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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객관적 방법인 메타 계량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평정함으로써 중국

인 학습자들의 인지적 특성에 따른 실용적인 한자어 교육 내용과 효과적인 한

자어 교수·학습의 실제를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에서 비중이 크고 조어력이 뛰어나며 일상의 언어생활

에 녹아 있기에 한자어 없이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전문성이 높

은 분야, 즉 추상적 개념이나 전문적 학술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로서 현재 한

국어를 외국어로 한 교육 현장에서 한자어 어휘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한자어 학습을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 어휘량을 늘리는 것은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는 교사와 학습자들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및 교육 실

태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현재 중국 각 대학들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63명의 교사들과 중국 내 대학교들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4년제

학부생들 가운데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러

한 설문 자료들의 각 문항을 SPSS와 Excel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글짓기와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자료에 대한

오류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한자어 활용에서의 오류 생성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메타 계량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는 절충적 방법

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였다. 즉 현재까

지 중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통합형 교재 13종 50권 본

문을 기초 말뭉치로 하여 추출한 한자어와 한국에서 이미 선행 연구된 6편의

참조 자료에 대한 메타 계량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였다. 한

자어 선정 기준은 교재 출현 빈도, 난이도, 참조 자료 간 중복도, 상용성, 학습

자 수용성 등이다. 이러한 선정 과정을 거쳐 총 4,950개의 한자어를 선정하였

는데 이를 메타 계량 참조 자료의 한자어 등급 판정과 통합형 교재에서 초급,

중급, 고급에 출현된 빈도수를 참조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평정 기준은 각

등급별 교재 출현 빈도와 난이도, 한자어의 친숙도, 학습자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평정 결과 초급 한자어는 1,000개(1급 400개, 2급 600개), 중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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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는 1,700개(3급 800개, 4급 900개), 고급 한자어는 2,250개(5급 1050개, 6급

1,200개)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교육용 한자어 목록에 대한 등급화, 유형화를 바탕으로

중국어와의 형태적, 의미적, 화용적 대조 분석을 통해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였고 효율적인 한자어 교육을 위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바람직한 한자

어 학습 전략으로, 유의미 학습 전략을 기본으로 한 정의적 전략, 사회·문화적

전략 등을 제시하였으며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 수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자들을 통제

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수업 전과 수업 후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처음으로 중국 내 현지에서 출간된 통합형 교재 한자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메타 계량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평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평정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어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앞

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과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의 교육용 어휘 선정

과 평정 및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사전 개발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

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생성하는 오류를 유형화하고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어 지식, 즉

내재된 인지 능력에 기초한 학습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

인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였다.

키워드: 교육용 한자어 선정, 중국인 한자어 교육, 모어 영향, 오류 분석, 대조

분석, 유의미 학습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문화적 전략, 한자어 교

수·학습 방안

*학번: 2007-3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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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1.1.문제 제기

한 가지 외국어를 습득하려면 목표어의 발음, 어휘, 문법 등 제반 요소가 충

족되어야 한다. 어휘가 부족하면 대체적인 의미는 전달할 수 있으나 섬세하고

정교한 원어민 정도의 의사소통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윌킨스(Wilkins,

1972)는 “문법이 없이는 의미가 거의 전달되지 않지만, 어휘가 없으면 의미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강현화 20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도 마찬가지로 초급에서부터 고급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어느 단계에서나 똑같이 중요한 부분으로 진행되

는 것이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서도 단계가 높

아질수록 더욱 부각되는 것이 어휘 학습일 것이다. 외국어 교사는 교육 현장에

서 고급 단계까지 부딪히는 질문 대부분이 ‘어휘’ 문제이며 고급 단계일수록

모국어 화자다운 다양한 어휘 표현들을 익히려는 학습자들 때문에 어휘 교수

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발음 학습과 문법 학습은 일정한 단계에 이

르면 더 진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어휘 학습만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욱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모든 오류 유형 중에서 학습자들은 어휘 오류를 가장 심각

하게 생각하며 어휘적 오류가 제2언어 학습자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라

고 한다. 박의재·이정원(1999:356)에 의하면 어휘적 오류가 문법적 오류보다 3

대 1 비율로 더 많고 모국어 화자는 어휘적 오류를 문법적 오류보다 더 방해

적인 요소로 본다. 위 책에서 개스(Gass 1988b)는 문법적 오류는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구조로 귀결되지만 어휘적 오류는 의사소통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최소한의 어휘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

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어휘 구사는 목표어 화자와의 자연스러운 의사

소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어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학습자

의 외국어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

휘 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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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는 한국어 어휘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 어휘 체계

는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글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

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또한 고대 국가 시기부터 중국과의 본격적

인 문화교섭이 진행되어 적어도 2천여 년의 한·중 상호간의 문화적·사회적·언

어적 접촉이 이루어져 서로의 영향이 매우 컸다. 한민족은 조선 세종25년

(1443)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약 1500여 년 동안 한문자로 문자생활을 영위

하여 왔고, 훈민정음이 온 국민의 문자로서의 지위가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즉 1894년 갑오경장이라는 문화 개혁 운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한글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한글로 문자 생활을 시작하자는 인식이 높

아짐에 따라 현재까지 근 100여 년간 주로 한글로 문자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엄청난 양의 한자어는 이미 한국어 곳곳에 침투되어 있고 아직도 사회생활 속

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고도구어는 거의 대부분 한자어로서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는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한자어 습득의 성공 여부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과 직결된다.

간혹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자에 능숙하다고 하여 한자어 학습의 필

요성을 소홀히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1)는 교착어와 고립어

라는 서로 다른 언어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부동한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으

로 인해 아무리 같은 한자권이라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는 필연적으로

각자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된 한자 및 한자어는 고대 중국어이

기에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현대 중국어와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1950

년대에 중국에서 문자 개혁을 실시하여 간체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대 중국

어와 현대 중국어는 한자 형태부터 차이가 있다. 또한 오랜 시간을 경유하면서

중국어 내에서도 의미 차이가 생기고 따라서 사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뿐만 아

니라 한자어가 한국어에 유입되고 수용되면서, 또한 한국어 한자어로 차용된

후 기나긴 시간을 경유하면서 중국어와 여러 가지 형태론적, 의미론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비록 같은 한자권이라 하지만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적지 않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특히 한자어 습득에 있어서

많이 생성되는 오류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으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중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한어(汉语)’로 통하지만 이해의 편리를 위해 본고에서 ‘중국어’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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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지금 학생 *시대에(√시절) 우리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공부입니

다.(Z-G56)

ㄴ.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

다.(S-Z45)

ㄷ. 어려운 다이어트 부위별 운동 *이름(√명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

니다.(P-G156-41d)2)

위 예문 (1ㄱ)에서 한자어 ‘시대’는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시절’은 ‘시대’보다는 내포 범위가

작은 ‘일정한 시기나 때’를 가리킨다. 하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에

서는 ‘時代’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고 두 가지 문맥에서 모두 통

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국어 학습에 그대로 적용하였기에 이러한 오류가 산

출되었다. (1ㄴ)은 한자어 ‘질문(質問)’과 ‘문제(問題)’의 의미를 제대로 정확히

변별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오류이고 (1ㄷ)은 고유어와 한자어 사용 문맥에 대

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한자어 학습

에서 쉽게 발견되는 오류들이다.

김미옥(2003:39-42)은 언어권별 어휘 오류율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 중국어권

학습자 어휘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국

인 학습자들의 어휘 오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어휘에서 절반 이

상을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날로 많은, 현재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현장 경험에 비추어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윤윤진(2008:179)은 혹자는 한문을 사용하는 중국인은 이미 한자를 쓰고

있고 한국어 한자어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이기에 한자어 교육은 거의 무의

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교육 현장의 사정은 이와 정반대이며, 오히려 한문

을 사용하는 중국인 학생들이기에 한자어 어휘 교육이 더 요긴하다는 논리가

2) 아래의 예문에서 사용된 표기 부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Z-G56: ‘Z’는 ‘숙제 작문’을 가리키고 ‘G’는 고급, 숫자 ‘56’은 학습자 언어 자료의 순번이다.

그러므로 위 부호는 ‘숙제 작문에서 고급 학습자 언어 자료 56번’을 가리킨다.

S-Z45: ‘S’는 ‘시험 작문’에서 ‘Z’는 중급 학습자를 가리키고 숫자는 45번 언어 자료이다.

P-G156-41d: ‘P’는 평가지 즉 설문지 고급 156번 언어 자료를 가리키고 ‘4-1ㄹ’는 문항 번호이다.

그 밖에 ‘*’표는 오류임을 표시하고 ‘√’는 수정 가능 방식을 말한다.



- 4 -

더 실제에 부합되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으로 과제가 원래 한자를

잘 알기 때문에 한국어 한자에 대한 맹점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거기

에 대응되는 학습 방법과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어 교육

에서 한자어 어휘라는 학과목을 고급 학년에 새롭게 설치해야 하며, 중국인 학

습자들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최순희(2007:223)는 대조적인 측면에서 한자어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연

구가 필요하며 한자어에 대한 등급별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

구를 진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교재에 반영한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고 지적

하였다. 이는 제일 처음으로 제기된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 선

정에 대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고에서 특별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한자어 교

육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고 본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아래에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국 내 각 정규 대학교들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4년제 학

부생들 가운데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를 학습할 때 한자어 활용에서 중간언어 변이를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 양상을 분석하고 한자어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며 객관적 방법인 메타 계

량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여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평정하

여 표준화 평가나 교재 개발에 기초 자료를 마련해 준다. 또한 중국어와의 대

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특징에 따른 실용적인 한국어 한자

어 교육의 내용과 실제를 구안함으로써 어휘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 내 현지에서 출간된 통합형 교재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한국에

서 추출된 교육용 어휘 및 한자어에 대한 메타 계량 분석법을 결합하여 중국

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여 앞으로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의 교육용 어휘 선정과 평정 및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어휘 사전 개발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에 대한 평정과 위계화를 진행하여 중국어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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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스스로 어휘 학습에 활용할 수 있고 또 한국어 어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며 연구 결과를 교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교사와 학습자들의 설문 자료와 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자어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자어 학습에서 모국어 간섭과 한국어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

류와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여 이

러한 오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와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에 대한 대조 분석

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한국어 어휘 교육에 활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들의 어휘 능력 신장에 일조하고자 한다.

다섯째,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들의 인지 구조 속에 내재한

인지 능력에 기초하여 교육용 한자어 학습 전략을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

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 다섯 가지로 본 연구 목적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아래에 먼저 한자어에

대한 연구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기존의 한자어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영역별로 국어학에서의 한자어에 관한

논의와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에 관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어에서의

한자어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가 길

지 않기에 외국어로서 한자어 교육 연구는 아직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구체적

으로 이에 대해 각 영역별로, 또한 연구 주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위분류하

여 고찰할 수 있다.

2.1. 국어학에서의 한자어에 관한 논의

국어학에서의 한자어 연구는 역사가 유구하다. 특히 한국의 특정한 역사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정기간 동안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기에 한자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주목을 끌었다. 국어에서의 한자어 연구는 연구 주제별로 아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자어의 전래로부터 수용 양상에 관한 논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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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의미론에 대한 논의, 형태적·통사적 구문 기능 연구,

국어 교육에서 교육용 한자와 한자어 추출 및 어휘 목록 선정에 관한 논의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 연구에

주목하고 있기에 국어학에서의 논의는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1) 한자어 전래와 수용 양상에 관한 논의

고창식(1977), 김상근(1990), 박영섭(1997), 심재기(1989), 송민(1992), 송민

(1999), 송민(2003), 신기상(2005a), 강영석(2005)은 주로 어휘사적인 층위에서

한자어의 전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재기(1989)는 어휘사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자어의 최초 전래(傳來)부터,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 한자어가 어떻게 한국어에 수용되고 어떻게 어휘 체계

에 영향을 주었으며, 점차 고유어와 더불어 독립적 체계를 이루게 되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박영섭(1997)은 한자어에 대한 연구가 국어 어휘 연구를 위해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한자어의 기원을 통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대국어 한자어의 조어 상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한자어의 생성· 발전·

보편화의 단계,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유입된 한자어, 한자어와 고유어간의 경

쟁과 대체, 근·현대 한자어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조어력

을 비교하면서 한자어가 축약성이 강하고 시각성·생산성이 강하며 신조어 형성

과 실용성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2) 한자어 음운론에 관한 논의

한자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들로는 권인한(1997), 김주원(1997), 배재석·이규

갑·강혜근(2001), 이준환(2007) 등이다.

권인한(1997)은 고유어 음운 자료에 대한 논의 전개에 비해 한자어 음운에

대한 논의 부진을 지적하면서 한자어에 관한 ‘표준 발음법’의 규정, 서울말의

현실 발음 및 국어사전들에서의 발음 처리를 비교하여 현대국어 한자어의 음

운론적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그는 크게 음운 체계, 음운 과정으로 나누고 음

운 체계에서는 자음 체계, 모음 체계에 대해, 음운 과정에서는 교체(비음화, 유

음화, 경음화), 축약, 첨가, 탈락 그리고 두음법칙 등으로 세분화 하여 한자어

음운 체계와 고유어의 음운 체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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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환(2007)은 언간(諺簡)과 자석류(字釋類) 등 고문헌을 주 대상으로 16세

기부터 19세기까지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개음화 확산 정도를 비교하여 고유

어와 한자어의 구개음화 상관성 논의를 위해 각 문헌에서 구개음화 규칙이 적

용될 수 있는 고유어와 한자어 가운데 실제로 구개음화가 적용된 어휘들의 비

율을 도출하여 이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3) 한자어 의미론에 관한 논의

한자어에 대한 의미론적 층위에서의 연구로는 김광해(1988), 이우석(2000),

노명희(2008), 노명희(2009) 등이다.

김광해(1988)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유의 관계에 따라 일대다 대응 관계를 찾

고 한국어 어휘 체계 속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위상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고 그들의 의미적 역할 분담의 내용을 실증하려 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성을 제시하려 했는데 고유어는 분석적, 대

중적, 미분화적인 특성을 지니며 한자어는 종합적, 전문적, 분화적인 특성을 가

진다고 피력하였다. 나아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문제에 관련된 전망과 제언

도 제시하였다.

노명희(2008)는 의미 투명성을 한자어 의미 분석의 방법론으로 적용하여 주

로 2음절 한자어를 대상으로 의미 투명성의 관점에서 한자어의 구성 성분과

한자어 어휘 의미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는 한자어 의미 분석에서

의미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노명희(2009)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일한 형태소로 이루어졌지만 배열

순서가 다른 대표적인 2음절 한자어 예를 뽑아 배열순서와 한자어의 의미와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는 한자어의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단어 내에서 한자 형태

소의 실현 위치에 따라 전체 한자어의 의미 범주가 달리 결정된다는 결정을

도출해내고 한자어의 구조와 의미의 상관성을 확인해 보려 하였다.

4) 한자어에 대한 형태론적 논의

국어에서의 한자어에 대한 연구에서 형태론적인 고찰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들로는 김규철(1980), 정문영(1994), 노명희(1997), 김정은(1998), 이선웅(2000),

이상규(2000), 노명희(2003a), 노명희(2003b), 최태호(2004), 신기상(2005b), 이상

규(2005), 노명희(2005), 송기중(2007)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 가운데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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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논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문영(1994)은 고유어와 변별되는 한자어 나름의 독특한 단어 형성 방법 및

유형을 고찰하여 한자어의 국어 어휘화 양상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그는 한자

복합어의 결합 구조를 분석하고 한자 복합어의 결합 유형을 병렬, 종속, 서술

구성으로 나누고 그 구성 요소를 ‘N, V, A, Ad’ 등 4개를 설정하여 이들 유형

을 하위분류하고 그 외 유형으로 보조, 생략, 반복 구성을 설정하여 그 특성을

밝혔다. 또한 한자 혼종어의 형성 유형 연구에서 한자어 선행어기에 고유어 요

소가 복합이나 파생에 의해 결합되면서 명사,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부사를 형

성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한자어에서 접두사의 설정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김규철(1997)은 한자어에 대한 형태론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

는 상황이라면서 주로 고유어를 다루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한자어를 언급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한자어성 즉 ‘형, 음, 의’의 화학적 결합체, 고립어성, 중

국어와 고유어의 양면성 등이 한자어 단어 형성에서 고유어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 그리고 한자어 형태론에서는 이런 한자어

성 때문에 고유어와는 별도의 체계를 수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노명희(2005)는 한자어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한자어

에 대한 연구가 고유어에 견주어 볼 때 그리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한자

어의 이해에 국어 화자의 한자나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자어를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 내에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별도 체계를 세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한자어가 차용어적 특성을 지녀

고유어에 동화된 면과 한자어 고유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양면성을 함께 고려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조어 현상을 통해 한자어의

단어 구조와 단어 형성에 대한 공시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주로 접사성 한자어의 기능과 의미,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접사성 한자어

의 특성을 토대로 그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접두 한자어의 분류

와 특성, 접미 한자어의 분류와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존의 연구에

서 한자어에 대해 단편적이고 개괄적인 일반적인 개론에서 벗어나 한자어 파

생 형태론의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한자어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신기상(2005b)은 한자·한문의 전래 과정부터 음훈차표기, 한자음, 한자어의

품사와 구성, 한자어의 의미 등 면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한자어를 고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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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한자·한자어가 한글·고유어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국어의 현실이라고 피력하면서 한글전용과 한글·한자 혼용의 장단점과 고

유어와 한자어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5) 교육용 한자와 한자어 추출 및 어휘 목록에 관한 논의

국어학에서의 한자어에 대한 논의는 한자어로부터 시작하여 모어 학습자들

에게 제시할 한자 목록 추출로 귀결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민현식

(2003), 민현식(2004), 박경현(2005)등이 있다. 이 외 박현정(2010), 강지혜(2011)

등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온 한자어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도 있다.

민현식(2003)은 초등학교 전 과목 학년별(6개 학년) 교과별(18개) 총 72가지

나 되는 자료에 대해 포함된 한자어의 종류와 양이 교과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이들 각각의 한자어에 대한 중요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통계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의 의미를 기준으로 한자

의 빈도를 살펴보고 기존 1,800자 상용 한자들과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민현식(2004)는 중학교 전 과목을 학년별, 교과별 총 41권에 대한 통계 분석

을 진행하여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한자어와 한자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의 한자어 학습 의식과 한자어 이해력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

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한자와 한자어 학습에 의거를 마련하려 했다.

이러한 기초 조사는 국어 교육에서 초등학교의 한자와 한자어 사용 실태와

중학교의 실태를 비교하여 한자어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한자어의 비율을 제시하고 한자어에 쓰인

한자의 생산성 정도 및 한자어와 한자의 상관성을 규명하여 초등학교와 중학

교 학습자들이 한자와 한자어를 학습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매

우 큰 의의가 있다.

어휘 목록 선정3)에 대한 연구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

3) 이충우(1994)는 어휘 교육과 관련된 어휘들을 기초 어휘, 기본 어휘, 학습용 기본 어휘, 교육용 어

휘 등 4가지로 나누고 각각 정의를 내렸지만 현재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추출되는 어휘는 대체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목록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점차 교육용 어휘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위 네 가지 어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기초 어휘: 사용 빈도보다는 한정된 소수의 어휘 자료[어휘소]에 의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상

생활 각 영역에서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것만으로 하나의

체계 를 형성할 수 잇도록 선정한다는 점에서 기본 어휘의 선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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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연구들로는 임지룡(1991), 이충우(1994), 조

성문(1997), 서상규(1998), 김종학(2001), 김광해(2003a), 신명선(2004a) 등이다.

이는 국어 교육 연구자들이 교수 내용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기초 어휘 목록, 교육용 어휘 목록, 한자 및 한자어 목록 등 선

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주목했음을 설명한다.

임지룡(1991)은 객관적인 대상 자료 6가지에서 고빈도어 상위 200개와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36종의 어휘 실태를 분석하여 고빈도

어 997개를 취하고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이 어휘들의 의미 분야를 사람, 의식

주, 사회생활, 교육 및 예체능, 자연계, 감각 및 인식, 동작, 상태, 기타 등 8종

으로 설정하여 기초 어휘 1,500개를 선정하였다.

이충우(1994)는 국어 교육의 핵심인 어휘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어 어

휘의 특질을 고려하여 경험적 방법에 의해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방법과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어휘를 교과전문 어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으로 분석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 학교는 14,600어인데 그 중

고유어는 5,380어, 한자어는 8,755어이고 중학교는 5,500어로서 고유어 1,390어,

한자어 3,880어와 기타 교과전문 어휘와 외래어 등으로 분석하였다.

김광해(2003a)는 기존에 계량 처리된 자료들을 충분히 구하여 그 분포 상황

과 자료의 타당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비교하여 중요도를 결정하는 메타 계량

적 방법으로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였다. 그는 국어 교육용 어휘

규모를 33,819개로 선출하고 초급(1,845개). 중급(4,245개), 상급(8,358개), 고급

(19,377개)으로 나누었다. 그는 연구에서 이 목록을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서 공통되는 어휘 목록으로 지정하였다.

신명선(2004a)는 학술 텍스트를 바탕으로 말뭉치를 구축한 후 사용 빈도를

중심으로 926개 사고도구어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9개 고유어와 11개 외래어

외에 모두다 한자어로 구성되었음을 천명하였다. 이는 비록 국어에서의 사고도

기본 어휘: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 기본

어휘는 약 2,000-3,000 어가 해당된다.

학습용 기본 어휘: 기본 어휘를 일상생활 기본 어휘라 볼 때,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학습용 기본

어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기본 어휘를 가르쳐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력을 기르는

것 이 목적인 학습에서는 학습용 기본 어휘가 일상생활 기본 어휘가 될 것이다.

교육용 어휘: 학습의 내용·목표가 되는 어휘를 교육용 어휘라 한다. 학습용 기본 어휘보다 좀 더

폭이 넓다는 것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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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 연구이지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국어 교육에서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에

대한 이해와 학습, 교육용 한자 추출과 그에 대한 연구가 최종 목적이었기에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언어 교육 연구인 본 연구와 무관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국어학에서의 한자어 연구는 한자어 전래로

부터 수용 및 한자어의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특징에 대한 지식 체계로서 한

자어에 대한 본체론적인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자어 지식 체계를 바

탕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한자어에 대한 국어학에서의 연구는 본 연구와 상

관성이 매우 긴밀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를 위한 한자어 지식 체계를

제공해 주었으며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 어휘 목

록 선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

2.2.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에 관한 논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은 문법 교육에 비해 큰 주

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영향으로 어휘의 중요

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고 어휘 의미론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어휘가 언어 기술

(skill) 중의 하나라는 입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강현화 2005:71) 그리하여 점

차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에 대해, 더욱이 한자어 교육에 관한 논문

도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별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자어에 대한 형태· 의미론적인 논의,

둘째, 한자어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 셋째,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에 관한 논

의, 넷째, 한자어 사용에서의 오류 분석에 관한 논의, 다섯째, 어휘 목록 및 교

육용 한자어 선정에 관한 논의 등이다. 아래에 이와 같은 다섯 개 주제별로 구

체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현존하는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한자어에 대한 형태·의미론적인 논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접목시킨

한자어 형태·의미론적 연구들로 학위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김민영

(2002), 묘춘매(2006), 김홍진(2007), 심혜령(2007), 안소진(2011) 등이다.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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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구 논문으로 태평무(2002), 노명희(2004), 장광군(2005) 등이 있다.

묘춘매(2006)는 한국 한자어 관용 표현의 유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한

자어 관용 표현을 유개념으로 설정하고 그것의 형태적 정형성과 의미적 특수

성에 따라 순한자어 관용 표현과 한자어 혼용 관용 표현으로 하위분류하였다.

또한 한중 한자어 관용표현을 대비하였는데 규범성과 정형성, 문어와 구어의

차이점과 문체와 수사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김홍진(2007)에서는 현대 한중 한자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汉语水平考试

语彙等级大纲』甲·乙级 어휘 중 2음절 이상의 어휘 1687개와 2003년 국립국어

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의 어휘 5965 중에서

한자 어휘 2471개를 기초 범위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한자의 형태 특성에 초점을 두고 동형어와 이형어

로 나누고 주로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에 대해 그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그

리고 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심혜령(2007)은 한국어 교육용 기초 한자어 중에서 중국어와 동형·대역 의미

관계인 한자어 589개를 추출하고 이들을 다시 빈도 등 기준에 의해 108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공기 관계를 계량적으로 자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통

사적 특성에 따라 하위범주를 분류하고 그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한자어

명사의 공기 관계의 양상을 중국어에서의 공기 관계와 대조, 대역하였다.

장광군(2005)은 한자어 약어 조성법을 생략법, 개괄법으로 나누고 한자어 약

어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에서의 어휘 사용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생산성이 높은 한자어 약어 조성법을 연구해야 하고 한국어 교수에서도 약어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한자어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도 점차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한자어 교수 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문금현

(2003), 김수희(2004), 전미연(2008), 이영희(2008), 김부영(2010), 범신성(2010)

등으로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문금현(2003)은 한자어는 전문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어휘가 많기 때문에 수

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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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한자어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한자어 교

재의 편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인의 사용 빈도, 난이도, 기초·기본 어휘

우선순위, 구어와 문어의 조화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학습해야 할 한자와 한자

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또한 매우 실용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 탐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김수희(2004)는 한국어와 중국어 기본 어휘에 나타난 한자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이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

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피

력하였다. 그는 한·중 한자어를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동의이형어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초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

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형태·의미·음운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알고 이를 한국어 어휘 학습에 이용한다면 유용한 학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영희(2008)는 『한국어 학습 사전』의 한자어 표제어 3297개를 위주로 조

어력을 산출하여 교육용 한자 595개를 추출하였다. 그는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

습자들이 한자어 교육에서 공통으로 교육되어야 할 부분과 별도로 교육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러한 한자 조어력에 기초한 한자어 교수·학습 방

안을 제시하였다.

3)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에 관한 논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중 한자어에 관한 대조 연구를 살펴보면 왕극전(1994),

김수희(2001), 채옥자(2003), 이성도(2003), 손민정(2004), 배재석·윤창준(2004),

채옥자(2004), 박지영(2005), 박정애(2006), 채옥자(2007), 장혜진(2011) 등으로

대조 분석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왕극전(1994)은 한·중 한자어에 대해 단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로 나누고

이들 중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거의 똑같이 쓰이고 있는 한자어와 형태는 같지

만 의미 차이가 있는 한자어,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한자어, 기타 등

으로 나누어 한·중 한자어를 대조하였다. 하지만 대조에만 그쳤을 뿐 이러한

한자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채옥자(2004)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

자어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한자어와 현대 중국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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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비교 연구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

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의 어휘 목록을

중심으로 2474개의 한자어를 선정하고 동형이의（同形异义)와 동의이형（同义

异形）관계를 나타내는 한국 한자어와 현대 중국어 어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형태·의미적인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의 어휘 목록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정애(2006)는 한국 한자어 내원에 대해 종류를 분류하고 한국 한자어와 중

국어휘를 동형이의, 이형동의, 근형동의(近形同義) 등 유형으로 비교 분석하고

형태가 서로 비슷한 한자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주된 문제점이라 지적하

였다. 그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반드시 한자의 특징에 따라 한 글자 한 글자씩

뜻풀이한 기초 위에 중국어와 한국어의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감안하면서 습

득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4) 한자어 사용 오류 분석에 대한 논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들의 폭발적인 증가와 오류 분석 가설의 연

구에 힘입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가 시작되었고 따라서

한국어 한자어에 대한 오류 분석 연구도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들로

는 최경봉·이향화(2005), 민영란(2007), 이정희(2008), 노금송(2008) 등이다.

최경봉·이향화(2005)는 중국어 간섭 오류를 첫째, 한국어 고유어 하나에 둘

이상의 한자어들이 대응할 때 고유어의 의미에 대응되는 한자어를 학습자가

잘못 선택하거나 고유어가 쓰여야 하는 자리에 한자어를 잘못 쓴 것, 둘째, 같

은 한자 어휘의 의미상 비대칭성 즉 동형한자어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셋

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관용적 표현의 비대칭성 등으로 분류하였다. 개선 방

안으로는 사용 빈도가 높은 한국 한자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

며, 어휘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에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 등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민영란(2007)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에 의한 한자어 오류를 모국어와

의 의미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 중국어 어휘를 그대로 직역한 오류, 모국어 어

휘를 조합하여 만들어 낸 오류, 모국어 발음과 비슷한 어휘로 대체하여 쓴 오

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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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2008)는 오류를 모국어 전이로 인한 오류, 목표어 학습에 따른 오류,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독특한 오류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는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어휘 영역에서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비중이 다른 문법적

오류보다 높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모국어인 중국식 한자어의 영향을 크게 받

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모국어 영향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중국식 한

자어를 그대로 사용한 오류와 중국식 표현을 사용한 오류, 중국식 한자음 발음

의 전이로 인한 오류로 나누었다.

5) 어휘 목록 및 교육용 한자어 선정에 관한 논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목록 및 한자어 선정에 관한 논의는 조남호(2003),

이병규(2005), 김중섭(1997), 정승혜(1998), 강현화(2001), 김지형(2003), 한재영

(2003), 김유미·강현화(2008) 등이 있다.

조남호(2003)4)는 2002년 실행한 빈도조사에 근거하여 6명의 선정위원을 위

촉하여 여러 차례 어휘 등급 평정에 대한 조정을 거쳐 초급 982개, 중급 2111

개, 고급 2872개, 총 5,965개로 구성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습용 어휘

목록으로서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어휘 학습 내용을 제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재 개발이나 사전 편찬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이병규(2005)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한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 20종 69권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목록을

정리하였다. 전체 교재에 나타난 총 단어 수는 34,960개, 전체 교재에 출현한

단어의 가짓수는 16,181가지, 전체 교재에 출현한 빈도 2이상의 단어 가짓수는

4,792개, 전체 교재에서 학습 목표 어휘로 단 한 번만 출현한 단어 수는 11,389

개로 정리하였다.

서상규(2006)는 말뭉치를 토대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을 위해 기초 어휘 빈도 조사 결과로 5000개 단어를 선정하여 결과물로

사전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은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편찬하는 데 한국어 교육 기관의 프

4) 국립국어원 기초 어휘 빈도(2003)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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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만드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강현화(2001), 김창구·강현화(2001)에서는 한자를 앎으로 해서 새 한자어

어휘를 학습할 때 의미 파악에 도움을 주거나 연관 어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한국어 회화 교재 10종에 나타난 3284개의 한

자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 한자 704개를 목록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비한자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한재영(2003)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3종 교재, 14권의 어휘 중 한

자어를 대상으로 조남호(2002)의 빈도수 10,000 위 이내의 어휘와의 교차분석

을 통해 총 1,308개의 고빈도 한자를 선정하였다. 연세대학교 교재 ‘한국어’

1-6권,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한국어’ 1-4권, 고려대학교 한국어 교재 ‘1-4’

권을 대상으로 하여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는데 말뭉치 크기가 작은 편이다.

위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어휘 목록 연구 방법론에서 가장 큰 변화는 컴퓨

터 사용으로 인한 말뭉치 활용이다. 이에 따라 국어 교육 연구와 한국어 교육

연구가 세분화 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 한국어

교재 말뭉치에 대한 계량 언어학적 방법을 이용한 교육용 어휘, 한자 및 한자

어 선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한

자어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2000년대부터 한자

어 교육 연구 및 한자어 교수법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지적된다.

첫째, 기초 어휘 및 교육용 어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어 교육에서

의 결과물을 한국어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양상이 존재한다.

둘째,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용 어휘가 추출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어 고유

의 방대한 어휘량에 비해 어휘수가 적기에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들을 이해하

는데 또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본다5).

셋째,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한자어 추출 연구는 교육용 한자

추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적용 대상을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습자를 아우르

5) 김병운(2009:147)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의 수를 초급 2500개, 중급 5000개, 고급 8000

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대외중국어

교육도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汉语水平考试语彙等级大纲으로 8822개 단어를 제시했고 상용한자로

2904개 한자를 제시하였다. 중국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상용한자 조어력을 이용하여 많은 단어들을

습득할 수 있기에 이는 매우 방대한 어휘량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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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비한자권의 한자 및 한자어 교육을 최종 목적으로 삼은 것이고 중

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형태론적, 의미론적인

이론 연구에 치우쳤고, 최근 들어 한자어에 대한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

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편적인 맛보기에 불과할 뿐 한자어 교수·학습 방

법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한·중 한자어에 대한 대조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으나 형태·

의미론적 대조 연구에만 머물러 있고 이를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

자어 교재 개발과 효과적인 한자어 교육과는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어 학습자들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았고 한자어 교재는 아직까

지 공백으로 남아있으며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 및 학습 전략 등 다양한 연구

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총체적으로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 한국어 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한자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

정이고 체계적인 한자어 교육의 실천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즉

한자어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고 체계적이고 본격적

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교육 현실은 한국어 학습자, 특히 중국

어를 모어로 하는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어휘 학습 향상

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한자어 교육과정 및 한자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전문적인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어 선정과 평정, 한자어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전략, 한자어

교육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에 활용될 연구 자료로는 한국에서 이미 통계된 선행 계량 참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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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교과서명

권

수

출 판

연대

저자
출판사 글자수 낱말수

1 정복한국어 2 2006 문영자 북경대학출판사 24,727 6,049

2 현대한국어 2 2005 번해연 외 대련이공대학출판사 30,025 7,556

3 표준한국어교정 2 2006 장광군 외 요녕민족출판사 14,743 3,676

4 중한교류표준한국어 4 2006 윤윤진 북경인민민족출판사 81,509 20,324

5 주변한국 4 2007 이해연 외 외국어교수연구출판사 114,550 28,842

6 한국어 4 2000 27개대학 민족출판사 107,982 27,037

7 신편초급한국어 4 2006 유춘희 외 요녕민족출판사 75,929 18,651

8 진급한국어 2 2006 하동매 외 세계도서출판사 222,706 54,722

9 대학한국어 6 2009 우림걸 북경대학출판사 265,946 65,788

10 한국어 6 2003 최희수 외 연변대학출판사 46,099 11,271

11 한국어교정 2 2008 전영근 광동세계도서출판사 189,841 47,716

12 한국어 6 2007 김영수 외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6,133 49,057

13 한국어 6 2008 전용화 연변대학출판사 412,154 102,790

합계 50 1,782,344 443,479

료와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통합형 교재,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오류 분

석 자료 등이다. 아래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선행 계량 참조 자료들로는 이충우(1994),『한국어 교육용 어휘 연

구』, 김광해(2003a),『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국립국어연구원(2003)(조남

호),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신명선(2004a),『사고도구어』,

이병규(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선정한 것은 현재까지의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위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에 타당성과 신

빙도가 높으며, 또한 일정한 어휘량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중국인을 위한

교육용 한자어를 추출하는 목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료

들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어 통합형 교재로는 중국 현지에서 출간된 13종 50권의 통합형 교재들

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하는 한자어 목록은 중국 내 4년제 정규대학 한국어학

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한자어 목록

이기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통

합형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고 13종 교재 50권을 기초 말뭉치로 채택하였

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교재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Ⅰ-1> 분석 대상 교재 목록

개별 편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의 교재가 아니라 수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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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 오류 분석 자료 구성

유형 급별
중급 고급

작문 개수 글자 수 작문 개수 글자 수

숙제 작문 58 23,600 62 49,600

시험지 작문 62 29,800 64 48,900

합계 122 53,400 126 98,500

능한 최대한의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공통적인 어휘를 추출해 나

가는 방식을 취한다.

오류 분석 자료는 학습자들에 대한 설문지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이는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중

국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변이를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한 원시적 자료

로서 숙제 작문, 시험지 작문 등이 포함된 16만자에 달하는 자료들과 설문지에

반영된 학습자들의 한자어 사용 테스트 자료들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밝히면

숙제 작문은 120편, 7만자에 달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지 작문은

126편, 9만자에 달한다.6) 이 외 학습자들의 설문지에 포함된 8680개 문장(句子)

도 포함한다. 작문 자료를 구체적인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선행 계량 참조 자료와 분석 대상 교재 목록, 그리고 오

류 분석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아래에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국 내 각 정규 대학교들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4년제 학

부생들 가운데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방법은 주로 교사와 학습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 참조 자료에

대한 메타 계량적 방법, 대조 분석, 오류 분석 등을 활용한다.

1)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교사들에 대한 조사와 학습자들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었다. 현재

6) 학교마다 요구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자 작문은 적어도 한편 당 중급은 500자 이상, 고급은

800자 이상으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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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각 대학들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 63명의 한국어 한자어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살펴보고,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자어

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및 교육 실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어 교사들에

대한 설문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로 한자어 학습에 대한 인식을 분

석하고 다항 선택으로 한자어 교육 시기 및 교육용 한자어 선정, 한자어 교재

개발, 한자어 교수 방법 등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한 예

비 조사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에 한국어 어휘 학습, 특히 한자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1년 4월에 35명 학

습자들의 한자어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3차례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습자 설문은 한국어를 1년 이상 학습한 중국인 학습

자들이 한국어 한자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한자어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으며 한자어 습득에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문항을

설계하였다. 설문 평가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과 요구,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단항 선택 또는 다항 선택으로 설계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이 한

자어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전략, 주로 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문화적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

을 설계하였고 세 번째 부분은 한자어 활용 테스트로 구체적인 한자어 사용

환경을 주고 어떻게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이렇게 설계한

평가지는 설문의 객관성, 진정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9월-10월에

현재 중국 상해, 북경, 청도, 련운항7), 연변 등 지역에 있는 다섯 개 대학교의

정규 4년제 한국어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중급 145명, 고급

학습자 161명으로 총 306명을8)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설문 자료

들의 각 문항을 SPSS와 Excel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 평가에 참여한 대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 련운항(连云港)은 중국 강소성(江苏省)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

8) 설문지는 306명을 수집하였으나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설문지의 답변에서 공백이 너무 많은 것을

배제하고 280명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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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S대 북경 G대 청도 B대 련운항 H대 연변 Y대 합계

중급 31명 14명 35명 20명 45명 145명

고급 27명 15명 36명 33명 50명 161명

합계 58명 29명 71명 53명 95명 306명

<표Ⅰ-3> 설문 평가에 참여한 실험집단 분포

이렇게 수집된 교사 평가지와 학습자의 평가 자료는 Ⅱ장 3절에서 각 문항

을 통해 한자어 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태도를 분석하였고 학습자

들의 구체적인 한자어 활용은 정답과 오답률의 집계를 통해 학습자의 한자어

습득 정도와 전략 활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Ⅲ장 3절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중

간언어 양상을 중심으로 한자어 사용에서의 오류 유형과 발생 원인에 대해 중

점적으로 기술하였다.

2) 참조 자료에 대한 메타 계량적 방법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평정함에 있어

서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한 절충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객관적

방법에서는 주로 메타 계량 방법을 채택하였다. 메타 계량 방법이란 더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으로서, 직접 말뭉치를 계량한 것이 아니

라 기존에 계량 처리된 자료들을 충분히 구하여 그 분포 상황과 자료의 타당

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비교함으로써 중요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김광해,

2003a:22). 이는 현재의 역량으로써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중요도 판정 방

법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개별적인 계량 연구는 아무리 나름

대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말뭉치부터 빈도순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

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미 진행된 대표적인 개별 연구들을 충분히

모아 분포의 폭과 타당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객관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한,

원하는 목표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

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조사 작업을 가급적으로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통합형 교재 13종 50권의

양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한자어 빈도수와 13종 교재 간 중복 출현도를 산출하

고 이차적으로 메타 계량 방법을 활용하였다. 메타 계량 방법 활용을 위해 한

국어 교재에서 추출된 한자어와 전술한 한국에서 이미 결과물로 제시된 교육

용 어휘 목록인 6개 참조 자료 어휘 한자어 목록을 하나의 DB에 넣어 참조

자료 간 중복도를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용 한자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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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제시한다.

3) 대조 분석 연구

한자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는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에

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한자어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어서

한국어 어휘 체계에 한자와 비슷한 음을 가진 한자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한자어 학습을 용이하게만 보고 그 학습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이고 학습자들의 실제 상황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

한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학습은 긍정적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

라 부정적 간섭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대조 분

석을 통해 한자 학습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미 내재화된

지식을 활용하여 한자어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어휘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대조 분석 가설은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의존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즉 제2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은 모어 전이가 정

확한 것으로 귀착되는가, 아니면 부정확한 것으로 귀착되는가에 따라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간섭)로 구분된다. 한때 대조 분석 가설이 그 자체의 한계

로 말미암아 외면을 당했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점차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어인 중국어의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간섭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전제하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

두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자어와 중국어를 형태적 측면과 의

미적 측면, 그리고 화용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

탕으로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용 한자어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의 실제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4) 오류 분석 방법

대조 분석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오류 발

생 원인을 모국어의 간섭으로 보았다면 오류 분석 이론은 학습자들의 오류를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로 간주하였고 오류 원인을 모국어

외에 목표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언어학적 상황 및 학습자 변인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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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측면에서 찾았다. 개스와 새린커(Gass, Selinker 2001)는 오류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습득한 언어 체계, 학습자 언어 또는 중간언어로부터 나오는 것

으로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어떤 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학습자 언어는 오류

양상이 저마다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역동적으로

변하는 체계이다(황종배, 2006:39-44). 본 연구에서의 오류 분석은 학습자의 오

류 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오류 분석에서 형태적

접근과 내용적 접근 형식을 결합하였지만 주로 내용적인 접근 형식에 착안하

여 어휘적 층위에서 오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차적으로 원인에 따라 목표어

간섭에 의한 오류, 모국어 특성에 의한 오류,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

이에 의한 오류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중분류와 소분류로 하위분류하여

학습자들의 오류 생성 원인을 재추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어떻게 사용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에서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알

기 위해 학습자들의 숙제 작문, 시험 작문 자료와 설문지의 한자어 활용 테스

트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작문 자료는 필자가 평소 한국어 교육에서 수

집한 주제 작문 자료 16만자와 설문지 자료에서 제시된 테스트 자료를 중심으

로 구성되었다.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한자어에 관한 연구사 그리고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는데 Ⅱ장에서는 한자어 교육 논의의 전

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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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자어 교육 논의의 전제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의 논의를 위한 전제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어 교육 논의를 위해 고려할 전제로는 첫째, 한

국어 한자어 어휘 교육 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둘째, 연구 대상이 중국

인 학습자인 만큼 한자어의 특징 및 유형과 중국어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셋째, 제2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넷째,

현재 한자어 교육 현황과 한자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에 대한 요해

가 필요하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1. 한국 한자어의 개념과 특성

1.1. 한자어의 개념 및 분류

보통 한 가지 언어의 어휘 체계를 보면 관습적으로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누

지만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한자어도 중

국이나 일본 등 한자권에 속하는 언어에서 차용되었으므로 외래어에 속하지만

한자어가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한자어로 따로 명명되어 한국어

어휘 체계를 이루는 세 주축의 하나로 되었다. 구본관(2005:104)은 한자어를 외

래어와 따로 나누는 이유는 국어의 음운 체계에 동화되어 완벽한 한국 한자음

으로 읽힐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도 이질적인 느낌을 별로 주지 않으면서 자유

롭게 결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만큼 한자어가 외래어라 하기에는 한

국어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있으며 고유어와도 별다른 이질감을 주

지 않고 한국어에 녹아 있으며 신어 형성에도 자유롭게 참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자어(Sino-Korean Words)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한

자어’는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상규(2005:13)는 “하

나 또는 둘 이상의 한자가 결합하여, 한국어로 사용되는 한국식 발음의 단어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우리말 가운데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모든

낱말”(심재기 2000:163), “한자는 그 기원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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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국어 어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자로 표기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음으

로 읽히는 것”(노명희 1990:12)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보

면 한자어는 단순히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한자어는 한자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단음절이든 다음

절이든 관계없이 한자 노출은 없어도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표기한 한자 자료

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한자어를 이루는 한자의 음이 중국어 발음과 변별

되는 한국어 한자음과 일치해야 한다. 기원적으로는 중국어에서 차용된 것이지

만 현재 이미 한국어에 토착화되고 귀화되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지 않는 단

어는 언중들의 관념상이나 언어학적 특징으로 고유어와 전혀 다르지 않으므로

한자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배추(白菜), 붓(笔)，먹(墨)’ 등 단어들은

이미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동화되고 귀화되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지 아니

하므로 한자어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셋째, ‘한자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개개의

단어로 보지 않고 고유어와 외래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어휘 중의 한 갈래로,

단어의 집합체로 보았을 때 ‘단어’라는 용어보다는 ‘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단어는 개개의 낱말을 의미하지만 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

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넷째, 한자어라고 하여 중국이나 일

본에서 차용된 것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한자의 표의문자 특성을 이용하여 독

자적으로 만든 단어도 포함이 되기에 서로 다른 기원의 한자어들이 공존하고

있다. 다섯째, 고영근·구본관(2008:244)에서 제시한 것처럼 비교적 최근에 중국

에서 차용된 외래어, 즉 중국 한자를 음역적인 방법으로 한국어에 수용시킨 단

어들은 서구 외래어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한자어에 포함될 수 없

다. 예를 들면 ‘난자완스(南煎丸子), 라조기(辣子鸡), 라면(拉面)’ 등이다. 즉 기

원적으로는 한자어라 해도 모두다 한자어에 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의 개념을 ‘한자어는 기원에 관계없이 한국어 어

휘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한자 형태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한국 한자음으

로 발음되는 어휘’로 정의하려고 한다.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에 대해 심재기(2000:48)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중국의 고전(古典)에 연유하는 것-화목, 상하, 신체, 부모, 후세,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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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한자어 유형 분류

중국 기원 한자어

1) 중국 고전 기원 한자어

2) 중국 경유 불교 기원 한자어

3) 중국 백화문 기원 한자어

한자어 일본 차용 한자어

1) 일본에서의 외래어 차용 한자어

2)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

한국 독자적 한자어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거나 기존 한자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한자어

둘째, 중국을 경유한 불교 한자어-의심, 공부, 무명, 무심, 종생, 해탈

셋째, 중국의 구어, 즉 백화문(白话文)에서 연유하는 것-합당, 다소, 십분

넷째, 일본에서 만든 것-역할, 상담, 납득, 부지, 안내, 당번, 자유, 귀납, 조립

다섯째,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감기, 신열, 고생, 한심, 사주, 팔자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의 한자어를 그 기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든 일본에서 기원한 것이든 한국에서

만들어 진 것이든 구분을 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한국어 한자어 교

육에서 그것을 분명히 변별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면 불필요한 부담만 증대

시키고 혼란만 초래하여 한자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또한 필자의 지식

체계와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기에 배제시킨다. 이에 대한 연구

는 앞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한국어 세 가지 언어에 다 능숙한 연구자가 더 깊

이 있는 연구를 하리라 기대한다.

1.2. 한자어의 특징

한자어는 한글 문자 탄생의 특수성과 한글 사용의 역사적 발전 상황으로 말

미암아, 또한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한국어 고유어 체계에 편입되어 동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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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중국어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한자어를 어떤 체계 내에서 설명할

것인가, 즉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로 다루어야 한다는 동일 체계론과 한자어의

특성상 한문 문법에 의존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별도 체계론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의 주장9)이 있었다. 노명희(1997:310)에서는 국어 어휘 체계를 고

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구조로 파악할 때 고유어나 외래어와 다른 한자어만의

특성을 중시하되 국어 어휘 체계의 일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동일 체계론을

주장하였지만 노명희(2005:14)는 한자어는 한자어를 어떤 한 가지 체계 내에서

만 설명하는 방식은 한자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

으므로 한자어의 복합적인 성격을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암시한 논의들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

러므로 한자어를 고유어와 동일 체계로 다루거나 별도 체계로 다루는 것은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한자어의 양면적인 특

성에 근거하여 동일 체계론과 별도 체계론을 결부시켜 한자어의 복합성을 정

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한자어의 특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한자어의 특징 중 본고의 관심사인 한자어 교육과의 관련성

때문에 주로 한자어 단어 형성의 특징 즉 주로 한자어가 단어 구성에 있어서

고유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관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10).

1) 한자어는 조어력이 매우 뛰어나 생산적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한자어는 구성단위인 뜻글자 한자가 지닌 특성으로 인해 고유어에 비해 매

우 생산적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기에 고유어에 비해 조어력이 아주 강하다.

심재기(1987:37-39)는 한자 하나하나가 지닌 통사적 기능의 다양성, 의미의 융

9) 김규철(1997), 김일병(2000), 노명희(2004)를 참고해 보면 동일 체계론은 한자어를 한국어 구성의

일부로 보고 한국어 체계 안에서 고유어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형태론적, 통사론적 분석을 진행해

야 한다는 것이고 별도 체계론은 한자어가 비록 한국어에 동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어의 속

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유어와 같은 기준에 의해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고유어와는

다른 별도의 한자어 구조 체계를 세우고 그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익섭(1968), 정원

수(1991), 노명희(2004) 등은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고 고영근(1974), 김종택

(1972/1992), 김규철(1980), 서정수(1993), 정민영(1994) 등은 고유어와 별도체계로 다룰 것을 제안

하였다.

10) 한자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충우(1994), 김규철(1997), 김정은(2000), 이상규(2005), 고영근·구본관

(2008) 등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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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 의미의 대표성으로 한자의 조어력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국(国)’

자가 들어있는 2음절어의 경우 ‘국’이 앞자리에 있는 낱말은 99개, 뒷자리에 있

는 낱말은 134개라는 보고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충우(1999:67)도 일음절

‘국(国)’의 합성어는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에 1,204어나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2) 한자어는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위치가 매우 자유롭다.

표의문자로서의 한자는 형태, 발음, 의미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어두, 어중,

어말 등 위치에 자유롭게 놓이어 활발하게 단어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

근과 접미사의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人间)’과 ‘위인(伟

人)’에서 ‘인(人)’은 어근으로 쓰이고 ‘한국인(韩国人)’에서는 접미사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내는 중국어의 음절문자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원래 한자 각각이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으며 1

음절 단어로 쓰이던 특성 때문이다.

3) 한자어에서는 음운 변화 현상이 매우 적다.

고유어에서는 합성어나 파생어 형성시 음운이 변하거나 또는 탈락하여 이형

태(異形态)가 나타나지만 한자어에서는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11). 고유어에서는 ‘겨울+내’에서 ‘겨우내’로, ‘솔+나무’에서 ‘소나무’로

‘ㄹ’이 탈락하지만 동일한 음운 환경12)에서 한자어는 이러한 변화를 겪지 않는

다. 즉 ‘물질+적’은 ‘물지적’ 성립이 불가하고, ‘단열+재(断热材)’ 도 ‘단여재’　성

립이 불가하므로 ‘ㄹ’ 탈락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착어인

고유어의 구성 요소의 긴밀도(緊密度)13)가 고립어인 한자어 구성 요소보다 높

다는 점과 한자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가 원형 그대로 유지될 때 정확한 한

자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며 또한 한자는 형태, 발음, 의미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한자로

인식되기에 음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한다. 이것은 한자어가

고유어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동일한 체계 내

에서 다룬다면 위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11) 한자어에서도 ‘시월(十月)’, ‘초파일(初八日)’ 등과 같이 음운 변화를 일으킨 극소수의 예가 존재한

다.

12) 고유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의 끝음절이 ‘ㄹ’이고 뒤에 단어나 접미사가 따르는 경우

‘ㄹ’ 탈락의 음운 환경이 되었지만 한자어는 이러한 음운 환경에서도 변화를 겪지 않는다.

13) 고유어 구성 요소 사이의 결합성 강도(强度)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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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자어는 축약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한자어에는 간결성의 요구로 4음절 이상의 단어나 구에서 어느 음절을 탈락

시켜 음절수를 줄이거나 고사의 문장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본래형을 줄이는

단어 형성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축약이라 한다(김규철 1997:289). 이는 매우

생산적인 방법으로서 한자어의 단어 형성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고유어

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흔치 않다. 한자는 음절문자로서 대부분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형태소를 이루기 때문에 축약 현상이 일어날 때 음절 단위로 탈락한다.

이는 표의문자로서의 각각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자어의 축약이 가능하게 되

고 이러한 간결성은 보다 많은 한자의 조어를 부채질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

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노조’, ‘한국은행-한은’ 등이다.

5) 한자어는 합성어에서 고유어와 다른 자순(字順)을 보인다.

한자어는 합성어 형성 시 그 내부 구조가 고유어의 자순인 ‘O+V’ 가 아니라

중국어의 자순인 ‘V+O’ 를 따르고 있다.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을 고유어의 자

순인 (O+V)대로 ‘북탈자(北脱者)’라 하지 않고 중국어의 어순(V+O)을 따라 ‘탈

북자(脱北者)’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에 남아 있는 중국어의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독서(读书)’나 ‘등산(登山)’, ‘등교(登校)’도 이와 마찬가지 속성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６）한자어와 고유어는 반복 합성어에서 서로 다른 구성 방식을 보여 준다.

고유어는 반복되는 형태가 단어 어근의 반복으로 ABAB 형태이지만 중국어

는 고립어로서 음절 단위로 반복되어 AABB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고유어

‘가만히’와 ‘말똥히’의 중첩형은 어근의 반복인 ‘가만가만’ ‘말똥말똥’이지만 한자

어 ‘사건(事件事件)’, ‘시각(时刻)’ 등 단어들의 반복으로 형성된 중첩형은 ‘사사

건건(事事件件)’, ‘시시각각(时时刻刻)’ 등으로 한자어의 중국어적인 속성을 보

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으로 ‘순간(瞬间)’, ‘조목(条目)’ 의 반복 합

성어는 ‘순간순간(瞬间瞬间)’, ‘조목조목(条目条目)’인데 이러한 현상은 한자어가

한국어에 편입되어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고유어로부터 받은 영향 즉 동화된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자어의 한국어적인 속성과 중국어

적인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이중성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한자어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는데 한자어는 오래 동안 한국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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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어 사용되면서 한국어의 영향을 입어 동화된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립어인 중국어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

로 앞으로도 한자어의 이러한 특징을 기초로 한 다양한 측면의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1.3. 한자어의 조어법 유형

효과적인 한국어 한자어 교육을 위해서는 한자어의 조어법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매우 기초적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자어를 순수 한자어와 혼종어로

나누고 순수 한자어를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14)

1.3.1. 단일어

단일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창기 국어학자들은 한자어 분석에

서 중국 문어의 문법에 의존하여 한자 하나하나를 단어로 취급했는데 최현배

(1937:942), 김석득(1965:67) 등은 이러한 주장의 대표이다. 그 후 안병희(1965:

139)에 이르러 한자의 성격이 ‘일음절 일형태소’로 수정이 되었고 이익섭(1969)

은 한자 하나하나가 반드시 단어이거나 형태소가 아니고 일음절이 아닌 다음

절 한자어도 단일어로 존재함을 지적하였는데 신창순(1969)도 이와 비슷한 견

해를 피력하였다. 이익섭(1969)은 비일음절 단일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는데 본고도 이에 따르기로 한다.

첫째, 각 음절이 서로 이 외의 어떤 형태소와 만나는 일이 없고 둘 다 의존

형식인 경우: 모순(矛盾), 산호(珊瑚), 포도(葡萄), 나팔(喇叭), 석류(石榴)

둘째, 각 음절이 문자면으로는 형태소의 자격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의미상

의 공통성이 없는 경우: 구기(枸杞), 어차피(於此彼)

셋째, 한자가 중국어에서의 외래어 단어를 표기하기 위해 쓰인 경우: 보살(菩

萨), 가사(袈裟), 섭씨(摄氏), 낭만(浪漫)

단일어는 그 어간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데 뜻글자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는 대다수 단일어가 일음절어가 되고 소수의 단일어가

14) 한자어의 조어법에 대한 논의는 노명희(1997), 고영근·구본관(2008), 이상규(2005), 남기심·고영근

(2002) 등을 참조하였다.



- 31 -

비일음절로 이루어진다.

1.3.2. 파생어

파생어는 접사들이 어근과 어울려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인데 한자어에

서의 파생어는 접사가 한자 형태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접사성

한자어라 볼 수 있다. 한자어 접사는 고유어 접사에 못지않게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접사는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어지므로 한자어 파생어

를 접두 파생법15)으로 형성된 접두 한자어와 접미 파생법으로 형성된 접미 한

자어로 나누어 관찰해 볼 수 있다.

접두 한자어는 한자 형태소 접두사가 뒤에 어근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단

어를 말하는데 시(媤)댁, 외(外)가, 친(親)손자, 불(不)규칙, 미(未)등록, 생(生)방

송, 무(無)조건 등이 접두 한자어에 속한다. 노명희(2005:89)는 접두 한자어를

분리 불가능성, 수식 범위 한정, 의미 변화, 어기 범주 변화, 고유어 결합 가능

성 등 기준을 적용하여 접두사성이 많은 접두 한자어와 관형사적 성격이 많은

접두 한자어로 분류하였다.16)

접미 한자어는 한자 형태소 접미사가 어근과 결합되어 생성되는 단어로서

과학적(的), 유동성(性), 민주화(化) 등이다. 접미 한자어는 접두사처럼 설정 여

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학자마다 한자어 접미사로 꼽고 있는

대상이 ‘적(的)’외에는 일률적이지 않아 과연 어떤 형태소를 접미사로 볼 수 있

을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17)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어디까지나 언어학적인 연구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15) 한자어 조어법에서 접두사의 설정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익섭(1968:481), 김계

곤(1996), 송기중(1992:56)은 접두사로 인정하나 서병국(1975:51), 정민영(1994:80) 등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김규철(1980:82)은 절충적인 방안으로 접두사로 처리한 예들을 아직

도 접사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아 준접두사를 설정하였다(노명희 2005:77 참조).

16) 접두사성이 많은 접두 한자어로는 생(生), 왕(王), 양(洋), 친(親), 외(外), 시(媤), 초(超), 범(汎), 최

(最), 준(準), 고(高), 저(低)등이고 관형사성이 많은 접두 한자어들로는 전(前), 현(現), 타(他), 전

(全), 동(同), 당(當), 매(每) 등이다.

17) 최현배(1989)는 ‘적’외에 ‘-인(人), -가(家), -자(者), -사(士), -부(婦), -자(子), -부(夫), -공(工), -

배(輩), -화(化)’를 들고 있고, 이익섭(1968:478)에서는 ‘-화(化), -가(家)’도 접미사로 취급되기 어

렵다고 하였다. 즉 아직 어근의 범주를 다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적’만 접미사로 보고 있다.

고영근(1989:526)에서는 ‘-간(형제간), -식(한국식), -중(출장중)’에서 이들이 형식명사의 기능도 갖

고 있지만 체언에 통합될 때는 접미사로 보고 있으며 ‘哥, 公, 君, 媽, 氏, 孃, 翁’등과 같이 주로

인명이나 직위 아래 붙는 예들도 접사로 보고 있다. 노명희(2005:109)는 접미사를 ‘적, -성, -화, -

친, -연, -자, -가, -양, -씨, -상, -별, -사, -수’ 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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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자어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과 이해의 용이성을 감안해 접두사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고에서는 이들을 접두사와 접미사에 포괄

적으로 포함시켜 다루겠다.

1.3.3. 합성어

한자어 합성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실질 한자 형태소가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로서 ‘고등학교, 남행, 문병…’ 등 단어들이 이에 속한다. 한자어나 한자어

의 구성 요소들은 한문이나 중국어에서 단어이던 것이 한국어에서는 불규칙적

어근의 자격만 가지거나 아예 형태소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

서 한자어 합성어는 구성 요소 각각이 국어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08:250).

단어 + 단어: 책상(冊床), 창문(窓門)

단어 + 어근: 상장(賞狀), 차비(車費)

어근 + 단어: 우정(友情), 대문(大門)

어근 + 어근: 노인(老人), 부모(父母)

심재기(1987:32)에서는 통사 관계에 따라 2음절 한자어 합성어(일부 파생어

포함)의 구조를 10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구조 분류가 2음절에 국한되기는 하

였으나 한자어에서 2음절어가 대부분이고 또한 2음절어에 대한 구조 분석이

한자어에 대한 구조 분석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자어 합성어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주술 구성(主述構成): 일몰(日沒), 국립(國立)

(2) 수식 구성(修饰構成): 과정(過程), 장기(長期)

(3) 병렬 구성(并列構成): 가옥(家屋), 상하(上下)

(4) 한정 구성(限定構成): 밀접(密接), 예측(豫測)

(5) 보충 구성(补充構成): 성질(性質), 설명(說明)

(6) 접미 구성(接尾構成): 의자(椅子), 공간(空間)

(7) 피동 구성(被动構成): 소정(所定), 피침(被侵)

(8) 목적 구성(目的構成): 독서(讀書), 살생(殺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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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정 구성(否定構成): 불리(不利), 비리(非理)

(10) 생략 구성(省略構成): 남북한(南北韓), 밀서(密書)

위 분류에서 (1)에서 (6)까지는 그 구성이 한국어의 통사 구조에서 한국어

어순과 일치하지만 피동 구성, 목적 구성, 부정 구성은 한국어 통사 구조상 역

순으로 되어 있다. 합성어 한자어의 이러한 분류는 중국어에서의 합성어 구조

분류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Ⅲ장 2절 단어 구조

분류의 차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외 합성어 구조 분류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한문 문법에 기대지 않고 두

구성 요소 사이의 통사·의미 관계로 파악하려는 논의도 많았다. 송기중(1992)은

한자어 형태소의 문법 기능을 고유어의 형태소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명사성

형태소, 서술·명사성 형태소, 수식사성 형태소로 나누고 이들의 결합 상태로 파

악했고, 정원수(1991:90)는 어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자의 의미·통사

적 정보를 바탕으로 어근을 명사적 어근, 동사적 어근, 관형사적 어근, 부사적

어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한자어 합성어를 병렬 구성, 관형 구성, 서술 구성

으로 나누고 다시 구성 요소들의 품사에 따라 하위분류하였다. 정민영(1994:

44-76)은 두 구성 요소 사이의 통사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병렬 구성, 종속 구

성, 서술 구성, 기타 구성 네 가지로 분류하고 기타 구성에 보조 구성, 생략 구

성, 중첩 구성을 포함시켰다. 한자어 합성어 구조 분류가 이렇듯 복잡하고 다

양한 것은 한자어의 이중성 때문으로서 앞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자어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외에 한자어가 고유어와 외래어와의

결합으로 생성된 혼종어가 있다. 혼종어는 그 구성 방법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

어의 결합,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 한자어와 외래어의 결합, 외래어와 한자어

의 결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한자어 조어법을 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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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형 소유형 구성 방법 한자어의 예

순

수

한

자

어

단

일

어

1음절어 강(江), 산(山), 문(門), 차(車)

다음절어 분부(分付), 석류(石榴), 방황(彷徨)

복

합

어

파

생

어

접두사+어근
제일(第一), 외가(外家), 불성실(不誠

實), 최고(最高), 범민족(凡民族)

어근+접미사
기자(記者), 미화(美化), 확실성(確實

性), 예술가(藝術家), 서양식(西洋式)

합

성

어

실질 형태소

+

실질 형태소

주술 야심(夜深), 가빈(家貧), 국립(國立)

수식 미녀(美女), 인정(人情), 소행(所行)

병렬 부모(父母), 선악(善惡), 사상(思想)

보충 통일(統一), 치안(治安), 설명(說明)

목적 독서(讀書), 문병(問病), 등산(登山)

중첩
각각(各各), 종종(種種), 가가호호(家

家戶戶), 시시각각(時時刻刻)

혼

종

어

고유어+한자어 바깥-세상, 새-신랑, 굿거리-장단

한자어+고유어 관자-놀이, 칫솔(치(齒)ㅅ솔)

한자어+외래어 가정뉴스, 고속터미널, 배기가스

외래어+한자어 퀴즈문답, 풀(pool)-장, 유머극장

<그림Ⅱ-2> 한자어 조어법 유형

이상으로 한국어 한자어에 대한 조어법과 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미 한

자 지식을 습득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한자어 조어법 지식에

대한 파악은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

할 것이기에 이를 한자어 학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주로 제2

언어 습득에서 모국어의 영향과 대조 분석 이론,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모국어의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제2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도 제2언어 습득18)인 만큼 아래에 구체적으

로 제2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과 대조 분석 이론19)을 살펴보고자 한다.

18) 제2언어 습득이라 함은 좁은 의미에서의 제2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의 외국

어 학습을 가리킨다.

19) 모어의 영향과 대조 분석에 대한 이론은 박의재·이정원(1999), 황종배(2004), 이흥수 외(2006), 권

오량 외(2006), 허용(2008)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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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언어 교육에서 모어의 영향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모어의 영향은 대조 분석 이론과 갈라놓을 수 없다.

대조 분석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제2언어 교육에서 모어의 영향을 논의하

고자 한다. 1950년대에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라도(Lado 1957)는 ‘개개인은 형식과 의

미를 전이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국의 언어 및 문화를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의

형식과 의미의 분포에 전이하는 경향이 있다’(박의재·이정원 1999:69)고 언급하

였다. 즉 그 당시 제2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인식되고 있

었으며 모어 전이가 정확한 것으로 귀착되는가, 아니면 부정확한 것으로 귀착

되는가에 따라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간섭이라고도 함)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토대를 기초로 대조 분석 이

론이 확립되었는데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의 촉진 및 간섭 작용을 학습

에 이용하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이다(황종배

2004:31). 대조 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은 외국어 학습자들

의 오류 원인을 모국어로부터의 언어 간섭(interference) 현상에서 기인된 것으

로 보고 언어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이를 언어 교수에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오류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였고 두 언어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

지 않았다. 그 후 워드하우프(Wardhaugh 1970)는 대조 분석의 관점을 강경론

(strong version)과 유연론(weak verson)의 두 가지로20) 분류하였고 올러, 지아

호세이니(Oller & Ziahosseiny 1970)는 이 두 가지에 이어 절충론(moderate

version)을 주장하였다(허용 2008:7). 절충론은 두 언어 간의 차이성보다 오히

려 유사성에 더 강조를 두어 외국어 발음 습득에서 비슷한 음의 습득이 더 정

확한 발음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21). 이러한 주장은 언어 간의 차이성뿐

만 아니라 유사성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오류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른

언어권에서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산출하는 이유가 바로

20) Wardhaugh(1970)의 강경론은 모든 오류를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유연론은 미리

모든 오류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기술할 수는 있다는 주장이다. (허용

2008:7)

21) 한국인이 영어 발음을 배울 때 한국어에 없는 소리 [ｆ,ｖ]는 곧잘 발음하는데 한국어에 비슷한

소리가 있는 발음 [ｚ, ɵ, ð]를 학습할 때 한국어의 [ㅈ, ㅆ, ㄷ]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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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의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모국어를 가진 화자들이 발생하는 오류의 양상이 같지 않고 또

한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모든 오류가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 때문이 아니

기에 모든 문제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등 대조언어학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대조 분석 이론이 점차 외면을 당했다. 대조 분석에서 두

언어의 비교가 구조에 대한 정확한 비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언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에 대해 스

토크웰, 보원, 마르틴(Stockwell, Bowen, & Martin 1965a, 1965b)은 언어 비교

의 결과를 쉽고 어려운 것으로 양분해서 학습의 욕구를 yes/no의 입장으로 나

누는 대신에 어려움의 단계-함축적 의미로는 학습의 단계를 확립하였다. 그들

은 어려움의 단계를 다섯 개 단계로 나누었는데 차별화, 새 범주, 부재 범주,

융합, 대응 등이다. 난이도는 대응으로부터 차별화에로 난이도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응→ 융합 → 부재 범주 → 새 범주 → 차별화 순서이다(박

의재·이정원 1999:85).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대조 분석도 어려움의 단계

에 기초하여 설계된다면 학습자들에게 더 충분한 입력을 제공하여 사용 오류

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 아직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조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연구되

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비록 모국어의 영향과 대조 분석이 한때 외면당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제2언어 습득에서 모국어의 역할과 대조 분석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연

구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22).

링범(Ringbom 1987:134)은 ‘L2 학습에서 L1의 중요성은 절대적으로 근본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미 현존하는 지식을 사용해서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걸 수 있는 못(peg)으로서의

언어 간 기능의 유사성’을 제시했다. 즉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동족어가 많

기 때문에 언어의 다른 면에 학습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고 목표어와 연관성

이 있는 언어를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크레인맨

(Kleinmann 1977)은 목표어의 어떤 점이 모국어와 다를 경우, 새로운 효과

(novelty effect)가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즉 차이가 심하면 인지적 특출성으로

22) 박의재·이정원 (1999:115-135)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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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더 쉽게 배운다는 것인데 이는 유표성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운(Brown 2001:80)은 모국어 효과(Native Lang -uage effect)를 하나의

독립적인 원리로 제시하면서 ‘학습자의 모국어는 목표어 체계 습득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모국어 체계는 촉진 효과와 간섭 효과를 갖지만 간섭 효과

가 더 현저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국어의 촉진 효과가 비록

간섭만큼 관찰은 안 될지 모르나 확실히 학습 과정에서는 간섭만큼, 혹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피력하였다.

외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연구도 다양

하게 진행되었다. 원미진(2011:267)에서는 기존의 모국어를 배제하고 목표어만

을 사용하기 위해 단일어 사전을 볼 것, 번역을 하지 말 것과 같은 교수 방법

이 한동안 주를 이루었으나 이런 방법들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측정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실험적인 연구 측정 결과, L1-L2 단어쌍을 활용

한 연습이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L2-그림쌍 연습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

과를 비롯하여 번역이 효과적인 어휘 습득의 방법임을 밝힌 연구들이 늘어났

다(Prince 1996)고 피력하였다. 그는 또 라우퍼와 홀(Laufer, Holl 2000)과 폴저

(Folse 2004)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모국어로 번역된 이중언어 사전을 활용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고, 목표어로만 된 사전을 사용할 때 어휘를 더 성

공적으로 습득한다는 것은 편견이고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어 교육에서 모국어 역할이 부정을 거듭하면서 그 효

과성이 다시 주목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용(2008:4-6)도 대조 분석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조언어학적

접근이 제2언어 습득순서23)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목표어(L2)의

규칙을 바르게 습득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면서 모국어의 차이는 오

류 양상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대조언어학은 유의미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언어 간의 대조 분석이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국어 습득에

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언

어 간 대조 분석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교사들이 학습자의

모국어 특성을 알려 하지 않게 하여 결국 무지한 교사가 되게 하고 한국어의

23) 여러 학자들이 모국어에 관계없이 제2언어 습득의 순서는 같다는 것을 밝혔고(Dulay, Burt &

Krashen 1982) 이를 바탕으로 형태소 습득 연구에 기초한 ‘자연 순서 가설’ (Krashen 1982) 이론

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중요성을 감소시킨 결과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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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만을 가르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언어적 차이를 아는 것은 분명 외

국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대조언어학은 그것의 효용성이 크고 작음

에 관계없이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고 교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경자·강복남·장복명(2008:154)도 오류 분석은 대조 분석 없이 명시적 간섭

오류를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묵시적 간섭 오류를 밝힐 수 없기에 언어 교수

학에 있어서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 모두 중요하며, 이상적으로는 대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대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긍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어 교육에서 모국어 역할이 장기간 실천을 거쳐 그 효

과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모국어가 어떻게 성인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적용 가능한 교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외국어 어휘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상의 내용은 제2

언어 교육에서 모어의 영향 즉 대조 분석에 관한 논의이고 다음 절에서는 중

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중국어의 영향에 대해 논

의해 보고자 한다.

2.2. 중국인 학습자 대상 어휘 교육과 모어의 영향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에서 모국어의 영향은 매우 크다. 한

국어와 중국어의 특별한 관계로 말미암아 특히 한자어 학습은 다른 어떤 외국

어 학습에 비해 모국어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간섭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2.2.1.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

우선 모국어의 긍정적인 전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앞선 논의에서도 언

급했듯이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는 고유어와 함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한자어의

위상은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 학습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의 학습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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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유의미 학습 전략을 꾀하고 학습자가 내재하고 있

는 인지 구조 내 지식 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한자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어휘 학습의 효과를 고양시키고 어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자어와 중국어에는 동음동의어(同音同義語), 동형

동의어(同形同義語)가 상당수 있는데 이러한 한자어 학습은 중국인 학습자들에

게 별다른 부담 없이 어휘량을 확장하는데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

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성인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내재한 표의문자 한자

(漢字) 지식으로 새로운 목표 한자어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한자어

학습이 많이 용이해지고 학습 효율도 높아지며 따라서 한자어 어휘 확장도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에서 필요한 정의적 요인인 포옹 요소를 자극해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거부감과 생소함을 버리고 한국어 학습에 대

해 친근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

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유사한 문화 배경도 한국어 학습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다. 양국 모

두 유교 문화를 숭상하고 그 발원지는 중국이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그 문화유

산을 더 잘 간직하고 발전시켰다. 중국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교 문화

는 생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더 쉽게,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

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 교류와 문화 교류의 활성화, 한중 국교

설립,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 대륙에 상륙하면서 많은 중

국인들이 동질적인 한국 문화에 친근감을 느끼고 근접성에 따른 문화 공감대

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과 공감대, 기저

지식을 활용하여 한자어를 학습한다면 한국어 교육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2.2.2. 모국어의 부정적 간섭

물론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가 긍정적 전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간섭 작용도 일으킨다. 한자어가 오랫동안 한국어에서 사용되면서 의미

나 형태, 활용에서 변화를 입어 중국어와 이질성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예컨

대 동음이의어(同音異義), 동형이의어(同形異義) 등 한자어와 자순, 어소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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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는 한자어, 한자어 의미의 확대, 감소, 전이 등과 화용에서의 변화 등

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인 간섭을 주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

어와 중국어의 유사성 또한 일정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확연한 공통점

때문에 학습자가 오히려 미세한 차이를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관

건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세한 차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 대한 어휘 교육은 체계적인 한·중 대조 연구에 기

초한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한자어 학습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부정적 간섭을 받는 것 때문

에 아예 백지에 그림 그리는 것이 용이하듯이 한자 지식이 전무한 학습자들의

한자어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자

지식이 있는 학습자들과 한자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의 차이점은 후자가 전자

에 비해 한자어 의미를 이해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더욱 길고 학습 효과도

미비하다는 데 있다. 또한 한자어 용법을 습득하고 활용하기까지 한자어 사용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 또한 크다. 한자 지식이

있으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듯이 한자어 표의문자 특성에 따라 쉽사리 어

휘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사성 요소로 인해 차이점을 간과하

는 현상이 있지만 차이점만 확실하게 유념하여 습득한다면 아무런 한자 지식

이 없이 생소한 한자어를 배우기와는 그 효과와 능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 지식이 전무한 학습자들은 한자어 학습에서 중국어와의

혼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들의 학습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 단편적이고 극단적이다.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

육이 운운되었고 그것을 위한 교재『漢字로 배우는 한국어』(김지형·배규범

2005)까지 개발되었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지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자 지식이 전무한 한자어 학습은 기계적 반복 학습이고 한자 지

식을 기초로 한 한자어 학습은 유의미적 학습이다. 기계적인 학습과 유의미적

학습 결과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연결된다는 것과 양자의 학습 효과

차이는 이미 언어학에서 검증된 것으로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

로 한자어 학습에서의 부정적인 간섭 때문에 한자 지식의 적극적인 영향을 부

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 판단된다. 한자어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인지 능력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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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모국어 및 대조 분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모국어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간섭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관건은 어떻게 학습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전이를 극대화하고

될수록 부정적 간섭을 약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장광군(2004:307)도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자어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곤란을 주기도 한다고 주장하

면서 말 그대로 ‘성야 한자어, 패야 한자어(成也汉字词，败也汉字词-성공도 실

패도 다 한자어 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24) 이는 한자어를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여길 수 있으나 거기에 복병이 숨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자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를 안다고 하여 모어에만 기대어 지나치게

낙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에게

한자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마치 금제(金制)사발을 가지고 밥 동냥을

하라는 것과 같은 격’(장광군 2004:307)이라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 교육

의 중요성을 매우 형상적으로 설명하면서 한자어 교육은 한국어 어휘 교육에

서 지름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자권 학습자들에게는 한자어가 쉬울 것

이기에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한자권에 속하는 학자들도 한자문화권 학습

자들에 대한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충우(2008:55)도 어원적

으로 중국이나 일본 한자에서 온 한자어의 교육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모어에서 얻은 한자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어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한재영(2003:328)은 한자어에 대한 충실한 학습은 한국어 어휘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한자 학습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한자문화권 학습자들에 대한 어휘 교육에는 한자와 한자어를 활용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

기로는 한자문화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한자와 한자어 학습이 크게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4) 필자가 2010년 낙양에서 열린 중국 한국어교육학회에서 한자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때 낙양외

대 장광군 교수는 필자의 논문을 평가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장광군 교수는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汉族)으로서 한국어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기도 하면

서 한국어 교육을 몸소 체험했기에 교사의 입장이나 학습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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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부정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한·중 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대조 분석 연구이다. 특히 이미 한자 지식을 인지 구조

속에 내재화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영향이 더욱 크

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에 종사해 온 학자들도 그 중요성

을 주장하고 있다.

김병운(2009:106)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비추어

어휘 교육의 문제점을 일곱 가지로 도출하였는데25) 그 가운데 한자어를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습득 방법과 교수법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어휘 대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조 연구는 학습자

에 대한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는 일부 급진적인 의견에 대

해 그것은 충분한 대조 연구의 누적 없이 할 수 있는 언급이 아니라면서 중간

언어나 습득 과정을 이해할 때에도 두 언어 사이의 유형적 차이나 조어법 상

의 차이가 완전하게 대조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노마 히데키(2003:345-358)도 한국어 교육에서 대조 분석의 영향을 중요시하

였다. 그는 한자문화권의 학습자에게는 한자음과 한자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인 기술이 필요하기에 한자음과 한자어에 대하여 독립된 교재를 준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학습자의 모어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어 교재를

획일화하는 것은 매우 비능률적이고 또 비인간적이라면서 이는 모어와의 차이

의 구명(究明), 모어와의 간섭의 수정 등을 비롯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학습자 개인에게 일임하여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도 전술했듯이 현재 대부분 학자들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분석 역할을 긍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재 많은 학자들이 모국어의 긍정적 작용과 부정적 작용을 모두 강

25)김병운이 제시한 일곱 가지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①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어휘 교수법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②관용 표현, 파생어, 합성어, 반의어, 다의어 등의 교수법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③고급과정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어휘 교육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고급 수준의 어휘의 경우, 한국어에는 한자어나 영어를 활용한 전문 어휘가 많으므로 이

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습득 방법과 교수법을 생각해 볼 수 잇을 것이다.

④학습용 기본 어휘 목록 및 어휘 등급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어휘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

⑥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 어휘 학습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⑦교재의 어휘 출현 등급과 빈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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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그렇다 34 54.0 54.0 54.0

81.0

92.1

100.0

1 매우 그렇다 17 27.0 27.0

3 보통이다 7 11.1 11.1

4 그렇지 않다 5 7.9 7.9

합계 63 100.0 100.0

조하면서 한자어 학습에서 대조 분석에 기초한 모국어의 영향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인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

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와 대조 분석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아래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4. 모국어 및 대조 분석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은 첫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에서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둘

째, 한·중 대조 분석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모국어의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먼저 교사들이 모국어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자 한다.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교사들의 모국어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Ⅱ-1>, <표Ⅱ-2>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Ⅱ-1>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어 지식이 긍정적인 작용을 미침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 지식이 긍정적 작용을 하

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27%를 차지하고 ‘그렇다’고

대답한 교사가 54%를 차지함으로써 총 81%에 달하는 교사들이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하지만 19%를 차지하는 12명의 교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

며 ‘그렇지 않다’고 강한 부정을 보인 교사가 5명이나 된다. 이는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어 지식이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긍

정적 전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간섭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 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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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매우 그렇다 28 44.4 44.4 44.4

92.1

100.0

2 그렇다 30 47.6 47.6

3 보통이다 5 7.9 7.9

합계 63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그렇다 121 43.2 43.4 43.4

83.2

97.5

99.6

100.0

1 매우 그렇다 111 39.6 39.8

3 보통이다 40 14.3 14.3

4 그렇지 않다 6 2.1 2.2

5 전혀 그렇지 않다 1 .4 .4

합계 279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표Ⅱ-2> 한자어를 가르칠 때 모어 지식과 연관시키도록 인도

하지만 <표Ⅱ-2>처럼 한자어를 가르칠 때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국어 지

식과 연관시켜 생각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강한 부정을 하

는 교사가 한명도 없었다. 이는 교사들이 한자어 교육에서 비록 모국어 간섭이

있지만 학습자들의 모어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자어 교육에서 긍정적 전이가 부정적인 간

섭보다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나. 모국어 영향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표Ⅱ-3>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침

<표Ⅱ-3>와 같이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39.8%를 차지하고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43.2%를 차지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83.2%를 차지한다.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학습자는 40명으로

14.3%를 차지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학습자는 7명으로 2.6%를 차지한다.

이로부터 대부분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들의 심리를 한자어 학습에 잘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가치와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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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26) 누적퍼센트

유효

1.매우 필요하다 35 55.6 55.6 55.6

2. 필요하다 20 31.7 31.7 87.3

3. 보통이다 8 12.7 12.7 100.0

합계 63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그렇다 144 51.4 51.4 51.4

80.4

98.2

99.6

100.0

1 매우 그렇다 81 28.9 28.9

3 보통이다 50 17.9 17.9

4 그렇지 않다 4 1.4 1.4

5 전혀 그렇지 않다 1 .4 .4

합계 280 100.0 100.0

<표Ⅱ-4> 한자어 학습시 모국어 지식과 연관시켜 생각함

위의 <표Ⅱ-4>와 같이 학습자들은 한자어를 배울 때 모국어인 중국어 지식

과 연계시켜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1.4%

의 학습자가 ‘그렇다’로 응답하고 28.9%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매우 그렇다’고

강한 긍정을 나타냈다. 이는 학습자들이 모국어 지식을 활용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만큼 한자어 학습에서 모어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학습에 적용시키려 한다는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다.

다. 한·중 대조 분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중 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조 분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의 응답은 <표Ⅱ-5>와 같다. ‘매우 필요하다’고 응

답한 교사가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31.7%

를 차지하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2.7%를 차지한다.

<표Ⅱ-5> 한·중 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대조 분석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이 중국인 학습자

들의 특성에 비추어 또한 한국어 교육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한국어와 중국어

26) 본 논문의 통계에서 퍼센트는 시스템 결측값을 포함한 수치이고 유효퍼센트는 시스템 결측값을

배제한 수치를 나타낸다. 시스템 결측값 설명은 60쪽 각주 3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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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조 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사들

이 대조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한·중 대조 분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한·중 대조 분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이어 학습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를 학습자들의 설문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어떤 방법으로 한자어를 배우기

를 원하는가하는 질문으로 한·중 대조 분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학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그림Ⅱ-3>와 같다.

<그림Ⅱ-3> 대조 분석에 대한 인식

a. 한자어 독음에 대한 학습

b. 한자어의 형성 원리

c.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를

밝힘

d.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

유사한 단어 의미 차이를 밝힘

e. 오류 분석을 통한 한자어 학습

<그림Ⅱ-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

을 통한 학습 방법이 57.5%로 1위를 차지하고 2위는 한자어의 형성 원리를 통

한 학습이 46.1%를 차지하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를 통한 학습이 3위

로 39.6%, 오류 분석을 통한 한자어 학습이 25.7%로 4위를 차지하였으며, 마지

막으로 한자어 독음에 대한 학습이 24.3%를 차지하였다. 이로부터 한국어 학습

자들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분석을 통한 학습 방법을 제일 선호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교사들과 학습자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어 한자어 학습에

서 대조 분석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중 대조 연구는 꼭 선

행되어야 한다고 필자도 주장하고 싶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성

인 학습자들이기에 자신의 모어에 대한 확립된 개념적·어휘적 체계를 갖고 있

기에 한국어 단어들을 학습자 모어의 개념과 대응시켜가며 목표 어휘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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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모어의 개념 체계에 기반하여 목표어의 개념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다. 교사가 아무리 모어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목표어로만 배우라고 강조를 할

지라도 학습자의 무의식적인 목표어 대조적 사유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이러한 사유를 존중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대조 연구를 진

행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차이를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어 학습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과

정을 설계한다면,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이러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 우

세를 잘 활용한다면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중국어가 한국어 한자어 학습에 적극적인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모국어의 부정적인 간섭 작용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 즉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토대로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간섭을 최소화하

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상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에서 모국어의 영향과 대

조 분석, 및 교사와 학습자들의 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본고의 연구 주제인 한자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한자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

본 절에서는 현재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와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자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

다. 이는 교사들에 대한 설문 자료와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정된 평가지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 한자어 학습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

먼저 한자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과 학습자들의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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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그렇다 32 50.8 50.8 50.8

95.2

100.0

그렇다 28 44.4 44.4

보통이다 3 4.8 4.8

합계 63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필요하다 38 60.3 60.3 60.3

92.1

100.0

필요하다 20 31.7 31.7

보통이다 5 7.9 7.9

합계 63 100.0 100.0

3.1.1. 한자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어 교사들

의 태도를 알아보려고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에 대한 도움과

한자어 학습의 필요성 두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가.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됨

현재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표Ⅱ-6>에서와 같이 50.8%의

한국어 교사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보였고 44.4%의 교사들이 ‘도움

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3명의 교사만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표Ⅱ-6> 한자어 학습이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됨

이는 한국어 교사들이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 향상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교육이 필요함

<표Ⅱ-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교육

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중 60.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1.7%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Ⅱ-7>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학습이 필요함

5명의 교사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한자어 교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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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그렇다 35 55.6 55.6 55.6

1 매우 그렇다 22 34.9 34.9 90.5

3 보통이다 6 9.5 9.5 100.0

합계 63 100.0 100.0

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교사는 단 한명도 없다. 특히 한자어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가 63명중 38명, 60.3%나 되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

가 20명, 31.7%가 된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모두 교육

현장에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앞으로 한자어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려 함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한자어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지만 앞

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자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

었다. 이는 <표Ⅱ-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Ⅱ-8> 앞으로 한자어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려 함

즉, 앞으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실행하고 싶은가하는 질문에 ‘매우 그

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22명으로 34.9%를 차지하고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55.6%를 차지하여 90.5%에 달하는 교사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는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한국

어 교사들의 한자어 지도 의사도 반영해 주는 것이다.

3.1.2. 한자어 학습 필요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가.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한자어가 재미있고 중요함

제2언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흥미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자어가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

습자들의 반응은 <표Ⅱ-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 가운데서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16명으로 41.4%를 차지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97명으로 34.6%를 차지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7명으로 23.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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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동형이의 한자어 161 57.5 59.2 59.2

89.3

99.3

100.0

2 한자성어 82 29.3 30.1

3 한자체 부동함 27 9.6 9.9

4 한자 독음 2 .7 .7

합계 272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2.9

합계 28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그렇다 116 41.4 41.4 41.4

3 매우 그렇다 97 34.6 34.6 76.1

1 보통이다 67 23.9 23.9 100.0

합계 280 100.0 100.0

<표Ⅱ-9> 어휘 학습에서 한자어가 재미있고 중요함

총체적으로 76.1%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 대해 재미있고 중요

하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3.9%의 학습자들은 아직도 한자

어에 재미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필요성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80명 학습자들 가운데서 272명이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8명은 시스템 결측값27)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한자어에 대한 체

계적인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학습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2.9%를 차지하였다.

<표Ⅱ-10>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성 및 그 이유

학습자들의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이유를 그 유형 별로 분석해보

면 동형이의 한자어가 280명 중 161명으로 59.2%를 나타내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즉 학습자들이 동형이의 한자어에 대해 제일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자성어에 대한 어려

27) 본 논문에서 시스템 결측값은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문항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숫자를 가리

킨다. 즉 응답이 없는 학생 수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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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매우 그렇다 108 38.6 38.6 38.6

78.9

96.8

99.6

100.0

2 그렇다 113 40.4 40.4

3 보통이다 50 17.9 17.9

4 그렇지 않다 8 2.9 2.9

5 전혀 안 그렇다 1 .4 .4

합계 280 100.0 100.0

움이다. 한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성어는 중국어음을 그대로 음역한 것으

로 중국어와 일치되는 것이 많은데 그 유사함은 학습자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만일 학습자들이 한자성어를 접촉하기 시작하면 중국어와의 유사성과 한자성

어의 간결함, 언어 표현의 정교함 때문에 매우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외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이유는 한국과 중국어 한자체의 상이함과 한

자 독음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 한자어 교과목 수강 신청 여부

만일 학습자 소속 대학교에서 한자어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수강 신청을 하

겠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응답을 아래 <표Ⅱ-1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Ⅱ-11> 소속 대학교 한자어 교과목 수강 신청 여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38.6%를 차지하고 ‘그렇다’고 대답한 학습

자가 40.4%를 차지하고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습자가 17.9%를 차지하며 9명의

학습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 80%에 달

하는 학습자들이 확정적인 태도로 수강 신청을 하겠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현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교과목 개설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학습자들이 한자어의 중요성을 인

지하고 있으며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한자어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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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2시간/주 88 31.4 31.4 31.4

60.4

88.9

98.9

100.0

1 1시간/주 81 28.9 28.9

4 30분/수업시간 80 28.6 28.6

3 20분/수업시간 28 10.0 10.0

5 기타 3 1.1 1.1

합계 28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필요하다 35 55.6 55.6 55.6

79.4

100.0

1 매우 필요하다 15 23.8 23.8

3 보통이다 13 20.6 20.6

합계 63 100.0 100.0

본 절에서는 설문지에 반영된 한자어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요구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주당 한자어 수업 시간 배치 요구

한자어 수업 시간을 얼마 정도 배치하면 좋겠는가는 질문에 학습자들의 선

택 중 3가지 선택이 비슷하여 매우 흥미로웠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가 좋다고

한 학생들이 88명으로 31.4%를 차지하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가 좋다고 한 학

생들이 81명으로 28.9%를 차지하였으며 정독과 수업에서 30분 정도를 한자어

수업 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학생들이 80명으로 28.6%를 차지하였다.

<표Ⅱ-12> 한자어 수업 시간 배치 요구

그러나 한 가지 확정적인 것은 한자어만을 위한 전문 수업을 요구하는 학습

자들이 6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

이 전문적인 한자어 수업을 원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나. 한자어 교재 또는 부교재에 대한 요구

한국어 교사들은 한자어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표Ⅱ-13>

와 같이 35명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15명의 교사들이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13명으로 20.6%를 차지한다.

<표Ⅱ-13> 교사들의 한자어 교재 개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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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필요하다 120 42.9 43.0 43.0

70.3

95.0

100.0

1 매우 필요하다 76 27.1 27.2

3 보통이다 69 24.6 24.7

4 필요하지 않다 14 5.0 5.0

결측
합계 279 99.6 100.0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0

50

100

a b c d e

15

71.4

15

72.5

30.4 3428.3

65.2

3941.7

교사 학습자

따라서 79.4%에 달하는 교사들이 한자어 교재 또는 부교재의 개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자어 교재가 하루속

히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교사들의 생각이 이러하다면 학습자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Ⅱ-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20명에 달하는 43%를 차지하는 학습자들

이 ‘필요하다’로 응답하고 27.2%에 달하는 76명 학생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으며 24.7%에 달하는 69명 학습자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70.3%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한자어 교재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표Ⅱ-14> 학습자들의 한자어 교재 개발에 대한 인식

한마디로 학습자들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한자어 교재의 개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한자어 교재 유형

한자어 교수·학습을 위해 어떠한 유형의 한자어 교재를 개발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 교사와 학습자들이 응답한 내용은 아래 <그림Ⅱ-4>와 같다.

<그림Ⅱ-4> 교사와 학습자들의 한자어 교재 개발 유형

a. 조어법을 이용한 한자어

교재

b. 유의어 차이에 대한 변별

c. 중국어와의 어휘 의미 대

조 분석

d. 한·중 한자성어 대조

e. 고유어와 한자어와 대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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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필요하다 31 49.2 49.2 49.2

85.7

100.0

1 매우 필요하다 23 36.5 36.5

3 보통이다 9 14.3 14.3

합계 63 100.0 100.0

<그림Ⅱ-4>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와 학습자들이 원하는 한자어 교재는 거

의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 1순위로 한자어와 중국

어의 어휘 의미에 대한 대조 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2순위로 어휘 형성 원리

를 이용한 한자어 교재를 원하고 있다. 조어법을 이용한 교재는 교사들보다 학

습자의 응답이 월등히 높다. 이는 학습자들이 어휘 형성 원리를 통한 한자어

학습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인 학습자들의 높은 사고력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목록과 유의어 변별을 이용

한 한자어 교재 개발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아직 그 필요성을 교사들보다 크

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학습자들이 아직 체계적인 한자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유의어 변별과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

자어의 중요성 및 이를 활용한 학습 방법의 효율성을 잘 모른다는 것을 반증

해 준다.

라. 교육용 한자어 선정에 대한 인식

한자어 교과목을 개설하려면 구체적인 교육 내용도 마련해야 한다. 한자어

교재 또는 부교재를 개발하려면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한자어 목록 선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에 교사들과 학습자들의 한자어 목록에 대한 태도

를 알아보기로 한다.

<표Ⅱ-15> 교사들의 교육용 한자어 목록 선정에 대한 인식

<표Ⅱ-15>에서와 같이 한국어 교사들 가운데서 23명, 36.5%에 달하는 교사

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1명, 49.2%에 달하는 교사들이 ‘필요하다’

로 응답하여 85.7%에 달하는 교사들이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용 한자어 목록

선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의 판단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래에 살펴보기로 한다.

<표Ⅱ-16>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들도 교육용 한자어 목록의 선정에 대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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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중급 39 61.9 61.9 61.9

96.8

100.0

3 고급 22 34.9 34.9

1 초급 2 3.2 3.2

합계 63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매우 필요하다 61 21.8 21.8 21.8

60.7

95.7

99.3

100.0

2 필요하다 109 38.9 38.9

3 보통이다 98 35.0 35.0

4 필요하지 않다 10 3.6 3.6

5 매우 필요하지 않다 2 .7 .7

합계 280 100.0 100.0

사들과 유사한 생각을 품고 있다.

<표Ⅱ-16> 학습자들의 교육용 한자어 목록 선정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 61명, 21.8%를 차지하는 학습자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고 109명, 38.9%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60.7%에 달

하는 학습자들이 교육용 한자어 목록 선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판단은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마찬가

지로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며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 한자어 교육 시기

한자어 교육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학습자들은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중급에 대한 생각은 비슷하지만 고급과 초급에 대한 생각은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의 한자어 교육 시기에 대한 인식

은 <표Ⅱ-17>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습자들의 한자어 교육 시기에 대한 인식

은 <표Ⅱ-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Ⅱ-17> 교사들의 한자어 교육 시기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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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중급 195 69.6 69.6 69.6

97.5

99.3

100.0

1 초급 78 27.9 27.9

3 고급 5 1.8 1.8

4 대학원 2 .7 .7

합계 28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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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중급 고급 대학원

0.71.8

69.6

27.9

0

34.9

61.9

3.2

교사 학습자

<표Ⅱ-18> 학습자들의 한자어 교육 시기에 대한 인식

교사들 가운데서 중급에 한자어 교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교사가 61.9%를 차

지하고 고급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교사는 34.9%를 차지한다. 학습자들의 요

구를 보면 69.6%가 중급에 한자어 교과목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와 학습자들의 한자어 교육 시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하나의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Ⅱ-5>와 같다.

<그림Ⅱ-5> 교사와 학습자들이 한자어 교육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

한자어 교육 시기에 대해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 중급에 한자어 교과목을 설

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 과반수다. 그러나 그 외 34.9%를 차지하는

교사들은 고급에서 한자어를 교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습자들

은 27.9%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한자어 수업을 초급부터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초급에서 우선 고유어와 간단한 한자어를 습득한 후에 중

급에서부터 한자어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한국어 어휘 기

초를 마련한 후에 어휘망 교육을 통해 한자어를 확장해 나가면서 학습자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한자어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고 단시일 내에 어휘력 향상을 시도하기 위한 욕심에서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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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한자어 교과목을 개설하기를 바라지만 이는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며 한

자어 남용으로 인한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급에서 한자어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고급 학습

자들은 이미 고유어와 한자어로 상당한 어휘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성인 학습

자로서 모어와 목표어에 대한 언어 체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자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학습자들이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이해 가능한 입력을 통해 한자성어를 포함한 폭발적인 한자어 어휘력 확

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시기에는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어휘 지식

토대가 마련되었기에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 관계나 한자어

형성 원리에 따른 인지적 유추, 오류 분석에 의한 한자어 학습 등 다양한 방법

으로 한자어 교육을 시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도 고급 단계에 한자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교사나 학습자들 대부분이 한자어 교

수·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될수록 빨리 한자어 교육과정이 개설되기

를 바라고 있다는 요구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심리적인 태도는 효율적

인 한자어 체계 습득을 위한 기저 바탕이 된다. 한국어 교사들이 중국인 학습

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적당한 시기에 한자어 교육을 실행한다면 학습

자들의 어휘력 신장에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3. 한자어 학습 난이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어떤 것을 제일 어려워하는가 하는 것

을 알아보기 위해 제2언어 습득에서 난이도 이론과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난이도 분석에서 스토크웰, 보원, 마르틴(Stockwell, Bowen, &

Martin 1965a, 1965b)은 어려움의 단계-학습의 단계를 차별화, 새 범주, 부재

범주, 융합, 대응 등 다섯 개 단계로 나누었다. ‘차별화’는 모국어는 하나의 형

태를 갖는 반면, 목표어는 두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새 범주’는 모어에는

없는 형태가 목표어에 존재하는 경우이고, ‘부재 범주’는 모국어에는 있는 범주

가 목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융합’은 차별화의 반대양상으로서 모국어

에서는 분리되는 형태인데 목표어에서는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이며,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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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떤 한자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2개를 선택)

①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단어의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같은 한자어-대응

예) 중국어-學生, 한자어-학생

②중국어에서는 단어가 하나지만 한국어에서는 의미가 분리된 한자어-차별화

예)중국어-礼物, 한국어－선물, 예물(혼인할 때 신랑과 신부가 기념으로

주고 받는 물품)

③중국어에는 그 의미가 있지만 한국어에는 없는 것 -부재 범주

예) 學院: 중국어-공립, 사립대학 및 사설학원, 한국어-사설 학원만 뜻함,

④중국어에는 없는 의미가 한국어에 있는 것 -새 범주

예)심각하다: 중국어-深刻 한국어- 심각하다, 병세에도 쓰임,

⑤중국어에서는 의미가 분리되는데 한국어에서는 통합된 것-융합

예)시간: 중국어-时间，小时 한국어-시간,

두 형태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단계화시킴으

로써 언어 간의 비교를 하는데 복잡성이 나타난다. 그들은 제2언어 학습에 있

어서 난이도에 대해 대응으로부터 차별화에로 난이도가 가중된다고 그 순서를

보고 있다. 즉 대응→ 융합 → 부재 범주 → 새 범주 → 차별화 순이다(박의

재·이정원 1999:85).

본고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여 학습자 설문지에서 한자어를 차별화, 새

범주, 부재 범주, 융합, 대응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표Ⅱ-19>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 학습에서도 학습자들

이 언어학자들의 이러한 학습 단계 난이도 순위를 긍정하는 결과, 즉 다시 한

번 어려움의 단계 이론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학

습자들의 설문 조사 통계를 보면 한자어와 중국어의 대조 분석에서 차별화, 새

범주, 부재 범주, 융합, 대응 등 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별화에서 대응으로

가면서 난이도가 저하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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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 차별화 113 40.4 40.4 40.4

66.8

90.0

97.5

100.0

4 새 범주 74 26.4 26.4

3 부재 범주 65 23.2 23.2

5 융합 21 7.5 7.5

1 대응 7 2.5 2.5

합계 280 100.0 100.0

15.4

65.7

32.5
43.9

3.6

<표Ⅲ-19> 한자어 학습 난이도 순위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보여 준 한자어 학습 난이도 순위가 언어학자들이 연

구한 순위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다항 선택으로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

자들이 선택한 빈도(횟수)만 살펴보면 <그림Ⅱ-6>와 같이 그 순위가 조금 달

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Ⅱ-6> 한자어 난이도 분석

설문 분석 결과 한자어 학습에

서 난이도에 대한 학습자들의 선

택은 새 범주를 선택한 학생이

6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위

로 차별화(43.9%), 부재 범주가 3

위(32.5%), 융합(15.4 %)4위, 대응

5위 순위였다. 즉 난이도 순위에

서 보면 학습자나 언어학자들 모두 차별화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하지만 다

항 선택으로 학습자들이 선택한 응답 결과에서는 새 범주를 선택한 학생이 가

장 많았다. 이는 외국어 학습에서 새 범주에 속하는 내용이 그만큼 학습자들에

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이러

한 심리적 요인과 학습 난이도에 따라 한자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

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중국 내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 설문을 통하여 한자어 학습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요구도, 그리고 한자어 학습의 어려움 단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는데 이를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와 한국어 학습자들

모두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에 있어서 한자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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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어 교

과목 개설을 위한 심적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학습자들도 한자어 교과목 수강

신청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 한자어 교육을 위한 교재 또는 부교재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 1순위로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어

휘 의미 대조 분석 교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2순위로 한국어 조어법을 이용한

한자어 교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한자어 교육 시기에 대해 교사와 학습자들이 의견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 과반수가 중급에서 한자어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지만 적

지 않은 교사들은 고급에서 한자어를 교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고

급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어휘 지식 토대가 마련되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효

율적으로 어휘 확장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 중국인 학습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어 선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의 효과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용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며 한자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부정적 간섭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난이도에

대한 설문 통계가 언어학자들이 제시한 난이도 순위와 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어 학습에서 난이도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들은 한자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교육을 위한

심적 준비가 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

육의 실제 현황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 교육 현황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 내 한자어 교육 현황 즉 한자어 교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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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상) 초급(하) 중급(상) 중급(하) 고급(상) 고급(하) 총어휘량

한자어 수 381 413 490 633 769 581 3267

전체단어 수 1323 1499 1134 1593 2073 1467 9089

한자어 비중 28.8% 27.6% 43% 39.7% 37.1% 39.6% 36%(평균)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직 한자어 교과목이 보편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대한 분석과 교사들에 대한 설문

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한자어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제시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수

업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1. 한국어 교재 분석 및 한자어 교육의 문제점

우선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가 중

국 내 교재에서의 노출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중국에

서 한국어 통합형 교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재들은 연속 편찬되고 있으나

한자어에 관한 전문 교재는 아직까지 공백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

의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 한자어 출현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해 필자는 중국 내 여러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연변대학교 (최희수 등) 한국어 교재를 사례로 한자어에 대해 통

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Ⅱ-20>한자어가 각 등급별 한국어 교재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석 결과를 보면 한자어의 비중이 초급에서부터 고급으로 가면서 점차 늘

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초급에서는 일상생활 용어인 고유어를 많이 배우기 때

문이다. 위 도표에서 한자어의 평균 비중이 36%로써 보편적 통계보다 비중이

적은데 이는 교과서의 텍스트와 장르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 교재는 고급에

주로 소설이 많은 관계로 한자어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중급과 고급에서 한자어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중급에서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교재에 대한 통계 분석으로 다른 교재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 혹 다른 교재를 분석해 보면 이와 다른 통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교재 편집에서의 자료 선택 추세를 보면 이 통계 수치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교재에 비록 한자어가 적게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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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교재 주필

어휘표에서

한자어 표기

한자어에

대한 설명

한자어

연습 활동

1 정복한국어 문영자

2 한국어 최희수 ○

3 한국어 전용화

4 진급한국어 하동매 ○ ○

5 표준한국어 윤윤진 ○

6 한국어교정 전영근 ○

7 한국어 강보유 ○

8 대학한국어 우림걸 ○

9 표준한국어교정 장광군 ○

10 기초한국어 김영수 ○ ○ ○

미 3000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평균 36%를 차지한다. 외국어를 습득함에 있어

서 이는 적은 어휘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자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자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중국 내 대학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통합 교재 10종에

대해 각과에서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는 어휘표에서 한자어는 한국 한자를 병

기하여 표시하고 있는가, 한자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가, 연습 활동에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가 등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아래 <표Ⅱ-21 >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교재에서 어휘표에 한국 한자를

병기한 교재는 5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

는 모두 새로 학습할 한국어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는데 절반을

차지하는 교재에서 한국어 어휘에서의 한자어 중요성을 의식하고 한자어 설명

에 한국 한자를 병기한 것이다. 즉 절반을 차지하는 교재 편찬자들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한자어의 중요성을 아주 크다고 본 것이다.

<표Ⅱ-21 > 한국어 교재에서의 한자어 반영 여부

비록 중국 간체자와 한국 번체자의 구별은 있으나 중국 한자로만 표기하여

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자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하지만 번거로움을 무

릅쓰고 한국 번체자를 병기하였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

사들이 그만큼 한자어의 중요성을 긍정한 것이고 이를 학습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로 말미암아 교

사들의 노력은 여기에서 더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의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한자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교재에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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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한자어에 대한 독립적이고 유용한 연습 활동 등은 10종 교재에서 4종 교

재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기금항목으로 개발되

고 하동매가 주필한『진급한국어 고급』에서는 한자어의 음절수에 따라 단자

어(單字語), 쌍자어(雙字語), 삼자어(三字語), 사자어(四字語), 오자어(五字語) 등

으로 한자어를 나누었고 쌍자어를 중심으로 한자어 구조를 설명하였다. 또한

쌍자어 구성 방식에 대한 연습 문제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변대학교 계열 교재인 『고급한국어1』에서도 한자어에 대해 간단

히 설명하고 한자어의 단어 형성 방법과 한자어의 구성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두 교재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어 고급 교재에서 한자어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는 먼저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어를 습득한 다음 이론적으로 한국어

어휘 특성의 하나인 한자어를 제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자어를 초급이 아닌 고급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줌으

로써 고급 학습자들의 폭발적인 어휘 능력 향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한국어 교재들에서도 단어 연습에서 한자어가 새로 출현되는 단

어들과 더불어 일정한 연습 활동이 진행되지만 한자어 연습 활동만을 독립적

으로 따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 수

업에서 한자어에 별도로 비중을 두지 못하고 각과 새로운 단어를 학습할 때

개별적으로 한자어임을 지적해주는 데에 그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반영해 준

다. 교재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 주는데 교재에서 한자어에 대한 중시

가 부족하기에 한자어 교육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교재에서는 이정도 반영되었지만 구체적인 수업에서 교사들이 한자어를 어

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등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한국

어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 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 스스로 한자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한자어 수업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어휘 교육과 연결시켜 적극적으로 지도하였는가 하는 질문

에 대한 응답은 <표Ⅱ-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교사들 중 33명

(52.4%)이 ‘그렇다’로, 24명(38.1%)이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약 90.5%에 달

하는 57명의 교사들이 스스로 한자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한자어 수업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어휘 교육을 진행할 때 한자어 교육을 곁들

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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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그렇다 33 52.4 52.4 52.4

90.5

98.4

100.0

매우 그렇다 24 38.1 38.1

보통이다 5 7.9 7.9

그렇지 않다 1 1.6 1.6

합계 63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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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표Ⅱ-22> 어휘 교육에서 나름대로 한자어를 지도함

하지만 따로 시간을 할당하여 정기적으로 한자어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대

학교는 설문 조사 결과 단 5개 학교에 불과하고 대부분 교사들은 어휘 교육과

더불어 수의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왜 정기적으로 한자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

보고자 교사들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Ⅱ-7> 한자어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이유

1) 한자어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잘 터

득하기에 교육할 필요가 없다.

2) 교육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3) 교육하고자 하지만 커리큘럼, 수업

진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시간적 여

유가 없다.

4) 교육하고자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마땅한 교재가 없다.

설문 조사 결과 <그림Ⅱ-7>과 같이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당하여 교육하지 못하는 이유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하고자 하지만 커리큘럼, 수업 진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33명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한자어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서 한자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교재가 없다는 것과 어떤 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입력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한

국어 학습자들에 대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한자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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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체계적인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재 중국 내 한자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모두 한자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한자어 교육 내용과 방

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에 한자어 학습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4.2.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

본 절에서는 전술한 한국어 교육에서 모국어의 영향, 교사와 학습자들의 한

자어 학습에 대한 인식 및 한국어 교재 분석에 기초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

대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첫째, 한자어 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

다. 앞 절에서 전술했기에 간단히 기술하면, 한자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에서 그들은 이미 한자어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자

어 교과목 개설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자어 학습

을 위한 심적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한자어 교

육을 실행하면 학습자들의 어휘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둘째, 한국어 어휘 체계와 한국어 교재에서 한자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한자어에 대한 통계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다르지만 한자어의 비중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심재기(2000:162)에서는 1956년 문교부가 조사한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잦기 조사』에 따르면 한자어 대 비한자어의 사용 빈도 비율은

70.53% (39,563) : 29.47% (16,533)이라 하였다. 이상규(2005:13)에 의하면 1957

년에 발간된 『큰사전』에 고유어가 74,612어, 한자어가 85,527어, 외래어가

3,988어이다. 1992년에 발간된 한글 학회 『큰사전』에는 표준어의 경우로 볼

때, 수록된 항목 140,464 항목 중 순수 국어가 56,115항목(40.0%), 한자어가

81,362 항목(57.9%), 외래어가 2,987 항목(2.1%)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북한어, 방언, 옛말 등을 포함하여 모두 50만

여 개의 어휘가 실려 있는데 어종에 따라 나누어 보면 한자어가 25만여 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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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고 고유어가 11만개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앞 절에서의 교재 분석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도 한자어는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즉 현대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중시와 교육, 학습은 한국어 어휘를 잘 습

득할 수 있는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셋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실제 한자어 사용 오류가 많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 지식을 이미 습득하였기 때문에 한자어가 매우 쉬울 것이라

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 한자어가 이미 기나긴 시간을 경유하면서

완전히 한국어에 녹아들어 그 의미와 기능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동일

한 형태의 한자어에 의미 변화가 일어났기에 동형이의 한자어들은 중국인 학

습자들에게 부정적인 간섭을 주어 실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사용에서

빈번한 오류가 나타난다.

한국어 오류 분석 자료를 보면 어휘 오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철

현 외(2002:114-128)에서는 변인별에 따른 오류율 분석에서 어휘의 오류가

28.3%로 제일 많고 언어권별 오류율도 중국어권 오류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이정희(2008:404)는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어휘 사용에서 모국어 직역이나

의미 영역의 차이로 인한 오류가 초급부터 고급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비

중도 높아진다면서 메시지를 전달 받는 사람이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에는 문장 의미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그러한 ‘어휘’ 사용의 실패

가 의사소통 전반을 방해하는 전체적 오류를 이끌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중섭(2004:239-240)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미와 표현의 차이가

나는 한자어 습득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면서 이러한 어휘의 차이는 표현에

혼란을 주고 때로는 자신이 틀리게 표현하였다는 인식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

드는 오류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어휘들은 교육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고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최순희(2007:2)는 실제로 언어권별 어휘 오류율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영어

권, 러시아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학습자들 중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들 중에서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비록 두 나라 언어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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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연관성, 즉 한자어 때문이라 본다. 그러므로 한자어에 대한 부정적 간섭

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한자어 학습 전략

및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자를 안다는 조건

만으로 한국어 한자어 습득이 용이하다는 것, 한자어를 따로 습득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 본다.

넷째, 현재 중국과 한국의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도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

자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2003년 중국

한국어(조선어)교육학회 제7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회의에서

는 ‘한자어 교육의 연구’를 ‘한국어 교육에 나타나는 오류 분석’과 함께 연구

주제로 하였다. 이는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자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진일보 연구

되어야 할 분야라는 의미로 더욱 돋보인다.

또한 오래 동안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해 온 교육자들도 중국인 학습

자들에 대한 한자어 교육의 당위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전술했듯

이 장광군, 이병운 등도 한자어 교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순희

(2007:223)도 한자어의 형태 의미적 측면에서 오용 실태를 분석하면서 중국인

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에 대한 교육은 마땅히 주목을 받아야 하며

발음 사전이나 문법 사전과 마찬가지로 동형이의어나 동소반서어(同素反序词)

를 비롯한 한자어 사전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윤윤진(2008:179)은 한자어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어 내원, 한자어 특성, 한자어에 대한 인식28) 등 네 가지로 지적하고 한자

어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첫째, 한자어 어휘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둘째,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도록 인도하고 교육해야

하며, 셋째, 한국어 한자어 어휘라는 학과목을 고급 학년에 새롭게 설치해야

하며, 넷째,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

다는 등 네 가지를 천명하였다.

28) 윤윤진(2008:190)은 한자는 중국어지만 한국어 한자 어휘는 한국어라는 즉 이문화, 이민족이 사용

하는 어휘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 주고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한자문화권 내의 언어라는 당

연한 인식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는 당연하다는 생각에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

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과제가 원래 한자를 잘 알기 때문에 한국어 한자에 대한 맹점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거기에 대응되는 학습 방법과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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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계뿐만 아니라 한국 학자들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구본관(2005:105)은 한국어 교육에서 초급에서는

기초 어휘를 이루는 고유어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중급이나 고급으로 갈수록

주요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 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 각국의 한자음의 차이, 한자 자형의 차이, 한자 용

법의 차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충우(2005:234)는 외국어 학습에서 자국어와 목표어 두 언어가 유사점이

있는 경우의 학습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중국 어휘와 한국 한

자 어휘가 얼마나 같고 다른가와, 이를 한국어 어휘 교육에 반영하는 것에 대

한 본격적인 연구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 한자 학습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학

습자들에게 있어서 이미 내재화된 지식을 이용하여 즉, 한자와 한자어 관계를

활용하여 한자어를 학습하는 것은 한국어 어휘력을 증대시키는 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

자어 교육은 매우 필수적이다.

물론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특정 한자어가 중국인 학

습자들에게 어려움으로 인식될 때에야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주

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자로서의 각도에서 그들이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인지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교사로서 너무나 무책

임한 것이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그 차이를 파악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류들을 많이

생성해 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학습자들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류는 중간언어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어떤 외적인 기준 즉 정

확한 목표어 기준으로 보았을 때만 잘못된 것이다. 학습자의 목표어 습득 정도

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까지 학습자 자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며 만일 화석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사나 제3자의

지적이나 자극이 없는 한 영원히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한자어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이상으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한자어 교육 현황과 한자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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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중국 내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교사와 학습자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교재 개발, 교

육과정, 수업 시간 배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한자어 교육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잠재해 있는 능력을 그대로 묻어두

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한

자 학습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미 습득한 한자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

즉 스키마를 활용한 한자어 학습을 통해 한국어 어휘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

이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장에서는 주로 한자어 교육 논의의 전제로 한자어의 체계와 특

징, 제2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 한자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 및

한자어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Ⅲ장에서는 주로 교육용 한자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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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용 한자어 목록 선정 및 분석

본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과 학습자들이 한자어 활용에서 생성되는 오류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교육 내용의 마련과 효과적인 한

자어 교수·학습의 실제를 구안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 교육용 한자어 목록 선정

이충우(2006:5)는 교육용 어휘의 선정은 어휘 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라 하였

다. 마찬가지로 교육용 한자어의 선정은 한자어 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어휘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하기 위해서는 한자어 어휘 목

록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한자어 선정을 위한 선정

방법과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 최종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용 한자어 목록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과정

에서 교육 내용으로 배정되고 습득해야 할 어휘 목록을 뜻한다. 중국인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한자어라면 기타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와 어

떠한 이질성이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한국에서 추출한 교육용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중국인 학습자만을 위한 한자어 목록을 선정

해야 하는가? 이는 중국의 특수한 교육 환경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성 및 한

자어 학습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중국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중국 내 대학교들에서 현재 한국

어 학과를 설치한 대학교들은 모두 4년제 정규 과정이다. 이는 학제적으로 한

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다르다. 한국에 유학 온 학습자들은

보통 대학교 어학당이나 사회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그 교육 시

간이 중국처럼 4년씩 집중적으로 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정규반이라 해도 3

개월씩 짧은 시간의 몰입식 교육과정이 많으며 2년이면 상대적으로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학습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결과

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광해와 이충우 어휘 목록은 국어 교육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어휘량이 좀 많지만 그 외에는 총 어휘 목록이 6,000개 이상이 없다

는 것이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4년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어휘 목록과 한자어 목록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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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자들의 특성을 놓고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어에 대한 선험적

지식이 이미 인지 구조 속에서 완전한 체계를 잡고 있다. 그러므로 기타 언어

권에 비해 한자어 학습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자어 습득에 대한

요구 또한 높다. 즉 기타 언어권 학습자들보다 쉽게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으

므로 더 많은 어휘량을 요구하며 더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한자어 습득을 원한

다.

셋째, 현재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 대한 연구가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 아직 획일화된 교육용 어휘 목록이 부재하고 그

에 따르는 교육용 한자어 목록도 통일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연구자들마다 그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자어 어휘 목록

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넷째, 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도 교육용 어휘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교육용 한자어 선정 요구도 대두되고

있다. 김병운(2009:106)은 한국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한국어 교육용 A, B, C

등급 어휘 목록도 있고 이에 대한 평정도 있으나 중국 학습자를 위한 것이나

중국 내 교재, 특수 목적별 목록 및 등급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시

점에 이르렀으므로 학습용 기본 어휘 목록 및 어휘 등급화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재의 어휘 출현 등급과 빈도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연구 과제이다.

문영자(2010)는 중국에서의 기존 연구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 교

육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기본 어휘 선정과 관련된 논문은 한편도 없으며

어휘 사용 실태 조사, 어휘 목록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목록 선

정은 중국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과 교육 목표 및 어휘 항목에 비추어 등급별

로 기준을 설정하고 선정되어야 하고 또한 중국 문화적 어휘와 한국 문화적

어휘에 대한 선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교육

용 어휘 목록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어휘 수량을 등급별로 정하는 것은 향후

중국의 한국어 교육 연구 학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비록 한자어에 대한 천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선정된 교육용 어휘를 그대

로 수용하려는 견해와는 확연히 반대되는 중국 현지 특색에 맞는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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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반영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용 어휘가 선정되면 그에 따르는 교육용 한자어 선정도 필연적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 중국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자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세분화되

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를 선정하고 이

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면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최대한 고양시킬 수 있다.

이 외 현재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학교 영어 시험을 사례로 보면 이미

중국인 학습자들 위한 어휘 목록이 선정되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실행하는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는 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만 응시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 대학교 학부생들은 중국에서 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학영

어시험(大学英语考试 CET-College English Test)에 응시하는데 이 영어 시험

등급 어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선정된 어휘 목록이다. 이

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중국에서 전국 대학교 조선어학과(全国高校

朝鲜语专业) 학부생들만을 위해 教育部高等学校外语专业教学指导委员会朝鲜语

测试组에서 출제하는 한국어 등급 시험을 실시하는데29) 이렇게 된다면 중국인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어휘와 한자어 목록이 더욱 절실히 필요

할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중국 내 현지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자어 어휘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언어 교육에서 교육용 어휘 목록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한

국어 교육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이를 필요로 한다. 김광해(2003a:14)도

등급별 총 어휘 목록을 국어 연구의 성과를 응용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분야

에서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분야들을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교육용

사전 편찬, 학습 보조물 저술, 시소러스 등으로 열거하였다.

이상으로 교육용 한자어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아래에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어 선정 방법과 선정 과정 및 평정에 대

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9) 2010년 7월 산동에서 열린 중국 한국어 교육연구학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논의가 있었

고 2012년 6월 9일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4급 시험대강(四级考试大纲)만 발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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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정 대상 및 방법

1.1.1. 선정 대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 기관의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의 어휘가 학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육 어휘의 분량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선정하는

한자어 목록은 중국 내 4년제 정규대학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성

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이다. 어떠한 목적의 어휘 목록

선정이든 말뭉치 즉 코퍼스(corpus)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코퍼스는 반드시 언

어 사실에 기초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한자어 목록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는데 강현화(2001:55)는 우선, 한국어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한자어 어휘 빈도를 산출하는 방법30)이고 둘째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 환경에서 자주 만나는 한자어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한자어 목록 확보가 한국어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학습하는 교재에 나타나는 한자어와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주로 교실 환경에서 배우는 한국어 교

육으로서 교재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

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한 교재에서 나타나는 한자어를 분석 대상

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통합형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13종 교재 50권

을 기초 말뭉치로 정했다.

중국 내 한국어 통합형 교재를 말뭉치로 결정한 것은 이들이 현재 중국인

학습자들이 주된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최근에 개발된 교재들

로서 현대 한국어를 반영한 자료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재는 개발 시

에 한국어 교육에 많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텍스트 선정에 대한 긴 시간의

고민과 반복적인 교수 실천을 거치면서 개발된 것이기에 현지 한국어 교육 내

용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어 교재는 배제하고

통합형 교재만 선정한 것은 코퍼스가 너무 방대하여 통계 분석에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한자어의 특성상 대부분 구어보다는 문어에

30) 강현화(2001)는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대규모 말뭉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말뭉치의 자체의 문제점 외에도 현행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 산출된 고빈도 한자어가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기초 한자어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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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메타 계량 참조 자료 목록
자료 명 저자 연도 어휘 수

한국어 교육용 어휘 연구 이충우 1994 20,100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김광해 2003 32,946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조남호 2003 5965

사고도구어 신명선 2004 926

한국어 교재 분석 이병규 2005 4,8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서상규 2006 5000

서 많이 쓰이고 교재 편성에서 보면 구어 교재 역시 통합형 교재의 어휘 수준

이나 분량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통합형 교재가 구어 교재의 어

휘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기초 말뭉치로 교재를 활용하

였다. 이는 18쪽에서 이미 언급하였기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연구사에서 전술했듯이 메타 계량 방법 분석 대상 목록들은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 가운데 비교적 체계적이고

어휘량이 많은 목록들이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위 참조 자료들에 대해 연구사에서 전술했기에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이충우(1994)는 경험적 방법에 의해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방법과 기준을 세우

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어휘를 교과 전문 어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으

로 분석하였다. 김광해(2003a)는 기존에 계량 처리된 자료들을 충분히 구하여

메타 계량적 방법으로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였는데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공통되는 어휘 목록으로 지정하였다. 조남호(2003)31)는 2002

년 실행한 빈도 조사에 근거하여 총 5,965개로 구성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

록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

시한 학습용 어휘 목록이다. 이병규(2005)는 한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 20

종 69권의 내용을 분석하여 어휘 목록을 정리하였다. 신명선(2004a)는 학술 텍

스트를 바탕으로 말뭉치를 구축한 후 사용 빈도를 중심으로 926개 사고도구어

를 제시하였다. 서상규(2006)는 말뭉치를 토대로 기초 어휘 빈도 조사 결과로

5000개 단어를 선정하여 결과물로 발표하였다.

위자료들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여섯 개 자료들이 일정한 어휘

수효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과 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

31) 국립국어원 기초 어휘 빈도(2003)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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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 활용하였다고 하여 한국어 교육용 어휘와 국어 교육용 어휘를 완전히

대등하게 본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용 어휘 목록은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 어휘 목록과 외

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어휘 목록은 그 착안점이 서로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

습에 우세한 특성을 참작하여 한자어 어휘 목록을 확장시켜야 하는 객관적 필

요성과, 현재까지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용 어휘로 제시된 결과물들의 어휘량이

비교적 적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충우32)와 김광해의 국어 교육용 어

휘 목록도 같이 활용을 하였다.

김광해(2003a)에서는 국어 교육용 어휘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

어 교육용 어휘와 한국어 교육용 기초 어휘 목록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김광해

(2003b:269)에서도 비록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은 의사소통용 어휘에 생존

어휘33)(survival vocabulary)와, 문화소통용 어휘 목록을 추가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생존 어휘는 한국 방문, 여행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단어들이고 기초 단계 의사소통 어휘에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 내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제시한 문화소통 어휘 목록34)을 보면 대부

분 고유어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한자어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본다.

뿐만 아니라 김광해(2003b:269-270)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초 어휘 목

록과 관련하여 자국어 교육용과 한국어 교육용 기초 어휘의 목록이 달라져야

한다는 근거는 희박하다면서 특히 의사소통용 어휘는 자국인용과 외국인용의

목록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32) 이충우(1994) 어휘 목록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부각되기 이전 시기의 목록이므로 이는

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김광해(2003b:270-274)에 의하면 의사소통용 어휘란 생존 어휘, 문화소통용 어휘와 구별하기 위해

명명한 집합으로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단어들을 말한다. 생존 어휘(survival vocabulary)

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국 방문, 여행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단어들을 가리킨다. 경우에 따라 의사소통용 어휘보다 우선적인 학습대상이 될 수

도 있다. 그는 생존 어휘 목록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이 목록은 기초 단계의 한국어 학습서에서 목

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수합, 정리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34) 김광해(2003b:275)는 문화소통용 어휘란 한국어 교육을 수행하면서 주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하는 어휘 목록으로서 일종의 문화 전문어라고 정의하면서 국립국어

연구원(2000)에서 펴낸 한국 문화기초 어휘 목록을 (가마, 가마솥, 가야금, 간장 갈비탕, 아리랑, 화

투, 한옥 ......등) 제시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고유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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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기 위한 참조 목록으로 국어 교육용 어휘와 한국어 교

육용 어휘를 같이 활용하는 데 원칙적인 착오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1.1.2. 선정 방법

이충우(1994:36-37쪽)는 일찍 교육용 어휘 선정 방법에 대해 주관적 방법, 객

관적 방법, 경험적 방법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

다.

주관적 방법(subjective method)은 어휘를 선정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어휘를 선정하

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의 단점은 일정한 수 이상의 어휘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자에 따라

어휘 선정에 차이가 많아 개인차가 많아지고 공통성이 결여된다.

객관적 방법(objective method): 각 자료를 선정하여 이 자료의 일정 부분(목적하는 어휘

를 추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어휘의 빈도와 분포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어휘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관적 방법의 단점인 개인의 주관

에 의한 공통성의 결여를 피할 수 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자료에 좌우

되는 단점이 있다.

경험적 방법(empirical method): 선정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주관적 방법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선정된 어휘를 선정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주관적으로 판단 결정하

는 것이기에 경험적 방법 또는 절충적 방법이라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관적 방법이 선

정자의 주관에 의해 중요 어휘를 빠뜨리고 중요하지 않은 어휘를 선정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방법이 빈도·분포에만 의존해 중요 어휘를 빠뜨리고 중요하지

않은 어휘를 선정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널리 쓰이는 어휘 선정법이다. 주관적 방법의

장점인 꼭 필요한 어휘와 중요하지 않은 어휘를 첨가·삭제할 수 있고, 객관적 방법의 빈도

와 분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방법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어 타당한 어휘 선정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한자어를 선정하고 평

정함에 있어서 위의 교육용 어휘 선정 방법을 참조하여 객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는 절충적 방법을 채

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객관적 방법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하

나는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통합형 교재의 본문으로 구성된 원시적 말뭉치

에 대한 객관적 통계 방법과 6개 참조 자료에 대한 메타 계량 방법인데 메타

계량 방법도 객관적 방법에 속한다. 아래에 메타 계량 방법과 빈도수 통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77 -

(1) 메타 계량 방법

메타 계량 방법이란 더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으로서, 직

접 말뭉치를 계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량 처리된 자료들을 충분히 구하여

그 분포 상황과 자료의 타당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비교함으로써 중요도를 정

하는 방법을 말한다(김광해 2003a:22). 이는 현재의 역량으로써 할 수 있는 가

장 객관적인 중요도 평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김광해(2003b:261)는 메타 계량

방법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첫째, 단어 하나마다가 과거의 연구물들에서 얼마

나 많은 지지를 받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단어의 중요도를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판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판정 과정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자동화, 계량화할 수 있기에 단어 하나하나의 중요도를 사람이 판정해야 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둘째, 개별 연구물이 제시한 어휘 목록에서 이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돌출적인 단어들의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개별 계량 작업의 객관성, 타당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메타 계량 방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중국

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 본문에 대한 객관적 통계 분석에서 추출된 한자어와

전술한 6개 자료 어휘 목록을 하나의 DB에 넣어 1차 이상의 중복도를 조사하

였는데 될수록 높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려 하였

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기초 상에서 추출된 한자어들에 대해 선정 기준으로

다시 그 중요도를 판단하고 평정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였다.

(2) 빈도수 통계

지능형형태소분석기와 Excel을 활용하여 원시 말뭉치인 중국에서 발행된 통

합형 교재 본문에서의 한자어를 추출하고 각 단어의 출현 빈도수를 도출하였

다. 즉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통합형 교재 13종 50권 본문의 양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한자어 빈도수와 13종 교재 간 중복 출현도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말

뭉치를 처리하여 얻어진 계량 결과에 대한 주관적 검토를 거쳐 일음절 한자어

와, 고유어와 결합된 접두사와 접미사는 배제하고 이음절 이상 한자 실질 형태

소 위주로 한자어들을 정리하였다.

1.1.3. 선정 기준

어휘 선정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충우(1994:37)는 교육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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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의 선정 기준을 사용 빈도, 사용 범위, 기초적인 어휘, 조어력, 발달 단계,

적용성(coverage), 시대성 등으로 제시하였다35). 김병운(2009:110)은 어휘 선정

기준을 실용성의 범위, 적용의 규칙성, 빈도 및 범위와 영역을 항목으로 삼아

학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휘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금현

(2003:20)에서는 외국인이 학습해야 할 한자와 한자어 목록 선정에서 사용 빈

도, 난이도, 기초·기본 어휘 우선순위, 구어와 문어의 조화를 선정 기준으로 하

였다. 여태까지의 한자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자 선정 기준36)으로

한자어 선정 기준을 대체하고 한자어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정 기준을 참조하고 또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준은 한자 선정 기준과 달라야 한다는 판단으로 아

래와 같은 다섯 가지를 선정 기준으로 정한다. ①각 급별 교재 한자어 출현 빈

도, ②난이도, ③참조 자료 간 중복도, ④상용성, ⑤학습자 수용성 등이다.

각 급별 교재 한자어 출현 빈도는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주로 한국어 통합용 교재에서 활용된 한자어를 추출하는

것이므로 교재 본문 원시 코퍼스에서의 출현 빈도는 한자어 목록 선정의 중요

한 객관적 의거로 된다. 또한 코퍼스가 13종 교재 50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교

재 간 중복도도 교육용 한자어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거이다.

난이도에는 비록 한자어 목록 선정자의 주관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으나 한

국어 학습자들에 대한 다년간의 교수 경험과 어휘 목록 선정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인지 구조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한자 지식 체계와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각 급별 교재의 출현 빈도와 교재 간 중복도를 참작하여

35) 이충우(1994:37)가 제시한 교육용 어휘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사용 빈도가 높아야 한다,

2)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여야 한다, 3) 교육에 기초적인 어휘여야 한다, 4) 조어력이 높은 어휘여

야 한다, 5)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어휘여야 한다, 6) 적용성(coverage)이 큰 어휘여야 한다,

7) 시대가 요구하는 어휘여야 한다, 8) 고유 명사, 계급명, 의성어·의태어, 은어·비속어·유행어·방

언, 고어 등은 한정된 범위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적용성이 크다는 것은 한 단어가 기

능상이나 의미상으로 다른 단어들을 포함해서 사용되는 경우와 단어의 의미가 은유적으로 확장되

어 쓰이는 경우, 간단한 정의에 의해 어려운 말을 한정된 어휘로 쉽게 풀어쓸 수 있는 경우를 말

한다. 즉 대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나 대치되는 단어의 수가 많은 단어는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36) 한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사용 범위가 넓은 한자, 교육에 기초적인 한

자, 조어력이 높은 한자,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한자, 기존 한자 교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한자를 들기도 하고(정승혜 1998:43-49), 한국어 교재에서 나오는 한자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기본 한자를 산출하기도 하며(강현화 2001), 외국인 교육용 어휘 자료에 포함된 한자어를 구성할

수 있는 한자, 고유어의 기초 어휘에 상응하는 한자를 선정하기도 한다(김지형 2001)고 제시하였

다 (문금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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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것이기에 주관성과 객관성을 겸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 자료 간 중복도는 한자어 선정 기준의 관건이라 볼 수 있다. 비록 한국

어 교재 원시 코퍼스에서 출현된 한자어라고 해도 메타 계량 방법에 의한 6개

참조 자료에서의 중복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립 출현어로서 교육용 한자어

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메타 계량 방법은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은 지지

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어떤 단어를 수용하고 어떤 단어를 배제해야 하

는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상용성은 그 한자어가 비록 메타 계량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한

국어 의사소통에서 상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단어들, 즉 색채어나 기후를

나타내는 단어,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등은(예를 들면, 홍색, 아열대 기후,

경기도, 온돌방…… 등) 배제한다는 것이다.

학습자 수용성도 비록 한자어 목록 선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만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어 지식 체계와 사회·문화 배경 지식을 토대로 판단되

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주체 특성에 따라 그 수용정도를 판단

하여 한자어 성어 100개를 한자어 목록 선정에 수용하였는데 구체적인 목록은

1.2절에서 제시한다.

이상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어 선정 대상, 선정 방

법 및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아래에 목록 선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2. 교육용 한자어 목록 선정 과정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선정 과정은 크게 한자어 변환과

빈도 산출의 자료 처리 절차, 참조 목록에 대한 메타 계량 방법 활용 절차 등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2.1. 한자어 변환과 빈도 산출의 자료 처리 절차

본 연구에서 한자어 변환을 위한 한자어 사전은 『연세한국어사전』을 참조

하였다. 그 이유는『연세한국어사전』은 말뭉치(코퍼스) 기반으로 편찬된 사전

으로 말뭉치에서 많이 출현하는, 즉 실제 많이 쓰이는 어휘를 수록한 것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동음이의 한자어 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분석하려는 말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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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많이 쓰이지 않는 한자어는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또한

참조 사전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변환 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단어에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교착소인 조사나 어미가

첨가되어 쓰인다. 비록 한자어는 형태가 일정한 요소이긴 하지만 조사나 어미

가 결합된 경우 다량의 중의성을 가진 형태로 된다. 간단한 예로 ‘구축함’이라

는 어절은 한자어 동사 ‘구축하다’의 명사형인지 ‘驅逐艦’의 명사인지는 좌우

문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자어 변환 작업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에서 배포한 ‘지능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하였다.

형태소분석기는 접사까지 분석되는데 한국어 교육에서는 접사가 통합된 형

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은 접사들은 다시 통합하였다. 다만 명사

파생접미사의 경우 ‘-들-’과 ‘-뿐-’은 제외하였다.

첫째, 동사파생 접미사: -거리-, -당하-, -대-, -되-, -드리-, -받-, -시키-,

-짓-, -하-

둘째, 형용사파생 접미사: -같-, -답-, -되-, -롭-, -만하-, -스럽-, -직하-,

-하-

셋째, 명사파생 접미사: -가-, -가량-, -간-, -것-, -경-, -계-, -군-, -권-,

-금-, -급-, -기-, -깨-, -께-, -꼴-, -꾼-, -끼리-, -나기-, -내-, -내기-, -네

-, -님-, -님들-, -단-, -당-, -대-, -덜-, -도-, -론-, -료-, -류-, -률-, -면-,

-발-, -배기-, -별-, -분-, -비-, -뻘-, -사-, -산-, -상-, -상들-, -새-, -생-,

-설-, -성-, -세-, -시-, -식-, -실-, -씨-, -씩-, -어치-, -여-, -용-, -율-, -

이-, -이네-, -장-, -장이-, -쟁이-, -적-, -절-, -제-, -조-, -지-, -지기-, -

직-, -질-, -짓-, -짜리-, -째-, -쪽-, -쯤-, -차-, -차적-, -체-, -측-, -층-,

-치-, -투성이-, -판-, -편-, -포-, -하-, -학-, -행-, -형-, -화-

아래에 자료 정리와 빈도 통계의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다.

step1: 14종의 한국어 교재 본문을 전산화하여 ‘한국어 교재말뭉치’를 구축하

였다.

step2: 이렇게 구축한 말뭉치를 ‘지능형태소분석기’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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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소분석말뭉치를 에디터에서 정규식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1. 명사(NNG) 혹은 어근(XR)과 용언 파생 접미사(동사파생(XSV), 형용사

파생(XSA))를 통합하여 동사 혹은 형용사로 처리하였다.

2. 명사(NNG) 혹은 어근(XR)과 명사 파생 접미사(XSN)를 통합하여 명사

로 처리하였다.

3. 명사(NNG)+명사(NNG)의 합성어를 하나로 통합하여 합성어로 처리하

였다.

4. 문법 형태소인 조사와 어미, 문장부호 등은 삭제하였다.

step4: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스크립트37)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38)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세한국어사전”을 참조하여 한자어 변환을 진행하였다.

step5: 프로그램을 통한 한자어 변환에서도 중의성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Excel을 통하여 중의성이 있는 한자어에 대하여서는 수동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step6: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역시 Python언어로 만들어진 프

로그램을 통하여 ‘교재별’, ‘등급별’ 어휘 빈도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중국에서 발간된 통합형 교재 13종 50권에 나타난 어휘

를 기초 말뭉치 자료로 삼아 출현 빈도에 따라 한자어 어휘를 추출하여 목록

화 하였다. 말뭉치 처리 결과 빈도 1이상 한자어를 추출하였는데 그 중 고유어

와 결합된 접두사와 접미사, 단음절어, 고유명사는 상대적으로 의미 변화가 많

지 않아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결과물에서 이에 해당하는

목록은 배제하고 정리하여 14,100개 한자어를 추출하였다.

1.2.2. 참조 목록에 대한 메타 계량 방법 활용 절차

37) 소프트웨어에 실행시키는 처리 절차를 문자(텍스트)로 기술한 것으로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이나 유틸리티의 규칙과 구문(syntax)을 사용하여 표현된 명령

어들과 루프(loop), 이프-덴(IF/THEN) 등 단순한 제어 구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응용 프로그램

이나 운영 체계(OS)상에서 최종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절차를 조합한 일련의 처리를 자동화하

기 위해 이용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38) 파이선(Python)은 1991년 프로그래머인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발표한 고급 프로그

래밍 언어로, 플랫폼 독립적이며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dynamically typed) 대화

형 언어이다. 파이선이라는 이름은 귀도가 좋아하는 코미디 〈Monty Python's Flying Circus〉에

서 따온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 82 -

<표Ⅲ-2> 참조 자료 간 중복도
중복도 출현 횟수 백분율

1번 1812 29.16%

2번 1887 30.37%

3번 1028 16.54%

4번 963 15.50%

5번 451 7.26%

6번 73 1.17%

합계 6214 100%

1단계: 위에서 추출한 한자어 목록을 참조 목록인 이충우(1994), 조남호

(2003), 김광해(2003a), 신명선(2004a), 이병규(2005), 서상규 외(2006) 자료와 메

타 계량 방법을 적용하여 여러 자료 간 중복도를 산출하여 어떤 한자어가 가

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한다. 중복도 한번 이상 한자어를 추출하면

표<표Ⅲ-2>와 같이 6214개 한자어가 추출된다.

이 계량 결과물에 대한 주관적인 검

토를 거쳐 즉 접미사 ‘-하다/되다/시키

다’ 등과 같은 접미사들이 첨가될 때

한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에 이러

한 단어들은 한 개 한자어에 종속시켰

다. 또한 숫자나, 고유명사, 호칭, 의학

명, 색채어, 직위 등을 나타내는 계열

어들에 대해서는 한자어 목록의 크기를 고려하여 주관적인 검토 과정에서 배

제하였다. 숫자 계열어들로는 ‘일, 이, 삼, …… 십, 백, 천, 만’ 등을 모두 배제

하고 억 단위 이상은 많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적으로 ‘천만’ 하나만 선정

하였으며 ‘일월, 이월, ……십이월’ 등도 ‘일월’ 하나만 선정하고 기타 단어는 선

정하지 않았다. 고유명사와 지명들은 ‘서울, 제주도’ 등 극소수의 한국의 대표

적인 것만 선정하였고 ‘온대해양성, 열대림, 열대해양성……’ 등과 같은 기후

관련어도 배제하였다. 호칭도 ‘부모, 형제’와 같은 대표적인 것만 선정하였고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와 직위 등도 대표적인 것만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4,850개 한자어를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계열어들을 모두 감안하면 한자어 목록

의 규모가 최소로 500개는 더 커져야 할 것이다.

2단계: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것이기에 중국인 학습자들

의 내재되어 있는 선험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자성어도 포함되

어야 한다. 특히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이미 많은 분량의 중국어 성어를 습

득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교재에 이미 출현된

한자성어를 추출하여 한자어 목록에 추가하였다. 지금까지 선정된 교육용 어휘

목록을 살펴보면 김광해(2003a) 외에는 한자성어가 별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김광해(2003a) 어휘 목록과 한자성어가 노출된 통합형 교재의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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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 한자성어 목록
순번 사자성어 한자 등급 순번 사자성어 한자 등급

1 가가호호 家家戶戶 1 51 대서특기 大書特記 3

2 간난신고 艱難辛苦 1 52 대의명분 大義名分 3

3 남녀노소 男女老少 1 53 독불장군 獨不將軍 3

4 미풍양속 美風良俗 1 54 동서고금 東西古今 3

5 사면팔방 四面八方 1 55 두문불출 杜門不出 3

6 성심성의 诚心诚意 1 56 막무가내 莫無可奈 3

7 시시각각 時時刻刻 1 57 막상막하 莫上莫下 3

8 신신당부 申申當付 1 58 만사형통 萬事亨通 3

9 의기양양 意氣揚揚 1 59 명실상부 名實相符 3

10 일석이조 一石二鳥 1 60 박수갈채 拍手喝采 3

11 자신만만 自信滿滿 1 61 백년해로 百年偕老 3

12 자초지종 自初至終 1 62 백문불여일견 不如一見 3

13 정정당당 正正堂堂 1 63 불가사의 不可思議 3

14 천진난만 天眞爛漫 1 64 비일비재 非一非再 3

15 태연자약 泰然自若 1 65 산전수전 山戰水戰 3

16 각양각색 各樣各色 2 66 산해진미 山海珍味 3

17 감개무량 感慨無量 2 67 삼복염천 三伏炎天 3

18 감지덕지 感之德之 2 68 생면부지 生面不知 3

19 금시초문 今時初聞 2 69 시종일관 始終一貫 3

20 단도직입 單刀直入 2 70 심사숙고 深思熟考 3

21 동문서답 東問西答 2 71 어부지리 漁父之利 3

22 동분서주 東奔西走 2 72 온고지신 溫故知新 3

23 무미건조 無味乾燥 2 73 왈가왈부 曰可曰否 3

24 반신반의 半信半疑 2 74 요령부득 要領不得 3

25 삼척동자 三尺童子 2 75 요조숙녀 窈窕淑女 3

26 생기발랄 生氣潑剌 2 76 우왕좌왕 右往左往 3

27 설상가상 雪上加霜 2 77 유언비어 流言蜚語 3

28 성심성의 诚心诚意 2 78 이목구비 耳目口鼻 3

29 신신당부 申申當付 2 79 이심전심 以心傳心 3

30 십중팔구 十中八九 2 80 이열치열 以熱治熱 3

31 애지중지 愛之重之 2 81 인사유명 人死留名 3

32 오색찬란 五色燦爛 2 82 인지상정 人之常情 3

33 우유부단 優柔不斷 2 83 일망무제 一望無際 3

34 위풍당당 威風堂堂 2 84 일맥상통 一脈相通 3

35 이팔청춘 二八靑春 2 85 일사천리 一瀉千里 3

참조하고 한자성어의 난이도와 활용도, 학습자들의 수용도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을 결합하여 100개의 한자성어를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총 4,950개 한자어 목록

을 확보하게 되었다. 선정된 100개의 한자성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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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산인해 人山人海 2 86 일엽편주 一葉片舟 3

37 일편단심 一片丹心 2 87 일자무식 一字無識 3

38 자유자재 自由自在 2 88 일장춘몽 一場春夢 3

39 천만다행 千萬多幸 2 89 적자생존 適者生存 3

40 천신만고 千辛萬苦 2 90 적재적소 適材適所 3

41 춘하추동 春夏秋冬 2 91 전전긍긍 戰戰兢兢 3

42 팔방미인 八方美人 2 92 진수성찬 珍羞盛饌 3

43 행방불명 行方不明 2 93 천지개벽 天地開闢 3

44 허송세월 虛送歲月 2 94 천하절경 天下绝景 3

45 후회막급 後悔莫及 2 95 파란곡절 波瀾曲折 3

46 희로애락 喜怒哀樂 2 96 허심탄회 虛心坦懷 3

47 각골난망 刻骨難忘 3 97 혈혈단신 孑孑單身 3

48 금상첨화 錦上添花 3 98 형형색색 形形色色 3

49 기상천외 奇想天外 3 99 화중지병 畫中之餠 3

50 당연지사 當然之事 3 100 회자정리 會者定離 3

이상으로 한자어 목록 선정 과정에 대해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였고

100개 한자성어를 제시하였다. 아래에 구체적인 교육용 한자어 목록의 크기 및

평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3. 교육용 한자어 목록 평정

전술한 선정 과정을 거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한자

어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육용 한자어 목록의 크기와 평정

이다. 아래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3.1. 교육용 한자어 목록의 크기

교육용 한자어 어휘량이 어느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의 량에 의해 결정된다. 양자의 관계는 정비례 관계이다. 전술했듯

이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선정된 어휘량은 대부분 5,000-6,000개로서 이는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부터 중국에

서 실행된 전국대학교 한국어학과 4급 시험대강(全国高校朝鲜语专业四级考试大

纲)도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5,500개 단어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한자어가

2,935개로 53.36%를 차지하며, 최희수(2000년)가 제시한 중급까지의 어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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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김광해 등급별 교육용 어휘39)

어휘량 누계
국어 교육용 한국어 교육용

등급 개념 4구분 6구분 개념

1,845 1,839 1 기초어휘 초급 1 자국인과

어휘량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함

4,245 6,084 2 정규 교육 이전 중급 2

8,358 14,442 3
정규 교육 개시-사춘기

이전, 사고도구어 일부 포함
상급

3

4

19,377 33,825 4
사춘기 이후-급격한 지적

성장, 사고도구어 포함
고급

5

6

표준에서도 6,262개 단어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중급까지의 어휘량이 이미

5,000-6,000개를 웃돈다면 어휘 확장을 주목표로 하는 고급 단계까지의 어휘량

은 최소 10,000개-12,000개 단어는 수용해야 할 것이다.

김광해(2003b:271-273)는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고급 단계에서 요구하는 어휘량이 22,000, 최고급 단계에서는 33,000이라고 하

면서 국어 교육용 어휘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고 4등급까지의 경우 국어

교육용 어휘 집합과 한국어 교육용 어휘 집합의 범위를 일치시켰다. 김광해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어휘의 양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급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량이 19,377어로 설정되

고 고급 부분까지 누계 33,825어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김광

해(2003b:272)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보고서인 김왕규(2001)에서 제시

한 5, 6급의 학생들에 대한 요구 수준을 들었다.40)

그는 이러한 기준으로 미루어 보면 L2 교육용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서 요구

하는 어휘량이 33,000개인 것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내국인에게 요구하는 것

과 같은 양으로서 지나치게 무리한 양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필자는 이 정

도까지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소 무리라 생각한다. 김광해의 어휘량에서 3급까

39) 김광해(2003a:49)에서 재인용 하였다.

40) 5급: 요약하기, 논증하기, 추론하기, 토론하기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고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논설문, 보고서, 문학 작품, 대담, 토론 등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6급: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

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

서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대부분의 기능 수행

이나 의미 표현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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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국어 교육용 어휘와 일치시켜도 14,448개 단어가 선정된다. 이러한 숫자

를 참조하여 제일 보수적인 판단으로 한국어 교육용 어휘를 10,000개로 상정할

경우,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그 절반에 달하는 숫

자-5,000개를 교육용 한자어 어휘량의 하한선으로 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4,950개로 선정하였다.

1.3.2. 한자어 목록의 평정

교육용 어휘 목록은 단순히 그 목록 수집에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어휘를

수준별로 정리하는 등급화의 작업 즉 목록 평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술한 4

단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총 4,950개의 한자어를 선정하였는데 이를 메타 계량

대상 자료의 한자어 등급 판정과 통합형 교재에서 초급, 중급, 고급에 출현된

각 급별 빈도수를 참조하여 난이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라 등급 설계가 서로 다르고 같은 단어라도 판단이 서로 상이하기에 필자

혼자보다는 한국어 지식과 한국어 교수 실천 경험이 많고, 어휘 등급 평정에도

경험이 있는 전문가41)를 청하여 함께 논의하여 난이도 등급을 부여하였다.

평정 기준은 출현 빈도와 난이도, 한자어의 친숙도, 수용 가능성 등이다. 출

현 빈도와 난이도는 선정 기준에서 이미 기술하였기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한자어의 친숙도와 수용 가능성은 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내재하고 있는 한

자 지식에 기초하여 그들이 특정 한자어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친숙감과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서 필연코 한자어 목록 선정자의 주관적 의지가 반

영된다. 하지만 필자가 도움을 청한 전문가는 한국어 어휘 평정에 대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한국어 교육에 종사해온 교육자로서 학습자들에 대

한 요해가 깊어 능히 이 중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42).

이렇게 선정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한국과 중국에서의 등급 어휘량을 참

41) 최희수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2000년에 이미 한국어 어휘 등급 평정을 시도하였기에 이에

대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교수로서 본 연구의 어휘 등급 부여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2) 절대적으로 정확할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모든 어휘 목록 평정에 있어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 제일 이상적인 결과는 여러 명의 전문가를 청해 논의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겠지만 여건상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한 명만 청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어휘 목록

에 대한 후속 연구에 다소나마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

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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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초급·중급·고급 세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어휘량을 설정하고자 하였

다. 조남호(2003)는 5,965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초급 982개, 중급 2,111

개, 고급 2,872개로 평정하였으며, 김광해(2003a)는 초급 1,839개, 중급 6,084개,

상급(3, 4급) 14,442개로 평정하였다. 김병운(2009:147)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

육에서 어휘의 수를 초급 2500개, 중급 5000개, 고급 8000개로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했다. 백봉자(1999)는 한국어 능력시험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기준에 의한 어휘수를 1급에서 1,000-1,700개, 2급에서 3,000- 3,500개, 3급에서

3,600-5,000개로 제시하였으며 최길시(1998)는 한국어 학습 단계를 초급·중급·

상급·특급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어휘량을 1,000, 3,000, 6,000, 10,000개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김병운 2009:147). 중국 대외한어교육(對外漢語敎

育)에서 활용하는『汉语水平词彙与汉字等级大纲(1993)』에서 정한 각 단계별

어휘 수는 甲級 1,033개, 乙級 2,018개, 丙級 2,202개, 丁級 3,569개이다. 이러한

숫자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한자어 각 단계별 어휘 수를 초급

1,000개(1급 400개, 2급 600개), 중급 1,700개(3급 800개, 4급 900개), 고급 2,250

개(5급 1,050개, 6급 1,200개)로 평정하였다. 구체적인 교육용 한자어 목록은 부

록 5에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중국인을 위한 교육용 한자어 선정 대상, 선정 방법, 선정 기준, 선

정 과정, 목록 평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물로 교육용 한자어가 선정되었는데 이를 한자어 교육에 활용하려면 중국어와

의 대조 분석이 불가피하다. 아래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교육용 한자어의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한 후 이를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입력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전술했듯이 한자가 한

국에 전래된 역사는 매우 유구하다. 처음 한자가 전래될 때는 표의문자로서 중

국어와 형태, 발음, 의미가 일치했겠지만 오랜 시간을 경유하면서 중국어 자체

의 변화와 한국어에 수용되고 고유어와 동화되는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글

자체로부터 발음, 형태, 의미, 화용 등에서 많은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두 언

어의 이러한 이질성은 중국어 언어 체계에 익숙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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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어 간체자와 한자어 번체자의 구별은 학습자들

에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글자체와 발음에 대한 대조는 생략하기로 하

고 이 절에서는 주로 어휘적인 측면에서 한자어와 중국어의 이질성43)에 대해

형태적, 의미적, 화용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유형화로 대조 분석을 진행함으

로써 앞으로의 대조 분석 연구에 기초를 마련하고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 마련

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 향상에 일조하고자 한다.

2.1. 형태적 대조 분석

한자어는 한국어에 동화되어 오랜 시간을 경유하면서 형태나 의미에서 원래

의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일정한 변화가 있는

한자어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아래에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형태적 대조 분석을

자순(字順)의 차이와 어소의 차이, 품사 전성의 차이, 단어 구조 분류의 차이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1.1. 자순(字順)의 차이

중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단어의 결합 방식이 문장 구조와 일치하다는

것이다. 자순은 중국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자어와 중국어에서 어

소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와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

는데 이러한 단어들을 동의반서어(同義反序词)와 이의반서어(異義反序词)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2.1.1.1. 동의반서어 (同義反序词）

동의반서어(同義反序词)는 어소의 위치가 전도되어 있고 의미가 같거나 비슷

한 한 쌍의 단어를 말하는데 아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１）한자어 AB형: 중국어 BA형

이 유형의 한자어는 한국어에서는 여전히 어순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사용

되고 있는 한자어들이지만 중국어에서는 고대에는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이

43) 이질성에 대응하는 한자어와 중국어의 동질성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유의미 학습과 정의적 전략

활용의 토대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조 분석에서 논의하지 않고 학습 전략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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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되지 않고 있는 단어들로서 한자어와 의미는 같지만 자순은 반대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한국어 AB형 중국어BA형

소개(紹介) 介绍，

위안(慰安) 安慰，

영광(榮光) 光荣,

누설(漏泄) 泄漏，

채소(菜蔬) 蔬菜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들로는 ‘병사(兵士) /士兵, 소박(素朴)하다/朴素,

희비(喜悲)/悲喜, 고통(苦痛)/痛苦, 지경(地境)/境地, 한계(限界)/界限, 관습(慣

習)/习惯, 운명(運命)/命运, 제한(制限)/限制, 이탈(離脫)/脱离, ……’ 등이 있다.

2）한자어 AB형： 중국어 AB/BA형

이 유형의 한자어는 한국어에서는 AB자순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중국어에서

는 AB/BA 두 가지 순서로 다 쓰이는 단어들로서 중국어와 같거나 비슷한 의

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한자어 AB형 중국어 AB/BA형

형제(兄弟) 兄弟 ／ 弟兄

응답(应答) 应答 ／ 答应

환희(欢喜) 欢喜 ／ 喜欢

전개(展開) 展开 ／ 开展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들로는 ‘강연(講演)-演讲/讲演, 도달(到達)-到达

/达到, 상호(相互)-相互/互相, 대체(代替)-代替/替代, 침입(侵入)-侵入/入侵, 구

급(救急)-救急/急救, ……’ 등이 있다.

3) 한자어 AB/BA형： 중국어 AB형

이 외 한국어에서는 두 가지 자순의 단어가 모두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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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사용되다가 현재는 그 중 하나만 쓰이는 것도 개별적으로 존재

한다.

한자어 AB/BA형 중국어 AB형

의논(議論), 논의(論議) 议论

일후(日後), 후일(後日) 日后

접대(接待), 대접(待接) 接待

즉 중국어에서 현재 ‘論議’, ‘后日’, ‘待接’ 등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의논/논의, 일후/후일, 접대/대접’ 등 단어들이 모두 사용되고 있

다는 것이다.

2.1.1.2. 이의반서어(異義反序词)

이의반서어(異義反序词)는 단어의 형태소의 위치가 원래의 위치와 반대됨에

따라 그 의미도 같이 달라지는 단어를 가리키는데 아래에 이러한 이의반서어

를 한자어 AB형 : 중국어 AB/BA형, 한자어 AB/BA형 : 중국어 AB형, 한자어

AB/BA형 : 중국어 AB/BA 형으로 나누어 관찰한다.

1）한자어 AB형: 중국어 AB/BA형

한자어와 중국어에서 같은 형태소를 가지고 있지만 한자어에는 AB형만 있

고 중국어에는 AB/BA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중국어에서의 AB와

BA형은 그 뜻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한자어 AB형 중국어 AB/BA형

경보(警报) 警报 / 报警,

범죄(犯罪) 犯罪 / 罪犯,

청년(青年) 青年 / 年青

우유(牛乳) 牛乳 / 乳牛

인근(隣近) 临近 / 近邻

전제(前提) 前提 / 提前

언어(言語) 言语 / 语言

대답(對答) 对答 / 答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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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자어 AB/BA형: 중국어 AB형

이 유형은 한자어에는 AB, BA형이 있는데 반해 중국어에는 AB형만 있는

단어들로서 이때 한자어 AB와 BA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아래

와 같다.

한자어 AB/BA형 중국어 AB형

개별(個別)/별개(別個) 个别

열정(熱情)/정열(情熱) 热情

출가(出家)/가출(家出) 出家

창문(窓門)/문창(門窓) 窗门

사례(事例)/예사(例事) 事例

신장(身長)/장신(長身) 身长

계층(階層)/층계(層階) 阶层

3）한자어 AB/BA형: 중국어 AB/BA형

이 유형은 한자어와 중국어에 다 AB/BA형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때 한

국어와 중국어 모두 AB와 BA의 의미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한자어 AB/BA형 중국어 AB/BA형

명인(名人)/인명(人名) 名人/人名,

과학(科學)/학과(學科) 科学/学科,

사회(社會)/회사(會社) 社会/会社

평화(平和)/화평(和平) 平和/和平

이러한 유형의 한자어 학습에서 동의반서어(同義反序词)는 단어의 의미가 같

기에 그래도 학습이 다소 용이할 수 있겠지만 이의반서어(異義反序词)는 어소

의 위치만 다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혼동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방

임하거나 그 구분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어인 중국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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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어소의 차이

비록 한자어와 중국어 사이에 동형동의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

기에 절대적으로 한자어와 중국어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아래에 논의할 대상

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어소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자어들인데 본 연구에

서는 주로 2음절어와 3음절어44)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동일한 의미

를 나타내지만 어소에서 차이가 있는 2음절 한자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2.1. 어소의 이질성

1) 한자어 AB → 중국어 AC

이 유형의 한자어는 2음절 한자어로서 비록 중국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

지만 형태소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즉, 후행 형태소가 중국어와 일치하지

않다. 이러한 한자어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한자어 AB 중국어 AC

의사(医师) 医生

평소(平素) 平时, 平常

감기(感氣) 感冒

각기(各其) 各自

장점(長點) 长处

난처하다(难处) 难堪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로는 ‘고민(苦悶)-苦衷、苦恼, 공손(恭遜)-恭敬,

관람(觀覽)-观看, 동료(同僚)-同事, 잡곡(杂谷)-杂粮, 신부(新婦)-新娘, 명색(名

色)-名目, 대략(大略)-大约, 변덕스럽다(变德)-变卦, 이득(利得)-利益, 인파(人

波)-人海, 재앙(灾殃)-灾难, 활기(活气)-活力, 참석하다(参席)-参加, 비만(肥滿)

-肥胖, 월급(月給)-月薪, 화창하다(和畅)-和暖、和煦, 벌금하다(罚金)-罚款,

……’ 등 단어들이 있다.

2) 한자어 AB → 중국어 CB

44) 본 연구에서의 2음절, 3음절은 한자어를 대상으로 그 실질 한자 형태소의 음절수를 뜻하는 것으

로 고유어 접미사의 음절수는 해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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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한자어는 중국어와 대조해 볼 때 선행 형태소가 중국어와 같지

않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한자어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한자어 AB 중국어 CB

병원(病院) 医院

감상(鑑賞) 欣赏

귀가(歸家) 回家

평생(平生) 一生

고유(固有) 原有　　

졸업(卒業) 毕业

막연하다(默然) 茫然、  

야채(野菜) 蔬菜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로는 ‘수영(水泳)-游泳, 부탁하다(付托)-委托, 수

표(手票)-支票, 입원(入院)-住院, 제품(制品)-产品, 소중하다(所重)-贵重, 맹세하

다(盟誓)-发誓, 애석하다(哀惜)-惋惜、怜惜, 정장(正装)-西装, 억압하다(抑压)-

欺压, 기증(寄贈)-捐赠, ……’ 등 단어들이 있다.　　

3) 한자어 AB → 중국어 BC

이 유형의 한자어는 중국어와 비교해 볼 때 한자어의 후행 형태소가 중국어

에서 선행 형태소와 같고 한자어의 선행 형태소는 전혀 다른 어소로 이루어진

한자어 유형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한자어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한자어 AB 중국어 BC

사연(事缘) 缘故

공연(公演) 演出

막강하다(莫强) 强大

수출(輸出) 　 出口 　

굴곡(屈曲) 曲折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로는 ‘연휴(連休)-休假, 생선(生鮮)-鲜鱼,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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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面)-面对, 명절(名節)-节日, 유래(由來)-来历, 의욕(意欲)-欲望, 다행히(多

幸)-幸亏, 은퇴하다(隐退)-退休, ……’ 등 단어들이 있다.

4) 한자어 AB →중국어 CA

이 유형은 한자어의 선행 형태소가 중국어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의 후행 형태소로 위치하고 있으며 한자어의 후행 형태소와 중국어의 선행 형

태소는 전혀 다른 어소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한자어 AB 중국어 CA

시작(始作) 开始　　　　　

오후(午後) 下午

촬영(撮影) 拍摄　　

변명(辨明) 申辩 　

의심(疑心) 怀疑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들로는 고생(苦生)-受苦, 관련(關聯)-相关, 납부

(納付)-交纳, 오전(午前)-上午, 원망(怨望)-瞒怨, 괴상하다(怪常)-奇怪, 혜택(惠

泽)-恩惠, 의리(义理)-道义, ……’ 등 단어들이 있다.

2.1.2.2. 어소의 증가와 감소

어소의 증가와 감소는 한자어 어원이 주로 한자이므로 중국어 한자를 기준

으로 한다. 어소의 증가와 감소는 3음절어와 그 이상 음절어에 한해 말하는 것

인데 이때 3음절어와 그 이상 음절어라는 것은 중국어를 가리킨다.

1) 어소의 증가

어소의 증가는 2음절 중국어가 한국어에서는 3음절어로 어소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단어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은 한자어

가 이 유형에 속한다.

한자어 ABC 중국어AB/AC/BC

세상사(世上事) 世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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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심(利己心) 私心

가로등(街路燈) 路灯

고모부(姑母夫) 姑夫

자주색(紫朱色) 紫色

도자기(陶瓷器) 瓷器　　　　

동창생(同窗生) 同学、同窓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로는 ‘지하철(地下鐵)-地铁, 분위기(雰圍氣)-氛

围，비행기(飛行機)-飞机，배우자(配偶者)-配偶，관광객(观光客)-游客，기숙사

(寄宿舍)-宿舍，신입생(新入生)-新生，순식간(瞬息間)-瞬间, ……’ 등 단어들이

있다. 이러한 3음절 한자어 외에도 ‘고등학교(高等學校)’45), ‘초등학교(初等學

校)’, ‘고등학생(高等學生)’ 등이 있는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로는 ‘高中’, ‘小

學’, ‘高中生’ 등으로 3음절 이상 한자어들도 어소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2) 어소의 감소

어소의 감소는 3음절 또는 그 이상 음절의 중국어 단어가 한자어에서는 일

반적으로 2음절어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자어는 중국어의 두 어소가

결합되거나 중국어의 한 개 어소만 한자어에서 사용되고 그 외 다른 어소가

결합되어 2음절 한자어를 생성한다. 이 경우 단어의 의미는 한자어와 중국어가

동일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은 한자어가 이 유형에 속한다.

한자어 AB/BC/AC/AE 중국어 ABCD

선학(先學) 先学之人

점주(店主) 商店主人

매물(賣物) 出售物品

철망(铁网) 铁丝网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로는 ‘건물(建物)-建筑物, 휴일(休日)-休息天

도심(都心)-市中心, 정초(正初)-正月初, 명승지(名勝地)-名胜古迹, 직결되다(直

45)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고등학교(高等學校)’는 개념이 다르다. 한국어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

학하는 ‘고등학교(高中)’를 가리키지만 중국어에서는 ‘高校’와 대응되는 것으로 대학교에 대한 총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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结)-直接连接, 여건(舆件)-办事所需条件, ……’ 등 단어들이 있다.

이상으로 한자어와 중국어의 어소의 차이에 대해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미 모어를 완전히 습득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모어의 지식이 이미 인지 구조 속에 내재해

있으므로 어소의 차이에 유의하지 않으면 중국식 한자어를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교사가 한자어와 중국어의 어소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2.1.3. 품사 전성의 차이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실질 형태소로 개개의 단어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실

질 형태소는 형태 변화가 없이 다른 품사로 전성된다. 하지만 한자어는 한국어

의 첨가어적 특성을 가지고 토착화되어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

는 방식으로 품사의 전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는 명사

뒤에 일부 접미사가 붙어 동사와 형용사, 부사 등 다른 품사를 만들어 내지만

중국어는 명사 형태 그대로 동사나 기타 품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46)

접사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포함되는데 한국어 고유어 접두사, 접미사가 있

는가 하면 한자어 접두사, 접미사도 있다. 이러한 접사 가운데 고유어 접사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부정적 간섭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고유어 접두사는

그 고정적인 의미 파악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고유어 접미사는 혼란이 많

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아래의 단어들은 한자어에 접미사가 결합되어 생성된

파생어인데 ‘정답다, 학생답다, 고집스럽다, 다정하다, 건강하다, 의심쩍다, 괴이

쩍다, 순조롭다, 해롭다, 공동히, 건강히, 엄격히, …’ 등이다. 이러한 단어들을

보고 학습자들은 이들 접미사를 어떻게 변별하고 습득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

스러워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고유어 접사의 특성을 이해시키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중국어에서는 ‘學習’, ‘自由’ 등 실질 형태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문

장에서 어순의 변화만으로 동사, 형용사로의 전성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접미사의 첨가가 있어야 명사에서 동사와 형용사로의 전성이 이루어진다.

46) 품사 전성의 차이는 문법적 범주에 속하나 본 연구에서 주로 한자어에 대한 문법적 대조를 진행

하지 않고 또한 품사 전성이 이루어지려면 한자어에 형식 형태소가 첨가되어야 하기에 이를 형태

적 대조 분석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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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他学习很好。(명사로 쓰임)

(그는 학습을 잘 한다.)

ㄴ. 他每天认真学习。(동사로 쓰임)

(그는 매일 열심히 학습한다.)

ㄷ. 自由对我来讲非常重要。(명사로 쓰임)

(자유는 나한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ㄹ. 他这几天非常自由。(형용사로 쓰임)

(그는 요즘 매우 자유롭다.)

위 예문에서 보면 ‘學習’은 중국어에서 서술어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그 품사가 결정되지만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동사로 쓰일 때 접미사의 첨

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自由’ 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는 문장

에서의 위치에 따라 명사와 형용사 품사 성격이 결정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접

미사의 첨가로 형용사로의 전성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한자어와 중국어의 조어법 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어

접미파생법 즉, 명사 형성 파생법, 형용사 형성 파생법, 동사 형성 파생법, 부

사 형성 파생법을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으

로 그 차이점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스스로 한

국어의 첨가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품사의 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함

으로써 품사 전성으로 빚어지는 오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자어 접사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명희(2005:48)는 고유어와 별 차이가 없이 접사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힌 것으로 보이는 한자어 접사들에 대해, 한자어 접두사로는 ‘생

(生)-, 왕(王)-, 양(洋)-, 친(親)-, 외(外)-, 시(媤)-, 초(超)-, 범(汎)-, 최(最)-,

준(準)-’ 등을 제시하였고 한자어 접미사로는 ‘-적(的), -성(性), -화(化), -시

(視), -연(然), -자(者), -가(家), -양(孃), -씨(氏), -상(上), -별(別), -사(師), -

수(手)’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사는 중국어에서의 접사와 거의 대응된다고

볼 수 있기에 모국어의 긍정적 영향에 속하는 것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정의

적 전략과 유의미 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한자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한자어 접두사 설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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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언어학적으로 연구하고 통일해야

할 과제이다. 한자어 교육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접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어휘량을 늘이고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학습자들의 한자어 습득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2.1.4. 단어 구조 분류의 차이

앞에서 언급했지만 심재기(1987:32)에서는 통사 관계에 따라 2음절 한자어

합성어(일부 파생어 포함)의 구조를 10가지로 분류한 바 있는데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이 관점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구조 분류가 2음절에 국한되기는 하

였으나 한자어에서 2음절어가 대부분이고 또한 2음절어에 대한 구조 분석이

한자어에 대한 구조 분석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자어 합성어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47)

(1) 주술 구성(主述構成): 일몰(日沒), 국립(國立)

(2) 수식 구성(修饰構成): 과정(過程), 장기(長期)

(3) 병렬 구성(并列構成): 가옥(家屋), 상하(上下)

(4) 한정 구성(限定構成): 밀접(密接), 예측(豫測)

(5) 보충 구성(补充構成): 성질(性質), 설명(說明)

(6) 접미 구성(接尾構成): 의자(椅子), 공간(空間)

(7) 피동 구성(被动構成): 소정(所定), 피침(被侵)

(8) 목적 구성(目的構成): 독서(讀書), 살생(殺生)

(9) 부정 구성(否定構成): 불리(不利), 비리(非理)

(10) 생략 구성(省略構成): 남북한(南北韓), 밀서(密書)

위 분류에서 (1)에서 (6)까지는 그 구성이 한국어의 통사 구조에서 한국어

어순과 일치하지만 피동 구성, 목적 구성, 부정 구성은 한국어 통사 구조상 역

순으로 되어 있다. 합성어 한자어의 이러한 분류는 중국어에서의 합성어 구조

분류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 중국어에서의 합성어 구조 분류 방법48)을 보면

47) 고영근·구본관(2008:265)를 참조했다.

48) 黄伯荣·廖序东(2000:251-253)，张斌(2000：46-48）등에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와 같다. 연합식/병렬식(聯合式/竝列式)-朋友、是非、忘记，수식식(偏正式)-瓜分、苍白、晚会, 보

충식(補充式)-治安、统一、说明、缩小, 동빈식/지배식(動賓式/支配式)-签名、安心、留神, 주술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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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식/병렬식(聯合式/竝列式), 수식식(偏正式), 보충식(補充式), 동빈식/지배식

(動賓式/支配式), 주술식/진술식(主謂式/陳述式)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

외 부가식(附加式)과 중첩식(重疊式)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에서의 합성어 구

조 분류는 수식 구성과 한정 구성, 피동 구성, 부정 구성 등으로 세분화되었지

만 중국어에서는 이들을 모두 수식식(偏正式)에 포함시켰다. 즉 중심어가 명사

이든 동사이든, 수식 성분이 어떻든 관계없이 앞의 구성 요소가 뒤의 구성 요

소를 수식하고 제한해주는 것으로 보고 이들 네 가지를 모두 한 부류에 종속

시켰다는 데서 한국어 구조 분석과 대별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일부 합성법으로 조어된 한자어 ‘하차(下車), 승차(乘車),

입시(入試), 개강(開講), 종강(終講), 내원(來院), 보강(補講), 세수(洗手)…’ 등

단어들과 한자어에 접두사가 결합된 일부 한자어 ‘비정상(非正常), 부재(不在),

고탄력(高彈力), 무의미(無意味), ……’ 등과 같은 단어들은 한자어로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중국어에서는 한 개 단어가 아니라 단어 조합 즉 단어 구성에 속

한다. 이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지적해주면 한자어와 중국어와

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단어 선택 범위도 넓혀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 언어 체계를 통해 언어에 대한 이론

지식을 이미 습득한 대상자들이므로 한국어 언어 체계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한자어 형태소에 의한 어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형태적 측면에서의 대조 분석이고 아래에는 의미적 대조 분석에 대

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2.2. 의미적 대조 분석

박영순(2004:26-29)은 국어 어휘의 의미 변화 원인을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

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외국어의 영향,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한국어 한자어나 중

국어 어휘도 의미의 변화를 입어 같은 의미로부터 서로 다른 의미로 변하는

과정을 경유함으로써 한·중 어휘가 서로 다른 이질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본

술식(主謂式/陳述式)-头痛、年轻、政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 외 부가식(附加式)-老师、第

一、阿姨、记者、绿化과 중첩식(重疊式)-哥哥、刚刚、仅仅、偏偏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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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를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전이 등으로 나누어 대조

분석49)을 진행한다.

2.2.1. 한자어 의미의 확대

한자어 의미의 확대는 중국어와 대비하여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어가 오랜

시간을 경유하면서 동일 형태의 중국어 단어와 기본 의미는 비슷하지만 의미

가 확대되어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거나 중국어와 서로 다른 문맥에서 사용 가

능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계단(階段)’은 한국어에서 ➀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밟아 거쳐야 할 차례나

순서, ➁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 ➂(수량을 나
타내는 말 뒤에 쓰여）층층대의 낱낱의 단을 세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중

국어에서는 다만 ‘사물 발전 과정에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진 단계(事物发展

进程中划分的段落)’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한자어에서 첫 번째 의미에만

해당한다. 중국어에서 층층대를 의미할 때에는 ‘楼梯，阶梯，梯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이는 한자어 의미 확대로 판단할 수 있다.

‘내외(內外)’는 ➀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거나(예-국내외) ➁남자와 여자, 또는
그 차이, ➂남의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중국어와 의미가 같다. 하지만 한자어는 이러한 의미 외

에 또 ‘부부(夫婦)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약간 덜하거나 넘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중국어

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의미들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2) ㄱ. 오늘 주인 {내외}가 외출을 했다.

ㄴ. 원고지 200자 {내외로} 글을 써 오세요.

위 예문에서 중국어에서는 ‘내외’가 ‘부부’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대응되는

단어로 ‘夫妻, 夫婦50)’를 사용하고 수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에는 ‘左右’라

49) 한자어와 중국어가 원래 의미가 다른 것과 한자어가 한국에 수용된 후 달라진 것을 원론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해주는 것이 학습자들의 한자어 학습에 불

필요한 혼란만 조성해줄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의미상으로 어떻게 이질성을 보이는가 하는 것에만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50) 전술했듯이 ‘夫婦’나 ‘내외’, ‘경우’ 등 한자어들이 한국 한자어인가, 일본 한자어인가를 변별하는

문제는 한자어 학습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학습 부담만 가중시키기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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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를 사용한다.

‘결속(結束)’은 ➀한국어에서 한 덩어리가 되게 묶음. ➁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단결함의 의미로 ‘국민적 {결속}/{결속을} 강화하다/{결속을} 다지다’ 등으

로 쓰인다. 이 외 또 ‘하던 일이나 말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끝맺음’이라는 뜻으

로 ‘{결속을} 짓다’ 등으로 쓰이는데 중국어에서 ‘結束’은 현재 ‘발전이나 진행

이 최후 단계에 와서 더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만 쓰이기에 이는 한자어

의 세 번째 의미와 같다. 그러므로 한자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는 한자어

의 의미 확대로 볼 수 있다.

‘자기(自己)’는 ➀그 사람 자신(自我)이란 뜻으로 명사로 쓰이거나 앞에서 이

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 쓰인다.

이러한 의미는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젊은 부부나 친구 사이에서 스스럼없이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너, 당신’ 이라

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한자어의 의미 확대로 보인다.

‘경우(境遇)’ 역시 중국어에서는 ‘境况和偶遇’라는 한 가지 의미로 상황이나

형편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한자어에서는 ‘놓여 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

이나 사정’의 의미로 쓰이는 외에 또 ‘사리나 도리’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

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문맥에서 쓰인다.

(3) ㄱ. 그는 늘 {경우가} 밝다.

ㄴ.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마라.

ㄷ. 그처럼 {경우가} 바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우’의 두 번째 의미는 중국어 ‘境遇’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미이다. 이러

한 사례는 비록 한자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단어가 있으나 서로 다른 사회·문화

체제에서 사용되어 오면서 언중들에 의해 한자어의 의미가 확대되었고 더 일

반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2.2.2 한자어 의미의 축소

한자어 의미의 축소는 원래 한자어가 가지고 있던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한국 언중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한 가지 또는 소수

한 내용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변별하여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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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여 원래 의미의 폭이 좁아진 결과 의미의 특수화

가 일어난 것이다. 즉 한자어가 중국어 원유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그 일부

의미만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검토(檢討)’는 중국어에서는 ‘检查核对’ 즉 검사하고 대조 확인해 본다는 의

미와 ‘检查反省自己错误的言行’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검사하고 반성한다는 의

미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의 뜻

으로 ‘면밀한 검토 후에 결론을 내리자’라는 식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므로 중

국어에서의 두 번째 뜻 즉 ‘반성, 자기비판, 반성문’ 등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한자어의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수(洗手)’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한자어 의미 축소에 속한다. 중국어에서

‘洗手’는 한자 의미 그대로 ‘손을 씻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또한 그 원 뜻으

로부터 의미가 파생되어(派生) 파생적 의미(引伸意)로 ‘도적 등이 나쁜 짓에서

손을 떼고 개과천선하다’의 뜻과 ‘어떤 직업을 그만두다’라는 뜻을 가지어 다의

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다만 손이나 얼굴을 씻음의 의미만 나타내

고 있기에 의미 축소로 볼 수 있다51).

‘교장(校長)’을 보면 중국어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교장’이라

칭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학이나 학원을 제외한 각 급 학교의 으뜸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학교장’이라고도 한다. 대학에서는 ‘총장(總

長)’이라 하고 단과 대학에서는 ‘학장(學長)’, 학원에서는 ‘원장’이라 칭하기에

의미 축소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장악(掌握)’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熟知并能运用)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외국어를 장악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또 다른 의미

로는 ‘손안에 잡다, 공제하다(把握; 控制)’는 뜻으로 ‘운명을 장악하다’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손안에 잡아 쥔다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이르는 말로서 아래와 같은 문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4) ㄱ. 그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장악했다}.

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장악했다}.

51) ‘세수(洗手)’ 이 한자어의 경우 만일 ‘손을 씻다’의 의미에만 국한되어 분석한다면 한국 한자어의

의미가 확대되는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손과 얼굴을 다 씻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다만 손만 씻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는 얼굴을

씻는다는 의미로 ‘洗脸’이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



- 103 -

ㄷ. 그는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대중 매체를 {장악했다}.

그러므로 한자어의 의미에서는 원래의 중국어에서 사용되던 ‘언어를 장악했

다’는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이상(異常)’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어에서 ‘異常’은 ‘非正常的; 不同于平常的’

의 뜻으로 비정상적이고 평소와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 또 ‘非

常’ 즉 ‘매우, 아주, 특별히’라는 뜻은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異常美丽(매우

아름답다), 異常紧张(매우 긴장하다)’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다만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의 뜻을 나타내어 ‘이상 기류, 이상한 사람’ 등으로 쓰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한자어 ‘이상(異常)’의 의미가 한국어에서 그

의미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설명한다.

‘가능(可能)’을 살펴보면 중국어에서 ‘可能’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①似乎可以: -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다.

②能成为事实的属性；可能性: -현실로 이루어 질수 있는 속성, 가능성.

③也许；或许: - 아마, 혹시.

(5) ㄱ. 他可能开会去了。

(그는 아마 회의에 참석하러 갔을 것이다.)

ㄴ. 今天可能要下雪。

(오늘 아마도 눈이 내릴 것 같다.)

한국어에서 ‘가능’의 의미를 보면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

는 것’으로 ‘통화 {가능} 지역/모든 일에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등의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의 두 번째 의미는 속성을 뜻하

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특성에 따라 한자어 접미사 ‘-성(性)’을 첨가하면

‘가능성’이라는 한자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의미는 한자어가 이미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중국어 ‘可能’이 동사로 사용되고 다른

어떤 형태소 변화가 없이 명사로 전성될 수 있는 특성이 있지만 한자어는 형

태소가 첨가되어야 명사로 전성된다는 특성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자어는 세 번째 의미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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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意思)’를 살펴보면 중국어에서는 ‘意思’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➀언어 문자의 뜻, 사상 내용.
文章的意思是什么？－문장의 사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➁의견, 생각.
　大家的意思是一起去。－여러 분의 의견은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➂선물에 담긴 마음, 성의.
　是我一点心意，请收下。－ 저의 자그마한 성의이니 받아 주세요.

　➃마음을 표시함.
　大家受累了，得买点东西意思一下。- 모두들 고생했으니 무엇으로라도 사

서 저의 마음을 표시해야죠.

　➄어떠한 추세나 태세.
　天有点要下雨的意思。- 비가 올 것 같다.

　➅재미, 흥미.
　这书很有意思。- 이 책이 매우 재미가 있다.

중국어에서 ‘意思’는 이렇듯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자어에서 ‘의사’

는 다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문맥에서

만 사용된다.

(6) ㄱ. {의사} 전달/국민의 {의사}

ㄴ. {의사를} 결정하다/{의사를} 비치다

ㄷ. 그녀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

ㄹ. 네 의견에 따를 {의사가}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원래 중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었으나 한

국어에 수용되고 토착화 되면서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

순히 학습자들이 한자어 ‘의사’의 뜻을 ‘意思’라고만 이해한다면 중국어에서 여

러 가지 사용 가능한 상황에 비추어 중국인 학습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오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개개

의 한자어들의 의미 축소와 확대 등 정보를 일일이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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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사나 학습자들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

이다. 다만 대표적인 것들을 유형화하고 또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예문을 제

시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한자어와 중국어의 대응 관계에 대해 맹신하지 않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2.3. 의미의 전이

의미의 전이는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의미가 장기간 부동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언중들이 사용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의미가 전이되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된 사례들이다.

‘명절(名節)’은 원래 ‘명예와 절조(節操)’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였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전이되어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뜻한다.

‘선배(先輩)’ 또한 중국어에서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본보기를 뜻하므

로 극히 제한적으로 문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같은 분야에서,

지위나 나이·학예(學藝) 따위가 자기보다 많거나 앞선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호칭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가족(家族)’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어에서 ‘家族’은 혼인과 혈통 관계로 이루

어진 사회 조직으로서 동일한 혈통의 여러 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한국어에

서의 ‘가문(家門)’의 뜻과 일치한다. 한자어 ‘가족’은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

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의미가 서로 전이되어 있다.

‘방학(放學)’ 또한 한자어와 중국어에서의 뜻이 서로 다르다. 한자어 ‘방학’은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 추위가 심한 일정 기간 동안 수업

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학} 숙제/즐거운 {방학}/{방학

에} 들어가다’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放學’ 글자 의미 그대로

‘结束一天的学习或半天的学习’라는 것으로 하루 또는 반날의 학습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한자어에서의 의미 전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 ‘방학’과 대응되는 중국어는 ‘放假’이다.

‘신문(新聞)’도 중국어에서와 한국어에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중국어에서

는 ‘新聞’에 대한 설명을 ‘新闻是对新近发生的、正在发生的或者以前发生现在仍

能产生社会效应的事实的报道’라 하였는데 이는 새로 발생하거나 현재 발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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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또는 이전에 발생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실에 대

한 보도라는 뜻으로 한국어의 ‘뉴스, 소식’이라는 단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

국어에서 한자어 ‘신문’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이라는 뜻으로 이는 중국어에서의 의미가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高等學校)’ 는 한국어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고등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베푸는 학교. 인문계와 실업계의 두 종류가 있고 수업 연

한은 3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를 ‘고중(高中’)이라고 부른다.

중국어에서의 ‘高等學校’는 대학, 단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총칭으로서 ‘高校’

라고 약칭할 수도 있다.

‘학장(學長)’은 한국어에서 단과 대학의 장을 의미하지만 중국어에서 ‘學長’은

자기보다 학년이 높은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서 ‘师兄、师姐’와 같은 의미를 나

타낸다. 즉 한국어에서의 ‘선배’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단위(單位)’는 길이, 무게, 수효, 시간 따위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

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중국어와 한국어 의미가 같다. 하지

만 중국어에서는 이 외에 또 기관 단체나 매일 출근하는 회사, 직장을 가리키

는데 이 경우에는 한자어와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편의(便宜)’는 한국어에서는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다는 의미를 나

타내면서 ‘생활의 {편의}/{편의를} 도모하다/최대한의 {편의를} 봐주다’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원래는 ‘편리하다(方便合适；便利)’는 뜻이 있었으

나 현재는 언중들이 그 의미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싸다, 저렴하다’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정상(頂上)’ 또한 원래 의미는 산의 맨 꼭대기라는 의미로 한국어에서 그 이

상 더없는 최고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인기 {정상의} 가수/{정상} 다툼을

벌이다/{정상에} 등극하다’ 등 구체적인 문맥에서 쓰인다. 그리고 그 파생적 의

미로 ‘한 나라의 최고 수뇌’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한 나

라의 최고 수뇌’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首腦’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자어는 시대 발전과 사회·언어 환경에 따라 전래 받은 당시와는 많

은 변화를 겪었기에 중국어와의 의미적 차이가 크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어 한

자어의 의미가 전환되었는가 아니면 중국어의 의미가 전환되었는가는 한자어

교육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에게 한자어가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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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그와 대응되는 한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현재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습득시키는 것이다. 만일 학습자들이 이러한 한자어와 중

국어의 이질성을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중국어 뜻만으로 이해를 하고 활용한

다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한자어와 중국어의

유사성은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인 간섭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적 대조 분석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2.3. 화용적 대조 분석

단어는 객관 사물과 객관 현상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인식의 기록으로서 인

간의 주관적 색채 즉 주관적 태도가 추가되는데 중국어에서는 이를 단어의 감

정색채(뉘앙스)라고 한다. 감정색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찬양, 사랑,

존경, 예모 등 긍정적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은 褒义词라 하고 질책, 증오, 경

멸, 거칠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은 贬义词라 하며 중립적인 뉘앙스

를 나타내는 것은 中性词라 한다(유흥책 劉興策 2000:63). 양덕봉(楊德峰 2001:

116-117)은 감정색채는 단어 의미가 아니지만 단어의 의미 위에 부착되어 그

단어가 반영하는 객관 사물, 현상 및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즉 감정색채는 단어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가치 관념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중국어에서 단어에만 감정색채가 있는 것이 아

니라 일부 관용어, 성어, 심지어 일부 결구(結構)52)들도 감정색채를 가지고 있

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감정색채는 단어 층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구 층위에도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본

고에서는 감정색채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와는 다소 구별된다고 보고 이를 의

미적 측면이 아니라 화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때 자연적으로 뉘앙스를 고려하게

된다. 특히 감정색채가 강한 중국어에 익숙해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어

에서도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색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언어

역사를 수반하면서 한자어와 중국어는 동일한 단어라도 화용적인 측면에서 미

묘한 뉘앙스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아래에 이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

52) 결구(結構)형식으로는 贬义를 나타내는 ‘動不動’을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 부사 ‘쩍하

면’과 대응되므로 한국어에서도 다소 귀찮고 싫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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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3.1. 중국어에서 더 긍정적인 경우

이 경우는 한자어에서는 뉘앙스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이지만 중국어에서는

긍정적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인간(人間)은 중국어에서는 다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

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사람이 사는 세상,

언어를 가지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고등 동물이라는

뜻 외에도 마음에 달갑지 않거나 마땅치 않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서

부정적인 뉘앙스도 나타낸다.

(7) ㄱ. 이 {인간이} 글쎄 또 사고를 쳤어.

ㄴ. 그 {인간하고는} 상대도 하기 싫다.

위 예문에서 ‘인간’은 구체적인 특정인을 지시하는 것으로 화자가 계속 사고

를 치고 다니는 그 사람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예전부터 그 사람에 대해

마음속으로 불만이 깔려 있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라는 단

어를 통해 표현하였는데 이는 특정 대상을 얕보고 폄하하는 뜻 즉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어와 구별된다.

‘방심하다(放心)’는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림이라는 뜻으로 아

래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된다.

(8) ㄱ. 경찰이 {방심한} 틈을 노려 범인이 도망쳤다.

ㄴ. 우리 팀은 다 이겼다고 {방심하다가} 거푸 두 점을 내주어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위 예문에서 한자어 ‘방심’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중국어에서 ‘放心’은

부정적인 문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의미는 ‘心绪安定,没有忧虑和牵挂’라는

뜻, 즉 마음이 안정적이고 근심걱정이 없다는 의미로 한국어의 ‘안심’이라는 단

어와 의미가 비슷하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문맥에서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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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您放心,我会照顾他的。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 드릴게요.)

ㄴ. 只在亲密朋友当中才感到放心。 

(다정한 친구들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

그러므로 ‘방심하다’는 한자어에서보다 중국어에서 그 뉘앙스가 더 긍정적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심하다(小心하다)’도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로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

나치게 많다는 의미를 나타내 조금 지나치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

으므로 ‘{소심한} 성격/{소심하게} 굴다/쟤는 덩치는 큰데 의외로 {소심해}’ 등

문맥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小心’은 ‘유의하다, 조심하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지 않는다. 구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0) ㄱ. 他做事一向很小心。

(그는 일처리에서 매우 조심한다.)

ㄴ. 路上很滑，一不小心就跌跤。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즉 ‘소심하다’도 중국어에서 그 뉘앙스가 더 긍정적이다.

‘작업(作業)’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일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중국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외 중국어에서의 사전

적 의미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어준 과제, 부대에서 병사들에게 배치한 훈련

성적인 군사 활동, 생산 단위에서 직공들에게 내어준 생산 활동, 군사 활동이

나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냥 일을 한다거나 또는 그 일을

지칭할 때는 의미가 같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어준 과제라는 의미일 때는 한

자어 ‘숙제(宿題)’와 의미가 같으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맘에 드는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면

서 말을 건다거나 하는 가벼운 행동을 낮추어서 말할 때 ‘작업을 걸다’라는 표

현을 사용되는데 이 경우는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은 단어의 뉘앙스가 한자어보다 중국어에서 더 긍정적인 경우이고 아래

에는 단어의 뉘앙스가 한자어보다 중국어에서 더 부정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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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중국어에서 더 부정적인 경우

이 경우는 한자어에서는 단어 뉘앙스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이지만 중국어

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악마(惡魔)’는 원래 불교에서 사람의 마음을 홀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불도 수행을 방해하여 악한 길로 유혹하는 나쁜 신이란 뜻으로 남을 못

살게 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전적 의미는 같다. 이는 선량한 사람과는 반대 개념이고 매우 부정적 뉘앙스

를 나타낸다. 하지만 1995년 12월에 결성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지원 클럽

이름을 ‘붉은 악마’라 부르면서 한국어에서 원래의 ‘악마’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약화되었고 축구장에서의 ‘붉은 악마’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아직까지도 ‘악마’는 ‘사악함의 상징’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

괴고 있으며 긍정적 뉘앙스를 나타내는 문맥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반어적(反語) 수사법으로 원래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긍정적 뉘앙스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었고 ‘붉

은 악마’처럼 영향력을 과시한 단어는 많지 않다.

‘도모(圖謀)’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이라는 뜻으로

아래와 같이 긍정적,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11) ㄱ. 부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주말에 야유회를 가기로 했다.

ㄴ. 공공시설들을 새로 마련하여 요양 생활의 편의가 {도모되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암암리에 나쁜 일을 꾀하거나 획책한다는 의미로 아래

와 같은 문맥에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만 나타낸다.

(12) ㄱ. 因图谋私利而玩弄欺骗手段做犯法的事。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편 수법으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

ㄴ. 你们给我们来的公函，说我们图谋不轨。　

(우리한테 보낸 공문에는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일을 도모하다’라고 하면 나쁜 일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한자어와 중국어의 단어의 정확한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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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파악하여 단어 선택을 정확히 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부연(敷衍)’은 한국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자세히 말함이라

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문맥에서 중립적 뉘앙스로 사용된다.

(13) ㄱ. 그는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ㄴ. 저는 이번에 제시한 정책 중 두 정책에 대하여 {부연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做事不负责任或待人不恳切，只做表面上的应付’라는 뜻

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적이지 않거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성근하지 않

고 표면적으로 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14) ㄱ. 将就应付，毫无责任感敷衍了事。

(책임감이 전혀 없이 적당히 얼버무려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ㄴ. 敷衍了事的员工如何应对?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부연(敷衍)’은 한자어에서는 중립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매우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러한 사례는 논자에

따라 의미 차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단어 사용을 위해서는 의미

차이도 알아야 겠지만 그에 따르는 뉘앙스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는 단어 뉘앙스가 한국어에서보다 중국어에서 더 부정적인 것들

이다. 아래에 한자어와 중국어 뉘앙스가 반대인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2.3.3. 한자어와 중국어 뉘앙스가 반대인 경우

이 경우는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단어 뉘앙스가 반대인 경우인데 한국어

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이지만 중국어에서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거나

또는 중국어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는 긍정적인 뜻

이나 문맥에서 사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자부(自負)’는 한국어에서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

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마음을 당당히 가짐이라는 뜻으로 ‘{자부

를} 느끼다/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나름대로의 {자부를} 가지고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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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이 쓰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自負’는

‘스스로 잘난 척 하다’의 뜻으로 자부심이 너무 많아 거만하게 보인다는 뉘앙

스를 풍기므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물건(物件)’은 중국어에서 ‘物件’ 또는 ‘東西’로 번역되는데 ‘東西’로 번역하면

이형동의어가 된다. 두 단어는 모두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을,

사물을 가리킨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어 환경에서는

완전히 상충되는 뉘앙스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 ‘물건’은 (15)에서처

럼 제법 어떠한 구실을 하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로 특이한 존

재를 이르는 것으로 긍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낼 수 있다.

(15) 고 녀석 생긴 것은 그래도 일하는 것을 보면 {물건이란} 말이야.

(16) 저 인간 또 사고를 쳤니, 저 {물건} 어서 치워.

물론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16)에서처럼 사람을 낮추어서 ‘물건’에 비유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긍정적인 뉘앙

스로 쓰이지 못한다. 즉 중국어에서 ‘東西’는 상대방을 아주 낮추거나 깔보면서

욕할 때 ‘물건’에 비유하여 쓰는 말로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낸다.

‘가관(可觀)’의 경우도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그 뉘앙스가 서로 반대된다.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7) ㄱ. 잘난 체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ㄴ. 建設规模可观。

(건설 규모가 대단하다.)

ㄷ. 这孩子仪容可观 , 说话伶俐。

(이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겼고 말도 잘한다.)

한국어에서는 (17ㄱ)처럼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

태를 비웃는 것을 이르는 말로 ‘꼴불견이다, 꼴사납다, 볼썽사납다, 가소롭다’

등과 유의어 관계가 성립된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도달한 정도가 매우 높다

는 의미로 ‘대단하다, 굉장하다’ 등 단어와 유의어 관계가 성립되어 (17ㄴ), (17

ㄷ)와 같이 긍정적인 뉘앙스로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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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壯觀)’은 한국어에서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 크게

구경거리가 될 만하다거나 매우 꼴 보기 좋다는 뜻으로, 남의 행동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이 된다.

(18) ㄱ. 술에 취해 아무렇게나 곯아떨어져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은 가관이다

못해 {장관이었다}.

ㄴ. 大自然的景色无比壮观。

(대자연의 경치가 그야말로 장관이다.)

하지만 (18ㄴ)에서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웅장하고 기묘한 사물과 풍경’이라

는 뜻으로 긍정적인 뉘앙스만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뉘앙스는 나타내지 않는다.

‘방조(幫助)’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그 뉘앙스가 완전히 반대된다. 아래 사

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 ㄱ. 그는 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ㄴ. 부하들의 요구에 못 이겨 부하들이 그를 사살하는 것을 {방조했다}.

ㄷ. 他平常对我帮助很大。

(그는 평소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한국어에서는 (19ㄱ), (19ㄴ)처럼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의 제공 따위가 있다’는 뜻으로 완전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19ㄷ)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 힘을 보태고 방

도를 찾거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긍정

적인 뉘앙스만을 나타낸다. 즉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음동의어이지만 뉘앙스

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한자어와 중국어의 화용적 대조를 간단히 진행하였는데 주로 한자

어와 중국어의 뉘앙스 차이에 주목하여 뉘앙스가 한자어보다 중국어에서 더

긍정적인 경우, 한자어보다 중국어에서 더 부정적인 경우, 한자어와 중국어 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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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스가 반대인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

어의 뉘앙스는 학습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에 교수 활동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총체적으로 본 절에서는 형태적, 의미적, 화용적 세 가지 측면에서 한자어와

중국어의 대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자 개인 능력의 한계로, 또

한 한자어 자료의 방대한 양 때문에 4,950개 한자어에 대해 일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인 대조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조 분석을 진행하는

각도와 착안점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학습과 이를 통한

어휘 능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조 분석에 대한 결과물로는 개인 교습용 어휘집을 개발할 수 있는

데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측면에서 대조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한자어와 중국

어와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줌

으로써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류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한국어

어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또한 무작정 4,950개 단어에 대한 대조 분석을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같거나 비슷한 것은 배제하고 유표한 차이점

을 찾아내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조 분석은 매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요구하므

로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계

에서 인력을 조직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국인 학습

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

는데 3절에서는 구체적인 교육용 한자어 사용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오류들을 생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교육용 한자어의 오류 양상 분석

제2언어 학습에서 학습자는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며 학습 과정에서의 오류

는 불가피한 것으로 오류로부터 학습자와 교사는 더 다양한 지식이나 통찰력

을 얻을 수 있다. 학습자들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앞으로 교육에서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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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목표어가 어떻게 학습되고 습득되는지,

학습자가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실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앞으

로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본 절에서는 교육용 한자어 학습에서의 오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교육된 한자어를 실제 의사소통에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에서 어

떠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자어 사용 양상은 필자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집한 사용 오류와 학습자들의 평소 글짓기와 시험 작문에서

수집한 오류 및 설문지에 대한 오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3.1. 오류의 식별 및 오류 유형 분석의 틀

제2언어 학습의 목표가 목표 언어로 원주민에 상당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

는 것이라면 오류 분석의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언어에 나타난 오류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원

활한 의사소통 방해 요소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 교육에 유용한 오류 분석은 일반적으로 학습자 언어 자료 수집과 수집

된 자료에서 나타난 오류를 관찰 식별하고, 오류가 인정되면 그것이 어떤 오류

인지 유형을 판단하고 기술하고, 나아가 오류 원인을 분석하는 등 절차를 거치

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학습자의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과정이 언어 체계 습득

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게 한다. 즉 언어 습득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 오류 분석을 위해 학습자들의 문어 자료를 선택한

것은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한자어의 특성상 고유어에 비해 더 전문적이고 분석

적이기에 구어보다는 문어 자료에서 더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오류의 식별에 있어서 이정희(2003:69)는 문법성과 용인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법성(grammaticality)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 즉 의미적으로

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하며, 용인가능성(acceptability)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 구조 안에서의 사회적 용인가능성을 의미한다.

본고에서의 오류 분석 대상은 주로 한자어이기에 문법성보다는 용인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여기에다 적절성을 추가하고자 한다. 용인가능성을 한국의 사회

문화적 언어 환경에서 무난히 사용될 수 있는가,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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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5> 외국의 오류 유형 분석 연구 상황
접근법 대표적 연구 오류 분류

내용적인 접근

리차드

(Richard 1971)

대분류: 간섭, 언어 내적, 발달 오류

재분류: 음성적, 음운적,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오류.

코더(Corder 1974)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

브라운(Brwon 2001) 언어 간, 언어 내, 의사소통, 인지적 전략, 정의적 변인 오류

형식적인 접근

버트(Burt 1975) 전체적 오류, 부분적 오류

두라이, 버트, 크래션

(Dulay, Burt and

Krashen 1982)

언어학적 범주 유형: 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의 오류

표면 전략적 유형: 누락, 첨가, 변형, 어순 도치 등

는가를 말한다면 대화 맥락이나 담화 등 의사소통에서 발화자의 의사를 자연

스러우면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적절성을 기준의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화자가 자신의 의사를 형태

적, 의미적, 맥락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해야만 원활한 의사소통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어적 적절성을 언어의 정확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류 분석에서 실수와 오류의 경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수는 학

습자의 지식 체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화나 표현 후에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즉각 스스로 수정 가능한 것이고, 오류는 목표어 언어 규칙에 부합되

지 않은 이탈 형태를 학습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의 교정이

어렵고 그러한 착오가 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인지 오류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학습자가

제출한 쓰기 자료라는 특성이 있기에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 및 습득

단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류 분석에 있어서 오류 유형 판정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오류 분석 연

구들을 살펴보면 오류 유형은 내용적인 접근-오류의 원인에 따른 유형과 형식

적인 접근-오류의 판정에 따른 분류 두 가지 측면53)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학습자 오류 유형 분류 연구도 큰 틀에서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오류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오류 분석의

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오류 분석 연구가 서로 주안점이 달라 서

로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많고 또한 오류 분석 범위가 그만큼 넓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반증해 준다. 고석주 외(2004:64)는 어휘 오류는 다른 종류의 오

류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문법이 조직적이고 일반

53) <표Ⅲ-5>는 이정희(2003:78-80)에 브라운(Brwon 2001:254)를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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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6> 한국어 오류 분석 연구 상황

순

서
대표적 연구 오류 유형 분류

1 이정희(2003:84)

원인에 따른 분류: ①모국어 영향, ②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③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

결과 판정에 따른 분류: ①범주별 오류(발음, 문법, 어휘, 맞춤법

어순), ②현상에 따른 오류(대치, 누락, 첨가 오류), ③정도에 따른

오류(전체적, 부분적)

2
고석주 외

(2004:196)

어휘 오류: 형태적 오류; 문법적 오류(①형태의 변화, ②조사 결

합, ③어미 결합 ④품사의 오용, ⑤어휘의 존대, ⑥어휘생략, ⑦어

휘의 과용); 의미적 오류; 문법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가 함께 나타

나는 연어적 오류와 피동-사동 오류; 대명사 오류

3
조철현 외

(2002:49, 148)

오류 주석을 위한 범주 분류: 동일 품사, 다른 품사, 한국어에 없는

어휘로 대치, 다른 어휘로 환언, 첨가, 생략, 형태론적인 오류.

어휘 오류 분류: ①형태적 오류 ②문법적 오류 ③의미적 오류

4 김미옥(2003:35) 어휘 ①대치, ②생략, ③첨가, ④신조, ⑤형태적 오류

5
차숙정·송향근

(2006:420)
①형태적 오류, ②의미적 오류, ③통사적 오류, ④학습자 전략 오류

6
홍은진

(2006:318)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①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 ②목표어인 한국

어의 영향, ③학습자의 학습 부족으로 분류

7
민영란(2007:86)

①모국어와의 의미 유사성에서 오는 혼동으로 인한 오류,

②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 어휘를 그대로 직역한 오류,

③모국어의 어휘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오류,

④학습자가 알고 있는 모국어의 발음과 비슷한 어휘로 대체하여

쓴 오류

8
이정희

(2008:409)

①모국어 전이로 인한 오류, ②목표어 학습에 따른 발달 오류

③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독특한 오류

화될 수 있어 규칙으로 기술될 수 있는 부분인 데 반해 어휘론은 규칙으로 일

반화될 수 없는 열린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제2언어 학습에서 문법이

규칙 배우기라면 어휘는 목록 배우기라고 천명하였다. 어휘 오류의 중요성은

중간언어에서는 문법성을 찾아볼 수 없고 메시지가 주로 어휘적 용어로부터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아래의 도표에서 여태까지의 한국어 오류 분석 연구 성과들을 살펴볼 수 있

는데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휘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어휘 오류 분석 연구들을 살펴본 것이다.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에서의 전반적인 오류 유형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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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이정희(2003), 고석주 외(2004), 조철현 외(2002), 김미옥

(2003) 등인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전반적인 언어학적 범주에 대한 오

류 분석으로서 원인에 따른 분류라는 내용적인 접근보다는 언어적 층위에서의

형식적인 접근에 따른 분류에 비중을 두었다. 먼저 언어적 층위에서 음운, 어

휘, 문법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다시 각각의 내용을 세분화 하여 분류하였는

데 어휘적 층위에서는 다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문법

단위에서는 조사, 어미, 구, 표현 등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나

름대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차숙정·송향근(2006), 홍은진(2006), 민영란(2007), 이정희(2008) 등은 중국어

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휘 오류 연구로서 모국어인 중국어와의 연관에

서 오류 원인을 찾고자 노력한 연구 성과들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휘 사용

에서 모국어의 간섭 작용, 즉 모국어 직역이나 의미 영역의 차이로 인한 오류

가 초급부터 고급까지 지속되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모국어 영향으로 인해 나

타나는 오류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과 교사들의 한국어 어휘 교수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내용적인 접근 형식과 형태적 접근 형식을 결합하여 분석하지만

본 연구 오류 분석이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내용적인 접근 형식인

오류의 원인 분석에 착안하여 오류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오류 분석의 궁극

적인 목표가 학습자들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오류 실태에 대

한 판정과 기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더욱

필수적인 것이다. <표Ⅲ-6>에서 원인에 따른 오류 유형을 보면 모국어의 영향

에 의한 오류와 목표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는 공통적이고 이 외 분류로는 발

달 오류,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 학습자 학습 부족,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독

특한 오류,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 인지적 전략, 정의적 변인 오류 등 여

러 가지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교육용 한자어에 대한 오류 분석은 일차적으로 원인에

따라 분류하여 목표어 간섭에 의한 오류, 모국어 특성에 의한 오류, 모국어와

목표어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러한 오류

유형의 큰 틀에서 이차적으로 다시 목표어 간섭과 모국어 특성에 의한 오류를

각각 언어학적 범주별로 음운적 오류, 어휘적 오류, 문법적 오류로 분류하고

삼차적으로 다시 이들의 원인을 재추적하여 구체적인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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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7> 오류 유형 분석의 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국어의 간

섭에 의한 오

류

음운적 오류 모국어 음으로 한자어 음을 대체한 오류

어휘적 오류

모국어 단어를 직역한 오류

모국어 단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모국어 형태와 비슷한 단어 대체로 인한 오류

모국어 단어와의 조합으로 인한 오류

문법적 오류 모국어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

목표어의 특

성에 의한 오

류

어휘적 오류

고유어와 한자어 양립으로 인한 오류

한자어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한국어 조어법의 미숙지로 인한 오류

문법적 오류 한국어 단어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

이에 의한 오류

한국어 경어법으로 인한 오류

모국어와 목표어와의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

한다. 이러한 오류 유형 분석의 틀54)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본고에서 오류 유형을 위와 같이 일차적으로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와 목

표어의 특성에 의한 오류,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로

나눈 것은 중국인 학습자와 한자어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한자어 교육의 요구

때문이다. Ⅱ장 2절에서 전술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학습은 모국

어 간섭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다. 모든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의 영향을 받

듯이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면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유

사성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연적으로 모국어와 연관시켜 사유를 하게

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 즉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에 대한 연구는 이미 중국인 어휘 학습 오류 분석에서 많

은 긍정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음운적, 어휘적, 문법적 오류들에 대한 연구가

날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국어의 간섭이 크다고 하지만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 속하기에 한국어의

특성 즉 목표어의 특성 때문에 생성되는 오류 또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한

국어 어휘 학습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양립, 한자어 유의어 변별, 조어법에서

중국어와의 차이점, 어휘 공기 관계 등으로 인한 오류가 많다. 조어법과 어휘

54) 체계적인 논의로는 모국어 간섭과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를 각각 음운적 오류, 어휘적 오류, 문

법적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제 한국어 학습자 자료 분석에서 위와 같이 나타

나므로 오류 유형 분석의 틀을 <표Ⅲ-7>에서처럼 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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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관계를 한국어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지닌 속성으로 볼 수도 있

으나 중국어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한국어의 특성으로 분

류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유형으로 한국어 경어법과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를 모국어

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에 귀속시켰다. 중국어에도 경어법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처럼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기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경어법

에서 많은 오류가 생성된다. 특정 사회집단이 통용하는 언어에는 그 집단의 문

화가 내포되어 있는데 한국어 경어법은 한국 사회의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 문

화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는 높임말이라는 사회언

어학적인 차이를 매우 뚜렷이 나타낸다. 한국어는 경어법을 떠나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언어로서 한국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정교하고 복잡하게 발달한 경어법이다. 경어법으로 인한 오류를 논자에 따라

어휘 선택의 오류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어휘 선택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

이고 그 오류 원인을 추적해 보면 한국어 사회언어학적인 내용에 대한 미숙지

로 인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

에 귀속시켜 분석한다.

한자어 감정색채(뉘앙스) 차이에 의한 오류도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에 귀속시켰다. 논자에 따라 이것도 모국어의 영향 즉 의미적

오류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한자어의 감정색채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와는 다

소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양덕봉(楊德峰 2001:116-117)은 단어는 인간의 객관

사물과 객관 현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기록하는 것이라 하면서 인간이 객관

사물에 대한 인식 과정에 불가피적으로 주관적 색채 즉 주관적 태도가 추가됨

으로써 일부 단어가 감정색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색채는 단어

의미가 아니라 단어의 의미 위에 부착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감정색채는 단

어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가치 관념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나 가치 관념의 판단 기준은 특정 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위(曹煒 2009:15-17)도 단어의 의미에서 이성적

의미(理性义)와 색채의미(色彩义)를 구별하였다. 단어의 이성적 의미는 개념적

의미(槪念义)로서 단어 의미에서 핵심 부분이며 객관 대상의 주요 특징을 반영

하는 것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단어의 정의를 말한다. 색채의미는 단어의 이

성적 의미에 부착되어 화자의 태도와 단어의 사용 범위와 풍격 특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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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나타내는 사물 형상에 대한 상상 등을 나타내는데 감정색채 의미와 문

체(語体)색채 의미, 형상(形象)색채 의미로 나눈다고 제시하였다. 즉 단어의 감

정색채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이성적 의미와는 다른 측

면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큰 범위에서는 모두 단어의 의미에 속한

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어휘적 층위에서의 일반 의미와는 다소 구별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일한 의미의 단어라도 감정색채는 중국어와 한

국어에서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를 일반적인 의미 차이보다는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

에 귀속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류를 모국어의 간섭과 목

표어의 특성으로 인한 오류와 동일한 층위에서 분석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

서도 매우 유용하다. 경어법으로 인한 오류를 목표어의 특성으로 인한 오류로,

감정색채의 차이를 모국어 간섭으로, 의미적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처리는 경어법과 감정색채가 지니는 언어 외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제대로 반

영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경어법과 감

정색채 차이로 인한 오류가 많이 생성되는데 만일 경어법과 감정색채를 일차

적 층위에서 분석하면 학습자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이에 대

한 주목을 이끌어내어 경어법과 감정색채 차이로 인한 오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어 감정색채에 익숙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 감정색채대

로 한자어를 판단하여 의사소통에서 정확한 단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뜻하지 않은 불만이나 오해, 웃음거리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모국어 간섭과 목표어 특성, 모

국어와 목표어의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세 가지를 같은 층위에 놓고 일차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아래에 구체적으로 오류의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2. 오류의 원인 분석

오류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오류의 원인 분석 단계이고 이는 오류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류의 식별 및 유형 분류도 중요하겠지만

오류의 원인 분석은 오류 분석을 토대로 한 언어 교수의 밑거름이기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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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어 학습에서 왜 특정한 오류를 범하는지, 학습

자의 인지 전략 및 인지적 정보는 어떠한지를 추론하는 것이 학습자 오류 분

석의 궁극적인 가치이다. 윗 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오류의

형태·형식적인 접근 즉 결과 판정에 따른 접근보다는 주로 내용적인 접근인 오

류의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오류 분석을 진행한다. 형식적인 접근은 오류

에 대한 형식적인 판정으로서 그 하나만으로는 오류 원인을 추적해 내지 못하

고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오류를 통한 언어 학습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인 접근과

내용적인 접근을 결합시켜 일차적으로 한자어 오류 유형을 모국어 간섭에 의

한 오류,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류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때로는

오류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원인이 단 한가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자에 따라 판단이 서

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한자어에 착안점을 두고 위와 같은 틀에서

오류 분석을 시도한다.55)

3.2.1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

황종배(2004:40)는 오류 분석에서 가장 현저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류는

역시 모국어의 전이에 의한 오류라 하였다. 모국어가 제2언어 학습에서 절대적

으로,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습자들의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모국어 언어적 체계가 제2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교사나 학습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한자어 학습은 더욱 그러하다.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교류가 빈번하였으며 같은 유교

문화를 숭상하기에 생활 관습이나 문화 전통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또한

동일한 한자권에 속해 있기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어학적으로, 정서적

으로 다른 언어권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어휘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인 한자를 수용하고 차용한 한자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모국어와 목표어의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이 범하지 않는 오류도 발생하게 한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중

55)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한자어에 대한 연구이기에 오류 분석에서도 한자어 오류만 수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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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한국어 한자어는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나

기나긴 언어 역사를 경유하면서 의미의 변화를 입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한자어의 발음과 형태적, 의미적 유사성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사리

학습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학습자들이 간단히 일대일 대응으로, 같은

의미로 착각하고 잘못 활용할 수 있기에 오류 생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춘희(2003:466)에서는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부정적 영향은 오류

생성의 첫째가는 원인이며,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모국어의 영향으

로 한자어를 제1순위로 꼽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한자어는 중국인에게 편의를

주는 면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윤윤진(2008:183)도 중국

인 학습자들이 현대 중국어에서 쓰이는 한자로 한국어 한자를 이해하려는 데

서 현재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난다면서 전문적인 한국어 한자어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요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모국어의 간섭이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

어 오류 생성에 있어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모국어 사유로 인한 오류 즉 모국어

에 간섭에 의한 한자어 오류56)를 음운적 오류, 어휘적 오류, 문법적 오류로 나

누고 다시 원인을 재추적 한다. 그리하여 음운적 오류에서는 모국어 음으로 한

자어 음을 대체한 오류, 어휘적 오류에서는 ①모국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오

류, ②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③모국어 형태와 비슷한 단어 대체

로 인한 오류, ④모국어 단어와의 조합으로 인한 오류를 분석하며, 문법적 오

류에서는 모국어 품사의 전성으로 인한 오류를 관찰한다.

1. 음운적 오류

음운적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교육용 한자어를 학습할 때 초급에서 많

이 발생하는 오류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미 한국어에서의 한자어 비중을

알기에 정확한 한국 한자 독음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국어 음으로 한자어 음을

대체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오류는 동일한 한자가 모국어와

목표어에서 다르게 읽힐 때에 주로 나타나게 된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음운적 오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56)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하는 증거는 생성된 오류와 중국어 사이에서 추리해낼 수 있는

연관성의 존재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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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음으로 한자어 음을 대체한 오류

(20)ㄱ. 우리는 선생님을 보고 우리 행동을 다 *후휘(√후회)했다.(Z-Z10)

ㄴ. 대학생들은 *구아원(√고아원)에 가서 *구아((√고아)들과 함께 노래

를 하고 춤을 추고 이야기를 합니다.(S-G21)

ㄷ.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결방군(√해방군) 전사들입니다.(Z-Z12)

ㄹ. 어머니께서는 기차에 일을 했습니다. 매우 수고했지만 저의 학습을

*관신(√관심)했습니다.(S-Z32)

ㅁ. *궁둥(공동)적인 말과 지향이 애정의 기초이고 함께 열심히 분투한 것

이 애정의 열매이다. (S-G35)57)

(20ㄱ)에서는 한국어 한자 독음에서 ‘後悔’의 ‘悔’ 병음 ‘hui’를 중국어 발음대

로 모음58)을 한국어 모음 /ㅚ/가 아니라 /ㅟ/로 발음한 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20ㄴ)도 마찬가지로 ‘孤兒院’의 ‘孤’ 병음 ‘gu’의 모음을 중국어 모음대로 /ㅜ/

로 대체한 데서 생성된 오류이다. (20ㄷ)에서는 병음 ‘jie’가 때로는 ‘결’로, 때로

는 ‘해’로 발음되므로 그 중 하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結束’의 병음 ‘jie’ ‘결’과 일치시켜 ‘결방군’이라 표현하여 웃음거리를 샀다. (20

ㄹ)에서는 한자어 ‘關心’의 ‘心’ 병음 ‘xin’의 끝모음을 중국어 발음 그대로 ‘신’

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생성된 오류이다. (20ㅁ)은 ‘共同’의 병음 ‘gongtong’에서

두 글자의 모음을 모두 중국어 발음 그대로 한국어에서도 /ㅗ/가 아니라 /ㅜ/

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이 외에도 학습자들의 자료를 보면, ‘운둥(運動)하다-운동하다, 관시(關系)-관

계, 경기(經濟)-경제, 변리하다(便利)-편리하다, 경엄하다(經驗)-경험하다, 체엄

하다(體驗)-체험하다, 전바속도(传播速度)-전파속도, 선태하다(選擇)-선택하다,

정광(情況)-정황, 신혈(新血)-심혈, ……’ 등의 오류들이 나타났다.

이상의 음운적 오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자어는 한국어 독음으로 읽어

야 하므로 맹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중국어 병음과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

57)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이해의 편이를 위해 간단히 표기부호에 대해 설명한다.

‘S’는 시험지 작문, ‘Z’는 숙제 작문, ‘P’는 평가지, ‘G’는 고급, ‘Z’(두 번째 부분)는 중급, 첫 숫자

는 언어자료 번호, 두 번째 숫자는 설문지 문항 번호이다.

P-Z56-61: 평가지 중급 56번째 언어 자료, 6-1문항을 가리킨다.

58) 중국어 병음(拼音)에서는 ‘韻母’라 하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에 대응시켜 ‘모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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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한자 독음에 대한 학습은 필요한 것이고 유용

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반복적인 기억과 연습을 통해 한자 독음을 습득

하게 해야 한다.

2. 어휘적 오류

어휘적 오류에서는 주로 모국어 단어를 직역한 오류,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

로 인한 오류와 모국어 형태와 비슷한 단어 대체로 인한 오류, 모국어 단어와

의 조합으로 인한 오류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1) 모국어 단어를 직역한 오류

중국인 학습자들이 교육용 한자어 학습 과정에서 한자어를 쉽게 생각하고

중국어 단어를 직역하여 한자어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오류는 학

습자들이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정확히 모르는 데서 또는 쉽게 모국어

를 직역하여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오류이다.

(21)ㄱ.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자신심을(√자신감을) 잃었다.(Z-Z32)

ㄴ. 나의 *원망은(√소망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다.(P-Z56-61)

ㄷ. 지진은 우리의 *가원(√생활터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7만 명이나 돌

아가게 했다.(S-G52)

ㄹ. *일방에(√한 곳에) 곤난이 있으면 *팔방(√여러 곳)에서 지원을 준

다.(Z-G49)

(21ㄱ)에서는 중국어에서의 ‘自信心’을 발음 그대로 직역하여 ‘자신심’이라 하

고 한국어에서는 ‘자신감’이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례

이다. (21ㄴ)에서는 중국어에서의 ‘願望’을 한자 발음 그대로 ‘원망’으로 직역하

였고, (21ㄷ)에서는 중국어에서의 ‘家園’을 한자의 발음 그대로 ‘가원’이라 직역

한 오류이다. (21ㄹ)에서는 중국어에서의 ‘一方有難, 八方支援’을 한국어로 풀어

쓴 것으로 중국어 ‘一方’, ‘八方’을 그대로 ‘일방’, ‘팔방’이라고 직역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학습자들의 자료를 보면, ‘모든 문제가 사장에게 지향한다(指向)-

쏠리다, 관애(關愛)-관심과 사랑, 경력하다(經歷)-경험하다, 부애-부성애, 모애-

모성애, 시광(時光)-시간, 분수(分數)-점수, 원하다(怨)-원망하다, 전화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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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장회의-학부모회의, 자사자(自私者)-자사적인 사람, 인세간(人世間)-인

간 세상, 양방면-양쪽, 무사한(無私) 사랑-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 등의

오류들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한자어를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로서 학습자들에게 한자어의 어려움을 인지시키고 한국어와 정확히 대

조하여 학습해야 만이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2)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교육용 한자어에는 한자에서 기원했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의미 영역이

확대되거나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도

있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사용하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오류 표현 중에는 한국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한자어도

있고 한국에서는 아예 쓰이지 않는 한자어도 있다.

(22)ㄱ. 그는 일이 있으면 늘 전화로 나와 *연계한다(√연락한다).(S-Z24)

ㄴ. 그는 회사에서 *표현이 어떠하니?(√일을 잘 하니?)(P-Z125-62)

ㄷ. 자연재해와 투쟁하는 동안 우리도 *보귀한((√소중한) 경험을 쌓았

다.(S-G34)

ㄹ. 요즘 항공권이 *긴장해서 (√구매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

겠다.(S-G53)

ㅁ. 그의 할아버지가 지난해에 *병고했다.(√병으로 돌아가셨다)(Z-G21)

(22ㄱ)에서 학습자는 중국어에서의 ‘連繫’의 의미를 그대로 한국어에서 사용

하였다. 중국어에서는 ‘연계’의 의미가 ‘서로 관계가 닿다’59)라는 뜻으로 전화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행동을 가리킬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어떤 일이나 사

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또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전화 연계’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어떤 사실을 상대편에게 알림 또는 서로

이어 대 줌’의 뜻으로 쓰이는 ‘연락(連絡)’을 사용하여 ‘전화 연락/연락 사항/연

락을 취하다/연락을 바라다’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학습자가 제대로 습득하

59)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단어의 의미는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2005）<現代漢語

辭典> 해석을 따르고 한국어의 단어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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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 생성된 오류이다.

(22ㄴ)에서는 중국어에서의 ‘表現’ 의미를 그대로 대응시킨 오류이다. 중국어

에서는 ‘표현’의 뜻이 ‘나타내거나 나타내는 행동’으로서 회사에서의 행동을 가

리킬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

으로 드러내어 나타냄’이란 뜻으로 중국어에서의 의미는 내포되지 않는다. 이

단어에서 중국어의 사용 영역이 한국어보다 더 큰데 학습자는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중국어식으로 사용하여 오류가 생성되었다.

(22ㄷ)에서 생성된 오류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어 ‘寶貴’는 중요한 사물을 형

용하는 것으로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에 시간이나 경

험 등을 가리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한국어에서 그대로 ‘보귀하다’라고 대

응시켜 사용하면 오류가 된다. 한국어 사전에는 ‘보귀하다’라는 단어를 표제어

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0) 이 단어는 북한과 중국에서만 사용되는 단어

이기에 마땅히 ‘소중하다’로 대응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22ㄹ)에서는 중국어에서의 ‘緊張’은 ‘정신이 고도의 준비 상태에 있음, 격렬

하고 급박한 상황’을 뜻하지만 ‘공급 부족’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어에서는 다만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정세나 분위기가 평온하지

않은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고 ‘공급 부족’의 의미는 내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에서의 세 번째 의미를 한국어 문맥에서 그대로 사용

해서 비롯된 오류이다.

(22ㅁ)은 중국어와 한국어 어휘 형태가 동일하지만 의미가 상이한 것을 동일

의미로 착각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중국어에서의 ‘病故’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는 뜻으로 동사로만 쓰이지만 한국어에서의 ‘병고(病故)’는 ‘병에 걸리는 일’로

일반적으로 명사로만 쓰이므로 ‘단 한 사람의 병고도 없이 모두 건강하게 여행

에서 돌아왔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음이의어 ‘병고(病苦)’의 의미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보통 ‘병고에 시달리다/병고를 이겨 내다/오랜 병고로 쓰러지

다/가난과 병고로부터 벗어나다’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학습자는 단순히 모국

어에서의 의미와 용법을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시킨 오류이다.

이 외에도 교육용 한자어에서 학습자들이 생성하는 이러한 유형의 오류로는

‘신문(新聞)을 들었다-소식을 들었다, 신선한 침실 환경-새로운, 감정이 가강되

60)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보귀하다’가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보배롭고 귀중하다’는 의미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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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加强)-깊어져, 자기를 풍부하게 하다(豊富自己)-자아개발을 한다, 가곡(歌

曲)-노래, 생활이 간난할 때-가난할 때61), 그에게 친선을 느끼지 않았다-친근

감, 요해-이해, 대학시대-시기, 의혹하다-의심하다, ……’ 등이 있다.

이처럼 한자어에 중국어와 의미가 완전히 다른 동형이의어(同形異議語)나 동

음이의어(同音異議語)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미세한 차이를 학습자들이 스

스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어려운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한자어 교

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어에서 쓰이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한

국어에서도 일대일 대응 관계로 쓰인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한자어의 의

미와의 미세한 차이를 신중하게 파악하게 해야 한다.

3) 모국어 형태와 비슷한 단어 대체로 인한 오류

학습자들의 어휘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어와 한국어 한자어가 동형동의

어 또는 이형동의어가 많다는 것에 기대어 형태상 모국어와 비슷한 단어를 선

택하여 사용하는 데서 비문이 생성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형태

의 유사성에 초점을 둔 오류들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모

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와 부분적으로 겹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형태

상의 유사성이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따로 분류하였다.

(23)ㄱ. 요즘 그의 신체 *정황(√상황)이 어때요?(Z-Z38)

ㄴ.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품질을(√품성) 볼수 없고 다른 사람

의 잘못과 실수만 볼수 있습니다.(S-G37)

ㄷ. 우리는 *매일(√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P-G47-63)

ㄹ.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서로 다른 *특성(√특징/개성)이 있습니

다.(S-Z53)

ㅁ. 인터넷에서 그와 *상관한(√관련된) 여러 사진이나 문장, 최신 소식

을 쉽게 볼 수 있다. (S-G52)

위의 예문에서 사용된 한자어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형태가 비슷한

단어들이다. 예문들에서 정황(情況)-상황(狀況), 품질(品質)-품성(品性), 매일(每

日)-일상(日常), 특성(特性)-특징(特徵)-개성(個性), 상관(相關)-관련(關聯) 등은

61) 한국어에서도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가난’이 아니라 ‘간난’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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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음절이나 뒤 음절이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와 목표어인 한자어에서 동

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의미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에 쉽게 오류가 발생한

다. 학습자는 목표어와 형태가 비슷한 모국어를 연상하여 같은 의미로 착각하

여 대체 사용함으로써 비문을 만들었다.

(23ㄱ)에서 ‘정황’과 ‘상황’이 유사한 뜻은 가지지만 신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기 관계상 ‘정황’보다는 의미 영역이 더 큰 ‘상황’이 어울린다. (23ㄴ)에서 ‘품

질’이란 ‘물건의 성질과 바탕’이라는 뜻으로 ‘품성’의 ‘사람의 생활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사상, 정신적 및 도덕적 기질과 품격’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르며 서

로 다른 대상에 적용된다. (23ㄷ)에서 ‘매일’은 ‘각각의 개별적인 나날’을 나타

내고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매일 하는 것’으로 그 초점이 다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예문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ㄹ)에서는 ‘특징’은 ‘(다른 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눈에 띄

는 점’이고 ‘특성’은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특질(特質), 특이성

(特異性)’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습자는 이러한 ‘특징’과 ‘특성’의 차이점을 인

식하지 못한 데서 비문을 만들어 냈다. (23ㅁ)에서 ‘관련’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음. 또는 그 관계’를 나타내고 ‘상

관’은 ‘서로 관련을 가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슷하지만 ‘상관하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관련되다’는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인

식하지 못해 생성된 비문이다.

교육용 한자어 학습에서 이러한 유형의 오류들로는 ‘위대한 의미-의의, 생활

이 변화했다-변했다, 조사 대상에 내포하다-포함되다, 가장 귀한 사물-물건,

부모님을 대체하여-대신하여, 이지적인(理智) 사람-이성적인, 번뇌를 해제하고

-해소하고, 사회에 회보하고-보답하고, 숙지한 목소리-익숙한, ……’ 등이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학습자들이 유사한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형태는 비슷하

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어휘들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의미에 있어서 미세한 차

이가 있는 어휘들에 대한 정확한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므

로 어휘 교육에 있어서 대조적인 방법으로 같은 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

고 이해시켜야 한다.

4) 모국어 단어와의 조합으로 인한 오류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단어와 조합(組合)하여 새로운 한국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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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낸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조합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 한자어의 조합도 포함한다. 즉 간단한 단어들은 이미 한국어

고유어로 숙지하고 있기에 그에 한자어를 조합하여 생성되는 오류를 말한다.

비록 어떤 것은 어휘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러한 오류의 근본 원인이 모국어

단어와의 조합으로서 더 나누어 해석할 여지가 없고 또한 학습자들도 하나의

단어처럼 인지하고 사용하기에, 즉 단어 차원으로 습득하므로 어휘 오류에 귀

속시켜 관찰한다.

(24)ㄱ. 대학교에 와서 그를 만난 지 *이개 달이(√두 달이) 되었다.(S-Z12)

ㄴ. 금년 7월, 우리는 *단학기 할 때(√계절 학기에) 저의 외할머니는 세

상을 떠났습니다.(S-G58))

ㄷ. 젊은 시절의 분투는 *늙은 시절(√노년 시절)의 *재보로(財寶) 된

다.(Z-G60)

ㄹ. 그 곳은 경치가 좋아 외국에서 온 *관광 사람들이(√관광객)이 많습

니다. (Z-Z59)

위 예문에서와 같이 중국어 언어 체계에 익숙한 학습자들은 흔히 중국어의

언어 규칙대로 한국어를 구사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다.

(24ㄱ)에서는 중국어에서 ‘두 달’을 ‘二个月’라 표현하는데 학습자가 ‘달’만 고

유어로 습득하고 중국어 ‘二个’를 그대로 ‘이개’로 직역하여 잘못된 단어구 ‘이

개 달’을 조합하여 만들어낸 비문이다. (24ㄴ)은 중국어에서의 ‘在短學期’를 중

국식 표현과 조합하여 ‘단학기 할 때’로 표현한 것이다. (24ㄷ)에서는 ‘젊은 시

절’의 ‘젊다’의 반의어를 ‘늙다’로 생각하고 ‘늙은 시절’로 대등시켜서 초래된 오

류이다. 학습자는 중국어식 사유로 ‘젊다’와 ‘늙다’의 반의어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시절’과 조합되었을 때 한국어에서의 수용성 여부와 ‘늙다’에

내포된 비공경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미처 숙지하지 못했다. (24ㄹ)에서는 학습

자가 ‘관광’이라는 단어만 알고 ‘관광객’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오류이다. 학습자는 중국어에서의 표현 ‘觀光的人’의

‘수식어+피수식어’ 구조를 그대로 옮겨 ‘관광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외 교육용 한자어에서 이런 부류의 오류들로는 ‘현실 중에서-현실 속에

서, 친인 간(親人間)-친인들 사이에, 과거 년-지난해, 진정 의의 상의(眞正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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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경우-자신의 경우, 새 학생 모임-신입생, 제 일개

-첫째, 애정의 과일-사랑의 열매, 컴퓨터 병독-바이러스, 사랑 봉헌 활동-사랑

나누기 활동, 정신 방면-정신적인 면, …’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혹여 논자에 따라 이러한 오류들이 모국어 단어를 직역한 오류와 겹치지 않

느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는 주로 단어구(短語)에 착안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주로 한국어 학습자가 숙달도가 높지 않은 단계에서 모

국어의 문법 체계 또는 어휘 체계를 제2언어 학습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시도

한 데서 빚어진 것으로 외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다.

3. 문법적 오류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에서의 문법적 오류는 모국어의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모국어 품사의 전성으로 인한 오류

중국어의 품사 체계를 살펴보면 품사의 통용62)(兼詞)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실질 형태만 있고 문법 형태 변화가 없다

는 문법적 특성을 말해 준다. 즉 한 단어가 아무런 형태 변화가 없이 단순히

어순에 따라 품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첨가어인 한국어는 형태 변화

가 아주 활발하기에 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품사가 전성되려면 반드시 문법

형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교육용 한자어 학습에서 이는 학습자들의 많은 문

법적 오류를 생성시키는 부분이다.

(25)ㄱ. 그는 평소에 늘 남보다 자기 *부족이(√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

다. (Z-G18))

ㄴ. 그는 나의 학습 성적에 매우 *관심한다. (√관심이 많다)(P-Z142-65)

ㄷ. 그는 우리 학교에서 *최훌륭한(√최고로 훌륭한/제일 훌륭한) 학생입

니다.(S-Z56)

ㄹ. 그 황제가 자기의 정권을 *공고하기(√공고히 하기) 위하여 꼭 열심

62) 품사의 통용은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현상에 대한 중립적인 처리임에 비해, 품사

의 전성은 한 형태가 기본적인 품사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품사로 쓰인다는 관점인데 모국

어 영향으로만 놓고 보면 품사의 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문

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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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나라를 관리할 것입니다. (Z-G29)

이러한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는 초·중급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

자들도 많이 범하는 문법적 오류로서 교사들의 많은 주목을 필요로 한다. 위

예문들에서 (25ㄱ)는 형태 변화가 전혀 없는 모국어 체계에 익숙한 학습자가

중국어에서 ‘부족’이라는 ‘不足’이 명사나 형용사로 사용될 때 형태 변화가 없

다는 모국어 규칙의 간섭으로 연유한 오류로서 한국어 명사 형태로도 ‘부족’이

라 잘못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25ㄴ)에서 ‘관심(關心)’은 중국어에서는 동사와 명사의 통용으로서, 동사로

많이 쓰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명사로 많이 쓰인다. 그리하여 예문에서 중국어식

동사형으로 ‘관심하다’를 사용하였지만 한국어에서는 보통 명사로 많이 쓰이어

‘관심을 끌다/모으다/ 돌리다/ 가지다/두다’ 등으로 쓰이며 ‘···에 관심이 있다/

없다/적다/많다/쏠리다’ 등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학습자가 아직 숙지하

지 못한 데서 연유한 오류이다.

(25ㄷ)에서 중국어 부사 ‘최(最)’는 형태 변화 없이 한 글자만으로도 1음절

부사를 이루어 형용사들을 수식할 수 있지만 형태 변화가 활발한 한국어에서

는 반드시 형태 변화를 통해 ‘최고로’ 라는 부사 형태로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25ㄹ)에서는 중국어에서 ‘공고(鞏固)’는 동사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공고하다,

공고히’ 등 형태로 형용사와 부사로 많이 쓰인다. 학습자가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러한 차이를 숙지하지 못해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교육용 한자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오류를 살펴보면 ‘천지개벽

변화-천지개벽의 변화, 우리를 위해 모두 포길 수 있고-포기할 수, 한국인의

의식주는 많이 특히입니다-특이하다, 저는 기억습니다-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렇게 우연 일이 발생했다-우연한, 생활이 몹시 풍부를 알았다-풍부함을, 그녀

의 눈이 불편기 때문에-불편하기, 내가 성장에 따라서-성장함에 따라서, 괴로

운 결국이 빚어진다-결과, 간단 밥을 잡수었다-간단히, ……’ 등 오류들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고립어적인 특성 즉 형태 변화가 없는데 익숙

해져 중국어 단어가 동사나 형용사로 전성될 때 접미사 ‘-하다’를 빠뜨리거나

부사로 전성될 때 부사 접미사 ‘-히’, ‘-적으로’ 등 형태 변화까지 고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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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명사로 전성될 때 ‘-ㅁ’을 생각하지 하는데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중국어는 고립어로 형태 변화가 없는 언어이므로 한

형태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어순에 의해 그 기능이 대

별된다는 문법적 특징에 반해 한국어는 형태 변화를 반드시 입어야만 단어의

품사 전성이 이루어진다는 문법적 특성을 잘 습득시켜야 한다.

3.2.2. 목표어의 특성에 의한 오류

제2언어 학습에서 목표어의 특성에 의한 오류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브라운(Brown 2001:261)은 제2언어 학습자 언어에

대한 연구의 주요 공헌 중 하나는 언어 간 오류 외에 다른 유형의 오류, 즉 오

류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시킨 것이라면서 제2언어 학습에서 목표어

의 영향이 오류의 주된 요인이라 하였다. 그는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이 진전

됨에 따라 목표어 자체 내의 구조들이 선행 경험이나 기존의 포섭물이 되어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남아 새로운 제2언어 형태의 학습을 도와주거나 방해한

다고 하면서 과잉 일반화 오류를 제시하였다. 이정희(2003:94)는 목표어 영향에

인한 오류를 과잉 적용의 오류와 불완전 적용의 오류로 나누었다. 과잉 일반화

오류는 목표어 규칙을 학습함에 있어서 특정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여 발생하

는 오류이며, 불완전 적용의 오류는 목표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이 완전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여 특정 규칙을 불완전하게 적용시켜 일어나는 오류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어휘 오류들을 검토해 보면 항

목마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잉 일반화보다는 불완전 적용의 오

류가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특정 규칙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주어도 학습자들의 인지적 차이로 말미암아 규칙 활용에서 오류가 빈

번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오류 분석은 형식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에

서는 한국어 특성으로 인한 오류를 어휘적 오류, 문법적 오류로 나누고 다시

원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어휘적 오류

어휘적 오류에서는 주로 원인에 따라 한국어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양립으로

인한 오류, 한자어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한국어 조어법의 미숙지

로 인한 오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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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양립으로 인한 오류

주지하다시피 특정된 역사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

비중이 매우 크며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완전히 침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유

어와 한자어의 양립 체계가 학습자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유어

와 한자어는 보통 일대다 대응 관계를 형성하는데 딱히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문맥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언중들의 언어 습관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해야 하기에 외

국인 학습자들에게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63)

(26)ㄱ. 어머니는 나가시면서 나에게 집을 잘 *보호하라 합니다(√지키라고

합니다).(S-Z38)

ㄴ. 시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접촉하지도(√만지지도) 못한

다.(Z-G57)

ㄷ. 어릴 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좀 멀었는데 아버지께선 매날(√매

일) 아침에 자전거로 저를 바래다 주셨습니다.(Z-G53)

ㄹ. 우리는 그 실수 중에서 교훈을 *흡수하게 합니다. 또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으면(√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S-G35)

ㅁ.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국과 다른 한국 문화, 풍습, 정치 등의

지식을 공부하기를 통해 시야를 넓힌다. 그리고 문제를 보는 시각도

*전환했다(바뀌었다).(S-G18)

(26ㄱ)에서 ‘보호하다(保護)’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본다는 뜻이고 고유어 ‘지키다’는 재산,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는다는 뜻으로 ‘보호하다’는 추상

적인 의미를 많이 띠고 있어 ‘어린이를/권한을/자연을/환경을 보호하다’ 등에

적용되고 ‘지키다’는 더 구체적인 문맥 ‘성을 /유산을/조국을 지켰다’ 등으로 사

용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대상 ‘집’에 대해서는 ‘지키다’가 사용되어야 한다.

63) 고유어와 한자어의 양립에서 기인한 오류는 아래에 제시될 한국어에 유의어가 많음으로 해서 생

성되는 오류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고유어와 한자어 양립은 한국어 어휘 체계의

특징에 주안점을 둔 것이고 유의어 변별은 한자어 범위 내에서 유의어가 많음으로 인한 오류 발

생에 주목한 것이므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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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ㄴ)에서 한자어 ‘접촉하다(接觸)’는 서로 맞닿는다는 뜻으로 ‘신체 접촉/접

촉 사고’ 등으로 쓰이지만 ‘만지다’는 손을 대어 여기저기 주무르거나 쥔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손에 의한 접촉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문에서 시간

의 추상성에 착안하여 구체적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26ㄷ)은 한자어 ‘매일’을 써야 하는데 학습자가 스스로 ‘매날’이라는 표현을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이는 ‘매달’, ‘매월’, ‘매해’, ‘매년’ 등으로부터 학습자가

스스로 유추하여 생성된 오류이다.64)

(26ㄹ)은 고유어 ‘거듭하다’의 사용 오류인데 한자어 ‘반복하다(反復)’와의 사

전적 뜻풀이는 어떤 일을 자꾸 되풀이한다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거

듭’은 부사이고 ‘반복’은 명사라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키고 이 두 동사가

의미 차이는 없지만 부정을 나타낼 때에는 ‘거듭하다’가 ‘반복하다’보다 많이

어색하다는 것을 습득시켜야 한다.

(26ㅁ)은 ‘시각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중국식 한자어로 ‘전환하다’로 대응시킨

오류로서 한자어의 추상성에 초점을 두고 ‘기분 전환/발상의 전환/인식의 전환/

체제의 전환’ 등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문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 오류를 살펴보면, ‘획기적인 사람-인물, 마음을

일러주다-고백하다, 넷년-사년, 넋의 공정사-영혼의, 자기의 노릇을 알다-책임,

나이의 증가에 따라-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비가 정지하지 않는다-멈추지 않는

다, 칠살이나 팔살부터-일곱 살이나 여덟 살부터, 우리에게 온화를 주고-따뜻

함, 돈을 손실하다-잃다, 다른 사람을 불구하고-생각하지 않고, ………’ 등 오

류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고유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한자

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사용한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고 고유어와 한자어를 변별하여 사용해야 하는

문맥을 숙지하는 데 주목하게 해야 한다.

2) 한자어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유의어가 많으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의어 변

64) ‘매날’은 구어에서 일부 쓰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한국어사전』에는 표제어로 제시되지 않았기에 이를 오류로 처리한다. 『연세한국어사전』

에는 ‘맨날’이 ‘날마다’의 뜻으로 ‘매일’의 유의어로 제시되어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매날’을 사

용하지만 이는 ‘맨날’의 뜻을 알고 쓰는 것이 아니므로 오류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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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쉽지 않아 외국인 학습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특히 한자어에 유의어

가 많아 그 변별이 쉽지 않은데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한자어가 많다는 것에만 안주한다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유의어 남용으로 인해

엉뚱한 오류를 생성할 수도 있다.

(27)ㄱ. 그때부터 나는 자신감이 점점 늘어나고 *감히(√대담히/대담하게) 한

국말로 말했습니다.(Z-G26)

ㄴ.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결말에(√결국) 자기의 목표를 실현하였습니

다.(S-Z37)

ㄷ. 사람들은 언제나 *보유할 때(√소유하고 있을 때) 아끼지 않고 잃어

버린 후에 후회하는 것이다.(Z-G53)

ㄹ. 우리는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춘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상세히(詳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좋겠

다.(Z-G49)

위에서 (27ㄱ)은 학습자가 유의어인 부사 ‘감히’와 ‘대담히/대담하게’를 정확

히 변별하여 사용하지 못해 생성된 비문이다. 학습자는 ‘감히’를 긍정적 표현이

뒤따르는 중국어 동사 ‘敢于’와 대등시켜 사용하면서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못

하다’는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인다는 것을 숙지하지 못했다.

(27ㄴ)은 학습자가 유의어 ‘결말’, ‘결국’을 어떤 일이 마무리되는 끝 중국어

에서의 명사로 인식하고 한국어에서의 부사적 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마침내’라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결말’은 부사로 사용되

지 못하고 ‘결국’만이 부사로 사용될 수 있다.

(27ㄷ)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유의어 ‘보유하다’와 ‘소유하다’

의 변별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보유하다’는 간직하다는 추상적 의미를 더 가

지고 있고 지시 범위도 크지만 ‘소유하다’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지시 범위

가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보유’는 ‘핵무기 보유/보유 규모/세계 기록 보유’ 등

형태로 쓰이지만 ‘소유’는 ‘개인 소유/주식 소유’ 등으로 사용된다.

(27ㄹ)에서는 유의어인 ‘자세히’와 ‘상세히’의 변별인데 이는 후행동사 ‘생각

하다’와의 공기 제약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히 생각하다’는 성립될 수 있으

나 ‘상세히 생각하다’는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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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 오류들로는 ‘대오가 거대하다-방대하다, 지혜

가 낮다-지력, 사랑 받을 권력-권리, 요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다-실행하

다, 인터넷은 재주가 많지만-기능이, 아버지의 말씀을 추억하자-회상하자, 안녕

히 계시도록 하였다-편안히, 그 일의 사실 원인-실제 원인, 내가 사랑에 경력

이 없어서-경험이, 영양이 완전하지 않다-충분하지 않다, 인터넷을 주재하는

(主宰)-지배하는, ……’ 등이 있다.

이러한 유의어들의 미세한 차이의 변별은 학습자들에게 언어 상황과 앞뒤

문맥을 제시해 주어 오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어 조어법의 미숙지로 인한 오류65)

한국어 어휘는 첨가어적 특성이 있기에 문법 형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비

록 중국어에도 접두사와 접미사가 쓰이지만 한국어에 비해서는 매우 고정적인

편이다. 그러므로 고립어인 중국어에서 형태 변화 없이 실질 형태만으로 단어

를 이루고 사용하는 데 익숙해진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목표어의 어휘 조어법

특성인 문법 형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28)ㄱ. 내가 *이상한(√이상적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

다.(S-Z51)

ㄴ. 만일 *정확적인(√정확한) 방향을 수립하고 자신과 용기로 노력하면

우리의 미래가 꼭 밝게 될 것입니다.(Z-G35)

ㄷ.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도 따뜻한 가족이 되고 우리 세계도 *풍요한

(√풍요로운) 낙원이 됩니다.(Z-G58)

ㄹ. 우리는《에프롱을 모자로 쓰기》를 배운 후 아버지에게 *감동해집니

다(√감동되었습니다).(Z-G26)

(28ㄱ)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조어법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

류이다. 명사 ‘이상’은 주로 한자어 뒤에 붙어 쓰이는 접미사 ‘-적’과 결합하여

‘이상적’이라는 단어를 생성하여 관형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목표어의 이러한 조어 특징에 유의하지 못하고 문법 형태 변화를 의식하지 못

65) 이것은 한국어만의 특성은 아니지만 중국어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기에 목표어 특성으로 제시한

다. 또한 이 유형은 모국어 영향에서 품사의 전성으로 인한 오류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국어의

영향과 목표어 영향의 혼용으로 발생된 오류라고 볼 수도 있기에 두 유형에서 모두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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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8ㄴ)은 (28ㄱ)와 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학습자가 접미사 ‘-적’을

과잉 일반화하여 생성된 오류이다. (28ㄷ)은 접미사 ‘-롭다’의 불규칙 활용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롭다’ 대신 ‘-하다’ 접미사를 사용하지 못한 데서 연

유한 비문이며, (28ㄹ)은 자동사 ‘감동되다’의 피동 의미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

조하여 표현한 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 오류들로는 ‘실감 있게 되다-실감하게 되다,

고독하기를 느꼈다-고독을, 사회가 너무 현실하기 때문-현실적이기, 완전적으

로 적용하다-완전히, 생활수준 향상시키기에 따라-향상에 따라, 건강한 성장하

지 못했다-건강하게, 세심한 저를 가르쳤다-세심하게, 지식을 풍부할 수 있다-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수고하지만-수고스럽지만, 매일 고생롭게-고생스

럽게, 고속 발전하는 사회-고속도로, 간단적으로-간단하게, 반복하게 물었다-

반복적으로, 행복하기를 느꼈다-행복함, ……’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학습자가 목표어의 어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빚

어진 오류로서 목표어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거나 불완전하게 적용하는 것 모

두가 오류 생성의 원인이다. 위에서 우리는 어휘적 오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아래에 문법적 오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문법적 오류

문법적 오류에서는 주로 한국어 어휘의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오류66)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어휘를 하나하나 동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앞뒤 문맥에 따라 또는 연어 관계에 따라 하나의 관습적인 언어 형

태로 습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어 어휘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29)ㄱ. 나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했습니다((√맞았습니

다).(S-Z39)

ㄴ. 시골 사돈과 도시 사돈은 같이 한 고급식당에 가서 식사를 *먹었습

니다(√했습니다).(Z-G51)

66) 어휘 공기 관계는 한국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다 존재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한국

어에서 어떤 특정 단어와 그에 결합되는 후속 단어가 어떠한 것인지는 한국어 범위 내에서만 확

정되고 사용 가능한 것이기에 이를 목표어 특성에 귀속시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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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는 신문 기사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 중․한

양국 간의 문화 교류에도 *주의를(√관심을) 두었다.(Z-G14)

ㄹ. 남의 실수를 꼬집어 내어 남도 어색하고 동시에 당신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관용하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자기한테 관

용입니다.(S-G9)

(29ㄱ)는 모국어에서는 행위를 주거나 받거나 모두 ‘打针’으로 표현하지만 목

표어인 한국어에서 ‘주사를 맞다’와 ‘주사를 놓다’로 구분한다. 학습자는 ‘주사를

맞다/놓다’의 공기 관계 즉 관용적 용법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애용하는 동사 ‘하다’를 선택하여 오류가 생성되었다. (29ㄴ), (29ㄷ), (29ㄹ)에

서도 ‘식사를 하다/관심을 두다/관용을 베풀다’ 등이 모두 각각의 고정적인 공

기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 오류들로는 ‘발상이 존재하다-떠오

르다, 고통을 할 것이다-느끼다, 생각이 더욱 높아졌다-많아졌다, 사회에서 손

해를 하겠습니다-손해를 본다, 모든 정력을 걸렸다-기울이다, 지식을 흡수하다

-배우다, 자유를 받겠다-얻다, 어느 종류에도 불구하고-막론하고, 이상을 완성

하기가-실현하기, 사실을 장악하다-파악하다, 고생을 내주다-하다, 성과를 받

다-얻다, 좋은 직업을 할 수 있다-찾을 수 있다, 여러 방면에 영향했다-영향을

주었다, ……’ 등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들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에서 공기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공기 관계가 밀접한 형태를 하나의 단어

처럼 묶어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3.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학습한다는 두 가지 의

미가 내포되어 있다. 언어를 학습하노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

하게 된다. 단순한 언어 학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어휘는 사회언어

학적 특징을 매우 잘 반영하는 요소이므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목표어의 사

회· 문화적 특징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어의 사회· 문

화적 특징에 대한 이해 결핍으로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된다. 목표어 숙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언어 외의 복잡 미묘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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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날로 더 신경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모국어

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래에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결핍으로 연유한 오

류를 한국어 특유의 경어법으로 인한 오류와 목표어와의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 등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한국어 경어법으로 인한 오류

전술했듯이 한자어는 대부분 학문적인 용어, 전문적인 용어로 많이 쓰일 뿐

만 아니라 대우법에서도 많이 쓰인다. 한국어 어휘에서 높임법은 평어와 경어

로 구분되는데 한국어의 특수한 역사적 원인으로 하여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고유어와 한자어 가운데서 한자어가 품위 있고 상대를 높여 대우하는 어휘의

기능을 맡는다. 이충우(1994: 31)는 경어법 중 어휘의 쓰임은 어휘에 대우를 나

타내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경어 또는 품위 있는 언어로 쓰이는 어

휘는 대부분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유의어일 때 대체로 한자어에 공대의 개념

과 품위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한국어 경어법

은 문법적 방식, 어휘적 방식에 의해 실현되는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您, 老人

家, 位, 請, 敬...’ 등 개별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방식으로 실현되며 담화에서 한

국어에서처럼 그렇게 자주 쓰이거나 유표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간단한 경어법

체계에 익숙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어의 경어법 체계가 그만큼

생소하여 배우기가 어렵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힘든 내용으로서 학습 부담이

매우 크고 오류도 많이 발생한다.

(30)ㄱ. 아버지 *나이가(√연세가) 얼마나 됩니까?(P-Z139-68)

ㄴ. 교수님께서 이미 *집에(√댁에) 돌아가셨다.(S-Z19)

ㄷ. 어머님께서는 나에게 일찍 돌아오라고 *말했다(√당부하셨다/말씀하

셨다).(Z-G35)

ㄹ.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식

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S-Z47)

ㅁ. 저는 그 사람 *이름이(√성함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S-Z35)

예문 (30ㄱ-ㅁ)에서 상대가 모두 존경의 대상들이기에 각각 고유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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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말하다, 밥, 이름’ 등에 대응되는 한자어 ‘연세, 댁, 당부하다, 식사, 성함’ 등

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경어법을 미처 고려

하지 못한데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들을 살펴보면 ‘49살-49세, 나이가 많다-춘추/연세,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옥체, 그의 처-부인, 교수님의 아버지-부친, 그의 엄마-모

친, 부모님이 늙어졌다-연세가 있다, 병으로 죽다-서거하다, 소젖-우유, 생일-

생신, 시집이 어디라고-시댁, 앓음-병세/병환, 직접-친히, 이름-존함/성함, 외국

어 배울 때 말씀에 더 치중했다-말하기에……’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때로는

언어 환경에 따라 완전히 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으나 그들이 높임 정

도를 정확히 표현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한자어 경어법

사용에서 높임 정도의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정확히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높임법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경어법에 대해 전수할

때 일반적으로 한자어가 더 공대와 품위를 나타내는 높임말로 쓰인다는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 모국어와 목표어와의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

한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한자어가 중국어와 유사

한 의미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화용적 측면에서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존재한

다. 단어 하나에 따라 문맥이 달라지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글 흐름상 어떤 단어가 더욱 잘 어울리는지, 긍정적 뉘앙스인

지, 부정적 뉘앙스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31)ㄱ. 우리는 오랜 친구여서 *감정이 있다(√우정이 깊다).(P-G158-69)

ㄴ. 나는 중국 사람이어서 너무 *교오합니다.(√자랑스럽습니다)(S-Z26)

ㄷ. 너는 정말 *천진하구나(√단순하구나/순진하구나), 아직도 그의 말을

진짜로 믿다니.(P-G51-610)

ㄹ. 우리 반 학생들은 서로 *방조하면서(√도와주면서) 잘 지내요.

(S-G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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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들이 아무런 주저도 없이 위와 같은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뉘앙스를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해 생성되는 오류로서 학습자들의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31ㄱ)은 학습자가 한자어 ‘감정’에 내포되어 있는 부정적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나타난 오류이다. 중국어에서는 ‘감정이 있다’는 두 사람

의 관계가 서로 좋은 사이라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 이

는 대방에게 좋지 않은, 원망하거나 성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뉘

앙스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이 섞인 말투’, ‘서로

감정을 풀고 화해해라’ 등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인다.

(31ㄴ)에서는 중국어에서 ‘교오하다(驕傲)’는 긍정적 뉘앙스를 나타내지만 한

국어에서는 완전히 부정적 뉘앙스를 나타낸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빚어진 오

류이다. (31ㄷ)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 ‘천진하다’가 경우에 따라 부정적 뉘

앙스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긍정적 뉘앙스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을 미처 알지 못한 데서 생성된 비문이다. 마땅히 세상 물정이 어두워 어리숙

하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순진하다’ 또는 ‘단순하다’를 사용해야 한다.

(31ㄹ)에서 한국어 ‘방조(幫助)’는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낸다. 그 의미

는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범인

을 은닉시켜 주는 것은 그의 범죄를 {방조하는} 거나 다름없다’와 같은 부정적

인 문맥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帮助’는 좋고 나쁜 일에 상관

없이 어떠한 일을 거들어서 도와준다는 매우 긍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

으로 여러 가지 언어 환경에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만일 학습자들이 모국

어의 뉘앙스로 목표어 뉘앙스를 간단히 대응시킨다면 위와 같은 오류들이 쉽

게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 오류들로는 ‘애인-연인/여자 친구, 야심이 큰

친구-포부가 큰 친구, 그가 있으니 방심할 수(放心) 있다-안심할 수 있다, 대

충대충 부연하려는(敷衍) 사람-얼버무리는 사람, 수입이 가관이다-대단하다, 학

교에서 쾌락하게 지낸다-유쾌하게, 낡은 것을 사수하다-고집하다, 우리를 위해

공작한다-일한다, 그 사람이 너무 원활해(圓滑)-교활해,……’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오류들은 한자어와 중국어의 뉘앙스가 다르지만 학습자들이 쉽게 중

국어 뉘앙스로 한자어를 사용하여 자기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문장을 만들어

내어 정확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 143 -

뉘앙스 차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에서 우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오류 분석을 진

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3. 분석 결과에 관한 논의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

자들이 교육용 한자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인이 무엇이며

주요한 양상이 무엇인지를 밝혀 한자어 사용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규명하

고자 한다.

<그림Ⅲ-1> 한자어 오류 유형별 분포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사용 오류

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문법 범주에

서는 목표어의 영향이 크지만, 한자어

에서는 모국어 간섭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중국어와의 유사성이 긍정

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 작

용도 일으켜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사

용 오류의 유형별 분포를 정리하면

<그림Ⅲ-1> 와 같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사용 오류를 살펴

보면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가 39.4%를 차지하고 목표어의 특성으로 인한

오류가 36.74%를 차지함으로써 모국어의 영향이 기타 오류에서 보다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

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도 23.9%를 달하므로 한자어 학습에서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학습자 설문에서도 학습자들의 인식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

게 해 주고 있다.

<표Ⅲ-8>와 마찬가지로 한자어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에 학습자들은

목표어의 특성으로 인한 것은 33.9%를 차지하고 모국어의 간섭이 오류 발생

원인이라고 응답한 학습자는 48.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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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목표어 특성 95 33.9 33,9 33.9

82.0

99.6

100.0

2 모국어 간섭 134 47.6 48.1

3 사회·문화적 차이 49 17.5 17.6

4 기타 1 .4 .4

합계 279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표Ⅲ-9>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유형 및 오류율 분포

대분류 소분류
중급 고급

오류율 오류율

모 국 어 의

간섭에 의

한 오류

모국어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 25.62% 28.53%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17.64% 22.35%

모국어 형태와 비슷한 단어 대체로

인한 오류
18.36% 17.94%

모국어 단어와의 조합으로 인한 오류 15.06% 14.02%

모국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오류 13.11.% 11.12%

모국어 음으로 한자어 음을 대체한

오류
10.21% 6.04%

<표Ⅲ-8> 학습자들의 한자어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즉 <그림Ⅲ-1>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해 중요시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이상의 각 원인에 따른 오류 양상과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먼저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 유형 및 오류율을 분석한다.67)

위 표에서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즉 언어 내 전이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에서 모국어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가 중급

에서나 고급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일반적으

로 실질 형태만 있는 중국어의 고립어적인 특성에 익숙해져 한국어의 첨가어

67) <표Ⅲ-9>, <표Ⅲ-10>, <표Ⅲ-11>, <표Ⅲ-12>에서 오류율은 각 분류별로 고급 학습자들의 오류

율에 근거하여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적게 나타나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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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소홀히 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고급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는 다른 오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만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는 학습자들이 마지막까지 많이 부딪히고 어려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중급에서는 모국어와의 의미나 용법의 차이로 인한 오류와 모국어와

비슷한 형태로 대체하여 생성되는 오류가 거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

나 고급에 와서는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가 오히려 더 높은 추세

를 보이는데 이는 고급에서는 어휘량의 증가에 따라 초·중급에서 간단하게 대

응 관계를 이루던 단어들보다 의미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용법의 단어들을 접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미세한 의미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간단

히 대응시켜 사용하기에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셋째, 모국어 단어와의 조합으로 인한 오류는 중급에서나 고급에서 크게 변

화가 없는데 이는 고급 학습자들의 어휘량이 아직까지도 수요에 비해 매우 적

고 숙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모국어 단어와의 조합으로 대체하

려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반영한다.

넷째, 모국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오류가 중급에서는 13.11%를 나타내지만

고급 단계에서는 11.12%를 차지함으로써 중급보다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다. 이는 모국어 발음을 그대로 직역한 오류는 아직 습득한 어휘량이 부족할

때 모국어를 그대로 가져다 직역하여 학습자가 나타내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음운적 오류는 중급보다도 고급에서 많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모국어 음으로 한자어 음을 대체하는 음운적 오류는 중급 특히 초급 단

계 학습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오류라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서 우리는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를 분석해 보았는데 아래에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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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0>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 유형 및 오류율 분포

대분류 소분류
중급 고급

오류율 오류율

목 표 어 의

특성에 의

한 오류

한자어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25.83% 29.19%

한국어 조어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 20.54% 26.67%

한국어 어휘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32.76% 25.05%

한국어 고유어와 한자어 양립에 의한 오류 20.87% 19.09%

위 표로부터 목표어의 특성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추

리해 낼 수 있다.

첫째, 고급 단계에 와서도 학습자들의 한자어 오류는 크게 줄지를 않는다.

특히 고급에서 중급보다 유의어의 변별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유의

어가 많은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자어의 분화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고급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가 어휘량 확장이기에 그에 따른

유의어 학습 내용도 많아지고 유의적 표현들의 변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데 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많은 오류를 생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의어

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변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이 많

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조어법 특성으로 인한 오류도 고급에 와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중급

에 비해서 다양한 접사를 접촉하게 된 것과도 관계된다. 또한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조어법에 대해 인상은 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보면 한자어에 접사가 결합된 사례들인데 여러 가

지 접두사와 접미사의 의미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형용사 접미사 ‘-스럽다’와 ‘-답다’를 제대로 변별하지 못해서 발

생하는 오류가 많으며 부사 접미사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데서 생성되는 오

류도 많고 ‘-하다’와 같은 접미사를 과잉 일반화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생성되

는 오류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어 조어법에 대해 특히 형용사 파생법, 동

사 파생법, 부사 파생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중급 학습자들이 목표어 어휘의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오류들이 많

은데 이는 학습자들이 아직도 한국어 연어나 관용구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했으며 한국어 학습에서 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하고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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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중급 고급

오류율 오류율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

에 의한 오류

한국어 특유의 경어법으로 인한 오류 39.68% 35.92%

목표어와의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 32.89% 29.94%

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학습에서 중국어식으로 한국어 공기 관계를 표현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넷째, 고유어와 일대다로 대응되는 한자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생성되는 오류가 많다. 구체적인 장르, 또는 문맥에 따라 한자어를 사용해야

할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므로 초래되는 오류들이다. 이는 한자어가 전

문용어로 많이 쓰이지만 이미 언어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사용 범위가 넓어

져 고유어와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사들의 어휘 교수에서 많

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도록 한

다. 학습자들이 생성한 오류를 분석한 것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Ⅲ-11>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 유형 및 오류율 분포

위 표로부터 한자어 학습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특성의 하나인 한자어를 통한 경어법 실현을 학습자들이 아직

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경어법 오류율이 중급과 고급에서 모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나 어미로 실현되는 한국어 경어법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중요시하지만 한자어를 통한 경어법에는 아직 많이 소홀히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어 경어법은 사회생활에서 특히 대인 관계에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고도의 중시가 요구된다.

둘째, 중국어와 한국어의 서로 다른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도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도 있다. 어휘나

문법처럼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에서 많이 생성되는 오류이

다. 고급에서 중급보다 모국어와 목표어 뉘앙스 차이에 의한 오류율이 별로 많

이 저하되지 않았는데 이는 고급 학습 단계에서도 학습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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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2> 한자어 원인별 오류 유형 및 오류율 분포

대분류 소분류
중급 고급

오류율 오류율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

모국어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 25.62% 28.53%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17.64% 22.35%

모국어 형태와 비슷한 단어 대체로 인한 오

류
18.36% 17.94%

모국어식 단어 조합으로 인한 오류 15.06% 14.02%

모국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오류 13.11.% 11.12%

모국어 음으로 한자어 음을 대체한 오류 10.21% 6.04%

목표어의 특성에

의한 오류

한자어에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25.83% 29.19%

한국어 조어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 20.54% 26.67%

한국어 어휘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32.76% 25.05%

한국어 고유어와 한자어 양립에 의한 오류 20.87% 19.09%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

이에 의한 오류

한국어 특유의 경어법으로 인한 오류 39.68% 35.92%

목표어와의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 32.89% 29.94%

중급과 마찬가지로 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자어 뉘앙스 차이는 각각의 단

어들의 사용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들의 미세한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오해나 웃음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단

계가 높아질수록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자어와 중국어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 유념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타 오류 유형에서는 중급과 고급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사회· 문화

적 요소에 의한 오류를 보면 중급과 고급의 오류율 차이가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급 학습자들이 아직도 경어법과 뉘앙스 차이 변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으며 한자어 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

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원인에 따라 오류 양상과 오류율을 기술하여 보여준 위의 세 개의 표들

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학습에서 생성되는 오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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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용 한자어 학습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쉽게 간

과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분석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 체계

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실질 형태

만 있는 중국어의 고립어적인 특성에 익숙해져 한국어의 첨가어적 특성을 소

홀히 한다는 것, 어휘량이 적음으로 인해 학습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알고 있는 적당한 표현이 없을 경우 모국어 단어와 조합하여 한국어에 없

는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어 내거나 모국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운(Brown 2006:81)이 주장하듯이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는 학

습자에게 모국어에 의한 오류의 원인을 알게 하면 고쳐질 수도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오류 유형들은 분류하고 오류 원인을 밝혀 학습자들에게 대안을 제시

해 줌으로써 모국어의 부정적인 간섭을 미리 예방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목표어의 특성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면 고급 단계에서도 유의어 변별을 제

대로 하지 못하는 오류와 한국어 조어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 목표어 어휘의

공기 관계 제약을 무시한 오류들이 많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교

수에서 한국어 유의어들이 많은 특성에 따라 이들이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문

맥을 제시해주고 문맥 속에서 유의어의 차이를 변별하도록 하여 해야 한다. 또

한 구 단위로 나타나는 관용어 또는 연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어휘들

의 공기 관계 제약에 유념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어 관계를 명확히 한 덩

어리로 제시해 주고 습득시켜야만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유사한

오류들의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한 언

어 기술 기교를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라 깊이 있는 의사소통 능력, 즉 의사소

통에서 일어나는 언어 외의 복잡하고 미묘한 정서적인 소통도 내포되어 있다

는 것을 뜻한다. 특히 한자어를 통한 경어법 실현과 중국어와의 뉘앙스 차이는

학습자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한자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어법과 뉘앙스

가 서로 다른 한자어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한자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오류를 모국어의 간섭

으로 인한 오류, 목표어 특성으로 인한 오류,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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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오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브라운(2001:260)은 언어

간 전이는 모든 학습자의 오류의 중요한 원인이라 하면서 일반적으로 제2언어

체계에 익숙해지기 전에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에 모국어밖에 끌어들일

것이 없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 모국어 간섭이 상당히 많이 일어

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용 한자어 학습에서의 모국어 간섭 현상은 오히려

중·고급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초급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의 간단하고 단순한 의미만 학습하기에 한자어 오류가 적게 나타나지만

중·고급으로 갈수록 한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고 고급적인 단어, 전

문적인 단어들을 습득해야 하며, 모국어와 목표어의 형태가 같으나 의미의 차

이, 뉘앙스의 차이 등의 변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용 한자어 오류들에 대한 분석은 한자어 오류 유형 목록

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 그리고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

일 수 있는 바람직한 어휘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중

국인 학습자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 어휘력을 신장시키고 한국어 교

육 현장 교사들의 교수 기법 개발과 제2언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이론 연구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한자어 오류 분석과 교육용 한

자어 목록 선정 및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기저로 Ⅳ장에서는 한자어 교수·학

습 방안을 고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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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중국 내 한국어 교사들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Ⅲ장에서 선정한 교육용 한자어 및 중국어

와의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자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마련하고 한자어 교수·학습의 실제를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자어 습득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육 내용을 어떻게 입

력시키고 그 입력이 효과적으로 수용되도록 하려면 어떤 인식 활동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중국인 고급 학습

자를 위한 한자어 수업에 적용하여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그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 한자어 교육의 목표

본 절에서는 먼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구본관(2011:36-37)은 국어 어휘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으

로 어휘력, 어휘 사용 능력, 어휘 능력 등으로 지칭되는 어휘와 관련된 능력의

신장으로서 어휘에 대한 지식, 어휘의 활용, 어휘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한다

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

다.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본 연구에서의 한자어 교

육이 제2언어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차원의 목표인 “국어 어휘

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

른다”는 점을 배제하고는 국어 어휘 교육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어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

식을 확충하고 표현과 이해 두 측면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익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교육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와 관련된 능력의 신장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의 인지 구조 속에 내재된 모국

어 한자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어 어휘력을 질적, 양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한자어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면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친 적절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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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제2언어 습득의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전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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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

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2언어 습득에서 학습자의 학

습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언어가 어떻게 학습자에게 입력되어 수용

되며 그것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체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언어가 산출되

는지 그 전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크래센(Krashen)이 제시한 입력 가설 (Input Hypothesis)에 따르면 제2언어

는 “메시지를 이해함으로서, 또는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받음으로써” 습득된다(Krashen, 1985:2). 그는 본질적으로 이해 가능한 입력을

학습자가 들은/읽은 그리고 그 학습자의 현재 상태의 문법 지식을 약간 넘어서

는 언어 조각으로 보았다. 그는 학습자의 현재 지식 상태를 로 그리고 다음

단계를  +1로 정의했다. 따라서, 습득 차원에서 입력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학

습자가 접하는 입력이  +1단계에 있어야 한다. ‘ +1’을 포함하는 입력을 이해

함으로써, 현재 단계인 에서 자연적 순서에 따라 다음 단계인  +1로 이동한다
는 것이다. (박의재·이정원 1999:191-192).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스와 새린커(Susan M. Gass, Larry Selinker,

1999:391)는 학습자가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전환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고 보았다. (1) 지각된 입력(apperceived), (2)이해된 입력(comprehended), (3)수

용(intake), (4)통합(integration), (5)출력(output) 등 단계인데 이를 도식으로 표

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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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각된 입력은 몇 가지 특정 자질

로 인해 학습자가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만큼의 언어인데 선험 지식

은 입력이 유의미한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언어 학습에서 이해 가

능한 입력은 입력을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 반면, 이해된 입력은 학습

자에 의해 통제된다. 이해된 모든 입력이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된 입

력이 수용으로 귀결될지는 학습자가 성취하는 입력의 분석 단계이다. 수용은

언어 재료를 동화시키는 과정으로 그 곳에서 일반화와 과잉 일반화가 일어나

고 마지막으로 화석화가 발생하는 곳이다. 통합은 언어수용이 있은 후에 나타

나는 결과로 학습자의 제2언어 문법의 발달 그 자체와 저장이다. 출력은 학습

자들의 자신감과 인성 요인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있다(Susan M. Gass, Larry

Selinker, 1999:391-405).

이러한 제2언어 습득에서의 입력으로부터 출력으로 이르는 과정은 모든 언

어 학습에 활용되는 것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 학습을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선험 지식의 중요성은 한자어 학습에서 모국어 지식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지각된 입력으로부터 이해된 입력, 수용, 통합, 출력에

이르기까지 선험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언어적 선험 지식은 모국어 지식, 현재 알고 있는 제2언어 지식, 언어 일반

성, 다른 언어 지식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의 분석을 위

한 근거가 필요할 때 선험 지식은 이해를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언어 전이는

선험 지식의 일부로서 여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처리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전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정의

적 여과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한자어 학습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한자어 학습에서 이러한 인지 과정으로부터 출

발하여 학습자들의 인성과 감성을 자극한다면 선택적 주의력에 의해 더욱 큰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2언어 습득에서 학습자들의 이러한 인지 과정에 입각하여 이미

선정된 교육용 한자어 어휘 목록에 대한 등급화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에 의

한 유형화, 교육용 한자어 오류 분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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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중 대조 분석 내용 학습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의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2언어 습득 이론에서 모어의 역할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학습

자 요인에 따른 특성 즉 학습자가 내재하고 있는 인지적 구조-지식 체계로 말

미암아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한 한자어 학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선정

한 교육용 한자어 4,950개와 위에서 제시한 대조 분석을 결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교육용 한자어를 단계별로 초급 1,000개(1급 400개, 2급 600개), 중급 한

자어는 1,700개(3급 800개, 4급 900개), 고급 한자어는 2,250개(5급 1,050개, 6급

1,200개)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한자어를 일일이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시

간적, 정력적으로 어려움이 많다68).또한 교육용 한자어 모두가 통합형 교재에

출현된 한자어들로서 정독과에서 학습되는 내용이므로 초급 한자어와 의미가

비교적 간단하고 중국어와 같은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굳이 또다시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조 분석을 통

해 제시되어야 할 내용은 중급과 고급 한자어 가운데서 중국어와 형태가 다르

거나 의미가 다르고, 화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어야 한다. 이러한 한자

어들은 정독과 학습에서 간단히 처리되어 한자어로서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의 구체적인 대조 분석을 통해

그들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맥에 알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을 개인 교습용 어휘집으로 만들어 학습자들에

게 제공해 주고 한자어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형태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유형화 하였는데 Ⅲ장 1절에서 이미

제시하였기에 본 절에서는 간단히 언급한다.

형태적 대조 분석은 한자어에 대한 자순의 차이와 어소의 차이, 품사 전성

의 차이, 구조 차이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자순의 차이는 다시 동

의반서어와 이의반서어로 나누고, 어소의 차이는 2음절어와 3음절어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순과 어소의 차이로부터 초래되는 중국

68) 제일 이상적인 한자어 교육은 따로 정기적으로 한자어 교수를 진행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독과 학습에 편승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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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한자어의 형태소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조어법에 기초한 품사 전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중국인들의

한자어 학습에 매우 유용하다. 특히 접사와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은 한자어 학

습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실질 형태소

로 품사 전성을 이루는 중국어의 고립어적인 특성에 익숙하기에 형식 형태소

의 첨가로 품사 전성을 이루는 한국어의 첨가어적 특성은 매우 습득하기 어려

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이미 중국어 파생법을 습득하였고

또 한자어에 비슷한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기에 이러한 차이를 밝히고 조어법

을 활용하는 것은 한자어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의미의 대조 분석에서는 개별적 한자어들의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

의 전이로 유형화하였는데 이러한 의미의 이질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

대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사회 체제이고 경제·문화 등 여러 면에

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에 새로운 의미와 표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될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조어와 사어도 생겨날 것이며 언중들의 언어 사

용 습관도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의미의 가변성을 인지

시키고 한자어 의미의 확대, 축소, 전이를 받아들이고 정확히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용적 대조 분석은 뉘앙스가 한자어보다 중국어에서 더 긍정적인 경우와

더 부정적인 경우, 뉘앙스가 반대인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

은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은 중국인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제2언어를 학습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고민하는 일이기도 하다. 언어는

목표어 사회의 문화도 반영하기에 그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요구

하는 것으로서 고급 학습자일수록 이 내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 주목

한다. 더욱이 중국어는 감정색채가 뚜렷한 언어로서 학습자들도 이러한 언어

사용에 익숙해져 있기에 한자어 학습에서도 단어의 뉘앙스를 고려하게 된다69).

모국어와 목표어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를 정확히 변별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

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쉽고 단어 선택에서 많이 주저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뉘앙스 차이에 주목하고 중국어와

의 대조 분석을 통해 이를 정확히 제시해주어야 한다.

69) 필자의 고급한국어 수업에서 한 학생이 ‘도모’의 뉘앙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과서 문장이

정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때에야 필자 역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러한 사유를 발견

하게 되었고 모국어와 목표어 뉘앙스 차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 156 -

이러한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한 학습 내용은 한자어 학습 내

용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이 외에도 한자어 유의어 변별에 대한 학습, 고

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학습, 오류 분석을 통한 한자어 학습 등이 있다.

아래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2. 한자어 유의어 변별 학습

한자어에서 유의어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의어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어휘가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나 문맥

에서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혼동될 가능성 또한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자어 학습에서 특히 그러하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미 중국어 지식을

습득하고 있기에 한자어의 유의 관계 변별에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한자어가 완전히 중국어와 의미나 활용에서 일대일

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모국어로 인한 간섭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자어 유의어 변별에도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한자어 유의어 변별에서 유의어 사전을 활용하여 교육용 한자어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많은 시간이나 정력을 필요로 하는 너무나 방

대한 공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필자는 한자어 유의어 학습에서 신명선(2004a) 사고도구어

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명선(2004a)에서 사고도구어 926개를 선정

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9개 고유어와 11개 외래어 외에는 모두다 한자

어이다. 신명선의 사고도구어와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비

교한 결과 728개 사고도구어가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한자어에 포함되어 있고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어는 178개이다.

본 연구에서 사고도구어를 활용하려는 중요한 이유는 사고도구어의 특성과

신명선(2008)의 사고도구어 유의어 연구 결과물 때문이다. 사고도구어의 특성

에 대해 신명선(2008:89-91)은 어떤 학문적 대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들이라는 것,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아 전문어가 아니면

서도 전문어적인 특성을 드러낸다는 것, 이 단어들은 사고 및 논리를 전개하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프레임(frame)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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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술 텍스트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 등 네 가지로 개괄하였다. 또한 사고

도구어를 학문 능력 배양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로서 학술 텍스트에서

주제의 흐름을 유지, 발전, 진행시키고 화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관광이나 특수 목적

학습자들과는 달리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기에 사고도구어를 습득해야 할 절대

적인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교육용 한자어 어휘 목록에 728개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에 중첩 폭 또한 커서 학습자들의 사고도구어 습득 개연성도 풍부하다.

본 연구에서 신명선(2004a) 사고도구어를 활용하려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신

명선(2008:99)에서 사고도구어에 존재하는 유의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였다는

것에 있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의 번거롭고 힘든 작업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결과물로서 한자어 학습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신명선은 각 단어들을 의미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개념류>, <논의

하다류>, <방법류>, <경계류>, <관계류>, <行류>, <進류>, <틀류>, <난점

류>, <양태류>, <기타류>’ 등 11개로 분류하고 그것을 각기 다시 소분류로 나

누어 59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물을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활용하기에

난이도나 어휘량에서 적절하고, 또 깊은 연구를 거쳐 선정된 단어들이기에 이

들을 정확히 습득한다면 한자어 유의어들의 미묘하고 섬세한 의미 차이를 변

별하여 학습자들의 한자어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

를 하리라 본다.

2.3.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학습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어의 어휘부는 계보를 달리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3종의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어휘들이 한국어 어휘에

서 차지하는 비중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한국어 어휘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 구성 요소들이다. 이 중에서도 고유어

와 한자어의 양대 계보에 의한 어휘 관계는 가장 광범위하고 핵심적이다.70)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는 일대다(一對多) 대응 관계를 이루는데 이런 현상

은 한국어의 어휘 체계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양대 계보에 의존하여 형성되어

70) 어휘의 대응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어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외에도 고유어끼리의

대응, 한자어끼리의 대응, 외래어끼리의 대응, 고유어 대 외래어의 대응, 한자어 대 외래어의 대응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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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나타나는 현상이다71). 출현의 빈도 상 고유어는 일상어 쪽에 우세하고,

한자어는 전문어 쪽에 우세하는데 김광해(1988:178)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성

에 대해 고유어는 분석적이고 대중적이며 미분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

자어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이며 분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자어와 고유어의 특성과 그들의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특히 한

자어와 고유어의 일대다 대응 관계로 말미암아 고유어를 배제한 독립적인 한

자어 학습은 전면적인 학습이 아닌 부분 학습에 지나지 않는다. 고유어는 정서

적 감각을 잘 표현해 주고 한자어는 관념적, 학술적 의미를 잘 표현해 주기 때

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이 한국어 어휘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야 한다. 또한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성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고 하더

라도 사용 환경이 다르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적이고 격식을 갖춘 장소

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활용하고 사적이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환경에서는 고

유어를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 대화와 연설 또는 TV토론 등 서로 다른 장르에

서 사용되는 단어를 연상해 보면 이러한 점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 한자어들을 보면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환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늙은이-노인, 밝히다-규명하다, 사다-구입하다, 내리다-인하하다, 얻다

-획득하다, 잡다-정하다, 쓰다-사용하다, 모자라다-부족하다, 끝나다-결속되

다,…’ 등이다. 그러므로 고유어와 한자어 대응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한자

어 학습에 매우 유익하다.

고유어 의미의 다의성과 모호성 때문에 하나의 고유어를 축으로 하여 여러

개의 한자어들이 대응하는 일대다 현상을72) 김광해(1988:168)는 중핵어와 위성

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어휘장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였다. 고유어는 일반적

으로 고도의 다의성과 그에 따른 추상성을 보유하고 있는 단어들로서 중핵어

71)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 현상이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복수의 한자어들이{l₁,

l₂, …ln}문장의 진리치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의 고유어

L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유어 대 한자어의 일대

다 대응 현상이 단어 간의 유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며 유의 관계의 유형은 포섭 관

계와 중첩 관계이다. 포섭관계란 유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단어 A와 B의 적용 영역(또는 외연)

중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분집합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중첩 관계란 그 A와 B사이

에 교집합(交集合)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김광해 1988:110-123).

72) 모든 자료에서 고유어가 축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한자어가 축이 되고 고유어가 대응되

는 장이 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은 이 양자가 서로 뒤섞여서 장을 형성한다. 그것은 고유어와 한자

어가 이미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유어가 축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는 고유어와 한자어에 부여된 기능상의 특징에 말미암는 것으로 보인다(김광

해 198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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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한자어는 위성어로 된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의 어휘장의 구

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가깝다: ○근사하다(近似), 유사하다(類似), 방불하다(彷佛),

○친하다(親,) 친근하다(親近), 친밀하다(親密), 친숙하다(親熟),

○밀접하다(密接), 긴밀하다(緊密),

(2) 가르침: ○지도하다(指導),

○교육하다(敎育), 교수하다(敎授),

○훈육하다(訓育), 훈계하다(訓戒),

○강의하다(講義), 수업하다(授業)),

○교시하다(敎示),

○시범하다(示範)

○설교하다(說敎), 강론하다(講論)

(3) 모자라다: ○부족하다(不足), 불충분하다(不充分),

○결핍하다(缺乏),

○미비하다(未備),

○미달하다(未達),

○궁하다(窮), 궁핍하다(窮乏)

○약하다(弱)

이러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어휘장을 보면 지시 대상이 다름에 따라 대응

되는 한자어가 다르다. 또한 이들은 유의어라 하여 모든 상황에서 다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각 유의어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또한

그 차이점을 맥락을 통해 분명히 교육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유어와 한자어

의 일대다 대응 관계를 통한 한자어 교육은 어휘 해석에서 간단히 대응되는

한자어나 고유어 유의어만을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금방 기억했다가도 잊어버

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언어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고유어와 대응되는 한자어를 많이 익혀두는 것은 정밀하고 정확한 의사소

통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므로 고유어와 한자어의 섬세한 의미 차이와 활용 차

이를 정확히 변별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력 신장

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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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분류

오류

원인
오류 사례

1 . 음

운적

오류

모 국 어

음 으 로

한 자 어

음을 대

체한 오

류

후회(後悔)-후휘, 구아원(孤兒院)-고아원, 결방군(解放軍)-해방군,

관신(關心)-관심, 궁둥(共同)-공동, 운둥(運動)하다-운동하다, 관

시(關系)-관계, 경기(經濟)-경제, 변리하다(便利)-편리하다, 경엄

하다(經驗)-경험하다, 체엄하다(體驗)-체험하다, 전바속도(传播速

度)-전파속도, 선태하다(選擇)-선택하다, 정광(情況)-정황, 신혈

(新血)-심혈, 주체(主題)-주제,……
2 . 어

휘적

오류

모 국 어

단 어 를

직 역 한

자신심-자신감, 학생들 지간-사이, 일방-한곳, 팔방-여러 곳, 모

든 문제가 사장에게 지향한다(指向)-쏠리다, 관애(關愛)-관심과

사랑, 경력하다(經歷)-경험하다, 부애-부성애, 모애-모성애, 시광

2.4. 한자어 오류 분석 활용 학습

Ⅲ장에서 언급했듯이 한자권 학습자라고 해도 교육용 한자어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오류도 많이 발생한다. 제2언어 습득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

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의 지름

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Ⅲ장에서 제시한 오류들을 유형에 따라 목록화 하고

오류 모음집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한자어 학습에 매우

필요하며 효과적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다시는 같은 유형의 오류를 범

하지 않고 오류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좋은 학습 방법이 된다. 아래에 한자어

오류 유형별로 오류 모음집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4.1.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모음집

모국어는 교육용 한자어 학습에서 적극적인 도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해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국어 부정적인 간섭을 최

소화하기 위해 교육용 한자어 오류 모음집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

다. Ⅲ장의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분석을 토대로 오류 모음집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73).

73)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오류 모음집은 오류 사례에서 매 사례마다 완전한 문장을 제공하지만 본

고에서는 지면상 관계로 오류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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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時光)-시간, 분수(分數)-점수, 원하다(怨)-원망하다, 전화호-전화

번호, 가장회의-학부모회의, 자사자(自私者)-자사적인 사람, 인세

간(人世間)-인간 세상, 양방면-양쪽, 무사한(無私) 사랑-사적인

감정이 없는, ……

모국어

와의 의

미 차이

로 인한

오류

전화로 연계하다-연락하다, 회사에서 표현이 어떠하니-일을 잘

하니, 보귀한 경험-소중한, 항공권이 긴장하다-구매하기 어렵다,

병고하다-병으로 돌아가다, 신문(新聞)을 들었다-소식을 들었다,

신선한 침실 환경-새로운, 감정이 가강되어(加强)-깊어져, 자기를

풍부하게 하다(豊富)-자아개발을 한다, 가곡(歌曲)-노래, 생활이

간난할 때-가난할 때, 그에게 친선을 느끼지 않았다-친근감, 요

해-이해, 대학시대-시기, 의혹하다-의심하다, ……
모 국 어

형 태 와

비 슷 한

단어 대

체로 인

한 오류

신체 정황-상황, 사람의 품질-품성, 매일 생활-일상 생활, 학생들

의 특성-특징/개성, 그와 상관한 소식-관련된, 위대한 의미-의의,

생활이 변화했다-변했다, 조사 대상에 내포하다-포함되다, 가장

귀한 사물-물건, 부모님을 대체하여-대신하여, 이지적인(理智) 사

람-이성적인, 번뇌를 해제하고-해소하고, 사회에 회보하고-보답

하고, 숙지한 목소리-익숙한, ……

모 국 어

단어와의

조합으로

인한 오

류

삼개달-석달, 늙은 시절-노년 시절, 관광 사람-관광객, 단학기 할

때-계절학기에, 현실 중-현실에서, 친인 간(親人間)-친인들 사이

에, 과거 년-지난해, 진정 의의 상의(眞正意義上)-진정한 의미에

서의, 자기 경우-자신의 경우, 새 학생 모임-신입생, 제 일개-첫

째, 애정의 과일(愛情果實)-사랑의 열매, 컴퓨터 병독-바이러스,

사랑 봉헌 활동-사랑 나누기 활동, 사회의 가속 발전-급속한 발

전, 정신 방면-정신적인 면, ……

3 . 문

법적

오류

모 국 어

품사 전

성 으 로

인한 오

류

천지개벽 변화-천지개벽의 변화, 부족이 많다-부족함, 관심한다-

관심이 많다, 최훌륭한-최고로/제일 훌륭한, 정권을 공고하기 위

해-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모두 포길 수 있고-포기할

수, 한국인의 의식주는 많이 특히입니다-특이하다, 저는 기억습

니다-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 일이 발생했다-우연한, 생

활이 몹시 풍부를 알았다-풍부함을, 그녀의 눈이 불편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 내가 성장에 따라서-성장함에 따라서, 괴로운 결

국이 빚어진다-결과, 간단 밥을 잡수었다-간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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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분류

오류

원인
오류 사례

1 . 어

휘적

오류

고 유 어 와

한자어 양

립으로 인

한 오류

집을 보호하다-지키다, 손으로 접촉하지 못한다-만지지 못하

다, 매날-매일,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으면-반복하지 않으면,

시각도 전환했다-바뀌었다, 획기적인 사람-인물, 마음을 일러

주다-고백하다, 넷년-사년, 넋의 공정사-영혼의, 자기의 노릇을

알다-책임, 나이의 증가에 따라-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비가

정지하지 않는다-멈추지 않는다, 칠살이나 팔살부터-일곱 살이

나 여덟 살부터, 우리에게 온화를 주고-따뜻함, 돈을 손실하다

-잃다, 다른 사람을 불구하고-생각하지 않고, ……

한자어 유

의어 변별

미 숙 지 로

인한 오류

대오가 거대하다-방대하다, 감히 말하다-대담히, 결말에 목표

를 실현하다-결국, 자기가 보유할 때-소유하고 있을 때, 상세

히 생각해 보다-자세히, 지혜가 낮다-지력, 사랑 받을 권력-권

리, 요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다-실행하다, 인터넷은 재주가

많지만-기능이, 아버지의 말씀을 추억하자-회상하자, 안녕히

계시도록 하였다-편안히, 그 일의 사실 원인-실제, 내가 사랑

에 경력이 없어서-경험이, 영양이 완전하지 않다-충분하지 않

다, 인터넷을 주재하는(主宰)-지배하는, ……

한국어 조

어법의 미

숙지로 인

한 오류

실감 있게 되다-실감하게 되다, 이상한 대학교-이상적인, 정확

적인 방향-정확한, 풍효한 낙원-풍요로운, 감동해지다-감동되

다, 고독하기를 느꼈다-고독을, 사회가 너무 현실하기 때문-현

실적이기, 완전적으로 적용하다-완전히, 생활수준 향상시키기에

따라-향상에 따라, 건강한 성장하지 못했다-건강하게, 지식을

풍부할 수 있다-풍부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수고하지만-수고

스럽지만, 매일 고생롭게-고생스럽게, 고속 발전하는 사회-고

속도로, 간단적으로-간단하게, 반복하게 물었다-반복적으로, 행

복하기를 느꼈다-행복함, ……

2.4.2. 목표어 특성으로 인한 오류 모음집

목표어 특성으로 인한 오류는 고유어와 한자어 양립에 의한 오류와 한자어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한국어 조어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와 같은

어휘적 오류 및 어휘의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문법적 오류로 분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교육용 한자어 학습에서 발생한 이러한 오류들을 오류 모

음집으로 개발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교육용 한자어 오류 모

음 자료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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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

법적

오류

한국어 어

휘공기 관

계 미숙지

로 인한

오류

발상이 존재하다-떠오르다, 주사를 하다-주사를 맞다/놓다, 식

사를 먹다-식사를 하다, 주의를 두다-관심을 두다, 남에게 관

용하는 것-관용을 베푸는 것, 고통을 할 것이다-느끼다, 사회

에서 손해를 하겠습니다-손해를 본다, 모든 정력을 걸렸다-기

울이다, 지식을 흡수하다-배우다, 자유를 받겠다-얻다, 어느 종

류도 불구하고-막론하고, 이상을 완성하기가-실현하기, 사실을

장악하다-파악하다, 고생을 주다-하다, 성과를 받다-얻다, 좋은

직업을 할 수 있다-찾을 수 있다, 여러 방면에 영향했다-영향

을 주었다, ……

오류

분류

오류

원인
오류 사례

모국어

와 목

표 어

사 회 ·

문화적

차이에

의 한

오류

한 국 어

경어법으

로 인한

오류

나이가 많다-춘추/연세, 교수님이 집에 돌아가다 -댁에 돌아가

다, 어머님이 말했다-말씀/당부하셨다,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다

-식사를 하다, 49살-49세,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옥체, 그의

처-부인, 교수님의 아버지-부친, 그의 엄마-모친, 부모님이 늙

어졌다-연세가 있다, 병으로 죽다-서거하다, 소젖-우유, 생일-

생신, 시집이-시댁, 앓음-병세/병환, 직접-친히, 이름-존함/성

함, 외국어 배울 때 말씀에 더 치중했다-말하기에……

모국어와

목 표 어

뉘 앙 스

차 이 로

인한 오

류

오랜 친구여서 감정이 있다-우정이 깊다, 중국 사람이어서 교

오합니다-자랑스럽습니다, 천진하다-순진하다/단순하다, 학생들

이 서로 방조하다-도와주다, 애인-연인/여자 친구, 야심이 큰

친구-포부가 큰 친구, 그가 있으니 방심할 수(放心) 있다-안심

할 수 있다, 작업을 하다-숙제, 대충대충 부연하려는(敷衍) 사

람-얼버무리는 사람, 수입이 가관이다-대단하다, 학교에서 쾌

락하게 지낸다-유쾌하게, 낡은 것을 사수하다-고집하다, 우리

를 위해 공작한다-일한다, ……

2.4.3.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류 모음집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오류는 주로 경어법 사용 오류와 뉘앙스 차이

로 인한 오류로 나누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목표어 사회·문화 배경에 대한 이

해 결핍으로 인한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제공될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를 한자어 오류 모음집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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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우리는 오류 분석을 통한 한자어 학습 내용을 세 개 부분으로 나누

어 제시하였다. 총체적으로 오류 분석을 통해 오류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교사는 평소에 학습자들이 생성하는 오류

를 찾아 유형화하고 목록을 만들어 한자어 오류 모음집을 개발해 학습자들에

게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게 해야 한다. 수정 후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기억을 강화함으로써 같은 유

형의 오류를 미리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단계

에 맞게 구체적으로 어떤 한자어가 어려운지, 어떤 오류들이 생성되는지를 파

악하여 오류 분석 활동을 한자어 교육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이로써 교육용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3절에서는 이러한 내

용을 학습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한자어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전략

Ⅲ장에서 제시한 대조 분석 내용과 오류 분석 내용은 한자어 학습에서 모국

어의 부정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습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학습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습자가 가지는 학습 태도에 따라 긍정적 전이가 일

어날 수 있고 그에 반대되는 부정적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

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학습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부정적 간섭을 억제하고 긍

정적 전이를 극대화하는가 하는 것은 한자어 교육 연구의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Ⅲ장의 분석과 앞 절의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을 토

대로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브라운(Brown 2001:67)에서는 제2언어 교수에서 널리 적용되는 12가지 원리

를 대체로 인지적 원리, 정의적 원리, 언어적 원리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제2언어 습득은 어느 정도 목표어 문화 습

득을 내포하므로 제2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목표어 문화를 접촉하고 수용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자어의 학습 전략을 인지적 전

략, 정의적 전략, 사회·문화적 전략 등 세 가지 측면으로 탐구하려 한다. 개스

(Susan M. Gass 1994;135)도 언어 전이를 결정하는데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

요인을 학습자의 심리유형, 목표어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 모국어-목표어 간의

거리 인식 등으로 명시하였는데 이것도 필자가 한자어 학습 전략을 인지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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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사회·문화적 전략으로 나누는 것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

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습

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인지적 전략

브라운(Brown 2001:69)은 자동성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습의 인지

적 이론은 기계적 학습과 반대되는 유의적 학습(meaningful learning)의 장점

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고 하였다. 유의미 학습이란 새로운 학습 내용이 학습

자의 기존의 인지 구조와 의미 있게 연결됨으로써 그 안으로 포섭될 때 일어

나는 학습을 의미한다(Ausubel, 1963). 즉 유의미 학습은 학습할 내용과 학습

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존의 인지 구조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구성됨으로써 일어나는 학습을 뜻한다(김재

춘 외 2007:307)74). 유의적 학습의 원리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새로운 지

식을 배울 때 언제나 기존 지식과 배경에 연관을 시켜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

는 어떤 것과 연상이 되도록 하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는 벽에 있는 못에

옷을 거는 것처럼 인간의 인지 구조 내에 있는 못에 새로운 사건이나 항목을

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유의적 학습은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구조와 기

억 체계에 ‘포섭’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연상적인 연결 고리들을 보다 강력하

게 기억하도록 하기에 유의적 학습이 기계적 학습보다 장기 기억을 더 잘 하

게 만든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전략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한자어 어휘 교육에서

모국어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한자어 습득을 위해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

이다. 아래에 Ⅲ장에서의 오류 분석 결과와 접목시켜 구체적으로 한자어 학습

에서의 인지적 전략을 고찰한다.

가. 중국어와의 대응 한자 독음을 연상 확인법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음운적 오류에서 모국어 음으로 한자어 음을 대체

74) 오수벨은 지식 획득의 방식과 지식을 인지 구조에 통합시키는 방식에 따라 학습의 형태를 수용학

습과 발견 학습으로, 기계적 학습과 유의미 학습으로 나누었다. 기계적 학습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는 학습과제의 부적절함, 학습자 인지 구조 내에 새로운 학습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의 결핍 등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김재춘 외 200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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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보통이다 118 42.1 42.3 42.3

73.8

93.9

99.6

100.0

2 그렇다 88 31.4 31.5

3 매우 그렇다 56 20.0 20.1

4 그렇지 않다 16 5.7 5.7

5 전혀 아니다 1 .4 .4

합계 279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한 오류가 중급에서는 10.21%, 고급에서는 6.04%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어와 대응되는 한자 독음을 연상하고 확인하는 전략을 활

용하는 것이 좋다. 설문 조사에서 한자어를 학습할 때 중국어 발음에 기초하여

대응되는 한자 독음을 연상하고 확인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

<표Ⅳ-1>와 같다.

<표Ⅳ-1> 중국어와 대응되는 한자 독음을 연상하고 확인함

56명 학습자들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20%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렇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88명으로 31.4%를 차지하

였으며, ‘보통’이라고 답변한 학습자는 118명으로 42.1%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

자어 학습에서 발음 정보에 대해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기대려 하

지만 한자어의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려고 노력한다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한자어 음과 중국어음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어 발음에 기초하여 대응되는 한국어 한자 독음을 연상하고 확

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존중하고 그 장

점을 인정하여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대응되는 한자 독음을 확인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나. 대응되는 중국어 한자 연상법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의 어휘적 오류에서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가 22.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어에 동음이의어가

많은 특성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동음이지만 글자 형태는 차이가 많으므로 정

확한 한자 연상법은 동음이의어를 변별하여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

류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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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보통이다 120 42.9 43.2 43.2

70.1

95.7

98.9

100.0

2 매우 그렇다 75 26.8 27.0

3 그렇다 71 25.4 25.5

4 그렇지 않다 9 3.2 3.2

5 전혀 그렇지 않다 3 1.1 1.1

합계 278 99.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7

합계 280 100.0

<표Ⅳ-2> 한자어 기억을 위해 대응되는 중국어 한자를 연상함

학습자들은 한자어를 학습할 때 우선 일차적으로 발음을 떠올리고 이차적으

로 동음이의어가 많은 특성에 따라 대응되는 한자를 추적하면서 그 의미를 상

정한다. 설문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27%를 차지하고 ‘그렇

다’고 응답한 학생이 25.5%를 차지함으로써 52.5%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한자

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지 구조 속에 내재된 한자 정보를 검색해 대응되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는 생각보다는 저조한 수치이다. 그러므로 대응

되는 한자 연상법 전략을 적극 추천하여 학습자들이 정확한 한자를 연상함으

로써 이미 내재한 지식을 이용하여 쉽게 한자어 의미 차이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다. 한국어 교재 어휘표에 한국 한자 병기법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의 어휘적 오류에 속하는 모국어 형태와 비슷한 단

어로 대체하여 발생한 오류도 17.9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

해서는 한국어 교재 어휘표의 한자어에 한국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같은 한자권이지만 한자체가 서로 다르다. 중국에서 문자

개혁을 하면서 번체자를 간체자로 대체하여 한국 한자와 동질감을 상실하였고

또한 한국에서 만들어낸 한자가 있으므로 중국 한자와 한국 한자는 서로 상이

하다. 그러므로 한국 한자 병기는 학습자들이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형태와

의미 차이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 도표에서 이 전략에 대한 학습자들

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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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매우 그렇다 45 16.1 16.1 16.1

47.7

87.8

97.8

100.0

2 그렇다 88 31.4 31.5

3 보통이다 112 40.0 40.1

4 그렇지 않다 28 10.0 10.0

5 전혀 그렇지 않다 6 2.1 2.2

합계 279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매우 그렇다 124 44.3 44.3 44.3

83.2

96.8

98.9

100.0

2 그렇다 109 38.9 38.9

3 보통이다 38 13.6 13.6

4 그렇지 않다 6 2.1 2.1

5 전혀 그렇지 않다 3 1.1 1.1

합계 280 100.0 100.0

<표Ⅳ-3> 한국어 교재 어휘표에 한국 한자를 병기함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44.3%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긍정한 것으로 학습자

들이 기존 인지 구조속의 한자 지식을 인지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을 반영

한다. 그러므로 한국 한자를 병기하여 중국어와의 동음이의어나 이형동의어의

차이점을 인식시키고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밝혀 주는 것 또

한 한자어 학습에서 한자어 의미 차이 변별에 많은 도움이 된다.

라. 한자어 조어법에 대한 분석법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에서 모국어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가 28.53%로

1위를 차지하고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에서 한국어 조어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가 26.67%로 2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는 한

자어 조어법에 대한 분석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 전략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Ⅳ-4> 새로운 한자어의 조어법을 분석함

새로운 한자어를 보면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은 독음과 글자 의미에서는 대

응되는 한자 정보를 추적해 보지만 한자어의 조어법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가 16.1%, ‘그렇다’가 31.5%로 47.7%에 달하는 학습자들만이 상관관계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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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매우 그렇다 72 25.7 25.7 25.7

69.3

97.1

100.0

2 그렇다 122 43.6 43.6

3 보통이다 78 27.9 27.9

4 그렇지 않다 8 2.9 2.9

합계 280 100.0 100.0

해 본다. 이는 한자어 조어법이 아직 학습자들에게 그만큼 익숙하지 못하고 학

습자들의 인지 구조 속에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한자어 교수에서 이러한 부분을 교수 내용에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 한자어 조어법에 대한 분석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 문맥에 의한 의미 추리법

한국어 어휘 체계의 특성 즉 고유어와 한자어 양립에 의한 오류가 19.09%를

차지하고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가 29.19%를 차지함으로써 이 두 가

지 오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자어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는 문맥에 의한 의미 추리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표Ⅳ-5> 새로운 한자어가 쓰인 문맥에 의해 의미를 추리함

즉 유의어는 의미가 비슷하기에 단순히 단어 의미만 가지고 변별할 수 없고

꼭 상황과 문맥에 기대서만이 그 변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자어 학습에서

문맥에 의한 의미 추리는 매우 필요한 학습 전략이다. 이 전략에 대한 학습자

들의 활용을 <표Ⅳ-5>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한자어 학습에

서 상황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추리하고 유의어를 변별하는 학습자는 25.7%

의 학습자가 ‘매우 그렇다’로 대답하고 43.6%에 달하는 학습자가 ‘그렇다’로 대

답을 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어 조어법과 구조에 비해서는 더

많은 비중의 학습자들이 언어 사용의 상황, 문맥에 따라 의미를 유추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교육적 요구에 비

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어 학습에 있어서 인지적 전략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활용

을 관찰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적 요구보다는 아직 저조한 수치를 보이

고 있다. 한자어 학습에서 학습할 내용과 내재하고 있는 인지적 구조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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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미

중국어를 완전히 습득한 중국인 성인 학습자를 놓고 볼 때 상당한 수의 한자

를 내재화 하고 있기에 한자의 뜻을 연상시켜 한자어를 습득하는 이러한 매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인지적 학습 전략

외에도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정의적 전략을 잘 활용하면 한자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에 정의적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2. 정의적 전략

저러미 하머(Jeremy Harmer 2007:58)에서는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감정적으로 열려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즉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단어를 소개할 때 포옹 요소를 만들어 내어 학습자들이

단어 혹은 구에 대해 감정적인 애정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는 학습자들이 외국

어 학습에서 감정적으로 긍정적이면 정의적 여과 장치가 낮아져 학습자들이

노출된 이해 가능한 입력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는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Affective Filter Hypothesis)과도 상통하

는 것이다.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은 외국어 습득에서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가

설로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불안감, 자신감 및 동기의 부족으로 인

하여 이해 가능한 입력이 학습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외국

어 학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황종배 2004:74). 즉 정의적 여과 장치가

높으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이 일어날 수 없고 정의적 여과 장치가 낮으면

외국어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은 제2

언어 습득의 실패를 올바른 종류의 입력의 불충분함과 높은 정의적 여과 장치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될수록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 장치를 낮추도

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 한자어 학습에서 학

습자들의 정의적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문지를 통해 분석해 보

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관련된 한자 지식으로 자신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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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그렇다 120 42.9 43.0 43.0

82.1

96.4

99.6

100.0

2 매우그렇다 109 38.9 39.1

3 보통이다 40 14.3 14.3

4 그렇지 않다 9 3.2 3.2

5 전혀 그렇지 않다 1 .4 .4

합계 279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매우 그렇다 157 56.1 56.3 56.3

87.5

98.2

100.0

2 그렇다 87 31.1 31.2

3 보통이다 30 10.7 10.8

4 그렇지 않다 5 1.8 1.8

합계 279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표Ⅳ-6> 한자어 습득시 관련 한자 지식이 자신감을 높임

위 표는 생소한 한자어를 만났을 때 모국어로 인한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알

아보기 위해 작성한 질문이다. <표Ⅳ-6>에서 볼 수 있듯이 39.1%에 달하는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로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43%에 달하는 학습자

들이 ‘그렇다’로 답변하였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자어 습득에 있어서 한자

지식이 새로운 지식의 이해에 정의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적 감정은 학습 활동의 성공에 매우 유용하기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정의

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전략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

나. 한자어 인지로 기억 효과 추구

한국어 학습에서 새로운 단어가 한자어임을 알고 기억하면 이미 내재된 한

자 지식과 결부시켜 기억하게 되므로 기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이를

하나의 정의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는 아래

<표Ⅳ-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Ⅳ-7> 한자어임을 알고 기억하면 기억 효과가 더 좋음

한자어 학습에서 한자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 학습 효과가 더 좋은가는

질문에 56.3%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자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영향이 매우 절대적이며 학습 내용의 장기 기억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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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그렇다 149 53.2 53.4 53.4

85.3

98.6

100.0

2 매우 그렇다 89 31.8 31.9

3 보통이다 37 13.2 13.3

4 그렇지 않다 4 1.4 1.4

합계 279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과에 매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

하는 것이 한자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다. 한자어 인지로 재미와 친근감 업그레이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한자어가 많은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 자극에 매우 효과적이다.

<표Ⅳ-8> 한자어 때문에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고 친근감을 느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진행한 ‘한국어 어휘에 한자어가 있어서 재미있고 친근

감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에 31.9%의 학습자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149명

학습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53.2%에 달한다. 이로부터 학습자들

이 한자어 학습에 재미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이러한 정의로운 심리를 한자어 학습에 적용하여 학

습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는 학습 전략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브라운(Brown 2001:164)은 정의(affect)는 감정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적인 영역은 인간 행동에 있어서 감정적인 측면이며, 인지적인 측면과 나

란히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언어는 실질적으로 인간 행동의 모든 측면과 밀접

하게 얽혀있기에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인간의 성격적인 요인들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고 천명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새로 학습할 한국어 어휘를 접했을

때 그것이 한자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모든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공통적인 심리일 것

이다.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거기에 모국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열

정적인 애정을 갖고 포옹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어휘에서 그 절반 이상

이 한자어이기에 우선 심리적으로 한국어 문법은 차치하고 어휘만은 잘 배워

낼 수 있으리라는 신심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한자어 학습에서 학습자



- 173 -

가 열린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 장치를 낮춰 한자어

학습의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도록 학습자들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정의적

학습 전략 외에도 사회·문화적 학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

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3.3. 사회·문화적 전략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과 그 나라의 문

화를 학습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특정 사회집단이 통용

하는 언어에는 그 집단의 문화가 함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에 함의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자세히,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라운

(Brown 2006:215)은 제2언어 학습에서 사회적 거리란 개념은 문화 학습이 갖

는 위치를 설명하는 정의적 구인으로서 생겨난 개념인데 한 개인 속에서 만나

게 된 두 문화의 인지적, 정의적 거리감을 말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죤 스

추맨(John Schumann 1976c:136)은 두 문화 간의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학습자

가 제2언어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크며, 역으로 사회적 거리가 좁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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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므로 한자어 학습에서 두 언어의 사회·문화적인 미묘한 차이를 인지하

고 언어 습득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학습함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전략에

대하여, 즉 한자어에서의 경어법 인지와 중국어와 대응되는 한자어 뉘앙스에

대한 변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한자어에서의 경어법 인지

Ⅲ장의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에는 경어법과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자어 학습에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 중 한자어에서의 경어법으로 인한 오류는 35.92%를 차지하고 있

는데 이는 경어법에 대한 습득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습득하기 어려워하는

고민이라는 것을 반영해 준다. 그러므로 경어법 인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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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매우 그렇다 45 16.1 16.1 16.1

51.8

91.1

98.6

100.0

2 그렇다 100 35.7 35.7

3 보통이다 110 39.3 39.3

4 그렇지 않다 21 7.5 7.5

5 전혀 그렇지 않다 4 1.4 1.4

합계 280 100.0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보통이다 134 47.9 48.0 48.0

78.9

96.8

100.0

2 그렇다 86 30.7 30.8

3 매우 그렇다 50 17.9 17.9

4 그렇지 않다 9 3.2 3.2

합계 279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표Ⅳ-9> 한자어에 내포된 경어법 정확히 파악함

위 표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한자어에 내포되어 있는 경

어법과 같은 언어문화를 정확히 파악했는가하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변

한 학습자는 45명으로 16.1%를 차지하며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은 35.7%로 겨

우 절반가량 되는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나머지 절반의 학습자

들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아

직도 한자어가 존대를 나타내고 경어 또는 품위 있는 언어로 쓰인다는 것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황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경어법 인지 전략

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나. 중국어와 대응되는 한자어 뉘앙스에 대한 변별

중국어와 한자어의 서로 다른 감정색채는 한자어 학습에서 매우 난해한 부

분이다. 학습자들이 중국어와 한자어에서 일부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Ⅲ장 통계에서 보면 이는 29.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

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와 중국어 뉘앙스에 대한 변별 전략을 적

극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한자어 습득에서 감정색채에 대해 얼마만큼 주목하고 있는지, 뉘앙

스 변별 전략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는

데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Ⅳ-10> 중국어와 대응되는 한자어 뉘앙스를 정확히 변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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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 매우 그렇다 98 35.0 35.1 35.1

78.5

97.8

99.6

100.0

2 그렇다 121 43.2 43.4

3 보통이다 54 19.3 19.4

4 그렇지 않다 5 1.8 1.8

5 전혀 그렇지 않다 1 .4 .4

합계 279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4

합계 280 100.0

학습자들의 응답에서 17.9%에 달하는 학습자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86명, 30.8%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그렇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다. 이는

학습자들도 언어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도 주목을 하고는 있지

만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말해 준다. 한자어와 중국어의 많은 단어들이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사용되면서 감정색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학습자가 습득을 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웃음거리

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다.

다. 사회·문화적 차이 변별의 중요성

위에서 제시한 경어법 전략과 뉘앙스 변별 전략을 통해 제2언어 학습에서

목표어와 모국어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변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의 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자어와 중국

어에 내포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차이의 변별이 매우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표Ⅳ-11> 두 언어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차이 변별이 중요함

학습자들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43.2%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

외에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학습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

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심리는 그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목표어 사회· 문화적 요소에 대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수용할

의사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교사들의 교수 내용과 밀접히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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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한자어 학습에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문화적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전략은 한자어 학습의 효과

를 높이고 학습자들의 어휘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한자어 학습에 있어서

성인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인지적 전략으로 유의미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인지 구조와 학습과제인 한자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한국어 어휘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정의적 전략을 잘 활용하도록 학습자

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통

한 경어법 실현, 중국어와의 상이한 감정색채의 변화 등을 사회·문화 전략으로

잘 숙지하여 실제 의사소통에서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파악하고 정서적이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자어 학습에서 이러한 전략

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교육용 한자어 학습

의 효과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을 잘 활용하여 학습

자들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 인지적 구조 내의 지식 체계를 잘 이끌어내고 학

습자들의 정의적 요소를 적극 자극하여 한자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

발시킴으로써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학습 효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이러한 한자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및 학습 전략을 바탕으로 4절에서는

한자어 교수·학습의 실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한자어 교수·학습의 실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중국 내 정규

대학교 본과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자어 어휘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점을 조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자어 교육 내용과 효과적인 한자어 교육의

실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수·학

습의 실제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Ⅱ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필자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고급 단계에서 한자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

각한다. 중급 단계에서부터도 학습자들이 한국어 기본 문형을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어휘력 향상이 중요하겠지만 아직도 문법 지식 학습 내용이 상대적으

로 많다. 또한 한자어 학습은 유의어를 포함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어휘력을

요구하며, 비교 학습과 대조 학습을 진행해야 하기에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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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최대의 학습 효과를 추구하려면 고급 단계에서 본격적인 한자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은 학습자와 한자어의

특성상 대조 분석이나 오류 분석, 번역 활동 등에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병행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아래에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교수·학습의 모형과 수업 운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1.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

학습이란 새로운 내용이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연계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새로운 학습은 이전의 학습에 기초한다. 효율적인 한자어 교육을 위해

적절한 학습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자어 학습 전략에서 유의미 학습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정의적 전략과 사회·

문화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유의미 학습에서 오수벨(Ausubel)은 ‘새로운 자료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착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조직자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선행조직자는 학습

될 새로운 자료를 학생의 기존 인지 구조에 존재하는 내용과 관련짓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박승재·조희형 2001:270).

중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에서 선행조직자를 성인 학습자들의 인지 구조

내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한자 지식으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한자어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의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래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유의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그

림Ⅳ-2>와 같다.75)

75) 유의미 학습 조건 설명은 박승재·조희형(2001:251-254)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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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 유의미 학습의 조건

학습과제

실사성
논리적

유의미가
구속성

잠재적

유의미가

유의미

학습조건

심리적

유의미가인지구조

학습의향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미 학습 조건은 학습과제, 인지구조, 학습의

향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논리적 유의미가, 잠재적

유의미가, 심리적 유의미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논리적 유의미가(logical meaningfulness)는 어떤 학습과제와 교수·학습 자료

가 실사성과 구속성76)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 그것은 논리적 유의미가를 갖는

다고 말한다. 잠재적 유의미가(potential meaningfulness)는 어떤 학습과제에 논

리적 유의미가가 내재되어 있으며 학습자가 인지 구조에 그 학습과제와 관련

이 있는 개념적 내용을 파지(把持)하고 있을 때, 그 과제는 그 학습자에 대하

여 잠재적 유의미가를 갖는다고 말한다. 학습 자료의 잠재적 유의미가는 학습

자의 선행학습 경험, 나이, IQ, 직업, 사회적 지위, 또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

라질 수도 있다.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가 이런 요인들의 영향

을 받아 구성되기 때문이다. 심리적 유의미가는 어떤 학습과제와 교수·학습 자

료가 잠재적 유의미가를 지니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학습자가 그 학습과제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의향을 갖추고 있을 때, 그 학습과제는 그 학습자에 대하여

심리적 유의미가(psychological meaningfulness)를 갖는다고 한다. 심리적 유의

76) 유의미 학습 조건에서 학습과제의 실사성은 비축어적(非逐語的) 특성이다. 전류 · 전압 · 저항 등

의 개념과 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호나 문장 및 언어로 표현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적 속성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불변적 속성을 실사성이라 한다. 구속성은 비

임의성의 특성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의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추상적 용어로 인

지구조에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즉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와 관련시킬 수

있는 학습과제의 성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학습과제나 교수·학습 자료가 구속성을 가지고 있

다는 말은 학습자가 그 학습과제를 그와 관련이 있는 인지구조에 연결시킬 수 있는 적절하고 자

명한 근거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박승재·조희형, 20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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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
단계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

도입 단계

1) 수업 목표 명료화

2) 학습자의 인지 구조 내 관련 정착 의미

확인

3)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교사가 관련된 한자 지식

내용을 확인

제시 단계

1) 선행조직자 제시

2)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본시 수

업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자극

3) 본시 수업 내용 제시-자료 과제

1) 인지적 전략 유도

2) 정의적 요소를 자극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전개 단계

1) 유의미적 학습으로 학습 자료 및 과제

완성

2) 학습 자료에 대한 논리적 조직 명료화-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해 한자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형태적, 의미적, 화용

적 측면 분석)

3) 오류 분석 활용(발생 가능한 오류를 미리

지적해 주고 한자어의 올바른 활용 유도)

4) 주요 한자어에 대한 고유어와의 대응,

1) 인지적 전략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인다.

2) 정의적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능동적 수용학습

을 독려

3) 대조 분석 및 오류 분석

을 접목시킴

미가는 그의 선행학습 경험이나 인지 구조에 따라 다르게 얻어질 수도 있는데

이를 정의적 전략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논리적 유의미가는 학습 자료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임에 반해, 심리

적 유의미가는 학습과제의 본성과 인지 구조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속성

으로서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말한다.

한마디로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지식 체계는 논리적 유의미가를 지닌 개념

들이고 학생들이 파지하고 있는 선행지식 즉 인지 구조는 심리적 유의미가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과제가 학습자에 대하여 잠재적 유의미가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학습자가 학습하려는 의도 즉 학습의향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유의

미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한자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구조도 중요하지

만 그들의 학습의향 즉 동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적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정의적 학습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한자어 학습 효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논의를 종합하여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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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 변별 및 어휘장 활용

연습 단계
1) 다양한 연습 문제 제시

2) 번역 과제 완성(오류 피드백 제시) 번역 방법 활용

정리 단계
학습 내용 정리

학습자 인지 구조 명료화

도입 단계는 수업 목표를 명료화하는 단계로서 교사는 간단한 질문으로 학

습자의 인지 구조 내 새로운 한자어 학습과 관련된 학습자 선행지식을 확인한

다. 그러나 질문이 너무 어렵거나 많은 내용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될수록

간단히 새로운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제시 단계는 학습자에게 선행조직자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

을 본시 수업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자극한다. 학습과제는 학습자에 대

하여 잠재적 유의미가를 가져야 한다. 즉 학습자가 인지 구조에 목표 한자어와

관련이 있는 한자 지식을 파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새로 학습하게 될 한자어를 찾아내도록 하고 학습자의 인지적

전략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새로운 한자어와 대응되는 한자음이나 의미를 연

상해 보거나 학습 자료에 이미 습득한 한자어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과제에 대해 거부감 없이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정의적 전

략으로 학습자의 의욕을 고취시킨다.

전개 단계는 학습자가 유의미적 학습 전략으로 학습 자료와 과제를 완성하

는 단계이다. 이때 학습자는 그 학습과제를 완성하려는 학습의향이라는 심리적

유의미가를 가져야 한다. 교사는 구체적인 학습 자료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던 한자 지식과 새로운 한자어 학습을 연결시킨다. 즉 학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중국어 지식을 최대한 끌어내어 학습과제를 완

성하게 한다.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이나 조어법 활용, 오류 분석 활

용, 유의어와 뉘앙스의 미세한 차이 변별, 어휘장 확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한자어를 학습한다. 새로 제시되는 한자어 특성에 비추어 교사는 학습

자들에게 단계화된 안내나 힌트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새로

운 학습 내용을 습득하도록 한다. 목표 한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형

태적, 의미적, 화용적 정보들에 대한 대조 분석을 중점적으로 명시하여 학습자



- 181 -

들이 목표 한자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연습 단계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한자어를 활용하여 글짓기, 토론, 질의응답,

문장 번역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 목표 지식을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

이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하게 하고 발견된 한자어 오류들을 분석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활동은 학습자

들끼리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고 교사와 학습자들이 어우러져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 지식이 비자동화에서 자동화

단계에 이르도록 할 수가 있다.

정리 단계는 본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

는 단계이다. 본시 수업 전반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를 통해 목표 지식을

학습자 인지 구조 내에서 더욱 명료화시킨다.

이상으로 유의미 학습 전략을 기본으로 한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

였다. 아래에 한자어 수업 운영의 실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4.2. 수업 운영의 실제

본 절에서는 상술한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을 구체적인 한자어 수업에 적용

해 보고 지도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구체적인 한자어 수업 운영

에서 한자어의 특성상 어느 한 가지 방법이나 내용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 번역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조직하

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한자어 학습에서는 어느 외국어 학

습보다도 번역 활동의 효과가 매우 크다. 이는 실제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장

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수 방법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방법이기

도 하다.

본 절에서 구체적인 문장을 이용하여 수업 운영의 실제를 제시하는데 이와

같이 교육용 한자어 목록보다는 구체적인 문장을 이용하여 한자어 교육을 진

행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어휘 목록에 대한 따분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구체

적인 문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한자어 목록을 완전히 떠나 한자어

교육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육용 한자어 목록에 포함된 ‘독서’와

관련된 한자어에 대한 학습으로서 교육용 한자어 내용에 대한 학습이기도 하

다. 문장 선택을 할 때 교육용 한자어가 어느 정도 내포되었는지를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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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21세기만 되면 세상이 온통 천지개

벽이나 될 것처럼 떠들썩했으나 그 획기적인 변화의 정도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신

지식인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처럼 입에 오르내리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벌

써 그런 말에 무덤덤하다. 그렇다고 결코 21세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그 변화와

발전의 바람이 멈춘 것도 아니다. 21세기는 여전히 무한한 지식 정보를 지향하는 새

로운 사회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인터넷에 실려 있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만 보더라도 21세기는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이고 정보가 경쟁사회에서의 승

리를 결정하며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한다는 논리는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인터넷만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다른 사람이 생산, 축적해 놓은 지식을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무한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 시대에 독서

를 강조하는 것은 어쩐지 시대착오적인 발상처럼 보인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무

엇 때문에 시간을 내어 힘들게 독서를 하고, 그 효과도 미미해 보이는 독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지금은 글

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문자 텍스트 시대라기보다는 영상 매체 시대 혹은 다매체

활용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문자 정보 처리 능력은 별로 중요

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앞으로의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에 충분한 바탕을 이미 형

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책과 독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게 여겨지기도 한다.

정해야 한다. 아래에 구체적인 한자어 수업 구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2.1. 수업 구성

◈ 언어 수준: 고급

◈ 목표 지식: ‘21세기 사회와 독서’를 주제로 한 문장에서 출현된 교육용 한자

어들을 습득한다.77)

◈ 수업 시간: 90분(2차시)

◈ 학습 내용:

77) 고급 단계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독서(讀書)’를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서와 관련된 교육용 한

자어를 학습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독서’는 다만 선행조직자의 기능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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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단계

절차:

1) 본시에 학습할 문장 ‘21세기 사회와 독서’에 대해 명시한다.

2) 학습자들이 ‘독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유도 질문한다.

교사 질문:

(1) ‘독서’에 대응하는 한자는 어떤 글자인가요?

(2)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독서’와 관련된 한자어를 몇 개 아시나요?

(4)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인가요? 나열해 보세요.

교사는 학습자들이 본시 수업에서 학습하게 될 문장 주제를 알게 하고 독서와

관련된 한자어 학습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게 한다. 또한 ‘독서’라는 단어의 한

자음과 의미를 학습자들이 내재한 인지 구조 속에서 확인시키고 ‘독서’와 관련된

한자어에 대해 주목하도록 한다.

2. 제시 단계

절차:

1) 선행조직자 제시

(1) 학습자들과 함께 ‘독서’에 대응하는 한자 ‘讀書’와 의미를 확인한다.

(2) ‘독서’와 관련되는 한자어들을 확인한다.

(지식, 책, 공부, 학습, 교육, 낭독, 해석, 설명, 내용, 정보, 사회, 문화, 역사 …)

2) 학습자들이 본문에 출현하는 한자어를 찾게 하고 함께 확인한다.

(인지적 전략 활용, 정의적 요소 자극) -이미 학습한 한자어 목록78)과 신출 한

자어 목록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78) 학습자들이 각 한자어에 대한 인지정도와 새 어휘 목록의 포함 여부에 따라 이미 학습하였거나

학습하지 않은 한자어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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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학습한 한자어 목록

강조하다, 강하다, 결정하다, 결코, 경쟁사회, 교환하다, 노력하다, 논리, 능력,

독서, 무한하다, 문자, 발전, 변화, 별로, 분야, 분위기, 사회, 상황, 설득력, 세

계, 세기, 세상, 승리, 시간, 시대, 시대적, 신지식인, 여전히, 영상, 유통되다,

유행, 의문, 이용하다, 정도, 정보, 정보화, 제기, 중요하다, 지금, 지식, 책, 처

리, 초고속, 충분하다, 통하다, 생산, 폭발적, 형성하다, 혹은, 활용, 효과,

(2) 신출 한자어 목록

천지개벽, 획기적, 실감, 지향하다, 방대하다, 광범위하다, 기반, 지배하다, 거

대하다, 무한정, 시대착오적, 발상, 미미하다, 선도하다, 치중하다, 축적하다,

다매체, 매체, 시급하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독서와 관계되는 한자어를 인지 구조에서 이끌어내어 선

행조직자로 제시하고 본시 수업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자

들이 스스로 학습과제에서 한자어를 찾아내어 학습과제에 대한 친근감을 이끌

어낸다. 학습과제에 많은 한자어가 있음으로 하여 학습자는 문장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정의적으로 포옹하려는 학습의향이 생긴다.

이는 학습 전략에서 정의적 전략과 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습한 많은

한자어를 찾으면서 인지적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인지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중국어 지식 체계를 가동시키도록 한다.

3. 전개 단계

전개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과제를 완성한다. 전개 단계에서 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

행한다. 한 가지는 신출 한자어에 대한 학습 활동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존 학

습이 이루어진 한자어에 대한 복습과 정리이다.

절차:

1) 신출 한자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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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인지적 전략을 활용하여 각 단어의 대응되는 한자음과 한자를 연상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를 유추하고 사용 문맥을 이해시킨다.

단어 예시1: 천지개벽[天地開闢(tiāndìkāipì]

①원래 하나의 혼돈체였던 하늘과 땅이 서로 나뉘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

는 중국 고대의 사상에서 나온 말로, 천지가 처음으로 열림을 이르는 말이다.

(4) ○ {천지개벽}의 이전에는 세상이 온통 암흑뿐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

았을 것이다.

○ 오늘의 부를 이루어 놓은 화석 연료는 {천지개벽}이 있기 전에는 다시

만들 수 없는 유한한 자원이다.

②자연계에서나 사회에서 큰 변혁이 일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아무리 {천지개벽}을 한들 우리 같은 서민들의 생활이 달라지겠나.

○{천지개벽한} 이래 세상을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

○할아버지는 {천지개벽한} 세상에서 아직도 문벌을 따지고 계신다.

○과거에 여기 와보면 강이 되는대로 범람했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싹 돼

서 {천지개벽한} 것 같다.

한자성어에 대한 정확한 사용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정밀한 한국어를 구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자성어와 중국어 성어의 형태소와 의미가 같은 것은

습득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들의 차이점을 찾아 구분해야 정확히 이

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자마다의 뜻을 한자와 연관을 지어 정확히

이해하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한자성어를 만나면 학습자들이 비슷한

의미의 다른 어떤 한자성어를 더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

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학습자들이 한자성어

에 대해 매우 신기해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을 자극한다.

➋Ⅲ장에서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은 형태적, 의미적, 화용적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대조 분석 방법을 한자어 교육에 적용시킨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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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단어들에 천편일률로 이러한 대조 분석을 적용시킬 수는 없고 언급되는 단

어들의 특성에 맞게 해당하는 대조 분석을 진행한다. 위의 신출 한자어 목록은

주로 형태적 대조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다.

▣ 대조 분석 활용

중국어에서 ‘천지개벽 [天地開闢]’과 대응되는 성어(成語)-‘开天闢地, 天翻地覆’

◇ (‘开天闢地’와 어떤 자순과 어소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학습자들이 스

스로 찾아내도록 유도한다.)

天地開闢 ⇒ 开天闢地 ABCD ⇒ CADB로 전환됨.

◇ 어소는 완전히 같으나 자순에서 서로 각 언어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한

국어는 주술구조로 결합되어 ‘S+V’ 구조를 보이지만 중국어 성어는 목적 구성

의 병열로 결합되어 ‘VO+VO’ 구조를 보인다.

그리고 ‘획기적(劃期的)’는 중국어에서 단어구인 ‘劃時代的’와 대응되고, ‘광범

위하다(廣範圍)’는 ‘廣範的’와 대응되어 어소의 감소를 보이고, ‘치중하다(置重)’

은 ‘側重’과 대응됨으로써 어소의 차이를 보인다.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은

중국어 단어구 ‘落後于時代的’와 대응됨으로써 학습자들이 한 개 단어로 이해

하기 어려워하고 띄어쓰기에서도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학습자들에게 정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 먼저 신출 한자어들의 의미를 이해한 기초 상에서 신출 한자어들의 조어법

을 학습한다.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해 주로 파생법에 주목한다.)

어근+접미사: 획기적, 시대착오적

접두사+어근: 무한정, 다매체, 광범위

어근+하다: 미미하다, 치중하다, 축적하다, 시급하다,

성구 뒤에도 ‘하다’가 붙어서 한 단어처럼 쓰이는 현상이 있는데(예-동분서

주하다, 무궁무진하다, 태연자약하다, 유일무이하다, 무미건조하다…) 이는 한자

어가 이미 한국어에 많이 동화되었고 고정적인 형태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반

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한자어 특징을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

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하다’를 빠뜨리고 사용하는 오

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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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Ⅲ장에서의 오류 분석 결과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에서 모국어 품사 전

성으로 인한 오류가 1위,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가 2위, 모국어 형

태와 비슷한 어휘 대체로 인한 오류가 3위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목표어 특

성에 의한 오류에서는 한국어에 유의어가 많은 특성에 의한 오류가 1위, 조어

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가 2위, 공기 관계 무시로 인한 오류가 3위로 높은 오류

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신출 한자어 학습에서 이러한 오류 유형에 주목하여 학

습자들의 학습을 지도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오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오류 분석 활용

아래의 문장들에서 오류를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세요(학습자들이 스스로

오류를79) 분석하고 수정하도록 한 후 교사가 정확한 답안을 제시한다).

(6) ㄱ. 오랜만에 고향을 다시 돌아가니 정말 *천지개벽적 변했다(√천지개

벽했다/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다).

ㄴ. *미미한(√적은) 돈이지만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ㄷ. 그는 돈을 *축적하여(√저축하여) 자전거를 사려고 한다.

ㄹ. 모든 문제가 사장에게 *지향한다(√쏠린다).

ㅁ. 이 회사는 규모가 *거대하고(√방대하고) 직원도 많다.

ㅂ. 이 드라마를 보고 그가 스타라고 *실감이 있게 되었다(√실감하게

되었다).

ㅅ. 그는 *발상이 많이 존재해서(√많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

다.

ㅇ. 그는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람(√인물)이다.

ㅈ. 그는 이런 *실감을 말씀으로(√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6ㄱ)은 모국어 간섭에 의한 품사 전성 오류이고, (6ㄴ)은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이며, (6ㄷ)은 모국어와 형태가 비슷한 어휘 대체로 인한 오

류에 속하며, (6ㄹ)는 모국어 발음을 그대로 직역한 오류이다. (6ㅁ)은 한자어

79) (6)에서 제시하는 오류들은 학습자들의 한자어 실험 수업에서 수집된 오류들이다.



- 188 -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에 속하고, (6ㅂ)은 조어법 미숙지로 인한 오

류이며, (6ㅅ)은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오류에 속하고, (6ㅇ)은 고유어와 한

자어 변별로 인한 오류이며, (6ㅈ)은 유의어 변별과 경어법 남용으로 인한 오

류이다.

목표어 특성으로 인한 오류에서 한자어 유의어가 많은 특성으로 인한 오류

즉 한자어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가 제일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

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한자어에 대응되는 고유어를 유추하고 유의어활용

문맥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문맥 차이를 느껴보고 한자어 유의어들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변별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바탕-기반, 기초, 토대 쏠리다-지향하다, 향하다

크다-방대하다, 거대하다 쌓다-축적하다, 누적하다, 저축하다

이끌다-주도하다, 선도하다 넓다-광범위하다, 광대하다, 광범하다

▣ 유의어 변별-문맥 제시

(7) ( ①바탕, ②기반, ③기초, ④토대 )

ㄱ.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ㄴ. 서울에 온 지 10년 만에야 생활의 {기반을} 잡았다.

ㄷ. 전통의 {토대}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자

ㄹ. 이곳은 지반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초를} 튼튼히 하

고 공사해야 한다.

(8) ( ①쌓다 ②축적하다 , ③누적하다 , ④저축하다 )

ㄱ. 그는 온갖 책을 책상 위에 모두 {쌓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ㄴ. 원자핵 속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

ㄷ. 그는 {저축한} 모든 것을 나라에 바치고 떠났다.

ㄹ. 미결 서류를 {누적하여} 놓고 있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된다.

▣ 어휘장 활용

학습자들에게 서로 다른 지시 대상과 사용 문맥에 따라 어휘장을 활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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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도하여 어휘력 향상을 도모한다.

(8) 느낌:○실감(實感),

○자각하다(自覺), 인식하다(認識)

○감각(感覺), 지각(知覺)

○감지하다(感知)

○인상(印象)

(9) 생각:○발상(發想),

○의사(意思),

○사고(思考), 사유(思惟),

○견해(見解), 의견(意見),

○의향(意向), 의도(意圖),

○계획(計劃),

2) 기존 학습 한자어 복습

이미 학습한 한자어 목록을 가지고 위에서 신출 한자어 학습에서 제시한 활

동들을 모방하여 조직한다. 위에서는 교사가 힌트를 주고 설명을 적당히 하지

만 이미 학습한 목록을 활용할 때에는 학습자 중심으로 위 내용을 모방하여

스스로 한자어 체계를 정리하고 복습하도록 한다.

◇ ‘결코, 별로, 여전히’ 등 부사의 조어법을 강조한다.

◇ ‘정보’와 중국어 ‘情報/信息’ 의미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였는지 확인한다.

4. 연습 단계

연습 단계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신출 한자어들을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하거나 문맥을 제공하여 한자어를 활용하게 하고 질의응답, 문장 번역 등 여러

가지 학습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학습자들이

산출하는 대표적인 오류를 다시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함께 오류의 원인을

찾아 규명한다. 즉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신출 한자어

지식을 내재화하고 자동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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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아래의 한자어를 활용하여 50자 내외로 짧은 글을 지으세요.

천지개벽, 획기적, 시대착오적, 발상, 지향하다

<활동2> 21세기는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인재를 요구합니까?

<활동3> 현대 사회에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활동4> 아래의 과제를 번역하고 팀을 나누어 서로 검토해 보세요.

(이 과제를 완성할 때 학습자들에게 전술한 오류 유형들을 잘 상기시키면서

같은 오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게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이 과제에 대한

번역문에서 오류들을 수집하고 유형화하여 학습자들에게 다시 제시하고 정확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번역 과제를 반복적으로 완성함으로써 학습자들

의 오류를 점차 최소화하고 정확한 한자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한

다.)

关于读书的好处

高尔基先生说过：“书籍是人类进步的阶梯。”书还能带给你许多重要的好处。 

多读书，可以让你觉得有许多的写作灵感。在写作的时候，我们往往可以运用一

些书中的好词好句和生活哲理。让别人觉得你更富有文采，美感。 

多读书，可以让你多增加一些课外知识。培根先生说过：“知识就是力量。”不

错，多读书，增长了课外知识，可以让你感到浑身充满了一股力量。这种力量可以

激励着你不断地前进，不断地成长。从书中，你往往可以发现自己身上的不足之

处，使你不断地改正错误，摆正自己前进的方向。所以，书也是我们的良师益友。 

多读书，可以让你变聪明，变得有智慧去战胜对手。书让你变得更聪明，你就可

以勇敢地面对困难。让你用自己的方法来解决这个问题。这样，你又向你自己的人

生道路上迈出了一步。 

多读书，也能使你的心情便得快乐。读书也是一种休闲，一种娱乐的方式。读书

可以调节身体的血管流动，使你身心健康。所以在书的海洋里遨游也是一种无限快

乐的事情。用读书来为自己放松心情也是一种十分明智的選擇。 

读书能陶冶人的情操，给人知识和智慧。所以，我们应该多读书，为我们以后的

人生道路打下好的、扎实的基础！

5. 정리 단계

1) 본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질문을 받는다.

2)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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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의 실제를 구안하고자 하였

다. 아래에 이러한 교육용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의 효과 검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4.2.2. 효과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설계한 고급 단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수업 구

성안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학습 전략을 활

용한 한자어 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본 실험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실험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학습

자들에게 인지적, 정의적, 사회·문화 전략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한자어 학습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을 위해 2011년 9월에 한자어 사용 설문 조사를 진행했던 학습자들, 중

국 련운항 H대와 연변 Y대80)의 한국어학과 3학년 학생 96명(련운항 H대 32

명, 연변 Y대 64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었다. H대는 수업 전과 수

업 후를 비교했으며 Y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각각 32명씩 나누었다.

앞 절의 수업 구성안에 따라 H대 실험집단은 2012년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

지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Y대 실험집단은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자

어 수업을 실시하였고 수업 직후 수업 평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2년 4월 20일에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

험 내용은 학습자들이 정독과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한자어이기에 통제집단

은 실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부여된 테스트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수업 전과 수업 후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준의 학습자들을 통제집

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집단에 대한 인지적 전략을 기반으로 정의적

전략을 결합한 한자어 수업 방안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수업 전과 수업 후 실

험집단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차이도 비교했으므로

효과 검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실험집단의 수업 후

설문 조사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테스트81) 결과 분석을 통해 수업 효과를

검증한다.

80) 련운항 H대는 화이하이공학원(淮海工学院)을 가리키고 연변 Y대는 연변대학교이다.

81) 사후 설문 테스트 내용은 <부록 3>과 <부록 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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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3> 한자어 수업 목표 성취도
순번 질문 사항 순위 응답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새로운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

히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1 매우 그렇다 36 56.3 56.3

2 그렇다 24 37.5 93.8

3 보통이다 4 6.3 100

2
한자어와 고유어, 유의어 변별

에 유의하게 되었다.

1 매우 그렇다 40 62.5 62.5

2 그렇다 22 34.4 96.9

3 보통이다 2 3.1 100

3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 능

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1 매우 그렇다 50 78.1 78.1

2 그렇다 11 17.2 95.3

3 보통이다 3 4.7 100

4

한자어와 중국어 의미 차이에

더 유념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1 매우 그렇다 40 62.5 62.5

2 그렇다 20 31.3 93.8

3 보통이다 4 6.3 100

5
의식적으로 한자어 학습을 통

해 어휘력을 높이려 한다.

1 매우 그렇다 33 51.6 51.6

2 그렇다 26 40.6 92.2

3 보통이다 5 7.8 100

수업 평가에 대한 설문 문항은 크게 한자어 수업을 실행한 후 학습자들의

한자어에 대한 반응과 한자어 활용 테스트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로 설계하였으며 학습자들의 반응을 다시 한자어 학습을 통한 성취도, 학

습자 인식, 한자어 학습에서의 전략 활용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1) 학습자들의 성취도

한자어 실험 수업을 받은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 5개 문항으로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한자어 수업을 통해 새로운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유추할 수 있게 되었는

가 하는 질문에 53.6% 학습자가 ‘매우 그렇다’로, 37.5%의 학습자가 ‘그렇다’로

응답하여 93.8%에 달하는 학습자들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전보다

한자어와 고유어, 유의어 변별에 유의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96.9%에

달하고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

답한 학습자는 95.3%에 달한다. 한자어와 중국어 의미 차이에 더 유념하게 되

었고 부정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는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습자는 93.8%를 차지하였으며 금후 의식적으로 한자어

학습을 통해 어휘력을 높이려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92.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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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4> 실험 수업 후 학습자들의 인식 변화

순번 질문 사항 순위 응답
수업 전

퍼센트

수업 후

퍼센트

1

대조 분석에 기초한 한자어

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1 매우 필요하다 53.1 73.4

2 그렇다 29.6 25

3 보통이다 14.4 1.6

4 필요하지 않다 2.9 0

2
한자어 학습 교재, 부교재가

따로 개발되어야 한다.

1 매우 필요하다 42.9 73.4

2 그렇다 27.1 21.9

3 보통이다 24.6 4.7

4 필요하지 않다 5.4 0

3
중국인 학습자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매우 필요하다 21.8 62.1

2 그렇다 38.9 20.3

3 보통이다 35 17.6

4 필요하지 않다 4.3 0

이로부터 학습자들이 한자어에 대해 예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자어를 간단히 중국어와 대응시켜 생각하던 데로부터 한자어와 중국어의 차

이에 주목하여 모국어의 부정적인 간섭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

으며 의식적으로 한자어 학습을 통한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학습자들의 인식 변화

학습자의 인식은 이미 학습자용 설문지에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자어

실험 수업을 실시한 후 학습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관찰하고자

다시 한 번 제시해 보았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 실험 수업을 한 후 학습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대조 분석에 기초한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질

문에 수업 전 조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고 응답한 학습자가 53.1%이던것이

수업 후에는 73.4%로 늘어났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도 2.9%를 차지하

던 것이 한 학생도 부정하지 않았다.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습자도 14.4%로부

터 1.6%로 줄어들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실험 수업을 통해 한자어에 대한 체계

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자어 학습 교재 또는 부교재가 따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수업 전에

는 ‘매우 필요하다’가 42.9%이던 것이 수업 후에는 73,4%로 올라갔고 ‘보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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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5> 정의적 전략 활용
질문 사항 순위 응답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한자어 학습 후 한국어 학습이

더 재미있고 친근해졌다.

1 매우 그렇다 47 73.4 73.4

2 그렇다 12 18.8 92.2

3 보통이다 5 7.8 100

한자어 학습으로 예전보다 한

국어 학습에 자신감이 생겼다.

1 매우 그렇다 47 73.4 73.4

2 그렇다 15 23.4 96.9

3 보통이다 2 3.1 100

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24.6%로부터 4.7%로 줄었다. ‘필요 없다’는 부정적 반응

도 5.4%를 차지하던 것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

어 선정에 대한 태도도 수업 전에는 ‘매우 필요하다’가 21.8%를 차지하던 것이

수업 후에는 62.1%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사라

졌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자들이 실험 수업 후 한자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았으며 한자어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도 생각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실험 수업이 학습자들의 인식을 많이 바꾸어 놓았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3) 정의적 전략 활용

실험 수업 후 학습자들이 정의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그들은 한자어 학습

후 한국어 학습이 더 재미있고 친근해 졌다고 느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73.4%를 차지하고 ‘그렇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18.8%를 차지한 것으

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학습자가 92.2%를 차지한다. 그리고 한자어 학습으로

이전보다 한국어 학습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학습자는 ‘매우 그렇다’가 73.4%를

차지하고 ‘그렇다’로 응답한 학생은 23.4%로 96.9%의 학습자들이 한자어 실험

수업을 통해 한자어 학습에 대한 정의적 요소가 일정하게 자극을 받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미 정의적으로 한자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

고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한자어 학습에 임하려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

로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다면 한자어

학습의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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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6> 인지적 전략 활용
질문 사항 순위 응답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한자어 학습에서 의식적으로

한자 지식을 활용하려 하였다.

1 매우 그렇다 47 73.4 73.4

2 그렇다 10 15.6 89.1

3 보통이다 7 10.9 100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어

지식과 연관시켜 학습한 한자

어가 더 오래 기억된다.

1 매우 그렇다 53 82.8 82.8

2 그렇다 11 17.2 100

<표Ⅳ-17> 사회·문화적 전략 활용
질문 사항 순위 응답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한자어를 통한 경어법 활용에

더 유의하게 되었다.

1 매우 그렇다 36 56.3 56.3

2 그렇다 22 34.4 90.6

3 보통이다 6 9.4 100

한자어와 중국어의 서로 다른

감정색채를 파악하려 노력한다.

1 매우 그렇다 42 65.6 65.6

2 그렇다 11 17.2 82.8

3 보통이다 11 17.2 100

4) 인지적 전략 활용

실험 수업 후 학습자들에 대한 설문에서 한자어 학습에서 의도적으로 한자

지식을 활용하려 하였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9.1%를 차지하는데 이는 그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유의미 학습 전략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어 지식과 연관시켜 한자어를 학습하면 한자어가

더 오래 기억된다는 학습자가 ‘매우 그렇다’가 82.8%, ‘그렇다’가 17.2%로 전체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유의미적 학습 즉 인지적 전략 활

용의 효과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어 학습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인지

적 전략 활용은 매우 필요한 것이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사회·문화적 전략 활용

실험 수업 후 학습자들에게 한자어를 통한 경어법 활용에 더 유의하게 되었

다고 응답한 학습자들 중 ‘매우 그렇다’고 한 학생이 56.3%를 차지하고 ‘그렇

다’고 답변한 학습자가 34.4%를 차지한다. 그리고 한자어와 중국어의 서로 다

른 감정색채를 파악하려 노력한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로 답한 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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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8>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오류율 비교

오류 유형
문장

횟수

통제집단

오류 횟수/오류율

실험집단

오류 횟수/오류율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224 75(33.48%) 58(25.89%)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 384 103(26.82%) 81(21.09%)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 192 52(27.08%) 46(23.96%)

<Ⅳ-19> 실험집단 수업 전후 오류율 비교

오류 유형 수업 전 오류율 수업 후 오류율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32.45% 25.24%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 30.38% 23.86%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 31.76% 30.19%

65.6%를 차지하고, ‘그렇다’로 답변한 학습자는 17.2%를 차지하는데 이는 위의

다른 질문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아직

도 경어법과 한·중 서로 다른 감정색채 파악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며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설문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아래에 학습자

들의 테스트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테스트는 학습자들이 생성한 오류 유형에 근거하여 다항 선택과 오류 분석,

번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그 중 목표어 특성 요소에 속하는 문항은 12개,

모국어 간섭 요소에 속하는 문항은 7개, 사회·문화적 차이에 속하는 문항은 ６

개로 설계되었다. 실험 수업 후 실험집단 학습자들의 수업 전과 수업 후 오류

율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오류율 비교를 통하여 한자어 학습 수업 효과

를 검증할 수 있다. 다음은 두 집단의 오류 유형별 비율을 정리한 도표이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오류율을 비교한 결과 모국어 영향으로 인한 오류는

33.48%에서 25.89%로,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는 26.82%에서 21.09%로 줄어

들었다. 이는 한자어 실험 수업의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는 27.08%에서 23.96%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

지만 아직도 다른 오류에 비해 하강 폭이 작다. 이는 한자어 실험 수업을 받았

으나 단기간 학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실험집단 수업 전 오류율과 수업 후 오류율 비교82)에서도 통제집단과 실험



- 197 -

집단 오류율 비교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모국어 영향

에 의한 오류와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는 대체로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실험 수업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류는 원래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내 한

국어 교육에서 아직도 경어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한자어와 중국어 단어

뉘앙스의 미세한 차이를 변별해주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자어 실험 수업의 효과는 긍정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한자어 실험 수업 후 학습자들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그들은 아래

와 같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학습자1: 처음에는 한자어 전문적인 교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자어는 중국어의 의미와 완전히 다릅니다. 일부 학생들이 스스

로 한자어를 만들거나 틀리게 사용해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

로 전문적인 교재를 가지고 한자어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학습자2: 한자어를 사용하면 이 사람이 참 유식하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

다. 한자어는 모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상황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자 지식과 연관시켜 중국어 단어와 대

비하고 배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자어

를 잘 배울 자신이 있습니다.

학습자3: 20년 동안 한어(漢語)를 말하고 있으니까 한자어가 쉽다고 생각했습

니다. 한자어는 교재에서 알고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

다. 한자어를 배우고 나서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

다. 앞으로 한자어를 더 계통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소감은 그들이 한자어 실험 수업을 통해 한자어에 대해

쉽게 생각하던 데로부터 한자어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한자

어 교재 개발의 중요성도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자어 학

82)실험집단 수업 전후 오류율 비교에서는 오류 횟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업 전에 실시한 학

습자용 평가 설문에서의 문항 개수와 수업 후 테스트에서 제시된 문항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

에 오류율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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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이상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한자어 수업 운영의 실제를 구안하였으며 그 수업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검증

결과 학습자들이 한자어 실험 학습을 통해 다소나마 한자어 학습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긍정적으로 인지적 유의미 학습 전략을 활용하게 되

었다. 하지만 윤희원(2006:20)은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실험 설계는

자연적 상태에서의 실험이나 실험 조건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운 연구 설계

이기 때문에 준실험 설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 변인이나

학습 조건, 교사 등 요인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

한 관점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실험은 준실험 설계에 속하고 실험 수업도 단기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의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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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

고 평정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인지적 특징에 따른 실용적인 한자어 교육 내

용과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의 실제를 구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Ⅰ장 서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 연구 및 연구 대상

과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1, 2절에서 먼저 한자어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제2

언어 습득에서 모국어의 영향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교육에

서의 모국어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3절에서는 현재 중국 각 대학교들에서 한국

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재 중국 각 대학들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63명의 교사들과 중국 내 각 대학교들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4년제 학부생들 가운데 306명의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설문 자료들의 각 문항을 SPSS와 Excel을 활용하

여 구체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

한국어 어휘 능력 신장에 있어서 한자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자어

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한자어 교과목

개설을 위한 심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사

나 학습자들 모두 한자어 교육을 위한 교재 또는 부교재 개발을 원하고 있고

교육용 한자어 선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자어 학습에서 모어의 긍

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간섭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절

에서는 교재 분석과 교사들의 설문을 통해 중국 내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Ⅲ장에서는 객관적 방법인 메타 계량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는 절충

적 방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였다. 즉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통합형 교재 13종 50

권 본문을 기초 말뭉치로 하여 추출된 한자어와 한국에서 이미 선행 연구된 6

편의 참조 자료에 대한 메타 계량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였

다. 한자어 선정 기준은 교재 출현 빈도, 난이도, 참조 자료 간 중복도, 상용성,

학습자 수용성 등이다. 이러한 선정 과정을 거쳐 총 4,950개의 한자어를 선정



- 200 -

하였는데 이를 메타 계량 참조 자료의 한자어 등급 판정과 통합형 교재에서

초급, 중급, 고급에 출현된 빈도수를 참조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평정 기준은

각 급별 교재 출현 빈도와 난이도, 한자어의 친숙도, 학습자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평정 결과 초급 한자어는 1,000개(1급 400개, 2급 600개), 중급 한

자어는 1,700개(3급 800개, 4급 900개), 고급 한자어는 2,250개(5급 1,050개, 6급

1,200개)로 평정되었다.

2절에서는 1절에서 선정한 교육용 한자어 어휘 목록에 대한 등급화, 유형화

를 토대로 중국어와의 형태적, 의미적, 화용적 대조 분석을 통해 한자어 교수·

학습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형태적 대조 분석은 자순의 차이, 어소의 차

이, 품사 전성의 차이, 단어 구조 분류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의미적 대

조 분석은 한자어 의미의 확대, 축소, 전이로 세분화 하였으며 화용적 대조 분

석은 한자어 뉘앙스가 중국어보다 더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및 반대

인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3절에서는 학습자들의 글짓기와 설문지에 의한 학습자들의 언어 자료에 대

한 오류 분석을 통해 교육용 한자어 활용에서의 오류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의 형태·형식적인 접근 즉 결과 판정에 따른 접근보다는 내

용적인 접근인 오류의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오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

차적으로 한자어 오류 유형을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이를 큰 틀로 삼고 모국어 간섭에 의한 한자어 오류를 다시 음운적

오류, 어휘적 오류, 문법적 오류로 세분화 하였다. 음운적 오류로는 모국어 음

으로 한자어 음을 대체한 오류를 분석하고, 어휘적 오류에서는 ① 모국어 단어

를 그대로 직역한 오류, ②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③모국어 형태

와 비슷한 단어 대체로 인한 오류, ④모국어 단어와의 조합으로 인한 오류 등

네 가지로 세분화 하였으며, 문법적 오류로는 모국어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

를 고찰하였다.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는 어휘적 오류, 문법적 오류 두 가지

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원인에 따라 세분화 하였다. 어휘적 오류로는 ①한국

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양립에 의한 오류, ②한자어 유의어 변별 미숙지로 인한

오류, ③한국어 조어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로 나누고, 문법적 오류로는 한국어

어휘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오류를 살펴보았다.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

적 차이에 의한 오류에서는 한국어 특유의 경어법으로 인한 오류와 목표어와



- 201 -

의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오류 분석 결과 아

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분석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

체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

이 실질 형태만 있는 중국어의 고립어적인 특성에 익숙해져 한국어의 첨가어

적 특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품사 전성으로 인한 오류가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와 모국어와 비슷한 형태

로 대체하여 생성되는 오류가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고급 단계에 와서

는 모국어와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가 오히려 더 높은 추세를 보인다. 이는

고급에서 어휘량의 증가에 따라 학습자들이 의미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용법

의 단어들을 접하는데 미처 이러한 단어들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지 못

하고 간단히 대응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류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목표어의 특성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한자어 유의어 변

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류가 1위, 한국어 조어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가 2

위를 차지하고 한국어 어휘의 공기 관계 미숙지로 인한 오류가 3위를 차지한

다. 이는 고급 단계에서 학습 목표가 어휘량 확장이기에 그에 따른 유의어 학

습 내용도 많아지고 유의적 표현들의 변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데 학습자

들이 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또한 한자어 조

어법에 대해서도 인상은 있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셋째, 모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면 기타 오류

유형에서는 중급과 고급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자어를 통한 경어법 실현과

한자어와 중국어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류는 중급과 고급의 오류율 차이가 크

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급 학습자들이 아직도 조사나 어미로 실

현되는 경어법에는 익숙하지만 한자어로 실현되는 경어법과 뉘앙스 차이 변별

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한자어 교육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Ⅳ장에서는 한자어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으로 한자

어와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 내용에 대한 학습, 한자어 유의어 변별에 대한 학

습, 고유어와 한자어 대응 관계 학습, 오류 분석을 기초로 한 학습 등을 제시

하였다. 효율적인 한자어 교육을 위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바람직한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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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전략으로, 유의미 학습 전략을 기본으로 정의적 전략, 사회·문화적 전략

등을 제시하였으며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

구의 교수·학습 모형의 교실 수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자들을 통제집단

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수업 전과 수업 후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중국 내 현지에서 출간된 통합형 교재 한자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메타 계량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여 중국인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평정하려는 시도를 하였

다. 한국어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고 평정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자어

어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과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의 교육용 어휘 선정과 평정 및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사전 개발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교육용 한자어 학습에서 생성하는 오류를 유형화하고 한자어와 중

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 지식, 즉 내재된 인

지 능력에 기초한 학습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고 평정하였으나

필자의 여러 가지 능력상의 제한으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조 분석 연

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둘째, 교육용 한자어 오류 분석에서 학습자들의 작문

과 설문지를 토대로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와 목표어 특성에 의한 오류, 모

국어와 목표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류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유형화

하였으나 개별적인 오류는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언어 오류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착안점이 다름에 따라 논자의 이해와 분석이 다소 다를 수 있고 또한

연구자의 한국어 어감이 모어 화자들처럼 완전히 정확하지 못하기에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

중에 한자어와 중국어의 대조 분석 연구에서 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뉘앙스 차이 변별에서 뉘앙스는 구체적 문맥이나 개인적

이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도 연구자의 직관에 따른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한

향후 후속 연구가 계속되도록 힘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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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
한자어 교육이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다.

2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3

교사 스스로 한자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한자어 수업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어휘 교육과 연결시켜 적

극적으로 지도하였다.

4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모국어 지식이 긍

정적인 작용을 한다.

5
한자어를 가르칠 때 모국어 지식과 연관시켜 생각하도록 인도

하는 것이 좋다.

6
한자어를 가르칠 때 중국어와의 뉘앙스 차이를 인식하고 변별

하도록 해야 한다.

7
한자어 어휘 교육에서 한중 두 가지 언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조 분석과 그에 입각한 교수법이 필요하다.

8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이 필요하다.

9
한자어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 또는 부교재가 개발 보급되

어야 한다.

10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한자어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

지만 앞으로는 한자어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

<부록1> 한자어 관련 교사 설문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망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중국인 학습자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의 한자어 교육에 대한 깊은 뜻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교수

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속 대학: 연령: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민족: 한국어 교육에 종사한 시간: 1-5년( ), 5-10년( ), 10년 이상( )

아래 문항을 보시고 생각하시는 바를 선택해 주세요.

원문자 의미: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안 그렇다.

1) 전문적인 한자어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느 시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a. 초급, b. 중급, c. 고급, d. 대학원

한자어 교육 시점: ( )학기부터, 지속시간:( )학기, 수업시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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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까지 한자어 교육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 )

a.한자어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잘 터득하기에 교육할 필요가 없다.

b. 교육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교육해야 할 지 모르겠다.

c. 교육하고자 하지만 커리큘럼, 수업 진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

d. 교육하고자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마땅한 교재가 없다.

e. 기타( )

3)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한다면 그 어휘량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1000-2000개, b. 2000-3000개, c. 3000-4000개, d. 5000-6000개,

e. 기타(원인은: )

4) 교육용 한자어 선정 기준을 선택해 주세요.( 다항 선택) ( )

a.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어

b. 난이도가 높은 한자어

c. 조어력이 높은 한자어

d. 각급 한국어 교재 출현 빈도가 높은 한자어

e. 기타 ( )

5) 교수님께서는 어떤 한자어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다항 선택)( )

a. 조어력을 이용한 한자어 교재

b. 유의어에 대한 변별 교재

c. 중국어와의 어휘 의미 대조 분석

d. 한중 한자성어 비교 목록

e. 고유어와 한자어를 대응시킨 목록

f. 기타 ( )

6) 만일 한자어 강의를 하신다면 어떤 교수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3개)( )

a. 천자문을 이용하여 한자 독음 학습,

b. 한자어 형성 원리에 의한 어휘망 학습,

c. 한자어와 고유어와 대응 관계를 밝힘,

d. 한자어와 중국어의 의미 차이를 밝힘,

e. 오류 분석을 통함.

f.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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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属大学 ： 年级 ： 专业： 年龄： 性别： 男 女

韩国语水平 : 初级 中级 高级
学习韩国语

时间
( )年 （ ）月

韩国语能力测试(TOPI

K)是否考过？
没考过 （ ） 已通过 （ ）级

<부록 2> 한자어에 대한 학습자용 설문지

(有关韩国语汉字词的学生调查问卷)

   

韩国语词汇体系可分为固有词、汉字词、外来词。　　　

　　固有词：纯粹的韩国语　　　　　　 例) 이름, 아프다

　　汉字词：由汉字组成的韩国语单词　　 例) 학교(学校), 사고하다(思考)

　　外来词：收容外国词语　　　　 例) 커피, 소파

Ⅰ. 请根据学习者实际情况，回答下列问题。

1) 您是否曾经学过汉字词？没学过（ )， 学过（ ) ⇒ ◎

◎初学时间：大学（ ）年级， 共学（ ）个学期， 使用教材：

学过与汉字词相关的课程（ )，学习时间：（ ）年级，

课程名称（ )， 使用教材:( )

2) 您认为有没有必要系统地学习韩国语汉字词吗？ 有（ )⇒（1)，没有（ )⇒ (2)

（1） 原因是（　　）（　　)（选２个）

　ａ．中国汉字和韩国汉字字体不同，　　　ｂ．与汉语相比有同形异义的汉字词，

　ｃ．学习与汉语成语相对应的汉字词有难度ｃ．汉字读音与韩国语汉字词的读音不同，　　

　ｅ．其他（具体说明）（　　　　　　　　　　　　　　　　　 　　）

（2） 没必要的原因是（　　）（　　）（选２个）

　ａ．汉字词很容易，　　　 ｂ．学习汉字词对韩国语学习没有帮助

　ｃ．汉字词不重要，　ｄ．没时间学习汉字词　　ｅ．其他（　　　　　　　　　　）

4) 使用汉字词时，发生错误的原因类型是　（　　　　）

　ａ．韩国语原因　ｂ．汉语的原因　ｃ．与韩国语社会·文化要素的不同　ｄ．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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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使用汉字词时，发生错误的具体原因是　（　　　　）

　ａ．没理解好汉字词的意思 　　 ｂ．没分清汉字词与汉语的不同意思　　　

ｃ．不知汉字词的构词原理和结构 ｄ．直译汉语的读音 ｅ．其他：

6) 何时开始学习汉字词最好？( 　 )

　ａ．初级（1,2级)，　ｂ．中级（3,4级)，ｃ．高级（5,6级), ｄ．最高级（7,8级）　

7) 用何种办法学习韩国语最好？（　　）（　　）（选２个）

　ａ．学习汉字词读音，　　　　ｂ．说明汉字词构词原理　　ｃ．与固有词相比较

　ｄ．对比汉字词与汉语意思的不同用法　ｅ．利用病句分析　ｆ．其他（　　　　　）

8)若编写汉字词教材，您需要何种教材？（　　）（　　）（选２个）

　ａ．说明汉字词构词方法及结构　 ｂ．汉字词近义词辨析

　ｃ．对比分析汉字词与汉语的词义 ｄ．汉字词成语教材　, ｅ．与固有词相比较

9) 汉字词课时应怎样安排？（ ）（选1个）

　专门教汉字词：　ａ．一周１课时(45分钟），　ｂ．一周２课时（2×45分钟）　　　

　结合精读词汇教学进行：　ｃ．20分钟， 　 ｄ．30分钟， 　　ｅ．其他：

10) 对中国学习者来说，哪种汉字词最难学？（ ）（ ）（选2个）

　

①韩国汉字词与汉语单词同形同意，　　例） 학생-学生

　②汉语词义通用为一个，而汉字词词义是细分的，

　　　例) 汉语的‘礼物’，韩国语分为‘선물’和‘예물’（指结婚时双方交换的礼品）

　③汉语使用的词义，在韩国汉字词里没有的。 

　　例）学院（학원): 汉语-公立，私立大学及私设学院，韩国语-私设学院。

　④汉语里不存在的词义，存在于韩国汉字词。

例）深刻（심각하다）: 汉字词比汉语词义范围广, 能用于‘病势’. (병세가 심각하다)

　⑤汉语里细分词义，而在韩国汉字词通用。

　　　例) 时间（시간）: 汉语分为 ‘时间’，‘小时’ 韩国语通用为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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符号代表的意思：①非常正确, 　②正确, 　③一般, 　④不正确, 　⑤很不正确

号 问题 ① ② ③ ④ ⑤

1 您对汉字词感兴趣，很重视。

2 汉字词应根据对比分析进行系统的教育。

3 您认为应有汉字词教材或副教材。

4 您认为有必要选定教育用汉字词目录。

5 若贵校有汉字词教学，您愿意听课。

6 因韩国语词汇里有汉字词感到亲切和自豪。

7 学习时知道新词是汉字词，记忆效果更好。

8 碰到新的汉字词，自然而然想到相关的汉语知识。

9 学习韩国语词汇时，汉字知识起到积极作用。

10 韩国语教材词汇表里，汉字词后标记韩国汉字对您有帮助。

11 学习汉字词时，试着找与汉语相对应的韩国语汉字读音。

12 为记好韩国语汉字词，找出与之相对应的汉字。

13
学习汉字词时，分析汉字词构词原理-

(如: 前缀，后缀，派生词，合成词）

14
学习汉字词时，对比分析汉字词和汉语词的结构关系-

(如: 主谓，动宾等关系）

15 学习汉字词时，根据文脉推理汉字词的意思。

16 学习汉字词时，借助相关的汉语知识，对学习有帮助。

17
学习汉字词时，试着弄清汉字词里蕴含的社会文化意识

-敬语法。

18 使用汉字词时，试着考虑到与汉语的文化差異。

19 学习汉字词时，努力正确把握汉字词与汉语的不同感情色彩。

20
准确辨别汉字词和汉语词汇所包含的不同的社会文化意义是非常

重要的。

Ⅱ. 请看下列问题并判断，在适当的位置打‘√’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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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汉字词使用状况

1. 利用下列字，写出新的汉字词。（各2个）

1) 애(愛)- 2) 국(国)- 3) 불(不)- 4) 가(家)-

2. 选出与划线单词词义相同的汉字。

　1) 이는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노래한 작품이다. ( )

　a. 享受, b. 鄕愁, c. 香水, d. 享壽

　2) 그는 신문에 어머니를 찾는 광고를 냈다. ( )

　a. 新聞, b. 消息， c. 报纸， d. 杂志，

　3)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 )

　a. 图谋， b. 牟取， c. 谋求， d. 采取　

３．选出与划线单词意思相同的汉字词。

　1) 이는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이다.( )

　 a. 해체하다, b.해결하다 , c. 취하하다, d. 해약하다

　2) 나쁜 소문이 마을 곳곳에 번지고 있다. ( )

a. 확충하다, b. 확보되다, c. 확산되다, d. 확립하다

3) 그녀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통곡을 하고 있다.( )

a. 실감하다, b. 간과하다, c. 감당하다, d. 경험하다

4. 括号里填写适当的选项。

1) (a. 이름，　 b. 명칭，　 c. 성함, 　 d. 존함)

ㄱ. 교수님，저는　평소 친구를　통해　교수님의 { }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ㄴ. 담임선생님이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려고 학생에게 아버지{ }을 물었다.

ㄷ.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오래도록 불명예스러운 { }을 남기게 되었다.

ㄹ. 어려운　다이어트　부위별　운동{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a. 크다，　 b. 거대하다， c. 성대하다， d. 거창하다)

ㄱ. 간판도 큼직하고 건물도 { } 환자들이 많아서 이 병원만은 흥성했다.

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 } 치렀다．

ㄷ.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 } 적어서 뒤에서도 잘 보인다.

ㄹ. 세상은 그에게 혁명가라는 { } 이름을 붙여 주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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号　 问　　题　 对应汉字　
推理根据

(可多选)　

1
그는 왜 그런지 생각이 너무 {진부하다}

2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민이가 {참견} 을

들었다.

3 현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신장하였다}.

4
그녀는 움직이는 동작마다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

다.

5
그는 나에게 아버님의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다.

6
그동안 보살펴 주신 선생님의 은혜는 실로 {각골난

망}입니다．

7
백년세월이 {일장춘몽과} 같이 빠르다는 말이 있

다.

5.判断下列括号里的词义，写出对应的汉字并选出其推理根据。（推理根据可多选）

推理根据：　

① 学习新汉字词时，找出与之相对应的汉语读音。

② 为记好新的汉字词，找出与之相对应的汉字。

③ 学习汉字词时，根据文脉推理汉字词意思。

④ 学习汉字词时，分析汉字词构词原理和结构。

⑤ 原先就知道划线汉字词的意思.

⑥ 其他（具体写出推理根据）：

6． 飜譯下列句子.

1）我们学生之间发生了一件不愉快的事情。

2）他在公司表现很好.

3）我们买了很多日常生活用品。

4）他想跟同寝的学生保持好朋友关系。

5）他非常关心我的学习成绩。

6）做任何事都要有明确的方向。

7）宽容别人是对自己的宽容。

8）他父亲岁数已高。

9）我俩是好朋友，我对他有感情。

10）你太天真了，还信他的话。



- 222 -

번

호
질문 내용 ① ② ③ ④ ⑤

1
새로운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추리할 수 있게 되었

다.

2 한자어와 고유어, 유의어 변별에 유의하게 되었다.

3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

다.

4
한자어와 중국어 의미 차이에 더 유념하게 되었고 부

정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5
의식적으로 한자어 학습을 통해 어휘력을 높이려 한

다.

6 한자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7
한·중 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대조 분석이 필요하

다.

8 한자어 학습 교재 또는 부교재가 따로 있어야 한다.

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10
한자어 학습 후 한국어 학습이 더 재미있고 친근해졌

다.

11
한자어 학습으로 예전보다 한국어 학습에 자신감이

생겼다.　

12
한자어 학습에서 의식적으로 한자 지식을 활용하려

하였다.

13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어 지식과 연관시켜 학습

한 한자어가 더 오래 기억된다.

14 한자어를 통한 경어법 활용에 유의하게 되었다.

15
한자어와 중국어의 서로 다른 감정색채를 정확히 파

악하려 노력한다.

<부록3 > 학습자 수업 평가 설문 자료

1.请看下列问题并判断，在适当的位置打‘√’号。                                  

　

符号代表的意思：①非常正确, ②正确, ③一般, ④不正确, ⑤很不正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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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 사후 테스트 자료

1. 아래 한자어 독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 )

便利：변리 罪恶：죄악 恢复：회복

省略：생약 乐曲：악곡 眼镜：안경

2.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들의 감정색채를 판단해 보세요.

1) 그녀는 그의 비밀을 누설해 결국 그의 감정을 사고 말았다.

我对他有感情。( )

2) 사람은 질투적인 야심이 아니라 남보다 잘해보겠다는 야심이 있어야 한다.

他的野心很大。 ( )

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1）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건물을 빠져

나가는 것이다.

① 명확하게 ② 침착하게 ③ 정직하게 ④ 심각하게

2）이웃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김장을 넉넉하게 담갔다.

① 여유 있게 ② 조촐하게 ③ 아담하게 ④ 풍부하게

4. 아래의 ( )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 넣으세요.

1) (a. 상당하다, b. 과다하다, c. 수많다, d. 허다하다 )

ㄱ. 이 일을 완성하는데 { } 시간이 걸린다.

ㄴ. 그 가수는 { } 관객을 열광시켰다.

ㄷ. 의식은 있었지만 그다음은 출혈 { } 인사불성이 되었다.

ㄹ.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 } 문제를 안고 있다.

(2) (a. 풍족하다 b. 풍부하다 c. 풍성하다 d. 풍요롭다)

ㄱ. 그는 벌어 놓은 돈으로 앞으로 { } 먹고살 수 있을 것이다.

ㄴ. 이번 방학에 우리는 시골에 가서 { } 생활체험을 했다.

ㄷ. 이번 생일에 친구들은 그에게 { } 선물을 안겨주었다.

ㄹ. 나는 몸은 피곤했지만 시골 들판과 가을 풍경에 마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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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픈 주사가 덜 아픈 주사보다 치료 효과가 크다거나 아픈 사람에게 소금물

을 주사해도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말에 ( )하는 사람들이 많다.

① 이심전심 ②반신반의 ③ 천만다행 ④ 동문서답

5. 아래 문장들에서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 고치세요.

1)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자신심을 잃었다.

2) 그는 늘 나에게 전화로 연계한다.

3) 요즘 그의 신체 정황이 어떠한가?

4) 나는 그를 만난지 이미 이개 달이 되었다.

5)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많이 부족이라 생각한다.

6. 아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 他考上了理想的大学。

2) 今天我有点头疼，去医院打针了。

3) 他父亲岁数已高。 

4) 妈妈嘱咐我早点回家。

5) 她在各方面都很帮我。

6) 我是中国人，我感到很骄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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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한자어 목록 (4,950개)

    1급 400개

가격 價格 1

가능(하) 可能 1

가수 歌手 1

가정 家庭 1

가족 家族 1

각종 各種 1

간단(하) 簡單 1

간식 間食 1

감기 感氣 1

감사(하)) 感謝 1

감정 感情 1

강변 江邊 1

강산 江山 1

강의(하) 講義 1

개월 個月 1

개인 個人 1

개학(하) 開學 1

거리 距離 1

건강(하) 健康 1

건물 建物 1

검사(하/시키) 檢査 1

결과 結果 1

결혼(하/시키) 結婚 1

결혼식 結婚式 1

경제 經濟 1

경찰 警察 1

경치 景致 1

계속(하/되) 繼續的 1

계절 季節 1

계획(하/되) 計劃 1

고등학교 高等學校 1

고등학생 高等學生 1

고유 固有 1

고향 故鄕 1

공공 公共 1

공기 空氣 1

공부(하/되/시키)工夫 1

공원 公園 1

공장 工場 1

공중전화 公衆電話 1

공책 空冊 1

공휴일 公休日 1

과거 過去 1

과자 菓子 1

과학 科學 1

관계 關係 1

관광(하/시키) 觀光 1

관심 關心 1

광고 廣告 1

교과서 敎科書 1

교내 校內 1

교무실 敎務室 1

교문 校門 1

교사 敎師 1

교육용 한자어 한자       등급

교수 敎授 1

교실 敎室 1

교원 敎員 1

교육(하/시키) 敎育 1

교장 校長 1

교재 敎材 1

교통 交通 1

구절 句節 1

국가 國家 1

국경절 國慶節 1

국기 國旗 1

국내 國內 1

국민 國民 1

국민학교 國民學校 1

국어 國語 1

국외 國外 1

극장 劇場 1

근거(하) 根據 1

근무(하) 勤務 1

근처 近處 1

금강산 金剛山 1

금년 今年 1

금방 今方 1

금액 金額 1

금요일 金曜日 1

기간 期間 1

기념(하) 紀念 1

기말 期末 1

기분 氣分 1

기숙사 寄宿舍 1

기억(하/되/시키)記憶 1

기업 企業 1

기온 氣溫 1

기차표 汽車票 1

기차 汽車 1

기초(하) 基礎 1

기타 其他 1

기후 氣候 1

남녀 男女 1

남동생 男同生 1

남북 南北 1

남자 男子 1

남학생 男學生 1

낭독(하) 朗讀 1

내년 來年 1

내부 內部 1

내용 內容 1

내일 來日 1

내주 來週 1

냉면 冷麵 1

냉수 冷水 1

노인 老人 1

녹음(하/되) 錄音 1

능력 能力 1

한자어       한자        등급

다수 多數 1

단결(하/되/시키)團結 1

단어 單語 1

당연(하) 當然 1

당장 當場 1

대공원 大公園 1

대답(하) 對答 1

대문 大門 1

대부분 大部分 1

대상 對象 1

대학 大學 1

대학생 大學生 1

대한민국 大韓民國 1

대화 對話 1

도로 道路 1

도서관 圖書館 1

도서실 圖書室 1

도서 圖書 1

도시 都市 1

도착(하) 到着 1

독립(하/되/시키)獨立 1

독서((하)) 讀書 1

동물 動物 1

동해 東海 1

동화책 童話冊 1

등교(하/시키) 登校 1

만족(하/되/스럽)滿足 1

말기 末期 1

말년 末年 1

매년 每年 1

매월 每月 1

매일 每日 1

매주 每週 1

명사 名詞 1

명절 名節 1

모국어 母國語 1

모음 母音 1

모자 帽子 1

목요일 木曜日 1

문구점 文具店 1

문법 文法 1

문안(하) 問安 1

문자 文字 1

문장 文章 1

문제(되) 問題 1

문학 文學 1

문화 文化 1

물가 物價 1

물건 物件 1

미국 美國 1

미술관 美術館 1

미술 美術 1

미안(하) 未安 1

미용사 美容師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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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美容室 1

박물관 博物館 1

반대(하/되) 反對 1

반장 班長 1

반찬 飯饌 1

발견(하/되) 發見 1

발음(하/되) 發音 1

발전(하/되/시키)發展 1

방문(하/되) 訪問 1

방법 方法 1

방안 房(內) 1

방학(하) 放學 1

백화점 百货店 1

변화(하/되/시키)變化 1

병원 病院 1

복도 複道 1

복장 服裝 1

본인 本人 1

봉지 封紙 1

봉투 封套 1

부모 父母 1

부부 夫婦 1

부분 部分 1

부탁(하) 付託 1

북경 北京 1

분필 粉筆 1

비교(하/되/시키)比較 1

비행기 飛行機 1

사계절 四季節 1

사과(하/시키) 謝過 1

사무실 事務室 1

사방 四方 1

사업 事業 1

사장 社長 1

사전 辭典 1

사진관 寫眞館 1

사진 寫眞 1

상점 商店 1

상하 上下 1

생일 生日 1

생활(하) 生活 1

서울 首尔 1

서점 書店 1

선물 膳物 1

선생님 先生 1

설명(하/되) 說明 1

성공(하) 成功 1

성별 性別 1

성적 成績 1

세계 世界 1

세대 世代 1

세수(하/시키) 洗手 1

소개(하/되/시키)紹介 1

소수 少數 1

소포 小包 1

소화(하/되) 消化 1

수도 首都 1

수리(하/되/시키)修理 1

수업(하) 授業 1

수요일 水曜日 1

수입(하/되) 收入 1

숙소 宿所 1

숙제 宿題 1

시간표 時間表 1

시간 時間 1

시계 時計 1

시기 時期 1

시내 市內 1

시작(하/되) 始作 1

시장 市場 1

시절 時節 1

시험(하) 試驗 1

시험지 試驗紙 1

식구 食口 1

식당 食堂 1

식사(하) 食事 1

신문 新聞 1

신체 身體 1

실내 室內 1

아동 兒童 1

안경 眼鏡 1

안녕(하) 安寧 1

안녕히 安寧 1

야채 野菜 1

약국 藥局 1

약속(하/되) 約束 1

약품 藥品 1

어조 語調 1

어휘 語彙 1

언어 言語 1

엄격히 嚴格 1

여고생 女高生 1

여동생 女同生 1

여성 女性 1

여자 女子 1

여학생 女學生 1

여행(하) 旅行 1

연습(하/되/시키)練習 1

열심히 熱心 1

영원(하) 永遠 1

영화관 映畵館 1

영화 映畵 1

예금(하) 預金 1

예습(하) 豫習 1

오전 午前 1

오후 午後 1

온도 溫度 1

외국어 外國語 1

외국 外國 1

요일 曜日 1

우유 牛乳 1

우체국 郵遞局 1

우체통 郵遞筒 1

우편 郵便 1

우표 郵票 1

운동(하/되/시키)運動 1

운동장 運動場 1

원인 原因 1

월말 月末 1

월요일 月曜日 1

유리 琉璃 1

은행원 銀行員 1

은행 銀行 1

음료수 飮料水 1

음료 飮料 1

음식 飮食 1

음악 音樂 1

의복 衣服 1

의사 醫師 1

의심(하/되) 疑心 1

이발사 理髮師 1

이발소 理髮所 1

이익 利益 1

이해(하/되/시키)理解 1

일기예보 日氣豫報 1

일부 一部 1

일상 日常 1

일생 一生 1

일요일 日曜日 1

일월 一月 1

일주일 一週日 1

입구 入口 1

입국(하) 入國 1

입학(하/시키) 入學 1

자기 自己 1

자녀 子女 1

자동차 自動車 1

자모 字母 1

자세(하) 仔細 1

자연스럽다 自然 1

자연 自然 1

자음 子音 1

자장면 炸醬麵 1

자전거 自轉車 1

작년 昨年 1

장소 場所 1

전국 全國 1

전부 全部 1

전화(하) 電話 1

절반 折半 1

점수 點數 1

점심 點心 1

정거장 停車場 1

정보 情報 1

정신 精神 1

정원 庭園 1

정월 正月 1

정확하다 正確 1

제일 第一 1

제주도 濟州 1

조건 條件 1

조국 祖國 1

조선 朝鮮 1

존경(하/스럽) 尊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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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週末 1

주사 註射 1

주소 住所 1

주의(하) 注意 1

주인 主人 1

주일 週日 1

준비(하/되) 準備 1

중국어 中國語 1

중국 中国 1

중심 中心 1

중학교 中學校 1

중학생 中學生 1

지각(하) 遲刻 1

지금 只今 1

지도 地圖 1

지하철 地下鐵 1

지하철역 地下鐵驛 1

직접 直接 1

진보(하) 進步 1

진심 眞心 1

질문(하) 質問 1

차례 次例 1

차비 車費 1

차표 車票 1

창문 窓門 1

책방 冊房 1

책상 冊床 1

초등학교 初等學校 1

초등학생 初等学生 1

추석 秋夕 1

출근(하/시키) 出勤 1

출입구 出入口 1

치료(하/되/시키)治療 1

침대 寢臺 1

침실 寢室 1

토요일 土曜日 1

통화(하/되/시키)通話 1

퇴근(하) 退勤 1

편리하다 便利 1

편지 便紙 1

풍경 風景 1

피곤(하) 疲困 1

피로(하) 疲勞 1

필요(하/되) 必要 1

학교 學校 1

학급 學級 1

학기 學期 1

학년 學年 1

학생 學生 1

학습 學習 1

학업 學業 1

한국말 韓國 1

한국 韓國 1

한국어 韓國語 1

한국인 韓國人 1

한복 韓服 1

행복(하) 幸福 1

현금 現金 1

현재 現在 1

형제 兄弟 1

화요일 火曜日 1

환자 患者 1

휴식(하/되) 休息 1

휴일 休日 1

    2급 600개

가가호호 家家戶戶 2

가곡 歌曲 2

가공(하/되) 加工 2

가구 家具 2

가능성 可能性 2

가사 家事 2

가요 歌謠 2

가입(하) 加入 2

가장 家長 2

가짜 假 2

각각 各各 2

각국 各國 2

각자 各自 2

각지 各地 2

간난신고 艱難辛苦 2

감각 感覺 2

감동(하/되／시키)感動 2

강의실 講義室 2

개념 槪念 2

개발(하/되) 開發 2

개별 個別 2

개수 個數 2

개인적 個人的 2

거실 居室 2

건전지 乾電池 2

결국 結局 2

결론 結論 2

결심(하) 決心 2

결정(하/되/짓)決定 2

겸손(하) 謙遜 2

경계 境界 2

경영(하/되/시키)經營 2

경쟁(하/시키) 競爭 2

경제력 經濟力 2

경제적 經濟的 2

경찰관 警察官 2

경험(하/되) 經驗 2

계단 階段 2

계란 鷄卵 2

계산(하) 計算 2

계산기 計算機 2

계산서 計算書 2

계속적 繼續 2

고구려 高句麗 2

고국 故國 2

고급(스럽) 高級 2

고대 古代 2

고도 高度 2

고민(하/되) 苦悶 2

고생(하/시키/스럽)苦生 2

고아 孤兒 2

고아원 孤兒院 2

고층 高層 2

고통 苦痛 2

공동히 共同 2

공통(하/되) 共通 2

과외 課外 2

과정 過程 2

과학자 科學者 2

과학적 科學的 2

광장 廣場 2

교단 敎壇 2

교복 校服 2

교통비 交通費 2

교회 敎會 2

교훈 敎訓 2

구별(하/되/시키)區別 2

구입(하) 購入 2

구조 構造 2

구체적 具體的 2

국왕 國王 2

국적 國籍 2

국제 國際 2

국제적 國際的 2

국제화 國際化 2

국회 國會 2

군대 軍隊 2

군사 軍事 2

군인 軍人 2

군중 群衆 2

권력 權力 2

귀중(하) 貴重 2

규범 規範 2

규칙 規則 2

규칙적 規則的 2

극복(하/되) 克服 2

근육 筋肉 2

기계 機械 2

기관 機關 2

기념관 記念館 2

기념사진 記念寫眞 2

기념일 紀念日 2

기념품 紀念品 2

기본 基本 2

기본적 基本的 2

기술 技術 2

기술적 技術的 2

기업가 企業家 2

기자 記者 2

기준 基準 2

기초적 基礎的 2

기회 機會 2

긴장(하/되/시키)緊張 2

남녀노소 男女老少 2

남매 男妹 2

남성적 男性的 2

남성 男性 2

내외 內外 2



- 228 -

냉장고 冷藏庫 2

노동(하) 劳动 2

노동자 勞動者 2

노력(하) 努力 2

녹색 綠色 2

녹음기 錄音器 2

녹차 綠茶 2

농구 籠球 2

농담(하) 弄談 2

농민 農民 2

농사 農事 2

농업 農業 2

농장 農場 2

농촌 農村 2

다방 茶房 2

다양(하) 多樣 2

단계 段階 2

단련(하/시키) 鍛鍊 2

단순(하) 單純 2

단순히 單純 2

단체 團體 2

답안 答案 2

답장 答狀 2

당시 當時 2

당연히 當然 2

대개 大槪 2

대신(하) 代身 2

대책 對策 2

대표 代表 2

대회 大會 2

도덕 道德 2

독자 讀者 2

동서남북 東西南北 2

동지 同志 2

동포 同胞 2

동화(하/되) 同化 2

등산(하) 登山 2

만점 滿點 2

만화책 漫畵冊 2

매점 賣店 2

명단 名單 2

명령(하) 命令 2

모국 母國 2

모방(하) 模倣 2

모양 模樣 2

목욕(하) 沐浴 2

목욕탕 沐浴湯 2

목적 目的 2

목표 目標 2

무용 舞踊 2

문구류 文具類 2

문명(하) 文明 2

물질적 物質的 2

물질 物質 2

물품 物品 2

미래 未來 2

미소 微笑 2

미술품 美術品 2

미인 美人 2

민족 民族 2

반도 半島 2

발달(하/되/시키)發達 2

발생(하/되) 發生 2

발표(하/되/시키)發表 2

방송(하/되) 放送 2

방향 方向 2

배달(하/되/시키)配達 2

배달부 配達夫 2

백색 白色 2

백성 百姓 2

번역(하/되/시키)飜譯 2

번호 番號 2

병자 病者 2

보고서 報告書 2

보도(하/되) 報道 2

보통 普通 2

보호(하/되) 保護 2

복사(하) 複寫 2

복사기 複寫機 2

복잡(하) 複雜 2

부사 副詞 2

부자 富者 2

부족(하) 不足 2

분위기 雰圍氣 2

불가능(하) 不可能 2

불만(스럽) 不满 2

비교적 比較的 2

사건 事件 2

사고 事故 2

사면팔방 四面八方 2

사물 事物 2

사상 思想 2

사실 事實 2

사용(하/되) 使用 2

사정 事情 2

사회적 社會的 2

사회 社會 2

상당(하) 相當 2

상대(하) 相對 2

상인 商人 2

상자 箱子 2

상태 狀態 2

상품 商品 2

상황 狀況 2

생명 生命 2

생산(하/되) 生産 2

생활비 生活費 2

선거(하/되) 選擧 2

선물(하) 膳物 2

선수 選手 2

선택(하/되) 選擇 2

설명서 說明書 2

성격 性格 2

성공적 成功的 2

성과 成果 2

성심성의 诚心诚意 2

성장(하/되/시키)成長 2

성질 性質 2

세기 世紀 2

세탁기 洗濯機 2

세탁소 洗濯所 2

소녀 少女 2

소년 少年 2

소도시 小都市 2

소설가 小說家 2

소설책 小说册 2

소설 小說 2

소식 消息 2

소용 所用 2

소풍 消風 2

속(하) 屬 2

속담 俗談 2

속도 速度 2

수단 手段 2

수만 數萬 2

수술(하) 手術 2

수업료 授業料 2

수영(하) 水泳 2

수영복 水泳服 2

수영장 水泳場 2

수영 水泳 2

수준 水準 2

수출(하/되) 輸出 2

수화기 受話器 2

순간 瞬間 2

순서 順序 2

승용차 乘用車 2

시대적 時代的 2

시대 時代 2

시시각각 時時刻刻 2

식료품 食料品 2

식물원 植物園 2

식물 植物 2

식생활 食生活 2

식초 食醋 2

식탁 食卓 2

식품 食品 2

신경 神經 2

신랑 新郞 2

신분 身分 2

신제품 新製品 2

신체적 身體的 2

신호등 信號燈 2

신호 信號 2

실험(하) 實驗 2

심정 心情 2

안내(하/되) 案內 2

안심(하/되/시키)安心 2

안전(하) 安全 2

애인 愛人 2

애정 愛情 2

약간 若干 2

양면 兩面 2

양복 洋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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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 語順 2

어학 語學 2

여객선 旅客船 2

여관 旅館 2

여대생 女大生 2

여성적 女性的 2

여인 女人 2

여행사 旅行社 2

역사적 歷史的 2

역사 歷史 2

연계 連繫 2

연구(하/되) 硏究 2

연구자 硏究者 2

연락(하/되) 連絡 2

연세 年歲 2

연필 鉛筆 2

열람(하) 閱覽 2

열람실 閱覽室 2

열차 列車 2

영업 營業 2

영원히 永遠 2

영향력 影響力 2

영향㈜ 影響 2

예술 藝術 2

예절 禮節 2

오해(하) 誤解 2

완성(하/되/시키)完成 2

외국인 外國人 2

외모 外貌 2

요구(하/되) 要求 2

용감하다 勇敢 2

용감히 勇敢 2

용건 用件 2

용서(하/되) 容恕 2

우선 優先 2

운동가 運動家 2

운동량 運動量 2

운동복 運動服 2

운동회 運動會 2

운전사 運轉士 2

운전수 運轉手 2

운전자 運轉者 2

원래 原來 2

원칙 原則 2

월급 月給 2

유리(하) 有利 2

유리병 琉璃甁 2

유리창 琉璃窓 2

유지(하/되/시키)維持 2

유학생 留學生 2

유학 留學 2

유행(하/되) 流行 2

유행어 流行語 2

유행 流行 2

유형 類型 2

음력 陰曆 2

음성 音聲 2

음식물 飮食物 2

음식상 飮食床 2

음식점 飮食店 2

음악가 音樂家 2

음악회 音樂會 2

의견 意見 2

의문점 疑問點 2

의미(하) 意味 2

의사 意思 2

의심스럽다 疑心 2

의의 意義 2

의자 倚子 2

이과 理科 2

이동(하/시키) 移動 2

이별(하/시키) 離別 2

이사(하/시키) 移徙 2

이상(하/스럽) 異常 2

이유 理由 2

이후 以後 2

인구 人口 2

인사(하/되) 人事 2

인생 人生 2

인재 人材 2

인정 人情 2

일기 日記 2

일반인 一般人 2

일반적 一般的 2

일부분 一部分 2

일석이조 一石二鳥 2

일종 一種 2

입력(하) 入力 2

입학시험 入學試驗 2

자동적 自動的 2

자동 自動 2

자료 資料 2

자세히 仔细 2

자세 姿勢 2

자식 子息 2

자신감 自信感 2

자신만만 自信滿滿 2

자신 自身 2

자연적 自然的 2

자유(롭) 自由 2

작가 作家 2

작곡가 作曲家 2

작문 作文 2

작성(하/되/시키)作成 2

작업 作業 2

잡지 雜誌 2

장면 場面 2

장식(하/되/시키)裝飾 2

재료 材料 2

재산 財産 2

저금통 貯金筒 2

저장(하/되/시키)貯藏 2

전공 戰功 2

전국적 全國的 2

전기 電氣 2

전등 電燈 2

전문 專門 2

전자 電子 2

전쟁 戰爭 2

전체 全體 2

전화기 電話機 2

절약(하/되) 節約 2

점원 店員 2

점점 漸漸 2

점차 漸次 2

정답 正答 2

정도 程度 2

정류장 停留場 2

정문 正門 2

정상 正常 2

정서 情緖 2

정신적 精神的 2

정책 政策 2

정치가 政治家 2

정치인 政治人 2

정치적 政治的 2

정치 政治 2

제품 製品 2

조명 照明 2

조사 調査 2

조상 祖上 2

조심(하) 操心 2

조심스럽다 操心 2

조직(하/되) 組織 2

조직적 組織的 2

존재(하) 存在 2

존칭 尊稱 2

졸업(하/시키) 卒業 2

졸업생 卒業生 2

졸업장 卒業狀 2

주민 住民 2

주부 主婦 2

주요(하) 主要 2

주위 周圍 2

주장(하/되) 主張 2

주택 住宅 2

중간 中間 2

중심지 中心地 2

중앙 中央 2

중요(하) 重要 2

중요성 重要性 2

증가(하/되/시키)增加 2

지갑 紙匣 2

지구 地球 2

지도(하) 指導 2

지방 地方 2

지식 知識 2

지역 地域 2

지하 地下 2

지혜(롭) 智慧 2

지휘(하/되) 指揮 2

직업 職業 2

직원 職員 2

직장인 職場人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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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職場 2

직접적 直接的 2

진리 眞理 2

진실(하) 眞實 2

진행(하/되/시키)進行 2

질서 秩序 2

집단 集團 2

찬성(하) 贊成 2

참가(하) 參加 2

창조(하/되) 創造 2

창조적 創造的 2

채소 菜蔬 2

책장 冊張 2

천만 千萬 2

천지 天地 2

철학자 哲學者 2

철학적 哲學的 2

철학 哲學 2

청년 靑年 2

청소(하/시키) 淸掃 2

청소년 靑少年 2

체육관 體育館 2

체육대회 体育大会 2

체육 體育 2

체조 體操 2

체중 體重 2

초급 初級 2

초기 初期 2

초청(하/되) 招請 2

최고 最高 2

추석날 秋夕 2

축구 蹴球 2

축구장 蹴球場 2

축제 祝祭 2

축하(하) 祝賀 2

출발(하/시키) 出發 2

출입(하) 出入 2

출입문 出入門 2

충실(하) 忠實 2

취미 趣味 2

취업(하) 就業 2

취직(하/되/시키)就職 2

층계 層階 2

층층대 層層臺 2

치아 齒牙 2

치약 齒藥 2

친구 親舊 2

친척 親戚 2

칠판 漆板 2

칭찬(하) 稱讚 2

타인 他人 2

타자(하) 打字 2

탐구(하) 探究 2

태도 態度 2

태양 太陽 2

태연자약 泰然自若 2

태풍 颱風 2

통과(하/되/시키)通過 2

통신 通信 2

통장 通帳 2

통지(하/되) 通知 2

특징 特徵 2

파도 波濤 2

판단(하/되) 判斷 2

판매(하/되) 販賣 2

판매원 販賣員 2

편견 偏見 2

편안하다 便安 2

편안히 便安 2

평가(하/되) 評價 2

평균 平均 2

평상시 平常時 2

평생 平生 2

평소 平素 2

평양 平壤 2

포함(하/되/시키)包含 2

폭풍 暴風 2

표시(하/되) 表示 2

표정 表情 2

표준 標準 2

표현(하/되) 表現 2

풍년 豊年 2

풍속 風俗 2

피동 被動 2

피부색 皮膚色 2

피부 皮膚 2

필기 筆記 2

필통 筆筒 2

하숙(하) 下宿 2

학과 學科 2

학력 學力 2

학문 學問 2

학번 學番 2

학부모 學父母 2

학비 學費 2

학생증 學生證 2

학생회 學生會 2

학용품 學用品 2

학원 學院 2

학위 學位 2

학적 學籍 2

학점 學點 2

한민족 韓民族 2

한반도 韓半島 2

한자 漢字 2

한자어 漢字語 2

합격(하/되/시키)合格 2

해결(하/되) 解決 2

해변 海邊 2

해충 害蟲 2

핵가족 核家族 2

행동(하) 行動 2

행운 幸運 2

향촌 鄕村 2

현관문 玄關門 2

현기증 眩氣症 2

현대인 現代人 2

현대적 現代的 2

현대화 現代化 2

현대 現代 2

현상 現象 2

현실적 現實的 2

현실 現實 2

현장 現場 2

형수 兄嫂 2

형제간 兄弟间 2

화롯불 火爐 2

화장실 化粧室 2

화장지 化粧紙 2

환갑 還甲 2

환영(하) 歡迎 2

환영회 歡迎會 2

환율 換率 2

활동적 活動的 2

회원 會員 2

회의(하) 會議 2

회화 會話 2

휴가철 休暇 2

휴가 休暇 2

휴대폰 携帶 2

휴지통 休紙桶 2

휴지 休紙 2

흑판 黑板 2

희망(하) 希望 2

    3급 800개

가문 家門 3

가정(하/되) 假定 3

가치관 價値觀 3

가치 價値 3

각기 各其 3

간격 間隔 3

간부 幹部 3

간호(하) 看護 3

간호사 看護師 3

감격(하/되/스럽)感激 3

감독 監督 3

감상(하) 鑑賞 3

감탄(하/되) 感歎 3

감히 敢 3

강력(하) 强力 3

강력히 强力 3

개개인 個個人 3

개량(하/되) 改良 3

개방(하/되/시키)開放 3

개성 個性 3

개업(하) 開業 3

개인주의 個人主義 3

개체 個體 3

개통(하/되) 開通 3

개혁(하/되) 改革 3

객관적 客觀的 3

거래(하/되) 去來 3

거주(하) 居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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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居住地 3

건국 建國 3

건설(하/되) 建設 3

건축물 建築物 3

건축 建築 3

검색(하/되) 檢索 3

격려(하) 激勵 3

결실 結實 3

결점 缺點 3

결코 決 3

경기(하) 競技 3

경기장 競技場 3

경례 敬禮 3

경쟁력 競爭力 3

경쟁심 競爭心 3

경향 傾向 3

계승(하/되/시키)繼承 3

계약서 契約書 3

계약 契約 3

고기압 高氣壓 3

고속도로 高速道路 3

고속버스 高速 3

고속 高速 3

고집(하/스럽) 固執 3

곡선 曲線 3

곡식 穀食 3

공간 空間 3

공구 工具 3

공무 公務 3

공무원 公務員 3

공사 工事 3

공식 公式 3

공업 工業 3

공연(하/되/시키)公演 3

공중 空中 3

공항 空港 3

과목 科目 3

과연 果然 3

관객 觀客 3

관광객 觀光客 3

관광지 觀光地 3

관람(하/시키) 觀覽 3

관람객 觀覽客 3

관중 觀衆 3

광범위(하) 廣範圍 3

교제(하/시키) 交際 3

구급약 救急藥 3

구급차 救急車 3

구역 區域 3

국경 國境 3

국립 國立 3

국방 國防 3

국정 國政 3

국토 國土 3

권리 權利 3

귀가(하) 歸家 3

귀국(하/시키) 歸國 3

근래 近來 3

금수강산 錦繡江山 3

금융 金融 3

금전 金錢 3

금지(하/되/시키)禁止 3

급속도 急速度 3

급속하다 急速 3

급속히 急速地 3

기도(하) 祈禱 3

기독교 基督敎 3

기록(하/되) 記錄 3

기상 氣像 3

기성세대 旣成世代 3

기여(하) 寄與 3

기원전 紀元前 3

긴장감 緊張感 3

남부 南部 3

낭비(하/되) 浪費 3

내과 內科 3

냉동실 冷凍室 3

냉방 冷房 3

노년 老年 3

노동력 勞動力 3

노선 路線 3

노예 奴隸 3

농가 農家 3

농산물 農産物 3

농약 農藥 3

다소 多少 3

단오 端午 3

단풍 丹楓 3

달성(하/되) 達成 3

담당(하) 擔當 3

담당자 擔當者 3

대가족 大家族 3

대규모 大規模 3

대기업 大企業 3

대다수 大多數 3

대담하다 大膽 3

대대로 代代 3

대도시 大都市 3

대량 大量 3

대사관 大使館 3

대사 大使 3

대외 對外 3

대자연 大自然 3

대접(하) 待接 3

대중 大衆 3

대중적 大衆的 3

대체로 大體 3

대통령 大統領 3

대표(하) 代表 3

대표단 代表團 3

대표자 代表者 3

대학교 大學校 3

대학원 大學院 3

대화(하) 對話 3

도구 道具 3

도망(하/치) 逃亡 3

도심 都心 3

도읍 都邑 3

도장 圖章 3

도중 途中 3

독창적 獨創的 3

동기 動機 3

동방 東方 3

동식물 動植物 3

동양인 東洋人 3

동의(하/되) 同意 3

동작 動作 3

동전 銅錢 3

동정(하) 同情 3

두통 頭痛 3

등록(하/되) 登錄 3

등록금 登錄金 3

등록증 登錄證 3

등산화 登山靴 3

마비(하/되/시키)痲痺 3

만년필 萬年筆 3

만두 饅頭 3

만약 萬若 3

만일 萬一 3

매매 賣買 3

맥박 脈搏 3

맥주 麥酒 3

멸망(하/되/시키)滅亡 3

명승지 名勝地 3

모금 募金 3

모친 母親 3

모험 冒險 3

목재 木材 3

목적지 目的地 3

무대 舞臺 3

무료 無料 3

무사히 無事 3

무역 貿易 3

무조건 無條件 3

문답 問答 3

문물 文物 3

문방구 文房具 3

문병 問病 3

문의(하) 問議 3

문인 文人 3

문학가 文學家 3

문학적 文學的 3

문화적 文化的 3

물론 勿論 3

물체 物體 3

미장원 美粧院 3

미풍양속 美風良俗 3

민속촌 民俗村 3

민속 民俗 3

민주주의 民主主義 3

민주 民主 3

민중 民衆 3

박사 博士 3

반복(하/되) 反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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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되) 反映 3

발명(하/되) 發明 3

발언(하) 發言 3

방금 方今 3

방면 方面 3

방송국 放送局 3

방식 方式 3

배우자 配偶者 3

백만 百萬 3

벌금 罰金 3

범위 範圍 3

변동(하/되/시키)變動 3

병균 病菌 3

병마 病魔 3

병실 病室 3

보건 保健 3

보고(하/되) 報告 3

보관(하/되/시키)保管 3

보급(하/되/시키)普及 3

보답(하) 報答 3

보석 寶石 3

보수 報酬 3

보존(하/되) 保存 3

보충(하) 補充 3

보호자 保護者 3

복용(하/시키) 服用 3

본격적 本格 3

본문 本文 3

봉사(하) 奉仕 3

봉사자 奉仕者 3

부근 附近 3

부담 負擔 3

부동산 不動産 3

부유하다 富裕 3

부인 夫人 3

부작용 副作用 3

부정(하/되) 否定 3

부정적 否定的 3

부친 父親 3

북방 北方 3

북부 北部 3

북풍 北風 3

분명(하) 分明 3

분명히 分明 3

분야 分野 3

분포(하/되) 分布 3

불리하다 不利 3

불안(하) 不安 3

불쾌하다 不快 3

불편(하) 不便 3

비단결 緋緞 3

비단 緋緞 3

비료 肥料 3

비만 肥滿 3

비밀 秘密 3

비용 費用 3

빈민 貧民 3

빈부 貧富 3

사고(하) 思考 3

사막 沙漠 3

사망(하) 死亡 3

사면 四面 3

사모님 師母 3

사무 事務 3

사생활 私生活 3

사소하다 些少 3

사업가 事業家 3

사용법 使用法 3

사용자 使用者 3

사지 四肢 3

사춘기 思春期 3

사회주의 社會主義 3

산간 山間 3

산림 山林 3

산맥 山脈 3

산물 産物 3

산수 山水 3

산업 産業 3

산지 山地 3

산책(하) 散策 3

산천 山川 3

삼국 三國 3

삼림 森林 3

상가 商街 3

상관(하/되) 相關 3

상대방 相對方 3

상상(하/되/시키)想像 3

상상력 想像力 3

상세하다 详细 3

상식 常識 3

상업적 商業的 3

상업 商業 3

상의(하) 相議 3

상징(하/되) 象徵 3

상징적 象徵的 3

상처 傷處 3

상품권 商品券 3

색상 色相 3

색연필 色鉛筆 3

색채 色彩 3

색칠 色漆 3

생산력 生産力 3

생산물 生産物 3

생산비 生産費 3

생산자 生産者 3

생산지 生産地 3

생존(하) 生存 3

생활권 生活圈 3

생활화 生活化 3

서방 西方 3

서서히 徐徐 3

서양식 西洋式 3

서양인 西洋人 3

서양 西洋 3

서재 書齋 3

서적 書籍 3

석유 石油 3

석탄 石炭 3

선배 先輩 3

선조 先祖 3

선진국 先進國 3

선진 先進 3

선후 先後 3

섭씨 攝氏 3

섭취(하/되) 攝取 3

성년 成年 3

성분 成分 3

성실하다 誠實 3

성씨 姓氏 3

세계적 世界的 3

세금 稅金 3

세배(하) 歲拜 3

세상 世上 3

세월 歲月 3

소득 所得 3

소문 所聞 3

소박하다 素朴 3

소변 小便 3

소비(하/되) 消費 3

소비량 消費量 3

소비자 消費者 3

소원 所願 3

소유(하/되) 所有 3

소유자 所有者 3

소재 素材 3

소화제 消化劑 3

손녀 孫女 3

손자 孫子 3

솔직히 率直 3

수건 手巾 3

수년 數年 3

수염 鬚髥 3

수요(하/되) 需要 3

수집(하/되) 蒐集 3

수평선 水平線 3

수평 水平 3

수확(하) 收穫 3

숙박 宿泊 3

순식간 瞬息間 3

숫자 數字 3

습(하) 濕 3

습관(하/되/시키)習慣 3

승객 乘客 3

승리(하) 勝利 3

시가지 市街地 3

시민 市民 3

시부모 媤父母 3

시비 是非 3

시설 施設 3

시외 市外 3

시인 詩人 3

시합(하) 試合 3

식단 食單 3

식후 食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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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 新鮮 3

신세대 新世代 3

신세 身世 3

신혼부부 新婚夫妇 3

신혼여행 新婚旅行 3

신혼 新婚 3

실내화 室內靴 3

실력 實力 3

실망(하/시키) 失望 3

실제로 實際 3

실질 實質 3

실천(하/되) 實踐 3

심리적 心理的 3

심리 心理 3

심장 心臟 3

심판(하) 審判 3

악수(하) 握手 3

안내인 案內人 3

안내판 案內板 3

안부 安否 3

안정(하/되/시키)安定 3

암기(하) 暗記 3

압력 壓力 3

압박(하) 壓迫 3

애국가 愛國歌 3

애국 愛國 3

액수 額數 3

야외 野外 3

약사 藥師 3

약재 藥材 3

약점 弱點 3

약혼(하/시키) 約婚 3

양력 陽曆 3

양식 樣式 3

양심 良心 3

어민 漁民 3

어부 漁夫 3

어업 漁業 3

어장 漁場 3

업무 業務 3

여권 旅券 3

여사 女士 3

여인숙 旅人宿 3

여지 餘地 3

여직원 女職員 3

여행담 旅行谈 3

여행자 旅行者 3

여행지 旅行地 3

연간 年間 3

연구소 硏究所 3

연구실 硏究室 3

연도 年度 3

연령 年齡 3

연애 戀愛 3

연예인 演藝人 3

연예 演藝 3

연중 年中 3

연지 臙脂 3

연출(하/되) 演出 3

연출자 演出者 3

연합국 聯合國 3

연합 聯合 3

연휴 連休 3

열정 熱情 3

염색(하/되) 染色 3

영양가 營養價 3

영양소 營養素 3

영토 領土 3

예술가 藝術家 3

예술인 藝術人 3

예술적 藝術的 3

예식장 禮式場 3

예식 禮式 3

예의 禮儀 3

오염(되/시키)汚染 3

온대 溫帶 3

완전하다 完全 3

완전히 完全 3

외교 外交 3

외래어 外來語 3

외부 外部 3

외식(하) 外食 3

외출(하) 外出 3

요리(하) 料理 3

요리사 料理師 3

요리점 料理店 3

요소 要素 3

요청(하/되) 要請 3

욕망 欲望 3

욕실 浴室 3

용도 用途 3

용돈 用 3

우산 雨傘 3

우수(하) 優秀 3

우수성 優秀性 3

우승 優勝 3

우연히 偶然 3

우의 友誼 3

우편물 郵便物 3

우편함 郵便函 3

운반(하/되/시키)運搬 3

운송(하/되/시키)運送 3

운전(하/시키) 運轉 3

원고지 原稿紙 3

원고 原稿 3

원망(하/스럽다)怨望 3

원장 園長 3

월세 月貰 3

위생적 衛生的 3

위생 衛生 3

위안(하/되) 慰安 3

위원장 委員長 3

위원회 委員會 3

위원 委員 3

위주 爲主 3

위치(하) 位置 3

위험(하) 危險 3

위협(하/되) 威脅 3

유람(하/되) 遊覽 3

유람선 遊覽船 3

유명(하) 有名 3

유치원 幼稚園 3

육지 陸地 3

육체적 肉體的 3

육체 肉體 3

은인 恩人 3

은혜 恩惠 3

음반 音盤 3

음절 音節 3

음향 音響 3

응원(하) 應援 3

응원단 應援團 3

의논(하/되) 議論 3

의무 義務 3

의문(스럽)다 疑問 3

의사소통 意思疏通 3

의식(하/되) 意識 3

의식주 衣食住 3

의외 意外 3

의지 意志 3

의회 議會 3

이득 利得 3

이래 以來 3

이력서 履歷書 3

이모부 姨母夫 3

이모 姨母 3

이 외 以外 3

이용(하/되) 利用 3

이전 以前 3

이하 以下 3

인간(답) 人間 3

인간성 人間 3

인간적 人間的 3

인격 人格 3

인도(하/되) 引導 3

인도자 引导者 3

인력 人力 3

인류 人類 3

인물 人物 3

인민 人民 3

인상적 印象的 3

인상 印象 3

인쇄(하/되) 印刷 3

인식(하/되) 認識 3

인심 人心 3

인정(하/되) 認定 3

인체 人體 3

일가족 一家族 3

일가 一家 3

일과 日課 3

일대 一帶 3

일등 一等 3

일상생활 日常生活 3

일상적 日常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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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품 日用品 3

일정 日程 3

일제히 一齊 3

일체 一切 3

일치(하/되) 一致 3

일회용 一回用 3

임무 任務 3

입대(하/시키) 入隊 3

입사(하) 入社 3

입시 入試 3

입원(하/시키) 入院 3

입장(하/시키) 入場 3

입장권 入場券 3

입장료 入場料 3

자가용 自家用 3

자동판매기 自动販賣机 3

자료실 資料室 3

자본주의 資本主義 3

자본 資本 3

작자 作者 3

작품 作品 3

잠시 暫時 3

잡초 雜草 3

장가 丈家 3

장갑 掌匣 3

장모 丈母 3

장인 丈人 3

장학금 奬學金 3

재간 才幹 3

재래시장 在來市場 3

재래 在來 3

재판(하) 裁判 3

재해 災害 3

저온 低溫 3

저자 著者 3

저축(하/되) 貯蓄 3

적극적 積極 3

적당(하/히) 適當 3

적응(하/되/시키)適應 3

전개(하/되) 展開 3

전달(하/되) 傳達 3

전도 前途 3

전투 戰鬪 3

전학 轉學 3

정황 情況 3

전염병 傳染病 3

전진(하/시키) 前進 3

전철 電鐵 3

전통 傳統 3

전통문화 传统文化 3

전통적 傳統的 3

절대(로) 絶對 3

접근(하/시키) 接近 3

접대(하/시키) 接待 3

접미사 接尾辭 3

접촉(하/시키) 接觸 3

정권 政權 3

정당하다 正當 3

정당 政党 3

정보화 情报化 3

정부 政府 3

정오 正午 3

정차하다 停車 3

제도 制度 3

제목 題目 3

제사 祭祀 3

제외(하/되/시키)除外 3

제자 弟子 3

조교 助敎 3

조사(하/시키) 調査 3

존중(하) 尊重 3

종교인 宗敎人 3

종교적 宗敎的 3

종교 宗敎 3

종류 種類 3

종업원 從業員 3

종일 終日 3

종점 終點 3

좌석 座席 3

좌우 左右 3

죄인 罪人 3

주거 住居 3

주년 週年 3

주문(하/시키) 注文 3

주방 廚房 3

주변 周邊 3

주유소 注油所 3

주차(하/되/시키)駐車 3

주차장 駐車場 3

중고 中古 3

중소기업 中小企业 3

중순 中旬 3

중시(하/되) 重視 3

중요시(하/되) 重要視 3

증명(하/되) 證明 3

지구촌 地球村 3

지도력 指導力 3

지도자 指導者 3

지리 地理 3

지리적 地理的 3

지식인 知識人 3

지원(하/되) 支援 3

지위 地位 3

지인 知人 3

지적(하/되) 指摘 3

지지(하/되) 支持 3

지출(하) 支出 3

지폐 紙幣 3

직선 直線 3

진료(하) 診療 3

진찰(하) 診察 3

진찰권 診察券 3

진학(하/시키) 進學 3

진행자 進行者 3

집중(하/되) 集中 3

집중적 集中的 3

차도 車道 3

차량 車輛 3

차이 差異 3

차이점 差異點 3

참고(하/되) 參考 3

참고서 參考書 3

참석(하) 參席 3

참석자 參席者 3

찻잔 茶盞 3

창고 倉庫 3

창구 窓口 3

책임(지) 責任 3

책임감 責任感 3

책임자 責任者 3

처가 妻家 3

처녀 處女 3

처지 處地 3

천재 天才 3

천하 天下 3

철도 鐵道 3

철로 鐵路 3

철자 綴字 3

청소부 淸掃夫 3

청춘 靑春 3

초가집 草家 3

초대(하/되) 招待 3

초대장 招待狀 3

초보 初步 3

초보자 初步者 3

초순 初旬 3

초청장 招請狀 3

촬영(하/되) 撮影 3

최근 最近 3

최대한 最大限 3

최대 最大 3

최소한 最小限 3

최소 最小 3

최신 最新 3

최저 最低 3

최종 最終 3

최초 最初 3

최후 最後 3

추천(하/되) 推薦 3

추측(하/되) 推測 3

출구 出口 3

출국(하) 出國 3

출발점 出發點 3

출발지 出發地 3

출생 出生 3

출퇴근(하) 出退勤 3

출판(하/되) 出版 3

출판사 出版社 3

충분히 充分 3

충성(하) 忠誠 3

충성심 忠誠心 3

취소(하/되) 取消 3

측면 側面 3

치료법 治療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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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 親切 3

타향 他鄕 3

탁구 卓球 3

탁자 卓子 3

태극기 太極旗 3

토론(하/되) 討論 3

토양 土壤 3

퇴원(하/시키) 退院 3

투자(하/되) 投資 3

특별하다 特別 3

특별히 特別 3

파괴(하/되/시키)破壞 3

평범하다 平凡 3

평원 平原 3

평일 平日 3

포로 捕虜 3

포장(하/되) 包裝 3

포장지 包裝紙 3

폭력 暴力 3

폭우 暴雨 3

피해 被害 3

하수도 下水道 3

하숙비 下宿費 3

하숙집 下宿 3

하순 下旬頃 3

하차(하) 下車 3

한문 漢文 3

한식 韓食 3

합동(하/되) 合同 3

합리(하) 合理 3

합리적 合理的 3

항공기 航空機 3

항공 航空 3

항공편 航空便 3

항상 恒常 3

해답 解答 3

해외 海外 3

행위 行爲 3

행인 行人 3

행정 行政 3

향기(롭) 香氣 3

혁명 革命 3

혈관 血管 3

혈압 血壓 3

혈액 血液 3

형세 形勢 3

형식적 形式的 3

형식 形式 3

형용(하) 形容 3

형태 形態 3

호흡(하) 呼吸 3

호흡기 呼吸器 3

혼인(하/시키) 婚姻 3

화장(하) 化粧 3

화장품 化粧品 3

화폐 貨幣 3

확실히 確實 3

확인(하/되) 確認 3

환경 環境 3

회답(하) 回答 3

회복(하/되) 恢復 3

회사 會社 3

회사원 會社員 3

횡단보도 橫斷步道 3

효녀 孝女 3

효성 孝誠 3

효자 孝子 3

후기 後期 3

후반 後半 3

후배 後輩 3

훈련(하/되/시키)訓練 3

흥겹다 興 3

흥미롭다 興味 3

흥분(하/되/시키)興奮 3

희생(하/되/시키다)犧牲 3

희생자 犧牲者 3

    4급 900개

가계 家計 4

가계비 家計費 4

가령 假令 4

가지각색 各色 4

가축 家畜 4

각도 角度 4

각양각색 各樣各色 4

각오(하/되) 覺悟 4

간섭(하) 干涉 4

간수(하) 看守 4

간신히 艱辛 4

간혹 間或 4

감동적 感動的 4

감소(하/되) 減少 4

감시(하) 監視 4

감옥 監獄 4

강당 講堂 4

강사 講師 4

강연 講演 4

강요(하/되) 强要 4

강조(하/되) 强調 4

강화(하/되) 强化 4

개선(하/되/시키)改善 4

개조(하/되/시키)改造 4

개찰구 改札口 4

거인 巨人 4

거절(하/되) 拒絶 4

건조(하/되/시키)建造 4

견해 見解 4

결구 結構 4

결근(하) 缺勤 4

결단 決斷 4

결말 結末 4

결백 潔白 4

경계(하) 警戒 4

경계선 境界線 4

경계심 警戒心 4

경로석 敬老席 4

경비 經費 4

경비원 警備員 4

경사 慶事 4

경상적 經常 4

경우 境遇 4

경의(롭) 敬意 4

경험담 經驗談 4

계곡 溪谷 4

계급 階級 4

계량 計量 4

계몽 啓蒙 4

계층 階層 4

계통 系統 4

계획표 计划表 4

고난 苦難 4

고독(하) 孤獨 4

고려(하/되) 考慮 4

고령 高齡 4

고립(되) 孤立 4

고문 拷問 4

고의 故意 4

고장(나다) 故障 4

고전 古典 4

고지 告知 4

고통(받/스럽) 苦痛 4

고함 高喊 4

곡물 穀物 4

곤충 昆蟲 4

공개(하/되) 公開 4

공격(하) 攻擊 4

공급(하/되) 供給 4

공손(하) 恭遜 4

공손히 恭遜地 4

공약 公約 4

공예 工藝 4

공정(하) 公正 4

공정성 公正性 4

공주 公主 4

공통적 共通的 4

과로 過勞 4

과식(하) 過食 4

과제 課題 4

관념 觀念 4

관련(하/되/시키)關聯 4

관리(하/되/시키)管理 4

관습적 慣習的 4

관점 觀點 4

관찰(하/시키) 觀察 4

광경 光景 4

광선 光線 4

교대 交代 4

교류(하/되/시키)交流 4

교양 敎養 4

교환(하) 交煥 4

구매(하/되) 購買 4

구분(하/되/시키)區分 4

구성(하/되) 構成 4

구원 救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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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되/시키)具現 4

구호 口號 4

국장 局長 4

궁리(하) 窮理 4

궁전 宮殿 4

궁중 宮中 4

권투 拳鬪 4

권한 權限 4

귀족 貴族 4

규모 規模 4

규정(하) 規定 4

균형 均衡 4

극단적 極端 4

근대 近代 4

근대적 近代的 4

근로자 勤勞者 4

근본 根本 4

근본적 根本的 4

금고 金庫 4

금연 禁煙 4

금은보화 金銀寶貨 4

급제(하) 及第 4

급진적 急進的 4

긍정(하) 肯定 4

긍정적 肯定 4

기계화 機械化 4

기관지 氣管支 4

기구 器具 4

기기 機器 4

기념물 紀念物 4

기념비 紀念碑 4

기념식 紀念式 4

기능 機能 4

기대(하/되) 期待 4

기백 氣魄 4

기사 記事 4

기색 氣色 4

기성복 旣成服 4

기세 氣勢 4

기술자 技術者 4

기약 期約 4

기어이 期於 4

기어코 期於 4

기입(하/되) 記入 4

기적 奇迹 4

기지 基地 4

기체 氣體 4

기한 期限 4

기호 記號 4

긴급하다 緊急 4

나열(하/되/시키)羅列 4

낙서 落書 4

낙엽 落葉 4

낙제 落第 4

난방 暖房 4

내륙 內陸 4

내복 內服 4

내색(하) 內色 4

내용물 內容物 4

내의 內衣 4

노인정 老人亭 4

녹음 綠陰 4

녹화 錄化 4

논리 論理 4

논리적 論理的 4

논문 論文 4

논의(하/되) 論議 4

논증(하/되) 論證 4

능률 能率 4

다행(스럽) 多幸 4

다행히 多幸 4

단기 短期 4

단속(하/시키) 團束 4

단원 單元 4

단위 單位 4

단일(하) 單一 4

단장(하/시키) 丹粧 4

단점 短點 4

담임(하) 擔任 4

답변 答辯 4

당선(하/되) 當選 4

당원 黨員 4

당일 當日 4

당황하다 唐慌 4

대가 代價 4

대기 大氣 4

대대적 大大的 4

대략 大略 4

대륙 大陸 4

대립(하/되/시키)對立 4

대변 大便 4

대비(하/되/시키)對備 4

대수 代數 4

대열 隊列 4

대응(하/되) 對應 4

대지 大地 4

대형 大型 4

도달(하/되) 到達 4

도리 道理 4

도적 盜賊 4

도전(하) 挑戰 4

독약 毒藥 4

독재 獨裁 4

동경(하) 憧憬 4

동요 童謠 4

동원(하/되/시키)動員 4

동족 同族 4

동창 同窓 4

동창회 同窓會 4

동화 童話 4

두뇌 頭腦 4

득의양양하다 得意洋洋 4

등장(하/시키) 登場 4

등지 等地 4

마술 魔術 4

마차 馬車 4

만찬 晩餐 4

만화 漫畵 4

매력 魅力 4

매력적 魅力的 4

매표소 賣票所 4

맹수 猛獸 4

면세점 免稅店 4

면적 面積 4

면접관 面接官 4

면접 面接 4

명심(하) 銘心 4

명예 名譽 4

명칭 名稱 4

명함 名銜 4

모범 模範 4

모순(되) 矛盾 4

모어 母語 4

모집(하/되) 募集 4

모형 模型 4

목동 牧童 4

목록 目錄 4

목장 牧場 4

묘사(하/되) 描寫 4

무기 武器 4

무리(하) 無理 4

무미건조 無味乾燥 4

무수히 無數 4

무시(하/되) 無視 4

무한(하) 無限 4

묵묵히 默默 4

문과 文科 4

문맹 文盲 4

문예 文藝 4

문제점 問題點 4

미신 迷信 4

미혼 未婚 4

박수 拍手 4

박자 拍子 4

반란 叛亂 4

반면 反面 4

반응(하/시키) 反應 4

반지 斑指 4

반항(하) 反抗 4

발육(하/되/시키)發育 4

발휘(하/되) 發揮 4

방지(하) 防止 4

배경 背景 4

배열(하/되/시키)排列 4

백반 白飯 4

백인 白人 4

백지 白紙 4

범인 犯人 4

범죄 犯罪 4

법률 法律 4

법정 法庭 4

변기 便器 4

변호사 辯護士 4

별도 別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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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 別名 4

병력 兵力 4

병사 兵士 4

병충해 病蟲害 4

보물 寶物 4

보수적 保守的 4

보신 補身 4

보안 保安 4

보약 補藥 4

보편적 普遍 4

보편화 普遍化 4

보험(하/되) 保險 4

복종(하/시키) 服从 4

본국 本國 4

본래 本來 4

본점 本店 4

봉건 封建 4

부녀 父女 4

부녀자 婦女子 4

부대 部隊 4

부문 部門 4

부상 負傷 4

부주의 不注意 4

부하 部下 4

북극 北極 4

분노(하) 憤怒 4

분리(하/되) 分離 4

불법 不法 4

비극 悲劇 4

비례(하/되) 比例 4

비서 秘書 4

비유(하) 比喩 4

비중 比重 4

비판(하/되) 批判 4

빈곤(하) 貧困 4

사기 士氣 4

사기 詐欺 4

사례 事例 4

사명 使命 4

사무소 事務所 4

사실상 事實上 4

사유 事由 4

사자 使者 4

산촌 山村 4

살인 殺人 4

삼척동자 三尺童子 4

상급생 上級生 4

상대국 相對國 4

상대적 相對的 4

상류 上流 4

상수도 上水道 4

상의 上衣 4

상장 賞狀 4

상체 上體 4

상표 商標 4

생기발랄 生氣潑剌 4

생기 生氣 4

생략(하/되) 省略 4

생물 生物 4

생사 生死 4

생선 生鮮 4

생신 生辰 4

생전 生前 4

생태 生態 4

서구 西歐 4

서민 庶民 4

서예 書藝 4

석사 碩士 4

석양 夕陽 4

선고(하/되) 宣告 4

선녀 仙女 4

선량하다 善良 4

선명하다 宣明 4

선박 船舶 4

선발(하/되) 選拔 4

선전(하) 宣傳 4

선풍기 扇風機 4

설계(하/되) 設計 4

설교(하) 說敎 4

설득(하/되/시키)說得 4

설립(하/되) 設立 4

설상가상 雪上加霜 4

설치(하/되) 設置 4

성대 聲帶 4

성대하다 盛大 4

성립(하/되) 成立 4

성명 姓名 4

성벽 城壁 4

성숙하다 成熟 4

성원 成員 4

성의 誠意 4

성인 成人 4

성품 性品 4

성함 姓銜 4

세균 細菌 4

세력 勢力 4

세련(되) 洗練 4

세례 洗禮 4

세제 洗劑 4

세탁(하) 洗濯 4

소감 所感 4

소규모 小規模 4

소극장 小劇場 4

소독(하/되) 消毒 4

소란(하) 騷亂 4

소란스럽다 騷亂 4

소량 少量 4

소방관 消防官 4

소위 所謂 4

소재지 所在地 4

소주 燒酒 4

소중히 所重 4

소질 素質 4

소형 小型 4

속상하다 傷 4

속성 屬性 4

속어 俗語 4

속히 速 4

손실(되) 損失 4

손해 損害 4

솔직하다 率直 4

수공업 手工業 4

수공업자 手工業者 4

수도관 水道管 4

수로 水路 4

수면 睡眠 4

수명 壽命 4

수분 水分 4

수산물 水産物 4

수산업 水産業 4

수속 手續 4

수수료 手數料 4

수시로 隨時 4

수양 修養 4

수온 水溫 4

수위 守衛 4

수입품 輸入品 4

수재 秀才 4

수정 水晶 4

수중 手中 4

수증기 水蒸氣 4

수지 收支 4

수직 垂直 4

수차 數次 4

수첩 手帖 4

수치 數値 4

수표 手票 4

수학 數學 4

수학여행 修學旅行 4

수행(하) 隨行 4

수호(하) 守護 4

숙녀복 淑女服 4

순결(하) 純潔 4

순경 巡警 4

순찰(하) 巡察 4

순환 循環 4

습기 濕氣 4

습도 濕度 4

습성 習性 4

승무원 乘務員 4

승인(하/되) 承認 4

승자 勝者 4

승차(하) 乘車 4

시각 視角 4

시구 詩句 4

시댁 媤宅 4

시범 示範 4

시선 視線 4

시일 時日 4

시집 詩集 4

시청(하) 視聽 4

시청각 視聽覺 4

시청료 視聽料 4

시청자 視聽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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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屍體 4

식기 食器 4

식량 食糧 4

식모 食母 4

식장 式場 4

신년 新年 4

신념 信念 4

신부 新婦 4

신분증 身分證 4

신식 新式 4

신용 信用 4

신용카드 信用 4

신입생 新入生 4

신입 新入 4

신작로 新作路 4

신청(하) 申請 4

신청서 申請書 4

신화 神話 4

실물 實物 4

실생활 實生活 4

실시(하/되) 實施 4

실업가 實業家 4

실업 失業 4

실업자 失業者 4

실용성 實用性 4

실용적 實用的 4

실제 實際 4

실체 實體 4

실패(하) 失敗 4

실험실 實驗室 4

실현(하/되) 實現 4

심도 深度 4

심사 心思 4

심술 心術 4

심신 心身 4

십중팔구 十中八九 4

악기 樂器 4

안전선 安全线 4

안정감 安定感 4

암흑(하) 暗黑 4

애지중지 愛之重之 4

액체 液體 4

야산 野山 4

야영 野營 4

야자 椰子 4

양로원 養老院 4

양반 兩班 4

양보(하) 讓步 4

양산 陽傘 4

양심적 良心的 4

양주 洋酒 4

어학연수 語學硏修 4

어항 魚缸 4

억만 億萬 4

억양 抑揚 4

언론 言論 4

업체 業體 4

여과(하) 濾過 4

여론 輿論 4

역시 亦是 4

역할 役割 4

연결(하/되/시키)連結 4

연관 聯關 4

연극(하) 演劇 4

연기 煙氣 4

연대 年代 4

연락처 連絡處 4

연말 年末 4

연속 連續 4

연속적 連續的 4

연안 沿岸 4

연인 戀人 4

연장(하/되/시키)延長 4

연주(하/되) 演奏 4

연주자 演奏者 4

연주회 演奏會 4

연탄 煉炭 4

연하 年下 4

열기 熱氣 4

열량 熱量 4

열사 烈士 4

열애 熱愛 4

영광스럽다 榮光 4

영업소 營業所 4

영웅 英雄 4

예고(하/되) 豫告 4

예매(하/되) 豫買 4

예방(하/되) 豫防 4

예비(하) 豫備 4

예산 豫算 4

예약(하/되) 豫約 4

예외 例外 4

오색찬란하다 五色燦爛 4

옥상 屋上 4

온수 溫水 4

온천 溫泉 4

왕관 王冠 4

왕국 王國 4

왕궁 王宮 4

왕권 王權 4

왕년 往年 4

왕비 王妃 4

왕자 王子 4

왕조 王朝 4

외가댁 外家宅 4

외가 外家 4

외계 外界 4

외과 外科 4

외투 外套 4

외형 外形 4

요금 料金 4

용기 勇氣 4

용품 用品 4

우애 友愛 4

우연(하) 偶然 4

우울하다 憂鬱 4

우정 友情 4

우주 宇宙 4

우회전 右回轉 4

운동권 運動圈 4

운동화 運動靴 4

운명 運命 4

운수(하) 運數 4

원가 原價 4

원료 原料 4

원리 原理 4

원시 原始 4

원주민 原住民 4

원한 怨恨 4

위기 危機 4

위력 威力 4

위로(하/되) 慰勞 4

위성 衛星 4

위해(롭) 危害 4

유교 儒敎 4

유년 幼年 4

유일(하) 唯一 4

유전 遺傳 4

유전자 遺傳子 4

유통(하/되/시키)流通 4

유희 遊戱 4

육교 陸橋 4

육군 陸軍 4

윤기 潤氣 4

음모 陰謀 4

음양 陰陽 4

음주 飮酒 4

응급실 應急室 4

응용(하/되/시키)應用 4

응접실 應接室 4

의거(하) 依據 4

의류 衣類 4

의리 義理 4

의사당 議事堂 4

의상 衣裳 4

의아(하) 疑訝 4

의아스럽다 疑訝 4

의약 醫藥 4

의약품 醫藥品 4

의원 議員 4

의존(하/되) 依存 4

의학 醫學 4

이국 異國 4

이내 以內 4

이론 理論 4

이면 裏面 4

이상형 理想型 4

이성 理性 4

이자 利子 4

인공 人工 4

인공적 人工的 4

인근 隣近 4

인기 人氣 4

인문 人文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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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인해 人山人海 4

인연 因緣 4

인용(하/되) 引用 4

인원 人員 4

인형 人形 4

일방 一方 4

일시 一時 4

일시적 一時的 4

일절 一切 4

일정하다 一定 4

일편단심 一片丹心 4

일평생 一平生 4

일행 一行 4

자격 資格 4

자격증 資格證 4

자기 瓷器 4

자매 姉妹 4

자손 子孫 4

자연히 自然 4

자원 資源 4

자유자재 自由自在 4

자제 子弟 4

자존심 自尊心 4

자판기 自販機 4

작업장 作業場 4

작용(하) 作用 4

작전 作戰 4

잔액 殘額 4

장거리 長距離 4

장군 將軍 4

장기간 長期間 4

장기 將棋 4

장기적 長期的 4

장남 長男 4

장미 薔薇 4

장사 壯士 4

장수 將帥 4

장음 長音 4

재난 災難 4

재무 財務 4

재물 財物 4

재봉 裁縫 4

재생산 再生産 4

재작년 再昨年 4

쟁반 錚盤 4

저기압 低氣壓 4

저수지 貯水池 4

저작 著作 4

저장(하/되/시키)貯藏 4

저항(하/되) 抵抗 4

적도 赤道 4

전구 電球 4

전동차 電動車 4

전람회 展覽會 4

전략 戰略 4

전례 前例 4

전류 電流 4

전문가 專門家 4

전문적 專門的 4

전문점 專門店 4

전문직 專門職 4

전반적 全般的 4

전반 全般 4

전보 電報 4

전사 戰士 4

전신 全身 4

전원 全員 4

전적으로 全的 4

전파(하/되) 傳播 4

절대적 絶對的 4

절벽 絶壁 4

정기적 定期的 4

정리(하/되) 整理 4

정면 正面 4

정상적 正常的 4

정식 正式 4

정신력 精神力 4

정장 正裝 4

정지(하/되/시키)停止 4

정확성 正確性 4

제각기 各其 4

제공(하/되) 提供 4

제국 帝國 4

제의(하) 提議 4

제출(하/되/시키)提出 4

제한(하/되) 制限 4

조각 彫刻 4

조국애 祖國愛 4

조급하다 躁急 4

조기 早起 4

조미료 調味料 4

조수 助手 4

조화(롭) 調和 4

종자 種子 4

종합(하) 綜合 4

종합적 綜合的 4

죄악 罪惡 4

주인공 主人公 4

주점 酒店 4

주제 主題 4

사진기 寫眞機 4

무사(하) 無事 4

등급 等級 4

동등(하) 同等 4

경력 經歷 4

준수(하) 遵守 4

중단(하/되/시키)中斷 4

중대(하) 重大 4

중복(하/되/시키)重複 4

증서 證書 4

증손녀 曾孫女 4

증손 曾孫 4

지각 知覺 4

지명(하/되) 指名 4

지시(하) 指示 4

지진 地震 4

지하도 地下道 4

지하실 地下室 4

지휘자 指揮者 4

직공 職工 4

직무 職務 4

직행(하) 直行 4

질병 疾病 4

질투(하) 嫉妬 4

집합(하) 集合 4

착오 錯誤 4

참관(하) 參觀 4

참여(하) 參與 4

채색 彩色 4

처리(하/되) 處理 4

처방(하/되) 处方 4

처방전 處方箋 4

천막 天幕 4

천만다행 千萬多幸 4

천사 天使 4

천신만고 千辛萬苦 4

천연 天然 4

천장 天障 4

청각 聽覺 4

청구서 請求書 4

청력 聽力 4

체격 體格 4

체계적 體系的 4

체계 體系 4

체력 體力 4

체온 體溫 4

초록 草綠 4

초반 初盤 4

초상화 肖像畵 4

초시 初試 4

초원 草原 4

초인종 招人鐘 4

초점 焦點 4

초조(하) 焦燥 4

촌수 寸數 4

총명(하) 聰明 4

최선 最善 4

추억(하) 追憶 4

축복(하/되) 祝福 4

춘하추동 春夏秋冬 4

출가(하) 出家 4

출납 出納 4

출동(하) 出動 4

출석 出席 4

출신 出身 4

출연(하/되/시키)出演 4

출장 出張 4

충고(하) 忠告 4

충동(하/되) 衝動 4

충심 忠心 4

취사 炊事 4

침묵(하) 沈默 4

침착(하) 沈着 4

탄식(하) 歎息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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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하/되) 彈壓 4

태권도 跆拳道 4

토대 土臺 4

토속 土俗 4

토의(하) 討議 4

토지 土地 4

통계 統計 4

통일(하/되) 統一 4

통치(하/되) 統治 4

퇴장(하/시키) 退場 4

투쟁(하) 鬪爭 4

특권 特權 4

특급 特級 4

특산물 特産物 4

특색 特色 4

특성 特性 4

특수(하) 特殊 4

파출부 派出婦 4

파출소 派出所 4

판단력 判斷力 4

팔방미인 八方美人 4

편의점 便宜店 4

편의 便宜 4

평등(하) 平等 4

평면 平面 4

평시 平時 4

평형 平衡 4

평화(롭) 平和 4

포기(하/되) 抛棄 4

폭발(하/되) 爆發 4

폭탄 爆彈 4

폭포 瀑布 4

폭풍우 暴風雨 4

품질 品質 4

필수적 必須的 4

필수품 必需品 4

하교(하) 下校 4

하류 下流 4

하천 河川 4

학부 學府 4

학술 學術 4

학자 學者 4

한계 限界 4

한류 寒流 4

한평생 平生 4

할인(하/되) 割引 4

합승(하) 合乘 4

합창단 合唱團 4

합창 合唱 4

항구 港口 4

항의(하) 抗議 4

항전(하) 抗戰 4

해고(하/되/시키)解雇 4

해군 海軍 4

해물 海物 4

해방(하/되/시키)解放 4

해산(하/되/시키)解散 4

해석(하/되) 解釋 4

해양 海洋 4

행군(하) 行軍 4

행진(하) 行進 4

향상(하/되/시키)向上 4

현관 玄關 4

협동(하) 協同 4

협력(하) 協力 4

협조(하) 協助 4

협회 協會 4

형성(하/되/시키)形成 4

호기심 好奇心 4

호소(하) 呼訴 4

호수 湖水 4

호의 好意 4

호적 戶籍 4

혼동(하/되) 混同 4

혼란(하/스럽) 混亂 4

홍보(하/되) 弘報 4

홍수 洪水 4

화가 畵家 4

화면 畵面 4

화목(하) 和睦 4

화분 花盆 4

화성 火星 4

화해(하/시키) 和解 4

확대(하/되) 擴大 4

환희 歡喜 4

활기(차) 活氣 4

활발하다 活潑 4

활발히 活潑地 4

활약(하) 活躍 4

활용(하/되) 活用 4

황금 黃金 4

황혼 黃昏 4

회계 會計 4

회비 會費 4

회식 會食 4

회장 會長 4

효과적 效果的 4

효과 效果 4

효율 效率 4

후보자 候補者 4

후보 候補 4

후식 後食 4

후회(하/되/스럽)後悔 4

후회막급 後悔莫及 4

휴강 休講 4

휴대(하) 携帶 4

흡수(하/되/시키)吸收 4

희비 喜悲 4

    5급 1050개

가관 可觀 5

가량 假量 5

가면 假面 5

가설 假說 5

가출(하) 家出 5

간절(하) 恳切 5

간접적 間接 5

간청(하) 懇請 5

간판 看板 5

간행물 刊行物 5

갈등 葛藤 5

갈망(하) 渴望 5

갈증 渴症 5

감당(하) 堪當 5

감성 感性 5

감안(하) 勘案 5

강경(하) 强硬 5

강대(하) 强大 5

강대국 强大國 5

강도 强盜 5

강렬(하) 强烈 5

강박 强迫 5

강제 强制 5

개설 開設 5

개입(하/되/시키)介入 5

개정(하/되) 改正 5

개척(하/되) 開拓 5

개최(하/되) 開催 5

거대(하) 巨大 5

거동 擧動 5

거래처 去來處 5

거액 巨額 5

거역(하) 拒逆 5

거처(하) 居處 5

건립(하/되) 建立 5

건전(하) 健全 5

건축업 建築業 5

검거 檢擧 5

검소(하) 儉素 5

검진(하) 檢診 5

검토(하) 檢討 5

게시(하) 揭示 5

게시판 揭示板 5

격언 格言 5

견고(하) 堅固 5

결백(하) 潔白 5

결석(하) 缺席 5

결승 決勝 5

경고(하/되) 警告 5

경과 經過 5

경보 警報 5

고가 高價 5

고갈 枯渴 5

고객 顧客 5

고귀(하) 高貴 5

고대(하) 苦待 5

고백(하) 告白 5

고용(하) 雇用 5

고원 高原 5

고유(하) 固有 5

고정(하/되/시키)固定 5

고졸 高卒 5

곡절 曲折 5

곤경 困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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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럽) 困惑 5

공감(하/되) 共感 5

공로 功勞 5

공백 空白 5

공연히 空然 5

공예품 工藝品 5

공유 共有 5

공존(하) 共存 5

공평(하) 公平 5

공헌(하) 貢獻 5

과실 過失 5

과장(하/되) 誇張 5

관계자 關係者 5

관대(하) 寬大 5

관례 慣例 5

관심사 關心事 5

관중석 觀衆席 5

광명 光明 5

광풍 狂風 5

굉장(하) 宏壯 5

굉장히 宏壯 5

교만(하) 驕慢 5

교차(하/되) 交叉 5

교체(하/되) 交替 5

구걸(하) 求乞 5

구두 口頭 5

구사(하) 驅使 5

구역질 嘔逆 5

구제(하/되) 救濟 5

구토 嘔吐 5

국력 國力 5

굴복(하/되/시키)屈服 5

권고(하) 勸告 5

권세 權勢 5

권위 權威 5

권유(하) 勸誘 5

규격 規格 5

극진하다 極盡 5

극진히 極盡 5

근면(하) 勤勉 5

근원 根源 5

금속 金屬 5

긍지 矜持 5

기교 技巧 5

기력 氣力 5

기반 基盤 5

기별(하) 奇別 5

기부(하) 寄附 5

기상(하) 起床 5

기술(하) 記述 5

기실 其實 5

기왕 旣往 5

기원(하) 祈願 5

기일 期日 5

기점 起點 5

기존 旣存 5

낙관(하) 樂觀 5

낙관적 樂觀 5

낙엽송 落葉松 5

낙원 樂園 5

낙후(하) 落後 5

난간 欄杆 5

난관 難關 5

난류 暖流 5

난리 亂離 5

낭만적 浪漫 5

낭송(하) 朗誦 5

내막 內幕 5

내면 內面 5

내심 內心 5

냉담(하) 冷淡 5

냉정(하) 冷靜 5

노고 勞苦 5

노출(하/되/시키)露出 5

노화 老化 5

노후 老後 5

논쟁 論爭 5

논점 論点 5

농작물 農作物 5

농토 農土 5

뇌물 賂物 5

누명 陋名 5

누적(되) 累積 5

능동적 能動的 5

단념(하) 斷念 5

단도직입적으로單刀直入 5

단독 單獨 5

단절(하/되) 斷絶 5

단정(하/짓) 斷定 5

단정히 端正 5

단조롭다 單調 5

단지 但只 5

단층 單層 5

답사(하) 踏査 5

당부(하) 當付 5

당분간 當分間 5

당사자 當事者 5

당초 當初 5

대등(하) 對等 5

대면(하) 對面 5

대변(하) 代辯 5

대우(하) 待遇 5

대조(하/되/시키)對照 5

대체(하/되/시키)代替 5

대출(하/되) 貸出 5

대표작 代表作 5

대항(하) 對抗 5

덕담 德談 5

덕분 德分 5

도대체 都大體 5

도매 都賣 5

도매상 都賣商 5

도박 賭博 5

도저히 到底 5

독자적 獨自的 5

독점(하/되) 獨占 5

동갑 同甲 5

동력 動力 5

동료 同僚 5

동반(하) 同伴 5

동반자 同伴者 5

동분서주하다 東奔西走 5

동시에 同時 5

동요(하) 動搖 5

동일(하) 同一 5

동해안 東海岸 5

동행(하/시키) 同行 5

두문불출 杜門不出 5

두발 頭髮 5

둔갑(하/되) 遁甲 5

등기(하/되) 登記 5

등분(하) 等分 5

막무가내 莫無可奈 5

망각(하/되) 忘却 5

매몰(되) 埋沒 5

매체 媒體 5

맹목적 盲目 5

면담 面談 5

면모 面貌 5

면제(하/되/시키)免除 5

멸시(하) 蔑視 5

명명(하/되) 命名 5

명성 名聲 5

명소 名所 5

명시(하) 明示 5

명필 名筆 5

목격(하/되) 目擊 5

목전 目前 5

몰두(하) 沒頭 5

묘지 墓地 5

무관하다 無關 5

무능(하) 無能 5

무례(하) 無禮 5

무성하다 茂盛 5

무식(하) 無識 5

무안하다 無顔 5

무의미(하) 無意味 5

무죄 無罪 5

무책임(하) 無責任 5

문고 文庫 5

문구 文句 5

문어 文語 5

문패 門牌 5

문헌 文獻 5

문화재 文化財 5

미만 未滿 5

미모 美貌 5

미완성(하/되) 未完成 5

미흡(하) 未洽 5

민간 民間 5

민요 民謠 5

박수갈채 拍手喝采 5

반감 反感 5

반문(하) 反問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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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 反撥 5

반사(하/되) 反射 5

반성(하) 反省 5

반주(하) 伴奏 5

반포(하/되) 頒布 5

발각(되) 發覺 5

발굴(하/되) 發掘 5

발작(하) 發作 5

발행(하/되) 發行 5

방출(하되) 放出 5

방침 方針 5

방해(하/되) 妨害 5

배낭 背囊 5

배려(하) 配慮 5

배후 背後 5

백문불여일견 不如一見 5

백설 白雪 5

번번이 番番 5

번식(하/되/시키)繁殖 5

번영(하) 繁榮 5

번창(하) 繁昌 5

번화가 繁華街 5

범람(하/되) 氾濫 5

법칙 法則 5

변명(하/되) 辨明 5

변신(하/시키) 變身 5

별개 別個 5

별미 別味 5

별안간 瞥眼間 5

별의별 別別 5

병행(하/되/시키)竝行 5

병환 病患 5

보상 報償 5

보장(하/되) 保障 5

보증(하/되) 保證 5

복원(하/되) 復元 5

본능 本能 5

본성 本性 5

본질 本質 5

부단히 不斷 5

부도 不渡 5

부득이(하) 不得已 5

부양(하) 扶養 5

부위 部位 5

부인하다 否認 5

부재 不在 5

부패(하/되) 腐敗 5

부흥(하/시키) 復興 5

북두칠성 北斗七星 5

북한 北韓 5

분량 分量 5

분별(하/되)) 分別 5

분석(하/되) 分析 5

분주(하) 奔走 5

분할(하) 分割 5

분해(하/되) 分解 5

불가피(하) 不可避 5

불과(하) 不過 5

불규칙 不规则 5

불량(하/스럽) 不良 5

불면증 不眠症 5

불변(하) 不變 5

불완전하다 不完全 5

불우하다 不遇 5

불평(하) 不平 5

불행(하) 不幸 5

비결 秘訣 5

비관(하) 悲觀 5

비난(하) 非難 5

비방(하) 誹謗 5

비상 非常 5

비애 悲哀 5

비위 脾胃 5

빈혈 貧血 5

사동 使动 5

사모(하) 思慕 5

사색(하) 思索 5

사양하다 辭讓 5

사연 事緣 5

사정(하) 事情 5

사죄(하) 謝罪 5

사치(하/스럽) 奢侈 5

사태 事態 5

사후 事後 5

산업체 産業體 5

산출(하/되) 算出 5

삽시간 霎時間 5

상경(하) 上京 5

상금 賞金 5

상담(하) 相談 5

상담 相談 5

상당수 相當數 5

상당히 相當 5

상대편 相對便 5

상봉 相逢 5

상승(하) 上昇 5

상실(하/되) 喪失 5

상심하다 傷心 5

상영(하) 上映 5

생계 生計 5

생리 生理 5

생명력 生命力 5

생식 生食 5

생업 生業 5

생필품 生必品 5

서명(하/되) 署名 5

서술(하) 敍述 5

서식(하/되) 棲息 5

서양화 西洋畵 5

서예가 書藝家 5

선약 先約 5

선원 船員 5

선의 善意 5

선정(하/되) 選定 5

선포(하/되) 宣布 5

선혈 鮮血 5

선호(하) 選好 5

설득력 說得力 5

설비 設備 5

설사 泄瀉 5

설정(하/되) 設定 5

성능 性能 5

성찰(하) 省察 5

세계관 世界觀 5

세대차 世代差 5

세속 世俗 5

세포 細胞 5

소극적 消极 5

소멸(하/되) 消滅 5

소모(하/되) 消耗 5

소속(하/되/시키)所屬 5

소심하다 小心 5

소요(되) 所要 5

소음 騷音 5

소지품 所持品 5

소통(하/되) 疏通 5

속박(하/되) 束縛 5

송금(하/되) 送金 5

쇠퇴(하/되) 衰退 5

수감(하/되) 收監 5

수락(하) 受諾 5

수량 數量 5

수련(하/되) 修鍊 5

수법 手法 5

수상(하) 受賞 5

수상(하) 殊常 5

수습(하/되) 收拾 5

수여(하) 授與 5

수용(하/되) 受容 5

수작 酬酌 5

수정(하) 修正 5

수정과 水正果 5

수효 數爻 5

순금 純金 5

순리롭다 順理 5

순수(하) 純粹 5

순순히 順順 5

순응(하) 順應 5

순종(하) 順從 5

습관화(하) 習慣化 5

습득(하/되/시키)習得 5

승낙(하) 承諾 5

승패 勝敗 5

시급(하) 時急 5

시동 始動 5

시발점 始發占 5

시세 時勢 5

시속 時速 5

시야 視野 5

시인(하) 是認 5

시정(하) 昰正 5

시초 始初 5

시행(하/되) 施行 5

식민주의 植民主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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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植民地 5

식별(하/되) 识别 5

식욕 食慾 5

신경질 神經質 5

신고(하) 申告 5

신기(하) 新奇/神奇 5

신변 身邊 5

신비(하/롭/스럽)神秘 5

신성(하) 神聖 5

신신당부(하) 申申當付 5

신앙 信仰 5

신앙심 信仰心 5

신중(하/히) 愼重 5

신축(하) 新築 5

실감(하/나) 實感 5

실례(하) 失禮 5

실례 實例 5

실리 實利 5

실상 實狀 5

실정 實情 5

실족(하) 失足 5

실종(하/되) 失踪 5

실직(하) 失職 5

실태 實態 5

실토(하) 實吐 5

실행(하/되) 實行 5

심사숙고 深思熟考 5

심지어 甚至於 5

심혈 心血 5

십자가 十字架 5

아첨(하) 阿諂 5

악성 惡性 5

악착스럽다 齷齪 5

안색 顔色 5

안위 安危 5

알선(하) 斡旋 5

암시(하/되) 暗示 5

압도(하) 壓倒 5

애도(하) 哀悼 5

야간 夜間 5

야단(나다/치다)惹端 5

야단법석 惹端 5

야생 野生 5

양성(하) 養成 5

양편 兩便 5

양해(하) 諒解 5

어부지리 漁父之利 5

어차피 於此彼 5

억압(하/되) 抑壓 5

언급(하/되) 言及 5

언어학 言語學 5

엄중(하) 嚴重 5

업소 業所 5

업자 業者 5

업적 業績 5

업종 業種 5

여가 餘暇 5

여간(하) 如干 5

여건 與件 5

여부 與否 5

여유 餘裕 5

여전(하) 如前 5

여전히 如前 5

연고 緣故 5

연금 年金 5

연기(하/되) 延期 5

연상(하/되/시키)聯想 5

연설(하) 演說 5

연설문 演說文 5

연장자 年長者 5

연착(되) 延着 5

연체(하/되/시키)延滯 5

연초 年初 5

연회 宴會 5

열등(하) 劣等 5

열중(하) 熱中 5

염려(하) 念慮 5

염원 念願 5

엽서 葉書 5

영리(하) 怜悧 5

영사 領事 5

영양분 營養分 5

영영 永永 5

영예(롭) 榮譽 5

영혼 靈魂 5

예감(하) 豫感 5

예기(하) 豫期 5

예배 禮拜 5

예복 禮服 5

예사(롭) 例事 5

예상(하/되) 豫想 5

예술품 藝術品 5

예정(하/되) 豫定 5

예찬(하) 禮讚 5

예측(하/되) 豫測 5

오곡 五穀 5

오락 娛樂 5

오물 汚物 5

오차 誤差 5

온실 溫室 5

완료(하/되) 完了 5

완벽(하) 完璧 5

완수(하) 完遂 5

완쾌(하/되) 完快 5

왕래(하) 往來 5

왕복(하) 往復 5

왕성(하) 旺盛 5

왜곡(하/되) 歪曲 5

외면(하) 外麵 5

외세 外勢 5

외인 外人 5

외지 外地 5

외화 外貨 5

요약(하) 要約 5

요인 要因 5

요점 要點 5

요행 僥倖 5

요행히 僥倖 5

욕설 辱說 5

욕심 慾心 5

용납(하/되) 容納 5

용법 用法 5

용어 用語 5

용해(하/되/시키)溶解 5

우려(하/되) 憂慮 5

우세(하) 優勢 5

우왕좌왕 右往左往 5

우월(하) 優越 5

우유부단 優柔不斷 5

운영(하/되) 運營 5

운항(하) 運航 5

운행(하/되) 運行 5

울분 鬱憤 5

원근 遠近 5

원기 元氣 5

원대하다 遠大 5

원수 怨讐 5

원유 原油 5

원천 源泉 5

원통(하) 寃痛 5

원활(하) 圓滑 5

위도 緯度 5

위엄 威嚴 5

위태롭다 危殆 5

유감(스럽) 遺憾 5

유기농 有機農 5

유기적 有機 5

유도(하/되/시키)誘導 5

유독 惟獨 5

유력(하) 有力 5

유례 類例 5

유별나다 有別 5

유사(하) 類似 5

유사성 類似性 5

유산 遺産 5

유언 遺言 5

유익(하) 有益 5

유인(하) 誘引 5

유적 遺蹟 5

유적지 遺跡地 5

유해(하) 有害 5

유혹(하/되) 誘惑 5

유효(하) 有效 5

윤리 倫理 5

융합(되) 融合 5

은근히 慇懃 5

은사 恩師 5

은퇴(하/되/시키)隱退 5

은하수 銀河水 5

은하 銀河 5

응낙(하) 應諾 5

응답(하) 應答 5

응답자 應答者 5

응당 應當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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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 凝視 5

의도 意圖 5

의도적 意圖的 5

의례적 儀禮 5

의료보험 医疗保险 5

의료 醫療 5

의술 醫術 5

의연(하) 毅然 5

의지(하/되) 依支 5

의탁(하) 依託 5

의혹 疑惑 5

이념 理念 5

이민 移民 5

이산가족 離散家族 5

이심전심 以心傳心 5

이정표 里程 5

이치 理緻 5

이혼(하) 離婚 5

인과 因果 5

인권 人權 5

인내(하) 忍耐 5

인내심 忍耐心 5

인위적 人爲 5

인접(하/되) 隣接 5

인종 人種 5

인파 人波 5

인편 人便 5

인품 人品 5

일관(하/되) 一貫 5

일관성 一貫性 5

일단 一旦 5

일련 一連 5

일반화(되) 一般化 5

일시불 一時拂 5

일원 一員 5

일일이 一一 5

일정량 一定量 5

일주(하) 一週 5

일출 日出 5

임시 臨時 5

임의 任意 5

임종 臨終 5

입법 立法 5

입증(하) 立證 5

자각(하) 自覺 5

자극(하/되/시키)刺戟 5

자극성 刺戟性 5

자극적 刺戟的 5

자금 資金 5

자급(하) 自给 5

자립(하) 自立 5

자부심 自負 5

자살 自殺 5

자석 磁石 5

자아 自我 5

자제(하) 自制 5

자진(하) 自進 5

자체 自體 5

자초지종 自初至終 5

자취 自炊 5

자태 姿態 5

자택 自宅 5

작동(하/되/시키)作動 5

작별(하) 作別 5

잠복(하) 潛伏 5

잡곡 雜穀 5

잡념 雜念 5

잡음 雜音 5

장래 將來 5

장례식 葬禮式 5

장례 葬禮 5

장부 帳簿 5

장수(하) 長壽 5

장악(하/시키) 掌握 5

장애 障碍 5

장점 長點 5

장차 將次 5

장치 裝置 5

재건(하) 再建 5

재고(하) 再考 5

재능 才能 5

재단(하) 裁斷 5

재배(하/되) 栽培 5

재벌 財閥 5

재학 在學 5

재현(하) 再現 5

재혼 再婚 5

재활용(하) 再活用 5

재회(하) 再會 5

쟁취(하) 爭取 5

저명(하) 著名 5

저음 低音 5

적금 積金 5

적십자사 赤十字社 5

적절(하) 適切 5

적절히 適切 5

적합(하) 適合 5

전공(하) 專攻 5

전념(하) 專念 5

전도(되) 顚倒 5

전래(하/되) 傳來 5

전면적 全面 5

전선 前線 5

전수(하/되) 傳受 5

전승(하/되) 傳乘 5

전시(하/되) 展示 5

전액 全額 5

전역 全域 5

전연 全然 5

전용 專用 5

전제(하) 前提 5

전형 典型 5

전환(하/되) 轉換 5

전환점 轉換 5

전후(하) 前後 5

절기 節氣 5

절단(하/되) 切斷 5

절망(하) 絶望 5

절실하다 切實 5

절실히 切實 5

절차 節次 5

점검(하/되) 點檢 5

점령(하/되) 占領 5

접종(하) 接種 5

접착제 接着劑 5

정가 定價 5

정각 正刻 5

정계 政界 5

정규적 正規 5

정년 停年 5

정돈(하/되) 整頓 5

정력 精力 5

정밀(하) 精密 5

정반대 正反對 5

정복(하/되) 征服 5

정비례(하/되) 定比例 5

정비 整備 5

정성(스럽) 精誠 5

정성껏 精誠 5

정의 情意 5

정직하다 正直 5

정진하다 精進 5

정착하다 定着 5

정체 正體 5

정화(하/되) 淨化 5

제거(하/되) 除去 5

제고(하/되/시키)提高 5

제기(하/되) 提起 5

제시(하/되) 提示 5

제작(하/되) 製作 5

제정(하/되) 制定 5

제지(하/되/시키)制止 5

조만간 早晩間 5

조언 助言 5

조작(하/되) 造作 5

조절(하/되) 調節 5

조종(하/되) 操縱 5

조치(하) 措置 5

조합(하/시켜) 組合 5

존댓말 尊待 5

존립(하/되) 存立 5

종래 從來 5

종류별 種類別 5

종목 種目 5

종사(하) 從事 5

종속 從屬 5

종전에 從前 5

종종 種種 5

좌우(하/되) 左右 5

좌우간 左右間 5

좌절(하/되) 挫折 5

죄상 罪狀 5

죄수 罪囚 5

주가 株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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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 主客 5

주관(하) 主管 5

주관적 主觀 5

주권 主權 5

주도(하) 主導 5

주도적 主導 5

주시(하) 注視 5

주야 晝夜 5

주저(하/되) 躊躇 5

주중 週中 5

주지하다 週知 5

주체성 主體性 5

주체적 主體的 5

주체 主體 5

주최(하) 主催 5

주택가 住宅街 5

중계(하/되) 中繼 5

중급 中級 5

중기 中期 5

중년 中年 5

중도 中途 5

중독(하/되) 中毒 5

중지(하/되) 中止 5

즉각 卽刻 5

즉시 卽時 5

즉흥 卽興 5

증거 證據 5

증권 證券 5

증발(하/되/시키)蒸發 5

증상 症狀 5

증세 症勢 5

증오(하) 憎惡 5

증인 證人 5

증진(하/되) 增進 5

지극히 至極 5

지급(하) 支給 5

지기 知己 5

지능 知能 5

지대 地帶 5

지도층 指導層 5

지망 志望 5

지명 地名 5

지배(하/되) 支配 5

지불(하/되) 支拂 5

지상 地上 5

지속(하/되) 持續 5

지속적 持續的 5

지장 支障 5

지정(하/되) 指定 5

지탱(하) 支撐 5

지평선 地平線 5

지평 地平 5

지향(하) 指向 5

지형 地形 5

직경 直徑 5

직면(하) 直面 5

직시(하) 直視 5

직전 直前 5

직후 直後 5

진단(하/되) 診斷 5

진도 進度 5

진동(하/되/시키)振動 5

진로 進路 5

진상 眞相 5

진실로 眞實 5

진열(하/되) 陳列 5

진입(하/되/시키)進入 5

진전 進展 5

진정(하/되/시키)鎭靜 5

진정 眞正 5

진주 珍珠 5

진지(하) 眞摯 5

진출(하/시키) 進出 5

진통제 鎭痛劑 5

진통 陣痛 5

진화(하/되) 進化 5

질량 質量 5

질주(하) 疾走 5

짐작 斟酌 5

집권(하/되) 執權 5

집착(하/되) 執着 5

차단(하/되/시키)遮斷 5

차별(하/되) 差別 5

차용(하/되) 借用 5

차차 次次 5

차창 車窓 5

착각(하/되) 錯覺 5

착륙(하/시키) 着陸 5

착수(하) 着手 5

착용(하) 着用 5

찬양(하) 讚揚 5

찰나 刹那 5

참견(하) 參見 5

창업(하) 創業 5

창의성 創意性 5

창작(하/되) 創作 5

창제(하/되) 創製 5

창피(하) 猖披 5

채집(하/되) 採集 5

책망(하) 責望 5

처벌(하/되) 處罰 5

처분(하) 處分 5

척추 脊椎 5

천만에 千萬 5

천연덕스럽다 天然 5

철저(하) 徹底 5

철저히 徹底地 5

첨가(하/되) 添加 5

첨단 尖端 5

청결(하) 淸潔 5

청구(하/되) 請求 5

청정(하) 淸淨 5

청첩장 請牒狀 5

청혼(하) 請婚 5

체념(하/되) 諦念 5

체면 體面 5

체질 體質 5

체포(하/되) 逮捕 5

체험(하/되/시키)體驗 5

초과(하/되) 超過 5

초래(하/되) 招來 5

초인간적 超人 5

촉구(하) 促求 5

최상 最上 5

최하 最下 5

추가(하/되) 追加 5

추구(하) 追求 5

추상적 抽象 5

추수(하) 秋收 5

추정(하/되) 推定 5

축소(하/되) 縮小 5

축적(하/되) 蓄積 5

출력(하/되) 出力 5

출세(하/되/시키)出世 5

출처 出處 5

충돌(하/되) 衝突 5

취급(하) 取扱 5

측정(하/되) 測定 5

치열(하) 熾烈 5

치유(하) 治癒 5

치장(하) 治粧 5

친밀(하) 親密 5

친밀감 親密感 5

친족 親族 5

침체(하/되) 沈滯 5

침해(하) 侵害 5

칭송(하) 稱頌 5

쾌감 快感 5

타당(하) 妥當 5

타당성 妥當 5

타령 打令 5

타협(하/되) 妥協 5

탄력 彈力 5

탄복(하/되) 歎服 5

탄생(하/되/시키)誕生 5

탈곡(하) 脫穀 5

탈출(하) 脫出 5

탑승(하/시키) 搭乘 5

탑승구 搭乘口 5

탕진(하) 蕩盡 5

태만(하) 怠慢 5

태연(하) 泰然 5

태연스럽다 泰然 5

태평(하) 太平 5

터득(하) 攄得 5

토론회 討論會 5

통곡(하) 痛哭 5

통근(하) 通勤 5

통로 通路 5

통역 通譯 5

통용(되) 通用 5

통증 痛症 5

통찰(하) 洞察 5

통풍 通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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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하/시키) 通行 5

퇴직(하) 退職 5

퇴직금 退職金 5

퇴학(하/시키) 退學 5

투명(하) 透明 5

투지 鬪志 5

특유(하) 特有 5

특이하다 特異 5

특정(하/되) 特定 5

파견(하/되) 派遣 5

파생(하/되) 派生 5

파생어 派生語 5

팔자 八字 5

패배(하/시키) 敗北 5

편찬(하) 編纂 5

평야 平野 5

평온(하) 平穩 5

평지 平地 5

폐허 廢墟 5

포악하다 暴惡 5

포옹(하) 抱擁 5

표기(하/되) 表記 5

표면 表面 5

표창(하) 表彰 5

표창장 表彰狀 5

품종 品種 5

품행 品行 5

풍물 風物 5

풍습 風習 5

풍요(하/롭) 豊饒 5

풍자(하) 諷刺 5

풍조 風潮 5

풍족(하) 豊足 5

피난민 避難民 5

피난 避難 5

필연적 必然 5

하등 下等 5

하여간 何如間 5

하여튼 何如 5

하직(하) 下直 5

하필 何必 5

학식 學識 5

학예 學藝 5

한가(롭) 閑暇 5

한심(하/스럽) 寒心 5

한옥 韓屋 5

한정(하/되) 限定 5

함성 喊聲 5

함유(하/되) 含有 5

합법 合法 5

합성(하/되) 合成 5

합성어 合成 5

합의(하/되) 合意 5

항목 項目 5

해당(하/되) 該當 5

해발 海拔 5

해안선 海岸線 5

해안 海岸 5

핵심 核心 5

행사 行事 5

향락 享乐 5

허공 虛空 5

허락(하/되) 許諾 5

허무하다 虛無 5

허비하다 虛費 5

허송세월 虛送歲月 5

허약하다 虛弱 5

허위 虛僞 5

헌신(하) 獻身 5

현지 現地 5

협상(하) 協商 5

형편 形便 5

호감 好感 5

호우 豪雨 5

호응(하) 呼應 5

호칭 呼稱 5

혹시(나) 或昰 5

혼돈(하/되) 混沌 5

혼례 婚禮 5

혼신 渾身 5

화단 花壇 5

화법 話法 5

화재 火災 5

화합(하) 化合 5

화합물 化合物 5

확산(하/되/시키)擴散 5

확정(하/되) 確定 5

환상적 幻想的 5

환상 幻想 5

환절기 換節期 5

환호(하) 歡呼 5

활동(하/되/시키)活動 5

활력소 活力素 5

활력 活力 5

황홀하다 恍惚 5

회개(하) 悔改 5

회고(하) 回顧 5

회상(하) 回想 5

회의장 會議場 5

회피(하) 回避 5

횡단(하) 橫斷 5

효도(하) 孝道 5

효심 孝心 5

후년 後年 5

후대 後代 5

후세 後世 5

후손 後孫 5

후예 後裔 5

후자 後者 5

훈민정음 訓民正音 5

훈장 勳章 5

휴양지 休養地 5

흉년 凶年 5

흥정(하) 興成 5

흥취 興趣 5

희귀(하) 稀貴 5

    6급 1200개

가상 假想 6

가옥 家屋 6

각고정진 刻苦精進 6

감개무량 感慨無量 6

감명 感銘 6

감미롭다 甘味 6

감수(하) 減壽 6

감수성 感受性 6

감지(하) 感知 6

감지덕지 感之德之 6

감회 感懷 6

개요 槪要 6

객석 客席 6

객지 客地 6

거만하다 倨慢 6

거목 巨木 6

거부(하/되) 拒否 6

거부 巨富 6

거수 擧手 6

건배(하) 乾杯 6

걸작 傑作 6

결례 缺禮 6

결별(하) 訣別 6

결여(되) 缺如 6

결의 決議 6

경건(하) 敬虔 6

경기 景氣 6

경내 境內 6

경련 痙攣 6

경멸(하) 輕蔑 6

경선 競選 6

경위 經緯 6

경주(하) 傾注 6

경지 境地 6

계기 契機 6

고뇌 苦惱 6

고수 高手 6

고안(하) 考案 6

고적 古跡 6

고조(하/되) 高調 6

고초 苦楚 6

공경(하) 恭敬 6

공명 共鳴 6

공습(하) 空襲 6

공시적 共时 6

공양(하) 供養 6

공중전 空中戰 6

공포 恐怖 6

공황 恐慌 6

과격하다 過激 6

과다하다 過多 6

과분하다 过分 6

과시하다 誇示 6

과언 過言 6

관여(하) 關與 6

관직 官職 6

관통(하/되/시키)貫通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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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 具備 6

구상(하) 構想 6

구실 口實 6

구축(하) 構築 6

구타(하) 毆打 6

군비 軍備 6

군자 君子 6

굴욕 屈辱 6

궁극적 窮極 6

궁지 窮地 6

권장(하/되) 勸奬 6

귀결(하/되) 歸結 6

귀향(하) 歸鄕 6

귀화(하/되) 歸化 6

규명(하/되) 糾明 6

균일(하) 均一 6

극성(스럽) 極盛 6

금상첨화 錦上添花 6

금시초문 今時初聞 6

급격히 急激 6

급변(하) 急變 6

기거(하) 起居 6

기금 基金 6

기법 技法 6

기상천외 奇想天外 6

기생(하) 寄生 6

기약(하) 期約 6

기인(하) 起因 6

기저 基底 6

기절(하) 氣絶 6

기증(하) 寄贈 6

기질 氣質 6

기특(하) 奇特 6

기품 氣品 6

기풍 氣風 6

기형 畸形 6

긴요(하) 緊要 6

길조 吉兆 6

낙천적 樂天 6

낙천주의 樂天主義 6

낙하(하) 落下 6

남루(하) 襤褸 6

납부(하) 納付 6

내란 內亂 6

내력 來歷 6

내포(하/되) 內包 6

냉대(하) 冷待 6

노쇠(하) 老衰 6

논거 論據 6

논란 論難 6

논설 論說 6

논평(하) 論評 6

누각 樓閣 6

능란(하) 能爛 6

다단계 多段階 6

다소간 多少間 6

단란(하) 團欒 6

단서 端緖 6

단아하다 端雅 6

단언(하) 斷言 6

단편 短篇 6

단행(하) 斷行 6

답례(하) 答禮 6

당연지사 當然之事 6

당위성 當爲性 6

당첨(하/되) 當籤 6

대강 大綱 6

대결(하) 對決 6

대기(하) 待機 6

대두(하/되) 擡頭 6

대리 代理 6

대서특기 大書特記 6

대성통곡 大聲痛哭 6

대안 代案 6

대여(하) 貸與 6

대의명분 大義名分 6

대처(하) 對處 6

대행 代行 6

도래(하/되) 到來 6

도량 度量 6

도모(하) 圖謀 6

도발(하) 挑發 6

도배(하) 塗褙 6

도식 圖式 6

도야(하) 陶冶 6

도약(하/시키) 跳躍 6

도입(하/되) 導入 6

도청(하/되) 盜聽 6

도취(하/되) 陶醉 6

도피(하/되) 逃避 6

독단적 獨斷 6

독불장군 獨不將軍 6

독촉(하) 督促 6

동결(하/되) 凍結 6

동굴 洞窟 6

동란 動亂 6

동면 冬眠 6

동문서답 東問西答 6

동사무소 洞事務所 6

동서고금 東西古今 6

동조(하) 同調 6

동참(하) 同參 6

등용(하/시키) 登用 6

등잔 燈盞 6

마약 痲藥 6

마찰(하/되/시키)摩擦 6

마취(하/되/시키)痲醉 6

막상막하 莫上莫下 6

만무하다 萬無 6

만물 萬物 6

만병통치 萬病通治 6

만사형통 萬事亨通 6

만행 蠻行 6

망명(하/시키) 亡命 6

망상 妄想 6

매장(하/되) 埋葬 6

맥락 脈絡 6

맹인 盲人 6

면목 面目 6

면역 免疫 6

면회(하) 面會 6

명물 名物 6

명상 冥想 6

명실상부 名實相符 6

명작 名作 6

명제 命題 6

모독(하) 冒瀆 6

모면(하) 謀免 6

모색(하) 摸索 6

모욕(하) 侮辱 6

목례 目禮 6

목차 目次 6

목축 牧畜 6

몰락(하) 沒落 6

몽매(하) 蒙昧 6

몽상 夢想 6

무려 無慮 6

무력(하) 無力 6

무명 無名 6

무상(하) 無常 6

무색(하) 無色 6

무심코 無心 6

무심하다 無心 6

무작정 無酌定 6

무지(하) 無知 6

무지막지(하) 無知莫知 6

무진장 無盡藏 6

무참히 無慘 6

묵살(하) 默殺 6

문단 文壇 6

문명사 文明史 6

문벌 門閥 6

문서 文書 6

문체 文體 6

문호 文豪 6

미남 美男 6

미덕 美德 6

미련 未練 6

미수 未遂 6

미심쩍다 未審 6

미약(하) 微弱 6

미학 美學 6

밀림 密林 6

밀폐(되) 密閉 6

박해(하/받) 迫害 6

반론 反論 6

반박(하) 反駁 6

반점 斑點 6

반증(하) 反證 6

반체제 反體制 6

발광(하) 發光 6

발명왕 發明王 6

발상 發想 6

발효(하/시키) 醱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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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도 方道 6

방면(하/되) 放免 6

방심(하) 放心 6

방어(하) 防禦 6

방언 方言 6

방위 方位 6

방자(하) 放恣 6

방치(하/되) 放置 6

방패 防牌 6

방화(하) 放火 6

방황(하) 彷徨 6

배격(하) 排擊 6

배관 配管 6

배반(하) 背反 6

배설(하/되) 排泄 6

배신(하/되) 背信 6

배제(하) 排除 6

배척(하) 排斥 6

배출(하) 排出 6

배치(하/되) 配置 6

배타적 排他 6

백년해로 百年偕老 6

백옥 白玉 6

백지장 白紙張 6

번민 煩悶 6

번성(하) 蕃盛 6

번잡(하) 煩雜 6

벌칙 罰則 6

범주 範疇 6

법관 法官 6

법령 法令 6

벽화 壁畵 6

변덕(스럽) 變德 6

변모(하/되) 變貌 6

변천(하) 變遷 6

변형(하/되/시키)變形 6

별세계 別世界 6

병존(하) 竝存 6

병풍 屛風 6

보강(하/되) 補强 6

보류(하/되) 保留 6

보복 報復 6

보습 補湿 6

보완(하/되) 補完 6

보전(하/되) 保全 6

보조 步調 6

보조하다 補助 6

복수(하) 復讐 6

복역(하) 服役 6

복학 復學 6

복합(하/되) 複合 6

복합적 複合 6

본전 本錢 6

본체 本體 6

본토 本土 6

봉양(하) 奉養 6

부가 附加 6

부당(하) 不當 6

부동(하) 不動 6

부서 部署 6

부여(하) 附與 6

부임(하) 赴任 6

부처 部處 6

부호 富豪 6

부활(하/되) 復活 6

분가(하) 分家 6

분간(하) 分揀 6

분개(하) 憤慨 6

분란 紛亂 6

분류(하/되) 分類 6

분발(하) 奮發 6

분배(하/되) 分配 6

분부(하) 分付 6

분실(하/되) 紛失 6

분업 分業 6

분장 扮裝 6

분쟁 紛爭 6

분출(하/되) 噴出 6

분화(하/되) 分化 6

불가사의 不可思議 6

불결(하) 不洁 6

불구(하) 不拘 6

불구자 不具者 6

불문(하) 不問 6

불화 不和 6

불효자 不孝子 6

불후 不朽 6

비겁(하) 卑怯 6

비굴(하) 卑屈 6

비명 悲鳴 6

비약(하) 飛躍 6

비열(하) 卑劣 6

비율 比率 6

비일비재 非一非再 6

비장(하) 秘藏 6

비정(하) 非情 6

비참하다 悲慘 6

비평 批評 6

비행 非行 6

빈약(하) 貧弱 6

사명감 使命感 6

사무직 事務職 6

사법 司法 6

사상자 死傷者 6

사설 辭說 6

사신 使臣 6

사악하다 邪惡 6

사안 事案 6

사절하다 謝絶 6

사표 辭表 6

사항 事項 6

사형(하) 死刑 6

산란하다 散亂 6

산악 山岳 6

산야 山野 6

산전수전 山戰水戰 6

산해진미 山海珍味 6

삼복염천 三伏炎天 6

상거래 商去來 6

상공 上空 6

상기(하/되) 想起 6

상념 想念 6

상례 常例 6

상반(되) 相反 6

상비약 常備藥 6

상설 常設 6

상술(하) 上述 6

상위 上位 6

상충 相衝 6

상해(하) 傷害 6

색소 色素 6

색조 色調 6

생면부지 生面不知 6

생성(하/되) 生成 6

생애 生涯 6

생후 生後 6

서론 序論 6

서류 書類 6

서법 書法 6

서약(하/되) 誓約 6

서정적 抒情 6

석방(하/되) 釋放 6

선도(하) 先導 6

선두 先頭 6

선사(하) 膳賜 6

선양 宣揚 6

선언(하) 宣言 6 

선언서 宣言書 6

선율 旋律 6

선인 先人 6

선천적 先天 6

선행 先行 6

선회(하) 旋回 6

설문 設問 6

설법 說法 6

섬세하다 纖細 6

섬유 纖維 6

성심 誠心 6

성원(하) 聲援 6

성취(하/되/시키)成就 6

성행(하) 盛行 6

성향 性向 6

세간 世間 6

소동 騷動 6

소망(하/되) 所望 6

소생(하) 蘇生 6

소송 訴訟 6

소신 所信 6

소양 素養 6

소요 騷擾 6

소출 所出 6

소품 小品 6

손상(하/되) 損傷 6

수거(하/되) 收去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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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하/되) 首肯 6

수난 受難 6

수납(하) 收納 6

수동적 受動 6

수력 水力 6

수렴(하) 收斂 6

수료(하) 修了 6

수림 樹林 6

수립(하/되) 樹立 6

수목 樹木 6

수반(하/되) 隨伴 6

수복(하) 收復 6

수비(하) 守備 6

수색(하) 搜索 6

수석 首蓆 6

수소문(하) 搜所聞 6

수심 愁心 6

수양딸 收養 6

수원 水源 6

수의적 隨意 6

수익 收益 6

수족 手足 6

수축(하/되) 收縮 6

수필 隨筆 6

수해 水害 6

수호신 守護神 6

숙녀 淑女 6

숙맥불변 菽麥不辨 6

숙맥 菽麥 6

숙원 宿怨 6

숙청(하) 肅淸 6

순위 順位 6

순화(하/되/시키)純化 6

숭배(하) 崇拜 6

숭상(하) 崇尙 6

습격(하/되) 襲擊 6

승부 勝負 6

승진(하) 昇進 6

승화(하/되) 昇華 6

시가 媤家 6

시기(하) 猜忌 6

시련 試鍊 6

시립 市立 6

시사 時事 6

시신 屍身 6

시위(하) 示威 6

시점 時點 6

시조 時調 6

시종일관 始終一貫 6

식성 食性 6

식수 食水 6

신고서 申告書 6

신기루 蜃氣樓 6

신동 神童 6

신뢰(하) 信賴 6

신봉(하) 信奉 6

신선 神仙 6

신음(하) 呻吟 6

신장 伸張 6

신진대사 新陳代謝 6

신통(하) 神通 6

실재(하) 實在 6

실증(하/되) 實證 6

실효 實效 6

심미관 審美 6

심복 心腹 6

심층 深層 6

심화(하/되) 深化 6

아부 阿附 6

아편 鴉片 6

악의 惡意 6

악취 惡臭 6

악화(하/되) 惡化 6

안광 眼光 6

안락(하) 安樂 6

안면 顔面 6

안주(하) 安住 6

암석 岩石 6

압제(하/되) 壓制 6

압축(하/되) 壓縮 6

애걸(하) 哀乞 6

애교 愛嬌 6

애석하다 哀惜 6

애용하다 愛用 6

애원(하) 哀願 6

애창(하/되) 愛唱 6

액운 厄運 6

액자 額子 6

야만적 野蠻 6

야속(하) 野俗 6

야심 野心 6

야유(하) 揶揄 6

약동(하) 躍動 6

약소(하) 弱小 6

약수터 藥水 6

약수 藥水 6

약초 藥草 6

약탈(하) 掠奪 6

약효 藥效 6

양극 兩極 6

양기 陽氣 6

양상 樣相 6

양육 養育 6

양자 養子 6

양지쪽 陽地 6

어중간(하) 於中間 6

어촌 漁村 6

억제(하) 抑制 6

언도(하/되/받)言渡 6

언약(하/되) 言約 6

엄숙(하) 嚴肅 6

엄습(하) 掩襲 6

여공 女工 6

여백 餘白 6

여생 餘生 6

여정 旅程 6

역경 逆境 6

역사학 歷史學 6

역설 逆說 6

역전 逆轉 6

역점 力點 6

연관(하/되/시키)聯關 6

연락선 連絡船 6

연마(하) 鍊磨 6

연명(하) 延命 6

연발(하) 連發 6

연분 緣分 6

연쇄 連鎖 6

연수 硏修 6

연유(하) 緣由 6

연체료 延滯料 6

열광(하) 熱狂 6

열망(하) 熱望 6

열의 熱意 6

염두 念頭 6

영결식 永訣式 6

영락없다 零落 6

영상 映像 6

영수증 領收證 6

영역 領域 6

영위(하/되) 營爲 6

영화제 映畵祭 6

예언 豫言 6

오류 誤謬 6

오만(하) 傲慢 6

오묘(하) 奧妙 6

오인(하) 誤認 6

온고지신 溫故知新 6

옹호(하) 擁護 6

완비(하) 完備 6

왈가왈부 曰可曰否 6

왕족 王族 6

왕좌 王座 6

외곽 外廓 6

외제 外製 6

외환 外患 6

요동(하) 搖動 6

요란(하) 搖亂 6

요령부득 要領不得 6

요령 要領 6

요원 要員 6

요조숙녀 窈窕淑女 6

욕구 欲求 6

용맹(하/스럽) 勇猛 6

용역 用役 6

용의자 容疑者 6

용이(하) 用意 6

용인 容認 6

우기 雨期 6

우대(하/되) 優待 6

우상 偶像 6

우주선 宇宙船 6

우주인 宇宙人 6

운용(하/되) 運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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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변 雄辯 6

원년 元年 6

원단 原緞 6

원동력 原動力 6

원색 原色 6

원서 願書 6

원심 原審 6

원자력 原子力 6

원초적 原初 6

원형 原形 6

월등(하) 越等 6

위계 位階 6

위급(하) 危急 6

위독하다 危篤 6

위배(하/되) 違背 6

위상 位相 6

위선 爲先 6

위압(하) 威壓 6

위인전 偉人傳 6

위인 爲人 6

위임(하/되) 委任 6

위장(하) 僞裝 6

위축(되) 萎縮 6

위풍당당 威風堂堂 6

유골 遺骨 6

유괴(하) 誘拐 6

유념(하) 留念 6

유동성 流動 6

유랑(하) 流浪 6

유래(하/되) 由來 6

유료 有料 6

유목 遊牧 6

유무 有無 6

유물 遺物 6

유발(하/되) 誘發 6

유부녀 有夫女 6

유서 遺書 6

유수 流水 6

유식(하) 有識 6

유약 柔弱 6

유언비어 流言蜚語 6

유연(하) 柔軟 6

유용성 有用性 6

유용하다 流用 6

유원지 遊園地 6

유의(하) 留意 6

유일무이하다 唯一無二 6

유치(하) 幼穉 6

유치(하) 誘致 6

유품 遺品 6

유한(하) 有限 6

유해 遺骸 6

유흥 遊興 6 

육박(하) 肉迫 6

윤택(하) 潤澤 6

율동 律動 6

융성하다 隆盛 6

융통성 融通性 6

융통하다 融通 6

은유 隱喩 6

은은(하) 隱隱 6

은은히 隱隱 6

은폐 隱蔽 6

음미(하) 吟味 6

음운 音韻 6

음흉하다 陰凶 6

응급 應急 6

의관 衣冠 6

의기양양하다 意氣揚揚 6

의욕 意欲 6

의지력 意志力 6

의향 意向 6

이목구비 耳目口鼻 6

이목 耳目 6

이물질 異物質 6

이색적 異色 6

이열치열 以熱治熱 6

이왕 已往 6

이윤 利潤 6

이지적 理智 6

이탈(하) 離脫 6

이팔청춘 二八靑春 6

이행(하) 履行 6

익사(하) 溺死 6

인가 隣家 6

인명 人命 6

인사유명 人死留名 6

인성 人性 6

인솔(하) 引率 6

인수(하) 引受 6

인자(하) 仁慈 6

인지상정 人之常情 6

인지 认知 6

인질 人質 6

일간 日间 6

일망무제 一望無際 6

일맥상통하다 一脈相通 6

일면 一面 6

일사천리 一瀉千里 6

일신 一身 6

일엽편주 一葉片舟 6

일자무식 一字無識 6

일장춘몽 一場春夢 6

일환 一環 6

임신 姙娠 6

임원 任員 6

입문 入門 6

입상 入賞 6

입양(하) 入養 6

입체 立體 6

잉태(되) 孕胎 6

자결(하) 自決 6

자국 自國 6

자명종 自鳴鐘 6

자문(하) 諮問 6

자부(하) 自負 6

자비롭다 慈悲 6

자사 自社 6

자상(하) 仔詳 6

자생(하) 自生 6

자서전 自敍傳 6

자선 慈善 6

자수(하) 自首 6

자원(하) 自願 6

자의 自意 6

자인(하) 自認 6

자재 資材 6

자정 子正 6

자책(하/되) 自責 6

자청(하) 自請 6

자칭(하) 自稱 6

자행(하) 恣行 6

작정(하) 作定 6

잠수함 潛水艦 6

잠재(하/되) 潛在 6

잡담(하) 雜談 6

잡비 雜費 6

장관 壯觀 6

장년 壯年 6

장대(하) 壯大 6

장려(하) 奬勵 6

장막 帳幕 6

장비 裝備 6

장성(하) 長成 6

장신구 裝身具 6

장애물 障礙物 6

장애인 障礙人 6

장정 壯丁 6

재구성(되) 再構成 6

재력 財力 6

재롱 才弄 6

재목 材木 6

재생(하/되) 再生 6

재수 財數 6

재앙 災殃 6

재정 財政 6

재조정(하/되) 再調整 6

재질 才質 6

재창조 再創造 6

재치 才致 6

저격(하) 狙擊 6

저격수 狙擊手 6

저력 底力 6

저속(하) 低俗 6

저주(하) 詛呪 6

저지(하/되) 沮止 6

저택 邸宅 6

저하(하/되) 低下 6

적령 適齡 6

적막하다 寂寞 6

적성 適性 6

적용(하/되) 適用 6

적자생존 適者生存 6

적자 適者 6



- 251 -

적장 敵將 6

적재적소 適材適所 6

적중(하) 的中 6

전갈 傳喝 6

전과 前科 6

전근 轉勤 6

전단지 傳單紙 6

전단 戰端 6

전담(하) 專擔 6

전당 殿堂 6

전락(하) 轉落 6

전망(하) 展望 6

전망 展望 6

전방 前方 6

전복(되) 顚覆 6

전사(하) 轉寫 6

전생 前生 6

전설 傳說 6

전성기 全盛期 6

전세방 傳貰房 6

전세 戰勢 6

전세 專貰 6

전속력 全速力 6

전송(하/되) 電送 6

전술(하) 前述 6

전술 戰術 6

전시실 展示室 6

전시장 展示場 6

전시회 展示會 6

전심전력 專心專力 6

전장 戰場 6

전전긍긍 戰戰兢兢 6

절감(하) 切感 6

절제(하) 節制 6

점선 點線 6

점포 店鋪 6

접견(하/되) 接見 6

접속(하/되) 接續 6

정감 情感 6

정결(하) 淨潔 6

정경 情景 6

정기 精氣 6

정녕 丁寧 6

정립(하/되) 正立 6

정색(하) 正色 6

정수 精髓 6

정숙(하) 靜肅 6

정열 情熱 6

정의(하) 定義 6

정의롭다 正义 6

정자 亭子 6

정절 貞節 6

정점 頂點 6

정정당당 正正堂堂 6

정제하다 精製 6

정중하다 鄭重 6

정초 正初 6

정치하다 精緻 6

제대(하/시키) 除隊 6

제물 祭物 6

제반 諸般 6

제복 制服 6

제안(하/되) 提案 6

제약(하/되) 制約 6

제재(하) 制裁 6

제조(하/되/시키)製造 6

제창(하/되 提唱 6

조난 遭難 6

조달(하/되) 調達 6

조롱(하/되) 嘲弄 6

조류 潮流 6

조리 調理 6

조립(하/되) 組立 6

조소 嘲笑 6

조식 早食 6

조약 條約 6

조정(하/되) 調停 6

조정 朝廷 6

조제(하/되) 調劑 6

조처(하) 措處 6

조형 造形 6

조회 朝會 6

족보 族譜 6

존속(하/되) 存續 6

존엄 尊嚴 6

종사자 從事者 6

종적 蹤迹 6

종족 種族 6

종파 宗派 6

종횡 縱橫 6

좌상 座上 6

좌우명 座右銘 6

주간 主幹 6

주공 主攻 6

주력(하/되) 注力 6

주례 主禮 6

주목(하/되) 注目 6

주석 注釋 6

주식 株式 6

주옥 珠玉 6

주자 走者 6

주재료 主材料 6

주재 駐在 6

주조(하) 鑄造 6

주택지 住宅地 6

준칙 準則 6

중략 中略 6

중류 中流 6

중립 中立 6

중매 仲媒 6

중반 中盤 6

중상(하) 重傷 6

중성 中性 6

중식 中食 6

중첩(하/되) 重疊 6

중추 中樞 6

즉석 卽蓆 6

증기 蒸氣 6

증대(하/되/시키)增大 6

증산(되) 增産 6

증조부 曾祖父 6

증조 曾祖 6

지경 地境 6

지략 智略 6

지면 紙面 6

지배인 支配人 6

지배자 支配者 6

지사 支社 6

지성 知性 6

지압(하) 指壓 6

지연(되) 遲延 6

지옥 地獄 6

지점 地點 6

지체(하) 遲滯 6

지칭(하) 指稱 6

지표 指標 6

직결(되) 直結 6

직물 織物 6

직분 職分 6

진공 眞空 6

진급(하) 進級 6

진수성찬 珍羞盛饌 6

진술(하) 陳述 6

진영 陣營 6

진흥 振興 6

질색(하) 窒塞 6

질식(하/되/시키)窒息 6

징발 徵發 6

징벌 懲罰 6

징수 徵收 6

징역 懲役 6

차액 差額 6

차원 次元 6

찬미(하) 讚美 6

찬탄(하) 讚嘆 6

참상 慘狀 6

참전(하) 參戰 6

창공 蒼空 6

창백하다 蒼白 6

창안하다 創案 6

창출(하/되) 創出 6

채식 菜食 6

채용(하/되) 採用 6

채택(하/되) 採擇 6

처자 妻子 6

처형(하) 處刑 6

척도 尺度 6

천국 天國 6

천기 天機 6

천당 天堂 6

천대(하) 賤待 6

천리 天理 6

천명(하) 闡明 6

천벌 天罰 6



- 252 -

천적 天敵 6

천지개벽 天地開闢 6

천진난만 天眞爛漫 6

천하절경 天下绝景 6

철수(하/되/시키)撤收 6

철퇴(하) 撤退 6

청렴(하) 淸廉 6

청빈(하) 淸貧 6

청사 廳捨 6

청산 靑山 6

청원(하) 請願 6

청주 淸酒 6

체결(하/되) 締結 6

체재 體裁 6

체제 體制 6

초속 秒速 6

초안 草案 6

초월(하/되) 超越 6

촉감 觸感 6

촉진(하/되/시키)促進 6

촌락 村落 6

총체적 總體 6

총총 悤悤 6

최전선 最前線 6

추궁(하) 追窮 6

추론(하) 推論 6

추리(하/되) 推理 6

추상화 抽象化 6

추세 趨勢 6

추적(하) 追跡 6

추진(하/되/시키)推進 6

축원(하) 祝願 6

춘추 春秋 6

출두(하) 出頭 6

출산(하) 出産 6

출전(하/시키) 出戰 6

출현(하/되) 出現 6

충격 衝擊 6

충당(하/되/시키)充當 6

충만(하/되) 充滿 6

충전(하/되/시키)充電 6

충족(하/시키) 充足 6

취업난 就業難 6

취재(하/되) 取材 6

취향 趣向 6

측량(하/되) 測量 6

측은하다 惻隱 6

치명적 致命 6

치사(하/스럽) 恥事 6

친교 親交 6

친근감 親近感 6

친숙(하) 親熟 6

친정 親庭 6

친지 親知 6

칠흑 漆黑 6

침공(하) 侵攻 6

침략 侵略 6

침범(하) 侵犯 6

침상 寢牀 6

침식 侵蝕 6

침울하다 沈鬱 6

침입(하) 侵入 6

침투(하) 浸透 6

칭호 稱號 6

타락(하) 墮落 6

타박상 打撲傷 6

탄성 彈性 6

탄환 彈丸 6

탈락(하/되) 脫落 6

탈모 脫毛 6

탈피(하) 脫皮 6

탈환(하) 奪還 6

탐색(하) 探索 6

탐험(하) 探險 6

태고 太古 6

토로(하) 吐露 6

토산물 土産物 6

토산품 土産品 6

토착화 土著化 6

통고(하/되) 通告 6

통보(하) 通報 6

통제(하) 統制 6

통탄(하) 痛歎 6

통합(하/되/시키)統合 6

퇴각(하/시키) 退却 6

퇴치(하) 退治 6

퇴폐(하) 頹廢 6

퇴폐적 頹廢 6

투기 投機 6

투명도 透明度 6

투신(하) 投身 6

투옥(되) 投獄 6

투입(하/되) 投入 6

투표(하/시키) 投票 6

특질 特質 6

특효약 特效藥 6

파동 波動 6

파란곡절 波瀾曲折 6

파렴치(하) 破廉恥 6

파면 罷免 6

파산(하) 破産 6

파악(하) 把握 6

파직(하/되/시키)罷職 6

판결(하/되) 判決 6

판서 判書 6

판정(하) 判定 6

패권 覇權 6

패자 敗者 6

패전(하) 敗戰 6

팽창(하) 膨脹 6

편도 片道 6

편파 偏頗 6

평민 平民 6

평정(하) 平靜 6

폐기(하/되/시키)廢棄 6

폐기물 廢棄物 6

폐단 弊端 6

폐막식 闭幕式 6

폐물 廢物 6

폐쇄(하/되) 閉鎖 6

폐수 廢水 6

포부 抱負 6

포착하다 捕捉 6

포화 飽和 6

폭소 爆笑 6

표명(하/되) 表明 6

표본 標本 6

표지 表紙 6

표지판 標識板 6

표출(하/되/시키)表出 6

품목 品目 6

품위 品位 6

풍랑 風浪 6

풍상 風霜 6

풍수 風水 6

풍토 風土 6

풍향 風向 6

피고 被告 6

피로연 披露宴 6

필경 畢竟 6

필사적 必死 6

필시 必是 6

*필자 筆者 6

학도 學徒 6

학령 學齡 6

학벌 學閥 6

한량(없) 限量 6

한사코 限死 6

한약방 韓藥房 6

한탄 恨歎 6

할부 割賦 6

함량 含量 6

함양 涵養 6

함정 陷穽 6

함축(하/되/시키)含蓄 6

합세(하) 合勢 6

합심(하) 合心 6

합장(하) 合掌 6

항렬 行列 6

항변(하) 抗辯 6

항복(하/시키) 降伏 6

항쟁 抗爭 6

항해(하) 航海 6

해독(하) 害毒 6

해명(하) 解明 6

해병 海兵 6

해부(하/되) 解剖 6

해산물 海産物 6

해설(하) 解說 6

해소(하/되) 解消 6

해수욕 海水浴 6

해수욕장 海水浴場 6

해이하다 解弛 6

해저 海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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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초 海草 6

행렬 行列 6

행방불명 行方不明 6

행사(하) 行使 6

행색 行色 6

행성 行星 6

행차(하) 行次 6

향수 鄕愁 6

향수 享受 6

향연 饗宴 6

향유(하) 享有 6

허구(하) 許久 6

허구 虛構 6

허망하다 虛妄 6

허사 虛事 6

허심탄회 虛心坦懷 6

허영 虛榮 6

허용(하/되) 許容 6

허탈하다 虛脫 6

헌법 憲法 6

혁신 革新 6

현명(하) 賢明 6

혈통 血統 6

혈혈단신 孑孑單身 6

혐오(하) 嫌惡 6

혐의 嫌疑 6

협박(하) 脅迫 6

협잡(하) 挾雜 6

협정 協定 6

형사 刑事 6

형상 形象 6

형체 形體 6

형형색색 形形色色 6

혜택 惠澤 6

호기 豪氣 6

호남 好男 6

호령(하/되) 號令 6

호사스럽다 豪奢 6

호화롭다 豪華 6

혹여 或如 6

혹자 或者 6

혹평(하) 酷評 6

혼성 混成 6

혼합(하/되/시키)混合 6

혼합물 混合物 6

혼혈 混血 6

홀연 忽然 6

화기 和氣 6

화랑 画廊 6

화병 火病 6

화보 畵報 6

화상 火傷 6

화식 火食 6

화신 化身 6

화염 火焰 6

화원 花園 6

화자 話者 6

화제 話題 6

화중지병 畫中之餠 6

화초 花草 6

화친(하) 和親 6

확률 確率 6

확립(하/되) 確立 6

확보(하/되) 確保 6

확신(하) 確信 6

확장(하/되) 擴張 6

환각 幻覺 6

환기 喚起 6

환불 還拂 6

환산(하) 換算 6

환전 換錢 6

황폐하다 荒廢 6

회갑 回甲 6

회관 會館 6

회담(하) 會談 6

회신 回信 6

회자정리 會者定離 6

회전(하/되) 回轉 6

회한 懷恨 6

획득(하) 獲得 6

획일화 劃一化 6

횟수 回數 6

횡재(하) 橫財 6

횡포(하) 橫暴 6

효용 效用 6

후대(하) 厚待 6

후진(하) 後進 6

후퇴(하) 後退 6

훈계(하) 訓戒 6

훼방(하) 毁謗 6

훼손(하/되) 毁損 6

휴게실 休憩室 6

흔적 痕跡 6

흠모하다 欽慕 6

흡사(하) 恰似 6

흥행(하/되) 興行 6

희로애락 喜怒哀樂 6

희롱(하) 戱弄 6

희열 喜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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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Research on Sino-Korean words

for Chinese Learners

Ma Jin-Shan

In order to select and assess Sino-Korean words for Chinese learners,

combining subjective method with objective method-meta analysis, this study

aims to design the curriculum,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practical

Sino-Korean words by the cognitive distinction of Chinese learners.

Sino-Korean words take great portion in Korean vocabularies with their

excellent power in assisting to create new words. Also they melt into daily

language life, so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mmunicate without them.

Particularly, so many abstract concepts and academic terminologies in professional

or /and specialized areas largely consist of Sino-Korean words. Therefore, the

education of Sino-Korean words is very important for the situation where Korean

is learned as a foreign language. So, it is supposed to be positive to get the

learners whose mother tongue is Chinese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the

importance of learning Sino-Korean words and to help them expand Korean

vocabularies in large quantities through this attempt.

To examine the awareness, the status of usage and the education of

Sino-Korean words, this research selected both 63 teachers who are engag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4-year university students with intermediary and

advanced level in Chinese universities and carried out a survey. The collected

data through questionnaires were specifically and statistically processed and

analyzed by SPSS and Excel. In addition, 160,000 letters of their essays and

questionnaires were scrutinized in case of errors.

This study used the eclectic method that combines Meta analysis. For the

selection of Sino-Korean words, this study used Meta-measurement to extract

Sino-Korean words from the basic corpus comprising 13 kinds of integrated

Korean language text books (50 volumes) published in China as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6 reference books that had been used for previous studies

in Korea.

The selection criteria for Sino-Korean words were the frequency of appearance

in texts, difficulty, repetition among or between references and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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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Through these processes of selection, 4,950 Sino-Korean words were

chosen and ranked on the basis of class standard of meta-measurement reference

books and of the frequency of appearance in the integrated text books. For

grading them, the frequency of appearance in text books by level, difficulty,

familiarity and learner’s acceptance were considered. As the resultof the gradation,

1000 Sino-Korean words were assigned for basic level, 1700 for intermediary and

2250 words for advanced level.

On the basis of the word list of Sino-Korean words selected in this study, the

contents for teaching and learning Sino-Korean language were prepared through

typological, semantic and pragmatic comparison analysis with Chinese language

and suggested definitive and socio-cultural strategies based on meaningful

learning strategy as desired method of effective Sino-Korean learning for Chinese

learners, and proposed effective Sino-Korea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in classroom, this study

also confirmed learning effect before and after class by dividing the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controlled group and experimental one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Sino-Korean words in integrated textbooks

published in China as well as combining meta -measurement analysis and

subjective method, this study, unprecedentedly, intended to select and assess

Sino-Korean wor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hose target is

Korean-learning Chinese students. Having selected and graded Sino-Korean

word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for the basic data for the Chinese

learners’ Chinese lexicon class and built the corner stone for helping develop

Korean textbooks and Sino-Korean words dictionary for Chinese learners,

including selecting and assessing the Sino-Korean words for educational term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In addition, It has characterized the error

(stereotyping error) shown in Sino-Korean learning, sought for a learning

strategy based on Chinese learners’ knowledge on their mother tongue (say,

based on intrinsic cognitive abilities) and proposed the contents and methods for

practical Sino-Korean teaching and learning.

Key Words: Selection of Sino-Korean words, Sino-Korean words learning,

Mother-Tongue Effect, Error Analysis, Comparison Analysis,

Meaningful Learning Strategy, Definitive and Socio-cultural

strategy, Sino- Korea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Student Number: 2007-3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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