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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금선” 

힌국파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았고 또한 고대 국가 시기부터 중국 

파의 본격적인 문화 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정치， 경제 퉁 여러 면에서 서 

로 멸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서로 영향도 컸다 특히 중국의 언어 문 

자가 한민족 언어에 미친 영향이 더욱 그러하다 조선 세종 2s년에 한글 

이 창제되기 이전에 약 151)여 년 통안 힌재漢字)로 문자생활을 영위하 

여 왔고， 훈민정음이 온 국민의 문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까지는 상탕 

한 시간이 걸렸다 18>)4년 갑오경장이라는 문화 개혁 운통이 얼어난 때로 

부터 힌런1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한글로 문자 생활을 시작하자는 

* 이 논문은 중국교육부학위관리부， 연구생교육새 국우(완학위위완회와 연변대혁이 공 
똥으로 주최한 때꺼년 전국박사연구생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쟁 보완한 것임 

" 연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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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높아점에 따라 현재까지 근 lOC 겨 년간 한글로 문자 생활을 해 오 

고 았지만 aJ세기 깨~3J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출판물은 힌런1 한자 

가 병용되었으며 한지를 많이 쓰는 것으로 지식수준아 높다는 것을 파시 

하려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현재는 완전히 힌글을 사용하고 였지만 염청 

난 양의 힌자어가 이미 힌국어 곳곳에 침투되어 았고 아직도 사회생활 속 

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였다 이상의 역사직 왼인으로 말미임아 한국 

어에서 한자어는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전문성이 높은 분얘 즉 추상적 

개념이나 전문적 학술용어는 거의 대부문 한자어이다 이런 사정우로 인 

해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어휘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였 

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지어 교육이 별로 주목받지 못 

하고었는상황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감에 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각광을 

받으면서 한자어에 대한 교수 • 학습 방법이 점차 중시되고 었기는 하지 

만1) 아직까지 깊이 었고 체계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한지어 교육의 펼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인을 대 

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의의가 깊다 

이는 외국어 교수 • 학습이론에서도 그 근거를 찾-ó}'볼 수가 였다 즉 외국 

어를 학습힘에 었어서 모국어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지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한자어 교육의 당위성을 분석하며 앞으로 어휘 

교육어써 중국인 학습자틀에게 바람각한 한자어 학습전략을 제시하려는 

데 그목적이 였다 

1) 한재영(:roJ)， 강현화 • 강창구(2001)， 민영란(2007) ， 노영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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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한자어 어휘 교육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힌국어 어휘에서 힌지어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 

니라 전문성이 높은 분얘 즉 추상적 개념이나 전문적 학술용어는 대부분 

힌자어이다 현재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부 힌국 대학들의 한 

국어학파어써도 힌자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차 힌자어 교파목을 설치 

하는 추세이고 〈漢字로 배우는 힌국어>(김지형 • 배규범， 뼈)라는 잭도 

출판될 정도로 한극어를 배우논 외국인 학습지플까지도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자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 

민현식(獅: 4)<교파서 개발지플께 드리는 긴급 제연〉어써는 ‘국립국 

어왼 2αE년도 한자 교육 여론 조사어써는 국민 70%7} 초퉁학교 한자 교 

육을 왼하고 았고 펼자의 조사도 국어 교사 890/0가 초퉁학교 한자 교육이 

펼요하다고 하며， 중학생들 깨9 가 스스로 초퉁학교부터의 정규 한자 교 

육을 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빽써 한자 지 

식의 중요성을 업중한 것이고 한J\}.와 한국어와의 펼연작 연관성을 저씨 

한 것이다 이충윈2(XB: :JS)에서도 어왼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한자어써 

온 한지어의 교육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모어어l서 얻은 한자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었는가에 대한 연구 

는 한국어 교육의 어휘 교빽1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에서 한국어와 한지어의 내재적인 펼연작 연관성 

을 인식하고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 한자 학습에 경험파 지식이 

었는 학습자들로 하여긍 이미 내재화된 지식을 이용하여 즉 한자와 한자 

어 관계를 활용하여 한자어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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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중과 한자어 교육 

힌자어는 힌국어 어휘에서 고유어， 외래어와 병립하여 독립적인 체계 

를 이루고 였으며 비중이 크고 조어력이 뛰어나며 생산성이 풍부하고 일 

상의 언어생활에 녹아았기에 한자어 없이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는 것은 주지하고 었는 사질이다 

신병선(때4: 1)어써 사고도구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여러 학문 분。뻐1 

두루 나타나연서 사고 및 논리 전개 파쟁을 담당하는 단겨들로서 사고도 

구어 %개 중 9개 고유어와 11개 외래어 외에 모두다 한자어라고 하였다 

이는 한자어 없이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었는것이다 

한자어에 대한 통계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다르지만 한자어의 비중이 

반수를 웃폴고 였다 한재영(2m3: 328)에 의하면 조남호(2003)에서는 한국 

어 학습용 기초어휘를 6(XX)여 어휘로 상정할 경우에는 éE -57% 정도가 

한자어로 구성이 되며， 그 수를 한국인의 어휘싸용 빈도 상위 12，lXXl번까 

지 확대하게 되연 한지어의 비중은 76-77% 정도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삼재기(2lXXl: 162)에서는 l없년 문교부가 조사한 『우리말 말수 사 

용의 잦기 조사』에 따르연 한지어 대 비한자어의 싸용 빈도 비율은 

깨Eβ%(39，없) : 2").47%(16，533)이라하였다 즉 현대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중시 

와 교육 학습은 한국어 어휘를 잘 습득할 수 었는 관건이라 해도 파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자어가 오랜 시기 통안 한국어에서 싸용되면서 질 

적인 변호}를 일으켜 통일한 형태의 한자어들의 의미에 변화가 일어나 통 

융이의 한자어 통형이의 한자어들은 중국인 학습자틀에게 어려융을 줄 

수도 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의사소통에서 한자어 어휘 오류가 많이 나 

타나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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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어 오류분석 자료를 보면 어휘 오류가 양자리를 차지하고 였다 고 

석주 • 김미옥(때4: 118)어써는 학습지들의 오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어휘， 조/、t 철재 어미 오류 순이라고 하겼으며 언 

어권별로 볼 때 중국어권 학습자틀의 어휘 오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분삭 

하였다 。1정희(때 G: 189)는 중국인 학습자틀의 어휘 오류에 대해 중급 단 

계에서부터 어휘 오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가되었고 학습자 

틀의 모국어의 영호t을 받고 었는 오류틀이 어휘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지 

적하겼다 그는 어휘 요류 가운데서 유의어의 갈못된 사용파 어휘 파생법 

의 파영 작용 모국어식 한자 표현 퉁을 오류의 왼인으로 꼽을 수 였다고 

지적하연서 미묘한 어감의 재1로 싸용하지 못하는 어휘는 주로 모국어 

가 한자어권인 경우 많이 나타난다고 피력하였다 이러한 양상의 왼인은 

。}마도 비록 두 나라 언어야지만 한국어와 중국어2) 어휘의 밀접한 연관 

성 즉 한자어 때문01라 본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를 알고 

았고 한국겨 한자어 대부분01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기매) 한지어 어휘 

교육이 무의미하다는 지나친 낙관적인 인식을 버리고 한국어 한지어 어 

휘 교육에 더 많이 주목해야 한다4)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솥술이 한국어 학 

습에서 모어의 영향을 어떻게 인지하고 었고 또한 학습자틀로 하여긍 어 

떻게 모국어 지식 체계를 잘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에 도옴을 줄 것인가는 

한충 더 깊이 었게 연구되어야 할 파제이다 

2) 중국에서는 ‘중국어’란 [영칭 대신 한어’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해의 편리를 위해 ‘중 

국어’로표기힌다 

3) 삼재기(1fB2: 43)는 중국을 통해 수압된 한자어는 사실상 한국 한자어의 대부분을 포 

괄õ}는 것으」로 한국어 어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4)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의 무용론이나 불필요성이 일반화된 견해는 아니지만 

중국인들에게 딪 어서 한7r어 교육은 울올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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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자어 어휘 학습에서의 모국어(중국어)의 영향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영향에 대"ÕH서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견해 

와 그렇지 않다는 두 가지 견해가 았었다 그러나 1>170년대 후반부터는 

그다지 이분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른 재1를 강조하는 견해가 제시되 

었다 즉， 모국어가 더 이상 긍정적인 전이나 부정적인 방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외국어 학습에 영호t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개입 

되는 복갑한 파쟁을 통하여 습득된다는 주장등이 대두된 것이다{황종배， 

때)5: 45) 

이런 관점에서 모국어 전이 현상은 학습자의 인지적， 삼리적 요소가 개 

입되는 창조적인 파정으로 인식되었다 즉 학습자를 학습과정의 적극적 

인 침여자로 바라보면서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한두 가지 

로 정의할 수 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국어의 영향이 절대 

적이든 절대적이 아니든 모국어가 외국어 학습지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H Thuglas Brown(2001: 80)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새 언어를 학습 

함에 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말할 펼요가 없다고 하면서 모 

국어의 촉진 효파는 비록 간섭만큼 관찰은 안 될지 모르나 확실히 학습 

파정에서는 간섭만큼 혹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빅이 

재 · 이정왼(1땐 118)어써 지적한 바에 의하면 Ard & Hcmb.πg(l짧 

1992)도 모국어 영향에 대하여 전이를 학습의 용이성으로 여겼다 즉 목표 

어와 연관성이 었는 언어를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도융이 된다고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살펴보면 어휘 학습에 

서 모국어의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였다 그것은 위어써 

도 언급했듯이 한국어 어휘 체계에는 한자와 비슷한 음을 가진 한지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었기 때문까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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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힌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 학습은 주목받-ó}야 할 부운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해써의 힌자어 교육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틀에서도 이미 강조된 바가 였으므로 더 자세하 

게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본고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한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얄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여 이에 대해 보충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설문 대상자틀은 대부분 석사 이상으로 비교적 긴 시간 통안 한국어를 배 

운 학생들로서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에서 모어의 긍정적 부정적 영훈t을 

충분히 인지하고 었는 대상틀이다 또한 제 2언어 습득에 었어서 모국어 

의 영향에 대해 이미 학습하였기에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제시할 수 았었 

을것이다 

설문 내용은 부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객관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설계되었고 간단한 주관식 문제를 추가하였다 객관식 설문은 한국어 학 

습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얄아보고 。}울러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의 펼요성파 어휘 오류에서의 모어 영향을 얄아보 

고자 하였다 주관식 설문은 모어의 영향 외에 어떤 기타 모어의 영향을 

인지하고 었는지와 한자어 학습의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설문지를 설계할 때 도옵을 얻고자 하였다 

〈표↑〉 한국어 어휘외 한지어 학슴에서 모극어 영향에 대한 인식 

‘'" 

§ F 때 디 때 때 미 디 때 더 디 디 디l 표 
얄 풍 성헐 랬웠장렀*Jtc월 원 랬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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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1>을 보면 어휘 교육의 펼요성， 어휘 교육에서 한자 내지 한 

자어의 긍정적 영향， 한자 교육의 펼요성， 어휘 교육에서의 모국어의 영 

향 퉁에 대한 항목이 4.rn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었융을 암 
수 였다 특히 어휘 교육이 펼요하다는 것이 평균 4.26으로 피험자 대부분 

힌국어 어휘 교육의 펼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였다는 것을 볼 수 였다 

또한 모국어가 힌자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파 힌자어 

교육의 펼요성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중국인 학습자로서 중국어가 

힌국어 학습에 영훈똥 미친다고 인지하고 었다는 것을 알 수 었다 이러 

한 인식은 우리가 다융 장에서 논의할 것인바 정의작 전략의 유용성을 말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어 학습에서 중국인 학습자틀의 이러한 인식 

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파정을 설계한다연 특히 한자어 교￥1써 이러 

한 중국인 학습자틀의 삼리를 잘 이용한다연 학습효파를 중대사카는 더1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한자어 교육 실태 교재 분석 사례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탐색하기에 양서 교재 분삭 사례를 중심으로 실 

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교재의 구 

성， 교수학습 방법의 사용 퉁에 대한 대략적인 실태를 알 수 았을 것이 

다 

지긍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출현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분 

석해 보기 위해 펼자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교재인 연 

변대학 힌국어 교재(최희수 외， axJ2, axJ3, 2lXl4)5)를 중심으로 한지어에 

5) 이 교재는 중국6μ1 제일 처음 초급에서 고급까지 체계작으로 출핀된 교재로서 상 
대작으로 많은 학교들에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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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분식해 보았다 이 교재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대학 4년제 학부생 

을 대상으로 하여 편집된 교재로서 초급(상， 해， 중급t상， 해， 고급(상， 

하)로 구성되었다 분삭 결파 각 품사별로 한7애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2> 증시열 한지거가 한극어 교재에서 치지하는 비중 

교깃~폰ff 명사 통사 형용사 부사 

초급 (상) 
315 38 24 4 

82.7% 9.97'/0 6.2% 1.Ill''/o 

초급 (하) 
321 43 33 13 

77.7% 10.4% 8.7% 3.2% 

중급 (상) 
344 77 æ 31 

70.2% 15.7'/0 7.8% 6.3% 

중급 (하) 
452 l lE 49 24 

71.4% 17.1% 7.7% 3.8% 

고급 (상) 
5IE 149 79 33 

6S.l% 19.4% 10.3''/0 4.2% 

고급 (하) 
433 85 47 16 

74.5% l 'Í6% 8.1% 2.8% 

병균 73.77% l'Í링6 8.17% 3.E6% 

위의 〈표2>에서 볼 수 었듯이 힌지어에서 병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였다 한지어에서 평균 73.71%를 차지하지만 초급에서 더 많고 중급， 

고급으로 가연서 점차 적어진다 반대로 통새 형용새 부사는 초급어써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급으로 가면서 대체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 

지한다 즉 명/、F는 초맙1써 먼저 많이 접촉하게 되고 고급으로 가연서 

통새 형용새 부사 퉁 품사를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한자어의 

비중도 초급에서부터 고급에로 가연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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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일상생활 용어는 고유겨를 많이 쓰고 었기 때문이다 즉 초급에서 

는 한자어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고급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자어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보펀작 현상을 빈영한 것이다 각 퉁급별 힌자어 

비중을 분삭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3> 한지어가 각 등급열 한극어 교제에서 치지하는 비중 

한과3? 조급 조급 중급 중급 iL그닝 iL그닝 
총수 

(상) (하) (상) (하) (상) (하) 

한자어 수 SlI 413 4예 6jJ 700 531 3267 
전제 탄어수 1323 14f잉 1134 15m 잉73 1437 9Jæ 

한자어 비중 28.8"/0 '[1.6% 48"/0 39.7% 37.1% 39.6% 36% 

이 교재에서 한지어의 평균 비중이 36%로서 보면적 통계보다 비중이 

낮은데 이는 교파서의 텍스트와 장르의 제헌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다 이 교재는 고급에 주로 소설이 많은 관계로 힌자어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였다 중급파 고급에서 힌자어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중급01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였다 그러므로 나중에 

교재 펀찬을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교재에 대한 통계 분삭으로 다른 교재틀을 모두 대표할 수는 없 

다 다른 교재를 분식해보면 이와 다른 통계 결파가 나올 수도 었지만 현 

재 교재 펀집에서의 선재 자료 추세를 보면 이 통계 수치보다 적지는 않 

을 것이다 비록 이 교재에 힌자어가 적게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뼈xl 

개를 념어서고 였다 외국어를 배옴에 었어서 이는 작은 딘어ÒJ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세를 적극 이용하여 한국어 단어를 효파적으로 습득 

해야힌다 

비록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은 대표적인 교재 한 종류에 그쳤지만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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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의 교재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바 고유어 대 한지어의 비율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물론 한국어 교육의 특생상 초급 퉁에서 고 

유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급이나 고듭액써는 한 

자어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분삭한 교재에서 

는 한자어의 이러한 우세를 감안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교재 펀찬에 반 

영하지 못했다 

툴째 어휘 교육， 특히 한자어 교육에 대한 전략이 교재 차원에서 반영 

되지 않았다 간단한 사례로 한자어에 대한 어휘 해석에서 대웅되는 중국 

어 단어만 저씨할 것이 아니라 힌국어 힌자를 병기하는 정도의 노력만 기 

울여도 힌자를 이미 습득한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도융이 될 것이 

다 그리고 연습 문제에도 힌자어 연습 문제를 제시하여 중국인 학습자들 

의 배경 지식을 발휘하게 해야 힌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힌국어 어휘에서 힌자어의 비중이 높으며，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듬은 모국어인 중국어를 활용한 한자어어휘 교육의 펼 

요성을 인식하고 었융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재는 이를 잘 반영 

하고 었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힌국어 교육에서는 교육 

파정이나 교재 구성에 이를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래에 

특히 중국인의 힌국어 힌자어 학습에서 모국어인 한자 지식을 활용한 전 

략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하도P、} 힌다 

m 한국어 한자어 학습 전략 

본 징에1서는 구체적인 어휘 교육에서 힌자어 교육 방법을 고안함에 었 

어서 중국인 학습지들의 모국어인 중국어가 한국어 힌자어 학습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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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긍정적 영호똥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언어 습득론에 기초한 힌자어 

학습 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H lliJglas Brown(때1: 67)에서는 제 

2언어 교수어1서 널리 적용되는 12가지 왼리를 대체로 인지적 왼리， 정의 

작 왼리， 언어작 왼리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 

의 관계로서 제 2언어 습득은 어느 정도 제 2문화 습득을 내포하므로 제 

2언어를 학습힌다는 것은 제 2문회를 접촉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펼자는 힌자어의 학습 전략을 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 

략 사회 문화작 전략 퉁 세 가지 측연에 대조분석 전략을 더해 네 가지 

측면으로 탐구해 보려 한다 

3.1 대조분석 전략 

1>170년대 이후 매ill의 대조분석의 문제점으로 두 언어의 비교가 구조 

에 대한 정확힌 비교라고 생각승뜯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박의재 • 이정왼(1땐 85)어써는 언어를 비교하는 데 었어서 

복갑성에 대해 언어 비교의 결파를 쉽고 어려운 것으로 양분"51서 학습의 

욕구를 y많lno의 입장으로 나누는 대신에 어려융의 단계 함축적 의미로 

는 학습의 단계 를 확립하는 논의틀을 소개하고 였다 이 논의에서는 어 

려융의 단계를 다섯 개 단계로 나누었는데 차별화， 새 범주， 부재 범주， 

융합， 대용 퉁이다6) 이러한 차이를 단계화시킴으로써 언어 간의 비교의 

복갑성이 나타나는데 난까도는 대용으로부터 차별화에로 난01도가 가중 

6) 차별화는 모국어는 하나의 형태를 갖는 반연 목표어는 두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새 벙주는 모어에는 없는 형태가 목표어에 존재õ}C 경우"'1고 부재 벙주는 모국어 

에는 있는 범주가 목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jt 융합은 차별화의 반대 양상으로 

서 모국어에서는 분리되는 형태인데 목표어에서는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이며， 대옹 

은 두 형태가 거의 같은 벙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쟁의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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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볼수였다 

대옹→융합→부재 범주→새 범주→차별화 

힌국어 힌자어와 중국어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대조분삭도 어려옴의 

단계에 기초하여 설계된다면 학습자들에게 더 충분한 입력을 제공하여 

사용 오류를 줄일 수 았을 것이다 하지만 힌국어 교육 학계어써 。댄 。1

에 대용할 수 었는 대조분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는 삐른 시일 

내에 연구되어야 할 또 다른 파제라 본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어려옵의 단계로 모든 한자어를 망라할 수는 없다 

음운적으로， 형태적으로， 통사적으로 여러 가지 대조분석을 병행할 펼요 

가 였다 한국어 한지어와 그에 대용되는 중국어 어휘의 의미를 비교종H야 

만 정확한 뜻을 파악승}고 구체적 문맥에서 암맞게 사용할 수 었다 특히 

한자어가 중국어에서 융이 비슷한 통형이의어 이첩자 통음이의어가 었 

기 때문에 그 차이를 찾아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통형이의어(同形륭)(J可) 

同形t可 뽑t홈X 1)(\홈X 

演tJj 륭演 表演

닦
 짧
짧
 
양
얘
 

火추 

老太용 

因)허 

汽추 

좋子 

病死 @í可〕

위의 단어들은 통일한 힌자가 힌국어와 중국어에서 나타내는 서로 다 

른 뜻이지만 아래와 같이 한국어에서 같은 발음이라도 한자의 차이에 따 

라 부통한 뜻을 나타낼 수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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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철통음어로서 ‘물개라연 ‘V可갱’이거나 ‘物꺼’의 서로 다른 의미를 대 

표하고 ‘ 7}'、F라고 하연 ‘家事’나 ‘歌詞’， ‘짧짧’， ‘假死’ 퉁 서로 다른 의미 

를 대표힌다 그리고 [궁영]이라면 ‘국명(固名)’， ‘궁명(흠名)’이라는 부통한 

단어를 생각할 수 었고 [통불]이라 발음하면 ‘독물(毒物)’파 ‘통물(혀物)’이 

라는 서로 다른 이철자 통융이의어를 떠올렬 수 었기 때문이다 

학습7뜯은 흔히 외국어 학습이나 제 2언어 학습에서 대조분식 전략을 

사용힌다고 얄려져 였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틀도 한국어를 학습함에 

었어 대조분석 전략을 활용할 것이무로 학습끼}가 이런 전략을 효고}작우 

로 활용할 수 었도록 도와주는 일이 펼요하다 이를 위종H서는 위에서 제 

시한 통형이의어 통철통융어 퉁에 대한 대조표를 제시한다든지 의미 차 

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활용되어야 할 것 

이다 

3.2 정의적 전략 

Jen에lY H때ner(:m7: 5'3)에서는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감정 

적으로 열려 였으면 효파가 더 좋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즉 실제로 학 

습자들에게 새로운 단어를 소개할 때 포용 요소를 만들어 내어 학습자듬 

이 단어 혹은 구에 대해 감정적인 애정을 갖도록 도오l준다 학습자들이 

그들의 학습 내용파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확실히 낫다 또한 학습자들운 그틀의 주의가 환기되고 그들이 

마주치게 되는 어휘와 문법에 ‘애정을 품을 수 였다연 더 효파적으로 학 

습하고 기역할 수 였다는 것이다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주어질 수 였다 중국인 학습자 

가 새로 학습할 한국어 어휘를 접했을 때 그것이 한지어라는 것을 알게 

되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모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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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학습승F는 학습자틀에게 공통적인 삼리일 것이다 외국어라고 생 

각승}고 배우는데 거기에 모국어 어휘가 포함되어 였다면 당연히 열정적 

인 애정을 갖고 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어휘에서 그 절반 이 

상이 한자어이기에 우선 삼리적으로 한국어 문엽은 차치하고 어휘만은 

잘 배울 수 였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는 학습자틀이 외국어 학습어써 감정적으로 긍정적이면 정의적 여파 

장치가 낮아져 학습지들이 노출된 이해 가능한 입력은 새로운 언어를 학 

습승F는 데 더욱 효파적우로 기여할 수 었다는 정의적 여파 장치 가설파도 

부합되는 것이다 횡종H에:m;: 74)에서 보면 정의적 여파 장치 가설은 외 

국어습득어써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가설로서 학습;<}가 가지고 었는 걱 

정이나 불안감 자신감 및 통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해 가능한 입력이 

학습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연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이 얼어날 수 

없다 즉 정의적 여파 장치가 높으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이 얼어날 수 

없고 정의적 여파 장치가 낮으면 외국어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는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한자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열린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 

지고 학습자의 정의적 여파 장치를 낮춰 한지어 학습의 최적의 조건을 마 

련하도록 해야 한다 。1러한 정의작 전략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어휘학습에서 특히 한자어를 학습하는 데에 

매우 효파적인 가능을 할 수 았을 것이다 

3.3 인지적 전략 • 유의미학습 

이홍수 외 옮김(때)5: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David AUSl뼈은 인간 

은 새롭게 접한 사건이나 항목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었는 인지적 개념이 

나 명제에 연결시카는 유의적 파정을 통해 학습을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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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어써 보연 핵심어에서도 새로운 제 2언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거나 

유사힌 제 1언어의 친숙한 단어를 찾-ó}내거나〕 이미 친숙한 단어와의 관 

계를 쉽게 기역해 낼 수 았는 형상을 만틀어냄으로써 제 2언어의 새로운 

단어를기역힌다 

변영계(때:n: ji7)어써는 유의미학습의 조건을 학습 파제， 학습자 삼리 

적 의향 퉁 세 가지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겼다 학습 파제는 정착 의미 

와 실/엠이고도 구속적인 형태로 관계될 수 었어야 하고 학습지는 그 파 

제에 관련될 수 었는 정착 의미를 가지고 었어야 하며 학습71는 그 파제 

를 실사적이고도 구속적인 형태로 정착 의미에 관련시카고자 하는 의향 

이 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7}가 학습 파제를 자기가 알고 었는 것 

에 결부시켜 의미가 통하게 그것을 기역하려 종H야만 의미 었는 학습이 열 

어날수 였다7)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한자어 어휘 교육에서 유의미 학습방 

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미 중국어 체계를 완전히 습 

득한 중국인 성인 학습지를 놓고 볼 때 상당한 수의 한자를 내재화 하고 

였다는 데 이의를 저1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어 한자어가 중국 한자 

를 많이 차용하였기에 한자어를 한자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였다 또한 

7) 변앵겨1(2007)어써는 유의미학습이 일어나려면 학습 과제가 논리작 유의미71를 지니 

고있어야한다는것은중요한조건이라고강조해였다 논리작 유의미7}를 지닌다는 

것은 그 학습 과제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들어있는 관련 쟁착 의미와 관계를 빚을 

수 있응을 뜻한다 관련 쟁착 의미란 한 학습자의 인지 구조어] 이미 형성된 것으로 

서 유의미학습 과정에서는 새로올 개녕이 인지 구조와 관계를 벚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며 따지 과정에서는 그 개녕의 의미가 저장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미를 

말한다 유의미학습 이 실현되려면 유의미 학습 태서까 건게되어야 õ}는데 유의미학 

습 태세란 학습 과제를 인지 구조에 구속작이고도 살사직으로 관련시키고자 하는 

학습자의 /영향을 뜻한다 학습자가 만일 학습 과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쟁착 의미 

에 관련시키고자 õ}c 의향이 있고 또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유의미학습이 일어나 
게 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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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자는 표의문7}0]7]에 뜻을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경제적이고 효파적이다 

예를 틀연 ‘귀무가설’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검지영(2ffiS: 77)에서는 ‘연 

구에 었어서 실제로 반증하는 것이거나 기각승뜯 것에 의빼 연구7냄 

의 어떤 것을 받-óf들이게끔 되어 었는 것이다고 힌다 이러한 생소한 개 

념을 접했을 때 힌글 글자 그대로 기역하려면 기역파 이해가 모두 어렵고 

기역했더라도 쉽게 잊어질 수 였다 이때 만일 그에 대응될 수 었는 한자 

‘歸無가설’이라고 생각을 롤린다연 빈중하거나 가각하기 위한 가설을 설 

정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뜻을 이해할 수 았고 쉽게 잊혀지지도 않을 것이 

다 또한한자어와중국어의 형태소가다르지만한자어의 한자를보고중 

국어의 뜻을 유추해 낼 수 었는 단어틀도 였다 

별명(1!iU名)←外륨，쟁용 출근Hlj動)←上班 향기롭다{香특)←용芳 

성풍{性品)←性'1뿜 고생(줍生)←辛줍 퇴근하다{退動「下班 

단서(端짧)←랬素 망라하다{쩌용)←包括 분주하다{흉긋든「忙짧 

인기(人특) 盛흥 저수지()It:水池) 水庫 의아스럽다{疑1牙) 생륭 

이러한 힌자어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인지 구조를 자극하여 유의미적 

학습을 이루어야 힌다 한자는 뜻글끼에기 때문에 매 글자의 뜻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추리할 수 었는 즉 학습파제가 

논리적 유의미가를 가지고 었다 그러므로 될수록 학습자틀의 사유를 활 

성화시켜 유의미학습 태세를 갖추게 하여 더욱 효파적으로 힌자어를 습 

득할수 있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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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문화적 전략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파 그 나라 

의 문화를 학습힌다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였다 그것은 특정 사회 

집단이 통용하는 언어에는 그 집단의 문화가 함양되어 었기 때문이다 단 

순한 언어 학습은 존재하지 않고 언어를 학습하노라연 당연히 그 나라의 

새로운 문회를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파적인 외국어 학습에 었어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집단의 문화를 이해승운 파쟁이 펼요하다 

이홍수 외 역(없)6: 215)은 제 2언어 학습어l서 λ}회적 거리8)란 개념은 

문화 학습이 갖는 위치를 설명하는 정의적 구인으로서 생겨난 개념인데 

한 개인 속에서 만나게 된 두 문화의 인지적， 정의적 거리감을 말한다고 

지적하고 였다 이는 두 문화 간의 사회적 거리가 멸수록 학습7}가 제 2 

언어 학습에서 겪는 어려융이 더 크며， 역으로 사회적 거리가 좁을수록 

(두 문화 간의 사회적 유대감이 클수록) 언어 학습 상황은 더 좋아진다는 

것이다 

중국파 한국의 문화를 놓고 볼 때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다 모두 유교 

문호}를 숭상하고 그 발왼지는 중국이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그 문화유산 

을 더 잘 간각하고 였으며 발전시켰다 중국인 학생들에게 었어서 이러한 

유교 문호}는 생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문호}를 더 쉽게 더 효파적 

으로 수용할 수 였다 특히 중국의 개혁 개방 。1후 경제 교류와문화 교류 

활성화 한중 국교 설립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대 

륙에 ̂c륙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통질적인 한국 문회에 친근감을 느끼 

고 근접성에 따른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였다 

한국어 학습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통질성파 공감대를 활용한다면 특 

8) 거리’란 두 문화 간의 상이함을 묘사하기 위해 상정작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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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고사성어나 사자성어에서 이러한 기저 지식을 활용힌다면 한국어 교 

육에 더욱 효고}작일 것이다 중국의 고전에서 출전한 일부 고시정어는 한 

자와 힌문이 힌국에 유입됨에 따라 힌국어에 차용되었기에 중국 고서에 

서 기왼파 유래를 찾，，]'볼 수 았고 글자나 의미가 거의 같다 

사연초가← 四面楚歌

와신상담 • 똥A쫓유흩體 

토사구팽 • 혔死狗렷 

맹모삼천 굶母三遭 

분서갱유 1il'훔!It:~힘 

삼고초려 三顧草魔

이러한 고시정어를 습득하려면 중국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았으므로 

이미 힌자로 이러한 성구를 습득한 중국인 학습지틀에게 었어서는 다른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매우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한 어휘는 사회언어학적 특정을 매우 잘 반영하는 요소이므로 의사 

소통을 위종H서는 대상어의 언어 문화적 특정을 반드시 얄。}야 한다 한국 

어는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높임말파 같은 사회언어학적인 차이가 매우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어 어휘에서 높임법은 평어와 경어로 구분되는더1 

힌국어의 특수한 역사직 왼인으로 하여 한자어가 품위 았고 상대를 높여 

대우하는 어휘의 가능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파 같다 

둔추연세←나이 옥제←신처1←몸 생산생일 감가고뿔 

춘부장←아버지 부얀아내 생향이름 부부←내외 

。1러한 높임법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현챔1서 학습자틀이 어 

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한지어가 더 높임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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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다는 사회언어학적인 연을 강조한다연 중국어권 학습자틀이 쉽사리 

받6뜯일 수았을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유사한 뜻을 가지지만 한자어 뉘앙스가 다 

른 것을 한국어 학습자틀에게 지적해 주변 불펼요한 웃음거리를 피하게 

될것이다 

한국어써는 사랑하는 이성을 일반적으로 ‘애인(홍人)’이라고 하는데， 같 

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어써는 사랑하는 이성은 ‘연인(강人)’이라 하고， ‘애 

인(홍人)’은 부적절한 관계에 었는 이성을 가리카는 말로 λF용하며， 중국 

에서는 아내 또는 남펀을 ‘애인(홍人)’이라고 하고 결흔 전 사랑하는 。1성 

을 ‘연인(강人)’이라고 힌다 

그리고 ‘감정이 었다에서도 명사‘감정’은 힌국어에서 ‘왼망하거나 성내 

는 마음’(국어사전)을 나타내므로 일반적으로 ‘감정이 섞인 말루， ‘서로 감 

정을 풀고 화해해라 퉁으로 쓰인다 관용구에서도 ‘감정(을) 사다를 ‘남의 

감정을 연짧게 만들다’는 뜻으로 쓰인다 관용구 ‘감정(이) 오르다도 ‘연짧 

은 마음이 생기다는 뜻을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有感↑휩’ ‘감정 

이 었다는 두 사링이 관계가 서로 좋은 사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힌국어의 ‘야삼(野心)’이란 말은 힌자어로서 중국어에서 온 말이다 한 

국의 국어대사전을 보연 ‘。냄’은 다음파 같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였 

다 첫째， 자기분수에 맞지 않게 품은 욕삼 둘째， 남몰래 품은 크나큰 소 

망， 패기란 뜻이다 여기에서 볼 수 었듯이 첫째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 

지만 둘째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냄작， ‘。F삼만만한 청년’ 

파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대담하게 

표현한 작품’， ‘패기 었는 청년’으로 쓰이고 였다 그러나중국어에서의 ‘야 

삼’은 ‘영토나 권력， 명예와 이약에 대한 분에 넘치는 욕망이란 뜻으로 한 

국어에서처럼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가관(可觀)’의 경우 힌국어에서는 비웃고 풍자하는 것으로 ‘꼴불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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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꼴사납다 볼생사납다 가소롭다’퉁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국어에서는 

‘대단하다， 굉장하다는 긍정적인 뜻만으로 쓰인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다른 언어에서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었는 의미 영역의 구분을 학습지들에게 저씨해 줌으로써 힌국어 한자어 

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한7애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해 줄 수 였으며 

힌국의 문화도 더 잘 체험할 수 었게 한다 한자어 학습에 었어서 힌자의 

뜻으로만 추정을 하여 사용힌다연 불펼요한 오해나 큰 웃융을 사게 된다 

이라한 어휘들의 의미 차이가 모두 사회 문화적인 차이라고 북기는 어 

렵지만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어휘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융에는 틀림없 

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어써 통일 

한 한지를 사용하는 중국어와 한국어 한자어 어휘의 사회 문화적인 재1 

를 고려한 학습 전략을 운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지긍까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몫1 어휘 교육 특히 한자어 

교육에서의 대조분석 전략 정의적 전략 인지적 전략 사회 문화적 전략 

퉁의 펼요성파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어 한자어 학습에 었어서 이상 

의 전략틀 외에는 다른 전략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 

습갤춘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틀의 모어의 영향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학습지들의 인지적， 삼리적 요언을 포항한 다양한 전략틀이 통왼되어 학 

습 효파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W 결론 

이상으로 현재 중국인 학습자틀의 힌국어 힌자어 학습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 

자틀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우세가 았지만 중국어가 중국인 학습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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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통전의 양연처럼 부정적인 간섭 

또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힌자어가 았어서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로 

힌자어를 다소 쉽게 배울 수 었는 반연 모국어의 부정적인 간섭으로 한자 

어에서 오히려 흔란을 겪는 상황도 초래힌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 

식 힌지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중국어 어휘 특성을 그대로 힌국어에 작 

용하려는 경호t이 었기에 파영 적용 오류가 나타닌다 그러므로 대조분석 

을 통해 부정적인 간섭요언을 유형화하여 학습지들에게 미리 제시해 줌 

유로써 요류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힌자어 학습에 여랴 가지 인지 

작， 삼리적 요인들을 통왼해야 힌다 

물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한지어를 습득함에 었어서 많은 전략 

틀이 었겠지만 그 가운데어써 교사와 학습자듬이 의도적으로 대조분석 

전략， 정의적 전략， 인지적 전략， 사회 문화적 전략에 유의하여 한지어 교 

육파 학습에 활용한다연 더욱 효고}적으로 힌국어 어휘를 습득할 수 았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저 

강현화{2(01)， r한국어교육용 기초 한자어에 대한 기초 연구」， r국제한국어교 

육J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llJ.53-70 
강현화 검찬귀2001)， r어휘력 신장을 위한 기본 한자어의 조어력 조λh ， r말j 

정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179-201 

고석주 검미일때이 r한국어 학습자 말붕치와 오류 분석J ， 한국문학사 

* 이 논문은 2010. 10.31 투고되었으며， :mo. 11. 12. 싱사가 시작되어 2010. 11. 22. 심사 
가 완료되었고 2010. 11 에 면집위원회 싱의를 거쳐 거]재가 확쟁되었음 



중국인 학습자들올 대상으로 한 한자어 어휘교육 연구 201 

검광해(1쨌). r고f에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국어학회 

김규철(193'/)， r한지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r국어챔 Zl, 국어학회， pp.331-3æ 

검지영(2(X)J). r언어 연구를 위한 실천 매뉴옐 범문사 

김지형 • 배규형(2(X)J). r한자로 배우는 한국어」 유씨옐 

노명희(때9)， r한자어의 의미 병주와 한자 형대소의 배열 순서」， r한국문화J 

44, 한국문화학회， w.217 잉7 

민영란(2007) ， r중국어권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 오류분석파 교육방안」， r외국 

어로서의 한국어교육J 3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w.81-1æ. 

민현식(2008) ， r교과서 개발자들께 드리는 긴굽제언」， r어문생활J 132 한국어 

문회， w ,4-5 

변영계(2(X)J). r교수 • 학습이론의 이해」 학지사 

(2007). r교육방법 벚 교육공학」 학지사 

산병선(때4)， r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J ，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심재기(1932). r국어어휘론」 집문당 

(때X))， r국어어휘론 산강J ， 대학사 

왕극전(199이 r한중 한자어에 대한 비교연구J ， 서울대 석사학위논운 

이정희(때3)， r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J ， 빅에정 

(3.XB), r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r한국어 교육J ，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03-423 

이충우(199이 r한국어 교육용어휘 연구J ， 국학자료원 

(때웠)， r국어교썩)서의 어휘 교쇄 한국어교썩)서의 어휘 교육파 연 

계하여 )J , 저II'Q차 국제한국어학술대회논문집， w.51-ffi 

이해영 김미영(2(X)J)， r한국어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J ， 커뮤니케이션북스 

조현용{2(XX))， r한국어 어휘교육 연구J ， 빡1정 

채옥'A]{때4). r한국 한자어와 중국현대 중국어 어휘의 비교 연구」 r이중언어 

학'J 24, 이중언어학회， w 26/-Z78 

한재영(때3). r외국어로서 한국어 한자어 교육을 위한 기초적 연구」 r이중언 

어혼b 23， 이중언어학회， w3Z7-lJ7 

황종배(2(X)5). r저 2언어 습득론 개관j 경진문화사 



202 국어교육연구 저1126 집 

Brown, H. D. (1994), nα빼ng by principles: an interodive 聊rα상1 to language 

pedagogy, N.J: Pn버1tiæ HaTI 권오량 · 김영숙 · 한문섭 역(때]2)， r원리 

에 의한 교수J ， P비 son Education Koæa 

Gass, S. M and S잉inker， L (1994), Seruu1 /angLμí[e 때'Uisitcn An 

mtn따αorγ αurs，ζ NY Lawlenæ Erlbaum Assαj따앉， 박의재 · 이정원 

역(199:))， r저 2 건어 습득론J ， 한신문화사 

H. D. Brown(3XX)), Prindples cf language L없m띠g αui Tcαh띠g， NY Acl뼈son 

Wesley 며19I1la11 이흥수 외 역(때:6). r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Pe;표'son Education Kcα얹‘ 

Jeruny Hanrn\axJ/). The Pmα α 01 English langtμ(ge Tiαmng， lοndrn 

Pearson μ=뻐] 

Nunan, D. (199:)), Seruu1 langtμ(ge Tiαmng αui Lmming, Boston, MA 버n1e 

& Heir뼈 임병빈 · 한혀1령 · 송해성 · 김지선 역(axJl)， r저112언어 교수 

학습J ， 한국문화사 

한국어교재 

최희수 외(때]2)， r초듭한국어J (상， 하)， 연변대학출판사 

(2이 3), r중읍한국어J (상， 하)， 연변대학출판사 

(때4)， r고굽한국어J (상， 하)， 연변대학출판사 



중국인 학습자들올 대상으로 한 한자어 어휘교육 연구 203 

l 국문초록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연구 

학습전덕t을중심으로 

마금선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어써 비중이 크고 조어력이 뛰어나며 일상의 언어생활 

에 녹아있기에 한자어 없이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전문생이 높 

은 분얘 즉 추상적 개념이나 전문적 학술용어는 거의 대부분 한자어로서 현재 

한국어 한국어를 외국어로 한 교육 현장에서 한자어 어휘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모어로 하눈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한 

자어 학습에 중시를 동리고 이를 통해 한극어 어휘량을 늘리는 것은 학습효파 

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방법이다 본고는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파 모어의 영 

호L을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바람직한 한자어 학습전략을 대조분석 전 

략， 정의적 전략， 인지적 전략， 사회 문화작 전략 릉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한자어 모어 영향 대조분석 전략 정의적 전략 인지적 전략 사회 문 

화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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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ducational Research on Sino-Korean wαd for Chinese Learners 

Focus on Learnlng Strategy 

tvB. Ji뼈an 

llie to its gre때y 때때1arγ ftmction and ψmσ때α1m 뼈y life, Sim-furean 

wcrds take up so wiæ !lD]XJrtion in Koæan vocab비mγ that it is im]XJssible to 

corrmmicate withrnt thm Particularlγ， in the !lDfessional fields, ffiJSt æadEmic 

re영an:h 떠TIlS arXI abstraα crnæpts are covered with a wealth of Sino-furean 

wcrds. Thffefore, in the instructional s뼈ngs that 따e Korean as a fore핑n 

1，때뼈ge， 1t IS a rnost ]XJS1tive way to 때T rnore attention to Sino-Korean words 

arXI enricb the vo1uræ of Korean vocab비arγ to acquire Korean 1anguage. The 

palff attanpts to ]:re3ent availab1e 1eaming strall멍1es to αriæse students 1얹nm핑 

furean, sucb as tbe contrastive anaJysis, 더mtional stra탱γ， α밍ntIve stra표gγ， 

arXI soc떠l • cultural strat멍γ 

[Key wordsJ Sino-Korean worct i며뼈lce of native 때1밍mgζ crntrastive anaIysis, 

EIDJtiαlaI stra맹y， c 밍ntive str따멍y， social-cultural sσ 1teg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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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록 한국어 학습자 대상 설문 

한국어를 배운 시간 모국어 

l 다융 질문을 읽고 해당승뜯 란에 표기를 해 주세요 

매우 
그렇지 보통이 매우 

질 문 그렇지 
않다 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l 한국어 학습에서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 

2 한국어 학습에서 어휘가 어업다 

3 당화시 어휘의 선택에서 어려융을 느낀 
다 

4 한국어 어휘학습에서 오국어의 앵향이 
있다 

5 어휘 학습에서 오국어가 긍쟁적 앵향이 
있다 

6 한국어의 한자어를 배우기가 어컵다 

7 한자어를 학습항에 있어서 한자가 긍척 
척 앵향이 있다 

& 한자어인 것을 알고 기억하연 기억이 
더 잘된다 

9 한국어 어휘 오류가 중국어 때문이다 

10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자걱 교육이 
필요하다 

11 한국어 학습에서 어휘뿐만 아니라 기 
타 앵역에서도 모어의 앵향이 있다 

12 한자권내에 속하지 않는 학습자가 한 
국어를 배울 때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다 

2 아래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써 보세요 

1) 힌국어 어휘학습에서 학습자 모어의 영향은 무엣입니까? 

2) 힌자어 학습에서 어려운 점은 무엿이라 생각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