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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발음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어
휘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어휘의 학습도 중요
하지만 반의어나 유의어, 상·하위어 등 어휘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유의어를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가 알기 어려운 미묘한 의미 차이를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유의어를 
상황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유의어 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 한자어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
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에 한자어의 긍정적인 전이를 활용할 필요
가 있지만,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전이 문제도 경시할 수 없다. 특히 한국어 유의
어 중에는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가 많으며 이를 구별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어와 고유어 
간의 유의어가 있을 경우 의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한자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어와 고유어의 의미 차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긍정적인 전이보다 부정적인 전이가 많아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로 한정하
여 효과적인 유의어 교육 내용과 방안을 구안하였다.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어휘 능력과 유의어의 개념 및 분류 기준, 그리
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의어에 대한 전반적인 교
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주요 대학교에서 사용 교재를 분석하였
다. 또한 중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유의어 학
습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와 유의어 사전 및 어휘 자료를 바탕으
로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유의어 사용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Ⅱ장에서 논의한 이론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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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학습자의 유의어 사용 양상을 살펴본 후, 오류의 원인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 처리를 한 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
의 사용 양상의 차이점을 밝혔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간의 유의어 
사용 양상의 차이점을 밝히고, 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오류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반영하여 유의어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제
시하고 효과적인 유의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오
류를 범한 원인에 근거하여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어휘장을 활용하는 방법, 
연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의어 교육을 ‘관찰·가설·실험·연습’의 네 단계로 설정한 후 수업 모형과 교실 활
동을 마련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유의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한국어 유의
어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
울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유의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목록을 선정하였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유의어, 중국인 학습자, 고유어, 한자어, 사용 원리,  
         어휘 교육 

학  번: 2012-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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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제2언어 학습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목적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자 함
이다. 이때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는 어휘이다. 리버스(Rivers, 1981)는 ‘어휘가 없
이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며, 윌킨스(Wilkins, 1972)는 ‘문법
이 없더라도 의미 전달은 될 수 있지만 어휘가 없으면 전혀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다.’라고 했다. 따라서 어휘는 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어가 많다는 것은 한국어 어휘의 특징 중 하나이다.1) 유의어는 비슷한 의미
를 가진 어휘를 일컫는 말로 언어 학습에서 어휘 확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러나 의미상에서 유사성은 있지만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서로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없어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유의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
을 느낀다.

한국어 유의어를 어종에 따라 분류하면 고유어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 한자
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 등 다양하게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 박재남(2002)
은 한국어 교재 10종에서 추출한 660개의 유의어군을 어종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그 중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군이 326개이고, 전체 유의어군의 49.6%
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금현(2004)에서도 한국어 어휘
에 나타난 유의어는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가 많으므로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자어와 고유어가 서로를 대체할 수 없
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유의어 사용에 있어 많은 오류

1) 이충우(1994)는 한국어 어휘의 특성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하였다. 
   ① 유의어가 많다. ② 동음이의어가 많다. ③ 음운교체에 의한 어감의 차이가 발달하였다.  
   ④ 개념어로는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⑤ 기초어휘에는 고유어 체계가, 전문 어휘에는 한

자어가 발달하였다. ⑥ 2, 3, 4 음절어가 발달하였다. ⑦ 체언이 격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
지 않는다.  ⑧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하였다. ⑨ 이철자 동음이의어가 많다. ⑩ 대우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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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범한다고 하였다. 조현용(2000)에서는 유의어가 모든 상황에서 치환되어 사용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유의어 간의 차이점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특
히 한국어에는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가 발달해 있으므로 그 차이점을 분명
히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본관(2005)에서는 한국어 어휘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중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어휘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
였다. 특히 중국, 일본 등 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 각국의 한자음의 차이, 한자 자
형의 차이, 한자 용법의 차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유의어 등 관련 어휘에 대한 학습도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
다. 또한 김충실(2006)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고유어, 한
자어, 외래어 중 한자어가 반수 이상이므로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로 인해 어휘 학
습이 쉽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전이 또한 경시할 수 없는 부분
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 있어서 유의어군 중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응이 어휘
교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 많은 교육 현장에서 유의어를 이용한 어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의어를 이용해서 어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2) 또한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유
의 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현재 중국인 학
습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유의어 사전이나 용례집 등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의어 교육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김충실, 2006) 그러므로 본
고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적절하게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 교육의 필요성
을 공고히 한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의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 사용 오류의 양상을 분
석하여 교육적 처치를 실행한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에 필요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 
2) 김광해(1995)는 국어 교육에서 유의 및 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자료가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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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선정한다.
넷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유의어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에서의 유의어 연구, 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 연구,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에 관련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2.1. 국어학  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에 한 연구

먼저 유의어의 의미 차이에 관한 연구들로는 심재기(1963), 김광해(1998), 김
은영(2004), 최홍열(2005) 등을 들 수 있다.

심재기(1963)는 동일어 간의 유의어군과 상이어의 유의어군으로 분류하여 의미 
차이를 간단히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어휘 의미 연구의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유의어 연구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김광해(1998)에서는 유의어의 뜻풀이를 정교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과연 실제 유의어들의 분석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해당 어휘의 기본 의미만을 
비교하여 다루었으며, 각각의 의미들이 명확하게 변별되지 않았다.

김은영(2004)은 감정동사 유의어를 대상으로 ‘즐겁다’의 유의어인 ‘기쁘다, 신나
다, 재미있다’와 ‘무섭다’의 유의어인 ‘겁나다, 두렵다, 섬뜩하다’의 의미 차이를 분
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의미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명사와의 공기 관계를 살
펴보았다. 또한 최홍열(2005)에서는 각각 형용사 ‘모자라다’와 ‘불쌍하다’의 유의
어를 대상으로 그 의미적 차이를 밝히고 있다.

유의어 연구 중에는 유의어 개념 및 분류에 대한 논쟁이 제일 많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는 남성우(1981), 최은규(1985), 김진식(1990), 이광호(2002)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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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남성우(1981)는 근대 국어의 유의어 구조를 분석하여 공시적 관점에서 유의어

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또 유의어의 성층을 고유어 대 고유어와 고유어 대 한자
어로 나누어 간단히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를 밝혔다. 그리고 대치법, 반의 사용법, 
나열법 등 3가지 유의어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최은규(1985)는 유의어 개념을 정립하고 분석 기준을 마련했는데, 현대 국어를 
중심으로 유의어 사이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 있다.

김진식(1990)에서는 국어 유의어의 본질을 구조의미론의 틀 안에서 구명하였다. 
그리고 국내 학계에서 유의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한 다음, 완전한 동의관
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고 유의 관계에 대해 다시 정의를 내렸다.

이광호(2002)는 국어학에만 한정되는 기존의 유의어 연구에서 벗어나 집합론적 
개념에 따라 유의어군을 유형화하여 포함관계와 중첩관계의 유의어군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이어관계와 다어관계로 나누어서 유의어군을 
유형화시켰다.

2.2.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에 한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에 대한 연구들은 강현화(2001), 박재남(2002), 문금
현(2004), 봉미경(2005), 박아름(2009), 조형일(2010), 양순영(2010), 강미함
(2011), 박새미(2012), 이희재(2013) 등이 있다.

강현화(2001)에서는 유의적 부사들의 의미적, 문법적 정보를 수집하고 말뭉치를 
통해 분석을 하여 학습자에게 유의적 부사를 가르칠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유의어
의 의미 차이를 밝혀내고 의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적절한 문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뭉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박재남(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유의어의 오류 조사를 통하여 한
국어 학습자들이 유의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유의어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미 차이의 변별을 위해 유의어를 의미적 관점, 화
용적 관점, 통사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하위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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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나타난 유의어를 정리하고 품사별 유의어 목록을 제시
했다.

문금현(2004)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 유의어의 의미 변별 기준을 4단계로 
나누고 등급별로 한국어교육용 유의어 학습 목록을 선정했다. 이 연구를 통해 한
국어 교육에서 유의어 의미 변별 기준이 보다 분명해졌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 있
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봉미경(2005)은 시간 부사 ‘방금’과 ‘금방’의 어휘적 특징을 밝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어휘의 문법적 지위, 의미, 문법적 제약, 연어 정보, 
문체적 정보, 빈도 정보 등을 분석했다.

박아름(2009)에서는 명사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어교육에서의 
기본 명사 유의어 목록을 선정한 후 공통 특성과 변별적 특성을 통한 의미 변별을 
시도하였다. 추출한 명사의 기본 의미와 다의까지 포괄적으로 의미를 변별하여 보
다 구체적인 의미 차이 분석이 가능하였지만, 선정한 명사 어휘들이 초급 수준으
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조형일(2010)에서 유의어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 학습이라고 했다. 또한 일반적인 유의어 의미 차이 변별에서만 머무
르지 않고 유의어가 적용되는 문맥도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양순영(2010)은 중급 교재의 동사 유의어군을 기준으로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
다. 한국어 교육 기관 4곳의 중급 교재와 김광해(2003), 조현용(2000)에서 제시
한 어휘를 통해 동사 유의어 목록 86개를 추출하였다. 이를 유의어 의미 변별 기
준에 따라 동사들의 결합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의미 변별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사 유의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교재 뒤
에 수록된 어휘만 다루어 실제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출현하는 동사를 제
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강미함(2011)은 중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 36쌍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특히 재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의어 교육은 장면과 상황의 활용 
및 구분, 유의어 의미 차이 분석, 문맥 지식 활용, 중국어 간섭 피함 등에 따른 다
각도의 방안을 제시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의 범위와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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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을 한정하여 여러 기준을 동시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
다.

박새미(2012)에서는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의미 변별을 활용하여 고유어 
대 한자어 유의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대학 기관의 한국어 고급 단계 
교재 분석을 통해 유의어 제시 및 교육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에 한국어능력
시험(TOPIK)에서 15쌍 유의어를 추출하여 품사별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교육 
모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선정된 어휘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편성이 부족
하다.

이희재(2013)는 학습자의 다양한 표현력과 정확한 한국어 사용을 위해 고급 단
계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다의를 가지며 활용
이 다양한 동사와 형용사 중 고유어와 한자어로 어종의 차이를 보이는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의미 변별 자질 분석을 활
용한 교수법과 연어 정보를 활용한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교육 방안을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해 보지 못한 점이 연구의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상으로 국어학 분야, 국어 교육학 분야, 한국어 교육학 분야의 유의어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유의어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연구의 초점이 
유의어 교육에 맞추어지지 않아 교육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
용 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 유의어의 교육 현황
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설문 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실제 사용 양상과 오
류 원인을 기술하며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내
용 및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상  방법 

유의어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견해가 상이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유의어의 유형들이 제시되어 왔다. 유의어를 어종에 따라 분류한다면 고유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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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 한자어 간의 유의어, 고유어와 외래어 간의 
유의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을 
정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와 유의어 사전 및 어휘 자
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유의어 
목록은 본 연구의 설문 조사와 실제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활
용되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어휘 능력과 유의어의 개념 및 분류 기준, 그리
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의어의 의미 차이 변별을 
위해 3개의 큰 유형과 6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
리를 제시하였다. 유의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주요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대학에서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에게 학습자 태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어 유의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어 교재와 유의어 사전 및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
류하여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유의어의 사용 양상을 확인했다. 실제 사용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유의
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함이다. 이를 위
하여 설문지법과 사후 인터뷰가 시행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 조사
는 2013년 11월에 중국인 고급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국 대련외국어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
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기준으로 고급(5, 6급)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며 총 70명이 참여하였
다. 이들을 비교하기 위해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조 집단으로 한국
인 모어 화자 20명에게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인 10명, 한국인 5명
에게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Ⅱ장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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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주로『표준국어대사전』,『유의어 사전』,『한국어사
전』,『연세한국어사전』등의 사전에서 용례와 선행 연구의 분석 자료를 참조하여 
문항을 만들었다. 설문지는 한국어판 설문지와 중국판 설문지를 따로 설계하였고 
화용적 차이에 따른 양상 조사, 의미적 차이에 따른 양상 조사, 통사적 차이에 따
른 양상 조사,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즉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
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 처리를 해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화용적·의미적·
통사적 차이 유형에 따라 나누어 해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의 사용 양상의 차이점을 밝히며, 중국인 학습자가 유의어를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 본 결과를 반영하여 유의어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제시하였고 효과적인 유의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유의어 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정확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을 갖
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의어 교육의 교수·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한 원인에 근거하여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어휘장을 활용하는 방법, 연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 현
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의어 교육을 ‘관찰·가설·실험·연습’의 네 단계로 설정한 
후 수업 모형과 교실 활동을 마련하였고,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국 대학
에 재학 중인 중국인 2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8일까지 약 2
주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의의 및 한계점을 밝혔
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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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의어 교육 논의를 한 제

 1. 유의어의 개념  의미 분석 유형

  1.1. 유의어의 개념

유의어에 대한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용어가 달라진 중요한 이유는 
‘synonym’을 ‘동의어’로 보는지 ‘유의어’로 보는지와 관련이 있다. 

먼저, ‘synonym’을 동의어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임지룡(1992)에서는 둘 이상의 어휘소가 동일한 의미를 지닐 때 이들을 ‘동의

어’라고 하며, 동의어의 유형에는 절대적 동의어와 상대적 동의어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때 개념의미와 연상의미, 주제의미는 동일하며 모든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
한 절대적 동의어와 문맥상 치환은 가능하나 개념 의미만 동일하거나 제한된 문맥
에서 개념의미, 연상의미, 주제의미가 동일하고 치환이 가능한 상대적 동의어로 구
분하였다. 이 중 상대적 동의어를 유의어로 보았다.

정종태(1994)는 유의어를 사용하는 견해는 현실적으로 발화된 언어의 총체적 
맥락 속에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동의어의 ‘같다’라는 개념을 절대
적으로 ‘같은’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도 ‘같다’로 포함시켜 융통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종갑(1996)은 동의어란 인식적, 감정적 의미가 모두 동일하고 모든 맥락에서
의 상호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익환(1998)은 두 단어 사이에 서로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단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이들을 동의어라고 하였다. 

이익섭(1999)은 ‘동음이의어’와는 반대로 형태가 다른 별개의 단어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단어들은 동의어라고 하였으며, 동의어는 지시 대상이 
같기 때문에 유의어라고 부르는 것은 비경제적이라 하였다. 그리고 동의어를 동일
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굳이 유의어로 바꾸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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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synonym’을 ‘유의어’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블룸필드(Bloomfield, 1933)는 개개의 언어 형식은 일정하고 특정한 의미를 갖

는데 그 형태가 음소적으로 다르다면 그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실직적인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어휘의 내재적, 외재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
용할 때 화자의 감정적인 상태, 받아들이는 상징적 느낌의 차이 등의 감정 가치를 
비롯한 내재적, 외재적 의미가 동일하여 모든 문맥에서 동일한 상태로 치환이 가
능한 단어들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거의 없다고 보았다.(박재남(2002)에서 재인용)

문금현(1989)에서는 ‘synonym’을 유의어라고 번역하고 ‘동일한 언어 내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같거나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경우나 핵심적 의미가 같거나 
거의 같은 단어’라고 정의하였다. 

김광해(1995)는 Webster's New Thesaurus(1971)의 아래 글을 인용하면서 동
의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책이 단지 동의어 사전에 불과하다면 진실로 이 책에 실을 만한 단어는 없
을 것이며, 만약 문자 그대로 동의 사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저 얄팍한 책 한 권을 만들어 ‘SYNONYMS’라고 제목을 붙이고, 제1장에 ‘동의어
는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적은 뒤 ‘끝’하고 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현용(2000)은 완전히 같은 의미의 어휘 관계인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유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유현경ㆍ강현화(2002)에서는 기존에는 어휘 간의 개념적 의미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구분해 왔으나, 국어의 많은 단어 쌍 가운데 완전 동의어는 매우 드물거나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하면서 동의어보다는 유의어라
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유의어는 완전 동의어와 
부분 동의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주로 기
본 의미가 의미적으로 중첩되거나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어휘라고 
규정하였다.

학자들마다 유의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모
든 의미가 동일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의미가 동일하고 부가적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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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고 보는 관점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바
탕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유의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1.2. 유의어의 의미 분석 유형

일반적으로 유의어는 포함(inclusion), 중첩(overlapping)으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포함은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완전하게 속하는 것, 다시 말
하면 동심원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가장 작은 원에 속하
는 의미를 중심으로 서로 교체 가능성을 보이며, 또한 의미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어 유의어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 포함관계는 거의 중심적 의미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공기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질의 설정에 따라서는 중첩의 관계로도 형성될 
수 있다. 중첩은 의미의 관련성을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현상의 하나로 발화의 
개념적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일정 문맥에서 서로 교체가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첩된 부분에서의 의미들은 상당한 동질성을 보여 주므로 역시 유의
어에 포함 시킬 수 있다.(홍사만, 2003)

이러한 의미의 포함과 중첩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포함관계                     [그림2] 중첩관계

[그림1]은 유의어들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2]는 유의어들 간
의 중첩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도식을 이용하여 유의어들 간의 의미의 
포함과 중첩의 관계를 나타내어 한눈에 그 의미의 차이를 볼 수 있게 기술하였다.

콜린슨(Collinson, 1939)은 유의어의 의미 차이에 대하여 9가지 유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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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김광해(1993)에서 재인용)

① 한 쪽이 더 일반적이다. 
② 한 쪽이 더 강하다. 
③ 한 쪽이 더 감정적이다. 
④ 한 쪽이 도덕적으로 더 중립적이다.
⑤ 한 쪽이 더 전문적이다. 
⑥ 한 쪽이 더 문어적이다. 
⑦ 한 쪽이 더 구어적이다. 
⑧ 한 쪽이 더 방언적이다. 
⑨ 한 쪽이 더 어린이 말이다. 

최은규(1985)는 Webster's New Dictionary of Synonyms(1942/1973)에서 밝
히고 있는 다소 추상적인 유의어의 의미 관계를 한국어 어휘에 적용시켜 함축, 적
용 범위, 외연, 내포 등의 차이에 따라 설명하기도 하였다.

문금현(1989)에서는 의미 분석 기준을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15가지로 제시하
였다.  

(1) 함축 의미의 차이
   ① 개념적:구체적  ② 정도의 점층적 차이
(2) 내포 의미의 차이
   ③ 능동적:수동적  ④ 주관적:객관적
(3) 적용 범위의 차이
   ⑤ 제한적:비제한적  ⑥ 전문적:비전문적 ⑦ 경어:평어:비어
(4) 지시 범위의 차이
   ⑧ 전체적:부분적    ⑨ 일반적:특수적
(5) 문체상의 차이
   ⑩ 고어:현대어      ⑪ 구어:문어      ⑫ 방언:표준어
(6) 감정 가치의 차이
   ⑬ 친밀:소원한 표현  ⑭ 우아:비천한 표현  ⑮ 강조:평조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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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문금현(2004)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외국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 분석법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외국
인 학습자에게 예문을 제시하고 유의어 관련 문형을 연습시킬 때 결합 구성의 관
계에 의한 학습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유의어의 의미 변별
을 위한 4단계 작업과 7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의미 변별 기준
    (1) 어종의 차이 - ① 고유어:한자어 
                       ② 고유어:외래어 
                       ③ 한자어:외래어
    (2) 사용 빈도의 차이 - 저빈도어:고빈도어

2단계 의미 변별 기준
    (3) 적용 범위의 차이 - 전문어:일상어  
    (4) 지시 범위의 차이 - 광범위:소범위
    (5) 표현상의 차이    - ① 경어:평어:비어 
                            ② 줄임말:본딧말 
                            ③ 구어:문어 
                            ④ 강조:평조적 표현

3단계 의미 변별 기준
    (6) 결합 구성의 차이

4단계 의미 변별 기준
    (7) 내포 의미의 차이

박재남(2002)에서는 의미 차이의 변별을 위해 먼저 의미적 관점, 화용적 관점, 
통사적 관점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하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의미적 관점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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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상의 의미 영역의 차이, 동작을 하는 방식의 차이, 강조하는 측면의 차이, 강
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 긍정·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차이’ 등이 있고, 화용적 관
점에는 ‘화자의 태도의 차이, 격식·비격식의 차이, 사용 분야의 차이’ 등이 있고, 
통사적 관점에는 ‘통사적 결합의 차이’ 등이 있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유의어 의미 변별을 위한 몇 가지 유형을 살펴
보았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직관에 의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변별 유형을 제
시해도 그 의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유형은 유형 간 모호함이 없이 유형 간 차이가 분명하며,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유의어 유형의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3개의 대범주와 6개의 세부 유형으로 의미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유의어의 의미 분석 유형은 다음과 같다.3) 

[표 1] 유의어의 의미 분석 유형

(1) 화용적 차이 유형
① 상황의 차이 유형(공식적-비공식적)
이 유형에 속한 유의어의 차이는 한쪽이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상황에서 더 많

이  쓰고 다른 한쪽은 비공식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예로는 ‘통
지하다-알리다, 구입하다-사다. 고객-손님’ 등이 있다. 
3) 문금현(2004)과 박재남(2002)의 분류 기준을 참조하였다.

           1차 분류                 2차 분류

  (1) 화용적 차이 유형 ① 상황의 차이 유형(공식적-비공식적)
② 적용 범위의 차이 유형(전문적-일상적)

  (2) 의미적 차이 유형
③ 표현상의 차이 유형(긍정적-부정적)
④ 강도의 차이 유형(강조적-평조적)
⑤ 지시 범위의 차이 유형(부분적-포괄적)

  (3) 통사적 차이 유형 ⑥ 통사적 결합의 차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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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 범위의 차이 유형(전문적-일상적)
이 유형은 유의어가 의미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은 같지만 사용하는 분야의 차이

가 있는 것이다. 적용 범위의 차이를 보이는 유의어들은 전문어와 일상어로 볼 수 
있고, 이들은 꼭 전문어와 일상어로 구분된다기보다는 한쪽이 더 전문적인 표현에 
어울리거나 전문어의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다.4) 이러
한 예로는 ‘유사하다-비슷하다, 태양-해, 도로-길’이 있다. 

(2) 의미적 차이 유형
③ 표현상의 차이 유형(긍정적-부정적)
이 유형은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 자질로 인해 의미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경험하다-겪다, 초과하다-지나치다, 몰입하다-빠지다’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④ 강도의 차이 유형(강조적-평조적)
이 유형은 해당 어휘가 의미적으로 강조적인지 평조적인지에 따라 유의어의 의

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쟁하다-다투다, 원하다-바라다, 우수하
다-낫다’ 등이 있다. 

⑤ 지시 범의의 차이 유형(부분적-포괄적)
이 유형은 한 유의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동일하나 가리키는 범위가 하나는 넓고 

다른 하나는 좁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해하다-알다, 승리하다-이기
다, 사용하다-쓰다’ 등이 이에 속한다. 

⑥ 통사적 결합의 차이 유형(단순한 문장 유형-복잡한 문장 유형)
이 유형에 속한 유의어는 공기하는 다른 단어들과의 결합관계를 통해서 변별할 

수 있다. 예들 들면 ‘공부하다’의 경우 주로 ‘〜을 공부하다’ 형식으로만 나타나지
만 ‘배우다’의 경우 ‘〜을 배우다’뿐만 아니라 ‘〜에서/에게서 〜을 공부하다’로도 

4) 문금현(2004)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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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아울러 ‘공부하다’는 추상적인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다’는 
구체적인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유의어 의미 차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가운데 한 가지의 기준
만을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준을 동시 적용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의
미를 분석할 때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의미 차이를 가장 분명
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기준부터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2. 어휘력과 유의어 

  2.1. 어휘력의 개념

구본관(2011)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어휘력, 어휘 사용 능력, 
어휘 능력 등으로 지칭되는 어휘와 관련된 능력의 신장이고 이들 용어는 포괄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휘에 대한 지식, 어휘를 활용하는 능
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5) 

캐리(Carey, 1978)는 어휘력을 이루는 요소들은 해당 어휘의 형태적, 의미적 지
식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의 어휘 자체에 대한 개념 및 개념 위계에 대한 지
식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광해(1993)에서 재인용) 즉 한 어휘를 배운
다는 것은 먼저 그것이 하나의 어휘임을 아는 것이며, 그것의 형태, 통사, 의미적
인 자질 및 다른 어휘와의 관계 및 개념적 위계를 아는 것이므로 이들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휘력의 신장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캐리가 말한 어휘의 
의미적 자질 및 다른 어휘와의 관계 및 개념적 위계를 안다는 것은 곧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해당 어휘와 다른 어휘들과의 의미 관계를 잘 아는 것을 비롯하여 유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일 경우에는 유의어들 간의 의미적 차이와 용법까지 알고 있다

5) 구본관(2011)에 의하면 어휘 사용 능력은 좀 더 사용에 초점이 주어져서 좁은 의미를 내
포하고, 어휘 능력은 사용뿐만 아니라 어휘에 대한 문화적인 능력, 어휘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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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손영애(1992)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력을 ‘개개의 단어들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에 관계되는 지식의 총체’로 정의했고, 이충우(2001)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어휘력을 ‘어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으로 정의했다.

리처즈(Richards, 1985)는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어휘력을 이루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추육영(2014)에서 재인용)

1. 모국어 화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어휘가 증가한다. 언어 사용자
   의 평균 어휘 수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나 모국어 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어휘는 대략 20,000∼100,000개 정도의 어휘로 추정된다.
2.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어휘의 연어 관계, 빈도, 사용되는 상황을 안다는
   것이다.
3. 어휘를 안다는 것은 상황과 기능에 따른 어휘의 사용 제약을 안다는 것
   이다.
4. 어휘를 안다는 것은 어휘의 구문적 변화를 안다는 것이다.
5. 어휘를 안다는 것은 통사적 틀과 기저형, 파생 등을 안다는 것이다.
6.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언어 내에서 다른 어휘와의 관계와 그 어휘가 차
   지하는 위치를 안다는 것이다.
7.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어휘의 의미론적 가치를 안다는 것이다.
8.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도 안다는 것이다.

한편, 김광해(1993)에서는 어휘력이란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
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이러한 어휘력은 양
적 능력과 질적 능력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어휘력의 구조
1. 양적 능력 --- 어휘의 양
2. 질적 능력 
 가.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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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어휘력의 구조

이영숙(1997)은 앞의 김광해(1993)의 논의의 큰 틀과 유사하게 어휘력을 어휘
의 양을 말하는 양적 어휘력과 단어에 대한 지식의 제 측면과 각 측면의 지식의 
깊이를 말하는 질적 어휘력으로 나누고 질적 어휘력을 다시 언어 내적 지식과 언
어 외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언어 내적 지식은 다시 어휘의 형태, 의
미, 통사, 화용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선언적 지식과 단어 처리 과정에 대한 수행
적 정보에 대한 지식, 행동 목록에 대한 지식, 빠르고 효과적인 단어 처리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절차적 지식으로 나누었으며, 언어 외적 지식은 백과사전적 지식, 
단어에 따른 일화적 기억, 단어의 원어와 어원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었다.

어휘의 질적의 측면에 대하여 네이션(Nation, 2001)은 여러 학자들이 어휘의 질
에 대해 언급한 거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어휘를 형태의 측면, 의미의 측면, 사
용의 측면으로 나누고, 이를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으로 구분하였다.(추육영
(2014)에서 재인용)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휘력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구성된다. 양적 
어휘력은 어휘의 양을 뜻하며, 질적 어휘력은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력은 비슷한 단어 간의 미세한 차이를 변별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능력이다. 이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가운데 질
적인 측면에 속하므로 유의어 학습은 주로 어휘의 질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6) 

6) 다만 김광해(199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적 능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양적 능력 확
장에도 도움이 된다. 

    1. 단일 어휘소의 의미(단어의 의미, 다의)
    2.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숙어, 속담, 사자성어 등)
    3.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
 나.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1. 유의 관계, 반의 관계
    2. 공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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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휘력과 유의어의 연 성

유의어에 대한 학습은 결국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
가 많이 있다. 

먼저 찬넬(Channell, 1981)에 의해서 기본적인 어휘를 학습한 후 제2언어 학습
자가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어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때 학습자에게
는 어휘의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어휘가 다른 유사한 의미의 어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와 그 어휘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휘들과 함께 결합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며 유의어의 의미 차이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박재남(2002)에서 재인용)

강현화(2005)에서는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새롭게 학습하며, 반드시 이전에 학습한 단어와의 차이를 알고 싶어 하다
고 하였다. 또한 유의어의 의미 변별은 의미 풀이에 의해 해결되기보다는 어휘 간
의 통합적 관계나 다른 통사적 정보에 의해 변별되는 학습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
였다.

김광해(1993)에 의하면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얻어질 수 있는 어휘 교육의 성과
는 다음과 같다.

  ① 유의어를 이용하는 일은 어휘량을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② 유의어들 사이의 섬세한 의미 차이에 대한 인식은 사고력을 훈련하는 중요  

       한 도구이다.
  ③ 유의어에 의해서 단어들을 유형별로 인식하는 일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사  

       물과 현상들에 대한 논리적, 분석적인 인식의 함양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
  ④ 위의 과정들을 거쳐 어휘 의미에 관한 분석력이 향상되면 더 고도의 언어  

       구사 능력으로 성숙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면 어휘력과 유의어의 연관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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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습자들은 유의어 교육을 통하여 한국어 능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은 유의어 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해 능력뿐만 아니
라 표현 능력도 성장시킬 수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유의어 교육을 통하여 어휘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3.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

한국어 어휘는 어종에 따라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한국어 유의어를 어종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고유어 간의 유의어,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 한자어 간의 유의어, 고유어와 외래어 간의 유의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
어이다. 

남성우(1972)는 국어의 의미 구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국어는 모든 품사에 걸
쳐 고유어와 한자어 유의어 구조가 등장하고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여기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김종택(1971)에서는 국어 
어휘의 외래어 유입으로 인한 의미 충돌 현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고유어에 
한자어가 많이 유입된 이유를 한자어의 짧은 음절 특성과 형태소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어휘 형성의 원리로 보고 이로 인해 한자어를 선택하게 되고 국어에는 고
유어와 한자어가 공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보았다.

그밖에 김광해(1989)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일대다 대응을 이루고 있으며 
수많은 한자어의 유입 속에서도 고유어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미의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문금현(1989)에서는 유의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종에 기반을 둔 연구를 진행한 결과 고유어와 한자
어는 대등한 유의 관계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는 같은 의미 범주에서 어원이 다
르면 둘 이상의 단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또 의미 영역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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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어는 다양한 유의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

자어와 고유어 간의 유의어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유의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은 한국어 어휘를 이해하고, 
이는 어휘력 향상과 이어지는 일이며 나아가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
전을 대상으로 한 어종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 사전 표제어의 어종별 분포

한자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어는 그 수효가 한자
어보다 적고 점점 쓰이지 않는 추세에 놓인 단어가 많아 그 중요성이 한자어보다 
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상생활의 구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는 고유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다.(한재영 외, 2010)

그러나 각 어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말을 할 때와 글을 쓸 때, 또 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조남호(2002)의 조사는 다음과 같다.7)

7) 조남호(2002)에서 조사된 9개 분야 중 ‘교양’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 관한 글들이
고, ‘교재’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한국어 교재이다. ‘교과서’는 주로 
초등학교 교과서이고 일부 중학교 교과서가 포함되며, ‘문학’은 대부분이 소설이고 일부 
동화를 포함한 것이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합계

우리말큰사전 74,612(45.46%) 85,527(52.11%) 3,986(2.43%) 164,125

국어대사전 62,912(24.4%) 178,745(69.32%) 16,196(6.28%) 257,853

표준국어대사전 111,156(25.2%) 252,755(57.3%) 24,050(5.6%) 38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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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수는 한자어가 더 많지만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고유어임을 알 수 있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고유어
의 비율이 높고 사용 빈도가 낮을수록 한자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즉 
고빈도어인 기본어휘에서는 고유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간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 단어나 저빈도어인 전문어휘 등에서는 한자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심재기 외, 2010)

이를 통하여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본관(2005)에서는   
고유어는 차용어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순수한 한국어를 말하
는데, 고유어는 한국어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한국어에서 생활의 기본적인 어휘가 
되는 등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유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기초 어휘의 대부분은 고유어이다. 특히 생활의 기본이 되는 어휘  
        는 대부분 고유어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고유어의 학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 첨가어(교착어)로서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어휘가 발달했는데, 이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어휘는 거의 전적으로 고유어이다. 

셋째, 한국어의 고유어는 자음교체나 모음교체 현상이 있다. 
넷째, 한국어 고유어는 접두사나 접미사에 의해 쉽게 어휘 확장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한국어 고유어는 의성어나 의태어, 색채어 표현이 매우 발달했다.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한문 문장에서 기원하는데,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모

전체 교재 교과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구어 기타
고유어 81 87 77 64  88 53 78 93 88 87
한자어 15 12 18 33 7 41 19 7 10 10
외래어 0 0 0 0 0 1 0 0 0 2

 [표 4] 상위 빈도 단어에서의 어종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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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어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 그리고 한국에서 자생
적으로 생겨난 것이 있다. 한자어는 고유어와 차이 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한
자어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둘째, 한자어는 1음절이나 2음절로 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2음절어가  

        압도적으로 많다.
셋째, 한자어는 그 자체로는 대부분 명사로 사용되나,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  

       도 있다.
넷째, 한자어에 파생접미사 ‘-하(다)’가 붙으면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데, 1음절  

        한자어는 ‘-하(다)’와 떨어져 단독으로 쓰이기 어렵지만, 2음절 한자어는  
        단독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기초 어휘에는 고유어가 많으나 문명 생활과 관련된 어휘는 한자어가   
         많다.

여섯째, 한자어는 고유어와는 다른 규칙으로 단어를 만들고 고유어보다 활발하  
          게 단어를 만든다.

일곱째, 한자어는 주로 중국어(혹은 중국에서 사용된 한문)에서 유래하기 때문  
          에 중국어에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어에 편입되면서   
          차용어(한국어)로서의 특징도 가지게 되었다.

심재기(1982)에서는 한자어는 고유어와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한국어 어휘 체
계의 쌍벽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그 양자를 동질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난점을 
여러 측면에서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는 고유어와 대비하였을 때 의미론적으로 고
유어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고유어와는 다른 의미 영역을 담당하
면서 고유어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점이고, 둘째는 한자어의 생성이 고유어와는 
다른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시대적인 단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자어가 고유어와는 다른 의미 영역을 갖고 있는 점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고유어가 일상생활 어휘 또는 기초어휘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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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 반하여 한자어는 전문어휘, 특수어휘 쪽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생
활 어휘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한자어가 없이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한자어는 전문어휘나 특수어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한자어의 
세력은 조만간 일상생활 어휘에까지 침투하여 한자어와 고유어가 짝을 이루는 유
의어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로 한자어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쓰이다가 시대의 
변화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또 다른 시대적 요청에 의해 
만든 한자어가 우연히 전 시대에 다른 목적, 다른 의미로 쓰이던 것일 수가 있다. 
(심재기, 1982)

김창섭(2011)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는 어휘 체계 안에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고유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일상적인 
장면에서 잘 쓰이는 데 비해 한자어는 상대적으로 더 분화적이거나 전문적인 의미
를 가지고 형식적이거나 전문적인 장면에서 잘 쓰인다. 그 결과 다음의 ‘값’의 경
우처럼 고유어 하나에 한자어가 여럿이 대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현상을 ‘고
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값:  가치(價値); 대금(代金), 대가(代價); 금액(금액), 가격(가격), 
     액수(額數); 물가(物價), 시가(市價), 시가(時價), 시세(時勢); 
     비용(費用); 수치(數値), 답(答)8)

이상의 점을 참조해서 이 절에서 분류한 유의어의 의미 차이 변별 유형을 바탕
으로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성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3.1. 화용  차이 유형

(1) 상황의 차이 유형(공식적-비공식적)
      

8) 예문은 김광해(1989)의『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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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이걸 자네 부친/아버지께 전해 드리게.
     ㄴ. 옆집 영식이 아버지/*9)부친께서는 영식이와 잘 놀아주신다. 
     ㄷ. 영식이 아버지/*부친, 오늘 언제 들어오시나요?

위 예문과 같이 고유어 ‘아버지, 얼굴’은 한자어 ‘부친, 안면’보다 덜 격식적인 
표현에 쓰인다. 예문 (ㄱ)은 ‘아버지, 부친’이 다 가능하지만 ‘부친’을 쓰면 더 공
식적인 표현으로 ‘하게체’ 어미와 더 잘 어울린다. 예문 (ㄴ)은 비공식적인 문맥에
서 ‘영식이 부친’은 자연스럽지 않다. 특히 영식이가 어린 경우 ‘부친’보다 ‘아버지’
가 더 적합하다. (ㄷ)은 ‘아버지’는 호칭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부친’은 호칭으
로 부적절하다.10)

이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의 유의 관계는 상황의 차이를 동반한다. 고유
어는 오래 전부터 구어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비공식적인 표현에 주로 사용되는 
데 비해 한자어는 보다 공식적인 표현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2) 적용 범위의 차이(전문적-일상적)
유의어 ‘유사하다-비슷하다’에서 ‘비슷하다’는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많이 쓰는 

데 비하여 ‘유사하다’는 문어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 한자어는 전문
적인 표현에 많이 쓰지만 고유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때 전문
어와 일상어가 대립한다는 것은 한쪽이 더 전문적인 표현에 어울리거나 전문어 느
낌을 준다는 의미로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며, 한자어는 전문적인 의미를 가
지고 전문적인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대부분 이
에 해당된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김광해, 1989)

① 특수용어와 일반용어의 상관빈도는 한자어와 고유어에 따라 달라진다. 한자  
     어는 그 자체가 개념지시상의 명확성 같은 것으로 인하여 특수용어에 주로   
     사용되고, 일반용어는 고유어에서 우세하다.

② 고유어는 문맥에 의하여 그 의미의 적용 한계가 표시되지만, 한자어는 문맥  
9) ‘*’ 기호는 문장이나 어떤 구성 앞에 쓰여 그 예의 성립이 문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이

상을 가지는 예를 나타내는 표시임.
10) 예문은 심재기(2010)의 『국어 어휘론 개설』에서 나온 것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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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도 보다 자립적으로 의미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는다. 

이와 같이 고유어가 대중성을, 한자어가 전문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3.2. 의미  차이 유형

(1) 표현상의 차이 유형(긍정적-부정적)
유의어 ‘경험하다-겪다’에서 ‘경험하다’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에 반해 ‘겪다’

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의어는 어휘 자체에 가지고 있는 긍
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 자질로 인해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한자어는 비
교적 객관적인 데에 반해 고유어는 한자어보다 비교적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강도의 차이 유형(강조적-평조적)
유의어 ‘원하다-바라다’의 경우와 같이, 해당하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

미 자질 가운데 어느 특정 자질이 강조되어 유의어 간에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다. 유의어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도 어떠한 것은 더 중요
하고 비교적 정도가 심하며 성질이 무거운 것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이보다 그 
의미가 경하다. 따라서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구체적이고 분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적 강조적이다.

(3) 지시 범위의 차이 유형(부분적-포괄적)
유의어 ‘승리하다-이기다’에서 ‘승리하다’가 ‘이기다’보다 쓰이는 의미의 범위가 

좁다. 이 경우는 한 유의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하나는 가리키
는 범위가 넓고 다른 하나는 범위가 좁다. 다시 말해, 고유어가 좀 더 포괄적인 의
미를 갖는 데에 비해 한자어는 한정적인 의미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 관계는 일대다 대응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심재기, 1982) 가
령, 아래와 같이 고유어 ‘고치다’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선택 제약을 가지면서 그 
적용 영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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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다’에 대응하는 한자어]
수리하다, 수선하다: 건물/의류를 수리하다/고치다
치료하다: 질병을 치료하다/고치다
교정하다: 잘못을 교정하다/고치다.
시정하다: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다/고치다.
수정하다: 계획을 수정하다/고치다.
개정하다: 법률을 개정하다/고치다.
변경하다: 계획을 변경하다/고치다, 노선을 변경하다/?12)고치다
개혁하다: 세제를 개혁하다/고치다
교정하다: 원고를 교정하다/고치다

위에 제시된 한자어들이 대개의 문맥에서 고유어 ‘고치다’와 무난하게 교체될 수 
있다. 고유어는 선택제약13)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한자어는 상황에 따라 선택
제약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그 적용의 영역이 자동적으로 축소된다.

  2.3.3. 통사  차이 유형

유의어 ‘수리하다-고치다’의 경우, ‘수리하다’는 주로 ‘〜을 수리하다’ 형식으로
만 나타나지만 ‘고치다’는 ‘〜을 고치다’뿐만 아니라 ‘〜을~으로 고치다’의 형식으
로도 나타난다. 아울러 ‘수리하다’는 추상적인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고 ‘고치
다’는 구체적인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논의한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예문은 김광해(1989)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에서 나온 것을 참조했다. 
12) ‘?’ 기호는 문장이나 어떤 구성 앞에 쓰여 그 예의 성립이 아주 의심스러움을 나타나는 

표시임. 
13) 고영근·구본관(2008), ‘문장의 구조와 성분’에서 비슷한 뜻의 서술어라고 해서 같은 논

항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다. ‘감다’와 ‘다물다’는 모두 ‘닫다’라는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어
도 목적어 명사구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선택제약(選擇制約)이라고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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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어 교육 황

3.1. 유의어 수업에 한 학습자의 인식

유의어 교육 실태를 보다 전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대학에 재
학 중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유의어 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
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유의어를 어려워하는지, 유의어를 어떻게 학습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대련외국어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인 학습자 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어 의미 분석 유형 한자어 고유어 예시
화용적
차이 
유형

상황의 차이 유형 공식적 비공식적 통지하다-
알리다

적용 범위의 차이 유형 전문적 일상적 유사하다- 
비슷하다

의미적 
차이
유형

표현상의 차이 유형 긍정적 부정적 경험하다-
겪다

강도의 차이 유형 강조적 평조적 원하다- 
바라다

지시 범위의 차이 유형 부분적 포괄적 승리하다-
이기다

통사적 
차이 
유형

통사적 결합의 차이 유형
단순한 
문장 
유형

 복잡한
문장    
유형

수리하다-
고치다

[표 5]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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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어 유의어의 이해와 사용에 대한 인식
먼저 ‘한국어 유의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총체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91%의 학생은 한국어 유의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학생의 93%는 유의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
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응답 결과를 통하여 한국어 유의어 학습에서 중국인 학습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한국어 유의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것14)
중국인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다음 유의어를 학습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아래의 표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
들이 ‘두 단어가 각각 실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잘 모른다’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모른다’와 ‘두 단어가 앞뒤에 어떤 단어와 같이 
쓰이는지 잘 모른다’라고 대답한 학습자도 적지 않다. 이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은 

14) A~E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배워 본 적이 없다.
 B.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무른다.
 C. 두 단어가 각각 실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잘 모른다.
 D. 두 단어가 앞뒤에 어떤 단어와 같이 쓰이는지 잘 모른다.
 E. 기타

질문 내용

① 한국어 유의어 이해와 사용에 대한 인식
② 한국어 유의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것
③ 한국어 유의어 학습 경로
④ 한국어 유의어에 관련 교수 내용
⑤ 원하는 유의어 학습 방법

[표 6] 설문 조사의 질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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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의 쓰임과 용법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한국어 유의어 학습 경로15)

한국어 유의어의 학습 경로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수 학생들이 수업에서 유의어
를 배워 본 적이 있지만, ‘유의어에 대해 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의어의 학습 경로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한다’

15) A~D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했다.
 B. 사전을 찾으면서 혼자 공부했다.
 C.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다.
 D. 기타 

[그림3] 유의어 학습 시에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4] 유의어 학습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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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38%에 그쳤다. 대부분 학생들이 사전을 찾으면서 혼자 공
부하거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의어 학습이 교과서나 교사를 통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한국어 유의어 관련 교수 내용16) 

 한국어 학습에서 유의어에 관한 교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여러 선택항을 제공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자기가 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는 유의
어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본 결과 ‘유의어의 의미 차이만 간
단하게 설명했다’를 선택한 학습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유의어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⑤ 원하는 유의어 학습 방법

16) A~D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유의어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B. 유의어의 의미 차이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
 C. 유의어의 의미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했다.
 D. 기타

[그림5] 학습자가 경험한 유의어 교수·학습 내용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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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가 원하는 유의어 학습 방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어떤 방법으
로 유의어를 학습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유의어들이 사용되는지 각각의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2) 교사가 유의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풍부한 예문을 들어  
      준다.

(3) 교사는 유의어가 앞뒤 어떤 단어와 자주 어울리는지 설명해 준다.
(4) 학생이 유의어를 이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만든 후 교사가 즉시 수정을 한다.
(5) 교사가 실제 대화 자료를 보여 주고, 이를 통해 각각의 유의어를 습득하게  

      한다.

3.2.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유의어 교육 황

중국의 주요 대학교와 한국의 주요 언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
서 유의어를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적인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17)

17) 선정한 교재들은 중국 대학과 한국의 언어 교육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
표적인 교재이기 때문에 비교적 전체적인 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구분 책명 저자 출판사 발행
시기

급수 
구성

중국   
교재

한국어 崔羲秀等 5人 민족출판사 2009 1,2,3,4

표준 한국어 北京大學等
25所大學敎材組 북경대학출판사 2010 1,2,3

한국
교재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 2012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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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의 주요 언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살펴보겠다.
먼저 서울대학교 교재는 유의어의 뜻풀이와 문맥을 같이 제시하여 유의어를 적

절하게 사용하는 연습 문제를 통해 학습자들이 유의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용법까
지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연세 한국어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1,2,3,4,5,6

한국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00 초,중,고

[표 7] 유의어 분석을 위한 한국어 교재

<서울대 한국어5>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고 (        )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재주가 뛰어나다                   뛰어나거나 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솜씨가 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다
천재적이다                        무엇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좋다
평범하다                          손으로 무엇을 잘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름나다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다
훌륭하다                          매우 크거나 심하거나 뛰어나다
대단하다                          매우 좋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

1. 그는 평소에 별로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마음
을 쉽게 움직이는 (              ).

2. 우리 학교는 규칙이 엄격하기로 (              ) 학교로서 학생들이 정해
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생활 점수를 깎는 벌을 준다.

3. 이번에 서울시에서 초대 손님만 1,000명에 이르는 (              ) 규모의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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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세대학교 교재는 의미별로 어휘장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예를 살
펴보면 어휘 교육 부분에서 제시된 의미장 안에 ‘동호회’와 ‘동아리’의 유의어 쌍이 
제시되었다.

<연세 한국어 5> 
다음 표현을 익히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전업주부이다. 남편은 무역 회사에 다니고 
있다. 회사 일 때문에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니,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도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실시된 (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아이가 학교에 가
지 않는 주말에는 가족 모두 함께 등산을 간다. 한 달에 한 번 경우 쉬는 (  
              ) 때면 하루 종일 잠만 자던 남편이 원기를 되찾았고, 또 한 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                  )을/ㄹ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학 

주 5일 근무제
격주 휴무
징검다리 휴일
월차 휴가

동호회
동아리
동호인
클럽

삶의 활력소가 되다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다
재충전을 하다
활기차다
원기를 되찾다

4. 그분은  (              ) 인품과 도덕성을 가지신 분으로 한평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며 이 사회를 이끌어 온 지도자였다.

5. 그는 음악가로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              ) 재능을 보이고 열정
적으로 활동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6.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없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
지 않는 (              ) 학생들일 뿐이다.

7. 그 사람은 잘하는 것이 많지만 특히 음식 (              ) 주변 사람들에
게 아주 인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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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교재에서는 유의어들을 제시하고 유의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연습을 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중국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먼저 민족출판사의 한국어 교재는 중국 대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

의어를 중국어로 의미 풀이를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때 남들 다하는 (                  ) 활동도 못해 봤는데 남편과 등산 (  
            )에 가입하고 나서는 (                  )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주 5일제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한 주 걸러 쉬는 (                  )만 하기 때문에 매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한국어3>
다짐하다
表示作保证，下决心等意思。
예)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에 대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한국어 중급Ⅱ>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침몰하다                        (돈을) 내다
      오염되다                        없애다
      유출되다                        더러워지다
      제거하다                        가라앉다
      지불하다                        흘러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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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북경대에서 출판된 표준 한국어 교재는 유의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
었다. 어휘 목록에서 단어의 중국어 뜻풀이만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다섯 개의 주요 국내외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반영된 유의어 
교육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나온 교재는 전반적으로 유의
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의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어휘는 ‘어휘’ 학습 부분에서 의미별 어휘장
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유의어 쌍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전반
적으로 제시된 유의어의 양이 적고, 유의어 교육의 장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
다. 또한 유의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교사의 판단에 
의해서 본문에 출현하는 단어와 관계되는 유의어를 그때그때 가르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사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체계
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음먹다
表示想做某事。
예) 단단히 마음먹고 집을 떠났다.
    장애인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표준한국어2>
거대하다: [形] 巨大
굉장하다: [形] 宏伟，巨大，了不起

간단하다: [形] 简单
단순하다: [形] 单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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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목록의 선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교육 기관의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자
의 학습 목적과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의 어휘가 학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육 어휘의 양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4년제 정
규대학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유의어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교육용 유의어 목록을 위해 참조한 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위 참조 자료들에 대해서는 연구사에서 진술했기에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김광해(2003)는 기존에 계량 처리된 자료들을 충분히 구하여 메타 계량적 방
법으로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였는데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공
통되는 어휘 목록으로 지정하였다. 조남호 외(2003)는 2002년 실행한 빈도 조사
에 근거하여 총 5,965개로 구성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습용 어휘 목록이다. 
이병규(2005)는 한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 20종 69권의 내용을 분석하여 어
휘 목록을 정리하였다.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로서 언어의 본질이 의미의 창조와 교환이라고 할 때, 
문장 단위에서 의미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나 통사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동사와 형용사, 즉 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먼저 기본 어휘는 김광해(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 어휘’와 

자료 명 저자 연도 어휘 수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김광해 2003 32,946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조남호 2003 5,965

한국어 교재 분석 이병규 2005 4,800
[표 8]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해 참조한 어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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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2005)의 ‘한국어 교재 분석’의 어휘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출현되는 고유어 
용언을 추출하고, 김광해(2000)의『유의어·반의어 사전』과 국립국어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등 국내에서 출간된 여러 국어사전의 유의어를 수집하여 만든 
(주)낱말의『유의어 사전』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한자어 용언 유의어를 추출하였
다. 다음으로 유의어군 개별 어휘인 한자어와 유의어의 등급에 따라 유의어 등급
을 부여하였다. 개별 어휘의 등급은 조남호 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와 김광해(2003)를 기준으로 어휘의 등급을 
각각 매겼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의 어휘를 각각 A, B, C로 
나타내었고, 조남호 외(2003)와 김광해(2003)에 없는 어휘는 X로 처리하였다. 이
렇게 한자어와 고유어를 등급화하고 난 후, 이 두 어휘 중에서 더 높은 등급을 기
준으로 하여 전체적인 유의어의 등급을 정하였다.18) 이 작업을 통하여 형용사는 
83개, 동사는 307개로 총 390개 유의어군을 선정하였다. 다음은 유의어군의 등급
을 매기는 것을 예로 제시한 것이다.19)

18) 개별 어휘에 따라 유의어의 최종 등급을 매기는 방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유
의어 쌍의 등급은 높은 단계의 어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화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학습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한자어의 등급 고유어의 등급 유의어 등급
A A A(초급)
A B

B(중급)B B
B A
A C

C(고급)
B C
C C
C B
C A

[표 9] 유의어의 최종 등급을 매기는 방법 
19) 본고에서 선정한 유의어 쌍 전체 목록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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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살펴본 유의어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유의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목록의 예는 다음과 같다.20)

20) 본고에서 선정한 유형에 따른 유의어 쌍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고유어 고유어 등급 품사 한자어 한자어 등급 유의어군 등급
가깝다 A 형 친하다 B B

가깝다 A 형 밀접하다 C C

가깝다 A 형 유사하다 C C

가다01 A 동 이동하다 C C

가다01 A 동 변하다 B B

가르다 C 동 구별하다 C C

가르다 C 동 구분하다 C C

가르다 C 동 분리하다 C C

가르치다 A 동 강의하다02 C C

[표 10] 유의어군 등급의 예

유형 유의어군 한자어
 등급

고유어
등급 

유의어
 등급

화용적 
차이

상황의 차이 질문하다-묻다 A A A
적용 범위의 

차이 유사하다-비슷하다 C A C
의미적 
차이 표현상의 차이 경험하다-겪다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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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 ‘질문하다-묻다’를 예로 들면, 이 유의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가 조남
호(2003)에는 ‘유사하다’와 ‘비슷하다’가 각각 C등급과 A등급으로 제시되어 있었
다. 유의어는 높은 단계의 어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학습자에게 불필요한 
학습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강도의 차이 원하다-바라다 B B B
지시 범위의 

차이 승리하다-이기다 C B C

통사적 
차이 결합의 차이 공부하다- 배우다 A A A

[표 11]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목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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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의어의 사용 양상 비교  오류 분석 

 1. 조사 방법  차

 1.1. 조사 참여자 선정 

한국어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되는 어휘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습자
는 학습된 수많은 어휘 중에서 맥락에 따라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는 데에 대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 유의어의 사용은 어휘 학습이 증가함에 따라 오류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급 과정으로 갈수록 학습자들은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분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초급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어휘의 숫자
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유의어의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급 이상
부터 유의어를 이용한 학습 방법이 사용되고, 문법보다는 미묘한 의미 차이에 대
한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고급에서 유의어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게 된다.(조현
용 2000) 이러한 이유로 이 조사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 조사는 2013년 11월에 중국인 고급 학습자 2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국 대련외국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기준으로 고급에 해당하는 학습
자들이며 총 7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대조 집단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국인 모어 화자 2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2. 조사 도구  분석 방법

 

본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주로『표준국어대사전』,『유의어 사전』,『한국어
사전』,『연세한국어사전』등의 사전에서 용례와 선행 연구의 분석 자료를 참조하
여 문항을 만들었다.

본 설문 조사는 한국인 모어 집단에게 사용하는 한국어판 설문지와 중국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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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에게 사용하는 중국어판 설문지를 따로 설계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언어 능력의 한계 및 그 변인을 최소화하고자 중국어 번역을 하여 중국어판 설문
지를 따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설문 결과를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문제 유형별로 비교를 하였다. 설문지는 화용적 차이
에 따른 양상 조사, 의미적 차이에 따른 양상 조사, 통사적 차이에 따른 양상 조
사,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즉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설문 문항의 구성과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21) 

21) 본고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록 1’에서 제시하였다. 
22) 한국인 모어 화자용 설문지에서는 이 부분이 없다.

    구성     관련어휘                      문항 예시

Ⅰ
학
습
자 
사
용 
능
력

화
용

상황 차이
질문하다-묻다
통지하다-알리다
발생하다-생기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십시오.
1-1 (상황) 학회에서 발표자가 발표를 마치고 
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여러분께서는 발표자에게 자유롭게 
       (     )도 됩니다.
A. 물으셔   B. 질문하셔   C. A, B 모두 가능함

적용범위
차이

유사하다-비슷하다
신속하다-빠르다

의
미

표현 차이 경험하다-겪다
몰입하다-빠지다

❉다음 의미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중복 불가)
2-1   

1)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나 시련을 당하여 견디며 살아 나가는 상태  
   가 된다. (    )
2) (사람이 무엇을) 실지로 해 본다.  (    )

겪다       경험하다강도 차이 원하다-바라다

지시범위
차이

승리하다-이기다
사용하다-쓰다

통
사 결합 차이

선택하다-고르다
보호하다-지키다
수리하다-고치다

❉다음 보기에서 단어를 골라 결합할 수 있는 
곳에 모두 쓰십시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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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했던 설문 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유의
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Ⅱ장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한국어 유의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유의어의 사용 양상을 살
펴보았다. 유의어의 학습 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문항을 크게 화용적 
차이, 의미적 차이, 통사적 차이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화용적 차이는 상황의 
차이, 적용 범위의 차이로, 의미적 차이는 표현, 강도, 지시 범위로, 통사적 차이는 
통사적 결합의 차이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의 유형별 양상 비교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유의어에 대한 
교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서 학습자
들이 숙지하지 못한 미비한 부분을 파악하여 교수할 때 보충하고자 한다. 유형별
로 구체적인 사용 양상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환하다-바꾸다
공부하다-배우다

1) 직업을 (     )          
2) 선물을 (     )
3) 한국어를 전공으로 (   ) 
4) 감동적인 글을 (      ) 

보기:  ①고르다     ②선택하다

 Ⅱ    
교수
학습
실태22) 

한국어 유의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
이 있습니까?(   )
A.전혀 없다  B.거의 없다  C. 보통 
D. 조금 있다 E. 자주 있다

[표 12]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예시   

유형 구분 선택률 오류 유형 선택률
화용적 44.0% 상황의 차이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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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택률은 위 표와 같으며, 이를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화용  사용 양상 비교

  (1) 상황의 차이 

  

위의 문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99.5%가 ‘질문하다’
를 선택하였고, 중국인 학습자가 78%만이 ‘질문하다’를 선택하였다. 

‘질문하다’와 ‘묻다’는 모두 ‘무엇을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편의 대답이나 설명을 

1-1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십시오. 중국인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상황) 학회에서 발표자가 발표를 마치
고 사회자가 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사회자: 여러분께서는 발표자에게 자유
롭게 (     )도 됩니다.

A. 물으셔 
B. 질문하셔
C. A, B 모두  
   가능함

A. 10% 
B. 78%
C. 12%

A.    0%
B. 99.5%
C. 0.05%

[표 14] 상황의 차이에 따른 문항의 선택률 

(공식적-비공식적)
적용 범위의 차이
(전문어-일상어) 53.0%

의미적 35.0%

표현상의 차이 
(긍정적-부정적) 22.5%

강도의 차이
(강조적-평조적) 41.0%
지시 범위의 차이
(부분적-포괄적) 42.5%

통사적 33.5% 통사적 결합의 차이 33.5%

[표 13] 유형별 선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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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라는 공통된 기본 의미를 갖고 있는 유의어이지만 다음
과 같은 용법 차이를 보인다.

ㄱ.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다/*질문하다.
ㄴ. 기자들은 범인에게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느냐고 질문했다/물었다.23)

‘묻다’는 (ㄱ)과 같이 비교적 사적이며 격식을 차리지 않고 표현해도 되는 내용
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질문하다’보다는 ‘묻다’를 쓴다. 이에 비하여 ‘질문하다’의 
경우에는 (ㄴ)과 같이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이 비교적 공적이며 격식
을 차려 표현 할 내용일 때에는 ‘질문하다’와 ‘묻다’ 모두 쓸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서도 ‘질문하다’가 ‘묻다’보다 더욱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무엇을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편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
로 말하다’라는 의미일 때에는 ‘질문하다’와 ‘묻다’를 두루 쓸 수 있는데 사적이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표현을 할 때에는 ‘묻다’를 쓰는 반면 공적이고 격식을 차려서 
하는 표현에서는 ‘질문하다’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문항 상황은 비교적 공식적인 상황이다. 앞에 살펴볼 수 있듯이 
‘질문하다’가 ‘묻다’에 비하여 공적이고 격식 있는 상황에서 많이 쓴다는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문하다’가 ‘묻다’보다 더 적합하다고 본다. 즉 문법적으로는 
둘 다 허용이 되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각했을 때에는 ‘질문하다’가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2) 용 범 의 차이 

23) 예문은『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했다.

1-5 다음 대화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십시오. 중국인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영희: 철수야,  저기 오시는 분이 A. 비슷하다 A. 42% A.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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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구어에서는 ‘비슷하다’가 ‘유사하다’보다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대
해 한국인 모어 화자의 85%가 ‘비슷하다’를 선택하였고, 중국인 학습자는 42%에 
그쳤다. 

‘비슷하다’는 두 대상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같은 점이 있는 것을 뜻한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른 
대상과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음을 뜻하게 된다. ‘유사하다’의 의미는 ‘비슷하
다’와 거의 구별되지 않지만 구어적이기보다는 문어적인 성격이 강하다.24)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4) 임홍빈(2013)의 『한국어사전』을 참조했다.

우리 선생님과 (     ).
 철수: 어, 그러네.

B. 유사하다
C. A, B 모두 가능
함

B. 20%
C. 38%

B.  0%
C. 15%

[표 15] 적용 범위에 따른 문항의 선택률

[2014년 7월 대련외국어대학 학습자(S3) 인터뷰 내용]
연구자: 이 문항에서 ‘비슷하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S3: ‘비슷하다’를 전에 배웠던 단어라서 친근감이 있어서 ‘비슷하다’를 선택했어요.

[2014년 9월 서울대학교 한국인 모어 화자(K1) 인터뷰 내용]
연구자: 이 문항에서 ‘비슷하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K1: ‘비슷하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의 대화 상황에 맞게 ‘비슷  

      하다’를 선택했어요.
   

위 인터뷰의 결과와 같이 ‘비슷하다’는 구어적인 성격이 더 강하며 ‘유사하다’는 
문어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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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미  사용 양상 비교

  (1) 표 상의 차이 

이 문항에 대해 90%의 한국인 모어 화자는 ‘겪다’를 선택하였고, 중국인 학습자
의 경우에는 63%만이 ‘겪다’를 선택하였다.  

‘겪다’와 ‘경험하다’는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보다’라는 뜻으로 유의 관
계를 갖으나 다음과 같은 의미 차이가 있다.

ㄱ. 그는 시련의 아픔을 겪어/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ㄴ. 지금까지 *겪어/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ㄱ)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에는 ‘겪다’와 ‘경험하다’를 다 쓸 수 있지만 
(ㄴ)과 같이 힘든 일이 아닌 경우에서 ‘경험하다’가 더 자연스럽고 ‘겪다’는 부자연
스럽다.

이와 같이 유의어 ‘경험하다-겪다’에서는 ‘경험하다’가 비교적 중립적인 표현 혹
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겪다’는 비교적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겪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과 같은 부정적인 일을 치러낸다는 의미를 어휘 자체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겪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어휘 자체에 가지고 있
는 반면 ‘경험하다’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차이가 있다.

2-1 의미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선택률
        겪다       경험하다
1)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나 시련을 당하여 견디며 살아 나가는 상태가 되
다. 

   ( √  겪다)

중국인 학습자 63%

한국인 모어 화자 90%

[표 16] 표현상의 차이에 따른 문항의 선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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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의 차이

이 문항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는 80%가 ‘원하다’를 선택하였고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58%만이 ‘원하다’를 선택하였다. 

‘바라다’와 ‘원하다’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어떠하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뜻
으로 서로 유의 관계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 차이를 보인다.

ㄱ. 누나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바란다/?원한다.
ㄴ. 철수는 친구를 원한다/*바란다.

(ㄱ)에서와 같이 ‘바라다’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어떠하게 되
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며 어떤 일이나 상태가 다른 사람이나 주변적인 상황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뜻이 강하다. ‘원하다’는 (ㄴ)와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도움이나 주변적인 상황에 의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바라다’보다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다. 

(3)  지시 범 의 차이

2-2 의미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선택률

        바라다      원하다
1) 어떤 대상을 가졌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간

절한 생각을 가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  √ 원하다  )

중국인 학습자 58%

한국인 모어 화자 80%

[표 17] 강도의 차이에 따른 문항의 선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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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90%가 ‘승리하다’를 선택하였고, 중국인 학습
자는 60%만이 선택하였다. 

‘이기다’와 ‘승리하다’는 모두 ‘겨루어서 승부를 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의
미 차이는 다음과 같다.

ㄱ. 전쟁에 이겼다/승리했다.
ㄴ. 그는 아픔을 이기고/*승리하고 다시 일어섰다.

(ㄱ)과 같이 ‘이기다’와 ‘승리하다’는 전쟁이나 경기에서 승부를 낼 경우에는 두
루 쓰일 수 있지만 (ㄴ)과 같이 육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견디는 경우에는 ‘이기
다’만 쓸 수 있다. 

‘이기다’는 상대와 겨루는 일에서 상대를 누르거나 상대방보다도 더 잘하는 것을 
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되는 작은 일에도 쓰이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장애·슬픔·흥분 등을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자기를 어떤 방향
으로 이끄는 힘이나 괴롭히는 것에 대항하여 극복한다는 것을 뜻한다. ‘승리하다’
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뜻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아
니면 안 된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극복한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승리하다’가 ‘이기다’보다 쓰이는 의미의 범위가 좁음을 알 수 있다.25)

25) 한국독서교육연구회(2011)의『혼동하기 쉬운 바른 우리말 쓰임』을 참조했다.

2-3 의미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선택률

        이기다  승리하다
다른 사람과의 다소 치열한 싸움에서 상태를 물
리치는 것을 뜻하다. 
( √ 승리하다 )

중국인 학습자 60%

한국인 모어 
화자 90%

[표 18] 지시 범위에 따른 문항의 선택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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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90%가 ‘쓰다’를 선택하였고, 중국인 학습
자는 56%만이 ‘쓰다’를 선택하였다.

‘쓰다’와 ‘사용하다’는 어떤 물건을 수단으로 하여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ㄱ. 건물을 쓰다/사용하다.
ㄴ. 꾀를 쓰다/*사용하다.
ㄷ. 떼를 쓰다/*사용하다.

(ㄴ), (ㄷ)과 같이 ‘쓰다’는 사람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들이는 것을 
뜻하지만 ‘사용하다’는 구체적인 대상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의 몸속
에 있는 어떤 것을 들이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자어 ‘사용하다’는 고유어 ‘쓰다’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김광해
(1989)에서 제시한 고유어 ‘쓰다’에 대응하는 한자어 목록에는 ‘사용하다, 이용하
다, 활용하다, 채용하다’ 등이 있다. 그러므로 ‘쓰다’는 비교적 포괄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고 ‘사용하다’는 부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자 화자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 양
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4 의미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
오. 선택률

        쓰다  사용하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물건이나 물

질을 도구나 재료가 되게 하는 상태가 되다.  
( √  쓰다)

중국인 학습자 56%

한국인 모어 화자 90%

[표 19] 지시 범위에 따른 문항의 선택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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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사  사용 양상 비교 

 위 표와 같이 ‘배우다’를 선택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100%이었으나 중국인 학
습자는 58%만이 ‘배우다’를 선택하였다.

‘배우다’는 고유어이고 ‘공부하다’는 한자어인데, 이 유의어 쌍은 공통적으로 ‘모
르던 것을 알아 가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 용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ㄱ. 수학을 배우다/공부하다.
 ㄴ. 아버지한테 술을 배우다/*공부하다.
 ㄷ. 배 안에서 배운/*공부한 버릇. 

3-6 다음 보기를 보고 (    )안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선택률

   보기:     ① 배우다    ② 공부하다

  아버지한테 수영을  (  √  배우다 )

중국인 학습자 58%

한국인 모어 화자 100%

[표 20] 통사적 차이에 따른 문항의 선택률(1)

[2014년 7월 대련외국어대학 학습자(S6) 인터뷰 내용]
연구자: ‘쓰다’와 ‘사용하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S6: 두 단어의 뜻이 거의 똑같아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014년 9월 한국인 모어 화자(K2) 인터뷰 내용]
연구자: ‘쓰다’와 ‘사용하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K2: ‘쓰다’는 ‘사용하다’보다 범위 더 넓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사용하다’보다  

  ‘쓰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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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과 같이 ‘배우다’는 정신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기능에 대하여 두루 쓰
인다. 그러나 ‘공부하다’는 (ㄱ)와 같이 지식이나 학문에 대해서만 쓰이고, 신체적
인 기능이나 버릇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아서 두 어휘의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배우다’와 ‘공부하다’의 결합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또 ‘교환하다’와 ‘바꾸다’의 문항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는 100%가 ‘바꾸다’를 
선택하였는데, 중국인 학습자의 선택률은 45%에 그쳤다. 

‘바꾸다’는 어떤 물건을 주고 그 대신 다른 물건을 받는다는 뜻이며, 다른 상태
로 만들거나 다른 것으로 갈아 치우는 것 등을 뜻한다. ‘교환하다’는 사람과 사람
이 물건이나 생각 등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바꾸다’와 ‘교환하다’의 결합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3-4 다음 보기를 보고 (    )안에 알맞은 단
어를 넣으십시오. 선택률

 보기:     ① 교환하다    ② 바꾸다

미나가 머리 모양을 단발로 (  √   바꾸다  )

중국인 학습자 45%
한국인 모어 화자 100%

[표 22] 통사적 차이에 따른 문항의 선택률(2) 

변별 결합 공통 결합
배우다 수영을 ~/담배를 ~/

생활 태도를 ~/가치를 ~ 외국어를 ~/법률을~
공부하다 -

[표 21] ‘공부하다-배우다’의 결합 구성

변별 결합 공통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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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중국어상의 의미가 대개 일치하여도 그 단어와 조합할 수 있는 단어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동일하지 않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단어
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문장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
한 오류는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만을 생각하고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서 자주 발생
한다. 그 단어의 성질과 문장 내에서의 성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능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합해야 한다. 결합관계의 단어는 고정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끼
리 함께 묶어서 학습시키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유의어는 혼동을 야기하는 이유
를 철저히 인식하여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3. 유의어의 오류 원인 분석

이 절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유의어 오류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학습자
의 오류에 대하여 코더(Corder, 1981)는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 환
경 요소’로 오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정희(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오류를 원인에 따라 정리하여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도 코더와 같은 입장
에서 오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어의 부정적 전이에 의한 오류, 고
유어와 한자어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오류, 교육과정의 영향에 의한 오류
를 범하였는데, 이 같은 세 가지의 오류 원인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바꾸다 머리 모양을 ~/ 을 ~/
법을 ~ 선물을~(뜻이 다르다)/

시계를 빵과 ~교환하다 전화번호를 ~/ 입장을~/
의견을 ~

[표 23 ] ‘교환하다-바꾸다’의 결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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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한자어의 부정  이에 의한 오류

조세용(1985)에 의하면 한국어에 한자어가 유입, 생성되는 과정은 다음 다섯 가
지로 설명된다.

(1) 사서삼경을 비롯하여 효경, 문선 등 중국의 고전과의 접촉을 통한 유입
(2) 중국과의 직접 접촉, 주로 경제적 접촉을 통해 들어온 중국어계 한자어의   

      유입
(3)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범어계 한자어의 유입
(4) 일본의 강점에 의한 일본어식 한자어의 유입
(5)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어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한자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에서 사용하는 한자어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어가 의미나 용법의 차이를 가지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한자어
와 한국 한자어의 차이에 대해 유의하지 않으면 많은 오류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오류의 원인을 살필 때는 모국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국어와 목표
어 간의 차이가 많을 경우 모국어에 관한 지식이 목표어 습득에 간섭 현상을 일으
키게 된다. 황종배(2006)는 오류 분석에서 가장 현저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
류는 역시 모국어의 전이에 의한 오류라고 하였다. 즉 모국어가 제2언어 학습에서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습자들의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모국어의 언어적 체계가 제2언
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교사나 학습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다. 강현화(2000)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해 보면 모국어 대 목표어의 일
대일 어휘 교체에 의한 오류와 유사 의미의 의한 오류의 빈도가 높으며, 사전에서 
찾은 단어가 문맥이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도 많다고 하였다.

라도(Lado, 1957)는 모국어와 유사한 요소들은 배우기가 쉬울 것이고 다른 요
소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외국어 어휘를 습득할 때 가장 큰 영향



- 55 -

을 미치는 요인이 모국어 어휘라고 보고, 형태, 의미, 분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외국어 어휘 습득의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라도가 분류한 어휘 습득의 
비교 유형과 유형별 난이도는 다음과 같다.(이정희(2002)에서 재인용)

첫째,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경우: 쉽다
둘째, 형태는 유사하나 의미가 다른 경우: 어렵다
셋째, 의미는 유사하나 형태가 다른 경우: 보통
넷째, 형태가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경우: 어렵다
다섯째, 어휘 구조가 다른 경우: 어렵다
여섯째, 기본 의미는 같으나 함축 의미가 다른 경우: 어렵다
일곱째, 의미는 유사하나 지리적 분포상에 제약이 있는 경우: 어렵다

위의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한자어를 습득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자어가 오랫동안 한국어에서 사용되면서 
의미나 형태, 활용에서 변화를 입어 중국어와 이질성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예컨
대 동음이의어, 동형이의어 등 한자어와 자순, 어소의 차이를 보이는 한자어, 한자
어 의미의 확대, 감소, 전이 등과 화용에서의 변화 등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부정
적인 간섭을 주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사성 또한 일
정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확연한 공통점 때문에 학습자가 오히려 미세한 차
이를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마금선, 2012)

김충실(2006)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
래어 중 한자어가 반수 이상이라면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로 어휘 공부가 쉽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전이 또한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유의어군 중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응 관계가 어휘 교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어 어휘에 한자어가 많은 것은 중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학습자
들보다 쉬운 점이자 강점이 되겠지만 반면에 어려운 점도 많다. 어휘 습득에서 가
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국어 전이가 일어난 상황에서 무조건 모국어의 해당 어휘
를 대체한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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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한자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 문항은 비공식적인 상황이라서 ‘생기다’가 ‘발생하다’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58%의 중국인 학습자는 단어 ‘发生(fasheng)’의 발음상의 유사점 때
문에 ‘발생하다’를 선택했다. 이와 같이 중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는 고유어와 한
자어 간의 유의어군의 의미 변별 중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사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오류를 범한 다른 학습자에게도 유사한 응답이 보이며 한자어의 음역으
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오류

1-3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십시오.  
(상황) 학생 두 명이 교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情景) 两名学生在教室里聊天。        
가: 교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甲：教室里的人都去哪了？
나: 밖에 무슨 일이  (   ) 것 같은데 우리도 가 볼까?   
乙：外面好像发生什么事了，我们也去看看啊？    
A. 생긴    B.  발생한     C. A,B 모두 가능함

[표 24] 설문지 문항 예시(1)

[2014년 7월 대련외국어대학 학습자(S1) 인터뷰 내용]
연구자: 이 문항에서 ‘발생하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S1: 중국어 번역에서 ‘发生’ 그대로 선택했어요. 중국어 ‘发生’는 한국어에서 ‘발  

      생하다’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하다’를 선택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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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상 한자어도 
외래어 범주에 속해야 하지만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역사가 오래되고 이
로 말미암아 한국어에 차용된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국어 어휘의 특징 중 하나는 유의어가 많다는 것이다. 의미상 유사성은 있으
나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모든 경우에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없
어서 학습자들이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
어가 공존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 한자어와 고유어는 함께 오
래전부터 한국어를 구성해 왔기 때문에 둘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
고 있는데 이러한 고유어와 한자어는 보통 일대다 대응 관계를 형성하는데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문맥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
정이 없이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언중들의 언어 습관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해
야 하기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또한, 고유어와 일대다로 대응되는 한자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생
성되는 오류가 많다. 구체적인 장르, 또는 문맥에 따라 한자어를 사용해야 할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초래하는 오류들이다. 이는 한자어가 전문용어로 많이 
쓰이지만 이미 언어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서 그 사용 범위가 넓어져 고유어
와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사들의 어휘 교수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다.(마금선, 2012)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사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6 다음 보기를 보고 (    )안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보기:     ① 보호하다    ② 지키다
  집을 ( 보호하다/ 지키다 )  √지키다

[표 25] 설문지 문항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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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해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변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오류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3.3. 교육과정의 향에 의한 오류

김정숙(1992)에서 교육과정(curriculum)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 
특정 언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과 목적을 포함한 전체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정희(2002)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한국어 학습자가 공식적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칭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
한 맥락에서 유의어 교육과정의 문제점도 크게 한국어 교재의 문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문제, 학습자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인 학습자가 대학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는 
유의어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미미하다. 또한 수업에
서 교사가 유의어를 교수하였을 때 두 단어의 의미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두 단어가 각각 실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앞뒤에 어떤 단어와 같이 쓰이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교수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학습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에서 유의어
를 배워 본 적이 있지만, ‘유의어에 대해 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의어의 학습 경로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하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38%에 그쳤다. 대부분 학생들이 사전을 찾으면서 혼자 공
부하거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다고 하였다. 또한 사후 인터

[2014년 7월 대련외국어대학 학습자(S5) 인터뷰 내용]
연구자: 이 문항에서 왜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S1: 두 단어의 중국어 뜻은 다 ‘保護’라는 뜻이라서 사용상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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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에서 학습자들이 대표적인 대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학습자들의 대답을 보면, 학습자들이 유의어를 학습할 때 교재나 교수 상
황에서의 설명은 간략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국
어 유의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학습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잦
은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7월 대련외국어대학 학습자 인터뷰 내용]
연구자: 유의어를 어떻게 공부했어요?
S1: 교재에서 관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질문할 때만 선생님이 설명해주었어요.  
S2: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의미 차이와 예문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  

       도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되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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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설계

앞서 Ⅱ장에서 밝힌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목록 선정 원리와 Ⅲ장에서 살펴본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의 유의어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을 위한 유의어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실제 모형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목표

브라운(Brown, 2001)에서는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6) 민현식(2008)에서는 교수·학습의 목적이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교수·학습의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결과를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체계
적인 행동 중심의 목표일수록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의미하다고 주장하였
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어의 교수·학습의 목적과 목표로 나누어 자세히 
설정하고자 한다.

구본관(2011)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를 일반적으로 어휘력, 어휘 사용 능력, 
어휘 능력 등으로 지칭되는 어휘와 관련된 능력의 신장으로 보고 어휘에 대한 지
식, 어휘의 활용, 어휘에 대한 태도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28) 이에 따라 조

26) 브라운(Brown, 2001)에서는 교수·학습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목표는 학습 유형과 특정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목표는 학습자들의 유형이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3. 목표는 관련 교사들의 합의 하에 설정해야 한다.
4. 목표는 교실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교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범이 되
   지 않아야 한다.
5. 목표는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관점을 반영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6. 위의 요소와 관련하여 목표는 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7) 민현식(2008)에서는 언어 교육과정에서의 목적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1.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
   하는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한다.
2.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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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중국인 학습자들의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의 인식과 사용의 실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의
어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휘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
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유의어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자 수준별로 단계적인 목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Ⅲ장에서 제시한 중국인 학습자의 유의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유의어 교육의 학습자 수준별 목표를 설정한다. 

첫 번째 목표는 중급 단계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에 대한 인식의 학
습이다. 초급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어휘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유의어
의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급부터 유의어를 이용한 학습 방법을 사용
하고,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두 번째 목표는 고급 단계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의 사용 능력에 대
한 강화이다. 실생활에서 어휘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에 대한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
요하며,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유의어 교수·학습의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28) 구본관(2011)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를 선행 연구와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 귀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어휘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의 향상에 있다.
     나. 이때 어휘 능력이란 어휘에 대한 지식, 어휘에 대한 활용을 포함한다.
     다. 어휘 교육의 목표에 어휘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구별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라. 어휘에 대한 지식은 양적 지식과 질적 지식(음운에서 화용, 어휘 관계 지식, 어원,  

      단어 형성법 등)을 포함한다.
     마. 어휘에 대한 활용에는 표현과 이해 양 측면에서의 어휘 사용 능력을 포함한다.
     바. 어휘 사용 능력은 규범적 사용과 창의적 사용을 포함한다.
     사. 표현과 이해는 각각 구어와 문어 상황을 포함하므로 표현은 말하기, 쓰기, 문학 창  

      작, 이해는 듣기, 읽기, 문학 감상 등과 국어 교육의 여러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 여기에 더하여 어휘에 대항 지식이 주로 문법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  
      하면 어휘 교육은 국어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다.

     아. 어휘에 대한 태도에는 국어 의식(어휘적 민감성의 문제 포함), 국어 문화 등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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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금까지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유의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살
펴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유의어의 교수·학습 시에 그 목표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을 설계를 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내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내용은 Ⅲ장에서의 실험 결과와 오류의 원인 분
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다. 우선 Ⅲ장에서의 설문조사에서 유의어에 대
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유의어 사용 양상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
여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서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Ⅲ장에서 밝혔듯이, 대다수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금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의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교재에서 유의어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수업에서 간단히 의미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Ⅲ장 내용을 바탕으로 유의어 교육을 위한 내용적 지식을 구축하고, 체
계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유의어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유의어 

목적
중국인 학습자가 고유어와 한자어 간 유의어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맥락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유의어를 상황
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휘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1.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2.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표 26] 유의어 교수·학습의 목적과 목표



- 63 -

의미 분석 유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화용적 차
이에 대한 이해와 사용’,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사용’, 
‘고유어와 한자어의 통사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사용’으로 구성한다. 

먼저 Ⅱ장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한국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에 대
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 유형이 다양하게 분석
되지만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의 간단한 의미 제시만으로는 학습자들이 그 차이점
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모두 같은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의미의 변별성을 제시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학습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고유어
와 한자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고유어와 한자어의 화용  차이에 한 이해와 사용

유의어 의미 분석 유형 한자어 고유어 예시
화용적

차이 유형
상황의 차이 유형 공식적 비공식적 통지하다-알리다

적용 범위의 차이 유형 전문적 일상적 유사하다-비슷하다

의미적 
차이 유형

표현상의 차이 유형 긍정적 부정적 경험하다-겪다
강도의 차이 유형 강조적 평조적 원하다-바라다
지시 범위의  유형 부분적 포괄적 사용하다-쓰다

통사적 
차이 유형 통사적 결합의 차이 유형 단순한

문장 유형
 복잡한

문장 유형 공부하다-배우다

[표 27]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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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상황의 차이 유형(공식 -비공식 )

유의어 ‘통지하다-알리다’의 경우, ‘통지하다’는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한다는 뜻
이며, ‘알리다’는 ‘알다’의 사동사로서 ‘통지하다’와 공통적으로 ‘알게 하다’라는 기
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을 나타내거나 표시하다’라는 뜻도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두 어휘 간의 사전적 의미 차이에만 주목하였을 뿐 변별
적인 화용적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인 학습자는 두 어휘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빈번한 오류를 생성하였다.

그러나 ‘통지하다’와 ‘알리다’는 의미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담화 상황이 
다르다. 즉, 어떤 내용을 알게 할 때 그 내용이 비교적 사적이며 격식을 차리지 않
고 표현해도 되는 내용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지하다’보다는 ‘알리다’를 사용한
다. 그리고 비교적 공적이며 격식을 차려 표현 할 경우에는 ‘알리다’와 ‘통지하다’
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알리다’보다는 ‘통지하다’가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된
다.

ㄱ. 친구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나에게 알렸다/*통지했다.
ㄴ. 면접 일정은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 예문과 같이, (ㄱ)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알리다’만 쓸 수 있고 (ㄴ)에서
는 ‘알리다’를 쓰면 비문은 아니지만, ‘통지하다’보다는 자연스럽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의어 어종 공통적 의미 사용 상황
통지하다 한자어

알게 하다
공식적

알리다 고유어 비공식적
[표 28] 상황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의 변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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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용 범 의 차이 유형( 문 -일상 )

유의어 ‘신속하다-빠르다’의 경우, ‘신속하다’와 ‘빠르다’는 공통적으로 ‘어떤 동
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의미적 유사성을 지
닌다.

  ㄱ. 그는 말이 빠르게/*신속하게 하는 편이다.
  ㄴ. 신중하면서도 동시에 빠르게/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수사관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위의 예문과 같이, ‘빠르다’는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많이 쓰는 데 비하여 
‘신속하다’는 문어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ㄴ)과 같이 ‘빠르다’를 사용
해도 비문은 아니지만 ‘신속하다’가 더 자연스럽고 적합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  차이에 한 이해와 사용

 2.2.1.  표 상의 차이 유형( 정 -부정 )

유의어 ‘몰두하다-빠지다’의 경우, ‘몰두하다’와 ‘빠지다’는 모두 ‘어떤 일에 정신
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빠지다’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라는 부
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의어 어종 공통적 의미 적용 범위
신속하다 한자어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전문적

빠르다 고유어 일상적
[표 29] 적용 범위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의 변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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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그는 연구에 빠진다/몰두한다.
ㄴ. 그는 슬픔에 빠져서/*몰두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

위 예문 (ㄴ)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논항으로 올 때에는 ‘몰두하다’가 매우 
부자연스럽고 ‘빠지다’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ㄱ)과 같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경우에는 ‘빠지다’와 ‘몰두하다’를 두루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몰두하다’는 
긍정적인 성격만을 지니고 있는 반면 ‘빠지다’는 부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2.  강도의 차이 유형(강조 -평조 )

유의어 ‘유쾌하다-기쁘다’의 경우, ‘유쾌하다’와 ‘기쁘다’는 ‘어떤 사실이나 일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있다’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기쁘다’는 ‘무
엇인가 결여된 상태에서 채워지거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 좋은 느낌을 가지다’를 
의미하며, ‘유쾌하다’는 주로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 상쾌한 상태’를 나타낸다.

ㄱ. 언니는 오늘 하루 종일 기쁘지/유쾌하지 않다.
ㄴ. 유쾌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일도 즐거운 마음이 들 수 없다.
‘유쾌하다’는 ‘즐겁다’보다 상쾌한 의미가 더하고 정도 면에서 ‘즐겁다’보다 소극

적인 감정 상태를 보인다. 두 어휘가 지시하는 심리 상태가 같지만 ‘즐겁다’에 비
하여 ‘유쾌하다’는 기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의미상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의어 어종 공통적 의미 표현 차이 
몰두하다 한자어 어떤 일에 정신을 

기울이다
긍정적

빠지다 고유어 부정적
[표 30] 표현상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의 변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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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지시 범 의 차이 유형(부분 -포 )

 
유의어 ‘건축하다-짓다’의 경우, ‘건축하다’와 ‘짓다’는 모두 ‘건물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건축하다’는 건물의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짓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뜻해서 재료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ㄱ. 이번 무역 박람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빈 병을 이용해 전시관을
   지었다/건축하였다.
ㄴ. 이 집은 나무로 지어서/*건축해서 아주 튼튼하다.

위 예문과 같이 ‘짓다’는 ‘건축하다’에 비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쓰인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즉 ‘짓다’의 지시 범위는 포괄적인 반면에 ‘건축하다’는 상대적으
로 부분적인 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의어 어종 공통적 의미 지시 범위
건축하다 한자어 건물을 만들다 부분적

짓다 고유어 포괄적
[표 32] 지시 범위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의 변별 특성

유의어 어종 공통적 의미 적용 범위
유쾌하다 한자어 어떤 사실이나 일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있다.

강조적
기쁘다 고유어 평조적

[표 31] 강도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의 변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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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유어와 한자어의 통사  차이에 한 이해와 사용

 
유의어 ‘수리하다-고치다’의 경우, ‘수리하다’와 ‘고치다’의 공통적인 의미는 고

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한다는 뜻이다. ‘수리하다’
는 한자어로서 고유어 ‘고치다’보다 선택제약이 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두 어
휘의 통사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ㄱ. 그 집은 오래전에 지어서 수리할 곳이 많다.
ㄴ. 그는 나무 상자를 고쳐서 개집으로 만들었다.
ㄷ. 늦잠 자는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예문을 보면 ‘수리하다’의 경우 주로 ‘〜을 수리하다’ 형식으로만 나타나지만 ‘고
치다’의 경우 ‘〜을 고치다’뿐만 아니라 ‘〜을~으로 고치다’로도 표현한다. 아울러 
‘수리하다’는 구체적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고 ‘고치다’는 추상 명사가 선행하
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방법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유의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유의어의 교수·학습의 내용과 앞에 Ⅱ장, Ⅲ장에서 살펴본 유의
어의 특징과,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의어 사용 양상과 오류 등을 고려
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의어 어종 결합관계 문장 유형
수리하다 한자어 구체적 명사 단순한 문장
고치다 고유어 추상적 명사 복잡한 문장

[표 33] 통사적 차이에 따른 유의어의 변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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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 교육은 주로 의미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의미에 
초점을 두는 의미 중심 접근 방법에 바탕을 두고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롱(Long, 1991)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접근 방법으로 형태 중심 접근법(Focus 
on forms), 의미 중심 접근법(Focus on meaning), 형태 초점 접근법(Focus on 
form)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황선유(2005)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명확
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 표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의미 중심 접근법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
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장 및 Ⅲ장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유의
어의 화용, 의미, 통사적인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화용, 의미, 통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교수법을 적용시키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맥적 
정보를 활용한 화용적 차이 교육, 어휘장을 활용한 의미적 차이 교육, 연어를 활용
한 통사적 차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3.1. 문맥  정보를 활용한 화용  차이 교육

문맥이란 특정 언어 단위의 전후에 위치하여 그 언어 단위의 용법에 제약을 가
하거나 의미를 밝혀 주는 발화의 한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의미 추론에 필요
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 구, 절 등을 이르는 말이다.(박경자 외, 2001)

분류 소분류 주요 초점 주의집중 변화

의미중심 접근법
(Meaning-based 

approach)

의미중심 교수법
(Focus on meaning) 의미 없음

(의미에만 주의집중)
의미중심 형태교수법

(Focus on form) 의미 
있음

(때때로 형태에 
주의집중)

구조중심 접근법
(Structure-based 

approach)
형태중심 교수법

(Focus on forms) 형태 없음
(형태에만 주의)

[표 34] 언어 교수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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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애(1992)는 문맥을 활용한 방법은 전통적으로 의미 있는 어휘 지도 방법으
로 어휘력의 신장을 이루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영(2005)에서
는 낯선 어휘에 대한 문맥적 정보를 발견하면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어
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활동이 추론이라고 하였다. 학습자는 글을 읽는 과
정에서 낯선 어휘를 만나게 되면 문맥적 정보를 찾아 그 어휘의 의미에 대한 가정
을 세우고, 새로운 정보를 첨가하면서 낯선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고 하며 
문맥을 활용한 방법은 어휘 학습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어휘의 의미를 단순히 암기하다 보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에는 어떠한 표현으
로 사용해야 좋을지 막막하다. 이는 유의어뿐만 아니라 어휘를 의미로만 파악하려
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유의어는 의미적 차이, 화용적 차이, 통사적 차
이 등의 유형별 차이를 명확히 알고 문맥에서 사용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전후 문맥을 통하여 이해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문맥을 
활용하는 어휘 학습은 어휘 하나하나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문맥을 탐색하고, 
의미를 추론, 학습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화용적 차이 유의어를 변별할 때 문맥을 활용한 
지도법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화용적 차이 유형은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가 명
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어휘의 뜻을 추론하는 활동을 통
해, 유의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상황적 특징 또한 습득이 가능하다. 즉 특정 어휘의 
정의를 알려주지 않고 앞뒤 문맥을 파악하여 상황에 적절한 어휘의 뜻을 추론하도
록 한다. 

문맥적 정보는 ‘독자의 사전 지식’에 관한 것과 ‘글’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진
다. 맥컬러프(Mccullough)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문맥적 정보를 제시하였
다.(황정희(2009)에서 재인용)

정의(Definition) 모르는 낱말은 내용에서 정의된다.
비교(Comparison) 글에서 대조어는 익숙하지 않은 낱말 확인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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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문맥적 정보의 분류

또한 정인숙(1995)은 인쇄상의 정보, 그림이나 도표 정보, 통사적 정보, 의미정
보의 네 가지 문맥적 정보 유형을 제시하였다. 황정희(2009)에서는 유의어 의미 
분석에 주로 쓰이는 문맥적 정보는 정의, 관련구나 절, 중심 개념의 상술, 비유적 
표현, 지시어, 접속어, 예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가 유의어의 의미를 변별하기 위해 문맥적 추론 과정과 그 정보들을 학습 
했을 때 효과적으로 유의어의 미세한 의미 변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문맥적 정보를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화용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상에서 제시
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마련한 유의어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활동 예시1]

아래 제시한 연습 문제는 상황이 주어진 문맥 내에서 학습자들이 고유어와 한자
어의 화용적인 차이를 추론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유의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문맥에 어울리는 유의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 배운 유의어
의 사용법과 어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

요약(Summary) 익숙하지 않은 낱말은 그것에 앞서는 뜻의 개요를 보면 
된다. 

친숙한 표현
(Familiar 
expression)

익숙한 표현에 대한 지식은 자주 읽는 이에게 새로운 
낱말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경험(Experience) 읽는 이의 경험 배경을 모르는 말을 확인하는 데 도움
을 준다.

유의어(Synonym) 모르는 낱말이 포함된 글에서 유의어의 인지가 도움이 됨
을 인정한다.

 다음 대화를 읽고 상황에 맞는 단어를 골라서 빈칸을 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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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예시2] 

학습자들이 단어의 의미를 연상하면서 두 문장에서 유의어 관계에 있는 두 단어
를 지우고 서로 교체해 본다. 그 다음에 두 문장의 어색한 점을 느끼게 하고 두 
단어의 의미가 서로 유사하지만 화용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3.2. 어휘장을 활용한 의미  차이 교육

어휘장 이론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훔볼트(Humbolt)의 ‘장이론(field theory)’을 
들 수 있다. 훔볼트는 ‘언어에 있어 개별적인 것은 없으며 언어의 각 요소는 전체
의 부분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였으며 ‘언어는 그 존재의 어느 순간에나 전체를 
형성해 주는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였다.(정시호(1994)에서 재인용) 

김광해(1993)는 어휘장 이론이란 장이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어휘소

A: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
B: 정말? 우산을 챙겨야겠네.
A: 내 우산이 고장 나서 버렸어. 
   새 거 아직 못 (     )(사다/ 구매하다).
B: 걱정 마. 같이 우산을 쓰자.
A: 고마워.

‘내다’가 나오는 문장과 ‘제출하다’가 나오는 문장을 각각 교체해 보십시오.

▶ 할아버지는 수십 년 모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금으로 냈다.
▶ 성적 증명서를 첨부해서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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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각각 개념적으로 또는 연상 관계에 의해서 다른 어휘소들과 
더불어 어떤 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어휘 구조를 관찰하는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구본관(2005)에서는 어휘장(lexical field) 혹은 단어장, 의미장 이론으로 불리는 
이 이론은 단어의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기술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고, 이 이
론은 음운론에서 음소를 자질의 합으로 기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어를 의미 자
질의 합으로 기술했다. 다음과 같이 예시를 제시했다.

가. 쓰다: [+착용], [+머리부]
나. 끼다: [+착용], [+손]
다. 입다: [+착용], [+몸체]
라. 신다: [+착용], [+발]

어휘장 이론은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주고,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진 어휘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준다.

어휘장을 활용한 방법은 무의미한 단어 암기보다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기적인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한다.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을 하는 과정
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 
방법은 의미 성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어휘들 사이의 의미 차이를 명시적으로 기
술한 경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유의어 등에서 의
미 성분을 적절히 설정하여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어휘들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휘장 이론을 기본으로 유의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2개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
다. 하나는 유의어가 갖는 의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개별 유의어군의 어휘 이질
성을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사가 갖는 통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문장의 
선택제약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마릉연, 2012) 본고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휘장을 중심으로 한 의미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
다.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 74 -

[활동 예시1]

교사는 두 단어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유의어 쌍의 공통적인 의미와 차이를 설
명하도록 한다.

[활동 예시2] 

교사는 아래와 같은 어휘장 내에 속한 어휘들을 그림과 함께 학습자들에게 보여
준다. 학습자가 그림과 어울리는 단어를 연결해서 말해 보게 한다. 학습자가 어울
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설명해 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단어를 
접할 때 부담감을 줄이고 연상을 용이하게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두 단어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 아래 표를 채우십시오. 

유의어 어종 공통적 의미 변별적 의미
빠지다

몰두하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빠지다-몰두하다

(1) 연구에 (      )                                (2) 물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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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어를 활용한 통사  차이 교육

연어(collocations)는 퍼스(Firth, 1957)에 의해서 맥락적인 환경, 즉 공기 관계
를 통해서 구별이 된다고 하였고, 로빈스(Robins, 1980)는 연어는 한 어휘가 다른 
특정 어휘와 습관적으로 연합한 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안재경(2012)에서 재인
용) 임홍빈·임근석(2004)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어휘소들 사이에 전형적으로 
결합되는 공기 관계가 성립할 때 이들 어휘소의 연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연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휘 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연어 정보
는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지혜(2006)에서는 연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 역시 유의어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의어 교육 시 연어 정보를 제공하면 유의
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희재(2013)에서는 연어 정보를 활용한 
교수법은 연어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나 
유의어 분석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통사적인 차이 유형은 각각의 유의어와 결합할 수 있는 논항
의 제약이 있어 통사적인 결합 차이로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
다. 이 유형은 두 단어의 제약적 결합 구성과 공기 관계에 초점을 두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통사적인 차이를 변별하는 데 연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연어를 통해 
유의어 의미 차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명사 논항을 통한 비교가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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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에서 빈도가 높은 명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다음은 가장 전형적으로 연어 정보를 활용하여 통사적인 차이를 연습을 시키는 

교육 방법의 예시이다.

[활동 예시1]

두 단어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명사와 각각 변별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에 대
한 연습을 하게 한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유의어의 통사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효
과적으로 교육·학습할 수 있는 활동이다.  

[활동 예시2]

아래는 연어 정보를 통해 유의어 간의 통사적인 차이를 파악하는 연습이다.

 다음 문장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    )에 넣으십시오.

(1) 철수가 (     )와/과 (      )을/를 바꾸다.
(2) 영미가 (     )을/를 (      )(으)로 바꾸다.
(3) 준희가 (     )와/과 (      )을/를 교환하다.

동료/의견   머리 스타일/단발    친구/자리

 다음 문장에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교환하다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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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실제와 효과

4.1. 교수·학습 모형 설계

지금까지 Ⅱ장의 한국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와 Ⅲ장에서의 사용 양상
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유의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어휘 교수 모형을 고찰하고, 앞 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
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한국어 유의어 교육의 실제 수업 모형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루이스(Lewis, 1993)가 제시한 ‘관찰·가설·실험(OHE: 
Observation-Hypothesis-Experiment)’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 발전시켜 어휘 교육
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보충적인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29) 그러나 이종
은(200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루이스 교수법이 지닌 가장 큰 약점은 아쉽게도 
이 과정을 언어 학습 이론과 연결 짓는 자세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9) 루이스(Lewis, 1993)에서는 간단히 한 줄로 언급되는 것에 그칠 뿐 실제 언어 교육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O-H-E’ 과정은 결국 자연적 

모형 단계 특징과 문제점

OHE 관찰
Observation

인지·인식을 위한 
과제

학습자 중심 
하향식(top-down) 접근

(1) 수업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     )
(2) 영미는 머리 스타일을 (     )
(3)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      )
(4)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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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슈미트
(Schmitt, 2000), 베츠톤(Batstone, 1996), 톰린슨(Tomlinson, 2003), 손버리
(Thornbury, 1997)에서 논의되는 ‘발견과 인식(Noticing, Language Awareness
)’30)을 첨가하여 ‘O-H-E’를 교수 방법론으로서 고안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O-H-E’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수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Lee-Smith(2006)에서 재인용)

먼저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통해 어휘항목을 인지․인식할 수 있는 관찰
(Observation) 단계를 거친다. 학습 자료는 구어/문어 텍스트(사전, 말뭉치 자료 
포함), 그림, 미디어 장면, 오디오 클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의 실제 자료를 

언어 습득 과정에서 바로 이 과정을 거쳐 외국어가 습득된다는 주장이다. 
30) 톰린슨(Tomlinson, 2003)에서 제시하는 ‘인지와 인식’의 개념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

견하고 인식하는 학습 과정이고, 이 원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Lee-Smith(2006)
에서 재인용)

  ㄱ. 학습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의 자질들에 대해 의도적인 집중을 하는 학습자 자신들  
  의 목표언어 수행과 모국어 화자나 그에 가까운 유창성을 지닌 화자들의 언어 수행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ㄴ. 발견․인식은 언어 자질을 두드러지게 한다. 따라서 나중에 새로운 언어 입력을 받을    
   때에도 점점 더 쉽게 발견․인식하게 되어 결국 학습자들이 그 언어자질(language-     
   features)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ㄷ. 교사와 학습 자료의 주요 임무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언어가 사용되는가를 발견․  
  인식하는 것을 돕는 데에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이 교사나 학습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언어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ㄹ. 학습 항목을 교사가 바로 설명하거나 분석하기 이전에 학습자들이 관찰하고 인지․인식하  
  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ㅁ.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학습과정을 통해 (구어/문어) 텍스트 안에서 특정 언어 자질들을  
  발견한 후 그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 내재  
 화까지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언어를 학습/습득해 나간다.

가설
Hypothesis

관찰·발견을 위한 
과제

언어 사용과 유창성에 초점
개념과 인지 중심의 학습 과정 
중시
교수항목의 통합적 학습
과제 중심, 내용 중심, 코퍼스 
중심의 학습

실험
Experiment

탐구·시도를 위한 
과제

[표 36] OHE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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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학습자의 관찰로 인지․인식 과정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관찰 단계에서 발견한 어휘항목의 의미 기능과 적절한 사
용 방법을 분석하고 내재된 규칙에 대한 가설(Hypothesis)을 도출해 보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어휘항목에 대한 연습도 과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데, 주로 학습자들을 쌍이나 소집단으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한 후 모두 함께 나
누고 비교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어휘항목을 학습한다.

이어서 학습자들은 어휘항목을 통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실험
(Experiment) 단계를 통해 어휘항목에 대한 자신감을 늘릴 수 있는 의사소통 활
동을 한다.

끝으로 연습(Practice)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통제하도록 한다.
위에 제시한 대로, ‘O-H-E’ 방법론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는’31) 교수·학습과정을 가능하게 해 주며,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떻
게 언어가 사용되는가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
로는 학습자들이 자립적으로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작용한
다.

본고에서는 OHE 모형을 바탕으로 유의어 교육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찰-발견- 
실험-연습’의 네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상황 
차이 유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업 구성 

31) 이해영(2001)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
로 학습자가 주도적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요건 중의 
가장 큰 요소라고 한 바가 있다.

학습 대상 중국어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

학습 주재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상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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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내용

(3) 수업 절차

 ① 관찰 단계(15분)

교사는 유의어 교육을 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맞는 본문을 만들고, 이 본문을 바
탕으로 단계적 절차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사는 학습자에게 유의어가 사
용된 문장을 관찰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어떤 대화 상황인지를 추측하고 밑줄 친 
단어의 유의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
◎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의 차이를 이해한다.
◎ 대화나 문장 속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유의어 단어를 골라  
    쓸 수 있다.

학습 시간 45분

목표 어휘
구입하다-사다
판매하다-팔다
통지하다-알리다

영희: 오후에 수업이 없는데 우리 영화 <인터스텔라> 보러 갈래?
철수: 이 영화를 볼 사람이 많을 텐데 영화표는 미리 사야 돼.
영희: 그래? 어디서 사는 건데? 영화관?
철수: 내가 저번에 알려준 사이트에서 살 수 있어.
영희: 영화관 말고 인터넷에서도 영화표를 파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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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견 단계(10분)

교사는 이 단계에서 유의어 쌍을 제시해 주고 학습자에게 유의어의 의미와 용법
을 사전 찾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이 유의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교 및 토론하
도록 한다.

(1) 구입하다-사다
     ∙ 구입하다: 물건을 사들이다.
     ∙ 사다: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

(2) 판매하다-팔다
   ∙ 판매하다: (사람이 상품을)값을 받고 팔다.
   ∙ 팔다: 값을 받고 넘기다.

(3) 통지하다-알리다
   ∙ 알리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소개하여 알게 하다.

아래의 대화를 잘 읽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말해보세요.

영희: 오후에 수업이 없는데 우리 영화 <인터스텔라> 보러 갈래?
철수: 이 영화를 볼 사람이 많을 텐데 영화표는 미리 사야 돼.
영희: 그래? 어디서 사는 건데? 영화관?
철수: 내가 저번에 알려 준 사이트에서 살 수 있어.
영희: 영화관 말고 인터넷에서도 영화표를 파는구나!  

(대화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이때 교사는 이 대화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라
는 것을 알리며 학습자에게 밑줄 친 유의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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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 단계(15분)

각 모둠이 돌아가면서 만든 예문과 토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 후 부족
한 부분을 교사가 설명한다. 단,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
명을 준비해야 한다. 

예)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

제시한 유의어 ‘구입하다-사다’, ‘통지하다-알리다’, ‘판매하다-팔다’에서 각각 
‘구입하다’, ‘통지하다’, ‘판매하다’가 ‘사다’, ‘알리다’, ‘팔다’에 비하여 공적이고 격
식 있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이와 같이 공식 혹은 비공식의 상황인지에 따라 유의
어의 의미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격식 있게 표현을 할 때에는 고유어보다
는 비교적 한자어를 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을 언급한다. 

④ 연습 단계(5분)

학습자에게 유의어군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의어군의 연습 문제를 통해 제시하
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연습을 통해 어휘 확장으로 유의어군의 빈칸 채우기나 그림
을 보고 유의어군을 사용하여 대화문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아래 제시한 연습 
문제는 학습자가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문맥에 어울
리는 유의어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 배운 유의어군의 사용 방법
과 어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

유의어 의미 분석 유형 한자어 고유어
상황의 차이 유형 공식적 비공식적

   ∙ 통지하다: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다.



- 83 -

1. 다음 문장 안에 알맞은 유의어를 넣으세요.

① 이 좋은 소식을 친구들에게 (       ).
② 계약의 해지를 (     ).
③ 철수가 친구에게 저녁을 (    ).
④ (    ) 상품 중에서 제품이 일부 파손으로 반품되는 경우가 있다.
⑤ 친구가 가지 물품을 (   )서 돈을 기부했다.
⑥ 자사 제품을 3개 이상 (    )시면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여 대화문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1) 알리다, 통지하다

2) 사다, 구매하다

구매하다     알리다      팔다      사다      판매하다     통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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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수·학습 효과 검증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유의어 교육의 수업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실
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를 통제 집단 및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 한자어와 고
유어의 사용 원리를 교육하였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전 시험과 실험 후 시험
의 정답률과 점수의 향상도를 비교함으로써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
들과 사후 인터뷰를 하여 유의어의 교수·학습 모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4.2.1. 실험 참여자 선정  실험 설계

한국에서 유학 중인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20명을 선정하였다. 학
습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8일까지 약 2주를 걸쳐 실험을 진행
하였다. 먼저 학습자 20명을 무작위로 10명씩 나누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배정하였으며, 각각 2번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기계적 어휘 
의미 교육, 즉 유의어군의 의미 차이를 단순히 소개하고 암기시키는 일반적인 교
육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반면, 실험 집단에는 앞서 마련한 유의어 교수·학
습 모형을 바탕으로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원리를 설명하고, 맥락을 통해 의사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연령 평균 25세 평균 25세
성별 여 6명 / 남 4명 여 6명 / 남 4명
수준 고급(TOPIK 고급 합격) 고급(TOPIK 고급 합격)

한국어 학습 기간 4년 4년

[표 37] 실험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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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연습을 진행하였다. 실험 전에 실시하는 1차 시험의 내용은 실험 후 실시하
는 2차 시험의 내용과 다르며, 시험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4.2.2. 실험 차  방법

본 실험에 앞서, 먼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 1
차 시험을 실시하였다. 유의어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화용적 문제 10개, 
통사적 문제 10개, 의미적 문제 10개, 총 30개의 시험 문항을 구성하였다. 하나의 
문항에 1점을 부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난이도는 비슷하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에 시행된 처치는 앞서 마련한 유의어의 교수·학습 모형을 
이용한 유의어 교육이다. 여기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수업 내용의 차이는 다
음과 같다. 

시험 구성 시험 문제 예시

화용적 문제 10개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십시오.]
∙ 학교마다 우수한 학생을  (     )기 위해 노력한다.
A. 모집하다        B. 모으다

의미적 문제 10개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이 문제는 복잡해서 (     )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A. 푸는         B. 해결하는

통사적 문제 10개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나는 국어학을 전공으로 (     ).
A. 선택했다      B. 골랐다

[표 38] 시험 내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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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실험 결과 분석 

수업이 끝난 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하였다. 2차 시험은 1
차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2차 시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40] 2차 시험 결과

실험 후 실시한 2차 실험의 결과, 실험 집단은 화용적 문제에서 평균 7.5점, 의
미적 문제에서 평균 9점, 통사적 문제에서 평균 7점으로 총점이 23.5점으로 통제 
집단보다 5.5점이 높았다. 또한 1차 시험에서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는 12.5점이
었으나 2차 시험에서 평균 점수는 23.5점으로 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1,2차 실험에 대한 점수 향상도는 다음과 같다.

                         

 통제 집단 실험 집단

 1차 수업
 30개 유의어를 교재에서 출

현한 순서에 따라 문자적 의미
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30개 유의어를 화용적, 통사적, 
의미적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
고 설명한다.

2차 수업 각 유의어가 자주 쓰이는 상황
과 의미를 하나하나씩 소개한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원리를 
소개하고 연습 활동을 진행한다.

[표 39]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수업 내용

구분 화용적 문제
평균 점수

의미적 문제
평균 점수

통사적 문제
평균 점수

점수 합계
(평균)

통제 집단 5.0 7.0 6.0 18.0

실험 집단 7.5 9.0 7.0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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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집단별 점수 향상도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은 모두 1,2차 실험에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향상도를 보였다. 실험 
집단의 점수 향상도는 11점이었으나 통제 집단보다 6.5점 더 높은 향상도를 보였
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한 유의어 교육의 수업 모형이 유의어 이해와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의어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후 인터뷰
를 실시하였으며,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실험 수업은 전체적으로 유의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2.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3. 유의어이 의미와 용법 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사후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실험 참여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
리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험을 통해 유의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
하는 실험 참여자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유의어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화용적 문제
평균 점수
 향상도

의미적 문제
평균 점수 

향상도

통사적 문제
평균 점수

향상도
점수 향상도
 합계(평균)

통제 집단 1.5 1.0 2.0 4.5

실험 집단 4.0 4.0 3.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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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유의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일컫는 말로 언어 학습에서 어휘 확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유의어는 의미상에서 유사성은 있지만 분명히 미세
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서로 완벽히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유의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유의어의 화용적·의미적·통사적 
차이를 설명하고 교육용 유의어 목록을 확립하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유의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어휘 능력과 유의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유의어의 의미 차이 변별을 위해 3개의 큰 유형과 6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
류하여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제시하였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또한 유의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국내 

유의어 의미 분석 유형 한자어 고유어 예시

화용적 
차이 유형

상황의 차이 유형 공식적 비공식적 통지하다-알리다

적용 범위의 차이 유형 전문적 비전문적 유사하다-비슷하다

의미적 
차이 유형

표현상의 차이 유형 긍정적 부정적 경험하다-겪다

강도의 차이 유형 강조적 평조적 원하다-바라다

지시 범위의 차이 유형 부분적 포괄적 사용하다-쓰다
통사적 

차이 유형
통사적 결합의 차이 

유형
단순한 

문장 유형 복잡한 문장 유형 공부하다-배우다

[표 42]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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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교에서 사용한 교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 대학에서 재학 중인 중
국인 학습자에게 학습자 태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어 유의어 학습에 대한 태
도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와 유의어 사전 및 어
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유의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화용적·의미적·
통사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유의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유의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법과 사후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Ⅱ장의 이론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실험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를 해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화용
적·의미적·통사적 차이 유형에 따라 나누어 해석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의 사용 양상의 차이점을 밝히며, 중국인 학습자가 유의어를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 본 결과를 반영하여 유의어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세웠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원리를 토대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
적인 유의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의 원
인에 근거하여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어휘장을 활용하는 방법, 연어를 활용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OHE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의어 교육을 ‘관찰·가설·실험·연습’의 네 단계로 설정한 후 수업 모형
과 교실 활동을 마련하였다. 또 이러한 수업 모형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실험을 실시하여 효과 검증을 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한국어 교재 및 교수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어 교육 내용을 구
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
습자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어의 유형 중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한자어 간의 유의어와 고유어 간의 유의어 등 유의어의 전반적
인 체계를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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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습자 설문 조사

한국어 유의어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 조사는 중국인 학습자의 유의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석사 과정
                    
                                                            연구자: 하설

         인적 정보
         나이:                                  성별:
         학교:                                  학년:
         한국어 수준:          TOPIK      급
         한국어 학습 시간:          년      개월

 Ⅰ. 교수·학습 실태 조사 
  1. 한국어 유의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
   A. 전혀 없다   B. 거의 없다   C. 보통  D. 조금 있다   E. 자주 있다
   
   2. 한국어 유의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
   A. 전혀 없다   B. 거의 없다   C. 보통  D. 조금 있다   E. 자주 있다

   3. 한국어 유의어가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
   A. 배워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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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모른다.
   C. 두 단어가 각각 실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잘 모른다.
   D. 두 단어가 앞뒤에 어떤 단어와 같이 쓰이는지 잘 모른다.
   E. 기타

   4.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 유의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    ) 
   A. 전혀 없다   B. 거의 없다   C. 보통  D. 조금 있다   E. 자주 있다

   5. 유의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나는 한국어 유의어에 대해 주로 어떤 방   
       식으로 공부했습니까?     (     )

   A.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했다.
   B. 사전을 찾으면서 혼자 공부했다.
   C.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다.
   D. 기타 

  6. 자기가 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는 유의어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   ) 
   A. 유의어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B. 유의어의 의미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했다.
   C. 유의어의 의미 차이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
   D. 기타 

  7. 어떤 방법으로 유의어를 학습하기를 원합니까? (복수 선택 가능)  (    ) 
   A. 교사가 유의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풍부한 예문을 들  

       어 준다.
   B. 교사는 유의어가 앞뒤에 어떤 단어와 자주 어울리는지 설명해 준다.
   C.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유의어들이 사용되는지 각각의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D. 학생이 유의어를 이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만든 후 교사가 즉시 수정을 한다.
   E. 교사가 실제 대화 자료를 보여 주고, 이를 통해 각각의 유의어를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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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F. 교사가 뜻만 간단하게 알려 준다. 
   G. 기타
 
Ⅱ. 학습자 사용 능력 조사
   1. 다음 상황이나 문장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십시오. 
    1) (상황) 학회에서 발표자가 발표를 마치고 사회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여러분께서는 발표자에게 자유롭게 (     )도 됩니다.
       A. 물으셔   B. 질문하셔   C. A, B 모두 가능함

    2) (상황) 학생 두 명이 전화하고 있습니다.  
       가: 오늘 휴강했어?
       나: 응, 아까 영희가 오늘 수업이 휴강되었다고 (      ) 줬어.
       A. 알려     B. 통지해   C. A, B 모두 가능함

    3) (상황) 학생 두 명이 교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 교실에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나: 밖에 무슨 일이  (   ) 것 같은데 우리도 가볼까?   
       A. 생긴    B.  발생한     C. A, B 모두 가능함

    4) 그는 말이 (   ) 하는 편이다.
       A. 빠르게    B. 신속하게     C. A, B 모두 가능함

    5) 영희: 철수야, 저기 오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과 (     ).
       철수: 어, 그러네.
       A. 비슷하다  B. 유사하다  C. A, B 모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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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의미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쓰십시오.32)

                 
1) 어떤 대상을 가졌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한 생각을 가진 상태를 뜻한다. 
    (    )
2)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어떠하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  

     을 뜻한다.   
    (     )

     
3) 상대와 겨루는 일에서 상대방보다 더 잘하는 것을 뜻한다.  
   (    )
4) 다른 사람과의 다소 치열한 싸움에서 상대를 물리치는 것을 뜻한다. 
   (    )

5)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어려운 일을 견디며 생활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       )
6) (사람이 무엇을) 실지로 해 본다.
   (       )

7) 시험에 나온 문제에 해답을 찾다.
   (       )

32) 각 단어는 중복 사용이 불가하다.

원하다       바라다     

이기다       승리하다

겪다         경험하다

풀다          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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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얽힌 일이나 문제를 풀어서 처리하다.
   (       )
                        

9)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수단이나 방법이나 재료로 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       )
10)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다.
    (       )

3. 다음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1) 내일 학교에 (      ) 갈 것은 풀과 가위다.

     2) 결과가 평균치에만 (      ) 다행이겠다.   
   
     3) 친구와 의견을 (       ).

     4) 미나가 머리 모양을 단발로 (       ). 

     5) 군대에서 시원한 맥주가 (       ).

     6) 아버지한테 술을 (     ).

     7) 그동안 모은 적금을 타서 피아노를 (      ).

쓰다             사용하다

 마련하다   바꾸다   이르다   배우다 
 교환하다  생각나다    공부하다
 준비하다    도착하다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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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 시간에 서울에 (     )(으)려면 9시 기차를 타야 한다.

     9)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       ).

     10) 기말시험을 위해 밤새도록 열심히 (        ).

  
 4. 다음 보기에서 단어를 골라 결합할 수 있는 곳에 모두 쓰십시오.

 
   1) 집을 (   )

   2) 유산을 (   )

   3) 어린이를 (    )

   4) 자연을 (    )
     
    

   1) 직업을 (     )

   2) 선물을 (      )

   3) 한국어를 전공으로 (     )

   4) 감동적인 글을 (     )

  보기:    ①보호하다       ②지키다

 보기:    ①고르다         ②선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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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업을 (     )

   2) 양해를 (    )

   3) 명성을 (     )

   4) 자신감을 (    )

     
   1) 자전거를  (     )

   2) 습관을  (    )

   3) 병을 (     )

   4) 집을 (    )

보기:    ①얻다           ②구하다

 보기:   ①고치다           ②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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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원리에 따른 유의어 

1. 화용적 차이 유형
① 상황의 차이 유형

한자어(공식적)                            고유어(비공식적)
 통지하다              

   구입하다
 인하하다
  판매하다
 제출하다
 규명하다
 발생하다
 증가하다
 유발하다
 연기하다
거주하다
근무하다
의식하다

알리다
사다

내리다
팔다
내다

밝히다
생기다
 늘다

일어나다
미루다
살다

일하다
깨닫다

② 적용 범위의 차이 유형                       
한자어(전문적)                          고유어(일상적)

유사하다
총명하다
모집하다
제고하다
부족하다
신속하다
휴식하다
부족하다

비슷하다
똑똑하다
모으다
높이다

모자라다
빠르다
쉬다

모자라다
 2. 의미적 차이 유형
① 표현상의 차이 유형

한자어(긍정적)                           고유어(부정적)
경험하다 겪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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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다
몰두하다
초과하다

빠지다
빠지다

지나치다
② 강도의 차이 유형

한자어(강조적)                            고유어(평조적)
원하다

유쾌하다
선명하다
해롭다

우수하다
굉장하다
경쟁하다

바라다
기쁘다

깨끗하다
나쁘다
낫다

놀랍다
다투다

③  지시 범위의 차이 유형
한자어(부분적)                           고유어(포괄적)

승리하다
사용하다
해결하다
유지하다
토론하다
보관하다
제외하다
생활하다
기억하다
이해하다
독서하다
강의하다
구분하다
준비하다
감상하다
성장하다

이기다
쓰다
풀다

가지다
말하다
맡다
빼다
살다

생각하다
알다
읽다

가르치다
가르다
갖추다
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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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사적 차이 유형 
한자어(단순한 문장 유형)                       고유어(복잡한 문장 유형)

공부하다
수리하다
구하다

절약하다
노력하다
포기하다
보호하다
선택하다
교환하다
준비하다

배우다
고치다
얻다

아끼다
힘쓰다
버리다
지키다
고르다
바꾸다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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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한 교육용 유의어 목록 (390 )

고유어 등급 품사 한자어 등급 유의 어군 등급
가깝다 A 형 친하다 B B

가깝다 A 형 밀접하다 C C

가깝다 A 형 유사하다 C C

가다01 A 동 이동하다 C C

가다01 A 동 변하다 B B

가르다 C 동 구별하다 C C

가르다 C 동 구분하다 C C

가르다 C 동 분리하다 C C

가르치다 A 동 강의하다02 C C

가리다03 B 동 구별하다 C C

가리키다01 B 동 지적하다 C C

가지다 A 동 보관하다 B B

가지다 A 동 유지하다02 C C

가지다 A 동 소유하다01 C C

갈다01 B 동 교환하다01 C C

갖추다 C 동 준비하다 A C

갖추다 C 동 완전하다01 C C

같다 A 형 유사하다 C C

같다 A 형 동일하다 C C

걱정하다 A 동 고민하다 B B

걱정하다 A 동 염려하다 B B

걸치다 C 동 관련되다 B C

겪다 C 동 경험하다 B C

겪다 C 동 대접하다 C C

겪다 C 동 체험하다 C C

견디다 B 동 유지하다02 C C

고르다01 B 동 선택하다 B B

고르다01 B 동 택하다 C C

고치다01 B 동 수리하다 C C

고치다01 B 동 개선하다 C C

고치다01 B 동 치료하다 B B

곱다02 B 형 순하다02 C C

굳다 C 동 긴장하다 B C

그리다02 A 동 묘사하다 C C

그리다02 A 동 표현하다02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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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다 B 동 포기하다01 B B

그만두다 B 동 중단하다 C C

그만두다 B 동 취소하다01 B B

그치다 B 동 중단하다 C C

기다리다 A 동 기대하다 B B

기쁘다 B 형 유쾌하다 C C

깎다 A 동 감소하다 C C

깨끗하다 A 형 선명하다 C C

깨끗하다 A 형 신선하다03 B B

깨다1 B 동 의식하다02 C C

깨다1 B 동 반성하다01 C C

깨다2 B 동 파괴하다 C C

깨다2 B 동 위반하다 C C

깨닫다 C 동 후회하다 B C

깨닫다 C 동 의식하다02 C C

깨닫다 C 동 이해하다 A C

깨닫다 C 동 인식하다 C C

꼼꼼하다 C 형 자세하다01 C C

꼼꼼하다 C 형 철저하다 C C

꾸다02 C 동 취하다01 B C

꾸미다 B 동 장식하다 C C

끌다 B 동 운전하다 A B

끊다 B 동 거절하다 C C

끊다 B 동 중단하다 C C

끊다 B 동 포기하다01 B B

끝내다 A 동 완성하다01 C C

나가다 A 동 퇴근하다 B B

나가다 A 동 진출하다02 C C

나누다 B 동 구별하다 C C

나누다 B 동 구분하다 C C

나쁘다01 A 형 해롭다 C C

나오다 A 동 출현하다 C C

나오다 A 동 등장하다01 C C

나오다 A 동 발생하다 B B

나오다 A 동 진출하다02 C C

나타나다 B 동 표현하다 B B

나타나다 B 동 등장하다01 C C

나타나다 B 동 발생하다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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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다 B 동 출현하다 C C

나타내다 B 동 표현하다 B B

나타내다 B 동 반영하다 C C

나타내다 B 동 발휘하다 C C

나타내다 B 동 취하다01 B B

날카롭다 C 형 민감하다 C C

남다01 B 동 충분하다01 B B

낫다01 B 동 치료하다 B B

낫다01 B 동 회복되다 C C

낫다02 C 형 우수하다02 B C

내놓다 B 동 제출하다02 B B

내놓다 B 동 발표하다 B B

내놓다 B 동 제공하다02 B B

내놓다 B 동 제외하다 C C

내놓다 B 동 희생하다 C C

내다02 A 동 생산하다 C C

내다02 A 동 지불하다01 C C

내다02 A 동 제출하다02 B B

내다02 A 동 제공하다02 B B

내리다01 A 동 정하다03 B B

내리다01 A 동 인하하다 C C

넉넉하다 C 형 풍부하다 C C

넉넉하다 C 형 충분하다01 B B

넣다 A 동 가하다01 B B

넣다 A 동 포함하다02 B B

넣다 A 동 합하다 C C

놀라다 A 동 당황하다 B B

놀랍다 B 형 굉장하다 C C

놀랍다 B 형 신기하다 C C

놀랍다 B 형 이상하다 B B

높다 A 형 귀하다 C C

높이다 B 동 제고하다 C C

높이다 B 동 존경하다 C C

늘다01 B 동 증가하다01 C C

늘리다 B 동 확대하다02 B B

늘어나다 B 동 증가하다01 C C

늦다 A 동 지각하다02 C C

다듬다 C 동 정리하다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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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다01 C 동 관리하다 C C

다루다01 C 동 이용하다01 B C

다루다01 C 동 처리하다 C C

다르다01 A 형 특별하다 B B

다르다01 A 형 별다르다 C C

다짐하다 C 동 약속하다 A C

다투다 C 동 경쟁하다 C C

닦다01 A 동 청소하다03 A A

달래다 C 동 위로하다 C C

달아나다 B 동 도망치다 B B

달아나다 B 동 도망가다 B B

달아나다 B 동 탈출하다02 C C

담다01 B 동 표현하다 B B

대다01 C 동 제공하다02 B B

대다01 C 동 부담하다 C C

대다01 C 동 의지하다 C C

대다01 C 동 접하다01 C C

돌리다04 B 동 운영하다 C C

돌리다04 B 동 변하다 B B

돌보다 B 동 보호하다 C C

돕다 A 동 구하다03 B B

돕다 A 동 제공하다02 B B

돕다 A 동 보호하다 C C

드물다 C 형 귀하다 C C

들어가다01 A 동 사용되다 B B

들어가다01 A 동 입사하다 C C

들어가다01 A 동 입학하다 B B

들어가다01 A 동 참가하다 B B

들어가다01 A 동 합격하다 C C

따르다01 B 동 모방하다 C C

때리다01 C 동 공격하다 C C

떠나다 A 동 이별하다 C C

떨어뜨리다 B 동 인하하다 C C

떨어지다 B 동 탈락하다 C C

떨어지다 B 동 분리되다 C C

떨어지다 B 동 이별하다 C C

똑똑하다 B 형 정확하다01 B B

똑똑하다 B 형 총명하다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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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다 B 형 확실하다 B B

똑똑하다 B 형 명확하다 C C

똑똑하다 B 형 분명하다 C C

뛰다02 A 동 도망가다 B B

뛰다02 A 동 도망치다 C C

뛰어나다 C 형 독특하다 C C

뛰어나다 C 형 우승하다 B B

뜨다01 B 동 비행하다 C C

뜨다03 C 동 출발하다 A C

마땅하다 C 형 당연하다01 B C

마땅하다 C 형 상당하다02 C C

마땅하다 C 형 적합하다 C C

마땅하다 C 형 해당하다04 C C

마르다01 B 동 상하다02 B B

막다01 B 동 금지하다 B B

막다01 B 동 금하다02 C C

막다01 B 동 예방하다 C C

만들다 A 동 건설하다 C C

만들다 A 동 설립하다 C C

만들다 A 동 작성하다 C C

만들다 A 동 제작하다02 C C

만들다 A 동 창조하다 C C

많다 A 형 굉장하다 C C

많다 A 형 상당하다02 C C

많다 A 형 풍부하다 C C

말하다 A 동 표현하다02 B B

말하다 A 동 대화하다02 B B

말하다 A 동 설명하다 A A

말하다 A 동 신고하다01 C C

말하다 A 동 토론하다 C C

맑다01 A 형 투명하다02 C C

맞다01 B 동 일치하다 C C

맞다01 B 동 통하다 B B

맞다02 B 동 초대하다 A B

맞다02 B 동 환영하다 C C

맡기다 B 동 부탁하다 B B

맡기다 B 동 의지하다 C C

맡기다 B 동 허락하다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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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다01 B 동 관리하다 C C

맡다01 B 동 담당하다 B B

맡다01 B 동 보관하다 B B

맺다 C 동 완성하다01 C C

맺다 C 동 약속하다 A C

먹다02 A 동 식사하다02 A A

모시다 B 동 초청하다 C C

모시다 B 동 안내하다 B B

모으다 B 동 수집하다02 C C

모으다 B 동 모집하다 C C

모으다 B 동 집중하다02 C C

모으다 B 동 합치다 B B

모이다 B 동 집중하다02 C C

모자라다 B 동 약하다 B B

모자라다 B 동 부족하다 B B

모자라다 B 동 미달하다 C C

묶다 B 동 합치다 B B

묻다03 A 동 조사하다12 B B

묻다03 A 동 질문하다 A A

미루다 C 동 연기하다 C C

미치다02 B 동 가하다01   B B

미치다02 B 동 도달하다01 C C

미치다02 B 동 도착하다01 A B

미치다02 B 동 작용하다01 C C

바꾸다 A 동 전환하다02 C C

바꾸다 A 동 대신하다 C C

바꾸다 A 동 변하다 B B

바뀌다 B 동 변하다 B B

바뀌다 B 동 변화하다 B B

바라다01 B 동 구하다01 B B

바라다01 B 동 기대하다 B B

바라다01 B 동 원하다02 B B

바르다03 B 형 정확하다01 B B

바쁘다 A 형 급하다 B B

밝다 A 형 분명하다 C C

밝히다 B 동 설명하다 A B

밝히다 B 동 발표하다 B B

배우다 A 동 공부하다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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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다 B 동 포기하다01 B B

벗다 A 동 면하다01 C C

보내다 A 동 전하다 B B

보내다 A 동 이별하다 C C

보다01 A 동 처리하다 C C

보다01 A 동 감상하다 B B

보다01 A 동 조사하다12 B B

부끄럽다 B 형 미안하다 A B

부끄럽다 B 형 창피하다 C C

부드럽다 B 형 연하다 B B

부드럽다 B 형 친절하다 A B

부르다 A 동 청하다 C C

붙다 B 동 의지하다 C C

붙다 B 동 합격하다 C C

붙이다 B 동 의지하다 C C

비슷하다02 A 형 유사하다 C C

빌다01 B 동 기도하다02 C C

빌다01 B 동 사과하다02 B B

빌다01 B 동 원하다02 B B

빠르다 A 형 신속하다02 C C

빠지다01 B 동 결석하다 C C

빠지다01 B 동 부족하다 B B

빠지다02 B 동 몰두하다 C C

빼다01 B 동 제외하다 C C

빼다01 B 동 제거하다 C C

뽑다 B 동 선정하다03 C C

사다 A 동 구입하다03 C C

사다 A 동 구하다01 B B

살다01 A 동 거주하다 C C

살다01 A 동 생활하다 B B

살다01 A 동 존재하다 C C

살피다01 C 동 판단하다 C C

살피다01 C 동 조사하다12 B C

새기다01 C 동 기억하다02 B C

생각하다 A 동 판단하다 C C

생각하다 A 동 짐작하다 C C

생각하다 A 동 기억하다02 B B

생기다 A 동 발생하다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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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다 A 동 시작되다01 A A

생기다 A 동 탄생하다 C C

섞다 B 동 합치다 B B

세우다01 B 동 건설하다 C C

세우다01 B 동 설립하다 C C

세우다01 B 동 정하다03 B B

숨다 B 동 피하다 C C

쉬다03 A 동 결석하다 C C

쉬다03 A 동 휴식하다 C C

쉽다 A 형 편하다 B B

쉽다 A 형 편리하다 B B

슬프다 A 형 우울하다 B B

쓰다01 A 동 기록하다 B B

쓰다03 A 동 이용하다01 B B

쓰다03 A 동 소비하다 C C

씻다 A 동 목욕하다 C C

아깝다 C 형 귀중하다 C C

아깝다 C 형 귀하다 C C

아깝다 C 형 소중하다 C C

아끼다 C 동 절약하다 B C

알다 A 동 판단하다 C C

알다 A 동 기억하다02 B B

알다 A 동 납득하다 C C

알다 A 동 의식하다02 C C

알다 A 동 이해하다02 A A

알다 A 동 인식하다02 C C

알다 A 동 조사하다12 B B

알리다 B 동 발표하다 B B

알리다 B 동 보도하다 C C

알리다 B 동 신고하다01 C C

알리다 B 동 통지하다 C C

알맞다 B 형 상당하다02 C C

알맞다 B 형 적당하다02 B B

알맞다 B 형 적절하다 C C

알맞다 B 형 적합하다 C C

애쓰다 C 동 고생하다 B C

애쓰다 C 동 노력하다01 B C

어기다01 C 동 위반하다02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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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A 형 곤란하다 C C

어리다03 B 형 유치하다 C C

어지럽다 C 형 복잡하다 A C

얻다01 B 동 구하다01 B B

얻다01 B 동 이해하다02 A B

없애다 B 동 제거하다 C C

열다02 A 동 개방하다02 C C

옮기다 B 동 이동하다 C C

옮기다 B 동 전하다 B B

옮기다 B 동 피하다 C C

움직이다 B 동 활동하다 B B

움직이다 B 동 변하다 B B

움직이다 B 동 운동하다 A B

움직이다 B 동 운영하다 C C

움직이다 B 동 이동하다 C C

움직이다 B 동 행동하다 B B

이기다 B 동 승리하다 C C

이끌다 C 동 안내하다 B C

이끌다 C 동 지도하다 C C

이루다01 B 동 구성하다 C C

이루다01 B 동 달성하다 C C

이루다01 B 동 성공하다 B B

이루다01 B 동 실현하다 C C

이루다01 B 동 완성하다01 C C

익히다02 C 동 공부하다 A C

일하다 A 동 근무하다 B B

일어나다 A 동 발생하다 B B

일어나다 A 동 유발하다 C C

일으키다 B 동 유발하다 C C

읽다 A 동 독서하다 C C

잇다01 C 동 계속하다03 B C

있다01 A 동 존재하다 C C

있다01 A 동 위치하다 B B

있다01 A 형 소유하다01 C C

자라다01 B 동 성장하다 C C

작다01 A 형 사소하다01 C C

잠기다02 C 동 몰두하다 C C

적다01 A 동 기록하다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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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02 A 형 부족하다 B B

주다01 A 동 가하다01 C C

주다01 A 동 기부하다 B B

주다01 A 동 지급하다01 C C

줄다 B 동 감소하다 C C

줄이다 B 동 감소하다 C C

줄이다 B 동 절약하다 B B

즐겁다 A 형 유쾌하다 C C

지나가다 B 동 통과하다 C C

지나치다 B 형 초과하다 C C

지나치다 B 형 심하다 B B

지나치다 B 형 독하다 C C

지니다 C 동 기억하다02 B C

지니다 C 동 유지하다02 C C

지키다01 B 동 보호하다 C C

지키다01 B 동 유지하다02 C C

짓다01 B 동 건설하다 C C

짓다01 B 동 창조하다 C C

짓다01 B 동 작성하다 C C

짜다01 C 동 구성하다 C C

착하다 B 형 순진하01 C C

착하다 B 형 순하다02 C C

찾다 A 동 구하다01 B B

채우다03 B 동 보완하다 C C

채우다03 B 동 보충하다 C C

크다01 B 형 거대하다 C C

크다01 B 형 굉장하다 C C

크다01 B 형 위대하다 C C

크다01 B 동 성장하다01 C C

타다02 A 동 이용하다01 B B

태어나다 A 동 출생하다 C C

태어나다 A 동 탄생하다 C C

터지다 C 동 발생하다 B C

튼튼하다 B 형 건강하다 A B

튼튼하다 B 형 강하다 B B

틀림없다 B 형 명확하다 C C

틀림없다 B 형 분명하다 C C

틀림없다 B 형 정확하다01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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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다 B 형 확실하다 B B

팔다 A 동 판매하다 B B

퍼지다 C 동 유행하다01 B B

퍼지다 C 동 소문나다 B B

풀다 B 동 해결하다 B B

풀다 B 동 개방하다02 C C

헤어지다 B 동 이별하다 C C

환하다01 C 형 분명하다 C C

훌률하다 B 형 상당하다02 C C

훌률하다 B 형 완벽하다 B B

훌률하다 B 형 위대하다 C C

힘들다 A 형 곤란하다 C C

힘들다 A 형 피곤하다 A A

힘쓰다 C 동 노력하다01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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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Synonyms 

for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the Use Principles 

between Native Korean and Sino-Korean-

Xia, Xu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need of Chinese learners' 
synonyms learning and propose a synonyms learning program that is applicable 
in Korean classroom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I tried to find some effective methods of teaching the 
synonyms between native Korean and sino-Korean. There are native Korean，
sino-Korean and foreign words in Korean vocabulary system. More than half 
of them are sino-Korean. It is easier for Chinese learners to study because 
sino-Korean is transformed from Chinese language. But Chinese students 
cannot ignore the link between native Korean and sino-Korean in synonyms 
studying.

In Chapter 2, I discussed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synonyms on the 
basis of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know the overall situation of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I analyzed both of the Korean textbooks and Chinese 
textbooks. Otherwise, I did a survey about Chinese learners’ attitudes an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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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ind which part is more difficult for them to learn. Based on the Korean 
textbook and synonyms dictionary, I selected some Korean synonyms for 
Chinese learners by category.

In Chapter 3, I presented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of 
this survey. The questionnaire and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conducted 
and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Chapter 2. After a statistical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collected data, I tried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Chinese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Besides, 
I also analyzed the cause of the error during my survey. 

In Chapter 4, I expressed the destination and goals of the synonyms 
education and how to teach synonyms through the survey in Chapter 3. With 
the theory of “observation， hypothesis, experiment and practice” I prepared 
classroom activities and lesson models for validating its educational 
effectiveness.

In the last chapter, a conclusion was drawn based on the result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stated.

Key words: Korean Education, Korean synonyms, native Korean and         
                sino-Korean, vocabulary education, Chinese learner

Student number: 2012-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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