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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어 학습자가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방대한 양의 낯선 어휘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의 교수·학습은 교사의 직접 지도 혹

은 사전 찾기, 암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학습자가 접하는

모든 어휘의 학습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가 처한 다양한 문맥에 따른 의미들을 두

루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능

동적으로 낯선 어휘의 의미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어휘 추

론 전략에 주목하고, 학습자들이 참고할 어휘 추론 전략의 교육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휘 추론 전략은 낯선 어휘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다양

한 요인들을 토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에

는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

여 자기주도적인 어휘 학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어휘 추론

전략의 범위를 읽기 텍스트 상의 단서를 활용한 어휘 추론 전략으로 한

정하였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먼저 어휘력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

펴봄으로써 어휘 추론 전략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어휘 추론 전략의 개념과 분류를 정리하여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만한 기준

을 설정하였다.

또 실제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 전략이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살피

기 위해 중국어권 학습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반적으로 어휘 추론 전략에 대한 교육이 일부 기능 영역에서, 혹은 교

사의 재량에 따라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으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와 학습자들은 모두 전략을 활용한 낯선 어휘의

의미 추론 전략이 유용하며, 교실 수업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본고

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추론 전략의 필요성과 이러한

어휘 추론 전략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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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 추론 전략을 교수해야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추론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각

전략의 유형과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문

맥에서 나타나는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때 사용하는 전략상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 집단을 성

공적으로 어휘 의미를 추론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위 학습자와 하위 학

습자로 크게 나누어 보았다. 하위 학습자들의 주된 어휘 추론 실패의 원

인은 ①전략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오용, ②추론한 목표 의미의

과잉 일반화에 의한 오용, ③ 가정-검증 과정의 부재 등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들이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전략으로 어휘

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형태소 분석 전략’, 어휘의 의미 연결망을 활용하

는 ‘어휘 단서 활용 전략’, 텍스트 내의 담화 표지, 문장의 위치 등을 활

용한 ‘담화 단서 활용 전략’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전략 중심 지도법(Style and Strategy Based

Instruction) 모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

양상을 어종별로, 국가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분

석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참고할만한 교

육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어휘 교육, 어휘 전략 교육, 문맥 단서, 어휘 추론 전략,

단어 분석 전략, 문맥 단서 활용 전략,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학 번 : 2016-2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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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어떤 사람이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한다는 말은 그 어휘를 구사하는 사

람이 일정 수준의 지적 성취를 이루고, 그에 맞는 판단, 조직, 분석, 적

용, 비판 능력 등 그가 직면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광해, 1993).

이는 어휘가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정의하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언어 및 인지 능력 전반과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언어 교육에 있어 이러한 어휘 학습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의 중요성은 읽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창한 읽기는 어휘

력1)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단어 의미에 대한 지식은 독해력에 영향을

준다(Johnson, 1978). 학습자가 읽기 활동을 할 때 텍스트에서 얼마나 많

은 어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 텍스트를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로 낯선 어휘의 출현을 들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읽기 상황에서의 어휘를 어떻게 교수해야 할까? 한국

어 교실에서의 어휘 제시는 일반적으로 교사가 어휘의 의미를 직접 제시

하고 설명하는 명시적인 방법이 주를 이룬다. 물론, 개별 어휘에 대한 상

세한 개념을 전달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법은 효과적

이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러한 명시적 어휘 교수를 어렵

게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휘의 수는 아주 한정적이며,

모든 학습자의 필요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제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학습자의 목표 어휘는 학습자의 동기, 학습 목표, 주변 환경 등

1) 김광해(1993)에서는 어휘력을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크게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구분

하였다. 이때 양적 능력은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이해하느냐에 대한 능력이고, 

질적 능력은 어떤 어휘 각각의 어휘소들에 관한 이해 및 구사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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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시적인 어휘 교수만으로는

학습자가 접할 많은 양의 어휘에 대비하기 쉽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시

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 모든 단어를 외울 수 있는지는 확언

하기 어렵다.2)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어휘교육에 있어서 읽기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 즉, ‘어휘 추론 전략’에3) 관한 관심

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습자가 문맥에 있는 단서들을 활용하여 능동적으

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낯선

어휘의 성공적인 의미 추론은 학습자가 사용한 전략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기 때문이다(Gibbons, 1940; Cook 외, 1963 등).

비록 이러한 전략에 의한 어휘 추론이 100% 정확한 의미의 습득을 담

보하지는 않지만, 어휘 학습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휘를 발견하고 기억하는, 점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

각했을 때, 이러한 전략의 교수는 학습자가 목표 어휘 지식을 환기할 수

있게 하는 첫 단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Nation, 2013; 김창구 외

역, 2018). 학습자가 처하는 모든 제2 언어 상황에서 사전이나 교사의 도

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단서를 필요에 맞고 적

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즉 어휘 추론 전략을 잘 활용하게끔

훈련하는 것은 읽기 활동에서 마주하게 되는 낯선 어휘의 의미를 효과적

2) 윌리엄스(Williams, 1985)는 이와 관련하여 독자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추론

하는 전략을 교수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① 정규적인 외국어 교실에서는 학습자가 마주할 만한 모든 어휘를 교수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② 그러한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학습자의 어휘 저장고(word-stock)은 하나의 전문적

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각각의 흥미와 지식이 넓어짐에 따라 더욱 확장된다.

③ 어휘의 직접 교수는 학습자가 외부적인 도움에 의존하게 한다.

④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의 어휘적 성장, 읽기 속도, 이해의 정도를 저해한다.

⑤ 어휘 저장고의 직접적인 교수는 부자연스럽다. 능률적인 독자는 몇 천 가지의 단어 

의미를 인지할 수 있지만, 이는 누군가에게 일일이 배운 결과가 아니라, 다독

(extensive reading)과 적절한 전략을 통해 학습된 것이다.

3) 이 용어는 어휘 추론 전략, 어휘 추론 전략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나, 본 연구에서는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본 전략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어휘 추론 전략’으로 밝혀 적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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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을 관찰하고 제안하기 위해 단일

언어권, 그 중 중국어권 학습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언어 문화적

유사성이 학습자의 전략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 사용 양

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특징에 맞는 전략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유의미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 사용양상을 파악한다.

둘째,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의 특징을 밝히고, 그를 바

탕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전략 교수·학습 목록을 설정한다.

셋째, 중국어권 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어휘 추론 전략의 교육 방안

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본고는 어휘 추론 전략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를 통해 어휘 교

육에서의 어휘 추론 전략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어휘 추론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어휘 추론

테스트를 시행하고, 추론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된 내용을 체계화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할 것

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휘 추론 전략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러한 어휘 추론 전략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어휘

추론 전략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교실에서 어휘 추론 전략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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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휘 추론 전략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연구

언어 교육계에서의 어휘 추론 전략에 대한 관심은 학습자가 단순히 어

휘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의 유기적

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에 대한 해답으로서 문맥 혹은 문맥상의 단서를 통해 어휘의 의미를 학

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추론하여 습득할 수 있는 방안, 즉 어휘 추론 전

략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김현숙, 1993; 원훈의, 1996; 손

영애, 2000 등)

아메스(Ames, 1966), 클라크와 네이션(Clake and Nation, 1980), 크루

즈(Kruse, 1987), 슈미트(Schmitt, 1990), 구와 존슨(Gu and Johnson,

1996) 등은 지식의 출처와 그러한 출처로부터 지식을 어떻게 결합하는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로 학습자들에게 낯선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를

제공하여 문맥 내 어휘 추론 테스트를 시행하고, 사고 구술법

(Think-aloud method)이나 회상 보고법(retrospective method) 등을 비

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관심을 두는 어휘 추론 전략의 사

용양상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목록을 도출해 내었

다.

이와 같은 문맥 단서를 활용한 어휘 추론 전략 연구의 흐름은 국내 영

어 교육에서도 이어진다. 김남순·임수진(2006)에서는 구와 존슨(1996)이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초등학교 6학년 한국인 영어 학습자 116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와 어휘력 평가지, 인터뷰를 시행하고 상·하위 학습자들

의 어휘 추론 전략 사용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의 어휘력에 따라

의미 추론 전략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가령 상위 집단은 문

맥, 배경 지식, 형태, 발음, 모국어, 문법적 지식에 의한 추론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지만, 하위 집단은 배경 지식, 형태, 문맥, 발음에 의한 추

론의 순서로 빈번하게 사용하여 후자에서는 문맥을 활용한 추론은 그다

지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집단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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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에 의한 추론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대단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휘를 추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상위인지적, 사회적 전략을 모두 포함한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 양상을 관찰하고 전략 목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단,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연구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한편, 학습자들이 텍스트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맥 단서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있다. 정인숙(1995)은 기존의 국어 어휘 교육이 언어 지

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어휘 지도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목표 어휘뿐만 아니라 관련 어휘의 의미, 문맥에서의 적

확한 쓰임과 사용, 어휘의 양을 늘릴 방안까지 지도 내용에 포함해야 한

다고 하였으며, 특히 글과 관련된 문맥적 실마리(문맥 단서)를 강조하였

다.

황혜숙(2004)은 더 나아가 문맥 단서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어휘 의미

파악 능력을 신장할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맥

단서의 유형을 살피고, 학습자가 문맥을 통해 낯선 어휘를 추론하는 과

정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어휘지도 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여 이러한 문맥 단서를 활용한 낯선 어휘의 의미추론 과

정이 학습자의 어휘력과 독해력의 향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황혜숙(2004)의 이러한 연구는 문맥 단서를 활용한 구체적

인 어휘 지도 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검증하여 그 효과를 밝

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명선(2012)은 단어의 문맥적 의미 평가 문항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다루면서 기존에 혼재되어 사용되었던 문맥과 문맥적 실마리, 즉 문맥

단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맥 단서의 분류를 정리하였고 그를 바탕으

로 단어의 문맥적 의미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논의

들은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문맥 단서의 유형을 파악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문맥 단서 활용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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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참고할만하다

이기연(2006)은 문맥 지도법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학습

자가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 즉 문맥을 활용한 어휘 추론

전략을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문맥을

통한 낯선 어휘의 처리 양상을 살피고 낯선 어휘를 접했을 때 어떠한 전

략을 사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고 습득하는지, 더 나아가 그 습득

된 지식이 어휘 표현으로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

구는 L2 연구가 아니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양상을 어휘 추

론 테스트와 사고 구술법, 회상 보고법을 통해 관찰하고 일련의 전략 목

록을 귀납적으로 추출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

다.

본고에서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낯선 어휘의 의미를 텍스트 내의 단서

들을 활용하여 어휘 의미를 추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문맥 단서의 분류와 이를 활용한 지도법에 대해 고찰한 일련의 연

구들은 참고할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아흐메드(Ahmed, 1989)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우수한 학습

자들이 문맥 내에서 사용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

맥에서 발견하는 낯선 어휘와 이미 학습한 어휘 간의 의미 관계를 서로

인식하고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Haastrup, 1989; Haynes and

Baker, 1993; Nassaji, 2003; Parry, 1991 등)

정지원·김지영(2009)에서는 한국인 영어 중급 학습자의 어휘 추론 과

정과 절차를 사고 구술법(Think-aloud method)을 통해 살펴보고 그들이

활용하는 어휘 추론 지식의 원천4)과 인지적 결정 과정을 정리하였다. 지

식의 원천은 문법적 지식, 형태론적 지식, 배경 지식, 모국어 사용, 담화

론적 지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인지적 결정 과정은 허킨과 블로치

(Huckin and Bloch, 1993)의 인지 모델(Cognitive Model)의 분류를 바탕

으로 새로 발견한 전략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이 연구에서 ‘문맥 단서’라고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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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단어가 포함된 문맥, 문장, 구, 단어를 반복하기

� 확인: 문맥 확인을 통한 추론된 의미의 적절성 검증

� 자아 탐색: 단어, 구절에 대한 추론된 의미를 스스로에게 질문

� 분석: 다양한 부분,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단어의미 이해

� 유추: 소리와 형태가 유사한 다른 단어를 통한 의미 유추

� 단어 영역 확대·축소하기

� 나열: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병렬

이 연구는 문맥 단서를 활용한 어휘 추론 관련 연구에서 인지적 접근

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에 영감을 주었다. 문맥 단서가 학

습자의 어휘 추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이러한 문맥 단서

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낯선 어휘의 의미 추론에서 성공을 거

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2.2. 어휘 추론 전략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탐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로는 구체적

인 지도법에 대한 연구이다. 아래의 연구는 문맥을 활용한 영어 지도법

을 다른 지도법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지도법이 더 효과적인가에 관한

것이다. (최현규, 2005; 박명호, 2009; 권지현, 2011; 조윤희·이상기, 2014;

등)

최현규(2005)는 정의 중심 교수법, 형태소 중심 교수법, 문맥 활용 어

휘 지도법이라는 세 가지 다른 지도법을 한국 고등학교 영어 교육 현장

에서 실험 수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시행한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를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에 따라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각 지도법에 따른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 지도법에 따른 학습 내용의 회상량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수업한 직후에는 세 가지 지도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업을 진행한 3~4일 이후에는 문맥을 활용한 어

휘 지도법이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다. 즉, 배운 어휘 지식에 대한

기억의 손실이 가장 적었음을 밝혔다. 조윤희와 이상기(2014)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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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텍스트를 활용한 문맥 추론 전략과 마

인드맵을 활용한 어휘 연상 전략이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5학년 영어 학습자 56명을 문맥 추론 전략 집단과

어휘 연상 전략 집단으로 나누었고, 여섯 번의 실험 수업에서 다섯 가지

어휘 요소를 교수한 결과, 두 전략 모두 어휘력 신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 역시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문맥 추

론 전략이 학습자의 장기기억에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구체적으로 문맥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명시적인 방안(가령 어떤 담화

표지를 찾아야 한다든지와 같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신유정(2011)은 정의 중심 지도법과 문맥 중심 어휘 지도법의 비교를

통해 문맥 중심 어휘 지도의 효과를 생산적 어휘와 수용적 어휘 지식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습 효과와 각 지도법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총 2차시, 차

시 당 7개의 목표 어휘를 선정하여 각각의 학습 집단에 교수하였고 어휘

지식 척도(Vocabulary Knowledge Scale) 평가 도구를 사용한 사후 어휘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문맥 중심 어휘 지도법을 통해 어휘를 학

습한 학습자들이 그 비교군보다 더 효과적으로 생산적·수용적 어휘 지식

을 습득하였고, 이는 모든 숙달도의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밝혔다.

정선영(2010)은 단어 분석 전략과 문맥 단서 활용 전략을 통한 한자어

접미사 교육이 비한자권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비한자권 학습자 집단에 15개의 한자어

접미사를 선정하여 5차시에 걸쳐 교수하고, 사전 사후 시험의 결과를 비

교하여 두 전략을 활용한 교수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또 설문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전략의 지도가 학습자들의 한자어 어휘 학습 태도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혔다.

장지영(2009) 역시 어휘 추론 전략의 교수와 한국어 어휘 학습의 상관

관계를 밝혔는데, 이 연구에서는 나아가 이러한 전략 교수를 통해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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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습득한 어휘 지식이 읽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

하였다. 다른 어휘 추론 전략이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2급 이상의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 전략에 관심을 가진 연구에는 오은희

(2008) 등이 있다. 오은희(2008)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을 크게 한자

권 학습자와 비한자권 학습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문맥 추론 테스트를

통해 이들의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집단별 어휘

추론 전략 사용의 특성을 밝히고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

구에 의하면,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자권 학습자들이 비한자권 학습

자들보다 추론 성공률이 높았고, 전략 사용의 측면에서도 한자권 학습자

는 유사 발음을 통한 추론에, 비한자권 학습자는 의미소 분석을 통한 추

론에 더 적극적이었다. 본 연구가 중국어권, 즉 한자권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 양상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남유진(2013)에서는 문맥 추론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 과

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교재 분석과 교사,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해 어휘 학습 과제의 부재와 필요성을 파악하고 문맥을 통한

어휘 추론 과제 모형을 설계하여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

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활용할만한 문장, 문단 단위로 제시되는 과제를

제안하고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영어 교육과 국어교육, 한국어교육에서 진행된 어휘

추론 전략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로써 어휘 추론 전략의

교수가 효과적인 어휘 학습과 습득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

다. 그러나 대체로 효과 검증과 사용양상의 관찰 및 정리에 초점을 둔

까닭에 언어권별로 어휘 추론 전략의 양상을 세세하게 살펴본 연구는 아

직 없다. 따라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사용양상과 태도, 나아가

구체적인 교육방안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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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이들은 모두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과 한국어 교실에서

4~6급 수업을 받은 학습자들로, TOPIK 4급 이상을 보유한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TOPIK 등급이 없는 경우, 연구자가 별도로

TOPIKⅡ의 어휘 문항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판별하였다.5)

연구는 예비 조사와 설문 조사, 그리고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와 회상

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조사에 같은 학습자가 참여하도록 구

성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고, 학습자를

일관되게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특성을 더욱 면밀하게 밝히기 위해서이

다.

중고급 학습자 대상의 연구임에도 3급 학습자는 포함하지 않고 4급 이

상의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4급 학습자들이 중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모두 학습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시할 한국어 고급 어휘

를 추론하는 데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하게 한 후, 그

내용을 회상하여 말하게 하는 회상법(retrospection protocols)6)을 활용한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어 4급 미만의 학습자들이 참가하기에는 다소 어려

움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중급(4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문법을 무리 없이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하는 텍스트의 종류와

5) 학습자 수준 테스트 문항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TOPIK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제 35, 36, 37, 41, 47, 52회 TOPIK2 기출문제의 읽기 문항 중 어휘 관련 문항 10문

제를 선정하여 제공하였다. TOPIKⅡ에서 4급의 판별 기준이 300점 만점에 150점 이

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0문제 중 5문제 이상 득점한 학생들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

다.

6) 회상법 혹은 회상 보고란 학습자의 언어 처리 직후에 그들의 사고 과정을 표현하는 구

두 보고의 방식으로, 과업 또는 활동이 발생한 후에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반영한

다. 이는 대상자가 관찰 중인 어떤 정신적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정신 과정 또는 전

략을 추론할 것을 요구한다. (응용언어학사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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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어휘들을 활발하게 마주하게 되므로 초

급 단계의 학습자들에 비교하였을 때 이들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추론

전략의 필요성이 증가하리라고 보았다. 이러한 어휘 추론 전략의 필요성

은 고급 단계에 들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가령 학문 목적 학습자

의 경우 한국어 교실에서 배우지 않은 방대한 전공 어휘들을 마주하게

되고, 이들 어휘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급(4급)과 고급(5~6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어휘 추론 실험, 그리고 회상 보고를 시행하여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문맥 단서를 활용한 어휘 추론을 같은 조건에서

관찰하고자 하였으므로 4-6급의 학습자 모두 같은 텍스트를 제공하였다.

이때 실험에서 제시한 텍스트는 기사문, 칼럼 등 실제 텍스트를 이용하

되 학습자 간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목표 어휘를 제외한 나머지는 4급

수준에 맞는 어휘나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주석 혹은 모국어 번역어의

제시를 통해 목표 어휘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

였다.

한편 실험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학습자 중 중국어권이되 조선족이거나

가족 중에 한국인이 있는 사람, 한국어 또는 한국어 교육 전공자의 경우

제시되는 목표 어휘를 굳이 추론하지 않아도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하여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52명의 학습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

다.

<표 Ⅰ-1> 실험 참여자 정보

분류 

번호
국적 급 성별 소속 기관

한국 내 

거주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S01 대만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미만

S02 대만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3년 이상

S03 말레이시아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04 말레이시아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05 말레이시아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06 말레이시아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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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7 말레이시아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08 말레이시아 4급 남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미만

S09 말레이시아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10 말레이시아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11 말레이시아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미만

S12 중국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2년 이상

S13 중국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14 중국 4급 여자 A대학교 1년 이상 1년 이상

S15 중국 4급 남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미만

S16 중국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미만

S17 중국 4급 남자 A대학교 1년 이상 1년 이상

S18 중국 4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19 중국 4급 여자 C대학교 1년 미만 1년 미만

S20 중국 4급 여자 C대학교 1년 미만 1년 미만

S21 중국 4급 여자 D대학교 1년 미만 2년 이상

S22 중국 4급 여자 D대학교 1년 2년 이상

S23 중국 4급 여자 H대학교 1년 이상 2년 이상

S24 중국 4급 여자 J대학교 3년 이상 3년 이상

S25 중국 4급 여자 N대학교 1년 미만 2년 이상

S26 중국 5급 남자 A대학교 1년 미만 3년 이상

S27 중국 5급 여자 A대학교 1년 이상 1년 이상

S28 중국 5급 여자 A대학교 1년 이상 3년 이상

S29 중국 5급 여자 A대학교 3년 이상 3년 이상

S30 중국 5급 여자 A대학교 1년 이상 1년 이상

S31 중국 5급 여자 A대학교 1년 이상 1년 이상

S32 중국 5급 여자 A대학교 1년 이상 1년 이상

S33 중국 5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34 중국 5급 여자 B대학교 1년 미만 3년 이상

S35 중국 5급 여자 E대학교 1년 이상 1년 이상

S36 중국 5급 여자 L대학교 1년 이상 1년 이상

S37 대만 6급 여자 E대학교 1년 미만 2년 이상

S38 중국 6급 여자 A대학교 3년 이상 3년 이상

S39 중국 6급 여자 A대학교 2년 이상 3년 이상

S40 중국 6급 여자 A대학교 3년 이상 3년 이상

S41 중국 6급 여자 A대학교 2년 이상 2년 이상

S42 중국 6급 여자 A대학교 1년 이상 2년 이상

S43 중국 6급 여자 A대학교 3년 이상 3년 이상

S44 중국 6급 여자 A대학교 1년 미만 3년 이상

S45 중국 6급 여자 A대학교 1년 이상 1년 이상

S46 중국 5급 여자 A대학교 3년 이상 1년 이상

S47 중국 6급 남자 B대학교 1년 미만 3년 이상

S48 중국 6급 여자 B대학교 1년 미만 1년 이상

S49 중국 6급 여자 F다문화센터 3년 이상 3년 이상

S50 중국 6급 여자 G대학교 1년 미만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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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전 준비 단계, 본 실험 단계, 그리고 자료 분석 단계를 거

쳐 진행하였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실험 대상이 될 한국어 중고

급 학습자들을 선정하고, 이들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추론 전략에 대

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 그리고 목표 어휘 선정을 위

한 목표 어휘 선정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실험은 2018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었다.

본 실험 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어휘 추론 실험지를 학습자들에게 제

시하고, 목표 어휘의 의미와 그러한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대부분 학습자는 이러한 의미 추론 과정을 기술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예문을 통해 목표 단

어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떠한 단어나 표현이 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실험은 일대일로 이루어졌으며, 목표 어휘 이외에 학습자가 알지

못하는 단어의 경우 연구자가 의미를 알려주어 목표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를 이미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을 마친 후에는 회상 보고를

시행하여 서면으로는 미처 기술하지 못한 어휘 추론 과정에 대해 심층적

으로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테스트와 회상 보고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고 이를 코딩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양상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사용한 전

략의 종류와 특징을 밝히고, 이를 다시 추론에 성공한 사례와 추론에 실

패한 사례를 비교하여 학습자가 성공적인 추론을 위해 활용 가능한 어휘

추론 전략의 목록을 설계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도구들을 간략하게 나타낸 도식이다.

S51 중국 6급 남자 I대학교 3년 이상 3년 이상

S52 싱가포르 5급 남자 A대학교 1년 미만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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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조사 방법 및 내용

전체 조사에서 사용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목표 어휘 선정 평가와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로 나뉜다.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와 같다.

(1) 목표 어휘 선정평가

목표 어휘 선정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알지 못하는

어휘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습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접하는

텍스트의 종류와 어휘의 양이 저마다 다르므로 모든 학습자가 알지 못하

는 어휘를 선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70% 이상

대분류 소분류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 대상 N

사전 준

비 단계

목표 

어휘 

선정평

가

- 1차 목표 어휘 선정: 빈도수가 200 이하인 고급(6급) 어휘 

중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 비교적 빈번하게 쓰이는 어휘 

100개 선정

-2차 목표 어휘 선정: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yes/no 테스트를 시행하여 70% 이상이 ‘모른다’,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로 응답한 어휘 중 14개 선정
국내 거주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4개국)

67

학습자 

설문 

조사

-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양상과 인식에 대한 설문 52

예비 

조사

-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 지문의 난이도와 선정 어휘의 

적절성 판별

- 학습자 반응 인터뷰

10

본 실험 

단계

본 

조사

-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 ① 어휘 추론 연습 및 소개 

②텍스트를 읽고 강조 표시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게 한 후, 

서면보고

- 회상 보고: 서면 기록한 것과 설문 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테스트에서 사용한 전략에 대해 회상 보고

52

자료 분

석 단계

자료 

코딩 

및 

분석

- 회상 보고 및 인터뷰 자료 분석을 통해 자료를 코딩하고 

성공적인 의미 추론 양상과 그렇지 못한 의미 추론 양상을 

비교 분석

테스트 및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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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낯선 어휘를 선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김중섭 외(2017)의 2017년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

단계)와 한송화 외(2015)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그리고

국내 한국어 6급 및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교재의 어휘 목록7)을 참고

하여 1차 목표 어휘 목록 선정하였다. 1차 목표 어휘 목록을 선정한 기

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목표 어휘 목록의 어휘들은 모두 김중섭 외(2017)과 한송화

외(2014)에서 고급(6급) 수준으로 분류된 어휘면서 조남호(2003), 강범모

외(2009)에서 빈도수가 200 이하로 나타난 어휘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

다. 단, 지나치게 비유적이거나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사

용되지 않는 단어의 경우 어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외래어의 경우, 이

소영(2017)의 표준 외래어 목록 중 고급 어휘면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 비교적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를 채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는데, 어휘를 어종별로 살펴보면 한자어 60개,

고유어 26개, 외래어 14개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의 비

율8)에 근접하게 설정하였다. 외래어 비율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까닭은

최근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외래어의 종류와 그 사용 빈

도가 유의미하게 늘어났고, 실제로 많은 중국어권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어휘 학습 중 외래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9)

이렇게 선정된 1차 목표 어휘 목록은 학습자들에게 Yes/No 테스트의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학습자들에게 실험지의 단어를 보고 단어의 의미

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안다’, ‘들어보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른

7) 본 연구에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 교재: 서울대 한국어 6(2015), 서울대 한국어+ 학문 목적 읽기(2017), 연세 

시사 한국어(2014)

� 국립국어원 자료: 김중섭 외(2017),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한송화 외(2015).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 기타: 이소영(2017), 한국어 학습용 ‘표준 외래어 목록’ 선정을 위한 연구

8)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수록된 표제어를 다음과 같이 어종별로 분석하였다. 

한자어 58.5%, 고유어 25.9%, 외래어 4.7%, 기타 10.9%

9)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어휘 공부에서 어떤 어종의 어휘가 가장 

어렵냐고 묻는 문항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학습자들은 전체 응답빈도 84 중 

고유어(44)에 이어 외래어(29)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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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혀 모른다’ 중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게 하였고, ‘안다’라고 답변했

을 경우 옆의 빈칸에 단어의 의미를 중국어 혹은 한국어로 풀어쓰게 하

여 학습자가 정확하게 응답하였는지를 재확인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와 목표 어휘 선정평가를 참고하여 70% 이상의 학습자

가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13개의 단어를 선정하였고, 이

단어들을 포함하는 13개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읽기 활동에서의 어휘 추

론 실험지를 제작하였다.

어휘를 어종별로 살펴보면 고유어 7개, 한자어 4개, 외래어 2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파생어와 합성어를 고루 배치하여 학습자가 활발하게 단어

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하였다. 한자어의 경우, ‘불모지’와 같이 중국

어와 발음과 의미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형동의어, ‘터득하다’처럼 일부

만이 중국어 발음, 의미와 겹치는 부분이형동의어, ‘만끽하다’와 같은 완

전이형의 이형동의어10)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추론에 어떠한 차이가 나

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Ⅱ-3> 목표 어휘 목록

10) 근보강(2014)에서는 한중 한자어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동형동의어: 한자 형태소의 형태와 의미, 순서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② 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형태소의 형태와 의미는 동일하되 순서가 도치된 경우

③ 이형동의어(부분이형): 어휘의 한 형태소의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이형동의어(완전이형): 어휘의 모든 형태소의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⑤ 동형이의어(부분이의): 형태소의 형태는 동일하나 부분적으로 의미가 다른 경우

⑥ 동형이의어(완전이의): 형태소의 형태는 동일하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

목표 어휘 어종 사전적 의미

불모지

(不毛地)
한자어(동형동의) 「명사」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 ≒불모지지.

헛수고11)

(虛+ㅅ+수고)
한자어(부분이형) 「명사」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씀. 또는 그런 수고.

터득하다

(攄得+하다)
한자어(부분이형) 「동사」 【…을】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다.

만끽하다

(滿喫 + 하다)
한자어(완전이형) 「동사」 【…을】 「2」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

눈총 고유어 「명사」 눈에 독기를 띠며 쏘아보는 시선. ≒눈살02「1」.

참맛 고유어
「명사」 「1」 본래의 맛. ≒진미02「1」. 「2」 참된 맛. ≒진미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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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휘 추론 실험지

원활한 목표 어휘의 의미 추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표 어휘의 의미

가 명확하게 제시된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휘

의 의미가 강하게 암시되는 지시(directive) 문맥에 해당하는 다양한 주

제의 기사문, 칼럼 등에서 실험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텍스트는

모두 실제 기사나 칼럼 등에서 발췌해 실제성을 높이되, 학습자가 목표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목표어를 제외한 나머지 어휘와

표현을 수정하고 유의어, 반의어, 정의, 예시와 같은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문맥 단서를 추가하는 등 개작하였다.

본 연구는 같은 목표 어휘와 텍스트를 제공하였을 때 학습자들이 읽기

활동에서 어떠한 다른 어휘 추론 전략 사용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리우와 네이션(Liu와 Nation, 1985)에서는 원활한 문맥 추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체 텍스트의 95%가 아는 단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이 비율 역시 미지어에 의한 부담이 크므로 0 단어 혹

은 1단어 정도의 비율(98%)이 성공적인 추론을 끌어내는 데 가장 적절

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역시 목표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

11) ‘헛수고’에 붙는 접두사 ‘헛-’은 한자어 허(虛)에 사이시옷 ‘ㅅ’이 붙어 만들어진 것

으로, 헛수고는 한자어 합성어라고 보아야 한다.

속셈 고유어 「명사」 「1」마음속으로 하는 궁리나 계획.

길들다 고유어 「동사」 【…에】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되다.

틀어박히다 고유어

「동사」 【…에】 「1」밖에 나가지 않고 일정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다.

「2」 특정한 지역이나 외지(外地)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서만 지내다.

이바지하다 고유어 「동사」 「1」【…에】 도움이 되게 하다.

홀가분하다 고유어 「형용사」 「1」【…이】 거추장스럽지 아니하고 가볍고 편안하다.

핸디캡 외래어
「명사」 「1」 자신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 ‘결점’, 

‘단점01’, ‘불리한 조건’, ‘약점01’, ‘흠03’으로 순화.

매스컴 외래어

「명사」『사회』 신문, 영화, 잡지, 텔레비전 따위의 대중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 또는 그 기관. ‘대중 

언론’, ‘대중 언론 기관’, ‘대중 전달’, ‘대중 전달 기관’으로 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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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가 이미 아는 어휘나 표현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대

상이 4~6급 수준의 중고급 학습자이므로, 목표 어휘는 상대적으로 빈도

수가 낮은 6급 이상의 어휘로 설정하되, 텍스트상의 다른 어휘나 문법은

4급 학습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작하여 제공했다. 내용상 텍

스트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경우, 중국어 의미를 함께 적어 이해를 도왔다.

제작된 실험지는 현직 한국어 교사 4인에게 의뢰하여 타당도를 검증받

았다. 이후 4~6급의 학습자 4명(중급 2명, 고급 2명)에게 사전 실험을 실

행하였고 사전 실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읽기 활동에서의 어휘 추론

실험지를 완성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3개의 어휘와 텍스트의 출처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표 Ⅱ-4> 목표 어휘와 텍스트의 출처

목표 어휘 텍스트 출처

불모지 동아닷컴 “4월 5일 식목일 다시 공휴일 될까?” 

터득하다 서울대 한국어 학문 목적 읽기, 중학교 국어 1-1 지학사(2010)

만끽하다 경향신문 “갈수록 느는 당 섭취…“건강 위해 단맛과 조금씩 거리 두세요”“

헛수고 헤럴드경제 “헛수고라도 괜찮아.” 

눈총 동아닷컴, “잠잘 수 없는 도서관, 사방이 휑~ 코라도 골았다가는 낭패” 

참맛 문화일보, “여행의 참맛”

속셈 중앙일보 “알바생 절반, 돈보다 '공부·연애' 때문에” 

길들다
조선일보, “'입맛 소독' 6가지 방법, 맵고 짜고 단 맛에 길들여진 입맛 '이렇게' 

바꾸자”

틀어박히다 주간동아, “무중력 청소년, 이제는 소리쳐!”

이바지하다 TOPIK 36회 32번 문항

홀가분하다 노컷뉴스, “고전 한 줄의 힘! '홀가분 연습’”

핸디캡 한겨레신문, “잃은 팔 대신 ‘레고 의수’로 창의력 ‘쑥쑥’”

매스컴 경향신문, “여성들, 암 병원 선택 시 ‘매스컴’ 영향 많이 받아” 



- 19 -

Ⅱ. 어휘 추론 전략의 이론과 교육의 현황

본격적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낯선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양

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전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어휘력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해 탐구한

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어휘 추론 전략이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략을 분류할 때 어떠한 것을 기

준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얻고자 한다.

그 다음,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어휘 추론 전략의 정의와 분류를

정리한다. 어휘 추론 전략은 사전 활용법, 문맥 단서 활용법, 의미소 분

석법 등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지만, 본 연구는 문어 텍스트 내에서 발견

되는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문맥 단서 찾기

전략과 의미소 분석 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

로 3장 실험의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재 분석과 교사 및 학습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살펴 볼

것이다. 이 과정은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 어휘 추론 전략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으며, 한국어 어휘 수업에서 어떠한 어휘 추론 전략의 교수

가 특별히 더 요구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

다.

1. 어휘 추론 전략의 이론

1.1. 어휘력의 개념과 구성요소

본격적인 어휘 추론 전략에 대한 논의에 앞서, 어휘 추론 전략이 무엇

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휘 추론 전

략을 포함한 어휘 학습 전략은 어휘를 쉽게 학습하게 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어휘력(lexical knowledge)12)을

12) 어떤 언어의 화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범위와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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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휘력이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

전에 따르면 어휘력은 ‘어휘를 마음대로 부리어 쓸 수 있는 능력’이라 제

시되어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휘력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어휘력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먼저 이충우(1990)는 발음과 철자, 단어와 단어의 조화, 단어

의 의미 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손영애(1992)는 ‘낱말들

의 형태, 의미, 화용에 관련된 지식의 총체’로 보았다. 한편 김광해(1993)

에서는 이러한 어휘력을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어휘력을 양적 어휘력

과 질적 어휘력으로 분류하였다.13) 이는 각각 영어의 vocabulary와

lexical competenc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자는 그 언어 사용자가 이해

하는 어휘의 양과 그를 구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이해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어휘 목록과 관련 있다. 후자는 질적인 차원

에서 어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이

러한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의 구분은 이영숙(1996, 1997)에서도 정

리한 바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질적 어휘력을 언어 내적 지식과 언어

외적 지식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이는 어떤 어휘 자체의 내용적인 측면

을 넘어 언어 외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14)

는 정도와 관련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것

에 대한 용어는 어휘력, 어휘 능력, 어휘 지식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거나 구분되는

데, 이 논문에서는 어휘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3) 김광해(1993)에서 구분한 어휘력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양적 능력 – 어휘의 양

2. 질적 능력

가.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1. 단일 어휘소의 의미 (단어의 의미, 다의)

2.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 (숙어, 속담, 사자성어 등)

3.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

나.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1. 유의 관계, 다의 관계

2. 공기 관계

14) 이영숙(1997)의 분류는 김광해(1993)과 유사하지만, 질적 능력을 세분하였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이 분류에서 질적 능력은 언어 내적 지식과 언어 외적 지식을 나뉘

며, 언어 내적 지식은 다시 선언적 지식(형태, 의미, 통사, 화용에 대한 지식), 절차적 

지식(단어 처리 과정과 관련된 지식)으로 세분되고 언어 외적 지식은 백과사전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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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이션(Nation, 2013)에서는 어휘 지식과 관련된 요소를 형태, 의

미, 화용의 측면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생산적 지식과 수용적 지식15)으

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아래 표의 분류를 살펴보면 어휘

를 안다는 것은 단어가 어떻게 들리느냐부터 시작하여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까지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어휘력이란 단순히

어휘의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지적 차원의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표 Ⅱ-1> 네이션(Nation, 2013), 단어를 안다는 것에 관련되는 것

일화적 기억, 원어, 어원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한다.

15) 여기서 말하는 ‘수용적(receptive)’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입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생산적

(productive)’,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 형식을 발화, 산

출하는 것을 말한다(네이션(Nation), 2001). 슈미트(Schmitt, 2010:86)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개념들을 의미 인식(meaning 

recognition)과 의미 재생(meaning recall), 그리고 형태 인식(form recognition)과 형

태 재생(form recall)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낯선 어휘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느냐에 관심을 가지므로 어휘의 ‘수용적’ 측

면, 즉 의미와 형태의 인식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형

태

구어
생산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가?

수용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문어
생산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수용 단어에서 어떤 구성소를 인식할 수 있는가?

단어 

구성소

생산 의미를 표현하는 데 단어의 어떤 구성소가 필요한가?

수용 이 단어의 형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의

미

형태와 

의미

생산 이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어떤 단어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수용 이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어떤 단어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개념과 

지시대상

생산 이 개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수용 이 개념이 어떤 항목을 지시할 수 있는가?

연상 관계
생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들을 연상시키는가?

수용 이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

용

문법적 

기능

생산 이 단어는 어떤 패턴으로 출현하는가?

수용 이 단어는 어떤 패턴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연어 관계
생산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출현하는가?

수용 이 단어를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 제약
생산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

수용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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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어 텍스트에서 마주하는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

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말

하는 ‘낯선 어휘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선

행 연구의 어휘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어휘의 질적 지식(김광해,

1993)의 습득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또, 텍스트 상의 단어의 의미를 추

론하는 전략에 대한 것이므로 네이션의 분류 중 수용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들이 어휘 추론 전략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자 한다.

1.2. 문맥을 통한 어휘 학습의 개념

본 연구는 텍스트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

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결국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어휘 추론 전

략은 문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앞뒤의 요소들과 이어지는데, 이와 같

은 문장에서의 내용상 맥락을 일반적으로 ‘문맥’이라고 한다(국어학·언어

학 용어사전, 2005). 또는 어휘 추론에 도움을 주는 단서를 포함하는 단

어, 구, 절, 텍스트를 일컫기도 한다.16)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문맥과 문맥 단서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므로 명

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신명선(2012)에서는 ‘문맥 단서’와 ‘문

맥’의 개념에 대하여 ‘문맥’은 ‘독자가 구체적인 문맥적 실마리(=문맥적

단서)에 근거해 구성해 낸 특정한 정보’로, ‘문맥 단서’는 ‘텍스트 내 물

리적으로 실재하는 구체적인 표지들로 독자가 문맥을 구성해 낼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들’로 정리하였다.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가지고 있는 모

든 배경 지식과 마주하는 모든 텍스트의 정보가 문맥으로 작용하지 않으

며, 독자는 텍스트의 특정 정보를 자신이 가진 배경 지식을 토대로 문맥

을 구성해나가기 때문이다. 즉, 독자가 텍스트를 토대로 어떤 문맥을 생

성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내의

16)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텍스트의 요소들은 언어적 맥락

(linguistic context)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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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문맥은 낯선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문장 간의 연결 관계,

내용의 흐름 등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창가

에 작은 ○○가 날아와 내가 놓아둔 모이를 쪼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

다고 가정했을 때, 문맥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날아오다’, ‘모

이’, ‘쪼아 먹다’등의 단어를 통해 ‘○○’라는 것이 날거나 쪼는 행위를 하

고 모이를 먹는 동물인 새의 일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맥에 대한 지식은 어휘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퍼페티와 하트(Perfetti와 Hart, 2002)는 어휘 질 가설(language quality

hypotheiss)를 제시하며 제1 언어 읽기에서 어휘 지식이 가장 중심이 되

는 한 요소라고 하였는데, 이때 어휘 지식은 어휘의 언어적 측면, 즉, 철

자, 발음, 의미적 측면을 의미하며 이러한 어휘 지식을 확충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풍부한 읽기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다시 말해, 읽기 능력이 좋으면 문맥에서 더 많은 어휘의 의미를 파

악할 수 있게 되고, 파악하는 어휘의 양이 많아지면 단어를 해석하고 이

해하는 기술에 도움을 준다. 퍼페티와 하트의 이러한 논의는 제2 언어

읽기와도 관련이 있다. 풀리도와 햄브릭(Pulido and Hambrick, 2008)은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스페인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읽기 능숙도와

시각 어휘(sight vocabulary)17)를 측정하는 한 실험을 통해 더 능숙한

독자가 더 능률적으로 문맥에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배경 지식을 활용한

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2 언어의 습득과 사용이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어휘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

하였다. 세이버트(Seibert, 1945), 페리(Parry, 1991), 홀스트(Horst, 1998)

등을 비롯한 문맥 추론에 관한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문맥 추론이 학습

자의 어휘 학습과 어휘력의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다. 프린스(Prince, 1996)의 한 연구에서는 더 능숙하게 문맥을

활용하는 학습자와 상대적으로 그 활용이 서툰 학습자를 조사하였고 문

17) 독자가 어떤 텍스트에서 낯선 어휘를 발견했을 때 그 의미를 사전 찾기나 다른 사

람의 도움 등의 외부적인 영향 없이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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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활용이 익숙한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과 비교했을 때 문장

완성 테스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능숙한 학습자들이 그의 지식을 새로운 문맥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물론 문맥을 통한 추론은 어디까지나 학습자가 문맥 단서들을 활용하

여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의미의 파악을 담보할 수는

없다. 샤츠와 볼드윈(Schatz와 Baldwin, 1986, Giasson, 1996/2004에서

재인용)은 낯선 어휘와 그러한 어휘를 둘러싼 맥락의 관계를 다음과 같

이 나타냈다.

<그림 Ⅱ-1> 낯선 어휘와 그 맥락과의 관계 유형

Y가 맥락이고 X가 문맥 단서라고 했을 때, 상황 A는 텍스트 내에 낯

선 어휘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서가 없으므로 이 맥락에서는 단어의 의미

를 파악하기 어렵다. 상황 B는 명백한 지표를 제공한 경우며, 상황 C는

텍스트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문맥을 활용한 추론은 B

와 C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즉 문맥을 활용한 추론은 최소한의

학습자가 인지 가능한 문맥 단서를 제공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맥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휘

에 대한 의도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학습률을 유의미하게 증가

시킬 수 있으며(Elley, 1989), 모든 언어 학습이 그렇듯 문맥 학습 역시

어떤 어휘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지식을 점진적으로 파악하고 단계적으

로 강화해 나가는 과정임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문맥을 통한 학습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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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으로 인정하고 민감하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Nagy 외, 1987). 실제로 이전에 학습했지만, 나중에 그 의

미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게 된 학습자의 경우 해당 단어를 다시 배우

게 되면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어를 기억하게 된다(de Bot

and Stoessel, 2000).

네이션(Nation, 2001)은 우리가 문맥에서 매우 다양한 문맥 단서들을

마주하게 되고, 모든 단서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으

로 다가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추론 활동에 익숙한 독자라면 이

러한 추론 전략은 학습자가 어휘 지식을 확장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어휘 추론 전략 교수의 장점을 긍정하였다.

문맥과 문맥 단서에 대한 고찰은 어휘 추론 전략이 단순히 어휘 그 자

체(발음, 형태 등)의 분석뿐만 아니라, 통사, 담화 등 문맥 차원에서의 단

서를 발견하고 그를 활용하여 유용한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맥을 통한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

양한 어휘 추론 전략 방법 중 특히 문맥을 활용한 어휘 추론 전략에 초

점을 두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추상적인 내용상의 맥락이 아

니라, 독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적 맥락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가 단순히 자신의 배경지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단서를 지표로 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논리적으로 결

합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1.3. 어휘 추론 전략의 개념과 종류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배

워야 하는지,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해,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목표

어휘 어휘의 의미, 문법의 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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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언어 학습 전략(Language Learning Strategy)

이다 (Richards와 Schmidt, 2010). 이러한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우수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특징을 밝히고, 학습자들의 성향

(style)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Schmitt & McCarthy, 1997; O'Malley & Chamot, 1990). 옥스퍼드

(Oxford, 1990)는 학습 전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언어 학습 전략 목록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이라는 포괄적인 분

류를 제시하였는데, 그의 분류에 따르면 학습 전략은 크게 학습자들이

언어에 직접 적용하는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y)과 학습 계획을 세

우거나 통제하는 등 간접적인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y)으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18)

어휘 학습 전략은 이러한 언어 학습 전략의 한 갈래로, 낯선 어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그 의미를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

게 하는 것까지의, 어휘 학습과 관련된 모든 전략을 포괄하는데19), 본 연

구에서는 읽기 상황에서의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에 관심을 가

지므로 이 중 학습자가 텍스트에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어휘 의미를 추론

18) 옥스퍼드(1990)의 학습 전략의 분류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

접 

전

략

기억 전략
머릿속에서 관련짓기, 이미지·소리 이용하기, 복습 잘하기, 동작 이

용하기

인지 전략 연습하기, 메시지 주고받기, 분석·추론하기. 체계적으로 입·출력하기

보상 전략 아는 것을 토대로 짐작하기, 말하기·쓰기에서 부족함을 극복하기

간

접 

전

략

상위인지 전략 학습에 집중하기, 학습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학습을 평가하기

정의적 전략 불안감 낮추기, 스스로 격려하기, 감정 다스리기

사회적 전략 질문하기,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다른 사람에게 감정 이입하기

19) 슈미트(Schmitt, 1997)는 옥스퍼드(Oxford, 1990)의 학습 전략 목록을 바탕으로 

58개에 이르는 대규모 어휘 학습 전략 목록을 개발하였는데, 먼저 의미 발견 전략

(Discovery Strategies)과 의미 강화 전략(Consolidation strategies)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의미 발견 전략은 의미 결정 전략(Determination Strategies)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 의미 강화 전략은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 기억 전략(Memory 

Strategies),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ies), 상위 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의미 발견 전략에 특히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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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맥을 활용하여 추론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에서 어떤 요소가 낯선

어휘나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즉, 텍스트는

어떠한 단서를 제공하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낯선 어휘의 의미 추

론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단서들을 문맥 단서

(context clue)라고 하며, 학습자는 이러한 어휘 추론 전략의 연습을 통

해 효과적으로 낯선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맥을 활용한 추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로, 학습자가 텍스트의 단어의 상당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문맥 단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충분한 어휘 크기(vocabulary size)

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모르는 낯선 어휘의 밀도를 결정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일반적으로 어휘 추론 전략의 교수는 중

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권장된다(강지애, 2007).

둘째, 학습자의 전략 사용 능력이 중요하다. 문맥을 활용한 어휘 추론

에 대해 다룬 많은 선행 연구가 증명하듯, 의미 추론을 잘하는 학습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미 추론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자

이다. 다시 말해, 능숙하게 전략을 활용하는 학습자는 단순히 목표 어휘

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거나 인접 단어나 문장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분석하는 형태·통사적 차원과 전체 맥락 속에서 그러한 목표 어휘가 어

떠한 의미를 형성해나가는가를 파악하는 담화·의미적 차원에서의 인지적

전략뿐만 아니라, 특정 전략을 어떠한 순서와 조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초인지적 층위의 전략까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로, 학습자 변인 또한 어휘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데 하나의 중요

한 요소로 들 수 있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숙달도, 동기, 태도, 학습 환경

과 성향 등의 변인들은 학습자의 전략 선택 양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전략을 통한 어휘 학습 성공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Tseng과 Schmitt, 2008).

이에 본 연구는 모국어의 특성, 태도, 학습 환경 등을 비롯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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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변인과 목표 어휘 의미를 추론하는 인지적 전략 이외에 그러한

목표 어휘를 파악하는 순서 등을 계획하는 초인지적 전략까지 고려해 연

구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실험 참여자들의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다양한 문맥 단서의 종류와 특징을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은

학습자들에게 일종의 점검표를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통해 문맥 추

론 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선행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문맥 단서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아메스(Ames, 1966)는 영어 모어 화자인 실험 참여자들의 사고 구술

을 통해 텍스트에 나타난 낯선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였는데, 이를 통해

14개의 문맥 단서를 제시하였다.

한편 노리스(Norris, 1970)는 아메스보다 더 단순한 분류를 제시하였는

데, 각각의 유형과 예시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는 특징이 있다. 노리

스는 고급 단계의 제2 언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의 목표, 기술, 과정에 대

해 논의하며 정의 단서, 경험 단서, 비교 대조 단서, 동의어 단서, 요약

단서의 다섯 가지 문맥 단서 분류를 정리하였다. 크루스(Kruse, 1979)는

노리스(Norris, 1971)를 비롯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

의 영어 어휘의 발달에 적합한 문맥적 도움(contextual aids)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분류를 ①단어 구성요소, ②그림, 도식, 도표, ③정의 단서,

④담화 추론 단서(예시, 요약, 경험), ⑤일반적 단서(품사와 주제 등)로

구분하였다. 크루스의 연구는 기존 논의에서와 달리 문맥 단서를 텍스트

내의 단어, 문장, 담화, 그리고 텍스트 전체 혹은 텍스트 외부적 지식의

차원으로 크게 이분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단, 일반적 단서라는

하나의 추상적인 항목 아래 품사, 주제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요소들

이 묶여 있어 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이다.

두빈과 오울쉬턴(Dubin and Olshtain, 1993)은 L1 독자들이 읽기 과정

에서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텍스

트의 어떤 요소가 이바지하는지를 관찰함을 통해 L2 학습자가 수정되지

않은 텍스트를 다룰 때 참고할만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래는

두빈과 오울쉬턴이 제안한 문맥적 도움을 제공하는 요소들을 텍스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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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Extratextual knowledge, 독자의 일반적 지식), 주제 지식

(Thematic knowledge), 의미1(Sementic 1: 담화 차원의 정보), 의미

2(Sementic 2: 문장이나 문단 수준의 정보)으로 구분하였다.

바우먼 외(Baumann et al., 2002)는 L1 초ㆍ중등학생(중급 수준)의 읽

기 어휘를 확장하기 위한 단어 요소 단서(word-part clues)와 문맥 단서

(context clues)를 제안하고, 문맥 단서의 종류로 정의 단서, 유의어 단

서, 반의어 단서, 일반적 단서20)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교실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종의 목록을 제공하는

데,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구와 존슨(Gu and Johnson, 1996)에서의 어휘 학습 전략에 관한 설

문 조사도 살펴볼 수 있다. 67개에 이르는 설문 항목에 포함되는 어휘

추론 전략에 대한 문항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문맥 단서의 목록을 제공

한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가 문맥에서 어떤 요소를 활용하여 낯선 어휘

의 의미를 추론하였는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묻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네이션(Nation, 2001)에서는 엄밀하게 문맥 단서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

만, 단어의 정보를 찾는 방법에 관하여 단어 분석하기, 문맥 사용하기,

참고 자료 활용하기, 다른 언어와의 유사성 사용하기의 네 가지를 제시

한 바가 있다. 마지막인 ‘다른 언어와의 유사성 사용하기’ 항목은 앞선

다른 논의에서는 없었던 것인데, 네이션에서는 스완(Swan, 1997)의 등가

성 가설21)을 제시하며 어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제1 언어와

제1 언어, 혹은 제3 언어나 제 4언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패턴 또는

항목과의 유사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동족어 사이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사실 동족어의 관계

에 있지는 않지만, 의미나 발음이 같거나 유사한 한자어를 공유한다는

20)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단서란 앞서 두빈과 오울쉬턴이 제안한 일반적 단서와 달리, 

저자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단어 혹은 상황을 말한다.

21) 외국어 단어가 모국어 단어와 다르게 보이지만 (의미적/문법적으로) 동일한 방식으

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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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두 언어 간의 연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언어권 출신 학습자

들에 비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특히 모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

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명선(2012)에서는 낯선 어휘의 의미 추론에 도움을 주는 문맥 단

서(문맥적 실마리)를 시각적 단서(각주, 그림, 차트 등), 어휘적 단서(단

어의 형태와 구조, 의미관계), 통사적 단서(선택 제약, 문장구조, 연어, 문

법적 표지 등), 담화적 단서(정의, 설명, 비교, 대조, 반복, 대구 등의 표

현적 기법, 논리적 관계, 글의 구조, 핵심 화제, 주제 등)로 구분하였다.

본고는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마주하게 되는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

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관찰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따라서 문맥 단서에 대한 신명선(2012)의 틀을 따르되, 이기연

(2006) 등의 논의를 참고하여 음성 및 표기 분석 전략 세 가지를 추가하

였다. 그림, 사진, 기호 등은 텍스트 외적인 요소로 보고 추가하지 않았

다. 배경 지식은, 학습자가 담화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으로 보고 담화 단서

활용 전략의 일종으로 보고 분류하였다. 또한 인지적 차원의 전략 이외

에 학습자가 문맥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추론, 검증하는 절차를

문맥 추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상위인지적 전략을 추가하였

다.

<표 Ⅱ-2> 어휘 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 문맥 단서의 유형

문맥 단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텍스트  

내적 

단서

음성 및 표기 단서

중국어 발음

한국어 발음 및 표기

외국어 발음

어휘 단서

형태소

어휘의 의미 관계

주변 단어

통사 단서
품사

연어

담화 단서
예시와 설명

논리적 전개와 흐름

텍스트 외적 단서 배경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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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문맥 단서, 어휘 추론 전략

의 분류, 그리고 학습자들의 실제 어휘 추론 양상을 분석하여 문맥 단서

의 분류를 위의 표와 같이 구분하였다. 먼저 문맥 단서가 목표 어휘를

포함하는 텍스트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텍스트 내적 단

서와 텍스트 외적 단서로 구분하였다. 텍스트 내적 단서는 단서가 분포

하는 단위와 범위에 따라 음성 및 표기 단서, 어휘 단서, 통사 단서, 담

화 단서를 포함한다.22) 텍스트 내적 단서의 소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성 및 표기 전략을 중국어 발음 단서, 한국어 발음 및 표

기 단서, 외국어 발음 단서로 구분하였다. 이 항목은 선행 연구에서 ‘단

어 철자’(Chern, 1993; Huckin&Bloch, 1993; 정성중, 2003), ‘단어 발

음’(Hasstrup, 1987; Chern, 1993; 정성중, 2003; 이기연, 2006, 오은희,

2008)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였다. ‘중국어 발

음’은 학습자가 모어인 중국어 발음과 한국어 목표 어휘의 발음을 비교

하는 것이다. ‘한국어 발음 및 표기’의 경우, 다른 세부 분류와 다르게

‘표기’ 부분이 포함되는데, 이는 같은 한국어끼리 비교함에 따라 철자의

유사성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어 발음’은 한국어 목표 어휘를

학습자가 알고 있는 제3의 언어(외국어)의 발음과 비교하는 단서이다.23)

다음으로 어휘 단서는 목표 어휘의 구성요소 혹은 목표 어휘와 관련된

다른 어휘에 대한 지식을 단서로 삼은 것이다. 이 단서는 크게 어근, 접

사와 같은 의미소24)(Kruse, 1979; Hasstrup, 1987; Chern, 1993; Haynes,

22) 이 분류는 신명선(2012)에서 제시한 ‘문맥적 실마리’의 큰 틀을 참고하였다. 신명

선(2012: 245)에서 제시한 ‘문맥적 실마리’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시각적 실마리: 인용 부호, 괄호, 각주, 그림, 차트, 지도 등

어휘적 실마리: 단어의 형태와 구조, 단어들의 의미 관계(반의/유의/상하위 관계 등) 등

통사적 실마리: 선택 제약, 문장 구조, 연어, 문법적 표지들(대용어, 접속어 등) 등

담화적 실마리: 표현 기법(정의, 설명, 비교, 대조, 반복, 대구 등), 논리적 관계(인과 관

계, 문제 제기-문제 해결 등), 글의 구조, 핵심 화제, 주제

23) 본 연구에서 선정한 외래어 두 가지 ‘매스컴’과 ‘핸디캡’은 모두 영어에서 파생한 

외래어이므로, 본고에서 논의하는 ‘외국어 발음’은 ‘영어 발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4)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의미소’란 실질 의미, 즉 관념을 표시하는 언어 요소로 

어근, 어간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은희(2008)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개별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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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Huckin&Bloch, 1993; 정성중, 2003; 이기연, 2006; 오은희, 2008)와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위 관계 등 한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

(Bauman 외, 2005; 정선영, 2010), 그리고 목표어 주변에서 목표어의 의

미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주변 단어 단서(Hasstrup, 1987; Chern, 1993;

Huckin&Bloch, 1993; Gu & Johnson, 1996; Nagy, 1997; 정성중, 2003)

로 구분하였다.

통사 단서는 문장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말한다. 이 단서

의 구분에는 목표 어휘가 다른 어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품사 단서(Gu & Johnson, 1996; 오은희, 2008)와, 목표 어휘가 어떤 다

른 어휘와 공기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지식인 연어 단서(Hasstrup,

1987; Chern, 1993; Huckin&Bloch, 1993; Dubin & Olshtain, 1993)가 있

다.

담화 단서는 문단 차원에서의 단서이다. 이 단서에서는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고

에서는 크게 목표 어휘를 의미, 정의, 예시를 설명하는 예시 및 설명 단

서(Kruse, 1979; Gu & Johnson, 1996; Engelbar & Theuerkau, 1999;

Bauman 외, 2005; 정선영, 2010)와, 글의 내용상에서 나타나는 흐름, 즉

인과 관계, 문제 제시-해결 관계 등을 포함하는 ‘논리적 전개와 흐름’ 단

서(Gu & Johnson, 1996; Paribakht & Wesche, 1999; 전미애, 2013)로

구분하였다.

텍스트 외적 단서에는 ‘배경지식’ 단서가 있다. 배경지식은 학습자의

선행지식 혹은 스키마와 관련된 단서이므로 텍스트 외적 단서로 분류하

였다(Hasstrup, 1987; Nagy, 1997; Paribakht & Wesche, 1999; 정성중,

2003; 이기연, 2006, 오은희, 2008).

내에서 의미를 지니는 최소 단위’로 확장하였는데, 이는 어근과 접사를 분석하는 의미

소 분석뿐만 아니라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분석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은희(2008)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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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문맥 단서를 활용한 어휘 추론 전략의 유형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맥 단서의 분류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목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때 사용한 전략의 유형과 전략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다.

2. 어휘 추론 전략의 교육 현황 검토

본 절에서는 기존 어휘 추론 전략을 활용한 어휘 교육의 실태를 알아

문맥 

단서
전략 유형 세부 내용

텍

스

트 

내

적

단

서

음성 

및 

표기 

단서

중국어 발음 

대조하기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을 대조하는 전략

한국어 발음 및 표기 

대조하기

이미 알고 있는 한국어의 다른 어휘와의 

발음 및 표기를 대조하는 전략

외국어 발음 

대조하기
한국어와 외국어의 발음을 대조하는 전략

어휘 

단서

의미소 분석하기
어근, 접사 등 어휘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전략

어휘의 의미관계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텍스트 내의 목표 어휘와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등을 가지는 다른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

주변 단어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목표 어휘 주변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

통사 

단서

품사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목표어의 품사에 대한 통사적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

연어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어휘와 어휘 간의 공기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

담화 

단서

예시와 설명 

활용하기

목표 어휘에 대한 예시 혹은 설명을 

활용하는 전략

논리적 전개와 흐름 

활용하기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등 글의 논리적 

전개와 흐름을 활용하는 전략

텍스트 외적 

단서
배경지식 활용하기

주제, 목표 어휘와 목표 어휘를 포함하는 

문장, 문단, 단락 등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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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시행

하였다.

2.1. 교사 설문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 추론 전략이 교수·학습되는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치고 있거나 가르

친 경험이 있는 현직 한국어 교사 31명25)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주제는 크게 다

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 지었다.

① 한국어 수업에서의 어휘 제시 빈도

②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 및 읽기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 어려

워하는 부분

③ 어휘 추론 전략의 제시 및 교수 양상

④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전략

⑤ 교재에서의 어휘 추론 전략 제시 현황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실제 한국어 교실에서의 어휘 추론 전략에 대한

인식과, 대략적인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간단한 서면 인

터뷰를 추가로 시행해 어휘 추론 전략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① 한국어 수업에서의 어휘 제시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한국어

수업 시간의 ‘25% 미만을 할애한다’는 응답이 45.2%, 그리고 ‘25~50% 정

도 할애한다’는 응답이 45.2%에 달했다. 한국어 교사들은 ‘어휘가 언어의

전 영역에 걸쳐 의미, 기능 영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

어 수업에서 어휘 교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 하였지만,

어휘 교수에 투자하는 비율은 교사 개인에 따라 다양했다. 교사들은 ‘주

어진 텍스트의 주제와 내용, 혹은 제시되는 어휘의 성격(가령 주제와 관

25) 설문 대상은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현직 교사 24명,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 

혹은 한국어 학원 강의 경험이 있는 한국어 교육 석사 과정생 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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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어휘 수

업의 비중을 조절했다’.

다음으로 ②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 및 읽기 텍스트의 이

해에 있어 어려워하는 부분에 관한 문항은 총 3개의 문항으로 나누었

다.26) 첫째로 한국어 수업 중 어휘를 다룰 때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휘가 쓰이는 적절한 사

용 맥락 파악’ 83.9%(26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추상 어

휘 등의 정확한 의미파악’이 35.5%(11명)를 차지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이므로 목표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큰 난관으로 작용하지 않는 편’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중급으

로 갈수록 텍스트의 난도(내용과 형식 등)가 올라가고’,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추상 어휘’, ‘다의어’ 등 의미가 복잡해질수록 어려움을 겪는다

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관찰을 통해 어휘가

제시되는 문맥에 대한 교수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어종에 대한 물음에는 고유

어가 80.6%(25명), 외래어가 51.6%(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 설문

의 응답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모국어가 중국어인 만큼, 학습자들은 한자

에 대한 직관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한자어는 비교적 수월하게 학습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에서 쓰이는 한자가 다르거나, 같은 한자가 쓰였지만 의미가 상이할 때

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라

는 점에서 교수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고유어의 경우, 어휘를 구성하

는 단어가 ‘저빈도어일수록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응답하였다. 또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 매체에서, 혹은 고급 학습자 대상의 텍스트,

가령 전공서적 등에 출현하는 전문 용어 등’이 외래어로 제시되는 경우

가 빈번하지만, 외국어(대표적으로 영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학

습자들은 ‘이러한 외래어를 배울 때 특히 어렵다.’라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 문항은 읽기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26) 최대한 다양한 응답을 수용하기 위해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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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려워하는 편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교사들은 ‘문법’, ‘낯선

주제’, ‘어휘와 표현’, ‘읽기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응답하였는데, 그 중 ‘어

휘와 표현’이 67.7%(21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낯선 주제’가 39.4%(13명), 문법이 36.4%(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월

등하게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응답은 어휘가 읽기

텍스트에서 단순히 언어 지식뿐만 아니라 어휘의 배경지식과 텍스트의

내용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에 따라 낯선 어휘

의 의미를 처리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③ 어휘 추론 전략의 제시 및 교수 양상에 관한 문항 역시 크게 세

개 문항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텍스트에서 발견하게 되는 낯

선 어휘 의미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의

미를 확인하게 한다’라는 응답이 71%(22명), ‘직접 의미를 제시한다’라는

응답이 64.5%(20명)로 나타났다. 현행 한국어 중고급 교재에서 어휘추론

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 또 추론 활동만으로 어휘의 적확한 의

미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자연스러운

교수 절차의 반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문맥에서의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을 교수하는

지를 묻는 문항이었는데, 87.1%(27명)의 교사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

고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전략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전략을 제시

한다면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지 설문하였고, 각 전략을 응답 순으로 나

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Ⅱ-4> 문맥에서의 낯선 어휘 추론 전략의 제시 양상 (교사 설문)

문맥에서의 낯선 어휘 추론 전략 빈도 백분율

1
문맥 내에서 제시된 단어 혹은 내용에 대한 정의나 설명을 찾아 의미를 추

측하게 한다.
19 15.4%

2
문맥 내에서 모르는 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를 찾아 의미를 추측하

게 한다.
17 13.8%

3
문맥의 논리적인 흐름 혹은 상황(원인과 결과, 선후 순서 등)을 추측하게 

한다.
1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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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한국어 교사들의 응답 내용을 고빈도 순으로 나열하면, 정의나

설명(15.4%)을 통한 추측, 예시(13.8%)를 통한 추측, 글의 흐름 혹은 상

황을 통한 추측(10.6%), 유의어를 통한 추측(10.6%), 배경지식을 활용한

추측(10.6%)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모두 학습자들이 읽기 텍스

트에서 나타나는 낯선 어휘의 의미 추론을 위해 목표 어휘를 포함한 전

체 문맥에서 나타나는 단서들을 활용하는 전략을 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휘를 포함한 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앞선

문항에 대한 응답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이루어지는 전략 제시 양상과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④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에 관해 묻는 문항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표 Ⅱ-5>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문맥에서의 낯선 어휘 추론 전략

4 문맥 내에서 모르는 단어와 뜻이 같은 단어를 찾아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13 10.6%

5
주제와 문맥과 관련된 나의 배경 지식 혹은 상식을 활용하여 모르는 단어

의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13 10.6%

6 그 단어와 철자, 발음이 비슷한 한국어 단어를 통해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10 8.1%

7 그 단어의 어휘소를 분석하게 한다. 10 8.1%

8 그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모국어 단어를 통해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9 7.3%

9
문맥 내에서 모르는 단어와 뜻이 반대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9 7.3%

10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게 한다. 6 4.9%

11
그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단어(영어 등)를 통해 의미를 추측

하게 한다.
2 1.6%

계 123 100.0% 

문맥에서의 낯선 어휘 추론 전략 빈도 백분율

1
문맥 내에서 모르는 단어와 뜻이 같은 단어를 찾아 의미를 추측하게 한

다.
15 14.7%

2
문맥 내에서 제시된 단어 혹은 내용에 대한 정의나 설명을 찾아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14 13.7%

3
문맥 내에서 모르는 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를 찾아 의미를 추측하

게 한다.
14 13.7%

4
문맥의 논리적인 흐름 혹은 상황(원인과 결과, 선후 순서 등)을 추측하게 

한다.
12 11.8%

5 주제와 문맥과 관련된 나의 배경지식 혹은 상식을 활용하여 모르는 단어 1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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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한국어 교사들은 전체 문맥 내에서 제시되는 ‘유의어를 통한 추

측’(14.7%), 단어와 관련된 정의나 설명을 통한 추측(13.7%), 예시를 통

한 추측(13.7%), 논리적 흐름 혹은 상황을 통한 추측(11.8%), 배경 지식

통한 추측 (11.8%) 등의 전략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교사가 실제로 교수하는 전략과 대체로 일치한다. 교사들은

이러한 문맥적 단서를 활용한 전략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 언어적 지식이 선행되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신의 스키마를 이용해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어가 쓰이는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

로 단어를 기억할 수 있게 한다.

� 읽기 텍스트 자체가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

한 설명을 하지 않는 한국어 교실에서 효과적인 어휘 의미 제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특히 유용하게 생각하는 전략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에 대해 서면 응답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문맥의 흐름에 따른 단어 추론. 언어적 지식이 선행되지 않아도 학생들

이 자신의 스키마를 이용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

�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전반적인 내용 파악에도 유효한 것이므로 

의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6
그 단어와 철자, 발음이 비슷한 한국어 단어를 통해 의미를 추측하게 한

다.
11 10.8%

7 그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모국어 단어를 통해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9 8.8%

8
문맥 내에서 모르는 단어와 뜻이 반대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8 7.8%

9 그 단어의 어휘소를 분석하게 한다. 4 3.9%

10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게 한다. 2 2.0%

11
그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단어(영어 등)를 통해 의미를 추측

하게 한다.
1 1.0%

계 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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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의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맥의 논리적인 흐름 혹은 상황(원인과 결과, 선후 순서 등)을 추측하

게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전략은 굉장히 실용적이

고, 학습자들에게 이 능력을 잘 키워주면 나중에 읽기나 듣기를 할 때

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 제시된 단어의 내용 및 설명을 통해 추측하게 합니다. 읽기 텍스트 자

체가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한 설명을 하지 

않는 한국어 교실에서 효과적인 어휘 의미 제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시를 통해 설명하면 그 예시에 대한 어휘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확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다양한 예문을 찾아 단어가 쓰이는 상황을 알게 한다.

위 의견을 종합해보면, 교사들은 낯선 어휘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지

식이 없을 경우에도, 주어진 텍스트 내의 문맥적인 단서 (논리적인 흐름,

예시, 설명 등)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것은 어휘의 적확

한 쓰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다른 기능 영역의 교수에도 효

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고 보고 있었다.

중국어에 능숙한 한국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 또한 제시하였다.

� 품사와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중국인 학생들이라면 

모어의 발음과 비교해 보는 방법도 매우 유효하다.

� 모국어 단어를 통한 추측(물론 해당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어휘

의 의미를 잘못 추측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양국의 언어가 한

자어를 상당 부분 공유하는 만큼 대개 어휘의 의미를 가장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됨.)

� 비슷한 발음이나 비슷한 철자의 어휘를 같은 어휘로 착각하지 않게 주

의를 해야 함.

� 중국어권의 학습자가 모국어 한자의 쓰임 그대로 쓰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 한자어 어근 의미를 가르친 다음에 합성어를 제시하여 추론하게 한다.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양이 큰 만큼 중요한데 한자어 어근 대응된 한자

가 알면 쉽게 다른 단어를 연상할 수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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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에 많은 양의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특히 토픽 시험 준비하

는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 같은 한자가 들어간 여러 단어들을 함께 가르치는 게 유용하다.

위 응답은 ‘모국어 단어를 통한 추론이 비록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추

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교사의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한자어

의 경우 어휘의 의미를 가장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전략’이므로 중

국어-한국어 간의 발음 대조 혹은 한자어 어휘소 분석을 교수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리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⑤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문맥을 고려한 어휘 추론

전략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는 ‘충분하다(6.1%), ‘보통이

다’(36.4%), ‘부족하다’(42.4%), ‘매우 부족하다’(15.2%)로, 교사들이 인식

하기에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의 어휘 추론 전략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통 그림이나 대화로 의미를 추론하게 되어 있지만 어휘소를 분석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연습 단계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휘 보다는 문법 연습에 더 치중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읽기 전, 읽기 후 활동이 주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정도의 활동이었

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어휘 추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재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교재 내 어휘의 제시가 주제 문맥과 연관 

지어 제시되지 않고 분절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위의 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가르치는 한

국어 교재(대개 기능 통합 교재)의 어휘 연습 단계, 읽기 전후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어휘를 추론하는 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어휘 추론

전략을 별도로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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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교사들은 교재 내에서 어휘 추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듣기 전략, 읽기 전략 등 다른 전략들의 경우에도 전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초급엔 당연히 없고 중고급에서도 교재에서는 거의 없다. 교재에 없어

도 고급에서는 교수자가 따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보통은 의미가 제시되어 있고 학생들도 추론하는 것보다 교재에 확실히 

제시되어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 교재에서는 어휘의 의미에 대한 해석만 제시되어 있다. 의미 추론 전략

에 관한 내용은 교재에서 제시하는 건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다. 구체적

인 맥락과 선행지식을 가지고 추론해야 하는데, 학습자마다 상황이 달

라서 어떤 식으로 제시해야 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학습자마다 어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선

호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와 어휘 추론 전

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상이하므로, 교재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기보다, 학

습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 추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유의미하

다.

지금까지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가르친 경험 있는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 시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중 하

나로 어휘의 문맥적 의미의 파악을 들었고, 이러한 까닭에 어휘의 문맥

적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의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추론 전략의

교육 방안이 좀 더 풍성하게 제시될 필요성을 말해 준다.

둘째, 위와 같은 이유로, 교사들은 어휘 교수에서 특히 문맥적 단서를

활용한 전략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국어 교실에서 제시하는 경

향을 보였는데, 중국어에 능숙한 교사의 경우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자

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중 발음 대조, 혹은 한자어 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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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 분석을 통한 교육 역시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셋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교재에서의 어휘 추론 전략은 대체로

어휘 연습 단계, 읽기 전, 후 단계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몇몇 교사들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어휘 전략의 경우 학습자 변인의 영

향을 많이 받는 항목이므로,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제안하기보다 학습자

의 상황에 맞게 교사가 적절한 전략을 소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

라고 제안하였다. 어휘 추론 전략은 특정 어휘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지 않고,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학습자의 스키마에

따라, 혹은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어휘 추론 전략은 교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에서는 교사 혹은 중국어권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는 어휘 추론 전략의 목록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연습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2. 학습자 설문

여기에서는 중국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어 어휘와 어휘 학습에 대한 한국어 학습,

그리고 어휘 추론 전략의 제시, 학습 양상과 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을 살펴보려고 한다. 설문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진행

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형식의 설문지로 제공되었다. 총 68명의 중고급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참여하였는데, 이들 학습자는 이후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에 참여한 학습자들과 같은 집단의 학습자들이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와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의 연구 대상을 일치시켜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양상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중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한국어 실력이 4급 수준에 미치지 못

한 학습자, 이후의 문맥 어휘 추론 테스트와 인터뷰에 참여하지 못한 학

습자 등 실험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자 16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

로 52명의 설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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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본격적인 전략 사용양상 파악에 앞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 추론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파악하고, 이후의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경험과 인식을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

게 하였으며, 척도형 문항의 경우 학습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정확하게 반

영할 수 있도록 6점 리커트 척도로 진행하였다.27) 설문지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위해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고 주관식(서술형) 문항의

경우 중국어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주관식 문항, 선다형 문항, 척도형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세

부 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내용을 주제

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한국어 수업에서의 어휘 제시 양상

② 어휘 학습 및 읽기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 어려워하는 부분

③ 어휘 추론 전략의 제시 및 교수 양상

④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전략

① 한국어 수업 교실에서 읽기 활동 중 낯선 어휘가 나타났을 때

어휘 의미가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의 응답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사전 찾기(44)’를 통해 어휘 의미를 파악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어휘 추론 후 함께 파악하기(22)’

였다. 그리고 ‘교사의 직접 교수(13)’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보편적이고

직관적인 어휘 의미 파악 방식인 ‘사전 찾기’ 다음으로 어휘의 의미를 추

론하는 방식이 많이 거론되었다는 점은 실제 한국어 교실에서 어휘 추론

전략이 사전 찾기만큼은 아니지만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연구자가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자,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

이 응답하였다.

27) 5점 척도가 아닌 6점 척도로 시행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치우치지 않은 답변을 하

게끔 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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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업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거의 안 추론해요. 보통 선생님 설

명하거나 사전에서 찾아요.

� 저는 사전으로 다 찾아봐요. 아니면 물어봐요. 사람 있으면 물어보

고... 저는 이런 거 모르고 있으면 되게 찜찜해요.

� 수업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거의 안 추측해요. 보통 선생님 설명하

거나 사전에서 찾아요. 시험할 때 이런 방법을 할 수 없어서 문장을 보

고 추측해요.

� 시험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추측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습관 되었어요.

� 혼자 공부할 때 이런저런 추론을 많이 해 보는 편이에요. 책에 밑에 단

어 뜻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첫 번째 읽기에는 밑줄만 하고, 그냥 

읽으세요, 했어요.

� 처음에는 계속 사전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지쳐요. 그래서 넘을 수 

있으면 넘어가요.

� 음 요즘은 일단 다 추측해요. 그 다음에 사전.

학습자들은 대체로 사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전(혹은 어휘

주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지만, 시험과 같이 사전을 사용하지

못할 때, 혹은 지나치게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처리해야 할 때 어휘 의

미를 추론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응답하였다. 혹은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

가 사전 찾기를 지양하고 맥락 속에서 의미를 추론해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명 사전 찾기는 신속하게 단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전 찾기조차도 목표 어휘의 포함된 문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휘 추론 특히 문맥에 의한 어휘 추론을 어

휘 교수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어휘 학습 및 읽기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 어려워하는 부분에 관

한 문항은 다음의 3개 문항으로 나누었다. 여기서는 다양한 영역 중 어

휘 영역을 학습해야하는 중요성을 파악하고, 어휘를 학습할 때 어떤 어

종의 어휘가 특히 학습할 때 어려운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읽기 활동에서 무엇이 가장 어렵냐는 문항의 응답결과는 다음

과 같다. ‘낯선 어휘와 표현’(44)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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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시간의 부족’(27), ‘어려운 문법’(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 활동과 어휘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던

선행 연구들의 논의와 일치한다(김광해, 1993 외). 즉, 학습자들이 읽기

활동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낯선 어휘나 표현의 출현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읽기 시간의 부족’이라는 응답 결과 역시 이와 무

관하지 않다. 텍스트 내 어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이는 다시 읽기 속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Anderson, 2009). 실제로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 일부는 제시된 전체 텍스트를 모두 읽기까

지 약 1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실험 참여자의 평균 읽

기 속도보다 약 30분 정도 더 길었고, 이들 학습자의 추론 성공률은 다

른 학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학습자는 이러한 읽기 속도 저

하의 원인으로 텍스트 내의 어휘나 표현이 낯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설문 조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 또한 이는 교

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시행하였을 때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이해해 있어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 혹은 학습자의 부담

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내용의 글을 많이 읽기(45), 어휘

공부(38), 문법 공부(24)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고급 단계로 올라갈

수록 학습자들이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을 마주하게 되며 그에 따라 글

의 이해 여부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읽기 주제와 내용에 관한 관심이 높

은 것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겠지만,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시

행한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와 인터뷰에서 학습자는 주제 혹은 문맥에

의한 추론을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았던 ‘어휘 공부’는 앞선 문항의 응답과 비슷한 이유로 해석

할 수 있다. 텍스트 내에서 낯선 어휘의 수가 많아지면 읽기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문항은 어휘 공부를 할 때 어떤 종류의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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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가에 대한 것이다. 학습자는 이 질문에 고유어(40)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외래어(28), 한자어(3) 순으로 응답하

였다. 그 밖에 다른 응답으로는 속담, 유행어, 축약어, 전문 용어, 줄임말,

의성어 등이 공부하기 어려운 어휘 유형이라고 지목하였다. 고유어와 외

래어에 대한 응답이 한자어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은 이들이 대표적인 한

자어 사용 국가 출신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래의 인터뷰 답변 내용을

보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가) 한자어 보면 머릿속에 중국어 뜻을 생각할 수 있다. 한자 단어의 책 

많이 읽었어요. 한국어 한자. 왜냐하면 중국에 한자 더 많아요. (중

략) 똑같지 않은 거도 많지만. 경제 이런 거 보면 경이 경제의 경? 안

경의 경? 이걸 머릿속에서 찾아서.

나) 사실 중국 사람은 한국어 배우는 거 조금 쉬운 거 같아요. 한국어에 

한자어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대신 외래어가 많고 자주 쓰는 거라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뜻인지 연상하게 될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인터넷 줄임말 같은 거 특히 어려워서.

다) 영어하고 한자어(추론을 많이 한다)28). 아, 이거 한국 영어는 영국식 

아니고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한자어도, 중국 

한자 한국 한자 안 똑같으니까. (중략) 저도 처음에 단어를 배웠을 때

도 이 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봐야 해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

요. (중략) (고유어는)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는 사전을 봐서 뜻을 

보거나... 아니면 유의어 같은 걸 봐서 연습하거나.

(가)와 (나)는 모두 중국어와 한국어가 같은 한자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쉽다고 응답하였는데, (나)에서는 외래어의 경우 그 사용 빈도가 많은 것

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추론하기 어려워서 오래 생각하게 된다고 답변하

였다. 한편 (다)는 한자어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한자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한자의 쓰임이나

발음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 간의 꾸준한 비교가

28) 괄호 속의 내용은 학습자가 발화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맥락을 연구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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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응답은 학습자들이 고유

어>외래어>한자어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밝혔던 교사들의 관찰과

일치한다.

다음 문항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읽기 활동 중 마주하게 되는 낯선

어휘를 추론하는 방법을 학습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

여 전체 학습자 중 38.89%(21명)가 ‘배운 적 없다’, 33.33%(18명)의 학습

자가 ‘배운 적 있다’, 27.78%(15명)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배운 적 있다’라고 응답한 18명의 학습자에게는 세부 문항으로 어떠한

전략을 배운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률을 높

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유사한 한국어 철자 혹은 발음을 활용

한 전략(14)와 문맥에서 낯선 어휘의 정의를 서술하거나 설명해 주는 다

른 단어나 표현(14), 유의어(12), 예시(12), 파생어 분석(12), 합성어 분석

(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응답 양상은 문맥적 단서

를 활용한 전략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제시했다는 교사들의 응답과 비교했

을 때, 비슷한 한국어 철자 및 발음을 활용한 전략, 어휘의 구성요소(파

생어, 합성어 분석)를 분석하는 전략 등 어휘 자체를 분석하는 전략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은 어떤 어휘 추론 전략을 유용하게 생각할까?

이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비슷한

중국어 발음을 활용한 전략’에 대한 응답이 72.22%(39명)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문맥 흐름을 활용한 전략’이 53.70%(29명), ‘합성어 분석 전

략’이 51.85%(28명), ‘기타 외국어 발음을 활용한 전략’과 파생어 분석 전

략이 각각 48.14%(26명)와 46.33%(26명)로 나타나 이와 같은 전략을 학

습하는 것이 실제 읽기 상황에서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때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이 한-중 발음 대조를 활용한 전략 가

장 유용한 전략으로 꼽았던 중국어 모어 교사들의 응답과 일치한다. 교

사들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 역시 발음 대조뿐만 아니라 한자어

어근을 활용한 어휘 분석 전략을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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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어 많이 생기기 때문에(한국어에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어 파

악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한자로 추론을 많이 하는 이유). 근데 

제가 부족한 것이 고유어와 외래어라서 한자어 같은 추론 방법이 없어

서 좀 어려워요.

� 한국어에 한자어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대신 외래어가 많고 자주 쓰는 

거라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뜻인지 연상하게 될 거 같아요. 

� 한자어 보면 머릿속에 중국어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자 단어의 책 

많이 읽었어요. 한국어 한자. 왜냐하면 중국에 한자 더 많아요.

� 사실 중국 사람은 한국어 배우는 거 조금 쉬운 거 같아요. 한국어에 한

자어가 많잖아요. 

� 한국어는.. 중국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오랫동

안 산 것도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 주기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에 있는 한국어 선생님들은 중국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와 중국어가 겹치는 단어들을 잘 못 가르쳐줘요. 한국어와 중국

어를 모두 잘 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더 좋은 거 같아요.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학습자들이 이러한 응답을 한 이유는 모어

발음 대조 및 한자어 분석과 같은 전략이 실제로 활발하게 잘 활용되기

때문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전략인 만큼, 이러한 전략은 전략 교육의

초기에서 제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의 응답에서 또 두드러지는 것은 합성어와 파생어와 같

이 어휘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학습자의 응답을 참조할 수 있었다.

� 어휘를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중국어도 원래 하나하나 

의미가 있으니까요.

형태 지식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한국과 중국의 한자어는 기본적으

로 1음절-1형태소로 이루어진다(근보강, 2014). 이러한 한자어의 특성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한자어의 한자어 어근 분석하는 데 도

움을 준다. 다시 말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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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휘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데 더 능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고유어나 외래어의 경우 1음절-1형태소의 꼴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

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 의미를 유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경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는 한 어휘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아래 항에서 더 확실해진다.

셋째, 학습자들은 유용한 전략으로 외국어 발음을 활용한 전략을 꼽았

다.

� 한자어는 쉽게 배우지만, 자주 쓰이는 외래어는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뜻인지 생각하게 될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인터넷 줄임말 같은 거 특히 

어려워서.

� 고유어와 외래어는 한자어 같은 추측 방법이 없어서 좀 어려워요.

� 외래어하고 한국어(고유어)가 어려워요.

� 저는 한국어보다 외래어가 특히 어려워요. 특히 길고... 영어도 잘 해

야 할 거 같고. 어떻게 발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수업할 때 중국어와 비슷하지 않은 단어를 많이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

했어요.

위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많은 학습자들은 한자어와 다르게 고유어와

외래어가 상대적으로 익히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들 단어들을 추

론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이는 이들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습자이며, 그만큼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 점점 사용 빈

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래어 혹은 외국어에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또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경우 전공 용어 등이 외래어나 외국어인 경우

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고유어와 외래어의 의미

를 파악하는 방법은 고유어, 외래어의 어근과 접사를 분석하는 방법과

문맥적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맥 흐름을 활용한 전략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

이라고 평가받았다. 이는 텍스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의 인과 관계

등 논리적 전개와 흐름을 통해 전략이다. 학습자 인터뷰 결과 학습자들

은 빈번하게 쓰이는 몇몇 부사, 연결어미 등을 통해 글의 원인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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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하기도 하고, 개인의 느낌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전자의

경우, 학습자들이 분명한 단서를 통해 어휘의 의미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추론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학습자들이 특정한 기준 없이, 단순히 그런 느낌만으로 어휘 의미를 추

론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학습자들이 문맥의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는 단서, 혹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어 교사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 모두 읽기 활동에서

낯선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하는

방안 중 하나인 어휘 추론 전략 사용에 대한 학습 의지도 갖추고 있었

다. 두 집단 모두 ‘글의 논리적 전개 및 흐름을 활용한 전략’이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교사들은 정의, 예시와 설명, 유의어 찾기 등을

통한 전략과 같이 문맥적 단서를 활용한 전략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본

반면,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발음 대조, 어휘의 구성요

소 분석 등 어휘 차원의 전략을 더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학습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으로 대체로 자신

이 실제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나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교사들 역시 초급, 혹은 전략 교육 초기 단계에서 발

음 대조, 한자어를 비롯한 어휘의 구성요소 분석과 같은 전략을 제안할

것을 권했다. 이러한 점을 보아, 본고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어휘

차원의 전략을 더 수월하게 학습하고, 실제로도 더 활발하게 사용할 것

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어휘 추론 전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실제 한국어 수업 시간에서는 이러한 전략에 대한 교수가 교사의 재

량이나 학습자 개인의 자율 학습에만 치우쳐 있어 수요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어휘력과 머릿속 어휘사전의 확장을 위한 차원에

서, 한국어 교실의 사정에 맞는 이러한 어휘 추론 전략의 교수 및 학습

을 위한 교육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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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 사용 양상

Ⅱ장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의 사

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

으로 어휘 추론 전략 사용 양상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연구

자는 서면 보고를 통해 학습자의 일차적인 전략의 사용과 전략 사용의

순서를 파악하였고, 회상 보고와 추가 인터뷰를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

완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먼저 중국어권 학습자가 실제로 사용한 어휘 추론 전략의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확인하였던 전략의 목

록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어떻게 이용되며, 구체적인 양상

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각 전략 별로

어떠한 추론 양상을 보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 다음,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휘 추론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보이는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 양상은 전략을 사용해 성공

적으로 어휘 의미를 추론한 ‘성공적 어휘 추론’ 집단과 ‘실패한 어휘 추

론’ 집단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이때, 목표 어휘를 어종별(한

자어, 고유어, 외래어)로 분류하여 어종에 따라서 전략 사용 양상이 어떻

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고급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전략의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인 어휘

추론 전략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1.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의 유형

앞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어휘 추론

전략을 교수하는 양상과, 교사와 학습자들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전략

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2장에서의 논의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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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학습자들이 문맥상에서 낯선 어휘를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전략

의 유형에 대해 소개한다.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전략들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라는 학습자 집단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본다는 점

에서 이 단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전략 사용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의미를 추론한 학습자 집단

과 그렇지 못한 학습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전략을 사용하는 양

상의 차이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 단계를 통해 본고에서는 높은 추론 성

공률을 보이나 실제 전략 사용상에서 회피 혹은 전략 사용 오류를 보이

는 경우를 파악하고,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전략

의 목록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계하는 바

탕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중국어권 학습자가 사용한 전략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전략의 사용 양상은 목표 어휘의 어종, 학습자의 국적 등의 학습자 변인

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사

용하는 전략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그 전략의 유형을 파악해보도

록 할 것이다. 이때 학습자의 실제 추론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전략 사

용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 빈도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Ⅲ-1>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 빈도

중급 고급 전체 전략 사용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국어 발음 41 4.4% 40 4.8% 81 4.5%

한국어 발음 및 표기 59 6.4% 67 8.0% 126 7.1%

외국어 발음 30 3.2% 25 3.0% 55 3.1%

형태소 103 11.1% 83 9.9% 186 10.5%

의미 관계 108 11.7% 126 15.0% 234 13.2%

주변 단어 112 12.1% 120 14.3% 23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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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살펴보면 중고급 학습자의 전략 사용 양상이 개별 어휘에 따

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된 전략은 배경지식 활용하기 전략(중급

21.2%, 고급 19.7%), 발음 대조하기 전략(중급: 14%, 고급: 14.7%)29),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전략(중급:11.7%, 고급:

13.2%), 주변 단어 활용하기 전략(중급: 12.1%, 고급: 13.1%)이다.

배경지식 전략의 활용은 고급 학습자보다 중급 학습자들에게서 더 빈

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급 학습자가 고급 학습자보다 부족

한 목표어와 목표어를 포함한 텍스트의 구조 등에 대한 지식을 보충하고

자 한 시도로 보인다. 한편, 그 다음으로 빈번하게 쓰인 전략은 발음·표

기 대조 전략인데, 학습자들은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유사한 발음 혹

은 표기에 대한 정보를 대조하여 목표 어휘의 의미에 접근하고자 하였

다. 중고급 학습자 간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전략, 주변 단어 활용하기 전

략의 활용 역시 눈에 띈다. 이들 전략은 텍스트 내에 노출된 어휘와 표

현들을 의미에 따라 서로 연결 짓고 그를 통해 목표어의 의미를 파악하

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 두 가지 전략에서는 고급 학

습자들의 사용률이 더 높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숙달도가 올라감

에 따라 학습하는 어휘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는 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전략별 사용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9) 중국어-한국어, 한국어-한국어, 외국어(영어 등)-한국어 등 각기 다른 언어를 대

조했다는 점에서 각기 다른 전략으로 분류하기는 했으나, 목표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어휘의 발음과 표기를 대조하여 목표어 의미를 파악한다는 공

통점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하나로 묶어서 취급하고자 한다.

품사 34 3.7% 17 2.0% 51 2.8%

연어지식 60 6.5% 52 6.2% 112 6.3%

예시, 설명 79 8.5% 60 7.1% 139 7.8%

논리적 전개/흐름 103 11.1% 97 11.5% 200 11.3%

배경지식 196 21.2% 153 18.2% 349 19.7%

합계 925 100.0% 840 100.0% 17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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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성 및 표기 단서 활용 전략

음성 및 표기 단서를 활용한 전략(중국어 발음, 한국어 발음 및 표기,

외국어 발음)은 전략 하나 하나의 사용 빈도는 적어보이지만, 이들 전략

의 사용 빈도를 종합하면 약 14.7%로 배경지식 활용 전략 다음으로 많

은 수를 보인다. 학습자가 어떤 어휘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이 어휘의 형식(표기, 발음)이므로 이러한 전략 사용 양상은 자연스러

운 어휘 인지 과정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어 음

운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모어의 체계뿐만 아니라, 제2 언어 등 학습자

가 기존에 구성한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목

표어의 발음에 대해 인식할 때 모어 혹은 그 이외의 언어에서 학습 훈련

과 경험을 통해 얻은 음성 음운 자질 혹은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을 말한다(정국, 1986:21). 학습자들이 한국어-중국어 간의 발음 대조뿐

만 아니라 한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발음 대조 역시 활발하게 시도

하였다는 점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언어 전이가 중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

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같

거나 비슷한 한자어 체계를 공유하고, 그에 따라 어떤 한자어의 경우 비

슷한 발음을 공유하기도 한다. 문자와 관련된 이러한 간섭 현상을 자소

전이(graphic interference)라고 하는데(Lado, 1957; 서정목, 2002), 학습자

들은 이러한 언어적인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 어휘의미의 추론과 학습

을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 중국어 발음의 유사성 활용하기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자어가 음운 지식 측면에서 동음어가 많고, 의미

지식적인 측면에서 동의어가 많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근보강,

2014).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자어 발음의 대조는 중국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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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급수에 상관없이 한자어 혹은 한자어라고 생각되는

단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국어 발음 대조를 시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이유에 대해 ‘중국어와 한국어는 한자어를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전략 사용의 경향은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한자권 학습자와 비한자권 학습자의 어휘 추측 전략의 사용 양상을 비교

한 오은희(2008)에서 역시, 한자권 학습자들이 특히 자신의 모국어와 목

표어(한국어)의 한자어 발음을 대조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밝혔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중국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예를 살

펴보자.

(가) 불모지: 발음은 중국어 ‘不毛地(bùmáodì)’와 같아요. 그래서 뜻 알

수 있어요.【S48】

(나) 헛수고: 수고와 한자 ‘受苦(shòu//kǔ)’ 발음이 있어요.

(다) 터득하다: 중국어에 ‘터득’은 없지만, ‘득’은 있어요. 得(dé). 【S3

2】

(라) 불모지: 불은 fire. 모지는 조금... (중략) 묘지는 중국어로 ‘묘지(墓

地, mùdì)’라는 뜻이라서, 죽은 사람을.. 그거…【S17】

(마) 불모지: 불은 없다. 중국어에 不. 모는 어머니, 지는 땅. 태어나는

곳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다. 不+母地. 불은 없다. 중국어에 不. 모는 어

머니, 지는 땅. 【S32】

(가)~(다)는 학습자가 발음 대조를 통해 정확하거나 실제 의미에 근접

하게 접근한 추론한 예이다. 학습자들은 (가)에서처럼 중국어 단어와 정

확하게 대응하는 단어를 찾거나, (나), (다)와 같이 목표어를 구성하는 한

자 자소를 중국어 한자 자소의 발음과 비교하여 비슷한 의미로 접근하였

다. 이는 모국어의 긍정적인 전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음 대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목표어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라)의 학습자는 ‘불모지’의 ‘불’을 고유어 불(火)로,

‘모지’를 ‘묘지’로 오인하여 ‘불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장소, 국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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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고 잘못 추론하였다. (마)에서는 불모지의 ‘모(毛)’를 ‘모(母)’로 잘못

생각해 전혀 다른 의미로 추론하였다. 이 두 한자는 한국어에서도 동음

이의어이므로 혼동의 여지가 있다.

한국어 한자어에서 양 언어 간의 발음 대조 전략은 분명 활용도가 높

은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을 사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

은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양 언어 간의 발음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한자어와 비슷한 발음이더라도 한자어가 아닐 수(고유어, 외래

어)가 있으므로 발음 대조는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모국어에서

익숙한 자소 혹은 자소의 결합이 목표어에서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혀 다

른 음소 대응 관계로 나타나 도리어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권영수, 1994:2).

(2) 한국어 발음 및 표기의 유사성 활용하기

이 전략은 학습자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한국어 어휘의 발음 또는 표기

와 연관 지어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은 발음을 활용한

전략 중 가장 활용 빈도가 높았다. 이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자신이

이미 학습한 어휘의 의미와 주어진 낯선 어휘의 발음 및 표기를 적극적

으로 비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에 비

해 이 전략을 좀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

으로 모국어에 대한 의존을 덜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에 대한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표기와 발음상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외래어에서는 거

의 사용되지 않았고,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한자어에 이

전략이 사용될 경우, 목표 어휘의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알고 그 용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어 발음 대조 전략과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속셈: 뭔가 세는 거? 이런 느낌. … ‘속’은 ‘마음속, 머릿속’, ‘셈’

은 ‘세다’.【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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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터득하다: 왜냐하면 ‘득’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대조하기 때문에,

‘터득하다’는 ‘획득하다’라는 뜻이 아닌가… ‘습득하다’와 ‘획득하다’는

두 개 뜻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획득하다’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

했어요. 【S39】

(가), (나)는 한국어 발음과 표기를 대조하여 성공적으로 의미를 추론

한 사례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생각한 한국어 의미와 유사한 발음 혹

은 표기 다른 어휘를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어 어휘에 대한 지식이 풍부

한 학습자일수록 이러한 추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경향을 보였다.

(가)에서는 고유어인 ‘속셈’을 ‘속’과 ‘셈(세다)’라는 각각의 발음과 표기가

동일한 단어를 연상하여 성공적으로 추론한 사례이다. (나)의 경우, 학습

자 【S39】는 ‘터득하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주어진 문맥과 비슷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발음과 의미상 비슷한 단어를 추론하였는데, 이

러한 한자어의 추론은 일반적으로 중국어 발음에 의한 추론과 함께 나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다) 길들다: 길… 길… 이거 제 생각에는 잘 몰라요. 길 아마 길

(road). (중략) 어떤 일을 하는 길… 중간… 【S14】

(라) 속셈:

연구자 : ‘속셈’은 발음이 ‘속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네요?

학습자 : 네.

연구자 : 왜요? 모양이 비슷해서?

학습자 : 네, 네. 좀 비슷해서.

연구자 : 그럼 한자어라고 생각하셨어요?

학습자 : 네.

한편 (다), (라)와 같이 전략 사용이 실패하는 예도 있었다. (다)는 고

유어 합성어인 ‘길들다’의 ‘길’30)을 ‘길(路)’로 생각하여 ‘어떤 일을 하는

도중’으로 의미를 잘못 추론한 것인데 이 두 단어는 동음어이므로 의미

3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길들다’의 ‘길’을 ‘손질을 잘하여 생기는 윤기, 짐승 따위를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된 버릇,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된 솜씨’라고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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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사하지 않다. 즉 실패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고유어 합

성어인 ‘속셈’을 한자어인 ‘속성(屬性)’과의 표기상의 유사성 때문에 한자

어라고 잘못 판단한 사례이다.

(3) 외국어 발음의 유사성 활용하기

외래어·외국어 발음 대조 전략은 이미 알고 있는 외국어 발음과 의미

를 통해 목표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으로, 한국어 이외에 외국어 학

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이 특히 활발하게 이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영

어에서부터 굳어진 ‘핸디캡’과 ‘매스컴’이라는 두 어휘 제시하였는데, 영

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도 한국어 고유어와 한자어와는 다른 발음

과 표기를 통해 해당 단어가 외래어 혹은 외국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가) 매스컴: 영어 단어를 알아서 알았어요. mass communication

【S08】

(나) 매스컴: 느낌상 영어다. 매스는 mass 같아요. 대중? 매체? 같은

거 관련 있는 거 같고요. 【S39】

(가)를 보면 학습자들은 ‘매스컴’의 ‘매스’라는 발음이 자신이 아는 영

어 단어 ‘mass’라는 영어 단어와 유사하다는 점을 관련지어 단어의 의미

에 접근하고 있다. (나)에서는 ‘masscommunication’이라는 원어를 알지

못하지만 ‘mass media’ 같은 단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의미 추론이 가능했다고 하였다.

(다) 핸디캡: 처음에는 종이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핸드, 이거 있

어서. 하지만 아닌 거 같아. 자세히 보면 아닌 거 같아요. 【S48】

(라) 매스컴: 처음에는 메스, 메스는 수술할 때 쓰는 칼, 생각했어요.

【S01】

(마) 핸디캡:

학습자 : 영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한테도 이런 단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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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요.

연구자 :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학습자 : 네. 그리고 장애인 이런 단어를... (중략) 핸디캡이라는 단어

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확실히 이거, 뜻이에요. 【S09】

한편 (다)~(마)는 똑같이 외래어 혹은 외국어 발음을 통해 추론했지만,

목표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다), (라)는 각각 ‘핸디캡’과

‘매스컴’의 의미 추론인데, (다)은 ‘핸디’라는 단어를 통해 ‘hand’, ‘handy’

를 연상하여 ‘종이컵’이라고 생각했고, (라)는 ‘매스컴’의 ‘매스’가 의료기

구인 ‘메스’와 발음상 유사하여 그러한 종류의 물건일 것이라고 추론하였

다. 그러나 두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다른 문맥 단서를 통해

자신이 추론한 의미를 수정하였다.

(마)의 경우, ‘핸디캡’을 ‘handicapped’, 즉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추론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핸디캡’은 ‘결점, 단점’을 의미하는

‘handicap’에서 온 단어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의미라고는 할 수 없으나

문맥상에 어울리는 정확한 어휘 추론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라)와 (마)의 결정적인 차이는 외래어(외국어) 발음 대조를 통한

추론이 이루어진 다음 다른 문맥 단서를 통해 의미를 확인하였는지 아니

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1.2. 어휘 단서 활용 전략

(1) 의미소 분석하기

의미소 분석은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이 복합어인 단어의 어근과 접사

등의 형태소를 분석하거나,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은 거의 모든 단어에서 어종

에 상관없이 시도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명사인 단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았다. 동사나 형용사에 비해 명사가 문법적 활용이 단순하기 때문

이다. 의미소 분석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많은 학습자들이 목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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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를 음절 단위로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중 한자어가 가지

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형태 지식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한국과 중국

의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1음절-1형태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근보강,

2014).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한자어에 대한 지식 혹은 모국어인 중국어

지식이 전이되어 한자어가 아닌 단어에도 이러한 1음절-1의미의 의미소

분석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가) 참맛: 분석했어요. ‘참’은 한자어로 ‘眞’, ‘맛’은 ‘味’.【S08】

(가)는 의미소 분석을 통해 제시된 목표 어휘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추

론한 사례이다. 이 학습자는 고유어 ‘참맛’을 각각 ‘참(眞)’과 ‘맛(味)’으로

분석하여 한국어와 중국어가 공유하는 한자어인 ‘眞味(진미)’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다는 점을 추론해내었다. 학습자가 ‘참’이라는 접두사와 ‘맛’이

라는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처음 보는 단어인 ‘참맛’

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해내었다. 이처럼 학습자가 단어를 구성하는 의

미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는 이러한 전략의 사용이 성

공적인 의미 추론으로 이어졌다.

(나) 핸디캡: 원래 핸디캡은 handy, cap, cup? 이렇게 생각했어요.

【S01】

(다) 헛수고

연구자: 핫(hot)수고. 헛이 영어라고 생각하셨네요?

학습자: 네, hot 수고. 너무 되게 수고. 시간을 많이 걸리는 일. 수고

는 수고하다. 그런 한자가 있어요. 【S16】

한편 목표어의 의미소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목표어가 지나

치게 생소한 경우, 위와 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추론하기도 했다.

(나)는 ‘핸디캡’의 ‘핸디’와 ‘캡’을 발음 그대로 ‘handy’와 ‘cup’의 합성어로

간편한 물잔 정도로 추론한 사례이며, (다)는 특이하게도 ‘헛수고’를 한국

어 접두사인 ‘헛-’을 영어인 ‘hot’으로 생각하여 ‘hot 수고’, 즉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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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한 경우로 파악한 사례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 ‘핸디-’와

같은 접두사나 ‘핫(hot)하다’와 같은 표현들이 활발하게 쓰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론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각 단어의 구성요

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이 전략

에 의존하는 것은 추론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전략은 ‘홀가분하다’, ‘이바지하다’와 같이 구성요소로 나누어 보기

어려운 단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단어에서 활발하게 시도되었는데, 일부

를 제외하고는 의미소 분석만으로 성공적인 추론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

었고 대부분 다른 전략을 함께 사용하여 추론한 의미를 수정하거나 검증

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어휘의 의미 관계 활용하기

이 전략은 목표 어휘와 같은 텍스트에 포함된 다른 어휘의 의미 관계

를 파악하여 목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이다. 쉽게 말해 목표 어

휘와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위 관계에 있는 다른 단어를 발견하고

그 단어와 비교하였을 때 목표 어휘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추론하는 전

략으로, 문맥 단서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의어, 반의어 단서

를 활용한 전략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휘 간의 의미적

연관성은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이는 글의 결속구조(cohesion)와 응

집성(coherence)로 설명될 수 있다. 글의 결속구조와 응집성은 단어들이

서로 의미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어휘의 연관성은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동종지시어, 동종 이미지어, 텍스트 대등어,

텍스트 등위어 등 다양한 어휘의 망으로 실현된다(어휘교육론, 2014:

209). 이중 본고에서는 어휘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는 유의어, 반의어, 상

하위어를 ‘어휘의 의미관계’ 단서로 보고자 한다.31)

이러한 어휘의 의미관계는 어휘들 간의 결속성, 문장의 구조, 비슷한

의미의 어휘의 반복, 조사와 같은 표지어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31) 동종 지시어, 동종 이미지어, 텍스트 대등어, 텍스트 등위어 등에 대해서는 ‘주변 

단어 활용하기’ 전략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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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 속셈

아르바이트할 때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재밌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받고 있다. /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 ‘알바누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체 응답한 사람의 53.2%가 돈을 버는 것 이외의 다른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돈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목적으로는 공부가 21%로 가

장 많았으며, (하략)

학습자 : 여기서 ‘다른 생각’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래도 다른 목적으

로 나오고.

연구자 : 똑같이 ‘다른’의 수식을 받아서?

학습자 : 네, 똑같이 명사. 어떤... 어떤 주관적인 생각. 【S49】

(나) 터득하다

(전략) 글을 잘 읽으려면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글을 자주 접하여 글

과 친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많이 읽으면 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옛날 말처럼, 글과 친해지면 어느 순간 어려운 글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단계 이르게 된다. 많이 읽어서 글에 익숙해진 사람이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략)

- 위 문장. ‘많이 읽으면 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다.’는 옛날 말처럼, 글과 친해지면 어느 순간 어려운 글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S39】

- ‘익숙해진’ 이 단어가 그 사람의 글에 아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S11】

(다) 홀가분하다

'홀가분 연습'은 가벼운 삶, 자유로운 삶, 즉, 홀가분한 삶을 구하는 이들을 위한 책

이다. 옛 현인(贤人)들의 글에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찾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앞에 ‘가벼운 삶, 자유로운 삶’ 뒤에 ‘즉' 있잖아요. ‘즉’은 앞의 문장

이 같은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볍고 자유롭다는 의미가 있어요.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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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는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통해 목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

경우이다. 먼저 (가)를 살펴보면, 학습자는 목표 어휘인 ‘속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비슷한 뜻을 가진 ‘생각’, ‘목적’을 문맥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단어들은 모두 관형사인 ‘다른’의 수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유의 관계에 있는 동사[‘있다(有)’, ‘가지다(有)’]와 함께 제시된다. 또한

위 제시문에서 ‘생각’과 ‘목적’은 ‘○○(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와 같이

수단·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 ‘-으로’와 함께 쓰였다. 학습자는 제시문에

서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이 세 단어가 서로 유의 관계에 있음을 파악하

였고, 의미소 분석 등 다른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목표 어휘의 의미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나)의 학습자들은 제시문 속의 ‘이해하다’

와 ‘터득하다’, ‘익숙해지다’가 모두 ‘글’이라는 동일한 목적어를 취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의 경우, 목표어인 ‘홀가분한(홀가분하다)’는 ‘가

벼운’,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의 활용형과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즉’이라는 환언의 의미를 지닌 부사가 ‘홀가

분한’의 앞에 위치해 있어 ‘홀가분하다’가 그보다 앞에 있는 ‘가볍다’, ‘자

유롭다’와 유의 관계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라) 핸디캡

(전략) 장애 아동들이 장애라는 자신의 핸디캡을 오히려 창의적인 활동의 도구로, 

하나의 이점(利點)으로 바꾸게 한 발상이 평가자들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 여기 ‘오히려’, ‘이점’ 뒤에 조금 좋은 점이라서 앞에 반대 의미.

【S18】

- 장애라는 자신의 핸디캡을 오히려 창의적인 활동의 도구로.. 그러

면 이거 반대말. 뒤에는 자신의 부족한 점? 【S02】

(라)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통해 목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낸

경우이다. 이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의미를 추론한 학습자들은 목표어

다음에 오는 ‘오히려’가 대조적인 결과 혹은 선택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목표어인 ‘핸디캡’이 ‘오히려’ 뒤에 나타나는 어떤 단어와 반의 관계에 있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 ‘핸디캡’을 ‘이점’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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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있는 단어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정리하자면, 이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들은 첫째, 목표어와 동일한 수식

어(관형사, 형용사의 관형형 등)을 받거나 동일한 동사를 취하는 등 유사

한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거나, 둘째, 유의, 반의를 나타내는 부사를 통

해 목표어와 유의,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아냈다. 셋째, 이렇게 찾

아낸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적 연관성을 생각해 보고, 최종적으로 목표어

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주어진 텍스트의 문장을 충

분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어와 유의 관계 혹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마) 이바지하다

흔히 우주 과학은 투자하는 비용에 비교했을 때 우리 생활에 충분히 이바지하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우주를 향한 인간의 노력은 통신, 의료(医疗) 등의 분야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도 큰 영향을 주었다. (중략) 이렇게 일상 속으로 들어온 우주 과학은 인류의 생활을 돕고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있다.

- ‘의료 통신 등의 분야에서 일상생활에서 ~를 주었다.’, ‘생활을 돕고

더욱 편리하게 만든다.’ 【S21】

(마)는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 성공적인 어휘 추론에 실패한 사례이다.

학습자는 ‘이바지하다’가 ‘~을 주다‘, ‘~을 편리하게 하다’와 마찬가지로

‘생활을’이라는 동일한 목적어를 취한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바지

하다’의 의미를 ‘편리하게 하다’로 추론하였지만 이는 목표 어휘의 의미

와는 거리가 있다. 이처럼 이 전략은 문장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

을 경우 자칫 단어의 의미를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주변 단어 활용하기

주변 단어 활용하기 전략은 목표어 어휘가 포함되어 있고 문맥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어휘들을 활용한 전략으로, 목표어와 서로 유의 관

계 혹은 반의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목표어 의미를 추론하는 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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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어휘를 활용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하위어, 동종 지시어, 동종

이미지어’와 같이 동일한 의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포함된다. 혹은 사전적으로는 서로 의미적 연관이 없으나 특정 맥락에서

같은 의미나 이미지를 가지는 ‘텍스트 대등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지만

특정 텍스트와 단어와 관련되어 같은 위계에서 나열될 수 있는 ‘텍스트

등위어’ 등이 이러한 주변 단어 활용하기 전략에서 쓰일 수 있다. 이때

이런 어휘들은 서로 품사가 다르더라도 실현될 수 있다.

(가) 핸디캡

학습자 : ‘장애라는 자신의 핸디캡을 오히려 창의적인 활동의 도구

로...’그러면 이거 반대말. 뒤에는 자신의 부족한 점?

연구자 : 창의적인 도구와 부족한 점이 관련 있어요?

학습자 : ‘창의적인 활용 도구’ 어쩐지 긍정적인 느낌 있어요. 그리고

‘이점’이라는 말도 있고. 앞에도 ‘자신감이 높아진다’ 이런 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게’ 이런 말이 있어요. 【S02】

(가)는 담화표지 ‘오히려’ 뒤에 오는 ‘창의적 활용의 도구’, ‘자신감이

높아진다’, ‘큰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게’라는 단어나 표현들이 공통적으

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목표어는 그것과 반대되는 이미

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나) 길들다: 이런 거 음... 여기, 이 맛에 길든 사람은 이 맛을 소독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해요. 중독. 여기도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중독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요. 【S31】

(다) 홀가분하다: 여기서 보면 ‘현인들이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라’

이거하고 ‘가벼운 삶, 자유로운 삶’이 있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뜻하

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뭔가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욕

심이 약하게. 【S27】

한편 (나), (다)는 주변 어휘 단서를 이용한 어휘 추론이 실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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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는 어떤 맛에 ‘길든’ 사람은 그 입맛을 ‘소독’해야 한다는 문장

을 통해 ‘길들다’와 ‘소독하다’를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생각하고 뒤에 오

는 ‘중독되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추론을 강화했다. 그리고 (다)는

‘홀가분하다’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현인’, ‘마음을 비우다’, ‘가볍

다’, ‘자유롭다’라는 단어를 통해 ‘욕심을 버리다’라는 의미를 추론하였으

나 이는 정확한 추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어휘 추론 성공률을 보

였는데, 이는 이 전략이 학습자들에게 목표어가 쓰이는 상황에 대한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을 돕고, 이러한 어휘들로

이루어진 어휘망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정

교한 의미 추론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텍스트

내의 어휘망을 정교하게 살피지 않거나, 텍스트 자체의 이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활한 추론이 이루어지 않을 수 있다.

1.3. 통사 단서 활용 전략

(1) 품사 분석하기

품사 분석 전략은 앞뒤 다른 어휘와의 관계, 조사, 접사, 어미 등에 따

라 어휘의 품사를 분석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품사 분석 전략은 전체 전

략 사용 비율을 보았을 때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품사 분석

그 자체만으로는 어휘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가) 속셈 :‘속셈’은... (중략) 여기 ‘을’ 있으면 명사.【S48】

(나) 만끽하다: 감각을 만끽하다. 니까 동사인거 같아요. 【S30】

(다) 터득하다: 여기 있는 문장은 ‘옛날 말처럼 글과 친해지면 어려

운 것도 쉽게 OO하게 된다. 동사예요.【S15】

(라) 길들다: ‘맛에 길든 사람’... 명사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형용사

예요.【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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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학습자가 정확하게 품사를 분석한 사례이다. (가)는 목적격

조사 ‘을’ 앞에 있다는 점을 통해 ‘속셈’의 품사가 명사임을 확인하였다.

(나), (다)는 목적어 뒤에 동사를 만드는 접사인 ‘~하다’가 오므로 ‘만끽하

다’의 품사가 동사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품사 분석은 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예

시를 보여준다. 학습자는 ‘맛에 길든 사람’에서 ‘길든’이 명사 앞에 놓여

있으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았다. 그러나 ‘길들다’는 ‘어떤 일

에 익숙해지다’를 뜻하는 동사로,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ㄴ’으로 인해 관형사처럼 쓰였을 뿐이다.

이처럼 품사 분석 전략은 학습자의 조사, 접사, 어미 등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법적 지식은 어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학습자가 목표어의 어종을 파악하

거나 문맥상에서 유의어나 반의어를 추론하고, 대입할 수 있는 어휘를

떠올리는 것에 영향을 준다. 학습자는 목표어 자리를 빈칸으로 두고, 문

맥상에 제시되는 다양한 단서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실행하는데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어 단서 활용하기

연어 단서 활용하기는 목표어의 앞뒤에 오는 어휘들과의 공기 관계를

통해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기 관계는 관용어처럼 항상

같은 쌍으로 쓰이며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들의 관계

만으로 한정하는 좁은 의미와 관용적으로 자주 함께 쓰이는 모든 어휘의

연속이라는 더 넓은 의미 범주를 가리키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서

로 공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가) 눈총: 좀 부정적인 뜻인 거 같아요. 어떤, 어떤 것 ‘받기 쉽다’.

긍정적인 말이라면 어떤 것을 받기 쉽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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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헛수고: 여기 헛수고라도 괜찮아. 아. 이거, 음, 좋지 않은 뜻이

에요. ~라도 괜찮아. 어, 그래서 뭔가 어려운 상황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S14】

(다) 만끽하다

학습자 : 뒤에 문화를 ○○하다. 라는 거 같이 오니까. 여기는 문화

는 아무래도 추상적인 느낌, 더 고급스러울 거 같고... 향유하다, 즐겁

다.

연구자 : 문화랑 어울리는 단어라서요?

학습자 : 문화, 예술, 이런 것. 【S49】

(라) 길들다

학습자 : ‘길들다’는 이거 보면 맛에 길든 사람이 많다. 이런 강한 맛

에... (중략)

연구자 :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 어떤 맛이니까?

학습자 : 네, 달고 짜고 센 맛을 좋아하는 사람. 입맛에 맞는 그런

뜻 [연어]. 【S27】

(가)는 연어를 사용하여 목표 미지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성공한 사

례이다. (가), (나)는 ‘-받기 쉽다’, ‘-라도 괜찮아’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

는 표현이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명사이므로 ‘눈총’과 ‘헛수고’가 어떤 부

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는 ‘문화’라는 명사

와 함께 자주 쓰이는 술어를 통해 목표어 의미를 연상한 경우이다. (라)

역시 (다)와 비슷한 경우로, 학습자는 ‘입맛’이라는 어휘와 자주 함께 쓰

이는 단어로 ‘좋아하다’, ‘맞다’를 떠올렸다. 그러나 이는 목표어가 제시된

맥락상에서는 의미가 적용되지만 ‘길들다’의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추론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연어 단서를 활용했을 때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의 성공률이 상대적으

로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목표 단어와 그와 함께

제시되는 단어들의 긴밀성이 높지 않으면 미지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의 경우의 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가령 ‘터득하다’의 경우,

‘어려운 글도 쉽게 터득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의 꼴로 제시되어 직관적

으로 의미 추론을 할 수 있지만 (다)과 같이 ‘달고 짜고 센 맛에 길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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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하략)’과 같이 문장이 제시될 경우 학습자들은 좀 더 다양한 의미로

추론하는 경향을 보였다.

1.4. 담화 단서 활용 전략

담화 단서 활용 전략은 목표어가 포함된 문맥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

고 이를 통해 목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전략의 범주를 말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예시·설명 찾기, 논리적 전개와 흐름 활용하기가 있다.

(1) 예시·설명 찾기

이 전략은 주제와 관련된 예시나 설명을 통해 어휘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들은 문맥상에서 제시된 예시나 설명 단서를

찾아 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데, 이러한 예시 및 설명 단서는

예시를 나타내는 담화표지나 주제문장의 앞이나 뒤 문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단서가 포함된 텍스트(‘만끽하다’, ‘이바지하다’, ‘속셈’, ‘헛수

고’, ‘매스컴’)에서는 학습자들의 추론 성공률이 다른 전략보다 높은 편이

었는데, 목표어의 하위어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하므로 학습자들의

의미 파악을 더 쉽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가) 매스컴: 제 답안은 대중매체예요. 병원 선택할 때, 이런 내용

나오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스컴... 이런 거 다 대중매체예요.

【S52】

(나) 만끽하다: 앞에 ‘~~을 즐기는 문화’라는 말도 있고... 마지막 이

거는 중년의 회사원, 아주 나이가 든 사람이고, 젊은이들의 문화를, 그

모든 글씨는 다 마지막 문장의 뜻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문화를, 옆

에 설명하는 것처럼 ‘랩을 하는 어르신하고, 아이돌가수의 춤을 추는

중년의 회사원 등’,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즐기고 있는 그

런 느낌,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S33】

(다) 헛수고: 네. 여기 내용 보면 의자의 다리를 맞춰서 자르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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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서, 의자 다리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이거 비효율적인 방식.

【S45】

(가), (나)는 ‘…등’과 같은 담화표지를 통해 예시나 설명을 파악한 예

이며, (다)는 정확한 담화표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제가 되는 문장의

앞이나 뒤에서 주제를 설명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설명을 제공한 예이다.

(라) 만끽하다: 음. 여기 그 공감, 동질감이 있게 한다? 아니면 여기

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옛날에 여행한 가수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수가 그 어떤 (음악이나 연주) 방식을

바꿔서 아마 그 젊은 사람들도 ... 공감 할 수 있게. 【S46】

그러나 (라)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러한 예시, 설명 단서 역시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거나, 그 자체

만으로 단어 의미를 추론하고자 할 경우, 정확한 의미추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학습자의 텍스트의 구조와 글의 논리적인 전개 구조

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2) 논리적 전개와 흐름 활용하기

논리적 전개와 흐름 활용 전략은 문맥상에서 파악한 원인과 결과, 순

서 등을 나타내거나 전체 글의 흐름에서 단서를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으

로, 전자는 ‘오히려, 그러나, -아서/어서. -(으)면’ 등의 부사나 어미를 비

롯한 담화표지나 ‘변하다, 영향을 주다, 바꾸다’와 같이 상황의 전환을 나

타내는 핵심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명확하게 설명하

기는 어렵지만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읽은 후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직관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 눈총: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잠이 들어 코라도 골게 되면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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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거 맨날, 힘 있게 보는 거.【S3

7】

(나) 핸디캡: 뒤에 문장에 '하나의 이점으로'… 반대 의미.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 주면~ 그에 더하여… '이점으로 바

꾸면.. ' 안 좋은 점... 그러니까 바꿔요.【S20】

(다) 불모지: 여기 보면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원래 고향이 아닌

곳으로 변하다. 【S38】

(가)~(다)는 가정을 나타내는 ‘-(으)면’을 통해 문맥상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눈

빛이라는 것을 추론했다. 또 (나)와 (다)는 전환의 의미를 가진 ‘바꾸다’

를 통해 의미적 전환, 혹은 대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라) 눈총

학습자: 이거는 그냥 그 앞에 하고 뒤에 내용을 보고.

연구자: 앞에 뒤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습자:‘특별한 행동을 했다가는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기 쉽다.’ 그...

사람 주목을 받기 쉽다. 왜냐하면 앞에도 ‘헐리우드 영화’ 그런 이야기

나오고, 뒤에도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끌어오는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서. 그냥 추측했어요. 좋은 거 같아요. 인기가 많다는 느낌인 거 같아

요. 【S28】

한편 (라)는 의미 추론에 실패한 사례인데, 이 학습자는 글의 전반적인

흐름과 느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목표어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기가 많다’는 ‘눈총을 받다’와 관련이 없는 추론이다. 이와 같

이 흐름을 통한 추론은 학습자의 직관 혹은 목표어로의 독해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경우라면 큰 어려움 없이 추론 성공에 이르게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성공적인 어휘 추론에 다다르기 쉽지 않

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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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지식 활용하기

이 전략은 스키마, 다시 말해, 배경, 경험, 직관 등을 통해 의미를 추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기(Nagy, 1988:10~19)는 효과적인 어휘 교육의 3

가지 특성으로 통합(integration), 반복(repetition), 유의미한 사용

(meaningful use)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속성인 ‘통합’은 교수

되는 단어와 그와 관련된 다른 지식을 연결 짓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

표 단어와 학습자가 파악하고 있는 배경지식의 통합을 말하는데, 이는

스키마 이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내기는 스키마 이론의 요지를 다

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지식은 구조화되어 있다. ② 새로운 정보는

그것을 사전 지식과 연결 지음으로써 이해된다. 이러한 내기의 논의는

어휘교육에서 배경지식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며, 나아가 학습

자들이 이를 활용한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경적 지식에 의한 추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

데, 일반적으로 풍부한 사례나 설명이 드러나거나, 발음 및 표기 분석,

의미소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목표어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때 활발하

게 시도되었다.

(가) 불모지: ‘한국이 전쟁의 시기를 지나면’. 전쟁은 모두 파괴하니

까. (그래서 불모지)【S24】

(나) 홀가분하다: 이 글을 보면, 현인, 논어, 성경, 이 세 가지 단어

를 같이 생각해보면, 아마 이런 옛날에 현인들의 생각을 추론했어요.

그런, 마음속의 부담 없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S50】

(다) 헛수고: (‘헛수고라도 괜찮아’) 이거 항상 드라마 봤는데요. ~라

도 괜찮은데... 하면 항상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헛수고’는 뭔가

나쁜 뜻)【S16】

배경 지식 단서 활용 전략은 (가), (나)와 같이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경우와 (다)와 같이 학습자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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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들은 단어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

습자가 단서로 삼은 단어나 문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

는다면 이 전략만으로는 정확한 추론에 이르기 어렵다.

(라) 이바지하다 : ‘비교했을 때’ 그냥 문장 대충 이해했는데, 우주과

학 이런 투자가 많은 거 같아서, 그런데 일상생활을 보면 너무 비싸다.

돈을 많이 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S38】

(마) 틀어박히다: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면 혼자 사는 거? 밖에 나

오지 못하고 집에만... 뒤에는 음악 교육? 그래서 아마 자기 혼자 홈스

쿨링처럼. 【S01】

(바) 길들다: ‘계속 찾게 되다’. 과하게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거, ‘중

독적인 입맛의 흔적을 씻어준다.’ 원래 음식 먹은 후에 그 냄새 씻어야

되어서. 【S02】

(사) 길들다: ‘강한 맛에 길든 사람’이 입맛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맛 소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길든’은

나쁜 것이에요. 음, 이거, 우리 보통 저는 오랫동안 짠 음식을 먹으면

계속 짠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중독? 【S06】

(가)~(라)의 배경 지식 단서를 활용한 추론 과정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

지만 (라)와 (마)는 다른 단서 활용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성공

적인 의미 추론을 거둔 것에 반해, (바)와 (사)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

탕으로 추론한 가설을 글을 읽어나감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

하여 부정확한 추론에 도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배경 지식 활용하기는 다른 전략에 비해 추론 시도율이 눈에 띄게 많

았는데 비해 추론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유사한 의미에의 추론, 해

당 맥락에는 적용되나 다른 의미로 추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위에

서 소개한 추론 실패 사례에서처럼, 특정 맥락에서만 적용 가능한 배경

지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터득하다’, ‘눈총’, ‘매스컴’과 같이 비교적 한

국어 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그러한 수준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의 추론에서 조금 더 성공적인 추론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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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맥 단서를 활용한 어휘 추론

전략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략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학습자들이 어떠한 전략에 익숙하고, 어떤 전략에는 그렇지 않은 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유형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교수해야 할

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성공적으로 목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한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사용하는 전

략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것이다.

2.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양상과 차이

이 절에서는 성공적인 어휘 추론에 도달한 학습자의 전략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때 우선적으로 교수해야 할 전략

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어휘 추론에 성공한 학습자와

어휘 추론에 실패한 학습자가 주로 사용한 전략의 유형과, 그들의 전략

사용상의 절차,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어휘 의미를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의 목차를 세우고, 그러한 전

략을 수행하는 데 참고할만한 기준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성

공적인 어휘 추론과 그렇지 않은 어휘 추론을 구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

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32)

① 정확하게 의미를 추론했을 경우

② 유의어, 상하의어 수준으로 의미를 추론했을 경우

③ 맥락상에서는 적용되지만 다른 의미로 추론한 경우

④ 적용 불가능한 의미로 추론한 경우

32) 이 기준은 이기연(2006)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어휘 처리 이해 양상’의 구분 기준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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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론에 실패한 경우

①~②는 성공적인 추론으로 분류된다. 먼저 ①은 정확하게 의미를 추

론한 경우는 학습자가 사전적 정의와 일치하거나 매우 근접하게 어휘의

의미를 추론했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불모지’라는 단어를 추론할 때

‘不毛地’, ‘不毛之地’와 같이 직접적으로 중국어 대응어를 제시하거나, ‘화

초가 자라지 않는 땅’처럼 ‘불모지’의 사전적 정의를 어느 정도 설명했다

면, 학습자가 목표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으로 ②는 유의어 수준으로 의미를 추론했을 경우이다. 어떤 학습자들은

‘불모지’를 ‘아무것도 없는 땅’, ‘빈 땅’으로 추론했다. 이는 사전적인 정의

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넓은 범주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의

미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추론 성공으로 분류하였다.

추론에 실패했을 때는 ③~⑤로 분류하였다. ③은 주어진 맥락 속에서

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다.

식목일은 한국이 전쟁의 시기를 거치며 불모지로 변한 산을 푸른 숲으로 되돌리고자 1946년

에 처음 만들어졌다. 

어떤 학습자들은 ‘산’이 ‘전쟁의 시기를 거쳐’ ‘불모지로 변했다’라는 점

을 통해 ‘불모지’의 의미를 ‘묘지’ 혹은 ‘전쟁터’ 등으로 추론했는데, 이는

맥락에 적용했을 때 아주 어색하지는 않지만 목표 어휘의 본뜻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④는 적용 불가능한 의미로 추론한 경우다. 어떤 학습자들

은 ‘불모지’의 뜻으로 ‘산불’ 혹은 ‘어느 명절’, ‘좋은 곳’ 등으로 추론하였

는데, 이러한 추론 결과는 목표 어휘의 실제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마지막으로 ⑤는 추론을 시도해 보기는 했지만 어떠한 어휘 의미도 추론

해 내지 못한 경우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52명의 학습자를 추론 성공률이 높은

학습자, 즉 ‘상위권 학습자’와 추론 성공률이 낮은 학습자, 즉 ‘하위권 학

습자’로 나누었다. 그리고 두 집단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상하위 30%의 학습자를 선별하여 이들의 전략 사용 양상을 면밀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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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하였다. 33)

<표 Ⅲ-2> 학습자의 숙달도와 어휘추론성공 여부 비교

　 하위 (%) 상위 (%)

중급 9 56.3% 4 23.5%

고급 7 43.8% 13 76.5%

　 16 100.0% 17 100.0%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하위 학습자들은 중급 학습

자가 56.3%, 고급 학습자가 43.8%로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중급 학

습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반면 상위 학습자에는 중급 학습자가

23.5%, 고급 학습자가 76.5%로 고급학습자가 월등하게 많은 비율로 나

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제공한 테스트의 제시문이

4급 이상의 학습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데 제시문에서

목표 어휘를 제외한 나머지는 4급 이상의 학습자면 모두 이해할 수 있도

록 어휘와 표현, 문법을 조정하였다. 이는 실험 참여자들이 가능한 동일

한 조건에 어휘 추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숙달도와 어휘 추론 전략의 성공적인

활용 여부가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중고급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한 바와 같이,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텍스

트, 어휘에 대한 친숙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휘에 있어 더 적

절하게 전략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33) 어휘 추론 결과의 분류는 2년 이상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한 한국어 교사 2인

과 연구자가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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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추론 성공 여부에 따른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 양상

하위 상위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발음대조 86 14.7% 2 87 15.5% 3

의미소 분석하기 58 9.9% 6 62 11.1% 5

어휘의 의미관계 72 12.3% 4 82 14.6% 4

주변 단어 67 11.5% 5 89 15.9% 2

품사 14 2.4% 9 15 2.7% 9

연어 지식 43 7.4% 8 32 5.7% 8

예시, 설명 49 8.4% 7 42 7.5% 7

논리적 전개와 흐름 77 13.2% 3 53 9.4% 6

배경 지식 119 20.3% 1 99 17.6% 1

　 585 100.0% 　 561 100.0% 　

위는 학습자의 추론 성공 여부에 따른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 양상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하위 30%의 학습자들은 배경지식 활용 전략

(20.3%), 발음 대조 전략(14.7%), 논리적 전개와 흐름 활용 전략(13.2%),

어휘의 의미 관계 활용 전략(12.3%), 주변 단어 활용 전략(11.5%), 의미

소 분석 전략(9.9%)의 순으로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한편 상위 30%의

학습자들은 배경지식 활용 전략(17.6%), 주변 단어 활용 전략(15.9%), 발

음 대조 전략(15.5%), 어휘의 의미 관계 활용 전략(14.6%), 의미소 분석

전략(11.1%), 논리적 전개와 흐름 활용 전략(9.4%)의 순으로 전략을 빈

번하게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집단 별 전략의 사용 순위는

대체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하위권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논리적 전개

와 흐름’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였고, 상위권 학습자가 ‘주변 단어 활용

하기’ 전략을 더 선호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전략 사용상의 차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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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상하위권 학습자들의 전체 전략 사용 빈도(%)상의 차이

1 중국어 발음

2 한국어 발음

3 외국어 발음

4 의미소 분석

5 어휘의 의미관계

6 주변 단어

7 품사 지식

8 연어 지식

9 예시, 설명

10 논리적 전개와 흐름

11 배경 지식

위 그래프는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의 전략 사용 빈도의 편차

를 구해 도식화한 것이다. 기준선의 위쪽은 상위권 학습자가, 아래쪽은

하위권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 전략을 나타낸다. 상위권

학습자가 하위권 학습자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전략은 ‘중국어 발음 대

조 전략’, ‘한국어 발음 대조 전략’, ‘어휘의 의미 관계 활용하기 전략’,

‘주변 단어 활용하기 전략’이었다. 한편 하위권 학습자는 ‘외국어 발음 대

조하기’ 전략, ‘연어 지식 활용하기 전략’, ‘논리적 전개와 흐름 활용하기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상위권 학

습자는 발음 대조와 텍스트에 나타난 어휘들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전략을 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한편 ‘의미소 분석하기 전략’, ‘품사 지식 활용하기 전략’, ‘예시 및 설

명 활용하기 전략’, ‘배경지식 활용하기’ 전략은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유의할만한 점은, ‘배경지식 활용하기 전략’과 ‘의미소 분석하기

전략’은 두 집단 모두 활발하게 사용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는 같은 전

략을 사용하더라도 하위 학습자가 상위 학습자에 비해 적절하게 전략을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상위 학습자와 하위 학습자의 전략 사용상의 차이

를 목표 어휘의 어종에 따라, 학습자의 실제 어휘 추론 사례와 함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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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보고자 한다.

2.1. 어종별 전략 사용 양상의 차이

목표 어휘의 어종은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

친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각 어종

별로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전략을 살펴보자. 한자어의 의

미를 추론할 때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배경지식 활용하기

(17.0%), 중국어 발음 대조하기(14.3%), 논리적 전개와 흐름 파악하기

(11.7%) 등으로 나타났다. 발음 대조하기 전략을 제외하곤 통사, 담화 차

원의 전략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고유어 의미를 추

론할 때 가장 선호되었던 전략은 배경지식 활용하기(23.6%), 어휘의 의

미관계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15.3%), 주변 단어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13.5%)였다. 한편 외래어의 의미 추론에서는 외국어 발음 대조하기

(18.7%), 주변단어 지식 활용(18.7%), 예시 및 설명(15.6%)와 같은 전략

을 선택했다.

<표 Ⅲ-4> 어종에 따른 전략 사용 양상의 차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빈

도
비율

순

위

빈

도
비율

순

위

빈

도
비율

순

위
계

중국어 발음 77 14.3% 2 4 0.4% 10 0 0.0% 11 81

한국어 발음 21 3.9% 9 103 11.0% 5 2 0.7% 10 126

외국어 발음 1 0.2% 11 0 0.0% 11 54 18.7% 1 55

의미소 분석 51 9.4% 7 97 10.4% 6 38 13.1% 5 186

어휘의 

의미관계
51 9.4% 7 143 15.3% 2 40 13.8% 4 234

주변 단어 52 9.6% 5 126 13.5% 3 54 18.7% 1 232

품사 지식 21 3.9% 9 26 2.8% 9 4 1.4% 8 51

연어 지식 52 9.6% 5 56 6.0% 7 4 1.4% 8 112

예시, 설명 59 10.9% 4 35 3.7% 8 45 15.6% 3 139

논리적 

전개와 흐름
63 11.7% 3 125 13.4% 4 12 4.2% 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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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 사용의 경향은 목표 어휘가 어떤 음성 및 표기, 어휘, 통

사, 담화적 단서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아래 항에서는 어종에

따른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상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상위권 학습자가 하위권 학습자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상하위권 학습자의 전

략 사용 빈도가 비슷한 경우, 상위권 학습자는 어떻게 어휘 추론에 이르

게 되고, 하위권 학습자는 왜 어휘 추론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실제 어

휘 추론한 예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해당 어종을 분석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으로 의미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어떤 과정

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방식의 전략 사용은 지양해야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1) 한자어

다음 표를 살펴보면, 상위권 학습자는 중국어 발음 대조하기, 배경지식

활용하기, 의미소 분석하기, 논리적 전개와 흐름 파악하기,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예시 및 설명 활용하기 등의 순으로 높은

전략 사용 빈도를 보였다.

<표 Ⅲ-5> 상하위권 학습자들의 한자어 의미 추론 양상

배경 지식 92 17.0% 1 221 23.6% 1 36 12.5% 6 349

합계 540 100.0% 　 936 100.0% 　 289 100.0% 　 1765

하위 상위 빈도

합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중국어 발음 33 12.9% 2 29 16.5% 1 62

한국어 발음 12 4.7% 9 6 3.4% 9 18

외국어 발음 1 0.4% 11 0 0.0% 11 1

의미소 분석 22 8.6% 7 18 10.2% 5 40

어휘 의미관계 23 9.0% 6 19 10.8% 4 42

주변 단어 22 8.6% 7 16 9.1% 7 38

품사 지식 11 4.3% 10 5 2.8% 10 16

연어 지식 26 10.2% 5 16 9.1% 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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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위권 학습자는 배경지식 활용하기, 중국어발음 대조하기, 논리

적 전개와 흐름 파악하기, 예시 및 설명 활용하기, 연어지식 활용하기 등

을 선호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위 학습자와 하위 학습자가

모두 배경지식, 중국어 발음 대조, 논리적 전개와 흐름, 예시 및 설명을

활용한 전략을 높은 빈도로 활용하였음에도 하위 학습자는 상위 학습자

에 비해 추론 성공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가 특정 전

략을 잘못 사용하였거나, 전략 간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사용 빈도상의 특징을 좀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 전략 사용 빈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Ⅲ-2> 상하위권 학습자들의 한자어 사용 빈도(%)상의 차이

1 중국어 발음

2 한국어 발음

3 외국어 발음

4 의미소 분석

5 어휘의 의미관계

6 주변 단어

7 품사 지식

8 연어 지식

9 예시, 설명

10 논리적 전개와 흐름

11 배경 지식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상위권 학습자(기준선 위)는 상대적으로 중국어

발음 대조하기 전략, 의미소 분석 전략, 어휘의 의미 관계 활용하기 전략

을 더 빈번하게 활용했다. 반면 하위권 학습자는 한국어와 외국어 발음

대조를 활용한 전략, 그리고 품사 지식을 활용한 전략을 더 활발하게 활

예시, 설명 28 11.0% 4 18 10.2% 5 46

논리적 전개와 

흐름
33 12.9% 2 21 11.9% 3 54

배경 지식 44 17.3% 1 28 15.9% 2 72

합계 255 100.0% 　 176 100.0%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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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단어의 유형에 따라서는 전략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자어는 다음의 4가지이며, 한자어의 유형은 크게

동형동의어, 부분이형어, 완전이형어로 제시되었다.34) 개별 단어에서의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이유는 한자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학

습자에게 얼마나 생소한지의 여부에 따라 의미 추론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상하위권 학습자가 각 목표 어휘별로 어떠한 전략을 사용

했는지를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 Ⅲ-6> 한자어의 유형에 따른 전략 사용 양상

34) 근보강(2014)에서는 한·중 한자어의 유형을 동형동의어, 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이형동의어(부분이형), 이형동의어(완전이형), 동형이의어(부분이의), 동형이의어(완전

이의)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중 한자어 대조를 통한 

한자어 교육이 아니므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만 제시하였다.

목표 어휘 유형 한국어 한자 중국어 한자

불모지 한자어(동형동의) 不毛地, 不毛之地 不毛地, 不毛之地

터득하다 한자어(부분이형) 攄得-하다 领会, 体会, 悟出, 悟得

헛수고 한자어(부분이형) 헛虛+ㅅ+-受苦 白辛苦, 白费劲

만끽하다 한자어(완전이형) 滿喫 尽情享受

불모지 터득하다 헛수고 만끽하다

하

위

중국어 발음 26.9% 6.3% 15.5% 0.0%

한국어 발음 6.0% 6.3% 5.6% 0.0%

외국어 발음 0.0% 1.6% 0.0% 0.0%

의미소 분석 17.9% 14.3% 1.4% 0.0%

어휘 의미관계 1.5% 7.9% 21.1% 3.7%

주변 단어 11.9% 3.2% 12.7% 5.6%

품사 지식 3.0% 4.8% 4.2% 5.6%

연어 지식 0.0% 15.9% 8.5% 18.5%

예시 설명 0.0% 19.0% 2.8% 25.9%

흐름 17.9% 6.3% 16.9% 9.3%

배경 지식 14.9% 14.3% 11.3% 3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상

위

중국어 발음 28.6% 18.8% 8.7% 7.1%

한국어 발음 5.4% 3.1%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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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지’와 ‘터득하다’는 중국어 발음 대조와 의미소 분석이 두 집단 모

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모지(不毛地)’는 한국어와 중국어

의 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발음도 유사한 동형동의의 한자어로, 정

확하게 의미 추론하는 경우가 많았다. ‘터득하다’는 부분이형어로, 한-중

한자가 완벽하게 대응하지는 않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양 언어 모두에서

‘득(得)’이라는 한자를 포함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뒤의

맥락과 함께 이해했을 때 추론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

다. 아래에서 이러한 유형의 한자어의 성공적인 어휘 추론 사례와 그렇

지 못한 어휘 추론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전략 추론 성공 및 실패 사례: <불모지>

식목일은 한국이 전쟁의 시기를 거치며 불모지로 변한 산을 푸른 숲으로 되돌리고

자 1946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공공 기관의 공휴일 규정'을 만들

면서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4월 5일로 정했다. 이날을 식목일로 결정한 이유

는 이 시기가 나무가 자라는데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성공>: ‘이해하다’. ‘불모지’는 먼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식목일’

이 나와서, ‘식목일’은 무슨 뜻인지 아니까. 다 읽은 후에, 이 단어의 뜻

을 추론할 수 있어요. (중략) 이거(산) 보고, 이 ‘지’가 ‘식민지’(의 ‘지

(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는 곳이라는 뜻이 알게 되고, 옆에

있는 거,(전쟁) 처음에는 ‘불’은, ‘화재’, 그 ‘불’이 뜻을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또 ‘산을 푸른 숲으로 되돌리고자’, 이거 읽은 후에 이거(불모지)

랑 이거(푸른 숲)는 반대의 뜻이, 이걸 추론하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

외국어 발음 0.0% 0.0% 0.0% 0.0%

의미소 분석 16.1% 18.8% 2.2% 4.8%

어휘 의미관계 1.8% 15.6% 21.7% 7.1%

주변 단어 12.5% 3.1% 15.2% 2.4%

품사 지식 0.0% 3.1% 6.5% 2.4%

연어 지식 1.8% 6.3% 8.7% 21.4%

예시 설명 1.8% 15.6% 6.5% 21.4%

흐름 16.1% 3.1% 19.6% 4.8%

배경 지식 16.1% 12.5% 8.7% 26.2%

합계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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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기 그곳은 막 불이 나거나 식물들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중략)

한자 방향으로 생각해보는데, 이거 중국어로 한자인 거 같아요. 불은

화재, 불 아니고 부정하는 뜻인 거 같아요.【S33】

<실패>: ‘산불’. 불은 불(火)이(라는 의미)고. [‘전쟁의 시기를 거치며

불모지로 변한...’을 가리키며] 전쟁 나서 산에 불 난 거. 불이 나서 나

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푸른 숲으로 되돌리고자’(를 보니), 이거 나

무 다시 심으려고 하는 뜻을 알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나무가 없어졌

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산에 불이 났으니까.【S30】

학습자【S33】는 다른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불모지’의 의미를 추론했

지만 단번에 확실한 의미를 추론해내지 못하고 막연하게 ‘불모지’의 ‘불’

이 한국어 ‘불(火)’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주어진 텍스트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목표어의 의미를 확신하게 하는 단서를 수집했다. ‘불

모지로 변한 산을 푸른 숲으로 되돌리고자’라는 목표어의 주변 단어를

보면서 ‘산’과 ‘불모지’가 모두 장소를 뜻하는 텍스트 등위어라는 것을 파

악하고, 불모지의 ‘지’가 ‘식민지’와 같이 장소를 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불모지’가 된 산을 ‘푸른 숲’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모지’가 ‘푸른

숲’이 아니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두 단어가 서로 반의 관계에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불모지’의 ‘불’이 ‘火’가 아니라 식

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뜻의 ‘不’일 것이라고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학습자【S30】역시 ‘불모지’의 의미를 추론하고자 비슷한 전략을 사용

하였는데, 추론 결과는 그와 조금 달랐다. 학습자는 먼저 ‘불모지’의 ‘불’

을 한국어 고유어 ‘불(火)’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불모지

로 변했다’는 문장을 통해 ‘전쟁이 나면 불이 난다. 고로 불모지는 불이

나서 어떻게 된 장소’라는 결론을 내려 목표 어휘의 의미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그 다음 ‘푸른 숲으로 되돌리고자’라는 문장을 보고 ‘불이 나서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다시 심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가설을

확신했다. 이 학습자 역시 성공적으로 의미를 추론한 학습자 못지않게

다양한 전략(한국어 발음 대조, 의미소 분석, 주변 단어 단서 활용하기,

논리적 전개와 흐름 파악하기 등)을 사용하였지만 처음에 설정한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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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신뢰하고 그를 통해 목표 어휘의 의미에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로, 상위권 학습자는

단순히 중국어 발음 대조에서 그치지 않고 개별 한자어의 의미소를 분석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의미 추론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는 상위권 학

습자가 동음동의형의 한자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를 한국어 한자어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 의미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폭이 넓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목표 어휘의 의

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로, 하위권 학습자들은 상위권 학습

자보다 배경지식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경지식 활용하기

전략은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 모두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실

제로 많이 사용한 전략이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들자면, 상위권 학습

자는 텍스트 내적 전략을 중심으로 추론하면서 그를 통해 세운 가설을

자신의 배경적 지식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하위권 학습자는

그와 반대로 배경적 지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헛수고’와 ‘만끽하다’는 둘 다 한자어 합성어지만 중국어 발음대조 및

한자어 의미소의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어휘들이다. ‘헛수고’는 한

자어 합성어지만 ‘헛’의 어원이 ‘허(虛)-ㅅ’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한국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허(虛)’

가 중국어에서는 xu로 발음되어 발음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받

침 ‘ㅅ’이 있어 한자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 참여자

들이 중급 이상의 학습자이기 때문에 한국어 접두사 ‘헛-’와 ‘수고하다’라

는 단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 의미를 추론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한편 ‘만끽하다’라는 한자어이기는 하지만 중국어 단어

의 발음과 전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 및 표기에 의한 추론

을 시도하는 경우 자체가 적었고 추론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자

어 단어에 비교했을 때 추론 성공률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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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추론 성공 및 실패 사례: <만끽하다>

최근 대중문화의 소비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세대에 따라 즐기

는 대중문화가 구별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세대를 뛰어넘는 문화 요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유행한 오래된 가수들의 노래를 젊은 가수

가 현대적(現代的)인 느낌으로 다시 해석해 부르면서 원래 곡이 대단한 인기를 얻기

도 한다. 이에 더해서 랩을 하는 어르신,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중년의 회사원 

등 젊은 감각(感觉)을 만끽하는 연령층이 넓어지고 있다.

<성공>

학습자: 만끽하다의 만은 만(滿). 영어 full 꽉 차다? 그런 느낌인데

끽은 저는 한 끼 두 끼 이렇게. 배부르다는 느낌. 많이 먹는 뜻을.. 뜻

이라고... (중략) 처음에는 이거 생각했는데, 뒤에 문화를 뭐뭐 하다. 라

는 거 같이 오니까. 여기는 문화는 아무래도 추상적인 느낌, 더 고급스

러울 거 같고... 향유하다. 즐겁다.

연구자: 문화랑 어울리는 단어라서요?

학습자: 문화, 예술, 이런 것.

연구자: 좀 더 높은 단계라서?

학습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인식 변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든 사람도 그렇고.【S48】

<실패>: 영향을 받다, 주다.

학습자: 대중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 아이돌 가수 춤을 추는

중년 회사원 등 젊은이들의 문화를... 제 생각엔 점점 영향 있으면, 이

거가 넓어지고 있다...

연구자: 아 영향을 받아서 점점 넓어지다?

학습자: 네 춤을 자꾸 보면.【S16】

위 사례는 학습자들의 ‘만끽하다’의 의미 추론 과정에 대한 인터뷰이

다. 먼저 만끽하다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추론한 학습자【S48】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학습자는 먼저 중국어 발음 대조를 통해 ‘만끽하다’의 ‘만’

이 꽉 차다, full이란 의미의 ‘만(滿)’일 것이고, ‘끽’은 ‘한 끼, 두 끼’처럼

밥을 먹는 횟수를 세는 단위인 ‘끼’(한국어 발음 대조)와 관련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단어가 ‘배부르다’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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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목표어가 어떤 대중문화를 ‘OO하다’

의 꼴로 쓰인 것을 보고(연어 관계를 활용) 문화와 관련된 추상 어휘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단어라면 문화, 예술과 같이

무언가 고급스러운 차원의 어휘일 것이라는 생각 하에 ‘향유하다’, ‘즐기

다’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것을 목표어의 자리에 대입하여 정확하게 들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습자 【S16】 역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였으나 정확한 의미 파악

에는 실패했다. 그는 먼저 이 글의 주제가 대중문화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말미암아 텍스트를 분석해나가기 시작했다. 이 학습자는

‘아이돌 가수 춤을 추는 중년 회사원 등 젊은이들의 문화를 만끽하는...’

과 같은 예시를 보고 그것을 자신의 일반적 상식과 연결 지었다. 중년의

회사원이 젊은 가수들의 춤을 자꾸 보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향을 받다’는 ‘~을 영향을 받다’의 꼴로 쓰이지도 않고,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라는 ‘만끽하다’의 본뜻과도 거리가 있으므로 맥락상에

서는 어쩌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추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만끽하다’와 같이 중국어의 대응어를 쉽게 떠올리기 힘든 한자

어의 경우, 학습자들은 발음이나 의미소 분석을 하기보다는 통사, 담화

차원, 혹은 배경지식을 활용한 전략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두 학습자의 어휘 추론 상의 차이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상위 학습자가 목표 어휘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를 검증

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하위 학습자는 그러지 않았다. 둘째로, 상위 학습

자와 하위 학습자는 모두 예시 및 설명, 연어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그 추론 결과는 상이하였다. 이는 각각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연어에 대한 지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2) 고유어

고유어 의미 추론에서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하위 학습자는 배

경지식, 어휘의 의미관계에 대한 지식, 논리적 전개와 흐름, 주변 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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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을 활용한 전략과 의미소 분석 전략의 순으로 높은 전략 사용

빈도를 보였다.

<표 Ⅲ-7> 상하위권 학습자들의 고유어 의미 추론 양상

상위 학습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위 학습자보다 한국어

발음과 의미소 분석을 통한 어휘 추론 전략을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였

다. 한자어의 어휘 추론에 비해 두 집단 모두 어휘의 의미 관계와 주변

단어를 활용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이 두 집단의 추론 성공률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전략 사용의 상대적 빈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상위 학습자는 한국어 발음, 의미소 분석, 주변 단

어 활용, 품사 지식을 활용한 전략 등 어휘 자체 혹은 텍스트 상에 나타

나는 어휘들 간의 의미·문법적 연관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 전략이 주

를 이루었다. 반면 하위 학습자는 연어, 예시, 논리적 전개와 흐름 등 통

사, 담화 차원의 추론 전략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부족한 어휘 지식을 다른 전략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위 상위 빈도

합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중국어 발음 2 0.6% 10 0 0.0% 10 2

한국어 발음 29 9.4% 6 34 11.8% 4 63

외국어 발음 0 0.0% 11 0 0.0% 10 0

의미소 31 10.0% 5 34 11.8% 4 65

어휘 의미관계 48 15.5% 2 49 17.0% 2 97

주변 단어 41 13.2% 4 46 16.0% 3 87

품사 지식 9 2.9% 9 11 3.8% 8 20

연어 지식 21 6.8% 7 14 4.9% 7 35

예시, 설명 11 3.5% 8 8 2.8% 9 19

논리적 전개와 

흐름
47 15.2% 3 31 10.8% 6 78

배경 지식 71 22.9% 1 61 21.2% 1 132

합계 310 100.0% 　 288 100.0%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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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상하위권 학습자들의 고유어 사용 빈도(%)상의 차이

1 중국어발음

2 한국어발음

3 외국어발음

4 의미소 분석

5 어휘의 의미관계

6 주변 단어

7 품사 지식

8 연어 지식

9 예시, 설명

10 논리적 전개와 흐름

11 배경 지식

그렇다면 개별 어휘에 따른 전략 사용 양상은 어떨까? 각 어휘가 포함

된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서로 상이하기는 하나, 크게 ① 고빈도어로 구

성되어 의미소 분석이 용이한 ‘속셈’, ‘참맛’, ‘눈총’과 같은 유형과 ② 저

빈도어로 구성되어 의미 분석이 쉽지 않은 ‘홀가분하다’, ‘이바지하다’,

‘틀어박히다’, ‘길들다’와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표 Ⅲ-8> 고유어의 유형에 따른 전략 사용 양상

속셈 참맛 눈총 홀가분하다 이바지하다 틀어박히다 길들다

하

위

중국어 발음 0.0% 0.0% 0.0% 5.3% 0.0% 0.0% 0.0%

한국어 발음 11.1% 18.5% 23.4% 2.6% 0.0% 7.0% 0.0%

외국어 발음 0.0% 0.0% 0.0% 0.0% 0.0% 0.0% 0.0%

의미소 분석 11.1% 20.4% 15.6% 2.6% 0.0% 4.7% 2.2%

어휘의미관계 22.2% 7.4% 1.6% 26.3% 6.5% 30.2% 11.1%

주변 단어 13.3% 3.7% 3.1% 15.8% 25.8% 25.6% 13.3%

품사 지식 2.2% 1.9% 0.0% 5.3% 3.2% 2.3% 4.4%

연어 지식 0.0% 7.4% 10.9% 2.6% 6.5% 0.0% 22.2%

예시, 설명 15.6% 0.0% 0.0% 2.6% 9.7% 0.0% 0.0%

흐름 8.9% 22.2% 23.4% 13.2% 12.9% 9.3% 13.3%

배경 지식 15.6% 18.5% 21.9% 23.7% 35.5% 20.9% 33.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상

위

중국어 발음 0.0% 0.0% 0.0% 0.0% 0.0% 0.0% 0.0%

한국어 발음 14.6% 22.4% 26.8% 0.0% 0.0% 10.5% 2.4%

외국어 발음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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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셈’, ‘참맛’과 ‘눈총’은 단어 자체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 제시되

지만, 각각의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소들은 대체로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

는 쉬운 단어들이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어 발음 대조, 의미소 분석이 상

하위 학습자 모두에게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고, 전반적인 추론 성공률

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홀가분하다’, ‘이바지하다’, ‘틀어박히다’, ‘길들다’ 같은 단어들은

그 출현빈도가 낮고 의미소 분석도 쉽지 않은 까닭에 배경지식을 활용한

전략, 주변단어를 활용한 전략, 어휘의 의미관계를 활용한 전략 등 통사,

담화 차원의 단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래의 예를 통

해 이러한 두 유형의 고유어를 추론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가) 전략 추론 성공 및 실패 사례: <눈총>

최근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잠잘 수 없는 도서관’이라는 별

명의 대형 도서관 사진이 인기다. 이 도서관은 ‘독일 베를린(柏林) 상징 대표 건물 

24’ 중의 하나로 소개된 H 대학교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헐리우드(好莱坞) 영

화에 나올 것 같은 드넓은 실내를 자랑한다. 도서관 내부 전체가 막히지 않은 개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실수로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기 

쉽다. 잠에 들어 코라도 골게 되면 도서관 전체 이용객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 <추론 성공 사례>: 눈치

학습자: 글 읽고... ‘잠잘 수 없는 도서관’. 그 뒤에.. ‘내부 전제가 막

히지 않은 개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엄격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총을 받기 쉽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뭐를) 받았어요. 이런 느낌? ‘잠 잘 수 없고’, 이런 구조도 있어요. 그

의미소 분석 14.6% 22.4% 23.2% 0.0% 3.2% 7.9% 2.4%

어휘의미관계 22.9% 2.0% 0.0% 40.6% 22.6% 28.9% 12.2%

주변 단어 20.8% 2.0% 3.6% 25.0% 22.6% 31.6% 17.1%

품사 지식 6.3% 2.0% 0.0% 3.1% 6.5% 2.6% 4.9%

연어 지식 0.0% 4.1% 7.1% 0.0% 3.2% 0.0% 22.0%

예시, 설명 10.4% 0.0% 1.8% 0.0% 6.5% 2.6% 0.0%

흐름 4.2% 22.4% 16.1% 3.1% 6.5% 2.6% 7.3%

배경 지식 6.3% 22.4% 21.4% 28.1% 29.0% 13.2% 31.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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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눈치. ~를 받기 쉽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를 받기 쉽다, 이거

생각하니까 눈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연구자: 아, 마지막에 눈 ‘eye’라는 뜻이 있으니까 눈으로 하는 뭔가

를 받는다?35)

학습자: 네. 그리고 ‘도서관 전체 이용객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

문에’...이거 전체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효과, 똑같아요. 【S01】

㉡ <추론 실패 사례>: 방해, 불편.

학습자: 여기, ‘실수로 특별한 행동을’, 예를 들면 소리 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방해받기 쉬우니까. ‘방해’ 받기 쉽다. 이거도

처음에 단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눈은 눈(eye)고, 총은 잘 모

르겠어요. 하지만 문장을 보니까. 【S38】

학습자 【S01】는 ‘눈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텍스트 전체의

내용을 먼저 파악했다. ‘잠잘 수 없는 도서관’, ‘개방 구조’, ‘눈총 받기 쉽

다’를 서로 연관 지어 주어진 제시문에서 드러나는 논리적 전개를 파악

하였다. 그런 다음 ‘실수를 하면 N을 받기 쉽다’라는 표현을 보고 텍스트

와 같은 상황에서 실수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떠올렸

다. 학습자는 텍스트가 제공하는 상황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분위기의 도서관이고,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이 오

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로, ‘눈총’은 무언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어, 학습자는 ‘눈총’과 비슷한 한국어 단

어인 ‘눈치’를 떠올렸다. 이렇게 떠올린 단어를 다시 텍스트 상에 대입해

봄으로써 자신의 추론이 명확한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학습자 【S38】의 사례는 추론 실패의 예이다. 이 학습자 역시

목표 어휘를 포함한 ‘실수로 특별한 행동을 하면 N을 받기 쉽다’에 주목

하였고, 위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실수는 부정적인 것이니 ‘눈총’ 역시 무

언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라고 추론하였다. 그리고 ‘~를 받다’라

는 단어에 대입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방해’를 연상하였다. ‘방해를 받

35) 학습자가 서면 인터뷰에 기록한 것을 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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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실제로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것은 가능한 추론이다. 그

러나 전체 문장 차원에서 이를 보았을 때는 이는 다소 어색한 표현이 된

다. ‘방해’라는 단어를 ‘눈총’의 자리에 대입하면 ‘실수로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기 쉽다’가 되는데, 이 문장의 숨겨진

주어는 ‘특별한 행동을 하는 주체’일 것이며, 도서관에서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곧 조용하게 공부나 책을 읽는 것 이외의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 다음 문장에서 ‘잠에 들어 코라

도 골게 되면 (…) 전체 이용객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예시를 통해

설명된다. 위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듯,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N을 받

기 쉽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N을 받기 쉽다’로 잘못 이해하여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의미소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실패

하였다고 밝혔다.

(나) 전략 추론 성공 및 실패 사례: <이바지하다>

흔히 우주 과학은 투자하는 비용에 비교했을 때 우리 생활에 충분히 이바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주를 향한 인간의 노력은 통신, 의료(医疗) 등의 분

야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우주인의 마실 물을 해결하기 위

한 기계가 정수기가 되었고, 우주인의 식사용으로 개발된 동결건조(冻结干燥) 식

품이 물만 넣으면 먹을 수 있는 일회용 국이 되었다. 이렇게 일상 속으로 들어온 

우주 과학은 인류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있다.

㉠ <추론 성공 사례>:

학습자: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고 맞췄어요.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앞에 우주 과학 뭔가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계속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야기하고 있

고..앞에 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제공

하고 있다. 이거 보면 제공하다, 도와주다, 그런 뜻 같아요.【S48】

㉡ <추론 실패 사례>: 필요하다

학습자: 비용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에 비해서 사용했어요. 투자하

는 비용 많았는데... 여기 ‘충분히’,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조금 나쁜 쪽으로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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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나쁜 쪽이라고 생각해요?

학습자: 그러나’도 있어요. 그러나...(뒤에는) 좋은 것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바지 하지 않는다’ 이건 나쁜 뜻이 있어요.

연구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필요하다’랑 어떤 관련이 있어요?

학습자: 과학은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 생활이 너무 필요하지

않아요.

연구자: 필요하다 이 글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학습자: 그 예를 들면 좋은 점들. (예시들) 【S06】

학습자 【S48】는 처음 목표어인 '이바지하다'를 보고 의미소를 분석

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통사 혹은 담화 차원의 전

략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는 먼저 목표어

가 포함된 문장을 살폈는데, '우주 과학이 ...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라는 문장을 통해 무언가 우주과학과 관련이 있는 단어일 것이

라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이 '우주과학'이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문장을 통해 '이바지하다'가 '영향을 주

다'와 비슷한 단어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리고 이 문장 이후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예시들이 모두 '우주 과학'이 일상생활에 무언가를 '제공

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바지하다'가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제공하

다', '도와주다'일 것이라고 결론짓게 되었다.

한편 학습자 【S06】 역시 의미소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이 학습자

는 목표어를 포함한 문장에서 우주과학이 (중략) 투자한 '비용에 비해',

'충분히' OO되지 않았다. 라는 점에 주목했고, '이바지하지 않다'가 무

언가 '충분하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자

가 이에 대해 더 묻자, 이 문장 직후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나'가 오고, 이후에 나타나는 예시들이 이러한

우주과학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므로, '이바지하지 않다'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상에 나타나는 예시

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 '이바지

하다'의 의미가 '필요하다'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예시로 제시



- 94 -

된 '정수기'나 '일회용 국'은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다*'처럼 '충분히'

와 공기관계를 이루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학습자는 성공적인 어휘

추론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다.

(3) 외래어

외래어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그 의미를 추론하기 어려

워하는 어종 중 하나이다. 한자어나 고유어에 비해 한국어 텍스트 내에

서의 출현 빈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드라마, 뉴스, 인터넷 웹사이트

등 대중매체나 전공 서적 등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

다. 학습자들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외래어의 의미 추론하

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응답한 바, 외래어의 의미 추론 양상을 살

펴보는 것은 다른 어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Ⅲ-9> 상하위권 학습자들의 외래어 의미 추론 양상

외래어의 의미 추론 전략의 사용 양상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하위 학습

자는 외국어 발음 대조와 의미소 분석에, 상위 학습자는 주변 단어 활용

전략, 어휘 의미 관계 활용 전략, 예시 및 설명 활용 전략 등 문맥적 단

하위 상위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합계

중국어 발음 0 0.0% 10 0 0.0% 9 0

한국어 발음 0 0.0% 10 1 1.1% 8 1

외국어 발음 23 25.8% 1 13 14.4% 4 36

의미소 분석 14 15.7% 3 8 8.9% 6 22

어휘 의미관계 8 9.0% 6 15 16.7% 2 23

주변 단어 10 11.2% 5 26 28.9% 1 36

품사 지식 1 1.1% 9 0 0.0% 9 1

연어 지식 2 2.2% 8 0 0.0% 9 2

예시, 설명 16 18.0% 2 15 16.7% 2 31

논리적 전개와 

흐름
3 3.4% 7 3 3.3% 7 6

배경 지식 12 13.5% 4 9 10.0% 5 21

합계 89 100.0% 　 90 100.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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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좀 더 주목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래의 상대적 사용 빈도 차를 나

타낸 그래프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Ⅲ-4> 상하위권 학습자들의 외래어 사용 빈도(%)상의 차이

1 중국어 발음

2 한국어 발음

3 외국어 발음

4 의미소 분석

5 어휘의 의미관계

6 주변 단어

7 품사 지식

8 연어 지식

9 예시, 설명

10 논리적 전개와 흐름

11 배경 지식

외래어 의미 추론 전략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첫째로, 하위권 학습

자들이 상위권 학습자에 비해 외국어 발음 대조 전략을 약 2배 정도 더

많이 활용하였다는 점이다(하위: 25.8%, 상위: 14.4%). 연구자가 제시한

외래어 두 가지, ‘매스컴’과 ‘핸디캡’은 각각 ‘Masscommunication’과

‘handicap’이라는 영어에서 파생한 외래어로, 실제 영어에서도 해당 단어

가 쓰이고 있으므로 영어를 잘 아는 학습자라면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

높은 추론 성공률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전략은 다음

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첫째, 외국어의 발음과 한국어로 표기된 외

래어의 실제 발음이 상이할 수 있다. 둘째, 발음의 유사성을 파악한다 하

더라도, 원어의 적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발음 대조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발음을 통해 어원을 비슷하게 유추한다하

더라도 원어와 외래어의 의미·사용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많

은 하위권 학습자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어휘 추론에 실패하였다.

둘째, 상위권 학습자는 하위권 학습자에 비해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

한 지식, 즉 텍스트 내에 나타나는 유의 관계 혹은 반의 관계 등을 나타

내는 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목표어가 한자어나 고유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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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소한 발음, 표기인 만큼 학습자들은 텍스트 내에서 목표어휘와 관

련이 있는 다른 단어를 찾아 그 의미를 추론하고자 한 것이다. 아래는

개별 단어에 따른 어휘 추론 양상이다.

<표 Ⅲ-10> 외래어어의 유형에 따른 전략 사용 양상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실제 의미 추론 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아래

는 ‘핸디캡’에 대한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추론과 실패한 추론을 비교한

것이다.

(가) 전략 추론 성공 및 실패 사례: <핸디캡>

㉠ 추론 성공 사례: ‘단점’

유네스코(UNESCO)가 매년 선정해서 상을 주는 ‘10가지 디지털 기술’에서, 올해의 대상에 팔

을 잃은 어린이들을 위한 조립식(组合式) 의수(义手)가 선정됐다. 이것은 사고 등으로 팔을 잃

은 아이들의 창의력(创意力)을 자극해 주는 제품이다. 

이 의수의 특징과 장점은 근육과 손 부분을 다양한 부분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

은 여러 가지 부품을 갈아 끼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작자인 토레스가 이 제품을 개발한 이유는 의수를 장난감처럼 느끼며 큰 불편함 없이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 주면 그에 더하여 자신감도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장애라는 

자신의 핸디캡을 오히려 창의적인 활동의 도구로, 이점으로 바꾼 발상이 평가자들의 마음을 얻

은 것으로 보인다.

하위 상위

매스컴 핸디캡 매스컴 핸디캡

중국어 발음 0.0% 0.0% 0.0% 0.0%
한국어 발음 0.0% 0.0% 2.5% 0.0%
외국어 발음 26.2% 25.5% 15.0% 14.0%
의미소 분석 14.3% 17.0% 5.0% 12.0%
어휘의미관계 2.4% 14.9% 12.5% 20.0%

주변 단어 2.4% 19.1% 12.5% 42.0%
품사 지식 0.0% 2.1% 0.0% 0.0%
연어 지식 4.8% 0.0% 0.0% 0.0%
예시, 설명 33.3% 4.3% 37.5% 0.0%

흐름 0.0% 6.4% 5.0% 2.0%
배경 지식 16.7% 10.6% 10.0% 1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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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단어(만) 보면 영어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비

슷한 단어 ‘핸드폰’, ‘핸드’, 그런 영어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그런

데) 문단을 보면 ‘장애 아동들이 오히려 창의적인 도구로, 이점으로 바

꾸게 한다’...(라는 말이 있고) 뒤에는 반대 의미가 있는 단어 ‘이점’.그

래서 ‘핸디캡’(의 의미는) 아마 ‘이점’.

연구자: 반대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학습자: ‘오히려’ 그리고 문장 내용도 ‘장애 아동’(에 대한 것)이니까,

장애 있으면 불편하니까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했어요.【S44】

㉡ 추론 실패 사례: ‘의수 비슷한 것 혹은 의수의 어떤 부분’

영어 발음(으로) 전환해 봤는데 내용 보니 비슷한 거 같아요. hand.

(니까) ‘팔 대신 쓰는 거’(를) ‘의수’라고 하고, 여기서 ‘장애 아동들’이

끼우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왜 의수라는 단어 쓰면

되는데 왜 이 단어가 나올까, 의심했어요. 아마 다른 뜻을 있을지도 몰

라요. 아마 의수의 어떤 부분? 특별한 지칭? 그런 느낌? 【S37】

먼저 성공적으로 목표어의 의미를 추론한 학습자【S26】의 사례를 살

펴보자. 학습자는 먼저 외국어 발음 대조하기 전략을 통해 ‘핸디캡’과 ‘핸

드’의 발음이 유사하다고 생각했고, 무언가 ‘손’과 관련된 단어일 것이라

고 짐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목표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오히

려’라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

르게’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를 통해 ‘핸디캡’이 그에 뒤따라오는 단어인

‘이점’과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학습자는 또한

텍스트 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애 아동’, ‘장애’, ‘불편함’ 등의 주변

단어들이 ‘무언가 불편하다’라는 뉘앙스를 포함하므로, 자신의 어휘 추론

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한편,【S37】역시 외국어 발음 대조하기 전략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

이 학습자 역시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무언가 ‘손(hand)’과 관련 있

는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학습자가 학습자【S44】와는

달리 자신이 처음 추론한 ‘hand(손)’이라는 추론을 바꾸지 않았다. 이 학

습자는 ‘장애아동’과 ‘의수’라는 주변 단어들을 서로 연관 지으면서 ‘장애

를 가지고 있으니 의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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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있는데 굳이 핸디캡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쓸 이유가 없으므로 아

마 의수 혹은 의수와 비슷한 것, 혹은 의수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추론

하였다. 이 학습자의 추론 오류의 원인은 발음 대조를 통해 상정한 어휘

의미에 대한 가정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문맥 단서마저 해석했다는 점이다.

2.2. 학습자 국적에 따른 전략 사용 양상의 차이

다음으로, 학습자의 국적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 양

상에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지를 살펴본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국적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총 4개국이다. 앞서 조사 설계 과정에서 밝혔듯, 학습자들은

모두 중국어 모어 화자로 중국어를 유창하게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없

다. 그러나 중국어를 단일 공용어로 삼는 중국, 대만과 달리,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말레이어, 타밀어, 인도어가 통용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학습자 집단을 크게

단일 통용어 집단과 다중 통용어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학습자가 모두 4급이었으므로 비교

집단인 단일 통용어 집단 역시 중국, 대만의 4급 학습자로 한정하여 비

교하고자 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5급 학습자 1명만 있어 비교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공용어, 혹은 통용어 개수의 차이가 학습자의 전

략 사용상의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학습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 1~5위를

차지하는 전략의 유형은 그 순위 상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전략

유형은 동일했다. 두 집단 모두 배경지식 활용하기, 어휘의 의미 관계 활

용하기, 주변 단어 활용하기, 논리적 전개와 흐름 파악하기, 의미소 분석

하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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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중국, 대만과 말레이시아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 양상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빈도

합계

　
사용 

빈도

사용 

비율

사용 

순위

사용 

빈도

사용 

비율

사용 

순위
빈도

중국어 발음 27 4.8% 10 14 3.8% 10 0

한국어 발음 40 7.1% 7 19 5.2% 8 2

외래어 발음 13 2.3% 11 17 4.6% 9 54

의미소 분석 54 9.6% 5 49 13.4% 2 38

어휘의 의미관계 70 12.5% 2 38 10.4% 5 40

주변 단어 66 11.8% 3 46 12.6% 4 54

품사 지식 28 5.0% 9 6 1.6% 11 4

연어 지식 38 6.8% 8 22 6.0% 7 4

예시, 설명 45 8.0% 6 34 9.3% 6 45

논리적 전개와 

흐름
56 10.0% 4 47 12.8% 3 12

배경 지식 123 22.0% 1 73 20.0% 1 36

　합계 560 100.0% 　 365 100.0% 　 289

개별 전략의 사용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자.

<그림 Ⅲ-6> 중국, 대만과 말레이시아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 전략 사용 빈도 차이

1 중국어 발음

2 한국어 발음

3 외국어 발음

4 의미소 분석

5 어휘의 의미관계

6 주변 단어

7 품사 지식

8 연어 지식

9 예시, 설명

10 논리적 전개와 흐름

11 배경 지식



- 100 -

중심선 위쪽은 중국, 대만 학습자들이 더 빈번하게 사용한 전략이며,

아래쪽은 말레이시아 출신 학습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전략을 나타낸

다. 위 표에 따르면 중국, 대만은 비교적 중국어 발음, 한국어 발음, 어휘

장에 대한 지식 활용, 품사 지식 활용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대만 학습자들은 표준 중국어 하나만을 공용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중국어 발음 대조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에 비해 말레이시아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외래어 발음, 어휘

의미소 분석, 주변 단어 분석, 논리적 전개 및 흐름 부분에서 더 활발한

사용을 보였다. 앞서 서술하였다시피 말레이시아는 중국어와 영어를 포

함한 4개 언어가 통용된다. 영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중국, 대만 학습자에

비해 더 많으므로 외래어 발음에 의한 추론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이다.

3.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 전략

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고급 학습자들은 ‘배경지식 활용

전략’, ‘주변 단어 활용 전략’, ‘발음 대조 전략’(중국어-한국어, 한국어-한

국어, 외국어-한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 활용 전략’, ‘주변 단어 활용 전

략’, ‘의미소 분석하기’ 등의 전략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예

시 및 설명 활용하기’, ‘논리적 전개와 흐름’ 활용하기 전략 등은 상대적

으로 덜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이러한 담화 차원 단서를 활용하는 전략

을 제시·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던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어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에 대한 교수가 그

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고에 참여한 학습

자들의 38.89%가 이러한 전략에 대해 ‘배운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교

사들의 경우 12.9%이 별도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둘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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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전략 단서들을 찾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령, 목표어와 관

련된 예시와 설명의 경우, ‘예를 들어’, ‘예컨대’, ‘즉’, ‘다시 말해‘ 와 같은

담화 표지를 통해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담화

표지 없이 목표어를 포함한 문장 앞이나 뒤 문장에서 비슷한 상황의 나

열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한국어 교재의 쓰기, 말하

기 기능, 어휘와 표현 영역에서 종종 다루어지지만 그것이 어휘 추론에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다. 물론, 어휘 추론 전략은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이 자체만을 수

업의 한 주제로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앞서 밝

힌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목표

어의 의미에 접근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담화 차원의 단서를 찾고

이를 활용하여 어휘 의미를 추론하는 전략을 교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 추론 전략은 목표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한자어의 의미 추론에서는 중국어 발음 대조, 의미소 분석

을 활용한 전략이 상·하위 학습자 모두에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중국어와 한국어 한자어의 유사성과 이 유사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중국인 교사와 학습자의

설문조사의 응답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위 학습자의 추론

성공률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첫째. 발음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점,

둘째, 알고 있는 한자 파생 어근과 접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는 한자어의 의미 추론 시 형태와 발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삼가도록 주의를 주고, 중고급 단계의 한자 어근, 접사 등

을 활용한 의미소 분석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유어 의미 추론에서는 대체로 배경지식, 의미 관계, 주변 단어 분석

등을 활용한 전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참맛’, ‘속셈’, ‘눈총’과 같이

어휘의 의미소가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는 고빈도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한국어 발음 대조와 의미소 분석 전략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특

히 이러한 전략의 사용은 상위 학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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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부분 고급 학습자이거나 한국 대중 매체 등을 자주 접함으로써

풍부한 어휘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하위 학습자는 논리

적 전개와 흐름을 활용한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였다. 이는

하위 학습자들이 고유어 어근과 접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

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전략, 즉 논리적 전개와 흐름을 활용한 전

략을 활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 전략을 활용했다고 응답한 하위 학습자

의 상당수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전략을 활용했느냐는 질문에 구

체적인 단서를 제시하기보다 ‘읽어보니 그런 느낌’이라고 모호하게 답변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고유어의 어근과 접사

를 활용한 의미소 분석 전략과, 유의어, 반의어, 텍스트 대등어, 텍스트

등위어 등 텍스트에 드러나는 어휘의 의미적 연결망을 구성하는 활동이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래어의 의미 추론에서는 고유어에서와 유사하게, 배경지식을 활용한

전략, 예시 및 설명 단서를 활용한 전략, 주변 단어 단서를 활용한 전략,

어휘의 의미관계를 활용한 전략 등이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목표어가 ‘핸

디캡’, ‘매스컴’과 같이 영어에서 파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어와 발음상의

유사성이 있는 까닭에, 외국어와 한국어의 발음 대조를 활용하는 학습자

도 있었는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이거나, 이 전략 자체에 의존

한 학습자의 경우 추론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

들이 외래어의 의미 추론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전체 한국어

어휘 중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전공서적, 혹은 뉴

스, 신문 등 고급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외래어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으

므로, 고빈도의 외래어 접사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본고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상·하위 학습자들의 전략을 활

용하는 방식의 차이였다. 첫째로, 상위 학습자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였

다. 다시 말해, 발음 대조에서부터 예시 및 설명 단서를 통한 추론 전략

등 다양한 층위의 전략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상위

학습자는 구체적으로 전략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가령

통사, 담화 차원의 단서의 경우, 그 전략 사용의 근거로 구체적인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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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상위 학습자는 초인지적 전략을 적절하

게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목표어의 의미를 가정하고 그것을 목표어가

포함된 문장에 대입해보거나 다른 단서들을 통해 확인하는 등 한 번의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정-검증(확인)의 과정을 거쳤

다. 반면 하위 학습자는 대체로 목표어의 발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

고, 발음이 낯설어 의미소 분석이 어려울 경우, 어휘의 의미 관계, 주변

단어를 활용한 전략, 배경지식과 논리적 전개와 흐름을 활용한 전략 등

을 통해 목표어의 의미를 추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

하기 힘들어 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가 목표어의 의미를 한번 확신하

면 그 가정을 바꾸지 않거나, 어휘 추론을 그만두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차이를 보아, 어휘 추론 전략을 교수할 때는 학습자

에게 ① 활용 가능한 다양한 어휘 추론 전략을 소개하고, ② 그 구체적

인 활용 방법을 연습할 기회를 마련해주며, ③ 의미 추론 시 꼼꼼하게

자신이 추론한 바를 목표어가 포함된 텍스트 내에서 발견되는 다른 단서

들을 통해 확인하는 초인지적인 전략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공적인 추론과 그렇지 못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분류한 허킨과 블로치(1993)의 결론과 일치한다. 허킨과 블로치

는 성공적인 추론을 이끌어내는 전략 사용의 예로 ①목표 어휘를 포함한

문장 속에서 단서가 되는 단어 활용하기 ②문맥상의 단서를 통해 자신의

추론을 수정하고 검증하기 ③다양한 전략 사용하기’를 들었다. 한편 실패

하는 추론을 이끌어내는 전략의 예로는 ①어휘를 잘못 정의한 경우(문맥

의 단서를 놓친 경우) ②목표 어휘의 의미 추론을 회피한 경우(단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해 지나친 경우) ③‘불완

전한 지식’(목표 어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통해 추론하여 잘못된 추

론으로 이르는 경우)를 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찾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 전략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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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실제

이 장에서는 Ⅲ장의 어휘 추론 전략의 분류와 추론 과정에 대한 분석

을 토대로 중국어권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어휘 추론 전략 모형을 설계하고 그를 활용한 교육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목적과 목표

지금까지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의 양상에 대해 분석해본 바, 여기

서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을 통해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목적과 목표는 함의하는 바가 다소 다르다. 민현식(2008)에

따르면, 목적이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도달점으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한편 목표는 이러

한 목적을 구체화한 것으로,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나타낸다. 교육 목

적이 어떤 교육 항목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면, 교육 목

표는 이를 만족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항목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

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추론 전략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전략 그 자체가 교육의 대상이

라기보다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특정 언어 능력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어휘 추론 전략 그 자체를 가르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러한 전략을 이용하여 더 효과적으로 어휘

의 의미를 습득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전략을 통해 어휘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들을

상정해야 할까? 구본관(2011:37)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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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바 있다.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고, 표현과 이해 양 

측면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익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질적․양적인 지식을 확충 한다.

나) 실제 국어 생활에서 표현과 이해 양 측면에서의 어휘 활용 능력을 기

른다.

다) 국어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를 창의

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는 어휘 교육에서 무엇을 이해해야하는지,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학습할 때 어떠한

태도를 함양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 목표의 기준은

어휘 추론 전략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3장의 어휘 추론 테스트를 통해 중국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

자들이 어휘 추론에 실패하는 주요한 원인을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첫째는 어휘 의미 전략 자체에 대한 지식의 부재다. 많은 수

의 학습자들은 명시적인 전략 교육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었고, 그에 따

라 자신이 어휘 추론 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용

이하지 못했다. 둘째는 전략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의 부족이다. 똑

같은 전략을 사용했음에도 어떤 학습자는 어휘 추론에 성공하고 어떤 학

습자는 그렇지 못한 까닭은, 목표어의 어종에 따라, 그리고 목표어가 포

함된 텍스트 내에 나타나는 다양한 단서들을 적절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초인지적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위 학습자 집단에 구분된 학습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꼼꼼한 점검 및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자신이 처음 추론한

의미에 맞추어 다른 단서들을 해석해버려 잘못된 의미로 추론하곤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추

론 전략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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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목적과 목표

목

적

어휘 추론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어휘력을 향상할 수 있다.

목

표

� 목표 어휘를 포함한 텍스트 내부와 외부에 있는 문맥 단서의 유형을 알고 찾을 수 

있게 한다.

� 학습자가 처한 상황과 목표 어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어휘 추론 전략을 사용해 

의미 추론을 할 수 있게 한다.

� 지속적인 자가 점검을 통해 어휘의 의미에 대한 추론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더 

정확한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추측 전략

의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워 보았다. 이러한 세부 목표는 학습자변

인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세부 목표

중

급

� 고빈도 단어, 혹은 동형동의, 부분이형 한자어 등 친숙한 어휘로 구성된 낯선 어휘

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안다.

� 낯선 어휘를 포함한 텍스트 내에 나타나는 고빈도 단어들의 유의어, 반의어와 같은 

의미 관계를 연결 지을 수 있다.

� 낯선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는 고빈도 담화 표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낯선 어휘의 

의미 추론에 활용할 수 있다.

고

급

� 저빈도 단어, 혹은 완전이형 한자어, 발음 및 표기가 낯선 고유어와 외래어로 구성

된 낯선 어휘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안다.

� 낯선 어휘를 포함한 텍스트 내에 나타나는 저빈도 단어들을 유의어, 반의어뿐만 아

니라, 텍스트 대등어, 텍스트 등위어와 같은 텍스트 차원에서의 의미 관계를 연결 

지을 수 있다.

� 낯선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는 저빈도 담화 표지를 파악하고, 문장의 구조를 살펴봄

으로써 낯선 어휘의 의미 추론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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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 교육 내용과

방법

이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

육 내용을 구축하고자 한다. 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한국

어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추론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제안할 것이다.

중국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그

전략 사용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었다. 가령 동형동의 한자어의 경우

형태소 분석을 활발하게 활용한다든지, 개별 형태소를 파악하기 힘든 어

휘의 경우 어휘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전략을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하

거나, 뚜렷한 단서가 있더라도 잘 알지 못하는 전략의 경우 사용을 회피

하는 등이 그러하다. 학습자들이 이미 잘 활용하고 있는 어휘 추론 전략

을 제안하는 것은 크게 유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

에서 확인하였던 어휘 추론 전략들 중 특히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였다.

1) 성공적으로 어휘 의미를 추론한 학습자가 빈번하게 사용한 전략

2) 모든 학습자들이 두루 사용하지만 오류율이 높은 전략

3) 학습자가 텍스트 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전략

먼저 발음 및 표기 대조 전략은 상·하위 학습자를 막론하고 표기와 발

음을 연결하는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며, 설령 발음과 표기를 비교적 정

확하게 일치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적으로도 일치할 확률이 낮고

어휘 추론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이 전략은 형태소

분석 시 그에 대응하는 단어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제시해 학습

자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배경지식을 활용한 전략의 경우, 분명 효과적인 전략이기는 하나 학습

자마다 가지고 있는 스키마가 제각기 다르고, 특정 텍스트와 관련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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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어휘 추론의 정확성을 담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학습자의 배경지식이 어휘 추론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략은 텍스트 내에서 명시적인 단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별도로 교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36) 제외하였다.

또 품사 분석 전략은 학습자가 이미 한국어 교실 내에서 활발하게 배

우고 있고, 연어 전략 역시 이미 한국어 교재 등에서 다양한 공기관계에

있는 덩어리 단위의 표현을 교수하고 있기도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교

수 이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한국어 어휘 교실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전략을 다

음과 같이 추려보았다.

<표 Ⅳ-3>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 교육 목록 및 내용37)

전략 대분류 전략 특징

형태소 분석 

전략 
한자어/고유어/외래어 접사와 어근 분석

어휘 단서 활용 

전략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동종 지시어, 동종 이미지어, 동계열어 등 어휘 

의미론적 연관성이 있는 어휘들의 관계 분석

텍스트 대등어, 텍스트 등위어, 대립어 등 특정 텍스트를 전제함에 따라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어휘들의 관계 분석

문맥 단서 활용 

전략 

담화 표지와 텍스트의 구성을 통해 예시, 설명 단서에 대한 파악

담화 표지와 텍스트의 구성을 통해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등의 논리적 

전개와 흐름에 대한 단서 파악

초인지적 전략 목표어의 의미를 가정하고, 가정한 내용을 다른 전략을 통해 검증 한다.

36) 물론 텍스트를 학습하기 이전에 배경지식을 제시하여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도 있겠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둔 바가 아니다.

37) 위의 기준에 따라 텍스트 외적 단서인 배경 지식 활용 전략은 목록에서 제외하였

다. 배경 지식은 학습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지

만, 학습자마다 편차가 크고 텍스트 상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배경지식을 활용한 전략은 교실 내에서 

가르치기 까다롭다. 물론 수업 전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배경 지식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떠올릴 수 있겠으나 이는 본 연구의 탐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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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태소 분석 전략의 제시 방법

형태소 분석법은 새로운 단어의 형태소를 어근과 접사, 어원이나 한자

어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이다.(구본관 외, 2014: 208)

물론 이러한 형태분석법은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문법 용어나 개념 등의

메타적인 지식을 요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모국어 학습자와

같은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적 접근법 자체가 어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국어 교육에서 형태 분석법이 활발하게 쓰이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구본관 외, 2014, 구본관, 2017) 또, 한국어 단어의 70%

이상이 한자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한자를 문자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중국어권 출신의 학습자에게 이 전략은 아주 유리하다.38)

실제로 이 전략은 상위 및 하위 학습자 전반에서 애용되었는데, 특히,

동형동의, 부분이형 한자어에서의 사용이 가장 활발하였고, 그 다음으로

는 고빈도 어근과 접사 등으로 구성된 ‘참맛’, ‘눈총’과 같은 고유어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한편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한-중 한자와 의미가

대응하지 않는 ‘만끽하다’와 같은 이형이의어나, ‘홀가분하다’, ‘이바지하

다’처럼 형태소 분석이 어려운 고유어에서는 그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

었다. 한편 ‘매스컴’, ‘핸디캡’과 같은 외래어의 경우 이러한 형태소 분석

이 시도되기는 하였지만 형태소 분석만으로 어휘 추론에 근접하는 경우

는 극히 드물었다.

이처럼 이 전략은 이미 중국어권 학습자들 사이에 이미 활발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그러나 교육 내용에 포함한 까닭은 이

전략이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전략임과 동시

에, ‘한자어니까 쉽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함정에 빠져 전략 사용상의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 단어가 형태소로 분석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학습자가 형태소를 인지하고 분석할 수 있

38) 중국인 교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자어 분석은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로 손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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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단어의 특성과 학

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구본관 외, 2014:208)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소 분석 전략은 어떻게 교수될 수 있을까? 먼저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어휘의 형태소를 접사와 어근 등으로 분석하는 방

법에 대해 교수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접사의

목록과 그러한 접사를 포함한 파생어, 고빈도 합성어 등의 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한국어 접사를 학습함으로써 더 넓

은 범주의 어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추론을 시도할 목

표어는 학습자가 이러한 기학습된 접사, 어근, 한자 등으로 구성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목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김중섭 외

(2017)의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어휘 문

법 등급 목록에서 4~6급을 위한 접사를 추출한 것이다.

<표 Ⅳ-4> 김중섭 외(2017)의 어휘 문법 등급 목록의 한자어, 고유어 접사

4급 5급 6급

접사 예 접사 예 접사 예 접사 예

-가02 전문가 -가04 주택가 수-02 수백만 -계01 중국계

-가량
한 시간

가량
-가06 최고가 -식 현대식 -권01 상품권

-간 이틀간 -경01 9시경 -실 회의실 -권02 수도권

-객 등산객 -계04 교육계 -액 수출액 -대00 만 원대

-관02 도서관 고-02 고품질 -업 건설업 -설 지동설

-관03 가치관 -과 인사과 -작 대표작 -시 등한시

-권03 투표권 -관01 경찰관 -장03 이사장 원- 원자재

-당 시간당 -국01 사무국 -장04 단어장 -원03 유치원

대- 대가족 -국02 가입국 -장08 삼일장 -인 한국인

-력01 경제력 극- 극소수 -전02 사진전 -일 기념일

-료 통화료 -기05 방황기 -제01 관료제 -전04 결승전

무-01 무감각 -난 경제난 -제03 한국제 -족 조선족

-문 기행문 -녀 약혼녀 -증01
가 려 움

증
-진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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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어휘 목록은 외래어 접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에서 외

래어 접사가 한자어나 고유어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주로 신조어의 영역

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는

적지 않은 외래어를 다루고 있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손춘섭(2014)

에서 제시한 ‘서양 외래어의 접사’에서 제안한 외래어 접사의 목록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부-01 부정확 다-01 다방면 -지04 포장지 -집03 소설집

비-01 비공식 -단02 무용단 -지05 주간지 -치 최고치

-사05 신문사 -로01 활주로 -책00 해결책 탈- 탈냉전

-사06 요리사 -론 경제론 -체 기업체 　 　

-생01
1985년

생
-류02 금속류 총- 총감독 　 　

-성 인간성 -발02
뉴욕발비

행기 
최- 최우수 　 　

신- 신세계 -법 요리법 -층 중산층 　 　

-원01 회사원 부-00 부반장 -하 지도하 　 　

-자06 과학자 -부02 중심부 -형01 계란형 　 　

재-01 재등록 -분01 추가분 -호
타 이 타

닉호 
　 　

저-01 저학년 -산 국내산 -화03 운동화 　 　

-제02 추모제 -상01 사실상 -회 환송회 　 　

-제04 영양제 생- 생고기 -석 관람석 　 　

-품 화장품 -께
이달 말

께
-네02 여인네 　 　

-형02 기본형 -꼴 한 명꼴 -어치 값어치 　 　

-화01 간편화 -꾼 소리꾼 참- 참사랑 　 　

-질 가위질 -끼리 우리끼리 　 　 　 　

-째02 첫째 　 　 　 　 　 　

초-01 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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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손춘섭(2014)의 서양 외래어의 한국어 접사화의 목록과 예39)

이러한 외래어 접사의 경우, 학습자가 읽는 주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2.2. 어휘 단서 활용 전략의 제시 방법

이 전략은 텍스트 내에 나타나는 어휘들의 의미적 연관성을 통해 파악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전략을 ‘어휘의 의미관계를 활용한 전략’

과 ‘주변 단어 활용하기 전략’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전자에는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동종 지시어 , 동이미지어, 동계열어’ 등 어휘

의미론적으로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유형이고, 후자는 ‘텍스트 대등어, 텍

스트 등위어, 대립어’와 같이 텍스트를 전제로 해야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이다.(구본관 외, 2014: 224)

이 전략 역시 상·하위 학습자 집단 모두가 활발하게 사용한 전략이었

으나, 상위 학습자의 전략 사용률이 비교적 더 높았다. 하위 학습자의 경

우 이 전략을 사용했음에도 추론 성공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

데, 이는 이 학습자들이 상위 학습자에 비해 절대적인 어휘량이 부족했

고, 이에 따라 어휘들 간의 의미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짓지 못했기

39) 손춘섭(2014)에서 논의한 것을 본고에서 표로 정리한 것이다.

고급

접사 예 접사 예

-맨(<man)07 샐러리맨, 바바리맨 슈퍼(<super-) 슈퍼개미, 슈퍼독감

-팀(<team) 드림팀, 축구팀, 교수팀 -이즘/-니즘(<-ism)
마키아벨리즘, 귀차

니즘

-팬(<fan) 광팬, 올드팬, 삼촌팬 -이스트/-니스트(-ist)
피아니스트, 레이시

스트

미니- (<mini) 미니홈피, 미니룸 -틱(<tic) 로맨틱, 

사 이 버 - 

(<cyber)

사이버공간, 사이버 세

대, 사이버인격
-텔(<hotel) 모텔, 휴게텔, 고시텔

풀-(<full) 풀출장, 풀충전, 풀옵션 -테크(<technology) 재테크, 땅테크

멀티(<multi-) 멀티탭,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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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학습자들이 서로 관련 있는 어휘들끼리

연결 지어 어휘의 의미망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어휘 의미를 추론한 상위 학습자들 역시 이

러한 전략을 별도로 학습했다기보다는, 다독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가 이 전략을 습득한 배경에 대해 묻자, 학습자들

은 ‘그냥 많이 읽으니까 그런 감이 생겼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배웠어

요.’라고 응답하였다.

이 전략은 단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같은 표지어나, 응결

장치, 그리고 반복, 문장 구조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에

게 이러한 단서들의 목록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단어들을 서로 유의, 반

의, 상하의 관계 등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담화 표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 차원에서의 이해도

요구되므로, 어휘 추론 전략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습자에게 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휘의 의미 연결망을 활용한 전략은 마인드맵으로 직접 의미

망을 그려보거나, 텍스트 자체에 밑줄, 동그라미 등 내용 관계를 나타내

는 기호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연습될 수 있다.

2.3. 문맥 단서 활용 전략의 제시 방법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 사이에 활발하게 쓰이지

않았지만, 독해의 차원에서도, 어휘 추론의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는 전략. 가령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담화 표지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담화 차원의 다양한 전략에서는 목표 어휘를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 안

에서의 단서 활용하여 목표 미지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단서는 텍스트의 응결장치나, 텍스트에서의 문장의 위치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예시·설명 단서나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등의 논리적

전개와 흐름 단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시, 설명이나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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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응결장치40)를 찾거나, 텍스트에서 목표 어휘를 포함한 문장의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단어나 표현이 어떠한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

하는 연습을 수행할 수 있다.

가령 이 단계에서는 유민애(2014)에서 제시한 논리적 응결장치의 분류

를 참고하여 교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2> 유민애(2014)의 논리적 응결장치 분류

40)

기

능

의미 

범주
연결어미 접속부사 및 표현

설

명

부

연

환언 그러니까, 곧, 즉, (달리/바꿔/다시) 말하자면

예시 예컨대,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상

술

한정 적어도, 다만, 특히

요약 요약하면, 간략히 말하자면, 결국

증명 사실, 사실상

보류 어쨌든, 하여튼, 아무튼

전환 그런데

확

대

나열 -고¹, -(으)며¹

또, 또한, 그리고, 아울러, 게다가, 더욱, 더욱이,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으)ㄹ 뿐만 아니라/뿐

더러, -(으)ㄴ/는 물론이고

대조
-지만, -(으)나, -는데

/(으)ㄴ데¹

그렇지만, 그러나, 하지만, -(으)ㄴ/는 반면에, 이

와 반대로,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배경
-는데/(으)ㄴ데², -(으)

니

선택 -거나, -든지, -든가 차라리, 오히려, 도리어

강

화

시

간

동시
-(으)면서, -(으)며², -

자, -자마자
그러면서, -(으)ㄹ때/적에, -(으)ㄴ 채, 그러자

순차 -고², -아/어서¹
우선, 먼저, 이제, 지금, 아까, 나중에, -기 전에, 

-(으)ㄴ후/뒤/다음(에), 끝으로

전환 -다가 그러다가

지속 -(으)ㄹ 때까지, 동안에

인

과

이 유

ㆍ 원

인

-아/어서², -(으)니까, 

-느라고, -(으)므로, -

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므로, 그러느

라고, 왜냐하면, -기 때문에, -(으)로 인해

결과 -게, -도록 따라서, 그렇게, 그러도록

목

적
의도

-(으)러, -(으)려고, -

고자
그러려고, -기 위해(서)

조 조 건 -(으)면, -(으)려면, - 그러면, 그러거든,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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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초인지적 전략의 제시 방법

문맥 단서를 활용한 의미 추론 전략의 목적은 가능한 한 정확한 의미

를 추론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추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

어휘나 목표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의 특징에 맞는 적절한 단서를 찾고

그를 활용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것만큼이나 학습한 내용을 검증하는 절

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 추론하고자 하는 단어가 학

습자에게 익숙한 형태의 단어라면, 학습자는 목표 어휘의 표기상의 특징

을 통해 발음 및 표기 대조, 형태소 분석 등의 어형 분석을 통해 목표

어휘의 의미에 대한 1차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전체 텍스트를 읽어나가

면서 다른 단서를 찾아 그러한 가설을 검증해나가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단어일 경우, 학습자는

곧바로 담화 상의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고 그다

음 형태소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하향식으로 추론과 검증의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크와 네이션(Clarke와 Nation, 1980)

의 문맥 추론 절차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크와 네이션(Clarke와 Nation, 1980)은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맥 단서를 파악하게 하고 그러한 단서를 찾는 데 필요한 하부

스킬을 발달시키는 데 활용하기 위해 다섯 단계의 귀납적 절차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추론의 절차는 목표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의 읽기 흐름을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학습자들이 더 능숙하고 유창하게 문맥 추

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

ㆍ 가

정
아어야, -거든

양보

-아/어도, -(으)ㄹ지라

도, -더라도, -(으)ㄴ 

들

그래도, 하물며, 그렇더라도, 그럴망정, 그럴지언

정, -(으)ㅁ에도 불구하고

방

식

비유 -듯이 이/그와 같이, 이처럼

비례 -(으)ㄹ수록 그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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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e와 Nation(1980)의 5단계 귀납적 절차>

단계1. 미지어의 품사를 결정하라.

단계2. 단어의 인접 문맥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문법적으로 단순화시

켜라.

단계3. 단어의 더 넓은 문맥, 즉 인접 문장이나 인접 절과의 관계를 조

사하라.

단계4. 추측하라.

단계5. 추측한 것을 확인하라. 

- 추측한 것이 미지어와 동일한 품사인가? 

- 추측한 것을 미지어로 치환하라. 미지어가 문맥에 잘 들어맞는가?

- 미지어를 구성소로 분해해라. 구성소의 의미가 추측한 의미를 뒷받침

하는가?

- 해당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하라.

이러한 절차를 참고하여 단계별로 세부 내용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가 낯선 어휘를 초점화하는 단계이다. 학습자

는 구체적인 추론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단어를 잘 알

지 못하며 그러한 어휘의 어종과 품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자신이 어

떠한 단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원활한 추론을 위해서는 제

시된 텍스트의 95% 이상이 학습자가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미 학습한

어휘로 구성되어 있도록 제시하는 텍스트 내의 어휘 난이도를 조절해주

어야 한다. 텍스트 내에서 충분한 문맥 단서가 제공되지 않는, 핵심어가

아닌 다른 어휘의 의미는 필요에 따라 교사가 별도의 자료 제공을 통해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단어 형태소를 분석해보는 단계이다.41) 학습자는 낯선

어휘의 발음과 표기를 살펴보며 자신이 아는 중국어나 한국어 어휘와 비

슷한 부분이 있는지 떠올릴 수 있다. 학습자는 낯선 어휘를 어근과 접사,

어근과 어근 등의 형태소로 분석해보고,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어와 한국

41) 클라크와 네이션(1980)에서는 단어 형태소 분석이 담화 요소 단서를 활용한 어휘 

추론에 비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와 한국어는 한자어라는 

비슷한 발음 및 의미체계를 갖춘 어휘 종류를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양 언어 간의 특

수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단계는 학습자들의 어휘 추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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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국어와 외국어 발음 및 표기를 대조해보는 연습을 통해 목표 어휘

의 의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종이에 써보거나 동료와 공유

해볼 수 있다. 만약 단어의 형태소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 단계는 우선

넘어가도 좋다.

세 번째 단계는 낯선 어휘가 포함된 구나 절 등 인접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낯선 어휘의 앞뒤에 있는 단어와 낯선 어휘와의

공기 관계를 분석하여 연어 단서를 밝히거나, 품사 분석을 통해 문장 내

에서 생략된 주어나 목적어 등을 찾고 같이 문장 분석을 통해 문장 구조

를 파악하여 낯선 어휘와 관련된 단서를 찾도록 한다.

네 번째 단계는 더 넓은 문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

는 다양한 응결장치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휘들 간

의 의미적 연관성(직접적으로 연관된 것과 텍스트 상에서 연관된 것)을

파악하거나, 예시, 설명, 인과 관계 등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 쓰이는 응결장치들의 쓰임을 기록한 목록

을 제시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텍스트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단어를 확인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자질을 분석하고 이러

한 어휘들이 어떠한 어휘망을 통해 서로 관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휘들을 별도의 용지

에 기록하고, 그러한 어휘들이 가지는 의미자질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낯선 어휘에 대해 추론한 의미를 결정하는 단계이

다. 학습자는 동료와 자신이 추론한 의미를 공유해볼 수 있으며, 교사는

학습자들이 추론한 의미에 대하여 정확한 추론(100%), 유사한 추론

(90~80%) 등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추측을 확인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추론한

어휘의 의미를 문맥에 대입해 보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

한다. 또 두 번째 단계를 그냥 지나쳤다면 다시 형태소 분석을 시행하여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이 어렴풋하게 추측만 하

는 것을 더 명확하게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전

찾기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미 단어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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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추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서 제시된 여러 정의

중에서 더 적절한 단어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3.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실제

이 절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한 어휘 추론 전략의 제시 방법을 바탕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실제를 살펴본다.

어휘 추론 전략은 어떻게 교수되어야 할까?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학

습자가 내재하고 있는 전략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수한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 유형, 태도 등의 측면을 살펴

보았다. 이 연구들의 공통된 목적은 외국어 교실에서 교사가 적절한 전

략을 교수하고 전략 연습·훈련을 통해 나아가 그러한 전략을 스스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점에 있다. (Wenden, 1985; Rubin, 1975,

Stern, 1975)

이러한 연구와 학습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대

한 고민을 바탕으로 전략 중심 지도법(strategies-based intruction :SBI)

가 제안되었다. 전략 중심 지도법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Cohen, 1998)

코헨과 도르네이(Cohen, A., & Dörnyei, Z., 2002)는 이러한 전략 중심

지도법을 조금 더 발전시켜 ‘학습 유형과 전략 중심 지도법(styles and

strategies-based instruction)’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

중심 지도법을 한국어 어휘 수업 교실의 사정에 맞게 번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는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

자를 위한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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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코헨과 도르네이(2002)의 학습 유형과 전략 중심 지도법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휘 추론 전략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중국어권 한

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수업을 구상하였다. 학습 대상은 국내 대학의 한

국어학당을 수료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 6명42)으로 이루어졌다. 학습 기

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2차시 분량의 수업을

구상하였다. 1차시 수업에서는 어휘 추론 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초인지적 전략과 형태소 분석 전략을 소개하였다.

2차시 수업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학습한 전략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

으로 어휘 단서 활용 전략과 문맥 단서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1. 전략 준비(Strategy Preparation)

이 단계의 목표는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전략을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고의 교육 대상은 이미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을 갖춘 중고급 학습자이며, 모국어 수업 혹은 한국어 수업에서 교

42) 어휘 추론 전략 수업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 S01~S03의 경우, 

TOPIK 등급은 4급이었지만 국내 한국어학당에서 5급 이상 수료하였고, 모두 한국 대

학에서 학부 혹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고급 한국어 어휘를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

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제공한 학습자 수준 테스트 문항 10개 중 8개 이상을 맞

추었으므로 고급 학습자로 분류하였다. 

분류 번호 국적
한국어 수준

(TOPIK 등급)
성별 소속 기관

한국 내 

학습기간

S01 중국 고급 (4급) 여자 P대학교 1년

S02 중국 고급 (4급) 여자 P대학교 1년

S03 중국 고급 (4급) 여자 P대학교 2년

S04 중국 고급 (5급) 여자 P대학교 2년

S05 중국 고급 (5급) 여자 P대학교 2년

S06 중국 고급 (6급) 여자 P대학교 3년 이상

전략 준비
전략 자가 

인식 함양
전략 훈련 전략 연습 전략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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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혹은 경험적으로 어휘 추론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

을 가능성이 높으나, 앞서 Ⅲ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들 학습자들의

이러한 지식은 단편적인 수준에 있거나 학습자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

고 있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자신이 어떤 전략을 알고 있

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체계적으로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학습자

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전략을 확인하게 하는 단계는 필요하다.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학습자들에게 그날 진행

하는 수업이 어휘 추론 전략에 관한 수업임을 상기시켰다. 그 다음, 학습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자가 점검 테스트를 제공하여 텍스트 내의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게끔 하였다.

그 다음,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텍스트를 읽는 중 모르는 어휘가 나타

났을 때 텍스트 내의 어떤 단서(어휘 추론의 근거가 되는)를 활용하였는

지 물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야기하는 전략을 칠판에 써내려 갔다.

3.2. 전략 자가 인식 함양(Strategy Awareness-Raising)

이 단계에서는 명시적인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학습 과정이 제안될지, 학습

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이나 보편적인 학습 접근법, 그리고

학습자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전략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전략의 목록을 학습자들

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더 선호하는 전략은 무엇인

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전략과, 자신이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전략

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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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어휘 추론 전략의 목록

그리고 이러한 목록에 제시된 전략들을 앞서 제시하였던 자가 점검 테

스트의 텍스트와 목표 어휘에 적용하여 각 전략의 활용 방법을 간략하

게 소개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모호하게 알고 있던 전략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전략

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실험 수업에서

는 교사-학습자 간 활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동료 간 활동을 통해서도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휘 추론 전략의 목록

1

단어 분석하기: 

� 分析该单词的词根及词缀。例) 선생님 = 선생+-님, 도서관 = 도서+관

� 分析该单词的组成。例) 국밥 = 국+밥

2.

철자, 발음 분석: 

� 通过与该单词的拼写、发音相似的韩语单词来推测单词的意思。

� 通过与该单词的发音相似的中文来推测单词的意思。

� 通过与该单词的发音相似的英语或其他国家语言来推测单词的意思。

3.

유의어 찾기 :

� 在前后文中寻找与该单词词义相同的单词，并通过其来推测单词的意思。

반의어 찾기:

� 在前后文中寻找与该单词词义相反的单词，并通过其来推测单词的意思。

4.

정의, 예시 및 설명 단서(端緖) 찾기:

� 通过对前后文中出现的单词或内容的定义或说明来推测该单词的意思。

� 通过前后文中出现的与该生词相关的各种示例来推测单词的意思。

5.
문맥의 논리적인 흐름이나 상황 파악하기(원인과 결과, 앞뒤 순서 등):

� 根据文章的逻辑及情况（因果、先后顺序等）来推测单词意思。

6.
배경지식 이용하기:

� 通过我知道的与文章主题及前后文相关的背景知识、常识来推测单词的意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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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략 훈련(Strategy Training)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어휘 추론 전략을 명시적으로 교육받는다. 그

리고 이러한 전략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학습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그날 학습할 어휘 추론 전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목

표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1차시 수업에서는 형태소 분석 전략을, 2차시

수업에서는 어휘 단서 활용 전략과 문맥 단서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이

를 훈련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1차시 수업에서는 형태소 분석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습자

들에게 익숙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단어를 제시하고, 이러한 단어가

텍스트 상에 나타났을 때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물었

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그 단어의 구성소, 즉 어근과 어근, 어근과

접사 등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맛’, ‘참기름’, ‘참사랑’과 같이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다양한 단어들을 제

안하면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차시 수업에서는 어휘 단서 활용 전략과 문맥 단서 활용 전략을 제시

하였다. 연구자는 어휘 단서 활용 전략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하였다.

<어휘들의 관계 연결하기>

: 모르는 단어가 있는 문장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살펴 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있는 

문장 밖에 있는 다른 문장, 전체 글을 보세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끼리 같은 표시

(세모, 네모, 밑줄 등)를 하고 서로 연결해 보세요.

<유의어, 반의어 찾는 방법>

① 문맥상의 단서를 활용해 단어를 찾으세요. 

- 형식 반복 (같거나 비슷한 구조) 

- 의미 반복

②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③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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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예시 텍스트를 제공하고, 텍스트 상에서 유의관계에 있는 단

어는 동그라미,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세모로 표시하여 텍스트 안의

단어들의 의미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을 숙지시켰다. 나아가, 별도의 유인

물 혹은 빈 종이에 자율적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들을 써보고, 비슷

한 의미끼리 묶어 어휘 의미망을 그려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어휘들 간

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도식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실제 수업 담화의 일부분이다.

'홀가분 연습'은 가벼운 삶, 자유로운 삶, 홀가분한 삶을 구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옛 현인

(贤人)들의 글에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찾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모든 현인들은 마

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실천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

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 속에는 '논어'(论语), '성경'(圣典) 등 여러 고전의 문장들이 담겨 있다. 천천히 여러 번 

읽어 보면 무거운 삶이 가벼워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 ‘홀가분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문장 안의 다른 단어들을 보

세요.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S3: ‘가벼운’, ‘자유로운’. 둘 다 ‘삶’ 앞에 있어요. (중략) ‘홀가분한’도 삶

앞에 있으니까, 아~, 이거 의미가 좀 비슷해요, 생각했어요. [형식적 반복]

교사: 네, 좋아요. 그 단어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보세요. 또 있어요?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동의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S1: ‘비우다’, ‘욕심을 버리다’?

교사: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S1: ‘가벼운’, ‘자유로운’, 이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미 비슷해요. [의미적 반복]

교사: 네, 좋아요. 그 단어들도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또 있어요? 반

대 의미의 단어도 좋아요. 그 단어들은 세모 표시 하세요.

S4: 이거, ‘무거운 삶이 가벼워지는’. ‘논어’, ‘성경’ 등 여러 고전의 문장

을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겁다’는 ‘홀가분하다’랑 좀 반대 의미예

요.

교사: 네, 잘했어요. 자, 비슷하거나 반대 의미의 단어들을 표시했으면,

이 종이에 의미가 비슷한 것들을 같이 쓰고, 이 단어들을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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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명

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어휘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직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문맥 단서 활용 전략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

이 참고할만한 일련의 논리적 응결장치의 목록43)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의, 예시, 설명, 유의, 반의 등 단어 혹은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을 유의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응결장치가 앞서 학습한 것과 같이

유의어와 반의어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

만 아니라, 응결 장치가 있지 않더라도, 문장의 앞이나 뒤에 어떤 내용이

배치되느냐에 따라 목표어의 정의, 혹은 그와 관련된 예시와 설명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도했다. 일련의 안내를 마친 후, 학습자들이 확인하

였던 예시 텍스트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텍스트 내에서

문맥 단서들이 실제로 사용된 예를 함께 확인하였다.

3.4. 전략 연습(Strategy Practice)

이제 전략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는 전략 고양 과정에서 떠올린

전략과, 그날 학습한 전략을 활용하여 제시된 연습용 텍스트 내의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이 단계에서는 클라크와 네이션(1980)의 귀납적 절차를 소개하면서 학

습자가 초인지적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낯선 어휘의 의미

를 추론하기 위한 계획과 검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이러한 절차

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목표어가 처한 텍스트 상의 상

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어휘 의

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43) 앞에서 소개한 유민애(2014)의 논리적 응결장치 분류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자를 병기하여 제시하였다. 시간이 부족하여 각각의 응결 장치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

게 하지 못했지만,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는 보다 시간을 들여 각각의 응결장치의 용례

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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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목표 어휘에 집중해 어휘를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고, 그 다음 어휘의 품사와 포함된 문장의 구조를 살펴본다. 그 다음

더 넓은 문맥에서 목표어와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는 단어들(유의어, 반

의어, 상하위어 등) 찾아보고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 연결망을 만들어 본

다. 그리고 어휘 자체는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해당 텍

스트 내에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는 단어들(텍스트 등위어, 텍스트 대

등어, 대립어 등)의 의미 연결망을 만들어 서로 관련지어본다. 또 논리적

응결장치를 통해 예시 및 설명, 원인과 결과 등 텍스트 내의 논리적 전

개와 흐름을 파악하고 목표어의 의미를 추론해본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

에게 처음 추론하였을 때 세운 가정을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도록 유의하

게 하고, 자신이 떠올린 의미를 텍스트 내에 대입하고, 다른 전략들을 적

용시켜봄으로써 명확한 의미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장려한다.

교사의 설명이 끝나면, 학습자들은 그룹 활동을 통해 함께 텍스트 내

의 목표어의 의미를 추론해 본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올바르게 절

차를 따르고 있는지, 혹은 전략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한다.

어휘 추론 활동이 끝나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추론한 목표어의 의미를

발표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론 절차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교사는 어휘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어휘의 쓰임을 알려준다. 형태소 분석이 되는 어휘라면, 목표어와 동일한

접사를 가진 어휘의 목록을 제안하거나, 유의어, 반의어 등 추가적인 어

휘의 의미 관계망을 제시한다.

실제 수업에서는 참여 인원이 적어 교사-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

되었으나, 이 단계 역시 소그룹 단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

다. 학습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가 알고 있는 어휘 추론 전략과 관련된 지식을 교환하고, 전략 사용 방

법에 대한 앎의 영역을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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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략 개인화(Personalization of Strategies)

마지막은 학습한 전략을 개인화, 혹은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

은 자신이 사용한 전략에 대해 평가하고, 이러한 전략이 다른 텍스트에

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에게 일련의 어휘 추론 전략 자가 평가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 검사지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어휘 추론 과정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이야기하

였다. 실험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지만, 동료끼

리 이야기해도 좋고, 좀 더 장기적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일종의 전략

사용 일지를 작성해도 좋을 것이다.

나아가, 어휘 추론 과제를 통해 그날 학습한 전략을 적용하여 텍스트

내의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보고, 전략을 내면화하도록 장려한다.

어휘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상의 단서를 통해 목표어의

의미를 추론해내는 것에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어휘 의미를 확인하는 사

전 찾기 등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전략을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총 2차시에 걸친 실험 수업을 수강하면서 학습자들은 대체로 어휘 추

론 전략 수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학습자들은 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로서, 특히 이러한 종류의 전략이 절실했음을

지적했다.

전공 수업을 들으면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요. 한자어는 그래도 괜찮은

데, 외래어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하나 사전에 찾기 힘드니까, 이런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S02】

한자어도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한자가 완전히 안 똑같으니까, 의미를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전략들을 알면 좋을 거 같아요.

【S05】

저는 유의어하고 반의어 연결하는 전략(어휘 단서 활용 전략)이 유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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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 전에는 이 방법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이해가 더 잘 됐

어요. 대충 알고 있는 거를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느낌.

【S03】

한국어 수업에서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중급이나...그

러면 어휘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거 같아요. 근데 아마 시간이 모

자라서...(힘들었겠죠.)

【S06】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이 수업은 참여

한 학습자들의 수가 적고 수업 기간도 짧아 전략 수업에 대한 양적인 평

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휘 추론 전략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가는 실제 한국어 교실 내에서의 어휘 추론 전략 교

육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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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2 언어 학습자는 읽기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낯선 어휘를 마주하게

된다. 원활한 읽기 이해와 학습자 개인의 어휘력 신장을 위해서는 이러

한 낯선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가 이러한 낯선 어휘의 의미를 일일이 명시적으로 제시하

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어휘력을 확장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능동

적으로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휘 추론 전략의

교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원활하게 읽기 텍스트의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고 그를 통

해 어휘 지식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맥 단서와 그를 활용

한 어휘 추론 전략의 목록과 그 교육방안에 대해 구안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이러한 읽기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을 ‘문맥에서의 어휘의

의미 추론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Ⅱ장에서는 어휘 추론 전략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어휘력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어휘 추론 전략을 통해 신장

하고자 하는 어휘력의 정의와 범위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리고 어휘

추론 전략의 개념과 분류,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Ⅲ장의 설문 조사

와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의 틀을 설계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또

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추론 전략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

행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한국어 교사와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을 통해, 한국어 수업 교실에서

어휘 추론 전략에 대한 지도가 교사의 재량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제시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와 학습자들은 모두 고급 단계로 올라

갈수록 마주하는 낯선 어휘의 양과 난도가 올라가는 점을 지적하며, 낯

선 어휘의 의미 추론 전략이 한국어 수업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어휘 추론 전략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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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전략 교육을 구상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Ⅲ장에서는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양상

을 확인하였는데, 서면 보고와 회상 보고(retrospective method)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담화 분석의 방법론을 통해 귀납적으

로 정리하였다. 학습자들이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이용한

어휘 추론 전략의 유형은 언어의 단위별로 음성 및 표기 단서 활용 전

략, 어휘 단서 활용 전략, 통사 단서 활용 전략, 담화 지식 활용 전략으

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각각 세분하여 각 전략의 특징을 밝히고, 성공적

인 의미 추론 양상과 그렇지 않은 의미 추론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고급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상의 특징

을 어종별,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어권 학

습자가 한국어 문맥에서의 낯선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어휘 추론

전략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분

석을 위해 학습자 집단은 성공적으로 어휘 의미를 추론한 ‘상위 학습자’

와 그렇지 못한 ‘하위 학습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위 학습자들의 주

된 어휘 추론 실패의 원인은 첫째, 전략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오용, 둘째, 추론한 목표 의미의 과잉 일반화에 의한 오용, 셋째, 가정-검

증 과정의 부재로 정리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추론 전략을 선별하고, 목록화하여 학습

내용을 구안하였다.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어휘 의미

를 추론하는 전략을 어휘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형태소 분석 전략’, 어휘

의 의미 연결망을 활용하는 ‘어휘 단서 활용 전략’, 텍스트 내의 담화 표

지, 문장의 위치 등을 활용한 ‘담화 단서 활용 전략’으로 정리하고, 각각

의 내용과 방법을 세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략 중심 지도법(Style and

Strategy Based Instruction) 모형을 통해 구체화하여 중고급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어휘 추론 전략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추론 전략의 사용양상과 전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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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의미 추론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어권 학습자들

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의 유형을 밝히고,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추론 전략의 목록을 설계하고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는

점, 그리고 개별 언어권의 구체적인 어휘 추론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가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학습자의 전략 사용양상에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전

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 예를 들어 학습자 태도나 연령

등에 대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 중국어권 초급 학

습자의 전략 사용양상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주로 기사문을 중심으로 한 한 두 문단 단위의 텍

스트를 이용하였는데, 더 다양한 장르의, 더 넓은 단위의 텍스트를 이용

한다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한계를 발판 삼아 더 심도 있는 어휘 추론 전략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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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어휘 추론 전략에 관한 설문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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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어휘 추론 전략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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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ocabulary Inference Strategy Education

For Chinese Korean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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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Korean learners become more proficient, they face a huge

amount of unfamiliar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of these

words is centered on direct teacher guidance, dictionary search,

memorization, etc. However, not only is there a time limit for learners

to rely on direct and explicit methods of learning all the words they

encounter, but there are also difficulties in grasping the meanings of

the various contexts in which the vocabulary is in its various

contex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vocabulary

reasoning strategies as a way to assist learners in learning the

meaning of words that are not actively familiar to learners, and to

prepare education methods for vocabulary reasoning strategies to be

referenced by learners.

vocabulary inference strategy refers to how to grasp the meaning

based on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the meaning

of unfamiliar vocabulary.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branches

of these strategies, the scope of the vocabulary inference strategy

was limited to the lexical reasoning strategy using the clues in the

reading text, since the original goal was ultimately to tak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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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se strategies for self-directed vocabulary learning. Based on

this interest, we first looked at the concepts and components of

vocabulary to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our vocabulary

inference strategy. Furthermore, the concepts and classifications of

various lexical reasoning strategies presented in the preceding study

were compiled to establish a basis for reference in identifying the use

patterns of the learners' vocabulary reasoning strategies.

We also conducted a survey of Chinese learners and teachers to

examine how vocabulary strategies are presented in actual Korean

vocabulary education. Overall, it has been confirmed that training on

vocabulary inference strategies is not being addressed in full swing,

although it is presented in some functional areas or at the discretion

of teachers. Teachers and learners all responded that the strategy for

inferring meaning of unfamiliar vocabulary using strategies was

useful and needed in classroom classes, which allowed us to set up

the need for a strategy for reasoning wor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direction in which we should move forward with

these vocabulary inference strategies.

In addition, a vocabulary inference test was conducted on Chinese

learners to find out which vocabulary inference strategies should be

taught specificall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rategy

were revealed, and the purpose was to identify the strategic problems

that Chinese learners use when inferring the meaning of unfamiliar

words in the Korean context.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 large group of learners was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learners depending on whether they successfully deduced the

meaning of the vocabulary. The main reasons for the failure of

vocabulary inference by lower learners were found to be misuse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first strategy, misuse by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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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ation of the meaning of the two inferring goals, and absence

of the 3 family-verification process. In addition, it was outlined as a

‘plot analysis strategy’ that analyzes the morphology of vocabulary as

a strategy that Chines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should

learn first, ‘strategies to utilize vocabulary clues using a network of

meanings, and ‘strategies to utilize discourse signs and sentence

locations within text’.

Based on these results, we designed the educational content for

intermediate and advanced Chinese learners and designed the teaching

method using the Style and Strategy Based Instrumentation model.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ooked at the use of the

vocabulary inference strategy of Chinese-speak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Korean learners by fish species and countries, and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ed educational methods that learners

can use to infer the meaning of unfamiliar vocabulary.

Keywords: Vocabulary education, Vocabulary strategy education,

context cues, Vocabulary inference strategy in context, word analysis

strategy, context cue utilization strategy.

Student Number : 2016-2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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