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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중심 교수법에서는 다양한 상호활동들을 통해 의미전달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의미전달에 있어 적절한 어휘의 선택과 그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특히

이들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Wilkins(1972)는 ¡ 문법 지식 없이는 의미도출이 힘들고, 어휘지식이 없이는 어떤 의
미도출도 불가능하다¡ 라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의사소통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행 교육에서 어휘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어휘를 문법적
인 기능을 갖는 기능어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어로 분류할 때, 내용어의
경우 상당수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다의어(polysemy)이고, 이들 다의어를 구
성하는 여러 개의 의미 중 어떤 의미가 주된 의미(primary meaning)인지, 또 각각의
의미들이 어떤 문맥적 상황에서 실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해당 어휘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다의어들을
선정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들의 분포를 분석하였
다. 또 이 의미들의 분포를 영어권 또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 분포와 비교하였다.

어휘 교육에 있어 다의어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의어가 중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부적절한 정보의 도출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Miller & Fellbaum, 1995). 게다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가장 다의어
적 이라는 것이다. Webster 사전(Webster's 7th dictionary)상의 6만 단어 중 40%
에 해당하는 21,488개의 단어가 둘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갖는 다의어라는 사실은 다
의어가 어휘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대변해 주는 숫자라 하겠다 (Byrd et al.,
1987)(재인용, Ravin & Leacock, 2000).
다의어는 ¡여러 개의 관련된 의미를 갖는 단어 ¡로 정의 된다 . 외국어 다의어의 경우

다의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의미들이 어떠한 형태로 구조화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해당 다의어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는 보다 설명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의미망 구조 모형을 위주로 선정된 다의어들의 의미를 분류하였다.
의미망(meaning network) 구조는 한 낱말의 다양한 의미들은, 수평적으로는 원형
(prototype) 의미와의 유사성을 통해 ¡확장 (extension)¡ 관계를 맺으며 수직적으로는
공통성을 통하여 ¡도식 (schematicity)¡관계를 맺는다는 이론이다 .1)
어휘교육에 있어 이러한 다의어의 의미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사전에 나열되
어 있는 여러 개의 의미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나아가 사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의미들에까지 그 확장을 유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
겠다.
다의어가 갖는 여러 개의 의미들 중 어떤 의미가 실제로 적용되었는가는 해당 다의
어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용되
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증거는 코퍼스로 대표되는 전산
언어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코퍼스는 실제로 사용된 언어들의 표본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뭉치 ¡라고 번역되고 있는 코퍼스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일반 언어학적
분석이 수행될 수 있는 문장 혹은 문장의 일부들의 모임(A collection of texts or
parts of texts upon which some general linguistic analysis can be conducted)이
라 정의된다(Meyer 2002). 코퍼스 분석 도구 중 콘코던서(concordancer)는 특정 단
어가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실제 문장들과 함께 정렬되어 나타나 있는 결과를 일
컬으며, 이를 통해 해당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학교 수업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인 학습 자료는 교과서이다. 경우에 따라 교
과서가 유일한 학습자료 일 수 도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휘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 교과서의 분석은 현행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서 12종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전문을 코퍼스로 구축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실은 다른 코퍼스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12종을 연구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교
과서의 본문 전문을 코퍼스로 구축하였고 편의상 KHSEC(Korean High School
English Corpus)로 명명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연구의 대상인 KHSEC 코퍼스를 비
롯한 다른 코퍼스들과 이들 코퍼스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인 WordSmith 4.0 소프트
웨어이다. 다음은 이들 각각에 대한 설명이다.

법문사,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현대영어사, 한국교육미디어,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장원교육, 금성출판사, 능률영어사(이찬승외), 능률영어사(이기동외), 시사영
어사등에서 출간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12종을 포함하며 약 10만 단어로 구
성되어 있는 코퍼스이다.

ICE-Singapore는 일백만개의 단어규모로 싱가포르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어와 구
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CE Singapore의 문어부분(45만 단어규모)이 사
용되었다.

British National Corpus(BNC)는 1억 단어 규모의 코퍼스로 현대 영국 영어가 사
용되고 있는 신문, 학술서적, 소설, 잡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어텍스트와(전체의90%)
비공식적인(informal) 대화내용, 자원자들에 의해 녹음된 내용, 정부 회의내용, 라디
오방송 내용 등의 구어텍스트(전체의 10%)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 1백
만 단어로 구성된 BNC sampler(문어부분)(이하 BNC Sampler)를 사용하였다.

1987년에 출판되기 시작한 Collins COBUILD(COllins Birmingham University
International Language Database) English Dictionary(이하 Collins COBUILD)는
코퍼스를 이용한 최초의 사전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Collins COBUILD의 코퍼스
인 ¡The Bank of English¡는 2억 5천만단어규모이며 BNC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
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WordSmith는 별도로 구축된 코퍼스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소
프트웨어로써 영국 Liverpool대학의 Mike Scott교수에 의해 개발되었다. 일반 컴퓨
터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WordSmith 4.0의 자세한 기능은 WordSmith의
website(http://www.lexically.net)에서 알아 볼 수 있다.

먼저 WordSmith의 WordList기능을 이용하여 KHSEC내의 전반적인 단어의 분포
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코퍼스를 이루는 각기 다른 단어는 7,155개에 이르며 이들
7,155개의 단어가 전문에 걸쳐 총 100,106번에 걸쳐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KHSEC의 TTR(type/token ratio) 지표는 7.2인데 이 수치는 전체 코퍼스를 100개의
단어(token)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할 때, 약 7개의 서로 다른 단어(type)들이 반복
사용되어 100개의 단어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대상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
으로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양적인
방법이라 함은 해당어휘의 발생 빈도수가 5회-50회 사이에 발생한 다의어중 하위의
미의 개수가 적어도 3개 이상인 다의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적인 방법이
라 함은 이렇게 추출된 다의어중 그 의미들 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다
의어를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선정된 어휘들의 사전적 정의 및 의미 분포를 Collins COBUILD에서 살펴보고 이
를 기준으로 KHSEC, BNC Sampler, ICE-Singapore에 나타난 자료들을 비교분석한
다. 선정된 단어들은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
다. 따라서 각각의 의미가 사용된 빈도수에 따른 우선순위를 참조할 수 있다면 어휘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reservation(s)¡의 경우 대다수의 학
습자에게 ¡예약 ¡이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KHSEC 분석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KHSEC내에서 추출된 콘코던스 결과는
3건이며 이들 모두 ¡예약 ¡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

이에 반해 ¡The Bank of English¡ Corpus를 기초로 작성된 Collins COBUILD에는
표 2 에서와 같이 ¡reservation(s)¡이 ¡의심 ¡,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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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EC. ICE-Singapore, BNC의 콘코던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코퍼스 분석과 함께 의미 구조의 분석이 이루어 졌다. 다의어로 선정된 ¡free'의 경
우 Collins COBUILD상에는 표 4 에서와 같이 17개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17개의
의미중 동사로 분류된 5, 9, 10, 14, 16은 제외하고2), 형용사로 분류된 12개만을 분
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3) 표 4와 같이 다의어를 구성하는 세부 의미들을 분류하고 나
면 다의어 free는 Collins COBUILD 상에서 대략 ¡no pay', 'no control', 'not
present', 'not occupied'같은 포괄적인 개념의 순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표 4 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미 구조를 분석해 본 것이다.

표 5 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6개 단어에 대한 코퍼스별 어휘 분포 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다의어들의 의미 분포는 다른 영어권 국
가에서의 의미 분포와 차이를 보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가 학습자들의 어휘 교
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교과서 내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선정에 있어 실제성(authenticity)여부의 검
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다의어의 여러 의미에 노출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에 다양한 문맥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어휘의 의미나 사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코퍼스를 이용해 학생들 스스로가
실제 발화된 표현들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도 학습활동의 일부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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