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  Copyright © 2016 Korean Academy of Audiology

INTRODUCTION

아동들의 어휘 발달은 음운 체계에 대한 지식의 증가, 단어 

학습에 대한 내적 제약의 작동, 전반적인 인지 능력의 발달 등

과 같은 아동의 내부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Hoff, 2001). 

또한 아동들의 어휘 발달은 이러한 아동의 내부 변화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노출되는 말의 양에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Huttenlocher et al., 1991). 때문에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어휘, 즉 학령기 아동의 학교 현장에서의 어휘 학습은 아

동의 어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휘는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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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학령기에 들어서게 되면, 아동들은 동화, 생활문, 설명문, 동

시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의 종류를 통해서 더 많은 어휘를 접하

게 되고, 이러한 어휘를 중심으로 문장 및 문단의 형태로 확장

시켜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된다.

언어학습장애 아동들은 단단어나 짧은 문장을 통해 제한된 

의사소통을 하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의 다양성 또한 또래에 

비해 떨어져 적은 어휘량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Catts et al., 

1999; Kuder, 1997). 따라서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때는 그들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여 의

사소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신뢰도 높은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를 구현할 목적으로 선정되며 

학생의 발달 수준을 감안하여 내용을 재조직한 학습의 기본 

교재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는 가장 중심이 되

는 교재 및 학습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그 내용

과 순서에 따라 교수 학습 활동이 전개되며, 학습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Kim, 2009). 또한 학령기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읽

기를 통해 많은 어휘를 학습하기 때문에(Catts & Kamhi, 2005),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는 다른 어휘에 비해 동일 언어연령을 가

진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을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신

뢰도가 높은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언어와 구별되어 나타날 수 없다. 

학령전기 아동은 가정에서 말하고 듣고 쓰는 등의 활동을 계

속하여 언어를 경험하지만 학령기에 들어서게 되면 아동에게 

가장 많은 언어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에서 학교로 변화하

게 된다. 즉 학령기 아동들은 학교에서 또래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 교육을 통해 다양한 언어활동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 교육은 아동의 지식과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심에는 학교 교과서

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를 학습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 2009년에 교

육과정 총론이 만들어졌으며, 2011년에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

시된 후 공식적으로 2009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Lee, 2013).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이전과 개정 이후의 국어 교과서 

어휘를 비교하여 새로 사용된 어휘와 빈도수가 높은 어휘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

서의 본문에 나오는 어휘 가운데 비교적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

는 명사와 더불어,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Choi(2001)는 아동의 어휘이해 발달 수준에 적합한 주요 내

용어 선정 연구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의사소통에서 의미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어로 분류하고 있다. 기능어

는 수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지만 

내용어는 언어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의미나 형식면에서 계

속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며, 언어의 기본어휘 혹은 주요 어휘

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의 습득은 단어 수준을 넘어

서 어휘를 문장, 구, 절로 확장시켜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의 의

사소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명

사, 동사, 형용사의 어휘들을 빈도수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2009 개정 이전과 이후 어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의 어휘 이해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어를 선정하여 바람직한 어휘 발달 지

도에 활용함과 동시에 교육적 임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효율적

인 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개정된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인 

국어 1-1(가), 국어 1-1(나), 국어 1-2(가), 국어 1-2(나), 국어 

2-1(가), 국어 2-1(나), 국어 2-2(가), 국어 2-2(나) 중에서 본문

에 나오는 명사, 동사, 형용사 어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9 

교육과정 이전인 제7차 교육과정의 1~2학년 국어 교과서 어휘

를 분석한 Hyun(2003) 연구의 부록을 참고하여 명사, 동사, 형

용사 어휘를 찾아 그 빈도수를 1위에서 30위까지로 나열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절차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교과서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단

어를 분류하여 텍스트 파일로 정리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하여 ‘말뭉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분석하였다. 어휘별

로 분류된 자료를 명사, 동사, 형용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어

휘별로 품사를 정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단어가 단독으로 명사로 쓰인 경우, 같

은 의미를 갖는 명사 단어에 조사가 붙어 명사형이 된 단어, 조

사가 붙어 줄여진 단어는 한 단어로 빈도를 계산하였다(예. 나, 

난, 내게).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존칭을 나타내는 단어 

또한 한 단어로 빈도를 계산하였다(예. 엄마와 어머니).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간과 어미로 나누고 어간

의 기본형으로 통일하여 빈도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용

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그 기준을 정하

였다. 

모든 어휘의 분류는 교과서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어휘를 기

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명사는 사람관계명사와 동물관계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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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관계명사로 분류하였고, 동사는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분류하였으며, 형용사는 성상형용사와 감정형용사, 지시형용사, 

보조형용사, 수량형용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및 결과 처리

교과서 어휘를 명사, 동사, 형용사로 분류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빈도가 가장 높은 어휘부터 30위까

지의 어휘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Hyun(2003) 연구의 부록에 

나타난 명사, 동사, 형용사 각각의 빈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RESULTS

명  사

제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의 명사 어휘를 빈도순으로 나열한 것은 

Appendix 1과 같으며 이러한 명사 어휘의 의미기준별 비교는 

Figure 1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의 1~2학년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빈도

수가 높은 1~30위까지의 어휘 중에서 기타 어휘(것/수/때/집/소

리/날/생각/속/모습/일/책/이름/일기/나라/학교)가 50%로 가장 

높았고, 사람관계어휘(친구/사람/선생님/아버지/할머니/아이)와 

대자연관계어휘(나무/비/하늘/꽃/달/풀)가 20%로 동일하게 나

타났으며, 동물관계어휘(말/강아지/토끼)는 1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1~2학년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빈도수가 높은 1~30위까지의 어휘 중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국

어 교과서와 동일하게 기타 어휘(소리/집/날/때/모두/얼굴/정말/

마음/멋쟁이/속/일)가 36.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

은 더 낮았다. 사람관계어휘(친구/엄마/동생/사람/선생님/아저

씨/어머니/할머니/아기)는 30%로 제7차 교육과정보다 10%가

량 더 높게 나타났고, 동물관계어휘(말/돼지/개미/암탉/강아지/

호랑이/소/오소리)는 26.7%로 제7차 교육과정보다 6.7%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자연관계어휘(물/바람)는 6.9%로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대자연관

계어휘에 비해 13.1% 적어진 비율이다. 

이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람관계어휘와 동물

관계어휘의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비해 대

자연관계어휘의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사람관계어휘와 동물관계어휘는 2009 개정된 교과서에 ‘엄

마, 동생, 아저씨, 돼지, 개미, 암탉, 호랑이, 소, 오소리’ 등의 새

로운 어휘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

제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의 동사 어휘를 빈도순으로 나열한 것은 

Appendix 2와 같으며 이러한 동사 어휘의 의미기준별 비교는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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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mparison of the categories in semantic classifica-
tion of noun between 7th curriculum and 2009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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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of verb between 7th curriculum and 2009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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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의 1~2학년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빈도

수가 높은 1~30위까지의 어휘 중에서 동작동사(하다/보다/주

다/가다/말하다/오다/않다/나다/먹다/쓰다/부르다/만들다/들

다/읽다/내다/타다/잡다/말다/나오다/나가다/놓다)는 70%로 

나타났고, 상태동사(있다/되다/살다/알다/웃다/듣다/생각하다/

좋아하다/생기다)는 30%로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1~2학년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1~30위까지의 어휘 중 동작동사(하다/보

다/가다/주다/오다/먹다/말하다/나다/않다/나오다/놀다/만들

다/나가다/들다/말다/그러다/다가가다/놀리다/뛰다/입다)가 

66.7%로 상태동사(있다/되다/지다/알다/웃다/살다/듣다/보이

다/생각하다/울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동

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6.7%가량 

사용 빈도가 낮아진 반면 상태동사는 33.3%로 개정 후가 6.7%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다, 놀다, 그러다, 보이다, 다가가다, 울다, 놀라다, 뛰다, 

입다’는 2009 개정 국어 교과서에 새롭게 실린 동사어휘이다.

형용사

제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의 형용사 어휘를 빈도순으로 나열한 것은 

Appendix 3과 같으며, 이러한 형용사 어휘의 의미기준별 비교

는 Figure 3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의 1~2학년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빈도

수가 높은 1~30위까지의 어휘 중에서 성상형용사(좋다/있다/없

다/크다/아프다/모르다/같다/아름답다/아니다/쉽다/밝다/예쁘

다/맛있다/중요하다/시끄럽다/작다/커다랗다/길다/덥다/춥다/

나쁘다/귀엽다)가 7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감정형용사

(재미있다/고맙다/기쁘다/즐겁다)는 3.4%, 보조형용사(싶다/못

하다)는 6.7%로 나타났으며, 지시형용사(그렇다)와 수량형용사

(많다)는 3.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1~2학년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1~30위까지의 어휘 중에서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 교과서와 동일하게 성상형용사(없다/작다/좋다/크

다/맛있다/아프다/같다/예쁘다/괜찮다/길다/따뜻하다/커다랗

다/곱다/귀엽다/신기하다/아니다/빨갛다/착하다/이상하다/힘들

다)가 6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더 낮

았다. 감정형용사(고맙다/곤란하다/무섭다/재미있다/미안하다/

즐겁다)는 20%로 제7차 교육과정보다 6.6% 더 높게 나타났고, 

지시형용사(이러하다/그러하다/어떠하다)는 10%로 제7차 교육

과정보다 6.7%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량형용사

(많다)는 3.3%로 제7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형용사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서 모두 성상형용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에게 성상형용사의 쓰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이며, 감정형용사의 중요성은 2009 개정된 국어 교과서에

서 더 강조되어 빈도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하

다, 괜찮다, 곤란하다, 따뜻하다, 미안하다, 곱다, 신기하다, 어떠

하다, 빨갛다, 착하다, 이상하다’는 2009 개정 국어 교과서에 새

롭게 실린 형용사 어휘이다.

DISCUSSIONS

이 연구는 2009년 개정된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를 그 이전 교과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어휘

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 어

휘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명사를 포함한 동사, 형용사 어휘를 빈

도수가 높은 1위부터 30위까지로 분류하고, 이를 2009 개정된 

교육과정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사는 두 교육과정 모두 기타어휘가 각각 50%와 36.7%로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경우 사

람관계어휘와 대자연관계어휘, 동물관계어휘 순으로 나타났으

며, 2009 개정된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는 사람관계어휘, 동물

관계어휘, 대자연관계어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09 개정된 교

육과정에서는 사람관계어휘와 동물관계어휘의 빈도가 높아져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두 교육과정 모두 동작동사가 각각 70%와 63.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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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omparison of categories in semantic classification of 
adjective between 7th curriculum and 2009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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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동사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서 더 높았고, 상태동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 빈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용사는 두 교육과정 모두 성상형용사가 각각 73.3%와 

66.7%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외에 제7차 교육

과정 국어 교과서의 경우 감정형용사, 보조형용사, 수량형용사 

순으로, 2009 개정된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는 감정형용사, 지

시형용사, 수량형용사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중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여 빈도를 분석하고 2009 개정 이

전과 이후의 어휘를 비교함으로써 최신 교과서에서 사용된 어

휘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언어치료 임상현장

에서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의 초기 문식성 중재를 위한 기초자

료로써 가치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위한 발화점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어휘를 포함하여 다른 품사의 어

휘 역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범주별 분류는 더욱 다양

한 의미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이외에도 다른 학년의 교과서와 다른 과목의 교과서

가 분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학령기의 경우 임상현장에서 한 회

기에 여러 개의 새 어휘를 익히곤 하기 때문에 한 품사당 30개

의 어휘 수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품사의 어휘를 더 활용하거나 교과서 어휘 이외의 어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학령기 언어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재 연구 상황에서 아동이 단어학

습을 위해 어휘의 다양성 및 빈도수 범주의 증대 등을 통해 연

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어휘·초등학교· 

국어 교과서·20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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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The comparison of adjective frequency in 7th curriculum and 2009 revision
7th curriculum 2009 revision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좋다 76 고맙다 18 맛있다 9 없다 51 이러하다 17 곱다 9
있다 68 아름답다 16 중요하다 9 작다 42 괜찮다 15 귀엽다 9
없다 67 못하다 15 시끄럽다 8 좋다 38 곤란하다 12 신기하다 9
많다 44 아니다 15 작다 8 크다 26 길다 12 아니다 9
싶다 29 쉽다 13 커다랗다 8 맛있다 22 무섭다 12 어떠하다 9
크다 28 밝다 11 길다 8 아프다 20 재미있다 11 빨갛다 8
재미있다 24 그렇다 11 덥다 7 같다 19 그러하다 10 착하다 8
아프다 24 기쁘다 11 춥다 7 고맙다 18 따뜻하다 10 이상하다 7
모르다 22 예쁘다 11 나쁘다 7 많다 17 미안하다 10 즐겁다 7
같다 19 즐겁다 10 귀엽다 7 예쁘다 17 커다랗다 10 힘들다 7

7th curriculum 2009 revision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것 120 아버지 37 책 27 친구 61 사람 32 어머니 24
수 89 나무 36 이름 26 엄마 57 암탉 32 호랑이 24
때 73 강아지 36 할머니 25 소리 53 강아지 30 마음 23
친구 65 토끼 35 일기 25 집 41 물 30 소 23
집 62 생각 34 아이 25 말 39 모두 27 할머니 23
사람 59 비 34 나라 25 돼지 35 선생님 27 아기 22
말 54 속 32 꽃 25 동생 34 바람 26 멋쟁이 21
소리 47 모습 32 학교 24 개미 33 아저씨 25 속 21
날 46 일 31 달 24 날 33 얼굴 25 일 21
선생님 39 하늘 27 풀 23 때 32 정말 25 오소리 20

 AppENDIx 

Appendix 1. The comparison of noun frequency in 7th curriculum and 2009 revision 

Appendix 2. The comparison of verb frequency in 7th curriculum and 2009 revision
7th curriculum 2009 revision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하다 267 먹다 48 생각하다 30 하다 214 나다 38 듣다 20
있다 181 쓰다 45 내다 30 있다 158 않다 37 말다 20
보다 162 부르다 44 타다 29 보다 089 나오다 30 그러다 19
되다 139 살다 43 잡다 29 가다 079 알다 25 보이다 16
주다 107 만들다 42 좋아하다 27 주다 078 놀다 23 다가가다 15
가다 093 들다 36 말다 27 되다 074 만들다 23 생각하다 15
말하다 089 웃다 34 나오다 26 오다 060 웃다 23 울다 15
오다 076 알다 34 생기다 25 먹다 053 나가다 22 놀라다 14
않다 062 듣다 34 나가다 25 말하다 040 들다 21 뛰다 14
나다 055 읽다 31 놓다 25 지다 040 살다 21 입다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