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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욕설(辱說)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 1999), 일상에서 쓰이는 욕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욕

설은 감정에 복받친 분노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지만 자책이나 남다른 친
밀함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욕설
은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사회방언’으로 욕설의 남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언어문화현상이다.
욕설에 대한 시각은 청소년 언어 순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정적 관점
(박갑수, 2002 ; 양명희․강희숙, 2010),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를 정화시키
* 이 논문은 제25회 한국화법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
이다. 이 연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욕설 문화 개선 교육 방법 세
가지를 일 년에 하나씩 3년에 걸쳐 한 단위학교에 적용한 후 그 교육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 3년 연구(Three-year study)의 성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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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기능을 강조하는 긍정적 관점(김열규, 1997 ; 강기수․이점식, 2011), 학
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중립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동언ㆍ오새내,
2000 ; 장경희, 2010). 최근 발표된 욕설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부정적 관

점에서 청소년 욕설 실태를 고발하고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이 대
부분이다. 연구 방법은 설문지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욕설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연결하거나(양명희․강희숙, 2010),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욕설
과 관련짓는 유형(이정기․우형진, 2011)이 대표적이다.
2009년을 기점으로 청소년의 욕설 사용 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체
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갑자기 욕설 사용
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금기 시 해왔던 문제가 각종 방송 뉴스,
국립국어원의 실태 조사,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론화되었기 때문이
다.1) 욕설 문제를 전면으로 드러내 논의하자는 이른바 ‘욕설 공론화’는
과거 학교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성교육(性敎育)이 오랜 공론화 논쟁을 거
쳐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는 과정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욕설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공론화 찬성론자도 많지만, 욕
설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며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욕설 공론화를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욕
설은 청소년 시기에서 성인으로 입문하면서 점차 자기 규제에 의해 사라
지는 현상으로 굳이 공론화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 욕설은 결국 학생들
의 권력 관례나 스트레스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분노의 표출이기 때
문에 욕설 자체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탐색이 더 중요하다는 견
해, 욕설에 대해 교육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장난치듯이 욕을
1)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욕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면서 욕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9년 3월 방송된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부터이다. 필자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담당 PD에게 사람들이 ‘존나’와 ‘씨발’의 뜻을 알고 사용
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과 단순히 욕사용 실태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욕의 뜻을 직접 가르치는 것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수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담당 PD는 이를 수용하여 최초 기획했던 프로그램의 방
향을 대폭 수정하였다. 필자 역시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청소년 욕설 문화 개
선 교육을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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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특히 욕설에 관한 연구는 욕설 자체를
직접 언급하면서 논의하기 부담스럽다는 점과 실제 욕설 담화를 모으는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위반하기 쉽다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다.2)
기존의 욕설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설문 조사를 토대로 현상을 기술
하는 방법이어서 욕설 교육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
었다. 본 연구는 한 단위 학교 학생 및 국어 교사들의 협력에 의해 ‘계획
→실행→반성’ 과정을 반복하면서 3년간 진행된 실행 연구(action research)로
서, 욕 공론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욕설 문
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그림 1] 3년 실행 연구 과정(2009년~2011년)

2) 연구 윤리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011년 9월 실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EBS의 ‘학생의 욕설 사용 실태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학생 4명에게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하면서 ‘신체 활동량을 조사하는 기구’라고
거짓 정보를 주고 욕설을 수집하였다.
3) 실행 연구(action research)는 수업 개선을 위해 현장 교사가 곧 연구자가 되는 ‘현
장 연구’와는 구별된다. 실행 연구는 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
고 수정해 나가는 집단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Lewin, 1946). 실행
연구는 계획(plan), 실행(act), 관찰(observe), 반성(reflect)을 반복하면서 발전하는 순
환 과정을 다루고 있다(Kemmis & McTaggar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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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설 문화 개선 교육의 영역과 방법
2.1. 욕설의 개념과 분류
우리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지칭할 때 고유어인 ‘상
말’보다 한자어인 ‘욕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흔히 비속어와 욕설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해 욕설은
비어(卑語)와 속어(俗語)와는 달리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가
지고 있을 때 성립한다. 다시 말해 욕설은 ‘낮잡아 이르는 말’인 비어들
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수준으로 강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욕설은 조롱, 위협, 야유, 험담과 같은 공격적인 언행들과의 경계
도 모호하다. 욕설을 개념을 좁게 보는 관점에서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 화자가 부정적인 정서의 흥분 상태를 체험하고 이 갈등 상황을 대
처하기 위한 공격 반응만을 욕설로 보기 때문에 외적 자극 없이도 가능
한 조롱, 위협, 야유, 험담과 욕설은 구분된다(장경희, 2010：408~409). 반면
에 공격적인 언행을 모두 욕설로 보는 관점에서는 욕설을 ‘비속어, 금기
어, 은어, 음담 등으로 이루어져, 추잡하고 비루하며 비속한 느낌을 주어
남의 인격을 모멸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힐책하는 감정을 자아내
는 관용어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김상윤, 2002). 최근에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욕설을 분류하기도 한다. 욕을 저주와 악의를 담은 ‘쌍욕’, 비아냥
거림과 조소가 섞인 ‘방귀욕’, 애칭과 유희가 있는 ‘익살욕’, 꾸지람과 차
별적 의미를 담은 ‘채찍욕’ 등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강기수․이점
식, 2011).

교육의 장에서 욕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욕설의 범주와 성격
을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 욕설은 객관적인 어휘 목록을 가지고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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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 기술된 개념을 토대로 그 종류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녹
록치 않다. 학자에 따라 욕설의 장르를 다양하게 보는 까닭도 이 때문이
다. 일상 대화 속에서 욕설은 상황 의존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전제로 욕
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남을 공격해야겠다’는 화자의 의도와 ‘상처 받
았다’는 청자의 모멸감을 모두 기준으로 삼아 양상을 살펴야 한다. 화자
와 청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욕설을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크게 네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화자와 청자의 인식 여부에 따른 욕설 분류
화자
청자

욕설로 인식함

욕설로 인식하지 못함

욕설로 인식함

A형

B형

욕설로 인식하지 못함

C형

D형

첫째는 A형으로 욕을 발화하는 사람과 욕을 수용하는 하는 사람 모두
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이다. 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상황
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장 대표적인 욕설
의 유형이다. 둘째는 B형으로 욕을 발화하는 사람은 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청자가 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이다. 학생들이 뜻도 모르고 쓰
고 있는 욕설을 성인들이 듣고 당혹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추
행과 마찬가지로 욕설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 측면이 중요하므로 A
형 못지않게 이 유형의 욕설도 문제가 된다. 셋째는 C형으로 욕을 발화
하는 사람은 욕이라고 인식했지만 청자가 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이다. 청자가 화자의 비아냥거리는 공격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
므로 B형에 비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넷째는 D형으로 욕설을 발화
하는 화자와 청자 모두 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존나’와
‘씨발’과 같이 정도부사와 감탄사 형태로 일상어처럼 쓰이는 경우와 남
성들을 중심으로 친근한 사이에 주고받는 욕설들이 이에 해당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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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욕설 문화 개선 교육의 방법
본 연구에서 시도한 세 가지 욕설 교육 방법은 상호배타적인 교육방법
론이 아니라 현장 적용되면서 태도 교육 차원, 토론과 논술 교육 차원,
연구 활동 차원으로 그 수준이 점차 심화 발전된 것이다.5)

2.2.1. 태도 교육법
태도 교육은 인간의 태도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태도 교
육에 관한 이론은 균형이론, 불협화이론, 기능이론, 행동이론, 모델링
(modeling) 이론 등을 들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88：2616). 해로운줄

알면서도 절제 행동이 잘 안 되는 욕설 문제에 적합한 태도 교육법은 태
도의 3요인설을 활용하여 학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McGuire, 1969).
태도는 사람, 대상, 이슈에 대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긍정적․부정적
감정으로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를 속성으로 하고 있다.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인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결과로 드러나
는 행동적 요소를 모두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오택섭, 1997：17).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처
럼 태도 요인이 각각 다른 경우는 인지적, 감정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가
4) 남자들의 경우 아주 친한 사이에 욕을 주고받으며 서로 웃는 경우가 있다. 경상
도에서는 친근한 사이에 ‘주디 째뿐데이’와 ‘구디 파묻어 뿐데이’와 같은 말을 주
고받는다. 각각 ‘입을 찢어버린다.’와 ‘구덩이에 파묻어 버린다.’의 의미를 가진
욕설이지만 담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고 친한 사이에서
쓰는 경우도 많다. ‘존나’가 매우, 아주, 훨씬 등과 같은 정도 부사로 사용되는 경
우나, ‘씨발년’이 “놀랐잖아 씨발년아” 와 같이 추임새로 사용되는 경우, “지랄하
네” 등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문장 뒤에 붙는 경우, “고마워, 미친년”처럼 애
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욕은 점차 다양한 곳에 사용되면서 일상어로 변해가고
있다.
5) 세 가지 방법 모두 태도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태도 교육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수정․보완하면
서 심화 발전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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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태도 교육의 핵심이다.
태도의 3요인을 모두 일치시키도록 유도하는 욕설 교육은 학생 욕설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와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전형적인 설득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학
생이 ‘욕은 해롭다’고 인지하고 ‘욕설이 싫다’는 감정을 토대로 욕사용을
기피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태도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욕설에 대한 태도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과는 주로 도
덕, 국어, 사회이며 굳이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언급하지 않더
라도 욕설 문제는 인문․사회 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유용한 교육 소재
이다.
[표 2] 태도의 3요인에 의한 욕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과정
인지적 요소
∙욕설은 나쁘다는
생각

감정적 요소

➡

∙욕을 하거나 듣는
것이 싫다는 감정

행동적 요소

➡

∙욕설을 기피하는
행동

[표 1]에서 정리한 네 가지 욕설 유형 중에서 쌍욕에 해당하는 A형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B형 욕설이 태도
교육의 주된 대상이 된다.

2.2.2. 통합 교육법
태도 교육 차원에서 교육 내용 차원으로 발전한 통합 교육법은 ‘교과
간 통합’을 통해 욕설 문제를 토론과 논술 교육의 주제로 집중적으로 다
루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범교과적 글쓰기․말하기 교육을 실천하는 동
시에 통합교과논술에 익숙해져 있는 현장 논술 교육과도 자연스럽게 연
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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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욕설을 다룬 논증 텍스트를 직접 생산하고 교육하는 것은 어휘론
과 국어순화 문제를 다루는 문법 교육과 언어표현 교육을 통합하는 ‘교
과 내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욕설 문제는 학생의 일상과 관련된 쟁점으로 논술 교육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화법과 작문 교과 정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욕설
공론화’를 찬성과 반대 쟁점으로 다룰 경우 수준 높은 CEDA방식 토론으
로 발전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토론을 축
소한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과 같이 실제 토론 대회 상황을 압축한 토
론 형식을 도입할 수 있다.7)
앞서 분류한 네 가지 욕설 유형 중에서 일상어처럼 변화하고 있는 D
형 욕설이 언어 표현 교육의 소재로 욕을 활용하는 통합 교육의 주된 대
상이 된다.

2.2.3. 프로젝트 수행법
프로젝트 수행법(Performing Project Method)은 통합 교육법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욕설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프로젝트법(Project Method,
구안법)은 ‘학습이 곧 가치 있는 삶 자체’라는 듀이의 사상을 토대로 킬패

트릭(Kilpatrick)이 체계화한 방법에서 발달하였다.8) 프로젝트법은 주입식
6) 대입수학능력시험과 더불어 1994년부터 꾸준하게 명맥을 유지했던 대입 논술 고
사가 2008년을 기점으로 통합교과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존의 논술이 철학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고전논술’이었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각 교과 내용
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으로 변화하였다.
7) 마이크로 토론은 장소, 시간, 관전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실제 토론 대회를 축소하
면서도 실제 토론을 한 것과 동일한 경험을 갖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
만 실제 토론 대회를 축소해서 실제 토론과 동일한 경험을 보장할 수 있는 측면
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다(김평원, 2010b).
8) Katz와 Chard는 이를 아동 교육에 맞게 조직화하면서 발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사실 프로젝트 기반 학
습은 특별한 교육이론이라기보다는 원시부터 인류가 계속해온 교육의 원형이다.
즉 ‘학습한 후에 행동하는 것(doing after learning)’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학습
(learning by doing)’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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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배격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촉구하며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구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 프로젝트법이 교과
에 작용될 때는 ‘연구 보고서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생 개인 또는 소집단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
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지칭하고 있
다(교육과학기술부a, 2008：86).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Project Based Learning)은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질문과 주의 깊게 설계된 결과물과 과제를 둘러싼 집중적인 탐구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하는 체계적인 교수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Thom Markham & John Larmer & Jason Ravitz, 노선숙 외 역, 2007：
21). 우리나라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교육을 강조하는 공업계열 고

등학교 교육과정과 전문대학 실무 교육에서 중요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강조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b, 2008：43~45, 정명화․신경숙, 2004：288~290).
[표 3] 프로젝트법,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 수행법의 특징(김평원, 2010b)

개념

성격

프로젝트법
(Project Method)

프로젝트 기반 학습
( Project Based
Learning)

프로젝트 수행법
(Performing Project
Method)

프로젝트 성격의
학습 방법

프로젝트를 통해
공부하도록 설계된 학습
방법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
프로젝트에 대한 학습

교사

안내자

설계자 / 안내자

연구 책임자

학생

설계자 / 참여자

참여자

공동 연구자

성과

연구 보고서 / 작품(포트폴리오)

논문 / 특허 / 시연

프로젝트 수행법은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프로젝트법과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
다(김평원, 2010：59). 흔히 프로젝트를 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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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정 통합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을 가리
킨다. 이른바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project)’에 해당하는 것
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행법은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학습(learning about Project)’까지 포함한다. 학생들
은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대학원에서야 경험할 수 있는 시행착오
와 성취감을 체험하면서 교과는 물론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도 학습하
게 된다.
프로젝트 수행법은 욕설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학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하는 방식이므로 [표 1]에서 분류한 A, B, C, D형 욕설 모두가 연구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욕설 문화 개선 교육의 현장 적용
3.1. 태도 교육법(다큐멘터리를 활용한 욕설 교육 프로그램)
2009년 2월 서울 M고등학교에서는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
다> 촬영팀의 방문을 계기로 청소년 욕설 문제를 2학년 문법 교과의 수
업과 수행평가에서 비중 있게 다루게 되었다.9) 욕설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시간에 직접 활용하여 학생들
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였다. 한 학기동안 2학년 인문계열 학생 전원(278
명)이 일주일에 20분씩 15주 30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 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수행 평가 결과물로서 욕설 사용 실태에 대한 방송 뉴스나 다
큐멘터리를 짧게 요약하여 말하는 과제를 부과하였다. 문법 과목을 이수
하지 않는 자연계열 학생 223명은 대조군으로 처리하였다. 3월 첫 주에
9) 2009년 3월 7일, KBS 9시 뉴스, ‘욕에 중독된 대한민국 청소년’, 2009년 3월 8일,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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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사용 실태를 조사였고,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낸 7월에 동일한 방법
으로 욕설 사용 실태를 조사를 하였다. 2학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2학기 기말고사를 끝낸 12월에 욕설 사용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
하였다.10)
M고등학교에서 태도 교육법에 활용한 미디어 텍스트는 텔레비전 다큐
멘터리 텍스트이다. 다큐멘터리 텍스트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가
장 교육성이 뛰어난 설명 텍스트로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판단하
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 적합하다.11) 텔레비전 다
큐멘터리 텍스트는 언어활동의 여러 형식을 담고 있으며 수용자가 얼마
나 능동성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언어적 소통과 참여의 통로를 다
양하게 열어 준다(박인기 외, 2000：363~407).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텍스트
를 보고 요약하여 말하는 활동은 미디어 텍스트를 수용하고 내면화하여
수용자 자신의 언어 사용 능력으로 전이시키는 과정이다. 다큐멘터리 텍
스트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성’과 사회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설득하기 위한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시사성을
지니면서도 비판적인 사고를 학습할 수 있다(김대행 외, 2004：136~137).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타당하게 검증하기 위해 수행평가를 유인
책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욕설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수행
평가에서는 공적인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 상황에 적합하고 배
경 지식의 차이를 최소화하며 짧은 시간 동안 제시되는 자료의 특성상

10) 실태 조사는 욕설의 범주와 척도를 설명한 설문지를 통해 7점 척도로 계량화되
었다(부록 참조).
11)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텍스트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시사․교양 프
로그램은 사실에 바탕을 두되 그것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발전과 같은 거시적인 제작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사실에 토대를 둔다는 점
에서 뉴스 보도 프로그램과 같지만 프로그램 구성은 한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련된 담화 상황이 뉴스보다는 자유롭
게 허용된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사실에 바탕을 둔 지식을 전달하고 교양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충분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표현과 내용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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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성이 높고 정보성이 뛰어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선정하여 성취
기준에 맞게 재구성(편집)하고 이를 요약하여 발표하는 상황을 수행평가
과제로 설정하였다. 과제는 아나운서가 직접 질문하는 장면을 다큐멘터
리 텍스트 앞에 삽입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평가를 받
도록 하였다.
[표 4] 다큐멘터리 텍스트와 수행평가 과제
영상

음성

황색의 밝은 부분이 사람의 소리
성분이다. 욕의 성분을 분석하면
주로 3000∼6000Hz의 주파수를 나
타낸다. 보통 1000Hz이하인 일반
음성보다 훨씬 높다.

영상

음성

최근 우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욕사용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의 일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사람들
에게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상
황을 가정하시고 다음 장면을 요
약해서 설명하십시오.

3.2. 통합 교육법 (토론 ․ 논술 기반 욕설 교육)
2010년 M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통합교과논술교육 프로
그램과 논술 토론 전용 교실 등과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되어 욕공론화를
주제로 한 찬반 토론 교육 프로그램에 인문계 학생 전원을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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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는 토론 전문가의 연수와 자문, 대학생의 토
론 장면을 녹화한 모델링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한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표 5]는 M고등학교에서 욕공론화를 주제로 운영한 마이크로 토
론 기반 학습(MDBL：Micro debate Based Learning) 프로그램이다. 문법 수업 시
간을 통해 마이크로 토론을 이수한 2학년 인문계 학생들은 교내 논술 경
시대회에서 욕설 공론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학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표 5] 마이크로 토론 기반 토론 학습 절차
단계

주요 활동

내용

1단계

설명

CEDA 방식 토론의 원리와 철차를 설명한 후 이를 축소한
마이크로 토론에 대해 학습한다.

2단계

모델링

미리 제작한 욕공론화에 대한 마이크로 토론 시범 동영상
을 시청한다.

3단계

역할극형
마이크로 토론

주어진 시범 동영상 대본을 숙지하여 토론자 역할을 연기
한다.

4단계

토론 준비 단계

토론 주제를 숙지한 후 마이크로 토론을 준비한다.

5단계

시뮬레이션형
마이크로 토론

마이크로 토론을 실시하고 녹화한다.

6단계

피드백

교사는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면서 강평을 한다. 교사는 체
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논리 측면에 대한 분석적 피드백
을 제공한다. 학생은 토론 평가표를 활용하여 총체적 평가
를 체험한다.

M고등학교 마이크로 토론 사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현 토론
주제인 욕의 공론화에 대한 개념과 의의에 대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욕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음으로 부끄럽고 치욕적이며 불명
예스러운 일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또한 공론화는 어떤 문제를 공론이 되
게 하는 것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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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욕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습니
다. KBS 스페셜 <욕에 중독되다>라는 프로그램에 따르면 초등학생 5,6학년
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욕을 사용한다고 답
했습니다. 이처럼 욕이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욕에 대한 깊이 있
는 조사나 논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욕은 나쁘다, 욕은 쓰지 말아야 한다
등과 같은 인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욕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나 토론을 위해서는 욕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반대 측：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욕에 대한 정의가 너무 협소
하지는 않은지요? 욕에 대한 너무 일방적인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초등학생 5, 6학년의 96.6%
가 욕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빈도가 어떻게 조사된 것인
지 궁금합니다.
찬성 측：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빈도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대신
중학생의 경우 한 중학생의 하루를 관찰한 결과 103번의 욕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여고생 4명의 대화를 약 45분 동안
관찰한 결과 15종류의 욕이 있었고 욕한 횟수는 무려 248번이
나 된다고 합니다. 출처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kbs 스폐셜
<10대 욕에 중독되다>입니다. (후략)

[그림 2] 마이크로 토론에 참여하는 M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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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젝트 수행법 (비속어 코퍼스 구축 프로젝트)
2011년 M고등학교에서는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룬 ‘말모이 작전’
을 적용하여 직접 비속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실천하였다. 최초의 우리말 뜻풀이 사전인 ‘말모이’의 편찬은 1911년 주
시경(1876~1914) 선생과 몇몇 제자들이 조선광문회서 시작하였지만 미완
성에 그치고,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사업으로 이어져 1957년에서
야 완간되었다. 이 사전은 방언과 은어 등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대부분
의 표현들을 직접 수집하는 ‘시골 말 캐기’ 프로젝트를 토대로 이루었다
는 점에서 말뭉치(corpus)를 기반으로 편찬되는 현대의 사전 편찬 방식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 실제 쓰이는 우리말을 채록하여 표준어를 사정한
다음 사전 원고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과정은 국내 언론을 통해 ‘말모
이 작전’으로 소개되었다.12)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조선어학회에서는 실제 언중들이 사
용하는 말을 수집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시골말 캐기 잡
책’과 같은 방언 조사 수첩을 활용하여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적어 조
선어학회로 전달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전의 근간이 되는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여기에는 14개 학교 500여명의 초․중학생들도 참여하였는
데 여름 방학 때 귀향하는 학생들은 고향에 내려가 방언을 수집하고 이
를 조선어 교사에게 제출하였다(최경봉, 2011：165~170). 이러한 방식으로

12) MBC 예능 프로그램인 ‘놀라운 TV 서프라이즈(2010년 9월 10일 방송)’에서는 조
선어학회의 뺷조선말 큰사전뺸이 탄생하는 과정을 ‘말모이 작전’ 즉 말을 모으는
작전으로 각색하여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비밀리에 진행됐던 말모이
작전에 참여했던 여학생이 일본 경찰에 자백하여 말모이 작전이 발각되었다는
식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을 ‘말모이 작전’에 맞추어 각색하였다. 하지만 실제 말
모이 작전은 방언 수집을 위한 광고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방학 때 귀향하는 학
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재연극의 재미를 위
해 실제 사실을 왜곡하였으나 ‘놀라운 TV 서프라이즈’, ‘말모이 작전’ 편은 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 교육과 국어 태도 교육 시 동기를 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
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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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되는 말을 되짚어가며 꼼꼼히 기록한 학생들의 소중한 기록물
들이 조선어학회에 전해지게 되었다. 조선어학회는 사람들의 깨알 같은
기록을 수집하여 각 지역에 쓰이는 어휘를 비교 분석하여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사업은 자원봉사
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였다.

[그림 3] 방언 조사 수첩인 ‘시골말 캐기 잡책’의 표지와 내용

‘욕모이’ 프로젝트는 2011년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M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77명이 백일동안 ‘비속어 수첩(욕수첩)’을 기록하여
욕설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선어학회에서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했던 ‘말 캐기’ 프로젝트를 교육적으로 재연하는 작업이다. 조선어학
회에서 ‘시골말 캐기 잡책’과 같은 방언 조사 수첩을 활용하였듯이 ‘욕모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림 4]와 같은 ‘비속어 수첩(욕수첩)’을 활용하였다.
날짜별로 실제 시간과 실제 발화한 욕을 기록하게 하고 이유까지 꼼꼼하
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2학년 문법 교과 수행평가로 대체하여 수업 시
간을 통해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동기를 부여하였다.
수행평가는 동료들과 함께 구축한 욕설 코퍼스를 토대로 청소년 욕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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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진단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시간, 상황, 목
적에 따라 욕설을 분류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체험하
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중에는 시간대별, 목적별, 유형별, 동기별,
상황별, 욕설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수준 높은 연구 성과
물이 많았으며, 전체 학생들의 욕 수첩을 계량화한 코퍼스 ‘욕모이 2011’
은 수업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그림 5).13)
[표 6] 비속어 수첩 기재 사항
날짜：3월 28일
시간

비속어 발화 내용

이유

07：58

아이 존나 춥네 (아침에 등교하면서 한 말)

너무 추워서

08：10

조용히 해! 씨발놈아 (뒷자리 친구에게)

친구가 떠들어서

09：25

줄 똑바로 서 개새끼야! (매점에서 후배에게)

새치기하는 사람이 짜증나서

[그림 4] ‘욕모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M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2011년)

13) M고등학교 학생들 200여 명이 참여한 공동 창작물인 ‘욕모이 2011’은 국어학 연
구자나 국어교육학자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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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욕모이’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욕설 코퍼스 ‘욕모이 2011’

4. 욕설 문화 개선 교육의 효과 분석
4.1. 실험 설계
앞서 논의한 세 가지 욕설 교육 방법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
해서는 비교 집단을 하나의 단위 학교로 한정하여 교육환경 변인을 통제
해야 하며, 학년 변인, 계열 변인, 집단 간 상호작용 변인 등을 통제하기
위해 동일한 학년 동일 계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14)

14)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단발 사례연구(the one-shot case study),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연구(the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기존 집단 비교(the
static-group comparison)를 극복하기 위해 변인 통제, 반복 측정 실험 설계, 연구
윤리 준수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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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서울 소재 M고등학교 국어 교사들과 함께 ‘태도 교육법’에서
시작하여 ‘통합 교육법’을 거쳐 ‘프로젝트 수행법’에 이르기까지 순차적
으로 욕설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실행하였다. 세 가지 교육 방법 모
두 2학년 1학기 인문계 학생들에 적용하여 욕설 사용 정도를 확인하는
사전 검사(3월)와 사후 검사(7월)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추
후 검사를 통해 한 학기 후 그 지속 효과를 확인하였다. 동일 학년만을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하는데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15)
[표 7] 욕설 교육 3년 연구(Three-year study) 개요
방법

내용

기간

① 태도 교육법

욕설 실태의
인식과 반성

② 통합 교육법
③ 프로젝트 수행법

인원
실험군

대조군

2009년 3월~7월

278명

223명

욕설에 관한
토론과 논술

2010년 3월~7월

195명

254명

욕설에 관한
프로젝트 수행

2011년 3월~7월

199명

272명

4.2. 분석 방법
앞서 시행한 욕설 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은 다음과 같이 두 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통해 하루에 사용하
는 욕설 빈도를 7점 척도(‘전혀 하지 않는다=1’~‘매우 자주 한다=7’)로 계량
하였다. 결과는 T-검정(t-test) 및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15) M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되면서 형성된 주거단지로서
임대 아파트를 포함하는 총 19개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규모
의 아파트 단지가 혼재해 있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학
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비중이 타 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사교육 의존도
는 서울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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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 8] 욕설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설계
집단

사전 측정

처치

사후 측정

실험 집단(인문계열)

O1

욕설 교육 프로그램

O2

대조 집단(자연계열)

O3

×

O4

4.3. 분석 결과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사전-사후-추가 검사의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 2009년 시행한 태도 교육법을 통해 측정된 학생들의 욕사용 빈도는
집단 내 효과(within-subject effect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between-subject effects)와 집단과 주효과 사이의 교호작용(interactions)도 유의
하지 않았다. 사전(t=.193, p=.847)－사후(t=-.377, p=.707)－추후(t=-.734, p=.463)
검사 모두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6).

[그림 6] 태도 교육법의 사전 - 사후 - 추후 반복 측정 결과

반면 2010년 시행한 통합 교육법은 집단 내 효과와 집단과 주효과 사
이의 교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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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6개월 뒤 확인한 추후 검사에서 다시 초기 상태로 회귀했기 때문이
다(그림 7).

[그림 7] 통합 교육법의 사전 - 사후 - 추후 반복 측정 결과

2011년 프로젝트 수행법은 집단 내 효과, 집단 간 차이, 집단과 주효과
사이의 교호작용까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추후 검사에서도 실험집단
의 교육 효과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그림 8).

[그림 8] 프로젝트 수행법의 사전 - 사후 - 추후 반복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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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3(사전-사후-추후) × 2(실험군, 대조군) ANOVA 결과
구분

태도
교육법

통합
교육법

프로젝트
수행법

실험군

대조군

M(SD)

M(SD)

사전

4.71(1.56)

사후

구분

Source

F

P

4.68(1.66)

집단

.097

.755

4.59(1.21)

4.65(1.59)

주효과

4.925

.007

추후

4.70(1.41)

4.79(1.54)

집단×주효과

1.178

.308

사전

4.37(1.45)

4.24(1.38)

집단

1.236

.267

사후

3.81(1.74)

4.29(1.51)

주효과

27.155

.000

추후

4.09(1.49)

4.18(1.26)

집단×주효과

41.570

.000

사전

4.55(1.51)

4.41(1.45)

집단

29.710

.000

사후

3.56(1.45)

4.78(1.37)

주효과

17.973

.000

추후

3.93(1.59)

4.85(1.45)

집단×주효과

93.143

.000

M(SD)：평균(표준 편차)

5.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욕설 교육의 세 가지 방법은 처음부터 3년 연구를 설
계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09년 처음 시도한 욕설 교육 프로그램을
2010년에 개선하여 적용하고, 이를 2011년에 대폭 수정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다. 비록 시간에 따른 집단의 특성을 탐색하는 패널 연구처럼 다양
한 측면의 변화를 섬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교육환경 변인, 학년 변
인, 계열 변인, 집단 간 상호작용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욕설 교육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도 교육법은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프로그
램 효과는 물론 장기 지속적인 효과 역시 없었다. 통합 교육법은 실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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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대조 집단의 차이는 명확하여 효과는 있었지만 한 학기 후에는 그
차이가 없어져 초기 상태로 회귀해버렸다. 반면에 프로젝트 수행법은 통
합 교육법의 단점을 극복하여 장기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다.
태도 교육법이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
는 욕설 실태에 대한 다큐멘터리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금연 운동과 같이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계몽, 캠페인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본질적으로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되는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토론 논술 교육과 연계한 통합 교육법은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차
이가 유의하였고 동시에 글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고
무적이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6개월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물론 이는 집
단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효과가 장기 지
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토론과 논술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아 분석할 수 있는 몰입지향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프로젝트 수행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생 스스로 자료, 정보,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길러낼 수 있는 능
력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정보와 지식 차원으로 발전시킨 후 이들을 주
어진 것과 생성한 것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융합하면서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는 욕설을 연구하는 학자의 활동과
동일한 과정을 체험하면서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즉 연구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를 수행했
다는 점에서 단순한 글쓰기 교육이 아니라 논문 쓰기 교육이기도 하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의 양보다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
로 한다. 듀이(John Dewey)를 비롯한 많은 교육학자들이 학생의 경험을 중
시하고 교육과정의 외연을 일상으로 확장시키는 현장학습, 실험실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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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적 활동 등과 같은 프로젝트법을 강조한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생활의 문제나 쟁점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유용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교육 이론가들이 강조한 사실이다. 욕설 교육 역시 프로젝트 수행법에서
장기지속적인 태도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프로젝트 수행법은 이론과 지식을 다루는 일반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
과는 달리 실제 연구 활동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과정이 어느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할수록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이 설 자리는 줄어들고 단지 수행 평가 수준에서 맴돌게 된
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을 보조하는 짧은 프로젝트만
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교과를 축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
교자율과정을 통해 진로 적성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
선됨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법도 수행 평가 수준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16) 프로젝트
수행법은 욕설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과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지속
적인 교육 효과는 물론 동료들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
십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성 교육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17)

16) 모든 학교는 국민공통교과별 연간 수업 시수 20% 범위 내에서 수업 시간을 증
감 편성할 수 있으며 학년 학기 단위의 집중 이수제를 확대하여 학생의 학업 부
담을 줄이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주 4시간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위 학교는 자율적
이고 개성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총 이
수 단위를 204단위로 축소하고,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2년 4월 30일 투고되었으며, 2012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심
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6월 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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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청소년 욕설 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김평원

욕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 조사를 토대로 기술하는
방법이어서 욕설 교육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본 연구는 연구자와 단위 학교 학생 및 국어 교사들의 협력에 의
해 ‘실행 →연구→실행’ 과정을 반복하면서 3년간 진행된 실행 연구
(action research)로서, 욕 공론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욕설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태도 교육법은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프로
그램 효과는 물론 장기 지속적인 효과 역시 없었다. 통합 교육법은 실
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차이는 명확하여 효과는 있었지만 한 학기 후
에는 그 차이가 없어져 초기 상태로 회귀해버렸다. 반면에 프로젝트
수행법은 통합 교육법의 단점을 극복하여 장기 지속적인 효과가 있었
다.
이 연구는 교육환경 변인, 학년 변인, 계열 변인, 집단 간 상호작용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욕설 교육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핵심어：욕설, 욕설 교육, 비속어, 실행 연구, 태도 교육법, 통합
교육업, 프로젝트 수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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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Program for Swear Word Problem

Kim, Pyoung-won

Previous studies on swearing has shown limitations in discussing the
education for the foul language problem, because they has been based on
questionnaires. This study is a three-year action research that has been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the researcher and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students, repeating ‘action→research→ac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pply the program for avoiding foul languages to school
environment and analyze the result.
The Attitude Education Method failed to make any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having no long-term effect.
The Integrated Education Method made clear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beginning, but the distinction disappeared and the two
group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after a semester. On the other hand,
the Performing Project Method made up for shortcomings and had a
long-term effect.
This study presented the foundation for determining the influence of
education for swear word problem, controlling variations such as
educational environment, grade, field of study, and interaction within the
group.
※ key words：swear word, foul language problem, action research,
attitude education method, Integrated education Method,
Performing Project Metho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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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욕설 사용 실태 조사
설문지 CODE

학번

존나
씨발
지랄하네
병신
또라이

본 조사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
으로 개인별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욕설의 빈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
니라 아래 욕설 목록에 해당하는 욕설들을 하루에 어느
정도의 빈도로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해주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욕설
그년
미친년
씨발년
씨발놈

개새끼
그새끼
미친새끼
미친놈

• 학생은 위 목록에 정리한 대표적인 욕설들을 하루에 어느 정도 합니까?

7
6
5
4
3
2
1

□
□
□
□
□
□
□

일상적인 대화에서 끊임없이 욕설을 한다.
끊임없이 하지는 않지만 대화의 상당 부분이 욕설이다.
매우 자주 한다.：하루 20회 이상 자주 욕설을 하는 편이다.
자주 한다.：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10회~19회 정도 욕설을 한다.
보통 정도 한다.：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욕과 더불어 10회 미만 욕을 한다.
거의 안 한다.：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욕이 이외에는 거의 안 한다.
전혀 안 한다.：욕설을 전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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