가치를 크게 인정

받지 못했는데120), 이러한 종류의 편지들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당시의 격식적인 편지 문화와, 그와 관련한 언어 예절을 보여주는 자

료를 통해 높임 관련 어휘의 모습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에서 편지

는 결혼과 관련한 청첩장이 격식적인 편지의 모습을 띠고 있어 좋은 비교가 

되고 있다. 과거의 언간을 격식적인 편지 문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거기에 

드러난 호칭어와 지칭어, 표현 방식과 언어 예절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높임 

어휘가 현대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활동 2> 

 2-1. 위의 ‘언간’에서 알 수 있는 높임 관련 어휘들을 정리하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19) 이상호(2003)에서 재인용.

120) 이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고 그 표현도 다채롭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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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

       자신을 낮추는 말:

       의례적 높임 표현:

 2-2. 위에서 찾은 높임의 어휘는 현재의 높임법 어휘와 비교하여 그 차      

 이점과 공통점을 찾아서 정리해보자.

  

  이러한 류의 편지들은 그 자체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문의 교양을 대표하

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최대의 예를 갖추어 작성하였을 

것이다.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과, 동시에 자신의 가문을 낮추어 일컫는 말, 써

야 하는 내용 등이 의례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특히 같은 안부를 묻더라도 상

대방의 나이에 따라 표현이 달라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언어 예절을 보이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는 편지글에서의 높임 관련 어휘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 역시 옛 편지를 흥미롭게 접했으나 읽기의 어려움으로 처음에는 거부

감을 느꼈다. 교사와 함께 강독을 하고 의미를 풀이하자 다음 학습 활동을 모둠별

로 해나갈 수 있었다. ‘자료 읽기’는 앞에서 제시한 어휘사 교수-학습 모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협동적으로 과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어휘를 찾고 현대의 의미로 바꾸는 활동이 자

연스럽게 이어졌으며, 과제를 해결한 뒤 현대의 높임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는 반응을 보였다. 평소 높임 표현에 관심이 없었던 학습자들의 경우 새로운 흥미

를 갖게 된 경우도 있었고, 현재 보다 더 엄격한 그 당시의 격식체 표현이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와 밀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 정수: 옛 어휘의 의미는 일단 어려워.  [HS-18]

     영준: 나도 왜 이런 이해 안 되는 어휘 투성이인 고전 작품을 배워야 되

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 어휘의 의미를 알고 현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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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와 비교를 해보니 한결 이해가 쉬워. [HS-19]

      지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예전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

는 것을 통해 그 때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HS-20]     

      민혜: 고전 어휘라면 무조건 외우기만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재미있었어. 특히, 편지글인 ‘언간’을 보니 그 당시 높임법 어휘가 

더 엄격하고 지금도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HS-21]

      서희: 고전 자료는 해석이 제일 어려운데 그나마 어휘와 같이 공부하니 

작품 이해도 쉽고, 기억에도 잘 남는 것 같아.  [HS-22]  

 

  학습자들의 사고 구술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더 다양한 언어 자료를 교

육 내용으로 가져와 교수-학습 과정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어휘사 교육과 다

른 영역 간 통합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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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국어 교육의 한 영역을 담당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소홀히 취급

되어 왔던 어휘사를 교육 내용으로 가져와 그 의의를 밝히고, 교육 내용 및 교

수-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어의 본질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휘의 역사를 규명하는 일이 필수적이듯

이, 국어의 본질 및 특성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 어휘사 교육은 

필요한 영역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언어에만 관심을 갖고 과거 

우리말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어휘사 지식을 국어 교

육에 있어서 그다지 효용성이 없는 내용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국어 교육에서 어휘사 내용을 비롯하여 국어사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나마 교과서에 배정된 부분도 해석 위주의 지식 전

달 수업으로 이루어져 학습자들은 어휘사 내용을 단지 외워야 하는 학습 부담

으로만 생각하게 되었고, 교사들은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 과정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 내용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보하고자 국어 의

식과 문화 창출 면에서 어휘사 교육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또한 문법적 사고력 

증진과 국어 지식의 외연과 내연을 넓혀 주는 측면에서 어휘사 교육의 중요성

도 확인하였다. 

실질적인 어휘사 영역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교육과정

과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사 관련 부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폈고, 교육 현장

의 주체인 학습자와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 선정 기준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기존의 어휘사 교육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영역의 문헌 

연구와 교육 현황을 근간으로 ‘실증적 자료’, ‘유용성’, ‘학습자 발달’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 내용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현재 다양한 교과서와 문헌 

자료 중에서 선정 원리에 적합한 어휘사를 교육 내용으로 가져왔는데,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닌 사고력과 문화적 문식성의 차원에서 어휘사 내용을 정교

화 하였다. 특히 고전 문학 단원이나 국어사 단원에 실려 있던 내용들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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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휘들이 있었고, 어휘의 역사

를 한 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읽기 교재로 가공할 수 있는 가능

성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

안을 설계하였다. 먼저 어휘사 교육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고안하였고, 어휘사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개정 교육과정의 흐름

에 맞춰 국어 교육 영역 간의 통합 교육을 시도하여, 어원 자료를 활용한 읽기 

수업 방안과 고전 작품과의 연계를 통해 어휘사를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칫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학습자의 수용성을 중심으

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동적 탐구학습 방안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여진 교육 내용과 설계라도 실제 수업에서 소용이 없다

면 그 존재 가치가 없기에 우선 교육 내용과 수업 방안들이 교육 현장에 어떻

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제시된 수업 지도 과정과 세부 학습 활동

을 통하여 수업을 시연해봄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유의미

한 경험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어휘사 교육의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좀 더 

철저한 논의와 교육현장의 실천이 보완될 필요성을 느꼈다. 

본 논의에서 제안한 어휘사 교육의 내용 구성과 선정의 문제는 하나의 시안

에 불과하지만 어휘사 교육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어휘사라는 언어 자료를 교육의 관점에서 목표와 방향을 정하

고 그에 타당한 내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의 교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좀 더 깊이 있고 세분화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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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중ㆍ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어휘사(語彙史)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휘사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기입하는 내용은 통계 처리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

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명:                        학년:             성별: 남 / 여

 이  름:

<부록 1> 어휘사 교육 인식 설문지 (학습자용)

    <어휘사 교육 인식에 대한 설문지>

                             - 학습자용 -

                              전형주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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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휘사(語彙史)’에 대해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어휘사(語彙史)’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어휘의 과거 어휘의 현재
어휘의 과거

와 현재

3. 중ㆍ고등학교부터 현재까지 

어휘의 역사나 의미 변천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

할 때, 의미 변화가 있는 어휘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11시 20분 40초’에서 ‘時’가 

‘分, 秒’와 달리 고유어 수사와 

결합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색채 어휘 중 ‘푸르다’와 ‘파

랗다’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옛 어휘 중 중세 국어 ‘’

(煙)‘는 현대 국어에서 주로 ’연

기‘로 바뀐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수 어휘 중 ‘온, 즈믄’의 의미

를 알고 있으며, 지금은 소멸된  

사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Ⅰ. 지식

* 어휘사와 관련한 교육 경험과 어휘사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

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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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과서 나온 옛 어휘의 역사

를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휘사 교육과 관련된 수업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① 강의식 학습

② 학생 중심의 탐구학습

③ 학생 중심 협동학습

④ 기타 (                          )

11. 어휘사를 알게 되면 고전 

문학 작품이나 국어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 수업 방법과 내용이 적절하

게 주어진다면 어휘사 수업에 

흥미가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국어 교육 내용 중에서 어

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단

원에 비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국어’ 교과서에 어휘사 관

련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태도 및 교수 방법 

* 어휘사 교육과 관련한 흥미, 수업 방법, 학습 참여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시나 적절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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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휘사 수업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금까지 배웠던 어휘의 역

사나 의미 변천에 관련한 내용

이 재미있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7. 어휘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

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8. 어휘사 관련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자유롭게 응답)

                      *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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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국어교육에서 어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법교육의 발

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아래에 기입하는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전형주 

근무 학교
중학교   (       )

성 별
여 (     )

고등학교 (       ) 남 (     )

경 력
중학교 (       )년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년고등학교 (       )년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보통이다 ④ 적다 ⑤ 전혀 없다

<부록 2> 어휘사 교육 인식 설문지 (교사용)

   <어휘사 교육 인식에 대한 설문지>

                       

                   

* 선생님의 성별과 경력에 대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Ⅰ. 어휘사 지식과 수업 내용

1.  국어 시간에 어휘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 어휘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단원에서 가르치셨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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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많이 

알고 있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고 

있었다

⑤ 전혀 모르

고 있었다

3. ‘어휘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어휘사 관련 단원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① 어휘의 변천 원인 추론

② 지식으로서의 어휘 해석

③ 옛 어휘와 현재 어휘의 차이점

④ 문화 유산으로서의 어휘사의 가치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어휘사 관련 내용을 수업 중 지도하실 때 다음 중 어떻게 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

➁ 학생 활동을 하게 하거나 활동 후 발표시킨다.

➂ 질문 생성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예시와 방법들을 보여준다.

➃ 질문 생성의 구체적인 생성 방법(절차적 지식)을 설명해 준다.

➄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필요성과 문제점

6. 국어 교육에서 어휘사 수업이 가장 필요한 단원은 어떤 단원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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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   

렇지 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   

렇지 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   

렇지 않다. 

7. 어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어휘사와 관련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국어 지식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9. 어휘사와 관련한 수업이 국어 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어휘사 내용을 교과서에 추가한다면 어떤 형태로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십니까?

➀ 국어사 관련 단원 속에 포함한다.

➁ 국어나 문법 교과서에서 독립적 단원으로 다룬다.

➂ 교과서 고전 작품과 국어사 단원의 날개 부분에 보충 자료로 다룬다.

➃ 학습 활동이나 단원 학습 뒤 쉼터 자료로 다룬다.

➄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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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작가 작품 수록 단원

교학

청산별곡(고려 가요) 상-3. 문학과 예술

홍랑 묏버들 갈혀~(시조) 상-3. 문학과 예술

시집살이 노래(민요) 상-3. 문학과 예술

정석가(고려 가요) 상-6. 문학과 표현

문충 오관산(한시) 상-6. 문학과 표현

바람도 쉬여 넘는~(시조) 상-6. 문학과 표현

서동 서동요(향가) 하-1. 국어의 역사

두보 절구(언해) 하-1. 국어의 역사

정철 관동별곡(가사) 하-2. 문학과 언어

해냄

김시습 어떤 나그네(한시) 상-1. 개성과 표현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시조) 상-1. 개성과 표현

개를 여라믄이나~(시조) 상-7. 우리 문학의 숨결

가시리(고려 가요) 상-7. 우리 문학의 숨결

정철 속미인곡(가사) 상-7. 우리 문학의 숨결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시조) 상-7. 우리 문학의 숨결

처용 처용가(향가) 하-6. 우리의 말과 글

금성

신흠 노래 삼긴 사람~(시조) 상-1. 문학과 삶

어이 못 오던가~(시조) 상-1. 문학과 삶

황진이 어져 내 일이야~(시조) 상-6. 문학과 소통

윤선도 오우가(시조) 상-6. 문학과 소통

허난설헌 손가락에 봉선화 물들이고(한시) 하-1. 문학과 개성

봉선화가(가사) 하-1. 문학과 개성

서동 서동요(향가) 하-2. 우리말의 역사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악장) 하-2. 우리말의 역사

두산

두터비 파리를 물고~(시조) 상-2. 무대 위에 꽃피운 예술

정철 사미인곡(가사) 상-4. 내 눈으로 작품 보기

윤선도 오우가(시조) 하-1. 노래의 울림과 이야기의 힘

처용 처용가(향가) 하-4. 우리말이 걸어 온 길

디딤돌

충담사 찬기파랑가(향가) 하-4. 문학, 흐르는 강물처럼

정철 관동별곡(가사) 하-4. 문학, 흐르는 강물처럼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시조) 하-4. 문학, 흐르는 강물처럼

월산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시조) 하-4. 문학, 흐르는 강물처럼

님이 오마 하거늘~(시조) 하-4. 문학, 흐르는 강물처럼

길재 오백 년 도읍지를~(시조) 하-4. 문학, 흐르는 강물처럼

송순 십 년을 경영하여~(시조) 하-4. 문학, 흐르는 강물처럼

개를 여라믄이나~(시조) 하-4. 문학, 흐르는 강물처럼

<부록 3-서지사항>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상, 하) 16종 고전 수록 작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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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베는 노래(민요) 하-4. 문학, 흐르는 강물처럼

서동 서동요(향가) 하-5. 우리말이 걸어 온 길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악장) 하-5. 우리말이 걸어 온 길

미래앤

서동 서동요(향가) 상-3. 우리말 우리글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악장) 상-3. 우리말 우리글

청산별곡(고려 가요) 상-4. 전통과 예술

창 내고자~(시조) 상-4. 전통과 예술

월명사 제망매가(향가) 상-4. 전통과 예술

이현보 방안을 도라보니~(시조) 상-4. 전통과 예술

윤선도 오우가(시조) 상-4. 전통과 예술

정철 관동별곡(가사) 하-1. 아름다움과의 만남

비상

윤선도 만흥(시조) 상-2. 삶의 언어, 문학

서동 서동요(향가) 상-5. 우리의 말과 글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악장) 상-5. 우리의 말과 글

두보 강남봉이구년(언해) 상-5. 우리의 말과 글

두보 춘망(언해) 상-5. 우리의 말과 글

월명사 제망매가(향가) 하-5. 오늘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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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lexical 

history as the Educational contents

Jeon, Hyoung-ju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lexical history contains the appearance of our lives and 

cultures, and extends to the life history of the nation, the mind history  

of the thought. However, in current language and education and 

out-of-phase proportion of Korean lexical history education that so 

much vocabulary is not high. In the midst of this situation, the learner's 

accurate and effective language use and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can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cultural vocabulary I would like to 

raise the phase of lexical history. In addition, for the sake of correct 

vocabulary and rearrange the contents of education, lexical history, as 

appropriate, to learn the ways of learning and teaching.

  First of all, in this study the vocabulary in the language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need for bilingual vocabulary to discuss the 

theoretical search for lexical history education content. I did a 

distinction lexical research into lexical research education. The education 

of the Korean lexical histor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Korean 

culture, rather than grammatical thought promote, native awarenes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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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you can find in that culture. These are based on the current 

language and education of the vocabulary of education points to the 

location and issues looked into the center of the curriculum. To 

determine the situ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with teachers and 

students take advantage of the law, law and discussion of awareness 

survey. Curricula and textbooks, the lack of lexical history education and 

training results shown educational content on the vocabulary and is 

backed by no way, determine what the problem is, did not. In addition, 

the training of teachers and students through the discussion and survey 

the situation awareness, but a very low attention and interest, lack of 

knowledge of the basic vocabulary for due to that. 

  What is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and selection principle of 

education vocabulary based on the languages of lexical history education 

and history life-cycle analysis of the principles of education, vocabulary, 

vocabulary for appropriate principles by comparing the extracted. Content 

category vocabulary by lexical history education selection criteria, terms 

of knowledge, the culture of thinking side divided by the content system.

  In chapter 4, ahead in the field contents of selected vocabulary lexical 

history education to lead the learning and detailed and specific teaching, 

agreed measures that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physical education 

in reality not learning activities and teaching. Specifically, vocabulary 

learning, teaching model based on cooperative learning and language 

base to take advantage of the teaching to explore the regional integrated 

learning approach. In the process, not to mention the contents of the 

vocabulary that meets the high school hierarchy and high effectiveness 

in terms of a decent teaching was seeking.

  Learners vocabulary about interesting and interested approach in order 

to cut off the current vocabulary of education and languages of past 

knowledge simply should not be a fossilized education to memoriz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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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this, be sure to tell students appropriately selected and what you 

need, and present a variety of base and activiti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is study presented by teaching method selected for lexical history 

education, vocabulary, and language learning methodology for training in 

vocabulary and teach how to method the contents of specific recognition 

of the entity that arranged. In addition, I hope teaching & learning 

contents and method suggested from my study will contribute to our 

learners to take interest and love in our Korean language and to realize 

their importance as recent our own language has been damaged due to 
linguistic identity shaky these days.

keywords : Vocabulary, Lexical history, cultural literacy,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awareness, grammar awareness, 

Korean lexical change

Student Number : 98705 – 513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선행 연구 
	2.1. 국어 어휘의 역사적 연구 
	2.2. 국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 

	3. 연구 대상과 방법 

	Ⅱ.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어휘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유형 
	1.1. 어휘 체계의 변천 
	1.2. 어휘 형태 및 의미의 변천 

	2. 국어 어휘사 교육에 대한 고찰 
	2.1. 국어 어휘사 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2.2. 국어 어휘사 교육의 의의 
	1) 국어 의식 함양과 국어 문화 창출 능력에 기여 
	2) 문법적 사고력 증진과 국어 지식 배양 


	Ⅲ.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구성 
	1. 국어 어휘사 교육의 실태 
	1.1. 교육과정에서의 어휘사 교육 내용  
	1.2. 교과서에 구현된 어휘사 교육 내용 
	1.3. 교사ㆍ학습자의 어휘사 교육에 대한 인식 
	1) 교사  
	2) 학습자  


	2.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선정 원리 
	2.1. 실증적 언어 자료 중심의 어휘사 
	2.2. 교육 목표 달성에 유용한 어휘사 
	2.3.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어휘사 

	3.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 선정 
	3.1. 국어 지식 확충의 측면 
	3.2. 문법적 사고력 증진의 측면  
	3.3. 문화적 문식성 함양의 측면 


	Ⅳ.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의 실제 
	1.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의 방향 
	1.1. 국어 어휘사 교육의 목표 정립 
	1.2.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의 원리 

	2.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 방안 
	2.1. 국어 어휘사 교수ㆍ학습의 모형 
	2.2. 협동적 탐구 학습을 활용한 옛말과 현대말 비교하기 
	2.3. 언어 자료를 활용한 영역별 통합 학습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