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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L2 어휘 습득 영역의 ‘어휘부 중심적’ 어휘력 이론을 수용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이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네 가
지 차원의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에서 나타난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히고, 이를 한
자어 교수·학습의 목표, 내용과 방법에 적용시켜, 학습자들이 L2 한자어 어휘를 이
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
진다.
Ⅰ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L2 어휘 교수·학습 연구와 한국 한자어
교수·학습 연구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의의,
연구 방법을 밝혔다.
Ⅱ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어휘력에 관한 견해와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L2 어휘
습득에서 '어휘부 중심적' 어휘력 이론의 중요성과 연구의 내용을 검토했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은 한국 한자어 교수·학습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어휘력의 네 가
지 차원의 틀을 설정했다. 즉, 1 차원은 ‘L2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에 따른 한자어
형태 재인(再認, recognition) 능력’, 2 차원은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에
따른 한·중 한자어 어휘 지식 인식 능력’, 3 차원은 ‘L2 심리어휘부 조직에 따른
한자어 의미 관계 연상 능력’, 4 차원은 ‘L2 심리어휘부 입력과 출력에 따른 한국
한자어 이해와 표현 능력’이다. 또한 한·중 한자어의 형태와 의미에서 드러나는 특
성을 밝히고 대조함으로써 한국 한자어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했다. 각
유형에 따라 중국 북경대 <한국어 1-4> 부록에서 수록된 한자어를 추출하여 중
국인 학습자용 한자어 유형 목록을 만들었다. 또 추출된 한자어를 이용하여 논문
Ⅲ장에서 어휘력의 네 가지 차원에 따른 한자어 테스트 내용을 설계했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한자어의 음운, 형태와 의미 등 어휘 지식 습
득 양상, 각 유형에 따른 습득 난이도와 문제점을 밝히기 위하여 네 가지 차원의
어휘력 틀에 따라 설계된 한자어 테스트를 실시했다.
3.1절에서는 L2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에서 한자어의 음운, 철자, 형태소 이 세
가지 어휘 형태 요소가 한자어 의미 접근에서 나타내는 습득 양상과 특성을 단어
재인(再認) 테스트를 통해 밝혔다.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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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시각 어휘 형식에 속한 한자어 한글 형태
소와 한자 형태소 습득이 청각 어휘 형식에 속한 한자어 발음 습득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자어의 발음 지식이 한자어 교수·
학습의 중점이자 난점임을 시사한다.
3.2절에서는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 모델을 적용하여 한·중 한자어 음운,
형태소, 의미 등 어휘 지식에서 나온 동질성과 이질성이 L2 한자어 어휘 지식 습
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한·중 한자어 의미 인식’ 등 한자어 어휘 지식 인식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
시했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 지식 인식 테스트에서 드러난 습득 양상과
특성에 대해 각각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했다.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
를 통해서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 발음 습득이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 발음 습득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를 통해서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동형·중이형
(韓同形·中異形) 한자 형태소 습득이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 형태소
습득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한·중 한자어 의미 인식 테스트에
서는 한·중 동형동의(同形同義) 한자어, 동형부분이의(同形部分異義) 한자어와 동
형완전이의(同形完全異義) 한자어의 의미 상관성 인식에 대하여, 초·중급 학습자
들 간, 각 한자어 유형들 간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가 한·중 한자어 의미 차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성 인식 결과를 통해, 한·중 동형부
분이의(同形部分異義) 한자어와 한·중 동형완전이의(同形完全異義) 한자어가 한자
어 의미 교수의 중점 내용이자 학습의 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3.3절에서는 한국 한자어 심리어휘부 조직에서의 한자어 의미 관계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네 가지의 품사 유형별로 각각 다
섯 개의 출현빈도가 높은 한자어를 선정했다. 이어서 이들을 한자어 연상 테스트
내용으로 삼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다. 한자어
연상 테스트 결과의 통계분석을 통해 각 유형의 한자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연상어 산출 양상을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해 보았는데,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
어 연상어에서 나온 결합적 의미 관계 연상어와 계열적 의미 관계 연상어의 빈도
와 백분율이 한국인 모어 화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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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리어휘부 조직이 이뤄지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의미 관계 교육에서 한자어와 연어적이고 결합적인 의미 관계를 갖는 단어들을 교
육 내용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Ⅳ장에서는
한·중 한자어 코퍼스-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자어와 자주 결합하고 전형적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교수가 마지막으로 귀납해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문장 짓기’ 등 유
효한 한자어 의미 관계 교수 방법을 제안했다.
3.4절에서는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한자어 이해 어휘 테스트
와 표현 어휘 테스트를 설계하여 실시했다. 한자어 이해 테스트는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 병용 여부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어떠한 습득 양상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밝혔다. 한자어 선다형 이해 테스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한자 형태소
병용 집단 학습자의 한자어 이해 정확도가 한글 형태소 제시 집단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 지식이 한자어 의미 이해에서 중요한 매개이고 한자어 의미 이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한자어의 한글 형태소
로부터 한자 형태소를 추측하거나 인식하는 능력 배양을 한자어 어휘력 신장을 위
한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자어의 여섯 가지 유형에 따
른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습득 난이도를 밝히기 위해, 본 연
구는 한·중 번역 테스트와 중·한 번역 테스트를 설계하고, 그 이해와 표현 어휘 테
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표현적 한자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84 명의 중국인 초·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주제 작문을 수집함으로써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했고, 중국인 학
습자가 한자어 표현에서 보이는 한자어 사용 양상과 오류 유형을 '형태적 오류', '
문법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 등 세 가지 오류 유형을 나눠서 그 오류 양상과 오
류 원인을 밝혔다.
Ⅳ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한자어 어휘력 네 가지 차원의 테스트에서 나
온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한자어의 교수·학습 목표, 내용과 방법
을 탐색했다. L2 어휘력의 네 가지 차원에서 한국 한자어 교수·학습의 목표를 세
웠고 이에 맞춰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한자어 음운, 형태, 의미 대조에 따
른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했다. 한국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수법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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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입·출력 가설’에 근거하여 '한자어 형태 초점의 의미 이해 교수법'과 '한자
어 의미 초점의 형태 표현 교수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은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에
대한 검증 분석인데 각각 사전 검사 테스트와 사후 검사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의 유효성을 통계분석으로 검증했다.
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본 연구는 어휘력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어휘
지식 중심적’ 어휘력 연구의 단편적인 틀을 벗어나, 통합적인 '어휘부 중심적' 어휘
력의 네 가지 차원에서, 한·중 한자어의 주요한 특성을 감안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테스트 결과에 드러난 습득
양상과 특성, 습득 난이도를 바탕으로 한국 한자어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을 설
정하고 그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의 유효성을 실제 수
업 운영을 통해 검증했다. 끝으로, 본 논문의 미진한 연구 내용과 미래의 추진 방
향을 제시했다.

* 주요어: 한국 한자어, 어휘력, L2 어휘 형태 재인, L1과 L2 어휘 지식 인식,
L2 어휘 의미 관계 연상, L2 어휘의 이해와 표현, 한자어 교수법
* 학 번: 2009-3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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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1.1. 연구 목적
윌킨스(Willkins, 1972)는 언어 사용에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하여 “문법이 없이
는 의미가 거의 전달되지 않지만, 어휘가 없으면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강현화, 2001:2). 또한, 루이스(Lewis, 1993:196)는 “언어는 단어와
문법이 아닌, 어휘의 정수이다(Language is not words and grammar, it is
essentially lexical)”라고 말할 정도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역설하였다
(김소정, 2003:14). 이에 따르면 어휘는 제2 언어 습득에서 가히 핵심적인 부분이
라고 볼 수 있는데 언어 교육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 또한 어휘의 구사 능력인
어휘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형성하므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기본적
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어휘 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견주어 보면 상대적으로 홀대받았으며, 구체적인 교수·학
습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편이었다(한재영, 2010:15). 그런데 요즘에는 문
법보다 어휘를 외국어 교육의 중심에 놓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L2 어휘 교수·학습
에 대한 연구 시각도 전통적이고 단편적인 어휘 교수·학습 방법에서 탈피하여 어
휘 사용의 창조성이나 능동성, 어휘의 입력과 출력, 심리어휘부의 양과 질 신장 등
어휘 교수·학습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휘를 습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이션(Nation, 2001)은 어
휘의 습득을 아래 <표 Ⅰ-1>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단어의 형태, 단어의 의
미, 단어의 사용’이라는 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1) 네이션(Nation, 2001)은 <표 Ⅰ-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어휘 지식을 이해적 어휘지
식과 표현적 어휘지식을 나누는데 R이 이해 어휘 지식(receptive knowledge)을 가리키고
P가 생산적 어휘 지식(productive knowledge)을 가리킨다. 이해적인 어휘 지식이란 듣기
나 읽기를 통해 언어의 입력을 받고 단순 번역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고, 표현적인 어휘 지식이란 말하기나 쓰기를 통해 언어의 형태를 생산하는 것
이며 이 두 가지 어휘 지식은 다양한 종류의 언어 지식과 사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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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네이션(Nation, 2001)에서 제시한 L2 어휘 습득 내용

형태
(form)

의미
(meaning)

사용
(use)

구어(spoken)

R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가?
P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문어(written)

R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P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단어 구성소
(word parts)

R 단어에서 어떤 구성소를 인식할 수 있는가?
P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어떤 단어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가?

형태와 의미
(form &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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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과
지시대상
(concept &
refe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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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상 관계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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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적 기능
(grammatica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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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관계
(collocations)

R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어떤 단어 유형과 함께 출현
하는가?
P 이 단어를 어떤 단어나 단어 유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제약
(constraints on
use)

R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 단어를 접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P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 단어를 사
용할 수 있는가?

단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형태’는 구어, 문어, 품사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어휘 입력의 이해력 측면은 단어의 소리(발음)와 모양(철자)의 인지, 품사의
구별, 의미와 개념의 이해, 문법 안에서 어떤 형태로 쓰이는가에 대한 이해, 연어
구 문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어떤 문장에서 어느 때에 빈번하게 쓰
일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이해력을 의미한다. 그 반면에 어휘 출력의 표현력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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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어의 발음, 철자 쓰기, 문장 안에서 필요한 품사에 맞는 단어의 선택, 문장에
서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 동의어의 선정, 연어구 문장에서 어떻게 쓸 것이
며,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변형시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력을 의
미한다.
슈미트(Schmitt, 1997)는 어휘 연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어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습득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L2 어휘의 습득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심
리어휘부에 기반하는 어휘 판단 과제와 단어 연상 등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도
어휘 습득연구의 진행에 따라 나왔다. 또한 어휘는 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능
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휘를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모국어의 사용에 있어도 그러한데 L2 언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그 언어의 어휘를 모두 이해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L2 습득에 있어서
고급 단계로 갈수록 어휘 항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읽기나 듣기뿐만
아니라 쓰기나 말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체계
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의 대학에서는 어휘교육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주로 독해를 위한 것으로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계적 암
기가 한국어 어휘 학습의 주된 방법이 되고 있는 상황이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익힐 수 있는 능력 발달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L2 어휘 사용의 4가지 기능을 듣기와
읽기를 포함한 어휘 이해 기능과 어휘 표현 기능으로 나누고, 어휘 표현 기능에
앞서 어휘 이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국어 어휘
이해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어휘를 눈으로 보고 익히는 기존의 어휘
학습법에서 더 나아가 귀로 들으면서 혹은 입으로 말하면서 익혀 학습자의 심리어
휘부로 내재화시키면서 의사소통에서 어휘를 정확하고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 신장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본관(2011: 48)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습득·교육에 있어, 한자어는
어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고급어휘로 올라갈수록 전문 어
휘 등의 사용으로 인해 한자어의 출현 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어휘에서도 절반 정도가 한자어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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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어휘에서 한자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사용이 비교적 높다는 점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
습자에게 친숙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사이
에 음운·형태·의미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은 한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형일(2010: 143)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한국어가 비록 중국과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쓰고
있는 한자와 그 자형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한자를 거의 쓰고 있
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를 배우는 데 별 도움이 못 된다’는 중국인 학습자의 의견
을 지적했다. 한국의 한자어는 형식만 한자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한국 한자어와
대응된 중국 한자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음운, 형태, 의미와 사용 등 측면에서 변
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
어의 음운, 형태, 의미를 인지하고, 언어의 읽기와 듣기, 쓰기와 말하기에서 자유
롭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자어 습득 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 중 김중섭
(2004:236)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어 한자를 학습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 한자의 발음, 한자 쓰기, 한자 독해’의 순
이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한자 수업을 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
냐”는 질문에, ‘한자 독해, 한자 읽기, 한자 쓰기’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한자
교육에 있어서 ‘한자 독해, 한자 읽기 특히, 한자권 외국인들을 위한 발음, 한자 쓰
기’가 모두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중섭(2004)의 설문 조
사 분석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자어 학습을 위한 한자 교육이 매우 중요
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까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각 단계별 한자어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한자 학습이 필요함을 지적하기
도 했다.
그리고 김경령(2010:230)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유어, 한자어, 외래
어 습득 연구에서,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습득이 순차적으로 정답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테스트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 시간은 고유어가 가장
오래 걸렸고 외래어와 한자어 순으로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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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반응 시간과 정확도 간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었다. 즉 반응 시간이 오
래 걸릴수록 정확도가 높아졌다. 또한 외래어나 한자어의 경우 전반적으로 20%
정도의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반면에 고유어의 경우 정답률이 모두 50% 이상
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한자어나 외래어보다 습득하기 쉬운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주로 개념어나 추상어를 표현하는데 쓰이
고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야에서 정밀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기에 중
국인 학습자에게는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습득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중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
워하는 영역은 한자어로 나타났기에 고급 단계 학습자들을 위한 한자어 교육을 위
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서 반응 시간과 정확도 간에 반비례 관계기 이루어지는 원인을 밝히
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한점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고석주 외(2004:195)는 한국어 어휘 오류분석에서 중국어권 학습자의 어휘 오
류 비율이 제일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같은 한자어권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비율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본어
와 중국어의 문법 체계나, 한국의 한자어와 유사성에서 일본어가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 한자어를 배우는 데 있어 더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예
측하였지만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한자어 쓰임에서 나온 오류 유형과 원인을 자
세히 분석하지 않은 것이 한계점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김경령(2010)과 고석주 외(2004)의 논의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중국어와 한국어 언어 유형 차이
를 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의 습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외에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한
국 한자어의 음운, 형태, 의미 습득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이러한 어려
움을 겪는 원인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상 선행 연구의 검토에서 나온 문제점들과 함께, 어휘의 재인, 인
식, 연상, 그리고 이해와 표현 과정에서 그 한자어의 음운, 형태, 의미 등 어휘 지
식들의 습득 양상, 습득 난이도와 순서는 어떠한지, 그 한자어 지식들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별로 어떠한 발달 양상을 드러내는지, 한자어 어휘 지식과 유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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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습득 양상과 학습자 수준에 따른 습득 양상과 문제점이 한국 한자어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한자어
습득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L2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수·학
습의 목표, 내용을 재설정하고 그 목표와 내용에 맞추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한자어 연구 범위와 대상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어휘력의 4가지 차원에서 드러내는 습득 양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연구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자어 형태(발음, 한글 철자, 한자 철자)를 습득할
때, 한자어 의미 접근에서 어떠한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한·중 한자어의 음운, 형태소, 의미 등 어휘 지식들
간의 상관성(동질성과 이질성)과 유사성으로 인해서, 한자어 습득에 어떠한 영향
을 받는가?
셋째,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했을 때, 중국인 학습자들이 산출한 한국 한자어
연상어에서 나타나는 의미관계 유형과 특성은 어떤가?
넷째,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여섯 유형이 이해와 표현 과제에서 나타나는
습득 양상과 특성, 문어 말뭉치에서 나온 오류 양상, 유형 및 원인은 무엇인가?

1.2. 연구 의의
민현식(2000)은 지적한 바와 같이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 선택
과 바른 문장 구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어휘 교육의 측면에서
는 이를 위해서 어휘의 양과 질을 고루 향상시켜 이를 바탕으로 일물일어(一物一
語)의 원칙과 적어적소(適語適所)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휘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자에게 의
사소통 능력 신장을 최종적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국어 어휘 교육은 더욱이 어휘
지식 위주의 단편적 교육 관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문맥이나 상황에서 어휘의 이
해 혹은 표현 등 어휘 사용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어휘력 신장 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육의 의의는 다음과
- 6 -

같다.
첫째, 어휘지식 중심의 단편적 교육에서 어휘력 중심의 통합적 교육으로의 전환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어휘 교육은 주로 어휘 지식 중심
으로 1990년대 초까지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어휘지식 중심의 단
편적이고 정적(靜的)인 어휘 교육은 한국어 어휘 교수·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어휘 지식 위주로 하는 어휘 교육은 학습자에게 어휘의
양을 향상하고 어휘의 이해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었지만 어휘의 표현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휘부-중심의 어휘력 향상을 위
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어휘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L2 어휘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이중언어 어휘력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인지심리언어학 연구가 발달하면서 모어 화자의
언어 발달 과정이나 언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L2 학습자
가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L1 모국어의 어휘 계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L2 어휘 습득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중언어 어
휘 지식의 재인, 회상, 입력, 저장, 출력 등 인지적 과정을 밝힘으로써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의 어휘 지식 표상이 언어 수행에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연구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 가설은, L1 모국어 어휘
지식이 L2 어휘 습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해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L2 어휘 교육이, 단일어로서의 어휘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L1 어휘의 영향을
강조하는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에 있는 두 언어 어휘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
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해 어휘 중심의 교육에서 표현 어휘 중심의 어휘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
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L2 어휘 교육은 어휘 지식을 위주로 교수하기 때문에 어
휘 표현 중심의 교육을 소홀히 진행하여 왔다.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도 이해
표현 능력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많은 실증적 연구로 확인되기도 했다. 어
휘력 신장을 위한 어휘 교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2 어휘 교육 시의
교수·학습 지도 방법은 어휘 이해 능력의 배양에서 출발하여 동시에 어휘 표현 능
력의 배양까지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습자의 표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사가 언어 현장의 어휘 교수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더 많은 생산적 어휘 연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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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L2 말하기와 쓰기, 번역하기 등 어휘 능력을 신장하게 하는 식의 통합적인
어휘 교수 방법과 교수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어 한자어 교수·학습에 관한 선
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저자들의 주요 관점과 논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논문은 주로, 한국어 어휘 교
육을 위한 한자나 한자어 목록 선정,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 혹은
한자어의 교수·학습 방법, 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대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왔다. 이 가운데 한국 한자나 한자어 목록 선정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정승
혜(1998), 강현화(2001), 김지형(2003), 한재영(2003), 김정남(2005), 유미상
(2008), 설혜경(2010) 등이 있다. 한자어 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로는 김중섭
(1997)과 이영희(2008)가 있다. 한자어 교재 개발 및 분석에 대한 연구로는 문금
현(2003)이 있고, 한자어 교육 방법론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김중섭(1997), 김지
형(2003), 김정남(2005), 김현정(2008), 설혜경(2010)이 있다. 한자 교육용 기초
한자를 선정하는 연구를 보면, 교육용 한자는 사용 빈도가 높고 조어력이 높은 한
자, 기초적인 한자 등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일치가 이루어졌지만, 기초
한자의 수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어 한자 교
육 실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내 대학 기관에서 실시하는 한자 교육의 현황을 보
여주고 있는데, 이영희(2008)는 해외 대학 중 한자 강의가 개설된 곳에 대해서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 한국학 백서를 참고하여 정리해 놓았다. 또한 한자어 교
재 개발 및 분석 연구는 기존에 발간된 모든 한국어 한자 교재의 특징과 학습할
한자의 수, 그리고 교재의 구성 방식과 그것들의 장·단점을 지적해 놓은 것이 있
다. 마지막으로 한자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이론적인 연구에 그
치고 있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방법론을 적용해 본
사례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한자어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연자(1984)에서는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 교육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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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 있어 어휘 확장과 한자 교육의 관련성을 언급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일주(1992)에서는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어
휘상의 문제를 한자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휘 학습 시 나타나는 학습자의
오류를 살펴보는 것이 어휘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는다.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각 언어권 및 단계별로 오류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
어야 할 것이다.
김중섭(1997)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한자 교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을 지적하
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학생이 신문이나 전문서적을 읽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해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
안에 관하여 제시하여 주목될 만하다.
강현화 외(2001ㄴ)에서는 한자를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한 어휘 교육의 보
조적 자료로 보고, 교재 내 한자어를 대상으로 조어력을 분석하였다. 높은 조어력
을 보이는 한자의 목록을 순위별로 정리하여, 한자 교재에 나타난 한자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한자어 교육의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교육용 기초 한자어의 목록과 이들 한자어를 구
성하는 기본 한자의 목록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논하였다.
오미남(2002)에서는 공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자의 이해가 학습자의 어휘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조사하고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문금현(2003)에서는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학습 단계별 교육 내용, 한자
어 학습 목록, 교수법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한자어가 전문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어휘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한자어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한자어 교재의 편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인의 사용 빈도, 난이도, 기초 기본 어휘 우선순위, 구어와 문어
의 조화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학습해야 할 한자와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또
한 매우 실용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문
금현(2003)은 한자어에 대한 한국인의 사용 빈도, 난이도, 기초 기본어휘 우선순
위 구어와 문어의 조화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학습해야 할 한자와 한자어 목록을
마련하기 위해서 5단계 작업을 실행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현대 국어 사용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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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사>(조남호, 2002)에 제시된 한자어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1, 2단계의 것들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선정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구어 자료에 많이 나오
는 한자어를 사용 빈도와 난이도에 의해서 나누었다. 4단계에서는 앞 단계 작업에
서 마련한 목록을 바탕으로 세 목록에 공통 출현한 한자어를 최종 학습 목록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조남호(2002)에서 제시한 한국인의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참고
하여 초급, 중급1, 중급2, 고급으로 분류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한자 학습보다
는 한자어에 대한 학습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쓰기보다는 읽기 위주의 학습에 대
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자 자체의 형성 원리나 한자의 필순에 대한 비중
은 줄인 가운데 교육 방안으로 한자의 제자 원리에 의한 학습법, 한자어의 구성
방식에 따른 학습법, 관련 어휘에 의한 학습법, 신어 형성에 의한 학습법, 이야기
에 의한 학습법, 기타 다양한 학습법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김지형(2003)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기본문형과 기본어휘를 습득하기 때문에 한
자어 교육은 중급 단계부터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한자권 학습자는 어휘
력 확장에 초점을 두고, 한자권 학습자의 경우 발음 교육 및 어휘 대조를 통한 차
이 이해 등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한재영(2003)에서는 효용성(어휘 생산성), 사용 빈도 및 활용 양상 그리고 난이
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학습용 한자 목록
1308개를 제시했다.
이영희(2004)는 그림을 이용하여 한자의 뜻을 재미있게 설명한 한자 학습사전
을 편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미있고 구체적인 한자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희(2004)는 한국어와 중국어 기본 어휘에 나타난 한자 어휘를 연구하는 목
적이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그
는 한·중 한자어를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동의이형어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한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와의 형태, 의미, 음운 측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이를 한국어 어휘 학습에 이용한다면 유용한 학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문금현(2005:85)에서는 플래시 카드 사용, 밑줄 친 한자어를 독음하기, 문장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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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한자어 찾아내기, 괄호 안에 한자어 쓰기, 한자어를 사용한 작문 연습, 한
자어 카드 뭉치로 문장 만들기, 이어서 이야기 만들기 등의 게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한자어 교수법을 제안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교수법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금현(2005)은 한자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한자
권 학습자의 경우는 초급부터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비한자권 학습자의 경우는 중
급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자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한자
와 한자어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자권 학습자의 경우는
자신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한자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으므로 한자 자체
에 대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한자의 독음과 의미 습득을 중심으로 교육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금현(2005)의 제안을 감안하여 한국어 한자
어의 독음이 대응된 중국어 어휘와 정연한 대응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령 한·중
한자음 대조를 통해 한국어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 추측하고 이어서 한·중 한자어
형태소 간의 차이를 변별하고 한·중 한자어 유형에 따라 정확한 한국어 한자어 의
미를 습득하는 것이 이상적인 한자어 교수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영희(2008)에서는 『한국어 학습 사전』의 한자어 표제어 3297개를 위주로
조어력을 산출하여 교육용 한자 595개를 추출했다. 그는 한자권과 비한자권 학습
자들이 한자어 교육에서 공통으로 교육되어야 할 부분과 별도로 교육되어야 할 부
분에 대해 따로 논의하였고 이러한 한자 조어력에 기초한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
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한자어 어휘 교수법으로 한자어 접사를 이용
한 한자어 파생어 교수법, 의미 지도를 이용한 한자어 어휘 교수법, 다양한 한자성
어 교수법, 뉴스를 활용한 한자어 어휘 교수법, 학습 단계에 따른 한자 읽기를 통
한 한자어 어휘 교수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 단계에 따른 한자 읽기
에서 초급용으로는 간판 한자 읽기, 중고급용 신문 제목 한자 읽기, 최고급용 한자
혼용 텍스트를 제안하고 있다.
제효봉(200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를 배울 적에 한자어 6가지
유형 간의 쓰임에 있어서 학습자가 많이 범할 수 있는 한자어 오류 양상을 분석하
였고 제2 언어습득 영역의 ‘전이이론’을 응용하여 그 오류 원인을 분석했다.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동형동의어(긍정적 전이), 동형이의어(완전이의,
부정적 전이), 동형이의어(부분이의, 긍정적 전이+부정적 전이), 한·중이형어(완전
이형AB-XY, 무전이), 한·중이형어(부분이형, 긍정적 전이+부정적 전이), 한·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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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어(역순어(逆順語), 긍정적 전이+부정적 전이)의 6가지의 유형과 그 오류 요인
을 각각 분류하고 논의했다.
설혜경(2009)은 육서법을 이용한 한자 교육으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문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한자의 조어 방법 교육으로 그림을 이용한 교
육, 의미망을 활용한 교육, 파생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한자문화권 학
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 선정에 연구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한 교육용 한
자를 활용한 교육 방법의 제시 측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
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마금선(201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자어 교육법을 모색했
는데 특히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 첫째, 중국 대학
교 한국어학과의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자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
상 및 교육 실태에 대하여 고찰했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의 글짓기와 설문지를 이
용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자료에 대한 오류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한자어 활용에서
의 오류 생성 원인을 분석했다. 셋째, 메타 계량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결합하는
절충적 방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한자어를 선정하였다. 넷
째,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생성하는 오류를 유형화하고 한자어와 중
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어 지식, 즉 내재된 인지 능
력에 기초한 학습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한자어 교수 학습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였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한자어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한자문화
권에 속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모국어 어휘 지식이 한자어의 음운, 형태와 의
미 등 어휘 지식들을 학습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력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한자어 테스트
를 하고 그 결과에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 어
휘지식 습득에서 나타낼 수 있는 보편적인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힐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실증적 연구이다. L2 어
휘 습득 영역의 어휘력 이론을 수용하여 실증적 어휘력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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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자어 습득 양상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한·중 한자어 형태·의미
대조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의 특성을 근거로, 한국 한자어를 여섯 가지 유형을 재
분류하고 이에 따라 북경대 『한국어 1-4』에서 나온 한자어를 추출하고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삼고 유형화한다. 이 때 검사용과 교육용 한자어 어휘 목록의 선정
은 주로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어1-4』(2001)와 한국 국립국어원에
서 편찬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2003)에 수록된 한자어를
바탕으로 추출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한자어에 대한 처리의 일환으
로 한·중 대조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의 한자어로 재분류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
았다. 그 선정된 한자어 유형은 일차적으로 ①‘동형동의어’, ②‘이형동의어(형태소
도치)’, ③‘이형동의어(부분이형)’, ④‘이형동의어(완전이형)’, ⑤‘동형이의어(부분이
의)’와 ⑥‘동형이의어(완전이의)’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중의 ‘⑤동형부
분이의어’는 다시 2차적으로 ‘한국어 한자어 의미 범위가 중국어 한자어의 의미 범
위보다 좁은 경우(한＜중)’, ‘한국어 한자어 의미가 중국어 한자어의 의미와 중첩
한 것도 있고 각각 다른 것도 있는 경우(한∩중)’와 ‘한국어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중국어 한자어의 의미 범위보다 넓은 경우(한＞중)’ 등 세 가지의 하위 유형을 나
누었다. 또한 초급 수준에 속한 한자어를 선정하여, 어휘력 네 가지 차원의 틀에서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 내용을 설계하여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다.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 결과에 대
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할 것이다. 한자어 표현어휘에 대한 연구는 총 84
명의 중국인 초·중·고급 학습자의 주제 작문으로 구축된 학습자 코퍼스를 분석하
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표현에서 나온 한자어 사용 양
상과 오류 유형 및 원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인 초‧중
급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력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이들이 한자어를 습득하
는 과정에서 한자어 어휘력의 네 가지 차원, 한자어의 여섯 가지 유형, 한국어 숙
달도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태와 양상의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한국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 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에서 나타난 습득 양상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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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난이도와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한자어 교수·학습의 목표, 내용과 방법을 밝
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3
년 5월 10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한자어 교수·학습 수업을 운영하고, 이들
수업의 교수 효과를 한자어 어휘력 사전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의 결과 비교를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나온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의 구체적 내용은 ‘검사 항목’,
‘검사 세부 내용’, ‘검사 대상’과 ‘검사 기간’ 등 항목을 나누어 다음 <표 Ⅰ-2>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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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 수험자 정보
장절

검사 항목

세부 검사 내용

①한자어 발음 재인(再認) 테스트
한자어
재인

검사 대상2)
(소속, 숙달도와 인원수)

②한자어 한글 재인(再認) 테스트

JNU

③한자어 한자 재인(再認) 테스트

JNU

테스트

①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

초급

10

중급

10

초급

10

중급

10

초급

10

중급

10

초급

30

중급

30

초급

30

중급

30

초급

30

중급

30

초급

23

중급

37

모어

16

초급

42

중급

42

초급

20

중급

20

초급

20

중급

20

초급

30

중급

30

초급

30

중급

30

/

600

JNU

검사 기간

2012.10.01

JNU

2012.10.01

2012.10.01

2013.01.07

한·중
한자어
어휘지식

②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

JNU

2013.01.07

인식
Ⅲ장

테스트

한자어
단어 연상
테스트

③한·중 한자어 의미 인식 테스트

①중국인 학습자 한자어 단어 연상
테스트
②한국인 모어화자 한자어 단어 연
상 테스트
①이해 어휘 테스트a

JNU

JNU

SNU

한자어
어휘와

②이해 어휘 테스트b

Ⅳ장

JNU

①사전 테스트

JNU

교수·학습
효과 검증
테스트
총계

2011.10.17

2012.12.26
③표현 어휘 테스트
(중·한 번역)

한자어

2012.05.24

JNU

(한·중 번역)

표현 어휘
테스트

2012.04.05

JNU

(선다형 테스트)
이해

2013.01.07

②사후 테스트

2013.05.10

JNU
/

/

2013.06.01
/

2)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는 중국 산동성 제남대학교(JNU: Jinan University)의 초·중급 학습
자와 한국 서울대학교(SNU: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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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한국 한자어 교육의 이론적 토대

본 논문은 어휘력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습
득 양상과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Ⅱ장에서는 우선 ‘L2 어휘 교
육과 어휘력’과 ‘한자어의 개념 및 체계’ 의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
한자어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L2 어휘 교육과 어휘력
국어 어휘 교육은 물론 L2 어휘 습득 교육 영역에서도 어휘력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의 Ⅱ장 1절에서는 한국 한자어 교육의 목표와 내
용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다차원적인 어휘력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교육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어휘
력의 구성을 네 가지 차원으로 세우고자 한다.

1.1. 어휘력의 정의
‘어휘력(vocabulary competence, vocabulary ability)’3)이란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 목록의 범위, 또는 개인 화자가 동원할 수 있는 어휘 목록의 범위를 말한다.
‘어휘력’이라는 개념은 대개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어휘의 양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어휘란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측면의 어휘력이 모
두 신장되어 언어 사용 능력이 확장되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해 어휘뿐만 아니라 표현 어휘까지 신장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를 제고하여 어휘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3) ‘vocabulary competence’이라는 번역어는 『국어 교육학 사전』(1998)에서의 정의를 참
조하고 ‘vocabulary ability’라는 번역어는 리드(Read, 2000:28)에서의 정의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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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력’이라는 용어는 많은 선행 연구학자에 따라 ‘어휘력’으로 사용하거나 ‘어
휘능력’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여러 학자들은 어휘력의 내용을
각각 양적 혹은 질적으로 나누어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김광해,
1993)도 있고, ‘어휘 사용 능력(마광호, 1998)’으로 구체화하거나 ‘어휘력’으로 통
일하거나(손영애, 1992; 이충우, 2001), ‘어휘 능력(신명선, 2008)’으로 통일하는
등 논의들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신명선(2008:15)는 ‘어휘 능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어휘 교육의 목표를 상정하면서 ‘어휘 사용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즉, ‘어휘 사용 능력’은 ‘사용’에 초점을 둠으로
써 의도와 상관없이 ‘표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고, 또 지극
히 도구적, 실용적 관점을 내비쳐 ‘국어 문화 능력 함양’, ‘언어 의식 고양’, ‘국어
적 사고력’의 경우는 그 개념을 수정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어휘력’이
라는 용어가 이미 ‘지식’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역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
구자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어휘력’이라는 용어가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데다 이 용어를 ‘지식’으로만 국한되지 않도록 재개념화하는 것
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용어인 ‘어휘력’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리차드(Richards, 1976)는 어휘력을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관련된 일체
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손영애(1992)는 ‘어휘(능)력’을 ‘개개의 단어들에 대한 형
태, 의미, 화용에 관계되는 지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김광해(1993: 305-317)는 어
휘력이란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어휘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충우
(2001)에서는 ‘어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이라고 하였다.
1980년대 초에 미라(Meara, 1980)가 어휘 습득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어휘 습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L2 어휘 능력에 관한
개념 정의는 명확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
다. ‘어휘지식(vocabulary knowledge 혹은 lexical knowledge)’,

‘어휘 기능

(vocabulary ability)’,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 등의 용어가 관련 선행 연
구에서 혼란스럽게 쓰여 왔다. 특히 지앙(Jiang, 2004)과 미라(Meara, 1996)는
이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갖는데 어휘력에 관한 통일적 연구의 틀이 없다
면 L2 어휘 습득·교육 연구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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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먼저 L2 어휘 습득·교육 연구에서 어휘력에 관한 선행연구 성과물
들을 ‘'단어 중심적' 어휘력의 미시적 정의(word-centered definition)’와 ‘'어휘부
중심적' 어휘력의 거시적 정의(lexicon-centered definition)’로 나누어 정리함으로
써 L2 한국 한자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어휘력 정의와 연구의 틀을 밝히고자
한다.

(1) '단어 중심적' 어휘력 정의(word-centered definition)
'단어 중심적' 어휘력 정의와 연구의 틀에 대한 연구는 국내 학자와 외국 학자의
연구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학자의 어휘력 정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자.
이영숙(1997)에서는 어휘력의 구조를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으로 나누어
아래 <표 Ⅱ-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1> 어휘력의 구조(이영숙, 1997)
(1)양적 어휘력
선언적 지식(형태/의미/통사/화용)
① 언어 내적 지식
절차적 지식(수행 정보/행동 목록/단어 처리)
단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

(2)질적 어휘력

단어에 관한 일화적 지식
② 언어 외적 지식
단어의 원어에 대한 지식
단어의 어원에 대한 지식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영숙(1997)은 어휘력을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으로 구분하였다. 양적 어휘력은 어휘의 양과 관련이 있으며 질적 어휘력은
어휘의 형태(발음, 철자, 단어 구조), 어휘의 의미(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 다른
단어들과의 의미 관계), 어휘의 화용(단어의 기능과 상황에 따른 사용의 제약, 적
절하고 효과적인 언어사용, 상황에 적절한 단어 의미 파악, 빠르고 효과적인 단어
처리)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영숙(1997)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어휘력을

- 18 -

‘지식’으로 규정하되 ‘절차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는 주장(이영숙, 1997:192)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휘 능력의 경우 어휘에 대한 지
식-개별 단어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영애(1992:13)는 어휘 지식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하였으며, 어휘력
은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에 관련되는 지식의 총체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Ⅱ-2> 어휘 지식의 세 영역(손영애, 1992:13)
형태 지식

철자 형태, 발음, 단어 구조, 단어 단위

의미 지식

사전적 의미, 의미 관계에 따른 지식, 의미 차이, 어감의 차이

화용 지식

통사적 자질에 관한 지식, 단어 사용 가능한 문맥, 의미 추론

또한 김소영(2005)은 손영애(1992)가 <표 Ⅱ-2>에서 제시한 내용에 기초하
여 단어의 화용 지식을 어휘 사용적 지식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어휘와 관련된
가치 및 태도를 나타내는 정의적 요소도 추가하였으며 어휘 지식은 크게 어휘의
크기(breadth)와 어휘의 깊이(depth)로 나누었다. 어휘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어
휘를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어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동의어 식
별하기, 단어의 정의 연결하기, 모국어로 번역하기 등이 있다. 어휘의 깊이는 어휘
지식의 질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어휘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의미한
다. 일반적인 어휘 지식의 깊이 측정 방식으로 패리바 & 웨서(Paribkht &
Wesche,1996)의 어휘 지식 척도(Vocabulary Knowledge Scale, VKS), 인터뷰
(interview) 그리고 단어 연상 실험이 있다.
이기연(2006)에서는 어휘력을 양적·질적으로 나누어 질적 측면(질적 능력)을
형태, 의미, 구사의 세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표 Ⅱ-3>참조). 특히 <표 Ⅱ
-3>을 살펴보면 어휘력의 질적 측면을 철자나 발음, 의미 등에 대한 어휘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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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어휘력의 구조(이기연, 2006)

이
해

형

단어의 철자를 읽을 수 있다.

태

단어를 듣고 어떤 단어인지 인식할 수 있다.
대상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의
미

대상 단어의 다의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대상 단어의 다른 단어-유의어, 반의어 등의 연어 관계를 알 수 있다.

구
사

표
현

대상 단어가 잘못 사용된 예를 찾아낼 수 있다.

형

대상 단어의 철자를 올바르게 쓸 수 있다.

태

대상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의

대상 단어를 정확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미

대상 단어와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표현을 바꿀 수 있다.
대상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다.

구

대상 단어의 사용제약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
대상 단어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본관(2011ㄱ:48)에서는 어휘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양적 및 질적
어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휘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질적 확
대의 내용으로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정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외 학자의 어휘력 정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우선 네이션
(Nation, 2001)은 어휘의 질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
어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사용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동시에 이를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으로 구분하여 구어, 문어 차원에서부터 연상 관계, 문법기능, 연어 관계,
사용제약 등을 포함한 어휘지식을 알고 구사하는 능력이라고 정교하게 정리한 바
있다.
이진경(2008)에 따르면 첫 번째 구성요소인 ‘형태’는 구어, 철자, 어휘 구성 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어휘의 소리, 발음법, 어휘 철자의 인식 및 철자 쓰기,
어휘의 일부를 보고 어휘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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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의미’는 형태와 의미, 개념과 지시물, 다른 단어와의 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휘의 형태로부터 의미를 파악해 내고 표현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
째 요소인 ‘사용’은 어떠한 문맥에서 어휘가 나타나고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한지,
다른 어휘와 연어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휘를 자주 접하게 되며
또한 표현해야 하는지 등의 언어 사용역(register)과 빈도(frequency)를 의미한다.
즉, 어휘 지식이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어휘의 형태, 의미, 사용 모두를 아는 총
체적인 지식이라 하겠다.
나사지(Nasaaji, 2003)에 의하면 어휘 지식 깊이는 발음, 철자, 언어 사용역, 문
체와 같은 형태적 특징으로부터 어휘의 연어적 의미와 반의어, 동의어, 하위어의
지식을 포함한 다른 어휘와의 통사적, 의미적 관계까지 다룬다. 그러나 베르메르
(Vermeer, 2001)는 어휘의 크기와 어휘 지식의 깊이는 흔히 반대의 개념으로 간
주되는데, 사실 그 둘 사이에는 개념적 차이가 없으며, 이 둘은 상호 관련되어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월터(Wolter, 2001)는 어휘의 크기와 깊이의 구분이 적
당하지 않으며, 어휘의 크기와 어휘의 구성 관계 사이의 구분을 주장하였다. 그들
은 어휘 지식의 크기는 개별 어휘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전반
적인 심리어휘부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라우퍼(Laufer, 1997:56)는 어휘 지식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첫째는 구
어와 문어에서의 형태를 아는 것, 즉 발음과 철자를 아는 것, 둘째는 자립 형태소
와 의존 형태소, 그리고 형태소의 파생 형태를 아는 것, 셋째는 문장이나 구에서
통사적 형식을 아는 것, 넷째는 의미 관점에서 어휘의 다양한 의미와 상징, 화용론
적 의미를 아는 것, 다섯째는 어휘 간의 의미적 상관관계(동의어, 반의어, 하위어)
를 아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연어 관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어휘 지식(vocabulary knowledg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어를 안다는 말로
간주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알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어휘 지식
이란 의미 그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단어를 안다는 것은 의미적 속성을
포함하여 단어의 음운적, 통사적, 형태적 속성까지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다.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단어의 음운, 통사, 형태, 의미 측면
을 포함하는 어휘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함으로써 단어를
발음하고, 새로운 형태의 단어를 생성하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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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학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어휘 지식은 문맥 없는 단어나 문맥
있는 문장이나 텍스트에서 그 단어의 형태(철자, 발음)와 의미(어휘적 의미, 통사
적 의미, 화용적 의미 등)를 시각형식으로서의 읽기 혹은 청각형식으로서의 듣기
로 이해하고 쓰기나 말하기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어휘와의
관계까지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어휘 지식은 단순히
어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의 어휘 지식을 포함하며, 어휘의 양과 질, 더 나
아가 어휘 조직까지 포함한다.
어휘 교육의 내용이 되는 언어적 요인은 목표어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와 관
련한 언어적 지식이다. 목표어의 형식과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지
식은 단일 단어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어휘와의 결합에도 적용된다. 모어 화자를
위한 어휘 교육과 달리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모국어의 영향 관계를 고려해야 한
다.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모국어 체계와 다르고 목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들이 갖고 있는 체계와도 다른 목표어 어휘의 지식 체계가 있다. 비록 학습자의
모국어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도 위의 사례가 보여주듯 학습자는 자
신의 모국어의 영향 속에 목표어를 학습하게 된다. 한국 한자어 학습에 있어서 학
습자가 특정 발음에 어려움을 겪어 회피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모국어의 의미와
한국 한자어가 지닌 의미의 대응에 실패하여 어휘 선택에 있어 오류를 보이는 사
례가 발견된다. 학습자는 한자어 학습을 위해서 목표어인 한국 한자어를 학습하면
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상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어휘 능력’이라 하는 개념은 주로 ‘해당 개
별 단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2) '어휘부 중심적' 어휘력의 정의(lexicon-centered definition)
구본관(2001)은 어휘부 이론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력 교육의 위상,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나타난 어휘력 교육 관련 기준이나 교육 내용, 어휘력 교육
의 목표 등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어휘부에 대
한 논의는 주세형(2005)에서 부분적으로 논의하였고, 신명선(2009)은 직접적으로
논의한 바, 담화의 이해나 형성에 어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휘력 교육의
논의와도 통한다. 또한 최근 국어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에서도 관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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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심리언어학적 관점이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어휘부가 일생동안 계속 성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의 중요한 흐
름의 하나인 구성주의적 관점으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어휘부 이론을 한자어 교육
의 목표와 관련시키는 논의로서 본 연구는 심리어휘부 이론을 적용하여 한자어 어
휘력 신장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심리어휘부 이론이 한국어
한자어 교육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고, 한자어 음운 지식, 형태
지식, 의미 지식 등과 같은 관련 어휘 지식에 대한 습득이 학습자에게 좋은 심리
어휘부를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언어로 말하는 이상, 누구나
어휘부를 갖추고 있다. 어휘부 이론에서는 인간이 누구나 심리어휘부(mental
lexicon)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어휘부 구조에서 논의되고 있는 심리어휘부
를 살펴본다. 싱글턴(Singleton, D., 2006:230-232)은 심리어휘부는 아주 정교한
의미중심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낱말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처리(processed)되
고, 저장(stored)되며, 활성화(activated)되고, 검색(retrieved)되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산출하는가가 바로 심리어휘부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사
람의 왼쪽 대뇌에 위치한 심리어휘부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는 종이 사전과 달
리 의미론적, 형태-통사론적, 혹은 음운론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저장되어 있다.
즉, 심리어휘부는 여러 어휘가 발음,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 관계를 맺으면서 다
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어휘부 이론을 L2 한국어 한자어 습득·교육에 적용하여 연구
범위로 잡은 것은 중국인 학습자가 더 좋은 한국어 한자어 심리어휘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를 지도할 때는 어휘의 지식 차원에서 양적으로 풍부한 한
자어 어휘를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그 한자어의 발음, 철자, 형태소,
의미 등 어휘지식도 갖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의 차원
에서 학습자들이 정적(靜的)인 한자어 어휘 지식들만 단편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기존 어휘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 그 한자어 어휘 지식들이 동적(動的)인 심리어휘
부 어휘지식들의 상호작용에서 한자어 형태 재인 능력, 한·중 한자어 어휘지식 상
관성 인식 능력, 한자어 의미관계 인식 능력, 실제 어휘 사용에서 한자어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즉 정확하게 적절히 한자어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발전되고 나
아가 학습자의 한자어에 대한 어휘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자어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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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휘부 중심적' 어휘력 기반의 어휘 교육은 학습자가 심리어휘부에 입력
되어 있는 한자어 어휘지식들을 잘 연결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번역 등 언어 기능 과제를 수행함으
로써 한자어의 음운, 형태, 의미 등 어휘 지식들로 유기적인 심리어휘부를 이루게
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한자어의 시각(철자), 청각(발음), 후각(음성으로 말하
기), 촉각(손으로 쓰기) 등의 어휘 경험4)을 하게 하는 한자어 어휘력 신장 교육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한자어의 연어 관계 등 다양한 의미 관계에 있는 어휘
지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한자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 방법
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좋은 한자어 심리어휘부를 갖추도록 하는 한자어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L2 어휘 습득 연구가 발전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휘력에 대한 '단어 중심적'
정의가 L2 어휘 습득·교육 연구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샤펠(Chapelle, 1994:163)에서는 바흐만과 팔머(Bachman & Palmer, 1996)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어휘력이 ‘문맥에서 언어를 구사하는 어휘의 지식과 능력’이
라고 정의하였다. 리드(Read, 2000:28)에서는 샤펠(Chapelle, 1994)의 관점을 그
대로 받아들여 어휘력에 관한 정의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①
‘언어 문맥에서 어휘 구사하는 능력’, ②‘어휘 지식 및 어휘 지식에 대한 기본적 프
로세스 능력’, ③‘어휘 사용에 대한 메타인지 책략’으로 구성되는 세 가지 차원의
어휘 능력을 제기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의 어휘 능력은 화자의 연령,
언어권, 및 언어 사용역이 다른 배경에서 문맥이 어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하며, 둘째의 어휘 능력은 어휘의 양, 어휘 각 측면의 특성, 심리어휘부 조직 및
심리어휘부의 이해와 표현 처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어휘
지식 처리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셋째의 어휘능력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어
휘 메타인지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는 해석법, 언어 코드 전환 등 언어 표현적 책
략과 사전 이용과 문맥을 통한 어휘 의미 추측 등 이해적 책략을 포함한다. 리드

4) 구본관(2011:45)에서는 심리어휘부의 미시구조에 대하여 심리어휘부의 어휘 항목은 언어
적 정보 이외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초각 등의 다른 인지적인 감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아울러 언어적 정보로서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정보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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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2000:28)는 특히 샤펠(Chapelle, 1994)의 두 번째 어휘능력에 관한 정의
가 L2 언어 교사와 연구자가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하였다.
미라(Meara, 1996a, 1996b)를 비롯한 L2 어휘습득 연구학자는 '어휘부 중심적'
어휘력의 새로운 차원의 틀을 제기하였다. 즉 어휘의 양(학습자가 얼마만큼의 단
어를 아는가?), 어휘부의 구조 모식(構造模式, 어휘부에서 단어와 단어 간의 연계
가 풍부한가?), 어휘 검색이나 입·출력의 속도(어휘 입·출력의 자동화 정도는 어떠
한가?) 등 한 단어의 특성이 아닌 어휘부 전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L2 어휘 습
득 연구에 관한 세 가지 차원의 틀이 그것이다. 또한 미라(Meara, 1996)는 영어
어휘 습득의 초기 단계에 어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에서는 어휘의 양을 증가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아는 어휘의 양이 5000-6000개에 이르면 어휘
부의 의미망과 구조 모식의 중요성이 어휘의 양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어휘의 양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 중에서 어휘부의 의미망이나 어휘부의 구조 모식
이 좋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더 높은 어휘 사용 능력을 보임으로써
학습자의 어휘력이 어휘 재인과 어휘 표현의 자동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이 증명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라(Meara, 1996)에서는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발달의 중요성은 논의하였지만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간의 관계를 논의하지 않았
다는 것이 한계가 된다.
치안(Qian, 2004)은 어휘력을 네 가지 차원으로 정의했는데 즉, ①‘어휘의 양
(학습자가 단어의 기본적 의미를 알 수 있는 어휘의 수)’, ②‘어휘의 깊이 지식’,
③‘어휘부의 구조 모식’, ④‘이해 어휘 지식과 표현 어휘 지식을 검색하거나 입·출
력하는 자동화 정도’ 등 어휘능력을 말한다. 어휘의 이해와 표현의 특성을 어휘의
처리 과정과 결합하여 논의하는 그의 연구 틀은 미라(Meara, 1996)와 구분되는
데, 특히 ‘어휘의 깊이 지식’이 어휘력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어휘력 연구의 네 가
지 차원들 간의 상호영향과 상호연계의 특성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지앙(Jiang, 2004)은 인지심리언어학의 시각으로 어휘력의 정의를 내렸다. 어휘
의 양, 어휘의 깊이 지식, 어휘부 조직 모식과 어휘 입·출력의 자동성 정도, 그리
고 어휘의 의미 자주성을 제기하였는데 마지막 의미 자주성은 어휘력 연구의 또
다른 한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샤펠(Chapelle, 1994)과 리드(Read, 2000:28) 등 학자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하여 어휘력 연구의 4차원 틀을 아래와 같이 재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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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휘력의 1차원: L2 어휘 형태 재인(再認) 능력
② 어휘력의 2차원: L1과 L2 어휘지식의 상관성 인식 능력
③ 어휘력의 3차원: L2 어휘 의미관계 연상 능력
④ 어휘력의 4차원: L2 어휘 이해와 표현 능력

1.2. 어휘력의 구성요소
앞서 단어를 안다는 것과 관련한 일련의 측면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휘지식 측면들이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 어떻
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이 항목별로 제시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먼저 이 어휘 지식의 여러 측면들이 언어 사용 처리에서 어떻게 연결
되는지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어휘력의 구성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L2 어
휘 교수·학습의 연구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레벨트(Levelt, 1993:183)는 각각 어휘 지식의 측면들이 언어 사용 처리 과정에
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어휘부에서 표제어 내부의 항목관계(단일 단
어의 인과관계 유형)와 표제어 사이의 항목관계(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서로 구별
한다. 그는 표제어들 간의 관계를 내재적(intrinsic)관계와 연상적(associative)관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재적 관계는 음운, 형태, 의미와 문법이라는 네 가지의 어
휘 지식들 사이에 이뤄진다고 하며 연상 관계는 주로 고빈도 연어에 따른 어휘들
간의 의미관계 측면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내재적 관계와 연상적 관계는 내재
적으로 관련된 항목이 함께 자주 나타나는 경우, 중복될 수도 있다. L1에서 가져
온 연상적 관계는 L2 어휘 학습의 처리 수준을 깊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마디, 어휘부에서는 어휘의 의미 지식과 형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
다. 즉, 심리어휘부에서 특정 단어에 대한 모든 정보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
다. 이 정보들은 동일한 단어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조직적인 방식으로
다른 단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단어의 표현이나 이해 처리에서 밀접한 관련
을 갖고 있다.

(1) 어휘력의 1차원: L2 어휘 형태 재인(再認) 능력
어휘부 표제어의 내재적 관계에 따르면 한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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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들리고(단어의 구어형식),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으며(단어의 문어형식), 의미
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단어 형식은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나타내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형과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형
식과 개념을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단어의 형식과 의미를 알
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둘을 연결할 수도 있어야 한다.
김동현(2002:5)에서는 그래스(Glass, H., 1979)의 논의에 따라 재인(再認,
recognition)이란 투입 정보의 표상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에 부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기억검사의 한 방법으로서 학습자에게 제시된 항목들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정모

(2004:361)는 단어 재인(word recognition)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시각 또는 청각
패턴이 읽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에게 가용한 다양한 정보(그 단어의 의미적 정
보, 형태적 정보, 음운적 정보, 통사적 정보, 화용적 정보 등)와 대응되어 그 단어
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본 논문 Ⅲ장 1절에서는 시각 한
자어 재인 테스트와 청각 한자어 재인 테스트를 설계하여 수행함으로써 각 어휘
제시 방법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 의미에 접근할 때, 철자의 시각 제시
조건(한자어 한글 표기와 한자어 형태소 표기)과 철자의 청각 제시 조건(한자어의
발음)에 대해 각각 어떠한 습득 선호도 양상을 보이는 지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어휘 재인 이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은 다음 <그림 Ⅱ
-1>, <그림 Ⅱ-2>와 <그림 Ⅱ-3>과 같은 L2 한국어 한자어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 모델을 제기하기로 한다. 이는 본 논문에서 L2 한자어 심리어휘부 재인 테스
트의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다음 그림은 ‘문화’란 단어가 발음 음소인 /문화/로서
또는 표기 형태(한글 표기는 ‘문화’, 한자 표기는 ‘文化’라는 형태)로서 의미와 어
떤 인식관계를 형성하는지 상정한 것이다. 이런 인식 모형을 본 논문에서 L2 한자
어 심리어휘부 재인 테스트의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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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문화

⇒의미 차원

é
발음: /문화/

⇒음운 차원

<그림 Ⅱ-1> 한국어 한자어 L2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 모델(1)

의미: 문화

⇒의미 차원

é
한글 형태소: 문화

⇒형태 차원

<그림 Ⅱ-2> 한국어 한자어 L2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 모델(2)

의미: 문화

⇒의미 차원

é
한자 형태소: 文化

⇒형태 차원

<그림 Ⅱ-3> 한국어 한자어 L2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 모델(3)

(2) 어휘력의 2차원: L1과 L2 어휘지식의 상관성 인식 능력
L2 언어 습득은 대체로 L1 언어를 습득한 후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2 언어 습득과 L1 언어 습득은 서로 다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L1 학습자
가 L2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주로 전이의 과정이다. 전이(transfer)는 선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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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을 후행 학습에 옮기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선행 지식이 후행
학습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어 촉진적(facilitative)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라 하고, 선행 행위가 후행 학습 항목에 부정확하게 전이되
거나 그것과 부정확하게 연관되는 경우를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라 하며
이를 간섭이라고도 부른다. 신성철 외(1999)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에서 전이의 역
할은 큰데, 이는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와 다른 언어 체계를 학습하기 때문에 대
체로 모국어의 체계를 그대로 외국어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국어
와 외국어의 차이가 클수록 간섭 현상이 크고, 차이가 적거나 같으면 간섭이 적거
나 촉진 효과가 된다고 하여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전이
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즉 L2 습득의 주된 장애물은 L1 체계와 L2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한 간섭인데 두 언어 간의 차이를 극복하면 L2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라스와 세링커(Grass & Selinker, 1994: 181)에 따르면 대조 분석 가설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CAH)은 1950-60년대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행동주의심리학과 구조언어학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외국어 교
수를 위해서는 두 언어의 대조적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제기된 L2 교수법이다. 대
조분석은 궁극적으로 L2 언어 습득 상황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과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잠재적인 오류를 결정하기 위해 언어를 대조하는 하
나의 방식이다. 따라서 대조분석에서는 모국어의 언어체계가 L2언어나 외국어의
언어체계를 습득하는 데 방해와 간섭이 되므로 두 언어를 과학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습득이 어려운 구조나 항목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조 방법을 적
절히 쓰면 L2를 큰 어려움 없이 교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많은 경우에 대조분
석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목적으로 두 언어의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심지
어 문화적 체계마저도 유형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중언어 심리어휘부(bilingual mental lexicon)는 심리언어학 영역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인데 어휘가 언어의 기본적 단위로서 어휘 정보의 구성, 표상과 가공이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에 대한
연구는 L2 언어 학습자의 언어 표상과 가공의 과정을 연구하는 데 큰 의의를 갖
는다.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 모델이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어휘지식 인식
을 밝힐 수 있는 모델이다. 크롤(Kroll, J. F., 2005)의 관점에 의하면 이중언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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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모델은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중 유사한 어휘 지식을 갖는 어휘들 간에 음
운, 형태, 의미 등 어휘지식 측면에서 서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라 본 논문 Ⅲ장에서는 차용어로서의 한국어 한자어가 중국인 학습
자의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에서 복합적으로 저장되고 중국어 어휘 사이에서 융합적
관계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한·중 한자어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한자어의 음
운, 형태소, 그리고 의미 등 세 가지의 어휘 지식 측면 중 어떤 측면의 한자어 지
식 유형이 서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한자어 음운, 형태소, 의미에 대한 인지 능력을 어휘 판단 테스트를 통하여 측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중언어 심리어휘부로서의 한·중
한자어 음운지식 상관성 인식(한국 한자어 한자음, 중국 한자어 병음), 형태소지식
상관성 인식(한글 철자 형태소, 한자 철자 형태소), 의미지식 상관성 인식(한·중
동형동의어, 동형부분이의어, 동형완전이의어) 등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측면의 한
자어 지식이 서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작용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아래 <그림
Ⅱ-4>, <그림 Ⅱ-5>, <그림 Ⅱ-6>과 같은 한·중 한자어 어휘지식 상관성 인
식 모델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한·중 한자어 어휘지식 인식 테스트로 그 한자어
유형들의 인식 양상과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文化-文化

⇒ 의미 차원

↕
문화(文化)-文化

⤢

⤡

한국어
한자음: /문화/

⇒ 형태 차원

중국어

↔

병음:/wen-hua/

⇒ 음운 차원

<그림 Ⅱ-4> 한·중 동형동의 한자어 어휘지식 상호작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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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紹

⇒ 의미 차원

⤢

⤡

한국어
소개(紹介)

중국어

↔

介紹

↕

↕

한국어
한자음: /소개/

⇒ 형태 차원

중국어

↔

병음: /jie-shao/

⇒ 음운 차원

<그림 Ⅱ-5> 한·중 이형동의 한자어 어휘지식 상호작용 모델

深刻

嚴重

↔

↕

↕

한국어
심각(深刻)

중국어

↔

深刻

↕

⇒ 형태 차원

↕

한국어
한자음: /심각/

⇒ 의미 차원

중국어

↔

병음: /shen-ke/

⇒ 음운 차원

<그림 Ⅱ-6> 한·중 동형이의 한자어 어휘지식 상호작용 모델

(3) 어휘력의 3차원: L2 어휘 의미관계 연상 능력
단어 연상 실험은 초기에는 심리학과 L1 언어 연구를 위한 연구 도구로써 주로
사용되었으나 1960년 이후부터 언어 교육에서 어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점
차 L2 모어 화자와 L2 언어 학습자의 심리어휘부를 비교 분석하는 L2 언어 습득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1980년 이후에는 L2 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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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어가 모어 화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단어 연상 실험은 어휘 지식의 질적 측정을 위한 연구 도구이며, 단어 연상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선택과 결합은 어휘 지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단어 연상 관계
를 통해 심리어휘부는 단어들 간에 복잡하게 연결된 의미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이 단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심리어휘부 조직(mental lexicon organization)의 의미 구조를 연구하는 실험도
구로서의 단어 연상 실험에 대하여 헤린슨(Herinksen, 2008)은 개개인의 어휘망
또는 의미망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를 잘 밝힐 수 있는 도구라고 지적하였으며, 피
츠패트릭(Fitzpatrick, 2007)은 단어 연상 실험이 어휘 저장과 인출에 대한 정보를
잘 드러내주며, 제1언어와 제2 언어의 반응어 사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고 지
적하였다. 이찬규(2002)는 단어 연상 실험은 한 언어의 어휘 구조를 파악하는 기
초 자료이며, 동일 언어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동일한 의미 그물망을 형성하는지
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밝히고 있다. 이창학(2007)에서는 단어 연상
실험의 일관된 반응을 통해 심리어휘부에 저장되는 단어는 임의적으로, 제멋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
은 실증적 연구 결과처럼 단어 연상 실험은 심리어휘부에서 일어나는 언어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도구이며,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뇌 안에 존재하
는 어휘들이 어떠한 영향에 의해 연상되는지를 평가해 봄으로써 심리어휘부의 형
성 방식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험이다.
단어 연상 실험의 방식은 다양하다. 울터(Wolter, 2001:49)에 따르면 제시어를
들려주고 말로 대답하는 형식, 제시어를 들려주고 글로 적는 형식, 제시어를 글로
보여주고 말로 대답하는 형식, 제시어를 글로 보여주고 글로 적는 형식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형식이 더 나은 연상 반응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연구가 별로 많지 않다. 강성숙(2011)의 연구에서는 단어 연상 실험의 형식이
단답형(single response format), 다답형(continuous response format), 선택형
(multi-choice format) 세 가지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단답형은 실험자에게 제시
어를 제시할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한 개만 말하거나 기
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답형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형
태는 제시어를 실험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은 단답형과 동일하며 자극어에 대한 반
응어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두 번째 형식은 첫 번째 형식과 거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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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나 제시어의 수를 세 개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4) 어휘력의 4차원: L2 어휘 이해와 표현 능력
내팅거(Nattinger,1988), 네이션(Nation,1990)과 리드(Read,2000) 등 여러 L2
어휘 습득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L2 어휘가 이해 어휘(receptive vocabulary)와
표현 어휘(productive vocabulary)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리드(Read, 2000)는
어휘 평가에서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
였다. 또한, 보맨(Baumann, 2004)은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는 다시 듣기 활동에
서 인식 및 이해될 수 있는 어휘(receptive-oral), 읽기 활동에서 인식 및 이해될
수 있는 어휘(receptive-written), 말하기 활동에서 기억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어휘(productive-oral), 그리고 쓰기 활동에서 기억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어휘(productive-written)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내팅거(Nattinger, 1988)는 이해적 어휘 지식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
만 아니라 그 단어를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지식이라고 하였다.
네이션(Nation, 1990)은 역시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과 그것의 의미를 회상(recall)
하는 능력을 함께 포괄하여 이해적 어휘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들 학자들이 정의
한 이해적 어휘 지식은 단어의 가장 흔하게 쓰이는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과 관련된 어휘 능력이라고도 할 수있다(Laufer, 1998). 한편 네이션(Nation,
1990)은 필요한 특정 단어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적 어휘
지식이라 하였다. 즉, 표현적 어휘라는 용어는 적당한 상황에서 해당 어휘를 사용
함으로써 기억으로부터 그 단어를 회상해 내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Nattinger, 1988). 리드(Read, 2000)는 기억에서 목표어를 끌어내도록 유도된 환
경에서 해당 어휘를 제시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어휘 능력을 표현적 어휘능력이라
지칭하였고 반대로 제시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어휘 능력을
이해적 어휘 능력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표현적 어휘 능력과 이해적 어휘 능력을
각각 회상(recall)과 인식(recognition)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앞서 학자들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적 어휘는 종종 수동적 어휘
(passive vocabulary), 이해(comprehension), 인식 어휘(recognitional vocabulary)
등의 용어로도 사용이 되며 이에 대응하여 표현적 어휘는 항상 능동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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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vocabulary), 생산적 어휘(production vocabulary) 등의 용어로 쓰이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이하에서 모두 ‘이해 어휘(receptive lexicon)’
와 ‘표현 어휘(productive lexicon)’의 용어를 사용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가 지닌 이해 어휘의
크기와 표현 어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Laufer, 1998), 이해 어휘 지식과 표현
어휘 지식 습득 간의 계열성에 관한 것이 연구의 주된 방향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이해 어휘 지식에서 표현 어휘 지식 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다(Aitchison, 1994).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의 Ⅲ장 3절에서는 한국어 한자어 이
해 어휘와 표현 어휘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시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이
해 어휘와 표현 어휘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한자어의 개념 및 체계
2.1. 한자어의 개념 및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의 위상
중국인 학습자에게 알맞고 효과적인 한자어 교육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먼저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Sino-Korean Words)의 정의와 위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나온 한자어의 개념이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에서
수용되는 한자어의 정의를 수립하고자 한다. 한국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표준국
어대사전』5)에서는 한국 ‘한자어’를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 정의하고 있
다. 염광호(2005:2)에서는 한국어 한자어는 차용어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 차용어
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의 한자어는 독특한 체계로서 중국어를 기원
으로 하여 한국어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한국어 생활 속에서 생산력을 가지기 때
문에 이미 한국어에 귀화된 어휘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국어
한자어에서 고유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고, 대부분은 중국이나 일본에
서 도입된 ‘외래 한자어’들이라고도 지적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08:243)에서는 ‘우리말 가운데 한자로 적을 수 있고 이를 한국
5)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에서의 『표준국어대사전』 전자사전에서
검색된 한자어 정의를 그대로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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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6)으로 읽는 낱말은 모두 한자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마금선
(2012:25)은 ‘한자어는 기원에 관계없이 한국어 어휘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한
자 형태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되는 어휘’로 정의하였다.
즉, 첫째, 한자어는 한자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음절에 관계없이 한
자의 노출이 없어도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표기한 한자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한자어를 이루는 한자의 음이 중국어 발음과 변별되는 한국어 한자음과 일
치해야 한다. 셋째, ‘한자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개개의 단어로 보지 않고 고유어와
외래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어휘 중의 한 갈래로, 단어의 집합체로 보았을 때 ‘단
어’라는 용어보다는 ‘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넷째, 한자어
라고 하여 중국이나 일본에서 차용된 것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한자의 표기 문자
특성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단어도 포함되기에 서로 다른 기원의 한자어들
이 공존하고 있다. 다섯째, 비교적 최근에 중국에서 차용된 외래어, 즉 중국 한자
를 음역적인 방법으로 한국어에 수용시킨 단어들은 서구 외래어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한자어에 포함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마금선(2012)이
정리한 정의를 한자어의 기본적 정의로 삼아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한자어가 가지는 어휘체계에서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
사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한자 문화권에 속하며 예로부터 한자 문화를 중국에서 받
아들여 왔다. 한국어 어휘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그것들의 혼종어가 있는
데 한자어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
288). 국립국어원(2000)의 한국어 어휘의 어종 3체계에 따른 통계분석 결과에 따
르면 25.9%에 해당하는 고유어, 58.5%에 해당하는 한자어, 4.7%에 해당하는 외
래어, 10.9%의 기타(혼합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김경령, 2010:220). 또한 문금현
(2000:26)의 구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전체 4,619개의 어휘 중에서 한자
어가 57%(2,643개), 고유어가 36%(1,640개), 외래어가 7%(336개)의 비율을 차
지한다. 이를 통해 한자어의 비중이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이
6) 한국 한자음은 한국어에서의 한자 소리를 이른다. 한국 한자음은 중국어에서의 한자 소리
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어의 한자음과는 양상이 약간 다
르다. 한국 한자음은 하나의 한자에 한 가지 소리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중국어
원음에 여러 소리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 한자음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易’에는 ‘이’, ‘역’ 두 가지 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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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어에서 한자어는 교양 어휘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개념이나 전문
용어에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따라서 일상생활 어휘는 고유어를 쓰면서도 공식적
자리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할 경우가 있으나 한글전용법7)이 반포된 이래 한국에서
한자어는 주로 한글로 표기되고 있다. 반면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어에
서의 한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훈독관행
에 따라 고유어도 한자로 표기 가능한 것이 한국어의 경우와 다르다.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명사이며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가 될 수 없다.
한자어를 용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접미사 ‘하다’를 한자어 뒤에 붙인다. 동
작적인 뜻의 한자어에 ‘하다, 되다, 시키다, 당하다’가 붙으면 동사가 되며 상태적
인 뜻의 한자어에 ‘하다, 롭다, 스럽다’ 등 접미사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 일부
한자어는 ‘히, 스레’ 등 접미사가 붙거나 심지어 아무 접미사나 어미가 붙지 않아
도 그대로 부사나 관형사로 쓰인다. 또한 하나 이상의 한자가 결합하여 한국어로
사용되는 한국식 발음의 단어로서 한자어는 그 유래에 따라 중국 기원, 한국 기원,
일본 기원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중국에서 쓰이는 한자어가 그대로 쓰
이되 발음이 한국식인 것으로 예를 들면 군자(君子), 필부(匹夫)가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져 쓰이고 중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어로 전답(田畓), 기차(汽車) 등이
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로 입구(入口), 취급(取扱) 등이 있다. 한자는 본
래 중국의 문자로 그것이 처음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는 중국음 그대로 발음되었을
것이나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발음상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한국 한
자어는 대체로 2음절어가 일반적이다. 그 다음으로 단음절어가 많이 쓰인다. 4음
절 이상의 다음절어는 그리 많지 않다. 한자는 원래 일자일어이지만 한국어로 쓰
7) 한글전용법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6호로 1948년 10일 9일에 공포하였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
고 선언하였다. 이 규정이 사문화하면서 이 법을 대치한 법으로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
법 14조 1항에서는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자어 표기상의 역사적 표기 문체의 흐름을 보면 1945년 한
국 독립 이전까지 한국어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한자 어휘는 거의 한자로 표기하고 조사
를 한글로 쓰는 한문과 한글 혼용체가 일반화하였으나 1948년 정부수립 후에 정부가 공
문서 정책에서 한글학회의 주장대로 한글만을 사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970
년대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한자 교육이 사라지고 1990년대에 컴퓨터 보급으로
신문, 학술논저, 광고에서 한자가 점차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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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음절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산(山)’, ‘강(江)’ 등과 같은 것은 실제로
쓰이고 있지만 ‘수(水), 목(木)’ 등은 단음절 한자어로 쓰이지는 않는다(마금선,
2012). 하지만 개체 어휘의 기원에 관해서는 분명치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2.2. 한국 한자어와 중국 한자어 어휘의 특성
2.2.1. 한국 한자어의 특성
한국어 한자어의 특성은 이응백 외(1998)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추상적
이고 개념적인 의미 분야, 고도의 문화가 배경인 사고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은 한
자어에의 의존도가 크다. 이에 비하여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사물이
나 운동·상태 등을 지시하는 것은 고유어가 많다. 둘째, 형용사에서는 한자어의 침
투가 비교적 약하다. 셋째, 한자어로 인하여 '행위-대상' 즉 '동사-명사(목적어)'
와 같은 통사론적 구조의 명사가 발달하였다. 넷째, 한국어에서 복잡하게 발달한
친족명칭이 한자어에 힘입은 바 크다. 다섯째, 현대어 기준으로 볼 때 높은 단위의
수(數)를 지시하는 말에는 한자어가 쓰이고 있다. 여섯째, 한자어는 경어법체계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곱째, 유의관계는 고유어 안에서도 없지 않으나 고유어와
외래어, 특히 한자어와의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한자어 사이
에서도 다양하게 유의관계가 형성되어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다양한 유의관계를 형
성시켜서 한국어의 표현성을 풍부하게 하였다. 여덟째,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동음
어(同音語) 내지는 동철어(同綴語)를 많이 만들어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충우(1994:66)에서도 한자어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
째, 조어력이 뛰어나서 새로운 한자어가 생긴다. 예를 들면, ‘생(生)’이라는 한자어
어휘소를 어두 어휘소로 하여 만들어진 한자어에는 생산(生産), 생애(生涯), 생일
(生日) 등이 있고 어말 어휘소로 하여 만들어진 한자어에는 平生(평생), 영생(永
生), 동생(同生) 등이 있다. 둘째, 동의어가 많아서 의미파악에 장애가 된다. 예를
들면, ‘도로(道路)’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고유어 ‘길’과 같은 동의어가 있다.
셋째, 의미가 분화적이고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이며 따라서 고유어와 일대
다 대응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문적, 학술적, 문어적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최선’
이라는 명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고유어들이 ‘가장 훌륭함’, ‘가장 좋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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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등이 있다. 넷째, 중국과 일본에서 쓰는 말과 같은 것이 많다; 다섯째, 축약력
이 강해 긴 형태의 어휘가 축약된 형태로 자주 사용되며, 특히 이런 특성으로 말
미암아 한자어의 사용이 늘어가며, 동음어가 증가된다. 이외에 한자어의 음절수는
2음절이 많고, 품사로는 명사가 많으며, 한자어는 다양한 조어법을 가지고 있어서
파생어와 복합어 등이 매우 많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한자어는 1음절 하나의
형태소가 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의 단어가 되는 예들은 별로 없으며 대부분 2음
절 복합어이다.
한자어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중 김미정(2004:19)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한자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조어력이 뛰어나다. 둘
째, 동음어가 많아 의미 파악에 장애가 된다. 셋째, 한자어는 전문어 학술어로 쓰
이며 문어와 경어, 완곡어에서도 쓰인다. 넷째, 한자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한국 한자어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어와 같은 형태,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가 많다. 여섯째, 한국 고유 한자가 있다. 일곱째, 한국 한자어는 한자를 음독
한다.
그리고 이영희(2008:22)는 한자어가 기원적으로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 일본에
서 온 것도 있고, 한국 고유의 것8)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어 한자어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즉, 첫째, 대부분의 한자는 조어력이 뛰어나서 새로운 한
자어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둘째, 한자어 간 유의어가 많아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 셋째,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의미가 분화적이어서 고유어와 일대다 대

8) 이영희(2008:22)는 ①중국에서 온 한자어가 중국 고전에서 온 한자어들, 예를 들면 중심

(中心), 천지(天地) 등이 있으며, 불교 한자어들, 예를 들면 의심(疑心), 자비(慈悲)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의 백화문(白話文)에서 온 한자어들, 예를 들면, 십분(十分), 자유(自由)
등이 있으며, 필(筆), 백채(白寀) 등은 중국에서 왔으나 붓, 배추로 한국어로 귀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자어에서 제외된다. ②일본에서 온 한자어는 19세기 새로운 문물과 함께
대량 들어온 것이다. 철학(哲學), 심리학(心理學) 등이다. 이들은 기존의 한자어까지 일본
한자어로 대치하였다. 예를 들면 ‘약속(約束)’이 ‘언약(言約)’을, ‘직업(職業)’이 ‘생애(生
涯)’을 대치하는 예들이다. 실제 한일 간 한자어의 일치도는 상당히 높으니 일본어권 학습
자가 중국어권 학습자보다 더 유리하며, 영어권 학습자라도 일본어를 아는 경우 한자어의
습득이 빠르다. ③한국에서 만든 한자어는 배달(配達), 팔자(八字) 등이다. 이들은 한자권
학습자들에게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다. 이처럼 한국어 속에는 기원이 다른 한
자어들이 섞여 있지만 중국에서 온 한자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한자어가 중
국어 어순(SVO)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독서(讀書)’이 ‘책을 읽
다’라는 뜻이므로 한국어 어순에 따르면 ‘書讀’이어야 되지만, 중국어 어순을 유지하는 만
큼 ‘독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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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보여주며, 전문 용어 및 전공 어휘나 학술어에 많이 쓰인다. 넷째, 축약력이
강해 긴 형태의 어휘가 축약된 형태로 자주 사용되어 학습자들이 원래의 긴 형태
를 찾기 어려워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2음절 한자어가 주를 이루며,
3음절 한자어는 대체로, 2음절+1음절 혹은 1음절+2음절의 구조로 분석되고, 4음
절 한자어는 2음절+2음절의 구조로 분석된다. 여섯째, 품사는 명사가 많다. 동사
나 형용사 등의 용언이 되려면 접미사 ‘-하다’가 뒤에 붙어야만 가능하다. 일곱째,
여전히 중국어의 특성(어순 등)을 지니고 있다. 여덟째, 한국에서 만든 한자어도
있으나, 중국과 일본에서 온 한자가 많아서 같은 의미의 한자어가 많다.
김경옥(1999:13)에서는 한자어의 특성을 논의했는데 즉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
에서 70%의 비중으로 고유어 어휘를 앞지르는 것이 사실인 전제 하에 한국어 어
휘에는 한자어의 영향으로 인해 유의어와 동음이의어가 많아졌으며, 경어법에 있
어 상대적으로 품위있고 경의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고유어와 유의 구조를 형성하
고 있다. 또한 한자어는 기초 어휘의 체계에 발달된 고유어보다 개념어로서의 성
격이 강하며, 한자어는 조어력이 강해서 학술용어나 기타 전문용어, 나머지 일반용
어에까지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경옥(1999:13)에
서는 한자어의 특성을 네 가지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첫째, 한자어는 시각성이 강
한 표의 문자라서 순간 의미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음문자만으로 씌어진 문장
보다 한자를 혼용하면 독해 속도가 3~5배 빨라진다. 둘째, 한자가 1자가 1의이고
1음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한자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한자어가 이루어질 수
있어 조어력이 강하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어 어휘가 단음절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자어는 축약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넷째, 한자어
는 거의가 두 자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 만일 생소한 낱말을 대하게 되더라도
그 중에 한 자만 알면 나머지 그 단어의 절반마저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인간의
이해력, 추리력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2.2.2. 중국 한자어의 특성
현대 중국어란 바로 ‘보통화(普通話)’이다. 보통화는 중국 한민족(漢民族)의 공
동어(共同語)이며, 또한 중국 내의 여러 민족끼리 상호 교류를 위한 공동언어이다
(유숙신, 2003:23).중국어의 어휘 계통은 기본어휘(basic vocabulary)9)와 일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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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general vocabulary)10)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기본 어휘는 중국 전 국민이 상용
하는 어휘로서 중국어 어휘를 구성하는 핵심부분이고 새로운 어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쳐도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 어휘는 역사
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언어 발전의 수요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특성을 갖
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신종어(neologism)가 생성되어 사회발전에 따라 여러 방
면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특성도 있다. 중국어의 기본어휘와 일반어휘가 상호 침투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중국 언어는 발전을 계속 하고 있다.
황백영(黃伯榮 외, 2001:10-11)에서는 중국어 어휘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어 어휘 형태소의 음절은 기본적으로 1음절이다. 중국어
어휘 체계에는 1음절 형태소가 많으므로, 1음절 단어와 2음절 단어가 많으며, 중
국어 어휘에서의 1음절 형태소는 고유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이
들 1음절 형태소들은 1음절어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동시에 합쳐져서 합성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어 어휘 조어법에서는 어근 형태소를 합하여 새 단어를 만드는 조어
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국어에는 접사 형태소가 적고 조어력이 약하기 때문
에 의미를 갖는 1음절 형태소 대부분이 어근 형태소로 새로운 합성어를 만든다.
셋째, 2음절어가 중국어 어휘 체계에서 우세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고어인 ‘目(목)’이라는 1음절어에서 ‘眼睛(눈)’이라는 2음절어로 발전하는 추세가
있으며 다음절어인 ‘外交部長(외교부장)’이라는 단어가 2음절어인 ‘外長’으로 바꾸
고 있는 추세도 있다. 또한 신조어도 대부분이 2음절어로 구성된다. 현대 중국어
어휘에서 3음절어가 예전보다 발전되기는 하였지만, 전체 어휘체계에서 2음절어가
여전히 다수라는 것이 특성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 한자어는 중국 한자어의 특성과 비교해 보면 양
언어 한자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힐 수 있다.
첫째, 음운 지식 면에서는 동음어가 많다는 것이 한·중 한자어의 공통점이다. 한
국어의 동음동철 한자어의 수는 중국어의 동음이철 한자어보다 더 많다. 한·중 한

9) 인간의 일상생활과 무척 밀접하게 관련된 사물을 지칭하는 어휘들이로서 자연현상, 일반
동식물, 인체의 각 부분, 상용공구, 친속, 기본방위, 기본수, 기본활동과 기본성질 등을 표
현할 수 있다(유숙신 외, 2003:25).
10) 중국어 어휘 중 기본어휘를 제외한 부분을 통틀어 일반어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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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대조에 따르면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예: 案內([an])—安定
([an])/안내—안정),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예: 見聞([jian])—健康
([jian])/견문—건강)가 많다.
둘째, 형태 지식 면에서는 한·중 한자어의 조어법은 기본적으로 1음절 1형태소
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성이다. 한자어 품사적 접사인 ‘하다/되다/스럽다’ 등 한자어
의 독자적 조어법 특성을 빼면 2음절 한자어11)가 제일 많은데 이러한 한·중 합성
어의 형태소에서 나온 공통점이 많다. 한·중 한자어 형태소 대조분석에서 한동형·
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예: 경험-경영/經驗-經營),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
異形) 한자(예: 가구-가요/家具—歌謠) 유형이 존재한다. 또한 한자어 2음절 형태
소로 만드는 한자어가 모든 한자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한·중 한자
어의 공통된 특성이다.
셋째, 의미 지식 면에서는 한·중 한자어 간에 동의어(85.98%)가 많다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이지만 동형이의어(부분이의, 완전이의; 14.02%)도 적지 않다12)는
특성도 갖고 있다.

2.3. 한·중 대조에 따른 한자어 분류 체계
한·중 한자어 대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김희경(2010:297)은 ‘형태 일치 한자
어’, ‘의미일치 한자어’, ‘의미 불일치 한자어’ 등 세 가지를 나누었고, 제효봉
(2008:63-70)은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완전이의)’, ‘한·중이형어(완전이형)’,
‘동형이의어(부분이의)’,

‘한·중이형어(부분이형)’,

‘한·중이형어(역순어(逆順語))’

등 다섯 유형을 나누었고, 정서영(2008:19-21)은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부
분이형동의어’, ‘중국어 없는 어휘’ 등 네 유형을 나누었고, 곽상(2006:32-82)은
한·중 한자어를 크게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와 ‘이의어’를 세 가지 유형을 나눈
다음 다시 ‘동형동의어’를 ‘절대동의어’와 ‘상대동의어’로, ‘동형이의어’를 ‘완전이의
어’와 ‘부분이의어’로 한·중 ‘이의어’를 다시 ‘한국에서 의미가 더 있는 경우’, ‘중국
에서 의미가 더 있는 경우’와 ‘양국에서 의미가 더 있는 경우’ 등 세 가지의 하위
11) 감서원(甘瑞媛,2002)에서는 중국어 2음절 어휘는 약 67.625%으로 차지하고 한국어 2음
절 한자어는 약 74.82%로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12) 김희경(2010:297)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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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나누었다. 김홍진(2006:1-77)은 한·중 한자어를 ‘동형어’와 ‘이형어’를 나
누고 ‘동형어’는 다시 ‘동형동의어’, ‘동형-완전이의어’와 ‘동형-부분이의어’로 ‘이
형어’는 다시 ‘이형이의어’, ‘완전이형동의어’와 ‘부분이형동의어’로 분류하였다. 김
수희(2005:34-48)는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동의이형어’를 나누었는데 ‘동의
이형어’를

다시

‘동의부분이형어’와

‘동의완전이형어’를

나누었다.

후문옥

(2003:1-191)은 한·중 한자어를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를 크게
나눴는데 동형이의어는 다시 ‘완전이의어’와 ‘부분이의어(중국어에 의미가 더 있는
경우, 한국어에 의미가 더 있는 경우, 양국어에서 의미가 더 있는 경우)’를 나누고
‘이형동의어’는 한·중 한자어 형태소가 전도된 경우, 한·중 한자어 형태소는 같은데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 중국어보다 한국어의 한자어에 음절수가 더 증가된 경우,
한·중 형태소가 완전히 다른 경우를 나누었다. 시오다(1999:21)는 한·중 한자어를
‘한·중 동의어’, ‘한·중 포함 이의어’, ‘한·중 중첩 한자어’와 ‘한·중 이의어’ 등 네 가
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상의 한·중 한자어 대조에 과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아
래 <표 Ⅱ-4>와 같다.

<표 Ⅱ-4> 한·중 한자어 분류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재검토
선행연구자
김희경
(2010:297)
제효봉
(2008:63-70)
정서영
(2008:19-21)

한·중 한자어 대조에 의한 분류방법
①형태 일치 한자어; ②의미일치 한자어; ③의미불일치 한자어
①동형동의어;

②동형이의어(완전이의);

③한·중이형어(완전이

형); ④동형이의어(부분이의); ⑤한·중이형어(부분이형); ⑥ 한·중
이형어(역순어(逆順語))
①동형동의어; ②동형이의어; ③부분이형동의어; ④중국어 없는
어휘

곽 상

①동형동의어(절대동의어; 상대동의어); ②동형이의어(완전이의

(2006:32-82)

어; 부분이의어); ③이의어(한국어 의미가 더 있는 경우; 중국어
의미가 더 있는 경우; 양국어에서 의미가 더 있는 경우)

김홍진
(2006:1-77)

①동형어(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동형-완전이의어, 동형-부분
이의어); ②이형어(이형이의어; 이형동의어: 동의–완전이형어, 동
의-부분이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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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①동형동의어; ②동형이의어; ③동의이형어(동의부분이형어; 동의

(2005:34-48)

완전이형어)
①동형동의어; ②동형이의어(완전이의어; 부분이의어: 중국어에
의미가 더 있는 경우, 한국어에 의미가 더 있는 경우,양국어에서

후문옥
(2003:1-191)

의미가 더 있는 경우); ③이형동의어(형태소가 전도된 경우; 형태
소는 같은데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 중국어보다 한국어의 한자어
에 음절수가 더 증가된 경우; 형태소가 완전히 다른 경우)

시오다

①한·중 동의어; ②한·중 포함 이의어; ③한·중 중첩 한자어; ④

(1999:21)

한·중 이의어

본 연구는 한·중 한자어 대조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한·중 한자어의 형
태, 의미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감안하여 한국어 한자어를 크게 ① ‘동
형동의어’, ② ‘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③ ‘이형동의어(부분이형)’, ④ ‘이형동의
어(완전이형)’, ⑤ ‘동형이의어(부분이의)’와 ⑥ ‘동형이의어(완전이의)’ 등 여섯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중의 ⑤ ‘동형부분이의어’는 다시 ‘한국어 한자어 의미
범위가 중국어 한자어의 의미 범위보다 좁은 경우(한＜중)’, ‘한국어 한자어 의미
가 중국어 한자어의 의미와 중첩한 것도 있고 각각 다른 것도 있는 경우(한∩중)’
와 ‘한국어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중국어 한자어의 의미 범위보다 넓은 경우(한＞
중)’ 의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상과 같은 한·중 한자어의 여섯 유형
은 그 각기의 전형적 한자어 용례를 제시하고 요약하면 다음 <표 Ⅱ-5>와 같다.

<표 Ⅱ-5> 한·중 한자어 유형에 따른 전형적 용례
한·중 한자어

한·중 한자어

유형

의미 관계

① 동형동의어

한＝중

② 이형동의어
(형태소도치)

한＝중

유형에 따른 용례
문화, 정치, 공기, 예술, 환영, 유학, 의자, 안경,
미인, 여행, 공기, 기회
운명, 소박, 고통, 허용, 언어, 소개, 평화, 치아,
시설,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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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형동의어
(부분이형)
④ 이형동의어
(완전이형)

한＝중

한＝중

졸업, 일기, 장점, 산모, 시작, 분유, 감기, 일요일,
남편, 기왕
여권, 친구, 숙제, 치약, 염려, 농담, 사진, 문병,
여권, 치약, 역할
감각, 강렬, 개방, 결과, 계산, 기관, 독서, 상쾌,

한＜중

의사, 인식, 조화, 작용, 정신, 출동, 학원, 거리,
기호, 난방, 수도, 심각, 안녕, 자기, 출입, 충실

⑤ 동형이의어

한∩중

(부분이의)

가장, 각오, 단위, 상대, 표현, 구속, 편의, 강사,
사업, 선생, 인사, 운전
가족, 검토, 고장, 공장, 내외, 동료, 모집, 삼촌,
성격, 성질, 세련, 인형, 장애, 정보, 정확, 문장,

한＞중

시간, 연기, 인간, 우승, 처녀, 철학, 기사, 사건,
상관, 시험, 실수, 인상, 무리, 인간, 구사(하다),
어색
예물, 심각, 은근, 애정, 애인, 식당, 방학, 기차,

⑥ 동형이의어
(완전이의)

고등학교, 사정, 총장, 조심, 설화, 문물, 기색, 기
한≠중

분, 세수, 신문, 약수, 야채, 주일, 호수, 사정, 고
사, 공연, 소문, 약속, 위로, 열심, 인정, 점심, 조
심, 포기, 행사, 강의, 공사, 노동, 동양, 번호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어 1-4>의 부록에서 나온 어휘목록에서 한
자어를 추출하고 그 한자어들이 여섯 유형별로 각각 차지하는 비중13)을 통계하여
<표 Ⅱ-6>과 같이 제시한다. 즉, 중국 북경대 <한국어 1-4>의 어휘색인에서
나온 총 3297개의 한자어들 중에서 ‘동형동의어’ 유형에 속한 한자어의 수가
13) 시오다(1999)에서는 한·중 한자어의 의미 대조분석에서 한·중 한자어 동의어(일치)가
2,860(85.98%)개, 그 가운데는 의미 포함(inclusion) 유형에 속한 것이 106(3.19%)개,
의미 중첩(overlapping) 유형에 속한 것이 260(7.82%)개, 의미 불일치유형에 속한 것이
100(3.01%)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야마기와 타카코(2012:72)에서는 한·중 한자어 167
개의 어휘에서 형태 일치 한자어 82개로 48.9%를 차지하고 의미 일치어 77개로 44.7%
를 차지하고, 의미 불일치어 11개로 6.3%를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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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개, 64%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분이형동의어’ 유형의 한자어 수가
842개, 25%로, ‘완전이형동의어’ 유형에 속한 한자어의 수가 264개, 8%로, ‘동형
부분이의어’는 34개, 1%로, ‘형태소도치이형동의어’는 31개, 1%로, ‘동형완전이의
어’는 27개, 1%로 각각 전체 한자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진다. 이상과 같은
한·중 한자어 유형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한·중 한자어 유형 중에 ‘동형동의어’
와 ‘부분이형동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에서 그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중 한자어 형태, 의미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한자어를 크
게 여섯 가지의 유형을 <표 Ⅱ-6>과 같이 재분류하고 이는 중국인 학습자용 한
자어 유형 목록(《부록 14》참조)으로 삼을 것이다.

<표 Ⅱ-6> 한·중 한자어 형태·의미 대조에 따른 재분류 및 각 유형의 비중
한·중 한자어 유형

유형에 따른 예시

어휘수(백분율)

①동형동의어

문화(한)-文化(중)

2099

64%

②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소개(한)-介紹(중)

31

1%

③이형동의어(부분이형)

졸업(한)-畢業(중)

842

25%

④이형동의어(완전이형)

친구(한)-朋友(중)

264

8%

⑤동형이의어(부분이의)

작용(한)-作用(중)

34

1%

⑥동형이의어(완전이의)

애인(한)-愛人(중)

27

1%

3297

1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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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한국 한자어의 이해 및 표현 양상

어휘 습득이란 철자법, 발음, 문법, 형태, 어휘 형성, 어휘 조합, 의미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어휘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통사적으
로, 의미론적으로 음성학적으로 형태론적으로 그 쓰임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어
휘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또한 어휘에 내재되어 있는 함축적이고 내포적인 의
미 더 나아가 문화적 정서가 녹아있는 의미까지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
희, 2003; 안경화, 2003).
성공적인 언어 사용(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번역)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어
휘 지식의 정보를 잘 이해하고 언어 사용에서 자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또
한 연구자들은 능숙한 L2 학습자와 미숙한 L2 학습자의 차이는 어휘를 얼마나 이
해하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소위 어휘력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휘
인지 능력은 능숙한 언어 능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어휘력의
향상을 살펴본 일부 연구에 의하면 어휘만을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은 별로 효과적
이지 않으며 문맥 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어휘를 대하는 것이 어휘 습득에 더 효과
적이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어휘를 개별적으로 가르치든 텍스트 안에서 가르치
든 효과 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개별적인 어휘 학습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김경령, 2010). 여러 L2 어휘 습득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영어 교육 분야의 경우 제2 언어 어휘 습득 발달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어휘 교수와 연결되어 발달되어 왔다.
그런데 어휘 습득 영역에서 어휘력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 여
러 학자의 의견이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 인간이 객관적 어휘지식을 이해하고 머릿
속에 저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의 네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즉, 첫째
차원은 L2 심리어휘부의 발음과 철자 지식을 포함한 어휘 형태(form)에서 재인
(再認, recognition)14)하고 그 어휘의 의미(semantic)로의 의미 접근 프로세스
(semantic access process) 과정이고, 둘째 차원은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어휘 지
14) 단어 재인(再認, word recognition)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시각 또는 청각 패턴이 읽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에게 가용한 다양한 정보(그 단어의 의미적 정보, 형태적 정보, 음운
적 정보, 통사적 정보, 화용적 정보 등)와 대응되어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을 말한다(이정모, 2004: 361).

- 46 -

식이 상호작용하거나 서로 융합하는 인지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셋째 차원은
L2

심리어휘부

어휘들

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조직(lexicon

organization)을 가리키는 것이고, 넷째 차원은 언어 실제 사용에서의 이해 어휘
(receptive lexicon)와 표현 어휘(productive lexicon)15)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네 차원에서 어휘 지식에 대한 재인, 인식, 조직, 이해와
표현 등 인지적 능력을 어휘력(lexical competence)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 삼고 논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Ⅲ장에서는 심리어휘부 인지와 프로세스에 대한 학계의 견해
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어휘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를 선정
하고 한·중 대조분석을 통해 그 선정된 한자어를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 내용을 설계하였다.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한자어 재인(再認) 인식 양상’, ‘L1과 L2 어휘 지식의 상관성 인식 능력’,
‘관련 어휘 인식 양상’과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사용 양상’ 이 네 차원에서 실증
적 연구를 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심리어휘부 습득 특성과 양상을 밝히
고자 한다.

1. 한국 한자어 형태 재인(再認) 양상
1.1. 테스트 설계 원리, 내용 및 방법
1.1.1. 테스트 설계 원리
L2 심리어휘부(L2 mental lexicon)와 이중언어 심리어휘부(bilingual mental
lexicon)의 이해16), 저장17)과 표현18)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언어학의 주 연구 대
15) 이해 어휘(receptive lexicon)는 읽기 어휘와 듣기 어휘 혹은 시각 어휘와 청각 어휘를
가리킨다. 표현 어휘(productive lexicon)는 쓰기 어휘와 말하기 어휘 혹은 문어 어휘와
구어 어휘를 말한다.
16) 심리어휘부의 이해 과정은 어휘의 형태 지식인 발음이나 철자로부터 의미를 접근하는
재인 등 인지과정을 말한다.
17) 심리어휘부의 장기기억에 있는 정적 어휘 지식인데 이는 어휘 의미망이나 어휘 조직의
형식으로 심리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
18) 심리어휘부의 개념이나 의미 지식에서 발음이나 철자인 형식 지식으로의 추출하거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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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의 하나이다. 캐롤(Carroll, 1999:102)은 심리어휘부란 ‘인간 기억에서 오래
저장된 어휘와 어휘 의미의 심리적 표상’이라고 정의했는데 어휘 지식이 이해되고
나서 인간의 심리어휘부에 저장되고 표현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심리어휘부는
어휘의 발음, 철자, 형태소, 의미19) 등 어휘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레벨트
(Levelt, 1989)의 심리어휘부 모델에서는 어휘 지식이 크게 표제어(lemma)20)와
어휘소(lexeme)21)로 구성되고 있는데 표제어가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의미로 구
성되고 어휘소가 발음, 철자와 형태소 등 어휘지식들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휘 인지와 처리에 대하여 연결주의의 관점에서는 어휘의 지식 정보들을 처리하
는 인지적 처리와 각 구성 성분 간의 연결 강도에 대한 조절이 확산 상호작용이론
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싱글턴(Singleton, D., 2006:32)의 논
의에서 언어 처리의 과정은 상향식 처리과정과 하향식 처리과정을 동시에 상호작
용할 수 있다고 한다. L2 어휘 처리에서 형식과 의미 간에 관계가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고 모어 화자나 L2 고급 수준 학습자에게는 의미의 근사성이 형식의 근사
성보다 L2 어휘 습득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L2 어휘 습득에서
의미의 습득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이는 L2 어휘 교육은 L2 학습자의 어휘 습득
특성에 맞춰서 초기 단계에 어휘의 형식 습득 위주로 수행되고 후기에는 의미의
습득 위주로 수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휘 습득 과정에서 L2와 L1 언어 간의
상호작용도 어휘의 형식과 의미 습득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어
휘의 의미 습득이 L2 심리어휘부 구축의 핵심이다. 그리고 L1 심리어휘부와 L2
심리어휘부의 관계에 대하여 싱글턴(Singleton, D., 2006:32)에서는 구체어와 차
용어가 복합적 형식으로 저장되고, 추상어와 비차용어가 병렬적 형식으로 저장된
다고 지적하고 구체어와 차용어는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에서 분리의 정도가 낮다고

현하는 인지 과정을 말한다.
19) 심리어휘부의 의미는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의미 포함한다는 것이다.
20) 표제어(lemma)란 단어 지식의 통사적 측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의 sheep
(양)은 명사이다. 불어 moutton 역시 명사이지만 그것은 남성이라는 통사적 성별을 가지
고 있다. 통사적 명세는 대체로 명사보다 동사에서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어, 동사 eat은
주어가 있어야 하지만(John ate), hit이르는 단어는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둘 다 필요로 한
다(Beth hit이라고 하지 못하고 반드시 Beth hit Greg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통사적 속
성들은 표제어 수준에 포함될 것이다.
21) 어휘소(lexeme)는 단어의 음운적 속성 또는 단어가 어떻게 소리 나는가를 반영한다. 예
를 들면, 단어 sheep은 /sh/, /i/, /p/라는 세 개의 어휘소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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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또,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의 어휘지식 정보들 간에 완전히 분리하는 가능
성이 배제되었고 L2 심리어휘부와 L1 심리어휘부 사이에 서로 융합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크롤(Kroll, 2005)에 따르면 어휘 접근(lexicon access)은 심리어휘부에 있는
어휘 지식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인데 그 심리어휘부의 어휘 지식 정보가 일반적으
로 철자, 발음과 의미 등 특징을 포함한다. 어휘 재인(lexicon recognition)은 어휘
의 시각으로나 청각으로 머리에 입력되는 어휘 지식 정보로 그 어휘의 철자, 발음,
의미 등 어휘 지식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중언어 동족어와 차용어 간
의 동형이의어가 어휘 재인에서 그 차용어들 간의 발음, 철자, 의미에서 나타난 근
사도와 중첩도에 따라 어휘 접근의 정도가 좀 다르다고 한다.
심리언어학자들이 언어의 단어가 심리어휘부에서 기본적으로 발음, 철자, 의미
등 세 가지의 표상이 있는데 이 표상들이 심리어휘부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활
성화될 수 있는데 한 가지 표상의 활성화가 다른 관련된 표상에 확산될 수 있다고
한다. 주소림(周小林, 1997)은 중국어 심리어휘부에서 철자와 음운 간의 활성화
관계를 연구했는데 중국어 시각 어휘의 의미 접근 방식이 철자로 직접 활성화되는
것이고 철자 지식의 표상이 활성화된다면 철자 지식과 관련된 의미 지식과 발음
지식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데 중국어 어휘 재인에서의 의미 접근 통로(semantic
access route)가 주로 그 어휘의 철자 형식으로부터 직접 의미까지 접근하는 것이
고 어휘의 철자로부터 발음을 거쳐 의미까지 접근하는 통로가 아니라고 실증적 연
구를 통해 밝히었다. 즉 중국어 어휘의 발음 지식은 심리어휘부의 의미 접근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표음적 특성과 표의적 특성을 동
시에 갖고 있는 한국 한자어를 학습할 때 한자어 의미 접근 과정에서 심리어휘부
의 철자 지식과 발음 지식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달리 말하자면 한
국 한자어 철자 지식과 발음 지식에 대한 재인 능력이 중국어 심리어휘부 의미 접
근 경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의미 접근
방식이 한국 한자어 어휘 형식(lexicon form) 습득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캐롤(Carroll, 2000:105)에서는 어휘 재인은 어
휘의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그 어휘의 철자, 발음 등 어휘 지식 정
보를 인지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그 어휘 지식 정보의 추출 과정도 포함한다. 애치
슨(Aitchison, 2003:5-10)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어휘부의 심리적 표상22)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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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방식은 인간의 시각 감각
혹은 청각 감각으로 직접적으로 이 어휘를 식별하는 것이고, 간접적 방식은 문맥
으로 관련된 어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발음 프로세스 과정은 L2 심리어휘
부 어휘 지식의 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주소
림(周小林, 2006:12)에서 L2 심리어휘부의 발음 추출과 철자 추출 과정은 어휘의
철자, 발음, 의미를 활성화하는 과정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발음 추출
은 철자 형식으로부터 발음까지의 추출 과정이고 읽기 과정은 철자의 추출은 발음
의 활성화로부터 의미까지의 접근 과정으로 발음 프로세스 과정은 심리어휘부의
의미 접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심리어휘부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한자어의
시각 어휘 재인과 청각 어휘 재인 테스트에서 나타나는 의미 접근의 효과가 어떠
한지, 즉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한자어의 한글 발음, 한글 철자와 한자 철자 등 심
리어휘부 어휘 형식 지식들이 한자어의 의미 접근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한자어 심리어
휘부에서 어떠한 어휘 지식이 더 어려운가를 밝힐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한자어
어휘 지식 인지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Ⅲ-1>에서
제시한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 모델에 따라 한자어 어휘 재인 판단 테스트를 설계
하였다.

의미: 정치

⇒의미 차원

é
철자: 정치-政治

⇒형태 차원

é
발음: /정치/

⇒음운 차원

<그림 Ⅲ-1> L2 한자어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 모델
22) 어휘의 심적 표상이 어휘의 발음 지식, 형태 지식, 의미 지식과 품사 지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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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테스트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
로 수업 시간에 한자어 재인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한자어 재인 테스트의 내용 선
정은 중국에서 초급 한국어 교재인 북경대 『한국어 1-2』의 부록에서 수록된 어
휘 목록에서 여섯 유형의 한자어를 추출하고 다시 각각 한·중 동형동의어 5개, 한·
중 동형이의어(부분이의) 15개, 한·중 동형이의어(완전이의) 5개, 한·중 이형동의
어(형태소도치) 5개, 한·중 이형동의어(부분이형) 5개, 한·중 이형동의어(완전이
형) 5개, 이를 합쳐서 40개23)의 한자어를 테스트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인 학
습자는 한국 한자어의 발음, 철자, 형태소 등 어휘 지식들이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습득 양상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동일한 한국어 수준을
갖고 있는 초‧중급 학습자24)를 발음 재인 집단 10명, 한글(형태소) 재인 집단 10
명, 한자(형태소) 재인 집단 10명 등 세 집단25)으로 나눠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철자 재인 테스트는 학습자에게 한자어의 시각 어휘 형식인 한글 철자를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한자어와 대응된 한자 형식과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 대역어
를 적으라는 과제로, 발음 재인 테스트는 학습자에게 한국 한자어의 청각 어휘 형
23)
한·중 한자어 유형 및 의미관계
①동형동의어(완전동형동의)
한=중
②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한=중
③이형동의어(부분이형)
한=중
④이형동의어(완전이형)
한=중
한＜중
⑤동형이의어(동형부분이의)
한∩중
한＞중
⑥동형이의어(동형완전이의)
한≠중

각
문화;
운명;
졸업;
여권;
작용;
인사;
성격;
세수;

유형에 선정된 한자어
정치; 공기; 여행; 유학
고통; 채소; 시설; 열광
장점; 시작; 감기; 기왕
숙제; 염려; 농담; 역할
진로; 파악; 정신; 거리
구속; 사업; 상대; 단위
정보; 인간; 구사; 무리
문물; 조심; 방학; 애인

개수
5
5
5
5
5
5
5

15
5

24) 초급 학습자는 2학년 1학기에 테스트를 했고 중급 학습자는 3학년 1학기에 테스트를 실
시하였다. 초급 학습자의 인원수는 30명이고, 중급 학습자의 인원수는 30명이다.
한자어 의미 접근 테스트 유형
한글 발음 재인 테스트
한글 형태소 재인 테스트
한자 형태소 재인 테스트
합계

초급 학습자
(중국 JN대학교)
10
10
10
30

중급 학습자
(중국 JN대학교)
10
10
10
30

검사 시간

2012.10.01

25) 본 논문은 논의의 편의상 이하 발음 집단, 한글 집단, 한자 집단으로 약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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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발음26)을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한자어의 한글 형식, 한자 형식, 그
리고 중국어에서의 대역어를 적으라는 과제로, 한자 재인 테스트에서는 학습자에
게 한자어에 대응된 한자 형식을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그 한자어의 한글 철자 형
식과 중국어 대역어를 적으라는 과제로 세 가지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테스
트 내용의 구체적 예시는 각각 다음 <그림 Ⅲ-2>, <그림 Ⅲ-3>, <그림 Ⅲ
-4>와 <부록 1>, <부록 2>, <부록 3>과 같다.

의미: 政治

⇒ 의미 차원

é
한자 형태소: 政治

⇒ 형태 차원

é
한글 형태소: 정치

제시어: 한글 형태소
정치

⇒ 형태 차원

산출어: 한자 형태소
(

政治

)

산출어: 의미27)
(

政治

)

테스트 제시 조건: 한국 한자어의 한글 형태소가 시각 읽기 형식으로 제시됨.

<그림 Ⅲ-2> 한자어 한글 재인 테스트 원리와 내용의 예시

26) 한자어의 발음형식 재인 테스트는 한 개의 한자어가 녹음기로 세 번이나 학습자에게 제
시하고 나서 그 한자어의 발음의 한글 철자 형식, 한자형태소 형식과 중국어에서 그 한자
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확한 대역어를 15초에 걸려 추출하는 과제로 수행되었다.
27) L2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 결과로서의 의미 산출은 한국어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
타내는 중국어 대역어를 산출하는 것으로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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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政治

⇒ 의미 차원

é
철자: 정치-政治

⇒ 형태 차원

é
발음: /정치/

제시어: 발음 형식

산출어: 한글 형태소

/정치/

( 정치 )

⇒ 음운 차원

산출어: 한자 형태소
(

政治

산출어: 의미

)

( 政治 )

테스트 제시 조건: 한국어 한자어의 발음이 청각 듣기 형식으로 제시됨.

<그림 Ⅲ-3> 한자어 발음 재인 테스트 원리와 내용의 예시

의미: 政治

⇒ 의미 차원

é
한글 형태소: 정치

⇒ 형태 차원

é
한자 형태소: 政治

제시어: 한자 형태소
政治

⇒ 형태 차원

제시어: 한글 철자
(

정치

)

제시어: 의미
(

政治

)

테스트 제시 조건: 한국어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가 시각 읽기 형식으로 제시됨.

<그림 Ⅲ-4> 한자어 한자 재인 테스트 원리와 내용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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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 한자어 형태 재인(再認) 양상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L2 심리어휘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L2 심리어휘부는 철자로 제시된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한자
어 한글 형식 단어 재인)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제시된 한자어의 의미도 잘 이해
(한자어 발음 형식 단어 재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한자어의 특성에 따른 한
자 형태소로 제시된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 재인 능력도 포함해
야 한다. 김지혜(2011:32-36)는 한국어 음운 정보가 어휘 접근에 주요 요소임을
실험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음운 정보는 표기 정보보다 어휘 처리에 앞선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에서
한국어 어휘의 발음지식, 철자지식, 형태소지식 순으로 어휘 의미 접근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한국 한자어의 형태 지식 습득이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의미 접
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한자어 음운 지식, 철자 지식(한글
표기)과 형태소 지식(한자 표기)의 습득 난이도가 어떤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
고 한자어의 발음, 한글 철자, 한자 철자 등 어휘 지식 요인이 의미 접근에서 어떠
한 습득 결과와 선호도를 나타내는지, 그중 한자어 심리어휘부의 한글 형태소 지
식, 발음 지식, 한자 형태소 지식에 대한 학습 전략이 한자어 의미 접근하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문
제는 동일한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서 한자어 한글 철자 재
인은 한자어 발음 재인과 한자어 한자 철자 재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재인
요인에 따라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와 난이도를 나타내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의미 접근에 따른 한자어 형태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히기 위해 중국의 JN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
어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2012년 10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한자어 재인 테
스트를 수행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재인 테스트 내용은 <부록1>, <부
록2>와 <부록3>과 같이 제시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L2 한자어 형태 지식인 한글 발음, 한글 철자, 한자 철자 등
어휘 지식들이 한자어 의미 접근에서 어떤 습득 난이도를 나타내는가에 대하여 한
자어 의미 재인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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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밝히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재인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통
계 프로그램인 SPSS으로 분석한다. 같은 한국어 수준을 갖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서 다시 한글 재인 집단, 발음 재인 집
단과 한자 재인 집단에 각각 10명씩을 나눠서 집단별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
결과에 일원분산분석28)을 했다.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통계 결
과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초급 학습자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① 한글 철자

② 한글 발음

③ 한자 철자

합계

평균

21.00

12.50

22.30

18.60

표준편차

4.71

7.06

6.06

7.30

사례 수

10

10

10

30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재인 테스트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표 Ⅲ-1>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한글 철자 재인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
의 평균은 21.00, 표준편차는 4.71, 한글 발음 재인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의 평균
은 12.50, 표준편차는 7.06, 한자 재인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의 평균은 22.30, 표
준편차는 6.06이다.
한자어 재인 방식에 따라 의미 접근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한자어 재인 테스트 결과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2>와 같
다.

28)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은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분산의 원인이 집단간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하나의 독
립변수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므로 이를 일원분산분석이라고 한다. 또한 분
산분석의 기본 원리는 분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만약,
세 집단에 처치를 가하였을 때, 처치효과가 있다면 집단간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처치효
과가 없다면 집단간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답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처
치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면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은 집단
내 차이, 즉 집단내 편차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므로 집단간 편차는 집단간 편차제
곱합으로 계산하고 집단내 편차는 집단내 편차제곱합으로 계산한다(성태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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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초급 학습자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재인 방식

566.600

2

283.300

7.816

.002

오차

978.600

27

36.244

합계

1545.200

29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7.816, 유의확률이 .00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한자어 재인 방식에 따라 중국인 초급 학습자들의 한자어 의미 접근 결과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통계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같은 수준에 속한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 재인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에서
발음 재인 집단은 한글 재인 집단과 한자 재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중국인 초급 학습자에게 있어 한자어 형식 요인에 따른 의미 접근
성취도가 다른데 그 가운데 발음 재인 집단은 제일 부족하고 다음으로 한글 철자
재인 집단과 한자 철자 재인 집단은 순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에게 한자어 발음 재인이 제일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학습자 한국어 숙달도 요인에 따라 한자어 의미 접근에서 한
자어 재인 형식 3유형들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중급 수준에 속한 중국인 3학년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1일의 수업
시간에 한자어 재인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각 10명씩 나눈 한글 재인 집단과 발음
재인 집단, 그리고 한자 재인 집단 수험자의 결과에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으
로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중국인 중급 학습자 한자어 재인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한글 재인
집단과 발음 재인 집단, 그리고 한자 재인 집단 사이에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으나 발음 재인 집단과 한자 재인 집단, 한글 재인 집단과 한자 재인 집단,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136, 유의확률은 .873으로서 유의수준 .05에
서 한자어 재인 방식에 따라 중급 학습자들의 한자어 의미접근 성취수준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 통계분석 결과는 <표 Ⅲ-3>과
<표 Ⅲ-4>로 제시한다.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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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형태 재인 결과가 한글 철자 지식(평균점수:25.00), 한글 발음 지식(평균점
수:24.20)과 한자 철자 지식(평균점수:24.80) 간에 평균점수가 차이가 있지만 유
의확률은 .873인데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중급 수준에 속한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 재인 방식에 따른 한자어 의
미 접근 성취도는 한글 철자, 한글 발음과 한자 철자 재인 세 요인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자어 의미 접근 방식에 따른 한자어
형태 지식 습득이 한자어 발음 습득이 중급 단계에 올라가면서 다른 두 가지의 한
자어 지식 습득보다 진보가 큰 것을 의미한다.
<표 Ⅲ-3> 중급 학습자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① 한글 철자

② 한글 발음

③ 한자 철자

합계

평균

25.00

24.20

24.80

24.67

표준편차

5.01

1.93

3.05

3.46

사례 수

10

10

10

30

<표 Ⅲ-4> 중급 학습자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재인 방식

3.467

2

1.733

.136

.873

오차

343.200

27

12.711

합계

346.667

29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 간에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한자어 형태 지식 재인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초·중급 한자어 재인 테스트 결과 간에 각각 독
립표본 t검정29)을 실시하였다. 학습자 급별로의 한자어 재인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결과는 아래 <표 Ⅲ-5>, <표 Ⅲ-6>, <표 Ⅲ-7>과 같다.
29) t-검정은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서로 독립적인
두 집단에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는 ‘독립표본 t-검정’과 한 집단에서 두 번 측정한 자
료와 같이 상관성이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대응표본 t-검정’이 있다(성태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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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준별로의 한글 철자 재인 능력에 대한 t검정 결과를 살펴보자(<표 Ⅲ
-5>).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한글 철자 재인 능력의 평균은 21.00, 표준편차는
4.71이며 중급 학습자들의 한자어 한글 철자 재인 능력의 평균은 25.00, 표준편차
는 5.01이다. 초·중급 학습자들의 한글 철자 재인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1.830, 유의확률은 .083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초·중급에 따라 한글
철자 재인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5> 학습자 수준에 따른 한자어 한글 철자 재인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결과
학습자 수준

초급

중급

평균

21.00

25.00

표준편차

4.71

5.01

사례 수

10

10

t 통계값

-1.839

유의확률

.083

다음 학습자 수준별로의 한글 발음 재인 능력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를
살펴보자(<표 Ⅲ-6>).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한글 발음 재인 능력의 평균은
12.50, 표준편차는 7.06이며 중급 학습자들의 한자어 한글 발음 재인 능력의 평균
은 24.20, 표준편차는 1.93이다. 초·중급 학습자들의 한글 발음 재인 능력에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5.055,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01(p
＜.001)에서 초·중급에 따라 한글 발음 재인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중급 학습자의 결과에 따른 결론에 맞춰서 다
시 한자어 한글 발음 재인 능력이 초급 학습자에게 제일 어렵다는 것과 한국어 수
준의 높임에 따라 한자어 발음 습득 성취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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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학습자 수준에 따른 한자어 한글 발음 재인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결과
학습자 수준

초급

중급

평균

12.50

24.20

표준편차

7.06

1.93

사례 수

10

10

t 통계값

-5.055

유의확률

.000

마지막으로 학습자 수준별로의 한자어 한자 철자 재인 능력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를 살펴보자(<표 Ⅲ-7>).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한자 철자 재인 능
력의 평균은 22.30, 표준편차는 6.06이며 중급 학습자들의 한자어 한자 철자 재인
능력의 평균은 24.80, 표준편차는 3.05이다. 초·중급 학습자들의 한자 철자 재인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1.166, 유의확률은 .259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초·중급에 따라 한자 철자 재인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초·중급 학습자 간의 한자어 한자 철자 재
인 능력은 한국어 수준이 올라가면서 큰 진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7> 학습자 수준에 따른 한자어 한자 철자 재인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결과
학습자 수준

초급

중급

평균

22.30

24.80

표준편차

6.06

3.05

사례 수

10

10

t 통계값

-1.166

유의확률

.259

이상의 한자어 재인 방식 요인과 한국어 학습자 수준 요인에 따른 한자어 재인
습득 결과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자
어 의미 접근에 따른 한자어 형태 어휘 지식에서 초급 단계 학습자에게는 한자어
의 발음 지식 습득이 제일 큰 문제와 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기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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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터 한자어의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그러한 사항을 지도의 난점으
로 고려해야 한다. 중급 단계에 올라가서 한자어의 한글 철자와 한자 철자 습득이
현저한 진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한자어 형태 지식에 대한 명시적 교수와
학습이 여전히 간과하면 안 되고 중요시해야 한다.
또한 한자문화권에 속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자어에 대한 한자 철자 재인 능력
은 한글 철자 재인 능력보다 초급 단계에만 좀 더 좋지만 중급에 올라가서 두 가
지 재인 능력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사실30)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한자어 교육법의 당부에 다시 검토해야 할 시사점이 있다.
그 밖에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에 대한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서 학습자의 한자
어 어휘 형태 지식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급 학습자가 한자어
의 한자 형태소 지식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되었고 한글 철자 지식에 대한
인지도가 한글 발음 지식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은 것은 중국 현장의 한국 한자어
어휘 지식 교육은 한자음과 한자 간의 대응관계를 먼저 학습자에게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한글 철자 지식을 통한 한자음의 교수·학습이 기초이자
중점이며 한자음을 통한 한자어 한자 철자의 교수·학습이 한자어 의미 습득의 매
개이자 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3. 소결론
Ⅲ장 1절에서는 L2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에서 한자어의 음운, 철자, 형태소 등
세 어휘 요소가 한자어 의미 접근에서 나타나는 습득 양상과 특성을 한자어 재인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밝히었다.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재
인 테스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시각 어휘 지식인 한자어 한글 형태소와 한자
형태소 지식, 그리고 청각 어휘 지식인 한자어 발음 지식이 한자어 의미 접근에서
한자어 철자 지식 재인이 한자어 발음 지식 재인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어의 발음 지식이 한자어 교수의 중점
내용이자 학습의 난점 내용이라는 점을 실증적 한자어 재인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밝히었다.
30) 중국인 중급 학습자에 대한 한자어 재인 실험에서 한글 형태소 재인 집단과 한자 형태
소 재인 집단 간의 정확률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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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한자어 어휘 지식 인식 양상
민현식(2009:34)은 언어 습득의 인지 변인에 대한 논의에서 L2 어휘가 어떻게
장기 기억에 암호화될 수 있는지는 단어 지식의 힘(strength), 크기(breadth), 깊
이(depth)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고 이중언어 심리어휘부(the mental
bilingual lexicon)의 목록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그것이 어떻게 접근 가능하
여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로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L1 심리어휘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어휘 항목에 있는 어휘 정보가 언어
수행에서 하나의 정보가 활성화된다면 다른 어휘 정보가 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L2로서의 한국어 어휘 습득에서 문맥이 부여된 언어 입력이 L1 학습자보
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L2 한국어 어휘의 습득 과정에서 나온 형식-의미 사상
(form-meaning mapping)이 L1 어휘의 습득 과정과 많이 다르다. 슈미트
(Schmitt, 2002)는 이중언어 학습자에게 있어 한 가지의 언어 정보를 처리할 때
두 가지 언어의 어휘 지식이 모두 활성화된다면 L1 언어의 활성화가 L2 언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숙달도가 높은 L2 학습자에게 L2 어휘의
처리에서 L1 대역어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연구 문제도 제기하
였다.
이중언어 학습자의 어휘 재인 과정을 해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중언어 상호작
용 모델은 각광을 받아 왔다. 이중언어 학습자의 어휘 재인 연구에 대하여 두 가
지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언어 선택적 접근 가설(The language
selective access hypothesis)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언어 비선택적 접근 가설(The
language non-selective hypothesis)이다. 다익스트라(Dijkstra, 1998:51-66)는
이중언어 학습자의 어휘 재인 과정이 본질적으로 언어 비선택적 과정이라고 지적
하였다.

이

언어

비선택적

과정은

‘이중언어

학습자의

L2

언어

능력(L2

proficiency)’, ‘자극어와 모어 어휘 간의 근사도(linguistic similarity)’, ‘실험적 과
제의 요구(experimental task demand)’등 요인과 큰 관련이 있는데 영향의 크기에
따라 언어 선택의 정도성도 다르다고 했다. 또한 다익스트라 외(Dijkstra,
1998:51-66)는 네덜란드-영어 이중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와 네덜란드어
간에 있는 동형이의어(inter-language homograph)와 차용어를 고찰대상으로 어휘
재인 판단 과제를 수행했는데 실험 결과에서 차용어가 의미 측면에서 언어 비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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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상을 나타냈고 동형어가 형식 측면에서 언어 비선택적 현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중언어 어휘의 동질적 특성과 상호작용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여러
언어심리학 연구들 가운데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다익스트라(Dijkstra, 1985:
51-66)의 이중언어 상호작용 모델(The Bilingual Interactive Activation Model)
이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의 특성을 잘 밝힐 수 있다. 이 모델은 특징 차원(feature
level)과 자모 차원(letter level), 어휘항목 차원(word level)과 의미 차원
(semantic level), 언어 결절점(結節點) 차원(language node level)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다층적 결합체이다. 이는 L1 모어 어휘와 L2 어휘가 똑같은 심리어휘부에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결절점 차원에서 단어의 언어적 속성을 표
상하고 자모 문자열의 시각 자극은 최초 단계에 언어 비선택적인 것이다. 즉 모어
단어와 L2 단어가 동시에 심리어휘부에서 활성화된다. 활성화되어 있는 단어들이
서로 경쟁적 상태에 있는데 최상위에 있는 언어 결절점이 비목표 단어를 상단으로
부터 하단까지의 억제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중언어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단어들
선택하게 된다.
한 가지 언어에서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입력된다면 그 단어를 맞는 언어 결절
점이 활성화된 상태에 처하고 다른 한 가지 언어의 단어들을 억제적 역할을 하며
두 언어의 단어가 동시에 교체적으로 입력된 자극을 받을 때 두 언어가 동시에 활
성화되고 서로 다른 언어의 단어를 억제적 작용을 한다.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
호작용 모델이 이중언어 학습자가 단어 지식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어 간에 존
재하는 활성화 현상을 해석했고 단어의 언어적 속성을 지배할 수 있는 언어의 결
절점도 이중언어 능숙자가 두 언어를 선택적으로 잘 구사하는 원인을 합리적으로
해명하였다.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 모델이 제기된 후 리번(Libben, 2000)
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구조 동질성 가설(The Organization Homogeneity
Hypothesis)을 제기하였고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의 동질성 특성을 해명하는 연구
를 더 한 단계로 처하게 했다. 이 이중언어 동질성 가설은 이중언어 학습자의 심
리어휘부가 모든 표상 차원에서 동질성을 가지므로 이중언어의 심리어휘부가 의
미, 발음, 철자 등 차원에서 모든 표상들이 서로 연계되고 서로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가설에서 이중언어 단어의 활성화 과정은 단일어 화자와 본
질적 차이가 없이 다 확산‧활성화되는 상향적 과정인데 이 과정은 주로 한 개의
단어의 형식 특성을 활성화된다면 그 단어의 모든 구성 성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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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표상들의 음운, 의미, 형태 세 어휘 지식 차원에서의 연계도 활성화된다.
이중언어 동질성 가설은 이중언어 심리어휘부를 인간의 일반적 인지 기제의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중언어 학습자와 단일어 화자의 심리어휘부 구조 표상을 동
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에 있는 어휘들의 처리 과정은 예외
없이 다 확산‧활성화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 밖에 이중언어 동질성 가설은 이중언어의 입력과 자극이 이중언어 학습자에
게 이중언어 상태에 처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L2 언어의 어휘 습득과
교육, 특히 내용 기반의 교수에 큰 시사점이 있다.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동질성 가
설을 감안하여

L2 학습자로 하여금 어떻게 풍부한 어휘망을 구축하게 하는가?

L2 단어와 모국어 단어 간에 동질적 입력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L2 학습자에게 이
중언어 상태에 처하게 하고 이중언어 어휘 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호환시켜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이제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에 대해 학계의 공동한 인
식은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총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것이고 부분 차원에서 이질
성도 있으나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의 활성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언어 비선택적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한국어
한자어의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 모델을 아래 <그림 Ⅲ-5>와 같이 제기
할 것이다.

의미: 文化

⇒의미 측면

↕
한:문화(文化)-중:文化

⤢
한음운: /문화/

⇒형태 측면

⤡

↔

중음운:/wen-hua/

⇒음운 측면

<그림 Ⅲ-5> 한·중 한자어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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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양상
2.1.1. 테스트 설계 원리
한국 한자어의 대부분은 차용될 때 중국어 어휘의 발음과 의미 그대로 큰 변화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한자어의 발음이나 형태와 의미가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와 유사점이 많다. 하지만 교착어 유형에 속한 한국어와 고립어 유형
에 속한 중국어 언어 간에 문법 차원에서 다른 점이 많고 중국어 어휘의 발음, 형
태, 의미 등 어휘 요소가 역사적 변천에 따라 고대 중국어와 다른 점도 많기 때문
에 한국어 한자어와 대응된 중국어 어휘 간에 차이점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한
한글 전용 문자 정책이 시행되어 온 이래 현대 한국의 한자어 한자 병용에 제한되
어 있어 한국에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한국
어 교재에서는 한국 한자어 병기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한글 글자로 표기된 한자어를 배우는 데 특히 초급단계에서 한국어 고유어의
배움과 학습책략 면에서 거의 완전히 같다. 또한 현대 한국 한자어의 표기는 한자
형태소가 노출되지 않아서 본질적으로 표음적 음절 형식이다. 그래서 중국인 학습
자가 한국어 한자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자어 음운 인식이 한자어 배우는 데 있
어 기초적이다.
그런데 한·중 한자어 음운 대응관계에서 드러난 특성은 중국인 학습자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각각 무엇인가? 중국어 어휘에서는 성조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
으면 동음자(同音字)가 많고 그 동음자라도 한국어 한자음으로는 발음이 상동한
것도 있고 상이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 동음자인 ‘案’자와 ‘安’자의 병음
‘/an/’에 맞는 한국어 한자가 ‘안’뿐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학습하
는 데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 ’成’자의 병음 ‘cheng’에 맞먹는 한
국어 한자는 글자에 따라 한자음으로는 ‘칭(稱), 탱(撑), 성(成, 城, 誠, 晟), 승
(承, 乘, 丞), 징(懲, 徵, 澄), 정(程, 呈)’ 등이 여섯 가지로 읽히는데 중국인 학습
자가 학습하는 데 쉽게 혼동할 수 있으니 불리한 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한·중 한자 음운에서 나온 이동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
은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를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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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테스트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한국 한자어 학습이 서구 학습자보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중언어 동질성과 상호작
용 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중 한자음의 차이가 한자어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로 밝히고자 한다.
중국의 JN대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초급 학습자 30명과 중급 학습자 30
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1월 7일에 한국 한자어 음운 인식 능력 측정 테스트
를 학습자의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다.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를 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중 한자음의 대응 관계에서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31)와 중
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32) 두 가지의 한자음 유형으로 유형화하고 아래
<표 Ⅲ-8>과 <표 Ⅲ-9>와 같은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를 설계하였다.

<표 Ⅲ-8>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의 내용 예시
한·중 한자어 음운 대응 유형
(중국 한자 발음 상동)

한국 한자음 상동

①중동음·한동음
(中同音·韓同音)

案內(/an/)-安定(/an/)

②중동음·한이음
(中同音·韓異音)

發見(/jian/)-健康(/jian/)

한국 한자음 상이

√(안내-안정)
√(발견-건강)

<표 Ⅲ-9>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의 내용 및 정답
한·중 한자어쌍
(제시어)
基礎-機會
예시

한국 한자음 상동
(정답)
√（기초-기회）

한국 한자음 상이
(정답)

發見-健康

√（발견-건강）

1

危險-先輩

√（위험-선배）

2

可望-科目

√（가망-과목）

3

格言-個月

√（격언-개월）

31)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란 한·중 한자어 쌍에서 중국어 두개 혹은 두개 이상
의 동음자가 한국어 한자음에서 하나의 음소로 발음되는 한자음 유형을 가리킨다.
32)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란 한·중 한자어 쌍에서 중국어 두개 혹은 두개 이
상의 동음자가 한국어 한자음에서 하나 이상의 음소로 발음되는 한자음 유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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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恭敬-公務員

5

結實-試驗

√（결실-시험）

6

季節-記錄

√（계절-기록）

7

擔任-單純

√（담임-단순）

8

短點-單純

9

同時-統一

√（동시-통일）

10

文明-溫暖

√（문명-온난）

11

微笑-學校

√（미소-학교）

12

發明-理髮

√（발명-이발）

13

干燥-感情

√（건조-감정）

14

不親切-補充

√（불친절-보충）

15

案內-安定

16

社會-智慧

√（사회-지혜）

17

江邊-將棋

√（강변-장기）

18

詩集-始作

19

適當-市場

√（적당-시장）

20

歷史-理由

√（역사-이유）

√（공경-공무원）

√（단점-단순）

√（안내-안정）

√（시집-시작）

2.1.3. 테스트 결과 분석
본 논문은 먼저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판단 테스트 결과에서 중국인 초급 학
습자와 중급 학습자가 각각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유형①)와 중동음·
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유형②)에 대한 정답률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은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한자 유형별로의 정답률이 어떠한가
를 고찰하기 위해 중동음·한동음(韓同音·中同音) 한자와 중동음·한이음(韓同音·中
異音) 한자 간의 평균값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인데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와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에 대한
정답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두 가
지 한자음 유형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인 학습
자가 한국어 수준의 향상에 따라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와 중동음·한
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에 대한 음운 인식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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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것으로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잘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인 학습자에게 있어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에 대한 음운 인식 난이도
가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한자음 습득 효과에 대한 검정 결과를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한자음 교육에서는
먼저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의 발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적 원
칙이어야 하고 다음에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의 발음을 교수하는 것
이 한자음 교육의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10> 초급 학습자 한·중 한자어 음운 유형 간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중동음·한동음 한자

중동음·한이음 한자

평균

62.6667

33.9000

표준편차

25.04249

14.93976

사례 수

30

30

t

7.140

유의확률

.000

<표 Ⅲ-11> 중급 학습자 한·중 한자어 음운 유형 간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중동음·한동음 한자

중동음·한이음 한자

평균

91.3333

66.8667

표준편차

14.55864

17.95345

사례 수

30

30

t

7.230

유의확률

.000

<표 Ⅲ-12>의 결과에서는 수준별로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 간의 한자음 인식
테스트 결과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인데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 유형
에 대한 음운 판단 정답률 평균값이 초급 학습자의 정답률 평균값(62.67)과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 평균값(91.33) 사이에 유의확률이 .00인데 유의수준 .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에 대한
초‧중급 학습자 간의 정답률 평균값(33.90-66.87) 사이에도 유의확률이 .0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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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수준의
향상에 따라 한자어 음운 습득이 많이 늘었다는 것으로 테스트 결과에 대한 급별
로의 독립표본 t검정 통계분석에서 잘 알 수 있다.
<표 Ⅲ-12> 학습자 수준에 따른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1): 중동음·한동음 유형
학습자 수준

초급

중급

평균

62.6667

91.3333

표준편차

25.04249

14.65803

사례 수

30

30

t 통계값

-5.420

유의확률

.000

▷결과(2): 중동음·한이음 유형
학습자 수준

초급

중급

평균

33.9000

66.8667

표준편차

14.93976

17.95345

사례 수

30

30

t 통계값

-7.731

유의확률

.000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에서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가 각 중동음·
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어 쌍과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어 쌍 유형
에 쉽게 범할 수 있는 한자어 음운 인식 오류 양상과 그 양상에 따른 빈도를 다음
의 <표 Ⅲ-13>과 <표 Ⅲ-14>와 같다.
<표 Ⅲ-13>과 <표 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에서 나온 습득 양상을 유형화하고 분석
함으로써 각 한자어 유형의 한자어 음운 인식에 대한 정·오답 양상 및 빈도를 밝
혔다. 각 유형에 속한 정·오답의 특성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자 한다.
첫째, 중동음·한동음 유형에서 아무 대답이 없는 항목이 모든 한자어 쌍에 다 나
타났는데 ‘공무원’의 ‘공(公)’자에 제일 낮은 빈도 4번으로, ‘이발(理髮)’의 ‘발(髮)’
자에 제일 높은 빈도 22번으로 보였다. 이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에게 있어서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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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한동음 유형의 한자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모자란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단점’의 ‘단(短-/duan/)’자에 대해 ‘담(談-/tan/)’자로 인식하는 것이 이 두 한자의
중국어 병음이 같은 운모 ‘an’을 갖는 부정적인 전이 때문에 나타날 오류이다. 다
른 오류 중에 ‘이발’의 ‘발(髮-/fa/)’자에 ‘팔(八-/ba/)’자로, ‘시작’의 ‘시(始
-/shi/)’자에 ‘사(史-/shi/)’자나 ‘식(式-/shi/)’자로 잘못 인식하는 것도 중국어 한
자 원음의 운모(/i/)의 부정적 영향이나 전이로 인해서 발생한 오류라고 한다.
둘째, 중동음·한이음 유형의 오류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자. 중국인 학습자가 한
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에서 ‘담임’의 ‘담(擔)’자, ‘동시’의 ‘동(同)’자, ‘통일’의 ‘통
(統)’자, ‘건조’의 ‘건(乾)’자, ‘지혜’의 ‘혜(慧)’자를 제외하고 남은 한자에 대해 아
무 대답이 없는 오류 형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초급 학습자가 중
동음·한이음 한자어 음운 유형에 대한 음운 인식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을 뜻한다.
한자어 음운 인식 오류 양상은 몇 가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험’의 ‘험(險
-/xian/)’자에 대한 음운 인식 오류는 ‘선(先-/xian/)’자, ‘헌(憲-/xian/)’자와 ‘함
(咸-/xian/)’자 등이 있는데 이 오류들이 모두 같은 운모(/ian/)를 갖는 한자의 중
국어 원음의 부정적 전이 때문에 나타낸 것이다. 한국 한자어 음운 인식의 다른
한 가지 오류 형식은 해당 중국어 한자 병음의 성모의 부정적인 전이로 인해 나타
난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인 학습자는 ‘동시’의 ‘동(同-/tong/)’자에 대해 ‘통(統
-/tong/)’자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 형식이 바로 해당 중국어 한자 ‘동(同)’과 같은
성모를 갖는 다른 한자 ‘통(統)’의 부정적인 전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오류 유형은 총괄적으로 보면 모두 한국어에서 중동음·한이음 한자어 쌍 유
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
단한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L2 한국어 한자어에 대한 습득은 L1 중국어 음운
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표 Ⅲ-13>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음운 인식 오류 양상(n=36)
한·중
한자음 유형
①
중동음·한동음
(中同音·韓同音)

한자어 쌍

정답 빈도

恭敬-公務員

공(恭):(30)
공(公):(32)
단(短):(20)
단(鍛):(23)
발(發):(20)

공경-공무원
短點-鍛鍊
단점-단련
發明-理髮

오답 양상과 오답 빈도
Ø(6)33)
Ø(4)
Ø(13); 적(1); 작다(1); 담(1)
Ø(13)
Ø(15); 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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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발
案內-安定
안내-안정
詩集-始作
시집-시작
危險-先輩
위험-선배
可望-科目
가망-과목
格言-個月
격언-개월
結實-試驗

Ø(1); 함(1); 행(1); 견(1); 해(1); 대(1)
Ø(1); 전(1)
Ø(27); 과(3); 싶(1)
Ø(14); 학(1); 제(1); 가(1)

격(格):(3)

季節-記錄

계(季):(9)

담임-단순
同時-統一

(中同音·韓異音)

험(險):(30)
선(先):(34)
가(可):(5)
과(科):(19)

결실-시험

擔任-單純

중동음·한이음

Ø(22); 머리(3); 해(1); 팔(1)
Ø(6)
Ø(5)
Ø(11)
Ø(17); 사(1); 식(1)

개(個):(22)
실(實):(6)
시(試):(12)

계절-기록

②

발(髮):(9)
안(案):(30)
안(安):(31)
시(詩):(25)
시(始):(17)

동시-통일
文明-溫暖
문명-온난
微笑-學校
미소-학교
乾燥-感情
건조-감정
不親切-補充
불친절-보충
社會-智慧

(1)
Ø(11); 메모(3); 등(1); 적(1)

담(擔):(12)
단(單):(25)
동(同):(19)
통(統):(15)
문(文):(10)
온(溫):(0)

단(11); Ø(11); 밑다(1); 암다(1)
Ø(11)
통(8); Ø(8); 등(1)
동(13); Ø(7); 둥(1)
Ø(20); 운(6)
Ø(21); 따뜻하다(7); 운(5); 문(2); 은(1)

소(笑):(31)
교(校):(36)
건(乾):(8)
감(感):(19)

Ø(4); 움(1)
(0)
간(13); Ø(11); 단(1); 감(1); 강(1);마르다(1)
Ø(11); 간(5); 성(1)

불(不):(17)
보(補):(2)
회(會):(33)

Ø(17); 비(2)
Ø(22); 부(8); 분(2); 풀(1); 비(1)
Ø(3)
회(8); Ø(5); 애(1); 희(1); 시(1); 헤(1); 휘

혜(慧):(17)

江邊-將棋

강(江):(14)
장(將):(7)
적(適):(15)
시(市):(26)
역(歷):(30)
이(理):(33)

적당-시장
歷史-理由
역사-이유

(1); 객(1); 건(1); 가(1); 거(1)
Ø(14)
Ø(26); 강(1); 튼튼하다(1); 시(1); 특특(1)
Ø(21); 연(1); 실(1); 식(1)
Ø(9); 철(6); 개(2); 기(5); 시(3); 사철(1); 결

기(記):(20)

사회-지혜

강변-장기
適當-市場

Ø(17); 각(3); 개(2); 과(2); 결(2); 속(2); 견

(1); 해(1)
Ø(22)
Ø(20); 강(9)
Ø(8); 시(7); 디(2); 식(2); 실(1); 선(1)
Ø(8); 식(2)
Ø(2); 식(1); 약(1); 리(1); 이(1)
Ø(2); 여(1)

33) ‘Ø6’에서 ‘Ø’는 테스트에서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임을 의미하고 ‘Ø’ 표기 뒤의 숫자 ‘6’
은 중국인 학습자가 테스트에서 아무 대답이 없는 빈도가 모두 여섯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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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음운 인식 오류 양상(n=35)
한자음 유형

한자어 쌍
恭敬-公務員

단점-단련

정답빈도
공(恭):(35)
공(公):(35)
단(短):(32)
단(鍛):(31)

(0)
(0)
담(2); Ø(1)
Ø(3); 당(1)

發明-理髮

발(發):(33)

별(1); Ø(1)

발명-이발

발(髮):(31)

Ø(4)

案內-安定

안(案):(35)

(0)

안내-안정

안(安):(35)

(0)

詩集-始作

시(詩):(33)

사(2)

시집-시작

시(始):(31)

처음(2); 식(1); 치(1)

危險-先輩

험(險):(30)

선(2); 헌(1); 함(1); Ø(1)

위험-선배

선(先):(32)

전(1); 생(1); Ø(1)

可望-科目

가(可):(22)

Ø(6); 과(3); 갈(2); 각(1); 경(1)

가망-과목

과(科):(30)

Ø(3); 가(2)

格言-個月

격(格):(24)

각(7); 개(1); 가(1); 조언(1); Ø(1)

격언-개월

개(個):(30)

각(4); 한달(1)

結實-試驗

실(實):(21)

Ø(7); 시(6); 제(1)

결실-시험

시(試):(18)

실(10); Ø(6); 경험(1)

季節-記錄

계(季):(30)

기(3); 시절(2)

계절-기록

기(記):(33)

계(2)

擔任-單純

담(擔):(28)

단(7)

담임-단순

단(單):(33)

당(1); Ø(1)

同時-統一

동(同):(32)

통(3)

동시-통일

통(統):(15)

동(20)

文明-溫暖

문(文):(26)

Ø(5); 운(3); 온(1)

문명-온난

온(溫):(16)

Ø(9); 운(5); 따뜻함(3); 음(1); 문(1)

微笑-學校
미소-학교

소(笑):(32)
교(校):(35)

교(1); 속(1); 하(1)
(0)

乾燥-感情

건(乾):(14)

간(20); 감(1)

건조-감정

감(感):(31)

간(3); 건(1)

不親切-補充

불(不):(33)

안(1); 부(2)

불친절-보충

보(補):(20)

부(9); 봉(1); 복(1); 불(4)

社會-智慧

회(會):(34)

Ø(1)

사회-지혜

혜(慧):(32)

회(2); Ø(1)

江邊-將棋

강(江):(32)

Ø(3)

강변-장기

장(將):(21)

강(11); Ø(2); 창(1)

適當-市場

적(適):(25)

시(3); Ø(2); 식(2); 석(1); 정(1); 저(1)

적당-시장

시(市):(32)

Ø(2); 식(1)

歷史-理由

역(歷):(31)
이(理):(32)

이(2); 약(1); 야(1)
여(2); 야(1)

공경-공무원
短點-鍛鍊
①
중동음-한동음
(中同音·韓同音)

②
중동음-한이음
(中同音·韓異音)

역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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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양상과 오답 빈도

<표 Ⅲ-13>과 <표 Ⅲ-14>에서 나온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오류를 전반적
으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은 주로 ①‘한자어 초성 바꿈’, ②‘한자음
중성 바꿈’과 ③‘한자음 종성 첨가와 바꿈’, 그리고 ④‘한자음 각운(중성+종성) 바
꿈’ 등 오류 유형으로 귀납된다.

제①유형: 한자어 초성 바꿈
한자어 초성 바꿈 오류 유형은 한자어 ‘장기’를 ‘강기’로, ‘통일’을 ‘동일’로 첫 자
의 초성을 바꾼 것인데 이 오류들 대부분은 중국인 학습자가 중동음·한이음 유형
한자어 쌍 간에 같은 중국어 한자 병음에서 잘못 유추하게 된 것이다.

제②유형: 한자어 중성 바꿈
한자어 중성 바꿈 오류 유형은 한자어 ‘역사’를 ‘약사’로 음성 이중모음을 양성
이중모음화, 한자어 ‘과목’을 ‘가목’으로 이중모음을 단모음화, 한자어 ‘적당’을 ‘식
당’으로 저모음을 고모음화 등 오류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③유형: 한자어 종성 바꿈
한자어 종성 바꿈 오류 유형은 한자어 ‘위험’을 ‘위헌’으로, 한자어 ‘담당’을 ‘단
당’으로 종성을 바꾼 것인데 이 오류 유형은 중국어 한자어 병음의 운미(종성)를
그대로 한국식 발음으로 바꿔서 쓰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가 각각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
同音) 한자어 쌍과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어 쌍 두 한자어 유형에 대
한 음운 인식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을 유형화하면 다음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초‧중급 학습자의 한자음 오류 유형과 양상
오류 양상
오류 유형

①초성 바꿈
②중성 바꿈

양성 이중모음화

초급(빈도)

중급(빈도)

[ㅈ→ㄱ] 장기-강기(11)

[ㅌ→ㄷ] 통일-동일(20)

[여-야] 역사→약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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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음화

/

[와→아] 과목→가목(2)

단모음화

/

[어→이] 적당-식당(2)

[아→와] 가망→과망(3)
이중모음화

[아→와] 가망→과망(3)
[어→여] 격언→개연(1)

음성 모음화
양성 모음화

[오→우] 보충-부충(8)

/

/

[어→아] 위험→위함(1)
[○→ㄱ] 선배→선백(1)

[○→ㄱ] 가망→각망(1)
③종성 바꿈
(중국어 동음 한자 간에서 유추
된 오류)

[○→ㄹ] 가망→갈망(1)
[ㅁ→ㄴ] 위험→위헌(1)

[ㅁ→ㄴ] 위험→위헌(1)

[ㅁ→ㄴ] 담당→단당(11)

[ㅁ→ㄴ] 담당→단당(7)

④각운(중성+종성)바꿈

[역→애] 격언→개연(2)

[역→애] 격언→개연(1)

(중국어 한자음 쌍 운모 상동으
로 인한 오류)

[옥→울] 과목→과물(1)

[오-울] 보충-불충(4)

중국인 학습자가 이상과 같은 한자음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주로 L1 중국어 한
자어 발음(병음)이 L2 한국어 한자어 음운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한자어 음운 인식 오류는 중국어 동음
이형 한자들이 한국어 한자음과 중동음·한동음, 중동음·한이음 등 복잡한 대응관계
가 있으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한자음을 배울 때 특히 중동음·한이음 한자
유형들 간의 한국 한자음을 구별없이 잘못 유추된 것이 종종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분석된 한국어 한자음 오류 유형은 중간 언어 한자어 음운 발달 과정에서
특히 중국인 학습자가 많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국의 한국어 교사가 한
자어 음운 교육 현장에서 특별히 제시해야 하는 학습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2.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양상
2.2.1. 테스트 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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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자어 형태소는 1글자 또는 1음절로 실현되며, 대부분의 의존적이라는 특
성을 갖고 있다. 즉 한자어 형태소들은 다른 형태소와 결합된 상태로만 문장에서
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방어’의 ‘防’은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지만 문장에서 나올 수 없다. 즉 한자어의 형태소는 그 크기가 정확하게 글자
하나에 해당한다. 자모나 글자열은 한자어 형태소를 표기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
다. 또한 한자어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의 결합이면서도 한국어 고유어의 복합어
(예:입말)와 매우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자어 형태소의 또 한 가지 특
징은 표기와 형태소의 대응 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方’, ‘防’,
‘房’, ‘放’ 등의 형태소가 모두 표기상으로는 하나의 표음 글자 ‘방’과 대응하고 있
다. 이것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한자를 표기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한자어의 형태소 습득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인 학습자는 한글 표기 한자어를
배울 때 그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한자문화권에 속한 학습
자들의 한자어 습득과 거의 차이 없으므로 한자어의 습득이 고유어에 비해 쉽다고
할 수 없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의 형태소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앞 절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가
노출되지 않아서 한자 교육의 강도도 아주 낮고,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3.1절의 한자어 재인 테스트 연구에서 알 수 있
다. 한국어 초급 단계에 재학 중인 학습자는 한국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어휘부에서 한자 형태소 산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국 한자어를 배울 때 그 한자어 하나하나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하
나의 덩어리로서 인지하거나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인 초급 학습
자가 ‘천지, 천하, 지하’ 등과 같은 한자어를 처음에 학습할 때 거기에 ‘천’, ‘지’,
‘하’ 등의 보다 작은 형태소 의미 단위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중
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한자 형태소 인식 능력의 실제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한·중 한자어 형태소 대조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참조하여 다음
과 같은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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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테스트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JN대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
습자를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1월 7일에 한자어 한자 형태소 인식
테스트를 설계하였다. 테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개의 한자어 쌍에서 나온 한
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34) 한자와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35) 한자를 주
고찰 대상으로 하여 이 두 가지 유형의 한국 한자에 대한 한자 형태소가 무엇인지
를 인식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표 Ⅲ-16>과 <표 Ⅲ-17>은 한자어 한자
형태소 인식 테스트의 예시와 내용이다.
<표 Ⅲ-16>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의 예시
한·중 한자어 쌍 형태소 대응 유형
① 한동형·중동형
(韓同形·中同形)

경험—경영

② 한동형·중이형
(韓同形·中異形)

가구-가요

한자어 형태소 동일

한자어 형태소 상이

√(經驗-經營)

√(家具—歌謠)

<표 Ⅲ-17>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의 내용 및 정답

예시

한국 한자어쌍
(제시어)
작가-가족
가입—가족

한자 형태소 상동
(정답)
√（作家-家族）

한자 형태소 상이
(정답)
√ (加入-家族）

1

가구-가요

√ (家具-歌謠)

2

경험-경영

3

녹색-녹음기

√ (綠色-錄音器)

4

농사-농담

√ (農事-弄談)

5

독서실-독립

√ (讀書室-獨立)

6

만족-만점

√ (經驗-經營)

√ (滿足-滿點)

34)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란 한국어 한자어쌍 한자 형태소에서 같은 한글 철자
형식을 갖고 있는 한자가 대응된 한자 형태소가 동일한 한자를 뜻한다.
35)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란 한국어 한자어쌍 한자 형태소에서 같은 한글 철자
형식을 갖고 있는 한자가 대응된 한자 형태소가 상이한 한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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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송-다방

√ (放送-茶房)

8

번역-번호

√ (飜譯-番號)

9

사상-사실

√ (思想-事實)

10

세기-세탁소

√ (世紀-洗濯所)

11

약간-약국

√ (若干-藥局)

12

이발소-이익

√ (理髮所-利益)

13

차례-차비

√ (茶禮-車費)

14

지각하다-편지

√ (遲刻-便紙)

15

남자-자연

√ (男子-自然)

16

통장-통지

√ (通帳-通知)

17

연필-필기

√ (鉛筆-筆記)

18

피곤하다-피부

√ (疲困-皮膚)

19

판단-판매

√ (判斷-販賣)

20

휴대폰-휴지통

√ (携帶-休紙桶)

2.2.3. 테스트 결과 분석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각각 30명씩의 초급 집단과 중급 집
단으로 나눠서 2012년 10월 1일의 수업 시간에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
를 실시했고 각 한자어 형태소 유형과 학습자 집단 간의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밝히었다. 본 연구에서 초‧중급 학습자 간
의 한자 형태소 인식 정답의 평균값을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으로 독립표본 t
검정을 했다. 아래 <표 Ⅲ-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 간에
각각 한·중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어 쌍과 한·중 한동형·중동형(韓同
形·中同形) 한자어 쌍36)에 대한 형태소 인식 결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초‧중급 학습자 집단 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하는 분
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
형태소 인식 능력이 한국어 수준이 올라가면서 초급 학습자보다 중급 학습자가 진
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잘 알 수 있다.

36)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이하의 <표 Ⅲ-18>에서 나온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
자 유형을 ①로 표시하고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 유형을 ②로 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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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학습자 수준별 한·중 한자 형태소 유형 간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결과(1):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유형
학습자 수준
평균

초급
36.25

중급
39.85

표준편차
사례 수
t 통계값

30.86
30

20.72
30
-6.832

유의확률

.000

▷결과(2):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유형
학습자 수준
초급
평균
88.75
표준편차
사례 수

중급
73.50

15.12
30

t 통계값
유의확률

12.61
30
-6.204
.000

그리고 같은 한국어 수준을 가지고 있는 초급 집단과 중급 집단에 속한 학습자
의 한자 형태소 판단 정답률을 각각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어, 한동
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어 두 유형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했다. 초급 집단
학습자가 유형별로의 한자 형태소 정답률 간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중급 집단 학습자가 유형별로의 한자 형태소 정답률 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초급 집단에서는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
어 유형에 대한 정답률 평균값이 39.85이고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어
에 대한 정답률 평균값이 36.25인데 이 결과는 초급 학습자가 한자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잘 알 수 있으며 중급 집단에서는 한동형·중동형(韓同
形·中同形) 한자어에 대한 정답률 평균값이 73.5이고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
形) 한자어에 대한 정답률 평균값이 88.75인데 두 유형 간의 정답률 평균값에 대
한 대응표본 t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1이고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어 한자 형태소 인식 결과가 한동
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어 한자 형태소 인식 결과보다 부족한 것이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표 Ⅲ-18>과 <표 Ⅲ-19> 참조)에서 잘 분석되며 중국
인 학습자가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 습득이 한동형·
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어 습득보다 더 어려운 것도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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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잘 분석되었다.
<표 Ⅲ-19> 한·중 한자어 한자 형태소 유형 간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
▷결과(1) 초급 학습자
한자어 유형

한동형·중동형 한자

한동형·중이형 한자

평균

36.25

39.85

표준편차

30.86

20.72

사례 수

30

30

t 통계값

.592

유의확률

.561

▷결과(2) 중급 학습자
한자어 유형

한동형·중동형 한자

한동형·중이형 한자

평균

88.75

73.50

표준편차

15.12

12.61

사례 수

30

30

t 통계값

-3.976

유의확률

.001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가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에서 드러낸 한자어
형태소 오류 양상과 그 오류 양상에 따른 빈도를 다음 <표 Ⅲ-20>, <표 Ⅲ
-21>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표 Ⅲ-20>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형태소 인식 오류 양상(n=39)
한·중
한자어 유형

①
한동형·중동형
(韓同形·中同形)

한자어 쌍

정답 빈도

오답 양상과 오답 빈도

경험-경영

經(경):(18)
經(경):(16)
滿(만):(24)
滿(만):(19)
通(통):(26)
通(통):(26)
筆(필):(25)
筆(필):(14)
家(가):(20)
歌(가):(26)

Ø(13); 境(3); 競(1); 警(1); 講(1); 情(1)
Ø(13); 講(2); 境(2); 影(2); 精(2); 警(1)
Ø(13); 全(1); 萬(1)
Ø(15); 萬(5)
同(4); Ø(2); 存(1); 銅(1); 圖(1); 統(1); 盖(1)
同(6); 統(4); Ø(3)
Ø(12); 疲(1); 勞(1)
Ø(17); 需(2); 必(2); 脾(1); 皮(1); 比(1)
Ø(11); 加(3); 歌(2); 經(1); 去(1); 器(1)
Ø(8); 去(2); 走(2); 加(1)

綠(녹):(11)

Ø(23); 藍(2); 黃(1); 顔(1); 濃(1)

錄(녹):(11)

Ø(24); 弄(1); 延(1); 鹿(1); 濃(1)

經驗-經營
만족-만점
滿足-滿點
통장-통지
通帳-通知
연필-필기
鉛筆-筆記
가구-가요

②
한동형·중이형

家具-歌謠
녹색-녹음
綠色-錄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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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농담
農事-弄談
독서-독립
讀書-獨立
방송-다방
放送-茶房
번역-번호

(0)
玩(10); Ø(1); 農(1)

독(讀):(24)
독(獨):(16)
放(방):(29)
房(방):(11)

Ø(9); 圖(6)
Ø(14); 圖(3); 讀(3); 脫(1); 逃(1); 到(1)
Ø(7); 播(2); 飜(1)
方(17); Ø(7); 館(1); 般(1); 編(1); 包(1)

飜(번):(17)

Ø(14); 本(2); 通(2); 保(1); 編(1); 番(1);變(1)
Ø(12); 號(4); 本(4); 保(3); 辯(2); 播(2); 電

飜譯-番號

番(번):(8)

사상-사실

思(사):(16)

思想-事實

(1); 通(1); 編(1); 碼(1)
世(12); Ø(3); 假(2); 情(2); 事(1); 史(1); 家
(1); 四(1)

事(사):(34)

Ø(3); 家(1); 世(1)

세기-세탁

世(세):(11)

Ø(23); 洗(2); 强(1); 事(1); 數(1)

世紀-洗濯

洗(세):(11)

Ø(24); 世(2); 事(1); 新(1)

약간-약국
若干-藥局
(韓同形·中異形)

農(농):(39)
弄(농):(27)

이발-이익
理髮-利益
차례-차비
茶禮-車費
지각-편지
遲刻-便紙

若(약):(12)
藥(약):(16)
理(이):(4)

Ø(17); 約(5); 只(1); 少(1); 弱(1); 夜(1); 要
(1)
Ø(15); 弱(2); 店(1); 約(1); 野(1); 英(1); 棒
(1); 牙(1)
Ø(22); 利(3); 一(3); 里(2); 汲(1); 移(1); 立
(1); 李(1); 益(1)

利(이):(14)

Ø(17); 益(4); 意(2); 汲(1); 移(1)
Ø(17); 祭(10); 次(4); 査(2); 順(1); 序(1); 作

茶(차):(2)

(1); 差(1)

車(차):(17)

Ø(18); 差(2); 作(1); 茶(1)

遲(지):(25)

Ø(10); 直(2); 滯(1); 自(1)

紙(지):(21)

Ø(7); 信(5); 地(1); 指(1); 支(1); 箋(1); 件(1);
寄(1)

남자-자연

子(자):(22)

者(9); Ø(3); 人(3); 男(1); 자(1)

男子-自然

自(자):(34)

Ø(5)

피곤-피부

疲(피):(36)

Ø(3)

疲困-皮膚

皮(피):(33)

Ø(5); 貧(1)

판단-판매

判(판):(30)

Ø(4); 叛(3); 半(1); 反(1)

判斷-販賣

販(판):(33)

Ø(4); 泛(1); 售(1)

휴대-휴지

携(휴):(21)

Ø(12); 休(3); 手(3)

携帶-休紙

休(휴):(21)

Ø(12); 携(3); 手(2); 廢(1)

이상의 <표 Ⅲ-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가 한동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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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韓同形·中同形) 한자와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어 유형에 대한 형태
소 인식 테스트에서 나온 오류 양상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가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어 쌍에 대한 형태소
인식의 오류 양상과 특성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중국인 초급 학습자가 한동형·중
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어 쌍인 ‘경영’과 ‘경험’ 형태소에 대한 인식에서는 ‘경영’
의 ‘경’자 정답이 18번, 아무 대답이 없는 오답이 13번, 형태소 틀린 오답이 7번이
다. 이 가운데 ‘경(經)’자에 대한 오답 양상이 ‘경(境)’자 3번, ‘경(競)’자, ‘경(警)’
자, ‘정(情)’자와 ‘강(講)’자 각각 1번에 나타냈다. 이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의 오
류 원인은 주로 ‘경(經-/jing/)’자의 중국어 발음과 같은 한자 ‘境(/jing/)’, ‘競
(/jing/)’과 ‘警(/jing/)’ 등 한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이 한자들의 중국어 병음
에서 잘못 유추됐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가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어 쌍에 대한 형태소
인식의 오류 양상과 특성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Ⅲ-21>에서
바는 바와 같이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형태소 인식 오류 양상에서 한동형·
중이형(韓同形·中異形)에 속한 한자어 ‘이발(理髮)’의 ‘이(理)’자에 대한 형태소 인
식 오류는 ‘이(利-/li/)’자 4번, ‘아(牙-/ja/)’자 4번, ‘이(離-/li/)’자 4번, ‘이(已
-/yi/)’자 2번,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 2번, ‘익(益-/yi/)’자 1번, ‘이(異-/yi/)’자 1
번, ‘이(以-/yi/)’자 1번 등 오류 양상이 보인다. 이 가운데 한자어 ‘이발’의 ‘이
(理)’자에 대한 오류는 주로 중국인 중급 학습자가 기존 배웠던 중국어 한자 ‘理
(/li/)’자 발음과 같은 한자들(利, 離), 중국어 한자 ‘이(理)’자와 운모가 같은 한자
들(已, 益, 以)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잘못 유추해서 나타낸 오류라고 한다.

<표 Ⅲ-21>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형태소 인식 오류 양상(n=35)
한·중
한자어 유형

① 한동형·중동형
(韓同形·中同形)

한자어 쌍

정답 빈도

오답 양상과 오답 빈도

경험-경영
經驗-經營
만족-만점
滿足-滿點

經(경):(33)
經(경):(35)
滿(만):(33)
滿(만):(29)

警(1); 景(1)
(0)
Ø(1); 民(1);
萬(5); Ø(1)

통장-통지
通帳-通知
연필-필기

通(통):(31)
通(통):(26)
筆(필):(33)

統(3); 同(1)
統(4); 同(3); 桶(2)
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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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동형·중이형
(韓同形·中異形)

鉛筆-筆記

筆(필):(32)

Ø(2); 必(1)

가구-가요
家具-歌謠
녹색-녹음
綠色-錄音

家(가):(33)
歌(가):(34)
綠(녹):(32)
錄(녹):(32)

加(1); 歌(1)
槪(1)
Ø(1); 彔(1); 農(1)
弄(2); Ø(1)

농사-농담
農事-弄談
독서-독립
讀書-獨立

農(농):(35)
弄(농):(32)
독(讀):(32)
독(獨):(33)

(0)
俗(1); 農(1); 玩(1)
圖(2); Ø(1); 獨(1)
Ø(1); 付(1)

방송-다방
放送-茶房

放(방):(34)
房(방):(22)

播(1)
方(9); 包(1); 査(1); 坊(1); 放(1)

번역-번호

飜(번):(30)

飜譯-番號

番(번):(17)

Ø(2); 通(1); 編(1); 變(1)
編(4);保(3);Ø(2);辯(2);本(2);號(1);分(1);次

사상-사실

思(사):(22)

(1);碼(1);班(1)
世(5);事(3);四(2);史(1);假(1);社(1)

思想-事實

事(사):(33)

實(2)

세기-세탁

世(세):(23)

時(5);洗(4);Ø(2);勢(1)

世紀-洗濯

洗(세):(29)

약간-약국

若(약):(18)

Ø(3);世(2);事(1)
弱(5);約(3);Ø(2);稍(2);少(1);要(1);剛(1);藥

若干-藥局
이발-이익

藥(약):(20)
理(이):(4)
利(이):(14)
次(차):(29)
車(차):(29)
遲(지):(23)
紙(지):(30)

(1);牙(1)
弱(9);牙(2);兩(2);野(1);剛(1)
利(4);牙(4);離(4);已(2);Ø(2);益(1);異(1);以(1)
Ø(2);益(2);異(1);紀(1)
Ø(3);祭(1);順(1);指(1)
差(3);Ø(2);紙(1)
知(5);Ø(2);直(1);滯(1);只(1);指(1);者(1)
Ø(2);件(1);記(1);自(1)

子(자):(26)
自(자):(34)

者(6);人(2);家(1)
子(1)

疲(피):(34)
皮(피):(35)
判(판):(33)

貧(1)
(0)
叛(1);反(1)

判斷-販賣
휴대-휴지

販(판):(35)

(0)

携(휴):(19)

手(13);休(3)

携帶-休紙

休(휴):(15)

手(16);携(1);垃(1);銹(1);修(1)

理髮-利益
차례-차비
茶禮-車費
지각-편지
遲刻-便紙
남자-자연
男子-自然
피곤-피부
疲困-皮膚
판단-판매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에서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가 나타낼 수 있는
한자어 형태소의 오류 양상을 유형화하면 다음 <표 Ⅲ-22>와 같다.

- 81 -

<표 Ⅲ-22>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오류 유형과 양상
오류 유형

오류 양상

① 한자 형태소와 관련 없는 중국어 의역어로 왜곡

농담(弄談)→농(玩 완×)
방송(放送)→방(播 파×)
경험(經驗)→경(競 경×)

② 중국어 동음 이형 한자로 대치

이발소(理髮所)→이(里 리×)
지각(知覺)→지(直 직×)
세탁소(洗濯所)→세(世 세×)

③ 한자어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로 대치

남자(男子)→자(者 자×)
통지(通知)→통(統 통×)
번역(飜譯)→번(保 보×)

④ 한국어 한자음과 근사한 중국어 한자로 대치

통장(通帳)→통(銅 동×)
세기(世紀)→세(時 시×)

⑤ 한국어 한자음과 근사한 한자로 대치

약간(若干)→약(夜 야×)

⑥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로 대치

통장(通帳)→통(同 동×)

이상의 <표 Ⅲ-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 초·중급 한국어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에서 나타난 한자 형태소 오류 유형은 주로 ① ‘한자 형태소와
관련 없는 중국어 의역어로 왜곡’, ② ‘중국어 동음이형 한자로 대치’, ③ ‘한자어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로 대치’, ④ ‘중국어 발음과 근사한 한자로 대
치’, ⑤ ‘한국어 한자음과 근사한 한자로 대치’, ⑥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로 대치’ 등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한자 형태소와 관련 없는 중국어 의역어로 왜곡

한자어 형태소와 관련 없는 중국어 의역어로 왜곡 오류 유형은 한자어 ‘농담’의
‘농(弄)’자를 그 한자 형태소 자체와 관련 없는 중국어 의역어 ‘완(玩)’자로, ‘방송’
의 ‘방(放)’자는 ‘播(파)’자로 왜곡했는데 이 오류 유형은 주로 중국인 학습자가 해
당 한자어에 대한 한자 형태소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낸 오류 유형이다.

②중국어 동음이형 한자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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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동음이형 한자로 대치 오류 유형은 한자어 ‘경험’의 ‘경(經/jing/)’자는 중
국어 동음 이형 한자 ‘競(/jing/)’자로 잘못 유추된 유형이라고 한다. 이 유형에 속
한 다른 예들은 ‘이발소(理髮所)’의 ‘이(理)’자는 ‘리(里)’자로 ‘지각(知覺)’의 ‘지
(知)’자는 ‘직(直)’자로 잘못 유추해서 나타낸 것들이 있다.

③한자어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로 대치
한자어 한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로 대치 오류 유형은 한동형·중이형
(韓同形·中異形) 한자어 쌍 유형에서 많이 나타낸 것인데 예를 들면 한자어 ‘세탁
소(洗濯所)’의 ‘세(洗)’자는 한국어 동음이형 한자 ‘세(世)’자로 잘못 유추된 유형
이라고 한다. 이 유형에 속한 다른 예들은 ‘남자(男子)’의 ‘자(子)’자는 ‘자(者)’자
로 ‘통지(通知)’의 ‘통(通)’자는 ‘통(統)’자로 잘못 유추해서 나타낸 것들이 있다.

④한국어 한자음과 근사한 중국어 한자로 대치
한국어 한자음과 근사한 중국어 한자로 대치 오류 유형은 한자어 ‘번역(飜譯)’의
‘번(飜)’자의 한국어 발음은 중국어식 발음과 근사한 한자 ‘保(보):/bao/~번)’자로
잘못 모방된 오류 유형이라고 한다. 이 유형에 속한 다른 예들은 ‘통장(通帳)’의
‘통(通:/tong/)’자는 ‘銅(동):/tong/~통)’자로, ‘세기(世紀)’의 ‘세(世:/shi/)’자는 ‘時
(시):/shi/~시’자로 한국어 한자음과 근사한 중국어 한자로 잘못 대치해서 나타낸
한자 형태소 오류들이 있다.

⑤한국어 한자음과 근사한 한자로 대치
한국어 한자음과 근사한 한자로 대치 오류 유형은 한자어 ‘약간(若干)’의 ‘약
(若)’자의 한국어 한자음과 근사한 다른 한자 ‘夜(야):야~약)’자로 잘못 대치된 오
류 유형이라고 한다.

⑥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로 대치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로 대치 오류 유형은 한자어 ‘통장(通帳)’의
‘通(통):/tong/)’자의 중국어 한자음과 같은 한자 ‘同(동):/tong/’자로 잘못 유추된
한자어 형태소 오류 유형이라고 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이상과 같은 한자어 형태소 인식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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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중 한자어 한자 형태소 간의 복잡한 대응 관계에서 나온 중국 한자어 동
음이형(同音異形) 한자 형태소의 부정적 영향과 전이, 특히 한동형·중이형(韓同形·
中異形) 한자어 쌍에서 한국 한자어 한자음과 형태소 간의 일대다 관계로 인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3. 한·중 한자어 의미 인식 양상
2.3.1. 테스트 설계 원리
슈미트(Schmitt, 2002:72)에서는 이중언어 학습자의 언어 산출 과정은 이중언
어 심리어휘부의 대역어 간에 적극적 선택적이고 경쟁적인 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중언어 대역어의 레마37)(lemma, 詞條)가 언어 산출 과정
에서 모두 활성화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연구에 대해 학자들이 여러 인지 표상 모델을 설계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L2 어휘력의 발달 과정은 모국어 어휘 지식으로부터 목표어
어휘 지식까지의 발달 과정이다. 먼저 L1 어휘의 의미 체계 중의 일부 개념을 전
이함으로써 긍정적 전이의 강화에 따라 L2 어휘의 의미 표상 체계가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싱글턴(Singleton, 2006:32)의 논의에서 L2 어휘
처리에서 형태와 의미 중에서 의미가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고 모어 화자나 고급
수준 L2 학습자에게는 의미의 근사성이 형태의 근사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L2 어휘 습득에서 의미의 습득이 더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L2 어휘 습득 과정에서 L1 언어에서 받은 영향은 어휘의 형태와
의미 측면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어휘의 의미가 핵심적인 영향 요
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차용어 상호작용 모델에 따르면 한·중 한자어의 의미가 이
중언어 학습자의 심리어휘부에서 공동한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앙(Jiang,
2002:416)38)은 L2 어휘 습득의 형식-의미 투사(form-meaning mapping) 결과
37) 슈미트(Schmitt, 2002:72)의 논의에 의하면 심리어휘부에서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의미
를 가리키는 어휘항목(lexeme, 詞位)과 병행적인 용어인데 어휘의 형태와 음운 정보를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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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의미 전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언어 어휘 의미 상관성 (Lexical Semantic
Relatedness Test, LSRT) 테스트를 설계했다. 어휘 의미 상관성 테스트는 두 가
지의 단어 쌍을 포함하는데 한 가지는 같은 L1 대역어를 갖는 동역어(同譯語) 쌍
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같지 않은 L1 대역어를 갖는 이역어(異譯語) 쌍이다. 지앙
(Jiang, 2002)의 이중언어 어휘 의미 상관성 테스트에서 의미 상관성이 큰 동역어
쌍 유형과 의미 상관성이 약한 이역어 쌍 유형에서 각각 다섯 가지의 의미 상관성
판단 기준을 제기했다. 즉, 5점 수준에서는 의미 상관성이 제일 높은 어휘 쌍을
의미하고 4점 수준에서 1점 수준까지 어휘 쌍의 의미 상관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1점 수준의 의미 상관성이 제일 약한 유형을 말한다. 이 연구 방법의 이론적 근거
는 만약 학습자가 습득한 L2 어휘의 의미 체계가 L1 어휘 의미의 영향을 받지 않
는다면 즉 학습자의 L2 어휘 의미 자동성(lexical semantic autonomy)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이 L2 어휘 의미 자동성과 의미 습득 결
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선행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하
여 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성 인식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시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테스트 내용, 방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2.3.2. 테스트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차용어에 속한 한국어 한자어가 중국어 어휘 간에 동형동의어(同形同
義語)와 동형이의어(同形異義語)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앙(Jiang, 2002)의
의미 상관성 테스트의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한자어 의미 상관성 테스트를
설계하고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1월 7일에 테스트를 실시했다. 한국어 한자어
의미 상관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종극적인 목표는 한‧중 한자어 형태 차원에서뿐만

38) 지앙(Jiang, 2002)의 논의에 의하면 L2 어휘 습득 과정은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 단계는 형식 지향 습득 단계인데 심리어휘부 어휘 항목이 L2 어휘의 형식 지식(발
음과 철자)과 대응된 L1 대역어 어휘 지식만 갖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모국어 어휘지식
과의 융합 단계인데 L2 어휘를 쓰일 때 L2 어휘의 형식 지식은 L1 모국어 대역어의 의
미, 통사 등 어휘 지식과 동시에 추출된 것이다. 셋째 단계는 L2 어휘와 관련된 의미, 통
사 및 조어법 등 어휘지식이 L2 어휘 자체에 잘 융합되고 완전히 L2 어휘의 항목에 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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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의미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
자어 의미 습득에서 한자어의 의미 차이에 따른 인식 양상과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한국 한자어 의미 상관성 인식 검사하기 위한 테스트의 내용
은 Ⅱ장에서 분류된 한자어 여섯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한자어의 의미 유형을 다
시 한‧중 완전동의(完全同義) 한자어(한＝중), 한‧중 부분이의(部分異義) 한자어
(한·중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다름)39), 한‧중 완전이의(한≠중) 한자어 등 다섯 가
지의 한자어 유형으로 나눠 한자어 의미 상관성 인식 테스트를 설계했다. 한·중 한
자어 의미 상관성 인식 테스트 내용은 중국 북경대『한국어 1-2』 교재에서 검색
된 수험자가 이미 배웠고 숙지한 초급 등급에 속한 한자어 쌍을 뽑아서 다음과 같
이 그 테스트 내용을 만들었다. 즉, 유형1: 한·중 완전동의(完全同義) 한자어(안경
-眼鏡, 운명-命運, 열광-狂熱, 역할-作用), 유형2: 한·중 부분이의(部分異義) 한
자어①(한＜중: 성격-性格; 인간-人間; 구사-驅使; 무리-無理), 유형3: 한‧중 부
분이의(部分異義) 한자어②(한≈중: 작용-作用; 진로-進路; 파악-把握; 정신-精
神), 유형4: 한·중 부분이의(部分異義) 한자어③(한＞중: 인사-人事; 구속-拘束;
사업-事業; 단위-單位), 유형5: 한·중 완전이의(完全異義) 한자어(세수-洗手; 문
물-文物; 조심-操心; 애인-愛人) 등 한·중 한자어 쌍들이다. 또한 각각 한·중 한
자어 유형에 다시 4개씩 한자어 쌍을 선정했고 그 한자어 의미 상관성 인식 테스
트의 내용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테스트의 예시와 내용은 다음 <표 Ⅲ-23>과

같다.
<표 Ⅲ-23> 한·중 한자어 의미 인식 테스트 예시
한자어
유형
의미
상관도
기준
예

유형1
완전동의어
(한＝중)

유형2
부분이의어①
(한＜중)

유형3
부분이의어②
(한∩중)

유형4
부분이의어③
(한＞중)

유형5
완전이의어
(한≠중)

5점
(제일 강함)

4점
(비교적 강함)

3점
(가운데)

2점
(비교적 약함)

1점
(제일 약함)

문화-文化

작용-作用

사업-事業

인간-人間

세수-洗手

39) 한·중 부분이의 한자어는 다시 한·중 부분이의 한자어①(의미범위: 한＜중), 한‧중 부분
이의 한자어②(의미범위: 한∩중, 부분 중첩, 부분 다름), 한·중 부분이의 한자어③(의미범
위: 한＞중) 등 하위 유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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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한‧중 한자어 의미 인식 테스트 내용
语义相关性
(의미상관성)
韩汉词对
(한·중·한자어쌍)

예
시

가족-家族

1

안경-眼镜

2

성격-性格

3

작용-作用

4

인사-人事

5

세수-洗手

6

운명-命运

7

인간-人间

8

진로-进路

9

구속-拘束

10

문물-文物

11

열광-狂热

12

구사-驱使

13

파악-把握

14

사업-事业

15

조심-操心

16

역할-作用

17

무리-无理

18

정신-精神

19

단위-单位

20

애인-爱人

5점

4점

3점

2점

1점

제일 강함
（한=중）

비교적 강함
（한＜중）

가운데
（한∩중）

비교적 약함
（한＞중）

제일 약함
（한≠중）

√
√
√
√
√
√
√
√
√
√
√
√
√
√
√
√
√
√
√
√
√

2.3.3. 테스트 결과 분석
본 연구는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자어 의미 상관
성 인식 테스트에서 아래 <표 Ⅲ-25>와 같은 결과를 냈다. 동일 한국어 학습자
의 한·중 한자어 다섯 유형에 대한 의미 상관성 판단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 5유형의 의미 상
관성 평균점수40)를 갖고 SPSS으로 반복측정41)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중국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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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의미 상관성 인식 테스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표 Ⅲ-25>와 같다.

<표 Ⅲ-25> 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성 5유형에 대한 기술통계(n=60)
유형①

유형②

유형③

유형④

유형⑤

평균

3.55

3.26

3.68

3.52

3.38

표준편차

.87

.65

.73

.78

1.58

이상의 <표 Ⅲ-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성 인식 테스트 결과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는 각 한자어 유형에
대한 판단 점수로서 한·중 한자어 ①유형에 대한 평균은 3.55이고 표준편차는 .87,
한·중 한자어 ②유형에 대한 판단 점수 평균은 3.26이고, 표준편차는 .65이며, 한·
중 한자어 ③유형에 대한 판단 점수 평균은 3.68이고, 표준편차는 .73이며, 한·중
한자어 ④유형에 대한 판단 점수 평균은 3.52이고, 표준편차는 .78이며, 한·중 한
자어 ⑤유형에 대한 판단 점수 평균은 3.38이고, 표준편차는 1.58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각 한·중 한자어 쌍 유형에 대한 의미 상관도 판단 점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Ⅲ-26>과 같다.

<표 Ⅲ-26> 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성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유형-간

85.19

59

1.44

유형-내

204.84

240

의미상관도

6.27

4

2.92

오차

198.52

236

0.84

전체

290.03

299

F

유의확률

1.87

.16

40) 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성 판단 점수는 각 유형에 속한 4개 한자어 쌍에 대한 판단 점수
의 합을 4로 나눠서(예, (5+3+2+2=12)/4=3점) 받은 평균 판단 점수이다.
41) 반복측정은 달리 반복설계(repeated design)라고 하는데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다른 처
치를 반복적으로 가하여 그 처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설계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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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도 차이 점수들이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한다는 구형성
가정42)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구형성 가정이 총족되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공분산의 동질성 가정의 위배에 의한 통계적 오류를 교정
하기 위해 다음으로 Greenhouse-Geisser에 기초한 F통계값과 유의확률에 의해
각 한·중 한자어 5유형 간의 상관성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해석한다.
한·중 한자어 5유형 내에서 각 유형의 의미 상관성 인식 점수의 차이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통계값은 1.87, 유의확률은 .16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가 각 한·중 한자어 유형에 대한 의미 상관도 인식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 한·중 한자어 5유형 간의 의미 상관성 인식 결과에 대한 반복측정의 결과
는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 간뿐만 아니라 각 한자어 5유형들 간에도 서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중 5유형의 한자
어 의미 상관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중 한자어 의
미 간의 차이에 대한 교수 학습이 중국인 초급 학습자에게 뿐만 아니라 중급 학습
자에게도 한자어 교육 내용의 중점이자 난점이 될 것을 의미한다.

2.4. 소결론
Ⅲ장 2절에서는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한·중 한
자어 음운, 형태소, 의미 지식에서 나온 동질성과 이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한·중
한자어 어휘 지식 상호작용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한·
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성 인식’ 등 한자어 어휘 판단 테
스트를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테스트에서 드러낸
습득 양상과 특성을 각각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가 한·
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에서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어 쌍의 음운
습득이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어 쌍의 음운 습득보다 더 어려운 것으
로 통계분석을 통해 잘 말해줬다.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에서는 한동형·
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어 쌍의 형태소 습득이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42) 구형성은 공분산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복측정에서 요구되는 구형성 가정은 실
험조건별 종속측정값 차이의 분산이 동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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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 쌍의 형태소 습득보다 더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
성 인식 테스트에서는 한·중 동형동의(同形同義) 한자어, 동형부분이의(同形部分異
義) 한자어와 동형완전이의(同形完全異義) 한자어의 의미 상관성 인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가 모
두 한·중 한자어 5유형 간의 의미 차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모자란 것을 의미한
다. 한·중 한자어 의미 간의 상관도에 따라 한·중 완전동의(完全同義) 한자어를 초
급 학습자에게 먼저 명시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올라
가면서 더 어려운 한·중 완전이의(完全異義) 한자어와 한·중 부분이의(部分異義)
한자어를 한자어 의미 교육의 중점 내용으로 단계별로 교육해야 한다.

3. 한국 한자어 의미 관계 연상 양상
3.1. 테스트 설계 원리, 내용 및 방법
3.1.1. 테스트 설계 원리
한 개 어휘의 의미는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어휘부 안에서 다
른 어휘와의 의미적 상관관계에 따라 파악될 수 있다. 어휘 의미 관계는 계열관계
(paradigmatic relation)와 통합적 관계(syntagmatic relation)43)로 나눌 수 있다.
왕단(2005:127)에서는 어휘교육에서 각각의 단어를 따로따로 익히는 것보다 관련
된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익히는 것이 효과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연상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의미 관계
습득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어휘연상(word association) 실험이 인지심리학의 발달 초기 단계에서 어휘가
기억에서의 조직 방식을 연구하는 중요 방법인데 단일적 어휘연상(discrete word
association)과 연속적 어휘연상(continued word associ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적 어휘연상은 피험자에게 자극어 하나를 주고 이 자극어에 대해 머리에서 제
일 먼저 나온 한 개의 단어를 고찰하는 것이고 연속적 어휘연상은 요구 시간 내로
43) 계열적 관계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의 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통합적 관
계에는 연어, 관용 표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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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어에 대해 가능한 한 더 많은 단어를 고찰하는 것인데 피험자가 자극어에 대
해 어휘 연상할 때 머리에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자극어에 제일 가까운 의미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간주해 왔다. 이러한 어휘연상 테스트를 통해 머릿속
의 어휘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힐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산출된 한자어 연상어의 유형 분류 근거는 본 연구에서 월터
(Wolter, 2001:193)의 어휘 연상 테스트에서 제기된 연상어 유형에 따라 한자어
연상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하고자 한다. 월트(Woler, 2001)의 논의에 따
른면 계열형 연상어(paradigmatic association word)가 제시어와 같은 품사에 속
한 어휘 유형인데 문장에서 같은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어휘이다. 예를 들면
‘dog-cat’ 등이 있다. 결합형 연상어(syntagmatic association word)는 제시어와
연어적인 의미 관계를 갖고 있는 어휘인데 보통 제시어와 다른 품사 유형에 속한
것이다. 예를 들면 ‘dog-bite’ 혹은 ‘dog-bark’ 등이 있다. 발음형 반응어는 제시
어와 부분으로 같거나 비슷한 발음을 갖는 어휘일 경우이다. 예를 들면 영어 자극
어 ‘dog’에 따른 반응어 ‘bog’일 경우에 발음만 같으니 아무 의미상관성이 없으므
로 발음형에 속한 것이다.

3.1.2. 테스트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1학기 초급 학습자
23명과 3학년 1학기 중급 학습자 37명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5일에, 한국 SN
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 16명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24일에 한
자어 연상어 테스트를 실시했다. 한자어 연상 테스트 내용 설계를 위한 한자어 선
정은 중국 북경대『한국어1』에서 나온 고빈도 한자어44)이자 수험자가 이미 배우
고 숙지한 한자어인 명사(문화, 애인, 친구, 기차, 동생), 동사(공부하다, 검토하다,
졸업하다, 허용하다, 농담하다), 형용사(유명하다, 소박하다, 활발하다, 인색하다,
심각하다), 부사(점점, 상관없이, 도저히, 용감히, 열심히) 각 5개씩 총 20개로 선
정되고 한자어 연상 테스트 내용으로 삼았다(<부록 7> 참조).
중국인 학습자 어휘 연상 테스트에서 한자어에 대한 연상어의 유형을 주로 ①
44) 조남호(2002)의 통계에 의한 한자어의 빈도, 차례 및 개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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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형’, ②‘계열형’, ③‘백과사전형’, ④‘발음형’, ⑤‘무반응’ 등 다섯 가지의 유형으
로 분류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시각형식으
로 그 한자어 제시어를 주고 학습자가 ‘읽기-쓰기’형식으로 테스트를 받고 10분
내로 끝내고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어휘 연상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분
석 방법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학습자가 제시어 ‘애인’이
라는 한자어를 읽었을 때 심리어휘부에서 ‘여친(여자친구)’, ‘남친(남자친구)’, ‘친
구’와 같은 단어를 연상해 낼 때 이러한 단어들이 한자어 ‘애인’과 계열적 의미 관
계가 있으므로 ‘계열형 연상어’라고 하였다. 제2유형은 ‘사랑하다’, ‘구하다’, ‘있다’
와 같은 단어를 연상해 낼 때 한자어 ‘애인’과 결합적이고 연어적인 의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통합형 연상어’라고 하였다. 제3유형은 ‘애국’과 같은 연상어인데
철자의 부분 발음이 한자어 ‘애인’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 ‘발음형 연상어’라고 하
였다. 제4유형은 ‘부부’, ‘가정’과 ‘행복하다’와 같은 연상어가 제시된 한자어와 정
의적이거나 멀리 있는 백과사전적인 의미 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에 ‘백과사전형
연상어’라고 할 수 있다. 제5유형은 아무 연상어를 생각해 내지 않을 경우에 ‘무반
응 유형’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 <표 Ⅲ-28>과 같다.

<표 Ⅲ-27> 한자어 제시어의 빈도, 차례 및 개수(조남호, 2002)
한자어 제시어
문화
애인
명
친구
사
기차
동생

동
사

공부하다
검토하다
졸업하다
허용하다
농담하다

빈도
1790
59
1208
71
354

차례
73
3419
147
2919
602

개수
93
27
118
28
62

273
122
102
73
3

807
1813
2145
2882
26295

76
41
48
33
3

한자어 제시어
유명하다
형 소박하다
용 활발하다
사 인색하다
심각하다

빈도
38
56
94
16
211

차례
4926
3589
2304
9740
1073

개수
19
31
48
9
77

점점
상관없이
도저히
용감히
열심히

200
34
84
4
328

1143
5365
2548
24286
660

79
21
47
3
103

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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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8> 한자어에 대한 연상어의 유형 예시
한자어

연상어 유형

연상어 예시

연상어에 대한 설명

①

애인

통합형

구하다; 사랑하다

‘애인’과 앞뒤 결합적이고 연어적 의미 관
계를 갖고 있는 단어

②

애인

계열형

여친; 남친

‘애인’과 같은 품사 유형에 속한 동의어,
유의어, 상하위어, 반의어 등 단어

③

애인

백과사전형

행복하다; 부부

‘애인’과 관련된 정의적이고 백과사전적
의미 관계를 갖는 단어

④

애인

발음형

애국; 애정; 부인

‘애인’의 발음과 부분 같거나 비슷한 단어

⑤

애인

무반응형

없음

아무 연상어를 생각나지 않을 경우

3.2. 한국 한자어 의미 관계 연상 양상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 60명(초
급 학습자 23명; 중급 학습자 37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16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2012년 4월 5일과 2012년 5월 24일에 한자어 연상어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먼저 중·한 학습자가 산출된 한자어 연상어가 모든 유형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분석하고 다음에 중·한 학습자가 각 한자어에 대한 연
상어의 빈도를 통계하고 양상을 분석했다.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
자의 한자어 연상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표 Ⅲ-29>와
같다.
<표 Ⅲ-29>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의 연상어 비교
연상어 유영

의미
관계

형식
관계

중국인 초급 학습자
(n=20)

중국인 중급 학습자
(n=20)

한국인 모어 화자
(n=16)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통합형

110

27.5%

152

36.5%

190

46%

계열형

64

16%

78

19.5%

108

23.5%

백과사전형

102

25.5%

128

32%

114

28.5%

소계

276

68%

352

88%

312

98.5%

발음형

60

16%

26

6.5%

4

1%

무반응형

64

16%

22

5.5%

4

0.5%

합계

400

100%

400

100%

3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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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0
30

중 초급 학습자
중 중급 학습자
한 모어 화자

20
10
0

통합

계열

백과

발음

무반응

50
40

통합형
계열형
백과사전형
발음과 기타
무반응

30
20
10
0

중 초급 학습자 중 중급 학습자 한 모어 화자

<그림 Ⅲ-6>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화자 간의 한자어 연상어 비교
<표 Ⅲ-29>에 나온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에 대한
연상어에서 ‘통합형’ 연상어(초급 학습자의 산출 빈도 110번; 비중 27.5%)와 ‘계
열형’ 연상어(초급 학습자의 산출 빈도 64번; 비중 16%)가 심리어휘부 조직에서
비중이 제일 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되 ‘발음형’ 연상어(산출 빈도 60번; 16%)
와 ‘무반응’(초급 학습자의 산출 빈도 64번; 비중 16%)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연상어 산출
양상은 연상어 유형에 따라 ‘백과사전형’, ‘발음형’, ‘무반응’ 등 유형을 제외하고
남은 ‘통합형’과 ‘계열형’의 연상어가 모든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형적 발달
양상이 나타났다(<그림 Ⅲ-6>의 그래프 참조). 중국인 학습자의 ‘통합형’ 연상어
(비중이 초급 27.5%; 중급 36.5%)와 ‘계열형’ 연상어(비중이 초급 16%;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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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의 산출량과 비중은 모어화자의 연상어 유형 비중(통합형 46%; 계열형
23.5%)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모어 화자의 한자어
의미 관계 연상 양상에 비해 모자라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한
자어에 비해 의미 관계를 갖고 있는 연상어45)를 산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으로
통계비교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자어와 통합적 의미 관계
즉 연어적 의미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산출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한자어와
계열적 의미 관계 즉 같은 품사 유형에 속하는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 의미 관계를 갖는 단어를 산출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운 것을 연상어 테스트 결
과에 대한 분석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
어 연어적 의미 관계를 교육하는 것이 한자어 의미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말
해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12년 4월 5일과 2012년 5월 24일에 수집한 중·한 학습
자의 한자어 연상어 자료에 대해 그 한자어 연상어에서 드러난 산출 양상과 특성
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밝히기로 한다(<표 Ⅲ-30>,<표 Ⅲ-31>,<표 Ⅲ-32>
참조).
L2 학습자와 L1 모어 화자의 한자어 연상어 간에 나타나는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연상어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연상어를 각각
한자어 연상 테스트에서 산출된 단어들의 빈도를 통계하여 비교했다. 우리는 한국
한자어 ‘심각(하다)’의 연상어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
가 제시어 ‘심각(하다)’에 대한 연상어에서 아무 연상어를 산출하지 않은 빈도수가
15번으로 총 23번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 다음 각각 ‘심각
이없다’, ‘심심하다’, ‘성격’, ‘모르다’, ‘생각하다’, ‘짐작하다’, ‘있다’와 ‘허무하다’ 등
1번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연상어들 가운데 ‘심각(하다)’와 연어적 의미 관계에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연상어
를

살펴보면 총 37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연상어 테스트에서 산출된

단어의 양상은 ‘문제’가 8번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무 대답이 없
는 것이 5번으로, 연상어 ‘인상’이 3번, ‘병’, ‘감기’, ‘심하다’, ‘선생님’과 ‘합격하다’
가 각각 2번으로, 연상어 ‘일’, ‘교훈’, ‘기억’, ‘괜찮다’, ‘얼굴’, ‘점점’, ‘사고’, ‘해결

45) 학습자가 산출한 연상어가 제시한 한자어와 통합적, 계열적 의미 관계를 갖는 것이다.

- 95 -

하다’, ‘점점’, ‘감기’, ‘기억하다’, ‘나쁘다’ 등 연상어들이 각각 1번으로 나타냈다.
이 가운데 한자어 ‘심각(하다)’와 연어적 의미 관계가 있는 단어가 ‘문제’, ‘병’, ‘교
훈’, ‘얼굴’, ‘감기’, ‘사고’ 등 여섯 개의 연상어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모어화자가 산출된 연상어를 살펴보면 총 16개의 연상어에서

‘표정’이 3번으로,

‘병’이 2번으로, ‘정색’, ‘문제’, ‘진지하다’, ‘분위기’, ‘죽음’, ‘병원’, ‘암담하다’, ‘골똘
히’, ‘매우’, ‘어둡다’, ‘굉장히’ 등 연상어들이 각각 1번으로 나타냈다. 이 가운데 한
자어 ‘심각(하다)’와 연어적 의미관계를 갖는 단어들이 각각 ‘표정’, ‘병’, ‘정색’,
‘문제’, ‘분위기’, ‘죽음’, ‘병원’, ‘매우’과 ‘굉장히’ 등 모두 아홉 개가 있다. 이상과
같은 세 집단 학습자의 연상어를 총괄적으로 비교해 보면 중국인 초급 학습자가
산출한 통합적 의미 관계 연상어들이 제일 적은 것으로, 한국인 모어화자가 산출
한 통합적 의미 관계 연상어들이 제일 풍부한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상
과 같은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자어 연어적 의미 관계 교
육은 해당 한자어와 연어적 의미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한자어 연어적 의미관계
교육의 중점 내용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표 Ⅲ-30> 중국인 초급 학습자 한자어 연상어 산출 양상(n=23)
제
시

제
연상어

시

어
책(4); 전통(2); 세종대왕(1); 유산(1);
문
화

중국문화(1); 사회(1); 언어(1); 중국(1);
발전(1); 공자(1); 박물관(1); 국가(1);
영화(1); 중국역사(1); 다른 문화(1); 여
행(1); 문학(1); 비교(1); 공부하다(1)

공
부
하
다
유
명
하
다

연상어

어

열심히(10); 한국어(4); 시험(2); 밤(1);
도서관(1); 배우다(1); 교실(1); 밤을 새
우다(1); 영어(1); 학교(1)

업
하
다

취직하다(7);

입학하다(5);

취직(2);

○

(2); 학교(1); 학생(1); 걱정하다(1); 사회
(1); 2년후(1); 대학교(1); 교실(1)

자동차(7); 지하철(2); 타다(2); 첫차(1);
기

타다(1); 싫다(1); 비행기(1); 기차역(1);

차

필요하다(1); 차표(1); 팔다(1); 타다(1);
버스(1); 차(1); 기차표(1)

스타(3); 관광지(2); 경치(1); 맹자(1);
나라(1); 여행(1); 풍경(1); 우한(1); 영
화(1); 중국(1); 고궁(1); 장소(1); 훌륭
하다(1); 북경(1); 중국(1); 음식(1); 위
인(1); 태산(1); 한강(1); 대명호(1)

졸

상
관
없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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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있다(4); 관계(3); 괜찮다(3); 관계없
이(2); 화나다(1); 그래(1); 상관없다(1);
돈(1);

실수(1); 친한 사이(1); 헤어지다

(1); 색깔(1); 다른 사람(1); 지식(1); ○
(1)

도
저
히

도대체(6); 왜(4); ○(2);
까요?(1);

도서관(1);

마지막(2); 뭘

누구(1);

아무리

(1); 마침(1); 돌아가다(1); 어떻게 하다
(1); 어디가(1); 모르다(1)

연애(3); 남편(3); 친구(3); 남친(2); 남
애
인

자친구(1); 여자친구(1); 부모님(1); 결혼
(1); 데이트(1); 부부(1); 귀엽다(1); 행
복하다(1); 예쁘다(1); 없다(1); 결혼(1);
부인(1)

소
박
하
다

검
토
하
다

점
점

구

(2); 박수(1); 수박(1); 사람(1);

할아버

지(1); 아프다(1); 사람(1); 단순하다(1);
화려하다(1); 착하다(1); 민속(1); 유애

발
하
다

히

인
색
하
다

○(8);

용기(4);

용감하다(1);

위험하다

(1); 소방원(1); 가다(1); 진짜(1); 영원히
(1); 용감(1); 일어나다(1); 무섭다(1); 남
자(1); 행동(1)

○(14); 인사하다(1); 인간(1); 관개(1);
알다(1); 인식하다(1); 인정하다(1); 인쇄
하다(1); 인생(1); 어색하다(1)

남동생(3); 오빠(3); 형(2); 누나(2); 여동
동
생

(1); 화력하다(1); 그냥(1)

생(1);

가족(1);

사랑하다(1);

초등학교

(1); 좋다(1); 이생(1); 부모님(1); 동창
(1); 잘생기다(1); 형제(1); 없다(1); 외동
딸(1); 좋아하다(1)

잘못(2); 검토서(2); ○(2); 선생님(1);

허

○(11); 절약하다(2); 이용하다(2); 허리

용

(1);

하

(1); 영어(1); 무용하다(1); 욕심(1); 허락

다

하다(1)

차츰(7); 천천히(4); 빨리(3); 예뻐지다

열

공부하다(15); 성적(1); 공무원(1); 시험

(2); 좋아지다(2); 점차(1); 공부하다(1);

심

(1); 파이팅(1); 일하다(1); 심하다(1); 노

진보하다(1); 점점점(1); 잡다(1)

히

력하다(1); 하다(1)

검근하다(1); 검색하다(1); 그냥(1); 모르
다(1); 기(1); 여행(1); 불쌍하다(1); 검
색하다(1); 감동(1); 실속(1); 검사(1);
자기(1); 감동하다(1); 쓰다(1); 하다(1)

가족(2); 우정(2); 결혼하다(1); 예쁘다
(1); 당영춘(이름)(1); 그리워하다(1); 많
다(1); 좋다(1); 부모님(1); 애인(1); 남
자친구(1); 이유(1)

활

감

○(3); 농민(3); 순박하다(2); 근면하다

친하다(친한4); 만나다(3); 와 같이(2);
친

용

성격(6); ○(3); 조용히(2); 아이(1); 발
달하다(1); 사람(1); 조용하다(1); 조용히
(1); 활동(1); 흥분하다(1); 영화배우(1);
활약하다(1); 빠르다(1); 명랑하다(1); 자
신(1); 슬프다(1)

농
담
하
다

심
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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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다(1);

웃다(3);

유용하다(1);

재미있다(3);

훌륭하다

괜찮다(2);

친구

(2); 친구(1); 성격(1); 좋다(1); 이야기가
나누다(1); 놀다(1); 놀리다(1); 진짜(1);
단장하다(1); 재미없다(1); 농담(1); 이야
기를 피우다(1); 싫다(1); 좋은 사람(1)

○(15); 심각이 없다(1); 심심하다(1); 성
격(1); 모르다(1); 생각하다(1); 짐작하다
(1); 있다(1); 허무하다(1)

<표 Ⅲ-31> 중국인 중급 학습자 한자어 연상어 산출 양상(n=37)
제

제

시

연상어(빈도)

시

어

연상어(빈도)

어
책(4);경제(4);문학(3);역사(2);한국(2);
다양하다(2);유산(2);산업(2); 경쟁력(1);

졸

문 풍부(1);문화재(1);여행(1);한국어(1);문

업

화 화권(1);차이(1);

문물(1);음식(1);공자

하

(1);음악(1);한복(1);배우다(1);현상(1);

다

김치(1);단오절(1)

취직(16);졸업식(2);대학(2);입학하다(2);대
학생(2);취업하다(1);직업(1);대학교(1);기쁘
다(1);직장(1);대학원가다(1);학교(1);회사
(1);출근하다(1);출입하다(1);학생(1);기쁘다
(1);졸업장(1);졸업식(1)
여행(4);타다(4);비행기(3);열차(3);차(2);지

공 열심히(18);학생(2);영어(2);성적(2);학
부 습(2);시험(1);책(1);성격(1); 교실(1);잘

기

하 하다(1);배우다(1);학점(1);연습(1);힘들

차

다 다(1);과제(1)

하철(2);자전거(2);자가용(2);열차(2);고향
(2);기차표(2);표(1);기자(1);사고(1);느리다
(1);풍경(1);차(1);사다(1);멀다(1);비싸다
(1);계란(1);오다(1);○(1)

스타(4);배우(3);관광지(2);명지(2);사람
(2);중국(1);이름나다(1);비싸다(1);만리

괜찮다(6);독립(3);○(3);아랑곳없다(2);남의

유 장성(1);이름(1);꽃(1);가수(1);인기(1);

상

일(2);관계있다(2);상관있다(2);미안하다(2);

명 명예(1);제일(1);태산(1);도자기(1);중국

관

친구(1);관계(1);안녕(1);다른사람(1);관심

하 문화(1);문화(1);인물(1);사과(1);경치

없

(1);아니다(1);미안하다(1);관련되다(1);다

다 (1);좋다(1);문화(1);우명하다(1);유행

이

(1);상관없다(1);마음대로(1);실망하다(1);요

(1);문명하다(1);매우(1);관광지(1);-로

하다(1);연접(1);일(1)

유명하다(1)
○(4);도무지(3);절대로(2);여전히(2);도
자기(2);어떻게(2);완전히(2);아무래도
도
저
히

(1);뭐(1);믿을수없다(1);나쁘다(1);질문
(1);없다(1);다자기(1);제대로(1);도대체
(1);반드시(1);나쁘다(1);성공(1);안되다
(1);조심하다(1);왜(1);드디어(1);여전

영웅(7);용기6;○(4);경찰(2);겁나다(2);좋다
용

(2);극복하다(2);많다(1);대단하다(1);오빠

감

(1);사랑하다(1);겁쟁이(1);칭찬하다(1);싸우

히

다(1);가다(1);위인(1);고백(1);결정하다(1);
남자(1)

(1);그러나(1);생각하지못하다(1);못참다
(1);오히려(1)
사랑(10);친구(5);연애(4);친구(4);친구
애
인

(3);남자(2);연인(2);가정(1);커플(1);친
밀하다(1);누구(1);나쁘다(1);결혼(1);남
편(1);애정(1);사랑하다(1);여보(1);있다
(1)

인
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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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쇠(8);돈(5);○(5);대용(1);노랑이(1);큰
손(1);알다(1);친구(1);학생(1);사람(1);싫다
(1);쩨쩨하다(1);어색하다(1);인식하다(1);됨
됨이(1);창피하다(1);싫다(1);만세(1);내색하
다(1);짠돌이(1);어색하다(1)

화려하다(5);농촌(4);○(3);수하다(2);소
소
박
하
다

민(1);순사람(1);차림(1);좋다(1);명예
(1);성격(1);곤란(1);농민(1);집(1);선생
님(1);사람(1);숙박(1);마을(1);한국화
(1);옷(1);아름답다(1);간단하다(1);담박

여동생(6);귀엽다(6);오빠(5);남동생(2);사랑
동

하다(2);누나(2);형(2);○(1);큰형(1);귀엽다

생

(1);나쁘다(1);까불다(1);있다(1);도와주다
(1);형제자매(1);좋다(1);언니(1);친구(1)

하다(1);착하다(1);순수하다(1);한복(1);
노동자(1);소중하다(1)

회의(4);의제(3);○(3);토론하다(3);사과
검
토
하
다

하다(2);잘못하다(2);잘못(2);검사하다
(2);상의하다(1);반성하다(1);학습(1);학
술(1);개정안(1);토의하다(1);상담하다
(1);같이(1);검찰하다(1);일(1);개정하다
(1);심각하다(1); 검색하다(1);논문(1);반

허
용
하
다

허락하다(11);○(5);허락(2);허전하다(2);기
쁘다(2);좋다(2);결혼(1);시간(1);규칙(1);중
요하다(1);건의(1);안녕(1);억울하다(1);금직
하다(1);취직(1);거절하다(1);권리(1);동의하
다(1)

성(1);절차(1)

천천히(8);차츰(7);점차(5);빨리(3);사랑
점 하다(2);편하다(2);서서히(2);좋아지다
점 (2);점처럼(1);변화(1);저금(1);기다(1);
좋아지다(1);변하다(1)

열

공부하다(23);공부(7);최선을다하다(1);노력

심

하다(1);일하다(2);학습(1);하다(1);게으르다

히

(1)

우정(4);친하다(3);좋다(3);황방방(2);많
다(2);남자(2);여자(1);싸우다(1);도움
친
구

(1);한나(1);남자친구(1);여자친구(1);친
하다(1);함께(1);애인(1);부모님(1);남친
(1);보고싶다(1);동료(1);가족(1);와/과
(1);치밀하다(1);유의(1);사람(1);사이착

놀다(4);거짓말(3);친구(3);장난하다(2);이야
농
담
하
다

하다(1);사귀다(1);○(1)

기(2);장난(2);장선생님(1);재미(1);장난(1);
가(1);농담(1);희롱하다(1);진담하다(1);화나
다(1);화내다(1);즐겁다(1);항상(1);기분(1);
장난치다(1);재미있다(1);속담(1);농담하지마
라(1);화내다(1);싫다(1);이야기하다(1);즐기
다(1);웃다(1);○(1)

성격(11);명랑하다(5);환하다(1);동생
활
발
하
다

(1);귀엽다(1);친구(1);낙관(1);아이(1);
기분(1);안정적이다(1);정적(1);외향적이
다(1);천진하다(1);똑똑하다(1);얌전하다
(1);활약하다(1);아이(1);내향적(1);활동
하다(1);예쁘다(1);어린이(1);개방(1);외

심
각
하
다

향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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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8);○(5);인상(3);병(2);심하다(2);선생
님(2);합격하다(2);일(1);교훈(1);기억(1);괜
찮다(1);얼굴(1);점점(1);감기(1);사고(1);해
결하다(1);점점(1);감기(1);기억하다(1);나쁘
다(1)

<표 Ⅲ-32> 한국인 모어 화자 한자어 연상어 산출 양상(n=16)
제

제

시

연상어

시

어

연상어

어
문화충격(2);영화(1);다문화(1);한국(1);

졸

문

문명(1);정체성(1);대중문화(1);언어(1);

업

학교(7);입학하다(2);학사모(2);대학교(1);중

화

한류(1);의상(1);문화식민지(1);상대주의

하

학교(1);백수(1);졸업앨범(1); 시작(1)

(1);컬처(1);통치(1);충돌(1)

다

공
부
하
다

열심히(3);책(4);전공(1);지치다(1);힘들
다(1);독일어(1);연구(1);시험기간(1);학
교(1);하기 싫다(1);영어(1)

유

기

여행(8);칙칙폭폭(2);무궁화호(1);기차역(1);

차

자동차(1);무궁화호(1);빠르다(1);KTX(1)

상

명

연예인(8);가수(3);배우(2);유명인사(1);

관

하

대통령(1);정치인(1)

없

다
도
저
히

이
모르겠다(3);안되다(2);안되겠다(2);못하
다(2);불가능(1);불가능하다(1);결코(1);
할수없다(1);하기싫다(1);못하겠다(1);이
해할수없다(1)

용
감
히

○(3);관계없이(2);여기다(1);먹다(1);가격
(1);무시하다(1);개의치않다(1);마음(1);상관
없음(1);놀자(1);무관계(1);남녀(1);무관(1)
싸우다(5);돌격하다(1);구하다(1);

도전적으

로(1);기사(1);용감무쌍하게(1);살다(1);시민
상(1);맞서다(1);무찌르다(1);용사(1);영웅
(1)

남자친구(3);사랑(2);여자친구(2);친구

인

애

(1);없다(1);안들다(1);

좋다(1);애정

색

구두쇠(6);자린고비(3);스크루지(3);돈(2);정

인

(1);이별(1);소풍(1);데이트하다(1);연인

하

(1);○(1)

(1)

다

소

검소하다(3);가난(2);가난하다(1);질박

박

(1);착하다(1);나(1);

하

(1);참되다(1);

다

(1);밥과 김치(1);○(1)

검

꼼꼼하다(2);다시보다(2);검산(1);답(1);

허

토

시험(1);답안지(1);재검토하다(1);되돌아

용

하

보다(1);수정하다(1);시험지(1);책(1);생

하

다

각하다(1);살피다(1);○(1)

다

멀어지다(6);좋아지다(2);커지다(2);힘들

열

공부하다(6);노력하다(2);살다(2);운동하다

다(1);빠져들다(1);많이(1);차츰(1);밝아

심

(1);일하다(1);근면(1);놀다(1);최선(1);하다

지다(1);브라운아이즈(1)

히

(1)

점
점

밥상(1);초가집

동

수수하다(1);나박김치

생

좋다(2);남자(2);남동생(2);여동생(2);다툼
(1);착하다(1);애증(1);싸우다(1);친구(1);아
기(1);귀여움(1);누나(1)

허락하다(4);허가하다(2);허가(1);허락(1);규
칙(1);졸업(1);거절하다(1);인내(1);출입(1);
범위(1);허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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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3);고등학교(2);여자친구(1);중학교

농

친

친구(1);친한친구(1);사랑하다(1);만나다

담

구

(1);사귀다(1);영화(1);79(1);고맙다(1);

하

박선혜(이름)(1);의리(1)

다

활

명랑하다(2);성격(2);발랄하다(2);운동

심

발

(1);친구(1);유쾌(1);적극적이다(1);개

각

하

(1);시끄럽다(1);뛰다(1);구김살없다(1)

하

다

사교성이 좋다(1);○(1)

다

장난하다(3);웃음(2);농담(2);웃다(1);웃기다
(1);재미(1);재미있다(1);장난꾸러기(1);유머
(1);야하다(1);개그(1);○(1)

표정(3);병(2);정색(1);문제(1);진지하다(1);
분위기(1);죽음(1);병원(1);암담하다(1);골똘
히(1);매우(1);어둡다(1);굉장히(1)

3.3. 소결론
Ⅲ장 3절에서는 한국 한자어 심리어휘부 조직에서의 한자어 의미 관계 습득 양
상과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네 가지의 품사 유형에 따라
각각 5개의 고빈도 한자어를 선정하고 한자어 연상어 테스트 내용을 삼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연상어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한자어 연상어 테스트 결
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각 유형의 한자어에 대한 연상어 산출 양상이 모국어
화자와 비교해 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연상어에서 나온 의미 관계 유형은
결합적 의미 관계와 계열 의미 관계에 속한 연상어의 빈도와 백분율이 모어화자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밝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2절에서는 한국어
한자어 어휘연상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과 모국어 화자들의 어휘 연상 차이
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중·한 학습자의 한자어 연상 실험 결과에서 나온
연어적 의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초·중급 학습자들이 모국어 화자들에 비해 어떠
한 방식으로 어휘 간의 결합을 이해하고 사용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계량적
분석 결과 모국어 화자들은 한자어와 다른 어휘 간의 결합이 긴밀한 연어를 연상
하는 빈도가 중국인 학습자들보다 많이 높았다. 모국어 화자들이 연상한 연어의
예들이 초급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고빈도 기초 어휘들의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연어 연상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자들의 연어에 대한 이해 향상과 연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
과 다양한 연어 학습 활동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감안하여 좋은 한자어 심리어휘부 의미 관계가 이뤄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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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자어 의미 관계 교육은 한자어와 연어적이고 결합적인 의미 관계를 갖고 있
는 단어들을 중점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한·중 한자어 연상어에서 나
타나는

의미관계

인식

양상을

갖고

코퍼스-활용한

접근법(corpus-driven

approach)을 적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그 한자어와 많이 결합하고 전형적
인 고빈도 단어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셋째, 교수가 마지막으로 귀납해서 가
르쳐야 하고 동시에 한자어 교육 현장에서 문장 짓기 등 과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 좋은 한자어 의미 관계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해 어휘 인식 및 표현 어휘 사용 양상
4.1. 테스트 설계 원리, 내용 및 방법
4.1.1. 테스트 설계 원리
슈미트(Schmitt, 2010:161)는 L2 어휘 습득은 L1 어휘 지식과의 근사성 등 여
러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L1 어휘의 대역어로 L2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그 어휘
의 전부 의미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어휘의 형식과 의미 간의 최초의 연계만 이
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어휘가 여러 문맥에서 광범히 사용됨으로써 점점
모어처럼 그 어휘를 능숙하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심리어휘부 이
해와 표현’의 차원에서도 L2 한국어 한자어 습득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L2 어휘 습득에서 흔히 언어 표현 과정은 언어 이해 과정의 역이라고 생각된다.
즉 언어 이해는 소리나 글자에서 어휘 처리와 통사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를 파악
하는 과정이고 언어 표현은 의미에서 통사적 계획을 거쳐 소리나 글자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페이(Fay, 1977)는 형태에 인한 단어 대체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근거로 이해에 사용되는 심리어휘부와 표현에 사용되는 심리어휘부가 같다고 주장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해와 표현 심리어휘부를 구분하는 입장을 지지
한다.46) 또한 최근에는 이해와 표현 각각에도 청각적인 심리어휘부와 시각적인 심
46) 새리스(Shallice, 1985)는 단어를 청각적으로 모니터할 때 들은 단어가 후에 소리 내어
말해야 할 단어로 주어지면 간섭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PET을 이용한 뇌영상
연구에서도 단어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단어를 소리내어 말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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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휘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Harley,
2001).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개념화 단계에 상응하는 처리처럼 이해와 표현
이 공유하는 처리과정도 있지만, 적어도 어휘 처리와 관련된 단계에서는 이해와
표현이 독자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김영은(2008)은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를 어휘 지식의 각도로 논의했다. 즉, 이해적 어휘 지식(receptive
vocabulary knowledge)이 학습자가 단어의 형태(발음, 철자, 형태소)를 재인할 수
있고 그 형태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휘 지식이라고 한다. 반면에
표현적 어휘 지식(productive vocabulary knowledge)이 어휘를 말하기, 쓰기와 같
은 발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어휘 지식이라고 한다. 또한 한재영
(2011)의 정의에 따르면 이해 어휘는 문자로 보거나 음성으로 듣고 그 의미나 뉘
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일컫는다. 어휘의 습득 순서를 보면 먼저 ‘이해’하
고 다음에 ‘표현’할 수 있게 되나 모든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해도 듣거나 읽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이므로 이해 어휘 안에 표현 어휘가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표현 어휘는 실제로 말
이나 글로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 정의될 수 있다. 표현 어휘는 화자가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는 어휘를 말하며,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어휘 중에서도 많이 접하여 친근해진 어휘나 사용에 자신
있는 어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휘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에 대한 정의를 리드(Read, 2000)와 라우퍼
(Laufer, 1998)에서 제안한 정의를 참조하여 표현 어휘를 통제 표현 어휘와 자유
표현 어휘 등 두 가지로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해 어휘란 어휘를 듣는
과정이나 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이고 표현 어휘란 말하고 쓸 때 학습
자가 스스로 기억하여 적절히 사용 가능한 어휘이다.
박영목‧윤희원(2003:349)은 언어 사용 능력은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인데, 이
해력과 표현력은 어휘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언어의 표현과 이
해 행위는 언어로 표현된 지식이나 내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이나 내용을 재구성하는 사고 과정임을 주목할 때, 한국어 한자어 교육에 바탕을
가 다르다고 하였다(조명한 외, 2003 참조). 이 결과들은 이해와 표현에 관여하는 심리어
휘부가 별개라는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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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어휘력 신장은 바로 언어 학습자의 사고력 신장과 높은 상관도를 갖는다는 점
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로 볼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한국어 어휘력을
신장하기 위해 한국어 어휘 계통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를 이
해 어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표현 어휘 측면에서도 잘 배워야 한다.

4.1.2. 테스트 내용 및 방법
중국인 학습자가 심리어휘부의 이해와 표현 능력에서 한국어 한자어가 이해 어
휘와 표현 어휘의 연속체에서 어떠한 습득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해적 한자어 테스트와 표현적 한자어 테스트를 설계했다. 테스트
내용은 본 논문의 Ⅱ장에서 논의된 한·중 여섯 유형의 한자어를 고찰대상으로 하
여 테스트 문제지를 설계했다. 이해적 한자어 테스트는 선다형 문제지의 형식으로
하고 표현적 한자어 테스트는 중‧한 번역 과제의 형식으로 설계하고 중국인 학습
자의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구체적인 테스트 내용의 예시는 각각 아
래 <표 Ⅲ-33>, <표 Ⅲ-34>와 <부록 8>, <부록 9>와 같다.

<표 Ⅲ-33>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 테스트에서 나온 한자어 유형
유형

예시

형태-의미 관계

한국어

중국어

제1유형

同形同義(동형동의)

유학(留學)

留學

제2유형

同形異義(완전이의)

애인(爱人)

爱人

제3유형

同形異義(부분이의)

검토(檢討)

檢討

제4유형

異形同義(완전이형)

친구(亲旧)

朋友

제5유형

異形同義(부분이형)

졸업(卒业)

毕业

제6유형

異形同義(형태소도치)

소박(素朴)

朴素

4.2. 이해 어휘 인식 양상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 2,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
각각 42명을 대상으로 한자어 이해 테스트를 실시했다. 문맥에서 한자어 한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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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소 제시 여부 요인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어 이해에 끼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 똑같은 한자어 이해 테스트 문항은 다시 ‘한자병용 체’와
‘한글 체’ 두 가지의 제시 방식으로 설계했다. 한국어 수준이 같은 집단47)에서 각
각 다시 '한자병용 집단(22명)'과 '한글 집단(20명)'으로 나눠 테스트 했다. 그 결
과에서 한자병용 여부에 따라 일어난 습득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2학년 학습자를 '한글 집단'과 '한자병용 집단'으로 나눠 t검정 통계분석을 하며 중
국인 한국어 숙달도의 차이에 일어난 습득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각 한자어 유형별로 초·중급 집단 간의 결과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했다.
<표 Ⅲ-34> 이해적 한자어 테스트 내용 예시(선다형 문제지)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나는 한국에 （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A. 유학(旅行)(√); B. 불편(不便); C. 방학(放学)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

)인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

A. 처자(妻子); B. 애인(愛人)(√); C. 남편(男便)
점수만능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
A. 개최(開催);

)되어야 한다.

B. 검토(檢討)(√); C. 반성(反省)

내가 제남대학교에 입학한 후 많은 착한 (

)을/를 사귀었다.

A. 풍우(朋友); B. 친구(親舊)(√); C. 친구(親口)
그녀의 (

)은/는 대학교 교수이다.

A. 남인(男人); B. 대상(對象); C. 남편(男便)(√)
대학 입시가 (

)을 결정하는 것 같다.

A. 생명(生命); B. 명운(命运); C. 운명(运命)(√)

47) 학년별 학습자들 간의 한국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초·중급 학습자의 전
학기 전공과목들의 기말시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통계·분석하여 그 초·중급 학습자
들 간의 수준 차이가 통계적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2학년 1학기 초급 학습자의 전
학기 기말시험에서 전공과목의 평균점수(한글 집단 86.5점; 한자 병용 집단 80.2점)에 대
한 일원분산분석 결과가 F통계값이 2.963이고 p유의확률이 0.076이며, 3학년 1학기 중급
학습자의 전 학기 기말시험에서 전공과목의 평균점수(한글 집단 79.1점; 한자병용 집단
83점)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가 F통계값이 1.609이고 p유의확률이 0.215이기 때문에
초·중급 학습자를 각각 나눈 두 집단 간의 한국어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2학년 1학기 학습자와 3학년 1학기 학습자들
간에 한국어 수준에 따라 초·중급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하는 것이 학습자 수준에 따른 한
자어의 습득 양상을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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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초급 학습자 대상 테스트 결과 분석
한자어 ‘어형 제시’ 요인이 학습자의 테스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 먼저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 제시’ 집단과 ‘한자 병용 제시’ 집단으로 나눠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구체적
인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초급 학습자 정·오답률 평균값에 대한 t검정
중국인 초급 학습자가 한자어 선다형 문제지 테스트에서 그 정답항48)을 선택하
는 정답률 평균값49)과 표준편차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SPSS을 사용하여 아
래 <표 Ⅲ-3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Ⅲ-35> 초급 학습자 집단 간의 한자어 정답률 평균값
유형

형태-의미 관계

제1유형

한자병용 집단

한글 집단

평균값

표준편차(s)

평균값

표준편차(s)

同形同義(동형동의)

0.84

0.23

0.83

0.15

제2유형

同形異義(완전이의)

0.48

0.36

0.66

0.27

제3유형

同形異義(부분이의)

0.49

0.27

0.51

0.28

제4유형

異形同義(완전이형)

0.65

0.27

0.78

0.16

제5유형

異形同義(부분이형)

0.68

0.15

0.70

0.22

제6유형

異形同義(형태소도치)

0.59

0.21

0.62

0.27

<표 Ⅲ-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 간에 제1유형인
동형동의형 한자어의 점수 평균값(평균값0.84, 표준편차 0.23 )이 제일 크게 보이
는데 이는 학습자가 이 유형에 속한 문항에서 쉽게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표 Ⅲ-35>에서 보다시피 제2유형인 동형완전이의어(평균값 0.48,
표준편차 0.36)와 제3유형인 동형부분이의어(평균값 0.51, 표준 편차 0.28)의 평
균값이 자체가 속한 집단에서 제일 작게 나왔고 표준편차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
48) 여기서의 정답이 세 선택지에서 정확한 한자어 항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답 선택지에 속
한 중국식 번체 한자어 항과 대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49) 정답 선택지에의 정답률 평균값은 학습자가 정확한 한국 한자어를 선택하는 문항의 총
수가 총 문항의 수를 제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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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그 다음에 제6유형에 속한 근형동의어(형태소도치)의 평균값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인다.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6유형 습득 양상이 다음 <그림 Ⅲ-7>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다.

100
80
60
한자병용조
한글조

40
20
0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그림 Ⅲ-7>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정답률 평균값
한국어 여섯 유형의 한자어에 대한 이해 테스트에서 정답 선택지에의 평균값이
한글 집단과 한자병용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검증하
기 위해 SPSS 대응표본 t검정으로 통계분석을 했다. 그 결과는 제1유형(t=0.117,
p=0.414), 제2유형(t=-1.097, p=0.212), 제3유형(t=-0.165, p=0.818), 제4유
형(t=-0.937, p=0.605), 제5유형(t=-0.157, p=0.090), 제6유형(t=-0.240,
p=0.151)인데 이는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 간에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유
형을 제외하고 제2, 3, 4, 5, 6 유형에서는 한글 집단 평균값이 한자병용 집단보다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초급 단계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글
한자어에 대응된 한자 형태소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인 학습자 초급 단계에서 교사가 한자어에 대한 명시적 교
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배운 한국어 교재에서 나온 한자어의 어형도 한자로 병용되
지 않고 완전히 한글 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시 SPSS을 응용하여 2학년 초급 학습자 한자어 테스트의 오
답항50)에 속한 중국식 한자어를 선택하는 오답률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얻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Ⅲ-36>, <그림 Ⅲ-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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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6>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오답률 평균값1)
한자병용 집단
유형

한글 집단

어형-의미 관계
평균값

표준편차(s)

평균값

표준편차(s)

제2유형

同形異義(완전이의)

0.42

0.37

0.23

0.26

제3유형

同形異義(부분이의)

0.42

0.27

0.37

0.33

제4유형

異形同義(완전이형)

0.28

0.22

0.05

0.06

제5유형

異形同義(부분이형)

0.20

0.16

0.12

0.07

제6유형

異形同義(형태소도치)

0.27

0.16

0.21

0.19

50
40
30

한자병용조
한글조

20
10
0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그림 Ⅲ-8>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오답률 평균값

<표 Ⅲ-36>과 <그림 Ⅲ-8>에서 보이는 추세를 <표 Ⅲ-35>와 <그림 Ⅲ
-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에 속한 학습자가 제2유형
과 제3유형에서 제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제5유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평균값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하는

결과는

제2유형(t=-1.130,

50) 정답 항인 한자어와 혼동하기 쉬운 중국식 번체 한자어를 오답 항으로 작성한 것이다.
한자어 제1유형은 중국어와 어형과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정답항에 대한 오답항 단어를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논문에서 한자어 오답률을 통계할 때 제외한 처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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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98), 제3유형(t=0.302, p=0.323), 제4유형(t=2.217, p=0.152), 제5유형
(t=1.222, p=0.055), 제6유형(t=0.607, p=0.558)이다.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
단 간에는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한자어 이해 테스트 결과의 정답률과 오답율을 분석해 보
면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수험자가 정답 선택지에의 선택 결과에서 나타내는 특징과 오답 선택지에의 선택
결과가 상보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답항인 한자어와 대응된 오답항인
중국식 한자어 간에 어형·의미 상의 근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밝히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 한자어 ‘애인(愛人)’은 중국어 한자어 ‘愛人’과 어
형이 같지만 서로 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동형이의어이다. 한국어 한자어 ‘애인
(愛人)’은 중국어 ‘愛人’, ‘妻子’와 의미상 아무 상관이 없고 도리어 중국어 ‘情人’
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그 어형·의미 간의 관계
를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2) 초급 학습자 한자어 여섯 유형 간의 정답률 평균값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똑 같은 집단에 속한 초급 학습자가 각 한자어 유형 간의 정답률이 현저한 차이
를 보이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각각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 간의 결과에 대응
표본 t검정을 했다. 결과는 <표 Ⅲ-37>과 <표 Ⅲ-38>에 나타낸 것과 같다.

<표 Ⅲ-37> 초급 한자병용 조 학습자 한자어 여섯 유형 간의 정답률 t값 비교
(df=22;＊p＜0.05)

1
2
3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2.88351)

＊3.196

1.169

1.003

＊3.259

0.095

-1.219

-1.852

-1.028

-1.610

-1.332

-0.887

-1.044

1.037

4
5

0.863

<표 Ⅲ-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병용 집단에 속한 초급 수준의 수험자가
51) <표 Ⅲ-37>의 칸에 있는 수치가 t값이고 ＊표기는 p＜0.05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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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과 제6유형(p=0.014), 제2유형, 제3유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다
른 유형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그림 Ⅲ-7>과
<그림 Ⅲ-8>에서 나온 정·오답률 그래프 추세를 종합해 보면 제2, 3유형에 속한
동형이의한자어와 제6유형에 속한 형태소도치이형동의 한자어가 초급 학습자에게
있어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Ⅲ-38> 초급 한글 집단 학습자 한자어 여섯 유형 간의 정답률 평균값 비교
(df=20; ＊p＜0.05)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1.923

2.496＊

0.602

0.996

2.231

-0.244

-0.944

0.064

-4.358＊

-1.447

-0.880

1.289

2.154

제2유형
제3유형

1.334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5유형

0.741

<표 Ⅲ-38>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우리는 제1유형과 제3유형, 제3유형과 제4
유형 간에 제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유형들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 Ⅲ-7>과 <그림 Ⅲ-8>에 나온 정·오답률 그래프 추세를
종합해 보면 동형이의어(부분이의)에 속한 제3유형은 한글 집단에서 제일 낮은 평
균값으로 나타내므로 한글 집단에 속한 초급 수험자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유형
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급 학습자에 속한 한
글 집단과 한자병용 집단 간에 제3유형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4.2.2. 중급 학습자 대상 테스트 결과 분석
이 절에서는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 조
와 한자병용 조로 나눠 한자어 이해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
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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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급 학습자 정·오답률 평균값에 대한 t검정
먼저, 중국 JN대학교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중급 학습자가 한자어 이해 테
스트에서 나타낸 정답률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표 Ⅲ-39>와 같다.
<표 Ⅲ-39>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정답률 평균값
유형

어형-의미 관계

제1유형

한자병용 집단

한글 집단

평균값

표준편차(s)

평균값

표준편차(s)

同形同義(동형동의)

0.98

0.04

0.93

0.07

제2유형

同形異義(완전이의)

0.69

0.24

0.80

0.18

제3유형

同形異義(부분이의)

0.54

0.32

0.54

0.27

제4유형

異形同義(완전이형)

0.81

0.18

0.73

0.24

제5유형

異形同義(부분이형)

0.94

0.10

0.68

0.33

제6유형

異形同義(형태소도치)

0.99

0.04

0.75

0.17

100
80
60
한자병용조
한글조

40
20
0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그림 Ⅲ-9>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정답률 평균값
<표 Ⅲ-39>에 보는 바와 같이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은 제6유형(이형동
의어, 평균값 0.99, 표준편차 0.04)과 제1유형(동형동의어, 평균값 0.98, 표준편차
0.04)에 속한 평균값이 제일 크게 보인다. 이 중의 제1유형은 초급 학습자의 경우
와 같은데 우리는 중급 학습자가 제1유형에도 쉽게 정답을 내었다는 것과 제6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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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초급 학습자보다 매우 큰 진보를 보이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Ⅲ-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유형(동형부분이의어, 평균값 0.54, 표준편차
0.32)과 제2유형(동형완전이의어, 평균값 0.69, 표준편차 0.24)의 평균값이 자체
가 속한 테스트 집단에서 제일 작게 나타냈고 표준편차가 제일 크게 나타낸 것으
로 보인다. 3학년 중급 학습자가 집단별로의 정답률 평균값이 다음 <그림 Ⅲ-9>
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림 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 집
단에서 제2, 3유형을 제외하고 제1, 4, 5, 6 유형에서 한자 집단이 한글 집단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이는 테스트 결과를 통계적 분석함으로써 한자어 어
형이 문맥에서 한자병용 여부에 따라 다른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어 여섯 유형의 한자어에 대한 테스트에서 중급 학습자가 정답 평균값에 대
한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는 제1유형(F=2.018, t=-1.844, p=0.086); 제2유
형(F=2.138, t=1.076, p=0.300); 제3유형(F=0.718, t=0.008, p=0.993); 제4유
형(F=1.036, t=-0.733, p=0.475); 제5유형(F=11.152, t=-2.079, p=0.056);
제6유형(F=11.055, t=-3.859, p=0.002)이다.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진단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제6유형(F=11.055, t=-3.859, p=0.002)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는 한글 집단에 비해 한자병용 집단에서 한자어 어형이 한자 병
용하기 때문에 중국인 중급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국어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 영향
을 끼칠 수 있는데 제6유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다
른 모든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52)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국 현지의
한국어 한자어 교육에서 1학년 초급 단계에 교사가 한자어의 한자 어형을 많이 제
시하지 않으므로 초급 학습자에 속한 한글 집단이 한자병용 집단보다 더 높은 정
답률을 보이고 있지만 2학년 중급 단계에 올라가면서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의
한자 어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중급 학습자에 속한 한자병용 집단의 한자
어 습득 정답률이 한글 집단보다 많이 높아졌다.
다음은 본 연구는 3학년 중급 학습자의 오답률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통계분석
52) 2학년 초급 학습자와 3학년 중급 학습자의 문항에의 정답률을 종적으로 비교하면 한자
조와 한글 조에서 제2유형(한자 병용 조 정확률 평균값 0.69가 한글 조 정확률 평균값
0.80보다 적음)을 제외하고 남은 유형에서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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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Ⅲ-40>, <그림 Ⅲ-10>과 같다.

<표 Ⅲ-40>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오답률 평균값
유형

어형-의미 관계

제2유형

한자병용 집단

한글 집단

평균값

표준편차(s)

평균값

표준편차(s)

同形異義(완전이의)

0.25

0.27

0.16

0.16

제3유형

同形異義(부분이의)

0.40

0.29

0.33

0.26

제4유형

異形同義(완전이형)

0.15

0.18

0.14

0.13

제5유형

異形同義(부분이형)

0.04

0.08

0.17

0.18

제6유형

異形同義(형태소도치)

0

0

0.16

0.16

40
35
30
25
20
15
10
5
0

한자병용조
한글조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그림 Ⅲ-10>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오답률 평균값
<표 Ⅲ-39>와 <그림 Ⅲ-9>에서 보이는 추세가 <표 Ⅲ-40>과 <그림 Ⅲ
-10>에서 보이는 것과 대조하면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의 수험자가 제6유형
과 제3유형, 제2유형에서 남은 유형과 달리 제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제5유
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중급 학습자의 오답률 평균값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하는 결과는 제2유형(F=6.390, t=-0.754, p=0.463), 제3유형(F=0.037,
t=-0.529,

p=0.605);

제4유형(F=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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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13,

p=0.834),

제5유형

(F=13.998, t=1.905, p=0.078), 제6유형(F=1.351, t=2.019, p=0.063)인데 한
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 간에 모든 유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급
수험자가 정답 선택지에의 선택 결과에서 나타내는 특징은 오답 선택지에의 선택
결과와 상보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정·오답률 두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최선영(1996:4)은 한·영 어휘 의미유형별로의 습득 난이도를 정답률로 측정하여
논의했다. 또한 주소병(周小兵, 2004:43)은 오류의 비율이 제2 언어습득의 난이도
와 정상관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즉 오류율이 높은 언어 항목이 습득
난이도도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한국어 한자어 집단별로의
테스트를 통해 각 유형에 따른 정답률과 오답률을 도출하여 한자어 각 유형 간의
난이도를 추론할 수 있다. <표 Ⅲ-40>의 테스트 결과에서 나타낸 중급 학습자의
오답률 평균값의 합53)을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난이도 계열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제일 어려운 유형부터 쉬운 유형까지 배열하면 제3유형, 제2유형, 제4유형, 제5유
형, 제6유형 순이다. 이 한자어 이해 난이도 계열은 제2 언어의 의미 습득은 형태
습득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검증했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자
어를 교육할 때 한자어의 유형과 학습 단계별로 제일 쉬운 유형부터 학습자로 하
여금 그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 인식 능력을 신장시키고 가장 어려운 유형인 한자
어의 의미를 중국어와 대조분석을 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더 잘 습득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2) 중급 학습자 한자어 여섯 유형 간의 정답률 평균값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같은 집단에 속한

중급 학습자가 각 유형의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밝히고자 필자가 한자병용 집단과 한글 집단 간의
한자어 정답률 평균값(<표 Ⅲ-39> 참조)에 각각 대응표본 t검정54)을 했다. 그
53) 제3유형 평균값 합: 0.73; 제2유형 평균값 합: 0.41; 제6유형 평균값 합: 0.16; 제4유형
평균값 합: 0.29; 제5유형 평균값 합: 0.21.
54) 두 대응표본 t검정(two-dependent samples t test; matched pair t test)은 종속변수가
양적변수고, 두 집단이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두 집단의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 연구를 위
하여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두 집단이 종속적이라는 것은 추출된 표본의 모집단들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두 종속(대응)표본 t검정은 두 표본이라 하지만, 실제 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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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결과는 <표 Ⅲ-41>과 <표 Ⅲ-42>에서 나타낸 것과 같다.

<표 Ⅲ-41> 중급 한글 조 학습자 한자어 6유형 간의 정답률 평균값 비교
(df=22;＊p＜0.05)
제2유형
1

2.067

2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3.495＊

1.940

2.179

3.503＊

1.922

0.530

1.098

0.560

-1.804

-0.820

-2.119

0.292

-0.170

3
4
5

제6유형

-0.610

중급 한글 집단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제1유형과 제3, 6유형, 제3유형과 제1
유형, 제6유형과 제1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표 Ⅲ-41>과 <표 Ⅲ-42>에서 나온 정·오답률 평균값의 결과와 비추어 보면
중급 한글 집단 학습자는 제1유형의 결과가 다른 유형에 비해 제일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42> 중급 한자병용 집단 학습자의 한자어 이해 결과 비교
(df=20;＊p＜0.05)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3.172＊

3.616＊
1.151

제5유형

제6유형

2.308

1.327

-1.000

-1.182

-2.717＊

-3.318＊

-2.126

-3.333＊

-3.684＊

-1.457

-2.483＊

제4유형
제5유형

-1.718

중급 한자병용 집단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1유형과 제2, 3유형 간에, 제2유형
과 제3, 5, 6유형 간에, 제3유형과 제1, 5, 6유형 간에, 제4유형과 제6유형 간에,
제5유형과 제2, 3유형 간에, 제6유형과 제2, 3, 4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서 두 점수의 차이를 하나의 점수로 환산하여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검정한다(성
태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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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표 Ⅲ-38>과 <표 Ⅲ-39>에 나온 정·
오답률 평균값의 결과와 비추어 보면 제3유형, 제2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
형과 제1유형은 순차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
에 논의된 각 유형에 따른 한자어 이해 난이도 계열을 다시 검증하게 된다.

4.2.3. 초·중급 학습자 간의 테스트 결과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의 유형 차이 요인과 어형(한자병용과 한글) 제시 요인,
한국어 숙달도(초급과 중급) 요인, 이 세 변수가 학습자의 한자어 습득 결과에 어
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밝히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이해 테스트 결과에
대해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 분산분석을 했다.
먼저 한글 집단의 결과를 살펴보자. 학습자 수준별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한글 집단에서 유형 요인이 한자어 이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한글 집단에 속한 초·중급 학습자 간의 한자어 이해 테스트 결과에 대한 반복측
정 분산분석에서 한자어 여섯 유형 간에서 정답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
정 결과는 F통계값이 2.416, p유의확률이 0.093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각 유
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한글 집단에 속한 두 집단에서
각 한자어 유형 간의 습득 결과가 그 한자어의 어형과 의미 차이 요인에 따른 통
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한글 집단에서 급별 요인이 습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지 않다.
한글 집단 학습자 급별 간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에서는 F통계값이 1.247, p유의
확률이 0.29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각 동일한 한자어 유형 간에 급별로의 통
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글 집단에 속한
초·중급 학습자에게 있어 한국어 숙달도 요인이 각 유형의 한자어 습득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의미한다.

- 116 -

(3) 한글 집단에서 유형과 급별 간의 상호작용 영향이 현저하지 않다.
한글 집단에 속한 초·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유형별 이해 결과와 급별 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측정 결과는 F통계값이 0.574, p유의확률이
0.621로 각 한자어 유형과 급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별로의 학습자가 각 유형에 대한 이해 효과가 거의 비슷한 추세
가 나타나는 것으로 의미한다. 즉 한글 집단에 속한 초·중급 학습자 간에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 각각 비슷한 양상과 추세를 보이는데 제1유형이 다른 모든 유형보다
더 잘 이해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자병용 집단에 대한 급별로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에서 아래
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한자병용 집단에서 유형 요인이 한자어의 이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
하다.
한자병용 집단에 속한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 두 집단 간의 한자어 이해 테
스트 결과에 대한 반복측정에서 한자어 6유형 간에서 정답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는 F통계값이 3.737, p유의확률이 0.024로서 유의수준인 0.05에
서 각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한국어 한자어
여섯 유형 간에 어형과 의미 차이 요인이 한자 병용 집단 학습자의 이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각 유형 간에 다른 이해 난이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

(2) 한자병용 집단에서 급별 요인이 이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다.
한자병용 집단 학습자 급별 간에 대한 반복측정 결과에서는 F통계값이 10.739,
p유의확률이 0.008로서 유의수준인 0.05에서 각 동일한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어 한자 병용 집단에 속한
중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에 비해 각 동일한 한자어 유형의 이해 결과에서 더 높
은 정답률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 앞 한글 집단에서 나온 결
과(2)에 비추어 보면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병용 여부는 현저한 다른 이
해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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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자병용 집단에서 유형과 급별 간의 상호작용 영향이 현저하지 않다.
한국어 한자어 각 유형과 급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F통계값이 1.845, p
유의확률이 0.165로 한자병용 집단 학습자에게 있어 각 한자어 유형과 급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글 집단의 경우와 비
슷한데 한자병용 집단에 속한 학습자가 한국어 수준이 늘면서 각 유형의 한자어는
꼭 좋은 이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급별 간에 비슷한 양상과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다시 각 한자어 유형 간에 그 이해 난이도 계열을 갖는 것
을 의미한다.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 각 집단 간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
자병용 집단에서 유형과 급별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한자어 한자 형태소 병용이 특히 중국인 중급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
어를 배우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각 유형에 따른 습득 난이도 계열이 존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Ⅰ장에서 제시된 한‧중 한자어의 형태, 의미
등 어휘 지식에 따른 한자 병용 여부 요인, 여섯 유형 요인과 한국어 숙달도(초‧중
급) 요인이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 미치는 영향과 각 유형 간의
이해 난이도를 밝혔다.

4.3. 표현 어휘 사용 양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표현적 한자어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히기 위해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형태와 의미 간의 이해와 산출 관계를 잘 밝힐 수 있는 한·
중-중·한 번역 과제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한·중 번역과제는 이해적 한
자어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원리는 이중언어 학습자 심리어휘부에서
형태 차원(form, 음운, 철자와 형태소)에서 한국 한자어의 한글철자 형식에서 의
미로의 접근 처리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중‧한 번역과제는 표현적
한자어 습득 양상과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중언어 심리어휘부의 한‧중
한자어의 의미 차원(semantic)에서 상호작용하는 전제하에 그 한국 한자어에 대응
된 중국어 어휘의 의미에서 한자어의 형태를 산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전제하에 한·중 한자어 간의 형태와 의미 차이가 한자어의 이해와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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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한·중 한자어의 형태 의미 차이에 따른
여섯 유형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한·중-중‧한 번역 과제 테스트에서 한·중 한자어
번역 과제에 따른 한자어 이해 어휘 습득은 L1 대역어의 형태의 영향으로 인해
어떠한 습득 양상과 난이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 중·한 한자어 번역 과제에 따른
한자어 표현 어휘 습득은 그 한자어 의미 차이로 인해 어떠한 습득 양상과 난이도
계열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 습득 결과는 어느 한자어 유형에서 L1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L2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한자어 이해 테스트와 표현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시했
다. 그 한자어 이해 테스트와 표현 테스트의 예시는 <표 Ⅲ-43>, <표 Ⅲ-44>
와 <부록 10>, <부록 11>과 같다.

<표 Ⅲ-43> 이해적 한자어 테스트 문제지의 예시(한·중 번역 과제)
대역 한자어

한국어 문장

중국어 역문

[留學]

내가 한국에 유학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我有去韩国留学的抱负。

<표 Ⅲ-44> 표현적 한자어 테스트 문제지의 예시(중·한 번역 과제)
대역 한자어

[유학]

중국어 문장

我有去韩国留学的抱负。

한국어 역문

내가 한국에 유학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표현적 한자어의 오류 유형과 양상을 전면적으로 밝히기 위
해 필자가 2012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모았던 중국
인 초·중·고급 학습자의 주제 작문 84편의 학습자 말뭉치55)를 통해서 전형적인 한
자어 오류 유형과 오류 양상 및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55)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초·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급별로 각
24편 총 84편의 통제성 시험지 주제 작문을 모아서 중국인 학습자 말뭉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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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한 중 번역 과제에서 나타난 한자어 이해 양상 분석
표현 어휘로서의 한자어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이해 어휘 테스트와 표현 어휘 테스트를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을 했다.
우선 본 연구는 한자어의 여섯 가지 유형 요인이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이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고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이해 어휘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SPSS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했다. 그 한자어 이해 어
휘 테스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분석 데이터는 아래 <표 Ⅲ-45ㄱ>, <표
Ⅲ-45ㄴ>과 <그림 Ⅲ-11>과 같다.

<표 Ⅲ-45ㄱ>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이해 어휘 테스트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유형①

유형②

유형③

유형④

유형⑤

유형⑥

평균

19.50

16.50

10.13

15.38

12.13

15.75

표준편차

1.41

3.51

6.98

5.13

8.11

3.54

사례수

20

20

20

20

20

20

<표 Ⅲ-45ㄴ> 중급 학습자의 이해적 한자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유형-간

16.200

19

5.800

3.16

.016

유형-내

1.861

100

.271

합계

18.06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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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
15
이해 어휘

10
5
0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그림 Ⅲ-11> 중급 학습자의 이해적 한자어 6유형 간의 정답률 비교
<표 Ⅲ-45ㄱ>, <표 Ⅲ-45ㄴ>과 <그림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중급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에 대한 이해 어휘 테스트(한·중 번역 과제)에서 제1
유형에 속한 동형동의어(평균값: 19.50)에서 제일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는데 이어
서 제2유형에 속한 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평균값: 16.50), 제6유형에 속한 동형
이의어(완전이의; 평균값: 15.75), 제4유형에 속한 이형동의어(완전이형; 평균값:
15.38), 제5유형에 속한 동형이의어(부분이의; 평균값: 12.13), 제3유형에 속한 이
형동의어(부분이형; 평균값: 10.13) 순차적으로 더 낮은 정답률을 갖고 있다. 중국
인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이해 어휘 6유형 간의 정답률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의 결과에서 F값이 3.16이고 유의확률이 .016인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에게 있어서 이해적 한
자어 학습에서 이해 난이도 순서는 제일 쉬운 유형부터 제일 어려운 유형까지 순
차적으로 ①‘동형동의어’, ②‘형태소도치동의어’, ⑥‘동형완전이의어’, ④‘이형동의
어’, ⑤‘동형부분이의어’, ③‘부분이형동의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번으로 ①＞
②＞⑥＞④＞⑤＞③ 순이다. 이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의 이해 효과는 그
한자어와 대응된 중국어 어휘 간의 형태, 의미 상관성과 큰 관련이 있으므로 한자
어 이해 어휘 습득에서 형태(부분이형) 지식 습득이 의미(부분이의) 지식 습득보
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임을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잘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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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중 한 번역 과제에서 나타난 한자어 표현 양상 분석
다음의 <표 Ⅲ-46ㄱ>, <표 Ⅲ-46ㄴ>과 <그림 Ⅲ-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중급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에 대한 표현 어휘 테스트(중·한 번역 과제)
에서 제1유형에 속한 동형동의어(평균값: 100.00)에서 제일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
는데 이어서 제4유형에 속한 이형동의어(완전이형; 평균값: 90.00), 제5유형에 속
한 동형이의어(부분이의; 평균값: 65.00), 제2유형에 속한 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평균값: 50.00), 제6유형에 속한 동형이의어(완전이의; 평균값: 50.00),

제3유형

에 속한 이형동의어(부분이형; 평균값: 41.60) 순차적으로 더 낮은 정답률을 갖고
있다.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표현 어휘 6유형 간의 정답률에 대한 일원배
치분산분석의 결과에서 F값이 5.53이고 유의확률이 .00인데 유의수준 .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에게 있어서
표현적 한자어 학습에서 표현 난이도 순서는 순차적으로 ①‘동형동의어’, ④‘이형동
의어’, ⑤‘동형부분이의어’, ②‘형태소도치동의어’, ⑥‘동형완전이의어’, ③‘부분이형
동의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번으로 ①＞④＞⑤＞②/⑥＞③ 순이다. 이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표현 어휘는 그 한자어와 대응된 중국어 어휘 간의 형태,
의미 상관성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자어 표현 어휘 습득에서 형태(부분이형)
지식 습득이 의미(부분이의) 지식 습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임을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잘 알 수 있다.

<표 Ⅲ-46ㄱ> 중급 학습자의 표현적 한자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평균

100.00

50.00

41.60

90.00

65.00

50.00

표준편차

0.00

33.33

26.21

421.08

41.16

33.33

사례수

20

20

20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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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6ㄴ> 중급 학습자의 표현적 한자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유형-간

70.980

19

9.016

5.53

.00

유형-내

0.518

100

.802

합계

71.498

119

120
100
80
60

표현 어휘

40
20
0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그림 Ⅲ-12> 중급 학습자의 표현적 한자어 6유형 간의 정답률 비교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표현적 한자어 습득 결
과(①＞④＞⑤＞②/⑥＞③)는 4.3.1절의 이해적 한자어 습득 결과(①＞②＞⑥＞
④＞⑤＞③)와 비교해 보면 제1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3유형의 습득 난이도는
이해 어휘 테스트뿐만 아니라 표현 어휘 테스트에서도 같은 난이도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데 이는 L2 한자어 어휘 습득이 어휘의 이해에서뿐만 아니라 어휘의 표현
에서도 한자어의 형태 습득이 의미 습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알 수 있다.
제5유형에 속한 부분이형동의어의 습득결과가 표현 어휘 테스트에서 뒤로 옮기는
것이 특기한데 이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에게 있어서 L2 한자어 어휘의 의미로부
터 형태까지의 표현 산출 과정에서 한자어 형태 간의 상관성과 차이가 한자어의
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었으므로 이 한자어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더 어려운 원인이 판단될 수 있다.
우리는 한자어 이해와 표현 어휘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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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한자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 사용 과정에서 나타낼 수 있는 습득 난이도
를 도출했다. 따라서 한국어 한자어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한자어의 난이도를 충
분히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한·중 한자어 형태(한자
형태소)와 의미가 똑같고 제일 쉬운 ‘동형동의’ 한자어 유형으로부터 제일 어려운
‘부분이형동의’ 한자어 유형(형태가 근사하고 의미가 같은 한자어)과 ‘동형부분이
의’ 한자어 유형(형태가 같고 의미가 근사한 한자어)까지 주 대상으로 한자어의
이해와 표현에서 많이 연습하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한·중 한
자어의 형태와 의미에서 드러난 상관성과 근사성을 한·중 한자어 대조 제시와 한·
중 중·한 번역 연습 등 교수 활동을 통해 명시적으로 교수해 주고, 중국인 학습자
로 하여금 한·중 한자어 형태(한자 형태소)와 의미 간의 근사성을 잘 알고 한자어
이해와 표현에서 그 근사성으로 인한 부정적 전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3. 학습자 쓰기 말뭉치에 나타난 한자어 사용 양상
표현 어휘로서의 한자어 습득 특성과 양상을 밝히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초‧중‧고급 학습자의 주제작문 각각 28편 모두
84편을 수집하고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며 말뭉치에서 나온 한자어 오류를
추출하고 그 오류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온 한
자어의 표현적 오류 유형은 광의적 범위56)로 형태적 오류, 문법적 오류, 의미적
오류 등 세 유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한자어의 형태적 오류
중국인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온 표현적 한자어 오류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자어
의 형태적 오류는 비율이 높지 않다. 특히 초급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한자어 형태
오류율이 높은 원인은 처음 한자어를 배우기 때문에 한자어와 다른 어휘들 간의
56) 본 연구에서 한자어 표현 오류 유형을 광의적인 범위로 유형화하는 작업이 한자어
의 발음이나 철자 등 형태, 의미 등 어휘 지식들을 정확하게 적절히 잘못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한자어의 다른 단어와의 연어적이고 결합적인 의미 관계를 적절히 잘못
하는 오류와 한자어의 형식 동사와의 결합이나 조사, 어미 등 문법적 요소와 형태를
결합하는 오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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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오류
사용
잘못

발음이나 한국 한자어와 중국 한자어 간의 발음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
류가 많으며, 중급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오류율이 많아지는데 이는 한자어 형태
오류 중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스스로 중국식 한자어를 만들어냈거나 문맥 의미에
적절하지 않은 한자어로 문장을 짓거나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와 한·중 동형
완전이의 한자어 간의 의미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한국 한자어와 어울리고
적절한 연어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인 학습자 말뭉치에서 드러난 한자어의 오류 분석은 ①형태적 오류, ②문법
적 오류, ③의미적 오류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펴고자 한다.
한자어의 형태적 오류는 학습자가 표현하려는 문맥 의미에 적절한 한국어 한자
어를 모르거나 잘못 골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말한다.
표현 한자어의 형태적 오류의 하위 유형이 ① ‘한자어의 중국식 병음을 한국 한자
음으로 대체하여 쓰인 오류’, ② ‘한자어의 철자 잘못 쓰인 오류’ 등으로 나눠서 그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밝힐 것이다.

① 한자어의 중국식 병음을 한국 한자음으로 대체하여 쓰인 오류
먼저 ‘한자어의 중국식 병음을 한국 한자음으로 대체하여 쓰인 오류’를 살펴보고
자 한다.
(1)가.＊중국의 교통에 관하여 많이 일을 면리(직면/임박√)했었습니다.
나.＊그래서 교통 변화하며 사람들에게 변리를 갔습니다(편리하게 했습니
다√).
다.＊그리고 풍기가 오아지(오염 지수√)가 많고 물을 나쁩니다.
라.＊사람마다 선택한 교통 방시(방식√)는 다릅니다.
마.＊하지만 중국의 사람은 너무 많아서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불변을 많
습니다(불편이 많습니다√).

② 철자 쓰임 오류
(2)가.＊중국의 교통제증(교통체증√)는 다양합니다.
나.＊하지만 자동차는 단연(당연히√) 음뜸입니다.
다.＊버스와 지하철을 안정하(안전하√)고 매우 쌉니다.
라.＊그래서 중국의 교통 위해서 대중교통 핵합시다(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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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차를 통해서 출금합니다(출근합니다√).
바.＊그리고 우리 환경도 정정(점점√) 파괴해져습니다.
사.＊둘제, 평소에 가능하면 버스 등 공공표통(공공교통√)가 탑니다.
아.＊그리고 풍기(공기√)가 오아지가 많고 물을 나쁩니다.

(2) 문법적 오류
한자어의 문법적 오류는 한자어 자신이 가지는 범주론적 특성을 학습자가 제대
로 학습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들이다. 예를 들어, 한자어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
하지 못해 동사의 특성을 형용사에 적용시킨 오류라든가, 명사를 부사처럼 쓴 오
류 등 품사를 전용하여 사용한 오류와 한자어의 형태 변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오류, 한자어를 생략하거나 첨가하여 쓰는 오류 등이 한자어의 문법적 오류 유형
에 속한다.
중국인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온 한자어의 문법적 오류 유형은 ① 조사 결합 오
류, ② 조사 탈락 오류,

③ 어미 결합 오류, ④ 품사 쓰임 오류, ⑤ 존대법 쓰임

오류, ⑥ 생략 오류, ⑦ 과용 오류 등 일곱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결합 오류
한자어의 조사 결합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 명사일 경우에 한자어와 결
합하는 조사의 오용, 조사의 부적절한 첨가 등 오류 양상을 나타내는 오류로서 한
자어의 문법적 오류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가. ＊중국의 교통제증는(교통체증은√) 다양합니다.
나. ＊버스와 지하철을(지하철이√) 안정하고 매우 쌉니다.
다. ＊하지만 중국의 사람은 너무 많아서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불편을 많
습니다(불편이 많습니다√).
라.＊이런 현실을(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마.＊자동차 수량가 증가하(수량이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도 나타나고 있
습니다.
바.＊중국에(중국의√) 과학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생활을 점점 편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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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차가 막혀서 시간이 많이 낭비했습니다(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아.＊지하철나(지하철이나√) 자전거나 자동차나 비행기나 많습니다.
자.＊왜냐하면, 사람마다 매일에(매일√) 비타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
요.
차.＊처음 대학교에 들어올 때 학교 식당의 음식이 싫었지만 점점도(점점√)
습관합니다.

② 조사 탈락 오류
한자어의 조사 탈락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가 조사를 붙어야 하는 한자어 명사에
조사를 붙지 않는 오류 유형이다. 한자어의 조사 탈락 오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가.＊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는 자동차나 지하철(지하철로√) 가는 경우
가 많습니다.
나.＊그래서 교통(교통이√) 변화하며 사람들에게 변리를 갔습니다.
다.＊이렇게 하면 시간을 아끼겠을뿐만 아니라 환경도(환경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③ 어미 결합 오류
한자어의 어미 결합 오류는 용언과 서술격 조사가 아닌 성분에 어미 ‘-습-’을
붙여 비문을 만든 오류이다. 한자어의 어미 결합 오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가.＊핸드볼 연습습니다(연습합니다√).

이상(5가)는 한자어 명사에 어미를 붙여 비문을 만든 오류인데 중국인 학습자의
초급 단계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이다.

④ 품사 쓰임 오류
한자어의 품사 쓰임 오류는 각 품사의 특성을 잘못 학습하여 비문을 만드는 오
류이다. 한자어는 범주별로 문장에서 쓰이는 양상이 다르다. 한자어 명사는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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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여 문장의 여러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나, 한자어 부사는 용언이나 관형사,
부사 앞에 쓰이며, 한자어 용언은 서술어로 쓰이거나 명사 앞에 관형형으로 쓰인
다. 특히 한자어 용언의 경우, 앞에 나오는 명구와의 관계, 의미적 특성에 따라 학
습자의 오류가 발견된다. 이렇게 각 품사의 통사적 의미 특성을 학습하지 못해 범
하는 오류를 한자어의 품사 쓰임 오류라 한다. 다음의 한자어의 품사 쓰임 오류의
예를 보자.

(6)가.＊과학기술을 발전하(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면 교통 기구도 다양해졌
습니다.
나.＊그리고 우리 환경도 정정 파괴해져습니다(파괴되었습니다√).
다.＊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습관(보통√) 침대에서 잔다.

위 (6)다의 예는 ‘습관’이 한자어 명사임에도 특히 부사처럼 잘못 쓰인 것이다.

⑤ 존대법 쓰임 오류
한자어의 존대법 쓰임 오류는 존대 한자어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경우를 말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가.＊할머니의 나이가(연세가√) 90세입니다.

⑥ 생략 오류
한자어의 생략 오류는 문장의 구성과 관계있는 오류이다. 한국어는 담화 상황에
따라 문자의 한 성분을 생략하여 쓸 수 있는 특성을 보이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이
특성을 잘못 남용하여 필요한 성분임에도 생략하여 쓰는 경향을 보인다. 한자어의
생략 오류와 과용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8)가.＊신분이(제 신분은√) 학생입니다.
나.＊사진은 제가 중국 귀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유교 사회(유교사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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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으로 관형어를 생략하는 오류의 예는 (8가, 나), 서술격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의 예는 (8다)와 같은 경우는 많다.

⑦ 과용 오류
한자어의 과용 오류는 쓸 필요가 없는 단어를 굳이 한자어와 함께 결합하여 어
색한 문장을 만드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가.＊한국에 온지 이미 한 달 되었는데 아직 한국 생활에 잘(Ø√) 익숙해지
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비문 (9가)는 필요 없는 어휘를 써서 한자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비문을
만드는 오류이다.
한자어의 문법적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초급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어 용언의 형태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존대 한자어 사용이 부
정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중급에서 다시 높아지는 원인은 한자어
용언의 형태 변화 오류와 존대 한자어 오류는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한자어의 생
략이나 과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3) 의미적 오류
한자어의 의미적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가 특히 고급 단계에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로서, 각 한자어의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대응된
중국어 한자어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들을 말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한자어의 의미 오류는 ‘연어적 의미 오류’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사람들은 여행을 할(여행을 갈√) 때에는 자동차나 지하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아니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자리를 비웁
니다√).
다.＊그래서 교통 변화하며 사람들에게 변리를 갔습니다(편리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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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런 문제는 사람들에게 불변을 드렸습니다(불편을 끼치/주었습니다√).
마.＊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차를 통해서(자가용을 타서√) 출금합니다.
바.＊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많은 한국 친구를 알겠습니다(사귈 것입니다√).
사.＊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큰 작용(역할√)을 했다.

본 논문에서 이상과 같은 한자어 오류 유형과 그 전형적 용례 및 정확한 쓰임을
다음 <표 Ⅲ-47>과 같이 제시한다.

<표 Ⅲ-47> 중국인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온 표현적 한자어 오류 유형
오류 유형

오류 양상

정확한 쓰임

면리하다(面臨:mian-lin≈면리)
-중국의 교통에 관하여 많이 일을 면리
했었습니다.
변리(便利:bian-li≈변리)
-그래서 교통 변화하며 사람들에게 변리
중국식
병음을
한글로
그대로
쓰임

를 갔습니다.

-중국의 교통에 관하여 많은 문제를
직면/임박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사람
들에게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오아지(汚染値:wu-ran-zhi≈오아지)

-공기가 오염 지수가 높고 물이 나쁩

-풍기가 오아지가 많고 물을 나쁩니다.

니다.

방시(方式:fang-shi)

형

-사람마다 선택한 교통 방시는 다릅니

태

다.

-사람마다 선택하는 교통 방식은 다릅
니다.

적
불변(不便:bu-bian)

-하지만 중국의 사람은 너무 많아서

오

-하지만 중국의 사람은 너무 많아서 버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불편이 많습니

류

스와 지하철을 탈 때 불변을 많습니다.

다.

-교통제증는 다양합니다.

-교통체증은 다양합니다.

-자동차는 단연 음뜸입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으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안정하다.

-버스와 지하철이 안전하다.

-중국의 교통 위해서 대중교통 핵합시

-중국의 교통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다!

택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차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서 출

출금합니다.

근합니다.

한자어
철자
쓰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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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 정정 파괴해져습니다.

-평소에 가능하면 공공표통가 탑니다.

-풍기가 오아지가 많고 물을 나쁩니다.

-환경도 점점 파괴되었습니다.

-평소에 가능하면 공공교통 도구를 이
용해야 합니다.
-공기가 오염 지수가 높고 물이 나쁩
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는 자동차나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는 자동차나

지하철 가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로 가는 경우가 많다.

조사

-교통 변화하며 사람에게 변리를 갔습니

-교통이 변화하면서 사람에게 편리하

탈락

다.

게 하였습니다.

오류
-이렇게 하면 시간을 아끼겠을뿐만 아니
라 환경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문
법
적
오

조사

류

결합
오류

-이렇게 하면 시간을 아끼어 쓸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제증는 다양합니다.

-교통체증은 다양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안정하다.

-버스와 지하철이 안전하다.

-하지만 중국의 사람은 너무 많아서 버

-하지만 중국의 인구는 너무 많아서

스와 지하철을 탈 때 불편을 많다.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불편이 많다.

-이런 현실을 너무 답답해서 많은 사람

-이런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많은 사

들이 실망합니다.

람들이 실망합니다.

-자동차 수량가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도

-자동차 수량이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과학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생활

-중국의 과학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생

을 점점 편리한다.

활이 점점 편리해진다.

-차가 막혀서 시간이 많이 낭비했습니

-차가 막혀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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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나 자전거나 자동차나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자전거나 자동차나 많습
니다.

관형사
형어미

-사람마다 선택한 교통 방시는 다릅니

-사람마다 선택하는 교통 방식이 다릅

결합

다.

니다.

-과학 기술을 발전하면 교통 기구도 다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교통도구도

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환경도 정정 파괴해져습니다.

-우리 환경도 점점 파괴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과학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생활

-중국은 과학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생

을 점점 편리한다.

활이 점점 편리해진다.

-사람들은 생활이 불편한다.

-사람들은 샐활이 불편하다.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는 자동차나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에는 자동차나

지하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아니 어린이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아니 어린이

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오류

통사적
오류

‘하다’
탈락

종결
어미
오류

연어적
의

오류

-교통 변화하며 사람에게 변리를 갔다.

미
적
-이런 문제는 사람에게 불변을 드렸다.
오
류

한자어

-교통이 변화하면서 사람에게 편리하
게 했다.
-이런 문제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
주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차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서 출

출금합니다.

근합니다.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은 매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우 많다.

매우 많다.

쓰임
부적절

-버스나 지하철은 좋은 교통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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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은 좋은 교통도구/수단
이다.

4.4. 소결론
Ⅲ장은 이해 어휘 테스트와 표현 어휘 테스트를 통해 한자어의 이해와 표현 두
측면에서 드러낼 수 있는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히었다.
4.3.1절에서는 한자어 이해 과정에서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 병용 요인과 한·중
한자어 형태의 차이 요인에 따른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밝히기 위해 선다형 다문항
선택지 이해 테스트와 한·중 번역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시했다. 한자어 선다형 다
문항 선택지 테스트에서는 ‘한자 형태소 병용 제시’ 집단 학습자의 한자어 이해 정
답률이 한자어 ‘한글 제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어 한자 형태소 재인이 한자어 의미 접근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이고 한자어 ‘한글 형태소’로부터 ‘한자 형태소’를 추측하거나
인식하는 능력 양성이 한자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육의 중요한 일환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중 한자어 형태·의미 대조에 따른 6유형 한자어를 고찰
내용으로 설계된 한·중 번역 이해 테스트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한자어 이
해 어휘 습득 난이도가 제일 쉬운 유형부터 제일 어려운 유형까지 ①‘동형동의어’,
④‘이형동의어(완전이형)’, ⑤‘동형이의어(부분이의)’, ②‘동형이의어(완전이의)’, ⑥
‘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③‘이형동의어(부분이형)’의 순으로 나타낸다. 이 결과
는 한·중 한자어 한자 형태소의 근사성이 한자어 형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데 한·중 한자어 어형 간의 난이도가 어려운 유형부터 쉬운 유형까지 ①‘부분이
형어’, ②‘형태소도치어’, ③‘완전이형어’, ④‘동형어’ 순으로 나타난다.
4.3.2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표현 어휘 테스트에서 드러낸 한자어 표현 난이
도((①＞④＞⑤＞②/⑥＞③))를 도출하고 이해 어휘 습득 난이도(①＞②＞⑥＞
④＞⑤＞③)와 비교했다. 중국인 중급 학습자 한자어 이해와 표현 어휘 테스트를
비교한 결과에서 제1유형(동형동의어), 제4유형(이형동의어), 제3유형(동형부분이
의어)의 습득난이도가 이해적 어휘 테스트와 표현적 테스트에서 같은 난이도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한자어 어휘 습득이 이해 어휘뿐만 아니라 표현 어
휘에서도 한자어의 형태 습득이 의미 습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난다. 제5유형(부분이형동의어)은 이해 어휘 결과가 표현 어휘에서 뒤로 옮기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가 L2 한자어 어휘의 의미로부터 형태까지의 표현 과정에서
한자어 형태 간의 근사와 차이가 한자어의 표현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
- 133 -

으므로 이 한자어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4.3.3절은 한자어 쓰기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
에 재학 중인 총 84 명의 중국인 초·중·고급 학습자의 주제 작문을 모아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했다. 중국인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온 한자어 오류 유형을 크게 ‘형
태적 오류’, ‘문법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했다. 중
국인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온 한자어의 형태적 오류 유형은 다시 ①’중국식 병음
을 한국 한자음으로 대체하여 쓰인 오류’와 ②‘철자 쓰임 오류’ 두 가지로, 한자어
의 문법적 오류는 다시 ①‘조사 결합 오류’, ②‘조사 탈락 오류’, ③‘어미 결합 오
류’, ④‘품사 쓰임 오류’, ⑤‘존대 오류’, ⑥‘생략 오류’, ⑦‘과용 오류’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그 오류 양상과 원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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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한국 한자어 교수 학습의 실제

본 연구는 한·중 한자어의 음운, 형태, 의미 등 어휘 지식 측면에서 드러난 특성
과 상관성을 대조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그 어휘 지식들이 심리어휘부에서 상호작
용하는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어 이해와 표현 등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듣기와 읽
기 등 언어 이해 기능을 수행하면서 한자어의 형태(발음, 한글 형태소, 한자 형태
소)를 통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말하기와 쓰기 등 언어 표현 기능을 수행
하면서 한자어의 의미를 통해 그 한자어 형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Ⅳ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Ⅲ장의 ‘L2 심리어휘부의 의미 접근’에서
드러난 한자어 형태 재인 양상, ‘L1과 L2 심리어휘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한·
중 한자어 음운, 형태소, 의미의 상관성 인식 양상, ‘L2 심리어휘부의 조직’에서 나
타난 한자어 의미관계 연상 양상, ‘L2 심리어휘부의 이해와 표현’에서 나타난 한자
어 형태·의미 사용 양상 등 네 가지 차원의 어휘력 테스트에서 나타나는 습득 양
상과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
자어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는 4절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1. 한자어 교수·학습 목표
민현식(2004:62-64)에서는 언어 교육 실천의 전체가 유기적으로 조직되기 위
해서는 먼저 교수·학습의 목표(objectives of education)를 세워야 하고 서구 교육
과정과 같이 목적(goals)과 목표(objectives)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
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이고, ‘목
표’는 구체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계량화한 성취 목표를 기술한 것이며 교수·학습
목적은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며, 교수·학습 목표는 구체적 행동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어휘 교육의 목표에 대한 연구에서 민현식(2000:72)은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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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교육의 목표는 ① 어휘의 양, 곧 어휘량 늘리기와 ② 어휘의 질, 곧 어휘질 높
이기라는 두 가지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일물일어의 원
칙과 적어적소의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구본관
(2011:30)은 기존의 어휘 교육의 목표에 관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어휘에 대한 양
적·질적 지식의 확충, 이해와 표현 양 측면의 사용,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
도의 관점에서 국어 어휘 교육의 목표를 새롭게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즉, 국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고, 이해와 표현 양 측면에서 어휘
를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익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국어 어휘에 대
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함양을 통해 국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
다는 것이다.
지네트(Jeanette, 2004:289)는 어휘적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이며, 어휘
교수는 언어 교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견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한국 한
자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L2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L1 모어 화자의 어
휘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정하고자 한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어 어휘지식들을 단편(斷片)적으로 안다는 차원
을 넘어 L1 모국어와 L2 목표어 어휘지식 요소들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의 전제
하에 한자어 형태에서 의미까지의 탈문맥적 재인 능력, 한·중 한자어의 음운, 형
태, 의미 상관성에 대한 인식 능력, 한자어 의미 관계에 대한 연상 능력, 한국어
듣기나 읽기 등 언어 기능 수행에서 한자어의 형태로부터 의미까지의 정확한 이해
능력, 쓰기나 말하기 언어 기능 수행에서 한자어의 의미로부터 형태까지의 정확하
고 적절한 표현 능력 등 일련의 어휘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이상으로 논의된 기본적 한자어 어휘 능력을 갖고 본 논문은 L2 언
어 교수·학습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이해 가능한 입·출력 가설의 관점에서
한국 한자어 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기하기로 한다.
첫째, 한자어가 한국어의 전체 어휘 체계에서 점하는 지위와 특성 및 한·중 한자
어 형태·의미 대조에 따른 한자어 유형 등 한자어의 기본적 개념이나 범주 지식들
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이해 가능한 입력 단계에서는 듣기와 읽기, 한·중 번역 등 언어 이해 기능
수행 과정에서 한자어의 형태(발음과 형태소)로부터 의미까지의 정확한 의미 이해
능력을 갖추고, 텍스트 문맥에서 한자어의 연어 지식들을 잘 발견하는 능력을 갖
- 136 -

출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한국어 학습의 입·출력 전 이해 단계에서 기존 L1 심리어휘부에 있는 중
국어 한자어 지식들을 잘 활용하여 한·중 한자어 음운 지식 간의 대응관계를 통해
한·중 동형동의 한자어의 한글 형태소 지식으로부터 한자 형태소와 의미 지식까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게다가 한·중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 간의 한자 형태소를
정확하게 도출하고 중국어 한자어 간의 차이를 한자어 형태소 유형에 따라 구별하
고 그 의미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한·중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 간의
의미 차이를 중점을 두고 연어적 의미 관계의 측면에서 중국어 한자어와 잘 구별
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
도록 한다.
넷째, 한국어의 이해 가능한 출력 단계에서 말하기와 쓰기, 중·한 번역 등 한국
어 표현 기능 수행 과정에서 한국 한자어의 의미로부터 형태까지 담화 상황이나
텍스트 문맥에 적절히 맞고 정확하게 한자어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2.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
민현식(1999:203)에서는 한국어 규범 연구서 약

50여 종에서 오용 빈도가 높

은 핵심 사항만을 뽑아 영역별로 정리하여, 그 규범 언어의 교육 내용 영역을 ①
음운표기 ②형태(단어) ③통사 ④의미 ⑤담화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네이션(Nation, 1990:75)은 하나의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어휘의 발음, 철자,
의미, 통사, 연어 관계, 빈도, 적절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함의하고 있다
고 한다. 어휘에 관한 여러 가지의 지식을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이
라 한다면 어휘를 맥락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을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57)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57) 네이션(Nation, 2011:42)은 언어사용 모델에서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은
내성(introspection)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언어 처리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은 머리에서 저장되는 지식 창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선언적 지식은 의식적 사고와 반성(reflection)을 통해 대체로 관찰 가능하다. 엘리스
(Ellis, 1990)에서는 제2 언어 능숙도 발달 과정에서 절차적 지식과 선언적 지식의 역할
이 전혀 다르므로, 이러한 구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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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의 내용은 어휘 지식에 대
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지식 습
득의 모든 측면을 빠짐없이 고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어휘 지식 교수·학습 내용을 주로 ‘형태
(발음과 형태소)’, ‘의미’, ‘사용’ 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자 한다.

2.1. 한·중 한자어 음운 대조 및 치환 규칙
미라(Meara, 1999:16)는 한 개의 단어를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단
어의 음운 지식을 알아야 하며, 이를 배움으로써 비로소 단어가 점차적으로 학습
자에게 습득되거나 심리어휘부에 내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금선(2012:182)은 한국어 한자어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논의에서 중국어 한
자어 발음은 같은 한자를 가진 한국 한자어 발음과 비슷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일
률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
한자어를 교수할 때는 중국어 발음에 기초하여 대응되는 한국어 한자음을 연상하
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또한 중국인 학
습자들이 대응되는 한·중 한자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 한자어 음운 교육 내용과 교수 방안은 제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
안하기 전에 먼저 한·중 한자어 음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특성과 규칙적 대
응 관계를 밝히도록 한다.
프레지(Flege, 1995)의 음성 학습 모델(Speech Learning Model: SLM)58)은
L2의 경험이 말소리에 미치는 영향과 정확한 L2 음운의 습득을 방해하는 요인으
로서 지각(perception)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SLM에 따르면
성인들의 음성 습득에 있어서 L2음에 대한 음성 범주의 성립 여부는 L1과 L2음의
음성적 유사성(Cross-language phonetic similarity)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음성
적으로 유사한 음보다는 L1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음에 대한 음성 범주 성립이
더 쉽다고 한다. 학습자들이 L2 음소에 대해 새로운 음성 범주를 형성하지 않는
58) 월리(Walley, 2007)에 의하면, SLM은 1992년에 처음 기반을 잡고 1995년에 제안되었
으나 2002년에 와서 L1과 L2의 음성 범주의 상호작용의 측면이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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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L1의 범주 내에서 익숙하지 않은 L2의 음소를 L1의 것과 동일시하려고 한
다. SLM은 이러한 과정을 동종 분류(equivalence classification) 기제에 따른 ‘언
어 간 동일시(interlingual identification)’ 현상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이 가설
은 L1과 L2의 음성적 유사성이 크면 클수록 두 음을 잘 구분하고, 유사하면 유사
할수록 새로운 음성 범주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L1과 L2 사
이의 음성적 차이를 조금이라도 구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음성 범주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급 학습자들은 모국어 간섭의 영향으로 L1
과 L2의 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L2의 음을 L1에 존재하는 하나의 변이음 정도
로 파악하기 때문에 산출 오류가 발생하지만, L1과 L2 사이의 음성적 차이를 지
각한다면 두 음의 음성적 차이점은 잘 구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L1과 L2는
지각적으로 음소적인 차원보다는 음성적인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L2의 두 음성은 변이음이나 자유변이의 층위에서 지각되며, L2 학습자들이
특정 음소의 변이음들을 음소보다 더 성공적으로 지각하고 산출한다는 사실에 근
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지(Fledge, 1995)가 제안한 L2 음운 습득 유사성 가설과
한·중 한자음 대응 관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감안하여, L2 어휘 학습 시 기존
에 알고 있는 어휘를 연계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한국어 한자어 음운 교
육 내용을 한·중 한자어 음운 간의 규칙적 대응관계와 근사도에 따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 교육 내용에서 한·중
한자어 음운 대조 분석에 의해 한국어 한자음(초성, 중성, 종성)과 중국어 한자음
(성모, 운모) 간의 치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칙과 차이를 한국어 한자어 음
운 교육 내용에 적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Ⅲ장 1절과 2절에서 논의
된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음운 인식 양상과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한
자어의 음절 전체로 즉 음절수에 따라 한자어를 가르치고, 다음으로 한자어 형태
소의 음절을 교수·학습의 단위로 삼아 ‘초성+각운(중성+종성)’의 제시 형식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한·중 한자어의 한자 음소 간에 나타나는 일반적 대응 규칙
이나 대응 관계를 대조하고 유형화하여 가르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한
자어의 음운 치환 규칙을 활용하는 한자어 음운 교육 방법을 ① 인지단계(<표 Ⅳ
-1>참조)와 ② 일반화 단계(<표 Ⅳ-2>참조)로 설계한다. 이러한 한·중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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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치환 규칙을 활용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 한글표기 한자어
를 더 쉽게 습득하게 하고 아울러 한·중 한자음 대응관계를 통해 해당 한자어의
한자표기 형태소를 정확하게 추측하게 할 수 있다.
<표 Ⅳ-1> 인지 단계의 한자어 음운 교육 내용 및 예시
초성

성모(중)

(한)

중성

운모(중)

(한)

종성

운미

(한)

(중)

ㄱ

g, k, j, q, x, 零声母

ㅏ

a, ai, i, ia, e, ie, uo, o

ㄱ

없음

ㄴ

n, l

ㅐ

a, e, i, ai, ei, ie, uo, ui

ㄴ

n

ㄷ

d, t, ch

ㅑ

e, ao, ia, uo, üe

ㄹ

없음

ㄹ

l, n

ㅓ

a, e, i, u, ü, ia, ua, uo, üe

ㅁ

n

ㅁ

m, w

ㅔ

i, ui

ㅂ

없음

ㅂ

b, p, m, f

ㅕ

a, e, i, ü, ia, ie, üe

ㅇ

ng

ㅅ

s, sh, c, ch, zh, x

ㅖ

i, üe, ui

ㅇ

없음, l, n, r, q, w, y

ㅗ

o, e, u, ü, ao, iao, uo, uai

ㅈ

z, zh, c, ch, j, q, d, t

ㅘ

a, e, ua, uo, üe

ㅊ

z, zh, c, ch, d, j, q, t

ㅙ

ua, uai

ㅋ

k

ㅚ

ai, ua, ui

ㅌ

t, d, z, zh

ㅛ

o, u, iao

ㅍ

b, p, f

ㅜ

o, e, i, u, ü, ao, ou, iu, uo, ui

ㅎ

h, g, k, j, q, x, y

ㅝ

ua, üe

ㅆ

sh

ㅞ

u, ü, ou, ei, ie, iu, ui

ㅟ

ü, ei, iu, ui

ㅠ

iu, i

ㅡ

e, i, ü

ㅢ

i

ㅣ

e, i, u, er, ei

이상 <표 Ⅳ-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중 한자어 음운 인지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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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중 한자어의 음절을 ‘초성(중국어 성모)’, ‘중성(중국
어 운모)’과 ‘종성(중국어 운미)’ 등 세 가지의 구성 성분을 나눠서 제안하고자 한
다. 예를 들면, 한국어 2음절 한자어 ‘감기(感氣)’의 한·중 음운 대조 분석의 내용
을 살펴보자. 한자어 ‘감기’의 ‘감’자는 한·중 한자어 음운 대응과계에서 초성인
‘ㄱ’, 중성인 ‘ㅏ’와 종성인 ‘ㅁ’ 세 음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음절의 각 성분은
한·중 음운 대응관계에서 각각 ‘ㄱ’과 ‘g’, ‘ㅏ’와 ‘a’과 ‘ㅁ’과 ‘n’으로 중국어 병음과
규칙적인 대응관계를 이룰 수 있다. 교사는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이 규칙적인
한·중 한자어 음운 대응관계를 제시하면서 이어서 한국어 한자 형태소 ‘감(感)’을
갖고 있는 ‘감동(感動)’, ‘감사(感謝)’, ‘감상(感想)’, ‘감정(感情)’ 등 한자어들을 본
보기로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한·중 한자어 음운 대응 규칙을
활용해서 그 한자어의 정확한 한자 형태소를 추측하게 할 수 있다. 한·중 한자어
음운 대응규칙에 대한 인지 단계에서 일반화 단계까지의 한자어 음운 교육 내용의
예시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일반화 단계의 한자어 음운 교육 내용 및 예시
한자음 음절 구조

한자음 음절 구조

한·중 한자음 음소 대조 양상

(한: CVC)

(중: CVC)

(한: CVC)-(중: CVC)

초성(예: ㄱ)

성모(예: g)

ㄱ - g

중성(예: ㅏ)

운모(예: a)

ㅏ- a

종성(예: ㅁ)

운미(예: n)

ㅁ- n

ㄱ+ㅏ+ㅁ=감

g+a+n=gan

감(感)-gan(感)

2.2. 한·중 한자어 형태소 대조 및 결합 유형
앞의 Ⅱ장에서 논의했듯이, 한국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 계통에 차용된 역사는
매우 길다. 한국에 전래된 한자어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국어 어휘 계통에 수용
되고 고유어와 동화되는 토착화 과정을 거쳐 왔고, 이제는 글자체로부터 발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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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미에 이르기까지 중국어 어휘와 많은 이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어휘 학습 및 교수에 있어서는 기존 단어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강현화
(2006)에서는 L2 어휘 습득 연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어휘는 기존의 아는
단어와 연계되어 학습된다’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어휘부를 어휘의 다차원적 연
결체로 본 ‘유추론’이라는 가설에 따른 것이다. ‘유추론’이라는 가설은 연결주의
(connectionism)59)에 기반을 둔 것이다. 연결주의에서는 어휘목록과 규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연결 방식이 곧 단어의 형성 동인이 된다고 본다.
L2 어휘를 배울 때 어떤 단어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 단어 속에 자신이 명백
하게 알고 있는 형태소가 있다면 그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기존의 단어들을 분석
하고 이미 알고 있는 형태소에 기대어 새로운 단어의 뜻을 추론한다는 것은 이들
형태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형태 교육의 다른 중점은 바로 한·중 한자어 한자 형태소 대조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 한자어 형태소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한·중 한자어
조어법 대조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한·중 한자어 형
태소 유형을 다음 <표 Ⅳ-3>과 <부록 14>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Ⅳ-3> 한·중 한자어 형태소 교육 내용 및 예시
한·중 한자어 유형
형태소
특성

한자어 유형

부분이형

예시
한·중 한자어
형태소 분포

문화-文化

①AB-AC

어두이형어:감기(感氣)-感冒

②AB-CB

어미이형어:졸업(卒業)-畢業

③AB-BC

어두어미이형어:수출(輸出)-出口

④AB-CA

어미어두이형어:시작(始作)-開始

AB-CD

친구(親舊)-朋友

①ABC-AB

동창생(同窓生)-同窓

②ABC-AC

세상사(世上事)-世事

③ABC-BC

가로등(街路燈)-路燈

형태소
차이

완전이형

형태소의 증가

59) 연결주의는 인지과학 분야에서 계산주의적 정보처리 접근의 대안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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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의 감소

역순어(逆順語, 동의)

어순
차이

역순어(逆順語, 이의)

AB-ABC

철망(鐵網)-鐵絲网

①AB-BA

소박(素朴)-朴素

②AB-AB/BA

형제(兄弟)-兄弟/弟兄

③AB/BA-AB

접대(接待)/대접(待接)-接待

①AB-AB/BA

범죄(犯罪)-犯罪/罪犯

②AB/BA-AB

열정(熱情)/정열(情熱)-熱情

③AB/BA-AB/BA

평화(平和)/화평(和平)-平和/和平

1) 한·중 완전동형 한자어
한·중 한자어

용례60)

대응 유형
①1음절-1음절
(A-A)

강(江)-江; 과(課)-課

가능(可能하다)-可能; 가정(家庭)-家庭; 감사(感謝)-感謝; 개관(開館하다)-開
館; 건강(健康하다)-健康; 검사(檢査하다)-檢査; 결과(結果)-結果; 결석(缺
②2음절-2음절

席)-缺席; 결혼(結婚하다)-結婚; 경과(經過)-經過; 경영(經營하다)-經營; 경치

(AB-AB)

(景致)-景致; 계속(繼續)-繼續; 계획(計劃)-計劃; 고대(古代)-古代; 고장(故
障)-故障; 고향(故鄕)-故鄕; 공예(工藝)-工藝; 공원(公園)-公園; 공장(工場)工場; 전화(電話)-電話; 과목(科目)-科目

③3음절-3음절
(ABC-ABC)

④4음절-4음절
(ABCD-ABCD)

객관적(客觀的)-客觀的; 건전지(乾電池)-乾電池; 건축물(建築物)-建築物; 검사
실(檢査室)-檢査室; 공안국(公安局)-公安局

경제무역(經濟貿易)-經濟貿易; 공예미술(工藝美術)

60) 한·중 한자어 형태소 교육 내용의 자료 내원은 북경대학교(2001)에서 편찬한 <한국
어>(1-4권)의 어휘 목록에서 검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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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부분이형 한자어(형태소의 바꿈)
한·중 한자어

용례

대응 유형

가사(家事)-家務; 가족(家族)-家屬; 감기(感氣)-感冒; 계단(階段)-階
梯; 곡식(穀食)-穀物; 기억(記憶하다)-记住; 다방(茶房)-茶館; 단정
①A○-A○61)
(어두이형)

(端正하다)-端庄; 도착(到着하다)-到達; 문서(文書)-文件; 방학(放
學)-放假; 변모(變貌)-變樣; 복사(複寫)-復印; 생신(生辰)-生日; 선
편(船便)-船運; 세수(洗手)-洗臉; 약속(約束)-約定; 연세(年歲)-年
齡; 연장(延長하다)-延期; 우비(雨備)-雨具; 우유(牛乳)-牛奶; 우편
(郵便)-郵政
강당(講堂)-禮堂; 기차(汽車)-火車; 다정(多情하다)-熱情; 대답(對答

2
음

②○A-○A

절

(어미이형)

하다)-回答; 맥주(麥酒)-啤酒; 본문(本文)-課文; 사과(沙果)-苹果;
상금(賞金)-獎金; 선물(膳物)-禮物; 설사(泄瀉)-腹瀉; 수납(收納)-交
納; 식후(食後)-飯後; 안심(安心)-放心; 야채(野菜)-蔬菜; 양친(兩
親)-雙親; 우선(優先)-首先

③○A-A○
(어미어두이형)

명절(名節)-節日;

번호(番號)-號碼; 사정(事情)-情況; 상관(相關)-

關係; 생선(生鮮)-鮮魚; 세배(歲拜)-拜年; 소포(小包)-包裹; 연휴(連
休)-休假

④A○-○A

고생(苦生하다)-辛苦; 문의(問議)-提問; 시작(始作)-開始; 시험(試

(어두어미이형)

驗)-考試; 안녕(安寧하다)-平安; 오전(午前)-上午; 오후(午後)-下午

①A○B-A○B

미장원(美粧院)-美容院

②AB○-AB○

방한화(防寒靴)-防寒鞋; 운동화(運動靴)-運動鞋

③○AB-○AB

기차표(汽車票)-火車票

3
음
절
④○○A-○○A

4

사무실(事務室)-辦公室; 서약서(誓約書)-合同書; 양복점(洋服店)-西
裝店; 대출실(貸出室)-借書室

①A○BC-A○BC

공중전화(公衆電話)-公用電話

②AB○○-AB○○

백과사전(百科辭典)-百科全書

음
절

61) ‘A○-A○’ 중의 ‘○’ 기호는 한·중 부분이형 한자어의 같지 않은 형태소를 가리킨다. 예
를 들면 한국 한자어 ‘가사(家事)’와 중국 한자어 ‘家務’는 한·중 부분이형 한자어 유형에
속한 것인데 한국 한자어 ‘가사(家事)’ 중의 ‘사(事)’자가 중국 한자어 ‘家務’ 중의 ‘무(務)’
자와 다른 형태소이기 때문에 같은 기호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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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부분이형 한자어(형태소의 첨가)
한·중 한자어 형태소 대응 유형과 분포
1음절-2음절

A-A○

용례
감(感)-感覺;

단(段)-段落;

엄(嚴하다)-嚴格;

운

(運)-運氣; 원(願하다)-願意

①AB-A○B

건물(建物)-建築物

②○A-○A○

독감(毒感)-重感冒

①ABC-AB○C

기업체(企業體)-企業主體; 백화점(百貨店)-百貨商店

②ABC-A○BC

별문제(別問題)-別的問題

③A○B-A○○B

동창회(同窓會)-同學聚會

○AB-A○○○B

번호판(番號板)-號碼顯示板

2음절-3음절

3음절-4음절

3음절-5음절

2)-㉢ 한·중 부분이형 한자어(형태소의 감소)
한·중 한자어 형태소 대응 유형과 분포
①○AB-AB

②A○B-AB
3음절-2음절
③○○A-○A
④A○○-A○
4음절-2음절

①A○○○-A○

용례
간호사(看護士)-護士; 기숙사(寄宿舍)-宿舍; 원고지(原稿
紙)-稿紙
간행물(刊行物)-刊物; 여학생(女學生)-女生; 소설책(小說
冊)-小說; 대학교(大學校)-大學; 시청각(視聽覺)-視聽
강의실(講義室)-敎室; 관광객(觀光客)-遊客; 만년필(萬年
筆)-鋼筆
남성복(男性服)-男裝
고등학교(高等學校)-高中
서양요리(西洋料理)-西餐

②○A○○-A○

비밀번호(秘密番號)-密碼

①A○BC-ABC

문방구점(文房具店)-文具店

②AB○C-ABC

연습문제(練習問題)-練習題

③○A○○-○○A

담임선생(擔任先生)-班主任

④AB○○-AB○

역사학부(歷史學部)-歷史系

4음절-3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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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부분이형 한자어(형태소 자순의 전도)
한·중 한자어

용례

형태소 대응 유형

부탁(付託)-託付; 시설(施設)-設施; 액수(額數)-數額; 고통(苦痛)-痛苦; 대접(待
接)-接待; 사기(詐欺)-欺詐; 소개(紹介하다)-介紹; 식견(識見)-見識; 열광적(熱
狂的)-狂熱的; 운명(運命)-命運; 채소(菜蔬)-蔬菜; 논쟁(論爭)-爭論; 논의(論議
2음절-2음절

하다)-議論; 단계(段階)-階段; 병사(兵士)-士兵; 소박(素朴)-朴素; 아담(雅淡하

(AB-BA)

다)-淡雅; 언어(言語)-語言; 연관(聯關)-关联; 이탈(離脫)-脫離; 제한(制限)-限
制; 지경(地境)-境地; 평화(平和)-和平; 한계(限界)-界限; 결재(決裁)-裁決; 관
습(慣習)-習慣; 대체(代替)-替代; 운명(運命)-命運; 의례(儀禮)-礼仪; 호칭(呼
稱)-稱呼

3음절-3음절
(ABC-CAB)

기관지(氣管支)-支氣管

3) 한·중 완전이형 한자어
한·중 한자어

용례

형태소 대응 유형
1음절-1/2음절
(A-B/BC)

갑(匣)-盒; 독(毒하다)-烈/狠; 연(軟하다)-淺; 열(熱)-燒; 구(求하다)-寻找; 댁
(宅)-府上; 편(便하다)-舒服
형편(形便)-情況; 개최(開催하다)-主办; 학과(學科)-專業; 공부(工夫하다)-學習;

2음절-2음절

공항(空港)-機場; 관광(觀光)-旅遊; 구정(舊正)-春節; 근무(勤務하다)-工作; 기

(AB-CD)

분(氣分)-心情; 남편(男便)-丈夫; 답장(答狀)-回信; 도입(導入)-引進; 동생(同
生)-弟弟

2음절-3음절
(AB-CDE)
2음절-4음절
(AB-CDEF)
3음절-2음절
(ABC-DE)

학원(學院)-培訓班

골몰(汨沒하다)-埋頭苦干

여동생(女同生)-妹妹; 초인종(招人鐘)-門鈴; 공책(空冊)-筆記本

3음절-3음절

금요일(金曜日)-星期五; 대기표(待機票)-順序號; 목요일(木曜日)-星期四; 수요일

(ABC-DEF)

(水曜日)-星期三; 토요일(土曜日)-星期六

3음절-4음절
(ABC-DEFG)

관광지(觀光地)-旅遊景點; 육상경기(陸上競技)-田徑比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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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 및 관계 유형
이영희(2008)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나온 한자어 관련 평가는 유의어, 반의
어, 한자성어 등으로 평가되는데, 주로 한자어 어휘소의 의미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자어 교육이 의미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강현화(2006:7)는 어휘 교육 연구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어휘는 ‘단어’가 아니
며 문맥에서의 어휘 학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휘의 통합적
의미 관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도 지적했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의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어휘의 계열적 의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권별 어휘 대조나 어휘 의미
관계를 활용한 어휘 교수 방안이 주된 논의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최근 기존
한국어 어휘 연구들은 점차 어휘의 통합적 의미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은
문법과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새로운 경향도 언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Ⅲ장 2절의 한·중 한자어 의미상관도 인식 양상에서 나타난 한·
중 동형동의어, 한·중 부분이의어(한＜중, 한∩중, 한＞중)와 한·중 완전이의어 등
전체 한·중 한자어 의미 유형 간의 의미 상관성 인식이 제일 부족하다는 결론과
Ⅲ장 4절의 한자어 연상 실험에서 나타난 연어적 의미 관계 산출이 제일 부족하다
는 결론을 근거하여 의미 관계에 따른 한·중 한자어 여섯 가지 유형에 따라 아래
와 같은 한자어 의미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한·중 한
자어 의미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중 한자어 간의 의미 관계
를 크게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여 마련했다. 그 결과, 한·중 한자어의 의미 유형은
①한·중 동형동의 한자어(한·중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같음; 한＝중), ②한·중 이형
동의 한자어(한·중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같음; 한＝중), ③한·중 동형부분이의 한
자어(한국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중국 한자어에 비해 좁음; 한＜중), ④한·중 동형
부분이의 한자어(한국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중국 한자어에 비해 넓음; 한＞중),
⑤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한·중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부분 중첩, 부분 다름;
한∩중), ⑥한·중 동형완전이의 한자어(한·중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다름; 한≠중)
등 여섯 유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첫째, 한·중 동형동의 한자어는 한국 한자어의 의미 범위가 대응된 중국 한자어
의 의미 범위와 완전히 같은 유형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L1 중국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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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의 의미를 활용함으로써 한자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형
이라고 한다. 둘째,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는 한·중 한자어 간의 의미 범위가
다르고 서로 같은 의미 항목도 있고 다른 의미 항목도 있으므로 그 한자어의 의미
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헷갈릴 수 있으니 Ⅲ장 4절의 실증적 테스트에서 증
명된 것처럼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한자어 유형이다. 셋째, 한·중
동형완전이의 한자어는 한·중 한자어에서 한자 형태소가 같지만 의미가 서로 완전
히 다른 한자어 유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의미 대조에
서 나온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①한·중 한자어 의미 범위의 확장과 축소 등
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동형부분이의 한자어의 습득 양상과 ②하
머리(Hammerly, 1982:206)62)가 제기한 L2 어휘 습득 난이도 유형, ③프레이터
(Prator, 1967)가 제기한 L2 어휘 학습 난이도 6단계63)에 따라 한·중 동형동의
62) 제1유형은 모국어와 목표어 어휘의 형식과 의미가 모두 같은 유형이다. 예컨대, 영어
‘hotel’과 프랑스어 ‘hôtel’은 형식과 의미가 모두 같은 유형이다. 제2유형은 모국어와 목표
어 어휘의 형식이 다르나 의미가 똑같은 전이(transfer)적 유형이다. 예컨대, 영어 ‘horse’
‘cheval’, 한국어 ‘말’과 중국어 ‘馬’ 등 어휘들은 형식이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으므로 제2
유형에 속한다. 제3유형은 모국어와 목표어 어휘의 형식이 근사하고 같은 의미 범주에서
의 의미가 똑같은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어휘들이 진정한 ‘동계어(同系語,cognates)’
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적 과학기술어로서의 영어 ‘physics’과 프랑스어 ‘physique’
는 형식도 근사하기도 하고 의미도 똑같으므로 제2유형에 속한다. 제4유형은 모국어와 목
표어 어휘의 형식이 다르나 의미가 근사하지만 모국어에 있는 여러 형식들이 목표어에서
하나의 형식으로 융합하는 유형이다. 예컨대, 모어 영어인 ‘say, tell’은 목표어 프랑스어에
서 ‘dire’와 같은 한 개의 어휘 형식으로 나타나므로 제4유형에 속한다. 제5유형은 모국어
와 목표어 어휘의 형식이 다르나 의미가 근사하지만 모국어에 있는 한 형식이 목표어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형식으로 분화하는 유형이다. 예컨대, 모어 영어인 ‘know’는 목표어 프
랑스어에서 ‘savoir, connaitre’와 같은 두 개 어휘 형식으로 나타나므로 제5유형에 속한
다. 제6유형은 모국어와 목표어 어휘의 형식이 근사하나 같은 의미 범주에서의 의미가 다
른 유형이다. 예컨대, 영어 ‘lecture’와 프랑스어 ‘lectura’는 어원이 같으므로 소위 ‘동계어
(同系語, cognates)’라고 할 수 있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가동계어(假同系語 혹은 假同族
語)라고도 할 수 있어 제6유형에 속한다(Hammerly, 1982:206).
63) 안경화(1999:170)는 프레이터(Prator, 1967)의 어휘습득 난이도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단계 0: 전이형(Transfer); 단계 1: 융합형(Coalescence); 단계 2:부재형(
Underdifferentiation); 단계 3: 재해석형(Reinterpretation); 단계 4: 신항목형
(Overdifferentiation); 단계 5: 분화형(Split). 단계0에서 단계5까지가 올라갈수록 난이도
가 높아진다. ‘전이형’은 두 언어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는 형으로 학습자는 단순히 모
국어의 소리, 구조 또는 어휘를 목표어에 전이시키는 유형이다. ‘융합형’은 모국어에서 차
이가 나는 형태들이 목표어에서는 하나로 융합되어 나타나는 유형으로 학습자는 모국어의
구분을 무시하면 된다. ‘부재형’은 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어에 없는 유형으로 학습자
는 그 항목을 피하면 된다. ‘재해석형’은 모국어에 있는 목표어 항목에 대하여 재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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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한·중 한자어 이형동의 전이형, 한·중 동형부분이의 융합형(한＜중), 한·중 한
자어 동형부분이의 분화형(한＞중), 한·중 동형부분이의 재분석형(한≠중) 등 유형
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Ⅳ-4>로 제시할 것이다.

<표 Ⅳ-4>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예시
한·중 한자어 의미 관계 유형
①한·중 동형동의어(완전동의)

의미 범위

예시
한국어-중국어

(한=중)

문화(文化)=文化

(한＜중)

작용(作用)＜作用(중)

(한∩중)

단위(單位)∩單位(중)

(한＞중)

검토(檢討)＞檢討(중)

③한·중 동형이의어(완전이의)

(한≠중)

문물(文物)≠文物(중)

④한·중 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한=중)

고통(苦痛)=痛苦(중)

⑤한·중 이형동의어(완전이형)

(한=중)

숙제(宿題)=作業(중)

⑥한·중 이형동의어(부분이형)

(한=중)

졸업(卒業)=畢業(중)

②한·중 동형이의어(부분이의)

<표 Ⅳ-4>에서 제시하는 한자어 여섯 의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제①유형(한·중 동형동의 한자어)
한·중 동형동의 한자어는 한자어의 형식(한자 형태소)과 의미가 완전히 같은 유
형이다. 예컨대, 한국 한자어 ‘문화(文化)’가 중국 한자어 ‘文化’와 어휘 형식(한자
형태소)뿐만 아니라 의미도 동일한 동형동의 한자어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국 한
자어는 ‘정치(政治)’, ‘공기(空氣)’, ‘예술(藝術)’, ‘환영(歡迎)’, ‘유학(留學)’, ‘의자
(椅子)’, ‘안경(眼鏡)’, ‘미인(美人)’, ‘여행(旅行)’과 ‘기회(機會)’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한·중 동형동의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제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한자어 유
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구체적인 의미 범위와 용례를 들면 아
해야 한다. ‘신항목형’은 모국어의 항목과 유사성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새로운 항목형으
로 학습자는 새로 배워야 한다. ‘분화형’은 모국어의 한 항목이 목표어에서 둘 혹은 그 이
상의 항목으로 분화하는 형으로 학습자는 새로운 구분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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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표 Ⅳ-5>와 같다.

<표 Ⅳ-5> 한·중 동형동의의 한자어 의미 범위 예시(한＝중)
한국어

의미 범위와 연어적 의미 관계

한자어

중국어
한자어

‣한·중 한자어 간에 있는 공동한 의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
문화(文化)

하여 낸 물질적ㆍ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

文化

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
위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어 예:

‣중국어 예:

구석기 문화; 찬란한 문화

舊石器文化; 燦爛的文化

제②유형(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한자어의 형식(한자 형태소)이 같지만 의미가 부분적으로 같고 부분적으로 다른
한자어 유형이다. 이 유형은 한·중 한자어 의미 범위의 넓이에 따라 다시 ①중국어
보다 의미 범위가 더 좁은 유형(한＜중), ②한·중 한자어 의미 간에 같은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는 유형(한∩중)과 ③중국어 한자어보다 의미 범위가 더 넓은
유형(한＞중) 등 세 가지의 하위 유형을 나눌 수 있다. Ⅲ장 4절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이상과 같은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유형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해와
표현 어휘에서 어려워하는 유형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의 구체적인 의미 차이 기술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②-㉠유형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한＜중) 유형에 속한 한자어 쌍의 예는 ‘감각(感
覺)’, ‘강렬(强烈)’, ‘개방(開放)’, ‘결과(結果)’, ‘계산(計算)’, ‘기관(機關)’, ‘독서(讀
書)’, ‘상쾌(爽快)’, ‘의사(意思)’, ‘인식(認識)’ 등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
자어 쌍의 구체적인 의미 범위와 용례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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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의미 범위 예시(한＜중)
한국어
한자어

의미 범위와 연어적 의미 관계

중국어
한자어

①한·중 한자어 간에 있는 공동한 의미64)
화력·수력·전력 따위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
는 기계 장치.
‣한국어 예: 증기 기관

‣중국어 예: 水車的機關

②한·중 한자어 간에 있는 공동한 의미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
치한 사무를 하는 기구나 조직.
기관(機關)

‣한국어(예): 행정 기관

‣중국어(예): 行政機關

機關

③한국어에 없고 중국어에 있는 의미
‣한국어: 없음

기계 장치로 조작하는 것.
‣중국어 예: 機關枪(기관총)

④한국어에 없고 중국어에 있는 의미
주밀하고 교묘한 계모
‣한국어: 없음

‣중국어 예:
識破機關(계모가 드러나다)

제②-㉡유형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한∩중)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예는 ‘가장
(家長)’, ‘각오(覺悟)’, ‘단위(單位)’, ‘상대(相對)’, ‘표현(表現)’, ‘구속(拘束)’, ‘편의
(便宜)’, ‘인사(人事)’, ‘사업(事業)’, ‘운전(運轉)’ 등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구체적인 의미 범위와 용례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64)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에서 나온 한국 한자어의 의미는 한국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된 것이고 중국 한자어의 의미는 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2008)에서 편찬한 『현대한어사전』에서 검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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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의미 범위(한∩중)
한국어

의미 범위와 연어적 의미 관계

한자어

중국어
한자어

①한·중 한자어 간에 있는 공동한 의미
길이, 무게, 수효, 시간 따위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
가 되는 일정한 기준.
‣한국어 예:

‣중국어 예:

화폐 단위; 무게 단위

貨幣單位; 重量單位

②한국어에 있고 중국어에 없는 의미
‣한국어 의미: 하나의 조
단위
(單位)

직 따위를 구성하는 기본

‣중국어: 없음

적인 한 덩어리

單位

‣한국어 예: 시 단위 대회
③한국어에 없고 중국어에 있는 의미
‣중국어 의미: 행정 기관, 단체의
총칭 혹은 소속 부문
‣한국어: 없음

‣중국어 예:
事业单位(사업기관);
附属单位(부속기관)

제②-㉢유형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한＞중) 유형에 속한 한자어 쌍의 예는 ‘가족(家
族)’, ‘고장(故障)’, ‘내외(內外)’, ‘모집(募集)’, ‘성격(性格)’, ‘정보(情報)’, ‘문장(文
章)’, ‘시간(時間)’, ‘인간(人間)’, ‘시험(試驗)’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한·중 동형
부분이의 한자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렵게 학습할 수 있는 한자어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구체적인 의미 범위와 용례는 다음 <표 Ⅳ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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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의미 범위(한＞중)
한국어

의미 범위와 연어적 의미 관계

한자어

중국어
한자어

①한·중 한자어 공동한 의미
(명사)시각 혹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시간(時間)

‣한국어 예:

‣중국어 예:

시간 낭비; 취침 시간

浪費時間; 就寢時間

②한국어에 있고 중국어에 없는 의미

時間

‣한국어 의미:
(의존명사)하루의 24분의
1이 되는 동안을 세는 단위.
‣한국어 예:

‣중국어: 없음

두 시간 동안 책을 읽다.

제③유형(한·중 동형완전이의 한자어)
한·중 동형완전이의 한자어는 한자어의 형식(한자 형태소)이 같지만 의미가 완
전히 다른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예는 ‘예물(禮物)-禮物’,
‘심각(深刻)-深刻’, ‘慇懃(慇懃)-慇懃’, ‘애정(愛情)-愛情’, ‘애인(愛人)-愛人’, ‘식
당(食堂)-食堂’, ‘방학(放學)-放學’, ‘기차(汽車)-汽車’, ‘고등학교(高等學校)-高
等學校’와 ‘사정(事情)-事情’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한·중 동형완전이의 한자어
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표현 어휘에서 비교적 어렵게, 이해 어휘에서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한자어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구체적인 의
미 범위와 용례를 들면 다음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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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한·중 동형완전이의 한자어 의미 범위(한≠중)
한국어

중국어

연어적 의미 관계

한자어

한자어

①한국어에 있고 중국어에 없는 의미
‣한국어 의미: 서로 열렬
히 사랑하는 사람.
애인(愛人)

‣중국어: 없음

‣한국어 예: 애인 사이

愛人

②한국어에 없고 중국어에 있는 의미
‣중국어 의미: 남편 혹은 아내

‣한국어: 없음

‣중국어 예: 愛人關係

제④유형(한·중 형태소도치이형동의어)
한·중 형태소도치이형동의어는 한·중 한자어의 형식(한자 형태소)이 역순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같은 유형이다. 예컨대, 한국 한자어 ‘운명(運命)’이 중국 한자어
‘命運’과 어휘 형태소가 역순이지만 의미 범위가 같은 한자어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예는 ‘소박(素朴)-朴素’, ‘고통(苦痛)-痛苦’, ‘허용(許
容)-容許’, ‘언어(言語)-語言’, ‘소개(紹介)-介紹’, ‘평화(平和)-和平’, ‘치아(齒
牙)-牙齒’, ‘시설(施設)-設施’과 ‘열광(熱狂)-狂熱’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한·중
형태소도치이형동의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해 어휘에서 비교적 쉽게, 표현 어
휘에서 비교적 어렵게 학습할 수 있는 한자어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
자어 쌍의 구체적인 의미 범위와 용례를 들면 다음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한·중 형태소 도치 이형동의 한자어 의미 범위(한＝중)
한국어
한자어

연어적 의미 관계

중국어
한자어

한·중 한자어의 형태소가 역순이지만 의미가 같다
치아(齒牙)

‣한·중 한자어 의미: 사람의 이를 점잖게 이르는 말.
‣한국어 예: 하얀 치아

‣중국어 예: 白色的牙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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牙齒

제⑤유형(한·중 부분이형동의어)
한·중 부분이형동의어는 한·중 한자어의 형식(한자 형태소)이 부분적으로 다르
지만 의미가 완전히 같은 유형이다. 예컨대, 한국 한자어 ‘졸업(卒業)’이 중국 한자
어 ‘畢業’과 어휘 형태소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의미 범위가 완전히 같은 한자어
쌍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예는 ‘졸업(卒業)-畢業’, ‘일기(日氣)天氣’, ‘장점(長點)-優點’, ‘산모(産母)-産婦’, ‘시작(始作)-開始’, ‘분유(粉乳)-奶
粉’, ‘감기(感氣)-感冒’, ‘일요일(日曜日)-星期日’과 ‘기왕(旣往)-旣然’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한·중 부분이형동의 한자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제일 어렵게 학습할
수 있는 한자어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구체적인 의미 범위
와 용례를 들면 다음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한·중 부분이형동의 한자어 의미 범위(한＝중)
한국어

연어적 의미 관계

한자어

중국어
한자어

한·중 한자어의 형태소가 부분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
‣한·중 한자어 의미:
졸업(卒業)

등록한 학교나 학원의 학업 과정을 마침.
‣한국어 예: 대학교에 졸업하다

畢業

‣중국어 예: 大學畢業

제⑥유형(한·중 완전이형동의어)
한·중 완전이형동의어는 한·중 한자어의 형식(한자 형태소)이 완전히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은 한자어 유형이다. 예컨대, 한국 한자어 ‘여권(旅券)’이 중국어 한자
어 ‘護照’와 어휘 형태소가 완전히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
한 한·중 한자어 쌍의 용례는 ‘친구(親舊)-朋友’, ‘숙제(宿題)-作業’, ‘치약(齒
藥)-牙膏’, ‘염려(念慮)-擔心’, ‘농담(弄談)-玩笑’, ‘사진(寫眞)-照片’, ‘역할(役
割)-作用’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한·중 완전이형동의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비
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한자어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 쌍의 구
체적인 의미 범위와 용례를 들면 다음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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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 한·중 완전이형동의 한자어 의미 범위(한＝중)
한국어

연어적 의미 관계

한자어

중국어
한자어

한·중 한자어의 형태소가 완전히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

친구(親舊)

‣한·중 한자어 의미: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한국어 예: 친구를 사귀다

朋友

‣중국어 예: 交朋友

3.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
김광해(1997)에서는 어휘 교육을 ‘완전하고 수준 높은 언어활동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이해력 및 표현력 신장에 관련된 어휘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신장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어휘의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어
휘의 질적 차원에서도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 언어 수업에 대한 인지적 방식의 유용성은 의사소통적 접근법으로 생각해보
면

분명해진다.

의사소통적

접근법은

언어

습득(acquisition)과

언어

학습

(learning) 즉 규칙, 형태, 어휘에 대한 공식적 수업을 구분하는 이론에 근거를 두
고 있다. 이 이론은 최상의 언어 학습 방법이 교실 안이건 밖이건 언어를 공부 대
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의미 있게 경험하는 것이
라고 한다. L2 습득 전문가인 앨리스(Ellis, 1997)는 의미 처리가 목표인 완전히
의사소통적인 연습을 가리키는 의미 초점(meaning-focused) 활동과 언어 형태가
담화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연습을 일컫는 형태 초점
(form-focused) 활동을 구분하는 것은 현대 교육학에서 매우 중요하며, 의미 초
점 활동과 형태 초점 활동은 모두 제2 언어 학습에서 유창성과 정확성을 성공적으
로 발달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개스(Gass, 1997:161)가 “제2 언어 습
득은 받아들이는 입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단언하였듯이 목표어 입력에 대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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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인지적 제2 언어 학습 방식에서 언어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요구조건으로 여
겨지고 중요한 긍정적 증거, 즉 습득을 일어나게 하는 언어 자료를 제공한다.
제2 언어 학습을 연구하는 데 인지 모형을 사용하는 앨리스(Ellis, 1999) 등의
연구자들은 구조주의 언어학과 촘스키(Chomsky)학파의 선천적 언어습득모듈의
영향 때문에 심리언어학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
동의 제1 언어 습득이 선천적 과정의 안내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연구자들은 일정 나이65)가 지난 뒤에는 제2 언어 학습이 ‘입력’, ‘중앙 처리’,
‘출력’ 세 부분을 포함하는 정보처리 모형을 인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정보처리 모형은 포토스(Fotos, 2001)가 목표어 문법 구
조의 형식적 문법 지식을 발달시키며 의사소통 활동에서 의미 중심의 형태 사용을
통해 습득을 촉진시키는 언어 수업을 설계하는 데 처음 제기한 것이다.
크라센(Krashen, 1981:10)에 따르면, ‘이해 가능한 입력(i+1)’이 ‘제2 언어 습
득에 유일한 진정한 원천’이라고 한다. 입력 가설은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현재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언어 구조
를 가진 언어 입력을 듣기나 읽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만일 학습자의 상태
혹은 수준이 중간 언어 (i)라고 하면, 학습자가 이해하는 언어 입력은 (i+1)을 포
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크라센, 1981:100). 즉, 현재 학습자 자신의 언어 지식보
다 다소 높은 수준의 언어 입력이 제공되어야 학습자가 그 언어 입력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학습자의 언어가 발
전해 간다는 것이다. 크라센(1984)의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말하기는 직접 또는 언어 학습 초기에 교실에서 가르치지 말라
는 권고이다. 즉 말이라는 것은 일단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입력
(i+1)을 갖게 되면 ‘자연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다. 또한 크라센(1984)의 입
력 가설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의 하나는 충분한 양의 입력이 있으면 학습자의 언
어가 교사로부터 요구되는 또는 추천되는 아무런 유도 장치 없이 결과적으로 ‘출
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65) 렌네버그(Lenneberg, 1967)는 언어 습득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는 가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두 살부터 12-14세의 사춘기에 이르기까지의 일정
한 기간 동안에만 제1언어 습득을 활발하게 해주는 대뇌의 활발한 기능이 보장되며, 사춘
기 이후에는 제2 언어 습득이 쉽지 않고 과정이 제1언어 습득과 다르다고 봐야 한다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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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가설(Output Hypothesis)은 스웨인(Swain, 1995)이 제기한 언어습득 가설
로서, 출력을 입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였다. 입력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출력이 언어 이해를 빠르게 한다는 것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말해 보면서 정확한 언어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브라운(Brown, 2008)은 제2
언어 습득에 있어서 세 가지 기능을 설명하였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오류
를 학습자 자신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이 자신의 언어적 결함을 알아차리
는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롱(Long, 1998)이 크라센(Krashen, 1984)의 입력 가설을 확장시킨 상호작용가
설(Interaction Hypothesis)에 의하면 제2 언어 습득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한다. 즉
①상호작용이 입력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②이해된 입력은 습득을 촉진시키며, ③
상호작용은 출력의 이해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롱(Long, 1998)은 이러한 단계
를 통하여 학습자의 제2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제2
언어 습득과정에서 입력과 상호작용을 중요한 개념으로 여겼는데, 그의 이론에 따
르면 학습자의 언어 오류를 발견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출력적인 대화
이다.
본 논문에서는 브라운(Brown, 2008:331)의 언어 습득 과정의 입력·출력 인지
모형(<그림 Ⅳ-1>참조)을 바탕으로 하여 한자어 이해 가능한 입력·출력 교수·학
습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력 신장, 즉 이해 어휘에서
표현 어휘로의 어휘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자어 인
지적 교수·학습 모형을 다음 <표 Ⅳ-13>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Ⅳ-13> 한자어 교수·학습 과정의 입·출력 모형
입력 단계
(i+1 이해 과정: 형태→의미→사용66) 과정)
⇩
정보처리 단계(명시적 지식)
(한·중 한자어 상호작용에 따른 한자어 학습)
⇩
출력 단계(암시적 지식)
(i+1 표현 과정: 의미→형태→사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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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언어 습득 과정의 입·출력 인지 모형(Brown, 2008:331)
여러 선행 연구들로부터 L2 어휘 습득은 학습자들의 독해력뿐만 아니라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다양한 어휘 교수법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이 사실이다. 많은 교사들이 단어들을 단순히 목록으로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어 어휘 교수법은
학습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한국어 어휘 학습에 흥미
를 잃고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한자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탐색하기 위해, 롱(Long, 1998)이 제안한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S), 의
미 초점 교수법(focus on meaning)과 의미 초점 형태 교수법(focus on form) 등
세 가지 제2 언어 교수 원리 중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S)과 의미 초점
형태 교수법(focus on form)을 선택하여 한자어 교수·학습에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세 언어 교수법을 적용한 어휘 지도법은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형태 초점 교수법을 통한 어휘 지도는 어휘가 사용되는 문맥을 제공하지 않고
66) 네이션(Nation, 2011)은 형태(forms)는 발음(spoken), 철자(written)와 형태소(word
parts)를 포함하고; 의미(meanings)는 어휘적 의미와 개념(lexical meaning & concept),
연상관계(association)를 포함하고; 사용(use)은 문법적 기능(품사, 패턴), 연어 관계
(collocation)와 사용제약(constraints on use) 등 내용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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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르칠 어휘를 목록으로 제시하여 각 어휘들의 의
미를 알려주거나 어휘의 접사를 분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접사
분석을 통해 교수할 때 교사는 생산성이 높은 접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어휘가 여
러 형태의 어휘로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교수법의 장점은 하나의 어휘로
접사를 통해 여러 어휘들을 학습할 수 있어 시간적으로나 학습량으로 보나 효율적
이라는 것이다. 둘째, 의미 초점 형태 교수법을 통한 어휘 지도는 학생들이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어휘 학습을 한다는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휘습득을 하
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퍼즐이나 빙고 등과 같은 게임을 하면서 어휘
학습을 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교수법은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어휘 습득의 효율성을 입증
하기 어려운 새로운 어휘를 가르치기 보다는 이미 학습한 어휘를 복습할 때 활용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두 교수법을 절충한 방법으로 의미 초점
형태 교수법을 통한 어휘 지도법이 있다. 이 교수법은 어휘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
다는 다른 활동, 즉 독해나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어휘 학습에
도 의식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학생들에게 읽을 본문
을 제시하고 본문 내용 파악을 수업의 중심으로 하되 본문에 나오는 어휘에도 주
의를 기울여 그 어휘의 의미 또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자어 교수·학습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Ⅲ장에서
논의된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형태 습득 양상과 제2언어 습득의 입·출력 인지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L2 한자어 이해 능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형태 초점 교수법
과 L2 한자어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한 의미 초점 형태 교수법을 제안하겠다. 한국
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의 틀은 다음 <표 Ⅳ-14>와 같이 제시
한다.
<표 Ⅳ-14> 한국 한자어 교수·학습의 틀
입·출력

입력(이해 과정)

출력(표현 과정)

단계

이해 가능한 입력 단계

이해 가능한 출력 단계

형태 초점 의미 이해 교수법

의미 초점 형태 표현 교수법

(focus on formS)

(focus on form)

형태→의미→사용

의미→형태→사용

교수원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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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자어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형태 초점 교수법
한자어 이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은 한자어의 형태(발음, 철자, 형태소)에서
의미까지의 이해 과정 실현과 한·중 한자어 어휘지식 상호작용에서 형태 지식들
간의 호환 추측 능력 신장에 있다. 특히 한·중 한자어 형태 지식들 간의 인식 능력
을 양성하는 한자어 형태 초점 이해 교육에 있어서는 한자음에 대한 재인을 통해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를 정확히 추측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 고빈도 한자를 통해 한
자어의 음운과 형태소에 대한 재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형태 초점 교육의 목
표 및 절차를 제시한다.
<표 Ⅳ-15> 한자어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형태 초점 교육의 목표 및 절차
입·출력
단계
교수원리
모형
목표

입력(이해 과정)
이해 가능한 입력 단계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S)
형태→의미→사용(이해)
①한·중 한자어 형태 대조 제시에 의한 한자어 의미 추측 능력 양성
②명시적 한자어 지식 구축(형태: 발음, 철자, 형태소)
①한자어 유형 제시; 한자어 발음-철자; 철자-형태소; 발음-형태소 간의 대
응관계 제시하기(한자어 발음, 형태 어휘 지식 제시 단계)
②듣기 후 한자어 한글 철자 받아쓰기; 읽기 후 한자어 한자 형태소 채우기;
한자어 발음 듣기 후 한자 형태소 받아쓰기(한자어 한자 형태소 발견 단계)

절차

③형태→의미 발견하기(어휘 의미 접근에 따른 한자어 발음, 철자, 형태소 재
인 단계)
④소그룹에서 파트너와 텍스트 주제와 내용 토론; 요약 말하기(한자어 표현
단계)
⑤한·중 번역 과제 연습(한자어 의미 발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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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능력 향상
(1) 한·중 한자음 근사도에 따른 한자어 음운 교수·학습
프레지(Flege, 1995)의 음성 학습 모델(Speech Learning Model: SLM)67)은
L2의 경험이 말소리에 미치는 영향과 정확한 L2 음운의 습득을 방해하는 요인으
로서 지각(perception)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SLM에 따르면
성인들의 음성 습득에 있어서 L2음에 대한 음성 범주의 성립 여부는 L1과 L2음의
음성적 유사성(Cross-language phonetic similarity)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음성
적으로 유사한 음보다는 L1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음에 대한 음성 범주 성립이
더 쉽다고 한다. 학습자들이 L2 음소에 대해 새로운 음성 범주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 L1의 범주 내에서 익숙하지 않은 L2의 음소를 L1의 것과 동일시하려고 한
다. SLM은 이러한 과정을 동종 분류(equivalence classification) 기제에 따른 ‘언
어 간 동일시(interlingual identification)’ 현상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이 가설
은 L1과 L2의 음성적 유사성이 크면 클수록 두 음을 잘 구분하고, 유사하면 유사
할수록 새로운 음성 범주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
급 학습자들은 모국어 간섭의 영향으로 L1과 L2의 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L2의
음을 L1에 존재하는 하나의 변이음 정도로 파악하기 때문에 산출 오류가 발생하
지만, L1과 L2 사이의 음성적 차이를 지각한다면 두 음의 음성적 차이점은 잘 구
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L1과 L2는 지각적으로 음소적인 차원보다는 음성적
인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L2의 두 음성은 변이음이나 자유
변이의 층위에서 지각되며, L2 학습자들이 특정 음소의 변이음들을 음소보다 더
성공적으로 지각하고 산출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지(Fledge, 1995)가 제안한 L2 음운 습득 유사성 가설과
한·중 한자음 대응 관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감안하여, L2 어휘 학습 시 기존
에 알고 있는 어휘 지식을 연계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한국어 한자어 음
운 교육 내용을 한·중 한자어 음운 간의 규칙적 대응관계와 근사도에 따라 제안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영희(2008)에서 선정된 한국어 한자어 교육용
고빈도 한자 열 개를 대상으로 한·중 고빈도 한자음의 근사도를 분석할 것이다.
67) 왜레이(Walley, 2007)에 의하면, SLM은 1992년에 처음 기반을 잡고 1995년에 제안되
었으나 2002년에 와서 L1과 L2의 음성 범주의 상호작용의 측면이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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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자음 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 세 음소 단위로 나눠서 그 음소의 음성학적
인 국제음성기호(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를 대조함으로써 한·중 한
자음 간에 ‘상동(1)’, ‘근사(0.5)’, ‘상이(0)’ 등 세 근사도 유형을 다음 <표 Ⅳ
-16>과 같이 도출했다. 한·중 한자음 간의 근사도 정도에 따라 쉬운 한자음(상동
과 상이)으로부터 어려운 한자음(근사)까지 제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표 Ⅳ-16> 한·중 고빈도 한자음 근사도 예시
한·중 한자음

①학(學)-xue

②인(人)-ren

③불(不)-bu

④생(生)-sheng

⑤법(法)-fa

⑥대(大)-da

⑦화(化)-hua

⑧지(地)-di

⑨성(性)-xing

⑩물(物)-wu

한초성:중성모

한·중성:중운모

ㅎ[x]-x[ɕ]

ㅏ[a]-u[y]

ㄱ[k]-e[ɛ]]

초성상이

중성상이

종성상이

ㅇ[Ø]-r[ʐ]

ㅣ[i]-e[ə]

ㄴ[n]-n[n]

초성상이

중성상이

종성상동

ㅂ[p]-b[p]

ㅜ[u]-u[u]

ㄹ[r]-Ø

초성상동

중성상동

종성상이

ㅅ[s]-sh[ʂ]

ㅐ[ɛ]-e[ə]

ㅇ[ŋ]-ng[ŋ]

초성근사

중성상이

종성상동

ㅂ[p]-f[f]

ㅓ[ə]-a[ʌ]

ㅂ[p]-Ø

중성상이

종성상이

ㄷ[t]-d[t]

애[ɛ]-a[ʌ]

Ø-Ø

초성상동

중성상이

종성상동

ㅎ[x]-h[x]

ㅗ[w]-u[u]

ㅏ[a]-a[ʌ]

초성상동

중성근사

중성근사

ㅈ[ʨ]-d[t]

이[i]-i[i]

Ø-Ø

초성상이

중성상동

종성상동

ㅅ[s]-x[ɕ]

ㅓ[ə]-i[i]

초성근사

중성상이

ㅁ[m]-w[w]

ㅜ[u]-u[u]

ㄹ[r]-Ø

초성상이

중성상동

종성상이

초성상이

한종성:중운미

[ŋ]-ng[ŋ]
종성상동

한·중 한자음 근사도

음성적 근사도(0)

음성적 근사도(1)

음성적 근사도(2)

음성적 근사도(1)

음성적 근사도(0)

음성적 근사도(2)

음성적 근사도(2)

음성적 근사도(2)

음성적 근사도(1.5)

음성적 근사도(1)

(2) 한·중 한자어 음운 제시 단계와 한·중 한자어 형태 유형에 따른 교수·학습
Ⅲ장 2.1절에서는 한·중 한자어 쌍에서 나온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
유형과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 유형을 대상으로 한자어 음운 인식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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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 결과에서 나온 한자음 오
류 유형은 여덟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중국어 한자 발음(병음)의 부정적 전
이로 인해 나타난 오류도 있고 한·중 한자음 간의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유형 한자어 쌍 간에 부정적 유추로 인해 나타난 오류도 있다. 이 가운데는 중국
한자어 발음의 부정적 전이로 인한 오류는 ‘위험(危險)’을 ‘위헌’으로 인식한 예가
있는데 ‘험(險:/xian/)’자의 중국어 병음 운미가 ‘n[n]’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
이 그 중국 한자어의 원음(/n/)을 한국 한자음의 종성에 잘못 전이한 오류이다. 다
른 한 가지의 한자음 오류 유형은 한·중 한자음 간의 복잡한 대응 관계에서 일어
난 것이다. Ⅲ장 2.1절에서 논의된 ‘한자음 각운(중성+종성) 바꿈’이라는 오류 유
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과목’의 ‘목(目)’자가 한자음으로 ‘물’로 잘못 인식하는 것
이 그 전형적 예라고 한다. 중국어 한자 ‘目(목-/mu/)’자와 ‘物(물-/wu/)’자 간에
똑같은 ‘u[u]’라는 병음 운미(종성)를 갖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먼저 ‘物(물)’
의 한국 한자음 ‘물’을 배웠다면 그 이미 배운 한자 ‘物(물-/wu/)’의 한자음으로부
터 ‘目(/mu/)’자의 한국어 한자음에 잘못 유추한 것이었다.

(1)한자어 음절수에 따른 한자어 전체로 인식 강화 단계
한자어 음절수에 따른 한자어 전체로 인식 강화 단계는 교사가 중국인 학습자에
게 한자어 음절의 기본적 특성과 음절의 철자 구조 등 한자어 음절 지식들을 가르
친다. 예를 들면, 1음절 한자어가 ‘산’을 들 수 있고, 2음절 한자어가 ‘중국’으로, 3
음절 한자어가 ‘중학교’로, 4음절 한자어가 ‘철두철미’로 예를 들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적은 음절수 한자어에서 많은 음절수의 한자어를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한자어 음절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한 음절을 대
응되는 한자 형태소를 제시하면서 한자어의 조어법을 가르친다. 이는 한자어 음절
확장에 따른 조어법 교육의 시작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한자어 ‘가족(家族)’이라
는 한자어를 가르칠 때 동시에 학습자에게 같은 어두 한자 형태소 ‘가(家)’를 갖는
‘가정(家庭)’, ‘가구(家具)’, ‘가장(家長)’, ‘가업(家業)’, ‘가사(家事)’ 등 한자어들,
또한 같은 어말 한자 형태소 ‘가(家)’자를 갖는 ‘시가(媤家)’, ‘작가(作家)’, ‘사업가
(事業家)’, ‘정치가(政治家)’, ‘교육가(敎育家)’ 등 일련의 한자어들을 한꺼번에 제
시해주면 학습자로 하여금 한자어의 양적 어휘력을 제때로 신장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고급 수준에 올라가면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어 한글 형태소
- 164 -

(한글철자) ‘가(家, 價, 可, 加, 假, 歌, 街, 伽, 暇, 佳, 架, 嘉, 稼, 賈, 駕, 茄, 苛,
迦, 柯, 袈, 嫁, 哥, 訶, 呵)’를 가지고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자어 한자음과 한자들
간의 ‘일대다’ 대응 관계를 설명해주고 동시에 그 ‘가(家)’에 대응된 한자들 중의
빈도가 높고 중국어에서 발음이 같은 한자들(家, 價, 加, 假, 伽, 佳, 架, 嘉, 稼,
賈, 駕, 茄:/jia/)을 먼저 제시해주면 나머지 빈도가 낮고 중국어 발음이 같지 않은
한자들(歌:/ge/, 街:/jie/, 暇:/xia/, 苛:/ke/)을 따로 제시해주면 한국어 한자어 어휘
력 신장 교육을 위한 좋은 제시 방법이라고 한다.

(2)한자어 음절 인식 난이도에 따른 한자어 교수·학습
윤혜경(1997)은 4~6세의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절 하위 구조에 대한
한국어 음운 인식 실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들은 한 음절 내에서 종성자음
(final consonant grapheme)의 인식률이 중성모음(middle vowel grapheme)이나
초성자음(initial consonant grapheme)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어
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절체(body)와 종성자음(coda)으로
나눠지는 구조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한국어 음절 인식 난이
도에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음절 교육은 다시 ①‘음
절 구조 인식 단계’, ②‘초성+중성 음절 인식에서 초성+각운(중성+종성) 음절 인
식까지의 학습 강화 단계’와 ③‘한·중 음소 대응의 보편적 규칙 인식 강화 단계’ 등
세 단계로 나눠서 한자어 음절 구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음절 구
조 인식 단계’에서는 ㉠모음 음절 가르치기; ㉡초성+중성 음절 제시; ㉢초성+각운
(중성+종성) 음절 제시 등 세 가지의 음절 지식을 포함한다. 또한 ‘②초성+중성
음절 인식에서 초성+각운(중성+종성) 음절 인식까지의 학습 강화 단계’에서는 다
시 ㉠한·중 한자어 ‘초성+중성 음절 인식’과 ㉡한·중 ‘초성+각운 음절 인식’ 단계
로 나눌 수 있다. ‘초성+종성 음절 인식’단계는 예를 들면 한자어 음절 ‘가(家,街,
可)’와 대응된 중국어 음절 ‘/jia/, /jie/, /ke/’ 등이 있고, 한자어 음절 ‘나(羅,那)’와
대응된 중국어 음절 ‘/luo/, /na/’ 등이 있고, 한국어 음절 ‘다(多,茶)’와 대응된 중
국어 음절 ‘/duo/, /cha/’ 등이 있다. ‘초성+각운 인식’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어 음
절 ‘각(各,覺,刻)’과 대응된 중국어 음절 ‘/ge/,/jue/,/ke/’, 한국어 음절 ‘갈(葛,渴,喝)’
과 대응된 중국어 음절 ‘/ge/,/ke/,/he/’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③한·중 음소 대응
의 보편적 규칙 인식 강화 단계’에서는 다시 ‘초성’, ‘중성’과 ‘종성’ 세 가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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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관계에서 한·중 한자어 음절을 교육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중 한자어 음운 초
성 대응 관계’는 한국어 한자어 초성 ‘ㄱ’과 중국어 한자어 병음 ‘/k/, /j/, /g/’ 등과
대응하고, 한·중 한자어 중성 대응 관계는 예를 들면 한국어 한자어 모음 ‘ㅏ’와
중국어 한자어 병음 ‘/ia/, /ie/, /e/’ 등과 대응하고, 한국어 한자어 종성 ‘ㅁ’과 중국
어 한자어 병음 ‘n, ng’과 대응하는 것이 있다.

(3)한·중 한자음 대응 관계에 따른 한자어 교수·학습
한·중 한자음 대응 관계에 따른 한자어 교수·학습 단계에서는 다시 1)중국어 동
음 한자어가 한국어 한자어에서 같은 발음을 갖고 있는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
同音)’ 한자어 쌍 교육과 2)중국어 동음 한자어가 한국어 한자어에서 다른 발음을
갖고 있는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어 쌍 교육을 나눠서 실시해야 한
다. ‘중동음·한동음’ 한자어의 경우는 교사가 ‘가족(家族)’이라는 한자어를 배운 다
음에 ‘가족(家族)’과 같은 한자 형태소 ‘가(家)’를 갖고 있는 ‘가정(家)’을 동시에
제시하면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꺼번에 같은 한자 형태소 ‘가(家)’를 갖는 한
자어군을 많이 쉽게 배울 수 있다. ‘중동음·한이음’의 경우는 교사가 ‘가망(可
-/ke/)’이라는 한자어를 제시한 다음에 동시에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 형태소 ‘가
(可-/ke/)’의 중국 한자 발음과 같은 한자어 ‘과목(科-/ke/)’이라는 한자어를 동시
에 제시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한자어 한자 형태소와 한글 형태소 간의 복잡
한 대응관계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Ⅳ-17> 한국어 한자어 음운 교육 제신 단계와 내용
교수·학습
항목

음운 인식 난이도 단계

교육 내용 예시

한국어

(1)한자어
음절수에
따른 한자
어 전체로
인식 강화

교육 목표

① 1음절 한자어
② 2음절 한자어
③ 3음절 이상 한자어

㉠1음절 한자어: 산
㉡2음절 한자어: 중국
㉢3음절 이상 한자어: 중학교,
철두철미

단계

지의

인식 단계

㉠모음 음절

아제: 아+제

㉡초성+중성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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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에 따라 학습
자에게

한자

어 음절 확장
교육

① 음절 구조

한자

어 음절수 인

ㅈ+우=주

음절

(2)한자어

ㄱ+아=가

㉢초성+각운

각국:

(중성+종성)

ㄱ+악=각

음절

ㄱ+욱=국

한국어

㉠초성+중성 인식:

어 음운 인식

가(ke, jie, jia), 나(na, luo), 다

능력

(duo, cha), 마(ma, mo)

위한 한·중 한

㉡초성+각운 인식:

자어 음운 치

음절 인식
난이도에

② 초성+중성 인식에서 초

따른 한자

성+각운(중성+종성)

어

까지의 학습 강화 단계

교수·

인식

학습 단계

각(ge),

갈(ke),

간(jian),

감

(gan), 갑(jia), 강(jiang)
③ 한·중 음소 대응의 보편
적 규칙 인식 강화 단계
1)어두 음절
1)중동 음·한

상동

동음 한자어

2)어말 음절

쌍

상동

배양

㉢종성 대응 관계: ㅁ-n; ㅇ-ng
한·중
가족(家)-가정(家)

한자음 대

음절 상동

족보(族)-가족(族)

응관계에

1)어두 음절

따른 한자

상이

가망(可)-과목(科)

이음 한자어

2)어말 음절

險(xian)-鮮(xian)

쌍

상이

위험(險)-신선(鮮)

3)어말-어두

險(xian)-先(xian)

음절 상이

위험(險)-선배(先)

可(ke)-科(ke)

2)중동 음·한

한자어

심리어휘부
음운

기업(業)-사업(業)
가족(家)-작가(家)

학습 단계

환 추측 능력

㉡중성 대응 관계: ㅏ-ia; ie; e

3)어두-어말

교수·

향상을

㉠초성 대응 관계: ㄱ-k, j, g

(3)한·중

어

한자

상호작

용에서의

특

성 인식, 한·
중 한자어 음
운
나온

대조에서
동질성

을 이용해 한
자어

어휘력

신장 교육 및
이질성을

중

점을 두고 명
시적으로

교

수·학습 강화

이상 <표 Ⅳ-1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중 한자음 대응 관계에 따른 한
자어 교수·학습 단계에서는 다시 ①‘중국어 동음 한자어가 한국어 한자어에서 같은
발음을 갖는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어 쌍 교육’과 ②‘중국어 동음 한
자어가 한국어 한자어에서 다른 발음을 갖는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
어 쌍 교육’을 나눠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단계 ①은 다시 ㉠‘어두 음절
음소 상동’(예: 가족(家)-가정(家)), ㉡‘어말 음절 음소 상동’(예: 기업(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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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 ㉢‘어두-어말 음절 음소 상동’(예: 가족(家)-작가(家); 족보(族)-가족
(族)) 등 유형으로, ②단계는 다시 ㉠‘어두 음절 음소 상이’(예: 가망(可:/ke/)-과
목(科:/ke/)), ㉡‘어말 음절 음소 상이’(險(xian)-鮮(xian): 위험(險)-신선(鮮))
㉢‘어말-어두 음절 음소 상이’(예: 위험(險:/xian/)-선배(先:/xian/)) 등 유형으로
각각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면 중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중 한자어
음운 지식들 간의 이질적 대응 관계에 대한 인식이 깊게 할 수 있다.

3.1.2.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능력 향상
(1) 도입단계
한자어의 개념, 특성 및 한·중 대조에 따른 한자어의 유형 등 한자어에 관한 기
본적 어휘 지식들을 설명하고 제시한다. 한·중 한자어 대조 분석은 한자어 교수·학
습 내용 중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교사는 특히 한·중 한자어 여섯 가지 유형을 제
시하면서 그 한·중 한자어 대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좋다.
(2) 한자어 형태 재인 능력 향상을 위한 이해 가능한 입력 단계
Ⅲ장 1절의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 재인 테스트에서 한자어 음운 지식이 한글
형태소 지식과 한자 형태소 지식 습득보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근거하여,
시각 형식인 읽기나 청각 형식인 듣기와 같은 이해 텍스트 자료를 중국인 학습자
에게 제공한다. 이 때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 문맥에 주의하면서 괄호 안에 한자
어를 채워 넣는 과제를 수행한다. 한자어 입력 단계에 속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
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과제 ①은 한자어에 대한 음운 지식 재인 단계에서 한글 형태소 도출 단계로,
과제 ②는 한자어에 대한 한글 형태소 지식 재인 단계에서 한자 형태소 도출 단계
로, 과제 ③은 한자어 한자 형태소로부터 중국어에서 대응된 한자 형태소 확인 단
계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중국어 한자 형태소로부터 그 한·중 한자어
의미 유형에 따른 한자어 의미를 변별하는 단계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를 인도
해서 그 각 단계에서 나온 한·중 한자어 음운, 형태, 의미에서 드러난 이동점을 명
시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기존 갖고 있는 중국어 한자어
어휘 지식에서 새로운 한국어 한자어 지식을 유기적으로 구축하게 한다. 이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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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한자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i+1) 이해적 입력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 구체적
인 한자어 과제①과 과제②, 과제③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과제① 듣기 텍스트에서 한자어 받아쓰기(청각적 발음 입력)
김준호의 일기
( )이 되어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 )들이 함께 모여서 많
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 )을 하면서 즐거운 ( )을 보냈다.
어제 왕한 씨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로 (
왕한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
다. 이( )에 (
왕한 씨는 (
)를 (

)에서 좋은 (

)에 갈 때에는 왕한 씨에게 줄 (
) (

)이다. 정말 (

)히 (

)할 수 있을 것 같다. 왕한 씨의 (

잘 늘지 않는다. (

)히 (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
오늘도 (

)의 마음을 (

)를 (

)에 있는 동안

)를 사귈 수 있었던 것은 큰 (

)이

)을 ( )할 것이다.

) (
) (

)했다. (

)를 한다. 왕한 씨는 곧 (
)은 빨리 (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이 더 줄어들 것 같다. (

)하는데 내 (
) (

) 때 (

)하게 (
) (

)은

) (

)을

)를 배우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

)도 ( )히!

과제② 읽기 텍스트에서 한자어 한자철자 채우기(시각적 한글철자 입력)
김준호의 일기
방학(

)이 되어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외식(

)들이 함께

)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을 보냈

다.
어제 왕한 씨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로 감사(
있는 동안 왕한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외국(
던 것은 큰 행운( )이다. 이번( )에 중국(

)의 마음을 전(
)에서 좋은 친구(

)했다. 중국(

)에

)를 사귈 수 있었

)에 갈 때에는 왕한 씨에게 줄 선물(

)을

준비( )할 것이다.
왕한 씨는 한국어학과(
다. 왕한 씨는 곧 유창(

) 학생(

)이다. 정말 열심(

)하게 한국어(

한국어(

) 실력(

다. 특(

)히 성조(

)은 빨리 발전(

) 연습(

)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실력(

)를 구별(

)를 구사(

)히 한국어(

)하는데 내 중국어(

) 실력(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번(

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 오늘도 내일(

) 공부(

)은 잘 늘지 않는

) 방학(

) 때 중국어(

)이 더 줄어들 것 같다. 외국어(

)도 열심(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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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할 수 있을 것 같다. 왕한 씨의

)를 배우

과제③ 읽기 텍스트에서 한자어 한글철자 채우기(시각적 한자철자 입력)
김준호의 일기
放學(

)이 되어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家族(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外食(

)들이 함께

)을 하면서 즐거운 時間(

)을 보냈

다.
어제 왕한 씨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로 感謝(
있는 동안 왕한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外國(
던 것은 큰 幸運( )이다. 이番( )에 中國(

)의 마음을 轉(
)에서 좋은 親舊(

)했다. 中國(

)에

)를 사귈 수 있었

)에 갈 때에는 왕한 氏에게 줄 膳物(

)을

準備( )할 것이다.
왕한 氏는 韓國語學科(
다. 왕한 氏는 곧 流暢(

) 學生(

)이다. 정말 熱心(

)하게 韓國語(

韓國語(

) 實力(

)은 빨리 發展(

다. 特(

)히 聲調(

) 練習(

)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實力(

)를 區別(

)를 驅使(

)히 韓國語(

)를 한

)할 수 있을 것 같다. 왕한 氏의

)하는데 내 中國語(

) 實力(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番(

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 오늘도 來日(

) 工夫(

)은 잘 늘지 않는

) 放學(

) 때 中國語(

)이 더 줄어들 것 같다. 外國語(

)를 배우

)도 熱心( )히!

(3) 발견 탐색 단계
발견 탐색 단계는 한자어의 유형을 변별하거나 아직 배우지 않는 새 한자어 형
태 지식을 텍스트 문맥에서 발견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한·중 한자어 대조에 따른
한자어의 유형을 예시한 후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 텍스트에서 나온 한자어들의
유형을 변별하게 한다. 또한 교사는 한자어 형태 재인 연습에서 나온 한자어의 오
류 형식을 갖고 다시 같은 한자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학습자에게 정확한 한자
어 형식을 피드백으로 주고 오류 발생 원인을 제시해 준다. 특히 이 단계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문맥에서 발견된 한자어 낱말에 중점을 두고 그 새 한자
어의 발음과 철자 간의 재인 능력, 한자어 한글 철자와 한자 철자 간의 추론 능력,
문맥에서의 한자어 의미와 연어적 의미 관계 인식 능력을 배양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한자어의 형태를 재인함으로써 한자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능력
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4) 제시 확인 단계
제시 확인 단계는 교사는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 지식 발견 내용에 대해 제시하
고 학습자로 하여금 확인시키고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한·중 한자어 형태(발음, 한
글 철자, 한자 철자) 간의 재인·호환 과제를 수행한 후 한·중 한자음 간의 대응관

- 170 -

계와 호환규칙에 중점을 두고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
어 음운과 형태소 인식 테스트에서 드러낸 오류 유형(중동음·한동음; 중동음·한이
음; 한동형·중동형; 한동형·중이형)을 갖고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한·중 한자
음 간의 동질성, 유사성과 이질성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한자어
시각형식인 한글 철자 형식으로나 청각형식인 한자 철자 형식으로나 한자어 한글
표기 뒤에 있는 한자 형태소를 정확하게 추측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한자어
어휘 지식 제시 확인 단계의 예시 내용은 다음 과제 ④와 같다.
과제④ 한자어 한자 병기 확인 이해하기(한자 철자 확인)
김준호의 일기
방학(放學)이 되어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家族)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외식(外食)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時
間)을 보냈다.
어제 왕한 씨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로 감사(感謝)의 마음을 전(轉)했다. 중국(中
國)에 있는 동안 왕한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외국(外國)에서 좋은 친구(親舊)를 사
귈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幸運)이다. 이번(番)에 중국(中國)에 갈 때에는 왕한 씨
(氏)에게 줄 선물(膳物)을 준비(準備)할 것이다.
왕한 씨(氏)는 한국어학과(韓國語學科) 학생(學生)이다. 정말 열심(熱心)히 한국어
(韓國語) 공부(工夫)를 한다. 왕한 씨(氏)는 곧 유창(流暢)하게 한국어(韓國語)를 구사
(驅使)할 수 있을 것 같다. 왕한 씨(氏)의 한국어(韓國語) 실력(實力)은 빨리 발전(發
展)하는데 내 중국어(中國語) 실력(實力)은 잘 늘지 않는다. 특(特)히 성조(聲調)를 구
별(區別)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번(番) 방학(放學) 때 중국어(中國語) 연습(練習)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실력(實力)이 더 줄어들 것 같다. 외국어(外國語)를 배우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 오늘도 내일(來日)도 열심(熱心)히!

(5) 연습 단계
교사가 본문 텍스트에서 나온 한자어를 갖고 한자어 연상어 산출 연습하는 과제
나, 한·중 코퍼스를 활용해서 본문에서 나온 한자어를 검색하고 검색된 문장들에서
나온 한자어와 연어적 의미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찾고 그 단어들의 의미 선
호나 의미 경향을 발견하는 과제 등 연습 활동을 통해 한자어 형태 재인 능력으로
부터 그 한자어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6) 사용 단계
한자어 사용 단계는 한자어를 갖고 적절한 문맥에서나 의사소통 환경에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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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구사하는 단계이다. 즉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배운 한자어를 이용해 짧은
말하기나 쓰기 내용을 구성하기, 자유 담화, 텍스트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파트너
간 서로 질문하기, 토론된 텍스트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기나 쓰기, 발표하기, 또한
과외 과제로 텍스트 문맥에서 나온 한자어를 갖고 그 텍스트 내용과 비슷한 쓰기
내용을 구축하기 등 한자어 표현 연습 과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배운 한자어를
의사소통 담화 상황이나 텍스트 문맥에 맞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한자어 어휘 지식 사용 단계의 예시 내용은 다음 과제 ⑤와 같다.
과제⑤ 한자어 한글 텍스트 읽기 후 활용하기(한자어 한글 철자 입력)
김준호의 일기
방학이 되어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많
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외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제 왕한 씨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왕
한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외국에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다.
이번에 중국에 갈 때에는 왕한 씨에게 줄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
왕한 씨는 한국어학과 학생이다. 정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한다. 왕한 씨는 곧 유창
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왕한 씨의 한국어 실력은 빨리 발전하는데 내
중국어 실력은 잘 늘지 않는다. 특히 성집단를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번 방학 때
중국어 연습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실력이 더 줄어들 것 같다.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7) 정리 단계
정리 단계에서 교사는 해당 수업 시간의 한자어 교수·하습 내용에 대해 정리하
기, 과제 제시하고 부여하기, 지난 수업 시간의 과외 숙제에 대해 피드백 주기, 해
당 수업 시간의 교수·학습 내용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기 등 과제로 진행한다.

3.2. 한자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의미 초점 형태 교수법
후킨(Huckin, 1999)은 어휘적 지식이 형태와 의미의 간단한 이분법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어휘적 지식이 어휘 이해(인식)의 초기 단계에서 표현(생성)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연속선상에서 가장 잘 학습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웨인(Swain, 1985)은 입력에 못지않게 출력 역시 언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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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주장을 하며 출력 가설을 제기했다. 출력 가설은 제2언어 습득 과정 전체
에 출력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한다. 학습자들은 출력을 통해 의사소통적 목적 달
성을 위해서 자신의 중간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 목표어와
자신의 중간 언어의 차이, 즉 중간 언어의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중간 언어 체계
를 발전시킨다. 즉 중간 언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둘 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해 가능한 입력뿐만 아니라 이해 가능한 출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Iaumi,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한자어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의
의미 초점 형태 교수법을 다음 <표 Ⅳ-18>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Ⅳ-18> 한자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의미 초점 교육의 목표 및 절차
입·출력
단계
교수원리
모형

출력(표현 과정)
이해 가능한 출력 단계
의미 초점 형태 교수법 (focus on meaning)
의미→형태→사용
① 한·중 코퍼스 활용 접근법에 기반한 한자어 의미 차이 발견과 한자어 의미
대조에 의한 중·한 번역 등 한자어 표현 능력 양성

목표
② 암시적 한자어 지식 구축
(지시적 의미, 연어적 의미, 통사적 의미, 의미 선호 등)
①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를 위한 코퍼스 활용한 한자어 연어적 의미 관계 발
견 연습
② 연어 연상 제시 및 한자어 연어 연상에 따른 문장 짓기 연습
③ 텍스트 듣기 후 혹은 읽기 후 한자어 단어 메모하기, 새 한자어 의미 발견
절차

하기
④ 소그룹에서 파트너와 텍스트 주제와 내용 토론하기; 요약 말하기와 쓰기; 교
사가 한자어 표현 오류 유형에 피드백 주기
⑤ 중·한 번역 과제 연습
(한자어의 의미에서 형태까지의 의미 초점 형태 출력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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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한·중 한자어의 의미 인식 능력 향상
L2 어휘 습득에서 어휘의 형태(form, 발음과 철자)와 의미(semantic) 간의 결
합 강도는 형태를 보거나 들으면서 학습자가 그 의미를 얼마나 쉽게 재생할
(retrieve)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형태를 얼마나 쉽게 재생해 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배
드레(Baddeley, 1990)는 어휘의 형태나 의미가 성공적으로 재생될 때마다 양자
간의 연결이 강해진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의미에서 정확한 어휘 형태 재생을 위
해서 학습자는 먼저 형태와 의미를 함께 파악하고 나서 간격을 두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L2의 형태·의미가 모어의
형태·의미와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결합하기가 더 쉬워진다. 다시 말해, 목표
어휘가 L1과 L2에서 공유하고 있는 동족어나 차용어라면, 두 언어 어휘 간의 형
태와 의미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학습 부담이 적다. 어떤 단어는 차용어의 존재로
인해 학습이 훨씬 용이하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상 배드레(Baddeley, 1990)의 견
해에 따라 한·중 한자어 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어 한자어 교육에서 한·중 한자어 의미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가르
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한자어 사용에 나타내는 부정적 전이를 최대한으로 감
소하게 한다.

1) 한자어 의미 인식 제시 단계
한국 한자어 의미 인식 능력 신장을 위해 본 논문은 Ⅲ장 4절에서 논의된 중국
인 학습자의 한자어 난이도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한자어 의미 교육 방법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박의재(1999:85)와 마금선(2012:57)의 논의에 따르면,
스토크웰(Stockwell, 1965)은 언어 습득 난이도를 차별화, 새 범주, 부재 범주, 융
합, 대응 등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차별화’는 모국어는 하나의 형태를 갖는
반면, 목표어는 두 개의 형태를 갖는 유형이다. ‘새 범주’는 모어에는 없는 형태가
목표어에 존재하는 유형이고, ‘부재 범주’는 모국어에 있는 범주가 목표어에 존재
하지 않는 유형이다. ‘융합’은 ‘차별화’의 반대 양상으로서 모국어에서 분리되는 형
태인데 목표어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유형이며, ‘대응’은 두 형태가 거의 같은 방식
으로 사용되는 유형이다. 그 유형들은 제2 언어 습득에서 난이도가 쉬운 유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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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유형까지 ① ‘대응’, ② ‘융합’, ③ ‘부재 범주’, ④ ‘새 범주’, ⑤ ‘차별화’ 순
으로 나타난다. 마금선(2012:57)에서는 각 유형에서 제시한 한자어 용례는 다음과
같다. 즉, ①대응 유형(한·중 동형동의 한자어) ‘학생-學生’, ②차별화 유형(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중국어에서는 단어가 하나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의미가 분리
된 한자어 유형)은 ‘예물-禮物’, ③부재 범주 유형(한·중 동형이의 한자어: 중국어
에는 그 의미가 있지만 한국어에는 없는 한자어 유형)은 ‘학원-學院’, ④새 범주
유형(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중국어에는 없는 의미가 한국어에 있는 한자어
유형)은 ‘심각하다-深刻’, ⑤융합 유형(한·중 동형부분이의어: 중국어에서는 의미
가 분리되는데 한국어에서는 통합된 유형)은 ‘시간-時間’ 등 예로 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한자어 의미 인식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이상과 같은 한자어 난
이도 유형을 참조하여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 제시 교수법과 번역 제시 교수법을
다음 <표 Ⅳ-19ㄱ>부터 <표 Ⅳ-19ㅇ>까지 제안하고자 한다.

(1) 대응 유형
(1)은 대응 유형인데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는 제①유형에 속한 ‘동형동
의 한자어’, 제②유형에 속한 ‘완전이형 한자어’, 제③유형에 속한 ‘부분이형 한자
어’와 제④유형에 속한 ‘형태소 도치 한자어’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에 관한 의미
제시 방법과 번역 제시 방법의 예시가 다음 <표 Ⅳ-19ㄱ>부터 <표 Ⅳ-19ㅇ>
까지의 내용과 같다.
<표 Ⅳ-19ㄱ> 한·중 동형동의 한자어 의미 제시 방법
한자어

의미 범위

연어 관계

연어 관계

의미 범위

한자어

(한)

(한)

(한)

(중)

(중)

(중)

문화(文化)

(한＝중)

(한＝중)

文化

문화를 계승하다;

繼承文化;

유구한 문화

悠久的文化

<표 Ⅳ-19ㄴ> 한·중 동형동의 한자어 번역 과제 제시 방법
번역 유형
한·중 번역

중·한 번역

예문 제시
중국은 유구한 문화를 갖고 있는 동방예의지국이다.
→中國是擁有悠久文化的東方禮儀之國
韓國是擁有悠久文化的東方禮儀之國
→한국은 유구한 문화를 갖고 있는 동방예의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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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 형태소 제시
문화(文化)→文化

文化→문화(文化)

<표 Ⅳ-19ㄷ> 한·중 완전이형동의 한자어 의미 제시 방법
한자어

의미 범위

연어 관계

연어 관계

의미 범위

한자어

(한)

(한)

(한)

(중)

(중)

(중)

친구(親舊)

한＝중

친구를 사귀다

朋友-結交

착한 친구

親密的-朋友

한＝중

朋友

<표 Ⅳ-19ㄹ> 한·중 완전이형동의 한자어 번역 과제 제시 방법
번역 유형

예문 제시

한자어 형태소 제시

그는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이다.

한·중 번역

친구(親舊)→朋友

→他是我最好的朋友。
我们之间是莫逆之交的朋友关系。

중·한 번역

朋友→친구(親舊)

→우리 사이에는 막역한 친구 관계이다.

<표 Ⅳ-19ㅁ> 한·중 부분이형동의 한자어 의미 제시 방법
한자어

의미 범위

연어 관계

연어 관계

의미 범위

한자어

(한)

(한)

(한)

(중)

(중)

(중)

졸업(卒業)

한＝중

한＝중

畢業

졸업 논문

毕业论文

중학교를 졸업하다

中学毕业

<표 Ⅳ-19ㅂ> 한·중 부분이형동의 한자어 번역 과제 제시 방법
번역 유형
한·중 번역

중·한 번역

예문 제시

한자어 태소 제시

그는 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졸업(卒業)→畢業

→他刚学校毕业就踏上步入社会第一步。
你们直到毕业都要努力学习。

畢業→졸업(卒業)

→너희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라.

<표 Ⅳ-19ㅅ> 한·중 형태소도치 이형동의 한자어 의미 제시 방법
한자어

의미 범위

연어 관계

연어 관계

의미 범위

한자어

(한)

(한)

(한)

(중)

(중)

(중)

소개 (紹介)

한＝중

介紹職業

한＝중

介紹

직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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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ㅇ> 한·중 형태소도치 이형동의 한자어 번역 과제 제시 방법
번역 유형
한·중 번역
중·한 번역

예문 제시

한자어 형태소 제시

그들 둘은 소개로 결혼을 했다.

소개(紹介)-介绍

→他们是经过介绍结婚的。
把进化论介绍到中国。

介绍-소개(紹介)

→진화론을 중국에 소개하다.

(2) 부재 범주 유형
(2)는 부재 범주 유형인데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는 제⑤유형에 속한 한·
중 동형완전이의 한자어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에 관한 의미 제시 방법과 번역 제
시 방법의 예시는 다음 <표 Ⅳ-20ㄱ>, <표 Ⅳ-20ㄴ>과 같다.
<표 Ⅳ-20ㄱ> 한·중 동형완전이의 한자어 의미 제시 방법
한자어

의미 범위

연어 관계

연어 관계

의미 범위

한자어

(한)

(한)

(한)

(중)

(중)

(중)

한≠중

报纸

신문(新聞)

한≠중

조간 신문;

日报

신문에 싣다;

报载

<표 Ⅳ-20ㄴ> 한·중 동형완전이의 한자어 번역 과제 제시 방법
번역 유형
한·중 번역

중·한 번역

예문 제시

한자어 형태소 제시

오늘 신문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
→今天的报纸还没送过来。
신문을 주문하다.

신문(新聞)-报纸

报纸-신문(新聞)

→订阅报纸。

(3) 새 범주 유형
(3)은 새 범주 유형인데 이 유형에 속한 한·중 한자어는 제⑥유형에 속한 한·중
부분이의 한자어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에 관한 의미 제시 방법과 번역 제시 방법
의 예시는 다음 <표 Ⅳ-21ㄱ>, <표 Ⅳ-21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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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ㄱ>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번역 과제 제시 방법
한자어

의미 범위

연어 관계

연어 관계

의미 범위

(한)

(한)

(한)

(중)

(중)

심각(深刻)하다

한∩중

심각한 문제

严重的问题

심각한 병세

严重的病情

한자어(중)

한∩중

嚴重

<표 Ⅳ-21ㄴ>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의미 제시 방법
번역 유형
한·중 번역

중·한 번역

예문 제시

한자어 형태소 제시

그의 병세가 심각한가요?

심각(深刻)하다→嚴重

→他病情严重吗？
这两天心情特别沉重。

沉重→심각(深刻)하다

→이 이틀간은 기분이 특히 심각하다.

2) 한자어 의미 인식 활용 단계
교사는 1)에서 제시된 한자어 유형에 따른 의미 제시 절차를 진행한 다음 중국
인 학습자로 하여금 다음 <표 Ⅳ-22>와 같은 한자어 의미 인식 강화를 위한 중·
한 번역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한·중 한자어 간의 의미 유형 발견 능력과 한
자어의 의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표 Ⅳ-22> 중·한 번역 테스트 예시68)
중국어(원문)

한국어(역문)

会议指出，今年按照全面深化改革的
要求，要继续把简政放权作为“当头
炮”，在公开透明上下功夫。会议决定
推出深化行政审批制度改革三项措施。

회의에서는 올해 전면적인 개혁심화
요구에 따라 행정 간소화 및 권력이양
을 ‘최우선’으로 삼아 상하층 업무를 공
개하고 행정심의제도 개혁 3개 조치
단행을 결정지었다.

68) 중국 인민망(人民網) 한국어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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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是公开国务院各部门全部行政审批
事项清单，推进进一步取消和下放，促
进规范管理，接受社会监督。向审批事
项的“负面清单”管理方向迈进，逐步做
到审批清单之外的事项，均由市场主体
依法自行决定。

업목록을 공개한 후 이를 삭제 및 이양
토록 하며 규범적 관리를 통해 사회감
독을 수렴한다. 그리고 ‘네거티브목록’
관리에 힘쓰고 단계적으로 심의목록 외
업무를 시장주체 스스로가 법에 의거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二是清理并逐步取消各部门非行政许
可审批事项。对面向公民、法人或其他
组织的非行政许可审批事项原则上予以
取消，确需保留的要通过法定程序调整
为行政许可，其余一律废止。

첫째, 국무원 각 부문별 행정심의사

둘째, 각 부분별 비행정적 허가심의
업무를 정리 및 삭제해 나간다. 국민,
법인 혹은 조직을 대상으로 한 비행정
적 허가심의 업무를 원칙상 취소하고
보류업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행정허가로 전환하며 나머지는 일률적
으로 폐지한다.

3.2.2. 한국 한자어의 연어적 의미 관계 인식 능력 향상
본 절은 Ⅲ장 3.2절의 한자어 연상 테스트에서 드러낸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연어적 의미 관계 습득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한자어 연어적 의미 관계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한자어 의미 관계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한다.

(1) 이해 가능한 입력을 위한 한자어 의미 관계 발견 단계
임금석(2002:2)에서는 어휘적 연어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내용어들
끼리 긴밀한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구성을 말한다. 그리고 연어 구성을 이루는 중
심 단위가 어휘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해당 단위들의 통사적 관계를 표시
해 주는 조사나 어미의 문법소가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본 논문에서
는 문금현(2002:222)의 연어적 유형을 참조하여 한자어 연어적 의미 관계를 주술
관계 연어와 수식 관계 연어를 나눠서 논의하고자 한다. 주술 관계 연어의 예를
들면 ‘이해(理解)가 가다’라는 연어적 표현에서 한자어 주어인 ‘이해(理解)’와 서술
어인 동사 ‘가다’ 간에 주술적 의미 관계가 이뤄진다. 수식관계 연어의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연어적 표현에서 형용사 ‘깊다’와 한자어 ‘이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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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적 의미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의 연어적 의미 관계
유형에 중점을 두고 한·중 한자어 코퍼스 활용한 한자어 의미 관계 교수·학습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한자어의 연어적 의미 관계를 교수하는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은 한자어 형용사 ‘심각(하다)’의 예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
다.
우선 교사가 한·중 한자어 ‘심각(하다)’와 ‘深刻(的)’를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
금 한·중 코퍼스에서 검색하게 하고 그 검색한 한자어의 전형적 연어를 추출한다.
교사는 ‘심각(하다)’라는 한자어를 갖고 학습자로 하여금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싣는 말뭉치에서 검색하여 그 검색된 스무 개 정도의 문장에서 한자어 ‘심각(하
다)’의 앞뒤 위치에 나오는 단어들의 빈도, 품사 범주와 의미 특성을 탐색하게 한
다. 아울러, 한국어 한자어 ‘심각(하다)’와 대응된 중국어 한자어 ‘深刻(的)’이라는
형용사를 갖고 학습자로 하여금 중국 북경대학교 언어연구센터의 홈페이지에서 검
색하게 하여 검색된 20개 정도의 문장에서 ‘深刻(的)’라는 단어와 연어적 의미 관
계를 갖고 있는 중국어 단어를 추출하여 그 단어들의 빈도, 품사 범주와 의미 특
성을 밝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중 동형이의 한자어의 의미 관계를
탐색하고 발견하도록 한다. 한국 한자어 ‘심각(하다)’와 중국 한자어 ‘深刻(的)’ 간
의 의미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 한자어 ‘심각(하다)’
와 중국어 한자어 ‘深刻(的)’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들 간의 의미 차이와 의미 특
성을 비교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그 한자어 ‘심각(하
다)’와 다른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쉬울 수 있다. 다음의 <표 Ⅳ
-23>에서 나온 한자어 ‘심각(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연어적 단어 목록에서 그
한자어의 의미 관계를 잘 확인할 수 있다. <표 Ⅳ-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어 한자어일 경우 ①과 ②에서 나온 ‘심각한 문제점’과 ‘심각한 후유증’ 연어는 수
식적 의미관계 유형에 속한 것이고, ③에서 나온 ‘문제는 심각해지다’라는 연어는
주술적 의미관계 유형에 속한 전형적 예라 할 수 있다. <표 Ⅳ-23>에서 제시하
는 연어들이 ‘심각(深刻)’을 들어있는 문장 총 891개에서 검색된 것이며, 한국 한
자어 ‘심각(深刻)’과 함께 사용되는 연어는 주로 ‘문제(9번)’, ‘인력난(4번)’, ‘상황
(4번)’과 ‘사태(4번)’ 등 부정적인 의미 선호를 갖는 연어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한자어 용례 검색 작업을 통해 한국어 한자어 ‘심각(深刻)’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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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적 의미 관계에 있는 용언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 한자어
‘深刻(的)’의 경우는 ‘深刻’을 들어있는 총 500개의 문장에서 검색된 ‘深刻’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전형적 연어는 주로 ‘印象(인상, 23번)’, ‘影響(영향, 18번)’, ‘變化
(변화, 13번)’와 ‘變革(변혁, 8번)’ 등 ‘기억’과 ‘바꿈’이라는 의미 선호를 갖는 단
어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중 코퍼스를 활용한 용례 검색 작업을 통해 중국
어 한자어 ‘深刻’과 연어적 관계에 있는 용언들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Ⅳ-23> 한·중 말뭉치에서 검색된 한자어 예문의 예시

한국
한자어

중국
한자어

선행연어: 주술적 의미관계

키워드

후행연어: 수식적 의미관계

①제재 없이 1년 가까이 한강으
로 흘러들어간 것은 정부의 식수
원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선심정책은 경제원칙도 애써
무시한 채 오직 '표 낚기'용으로
내놓고 있다는 인상이어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③그러나 수사기관이 걸핏하면
휴대전화를 추적해 손쉽게 수사
하는 데만 익숙해진다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

①双方为尽快实现邦交正常化而
尽一切努力,日本就殖民统治表示

深刻的

②哈佛 4 年对我的影响非常

深刻。

③几个社会形态，进入了社会主
义社会，实现了西藏历史上最

深刻的

反省和真诚道歉,互不威胁对
方安全以及为维护东北亚地
区的和平.
一开始学习很不容易,语言障
碍是第一大难关.
社会变革，取得了社会发展
的空前的历史性飞跃.

마지막으로 교사는 한·중 한자어 연어적 의미 관계에 속한 단어를 갖고 문장 짓
기 과제를 수행한다.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심각(하다)’의 의미 관계를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 짓기 과제나 중·한 번역 과제로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그 한국어에서 한자어 ‘심각(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연어적 단어들을 잘
학습하게 한다. 아울러, 교사가 한국 한자어 ‘심각(하다)’와 결합할 수 없고 중국
한자어 ‘深刻(的)’과 결합할 수 있는 연어적 단어들을 대조로 제시하면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국 한자어 ‘심각(하다)’의 다른 단어들과의 의미 관계를 잘 이해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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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 나아가 교사는 문장 짓기 과제 등 어휘 산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자
어의 이해 능력도 갖추게 할 수 있고 이해 가능한 표현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Ⅳ-24>참조).

<표 Ⅳ-24> 한·중 한자어 의미 관계 유형에 따른 연어 목록 예시
한·중

주술적 의미 관계에 속한

수식적 의미 관계에 속한

한자어

연어 목록

연어 목록
‣ ① 형용사(深刻하다)+명사(관형형 쓰임)
문제(6); 것(4); 후유증(2); 이유(2); 수준

‣ 명사+형용사(深刻的)

한국어:
심각(하다)

문제(9);

인력난(4);

사태(3);

피해(2);

(1);

상황(4);

인력

수급불균형(1);

부족

교통정체

(1); 적자 추세(1); 대인 기피현
상(1); 공격(1); 위협(1); 유동
성 위기(1); 재정난(1); 차별(1)

(2); 불황(1); 문제점(1); 일(1); 시민불편
(1); 소득감소(1); 주제(1); 부진(1); 표정
(1); 재정적자 요인(1); ‘신뢰의 위기’(1);
자금난(1); 교통체증(1); 영향(1); 전쟁 후
유증(1); 지역(1); 구멍(1); 내상(1); 저항
(1); 항명사태(1)
‣ ② 부사+형용사(深刻하다)
매우(3); 더(3); 가장(1); 더욱(1)

‣ 명사+형용사(深刻的)
内容(내용,3); 含义(함의,3); 主
题(주제,2); 印象(인상,2); 思想
(사상,2); 理解(이해,2); 寓意(우
의,2);

认识(인식2);

用意(용

중국어:

의,1);

思维(사유,1); 精神体验

深刻(的)

(정신체험,1); 语言(언어,1); 主
题(주제,1); 本质(본질,1); 现象
(현상,1); 表现(표현,1); 讲话(연
설1);

理论(이론,1);

原则(원

칙,1);

影响(영향,1);

印象(인

상,1); 思想性(사상성,1)

‣ ① 형용사(深刻的)+명사
印象(인상,23);

影响(영향,18);

变化(변

화,13); 变革(변혁,8); 认识(인식,4); 哲理
(철리,3); 根源(근원,3); 思想(사상,2); 道
理(도리,2);

调整(조정,2); 改变(바꿈,2);

发言(발언,1); 论述(논술,1); 解释(해석,1);
学说(학설,1); 分析(분석,1); 革命(혁명,1);
矛盾(모순,1)
‣ ② 부사+형용사(深刻的)
十分(매우,3); 最(제일,1); 太(너무,1); 更
(더,1); 更加(더욱,1); 比较(비교적,2)

(5) 이해 가능한 출력을 위한 한자어 의미 관계 활용 단계
교사가 본문 텍스트에서 나온 한자어를 갖고 한자어 연상어 산출 연습하는 과제
나, 한·중 말뭉치를 활용해서 본문에서 나온 한자어를 검색하고 검색된 문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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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와 연어적 의미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들의 의미 선호나 의
미 경향을 발견하게 하는 과제 등 연습 과제를 통해 한자어 형태 재인 능력으로부
터 그 한자어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 속한 구체적인
한자어 연습 과제의 내용은 예를 들면 다음 ①, ②, ③과 같다.
① 한·중 한자어 연어 의미 관계 판단 연습
한·중 코퍼스 활용한 한자어 연어적 의미관계 발견 과제를 수행한 후 중국인 학
습자로 하여금 다음의 표에서 나온 한·중 한자어와 어울리게 쓰이는 단어(한국어
심각하다, 중국어 深刻的)를 고르게 하는 과제이다. 예를 들면 다음 <표 Ⅳ-25>
와 같다.
<표 Ⅳ-25> 한·중 한자어 연어 의미 관계 판단 과제
연어

한국어: 심각(하다)

중국어: 深刻(的)

문제(問題)

√

×

후유증(後遺症)

√

×

인식(認識)

×

√

인상(印象)

×

√

영향(影響)

√

√

이야기(交談)

√

√

② 한국 한자어 다항 연어 결합 연습과 문장 짓기 연습
Ⅲ장 3절에서 논의된 중·한 학습자의 한자어 연상어 산출 차이를 감안하여 한국
인 모어 화자처럼 한자어의 연어적 의미 관계를 깊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다항 연어 결합 연습’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한자
어 제시어를 학습자에게 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한 문제’와
같은 이항(二項) 한자어 연어를 산출할 수도 있고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나 ‘심각
한 적자 추세’와 같은 다항(多項) 한자어 연어를 산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교사는
핵심어인 ‘심각(하다)’를 잡고 문장 짓기나 짧은 말하기, 듣기 텍스트를 짓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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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행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 한자어 ‘심각(하다)’와 중국어
‘深刻’의 연어적 의미 관계와 의미 범위의 차이를 잘 구별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그림 Ⅳ-2> 참조).
문제
사태

상황

인력난

피해

교통

심각(하다)

적자

후유증

이유
정체

불황
추세

<그림 Ⅳ-2> 한국 한자어 연어 결합 및 문장 짓기 과제
③ 한국 한자어의 연어적 의미 관계 발견 연습
Ⅲ장 3절에서 논의된 중·한 학습자의 한자어 연상어 산출 차이를 연결하여 교사
는 다음과 같은 한자어 연어 연습도 할 수 있다. 교사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자
어의 연어적 의미 관계 연상 연습을 한 후 그 산출된 연어를 정리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한자어 연어 의미 관계를 재확인 연습을 함으로써 그 한자어
연어적 의미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습 과제의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 <표 Ⅳ-26>, <표 Ⅳ-27>과 같다.
<표 Ⅳ-26> 한자어 연어적 의미 관계 재발견 연습 예시(1)
수식적 의미 관계
①공부하다
②노력하다
:
(정답: 열심히)

③살다
④일하다
⑤운동하다
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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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한자어 연어적 의미 관계 재발견 연습 예시(2)
주술적 의미 관계
①문제
②상황
③사태
④인력난

(정답: 심각하다)

⑤피해
⑥후유증

4.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
Ⅳ장 3절에서는 앞의 2절에서 논의된 한자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
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자어 교수·학습의 실제와 한자어 교수·학습의 효
과 검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4.1. 효과 검증을 위한 수업 구성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같은
한국어 수준을 갖고 있는 학습자를 수준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 다
음과 같은 8차시의 한자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리고 이후 사전·사후 검증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그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의 유
효성을 확인하였다. 2013년 5월 10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4주일 동안 실시
된 8차시의 한자어 교수·학습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Ⅳ-28> 참조).

(1) 1차시: 한국 한자어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1차시는 한국어 한자어의 정의, 한자어의 어휘체계에서의 지위, 그리고 한자어
의 음운, 형태, 의미 등 어휘 지식들에서 나온 주 특성을 학습자에게 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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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있어 한자어에 대해 전체적인 인식을 갖게 하도록 한다. 또한 중국어
어휘의 특성을 간단히 제시하고 한·중 한자어의 음운, 형태, 의미에 나타나는 동질
성과 이질성을 한·중 한자어 대조를 통해 학습자에게 한자어 동형동의어, 동형부분
이의어, 동형완전이의어, 부분이형동의어, 형태소도치이형동의어, 완전이형동의어
등 여섯 유형의 한자어를 구체적인 예시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2) 2-3차시: 한·중 한자어 음운, 형태, 의미 인식 능력 향상
2차시에는 먼저 ‘하나의 한자어 단어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
을 갖고 학습자에게 한국 한자어에 관한 모든 어휘 지식 요소들을 ‘형태’, ‘의미’,
‘사용’의 차원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한자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을 강화하
기 위해 ‘i+1 이해 가능한 입력’과 ‘i+1 표현 가능한 출력’이라는 인지적 교수·학
습 모형의 틀에서 수업 활동을 실시하는 절차와 이유를 학습자에게 설명한다.
3차시에는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 모델에 따른 한·중 한자어 음운, 형태,
의미 세 측면에서 나타나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감안하여 단음절 한자 형태소로 만
들어진 한·중 한자어 쌍을 다시 유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
와 한자음 사이에 나타나는 배우기 쉬운 한동음·중동음(韓同音·中同音) 한자 유형
과 중동형·한동형(中同形·韓同形) 한자 유형을 먼저 교수한다. 그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의 한자음을 익혀지면서 배우기가 더 어려운 한동음·중이음(韓同
音·中異音)

한자 유형과 중동형·한이형(中同形·韓異形) 한자 유형에 중점을 두고

명시적으로 교수하도록 한다.

(3) 4-5차시: 한자어 형태에서 의미까지의 입력에 따른 한자어 이해 능력 향상
4-5차시에서는 L2 어휘 습득에서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에 따른 한국 한자어
재인 능력을 키운다. 한국어 듣기 텍스트를 청각 형식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그 한자어의 한글 철자 형태소를 빈칸에 채우기 과제와 한국어 읽기 텍스트를 시
각 형식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그 한자어의 한자 철자 형태소를 빈칸에 채우기
과제를 실시함으로써 한자어의 청각적인 발음 정보와 시각적인 한글 철자 정보를
한자어의 i+1 이해적 입력 과정에서 한자어의 음운, 한글 철자 형태소와 한자 철
자 형태소 사이에 서로 인지적 재인 능력을 갖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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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차시: 한자어 의미에서 형태까지의 출력에 따른 한자어 표현 능력 향상
6-7차시에서는 한자어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해 인지적 i+1 출력 모형에 따라
한자어 교수·학습 활동을 실시한다. 한국 한자어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먼저 한·
중 한자어 의미 측면에서 드러나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학습자에게 대조 언어학의
방법을 응용하여 제시한다. 특히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의 의미 교육에 있어서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의 같은 의미 항목을 제시하고 연어적 의미 관계를 이
루기 위한 한자어 단어 연상 연습이나 문장 짓기 연습 등 과제 활동으로 진행한
다. 다음으로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어 간의 의미 차이에 중점을 두고 연어적 의
미 관계를 한·중 대조로 제시하고 다시 한자어 단어 연상 연습이나 한자어 문장
짓기 연습 등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표현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한
중·한 번역 연습 활동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중 동형부분이의 한자
어를 중국어 동형 한자어의 부정적 전이를 피하도록 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
다.

(5) 8차시: 이해 어휘에서 표현 어휘까지의 통합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활동
8차시 수업에서는 먼저 한국어 듣기나 읽기 텍스트에서 학습자에게 정확한 한자
어를 재인하게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에게 있어서 이해된 텍스트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게 한 후, 그 텍스트 내용을 글이나 입말로 요약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교사
는 한자어 이해 과제 활동과 표현 과제 활동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오류 양상이나
오류 유형을 피드백 형식으로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표 Ⅳ-28> 어휘력 신장을 위한 통합적 한자어 교수·학습 구성
이해 가능한 한자어 입력

이해 가능한 한자어 출력

형태→의미→사용

사용←형태←의미

(이해 어휘 측면)

(표현 어휘 측면)

L2 한자어 재인 능력

철자 입력(읽기)

(통합적 교수)

음운 입력(듣기)

L1과 L2 한자어 어휘
지식 인식 능력
(한·중 대조 분석 교수)

한·중 번역

철자 출력(쓰기)
음운 출력(말하기)

중·한 번역

음운 인식 고양을

한·중 한자어

탈문맥적 철자;

한·중 한자어

위한 입력;

의미 대조;

탈문맥적 음운;

의미 대조;

형태소 인식 고양

한·중 번역

문맥적 문장 짓기;

중·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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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입력;
한·중 한자어 형태

문맥적 문장 말하기

대조
탈문맥적 산출

L2 한자어 의미 관계에
따른 표현 능력
(의미 관계 교수)

철자 재인(시각)

결합적 연어

(연상);

결합적

연어

지식 입력

문맥있는 산출

지식 출력

(문장짓기)

4.2.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
본 논문에서는 Ⅳ장의 2절에서 제기된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 모
형의 교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 실험을 실시했다. 실시된 한자
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 테스트의 설계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효과 검증 실험 내용 설계
Ⅳ장 2절에서 제안된 한국어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교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 2012-2013학년 2학기69)에 재
학 중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실험 대상으로 2013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
까지 4주일 동안에 모두 8차시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Ⅳ장 2절에서
논의된 한국어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그 교수·학
습 효과에 대한 검증 실험을 실시했다.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 실험의 구성은
사전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와 사후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다.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대상은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의
초급 학습자 30명과 중급 학습자 30명70)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이들 초·중급 집
69) 중국 대학교의 입학학기는 여름학기이므로 2012-2013학년 2학기가 한국 대학교의 학
제로 2013학년 1학기에 해당한다.
70) 본 연구에서 한자어 교수학습 검증 실험을 참여한 모든 초급 30명과 중급 30명의 학습
자들은 실험하기 전에 각각 2급(초급)과 4급(중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받고 시험
에 합격한 학습자들이었다. 이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 간에 다시 나눈 통제집단 15명과 실
험집단 15명, 중급 학습자 간에 다시 나눈 통제집단 15명과 실험집단 15명 학습자 간의
한국어 수준이 교수효과 검사 테스트 하기 전에 같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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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다시 각각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
사전·사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에 속한 초급 학습자 중에서는 2012학
년 1반의 15명을, 중급 학습자 중에서는 2011학년 1반의 15명을 대상71)으로 총
8차시의 수업 시간에 체계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였다. 통제 집단에
속한 초급 학습자인 2012학년 2반의 15명과 중급 학습자인 2011학년 2반의 15
명 학습자들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체계적인 한자어 수업을 받지 않았다. 이들 집
단에는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 2012-2013학년도 2학기 한국어 교육과정을
맡고 있는 해당 담당교수의 수업만이 실시되었다.
한자어 어휘력 사전 검증 테스트는 2013년 5월 10일의 한자어 수업 전에, 한자
어 어휘력 사후 검증 테스트는 한자어 수업 이틀 후의 2013년 6월 10일에 실시하
였으며 수험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 Ⅳ-29>와 같다.

< 표 Ⅳ-29>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 실험 정보
실험 내용
사전 테스트
(어휘력 테스트1)

수험자 대상
초급 학습자: 실험 집단 15명; 통제 집단 15명

2013.05.10
중급 학습자: 실험 집단 15명; 통제 집단 15명
초급 학습자: 실험 집단 15명

수업 활동 수행
중급 학습자: 실험 집단 15명

사후 테스트
(어휘력 테스트2)

실험 시간

2013.05.13~
2013.06.07

초급 학습자: 실험 집단 15명; 통제 집단 15명
2013.06.10
중급 학습자: 실험 집단 15명; 통제 집단 15명

다음은 두 집단 간에 각각 수행되었던 교수 내용과 교수안을 아래 <표 Ⅳ
-30>, <표 Ⅳ-31>과 같이 비교·제시하기로 한다.

71) 한국어 한자어 교수학습 수업을 하기 전에 실험 집단에 속한 초·중급 학습자들에게 각각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2급 시험과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4급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의 결과에 따라 다시 초·중급 수준에 달하는 학습자 각각 15명을
뽑아서 실험 집단을 간주하여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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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수 요목 비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1) 한자어 음운 교수·학습 내용;
2) 한자어 형태소 교수·학습 내용(한자어 형태소
항목

인식 능력에 기반한 한자어 집단어법 교육);
3) 한자어 의미 교수학습 내용(한·중 한자어 의미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른 초·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교수·학습

대조에 기반한 한·중 번역과 중·한 번역)
1) 한국어 한자어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 L2 심리어휘부 구축을 위한 한국어 한자어
어휘력 향상;
3)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효과적 상호작용을 위한
목표

한·중 한자어 인식 능력 향상;
4) 한국어 심리어휘부 구집단 구현을 위한 한자어
의미 관계 연상 능력 향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향상;
한·중 번역과 중·한 번역 능력 배양과 향
상

5) 한국어 이해 어휘에서 표현 어휘로의 한자어
생성 능력과 한·중 중·한 한자어 번역 능력 향상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에 맞춘

내용

8차시의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 수행;

중국 JN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에

강의내용:

따른 한국어 교수·학습 계획안

1) 한자어의 특성과 유형

강의내용: 한국어 어휘에 대한 기본적 이

2) 한·중 한자어 음운 대조;

해와 학습;

3) 한·중 한자어 형태소 대조를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활동 유형: 한국어 듣기, 말하

한자어 집단어법 학습;

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등 언어 능력 향

4)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와 번역 과제를 통한

상을 통한 한국어 어휘습득

한자어 의미 습득

1) 한자어 특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개념과 용례
방법

제시); → 2) 한·중 한자어 대조에 따른 유형화; →
3) 용례와 예시 제시; → 4) 과제를 통한 한자어
탐구적 학습

평가

1)해당 차시의 교수목표와 내용 소개; →
2)새 단어 제시 학습; → 3)본문 제시 학
습(전통적 교수법: 문법 번역법 수행); →
4)학습자 질문과 해답; → 5)연습 문제를
풀기

한자어 어휘력 신장 평가 테스트

기말 시험에서 나온 일반적 어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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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교안 예시
수업

수 업

내용

단계

시간

(1차시기준)

자료

1) 한글로만 표기된 한국어 읽기 텍스트를 제시한 뒤 한자어를 밑줄로
표시하기와 교사가 학습자의 한자어 식별 오류를 피드백으로 제시하고
도입
단계

확인하기;
10분

2) 학습자에게 텍스트 문맥에서 찾아내는 한글 형식 한자어를 한자형태

북경대

(탐구

소로 바꾸어 표기해 보기;

<한국어>2

학습)

3) 교사가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중국어 한자 어휘 음운 대응관계에 관한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한·중 한자어 음운 간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음절
단위로 탐구하게 하기;
1) 교사가 1단계에서의 학습자 탐구 학습 결과에 대한 오류를 파악하고
그 한글 표기에서 한자 표기로의 추측 양상과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탐구 과제에서 나타나기 쉬운 오류 유형과 그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피
드백으로 학습자에게 제시하기;

제시
설명

20분

단계

2) 교사가 한국어 한자어 음운과 중국어 한자어 음운 간의 유사 관계를

사전

음절 단위로 제시하기. 특히 L1 음운 인식 특성과 한국어 한자어 음운

준비된

인식 난이도를 고려하여, 두음+각운(중성모음+종성자음)의 형식으로 제

교안

시하고 한·중 한자어 음운 간의 교체 규칙을 교수 강화하기; 한·중 한자

자료

어 음절 인식 제시에서 한·중 한자어 음운 근사도를 고려하여 규칙적 대
응에서 불규칙 대응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한자형태소 추출 탐구 과제 외의 한·중 한자음 음운 대응관계 유형이
같은 다른 한자어를 유추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예를 제시;
1) 본 수업에서 남은 텍스트 내용에서 나온 한국어 한자어를 한자 추출

연습
단계

10분

과제로 연습하게 하기;

북경대

2) 한·중 음운 대응 관계에 근거하여, 중·한 번역 과제에서 나온 중국어

<한국어>

한자어를 한국어 한글 표기 형태소로 전환하는 연습을 시키기;

교재의

3) 교사가 한·중 음운 교체 연습 과제에서 나온 오류 양상과 특성을 감

문 내용

본

안하여 피드백을 제공

마무
리
단계

5분

1) 중국인 학습자가 본 차시의 수업 내용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한·중

연세대

한자어 음운 간의 유사성과 대응 관계를 설문지 형식으로 확인하고 수집

<읽기>교

하기;

재의

2) 과외 한·중 음운 전환 연습 과제 부여

내용

읽기

한자어 교수 효과를 검증하는 테스트 문항 구성은 실험 집단 수험자들에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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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학습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어
휘력 신장 목표에 맞는 한자어 교수법 검증 테스트를 설계하였다. 그 구체적인 테
스트 영역 구분과 문항 구성은 다음 <표 Ⅳ-32>와 같으며, 구체적인 테스트 내
용은 참고로 <부록12>와 <부록13>에 수록되었다.

<표 Ⅳ-32> 한자어 교수법 효과 검증 테스트 영역 구분과 문항 구성
테스트 영역

테스트 문항
1) 청각 한자어 재인(받아쓰기)

1

한자어 형태(발음, 철자, 형태소)에서

2) 시각 한자어 재인(읽어쓰기)

의미까지의 이해 능력 테스트

3) 문맥에서 한자어 의미 이해하기
(선다형 문제지)

2

3

한·중 한자어 상호작용에서 음운과 형

1) 한글로 한자 형태소 인식하기

태소 지식 인식 능력 테스트

2) 한자로 한자 발음 인식하기

한·중 한자어 여섯 유형 별로 의미로

1) 한국어 문장 보완 테스트

부터 형태까지의 표현 능력 테스트

2) 중·한 문장 번역 테스트

4.2.2. 효과 검증 실험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한국어 한자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J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 30명, 중급 학
습자 30명을 대상으로 한자어 교수 효과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검증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를 통해 한자어 형태 초점 i+1 이해 모형과 의미 초점
i+1 표현 모형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을 실시한 실험 집단과 한자어 교수·학습 모
형에 따른 수업을 받지 않은 통제 집단 간의 테스트 결과를 통계프로그램인 SPSS
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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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전체 실험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초·중급 학습자를 포함한 전체 실험 집단과 전체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정답률
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33>과 같다.

<표 Ⅳ-33>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정답률 평균값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검증유형

집단유형

n

M

SD

실험 집단

30

72.161

3.293

통제 집단

30

72.108

4.899

실험 집단

30

80.012

1.906

통제 집단

30

73.950

5.716

사전검증

사후검증

t

p

.036

.841

4.918

.000

p＜.001

<표 Ⅳ-33>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사전사후 정답률 평균값과 표준편
차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전 검증 테스트 결과에서는 실험 집단(M=72.161,
SD=3.293)과 통제 집단(M=72.108, SD=4.899)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고(t=.036; p=.841) 두 집단이 사전사후 검증 테스트를 실시하고 비교
할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후 검증 테스트 결과에 대한 비
교 분석에서는 실험 집단(M=80.012;

SD=1.906)과 통제 집단(M=73.950,

SD=5.716)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4.918, p＜.001). 통제 집단의 검증 결과에서도 약간의 정답률 상승이 있었지
만, 이는 학습자가 4주일 동안의 한국어 학습을 거쳐 한자어 어휘력이 자연적으로
증가했거나, 유형이 비슷한 사전·사후 검증 테스트를 두 번째로 받게 되어 익숙해
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집단의 분석 결과는 통제 집단과 동일한 자연
적 상승 요인을 배제해도 확연히 높은 상승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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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전체 결과 비교

(2) 학습자 급별 실험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검증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먼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내에서 초급 학습자들의 사전 사후
검증 테스트 정답률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보면 아래 <표 Ⅳ-34>와 같다.

<표 Ⅳ-34> 중국인 초급 학습자 집단 간의 결과 비교
급별

검증유형

평균값

표준편차

(M)

(SD)

15

69.318

2.010

통제 집단

15

69.231

3.172

실험 집단

15

77.952

6.341

통제 집단

15

70.896

4.659

집단유형

n

실험 집단
사전검증

t

유의확률
(p)

.230

.690

1.597

.000

초급
사후검증

p＜.001

<표 Ⅳ-3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사전 검증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에
서는 초급 학습자에 속한 실험 집단(M=69.318, SD=2.010)과 통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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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9.231, SD=3.172)간의 t값이 .230이고 p값이 .690로, 서로 통계적인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집단이 사전·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동
질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 사후 검증 테스트에서 실험
집단(M=77.952, SD=6.341)과 통제 집단(M=70.896, SD=4.659)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t=1.597, p＜.001)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래 <그림 Ⅳ-4>
의 그래프로 나타날 수도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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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실험 집단

40

통제 집단

20
0
사전 테스트

사후 테스트

<그림 Ⅳ-4> 초급 학습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결과 비교

다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내에서 중급 학습자들의 사전 사후 검증 테스트 정
답률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보면 아래 <표 Ⅳ-35>와 같다.

<표 Ⅳ-35> 중국인 중급 학습자 집단 간의 결과 비교
실험대상

n

M

SD

실험 집단

15

75.019

1.603

통제 집단

15

75.132

6.588

실험 집단

15

83.200

3.960

사전검증

사후검증
통제 집단

15

76.89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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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t

p

.672

1.830

9.105

.016

<표 Ⅳ-3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사전 검증 테스트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에
서 중급 실험 집단(M=75.019, SD=1.603)과 중급 통제 집단(M=75.132,
SD=6.588) 간에 t값이 .672이고, p값이 1.830인데 이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또한 사후 검증 테스
트

결과에서

실험

집단(M=83.200,

SD=3.960)과

통제

집단(M=76.895,

SD=5.026)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9.105, p＜.05)가 나타났다는 것으
로 잘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그림 Ⅳ-5>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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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중급 학습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결과 비교

위의 분석 결과와 같이,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사전 사후 검증 테스트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통계적인 큰 차이가 나타났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급 실험 집단보다 초급 실험 집단의 사후 검증 테스
트에서 더 좋은 습득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한자어
교수·학습 모형이 한자어 어휘력 신장하는 데 유효하며, 학습자 수준이 낮을수록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검증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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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본 논문은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가 중국
어 어휘와의 근사성이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목한 한국어 어휘 습득·교수 연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
의 한자어 사용 양상을 밝히고 이를 교수·학습의 실제에 적용시켜 학습자가 한국
한자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어휘
부 중심적' 어휘력 이론을 적용하여 네 가지 차원의 어휘력 테스트를 실시함으로
써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사용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한자어의 교수·학습 내
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Ⅱ장에서는 중국 북경대 <한국어 1-4> 부록에서 수록된 한자어를 검색하고
여러 선행 연구의 한자어 유형을 참조하여 한국어 한자어를 한·중 한자어 형태, 의
미 대조에서 나온 대응 관계에 따라 크게 ①‘동형동의어’, ②‘이형동의어(형태소도
치)’, ③‘이형동의어(부분이형)’, ④‘이형동의어(완전이형)’, ⑤‘동형이의어(부분이
의)’, ⑥‘동형이의어(완전이의)’ 등 여섯 가지로 재분류하였다. 전체 한자어 목록에
서 한자어 여섯 가지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학습용 한
자어 목록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휘력의 네 가지 차원의 틀을 제안함으로써 한자
어 교수·학습의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Ⅲ장에서는 어휘력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L2 심리어휘부 의미 접근에 따른
‘한국 한자어 형태 재인 양상’,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에 따른 ‘한·중 한자
어 어휘 지식 인식 양상’, L2 심리어휘부 조직에 따른 ‘한국 한자어 의미 관계 연
상 양상’, L2 심리어휘부의 이해와 표현에 따른 ‘한국 한자어 사용 양상’ 등 네 가
지 차원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습득 양상과 특성, 습득 난이도와 문제점을
밝혔다.
3.1절에서는 L2 심리어휘부의 한자어 의미 접근에서 한자어의 형태(발음, 한글
형태소, 한자 형태소) 재인 결과에 대해 양적 분석을 하였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의미 접근에서 한자어 발음 지
식, 한글 형태소 지식과 한자 형태소 지식 재인이 순차적으로 부족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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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글 표기의 한자어 형태 지식을 재인하는 과정에서
한자어의 발음과 한글 형태소 지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L2 어휘 습
득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초적인 어휘 요소인 발음 지식이 가장 부족한 양상을 보
였다.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 중국 현지의 한자어 교육 과정에서 한자어 발음 교육
을 중요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 효과 제고와 어휘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2절에서는 이중언어 심리어휘부 상호작용 모델을 적용하여 한·중 한자어의
음운, 형태소, 의미 인식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한자어 어휘 지식 인식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 지식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에서 중국인 학습자
의 중동음·한동음(中同音·韓同音) 한자와 중동음·한이음(中同音·韓異音) 한자에 대
한 인식 결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중동음·한동음
(中同音·韓同音) 한자 음운 지식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중동음·한이음(中同音·
韓異音) 한자 음운 지식보다 보다 쉬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중 한자어 형
태소 인식 테스트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와 한
동형·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에 대한 인식 결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한동형·중동형(韓同形·中同形) 한자 형태소 지식이 한동형·
중이형(韓同形·中異形) 한자 형태소 지식보다 쉬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
중 한자어 의미 인식 테스트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중 한자어 간의 ①동형동
의어(同形同義語, 의미범위: 한＝중), ②동형부분이의어(同形部分異義語, 의미범위:
한＜중), ③동형부분이의어(同形部分異義語, 의미범위: 한∩중), ④동형부분이의어
(同形部分異義語, 의미범위: 한＞중), ⑤동형완전이의어(同形完全異義語, 의미범위:
한≠중) 등 한자어 유형의 의미 상관성에 대한 인식 결과는, 초·중급 학습자 간뿐
만 아니라 각 유형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한자어 의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절에서는 L2 심리어휘부의 의미 관계 습득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
와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자어 어휘 연상 테스트를 실시하고 중·한 학습
자 간의 테스트 결과에서 나온 연상어들의 양상과 특성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가 산출한 한자어 연상어에서, 결합적 의미 관계를 갖는 결합
형 반응어와 계열적 의미 관계를 갖는 계열형 반응어의 빈도와 백분율이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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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
국 한자어의 의미 관계 습득에서 모어 화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 특히 연어적 의
미 관계 습득이 제일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4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L2 심리어휘부 이해와 표현에서 나타내는 한자

어의 사용 양상과 특성을 밝혔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자어의 이해
와 표현 어휘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함으로써, 여섯 가지
유형의 한자어들 간의 습득 난이도를 도출하였다. 이해와 표현 어휘 테스트 결과
에 따라 한·중 부분이형동의 한자어(部分異形同義漢字語)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밝혔는데, 이는 어휘의 형태 지식이 L2 한자어 습득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되
었다. 또한 이해 어휘 테스트에서 비교적 쉬운 유형인 형태소도치동의 한자어(形
態素倒置同義漢字語)와 동형완전이의 한자어(同形完全異義漢字語)가 표현 어휘 테
스트에서는 비교적 어려운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L2 한자어의 형태와 의미 습
득이 어휘의 이해와 표현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의미한데 언어의 이해 가능한
출력 과정에서 형태 초점의 한자어 표현 교수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더 나아가 표현 어휘에서의 한자어 오류 양상을 밝히기 위하여 중국인 초·
중·고급 학습자의 주제 작문 84편으로 학습자 말뭉치를 만들고 이 말뭉치에서 나
온 한자어의 오류 양상을 ‘형태적 오류’, ‘문법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 등 세 가지
로 유형화하여 분석했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쓰기에서 보여주는
한자어 표현 어휘 오류의 원인과 특성을 밝혔다. 그 오류 유형들 가운데 한자어의
‘형태적 오류’는 다시 ①‘한자어의 중국식 병음을 한국 한자음으로 대체하여 쓰인
오류’와 ②‘한자어의 철자 쓰임 오류’ 두 가지로; 한자어의 문법적 오류는 다시 ①
‘조사 결합 오류’, ②‘조사 탈락 오류’, ③‘어미 결합 오류’, ④‘품사의 오용’, ⑤‘존대
오류’, ⑥‘생략 오류’, ⑦‘과용 오류’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그 오류 양상을
분석했다.
Ⅳ장에서는 한자어 교수·학습의 실제에 대한 논의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한
자어 어휘력 네 가지 차원의 테스트에서 나타낸 습득 양상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국 한자어의 교수·학습 목표, 내용과 방법을 제안했다. L2 어휘력의 네 가지 차원
에서 한국 한자어 교수·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한자어 음운, 형태, 의미 대조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했다. 한국어 어
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수법은 ‘이해 가능한 입·출력 가설’에 근거하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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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 의미 이해 교수법'과 '의미 초점의 형태 표현 교수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은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에 대한 검증 분석인데 각각 사전 검사 테스트와 사후 검사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의 유효성을 통계분석으로 검
증했다.
본 논문은 현대 한국 한자어의 한자 표기가 노출되지 않는 특성과 한·중 한자어
대조에서 나타나는 한자어 유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한자어 어휘지식 학습에서 한자어의 발음 습득이 제일 중요하고, 한자어의
형태소 습득이 한자어 습득의 매개가 되며, 한자어의 의미 습득이 한자어 습득의
난점과 중점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자 문화권에 속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수·학습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한자의 발
음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한자음 교육을 통한 한자어 형태소 추측
과 한·중 한자어 형태소 치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중 한자
어 형태소 간의 차이를 대조하고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
어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 형태소를 정확하게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 초점
의 재인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한자어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이어야 한다. 또한 한
자어의 의미 교수에 대하여 본 연구는 코퍼스-활용한 접근법(CDA)을 바탕으로
하여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를 통한 한자어 연어 교수 모형과 한자어 연어적 의
미 관계를 활용한 문장 짓기 모형, 어휘 이해 능력 신장을 위한 한·중 한자어 번역
과제와 어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한 중·한 한자어 번역 과제 등 통합적인 한자어
의미 교수법을 실제의 수업에서 수행했다. 이상과 같은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의
유효성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
장을 위한 한자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자어 테스트 정답률과 오답률에 따른
습득 결과만을 살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한자어 습득과 인지 과정에서의 입력과 출
력 자동성 등 문제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 더 큰 규모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
어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 더 깊게 연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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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테스트(1-①)：한자어 발음 재인 테스트
姓名:

;性别:

;年龄:

;班级:

;韩国语水平考试级别: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成绩):
[※테스트 요구 사항: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어 한자어 40개에 대한 평가입니다. 들려주는
한자어 발음을 잘 듣고, 해당하는 한자어의 알맞은 한글철자형식, 한자형태소 형식, 해당하는
한자어의 알맞은 중국어 뜻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각 한자어의 발음은 3번씩 연속하여 듣게
됩니다. 모르는 한자어는 빈칸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测试要求：请根据所听到的韩国语汉字词发音写出相应的汉字词韩文词形、汉语汉字简体字形和
相应的词义，词义为韩国语汉字词在汉语中的常用对译词。]

序
号
例

韩语词形
（谚文）
/시간/

汉字词形
（简体）
时间

汉语词义
（对译词）
时间；小时

序号
例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 215 -

韩语词形
（谚文）
/공처가/

汉字词形
（简体）
恐妻家

汉语词义
（对译词）
妻管严

《부록 2》테스트(1-②): 한자어 한글 형태소 재인 테스트
姓名:

;性别:

;年龄:

;班级:

;韩国语水平考试级别: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成绩):
[※测试要求：请根据所看到的韩国语汉字词写出相应的汉字词韩文词形、汉语汉字简体
字形、相应的词义，词义为韩国语汉字词在汉语中的常用对译词。]

序
号
例

韩语词形
（谚文）
시간

汉字词形
（简体）
时间

汉语词义
（对译词）
时间；小时

序号
例

韩语词形
（谚文）
공처가

汉字词形
（简体）
恐妻家

1

문화

文化

2

정치

3

文化

21

작용

作用

作用

政治

政治

22

진로

进路

进路, 道路

공기

空气

空气

23

파악

把握

把握, 掌握

4

여행

旅行

旅行

24

정신

精神

精神, 意识

5

유학

留学

留学

25

거리

距离

距离, 间隔

6

운명

运命

命运

26

인사

人事

7

고통

苦痛

痛苦

27

구속

拘束

8

채소

菜蔬

蔬菜

28

사업

事业

事业, 实业

9

시설

施设

设施

29

상대

相对

面对面；对手；
对象；相对

10

열광

热狂

狂热

30

단위

单位

单位; 单元

11

졸업

卒业

毕业

31

성격

性格

性格；
性质

12

장점

长点

优点

32

정보

情报

情报；信息

13

시작

始作

开始

33

인간

人间

人类；人间；人

14

감기

感气

感冒

34

구사

驱使

驱使；使用

15

기왕

既往

既然

35

무리

无理

无理；过分

16

여권

旅券

护照

36

세수

洗手

洗脸，洗漱

17

숙제

宿题

作业

37

문물

文物

文化产物

18

염려

念虑

担心

38

조심

操心

小心, 谨慎

19

농담

弄談

玩笑

39

방학

放学

放假

20

역할

役割

作用

40

애인

爱人

爱别人；情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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汉语词义
（对译词）
妻管严

行礼；认识；人
事；人的事
拘押；拘管，束
缚

人品；

《부록 3》테스트(1-③): 한자어 한자 형태소 재인 테스트

姓名:

;性别:

;年龄:

;班级:

; 韩国语水平考试级别: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成绩):
[※测试要求：请根据所提供的韩国语汉字词繁体字词形写出相应的汉字词韩文词形和相
应的词义，词义为韩国语汉字词在汉语中的常用对译词。]

序
号

汉字词形
（繁体）

韩文词形
（谚文）

汉语词义
（对译词）

序号

汉字词形
（繁体）

韩文词形
（谚文）

汉语词义
（对译词）

例

時間

시간

时间；小时

例

恐妻家

공처가

妻管严

1

文化

21

作用

2

政治

22

進路

3

空氣

23

把握

4

旅行

24

精神

5

留學

25

距離

6

運命

26

人事

7

苦痛

27

拘束

8

菜蔬

28

事業

9

施設

29

相對

10

熱狂

30

單位

11

卒業

31

性格

12

長點

32

情報

13

始作

33

人間

14

感氣

34

驅使

15

旣往

35

無理

16

旅券

36

洗手

17

宿題

37

文物

18

念慮

38

操心

19

弄談

39

放學

20

役割

40

愛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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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테스트(2-①): 한·중 한자어 음운 인식 테스트
姓名:

;性别:

;年龄:

;班级:

;韩国语水平考试级别: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成绩):
[※测试要求：判断下列韩国语汉字词词对中下划线词素所对应的韩语汉字音音素异同，
请将判断结果在所属栏内打√号，并在括号内写出相应的韩语汉字音音素。]

序号
例

韩国语汉字词对

韩语音素相同

基礎-機會

√（기초--기회）

韩语音素不同

發見--健康

√（발견--건강）

1

危險--先輩

√（위험--선배）

2

可望--科目

√（가망--과목）

3

格言--個月

√（격언--개월）

4

恭敬--公務員

5

結實--試驗

√（결실--시험）

6

季節--記錄

√（계절--기록）

7

擔任--單純

√（담임--단순）

8

短點--單純

9

同時--統一

√（동시--통일）

10

文明--溫暖

√（문명--온난）

11

微笑--學校

√（미소--학교）

12

發明--理髮

√（발명--이발）

13

干燥--感情

√（건조--감정）

14

不親切--補充

√（불친절--보충）

15

案內--安定

16

社會--智慧

√（사회--지혜）

17

江邊--將棋

√（강변--장기）

18

詩集--始作

19

適當--市場

√（적당--시장）

20

歷史--理由

√（역사--이유）

√（공경--공무원）

√（단점--단순）

√（안내--안정）

√（시집--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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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테스트(2-②): 한·중 한자어 형태소 인식 테스트
姓名:

;性别:

;年龄:

;韩国语水平考试级别: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成绩):
[※测试要求：判断下列韩国语汉字词词对中下划线词素所对应的汉语词素异同，请将判
断结果在所属栏内打√号，并在括号内写出相应的汉语词素。]

序号
例

韩国语汉字词对
작가-가족
가입—가족

汉语词素相同
√（作家-家族）

汉语词素不同
√ (加入-家族）

1

가구-가요

√ (家具-歌謠)

2

경험-경영

3

녹색-녹음기

√ (綠色-錄音器)

4

농사-농담

√ (農事-弄談)

5

독서실-독립

√ (讀書室-獨立)

6

만족-만점

7

방송-다방

√ (放送-茶房)

8

번역-번호

√ (飜譯-番號)

9

사상-사실

√ (思想-事實)

10

세기-세탁소

√ (世紀-洗濯所)

11

약간-약국

√ (若干-藥局)

12

이발소-이익

√ (理髮所-利益)

13

차례-차비

√ (茶禮-車費)

14

지각하다-편지

√ (遲刻-便紙)

15

남자-자연

√ (男子-自然)

16

통장-통지

√ (通帳-通知)

17

연필-필기

√ (鉛筆-筆記)

18

피곤하다-피부

√ (疲困-皮膚)

19

판단-판매

√ (判斷-販賣)

20

휴대폰-휴지통

√ (携帶-休紙桶)

√ (經驗-經營)

√ (滿足-滿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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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테스트(2-③): 한·중 한자어 의미 상관도 인식 테스트
姓名:

;性别:

;年龄:

;班级:

;韩国语水平考试级别: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成绩):
[※测试要求：请对下列韩国语汉字词和汉语对译词对词义相关性程度做判断，使用五点
量表标示韩汉汉字词词对的语义相关程度，其中5表示语义相关性最强（韩汉对应汉字词
完全同义），4表示语义相关性较强（韩语汉字词词义范围＜汉语对应词词义范围），3表
示语义相关性居中（韩汉汉字词部分词义重叠，另有部分词义各不同），2表示语义相关
性较弱（韩语汉字词词义范围＞汉语对应词词义范围），1表示语义相关性最弱（韩汉对
应汉字词词义完全不同），请将判断结果在所属栏内打√号。]

序
号

语义相关性
(의미상관도)
韩汉词对
(한·중 한자어쌍)

例

가족-家族

1

안경-眼镜

2

성격-性格

3

작용-作用

4

인사-人事

5

세수-洗手

6

운명-命运

7

인간-人间

8

진로-进路

9

구속-拘束

10

문물-文物

11

열광-狂热

12

구사-驱使

13

파악-把握

14

사업-事业

15

조심-操心

16

역할-作用

17

무리-无理

18

정신-精神

19

단위-单位

20

애인-爱人

5

4

3

2

1

제일 강함
（한=중）

비교적 강함
（한＜중）

가운데
（한～중）

비교적 약함
（한＞중）

제일 약함
（한≠중）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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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테스트(3): 한자어 연상어 테스트
姓名:

;性别:

;年龄:

;班级:

;韩国语水平:

[※本项测试所有信息仅供韩国语词汇习得研究使用，被测试者信息将严格保密，谢谢您的
支持和热心参与！]
[※答题要求：请将看到提示词后的3个联想词填在反应词栏内；请各位同学独立完成测
试，测试时间5分钟。]

예시: 애인(제시어)
제시어

반응어유형

반응어의 예

1

애인

통합형

사랑하다; 없다

‘애인’과 같은 품사 유형에 속한 단어

2

애인

계열형

남자 친구

‘애인’과 앞뒤 결합적 관계를 갖고 있
는 단어

3

애인

백과사전형

행복하다; 부부

4

애인

발음형

애정; 부인

5

애인

무반응형

없음

提示词

반응어에 대한 설명

‘애인’과 관련된 다른 단어
‘애인’의 어두 형태소 발음이나 어말
형태소 발음과 같은 단어
아무 반응어를 생각나지 못할 경우

反应词

提示词

1

문화

11

기차

2

공부하다

12

상관없이

3

유명하다

13

용감히

4

도저히

14

인색하다

5

애인

15

동생

6

소박하다

16

허용하다

7

점점

17

열심히

8

친구

18

검토하다

9

활발하다

19

농담하다

10

졸업하다

20

심각하다

- 221 -

反应词

《부록 8》테스트(4-①): 이해적 한자어 테스트(1)(한자어 한글 표기)

姓名:

;性别:

;年龄:

;韩国语水平: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程成绩):
[※注：‘韩国语水平’请填写自己‘韩国语能力考试(TOPIK)’成绩，专业课平均分不
含‘大学英语’等公共课程成绩；本项测试所有信息仅供首尔大学国语教育研究所韩国
语习得研究项目使用，被测试者信息将严格保密，谢谢您的支持和热心参与！]
[※答题要求：

所有测试题只有一个正确选项，请将正确选项的大写字母填在题前的括

号里；请各位同学按要求课上独立认真完成测试，勿查阅工具书，测试时间请控制在20
分钟以内。]

1. 동형동의어
（ ）1)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

)합니다.

A. 싫어하다; B. 환영하다; C. 환대하다
（ ）2) 전화로 말씀드리기 (

)이야기이니까 만나서 합시다.

A. 아까운; B. 쉬운; C. 힘든
（ ）3) 한국에 （

）하러 가고 싶다.

A. 죄송하다; B. 좋아하다; C. 유학하다
（ ）4) 소년 가정이 된 그 애가 보기에 너무 (

).

A. 귀여웠다; B. 불쌍했다; C. 성실했다.
（ ）5) 옆에 있는 (

)에 앉으십시오.

A. 내일; B. 의자; C. 사과
（ ）6)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거리가 (

)편이다.

A. 한적한; B. 시끄러운; C. 어수선한
（ ）7) 철수의 (

)은/는 미국에서 산 것이다.

A. 안경; B. 공원; C. 영수증
（ ）8) 오빠의 여자 친구는 (

)이다.

A. 학교; B. 독감; C. 미인
（ ）9) 그녀는 (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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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좋은; B. 고운; C. 나쁜
（ ）10) 미국에 （

）하러 가는 것이 좋다.

A. 여행하다; B. 불편하다; C. 방학하다
（ ）11) 우리 고향의 (

)이/가 도시보다 맑다.

A. 사과; B. 땅; C. 공기
（ ）12)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

)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A. 입장료; B. 돈; C. 기회

2. 동형이의어(완전이의)
（ ）1）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

)인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요.

A. 처자; B. 애인; C. 남편
（ ）2）자주 부탁하는 것은 (

)이다.

A. 예쁘다; B. 면강; C. 무리
（ ）3) 그 지방은 (

)경치가 많고 인심도 좋다.

A. 뛰어난; B. 타고난; C. 유별난
（ ）4）여름 (

)동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이에요?

A. 방과; B. 방학; C. 방가
（ ）5）(

)가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났다.

A. 자동차; B. 기차; C. 마차
（ ）6）중국에서의 학생은 (

)에 다닐 때의 나이가 보통 15살이다.

A. 초등학교; B. 고등학교; C. 대학교
（ ）7) 비행기가 기차보다 (

).

A. 빠르다; B. 느리다; C. 싸다
（ ）8）그는 나에게 전후 (

)을 설명하러 찾아왔다.

A. 원인; B. 사정; C. 일
（ ）9) 그 아이가 (

).

A. 곱다; B. 예쁘다; C. 멋있다.
（ ）10）제남대학교의 (

)은/는 정신(程新)이라고 한다.

A. 교장; B. 총장; C. 선생
（ ）11) 이 문제는 너무 (

)잘 못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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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잡해서; B. 쉬워서; C. 싸서
（ ）12）(

)하였지만 나는 두 번이나 넘어졌다.

A. 소심; B. 걱정; C. 조심

3. 동형이의어(부분이의)
（ ）1) 그녀는 솔직하고 (

)하고 순수했다.

A. 담백하다; B. 담박하다; C. 탐하다
（ ）2) 그는 자주 나(

)함께 시내에 갔다.

A. 와; B. 과; C. 이랑
（ ）3) 내가 (

)이/가 나쁠 때 밖에 나가서 산책한다.

A. 분위기; B. 기분; C. 심보
（ ）4) 나는 커서 초등학교 (

)이/가 될 거야.

A. 선생; B. 노사; C. 학생
（ ）5)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

) 장학금을 받았다.

A. 기 때문에; B. 니; C. 아서
（ ）6) 그는 자동차를 (

)는 기술이 좋다.

A. 가사하다; B. 운전하다; C. 전용하다
（ ）7) 그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

)할 수 있다.

A. 구사하다; B. 운전하다; C. 운용하다
（ ）8) 내가 자주 교실에 공부하(

)간다.

A. 기; B. 으러; C. 러
（ ）9) 점수만능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

)되어야 한다.

A. 개최; B. 검토; C. 반성
（ ）10) 자연과 인간이 (

)롭게 살 수 있는 세계야말로 우리의 이상이다.

A. 화해; B. 조화; C. 이해
（ ）11) 내가 졸업한 후에 한국에 유학을 가(

).

A. 고 싶다; B. 려고 싶다; C. 러 싶다.
（ ）12) 나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
A. 권하다; B. 조화하다; C. 만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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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4. 이형동의어(완전이형)
（ ）1) 주말이면 교외에 (

)을/를 찍으러 갈까요?

A. 사진; B. 조편; C. 카메라
（ ）2) 어제 밤에 입원해 있는 친구에게 (
A. 꽃;

)을,를 다녀왔다.

B. 문병; C. 탐시

（ ）3) 날씨가 너무 (

)기분이 안 좋아요.

A. 더러워서; B. 무더워서; C. 깨끗해서
（ ）4) 외국여행자에게는 반드시 (

)을/를 가져야 입국할 수 있다.

A. 호조; B. 돈; C. 여권
（ ）5) 형은 나보다 키가 (

).

A. 크다; B. 높다; C. 많다.
（ ）6) 내가 제남대에 입학한 후 많은 착한 (

)을/를 사귀었다.

A. 풍우; B. 친구; C. 구친
（ ）7) 이번 학기에 (

)이/가 지난 학기보다 많아졌다.

A. 숙제; B. 작업; C. 숙업
（ ）8) 누가 나이가 더 (

)?

A. 커요; B. 많아요; C. 넓어요?
（ ）9) 나는 어제 화련 슈퍼마켓에서 이를 닦는 데 쓰는 (
A. 치아; B. 아고; C. 치약
（ ）10) 추석 때 나는 고향(

) 많이 그립다.

A. 이; B. 을; C. 으로
（ ）11）한국에서 명절 때 (

)를 지내는 것이 풍속이다.

A. 차례; B. 나들이; C. 제조
（ ）12）각자의 (

)에 충실하니 이 사업을 잘 끝냈다.

A. 작용; B. 역할; C. 할역

5. 이형동의어(부분이의)
（ ）1) 난 (

)음식을 좋아해.

A. 달은; B. 단; C. 다는
（ ）2）환절기에 (

)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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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를 샀다.

A. 감기; B. 건강; C. 감모
（ ）3）내일은 (

)이에요?

A. 주일; B. 주; C. 일요일
（ ）4) 한국어가 (

)재미있다.

A. 어렵지만; B. 어려워서; C. 어려워지만
（ ）5）그녀의 (

)은/는 대학교 교수이다.

A. 남인; B. 어린이; C. 남편
（ ）6)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

)편이다.

A. 가깐; B. 가깝은; C. 가까운
（ ）7）그 아이의 가정이 어려워서 (

)도 마시지 못했다.

A. 유분; B. 밥; C. 분유
（ ）8）그는 갓 대학을 (

)한 신입 사원이다.

A. 필업하다; B. 진학하다; C. 졸업하다
（ ）9) 오늘 선생님께서는 (

)학교에 못 오셨어요.

A. 편찮으셔서; B. 아파서; C. 아퍼서
（ ）10）매일 (

) 예보를 보는 것이 그의 습관이다.

A. 일기; B. 뉴스; C. 천기
（ ）11）겸손은 철수의 (

)이다.

A. 장점; B. 결점; C. 우점
（ ）12）내가 스무 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

)했다.

A. 개시; B. 시작; C. 부터

6. 이형동의어(형태소도치)
（ ）1）(

)는 세계의 민족들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다.

A. 언어; B. 어언; C. 언변
（ ）2) 날씨가 덥지 (

).

A. 않다; B. 않는다; C. 않은다.
（ ）3）우리는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자기 (

)를 했다.

A. 소개; B. 개소; C. 불평
（ ）4）중화민족은 (

)을/를 사랑하는 우수한 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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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쟁; B. 화평; C. 평화
（ ）5) 다 가져가지 말고 (

)것만 가져가세요.

A. 필요하는; B. 필요하은; C. 필요한
（ ）6）그 사람의 (

)이/가 가지런하다.

A. 치아; B. 아치; C. 치약
（ ）7) 책상이 다리(

)있다.

A. 가; B. 를; C. 로
（ ）8）대학 입시가 (

)을 결정하는 것 같다.

A. 목숨; B. 명운; C. 운명
（ ）9) 그는 대학교 입시에서 떨어져 정신적 (

)이 크게 됐다.

A. 통고; B. 환락; C. 고통
（ ）10) 그의 성격은 아주 (

).

A. 상쾌하다; B. 시원하다; C. 쓸쓸하다.
（ ）11) 제남대학교의 (

)이/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A. 시설; B. 사설; C. 설시
（ ）12) (

)한 축구 팬들이 싸우기가 시작했다.

A. 광열하다; B. 열심하다; C. 열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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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테스트(4-②): 이해적 한자어 테스트(2)(한자어 한자병용 표기)

姓名:

;性别:

;年龄:

;韩国语水平: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程成绩):
[※注：‘韩国语水平’请填写自己‘韩国语能力考试(TOPIK)’成绩，专业课平均分不
含‘大学英语’等公共课程成绩；本项测试所有信息仅供韩国语习得研究使用，被测试
者信息将严格保密，谢谢您的支持和热心参与！]
[※答题要求：

所有测试题只有一个正确选项，请将正确选项的大写字母填在题前的括

号里；请各位同学按要求课上独立认真完成测试，勿查阅工具书，测试时间请控制在20
分钟以内 。]

1.
（ ）1)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

)합니다.

A. 싫어하다; B. 환영(欢迎)하다; C. 환대(款待)하다
（ ）2) 전화로 말씀드리기 (

)한 이야기이니까 만나서 합시다.

A. 아까운; B. 쉬운; C. 힘든
（ ）3) 한국에 （

）하러 가고 싶다.

A. 죄송(罪悚)하다; B. 좋아하다; C. 유학(留学)하다
（ ）4) 소년 가정이 된 그 애가 보기에 너무 (

).

A. 귀여웠다; B. 불쌍했다; C. 성실했다.
（ ）5) 옆에 있는 (

)에 앉으십시오.

A. 내일(来日); B. 의자(椅子); C. 사과(沙果)
（ ）6)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거리가 (

)편이다.

A. 한적한; B. 시끄러운; C. 어수선한
（ ）7) 철수의 (

)은/는 미국에서 산 것이다.

A. 안경(眼镜); B. 공원(公园); C. 영수증(领收证)
（ ）8) 오빠의 여자 친구는 (

)이다.

A. 학교(学校); B. 독감(毒感); C. 미인(美人)
（ ）9) 그녀는 (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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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좋은; B. 고운; C. 나쁜
（ ）10) 미국에 （

）하러 가는 것이 좋다.

A. 여행(旅行)하다; B. 불편(不便)하다; C. 방학(放学)하다
（ ）11) 우리 고향의 (

)이/가 도시보다 맑다.

A. 사과(沙果); B. 땅; C. 공기(空气)
（ ）12)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

)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A. 입장료(入场料); B. 돈; C. 기회(机会)

2.
（ ）1）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

)인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요.

A. 처자(妻子); B. 애인(爱人); C. 남편(男便)
（ ）2）자주 부탁하는 것은 (

)이다.

A. 예쁘다; B. 면강(勉强); C. 무리(无理)
（ ）3) 그 지방은 (

)경치가 많고 인심도 좋다.

A. 뛰어난; B. 타고난; C. 유별난
（ ）4）여름 (

)동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이에요?

A. 방과(放课); B. 방학(放学); C. 방가(放假)
（ ）5）(

)가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났다.

A. 자동차(自动车); B. 기차(汽车); C. 마차(马车)
（ ）6）중국에서의 학생은 (

)에 다닐 때의 나이가 보통 15살이다.

A. 초등학교(初等学校) ; B. 고등학교(高等学校); C. 대학교(大学校)
（ ）7) 비행기가 기차보다 (

).

A. 빠르다; B. 느리다; C. 싸다
（ ）8）그는 나에게 전후 (

)을 설명하러 찾아왔다.

A. 원인(原因); B. 사정(事情); C. 일
（ ）9) 그 아이가 (

).

A. 곱다; B. 예쁘다; C. 멋있다.
（ ）10）제남대학교의 (

)은/는 정신(程新)이라고 한다.

A. 교장(校长); B. 총장(总长); C. 선생(先生)
（ ）11) 이 문제는 너무 (

)잘 못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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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잡해서; B. 쉬워서; C. 싸서
（ ）12）(

)하였지만 나는 두 번이나 넘어졌다.

A. 소심(小心); B. 걱정; C. 조심(操心)

3.
（ ）1) 그녀는 솔직하고 (

)하고 순수했다.

A. 담백(淡白)하다; B. 담박(淡泊)하다; C. 탐(贪)하다
（ ）2) 그는 자주 나(

)함께 시내에 갔다.

A. 와; B. 과; C. 이랑
（ ）3) 내가 (

)이/가 나쁠 때 밖에 나가서 산책한다.

A. 분위기(氛围气); B. 기분(气分); C. 심보
（ ）4) 나는 커서 초등학교 (

)이/가 될 거야.

A. 선생(先生); B. 노사(老师); C. 학생
（ ）5)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

) 장학금을 받았다.

A. 기 때문에; B. 니; C. 아서
（ ）6) 그는 자동차를 (

)는 기술이 좋다.

A. 가사(驾驶)하다; B. 운전(运转)하다; C. 전용(专用)하다
（ ）7) 그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

)할 수 있다.

A. 구사(驱使)하다; B. 운전(运转)하다; C. 운용(运用)하다
（ ）8) 내가 자주 교실에 공부하(

)간다.

A. 기; B. 으러; C. 러
（ ）9) 점수만능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

)되어야 한다.

A. 개최(开催); B. 검토(检讨); C. 반성(反省)
（ ）10) 자연과 인간이 (

)롭게 살 수 있는 세계야말로 우리의 이상이다.

A. 화해(和解); B. 조화(调和); C. 이해(理解)
（ ）11) 내가 졸업한 후에 한국에 유학을 가(

).

A. 고 싶다; B. 려고 싶다; C. 러 싶다.
（ ）12) 나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

)하지 않았다.

A. 권(劝)하다; B. 조화(调和)하다; C. 만류(挽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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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주말이면 교외에 (

)을 찍으러 갈까요?

A. 사진(写真); B. 조편(照片); C. 카메라
（ ）2) 어제 밤에 입원해 있는 친구에게 (

)을/를 다녀왔다.

A. 꽃; B. 문병(问病); C. 탐시(探视)
（ ）3) 날씨가 너무 (

)기분이 안 좋아요.

A. 더러워서; B. 무더워서; C. 깨끗해서
（ ）4) 외국여행자에게는 반드시 (

)을/를 가져야 한다.

A. 호조(护照); B. 돈; C. 여권(旅券)
（ ）5) 형은 나보다 키가 (

).

A. 크다; B. 높다; C. 많다.
（ ）6) 내가 제남대에 입학한 후 많은 착한 (

)을/를 사귀었다.

A. 풍우(朋友); B. 친구(亲旧); C. 구친(旧亲)
（ ）7) 이번 학기에 (

)가 지난 학기보다 많아졌다.

A. 숙제(宿题); B. 작업(作业); C. 숙업(宿业)
（ ）8) 누가 나이가 더 (

)?

A. 커요; B. 많아요; C. 넓어요?
（ ）9) 나는 어제 화련 슈퍼마켓에서 이를 닦는 데 쓰는 (
A. 치아(齿牙); B. 아고(牙膏); C. 치약(齿药)
（ ）10) 추석 때 나는 고향(

)많이 그립다.

A. 이; B. 을; C. 으로
（ ）11）한국에서 명절 때 (

)를 지내는 것이 풍속이다.

A. 차례(茶礼); B. 나들이; C. 제조(祭祖)
（ ）12）각자의 (

)에 충실하니 이 사업을 잘 끝냈다.

A. 작용(作用); B. 역할(役割); C. 할역(割役)

5.
（ ）1) 난 (

)음식을 좋아해.

A. 달은; B. 단; C. 다는
（ ）2）환절기에 (

)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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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를 샀다.

A. 감기(感气); B. 건강(健康); C. 감모(感冒)
（ ）3）내일은 (

)이에요?

A. 주일(周日); B. 주(周); C. 일요일(日耀日)
（ ）4) 한국어가 (

)재미있다.

A. 어렵지만; B. 어려워서; C. 어려워지만
（ ）5）그녀의 (

)은/는 대학교 교수이다.

A. 남인(男人); B. 어린이; C. 남편(男便)
（ ）6)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

)편이다.

A. 가깐; B. 가깝은; C. 가까운
（ ）7）그 아이의 가정이 어려워서 (

)도 마시지 못했다.

A. 유분(乳粉); B. 밥; C. 분유(粉乳)
（ ）8）그는 갓 대학을 (

)한 신입 사원이다.

A. 필업(毕业)하다; B. 진학(进学)하다; C. 졸업(卒业)하다
（ ）9) 오늘 선생님께서는 (

)학교에 못 오셨어요.

A. 편찮으셔서; B. 아파서; C. 아퍼서
（ ）10）매일 (

) 예보를 보는 것이 그의 습관이다.

A. 일기(日气); B. 뉴스; C. 천기(天气)
（ ）11）겸손은 철수의 (

)이다.

A. 장점(长点); B. 결점(缺点); C. 우점(优点)
（ ）12）내가 스무 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

)했다.

A. 개시(开始); B. 시작(始作); C. 부터

6.
（ ）1）(

)는 세계의 민족들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다.

A. 언어(言语); B. 어언(语言); C. 언변(言辩)
（ ）2) 날씨가 덥지 (

).

A. 않다; B. 않는다; C. 않은다.
（ ）3）우리는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자기 (

)를 했다.

A. 소개(绍介); B. 개소(介绍); C. 불평(不平)
（ ）4）중화민족은 (

)를 사랑하는 우수한 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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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쟁(战争); B. 화평(和平); C. 평화(平和)
（ ）5) 다 가져가지 말고 (

)것만 가져가세요.

A. 필요(必要)하는; B. 필요(必要)하은; C. 필요(必要)한
（ ）6）그 사람의 (

)가 가지런하다.

A. 치아(齿牙); B. 아치(牙齿); C. 치약(齿药)
（ ）7) 책상이 다리(

)있다.

A. 가; B. 를; C. 로
（ ）8）대학 입시가 (

)을 결정하는 것 같다.

A. 목숨; B. 명운(命运); C. 운명(运命)
（ ）9) 그는 대학교 입시에서 떨어져 정신적 (

)이 크게 됐다.

A. 통고(痛苦); B. 환락(欢乐); C. 고통(苦痛)
（ ）10) 그의 성격은 아주 (

).

A. 상쾌(爽快)하다; B. 시원하다; C. 쓸쓸하다.
（ ）11) 제남대학교의 (

)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A. 시설(施设); B. 사설(社说); C. 설시(设施)
（ ）12) (

)한 축구 팬들이 싸우기가 시작했다.

A. 광열(狂热)하다; B. 열심(热心)하다; C. 열광(热狂)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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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테스트(4-③): 이해적 한자어 테스트(한·중 번역 과제)

姓名:

;班级:

;性别:

;年龄:

;韩国语水平: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成绩):
[※请把下列韩国语句子中黑體部分的词語准确翻译成汉语对译词,并把对译词写在题前
括号内。]

例: [留学] 내가 한국에 유학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我有去韩国留学的抱负。)

[欢迎] 1）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美人] 2）그녀는 우리 고등학교 때의 미인이었다.
[朴素] 3）그녀의 옷차림이 소박하다.
[牙齿] 4) 철수의 치아가 튼튼하다.
[奶粉] 5) 그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분유를 먹이고 있다.
[天气] 6) 그는 매일 일기 예보를 보는 습관이 있다.
[照片/相片] 7）우리 일요일에 사진을 찍으러 가자！
[狂热] 8）열광한 축구 팬들이 싸우기가 시작했다.
[驾驶] 9）그는 자동차를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다.
[和谐] 10）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다.
[招收/招生] 11）연세대학교에서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家人] 12）우리 회사 사원이 되신 여러분은 이제 한 가족입니다.
[束缚] 13）낙후한 교통수단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한다.
[审查/审阅] 14）선생님이 반복적으로 기말 시험 답안지를 검토한다.
[严重] 15) 21세기의 동아시아 정세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传闻] 16）그 소문이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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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테스트(4-④): 표현적 한자어 테스트(중·한 번역 과제)

姓名:

;班级:

;性别:

;年龄:

;韩国语水平:

上学期期末专业课平均分(不含大学英语等公共课成绩):
[※请把下列汉语句子中黑體部分的词語准确翻译成韩国语汉字词,并把对译词写在题前
括号内。]

예시:
[유학하다] 我有去韩国留学的抱负。
(내가 한국에 유학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 환영하다 ] 1）热烈欢迎各位同学新学期入学！
[

미인

] 2）她是我们高中时代的美人。

[ 소박하다 ] 3) 她的衣着很朴素。
[

치아

] 4) 哲洙的牙齿很坚固。

[

분유

] 5) 那位年轻的妈妈正在喂孩子奶粉。

[

일기

] 6) 他有每天看天气预报的习惯。

[

사진

] 7）我们星期天照相去！

[ 열광하다 ] 8）狂热的球迷打了起来。
[ 운전하다 ] 9) 他能很娴熟地驾驶汽车。
[ 조화롭다 ] 10) 只有自然和人类和谐共存的世界才是我们共同的理想。
[ 모집하다 ] 11) 延世大学在为招收新生而努力。
[

가족

] 12) 各位已成为本公司的职员，今后便是一家人了。

[ 구속하다 ] 13) 落后的交通工具束缚了人类的自由活动。
[ 검토하다 ] 14) 教师反复审阅期末考试答卷。
[ 심각하다 ] 15) 21世纪的东亚局势日趋严重。
[

소문

] 16）那些传闻有根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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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테스트(5-①):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 실험(사전 테스트)

성명(姓名):

; 반급(班级):

; 성별(性別):

; 한국어 수준(TOPIK):

[※说明：以下韩国语汉字词词汇能力测试仅为检测韩国语汉字词教学效果而设计，非专
业科目考试，测试结果仅供汉字词研究使用。请在20分钟内独立完成测试，拒绝使用词典
和自由讨论。谢谢您的支持和合作！]
[※설명: 다음의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 문항들은 한국어 한자어 교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본 테스트는 한국어 전공과목 시험과 무관한 것인데 테스
트 결과는 한자어 교육 연구에만 사용되고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자는 20분 안으로 스스로 테스트를 끝내주시고 사전 사용과 자유토론
은 금지하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성한 참여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답을 적는 방법 예시(答题方法例示）
<예> (

정답 ( A )

)는

대한민국의 국화이다.

A. 무궁화; B. 우궁화;

C. 무공화

1. 교사가 낭독하는 문장을 잘 듣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십시오.
(漢字詞聽寫)
（ 유학 ）1) 한국에 （

)하러 가고 싶다.

（ 무리 ）2）자주 부탁하는 것은 (
（ 운전 ）3) 그는 자동차를 (

)이다.

)하는 기술이 좋다.

（ 여권 ）4) 외국여행자에게는 반드시 (
（ 분유 ）5）그 아이의 가정이 어려워서 (
（ 평화 ）6）대한민족은 (

)을 가져야 입국할 수 있다.
)도 마시지 못했다.

)를 사랑하는 우수한 민족이다.

2. 다음 문장에서 문맥에 알맞은 한자어를 골라 번호 앞의 괄호에 넣으십시오.
(请将符合句意的汉字词选项填在题前括号内)
（ C ）1)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

)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A. 기휘; B. 지회; C. 기회
（ C ）2）(

)하였지만 나는 두 번이나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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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심; B. 소신; C. 집단심
（ C ）3) 나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

)하지 않았다.

A. 권하다; B. 완류하다; C. 만류하다
（ B ）4）각자의 (

)에 충실하니 이 사업을 잘 끝냈다.

A. 작용; B. 역할; C. 여할
（ A ）5）환절기에 (

)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 감기; B. 간기; C. 감치
（ A ）6）그 사람의 (

)이/가 가지런하다.

A. 치아; B. 아치; C. 치약

3. 다음 중국어 한자어에 밑줄 친 한자 해당하는 한국어 한자의 형태소들 중에
남다른 하나를 고르십시오.
(请选出下列汉语词汇中画线部分所对应韩国语汉字词形中不同的一个。)
예시: A. 文章

B. 問病

C. 溫暖

( B ) 1) A. 移徙하다

B. 役割

C. 差異

( C ) 2) A. 優秀하다

B. 郵遞局

C. 理由

( B ) 3) A. 世紀

B. 施設

C. 情勢

( C ) 4) A. 環境

B. 歡迎

C. 弛緩

( C ) 5) A. 機械

B. 旣往

C. 計劃

( A ) 6) A. 學校

B. 縮小

C. 消風

정답( C )

4. 다음 한자어에서 밑줄 친 글자의 한자 형태소들 중에 남다른 하나를 고르십
시오.
(请选出下列韩国语汉字词中画线部分所对应汉字字形不同的一个。)
예시:

A. 한국인;

B. 인연;

C.인간

( C ) 1） A. 전세;

B. 전통;

C. 전래

( C ) 2) A. 체질;

B. 체육;

C. 체증

( C ) 3) A. 사업;

B. 역사;

C. 사실

( A ) 4) A. 책상;

B. 상태;

C. 상황

( B ) 5) A. 성공;

B. 성실;

C.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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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B )

( B ) 6) A. 소중하다;

B. 소풍하다;

C. 소속되다

( A ) 7) A. 휴대폰;

B. 휴일;

C. 휴식

( B ) 8) A. 화단;

B. 화려하다;

C. 무궁화

( C ) 9) A. 해방;

B. 해소하다;

C. 해롭다

( B ) 10) A. 한약;

B. 한담;

C. 한문

5. 다음 밑줄 친 중국어 어휘를 해당 한국 한자어로 번역하시오.
（请将下列下划线汉语词汇翻译成韩国语汉字词）
예시: (역사) 韓國擁有悠久的歷史。
(

교실

) 1）每周打扫一次教室。

(

치아

) 2) 哲洙的牙齿很坚固。

( 소박하다 ) 3) 她的衣着很朴素。
(

학원

) 4）每周末我都去补习班学习韩国语。

(

점심

) 5）王浩好像已经吃了午饭。

(

질문

) 6）老师回答了他的提问。

6. 제시된 글자 정보를 근거하여 문맥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십시오.
(完形塡空)
예시: (

) 내가 한국에 ㅇ 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정답: (유학) 내가 한국에 유학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청춘) 1)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ㅊ

시절이 아깝다.

(채소) 2) 겨울에는 배추가 먹을 만한 ㅊ
(일기) 3) 그는 매일 ㅇ

이다.

예보를 보는 습관이 있다.

(사진) 4）우리 일요일에 ㅅ

을 찍으러 가자！

(무리) 5) 쉴 새 없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몸에 ㅁ
(음식) 6) 입맛이 없어도 병이 빨리 나으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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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다.
을 좀먹어야 한다.

《부록 13》테스트(5-②): 한자어 교수·학습 효과 검증 실험(사후 테스트)

성명(姓名):

;반급(班级):

;성별(性別):

;한국어 수준(TOPIK):

[※说明：以下韩国语汉字词词汇能力测试仅为检测韩国语汉字词教学效果而设计，非专
业科目考试，测试结果仅供汉字词研究使用。请在20分钟内独立完成测试，拒绝使用词
典和自由讨论。谢谢您的支持和合作！]
[※설명: 다음의 한자어 어휘력 테스트 문항들은 한국어 한자어 교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본 테스트는 한국어 전공과목 시험과 무관한 것인데
테스트 결과는 한자어 교육 연구에만 사용되고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참여자는 20분 안으로 스스로 테스트를 끝내주시고 사전 사용과

자

유토론은 금지하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성한 참여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답을 적는 방법 예시(答题方法例示）
<예> (

정답 ( A )

)는

대한민국의 국화이다.

A. 무궁화; B. 우궁화;

C. 무공화

1. 교사가 낭독하는 문장을 잘 듣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십시오.
(漢字詞聽寫)
（ 기회 ）1)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
（ 조심 ）2）(

)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였지만 나는 두 번이나 넘어졌다.

（ 만류 ）3) 나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
（ 역할 ）4）각자의 (

)에 충실하니 이 사업을 잘 끝냈다.

（ 감기 ）5）환절기에 (

)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치아 ）6）그 사람의 (

2. 다음 (

)가 가지런하다.

)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십시오.

(请将符合句意的选项填在题前括号内)
（ A ）1) 철수의 (

)은/는 미국에서 산 것이다.

A. 안경; B. 안징; C. 엄경
（ B ）2）여름 (

)하지 않았다.

)동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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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팡학; B. 방학; C. 방가
（ B ）3) 내가 (

)이/가 나쁠 때 밖에 나가서 산책한다.

A. 분위기; B. 기분; C. 기번
（ A ）4) 이번 학기에 (

)이/가 지난 학기보다 많아졌다.

A. 숙제; B. 작업; C. 수제
（ A ）5）그녀의 (

)은 대학교 교수이다.

A. 남변; B. 난편; C. 남편
（ A ）6）우리는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자기 (

)를 했다.

A. 소개; B. 개소; C. 소게

3. 다음 중국어 한자어에 밑줄 친 한자 해당하는 한국어 한자의 형태소들 중에
남다른 하나를 고르십시오.
(请选出下列汉语词汇中画线部分所对应韩国语汉字词形中不同的一个。)
예시: A. 文章

B. 問病

C. 溫暖

( A ) 1) A. 主人

B. 注文

C. 祝賀

( B ) 2) A. 支拂하다

B. 滯症

C. 志願

( A ) 3) A. 秋夕

B. 蹴球

C. 要求

( B ) 4) A. 中間

B. 衷心

C. 重要性

( A ) 5) A. 各自

B. 歌謠

C. 許可

( C ) 6) A. 記者

B. 自己

C. 計劃

정답 ( C )

4. 다음 한자어에서 밑줄 친 한자에 해당하는 중국어 한자의 형태소들 중에 남
다른 하나를 고르십시오.
(请选出下列韩国语汉字词中画线部分所对应汉字字形不同的一个。)
예시:

A. 한국인;

( A ) 1) A. 주소;

B. 인연;

C.인간

B. 주인;

C.주제

( B ) 2) A. 지불하다; B. 지식;

C. 지원

( A ) 3) A. 추석;

B. 추진;

C. 추천하다

( C ) 4) A. 중간;

B. 중국;

C. 중요성

( B ) 5) A. 자신;

B. 기자;

C.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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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B )

( C ) 6) A. 이사장;

B. 이상형;

C. 이사하다

( C ) 7) A. 우수하다; B. 우승하다; C. 우연히
( C ) 8) A. 예방하다; B. 예상하다; C. 예문
( C ) 9) A. 연극;

B. 연주;

C. 연구하다

( A ) 10) A. 상장;

B. 상황;

C. 상태

5. 다음 밑줄 친 단어에 해당하는 중국어 어휘를 한국어로 번역하십시오.
（请将下列黑体词汇翻译成韩国语）
( 황영하다 ) 1）热烈欢迎各位同学新学期入学！
( 졸업하다 ) 2）毕业后我准备去韩企工作。
(

운명

) 3）命运掌握在自己手里。

( 심각하다 ) 4）他的病情很严重。
( 구속하다 ) 5) 落后的交通工具束缚了人类的自由活动。
(

방학

) 6）放假我准备去桂林旅游。

6. 제시된 글자 정보를 근거하여 문맥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십시오.
(完形塡空)
예시: (

) 내가 한국에 ㅇ 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정답: (유학) 내가 한국에 유학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예술) 1) 인생은 짧고 ㅇ

은 길다.

(고통）2) 그는 대학교 입시에서 떨어져 정신적 ㄱ
(친선) 3) 두 나라는 현재 ㅊ

하게 지내고 있다.

(운전) 4）그는 자동차를 능숙하게 ㅇ
(정보) 5) 그는 건강 관리 정

이 크게 됐다.

할 수 있다.

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문물) 6) 그 나라는 외국의 우수한 문ㅁ 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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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여섯 유형의 교육용 한자어 목록(3,297개)
(북경대학교(2001), <한국어 1-4>, 민족출판사)

1) 동형동의어(2099개)

(1) <한국어 1>(353개)
가능(可能하다); 가정(家庭); 감사(感謝); 강(江); 개관(開館하다); 객관적(客觀
的); 건강(健康하다); 건전지(乾電池); 건축물(建築物); 검사실(檢査室); 검사(檢査
하다); 결과(結果); 결석(缺席); 결혼(結婚하다); 경과(經過); 경영(經營하다); 경
제무역(經濟貿易); 경치(景致); 계속(繼續); 계획(計劃); 고대(古代); 고장(故障);
고향(故鄕); 공안국(公安局); 공예(工藝); 공예미술(工藝美術); 공원(公園); 공장
(工場); 전화(電話); 과(課); 과목(科目); 교과서(敎科書); 교수(敎授); 교실(敎
室); 교통규칙(交通規則); 구내상점(區內商店); 구토(嘔吐); 국경절(國慶節); 국산
품(國産品); 국어국문학연구(國語國文學硏究); 국제관계(國際關係); 국제정치(國際
政治); 국제학술회의(國際學術會議); 궤도(軌道); 귀중(貴重하다); 규정(規定); 근
년(近年); 근대(近代); 금년(今年); 금연(禁煙); 금속(金屬); 급성맹장염(急性盲腸
炎); 급성장염(急性腸炎); 기능(機能); 기말(期末); 기상(起床하다); 기업가(企業
家); 기온(氣溫); 기입(記入하다); 기한(期限); 기회(機會); 긴장(緊張되다); 남색
(藍色); 남자(男子); 내용(內容); 냉면(冷麪); 냉수(冷水); 노동자(勞動者); 노력
(努力하다); 노인(老人); 녹음(錄音하다); 녹차(綠茶); 논문(論文); 농민(農民); 능
력(能力); 단체(團體); 답안(答案); 당장(當場); 대변(大便); 대학생(大學生); 도서
(圖書); 도서관(圖書館); 도시(都市); 도입(導入하다); 도장(圖章); 도저(到底히);
동물원(動物園); 동방(東方); 동의(同意하다); 동행(同行하다); 등산(登山); 마차
(馬車); 말(末); 명가수(名歌手); 명승고적(名勝古跡); 모범(模範); 모양(模樣); 모
자(帽子); 목록(目錄); 목록실(目錄室); 목적지(目的地); 목표(目標); 무상(無償);
무성(茂盛히); 무역(貿易); 문(門); 문구(文具); 문제(問題); 문학(文學); 문학사
(文學史); 문화(文化); 문화사(文化史); 물품(物品); 미술(美術); 미용사(美容師);
미인(美人); 박물관(博物館); 발명(發明되다); 발음(發音); 발전(發展되다); 발행
(發行); 발휘(發揮하다); 방문(訪問하다); 방법(方法); 방한복(防寒服); 번역(飜譯
하다); 범위(範圍); 법(法); 변화(變化); 병(病); 보고(報告하다); 보수(報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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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普通); 보호자(保護者); 복습(復習하다); 복용(服用하다); 부모(父母); 부분(部
分); 북국(北國); 북방(北方); 분석(分析하다); 분필(粉筆); 비료(肥料); 사용(使用
하다); 사자(獅子); 사항(事項); 사회과학(社會科學); 산(山); 산보(散步); 삼대(三
代); 상업경제(商業經濟); 상영(上映하다); 상점(商店); 상품(商品); 생산(生産);
생활(生活하다); 서적(書籍); 설명(說明하다); 설비(設備); 섭씨(攝氏); 성격(性
格); 성공(成功하다); 성명(姓名); 성적(成績); 성조(聲調); 세계공원(世界公園);
세계시장(世界市場); 세월(歲月); 소녀(少女); 소속(所屬); 소식(消息); 소주(燒
酒); 소형녹음기(小型錄音器); 손자(孫子); 창구(窓口); 수도(首都); 수속(手續);
수술비용(手術費用); 수술(手術하다); 수입(收入); 시간(時間); 시내(市內); 시내관
광(市內觀光); 신청서(申請書); 실력(實力); 실례(失禮하다); 안궁환(安宮丸); 안정
(安定); 야자(椰子); 약(藥); 약방(藥房); 약품(藥品); 어부(漁夫); 업무(業務); 여
자(女子); 여행(旅行); 연락(聯絡); 연습(練習); 연필(鉛筆); 열람증(閱覽證); 열람
(閱覽하다); 염색(染色); 영어(英語); 영역(領域); 영하(零下); 예술가(藝術家); 예
약(豫約); 예정(豫定); 옥토(沃土); 외국(外國); 외국어(外國語); 용감(勇敢히); 우
산(雨傘); 우수(優秀하다); 우표(郵票); 우황청심환(牛黃淸心丸); 운동(運動); 운동
복(運動服); 운동장(運動場); 위(胃); 위(爲하다); 유명(有名하다); 유학(留學); 유
학생(留學生); 유행(流行); 은행(銀行); 음식(飮食); 의견(意見); 의류(衣類); 의무
(義務); 의자(椅子); 이발사(理髮師); 이발소(理髮所); 이사장(理事長); 이상(異常
하다); 이용(利用하다); 이해력(理解力); 이해(理解하다); 인민폐(人民幣); 인삼차
(人蔘茶); 인재(人才); 일년(一年); 일본어(日本語); 임무(任務); 입주(入住하다);
입학(入學하다); 자세(仔細히); 자신(自信); 자연과학(自然科學); 잠시(暫時); 잡지
(雜誌); 장(醬); 장관(壯觀); 장서(藏書); 재간(才幹); 재생(再生); 전(前); 전자
(電子); 전화(電話); 절대(絶對); 점원(店員); 정기적(定期的); 정도(程度); 정리
(整理하다); 정원(庭園); 정직(正直하다); 정확(正確하다); 제목(題目); 제일(第
一); 조각(彫刻); 조각품(彫刻品); 조퇴(早退); 주관적(主觀的); 주말(週末); 주식
(株式); 죽(粥); 준비(準備); 중간휴식(中間休息); 문화(文化); 중국어(中國語); 중
앙(中央); 증상(症狀); 지도(地圖); 지사(支社); 지시(指示하다); 지정(指定하다);
직접(直接); 진단(診斷); 진료(診療); 진실(眞實하다); 질문(質問); 차(茶); 차
(車); 차표(車票); 참가(參加하다); 참고서(參考書); 창구(窓口); 창조(創造하다);
책임(責任); 처리(處理하다); 처방(處方); 청소(淸掃); 체온(體溫); 체조(體操);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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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體驗); 총명(聰明하다); 축하(祝賀하다); 출근(出勤하다); 출발(出發); 충분(充
分히); 치료(治療); 친절(親切하다); 칭찬(稱讚); 특별(特別히); 특징(特徵); 파괴
(破壞하다); 파악(把握하다); 편리(便利하다); 포도(葡萄); 포장(包裝하다); 품질
(品質); 피서지(避暑地); 필요(必要하다); 학교(學校); 학기(學期); 학비(學費); 학
생(學生); 학생증(學生證); 학술(學術); 학습(學習); 학습조건(學習條件); 학자(學
者); 한국어(韓國語); 한국인(韓國人); 해결(解決하다); 해답(解答); 행동(行動);
행복(幸福하다); 현금(現金); 현대(現代); 현대식(現代式); 형제(兄弟); 호골주(虎
骨酒); 화단(花壇); 화병(花甁); 화장품(化粧品); 확인(確認하다); 환경(環境); 환
자(患者); 회의(會議); 회피(回避하다); 후(後); 휴식(休息)

(2) <한국어 2>(550개)
가격(價格); 가수(歌手); 가정(家庭); 각광(脚光); 간결(簡潔하다); 감사(感謝);
감염(感染되다); 감정(感情); 감탄(感歎); 강력(强力하다); 강변(江邊); 개발(開發
하다); 개통(開通되다); 객지(客地); 거액(巨額); 거절(拒絶하다); 건강(健康하다);
건전(健全하다); 건조(乾燥하다); 격언(格言); 결별(訣別); 결실(結實); 결심(決心
하다); 경보(警報); 경유(經由하다); 경쟁(競爭하다); 경쟁률(競爭率); 경제(經濟);
경향(傾向); 경험(經驗); 계곡(溪谷); 계산(計算하다); 계속(繼續되다); 계절(季
節); 계층(階層); 고견(高見); 고독(孤獨); 고모(姑母); 고백(告白); 고시(考試);
고유명사(固有名詞); 고전(古典); 고전음악(古典音樂); 곤경(困境); 공격(攻擊하
다); 공경(恭敬하다); 공기(空氣); 공무원(公務員); 공연(公演); 공인(公認되다);
공적(功績); 과로(過勞); 과연(果然); 과정(過程); 과학(科學); 과학적(科學的); 관
련(關聯되다); 관심(關心); 관중(觀衆); 광고(廣告); 광장(廣場); 교류(交流); 교외
(郊外); 교재(敎材); 교통사고(交通事故); 교훈(敎訓); 구사일생(九死一生); 구(救
하다); 국가(國家); 국립(國立); 국민(國民); 국제적(國際的); 국화(菊花); 귀국(歸
國하다); 귀신(鬼神); 귀천(貴賤); 규정(規定); 규칙(規則); 극복(克服하다); 극장
(劇場); 근대화(近代化); 근면(勤勉하다); 근처(近處); 급(急하다); 기간(期間); 기
계(機械); 기관(機關); 기구(器具); 기념(紀念); 기념품(紀念品); 기대(期待하다);
기도(祈禱하다); 기록(紀錄하다); 기본(基本); 기원(祈願하다); 기적(奇蹟); 기후
(氣候); 긴장(緊張하다); 낙엽(落葉); 남녀(男女); 남방(南方); 남부(南部); 낭비
(浪費); 내(內); 내부(內部); 노동(勞動); 노력(努力); 노천(露天); 농부(農夫);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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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農村); 다양(多樣하다); 단련(鍛鍊); 단순(單純하다); 단일(單一하다); 단정(端
正히); 단풍(丹楓); 당(党); 당연(當然히); 대강당(大講堂); 대부분(大部分); 대중
(大衆); 대중가요(大衆歌謠); 대중음악(大衆音樂); 대표(代表); 대표단(代表團); 대
표자(代表者); 대표(代表하다); 대(對하다); 대항(對抗); 대형(大型); 대화(對話);
대회(大會); 도복(道服); 도전(挑戰); 도처(到處); 독서(讀書); 독특(獨特하다); 동
물(動物); 동사(動詞); 동시(同時); 동요(童謠); 동작(動作); 등반(登攀); 등산복
(登山服); 만족(滿足스럽다); 만화(漫畵); 말복(末伏); 매수(枚數); 매장(賣場); 명
문(名門); 명사(名詞); 명성(名聲); 명예(名譽); 모범생(模範生); 목표(目標); 무술
(武術); 무정(無情); 문구점(文具店); 문자(文字); 문제(問題); 물가(物價); 물리학
(物理學); 물질적(物質的); 미모(美貌); 미소(微笑); 민속(民俗); 민속촌(民俗村);
민족(民族); 반복(反復하다); 발달(發達하다); 발명(發明하다); 발전(發展하다); 방
면(方面); 방문(訪問); 방식(方式); 방어(防禦하다); 방지(防止); 배구(排球); 범인
(犯人); 범죄(犯罪); 보관(保管하다); 보급(普及되다); 보충(補充하다); 보호(保護
하다); 복잡(複雜하다); 본래(本來); 본인(本人); 봉선화(鳳仙花); 부담(負擔); 부
부(夫婦); 부족(不足하다); 북부(北部); 분개(憤慨하다); 분발(奮發하다); 분홍색
(粉紅色); 불가능(不可能하다); 불편(不便); 비겁(卑怯하다); 비결(秘訣); 비신사적
(非紳士的); 비약적(飛躍的); 비교(比較하다); 사건(事件); 사고(事故); 사막(沙
漠); 사모(師母); 사물(事物); 사방(四方); 사상(思想); 사성(四聲); 사실(事實);
사장(社長); 사치(奢侈); 사활(死活); 사회(社會); 산악지대(山岳地帶); 산업(産
業); 삼계탕(蔘鷄湯); 삼국지(三國志); 삼등(三等); 삼복(三伏); 상관(相關); 상상
(想像); 상심(傷心하다); 상영(上映); 상장(賞狀); 상처(傷處); 상쾌(爽快하다); 상
태(狀態); 상황(狀況); 생명(生命); 생일(生日); 생존(生存); 생활권(生活圈); 서점
(書店); 선조(先祖); 선택(選擇하다); 성실(誠實하다); 성의(誠意); 성인(聖人); 성
인(成人); 성취(成就); 성취감(成就感); 세계(世界); 세계적(世界的); 세기(世紀);
소비(消費); 소설가(小說家); 소질(素質); 소화(消化); 수(數); 수고(受苦하다); 수
단(手段); 수련(修鍊하다); 수림(樹林); 수석(首席); 수심(水深); 수준(水準); 수호
(守護); 순간(瞬間); 순박(淳朴하다); 순수(純粹하다); 습관(習慣); 습성(習性); 습
(濕하다); 승객(乘客); 승리(勝利하다); 승무원(乘務員); 시(詩); 시대(時代); 시장
(市場); 시절(時節); 시집(詩集); 식물원(植物園); 신경(神經); 신분증(身分證); 신
사(紳士); 신사적(紳士的); 신중(愼重하다); 신청(申請하다); 신체(身體); 실례(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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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실천(實踐); 실패(失敗); 심정(心情); 심지어(甚至於); 안건(案件); 안경(眼
鏡); 안전(安全); 안정(安定되다); 안정적(安定的); 암(癌); 암벽(岩壁); 야경(夜
景); 야영(野營); 야외(野外); 약도(略圖); 양(羊); 양심(良心); 어법(語法); 여가
(餘暇); 여론(輿論); 역사적(歷史的); 연(鳶); 연결(連結되다); 연구(硏究하다); 연
기(延期되다/하다); 연애(戀愛); 연인(戀人); 연예인(演藝人); 염색(染色); 영양(營
養); 영양소(營養素); 영향(影響); 예(例); 예고(豫告); 예고편(豫告篇); 예방(豫防
하다); 예보(豫報); 예약(豫約하다); 예의(禮儀); 예인(藝人); 예절(禮節); 예측(豫
測); 오염(汚染); 오해(誤解); 온난(溫暖); 온대(溫帶); 완성(完成하다); 왕래(往
來); 외교(外交); 외교부(外交部); 외국(外國); 외국인(外國人); 외래어(外來語);
용감(勇敢하다); 용기(勇氣); 우승(優勝); 우연(偶然히); 운영(運營); 웅장(雄壯하
다); 원래(原來); 원로(元老); 위급(危急하다); 위기(危機); 위기감(危機感); 위대
(偉大하다); 위인(偉人); 위(胃); 위치(位置); 위험(危險); 위험(危險하다); 유리
(有利하다); 유지(維持하다/되다); 유창(流暢하다); 유행(流行하다); 육지(陸地);
음(音); 음력(陰曆); 의식(意識); 의식적(意識的); 의심(疑心); 이동(移動); 이별
(離別); 이상(異常); 이상적(理想的); 이유(理由); 이전(以前); 이혼(離婚); 이후
(以後); 인격(人格); 인구(人口); 인도(引導하다); 인류(人類); 인문(人文); 인문과
(人文科); 인물(人物); 인상(印象); 인상적(印象的); 인쇄(印刷하다); 인심(人心);
일거양득(一擧兩得); 일등(一等); 일반(一般); 일반인(一般人); 일상적(日常的); 일
원(一員); 일정(日程); 일행(一行); 입장권(入場券); 입장(入場하다); 자기(自己);
자료(資料); 자세(仔細하다); 자연(自然스럽다/히); 자원(自願하다); 자유(自由롭
다); 작가(作家); 작곡(作曲); 작곡가(作曲家); 작품(作品); 잡초(雜草); 장면(場
面); 장소(場所); 장학금(獎學金); 재료(材料); 저장(貯藏하다); 적당(適當하다);
전공(專攻하다); 전국(全國); 전달(傳達되다); 전문적(專門的); 전산기(電算機); 전
집(全集); 전체(全體); 전통(傳統); 전통적(傳統的); 절세미인(絶世美人); 절약(節
約하다); 절제(節制하다); 점(點); 점점(漸漸); 정(情); 정당(正當하다); 정문(正
門); 정보화(情報化); 정식(定式); 정신(精神); 정신적(精神的); 정정당당(正正堂堂
하다); 정치(政治); 제사(祭祀); 제의(提議하다); 제자(弟子); 제작(製作); 제출(提
出하다); 조국(祖國); 착륙(着陸하다); 참고(參考하다); 참여(參與하다); 책임(責
任); 천재(天才); 천지(天地); 천진(天眞하다); 철로(鐵路); 철학(哲學); 철학가(哲
學家); 청년(靑年); 청소년(靑少年); 청춘(靑春); 체력(體力); 체포(逮捕하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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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招待하다); 초복(初伏); 초원(草原); 최선(最善); 최신(最新); 추천(推薦하다);
출발(出發하다); 취소(取消하다); 친척(親戚); 침착(沈着하다); 타향(他鄕); 태권도
(跆拳道); 태극(太極); 태극검(太極劍); 태극권(太極拳); 태두(泰斗); 태산(泰山);
태풍(颱風); 토론(討論); 토(吐하다); 통신(通信); 통일(統一); 통지(通知하다); 투
자(投資); 특별(特別하다); 특집(特輯); 특별(特別); 파괴(破壞되다); 판단(判斷);
편리(便利하다); 평가(評價); 포기(抛棄하다); 폭죽(爆竹); 폭포(瀑布); 표(票); 표
정(表情); 표준어(標準語); 품행(品行); 풍부(豊富하다); 피서(避暑); 피서법(避暑
法); 피해(被害); 필수(必需); 필수적(必需的); 필통(筆筒); 학문(學問); 학생식당
(學生食堂); 한문(學問); 한시(漢詩); 한자(漢字); 한·중(韓中); 합격(合格); 합창
(合唱); 합창단(合唱團); 항공(航空); 항구(港口); 해결(解決되다); 해물(海物); 해
산물(海産物); 해설(解說); 해수욕(海水浴); 해수욕장(海水浴場); 해외(海外); 행복
감(幸福感); 행위(行爲); 향료(香料); 향(向하다); 허약(虛弱하다); 현대(現代); 현
명(賢明하다); 현상(現象); 협력(協力하다); 형용사(形容詞); 호수(湖水); 혼(魂);
혼합(混合하다); 홍수(洪水); 화가(畵家); 화려(華麗하다); 화면(畵面); 화물(貨
物); 화물차(貨物車); 화재(火災); 환갑(還甲); 환경오염(環境汚染); 활동(活動);
활력소(活力素); 활발(活潑하다); 활약(活躍); 황당(荒唐하다); 회(回); 회복(恢復
하다); 회원(會員); 회장(會長); 회화(會話); 효과(效果); 후회(後悔); 휴식(休息);
흥분(興奮); 희망(希望)

(3) <한국어 3>(568개)
가능성(可能性); 가사(歌詞); 가입(加入); 가정교사(家庭敎師); 가치(價値); 각
박(刻薄하다); 각지(各地); 간담(懇談); 간략(簡略하다); 간사(奸詐하다); 감동(感
動); 감상(鑑賞하다); 감정(感情); 강남(江南); 강도(强盜); 강렬(强烈하다); 강수
량(降水量); 강조(强調하다); 개념(槪念); 개론(槪論); 개발(開發); 개성(個性); 개
인(個人); 거대(巨大); 거리(距離); 건국(建國); 결근(缺勤); 결론(結論); 결합(結
合하다); 결혼기념일(結婚紀念日); 겸손(謙遜하다); 경(經); 경극(京劇); 경망(輕妄
스럽다); 경제적(經濟的); 경제학(經濟學); 계모(繼母); 고급(高級); 고도(高度);
고려(考慮하다); 고아(孤兒); 고아원(孤兒院); 고집(固執); 곡조(曲調); 곤란(困難
하다); 곤(困하다); 공급(供給); 공업(工業); 공예품(工藝品); 공존(共存); 공중(空
中); 공포(恐怖); 공학(工學); 공헌(貢獻); 과감(果敢하다); 과거(科擧); 과수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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樹園); 과장(誇張하다/되다); 관계(關係); 서적(書籍); 관념(觀念); 광경(光景); 광
고판(廣告板); 광명(光明); 교양(敎養); 교원(敎員); 교육(敎育); 교화(敎化하다);
교환(交換하다); 구매(購買); 구미(口味); 구성(構成하다); 구체적(具體的); 국기
(國旗); 국력(國力);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국법(國法); 국어(國語); 국
어학(國語學); 국어학자(國語學者); 국제경제학(國際經濟學); 군중(群衆); 권력(權
力); 권리(權利); 규모(規模); 근본적(根本的); 근원(根源); 금(金); 금상첨화(錦上
添花); 금전(金錢); 금지(禁止하다); 금(禁하다); 긍정(肯定); 긍정적(肯定的); 기
(氣); 기념일(紀念日); 기념(紀念하다); 기대(期待); 기본적(基本的); 기술적(技術
的); 기준(基準); 기질(氣質);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 낙(樂); 난초(蘭草); 낭만
(浪漫); 낭송(朗誦); 내성적(內省的); 논술(論述); 농업(農業); 농작물(農作物); 능
(陵); 단순(單純히); 단풍(丹楓); 담당(擔當하다); 답례(答禮); 당연(當然하다); 대
가(對價); 대국(大國); 대국적(大國的); 대규모(大規模); 대기업(大企業); 대량(大
量); 대리(代理); 대사(臺詞); 대자연(大自然); 대중문화(大衆文化); 대표(代表);
대화(對話하다); 도리(道理); 도망(逃亡); 독립(獨立하다); 돌연(突然); 동감(同
感); 동경(憧憬); 동반(同伴하다); 동양화(東洋畵); 동원(動員하다); 두통(頭痛);
등(燈); 등장(登場); 마력(魔力); 마법사(魔法師); 만능(萬能); 만족(滿足하다); 망
원경(望遠鏡); 매력(魅力); 매체(媒體); 맹방(盟邦); 면적(面積); 멸망(滅亡); 명승
고적(名勝古跡); 모형(模型); 무명(無名); 무방비(無防備); 무선(無線); 무소유(無
所有); 무소유사(無所有史); 무조건(無條件); 무한(無限하다); 무협(武俠); 문맥(文
脈); 문명(文明); 문인(文人); 문학적(文學的); 문화산업(文化産業); 문화적(文化
的); 물리적(物理的); 물물교환(物物交換); 물질(物質); 물질문명(物質文明); 미래
(未來); 미술품(美術品); 민족성(民族性); 반대(反對); 반복(反復하다); 반영(反映
하다); 반장(班長); 발견(發見되다); 발굴(發掘); 방비(防備); 방향(方向); 배(倍);
배경(背景); 배상(賠償); 백일(百日); 백자(白磁); 백지(白紙); 변화(變化); 병마용
(兵馬俑); 병충(病蟲); 병충해(病蟲害); 보고(報告); 보존(保存); 복잡(複雜하다);
복제(複製하다); 본질적(本質的); 부담(負擔); 부대(部隊); 부부(夫婦); 부인(夫
人); 부자유(不自由); 부족(不足); 부주의(不注意); 분명(分明); 분별(分別); 불과
(不過하다); 불교(佛敎); 불로장생(不老長生); 불상(佛像); 불필요(不必要하다); 불
행(不幸하다); 비교(比較하다); 비극(悲劇); 비례(比例); 비례(比例하다); 비중(比
重); 비판(批判); 비판적(批判的); 사기(時期); 사례(事例); 사적(事迹); 사전적(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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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的); 사절(使節); 사회적(社會的); 산수(山水); 산업화(産業化); 삼국유사(三國遺
事); 삼천(三千); 상당(相當하다); 상상력(想像力); 상승(上昇); 상승세(上昇勢);
상업(商業); 상의(商議하다); 상인(商人); 상징(象徵); 생략(省略하다); 생물(生
物); 생식(生殖); 생활필수품(生活必需品); 선집(選集); 선택(選擇); 성과(成果);
성능(性能); 성별(性別); 세계화(世界化); 세인(世人); 세태(世態); 세포(細胞); 소
복(素服); 소비자(消費者); 소양(素養); 소유(所有); 소유사(所有史); 소재(素材);
속도(速度); 손해배상(損害賠償); 솔직(率直하다); 수면(水面); 수묵(水墨); 수묵화
(水墨畵); 수속(手續); 수요(需要); 수익(收益); 수중(水中); 수질(水質); 수집(收
集하다); 수필(隨筆); 수필가(隨筆家); 수학(數學); 수학여행(修學旅行); 수확(收
穫); 순응(順應); 숭상(崇尙하다); 시각(視角); 시기(時期); 시민(市民); 시비(是
非); 시선(視線); 시조(始祖); 신(神); 신기술(新技術); 신앙(信仰); 신화(神話);
실내(室內); 실망(失望하다); 실업자(失業者); 실제(實際); 실험(實驗); 심경(心
境); 심리(心理); 심성(心性); 심층(深層); 심(深하다); 압도(壓倒하다); 압축(壓
縮); 압축적(壓縮的); 약세(弱勢); 약(弱하다); 양로원(養老院); 양보(讓步하다);
양식(糧食); 언행(言行); 여성(女性); 여성적(女性的); 여운(餘韻); 여하(如何); 연
설(演說); 연속(連續); 연초(年初); 열기(熱氣); 열정(熱情); 영사관(領事館); 영웅
(英雄); 영원(永遠하다); 영혼(靈魂); 예산(豫算); 예상(豫想); 예술(藝術); 예술단
(藝術團); 예습(豫習하다); 예외(例外); 예지(叡智); 오염(汚染되다); 온도(溫度);
완전(完全히); 외적(外敵); 요구(要求); 요긴(要緊하다); 요소(要素); 용도(用途);
원동력(原動力); 원색(原色); 원시적(原始的); 원인(原因); 원칙(原則); 위력(威
力); 유구(悠久하다); 유사(類似하다); 유적(遺跡); 유정(有情); 유행어(流行語);
윤리(倫理); 윤리적(倫理的); 은유(隱喩); 은행(銀杏); 의의(意義); 이념(理念); 이
론(理論); 이외(以外); 이익(利益); 이층(二層); 이해(理解); 이해(利害); 이해관계
(利害關係); 인내(忍耐); 인사(人士); 인상(印象); 인생(人生); 인식(認識); 일반적
(一般的); 일부(一部); 일부분(一部分); 일생(一生); 일치(一致하다); 자격(資格);
자금(資金); 자막(字幕); 자본(資本); 자세(姿勢); 자손(子孫); 자신감(自信感); 자
연(自然); 자원(資源); 잠수함(潛水艦); 장군(將軍); 장래(將來); 장미(薔薇); 장수
(長壽); 장수(長壽하다); 장식(裝飾); 장애(障碍); 장애인(障碍人); 장치(裝置); 재
앙(災殃); 재해(災害); 재화(財貨); 전도(顚倒); 전등(電燈); 전부(全部); 전설(傳
說); 전쟁(戰爭); 전통음악(傳統音樂); 전형적(典型的); 전환(轉換); 절경(絶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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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絶壁); 절정(絶頂); 접대(接待하다); 정비례(正比例); 정상(正常); 정서(情
緖); 정성(精誠스럽다); 정체(停滯); 정(定하다); 정화(淨化); 제공(提供하다); 제
재(題材); 제조(製造); 조건(條件); 조사(調査하다); 조성(造成); 존경(尊敬하다);
존재(存在); 종(鐘); 종교(宗敎); 종교인(宗敎人); 종사(從事하다); 주객(酒客); 주
관(主管하다); 주도(主導하다); 주목(注目); 주변(周邊); 주의(主義); 주장(主張);
주황색(朱黃色); 중간색(中間色); 중소기업(中小企業); 중순(中旬); 중시(重視하
다); 중심(中心); 중요성(重要性); 중추절(仲秋節); 중화(中華); 중흥(中興); 중흥
기(中興期); 증가(增加하다); 지구과학(地球科學); 지수(指數); 지원(志願하다); 지
진(地震); 직접적(直接的); 진실(眞實); 진심(眞心); 진정(眞正하다); 짐작(斟酌);
집착(執着하다); 집회(集會); 차량(車輛); 차비(車費); 차이(差異); 찬란(燦爛하
다); 찬성(贊成하다); 찰나(刹那); 창의(創意); 창의성(創意性); 창의적(創意的);
창제(創製); 천문학(天文學); 천박(淺薄하다); 천연(天然); 천주교(天主敎); 첨탑
(尖塔); 청자(靑瓷); 청정(淸淨하다); 체계적(體系的); 체면(體面); 체세포(體細
胞); 체제(體制); 초기(初期); 초현대식(超現代式); 최고(最高); 최근(最近); 최소
화(最小化하다); 최초(最初); 추수(秋收); 출국(出國하다); 출석(出席); 출석률(出
席率); 출신(出身); 출입(出入); 충격(衝擊); 충고(忠告); 충분(充分하다); 충성(忠
誠); 측면(側面); 치료(治療하다); 친근(親近하다); 침략(侵略); 타당(妥當하다);
타협(妥協하다); 탄복(歎服); 탐험(探險하다); 태도(態度); 토론회(討論會); 통고
(痛苦); 통과(通過되다/하다); 특유(特有); 파도(波濤); 팔자(八字); 편식(偏食);
평가(評價); 평생(平生); 포함(包含하다); 폭(幅); 폭발(暴發); 폭발적(爆發的); 폭
설(暴雪); 표면(表面); 표면적(表面的); 표층(表層); 풍경(風景); 풍광(風光); 풍성
(豊盛하다); 풍요(豊饒롭다); 풍토(風土); 피로(疲勞); 피부(皮膚); 필요(必要); 학
회(學會); 한민족(韓民族); 한정(限定); 해방(解放); 해방감(解放感); 해초(海草);
행(詩行); 행동(行動하다); 행인(行人); 향기(香氣); 향상(向上되다); 향수(鄕愁);
허위(虛僞); 현(縣); 현란(絢爛하다); 현실(現實); 현혹(眩惑되다); 협동(協同); 협
력(協力); 형식(形式); 형태(形態); 호감(好感); 호기심(好奇心); 호평(好評); 홍익
인간(弘益人間); 화산(火山); 화해(和解); 확실(確實하다); 환경문제(環境問題); 환
경보호(環境保護); 환경운동(環境運動); 환기(換氣); 환대(歡待); 환상(幻想); 환상
적(幻想的); 환영(歡迎하다); 환호성(歡呼聲); 활력(活力); 황금(黃金); 황제(皇
帝); 효용(效用); 효능(效能); 효자(孝子); 훼손(毁損하다); 흔적(痕迹); 희생(犧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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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4) <한국어 4>(628개)
가계(加計); 가무(歌舞); 가상(假想); 가장(家長); 가치관(價値觀); 각(角); 각국
(各國); 각성(覺醒); 각자(各自); 각종(各種); 간절(懇切하다); 간혹(間或); 감동
(感動하다); 감염자(感染者); 감탄(感歎하다); 갑골문(甲骨文); 강조(强調되다); 강
화(强化되다); 개량(改良하다); 개발(開發되다); 개방(開放); 개방적(開放的); 개벽
(開闢); 개선(改善하다); 개인적(個人的); 개편(改編하다); 거인(巨人); 거절(拒
絶); 거행(擧行하다); 건설(建設하다); 건장(健壯하다); 걸작(傑作); 검색(檢索하
다); 격려(激勵); 결백(潔白); 결정(決定하다); 결합(結合); 결혼관(結婚觀); 결혼
사(結婚史); 결혼사적(結婚史的); 겸허(謙虛); 경관(景觀); 경도(經度); 경례(敬禮
하다); 경영(經營); 경작(耕作하다); 계급(階級); 계기(契機); 계발(啓發); 계속(繼
續하다); 계약(契約); 계약서(契約書); 고문자학(古文字學); 고사(考試); 고유(固
有); 고유문화(固有文化); 고장(故障); 고정관념(固定觀念); 고정(固定하다/되다);
고집(固執하다); 공간(空間); 공간적(空間的); 공동생활(共同生活); 공동체(共同
體); 공동체적(共同體的); 공민(公民); 공정(公正하다); 공해(公害); 과민(過敏);
과부(寡婦); 과정상(過程上); 관계(關係); 관대(寬大하다); 관례(慣例); 관리(官
吏); 관리비용(管理費用); 관점(觀點); 관행(慣行); 광고(廣告); 교사(敎師); 교체
(交替하다); 교회(敎會); 구경(九經); 구별(區別하다); 구성(構成되다); 구성원(構
成員); 구원(救援); 구호(口號); 국경(國境); 국경선(國境線); 국립공원(國立公園);
국모(國母); 국문(國文); 국장(局長); 국토(國土); 국학(國學); 국화(菊花); 군관
(軍官); 군대(軍隊); 군사(軍士); 궁중(宮中); 권세(權勢); 규정(規定); 근교(近
郊); 근육(筋肉); 급(急하다); 기관(器官); 기력(氣力); 기록(記錄되다); 기세(氣
勢); 기소(起訴하다/되다); 기원(起源); 기초적(基礎的); 기행(紀行); 긴박(緊迫하
다); 긴장(緊張); 낙관(樂觀); 낙오(落伍); 남성(男性); 낭비(浪費하다); 냉정(冷靜
하다/히); 노고(勞苦); 노동력(勞動力); 노부부(老夫婦); 노예(奴隷); 노인(老人);
노형(老兄); 논어(論語); 농경(農耕); 농도(濃度); 농악(農樂); 뇌성마비(腦性麻
痺); 단결(團結하다); 단기(短期); 단독(單獨); 달관(達觀하다); 달성(達成하다);
당시(當時); 대륙(大陸); 대상(對象); 대인(待人); 대중적(大衆的); 대지(大地); 대
체적(大體的); 도달(到達하다); 도덕(道德); 도서(圖書); 독자(讀者); 독창적(獨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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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동경(東經); 동등(同等하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동서남북(東西南
北); 동일(同一하다); 동해(東海); 동해안(東海岸); 만세(萬世); 만좌(滿座); 맹인
(盲人); 면모(面貌); 멸시(蔑視하다); 명명(命名); 명칭(名稱); 모란(牡丹); 모유
(母乳); 목적(目的); 무관(無關하다); 무대(舞臺); 무역(貿易); 묵묵(黙黙하다/히);
문맹(文盲); 문맹률(文盲率); 문화유산(文化遺産); 민족의식(民族意識); 민주(民
主); 민주화(民主化); 민중(民衆); 박사(博士); 박약(薄弱하다); 반(半); 반성(反省
하다); 반응(反應); 반주(伴奏); 반포(頒布하다); 발생(發生); 방대(尨大하다); 방
법론(方法論); 배출(輩出하다); 백성(百姓); 벌(罰); 변혁(變革); 병세(病勢); 보관
(保管); 보급률(普及率); 보도(報道하다); 보상(補償); 보안(保安); 보장(保障하
다); 보편적(普遍的); 복(福); 복수(複數); 본위(本位); 본의(本意); 부담(負擔하
다); 부도덕(不道德하다); 부여(賦與하다); 부위(部位); 부자(父子); 부작용(副作
用); 부장(部長); 부족(不足하다); 부친(父親); 부하(負荷); 분리(分離하다); 분명
(分明); 분부(分付하다); 불과(不過); 불만(不滿); 불안(不安하다); 불쾌감(不快
感); 불행(不幸히); 비교적(比較的); 비금주수(飛禽走獸); 비상(非常); 비서(秘書);
비수(匕首); 비탄(悲歎); 빈곤(貧困하다); 사각(四角); 사각형(四角形); 사고(史
庫); 사료(史料); 사부(詞賦); 사생활(私生活); 사업부(事業部); 사용(使用되다);
사전(事前); 사태(事態); 산맥(山脈); 산물(産物); 산업혁명(産業革命); 산천(山
川); 삼재(三才); 상급(上級); 상담(商談); 상대적(相對的); 상상(想像하다); 상세
(詳細하다); 상자(箱子); 상징(象徵되다); 상하(上下); 상형(象形하다); 생계(生
計); 서문(序文); 서북(西北); 서술(敍述하다); 서시(序詩); 서해(西海); 서해안(西
海岸); 석사(碩士); 선거법(選擧法); 선녀(仙女); 선명(鮮明하다); 선언(宣言); 선
천적(先天的); 설경(雪景); 설립(設立); 설명서(說明書); 섬유(纖維); 섬유산업(纖
維産業); 섭취(攝取하다); 성숙(成熟하다); 성운(聲韻); 성운학(聲韻學); 성장(成長
하다); 성행(盛行하다); 세금(稅金); 세련(洗練); 세속(世俗); 세속적(世俗的); 세
종실록(世宗實錄); 소규모(小規模); 소년(少年); 소득(所得); 소속(所屬); 수궁(水
宮); 수리(修理하다); 수시(隋時); 숙련(熟練); 순간적(瞬間的); 순환(循環); 습득
(習得하다); 승화(昇華하다); 시각(時刻); 시각(視覺); 시간관념(時間觀念); 시간적
(時間的); 시대적(時代的); 시력(視力); 시보(時報); 시시각각(時時刻刻); 시위(示
威); 시장(市長); 시적(詩的); 식(式); 식물(植物); 식민지(植民地); 신기(新奇하
다); 신념(信念); 신도(信徒); 신라(新羅); 신랑(新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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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新鮮하다); 신속(迅

速하다); 신체적(身體的); 신혼(新婚); 신혼여행(新婚旅行); 실록(實錄); 실습(實
習); 실시(實施하다/되다); 실의(失意); 실현(實現하다); 심리적(心理的); 심혈(心
血); 악(惡); 악기(樂器); 악독(惡毒하다); 악수(握手); 악화(惡化); 안심(安心);
암시(暗示); 애국(愛國); 애국심(愛國心); 애민(愛民); 애정(愛情); 양(量); 양가
(兩家); 양반(兩班); 양심적(良心的); 양자(養子); 양해(諒解); 양호(良好); 엄격
(嚴格히); 여비(旅費); 여생(旅行); 여신(女神); 여인(女人); 역량(力量); 연대(年
代); 연평균(年平均); 영문(英文); 영상(零上); 예(禮); 예술적(藝術的); 예의상(禮
儀上); 옥체(玉體); 온고지신(溫故知新); 왕(王); 왕자(王子); 요건(要件); 요구(要
求); 용(龍); 용궁(龍宮); 용량(容量); 용왕(龍王); 우등(優等); 우등생(優等生);
우려(憂慮); 우주(宇宙); 운사(雲師);

운영(運營); 웅녀(熊女); 원리(原理); 월식

(月食); 위선(僞善); 위신(威信); 유감(遺憾); 유교(儒敎); 유대(紐帶); 유래(由
來); 유산(遺産); 유선(有線); 유선전화(有線電話); 유의(留意); 유학(留學); 유행
병(流行病); 은인(恩人); 은혜(恩惠); 음악회(音樂會); 의논(議論); 의문(疑問); 의
식(儀式); 의식주(衣食住); 의연(毅然); 의지(意志); 이기적(意志的); 이동통신(移
動通信); 이면(裏面); 이민(移民); 이북(以北); 이삼십(二三十); 이상(理想); 이성
(異性); 이성(理性); 이의(異議); 이치(理致); 이팔청춘(二八靑春); 인당수(印堂
水); 인륜(人倫);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 인색(吝嗇); 인원(人員); 일기(日氣);
일기예보(日氣豫報); 일단(一旦); 일류(一流); 일일(一一이); 일종(一種); 일주(一
周); 일출(日出); 일치(一致); 일치단결(一致團結); 임명(任命); 입장(立場); 자선
(慈善); 자선사업(慈善事業); 자아(自我); 자유(自由); 자존심(自尊心); 자주(自
主); 자책(自責); 자책감(自責감); 작전(作戰); 잔금(殘金); 잠재적(潛在的); 장내
(場內); 장랑(長廊); 장례(葬禮); 장수(長壽); 장애물(障碍物); 장원(壯元); 장원급
제(壯元及第); 재능(才能); 재물(財物); 재정(財政); 재정상(財政上); 재직(在職);
재혼(再婚); 적용(適用); 적응(適應); 전교(全校); 전문(專門); 전송(傳送); 전염
(傳染); 전염병(傳染病); 전용(專用); 전화비(電話費); 전화위복(轉禍爲福); 절대
(絶對); 절대적(絶對的); 절망(絶望); 절약(節約); 접촉(接觸); 정교(精巧); 정부
(政府); 정오(正午); 정의(正義); 정책(政策); 정취(情趣); 정품(精品); 제공(提
供); 제도(制度); 제도적(制度的); 제안(提案); 제왕(帝王); 제외(除外); 조각가(彫
刻家); 조절(調節); 조직적(組織的); 조형(造型); 조형미(造型美); 좌우(左右); 주
요(主要); 중국인(中國人); 중요(重要); 증명(證明); 증오(憎惡); 증인(證人);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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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導); 지불(支拂); 지속(持續); 지원(支援); 지위(地位); 지지(支持); 지지율(支
持率); 지형(地形); 직선(直線); 진열대(陳列臺); 진열(陳列); 진행(進行); 집단(集
團); 집단적(集團的); 차창(車窓); 참가(參加); 참견(參見); 참석(參席); 참패(慘
敗); 창간(創刊); 창공(蒼空); 창시(創始); 창작(創作); 창제(創製); 창조성(創造
性); 창호지(窓戶紙); 천문대(天文臺); 천사(天使); 천자(天子); 천자문(千字文);
천재적(天才的); 천제(天帝); 천지(天地); 철학적(哲學的); 첨단(尖端); 청렴(淸
廉); 체격(體格); 체결(締結); 체계(體系); 체벌(體罰); 체중(體重); 체질(體質);
체포(逮捕); 초대(招待); 초목(草木); 초조(焦燥); 촉발(觸發); 촌(村); 최대(最
大); 최대한(最大限); 최소한(最小限); 최우등생(最優等生); 최종(最終); 추구(追
求); 추락(墜落); 추세(趨勢); 추측(推測); 축(軸); 축복(祝福); 출판사(出版社);
충돌(衝突); 측우기(測雨器); 친절(親切); 칠흑(漆黑); 타국(他國); 탁월(卓越); 탁
주(濁酒); 탄생(誕生); 태양(太陽); 태연(泰然); 태학(太學); 토지(土地); 통계(統
計); 통과(通過); 통지서(通知書); 통행(通行); 통행금지(通行禁止); 통화(通話);
투자(投資); 투표(投票); 특기(特技); 특별(特別); 특성(特性); 편견(偏見); 편식
(偏食); 평등(平等); 폐단(弊端); 포식(飽食); 포용(包容); 포용력(包容力); 표결
(表決); 표현(表現); 풍속(風俗); 풍자적(諷刺的); 필연(必然); 학교교육(學校敎
育); 학력(學歷); 학술기관(學術機關); 학위(學位); 학제(學制); 한(恨); 한문(漢
文); 한반도(韓半島); 항의(抗議); 항해(航海); 해석(解釋); 행진(行進); 허가(許
可); 허비(虛費); 험준(險峻); 혁명(革命); 현대인(現代人); 현대적(現代的); 현대
화(現代化); 혈연(血緣); 혈연관계(血緣關係); 혐의(嫌疑); 협조(協助); 형성(形
成); 혼돈(混沌); 혼례(婚禮); 활자(活字); 황사(黃砂); 황토(黃土); 황후(皇后);
회복(恢復); 효(孝); 효도(孝道); 효심(孝心); 효율(效率); 후반(後半); 후천적(後
天的); 훈민정음(訓民正音); 흑백(黑白); 흡수(吸收); 흥분(興奮); 희귀(稀貴); 희
한(稀罕)

2) 형태소도치동의어(31개)

(1) <한국어 1>(4개)
기관지(氣管支)-支氣管; 부탁(付託)-託付; 시설(施設)-設施; 액수(額數)-數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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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2>(8개)
고통(苦痛)-痛苦; 대접(待接)-接待; 사기(詐欺)-欺詐; 소개(紹介하다)-介紹;
식견(識見)-見識; 열광적(熱狂的)-狂熱的; 운명(運命)-命運; 채소(菜蔬)-蔬菜

(3) <한국어 3>(13개)
논쟁(論爭)-爭論; 논의(論議하다)-議論; 단계(段階)-階段; 병사(兵士)-士兵;
소박(素朴)-朴素; 아담(雅淡하다)-淡雅; 언어(言語)-語言; 연관(聯關)-关联; 이
탈(離脫)-脫離; 제한(制限)-限制; 지경(地境)-境地; 평화(平和)-和平; 한계(限
界)-界限

(4) <한국어 4>(6개)
결재(決裁)-裁決; 관습(慣習)-習慣; 대체(代替)-替代; 운명적(運命的)-命運的;
의례(儀禮)-礼仪; 호칭(呼稱)-稱呼

3) 부분이형동의어(842개)

(1) <한국어 1>(170개)
가사(家事)-家務; 가족(家族)-家屬; 간행물(刊行物)-刊物 간호사(看護士)-護
士; 감(感)-感覺; 감기(感氣)-感冒; 강당(講堂)-禮堂; 건물(建物)-建築物; 계단
(階段)-階梯; 강의실(講義室)-敎室; 고등학교(高等學校)-高中; 고생(苦生하다)辛苦; 고서점(古書店)-舊書店; 곡식(穀食)-穀物; 공중전화(公衆電話)-公用電話;
관광객(觀光客)-遊客; 만년필(萬年筆)-鋼筆; 기숙사(寄宿舍)-宿舍; 기억(記憶하
다)-记住; 기업체(企業體)-企業主體; 기차(汽車)-火車; 기차표(汽車票)-火車票;
남성복(男性服)-男裝;

남학생(男學生)-男生;

다방(茶房)-茶館;

다정(多情하

다)-(熱情); 단(段)-段落; 단정(端正하다)-端庄; 담임선생(擔任先生)-班主任; 대
답(對答하다)-回答; 대출실(貸出室)-借書室; 대학교(大學校)-大學; 도자기(陶瓷
器)-瓷器; 도착(到着하다)-到達; 독감(毒感)-重感冒; 동창회(同窓會)-同學聚會;
만년필(萬年筆)-鋼筆; 맥주(麥酒)-啤酒; 명절(名節)-節日; 문방구점(文房具店)文具店; 문서(文書)-文件; 문의(問議)-提問; 미장원(美粧院)-美容院; 방학(放
- 255 -

學)-放假; 방한화(防寒靴)-防寒鞋; 백과사전(百科辭典)-百科全書; 백화점(百貨
店)-百貨商店; 번호(番號)-號碼; 번호판(番號板)-號碼顯示板; 변모(變貌)-變樣;
별문제(別問題)-別的問題; 병문안(病問安)-探病; 복사(複寫)-復印; 본문(本文)課文; 분위기(雰圍氣)-氣氛; 비밀번호(秘密番號)-密碼; 사과(沙果)-苹果; 사무실
(事務室)-辦公室; 사서(司書)-圖書管理員; 사정(事情)-情況; 상관(相關)-關係;
상금(賞金)-獎金; 생선(生鮮)-鮮魚; 생신(生辰)-生日; 서양요리(西洋料理)-西餐;
선물(膳物)-禮物; 선편(船便)-船運; 설사(泄瀉)-腹瀉; 세배(歲拜)-拜年; 세수(洗
手)-洗臉; 소설책(小說冊)-小說; 소포(小包)-包裹; 수납(收納)-交納; 서약서(誓
約書)-合同書; 시작(始作)-開始; 시청각(視聽覺)-視聽; 시험(試驗)-考試; 식후
(食後)-飯後; 안녕(安寧하다)-平安; 안심(安心)-放心; 야채(野菜)-蔬菜; 약속(約
束)-約定; 양복점(洋服店)-西裝店; 양친(兩親)-雙親; 엄(嚴하다)-嚴格; 여학생
(女學生)-女生; 역사학부(歷史學部)-歷史系; 연세(年歲)-年齡; 연습문제(練習問
題)-練習題; 연장(延長하다)-延期; 연휴(連休)-休假; 영수증(領收證)-收据; 오
전(午前)-上午; 오후(午後)-下午; 우비(雨備)-雨具; 우선(優先)-首先; 우유(牛
乳)-牛奶; 우체국(郵遞局)-郵局; 우편(郵便)-郵政/郵件; 운(運)-運氣; 운동화(運
動靴)-運動鞋; 원고지(原稿紙)-稿紙; 원(願하다)-願意; 월간잡지(月刊雜誌)-月
刊; 월급(月給)-月薪; 유리(琉璃)-玻璃; 유행성감기(流行性感氣)-流感; 육회(肉
膾)-生拌牛肉; 음료수(飮料水)-飮料; 음식(飮食)-食物; 음식점(飮食店)-飯店;
응급실(應急室)-急救室; 의사(醫師)-醫生; 의(依하다)-依據; 이발소(理髮所)-理
髮館; 일요일(日曜日)-星期日; 일주일(一週日)-一星期; 입원수속(入院手續)-住院
手續; 입원(入院하다)-住院; 자동차(自動車)-汽車; 자식(子息)-子女; 자신만만
(自信滿滿)-滿懷信心; 자전거(自轉車)-自行車; 작년(昨年)-去年; 장관(長官)-部
長; 적임자(適任者)-勝任者; 전시회(展示會)-展覽會; 전자우편(電子郵便)-電子郵
件; 전(傳하다)-傳達; 정기간행물실(定期刊行物室)-期刊閱覽室; 정년퇴직(停年退
職하다)-退休; 제품(製品)-産品; 졸업(卒業하다)-畢業; 종일(終日)-整日; 종합
문제(綜合問題)-綜合題; 주차장(駐車場)-停車場; 중세(中世)-中世紀; 지각(遲
刻)-遲到; 지갑(紙匣)-錢包; 지금(至今)-現在; 지하철(地下鐵)-地鐵; 차례(次
例)-次序; 참고자료실(參考資料室)-참고열람실; 참석(參席)-參加; 자료실(資料
室)-閱覽室; 책번호(冊番號)-書號; 최신호(最新號)-最新一期刊物; 추석(秋夕)中秋; 출장(出張)-出發; 친척방문(親戚訪問)-探親; 칠판(漆板)-黑板; 탈출기(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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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記)-脫逃記; 토의(討議하다)-商議; 퇴원(退院하다)-出院; 판매대(販賣臺)-柜
台; 피곤(疲困하다)-疲勞; 피(避하다)-回避; 필요(必要하다)-需要; 학급(學級)年級; 강연(講演)-講座; 문법(文法)-語法; 한식(韓食)-韓餐; 한약(漢藥)-中藥;
항공편(航空便)-空運; 항상(恒常)-經常; 활기(活氣)-朝氣; 활용(活用)-利用; 황
무지(荒蕪地)-荒地; 회갑(回甲)-花甲; 휴가(休暇)-休假

(2) <한국어 2>(226개)
가담(加擔)-參加; 가망(可望)-希望; 가전제품(家電製品)-家電商品; 가책(呵
責)-責備; 가출(家出)-離家出走; 각각(各各)-각자; 거부(拒否)-拒絶; 거실(居
室)-起居室; 결혼식(結婚式)-結婚儀式; 경기장(競技場)-체육장; 경연(競演)-競
賽; 경찰관(警察官)-경찰; 고(苦되다)-辛苦; 고유어(固有語)-固有詞; 고차원적
(高次元的)-高層次的; 공금(公金)-公款; 과소비(過消費)-超前消費; 과언(過言)过分的话; 관객(觀客)-觀衆; 관계자(關係者)-有關人員; 관(關하다)-有關; 광범위
(廣範圍하다)-광범; 국제도시(國際都市)-國際化城市; 극심(極甚하다)-太甚; 근년
(近年)-近幾年; 금주(今週)-본주; 기계(機械)-機器; 기약(期約하다)-約定; 기왕
(旣往)-旣然; 기운(氣運)-氣力/精力; 냉방(冷房)-放冷气; 노발대발(怒發大發)怒髮衝冠; 논설(論說)-評論; 농구(籠球)-篮球; 농사(農事)-農活; 뇌물(賂物)-贿
赂; 능숙(能熟하다)-熟練; 다행(多幸)-幸亏; 단어(單語)-單詞; 단점(短點)-결점;
담백(淡白)-淸淡; 답(答)-答案; 답변(答辯)-回答; 당황(唐慌)-惊慌; 대강(大
綱)-大致/大略; 대개(大槪)-大體上; 대도시(大都市)-大城市; 대신(代身)-代替;
대학원(大學院)-硏究生院; 덕분(德分)-托福; 도구(道具)-工具; 도로(道路)-公路;
동갑(同甲)-同歲; 동료(同僚)-同事; 동업자(同業者)-同行; 동영상(動映像)-動態
圖像; 매일(每日)-每天; 매진(賣盡)-卖光; 명문대(名門大)-名牌大學; 명승지(名
勝地)-名勝; 명찰(名札)-胸卡; 모국어(母國語)-母語; 모면(謀免)-避免; 모집(募
集하다)-招集; 몰두(沒頭)-埋頭; 무궁화(無窮花)-木槿花; 무선호출기(無線呼出
機)-呼機; 무용(舞踊)-舞蹈; 문구(文句)-句子; 밀접(密接하다)-密切; 배신(背
信)-背叛; 변(變하다)-변화; 보완(補完하다)-보충; 본업(本業)-本職; 부실(不實
하다)-不誠實; 불합격(不合格)-不及格; 비행기(飛行機)-飛機; 사계절(四季節)四季; 사고(思考)-思维; 사시사절(四時四節)-四季; 사용법(使用法)-使用方法; 사
적(私的)-私人的; 사탕(砂糖)-糖; 산악회(山岳會)-登山會; 산책(散策하다)-散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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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相對方)-對方; 상영대(上映隊)-放映隊; 서양(西洋)-西方; 선배(先輩)-前
輩; 설득(說得)-說服; 설사(設使)-既使; 소방관(消防官)-消防隊員; 소용(所用)用處; 소일(消日)-消遣; 소중(所重)-珍贵; 수렴(收斂하다)-收集; 수상(受賞)-受
獎; 수영(水泳)-遊泳; 수영복(水泳服)-泳衣; 수호(守護)-보호; 숙소(宿所)-주소;
순찰(巡察하다)-巡逻; 승자(勝者)-勝利者; 시류(時流)-潮流; 시작(始作)-開始;
식탁(食卓)-饭桌; 식판(食板)-食品托盘; 신원(身元)-신분; 실수(失手)-過失; 심
(甚하다)-過分; 악용(惡用)-濫用; 안녕(安寧히)-平安地; 애호가(愛好家)-愛好者;
야구(野球)-棒球; 약속(約束)-約定; 여건(與件)-條件; 역사책(歷史冊)-歷史書;
역시(亦是)-还是; 연구서(硏究書)-硏究書籍; 연기(煙氣)-烟雾; 연출(演出)-导演;
연출가(演出家)-导演; 영상(映像)-图像; 영화감독(映畵監督)-电影演员; 영화제
(映畵祭)-电影节; 영화표(映畵票)-电影票; 예매(豫買)-预购; 완벽(完璧하다)-完
美無缺; 완성(完成)-完善; 완전(完全하다)-完整; 요리법(料理法)-烹調法; 우선
(優先)-首先; 원(願)-願望; 원고(原稿)-草稿/稿件; 위로(慰勞)-安慰; 유람선(遊
覽船)-遊船; 응원(應援)-聲援; 의미(意味)-意思; 인간성(人間性)-人性/人品; 인
원수(人員數)-人數; 인(因하다)-因为; 인정(認定하다)-承認; 일석삼조(一石三
鳥)-一擧多得; 일석이조(一石二鳥)-一举夺得; 입력(入力)-輸入; 입시(入試)-入
學考試; 입장료(入場料)-入場費; 자국어(自國語)-本国语言; 자서전(自敍傳)-自
傳; 자신(自身)-自己; 자정(子正)-子夜; 장기(長技)-一技支長; 장기(將棋)-象棋;
장점(長點)-長處; 적성(適性)-适应能力; 적재적소(適材適所)-各尽其才; 전(煎)煎饼; 전기(電氣)-電; 전문가(專門家)-專家; 전시관(展示館)-展覽舘; 전시장(展
示場)-展覽會;

전화번호(電話番號)-電話号码;

절반(折半)-一半;

점검(點檢하

다)-檢査; 점차(漸次)-漸漸; 접(接하다)-接觸; 정거장(停車場)-车站; 정보(情
報)-信息; 정보화(情報化)-信息化; 정상(頂上)-山頂; 정성(精誠)-誠心; 정신력
(精神力)-精神力量; 정(定하다)-決定; 조급(躁急하다)-着急; 채택(採擇되다)-選
擇; 처지(處地)-处境; 처(處하다)-处于; 천(賤하다)-卑賤; 체증(滯症)-停滯; 체
험담(體驗談)-体验之谈; 초등학교(初等學校)-小學; 초등학생(初等學生)-小學生;
축구(蹴球)-足球; 축구장(蹴球場)-足球場; 축제(祝祭)-慶祝活動; 출세(出世)-出
人头地; 취미(趣味)-興趣; 취직(就職)-就業; 취(取하다)-採取; 친(親하다)-親密;
침대(寢臺)-床; 쾌청(快晴)-晴朗; 탁구(卓球)-乒乓球; 택(擇하다)-選擇; 통신(通
信)-通讯; 토(吐하다)-嘔吐; 통역(通譯)-飜譯; 통증(痛症)-疼痛; 통(通하다)-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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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 특이(特異하다)-獨特; 파업(罷業)-罷工; 판매점(販賣店)-小賣店; 패북(敗
北)-실패; 패자(敗者)-실패자; 평소(平素)-平時; 평평(平平하다)-平坦; 표현(表
現)-表达; 하여간(何如間)-无论如何; 무용(舞踊)-舞蹈; 한자어(漢字語)-漢字詞;
합(合하다)-合并; 해(害)-危害; 해소(解消하다)-解除; 허락(許諾)-許可; 현지(現
地)-現場; 화(火)-火氣/脾气; 화장실(化粧室)-衛生間; 화창(和暢하다)-和煦; 환
절기(換節期)-换季期; 후세(後世)-後代; 후손(後孫)-後代; 휴일(休日)-节假日/
公休日; 흥(興)-興趣; 흥미(興味)-興趣; 희소식(喜消息)-好消息

(3) <한국어 3>(189개)
가로수(街路樹)-林荫树; 간척(干拓)-开垦; 갈증(渴症)-口渴; 감각적(感覺的)感性的; 감기(感氣)-感冒; 갑작(匣作스럽다)-突然; 강요(强要)-强迫; 개교(開
校)-建校; 결국(結局)-最終; 경계(警戒)-告诫; 고등학생(高等學生)-高中生; 공
(功)-功勞; 공학(工學)-工程; 과(科)-學科; 과시(誇示)-炫耀; 과학자(科學者)科學家; 관람(觀覽하다)-观看; 관여(關與하다)-参与; 교정(校庭)-校园; 권투(拳
鬪)-拳击; 근무지(勤務地)-工作地点; 급속도(高速度)-高速; 급(急히)-急忙; 기
차역(汽車驛)-火车站; 기탁(寄託)-寄存/寄托; 낙서(落書)-乱写; 낙수(落水)-屋
檐水; 난(蘭)-蘭草; 난리(亂離)-战乱; 농기구(農器具)-農具; 다행(多幸)-幸亏;
단지(但只)-只是; 단풍(丹楓)-枫树; 당직(當職)-值日; 대출증(貸出證)-借书证;
대통령(大統領)-總統; 도배(塗褙)-裱糊; 독자적(獨自的)-独立的; 등대(燈臺)-燈
塔; 막강(莫强하다)-无比强大; 막론(莫論하다)-不论; 만용(蠻勇)-蛮干; 망(亡하
다)-灭亡; 면(面)-表面; 면접(面接)-面試; 면(免하다)-避免; 모함(謀陷)-诬陷;
무선통신(無線通信)-无线通讯; 무의미(無意味)-无意义; 미의식(美意識)-审美意
识; 백지장(白紙張)-白紙; 벌금(罰金)-罚款; 변명(辨明하다)-辩白; 변호사(辯護
士)-律师; 보고서(報告書)-報告; 보통우편(普通郵便)-普通邮件; 본연(本然)-本
來; 부녀자(婦女子)-婦女; 부자(富者)-富豪; 분단(分斷)-分裂; 분수(噴水)-喷泉;
분패(憤敗하다)-痛败; 불치병(不治病)-不治之症; 불쾌(不快하다)-不愉快; 불확실
(不確實하다)-不确定; 사사건건(事事件件)-每件事; 사원(社員)-公司职员; 생명공
학(生命工學)-生命工程; 서당(書堂)-書院; 서예(書藝)-書法; 선망(羨望)-羡慕;
선수단(選手團)-代表團; 선입견(先入見)-成见; 선취(先取)-先得到; 선취점(先取
點)-先得分; 성(性)-本性; 성구(成句)-成語; 성당(聖堂)-敎堂; 성벽(城壁)-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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墙; 성향(性向)-傾向; 세(勢)-势头; 세대(世代)-一代; 세탁기(洗濯機)-洗衣机;
소문(所聞)-传闻; 소외(疏外)-疏远; 소용(所用되다)-使用; 소유욕(所有慾)-占有
欲; 순식간(瞬息間)-瞬間; 시인선(詩人選)-詩集; 시작(始作되다)-開始; 시청(市
廳)-市政府; 식료품(食料品)-食品; 식탁(食卓)-餐桌; 신자(信者)-信徒; 실감(實
感)-眞實感; 실지(實地)-實際; 십상(十常)-十之八九; 악조건(惡條件)-恶劣条件;
애송(愛誦하다)-喜欢朗诵; 애지중지(愛之重之)-珍爱; 약사(藥師)-药剂师; 언성
(言聲)-说话声; 여백(餘白)-空白; 여행기(旅行記)-游记; 연극(演劇)-戏剧; 연말
(年末)-年底; 연말연시(年末年始)-年末年初; 연발(連發하다)-接连说出同样的话;
연봉(年俸)-年薪; 연연(戀戀하다)-留恋; 영화계(映畵界)-电影界; 영화화(映畵化
하다)-电影化; 예년(例年)-往年; 외계인(外界人)-外星人; 외곽(外郭)-外城; 외
부인(外部人)-外部人员; 외식(外食)-在外吃饭; 욕(辱)-辱骂; 욕구(欲求)-欲望;
욕심(慾心)-贪心; 우편물(郵便物)-邮件; 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邮递员; 원망
(怨望스럽다)-抱怨; 유원지(遊園地)-游览区; 윤택(潤澤하다)-滋润; 은은(隱隱하
다)-隐约; 은하수(銀河水)-銀河; 음미(吟味하다)-回味; 의의(意義)-意义; 이(利
롭다)-有利; 인간관계(人間關係)-人际关系; 인파(人波)-人海; 일거수일투족(一擧
手一投足)-一举一动; 일련(一連)-一系列; 일화(逸話)-轶事; 입사(入社)-进入公
司就职;

자가용(自家用)-私家车;

자정(子正)-自我净化;

자체(自體)-自己;

적

(籍)-戶籍; 전공과목(專功科目)-专业课; 전원(全員)-全体人员; 전적(全的)-全部;
전화통(電話筒)-電話機; 절절(切切히)-殷切; 존엄성(尊嚴性)-尊嚴; 중학생(中學
生)-初中生; 지독(至毒하다)-狠毒; 지상(地上)-地面; 지체(遲滯되다)-推迟; 집
념(執念)-执迷; 집회장(集會場)-集會場所; 차(差)-差異; 차기(次期)-下一期; 차
이점(差異點)-差异/不同点; 창문(窓門)-窓戶; 책자(冊子)-小册子; 청(請)-請求;
청(請하다)-請求; 초면(初面)-初次见面; 총구(銃口)-枪口; 추수감사절(秋收感謝
節)-感恩节; 추억(追憶)-回憶; 치열(熾烈하다)-激烈; 친숙(親熟하다)-亲密; 친
지-亲人(親知)/好友; 침체(沈滯)-停滯; 침체기(沈滯期)-停滯期; 탄성(歎聲)-感
歎聲; 편(便하다)-便利; 폐회(閉會)-闭幕; 폐회사(閉會詞)-闭幕词; 폭등(暴騰하
다)-暴涨; 폭소(爆笑)-大笑; 풍악(風樂)-民樂; 하숙(下宿)-寄宿; 한가(閑暇롭
다)-悠闲; 할인판매(割引販賣)-减价甩卖; 항시(恒時)-经常; 향(向)-방향; 허락
(許諾하다)-許可; 허송세월(虛送歲月)-蹉跎岁月; 허전(虛傳하다)-空虚; 현혹(眩
惑되다)-迷惑; 혜택(惠澤)-恩澤; 획기적(劃期的)-划时代的; 효과적(效果的)-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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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 후보(候補)-候选人; 휴업(休業)-停業

(4) <한국어 4>(257개)
가부장(家父長)-家長; 가부장제(家父長制)-家長制; 가옥(家屋)-房屋; 감복(感
服)-佩服; 감(敢히)-敢于; 강점기(强占期)-占領時期; 거부(拒否)-拒絶; 검정(檢
定)-審定; 검토(檢討하다)-硏討; 결국(結局)-結果; 경사로(傾斜路)-斜坡; 경품
(景品)-贈品; 계란(鷄卵)-鷄蛋; 고속도로(高速道路)-高速公路; 건물(建物)-建築;
공교(工巧롭다)-正巧; 공산품(工産品)-工業産品; 과부하(過負荷)-超負荷; 과수
(寡守)-寡婦; 관람(觀覽)-觀看; 괴상(怪狀하다)-奇怪; 굉음(轟音)-轟鳴; 교과목
(敎科目)-敎學科目; 권선징악(勸善懲惡)-懲惡揚善; 귀(貴하다)-貴重; 금리(金
利)-利息; 금물(禁物)-違禁品; 금세기(今世紀); 급격(急激하다)-急劇; 급증(急增
하다)-劇增; 기본자-基本字母; 기존(旣存)-現存; 기필(期必)-必定; 내년(來年)明年; 내면(內面)-里面; 노력가(努力家)-勤奋努力的人; 농번기(農繁期)-農忙時
節; 농토(農土)-农田; 뇌리(腦裏)-腦裏; 능률(能率)-效率; 능통(能通하다)-精通;
다반사(茶飯事)-家常便飯; 단기간(短期間)-短期; 단시간(短時間)-短期; 단층(單
層)-單層住宅; 답(答하다)-回答; 당도(當到하다)-到達; 당사자(當事者); 대금(貸
金)-贷款;

대열(隊列)-队伍;

대인관계(對人關係)-人际关系;

대중교통(大衆交

通)-公共交通; 대처(對處)-对付; 대출(貸出)-借贷; 도술(道術)-法術; 동반자(同
伴者)-伴侣; 동의안(同議案)-議案; 동참(同參)-共同參與; 등용(登用)-任用; 만
사(萬事)-一切; 말엽(末葉)-末期; 매국노(賣國奴)-賣國賊; 매번(每番)-每次; 맹
세(盟誓)-发誓; 명(命)-命令; 명실상부(名實相符)-名副其实; 명심(銘心)-銘記;
모음(母音)-元音; 모음자(母音字)-元音字母; 모호(模糊)-不清楚; 묘미(妙味)-妙
趣; 묘(妙)-奇妙; 무남독녀(無男獨女)-獨生女; 무심(無心)-漫不经心; 문안(問
安)-问候; 미달(未達)-未达到; 미풍양속(美風良俗)-美好风尚; 박식(博識)-博學;
반론(反論)-反對意見; 반면(反面)-相反; 발(發)-散發; 방해(妨害)-妨碍; 배낭(背
囊)-背包; 번민(煩悶)-煩惱; 보유(保有)-擁有; 봉투(封套)-信封口袋; 부서(部
署)-部門; 부임(赴任)-上任; 부정(不正)-不正當; 부착(附着)-附带; 분(憤)-憤
怒; 분장(扮裝)-化粧; 불구(不拘)-不管; 불량품(不良品)-次品; 불문(不問)-不论;
불신(不信)-不相信; 불완전(不完全)-不完整; 비굴(不屈)-卑鄙; 빈도(頻度)-頻率;
사극(史劇)-歷史劇; 사과(謝過하다)-謝罪; 사설(私設)-私立; 사안(事案)-案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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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寫眞機)-照相机; 상경(上京하다)-進京; 상대편(相對便)-对方; 상대(相
對)-面对; 생산성(生産性)-生産率; 생애(生涯)-一生; 생전(生前)-生平; 서두(書
頭)-开头; 서양식(西洋式)-西式; 선거구(選擧區)-选区; 설화집(說話集)-故事集;
성(聖)-神聖; 성취(成就)-實現; 소망(所望)-希望; 소산(所産)-産物; 소외(疏
外)-排斥; 속(屬)-属于; 송년회(送年會)-辞年会; 수립(樹立)-建立; 수심(愁心)忧愁; 수재(秀才)-才子; 수해(水害)-水灾; 수행(遂行)-执行; 숙련도(熟練度)-熟
练程度; 숙명(宿命)-命运; 숙박(宿泊)-住宿; 순리(順理)-正常道理; 순수(純粹)純潔; 시간대(時間帶)-时区; 시동(始動)-启动; 시행(施行)-實施; 시험(試驗)-试
探; 식사량(食事量)-饭量; 신방(新房)-洞房; 신부(新婦)-新娘; 실적(實績)-實績;
양성(養成)-培養; 연발(延發)-延迟出发; 연배(年輩)-同辈; 영속적(永續的)-永久;
영위(營爲)-經營; 예능(藝能)-藝術能力; 예식장(禮式場)-禮堂; 예의범절(禮儀凡
節)-禮節; 완수(完遂)-完成; 우금(于今)-至今; 우여곡절(迂餘曲折)-曲折; 운수
(運數)-運氣; 원수(怨讐)-仇人; 원자시계(原子時計)-原子钟; 원자재(原資材)-原
材料; 위압(威壓)-威吓; 위치(位置)-位于; 유도(誘導)-引導; 유치원(幼稚園)-幼
兒園; 음성(音聲)-語音; 의(義)-情誼; 이견(異見)同意见; 이력서(履歷書)-履歷表;
이익금(利益金)-盈利; 이중(二重)-双重; 인상(引上)-提高; 인적(人的)-人力; 인
적자원(人的資源)-人力资源; 일기예보(日氣豫報)-天气预报; 일시(一時)-同時; 일
시적(一時的)-暫時; 일약(一躍)-一下; 일자무식(一字無識)-目不识丁; 일제(日
帝)-日本帝国主义; 일직선(一直線)-直線; 임금(賃金)-薪金; 임산부(姙産婦)-孕
妇和产妇; 잉태(孕胎)-怀孕; 자기편(自己便)-自己一方; 자음자(子音字)-辅音; 자
재(資材)-器材; 자초지종(自初至終)-自始至终; 자판(字板)-键盘; 작동(作動)-运
行; 작별(作別)-告别; 작업량(作業量)-工作量; 장례식(葬禮式)-葬礼仪式; 장애인
용(障碍人用)-残疾人用; 재기(再起)-東山再起; 전래(傳來)-传入; 전반(全般)-全
盘; 전화기(電話機)-電話; 접속(接續)-连接; 정반대(正反對)-正相反; 제물(祭
物)-祭品; 좌석(座席)-座位; 주례사(主禮辭)-证婚词; 주역(主役)-主角; 준비물
(準備物)-准备的物品; 중간고사(中間考査)-其中考试; 중로(中路)-中途; 중매인
(中媒人)-媒人; 중반(中盤)-中期; 중천(中天)-天空; 중심가(中心街)-主要街道;
요시(重要視)-重視; 중학교(中學校)-初中; 증오심(憎惡心)-憎恨; 지어(至於)-甚
至於; 지향(志向)-向往; 지향점(指向點)-意图; 직분(職分)-職責; 징표(徵標)-标
志; 차단(遮斷)-隔断; 차원(次元)-层次; 찬송가(讚頌歌)-赞美诗; 처가(妻家)-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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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家; 천장(天障)-天花板; 천재지변(天災地變)-天灾; 초가(草家)-草房; 초엽(初
葉)-初期; 초청(招請)-邀请; 추정(推定)-推测; 충성심(忠誠心)-衷心; 충성(忠
誠)-效忠; 탁(濁하다)-混浊; 탈피(脫皮)-摆脱; 탐(貪)-貪慾; 통과의례(通過儀
禮)-人生仪礼; 파편(破片)-碎片; 폐쇄(閉鎖)-封闭; 포식(飽食)-吃饱; 표준시계
(標準時計)-标准钟; 풍습(風習)-風俗; 풍요(豊饒롭다)-富饶; 풍조(風潮)-潮流;
피로연(披露宴)-婚宴; 하숙(下宿)-寄宿; 학창(學窓)-學校; 한정(限定)-限制; 항
복(降服)-投降; 해당(該當)-相當; 허기(虛飢)-饑餓; 허비(虛費)-浪費; 허사(虛
事)-无用的事; 험난(險難)-艰险; 협동적(協同的)-协力; 혹한(酷寒)-严寒; 혼수
(婚需)-婚礼用品; 화사(華奢하다)-华丽; 화상(畵像)-图像; 활성화(活性化)-活跃;
회사원(會社員)-公司职员; 회식(會食)-会餐; 효도(孝道)-孝敬; 효성(孝誠)-孝敬;
휴대전화(携帶電話)-移动电话; 흉흉(洶洶하다)-凶险

4) 완전이형동의어(264개)

(1) <한국어 1>(85개)
형편(形便)-情況; 갑(匣)-盒; 개최(開催하다)-主办; 학과(學科)-專業; 골몰
(汨沒하다)-埋頭苦干; 공부(工夫하다)-學習; 공책(空冊)-筆記本; 공항(空港)-機
場; 관광(觀光)-旅遊; 관광지(觀光地)-旅遊景點; 구(求하다)-寻找; 구정(舊正)春節; 근무(勤務하다)-工作; 금요일(金曜日)-星期五; 기분(氣分)-心情; 남편(男
便)-丈夫; 답장(答狀)-回信; 대기표(待機票)-順序號; 댁(宅)-府上; 도입(導入)引進; 독(毒하다)-烈/狠; 동생(同生)-弟弟; 만두(饅頭)-餃子/包子; 만반(萬般)一切; 만약(萬若)-如果; 면도(面刀)-刮胡子/刮脸; 목욕(沐浴)-洗澡; 무리(無理하
다)-勉强; 학과(學科)-專業; 목요일(木曜日)-星期四; 회사(會社)-公司; 문장(文
章)-句子; 물건(物件)-東西; 물론(勿論)-當然; 반찬(飯饌)-菜肴; 방금(方今)-剛
才; 사진(寫眞)-相片/照片; 사진첩(寫眞帖)-影集; 서류(書類)-文件; 선물(膳物)禮物; 선생(先生)-老师; 수업(授業)-上課; 수요일(水曜日)-星期三; 숙제(宿題)課外作業; 시계(時計)-鐘表; 시세(市勢)-行情; 식구(食口)-家人; 식당(食堂)-餐
廳; 식사(食事)-喫飯; 신문(新聞)-報紙; 신정(新正)-元旦; 안부(安否)-問候; 여
간(如干)-普通/一般; 여권(旅券)-護照; 여동생(女同生)-妹妹; 연(軟하다)-淺; 열
(熱)-燒; 육상경기(陸上競技)-田徑比赛; 이사(移徙하다)-搬家; 인기(人氣)-聲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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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姊兄)-姐夫; 점수(點數)-成績; 점심(點心)-午飯; 죄송(罪悚하다)-抱歉; 주
소(住所)-地址; 책장(冊欌)-书柜; 책상(冊床)-书桌; 처녀(處女)-姑娘; 책방(冊
房)-书房; 초인종(招人鐘)-門鈴; 편지(便紙)-信; 출근(出勤)-上班; 친구(親舊)朋友; 토요일(土曜日)-星期六; 통장(通帳)-存折; 퇴근(退勤하다)-下班; 학과(學
科)-專業; 학원(學院)-培訓班; 요리(料理)-菜; 행사(行事)-活動; 험(險하다)-陡
峭; 형(兄)-哥哥; 혹시(或是)-如果; 용서(容恕하다)-原谅; 편(便하다)-舒服

(2) <한국어 2>(60개)
가량(假量)-大槪; 간판(看板)-牌子; 감독(監督)-導演; 거래(去來)-賣買; 경기
(競技)-比賽; 궁리(窮理)-硏究; 금방(今方)-剛剛; 기사(記事)-新聞; 기승(氣
勝)-逞威; 냉장고(冷藏庫)-氷箱; 농담(弄談)-玩笑; 단연(當然)-絶對; 당(當하
다)-遭受; 무사(無事히)-平安地; 미안(未安하다)-对不起; 발표(發表)-公布/發言;
방송(放送)-广播; 방송국(放送局)-广播电台和电视台统称; 방송작가(放送作家)广播电视撰稿人; 배달(配達)-投递; 배우(俳優)-演员; 변명(辨明)-解釋; 보신탕
(補身湯)-狗肉汤; 복권(福券)-彩票; 봉사(奉仕)-服務; 분야(分野)-領域; 불이익
(不利益)-損失; 삼촌(三寸)-叔叔; 상(床)-卓子; 선수(選手)-運動員; 선호(選
好)-偏愛; 설령(設令)-旣使; 성화(成火)-纠缠; 소풍(消風)-郊遊; 속담(俗談)-谚
语; 송금(送金)-汇款; 승낙(承諾)-答应; 신(神)-兴致; 야단(惹端)-喧闹; 어색(語
塞하다)-生硬; 억울(抑鬱하다)-冤枉; 역할(役割)-작용; 연신(延伸)-不断地; 연
착(延着)-晚点; 재치(才致)-技巧/機智; 정비(整備)-修理; 정비사(整備士)-修理
工; 차례(茶禮)-祭祀; 총각(總角)-小伙子; 출근(出勤)-上班; 출퇴근(出退勤)-上
下班; 친선(親善)-友好; 침대(寢臺)-床; 판매(販賣)-销售; 폐(弊)-麻烦; 할인(割
引)-减价; 항공권(航空券)-机票; 환경미화원(環境美化員)-清洁工; 횡령(橫領하
다)-贪污; 흡사(恰似하다)-好像

(3) <한국어 3>(52개)
가난(家難)-貧窮; 갈등(葛藤)-矛盾; 곤(困히)-疲勞; 교양과목(敎養科目)-公共
課; 구절(句節)-段落; 극진(極盡하다)-真挚的; 농사(農事)-耕种; 단장(丹粧)-打
扮; 당분간(當分間)-暫時; 당첨(當籤되다)-中奖; 대조적(對照的)-相反的; 도대체
(都大體)-到底; 도읍(都邑)-首都; 동서고금(東西古今)-古今中外; 만끽(滿喫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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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尽情享受; 무분별(無分別하다)-不分青红皂白; 벌초(伐草)-扫墓; 불사(不辭하
다)-在所不惜; 불평(不平하다)-抱怨; 서서(徐徐히)-慢慢/缓缓; 신세(身世)-处境;
신세타령(身世打令)-抱怨命苦; 야단(惹端)-吵闹; 야박(野薄하다)-冷酷无情; 약간
(若干)-稍微; 여전(如前히)-依旧; 역리(逆理)-矛盾律; 엽서(葉書)-明信片; 운전
(運轉)-驾驶; 운전사(運轉士)-司机; 원가(原價)-成本; 유치(誘致)-招徕; 은근(慇
懃하다)-淡雅; 인형(人形)-木偶; 일념(一念)-心愿; 임원(任員)-负责人; 작성(作
成하다)-制定; 장(場)-集市; 전형(銓衡)-选拔; 점(點)-得分; 접맥(接脈)-联系;
제대(除隊하다)-退役; 주가(株價)-股票价格; 주최(主催하다)-主办; 지적(知的)理智的; 질색(窒塞)-厌恶; 짐작(斟酌)-猜测; 총각(總角)-小伙子; 편안(便安하
다)-舒适; 홍보(弘報)-宣传; 흥미(興味롭다)-有趣; 희미(稀微하다)-模糊

(4) <한국어 4>(67개)
거역(拒逆)-違抗; 건강관리(健康管理)-注意身體; 검정(檢定)-甄别; 결제(決
濟)-結算; 식장(式場)-禮堂; 경기(景氣)-行情; 공연(空然히)-平白无故; 관청(官
廳)-國家機關;

극(極하다/히)-非常;

기사(技士)-司機;

능(能하다)-精通;

단

(但)-仅仅; 단지(團地)-園區; 단층(單層)-平房; 등록(登錄)-报名; 민망(憫惘)难为情; 박수(拍手)-鼓掌; 배려(配慮)-关怀; 별도(別途)-另外; 비난(非難)-职责;
비몽사몽(非夢似夢)-迷迷糊糊; 소중(所重)-珍惜; 소통(疏通)-交流; 시부모(媤父
母)-公公婆婆; 시주(施主)-供奉; 시합(試合)-比赛; 식장(式場)-禮堂; 안내인(案
內人)-导游; 애착(愛着)-依恋; 어차피(於此彼)-无论怎样; 연착(延着)-晚点; 예
사(例事)-平常; 외삼촌(外三寸)-舅舅; 응원단(應援團)-拉拉队; 이치(理致)-道理;
인명피해(人命被害)-伤亡事故; 인부(人夫)-劳工; 임신(姙娠)-怀孕; 자상(仔詳)仔细; 자음(子音)-辅音; 자책감(自責感)-内疚心; 장담(壯談)-夸口/担保/保证; 장
롱(欌籠)-衣柜; 주례(主禮)-证婚人; 주문(注文)-订购; 주주(株主)-股东; 지극(至
極)-非常;

지참(持參)-携帶;

지참금(持參金)-随身带的钱/嫁妆钱;

지향점(指向

點)-意圖; 창피(猖披)-丢脸; 체념(諦念)-死心; 총(銃)-枪; 취급(取扱)-对待; 친
구(親舊)-朋友; 친정(親庭)-娘家; 파(罷하다)-结束; 편안(便安하다)-舒服; 편(便
히)-舒适; 폐백(幣帛)-聘礼; 표(標)-迹象; 표지(表紙)-书面/封皮; 행방(行方)去向; 허례허식(虛禮虛飾)-繁文缛节; 휴강(休講)-停课; 회(膾)-生鱼片; 환생(還
生)-起死回生
- 265 -

5) 동형부분이의어(34개)

(1) <한국어 1>(2개)
상(傷하다)-傷/腐爛; 취(醉하다)-醉/陶醉

(2) <한국어 2>(12개)
경기(景氣)-景氣/行情; 경우(境遇)-情況/境遇; 고민(苦悶)-苦悶; 공식적(公式
的)-公式的;

곡(哭하다)-大聲哭/嚎;

位)-單位/單位(職場);

과제(課題)-課題/作業/問題/義務;

단위(單

복장(服裝)-服装/装束/衣着; 무리(無理)-無理/勉强/過分;

인사(人事)-人事/問安; 표기(標記)-標記/标识/記錄/記載; 활발(活潑하다)-活潑/活
躍

(3) <한국어 3>(7개)
윤택(潤澤하다)-潤澤/滋潤/富裕; 심각(深刻하다)-深刻/嚴重; 인간(人間)-人/人
类/人间; 조화(調和)-調和/協調; 친근(親近하다)-親密; 평온(平穩)-平稳/平静/安
静/宁静; 황홀(恍惚하다)-恍惚/出神/绚烂

(4) <한국어 4>(13개)
개정(改正하다/되다)-改正/修改/修訂; 검찰(檢察)-檢察/檢察機關; 검토(檢討)檢討/審閱; 경사(傾斜)-傾斜/斜坡; 공양(供養)-供养/供养米; 담담(淡淡하다)-清澈
/清淡/平静/平心静气; 막막(寞寞)-渺茫/孤寂/沉闷; 문자-文字/短信; 발표(發表)-发
表/公布; 인사(人事)-人事/问候; 자각(自覺)-自觉/觉悟; 장려(獎勵)-奖励/鼓励/提
倡; 풍상(風霜)-風霜/困苦

6) 동형완전이의어(27개)

(1) <한국어 1>(2개)
강의(講義하다)-讲课/上课/讲授; 사업(事業)-事業(經營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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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2>(8개)
경지(境地)-境界; 경황(景況)-情神上的餘暇; 농활(農活)-支援农村的志愿者活
动; 문물(文物)-和文化有关的事物; 비리(非理)-不合乎道理的事情; 비상(非常)-非
凡; 애인(愛人)-戀人; 차례(茶禮)-祭祀/祭禮

(3) <한국어 3>(3개)
은근(慇懃하다)-淡雅/素雅/深沉; 조작(操作하다)-炮制/伪造/制作; 분수(分數)分寸/身份/限度

(4) <한국어 4>(14개)
결국(結局)-結果; 방심(放心)-粗心大意; 외면(外面)-表面/转脸掉头/回避不理睬;
이왕(已往)-既然/反正; 점심(點心)-中午/午饭; 철근(鐵筋)-钢筋; 철봉(鐵棒)-单
杠; 편의(便宜)-便利; 토대(土臺)-基礎; 사정(私情)-求情/说情/恳求; 상대(相
對)-面对/理会/交往; 원활(圓滑)-顺畅/顺利; 작업(作業)-工作/作业; 풍물(風物)风景/风物/农乐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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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Teaching of Sino-Korean Words for
the Lexicon Competence Enhancement of Chinese Learners
Jin Bao Qiang
This dissertation is a pedagogical study on Sino-Korean vocabulary, based
on the theory of four dimensions of L2 lexicon competence. It begins with the
dynamic epistemic interaction among vocabulary knowledges of mental lexicon,
and studies Chinese students’ acquisition difficulty level of Sino-Korean word
Hangul morphology, pronunciation and Hanja morphology in the semantic
access

processing

knowledge,

form

of

L2

Sino-Korean

knowledge(pronunciation

Words;
and

L2

and

morpheme)

L1
and

vocabulary
semantic

knowledge which in bilingual mental lexicon interactions, and impa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Sino-Korean word semantic relatedness; the form and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the Sino-Korean word and other word in L2
mental lexicon organization; the acquisition difficulty level of 6 types of
Sino-Korean words in mental lexico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and
investigates the causes of error types in the productive Sino-Korean words
which were searched from the Chinese learners’ corpus. Based on the results,
this dissertation designs Sino-Korean words teaching objectives, contents and
teaching models for Chinese learners, and tests the effect of the teaching
model lessons.
Chapter 2 collates and argues the paper’s theoretical basis. It abandons the
past research model of

studying vocabulary

knowledge fragments, and

combines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words with L1 lexical
features. The main content is Sino-Korean words' six major types. Chapter 2
tries to combine the learner's cognitive acquisition results on the Sino-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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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vocabulary knowledge relationship, offers the lexicon competence’s four
dimensions which include meaning access to the L2 mental lexicon, bilingual
mental lexicon knowledge interaction and influence, L2 mental lexicon
organization and L2 mental lexico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as the
theoretical basis; investigates the acquisition effects of the tests for L2
Chinese learners of Sino-Korean words, and seeks to analyze and summarize
the main problems from the acquisition results and apply it into the
Sino-Korean words’ education model designing.
Chapter 3 investigates the acquisition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words
by Chinese learners with four dimensions of L2 lexicon competence.
In Chapter 3, Section 1, based on the L2 mental lexicon semantic access
model,

the

dissertation

designed a

recognition

test

for

six

types

of

Sino-Korean word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earners’ acquisition effect of
Chinese words, the phrases ‘Know the form, know the meaning’ and ‘Know
the pronunciation, know the meaning’ were employed as a pedagogical method.
This

dissertation

designed

a

word

recognition

test

using

the

same

Sino-Korean words object of hangul form, hangul pronunciation and Hanja
form. The test for early-intermediate learners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It is easy to acquire Sino-Korean words’ Hanja form, more difficult to learn
the Hangul form, while Hangul pronunciation is the hardest to learn during
Sino-Korean words form acquis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Chinese
learners get used to ignoring the learning of Sino-Korean words sound and
tend to acquire word meaning by Hangul form. The lessons of Chinese
learners’ Sino-Korean words form recognition is: L2 Sino-Korean words
learning should be focused on learning the Sino-Korean words’ pronunciation,
and contrasting the Korean Hangul sound to the Chinese Hanja sound, guiding
Chinese students through the Sino-Korean words’ Hangul sound or form to
learn Chinese Hanja morpheme.
In Section 2 of Chapter 3 is the research on 'vocabulary knowledge through
conscious acquisition of Sino-Korean Words based on bilingual mental lex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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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According to the contrast between Sino-Korean words and
Chinese words’ pronunciation, morpheme and semantics, this dissertation
dividing the Korean-Chinese Hanja’s pronunciation corresponding forms into
‘Korean

homophones-Chinese

homophones’

type

and

‘Korean

homophones-Chinese heterophones’ type, dividing Korean-Chinese Hanja’s
morpheme

corresponding

forms

into

‘Korean

homomorpheme-Chinese

homomorpheme’ type and ‘Korean homomorpheme-Chinese heteromorpheme’
type,

dividing

Korean-Chinese

Hanja

words’

semantic

relationship

into

‘Korean-Chinese Homonymy’ type, ‘Korean-Chinese partial homonyms’ type
and ‘Korean-Chinese complete homonyms’ type, and according to the above
Korean-Chinese
pronunciation

Hanja

words’

consciousness

types,
test,

designs

a

a

Sino-Korean

Sino-Korean

Words

Words

morpheme

consciousness test and Sino-Korean words semantic relatedness test.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test results, the

dissertation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n the Sino-Korean words pronunciation
acquisition,

the

Chinese

learners

learned

‘Korean

homophones-Chinese

homophones’ better than ‘Korean homophones-Chinese heteromorphemes’; 2)
In the Sino-Korean word morpheme acquisition, the Chinese learners learned
‘Korean

homomorpheme-Chinese

homomorpheme’

better

than

‘Korean

homomorph-Chinese heteromorphemes’; 3) In Sino-Korean words semantic
relevancy test, The Chinese learners on judgments of Semantic relatedness
was not good. This means it is difficult to learn the ‘Korean-Chinese partial
homonym’ type words.
In the study of 'Sino-Korean words’ semantic relationship acquisition based
on L2 mental lexicon organization' in section 3 of the third chapter, This
dissertation designed a word association test targeting Chinese learners and
native language learners. In Sino-Korean words association test, Chinese
learners produce less collocation semantic relation-words and paradigmatic
relation-words than the native speak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learning
Sino-Korean words and other words' semantic relations, the collocation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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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treated as an important part of Sino-Korean words’ semantic
teaching.
In the study of 'Based on L2 lexicon reception and production for
Sino-Korean word acquisition' in chapter 3 section 4, this dissertation takes
six types of Sino-Korean words as investigation content, and designed a
series of tests for the same Sino-Korean word on reception and production
tests based on L2 lexicon reception and production,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e most difficult type in the receptive and productive
Hanja words were the ‘Korean-Chinese near-shaped synonyms’ words and
‘Korean-Chinese homonyms’. This shows that the form and semantic element
of Sino-Korean words learning is different in Sino-Korean words reception
and production, and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is tendency in
higher-level’s Sino-Korean words teachings.
Chapter 4 designed teaching target, content and teaching model based on
four dimensions of L2 lexicon competence and the Sino-Korean words
acquisition results. For combining the elements of the Sino-Korean words
reception and production characteristics and the influence elements of L1
Lexicon

knowledge,

this

dissertation

designed

a

‘Comprehensible

input’

teaching model for Sino-Korean words’ reception and a ‘Comprehensible
output’ teaching model for Sino-Korean words’ production for Chinese
learners.

In

the

‘Comprehensible

input’

teaching

model

‘form-focused’

semantic reception teaching are designed on the form(pronunciation &
morpheme) and semantic similarity analysis between Korean-Chinese Hanja
words’

use.

Through

a

comparison

study

on

high

frequency

and

commonly-used Hanja characters’ pronunciation as a learning foundation,
allowing learners to predict Sino-Korean words morphemes and character
forms by contrasting Korean-Chinese Hanja’s pronunciation before learning a
Sino-Korean word, and also identifi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meanings of Sino-Korean words and Chinese words through teaching
Chinese morphemes. On the other hand ‘semantic-focused’ form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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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is based on Sino-Korean words’ mental lexicon organizations in
semantic relations, focusing on combining context to Sino-Korean words
collocation teaching. Using corpus-driven teaching approach in the collocation
of Sino-Korean words with exploratory way to research Sino-Korean words
collocation and corresponding Chinese words collocation relations, make
learners realize Sino-Korean words collocation reflects the tendency of the
semant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emantic relations, and accelerates
Sino-Korean words’ production of vocabulary learning effectively. At the same
time for shifting learning emphasis from reception to the production of
Sino-Korean words, and correcting the trend of quality and quantity shortage
of Sino-Korean production words, this dissertation designed Sino-Korean
words meaning contrast and Korean-Chinese, Chinese-Korean translation
teaching

approaches

which

focuses

on

the

Sino-Korean

words’

form

production.
Chapter 5 is the conclusion. It summarizes the overall conclusion in this
paper and points out the shortage of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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