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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걸대 분석을 통해서 바라본 우리 반도의 외국어 교육
Foreign Language Education of Korean Peninsula: Insights from Nogel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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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고려말에 자미상의 실용 인 목 으로 만들어진 외국어 교재 노걸 에 하여 어떻게 고

려말부터 조선 500년 동안 지속 으로 외국어 교재로 사용될 수 있었는지 외국어 교재로서 그 지속성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해서 노걸 에 있는 화문 구성된 의사소통 

상황별로 정 의 노걸  역주본에 나와 있는 106편의 화를 만남(12편), 숙박(17편), 도행(21편), 도

생활(34편), 귀국(11편)으로 구분하여 평균문장길이, 어휘길이, 타입-토큰 비율, 본동사 앞 단어 수, 명사구 

평균 수식어수 항목 측정치를 활용하여 외국어 교재로서의 계열성을 악하고자 한다. 노걸 는 제시된 

각 의사소통기능에서 일부 명사구 내의 계열성이 무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체 으로 복잡도의 계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 길이, 문장의 복잡도 계열성은 체 으로 확인되었다. 어휘의 다양성은 계열성이 

제 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휘의 반복율이 높은 것은 기본 인 어휘의 사용이 많이 이루어졌다

는 것을 의미한다.

 
■ 중심어 :∣노걸대∣문장의 복잡도∣계열성∣어휘 분석∣의사소통기능∣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value and resilience of Nogeoldae which was written at the 

end of Koryo dynasty and has been used as the most important foreig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throughout the 500 years of Chosun dynasty. To this end, 106 volumes of dialogues, 

12 of meeting, 17 of lodging, 21 of Daedo bound, 34 of Daedo lives and 11 of return in Nogeoldae  

are analyzed by an average length of the sentences, an average length of words, type-token ratio, 

number of words before main verbs and number of words before nouns to identify the 

progressive degree of the complexity.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Nogeoldae presents 

a desired progressive complexity found in modern foreign languag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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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외국어 교육은 시 와 공간을 월해서 학령기 학생

들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주로 외국과의 교

육이나 외교를 해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도구

 동기와 두뇌 활동을 진시키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

와 언어에 한 톨 랑스를 키우기 한 내재  동기를 

목 으로 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의 

시작은 주로 국의 원을 장악한 세력에 한 사 외

교를 시하면서 북방 국경 근처의 여진, 거란족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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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  왜와 유구국에 한 선린외교를 심으로 이루

어지면서 이들과의 외교나 상업  목 의 소통이 가능

한 역 이 필요했다. 앙집권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공

식 인 외국어교육 기 은 고려시 부터 기록에 있으

며 이를 사역원이라고 불 고 이는 조선시 에도 그

로 사용되었다. 사역원의 목 은 국가의 외교와 통상에 

필요한 외교  양성에 있었다.

따라서 재와 같은 보통교육으로서 외국어 교육과

는 달리 조선시 에는 외교 이 되어서 국가에 사하

겠다는 생각을 가진 높은 동기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재교육의 형태로 국가에서 장학

을 제공하여 나이에 제한없이 입학시켜 양성하 다. 

사역원은 외교와 통상 분야에 종사할 국가 공무원을 양

성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실용 인 외국어 교육이 필요

했고 이러한 실용외국어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재가 필

요했다. 사역원에서 사용되던 교재가 노걸  다. 
노걸 (nogeoldae)는 문자 그 로 "old Chinese"라는 

뜻으로 오늘날 cathay와 같이 khitan과 같이 요나라를 

일으킨 거란족을 일겉는 몽고식 발음이다. 지 도 국

어에서는 노형이라는 말을 높임말로 쓰듯이 노+걸

(geoldae)는 거란인을 높인 말로 국의 동북지역에서 

일어나서 당나라를 무 뜨리고 발해를 멸망시켜 원

의 지배세력이 되어서 외국으로 국 는 국인을 일

컫는  다른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2]. 

고려말 통문 에서 북방 국어를 가르칠 목 으로 

편찬된 외국어 학습 교재로 노걸 와 박통사가 있

고 자는 반에서 후자는 반에서 사용했다. 이 

두 책은 조선의 사역원에서도 사용되었던 회화 교재로

서 지 까지 알려진 것은 조선 종 때에 최세진이란 

역 이 한 로 번역한 것이 비교  잘 알려져 있고 국

어 교과서에도 세 국어의 소개 자료로 실려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걸 를 심으로 그 내용의 실용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 인 목 은 고

려, 조선, 에 이르기까지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한 실용 인 것이었다. 이

와같이 시간을 월하는 실용성의 분석을 해서는 

화문의 의사소통기능을 심으로 화문의 어휘수, 문

법  복잡도, 어휘 반복율등을 심으로 분석하여 노

걸 의 화문을 배운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외국어 교재의 계열성 정도를 알아

보고자 하 다.

II. 이론적 배경

1. 노걸대

노걸 는 여말 원나라의 수도 던 재의 북경에

서 사용되던 북방 국어를 학습하기 해서 편찬된 교

재이다. 1350년경 북경으로 고려 상품을 팔러가던 고려 

상인 3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요동성 출신의 국 상

인과 동행하면서 여행 에 일어난 일을 회화체로 기록

한 것이다. 이 당시 북경 지역은 당이 망하고 거란이 요

나라를 세우고 이어서 여진족이 나라를 세우면서 한

족의 지배권을 벗어나서 한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

말과 어순이 같은 거란어와 여진어가 섞인 다른 형태의 

북방 국어가 태생하게 되었다. 이어 몽고의 쿠빌라이 

칸이 이곳을 다시 연경이라 부르다가 다시 도로 이름

을 변경하 다. 이 지역을 거란, 여진, 몽고가 지배하게 

되면서 북방 국어는 교착어 인 이들 언어의 향을 

받아 차 고유의 고립 인 문법구조가 변질되고 교착

어 인 문법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국어로 변하게 되

었다.

원나라 이 에 한반도에서 한 국은 주로 당나

라, 송나라 으며 요나라와 나라는 고려와  

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한 이었고 주로 공식

인 은 한문을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나라가 들어서고 본격 인 외교 계를 수립

하면서 북방 한어를 학습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고려에

서 통문 이라는 외국어 학습기 을 만들었다. 통문

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사역원으로 개칭되어 조선정부

에 필요한 외국어 사용자들을 공 하게 되었다. 

조선 숙종 때에 김지남이 사역원의 연 과 국  

일본과의 통교에 한 사 과 의 에 한 ‘통문 지 

권1 연 제조’에는 다음과 같은 통문 에 한 소개

가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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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와 조선의 외국어교육

사역원은 이웃나라와의 외교에서 통역을 담당하 던 

역 (譯官)을 교육시켰는데 역 들은 단순히 통역 업무

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와의 공무역과 사무

역을 알선하는 등 경제 활동에도 극 으로 가담하

으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로

부터 외국으로 견되는 사행의 수행뿐만 아니라 실질

인 외교업무도 수행하 다[4][5]. 조선시 의 기본 법

인 경국 (經國大典)과 사역원의 기 지인 통
문 지(通文館志)에 사역원에 한 규정이 명문화 되

어 있다.

사역원에서 외국어 교재를 술하여 편찬하고 간행

하는 과정은 먼  유능한 사역원의 외국어 교수나 훈도

는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 사용한다. 사역원 교수들과 

훈도 가운데는 납치되었거나 포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국에 오래 체재하면서 해당 언어에 숙달

된 경우가 있다. 사역원에 새로 부임한 교수와 훈도들

은 사역원에서 오래도록 사용하여 온 교재에 잘 못된 

표 을 고치고 새로운 외국어 교재를 술하는 경우가 

있었다[2]. 를 들면 임진왜란 때에 진주에서 납치 던 

강우성이 10년간 일본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와서 역과 

왜학에 합격하여 사역원의 홰학 훈도가 된 다음 일본어 

교재인 첩해신어를 새롭게 술한 경우가 있고 병자호

란 때에 포로로 끌러갔던 조선 병사들이 돌아온 후에 

첩해몽어를 술한 것 등이 있다.

사역원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한 교재를 사용하

는데 이 교재들을 역학서라 한다. 조선 기에는 한학

서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의 역학서는 주로 해당 외국의 

아동 학습서를 이용하 지만 기와 후기를 거치면서 

사역원에서 자체 개발한 역학서와 어휘집이 쓰 다. 해

당 외국의 사정과 조선 사회의 상황, 두 나라 사이의 

계 등에 따라 어떤 역학서들은 새롭게 쓰이게 되고 어

떤 역학서들은 쓰이지 않거나 폐지되었다. 역학서는 

재 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름만 알 수 있는 역

학서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역학서가 짧은 기간에 쓰

이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학서인 노걸 , 박통

사와 왜학서인 첩해신어 등은 편찬된 이래로 여러

을 개정해 가면서 사역원이 폐지될 때까지 쓰 다.

노걸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심 외국어 교육이 통문 과 사역원에서 실시되었고 실

용외국어 교육의 통이 우리나라에 오래 동안 지속되

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 본 연구

에서는 노걸 에 나타난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여 

그 당시에 역 들이 사용하던 실용외국어의 기능들을 

분석하고자 한다[6][7].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원본 노걸 의 역주본인 정 (2010)에 

나와있는 106편의 화이다. 이들의 주제는 만나서 서

로를 알고 여행의 목 을 묻고 답하는 12개의 화가 

있고 여 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 17

편이 있고 당시 북경의 이름인 도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 21편, 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어

나는 화 34편, 사람 사는 도리에 해서 화하는 11

편, 고국인 고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 

11편이다. 이 에서 사람사는 도리에 한 화는 발

화가 산문 이고 길어서 화문으로 간주하기 힘들고 

본고의 분석기 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5권을 각각 만남(12편), 숙박(17편), 도행(21편), 도

생활(34편), 귀국(11편)으로 분류해서 분석한다.

노걸 는 내용상 고려시 의 이야기이라서 고려말 

명나라 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노걸 가 

기록상에 나타나는 것은 세종때의 일이다. 그 이후에 

청나라가 건국되고 한족이 량 학살되고 여진어 사용

자들이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면서 국어의 발음이 

격변하게 된다. 이와같이 격하게 변화된 발음을 따라

잡기 해서 노걸 는 주기 으로 개정 이 출간되

었다. 본고의 분석 상이 되는 노걸 는 최세진의 
노걸  언해본으로 세국어로 언해된 노걸 이다. 

의사소통기능을 시하는데 있어서 한문을 그 로 제

시하는 것보다 세국어로 번역된 언해본의 내용을 그

로 제시하는 것이 독자들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되어 시는 언해본의 문장을 그 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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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의사소통기능 만남 숙박 도행 도생활 귀국

1 안부묻고 답하기 60 101 140 200 60

2 정보묻고 답하기 96 160 280 280 120

3 진술 및 보고하기 85 120 140 220 105

4 요청하고 답하기 52 69 100 200 40

표 1. 의사소통기능의 범주별 분포

하여 구성한다.

2. 분석 기준

화문의 의사소통기능을 분석하기 해서 106편의 

화에 나오는 언어표 을 분석하여 통계를 낸다. 

만나서 서로를 알고 여행의 목 을 묻고 답하는 12편

의 화가 있고, 여 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

나는 화 17편이 있고, 당시 북경의 이름인 도로 가

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 21편, 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 34편, 고국인 고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형태가 화편이 진행될 수록 심화, 확 되는지 

살펴보는 계열성 분석을 하여 나선형  근 방식과 

Coh-Metrix 측정치를 활용한다.[8] 먼  나선형 근

방식에서 언어 형태상의 발  기 은 [9-12]가 제시한 

기 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로 한다. 

첫째, 새로운 형태가 제시된 경우이다. 둘째, 기존 형

태보다 긴 문형이 제시된 경우이다. 셋째, 의미상으로 

복잡해졌을 경우이다. 문법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동일

한 문형일지라도 어휘가 달라질 경우 형태상의 발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Coh-Metrix를 통한 분석은 의사소통기능 문 비교 

분석 시 연구자의 주  해석을 보완하는 보충자료로 

활용한다. 평균문장길이, 어휘길이, 타입-토큰 비율, 본

동사 앞 단어 수, 명사구 평균 수식어수 항목 측정치를 

활용하여 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

이 계열성을 이루는지 객 으로 살핀다. 일반 으로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의 평균 길이가 길어질수록 텍스

트의 읽기  이해 난이도가 증가하므로[13] 평균 문장

길이  어휘길이 항목을 통해 이를 분석한다. 타입-토

큰 비율을 통해 다양한 어휘가 포함되어있는지 살피며, 

본동사 앞 단어 수  명사구 평균 수식어 수 측정치를 

통해 의사소통기능이 통사 으로 복잡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의사소통기능의 범주별 분포 

다섯 개의 큰 범주인 만남(12편 13%), 숙박(17편 

18%), 도행(21편 22%), 도생활(34편 36%), 귀국(11

편 13%)으로 분류한 화문을 총 95편 2500개의 의사

소통기능을 분류한 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상  

4개 항목을 추출하 다. 각 범주별 의사소통기능 빈도

수의 총합과 비율은 [표 1]과 같다.        

노걸 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 총 빈도수는 2500

개인데 만남 293개, 숙박 450개, 도행 660개, 도생

활 900개, 귀국 325개 다. 숙박과 련해서 의사소통기

능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말을 타고 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 에서 방을 얻고 식사와 마굿간과 먹이를 구

하는 등의 활동이 많은 것과 련이 있다. 고려시 에 

원나라의 수도인 재의 북경을 도라고 했고 부마국

인 고려에서 도로 사 로 가는 것은 역 들이 가장 

원하는 것 의 하나 다. 도행과 도생활에 련된 

안부, 정보, 진술  보고, 요청 등의 의사소통기능이 가

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의사소통기능의 범주간 계열성 

범주간 의사소통기능 측면에서 노걸 가 연계성을 

갖기 해서는 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문장의 길

이가 확 되거나, 복잡한 구조로 반복되며 다양한 표

이 나타나야 한다. 분석 상이 되는 의사소통기능의 

계열성을 살펴보기 하여 화문 코퍼스를 통해 의사

소통기능항목 별 문장을 추출한 후 표 인 문장을 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6412

분석항목
범주

만남 숙박 도행 도생활 귀국

문장 길이
단어수 평균 4.98 5.10 6.94 5.99 6.02 

표준편차 2.05 2.04 2.97 2.54 2.97 

어휘 길이
음절수 평균 3.32 3.75 3.21 3.43 3.89 

표준편차 1.62 1.83 2.03 2.13 2.02 

어휘다양성 타입_토큰 비율 0.28 0.29 0.28 0.29 0.37 

통사적
복잡성

본동사앞 단어수 평균 2.56 2.43 3.34 2.84 3.34 

명사구 수식어 수 평균 1.35 1.33 1.53 1.25 1.57 

표 2. 안부묻고 답하기의 Coh-Metrix 분석 결과

년 간 비교 하 으며, Coh-Metrix를 통한 검증을 병행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여백의 제한으로 인해서 

안부묻고 답하기와 정보묻고 답하기 기능으로 제한하

여 제시한다.

1) 안부묻고 답하기 

안부묻고 답하기는 도로 출장갔다가 귀국하는 모

든 범주에서 제시된 빈도수가 비교  높은 항목이다. 

안부묻고 답하기와 같은 표 은 비교  용 인 표

으로 제한 이지만 의사소통 내용에 따라 노걸 에
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를 들면 “·님/네 :·은”(형

씨 성은?), “내 :·이 王 :개로·라”(내 성은 왕갑니다.), 

“네 지·비 어·듸·셔 :사··다”(당신 집이 어디신가?)에 

한 답으로 “내 遼陽 ·잣 안·해·셔 :사노·라”(나는 요양

성에 삽니다.)와 같은 화로 이루어진 안부묻고 답하

기 의사소통기능들이 있다.

따라서 범주별로 다양하게 집필된 문장 형태  표

성을 갖는 표 을 선택하여 범주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직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표 2]와 같이 

Coh-Metrix 분석 결과만을 통해 의사소통기능이 계열

성을 갖는 지 살펴보았다.

문장의 길이 항목에서는 만남의 경우 단어 수 평균이 

4.98, 숙박 5.10, 도행 6.94, 도생활 5.99, 귀국 6.02로 

노걸 의 후반부로 갈수록 문장 길이가 진 으로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길이는 음 수를 기

으로 세었는데 이 항목 역시 범주별로 조 씩 길어지

고 있었다. 

본동사 앞 단어수는 문장의 통사  복잡도를 가늠하

는 요한 잣 인데 범주별로 2.56, 2.43, 3.34, 2.84, 3.34

로 높아져 일부 외를 제외하면 범주간 통사  복잡성

이 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범주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이 언어 형태 측면에서 계열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통사  복잡도를 가늠하는 것은 명사구 내에

서 핵심 명사 앞에 수식어가 몇 개나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명사구 평균 수식어수는 평균 으로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명사 앞에 오느냐를 나타내는 것

으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문장의 형태가 복잡해질 것으

로 상할 수 있다. 특이하게 도로 가거나 돌아오는 

여행 에 새로운 물건이나 풍경들의 이름을 모르고 묘

사하는 과정에서 명사 앞에 형용사가 많이 등장하기 때

문에 1.53과 1.57로 수치가 각각 높게 나왔다. 그 외에는 

1.25에서 1.35 사이에서 비교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사구의 통사  복잡도의 계열성은 확인

할 수 없었다. 명사 수식어가 길어지긴 하 으나 문장

의 난이도나 복잡도가 증가하는 계열성이 있다고 말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명사구의 통사  복잡성 수치를 

제외하면 안부묻고 답하기 기능은 노걸 를 배우면

서 진 으로 문장 길이가 길어지며, 타입-토큰 비율

이 높아지고, 통사 으로 복잡해져 계열성을 이루는 것

으로 단할 수 있다.  

2) 정보 묻고 답하기

정보묻고 답하기도 안부묻고 답하기와 마찬가지로 

도로 출장갔다가 귀국하는 모든 범주에서 제시된 빈

도수가 비교  높은 항목이다. 정보묻고 답하기와 같은 

표 은 도로 가면서 고려에는없는 문물에 한 질문

과 답변 그리고 새로운 생활양식과 지리에 한 질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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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범주

만남 숙박 도행 도생활 귀국

문장 길이
단어수 평균 6.02 5.89 7.04 6.89 6.77 

표준편차 3.09 2.78 3.25 3.04 3.64 

어휘 길이
음절수 평균 3.87 3.98 3.79 3.67 3.99 

표준편차 1.73 1.92 2.23 2.36 2.43 

어휘다양성 타입_토큰 비율 0.36 0.38 0.35 0.38 0.41 

통사적
복잡성

본동사앞 단어수 평균 2.98 2.99 3.67 3.2 3.67 

명사구 수식어 수 평균 1.78 1.65 1.89 1.68 1.84 

표 3. 정보묻고 답하기의 Coh-Metrix 분석 결과

답변 등 노걸 에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를 들면 

“네 ·이 :뎜·에  ·딥 :다 잇·가 :업·슨·가”(이 집에 콩

과 짚이 있는가 없는가?), 에 한 답으로 “ ·딥 :다 

잇·다. ·은 거·믄 ·이·오/·딥·  좃 ·딥·히·라”(콩, 짚 

모두 있습니다. 콩은 검은 콩이고 짚은 조짚입니다.) 

한 “·은 :언·머·의  ·마리·며/·딥·  :언·머·의  ·

뭇·고”(콩은 한말에 얼마며 짚은 한묶음에 얼만고)와 

같이 콩과 짚의 가격을 묻는 답변으로 “·은 :쉰 ·낫 :

돈·애  ·마리·오/·딥·  ·열 ·낫 :돈·애  ·무시·라”

(콩은 한말에 50돈 정도고 짚은 10돈쯤 합니다.)같은 답

변으로 이루어진 정보묻고 답하기 의사소통기능들이 

있다.

따라서 범주별로 다양하게 집필된 문장 형태  표

성을 갖는 표 을 선택하여 범주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직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표 3]과 같이 

Coh-Metrix 분석 결과만을 통해 의사소통기능이 계열

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문장의 길이 항목에서는 만남의 경우 단어 수 평균이 

6.02, 숙박 5.89, 도행 7.04, 도생활 6.89, 귀국 6.77로 

안부묻고 답하기에 비하면 반 으로 평균 문장의 길

이가 길어지고, 안부묻고 답하기와 마찬가지로 노걸

의 후반부로 갈수록 문장 길이가 진 으로 확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길이는 음 수를 기 으로 

세었는데 이 항목 역시 안부묻고 답하기에 비하여 단어

의 길이가 길고 책의 뒤로 진행될수록 범주별로 조 씩 

길어지고 있었다. 

어휘 다양성 항목에서는 도행의 경우 0.35로 새로 

제시된 어휘가 자주 반복 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주별

로 만남 0.36, 숙박 0.38, 도행 0.35, 도생활 0.38, 귀

국 0.41 로 큰 차이는 없으나 귀국의 경우에는 도에서 

가지고 온 새로운 물건들과 련된 어휘들이 있어서 비

교  진 으로 타입-토큰 비율이 높아져, 정보묻고 

답하기 기능에 사용된 어휘가 연계성 있게 제시되고 있

다고 단할 수 있다. 

본동사 앞 단어수는 문장의 통사  복잡도를 가늠하

는 요한 잣 인데 범주별로 만남 2.98, 숙박 2.99, 

도행 3.67, 도생활 3.2, 귀국 3.67로 높아져 도행에

서 다양한 문물을 하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어휘가 다

양해지는데서 기인된 3.67을 외를 제외하면 범주간 

통사  복잡성이 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범주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이 언어 형태 측면에서 계

열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의미에서 국가가 외국어 교육에 한 계획과 

실행을 장하는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기능 

시문을 제공하여 교과서 집필 시 기 이 될 수 있게 

하 으나[6] 각각의 의사소통기능 간 계열성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 교과서마다 의사소통기능을 제시하는 순

서나 범 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8][14][15]. 외국어로

서 한어를 배워야 했던 조선시 의 상황에서 노걸 
가 갖는 외국어 교재로서 상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기

능에 나타난 언어항목별로 교재에 내재된 계열성을 살

펴 보았다. 그동안의 노걸  연구는 문헌학  연구와 

세 한어의 발음연구와 같은 언어학  에서 이루

어졌다[1-4]. 이러한 연구도 노걸 와 같은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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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의 진면목을 밝히는데 요하지만 외국어 교재로

서 노걸 의 진정한 의미는 외국어 학습을 한 도구

로서 그 계열성이 얼마나 유의한 것인지에 한 탐구도 

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런 에서 노걸 는 제시된 

각 의사소통기능에서 일부 명사구 내의 계열성이 무시

된 경우를 제외하면 체 으로 복잡도의 계열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연구는 특수교육으로 

사역원 외국어교육과 의 보통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외국어교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집 도, 의무

감, 직무 련성 등에 있어서 사역원 외국어교육이 훨씬 

더 유리한 치에 있어서 효과 인 외국어교육에 한 

시사 외에 직 인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본연구의 

제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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