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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부는 2015년 9월 23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을 목표로 새로운 영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뿐 아
니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고, 글로벌 공동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
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교
육부, 2015a). <생략>

* 본 연구는 (주형미 외, 2016)를 보완･발전시킨 것임.
** 제1저자: 정채관(인천대학교 / 교수), 교신저자: 권혁승(서울대학교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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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영어과 교육과정과 기본 어휘 관련 변천

우리나라 <중략> 기본 어휘가 ‘기본 어휘 목록’으로 바뀌었고, 기본 어
휘의 구체적인 특정 품사를 나열하던 방식 대신 품사를 구분하여 제시하
는 방식이 사라졌다.

2.2. 영어과 교육과정과 기본 어휘의 변화형 지침 변천

영어는 <중략> 변화형에 대해 ‘굴절 및 파생’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문구
가 재등장했다.

 
2.3.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 어휘의 변화형 목록 개발

2009 개정 <생략> 연구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제시된 3,000개의 기본 어휘와 200개 외래어의 굴절과 파생의 변화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1 

1 지면 제약상 연구대상인 기본 어휘 3,000개와 외래어 200개의 대표형을 이 논문에 
제시하지 않지만, 이들 목록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4] 은 156쪽부터 188
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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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설계 

3.2.1. 주요 영어사전 검토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Bauer와 Nation(1993)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접사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5개 영어사전을 참고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2. 본 연구에
서는 5개 영어사전에서 제시한 접사 목록을 수집한 다음 하나로 통합하여 
5개 영어사전 통합 접사 목록을 도출하였다. 

표 1. 굴절과 파생의 변화형 용례에 사용된 사전 

3.2.2. 전문가 자문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중략> 논의하였다(<표 2> 참조).

표 2.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 어휘의 변화형 범위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2 본 연구에서 활용한 5대 영어사전에서 학습자 사전이 많았던 이유는, 영어 원어민을 
상대로 출간된 일반적인 영어사전보다는 영어 학습자를 상대로 출간된 학습자 영어
사전에 변화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실제 예가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케임브리지 영어사전은 별도의 접사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제외하였다.

연번 일시 및 장소 참석자
1

2016.03.22.(화) 15: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연번 이름 및 발행 연도 출판사
1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 Merriam-Wester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2008)
Merriam-Wester Inc.

3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2012) Pearson Education Limited
4 Longman Advanced American Dictionary (2009) Pearson Education Limited
5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2006)
HarperCollins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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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변화형 추출을 위한 워크숍 및 최종 검토

본 연구에서는 <중략>제외하였다. 

3.3. 연구 도구 
 
3.3.1. 코퍼스 및 변화형 목록 추출 도구

영국국립코퍼스(British National Corpus, 이하 ‘BNC’)3는 <중략> 활용
하여 기본 어휘와 외래어의 변화형을 추출하였다. <생략>

3.3.2. 텍스트 편집 및 코퍼스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생략>

4. 결과 및 논의
<표 3>은 2009 <생략>

3 http://ota.ox.ac.uk/desc/2554

2
2016.04.11.(월) 17: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3
2016.04.15.(금) 16: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4
2016.05.24.(화) 17: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5
2016.05.25.(수) 17: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6
2016.05.26.(목) 17: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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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본 어휘 대표형의 변화형 비교 예시: ‘develop’4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Bauer & Nation(1993)의 연구에서 제안한 
4레벨까지의 접사 목록을 적용했을 때 ‘develop’의 12개 변화형 목록을 도
출할 수 있었고, 6레벨까지의 접사 목록을 적용했을 때 접두사 ‘re-’가 추가
되어 18개의 변화형 목록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develop’의 변화형을 찾았을 때 접두사 ‘co-’, ‘non-’, ‘over-’와 
4 주형미 외(2016, p. 7)에 제안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develop’ 변화형 

목록은 모두 29개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1개가 반복된 
철자오류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형미 외(2016)에서 제시한 ‘develop’의 29개 변화형 
중 1개를 제외하였다.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 어휘 
‘develop’ 변화형(4레벨)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 어휘 
‘develop’ 변화형(6레벨)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 어휘 

‘develop’ 변화형 
목록(BNCweb)

develop(12개)
developed, developer, 
developers, developing, 
development, 
developments, 
developmental, 
developmentally, 
develops, 
underdeveloped, 
underdevelopment, 
undeveloped

develop(18개)
developed, developer, 
developers, developing, 
development, 
developmental, 
developmentally, 
developments, develops, 
underdeveloped, 
underdevelopment, 
undeveloped
redevelop, redeveloped, 
redeveloping, 
redevelopment, 
redevelopments, 
redevelops 

develop(28개)
developed, developer, 
developers, developing, 
development, 
developmental, 
developmentally, 
developments, develops, 
underdeveloped, 
underdevelopment, 
undeveloped, 
redevelop, redeveloped, 
redeveloping, 
redevelopment, 
redevelopments, 
redevelops, 
codevelop, codeveloped, 
codeveloping, 
codevelopment, 
developable, 
developmentalist, 
developmentalists, 
nondevelopment, 
overdeveloped, 
over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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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able’, ‘-ist’, ‘-ists’ 등을 추가하여 총 28개의 ‘develop’의 변화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4.1.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관련 지침] 예시 방식 문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이전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지속되어 온 
문제 중 하나는 기본 어휘 목록 변화형과 관련된 예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록 1>에 굵은 글씨체로 제시한 ‘book’이 대표적인 예이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변화형을 표현하는 문구가 “이들 어휘와 
아래와 같은 변화형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다”(교육부, 1997, p. 55)고 기
술되어 있으나, 이후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대표형은 다음과 
같이 굴절어 및 파생어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 19),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대표형은 다음과 같이 
변화형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 56), 
“대표형은 굴절 및 파생의 변화형을 포함한다”(교육부, 2015, p. 154)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book’의 변화형은 7차 영어과 교육과정,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일관되게 ‘book(books)’
로 제시되다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만 ‘book(books, booked, 
booking)’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 제시는 대표형이 굴절어와 파생어를 포함하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유사한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비교해도 영어과 
교육과정 이해당사자(교과용도서 개발 출간사, 저작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많은 사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teach(teacher)’, ‘happy(unhappy)’였다
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teach(teaches, taught, teaching, 
teacher)’, ‘happy(happily, happiness, unhappy)’로 바뀐 예시도 교육과정 이
해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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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관련 지침] 외래어의 변화형 
문제

4.2.1. 외래어의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5은 ‘외래어’를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
처럼 쓰이는 단어. 버스, 컴퓨터, 피아노 따위가 있다”고 정의한다. 김종덕
(2016)은 외래어를 “외국어에서 기원한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한국어
화된 단어”(p. 68)라고 정의한다. 즉, 외래어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말이지
만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서 사용되는 말인 것이다(김하수, 1999; 임동
훈, 1996; 정희원, 2004). 반면, 김종덕(2016)은 “‘이랏샤이마세(일본어), 봉
수와(프랑스어), 차오(이탈리아어)’ 등은 명백한 외국어이다. 해당 언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위크 
포인트, 텐 이얼즈 올드, 트러스트 미’도 마찬가지이다. 영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p. 68)며,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
는 자국어 지위를 가졌는지가 관건임을 강조한다.

4.2.2.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외래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서 외래어 사용과 
관련된 지침은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아래의 낱말들은 외래
어 가운데 학년별로 50단어씩 사용 가능하며 이는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교육부, 2015, p. 156)며, 200개 ‘외래어’를 제시한다. 외래어는 따
로 영어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의사소통이 가능
한 낱말이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외래어를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국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낱말이므로 학생
들이 학교에서 새롭게 배워야 할 영어 학습 어휘, 즉 ‘영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5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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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외래어와 영어의 혼동 문제

외래어는 국립국어원과 국어 학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 들
어온 말이지만 국어처럼 쓰이는 낱말이다. 또한,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
법 제1장 표기의 원칙 제1항에 따라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6. 따라서 외래어를 쓸 때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외래어 표기법
에 맞춰 ‘아파트’라고 쓰지, ‘apartment’라고 쓰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사
람들은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낱말 중 외래어인 ‘버스’, ‘택시’, ‘뉴
스’, ‘라디오’, 텔레비전’을 국어의 현용 24 자모로 적지, ‘bus’, ‘taxi’, 
‘news’, ‘radio’라고 적지 않는다. ‘버스’의 복수형을 ‘버스들’이라고 적지, 
‘buses’라고 적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래어 ‘버스’를 ‘bus’라고 적
은 다음 복수형을 만들 때는 ‘bus’의 끝이 ‘-s’로 끝나기 때문에 ‘-es’를 붙
여야 한다는 영어 문법 규칙을 적용하면 ‘buses’가 된다. 즉, ‘버스’를 ‘bus’
로 적는 순간 ‘bus’는 외래어가 아니라 영어 학습을 통해 배우는 학습 어휘
가 되는 것이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외래어(예, ‘버스’, ‘컴퓨터’, ‘피아
노’ 등)와 영어(예, ‘bus’, ‘computer’, ‘piano’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4.2.4. 외래어 선정 기준 문제

임찬빈 외(2015)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새로운 외래
어 목록과 관련하여 “‘hockey’나 ‘iguana’와 같이 빈도수가 낮은 11개 외래
어는 ‘court’나 ‘event’와 같이 빈도수가 높은 외래어로 교체”(p. 20) 하였
다. 임찬빈 외(2015)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외래어를 
‘빈도수’에 근거하여 빈도수가 낮은(자주 사용하지 않는) 외래어 대신 빈도
수가 높은(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로 교체한 것이다. 하지만 2015 개정 영어
과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외래어 교체의 기준, 또는 신규로 추가된 외래어
의 기준이 되는 빈도수에 관한 설명은 없다. 즉, 어떤 한국어 코퍼스나 외
래어 코퍼스를 기반으로 외래어의 빈도수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여 교육과
정에 반영하였는지가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보고서에 제시되지 
6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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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5. 부적합한 외래어 추가 문제

교육부(2015)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외래어를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낱말”(p. 156)로 규정한다. 임찬빈 외(2015)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radio’나 ‘hotel’과 같은 122개의 외래어를 추
가하여 총 200개 외래어풀을 제시”(p. 20)하였다. 하지만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외래어 목록에 추가된 122개의 외래어 중에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즉 우리나라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빈도수
가 높은 외래어로 보기에 부적합하게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예컨
대 ‘veil’, ‘arch’ 등이 대표적이다. ‘veil’은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거나 장식
하기 위해 쓰는 얇은 망사이며, ‘arch’는 건축상의 기법의 하나로, 돌이나 
벽돌 등을 곡선형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둘 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낱말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
다7. 200개 외래어풀에는 ‘kangaroo’, ‘panda’ 등 동물을 대표하는 것 같은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고, ‘kiwi’, ‘lemon’ 등 과일을 대표하는 것 같은 외래
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상의 이와 같은 특정 동물과 과일 외래어가 우리 
생활 주변 다른 동물과 과일 외래어에 비해 자주 사용하는, 즉 빈도수가 
높은 낱말인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2.6.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외래어의 변화형 문제

전언하였듯이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사
용하여 국어처럼 쓰이는 말이므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낱말
이다. 따라서 외래어는 특히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출간사나 저작자들이 
초등학생용 교과용도서를 개발할 때 사용하고 싶은 매력적인 낱말이다. 

7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외래어 사용 지침은 “... 외래어 가운데 학년 
별로 50단어씩 사용 가능”(p. 156)하다고 명시하였지, 학년 별로 어떤 외래어를 사용
해도 될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제시된 200개 외래어 중 어떤 외래어도 초등학교 
3-4학년(10-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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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어 
단어를 외래어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국･검정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설명회 
이후 검정출원사로부터 외래어 변화형 사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한
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그 결과 외래어의 복수형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검정출원사에 전달되었다. 예컨대 ‘bus’, ‘scarf’는 외래어이므로 교과용도
서 개발에서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지만, 이 낱말들의 굴절 변화형(복
수형)인 ‘buses’와 ‘scarves’를 교과용도서 개발에 사용하면 새로운 어휘로 
간주되어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라 학년별 권장 어휘 수 통제를 받게 
된다8. 이러한 외래어 변화형에 대한 불분명한 개념 논란은 검정출원사뿐
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므로 2015 개정 영어
과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

라 3,000개 기본 어휘 및 200개 외래어의 굴절과 파생을 포함하는 질 높은 
변화형 목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에 따른 국･검정 교과용도서 검정심사의 기초 연구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
문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 이론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객관성을 도모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중략>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관련 지침]

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뿐만이 아
니라 이전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서 제시된 예시 방
식은 영어과 교육과정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변화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최
소화하기 위해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의 기술 방식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
8 외래어의 변화형과 관련하여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검정 교과용도서 

검정심사에서 외래어를 같은 철자이지만 명사 이외의 품사(동사, 형용사 등)로 사용
할 때도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는 방침이 검정출원사에 전달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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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외래어 사용 지침과 관련하여 영어과 교육과정
에서 외래어의 의미와 외래어의 굴절과 파생의 변화형에 대한 원점에서의 
개념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적용에 
있어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시급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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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승(서울대학교 / 교수)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5호관 410호 영어영문학과 과사무실
전화번호: 02-880-8100
이메일주소: hskwon@snu.ac.kr

접수일: 2020년 4월 7일
심사일: 2020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