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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선정하며 

한국어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고 어휘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문 목적 어휘는 학문적 활동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학습자의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는 

일반 의사소통 어휘에 비해 그 의미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문 과제를 수행할 때 

어휘 차원의 오류를 많이 범한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학문 목적 어휘의 

개념과 특징을 규명하였고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세웠다. 또한, 

현재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교재 

분석을 통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국의 

선행 교육 과정에서 학문 목적 어휘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에서 한국인과 똑같이 다양한 학문 목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효율적인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하였다. 어휘 선정은 객관적 방법인 메타 계량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여 유용성, 위계성, 학습자의 수용성 세 가지를 어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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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았다. 선정된 어휘 목록은 중국어와 형태적, 의미적,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위계에서 구체적인 어휘 사례를 들어 대조 분석하였다. 선정된 어휘 

목록 중에 20개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완성한 논문 과제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문 목적 

어휘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오류 원인을 밝혔다. 분석한 결과 오류 원인을 

중국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한국어 복잡성에 의한 오류,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오류 세 가지로 나누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어의 영향,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하여 논문 과제를 능숙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문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한국어 학문 목적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휘 목록을 선정하고 선정된 어휘 

목록에 대한 분석과 어휘 지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교육 모형을 세웠다. 그리고 교육 방안에서 선정된 어휘 

목록의 활용,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의 활용, 학문 목적 어휘 오류 분석의 활용 

등을 교육 방법으로 포함시켰고 교수∙학습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육 모형과 방안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학습자는 학문 목적 어휘를 배우기 전보다 어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며 어휘를 더욱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동시에 실험 결과에 따라 교육 방안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학문 목적 맥락에서 자주 쓰이는 학문 

목적 어휘를 추출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 학문 목적 어휘의 구어적 사용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주요어: 어휘 교육,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대조 분석, 오류 분석,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교육 

* 학번: 2010-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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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대상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 

치밀하게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에서의 학위과정을 

이수할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관심은 

언어교육 쪽에 편중되어 외국인 학습자들의 부족한 수학능력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최선경, 2011:370). 

한국어 수학 능력은 일반적인 언어교육의 관점을 넘어 수학 과정에서 학문적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교육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특히 학문 목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어휘는 일반 의사소통 어휘와 비교하여 그 

의미와 쓰임이 달라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부분의 학문 목적 어휘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유사한 한자어를 쉽게 배우는 한편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습자의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능력이 향상되기 힘든 

실정이어서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인 학습자가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대학 과정에 있는 중국 학생들은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과제를 수행할 때 어휘 의미를 변별하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대학 입학 전에 학문 목적의 언어 훈련이나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여 과제 수행 능력이 낮으며 자신감이 떨어진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는 

모르는 단어를 모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문적으로 바르지 

않거나 어색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셋째, 학문 목적 어휘에 관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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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지도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이중 언어 사전이나 온라인 사전을 

통해서 학습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들은 학문적 의미와 일반적 의미의 차이를 

충분히 변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넷째, 학습자가 학문 과제에서 어휘 오류를 

범한 경우 이후의 학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오류 형성 원인은 모국어의 

영향, 한국어의 복잡성,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 학습 환경, 

개인적 원인 등이 다양하게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과제에서 발견된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ㄱ. 최근 중국 국내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쟁론(√논쟁)이 많다. 

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향상 올라가야 

    한다(√노력해야 한다). 

   

  (ㄱ)문장에서 ‘쟁론’은 학습자가 중국어의 ‘争论’을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하여 

범한 오류이다. ‘争论’은 한국어에서 ‘논쟁’과 대응되지만 중국어의 발음에 따라서 

한국어로 직역하면 ‘쟁론’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ㄴ)문장에서 학습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문장에서 학습자가 ‘향상向上’을 부사어로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중국어 표현 ‘向上走(위로 올라가다)’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식 단어 조합으로 문장을 잘못 구사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특별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를 위한 유용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하고 이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여 설문 조사와 

논문 과제에서 나타난 어휘 오류와 그에 따른 오류 형성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정 결과와 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어휘 교수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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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설문 조사를 통하여 현재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에 

대한 인식 양상을 알아보고,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하고 선정된 어휘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한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실험과 논문 과제에서 

나타난 학문 목적 어휘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오류의 원인을 밝혀낸다.  

넷째, 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교수 방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사 

 2.1 학문 목적 교육 관련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요구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실제와 교수 방안 및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다.  

 

1) 학문 목적 교육과정 실제에 관한 연구 

학문 목적 교육과정 구성과 교육 요소에 관해서 이해영(2001)은 대학 교양 

수준의 일반적인 학술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제안하였고 교과구성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강현화·박동규(2004)는 대학 입학 전, 후 및 전공 학습 단계에 

걸쳐 일련의 체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안경화(2005)는 

학문 목적 언어 교육의 핵심 요소를 밝히고 학습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수 

프로그램 설계를 제시하였다. 학문 목적 교재 개발에 있어서 

박나리·조선경(2003)은 내용 중심 언어 교수의 주제 중심적 접근 원리를 

설명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 구성과 개발 원리를 논의하였다. 

강현화(2007)는 경영학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내용 중심 언어 교수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 한국어 교재의 설계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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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문 목적 교육 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 

김정숙(2000)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학문적 텍스트의 담화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인규(2003)는 공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하였고 도서관 이용 및 정보 검색 활용 등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덕희(2004)는 교육 과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요구가 많았던 

부분은 어휘 부분이라고 밝혔으며 어휘 학습을 위하여 학문적 언어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학문 목적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우선 기능별 교육에서 읽기 교육에 관하여 전수정(2004)은 대학 교양과목 

중심의 읽기 자료와 효율적인 읽기를 위한 읽기 전략 지도 등을 제시하였다. 

김정남(2007)은 읽기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읽기 교육용 텍스트의 개작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쓰기 교육에서는 김지영(2007)은 보고서 쓰기와 발표하기를 

통합한 프로젝트 수업의 원리와 실제를 제시하였다. 신필여(2008)는 설명적 

쓰기에 관한 교수 모형과 실제를 논의하였고, 홍혜준(2008)은 논증적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김유미·박동호(2009)는 주제 중심 언어 교수, 내용 보호 교수, 병존 언어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논의하였다. 신문경(2006)은 내용 중심 

교육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강현화·박동규(2004)는 경영학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내용 중심 교수 이론 가운데 병존 언어 교수 모형을 기반으로 학문적 

내용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4) 학문 목적 교육 평가에 관한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평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혁화 외(2006)와 최정순(2006)의 연구가 있다. 이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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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06)는 중국 지역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최정순(2006)은 유럽 공통 지침서의 평가 기준을 활용한 한국어 

학업 능력 평가를 개발하여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목적 한국어와 학문적 목적 한국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등급 기술과 평가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앞으로 학업 

능력 평가, 기능별 능력 평가, 문법 평가, 어휘 평가 등에 관한 시험 도구 

개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문 목적 

언어 교육에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 대상자를 다양화하지 못하였고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 또한 학습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지만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교육 과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학습자의 학문 목적 한국어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학문 목적 어휘 교육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 교육 관련 연구를 영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두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 학문 목적 영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 

영어 학문 목적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 중에 학문적 어휘를 구체화한 

연구들과 학습자 어휘 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쉐와 네이션(Xue & 

Nation, 1984)의 대학 어휘 목록(University Words List)과 콕스헤드(Cox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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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의 학문 목적 어휘 목록(Academic Word List)은 영어 교육에서 널리 

알려진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이다. 파쿼트(Paquot, 2010)에서는 데이터 기반 

연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학문 목적 어휘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또한 

코퍼스 기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학문 핵심어 리스트를 소개하였다.   

바스턱멘(Basturkmen, 2006)에서는 학문 목적 교육에서 발화, 장르, 사회적 

상호작용, 학문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어휘를 네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해서는 학문 목적 맥락에서의 의미와 연어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네기와 타운센드(Nagy & Townsend, 

2012)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가 학문적 맥락의 의사소통과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tools)라고 하여 학문 목적 어휘의 일반적 특징과 도구적 특징을 

소개하였다.  

송(Song, 2002)은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생산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두 나라 학습자들은 

아직 학문적 어휘를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어휘 생산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산토스(Santos, 2009)에서는 소수 언어 집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문적 어휘 지식 깊이를 조사하였다. 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변계어(frontier 

words)’, 즉 완전히 낯선 단어도 아니고 잘 아는 단어도 아닌 단어들은 

확인되었으며 학습자들은 단어가 자주 쓰이는 의미를 알지만 학문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우(Wu, 2007)는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용적 어휘의 

양, 생산적 어휘의 양, 수용적 어휘의 질, 생산적 어휘의 질 네 가지 방면에서 

학문 목적 어휘 지식의 양과 질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생산적 어휘 양은 수용적 어휘 양보다 더 적으며 단어에 대한 

지식의 깊이는 학습자가 어휘를 사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2)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문 목적 어휘 선정, 

어휘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다. 학문 목적 어휘 선정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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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범위에 따라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첫째, 모든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들이다. 둘째, ‘상경 계열’, ‘공학 

계열’ 등 각 계열의 공통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학’ ‘경영학’ 등 특정한 전공 학과의 전공 어휘 선정 연구들이다. 

신명선(2004ㄱ)은 학문적 어휘를 ‘사고도구어’로 간주하여 모든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술 기본 어휘 총 926개의 단어족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록은 국어 교육 방향에서 말뭉치를 구축한 것이지만 이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도 중요한 어휘 목록이다. 김선숙(2008)은 학문적 어휘를 

‘학술도구어’라고 간주하여 논문 작성에 관한 단계에 따라 학술도구어를 

분류하였다. 김은영(2008)은 10개 전공 영역에서의 단행본을 수집하여 한국어 

교육용 학술어 목록을 재구성하였으며 특정한 단어의 공기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문 목적 어휘의 빈도수와 출현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미소(2010)는 한국어 연수 기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대학 교재 내에서의 

사고도구어 제시 현황과 교수 방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승연(2010)은 웹 기반 학문 목적 어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계열, 세부 전공, 공통 학술 어휘 목록을 살펴보았다.  

특정한 계열의 공통 어휘 선정 연구 중에 방성희(2007), 강지현(2006), 

유해준(2007)의 연구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방성희(2007)는 전공서적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여 인문계열 전공 기본 어휘에 일반 명사 어휘를 추출하였다. 

강지현(2006)은 상경계열의 학술텍스트에서 사고도구어를 추출하여 총 1230 

단어족으로 구성된 목록을 제시하였다. 유해준(2007)은 인문·사회 계열의 

교양과목 교재 10권을 대상으로 빈도수와 난이도에 따라 944개 어휘를 

선정하였다.  

특정한 전공 학과에 대한 전공 어휘 선정 연구는 김낭예(2005), 노구치 

타카히로(2004), 김유미·강현화(2008), 이상민(2009), 김소영(2011) 등이 있다. 

김낭예(2005)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에서 최근 논문 저작이 많은 연구자 10명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국어 교수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위한 학문 목적 어휘, 일반 목적 어휘 세 가지 영역에 



 

 
 

8 
 

걸친 어휘를 선정하였다. 노구치 타카히로(2004)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공 

학술지를 대상으로 빈도에 따라 한국어 교육 전공 학술 어휘를 선정하였으며, 

조남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서의 A, B 등급과 비교하여 

품사별로 전문 어휘를 구분하였다. 김유미·강현화(2008)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 어휘 목록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학술 전문 어휘의 목록 선정 

방법을 논의하면서 선정 과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민(2009)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전공 교재를 분석하여 경영학 기본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어휘를 학습하는 대상자, 학습 시기, 학습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고 명사 어휘를 추출하였다. 김소영(2011)은 언론정보 전공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빈도 조사와 중요도 판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 언론정보 전공 

학술 전문 어휘를 선정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는 조현용(2000), 

신명선(2004ㄴ), 김광해(2008), 민현식(2008), 박석준(2010) 등이 있다. 

조현용(2000)은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방안을 모색하고 어휘 중심 

한국어 교육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어휘 중심 학습법을 암기 중심, 형성 중심, 

해석 중심 학습법으로 분류하였다. 신명선(2004ㄴ)은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어휘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였고 어휘 교육의 내용 범주에 

‘이해’와 ‘활동’을 포함시켰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기초 어휘, 

사고도구어, 전문어 등의 어휘 교육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각 단어들의 유형, 

의미, 형태, 통사, 화용, 단어 간의 관계, 어휘의 체계 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광해(2008)에서는 어휘력의 관점에서 본 어휘의 구조를 1차 고빈도어, 2차 

학술 도구어, 3차 전문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중 학술 도구어는 사고 및 

논리 전개를 위한 도구 기본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단어들은 대학에서 학문 

활동을 할 때 개념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하여 지적 언어 

활동을 위한 도구 언어들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 연구에서 언급한 제1언어와 

제2언어 교육용 어휘별 규모에 따르면 급격한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사고도구어를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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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단계에서 사고도구어를 점차 습득한다. 

민현식(2008)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은 전공 어휘 목록, 교양 교과 어휘, 

한국어 일반 어휘, 외국어, 외래어 용어 및 학생 은어 이해, 정확한 어휘 사용 

능력 등 측면을 포함한다고 논의하였다. 박석준(2010)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대학에서 수학하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인 동료들과 어휘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외래어, 약어, 그리고 한자어의 사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학술적, 전문적, 문어적 영역의 

어휘라고 할 수 있는 한자어에 대한 정리와 제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학문 목적 어휘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통하여 학문 목적 

어휘의 특징과 개념을 알 수 있었고 학문 목적 어휘의 기능과 교육 목표에 따른 

어휘 선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학문 목적 어휘 

교육에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으며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인다. 첫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학문 목적 어휘 선정에만 집중하였고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둘째, 전공별 어휘 선정이 아닌 특정한 

학습자를 위한 어휘 선정 연구와 학습자의 어휘 학습 요구에 따른 학문 목적 

어휘 교육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문 목적 어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어휘 선정에 관한 

선행 연구와 어휘 분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를 볼 

때 연구마다 어휘 목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와 범위도 다르고 선정 

범위와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학술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의 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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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관하여 이상민(2009:23)에서는 네이션(Nation)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형 단어 수 빈도 출현 비율 교수·학습을 위한 참고 

고빈도어 2천 

모든 

텍스트에 

자주 등장 

텍스트 

전체 

어휘의 

87% 

이 단어의 학습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지만 꼭 

해야 함. 

학술 

도구어 
3백 

대부분의 

학술적 

텍스트에 

자주 등장 

학술텍스트 

전체 

어휘의 8% 

고등 교육을 받으려면 

이 단어의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꼭 

알아야 함. 

전문어 
주제별 

1천~2천 

전문적 

텍스트에 

경우에 따라 

자주 등장 

전문적 

텍스트 

전체 

어휘의 3% 

어떤 과목을 학습한다는 

것은 해당 교과의 어휘 

학습을 포함함. 단 

교사는 학습 전략을 

도움. 

저빈도어 
약 12만 

3천 

자주 

등장하지 

않음 

어떤 

텍스트든 

2% 이상 

이 단어만 가르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성이 적음. 

<표Ⅰ-1> 네이션의 어휘력을 구성하는 어휘의 수준별 유형(이상민, 2009:23) 
 

 

<표Ⅰ-1>을 보면 학술 도구어는 대부분의 학술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며 약 

3백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명선(2004ㄱ)에서는 위의 어휘 

분류 체계는 ‘빈도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네이션의 분류를 

보완하여 학술텍스트에 등장한 어휘를 ‘기초 어휘’, ‘전문어’, ‘사고도구어’ 세 

가지로 나누었다.  

신명선(2004ㄱ)에 의하면 ‘전문어’는 해당 학문 분야 지식의 응결체로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도 내지 성과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기초 어휘’는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어휘들이며 ‘사고도구어’는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단어들이다. ‘사고도구어’는 

네이션의 학술 도구어 즉 학문 목적 어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빈도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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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네이션의 ‘고빈도어’는 곧 ‘기초 어휘’이고 ‘저빈도어’는 ‘전문어와 

사고도구어’ 중 그 빈도가 낮은 어휘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정된다. 그들의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명선(2004ㄱ)의 분류 Nation의 분류 

기초 어휘 고빈도어 

전문어          전문어 

사고도구어 학술 도구어 

전문어와 사고도구어 중 

빈도가 낮은 어휘 
저빈도어 

 

본 연구는 빈도가 낮은 어휘가 아닌 다양한 학술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어휘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를 

‘대부분의 학술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외국인 학습자가 학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기본 어휘’라고 정의하였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 내 정규 대학교들에서 수학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설문 조사, 참조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대조 분석, 오류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1) 설문 조사 

Ⅱ장 3절의 설문 조사는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 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로 

구성되어 두 가지 측면에서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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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대학에서 받은 중국어 학문 목적 교육과 어휘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한 조사이다. 첫 번째 측면은 중국어 학문 목적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학문 목적 중국어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 두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학습자의 어휘 능력 부족이 학습 곤란에 미치는 영향, 어휘 의미와 

개념을 알기 위한 학습자의 노력 정도, 어휘 사용에 미치는 모국어의 영향 세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①--------------②-------------③-------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중국어로) 논문을 쓸 때 혹은 학술 

과제를 수행할 때 학문적인 지도를 잘 받았다.  

6. 내가 한국어 교과서나 논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이다.  

 

Ⅲ장 3절의 오류 분석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측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학문 목적 어휘 목록에서 20개의 어휘를 추출하여 

‘이해’와 ‘사용’ 두 측면에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 문항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집하고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설문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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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답을 선택하세요. 

4.정보정치경제학은 특히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저항의 영역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a.局限  b.局部   c.限度  d.邊界 

 

Ⅱ. 다음 문장을 번역하세요. 

1.本文仔細研討了國際犯罪發生的原因和特點，為了構建穩定的國際社會，提

出了預防國際犯罪的方案。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설문 조사에 대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고급 

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였고 한국에서 대학 재학중인 중국인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의 모국어는 

모두 중국어이며 그들의 전공은 다양하게 있다. 조사 대상자를 이러한 조건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학습자를 조사 대상자로 

삼았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는 일반적인 목적의 언어 

학습에 집중하고 있어서 학문 목적 과제나 활동이 한국에서 대학 재학중인 

학습자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학생들은 학문 목적 과제를 자주 접하며 학위 논문도 한국어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조사 대상자는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박선옥(2009)에서 각 대학교의 입학 기준의 비교 분석 결과에 따라 각 

대학교별 대학 수학이 가능한 최소 한국어 능력 기준을 4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는 이미 많은 양의 어휘를 알고 

있으며 그들의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 내 4개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60명의 대상자 중에 남자는 21명이 있고 여자는 3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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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조사 대상자의 상세 정보는 <표Ⅰ-2>와 같다. 

 

 

항목 

대상자의 수(명) 대상자의 특징 

남 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 수준 

취득자 

•한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 

•3년 이상 한국어를 학습한 자 

•대학교 3학년 이상(3학년 포함)의 

교육 과정에 있는 자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서울대학교 3 6 

서울시립대학교 5 16 

단국대학교 8 11 

동국대학교 5 6 

합계 60 

연령 20대~30대 

한국 거주 기간 8개월~3년 

<표Ⅰ-2> 설문 조사 대상자의 정보 

 

2) 참조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Ⅲ장 1절의 어휘 선정에서는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종합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객관적 방법에서는 메타 계량 방법을 활용하였다. 

김광해(2008:269)의 어휘 선정 경위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메타 계량 방법이란 

직접 계량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기존의 계량 결과를 

하나의 DB에 넣은 뒤 그 목록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어휘의 등급을 정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개별 계량 작업의 객관성, 

타당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어휘 선정 선행 연구들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학문 목적 어휘 선정 연구들의 

어휘 목록, 어휘의 빈도수, 어휘의 출현 영역을 분석하고 비교하였으며, 선행 

연구 간의 중복 출현도를 산출한 다음 이에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를 추출하였다. 이차적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차적 단계에서 산출된 어휘를 유용성, 위계성, 

학습자의 수용성의 선정 기준에 따라 다시 선별하고 최종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15 
 

3) 대조 분석 방법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와 중국어 어휘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기 위하여 

Ⅲ장 2절에서는 선정된 학문 목적 어휘를 대상으로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였다. 

대조 분석에서는 형태적, 의미적, 사회∙문화적으로 학문 목적 어휘를 중국어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형태적 측면에서는 어휘 형태소의 차이에 따라 학문 목적 

어휘를 완전이형동의어와 부분이형동의어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의미적 

측면에서는 어휘 의미의 차이에 따라 학문 목적 어휘를 동형완전이의어와 

동형부분이의어로 나누었다. 동형부분이의어에 관한 분석에서는 중국어 어휘와 

한국어 어휘 의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부회청(符淮青, 2007)을 참고하여 문체색채와 감정색채에 차이가 있는 어휘를 

비교하였다.  

 

4) 오류 분석 방법 

Ⅲ장 3절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서는 ‘이해’와 ‘사용’ 두 측면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관찰하여 수집하였다. ‘이해’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였고 ‘사용’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를 

맥락에서 사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오류 형성 원인은 선행 연구와 수집된 

데이터에 의하여 중국어의 영향, 한국어의 복잡성, 의사소통 전략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오류 형성 원인에 따라 오류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논문 과제를 수집하여 

과제에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를 분석하였고 오류 형성 원인을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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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 
 

본 장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안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우선, 학문 목적 어휘의 개념부터 학문 목적 어휘의 특징과 분류까지 

정리하였다. 둘째, 어휘 교육에 관한 이론과 학문 목적 어휘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양상을 확인하였고 교재 분석을 통하여 학문 

목적 어휘 교육 현황의 문제점을 밝혔다.  

 

 1.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고찰 
 

 1.1 학문 목적 어휘의 개념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학습자의 수준은 초·중·고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Korean for general purpose)에서 분류되는 

것이다. 직업 목적(Occupational Purposes)이나 학문 목적(Academic Purposes) 

등 보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어휘들도 있다.  

영어권에서 학문 목적 어휘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로 알려져 있다. 파쿼트(2010)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논의한 학문 목적 어휘의 개념을 고찰하였고 그 내용은 <표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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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해석 

Sub-technical vocabulary  

(Cowan, 1974) 

학문 분야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문맥 독립적 어휘. 

Specialised non-technical 

lexis (Cohen et al, 1988) 

단어의 한 가지 의미만 인식하고 있는 

비 모국어 독자에게 어려운 어휘.                                            

Academic words 

(Farrell, 1999) 

과학적 학문 분야에서 높은 빈도로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문맥 독립적 어휘. 

Academic vocabulary  

(Martin 1976; Coxhead, 

2000) 

학문적 작업을 특징화하는 연구, 분석 및 

평가에 초점을 두는 어휘. 

<표Ⅱ-1> 학문 목적 어휘에 관한 해석 (Paquot, 2010) 

 

또한 파쿼트(2010)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는 학문적 작업을 특징화하고 과학적 

담화를 조직하며 학문적 텍스트의 수사를 구축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선택의 

집합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어휘들은 전문적 용어(Techinical terms)와 달리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학문적 맥락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는 반전문어나 담화 조직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기와 타운센드(2012)에서는 학문적 언어(Academic Languag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학문적 언어는 독자가 학문적 내용에 대하여 

의사소통과 사고를 하는 데 도와 주는 특수한 언어이다. 또한 학문 목적 어휘는 

일반 학문적 어휘와 특수 학문 어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학문적 

어휘는 비학문적 언어보다 학문적 언어에 더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전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어 교육에서는 신명선(2004ㄱ)은 학문 목적 어휘를 사고도구어라고 

간주하며 이러한 어휘들은 여러 학문 분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사고 과정과 

논리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휘들이라고 정의하였다. 

김광해(2008)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를 학술 도구어로 간주하며 한국어 교육용 

어휘 중에 학술 도구어의 층위를 제시하였다. 김광해(2008)에 의하면 학술 

도구어는 대학에서 학문 활동을 할 때, 개념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하여 지적 언어 활동을 위한 도구 언어들이며 학습자가 이 단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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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수준이 높은 언어 훈련이 필요하다. 

신명선(2004ㄱ)은 네이션(Nation, 1990)이 제시한 학술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유형과 빈도에 의하여 전문어, 사고도구어의, 기초 어휘의 빈도를 

<그림Ⅱ-1>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문어 약 3%

사고도구어 약 8%

기초어휘 80% 이상

 

<그림Ⅱ-1> 학술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 유형과 빈도(신명선, 2004ㄱ:45) 

 

신명선(2004ㄱ:45)에서는 학술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유형과 비중으로 

따지면 사고도구어와 전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내로 기초 어휘보다 

훨씬 적지만 한국어 총 어휘로 논의를 확대하면 이 단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김광해(2008)에서 전체 한국어 어휘에서 학술어의 

층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어 교육용 한국어 교육용 

성격 등

급 
개념 4구분 6 구분 특징 

1 기초 어휘 초급 1 
 

생활 어휘, 

문화소통용 

어휘 등급 

조정 

L2 
L1 

 

총  

어 

휘 

2 정규 교육이전 중급 2 

3 사춘기 이전             

사고도구어 일부 

포함 

상급 

3 

4 

4 급격한 지적 성장      

사고도구어 포함 
고급 

5 

6 

5 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 다량의 전문어 포함 

6 저빈도어: 대학이상 전문어 

7 분야별 전문어, 기존 계량 자료 누락 어휘 

<표Ⅱ-2> L1, L2 교육용 어휘별 규모(김광해, 200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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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를 보면 사고도구어는 한국어 교육에서 3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휘는 

2차 어휘이며 지적 성장을 위하여 습득해야 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학문 목적 

어휘는 학술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총 어휘로 

확대하면 그의 수가 많아지고 분포도 넓어진다.  

 

 1.2 학문 목적 어휘의 특징 

 

학문 목적 어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김광해(2008), 신명선(2004ㄱ), 

김낭예(2005) 등이 있다. 김광해(2008)에 의하면 학술 도구어가 대부분 

한자어이고 추상적 차원의 사고를 위한 도구어들이다. 신명선(2004ㄱ)에서는 

어휘 차원과 텍스트 차원 두 가지 측면에서 학문 목적 어휘의 특징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의 특징에 대하여 

신명선(2004ㄱ)의 어휘 차원에서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학문 목적 어휘는 대부분 한자어이면서 2차 어휘이다. 

신명선(2004ㄱ)은 학술텍스트가 엄밀하고 명증한 사고의 심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술텍스트에 등장하는 사고도구어의 대부분이 격식적인 한자어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김광해(2009)에서는 인간이 어휘를 배워 나가면서 

의존하는 방법과 과정을 ‘어휘의 습득’이라는 차원과 ‘어휘의 학습’이라는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이 성장하면서 

획득하는 어휘를 습득의 측면에 관한 어휘는 1차 어휘이며 학습의 측면에 관한 

어휘는 2차 어휘이다. 또한 2차 어휘는 고등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 지식의 확대 

문제에 직결되는 어휘, 즉 지적 기본어휘에 해당한다(김광해, 2009:325). 그의 

연구에서 2차 어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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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어휘 

1. 기초적인 언어 발달이 완료된 후 고등 정신 기능의 발달과 더불어 

학습된다. 

2. 언중에게 공유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눠진 전문 분야에 따라 어휘의 

분포가 한정된다. 

3. 어휘의 의미 영역이 협소하며 용법상의 특수한 제약이 존재하며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적인 분야의 

작업이나 이론의 전개를 위한 술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4. 학습의 성취도나 지식의 정도에 비례하여 학습된다. 

5. 의도적이며 인위적인 교육과 특수한 훈련과정을 거쳐서 학습된다. 

 

위의 표를 보면 2차 어휘는 1차 어휘에 비해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전문적인 분야의 작업이나 이론의 전개를 위한 술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부분의 학문 목적 어휘에서 

드러난다. 또한 2차 어휘는 1차 어휘와 달리 언중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2차 어휘의 

대부분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신명선, 2004ㄱ:121). 

 

2) 학문 목적 어휘는 ‘탈주관성, 비화제성, 중립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신명선(2004ㄱ)에서는 학문 목적 맥락의 특징으로 인해 그 맥락에서 쓰이는 

어휘도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며 감정적인 어휘는 학술텍스트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고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불쾌하다’, ‘분노하다’ 등과 같은 어휘들은 학문 

목적 어휘로 선정될 수 있는 ‘분석, 결과’ 등과 같은 단어들에 비해 주관성을 

갖고 있다. 주관성을 갖고 있는 단어들은 학술텍스트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문 목적 어휘 특징 중에 하나는 탈주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급’, ‘계수’ 등과 같은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만 등장하는 단어들은 화제성을 

갖고 있고 전문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문 목적 어휘라고 볼 수 없다. 학문 

목적 어휘의 의미는 ‘구조’, ‘방식’의 의미와 같이 중립적이다. 긍정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들은 학문 목적 어휘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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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 목적 어휘는 사고 기능을 하고 있는 어휘들을 포함한다.  

 학문 목적 어휘 중에는 사고 과정이나 사고 기능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많다. 

예를 들어, ‘검토, 평가, 예측, 관점, 의식, 조직’ 등과 같은 어휘들은 모두 학문 

목적 어휘이다. 이러한 어휘들의 개념과 사용은 사고의 기능, 과정, 그리고 

결과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학문적 맥락에서 사고와 논리를 

전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의 사고 기능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어휘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학문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학문 목적 어휘는 유의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학문 목적 어휘 중에는 유의 관계를 갖고 있는 어휘가 많다. ‘제한’은 ‘한정’, 

‘한계’, ‘제약’ 등의 유의어이며 학문 목적 맥락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휘들이다. 

또한 내용의 조직에 관하는 어휘도 많다. 예컨대, ‘구성, 조직, 내용’ 등 어휘는 

연구 대상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집단, 영역, 관계’ 등 어휘는 대상과 대상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지속, 제공, 발전 진행’ 등 어휘는 대상이 환경에 따라 변화해 

가는 것을 나타내며 ‘실체, 본질, 인식’ 어휘는 학술텍스트의 필자가 연구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표현한다. 

 

위와 같이 학문 목적 어휘의 일반적인 특징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문 목적 어휘가 다른 범위의 어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파쿼트(2010)에서는 핵심어, 학술어, 전문어에 대하여 

해명되었지만 그들 간의 위계성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신명선(2004ㄱ)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문 목적 어휘 중에는 기초 어휘적 속성을 가지는 단어도 있고 

전문어적 속성을 가진 단어도 있으며 위에 두 가지 속성을 가지는 단어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낭예(2005)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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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의 성격(김낭예, 2005:16) 

 

<그림Ⅱ-2>를 보면 학문 목적 어휘는 ‘기본 어휘’, ‘전문 어휘’와 중복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이는 학문 목적 어휘가 다른 어휘와의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학문 목적 어휘 성격의 모호함도 드러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호함을 고려하여 학문 목적 어휘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정 어휘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마련한다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어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3 학문 목적 어휘의 분류 

 

학문 목적 어휘의 분류 체계를 살펴보기 전에 학문 목적 어휘는 기초 어휘, 

기본 어휘, 교육용 어휘,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 전문 어휘 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신명선(2006:247)에 의하면 기초 어휘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학습하기 시작하는 어휘이다. 이충우(1997:87)에 

따르면 기본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인 어휘 중에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어휘이며 

교육용 어휘는 자국인을 위한 폭넓은 언어 사용 가능성의 신장이 목표인 모국어 

교육에 필요한 어휘이다. 조현용(2000:56)에서는 기본 어휘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조사·정리된 어휘 목록이라고 보았으며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선정된 어휘로, 한국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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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선(2006:247)에서는 전문 어휘는 해당 학문 분야의 지식 응결체이며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과 성과를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어휘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학문 영역과 빈도수에 따른 분류 

김소영(2011)에서는 네이션의 어휘 분류 체계, 김광해(2003), 조현용(2000)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학문 목적 어휘를 기초 어휘, 학술 기본 어휘, 학술 전문 

어휘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그림Ⅱ-3> 학문 목적 어휘 하위 분류(김소영, 2011:19) 

 

김소영(2011)에 의하면 기초 어휘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어휘들이며 학술 기본 어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기본 학술어이다. 또한 그 연구에서 학술 기본 

어휘를 공통 학술 기본 어휘와 계열 학술 기본 어휘로 나누었다. 공통 학술 

어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신명선(2004ㄱ)의 ‘사고도구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열 학술 기본 

어휘는 특정한 계열 내에서 두루 사용되는 기본적인 어휘들이다. 학술 전문 

어휘는 각 학문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리키는 어휘들이다. 

<그림Ⅱ-3>의 학문 목적 어휘는 학문 목적 문맥에서 나타나는 전체 어휘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의 학문적 언어로 볼 수 있다. 이승연(2010)에서는 

김광해(2003), 조남호(2003), 김낭예(2005)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학술어를 학문용 공통 기본 어휘, 전문용 기본 어휘, 일부 전문용어 세 가지로 

학문 

목적 

어휘 

학술 전문 어휘 

학술 기본 어휘 

공통 학술  

기본 어휘 

계열 학술 

기본 어휘 

기초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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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다. 여기서 학술어는 좁은 의미에서의 학문 목적 어휘로 볼 수 있다. 

<그림Ⅱ- 3>의 공통 학술 기본 어휘는 공통 기본 어휘로 볼 수 있으며 계열 

학술 기본 어휘는 전문용 기본 어휘로 볼 수 있다. 학술 전문 어휘는 일부 

전문용어와 저빈도어로 볼 수 있다. 

 

2) 학문 목적 어휘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 

파쿼트(2010)에서는 베이커(Baker, 1988), 프랜시스(Francis, 1994), 

메이어(Meyer, 1990)에서 논의한 학문 목적 어휘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베이커(1988)는 반전문어를 수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프랜시스(1994)는 학술어를 특별한 유형의 언어로서 담화의 신장을 

표시하는 메타언어적 명사 집합이라고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메타언어적 표시를 

네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메이어(1990)는 어휘의 역할에 주목하여 학문 

목적 어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프랜시스(1994)와 메이어(1990)의 

분류를 제시하면 <표Ⅱ-3>과 같다. 

 

연구자 분류 

 

 

 

프랜시스 

(1994) 

언표 내적 명사(Illocutionary nouns): 구술 과정을 묘사한다. 

언어 활동 명사(Language-activity nouns): 언어 활동과 그의 

결과를 가리킨다. 

심리 과정 명사(Mental process nouns): 인지적 상태와 과정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말한다. 

문맥 명사(Text nouns): 담화의 격식적 문맥적 구조를 

의미한다. 

 

 

메이어 

(1990) 

텍스트와 그 텍스트에서 언어적 행위 영역에 관한 어휘 

과학적 활동을 묘사하는 어휘 

 

과학적 활동의 

주제를 말하는 어휘 

시제 등을 표현하는 어휘 

사태나 관련된 항목의 집단을 

특징화하는 어휘 

사태 간의 관계를 대표하는 어휘 

<표Ⅱ-3> 기능과 역할에 따른 학문 목적 어휘 분류 

 



 

 
 

25 
 

  3) 학문 목적 어휘의 개념에 따른 분류 

신명선(2004ㄱ)에서는 사고도구어에 분류에서 서로 개념이 유사한 단어들을 

의미의 유사성에 의하여 총 11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개념류>, 

<논의하다류>, <방법류>, <경계류>, <관계류>, <行류>, <進류>, <틀류>, <난점류>, 

<양태류>, <기타류>이다. 또한 그 연구에서 사고도구어가 학술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양상에 따라 사고도구어를 <표Ⅱ-4>와 같이 분류하였다. 

 

 역할 예시 

수행어 학술텍스트에서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암시해 줌 

비교하다, 검토하다, 

제시하다…… 

대상어 연구 대상의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려줌. 

정의, 개념, 특성…… 

조직어 논의의 전개 과정을 알려 줌. 단어, 문장, 

문단 간의 관련성을 알 수 있게 해줌. 

전자, 후자, 서론, 

본론, 결론…… 

<표Ⅱ-4> 사고도구어의 사용 양상 분류(신명선, 2004ㄱ:152) 
 

우(2007)에서 학문 목적 어휘의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는 학문 목적 

맥락에서 연구자의 생각을 조직하는 역할, 제시된 내용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역할, 다른 자원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역할이다.  

또한 학문 목적 어휘의 품사별 역할을 검토하는 연구도 있다. 파쿼트(2010)에 

의하면 프랜시스는 학문 목적 명사 어휘의 역할이 ‘라벨링(labeling)’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런 명사들은 독자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언급한 

것들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힝켈(Hinkel, 2004)에서는 학문 목적 

동사 어휘의 다섯 가지 역할을 활동 동사(Activity verb), 보고 동사(Reporting 

verb), 심리적/감정적 동사(Mental/emotive verb), 연결 동사(Linking verb), 

논리적·의미적인 관계 동사(Logical and semantic relationship)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솔레르(Soler, 2002)에서는 학문 목적 형용사 어휘는 

객관성/확실성과 주관성/해석/평가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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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을 위한 이론적 배경 

 

 2.1 제2 언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의 역할 
 

제2언어 습득 이론에서 모국어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라도(Lado, 1957), 

엘리스(Ellis, 1999), 브라운(Brown, 2010ㄱ) 등이 있다. 라도(1957)는 제2언어 

습득에서 모국어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제2언어에 모국어와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 습득이 쉽고 모국어에 없는 요소는 습득하기가 힘들다고 

논의하였다. 엘리스(1999)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제2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방해되는 모국어의 특징을 유용한 내용으로 바꿔 제시할 수 있다. 

브라운(2010ㄱ)은 학습자의 모국어가 목표어 체계 습득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학습자가 새 언어로 어휘 의미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모국어 체계가 새 언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는 더 현저하게 보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모국어의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는 

심리∙인지적 관점에서 모국어가 제2언어 어휘 학습에서 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탐색하였다. 심리∙인지 이론은 인간의 언어 발달을 인지적이고 발달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지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들로 인간의 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어휘 학습 

과정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 중에 찌앙(Jiang, 

2002)에서는 제2언어 어휘 학습에 모국어의 개입(L1 involvement)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찌앙(Jiang, 2004)에서는 어휘 의미 전이 가설을 논의하였다. 

찌앙(2004)에서는 의미 전이에 초점을 두어 모국어가 제2언어 어휘 습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의미 전이 가설을 해석하였다. 의미 

전이 가설의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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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국어는 제2언어 어휘 학습 단계에 중요한 요인이다. 

 

의미 전이 가설은 성인 학습자들이 제2언어 어휘를 습득하는 데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다. 세 가지 학습 단계는 <그림Ⅱ-4>와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단어 연상 단계          모국어 어휘집 조정 단계    완전 통합 단계 

<그림Ⅱ-4> 성인 제2언어 어휘 학습의 단계와 과정(Jiang, 2004) 

 

학습 단계에 대하여 이유경(2011:36)에서는 학습자는 자신의 모어와 

제2언어의 어휘 의미 체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모국어와 제2언어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의미를 조정하고 협상해 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된 

후 제2언어 어휘의 의미 체계를 완전히 습득하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학습 단계의 특성과 모국어의 역할은 <표Ⅱ-5>와 같이 제시되었다.  

 

구분 1단계 2단계 3 단계 

친숙도 낯선 단어 친숙한 단어 친숙한 단어 

어휘 

인식 

정도 

문맥, 사전 정의 

모두를 통해 인식 

가능하나 이해 

어려움 

문맥에 의지해 

인식 가능 

형태와 의미 자동 

인식 가능 

모어 

영향 
모국어 활성화 모국어 활성화 감소 모국어 활성화 약화 

어휘의 

의미 

초점 

지시적 의미 파생 의미 관계 파악 
다른 어휘와의 의미 

관계로 연결 가능 

<표Ⅱ-5> 어휘 의미의 습득 단계와 특성 (이유경,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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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5>에 의하면 세 단계에서 모두 모국어의 개입이 있으며 제2언어의 

어휘 학습에 따라 모국어의 활성화가 감소되고 약화된다. 어휘의 형태와 의미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는 학습 단계에 따라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모국어는 제2언어 어휘 개념 도식화에 불가결하다. 

찌앙의 어휘 의미 전이 가설 모형에 따르면 제2언어 어휘의 의미적 내용은 

모국어에서 전이된 것이며 제2언어 어휘에서 도식화된 개념은 모국어의 

개념이다. 찌앙은 의미 전이에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였다. 첫째, 

형태-의미 도식화는 어휘 학습에 기본적인 과정이며 의미 전이 가설은 

형태-의미 도식화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둘째, 많은 제2언어 연구자들이 

제2언어 학습자가 어휘를 배울 때 새로운 의미를 학습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미 전이 가설은 학습자가 제2 언어를 학습할 때 기존 의미 혹은 

개념으로 제2언어의 개념과 의미를 도식화한다고 본다.  

 

3) 모국어는 제2언어 어휘의 의미화를 도와 주는 수단이다. 

찌앙(2004)에 따르면 고급 학습자가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모국어의 의미적 

매개 역할을 유지해야 하며 모국어는 학습자가 새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화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교사는 어휘의 의미에 대하여 제2언어 어휘와 

모국어 번역 간의 차이점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의식하면 그 단어가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즉, 그들은 이 

단어를 더 이상 모국어를 통하여 보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가진 어휘적 존재를 

보게 된다. 이는 제2언어 어휘의 의미가 제2언어 어휘집에서 융합되고 

습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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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모국어의 역할과 대조 분석 

 

앞서 논의한 모국어의 역할에 따르면 학습자가 모국어의 어휘 체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모국어 어휘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모국어는 제2언어 어휘 학습에 있어서 촉진 효과도 있고 간섭 

효과도 있으기 때문에 촉진 효과를 확대하고 간섭 효과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의 어휘 체계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국어의 

어휘 체계를 알 수가 있으며 모국어가 제2언어 어휘 학습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 대상인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는 한∙중 대조 분석이 유용하고 필요하다. 

브라운(Brown, 2010ㄴ)은 수많은 언어 쌍들을 대조 분석한 자료들이 대조 

분석 가설의 결실이라고 보았다. 언어학자나 언어 교사가 두 언어의 과학적이고 

구조적인 대조 분석을 통하여 언어 대조표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프레터(Prator, 1967)의 난이도 위계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프레터는 

언어 대조 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6 가지의 단계를 

<표Ⅱ-6>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계 해석 

0단계 전이 두 언어 사이에 서로 다르거나 대조되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단계이다. 

1단계 합체 모국어의 두 항목이 목표어에서 본질적으로 한 항목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2단계 구별 부족 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어에는 없는 경우이다. 

3단계 재해석 모국어의 어떤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거나 분포가 다른 경우이다. 

4단계 과잉 구별 모국어에 없거나 만일 있다 해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항목이 목표어에 있어서 배워야 하는 경우이다. 

5단계 분리 모국어의 한 항목이 목표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으로 분리되는 경우이다. 

<표Ⅱ-6> 프레터의 난이도 범주(Brown, 2010ㄴ: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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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6>에 의하면 0단계는 모국어와 제2언어 간에 차이점이 없고 

제2언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단계이며 5 단계는 모국어의 간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에게 더 효율적인 어휘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더 

좋은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한∙중 대조 분석은 프레터의 난이도 

범주 개념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2.3 모국어의 역할과 오류 분석 

 

찌앙(2004)에 따르면 성인 학습자들의 머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국어 어휘 

체계가 제2언어 어휘 학습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 학습자들은 새로운 

제2언어 어휘를 모국어와 대응되는 개념이나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제2언어 어휘 지식을 간과할 수 있다. 이유경(2011:38)에서도 성인 

학습자들이 이미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는 자신의 모어 체계에 제2언어 어휘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어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대조 분석은 학습자들이 잘 학습할 수 있는 부분과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으나 한국어 어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오류가 중국어의 영향 때문은 아니다. 학문 목적 어휘 학습이 쉽지 않다. 

산토스(Santos, 2010)에 따르면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학문 목적 어휘는 비학술적 텍스트와 일상 담화에 빈번히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네이션(2001)에서 코슨(Corson)의 어휘 장벽이라는 개념을 

논의하였다. 즉 어휘의 일반적인 의미 체계와 학문적 의미 체계(일반적인 의미 

체계보다 높은 의미 체계)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문적 어휘 

능력은 수용적 측면에서 비교적 잘 발달된다. 

둘째, 학문 목적 어휘는 다양한 의미(일반적, 전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명선(2004ㄱ)은 한 단어가 사고도구어로도 사용되고 전문어로도 사용된다면 

특정 학술텍스트를 읽을 때 각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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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학습 곤란도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편,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어휘를 자주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어휘 입력이 부족하고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며, 학술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므로 학문 

목적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어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의미 체계와 학문적 의미 체계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브라운(2010ㄴ)에서는 오류 분석은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로 인한 오류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원인에서 기인하는 오류를 조사 분석한다는 면에서 대조 

분석과 구별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오류 원인과 오류 유형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오류 발견, 분석, 분류 작업을 통하여 오류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브라운(2010ㄴ)에서 오류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었다. 

 

오류 원인 원인에 따른 오류 양상 

언어간 전이 부정적인 언어 간 전이로 인한 오류 

언어내 전이 목표어 내에서의 과잉 일반화 현상에서 나타난 오류 

학습의 장 교사, 교재, 사회적 상황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의사소통 전략 학습 유형과 전략에 관한 오류 

<표Ⅱ-7> 브라운의 오류 원인 

 

브라운(2010ㄴ)에 따르면 <표Ⅱ-7>에서 제시된 원인에 따른 오류 유형 

외에도 또한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언어간 오류, 목표어 내에서의 언어 내 

오류, 의사소통의 사회 언어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오류, 심리 언어학적 혹은 

인지적 전략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정의적 변인 때문에 

범하는 오류가 있지만 본 연구는 <표Ⅱ-7>에 의해 학문 목적 어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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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교육에 대한 조사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먼저, 설문 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점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재에서의 

어휘 교육 내용과 의미 해석· 제시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부족한 점을 밝혔다. 

 

 3.1 학문 목적 어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 조사는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되며 

피험자가 문항들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태도와 인식 설문 조사는 

2013년 2월 26일부터 2013년 3월 10일까지 실행되었다. 일부 설문지는 

직접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일부 설문지는 이 메일로 대상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의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된 설문지를 

모두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총 60부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태도와 인식은 다음과 같은 두 측면을 조사하였다. 하나는 중국인 학습자가 

대학에서 받은학문 목적 중국어 교육과 어휘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한 

조사이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중국어 학문 목적 교육에 대한 평가, 중국어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 두 가지로 나눠서 설문하였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어휘 능력 부녹이 학습 곤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대한 노력 정도, 어휘 사용에 미치는 모국어의 영향의 세 가지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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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문 목적 중국어 교육 경험 및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 

(1) 학문 목적 중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 1번 

(2) 학문 목적 중국어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 2번, 3번, 4번 

2)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  

(1) 어휘 능력 부족이 학습 곤란에 미치는 영향: 5번, 6번 

(2)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대한 노력 정도: 7번, 9번 

(3) 어휘 사용에 미치는 모국어의 영향: 8번, 10번 

 

우선, 학문 목적 중국어 교육 경험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문 목적 중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지를 1번으로 

확인하였다. 어휘 교육 관점에서 볼 때 학문 목적 중국어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어휘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번, 3번, 4번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학문 목적 중국어 어휘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서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5~10번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학습자가 학문 목적 과제를 

수행할 때 학문 목적 어휘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곤란, 어휘의 의미와 개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어휘 사용에 미치는 모국어의 영향 세 가지 측면에서 

인식과 태도 양상을 확인하였다. 태도와 인식 평가의 평균 점수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Ⅱ-8> 태도와 인식 평가의 평균 점수 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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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① 나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중국어로 논문을 쓸 때 혹은 학술 과제를 

수행할 때 체계적인 학문적 지도를 받았다. 

② 나는 중국어로 논문을 쓸 때 혹은 학술 과제를 수행할 때 어휘를 

선택·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나는 중국어 학문적 어휘가 어떤 어휘를 가리키는지 안다. 

④ 나는 대학에서 중국어 학술 과제나 활동에 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⑤ 나는 한국어 교과서와 논문을 읽을 때 혹은 한국어로 숙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어려움이 있다. 

⑥ 내가 한국어 교과서와 논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이다. 

⑦ 나는 한국어 교과서와 논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⑧ 나는 한국어 어휘를 공부할 때 중국어 단어 의미와 비교하면서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⑨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떤 단어를 써야 할 지 

몰라서 고민해 본 경험이 많다. 

⑩ 나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 지 모를 때 중국어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에 

해당하는 번역된 한국어로 쓰는 편이다. 

 

1번 문항은 중국어 학문 목적 교육을 받은 경험과 관련된 것이며 그의 평균 

점수는 2.6이었다. 이는 학습자가 중국어 교육에서 학문 목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번 문항의 평균 점수는 3.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문적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학문 목적 중국어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과 관련된 2번, 3번 문항의 평균 점수는 각각 1.9, 

2.9이었다. 2번과 3번 문항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이는 학습자가 중국어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학습자가 중국어 학문 목적 어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번과 4번 문항의 

결과와 비교하면 중국의 대학에서 학문적 교육의 내용과 기준이 모호하고 

정규화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학습 곤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5번과 6번의 평균 점수는 각각 3.6. 

3.8이었으며 모두 3.5점을 넘었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 교과서나 논문을 읽을 

때 혹은 한국어로 숙제나 논문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어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의 어휘 학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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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관련된 7번과 9번의 평균 점수는 모두 3.9이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사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며 유사한 단어들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모르는 어휘가 

나타나는 문맥을 이해하는 데 어렵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학문적 텍스트를 

처리하는 어휘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학문적 학습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습을 따로 해야 한다. 어휘 사용에 

미치는 모국어의 영향과 관련된 8번과 10번의 평균 점수는 각각 3.7, 3.7이었다. 

이는 학습자가 모국어의 개념에 의하여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국어 어휘를 번역하여 그대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피험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학습, 학문 목적 어휘 학습 곤란 해결 방법 세 가지의 측면을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설문 조사에 참가한 피험자 중에 23명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2013년 3월 16일에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 대상자의 

수(명) 

인터뷰 내용 

서울대학교 6명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학습 

•학문 목적 어휘 학습 곤란 

해결 방법 

서울시립대학교 8명 

단국대학교 5명 

동국대학교 4명 

합계 23명 

소요 시간 집단 당 10~15분 

<표Ⅱ-9>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 
 

먼저,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은 ‘논문에서 많이 나타나는 

요건, 요소, 기능, 가능성 등 어휘의 의미를 잘 아는가? 예를 들면?’, ‘조건과 

요건 등 유사한 단어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험자들은 모두 

안다고 하지만 정확한 예를 들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어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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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하는 데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학습과 관련된 질문은 ‘입학하기 전에 학문 목적 

한국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전에 한국어 논문이나 전공 자료를 

읽어 보았는가?’, ‘대학 수업에 관한 읽기와 쓰기에서 나타나는 단어를 모를 때 

열심히 찾아 보는가?’이었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학문 목적 한국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논문이나 전공 자료를 읽지 않았다고 하였다. 어학당의 

고급 한국어 수업 수료 후 바로 대학 입학을 신청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대학 과제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를 접하더라도 어휘를 학습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이중 언어 사전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곤란 해결 방법에 관한 질문은 ‘대학 읽기와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극복하는가?’, ‘한∙중 사전은 도움이 

되는가?’이었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모르는 어휘를 접할 때 사전을 통하여 

어휘 의미를 파악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중 사전에서 그들의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验证’이라는 중국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보면 ‘검증’과 ‘입증’ 등 의미가 유사한 어휘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중국인 학습자들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국어 교육에서 학문 목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학문 목적 중국어 어휘나 표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학문 목적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학술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휘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어휘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습에 대한 요구가 크다.  

 

 3.2 한국어 교재에서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조사  

 

본 절에서는 서울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재의 학문 목적 어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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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읽기, 쓰기, 어휘, 고급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교재도 고급까지 완간 된 한국어 교재, 

기능별 교재, 어휘 및 문법 항목별 교재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의 교재 분석 대상은 고급 한국어 교재로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6』(2004), 연세대 『한국어 6』(2005), 학문 목적 교재로 이화여대 

『대학한국어 읽기·쓰기 1』(2008),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2009)이다.  

교재 분석에서는 각 교재의 학문 목적 어휘의 구성 양상, 어휘 제시 방법, 

어휘 연습 등 측면에서 학문 목적 어휘에 초점을 맞춰 교재의 장점과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6』(2004) 

 

이 교재의 ‘일러두기’ 부분에서 교재의 집필 의도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좀 더 

재미있고 쉬운 방법으로 성인 한국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고급 표준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갈래의 글을 짓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 교재는 말하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의 생산적 언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어휘 부분에서 재미있는 

주제로 구성한 본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휘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4과 동화의 세계, 동화 단편 소설을 통하여 한국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여 

학습자들이 속어, 관용어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다. 특정한 장르의 읽기는 특정한 단어들에만 

한정하였다. 또한, 교재에서 사전 의미만 제시되어 있고 관련 예문이 없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6』의 어휘 색인에서 학문 목적 어휘의 구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가입加入 건전健全 격차隔差 경력經歷 구도構圖 범위範圍 보완補完 

복원復元 복지福祉 선호選好 실무實務 실시實施 암시暗示 운영運營 

인식認識 자질資質 재현再現 전개展開 점검點檢 철저徹底 체계體系 

파악把握 편견偏見 한정限定 함축含蓄 혜택惠澤 확보確保 효율적效率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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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어휘는 총 28개가 있으며 이는 어휘 색인의 7.3%로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휘 색인에서 단어들을 한자와 병기하고 있고 영어 번역도 

제시되어 있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6』은 고급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단어 양에 비해 학문 목적 어휘의 수가 비교적 적다. 선정된 텍스트의 

장르와 내용에 따라 학문 목적 어휘 수의 차이가 매우 크고 어휘의 의미 

제시도 부족하다.  

 

2) 연세대 『한국어 6』(2005) 

 

교재의 ‘일러두기’ 부분에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전통문화를 소개하여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사람과 한국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교재는 주제별 어휘, 문법, 문형연습, 

문화해설, ‘이야기 해봅시다’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어휘는 주제별 어휘와 

문법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어휘 부분에서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고 쉬운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단어의 연어 관계, 비슷한 말, 반대말, 예문 

등도 제시되어 있다. ‘적용하다’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적용하다: 법률이나 규칙 따위를 알맞게 응용하거나 맞춰 쓴다. 

연어 관계: 법률에 적용하다/실생활에 적용하다. 

예문: 이 공식은 이런 상황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 

법은 만민 앞에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교재는 문법에 주목하여 문형 연습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어휘 

연습과 기능 연습이 없다. 따라서 학습자가 어느 정도로 어휘를 학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연세대 『한국어 6』의 어휘 색인에서 학문 목적 

어휘의 구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감성感性 고려考慮 공식公式 기여寄與 논리論理 단순單純 독특獨特 

평등平等 소외疏外 소재素材 영역領域 예방豫防 유리有利 자극刺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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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確認 적용適用 제안提案 제약制約 조절調節 조직組織 체계體系 

한계限界  바탕 

 

학문 목적 어휘는 총 23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단어 색인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교재는 한국문화에 관한 본문을 높은 비중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나타나는 어휘는 대부분 문화에 관한 어휘들이고 학문 목적 

어휘는 많지 않다. 학문 목적 텍스트의 선정은 중요하다. 교재에서 진정한 학문 

목적 텍스트나 문맥을 제공하여야 비교적 많은 학문 목적 어휘를 제시할 수 

있다.  

 

3) 이화여대 『대학한국어 읽기·쓰기 1』(2008) 

 

‘책을 펴내면서’에서 이 교재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최고급의 언어 능력을 갖추도록 

고안하였으며, 동시에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교양 지식을 갖추도록 

설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교재의 구성을 보면 과마다 읽기와 쓰기 두 

측면으로 나누었다. 읽기에서는 주제별 읽기 활동, 문법 및 표현, 어휘 부분이 

있으며 쓰기에서는 주제별 쓰기 활동, 문법 및 표현, 어휘 부분이 있다. 학문 

목적 어휘의 분포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1과(직업 취업 직업관; 유망 직업): 발견하다, 단순히, 행위, 수단, 가치, 

단편적, 보수, 상대적, 다양화, 구성원, 인식하다, 발휘하다 

제2과(경제 원리 관련 어휘; 경제 관념 관련 어휘): 개발, 한정되다, 효율적 

제3과(문화 현상 관련 어휘; 인터넷 기능 관련 어휘): 지지, 변동, 방식, 영향, 

현상, 대표적, 접촉하다, 정착하다, 세력, 창조적, 인간형, 개방, 수준, 사고방식, 

계층, 개성, 독특하다, 기록하다, 발전하다, 변화하다, 주도하다 

제4과(지리 지형 산업; 자료 분석 관련 어휘): 연결하다, 경계, 유리하다 

제5과(영양소 성인병; 건강 관련 어휘): 가공하다, 선호하다, 급속하게, 현상, 

방지하다, 제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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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볼 때 이화여대『대학한국어 읽기∙쓰기 1』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로서 학문 목적 어휘를 주제에 따라 비교적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제2과와 제4과의 경우에 학문 목적 어휘에 제외된 전문적 

술어가 더 많고 학문 목적 어휘는 비교적 적다. 학문 목적 어휘가 많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는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새 단어’ 부분에서 단어 자체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의미 해석, 

예문, 각 단어의 연어 관계 등은 제시되지 않다. 교재에서 학문 목적 어휘가 

제시되더라도 효율적인 어휘 의미 제시와 용법 설명이 없으면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4)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2009) 

 

이 교재는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를 중심으로 하여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문 목적 어휘 읽기 자료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교재의 

‘일러두기’에서는 교재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이 책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유학생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읽기 전략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어휘력의 

부족으로 인해 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어휘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전체적인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의 

특징과 구성에 따르면 이 교재는 학문 목적 읽기에 초점을 두었지만 학문 목적 

어휘도 읽기 자료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재의 읽기 본문이나 

연습에서 나타나는 학문 목적 어휘를 ‘주요 어휘’ 부분에서 나열하였지만 자세히 

해석하지 않았다. 또한 어휘에 대한 해석 연습은 설계되어 있지만 본문에서 

나타난 전문 용어만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다음 어휘에 대해 알아 봅시다.’ 

(1) 청년 실업  (2) 정년퇴직  (3) 평생직장  (4) 실버타운  (5) 복지 정책 

(6) 사회보장제도  (7) 3D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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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에 사전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다음 어휘를 알아봅시다’ 

(1) 발광 디스플레이  (2) 유기 EL  (3) 수광 디스플레이 (4) 텔레매틱스 

 

이 교재는 활동을 통하여 읽기 학습을 구성하였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읽기 자료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어휘는 ‘주요 어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어휘 

지속성, 제기, 폐기, 표의, 표음, 전형, 엄밀, 개음절어, 폐음절어, 특수성, 

기인, 산물, 음독, 훈독, 회피, 상업성, 불가피, 혼용, 첨예 

 

위의 어휘 제시에서 어휘의 의미, 영어 해석, 어휘의 예문 등이 전혀 없었다. 

이 교재는 읽기 교재로서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읽기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읽기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어휘들에 관한 해석이 부재하는 

것은 교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교재의 부록에서는 

유학생들이 대학 강의와 전공 시간에 접할 수 있는 학문 목적 어휘에 관한 관용 

표현 목록, 연어 목록, 주요 속담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문 목적 어휘 

목록에서 김낭예(2005)에서 추출한 전공 무관 학문 목적 목록 총 337개 어휘의 

의미는 용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 목록은 읽기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다. 

 

요컨대, 위에서 분석한 교재들은 고급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학문 목적 어휘의 

수가 전체 단어의 수에 비해 적다. 교재에서 선정된 텍스트의 장르와 내용이 

다르면 학문 목적 어휘의 양도 다르다. 또한 이러한 교재들에서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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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선정 및 분석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습자 및 그들의 학습과 

적합한 어휘 목록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선정과 분석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하여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선정된 어휘들에 

대하여 세 가지의 측면에서 한∙중 대조 분석하였다. 또한 선정된 어휘 목록에서 

등급별로 어휘를 택하여 어휘 지식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와 

학습자의 논문 과제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오류를 분류하고 

오류 형성 원인을 분석하였다.  

 

 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의 선정 

 

본 절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에서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선정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어휘 선정 과정에서 어떤 어휘를 

포함시키고 제외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습자와 교육의 실제에 따라 선정 

기준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어휘 선정의 절차와 결과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의 선정 방법 
 

  1.1.1 선정 방법과 기준 

  1) 선정 방법 

학문 목적 어휘 선정에 관하여 김광해(2009)에서 어휘 선정의 방법을 객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 절충적 방법 세 가지로 나누어 <표Ⅲ-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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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방법 해석 

 

 

가) 객관적 방법 

 

 

객관적 방법이란 어휘선정의 기준을 전적으로 통계 

수치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어휘자료 나타난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어휘소의 단위를 구분하는 방법과 분류 방법만 

일치시키면 누가 조사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나 나오게 

되므로 객관적 방법이라 하는 것이다. 

 

나) 주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이란 어휘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객관적 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절충적 방법 

절충적 방법이란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종합한 

것으로서 종합적 방법, 경험적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선정된 어휘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수정하여 더 합리적으로 목적에 맞는 어휘를 

선정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표Ⅲ-1> 어휘 선정의 방법(김광해, 2009:60~63) 
 

 

  또한 신명선(2004ㄱ)에서는 영어권에서 학술 기본어휘의 선정방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특별한 학문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사고도구어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학생들이 학술텍스트에 대하여 해석한 작문을 수집하여 각 작문의 단어들을 

조사한 후 사고도구어를 선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선행 연구들에서 

선정한 어휘들을 비교∙검토하는 방법으로 사고도구어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방법은 컴퓨터의 발명과 더불어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말뭉치 

언어학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어휘 선정 방법을 참조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이미 추출된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비교∙검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어휘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김광해(2003)에서 논의한 계량 방법에 속하다. 메타 계량 방법은 

더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으로서, 직접 말뭉치를 계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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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량 처리된 자료들을 충분히 구하여 그 분포 상황과 

자료의 타당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비교함으로써 중요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김광해, 2003:22). 메타 계량 방법은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어떤 단어를 수용하고 어떤 단어를 배제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마금선, 2012:79). 본 연구에서는 

신명선(2004ㄱ), 조남호(2003), 김은영(2008), 김낭예(2005) 4개 선행 연구를 

검토∙비교하여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모두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는 절충적 방법을 활용하여 어휘를 선정하였다.  

 

2) 선정 기준 

객관적 방법을 통한 어휘 선정은 주로 빈도수와 분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선정되어야 하는 어휘가 빠지거나 적합하지 않은 어휘가 선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를 선정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메타 계량 방법을 활용하고 유용성, 위계성, 학습자의 수용성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1) 유용성 

유용성이 높은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 즉, 학습자가 학문 목적 과제를 수행할 

때 필수적이고 유용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학문 목적 어휘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 목적 어휘 선정의 

기본적인 기준이다. 교육 현장에서 어휘마다 모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문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어휘의 유용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충우(1994)는 ① 빈도가 높은 어휘, ②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 

③ 교육에 기초적인 어휘, ④ 조어력이 높은 어휘, ⑤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어휘, ⑥ 적용성이 큰 어휘, ⑦ 시대가 요구하는 어휘 7 가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신명선(2004 ㄱ)에서는 콕스헤드(2000)는 말뭉치의 빈도수를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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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네 분야에 걸쳐 골고루 10 번 이상 나타난 단어(범위), 그리고 각 분야에서 

100 번 이상 나타난 단어(빈도)를 먼저 추출하였다고 논의하였으며 그 연구의 

사고도구어 선정에서 ‘빈도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가 유용성이 높은 어휘로 생각된다. 그러나 빈도가 

높지 않은 어휘가 유용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재영 외(2011)는 사용 

빈도만 어휘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휘 학습 현장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어휘를 선정해야 하며 학습 시간과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어휘 선정 과정에서는 메타 계량 방법을 통하여 참조 

자료의 어휘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선정된 어휘의 빈도, 분포, 참조 자료 간의 

중복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어휘의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2) 위계성 

위계성은 학문 목적 어휘 특성에 의해 어휘를 선정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기준이다. 김유미∙강현화(2008)에서는 학문목적 어휘를 기초 어휘, 학술 

기본용어, 학술 전문어휘로 나누었지만 이들 관계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학술 기본용어와 학술 전문어휘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학술 기본용어를 반-전문어휘라고 보더라도 그 구분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어휘 선정의 위계성은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용 기초 어휘, 학술 전문어휘와 구별되는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 신명선(2004 ㄱ)에서는 전문어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만 나타나지만 사고도구어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두루 나타나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준은 ‘범위’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어휘의 

출현 빈도수뿐만 아니라 어휘의 출현 학술 분야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어휘에 관해서는 학습자들이 기초적인 어휘들을 초∙중급 단계에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학문 목적 어휘 학습에서 다시 배울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학문 목적 어휘는 다른 유형의 어휘와 위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학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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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에서 기초 어휘를 모두 제외할 수가 없다. 그 중 한∙중 의미 차이가 크거나 

학습자에게 학문 과제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휘를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학문 목적 어휘가 대부분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한자어와 대응되는 한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의 의미도 다를 수 

있으므로 어휘 선정을 할 때에 학문 맥락에서 더 많이 쓰이는 단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곧 동형이의어의 문제이다. 또한 한 단어의 의미는 

한국어와 중국어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혼돈할 수 있다. 구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어휘 목록에서 어휘를 한자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론’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0)에 따르면 ‘이론’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라는 ‘理論’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달리 논함 또는 다른 이론(理論)이나 의견’이라는 ‘異論’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두 단어가 모두 학문 목적 어휘로 선정되어야 

하는가? 어느 단어가 선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3) 학습자의 수용성 

학습자의 수용성은 학습 단계, 모어 지식 체계, 학문 목적 어휘 교수∙학습 

내용과 목표와 관련된다. 본 연구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중국어 어휘 체계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해서도 높은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용성은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동일한 학문 목적 어휘는 일반적 맥락에서의 쓰임과 학문 목적 

맥락에서의 쓰임이 다를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목적 맥락에서 쓰이면 단어의 의미와 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개념概念’은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로 선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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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해(2003) 등급1에서의 1 급 기초 어휘에 속한다. ‘개념’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 ‘概念’과 동형동의어라고 볼 수 있지만 학습자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배운 ‘개념’과 학문 목적 맥락에서 배운는 ‘개념’은 다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개념이 없다’는 표현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에 관한 개념은 없다’는 표현은 학문 목적 맥락에서 어떤 사물, 

이론, 현상 등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나 관념이 없다고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와 

같은 쓰임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학습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쓰임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단어를 더 깊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휘들은 어휘 목록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 

학습자의 수용성은 교수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교수 경험과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학습자의 수용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어휘도 어휘 목록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1.1.2 분석 자료에 대한 검토 

 

본 연구는 신명선(2004 ㄱ), 조남호(2003), 김은영(2008), 김낭예(2005) 4 개 

선행 연구의 어휘 목록을 비교∙검토하여 어휘를 선정하였다. 신명선(2004 ㄱ)은 

국어교육 관점에서 학문 목적 어휘를 사고도구어로 보아 본격적으로 소개하였고 

학습자가 국어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유용한 사고도구어를 선정하였다. 

조남호(2003)의 어휘 목록은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선정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이다. 김은영(2008)의 어휘 목록은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하는 학술어 목록이다. 김낭예(2005)의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은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이다. 

이러한 목록들의 선정 기준과 상관 정보은 다음과 같다.  

                                                             
1
 김광해(2003)의 등급별 어휘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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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말뭉치 구축 선정 기준 선정 결과 

신명선(2004 ㄱ) 각 분야와 화제의 

단행본과 논문 

어절 수 353 만 개 

범위, 

빈도수 

사고도구어 

926 개 단어족 

 

조남호(2003) 

분야별 일정량의 

자료 

어절 수 150 만 개 

분야, 

빈도수, 

전문가 

판단 

한국어 학습용 어휘 

A 등급 982 개; B 등급 

2,111 개; C 등급 

2,873 개. 

김은영(2008) 소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들의 초록 

어절 수 250 만 개  

영역, 

빈도수 

한국어 학습용 학술어 

815 개 

김낭예(2005) 한국어교육 학회지 

논문  

어절 수 55,559 개 

빈도수, 

전문가 

판단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337 개 

<표Ⅲ-2> 선행 연구 어휘 목록 선정 방법의 비교 

 

<표Ⅲ-2>에 따르면 네 가지 어휘 목록은 모두 경험적(절충적) 방법으로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하였다. 그들의 어휘 선정 절차는 대체로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단계 1: 학술텍스트를 바탕으로 말뭉치를 구축한다.  

 단계 2: 말뭉치에 기초하여 어휘의 빈도 목록을 추출한다. 

 단계 3: 해당 빈도수 및 선정 기준에 의하여 최종 어휘 목록을 선정한다.  

 

어휘 목록들은 말뭉치 구축부터, 어휘 빈도수, 학문 분야 분포, 전문가 

판정까지 주관적 방법을 통하여 객관적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휘 목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 계량 방법을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선정 기준에 따라 분석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이 이용하었다. 

 

1) 분석 자료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 기준을 정한다. 

첫째, 빈도수와 유용성의 관계이다. 네 가지 선행 연구에서 모두 빈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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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았다. 빈도수는 어휘가 말뭉치에서 출현하는 횟수를 의미하며 

어휘의 빈도수로 어휘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빈도수만으로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기초 어휘, 전치사 등과 같은 어휘들의 

빈도수는 높지만 학문 목적 어휘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빈도수 양상과 말뭉치 구성에 따라 본 연구의 빈도수 기준을 세웠다.  

둘째, 신명선(2004ㄱ)에서는 ‘범위’를 고려하였는데 여기서 ‘범위’는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느냐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조남호(2003)에서는 

‘분야’별로 말뭉치를 구성하였고 어휘를 선정하였다. 김은영(2008)에서는 해당 

어휘가 나타나는 ‘영역’의 수를 추출하였고 10 개의 학문 영역에 두루 나타나는 

어휘에 초점을 맞춰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김낭예(2005)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영역에서만 말뭉치를 구성하였지만 전문가의 판단으로 전공과 상관 없이 여러 

분야에서 두루 쓰이는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네 가지 분석 

자료는 모두 어휘의 ‘영역 분포 양상’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는 학문 

목적 어휘 선정의 위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전문가의 판단은 역시 

주관적인 관점으로 빈도수와 영역 분포 양상의 객관성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수용성이 판단될 수 있다.  

 

  2) 어휘 선정은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을 기반으로 한다.  

사고도구어는 학술 활동을 할 때에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어휘들이다. 이는 

전술한 학문 목적 어휘와 같은 개념과 특징으로 다른 관점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선정 연구가 나타나기 전에 한국 국내 

국어교육에서 사고도구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가 미미하였고 

한국어 교육에서 학문 목적 어휘에 관한 선행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도구어 연구는 현재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의 어휘 선정 방법과 교육 방향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고도구어 

목록은 350 만 단어 이상의 대규모 말뭉치를 정교하게 구축한 후 정밀하게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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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선(2004 ㄱ)에 따르면 이 목록은 국어교육뿐만 아니라 학술적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고도구어 목록을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 보아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 중복도, 빈도, 범위 등 측면에서 다른 참조 자료의 어휘 

목록을 사고도구어 목록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조남호(2003)의 목록을 이용하는 것은 이 목록이 국가기관에서 조사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에 따라 어휘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알아야 하는 고급 단계 어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어교육 측면에서 선정된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과 비교하고 검토한다면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더 적합한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영역 분포 양상과 전문가 판단에 의하여 목록을 보완한다.  

빈도수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분석 자료에서의 영역 분포 양상과 전문가 

판단에 의하여 어휘 목록을 보완하였다. 김은영(2008)에서는 큰 규모의 학술적 

말뭉치를 토대로 신뢰성이 높은 기존 어휘 목록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용 학술어를 선정하였고 각 어휘의 빈도수와 학문 영역 분포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목록은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학술어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어휘 선정 목적과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어휘 선정에 유용한 학술어 어휘를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김은영(2008)의 목록을 2 차 선정 과정에서 영역 출현 양상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조현용∙김낭예(2008)에서 김낭예(2005)의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와 용례를 제시하고 있고 실제 학문 목적 읽기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 목록은 한국어 교육 논문 텍스트에서 일반 목적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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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한국어교육 전공용 학문 목적 어휘의 분포 

양상, 빈도수, 전문가 판정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학문 목적 어휘 교육에서 참고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3 차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에 초점을 맞춰 김낭예(2005)의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검토하였다.  

 

 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의 선정 과정 

 

  1.2.1 선정 절차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선정 과정은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을 토대로 다른 세 가지 목록과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은 

학문 목적 어휘 교육 연구에 기초적인 어휘 자료이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어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과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비교를 통하여 두 목록에서 중복된 어휘를 추출하였다. 

단계 2: 첫 단계에서 추출된 어휘는 조남호(2003) 목록의 등급을 확인하고 

어휘의 등급과 적합성에 따라 어휘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적합성은 연구자가 

중국인 학습자들이 내재하고 있는 어휘 지식 체계와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였다. 

단계 3: 앞서 두 단계를 거쳐 1 차 어휘 목록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과 김은영(2008)의 한국어 학습용 학술어 

목록에 중복되지만 1 차 어휘 목록에 없는 어휘를 어휘의 빈도수, 학문 분야 

분포 양상, 어휘의 적합성에 따라 2 차 어휘 목록에서 포함시켰다. 그 중에 

빈도수가 1000 이상이고 출현 학문 분야가 9 개 이상인 중복된 어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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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였다.2 

단계 4: 위의 세 가지 단계를 끝난 후 2 차 어휘 목록이 추출되었다.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과 김낭예(2005)의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목록에 중복되지만 2 차 목록에 없는 어휘를 추출하여 빈도수, 전문가의 

판정 결과, 어휘의 적합성에 따라 최종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그 중에 

빈도수가 10 이상이고 전문가 3 인 이상 판단된 어휘를 최종 어휘 목록에서 

포함시켰다3.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과 조남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 중복된 어휘를 선정한 것은 학문 목적 어휘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의 수용성도 확보될 수 있다.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은 국어 교육 관점에서 선정된 것이고 어휘의 양이 많고 어휘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모두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유용하고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하였으며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조남호(2003) 목록과의 중복 어휘를 확인함으로써 어휘의 양을 타당한 한에서 

줄였다. 또한 김낭예(2005)의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목록과 김은명(2008)의 

한국어 학습용 학술어 어휘 목록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필요한 

학문 목적 어휘를 확인할 수 있었고 1 차 어휘 목록을 보완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선정 절차에 따라 어휘 선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김은영(2008)의 한국어 학습용 학술어 목록에서 최고 빈도수는 13,647(분석 

分析)이고 최저 빈도수는 34(점증漸增)이며 최고 영역 수는 10개이고 최저 영역 

수는 8개이다. 

3
김낭예(2005)의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목록에서 최고 빈도수는 

645(언어言語)이고 최저 빈도수는 1(열거列擧, 탐색探索, 특화特化 등)이다. 전문가 

판정 결과는 최고 6인이고 최저 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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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에서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과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에 중복된 어휘 총 457 개를 추출하였다. 그 중에 조남호(2003) 

목록에서 A 등급에 속하는 어휘는 7 개가 있고, B 등급에 속하는 어휘는 130 개가 

있으며 C 등급에 속하는 어휘는 320 개가 있다. A, B 등급에 속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4. 

 

A 등급: 계획 015, 문제 06, 복잡, 역사 04, 준비, 퍼센트, 필요 

B 등급: 각각 01, 각종, 강제 01, 검사 03, 결과 02, 결정 01, 경제 04, 경험, 

고려 01, 공동 02, 과제 04, 과학, 관계 05, 관련, 관리 04, 관심 01, 교육, 교환 01, 

구체 02, 규칙 02, 긍정, 기간 07, 기대 03, 기본, 기준 03, 기초 06, 내용 02, 

내지01, 논문, 논의02, 능력02, 다수, 다양, 단점01, 대표, 도구10, 등05, 모델, 

목표, 무시 04, 반대 03, 발달, 발생, 발전 01, 발표 01, 방법, 방향, 배경 01, 변화, 

보고 03, 보호 01, 사물 10, 사실 04, 사회 07, 살펴보다, 상관 03, 상대 04, 선택, 

성격 02, 성공 01, 소개 02, 순서, 시대 02, 실제 02, 실패 02, 심각 02, 심리 01, 

양20, 에너지, 역사04, 완벽01, 외04, 요청, 우수11, 위치01, 의미02, 이상09, 

이성 08, 이용 01, 이해 06, 일반 02, 자동 01, 자료 03, 자연 01, 자체 02, 장 25, 

장점 02, 재료 01, 적극, 적당 04, 적어도, 전문 08, 절대 05, 점차 02, 정답, 

정리 09, 정보 06, 정확 01, 제한 01, 조건 02, 조사 30, 종류 02, 종합, 주변 04, 

주요 01, 주제 04, 중요 02, 지점 03, 직접, 질서 03, 집중 02, 차이, 최고 02, 최근, 

최대, 최초, 출발, 통일 02, 특징, 판단, 표현, 프로그램, 해결 02, 확대 02, 확실, 

확인 02, 환경 02, 활동 02, 활발, 활용, 효과 01 

                                                             
4

 조남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C등급 어휘는 상대적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A, B 등급 (초∙중급 어휘)어휘를 배제하고 

C등급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원칙으로 어휘를 선정하였다. 

5
 어휘 뒤의 숫자 표기는 『표준국어대사전(2000)』에서 제시하는 어휘의 의미 

분류를 따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획01’의 경우 다음을 의미한다. 

    ‘계획01(計劃/計畫)「명사」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 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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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등급 어휘들은 대부분 김광해(2003)에서 나눈 등급 중에 1 등급에 속하는 

기초적인 어휘들이다. 어휘의 학문 목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A 등급 어휘를 모두 

제외시켰다. B 등급 어휘 중에는 1~4 급 어휘는 총 122 개가 있이고 5~6 급 

어휘는 총 8 개가 있다. 5~6 급6 어휘 중에 중국인 학습들에게 학습 부담7을 더 

많이 주는 단어를 ‘심각 02, 적당 04, 확실, 활발’ 4 개가 있으며 이들을 어휘 

목록에 포함시켰고 남은 126 개 어휘를 제외시켰다. 따라서 중복된 어휘 중에 

321 개의 C 등급 어휘를 포함하여 1 차 목록에서 총 324 개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차적으로 김은영(2008)의 한국어 학습용 학술어 목록에서 빈도수가 

1000 이상, 나타나는 학문 분야가 9 개 이상이고,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과 중복되지만 1 차 목록에서 없는 어휘 ‘사상 15, 수행 02, 연구 03, 요구 03, 

유형02, 장애02, 제도01, 향상01, 현대01, 활성화’ 10개가 선정되었다. 이는 두 

가지 목록 간의 중복도, 빈도수, 학문 분야 분포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따라서 

2 차 목록에서 총 335 개 어휘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낭예(2005)의 전공 무관 학문 목적 어휘 목록에서 빈도수가 

10 이상이고 전문가 3 인 이상 판단되며 신명선(2004 ㄱ)의 사고도구어 목록과 

중복되지만 2 차 목록에 없는 어휘 ‘개념, 개설 03, 개정 03, 결합, 구축 03, 

기반 01, 기존, 나열 02, 달성, 대안 05, 맥락, 명시 02, 모형 05, 문헌, 배열 02, 

변인 02, 부각 05, 부여 04, 분류 03, 빈도 03, 상이 02, 상호 04, 설정 02, 성과 01, 

수립 02, 신장, 양상 08, 언급, 여부 01, 연계 03, 연관 06, 요소 04, 위상 02, 

유도 08, 유형 07, 이외 01, 인과 03, 인용 02, 전략 03, 정립 02, 정의 05, 제기 06, 

중복 05, 추론 02, 추출, 충족, 측면, 파악 01, 하위 02, 학문 02, 항목, 현황 02’ 총 

                                                             
6
김광해(2003)에 따르면 5~6등급 어휘는 한국어 교육용 6구분에서의 고급 어휘에 

속한다(<표Ⅱ-2> 참조). 

7
 Nation(2001:24)에서는 학습 부담의 일반적 원칙은 학습자가 숙지한 어휘의 

패턴과 지식이 많을수록 학습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한 단어가 

발음, 의미, 문법 패턴, 연어 관계, 어휘 사용의 제약 등 측면에서 모국어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학습 부담이 상당히 적고 어휘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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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를 선정하였다. 이는 자료 간의 중복도, 빈도수, 전문가 판단에 의하여 

선정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학문 목적 어휘 선정 과정에서 총 386 개 

어휘를 학문 목적 어휘로 선정하였다.  

 

  1.2.2 선정 결과 

 

본 절에서는 선정 결과에 대하여 양적으로 검토하였다. 선정된 386 개 어휘 

중에 고유어는 ‘드러나다, 바람직, 비롯, 이룩하다, 틀’ 5 개가 있고 외래어는 

‘시스템, 아이디어’ 2 개가 있다. 남은 어휘들은 모두 한자어이고 전체 어휘의 

98.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학문 목적 어휘는 대부분 한자어로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한자어는 일상용 한자어보다 탈주관성, 비화제성, 

중립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적 맥락에서의 의미와 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할 필요가 있다. 고유어는 한자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에 대한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광해(2003)의 등급에 따라서 선정된 어휘의 등급별 분포 양상은 

<표Ⅲ-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등급 개수 (개) 비율(%) 어휘 예시 

1 등급 17 4.39% 개념, 과정 03, 부분 01, 생산, 의식 03… 

2 등급 83 21.45% 건설, 공급 02, 대개 03, 보존, 인식… 

3 등급 117 30.23% 개선 01, 모범 02, 발생, 사고 14, 주의… 

4 등급 96 24.81% 강력 03, 논하다, 담당, 배열 02… 

5 등급 57 14.73% 감소 01, 개정 03, 기법 01, 본격, 추출… 

6 등급 13 3.36% 가상 05, 독창 05, 명확, 상이 02… 

7 등급 4 1.03% 명시 02, 밀접, 불가피, 현상 03 

<표Ⅲ-3> 등급별 어휘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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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와 같이 1~4 등급의 어휘는 한국어 교육에서 초∙중∙상∙고급의 어휘와 

대응되고 5 등급 어휘는 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에서 접하는 전문어들이며 

6 등급 어휘는 저빈도어이다. 학문 목적 어휘 목록에서 2~5 등급 어휘의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7 등급 어휘는 누락어라고 하고 분야별 전문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어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어휘의 선정 

결과에 있어서 동형이의어에 관한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형태와 발음이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들은 중복된 어휘로 취급하지 않으며 이들은 학문 목적 

어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명선(2004 ㄱ) 조남호(2003) 김은영(2008) 김낭예(2005) 

기술(記述) 

기술(既述) 

기술(記述)   

기원(起源) 

기원(紀元) 

기원(起源) 

기원(紀元) 

  

유형(有形) 

유형(類型) 

 유형(類型) 유형(有形) 

이론(理論)  이론(異論)  

이상(理想)  이상(異狀)  

조정(調整)  조정(措定)  

 

각 목록 간의 중복 상황에 의해 최종 학문 목적 어휘 목록에서 ‘기술記述, 

기원起源, 기원紀元, 유형有形, 유형類型’만 포함시켰다. 동형이의어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휘 목록에서 한자어를 한자와 같이 병기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Ⅲ장의 어휘 선정 결과 중에 20 개 어휘를 선택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20 개 실험 어휘는 

등급별 어휘의 비율에 따라 임의로 선정되었으며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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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실험 어휘 개수 

1 등급 상황狀況 1 개 

2 등급 한계限界 1 개 

3 등급 검토檢討, 조절調節, 안정安定, 통제統制, 극복克服 5 개 

4 등급 기여寄與, 적용適用, 수행遂行, 보완補完, 강화强化 5 개 

5 등급 감소減少, 언급言及, 신장伸張, 부각浮刻, 논쟁論爭 5 개 

6 등급 심각深刻, 활발活潑 2 개 

7 등급 불가피不可避 1 개 

 

 1.3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의 제시 방법 

 

한재영 외(2011)에서 어휘 제시 방법을 교수법 차원, 매체 활용 차원, 어휘 

구조 차원, 어휘와 언어 문화 차원에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먼저 어휘 목록의 제시 방법을 검토하였다. 

어휘를 목록에서 제시할 때 어휘의 의미와 구조에 초점을 맞추면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의 특징에 따라서 

한재영 외(2011)에서 소개한 설명과 예시를 이용한 제시 방법, 문맥을 이용한 

제시 방법, 어휘장을 이용한 제시 방법, 주제별 제시 방법 네 가지 어휘 구조 

차원의 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명과 예시를 이용한 제시 방법 

이는 해당하는 어휘 및 어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예문과 함께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어휘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어휘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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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한계(限界) 

설명: <뜻풀이>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중국어 해석> 界限, 局限. 克服局限: 한계를 극복하다 

예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 2) 언급(言及) 

설명: <뜻풀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함.  

<중국어 해석> 谈及, 谈到, 提到. …을 언급하다;…에 대하여 언급하다 

예시: 앞 절에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문맥을 이용한 제시 방법 

한재영 외(2011)에서 문맥은 문장의 각 성분 사이에 성립하는 의미론적이고 

논리적인 관계의 총칭을 가리키며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락 사이의 관계도 

문맥이라고 논의하였다. 학문 목적 어휘는 대부분 중의성을 가지는 한자어이고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어휘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3) a. 본 연구는 대표적인 이익조정 동기인 적자 회피와 이익 평준화를 위해 

기업들이 실제로 경영활동을 변경시켜 이익을 조정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들은 재량적발생액을 활용하거나 투자 

활동 등을 변경하여 이익을 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후략) 

--<김지홍 외(2008), 적자 회피 및 이익 평준화를 위한 실제 이익조정 활동, 

회계저널 제 17 권 제 4 호, 한국회계학회> 

b.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후략) 

--<장경희(2011),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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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예 3) a 에서 조정(調整)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을 뜻하고 

문맥에 의하면 특정한 금액에 따라 이익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b 의 문맥을 통하여 조정(調停)은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분쟁을 

조정하다’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시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알 수 있고 어휘 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3) 어휘장을 이용한 제시 방법 

한재영 외(2011)에 의하면 어휘장은 의미적 공통성이나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일련 어휘들의 집단이다. 학문 목적 어휘는 유의어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어휘를 제시하면 어휘 학습이 보다 효과적이다.  

 

예 4) 근본, 근원, 기원 

어휘 뜻풀이 예시 비고 

근본(根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우리 경제가 불황 상태에 

있는 것이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근본적이다 

근원(根源)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에 

근원하고 있다. 

근원적이다; 

근원하다 

기원(起源)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이 풍습은 고려 시대에서 

기원한 것이다. 

기원하다 

 

4) 주제별 제시 방법 

주제별 제시 방법은 한 주제를 정한 후 그 주제의 하위어를 제시하고 그 

하위어와 연관된 어휘들을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한재영 외, 2011:135). 

신명선(2004 ㄱ)에서는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사고도구어를 11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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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으며 각 분류에 속하는 어휘들은 의미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신명선(2004 ㄱ)에 따르면 논의 대상과 관련하여 학술텍스트의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단어들이 <개념류>에 속한다. 예를 들어, 

‘개념, 관념 02, 사고 14, 의사 02, 아이디어, 내용, 정보’ 등 어휘들은 <개념류>에 

속한다. 본 연구의 학문 목적 어휘도 이러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 5) <관계>, <체계>, <범위>, <원인> 

분류 예시 어휘 

<체계> 수립 02, 구조 08, 조직, 구성 07, 형성 01, 구축 03, 실현, 틀 01 

<관계> 결합, 연결 01, 연계 03, 연관 06, 밀접,  

대응 02, 독립, 상호 04, 통제 02, 통합, 간섭,  

<범위> 분야, 분포 02, 영역 03, 설정 02, 한정 01, 한계, 제약 01,  

<속성> 적당 04, 바람직하다, 합리 01, 적절, 명확,  

명시 02, 확실, 객관 03, 본격, 핵심,  

 

위의 표에서 ‘수립 02, 구조 08, 조직, 구성 07, 형성 01, 구축 03, 실현, 틀 01’ 

등 어휘는 ‘체계’의 의미와 유사하거나 ‘체계’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분류 기준에 

따라 각 분류에 있는 어휘가 다를 수 있으나 학습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에 

따라 어휘를 선택하고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2. 학문 목적 어휘의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를 학습할 때 겪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한∙중 대조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한∙중 대조 분석은 어휘를 형태적, 의미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대조하고 

분석하였다. 형태적 대조 분석에서는 의미가 완전 같고 형태가 다른 어휘, 즉 

이형어를 중심으로 하였다. 의미적 대조 분석에서는 형태가 완전히 같고 의미가 

다른 어휘, 즉 동형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동형어에는 의미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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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어휘도 있다. 이러한 어휘도 의미적 분석에서 다루었다. 사회∙문화적 

대조 분석에서는 형태와 개념적 의미가 같지만 사회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어휘는 동형부분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대조 분석 체계는 <표Ⅲ-4>와 같다. 

 

분석 분류 소분류 

 

형태적 대조 

분석 

 

이형동의어 

이형동의어 

-완전이형동의어 

-부분이형동의어 

-자순이 다른 경우 

-형태소가 다른 경우 

-형태소의 수가 다른 경우 

 

의미적 대조 

분석 

 

 

동형이의어 

동형완전이의어 

동형부분이의어 

-의미가 축소된 어휘 

-의미가 확대된 어휘 

-의미를 공유하는 어휘 

사회∙문화적 

대조 분석 

 

 

-사회적 차이 

-문화적 차이 

<표Ⅲ-4> 학문 목적 어휘 한∙중 대조 분석 체계 
 

 

대조 분석 기준 참조에 관해서는 한국 어휘의 의미와 예문에 관한 내용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2000)』과 네이버 중국어 사전을 참조하였으며, 

중국어 어휘의 의미와 예문에 관한 내용은 상무인서사의 『현대한어사전 

(現代漢語辭典) (2005)』과 온라인『신화사전（新華字典）』을 참조하였다. 

 

 2.1 형태적 대조 분석 

 
 

형태적 대조 분석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의 형태에 주목하여 한국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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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의 형태적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에서는 어휘를 의미가 같은 전제 하에 

형태가 완전히 다른 어휘와 형태가 부분적으로 다른 어휘 두 가지로 나누었다. 

형태가 완전히 다른 어휘를 완전이형동의어라고 보았고 형태가 부분적으로 다른 

어휘를 부분이형동의어라고 보았다.  

 

  2.1.1 완전이형동의어  

 

완전이형동의어는 의미가 같지만 형태가 완전히 다른 단어들을 말한다. 

이들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가 없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어휘이다. 

한국어의 고유어와 외래어 ‘드러나다, 바람직, 비롯, 이룩하다, 틀, 시스템, 

아이디어’는 이 유형에 포함되었고 한자어와 고유어로 합성된 ‘폭넓다’도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완전이형동의어는 총 9 개가 있다. 그들의 대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휘 한자 중국어 뜻풀이 

드러나다  露出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 

바람직  可取的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 

비롯  以…为首 처음으로 시작하다. 

이룩하다  实现 어떤 큰 현상이나 사업 따위를 이루다. 

틀  框架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 

시스템  系统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 

아이디어  看法 어떤 일에 대한 구상. 

폭넓다 幅-넓다 广泛 어떤 일의 범위나 영역이 크고 넓다. 

지적 知的 智力的/

知识的 

지식이나 지성에 관한. 또는 그런 것. 

<표Ⅲ-5> 완전이형동의어 대조 분석 결과 

 

‘시스템'과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영어 어휘 ‘system’과 ‘idea’를 활용하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형태를 다시 익혀야 한다. 고유어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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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되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의미와 형태를 모두 새롭게 학습하여야 

한다. 한자어의 경우에는 대응되는 한자가 학습자의 모어 체계에 부재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휘의 형태를 인식하는 데 부정적인 모국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1.2 부분이형동의어  

 

부분이형동의어는 의미가 같지만 형태가 부분적으로 다른 어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의 어휘를 자순이 다른 경우, 형태소가 다른 경우, 형태소의 

수가 다른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대조 분석하였다.  

 

(1) 자순이 다른 경우 

ㄱ. 한국어 AB형 ： 중국어 BA형 

이 유형의 어휘는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의 의미가 같고 어휘의 형태가 

유사하지만 어소의 위치가 전도되었다. 이 유형에 속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한자        중국어 

논쟁       論爭         争论 

연관       聯關         关联 

한계       限界         界限 

 

ㄴ. 한국어 AB형 ：중국어 AB/BA형 

이 유형의 어휘는 같은 의미로 한국어에서는 AB형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AB/BA 순서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한자          중국어 

전개       展開         展开/开展 

상호       相互         相互/互相 

도달       到逹         到达/达到 

위상       位相         位相/相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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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소가 다른 경우 

ㄱ. 한국어 AB형 ：중국어 AC형 

이 유형의 어휘는 같은 의미로 나타나지만 어소에 차이가 있는데 단어의 후행 

어소가 중국어와 다르다. 이 유형에 속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한자          중국어  

      각기        各其           各自 

      거부        拒否           拒绝 

급격        急激           急剧 

    대처        對處           对付 

    설득        說得           说服 

    적절        適切           适当 

전반        全般           全盘  

기반        基盤           基础 

밀접        密接           密切 

양상        樣相           样态 

      하위        下位           下级 

      해소        解消           解除 

    

ㄴ. 한국어 AB형: 중국어 CB형 

이 유형의 어휘는 선행 형태소가 중국어와 일치하지 않다. 이 유형에 속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한자          중국어 

직후        直後          之后 

도입        導入          引入 

통합        統合          联合 

기존        旣存          现存 

발견        發見          发现 

보완        補完          补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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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附與          赋予 

선호        選好          偏好 

여건        與件          条件 

  

ㄷ. 한국어 AB 형: 중국어 CA 형 

이 유형의 어휘는 한국어 어휘의 선행 형태소가 중국어 어휘의 후행 형태소와 

같고 한국어 어휘의 후행 형태소가 중국어 어휘의 선행 형태소와 완전히 다른 

형태소로 구성된다. 이 유형에 속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한자         중국어 

       점검           點檢         查点 

 입력           入力         输入 

 

(3) 형태소의 수가 다른 경우 

한국어 A/BD/ABC/AD: 중국어 AB/ABCD 

이 유형의 어휘는 2음절 또는 3음절 한국어 어휘가 중국어에서 4음절 어휘로 

쓰이는데 중국어에서 한국어 어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분류에 속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한자           중국어 

답             答              答案 

대안           對案           应对方案 

불가피        不可避          不可避免 

변인           變因           变化原因 

 

한국어 어휘와 중국어 어휘가 자순, 형태소, 형태소의 수에 차이가 있는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부분이형동의어를 검토하였다. 학문 목적 어휘 중에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총 34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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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의미적 대조 분석  

 

의미적 대조 분석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 중에 중국어 어휘와 비교할 때 의미 

차이가 있는 어휘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이는 학문 목적 어휘와 대응되는 

한자가 중국어에서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다. 이러한 

어휘는 동형이의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유형의 어휘는 중국어 

어휘에 비해 한국어 어휘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어휘, 한국어 어휘의 의미가 

축소된 어휘, 한국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된 어휘, 중국어와 의미를 공유하는 

어휘 4 가지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분류는 동형완전이의어로 보고 

남은 3 가지 분류는 동형부분이의어로 보았다.  

 

  2.2.1 동형완전이의어  

 

동형완전이의어는 한국어 어휘가 중국어 어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어휘를 말한다. 이 유형의 어휘들은 중국어에서 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제시提示’와 

‘기여寄與’의 대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시 

(한국어) 提示: 

1)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 

2) 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임. 

예문: 연구 계획서를 제시한다. 

(중국어) 提示: 

힌트 또는 주의를 줌. 

예문 a: 根据提示，选择正确答案。  

 힌트에 따라 정답을 선택하십시오. 

예문 b: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방안이 상호 영향도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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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지 않았다.  

 这个研究里提出的大部分方案没有充分显示相互影响度。 

 

예문 b 에서 ‘제시’는 ‘대부분의 방안을 글로 나타내어져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며 학습자들이 이를 ‘힌트를 주는 대부분의 방안’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인다’는 의미를 표현하려고 할 때 

‘제시’와 대응되는 중국어의 ‘提出’과 한국어의 ‘제출’은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들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제시’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는 

‘提出’이며 ‘提示’와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암시하다’와 ‘힌트를 주다’ 두 

가지가 있다. 

 

기여 

(한국어) 寄與 

1)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2) 물건을 부쳐 줌. 

예문 a: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어) 寄予 

관심, 동정 등을 주다; 기대, 희망을 걸다. 

예문 b: 父母对于子女寄予极大的期望。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대한 기대를 걸다. 

예문 c: 실험 결과에 따라 선진적인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根据实验结果先进的技术可以为增进企业竞争力作贡献。 

 

예문 c 에서 ‘기여’는 ‘선진적인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기여’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는 ‘贡献(공헌)’이다다. 

‘贡献’은 한국어에서 ‘공헌하다’,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등 어휘들과 대응될 수 

있다. 이는 중국어 어휘가 한국어에서 여러 가지 어휘와 대응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贡献’과 대응되는 한국어 어휘 ‘공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기여’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는 ‘贡献’이며 ‘寄予’와 대응되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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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희망, 기대를 걸다’ 와 ‘관심, 동정을 주다’ 두 가지가 있다. 

한편, 한국어 어휘와 중국어 어휘 간의 의미적 차이뿐만 아니라 통사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該當’과 

‘반면反面’의 대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한국어) 該當 

1)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 

2)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 

예문 a: 해당 조건을 만족시켜야 실험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어) 该当 

1) 운명은 이렇게 정해진 것. 

2) 해야 하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응당하다. 

예문 b: 为了梦想，我们该当努力。 꿈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예문 c:.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술 분야에서 기술을 향상시킨다.  

 为了确保准确性, 在有关技术领域里提高技术。 

예문 d: 이상으로 언급한 기술은 이 분류에 해당된다. 

 上面谈及的技术属于这一类。 

 

예문 b 에서 ‘해당’은 ‘관련된 기술 분야’라는 의미로 쓰이고 중국어의 ‘有关’과 

대응된다. ‘有关’은 ‘관련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또한 형용사로 쓰인다. 

예문 d 에서 ‘해당’은 ‘속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중국어의 ‘属于’와 대응된다. 

중국어의 ‘该当’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한국어의 ‘해당’과 비교할 

때 의미와 용법이 완전히 다르다. ‘해당’은 다의어이며 그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는 ‘有关과 ‘属于’ 두 어휘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어휘는 한국어에서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해석된다. 즉, ‘有关’은 ‘관련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属于’는 

‘속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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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어) 反面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 

예문 a: 봉사 활동은 힘이 드는 반면에 보람이 있다. 

(중국어) 反面 

1)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면 

2) 물체의 정면과 반대되는 면 

3) (일, 문제)의 다른 일면 

예문 b: 要养成从反面看问题的习惯。 

다른 일면에서 문제를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예문 c: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의 불편 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一方面业务的效率性提高了，另一方面使用者的不便事项也增加了。 

 

예문c 에서 ‘반면’은 뒤에 오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반대된다는 의미로 쓰인다. 

중국어의 ‘反面’은 ‘부정적’, ‘다른 일면’, ‘뒷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반면’과 다르다. ‘반면’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관용 구절 ‘另一方面(다른 

한편)’이다. 따라서 ‘반면’의 경우에 중국어 관용 구절 ‘另一方面’를 활용해서 

한국어의 관용 표현 ‘반면에’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학문 목적 어휘 중에 동형완전이의어는 위에서 살펴본 어휘들을 포함하여 총 

10 개가 있으며 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한국어 뜻풀이 중국어 뜻풀이 대응되는 

중국어 

갈등 

葛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칡과 등나무. 

纠纷/ 

矛盾 

기여 

寄與 

1)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2) 물건을 부쳐 줌. 

관심, 동정 등을 주다; 

기대, 희망을 걸다. 

贡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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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 

土臺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고대건축유적 

基础 

해당 

該當 

1)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 

2)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 

1) 운명은 이렇게 

정해진 것. 2) 해야 

하다. 당연하다.  

有关/ 

属于 

강의 

講義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1. 강의안 

2. 경서를 강의함 

讲课/ 

上课 

 

반면 

反面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 

1)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면;2)물체의 

정면과 반대되는 

면;3)(일, 문제)의 다른 

일면 

另一 

方面 

본격 

本格 

1)근본에 맞는 올바른 

격식이나 규격. 2) 본디의 

격식이나 규격. 

추리학 전문어 正式 

 

작성 

作成 

1) 서류, 원고 따위를 만듦.  

2) 운동 경기 따위에서, 

기록에 남길 만한 일을 

이루어 냄. 

1)완성 시키다. 달성케 

하다. 돌보다. 2)기르다, 

양성하다. 3)~척을 

하다. 4)~로 하다. 

作/弄/搞 

 

제시 

提示 

1)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 2)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임. 

 

힌트 또는 주의를 줌. 

 

提出 

추출 

抽出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 

1)빼다. 2)(시간을) 내다 抽取 

<표Ⅲ-6> 동형완전이의어 대조 분석 결과 

 

  2.2.2 동형부분이의어 

 

동형부분이의어는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를 말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휘 

의미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중국어보다 의미가 

축소된 한국어 어휘, 중국어보다 의미가 확대된 한국어 어휘, 중국어와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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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한국어 어휘이다.  

 

(1) 중국어 어휘보다 의미가 축소된 어휘 

이 유형은 어휘의 형태가 같지만 한국어 어휘가 지니는 의미가 중국어 어휘가 

지니는 의미보다 더 적은 경우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지만 사용 문맥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는 한국어 어휘에서 사라졌거나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는 그것을 모른 채 중국어의 의미에 따라 자주 사용한다. 

다음으로 학문 목적 맥락에서 ‘검토檢討’와 ‘지적指摘’의 사용 양상을 통하여 

그들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았다.  

 

검토 

(한국어) 檢討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 

(중국어) 检讨 

중국어에 더 있는 의미: 반성, 자기 비판. 반성문. 

예문 a: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였다.本研究详细探讨/检讨了新政策对国民生活的影响。 

예문 b: 学校教学中书面检讨在改善学生行为上作用并不大。 

학교 교육에서 서면적 반성문이 학생의 행위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았다. 

 

예문 a 에서 ‘검토’는 중국어의 ‘检讨’보다 ‘探讨’로 표현하면 문장이 더 

적절하고 자연스럽다. ‘探讨’는 ‘탐구하고 토론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특정한 

사용 문맥에서 ‘检讨’와 상대 동의어이다. 그러나 예문 b 에서 ‘检讨’는 ‘검토’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반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맥락에 따라 ‘검토’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는 ‘检讨’ 혹은 ‘探讨’ 두 어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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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습자에게 명시적인 지도를 제공하면 어휘 오류를 감소할 수 있다. 

 

지적 

(한국어) 指摘 

1) 꼭 집어서 가리킴. 

2)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함. 

(중국어) 指摘 

중국어에 더 있는 의미: 발췌하다. 

예문 a: 연구자들이 이 방법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研究者们指出/指摘了这个方法论的局限和问题。 

예문 b: 试验中，要指摘实验内容的要点，仔细观察发展动向。 

 실험에서 실험 내용의 요점을 발췌해야 하고 발전 동향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예문 a 에서 ‘지적’은 중국어의 ‘指摘’보다 ‘指出’로 표현하면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指出’은 ‘지적하다, 밝히다, 가리키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예문 a 에서의 ‘지적’은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指出’과 대응된다. 예문 b 에서 

‘指摘’는 ‘중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록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한국어의 

‘발췌하다’와 대응된다.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문맥에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하거나 사용하지 못 할 때 중국어의 ‘指出’과 같이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중국어 어휘보다 의미가 축소된 어휘는 다음과 같이 총 47 개가 있다. 

간섭干涉 개정改定 개별個別 검토檢討 경계境界 결합結合 관찰觀察 구성構成 

규칙規則 기록記錄 기초基礎 내외內外 대상對象 등장登場 모범模範 반응反應 

변동變動 보관保管 부분部分 부재不在 분리分離 분석分析 파악把握 상당相當 

소유所有 수립樹立 신장伸張 실패失敗 연구硏究 영향影響 완성完成 용어用語 

의식意識 일정一定 작용作用 장면場面 전달傳達 적응適應 접촉接觸 조명照明 

지적指摘 지지支持 진행進行  추진推進  향상向上   확정確定  불과하다不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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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어 어휘보다 의미가 확대된 어휘 

이 유형은 어휘의 형태가 같지만 한국어 어휘가 지니는 의미가 중국어 어휘가 

지니는 의미보다 더 많은 경우이다. 한국어 어휘는 중국어 어휘가 지니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 어휘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하지 못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機能’과 ‘부각浮刻’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기능 

(중국어)机能 

하는 구실이나 작용을 함. 또는 그런 것. 인체 기관의 작용과 활동 능력 

예문 a: 소화 기능이 정상이다. 消化机能弱正常。 

(한국어)機能 

한국어에 더 있는 의미: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 

예문 b: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부문이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发挥着多种功能的部门在实行政府政策上扮演着重要的角色。 

 

예문 b 에서 ‘기능’은 중국어의 ‘机能’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기능’은 중국어의 ‘机能’과 대응되지 않고 중국어의 ‘功能’와 대응된다. 중국어의 

‘机能’은 일반적으로 인체 기관의 작용과 활동 능력을 표현할 때만 쓰인다. 

 

부각 

(중국어) 浮刻 

돋을새김 

(조각에서,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기는 일). 

(한국어) 浮刻 

한국어에 더 있는 의미: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예문 a: 이러한 방법은 관리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 특성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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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考虑到管理者作用的时候，这种方法突显了其特性。 

 

여기서 ‘부각’은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중국어의 ‘突显’과 

대응된다. 중국어의 ‘浮刻’은 일반적으로 미술학에서의 돋을새김만을 가리킨다. 

학문 목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부각’은 ‘(…을)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하다’ 혹은 ‘(…으로) 주목 받는 사람, 사물, 문제 따위로 나타나다’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중국어 어휘보다 의미가 확대된 어휘는 다음과 같이 총 15 개가 있다. 

기능機能 간격間隔 감각感覺 근본根本 근원根源 기구機構 보조補助   

부각浮刻 소재素材 시각視角 심각深刻 실험實驗 전망展望 제기提起  

활발活潑 

 

(3) 중국어 어휘와 의미를 공유하는 어휘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들은 형태적으로 동일하지만 공유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각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학습자에게 많은 혼란을 

일으키며 학습자들이 공유하는 의미만 주목하여 어휘를 학습하는 가능성이 높다. 

학문 목적 어휘 중에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설정設定, 연계聯繫, 장애障礙, 

정립定立, 대체大體’ 5 개가 있다. ‘연계聯繫’와 ‘대체大體’의 대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계 

공유하는 의미:  

1)잇따라 맴. 2)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예문 a: 이 실험은 국제적 상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这个实验与国际情况密切地联系在一起。 

(한국어) 聯繫 

한국어에 더 있는 의미:  

예전에 다른 사람의 죄에 관련되어 옥에 매는 일을 이르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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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의미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는 连坐이다. 

(중국어) 联系 

중국어에 더 있는 의미: 연락하다 

예문 b: 信息时代里，人们变得很少联系朋友，只通过网上分享生活故事。 

 정보 시대에서 사람들이 친구와 자주 연락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생활 이야기를 나눈다. 

 

  예문 a 에서 ‘연계’는 학문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다’는 의미로 

쓰인다. 중국어의 ‘联系’는 ‘관계를 맺다’와 ‘연락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체 

공유하는 의미: 일이나 내용의 기본적인 큰 줄거리. 

예문 a: 대체로 사람들은 모두 여가를 즐길 기회를 원한다. 

 大体上说，人们都想要享受休闲时光的机会。 

(한국어) 大體 

한국어에 더 있는 의미: (주로 의문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도대체. 

예문 b: 사람들은 흔히 행복 행복하고 떠들지만, 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人们虽然常谈起幸福，幸福到底是什么呢？ 

(중국어) 大体 

중국어에 더 있는 의미: 중요한 도리; 대국; 전체 국면. 

예문 c: 要建立好良好的人际关系，就得识大体。 

 양호한 대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관계에 중요한 도리를 알아야  

   한다. 

 

한국어의 ‘대체’와 중국어의 ‘大体’는 각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휘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어휘를 철저하게 

배우려면 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어휘와 한국어 어휘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도 인식하고 더 공고한 어휘 의미 지식도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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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사회∙문화적 대조 분석 

 

부회청(符淮青, 2007)에서는 단어의 부속의미를 단어의 형상색채, 문체색채, 

감정색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단어는 표상과 상상이라는 

심리활동으로 인하여 사람의 머리 속에서 반영대상의 형상으로 생겨나게 되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단어의 형상의미 혹은 형상색채라고 한다(부회청, 

2007:109). 그러나 형상색채는 사람의 심리활동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형상색채를 갖고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명사와 

형용사이다. 학문 목적 어휘는 대부분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 형상색채를 살펴보지 않는다. 

문체색채는 각기 다른 단어가 사회 의사소통의 다른 범위 안에서, 각기 다른 

문체에 적용되는 상황을 가리킨다(부회청, 2007:114). 또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색채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물을 인식하거나 혹은 객관적인 사물에 영향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반응이다. 본 절에서는 어휘의 

감정색채와 문체색채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한∙중 대조 

분석하였다. 

 

  2.3.1 사회적 차이 

 

사회 의사소통의 범위에 따라 어휘의 사용 맥락이 달라진다. 사회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학문 목적 어휘는 같은 형태와 의미로 쓰이지만 그들의 사용 

문체는 다르다. 이러한 유형의 어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어휘는 학문적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중국어 어휘는 고대 중국어 

맥락에서 문어체로만 쓰이는 경우이다. ‘별도別途, 통제統制, 논하다論’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한국어 어휘는 학문 목적 어휘로 쓰이지만 중국어 

어휘는 전문 분야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이다. ‘맥락脈絡, 수행遂行, 

활성화活性化’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별도別途’와 ‘수행遂行’의 대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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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별도 

(한국어) 別途 

1) 원래의 것에 덧붙여서 추가한 것. 2) 다른 방면. 

(중국어) 别途 

异途；其他途径 다른 길; 다른 방도 

예문 a: 《孔子家语·相鲁》:“长幼异食，强弱异任，男女别涂，路无拾遗。” 

‘男女别涂’ 남녀가 다른 길을 간다(헤어진다). 

예문 b: 이 실험은 별도의 방법론과 절차로 진행하고자 한다. 

 这个实验将用另外的方法论和程序进行。 

 

한국어의 ‘별도’는 ‘원래의 것에 덧붙여서 추가한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중국어의 另外와 대응된다. ‘별도’와 대응되는 한자 ‘别途’는 현대 중국어 일상적 

맥락에서 쓰이지 않고 특정한 문어 맥락에서만 쓰인다. 또한 ‘별도’와 중국어의 

‘别途’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별도別途’를 배울 때 

더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교사가 어휘를 문맥에 따라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통제’와 대응되는 한자 ‘统制’는 ‘통치하고 제약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고대 중국어 맥락에서 많이 쓰인다. ‘통제’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는 

‘控制’, ‘管制’이다. ‘논하다(論)’는 고대 중국어에서 ‘논의하다, 토론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반면에 ‘論’는 현대 중국어에서 한 단어로 쓰이지 않고 ‘論+명사’의 

방식으로 ‘-에 따라’ 혹은 ‘-을 논하자면’의 의미를 표현한다. ‘論’는 

‘相提并论(한데 섞어 논하다)’, ‘另当别论(따로 논의하여야 한다)’ 등 

사자성어에서도 사용된다.  

 

수행 

(한국어) 遂行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 

(중국어) 遂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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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조롭게 진행하다; 2) 임무를 완성하다. 군사 자료에서만 사용된다. 

예문 a: 人民海军已能随时遂行多样化军事任务。 

 인민 해군이 다양화 군사 임무를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예문 b: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为了提高企业竞争力得提升业务执行能力。 

 

예문 b 에서 ‘수행’은 ‘업무를 완성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중국어의 ‘执行’과 

대응된다. 그러나 ‘수행’와 대응되는 한자 ‘遂行’은 ‘수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遂行’은 예문 a 처럼 군사 분야 맥락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遂行’을 일상생활이나 학문적 문맥에서는 접하지 못한다. 

‘맥락脈絡’은 의학 분야 맥락에서 쓰이고 ‘활성화活性化’는 화학 분야 맥락에서 

쓰인다. 

 

  2.3.2 문화적 차이 

 

학문 목적 어휘는 ‘탈주관성, 비화제성, 중립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감정색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 어휘와 같은 형태와 의미를 갖고 

있는 일부 한국어 어휘는 문화적 측면에 중국어 어휘와 차이가 있다. 중국어 

어휘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색채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수단手段, 의사意思, 처리處理’ 3 개가 있다.  

 

수단 

(한국어) 手段 

1)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2)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꾀. 

예문 a: 본 연구에서 분석적 수단으로 실험을 분석했다. 

 本研究用了分析方法分析了实验。 

(중국어) 手段 

중국어에 있는 감정색채: 정당하지 않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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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b: 良好的人际关系不能靠使手段获得。 

 양호한 대인관계는 수완을 써서 얻어서 안 된다. 

 

예문 a 에서 ‘수단’은 중국어의 ‘手段，方法(방법)’과 대응되지만 예문 b 에서 

‘手段’은 한국어의 ‘수완, 속임수’와 대응된다. 중국어의 ‘手段’은 부정적인 

감정색채가 있다.  

한국어의 ‘의사意思’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중국어의 ‘意思’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친밀한 정, 

가삼의 표시, 성의; 기분; 추세, 기색; 재미, 흥미; 성의를 표시하다’는 의미도 

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뇌물을 주는 

경우에 중국어 ‘意思一下’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의를 표시해보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중국어의 ‘意思’는 부정적인 색채를 지닌다. 중국인은 ‘意思’에 

대하여 복잡한 정서가 있다. ‘처리處理’는 한국어에서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지음’과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작용을 일으킴’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중국어의 ‘处理’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처벌하다, 징벌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한∙중 대조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 어휘와 형태적, 의미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차이가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는 129 개가 있으며 동형동의어는 

257 개가 있다. 각 유형의 어휘 수량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형태적 대조 의미적 대조 사회∙문화적 대조  

완전이형 

동의어 

부분이형 

동의어 

동형완전 

이의어 

동형부분이의어 사회적 

차이 

문화적 

차이 축소 확대 공유 

9 개 34 개 10 개 47 개 15 개 5 개 6 개 3 개 

11.14% 2.59% 17.36% 2.33% 

33.42% 

<표Ⅲ-7> 학문 목적 어휘 한∙중 대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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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7>에 따르면 중국어와 차이가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는 전체 

어휘의 33.42%를 차지한다. 선정된 학문 목적 어휘의 수를 비교할 때 중국어와 

차이가 있는 학문 목적 어휘가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된 

학문 목적 어휘들은 각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어휘들은 많지 않더라도 학습자의 학문적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이해 정도와 사용 능력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중 대조 분석 결과를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3.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및 오류 분석 

본 절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과 사용 양상을 검토하였고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본 절에서는 

연구자가 설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오류 분석 체계를 모색하였다. 오류 

원인에 따라 설문 조사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3.1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및 오류 분석 체계 

 

먼저, 중국인 학습자들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와 사용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객관식 선택 문제와 한∙중 번역 문제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객관식 

선택 문제는 학습자들의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고 한∙중 번역 문제는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여기서 이해 정도는 학문적 맥락에서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정도를 말한다. 사용 능력은 학습자가 학문 

과제를 수행할 때 어휘의 통사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객관식 선택 문제는 각 분야 학술지 소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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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에서 추출된 실험 어휘가 나타난 문장들로 구성되었다. 즉, 이는 어휘를 

학문 목적 맥락과 함께 제공하고 해당 어휘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한∙중 번역 문제는 학습자에게 실험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학문적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중국어 

번역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설문 조사는 Ⅱ장에서 다룬 태도와 인식 평가 설문 조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수집된 60 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에 참가한 대상자의 정보는 Ⅰ장에서 제시한 바가 있다.  

오류 분석을 위하여 먼저 분석 체계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 듯이 브라운(2010 ㄴ)에서는 언어 간, 언어 내, 학습의 장, 의사소통 등 

원인에 따라 오류를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어 오류 분석에서는 

이정희(2008)은 오류 원인을 원인에 따른 분류와 결과 판정에 따른 분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원인에 따른 분류는 (1) 모국어 전이로 인한 오류, (2) 목표어 

학습에 따른 발달 오류, (3)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독특한 오류 세 가지로 

나누었고 결과 판정에 따른 분류는 (1) 범주별 오류(발음, 문법, 어휘, 맞춤법 

등) (2) 현상에 따른 오류(대치, 누락, 첨가 오류), (3) 정도에 따른 오류(전체적, 

부분적)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오류 체계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를 사용할 때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네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학문 목적 어휘들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서 

중국어와 많이 연관시킨다. 한자어가 중국어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학습자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의미의 맥락에서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심각深刻’은 ‘정도가 깊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국어에서 하나의 단어가 한국어에서 여러 개의 

단어와 대응되는 경우에 학습자가 어느 단어가 가장 적절한 지를 알지 못하기 

떄문에 오류를 범하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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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문 목적 어휘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이다. 학문 목적 어휘는 유의 관계, 다의 관계, 상하위 관계 등 여러 가지 

의미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맥락에 따라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통제’, ‘제어’, ‘지배’, 

‘규제’ 등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학습자들은 문맥과 단어 간의 

공기 관계를 고려하여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선택가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익숙한 어휘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전문적인 학문 목적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학문 목적 

어휘를 집중적으로 배워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문 목적 맥락을 

제공해 줘도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은 때때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어휘에 대한 이해에서도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휘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의 이해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지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은 언어 표현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앞서 언급한 오류 분류 체계 이론과 학문 목적 어휘 오류 원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류 유형을 (1) 중국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2) 한국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 (3)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오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에서 ‘이해 문제’의 20 개 어휘 중에 오답 비율이 

50%이상인 ‘심각深刻, 기여寄與, 통제統制, 언급言及, 보완補完’ 5 개 어휘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으며 ‘사용 문제’에서 피험자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어휘에 있어서 ‘논쟁論爭, 안정安定, 수행遂行, 적용適用, 부각浮刻, 활발活潑’ 

6 개의 어휘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오류 형성 원인에 따라 어휘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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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오류 원인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세 가지 오류 형성 원인에 따라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검토하였다. 설문 조사의 ‘이해 문제’에서 나타나는 이해 양상과 ‘사용 

문제’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 가운데 10 명의 기말 논문 과제 총 23 편을 수집하였다. 

오류 양상을 더 확실히 밝히기 위하여 학습자의 논문 과제에서 나타나는 실험 

어휘에 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3.2.1 중국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찌앙(2004)에서 제 2 언어 학습에 모국어 개입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모국어가 학습자의 제 2 언어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학습자가 학습할 때 어휘의 

형태-의미를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국어는 한자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휘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국어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즉, 학문 

목적 어휘들은 중국어와 의미와 형태가 유사하므로 도식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도식화 과정에 방애가 될 수 있다. 제 2 언어 

어휘의 의미나 형태가 잘못 도식화되면 학습자가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설문 조사 중에 ‘이해’와 ‘사용’ 두 측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를 살펴보았다. 

‘심각深刻’의 이해 양상은 다음과 같다. 

 

(1a)단기적인 부작용들은 환자들의 약물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장기적인 부작용들은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a. 深刻 b.深邃  c.嚴重 d.嚴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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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답 오답의 분포(명) 
오답의 수 

 

오답 비율 

 
심각 

深刻 

c. 嚴重 

(영향이) 엄중하다. 
a.深刻 d.严紧 b.深邃 

  24 5 4 33/60 55% 

 

‘심각深刻’의 오답 비율은 55%이고 20 명의 피험자가 ‘a.深刻’을 선택하였다. 

한∙중 대조 분석에서 한국어 ‘심각深刻’은 중국어 어휘보다 의미가 확대된 

어휘에 속한다. 중국어의 ‘深刻’은 ‘깊다; 깊이가 있다’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예시: 印象深刻 인상이 깊다 

      感觉深刻 느낌이 깊다 

      论述深刻 논술이 깊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심각深刻’은 ‘심각하다’의 어근이고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또는 ‘절박함이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심각하다’는 단순히 

‘정도가 깊다’는 뜻도 있지만 ‘상태가 엄중하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예시: 문제가 심각하다.  问题严重 

      손실이 심각하다.  损失严重 

      영향이 심각하다.  影响严重 

 

위에서 제시된 예시를 보면 ‘심각하다’는 중국어에서 深刻이 아니라 

严重(엄중하다)와 대응된다. 그러나 ‘심각深刻’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심각해지다’로 ‘严重(엄중하다)’을 표현한 피험자가 37명에 불과하며 

남은 23 명 피험자 중에 중국어의 뜻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 답안과 비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b) 環境污染對人類的影響日益嚴重。 

답(참고): 환경 오염의 인간에 대한 영향은 날로 심각해진다. 

비문 예시: 

ㄱ. 환경 오염이 인간에 대한 영향의 증가가 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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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환경 오염 문제가 급격하다. 

ㄷ. 환경 오염이 인간에 대한 영향이 증가해진다. 

ㄹ. 환경 오염이 인간에 대해 날마다 많은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어휘 ‘深刻’의 영향을 

받아 ‘심각하다’의 ‘상태가 중대하다/엄중하다’는 뜻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 한국어의 ‘심각하다’를 중국어의 ‘严重’과 

대응시키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일부 학습자들은 ‘严重’을 한국어에서 어떤 

어휘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어를 직역하기도 한다. 이는 

피험자들이 문장(ㄱ), (ㄴ), (ㄷ)과 같이 중국어 ‘影響日益嚴重’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여寄與’의 이해 양상은 다음과 같다. 

 

(2a) 종교의 다양성은 교역 관련 제도의 보완 역할을 함으로써, 원래 강력했던 

교역 관련 제도 하에서 교역을 더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a.寄予  b.基於   c.貢獻  d.給予 

 

항목 정답 오답의 분포(명) 
오답의 수 

 

오답 비율 

 
기여 

寄與 

c. 貢獻: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d.給予 a.寄予 b.基於 

  14 19 9 42/60 70% 

 

‘기여寄與’의 오답 비율은 70%이며 그 중에 14 명의 피험자가 ‘給予(주다)’를 

선택하였고 19 명의 피험자가 ‘寄予’를 선택하였다. 중국어의 ‘寄予’는 한국어의 

‘기여寄與’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동형이의어이다. 중국어의 ‘寄予’는 

‘관심, 동정 등을 주다; 기대, 희망을 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의 

‘기여寄與’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물건을 부쳐 줌’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학문 목적 맥락에서 ‘기여寄與’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 그러나 한국어의 ‘기여’는 중국어의 ‘寄予’, ‘给予’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며 학습자들은 ‘기여’를 ‘寄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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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기여寄與’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2b) 本文考查了關於學習者邏輯思考能力的研究，闡明了有益於增強思考 

能力的因素，並且彌補了邏輯教育中的不足之處。 

답(참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사고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혔으며 논리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비문 예시: 

ㄱ.…논리적 사고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사고력 제고를 기여하는   

    요인…  사고력 제고에 기여하는 요인 

ㄴ.…논리적 사고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사고력을 향상할 때 유익  

    요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익한 요인 

ㄷ.…논리적 사고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사고력을 높이는 것을   

    촉진하는 요인… 사고력을 높이는 데 기여/추진할 수 있는 요인 

ㄹ.…논리적 사고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사고력 인소를 증가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설명하였다.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요인 

 

이 문장에서 ‘기여’를 정확히 사용하는 피험자는 12 명밖에 없었고 남은 

응답한 피험자들은 번역문에서 ‘有益於’라는 어휘를 생략하거나 다른 뜻으로 

번역하였다. 문장(ㄱ)과 같이 피험자는 ‘기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통사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일부 피험자는 조사 ‘에’를 쓰지 않고 

‘ㄹ/를’을 사용하였다. 문장(ㄴ), (ㄷ)과 (ㄹ)에서는 피험자가 ‘유익하다’, ‘도움이 

되다’, ‘촉진하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은 

중국어 원문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피험자들이 더 적절한 어휘를 

생각하지 못할 경우에 의미가 유사한 어휘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장(ㄴ)과 (ㄷ)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직역한 경우이고 문장(ㄹ)은 ‘인소 증가’로 

잘못 이해하여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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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補完’도 이 문항에서 제시되었는데 정확히 사용한 피험자는 총 32 명이 

있다. 남은 28 명 피험자는 이 어휘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어휘를 

사용하였다. 

 

(3a) 彌補了邏輯教育中的不足之處。 

답(참고): 논리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비문 예시: 

ㄱ. 논리 교육 중의 부족한 부분을 강조했다. 

ㄴ. 논리 교육에서의 부족점을 보수했다. 

ㄷ. 논리 교육에 부족한 걸 만회했다. 

ㄹ. 논리 교육에서 부족한 것을 보존했다. 

 

위의 문장들은 한국어만 볼 때는 잘못된 문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중국어 

원문과 비교해 볼 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완補完’의 

이해 양상을 볼 때 그의 오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b) 이 제도는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범사업도시의 실무자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그 보완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a.補充  b.修補  c.充足  d.充分 

 

항목 정답 오답의 분포(명) 

오답의 수 

 

오답 비율 

 
보완 

補完 

a.補充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b.修補 c.充足 

  28 5 33/60 55% 

 

중국어의 ‘补完’는 한 단어로 여기지 않고 동사 ‘补’과 보어 ‘完’의 결합체이며 

한국어 ‘보완’과 동의부분이형어에 속한다. 한국어의 ‘보완’은 중국어의 ‘补完’과 

형태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며 한국어의 ‘보완’은 중국어의 ‘补充’ 혹은 

‘弥补’와 대응된다. 그러나 위의 오답 분포를 보았을 때 ‘修补(수리하다; 



 

 
 

88 
 

수선하다)’와 ‘充足(충족하다; 충분하다)’를 선택하는 피험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피험자들이 ‘보완補完’의 의미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의 측면에서 학습자가 어휘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논쟁論爭’은 동의부분이형어에 속하며 중국어의 ‘爭論’과 대응된다. 

‘논쟁論爭’의 사용 양상을 볼 때 일부 피험자들이 ‘논쟁’을 대신에 ‘쟁논’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最近有許多關於現代社會危機的爭論。 

답(참고):최근에 현대사회 위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비문 예시: 

ㄱ.최근에 현대사회 위기에 대한 많은 쟁론이 발생했다. 

ㄴ.요즘 많이 현대 사회 위기에 관한 론쟁이 벌어 있다. 

 

문장(ㄱ)는 피험자들이 중국어 ‘争论’을 중국어 형태와 비슷한 어휘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중국어의 단어 조합 즉 ‘发生争论’의 영향을 받아 범한 

오류이다. 문장(ㄴ)에는 통사적인 오류와 함께 ‘론쟁’과 같은 어휘적인 오류도 

보인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모국어 어휘 체계를 갖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 어휘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나 쓰임이 전혀 다른 어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사적인 오류는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중국어 어순대로 

직역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의미적∙통사적 측면에서 학문 목적 

어휘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설문 조사 결과 ‘기여寄與’에 관한 오류가 학습자의 논문 

과제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초래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오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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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한 기관의 성공은 관리자와 직원의 노력에 기여한다.   

     관리자와 직원의 노력은 한 기관의 성공에 기여한다.  

ㄴ.분석 결과에 따라 외국 투자도 경제 성장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ㄷ.앞서 살펴본 모델은 본 연구의 분석을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석에 기여할 수 있다. 

ㄹ.한류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광 산업의 발전이    

    기여됐다.  발전에 기여했다. 

 

위에서 제시한 ‘기여寄與’의 오류는 주로 ‘…에 기여하다’를 ‘를/을 기여하다’로 

쓰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기여寄與’를 통사적으로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에 

범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여寄與’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학습자의 

경우 ‘도움이 되다’ 혹은 ‘유용하다’ 등 다른 어휘로 바꾸어 사용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에서 어휘 ‘한계限界’에 관한 정답률은 높았지만 연구자가 수집한 

학습자의 논문 과제에서는 ‘한계限界’를 잘못 사용한 사례가 몇몇 발견되었다. 

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계약 쌍방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유호적인 상의를 통해   

    상업상의 국한을 극복해야 한다.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ㄴ.이러한 방법의 국한성을 해결하기 위해 구매의도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에서 제시한 문장들은 ‘한계’를 쓰는 대신 ‘국한’을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사례이다. 중국어에서 자주 쓰는 ‘克服局限(극복 국한)’이라는 표현은 한계를 

극복한다는 뜻이다. 한국어의 ‘국한局限’, ‘제한制限’, ‘한계限界’는 모두 중국어의  

‘局限’과 대응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중국어 번역 그대로 한국어 

문장을 구사하는 가능성이 높다. 두 문장에서 ‘국한’과 ‘국한성’은 ‘한계’와 

‘한계성’으로 바꿔서 쓰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어 어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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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한국어 어휘와 대응되는 경우, 혹은 중국어 어휘의 의미에 비해 해당 

한국어 어휘의 의미가 더 좁은 경우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확률이 높고 

학습자에게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3.2.2 한국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 

 

브라운(2010ㄴ)에서는 학습자가 제2언어 체계의 일부를 습득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언어내 전이, 즉 목표어 내에서의 일반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찌앙(2004)에 따르면 학습자가 제2언어를 학습할 때 이미 잘 

구축된 모국어의 어휘 체계가 선행 지식으로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모국어뿐만 아니라 

이미 습득된 제2언어 지식도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어휘의 특성을 잘못 파악할 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문 목적 어휘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았다. 

‘통제統制’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과 

‘권력으로 언론ㆍ경제 활동 따위에 제한을 가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와 비슷한 한국어 어휘는 ‘제어’, ‘억제’, ‘지배’, ‘제한’, ‘관제’, ‘규제’ 

등이 있다. 학습자들은 문맥에 따라 어느 어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지를 

판단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습자가 어휘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통제統制’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5a) 分析結果顯示政府對市場的控制是不可避免的… 

답(참고): 분석 결과에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나타났으며… 

비문 예시: 

ㄱ. 분석 결과는 정부가 시장을 규정하는 거 불가피하는 거라고    

     예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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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의 제압을 불가피하다고 하고… 

ㄷ. 분석 결과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타났으며.. 

 

위의 비문을 볼 때 학습자가 어휘 간의 공기 관계와 유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규정’, ‘제압’, ‘지배’ 등 어휘는 ‘통제’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정’, ‘제압’, ‘지배’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어의 ‘市场的控制’는 한국어에서 ‘시장 통제’와 대응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통제’와 ‘시장’의 공기 관계를 알면 문장을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의 공기 관계와 유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야 올바른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통제統制’를 잘못 이해한 피험자는 중국어 

‘통치統治’나 ‘제정制定’을 선택하였다. 

 

(5b) 민족 국가의 위기는 자본의 국제화와 생산의 분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틀에 의존하여 국경의 외적 조건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a.統治   b.統領   c.控制   d.制定 

 

항목 정답 오답의 분포(명) 
오답의 수 

 

오답 비율 

 
통제 

統制 

c.控制 

위와 언급한 것과 같음 
a.統治 d.制定 

  23 14 37/60 61.67% 

   

‘통치統治’를 선택하는 것은 ‘통제’가 중국어의 ‘统治’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피험자가 이들을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로 생각한다. 피험자가 

‘제정制定’을 선택한 것은 이를 ‘통제’와 변별할 수 없거나 ‘통제’와 비슷한 어휘 

‘제어’로 착각하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정’과 대응될 수 있는 한자는 ‘安定’, ‘安靜’, ‘眼睛’, ‘顔情’ 등이 있다. 

‘안정安定’의 이해 양상은 다음과 같다. 

 



 

 
 

92 
 

(6a) 음악을 ①적용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언어적 

능력과 심리적 ②안정성(스트레스반응, 우울, 불안)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a.安靜    b.安好   c.限定    d.穩定 

 

항목 정답 오답의 분포(명) 

오답의 수 오답 비율 안정 

安定 

d.穩定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함 

a.安靜 b.安好 c.限定 

  19 5 3 27/60 45% 

 

‘安静안정’과 ‘限定한정’을 선택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 ‘안정’의 의미를 잘못 

추측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안정’이 ‘安静’과도 대응될 수도 있고 ‘한정’과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피험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안정安定’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6b) 為了構建穩定的國際社會，提出了預防國際犯罪的方案。 

답(참고): 안정적인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범죄 예방 방안을 

제기하였다. 

비문 예시: 

ㄱ. 편안한 국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범최를 예방한 방안을 제기했다. 

ㄴ. 평안한 국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출한다. 

 

문장(ㄱ), 문장(ㄴ)과 같이 중국어의 ‘穩定’을 한국어 ‘편안便安’과 

‘평안平安’으로 번역하여도 이미상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들보다 

‘안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한국어 문맥상 더욱 적절하며 중국어 원문의 

의미와 가장 가깝고 문장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어휘 간의 공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행遂行’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 중 이 어휘를 정확히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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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는 23명밖에 없었고 남은 37명 피험자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거나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였다.  

 

(7) 研究結果顯示爲了能成功地執行艱巨的任務… 

답(참고):연구 결과에서는 어려운 임무(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비문 예시: 

ㄱ. 연구 결과는 성공적으로 힘겨운 임무를 이수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ㄴ. 연구 결과는 어려운 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ㄷ. 연구에 의하면 험난한 임무를 끝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수행遂行’은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이라는 뜻이고 ‘실행實行’, 

‘이행履行’, ‘집행執行’ 등 어휘와 의미가 비슷하다. 또한 문맥에 따라 

‘수행遂行’은 ‘완성完成, 실시實施, 완수完遂’의 의미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의 선행 지식에 의하여 ‘執行’과 한국어에서 대응될 

수 있는 어휘를 찾아야 한다. ‘수행遂行, 실행實行, 이행履行, 집행執行’ 등 

어휘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휘 선택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 또한 이 문항에서 ‘실행實行, 이행履行, 집행執行 등 ‘수행遂行’의 

유의어를 사용하는 것도 정확한 문장으로 볼 수 있지만 위의 문장에서는 

중국어 원문의 의미와 다르고 문맥에 따라서 통사적인 오류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을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적용適用’의 이해 양상은 다음과 같으며 오답 비율이 높았다. ‘적용適用’을 

잘못 이해한 피험자는 중국어 ‘적응適應’이나 ‘적합適合’을 선택하였다. 

 

(8a) 음악을 ①적용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언어적 

능력과 심리적 ②안정성(스트레스반응, 우울, 불안)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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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으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a.作用    b.應用   c.適應    d.適合 

 

항목 정답 오답의 분포(명) 
오답의 수 

 

오답 비율 

 
적용 

適用 

b.應用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 
c.適應 d.適合 

  19 9 28/60 46.67% 

 

‘적응適應’을 선택하는 피험자가 19명이 있었고 ‘적합適合’을 선택하는 

피험자가 9명이 있었다. ‘적응’과 ‘적합’은 ‘적용適用’의 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이들이 의미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적응適應’은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이라는 뜻으로 나타나며 사용 측면에서 ‘적용適用’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다.  理论适用于实际。 

현실에 적응한다.         适应实际。 

 

위의 예문에서 ‘적용’과 ‘적응’은 형태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맥락과 공기 관계도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학습자가 이와 같은 두 

어휘 간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피험자의 ‘적용適用’에 관한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8b) 爲了取得更準確的研究結果，把此學習法適用于教学之後又進行了 

     問卷調查。 

답(참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이 학습법을 교육에 적용한 후     

           다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비문 예시: 

  ㄱ. 더욱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러한 학습법을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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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했을 뿐만 아니라 설문 조사까지 진행했다.  

       운용했을 뿐만 아니라 

  ㄴ. 또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 학습 방법을 교육에서 썼고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사용하였고 

ㄷ.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학법을 교육에서 옮기고 나서 

설문 조사를 다시 했다.   교육에 이 학습법을 적용하고 

 

위와 같이 피험자들은 ‘적용適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학습한 

어휘 중에서 앞뒤 문맥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용適用’의 의미와 비슷한 어휘들은 ‘이용’, ‘사용’, ‘운용’ 등이 있다. 그러나 

피험자가 이들과 다른 어휘 즉 (ㄱ) ‘운행運行’, (ㄴ) ‘쓰다’, (ㄹ) ‘옮기다'를 

사용하는 이유는 ‘적용適用’과 의미가 같은 한국어 어휘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어의 복잡성에 따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위와 같이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어휘의 형태∙통사∙의미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다양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의 유의 관계와 공기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통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들이 어휘의 의미적∙통사적인 지식에 초점을 맞춰 어휘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 연구자가 수집한 학습자의 논문 과제에서 한국어의 복잡성에 따라 

발견된 오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적용適用, 작용作用, 적응適應’에 관한 

오류이다. 피험자의 이해 양상과 사용 양상에서 ‘적용適用’과 ‘적응適應’을 

분석한 바와 같이 두 어휘가 형태적 구성이 유사하고 통사적 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제 

분석에서 학습자들이 ‘작용作用’과 ‘적용適用’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의 ‘작용作用, 적용適用’에 관한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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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본 연구에서 제기한 교육 방법은 교육에서 작용했다. 

     교육에 적용했다 

ㄴ.이러한 분석 모델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서 작용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구매의도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ㄷ.판매 전략의 개선은 기업 경쟁력에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 것으로 

 

문장(ㄱ)과 (ㄴ)에서 학습자가 ‘적용’을 대신 ‘작용’을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학습자가 잘못 타자한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오류가 여러 

과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적용’과 ‘작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용(되다/하다)’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쓰인다. 문장(ㄹ)에서 학습자는 ‘작용’을 ‘효과’의 의미로 

이해하였거나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작용’은 중국어 ‘作用’과 동형동의어이며 ‘사물에 대해 효과나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학습자가 ‘작용’의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어휘  중국어  유의어  사용 방식 

작용作用 作用 기능, 영향 ‘…에/에게’ 작용하다 

개인적인 요소들이 입학 선택에 

작용한다. 

적용適用 适用 사용, 운용 ‘…을 …에/에게’ 적용하다 

개발된 기술을 신제품 생산에 적용했다. 

적응適應 适应 조화, 순응 ‘…에’ 적응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위와 같이 교사가 어휘를 설명할 때 형태와 의미가 비슷한 어휘들에 있어서 

명시적인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 양상과 오류 형성 

원인에 따라 위와 같이 의미에 대한 이해와 사용 방법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 비교적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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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오류 

 

이정희(2008)에 의하면 학습자가 범한 오류 양상에 모국어적인 요소, 

목표어적인 요소 그리고 두 가지 언어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 

이 독특한 요소는 학습자의 한국어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 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브라운(2010ㄴ)에 따르면 학습자는 제2언어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발달해 가는 언어 능력의 모든 가능한 측면을 다 끌어들이는 전략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 전략은 회피 전략과 보상 전략을 포함한다.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 전략이 있으나 어휘 요소만을 보았을 때는 쉬운 단어로 

표현하거나 모국어로 바꾸어 말하는 방법, 혹은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이정희, 2008:7). 피험자들이 문장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여 범한 오류들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언급言及’을 잘못 이해한 피험자는 중국어 ‘言论(언론)’이나 ‘普及(보급)을 

선택하였다. ‘언급言及’의 이해 양상은 다음과 같다. 

 

(9a) 위에서 ①언급한 잠재적 또는 현실적인 사회 위험에 대비하여, 우리는 

이러한 내성이 강한 사회적 위험을 ②극복하여야 한다. 

①a.言論   b.談話   c.談及   d.普及 

 

항목 정답 오답의 분포(명) 
오답의 수 

 

오답 비율 

 
언급 

言及 

c.談及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함. 
a.言论 d.普及 

  27 5 32/60 53.33% 

 

‘言论언론’과 ‘普及보급’은 ‘언급言及’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피험자들이 

‘언급言及’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을 때 형태적으로 ‘언급言及’과 유사한 어휘를 

선택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와 같은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여 그릇된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 ‘언급言及’의 사용 양상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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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피험자가 질문을 답하지 않았으며 21명의 피험자가 그릇된 문장을 

구사하였다. ‘언급言及’에 관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9b) 對上述談及到的經濟發展問題，本章分析和比較了中韓政府的經濟政策。 

답(참고):이상으로 언급된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해 본 장에서 한중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비문 예시: 

ㄱ. 경제 발전의 문제를 돌아와서, 이 장에서는 중국과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비교했다. 

ㄴ. 이상 얘기한 경제 발전 문제에 관한 본 장에 중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교했다. 

ㄷ. 위에 언론된 경제 발전 문제을 대상으로 본장은 중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ㄹ. 이상에 있는 경제 발전 문제에 관해서 이 장에서 한중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여 비교했다. 

 

문장(ㄱ)에서는 피험자가 ‘원래 언급하였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논의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 오히려 비문으로 되었다. 문장(ㄴ)과 (ㄹ)에서는 피험자가 ‘언급言及’이란 

단어를 회피하거나 ‘언급言及’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쉬운 어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습자는 자신의 의사소통 전략에 의하여 오히려 문장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문장(ㄷ)에서는 피험자가 새롭게 만들어 낸 ‘언론되다’는 

표현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어의 ‘언론言论’과 유사한데, 중국어의 

‘言论’은 중국어에서 명사로만 쓰인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들은 모국어의 영향 

혹은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인한 오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특한 오류 양상은 과제 수행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각浮刻’과 ‘활발活潑’의 사용 양상에서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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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同時也突顯了政府政策中的具體問題。 

답(참고): 동시에 정부 정책에 구체적인 문제들도 부각되었다. 

비문 예시: 

ㄱ. 동시에 정부 정책의 특정 문제를 강조 표시한다.  

ㄴ. 동시에 정부 정책에 구체적인 문제를 돌추했다. 

ㄷ. 동시에 정부의 정책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돌현한다. 

 

(11) 中韓政府關於環境問題的交流也十分活躍。 

답(참고): 한∙중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한 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비문 예시: 

ㄱ. 한국과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한 교류도 활성하는 중이다. 

ㄴ. 한중 정부는 환경 문제에 관해서 교류를 활야하고 있다. 

ㄷ. 한국과 중국 정부는 환견 문제에 관한 고류가 너무 활기적이다. 

 

위의 비문들을 보면 피험자들이 문항을 완성하기 위하여 중국어의 ‘活躍’과 

형태와 발음이 비슷한 어휘를 새롭게 만들거나 알고 있는 한국어 어휘를 다른 

문법 요소와 결합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다. 피험자들은 중국어 어휘와 대응되는 

한국어 어휘를 모르거나 그들의 의미를 모를 때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과제를 완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한편, 연구자가 수집한 학습자의 논문 과제에서는 학습자가 어려운 

어휘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쉬운 단어를 바꾸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항상 중국어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맥락에 맞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行류>에 속하는 어휘들은 형태적, 의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회피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장을 구사하여 

오류를 범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이나 한국어의 

복잡성으로 인한 오류라기보다는 학습자가 문장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잘못 전달한 경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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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기업 구성원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책임을 져야 한다. 

ㄴ.제조 업체들이 납품 회사와 상담하기 전에 제작 원가와 판매 가격 간의 

배수 기준에 대한 사고가 먼저 진행한다.  

     기준에 대해 먼저 고려한다/생각한다 

ㄷ.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인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효율적인 시장 정책을 

세워야 한다.  신장시키기 위해/강화시키기 위해  

 

문장(ㄱ)에서는 ‘책임을 수행한다/진다’는 의미를 표현하여야 하는데 학습자가 

‘수행’ 대신 ‘완성’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수행’의 의미를 

모르거나 중국어에서의 ‘尽责任(책임을 다하다)’와 구별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학습자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문장(ㄴ)에서는 학습자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사고’를 ‘연구’로 잘못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학습자가 ‘사고하다’, ‘생각하다’, 혹은 ‘고려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어의 ‘进行思考(사고한다)’라는 

표현에서 进行은 어떤 행동에 참여하거나 어떤 일에 종사한다는 뜻이다. 

‘进行思考’는 한국어로 ‘사고해 본다(생각해 본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학습자는 나름대로 어휘를 이해하고 문장을 구사하였지만 청자에게 전달된 

의미는 화자 의사와 달라졌다.  

문장(ㄷ)에서는 학습자가 ‘통제력 제고/강화’라는 의미를 표현하려고 ‘물건 

따위,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리다’는 의미로 쓰이는 ‘인상’을 사용하였다. 

중국어 표현 ‘능력 제고能力提高’에서 쓰이는 ‘提高’는 한국어에서 ‘제고하다’, 

‘강화하다’, ‘높이다’ 등 어휘와 대응된다. ‘인상’은 ‘가격 인상’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격 인상’은 중국어로 표현하면 ‘价格提高’이다. 학습자는 ‘인상’이 

‘능력 제고能力提高’의 맥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어 ‘提高’와 대응되는 한국어 어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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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혼돈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이나 

목표어의 복잡성에 의하여 범한 오류 외에도 학습자가 논문 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의사소통 전략에 의한 오류도 많다.  

 

본 절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설문 조사와 논문 과제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을 중국어의 영향, 한국어의 복잡성, 의사소통 전략의 영향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학문 목적 어휘는 (1) 대부분 한자어로 구성하였다 (2) 

유의 관계를 지닌 어휘가 많다 (3) 맥락과 어휘 기능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 목적 어휘들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전이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학문 목적 어휘의 격식성, 객관성, 어휘 간의 유의 관계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일상적 맥락보다 학문적 맥락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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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실제 

 

앞 장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이해와 인식, 학문 

목적 어휘 목록 선정, 학문 목적 어휘 한∙중 대조 분석,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효과적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1.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목표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학문 목적 교육의 목표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에서 학습자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신명선(200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는 한국의 

학술 문화적 문식성(academic cultural literacy)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학문 목적 교육의 목표는 

학술적 문화적 문식성을 신장시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바스턱멘(2006)에서는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 8 의 목표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논의하였다. 첫째, 전문 영역의 언어 사용을 밝히는 것이다. 

학문적 맥락과 사회적 가치 규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계에 대한 

추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학문적 장르에 대한 학습은 어렵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는 전문 영역에서 언어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둘째, 목표 언어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배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즉 학문적 개념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는 

                                                             
8 ESP는 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와 EOP(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

로 나눌 수 있다(신명선, 200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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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넷째, 전략적 능력을 발전 시키는 것이다. 전략적 능력은 외부 상황적 

맥락과 내적 배경 지식 간의 매개자이며 교사는 언어 지식과 학습자 사이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학습자는 

목표 언어 환경에서 규범과 의사소통 관례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또한 목표 언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비판적 의식을 키워야 한다.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은 이러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고 학습자의 문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의 개념을 잘 인식할 수 있고 학문 목적 어휘 

학습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둘째,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에 관한 학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목표는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 주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어휘를 가르치는 

목표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어휘 

능력은 보통 어휘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신명선, 

2006:243). 두 번째 목표는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 목표에 관해서 신명선(2006)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어 교육 학습자에게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어휘 교육의 목적을 어휘 능력의 발달로 본다. 그리고 어휘의 

지식 능력보다 상징 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더 많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의 연구에 따르면 상징 능력은 주로 단어의 형식과 내용 즉 기표와 기의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능력이며 지시 능력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가 그 

단어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상징 능력은 어휘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지시 

능력은 어휘가 나타나는 문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명선(2004ㄴ)은 사고도구어 교육에서 상징 능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상징 

능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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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어(어휘)의 형식과 내용과의 관계 탐구 

2) 정확성, 체계성, 과학적 개념 중시 

3) 탈맥락적(의사소통 상황과 일정한 거리 유지) 

4) 형태론,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등의 관련 학습 

5) 궁극적으로는 CALP9추구, 언어 의식 고양과 관련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은 문맥과 상관 없이 어휘 그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상징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어휘 교육 방법에는 

추측을 통하여 문맥에서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습득하는 암시적 어휘 학습법과 

어휘 자체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는 명시적 어휘 학습법이 있다. 본 연구는 

논의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2.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어휘들을 중국어와 대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를 

통하여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이해와 사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학문 목적 어휘는 학문 과제를 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휘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학문 목적 어휘의 

특징은 어휘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2 언어 학습은 

일반적으로 그 언어를 말하고 아울러 이해하기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 

                                                             
9  Cummins(1984)에 따르면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인지 

학술적 언어 사용 능력은 고도의 인지 작용을 발휘하여 학술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로서 ‘문맥축소(context-reduced)’ 의사소통이다(신명선, 2006:242). 



 

 
 

105 
 

교수는 이해와 표현, 그리고 이 둘 간의 간격과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의미한다(브라운, 2010 ㄴ:79).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을 

어휘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초점을 맞춰 구축하였다.  

다른 한편,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에 관하여 신명선(2006)은 학습자가 

어휘 학습시, 매 학습 시점에서는 각 단어의 유형, 의미, 형태, 통사, 화용, 단어 

간의 관계 등을 순서대로 학습하게 된다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휘 교육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어휘 이해를 강화하는 교육 내용과 어휘 사용 

능력을 높이는 교육 내용으로 나누어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어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내용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이해는 어휘의 특징으로부터 선행해야 하며 그 특징을 

통하여 어휘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 선행 연구와 앞 장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학문 목적 어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문 

목적 어휘에서는 유의어가 많으므로 학습자들이 학문적 맥락에서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데 혼돈할 수 있다. 둘째, 학문 목적 어휘는 대부분 

한자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중국어 어휘 지식 체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어와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의어 변별 연습과 한자어 학습을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학습자들이 유의어를 변별하면서 각 어휘의 공기 관계, 다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어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1) 유의어 교육 내용  

본 연구의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은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개념류>, <원인류>, 

<검토>류, <방법류>, <관점류>, <체계류>, <범위류>, <관계류>, <수행류>, 

<개발류>, <속성류>, <부사류> 1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휘 목록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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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될 수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수업 내용이 이 분류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습 어휘의 의미와 유사성을 검토하여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발견하고 수업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10 개 

단어들이 본문 내용에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수행하다 실시하다 실천하다 실험 소재 시각 모범 제도 결합하다 연결하다 

 

수행, 실시, 실천: 이 세 단어가 <수행류>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어떤 일을 

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각각 여러 측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수행’은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을 해냄’에 편중되어 있고 ‘실시’는 ‘실제로 시행함’을 강조하며 

‘실천’은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함’을 강조한다. 

결합, 연결: 이 두 단어가 <관계류>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관계를 맺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합’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고 ‘이론과 실천의 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연결’은 ‘사물과 

사물 서로 관계를 맺다’는 의미로 쓰이고 ‘철도의 연결’, ‘전화 연결’ 등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위의 방식을 통하여 어휘들 간의 유의 관계에 따른 교육 내용을 구축할 수 

있다. 교사는 명시적으로 두 단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명료한 어휘의 의미와 사용 범위를 제공할 수 있다. 

 

(2) 한자어 교육 내용 

중국인 학습자의 머리속에 내재되어 있는 중국어 어휘 지식 체계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한자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여기서 특정한 조건은 적절한 

교육 내용과 적합한 교육 방법을 가리킨다. 앞 장의 한∙중 대조 분석을 통하여 

학문 목적 어휘, 특히 대부분의 학문적 한자어가 형태적, 의미적, 

사회적∙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어가 학습에서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중국어 어휘와 같은 의미와 

다른 의미를 적절한 교육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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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는 어휘의 경우에는 공통점을 먼저 밝히고 어휘의 의미를 이해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어휘들 간의 차이점을 점진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중국어와 전혀 상이한 어휘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휘로 교육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한자어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다. 

항목 교육 내용 

 

 

논쟁 

【논쟁】 

뜻풀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툼.   

한자: 論爭; 중국어: 争论  

‘논쟁’은 중국어 어휘 ‘争论(쟁론)’과 대응된다.  

한국어에 ‘쟁론’, ‘론쟁’이라는 단어가 없다. 

 

 

 

설득 

【설득】 

뜻풀이: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   

한자: 說得; 중국어:说服 

중국어의 ‘說得’은 동사 ‘說(말하다)’와 ‘得(연결 조사)’의 결합이고 한 

어휘가 아니다. 한국어의 ‘설득’은 중국어의 说服과 대응된다.  

 

 

본격 

【본격】 

뜻풀이: 근본에 맞는 올바른 격식이나 규격.   

한자: 本格; 중국어: 正式 

중국어에 ‘本格’이라는 단어가 없다. ‘본격’은 일반적으로 ‘正式’로 

표현되고 맥락에 따라 正规, 白热化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학문 목적 한자어 어휘의 교육 내용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철저한 어휘 지식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중 대조 분석을 

통하여 예측한 학습자의 오류를 교육 내용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2) 어휘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 

어휘에 대한 ‘이해’의 측면은 어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습자의 

어휘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로 발달될 때 어휘 사용 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 내용은 학문 목적 어휘의 사고 기능에 따른 교육 내용과 

오류 유형에 따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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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휘의 사고 기능에 따른 교육 내용  

학문 목적 어휘 중에 사고 기능과 사고 과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많기 때문에 

사고 기능에 따라 학습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 사고 기능은 학술텍스트의 

필자가 연구의 내용, 방법, 과정 등에 대하여 사고하고 글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어휘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신명선(2004 ㄱ)은 학문 목적 어휘의 

유사성 분류를 논의하면서 학문 목적 어휘가 학문적 맥락에서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즉, 1) 연구 대상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 2) 각 대상과 타 대상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 3) 각 대상이 구체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드러내는 것, 4) 연구 대상을 학술텍스트의 필자가 어떤 방법으로 

논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위와 같은 네 가지 기능은 교육 내용으로 삼아 

학문적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산출 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다. ‘개념, 한계, 수행, 

갈등’으로 예를 들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축될 수 있다. 

항

목 

교육 내용 

어휘 기능 연어 관계 

개

념 

연구 대상의 특성, 지식 등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단어. 

针对研究对象的特性知识说明时可以用到的词语。 

개념을 규정하다 

개념이 명확하다 

한

계 

각 대상과 타 대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 

说明对象之间关系时可以用到的词语。 

한계를 극복하다 

한계를 넘다 

한계가 있다 

 

수

행 

각 대상이 구체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 

说明对象在具体的环境里的行为动作时可以用到

的词语。 

업무 수행, 수행 능력 

임무를 수행하다 

계획이 수행되다 

 

갈

등 

연구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 

说明研究对象以什么样的方法被论述时可以用到

的词语。 

사회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갈등을 일으키다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은 어휘 기능 명료화와 어휘 연어 관계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어휘 기능의 명료화는 학습자가 어휘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휘의 연어 관계가 어휘의 사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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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어휘의 연어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면 학습자는 적절한 표현과 문장을 

비교적 쉽게 만들고 오류를 감소할 수 있다.  

 

(2) 오류 유형에 따른 교육 내용 

Ⅲ장에서 오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학습자의 오류를 중국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한국어의 복잡성에 따른 오류,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오류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하였다. 특히 중국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서는 한∙중 대조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오류 원인을 알 

수가 있었다. 한국어의 복잡성에 따른 오류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의 유의 

관계와 공기 관계 등 어휘 관계를 통하여 오류 원인을 밝힐 수 있었다. 교육 

과정에서 어휘 능력 평가를 통하여 학습자의 오류와 그 원인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피드백과 예방책을 제공함으로써 같은 유형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 줄 수 있고 어휘 사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오류 분석에서 예측한 오류 유형과 구체적인 오류를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앞 장에서 논의한 ‘심각, 기여, 안정, 통제’로 예를 들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축될 수 있다.  

 

항목 교육 내용 

심각 ‘심각’은 중국어의 ‘深刻,急剧, 增加’와 의미가 다르다.  

심각한 영향 深刻的影响严重的影响 

기여 ‘기여’는 중국어의 ‘寄予’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발전에 기여하다 寄予在发展上贡献/有利于发展 

 

안정 

‘안정’은 ‘평안’, ‘편안’과 의미가 어느 정도로 유사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 양상이 다르다.  

안정적인 국제 환경 安静/限定的国际环境稳定的国际环境 

언급 ‘언급’은 중국어의 ‘言论, 普及’과 의미가 다르다.  

‘언급’은 중국어의 ‘言及，谈及，提到’와 대응된다.  

언론되다언급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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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법  

 

앞 장에서 특정한 어휘의 이해와 사용 측면에서 학습자의 능력 수준과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어휘 지식 능력을 신장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논의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어휘 학습, 즉 읽기 문맥을 통한 암시적인 

학습은 학습자가 필요한 학문 목적 어휘 지식과 배경 지식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어휘 지식 능력과 어휘 사용 양상에 

초점을 맞춰 적합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현재 중국인 학습자들은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학문 목적 

어휘 지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브라운(2010 ㄱ:503~504)에서는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어휘 지도에 관하여 

네 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휘 학습에 특정 수업 시간을 할당한다. 

둘째, 학생들이 맥락 속에서 어휘를 배우도록 도와 준다. 셋째, 이중 언어 

사전의 역할을 줄인다. 넷째, 단어의 뜻을 알아내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어휘 지도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교육 

방안은 어휘 학습에 중심으로 두어 학문적 맥락을 통하여 어휘를 교육한다.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법에 관하여 마르자노(Marzano, 2004)에서는 학문 

목적 어휘 영어 교육의 절차와 원칙을 소개하면서 효율적인 어휘 지식 입력과 

명시적인 어휘 지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1) 효과적인 어휘 제시는 정의에 의지하지 않는다.  

(2) 학습자가 단어의 지식을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 방식으로 보여준다.  

(3) 다양한 노출 활동을 통하여 어휘 의미에 대하여  

점진적인 지식을 보완한다.  

(4) 유형이 다른 단어의 학습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 학습자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어휘 생산 활동을 제공한다.  

(6) 문제가 있는 어휘 항목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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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1)과 (2)는 제시 단계와 이해 단계, 특징(3)은 조정 단계, 특징(4)는 이해 

단계, 특징(5)는 활용 단계, 특징(6)은 정리 단계에서 도입될 수 있다.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안은 이상으로 논의한 여섯 가지의 특징을 교육 방법으로 구체화 

하였고 그것을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앞서 

논의한 찌앙의 의미 전이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 정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단계로 학문 목적 어휘 교수∙학습 모형을 세웠다.  

 

제시 단계 학습자에게 단어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단계 

 

이해 단계 학습자가 단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단계 

 

조정 단계 학습한 어휘의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 시도하는 단계 

 

활용 단계 학습자가 단어를 정확히 자동적으로 활용하는 단계 

 

정리 단계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을 도입하는 단계 

<표Ⅳ-1> 학문 목적 어휘 교수∙학습 모형 

 

다음은 이상으로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과 여섯 가지 교육 특징을 통합시키고 

사례를 통하여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학술지 논문 

단락을 추출하여 그것을 수업 자료로 삼고 고급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수업 

강의안(부록<3>)을 설계하였다. 단계별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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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 단계 및 이해 단계  

특징(1) 효과적인 어휘 제시는 정의에 의지하지 않는다. 

특징(2) 학습자가 단어의 지식을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  

방식으로 보여준다. 

특징(4) 유형이 다른 단어의 학습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어휘의 제시 방법 

제시 단계에는 특징(1)을 적용하였다. 즉, 교사가 어휘를 정의에 의지하지 

않고 학습 내용 본문에서 나타나는 형태에 의하여 어휘를 일차적으로 예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일차적 제시  

형성形成: 이미지 형성; 이미지가 형성되다; 이미지를 형성하다. 

여부與否: 사실 여부; 사실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평가評價: 국가를 평가하다; 평가 기준 

영향影響: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받다; 중요한 영향; 강력한 영향. 

 

이해 단계에서 어휘의 유의 관계, 공기 관계, 예시에 의하여 어휘를 

이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영향影響’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② 이차적 제시 

영향影響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본문에서의 영향影響 

논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특정 경험이나 사회적 여론의 호악 등의 

영향으로 형성된 국가 이미지는 상당히 견고하여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국가에 대해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은 국가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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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이미지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B. 영향影響의 유의어: 효과, 작용, 영향력 

C. 영향影響의 공기 관계: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주다; 영향을 받다;  

                         영향을 끼치다; 영향이 크다; 

D. 예문: ㄱ.그 법안이 전체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ㄴ.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③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 활용에 따른 어휘 제시 

이 부분에서는 학습 어휘들이 형태적, 의미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한다. 

 

(2) 어휘 연습 방법 

이해 단계에 특징(2)을 적용하였다. 학습자가 단어의 지식을 자기의 말로 혹은 

자기의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연습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영향影響’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기  

A 본문에서 ‘영향影響’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어요? 

B ‘영향影響’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말해 보세요. 

C ‘영향影響’과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말해 보세요.  

D ‘영향影響’을 이용한 표현이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이 많은 단어들의 경우에 특징(4)를 적용하였다. 즉, 

중국어와 다른 어휘들, 오류를 범하기 쉬운 어휘들,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휘들 

등의 경우에 다양한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은 ‘연상 연습’으로 학습자가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학습하게끔 하는 사례이다.  

 

② 연상 연습: 활발活潑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연습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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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활발’을 중국어로 쓰세요. 

B ‘활발’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교류 활동 신문 활동적 정리하다 기본적 기운차다 살피다  

필요  -이/가 -게  -(으)로 -에게 -에서 진행하다 의미하다 

C ‘활발’과 관련되는 어휘를 써 보세요.  

 

결론적으로 제시 단계에서는 (1) 수업 목표를 명확히 함, (2) 학습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제기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을 끌어냄, (3) 선행지식을 확인함, 

(4) 수업 내용 1차 자료 제시, (5) 자료에서의 어휘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 (6) 

어휘에 대한 설명과 해석, 여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이해 단계에서는 (1) 

이해와 관련된 학습 자료와 과제 진행, (2) 어휘에 대한 체계화: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학문 목적 어휘를 정확히 이해시키기,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이 두 단계에 특징 (1), (2), (4)를 적용하였으며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2) 조정 단계 

특징(3) 다양한 노출 활동을 통하여 어휘 의미에 대하여  

점진적인 지식을 보완한다. 

특징(6) 문제가 있는 어휘 항목에 초점을 둔다. 

 

조정 단계에는 특징(3)을 적용하였다. 즉 교사가 학습 어휘에 따라 어휘 

지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보완한다. 노출 활동은 어휘 의미 비교하기, 

해석하기, 변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조정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습 

방법을 구성할 수 있다. 

 

(1) 유의어 변별 연습 방법 

‘영향, 작용, 효과’는 의미에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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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헷갈릴 수 있다. 유의어 변별 연습은 학습자의 어휘에 

대한 이해 능력과 사용 능력을 모두 고찰할 수 있으며 이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교사는 문장을 보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연습을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예시 1: A.영향   B.작용   C.효과   

ㄱ. 이러한 논거는 연구에서 유리하게 _______. 

ㄴ. 기업의 효율성은 경쟁력 향상에 큰 ______를 미친다. 

ㄷ.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기획하면 판매_______ 높일 수 있다. 

 

(2) 오류 분석 활용 방법 

  학습 과정에 따라 학습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예측하고 오류 분석 연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가 오류를 추측하고 앞으로 사용 

과정에서 오류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 오류를 

찾아 고치는 연습을 설계하였다. 

ㄱ. 우리는 자연과의 접근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접촉 

ㄴ. 가능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성한다.  가능한 

ㄷ. 신제품은 지금 제품보다 훨씬 싸면서도 성능이 좋다.  기존 

 

(3) 비교를 통한 연습 방법  

  이는 특징(6)을 적용하여 문제가 있는 어휘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즉 학습자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휘에 중점을 맞춰 

연습한다. 유의어 변별 연습이 진행된 후에 유의어에 대한 이해 정도가 한 

층으로 높아지는지를 확인하고 연습에서 잘못 선택한 어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어휘 해석 연습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교사는 학습자가 자기의 방식으로 제시된 

유의어를 비교하고 다시 해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접근’과 ‘접촉’은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학습자 자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가 어려운 단어를 깊이 있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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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단계에는 특징(3)을 적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유의어 변별 연습과 주제별 어휘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어휘 자료를 제시한다; (2) 학습자 어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습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한다; (3) 오류 분석을 통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4) 

문제가 있는 어휘에 대해 다시 해석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어휘 노출 활동을 

제공하며 학습자들이 연습 문제에 대하여 토론한 뒤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3) 활용 단계 및 정리 단계  

특징(5) 학습자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어휘 생산 활동을 제공한다. 

 

활용 단계에는 특징(5)를 적용하였다. 즉, 어휘의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춰 

학습자에게 다양한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생산 연습은 말하기 또는 쓰기 

연습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학문 목적 어휘를 활용한 말하기 연습 방법 

말하기 연습에서 교사가 학문적 주제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자기 말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한다. 발표는 그룹이나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할 수 있으며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학문 과제를 수행한다. 발표가 진행된 

후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어휘 선택과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2) 학문 목적 어휘를 활용한 쓰기 연습 방법 

쓰기 연습에서 교사가 특정한 주제와 핵심 어휘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학문적 

문장을 쓴다. 쓰기 연습은 개별적으로 완성한다. 완성한 후에 학습자들이 각각의 

주제와 사용된 어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으며 교사는 

완성된 문장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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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 연습 방법 

중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습자가 한∙중 번역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번역 과제를 통하여 교사는 오류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에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4) 어휘 지식 자기 평가  

정리 단계에서는 앞서 배운 어휘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휘 지식 

자기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마르자노(2004)의 자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급: 이 단어에 대하여 학습한 내용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3 급: 이 단어를 이해하고 의미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다. 

  2 급: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불확실하지만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다. 

1 급: 이 단어를 잘 모르겠다.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활용 단계에는 특징(5)를 적용하였으며 어휘의 생산 연습, 번역 과제, 어려운 

어휘에 대한 강화 활동을 포함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 정리, 어휘 

지식 자기 평가, 새로운 학습 내용 소개를 포함한다.  

 

 4.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실제  

  4.1 사전 검사 

본 연구의 교육 목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와 어휘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또한 수업의 교육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적합한 학습 전략을 

모색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문 목적 어휘 수업에서 앞서 논의한 학문 목적 어휘 교수∙학습 

모형을 수업에 도입하여 교육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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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효과 검증은 한국에 있는 모 대학교의 

교환 학생으로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국인 학습자 16 명을 실험 대상자로 삼아 

진행하였다. 이들을 실험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중국에서 2 년 동안 한국어 전공 수업을 수행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일 년 동안 

교환 학생 생활을 하였으므로 학문 목적 어휘 학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들은 한국 학생과 같이 전공 수업을 듣고 있고 

또한 졸업 논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학문 목적 어휘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험 대상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국적  재한 중국인 교환 학생 

연령 21 세~23 세 

성별 남 4 명, 여 12 명 

전공 한국어 전공 

<표Ⅳ-2> 효과 검증 실험 대상자의 정보 

 

사전 검사는 2013 년 6 월 8 일에 학습 내용과 학습 어휘 목록을 제시하기 

전에 실행하였다. 검사 시험지는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선택 문제와 그들의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번역 문제로 

구성하였다. 실험 문제는 학습자가 제시된 어휘의 의미에 따라 해당 어휘를 

선택한 후에 중국어로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적는 방식과 실험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선택 문제:  

다음 해석을 보고 해석에 맞는 단어를 찾으며 그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세요. 

 

예:a.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 

   b.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b 분석 分析;  a 결과 结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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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루어 낸 결실 

(2)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 

(3)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4)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범위나 부분. 

(5)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6) 지시, 명령,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함. 

(7)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서 체계 있는 

집단을 이룸.  

(8)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9)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 

(10)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이 함께. 

 

___분야____; ____성과____; ____상호____; ____현실____; ____요소____; 

___조직____; ____전달____; ____논리____; ____영향____; ____인식____. 

 

 번역 문제: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在这样的情况下，学校体罚许可与否及其范围有必要重新探讨。 

(学校体罚: 학교체벌） 

(2)自我效能感就是为了达成某一目标可以完成特定行动的一种信念。 

(自我效能感: 자기효능감） 

(3)在硬件领域里，国内技术的水平显示得相当高。 

(4)品质评价的分数呈现总体上升趋势。 

(5)预测未来技术的活动在全球活跃起来。 

(6)在本研究中，也进行了关于管理方法的教育和技术人力扩充方案的讨论。 

(技术人力扩充: 기술 인력 확충) 

(7)在本研究中，以可以适用的要素为基础实施了专家问卷调查。 

(8)交通事故发生时，受害者通常会要求损害赔偿。 

(9)销售员在业务上需要接触到各种各样的人。 

(10)现有的方法只是利用技术领域的情报。 

 

 4.2 수업의 실제 및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이후 부록<3>의 강의안에서 제시된 수업 내용과 순서에 따라 바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에서는 학술 논문에서 나타난 단락으로 본문을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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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기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모형과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교육 대상자: 중국인 고급 학습자 

 수업 시간: 90분 (2차시) 

 학습 목표: 

  ① 학문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학문 목적 어휘의 의미와 학문적 맥락에서의      

     용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중국어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다. 

③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간의 유의 관계와 공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를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 

 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한번 

형성된 국가이미지는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실로 믿어지고, 그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논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특정 경험이나 

사회적 여론의 호악 등의 영향으로 형성된 국가 이미지는 상당히 견고하여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국가에 대해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은 국가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중국 문화의 

이해’, ‘현대중국의 이해’와 같은 교양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강좌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기본적인 수준에서 중국 문화의 각 

부문을 다룬다. 따라서 이러한 교양강좌를 통해 중국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편견을 버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국가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언론, 광고, 홍보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이미지와 교양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연결시켜 연구한 성과는 미미하다.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반중, 반한이 언론의 화두가 될 만큼 양국간의 상호이미지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수준과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따라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 내 교양과목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략) 

국가 이미지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한 국가의 이미지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의 3가지 통로로 국가 이미지가 형성된다. 첫째, 대인 

접촉을 통한 국가이미지 형성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타국의 개인이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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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타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경로보다 진실하고 정확한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상품에 대한 접촉을 통한 이미지 형성은 특정 국가의 

상품을 경험함으로써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국가이미지는 대중매체의 속성상 사실을 

과장∙축소∙왜곡∙미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의견이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다. (후략) 

 

--김경혜(2008), 한국 대학생의 중국∙중국인에 대한 인식, 제25호,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학습 어휘:  

형성形成 여부與否 평가評價 논리論理 근거根據 특정特定 

영향影響 상당相當 수준水準 인식認識 현대現代 전반全般 

제공提供 분야分野 활발活潑 진행進行 연결連結 연구硏究 

성과成果 상호相互 현실現實 기존旣存 요소要素 접촉接觸 

조직組織 가능可能 요구要求 전달傳達 수단手段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어휘의 이해 정도와 어휘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와 똑같은 설문지로 진행되었다. 수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수업이 끝난 즉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1주 후인 2013년 6월 16일에 

1차 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교육 방안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 

사후 검사에서 학습자들이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한 어휘에 초점을 맞춰 2차 사후 

검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 7월 10일에 2차 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4.3 사전 사후 비교 분석 

사전 사후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모형을 수업에 적용하여 수업 진행 후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차례의 사후 검사에서 교육 방안의 부족한 점을 밝힐 수 있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사전 사후 비교 분석은 사전 검사와 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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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사의 비교, 1 차 사후 검사와 2 차 사후 검사의 비교로 이루어졌다.  

사전 검사와 1 차 사후 검사의 비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업의 효과와 

학습자의 수용 양상을 밝혔다. 우선, 사전 설문지와 1 차 사후 설문지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는 같은 방법으로 진해되었으며 한 문항 당 

5 점, 문제 당 50 점, 시험지 만점이 100 점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의 선택 

문제에서는 한국어 의미와 중국어 번역이 모두 맞아야 5 점을 받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2.5 점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번역 문제에서는 문장의 

완성도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밑줄 친 어휘가 문장에서 의미적∙통사적으로 

정확히 사용된 경우에는 5 점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학습자가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지만 통사적인 오류를 범한 경우에는 3 점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른 오류를 범한 경우에는 모두 0 점으로 처리하였다. 사전 검사와 

1 차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다. 

 

 평균 점수 최저 점수 최고 점수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선택 문제 39.3 44.8 30 37.5 50 50 

번역 문제 36.5 39.1 28 34 47 46 

점수 합계 75.8 83.9 58 73.5 96 96 

<표Ⅳ-3> 사전 검사와 1차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 비교 

 

<표Ⅳ-3>에 따르면 사전 검사와 1 차 사후 검사 비교 분석은 세 가지 측면을 

보여주었다. 첫째, 수업 이후 선택 문제의 평균 점수, 번역 문제의 평균 점수,  

시험지 전체의 평균 점수가 모두 수업 전보다 높아졌다. 둘째, 번역 문제는 선택 

문제보다 더 낮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셋째, 사전 검사의 점수에 비해 1 차 

사후 검사의 최저 점수는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최고 점수는 같은 

수준에 있었다.  

교육 모형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용 양상에 따라 

피험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차례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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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수업 전에 대부분의 학습 어휘를 이미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문제를 풀어볼 때는 여전히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남은 피험자들은 사후 검사에서 사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들과의 인터뷰에서는 학습자들은 수업의 예시와 다양한 연습을 

통하여 원래 모르는 어휘의 의미와 사용 방법을 알게 되었고 어휘의 학문적 

맥락에서의 사용 양상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학습자들과 같이 사용 문제를 풀어볼 때 여전히 어려웠다고 하였다.  

사전 검사와 1 차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 비교 분석과 피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본 연구의 교육 방안의 장점과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밝힐 수 있었다. 

첫째, 교육 방안은 일부 피험자들의 학습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였으나 

어휘 사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이지 못하였다. 둘째, 교육 방안은 어휘 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험자에게 큰 효과가 있었지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험자에게는 유의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모든 피험자들은 수업 

후에 어휘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은 학습자가 

사전 검사와 1 차 사후 검사에서 번역 문제에서 범한 오류를 비교하였다. 번역 

문제 중에 문항(1), (4), (5), (10)은 사전 검사에서 나타난 오류가 1 차 사후 

검사보다 많았다. 각 문항의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在这样的情况下，学校体罚许可与否及其范围有必要重新探讨。 

ㄱ.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새로이 검토해야 한다. 

ㄴ.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체벌의 허용 가능과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ㄷ.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체벌의 허용 필요와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문항(1)에서 피험자가 중국어의 ‘与否’와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과 ‘필요’ 등 문맥과 관련된 어휘로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与否’ 와 ‘여부’의 대응 관계를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品质评价的分数呈现总体上升趋势。 

ㄱ. 품질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4 
 

ㄴ. 품질 평가 점수가 총체 상승하는 추세이다. 

ㄷ. 품질 평가 점수가 총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장(ㄴ)에서는 중국어에서 ‘总体(총체)’는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 ‘총체’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어에서 ‘总地’로도 ‘전반적, 총체적, 종합적’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ㄷ)에서는 피험자가 ‘总地’를 한국어로 표현할 때 ‘총으로’를 

사용하여 문장을 잘못 구사하였다.  

 

  (5) 预测未来技术的活动在全球活跃起来。 

ㄱ.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ㄴ. 미래 기술 예측 활동이 세계적으로 활약해진다. 

ㄷ.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어의 ‘活跃’과 대응되는 한국어 어휘는 ‘활약하다, 활발하다, 활성화하다’ 

등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문맥에 따라 적합한 한국어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문항(5)에서 문맥에 따라 ‘活跃’을 ‘활발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나 

‘활약하다’로 표현하는 학습자가 종종 있었다. 또한, ‘활약하다’를 통사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향도 보였다. 

 

  (10) 现有的方法只是利用技术领域的情报。 

ㄱ. 기존의 방법들은 기술 영역의 정보만 이용하고 있다. 

ㄴ. 지금 있는 방법은 기술 영역의 정보만 사용하고 있다. 

ㄷ. 현재 방법은 기술 영역의 정보만 사용하고 있다.  

 

문항(10)에서 학습자가 중국어 문맥에 맞게 해석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등 

‘기존’과 관련되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그들이 구사한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번역 문제에서의 오류 양상은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인지 혹은 화석화될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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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하여 1차 사후 검사를 한 3주일 후에 2차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 사후 검사는 1차 사후 검사에서 정답율이 비교적 낮은 어휘 항목에 초점을 

맞춰 설계하였다. 2차 사후 검사의 이해 문제에서는 선택 방식으로 학습자의 

‘분야, 조직, 전달, 논리, 영향’에 대한 이해 정도를 다시 측정하였고 사용 

문제에서는 번역 방식으로 학습자의 ‘여부, 전반, 활발, 적용, 기존’에 대한 사용 

능력을 다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은 10개로 구성하였다. 

 
 이해 문제: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답을 선택하세요. 

 (1）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a.分类   b.领地   c.部分   d.领域  

(2）본 연구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조직 구성원의 태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a.阻止   b.成分   c.组织   d.构造 

(3）최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到达   b.传达   c.传播   d.到达 

(4）본 논문은 개발한 학습 방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a.伦理   b.理论   c.理想   d.逻辑 

(5）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a.方向   b.趋向   c.影响   d.反响 

 

 사용 문제: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本研究以企业女职员为对象调查职员抽烟与否及其影响。  

(2)调查结果显示国内大城市空气污染程度总体偏高。 

(3)随着互联网迅速发展，关于网络安全的研究进行得很活跃。  

(4)实验结果证明研究中提出的方法适用于实际情况。 

(5)本实验运用了现有的科学成果和新的模型。 

2차 사후 검사의 결과에 따라 ‘논리’에 관한 이해 문제에서 ‘a.伦理(윤리)’를 

선택한 피험자가 아직 있다. 사용 문제에서 문항(1) ‘여부’, 문항(2) ‘전반’, 

문항(3) ‘활발’, 문항(5) ‘기존’은 1차 사후 검사와 같이 유사한 오류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가 어휘의 사용 문맥과 용법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1차, 2차 사후 검사를 통하여 교육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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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과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밝힐 수 있었다. 첫째, 교사는 어휘의 

난이도와 학습자의 수용 정도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어휘를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는 오류 화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류 형성 원인에 초점을 맞춰 

수업에서 어휘 의식을 높이고 오류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습자의 어휘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보충 연습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어휘 사용 전략을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교육 방안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1) 제시 방법 전환 

교육 모형의 제시 단계와 이해 단계에서는 어휘 제시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였고 문맥을 통한 1차 제시와 중국어와의 대조 활용을 통한 2차 제시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들은 학습자가 문맥에서 접하는 언어 자료를 

통하여 그들이 어휘의 일정한 규칙과 의미를 추론하고 귀납적으로 학습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 검증 결과에 따라 특정한 어휘, 특히 어려운 어휘,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어휘는 귀납적 방식보다 연역적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논리’를 예로 들면 이에 관한 지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항목 한국어 뜻풀이 중국어와의 대응 방식 비고 

 

 

논리 

 

 

원리, 이치 

论理，逻辑, 道理, 法则 

合乎逻辑 논리에 맞다 

逻辑清晰 논리가 분명하다 

不符现实的逻辑 

현실에 맞지 않은 논리 

 

伦理윤리 

论理/逻辑논리 

 

 

논리와 윤리의 비교 

논리逻辑 윤리伦理 

수요와 공급의 논리 

需求和供给的法则/逻辑 

이 계획은 합리적인 경제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这个计划基于合理的经济法则/逻辑。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违背伦理的行为 

이러한 행동은 직업 윤리에 

위반된다. 

这一行动违反了职业伦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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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어휘의 일반적인 사용 규칙부터 구체적인 예시까지 제시하는 

방식을 통하여 교사는 ‘논리’와 ‘윤리’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고 ‘논리’의 사용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발한 학습 방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a.伦理   b.理论   c.理想   d.逻辑 

 

  위와 같이 이해 문제에서 ‘논리’에 관한 문항은 네 가지 선택 항목이 있는데 

a는 ‘윤리’이고 b는 ‘이론’이며 c는 ‘이상’이다. 정답은 ‘d.逻辑논리’이다. ‘논리적 

사고력’은 중국어로 해석하면 ‘逻辑思考能力’이다. 이러한 제시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가 특정한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 오류 처리 방식 전환  

본 연구의 교육 방안을 수업에서 적용할 때 교사는 오류가 나타날 때만 

명시적으로 교정해 주었다. 오류 원인에 따라 오류의 유형을 추출하지 않았고 

학습자들의 오류 인식을 실질적으로 높이지 못하였다. 또한 교사는 말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지만 자기 교정, 동료 교정 등 학습자의 

학습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오류의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1) 오류 분석을 통하여 어휘 의식 높이기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특정한 어휘의 오류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학습자가 오류를 인식하도록 한다. 설문 조사와 효과 검증의 결과에 따라 

‘활발’에 관한 문항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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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의 사용 방법: 활발하다/활발히 진행한다/활발히 이루어진다 

오류 

유형 

오류 예문 

 

 

’활약’을

오용한 

사례 

한중 정부는 환경 문제에 관해서 교류를 활야하고 있다. 

미래 기술 예측 활동이 세계적으로 활약해진다.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게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터넷 안전에 관한 연구가 활약히 

진행하고 있다. 

 

’활성’을 

오용한 

사례 

한국과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한 교류도 활성하는 중이다.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활동이 세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인터넷이 신속히 발전되면서 인터넷 안전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됐다. 

’활기’를 

오용한 

사례 

한국과 중국 정부는 환견 문제에 관한 고류가 너무 활기적이다.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활동이 세계적으로 활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을 교육 방안의 조정 단계에서 활용하면 학습자가 어휘에 대한 

주의 집중을 하게 되고 어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어휘의 

오류를 체계화하면 학습자에게 오류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의 문맥적 특성과 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  

 

(2) 교정 방식 전환 

틀린 언어 형태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학습자의 제2언어 능력의 한 부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화석화라고 한다(브라운, 2010ㄴ:292). 오류를 

고쳐 주지 않으면 학습자가 계속 그릇된 언어 형태를 사용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화석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오류 교정 방식은 오류 

처리 과정에 아주 중요하다. 오류 교정 방식은 교사 교정, 자기 교정, 동료 교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 간의 교정을 어휘 활용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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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 전략 전환 

학습자가 언어를 산출할 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들은 의사소통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 전력은 크게 회피 전략과 보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오류들은 대부분 학습자들이 설문 과제를 수행할 

때 보상 전략을 사용하여서 범한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보상 전략은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모국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다음은 ‘여부’를 

표현하여야 할 때 학습자가 모국어로 바꾸어 표현해서 범한 오류들이다. 

 

ㄱ.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체벌의 허용 가능과 그의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ㄴ.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체벌의 허용 필요와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ㄷ. 이 연구는 기업 여성 직원들의 흡연 가능과 영향을 조사했다. 

ㄹ. 본 연구는 기업 여성 직원들의 흡연 상황과 영향을 조사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류를 최대한 감소하고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단서를 활용하는 전략을 권장한다. ‘여부’를 예로 들어, ‘여부’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장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체벌이 허용되는 지와 그의 허용 범위가 어떠한 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 여성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지와 영향이 있는 지를 

조사했다’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어휘의 정확한 사용 방법을 모를 때 다른 

단서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모국어로 직역하는 방식보다 정보를 더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 전략의 효과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면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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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의 목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학문적 맥락에서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실제 학문 활동을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학문 목적 

어휘는 일상 생활 어휘와 다른 학문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실제 

학문적 맥락에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학습자의 학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학문 목적 어휘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학문 목적 어휘를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학문 목적 어휘의 특성을 고찰하였고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어휘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마련하였다. 

첫째, Ⅱ장에서 선행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는 학문 목적 

어휘의 개념과 특징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학문 목적 어휘를 

선정하였고 빈도수와 범위를 기준으로 그 중에서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실험을 위한 어휘 목록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 양상을 

확인하였고 교재를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 측면에서 많은 중국인 

학습자가 학문 목적 중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여 중국어의 학문 목적 

어휘나 표현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한국어 

학문적 텍스트를 처리하는 어휘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 학습에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교재들에서 학문 목적 어휘의 

수가 전체 단어 양에 비해 비교적 적고 어휘 의미의 제시 또한 부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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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Ⅲ장에서는 객관적 방법인 메타 계량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한 

경험적 방법으로 유용성, 위계성, 학습자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을 기반으로 형태적, 의미적, 사회∙문화적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형태적 대조 분석에서는 이형동의어를 완전이형동의어와 

부분이형동의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의미적 대조 분석에서는 동형이의어를 

동형완전이의어와 동형부분이의어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대조 

분석에서는 문체에 따른 어휘 의미 차이와 어휘 감정색채의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문 목적 어휘 중 차이가 있는 어휘들은 총 129개이고 전체 

어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지식 능력을 측정하고 

학습자의 어휘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도구를 마련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이해·사용 측면에서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였다. 

선정된 학문 목적 어휘 중에 20개의 어휘를 추출하여 실험 어휘로 삼아 의미 

선택 문제와 한∙중 번역 과제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두 측면에서 나타난 

어휘 오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오류 분석에서는 오류의 형성 원인에 따라서 

중국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한국어 복잡성에 의한 오류,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오류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학문 목적 

어휘들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학습자들은 체계적인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을 받지 

못하여 오류를 빈번히 범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 선택∙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Ⅵ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학문 목적 어휘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또한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이해∙사용 양상 및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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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효율적인 어휘 지식 입력과 명시적인 어휘 지도를 기반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 방법에서는 제시 단계, 이해 단계, 조정 

단계, 활용 단계, 정리 단계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었고 교수∙학습 모형을 

세웠다. 한∙중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교육 모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효과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고 효과 

검증을 통하여 교육 방안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능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 목적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수업의 실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문 목적 어휘의 구어적 사용,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환경, 개인적 원인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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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실험 도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원영춘입니다.  

이 설문지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인식과 어휘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석사 논문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학술 연구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자료의 익명성은 

보장될 것입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자: 원영춘  

基本資料:  

1. 性别: □ 男 □ 女  

2. 姓名：  

3. 年龄: □11~20岁 □21~30岁 □31~40岁 □40~50岁 □ 其他  

4. 身份：  

□ 大学生 学校____________________ ( ) 年级  

□ 研究生 学校____________________ ( ) 年级  

5.专业：________________  

6. 学习韩国语时间：___ 年___ （个）月  

7. 居住韩国 _______年. TOPIK ______级  

8. 联系方式：手机#_________________ Ｅ-mail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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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목적 어휘 태도와 인식 평가  

 

1. 나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중국어로 논문을 쓸 때 혹은 학술 과제를 수행할 

때 체계적인 학문적 지도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중국어로 논문을 쓸 때 혹은 학술 과제를 수행할 때 어휘를 선택·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나는 중국어 학문적 어휘가 어떤 어휘를 가리키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대학에서 중국어 학술 과제나 활동에 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한국어 교과서와 논문을 읽을 때 혹은 한국어로 숙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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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가 한국어 교과서와 논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이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한국어 교과서와 논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한국어 어휘를 공부할 때 중국어 단어 의미와 비교하면서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떤 단어를 써야 할 지 몰라서 

고민해 본 경험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 지 모를 때 중국어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에 

해당하는 번역된 한국어로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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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피험자용 

Ⅰ. 사용 문제: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本文仔細研討了國際犯罪發生的原因和特點，為了構建穩定的國際社會，提出了預防國

際犯罪的方案。（國際犯罪: 국제 범죄） 

 

2.針對上述談及到的經濟發展問題，本章分析和比較了中韓政府的經濟政策。分析結果顯

示政府對市場的控制是不可避免的，同時也突顯了政府政策中的具體問題。 

（經濟政策: 경제 정책） 

 

3.環境污染對人類的影響日益嚴重。中韓政府關於環境問題的交流也十分活躍。本文旨在

分析中韓政府如何減少環境污染，並展示其成果和局限。 

（環境污染: 환경 오염） 

 

4.爲了取得更準確的研究結果，把此學習法適用于教学之後又進行了問卷調查。調查結果

顯示學習者會根據不同情況自己調節學習量。  

(學習法: 학습법  學習者: 학습자） 

 

5.最近有許多關於現代社會危機的爭論。本文討論了現代社會危機並提出了克服危機的對

策。研究結果顯示爲了能成功地執行艱巨的任務，人們必須強化危機管理能力。 

（現代社會危機: 현대사회 위기） 

 

6.本文考查了關於學習者邏輯思考能力的研究，闡明了有益於增強思考能力的因素，並且

彌補了邏輯教育中的不足之處。（邏輯: 논리） 

 

Ⅱ. 이해 문제: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답을 선택하세요. 

 

1. 단기적인 부작용들은 환자들의 약물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장기적인 부작용들은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a.深刻   b.深邃   c.嚴重   d.嚴緊 

 

2. 종교의 다양성은 교역 관련 제도의 보완 역할을 함으로써, 원래 강력했던 교역 

관련 제도 하에서 교역을 더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a.寄予  b.基於   c.貢獻  d.給予 

 

3. 이 논문에서는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檢察  b.研討   c.檢驗  d.研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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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정치경제학은 특히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저항의 영역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a.局限  b.局部   c.限度  d.邊界 

 

5. 본 논문은 주변의 습도 및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습도 및 가습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a.條例  b.調節   c.條件   d.事件 

 

6. 음악을 ①적용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언어적 능력과 

심리적 ②안정성(스트레스반응, 우울, 불안)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a.作用    b.應用   c.適應    d.適合 

② a.安靜    b.安好   c.限定    d.穩定 

 

7. 민족 국가의 위기는 자본의 국제화와 생산의 분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틀에 의존하여 국경의 외적 조건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a.統治   b.統領   c.控制   d.制定 

 

8. 본 연구는 수행평가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 수준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관심도와 실행 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a.完成   b.顯現   c.構成   d.推進 

 

9. 로봇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로봇의 크기나 비용,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로봇 작업의 실패나 오류와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a.模樣   b.事件   c.狀態   d.情況 

 

10. 연구 결과 인지행동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발표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感覺   b.縮減   c.減少   d.感應 

 

11. 위에서 ①언급한 잠재적 또는 현실적인 사회 위험에 대비하여, 우리는 이러한 

내성이 강한 사회적 위험을 ②극복하여야 한다. 

①a.言論   b.談話   c.談及   d.普及 

②a.克制   b.克服   c.制服   d.服從 

 

12. 농경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장사문화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했으며 

과거 매장에서 화장 제도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a.無法預料   b.不出所料   c.無關緊要   d.不可避免 

 

13. 도덕과 교육은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덕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伸縮   b.增加   c.伸展   d.增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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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범사업도시의 실무자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그 보완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a.補充   b.修補   c.充足   d.充分 

 

15. 본 연구의 목적은 EF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실 

수업에서 전자칠판을 활용해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언어 입력의 양과 질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a.感化   b.強化   c.強烈   d.增進 

 

16. 최근 금융 회사의 손실 및 금융 거래의 복잡성과 관련한 조세 위험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고, 금융 회사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조세 위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a.開發   b.活動   c.顯現   d.活躍 

 

17. 최근 들어 도서관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과 

적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察覺   b.警覺   c.突顯   d.顯要 

 

18. 최근에는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 댓글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이나 

논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논쟁을 통해 게시물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의견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논쟁 댓글을 파악하고 식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競爭   b.爭論   c.爭奪   d.討論 

연구자용 

Ⅰ. 사용 문제: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本文仔細研討了國際犯罪發生的原因和特點，為了構建穩定的國際社會，提出了預防國

際犯罪的方案。（國際犯罪: 국제 범죄） 

답(참고): 본 논문은 국제 범죄의 발생 원인과 특징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안정적인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범죄 예방 방안을 제기하였다. 

 

2.針對上述談及到的經濟發展問題，本章分析和比較了中韓政府的經濟政策。分析結果顯

示政府對市場的控制是不可避免的，同時也突顯了政府政策中的具體問題。 

（經濟政策: 경제 정책） 

답(참고): 이상으로 언급된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해 이 장에서 한∙중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나타났으며 동시에 정부 정책에 구체적인 문제들도 부각되었다. 

 

3.環境污染對人類的影響日益嚴重。中韓政府關於環境問題的交流也十分活躍。本文旨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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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中韓政府如何減少環境污染，並展示其成果和局限。（環境污染: 환경 오염） 

답(참고): 환경 오염의 인간에 대한 영향은 날로 심각해진다. 한∙중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한 교류를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정부가 환경 

오염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하고 그들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4.爲了取得更準確的研究結果，把此學習法適用于教学之後又進行了問卷調查。

調查結果顯示學習者會根據不同情況自己調節學習量。 

（學習法: 학습법 學習者: 학습자） 

답(참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이 학습법을 적용한 후 다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에서는 학습자들이 상황에 따라 스스로 학습량을 조절한다고 

나타났다. 

 

5.最近有許多關於現代社會危機的爭論。本文討論了現代社會危機並提出了克服危機的對

策。研究結果顯示爲了能成功地執行艱巨的任務，人們必須強化危機管理能力。 

（現代社會危機: 현대사회 위기） 

답(참고): 최근에 현대사회 위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 위기에 

대해 논의하였고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을 제기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나타났다. 

 

6.本文考查了關於學習者邏輯思考能力的研究，闡明了有益於增強思考能力的因素，並且

彌補了邏輯教育中的不足之處。（邏輯: 논리） 

답(참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사고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혔으며 논리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Ⅱ. 이해 문제: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답을 선택하세요. 

 
1. 단기적인 부작용들은 환자들의 약물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장기적인 부작용들은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a.深刻   b.深邃    c.嚴重   d.嚴緊 

 

2. 종교의 다양성은 교역 관련 제도의 보완 역할을 함으로써, 원래 강력했던 교역 

관련 제도 하에서 교역을 더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a.寄予   b.基於   c.貢獻   d.給予 

 

3. 이 논문에서는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檢察   b.研討   c.檢驗  d.研發 

 

4. 정보정치경제학은 특히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저항의 영역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a.局限   b.局部   c.限度   d.邊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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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논문은 주변의 습도 및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습도 및 가습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a.條例   b.調節   c.條件   d.事件 

 

6. 음악을 ①적용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언어적 능력과 

심리적 ②안정성(스트레스반응, 우울, 불안)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a.作用    b.應用   c.適應   d.適合 

② a.安靜    b.安好   c.限定   d.穩定 

 

7. 민족 국가의 위기는 자본의 국제화와 생산의 분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틀에 의존하여 국경의 외적 조건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a.統治   b.統領   c.控制   d.制定 

 

8. 본 연구는 수행평가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 수준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관심도와 실행 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a.完成   b.顯現   c.構成    d.推進 

 

9. 로봇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로봇의 크기나 비용,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로봇 작업의 실패나 오류와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a.模樣   b.事件   c.狀態   d.情況 

 

10. 연구 결과 인지행동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발표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感覺   b.縮減   c.減少   d.感應 

 

11. 위에서 ①언급한 잠재적 또는 현실적인 사회 위험에 대비하여, 우리는 이러한 

내성이 강한 사회적 위험을 ②극복하여야 한다. 

①a.言論   b.談話   c.談及   d.普及 

②a.克制   b.克服   c.制服   d.服從 

 

12. 농경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장사문화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했으며 

과거 매장에서 화장 제도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a.無法預料   b.不出所料   c.無關緊要   d.不可避免 

 

13. 도덕과 교육은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덕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伸縮   b.增加   c.伸展   d.增強 

 

14.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범사업도시의 실무자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그 보완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a.補充   b.修補   c.充足   d.充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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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 연구의 목적은 EF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실 

수업에서 전자칠판을 활용해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언어 입력의 양과 질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a.感化   b.強化    c.強烈   d.增進 

 

16. 최근 금융 회사의 손실 및 금융 거래의 복잡성과 관련한 조세 위험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고, 금융 회사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조세 위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a.開發   b.活動   c.顯現   d.活躍 

 

17. 최근 들어 도서관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과 

적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察覺   b.警覺   c.突顯   d.顯要 

 

18. 최근에는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 댓글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이나 

논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논쟁을 통해 게시물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의견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논쟁 댓글을 파악하고 식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競爭   b.爭論   c.爭奪   d.討論 

 

 효과 검증 설문지(답안지) 

1 차 사후 검사 

Ⅰ. 선택 문제:  

다음 해석을 보고 해석에 맞는 단어를 찾으며 그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세요. 

예: 

a.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 

b.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b 분석 分析 a 결과 结果 

 

(1) 이루어 낸 결실 

(2)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 

(3)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4)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범위나 부분. 

(5)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6) 지시, 명령,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함. 

(7)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서 체계 있는 집단을 

이룸.  

(8)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9)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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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이 함께. 

 

(4)분야领域; (1)성과成果; (10)상호相互; (3）현실现实; (2)요소要素; 

(7)조직组织; (6)전달传达; (9)논리逻辑;  (8)영향影响; (5)인식认识. 

 

Ⅱ. 번역 문제: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在这样的情况下，学校体罚许可与否及其范围有必要重新探讨。（学校体罚:학교체벌）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自 我 效 能 感 就 是 为 了 达 成 某 一 目 标 可 以 完 成 特 定 行 动 的 一 种 信 念 。

(自我效能感: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3) 在硬件领域里，国内技术的水平显示得相当高。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국내의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品质评价的分数呈现全体上升趋势。 

품질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预测未来技术的活动在全球活跃起来。 

미래기술을 예측하는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6)在本研究中，也进行了关于管理方法的教育和技术人力扩充方案的讨论。 

(技术人力扩充: 기술 인력 확충) 

본 연구에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인력 확충 방안의 토론도 진행됐다. 

(7)在本研究中，以可以适用的要素为基础实施了专家问卷调查。 

본 연구에서 적용 가능한 요소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8) 交通事故发生时，受害者通常会要求损害赔偿。 

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통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  

(9) 销售员在业务上需要接触到各种各样的人。 

판매원은 업무상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 

(10)现有的方法只是利用技术领域的情报。 

기존의 방법들은 기술 영역의 정보만 이용하고 있다. 

 

2 차 사후 검사 

Ⅰ. 선택 문제: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답을 선택하세요. 

 

（1）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a.分类   b.领地   c.部分   d.领域  

（2）본 연구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조직 구성원의 태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a.阻止   b.成分   c.组织   d.构造 

（3）최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到达   b.传达   c.传播   d.到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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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 논문은 개발한 학습 방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a.伦理   b.理论   c.理想   d.逻辑 

（5）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a.方向   b.趋向   c.影响   d.反响 

 

 

Ⅱ. 번역 문제: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 本研究以企业女职员为对象调查职员抽烟与否及其影响。  

본 연구는 기업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흡연 여부와 영향을 조사한다.  

(2) 调查结果显示国内大城市空气污染程度总体偏高。 

조사 결과에서 국내 큰 도시의 공기 오염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随着互联网迅速发展，关于网络安全的研究进行得很活跃。  

인터넷의 급속 발전에 따라 인터넷 안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 实验结果证明研究中提出的方法适用于实际情况。 

실험은 연구에서 제기된 방법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고 증명하였다. 

(5) 本实验运用了现有的科学成果和新的模型。 

본 실험은 기존의 과학 성과와 새로운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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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학문 목적 어휘 목록 

어휘 한자 등급 어휘 한자 등급 어휘 한자 등급 

가능 可能 3 구역 04 區域 3 대략 大略 3 

가상 05 假想 6 구조 08 構造 4 대상 11 對象 4 

가정 07 假定 5 구축 03 構築 5 대안 05 對案 5 

각기 02 各其 3 규정 04 規定 4 대응 02 對應 3 

간격 02 間隔 3 균형 均衡 3 대책 03 對策 2 

간섭 干涉 3 극복 01 克服 3 대처 04 對處 4 

간접 間接 3 근거 根據 2 대체 02 大體 2 

갈등 葛藤 2 근본 根本 3 도달 01 到達 4 

감각 02 感覺 2 근원 根源 3 도입 導入 3 

감소 01 減少 5 급격 01 急激 3 독립 獨立 4 

강력 03 强力 4 급속 急速 5 독창 05 獨創 6 

강의 02 講義 2 기구 15 機構 3 독특 獨特 4 

강조 02 强調 4 기능 03 機能 3 동기 07 動機 5 

강화 04 强化 4 기록 02 記錄 1 동의 02 同意 4 

개념 槪念 1 기반 01 基盤 3 동일 02 同一 5 

개발 開發 3 기법 01 技法 5 드러나다  2 

개별 個別 4 기술 03 記述 5 등장 01 登場 2 

개선 01 改善 3 기억 02 記憶 1 맥락 脈絡 4 

개설 03 槪說 5 기여 04 寄與 4 명시 02 明示 7 

개정 03 改定 5 기원 04 紀元 5 명확 明確 6 

객관 03 客觀 3 기원 05 起源 5 모범 02 模範 3 

거부 02 拒否 4 기존 旣存 3 모색 03 摸索 4 

건설 建設 2 기타 01 其他 3 모형 05 模型 3 

검토 檢討 3 기호 01 記號 3 목록 目錄 2 

견해 02 見解 4 나열 02 羅列 5 문헌 文獻 4 

결론 02 結論 2 내부 04 內部 2 물질 02 物質 2 

결합 結合 4 내외 01 內外 2 미만 01 未滿 3 

경계 04 境界 3 논리 論理 4 밀접 密接 7 

경향 02 傾向 3 논쟁 論爭 5 바람직  2 

공개 02 公開 4 논하다 論 4 반면 02 反面 3 

공급 02 供給 2 능동 能動 5 반복 01 反復 3 

공식 01 公式 4 다소 01 多少 3 반영 01 反映 4 

공통 共通 2 단계 03 段階 3 반응 反應 2 

과정 03 過程 1 단순 02 單純 5 발견 01 發見 2 

관념 02 觀念 4 단위 02 單位 3 발휘 發揮 5 

관점 02 觀點 2 달성 達成 5 방식 01 方式 2 

관찰 01 觀察 2 담당 擔當 4 방안 01 方案 3 

구별 02 區別 2 답 03 答 2 방지 04 防止 3 

구분 06 區分 3 대개 03 大槪 2 배열 02 排列 4 

구성 07 構成 3 대규모 大規模 3 범위 範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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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한자 등급 어휘 한자 등급 어휘 한자 등급 

법칙 法則 3 상황 02 狀況 1 안정01 安定 3 

변경 04 變更 3 생산 生産 1 암시01 暗示 4 

변동 變動 3 선정 07 選定 4 양상08 樣相 4 

변인 02 變因 5 선호 03 選好 4 양식04 樣式 4 

별도 01 別途 3 설득 說得 2 언급 言及 5 

보관 01 保管 3 설명 說明 1 언어01 言語 2 

보수 06 保守 5 설문 01 設問 5 여건01 與件 2 

보완 補完 4 설정 02 設定 5 여부01 與否 4 

보장 01 保障 4 설치 02 設置 3 연결01 連結 2 

보조 02 補助 3 성과 01 成果 2 연계03 聯繫 5 

보존 保存 2 성립 成立 2 연관06 聯關 4 

보충 補充 4 성장 01 成長 2 연구03 硏究 1 

보편 01 普遍 5 성질 性質 2 연속02 連續 3 

본격 本格 5 세기 03 世紀 6 연장05 延長 3 

본질 02 本質 4 소극 02 消極 5 연합03 聯合 3 

부각 05 浮刻 5 소위 06 所謂 5 영역03 領域 6 

부분 01 部分 1 소유 03 所有 4 영향04 影響 3 

부여 04 附與 2 소재 05 素材 2 예상02 豫想 3 

부재 03 不在 5 수단 01 手段 2 예외 例外 2 

부정 09 否定 2 수동 02 受動 5 예측 豫測 4 

분류 03 分類 2 수립 02 樹立 3 완성01 完成 2 

분리 04 分離 3 수준 水準 2 완전01 完全 3 

분석 02 分析 4 수행 02 遂行 4 요구03 要求 2 

분야 分野 2 시각 04 視角 5 요소04 要素 3 

분포 02 分布 3 시기 04 時期 2 용어02 用語 4 

불가피 不可避 7 시도 07 試圖 3 우려01 憂慮 5 

불과하다 不過 3 시스템  5 운영03 運營 3 

비교 01 比較 2 시점 02 時點 4 원인02 原因 1 

비롯  2 신속 04 迅速 3 위상02 位相 5 

비율 比率 3 신장 04 伸張 5 유도08 誘導 5 

비판 01 批判 2 실시 03 實施 3 유리05 有利 4 

빈도 03 頻度 4 실정 04 實情 3 유발02 誘發 5 

사고 14 思考 3 실질 實質 3 유사18 類似 5 

사상 15 思想 1 실천 01 實踐 2 유의04 留意 2 

사전 13 事前 5 실체 02 實體 5 유지09 維持 3 

상관 03 相關 2 실태 02 實態 4 유형02 有形 5 

상당 04 相當 5 실험 實驗 5 유형07 類型 3 

상이 02 相異 6 실현 實現 3 의도02 意圖 2 

상징 象徵 2 심각 02 深刻 6 의문02 疑問 3 

상호 04 相互 2 아이디어  5 의사02 意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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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한자 등급 어휘 한자 등급 어휘 한자 등급 

의식 03 意識 1 정지 06 停止 3 최종 最終 3 

의존 依存 3 제거 03 除去 4 추가 02 追加 4 

이동 03 移動 3 제공 04 提供 4 추론 02 推論 4 

이론 01 理論 3 제기 06 提起 4 추진 02 推進 4 

이룩  2 제도 01 制度 3 추출 抽出 5 

이외 01 以外 3 제시 02 提示 4 추측 推測 4 

인과 03 因果 4 제안 02 提案 3 축소 02 縮小 3 

인식 認識 2 제약 01 制約 4 출현 出現 4 

인용 02 引用 4 제외 02 除外 4 충족 充足 4 

인정 08 認定 3 조명 06 照明 5 측면 側面 4 

일정 01 一定 2 조절 02 調節 3 탁월 卓越 4 

일치 01 一致 3 조정 09 調整 3 토대 土臺 4 

입력 入力 3 조직 組織 1 통계 04 統計 3 

자극 01 刺戟 2 주관 02 主觀 4 통과 通過 5 

자율 自律 4 주의 07 注意 3 통로 通路 3 

작성 01 作成 3 주장 03 主張 3 통일 02 統一 1 

작용 01 作用 3 중복 05 重複 4 통제 02 統制 3 

장기 10 長期 4 증가 01 增加 3 통합 統合 4 

장면 04 場面 2 증거 證據 3 특성 01 特性 2 

장애 02 障礙 2 증명 證明 3 특수 02 特殊 4 

적당 04 適當 6 지작 04 知覺 5 특이 01 特異 4 

적용 02 適用 4 지속 01 持續 4 특정 特定 4 

적응 02 適應 3 지시 02 指示 2 틀 01  2 

적절 適切 4 지원 02 支援 5 파악 01 把握 3 

적합 適合 4 지적 05 知的 4 평가 03 評價 2 

전개 02 展開 2 지지 06 支持 5 평균 平均 2 

전달 03 傳達 2 직후 直後 2 포함 02 包含 3 

전략 03 戰略 2 진단 02 診斷 2 폭넓다 幅 3 

전망 03 展望 4 진행 02 進行 2 표면 表面 3 

전반 03 全般 5 차별 差別 2 표시 02 標示 2 

전환 03 轉換 4 참고 01 參考 2 표준 01 標準 2 

절 08 節 6 참여 參與 3 풍부 02 豐富 6 

절차 02 節次 3 참조 02 參照 5 필수 02 必須 4 

점검 點檢 4 창조 03 創造 2 필연 01 必然 4 

접근 接近 4 처리 02 處理 2 하위 02 下位 4 

접촉 接觸 3 철저 徹底 4 학문 02 學問 1 

정기 07 定期 3 체계 03 體系 4 학술 學術 3 

정립 02 定立 4 초기 04 初期 3 한계 限界 2 

정상 02 正常 2 초점 03 焦點 3 한정 01 限定 5 

정의 05 定義 4 최소 01 最小 4 합리 01 合理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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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한자 등급 어휘 한자 등급 어휘 한자 등급 

항목 項目 3 현장 03 現場 3 확실 確實 6 

해당 05 該當 3 현황 02 現況 3 확장 擴張 3 

해석 03 解析 6 협력 協力 2 확정02 確定 4 

해소 03 解消 5 형성 01 形成 3 활발 活潑 6 

핵심 核心 2 형식 01 形式 1 활성화 活性化 5 

향상 01 向上 3 형태 形態 3 회복 恢復 2 

현대 01 現代 3 확립 確立 4 효율 效率 4 

현상 03 現狀 7 확보 01 確保 4 후반01 後半 4 

현실 02 現實 1 확산 擴散 4    

 

* 본 목록의 등급은 김광해(2003)에서 나눈 등급에 근거한 것이다. 

 

부록<3> 
강의안 

1교시 

제시 단계 (15분) 

 

진행절차 

(1) 학습자에게 학문적 맥락을 제공하여 해당된 학문 목적 어휘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2) 본문과 관련된 문제 도입: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학습자들에게 질문한다.  

a.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요? 

b.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c. 한국 대학생들이 어떠한 매개를 통하여 중국과 중국인에 대하여 

인식하는지 알아요? 

(3) 학습자들로 하여금 본문을 읽게 하고 밑줄 친 어휘들 중에 익숙한 단어를 

표시하게 한다. 

(4) 학습자들이 익숙한 단어를 소개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피드팩을 

준다. 

(5) 학습 어휘를 문맥에 따라 제시하고 해석한다.  

학습 어휘의 1차 제시 

형성形成: 이미지 형성; 이미지가 형성되다; 이미지를 형성하다. 

여부與否: 사실 여부사실인지? 사실인 아닌지? 

평가評價: 국가를 평가하다; 평가 기준 

논리論理: 논리적 사고 능력  

근거根據: 논리적논리적인 근거根據가 없다. 

특정特定: 개인에 따른 특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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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影響: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받다; 중요한 영향; 강력한 영향. 

상당相當: 이미지는 상당히 견고하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준水準 & 인식認識: 이해 수준; 인식 수준, 기본적인 수준 

현대現代: 현대중국, 현대중국의 이해 

전반全般: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소개 

제공提供: 정보를 제공하다 분야分野: 언론, 광고, 홍보 

활발活潑 & 진행進行: (연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결連結: 연결하다; 연결시키다 

연구硏究: 연구하다; …에 대한 연구 

성과成果: 연구 성과 상호相互: 상호 이미지   

현실現實: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다 

기존旣存: 기존의 연구  

요소要素: 다양한 요소 

접촉接觸: 대인 접촉 

조직組織: 개인, 조직, 집단 

가능可能: 가능하다; 가능성 

요구要求: 요구되다; 요구하다 

전달傳達: 전달되다; 전달하다 

수단手段: 수단과 방법 

이해 단계(25분) 

 

진행 절차 

   (1)이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2)이해 활동은 ‘자기 말로 어휘 해석하기’, ‘연상 연습’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3) 학습할 한국어 어휘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2차 자료로 제시한다.  

 자기 말로 어휘 해석하기 절차 

1) 학습자 2~3명으로 그룹 짓는다. 

2) 교사가 다음과 같은 수업 자료를 나눠 준다. 

형성形成/여부與否/평가評價/논리論理/근거根據/특정特定/영향影響/상당相當/수

준水準/인식認識/현대現代/전반全般/제공提供/분야分野/활발活潑 

위의 어휘들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토론해 보세요. 

예시: 영향影響 

① 본문에서 ‘영향影響’이 어떻게 나와요? 

② ‘영향影響’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말해 보세요. 

③ ‘영향影響’과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말해 보세요.  

④ ‘영향影響’을 이용해서 표현이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3) 그룹 토론  

4) 검토하기 

예시: 영향影響 

① 본문에서의 영향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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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특정 경험이나 사회적 여론의 호악 등의 

영향으로 형성된 국가 이미지는 상당히 견고하여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국가에 대해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은 국가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 국가의 이미지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② 영향影響의 유의어: 효과, 작용, 영향력 

③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주다; 영향을 받다; 영향을 끼치다;  

④ 예문: 그 법안이 전체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⑤ 영향影響: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연상 연습 

1) 교사가 다음과 같은 수업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 어휘에 관한 질문에 답하세요. 

활발活潑/진행進行/연결連結/연구硏究/성과成果/상호相互/현실現實/ 

기존旣存/요소要素/접촉接觸/조직組織/가능可能/요구要求/전달傳達/ 

예시: 활발活潑 

① ‘활발’을 중국어로 쓰세요. 

② ‘활발’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교류 활동 신문 활동적 정리하다 기본적 기운차다 

살피다  필요  -이/가 -게  -(으)로 -에게 -에서  

진행하다 의미하다 

  2) 검토하기 

활발活潑: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활발한 교류; 활발한 활동; 활발한 움직임; 활발하게 진행하다. 

예문:  

최근 들어 국가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언론, 광고, 홍보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예산 절감을 위한 개혁 작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학습 어휘 2차 제시: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 활용 

이 부분에서는 학습 어휘를 형태적, 의미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어와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형태 

한국어  한자   중국어  

기존    旣存    现存 

기존: 이미 존재함. 대조 예문: 

국가 이미지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根据与国家形象相关的现存研究结果… 

기존 방침을 따르다. 按照现存的方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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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1)중국어보다 의미가 축소된 어휘 

항목 한국어 뜻풀이 중국어 뜻풀이 

상당 

相當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함. 

1.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함. 

2. 적합하다, 적당하다,  

합당하다, 알맞다. 

진행 

進行 

1. 앞으로 향하여 나아감. 

2. 일 따위를 처리하여 

나감. 

1. 앞으로 향하여 나아감. 

2. 일 따위를 처리하여 나감. 

3. 병세가 확장되다. 

접촉 

接觸 

1. 서로 맞닿음.  

2. 가까이 대하고 사귐.  

1. 서로 맞닿음.  

2. 가까이 대하고 사귐. 

3. 접전하다. 교전하다. 

      

 2)중국어보다 의미가 확대된 어휘 

활발活潑: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중국어에 없는 의미: 활약하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국가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关于国家形象的研究进行得很活跃。 

‘활발’이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어휘는 活泼과 活跃 두 가지가 있이다. 

문화적 차이 

수단 手段 

1)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그 도구. 

2)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꾀. 

예문: 본 연구에서 분석적 수단으로 실험을 분석했다. 

本研究用了分析方法/手段分析了实验。 

   (중국어) 手段: 부정적 검정색채: 정당하지 않은 방법 

2교시 

조정 단계(15분) 

 

진행 절차 

  (1) 학습 어휘의 유의어 변별 연습 진행; (2) 주제별 어휘 제시 

  (3) 오류 분석 활용; (4) 문제가 되는 어휘에 대한 재해석 

 유의어 변별 연습 

다음 문장을 보고 적절한 어휘를 골라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예시 1: ①영향   ②작용   ③효과   

ㄱ. 이러한 논거는 연구에서 유리하게 _______. 

ㄴ. 기업의 효율성은 경쟁력 향상에 큰 ______를 미친다. 

ㄷ.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기획하면 판매_______ 높일 수 있다. 

예시 2: ①연결   ②연계   ③접촉 

ㄱ. 협동조합은 생산자를 소비자와 직접 ______ 양쪽 모두 이익이 남게 했다. 

ㄴ. 그 작품은 시대적 상황과 밀접히 _______. 

ㄷ. 사람들이 살기 위해 세계와의 _______에 의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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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제시 

<요소류> 근거根據, 수준水準, 성과成果, 요구要求, 수단手段, 요소要素 

<진행류> 제공提供, 인식認識, 접촉接觸, 평가評價, 형성形成, 연결連結,  

진행進行, 전달傳達 

<속성류> 가능可能, 특정特定, 상당相當, 활발活潑, 현대現代, 현실現實 

<연구류> 논리論理, 영향影響, 분야分野, 연구硏究, 조직組織 

<기타> 여부與否, 기존旣存, 전반全般, 상호相互 

 

오류 분석 활용 

예시: 다음 문장들에서 오류를 찾고 고쳐 보세요. 

ㄱ. 우리는 자연과의 접근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접촉 

ㄴ. 가능적인 모든 방법으로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성한다. 가능한 

ㄷ. 신제품은 현존 제품보다 훨씬 싸면서도 성능이 좋다. 기존 

ㄹ. 고객의 특별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정한 

ㅁ.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은 서로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다.상호 밀접한 

관계 

ㅂ.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는 활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활발하게 

 

 비교를 통하여 어휘의 재해석 

접근 vs 접촉 (그림으로)  

접근: 가까이 다가감. 접촉: 서로 맞닿음 

특별하다 vs 특정하다 

특별하다: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특정하다: 특별히 정하여져 있다. 

연결 vs 관계 

연결: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음. 

관계: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활기 vs 활발 

활기: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 활발: 생기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활용 단계(30분) 

 

진행 절차 

(1)활용 단계에서는 쓰기 연습을 활용한다. 학습자가 앞에서 제시된 학습 

어휘들을 활용하여 학문 목적 쓰기 과제를 수행하거나 중국어 문장 번역 등 

학습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2)교사는 이러한 학습 과제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학습자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류 원인을 

규명하고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문 목적 어휘를 활용한 쓰기 연습 

먼저 교사는 학습자에게 여러 개 단어와 주제를 제시한다. 다음, 학습자가 이 

단어들을 활용하여 제시된 주제에 따라 글을 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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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2. 지역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생각 

 

어휘 

근거根據, 특정特定, 영향影響, 상당相當, 수준水準, 

인식認識, 현대現代, 전반全般, 제공提供, 분야分野, 

활발活潑, 진행進行, 연결連結, 연구硏究, 성과成果, 

상호相互, 현실現實, 요소要素  

제시된 어휘에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완성한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검토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각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사용하였는지, 맥락과 맞는지 등을 확인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구사한 문장 

중에서 잘못 사용된 어휘를 발견하여 의미적∙통사적으로 나누어 학습자에게 

설명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번역 과제 

중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중 번역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번역 과제를 통하여 오류들을 수집하고 분류한 뒤에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어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교류에서 강화시킬 수 있고 학습자의 어휘 

변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룹을 만들어서 다음 읽기 자료를 번역해 보세요. 

语言文化的影响 

人们在使用语言进行交流的同时，也在传递着其所特有的文化内涵。所以，语言文

化是跨文化交流过程中不可或缺的因素，而要做到有效的跨文化交流就必须克服东西

方语言文化上的障碍。 一般来说，西方人在表述事情的经过时，语言十分直白，语感

是直观的，语言中的信息量是丰富的，寓意是明确的，这符合西方人的传统文化习惯

和性格。而在中国人的语言是含蓄的，语言里包含的信息量却较少，大部分信息隐含

在语境之中，所以和中国人进行语言文化交流，很大程度上依赖于所谈论话题的来龙

去脉或文化背景方面。这两种语言文化上的区别，经常会使中西方的人们在语言交流

中产生误解，由此而引发不必要的矛盾。 

在跨文化交际中产生语言交流障碍的原因除了不同的语言外，很大程度上是由于交

际双方没有取得文化认同。文化认同原则可以被认为是指导跨文化交流顺利进行的语

言原则。所以在以语言为媒介的跨文化交流中，除了要扫清不同语言所带来的交流障

碍外，还应该遵守其语言的文化语用规则，以及了解文化习俗、生活习惯等社会文化

背景，努力达成不同文化间的认同，只有这样，才能促进和保持跨文化交流的顺利进

行，并达到所期望的交流目的。 

정리 단계(5분) 

 

진행 절차 

 (1) 학습 내용 정리 및 어휘 지식 자기 평가 진행 

 (2) 학습 어휘에 대한 재정리 및 새로운 학습 내용의 소개  

 

 어휘 지식 자기 평가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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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급: 이 단어에 대하여 학습한 내용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3 급: 이 단어를 이해하고 의미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다. 

2 급: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불확실하지만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다. 

  1 급: 이 단어를 잘 모르겠다.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자기 평가하기 형식 

등급 4 급 어휘 3 급 어휘 2 급 어휘 1 급 어휘 

형성形成     

여부與否     

평가評價     

논리論理     

근거根據     

특정特定     

영향影響     

상당相當     

수준水準     

인식認識     

현대現代     

전반全般     

제공提供     

분야分野     

활발活潑     

진행進行     

 연결連結     

연구硏究     

성과成果     

상호相互     

현실現實     

기존旣存     

요소要素     

접촉接觸     

조직組織     

가능可能     

요구要求     

전달傳達     

수단手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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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Methods of Korean Academic 

Vocabulary for Chinese Learners 

Yuan Yingchun 

This study is aimed to organize concrete educational contents and explore 

effective Korean academic vocabulary teaching methods by observing the 

necessity of teaching academic vocabulary, assessing Chinese learners’ 

academic vocabulary ability, comparing them with the Chinese vocabulary and 

analyzing the vocabulary errors. 

The academic vocabulary is used widely through the academic activities. It 

has been an important part to improve Chinese learners’ academic 

performance. However, compared to the words used in general 

communication, the words from academic context have different meanings and 

usage. The learners may find it confusing to learn and use them. They also 

make vocabulary errors when they perform academic tasks. It has been 

difficult to improve the learners’ vocabulary ability. Therefore, it is of great 

necessity to investigate the academic vocabulary systematically. Based on this 

critical consciousness, this study established effective academic vocabulary 

teaching methods which can improve the learners’ vocabulary ability. The 

detail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academic vocabulary 

were figur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vocabulary education were reviewed. In addition, 

attitude assessment which investigates learners’ attitude and awareness of 

academic vocabulary was conducted. Furthermore, in order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academic vocabulary education, previous stud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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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d and studied. Korean textbooks which are widely used were analyzed 

and their problems were revealed. According to the survey and textbook 

analysis, in Korean education, the academic vocabulary education has not yet 

been efficient and the Chinese learners had insufficient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academic vocabulary. 

Even though the Chinese learners who study in an academic context don't 

have enough understanding or knowledge of the academic Chinese vocabulary, 

they are performing in different kinds of academic tasks in the Korean 

universities with the other native Koreans. However, the studies about the 

selection of academic vocabulary have not yet been activated. Therefore, in 

the third chapter, focusing on the Chinese learners, academic vocabularies 

were selected. In the selection of academic vocabulary, the meta-statistical 

method which is one of the objective methods and the subjective methods were 

combined together to select the academic vocabulary. Meanwhile three 

criteria, utility, hierarchy and the receptivity of the learners were also 

considered in the selection process. Subsequently, the selected vocabularies 

are compared with the Chinese ones morphologically, semantically, 

social-culturally. The vocabulary errors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 of 

academic vocabulary assessment and the causes of errors were investigated. 

The academic vocabulary errors were expounded and divided into errors 

caused by effect of Chinese, errors caused by the complexity of Korean and 

errors caused by the communicative strategies. It shows that because of these 

causes of errors, learners are not proficient in performing academic task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revious chapters, the goals and 

contents of academic vocabulary teaching for Chinese learners were 

established and presented and th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re explored. It is suggested that learners' ability of academic performance 

can be improved if they can understand the academic vocabulary precise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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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he vocabulary in the academic context appropriately. Therefore,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re put forward based on the analysis of 

academic vocabulary list and the results of academic vocabulary assessment. 

The teaching methods included the application of academic vocabulary 

features, the application of comparative analysis and error analysis. According 

to the teaching contents and methods, a detailed teaching plan was constructed 

and verified. 

 

Key words: vocabulary education, Korean academic vocabulary, comparative 

analysis, error analysis, Chinese learners, Korean education 

 

Student Number: 2010-2415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사 
	2.1 학문 목적 교육 관련 연구 
	2.2 학문 목적 어휘 교육 관련 연구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3.2 연구 방법 


	Ⅱ.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 
	1.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고찰 
	1.1 학문 목적 어휘의 개념 
	1.2 학문 목적 어휘의 특징 
	1.3 학문 목적 어휘의 분류 

	2.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을 위한 이론적 배경 
	2.1 제2 언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의 역할 
	2.2 모국어의 역할과 대조 분석 
	2.3 모국어의 역할과 오류 분석 

	3. 중국인 학습자의 학문 목적 어휘 교육에 대한 조사 
	3.1 학문 목적 어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 
	3.2 한국어 교재에서 학문 목적 어휘에 대한 조사 


	Ⅲ.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선정 및 분석 
	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의 선정 
	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의 선정 방법 
	1.1.1 선정 방법과 기준 
	1.1.2 분석 자료에 대한 검토 

	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의 선정 과정 
	1.2.1 선정 절차 
	1.2.2 선정 결과 

	1.3 학문 목적 어휘 목록의 제시 방법 

	2. 학문 목적 어휘의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 
	2.1 형태적 대조 분석 
	2.1.1 완전이형동의어 
	2.1.2 부분이형동의어 

	2.2 의미적 대조 분석 
	2.2.1 동형완전이의어 
	2.2.2 동형부분이의어 

	2.3 사회?문화적 대조 분석 
	2.3.1 사회적 차이 
	2.3.2 문화적 차이 


	3.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및 오류 분석 
	3.1 학문 목적 어휘 능력 평가 및 오류 분석 체계 
	3.2 오류 원인 분석 
	3.2.1 중국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3.2.2 한국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 
	3.2.3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오류 



	Ⅳ.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실제 
	1.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목표 
	2.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내용 
	3. 학문 목적 어휘 교육 방법 
	4. 학문 목적 어휘 교육의 실제 
	4.1 사전 검사 
	4.2 수업의 실제 및 사후 검사 
	4.3 사전 사후 비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부록<3>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