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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진 

속당은 간경한 형식에 앙기 쉬용 비유로 되어 있어 의이 전당의 효과 

가 크다 또한 날카로운 용자와 교훈이 녹아 있어 듣는 사랑의 이해흘 

돕고 꽁갑올 얻어 내는 데 효과적이어서 일상 언어 생활에 널리 쓰인다 

이러한 속당에는 한국 사랑의 사고 방식이냐 행동 앙식 퉁이 당겨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속당올 용하여 쉽게 한국의 문화을 정하여，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의 옥표인 학습자의 의사소흉 능력 향상에 도용올 준 

다 

최근 속당 교육의 휠요성과 방엄에 대한 연구가 활알하게 진앵되고 있 

• 이 연구는 때7년 8월 11갱에 연세대학교얘서 개최원 극제한국어표육짝회 제17차 국 
세헥냥대회에서 싼요한 ·속양올 엉용한 한국어 교재 개앙용 수정하고 보완한 것잉 

.. 상영대학교 



248 국어교육연구 제n갱 

다 이는 언어를 통한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중대되는 것과 그 

궤도를 같이 한다 속당올 교육 자료로 구성할 것을 언급한 학자틀이 연 

구한 논문의 문화 내용올 보연， 연구자에 따라 약간씩 싱l이한 엉주를 설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깅정숙{J!ffil ， 조항록{었X!I， 이소영(axJ1 1 ， 

박영순{었131 ， 우인혜(:!X)jl， 깅영에없:61는 문화 교육의 내용을 설정하연 

서 언어 문화의 언어적 표현 양식으로서 속당， 판용어， 경어엽， 호칭， 비언 

어적 표연 겸양법 동퉁을 포t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속당 교육의 필요성 

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의 연장선으로 안경화<axJlI， 김현정 

(었)21， 오지혜(었lll ， 촉취영(었:61 ， 깅션정 김성쉬:mil ， 조현용-('lfJJII 동 

의 연구는 속당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 ‘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의 교수 학습의 연의를 도모하기 위 

한 교재인 t속당으로 배우는 한국어 1, 2..를 개발한 실제 경험올 바당으 

로 속당이라는 특수 제재를 활용한 교재 연찬의 원리와 과정 그리고 교재 

의 내용을 제시"1'는 것을 옥적으로 한다 

n 속암 교육윷 위한 기초 조사1)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속당에 대한 이해도(반웅)와 속당 교육의 필 

요성올 파J악하기 위해 간단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초 조사는 서올 소재 S대학교의 교양 과옥인 ‘대학한국어 2급” 수 

강생 15영을 대상으로 'lfJJI년 4월 4일에 실시했다 대상자틀은 모두 중국 

11 속당의 상위 앵주에 대혜 j얀용표연 판용어구， 고정g현 동 여러 견혀가 존계한다 

온고에서는 승당과 강용어용 합쳐 판용표현으호 보여， 누워서 의 억기 우웅융 파 

도 한 -H융용 여씌’저염 종지정이나 쿄훈성이 우족하여 속당과 안8어의 사이에 놓 

인 g현등도 녕은 엉주의 속당으호 다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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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틀로 J)대 초안이며， 한국어 수학 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 한균어률 학 

습한 장소는 2영만 중국에서 학송였으며， 냐머지는 모두 국내 교육기판에 

서 한국어를 애웠다 기초 조사용 실행한 방엉은 설문지플 용해서이다 

수엽 시간얘 r속당으로 배우는 한국어 lJ에 포합된 속당 중 m개툴 골라 

서 설문지를 작성였다 이어 속당의 축자격인 뭇안율 학생툴에게 셜영해 

주고 그 의미를 추흑하여 한국어로 척도록 했다 이 파정 중에 사선율 사 

용하지 알 것을 요챙였다 설문 용석 시에 대상자가 작성한 대당의 의도 

을 파악하기 어려용 경우 작성자에게 구두로 추가로 물어 보았다 성의 

없이 적었거나 한국어의 뜻올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융 제외하고 유의미 

한 대당융 오아 작성한 도요는 아래와 같다 반복되는 당연온 한 번안 언 

급었다 

<ll1> 욕g엌 이에도 특정을 위힌 기초 쪼시 경괴 

앤호 속당 추쟁 와01 

’이앤01다 큰 시갱이 있다 

가는 냥이장냉이다) 
이를애 한 번 장날이기 예푼에 사잉이 압이 있어요 
쭈압01다 시장에 가요 

훌01 좋다(가블완~청 쟁~A환영야져A1 훌~ 향Ð" 

천혀 

가능 앙이 고3.야 오는 양 
。내혀다 

2 
이공다 

앙융장에요 

너우- 에뻐요 
한국어~::t얘요 

생영어 

꿋꿋하다 

3 가장에콩나웃하다 생'1 
횡경오영 

l!경이 너우좋깅}요 

용이종지않다 

4 간에 기영도안간다 
간이아파요 
(간이 아파) 중융 것 강아요 

’g원에 경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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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옹 천뀌 !I앤H!l젠) 
친구가좋융니다 

5 
간애 장었다쓸개애 강었 이심전심 

다한다 서로 아용융 터놓고 대하다 

그을 갱이 있어요 

친구와옆에서갔어요 

신중하다 

않이 녁어서뚱뚱하시요 

애일 않이 역어요 

여앵 
6 잘수혹 태산〈이다} 갇수욕 여앵용 않이 갔이요 

동산용동 
취미훈똥 

풍산g 좋아애요 
어앵융 ’~1 :t! o1요 

C년 사랑옹 일이 찬싱하지 앙다 

7 강건너 응구경하풋하다 
다은사강 
隔i;t찌t火 

어찌 한 도리개앵엉이1 없다 
l'i잉3융f짧l 

8 긍강산도식후경 
안끓 많이 억어요 
않이 앗있게 억어요 
에븐여자왔용 예 안억어도 애요 

생도엉잉니다 

9 생 대신앙 
좋온융건대신안좋은울건 
재능이 었으연서 ?어듣어 어리 숫자안 얘용다 

”‘'J!7ê.링) 
냥의 것온 우엇이은 마 좋습니다 

10 냥의 떡이 커 보인다 
낭의 물건이 자기 웅건보다 흥다 

보고 당내다/ 눈특 틀이다 

다흔 샤링을의 울건이 (찌일) 좋아요 

이야기 너우 많이 (한다) 

11 
남의 산j 에 강 놔라 얘 그 A 람은 냥의 산치에 사람들이 이혼 희망해요 
놔라힌다 소싱앙니다 

온이 없으니까 (표잎옳 샌 중~ 앓고 싼말 한다) 

용「은 좋운데 지삭 아푸 것도 모환따 

12 낫놓고기억자도모온다 사지가 이주 언갱한에 (언쩡하대) 어려가 간ξh야다 

긍자 하나도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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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우쉬용것 용라요 
푼.'f융 다 오르겠습니다 

。}주 이상얻 ~J융 (하다) 

13 
내일온혜가 서확애서 뜨 생길수었는일 
겠다 너우이상해요 

응가능하다 

일이 끝났용 예 ;ll71룹 도용 샤랑에게 판성이 없어졌 

14 
흩다리도두드혀보요건 어요 

너라 일}가능하다 
일이얀되다 

사랑않으연영도 U왜 

사꽁아 않으면 배가산g 
사링이 않으연 힘이 커요 

15 응가능한것이 었다 
로간다 

엉 않이 있어요 
"1졸해요 

16 
서당개상년이연용원융 문에화에가 익 않고이 눈 있에으 익연다 A 야가 커요j잉다) 
융는다 

시5 많이 애워서 사기 시윤 안윤 수 있어S 

다 오르는 사향1 많이 앙 얘요 

헛수고 

17 소귀에경읽기 소구1에 거문고등{나 
장샤;했앓 

헬요없어요 

삭견이 혀f아요 
18 우용안개구이 )t-ß:(;G‘E 

다섣라요 

19 
종로어셔 릉 맞고 앤강얘 

(션원 추측옷엉j 
서눈흉긴다 

m 히한이 우너져도 솟아냥 
JÇ-f );:& 

구영이있다 전극의 갱새가 'H우 어지었다 

11 깐호에 잉중친꾸용온웬지가학생에게 대당의 의이원 추가로 현서 확인한것이나 
2) 수색가진(꺼ι끼!ol)' 문자 그대로의 뭇온 ‘자연의 경치가 아응다웅으호 기득 차 있 

다‘ 앗있는 옹식이 가득하다이마 하지안 성채로는 에뜯 여자용 보연 아융마융 때 
문에 (눈요기가 의어) 삭욕이 언어져서 애가 꾸르다는 의이로 쓰인다 애고읍용 느 
?지 옷휠정도E 여성이 아응당다는뜻으후도쓰인다 

3) 납우충수{!l7l't1i)' 한비지{!a子)에 나오는 앙효 축자적인 의이는 원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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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속당의 이해도를 보기 위한 위 설문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 

자가 보인 웅당을 분석E째 요약하연 다음과 같은 사항올 알 수 있다 

@ 한국어를 6개월 이상 ξk습했지안， 아직 학습지틀이 속당을 적극적인 

활용 지식으로뿐얀 아니라 소극적인 이해 지식으로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위 aJ개 속당의 축자객 의미를 설영하기 전에 혹시 설운지의 속당 

가올데 。}는 속당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모른다고 웅당올 한 사실이 보 

여 준다 한국어 교재들이 속당을 초급에서는 다루지 않고 중급부터 다 

루기 때문에 학생틀이 아직 속당올 배우지 옷쨌기 때문이다 

@ 속담에 대한 촉지죄 의미를 셜영하연 그 의미를 모두 중국어로 일 

단 번역올 하는 모육용 볼 수 있었다 즉 한국어 속담의 문자 그대로의 뜻 

올 중국어로 번역한 다옴에 의미률 추정하는 것이다 외국어 학습 과정파 

이해 과정에서 학습자가 오국어로의 번역을 활용하여 습득하고 있옴을 

앙수있었다 

@ 전체 aJ개 속당 중 6개인이 ‘강 건너 울구경하듯 하다’/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픈다’， ‘내일은 해가 서쪽어서 뜨겠다1 ‘소 귀 

에 경 읽기， ‘우울 안 개구리’에 대해서는 완역하지는 않지안 내포 의미에 

맞는 추정올 어느 정도했다 이 중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힘월쨌 

는 시링이 녕쳐 숫자안 새우다’이여， 쇠제로는 우능한 자가 채능이 있는 혀하거나， 

실력이 었는 자가 높은 지위블 차지@융 비유한다 어씬온 다용과 강다 전국 시얘 
채 ì'!)나라21 선앙fû王)은 ‘우{피리의 일종Y라는 찬악기의 연주용 얘우 흩겨 능었 
냐 그는 않은 악사환1 항깨 연주하는 것융 욕히 좋아하여‘ 얘언 lX)명의 시랑틀용 
동원하여 악기융 연주하게 었나 우흉 전혀 응지 옷f운 냥씩Htílll)이라는 사랑이 
선양용 위하여 우융 융겠다고 간정었다 선땅옹 흔얘히 그룹 받아툴여 합주년의 일 
엔으효 상고 않응 상융 히사였다 냥찍용 다흔 ‘1þ주단원툴의 ←한” 끼어 영싱히 연주 
하는 시늄융 혔다 몇 해가 지내 선왕이 축고 그의 아툴인 인왕{빼王)이 왕위블 계 

승었다 인왕온 아버지인 선양과는 안리 앙주연이 연주히논 것용 즐겨 용지 않.'" 안 
앤 한사링이 단톡으호 연주하는 것융 융겨 틀었다 냥셔혜진 냥꽉은 자신의 자에가 

와자 도양치끄 일았나 Ih띠ν'/cafe.daumrrl/어-π""'" 
4) 비용로는 약 g‘로 극히 낮온 수춘잉용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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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太'B W i!!í]', ‘소 귀에 경 잉기 I꺼牛셈 
흥)'， '우뭉 안 개구리 [井!I;之앙]’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추정을 할 수 있었올 것이다 

@ 중국어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 바로 한국어 속당과 연관올 시키지안1 

중국어 표현과 한국어 속당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 추정한 의이가 전혀 맞 

지 않는 경우도 보인다 간에 붙었다 쏠개에 붙었다 한다는 중국어의 ‘간 

당상조빠뺑相뻐)’와 연관해서 이해툴 하는데1 이 중국어 표현은 ‘속마옴 

을 터놓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는 뭇으호 한국어 속당의 내포 의 

미와는션혀 관련이 없다 

@ ‘쩡 대신 담이라는 1좋은 것 대신에 덜 좋은 것을 사용한다’는 올야 

른 추정도 있지안 중국어 고시성어인 ‘/l:i'l'充썼와 연결해 ‘재능이 었으 

연서 끼어틀어 어리 숫자안 채용다’라는 뭇으로도 추정올 했다 ‘긍강산도 

식후경1은 중국어 사지성어인 ‘秀@.可용과 연관해서 엉뚱한 의미로 받아 

틀였다 

@ 기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속당은 한국어 속당의 원래 의미외는 갱 

반대로 ‘(마침 갔는데 시장이 섰으니) 용이 좋다’라는 뜻으호 이해를 했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옴식을 억는 것과 전혀 연관을 짓지 옷하고 ‘옴 

이 좋시 않다’는 의미로 파악했다 ‘사공이 않으연 배가 산으로 간다’는 

‘사링이 않으연 힘도 않아서 울가공한 일이 없기에 배를 산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뭇으호 이해합올 올 수 있다5) 

@ 동일한 속당을 완션히 상반되는 의미로 추정하는 경우도 보인다 

7많에 홍 냐웃 하다는 어려용 환경 속에서도 싹올 틱우는 식물의 ‘강한 

생명력1으호도 이해하며1 동시에 기몽이 발생해 콩이 많이 나지 않는 ‘환 

경 오영’을 상정하는 말로 추갱한 학습자도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가뭉 

5) 조현용{aXJ따9도 이 속난에 한국어원 아주 장하는 고급반 악생틀이 여엇이 힘융 
앙치띤 상가놓온 없다라고 대당하곤 한마고 지적하고 있다 



254 극어교육연구 채a집 

인데도 불구하고 콩이 날 정도로 ‘자연 환경이 정알 좋다’는 의미로 추측 

한학생도있었다 

@ 속당 속에 내재된 한국 문화의 십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속당의 의 

미를 추정하는 데 어려융올 겪는 정우도 보인다 ‘서당 개 삽년이연 풍월 

을 옳는다는 이 속당의 소재로 풍쟁}는 ‘개’가 인간과 대비되어 지적 능 

력이 떨어지는 동울이라는 비유격 의미를 파악하지 옷하고 있융올 볼 수 

있다 그리고 ‘종로에서 양 맞고 한7안1서 눈 흩기다는 소재가 한국적인 

데다가 어휘와 운장이 무엇을 항축적으로 표현하는지 외국인 or습자틀은 

전혀 강웅 장지 옷해 아무 대당올 하지 옷했다 

이상의 결파를 간당히 종~하연， 속당올 이해하는 것이 중급 학습자에 

게 쉬용 일이 아니며， ξk습자가 속당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의 개영 의이 

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당의 실제 뭇올 유추하기가 엽지 않옴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고긍스러용 한국어 구사릉 위해서는 체계적 

인 속당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어휘를 알고 있다고 해도 속당올 체 

득하기 위해서는 속당의 문엽(어휘， 통사 구조 둥) ξk습파 동시에 딸생 

배경에 대한 어원 설영 및 그와 연판왼 문화적 배경도 동시에 교수 학습 

되어야 ~올 알 수 있다 

m 기존 한국애 교재의 속당 분석 

국내에서 속당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악하기 위혜 즉 

속당 표현의 교수 , 학습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l 어느 속당을 반 

영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속당을 활용한 교 

재 개발의 방향올 정하는 데 활용할 지칭을 알아보기 위해 경희대학교 국 

제교육원 딸앵의 r한국어J 1 -6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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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경외때 교재에 수특원 특g 욕특 

초금l권 

초규2연 

가는 알아 고외야 오는 얀이 당대 가랑비에 옷 젖는 ~9~르마 강온 강이 

충균I권 
연 다흥시 "1， 거씨가 출흩 치연 날써가 좋다， 낮앙용 씨가 를고 앙알용 쥐가 

(용15게 
듣는다， 누쩌셔 익 벅지 누워서 갱 영가， 영 짚고 에엉'1기， 앙 한 아디효 천 
‘*빚 강는다 안엉농 앙이 원리 가니， 비 용뒤에 영이 g어진다1 삭용축 

억'1， 싼 셰 비져익， 언 앙에 오중 누기 하눌의 ，~ 여기 

개구려 융갱이 칙 생각 옷하다 고얘 싹용에 새우풍 터지<1， 고양이 적에 양 

올 완다 긴 냉에 효자없나， 내리 시영온있어도 i사랑용없<I， it 산아액고 

중끔?켠 
요리 'tt 내일마 동댐l도 우드허 엉교 건너라， 긍강산도 식후경 보기 좋온 

(총U17i1 
익이 억기에도 흩다， 익 종 사냥용 생각도 않는에 깅갯극새터 P낸다 액 온 

깅에 셰사 지낸다.， u l용 이이 익 하나 더 준다 그엉의 익， 굿이나 보고 익이 

나 억지， 가능 날이 갱\!， 여는 익올수욕 고'.용 악인마 서당 개 상 년이연 
용월융 율는다， 산용도 위아예가 잊다， 일석이죠 

고용 사랑 미용 '. 엉고 이운 시항 E훈 에 엉아， 곳간에서 인싱 난마 구원 
j!월l련 이 영완이다 끼.1귀 냥자 에 영어칭다， 꿀 억옹 엉어리‘ 앵 액고 양 억1 누 
(용lZ끼) 이 좋고 에￥ 종다 샤양 나고 동 낭다， 석용 축 에기， 입석이죄 E二μ1， 흉 

싱옹 에 흉냐고 g 싱용 얘 영남아 영안강사도 제가에으띤 그안 

개쩌렁 ‘3어서 정*강이 쓴다， 제 눈 강추듯이， 고기농 씌어야 'J!ι이고 앙용 
왜야 앗이다， 구슬이 서 ?i이라도 셰어야 보얘다， 까"l'Il 날자 매 앤어진다， 
낫 놓요 「’자도 오용<1， 톨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앙 t! ".디효 천 냥 

고옆권 
넷용 강는다， 우소식이 회소식， 안 엉는 양이 천리 간<1， 얘는 <1용수혹 고개 

(~W'I 
용 숙이는 언이다 세 상 어옷 어든껴지 간다 시칙에 안이다 아다르고 어‘ 
다프<1， 우논 아이 젖 충<1， 웬송이도 냐우에서 영어갱 에가 잉다， 자라보고 

농한 가승 송뚜영 보고 양연아; 짚신도 짝이 잊게 마련이다， 싼용 안으흐 긍 
게 아령이냐 영깨 었는 우엉 엉<1， 하늘이 우너져도 솟아낱 구영이 있다 호 
링이톨 잡으혀연 j:링이 당에 틀어가라 

경희대 r한국어J 교재에는 속당이 초급 과정어서는 풍장하지 않는다 

속당은 중급과 고급에서 다푸어지며 총 ÕI회 (중복되는 속당 포함) 퉁장 

한다히 초급은 한국어 입문 과갱이므로 속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61 경희대의 또 다용 교재인 r외긍인 학꾸 유학생융 위한 한국어 읽기j에는 ￥륙으로 
엔국어 요찌 속의 주X 속당 욕욕‘이 갱'f외어 잊는，\ 여기에논 총 (00개의 속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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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어휘와 문엉， 문형을 학습6는 초급 단계 학습자에게 속당 학습올 

부과째| 않아 교수와 ξι습에 부당올 주지 않기 위한 고려로 적절한 교재 

연찬 방호i이라는 생각이다 

중 고급에서 속당은 대화1 듣기， 읽기1 쓰기1 문법 셜영의 예운， 문화란 

풍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다른 기관에서 발행원 한국어 

교재와 대비되어 경희대 r한국어j 교재는 중급에서 ‘속당과 관용어1란올 

별도로 마련하여 속당의 주제 또는 소채별(경게 날씨， 앞 떡， 동울)로 제 

시하고 있마 또한 교재의 부흑으로 관용 표현 옥록을 안틀어， 교재에 제 

시왼 다른 판용어와 함깨 속당의 옥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업고 

고급스러용 한국어률 구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속당을 학습해야 할 

펼요성올 보여 준다 또한 교수 학습 방법에서는 속당의 각 어휘냐 구성 

성분올 축자적으효 쪼개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속당올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 인식하여 속당 전체를 하나의 학습 단위로 인식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하지얀 엉용 한국어 교재라는 한계성으로 인해 속 

당의 어원과 사회 문화격 배경에 대한 설영이 없는 것이 이 교재가 부족 

한 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엉용 교재의 부족한 연올 보충하연서 한국어 

속당 교육을 효융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속당만으로 구성된 독링왼 교 

재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실려 있다 한연 고려대 표채얘는 총 11개 서용대 표재에는 총νI 선푼대 교재에는 

총 51개 성장판대 요재얘는총 8잉꺼 이회애대 jj[재애는종~개'1 속담이 수옥되어 

있다 죠현용= 옹 장고하연 각 표재에 동장하는 구셰혀인 속당의 에와 현맹융 원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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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속당활용 교재 개딸과정 

l 속담선정 기준 

수않은 한국어 속당올.7) 모두 다 외국인 ξk습X까 습득한다는 것은 울 

가능하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모든 속당을 학습자에게 

교수 학습하여 교사와 학습자에게 부당올 지울 멸요도 었다 하지만 학 

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맞게 자연스러운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이 가놓 

하도록 속당을 교육하고 ξk습할 펼요가 있는 것은 분영하다 그러연 우수 

한 속당 중에서 어떤 것옴 학습*뻐1 가르첼 것인7ft}는 문제가 자연히 

대두한다 체계적인 속당 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칠 속담이 앤 언저 선정되 

어야 항 것이다 선정 기준은 최우선적으로 사용 빈도이다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언어 생향을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속당틀이 한국어 학습자 

들이 접하게 되는 속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빈번히 사용되는 속당을 언져 

가르쳐야 한다능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한국인들이 기온적으로 앙。싸 하고 또한 7냉 흔히 시용하는 속당은 한 

국 어린이용 속당집에 수록외어 있다는 것에 ξ싼히여 r속당 100가지j와 

r어린이 첫 그링 속당 사전」에 수옥왼 속당을 기준으로 하였다8) 전자에 

는 책 제옥이 앙시하융e이 한국어 속당 100개가 천연색 그립과 함께 해설 

식으로 의이가 설영되어 있교9l 후째는 총 $개 속당이 천연색 상화와 

기 이기윈19!2)의 개정딴 r속당사&에는 7천여 수의 얻국어 속당이 설려 있다 

8) 국채교육진흥원에서는 현대 한묵어얘셔 시용하논 엔도와 엉위가 녕은 요현용 선정 
하여 r속당 100 깐용어 100，으호 염어 앙간혔다 하지안 이 Ii재 보급이 얘얻되어 있 
어 널리 시용되지 않고 또한 종져와의 징웰 ‘g향의 차영화융 위해 창고하지 않았다 

9) 이 쩍옹 ‘초등학생이 꽉 열。}야 한 r속당 100까지J’라는 ￥제가 웅어 있다 하지안 영 

아한 성영이 었이 -냥연 기는 것이 능하지 옷하다 당에거는 보석이 보혀얄안 옷하 

다 씌지은 농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용러가는 웅도 이 주연 ;깅이다· 풍 성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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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의미가 간단히 실려 있다 두 잭을 모본으로 하여 최초 I，M의 속당 

을 추출했다 국내외어 서 한국어를 가르친 필자의 교육 경험에 기초해서 

두 권에 실린 속당 중에서 사용 빈도와 벙위가 높고 한국어 학습지에게 

호웅도가 높으연서 학습자가 꽉 알아야 할 속당이라고 판단되는 것올 추 

출했다 

이 속담을 5영의 한국 성인에게10) 빈번히 사용하는 것과 보통으효 활 

용하는 것으호 냐누어 100개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헝게 하여 니온 결과 

와 멸자의 주판객 판단이 결합히뼈 빈도수와 학습 필요성이 높은 속당 53 

개가 선정되어 l권에 수록되었으며1 그 디옴으로 학습 필요성이 높은 속 

당은 2권에 수록되었마 이형게 선정하여 r속당으로 배우는 한국어 1, ι 

에 수록된 속당은 총 1m，)이다 

2 교체개암의 빙향 

판용어와 마찬가지로 속당도 단어를 분리5째 학습하는 것보다는 말뭉 

치로 받아틀이는 것이 바랑직하다 어휘가 알뭉치로 입력외었올 때 학습 

자들은 그들이 인지한 입력올 완전한 수용으로 천환하기가 쉬우며 운액 

속에서 개별적 어휘의 관계에 대한 귀납적인 지식올 얻게 된다 또한 의 

사소통능력에서 유창성을 키울 수 있고， 모국어의 전이에 의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김선정 • 강현자， 없fi<Vj) 이러한 사질을 바탕으로 속당의 

효과적인 교수 학융을 위해 속당 교재의 집필 땅헝뿔 다용과 같이 설정 

제도 시용 빈도가 낮응 속당이 다수 포양되어 있어 이 잭융 온 교재 징웬올 위한 모 

본으로 그대포 시용힐 수는 없었다 

101 이율 5영은 오두3l대 후반얘서 @대 초반의 대학 졸엄지툴ξ 혜영으효는 의샤 요 
수 회사원 각 1영 주우 2영이다 외국인용위한속당교육용교채용 안툴기 위해 
송당 선정 작영융 힌다는 육객올 이리 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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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순으로한다 11 ) 

• 예문의 내용운 현대적인 의미률 갖는 한국적인 상횡을 반영하는 지문으 

로 구성한다 통시에 한국어 찍업자의 다양성올 고려하여 세계척인 판정 

율 영우에 두고 모든 학습자가 공용척으로 호용힐 수 있는 것올 제시한 

다 성인 학습자의 보연격 상식으로 이해 가능한 내용옳 앙는다 국수적 

인 내용1 지나치게 한국척이어서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난해한 내용1 

햄융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지￥F능 내용， 인간의 존엉성융 무시하는 

내용 쪽력적이거나 션정걱인 내용운 제외한다 

• 속당의 기본영과 의미는 국립국어연구원 말앵의 r표준국어내사션」융 활 

용하여 재확인힌다 

3 원고에 대한의견 구하기 및 수정 

r속당으로 배우는 한국어 1，을 집휠하던 중에 출판 의호i율 타진하기 

위해 원고 일부를 출판사에 보냈더니， 몇몇 전운71에게 의회하여 원고에 

대한 의견을 구해 집필 방향과 내용의 수정 및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했 

다 집필자와 명7}.자의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이 평가는 교재의 

내용에 질적으로 ."，상되는 긍정척인 역할올 쨌다 

• 찍의 목직성에 대한 의경 
• 교재의 목적성융 분영하게 힐 펼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제시핑 

- 목적성융 결정하기 위해서 다융의 사행l 언저 경정원 훨요가 있겠옴 

。:씩올 휠용할 대상f 영어켠 .. '융자 

11) 속당용 의미나 내용， 주세， 소재로 용유하는 것은 속앙융 전문하는 연구자틀 간에도 

의견이 용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외갱할 수 었는 문채도 있고 또한 속당융 의"1나 

내용으호 판유해 놓으영 학습자틀이 속당의 뜻융 E정시켜 받。뜯어， 속담이 상앵 
에 따라 의미의 갱용아나 연화가 얀어날 수 잊다는 A 실용 업게 방이틀이지 옷 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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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올 이용한 대상을의 수춘 중급 이상/고급 수준 

。 교재 한용의 옥적 어휘용/회화~ 읽기용 둥 

。교재 이용의 방영 자학자습용/교채용 

위의 사형않을 영혜하께 정리한 후에 핀고 내용올 수갱할 월요가 있겠융 

• 원고 내용에 대한 의견 
잭의 전제적인 흐음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영가항 

- 속당의 쓰잉에 대한 내용융 실제 대화 상항으로 진앵하는 젓이 더 유용 

M임의 얘증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율 중심으로 제시 

속당이 생긴 유래가 용영한 것등에 대해서는 딩 형태호 영도 찌시 

- 문갱연 간경하게 채시<j-는 것이 외국인틀의 이혜를 구하기 쉬올 것으로 

보잉 

전체적으로 재이있는 내용이었으연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잉 

· 연집에 대한의견 

옥당별로 동영한 에이지을 할당 

문화 산잭에 대한 이혜를 톱는 실제 사진 자료 청가 

저 사원 전에 어휘 옥목을 ’영도로 얀틀어서 뒤에 부록으호 제시 

- 안욕되는 어휘 설영응 울핑요 

• 책의 시장성에 대한 의견121 

현재 한국어을 가프치고 있는 묘사나 교수퉁운 이런 유형의 교재가 휠요 

하다는의견이 지배적잉 

- 개인영 구매 수량에 의한 수요보다는 한국어 판련 묵가 기판올 용한 싼 

12) 표재의 시상성에 대한 의견응 교재 개말자와는 칙정적인 판련이 없어 충판사의 문 
새라고 생각하기 쉰마 하지안 아우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성이 없으연 층 

딴사는 션뜻 융판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재 개앙자는 교재의 개안용 계획하는 안제 
에서 이 i재가 영"1나수5171 있으며 또어언 내용으호구성해야 구애자의 흉이룹 

끝 수 있는지틀 고려해야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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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J엔이 모색되어야 원7f를 회수할 수 있올 것이라는 연단잉 

· 캠고사항 

문장율 간결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의 예시 

。오를옹 일요일이라셔 쉬는 날이다 날씨도 맑고 좋아서 식구와 악웅판에 

갔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랑틀이 모두 여기에 왔는지 사랑을이 너무 

않았다 7f'는 날이 장날이었다 

• 오늘은 일요일， 날씨도 좋아서 가족툴과 박훌판에 갔다 그언데 사랑틀 

이 너무 않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 설생활과 광련원 쓰임의 예시 

• 오늘운 영요앞 날씨도 좋아서 가쪽틀파 놀이공원에 갔다 모처령 자이 

로드용올 실것 타허 었는데 7H= 날이 장날이라고 사랑등이 너무 않아 
겨우 l언밖에 타지 옷했다 

4 교재의구성 

11 내용 구성 

교재의 각 단원은 속당 제시， 의미 제시j 기본 표연 어휘 공부， 추가 학 

습， 문화 설영의 단계로 구성왼다 그리고 다섯 개의 속당을 학습한 후에 

는 연습 문제로 이루어진 영가란을 둔다 각 단원의 세부척인 단계의 구 

성은 아래와같이 한다 

(î) 속당 저 시 이 부용에 서는 속당의 원형을 제시하며1 영어로 그 표연 

의마를 축자적으로 제공한다 

@ 의미 제시 속당의 내포 의미1 즉 실제로 쓴이는 뭇을 제시하며， 그 

뭇을 영어로도 제공한마 그리고 한국어의 속당에 해당하는 영어 속당이 

존재할 경우 영어 속당을 제시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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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표현 속당이 실제로 쓰이는 본문 택스트률 제시한다 속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액릭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본문 택스트는 두 개애서 네 개의 읽기 지문 형태로 제시한다 

첫 번째 텍스트는 속당의 어원 또는 발생 동기툴 보여 주는 구셰척이고 

실제적인 상황올 서슬하거나 묘사하여 학습자가 속당의 내포 의미를 자 

연스렵게 유추하도흑 작성한다l씨 그 다옹의 찍스트는 속당의 비유성과 

추상성이 심화된 상빵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제시하며， 또한 필요한 경 

우에는 속당의 연이형도 제시하도흑 한다1잉 

@ 어휘 공부 각 지문마다 어휘의 목록을 제시하며， 그 뜻운 영어로 제 

시한다l히 연어， 판용어는 알뭉치로 제시하며， 한자어는 한자를 괄호 안에 

채시한다 

@ 추가 혁습 이 단계는 교재에서 ·덤으호 알아 두세요i 또는‘명으로 

드렵니다·라는 항옥율 설정하여 속당과 연관흰 판용어， 숙어， 사자생어 

풍올 제시하여， 학습'Àf:의 언어 지식올 넓혀 주도록 한다 

@ 문화 설명 이 단계는 ‘문화 산책”이라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학술적 내용 위주로 속당파 판련원 문화 내용을 사진파 함께 제시한다 

속당의 얄생 배경파 판련원 문화 요소는 반드시 설영하며， 속당의 어웬과 

131 영용 측당파 한국어 육당용 비요하여 학숭하연셔 억융사가 비교용화 연습융 하도 
용 하기 위해서이다 톨용 영어 이외의 타언어 구샤지는 영운용 억5융자 언어로 언 

억하는 학습융 힐 수도 잊다 

14) 지용올 작생한 예 않옹 속당사용의 구셰칙인 상황옹 셰시하는 앙온 。}이디어용 인 

터넷의 각종 시이트에서 영었다 
151 속당은 한 개인의 비유혁 용에에서 쓰잉이 시작되어 그 쓰업이 사회혀으로 공깅윷 
영으연 속당으효 정악한다 육 속납용 용기(i!J!I) c。 창작양 죠구며 인가φ 회자 

전술{1ft l< fIj jJj 1의 앵성 과정융 거힌대강둥학 1m 용긍엄 1!Øl). 용당의 이와 경운 
영생 과정올 지문올 셰시하는 순서에 혁용하여 쩍융자가 속당의 앵성 파정융 앙앙 
리에 셰득하도옥 져운용 구성하고 얘영한다 

16) 어휘의 뜻올 영어효 제시하는 이유는 한국어 사션이 재망되지 잉용 특수어 언습자 
의 t‘습 연의용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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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겁적인 연관이 없어도 <'''습자의 문화적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 

은 여기에 포항한다 l권에서 택스트는 원출처의 서술 방식을 ξl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집하며， 2권에서는 가능한 한 연집을 자제하여 

원출처의 서술을 살리도록 한다 

이와 갈이 구성한 속당 교재 l권과 2권에 수록왼 속당과 내용은 다옹 

과같다 

<B. 3> r욕딩으로 배우는 인戶써 1 ，에 수~왼 욕딩 및 내g 

측당 추가액슐 용'111" 
l 가는 낱이 쟁*이다) 장날 

2. 71는양l고9101요농'11>1톨다 땅한아디로천냥빚올갚는다 한국인의 언어찬 

171용에 흥나풋하다 가율애 용이 나웃01 하다 기우재 

4 간에기영도안간약 
간이 크다， 간이 작다， 간이 용 

간(Hfl 
알안 해지다1 간이 갤렁하다 

5 간에 톨었다 양끼에 톨었다 
용개아진사장 박쩍 이ot기 

힌다 

연*뭉져 l 
할 일이 얘산 강다올 얘산 

@ 대산{~IJI ) Ø 대 6 강수특 예산에대 곁이 밍다， 태산 강이 까낙도 
산이 놓아 (시조) 

안 혀따， 태산 양이 썽여 있다 

7 강건너 톨구칭하웃 하다 한강 

a 공갱생도석후경 긍싼 

9 영 예선 iI 생 억고 양 억고 일석이죠( 
닭 

石=，[M

그링의 익 역 주우르듯 하다 

10. 냥의 액이커 보인다 이게 앤 떡이냐? 그것온 누위셔 떡 
의 역기다 

연앙톨져 2 
11 냥의 갱쳐에 갑놔라‘ 놔 잔세액영잔치 흉잔 
라한다 '1, 환갑잔끼11 

12. 낮 ￥고 기액져도 요툴다 <D낫@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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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낮알용 셰가 톨고 양앙용 온도와소리 전당의 

취가를는다 상삭 

14 내업용혀야셔쪽에서뜨쳤다 천문대 

15 누워셔 갱 ’기 ’1 영울에 침 생기 이듀L자리 

연*용져 3 
16 다원냉에찌루리기 다원숙얘재의지다 앙 

17 암옛쓴잊다보았다 산전수전(띠IIH'Il< l올 다 겪냐 인생 

18. \t활로 "1위씨가 계안으호 "1워1 기 이란격석(J;!IIlCHi1 

19. iI쫓언끼져용쳐다&중빼 U산지 

∞ 툴다리도두드펴 호고건너라 올디리 

연융용찌 4 

21 액 출 "l'압용 생각도 앙는 
깅치 

예깅갯악￥터 I낸다 

z 뛰어야 ￥셔닝 손8뻐이다 뛰어야여욱이다 서유기 

23. gt짜링에 제눈 강추훗 혀다 게 

24 육구엉이 포도갱 포도정 

g 육。r~AJ썽이 우훌 훌다 우융 

연습용>1 5 

26 용에 흩옹 약01 입에 쓰다 모르변약아능게'lI 한의학 

'!1 율에 ‘씬시항 건져 놓으나 웅에의자연 X얘리기라도상헌4 
웃집 

옷갱(，낀여리) 내'f으라 힌다 엎지픈 한1악 융 양뼈 난고기 

a 잉빼앤욕에융웃기 독 

29, ut늄 도육이 소 도톡 앤다 λ~ 

:<1. 'it없는양이혀리간다 도양형 

연융톨세 6 

31 익지장도 맞률앤 낫다 한시 

x 사꽁이 11t으연 예가 산으 
사공 

효간다 

33 셔당게상년이연흥월융 
서당 

&는다 

34 소귀애정잉기 우이독경(이→IÇ~*'I!) 융경 

35. 소 잉고 외양간 고친다 샤후약빙않{IE!& !I! /i文) 외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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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슬톨찌 7 

x 신션농용에도껴자쭈씩 
신센}상 

는즐오툴다 

Jl. ot니 밍 궁육에 연기 냥까 을쭉 

3a 'l'll에강초 감초 

g 엎드혀껑믿기 정하기 

에 영깅융축용앙아도t! 
인간판 

경시링측용요혼다 

연*훌셰 8 

41 우훌안 게구리 정중지왜!fψzll) 우울안 71R해。JoÞD 

42 자라 보고 톨한 71용 * 
@자라@송 

껑보고융경다 

43 총호에서 양 맞고 언킹에 
기셔눈흩긴다 

종로 

44 중이찌어리옷싹는다 스닝 

45 지생이연강갱이다 하늘숭배 

연슐톨찌 9 

46 왕씨씨 앵앗간* 그냥 지 
양앗간 

냐가랴 

47 혀릿갱도 한 곁용￥터 깅 

48. 홈으로 예주톨 쏠다에도 홍섭옹에콩나고팡싱응데 
에주 

용이툴저앙다 염난다 

49 티끝모。}에산 우공이신{l!!公g山) 

50. 영양강사도저 에으연그 
감사 

안이다 

연앙톨져 10 

51 하융의 영 따기 영해는앙(세 

52 하톨이 우너져도 춧이올 
우주판 

구영이있다 

53 호랑이는 혹어서 71측을 
호사유껴(Jl! lEllI!ii) 인시유영 

남기고 사캉f 축어서 。l 호땅이 

톨올냥긴다 
(AlE’i'1.t,) 

연융톨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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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4> r측g으토 배우는 힌녁어 2，에 수특왼 욕딩 잊 내용 

.. 11 추가억숭 용화산쩍 

l 감용 강이연 다흥씨 •• 다흥치아 

z 게구리용’이혀생각웃 (j) 개구리 (2) 갱'.구 
언다 " 여야71 

용~I 외다， 용이 구용올 얻온 

1 "갱에셔용낭다 
듯하다 이꾸라X 가 용이 외었 

용 
다， 용의 꼬리보다는 당의 어려 
가 낫다1 둥용운{!f때rl l 

싼자가 종다 냉자가 시닝다， 딸 

자용 장l살옷1 타고 나의 영자 
@의호용 재@시주 

4 깨훌자가상톨자 용 고치다， 딸지효 알고 셰녕하 
영자 

다， 영자 소판으효 올리대 -lt 
영자다， 용앵올 활져로 툴리다 

5 고예써용에싸우퉁터갱다 고예 

연양톨져 l 

6 흥동딩에무너져랴 
(j)안@그힘자없t 

앙(이야기) 

7 굿이나보고댁이나억져 우속 

m 껴-i'lI (2) 까아귀 
a 꺼-.귀 고기톨 억었냐 성화@시조김상@ 

고기흩놓인껴@뻐 

9 꺼-.귀 낭자 에 I어갱다 오비이랙(μ~!;'l ii) 

창꿈， 끼꿈， 풍킹1 정이 아닌가 
하고 의싱하다， 풍이 아닝가하 

고 융융 꼬징어 보다‘ 꿈에서 
10. \'보다 애용~I 낫다 깨다" \'에도 생시에도 잊지 옷 영 (얘용1 얘용성011 

하다1 꿈융 꾸다， 영융 가지다 
풍올 lfcf, 소년틀이여 g용 가 
져라， 꿈이 잊앙디{잊지 않았다l 

연슐훌찌 2 

냉수 억고 속 차혀랴， 셰연상， 

11 냉수억고이 후션다 셰연에 구에와마 셰연이 깎이 
셰연 

다， 셰연용 세우다1 셰연을 더 

업히다， 세연용 용보지 압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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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하연대용지커다l 써 ，연 재융언 잉융다 *，*지 쩌 
연올 중>1 여기다 셰연융 차i!J 

다， 장띠도 세연도 없아 그것 

옹셰연푼제마 
l t 'i도쳐연기용다 당 

11 il 1fo~억고 요리‘ 내인다 
14 예후나우에 연 검리풋 하다 @대추나우@연 

15 용냥용안주고흑씩앙겐다 (j) 동냥(2) 각설이타영 

연슐훌>1 3 

16 용한밀이어를다 퉁싼 

17, '*￥용 앙상이다 용찌 

1& 익 용갱에 짜사져내다 
어려가 익이 었다 익용 인다， 

세샤 
익이 와도욕숱융아성아 

19 예도앤저앙e 깨낫다 (j)예정@흔장 

a 요로가도서흩앙가연앤악 서용 

연융훌찌 4 

21 툴에 ‘지연 져우라기라도 
용켜연다 

22. "1훌 01이익허냐더중아 정(fRI 

a 밍는 도껴에 *용 에히다 (j)도끼@긍도끼 온 
도끼 

24. -1늘 71는 예 상 강다 
바블호 옐러도 피 한 l앙g 안 

이느정 
나악 바늘땅석에 앉옹 것 강다 

얘암올 맞추다， 얘검{융} 예다， 

얘ll{이) 빠지다 애해용) 춰 

g 예보다예융이 더크다 다， 애정{이) 빠지다 애씬(용) 

에'1， 애맹{o]) 훗다 배양이 빠 

지도용웃다 

연앙뭉찌 5 

Ji '11'171.세 따라가연 다리 옐새가 황새을 따라가면 가랑 
(j)엉새@황새 

가，어갱다 이찢어진다 

a 에는 익*수특고까톨*얀다 @여 æ J!7. 
a 보기 흩용익。l 억기도흩다 '1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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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싸웅옹당호흩에기 음싱.(>''21. 긍실지릭('F양~， 
생하노인OHε人) 

급실이좋다 

g 톨남씌에￥예정하다 영장올지르마 부'ij 

연g용져 6 

31 셔융 가서 김서땅 왔기 한국의성써 

32 엉'P'};가 시영 강는다 

33 세 상혀 어JOI 여동*I，-Icf 깅유신과낼{연1 

3< 송총이는솔앙융억어야언다 정이용송OE다Jj앙) 

g 섭년 훌'1-도로。1"1타g이다 
도로아이타융col다， 도로아이타 

"진이와지족선사 
용이 되다 

연g톨셰 7 
36 영언찍어안녕어가는나 
우없다 

" 영훌에는 01용이 었고갯야 영융 
에안 P빠이앙다 

g 우흩에 71서 송늄 핫다 긍한성격 

g 우률을파도한우융융피라 도승과양세우윤 

40 명닝 억에 냐뻐나~ 톨다 호가호우~-."'I뒤 나열 ID 왼닝@냐안 

연*톨찌 8 

띠 용송잉U도나우4서 영에션아 견웬지간t!(!i1z씨) 원숭이 

a 윗톨이 잉얘1 01룻톨이 잉다 갱액리 

입애 용철하아 잉에 거미중 X 마 

잉얘셔 신을。l 나악 잉。l 우겁다 

엽이 7배다 잉올 열마 엽이 경 

43 잉용비룰어져도당용바로 대잉법얘내다잉밖에내지 

에라 
않아 입올 다용다 엽애 오르다 간갱 
[오르내리댁 너는 입안 썰뻐 
잉이 않아 입에 잊다 잉에 잊는 

악 잉이 까다융아 좋은 약은 입 
얘 스~t:t， 산 잉에 거이출 치랴 

44 주어니 잉어 언지 안 나오 
는사iI엉다 

45. 충이 힐 효기 에으연 며나 
'!l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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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슐용져 9 

46. 혜구멍에도 멸톨 낱이 있다 
쥐구영을 핫다， 우끄러워서 겪 

구냉이랴도찾고싶었다 

41 갱신도찍이 잉다 

4& 명져 엉는우명 없다 

49 하언 갯도 영씌 훌아 .으 
연안한다 

m 혹예러장다혹훌여요다 
연슐용져 10 

2) 단원 구성의 예 

제∞과목우영이포도청 

까1e throat is the POIi∞ 00reaU. 

〈의미〉 

회앙의 빛 (시) 

짚신 

우엽 

영석 

혹꾸리영강 

해서는 안 와는 일인 증 앙면서도 억고살시 위해서 어뀔 수 없이 하다 

~ In C::tOO' to erun a hing, 9.l'll:'b::XIY cam::t ch::n;e b.n to 00 잉"""‘g 써"""" 
kn:lws that Æ sh:rld DX ch 

o "" """'" 뼈" I‘IS ro ears. 
0 ""'"에 따-re3 in an Cfl1XY α .... 
• Ne6:l rmkes the naked mm nm arrl 잉row rr에g 얘- 영n 

o NO>J rr냉.;e;; the 0애 싸， "α 

• Fbverty is an ereny to g뼈 """"'" 
- 바뼈er rmkes any rrnn a airrinal. 

〈기본표현〉 

o! 옛날에 있었던 포도청에 잡혀가연 아주 싱한 고통올 겪어야 썼습니다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지급파는 이주 달랐기 때문에 포도청 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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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뱅죄자들올 혹독하게 다푸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청은 일반 사랑들 

에게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굶어 보지 않은 사량플은 모료겠 

지만， 애고용의 고용도 엉청나고 우성당니다 ‘옥구엉이 포도청’이라는 딸 

은 얘끄픔<>1 포도청만큼이나 우성다는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 어휘 흥부 
원구엉 tIrroo, 때Iet 

포도갱(떼l!illl)the 여ice I:.ueau 

억고살다 eam ]ge< 뼈야]a (1뾰’sl 뼈" 

십(l!)하다 be severe U띠해 

고횡곰’~) "'" 앵ooy 
당시('M'뼈)에 al that [theJ tirre. then. in tJnSe days [tiIresJ 

인켠(A빼) Inmm 뼈$비l 때h~ 

개녕 (1112.) """"" rdÌ<n 앵S허 iæa 
지믿R今) the jl'eSt'I'lt (tirre), oow 

다르다 be φff_ 

찬리(낀:J!l govemrænl 이h찌 [."p이8깅 

엉켜져{犯Jfljl!) 미띠naJ. dferæ-
흑옥1M엽)하다 be 5e\1re [han;h, σUeL """*,,J 
다루다 treaι tmfIe. deaf (씨씨 

일반I - !!t) ."'"피'"ψ"'" 
일앤-!!t) 사랑 the geæràl Jl.때k. "..Je [the ""비c] at 뻐 ... 

우성다 be 떠끼어. be færtul. be hcrri이e; be afr히~be 양1어 

굶다 starve. '0 Jrur,.y' 잉<Îp a mæ1 

엄청나다 æ excrbtant. be en::rrrrus 

æ 애가 너무 고파 냥의 가게애 틀어가서 과자 한 용지툴 흥친 소년 굶 
주린 자식툴올 위해 쓰래기용율 뒤지는 부모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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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욕구명이 포도청이라 허기를 도저히 창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을 한 

것이지요 배가 너무 고프연 체연이고 예절이고 다 잊어버리게 되지요 

@ 어휘꽁부 

과재:m子1 coofoc뼈"'l': s","" COO<Y 

용지(용)11\1 ""'" 뼈 
흥치다없， rrb 

소년(少年1 lx>y, 100 
꿇주리다 starve nu:l> '0 [beJ hUr10Y nu:l> (mπsh 
자식(子μ) offSlIing, 여뼈'" "'" am daUgI뼈S 
쓰뼈기횡빼Ip뼈e [trnsh] 때 

뒤지다 rurru뺑ξ 띠rilIξ rnns외{ 

부모(父I!!I 때-

심정(心해) CX'Ie'S fa:퍼'll， o::ntitioo of ooe’s 찌l닝 

허기(없1111 trunger, hUr10Y (，뻐ng， farriæ 

도저(정 b!1히 ( .... 1 '" 때， (ænmtI ..，.;비y， by 00 m:ans, hardly 

제연(엠面) txn:r, r펙ilih'이 d;gnity, oxesti<, ("", 

예절(lllffill <Wrtesy, _ (.0001 """"" 

m 가난하여 옥구명이 포도청인 사람틀은 더 이상 무서올 것도 두려올 
것도 없다 황량한 사악에서 일용할 땅 한 조각 얻을 수 있다연 가족을 

떠나가는 것도 깊은 바다도 우섭지 않J!， 죽옴의 그링자가 드려운 사악도 

두려울게 없다 오직 억올것을구할수있다연어떤일도다히쓴사랑 

들이다 

l 어휘 풍부 

가난하다 æ α)α; te poverty-strick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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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협다 be feariul [)mible, frightm따 """'" 어rifi뼈 아 얘허d 

항행ñtW，l하다 be 아엉"" (ard faitt에， be 띠!빼 [써뻐 

일용{티써)하다 U잊 "''''Yφy 

't lm피 

조각 Iie:e, I:i, fr쟁，.，. 

깅다 be æ.o 

바다sea， ocean 

중융뼈m 

그링자잉1<!d:>w 

드리우다 "'" (φwn)， cast, 띠"ow (. 앙1<!d:>w) 

사에*양)de용t 

III 풍화 산찍 〈포도청〉 

조선시대 한성부와 경기도의 방엉 치안을 판장한 화 우포도청융 합 

쳐 부르던 영칭 포청(뼈ft)이라고도 한다 지긍의 경창청에 해당한다 조 

선 전기 성종대 이후 토지소유의 율균퉁현상이 심화외어 빈부의 격i까 

크게 벌어지자 사회불안이 야기되연서 도성 안팎에 도적이 횡앵하고 일 

부 도적온 집단화되는 퉁 치얀사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한성부와 ~의 

용산되고 소극객인 치안업무안으로는 대처하기 어허워， 1찌1년(성종 2)에 

욕정인사흘 포도정(뼈!Ø)에 입영하여 도석 체포흘 천당하게 했고 이후 

에도 수시로 치안이 약화되연서 포도장올 반복해서 설치했마 그러냐 이 

러한 포도장제의 운영은 일시적으로는 성과흘 거두었으나， 홍치 질서의 

문한， 인생고의 가중 둥으로 인한 도적 강도 -살인 퉁올 근절할 수 없었 

다 따라서 1뼈년(중종 1)) 포도장 포도대장 제도를 계숭하여 상설적인 

지안전당기구인 포도청올 설치했다 

포도청은 도욱올 잡는 기판일 분 아니라 선국척으효 엉융 정앵%)'는 폭 

넓은 기판이며 백성틀파 가장 일정하게 정해있으연서 잉금을 비롯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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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구와도 직접 연관되어 있 

는 판정이다 1&!1년에야 제복 

을 입고 칼올 찬 근대식 경찰인 

파리경찰청과 런던경찰청이 설 

치된 것에 비해 포도청은 그보 

다 $년이나 앞서 제복올 착용 

하고 포도 치안업무를 전당하 

〈경옥궁의 수운징〉 기 위&에 실치되있다 

화 우 포도청에는 각각 종깅풍의 포도대장이 임명되었으며 갑오경장 

( 1없4년)때에 좌 -우포도청을 통휩~~겨 정무청으로 훈영되다가 정차 서구 

식 제복과 영칭을 바워냐갔다 조선시대의 좌포도청은 현재 단성사극장 

부근， 우포도청은 현재 동아일보사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좌 우포 

도청어 서는 각각 8개의 예 빼)로 나누어 각 패싼18명의 군사흘동원해 

서 당당구역올 순컬하였다 

이러한 순라제도j젠얄떼1ß'1는 도둑， 화재 둥을 경제하기 위힘션l데 포도 

청을 포함하여 훈련도강1 금위영， 어영청 둥의 기구에서도 순라를 실시하였 

는데 이렇게 궁중과 도성안팎올 순철하던 군인올 순라군(젠훌lfI)이라 한다 

·순라군행사창여안내. 

현재 서울 시내의 인시동에서 엣 순라꾼이 관광객을 위해 부활되어 애 

주 일요일 1&아부터 17:00시까지 행사가 벌어집니다 

포도대장과 그 순라군’ 행사에 참여(포도대장， 죄수 체험 퉁)를 원하시 

는 용은 종로구청 문화진흥패fi'731→llffil， 인사동 포도청( fi'73!-{17001으 

로 연락 주시기 바람니다 아올러 포도대장 현장극이 끝난 후 출연자틀과 

합께 기념촬영을 항 수 있습니다 

(출처 종로 역사 문화 판광， hlt!>끼ongoo.æoolgo.kI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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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상으로 r속당으호 배우능 한국어 1, 깅의 연찬 과정올 살펴보연서 속 

당을 활용한 교재 개딸의 펼요성과 개말 과정올 고찰했다 출판 에용의 

중가로 교재 안의 사진올 컬러로 인쇄하지 옷해 교재의 외적인 연올 좀 

더 고급스렵게 하지 옷한 듯하여 아쉬용으로 냥는다 한국어 교육의 수요 

자가 현상항 보다 훨씬 더 늘어나 득수한 제재로 안든 교재의 수요가 중 

가하게 훨 "1 래에는 가놓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교재의 효율적 사용은 교사와 학습자에게 달려 있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한국어 정규 과정이나 대학 한국어 과정에서 읽기 수엽의 보조 자료 

로 활용하연서， 온문 내용에 대한 말하기 수염으로 확대할 수도 있으며， 

학습한 속당올 혈용하여 쓰기 수엄도 가능하다 특히 대학 한국어 과정에 

서는 속담과 문화 산책의 내용을 서로 연판 지어 학문적 글즈기， 얄표 수 

엽으로 확정째서 수업하는 것도 가능하다1끼 

학습자의 학승 연의， 이해와 할용의 최대화를 위해 한국어 속담을 휠용 

한 교재 또는 속당징이 중국어， 일본어 동의 다른 외국어로도 연찬되어야 

할 것이다 181 그리하여 다양한 언어권과 지역권의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비교 언어 빛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올 충족시켜 주어 한국어 교육의 

저변이 강화되고 확대되도옥 해야 할 것이다 특수한 제재인 속당올 활용 

J7) 속당융 한용한 교수 학습 앵엉에 대해서는 온고의 엉위찬 벗어나 자애하게 다푸 

지 않는냐 하시만 이 교재당 이용한 표수 엑않의 대이터가 축적되어 효용성파 견 
'1에 대한 연구가 앞으호 이루어져야 안 것이나 속당싼 안용한 교수 학습 'g.'tl에 

대빼서는 김현정(aαt8l핑l 안경회α::m :I8'}- I62)， 오지얘 m;~→llJ7l.iR영햇(m; 

87-1æJ, 조현용{때n의 연구가 있다 또한 문긍현U<ffl:æ-Z311이 잔용어 쿄수냉으 
로 제시한 학습 모형도 속당 교육에 옹용이 가능하나 

18) r속냥으로 얘우는 한국어 1 2.는 협재 중국의 한 대학 ~안'^m 증국어안을 준비 

하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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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어와 한국 운화를 교수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처옴으로 개발 

하여 출간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이다 째1만 여기에서 끄1지 않 

고 이 교재의 부족한 연올 보충썩 다른 시각어서 속당올 활용S뜯 다양 

한 교재도 앞으로 개알되어 한국어 교재의 다%얘。1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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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욕당융 황용한 한국어교재 개딸의 성제 

최권진 

이 연구는 옐자가 출판한 r속당으로 배우는 한국어 1, 깅의 개발 과정파 원칙 

융 정피하여 보어주고있다 두 건으로 구성원이 교재는욕수한처재인속딩을 

알용6애 개알왼 최초의 교재이다 이 교재 개알율 위해 필자는 채일 언저 한국 

어의 속당올 학습한 정엉이 없는 외국인 한국어 억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속 

당올 어영게 인식하는지 용석을 시도했다 그언 다옴에 널리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 욕에 포항원 한국어 속당의 현황을 용석었다 이 두 가지 용석율 용해 한 

국어흘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허써 속당을 휠용한 욕별한 교재가 필요하다 

는것이 어실히 업중왼다 

위 용석올 바당으호 하여 훨자는 한국어 속당 교재의 개발에 펼요한 원칙1 

개알 과정1 교재에 포항왼 속당을 션정한 옥객과 기준용 열거하였으박 속당의 

한용올 보여주는 예문의 구성과 그 속당들과 관련왼 한극 운화에 대한 정보 퉁 

올 제공"는 원칙올 저 시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율 거쳐 두 권의 교재에 

포엉왼 총 1m개의 속당융 비옷하여， 그 속당들과 판련왼 판용요현과 문화 함옥 

이 수록왼 옥륙옹 제시하고 있으여， 교재의 한 단원을 구제적인 에로 틀어 그 

내용이 어떻게 구생되었는지 그 실제를 보여준다 

{주제어] 속당， 한국어 교재 교재 개양? 속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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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lStræt 

The Reality of a Textbook Development for Teaching Korean 

Proverbs 

au, Gll<Jn-Jin 

까ns paper is an at벼πJt to sOOw the devel띠-"α"" m피 αirripIes 이 

the tw<rvdurral texthxj‘s læJ피j영 Km:an tlmJgh F\uverlJs 1 & :( .mch the 

autlxr has 뼈때m læse t'Ml 뼈urre; are tre first SjX.'Ci왜JZ<성 texthxj‘s Trnt 

U앞 π'Qverbs as their rrøten머 Th: """ 띠s """ 잉vey analyses 00 oow 
foceign le:arm's (esp. orirese stWnts) of Ki::re:m irúer treanings cl!t 이 Km:an 

미'O\'erbs， while oot 어ng taught any of therT\ arXI. (]l tre r떠-esent때100 이 Km:an 

πuverbs in a widely α;ed Km:an Iangu왔 texthxjι Thò:se ana1yses c1ear\y sOOw 

the κm fcr te상ung κ:rean JrOverbs ω ‘"""" 이 Ka업nasa sa:tt잉 cr fQ머gn 

때"'"쩡em펴 f(l" devel<Png SPD띠;，00 texthxj‘S 뼈‘Q: JIUverb;;, Then the autln 

rn:ntioos hls lXi떠야:S of develq:ing the textlxx:h, iocl뼈I앵 Uε airrn an:I the 

oiteria of SekX:tiJ이g JIUvcroξ CCI'JlX)Sing rea:ting texts to sOOw ræl 야nge 이 the 

_~r떠'CSeI1ting infoonalioo CKl Koræn cu1ture having associaticos 써m 

then"\ W;. f>: 잉XlWS a list 이 thew애e 100 미'Overbs， idi<m:lt1c ~ioos ar피 

띠M허 items CXI1I'írta:I 써th the IXQveros arxl thm 미uviæs a saJl1)ie ch쩍'" oot 

of the txùs to )R'Sffit the 여""" rr하re-up arXI. cætents of the textlx:d‘s 

[](ey Wrxdsl lWvert. Km:an ùmguage T_ TcxtlxxJ< 야V머P떠ι Tε띠ng 

""v<'rl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