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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
군(群)을 선정하고 말뭉치를 통해 각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관계를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학습자들이 
공기 관계를 통해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분하고 이해하여 문맥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휘는 어휘의미 관계에 따라 유의어, 다의어, 동음이의어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 한국어의 동음이의어 교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학습의 국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에서 조사한 결과, 한
국어 고급 학습자들의 동음이의어 교육에 대한 요구는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수·학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어생활 속에서 동음
이의어를 혼동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는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
로 하는 고급 단계에서의 동음이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 준다. 
  Ⅱ장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연구
의 바탕이 된 이론적 배경 및 개념을 살펴보았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동음이의어의 개념과 유형부터 시작하여 이와 혼동하기 쉬
운 다의어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동음이의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교재 분석과 설문조
사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동음이의어에 대한 학습자 및 교
사의 태도, 그리고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동음이의어를 숙지한 정
도를 측정하였다. 이로써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위상을 확인하는 
동시에 공기 관계 개념을 도입하여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별·이해하고 
실제적인 활용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공기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
을 소개하였다. 공기 관계는 느슨한 연어 관계의 일종으로 문맥에서 
가까운 어절 내에 두 단어가 자주 함께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공
기 관계, 연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이를 활용한 동음이
의어 교육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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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群)을 선정하고 각 동음이의 한자어를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
다.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는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
를 바탕으로 149조(354개)를 선정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째, 위자료를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후, 둘
째 한글 표기가 동일한 어휘를 추출하였다. 셋째, 추출된 동음이의어
를 한자를 병기하여 동음이의 한자어만 선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고
급 동음이의 한자어가 포함된 동음이의 한자어군(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49조 중에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동음이
의 어휘수가 많은 것은 무엇인가',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는 무엇인
가'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9조(33개)를 추출하여 자세하게 분석
하였다. 말뭉치 빈도수와 명사/형용사/동사/관형사 등 공기 관계를 
정리하여 분류어휘집을 구성하였는데,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2015)'를 사용하였으며 공기 
관계 분석은 '한마루 2.0프로그램(국립국어원 언어 정보 나눔터)'을 이
용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구축한 분류어휘집을 바탕으로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을 모색하였다. 먼저 기존에 출
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동음이의 어휘 교육의 한계점을 살피어 본고의 
분류어휘집이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그 다음에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OHE모형과 TTT모형을 결합하여 언어 인식 향상을 위한 과제 
중심 수업의 실제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에 학습 활동으로 꼬마 사전 
제작에서의 활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급 학습자
들이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
의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말뭉치에서 추출된 공기 관계를 바탕으로 분류어휘
집을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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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어교육, 어휘교육, 동음이의 한자어, 동음이의어, 공기 
관계, 연어, 말뭉치 
학  번 : 2013-2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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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 날로 체계화되어 어휘, 문법, 
화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가 건물이라
면 어휘는 그 건물을 쌓아올리는 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 
교육은 외국어교육의 기본이자 언어 학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한국
어교육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교류가 잦아지면서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외국인 유학생 
통계1)에 따르면 2015년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총 22,767명이며, 그중 인문사회계는 13,60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문 목적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인 경우가 많으나, 특히 인문
사회계 학생들의 경우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서적이나 논
문과 같은 텍스트를 읽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문 어휘 및 한국어 고급 어휘 등과 같은 어휘 문제로 인해 어려움
을 겪는 일이 많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어휘의 유형
을 찾아내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어휘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
휘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원활한 학습·연구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
다. 일상생활에서 신문을 읽는 일부터 시작해서 학술 연구와 관련된 

1) 교육부 2015년도 과정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인문사회계 공학계 자연과학계 예체능계 의학계 합계

석사과정 11565 2479 1090 1023 284 16441 
박사과정 2040 2357 1309 304 316 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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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료를 이해하는 데까지 어휘의 기본 정보와 의미 그리고 화용 
측면 등을 소홀이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휘와 관련하여 읽기 자료
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로는 동음이의어를 들 수 있다. 
  강범모(2005)에서는 한국어 단어의 중의성2)이 심각한 이유 중 하나
로 2음절 단어, 특히 명사에 동음이의 한자어가 많다는 것을 들고 있
다. 한국어는 영어3)와 달리 품사 구별을 하더라도 전체 어휘에서 동
음이의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
한 이유로 실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동음이의어는 문맥을 이해하
는 데 혼란을 주어 내용 이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최근 신문에서 
나타난 동음이의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2016.01.18 10:26] [서울시교육청 “교사 채용 뒷거래 감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뇌물 수수, 
부정 채용 여부를 집중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신문에 사용된 '감사(監査)'는 고급 수준의 어휘로서 초급 수
준에서 학습하는 '감사(感謝)'와 동음이의 관계를 가진다. 문장의 맥락
을 고려하기 힘든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동음이의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교재에서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에서도 '
감독하고 검사함'이라는 의미를 동음이의어의 차원4)에서 교육하지 않

2) 강범모(2005)에 따르면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는 명사 단어형의 대부분
이 동음이의어가 10개 이하이며 최대 34개의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다. 
현대 한국어(표준어)만을 고려할 때 품사 구분을 안 한 경우 표제어들 중 
동음이의어가 30% 정도이고 품사 구분을 할 경우는 동음이의어의 비율이 
약간 낮아져 28.4%가 된다. 

3) 스티븐슨(Stevenson, 2003)이 롱맨 사전(LODCE)을 기반으로 영어의 동
음이의어가 품사 구분을 함으로써 대부분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Stevenson에 따르면, 품사 구분을 할 경우 롱맨 사전의 동음이의어의 
88%가 해결되고, 전체 어휘에 대해서는 동음이의어는 별로 없게 된다
(1.5%). 

4)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들이 교재에서 동음이의어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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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학습자가 두 가지 다른 의미의 어휘를 함께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요컨대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혼동을 해소하기 위
하여 이러한 어휘를 동음이의어 차원에서도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교육용 동음이의어를 추출하여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교육 내용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의 동음
이의 현상은 대다수 명사에서 나타날 뿐더러 특히 고급 단계에서 많
이 마주하게 된다는 실정을 고려하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김봉국(2012)에서는 초등학교 국어 교재에 나타난 동음이의어를 검
토하고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네 가지 동음이의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① 동철 동음이의어(배)
② 이철 동음이의어(곧, 곳, 곶)
③ 장단의 대립에 따른 동음이의어(눈, 눈:)
④ 음운 현상에 따른 동음이의어(사는(살+는), 사는(사+는))

  이러한 유형 분류는 엄 히 말하면 ②의 경우도 ④에 포함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와 같이 동음이지만 철자가 다른 경우, 읽기 
텍스트에서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어교육에서 동음이의어의 개념을 논할 때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음운에 대한 직관이 없기 때문에 음의 장단을 고
려하면서 동음이의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동음이의어 개념을 정
의하는 데 있어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중진(2004)에 따르면 동음어
와 동철어의 구별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읽기 텍스트에서 발음, 음장, 장단과 상관없이 동철자이면 읽

로 배운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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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동철 동음이의어뿐만 아
니라 음의 장단만 다르고 같은 철자를 가진 동철이음어도 동음이의어
로 간주하여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읽기에서 많이 혼동하는 
어휘 유형으로 동음이의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전반
적인 동음이의어 교육을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자 한다. 
고급 학습자가 혼동하기 쉬운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를 선정하고 관
련된 교육 내용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신문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사용이 가능한 한국어 동음이의어 교육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고급 학
습자를 위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를 선정하고 말뭉치를 통해 각 동
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관계를 분석한 후, 이를 어휘 교육 내용으로 체계
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습자들이 공기 관계를 통해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분하고 이해하여 이를 문맥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 목록을 
선정한다. 
  둘째, 말뭉치에서 추출된 공기 관계를 통해 동음이의 한자어 분류
어휘집을 구축한다. 
  셋째, 구축한 분류어휘집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동음이의 한자어 교
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고에서는 공기 관계를 활용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내용 연구를 
통해 어휘 교육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교육용 동음이의 어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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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관계를 선정하기 위해 말뭉치를 분석한 후 교육 내용으로 분류
어휘집을 구축한다. 그리고 선정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
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므로 동음이의어 논의와 어휘 교육에 
관한 논의의 두 가지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동음이의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국어학 및 국어교육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반면, 한국어교육에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
히 고유어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는 있었지만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동음이의어 학습 목록을 선정하여 단
계별로 교수법과 연습 유형을 제시한 연구는 박영환(2010)과 양염
(2013) 두 편에 불과했고,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더욱 드물었다. 
우선 국어학 및 국어교육,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동음이의어 관
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2.1. 동음이의어 관련 연구 

(1) 국어학 및 국어교육에서의 동음이의어 연구  

  국어학 및 국어교육학에서 동음이의어와 관련된 연구는 박성희
(1970), 박영환(1978), 김병균(1988), 신중진(2004), 강범모(2005), 김
봉국(2012), 황미향(2016) 등이 있다. 
  박성희(1970)에서는 중기 국어의 동음이의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동음이의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여러 언어5)에서 동음이의어의 정의

5) 박성희(1970)에 따르면 외국에서 동음이의어(homonym)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언어 정의 예시

영어 

철자와 발음이 같으면서 뜻은 다른 어
휘
(a word that is spelled and 
pronounced like another word but 
is different in meaning)

The noun “bear” and the 
verb “bear” are 
homonyms

일본어 동일언어에 있어서 음은 같지만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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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였으며, 한국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동음이의어의 개념을 
조합하여 동음이의어를 정의하였다. 박성희(1970)에 따르면 동음이의
어는 같은 한 단어로써 서로 다른 사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 온 
것을 이른다.
  박영환(1978)에서는 동음이의어를 정의하고 동음어의 대립과 가치
를 논의하였다. 동음이의어를 연상관계에 있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가 한 음상으로 나타난 어휘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철
자 면에서도 동일한 동음어를 협의의 동음어라고 하고 동철동음어, 
이철동음어, 동철이음어를 함께 고찰할 경우를 광의의 동음어로 명명
하였다.
  김병균(1988)에서는 동음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 기준6)을 논의하고 

다른 두 개 이상의 말

독일어  

다른 어떤 단어와 음은 같지만 다른 어
원과 의미를 갖는 단어(ort cls mit 
einem anderen gleichlutet, aber 
eine andere Herkunft u Bedeutung 
hat, 2.B. das steuer, die steuer)

das steuer(키) 
die steuer(세금)

불어

발음과 철자가 같고 뜻이 다른 단어(se 
dit de mots qui s'écrivent ou se 
prononcent de façon identique, 
sans avoir la même signification)

canon1(대포) 
canon2(승전)

중국어
언어 가운데 발음이 같으나 의미가 다
른 것을 동음이의어라 부른다(聲音形式
相同而意義內容不同的詞)

'詞'(언어 가운데 하나 개념을 
대표하여 능히 독립적으로 운
용할 수 있는 최소단위)와 '
詞'(일종의 장단구 압운 문
체). 그리고 '杜鵑'(일종 조류
의 명칭)과 '杜鵑'(일종의 꽃 
이름)

러시아
어

만약 어떤 단어들의 개별적 의미가 어
느 한 단어의 기본적 의미와 거리가 매
우 멀고 또한 그것과 관련이 없으며 그
들 피차지간에는 의미상 같은 것이 아
니라 오로지 발음구조상에서만 같다면 
우리는 이것을 동음이의어라고 생각해
야 한다.

клгоч(열쇠)와 клгоч(원천)
коса(낫)와 коса(땋은 머리)

6) 첫째, 다의어는 의미간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데 반해 동음어는 그렇
지 않다. 둘째, 동음이의어는 다의어와는 달리 적극적 이점을 못 가지고 
있다. 다의어가 언어의 근본적 특징 즉 언어구조의 고유한 조건임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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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이의어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동음
이의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여 동철동음어, 이철동
음어데 대해 논의하였다. 
  신중진(2004)에서는 개화기 신문잡지에 나타난 고빈도 동음이의어7)

를 고찰하였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음장 차이에 따른 동철어의 구별
이 있을 수 있으나 음장은 변별력이 약하고 또 영어처럼 묵음이 존재
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에서는 동음어와 동철어의 구별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며 동음어와 동철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동음
동철어를 설정하고 동음이의어 중에서도 동음동철어를 우선적으로 고
찰하였다. 또한 고유어와 고유어의 동음이의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동
음이의어, 그리고 한자어와 한자어의 동음이의어를 분류하였다.
  강범모(2005)에서는 동음이의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 처
리에서 중의성 해소8)가 특히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는 이유 중의 하나

여 동음어는 변칙의 사건에 불과하다. 셋째, 다의가 동음이의보다 더 광범
한 분포를 보인다. 

7) 엄 한 의미에서 동음이의관계(homonymy) 혹은 동음이의어(homonym)
는 다시 동음어(homophone)와 동철어(homograph)로 구분된다. 동음어
는 같은 발음을 가졌으나 의미상 서로 구별되는 단어들이고 동철어는 같
은 철자를 가졌으나 의미상 서로 구별되는 단어들이다. 

8) 이운영(2002)에서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을 기
반으로 사전에 어휘항목으로 존재하는 한국어 단어의 중의성을 알아본 결
과, 이 사전에는 모두 509,076개의 표제어가 있으며, 이 중에서 주표제어
가 440,94개이고 부표제어가 68,482개이다. 표제어 중에서 어깨번호로 
구분되어 있는 동음이의어들의 통계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
최종 
어깨
번호

해당 
표제어 
개수

전체 표제어 
개수

최종 
어깨 
번호

해당 
표제어 
개수

전체 표제어 
개수

02 24,925 49,850 25 5 125
03 7,925 23,775 26 4 104
04 3,582 14,328 27 6 162
05 1,836 9,190 28 2 56
06 1,024 6,144 29 1 29
07 667 4,669 30 2 60
08 426 3.408 31 3 93
09 286 2,592 32 3 96



- 8 -

로 한국어가 중의성을 보이는 단어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동음
이의어의 중의성 해소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 문제 단
어의 좌우 및 어절의 범위를 기준으로 연어 정보를 추출하고 그 정보
를 바탕으로 의미 판정을 한다. 둘째, 연어 정보로 의미 판정을 할 수 
없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앞의 일정 수의 어절 내에 연어 정보로 의
미 판정이 된 동일 단어형이 있을 경우 그것의 의미로 의미를 결정한
다. 셋째, 앞의 방법들로 의미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빈도의 의
미로 판정한다. 이는 자연언어 처리 차원에서 한국어 동음이의어를 
해소하고자 한 시도로 평가된다.   
  김봉국(2012)에서는 초등 교재에 나타난 동음이의어를 대상으로 구
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김봉국(2012)에서는 동음이의어 유형을 동철 동음이의어, 이

  위 표에서 해당 표제어 개수란 동음이의어를 구분하지 않은 단어의 형식
의 수이고 전체 표제어 개수란 동음이의어를 의미로 구분하여 나눈 단어의 
수이다. 어깨번호가 21까지 있는 표제어의 수가 10가지이므로 한 가지 형태
에 10개씩의 단어 즉 총210개의 동음이의어가 있다. 끝에 있는 합계에서 보
는 것처럼, 동음이의어를 단어형으로 볼 때는 대략 4만여 종이고, 실제 개별
적인 의미를 구분한 단어의 수로 보면 12만4천개 정도가 된다. 이것은 사전
에 실린 전체 표제어의 22.4%에 해당한다. 

10 118 1,180 33 4 132
11 147 1,617 34 1 34
12 87 1,044 35 2 70
13 77 1,001 36 0 0
14 71 994 37 1 37
15 57 855 38 1 38
16 36 576 39 0 0
17 25 425 40 0 0
18 23 184 41 0 0
19 17 153 42 0 0
20 18 360 43 0 0
21 10 210 44 1 44
22 14 308 45 1 45
23 2 46 46 1 46
24 6 144 합계 41,407 1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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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동음이의어, 장단의 대립에 따른 동음이의어, 음운 현상에 따른 동
음이의어로 구분했다. 
  황미향(2016)에서는 한국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6차 교육과정 이
후 이루어진 동음이의어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적인 
동음이의어 교육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6차
[중1-(6)] 동음이의, 유의, 반의, 상하의 관계가 성립하는 단어
들을 말하여 보고,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단어들을 찾는다.

7차 [중1-(5)]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2007
[초3-(2)] 소리가 동일한 낱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2012
[초5~6학년군-(2)]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
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15 [6국04-03]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표1] 6차 교육과정 이후 동음이의어 관련 내용

  2012 교과서에서 기존의 용어 '동음이의어' 대신 '동형어'를 선택하
여 소리가 같은 것이 아니라 글자가 같음을 고려하였다. 이에 황미향
(2016)은 2012 및 2015 교육과정의 동음이의어에 대한 진술이 동음
이의어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동음이
의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방법도 동음이의어 학습에서 주요하게 다루
어야 할 학습 내용인 바, 기존 교과서에서 동음이의어의 의미 파악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문맥 살피기와 사전 이용하기임을 밝히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문맥 살피기와 사전 이용하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의 연합관계(paradigmatic relation)', '통합 관계
(syntagmatic relation)', '상위어나 반의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상과 같은 동음이의어의 개념과 유형은 본 연구에서 설정하여 검
토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고급 학습자들에
게 한국어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이해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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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육에서의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동음이의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조현용(2000)에서는 동음어의 교육은 이해의 측면에서는 문맥 속에
서 의미를 구별하게 하는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으며 표현의 측면에
서는 가능한 한 동음이의어를 다른 유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 바 있다.   
  조현용(2000)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동음이의어는 한자어 차용에 의
해 많이 나타나고 한자어는 뜻글자라는 특성상 표기로 구별하게 되지
만 현재 대부분 문서에서는 한글 전용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들에게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유어는 장단음에 의해
서 구별되었던 어휘들이 모어 화자들이 더 이상 장단음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동음이의어가 많아 외국학생의 경우 특히 동음이의
어 교육에 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금현(2008)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음이의어가 교재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선정 기준이나 학습 단계의 구분 및 제시 방법 등이 체계적이
지 않다고 논의된 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음이의어가 같은 과에 
출현한 경우 둘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동음이의어를 독립적
인 학습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도 없었다고 분석하였다. 
  한재영 외(2010)에서는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동음이의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음성언어에서도 문맥을 통해 동음이의어 
중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음이의어에 대한 
지식은 이해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
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동음이의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영 외(2010)에서는 의미를 모르는 어휘를 문맥 속에서 파
악하는 능력이나, 어휘 자체의 구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어휘 해석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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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배양하기 위해 동음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영환(2010)에서는 동음어 학습목록을 선정하여 단계별9)로 학습목
록을 제시한 뒤 동음어의 정보 제공과 더불어 단계별로 교수법과 연
습 유형을 제시하였다. 박영환(2013)에서는 한국어 동음어의 특성을 
고찰하여 최고급10)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동음어 교육 방안을 마
련하였다. 
  양염(梁艳, 2013)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꼭 필요한 동음이의어 학습 목록을 단계별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음이의어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했다. 호길(2014)에서는 '타다'를 예로 선정하여 고유어 
동사 동음이의어의 세부적인 의미의 등급화 방법 및 교육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상으로 국어학 및 국어교육학, 그리고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동음
이의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에서도 동음이의어 
교육을 다루고는 있으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9) 한국어 동음어 교육은 수준이 높아질수록 고도의 교수법을 요구하는 경향
이 짙다고 하여 동음어는 다른 어휘 의미 관련성과는 매우 이질적인 속성
을 몇 가지 지니기 때문에 교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정 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동음어는 반의어, 유의어, 상하의어와는 
달리 그 출현 양상이 다양하여 의미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하
여 초급 학습자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최고급 학습자들에게도 그 의미 파
악이 순탄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10) 이는 동음어가 다른 의미 관련 어휘와 달리 그 의미 파악이 더디고 힘
겨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특히 최고급 단계에서 더욱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예시를 들면서 이를 논증하였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ㄱ. 이제야 저는 철이 들었습니다. 
ㄴ. 어르신 연세에 철이 들다니요? 
ㄷ. 병원에서 철을 넣어 수술했거든요. 그러니 철이 든 거죠. 
ㄹ. 이젠 철부지(철不知)가 아니시네요?

철없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고 '철부지'는 철 곧 계절의 변화를 모르듯
이 아주 기본적인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것이 
ㄷ에서는 '쇠'를 뜻하는 '철'로 구체화되어 이미 '철부지'의 '철'로 이해했
던 대화 당사자를 낯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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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이의어 교육 내용 자료가 결여되어 있는 등 어휘 교육적 측면에
서의 동음이의어 교육 연구가 여전히 부족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전체 동음이의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음이의 
한자어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연구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2.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 연구 

  본 연구는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을 위해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용 동음이의 한자어를 선정하고 말뭉치에서 이들의 공기 관계를 분석
한 후 분류어휘집을 구축하여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시도하고자 한
다. 그러므로 어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용 어휘 선정과 관련된 연구
와 공기 관계를 활용한 어휘 교육 연구 및 어휘 교육 방안에 관한 연
구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는 경영, 금융, 공학 분야 등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에서 국립
국어원(2003), 국립국어원(2011~2012), 한송화 외(2015) 등을 검토 대
상으로 하였다. 
  국립국어원(2003)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출현 빈도가 15
회 이상인 10,352개의 단어에 대해 등급 선정을 한 뒤 등급 선정 결
과를 조정하여 1단계 어휘로 982개, 2단계 어휘로 2,111개, 3단계 어
휘로 2,872개를 선정하였다.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2011~2012, 국립국어원)은 국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범용적 활용을 목적으로 주제,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기능/과제, 문화와 같은 7개 범주에 대한 원형적 교수
요목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의 어휘 목록은 빈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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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객관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한국어 교육 분야(사
전, 교재, 평가 등)에 나타나는 어휘를 반영하여 선정하였고 이후 전
문가의 평정을 통한 주관적 방법론으로 객관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
하였다. 최종적으로 초급 1,683개, 중급 3,007개, 고급 6,428개로 초·
중·급 어휘 총 11,118개를 확정하였다.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한송화 등, 2012~2015)는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어휘
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어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는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어휘 목록을 보완
한 작업으로 2012년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부터 시작하
여 2015년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까지 최종적으로 초급
은 1,835개, 중급은 3,855개, 고급은 4,945개로 총 10,635개의 어휘 
목록이 선정되었다. 
  본고는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한송화 등, 2015)에서 
제안한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였
다.

(2) 공기 관계를 활용한 어휘 교육  연구 

  박병선(2003)에서는 공기 관계를 활용한 동음어 교육을 위해 유형
을 인접 공기 관계, 구문적 공기 관계, 군집 공기 관계로 설정하였다. 
첫째, 계량 언어학적 관점에서 연어 관계를 정의해서 어휘들이 서로 
공기하여 기대치 이상으로 자주 쓰이고, 출현 환경에 어떤 언어학적 
특성을 비교적 뚜렷이 갖는 경우를 인접 공기 관계로 보았다. 외국 
연구 사례에서는 대체로 좌·우 각 2-5어절 아내의 공기단어를 중심으
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둘째, 구문적 공기관계는 일명 연접
범주관계(colligation)라고도 하며 특정 중심어와 함께 한 문장 안에
서 문법 통사적 관계를 가지며 공기하는 어휘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군집 공기관계11)는 한 문장 내에서 특정 단어와 공기하는 단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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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별히 어휘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은 서로 자주 공
기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두 단어들 간의 '긴 한 연관성' 즉 
연어성 측정에는 통계적 기법이 주로 이용된다고 하였다. 
  박병선(2003)에서는 국어의 공기 관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말뭉치를 
중심으로 계량적 연구방법의 유형을 설정하여 말뭉치에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중심어의 공기 구성을 추출하고, 검증된 계량 언어학적 방
법으로 유의미한 공기구성 목록을 선정하여 이들의 언어학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양경숙(2005)에서도 연어와 같이 한 문장 안에서 중심어와 함께 출
현하는 단어(연결어) 사이의 여러 언어학적 관계를 공기 관계로 보았
다. 어휘 말미에 형태소가 부착된 대규모의 말뭉치를 가지고 언어의 
공기관계 분석에 자주 이용되는 통계량의 특성을 임의화 검증
(randomization test)을 통해 실시하여 계량 언어학적 연어분석의 정
확도를 위한 비교·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황용주(2006)에서는 연어를 기본적으로 넓은 공기 관계까지 포함하
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소설의 연어 구성을 계량 언어학적으로 분석하
였다. 실제 신소설 말뭉치 구축을 통해 얻어진 공기 관계 어휘들의 
통계적 결과를 가지고 연어의 구성을 어휘적, 문법적 연어로 분류하
였고 현대소설 말뭉치와 비교하여 연어 구성과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
았다.

11) 예를 들어 일반명사 '배'의 경우 동음어로, '腹', '倍', '梨', '船' 등의 뜻  
   을 가지고 있고 모두 '배'라는 형태로 쓰이는데 사용자는 이들 의미를 문  
   맥을 이용하여 분별하다. 문맥을 이용한다는 개념이 바로 해당 단어와 공  
   기하는 단어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대규모의 자료에서 추  
   출한 유의미하게 공기하는 단어들을 범주화하여 특정 의미의 쓰임과 관  
   련된 것들이 정리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정 단어와 공기하는 개별 단  
   어들의 빈도나 유의미 공기성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어가  
   동음어인 경우 이 어휘와 공기하는 단어들을 특정 의미의 쓰임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끼리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명사 '배'  
   의 경우 '倍'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평균, 넘다, 백, 천, 지난' 등의  
   어휘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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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어 관계 추출에 대한 연구 

  한영균(2002)에서는 어휘적 연어구성의 추출과 통사적 결합 패턴의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연어 관계를 검토한 결과 한국어의 연어정보 추
출 및 활용은 굴절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
렸다. 또한 개별 어휘 항목의 의미론적 변용이나 통사적 결합 패턴의 
기술을 위해서 연어정보와 함께 문맥색인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사실
을 밝혔다.
  임근석(2002)은 어휘적 연어를 '협의의 연어의 하위 유형으로 문장 
안에서 일정한 통사적 구성을 구성하는 2개의 구성요소(어휘소)가 서
로 공기성이 높고 분포의 제약이 있으며, 의미론적으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경우'로 정의하고, 어휘적 연어를 추출하는 방법론 및 연어
성의 판별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연어 관계 분석 단위와 
분석 범위에 대해서는 중심어(node)의 단위를 설정하였다. 조사류 및 
어미류는 어간과의 결합형을 중심어로 삼았으며 어휘적 의미를 지니
는 어휘 단위를 대상으로 단독형 및 격조사 결합형을 중심어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한국어 연어 관계의 파악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하
였다. 또한 임근석(2002)은 빈도가 높은 어절과 빈도가 낮은 어절이 
긴 한 연어구성을 이룰 때에 고빈도 어절만 검토하는 것은 긴 한 
실제 연어구성을 제대로 추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휘 교육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연어들에 관해 한송화·
강현화(2004)에서는 품사와 관계없이 선행과 후행의 연어 정보에 모
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고 명사에서는 후행 동사의 연어뿐 아
니라, 선행과 후행명사와의 연어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수식구와 피수식구와의 연어 구조를 살피는 것
은 중·고급의 어휘 교육에서 어휘 능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연어의 교수에 있어서는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 어떠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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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주로 쓰이는지가 교육되어야 하고 그 맥락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연(2013)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나는 ‘열매’, ‘과일’, ‘과실’의 의
미와 용법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였다. 어휘의 동의성 연구에 있어 
코퍼스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어휘가 사용된 상황에서의 공
기 관계와 연어 유형을 파악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한글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종말뭉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말뭉치 용례 간단 검색]의 검색 방법을 이용하여 
검색어의 용례를 검색한 후 대상어의 수식어와 서술어를 조사하여 그 
공기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어 정보의 추출과 관련하여 이현정(2013)에 따라 
말뭉치에서 연어를 추출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였
다. 첫째, 선정된 동음이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연어를 추출한다. 둘
째, 중심어가 되는 동음이의 한자어의 선행 어절과 후행 어절을 분석
하여 빈번하게 출현하는 수식구와 피수식구를 추출한다. 중심어인 한
자어에 선행하는 수식구로는 관형어와 명사를 추출하고, 중심어에 후
행하는 피수식구로는 명사와 명사구 형태를 추출한다. 셋째, 중심어인 
명사와 자주 공기하는 동사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한국어 동음이의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외국인 학습자들
을 위한 동음이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
용될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한다. 고급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이나 학문
적 성격의 자료에서 동음이의 한자어를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이러한 
어휘들은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급 학습자들이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문맥을 원활하게 이해하는지가 본고에서 탐
구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어휘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휘와의 관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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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문맥을 통해, 즉 공기 관계로 동음이의 한자어
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학습자들은 보다 원활하게 읽기 활
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 연구방법

Ⅱ장

동음이의 한자어 개념 설
정

문헌 연구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실태 분석 

▶ 교재 분석
▶ 교사 및 학습자 설문조사

공기 관계를 활용한 동음
이의 한자어 교육의 가능
성 검토 

문헌 연구 

Ⅲ장

교육용 고급 동음이의 한
자어 목록 선정

▶ 기존 어휘 목록 바탕 선정 
▶ 4단계 걸쳐 선정 

대표 동음이의 한자어군 
선정 

▶ 난이도, 어휘 수량, 사용 빈도
를 기준으로 선정 

목표 동음이의 한자어 공
기 관계 분석 

▶ 말뭉치 사용한 양적 분석 
▶ 품사에 따른 어휘 질적 분석과 
계량 언어학에 의한 양적 분석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 분
류어휘집 구축

시소러스 이론 

Ⅳ장

사전 편찬 자료로 활용 문헌 연구

교재 보조 자료로 활용 교재 분석 
교수 모형 구축 및 실제 
수업에서 활용

문헌 연구 

[표2] 연구 방법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Ⅱ
장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의 이론적 배경 및 개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외국어 문헌을 포함
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실태를 분
석하고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위상을 확인한다. 교육 실태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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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재, 학습자 및 교사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사 및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은 설문지를 이용하
여 양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숙지 정도를 측정하고 질적으로 분석한다. 끝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공기 관계를 활용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군
(群)을 선정하고 말뭉치에서 각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관계를 분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여 9조 대표 동음이의 어휘들의 
출현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며 품사에 따른 공기 관계 및 예문 정보
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추출한다. 양적인 분석 방법은 대규모 말뭉치
를 이용한 객관적인 어휘 계량 방법에 해당한다. 이로써 동음이의 어
휘들의 공기 관계를 분석하여 동음이의 한자어의 구별 기준을 밝히고 
각 어휘의 공기 어휘를 기술하여 분류어휘집으로 만든다. 이는 이론
적으로 시소러스 이론12)에 기반한다. 
  Ⅳ장은 Ⅲ장에서 구축된 교육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학습자용 동
음이의 한자어 사전 편찬 참고 자료 및 한국어 교재 보조 자료로 활
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목적에 따라 동음이의 한자어의 분류어휘집
을 변형하여 재구성한다. 실제 수업 활용에 있어서 OHE모형과 TTT
모형을 결합하여 언어 인식 향상을 위한 과제 중심 수업의 실제 교육 
방안을 구성한다.  

12) 조형일(2011)에 따르면 시소러스란 어떤 용어의 사용법과 함께 그 용어
들 간의 연계성 있는 정보를 하나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하는 어휘 
분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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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전제 

  Ⅱ장에서는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동음이의어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며 특히 동음이의어와 
혼동될 수 있는 다의어와의 구분을 통해 동음이의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동음이
의 한자어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아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부재로 
인한 읽기 장애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공기 관계를 활용한 동음이의 한
자어 교육을 모색한다. 먼저 이를 위해 이론 설계를 하여 공기 관계
의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어휘 교육에서의 위상을 확인한 다음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
고자 한다.

1.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이론적 배경 

1.1. 어휘 능력과 어휘 교육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어 어휘 교육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어휘 교육의 목적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루이스(Lewis, 1993)에서는 어휘를 언어 학습이나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로서 개별 단어(word)라기보다는 덩어리말(chunk of words)이
나 다어항목(multi-word item)이라고 정의하였다. 리처즈(Richards, 
1976)에서도 언어활동에서 요구되는 어휘 능력은 단순히 개별 단어의 
형태와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와 그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함께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밝
혔다. 또한 네이션(Nation, 2001)에서는 단어를 안다는 것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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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의미(meaning), 사용(use)의 모든 층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러(Miller, 1999)는 단어를 안다는 것과 관
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측면에서 주어진 형식을 문맥 안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지적 표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명선
(2004)에서는 어휘 능력을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어휘
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안재경, 2012). 
  이상의 논의에서 제시하듯이 어떤 어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어
휘의 형태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어휘와 공기하는 어휘도 함께 알
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글 텍스트를 이해
할 때나 한국어로 표현할 때 어휘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해당 어휘의 여러 가지 정보를 덩어리로 교수·학습하
면 더욱 효과적인 어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2. 동음이의의 개념 및 분류 

  노대규(1988)에 따르면 어느 한 표현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 중에는  
한 표현과 다른 표현의 여러 가지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있다. 이때 
규정할 수 있는 관계로는 동의 관계, 이의 관계, 반의 관계, 공유 관
계, 동일 지시 관계, 함의 관계, 전제 관계 등이 있다. 그중에서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서로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경우 그들을 이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의 관계 낱말들을 이의어(또는 동음이의어나 
동음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의어는 어원적으로 전혀 다른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우연히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것을 가리킨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음이의어를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로 정의하였다. 동음이의어의 개념에 대해 소쉬르(Saussure, 1961)에
서는 동음어라고도 하는 것으로 하나의 시니피앙(Significant)에 둘 
이상의 시니피에(Signifié)가 결합된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그 후에는 
울만(Ullmann, 1962)이 소쉬르의 정의를 수용하면서 이를 약간 세분
화하여 다의어에서 분화된 동음어는 'homonym', 음운변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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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동음어는 'homophone'이라고 정의하였다13)(김병균, 1988). 
또한 파일스·앨지오(Pyles·Algeo, 1970)의 논의에 따르면 서사와 발화
의 양면을 고려하여 발음이 같은 동음어는 동음어(homophone), 철
자가 같은 동음어를 동형어(homograph), 발음과 철자가 모두 같은 
동음어를 동음동형어(homonym)라고 하였다(박영환, 1977).
  한국 학자들도 동음이의어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 논의한 바 있다. 
이을환·이용주(1964)에서는 어형이 일치되는 동시에 의미가 서로 차이 
나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동음이의어로 정의하였다. 허웅
(1968)에서는 '같은 꼴의 시니피앙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시니피에가 
대응되고 있어서 이들 시니피에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을 때는 비록 그 시니피앙이 같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여러 개의 단어
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시니피에가 전혀 다르면서 같은 시니피앙을 
가진 말들을 동음이의어라 하고 그러한 현상을 동음이의라 한다.'고 
하였다. 박성희(1970)에서는 동일 언어에 있어서 동음동철동형의 둘 
이상 되는 단어가 의미에 있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동음이의어로 
규정했다. 박영환(1978)에서는 동음어의 개념을 연상관계에 있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가 한 음상으로 나타난 어휘라고 규정
하였다. 철자도 동일한 동음어를 협의의 동음어라고 하고 동철동음어, 
이철동음어, 동철이음어를 함께 고찰할 경우 광의의 동음어라 명명하
였으며 동음어의 갈래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협의의 동음어                       동기원
동음어                          동철동음어       이기원 
             광의의 동음어      이철동음어
                                동철이음어

[도식1] 박영환(1978), 동음어 도식

  박영환(1978)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동음이의어의 유형은 위와 

13) 박영환(1978)에서 이에 대하여 서사 언어를 고려하지 않은 동음어 연구
는 서사 언어의 중요성에 비추어 무가치하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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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나눌 수 있다. 철자가 동일한 어휘를 협의의 동음이의어라고 정
의하였고 나머지 경우는 광의의 동음이의어라고 하였다. 또한 발음이
나 철자의 다름에 따라 광의의 동음이의어는 다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철자와 발음이 모두 동일한 경우 동철동음어라고 보고 발음이 
같은데 철자가 다른 것은 이철동음어 분류한다. 그리고 철자가 똑같
으나 발음이 차이가 있을 경우 동철이음어라고 정의하였다. 
  동음이의어의 생성 원인에 대하여 강기진(1981)에서는 언어 외적인 
요인과 언어 내적인 요인을 나눠서 동음이의어의 생성 요인을 분석했
다. 먼저 언어의 외적인 요인을 최소한의 기호로 최대한의 표현을 하
는 언어의 경제성으로 보았다. 사물이나 현상을 표현할 때 계속 새로
운 기호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언어의 내적인 요인으로는 
방언의 개입, 음운론의 요인, 조어론의 요인 및 동음 유도 등이 있다
고 정리하였다.
  김병균(1988)에서는 동음어의 생성요인을 보다 더 세 하게 정리하
여 크게 언어의 외적, 내적 요인으로 나누고, 다시 언어의 외적 요인
을 자생적 요인14),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의미적 요인으로 나누
고, 내적인 요인을 통시적 요인과 공시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김병균
(1996)에서는 한국어 동음이의어 중 고유어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으며 동음어의 하위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언어 환경 상으
로는 사전의 어휘, 곡용이나 활용, 연음 또는 성조, 장단, 강약, 휴지 
등 음소상의 변별적 요소가 개입되기 이전의 체언과 기본형으로 된 
용언 및 모든 품사로 나타난 동음어를 본원적 동음어라 하고, 본래는 
동음어가 아니었으나, 발음상 또는 체언의 곡용, 용언의 활용, 휴지 
등에 의해 동음이 되는 것을 현상적 동음어로 분류하였고 생성원인별
로는 어휘의 생성적 기원과 철자가 같은 동기원동철자동음어와 기원
과 철자가 다르던 어휘가 통시적으로 철자가 같은 동음어를 형성한 
것을 이기원동철자동음어, 그리고 생성적인 기원과 철자가 모두 다른 
어휘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동음어를 형성한 것을 이기원이철자동

14) 언어 자생적 요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의 자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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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로 분류하였다. 음절별 동음어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 2음
절 동음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품사별로 보면 동품사 
사이의 충돌이 대부분이며 이 중 명사와 명사 사이의 충돌이 가장 심
하다고 하였다.
  신중진(2004)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음장 차이에 따른 동철
어의 구별이 있을 수 있으나 음장마저 변별력이 약하고 또 영어처럼 
묵음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에서는 동음어와 동철어
의 구별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개화기 신문·잡지
에서 나타난 동음이의어를 고유어와 고유어의 동음이의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동음이의어, 한자어와 한자어의 동음이의어로 분류하고 논
의하였다. 예를 들면 일반부사 '가장'은 고유어이고 '여럿 가운데 어
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게'라는 뜻으로 한자어인 '가정'의 '가장', 
'꾸밈'의 '가장'과 동음이의 관계를 이룬다. 또는 '금이 가다'와 '황금'
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동음이의 현상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동음이의 한자어 사전(1994)에 의하면 동음이의 한자어란 ‘말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한자어’를 이른다.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본고의 
정의 또한 위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음의 장단만 다
르고 같은 말소리를 가진 동철이음 한자어의 경우도 본 연구의 대상
으로 포함시키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따라 ‘음의 장단
을 음을 구분 짓는 요소에서 배제하여 말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
어’를 동음이의어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1.3.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 

  같은 철자에 다른 의미를 가진 어휘로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
다. 다의어는 동음이의어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이 두 가지 개념
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의어란 한 단어의 의미가 기본 의미부터 변이 의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다의어는 용법에 따라 각각 그 의미가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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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는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예를 들
어, 다의어 '손'이 바로 그 예이다. 
  다의어의 생성 원인에 대해 박영순(1967)에서는 단어가 일종의 기
호로서 소리와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자의적이므로 반드시 일대일 대웅 관계만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하였
다. 다의어의 경우 의미1, 의미2, 의미3가 하나의 소리와 관계를 갖는 
것이다. 언어 인류학자인 세실 브라운(Cecil H. Brown)에 의하면 '다
의성의 발생은 전형적으로 어떤 두드러진 사물을 표현하는 단어를 그
것과 관련된 두드러지지 않은 다른 사물까지 확장하여 쓸 때 일어난
다.'고 하였다. 즉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에 추상적인 의미를 부
여하거나 의미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다의어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에 대해 하화정(2001)에서는 "한 형태의 
어휘가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뜻이 있을 때, 이 어휘를 다의
어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동음이의어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두 분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바
일론(Baylon, 1978)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분에 대하여 다의어
와 동음이의어 둘 다 하나의 기표에 여러 개의 의미가 연결된 것이나 
다의어는 한 기호에 여러 개의 의미가, 동음이의어는 동일한 기표에 
여러 가지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하화정, 2001). 
  김병균(1988)에서는 동음어와 다의어는 그 한계가 모호해서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동음어가 다의어에서 분화된 것
도 상당수 있지만 동음어는 기원 면이나 특성 면에서 다의어와는 달
리 다루어져야 할 것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이론상으로는 뚜렷이 구분되지
만 실제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판별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는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
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운영(2002)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는 한글 표기가 동일한 어휘들을 경우에 따라 동음이의어나 다의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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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의미적 연관성이다. 
개별 의미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의어로 처리하여 하나
의 표제어로 묶고,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각기 다른 표제어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언어의 이해 및 
사용 환경에서 양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사전을 찾아보
고 개별 의미의 상관성을 분석해야 하며 서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동음이의어로 판단한다. 

1.4. 한자어 교육과 동음이의어 교육 

  구본관(2011)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습득·교육에 있어, 
한자어는 어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고급어
휘로 올라갈수록 전문 어휘 등의 사용으로 인해 한자어의 출현 빈도
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
들은 한자어 학습을 간과할 수 없고 한자어 차용에 의해서 많이 나타
난 동음이의어도 세심한 학습이 필요하다.
  경상남도교육연구원(1994)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동음이의어는 한자
어 차용에 의해서 다수 나타나고 한자어는 뜻글자라는 특성상 표기로 
구별하게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문서에서 한글 전용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들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
들이 이에 관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상남도교육연구원
(1994)에 의하면 동음이의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 그 어휘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혼동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사고’는 
‘思考·事故·社告·史庫·四苦·四庫·私庫’ 등 10개의 뜻이 다른 단어가 있
으나 ‘사고·사고·사고·사고’ 등으로 표기해서는 뜻을 분명히 파악하기
가 어렵다. 문맥을 통해 어느 정도 내용을 추정하게 될 수 있는데 동
음이의 한자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독서활동에도 도움이 된
다. 예를 들어 ‘왕후의 밥, 걸인의 찬’에서 ‘왕후’는 ‘王后’가 아니고 
‘王侯’ 곧, '왕과 제후'임을 알아야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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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말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한자어’를 모아 총 8,890종의 
25,679단어가 실린 ‘동음이의 한자어 사전’이 개발하였다. 이 사전에
서는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풍부한 어휘를 가져야 깊고 넓
은 사고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단어의 뜻을 알아야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므로 어휘력은 독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일상용어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의 전문 용어도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책을 읽고도 어휘의 뜻을 모르면 독서 능률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독서의 흥미조차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동음이의 
한자어는 한글 전용 표기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올바
른 이해는 오히려 한글 전용 표기의 징검다리요, 능률적인 독서의 첩
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동음이의 한자어 사전은 초·중등
학교의 각종 교과 교육에서 많은 어휘의 뜻을 정확히 학습하는 데 활
용되어 어휘력을 확충하고 나아가 사고력과 독해력 신장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희(1970)에 따르면 동음이의어는 중요한 언어 현상이다. 이는 
언어 발전 규칙을 벗어날 수 없으며 언어 유기체 내의 일부이니만큼 
언어 발전과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국어
의 동음이의어를 언어 발전의 특징을 고려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의미론 분야에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동음이의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음이의어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학자들 간에 동음이의어의 정의 및 
연구법 등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체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동음이의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박영환(2013)에서는 한국어 동음
이의어 교육은 동음이의어가 다른 어휘의 의미 관련성과는 매우 이질
적인 속성을 몇 가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정 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첫
째로 동음이의어는 반의어, 유의어, 상·하의어와는 달리 그 출현 양
상15)이 다양하여 의미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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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동음이의어는 어형이나 발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복잡한 편으
로 동음이의어에는 어형은 같은데 발음이 다른 경우(장단음/동철이음
어)가 있고 발음은 같은데 어형은 다른 경우(동음이철자/이철동음어)
가 존재한다. 더구나 요즘은 장단음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
향이 있어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단서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고급단계로 올라가는 학습자가 동음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한국어를 
배우는 고급 학습자들이 동음이의어의 간섭으로 인하여 오해하고 있
는 것을 바로 잡아주어 더 이상 왜곡된 지식을 견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미리 정확
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동음이의어의 각
각 단어 의미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개별 동음어쌍마다 그 형성
과정이 단일하지 않고 심지어는 동음이의어의 출현쌍이 전혀 예측 불
가능한 경우도 있어 동음이의어 교육은 아주 단순하고 일정한 단계에
서 학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음이의어 학습목록을 제시
하는 단계에 멈춰서는 안 된다. 다섯째로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동음
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미묘하며 동음이의어의 의미
를 온전히 파악했을 때의 성취감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동음이
의어 교육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실태 

2.1. 교재 분석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음이의어는 대체로 한국어 교재

15) 동음어는 유사한 문장구조에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때로는 전혀 
다른 품사에서도 동음어가 등장하여 문장이나 문맥의 이해를 방해하는 경
우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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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은 되어 있으나 선정 기준이나 학습 단계의 구분, 제시 방법 
등이 체계적이지 않다.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등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및 국립국어원의 고급 교재나 읽기 교재16)를 대상
으로 교재 분석을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쓰인 교재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교재명 및 권호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서울대 한국어 5A17), 5B, 서울대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 2012
6A, 6B 투판즈 2015

서강대 서강한국어 6 읽기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서강대하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2015

연세대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고급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국립
국어원

세종한국어7,8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3

[표3]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 서지사항 

16) 해당 교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첫째, 서울대와 국립국어원 고급 단계에
서 주교재로 쓰이는 한국어 교과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
로 널리 쓰이는 교재이고 둘째, 서강대와 연세대에서 출시된 읽기 교재는 
또한 고급 단계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교재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
급 동음이의 한자어의 어휘 제시 상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17) <서울대 한국어 5A>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출간된 고급 교재로 듣
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언어 기술을 한 과 내에서 학습하는 기술 통
합형으로 구성하고 구어 학습과 문어 학습이 기 하게 연계되도록 구성하
였다. 본고에서는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와 읽기 능력을 연구하고자 문어 
교수학습에 해당되나 이 교재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급 교재
로서 고급 수준의 어휘 및 문법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
여 주제 어휘와 유형별 어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급 한국어 
교재에서 동음이의 한자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
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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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교(2003)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면서 교재의 어휘 교육 내용
을 분석할 때 첫째,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묶어 제공하는지, 
아니면 새 어휘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지, 둘째, 어휘 제시 후의 연습 
및 보충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첫째 주제 관
련 어휘를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학습자가 기억하기 용이하고 
사용하기에 유용한 점이 있으나 다수의 새로운 어휘를 학습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새 어휘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단원의 주제나 과제와 별개로 어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와 관련해서는 어휘를 제시하는 데에서 끝나는지, 연습이 
다양한 활동에까지 이르는지, 어휘 목록이 제공되는지를 보았다. 
  본고에서는 각 고급 교재의 어휘 제시 방식을 각 교재의 교재 구성
표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서울대 5급 교재의 교재 구성표
를 보면 각 단원은 '제목, 주제,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과제, 문
법, 어휘, 보충어휘'로 구성되어 있고 6급 교재의 교재 구성표는 '대
단원명, 소단원명,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과 표
현, 보충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 내용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서
울대 한국어 5A>의 경우 제1단원의 제목은 '외모와 성격'으로 '외모
와 옷차림, 성격, 음악공연' 등 소제목과 관련된 어휘, 그리고 보충어
휘로 '의성어'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제2단원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의 
제목으로 '불우 이웃 및 불우 이웃 돕기, 사랑'과  관련된 어휘를, 보
충어휘로는 의태어를 익히도록 제3단원 '가정과 사회'에서는 '가족 제
도, 단체나 기관의 업무, 설문조사' 등 어휘를, 그리고 보충어휘로 '속
담'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 한국어 고급 교재는 2A나 
3B급 등 초·중급 교재와 달리 읽기 본문 아래 각주처럼 새로운 어휘
를 제시하지 않고 한 과에 마지막 <어휘와 표현>이라는 모듈을 덧붙
여 함께 제시한다. 5급 교재의 경우 해당 단원을 찾아보면, 어휘는 각 
과의 두 번째 부분인 <읽고 말하기>에서 '주제 어휘'를 먼저 기술하
고 <보충 어휘>에서 특정 어휘를 소개한다. 그리고 단원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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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휘와 표현> 모듈에서 집중적으로 해당 단원의 모든 어휘를 종
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급 교재는 과마다 <들어가기> 후 <어휘와 
문법>의 '어휘를 연습해 보세요' 부분에서 먼저 어휘 내용을 제시하고 
<서울대 한국어 6B> 같은 경우 제8단원 '사고방식과 문화'에서 '1과 
문화 차이'에서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2과 차이와 차별'에서 읽기와 
쓰기 기능을 나눠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5급 교재와 달리 6급 교재
는 대단원 맨 마지막 <어휘와 표현> 모듈에서 종합적으로 어휘를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마다 <어휘와 표현> 모듈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제8단원 '사고방식과 문화'에서 '1과 문화 차이'가 끝나자마자 
<어휘와 표현> 모듈에서 어휘 및 <듣기>, <말하기>에서 출현한 어휘
를 제시한다. 똑같이 '2과 차이와 차별'의 <어휘와 표현> 모듈에서는 
어휘, <읽기>, <쓰기>에서 나타난 어휘를 제시한다. 서울대 교재에서
는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어휘장을 구성해서 어휘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한국어 5A> 제4단원 '직업과 직장'의 <어휘
와 표현>에서 제2과 '취업 준비’에서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위의 제시 방식을 보면 어휘의 한자, 품사, 뜻풀이, 영어, 예문을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풍성하게 어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급 
교재의 경우는 제12단원 제2과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예로 들어 
그의 구체적인 어휘 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志願)
명 어떤 일이나 조직에 뜻을 두어 거기에 들어가기 원함. 
application; voluntary
대학원 지원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용기(容器)
명 물건을 담는 그릇. container / 容器 / 容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이 접시나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 용기
의 사용을 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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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어휘 제시 방법은 5급 교재의 기초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해
석을 더하여 한자, 품사, 뜻풀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예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어휘의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고급 단계에서 동음이의 한자어 ‘지원’, ‘용기’, ‘동상’ 같은 경우 학습
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교수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어휘 제시 방식은 나머지 교재 분석을 마친 후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서강 한국어 6 읽기>는 고급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이다. 총 8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단원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읽기1, 읽기2, 읽기+(플러스)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1은 본문 읽기와 
어휘 활동, 말하기 및 쓰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균형 있게 키우고자 
한다. 읽기1의 본문은 실제 자료 중에서 선별하되 글의 소재와 주제 
텍스트 종류가 고급 수준에 맞도록 하였다. 읽기2는 본문 읽기와 읽
기 후 토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읽기+에서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어휘 제시 및 학습 관련 내용은 주로 
읽기1에서 다루고 있다. 교재의 구성표를 살펴보면 읽기1은 '제목, 어
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과 '인물'에서 읽기1 '우리 시대의 선
비' 본문 뒤에 새로운 어휘 '선비' 및 '거문고'를 제시하였다. 이는 핵
심 어휘를 강조하는 면에서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휘 해
석으로 한국어 뜻풀이를 달아줌으로써 핵심 어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며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 그중에서 '거문고'는 그림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상(凍傷)
명 심한 추위로 피부가 상처를 입는 일. frostbite / 冻伤 / 凍傷
김민호 씨는 손과 발에 동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 탐험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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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는 '맥락 속에서 목표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목
표 어휘를 이용한 간단한 담화 차원의 활동' 등을 통해 읽기1의 목표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고 연습하도록 한다. 또는 <어휘 확장>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균형 있게 키우고자 
한다. <정리 노트>에서 새로운 어휘를 제시만 하였고 '외래서/외국어'
는 영어를 덧붙여서 따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어휘를 제시만 하
고 충분한 빈칸을 남겨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필기를 하도록 구성
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학습자들의 능동성을 동원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외래어/외국어의 어원만 밝히고 대다수 
어휘에 대한 해석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읽기2 '한국 미술계의 선구적 추상화가'에서는 주제 및 질문을 제시
하고 <보기>에서 다음과 같이 어휘를 제시하였다. 아무런 해석이 없
이 제시만 하였지만 자세히 보면 4개의 어휘가 같은 종류에 속하여 
그림의 유형을 지칭하는 단어들로 학습자들이 활동에서 이들을 정확
하게 구별 및 이해할 수 있어야 활동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 아무런 
해석이 제공되지 않으면 어휘의 이해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읽기+ '맥락 이해1-문단 속 문장의 알맞은 위치 찾기'에서는 5단락 
글을 제공하여 본문 옆에서 어휘를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어휘를 
제시할 때 한자어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도 같이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선비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
물을 탐내지 않는 학자 
거문고 5세기 이전에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대표적인 현악기 
거문고 그림 

<보기>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추상화 

헤아리다 공감(共感)하다 맞장구를 치다 귀를 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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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한자를 덧붙이는 방식은 어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연세대학교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고급>의 내용 구
성을 살펴보면 총 10과로 사회, 경제, 인문, 자연 등 10개의 주제에 
대해 '제목, 교양서 읽기, 더 읽어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내용
을 살펴보면 과마다 <교양서 읽기 1,2> 본문 아래에서 어휘를 제시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제1과 '학문의 세계'에서 <교양서 읽기 1> '학문
이란 무엇인가? (1)'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관을 다룬 내용이다. 본
문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휘를 한자나 뜻풀이 등 아무런 설명 없이 제시만 하
였다. 물론 본문에서는 동음이의어 '이성', '도', '법', '성현'을 괄호 
안에서 영어 등 외국어나 한자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성'이 처음으로 
출현할 때에는 '이성(reason)'의 형식으로 영어 해석을 달아 주었고 
두 번째로 나타났을 때에는 '이성(nous, reson, Vemunft, 理性)'의 
형식으로 괄호 안은 여러 가지 외국어 해석으로 구성하였다. '도'와 '
법' 같은 경우는 '도(道)', '법(法)'처럼 한자를 달아주었다. 어휘에 대
응하는 외국어의 해석을 달아줌으로써 더 많은 학습자들이 더 숙지한 
언어를 통해 바로 해당 어휘를 아는 것이 장점이겠지만 모든 외국어 
번역을 덧붙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수용
하되 더 효과적인 어휘 제시 방법이 요구된다.  
  <세종한국어>의 교재 구성표를 살펴보면 '단원, 주제, 어휘 늘리기, 
기능, 문법, 어휘, 발음,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는 각 단원의 주
제와 관련된 것으로 단원별로 2~3개의 의미 범주를 선택하였다. <세
종한국어7>에서는 총 799개의 어휘를, <세종한국어8>은 823개 어휘

진리 탐구 이성 개체 생식 품격 성찰 경지 
형이상학적이다 수반되다 성현 인식 막론하고 결부되다 
도출되다 초래하다 

농약(農藥) 유해물질(有害物質) 분해(分解) 규제(規制) ... 



- 34 -

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어휘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휘 늘리기>에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어휘를 제시
하고 활동을 통해 어휘를 사용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확인하고 이를 좀 더 확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휘와 표현>에는 해당 단원의 주제나 의사소
통 활동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새 어휘와 
표현>에는 '대화, 의사소통(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등)' 부분에 새롭
게 나온 어휘를 제시하였다. 이는 연세대학교 <대학 강의 수강을 위
한 한국어 읽기 고급>의 어휘 제시 방법과 같으므로 학습자들의 어휘 
이해 측면에서의 한계가 나타난다.
  이상 교재 분석을 종합해 보면 각종 교재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재 장점 단점

서울대 한국어 
5A, 5B, 6A, 6B 

◈ 한 과의 마지막에 집중
적으로 어휘 제시 
◈ 5급: 어휘의 한자, 품
사, 뜻풀이, 영어, 예문을 
제공함
◈ 6급: 중국어, 일본어 번
역을 증가하여 더욱 전반
적으로 어휘의 정보를 제
공하고 있음 

▣ 고급 단계에서 동음
이의 한자어 ‘지원’, ‘용
기’, ‘동상’ 등 더 많은 
정보 및 교수·학습이 요
구된다.  

서강한국어 6 읽기 

◈ 본문 뒤에 바로 새로운 
어휘 제시하고 한국어 뜻
풀이를 달아줌
◈ <정리 노트> 새로운 어
휘를 제시만 하고 충분한 
빈칸을 남겨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필기를 하도록 
구성하였음

▣ <정리 노트> 새로운 
어휘를 제시만 하였고 
외래어/외국어의 어원
만 밝히고 대다수 어휘
에 대한 해석이 없었음

연세대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 본문에서 동음이의어 
뒤에 괄호 안에서 영어 등 

▣ 본문 아래에서 한자
나 뜻풀이 등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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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한국어 교재 어휘 제시 방식 장단점 대조 

  기존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기술은 따로 
없고 읽기 자료 본문에서 나오는 어휘만 제시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고급>, <세종
한국어>는 어휘를 나열만 하고 상세히 해석을 달아주거나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강 한국어 6 읽기>에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할 때 한국어 
해석, 한자, 그림 등을 사용하였다. <서울대 한국어> 고급 교재는 한
자, 품사, 뜻풀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예문을 제공하여 보다 전반
적인 어휘 제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음이의 한자어가 
출현한 경우 동음이의 어휘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학습자들이 본문에
서 출현한 동음이의어를 단순히 그 뜻을 찾아보고 넘어가버리는 경우
가 많다. 이는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예전에 학습한 어휘와의 동음
이의 관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주지 못해 이후에 학습자가 해당 어
휘들을 마주했을 때에도 그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할 우려가 
있다.   

2.2. 교사 조사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한국어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하여 크게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①어휘 교육에서의 동
음이의어 교육, ②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 ③동음이의 한자어 

한국어 읽기 고급 
외국어나 한자로 설명을 
덧붙였음

설명 없이 새로운 어휘 
제시만 하였음 

세종한국어7,8
◈ <새 어휘와 표현>에는 
새로운 어휘를 집중적으로 
제시  

▣ 어휘 제시만 하고 
학습자들의 어휘 이해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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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황, ④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가치 유형 판단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④번 문항은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30조18) 동음이의 한자
어의 교수·학습 가치를 판단하는 내용19)으로 구성하였다. 
  ①어휘 교육에서의 동음이의어 교육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동음이의어 교육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②동
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으로 다수 고급 단계에서 많이 접하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③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현황은 3개 분야에서 
분석하게 하였다. 첫째는 한국어 교재이다. 교재에서 어휘와 관련된 
부분에서 동음이의 한자어를 언급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둘째, 교사 자체가 수업에서 동음이의 한자어의 대한 설명이다. 
교사 중 80%가 수업에서 동음이의 한자어를 따로 설명한 적 있었다
고 하였다. 세 번째는 수업에서 동음이의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
이다. 70% 이상의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들이 문의한 적 있었다고 답
하였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으로서의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급 학습자에게 교수·학습이 필요하나 교재
나 실제 수업에서 관련 내용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⑤처
럼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교수 필요성이 높은 동음이의 
한자어를 체크해 본 결과 예비조사 단계에서 추출된 30조의 동음이의 
한자어 중 교육 가치가 높은 동음이의 한자어 유형은 동음이의 어휘
수가 많은 것(사전에서 어깨번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
자가 동일한 단어가 이룬 동음이의 한자어들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18) 동음이의 한자어 목록 1차 선정 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
단계_부록'의 ‘어휘 목록’(2011, 김중섭, 경희대학교, 121쪽~285쪽)을 바
탕으로 다른 어휘 목록과 결합하여 30조를 추출한 것이었다. 

19) 동음이의 한자어를 동음이의어군(群)으로 묶어 각 어휘 의미를 나열하면
서 제시한 후 교사가 이를 보고 교육적 가치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교
육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어휘의 중요성을 점수로 매기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또한 개별 어휘의 중요성을 검토한 후에 이런 어휘들을 
하나의 동음이의어군으로 묶었을 때의 교육적 가치도 검토하게 하였다. 
이는 교육 가치가 높은 동음이의 한자어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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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이의 어휘수가 많아 혼동하기 쉬울 뿐더러 한자까지 같은 경우는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2.3. 학습자 조사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동음이의어 교육을 학습자 측면에서 살
펴보기 위해서 학습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학생은 동음
이의어에 대한 인식이 또렷하지 않아 이를 어휘의 의미 관계 측면에
서 도입하여 각종 의미 관계에 따른 어휘 유형의 학습 상황을 조사해 
보았다. 교사 설문과 동시 예비조사는 2016년 2월 19일부터 2월 29
일까지 다국적 한국어 고급 학습자20)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대조되도록 한국인 모어화자 3명21)에게도 같은 설문을 실시하였
다. 조사 참여자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1] 학습자 국적 분포 

20) 본고에서의 고급 학습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5, 6급을 소지한 학
습자를 말한다. 

21) 인식 조사 외에 동음이의 한자어를 실제 학습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음이의 한자어군 30개의 각각의 의미를 써보는 방
식의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의 답안을 대
조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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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습자의 연령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2] 학습자 연령 분포

  한국어 모어화자 3명의 연령은 모두 26~30세 사이였다. 한국어 학
습 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이며 6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 고
급 학습자들이다. 

[그림3] 학습자 한국어 학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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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림4] 학습자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실제 사용 상황에서의 각 어휘 유형의 난이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는 먼저 '4가지 영역에서 해당 어휘 유형의 난이도 순서 
배열'로 시작하여 그 다음은 '동음이의어 학습 여부 및 교수·학습 필
요 여부 선택'과 '동음이의 한자어 의미 빈칸 채우기' 등 세 가지 유
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어휘의미 관계에 따른 어휘 유형을 예시를 
제시하여 소개한 다음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각 영역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어휘 유형 항목을 난이도대로 순서를 배열하도록 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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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네 가지 영역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휘 유형

  설문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읽기 영역에 동음이의어가 등장한 경우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57%). 또는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도 동
음이의어를 어려워하는 비중이 꽤 크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고급 학습자들이 읽기 영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어휘는 동음이
의어와 다의어이다. 같은 형태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가 외
국인 학습자의 읽기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동음이의어를 어려워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동음이의어에 대한 학습 유무 및 학습 
경로를 대해 조사한 결과 고급 학습자들의 70% 이상이 동음이의어에 
공부하거나 교사가 수업에서 잠깐 언급했을 뿐 교재에서 따로 배운 
적은 없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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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학습자 동음이의어 학습 여부

  마지막 세 번째 문항인 빈칸 채우기에서는 선정된 동음이의어의 고
찰 의미에 개수를 알려주고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의미를 모두 쓰도
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문항의 예시는 [표5]와 같다. 

번호
동음이의
 한자어군 

의미1 의미2 의미3 의미4 의미5

1 감상 X X

2 감정 X X X

3 경기 X X X

4 공정 X X X

5 과장 X X

6 과정 X X X

7 기 X

8 기구 X X X

9 기사 X X

10 기술 X X

[표5] 빈칸 채우기 문항 구성 예시

  학습자들의 대답을 더욱 직관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기 위해서 정
답판정 방법22)으로 모어화자의 답안과 대조 후, 표준국어대사전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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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같은 어형이 대응하는 어휘의 의미를 모두 모르거나 잘못 
쓴 경우 0으로 기재하고 하나를 정확하게 답한 경우 1로 표시한다. 
그리고 2개나 2개 이상의 어휘 의미를 정확히 쓴 경우 3으로 표기한
다. 이는 응답한 인원수와 곱하여 최종 점수가 0이나 28 이하로 나타
난 동음이의어는 교수·학습 필요성이 높은 어휘들로 판정한다. 그 결
과 동음이의 어휘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자들이 해당 어휘에 대한 
숙지 정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한국어 교재 분석 및 학습자 설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
국어 교육에서 다의어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있다. 
다의어가 교재에서 출현될 때 여러 개의 뜻이 같이 나열되고 교사도 
이를 중요시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 또한 다의어의 개별 의미가 서
로 연관성이 있어 교수·학습이 비교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반면 동음
이의어의 경우 교재에 언급조차 없을뿐더러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교
사들은 특별히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한국어 교재에서 동음이
의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출현 순서가 난이도와 상관없
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동음이의어가
머릿속 어휘부에 무작위로 배정되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동음이의어를 어떻게 구별하고 이해하여 알맞게 사용하는지 
가 본고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어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어휘와 공기하여 일정한 어휘 관계 속에 그 역할이 

22) 학습자 설문조사의 점수 판정 방법으로는 다음 표와 같이 ✕는 빈칸이
나 잘못 쓴 경우를 뜻하며 ✓는 정확한 의미를 맞게 쓴 경우를 의미한다.

✕는 빈칸이나 잘못 쓴 경우를 뜻하다. 0점 
✓는 정확한 의미를 쓴 경우이다. 1점 

동음이의 
한자어군

의미1 의미2 의미3 점수 

1 ✕ ✕ ✕ 0
2 ✓ ✕ ✕ 1
3 ✓ ✓ ✕ 3
4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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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다. 일반적으로 어휘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어휘의 형태, 발음, 
의미 등이 있으나 동음이의어는 형태와 발음23)이 같다는 선결 조건 
하에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3. 연어 이론에서 본 동음이의어 교육

  어휘를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자체의 의미를 아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휘는 다른 어휘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그
러한 관계에 의존하여 자신의 역할을 발휘한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파악해야 그 어휘의 정확한 의미와 쓰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 즉 공기 관계에 있는 어휘를 아는 것은 한국
어 어휘 교육과 학습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낱낱의 어휘의 의미
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유창하게 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
휘의 의미, 형태와 함께 어휘의 사용법을 알아야 하는데 어휘 사용법
에 관한 정보는 특정 어휘가 어떤 어휘를 요구하고 습관적으로 공기
하는가에 대한 정보, 즉 연어의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동음이의
어의 교수·학습에서는 연어 정보가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감상'
이라는 단어형은 '책을 읽은 감상'인지 '예술에 대한 느낌'인지 그들
의 공기 관계를 따져봐야 안다. 본고에서는 읽기 텍스트에서 같은 표
기로 되어 있는 동음이의어를 공기 관계로 구분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자 한다. 

3.1. 연어 이론과 공기 관계의 개념 

  연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연어의 개념을 정의
하는 기준이 학자들마다 다르므로 연어의 정의가 다소 다르게 나왔

23)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아 음의 장단이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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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연어의 범위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다소 다르다.
  퍼스(Firth, 1957)에 의하면 단어의 의미는 맥락적인 환경, 즉, 공
기 관계를 통해서 구별이 된다고 하였다. 로빈스(Robins, 1980)는 연
어를 한 어휘가 다른 특정 어휘와 습관적으로 연합한 결합이라고 하
였다. 크루즈(Cruse, 1986)는 연어를 ‘습관적으로 공기하지만 구성 
성분의 의미가 투명한 어휘 연속체’라고 정리하였다. 싱클레어
(Sinclair, 1991)에 의하면 연어는 한 텍스트 내 각각의 협소한 공간 
안에서 둘 이상의 단어들이 공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코위(Cowie, 
1995)는 연어란 문법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 특정한 영역 속에서 둘 
이상의 어휘소가 연합하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고 워너(Wanner, 
1996)에 따르면 주어진 의미 표현을 위한 어휘소 L1의 선택이 그 의
미가 적용되는 어휘소 L2에 의존적일 때 어휘소 L1과 L2 사이에서 
연어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루이스(Lewis, 2000)에서는 관용어가 어
휘의 전체적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연어는 어휘들의 결합을 
중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안재경, 2012).　
  임지룡(1992)은 연어를 ‘상호 의존적 기대치를 갖는 낱말의 결합 관
계’로 정의하였다. 문금현(1996)에서는 연어의 개념 범주를 의미의 투
명성과 결속 제약 및 결합 원리에 따라 자유 결합, 공기어, 관용 표현
으로 구분하고, 둘 이상의 단어가 축자 의미를 유지하면서 긴 한 결
합 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을 연어라고 정의하였다. 강현화(1997)는 연
어를 말뭉치에서 어떤 어휘 항목이 다른 어휘 항목과 같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고정적인 공기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김진해(2000)는 
통사 의미론적 관련을 맺고 있는 어휘가 동일한 문맥에서 동시에 나
타나는 어휘의 공기관계를 연어라고 하였다. 한영균(2002)에 의하면 
연어 관계란 기본적으로 한 문장 안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울려 
쓰이는 단어의 결합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홍빈(2002)
에서 연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
휘소 사이의 어휘적 선택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김광해(2003)에서는 
연어를 텍스트 상 수량화할 수 있는 어휘 항목의 ‘수평적 관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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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이동혁(2004)에서는 연어를 의미 분절로 인하여 의미 계
열이 다른 어휘소들이 맺는 직접적인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연어 관
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휘소 사이의 
어휘적 선택 관계라고 하였다. 임근석(2006)에서는 연어를 둘 이상의 
연어 원자(collocational atom)가 제약적으로 결합한 구성이라고 하
였다.
  홍종선 외(2001)에서 연어를 이웃하여 자주 쓰이는 어휘들, 인접성
과 관계없이 하나의 문장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로 정의한 것을 참
조하여 본고에서는 공기 관계 정보를 추출할 때 동음이의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여 앞뒤에 오는 어절 수와 상관없이 문장 단위로 정보를 
추출하고 공기 어휘를 재분석하기로 하였다. 
  한송화·강현화(2004)에 의해 최근에 와서 말뭉치 언어학의 등장과 
함께 언어의 고정성 정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굳어진 구나 관용구인 '
관용적 용법'들을 연어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연어는 어휘의 의미 이
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어휘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 안에서 다른 어휘와의 의미적 상관관계에 따라 
파악된다. 한송화·강현화(2004)는 연어는 어휘의 통합적 관계를 말하
고 있어 연어 정보는 어휘의 의미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어를 분류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
다. 벤슨, 벤슨과 일슨(Benson, Benson, & Ilson, 1997)에서는 기능
과 의미를 기준으로 연어를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로 분류하였
다. 김진해(2000)에서는 연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제한적인 결합성과 
공기성을 바탕으로 연어의 개념을 광의의 연어와 협의의 연어로 범주
화하였다. 광의의 연어는 한 어휘가 통사론적·의미론적으로 관련을 맺
고 있는 다른 어휘들과 단순 공기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협의의 연어
는 구성 요소가 특정 어휘와의 결합을 요구하는 제한적 공기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심혜령(2010)에 따르면 어휘의 결합 관계와 그 구성은 결함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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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정도에 따라 관용어, 언어학적 연어, 통계학적 연어, 느슨한 공
기 관계, 자유 결합 등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말뭉치를 통
한 통계적 수치에 의해 드러나는, 인접성과 관계없이 어떤 대상어와 
함께 하나의 문장에 자주 나타나는 어휘를 이른바 '연어'로 보기도 한
다. 말뭉치 분석 상, 문장 내에서 공기하는 빈도가 높은 어휘의 결합
으로서 느슨한 의미의 '공기 관계'를 의미 있는 이른바 '연어'로 받아
들이기도 한다. 연어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약간의 차이
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성 요소의 긴 한 결합’ 또는 ‘긴 한 공기 
관계에 있는 어휘의 집합’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어휘 교육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결합 형태는 실제 언어생
활에서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어휘들의 모든 결합, 즉 기존의 연어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기 관계'이다. 
  김일환·이도길·강범모(2010)에 의하면 공기 관계는 두 단어가 문맥
에서 가까운 어절 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공기 관계는 이전부터 
언어학에서 단어들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말뭉
치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공기 관계의 추출에 전산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공기 관계’라는 용어에 관하여 박병선(2003)에서는 한 문장 안에서 
중심어(node)와 함께 출현하는 단어 사이의 여러 언어학적 관계를 모
두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연어 관계나 연접범주관계 등의 여러 언어
학적 공기 현상의 특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에
서 활용하고자 하는 연어는 김진해(2000)의 '광의의 연어', 또는 서상
규(1998)에서의 '공기 관계', 그리고 홍종선 외(2001)에서 '이웃하여 
자주 쓰이는 어휘들, 인접성과 관계없이 하나의 문장에 자주 등장하
는 어휘들'과 동일하여 어휘적 연어에 해당한다.   
 
3.2. 어휘 교육에서 공기 관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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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의 개념과 범주는 학자마다 그 범위를 좁게 보거나 넓게 보는 
차이를 보이지만, 연어가 학습자의 언어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연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루이스(Lewis, 1997)는 어휘의 개념은 개별 단어 그 이상을 나타내
기 때문에 단어의 결합인 연어를 활용하여 어휘 교육을 하는 것은 매
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힐(Hill, 2000)24)은 일상적인 언
어의 70%가 모두 고정된 표현이라서 연어 학습은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네이션(Nation, 2001)은 연어 지식은 언어 지식의 핵심이고, 연어 
지식이 확장되면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 이해력의 향상은 물론, 읽
기의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4) 연어가 어휘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Hill(2000)의 '연어 교수(Teaching colloc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 어휘부는 자의적이지 않다. 즉 어휘의 결합방식이 자의적이지 않다. 예
를 들어 ‘마시다’ 하면 목적어 자리에 모든 명사가 올 수 있는 건 아니다.
◉ 연어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는 다른 예측 가능한 패턴을 발견하고 발견
하도록 권장 받을 수 있다.
◉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것의 70% 정도가 모두 고정된 표현들이다.
◉ 좋은 입력이 좋은 검색 결과를 낳는다. 실제 모어 화자는 많은 연어를 
기억하고 있다.
◉ 연어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 복잡한 생각이 간단한 어휘적 연어로 실현되기도 한다.
◉ 연어는 사고를 쉽게 만든다.
◉ S. Krashen에 의하면, 습득이란 결정적으로 입력의 양과 질에 의존한
다.
◉ 덩어리로 발음과 함께 학습하면 강세와 억양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 덩어리로 인지하는 것이 습득에 필수적이다.

 Hill (2000), 연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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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노 신사쿠(2010)에서는 연어 교육의 이론을 개방 선택 원리와 
관용 표현 원리, 어휘 중심 접근법의 원리, 연결주의와 어휘부 가설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 번째 개방 선택 원리25)와 관용 
표현 원리26)는 싱클레어(Sinclair, 1991)에서 제기한 것으로 언어는 
관용 표현 원리에 의거하여 존재하며 이는 연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따라서 어휘의 관용적 표현 즉, 연어 지식을 외국어 교육 현장에
서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어휘 중심 접근법 
원리의 핵심은 어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즉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학습하는 것으로 루이스(M. Lewis, 1993)에서 언어는 어휘화된 문법
이 아니라 문법화된 어휘로 구성된다고 하여 언어에서의 어휘의 중요
성을 주장하면서 특히 많은 언어가 다중 단어인 '어휘 결합체'로 구성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또한 연어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이었
다. 세 번째는 연결주의27)와 어휘부 가설 중 연결주의 관점에서 사람
들의 머릿속에 어휘부에 대해 2개의 가정28)을 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
는 머릿속에 어휘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지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인 경우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이 습관적으로 공기하는지를 모
르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적합한 어휘부를 형성하기 어려워 
올바른 언어 표현을 구사하기 쉽지 않은 것을 밝혔다. 이는 또한 연
어 학습의 필요성을 논증한 것이었다. 

25) 개방 선택 원리란 언어 텍스트를 단어가 들어가는 틀의 연속체라고 볼  
때 그 틀에 들어가는 어휘에 제약을 주는 것은 오로지 문법뿐 이며 그 틀
은 폭 넓은 다양한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원리이다.

26) 관용 표현 원리란 언어 텍스트를 단어가 들어가는 틀의 연속체라고 볼 
때 그 틀에는 아무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법적인 제약뿐
만 아니라 어떤 단어가 서로 공기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원리
이다. 

27) 연결주의(connectionism)란 인간의 뇌에 존재하는 신경망의 구조를 밝
히는 접근 방법의 하나이며 심리학계나 인지 과학계에서 1980년 후반부
터 논의되어 왔다.

28) 첫째 어휘부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며 상호 영향 관계를 이
룬다. 둘째, 어휘부는 사전처럼 가나다라 순서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함
께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가 해당 단어 주변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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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아 어휘의 공기 관계와 연어에 대한 정보는 어휘 교육
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말하기와 쓰기 활동에서 해당 어휘와 어울리는 다른 어
휘들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듣기나 읽기 활동에
서도 어떤 어휘 다음에 나올 어휘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한국
어 모국어 화자는 이와 같은 언어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지만 외국
인 학습자의 경우 어휘 간의 연결을 알지 못하여 한국어를 이해하거
나 한국어로 표현할 때 연어 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외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명시적인 연어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어휘부를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가지는 어휘부와 유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동음이의어 교육을 진행할 때 어휘의 연어 관계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면 한국어 동음이의어의 이해 및 표현 등 모
든 영역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다음 장에서는 기존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
육용 동음이의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여 말뭉치에서 공기 관계 및 문
맥 정보를 추출 및 분석 후 이를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동음
이의 한자어 교육 내용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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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기 관계를 활용한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내용 구축 

  Ⅲ장에서는 먼저 기존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
어를 선정하여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를 통해 분석해서 한국어 동
음이의 한자어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대규모 말뭉치를 
이용한 객관적인 어휘 계량 방법과 어휘 교육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에 해당한다. 
  한국어 교재에서 동음이의어에 해당되는 어휘가 나와 있으나 수업 
시간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 학습자 본인의 몫으로 남거나 실제 한
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
이 있다. 본고에서는 객관적인 어휘 계량 방법을 통해 학습이 필요한 
동음이의 한자어군(群)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학습 순서를 탐구한다.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은 어휘 자체의 형태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형태가 같은 
동음이의어를 구별하고 또한 정확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한국어 동음이의 한
자어 교육 내용을 구축하고자 한다.  

1.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군 선정 방법 

  효과적인 동음이의어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실제 언어 사용 환경에서 출현빈도가 높으면서도 실용적인 
어휘들을 교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학습
자들이 혼동하는 동음이의어 유형을 살펴보아 최종 한국어 고급 학습
자를 위한 동음이의 한자어를 선정하고자 기존 선정 방법을 조절하여 
충분한 동음이의어 건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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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급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선정 과정

  동음이의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본고에서는 고급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에 
선정된 동음이의 한자어를 말뭉치에서 각각의 공기 관계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신뢰성이 있는 어휘 목
록을 바탕으로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군(群)을 추출하기로 한다. 
  1차 동음이의 한자어를 선정할 때 본고에서는 '국제통용 한국어 교
육 표준 모형 2단계_부록' 중 부록1에 해당하는 ‘어휘 목록’(2011, 김
중섭, 경희대학교, 121쪽~285쪽)을 바탕으로 하여 어휘 선정 범위를 
설정하였다.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2011~2012, 국립국어
원)'은 범국가적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통일화, 
세계화, 보편화를 도모하고자 한 연구이다. 그러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2015, 한송화, 연세대학교) 연구 
결과물이 출시되었다. 이는 상술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을 보완한 것이므로 본고는 선정 범위를 조절하연서 최종 연구 대상
인 교육용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를 다시 추출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에서 동음이의어를 추
출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 어휘 목록을 가나다순으로 정
렬한다. 
나. 한글 표기가 동일한 어휘를 추출한다. 
다. 추출된 동음이의어를 한자를 병기하면서 동음이의 한자어만 선정
한다. 
라.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가 포함된 동음이의 한자어군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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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선정 방법대로 우선 일차적으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 어휘 목록을 등급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전체 어휘 총 12,019 
개를 배열한 다음에 '가구03 가구04'처럼 같은 단어가 이어서 출현하
는 동음이의어를 추출하였다. 이는 철자가 같은 어휘를 추출한 것이
었다. 그 어휘 개수는 1,434개였다. 본고에서는 동음이의 한자어군만 
선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와 한자어, 고유어만
으로 등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를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배제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고유 동음이의어는 선정 범
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자어와 고유어, 한자어와 외래어로 동음
이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도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감01'과 '감03'이 동음이의어군이지만 '감01'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감03'만으로 동음이의 한자어군을 이룰 수가 없어 연구 대상에서 배
제하였다. '공' 같은 경우 '공01'이 고유어이므로 이를 선정 대상을 
삼지 않고 동음이의 한자어군을 이루는 '공(功)'과 숫자 '공'만 선정하
였다. 또한 아래 ‘실’의 예시처럼 품사는 다르되 의미가 똑같은 단어

등급 어휘 한자 품사 예시
초급 감01 명사 과일
고급 감03 感 명사 감이 오다 

등급 어휘 품사 예시
고급 가리다01 동사 구름에 가리다
중급 가리다02 동사 얼굴을 가리다 
중급 가리다03 동사 잘잘못을 가리다 

초급 고르다01 동사 선물을 고르다 
고급 고르다03 형용사 치아가 고르다 

중급 가지01 명사 가지를 꺾다 
초급 가지03 의존명사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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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로 간주하였다. 

  접사 '-실'과 의존명사 '실04' 같은 경우 한자도 뜻도 같으므로 두 
개 어휘를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간주하였다. 동음이의어군 '총'과 
'하'도 마찬가지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군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급 어휘
가 들어간 동음이의 한자어군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음 '가
정' 같은 경우는 '가정01'과 '가정02'가 동음이의 한자어군을 이루지
만 두 단어가 다 중급 어휘이기 때문에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군과 부
합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러한 선정 과정을 거쳐 총 354개 어휘29)가 추출되었다. 단어형으
로만 보면 149조이다.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2015, 한
송화, 연세대학교) 중에서 149조 354개의 어휘 내용을 추출하였으나 
지면의 한계로 모두 다룰 수가 없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표성
이 있는 9조의 동음이의 한자어군(群)을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29) 부록1 참조 

등급 어휘 한자 품사 예시
중급 가정01 家庭 명사 가정을 이루다 
중급 가정02 假定 명사 가정을 세우다 

등급 어휘 품사 한자 예시
고급 -실 접사 室 회의실
고급 실04 의존명사 室 객실 10실을 예약하다

등급 어휘 한자 품사 예시
고급 총- 總 접사 총감독
중급 총02 總 관형사 총  인원

등급 어휘 한자 품사 예시
고급 -하 下 접사 지도하
중급 하03 下 명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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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급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선정 결과

  9조 동음이의 한자어군 중에서 3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낸 '감사, 감상, 인사'를 분석하였고 3조는 동음이
의 어휘 개수가 가장 많은 '장, 대, 전기'로, 나머지 3조는 사용 빈도
가 가장 높은 '등, 사회, 이상'으로 추출되었다. 

(1)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동음이의 한자어군

  이상 추출된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해 학습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를 조사하기 위해 추가 실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참여자가 포함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149조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숙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한
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다국적 한국어 학습
자로 구성하였고 위에서 추출된 149조(354개)동음이의 한자어를 대상
으로 아는 뜻을 모두 기술하는 방식30)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참여자
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선정된 149조의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해 아는 모든 뜻을 빈칸에 채
우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동음이의 한자어의 하나의 뜻만 

30) 예비조사와 같이 빈칸 채우기로 학습자들이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숙
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3 참조. 

국적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시아 합계
인원수 23(77%) 3(10%) 3(10%) 1(3%) 30(100%)

연령 분포 20~25세 26~30세 30세 이상 합계
인원수 7(23%) 21(70%) 2(7%) 30(100%)

학습 기간 4~5년 5~6년 6년 이상 합계
인원수 15(50%) 14(47%) 1(3%) 30(100%)

한국 거주 기간 1~2년 2~2.5년 2.5년 이상 합계
인원수 19(30%) 15(50%) 6(20%)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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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며 다른 뜻을 알지 못하여 비워놓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149조 동음이의 한자어군 중, 학습자들이 어떤 어휘를 가장 어려워하
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에서 사용한 동음이의 한자어군의 
난이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측정 방법31)

으로 같은 어형이 대응하는 어휘의 의미를 모두 모르거나 잘못 쓴 경
우 0로 기재하고 하나를 정확하게 답한 경우 1로 표시한다. 2개 이상
의 어휘 의미를 정확히 쓴 경우 3으로 표기한다. 학습자 인원수와 결
합하여 최종 점수가 가장 낮은 동음이의 한자어를 교수·학습 필요성
이 높은 어휘들로 판정하였다. 동음이의어 '감상'의 경우 외국인 학습
자가 3개의 의미를 모두 맞게 쓴 학습자가 없었다. 그 구체적인 예시
를 보면 다음 [표6]과 같다.

학습자 
동음이의 
한자어군

의미01 의미02 의미03 의미04 의미05

CH001 감상 感想 X X
MA002 감상 感想 X X
US003 감상 어떤 것을 

보고 느낀다 X X
CH004 감상 監賞 X X
CH005 감상 觀賞 感想 X X

[표6] 학습자 빈칸 채우기 응답 예시 

  학습자1~4는 의미를 하나밖에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였으며 CH005
의 경우 2개의 의미를 썼지만 의미1을 잘못 답하였다. 학습자들이 

31)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는 빈칸이나 잘못 쓴 경우를 뜻하다.
✓는 정확한 의미를 쓴 경우이다. 

동음이의
한자어군

의미1 의미2 의미3 점수 학습자수 최종점수 

✕ ✕ ✕ 0
✓ ✕ ✕ 1
✓ ✓ ✕ 3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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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조의 동음이의 한자어군의 의미를 쓰게 하여 그 답안을 분석한 결
과 점수가 가장 낮은 어휘는 '감상', '감사', '인사'로 조사되었다. '감
사, 감상, 인사' 이렇게 세 조의 한자어군은 각자 3개의 어휘가 동음
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수 및 학
습 필요성이 높은 어휘이므로 이들을 예시로 그 분석 절차와 과정을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2) 동음이의 어휘수가 가장 많은 동음이의 한자어군 

  선정된 동음이의 한자어군 중에서 어휘수가 가장 많은 3조는 사전
에서도 어깨번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44개 어깨번호가 검색되었고 '대'는 22개, '전기'는 27개로 조사되었
다.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2015, 한송화, 연세대학교)에
서 추출된 어휘 중에서 동음이의 어휘 개수가 가장 많은 한자어군 '
장'은 8개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5개로 '대'가 있었다. 세 번째로 어휘
수가 많은 동음이의 한자어군은 '전기'로 4개가 추출되었다. 

(3)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동음이의 한자어군 

  다음은 고급 중급 초급 등 어휘의 사용 빈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
여 3조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남호(2002)32)와 강범모 외
(2009)33)를 참고하여 '등, 사회, 이상'을 추출하였다. '등03(等)'의 사
용 빈도는 가장 높은 59,297번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32)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는 150만 어절 형태소 분석 말
뭉치 기반으로 조사하였고 1990년대 한국어 교재, 교과서, 교양, 문학, 신
문, 잡지, 대본, 구어, 기타 등 자료를 사용하였다.  

33) 강범모·김흥규(2009) '한국어 사용 빈도'는 1500만 어절 세종 형태의미 
분석 말뭉치 기반으로 조사하였고 말뭉치의 구성으로 23.6%는 신문, 
11.7%는 잡지, 31.3%는 책-상상, 31.6%는 책-정보전달, 그리고 1.8%는 
기타 자료이다. 문어 코퍼스로서 구어는 반영하지 않았다. 



- 57 -

빈도를 보여준 '사회02(社會)'가 포함된 동음이의 한자어군 '사회', 그
리고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이상01(以上)'이 속한 동음이의 
한자어군 '이상'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한다. 

2. 말뭉치에서 공기 관계 추출 및 분석 

  본고에서는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 코퍼스 언어학
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어휘가 사용된 상황에서의 공기 관계와 연
어 유형을 파악할 것이다. 최근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코퍼스 
언어학이 새로운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어휘의 의미와 용
법을 밝히는 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코퍼스 언어학은 방
대한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어휘가 실제 문맥적 환경에서 어
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코퍼스 언어학
은 동음이의 한자어의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읽기 텍스트에서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별하는 것을 목
표로 하여 분석 말뭉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21
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사용했다. 강범모
(2005)에 의하면 이 말뭉치는 그 이전에 구축한 세종 형태분석 말뭉
치를 기반으로 구축한 것이다. 형태분석 말뭉치는 형태 분석의 중의
성을 해소하여 품사 표시를 붙여 놓은 자료이며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는 텍스트에 쓰인 동형어가 어떤 뜻의 단어인지를 의미 번호를 표시
하여 구분해 준다. 최민우·강범모(2008)에 의해 동음이의어 분석 말뭉
치를 구축할 때 접사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태분석 말뭉치를 그
대로 변환하여 형태 품사 내 동음이의어 중의성을 해결한 것이었
다.34) 형태분석 말뭉치에 타나나는 동음이의어에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 등재 항목의 동음어 번호를 사용하였다.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는 
일반명사(NNG), 의존명사(NNB), 동사(VV), 형용사(VA), 관형사(MM), 

34) 그러므로 접사는 본 말뭉치에서 추출된 결과가 없는 경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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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사(MAG)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현대문어 형태의미 분석 말
뭉치는 총 255개의 문서로 전체 797,251개의 문장, 9,071,036개 어
절, 20,662,016개 형태소가 추출되었다. 

  2.1. 말뭉치에서의 공기 관계 추출 방법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동음이의어 혼동 때문에 읽기에 지장
이 생기므로 문어 말뭉치를 선택하여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
의미분석 말뭉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마
루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마루 이용해서 검색 및 추출 방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루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
치를 연 다음에  먼저 ‘검색’ 창에서 항목에서 ‘형태소(의미) 검색’을 
선택하여 다음35) [그림7]과 같은 검색창이 나타난다. ⓵은 검색하고자 
하는 형태소를 입력하는 자리이다. 

1
3
5

6

2
4

 [그림7] 한마루 형태소(의미) 검색 창 

35) 한마루_2.0 사용자 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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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동음이의 한자어 '감사'가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
석 말뭉치에서 모든 공기 관계를 검색하고자 할 때 ⓵에 '감사'만 입
력하고 검색하면 원하던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이때 ⓷ 품사 적용 
창에서 품사36)를 함께 입력해야 원하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색식’ 입력 창에 ‘감사’ 입력 ⇨ 품사 선택 목록 칸에서 ‘일반명사’ 
선택 ⇨ ‘품사 적용’ 버튼 클릭 ⇨ ‘검색식’ 입력 창에 ‘감사/NNG’로 
자동으로 입력됨 ⇨ ‘검색’ 버튼 클릭

  검색이 완료되면 상세 정보 창에서 검색어, 검색된 문장 개수, 걸린 
시간 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6) 한마루_2.0 사용자 설명서에 따르면 세종계획 말뭉치 품사 태그 집합은 
다음과 같다.

세종계획 말뭉치 품사 태그 집합
일반명사 NNG 고유명사 NNP
의존명사 NNB 대명사 NP
수사 NR 동사 VV
형용사 VA 보조용언 VX
긍정지정사 VCP 부정지정사 VCN
관형사 MM 일반부사 MAG
접속부사 MAJ 감탄사 IC
주격조사 JKS 보격조사 JKC
관형격조사 JKG 목적격조사 JKO
부사격조사 JKB 호격조사 JKV
인용격조사 JKQ 보조사 JX
접속조사 JC 선어말어미 EP
종결어미 EF 연결어미 EC
명사형전성어미 ETN 관형형전성어미 ETM
체언접두사 XPN 명사파생접미사 XSN
동사파생접미사 XSV 형용사파생접미사 XSA
어근 XR 마침표,물음표,느낌표  SF
쉼표,가운뎃점,콜론,빗금  SP 따옴표,괄호표,줄표  SS
줄임표  SE 붙임표(물결,숨김,빠짐)  SO
외국어  SL 한자  SH
기타기호(논리수학기호,화폐기호) SW 명사추정범주  NF
용언추정범주  NV 숫자  SN
분석불능범주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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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세 정보 창에서 보여준 검색된 문장 개수 및 검색어의 개수를 
기재한다. 그다음에 말뭉치에서 검색된 모든 문맥 정보를 재분석한다. 
검색어를 중심으로 좌우 어절 내 공기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을 
위주로 공기 관계를 추출하여 기술한다. 좌우 3어절 내에 검색어와 
같은 문법 위치에 있거나, 검색어를 수식하는 어휘를 모두 추출하여 
기술한다. 과정은 가, 나, 다, 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검색어와 공기하는 명사를 모두 추출하여 빈도수를 통계한다. 
나. 검색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관형사, 그리고 검색어와 함께 나타  
    난 동사를 추출하여 공기 횟수를 기록한다.  
다. 공기하는 빈도대로 공기 어휘를 배열하여 표로 정리한다. 공기 관  
    계 중 출현빈도가 높은 어휘를 기재하는 동시 그의 출현빈도도   
    함께 표에 기재한다. 

2.2. 말뭉치에서 추출된 공기 관계의 분석 과정 

  말뭉치 분석 기구 '한마루2.0'을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한마루2.0'
은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인 원시 말뭉치, 형태 분석 말뭉치, 형태
의미분석 말뭉치, 구문 분석 말뭉치는 물론이고 일반 텍스트를 처리
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와 통계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어서 본고에서 목표로 하는 동음이의어에 대한 분석에 적합
하다. 먼저 말뭉치에서 해당 어휘를 추출한 후,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을 바탕으로 사전에서 나타난 배열 순서와 의미 해
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 외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
한 동음이의 어휘의 교수·학습 순서를 결정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
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나타난 각 어휘의 의미를 종합하여 제시한
다. 

2.2.1. 말뭉치에서 나타난 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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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동음이의 한자어군 3조 

① 감사08(感謝) 감사12(監事) 감사13(監查)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검색된 '감사08(感謝)
'37), '감사12(監事)', '감사13(監查)'의 빈도와 순위를 보면 [표7]과 같
다.

순위 동음이의 한자어 빈도38)

1 감사__13/NNG(監查) 65
2 감사__12/NNG(監事) 50
3 감사__08/NNG(感謝) 17

합계 감사/NNG 142

[표7] 말뭉치에서 '감사13', '감사12', '감사08'의 빈도

‘감사/NNG’로 검색하였을 때 124문장이 검색되었고 여기서 형태 
의미 개수는 142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감사__08/NNG'에 대한 검
색 결과는 17개였고, '감사__12/NNG'를 검색한 결과는 50개였으며 '
감사__13/NNG'에 대한 검색 결과는 65개로 조사되었다. 빈도에 따
른 순위는 '감사13(監查)'→'감사12(監事)''→'감사08(感謝)'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감사'를 [표8]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7) 이하 기술하는 어깨번호는 말뭉치에서 나타난 어깨번호로 표준 국어 대
사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8) 본고에서 추출된 동음이의 한자어군(群)에서 포함된 어휘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어휘의 모든 동음이의어를 다룰 필요가 없다. 예컨
대 동음이의어 '감사'는 '감사08', '감사12' 및 '감사13' 외에도 다른 동음
이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가 말뭉치에서 출현된 경우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선정된 어휘의 출현 빈도 각각 합한 결과와 합계에 쓰인 숫자가 100% 일
치하지는 않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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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감사08(感謝) 「명사」
①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②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감사1(感謝) 「명사」 
고마움을 느끼는 것. 고마움에 
대한 인사. ¶ 그 동안 동생들을 
위해 헌신한 누님에게 뜨거운 감
사를 드린다.

2

감사12(監事)  「명사」
①단체의 서무를 맡아보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 ②
『법률』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 기관. 또는 그런 
사람. ③『불교』선사에서, 주지를 
대신하여 절의 재산을 맡아보는 
승직. ④」『역사』조선 시대에, 춘
추관에 속하여 시정(時政)의 기록
을 맡아보던 정일품 벼슬. 

감사2(監査) 「명사」 
단체나 조직의 업무 상황을 자세
히 조사하는 것. ¶ 전국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부서
만큼 이렇게 철저히 보안 유지가 
잘 되고 도면 정리가 잘 된 곳은 
없었다.

3

감사13(監査)  「명사」
감독하고 검사함. ‘지도 검사’로 
순화.¶ 감사가 나오다/감사에 걸
리다

감사4(監事) 「명」
공공 단체의 사무와 회계 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

 

[표8] '감사'의 사전적 풀이 

  두 개의 사전의 제시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똑같이 감사(感謝)이고 
감사(監事)와 감사13(監査)의 제시 순서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빈도에 따른 순위는 '감사(監査)'→'
감사(監事)'→'감사(感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어 말뭉치의 특
성을 보여 주고 있다. 구어적 표현에 편중한 감사(感謝)는 일상생활에
서 출현빈도가 가장 많으나 문어 텍스트에서는 '감독하고 검사함'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感謝)를 첫 번째로 학습
하는 것이 옳다. 문어 텍스트에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
도 실제 구어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는 감사(監査)보다는 
감사(感謝)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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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사(監査)와 감사(監事)의 의미를 분명하
게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세한국어사전>와 본고 세종말뭉치
에서 추출된 결과는 서로 일치한다. 그 순서는 '감사(監査)'→'감사(監
事)'이다. 실제 교수 과정에서 이러한 제시 순서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② 감상01(感傷) 감상02(感想) 감상05(鑑賞)

 '감상01', '감상02', '감상05'의 빈도와 순위를 보면 [표9]와 같다.

순위 동음이의 한자어 빈도
1 감상__05/NNG(鑑賞) 63
2 감상__02/NNG(感想) 26
3 감상__01/NNG(感傷) 11

합계 감상/NNG 100

[표9] 말뭉치에서 '감상01', '감상02', '감상05'의 빈도

‘감상/NNG’로 검색할 때 98문장이 검색되었고 형태 의미 개수는 
100개이다. 그중에서 '감상__01/NNG'에 대한 검색 결과는 11개였고, 
'감상__02/NNG'를 검색한 결과는 26개였으며, '감상__05/NNG'에 
대한 검색 결과는 63개로 조사되었다. 빈도에 따른 순위는 '감상05
(鑑賞)'→'감상02(感想)'→'감상01(感傷)'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국
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감상'을 [표10]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감상01 (感傷) 「명사」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
서 마음이 상함. 또는 그런 마
음. ≒상감04(傷感). 
¶ 감상에 젖다/감상에 빠지다

감상1(感想)] 「명사」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
이나 생각. ¶ 바깥의 빗소리는 음
울하면서도 달콤한 감상까지 불러
일으켰다. 

2 감상02 (感想)  「명사」
감상2(感傷) 「명사」
슬프거나 쓸쓸하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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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0] '감상'의 사전적 풀이
 
  이상으로 보아 <연세한국어사전>의 동음이의어 '감상'의 배열 순서
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순서와 다르다. 이는 말뭉치 자료나 
의미 빈도 사전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순서와 의미의 난이도를 고려
하여 결정한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의미의 난이
도나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연세한국어사전>의 동음어 제시 순
서가 <표준국어대사전>의 제시 순서보다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읽기에서 동음이의어를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하여 21세기세종계획 현대문어 말뭉치를 분석하였다.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기본 어휘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학습하고 점차 
난이도가 높은 순서로 학습해야 하므로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감상'의 동음이의어 배열 순서를 '감상05(鑑賞)'→'감상02(感想)'→'감
상01(感傷)'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외국인 학습자용 사전
이나 한국어 교재를 편찬할 때에는 이와 같은 배열 순서대로 학습 내
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③ 인사01(人士) 인사02(人事) 인사03(人事)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
각. 
¶ 일기에 하루의 감상을 적는 

시간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
간이기도 하다.

¶ 나는 온갖 고생과 슬픔 속에서
도 용기를 잃기 않고  이글들을 
썼다는 생각을 되새기며 감상에 
빠졌다. 

3

감상05(鑑賞) 「명사」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

기고 평가함. ≒상감06(賞鑑).
¶ 영화 감상/음악 감상.

감상3(鑑賞) 「명사」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고 이해하는 것
¶ 음악을 듣고 작곡가가 나타내고

자 하는 것을 공감한다면 음악 
감상의 핵심은 잡은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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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NNG’로 검색할 때 319문장이 검색되었고 형태 의미 개수는 
326개이다. 그중에서 '인사__01/NNG'를 검색한 결과가 63개로 나타
났다. '인사__02/NNG'에 대한 검색 결과는 93개였고, '인사
__03/NNG'를 검색한 결과는 170개로 조사되었다. 

순위 동음이의 한자어 빈도
1 인사__03/NNG(人事) 170
2 인사__02/NNG(人事) 93
3 인사__01/NNG(人士) 63

합계 인사/NNG 326

[표11] 말뭉치에서 '인사01', '인사02', '인사03'의 빈도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인사'를 [표1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인사01 (人士) 「명사」
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 
¶ 유명 인사/학계 인사
②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못된 놈의 인사! 그는 먼저 간 
할멈을 탄했다.≪오유권, 대지의 
학대≫

인사1 (人事) 「명사」 
⓵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로의 
이름을 주고받으며 자기를 소개
하는 일. ¶ 아내는 간단한 인사
가 끝나자 무거운 몸을 움직여 
부엌 쪽으로 내려갔다. 
⓶안부를 묻거나 공경하여 예를 
보이는 것 ¶ 난민으로 변장한 
그는 두 대감께 대신 인사를 올
려 달라고 하면서 곧 황망히 어
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⓷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
의 범절. ¶ 소승이 도성에 들어
온 지 며칠 되옵니다만 선생님
께 인사가 늦었습니다. 

2

인사02(人事) 「명사」
①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
를 표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 인사를 나누다

인사2 (人事) 「명사」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일하게 
할지를 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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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2] '인사'의 사전적 풀이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동음이의 한자어 '인사'
를 배열한 순서가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사01(人士)을 첫 
번째로 제시한 반면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이를 맨 마지막으로 제
시하였다. 본고에서 말뭉치에서 추출된 빈도순으로 보면 인사03 → 
인사02→ 인사01 순으로 나타났다. 인사02(人事)와 인사03(人事)의 한
자 표기가 똑같지만 한국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어휘이다. 인사02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93개로 인사03의 170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이는 인사02가 초급 어휘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부터 

②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
름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 인사를 시키다
③입은 은혜를 갚거나 치하할 일 
따위에 대하여 예의를 차림.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 감사의 인사/인사 말씀 

¶ 희수는 순호가 일 년 전에 
수원 지검으로 인사 발령된 것
을 신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터였다. 

3

인사03 (人事)  「명사」
①사람의 일. 또는 사람으로서 해
야 할 일. ¶ 인사를 다하고 천명
을 기다린다.
②관리나 직원의 임용, 해임, 평
가 따위와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 
¶ 합리적인 인사
③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 인사
는 음산하고 각박했으나 가을은 
찬란하고 자연은 풍요로웠다.≪박
경리, 토지≫
④개인의 의식, 신분, 능력 따위
에 관한 일. 또는 개인의 일신상
에 관한 일. ¶ 인사에 관한 비 .

인사3(人士)  「명사」
(어떤 분야에 있어서) 활동을 
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 3.1운동 직후에 많은 애국 
인사들과 부인들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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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할 어휘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어 동음이의어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인사02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실제 교수·학습에서 동음이의어 '인사'를 
'인사02(人事) →인사03(人事)'→ '인사01(人士)'와 같이 순서를 제시
하고자 한다. 

(2) 동음이의 어휘수가 가장 많은 동음이의 한자어군 3조 

④ 장2539)(章) -장40)(長) -장(帳) 장29(場) 장31(腸) 장33(醬) -장(葬) 
장19(張)

  4단계에서 추출된 동음이의 한자어군 중에서 동음이의 어휘 개수가 
가장 많은 어휘는 ‘장’ 8개로 추출되었다. 동음이의 한자어 '장'의 동
음이의 어휘는 ‘장25(章) -장(長) 장(帳) 장29(場) 장31(腸) 장33(醬) -
장(葬) 장19(張)’이 있다. ‘장’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어깨번호가 많
은 것으로 44가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를 연
구하는 데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말뭉치에서 상세히 분석하
여 제시기로 했다.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검색
된 동음이의 한자어군 '장' 각각의 형태소를 검색하였다. 일반명사 '
장/NNG'로 검색하였을 때 231문장이 검색되었고 여기서 형태 의미 
개수는 240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장25(章)'에 대한 검색 결과는 
92개였고, '장29(場)'을 검색한 결과는 50개였으며 '장31(腸)'에 대한 
검색 결과는 13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일반명사 ‘장14(長)’을 검색
한 결과가 15개로 도출되었다. 접사 ‘–장(長)’과 일반명사 ‘장(長)’은 

39) 세종말뭉치에서 추출된 어휘 어깨번호가 표준국어대사전과 불일치한 경
우가 종종 있다. 이는 양자의 작업 및 발표 시기가 다른 것으로 추정된
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석 과정에서는 말뭉치에서 나타난 어깨번
호를 쓰며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최종 교육용 어휘 목록 및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 정보를 참조하여 조절하겠다.

40) 접사 같은 경우 말뭉치 한계로 추출된 정보가 없어 어깨번호 정보는 최
종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여 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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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도 같으면서 의미도 같다. 접사 ‘-장(長)’의 검색 결과는 단어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분리되어 색출할 수 없다. 예컨대 표준국어
대사전에 예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사장’ 검색 결
과 56건이 추출되었으며, ‘공장장’은 9건, ‘위원장’은 124건이 추출되
었다. 다만 공기관계를 분석하면 ‘-장(長)’의 공기관계가 아니라 그 단
어의 공기 관계가 추출되므로 한계가 있어 이를 제외하도록 한다. 
  다음은 의존명사 '장/NNB'로 검색하였을 때 264문장이 검색되었고 
283개의 형태 의미 개수가 추출되었다. 그중에서 '장22(張)'에 대한 
검색 결과는 258개로 조사되었다. 말뭉치에서 추출된 결과가 없는 것
이 접사 2개 '-장(帳), -장(葬)', 그리고 명사 '장33(醬)'이다. 한마루 
검색 창에서 품사의 종류에서 접사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가 없으므로 
말뭉치에서 나타난 동음이의 한자어군 '장'의 총 형태 의미 개수를 계
산할 때 일반명사와 의존명사인 '장'으로 검색된 형태 의미 개수를 합
계하였다. 그 결과는 [표13]과 같다. 

순위 동음이의 한자어 빈도 
1 장__22/NNB(張) 258 

NNB 합계 장/NNB 283
2 장__25/NNG(章) 92
3 장__29/NNG(場) 50
4 장__14/NNG(長) 15
5 장__31/NNG(腸) 13
6 장33(醬) 0

NNG 합계 장/NNG 240
7 -장(帳) 0
8 -장(葬) 0

합계 장/NNG+장/NNB 523

[표13] 말뭉치에서 동음이의 한자어군 ‘장’의 빈도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말뭉치에서 검색된 빈도에 따른 순위는 '
장22(張) → 장25(章) → 장14(長) → 장31(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전에서 어떻게 배열하고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장'을 [표14]와 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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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장13(長) [「명사」
어떤 조직체나 부서 단위의 우두머
리. ¶ 한 기관의 장이란 책임과 권
한이 함께 주어지는 자리다.

-장40 (長) 「접사」
‘책임자’, ‘우두머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공장장/위원장/이사장.

장1(章) 「명사」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누
는 부분의 하나 
¶ 각 장에서 다룰 주제들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2

장21(張) 「의존명사」
①종이나 유리 따위의 얇고 넓적한 
물건을 세는 단위. ¶ 종이 한 장 
②활, 쇠뇌, 금슬을 세는 단위. ③
얇은 구름의 덩이를 세는 단위. ¶ 
구름 한 장 없이 맑은 하늘

장4(場) 「명사」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행해지
는 곳 
¶ 대학은 학문의 연구 및 계
승, 발견의 장이다. 

3

장24(章) 「명사」
①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구분의 하나. ¶ 글의 체계에서 보통 
장은 절보다 크고, 편보다 작은 단
위이다. ②글의 내용을 구분한 것을 
세는 단위. ¶ 책의 내용은 모두 다
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6(腸) 「명사」
음식의 소화와 배설을 담당하
는 소화 기관
¶ 장이 나쁜 사람은 물을 갈
아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4

장28(場) 「명사」
①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곳. ¶ 문제
의 해결을 위하여 대화의 장이 마
련되었다. ②물리학 개념의 하나. 
힘의 성질에 따라 중력장, 자기장, 
전기장 따위가 있다. ③편성된 계
(系)로부터 발생하는 미편성의 소재

장7(醬) 「명사」
①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 
¶ 한국인들은 김치, 깍두기, 
식혜나 장이나 술처럼 발효시
켜 먹는 음식을 즐겨 왔다. 
②'간장'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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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4] '장'의 사전적 풀이

  이상으로 보아 두 개의 사전에서 나타난 동음이의 한자어 '장'의 배
열 순서가 다르다. <연세한국어사전>은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어휘
의 사용 빈도 및 의미 난이도를 고려해서 만든 것으로 외국인 학습자
들이 활용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 

에 대한 조형적인 작용. ④정신 현
상이나 사회 현상이 생기는 전체 
구조나 상황을 상호 의존 관점에서 
이르는 말. 

¶ 소금에도 절지 않은 음식이 
소금보다 덜 짠 장에 절을 리
가 없다. 

5 장30 (腸) 「명사」
=창자01.

장10(張) 「의존명사」
종이나 유리 따위의 얇고 넓
적한 물건을 세는 단위를 나
타냄. ¶ 벽에 걸려 있는 달
력도 한 장이 남아 있을 
뿐이다. 

6

장32(醬) 「명사」
①=간장01. ¶ 국이 싱거우니 장을 
좀 더 넣어야 하겠다.
②간장, 고추장, 된장 따위를 통틀
어 이르는 말. ¶ 장을 담그다

-장12(長) 「접미사」
'책임자'나 '우두머리'의 뜻을 
나타냄.  ¶ 홍보실장 

7

-장41 (帳) 「접사」
①‘장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매입장/매출장/판매장.
②‘공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단어장/연습장/일기장

-장13(帳) 「접미사」 
'공책'의 뜻을 나타냄. 
¶ 연습장/일기장 

8
-장44 (葬) 「접사」
‘장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고려장/삼일장/사회장.

-장16(葬)「접미사」 
'장례식'의 뜻을 나타냄. 
¶ 가족장/국민장



- 71 -

학습자들이 읽기 텍스트에서 혼동하기 쉬운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를 
분석하였다. 출현빈도가 가장 높으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띠는 어휘부
터 먼저 학습해야 된다. 동음이의 한자어 '장'의 경우 구체적인 사물
을 지칭하는 '장31(腸)'과 '장32(醬)'부터 학습하고 추상적인 특성을 
더 띠는 일반명사 "장26(章)", '장28(場)'을 이어서 학습하여 그다음으
로 의존명사 '장(張)', '장14(長)', 마지막으로 접사 '장(帳)'과 '장(葬)'
은 합성어 정보와 같이 학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
로 본고에서 말뭉치 및 어휘의 품사 등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나타난 정보를 종합하여 
동음이의 한자어 '장'의 학습 순서를 '장3141)(腸)' → '장33(醬)' → '
장25(章)' → '장29(場)' → '장22(張)' → '장14(長)' → '장(帳)' → '
장(葬)'처럼 제시한다. 

⑤ -대42)(臺) 대11(對) 대04(大) 대07(代) 대15(臺) 

  4단계에서 추출된 어휘 중에서 동음이의 한자어 개수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대'의 동음이의 어휘가 고유어를 포함하면 총 9개가 있
었다. 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타난 어깨번호가 22개로 나왔다. 본
고는 동음이의 한자어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고유어 '대'를 연구 
범위 안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므로 동음이의 한자어군을 이루는 어휘
로는 '-대(臺) 대11(對) 대04(大) 대07(代) 대15(臺)'가 있다.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검색된 동음이의 한자어군 '대' 각
각의 빈도와 순위를 보면 [표15]와 같다.  

41) 어깨번호는 분석 편의상 말뭉치에서 추출된 정보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한국어대사전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괄호안의 
표시된 한자로 구별된다. 다음 장에서 교육용 내용을 구축할 때 통일하겠
다. 

42) 말뭉치에서 추출된 정보가 없는 경우는 나중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시
된 어깨번호로 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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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동음이의 한자어 빈도 
1 대__11/NNB(對) 326 
2 대__15/NNB(臺) 100

NNB 합계 대/NNB 426
3 대__04/NNG(大) 7
4 대__07/NNG(代) 0

NNG 합계 대/NNG 7
5 -대(臺) 0

합계 대/NNG + 대/NNB 433

[표15] 말뭉치에서 동음이의 한자어군 '대'의 빈도 

  일반명사 '대/NNG'로 검색하였을 때 46문장이 검색되었고 형태 의
미 개수는 50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대(大)'에 대한 검색 결과는 7
개였고, 대07(代)를 검색한 결과는 0개였다. 의존명사 '대/NNB'로 검
색하였을 때 559문장이 검색되었고 626개의 형태 의미 개수가 추출
되었다. 그중에서 '대11(對)'에 대한 검색 결과는 326개로 나타났고 
의존명사 '대15(臺)'를 검색한 결과는 100개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일
반명사와 의존명사 총망라하여 동음이의 한자어 '대'의 각 동음이의 
어휘가 말뭉치에서 출현한 빈도에 따른 순위는 '의존명사 대(對)' → '
의존명사 대(臺)' → '일반명사 대(大)' → '일반명사 대(代)' 순으로 나
타났다. 
  접사 ‘-대(臺)’의 경우 말뭉치에서 추출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값이나 수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값 또는 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시로는 '만 원대/
억대' 등이 있다. 이는 한자가 의존명사 대15(臺)와 같다. 그러나 의
존명사 대15(臺)는 '피아노 두 대/자동차 다섯 대/비행기 열 대'와 같
이 '차나 기계, 악기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이 두 개의 어휘가 한자
가 똑같지만 품사가 다르므로 그 의미와 용법도 다르게 나왔다. 본고
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동음이의 한자어군에 부합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접사 '-대22(臺)'는 말뭉치에서 추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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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없지만 사전 등 자료를 활용하여 그의 연어 정보를 보충하기로 
한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은 '대'를 [표1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대04 (大) 「명사」
①규모나 크기에 따라 큰 것, 중
간 것, 작은 것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가장 큰 것을 이르는 말.
¶ 나는 키가 커서 대를 입어야 
한다.
②중요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소(小)를 버리고 대를 구하다.
③규모나 가치 면에서 그 수 안에 
꼽힘을 이르는 말.
¶ 세계 7 대 불가사의

대4(代) 「명사」
조상으로부터 세대 단위로 이어
오는 가계. ¶ 할아버지는 집안
에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 안절
부절못하였다. 
「의존명사」
①세대나 어떤 직위에 있는 기
간의 시간적 차례를 세는 단위
를 나타냄. ¶ 15대 대통령
②가족이니 민족의 이어진 세대
의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냄.

2

대07 (代) 「명사」
①한 집안에서 이어 내려오는 혈
통과 계보. ¶ 대를 잇다 ②지위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 세
종 대. ③이어져 내려오는 종족의 
한 단계. ¶ 그의 사업은 손자의 
대에 가서야 결실을 보았다. 
「의존명사」 ①사람의 나이를 십 
년 단위로 끊어 나타내는 말. ¶ 
70대 노인. ②가계나 지위를 이어
받은 순서를 나타내는 단위. ¶세
종은 조선의 4대 임금이다.

대5(大) 「명사」 
큰 것. ¶ 대를 살리기 위해
서는 소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의존적으로 쓰이어] (앞의 수가 
나타내는 개수의 어떤 대상이) 
'대등하게 크고 중요한 것들'의 
뜻을 나타냄. 
¶ 세계 50대 기업  

3
대12 (對) 「명사」
①같은 종류로 이루어진 짝. ¶ 이 
시는 첫 행과 마지막 행이 대를 

대9(臺) 「의존명사」
차, 비행기, 기계 등을 세는 단
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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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6] '대'의 사전적 풀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04(大) 대07(代) 대11(對) 대15(臺) (접
사) -대(臺)'로 배열하는 반면 <연세한국어사전>은 '대(代) 대04(大) 
대15(臺) 대11(對)'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접사 '-대(臺)'43)에 관한 정
보가 없었다. 본고 현대문어 말뭉치에서 추출된 정보에 의하면 그 빈
도순이 '대11(對)〉대15(臺)〉대04(大)〉대07(代)〉-대(臺)'로 나타났

43) '만 원대' 등 ‘그 값 또는 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의 뜻을 나타내는 접
미사로 관련 정보가 없었다. 이는 ‘자동차 한 대’와의 한자가 똑같지만 그 
의미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따로 구분하겠다. 

이룬다. ②두 사람이나 두 사물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의 상대. ¶ 
그들은 평시에는 친구이지만 일에 
있어서는 서로 대가 된다.  「의존
명사」 ①두 짝이 합하여 한 벌이 
되는 물건을 세는 단위. ¶ 주련 
한 대. ②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 ¶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 마침 택시 한 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4

대16(臺) 「의존명사」
차나 기계, 악기 따위를 세는 단
위. 
¶ 자동차 다섯 대

대10(對) 「의존명사」
①두 대상이 서로 마주 선 어떤 
상태를 나타냄.  ¶ 사나이 대 
사나이로 화해를 했어요. ②두 
대상 사이의 어떤 관계의 비율
을 나타냄. ¶ 올해 초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을 74 대
65로 꺾었다. 

5

-대22 (臺) 「접사」
‘그 값 또는 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만 원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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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사 '-대(臺)'의 배열 순서가 모두 마지막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현대문어 말뭉치에서 추출된 빈도대로 배열한 순서가 <연세한국어
사전>에서 나타난 순서가 정반대이다. <연세한국어사전>은 '연세 말
뭉치'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용례에 근거하여 추출한 것으로 
문어와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달라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본고는 읽기 
텍스트에서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별하고자 문어 말뭉치를 기준으로 
삼아 <표준국어대사전>를 참조하여 '대11(對)' → '대15(臺)' → '대
04(大)' → '대07(代)' → 접사 '-대(臺)'과 같이  학습 순서를 제기한
다. 이는 고급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를 편찬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⑥ 전기27(轉機) 전기09(前期) 전기12(傳記) 전기15(電氣)

  동음이의 한자어 '전기'의 동음이의 어휘 개수가 4개인 '전기27(轉
機) 전기09(前期) 전기12(傳記) 전기15(電氣)'로 동음이의 어휘 중에서 
어휘 개수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군 '전기'가 2음절 어휘로서 4개 동음이의 어휘로 이루어져 있
어 일반명사인 '전기'를 분석하는 것이 더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므로 동음이의 한자어 '전기'가 말뭉치에서 추출된 빈도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에서 검색된 '전기(轉機)' → '전기(前期)' → '전기(傳記)' → '전기(電
氣)'의 빈도와 순위를 보면 [표17]과 같다.

44) 본고에서 추출된 동음이의 한자어군에서 포함된 어휘들은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여 대당 어휘의 모든 동음이의어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순위 동음이의 한자어 빈도44)

1 전기__15/NNG(電氣) 229
2 전기__09/NNG(前期) 56
3 전기__12/NNG(傳記) 18
4 전기__27/NNG(轉機) 4

합계 전기/NNG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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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7] 말뭉치에서 '전기09', '전기12', '전기15', '전기27'의 빈도

‘전기/NNG’로 검색하였을 때 396문장이 검색되었고 여기서 형태 
의미 개수는 418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전기(前期)'에 대한 검색 
결과는 56개였고, '전기(傳記) '를 검색한 결과는 18개였으며 '전기(電
氣)'에 대한 검색 결과는 229개로 '전기(轉機)'를 검색한 결과는 4개
로 조사되었다. 빈도에 따른 순위는 '전기15(電氣)'→'전기09(前期)' 
→ '전기12(傳記) '→'전기27(轉機)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
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전기'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만 동음이의어 '감사'는 '감사08', '감사12' 및 '감사13' 외에도 다른 동
음이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가 존재하여 대상 말뭉치에서 출현된 경우는 
본고에서 선정된 어휘의 출현 빈도를 합계한 결과가 100% 아닌 경우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전기09  (前期) 「명사」
①일정 기간을 몇 개로 나눈 첫 
시기. ¶ 조선 후기에는 전기에 비
하여 상공업이 더욱 발달하였다.
②앞의 시기. 특히 앞의 결산기를 
이른다. ¶ 전기 이월금.
③기한보다 앞섬.
④『생물』유사 분열에서, 세포가 
분열을 시작하는 시기.

전기1(電氣) 「명사」
물질 안에 있는 전자의 이동으
로 생기는 에너지.
¶ 전기가 나가다/ 전기가 들어
오다.

2
전기12(傳記) 「명사」
①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 ¶ 한국 위인 전기
②전하여 듣고 기록함.

전기2(傳記) 「명사」
어떤 한 개인의 일생을 기록한 
글. ¶ 이이들에게는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많이 
읽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전기15 (電氣) 「명사」

전기3(前期) 「명사」
일정한 기간을 둘로 나누었을 
때의 앞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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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8] '전기'의 사전적 풀이

(3)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동음이의 한자어군 3조

⑦ 등04(等) 등05(等) 등08(燈) 

  의존명사 등03(等)의 빈도수가 조남호(2002)에서 조사된 5,967번과 
강범모 외(2009)에서의 56,297번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등급인 등
02(等)는 59와 365번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고급 어휘인 등04(燈) 같
은 경우 12번과 115번으로 나타났다. 동음이의 한자어군 '등'은 3개
의 동음이의 어휘로 이루어져 세 개 어휘의 평균 사용빈도도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합계는 59777번으로 조사되었다.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
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검색된 '등(等) 등(等) 등(燈) '의 빈도와 순위
를 보면 [표19]와 같다.

①『물리』물질 안에 있는 전자 또
는 공간에 있는 자유 전자나 이온
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
지의 한 형태. ¶ 전기가 들어오다  
②저리거나 무엇에 부딪혔을 때 
몸에 짜릿하게 오는 느낌을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 ¶ 다리에 전기
가 오다.

¶ 그 팀은 전기에 우승했다.

4
전기27 (轉機) 「명사」
전환점이 되는 기회나 시기.
¶ 전기로 삼다/전기를 맞이하다

전기4(轉機) 「명사」
무엇이 바뀌는 고비나 기회. 
전환의 기회.  ¶ 해방으로 
우리 민족은 자립적 민족 
국가로의 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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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동음이의 한자어 빈도45)

1 등__05/NNB(等) 13027
2 등__08/NNG(燈) 4
3 등__04/NNG(等) 2

합계 등/NNG+등/NNB 157+13880=14037

   [표19] 말뭉치에서 '등04', '등05' '등08'의 빈도

‘등/NNG’로 검색하였을 때 157문장이 검색되었고 형태 의미 개수
는 157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등(燈)'에 대한 검색 결과는 4개로 
나타났고, '등04(等)'을 검색한 결과는 2개로 조사되었다. ‘등/NNB’로 
검색하였을 때 12,931문장이 검색되었고 형태 의미 개수는 13,880개
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의존명사 등05(等)에 대한 검색 결과는 
13,027개로 나타났다. 말뭉치에서 추출된 빈도에 따른 순위는 '등05
(等)' → '등08(燈)' → '등04(等)'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국어대
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5) 본고에서 추출된 동음이의 한자어군에서 포함된 어휘들은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여 대당 어휘의 모든 동음이의어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음이의어 '감사'는 '감사08', '감사12' 및 '감사13' 외에도 다른 동
음이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가 존재하여 대상 말뭉치에서 출현된 경우는 
본고에서 선정된 어휘의 출현 빈도를 합계한 결과가 100% 아닌 경우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등04 (等) 「명사」 ①등급(等級) 
②」『역사』=등내(等內).
「의존명사」 등급이나 석차를 나
타내는 단위. ¶ 100미터 경주에
서 일곱 명 중에 오 등을 했다.

등2(燈) 「명사」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구. ¶ 대문 앞엔 붉은 등이 음
울한 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2
등05 (等) 「의존명사」
①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울산, 
구미, 창원 등과 같은 공업 도시 

등5(等) 「의존명사」
[숫자와 함께 쓰이어] 
서열, 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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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0] '등'의 사전적 풀이

⑧ 사회01(司會) 사회07(社會)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검색된 '사회(司會)'와 
사회(社會)'의 빈도와 순위를 보면 [표21]과 같다.

순위 동음이의 한자어 빈도46)

1 사회__07/NNB(社會) 2,536
2 사회__01/NNG(司會) 9

합계 사회/NNG  2,546

[표21] 말뭉치에서 '사회07', 사회01'의 빈도

‘사회/NNG’로 검색하였을 때 2,421문장이 검색되었고 형태 의미 
개수는 2,546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사회01(司會)'에 대한 검색 결
과는 9개로, '사회07(社會)를 검색한 결과는 2,536개로 조사되었다. 
빈도에 따른 순위는 '사회07(社會)' → '사회01(司會)' 순으로 나타났

46) 본고에서 추출된 동음이의 한자어군에서 포함된 어휘들은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여 대당 어휘의 모든 동음이의어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음이의어 '감사'는 '감사08', '감사12' 및 '감사13' 외에도 다른 동
음이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가 존재하여 대상 말뭉치에서 출현된 경우는 
본고에서 선정된 어휘의 출현 빈도를 합계한 결과가 100% 아닌 경우가 
있다. 

②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  전남, 전북, 경남 등 3도 

¶ 졸업할 땐 3등을 해서 손목  
시계를 상으로 받았지요. 

3

등08 (燈) 「명사」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거나 
신호를 보내는 기구. 
¶ 등을 달다/등을 켜다

등6(等) 「의존명사」
① (앞에서 말한 사실들과 또)그
와 비슷한 것. 그 밖의 것들. 
②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부
류나 같은 성격의 것. 



- 80 -

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사회'을 [표22]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22] '사회'의 사전적 풀이

⑨ 이상(以上) 이상(理想)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검색된 '이상(以上) 이
상(理想)'의 빈도와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사회01 (司會) 「명사」
①회의나 예식 따위를 진행함.
¶ 사회를 보다/사회를 맡다.
②=사회자.
¶ 이 모임의 사회를 소개하겠
습니다.

사회1 (社會) 「명사」
①조직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들의 집단. ¶ 인간은 어렸을 때부
터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의 정
신을 실천해야 한다. 
②일정한 계층, 직업, 신분, 자격에 
따라 이룬 사람들의 집단. 
¶ 귀족 사회
③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세계. 일반 세계 ¶ 오늘날에는 여
권이 신장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자유스럽다. 

2

사회07 (社會) 「명사」
①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 ¶ 상류 사회/학생 사회.
②학생이나 군인, 죄수 들이 자
기가 속한 영역 이외의 영역을 
이르는 말. ¶ 사회에 진출하다
/사회에 적응하다
③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사회2 (司會) 「명사」
①회의나 의식의 진행을 맡는 일. 
¶ 결혼식에서 일반적으로 신랑의 
친구가 사회를 본다. 
②회의나 의식의 진행을 맡는 사
람. ¶ 그 자선의 밤에 5분간 연설
한 기회를 달라고 사회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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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동음이의 한자어 빈도
1 이상05/NNG(以上) 2,728
2 이상01/NNG(理想) 55

합계 이상/NNG 2,898

[표23] 말뭉치에서 '이상01', '이상05'의 빈도

‘이상/NNG’로 검색하였을 때 2,811문장이 검색되었고 형태 의미 
개수는 2,898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이상05(以上)'에 대한 검색 결
과는 2,728개로 나타났고, '이상(理想)'을 검색한 결과는 55개로 조사
되었다. 빈도에 따른 순위는 '이상(理想)' → '이상(以上)'의 순으로 나
타났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이상'을 [표2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이상05 (以上) 「명사」
①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
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 ¶ 만 
20세 이상  ②순서나 위치가 
일정한 기준보다 앞이나 위. ¶ 
이상에서 살핀 바를 간단히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③이미 그
렇게 된 바에는. ¶ 시작한 이
상 끝까지 해야 한다. ④서류나 
강연 등의 마지막에 써서 ‘끝’
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이것
으로 훈시를 마친다. 이상.

이상3(理想) 「명사」
①(실제로는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
도 생각 속에 지닐 수 있는) 사물의 
가장 완전한 상태나 모습. 
¶ 물론 세상에는 현실과 이상 사이
의 틈이 분명 존재한다. 
②마음에 그리며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 
¶ 청소년 시기에 꿈과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일생을 허송하기 쉽다. 

2

이상09 (理想) 「명사」
①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
태.

이상4(以上) 「명사」
①이제까지 앞에서 말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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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인사'의 사전적 풀이

2.2.2. 말뭉치에서 나타난 공기 관계 분석

  동음이의 한자어군 9조 각각의 동음이의 어휘와 결합하는 공기 관
계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이 무엇이며, 각 해당 의미로 쓰인 예
문들 중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뭉치에서 찾아서 제시하겠다. 

(1)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동음이의 한자어군 3조 

① 감사08(感謝) 감사12(監事) 감사13(監查)

  말뭉치에서 '감사' 앞뒤에 오는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

¶ 이상을 향한 열정

②『철학』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 절대적인 지성이
나 감정의 최고 형태로 실현 
가능한 상대적 이상과 도달 불
가능한 절대적 이상으로 구별
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건강관리가 진전되
어 가면 집단의 건강은 증진되고 있
다.
②지금까지 하는 말의 끝. 
¶ 오늘의 일과는 이것이다. 이상!
③(이미 그렇게 된) 바에는.
¶ 우리 쪽에서 먼저 사람을 때린 
이상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
아. 
이상5(以上) 「명사」
①'그보다 더 많음'의 뜻을 나타냄. 
¶ 시민의 평균 재산의 4배 이상을 
가진 사람은 그 초과분을 국가에 헌
납케 해야 한다. 
②더 크거나 많은 정도. 
¶ 친형제 이상으로 그를 보살펴 온 
포수가 마운드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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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監查)'과 명사 결합되는 경우가 68번, '감사12(監事)'는 70번으로 
나타났다. '감사08(感謝)'의 경우 명사와 13번 결합하였으며 '감사13
(監查)'과 '감사12(監事)'는 각기 공기하는 명사가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감사08(感謝)' 앞뒤에 오는 명사가 한 번뿐으로 매우 
낮은 빈도라고 할 수 있다.

감사13
(監查)

결과(14), 국정(12), 조사(6), 대상(6), 감사원(6), 자료(2), 실시
(2), 대상(1), 부서(1), 경험(1), 방침(1), 기채(1), 감독(1), 강행
(1), 평가(1), 준비(1), 특별(1), 계약(1), 위원(1), 기능(1), 시정
요구(1), 재산상황(1), 중단(1), 인력(1), 심사업무(1), 건의(1), 
사무(1), 실무(1), 때(1), 

감사12
(監事) 

이름(40), 퇴임(6), 이사(4), 위원(4), 연임(3), 신임(3), 승진(2), 
최연소(2), 2인(1), 15명(1), 상무전무(1), 주주(1), 회계(1), 주
택(1)

감사08
(感謝) 

사랑(1), 기쁨(1), 만족(1), 편지(1), 카드(1), 표시(1), 우정(1), 
리스트(1), 부탁(1), 저주(1), 인사(1), 기도(1), 표현(1)

[표25] '명사 + 감사'의 공기 어휘

  '감사12(監事)'는 사람 이름과 40번으로 가장 많이 공기하였다. 그
리고 직책 및 인사 변동 관련 어휘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도 보였다. 
또한 '감사13(監查)'과 공기하는 어휘를 추출한 결과 '감사 결과'가 
14번으로 나타났고 '국정 감사'는 12번으로 나왔으며 주로 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 상황을 조사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 ㄱ. 서울시 교육청은 14일 학교 법인 중동학원(이사장 이민각·66·  
    여)에 대한 감사 결과 이 이사장과(이하 생략)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BSAA0165, 국립국어원(2015)47)]

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 감사 실시 문제가 정계의 쟁  
    점으로 부각되었다. [BSAA0006]

47) 이하 말뭉치 문서는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와 '국립국어원
(2015)'를 생략하여 [BSAA0165]와 같이 문서 번호만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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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동사 , 형용사 등 
감사13 실시하다(2) ~에 대한/대하여(5), 철저하다(1)
감사12 뽑다(1)
감사08 드리다(4), 하다(3)

[표26] '동사 등 다른 품사 + 감사'의 공기 어휘

  '감사13(監查)'은 동사, 형용사 그리고 '~에 대하다'와 공기하는 반
면 '감사12'와 '감사08(感謝)'은 명사 이외에 동사와만 공기한다. 

(2) ㄱ. 회의에선 또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입시 부  
     정과 관련,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시를 치른 후 2 개월 내  
     에 대학 자체 감사를 실시, 교육부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감사 인력도 대폭 증원키로 했다. [BSAA0163]

ㄴ.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 국정 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   
    다. [BSAA0006]

  (2, ㄴ)에서 '실시'가 명사이다. '감사를 실시하다'와 '감사 실시'가 
같은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 예시와 같이 '감사08(感謝)'의 경
우는 ‘믿음이란 두 글자를 그토록 흐뭇하게 가슴에 새겨준 그 아주머
니에게 감사드린다.’[BSBZ0074]에서의 동사 '드리다'와 ‘행복을 원하
거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고 배워야 한다.’[BSHO0104]에서의 
'하다'를 결합하여 '감사드리다'와 '감사하다'의 형식으로 자주 쓰인
다. '감사12(監事)'는 '사람을 뽑다'의 의미로 ‘우리들 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도 뽑을 수 있다.’[BSHO0424]처럼 '뽑다'와 공기 
관계를 이룬다. 

② 감상01(感傷) 감상02(感想) 감상05(鑑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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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음이의 한자어 '감상' 앞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를 추출한 결과 '
감상05(鑑賞)'와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72번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감상02(感想)', '감상01(感傷)' 순으로 나타났다. 
'감상02(感想)'의 경우 명사와 21번 결합하였고, '감상01'은 명사가 오
는 경우가 4번에 불과했다. 특히 '감상02(感想)'와 '감상05(鑑賞)' 앞
뒤에 '해설'이란 명사가 결합되어 나타났는데 각각 16번과 27번으로 
높은 공기 빈도를 보였다.

감상05
(鑑賞)

해설(27), 영화(5), 비디오(3), 텔레비전(2), 교재(2), 수준(2), 
과정(2), 미(1), 기간(1), 텔레비전프로그램(1), 예술 작품(1), 
예술(1), 결과(1), 간접(1), 체험(1), 토론회(1), 토론(1), 후(1)

감상02
(感想) 해설(16), 예술(1), 슬라이드(1), 미술품(1), 논술문(1), 기행(1)

감상01
(感傷) 연민(2), 속성(1), 환상(1)

[표27] '명사 + 감상'의 공기 어휘

  '감상01(感傷)'은 사실 나는 감상(感傷)이나 연민으로써 세상을 향하
고 서는 나이도 지난 것이다[BSEO0325]'와 같이 연민'과 같은 단어와 
공기하여 '슬픈 감정'의 뜻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
다.
  '감상02(感想)'의 경우 '예술', '미술품', '슬라이드' 등 단어와 공기
하였고, 또한 '논술문', '기행'처럼 글과 관련된 어휘들과도 공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상05(鑑賞)'는 대체적으로 '영화', '비디오', '텔레비
전'과 같이 매체를 나타내는 명사와 공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
감상02(感想)'와 '감상05(鑑賞)' 앞뒤에 오는 명사 중에 '해설'이 각각 
16번과 27번으로 높은 공기 빈도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단어
와 '해설'이 공기할 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해설 및 감상' 뒤에 
오는 글의 주제와 장르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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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상 동사 형용사
감상05
(鑑賞)

어리다(1), 되다(1), 일어나
다(1)

자유롭다(1)

창조적(1),
문학적(1) 

감상02
(感想) 

떨치다(1) 단순하다(1)

감상01
(感傷)

이해하다(1), 동경하다(1), 
읽다(1)

단순하다(1), 지나치다
(1), 값싸다(1), 애틋하
다(1)

[표28] '-적 + 감상', '동사 + 감상', '형용사 + 감상' 공기 어휘

  '감상02(感想)'는 앞에 오는 선행절로 '-적'과 공기한다. '창조적'과 
'문학적'은 각각의 문맥에서 '감상02(感想)'를 수식한다. 이러한 결합
의 차이가 '감상01(感傷)'과 '감상05(鑑賞)'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형용사 '단순하다'가 '감상02(感想)'과 '감상01'를 수식하는 
공기 관계에서 각각의 문맥은 다음과 같다.

(3) ㄱ.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음풍영월·개인적인 신변소사·단순한 
감상 등으로 구성된 개인수필은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사회수
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실망하기도 
한다. [BSBF0265]

       ㄴ. 작자의 고향생각은 설명으로 일관되어 있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감상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BSHO0104]

  (3, ㄱ)과 (3, ㄴ)의 '단순한 감상'만 놓고 보면 이것이 어떤 '감상'
을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이와 함께 공기
하는 어휘인 '개인수필'과 '고향생각'을 통해 동음이의 한자어 '감상'
을 구별할 수 있다.

③ 인사01(人士) 인사02(人事) 인사03(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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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03
(人事) 

이동(8) 문제(7) 관리(5) 비리(5) 조치(5) 낙하산(4) 경제계(4) 청
문회(3) 노무(3) 내용(3) 발표(3) 대풍(3) 원칙(2) 내부(2) 발령
(2) 담당자(2) 개입(2) 사법부(2) 은행(2) 행정(2) 관행(2) 부서
(2) 자료(2) 조처(2) 기획(1) 홍보(1) 철학(1) 카드(1) 방침(1) 개
편(1) 제도(1) 재무(1) 법무(1) 격차(1) 조직(1) 재량권(1) 관계자
(1) 사고(1) 배경(1) 의견서(1) 배치(1) 논란(1) 규칙(1) 경력(1) 
운영(1) 체계(1) 체제(1) 청탁(1) 원칙(1) 구조(1) 승진(1) 자문
(1) 프로필(1) 

인사02
(人事) 

한마디/몇 마디(7) 치레(5) 말씀(3) 소개(2) 축하(2) 카드(2) 마
지막(2) 수작(2) 작별(2) 사랑(2) 편지(1) 고별(1) 예절(1) 표시
(1) 

인사01
(人士)  

각계(7) 재야(3) 사회지도층(2) 저명(2) 유명(2) 국내(2) 
미술계(1)/여성계(1) 금융계(1) 비언론계(1) 경제계(1) 애국(1) 
신진(1) 진보적(1) 참여(1) 관계(1) 민주당(1) 출신(1) 고위급(1) 
최고위층(1) 관련(1) 유력(1) 한나라당(1) 소속(1)

  [표29] '명사 + 인사'의 공기 어휘

  [표29]에 따르면 동음이의 한자어 '인사'가 명사와 공기하는 경우 '
인사03(人事)'이 명사와 91번으로 비교적으로 더 많이 공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02(人事)'는 명사와 결합된 것은 33번으로 나타났고 
'인사01(人士)'은 총 37번으로 명사와 공기하였다. 어휘들을 분석해보
면 '인사03(人事)'는 '직위'의 특성을 띠는 어휘들과 자주 같이 출현하
고 '인사02(人事)'는 대부분 '말'이나 '예절'과 관련된 어휘와 자주 공
기한 반면 '인사01(人士)'은 대부분 '사람'과 관련된 명사와 공기하였
다. 결합 명사 중에 '카드'라는 단어가 '인사02(人事)'와 2번 공기하였
고 '인사03(人事)'과 한번 함께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차이
를 설명하고자 각자의 예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 ㄱ. 신호제지그룹의 이순국회장(51)이 여름철만 되면 주변 인사들  
       에게 보내는 인사 카드 가 업계에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     
       다.[BSBB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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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래서 인사 카드에 아예 학력란이 없다고 한다. [BSBF0265]

  위의 말뭉치에서 추출된 원문을 보면 두 개의 '인사 카드'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어 (4, ㄱ)은 명절날에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축복 말
이 담긴 카드이고 (4, ㄴ)의 경우 회사 같은 데 직원 인적 사항을 기
록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사 형용사 동사

인사02 짧은(1) 간단한(1)
하다(13) 드리다(8) 나누다(5) 올리다(2) 
시켜주다(1) 남기다(1) 다니다(1) 여쭙다
(1) 

인사03 불공정한(1) 퇴진한(1) 임명하다(1) 

[표30] '형용사 + 인사' '동사 + 인사' 의 공기 어휘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결과를 분석하면 '인사01(人士)'은 동사나 
형용사와 공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사02(人事)'는 동사와 
같이 공기하는 경우가 많고 '인사03(人事)'은 명사와 더 많이 공기하
였다. '인사02(人事)'는 초급 어휘로 '인사하다'가 외국인 학습자에게 
매우 친숙한 표현이다. 고급에서 '인사03(人事)'을 접하게 되면 '인사
하다'에 대한 인상이 너무 큰 나마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구
별하는 공기 어휘로 '인사02(人事)'는 동사 '하다, 드리다, 나누다' 등
과 같이 출현하고 '인사03(人事)'은 '사람의 일'과 관련되어 '이동, 관
리, 낙하산' 등 명사들과 많이 공기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전형적
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ㄱ. 단 한마디도 스스로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도 없이, 아이들에  
       게 작별의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우편으로 배달되  
       는 직권면직 통보서를 받고는 끝이었다. [BSBF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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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동안 자주 인사 드리지 못한 것을 깊이 사죄도 하고, 따뜻  
    한 정종이라도 한잔 사 드리고 싶다. [BSBF0265]

ㄷ. 일직을 하고 있는 유 선생은 아직 인사 이동 원칙을 알리는   
    공문이 안 왔다 한다. [BSBF0265]

ㄹ. 은퇴한 공무원을 민간 기업이 영입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는 지난해 2백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BSBF0265]

(2) 동음이의 어휘수가 가장 많은 동음이의 한자어군 3조 

④ 장25(章) 장14(長) -장(帳) 장29(場) 장31(腸) 장33(醬) -장(葬) 장
22(張)

  동음이의 한자어 ‘장’ 앞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를 추출한 결과 ‘장
22(張)’과 명사 결합되는 경우가 309번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
다. 그다음은 ‘장25(章)’, ‘장29(場)’, ‘장14(長)’, ‘장31(腸)’ 순으로 나
타났다. ‘장25(章)’의 경우 명사와 86번 결합하였고 ‘장29(場)’은 명사
가 오는 경우 50번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장14(長)’은 명사와 결합
되는 경우가 12번, ‘장31(腸)’은 11번으로 나타났다. 현대문어 형태의
미 분석 말뭉치에서 태깅을 안 한 관계로 접사 '-장(帳)'이 나타나지 
않았다. 

장22(張)

한(51) 몇(28) 사진(22) 두(15) 신문(15) 여러(12) 종이(10) 원
짜리(9) 여(9) 돈(9) 원고지(8) 카드(7) 표(7) 천(6) 비누(6) 만
(5) 십(4) 두어(4) 다섯(4) 편지(4) 슬레이트(4) 벽돌(4) 책(3) 
백(3) 석(3) 유리창(3) 연탄(2) 답장(2) 티셔츠(2) 수건(2) 엽서
(2) 세(2) 그림(2) 나뭇잎(2) 억(1) 중간(1) 여섯(1) 각(1) 넉(1) 
오(1) 서너(1) 열(1) 수무(1) 인수증(1) 기록장(1) 잡지책(1) 백
지(1) 사인(1) 떡잎(1) 유서(1) 꽃잎(1) 철판(1) 페이지(1) 책받
침(1) 고기(1) 랩(1) 사표(1) 책장(1) 지도(1) 봉투(1) 걸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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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1] ‘명사 + 장’의 공기 어휘

  의존명사 ‘장22(張)’이 '한', '한두', '세', '다섯', '백', '천' 등 숫자, 
그리고 '몇', '여', '여러' 등 숫자와 관련된 어휘와 공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명사 '장(章)'도 숫자와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
숫자+장'의 형식으로 더 많이 추출되었다. '제 4 장 다시 만나는 문화
[BSHO0371]', '제 8 장 테크놀로지와 대중 문화'[BSHO0114]이 그 예
이다. 그 외에 '2 부 19 장[BSHO0120]'의 예시와 같이 ‘몇 부 몇 장’
의 형식으로도 나타났다.

(6) ㄱ. 나는 그를 뿌리치고 마을을 구경하다가 사진을 몇 장 찍었다. 
[BSBD0065]

    ㄴ. 꽃잎은 다섯 장. [BSBZ0069]

기와(1) 쪽지(1) 치즈(1) 수표(1) 청첩장(1) 우표(1) 복권(1) 도
화지(1) 에이포(1) 빈대떡(1) 추천서(1) 

장25(章) 
제+숫자+~(38) 부(15) 숫자(11) 마지막(4) 절(3) 편(2) 미해결
의(2) 각(2) 말미(1) 씩(1) 끝(1) 첫(1) 한(1) 하나(1) 구(1) 항
(1) 목(1)  

장29(場)

공감의 장(6) 공존의 장(3) 삶의 장(2) 하는 장(2) 그(2) 만남
의 장(1) 삶의 장(1) 나눔의 장(1) 감동의 장(1) 어울림의 장
(1) 관형사 새(1) 깨달음의 장(1) 화합의 장(1) 감동의 장(1) 
부담 없는 장(1) 축적의 장(1) 도시의 장(1) 신뢰구축의 장(1) 
두 나라 우호의 장(1) 이성의 장(1) 발휘할 장(1) 하나의 장
(1) 공론화의 장(1) 사교의 장(1) 장 이론(1) 민간운동의 장(1) 
여성의 장(1) 욕망의 장(1)  지적 장(1) 정보공유의 장(1) 인
식의 장(1) 실현하는 장(1) 역사의 장(1) 실천의 장(1) 에너지
의 장(1) 역사교육의 장(1) 축제의 장(1) 통제의 장(1) 공개토
론의 장(1) 의미의 장(1) 

장14(長) 
선거(2) 지방자치단체(3) 총리(2) 정부(1) 시,군,구(1) 백약의
(1) 국무 위원(1) 행정 각부의(1)

장31(腸) 속(3) 위(2) 파열(2) 안(1) 질환(1) 간(1)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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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29(場)’의 공기 정보 같은 경우 '공감의 장'이라든가 '공존의 장' 
등 형식으로 많이 나타났다. '명사 + 의 + 장'의 관용표현으로 대부분 
예문이 추출되었고 그 외에 관형사 '그', '새'와 공기하는 경우도 있었
다,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7)과 같다. 

(7) ㄱ. 현실은 흔히 '인간의 삶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삶의 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BSHO0434]

   ㄴ. 전자파의 방사선은 물분자를 믿을 수 있을 만큼 빨리 회전시  
       켜 1초당 24억 배로 그 장을 교류시킨다. [BSHO0368]

  다음은 일반명사 ‘장14(長)’을 검색한 결과 15개의 검색 결과가 도
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BSHO0112], '행정 각부의 장
'[BSDO0277]와 같다. 일반명사 '장31(腸)'의 경우 인체의 장기로서 
예문 '장 속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이하 생략)' [BSAA0012] 처
럼 방위명사 '속', '안' 등과 공기하고 또한 '운동', '질환', '파열' 등 
어휘와 함께 출현하였다. 예시는 '그는 특별히 규칙적인 장(腸)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므로, 신문에서는 그를 연동운동의 설교자라는 별
명까지 지어 주었다.' [BSHO0368]와 같다. 

장25(章) 바꾸다(1) 다루다(1)

장29(場)
만들다(2) 마련하다(1) 추궁하다(1) 열다(1) 교류시키다(1) 
구성되다(1)  

장31(腸) 먹다(1) 보호하다(1) 유화시키다(1) 소화시키다(1)

[표32] ‘형용사 + 장’, ‘동사 + 장’의 공기 어휘 

  동사와 공기하는 어휘로는 '장25(章), 장29(場), 장31(腸)'이 있다. 
장에는 '우리 영화의 역사는 이제 장(章)을 바꾸어야 할 때다
'[BSHO0371], '이 가운데 연금술을 다룬 장은 장 하나가 네 책으로 
되어 나왔다'[BSJO0447] 이러한 문장처럼 '장25(章)'은 동사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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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루다’와 같이 쓰는 경우가 추출되었다. '장31(腸)'은 '우리가 소
나 돼지 등의 위나 간, 장 등을 즐겨 먹고 소화시키는 데 아무 문제
가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의 위를 스스로 소화시켜버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BSHO0119]처럼 동사 '먹다' 및 '소화시
키다'와 함께 출현하였고 '장29(場)'은 예시　'이 후보가 하기에 따라
선 노후보와의 회담을 얼마든지 감동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
다.'[BSAD0187]와　같이 동사 '만들다'과 '마련하다'와 공기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⑤ -대(臺) 대11(對) 대04(大) 대07(代) 대15(臺) 

  말뭉치에서 의존명사 ‘대11(對)’을 추출한 결과 주로 명사와 가장 
많이 공기하였고 형용사나 동사와의 공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개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문장들
이 추출되었다. 앞뒤에 오는 단어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하
지 않아 생략하기로 했다. 의존명사 '대15(臺)'가 명사와 결합한 경우
는 166번, '대04(大)'는 8번에 불과했다. 일반명사 '대07(代)'와 접사 
'-대(臺)'는 말뭉치 한계로 추출된 결과가 없었다. 동음이의 한자어 '
대'가 주로 명사와 공기하는 것으로 추출되었고 형용사나 동사와 함
께 나타난 경우가 없었다. 

대15(臺)

한(55) 만(19) 차(14) 여(9) 자전거(8) 트럭(8) 라디오(7) 두
(5) TV수신기(4) 천(4) 여러(3) 몇(3) 전화(기)(3) 녹음기(3) 
컴퓨터(3) 버스(2) PDA(2) 차량(2) 택시(2) 카메라(2) 엘리
베이터(1) 탱크(1) 믹서기(1) 피아노(1) 오토바이(1) 자가용
(1) 백(1) 서너(1)

대04(大) 소(4) 중(2) 여당(1) 교주(1) 

[표33] '명사 + 대'의 공기 어휘

  의존명사 '대11(對)'가 주로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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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로 쓰여 '반의어 대 반의어' 외에 '1대0' 등과 같이 '숫자 대 숫
자'의 형식으로도 많이 나타났다. (8)은 그 예시이다.  

(８) ㄱ. 건국 후 60년대 초반까지의 우리들의 국제 관계의 패턴은 작
은 나라 대 큰 나라, 뒤진 나라 대 앞선 나라, 받는 나라 대 주
는 나라, 비공산국가 대 비공간국가, 동양나라 대 서양나라 사
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된 그리고 일관된 패턴으로 하고 있었
다. [BSHO0138]

   ㄴ. 4강 대 4약의 정면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5일 프로축구 하이  
     트배 대회전은 전북을 제외하곤 약팀들이 선전, 갈 길 바쁜 강  
     팀들을 울렸다. [BSAL0218]

   ㄷ. 전후기 통틀어 평균 경쟁률은 약 5 대 1. [BSHO0371] 

  의존명사 '대15(臺)'는 차량이나 라디오 등 기계를 세는 단위로 쓰
여 '그의 옆에는 고장난 전화기 한 대 놓여 있다.'[BSHO0369]처럼 '
차', '트럭', '컴퓨터', '라디오' 등 어휘와 많이 공기하는 경향을 보였
고 또한 숫자를 표현하는 '한', '천', '여', '백' 등 단어와도 함께 출현
하는 것으로 '배달차량도 평소보다 400여 대 늘린 1600여 대다.' 
[BSAA0156]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명사 대(大)가 명사와 공기하는 경
우 8번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소’와 가장 많은 4번으로 공기하였다. 
보통 '대-중-소'의 결합으로 많이 나타났다. 

⑥ 전기27(轉機) 전기09(前期) 전기12(傳記) 전기15(電氣)

  동음이의 한자어 '전기' 앞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를 추출한 결과 '
전기15(電氣)'와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192번으로 가장 높은 빈도
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전기09(前期)', '전기12(傳記)', '전기27(轉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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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전기09(前期)'의 경우 명사와 65번 결합하였고, '전
기12(傳記)'는 22번으로 나타났으며 '전기27(轉機)'는 명사와 결합한 
경우가 2번에 불과했다. 

전기15(電氣)

전자(20) 가스(17) 요금(13) 수도(12) 밥솥(10) 통신(8) 세
탁기(8) 자동차(6) 냉장고(5) 기기(5) 스위치(5) 전화(4) 
신호(4) 기계(4) 열(4) 빛(3) 다리미(3) 절약(3) 기구(3) 면
도기(3) 의자(2) 물(2) 수급(2) 텔레비전(2) 에어컨(2) 화
로(2) 사고(2) 부품(2) 시대(2) 자극(2) 불(2) 고문(2) 계통
(2) 소모량(2) 시설(2) 신호(2) 에어컨(1) 전자레인지(1) 
쇼크(1) 엔지니어인(1) 에너지(1) 선풍기(1) 공급(1) 충격
(1) 판매(1) 흐름(1) 수요(1) 소비량(1) 전산(1) 분해(1)  
광(1) 청소기(1) 항공(1) 감전(1) 소모(1) 철도(1) 

전기09(前期)
리그(19) 후기(8) 의병(6) 조선(5) 대학(5) 중기(4) 구석기
(4) 입시(3) 모집인원(2) 의병전쟁(2) 유적(1) 선발인원(1) 
의병장(1) 잡지(1) 편입학(1) 지원자수(1) 대회(1) 

전기12(傳記) 
소설(2) 작가(2) 형식(2) 편지(1) 서평(1) 비평(1) 수필(1) 
기행(1) 동화(1) 신문(1) 실화(1) 영화(1) 연극(1) 연구(1) 
원본(1) 편찬(1) 개인(1) 작품(1) 아버지(1) 

전기27(轉機) 운수(1) 변화(1) 

 

[표34] '명사 + 전기'의 공기 어휘

  '전기15(電氣)' 같은 경우 '전기 전자'[BSBZ0070]나 '전기, 가스 요
금'[BSHO0136] 등으로 주로 추출되었으며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전기 밥솥이나 전기 세탁기가 처음 발명되어 나왔을 때는 거의 팔리
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BSHO0376]처럼 '밥솥', '자동
차', '냉장고' 등과도 자주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09(前期)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올 시즌 전기 리그 남은 경기에서
도 최선을 다해 팀이 우승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BSAL0218]에서
의 명사 '리그'와 가장 많이 공기하였고 '비트겐슈타인’의 저자는 난
해하기로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분석 철학을 그의 생애와 연관시켜 
흥미 있게 설명하고 그의 철학을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정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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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SAB0173]와 같이 '후기', '중기', '구석기' 등 시간과 관련된 어
휘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전기12(傳記)'는 '하이퍼텍스트에
서는 주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들(관련된 소설, 편지, 전기, 서평, 비평 
등)과 끝없이 연결되면서, 어느새 관련 텍스트가 주 텍스트로 변하기
도 한다.'[BSHO0377]처럼 '소설, 서평, 기행' 등 문학 형식과 자주 공
기한다. '전기27(轉機)'는 '금융 운수 전기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는 더 엄격히 제한된다.'[BSAA0163]과 새로운 변화
로의 전기를 지니고 있다.'[BSHO0099] 명사와 총 두 번 공기하는 것
이 추출되었다. 

전기15(電氣) 끊기다(1) 나가다(1) 아껴 쓰다(1) 
전기27(轉機) 역사적(1) 지니다(1) 되다(1) 체험하다(1) 

[표35] ‘관형사 + 전기’, '동사 + 전기' 공기 어휘

  동음이의 한자어 '전기' 중에서 전기15(電氣)와 전기27(轉機)가 명
사 외의 품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5(電氣)는 '전기, 수
돗물, 다 끊겨도 좋다 이거다.'[BSEO0295]에서의 '끊기다', '런던도 
전기 나갔다…퇴근길 시민 50만 명 큰 혼란'[BSAB0174]에서의 '나가
다', 또한 '그리고 전기 좀 아껴 쓰고요.'[BSBZ0074]에서의 '아껴 쓰
다' 등 동사와 함께 나타났다. 전기27(轉機)는 '커어브는 남북적 대표
단의 서울·평양 교환 방문이라는 역사적 전기(轉機)를 체험하는 데까
지 몰고 왔다.'[BSHO0138]에서와 같이 관형사 '역사적', 동사 '체험하
다'와 공기하였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외는 새로운 변화로의 전
기(轉機)를 지니고 있다.'[BSHO0099]의 동사 '지나다', '두 불륜의 남
녀, 교녀와 동청이 이야기 전개의 주요한 전기(轉機)가 될 음모를 꾸
미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BSHO0099]의 '되다'와 함께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동음이의 한자어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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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등04(等) 등05(等) 등08(燈) 

  말뭉치에서 '등05(等)'을 추출한 결과가 총 13,207개로 나왔으며 문
장만으로도 12,277개가 도출된 것으로 보아 그만큼 한국어에서 빈도
가 높은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단어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
하지 않아 생략하였으나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하는 '등'보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훨씬 더 많은 빈
도로 추출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9) ㄱ.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부터 발야구, 농구 등 운동이라  
       면 뭐든 가리지 않고 즐겼다. [BSAE0207] 

   ㄴ. 다 익은 감을 따면서도 까치나 까마귀 등, 날아다니는 날짐승  
       들을 생각하여 두서너 개 정도는 나무에 달아 두었던 포근한  
       여유! [BSGO0355] 

   ㄷ. 이 식에 따라 M1, MCT, M3 등 세 가지 통화지표를 이용하여  
      1991~97년중 우리나라의 근원적 인플레이션율을 추정한 결과  
      는 <표2>와 같다. [BSBE0243]

  (9, ㄱ)와 (9, ㄷ)의 경우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의 예시고 (13, ㄹ)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
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의 예문이다. 
  등08(燈)은 명사와 총 7번으로 함께 나타났고 그중에서 '등 아래로 
들어선다.'[BSEO0076]와 '등 아래로 놓인 약간의 책권'[BSEO0079]으
로 방위 명사 '아래'와 2번으로 공기하였다. 또한 등08(燈)이 '한 집 
한 등 끄기'[BSGO0344]에서 동사 '끄다'와 한번 함께 추출되었다. 등
04(等)는 명사와 함께 출현한 경우가 없었고 '야, 나 한 등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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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O0282]에서 관형사 '한'과 동사 '오르다'와 공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말뭉치에서 추출된 빈도수가 확연한 차이가 있을 때 빈도수가 낮은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관계로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다. 그 말은 등08(燈)과 등04(等)의 공기 어휘를 숙지하면 나마지 거
의 등05(等)의 경우이다. 물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등05(等)'의 
고빈도 공기 관계를 알아야 더 쉽게 이를 지각하고 동음이의 한자어 
'등'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⑧ 사회01(司會) 사회07(社會)

  동음이의 한자어 '사회' 앞뒤에 오는 명사를 추출한 결과 '사회07
(社會)'가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 ‘사회01(司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사회01(司會)’는 명사 ‘사회자’와 불과 1번만 
공기하였다. 그 구체적인 공기 관계 내용은 [표36]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07(社會)

문화(100) 경제(96) 구조(78) 속(72) 체제(71) 전체(69) 생
활(64) 질서(58) 제도(52) 과학(47) 조직(45) 변화(43) 분위
기(41) 정치(37) 문제(35) 전반(35) 발전(31) 현상(30) 진출
(29) 참여(28) 통념(28) 내부(27) 현실(27) 교육(25) 자본
(24) 구성원(22) 시설(21) 활동(19) 보장(19) 안(19) 국가
(17) 운동(16) 사상(15) 곳곳(14) 신분(14) 부문(12) 봉사
(11) 공동체(11) 집단(11) 치관(10) 세력(10) 자연(9) 세력
(8) 개인(8) 도덕(8) 예술(8) 환경(8) 한국(8) 통합(8) 정의
(7) 상황(7) 관계(7) 구석(6) 유형(6) 이념(6) 인간(6) 모순
(5) 지도층(5) 적응(5) 보장(5) 문명(5) 문제(4) 복지(4) 의식
(3) 혼란(3) 안정(2) 체계(2) 갈증(1) 경험(1) 기능(1) 비판
(1) 여론(1) 차원(1) 인력(1) 단위(1) 국제(1) 윤리(1) 가정
(1) 이웃(1) 단체(1)  참여(1) 변혁(1) 지식(1) 틀(1) 풍조(1) 
역사(1) 연구(1) 기구(1) 소비(1) 시민(1) 불만(1) 음악(1) 미
술(1) 체육(1) 분열(1) 농경(1) 가족(1) 정보화(1) 계층(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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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6] '명사 + 사회'의 공기 어휘

  사회07(社會)는 명사 '문화'와 가장 많은 100번 공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다음으로 70번 이상으로 나타난 어휘는 ‘경제’, ‘구조’, 
‘속’, ‘체제’가 있다. 명사 ‘사회07(社會)’와 함께 나타난 명사를 보면 
추상적인 어휘가 대다수이다. ‘정치, 경제, 문화, 생활’ 등 사회의 필
수 요소를 지칭하는 어휘라든가 ‘체제, 구조, 조직, 제도, 질서’ 등 거
시적으로 사회 전반을 바라볼 때 사용되는 어휘와 자주 나타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10) ㄱ.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네 분야를 생활 면세서 각종 통계  
        로 채점한 결과 한국은 조사대상의 22개국 중 18위를 차지  
        하고 있다.  [BSHO0317]

    ㄴ. 쏟아져 나오는 대부분의 책이 그 사상을 낳은 사회 구조와   
       그 사상이 역사에서 한 역할을 따지지 않습니다. [BSHO0125] 

    ㄷ. 사람은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존재이며, 그 경우 강한 힘을   
       인간 본질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본 것입니다.         
       [BSHO0125]

    ㄹ. 미국의 학자 다니엘 벨은 60년대 들어 미국의 연령 구조가   
       변화하면서 젊은 층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로 말미  
       암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해졌으며, 그 결과 기존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이 싹트게 되었다고 말한다.       
       [BSHO0114] 

급(1) 사이(1) 영역(1) 교과서(1) 변동(1) 자체(1) 종교(1) 정
책(1) 공간(1) 국민(1) 민족(1) 국어(1) 산수(1)  

사회01(司會) :(6) 사회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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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01(司會)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결과가 많지 않았다. 총 9번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구두점 ':'와 함께 출현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는 '
사회: 먼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BSHO0413], '사회: 사
회자의 입장을 떠나서 저도 의견을 말해 볼까요?'[BSHO0413]와 같이 
나타났다. 문서 [BSHO0413]의 제목은 '창조적인 글쓰기'로 사회자가 
글쓰기에 관한 토론을 사회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때 사회자가 
발화할 때 보통 구두점인 ':'를 붙여 일러주는 기능을 발휘한다.   
  '사회01(司會)'와 동사나 형용사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말뭉치에
서 추출되지 않았다. '사회07(社會)'는 형용사와 공기하는 경우 '무질
서한 사회, 원리가 없는 사회, 권위가 없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사람
들이 아는 것은 '돈'밖에 없다.'[BSGO0349]에서와 같이, 관형사의 경
우 '어쩌면 그것은 책임지는 사회, 책임지는 인간, 도덕적인 사회, 도
덕적인 인간을 꿈꾸는 것일지도 모른다.'[BSBZ0073]에서 보여 주듯이 
형용사나 관형사가 글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일일이 
통계하는 것을 생략하였다. 

⑨ 이상(以上) 이상(理想)

  동음이의 한자어 '이상'의 공기 관계는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
이상(以上)'이 '부사'와 가장 많이 함께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이상(以上) 
더(1091)  '숫자 + 단위명사 + 이상'(860) 
'숫자+ 배/% + 이상'(149)

이상(理想)
사회(15) 실현(4) 현실(3) 용기(2) 중(2) 속(2) 이념(2) 사랑
(1) 우정(1) 생활(1) 능력(1) 이데올로기(1) 지식(1) 희망(1) 
기대(1) 믿음(1) 정열(1) 사고(1) 독창성(1) 

[표37] '명사 + 이상', '부사 + 이상'의 공기 어휘

  일반명사 '이상(以上)'은 부사 '더'와 1091번으로 가장 많이 공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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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BSEO0085]와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철문을 쾅쾅 차대
기 시작했다.'[BSEO0088]처럼 ‘더 이상’의 형식으로 많이 쓰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以上)'은 '숫자 + 단위명사 + 이상'의 형식으
로 자주 공기하여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오
거나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킨다.'의 뜻으로 구체적인 예시는 '12세 이상 관람
가.'[BSAB0173], '3명 이상 동행.'[BSAA0011]와 같다. 그리고 ‘시간 
2배 이상 소모.'[BSAA0011]와 '세계 시장 규모가 매년 10% 이상 성
정하고 있다.'[BSAB0170]처럼  '숫자+ 배/% + 이상'의 형식으로 나
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숫자 + % + 이상'의 경우 더 많
이 추출되었다. 
  이상(理想)은 명사 '사회'와 15번으로 가장 많이 공기하였다. '절대 
평등의 이상 사회.'[BSHO0111]와 '적극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천명
을 알아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성인군자의 이상 사회
를 만드는 것이다.'[BSHO0420]가 그 예이다. '이상(以上)'은 동사나 
형용사와 공기한 것이 추출되지 않았으나 '이상(理想)'은 주로 형용사
와 함께 나타났다. '고결한 이상, 뛰어난 능력'[BSHO0122], '강대국과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동맹'의 정치적 이상 때문에 주저하고 있
다.'[BSHO0116], '평화도 얻고 통일도 얻자 하는 '바람직스런 이상, 
최선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BSHO0138] 등이 그 예이다. 

3.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분류어휘집의 내용 구성

  말뭉치에서 추출된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관계 정보를 바탕으로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내용을 구축하고
자 한다. 말뭉치에서 추출된 동음이의 어휘 및 예문 정보를 어떻게 
배열하고 제시해야 효과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 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시소러스 개념을 도입하여 논의한다. 조형일(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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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에서 시소러스(Thesaurus)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자료의 탐색 시에 질의어(query)에 포함된 용어의 의미를 연계성  
   을 기반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게 해 주는 색인  
   으로써 어휘를 분류해 놓은 것.
② 특정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제한적으로 용어를 정리해   
   놓은 분류어휘집.
③ 체계적인 분류와 함께 분류된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표시를 명확  
   하게 나타낸 것.
④ 논리적인 분석을 통한 규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필산규칙인 알  
   고리즘을 고려한 설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

  동음이의 한자어의 분류어휘집은 학습자들이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
별하는 근거로 이들의 고빈도 공기 어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시하
고자 한다. 
  한유석·설근수(2004)는 일본어 분류어휘표를 참조하여 한일 병렬시
소러스의 구축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특징은 
연어적인 구조에서 실현된다고 단어에 내재된 의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어가 독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문법적으로 어울리는 
단어와 결합함에 따라 기본적인 의미·파생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
였다. 따라서 동음이의 한자어 분류어휘집을 구축할 때 단어의 연어
적인 정보, 즉 공기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단어의 의
미가 문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 의미를 분류하는 일에 문맥을 배
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소러스를 구축할 때 단어의 용례도 함께 제
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형일(2011)은 시소러스를 구축한다는 것을 어휘 간의 정보를 결
합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에 따르면 목적성 있게 가공된 어휘 목록
이 곧 ‘분류어휘집’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음이의 한자어 '
인사'와 함께 공기하는 어휘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일정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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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로 제시하면 '인사'의 분류어휘집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는 동음
이의 한자어 '인사'를 구별하기 위해 가공한 어휘 목록이다. 앞 절에 
말뭉치에서 추출된 공기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예문도 
같이 제공하여 최종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 분류어휘집으로 만들고
자 한다.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별 및 의미를 파악할 때 이러한 분류
어휘집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앞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축된 9조 동음이의 한자어의 분류어휘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
  
  동음이의 한자어 ‘감사’의 분류어휘집은 총 3개의 동음이의 어휘로 
그들의 공기 어휘와 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 어휘 빈도순대로 
나열하여 각 동음이의 어휘의 공기 관계 및 대응하는 예문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공기 어휘(빈도) 예문

감사13
(監查)

감사 결과(14) 교육부 종합 감사 결과
국정 감사(12) 국정 감사 이후/ 국정 감사 대상 기관

감사 대상(6)
지방 자치 단체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다.

감사 및 조사(6)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6) 
격년제로 내무부와 감사원 감사를 병행키
로 한 것

~에 대한 감사(5) 교육-과학 및 체육 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 실시(4) 국회의 국정 감사 실시 문제

감사12
(監事) 

감사 + 이름(36) 감사 조병현 등
인사변동 연임/신
임/퇴임/승진(14)

연임: 감사 권영진/ 신임: 감사 한석우/ 
퇴임: 감사 유병인/ 승진: 감사 김재기 등 

직무 + 감사(10) 
직위별 분포를 보면 이사가 2천52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상무전무, 감
사, 사장, 부사장, 회장, 부회장순이었다.

이름 + 감사(4) 최세관 감사 등
감사 위원(4) 김종철 감사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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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8] 동음이의 한자어 '감사'의 분류어휘집 

  '감사13(監查)'의 공기 관계는 주로 '결과', '대상' 등 어휘적 연어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감사 결과'가 14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이는 '감사13(監查)'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감사12(監事)'
의 경우 사람 이름과 가장 높은 공기성을 보이며 대체로 '감사 000'
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감사08(感謝)'은 동음이의 한자어 '감사'를 제
일 먼저 교수·학습 단계에서 만나는 단어로 이를 '감사드리다'라는 연
어 관계를 숙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길이다. 

감사 + 수사(2) 감사 2명 등 

감사08
(感謝) 

감사드리다(4)
믿음이란 두 글자를 그토록 흐뭇하게 가
슴에 새겨준 그 아주머니에게 감사드린다.

감사하다(3)
행복을 원하거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고 배워야 한다.

감사 편지(1)
20일 귀국 길에 오를 엘비라는 이 검사에
게 러시아어로 '고맙다'는 감사 편지를 남
겼다.

감사 카드(1)
그녀가 보내는 감사 카드는 우아한 것으
로 이름 나 있다.

감사 표현(1)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감사 
표현의 지름길이다.

감사 표시(1)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며 받는 사람은 감
사 표시를 한다.

우정과 감사(1)
오늘날 <우정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기도
하는 손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이와 같은 유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랑 기쁨 만족 
감사(1)

기분 좋은 때(사랑, 기쁨, 만족, 감사)는 
엔돌핀의 영향으로 모유의 질이 좋아지고, 
산모의 감정이 나쁠 때(미움, 분노, 시기, 
불만)는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모유의 질
이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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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상 

  동음이의 한자어 ‘감상’ 같은 경우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
단계’에서 2개의 공기 어휘로 추출되었지만 본고에서는 ‘국제통용 한
국어 교육 표준 모형 2단계_어휘부록’을 참조하여 감상(感想)도 함께 
다루었다. ‘책을 읽은 감상’으로 쓰인 감상(感想)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결과에 따라 감상(感想)의 사용 빈도가 감상(感傷)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9] 동음이의 한자어 '감상'의 분류어휘집 

  ‘감상’은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한다’는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다. 그러나 공기 어휘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주제어 공기 어휘(빈도) 예문

감상05
(鑑賞) 

영화 감상(5) 독후감, 영화 감상 등/영화 감상 토론회
비디오 감상(3) 비디오 감상 및 토론
텔레비전 감상(2) 텔레비전 감상, 자기 생각 쓰기 등
감상 교재(2) 감상 교재가 필요하겠다 싶어
감상 수준(2) 헝가리의 높은 공연 수준과 감상 수준
이해하고 감상하
다(1)

수필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

자유로운 감상(1) 아이들 눈높이서 자유로운 감상

감상02
(感想) 

해설 및 감상
(16)

해설 및 감상 

감상을 떨치다(1) 감상을 떨치고 나선 뮌헨 시내 이틀째

단순한 감상(1)
음풍영월·개인적인 신변소사·단순한 감상 
등으로 구성된 개인수필

감상01
(感傷) 

연민과 감상(2)
짝을 잃은 거위의 슬픈 울음은 작자 자신
의 설움에 연민과 감상을 더해 준다.

감상 어린 목소
리(1)

감상 어린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애틋한 감상(1)
예술의 어떤 애틋한 감상이 어지러운 실사
회의 모든 긴장과 고통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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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문맥 정보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고급 학
습자에게 읽기 자료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음이의 어휘끼리 
의미 차이가 미세한 까닭으로 세심한 구분이 필요하다. 

③ 인사 

  동음이의 한자어 ‘인사’는 한자가 같은 동음이의 어휘가 출현한 경
우가 있다. 인사02(人事)와 인사03(人事) 바로 그 예이다. 단순히 ‘인
사’만 봤을 때 당연히 구별이 어렵고 그러나 한자를 달았는데도 구별
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들의 공기 관계를 살피어야 한다. 구체적
인 내용은 [표40]과 같다.

주제어
공기 어휘

(빈도)
예문

인사02
(人事) 

 

하다(13) 
명함 드리고, 카탈로그 드리고, 인사 깍듯이 하고 
나오는 거죠.

드리다(8) 
형님이 사진으로 찾아와 인사드리게 되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젠 편히 눈 감으세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마디/몇 
마디(7)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지금 안동군에 와서 다
시 대하게 되어도, 내가 첫 부임을 한 후 인사 
한마디, 하다 못해 전화로라도 인사 한 마디 없더
라 한다.

치레(5) 
부시는 지상전 개시 발표 직전 고르바초프에게 
전화를 걸어 그나마 '사전 통보'를 해 주는 정도
의 인사 치레를 했다.

나누다(5) 
탁선생은 모였던 단원들과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
누었다.

말씀(3) 
장 영감 - 이렇게 찾아와서 먼저 죄송하다는 인
사 말씀 올립니다.

인사03
(人事) 

이동(8) 
일직을 하고 있는 유 선생은 아직 인사 이동 원
칙을 알리는 공문이 안 왔다 한다.

문제(7) 어찌 보면 언론이 인사 문제를 까발리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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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0] 동음이의 한자어 '인사'의 분류어휘집 

  인사02(人事)는 주로 동사와 공기하여 초급에서 배우는 내용에 해
당하다. 인사03(人事)은 반대로 동사형 명사와 자주 함께 나타나는 경
향을 보였다. 그리고 인사01(人士)는 동사나 형용사와 공기한 정보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것이 없었고 특정 명사와 공기하는 것으로만 나타
났다. 

④ 장   

이 즉각 국민의 여론에 따라 과단성 있게 조치를 
취하는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개혁이 아니겠느냐』
는 식이다.

관리(5)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수행하기보다는 
사장의 기분 여하에 따라 승급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였다.

비리(5) 

교육부는 서울신학대 감사 결과 지난 20여년간 
무허가 대학부원·야간신학교를 경영해 왔고 일부 
인사 비리도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법인 측에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치(5) 
첫 번째, 정치적 왜곡의 예는 문제의 원인 처방보
다 인사 조치 등의 형태로 즉각 처리된다.

낙하산(4)
은퇴한 공무원을 민간 기업이 영입하는, 소위 「낙
하산 인사」는 지난해 2백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
됐다.

인사01
(人士)

각계(7) 그 일환으로 각계 인사 1백8명이 1929년 10월9
일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였다.

재야(3) 
지난 대선에선 김 대통령을 지지하는 재야 인사 
5백 여명을 묶어 '신한국 창조 시민연합'을 구성
해 의장으로 활동했다

저명(2) 
/유명(2)

앞부분의 유명 인사 인터뷰 기법은 언론 종사자
와 지망생들에게 훌륭한 참고서가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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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음이의 한자어 ‘장’은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에서 
추출된 동음이의 어휘 중에서 일반명사 ‘장24(章), 장28(場), 장31(腸), 
장32(醬)’, 의존명사 '장21(張)', 접사'-장40(長), -장41(帳), -장44(葬)'
이 있다. 현대문어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의 특성으로 접사에 대한 검
색 내용이 없었다. 접사'-장40(長)'과 일반명사 '장13(長)'은 한자도 
같으면서 의미도 같은 관계로 접사 '-장40(長)' 대신 일반명사 '장13
(長)'의 공기 관계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명사 '장32(醬)'
에 대한 추출 정보도 없었다. 이를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에서 비교와 분석한 내용으로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어
공기 어휘

(빈도)
예문

장21
48)

(張)

한(51) 우정이 담긴 카드 한 장
몇(28) 안에는 종이가 몇 장 들어 있다

사진(22) 
그까짓 사진 한 장 찍히러 교외까지 따라 나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선뜻 내키지 않는 짓이
었다.

신문(15)
그런데 어쩐 까닭인지 신문이 한 장 남아 있
었다.

두(15) 
노란색 편지지와 봉투를 사고 우표도 두 장 
샀습니다.

여러(12)
커다란 종이에서 동시에 똑같은 돈이 여러 장 
만들어진다.

종이(10) 안에는 종이가 몇 장 들어 있었는데

장24
(章) 

제+숫자+~(38)   제 3 장 스타와 대중문화
부(15) 1 부 2 장

숫자(11) 
20장으로 나뉜 이 책은 각 장 마지막마다 열
기구와 관련한 과학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4) 
소설의 마지막 장 같기도 하고 중간 장 같기
도 하다.

장28
(場)

공감의 장(6)  '공감의 장'은 독자들이 꾸밉니다.

삶의 장(3)  
 현실은 흔히 '인간의 삶의 장'이라고 이야기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삶의 장이라는 것
은 무엇입니까?

하는 장(2)  태지역 다자회의체 외무장관 회의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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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1] 동음이의 한자어 '장'의 분류어휘집 

  사용빈도순대로 읽기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은 의존명사 

48) 표준국어대사전 어깨번호 참조

정세 안정에 한몫 하는 장(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2)
전자파의 방사선은 물분자를 믿을 수 있을 만
큼 빨리 회전시켜 1초당 24억 배로 그 장(場)
을 교류시킨다.

만들다(2)
이후보가 하기에 따라선 노후보와의 회담을 
얼마든지 감동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장13
(長) 

지 방 자 치 단 체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연기의 경우에서 보
듯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정권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선거(2)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연기의 경우에서 보
듯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정권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장40
(長) 

홍보실장/공장
장/위원장/이사
장

장31
(腸) 

속(3) 
장 속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약물을 식
용유 등 오일에 혼합, 매우 작은 입자를 갖는 
에멀전 형태로 만들었다. 

위(2) 
장(臟)뿐만 아니라 위(胃)를 보호하고, 피부미
용에까지 도움을 준다는 프리미엄급 발효유

파열(2) 
부검 결과 장명수 군은 타박상에 따른 장 파
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32
(醬)

간 장 / 고 추 장 / 
된장 

장을 담그다. 

-장41
(帳) 

일기장/연습장/
단어장//매출장
/판매장 

① ‘공책’의 뜻을 나타냄
② ‘정부’의 뜻을 나타냄

-장44
(葬)

삼일장/가족장 ‘장례식’의 뜻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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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1(張)’으로 이는 종이를 세는 단위로 많이 쓰여 숫자 외에 사진이
나 신문 등 ‘장21(張)’이 수식하는 명사 등과 함께 나타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측할 수 있고 일반명사 ‘장24(章)’ 같은 경우 숫자와 결합하
는 상황에서 주로 ‘제 + 숫자 + 장’의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 의존명
사 ‘장21(張)’과 구별되는 단서로 볼 수 있다. 일반명사 ‘장28(場)’은 
‘00의 장’이나 ‘00는 장’으로 비교적 고정적인 결합으로 많이 출현하
여 ‘장소’의 뜻을 나타나곤 한다. 또한 ‘우두머리’의 뜻으로 쓰인 ‘장
13(長)’은 보통 조직체나 부서 단위로 쓰여 ‘단체, 선거’ 등 행정 색체
를 띠는 어휘와 함께 사용되고 접미사 ‘-장40(長)’은 ‘공장장, 위원장, 
이사장, 홍보실장’ 등 합성어로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명
사 ‘장31(腸)’과 ‘장32(醬)’은 구상적인 단어로 각자 특정한 공기 어휘
와 같이 출현하여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사인 ‘-
장41(帳)’과 ‘-장44(葬)’도 앞에 언급한 접사 ‘-장40(長)’처럼 합성명사 
‘일기장, 연습장, 단어장, 판매장’ 및 ‘삼일장, 사회장, 가족장’을 따로 
기억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대

  동음이의 한자어 ‘대’의 경우 5개의 동음이의 어휘 중에서 한자 같
은 의존명사 ‘대15(臺)’와 접사 ‘-대22(臺)’가 존재한다. 앞 동음이의 
한자어 ‘장’과 달리 두 단어의 한자가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말뭉치 
한계로 접사 ‘-대22(臺)’와 일반명사 '대07(代)', 그리고 '대11(對)'가 
의존명사로 쓰인 예시가 추출된 결과가 없으므로 사전 정보를 사용하
여 보충하였다.

주제어 공기 어휘(빈도) 예문

대16
(臺) 

한(55)
그의 옆에는 고장난 전화기 한 대 놓여 있
다. 

만(19) 
쌍용자동차 엔진공장은 현재 연간 8만 대 규
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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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동음이의 한자어 '대'의 분류어휘집 

  의존명사 ‘대16(臺)’와 접사 ‘-대22(臺)’의 구별은 선명하면서도 외
국인 학습자에게 쉽게 헷갈릴 수가 있다. 두 단어가 똑같이 숫자와 
공기하기 때문이다. 의존명사 ‘대16(臺)’는 차 등을 세는 단위로 쓰이
고 접사 ‘-대22(臺)’는 고정적인 표현인 ‘~ 원대’, ‘~억대’ 등으로 값
이나 수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값 또는 

20 만 대 규모로 대폭 늘려, 현재 생산 중인 
사륜 구동차와 버스, 트럭은 물론 내년부터 
생산할 소형 상용차와 97년부터 생산할 승용
차에도 자체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차(14)  차 한 대 사.

여(9) 
배달차량도 평소보다 400여 대 늘린 1600여 
대다.

자전거(8)
 아이 자전거 한 대 사주는 것까지 일일이 
당신한테 결재맡고 도장받아야 해요?

트럭(8) 트럭이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도로

대12
(對) 

반대어 
대 반대어

건국 후 60년대 초반까지의 우리들의 국제 
관계의 패턴은 작은 나라 대 큰 나라, 뒤진 
나라 대 앞선 나라, 받는 나라 대 주는 나라, 
비공산국가 대 공간국가, 동양나라 대 서양
나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된 그리고 일
관된 패턴으로 하고 있었다. 

숫자 대 숫자 전후기 통틀어 평균 경쟁률은 약 5 대 1
(의존명사)
이루다

이 시는 첫 행과 마지막 행이 대를 이룬다. 

대04
(大) 

소(4) 큰 것은 길이가 90㎝ 가량이며 대-중-소의 
3가지 크기가 있다.중(2) 

-대22
(臺) 

‘값 또는 수를 
넘어선 범위’ 

만 원대/백삼십만 원대/수천억대/억대

대07
(代)

잇다 대를 잇다

끊기다
할아버지는 집안에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 
안절부절못하였다. 

(의존명사)숫자 15대 대통령/세종은 조선의 4대 임금이다. 
70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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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의 뜻을 나타낸다. 결합 형태를 보면 접사 
‘-대22(臺)’는 앞 공기 어휘와 붙어서 쓰고 의존명사 ‘대16(臺)’는 띄
어서 쓴다. 이러한 차이로 두 단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명
사 ‘대04(大)’는 전형적인 공기 어휘인 ‘소, 중’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대07(代)' 같은 경우 일반명사로 쓰일 때 동사 '잇다', '끊기다'
와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의존명사로는 숫자와 다수 공기하였다. 
'대12(對)'도 일반명사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나뉘는데 보통 의
존명사로 더 많이 쓰이게 되어 전후 같은 어휘나 같은 종류의 어휘가 
나타난다. 

⑥ 전기

  동음이의 한자어 '전기'가 4개의 동음이의 어휘로 문어 텍스트에서 
나타날 때 특히 한국어 학습자에게 구별이 어려울 수가 있다. 동음이
의 한자어 '전기'는 품사가 같으므로 공기 관계 외에는 구별할 수 있
는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공기 어휘 및 예문 정보는 다음과 같
다. 

주제어
공기 어휘

(빈도)
예문

전기15
(電氣)

전자(20) 
상남도서관이 주로 소장,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는 화학·전기·전자 분야의 고급 학술 정보.

가스(17)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사회의 변화로 인하
여 전기, 가스, 유류 등의 사용량이 늘어 화재의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게 되었다.

요금(13) 

동자부는 지난 달 20일 올 여름에 예상되는 전
력난에 대비,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5백 69 개 업체가 절전 시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계약을 맺었다.

수도(12) 
이 마을에는 전기, 수도는 물론이요 텔레비전 수
상기까지 보급되어 있다.

밥솥(10)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전기밥솥이나 전기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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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처음 발명되어 나왔을 때는 거의 팔리지 않
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끊기다(1) 전기, 수돗물, 다 끊겨도 좋다.
나가다(1) 런던도 전기 나갔다. 

전기09
(前期)

리그(19)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올 시즌 전기 
리그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팀이 우승하
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후기(8)

'비트겐슈타인'의 저자는 난해하기로 유명한 비
트겐슈타인의 분석철학을 그의 생애와 연관시켜 
흥미있게 설명하고 그의 철학을 전기, 중기, 후
기로 나눠서 정리했다.

조선(5)
조선 전기 사족(士族) 지주층의 농장경영에 사용
된 대농법

중기(4) 

비트겐슈타인'의 저자(부산외국어대 교수)는 난해
하기로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분석철학을 그의 
생애와 연관시켜 흥미있게 설명하고 그의 철학을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정리했다.

전기12
(傳記) 

소설(2)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주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들
(관련된 소설, 편지, 전기, 서평, 비평 등)과 끝없
이 연결되면서, 어느새 관련 텍스트가 주 텍스트
로 변하기도 한다. 

작가(2) 
작가의 전기, 작품의 제작 배포의 기술적 사회적 
조건 등에 대한 사실적 탐구가 문학 연구의 일부
를 이룰 수 있다.

형식(2)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사상가인 
장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위인의 일대기나 
전기 형식의 극은 아니다.

전기27
(轉機)

운수(1) 
부총리는 "금융 운수 전기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는 더 엄격히 제한된다."
라고  밝혔다.

변화(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외는 새로운 변화로의 
전기(轉機)를 지니고 있다.

역사적(1) 
커어브는 남북적 대표단의 서울·평양 교환 방문
이라는 역사적 전기(轉機)를 체험하는 데까지 몰
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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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동음이의 한자어 '전기'의 분류어휘집 

  동음이의 한자어 '전기'의 4개 동음이의 어휘 중에서 '전기15(電氣)'
와 '전기27(轉機)'만이 동사나 관형사와 공기하였고 말뭉치에서 '전기
09(前期)'와 '전기12(傳記)'가 명사와 공기된 정보만 추출되었다. 그중
에서 '전기15(電氣)'는 동사 '끊기다', '나가다' 외에 명사 '전자', '요
금', '가스, 수도', '밥솥' 등과 많이 공기하였고 '전기09(前期)'는 시간
과 관련 어휘와 공기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기12(傳記)'는 문학 작품 
관련 어휘와 자주 함께 나타났으며 '전기27(轉機)'는 유의 명사 '변화' 
및 결합 명사 '운수'와 같이 나타나는 것 외에 관형사 '역사적', 동사 
'지니다', '되다', '체험하다'와 공기하는 것도 추출되었다. 

⑦ 등

  동음이의 한자어 '등'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결과로 '등05(等)'만이 
13,207개로 나왔으며 '등08(燈)'과 '등04(等)'와의 출현빈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말뭉치에서 추출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표준국
어대사전과 연세대사전 정보49)로 보충하였다. 

지니다(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외는 새로운 변화로의 
전기(轉機)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공기 어휘(빈도) 예문

등05
(等)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부터 발야구, 
농구 등 운동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즐겼
다./다 익은 감을 따면서도 까치나 까마귀 
등,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생각하여 두서
너 개 정도는 나무에 달아 두었던 포근한 
여유!

두 개 이상의 대
상을 열거한 다

이 식에 따라 M1, MCT, M3 등 세 가지 
통화지표를 이용하여 1991~97년중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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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동음이의 한자어 '등'의 분류어휘집 

  그중에서 '등08(燈)'이 방위 명사 '아래' 외에 동사와 공기하는 경향
을 보였고 등급을 나타내는 '등04(等)'은 숫자와 많이 공기하였으며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의존명사 '등05(等)'은 첫째,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둘째,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
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그중에서도 
첫째보다 둘째 쓰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사회 

  동음이의 한자어 '사회'도 일상생활 용어로 많이 쓰인 것으로 문어
뿐만 아니라 구어에서도 자주 만나게 된다. 주로 2개 동음이의 어휘
로 이루어진 동음이의 한자어 '사회'는 그들의 공기 관계로 보다 쉽게 

49) 사전 내용으로 보충한 공기 어휘는 빈도 정보가 없다. 

음에 쓰여, 대상
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
는 말

라의 근원적 인플레이션율을 추정한 결과는 
<표2>와 같다. 

등08
(燈) 

아래(2) 등 아래로 들어선다.
끄다(1) 한 집 한 등 끄기
달다 등을 달다
켜다 등을 켜다

붉다
대문 앞엔 붉은 등이 음울한 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등04
(等)

한(1) 야, 나 한 등 올랐다!오르다(1)

숫자 
100미터 경주에서 일곱 명 중에 오 등을 했
다. / 졸업할 땐 3등을 해서 손목시계를 상
으로 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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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사회01(司會)'는 말뭉치에서 추출
된 정보가 적으므로 사전 정보도 함께 다루었다. 

[표45] 동음이의 한자어 '사회'의 분류어휘집 

  위에 표에서 보여 주듯이 '사회07(社會)' 출현빈도 및 공기 정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문화, 경제, 구조, 체제' 등 추상
적인 명사와 함께 공기하고 '사회01(司會)'는 동사와 더 많이 함께 출
현하여 결혼식 등 의식에서 진행을 맡는 일을 가리킨다. 각자의 공기 

주제어 공기 어휘 예문

사회07
(社會)

문화(100)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네 분야를 생활 면
세서 각종 통계로 채점한 결과 한국은 조사대
상의 22개국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96) 

구조(78) 
쏟아져 나오는 대부분의 책이 그 사상을 낳은 
사회 구조와 그 사상이 역사에서 한 역할을 
따지지 않습니다. 

속(72) 
사람은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존재이며, 그 
경우 강한 힘을 인간 본질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본 것입니다. 

체제(71)
기존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이 싹트게 되
었다.  

( 형 용 사 / 관
형사)

무질서한 사회, 원리가 없는 사회, 권위가 없
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아는 것은 
'돈'밖에 없다./어쩌면 그것은 책임지는 사회, 
책임지는 인간,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
간을 꿈꾸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회01
(司會)

구두점 : (6) 
사회: 먼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사회자(1)
사회: 사회자의 입장을 떠나서 저도 의견을 
말해 볼까요?

보다
결혼식에서 일반적으로 신랑의 친구가 사회를 
본다.

맡다 사회를 맡다.

에게
그 자선의 밤에 5분간 연설한 기회를 달라고 
사회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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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로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⑨ 이상 

  동음이의 한자어 '이상'도 두 개의 동음이의 어휘로 주로 이루어 사
용빈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형적인 공기 관계로 구
별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표46] 동음이의 한자어 '이상'의 분류어휘집 

주제어 공기 어휘 예문

이상05
(以上) 

더(1091)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철문을 쾅쾅 차대기 시작했다.

'숫자 + 단
위명사 + 
~'(860) 

'12세 이상 관람가./3명 이상 동행.

'숫자+ 배/% 
+ ~'(149)

시간 2배 이상 소모./세계 시장 규모가 매년 
10% 이상 성정하고 있다.

~과 같이
이상과 같이 건강관리가 진전되어 가면 집단의 
건강은 증진되고 있다. 

=끝 오늘의 일과는 이것이다. 이상!
=바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야 한다. 

이상01
(理想)

사회(15) 절대 평등의 이상 사회.

실현(4) 
율곡의 이상 실현을 위한 개혁 노력은 중앙 정
치권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현실(3) 
현실과 이상, 정(正)과 사(邪), 가장 무서운 죄, 
죄의 결과의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지어졌다.

(형용사)

고결한 이상, 뛰어난 능력/강대국과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동맹'의 정치적 이상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평화도 얻고 통일도 얻자 하는 
'바람직스런 이상', '최선의 이상'이라 할 수 있
다.

꿈
청소년 시기에 꿈과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일생을 허송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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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6]을 보면 '이상05(以上)'은 '이상01(理想)'보다 그의 공기 정보
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상01(理想)'은 '현실', '실현', '꿈' 등 
특정한 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상05(以上)'는 부사 '더'와 가장 많이 공기하였고 
숫자와의 공기 관계도 전형적인 정보로 기타 동음이의 어휘와 구별할 
수 있는 단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 말뭉치를 활용한 동음이의 한자어 공기 어휘를 추출하는 과정
에서 추출한 결과가 없거나 빈도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말뭉치의 한계로 통계언어학 관점에서 봤을 때 무의미하다고 판
단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사전 정보도 분석하여 보충하는 것으로 
분류어휘집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관계를 분석하여 교육용 분류어휘집을 만들었고 이를 교육 내용
으로 잘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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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기 관계를 활용한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본고의 목적은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Ⅳ장에서는 Ⅲ장의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동
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동음이의 한자어 각각의 공기 
어휘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공기 관계를 통해 동음이의 
한자어 의미를 변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텍스트에서 해당 동음이의 한자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게 된다. 즉, 동음이의 한자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 단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기 관계를 활용하여 연어 및 문맥 정보를 통
합적으로 교수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Ⅳ장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동음
이의 한자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Ⅲ장에서 구축한 교육 내용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학습 방법을 마련한다. 

1. 동음이의 한자어의 교수·학습 목표 

1.1 어휘 교육의 목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동음이의 한자어는 어휘 교육의 불가분
한 일부이다.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어휘 교
육의 목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휘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네
이션(I. S. P. Nation, 2001)에서는 단어에 관한 지식(knowing a 
word)을 수용적 지식(receptive knowledge)과 생산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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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e knowledge)의 두 가지로 나누어 [표47]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R: 수용적 지식, P: 생산적 지식)

형식

구어 R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가?
P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문어 R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P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단어구성소
R 단어에서 어떤 구성소를 인식할 수 있는가?
P 의미를 포현하는 데 단어의 어떤 구성소가 
필요한가?

의미

형태와 의미
R 이 단어의 형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P 이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어떤 단어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개념과 
지시대상 

R 이 개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P 이 개념이 어떤 항목을 지시할 수 있는가?

연상 관계 R 이 단어는 어떤 단어들을 연상시키는가?
P 이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

문법적 기능 R 이 단어는 어떤 패턴으로 출현하는가?
P 이 단어를 어떤 패턴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연어 관계

R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출현하는가?
이 단어를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제약
(사용역, 
빈도 등)

R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 단어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P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표47] 단어를 안다는 것에 관련하는 것
(Nation 2001, 김창구 역, 2012:35)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읽기 영역에서의 동음이의 한자어 구별
은 위 표에서 제시하는 어휘의 수용적 지식과 관련성이 보인다. 문어
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연어 관계에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출현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
은 문어 텍스트에서 동음이의 한자어의 동형성 및 동음성을 해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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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1.2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목표 

  언어 교육의 목표는 흔히 층위에 따라 크게 목적과 목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기철(1998)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목표보다 
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며 목표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도달되기를 기대하는 직접적인 종착점이라고 규정하였다. 본고
에서 이렇게 목적과 목표 두 가지로 나누어 설정할 필요성을 받아들
여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교수·학습의 목적과 목표를 [표48]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목적

한국어 동음이의어 개념을 인식하고 다의어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원활한 읽기 과정을 위하여 주어진 텍스트에서 출
현한 동음이의 한자어를 변별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동음이
의 한자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표현하는 능력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목표

◉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군을 이루는 동음이의 어휘들의 형
태적인 특성을 인식하여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개의 어휘 의미와 
대응하는 것을 인지한다.  
◉ 계량 언어학적 방법으로 추출된 공기 관계 정보를 이용해 
동음이의 어휘를 변별하는 능력을 기른다.
◉ 각 동음이의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서로 구분하여 
이해 및 사용할 수 있다.  
◉ 주어진 문맥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
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 해당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정보를 이용하여, 상황 맥락에 
맞는 동음이의 한자어를 선택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48]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이상으로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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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이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2. 동음이의 한자어 분류어휘집을 활용한 수업 

  2.1. 교재 보조 자료로의 활용

  본고에서 구축한 한국어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 분류어휘집은 읽기 
교재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음이의 어휘와 관련하여 초급 
단계에서 동음이의 현상이 나타나는 확률이 현저히 적으므로 중·고급
에 이르러서야 동음이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고급 어휘 중 
많은 양의 동음이의 한자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초·중급 단계에서 
새로운 어휘의 모든 동음이의 어휘를 제공하면 오히려 학습자에게 부
담을 줄 수 있어 이들을 굳이 나열하여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동음이의 한자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
로 고급 단계의 읽기 활동에서 동음이의 한자어 때문에 혼동하는 경
우가 있어 확실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재를 분석한 결과 고급 교재에서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기술은 따로 없고 읽기 자료 본문에서 나오는 어휘만 제시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연세대학교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읽기 
고급>, <세종한국어>는 어휘를 나열만 하고 상세히 해석을 달거나 설
명하지는 않았으며 <서강 한국어 6 읽기>에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할 
때 한국어 해석, 한자, 그림 등을 사용하였다. <서울대 한국어> 고급 
수준의 교재는 한자, 품사, 뜻풀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예문을 제
공하여 보다 포괄적인 어휘 제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음이의 한자어가 출현한 경우 이의 동음이의 어휘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학습자들이 본문에서 출현한 동음이의어의 뜻을 막연히 찾아보
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예전에 학습한 동음이의 어휘
와의 관계를 모르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게 되면 이들의 구별을 모호
하게 인지하고 혼동하기가 쉽게 만든다. 그러므로 읽기 교재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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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본문에서 하나의 동음이의 한자어가 나타나면 추가 유인물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당 어휘의 동음이의 어휘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시하면서 공기 어휘 및 예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급 교재 본문에서 동음이의 한자어가 나타나면 보조 자료로 수업하
기 전이나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해당 단어의 초급 동음이의 
어휘를 함께 제시하여 각각의 공기 관계 및 예문을 함께 보여 주면서 
이들을 구별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준다. 또한 고급 종합 교재나 
읽기 교재에서 고급 동음이의 어휘가 나타나면 초급 및 중급 동음이
의 어휘도 함께 제시하여 설명한다. 고급 교재의 보조 자료로 동음이
의 한자어의 제시 방식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을 
‘용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이는 <서울대 한국어 6B> 제
12단원 제2과 ‘생활 속 과학 이야기’에서 나온 단어로 기존에 다루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50). 

  그러나 본고에서는 분류어휘집을 기반으로 보조 자료로서 해당 단
어의 동음이의 어휘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교재의 어휘 제시 
방법을 토대로 '한자, 품사, 뜻풀이, 영어 등 외국어, 예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별할 수 있게 이들의 공기 
어휘 및 그림도 같이 제공한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 <서울대 한국어 6B> 175쪽. <서울대 한국어6>은 읽기 부분에서 바로 
단어의 뜻풀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모아서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용기(容器)
명 물건을 담는 그릇. container / 容器 / 容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이 접시나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 용기
의 사용을 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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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이의 한자어  용기(容器) 용기(勇气) 

뜻풀이  물건을 담는 그릇  씩씩하고 굳센 기운

고빈도 공기 어휘 
뚜껑 플라스틱 
용기/용기 속. 

있다 없다 
 

사용 분야 물건 사람

예문 
맥심 모카골드의 용기
뚜껑 / 대파 보관용 

플라스틱 용기 

용기 있는 그 여성에게 
갈채를 보내고 싶다./ 

용기를 내다.

[표49] 동음이의 한자어 '용기’ 보조 자료

  [표51]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기 시간에서 교재와 분리하여 따로 보
조 자료로 학생들에게 나눠 주어 학생들이 본문에는 없었지만 용기
(勇气)의 개념을 다시 떠올리며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보조 
자료로 배분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단원이 끝나는 데에 모아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 보다 쉽게 동음이의 한자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끌 것이다. 

[그림8] 동음이의 한자어 '용기' 제시 예시

  [그림8]은 여러 개의 육각형의 도식으로 동음이의 어휘의 많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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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해당 동음이의 한자어 ‘용기’는 두 개의 어휘 ‘용기(容器)’와 
‘용기(勇气)’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뜻풀이와 공기 어휘 등 기본 정
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함께 제시함으
로써 직관적으로 두 개의 동음이의 어휘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조 자료로 나눠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도 있다. 그럴 경
우를 대비하여 교재에 직접 동음이의 어휘 관련 정보를 다루어도 된
다. 이 경우 본문에서 '용기'가 나타날 때 '용기'가 출현하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처리하고 각주로 '동음이의어'라는 특성을 제시만 한다. 
그 후 읽기 자료 본문이 아닌 한 단원이 끝난 부분에 어휘를 모아서 
제시하는 코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용기(容器)'와 함께 동음이의
어 ‘용기(勇气)’도 제시하여 기학습된 단어를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새로 배우는 ‘용기(容器)’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어휘를 확장할 수 있
도록 돕는다. 또한 새로운 텍스트에 있는 동음이의 한자어를 접했을 
때, 배경지식을 활성화를 통해 문맥에 적용되는 의미를 확실하게 선
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한다. 
  이처럼 동음이의 한자어 분류어휘집에서 제공되는 공기 어휘 및 예
문을 그대로 이용하여 교재 보조 자료 및 교재 제작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2.2. OHE와 TTT모형을 기반으로 한 수업에서의 활용

  실제 수업에서 동음이의 한자어를 교수·학습할 때 어휘의 의미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어휘의 의미를 직접 제시하는 직접 교육 방
법과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이해
하는 방법이 있다.(이유경, 2011) 유사한 두 단어의 의미적 차이는 사
전적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어적 어휘장(collocational field)’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연어를 이용한 어휘의 의미 연습은 목표가 
되는 어휘의 의미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논항을 학습자들이 찾아 연결
하는 연습을 통해 의미를 덩어리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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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앞에 Ⅲ장 말뭉치에서 추출된 
분류어휘집을 활용하여 실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OHE모형 – OHE(관찰(observation) - 가설(hypothesis) - 
시도(experiment))'와 'TTT모형 – TTT(과제1(task) - 교육(teach) - 
과제2(task))'을 결합하여 수업 과정을 구안하였다. 'OHE모형'은 언어
에 초점을 두고 탐구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교수 모형으로 동음이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각각의 공기 관계를 파악하는 분류어휘집을 학습
해야 하는 교육 내용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
어 동음이의 한자어 앞뒤에 오는 연어 관계를 인지하는 활동이 유의
미한 연습이고 장기 기억에 남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TT모형'은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두며 의미를 중요시한다. 본고에서
는 동음이의 한자어의 구별 및 이해 단계를 거쳐 사용 단계에 이르러 
앞서 구축된 분류어휘집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인 과
제 수행 활동을 통하여 동음이의 한자어를 확실히 구별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실제 수업에서 동음이의 한자어의 교수는 3단계로 나뉜다. 첫째, 동
음이의 한자어의 변별이다. 둘째는 동음이의 한자어의 이해 단계, 셋
째는 동음이의 한자어의 활용 단계이다. 서로 다른 동음이의 한자어
를 구별하고자 할 때 그들의 공기 어휘로 구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동음이의 한자어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휘들, 즉 별개의 공기 어
휘를 보게 되면 어느 동음이의 한자어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게 된
다. 이는 마련된 분류어휘집에서의 고빈도 공기 어휘를 근거로 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동음이의 한자어가 텍스트에서 출
현할 때 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문맥에서 나타난 공기 관계
의 특성으로 해당 동음이의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공
기 어휘의 뜻으로 동음이의 한자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동음이의 한자어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용할 때 또한 Ⅲ장에
서 구축된 분류어휘집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의 공기 어휘로 문장을 
만들고 해당 동음이의 한자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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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OHE와 TTT 모형을 사용하여 두 
가지 교수 모형을 결합하여 수업을 구안하였다.

       ↓

       ↓

발견 및 과제
(observation 
& task1)

▶ 동음이의 한자어 각각 동음이의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나누어 준다.
▶ 각 텍스트에서 출현한 동음이의 한자어 각자의 
의미를 맞추도록 한다. 
▶ 의미가 서로 다른 동음이의 한자어가 포함된 
텍스트에서 이를 어떤 정보로부터 구별하게 되는
지를 관찰하도록 한다. 

가설 및 교육
(hypothesis & 
teach)  

▶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관찰하고 찾은 각각 동음
이의 어휘의 공기 어휘를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
자들의 과제 수행에서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어
휘를 올바르게 찾은 것을 예로 들어 칭찬하고 오
류를 보인 예시를 들어 피드백을 한다. 이 외에도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간
단히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 교사는 학습자들이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어
휘를 혼동한 경우 이에 주목하여 분류어휘집을 바
탕으로 이들을 구별하도록 지도한다. 

시도 및 과제
(experiment
& task2)

▶ 학습자들의 시도로 과제2를 수행한다. 과제2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이루어지는데 ‘과제2-1’은 
‘과제1’을 다시 한 번 수행하여 이전 오류를 바로
잡아 설명하는 것이다. 
▶ ‘과제2-2’는 새로운 글 구성 과제를 만드는 것
이다. ‘과제2-2’는 분류어휘집에서 제공한 정확한 
사용 예시를 보이면서 해당 동음이의 한자어를 활
용하여 문장이나 글을 구성하게 한다. 교사는 구
성된 글 내용을 관찰하면서 학습자들의 오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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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2] 동음이의 한자어 교수·학습 절차

  먼저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로 공부한 후에 동음이의 한자어를 식별
할 수 있는 공기 관계를 관찰 하는 단계를 거친다. 학습 자료로는 말
뭉치를 통해 추출된 분류어휘집을 보조 자료로 제공한다. 다음 단계
로 학습자들이 관찰 단계에서 발견한 특정 표현을 분석하고 각각의 
공기 관계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2-3명씩 조를 
이루어 각자 발견한 공기 어휘를 발표한 후 서로 평가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의 질문을 답변하여 학습자들이 
동음이의 한자어를 제대로 변별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
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분류어휘집을 바탕으로 만든 동음이의 한자어 
및 연어 관계에 대한 연습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문장 만들기와 글
쓰기를 포함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동음이의 한자어를 제대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수업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수업의 구성 
단계: 고급(5급)
학습 내용: 동음이의 한자어 ‘감상’
목표: 동음이의 한자어의 동음이의 중 ‘감상’의 뜻을 구별하고 이해
하여 알맞게 사용할 수 있다. 

2) 수업 절차 
  본고에서는 Ⅲ장에서 구축한 동음이의 한자어의 분류어휘집을 사
용하여 동음이의 한자어의 실제 교수·학습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교
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어휘 교육 시간에 해당하여 60분 
정도 될 것이다. 동음이의 한자어 '감상'을 예시로 실제 수업을 구성
해 본 예시이다. 

견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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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
발견 및 과제1
 

◉ 과제 소개하기: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표를 제시
하고, 학습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한다. 

▶ 다음의 텍스트를 보고, '감상'의 뜻을 추측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텍스트1(연구자 작성):

그녀는 감상에 빠졌다. 아버지와 같이 보러 간 전시
회가 생각난 것이다. 딸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가 
고향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간
신히 표 2장을 얻었다. 역시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라
서인지 그녀는 작품 하나하나 꼼꼼히 감상하며 흥분
되기도 했다. 전시회를 보고 난 뒤 거기에서 열린 감
상회도 참석했다. 이벤트가 있었다. 전시회를 본 단
순한 감상을 보내 주면 된다. 그녀가 집에 가서 일기
에 하루의 감상을 적는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서의 
감상은 그저 행복하다는 느낌뿐이었다. 그녀의 개일 
수필이 나중에 잡지에 등재되어 이벤트에 당첨되었
다. 그 이벤트는 바로 10년 후 자유 여행권이었다. 
당첨 발표 당일 날부터 10년 후에 가고 싶은 데로 
어디든지 보내 준단다. 오늘은 바로 그날이다. 이미 
낡은 당첨권을 보며 누구와 갈 것일까 하고 생각하니 
감상이 솟았다.

▶ 무엇으로 '감상'의 뜻을 추측했는지 해당 공기 
어휘나 연어 정보를 발표하고 그 이유를 토론해 
보세요. 
(예시) 
학습자1: ‘빠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는 '감상
(感傷)'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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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2: '작품'이라는 공기 어휘를 보고 ‘감상(鑒
賞)’이라고 짐작하였다. 
학습자3: '적다'를 보고 '감상(感想)'인 것으로 추
측하였다. 

 단계2:
가설 및 교육

◉ 학습자들이 위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자 선별
한 공기 어휘를 발표하면서 ‘이는 바로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별하는 실마리다’라는 가설을 세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찾은 공기 어휘를 보고 정확하
게 찾았는지를 살핀다. 피드백을 한 뒤에 과제 수
행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나 오류를 보완하고 수정
한다. 또는 한국어에는 수많은 동음이의 한자어가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여 이의 생성원인 및 규모를 
보여 주면서 한국어 동음이의어의 특성을 통해 한
국어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돕는다.
(예) 
동음이의 한자어 '감상'의 분류어휘집51)

◉ 교사가 분류어휘집을 학습자에게 보조 자료로
서 제시하면서 '감상01'와 '감상02' 및 '감상05'을 
비교하여 이들의 공기 어휘 및 문형의 차이를 설
명한다. 

단계3:
시도 및 과제

◉ 과제1 수정하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완전한 과제 수행이 되도록 과제1의 내용을 수정
하게 한다. 
◉ 과제2-1 비슷한 과제 제시하기: 신문에서 추출
된 텍스트에서 출현한 '감상'의 의미를 설명한다. 
같은 동음이의어가 들어간 텍스트252)를 제시하면
서 의미를 추정하게 하여 보다 완전하게 학습 목
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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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텍스트2
ㄱ. [경향신문 1985.10.23. 1면 사회 기사] [홍엽감상] 

 단풍이 없어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멀지 않아 
낙엽 지는 감상의 계절이 오고 찬 연못에 기러기 그림
자가 비칠 것이다. 

ㄴ. [매일경제 1998.07.10. 29면 생활/문화 기사(뉴
스)] [한국 근대 서양화 한자리 감상] 

 박수근 작품은 전형적인 시장 여인들을 그린 62년 
무렵의 작품을, 최영림은 토속적이고 미담적인 농촌의 
삶을 소재로 한 70년 전후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ㄷ. [매일경제 1992.09.07. 12면 생활/문화 기사(뉴
스)] [「비디오로 映畵(영화)감상」확산] 

 본격적인 비디오 시대가 열리면서 나타난 이 같은 현
상은 퇴근 후 음주문화가 사라지고 비디오감상이 가족
중심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한 방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ㄹ. [매일경제 1999.03.29. 22면 경제 기사(뉴스)] ["맑
은 화요일은 장사 안 되는 날" LG수퍼 분석, 비 오는 
토요일 매출 호조] 

 LG슈퍼마켓 신진호 씨(30)는“주부들이‘비 오는 수요
일’이 주는 감상에 사로잡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유독 수요일만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 이상 텍스트에서 나타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ㄱ~ㄹ 텍스트의 나타난 '감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를 답하시오. 
◉ 과제2-2: 동음이의 한자어 '감상'의 3개 동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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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꼬마 사전 제작에서의 활용

  다음으로 동음이의 분류어휘집은 학습자들을 하여금 능동적으로 자
신만의 꼬마 사전을 만들게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카와무라요시코(川村よし子, 2012)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일
본어 어휘 자율 학습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Reading Tutor 
(http://language.tiu.ac.jp/)'라는 사이트에서 문장을 입력하면 문장
에서 포함된 어휘들의 난이도 및 한자 등 정보가 제공되며 문장 내에 
모든 어휘들이 자동적으로 하나의 꼬마 사전이 된다. 해당 어휘를 클
릭하면 한자의 훈독과 음독의 두 가지 발음 방법이 제공될 뿐만 아니
라 설명은 물론 다른 언어로의 번역도 또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소
규모의 문장이나 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그 안에 포함된 어휘들
을 총괄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원리를 참고하여 동음이의 한자어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들을 하여끔 스스로 꼬마 사전을 만들게 할 수 있다. 읽게 되
는 문장이나 글에서 나타난 동음이의 한자어들의 공기 어휘 및 예
문53)을 찾아 기재하도록 하면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공책
에다가 해당 글에서 나타난 동음이의 어휘 정보를 조금씩 기재하면 

51) 본고 104쪽을 참조할 것. 
52) 김재영(2007)에 따르면 신문·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경
우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입각하여 수업의 보조 자료로 신문을 활용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수·학습 과정을 구안하였으며 실제 신문 자료를 텍스
트2로 사용하였다. 

53) 해당 어휘의 공기 관계 및 예문 정보는 본고에서 소개한 말뭉치와 한마
루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추출할 수 있고 또한 기존 사전에서 전형적인 
예시를 찾아보는 것도 유용하다. 

의 어휘를 가지고 3문장씩 만들고 이들을 사용하
여 글 한편 구성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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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고유의 동음이의 한자어 꼬마 사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능
동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어휘량을 늘릴 수 있으며 동음이의 한자어
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며 앞으로 만날 동음이의 어휘를 얼마든지 스
스로 분석하고 인식하여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동음이의 한자어 '감사'를 예시로 '감사'가 포함된 텍스트(신문 활
용) 및 '감사'의 분류어휘집54)을 활용하여 학습자 꼬마 사전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매일경제 1967.05.04. 1면 정치 기사(뉴스)] [국민들에 감사할 뿐 
새 결의로 보답 노력]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거 사무장인 김종필 의장은 4일 상오 5.3선
거에서 공화당이 신만당을 누르고 압승한데 대해 "국민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의 여망에 보답코자 결의를 새롭게 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ㄴ. [동아일보 1987.03.02. 1면 사회 기사(뉴스)] [김병건 씨 이사로 
선임 새 감사에는 박찬조씨] 

이사에 김병건 씨를, 감사에 박찬조 씨를 선임하고 송수항 이사와 
김진현 이사를 사무이사로 선임했다.  

ㄷ. [경향신문 1961.11.14. 1면 정치 기사(뉴스)] [혁명과업지원에 감
사]

한국국민은 한국의 해방부흥 및 재통일을 위해 관후한 노력을 경주
한 데 대해 미국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ㄹ. [한겨레 1988.09.15. 1면 정치 기사(뉴스)] [청와대도 국정감사 실
시]

54) 본고의 102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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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운영위와 각 상임위를 오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실
시되는 국정 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 

ㅁ. [동아일보 1993.04.13. 1면 정치 기사(뉴스)] [국책은 간부 114명 
감사 중]

이 감사원장은 또 "앞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과 똑같이 감사를 실시, 금융부조리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
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대주의적
인 발상이며 검은 돈의 추적을 위해서도 외국은행에 대한 감사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실시한 청와대에 대한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사항이 지
적됐으나 감사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감
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상당한 실적이 나왔다"며 앞으로 
기무사청와대  안기부 등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ㄱ)에서 '감사'의 공기 어휘는 '하다'로 추출할 수 있다. 해당되는 
예문은 '국민에게 감사할 뿐'이다. (ㄴ) 같은 경우 관형사 '새' 및 명
사 '이사', 고유명사 '박찬조'가 '감사'의 공기 어휘로 선별할 수 있다. 
(ㄷ)에서는 '감사'가 동사 '드리다'와 공기 관계를 맺는다. (ㄹ)에서 '
국정 감사'가 정치적인 글에서 많이 쓰이는 고정 연어로 이를 공기 
관계로 볼 수 있다. (ㅁ)에서는 '감사원장', '~에 대한 감사... 필요하
다', '감사 결과', '감사 대상', '감사를 실시하다' 등 공기 관계를 추
출할 수 있다. 같은 의미로 판단되는 '감사'의 공기 어휘를 한군데로 
모아 정리해 보면 학습자가 만들 꼬마 사전의 예시는 [표50]과 같다.



- 134 -

 '감사' 공기 어휘 예문 

1
하다 국민에게 감사할 뿐

드리다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

새
새 감사에는 박찬조씨인명

이사
이사에 김병건 씨를, 감사에 박찬조 씨를 선
임하고

3

국정 청와대도 국정감사 실시

일정
국회는 14일 운영위와 각 상임위를 오는 10
월 5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국정 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

결과 현 단계에서는 감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
대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

역없이 감사를 실시할 방침실시하다

~에 대하다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상당한 실적이 
나왔다

원장 

이 감사원장은 또 "앞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
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똑같이 감사를 
실시, 금융부조리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
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표50] '감사'의 꼬마 사전① 

  이처럼 주어진 텍스트를 활용하여 학습자들만의 꼬마 사전을 만드
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만의 꼬마 사전을 만들면 그 단어와 
관련된 분류어휘집을 제공하여 비교해 보게끔 한다. 그 과정에서 '감
사'의 분류어휘집을 참조하여 보충하면 더욱 풍부한 꼬마 사전이 될 
수 있다. 분류어휘집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여 스스로 만든 꼬마 사전 
내용과 구별하게 되며 분류어휘집 내용을 추가한 '감사'의 꼬마 사전
은 다음과 같다.

 '감사' 공기 어휘 예문 
① 하다 국민에게 감사할 뿐/ 행복을 원하거든 감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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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08
(感謝) 

줄 아는 마음을 기르고 배워야 한다.

드리다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믿음이란 두 글자를 
그토록 흐뭇하게 가슴에 새겨준 그 아주머니에
게 감사드린다.

편지/카드

20일 귀국 길에 오를 엘비라는 이 검사에게 러
시아어로 '고맙다'는 감사 편지를 남겼다./ 그녀
가 보내는 감사 카드는 우아한 것으로 이름 나 
있다.

표현/표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감사 표현의 
지름길이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며 받는 사
람은 감사 표시를 한다.

우정/사랑/기
쁨/만족 

오늘날 <우정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손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이와 같은 유
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분 좋은 때(사랑, 기
쁨, 만족, 감사)는 엔돌핀의 영향으로 모유의 질
이 좋아지고, 산모의 감정이 나쁠 때(미움, 분
노, 시기, 불만)는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모유
의 질이 나빠진다.

②
감사12
(監事)

새 새 감사에는 박찬조 씨
감사 + 

이름/이름 + 
감사

새 감사에는 박찬조씨/ 감사 조병현 등/ 최세관 
감사 등

연임/신임/퇴
임/승진 등 
인사변동 

연임: 감사 권영진/ 신임: 감사 한석우/ 퇴임: 
감사 유병인/ 승진: 감사 김재기 등 

이사 등 직무

이사에 김병건 씨를, 감사에 박찬조 씨를 선임
하고/ 직위별 분포를 보면 이사가 2천529명으
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상무전무, 감사, 
사장, 부사장, 회장, 부회장순이었다.

위원 김종철 감사 위원 등
숫자 감사 2명 등 

③
감사13
(監查)

국정
청와대도 국정감사 실시/
국정 감사 이후/ 국정 감사 대상 기관

일정 국회는 14일 운영위와 각 상임위를 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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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1] '감사'의 꼬마 사전②

  [표51]처럼 '감사'의 분류어휘집을 참조하여 보충 내용으로 추가하
면 더욱 풍부한 꼬마 사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쌓인다면 학습자는 
성취감을 느끼고 단어의 장기 기억화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이해 및 활용에 직
접 참여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5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국정 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

결과
현 단계에서는 감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
교육부 종합 감사 결과

대상 지방 자치 단체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실시하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역없
이 감사를 실시할 방침/ 국회의 국정 감사 실시 
문제

~에 대하다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상당한 실적이 나왔
다./ 교육-과학 및 체육 기관에 대한 감사

원장 

이 감사원장은 또 "앞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은
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똑같이 감사를 실시, 
금융부조리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
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격년제로 내무부와 감사원 감사를 병행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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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동음이의어,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음이의 한자어는 전
체 한국어 어휘에서도 상당한 분량으로 외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주목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
제 한국어 교육에서 동음이의어 관련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어 동음이의어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분명히 
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동음이의어 교육의 위상을 확인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
아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동음이의 한자어군(群)을 선정하였
다. 말뭉치를 통해 각 동음이의 한자어의 공기 관계를 분석한 후, 이를 
어휘 교육 내용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공기 관계
를 통해 동음이의 한자어를 구분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
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Ⅱ장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 연구
의 바탕이 된 이론적 배경 및 개념을 살펴보았다. 어휘 교육과 어휘 
능력, 그리고 어휘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동음이의어 교육의 위상을 
확인하였고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그리고 동음이의어와 한자어의 관
계를 서술하였다. 아울러 동음이의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동음이의 한자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교재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
존 한국어 교육에서의 동음이의어 교육 실태를 검토하였다. 물론 초
급이나 중급 교재에서 동음이의어 교육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고 판단되지만 고급 교재에서 또한 동음이의어 관련된 어휘 교육 내
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고급 읽기 교재에서 동음이의 한자어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본문에서 출현한 어휘 
정보를 기술하고 있으며 기존에 배웠던 동음이의 어휘와 연관지어 다
루는 내용은 어떠한 고급 교재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장의 교사 
또한 동음이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실제 교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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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학습자들의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에 대한 숙지 정도도 어휘에 따라 다르게 나와 학습할 필요가 
있는 동음이의 한자어가 많이 추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급 학습
자를 위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의의를 도출하였다.     
  Ⅲ장에서는 교육용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 149조(354개) 목록에서 '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휘' 3조, '어깨번호, 즉 동음이의 어휘
수가 가장 많은 어휘' 3조, 그리고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어휘' 3
조, 총 9조(33개) 동음이의 한자어를 선정하여 말뭉치를 통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9조(33개) 어휘에 대해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형태
의미 분석말뭉치를 통해 추출된 공기 관계를 기술하고 이를 분류하여 
공기 어휘의 빈도순대로 해당 동음이의 한자어의 분류어휘집을 구축
하였다. 
  Ⅳ장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동음이의 한자어 교육의 목
표를 설정하고 Ⅲ장에서 마련한 분류어휘집을 활용하여 교재 보조 자
료로의 활용, OHE와 TTT모형을 기반으로 한 수업에서의 활용, 그리
고 꼬마 사전 제작에서의 활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교재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 읽기 교재에서 동음이의 한
자어의 제시 방법 및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분류어휘집의 내용이 충
분히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동음이의 
한자어를 교수할 때 분류어휘집이 수업 구성안을 만드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의 의의는 동음이의 한자어의 구별 방법으로 공기 관계 개
념을 가져와서 어휘 교육과 연계하여 실제 수업뿐만 아니라 교재 보
조 자료나 학습자가 자신만의 꼬마 사전을 제작하는 데 적용할 수 있
는 분류어휘집을 구축한 점이다. 모든 동음이의 한자어의 분류어휘집
을 만들지 못하였으나 분류어휘집 구성 방안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말뭉치의 한계로 추출된 결과가 없는 동음이의 한
자어가 있었는데 더 방대한 대규모 말뭉치를 활용한다면 더욱 풍부한 
공기 관계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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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4단계'에서 추출된 고급 동음이의 한자어군    
        (149조, 354개)(가나다순)

①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는 150만 어절 형태소 분석 말뭉치 기반
으로 조사하였고 1990년대 한국어 교재, 교과서,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구어, 기타 등 자료를 사용하였다. 

② 강범모·김흥규(2009) '한국어 사용 빈도'는 1500만 어절 세종형태의미분석말뭉치 
기반으로 조사하였고 말뭉치의 구성으로 23.6%는 신문, 11.7%는 잡지, 31.3%는 
책-상상, 31.6%는 책-정보전달, 그리고 1.8%는 기타 자료이다. 문어 코퍼스로서 
구어는 반영하지 않았다. 

번
호

등급 어휘 한자 품사 예시 
빈도 정보 

조남호
(2002)

①

강범모 
외(2009)

②
1 고급 가사01 家事 명사 가사를 돌보다 18 246
2 중급 가사03 歌辭 명사 노래가사 42 338
3 중급 각01 各 관형사 각  개인 475 4945
4 고급 각02 角 명사 얼굴  각 14 184
5 초급 감사01 感謝 명사 감사  인사 27 382
6 고급 감사03 監查 명사 국정  감사 91 940
7 고급 감상01 感傷 명사 감상에젖다 5 97
8 중급 감상03 鑑賞 명사 음악  감상 26 161
9 고급 강도02 强度 명사 강도가세다 40 402
10 중급 강도03 强盜 명사 은행  강도 37 355
11 고급 결의01 決意 명사 결의를  다지다 29 353
12 고급 결의02 決議 명사 결의  사항 7 133
13 중급 경계01 境界 명사 경계  지역 87 611
14 고급 경계02 警戒 명사 경계를  풀다 20 240
15 중급 경비01 經費 명사 여행  경비 37 437
16 고급 경비02 警備 명사 경비  아저씨 23 312
17 고급 계00 契 명사 계  모임 15 184
18 고급 -계01 系 접사 중국계 없음 2
19 고급 -계04 界 접사 교육계 없음 1
20 중급 고려01 考慮 명사 고려  사항 19 256
21 고급 고려02 高麗 명사 고려  시대 없음 6
22 고급 고용 雇用 명사 직원  고용 27 243
23 고급 고용00 雇傭 명사 고용을  창출하다 21 533
24 고급 공00 功 명사 공을세우다 29 271
25 중급 공03 空 명사 숫자 9 6
26 중급 공적01∙

공적02 公的 관형사∙
명사 공적 제도  2∙10 없음∙3

27 고급 공적03 功積 명사 공적을  쌓다 3 527
28 고급 공중01 公眾 명사 공중  예절 11 262
29 고급 공중02 空中 명사 공중을  날다 54 417
30 고급 공포01 公佈 명사 헌법  공포 없음 9
31 중급 공포02 恐怖 명사 공포를  느끼다 101 1291
32 고급 -과 課 접사 인사과 없음 없음



- 146 -

33 고급 과01 科 명사 과  대표 66 2094
34 중급 과02 課 명사 제1  과 222 113
35 고급 -관01 官 접사 경찰관 없음 없음
36 고급 관03 棺 명사 관을  짜다 10 326
37 고급 관리01 官吏 명사 고급  관리 80 744
38 중급 관리02 管理 명사 학생  관리 259 3244
39 초급 구01/구0

2 九 수사/관
형사 숫자 13/28 129/없음

40 중급 구05 區 명사 행정  구역 21 177
41 고급 구06 球 명사 구의반지름 1 36
42 고급 구호01 口號 명사 구호를 외치다 56 626
43 고급 구호02 救護 명사 난민  구호 22 139
44 고급 -국01 局 접사 사무국 없음 10
45 고급 -국02 國 접사 가입국 없음 없음
46 고급 군01/군0

2 君 의존명사
/대명사 김  철수 군 1/127 1/79

47 고급 군03 軍 명사 군에  입대하다 329 2277
48 중급 군04 郡 명사 행정  구역 36 461
49 중급 군사01 軍事 명사 군사  조직 140 1660
50 고급 군사01 軍士 명사 군사를  모으다 63 366
51 초급 권 卷 의존명사 책  한 권 135 23
52 고급 -권01 券 접사 상품권 없음 없음
53 고급 -권02 圈 접사 수도권 없음 없음
54 고급 기01 氣 명사 기가 죽다 141 1324
55 고급 기03 期 명사 제8기 44 639
56 고급 기04 旗 명사 기를  꽂다 31 115
57 중급 -기07 機 접사 세탁기 없음 581
58 중급 기관 機關 명사 공공  기관 453 5448
59 고급 기관00 器官 명사 호흡  기관 42 332
60 중급 기구01 器具 명사 운동  기구 64 383
61 고급 기구02 機構 명사 정부  기구 183 1801
62 고급 기도01 企圖 명사 자살  기도 16 120
63 중급 기도02 祈禱 명사 기도를  드리다 25 652
64 중급 기사01 技士 명사 버스  기사 39 376
65 고급 기사01 技師 명사 건축  기사 9 86
66 중급 기사02 記事 명사 신문  기사 171 2157
67 중급 기술01 技術 명사 기술을  개발하다 591 7280
68 고급 기술02 記述 명사 객관적인  기술 12 77
69 고급 기원01 祈願 명사 간절한  기원 2 74
70 중급 기원02 起源 명사 인류의  기원 41 476
71 고급 -대00 臺 접사 만  원대 없음 없음
72 고급 대00/대0

8 對 명사/의
존명사 남자  대 남자 없음/7

6
없음/130

8
73 고급 대04 大 명사 대와 소 15 720
74 고급 대06/대0

7 代 명사/의
존명사 대를  잇다 87/401 9/없음

75 초급 대10 臺 의존명사 자동차  한 대 190 1634
76 중급 대변 大便 명사 대변이  마렵다 6 129
77 고급 대변00 代辯 명사 의견  대변 2 19
78 고급 대상00 大賞 명사 대상을  받다 2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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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중급 대상02 對象 명사 연구  대상 552 6491
80 고급 대안 代案 명사 대안을  세우다 28 362
81 고급 대안00 對案 명사 대안을  내놓다 34 690
82 고급 대체00/

대체01 大體 명사/부
사 대체  왜 그래? 없음/3

7  9/446
83 중급 대체02 代替 명사 대체  방안 22 312
84 고급 도02 度 명사 도가  지나치다 6 599
85 초급 도03 度 의존명사 영상  일 도 192 1074
86 고급 도04 道 명사 도를  깨우치다 65 508
87 중급 도05 道 명사 행정  구역 52 434
88 고급 동향02 東向 명사 동향  건물 36 38
89 고급 동향03 動向 명사 연구  동향 36 377
90 고급 동화01 同化 명사 동화  작용 1 59
91 중급 동화02 童話 명사 동화를  읽다 74 622
92 중급 등02/등0

0 等 의존명사
/명사 일  등 59/없

음 365/없음

93 중급 등03 等 의존명사 딸기,  사과 등의 
과일 5967 59297

94 고급 등04 燈 명사 등을  밝히다 12 115
95 고급 매03 每 관형사 매  순간 10 208
96 고급 매04 枚 의존명사 원고지  백 매 2 120
97 중급 면02 面 명사 벽의  면 339 4116
98 고급 면03 綿 명사 면  티셔츠 34 114
99 고급 면04 面 명사 면  음식 4 68
100 고급 문단01 文段 명사 문단을  나누다 12 138
101 고급 문단02 文壇 명사 문단에  진출하다 16 205
102 중급 발전01 發展 명사 경제  발전 481 4355
103 고급 발전02 發電 명사 수력  발전 45 152
104 고급 발효01 發效 명사 법령  발효 10 44
105 고급 발효02 發酵 명사 발효  식품 9 348
106 고급 배출 排出 명사 가스  배출 24 173
107 고급 배출00 派出 명사 인재  배출 없음 22
108 중급 보상01 報償 명사 보상을  받다 23 264
109 고급 보상02 補償 명사 피해  보상 52 591
110 고급 보수01 保守 명사 보수  정당 30 473
111 중급 보수02 報酬 명사 보수를  받다 없음 없음
112 고급 보수03 補修 명사 보수  공사 26 187
113 중급 복수01 復讐 명사 복수를  계획하다 20 234
114 고급 복수02 複數 명사 복수  지원 26 264
115 중급 부  -01 不 접사 부정확 없음 1222
116 고급 부-00 副 접사 부반장 없음 8
117 중급 부01/부0

2 部 명사/의
존명사 제1  부 30/85 2451/69

0
118 중급 부03 富 명사 부를  누리다 42 417
119 초급 부인01 夫人 명사 아내 140 1894
120 중급 부인03 婦人 명사 중년  부인 23 349
121 고급 부인02 否認 명사 사실  부인 14 126
122 고급 -분01 分 접사 추가분 없음 84
123 초급 분02 分 의존명사 60분 630 4814
124 고급 분04 忿 명사 분을  삭이다 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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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고급 비상00 飛翔 명사 새의  비상 3 17
126 중급 비상01 非常 명사 비상  대책 33 540
127 초급 사고01 事故 명사 사고가  나다 316 2832
128 고급 사고02 思考 명사 사고  능력 113 1678
129 고급 사기01 士氣 명사 사기를  높이다 28 202
130 중급 사기03 詐欺 명사 사기를  치다 20 448
131 중급 사상01 史上 명사 사상  최초 35 455
132 고급 사상02 思想 명사 사상의  자유 484 3629
133 고급 사원 社員 명사 신입  사원 70 958
134 고급 사원00 寺院 명사 이슬람  사원 12 344
135 고급 사회01 司會 명사 결혼식의  사회 18 29
136 중급 사회02 社會 명사 상류  사회 2770 24098
137 고급 산소01 山所 명사 조상의  산소 1 112
138 고급 산소02 酸素 명사 산소를  마시다 80 483
139 중급 상01 上 명사 상과  하 66 259
140 중급 상02 床 명사 상을  차리다 31 509
141 고급 상03 喪 명사 상을  당하다 1 132
142 초급 상06 賞 명사 상을  받다 51 1289
143 고급 선행01 先行 명사 선행  연구 8 85
144 고급 선행02 善行 명사 선행을  베풀다 3 60
145 중급 설사01 泄瀉 명사 설사  증상 14 169
146 고급 설사02 設使 부사 설사  그렇다 해도 34 359
147 초급 성02 姓 명사 김  씨 31 283
148 고급 성03 性 명사 성별 166 2161
149 중급 성인01 成人 명사 성인  여성 49 642
150 고급 성인02 聖人 명사 성인을  본받다 8 327
151 고급 성적01∙

성적02 性的 관형사∙
명사 성적  매력 21∙26 없음∙74

6
152 초급 성적03 成績 명사 시험  성적 88 430
153 고급 세03 稅 명사 세를  징수하다 21 206
154 고급 세04 勢 명사 세력 8 160
155 초급 세05 歲 의존명사 삼십  세 230 3080
156 중급 세제01 洗劑 명사 세제로  닦아내다 30 197
157 고급 세제02 稅制 명사 세제를  개편하다 26 262
158 고급 소식01 小食 명사 소식으로  장수하다 1 8
159 초급 소식02 消息 명사 소식을  듣다 210 2009
160 고급 소재01 所在 명사 서울  소재 24 224
161 중급 소재02 素材 명사 소재로  삼다 152 1097
162 고급 소화기01 消化

器 명사 소화기  질환 4 36

163 고급 소화기02 消火
器 명사 소화기를  구비하다 2 59

164 고급 수-02 數 접사 수백만 없음 2
165 중급 수06 水 명사 요일 7 47
166 초급 수10 數 명사 숫자 248 3148
167 중급 수도02 首都 명사 나라의  수도 136 713
168 고급 수도03 修道 명사 수도에  정진하다 7 43
169 고급 수면01 水面 명사 수면에  비치다 28 174
170 중급 수면02 睡眠 명사 수면을  취하다 48 679
171 중급 수사01 搜查 명사 경찰  수사 344 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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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고급 수사02 修辭 명사 명사와  수사 없음 1
173 고급 수상02 受賞 명사 수상  소감 17 242
174 중급 수상03 首相 명사 국가의  수상 83 448
175 고급 수용02 收容 명사 수용  인원 18 133
176 중급 수용03 受容 명사 조건  수용 45 523
177 고급 수치01 羞恥 명사 수치를  느끼다 4 94
178 고급 수치02 數值 명사 통계  수치 32 371
179 고급 수학01 修學 명사 수학  목적 24 96
180 중급 수학02 數學 명사 수학  문제 52 710
181 고급 습득 習得 명사 언어  습득 7 100
182 고급 습득00 拾得 명사 분실물  습득 없음 1
183 고급 -시 視 접사 등한시 없음 3
184 초급 시01 市 명사 시  예산 80 1193
185 초급 시02/시0

3 時 명사/의
존명사 몇  시/태어난 시 18/994 235/없음

186 중급 시04 詩 명사 시를  읽다 457 5389
187 중급 시각01 時刻 명사 일출  시각 53 573
188 중급 시각02 視角 명사 긍정적인  시각 182 1907
189 고급 시각03 視覺 명사 시각  자료 20 355
190 중급 시기01 時期 명사 등록  시기 48 3129
191 고급 시기02 時機 명사 시기를  놓치다 368 394
192 중급 신- 新 접사 신세계 없음 4751
193 고급 신03 神 명사 신을  믿다 200 2886
194 고급 신임01 信任 명사 신임을  얻다 7 130
195 고급 신임02 新任 명사 신임  감독 25 370
196 고급 신장01 伸張 명사 국력  신장 22 137
197 고급 신장03 腎臟 명사 신장  수술 17 189
198 고급 실상01/

실상02 實狀 명사/부
사 실상을  밝히다 11/21 178/249

199 고급 실상03 實相 명사 북한의  실상 73 351
200 고급 안주01 安住 명사 현실  안주 2 28
201 중급 안주02 按酒 명사 안주를  먹다 41 243
202 고급 양식01 良識 명사 양식을  갖추다 7 78
203 초급 양식03 洋式 명사 양식을  먹다 2 12
204 중급 양식04 樣式 명사 양식에  맞추다 121 1147
205 고급 양식06 糧食 명사 양식이  바닥나다 11 143
206 고급 역01 役 명사 역을  맡다 136 746
207 초급 역03 驛 명사 역에  내리다 48 800
208 중급 연01 年 명사 연  강수량 23 391
209 고급 연03 鳶 명사 연을  날리다 3 363
210 고급 연대01 年代 명사 연대  미상 16 172
211 고급 연대02 連帶 명사 연대  책임 41 958
212 고급 연상01 年上 명사 연상의  연인 11 52
213 고급 연상02 聯想 명사 연상  작용 13 166
214 고급 열03 列 명사 열과  행 4 88
215 초급 열04 熱 명사 열이  나다 122 833
216 고급 열성 熱性 명사 열성  팬 9 106
217 고급 열성00 劣性 명사 열성  유전자 1 25
218 중급 용기01 勇氣 명사 용기를  내다 115 1306
219 고급 용기02 容器 명사 용기에  담다 3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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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고급 원- 原 접사 원자재 없음 42
221 초급 원01 元 의존명사 천  원 1776 16479
222 중급 원03 圓 명사 원  모양 33 240
223 고급 -원03 園 접사 유치원 없음 1
224 고급 원형01 原形 명사 원형을  복원하다 24 218
225 고급 원형01 原型 명사 동사  원형 24 218
226 고급 원형02 圓形 명사 원형  탁자 21 34
227 고급 위인01 偉人 명사 세계의  위인 4 72
228 고급 위인02 爲人 명사 형편없는  위인 8 252
229 고급 유도01 柔道 명사 유도  선수 14 93
230 중급 유도02 誘導 명사 대화  유도 23 193
231 고급 음00 音 명사 소리 48 271
232 고급 음02 陰 명사 음과  양 4 174
233 초급 이상01 以上 명사 한  시간 이상 994 11568
234 고급 이상02 理想 명사 이상을  실현하다 79 720
235 초급 이상04 異常 명사 이상  기온 103 784
236 고급 이해01 利害 명사 이해를  따지다 29 558
237 초급 이해02 理解 명사 이해가  쉽다 242 2124
238 고급 인사01 人士 명사 유명  인사 154 1650
239 초급 인사02 人事 명사 아침  인사 191 1670
240 고급 인사03 人事 명사 인사  관리 185 1442
241 고급 -일 日 접사 기념일 없음 2
242 초급 일02/일0

3 一 수사/관
형사 숫자 22/222 3936/17

243 고급 일시01/
일시02 一時 명사/부

사 일시  귀국하다 25/6 321/89
244 중급 일시03 日時 명사 모임  일시 1 29
245 중급 자원 資源 명사 자원이  풍부하다 157 1232
246 고급 자원00 自願 명사 자원으로  입대하다 14 493
247 고급 장03 章 명사 제1장 80 2
248 고급 -장03 長 접사 이사장 없음 17
249 고급 -장04 帳 접사 단어장 없음 14
250 고급 장05 場 명사 대화의  장 39 457
251 고급 장06 腸 명사 장이  막히다 10 102
252 고급 장07 醬 명사 장을  담그다 21 226
253 고급 -장08 葬 접사 삼일장 없음 8
254 초급 장02 張 의존명사 한  장 243 2086
255 고급 장기01 長技 명사 장기  자랑 14 67
256 고급 장기02 長期 명사 장기  계약 50 850
257 고급 장기04 臟器 명사 장기를  기증하다 22 294
258 초급 전01 全 관형사 전  세계 306 2762
259 고급 -전02 展 접사 사진전 없음 1
260 초급 전02/전0

3 前 명사/관
형사 전  총리 1,378/

398
14,709/3

,692
261 고급 -전04 戰 접사 결승전 없음 없음
262 고급 전기00 轉機 명사 전기를  맞이하다 9 115
263 고급 전기02 前期 명사 전기와  후기 73 282
264 고급 전기03 傳記 명사 전기를  읽다 22 114
265 초급 전기04 電氣 명사 전기가  끊기다 121 1153
266 고급 전력00 電力 명사 전력  소비량 33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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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고급 전력01 全力 명사 전력을  다하다 8 89
268 고급 전문01 全文 명사 전문을  읽다 5 67
269 중급 전문02 專門 명사 전문  분야 220 2262
270 고급 전반 全般 명사 사회  전반 47 611
271 고급 전반00 前半 명사 전반과  후반 27 202
272 중급 정상01 正常 명사 정상  수업 38 666
273 고급 정상03 頂上 명사 산  정상 114 1361
274 고급 정의01 正義 명사 정의의  사도 39 743
275 중급 정의02 定義 명사 사전정의 29 484
276 고급 정적02∙

정적03 靜的 관형사∙
명사 정적인  분위기 9·3 없음·68

277 고급 정적04 靜寂 명사 정적이  흐르다 12 184
278 고급 정체01 正體 명사 정체가  드러나다 23 463
279 고급 정체02 停滯 명사 정체가  심하다 9 104
280 고급 -제01 制 접사 관료제 없음 1
281 고급 -제03 製 접사 한국제 없음 2
282 중급 조03·조0

2 兆 수사·관
형사 숫자  1·1 2094·7

283 고급 조04 條 의존명사 헌법  제1조 131 920
284 고급 조05 組 명사/의

존명사 조를  짜다 26/28 508/20
285 고급 조사02 助詞 명사 조사와  어미 2 23
286 중급 조사03 調査 명사 조사  결과 580 5733
287 고급 조정00 漕艇 명사 조정  경기 5 18
288 고급 조정01 調整 명사 의견  조정 29 354
289 중급 조정02 調整 명사 날짜조정 52 1556
290 고급 종02 種 명사 종을  개량하다 123 1107
291 고급 종03 鐘 명사 종이  울리다 35 246
292 고급 주01/주0

2 主 명사/관
형사 주를  이루다 3/77 556/251

293 고급 주03/주0
0 株 명사/의

존명사 우량주  50주 56/없
음 1094/14

294 초급 주06/주0
4 周 의존명사

/명사 이번주 83/100 720/647
295 고급 주관01 主管 명사 정부  주관 10 90
296 고급 주관02 主觀 명사 주관이  뚜렷하다 10 149
297 고급 주식01 主食 명사 주식으로  먹다 14 112
298 중급 주식02 株式 명사 주식을  팔다 121 1968
299 고급 주의01 主義 명사 이념 18 1251
300 중급 주의02 注意 명사 추락  주의 61 825
301 고급 -지04 紙 접사 포장지 없음 22
302 고급 -지05 誌 접사 주간지 없음 271
303 고급 지문01 地文 명사 교과서의  지문 3 53
304 고급 지문02 指紋 명사 지문을  채취하다 4 105
305 고급 지적01∙

지적02 知的 관형사∙
명사 지적  호기심 58·29 없음·3

306 중급 지적03 指摘 명사 지적을  당하다 140 1437
307 고급 지점01 支店 명사 은행  지점 33 486
308 고급 지점02 地點 명사 출발  지점 62 691
309 고급 진정02 眞正 명사 진정으로  사랑하다 42 286
310 고급 진정03 鎮靜 명사 마음의  진정 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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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초급 차01 茶 명사 차를  마시다 68 950
312 초급 차02 車 명사 차를  타다 481 4217
313 고급 차03 差 명사 실력  차 66 456
314 고급 총- 總 접사 총감독 없음 5
315 중급 총01 銃 명사 총을  쏘다 35 698
316 고급 충실01 充實 명사 충실한  강의 없음 12
317 고급 충실02 忠實 명사 가정에  충실하다 1 9
318 고급 탈- 脫 접사 탈냉전 없음 15
319 고급 탈02 頉 명사 탈이 나다 20 245
320 중급 편02 便 의존명사 예쁜  편 37/240 2088/89

8
321 고급 편04 便 의존명사 기차  편 19 146
322 고급 편05 篇 의존명사 영화  한 편 239 1909
323 고급 평01 坪 의존명사 한  평 158 1590
324 중급 평02 評 명사 평이  좋다 34 311
325 초급 포장01 包裝 명사 선물  포장 46 320
326 고급 포장02 鋪裝 명사 도로  포장 9 91
327 중급 폭발01 暴發 명사 감정  폭발 6 92
328 고급 폭발02 爆發 명사 화산  폭발 20 234
329 중급 표01 表 명사 표를  그리다 80 1087
330 초급 표02 票 명사 표를  예매하다 105 931
331 고급 표03 票 명사 표를  남기다 7 81
332 고급 표시01 表示 명사 관심의 표시 34 400
333 중급 표시02 標示 명사 가격  표시 34 422
334 고급 해독02 解毒 명사 해독  작용 없음 13
335 고급 해독03 解讀 명사 한문  해독 13 74
336 중급 해석 解釋 명사 영어  해석 72 1209
337 고급 해석00 解析 명사 통계  해석 67 52
338 중급 향수 香水 명사 향수를  뿌리다 없음 214
339 고급 향수00 鄉愁 명사 향수를  

불러일으키다 18 221
340 초급 형01 兄 명사 동생 312 3688
341 고급 -형01 形 접사 계란형 없음 없음
342 고급 -호 號 접사 타이타닉호 없음 117
343 고급 호00/호0

1 戶 명사/의
존명사 십오  호 가구 없음/5  17/303

344 초급 호04 號 의존명사 사월  호 잡지 149 2694
345 고급 호소 呼訴 명사 고통  호소 14 204
346 고급 호소00 號召 명사 관심  호소 6 10
347 고급 화00 禍 명사 화를  면하다 13 115
348 초급 화01 火 명사 화가  나다 132 1383
349 고급 -화03 靴 접사 운동화 없음 없음
350 중급 화장01 化粧 명사 화장이  진하다 58 561
351 고급 화장02 火葬 명사 시신  화장 없음 64
352 고급 -회 會 접사 환송회 없음 3
353 초급 회01 回 의존명사 여러  회 283 2391
354 중급 회02 膾 명사 회를  먹다 1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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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학습자 동음이의 한자어 인식 설문조사(학습자 및 모어 화자용)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 인식 조사 

인적 정보
이름:_____       국적:______     나이:______      연락처:_______ 
한국어 학습 기간____                           한국어 학습 기관____
사용한 한국어 교재_____                        한국어 수준___급
한국 거주 기간______  

어휘는 의미에 따라 유의어 / 다의어 / 동음이의어 / 상하의어 등으로 유형
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유의어:  동의 찬성/ 성취 달성 / 거절 거부 / 고무 격려/ 결심 각오
나. 다의어:  다리 / 손 / 눈 /
다. 반의어: 마중 배웅 / 유행 낙오/ 상위 하위
라. 동음이의어: 감상01 감상02 감상05 / 사고12 사고14 / 도04 도05 도10 
도11
마. 상하의어: 인간 남자 / 과목 과학 / 동물 사자

1. 말하기 활동에서 '가 ~ 마'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 유형을 순서
대로 쓰시오.  ___>___>___>___>___
2. 읽기 활동에서 '가 ~ 마'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 유형을 순서대
로 쓰시오.  ___>___>___>___>___
3. 듣기 활동에서 '가 ~ 마'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 유형을 순서대
로 쓰시오.  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이설가입니다.
  이 설문지는 한국어 동음이의 한자어에 인식 및 숙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
이고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의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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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기 활동에서 '가 ~ 마'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 유형을 순서대
로 쓰시오.  ___>___>___>___>___

위에 읽기 자료를 이해할 때 '김' 때문에 혼동합니까?
      가. 예                   나. 아니요

위의 질문2에서 '라'를 선택한 경우 다음 문항을 답하시오. 

5. 동음이의어에 대해서 배워 본 적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6. 배운 적 있다면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
나. 선생님이 언급했다
다. 기타_______

다음 어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쓰시오 ( 한자/ 유의어/ 풀이/ 모국어 중에 
편한 것으로 쓰고 알고 있는 뜻을 모두 쓰시오 ( 'X' 로 표시된 칸은 채우지 
마시오)

빈칸 채우기Ⅰ (149조 동음이의 한자어)

영희는 할 일이 없어 김 장사를 하기로 했다. 하루는 김을 팔러 다니다
가 들에서 김을 매고 있는 농부들을 보았다. 땀을 벌뻘 흘리며 김을 매
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저절로 힘이 솟구쳤다. 마치 점심때가 되어 아낙
들이 밥을 가져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자 배가 고팠다. 그 때, 
한 농부가 영희는 불러 밥을 같이 먹자고 하였다. 영희는 농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격하여 밥을 먹는데, 

번호 어휘 의미01 의미02 의미03 의미04 의미05
1 기사 X X X
2 각 X X X
3 감사 X X
4 감상 X X
5 강도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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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의 X X X
7 경계 X X X
8 경비 X X X
9 계 X X
10 고려 X X X
11 고용 X X X
12 공 X X X
13 공적 X X
14 공중 X X
15 공포 X X X
16 과 X X
17 관 X X X
18 관리 X X X
19 구
20 구호 X X X
21 국 X X X
22 군 X X X
23 군사 X X X
24 권 X X
25 기 X
26 기관 X X X
27 기구 X X X
28 기도 X X X
29 기사 X X
30 기술 X X X
31 기원 X
32 대 X
33 대변 X X X
34 대상 X X X
35 대안 X X X
36 대체 X X X
37 도 X
38 동향 X X X
39 동화 X X X
40 등 X X
41 매 X X X
42 면 X X
43 문단 X X X
44 발전 X X X
45 발효 X X X
46 배출 X X X
47 보상 X X X
48 보수 X X
49 복수 X X X
50 부 X
51 부인 X X
52 분 X X
53 비상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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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고 X X X
55 사기 X X X
56 사상 X X X
57 사원 X X X
58 사회 X X X
59 산소 X X X
60 상 X
61 선행 X X X
62 설사 X X X
63 성 X X X
64 성인 X X X
65 성적 X X X
66 세 X X
67 세제 X X X
68 소식 X X X
69 소재 X X X
70 소화기 X X X
71 수 X X
72 수도 X X X
73 수면 X X X
74 수사 X X X
75 수상 X X X
76 수용 X X X
77 수치 X X X
78 수학 X X X
79 습득 X X X
80 시 X
81 시각 X X
82 시기 X X X
83 신 X X X
84 신임 X X X
85 신장 X X X
86 실상 X X X
87 안주 X X X
88 양식 X
89 역 X X X
90 연 X X X
91 연대 X X X
92 연상 X X X
93 열 X X X
94 열성 X X X
95 용기 X X X
96 원 X
97 원형 X X
98 위인 X X X
99 유도 X X X
100 음 X X X
101 이상 X X X
102 이해 X X X
103 인사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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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
105 일시 X X X
106 자원 X X X
107 장
108 장기 X X
109 전 X
110 전기 X
111 전력 X X X
112 전문 X X X
113 전반 X X X
114 정상 X X X
115 정의 X X X
116 정적 X X X
117 정체 X X X
118 제 X X X
119 조 X X
120 조사 X X X
121 조정 X X X
122 종 X X X
123 주 X X
124 주관 X X X
125 주식 X X X
126 지 X X X
127 지문 X X X
128 지적 X X X
129 지점 X X X
130 진정 X X X
131 차 X X
132 총 X X X
133 충실 X X X
134 탈 X X X
135 편 X
136 평 X X X
137 포장 X X X
138 폭발 X X X
139 표 X X
140 표시 X X X
141 해독 X X X
142 해석 X X X
143 향수 X X X
144 형 X X
145 호 X X
146 호소 X X X
147 화 X X X
148 화장 X X X
149 회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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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채우기 Ⅱ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30조 동음이의 한자어)

번호 어휘 의미01 의미02 의미03 의미04 의미05
1 감상 X X
2 감정 X X X
3 경기 X X X
4 공정 X X X
5 과장 X X
6 과정 X X X
7 기 X
8 기구 X X X
9 기사 X X
10 기술 X X
11 단 X X X
12 대사 X X
13 도 X
14 동 X
15 부인 X X X
16 사고 X X X
17 사과 X X X
18 사전 X X X
19 상
20 상기 X X
21 시 X X
22 역설 X X X
23 이해 X X X
24 인사 X X
25 전기 X X
26 정의 X X X
27 조 X X
28 종 X X X
29 차 X X
30 표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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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eaching contents of 
Homonymous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by Using 
Co-Occurrence Relations 

LI XUEK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elect a list of homonymous 
Chinese characters for the advanced Korean learners and 
analyzing their co-occurrence relations in corpus. It also 
seeks to present these organized conjunctions to help the 
learners properly identify and understand the homonymous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As analyzed in this study, although advanced learners of 
Korean felt the need for homonym education, the actual 
practice in such was not as active and they often confused 
homonyms in everyday life. This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homonym education especially for advanced 
foreign learner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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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n chapterⅡ, I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cepts of homonym and homonymous Chinese characters 
by reviewing of previous studies. I also did a survey for 
students and teachers to examine how they recognize this 
type of words. I found that homonym has few attention both 
from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which is also vacuity in 
all Korean textbooks. Therefore, I introduced the 
‘co-occurrence relations’ method to help students learn 
homonymous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Co-occurrence 
relations’ is a kind of loose ‘collocations’, which means that 
two words often appear together in a close phrase in 
context. Also I examined the suitability of using this method 
in homonym education.

In chapter Ⅲ, I selected homonymous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for advanced Korean learners and analyzed them. 
After selecting 149 sets of Korean homonymous Chinese 
characters based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Vocabulary 
Content Development (Stage 4), I chose 9 sets of typical 
words to analyse their co-occurrence relations by using the 
21st century Sejong planning corpus and Hanmaru program. 
After analyzing each word's conjunctions in the corpus, I 
made 9 sets of categorization wordbook based on thesaurus 
theory.

In chapter Ⅳ, I explored the efficient education of 
homonymous Chinese character words by using the 
categorization wordbooks made in chapter Ⅲ. I suggested 
several uses of the categorization wordbooks. They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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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s assistant materials for textbook in actual class, and 
also in making mini dictionary by students. And in the actual 
class, I introduced a combination model of OHE and TTT as 
a teaching method for homonymous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his could be an exemplary model to help 
advanced Korean learners correctly identify the homonymous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and use them without problem.

Finally in Chapter Ⅴ, I organized the discussion in the 
previous chapters, and describe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 came up with the 
necessity of homonymous Chinese education, and introduced 
a method of making classification wordbooks based on 
co-occurrence relations extracted from corpus which can be 
used in various ways.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vocabulary 
education, homonymous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homonym, co-occurrence relations, collocation, corpus

Student Number: 2013-2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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