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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공언어는 흔히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적 언어로서 쉽게는 

행정 기관 언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공언어’라는 명

칭에 주목한다면 개념 규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공공(公共)’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적 언어는 모두 공공언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언어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르며 다양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1)

* 신명선(인하대), 강보선(대구대), 이기연(국립국어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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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을 향해 쓰이는 언어(김세중, 2010: 83)’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

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조태린,

2010: 383)’와 같은 정의는 공공언어에 대해 광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인제

(2009: 30)의 ‘정부나 공공 기관이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명, 설득, 규제를 목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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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의 개념을 광의로 볼 것이냐 협의로 볼 것이냐와 상관없

이 공공언어의 개념 규정 시 주목되는 용어는 ‘공공성’이다. ‘적어도 

맞춤법은 지켜야지’라든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써야지’,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지’ 등과 같은 지적은 모두 공공성에 주목한 

발언이다. 황용주(2011)에 의하면 ‘공공언어’라는 용어는 2006년부터 

기록상에 등장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2000년부터 공공언어의 개

념을 인식하고 공공언어의 문제점을 분석·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

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국어 순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졌다. 공공언어 개선 사업이 국어 순화 사업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간 ‘공공성을 지닌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가 주로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 사용(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사용 

자제 등)이나 정확한 언어 사용(규범에 맞는 언어 사용)의 방향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2)

위와 같은 공공성의 개념에 초점을 두어 공공언어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구본관·제민경, 2009 ; 김문오, 2001 ; 민현식 외, 2010 ; 민현식 외,

2009; 박경현, 1999 ; 박재현·강남욱, 2011 ; 오현아, 2010 ; 이관희,

2010 ; 정희원, 2003 ; 조태린, 2006 ; 최홍열·최윤, 2014 등).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언어가 규범(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지키지 못하는 

용하는 언어’, 민현식 외(2010: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 장에서 해당 업무자가 

공공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해 내는 일체의 구어와 문어’라는 정의는 협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공공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논의가 공공성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무엇인가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성이 단지 정확한 용어 사용이나 쉬운 용어 사용으로 귀결

되고 단지 그 안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지극히 공공성의 개념을 좁혀 이해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본고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후고로 미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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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 사용이 많은 점,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공공언어 

진단 지수를 개발하거나 국어 책임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피거나 그 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기존 

논의들에서는 공공언어에서의 어려운 어휘 사용이 지속적으로 지적

되어 왔는데(오현아, 2010: 165-166 ; 민현식 외, 2010: 169). 법률 용

어나 행정 용어들은 오랫동안의 관습으로 이어져 사실상 고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외국어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영국의 쉬운 영어 운동

(plain English Campaign, PEC)이나 일본 사가현의 관공서 말 개선 

지침(조태린 외, 2014: 91) 등은 모두 공공언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인식하에 이를 쉽게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들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국립국어원에서 관공서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

여 개선 방안을 해당 부서에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장후석(2010:

20)에 따르면 ‘봉입, 불비, 익일 등’과 같은 어려운 행정 용어로 인한 

시간 비용은 1년에 약 170억 원, ‘맘프러너 창업스쿨’과 같은 생소한 

외국어 정책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4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어 책임관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관희(2010)

에서 논의된 것처럼 아직까지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 관공서의 용어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학계나 국가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앞의 논의에

서 드러난 것처럼, 주로 텍스트 생산자(주로 공무원)의 작성 과정과 

작성 능력 측면이었다. 그러나 텍스트의 어려움은 독자의 이해 능력

과도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읽기 능력의 수준, 어

휘 능력의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그간의 공공언

어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전문가 집단이 공공언어 그 자체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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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해당 언어에 대한 일반 수용자의 이해 

정도에 대한 양적 측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언어 자료에 대한 전문

가의 판단은 유의미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아닌 실제 수용자를 대

상으로 하는 이해도 측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고에서는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는 공공언어의 한 종류로서, 대개 보도를 목적으로 언론 

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된다.3)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도 폭넓게 생산되고 있다. 그동안 보도 자료는 

언론인을 상대로 하는 특수한 텍스트라는 인식이 강해 언론학을 제

외한 타 분야에서는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발적이기는 하나, 보도 자료에 대한 논의가 국

어교육학 분야에서 그전에 비해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선,

국립국어원에서 공공언어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함으로써 

학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보도 자료가 

인터넷 누리집에 제공됨으로써 일반인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도 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가

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보도 자료와 기사문과의 긴밀성이 지적되

면서 기사문의 중요성만큼 보도 자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일부 인터넷 기사문 등에서 보도 자료의 내용을 상당수 그대로 베

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공공언어 중 특히 보도 자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언어의 범주가 매우 넓기 때문에 공공언

어의 종류 및 특성별로 세분화해 연구를 진행해야만 유의미한 기술

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민현식 외(2010: 27)에서는 공공언어를 크게 ‘법률문, 보도 자료, 공고문, 기사문, 식사

문, 안내문’의 6가지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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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그간 공공언어가 어렵다는 논의가 있어 왔으나 그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전문 연구자가 공공언어 자료를 분석한 후 제시한 것으로서,

수용자들이 실제로 공공언어를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

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하였다. 또한 

수용자들이 공공언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그 이유를 

텍스트 생산자 중심으로만 논의함으로써 실제로 수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난이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언어와 보도 자료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보도 자료에 사용된 어휘에 주목하여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언어 교육에 대한 국어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보도 자료 이해도 조사의 전제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 조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

으로’ 조사할 것인가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된다. 첫째, ‘누구에게’와 

관련하여 보도 자료의 주 독자층으로 언론인이나 일반 성인을 상정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보도 자료가 그대로 기사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자료가 공개되면서 보도 자료의 텍스

트적 독립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보도 자료는 기사화의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텍스트로 인터넷에 제시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소통될 수 있다. 언론인의 경우 보도 자료의 한계를 취재를 통해 보

완할 수 있고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보통의 성

인에 비해 텍스트 이해도가 더 높을 수 있다. 그간 공공언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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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핵심 중 하나가 일반 성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점이었

음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일반 성인을 논의의 초점에 두고자 

한다. ‘누구에게’와 관련하여 그간의 논의들이 보여 준 이론적 전제

가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1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무엇을’은 조사의 내용과 관련된다. 그간 공공언어와 관련

된 조사의 주 내용은 주로 어휘나 문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대개 표기나 표현의 정확성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공공언어에 사용된 어휘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바, 연구 대상으

로서 어휘를 상정하되 이를 어휘와 텍스트 난이도의 관계와 관련지

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언어 논

의 시 부각되는 어휘 유형에 대해 다음 2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어떤 방식으로’는 조사의 방법과 관련된다. 이것은 Ⅲ장에

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Ⅱ장에서는 조사의 전제가 되었던 ‘누구에

게’와 ‘무엇을’과 관련된 그간 논의들의 관점을 분석하면서 본 논의

의 전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1. 공공성의 전제: 모범성과 대중성

보도 자료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그 텍스트적 특성을 연구한 

초기 연구로는 장소원·양정호(2004)가 거의 유일한 듯하다. 이 연구

는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보도 자료의 특성을 살핀 뒤 내용별, 형

식별로 보도 자료의 유형을 분류하고 보도 자료 텍스트를 바람직한 

텍스트로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민현식 외(2011)는 행정 

기관에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작성 지침

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인데, 이를 위해 먼저 보도 자료의 특성을 분

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도 자료를 생산 목적에 따라 ‘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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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형 자료’, ‘홍보형 자료’, ‘입장 표명형 자료’로 나누고 있는데 이러

한 분류는 장소원·양정호(2004)의 내용상 분류와 유사하지만 더 정

교하고 발전적이다.4) 민현식 외(2011)는 보도 자료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분석에 이어 민현식 외(2010)의 공공언어 진단 기준에 의거하

여 보도 자료 언어의 문제점을 정확성과 소통성으로 나누어 분석·제

시하고 있다.

이들 두 연구들은 모두 보도 자료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장소원·양정호(2004)는 주로 텍스트의 내용과 형

식면에서, 민현식 외(2011)는 주로 어휘, 문장, 표현 등에서 그러하

다. 본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처방과 대안 제시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도 자료에 대한 분석 

역시 보도 자료 텍스트의 생성과 소통의 맥락을 고려하여 보도 자

료의 언어가 갖게 된 현상적·실제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 기술적 연

구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도 이와 같은 문제점과 대안 제시가 가능했던 이유는 보도 자료가 

공공언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모범성’과 ‘대중성’에 대한 논

의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공언어이기 때문에 모범적 언어 사

용 양상을 보여야 하며 일반 대중의 수준에 부합하는 언어를 사용

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모범성은 특히 규범(맞춤법, 띄어쓰

기 등)에 대한 준수로, 대중성은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해할 수 있

는 쉬운 언어 사용의 강조로 이어졌다. 그간의 논의에서 공공성을 

4)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조사 등의 결과를 공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정

보 공개형 자료’이며, 회의, 행사 등의 개최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홍보형 자료’이다. 어떤 사안에 관해 공공기관의 입장을 명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생산된 것이 ‘입장 표명형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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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모범성’과 ‘대중성’은 적어도 공공언어 관련 

논의에서는 명료한 듯 보이기도 하나 실상은 그러하지만도 않다. 언

어 사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언어 사용이 모범

적인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모범적 언어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모범적 언어 사

용의 전범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대중성 역시 명료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반 대중의 언어 수

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은 지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언어로서의 보도 자료가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

준이라서 문제적이라고 할 때에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받은 성인

-일반 대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현행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국

민공통교육과정은 초1에서 고1까지 10년간이다. 고2∼3은 선택 교

육과정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일반 성인이 이해할 수 있

는 수준은 적어도 고1까지의 교육을 마친, 고2∼3학년이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통상 필수 교육 기간

으로 상정되는 초중고를 졸업한 성인으로 일반 대중의 수준을 가늠

할 수도 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2∼3 학생이나 고등학

교 졸업자의 학력 수준이 평균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명료한 수치

나 해석 기준치가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중성’이라는 

용어를 명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간 공공언어에 대한 논의들은 일정 부분 성인의 공공언어 이해 

능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텍스트 생산자, 예컨대 공무

원이 공공언어를 생성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늠하고 글을 써

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료한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 한편 공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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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성과 소통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공공언어 텍스트의 언어가 갖

는 특징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논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의 언어 능력 향상이 공무원의 공공언어 생성 능력보다 

더 중요한 과제인지(예컨대 공공언어 읽기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공

공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공언어 이해 능력을 상승시키는 등)

여부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것들은 모두 당면한 연구 과제

들로 후속 연구를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2. 보도 자료의 어휘: 순화대상어, 전문어, 저빈도어 등

민현식 외(2010)에서 개발한 공공언어 진단 도구는 공공언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공공언어가 가져야 할 기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물 중 가장 체계화된 도구로 

평가받을 수 있다(아래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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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표 1> 공공언어 진단 도구(민현식 외, 2010)

본고에서 주목하는 기준은 이 중 2.3.2.의 ‘쉽고 친숙한 용어’이다.

2.3.의 ‘용이성’은  수용자를 고려한 기준으로서, 수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어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이다. ‘용이성’은 공

공언어가 지녀야 할 조건으로서의 ‘대중성’을 수용자 입장에서 풀이

한 용어로도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이해도를 확인하고자 

할 때, 문장의 길이나 구조도 텍스트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나, ‘의미’를 드러내는 핵심 자질인 ‘어휘’의 난도는 그 무엇보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언어(보도 자료)에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였는가?’라는 어휘 차원의 기준은 보도 자료 이해도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만하다. 2.3.2(쉽고 친숙한 용어)의 준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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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민현식, 2011: 64).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 전문용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해진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일관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가?
￭전문 용어에 대해 적절한 해설을 하고 있는가?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병기를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한자어 줄임말의 경우, 본말을 병기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민현식(2011)에서는 위와 같은 지침에 의거 보도 자료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어휘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 표들이 

그 예이다.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가이드라인 지침서 표준국어대사전

관광투어 관광 여행 연구진

글로벌 국제 연구진

넌버벌 비언어적 연구진

네트워크 통신망 표준국어대사전

랜드마크 마루지, 표지물 우리말 다듬기

레이스 경주 표준국어대사전

로컬푸드 지역 음식 연구진

<표 2> 보도 자료 어휘의 수정 방향 예시의 일부(민현식, 201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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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제고(提高)를 위해 높이기 위해

사양 조건을 나열하고 품목 조건을 나열하고

새로운 지구대를 개서(開署)하였다.
지구대를 신설하였다.
지구대를 새롭게 개설하였다.

디스크 팽윤(膨潤)의 경우 디스크가 부을 경우

현장에서 피체된 의사는 현장에서 붙잡힌 의사는

그의 장거는 자랑스러운 그의 거사는 

물건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건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표 3> 보도 자료 어휘의 수정 방향 예시(민현식, 2011: 82)

<표 2>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관광투어’ 등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으나 국어 순화 차원

에서 수정이 요구되는 어휘라 볼 수 있다. 반면 <표 3>의 ‘개서’나 

‘팽윤’, ‘피체’, ‘장거’ 등과 같은 한자어의 경우 그 뜻을 정확하게 알

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도 자료에는 다수의 전문어가 나타나는데 이를 다음과 같

은 보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투명전극,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에너지용 

전극 소재 등에 응용이 가능한 시브이디(이하, ‘CVD’) 그래핀**의 경우,

무결함(no defects) 대면적(大面積) 합성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중략-

원소재 생산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요소기술별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적 기술개발로 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최종 수요기업을 참여시켜서 신소

재 제품 개발에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판로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 원소

재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제품적용 테스트를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자료(2015. 4. 16.)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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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 자료의 ‘그래핀, 투명전극,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브이

디(이하, ‘CVD’) 그래핀, 무결함(no defects) 대면적(大面積) 합성 기

술’ 등은 특수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어로서 텍스트의 난이도를 높

이는 요소이다.

전문어 중에는 위의 예시처럼 특수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전

문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개념’이나 ‘동력’과 같은 단어는 

일상 의사소통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각각 철학 분야와 

물리 분야의 전문어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문어들 중에는 일상어로

도 사용되는 단어들이 꽤 존재한다. 이러한 전문어들은 사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좀 더 섬세화되거나 은유화되는 등 의미가 달라지

기도 하지만 위의 ‘그래핀’과 같은 특수 전문어에 비해 비교적 쉽다.

특수 전문어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뜻을 정확

히 이해하기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휘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의 원인

에 대한 그간의 진단은 크게 ‘순화대상어(한자어나 외래어)의 사용,

순화대상어는 아니지만 난이도가 높은 어휘의 사용, 전문어의 사용 

등’으로 정리된다. 순화대상어 중에는 난이도가 낮아 일반인들이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예: 관광투어) 이 

단어들은 엄밀하게 말해 보도 자료 텍스트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

은 아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주로 공공언어가 지녀야 할 주요한 요

소 중 ‘모범성’의 기준에 의해 지적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언어

는 모범적인 언어 사용을 보여야 하며 따라서 순화대상어를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자어 중에는 순화어인지 여부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순화 대상 한자어들도 존재해 순화대상어

를 공공언어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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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문어는 텍스트의 난이도를 높이는 매우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특수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어휘(예: 그래핀)는 해당 분야에 대

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일상어이지만 

자주 사용되지 않아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 역시 텍스트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특수 전문어의 경우 사실상 대체

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문어의 의미를 풀어서 각주나 해설로 설

명해 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컨대 산업통상부 

등에서는 신소재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소재 관련 용어들은 대개 특수 전문어로서 일반인에게는 생소하

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용어들을 제외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수 전문어 사용으로 인해 발

생하는 텍스트 난이도 상승은 보도 자료가 갖는 본질적 특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6)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보도 자료 어휘에 대

한 그간의 논의들이 보도 자료 어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주요 

어휘 유형은 ‘순화대상어, 전문어, 난이도가 높은 어휘’ 등이다.7) 이 

중 ‘순화대상어’는 ‘대중성’보다는 ‘모범성’의 기준에 의해 지적되는 

5) 예컨대 ‘가족’이 일본식 한자어라고 하여 순화대상어로 거론되기도 했다. (‘식구’가 

한국식 한자어라고 함) 사실상 순화대상어의 범위는 명료하지 않다.
6) 신명선 외(2015)에 의하면 보도 자료 텍스트의 주요한 특징은 부처별 특성과 관련된 

다량의 전문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도 자료 텍스트는 지극히 전문 분야 텍

스트와 닮아 있다.
7) 보도 자료 텍스트 생산자가 보통의 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 고민할 때에 핵심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단어들은 난이도가 높거나 낮은 

어휘이거나 일반 전문어(특수 전문어를 제외한 전문어)들이다. 이러한 단어들 

중에는 외래어나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분

야 업무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다보니 행정 용어로 고착화된 단어들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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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공언어이므로 가능하면 모범적으

로 순화대상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단어

들은 공공성의 기준에 의거, 즉 대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쉬운 단어를 사용하라는 권유가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3. ‘누구에게’와 ‘무엇을’의 문제: 보도 자료의 독서지수 조사

1절과 2절의 기술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그간 보도 자료 등 공공

언어의 어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사실상 누구에게 무엇이 

어렵다는 것인지가 사실상 그렇게 명쾌하지만은 않았다. 본고에서

는 보도 자료 텍스트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낱말의 독서지수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보도 자료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정부 

17개 부처에서 2015년 2월, 4월, 6월에 발간한 보도 자료 중 부처별

로 월별 5개씩을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하여 표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보도 자료는 총 255개(17개 부처×3개

월×5개)이다.

이를 ㈜낱말의 독서지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서지수를 조사하

였다. ㈜낱말의 독서지수는 어휘 요소(어휘 난이도, 어휘 빈도, 총 

어휘 수), 문장 요소(문장의 평균 어절 수, 단문과 장문의 비율, 문장

의 평균 서술어 수), 단락 요소(접속어 비율, 지시어 비율) 등 세 가

지를 고려해서 결정되고 보도 자료의 그림, 기호, 숫자 등은 제외된

다.8) 신어나 고유 명사, 각종 단체의 이름, 최신 전문어 등도 분석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8) 독서지수 산출 시 중요하게 거론되는 또 다른 요소로 화제나 주제의 난이도가 있다.

그러나 ㈜낱말의 독서지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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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별 보도 자료의 독서지수는 최소 1410(보건복지부)에서 

최대 1570(환경부)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낱말의 독서지수에 따르

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대개 읽을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한

다.9) 그러나 ㈜낱말의 독서지수가 텍스트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화제나 주제의 유형(혹은 난이도)을 고려하지 않는 데다 텍스트 난

이도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신 전문어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 자료가 고2, 3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확언하

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낱말의 독서지수 결과는 이들 보

도 자료의 텍스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참조 자료는 될 수 있다.

‘무엇을’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요소는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어휘’이다. 그런데 이해도 조사 시 ‘특수 분야 전문어’

는 논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어들은 대체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텍스트 생산자가 좀 더 쉬운 단어를 찾으려고 하여도 그 대안을 찾

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는 

단어이기 쉬우며 모든 국민들이 특수 분야 전문어를 모두 알 필요

도 없다. 따라서 특수 분야 전문어들은 텍스트 생산자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단어라 텍스트 생산 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단

어이고, 텍스트 수용자 입장에서는 대개의 경우 모르는 단어이며 어

떤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 필요도 없는 단어들이다. 따라

서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 조사는 유의미한 결

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교육을 설계할 때에도 특수 분야 전문어는 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한 국민의 국어 능력 수준을 측정한

다고 할 때에도 특수 분야 전문어는 측정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

9) (주)낱말에 따르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 해당하는 독서지수는 1,120～1,4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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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보도 자료 텍스트 생산자가 보도 자료 작성 시 보도 자료의 공

공성을 의식하고 모범적인 텍스트를 생산해 내야 한다고 할 때에 

유의해야 할 단어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 등

이되 그 범위는 일상 언어 안이다. 조금 더 확장하더라도 전문어적 

성격을 띠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예: 개념 등)까지이

다. 또한 어휘에 초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보도 자료 텍스트 이해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보도 자료 텍스트의 내용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다음 Ⅲ장에서와 같이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Ⅲ장에서 상세히 기술

하도록 한다.

Ⅲ. 보도 자료 이해도 조사 방법과 결과10)

1. 조사 방법

앞서 기술한 것처럼 보도 자료 텍스트의 이해도를 조사한다고 할 

때에 그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본고

에서는 보도 자료 텍스트를 일반 성인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가를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

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을 취하였다.

우선 조사 대상을 고2, 고3으로 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연령대이면서, 보도 자료의 독서지수 조

10) 이 장은 국립국어원(2015)의 ‘보도 자료 어휘 사용 양상 및 이해도 조사’의 일부 내

용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이다.



154   국어교육연구 제37집

사 결과를 참조한 결과이다. 그러나 앞의 Ⅱ장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낱말의 독서지수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비교 집단 상정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조

사 결과는 보도 자료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이해도를 가늠할 수 있

는 기초 자료의 성격을 띤다.

Ⅱ장에서 언급된 정부 17개 부처 256개의 보도 자료 중 독서지수 

분석 결과와 부처별 성격을 참조하여 산업통상부, 교육부, 여성가족

부, 보건복지부에서 각 한 개씩의 보도 자료를 선택하였다. 부처별

로 하나의 보도 자료를 선택할 경우 17개의 지문이 선택되어(대한민

국의 정부 부처는 총 17개임) 설문 대상자가 극도로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몇 개의 부처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특정 부처의 

보도 자료로만 한정되지 않도록 서로 성격이 다른 4개의 부처를 선

택하고 256개 보도 자료 독서지수의 평균 수치를 참조하여 쉬운 보

도 자료부터 다소 어려운 보도 자료까지 고루 분포하도록 조사 대

상 보도 자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괄호 안은 독서지수임).

① 산업통상부:『산재기금 주간운용사 우선 협상자 선정』(1380)

②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해 경찰청교육청과 협력 강

화』(1460)

③ 교육부:『2015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1530)

④ 보건복지부:『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늘어난다』(1590)

한 보도 자료당 세 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총 12문항(4개 보도 자

료×3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부록2> 참고). 한 보

도 자료에 딸린 세 문항은 모두 유형화되었는데, 첫 번째 문항은 의

미 관계 파악 문항, 두 번째 문항은 문맥적 의미 파악 문항,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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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순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1 등05 교육 청소년 등05
2 있다 있다 등05 있다
3 기술 등05 있다 년
4 기업 및 들09 의료

문항은 내용 파악 문항이다. 이해도 측정 대상 어휘의 선택은 다음

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국어교육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설문 문항의 틀

과 문항 구성 방식 논의 → 독서지수를 고려하여 보도 자료 4개 선택 

→ 해당 보도 자료에 사용된 단어들 중 내용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단

어 선택 → 설문 문항 구성 → 국어교육 전문가(교수) 2인의 검토 →

문항 최종 완성

측정 대상 어휘 선택의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술한 것처

럼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특수 전문어나, 일상생활에서 자

주 사용되는 기초어휘는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의 필요성이 낮으므

로 대상 목록에서 배제한다. 둘째, 보도 자료의 내용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2음절 한자어 중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난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한 단어를 선택한다. 굳이 2음절 한자어를 선택한 이유

는 보도 자료에 사용된 어휘를 고빈도순으로 나열했을 때 특수 전

문어나 기초어휘를 제외한 어휘의 상당수가 2음절 한자어였기 때문

이다(<표 4>의 굵은 표시 단어 참고). 따라서 중고난도 2음절 한자

어를 이해하는 것은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큰 영

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표 4> 부처별 보도 자료의 고빈도 어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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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순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5 지역 사업 지원02 기관
6 위하다 대학 학교 환자
7 및 지원02 지역 하다
8 기관 학교 월02 대하다
9 사업 기업 사업 및
10 하다 학생 교육 진료
11 수02 위하다 수02 수02
12 년 수02 여성가족부 학대
13 투자 년 및 것
14 개10 명03 위하다 노인
15 건04 들09 기관 명03
16 들09 프로그램 밖 기준
17 월02 개10 일07 별04
18 중국 것 프로그램 원01
19 분야 교육부 개10 월02
20 무역 자유학기제 하다 위하다
21 조치 월02 시설 급여
22 우리 통하다 되다 수술
23 경제 현장 김희정 중04
24 아이디어 도우미 년 대07
25 산업 지역 성매매 장애인
26 통하다 운영 피해자 진료비
27 이05 대출 인권 만06
28 평가 하다 장애 되다
29 산업부 업무 성07 계획
30 한중04 환경 여성 들09
31 공공 과학 받다 인원
32 수출 수업 서비스 경우
33 것 대하다 아동 티눈
34 시장04 장애 대하다 해외
35 대하다 지원하다01 안전 사업
36 계획 평가 장관 전체
37 정보 과정 통하다 상담
38 중04 재정 밝히다 이상05
39 진출 정보 위안부 통하다
40 에너지 기관 개소 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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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순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41 국가 기술 대상11 증가하다
42 억 대학생 명03 건04
43 역량 분야 다양하다 개10
44 원01 원01 한부모 관리
45 전자상거래 다양하다 행동 시설
46 지원02 안전 활동 이05
47 제한 전환 것 치료
48 되다 중04 단체 나타나다
49 사업화 되다 사례05 많다
50 올해 시스템 학생 여성
51 인증 통합 국제 난임
52 제품 회계 서울 건강보험
53 중소기업 유형 시도01 받다
54 추진하다 일07 관련 보건복지부
55 해외 전문 교재 보호
56 개발 진로 예방 서비스
57 기간07 체험 올해 억
58 제도 공시 우수 광고
59 차03 기부 이번 병원
60 현장 단계 일본군 않다
61 간10 밝히다 참여하다 원격
62 국내 실험실 계획 증상
63 산업통상자원부 억 문제 대비09
64 약03 중심 운영 대상11
65 정부 참여 지난해 소득
66 제22 관리 디딤센터 심의
67 발전 금융 사회07 자료
68 서비스 이번 양육비 증가하다
69 실무 직업 연대 투자
70 이번 특성화 자활 평가
71 인턴 계획 환경 선택
72 전력04 꿈 법률 성형
73 확대 대상11 시10 시10
74 활용하다 사회07 역사 정보
75 관련 신청 유관 같다
76 도입 예정 정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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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순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77 새롭다 일반 치유 교육
78 세계 또한 폭력 국내
79 안전 별04 가족 안전
80 연구 생활 별04 이번
81 이전08 연구 보호 폭식증
82 장관 우수 중04 현황
83 지원하다01 추진하다 총06 관련
84 추진 확대 과정 내용
85 도서02 개선 금05 실시하다
86 수입 결과 목10 의사12
87 시험 구축 분야 조사30
88 윤상직 국립 원01 주식
89 해당 받다 지원하다01 지급
90 협상 참여하다 함께 지원02
91 기능 내용 공모 기금
92 대학 만06 관하다 남성
93 디스플레이 운영하다 또한 예정
94 별04 유치원 방지 장애
95 양국 일본 사항 전문
96 인력 정부 상담 강화
97 일07 주간 성폭력 개정안
98 창출 총06 세13 결과
99 협력 강화 센터 비용
100 활성화 개발 수업 예방

이러한 과정을 거쳐 측정 대상 어휘로 선정된 한자어들은 다음과 

같다(문항의 답지에 제시된 단어들 포함).

수탁, 청탁, 의탁, 부탁, 신탁, 주간, 전담, 하위, 실사, 여부, 표집, 수집,

표본, 전수, 선택, 모집, 당초, 결손, 배부, 공시, 보정, 무관, 주관, 담당,

책임, 모집, 추산, 일선, 사후, 배회, 통지, 가중, 완충, 감소, 이완, 증액,

산정, 통상, 일환, 보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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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인

천시 소재 상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500명(상업계 

250명, 인문계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이 중 설문

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신뢰할 수 없는 65명을 제외한 435명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처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는 인

천시 소재 대학교의 학부생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포되었으

며, 이 중 설문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신뢰할 수 없는 12명을 

제외한 58명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처리를 실시하였다.

한편 보도 자료 어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

본 정보를 다음 <표 5>의 1∼13번에서처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

하여 제시하였다(<부록1> 참고). 결과적으로 최종 설문 문항은 크

게 인식 문항과 이해도 조사 문항으로 나뉘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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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문항 번호 세부 항목 설문 내용

인식 
문항

1∼6번
국어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7문항)

국어 성적, 읽기 능력, 어휘력, 한자어, 외래
어 및 영어 어휘 실력, 국어사전 활용률

7∼10번
읽기 경험에 대한 
자기 인식(4문항)

신문 읽기,독서, TV뉴스 시청,글 읽기 태도

11∼13번
보도 자료에 대
한 인식(3문항)

보도 자료에 대한 인식 유무,보도 자료 이해
도, 보도 자료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총 14문항

보도 
자료 

이해도 
측정 
문항

Ⅰ-1∼3번 고용노동부(4문항)
모르는 단어의 개수, 의미 관계, 문맥적 의미,
내용 이해

Ⅱ-1∼3번 교육부(4문항)
모르는 단어의 개수, 의미 관계, 문맥적 의미,
내용 이해

Ⅲ-1∼3번 여성가족부(4문항)
모르는 단어의 개수, 의미 관계, 문맥적 의미,
내용 이해

Ⅳ-1∼3번 보건복지부(4문항)
모르는 단어의 개수, 의미 관계, 문맥적 의미,
내용 이해

총 4개 부처 16문항11)

총 30문항

<표 5> 설문 조사 내용 개요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 처리를 위해 사회 과학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IBM SPSS

21.0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어

휘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11) 각 보도 자료의 한 문항은 객관식 문항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긋도록 한 

문항이었다(<부록1>참고). 이 문항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는

지를 주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통계 분석을 실

시하는 과정에서 이들 문항은 제외하였다. 그래서 <표 6>에서와 같이 총 12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통계 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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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12) 고등학생 수(명) 비율(%) 대학생 수(명) 비율(%)
0 25 5.1 0 0.0

1 46 9.3 0 0.0

2 46 9.3 0 0.0

3 90 18.3 1 1.7

4 81 16.4 2 3.4

5 70 14.2 3 5.2

6 56 11.4 11 19.0

7 32 6.5 10 17.2

8 25 5.1 12 20.7

9 14 2.8 11 19.0

10 6 1.2 6 10.3

11 2 0.4 2 3.4

12 0 0.0 0 0.0

합계 493 100.0 58 100.0

<표 6>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보도 자료 이해도 결과

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도 자료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결과

보도 자료에 대해 응답자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이 통계 자료를 대상으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문항당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4개 부처별 3문항을 모두 맞히면 12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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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인원(N) 평균(M) 표준편차(SD) t p

고등학생 435 3.70 2.023
-13.851 .000

대학생 58 7.57 1.778

<표 7>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평균 점수에 대한 t-검정 결과

고등학생의 평균과 대학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대학생이 고등학

생보다 보도 자료를 더 잘 이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을 보면 고등학생의 평균이 3.70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생의 평균인 7.57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는 점수이다. 이로 볼 때, 보도 자료에 사용된 어휘는 고등학생 수준

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13)

보도 자료 이해도 중 보도 자료에 사용된 어휘의 이해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도 자료에 사용된 단어의 

유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음영 

부분은 정답을 표시한 것임, 이하 동일).

13) 앞의 독서지수 분석 결과 보도 자료의 독서지수는 고등학생 수준이었는데, 실제 고

등학생들이 보도 자료 어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

후 보강 연구가 필요하다. 단어를 알기는 하지만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인지 혹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텍스트의 문맥을 고려하여 해당 단어의 의미를 유의

미하게 해석해 내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혹은 보도 자료의 텍스트가 갖는 독특

한 텍스트적 특성 때문인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명

증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도 자료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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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위의 밑줄 친 ‘위탁’(글의 맨 아랫줄)의 반대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수탁 ②청탁 ③의탁 ④부탁 ⑤신탁

132 195 59 27 73

전체 응답자 486명14) 중에 정답인 ‘수탁’을 선택한 학생은 132명

(27%)으로 나타났다. 정답 ‘수탁’ 대신에 ‘청탁’을 선택한 학생들이 

195명(40%)으로 훨씬 더 많았고, ‘신탁’을 선택한 학생들도 73명

(15%)이나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 자료에 사용된 ‘위탁’, ‘수

탁’, ‘청탁’, ‘신탁’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Ⅱ-1. 위의 밑줄 친 ‘표집’의 비슷한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수집 ②표본 ③전수 ④선택 ⑤모집

94 132 32 191 37

전체 응답자 486명 중에 정답인 ‘표본’을 선택한 학생은 132명

(27%)으로 나타났다. 정답 ‘표본’ 대신에 ‘선택’을 선택한 학생들이 

191명(39%)으로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 자료에 사

용된 ‘표집’, ‘표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4) 고등학생과 대학생 응답자 수를 합한 값이다(이하 동일). 특정 문항에서 실제 응답

한 학생들의 수가 조금 다른 경우는 일부 학생이 해당 문항에 대한 답을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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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윗글의 밑줄 친 ‘유관’(제목 부분)의 반대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무관 ②주관 ③담당 ④책임 ⑤모집

259 80 76 45 26

전체 응답자 486명 중에 정답인 ‘무관’을 선택한 학생은 259명

(53%)으로 절반이 조금 넘었다. ‘유’와 ‘무’의 반의 관계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았을 것으로 예상되나, 절반에 가

까운 학생들이 ‘유관’과 ‘무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Ⅳ-1. 윗글의 밑줄 친 ‘완화’의 반대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가중 ②완충 ③감소 ④이완 ⑤증액

246 59 81 59 37

전체 응답자 482명 중에 정답인 ‘가중’을 선택한 학생은 246명

(51%)으로 절반이 조금 넘게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보

도 자료에 사용된 ‘완화’, ‘가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도 자료에 사용된 단어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도

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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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위의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주간: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함  284

②전담: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 39

③하위: 낮은 지위나 등급이나 위치 72

④실사: 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함 76

⑤여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18

전체 응답자 489명 중에 정답을 선택한 학생은 39명으로 정답률

은 8%에 그쳤다. 보도 자료에서 ‘전담’은 ‘전문적으로 맡거나 혼자서 

담당함’의 뜻으로 쓰였는데, 학생들은 ‘전담’이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생각하였다.

보도 자료에서 ‘전담’을 답지에 기술된 뜻으로 읽어도 의미가 통하

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린 것으로 보인다. 즉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담(全擔)과 전담(專擔)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8%에 해당하는 284명의 학

생들은 ‘주간’이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오해하였다. ‘주간’과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일

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다 보니 보도 자료에서 사용된 ‘주간’의 의

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위’와 ‘실사’의 경우에

도 그 선택률이 정답률보다 높은 것을 볼 때 학생들이 이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2. 위의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당초: 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 28

②㉡결손: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함 56

③㉢배부: 출판물이나 서류 따위를 나누어 줌 72

④㉣공시: 공개적으로 시험함 50

⑤㉤보정: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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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486명 중에 정답을 선택한 학생은 50명으로 정답률

은 10%에 그쳤다. 보도 자료의 ‘공시’는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많은 

학생들은 ‘공시’를 ‘공개적으로 시험함’의 의미로 잘못 알고 있었다.

즉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시(公示)와 공시(公試)의 의미를 정확히 구

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7%에 해당하는 279명의 

학생들은 보도 자료에 사용된 ‘보정’의 뜻이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은 일상생활

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정’의 뜻을 정

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Ⅲ-2.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추산: 짐작으로 미루어 셈함 28

②㉡일선: 일을 실행하는 데에서 맨 앞장 56

③㉢사후: 일이 끝난 뒤 72

④㉣배회: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님

50

⑤㉤통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279

전체 응답자 485명 중에 정답을 선택한 학생은 279명으로 정답률

은 58%로 나타났다. 그러나 40%가 넘는 학생들이 보도 자료에 사

용된 ‘통지’의 뜻이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일선’, ‘사후’, ‘배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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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산정: 셈하여 정함                    66

②㉡통상: 일상적으로 58

③㉢일환: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것 가운데 한 부분 53

④㉣보전: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 280

⑤㉤수가: 보수로 주는 대가 29

전체 응답자 483명 중에 정답을 선택한 학생은 280명으로 정답률

은 58%로 나타났다. 그러나 40%가 넘는 학생들이 보도 자료에 쓰

인 ‘보전’의 뜻이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움’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산정’, ‘통상’, ‘일환’의 의미

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도 자료에 사용된 2음절 한자어가 낯설거나 어려운 단

어인 경우,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도 자료에서 사용된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면 해당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

도 자료 작성 시 어렵거나, 동음이의어가 많이 존재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와 공존하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도 자료 이해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

전술한 대로 본고에서는 보도 자료 이해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인식 문항을 포함시켰었다. 설문 내용 

중 인식 문항과 관련된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음영 부분은 가

장 많은 반응률을 보인 선택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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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국어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37(8%) 98(20%) 263(53%) 75(15%) 19(4%)

2. 나의 읽기 능력(독해력)이 좋습니까?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별로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45(9%) 144(29%) 239(48%) 53(11%) 12(2%)

3. 나의 어휘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별로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43(9%) 134(27%) 241(49%) 64(13%) 9(2%)

4. 나는 한자어를 어느 정도나 압니까?

매우 많이 안다 많이 아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21(4%) 57(12%) 165(34%) 223(45%) 26(5%)

5-1. 나는 외래어를 어느 정도나 압니까?

매우 많이 안다 많이 아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31(6%) 173(35%) 229(47%) 51(10%) 8(2%)

5-2. 나의 영어 어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많이 안다 많이 아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26(5%) 54(11%) 248(51%) 143(29%) 16(3%)

6. 나는 모르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봅니까?

매우 자주 찾아본다
자주 찾아보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찾아보지
않는다

전혀 찾아보지 
않는다

33(7%) 107(22%) 144(29%) 137(28%) 72(15%)

7. 나는 평소에 신문을 자주 읽습니까?

매우 자주 읽는다 자주 읽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안 읽는다 전혀 안 읽는다

19(4%) 47(10%) 112(23%) 146(30%) 169(34%)

8. 나는 평소에 책을 자주 읽습니까?

매우 자주 읽는다 자주 읽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안 읽는다 전혀 안 읽는다

26(5%) 61(12%) 142(29%) 196(40%) 68(14%)

<표 8> 설문지의 인식 문항 조사 결과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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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평소에 TV 뉴스를 자주 봅니까?

매우 자주 본다 자주 보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안 본다 전혀 안 본다

60(12%) 148(30%) 161(33%) 85(17%) 39(8%)

10. 나는 글 읽기를 즐깁니까?

매우 즐긴다 즐기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안 즐긴다 전혀 안 즐긴다

44(9%) 131(27%) 171(35%) 102(21%) 44(9%)

11. 보도 자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안다 안다 잘 모른다 모른다　

80(16%) 287(59%) 100(20%) 23(5%)

12. 보도 자료의 내용이 잘 이해됩니까?

매우 잘 이해된다 잘 이해된다 보통이다 잘 이해 안 된다 전혀 이해 안 된다

18(5%) 133(35%) 193(51%) 26(7%) 5(1%)

13-1. 보도 자료는 가급적 쉬운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93(19%) 231(47%) 146(30%) 17(3%) 2(0%)

13-2. 보도 자료는 가급적 한자어나 외래어보다 고유어를 사용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3(11%) 156(32%) 203(42%) 67(14%) 10(2%)

13-3. 보도 자료는 가급적 간결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02(21%) 230(47%) 135(28%) 18(4%) 4(1%)

13-4. 보도 자료는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써야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94(39%) 220(45%) 70(14%) 4(1%) 1(0%)

보도 자료 이해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의 

각 문항과 이해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와 

보도 자료의 이해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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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국
어
성
적

독
해
력

어
휘
력

한
자
어
능
력

외
래
어 
능
력

영
어
어
휘
실
력

국
어
사
전
사
용
빈
도

신
문
읽
기 
빈
도

책
읽
기 
빈
도

TV

뉴
스
시
청 
빈
도

글
읽
기
흥
미

보
도
자
료
인
지

보
도
자
료
이
해

이해도
점수

.221** .234** .159** .093* .130** .082 .201** .095* .102* -.011 .112* .150** .14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9>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표 9>를 보면, 보도 자료 이해도 점수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항목은 ‘영어 어휘 실력’과 ‘TV 뉴스 시청 빈도’이

며, 이 두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들이 보도 자료 이해도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으로는 국어 성적, 독해력, 어휘력, 외래어 능력, 국어사전 

사용 빈도, 보도 자료 인지 여부, 글 읽기 흥미 항목이었으며,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으로는 한자어 능력, 신문 

읽기 빈도, 책 읽기 빈도, 글 읽기 흥미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국어 성적이 좋을수록, 독해력이 좋을수록, 어휘력이 좋을

수록, 한자어를 많이 알수록, 외래어를 많이 알수록, 모르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자주 찾아볼수록, 글 읽기에 흥미가 있을수록, 신문을 

자주 읽을수록, 책을 자주 읽을수록, 보도 자료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록 보도 자료 이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도 

자료에 대한 본 조사가 타당성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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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성적이나 독해력 등등이 좋을수록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실제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본 보도 자료의 이해도 조사가 학생들

의 이해력을 적확하게 측정하였음을 보여준다. 본 조사가 주로 단어

의 문맥적 의미 파악과 내용 파악에 한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단어

의 문맥적 의미 파악 능력 및 내용 파악 능력과 상관관계를 맺는 요

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3) 보도 자료 이해도 조사 후 면담 결과

본고에서는 위 설문 조사 후 학생들의 성취 점수가 낮게 나온 이

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의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목적: 보도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점검하고,

보도 자료 중 특히 어떤 부분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주며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

○ 조사 대상자: I 대학 A과 대학생 10명15)

○ 조사 절차: 보도 자료에 관한 설문지 검사 → 설문 내용에 대한 개

별 면담(10분 이내) → 소그룹 면담(3명, 4명, 4명) → 소그룹 토

의16)(1시간) → 소그룹 토의 결과 수거 및 면담(10분 이내)

조사 대상자 10명은 모두 보도 자료 이해도 검사에 응한 학생들

15) I 대학 A과는 고등학교 평균 내신 성적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과이다.
16) 소그룹 토의 절차: 정독 →서로 이해한 내용 확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의 의

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서로 토의하여 내용 확정 →이해가 잘 안 된 이유가 무엇

인지 분석하기 → 대체 표현으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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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검사 실시 후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응답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문 검사지의 내용이 어려웠는가?

· 개인적으로 보도 자료를 읽어 본 적이 있는가?

· 보도 자료의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사 실시 후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응답

은 모두 공통되었다. 설문 검사지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학

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은 설문지의 반도 못 맞았을 거라고 응

답했다. 보도 자료를 개인적으로 읽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었

다. 이들은 보도 자료가 어려운 텍스트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후 10명의 학생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서로 다

른 보도 자료를 제시하고, 보도 자료에 대한 소그룹 토의를 하게 한 

뒤 보도 자료의 난이도를 높게 만드는 언어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17)

그룹별 토의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바를 서로 확

인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주어진 보도 자료 텍스트를 시

간 안에 쉽게 다시 쓰는 데는 실패했다. 소집단 토의 후 학생들이 

보도 자료 텍스트에 대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간단하고 간명해서 쉬운 거 같은데 읽다보면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17) 제시한 보도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꿈의 나노 소재 그래핀…』, 고용노동부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산재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의『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늘어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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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갔다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학생 C)

· 들어본 적도 있고 익숙한 것 같지만 막상 그 단어 뜻을 정확하게 모

르겠어요. 이게 병원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수가’

같은 거요. (학생 Y)

· 좀 딱딱하고 할 말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산

운용이라든가, 상급병상, 비급여 등등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학생 E)

학생들이 제시한 보도 자료 텍스트 난이도 상승 요인을 정리하면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텍스트 구조, 관련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부족’ 등이다. 이 소집단 토론 후 면담은 학

생들의 설문 조사 성취 점수가 낮아 학생들이 보도 자료 텍스트 이

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그 어려움

은 보도 자료 텍스트에 대한 몰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련 배경 

지식의 부족,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텍

스트 구조 등에서 비롯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보도 자료 이해도 조사 결과의 국어교육적 시사점

1. 공공언어에 대한 이해와 교육

보도 자료는 보도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1차적

으로 의도된 예상 독자는 언론인이지만 최종적으로 의도된 예상 독

자는 일반 성인이다. ‘독자의 이중성’은 보도 자료 텍스트 생산의 난

제가 되기 쉽다. 어려운 어휘나 복잡한 텍스트 구조는 보도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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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보도 자료는 1차적 예

상 독자가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적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

게 보도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

리는 보도 자료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그 예상 독자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보도되기를 원하는 내용들은 팩스나 

공문을 통해 언론사에 직접 재차 발송된다.

그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텍스트들은 문학 텍스트를 

제외하면 대개 설명문이나 논설문이었고 최근에는 신문 기사문이나 

광고, 영화나 드라마 대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서식 문서나 의약품 설명서, 공공 안내문, 보도 자료 등은 교육적 주

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언어들은 한 명의 성인

으로 살아가기 위해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것들로서 사실상 그 교

육적 중요성은 높다.

그간 공공언어에 대한 논의들은 텍스트 생산자 특히 행정기관 공

무원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초점이 주어져 왔고 그 방향은 대개 

쉬운 어휘와 정확한 문장 사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병행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방향은 그러한 공공언어를 접하고 이해

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공공언어 이해 능력 향상이다. 시민들이 

공공언어의 특성을 알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관과 시민

의 소통 효율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동안 공공언어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간의 국어과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이 주어지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만 논의가 집중되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민주 시민으로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소통 능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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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육적 관점 정립과 그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본격

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것은 공공언어의 특

성에 대한 학적 논의로서, 텍스트 생산과 소통 맥락을 고려한 보도 

자료의 텍스트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이다.

2. 한자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교육

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의미관계 파악 문

제의 정답률은 높지 않았다. 학생들은 한자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유사한 단어들이 주어지면 어휘 이해에 어려움을 느꼈다.

예컨대 ‘위탁’의 반의어인 ‘수탁’을 선택한 학생들(27%)보다 오답인 

‘청탁’을 선택한 학생들(40%)이 더 많았다. ‘위탁’, ‘수탁’, ‘청탁’, ‘의

탁’, ‘부탁’, ‘신탁’과 같이 유사한 단어들을 변별하고 이 단어들의 의

미를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집’의 비

슷한 말로 ‘표본’을 선택한 학생들이 27%, ‘유관’의 반대말로 ‘무관’

을 선택한 학생들이 ‘53%’, ‘완화’의 반대말로 ‘가중’을 선택한 학생

들이 5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단어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전담’(專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이 8%, ‘공시’(公示)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

이 10%에 불과하였다. 또한 ‘주간’(主幹), ‘하위’(下位), ‘실사’(實事),

‘여부’(與否), ‘당초’(當初), ‘결손’(缺損), ‘배부’(配付), ‘보정’(補正), ‘추

산’(推算), ‘일선’(一線), ‘사후’(事後), ‘배회’(徘徊), ‘산정’(算定), ‘통

상’(通常), ‘일환’(一環), ‘수가’(酬價)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도 자료 언어가 어렵다는 논의의 귀결이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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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텍스트 생산자 교육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텍스트 수용자의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교육과 지원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위에 제시된 

한자어들은 김광해(1993)에서 논의된 이차어휘들로서, 기초어휘(1차

어휘)와 달리 교육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단어들이다. 위와 같은 한

자어들은 논의를 전개하거나 사고를 전개하는 기반이 되는 단어들

로서 신명선(2004)에서 논의된 사고도구어이기도 하다. 한편 의미를 

정확히 변별해 내고 반의어를 찾는 등의 의미 관계 파악 능력은 사

고력 증진 및 언어 의식 고양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교

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본고의 보도 자료 이해도 조사 결과는 어휘 교육을 제대

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현 국어교육의 실태를 드러낸다. 마찬가지

로 공공언어 텍스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가 일반 성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언어 작성자는 쉬운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

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실제 공공언어 수용자들이 공공언어를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부족하였고, 국어

교육에서도 공공언어 텍스트의 국어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오

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언어의 하나

인 보도 자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

기 위하여 전체 17개 부처 중 4개의 부처를 대표로 선정, 각 부처에

서 생산한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와 이해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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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로부터 국어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공언어가 본래의 생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언어 생

산자가 쉽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더불

어 공공언어 수용자들이 공공언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공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교육에서 공공언어 텍스트에 대한 가

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에서도 ‘보도 자료에 대한 인식이 있을수록’ 보도 자료 이해도가 높

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국어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이 

공공언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공언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를 국어교육의 주요 텍스트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18)

참고 문헌

구본관·제민경(2009),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유형별·기관별 오류 분석 연

구」, 『국립국어원·한국어교육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p.279-298.

권은정(1996), 「영국에 부는 쉬운 영어 운동 바람」, 『말』 126, 월간 말.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문오(2001),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김세중(2010),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과 계획」,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전국국어문화원 연합회, pp.83-88.

민현식 외(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

* 이 논문은 2016. 5. 15. 투고되었으며, 2016. 5. 23. 심사가 시작되어 2016. 6. 2. 심사가 완

료되었고, 2016. 6. 9.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178   국어교육연구 제37집

원.

민현식 외(2011), 『행정 기관 보도자료 작성 지침』, 국립국어원.

박경현(1999), 「공용 문장 표현의 문제점 분석(1)」, 『경찰대학논문집』 19,

국립경찰대.

박재현·강남욱(2011), 「공공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23-156.

신명선 외(2015), 『보도 자료 어휘 사용 양상 및 이해도 조사』, 국립국어원.

신명선(2004), 『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현아(2010), 「공공 기관 서식 문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및 이용 실태 연

구」, 『선청어문』 37·3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133-178.

이관희(2010), 「공공 기관 서식·문서의 개선을 위한 국어 정책 시행 방향」,

『선청어문』 37·3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209-252.

이인제(2009), 「공공언어로서 교육 언어의 사용 실상과 개선 정책」, 『공공언

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국립국어원, pp.9-25.

장소원(2011), 「공공언어 개선 및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분야」, 『새국어생

활』 21-1, 국립국어원, pp.53-68.

장소원·양정호(2004), 「보도자료 텍스트의 특성 연구」, 『텍스트언어학』 1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281-308.

장후석(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정희원(2003), 「공공 부문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13-2,

국립국어원, pp. 65-82.

조태린(2006), 『공공 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 국립국어원.

조태린(2010),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학회, pp.379-405.

조태린 외(2014), 『공공언어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최홍열·최윤(2014), 「공문서 작성법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행정 기관 공문서 

진단 및 평가」, 『어문론집』 58, 중앙어문학회, pp.53-75.

황용주(2011),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 『국어문학』 50, 국어문학회, pp.23-45.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 조사   179

￭국문초록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 조사

신명선・강보선・이기연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공적 언어에서부터넓게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적 언어까지를 아우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공공언어의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공언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공

언어 수용자에게 접근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공공언어 텍스트인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수용자의 공공언어 이해 양상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국민

공통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고2, 3학년 학생 493명과 대학생 58명으로, 보도자료

텍스트를 일반 성인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보도 자료에 사용된 어휘에 주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개 보도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으며

보도 자료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고등학생보다

는 대학생이 보도 자료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보도 자료에 사용된 단어가 낯설거나 어려운 단어인 경우, 그 단어의 의미를 정

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국어 성적이 좋을수록, 독

해력과 어휘력이 좋을수록, 한자어와 외래어를 많이 알수록, 모르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자주 찾아볼수록, 글 읽기에 흥미가 있을수록, 신문이나 책을 자주 읽

을수록, 보도 자료에 대한 인식이 있을수록 보도 자료 이해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보도자료 이해도 조사 결과는 어휘 교육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현 국어교육의 실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며 공공언어 텍스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공공언어, 보도 자료, 공공언어 어휘, 공공성, 모범성, 대중성, 공공언

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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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amination of Student Perceptions of Press Releases

Shin, Myungsun・Kang, Bosun・Yi, Kiyoun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understanding about press releases as

a public language. Public language is the language used in public institutions,

which has publicity and popularity.

We investigate the understanding about press releases by focusing on the

vocabulary and through a survey that is set up for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Further, this survey is for the consumers of the public language

instead of the producers of the same.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most students do not know what the

press release is (the concept of the press release) and do not attemp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s release. However, the college

students appear to understand the press release better than the high school

students. In most cases, the unacquainted words or difficult words in the

press release could not be understood. The students who have high scores in

Korean subject, high comprehension, excellent lexical competence, big lexicon

of the Chinese characters and foreign words, understand the press release

better than those who do not have these capacities.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enhance vocabulary and increase knowledge about public

releases in regular Korean curriculum.

[Key words] Public Language, Press Release, Public Language Vocabulary,

Publicity(public interest), Model, Popularity, Public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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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보도 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국립국어원

성별 : 학년 :

<국어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

1. 나의 국어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 나는 읽기 능력(독해력)이 좋습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안 좋다 ⑤ 매우 안 좋다

3. 나의 어휘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안 좋다 ⑤ 매우 안 좋다

4. 나는 한자어를 어느 정도나 압니까?

① 매우 많이 안다 ② 많이 아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5-1. 나는 외래어를 어느 정도나 압니까?

① 매우 많이 안다 ② 많이 아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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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나의 영어 어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많이 안다 ② 많이 아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6. 나는 모르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봅니까?

① 매우 자주 찾아본다   ② 자주 찾아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찾아보지 않는다 ⑤ 전혀 찾아보지 않는다

<읽기 경험에 대한 자기 인식>

7. 나는 평소에 신문을 자주 읽습니까?

① 매우 자주 읽는다 ② 자주 읽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안 읽는다   ⑤ 전혀 안 읽는다

8. 나는 평소에 책을 자주 읽습니까?

① 매우 자주 읽는다 ② 자주 읽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안 읽는다   ⑤ 전혀 안 읽는다

9. 나는 평소에 TV 뉴스를 자주 봅니까?

① 매우 자주 본다 ② 자주 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안 본다   ⑤ 전혀 안 본다

10. 나는 글 읽기를 즐깁니까?

① 매우 즐긴다 ② 즐기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안 즐긴다   ⑤ 전혀 안 즐긴다

<보도 자료에 대한 인식>

11. 보도 자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① 잘 안다 ② 안다 ③ 잘 모른다 ④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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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번의 ①번, ②번에 응답한 경우만) 보도 자료의 내용이 잘 

이해됩니까?

① 매우 잘 이해된다 ② 잘 이해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이해 안 된다. ⑤ 전혀 이해가 안 된다    

13. 보도 자료는 국가 정부 부처에서 만듭니다.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로 작성되기 전 자료의 성격을 띱니다. 보도 자료가 어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가급적 쉬운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가급적 한자어나 외래어보다는 고유어를 
사용해야 한다.

③가급적 간결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④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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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Ⅰ.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보도 자료 『산재기금 주간운용사 우

선협상자 선정(자산운용팀)』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모두 밑

줄을 그으며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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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밑줄 친 ‘위탁’(글의 맨 아랫줄)의  반대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수탁

② 청탁

③ 의탁

④ 부탁

⑤ 신탁

2. 위의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주간: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함  

② 전담: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

③ 하위: 낮은 지위나 등급이나 위치

④ 실사: 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함

⑤ 여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3. 위의 보도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담자산운용기관은 산재보험기금 자산을 직접 운용해야 한다.

② 삼성자산운용(주)가 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

였다.

③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4개 자산운용사 중 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④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조달청의 위탁

을 받아 진행하였다.

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삼성자산운용

(주)와 우선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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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교육부>의 보도 자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모두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015년「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중3․고2 시행
- 기초학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

□ 교육부는 2015. 6. 23.(화) 09:20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당초

시행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 특히, 메르스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및 결석 등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예방·방역

을 당부하였다.

※ 시행 당일 메르스로 인해 휴업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7월 20일까지 시행 매뉴얼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채점 의뢰할 경우, 개인별 성적결과

표는 타 학교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학교 정보공시는 제외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

취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결손을 보

충하고, 교육과정 개선 및 행 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초등학교는 2013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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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를 공통으로 평가하고, 사회,

과학은 표집평가로 시행된다. 평가 범위는 교육과정 현황 조

사(`15.4월)를 통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내용으로 

공통 범위를 정하였다.

○ 고등학교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이고, 평가 범위는 선

택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교육과정 현황 조사(`14.2월, `15.5

월)를 통해 1학년 공통 범위로 정하였다.

□ 올해부터는 온라인 출력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개인별 

평가 결과표를 출력해서 8월말에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 개인별 성적 결과표를 통해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

별 성취율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학교알리미‘ 웹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index.jsp)

를 통해 교과별 성취수준 3단계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

초학력 미달) 및 향상도를 ㉣공시한다.

□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를 기초학력 지원 사업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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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밑줄 친 ‘표집’의 비슷한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수집

② 표본

③ 전수

④ 선택

⑤ 모집

2. 위 ㉠ ∼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당초: 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

② ㉡결손: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함 

③ ㉢배부: 출판물이나 서류 따위를 나누어 줌 

④ ㉣공시: 공개적으로 시험함

⑤ ㉤보정: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

3. 보도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은 동일하다.

② 초등학교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③ 2015년은 2014년과 달리 온라인으로 학생이 성적표를 개별 출력

할 수 있다.

④ 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라도 추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를 공시해야 한다.

⑤ 학교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단위 학교의 교과별 우수학력 비율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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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여성 가족부>의 보도 자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

해 경찰청교육청과 협력 강화』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모두 밑

줄을 그으며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해 경찰청 교육청과 협력 강화
- 6월 25일부터 권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6월 25일(목)부터 7월 

16일(목)까지 서울, 대구, 대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학교 밖 청

소년 지원 유관기관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각급 교육청·지방경찰청·경찰서의 학교 밖 청

소년 지원 사업 관계자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하 청소년꿈드림센터)의 담당자 간 정부3.0의 가치인 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워크숍 일정>
- 제 1 차 : 6.25(목) 10:30 – 16:00, 서울 YWCA(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제 2 차 : 7.10(금) 10:30 – 16:00, 대구 문화예술회관(부산, 대구, 울산, 경상)
- 제 3 차 : 7.16(목) 10:30 – 16:00, 대전 청소년위캔센터(광주, 대전, 세종, 충청, 전라)

□ 학교 밖 청소년(약 28만 여명 ㉠추산, ‘12년 기준)이 꿈과 끼를 

펼치고 원활한 사회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 학업 및 취업진로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교

육청 등 유관기관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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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 정부 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의 역할, 기관 간 협조

사항에 대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청이 발표하고, ㉡일선

청소년꿈드림센터 관계자가 생생한 지원 사례를 발표하여 경

험담을 공유하고, 지역 자원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아울러, 서비스를 지원 받았던 학교 밖 청소년이 발표자로 나

서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

던 이야기를 들려주어 사업의 이해를 돕는다.

□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의 인적자원으

로 성장하려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 “지난달 법률 시행으로 유관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연계가 의무화

된 만큼, 발견부터 ㉢사후지원까지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발표자로 나선 김진곤 시흥청소년꿈드림센터 소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찰 등 일선기관의 도

움이 매우 필요한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의 협조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한편, 지난달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꿈드림센터 등 지

원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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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경찰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학생은 보호자

와 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후 청소년꿈드림센터에 관련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

1. 윗글의 밑줄 친 ‘유관’(제목 부분)의 반대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무관     ② 주관     ③ 담당     ④ 책임     ⑤ 모집

2. ㉠ ∼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추산: 짐작으로 미루어 셈함

② ㉡일선: 일을 실행하는 데에서 맨 앞장

③ ㉢사후: 일이 끝난 뒤

④ ㉣배회: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

리저리 돌아다님

⑤ ㉤통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3. 보도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유관기관 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계가 법률로 의무화되었다.

② 여성가족부는 서울, 대구, 대전에서 각 3차례씩 워크숍을 개최한다.

③ 학생은 배회 청소년을 발견하면 보호자와 학교에 관련정보를 통

지해야 한다.

④ 학교 밖 청소년은 2012년 기준으로 대략 28만 여명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

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

조사항만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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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 『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 늘어난다』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모두 밑줄을 그으며 읽

고, 물음에 답하세요.

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늘어난다

- 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금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가 50%→70%로 강화됨에 따라 일반병상이 증가, 불가피한 1∼

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

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병상☞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
상급병상☞건강보험의 입원료 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병상, 일반병
상을 총 병상의 50%등 확보한 후 남은 1∼3인실 병상이 가능

□ 동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

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

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4인실까지 확대(’14.9월)한 바 있다.

○ 금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급종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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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강화키로 

하였다.

*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

원 82.7% 등인 반면, 상급종합병원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15.3월 기준)

현행 개선

10병상 이상 보유 의료기관은
총 병상의 5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
(단, 상급종합·종합병원 중 ’11.7월 이후 

개설병원은 70%등)

모든 상급종합·종합병원은 총 병상의 
7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
(다만, 산부인과전문병원은 현행 유지)

○ 개정안은 금년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

상 비율이 70%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되는데,

- ’15.4월 기준으로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

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전체병상
(’15.4월 기준)

현행 개선

일반병상 비율 일반병상 비율

상급
종합

40,888개 30,863개 75.5%
31,701개
(838개 증)

77.5%

종합
병원

94,074개 77,845개 82.7%
78,603개
(758개 증)

83.5%



194   국어교육연구 제37집

○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

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 → 4인실 중

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 → 40%

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와 함께,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

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

학계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

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금년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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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밑줄 친 ‘완화’의 반대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가중  ② 완충  ③ 감소  ④ 이완 ⑤ 증액

2. ㉠ ∼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산정: 셈하여 정함                  

② ㉡통상: 일상적으로

③ ㉢일환: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것 가운데 한 

부분

④ ㉣보전: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⑤ ㉤수가: 보수로 주는 대가

3. 보도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병상은 통상 6인실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②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하려고 한다.

③ 개정령안에는 6인실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④ 산부인과전문병원은 총 병상의 7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해

야 한다.

⑤ 일반병상의 증가로 인한 상급병상 감소는 환자의 병실료 부담을 

감소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