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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강독 교재 구성에 대한 일 제언

양영희(전남대)

<국문초록>
본고는 중세국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일환으로서 강독의 교재 구성에 대
해 논의하였다. 이는 중세국어 문법과 강독을 통합 운영하는 대학들의 현재 동향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먼저 기존 교재를 검토한바, 그들은 일정한 기준이나 목적 없이 중세국어 문헌들
을 가능한 다양하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자료들을 선정하였다는 자성적인 반성을 하
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하여, 본고에서는 중세국어강독의 선정 기준
을 크게 학생들이 중세국어강독이라는 과목에 기대하는 바와 교수가 강의에서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점에서 정하였다. 그리하여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문법 현상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자는 생각에 도달하여 여기에 합당한 문헌을 먼저 정한 후에 그 문헌 가운데
에서 강의자가 목표하는 문법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면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 주제어: 중세국어강독(Middle Korean Reading), 수요자 중심

Ⅰ

. 머리말

대학에서 중세국어나 국어사를 강의해 본 연구자라면, 학생들이 이들을 비인기 과
목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굳이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1).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
면서 그동안 학계에서는 김유범(2006), 김영욱(1988), 양영희(2009ㄱ, ㄴ) 등을 중심으
로 중세국어를 포함한 국어사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2).
1) 이러한 현상은 학부의 교과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양영희(2009ㄱ: 292)에서 언급하
고 있듯이, 90년대 초반까지 중세국어와 국어사 과목은 대부분의 학부에서 필수로 지정할
만큼 주요 과목으로 인식해 왔었다. 중세국어를 중세국어강독과 중세국어 문법으로 구분하
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을 중세국어강독으로 통합하여 한
과목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국어사 과목으로 흡수하는 추세이다. 성균관대, 경남대, 전남
대, 조선대 등이 후자의 경우에 속하고,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부산대, 충북대 등
이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는 양영희(2009ㄱ)를 참조하기 바란다.
2) 한편 이관규(2004), 박형우(2006), 이도영(1999) 등은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사 및 중세국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역시 본고와 같은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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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유범(2006)은 학생들에게 주제가 쉽게 파악되는 자료를 선정하여 거기에
나타난 문법 지식을 학생들 스스로가 체계화 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영희(2010)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하여, 강의자가 학생들로 하여금
월인석보와 석보상절을 단순히 중세 문법을 학습하는 자료로 인식하게 하기보다
일정한 주제가 있는 이야기책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중세국어강독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위에 언급한 연구들의 요지는
학습자가 주도하는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읽기 쉽고 흥
미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헌을 수업 자료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강의 현장에서 그러한 의도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도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좋은 강독 교재가 있어야 한
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필자는 오랫동안 중세국어강독을 강의하면서, 강독 시간에 사
용할 만한 교재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였다. 먼저는 현재 대부분의 대
학이 중세국어 문법과 강독을 통합하는 추세이어서, 중세국어 자료를 강독하면서 문
법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만한 교재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동안의 교재가 가능한 많은 중세국어 자료를 소개하
려는 취지에 입각하여 구성되다 보니, 학생들에게 일정한 주제가 있는 이야기책으로
써 접근하도록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3).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여 중세국어강독을 활성화하기 위해 뒷받침되
어야 할 교재를 구성하기 위한 재고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교재의 구성의 개략을 살펴 그들에 나타나는 문제점들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Ⅱ

. 중세국어강독 교재 구성

앞서 언급한 대로 중세국어강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교재 구성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
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에 부응하는 교재를 준비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
다. 이런 취지라면 양영희(2009ㄱ, 2010)이 참조되는바, 여기에서 학생들이 중세국어
교육에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비록 전국을 단위로 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학생
들은 중세국어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자체가
연구들이다. 양영희(2009ㄱ: 293)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대학생들이 중세국어, 국어사 등의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선행 학습이 없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3) 기존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은 바로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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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모르는 문자를 해독하고, 형태소를 분석하면서, 현재와 전혀 무관한 문법을
주입식으로 암기하도록 하므로 과목 자체에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4).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교재만 잘 구성하면 학생들에게 중세국어 과목
은 충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어떻게 교재를 구성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Ⅱ장 2절로 미루고 여기서는 기존의 교재부터 일별해 보
기로 하자. 우리 논의의 출발은 지금까지와 다른 교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1. 기존 중세국어강독 교재 구성 검토 및 반성

필자가 조사한 대로라면 현재 출판되어 있는 중세국어강독 교재와 그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중세국어강독 교재의 구성 내용
가. 고영근ㆍ남기심 공편(1997), 중세국어 자료 강해, 집문당.
훈민정음언해,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권 1, 석보상절 권 9, 월인천강지곡(상),
삼강행실도, 내훈, 두시언해 권 6, 번역박통사 권 상, 번역소학 권 9, 소학언해
권 6, 순천김씨간찰
나. 한국어문학회 편(1993), 중세국어문선, 형설출판사.
훈민정음언해,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서, 석보상절 권 6, 월인천강지곡 아미타
경언해, 두시언해 권 7, 내훈 서
다. 이돈주 편(1994), 중세국어문선, 전남대 출판부.
훈민정음언해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능엄경언해, 두시언해,
금강경삼가해, 육조법보단경언해,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번역소학, 여씨향약
언해
라. 나찬연(2008), 중세국어 문법의 이해- 강독 편, 교학연구사.
용비어천가, 세종어제훈민정음, 석보상절 권6, 권11,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구급방언해, 삼강행실도, 내훈, 두시언해, 악학괘범,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속
삼강행실도, 번역소학, 시용향악보, 소학언해, 순천김씨간찰, 선가귀감언해, 악
장가사

우선 중세국어강독 교재는 다른 국어학 서적보다 매우 적게 출판되었다는 점과 그
마저 2000년대에 들어서 (라)만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5). 그만큼 수
4)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설문 내용과 결과는 양영희(2009ㄱ, 2010)으로 미루
기로 한다. 이러한 반성은 김유범(2006, 189)에서도 있어온 바이다.
5) 이러한 현상은 필자의 조사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초점
이 중세국어강독 교재의 출판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지 않고 교재의 내용 구성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면 위의 결과가 논의를 펴 나가는 데 그렇게 심각한 무리를 주
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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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가 많지 않다는 의미이고, 현재 학부에서 차지하는 중세국어강독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여하튼 본고의 관점에서는 (1)에 소개한 교재의 내용 구성에 더 관심을 보이는바,
보다시피 기존 교재들은 가능한 다양한 중세국어 자료를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중세국어강독 교재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자료 제공’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들의 서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6). 문법이 아닌 강독 시간에 사용되는
교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둔 기존 태도들은 일
견 정당할 수 있다7).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재 자료로써 선정한
장면의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2) 기존 중세국어강독 자료 내용 구성 일례
가. 고영근ㆍ남기심 공편 중세국어자료 강해 176~226
부톄 도녀 諸國 敎化샤 廣嚴城에 가샤 樂音樹 아래 겨샤 굴근 比丘 八千人
과   잇더시니 菩薩摩訶薩 三萬六千과 國王과 大臣과 婆羅門과 居士와 天
龍夜叉非人等 無量大衆이 恭敬야 圍繞거늘 위야 說法더시니 그 
文殊師利 世尊 샤 부텻 일훔과 本來ㅅ 큰 願과  됴신 功德을 물
어 니르샤 듣 사미 業障이 스러디여 像法이 轉 時節에 …… (석보상
절 권 9, 1ㄱ～26ㄱ)
나. 이돈주 편 중세국어문선 159~226
眞實ㅅ 根源이 뷔여 괴외고 性智 고 괴외며 靈 光明이 오 빗나고
法身이 녜 이셔 色相이  가지로 업스며 能所ㅣ 다 업스니 마 나며 업수
미 업거니 엇뎨 가며 오미 이시리오 오직 妄量앳 미 믄득 니러나 브트면
識境이 난겻 뮈여 나거든 緣 야 가져 著야 長常 業報애  眞實ㅅ
覺 긴 바 어듭게 며 知慧ㅅ 누늘 긴 法에 멀워 여슷 길헤 횟도녀 간도
머므디 몯며 여듧 受苦애 봇겨 能히 벋디 못…… (월인석보 권1, 30
여기에 더하여,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학부에서 중세국어강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위와 같은 현상이 보이는 것은,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강독을 담당하
는 강의자가 자신의 수업 목표에 따라 나름대로 자료를 선정하여 출판하지 않은 유인물의
형식을 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6) (다)의 경우는 서문에서 “그 동안 출간된 몇 종의 중세국어 자료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늘
문헌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분량 면에서도 균형이 잡히지 않은 점을 내심 아쉽게 여
겨왔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가) 역시 같은 맥락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중세
국어 자료 강해는 주로 15세기의 한글자료를 주축으로 하되 16세기 후반의 자료까지를
덧붙여 글자 그대로 150여 년에 걸친 중세어의 실상과 한글 사용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라는 편성 동기를 밝히고 있다. (나)의 경우는 서문이 제시되지
않아서 어떤 의도로 자료를 편집했는지를 알 수 없고, (다)는 고등학교 문법의 ‘국어의 옛
모습’ 단원에 실려 있는 문법에 대한 보강 자료로 집필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이와 같은 태도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기보다 한정된 자료로써 중세국어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편이 정당하다
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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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33ㄴ)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의 내용은 협주를 인용하지 않았으며 필자가 임
의로 띄어쓰기를 하였다. 중ㆍ고등학교에서 중세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현재의 학부생들 입장으로서는 문자 자체가 생소하므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중세국어 시간의 최종 목표를 ‘형태소를
분석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양영희: 2010 참조)으로 인식하게 되
고 그에 따라 중세국어강독에 대한 흥미마저도 하락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가)는 부처가 열반에 들기 전에 문수사리 등 8대 제자와 대중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설법하는 장면으로 중세국어 글자를 해독할 수 있을지라도 불교의 교리를 정
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중세국어 자료로써 
석보상절을 선택했을지라도 굳이 위와 같은 장면을 인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차
후에 논의하겠지만 이 문헌에는 학생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있는 장면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 장면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무리
한 추정은 금물이지만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
용을 담고 있는 장면을 선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은 반성은 (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는 월인석보 서문을 자료로써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서문은 먼저 한문으로 구성한 후에 이를 중세국어로 언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8). 그뿐 아니라 중세국어를 전
공으로 하는 석ㆍ박사 과정이 아닌 학부생들로서는 자료로써 서문을 소개받기보다
그것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재미있는 본문의 내용을 소개받는 편이 좋을 수 있다.
논지 전개의 지루함과 지면 제약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에서 짧게 인용한
부분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기존 중세국어강독 교재의 구성이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생각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한 저변에는 중세국
어 자료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데, 어떤 문헌을 선택해야 하며, 그 문헌 가운데 어떤
장면을 소개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이 부재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적인 반
성이 존재한다.
2. 바람직한 중세국어강독 교재 구성

그러면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중세국어강독 교재 구성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수요자 입장인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
나 교수자의 입장에서의 강의 목표 또한 도외시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말
하면 학생들로서는 따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피하려
8) 기술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는 한문 문장은 인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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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독 시간에 문법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문장만을 읽어갈
수는 없다는 말이다. 더욱이 강독과 문법을 통합하는 현재의 경향에서는 강독 시간에
학생들에게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과목 즉 국어사와 현대국어문법과의 연계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을 고려할 때도 그러
하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강독을 하면서 문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야 할 것이다. 강독과 문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현재 동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필요
성은 절실하다9).
가. 문법과 강독의 통합

사실 기존의 교재 가운데에도 장면에 따른 문법 설명이 각주 형식으로 처리된 것
도 있다. 예컨대 고영근ㆍ남기심 공편의 중세국어 자료 강해와 같은 경우이다10).
그러나 이는 각각의 장면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에서 문법이 단편적으로 설
명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중세국어 전반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유범(2006)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세국어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용되
려면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문법적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자료를 읽고
거기에 나타난 문법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이에 대해 몇 번의 기회를 통해 강조한 바 있다11).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강의자가 중세국어 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 지식을
선정하여,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 문헌 가운데 어떤 장면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12). 필자는 다음 표와 같은 문법 항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그렇다고 해서 본 논의가 중세국어문법을 위한 도구로서 중세국어강독이 필요함을 주장하
는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세국어강독은 독립적인 학문으로 인정받을 만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문법과 강독을 통합하는 추세인바, 필자는 이러
한 경향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소박한
생각에 도달하였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면, 중세국어 강독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소
수의 문법을 설명하는 편이 중세국어 강독을 활성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생각이다.
10) 이에 대한 실례는 차후 (7)에 소개되어 있다.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양영희(2009ㄱ). 양영희(2009ㄴ). 양영희(2010)으로 미루기로 한
다. 무엇보다 본고는 중세국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방안에
대한 논의는 위에 소개한 논문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12) 이에 대해서는 김유범(2008), 양영희(2009ㄴ, 2010) 등이 참조되는데, 전자는 삼강행실도
를 자료로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지식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후자는 번역박통
사와 번역노걸대, 월인석보와 석보상절 등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지식
등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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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1> 중세국어강독에서 설명해야 할 중세국어 지식
전반적 지식

문자와 표기법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세부 사항
중세국어 제자 원리, 초성ㆍ중성ㆍ종성의 음운 현상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연철ㆍ분철표기
‘ㄹㆆ’의 기능, 음운 현상(음운동화, 설측음화, 구개음화 등)
문장 요소, 대명사 체계, 조사와 어미 체계, 단어 구성 원리
문장 구성의 종류, 종결표현, 의문법, 존대법, 사동ㆍ피동표현, 부정표현

중세국어강독과 문법을 통합해서 운용되어야 함을 전제할 때, 중세국어의 모든 문
법 현상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필자 생각에는 위와 같이 중세국어의 지식을
일반적인 국어학의 하위 분류에 근거하여 정한 후에, 그 범주 안에서 현대국어와 다
른 현상을 보이는 지식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위의 표에서 중세국어의 제자 원리와 같은 지식은 중세국어를 이해하는 근간이 되
므로 당연히 언급해야 하며, 표기법에서는 현재와 다른 표음식 표기와 동국정운식 한
자음 표기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운론에서는 현대 음운에는 전혀 없
는 ‘ㄹㆆ’의 기능과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상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형태론에서는 대명사 체계와 단어 구성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두 현상은 현대와 사뭇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3).
통사론에서는 ‘-라’체의 의문법의 다양한 발달14)과 함께 객체존대(겸양법)를 비
롯한 존대법의 특징과 청자존대법의 등급 설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
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지식은 현대 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기능으로 간주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강의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강의가 이러한 국어 지식을 주입
식으로 설명하는 양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능한 강의자들은 중세국어 자
료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입장을 취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잘 선정된 자
료를 학생들이 바르게 읽어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문법 지식 등을 체계화할 수 있도
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강독 시간에 가르쳐야 할 문법 지식
을 정리하고, 이러한 지식들을 가능한 많이 반영하고 있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는
13) 예컨대 중세국어의 ‘갸, 자내’ 등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중세
국어에서는 ‘이, 그, 저’ 등이 바로 곡용하면서 3인칭 대명사로 많이 사용되어 현대 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중세국어는 어근(간)과 어근(간)을 바로 결합하여 ‘죽
살다, 둏궂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 역시 현대 국어의 조
어법과 차이를 보인다.
14) 중세국어 ‘라’체 의문형에는 ‘-ㄴ다, -랴/-료/-녀/-뇨, 명사+가/고, ㄴ가’ 등의 다양한 유
형이 존재하여 현대 국어의 ‘하라’체 의문형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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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본고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표 1>에 제시한 중세국어 지식들이 잘 구현되어 있는 장면을 다
시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표 2> 중세국어 국어 지식을 잘 구현한 장면 설정

국어
중세국어 지식
지식
중세국어 제자 원리, 초성ㆍ중성
문자와 ㆍ종성의 음운 현상
표기법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연철ㆍ분철표기
기능, 음운 현상(음운동
음운론 ‘화,ㄹㆆ’의
설측음화, 구개음화 등)
문장 요소, 조사와 어미 체계
형태론
대명사(호칭) 체계, 단어구성 원리
문장 구성의 종류
의문법
통사론 청자존대법, 종결법
사동ㆍ피동ㆍ부정 표현

장면
훈민정음 언해본
모든 문헌
모든 문헌
모든 문헌
월인석보 1, 월인석보 8, 번역박통사 상, 번
역노걸대 상ㆍ하, 삼강행실도
모든 문헌
순천김씨 간찰, 석보상절 24, 월인석보 1,
번역박통사 상, 능엄경언해 2
석보상절 6, 순천김씨간찰, 월인석보 1, 번
역박통사, 번역노걸대 상ㆍ하, 월인석보 8
월인석보 1, 석보상절 6, 번역소학

위 표에서 확인되다시피 중세국어 문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재에
서 보이는 것처럼,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여러 문헌의 단편적인 장면들을 섭렵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기보다 하나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장면에서 여러 문법 현상들
을 접할 수 있는 문헌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교
육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또 중세국어 강독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다시말하면 학생들에게 문법을 위해 중세 국어를 강독해야 한다는 인
식을 배제하고, 강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 2>에 소개한 자료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표 2>를 보도록 하자. 우선 표기와 음운 현상, 문장 구성 방식과
구성 요소 등은 모든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들을 위해 특정 문
헌을 선택하려 고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비하여 대명사 체계나 의문법, 특히 청자
존대법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법 현상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장면을 선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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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표는 필자의 경험으로 이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
다고 판단되는 장면이 들어 있는 문헌을 소개한 것이다. 이러한 장면들을 어떻게 활
용할 것인가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음 예로써만 교재를 구성할 때
장면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만을 확인하는 데 만족하기로 하자.
(5) 舍衛國 大臣 湏達이 가며러 쳔랴 그지 업고 布施기 즐겨 艱難며 어엿
븐 사 쥐주어 거리칠 …… 給孤獨 長者ㅣ 닐굽 아리러니 여슷 아란 
마 갓 얼이고 婆羅門 려 닐오 어듸 됴 리  니 잇거뇨 내 아
기 위야 어더 보고려……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  얻니노라 야 빌머거
…… 그 려 무로 그딋 아바니미 잇닛가 對答호 잇니다 婆羅門이
닐오 내 보아져 다 쎠 …… (석보상절 권6, 13ㄱ～19ㄴ)

위는 석보상절 6의 장면으로 여기서는 중세국어 청자존대 등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즉 밑줄친 부분을 통해서 ‘라’체(잇거뇨)와 ‘야쎠’체(잇닛가, 쎠),
‘쇼셔’체(잇이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 1>에 근거하여
청자존대법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위의 장면을 교재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터이다. 이러한 체제를 따른다면 중세국어 교재는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
될 것이다.
(6) 중세국어강독 교재 구성 예시
제7장 청자존대법
舍衛國 大臣 湏達이 가며러 쳔랴 그지 업고 布施기 즐겨 艱難며 어엿븐
사 쥐주어 거리칠 …… 給孤獨 長者ㅣ 닐굽 아리러니 여슷 아란 마 갓 얼이고
婆羅門 려 닐오 어듸 됴 리  니 잇거뇨 내 아기 위야 어더 보고
려……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  얻니노라 야 빌머거 …… 그 려 무로
그딋 아바니미 잇닛가 對答호 잇니다 婆羅門이 닐오 내 보아져 다 쎠
…… ((석보상절권 6, 13ㄱ～19ㄴ)
☞ 중세국어 청자 존대법 설명
중세국어 청자 존대법은 ‘라’체: 야쎠체: 쇼셔‘체로 나뉜다. 먼저 ’라‘체는 ……

이러한 구성이 기존 교재와 다른 점은 기존 교재는 다음 (7)을 보다시피 소개하고
자 하는 문헌의 전면을 제시하고 그 장면에 등장하는 문법 설명을 단편적으로 각주
형식을 통해서 제시하거나 아예 문헌만을 제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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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고영근ㆍ남기심(1997)

나. 이돈주(1995)

그런데 위 (6)에서 제안한 체제는 설명해야 할 문법적 지식을 염두하고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을 선정하여 제시한 후에, 중세국어 청자존대법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체제를 취했을 경우의 장점은 먼저 강의자 입장에
서는 강독 시간에 문법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료를 강독해 가는 동안 스스로 청자존대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세국
어 문법을 포함한 국어교육의 목표가 탐구력 신장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본고
에서 제안한 방식으로의 교재 구성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봄직하다.
나. 수요자 중심의 내용 구성

중세국어강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수요자인 학습자들이 이 과목에 바
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양영희(2010: 32, 2009ㄴ: 61)에 의하면 학생들
에게 “중세국어 교육이 옛날 이야기를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관
심 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90%에 해당하는 학생이 “그렇다.”로
응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88%에 달하는 학생들이 중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
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중세국어강독 교재만 잘 구성한다면 중세국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의의 기초 도구는 교재이므로
그것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다면 수업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 입각할 때, 본고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 살핀 중세국어 지식을 어떻
게 해야 이야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해야 할 차례이다. 설명해야
할 문법 항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나타내는 장면 선택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다시말하면 강의자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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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중세국어 문법 현상을 이해시킬 수 있는가가 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문헌의 선택은 능엄경 언해, 법화경 언해와 같은 불
경 언해류보다 월인석보와 석보상절 등의 문헌과 함께 번역박통사, 번역노걸
대 혹은 순천김씨묘출토 간찰, 번역소학, 삼강행실도 등이 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불경언해류는 불교의 교리를 설명한 경전이어서 불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
이 있지 않고서는 석사 과정 이상의 전공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하여 월인석보와 석보상절은 석가의 일대기를 가족사 중심으로 엮어
가고 있어서 나름대로 일상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으므로 내용 자체가 흥미롭고 이
해하기가 쉽다. 이 외 번역박통사, 번역노걸대 등은 주지하는 대로 일상의 이야
기나 상인들이 같은 목적으로 장삿길에 올라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대화체로 구성되
어 그 내용이 평이하면서도 흥미롭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헌들을 강의 자료로 활용하
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나 강의를 받는 입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에 소개한 예들로써, 이러한 장면들을 강독해 가는 과정에
서 자연스레 중세국어 문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로 한다.
(8) 가. 舍衛國 大臣 湏達이 가며러 쳔랴 그지 업고 布施기 즐겨 艱難며 어
엿븐 사 쥐주어 거리칠 …… 給孤獨 長者ㅣ 닐굽 아리러니 여슷 아
란 마 갓 얼이고 婆羅門 려 닐오 어듸 됴 리  니 잇거
뇨 내 아기 위야 어더 보고려……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  얻니노라
야 빌머거 …… 그 려 무로 그딋 아바니미 잇닛가 對答호 잇니
다 婆羅門이 닐오 내 보아져 다 쎠 ……(석보상절 권6, 13ㄱ～
19ㄴ)
나. 편티 아니  엇던고 바 예서 지으려 니 양식과 자바니나 보내소 긔
슈져 보내소 강셔방손 가  디히 엇디 그리 차망되게 여 보내시
고 샹지 밧망의 잇더니 그 보내소 이 글 려 엿더니 보내시도 쇠
강복셩이도 연(순천김씨간찰 2)
다. 은 뫼우히셔 붐티고 둘잿 은 오락가락고 세잿 은 헤혀고져 고 넷
잿 은   모도고져 니? … 비 오나든 곳 퓌오  겨든 여름 
 거셔? …  킈큰 노미 큰 신 고 나지어든 갓다가 바미어든 오 거
셔? (번역박통사 18)
라. 뎜 쥬 형님 뒤헤  여러 버디 여러  모라 오니 네 이 뎜에 우리를
브리울가? 너희 대괴 몃 매 몃 오? 열리라. 술위 잇녀? 술위 업다.
… 네 언멋 공부를 머믈우료 게 가 방이 즉디 몯 즉디 보고 내 
마 니고져 노라. 네 이 지븨 우리를 브리우거니와 차자 엇디 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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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둘히 예 오난디 언머 오라니오? (번역노걸대 상, 16)

먼저 (가)는 중세국어 청자존대 등급을 일목 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면으로
이미 소개한 예문이다. 이러한 문법적 설명이 호미와 수달이라는 두 인물이 사돈을
맺게 되는 이야기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인용하였다. 더욱
이 강조한 부분에서는 어근과 어근을 바로 결합시켜 단어를 만드는 중세국어 조어적
특성까지를 설명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장면으로 간주된다.
필자는 강독 시간에 이 두 인물이 어떻게 사위가 되었는가를 먼저 이야기해 준 후
에 모둠별로 정해진 장면을 해석하는 시간을 주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
다. 먼저 이야기 맥락을 들은 터여서 그리 어렵지 않게 문장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이
중세국어 문장을 해석했다는 지적 희열을 느끼는 한편, 어떤 대상에게 어느 말씨를
사용하는지를 스스로 가늠하여 중세국어의 청자 존대 체계를 세우게 됨으로써 나름
대로의 지적 성취감을 얻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소’체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여기서 밑줄친 부분이 바로 그러
한 말씨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남편이 부인에게 집안일을 당부하는 장면인데, 그가
부인에게 ‘소’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의자는 학생들이 ‘소’체가 어떤 대
상에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서간문에는 남
편이 소실을 얻어 이에 대한 원망을 딸에게 하는 장면도 있어, 이러한 점들을 학생들
에게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다)는 번역박통사의 구어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 이 장면은 한 사람
이 그의 친구에게 수수께끼를 제시하면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반말’체를 사용하고
있다. 번역박통사는 구어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위의 장면처럼 수수께끼
풀기와 같은 흥미로운 대화로 구성된 것도 있어서 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면 학생
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라)는 중세국어 ‘라’체의 의문법에 대한 설명의 장면으로 매우 훌륭
한 자료로 간주된다. 보다시피 ‘라’체의 다양한 의문 형식이 위와 같은 한 장면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처럼 한 장면에 모든 문법 현상들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번역노걸대 역시 당시의 구어를 반영하고 있어서 가능한 현상
으로 풀이되는데, 어찌 되었든 이 문헌은 중국 상인과 고려 상인이 만나서 일정을 함
께 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로 구성되어서 당시의 일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또 다른 흥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요컨대 필자는 중세국어강독의 자료만을 잘 선정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충분히
유발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당시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까지를 제
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세국어강독을 충실히 하면서 문법을
부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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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장르 소개

필자가 아무리 다양하게 자료를 제시하기보다 이야기를 통해 문법 현상을 설명하
는데 역점을 둔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는 데까지 소홀하지는 않
다. 중세국어강독을 수강한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당시의 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필자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가 생
각하는 중세국어 문헌 류는 다음과 같다.
(9) 중세국어 문헌 류16)
가. 불경언해 류: 능엄경언해 , 법화경언해 , 아미타경언해 , 원각경언해 등
나. 월인석보류: 석보상절 , 월인석보
다. 유교 경전류: 논어 , 맹자 , 중용 , 번역 소학 , 소학언해 , 삼강행실도
, 여사서 등
라. 훈민정음류: 훈민정음 언해본 , 훈민정음 해례본
마. 운문류: 용비어천가 , 월인천강지곡 , 중간 두시언해 등
바. 구어체류: 번역박통사 상 , 번역노걸대 상ㆍ하
사. 서간문류: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 등

가능하면 다양한 장르로써 핵심적인 문법 현상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적 호
기심과 함께 탐구력을 신장시켜주는 수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업으로 평가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세국어강독이 국어사, 현대국어문법, 고전문학 등과 같은
다른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수업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한다.
앞서 제시한 <표 1>, <표 2> 그리고 예문 (8) 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선정된 자료들이다. 이들을 위의 (9)와 비교해 보면 앞서 선정된 자료들에는 운
문류와 불경언해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이들은 수업 중의 자료로 제시
하기보다 부록의 개념으로서 따로 장을 할애하여 소개하는 편이 수업의 효율성에서
더 좋을 듯하다고 생각한 결과이다.
우선 불경언해 류는 이미 언급했던 대로 내용 자체가 난해하여서 학생들이 그것
을 통해 문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칫하면 문장이나 형태소를 분석하는 차원
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록 편에 편성하여 법화경이라는 한문 원전을 중
15) 그렇다고 해서, 수업 자체가 학생들의 흥미만을 중시하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
다. 중세국어문법 과목과는 달리 강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당시의 시대상이나 고전으로
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또한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목적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양영희(2009ㄴ)에서 다룬 바 있
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고에
서 소개한 문헌이 적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 것이다.
16) 주지하는 대로 중세국어 시기에 간행된 문헌은 이 외에도 상당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
표적인 문헌만을 제시하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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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국어로 어떻게 언해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 듯하다. 그리고 운문
류에서는 용비어천가 나 중간두시언해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문학 작품으
로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중간 두시언해
를 수업 중간에 쉬어가는 차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국 중세국어 문헌은 당시 사람들
이 그들의 생각이나 삶을 당시의 문자로 기록한 산물이므로 그것들을 강독하는 시간
역시 이러한 태도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을 보다 잘 이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 구조나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이지 중세국어 문법을 배우기
위해 당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
에게 자료를 대하는 바른 태도를 길러주려는 것이다17).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중세국어강독 교재 구성은 다음처럼 예상된다.
(10) 중세국어강독 예상 목차

1. 우리 문자에 대한 바른 이해
훈민정음 언해본18)
2. 너와 ‘그듸’, ‘갸’와 ‘자기’
월인석보 권1, 60ㄴ~71ㄴ대구담과 소구담의 대화, 선혜와 구이의 대화>
3. 다양했던 ‘라’체의 의문법
번역노걸대 상, 16장
4. ‘야쎠’체와 ‘가’체는 누구를 존대하는 말씨인가?
석보상절 권6, 13ㄱ~16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2장
5. 주체와 객체를 존대하는 방식
언해본 삼강행실도, ‘효자도 왕천익수’ 장
6. 중세국어의 흥미로운 종결어미
번역박통사 상, 18장
□ 부록
1. <법화경 언해>
2. <중간 두시언해>
3. <용비어천가>

이렇게 구성된다면, 중세국어의 모든 장르를 수용하면서 본문에서 7개의 문헌을
17) 순전히 필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 수업의 중반부에 이르면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접하면서 먼저 형태소나 문장을
분석하려 하기보다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여 대강의 줄거리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18) 우리의 문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훈민정음 언해본보다 해례본을 소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주지하는 대로 후자에 제자 원리나 초성, 중성해 등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독의 교재로서는 언해본을 소개하는 편이 더 좋을 듯하다. 우선 해례
본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많지 않은 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전게로, 강독 시간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나 기본 문자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
데 중점을 두어서 부족함이 없을 듯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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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할 수 있고, 부록까지를 더한다면 총 10개의 문헌을 소개할 수 있다. 앞서 살핀
(1)에 제시한 기존 교재들이 대개 10~12개의 문헌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의 구
성이 단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각
문헌을 소개하는 장면 선정이다.
기존에는 그것을 선정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로 특정
문헌의 ‘서문’이나 시작 부분을 제시하였다면 위의 구성은 중세국어의 국어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분야를 먼저 책정하고,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장면들을
자료로써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는 앞서 살핀 (6)의 구성
처럼 먼저 해당 장면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장면에서 알아야 할 지식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에 따라 중세국어강독을 수강하였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문법
이나 음운 현상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와 비교
할 때 위의 목차에 없는 ‘음운 현상’이나 ‘단어 조어법’ 혹은 ‘사동ㆍ피동문’과 같은
현상들은 위에 소개한 문헌들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굳이 이들을 위해 새로운 문헌
을 소개하는 것보다 위의 문헌들을 통해 함께 이해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Ⅲ

. 맺음말

본고는 중세국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세국어강독 교재의 구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는 중세국어 문법과 강독을 통합 운영하는 대학들의 현재 동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교재를 검토한바, 그들은 일정한 기준이나 목적 없이 중세국어 문헌들
을 가능한 다양하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자료들을 선정하였다는 자성적인 반성을 하
게 되었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하여, 본고에서는 중세국어강독의 선정 기준을 크
게 학생들이 중세국어강독이라는 과목에 기대하는 바와 교수가 강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점에서 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재
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서 그리하여 재미있는 옛날이야
기를 통해서 당시의 문법 현상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
성하자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당한 문헌을 먼저 정한 후에
그 문헌 가운데에서 강의자가 목표하는 문법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면을 선정
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문자와 표기, 대명사 체계, ‘라’체 의문법 양상, 청자 존대와 주체ㆍ객체
존대 방식 등의 문법 항목을 설정하고 여기에 가장 합당한 장면들을 선정하여 총 6
개의 문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럼으로써 중세국어 문법과 강독을 통
합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음운 현상’이나 ‘사동ㆍ피동’ 등에 대한 설명은 이미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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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써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들을 위해 새로운 문헌을 소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강의 시수 등을 고려할 때 선정된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는 편이 다양한
문헌을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수업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는 판
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고는 ‘문법’이 아니라 ‘강독’ 교재를 구상하는 것
이므로 문법의 모든 영역을 문법 시간에서처럼 상세하게 다룰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도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헌을 소개해야 한다는 점 또한
본고가 간과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산문과 운문, 그리고 대화체 문헌 등
을 고루 선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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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posal for Structuring Textbook of Middle Korean
Reading

Yang, Younghee(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Reading textbook as one of the methods to
enhance middle Korean education, based on the purpose to reflect the current colleges’
method of combining grammar with reading.
After examined the existing textbooks, I found out that they contain various
materials as many as possible merely to introduce to students. For the necessity of
reconsidering them, the new criteria which this study suggests are set by not only
students’ anticipation for the course of Middle Korean Reading but also teachers’
desired aims. As reaching the consensus of making students understand grammatical
conditions through interesting old stories, I have selected proper literature first and
then chose appropriate scenes to have teachers explain with their aims.
As a result, the textbook consists of six literature, including grammatical chapters
and their detailed scenes: the letters and spelling, the system of pronoun, the aspect
of interrogative ‘hara’ form, the honorific manner of hearer and subject/object and so
on. Moreover, the text do not suggest the explanation for ‘phonological phenomena’ or
‘causative/passive’ since the existing materials can present lessons for them.
Key words: Middle Korean Reading, customer-centered, genre,
combining grammar with reading, selecting materials in the middle ag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