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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 편찬을 위한 사전학적 연구

미에 미에 머

  이글의 목적은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 편찬을 위하여 단어 형성론적인 관
점에서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서론에서는 단어형성론적 관점에서 형용사를 단순어와 복합어로 분류하고 다시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었다. 그리고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해당
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거시구조 논의는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로 나누어 전개하고
미시구조 논의는 표제항과 풀이항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표제항에는 표제어의 표
시, 원어, 발음 표기, 품사, 전문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풀이항에는 뜻풀이, 용
례와 부표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2장에서는 표제어 선정을 다루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형용사로서  
21세기 세종 계획(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구축된 550만 어절 규모)의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 빈도 2 이상이 되는 형용사들을 표제어로 삼았다. 단순어  225개, 
합성어 110개, 파생어 2621개, 총 2956 개의 형용사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동음
이의어는 하나로만 계산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의 표제어 
개수는 3400개가 넘는다. 표제어의 배열은 일반적인 사전들처럼 자모음 순으로 하
였다.
  3장에서는 표제항을 다루었다. 표제어의 표시에서는 복합어의 중간에 붙임표 ‘-’
를 사용한다. 붙임표의 사용이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표제어의 단어구조뿐만 아니라  
의미 파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음이의어의 경우 어깨번호로 표시하
고 발음 표기는 미얀마문자로 제시하며 품사는 한국어의 품사대로 제시한다.
  4장에서는 바탕 사전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 편찬 
기술을 제시한다. 뜻풀이에 있어서 한국어 사전에 나타나는 뜻풀이대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대역 영역에서 표제어의 의미 영역의 외연뿐만 아니라 내용적 세부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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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의 뜻풀이는 7
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용례 기술에서는 용례의 요건으로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를 도와 줄 수 있
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말뭉치에서 나온 용례를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할 것,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와 문형은 간단하면서 실용형태를 반영할 
것, 그리고 음운적 관련이 있는 표제어에서는 표제어 간의 느낌의 차이를 찾을 수 
있을 것 등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부표제어로 연어, 관용구와 속담에 대하여 사전 편찬 기술을 제시하였
다. 하나의 표제어에 많은 개수의 부표제어가 존재할 때 모든 부표제어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연어의 3가지 구성 중에
서 특정한 구성을 가지는 연어는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문장이나 형용사구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에 흔한 구성의 연어는 구성요소간 자유결합과 비자유
결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시할 표제어를 선정한다고 제안하였다.
  6장에서는 사전 사용자를 적극적인 학습자로 유도하기 위하여 언어의 산출적 정
보를 참고상자에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상자의 내용은 8개의 항목으로 나
누어서 언어의 산출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
다. 
  7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한국어-미얀마어 사전, 형용사, 거시구조, 미시구조, 표제어, 표제항, 풀이
항, 뜻풀이, 의미 센스, 용례, 부표제어, 관련어휘, 음운적 관련어, 

학번- 2014-3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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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과 범위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은 필자가 앞으로 편찬을 
계획하고 있는 사전이다. 본고의 목적은 형용사 사전의 편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다.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의 예상 독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얀마인 한국
어 학습자이다.1) 대부분의 이중 언어 사전은 대역어 사전으로 볼 수 있는 수동적인 
성격의 사전인데, ≪한-미 형용사 사전≫ 역시 1차적으로는 수동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한국어 산출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최대한 유용하도
록 ≪한-미 형용사 사전≫의 사전 기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즉 ≪한-미 형용사 
사전≫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사전이지만, 부분적으로 능동적인 학습 사전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2)
  이중 언어 사전(二重言語辭典)이라는 것은 기점어와 목표어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기점어는 한국어이고 목표어는 미얀마어
이다. 일반적으로 이중 언어 사전은 기점어의 표제어를 목표어로 제시할 때 대역의 
방식을 취하여, 기점어에 등재되는 표제어를 그대로 제시하고 뜻풀이, 용례 등을 번
역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1)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사전은 미래에 편찬될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이하 ≪한-
미 형용사 사전≫으로 약칭)이고, 이미 2008년에 편찬된 ≪한국어-미얀마어 사전≫은 이하 
‘≪한-미 사전(2008)≫’으로 약칭한다.

   한국에서 ‘미얀마’를 칭하는 전통적인 한자어는 ‘緬甸(면전)’이다. 따라서 ‘한-미’가 아니라 
‘한-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인에게 이러한 사정은 생소한 것
이겠고, 미얀마인에게는 더욱 생소한 것이 될 것이다. 한편 ‘한-미’가 ‘한국어-미국어’로 오
해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한국어-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미국어’라
고 말할 상황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와 ‘한-면’의 장단점을 
저울질하여 결국 ‘한-미’를 택하기로 하였다.

2) 수동적 사전이라는 것은 기점어인 표제어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능동
적 사전이라는 것은 기점어로 표현·산출하는 것을 돕는 기능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Sterkenburg 20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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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목표어의 언어학적 특징과 관련된다. 한
국어와 미얀마어의 형태론은 단어 내 성분의 어순이나 단어 구조 등에서 다른 언어
에 비해 유사한 점이 많은 편이다. 가령 한국어의 ‘검푸르다’가 ‘검다’와 ‘푸르다’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것처럼, 미얀마어에서도 ‘검다’의 대응어휘와 ‘푸르다’의 
대응어휘를 바로 결합시켜 ‘검푸르다’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를 형성한다. 또 한국어
의 접두사 ‘새-’가 ‘파랗다’와 결합하여 ‘새파랗다’가 되는 것처럼, 미얀마어에도 ‘새
-’의 대응어와 ‘푸르다’의 대응어가 한 단어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가 존재한
다.3)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가 ‘검푸르다’를 배울 때에는 그것
이 ‘검다’와 ‘푸르다’로 이루어진 합성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효과적이고, ‘새파랗
다’를 배울 때에는 그것이 ‘새-’와 ‘파랗다’로 이루어진 복합어라는 점을 아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사전이 학습자에게 유용한 한국어 단어형성론적 지식을 제공한다면, 
이는 한국어 어휘를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이점이 될 것이다.
  이중 언어 사전이라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가 해당 언어를 학습할 때 꼭 필요한 
참고서이다. 또한 사전은 가급적 학습자에게 많은 언어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결국 이중 언어 사전 편찬에 있어서 각 표제어의 단어형성론적 특성, 표제
어들 간의 어휘론적 관련성에 유의하여, 학습자의 언어 학습이 더 쉽게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 사전편찬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어 구조에 있어서 유사성
을 보이는 ‘한국어-미얀마어 사전’의 경우, 단어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형태론적·
어휘론적 관점을 중시한 사전 기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사전은, 여러 가지 단어를 비롯하여 문법적 기능을 가진 어미나 조사 등도  
모두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중에서 형용사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등재된 주요 품사로는 명사, 동사, 형용
사와 부사를 들 수 있다. 명사의 경우 어휘 항목의 수도 너무 많고 형태적으로도 내
부구조가 복잡한 단어가 많아서 사전 편찬법을 기술할 때 깊이 있는 연구가 많이 

3) 단, 한국어의 ‘새-’는 접두사이지만, 그 대응 미얀마어 ‘yin.’은 동사이다. 따라서 한국어 ‘새
파랗다’는 파생어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미얀마어 ‘a pya yin. thi’는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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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는 형용사보다 문법이 훨씬 복잡하며 형용사보다 어휘 
항목의 수가 많아서 사전 편찬법을 기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4). 또한 부
사의 경우 단독적인 부사보다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파생부사의 수가 많다. 그러므로 
이중 언어 사전의 편찬을 위한 연구를 품사별로 계획할 때 그 첫 번째는 품사로서 
명사나 동사보다 형용사를 택하는 것이 항목의 수, 내용의 복잡성에서 출발적인 시
론(試論)을 전개하기에 알맞으며, 그 두 번째로 부사보다 형용사를 택하는 것이 선
후 관계의 고려에서 논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동사는 형용사보다 문법이 더 복잡하다고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동사에는 
없는 형용사만의 특징이 있기도 하므로 형용사는 사전 편찬 기술에서 다음의 특징
과 관련하여 유의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용법상의 특징이다. 

  (1)5) ㄱ. {나는/너는/철수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다.
 ㄴ. {나는/*너는/*철수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다.

  (2)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머나먼 나라에서 두 사람은 만난 것입니다.
  (3)  ㄱ. 9월 12일 금요일 맑음 (‘맑음’은 명사형. 일기에서)

 ㄴ. *오늘 날씨의 맑음을 즐겨라. (‘맑음’은 파생명사가 못 됨)
  (4)  ㄱ. 내가 오늘 이렇게 기쁨은 네 덕이다. (‘기쁨’은 명사형)

 ㄴ. 그의 눈에는 늘 잔잔한 기쁨이 있었다. (‘기쁨’은 파생명사)
    
  형용사 중에는 (1ㄴ)과 같이 인칭 제약이 있는 것들이 많다. 동사의 경우에는 예 
(1ㄱ)처럼 그러한 인칭 제약을 볼 수 없으나 형용사의 경우, 전지적 시점(全知的 視
點)의 소설 지문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인칭 제약을 가지기도 한다. 또 
(2)의 ‘머나먼’처럼 서술어 기능보다는 관형어 기능만 할 수 있는 형용사들도 있고,  
(3,4)의 경우처럼 파생명사의 유무도 형용사마다 차이가 있다. (3)의 ‘맑음’의 경우 
명사형은 있으나 파생명사는 없지만, ‘기쁨’의 경우 (4ㄱ)에서 보이듯이 명사형도 

4) 표제어 수가 ≪표준 사전≫보다 적은 ≪고려 사전≫만 해도 표제어의 비율은 명사가 
65.47%, 동사가 14.2% 정도 된다(도원영 2010:7). 

5) 유현경(1998: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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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4ㄴ,ㄷ)에서 보이듯이 파생명사도 존재한다. 
  두 번째는 단어 구조상의 특징이다. 한국어 형용사가 구성 방식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의미 산출 방식도 다양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5) ㄱ. 기쁘다 (단순 구성)
ㄴ. 필요하다 (어기+어휘적 의미가 없는 ‘-하다’)
ㄷ. 자유롭다 (어기+어휘적 의미가 있는 ‘-롭다’)
ㄹ. 부자연하다 (어기가 복합적인 경우: ‘不-’+‘自然’)
ㅁ. 곱디곱다 (기어 반복의 한 유형)

   위 (5)에는 다양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5ㄱ)의 ‘기쁘다’는 단순어이고, (5ㄴ,
ㄷ)의 형용사들은 ‘-하-’, ‘-롭-’을 가진 파생어이다. (5ㄹ)은 ‘자연’이 ‘부/불-(不
-)’와 결합된 후에 ‘-하-’에 의해 파생된 파생어이고, (5ㅁ)은 동일한 형용사가 특
수하게 반복된 합성어이다. 이처럼 다양한 단어 구조에 대한 정보 또한 자세히 제공
하는 것이 사전 이용자의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검토한 사
전들에서의 표제어 제시 방법을 보면,6) 단어의 구조를 표제어에 직접 표시하는 것
은 ≪표준국어대사전≫뿐이고, 다른 이중 언어 사전에서는 단어 구조에 대한 정보 
제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7)
  외국어를 습득하는 미얀마인 학습자 역시 단어를 익힐 때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직관을 가지고 있어서, 표제어 제시에 1차적인 직접구성성분 분석을 보여
주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방식이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자세히 보여주는 사전 
편찬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6) 1.3에서 소개할 것이다. 
7)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표제어에 표시하여 제시하지 않고, 표제어에 후행하여 

큰 괄호 속에 실질형태소인지, 접사인지 등에 대하여 표시하고 있지만, 미얀마인 학습자의 
단어형성에 대한 직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방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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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필요성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가 세계화되어 감에 따라, 미얀마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
는 학습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자·모음의 글자와 발음을 학습
한 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어휘이다. 교육 현장에서 어휘 학습에 참고로 사용되
는 대표적인 서적은 사전이다. 대부분 초급 혹은 중급 수준인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
자에게는 ‘한국어-한국어 사전’보다는 풀이 부분이 미얀마어로 된 ‘한국어-미얀마
어 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다. 
  본 사전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외국어로 된 글의 이해를 돕는 사전, 특히 외국어인 한국어를 미얀마어로 번역하기 
위해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유
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해당 외국어의 산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전자는 사전의 수동적 성격, 후자는 사전의 능동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수동적 사전과 능동적 사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한-미 사전(2008)≫은 단어 이해에 중심을 둔 수동적 성격의 사전이기 때문에, 
산출적 사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등재되어 있는 형용사의 개수
도 그리 많지 않다. 
  미얀마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학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3년 미얀마의 
유일한 외국어 교육기관인 ‘양곤 외국어 기관(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 
IFL)’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디플로마[diploma, 수사(修士)] 과정만 
있다가 1996년에 외국어 기관을 양곤외국어대학교(Yango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로 승격시키면서, 2000년에서야 한국어학과 학부 과정이 설립되었다. 뿐
만 아니라 대학교로 승격된 이후, 인력자원개발센터도 설립되면서 야간 수업 또한 
개설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학습자가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서적은 ‘한국어-영어 사전’ 뿐이었다. 학습자의 경우, 영어를 중간언어로 
하여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문법은 물론이고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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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곤 했다. 즉 영어의 개입으로 어휘가 오용되거나 왜곡된 용법을 습득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리고 현지인 교육자는 어휘의 의미에만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
라 용법도 어느 정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럴 만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불
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사전(2008)≫을 저술하였지만,8) 이 사전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동적 사전으로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한국어 산
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 사전은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형용사의 개수도 607개에 불과하고 형용사와 관련된 단어의 형성, 
사용 문맥, 관련어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 (6)과 같다.

  (6) ㄱ. 많다 : /발음/ 뜻풀이. ¶용례.9)
ㄴ. 부족하다 : /발음/ 뜻풀이. ¶용례.10)

  ≪한-미 사전(2008)≫에서는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형용사 ‘많다’, ‘부족하다’
에 대한 뜻풀이, 용례 외의 정보는 다루지 않고 있다. 즉 연어나 합성어, 파생어 등
의 부표제어에 대한 풀이가 없는 것이다. ‘많다’의 경우에는 파생 부사 ‘많이’를, ‘부
족하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6)에 제시한 정보는 한국어 표제어를 번역하는 것이 그 중심 작업이며,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
에서 학습자는 표제어의 의미 이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이 아니라,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데에 요구되는 여러 정보가 제시된 사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
에 능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전의 편찬이 요구되고 있다.

8) ≪한-미 형용사 사전(2008)≫은 미얀마의 대도시인 양곤에 있는 ‘셋꾸초초(Seit Ku Cho 
Cho)’ 출판사에서 2008년에 출판했다. 

9) 많다: /man ta/ (수) mya: thi/mya: pya: thi . ¶ 금년 여름에는 비가 많았다 - di hnit 
nweo hma mo: mya: thi . 그 방에는 벌레가 많아요 - di a kan: ga. po: hmwa: dwei 
mya: dae .

10) 부족하다(不足-): /bu jok ka da/ yeo. nae: thi/ lo at chat shi. thi/ cho. tte. thi . 
¶ 자금 부족 때문에 – yan bon ngwae nae: theo ky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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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일반적으로 사전을 편찬할 때, 표제어와 관련된 언어적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포
함시키되, 사전 사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구조적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사전의 구조에 대한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전의 구조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거시구조
와 미시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거시구조는 표제어 목록에 포함된 단어들 사
이의 관계와 순서를 의미한다. 사전의 거시구조에 따라 표제어의 배열은 서로 다르
게 나타나는데,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전통적인 방법, 또는 여러 가지 의미 단위 및 
그 그룹들의 기술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방법 등이 있다. 전자는 알파벳 사전이라고 
하고 후자는 의미 사전이라고 한다. 
  의미 사전의 경우에는 모든 형용사를 의미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단어의 의미나 
주제에 따라 배열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전 사용자가 찾으려는 단어의 의
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나 자세한 어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가 사전을 참고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
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단위의 체계적인 배열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이 찾으려는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더 편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전 
사용자의 편의상 자모순으로 표제어를 배열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표제어를 선정하는 것은 사전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단일 언
어 사전은 주로 기존 사전의 표제어 목록, 말뭉치 빈도를 기반으로 하여 표제어를 
선정한다. 한편 이중 언어 사전의 경우에는 바탕으로 하는 사전에 등재된 것을 발췌
하여 제시한다. 또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표제어를 선정하기도 한다. 
  ≪한-미 형용사 사전≫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고 표제어로 형
용사만 다루기 때문에, 바탕 사전인 단일 언어로 된 한국어사전(자국인용), 학습사
전(외국인용), 한국어 형용사 사전(자국인용)을 비교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이를 표제어로 선정하고자 한다. 바탕 사전으로는 박준하·김병선의 ≪한국어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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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1991)≫, ≪표준국어대사전(2002)≫, ≪연세한국어사전(2008)≫, ≪고려대국
어대사전(2009)≫,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학습사전(2006)≫이라는 5개의 한국어
-한국어 사전을 선정하였다.11) ≪표준 사전≫과 ≪고려 사전≫은 최근에 출판된 
대사전이고, ≪연세 사전≫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꼭 참고할 만한 사전으로 볼 
수 있다. ≪학습 사전≫은 외국인을 위한 학습 사전이기 때문에, 또한 바탕 사전으
로 선정하였다. 본고는 ≪한-미 형용사 사전≫이기 때문에, ≪형용사 사전≫ 또한 
바탕 사전으로 이용하였다.  
  ≪한-미 형용사 사전≫의 표제어는, 최근에 출판되고 등재된 표제어 수가 많은 
≪표준 사전≫의 형용사를 1차 선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 박진호(2005)를 참조
하여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의 빈도 수가 2회 이상인 경우의 단어만을 표제
어 형용사 목록에 포함시켰다.12) 
  이들 형용사의 단어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단어의 내부 구조 유형을 정리한 
결과, 형용사를 그 내부 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단순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분류하
였다. 각 부류에는 단어 간에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
고, 각 부류에 매우 특징적인 형용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는 이들을 사전 
편찬 기술에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형용사 표제어
를 분류하면, 아래 <도식 1>과 같다.  

 단순어
형용사 합성어

복합어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파생어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음운적 내적 파생어
<도식 1> 내부 구조에 따른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 분류

11)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5개의 한국어-한국어 사전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약칭하고자 한
다. ; ≪형용사 사전≫, ≪표준 사전≫, ≪연세 사전≫, ≪고려 사전≫, ≪학습 사전≫. 

12) 박진호(2005)에서는 고빈도 1위부터 100위까지의 형용사만 제시되어 있지만, 모든 빈도자
료는 유인물로 되어 있다. 빈도 2회 이상의 형용사 목록은 본고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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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어는 실질형태소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어휘이며, ‘기쁘-다’와 같은 형용사를 
말한다.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파생어는 다시 접두사
에 의한 파생어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있다. 가령 ‘드-넓다’와 같은 단어는 접
두사에 의한 파생어이고, ‘자랑-스럽다’와 같은 단어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이다. 
  한편 단어 구조의 측면이 아니라, 형용사 간의 음운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형용사
도 발견된다. 가령 ‘까맣다’와 ‘꺼멓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형용사는 
(음운적) 내적 파생어로 볼 수 있지만,13) 이들 중 기본 형용사가 어느 것인지 구별
하기 어렵다는 점, 이들 형용사 단어 쌍에 속하는 단어 중 빈도가 없어서 공백이 생
길 수 있다는 점,14) 단어 구조에 기반해 분류된 단순어, 복합어와 달리, 이들은 단
어의 내부에서 음운적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따
로 항목을 두어 논의하지 않고 표제어와 관련된 단어로만 처리하고자 한다. 
  <도식 1>은 ≪한-미 형용사 사전≫에 대한 기술을 제안하기 위하여 형용사의 
단어 구조를 형태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단어의 형태 구조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한-미 형용사 사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적인 접근을 취
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어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도, 단어 형성 규칙
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함으로써 어휘력 증진과 언어 활용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
을 주기 위함이다.15) 
  이상 표제어 선정·배열과 같은 거시구조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다음으로 
≪한-미 형용사 사전≫의 미시구조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의 
미시구조는 표제부와 설명부로 나누는데, 표제부에는 표제어, 원어, 발음, 전문분야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설명부에는 뜻풀이, 용례, 관련어와 참고어가 포함되어 있다
(조남신 2015:46). 
  본고는 이에 따라 표제부와 설명부로 미시구조를 구성하고, 표제부와 설명부로 나
눌 때 한국어의 표제어 중에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
13) 송철의(1992:16) 참고.
14) 음운론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는 단어는 항상 둘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 쌍’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가령, ‘빨갛다-뻘겋다’, ‘까맣다-꺼멓다’, ‘구불구불하다-꾸불꾸불하다’등. 
15) 백문식(2012)의 ‘일러두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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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에 전문 분야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설명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
는 연어, 관용구와 속담 등의 부표제어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형용
사 사전≫의 미시구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미 형용사 사전≫의 미시구조와 그 내용 
미시 구조 하위 부류 상세 정보

표제부
(표제항)

표제어 표제어의 표시
어깨번호 동음이의어 구별

원어 외래어
발음 미얀마어로 표시
품사 문법 범주 제시

전문분야 전문어의 경우

설명부
(풀이항)

뜻풀이 표제어의 의미(미얀마어 대응어휘)
용례 구 단위/문장 단위

부표제어 1)연어, 2)관용구, 3)속담
관련어 1)비슷한 말, 2)반대말, 3)음운적 관계어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고는 ≪한-미 형용사 사전≫ 편찬 기술에 대한 
논의에서 표제부는 ‘표제항’으로, 설명부는 ‘풀이항’으로 칭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
다.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과정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5개의 ‘한국어-한국어 사전’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들은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형용사 사전≫이다. 그렇지만 ≪형용사 
사전≫은 표제어의 뜻풀이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전보다 나머지 4개의 
사전을 중점적으로 본고의 논의에 반영할 것이다. 그 4개의 사전을 ‘바탕 사전’
이라고 칭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2) <도식 1>에 의한 형용사 부류에 대하여 논의할 때는, 편의를 위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어휘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가령 단순어 중에 빈도가 제
일 높은 어휘로 ‘있다’가 나타나지만, 이보다 ‘기쁘다’가 논의 사항이 많다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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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3) 뜻풀이는 미얀마어 대응 어휘의 의미 센스에 따라 뜻풀이 항목을 나누어서 논의

한다.
4) 형용사 목록은 ‘21세기 세종계획’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간 구축한 

550만 어절 규모의 형태분석 말뭉치에 기반하여 선정하였지만, 논의 진행에 필
요한 모든 예문과 빈도 수 등의 정보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에 있는 말뭉
치 프로그램(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을 
참고하여 논의한다. 이 프로그램의 말뭉치는 현대 문어 말뭉치이며, 총 
63,632,472 어절이 포함되어 있다.

5) 국립국어원 말뭉치 검색에서 각 형용사의 어근, 관형사형, 부사형, 명사형 등을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6) 연어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의 ‘연어-상세’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김하
수 외의 ≪한국어 연어사전(2007)≫도 참고하여 논의한다.

7) 모든 논의는 ≪한-미 형용사 사전≫을 만드는 관점에서,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
과 실제 사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비하여 논의하
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8) 참고상자에서 제시하는 ‘잘 쓰이는 형태’라는 항목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에서 검색한 결과 중 표제어가 특정한 활용형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형
용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머나멀다’가 ‘머나먼’으로만 출현하는 것과 같은 경
우를 말한다.

1.4. 선행 연구

  본고는 사전 편찬에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을 중심으
로 기존 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전은 크게 단일 언어 사전과 이중 언어 사전
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언어 사전은 기점어와 목표어가 하나의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중 언어 사전은 기점어와 목표어가 서로 다른 두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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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의 연구는 이중 언어 사전 편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일 언어 
사전 즉 ‘한국어-한국어 사전’ 편찬과 관련된 기존 연구보다는 이중 언어 사전 편찬
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중 언어 사전 편찬에 대한 주된 논의로는 박종한(1999), 이점출(1999), 유승만
(2005), 이상룡(2005), 채완(2008), 김종명(2009), 신자영·원미진(2010), 왕보하·
도원영(2010), 정영국(2010), 조남신(2010), 도원영·범기혜(2012), 장선우(2012), 
채완(2012), 신자영(2014)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
시구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의미적 
측면에서 표제어를 다루는 논의, 풀이항과 관련된 논의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풀이
항과 관련된 논의는 다시 뜻풀이와 용례에 대한 논의, 부표제어로 처리하는 연어와 
관용구와 관련된 논의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 외에 속하는 
논의로는 사전을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논의인 조남신(2010), 동사 결합가 사
전 편찬 기술을 제안하는 이점출(1999)이 있다. 
  의미적 측면에서 표제어를 다루는 논의로는 이상룡(2005), 김종명(2009), 신자영
(2014) 등이 있다. 이상룡(2005)에서는 표제어를 선정할 때 의미적인 도메인을 기
반으로 하며 이것을 통해 사전을 찾는 방법을 다루었다. 또한 미시구조에 해당하는 
참고어를 예시했지만 모든 기술이 의미에만 기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은 의미 
분류 사전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전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분류 사전으로 편찬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
  김종명(2009)는 프랑스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형태 대응을 Dixon(1977)의 
이론에 입각하여 유형화하는 연구이다. 형용사를 의미 기반으로 유형화할 때 한국어
의 형용사 중에서 단일 형용사와 <단일형태소 X+‘하다’>로 구성된 형용사만을 다
루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 형용사를 총 7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16) ≪한-미 형
용사 사전≫에서는 형용사의 뜻풀이와 관련한 사전 처리에 참조하고자 한다.
  또한 신자영(2014)에서는 스페인어 단일 언어 사전을 규범사전, 모국어 화자를 

16) 7가지 유형은 ‘Age, Dimension, Value, Color, Physical Property, Human Properties, 
Speed’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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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학습사전, 외국인을 위한 학습 사전 등 세 가지의 사전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단일 언어 사전의 거시구조보다는 미시구조에 해당하는 뜻풀이와 
용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나아가 이중 언어 사전에 대한 뜻풀
이와 용례 기술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의미론적 이론을 바탕으
로 한 의의가 있는 논저로 볼 수 있다. 
  풀이항 중 뜻풀이와 용례에 대한 논의로는 박종한(1999), 채완(2008), 신자영·원
미진(2010), 왕보하·도원영(2010), 정영국(2010), 장선우(2012) 등이 있다. 
  박종한(1999)에서는 ‘중국어-한국어 사전’에서 뜻풀이와 용례를 제시할 때 오류
가 생긴 것은 양국 언어 간 언어학적 이해 부족에 기반한다고 보고 있다. 뜻풀이의 
오류에는 한국어로 뜻풀이가 잘못된 것, 불완전한 것, 불필요한 뜻풀이가 포함된 것, 
한국어를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용례의 오류에는 표제어의 
축자적 번역에 의한 용례의 잘못, 어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잘못 제
시된 용례, 비문법적 용례의 제시, 직역의 오류, 화법에 맞지 않는 번역 등에 의한 
것을 문제로 보았다. 이 같은 오류는 표제어의 뜻풀이가 번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겼다는 주장은 이중 언어 사전 편찬의 유의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본고의 
사전 편찬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가 되었다.
  채완(2008)에서는 ≪한불뎐≫은 표제어의 뜻풀이 부분을 표제어 범주에 따라 
한자 표기 방식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즉 프랑스어에 대응되는 어휘를 한자
로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왕보하·도원영(2010)은 4개의 ‘중국어-한국어 사전’을 살펴보고 표제어, 특히 관
용어의 뜻풀이와 용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미시구조에 포함되는 발음표시, 
뜻풀이, 문법정보, 화용정보, 용례, 관련정보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어서 본
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 논저로 본다.
  신자영·원미진(2010)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중언어 학습 사전을 만
드는 데에 5개의 외국어로 된 ‘한국어-외국어 사전’의 대역 기술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사전의 기술 정리, 기존의 목표어로 된 단일 언어 사전과의 비교 등의 
논의는 대역의 정확성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중 언어 사전 편찬은 대
역의 방식만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대당어가 없는 경우에는 풀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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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취하였다.
  정영국(2010)에서는 ‘OALD(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에 등재된 
표제어 중에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제시 방식, 의미 구분 제시 방식, 의미 길잡이
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대응어 제시 방식에서는 정확한 단어 의미도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한국말 제시, 외래어에 해당하는 한국말 제시, 단어 뜻의 명쾌한 
구분의 제시, 적절한 대응어가 없을 때에는 추가 설명을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유의어 및 관련어휘에 대한 논의, 대응어의 의미 설명 등으로 의
미적인 측면에서 뜻풀이 기술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장선우(2012)에서는 ‘중국어-한국어 사전’에서 동사의 용례로 제시된 용
법과 명사에 제시된 용법이 같아 품사 정보가 오히려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품사 정보와 관련하여 가장 전형적인 용법을 중심
으로 논의하였다. 논의 방법은 5개의 ‘중국어-한국어 사전’에 제시된 용례를 중심으
로 분석하고, 용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점어와 목표어의 언어학적 특징에 의하여 
품사 정보의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 기술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풀이항 중 부표제어, 즉 연어, 관용어, 유의어 등과 관련된 논의는 유승만(2005), 
정영국(2010), 왕보하·도원영(2010), 도원영·범기혜(2012) 등이 있다.
  유승만(2005)에서는 ‘한국어-러시아어 연어 사전’ 편찬을 위하여 한국어와 러시
아어의 대조연구의 일환으로 연어 목록을 선정하여 한국어 연어 표현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표현의 유형을 제시한다. 한국어 연어의 중요성과 개념을 설명하고 자유표
현, 연어, 관용표현 등으로 설명한다. 또한 한국어의 연어 구조로 문법적 연어와 어
휘적 연어로 제시하고 한국어의 어휘적 연어의 판별 기준도 제시한 바 있다. 그 결
과, 한국어 연어 목록을 설정하여 자유표현, 연어와 관용표현에 대하여 한국어와 대
응하는 러시아어 연어의 대역 방식의 제시와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정영국(2010)에서는 ‘OALD(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에 등재된 
표제어와 관련 부표제어에 대해 유의어 및 관련어휘에 대한 논의, 대응어의 의미 설
명을 제시한 바 있다. 부표제어의 논의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본고의 관련어휘 처리에 참고할 만한 자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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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보하·도원영(2010)은 4개의 ‘중국어-한국어 사전’을 살펴보고 기존의 관용어 
사전에 있는 문제를 분석·검토하여 새로운 사전의 성격과 편찬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표제어로 등재된 관용구의 사전 처리에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도원영·범기혜(2012)에서는 연어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고 중국인을 위한 한국
어 학습 사전에 연어 항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연어의 설정과 제시 방법을 논
의하고 모든 논의는 한국어의 연어를 중국어로 대역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
다. 연어와 관련하여 본고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었지만, 연어 개수가 많은 경우
에 대하여 해결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전을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본 논의로는 조남신(2010)이 있다. 이중 언어 사전
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능동사전과 수동사전으로 나누고, 2개의 독일어-러시아어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항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능동사전과 수동사전의 차이
를 어휘 항목의 발음 악센트 및 문법적 특성에 대한 제시 여부에 의해 구별하였다. 
본고는 이해 중심 사전보다는 언어의 산출적 능력을 키우는 데에 방향을 맞추기 때
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동사 결합가 사전 편찬에 관한 논의로는 이점출(1999)이 있다. 이는 
독일어와 다른 언어의 대조적인 결합가를 분석한 것이다.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용 결합가 사전 4개, 독일어 학습자를 위한 이중 언어 결합가 사전 4개에서 
동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어-한국어 결합가 사전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중 언어 사전 편찬과 관련된 논의를 요약했지만, 이 논저들은 대부분 
기점어의 표제어를 목표어로 단순 번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뜻풀이와 용
례 제시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참고할 수 있었지만, 사전 편찬 과정의 유의 사항
을 깊이 논의하는 경우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한편 이중 언어 사전 편찬에 일반적으로 대역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
적과 논의가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기점어와 목표어의 언어학적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용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수동적인 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
황에 활용할 수 있는 산출적 정보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 부표제어의 사전 처리에 
관한 것, 관련어휘의 사전 처리에 관한 것 등의 정보는 본고에서 참고·보완하고자 
한다. 



- 16 -

1.5. 논의의 구성

  본고의 논의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거시구조에 해당하는 표
제어 선정에 대해 논의한다. <도식 1>에 보인 다양한 구조의 형용사 부류를 논의 
대상으로 삼고 표제어의 배열 방식을 제시한다.
  제3장은 미시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 기술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정된 표
제어에 관하여 각 표제항의 기술 방식을 제안한다. 
  제4장은 본고에서 참고한 사전, 즉 본고의 바탕 사전의 표제어 뜻풀이 제시와 용
례를 살펴보고 ≪한-미 형용사 사전≫의 뜻풀이 방식을 제안한다. 
  제5장은 풀이항에서 제시할 부표제어와 관련어를 설정하고, ≪한-미 형용사 사전
≫을 편찬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기술 방식을 제안한다.
  제6장은 표제어와 관련된 추가 정보 제시 방식을 새로이 제안한다. 특히 사전 사
용자를 적극적인 학습자로 유도할 수 있는 ‘참고상자’를 제안한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와 전망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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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2.1. 바탕 사전의 분석

  사전의 거시구조란, 사전의 어떤 표제어 목록에 포함된 단어들 사이의 관계와 순
서를 의미한다(조남신 2015:35). 한 언어의 사전이라면 모든 형용사를 표제어로 등
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실용적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 빈도
가 높은 형용사를 표제어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령 ‘쇠지다’라는 형용사는17) 
말뭉치 상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말뭉치에서 빈도 2회 이상의 형용사만 ≪한-
미 형용사 사전≫의 표제어로 선정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한-미 형용사 사전≫에 등재하려는 형용사 표제어를 선정하는 방
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표제어 선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편찬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언
어 사전을 편찬할 때에는 기존 사전의 표제어 목록, 말뭉치 빈도를 기반으로 하여 
표제어를 선정한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 편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표제어를 선정하기도 한다. 다음은 바탕 사전에서 참고할 
만한 표제어 선정 방식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연세 사전≫ - 일러두기
     ㄱ. ‘연세 말뭉치’에서는 사용빈도가 14번 이상인 약 5만 개의 단어 및 문법 형태소

를 표제어로 삼았다.
     ㄴ. 흔히 쓰는 비표준어는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 1988.01.19.)과 ‘표

준어 모음2’(1990.09)에 근거하여 빈도 수에 따라 선별·수록하였다.
     ㄷ. 한자어 중에서 특히 순화의 대상인 ‘일본어투 생활 용어’는 ‘국어 순화 용어 자
17) ≪표준 사전≫의 ‘쇠지다’: [형] 목소리 따위가 쉬어서 새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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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집’에 근거하여 표시하였다.

  (2) ≪학습 사전≫ - 편찬 방침
     이 사전은 한국어의 약 80% 이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5천여 개의 기본 어휘 

외에,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어휘를 보충하여 만들었다.18)
     ㄱ. 표준어를 기본으로 하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어와 학습자가 흔히 오

류를 일으키는 잘못된 표현 혹은 어휘도 수록하였다. 
     ㄴ. 한국어의 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문화 어휘를 골라 수록하였

다.
     ㄷ.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ㄹ.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조사와 어미 등의 문법 요소를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ㅁ. 불규칙으로 활용하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부분을 가표제어로 설정하여 수록하

였다. 

  위의 (1)은 자국인용 참조 사전이고 ,(2)는 외국인용 학습 사전이다. 등재된 표제
어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등 여러 문법 범주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
다. 각 사전에 등재된 형용사를 살펴보면 ≪연세 사전≫은 총 2,855개, ≪학습 사전
≫은 총 238개가 등재되어 있다. 형용사 총수가 ≪연세 사전≫이 ≪학습 사전≫보
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미 형용사 사전≫ 편찬에 등재할 형용사 표
제어 선정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형용사를 등재하고자 한다. 
형용사 표제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표준 사전≫, ≪형용사 사전≫, ≪고려 사전≫
의 표제어 선정 방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 ≪표준 사전≫ - 일러두기
     ㄱ.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을 두루 수록하였으며 흔히 쓰는 비표준어

18) 1998년에 ‘현대 한국어의 학습을 위한 기본 어휘선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약 5,000여 개의 기본 어휘 후보 목록을 만들었고 1999~2000년에 걸쳐서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약 1,200개 단어의 의미와 용법별 빈도 수를 조사
함으로써 단어의 의미 구분과 기초를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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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렸다. 이두는 수록하지 않았다.
     ㄴ. 일반어뿐만 아니라 전문어, 고유 명사도 수록하였다.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만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ㄷ. 단어 이하의 단위만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구도 수록하

였으며 관용구와 속담도 수록하였다.
     ㄹ. 북한어는 『조선말대사전(1992)』에 수록된 단어 가운데 남한에서 쓰임이 확인

되지 않은 단어와 어문 규정의 차이로 달리 표기하는 단어를 편찬 원칙에 따라 선
정하여 수록하였다. 남한에서 쓰는 단어라도 북한에서만 쓰는 용법이 있다면 북한
어 뜻풀이를 덧붙였다.

  (4) ≪형용사 사전≫ - 책머리에
     ㄱ. 바탕 사전에 들어 있는 모든 형용사들을 모았다.
     ㄴ. 명사 항목 아래에 풀이가 없는 것으로 형용사를 제시하는 문제, 형용사에 대한 

불충분한 용례의 문제, 형용사의 관계어 제시가 없는 문제, 원본 사전의 오류를 다
른 사전에서도 바로 잡지 못하는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컴퓨터 작업에서 상호
참조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관계어로 표시된 것을 표제어로 검증하여 올렸다.

  (5) ≪고려 사전≫ - 일러두기
     ㄱ. 현대 한국어의 어휘를 수록하였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어 

어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려 뽑은 어휘 약 39만 개를 표제어로 삼았다.
     ㄴ.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과 비표준어도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ㄷ. 단어와 접사, 어미, 구를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ㄹ. 신어와 토박이말, 기존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일상어를 찾아 수록하였다.

  바탕 사전에 각각 등재된 형용사의 수를 먼저 살펴보면 ≪형용사 사전≫은 총 
11,124개, ≪표준 사전≫은 총 11,839개, ≪고려 사전≫은 12,271개이고,19) 앞선 
≪연세 사전≫은 총 2,855개, ≪학습 사전≫은 총 238개이다. 한편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기초 (웹)사전≫에서는 총 2,924개의 형용사가 등재되어 있다. 
19) 도원영(2010:7)에 의하면, ≪고려 사전≫에서 전체 단어 단위 올림말 386,889개 중 형용사 

12,271개(3.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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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 사전의 표제어는 기존 사전, 한국어 어휘 데이터베이스, 말뭉치 등 바탕 자
료로 삼는 것도 각각 차이가 있고 등재된 형용사의 총수도 각각 다르다. 바탕 사전
에서 표제어를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현재 쓰거나 썼던 말 중에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단어 모두를 수록하는 방식
이다. 이 경우 선정 표제어는 일반어, 비표준어, 방언, 북한어, 옛말뿐만 아니라 전
문어, 고유 명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표제어를 등재할 수 있다. 이러
한 방식으로 표제어를 선정하는 사전으로는 ≪표준 사전≫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해당 연구원에서 구축한 말뭉치에 출현하는 단어를 표제어로 수
록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고려 사전≫과 ≪연세 사전≫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
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한국어-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형용사를 가져와 수록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형용사 사전≫과 ≪학습 사전≫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세 가
지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순서대로 광범위한 단어 선정 방식, 말뭉치 기반 선정 
방식, 기존 사전 활용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표준 사전≫은 광범위한 단어 선정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찬 당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단어가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다. 물론 말뭉치 기반 방식도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를 보여 줄 수 있지만 말뭉치의 구축 시기와 사전 편찬 시기
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되고 있는 정보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하기
는 어렵다. 가령 ≪연세 사전≫의 경우, 말뭉치 구축 시기는 1960년부터 약 1993년
까지이다.20) 기존 사전 활용 방식의 경우 표제어를 다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조
한 기존 사전의 편찬 원칙에 따라 모든 분야의 일반어, 혹은 전문어 등이 등재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확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바탕 사전 중에서 현재 사용하는 모든 
형용사가 등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표준 사전≫의 표제어를 기반으로 하여,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 표제어를 다시 선발하고자 한다. 

20) ≪연세 사전≫의 ‘머리말’: “연세 말뭉치의 규모가 3,000만 어절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사전 편찬의 중간 단계로, 주로 19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말을 다룰 단권 
사전을 먼저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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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제어의 선정

  ≪한-미 형용사 사전≫은 학습용 사전이기 때문에, 이중 언어 사전의 구조를 구
상하는 데 참고할 만한 ≪연세 사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세 사전≫은 말뭉치에서 빈도 14회 이상의 형용사만을 표제어
로 선정하였다는 점, 세종계획에서 빈도가 7회까지 나타나는 ‘유난하다’는 등재되어 
있지만 같은 빈도의 ‘우렁우렁하다’는 없다는 점, 빈도 6회의 형용사 중에 ‘유독하
다’가 없는 점, 빈도가 55회까지 나타나는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의미의 ‘머지않
다’가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 ‘우렁우렁하다’, ‘유독하다’는 현재 존재하는 말뭉치에
서는 보다 다수 출현한다는 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21) 한편 ≪학습 사전≫은 등재
된 형용사의 수가 많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최근에 출판된 사전으로는 ≪표준 사전≫과 ≪고려 사전≫이 있지만, 그 중 ≪표
준 사전≫은 광범위한 단어를 수록하고 있고 등재된 단어의 실용성을 사전 편찬 당
시에 활용한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1999~2001 3년 간 구축한 550만 어절 규모
의 형태분석 말뭉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표준 사
전≫의 형용사 표제어를 1차 표제어로 삼았다.
  ≪표준 사전≫의 표제어 중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말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령, “무
게가 적은”이라는 의미의 ‘가볍다’와 ‘거볍다’가 있는데, 그 중 ‘거볍다’는 말뭉치에 
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하는 표제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21세기 세
종계획 말뭉치에서 표제어의 빈도를 확인하였다.22) 그 결과 최소 빈도 1회에 해당
하는 검색 결과를 통해 형용사의 총수는 4,869개이다. 그 중 가장 낮은 빈도, 즉 1
회 출현 단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2,956개를 표제어로 삼는다.23) 
  제1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제어를 단어 구조에 따라 나누고, 그 선정 결과는 
21) ‘우렁우렁하다’는 총 29개(‘우렁우렁하-’ + 어미 = 5개 ; 우렁우렁한 = 24개), ‘유독하다’는 

총 10개(‘유독하-’ + 어미 = 8개 ; ‘유독한’ = 2개)가 출현함. 용례 등은 언어정보나눔터 말
뭉치 검색(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참조.

22) ≪표준 사전≫의 형용사 말뭉치 조회 결과는 박진호(2005)에서 가져온 것이다.
23) 빈도 1회의 어휘는 언어정보나눔터에서 검색 가능한 말뭉치(https://ithub.korean.go.kr/ 

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에서도 1회만 나타나거나 아예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빈도 2회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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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 다음과 같다.

2.2.1. 단순어

  단어 내부 구조가 실질형태소 하나로 구성된 것을 단순어라고 한다.≪표준 사전≫
에 등재된 형용사 단순 표제어 목록은 아래 (6)과 같다. 각 단어와 함께 제시하는 
숫자는 ≪표준 사전≫에서 동음이의어의 구별을 위해 표시한 표제 번호이다.

  (6) 
  ㄱ. 1음절 어간

  ㄴ. 2음절 어간

빈도 2회 
이상

(59개)

같다, 걸다01, 검다02, 겹다, 곱다02, 곱다03, 곱다04, 굵다, 굽다02, 
길다02, 깊다, 낫다02, 낮다, 넓다,  높다, 늦다, 달다07, 덥다, 되다04, 
뜨다13, 많다, 맑다01, 맵다, 멀다02, 묽다, 밉다, 밝다,  배다04, 붉다
01, 설다01, 섧다, 세다03,  쉽다, 시다01, 싫다01, 싸다04, 쓰다06, 얇
다, 얕다, 없다01, 옅다01, 엷다, 옳다01, 외다03, 익다02,  있다01, 작
다01, 적다02, 잦다03, 좁다, 좋다01, 질다01, 짙다02, 짜다03, 짧다, 
차다04, 춥다, 크다01, 희다

빈도 1회 괄다, 냅다01, 욱다02
출현하지 

않음
감다04, 곯다03, 괠다, 굻다01, 깜다, 껌다, 놀다02, 밭다04, 밭다05, 
밭다06, 벋다02, 벌다03, 빨다03,살다02, 솔다03, 솔다04, 솔다05, 엇
다01, 옥다01, 일다03, 

보조형용사 싶다 

빈도 2회 
이상 

(125개)

가깝다, 가늘다, 가렵다, 가볍다, 가엽다, 가엾다, 가쁘다, 거멓다, 거세
다, 거칠다, 고깝다, 고렇다, 고르다03, 고맙다01, 고프다, 괴롭다, 구리
다, 귀엽다, 그렇다, 그르다01, 그립다, 기껍다, 기쁘다, 까맣다, 꺼멓다, 
나쁘다01, 나쁘다02, 날래다, 날쌔다, 너르다, 노랗다, 노엽다, 놀랍다, 
누렇다, 누르다02, 느껍다, 느리다01, 다르다01, 달갑다, 당차다, 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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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3음절 어간

다01, 더럽다, 도탑다, 두텁다, 두껍다, 두렵다01, 둥글다, 드물다, 따갑
다, 뜨겁다, 따습다, 마렵다, 말갛다, 매섭다, 멀겋다02, 모자라다, 모질
다, 무겁다, 무디다, 무섭다,  미덥다, 바르다03, 바쁘다, 발갛다, 버겁
다, 벅차다, 벌겋다, 부럽다, 부르다02, 부시다02, 비싸다, 빠르다, 빨갛
다, 빼뚤다, 뻘겋다, 사납다, 반갑다, 서럽다, 서툴다, 성글다, 성기다, 
수줍다, 슬프다, 시리다01, 싱겁다, 쓰리다, 아깝다, 아니다, 아리다, 아
쉽다, 아프다, 야물다, 어둡다, 어떻다, 어렵다, 어리다02, 어리다03, 어
줍다, 어질다01, 여리다, 여물다, 예쁘다, 오래다, 오지다01, 옹글다, 외
롭다, 요렇다, 우습다, 이렇다, 저렇다, 조렇다, 즐겁다, 지겹다, 지리다
02, 질기다, 차갑다, 푸지다, 하얗다, 허옇다, 헐겁다, 헤프다, 호되다, 
후지다01, 흐리다02, 희떱다

빈도 1회 기닿다, 가맣다, 노르다, 누리다02, 도지다02, 먈갛다, 비뚤다, 삐뚤다, 
저리다01, 쿠리다

출현하지 
않음

가멸다, 가직다, 감풀다, 개르다, 갸울다, 거볍다, 거차다, 게르다, 고리
다, 구덥다, 구쁘다, 구질다, 궁굴다01, 꺄울다, 꺽지다, 내리다02, 노리
다03, 뇌랗다, 뉘렇다, 뉘쁘다, 다랍다, 다습다, 드습다, 대끼다03, 더리
다01, 동글다, 들먹다, 뜨습다, 마디다, 머줍다, 모이다02, 무럽다, 무질
다, 물리다03, 미쁘다, 밀겋다, 바잡다, 배뚤다, 부프다, 살피다02, 상기
다, 선겁다, 쇠지다, 슬겁다01, 시쁘다, 애긋다01, 야리다, 어물다, 열쌔
다, 외긋다, 외오다01, 웅글다, 이지다01, 일쩝다, 자라다02, 자리다01, 
재겹다, 잔질다, 쩍지다, 찌이다, 찐덥다, 추지다, 치뜰다, 코리다, 팽기
다01, 하리다02, 힐갑다

보조형용사 빠지다02, 생기다, 터지다 

빈도 2회 
이상

(40개)

가냘프다, 가녀리다, 가파르다, 게으르다, 고달프다, 구슬프다, 근지럽다, 
껄끄럽다, 날카롭다, 너그럽다, 다부지다, 덩그렇다, 동그랗다, 둥그렇다, 
듣그럽다, 똥그랗다, 매끄럽다, 매스껍다, 메스껍다, 미끄럽다, 보드랍다, 
부드럽다, 서글프다, 서투르다, 성가시다, 시끄럽다, 싱그럽다, 아니꼽다, 
아리땁다, 아무렇다, 안쓰럽다, 안타깝다, 애달프다, 어리석다, 어설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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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은 ≪표준 사전≫에 등재된 모든 단순어를 어간의 음절 수에 따라 나누어 제
시한 것이다. 단순어는 총 379개가 있는데, 그 중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말뭉
치 상에 출현하지 않는 것(빈도 0회)과 빈도 1회인 것을 제외하면 ≪한-미 형용사 
사전≫의 표제어로 선정되는 단순어가 224개, 보조형용사가 4개로, 따라서 단순어 
표제어는 총 228개이다. 
  단순어 표제어 중 보조형용사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형용사가 있다.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단순어는 ‘-싶다’, ‘-빠지다’, ‘-터지다’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바탕 사
전에서는 (7-10)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각 (ㄱ)은 ≪표준 사전≫, (ㄴ)은 ≪고려 
사전≫, (ㄷ)은 ≪연세 사전≫이고 (ㄹ)은 ≪학습 사전≫이다.24)

  (7) ≪표≫ 싶다 : 「보조형용사」 「1~5」 뜻풀이. 용례
≪고≫ 싶다 : 형보 ①~⑤ 뜻풀이. 용례
≪연≫ 싶다 : 조형 뜻풀이
≪학≫ 싶다 : 형 〘보조〙 뜻풀이.

  (8) ≪표≫ 빠지다02 :「보조형용사」 뜻풀이≒터지다[Ⅱ]. 
≪고≫ 빠지다 : 형보 뜻풀이. 용례
≪연≫ 빠지다 : 조동 뜻풀이
≪학≫ 빠지다 : 동 〘보조〙 뜻풀이

24) 이하 예문에서 ≪표준 사전≫을 ≪표≫로, ≪고대 사전≫은 ≪고≫, ≪연세 사전≫은    
≪연≫, 그리고 ≪학습 사전≫은 ≪학≫등으로 약칭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어여쁘다, 어지럽다, 자그맣다,  지나치다, 징그럽다
빈도 1회 강파르다, 군시럽다, 뎅그렇다, 반드럽다, 스스럽다, 얄따랗다, 포시럽다

출현하지 
않음

가즈럽다, 개으르다, 겨우르다, 군지럽다, 기다맣다, 깔끄럽다, 누그럽다, 
뉘우쁘다, 다라지다, 단지럽다, 당그랗다, 댕그렇다, 던지럽다, 덩그맣다, 
덩다랗다, 동그맣다, 뚱그렇다, 바끄럽다, 바냐위다, 바드럽다, 바자위다, 
반지랍다, 번드럽다, 번지럽다, 빤드럽다, 뻔드럽다, 사느랗다, 사랑옵다, 
사랑홉다, 산드럽다, 서그럽다, 서느렇다, 쌍그렇다, 쓰라리다, 아스랗다, 
자그럽다,  쭈르랗다, 파르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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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 생기다 :[보조형용사](동사 뒤에서 ‘-게 생기다’ 구성으로 쓰여)뜻풀이
≪고≫ 생기다 : 동자 ...중략....⑤ 명이 형게/ 명 같이/ 명처럼/ 명으로〗뜻풀이
≪연≫ 생기다 : 동 IV. 뜻풀이.
≪학≫ 생기다 : 동 ▶ (-게 생겼다.) 뜻풀이

  (10) ≪표≫ 터지다 : [Ⅱ]「보조형용사」(일부 형용사 뒤에서‘-어 터지다’ 구성으로 
쓰여)=빠지다02

≪고≫ 터지다 : 형보 (연결어미 ‘-어’뒤에 쓰여)... 뜻풀이.
≪연≫ 터지다 : 동 II. 뜻풀이
≪학≫ 터지다 : 동 ▶ -아/어/여 터지다. 뜻풀이. 

  (7-10)의 단순어들을 살펴보면, 모든 바탕 사전에서 ‘-싶다’만은 보조용언(보조
형용사)로 제시하고 있다. 나머지 단순어들은 ≪표준 사전≫, ≪고려 사전≫에서 보
조형용사 또 보조동사로, ≪연세 사전≫, ≪학습 사전≫에서는 동사의 하위 항목으
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준 사전≫에서는 ‘(-아/어/여) 빠지다’와 ‘(-아/어/여) 
터지다’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될 때,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싶다’를 제외하고, ‘-생기다’, ‘-빠지다’, ‘-터지다’의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
의 예 (11)과 같다.

  (11)25) ㄱ. 창자가 헝겊처럼 낡아빠졌는가봐.
 ㄴ. 다만 있는 것들은 인간성이 썩어빠졌으니까 빠른 속도로 짐승에 가깝게 퇴

화해갈 확률이 높고…….
 ㄷ. 얻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지? 넌 왜 그리도 게을러빠졌니?
 ㄹ.  늙고 주름지고 시들어 빠졌구려.
 ㅁ. 누워서 눈을 깜빡이며 잠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손도 퉁퉁 불어터졌다.
 ㅂ. 그때 대구경찰서로 무더기 연행당해 꽤나 얻어터졌지. 근데 지금은 뭐냐  
 ㅅ. 은밀히 한 일이 발각되게 생겼다.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문장에서 보조용언인 ‘(-아/어/여) 빠지다’, ‘-게 
25)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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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다’, ‘(-아/어/여) 터지다’는 과거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모든 문장에서 “어떤 심
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지만, 모두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어서 보
통의 형용사가 가진 성격을 띠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
나 속성 등을 제시할 때에는 과거형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바탕 사전들에서도 이들의 품사가 명확하지 않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이들을 동사(보조동사)로 보아 ≪한-미 형용사 사전≫의 표제어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즉 (2)의 ‘-싶다’만 표제어 목록에 포함하고, (8-10)의 ‘빠지다’, ‘생기다’, 
‘터지다’는 제외한다. 따라서 단순어 표제어는 총 225개가 된다.

2.2.2. 복합어

2.2.2.1. 합성어 

  현대 한국어 형용사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단순어보다 복합어의 수가 더 많다. 
≪형용사 사전≫에서는 단순어가 전체 형용사의 4.2%에 불과하고26) ≪표준 사전≫
에서도 3.2%만을 차지하고 있다.27) 따라서 그 나머지가 모두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복합어 중 합성어의 표제어 선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합성
어를 구성 성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12-16)과 같다.

  (12) <명사+형용사>구성
ㄱ. 재미있다
ㄴ. 힘차다
ㄷ. 눈꼴사납다

  (13) <부사+형용사>구성
ㄱ. 못미덥다

26) 형용사 총 11,124개 중 456개. 
27) 형용사 총 11,839개 중 379개(주표제어, 부표제어 포함). 복합어는 11,4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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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끄떡없다
  (14) <형용사+형용사>구성

ㄱ. 곧바르다
ㄴ. 굳세다
ㄷ. 세차다
ㄹ. 검푸르다

  (15) <형용사1+연결어미+형용사1> 어간 반복 구성
ㄱ. 가볍디가볍다
ㄴ. 하고하다
ㄷ. 머나멀다

  (16) <불분명요소+형용사>구성
ㄱ. 스스럼없다
ㄴ. 기똥차다
ㄷ. 감쪽같다

  (12-16)에서 제시하는 형용사들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12)는 명사 ‘재미’와 
형용사 ‘있다’가 결합한 구성, 명사 ‘힘’, ‘눈꼴’ 등이 형용사 ‘차다’, ‘사납다’ 등과 각
각 결합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2)의 형용사들은 <명사+형용사> 구성으
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3)에서는 부사 ‘못’과 형용사 ‘미덥다’, 부사 ‘꼼짝’과 
형용사 ‘없다’가 각각 결합한 구성이다. 따라서 (13)의 형용사들은 <부사+형용사> 
구성으로 볼 수 있다. 
  (14)의 형용사들은 형용사 ‘곧다’의 어간 ‘곧-’과 형용사 ‘바르다’가 연결어미 없
이 바로 결합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 어간 ‘굳-’과 ‘세다’, ‘세-’
와 ‘차다’, ‘검-’과 ‘푸르다’가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형용사+형
용사>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15ㄱ)에서는 형용사 ‘가볍다’의 어간 ‘가볍-’이 연결어미 ‘-디-’를 통하여 어간
이 반복적으로 결합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형용사 어간이 연결어미 ‘-고-’를 통
하여 어간이 반복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연결어미 ‘-나-’를 통하여 어간이 반복적
으로 결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 어간 반복 구성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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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구성은 ‘<형용사1+연결어미+형용사1>’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 
  (12-15)의 형용사 구성에서는 선행요소가 모두 문법범주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
들이었지만, (16)의 형용사의 선행요소는 접사도 아닌 그 정체가 불분명한 것들이
다. 따라서 이러한 형용사들은 <불분명요소+형용사> 구성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형용사의 내부 구조에 따른 5가지 유형은 <명사+형용사> 구성, 
<부사+형용사> 구성, <형용사+형용사> 구성, <형용사1+연결어미+형용사1> 어
간 반복어와 <불분명요소+ 형용사> 구성이다. 어간 반복어를 제외하고 각 구성에
서 말뭉치 상 고빈도로 나타나는 합성어는 다음 예 (17~20)과 같다.

  (17)  재미-있다, 힘-차다, 맛-있다, 맛-없다, 남-다르다, 목-마르다, 색-다르다, 
활기-차다, …

  (18)  못-미덥다, 못-되다, 똑-바르다, 못-생기다, 잘-생기다, 꼼짝-없다, 끄떡-없
다, …

  (19)  크-넓다, 길-동그랗다, 길-동글다, 길-둥그랗다, 길-둥글다, 넓-둥글다, 곧-
바르다, 굳-세다, 맵-짜다, 세-차다, 검-푸르다, 검-붉다, …

  (20)  스스럼없다, 기똥차다, 감쪽같다, …

  (17-20)에 제시한 각 구성의 합성어는 고빈도로 나타나는 합성어들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의 빈도가 2회 이상 나타나는 합성어를 표제어로 삼는다. 한
편, 어간 반복 합성어인 표제어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21)   ㄱ. 연결어미 ‘-고-’계열 어간 반복 구성: 하고많다, 하고하다.
  ㄴ. 연결어미 ‘-나-’계열 어간 반복 구성: 기나길다, 머나멀다, 크나크다.
  ㄷ. 연결어미 ‘-디-’계열 어간 반복 구성 

① 가깝디가깝다, 가늘디가늘다, 가볍디가볍다, 거볍디거볍다, 검디검
다, 길디길다, 넓디넓다, 높디높다, 누르디누르다, 다디달다, 되디되
다, 두껍디두껍다, 떫디떫다, 무겁디무겁다, 밉디밉다, 시디시다, 얇
디얇다, 얕디얕다, 옅디옅다, 예쁘다예쁘다, 짙디짙다, 흐리디흐리다

② 맵디맵다, 작디작다, 자디잘다, 크디크다, 푸르디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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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곱디곱다(2), 깊디깊다(2), 달디달다(2), 맑디맑다(4), 붉디붉다(4), 
쓰디쓰다(22), 자디잘다(4), 젊디젊다(3), 좁디좁다(2), 짜디짜다
(3), 짧디짧다(2), 차디차다(26), 푸르디푸르다(2), 흔하디흔하다
(2),  희디희다(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ㄱ)은 연결어미 ‘-고-’에 의한 어간 반복 구성, (21
ㄴ)은 연결어미 ‘-나-’에 의한 어간 반복 구성, (21ㄷ)은 ‘-디-’에 의한 어간 반복 
구성이다. 이중 (21ㄷ)의 ①은 빈도가 없는 것이고, (21ㄷ)의 ②는 빈도가 하나만 
있는 것이며 (21ㄷ)의 ③은 빈도 2회 이상의 단어들이다. (21ㄱ)의 연결어미 ‘-고
-’에 의한 어간 반복 구성에서는 특이하게도 ‘하다’(“多” 의 의미)와 ‘많다’의 어간
이 결합한 구성이 있다. 
  따라서 복합어 중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 표제어로 삼는 것은 연결어미 
‘-고-’에 의한 어간 반복 구성은 총 2개, ‘-나-’에 의한 어간 반복 구성은 총 3개, 
‘-디-’에 의한 어간 반복 구성은 총 15개이다.  
  또한 단순어 중 보조형용사로 사용된 ‘생기다’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 복합어 중 <부사+형용사> 구성을 가진 형용사로 ‘잘-생기다’ 류의 형용사가 
있다.28) 이들은 모든 바탕 사전에서는 품사를 형용사로 보고 있으나, 다음의 예를 
살펴보면 이들의 문법적 특성은 동사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ㄱ. 아, 저 사람 참 {*잘생기다/*잘생기네/잘생겼네}!
  ㄴ.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좋은 음식을 먹어야 아기가 {*잘생긴/잘생기는} 

거야.
  ㄷ. 네가 이 사진에서는 더 {*잘생기게/*많이 자게/*많이 먹게/예쁘게/착하게} 

보인다.

  (22)를 통해, ‘잘-생기다’는 통사적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할 때 동사로 볼 수 있
다. 국어사전에서 이들을 대개 형용사로 표시하고 있지만, 동사로 보아야 한다(배주

28) ‘잘-생기다’류는 부사 ‘잘/못’과 ‘생기다’의 결합을 말한다. 가령 ‘못-생기다’, ‘잘-생기다’ 등.



- 30 -

채2014:203). 다만 활용 양상에 있어서 동사적 활용에 해당하는 ‘잘생기는’이라는 
형태 또한 말뭉치에 없고, “‘잘생긴’ + 명사”의 꼴로만 나타난다는 점,29) 한국어에
서 이들의 뜻풀이가 형용사 유형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 미얀마어에서도 이들
의 대응어휘는 상태동사로 되어있는 점,30) 그리고 본고는 사전 편찬에 주목적을 둔
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잘-생기다’류의 복합어를 형용사로 처
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전에서의 품사 제시는 한국어 연구의 남은 과제로 남기고
자 한다.

2.2.2.2. 파생어

  접사에 의한 파생 형용사 표제어를 선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본고에
서는 현대 한국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형용사 중 공시적으로 파생접사와 결합한 
것만을 선정하고자 한다.31) 또한 파생어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있고, 접사의 기원에 따라서 고유어 접사와 한자어 접사로도 나눌 수 있
다. 본고의 주목적은 형용사 사전 기술이기 때문에, 접사의 기원에 따라 구별하기보
다는 접두사·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로만 구별·제시하고자 한다. 접두사에 의한 파생
어는 (23)과 같다.

  (23) ㄱ. 강-마르다, 강-밭다, 
ㄴ. 걸-굳다, 걸-다랗다, 걸-맞다, 걸-싸다, 걸-차다, …
ㄷ. 겉-약다, 겉-여물다, …
ㄹ. 드-넓다, 드-높다, 드-세다

29)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에서는 “‘잘-생긴’+ 명사” 꼴의 구성은 빈도가 241개가 나오지만, ‘잘-생기는’은 출현하지 않았다. 

30) 미얀마어에서 동사의 부류는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 존재사,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로 나뉜다. 상
태를 가리키는 동사류에 속한 어휘들을 상태동사로 보고 있다.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55) 참조. 

31) 송철의(2001:3)에서는 파생접사로 추정되는 요소를 분석했을 때, 남은 부분이 어근 정도의 자격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러한 예들은 분석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가령 “빨갛다/뻘겋다, 파랗
다/퍼렇다”의 경우 “-앟/-엏”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를 분석해내고 남
는 부분인 “빩/뻙-, 파ㄹ/퍼ㄹ-”이 어근의 자격이나마 가지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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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무-관심(-하다), 무-표정(-하다), 무-질서(-하다), 무-감각(-하다), 무
-성의(-하다), 무-절제(-하다), 무-능력(-하다), 무-가치(-하다), 무-
원칙(-하다), …

ㅂ. 불-가능(-하다), 불-필요(-하다), 불-투명(-하다), 부-자유(-하다), … 
ㅅ. 새-까맣다, 새-파랗다,  새-하얗다, 새-빨갛다, 새-카맣다, 샛-말갛다, …
ㅇ. 시-커멓다, 시-퍼렇다, 시-뻘겋다, 시-꺼멓다, …

 예 (23)의 파생어는 빈도 2회 이상의 파생어이다. (23ㅁ)의 접두사 “‘무(無)-’+X”
와 (23ㅂ)의 접두사 “‘불/부(不)-’+X”는 그 자체로서는 형용사가 아니고, 그것에 다
시 접미사 ‘-하-’가 결합해야 형용사가 된다. 그러나 접두사 ‘무(無)-’, ‘불/부
(不)-를 제외한 ‘*관심하다’, ‘*자유하다’ 등은 형용사가 아니라는 점, 접미사 ‘-하-’
에는 어휘적 의미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들 형용사는 편의상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로 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접두사 중에 생산적인 것은 ‘무
(無)-’, ‘불/부(不)-’, ‘새-’ 및 ‘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새-’와 ‘시-’는 색채
어에만 결합한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다음의 예 (24)와 같다.

  (24)  ㄱ. 새-롭다, 자유-롭다, 흥미-롭다, 가치-롭다, …
 ㄴ. 커-다랗다, 기-다랗다, 가느-다랗다, 길-다랗다, 높-다랗다, …
 ㄷ. 참-되다, 세련-되다, 고-되다, …
 ㄹ. 징글-맞다, 방정-맞다, 익살-맞다, 어긋-맞다, …
 ㅁ. 자랑-스럽다, 조심-스럽다, 고통-스럽다, 갑작-스럽다, …
 ㅂ.  중요-하다, 필요-하다, 가능-하다, 다양-하다, …
 ㅅ. 심술-궂다, 애-궂다, …
 ㅇ. 겸연-쩍다, 미심-쩍다, …

  예 (24)도 예 (23)과 마찬가지로 빈도 2회 이상의 파생어이다. 접미사에 의한 파
생어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보다 훨씬 많다. (24)의 접미 파생어 중에 생산성이 
제일 높은 것은 ‘-하-’에 의한 파생어이고, 그 수는 총 1,991개에 달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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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하-’는 의성·의태어 어근에 결합하는 것도 발견된다. 또한 접미사 중에 생
산성이 높은 접미사는 ‘-롭-’, ‘-스럽-’ 및 ‘-하-’이며, 나머지 접미사가 결합한 
형용사는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한-미 형용사 사전≫의 전체 형용사 표제어의 
수와 비중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한-미 형용사 사전≫의 전체 형용사 표제어의 수
단순어 225

2,95632)복합어 합성어 110 2,731파생어 2,621

2.3. 표제어의 배열

  ‘사전 항목의 구성’뿐만 아니라 ‘사전 항목의 배열’도 사전의 거시구조와 관련된다. 
거시구조를 통해 보면, 사전은 표제어를 자·모음 순으로 배열하는 일반적인 사전과, 
의미 관계에 따라 표제어를 배열하는 의미 분류 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 자모순 배
열 사전은 사전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어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사용자 편
의 중심의 사전이고, 의미 분류 사전은 어휘의 체계적인 구조를 반영한 능동적 유형
의 사전이며 기능적인 사전이다. 외국인 학습자 대부분이 사전을 참고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형식은 알지만 의미를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모순으
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의 표제어 배열은 한
글 자모순으로 배열하고자 한다. 
  표제어 배열 방식은 먼저 자음을 ‘ㄱ·ㄲ, ㄴ, ㄷ·ㄸ, ㄹ, ㅁ, ㅂ·ㅃ, ㅅ·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의 순으로 배열하고, 그 후 자·모음이 결합한 음절은 다시 모
32) 2,956개는 전체 형용사 표제어의 수이다. 이중 동음이의어는 하나로만 제시하였다. 가령 

‘곱다’의 표제어는 3개로 등재되지만, 표제어 수를 셀 때에는 ‘곱다’ 하나로 계산된 것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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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순, 즉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의 순서로 배열할 것이다. 배열 방식은 한글 자모순으로 되어 있지만. 형용사 
중에 동음이의어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어깨번호를 매긴다. 그리고 그 선후 순서는 
말뭉치에 출현하는 빈도 수에 따라 고빈도 표제어를 앞세운다. 빈도가 같을 때에는 
고유어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고유어인 경우가 여럿일 때에는 ‘국립국어연구원 언
어정보나눔터’의 말뭉치에 의하여33) 흔히 사용하는 의미 영역을 가지는 형용사를 
우선적으로 배열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 (25)와 같다. 

  (25) ㄱ. 곱다1 : ①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용례. ② 
뜻풀이. ¶용례. (…중략…) ⑨ 뜻풀이. ¶용례.

ㄴ. 곱다2 : 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고 놀리기가 어렵다. ¶용
례. ② 뜻풀이. ¶용례.

ㄷ. 곱다3 : 곧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약간 급하게 휘어 있다. ¶용례.

  (25)는 고유어 형용사이고 의미는 여러 개가 있다. 말뭉치에 나타나는 예문의 의
미는 대부분 (25ㄱ)에 해당하는 의미이기 때문에,34) 세 개의 ‘곱다’ 중의 보다 더 
흔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곱다1’로 선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2.4. 소결

  제2장에서는 사전의 주요 구성의 하나인 거시구조, 즉 표제어의 선정과 표제어의 
배열 방식을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단일 언어 사전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주로 
기존 사전의 표제어 목록과 말뭉치 빈도를 기반으로 하여 표제어를 선정한다. 그렇
지만 이중 언어 사전의 경우에는 바탕 사전에 등재된 것을 발췌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한-미 형용사 사전≫의 경우에도 바탕 사전의 표제어 선정 방법을 참고하
여 실제 사용 용례가 많은 형용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33)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 참조. 
34) 말뭉치에 출현한 형태는 서술형보다는 관형형으로 나타나고, 그 수가 총 900개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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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 사전인 ≪고려 사전≫과 ≪연세 사전≫은 각 연구원에서 구축한 말뭉치에 
서 표제어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준 사전≫은 표준어뿐만 아니라 비
표준어, 옛말까지도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표준 사전≫은 등재된 표제어의 
실용성을 출판 당시 구축된 세종계획 말뭉치의 빈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 표제어는 ≪표
준 사전≫에서 실제 사용하는 형용사와 그 쓰임을 말뭉치에서 확인한 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표제어 선정에서는 형용사의 형태에 따라 단순어와 복합어로 나누어서 말뭉치에
서 빈도 2회 이상 나타나는 형용사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 
바탕 사전에서 보조형용사로 제시하던 ‘빠지다’, ‘생기다’, ‘터지다’는 보조동사로 보
아 표제어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표제어 배열 방식은 이용 예상 독자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이기 때문에, 의미 
부류로 배열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사전처럼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외국인 학습자가 사전을 참고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
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제어 중에서 동음이의어의 경우, 말뭉치 빈도에 의하여 선·
후 순서를 결정하고 같은 빈도일 때에는 흔히 사용되는 의미 순으로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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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표제항

3.1. 표제어의 표기

  제1장에서 ≪한-미 형용사 사전≫의 미시구조는 표제항과 풀이항으로 나누었는
데, 이 절에서는 표제항 각각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앞서 내부 구조에 따
라 형용사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바탕 사전에서
의 표제어 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1-11)과 같다. 각 (ㄱ)은 ≪표준 사전≫, 
(ㄴ)은 ≪연세 사전≫, (ㄷ)은 ≪고려 사전≫, ≪형용사 사전≫, ≪학습 사전≫ 등에
서 제시하는 방식이다. 

  (1) 단순어
ㄱ. 가늘다
ㄴ. 가늘다
ㄷ. 가늘다

  (2) <명사+형용사> 구성
ㄱ. 재미-있다
ㄴ. 재미있다
ㄷ. 재미있다

  (3) <부사+형용사> 구성
ㄱ. 끄떡-없다
ㄴ. 끄떡없다
ㄷ. 끄떡없다

  (4) <형용사+형용사> 구성
ㄱ. 곧-바르다
ㄴ. 곧바르다
ㄷ. 곧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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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형용사1+연결어미+형용사1> 구성
ㄱ. 차디-차다
ㄴ. 차디차다
ㄷ. 차디차다

  (6) <불분명요소+형용사> 구성
ㄱ. 느닷-없다
ㄴ. 느닷없다
ㄷ. 느닷없다

  (7) <부정요소+파생어> 구성
ㄱ. 무관심-하다
ㄴ. 무관심하다
ㄷ. 무관시하다

  (8) <접두사+파생어> 구성
ㄱ. 새-파랗다
ㄴ. 새파랗다
ㄷ. 새파랗다

  (9) <명사+접미사> 구성
ㄱ. 자랑-스럽다
ㄴ. 자랑스럽다
ㄷ. 자랑스럽다

  (10) <명사+접미사> 구성
ㄱ. 중요-하다
ㄴ. 중요하다
ㄷ. 중요하다

  (11) <의태어+접미사> 구성
ㄱ. 푸석푸석-하다
ㄴ. 푸석푸석하다
ㄷ. 푸석푸석하다

  바탕 사전에서 표제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연세 사전≫의 경우에는 



- 37 -

형용사의 어미 ‘-다’를 작은 글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형용사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형용사 활용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
다. 그러나 붙임표 ‘-’를 쓰지 않는 것은 형태정보를 정밀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 
  ≪표준 사전≫은 위의 사전들 중에서 유일하게 표제어에 붙임표를 붙여 그 형태
구조를 보여준다. 즉 단순어와 합성어·파생어의 차이를 붙임표의 삽입으로 구별하여 
표시해 놓았다. 단순어와의 차이를 붙임표의 삽입으로 표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
만, 한편 ‘스스럼-없다’의 ‘스스럼’처럼 접사도 아니고 범주적 단위가 불분명한 요소
의 경우에는 붙임표의 표시가 오히려 학습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 접미 
파생어는 선행요소가 언제나 명사나 명사구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5) 다음 (12)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2) ㄱ. 중요하다, 필요하다, 다양하다, 이상하다, … 
ㄴ. 따뜻하다, 깨끗하다, 심하다, 심각하다, …
ㄷ. 불과하다, 분명하다, …
ㄹ. 자연스럽다, 자랑스럽다, 고통스럽다, 걱정스럽다, 다행스럽다, 의심스럽다, 

쑥스럽다, 만족스럽다, 혼란스럽다, …
ㅁ. 갑작스럽다, 우스꽝스럽다, 개감스럽다, 객스럽다, 거추장스럽다, …

  (12)는 접미사 ‘-하다’와 ‘-스럽다’에 의한 파생어인데, 각각의 특징에 따라 세분
화하여 제시하였다. (12ㄱ)의 파생어들은 접미사 ‘-하다’가 명사 어근과 결합한 형
태이고, (12ㄴ)은 불완전명사로 볼 수 있는 요소와 결합한 형태이며, (12ㄷ)은 부
사와 결합한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접미사 ‘-스럽다’와 결합한 요소를 살펴보면 (12
ㄹ)은 선행요소가 명사이고 (12ㅁ)은 선행요소들이 명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닌 요
소들이다. 
 따라서 표제어 중에 특히 선행요소가 불분명한 요소일 경우, 붙임표의 유무는 고려
해야 할 사항이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붙임표가 존재할 때에는 선행요소가 

35) 김창섭(2013:2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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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로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는 반면, 붙임표가 없을 때에는 이들이 단순어로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표제어의 표시는 표제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습자
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 사전≫과 같이 복합어의 경우 붙임표를 
붙여 표제어를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행요소가 불분명요소와 결합
한다고 해도 ≪한-미 형용사 사전≫에는 붙임표 ‘-’ 표시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
라 (12)의 표제어는 (1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3) ㄱ. 중요-하다, 필요-하다, 다양-하다, 이상-하다, … 
ㄴ. 따뜻-하다, 깨끗-하다, 심-하다, 심각-하다, … 
ㄷ. 분명-하다, 불과-하다, … 
ㄹ. 자연-스럽다, 자랑-스럽다, 고통-스럽다, 걱정-스럽다, 다행-스럽다, 의

심-스럽다, 쑥-스럽다, 만족-스럽다, 혼란-스럽다, … 
ㅁ. 갑작-스럽다, 우스꽝-스럽다, 개감-스럽다, 객-스럽다, … 

  (13)과 같은 방식은 사용자에게 단어의 형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비슷한 형태의 어휘 의미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파생어 표시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 접두사와 결합하는 형용사이다. 접두
사 중에 생산성이 높은 접두사는 부정 의미를 함축한 ‘무-(無-)’와 ‘부/불-(不-)’
이 있다. 이들의 결합 양상을 보면 명사 어근에 접두사 ‘무-’나 ‘부/불-’이 결합한 
후, 다시 접미사 ‘-하-’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제어 표시에 정확한 
형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 표제어 표시는 다음 
(14)와 같이 하고자 한다.

  (14) ㄱ. 가늘다
ㄴ. 재미-있다 
ㄷ. 끄떡-없다
ㄹ. 곧-바르다
ㅁ. 차디-차다
ㅂ. 느닷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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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무-관심-하다
ㅇ. 새-파랗다
ㅈ. 자랑-스럽다
ㅊ. 중요-하다
ㅋ. 우스꽝-스럽다
ㅌ. 깨끗-하다

  (14)의 표제어 제시는 학습자에게 표제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미 ‘-다’의 작은 글자는 그 자리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표시이고, 형
태소 사이의 붙임표는 합성어나 파생어임을 확신하는 경우에 표시를 한 것이다. 붙
임표 없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 ‘-스럽-’에 결합한 선행요소가 문법범주적으로 
불분명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3.2. 원어, 어깨번호와 품사

  한국어는 고유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래어도 있기 때문에, 표제어가 고유어인지 
외래어인지를 학습자가 알 수 있도록 원어 정보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만 한국어 형용사 중에 빈도가 2회 이상인 형용사는 대부분 고유어로 나타난다. 단
순어는 모두 고유어이고 한자어는 합성어와 파생어에만 있다. 따라서 ≪한-미 형용
사 사전≫에서 원어는 다음 예 (15)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5) ㄱ. 무-관심-하다(無-關心--)
ㄴ. 불-필요-하다(不-必要--)
ㄷ. 평화-스럽다(平和--)
ㄹ. 중요-하다(重要--)

  형용사 중에 (15)와 같은 파생어에만 한자가 나타난다. 바탕 사전에서 원어는 표
제어 바로 뒤에 소괄호 ‘(  )’로 제시하였는데,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도 이러



- 40 -

한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바탕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를 제시하는 방식은 다음의 (16)과 같다.

  (16) ≪표≫ 곱다02 / 곱다03 / 곱다04
≪고≫ 중요하다1 / 중요하다2

≪연≫ 곱다1 / 곱다2

  (16)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바탕 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의 구별을 위하여 표제
어 바로 뒤에 숫자로 어깨번호를 매기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품사 체계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한국어는 용언 어간
이 어미와 결합할 때 형태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6) 따라서 품사 제시
는 바탕 사전에서 제시하는 품사 그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다음 (17-20)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ㄱ. 학교에 가는 사람(현재형) / 간 사람.(과거형)
      ㄴ. *예쁘는 여자 / 예쁜 여자
  (18) ㄱ. 학교에 간다. 
     ㄴ. *그가 예쁜다.
  (19) ㄱ. kyaun: thwa: thi. lu - (현재/과거)[kyaun:-학교, thwa:-가-(동사 어간), 

thi.-관형사형 허사, lu-사람]37)
       ㄴ. hla. thi. main: ka le: [hla.-형용사 어간, thi.-관형사형 허사, main: ka 

le:-여자]
  (20) ㄱ. kyaun: thwa: thi [kyaun:-학교, thwa:- 가-(동사 어간), thi-어미]
       ㄴ. thu ma. ga. hla thi [ thu ma.-그(녀), ga.-주격조사, hla.-예쁘-(형용사 

36) 한국어의 9개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고영
근·구본관 2009:45)

   미얀마어의 9개 품사: 명사, 대명사, 관형사, 동사, 부사, 조사, 어미, 접사/허사, 감탄사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4), 형용사는 동사의 하위분류로 되어 있다.

37) 미얀마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따르고, 미얀마어에 있는 성조 
표기는 1성조는 아래 점 ‘.’, 3성조는 옆 두 점 ‘:’ , 후음(glottal stop)은 ‘-t’, 비음 파열음은 
‘-n’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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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thi-어미]

  (17-20)은 기점어인 한국어와 목표어인 미얀마어 간의 용언 활용 양상의 차이를 
보여준 예이다. 미얀마어에는 용언 어간의 형태는 동사든 형용사든 상관없이 어간의 
형태가 아무 변화가 없는 반면에, 한국어는 관형사형이나 서술형에서 용언 어간의 
형태에 변화가 있는 것을 예 (17-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는 이러한 특징
을 가지고 미얀마어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품사 제
시는 바탕 사전의 품사 제시대로 표시하고자 한다. 품사의 제시는 발음 표기에 후행
하여 제시할 것이다. 

3.3. 발음 표기

  발음 표기는 바탕 사전에서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학습 사전≫에서는 차
이가 보인다. 발음에 대하여 바탕 사전들의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다.

  (21) ≪연세 사전≫의 일러두기(발음의 표기)
    ㄱ. 소리의 동화나 첨가가 일어난 것은 표시해 주되, 규칙적인 경음화나 격음화, 

연음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ㄴ. 겹받침을 가진 말이나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말이 어떤 조사와 결합하여 쓰

일 때 그 변이음을 보이기 위해, 조사 ‘이’, ‘만’과의 결합 꼴을 보이고 그 발음
을 표시하였다. 단, 조사 ‘이’가 붙어서 구개음화가 될 경우에는 ‘을’과의 결합 
꼴도 보여 주었다.

    ㄷ. 외래어와 부표제어는 발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22) ≪학습 사전≫의 일러두기(발음)
    ㄱ. 표준 발음법에 따라 모든 표제어에 한글 자모로 발음을 표시하고,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비교적 단순화한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로 함께 발
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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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어휘의 표기 형태와 발음이 동일한 경우에도 발음을 보여 주었다.
    ㄷ. 가표제어를 제외한 모든 표제어의 발음을 제시하였다.
    ㄹ. 표준 발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나란히 제시하였다. 
    ㅁ. 의존적 요소가 결합하는 말에 의해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 그 발음을 나란히 

제시하였으며, “발음하기”에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발음을 제시하였다. 
    ㅂ.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많이 쓰이는 현실 발음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 정보로 

제시하였다. (가령- ‘달리다’를 ‘딸리다’로 발음하는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직 ≪학습 사전≫에서만 모든 표제어의 발음뿐만 아
니라 후행 요소와 결합한 발음 표기도 제시하고 있다. ≪표준 사전≫은 음운 규칙에 
의해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 표제어의 경우에만 발음을 제시하고, 겹받침으로 끝나는 
표제어의 발음에서는 활용 정보와 함께 발음 표기를 제시하고 있다. ≪연세 사전≫
과 ≪고려 사전≫은 표제어의 발음 표기도 제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중 언어 사전은 외국인 학습자가 대상이고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는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발음 정보에서도 표제어 기본형의 발음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형 등 다양한 실현 발음 제시도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는 발음을 제시할 때 표기할 문자의 선택에 있다. 즉 발음
표기를 한글로 할 것인지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예상 독자의 모국
어 문자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언어
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학습자들이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은 미얀마 문자로 발음을 표기하고자 
한다. 
  한편 미얀마문자로 발음을 표기할 때 한국어의 모든 자·모음을 대신해서 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를 비교해 보
면 다음 <표 3>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38)

38) 미얀마어의 자·모음 체계를 한국어와 비교할 수 있도록 IPA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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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한 미 한 미 한 미 한 미 한 미
파열음

ㅂ b ဘ ㄷ d ဒ ㄱ g ဂ
ㅍ ph ဖ ㅌ th ထ ㅋ kh ခ
ㅃ p ပ ㄸ t တ ㄲ k က

마찰음
ㅅ sh ဆ

ㅎ h ဟㅆ s စ

파찰음
ㅈ dʑ *
ㅊ tɕh *
ㅉ tɕ *

비음 ㅁ m မ ㄴ n န ㅇ ŋ င
유음 ㄹ l/r လ/ ရ

  
  <표 3>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표 3>에 제시한 
IPA 기호는 미얀마어의 기호로서 사용한 것이다. 즉 한국어의 ‘ㅂ’은 IPA 기호로 표
기하면 환경에 따라 ‘b’와 ‘p’로 표기하지만, 미얀마 문자로는 ‘b’와만 대응하기 때문
에 ‘b’만 제시한 것이다. 나머지 평음, 격음, 경음이 있는 자음들도 마찬가지의 방식
을 취하였다. 또한 한국어에 없는 미얀마어 자음 ‘z’, ‘ɵ’, 그리고 ‘ɲ’등은 표에서 제
외하였다. 또한 별표 ‘*’는 표에 입력이 되지 않아 주석으로 제시하였다.39)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모든 자음은 미얀마어에도 모두 존재하
는 것으로 보이고, 활음 /w/와 /j/는 반자음에 속하며 다른 자음과의 결합이 가능하
다40). 또 미얀마어에는 폐쇄음이 없어서 종성 자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미얀마식 외래어 발음 표기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어의 모음은 대부분 
미얀마어에 존재하지만, ‘ㅡ’는 미얀마어에 없어서 변이음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취한
다.41) 마지막으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의 발음 표기는 ‘/  /’ 속에 미얀마문
39) *dʑ = ဂ်/ျဂ ၊ * tɕh=  ခ် /ျခ ၊   tɕ=  က်/ၾက
40) ‘h’는 한국어에서는 활음이 아니지만 미얀마어에서는 반자음이자 활음의 기능을 하며 자음

과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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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한-미 형용사 사전≫의 표제항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23)과 같다.

  (23)  표제어 어깨번호 (원어) : /발음 표기/ (품사) (전문분야) 

3.4. 소결

  제3장에서는 미시구조의 한 부분인 표제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제항에
는 표제어의 표시, 원어, 발음 표기, 품사, 전문분야 등의 항목이 들어있는데, 표제
어의 표시에서부터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모두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학
습자는 표제어의 표시를 보고 단순어인지 복합어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제시
할 것이다. 복합어의 경우 붙임표 ‘-’를 넣어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붙임표 ‘-’를 띄어쓰기라고 오독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용례 제시로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표제어의 표시는 복합어, 혹은 파생어라는 형태정보를 제시하는 ≪표준 사
전≫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표제어에서 어미 결합 위치를 보여주는 
표시는 ≪연세 사전≫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동음이의어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표제어 뒤에 어깨번호로 표시하고, 표제어의 발
4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단모음
한국어 미얀마 한국어 미얀마 한국어 미얀마 한국어 미얀마

ㅏ a ㅜ u ㅐ ɛ ㅓ ɔ
ㅣ i ㅔ e ㅗ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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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기는 ‘/   /’안에 미얀마문자로 표기할 것이다. 품사 정보는 발음 표기에 후행
하여 소괄호 ‘( )’속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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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뜻풀이와 용례

  이 장에서는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를 바탕 사전이 어떻게 제시했는지 살
펴보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방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뜻풀이는 사전 사용자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항목이다. 뜻풀이의 명확성이 바로 
사전의 질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
자가 모국어로 된 사전을 참고하는 주목적은 어휘의 뜻풀이를 위해서일 것이다. 사
용자는 한 단어의 의미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한 의미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을 찾는 한편, 사전편찬자의 주관적인 선택에 따라 사전의 의미 기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전에
서의 의미 정보는 학습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이중 언어 사전에서 기점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자질을 모두 포괄하는 어휘를 목
표어에서 찾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풀이 기술은 특히 쉽지 않은 작업이며 사
전 편찬 시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사전
은 대역사전이므로 표제어의 번역은 사전 편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표제어의 뜻풀이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는 점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 언어 사전의 경우, 사전의 뜻풀이는 기점어 어휘의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목표어에서 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대응 어휘를 정확히 파악 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목표어에 대응 어휘가 없거나 대응 어휘의 의미가 다의어인 
경우 학습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설명이 제시되어
야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중 언어 사전에서는 기점어의 각 표제어를 목표어로 뜻풀이할 때 일대일
의 대응 어휘가 있는 것이 좋지만, 필요에 따라 둘 이상의 대응 어휘로 제시해야 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응 어휘 간 의미 센스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의미 
센스가 달라질 때 하나의 뜻풀이 항목에서 제시‧나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



- 47 -

다. 기점어의 표제어가 목표어에서 둘 이상의 대응 어휘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 예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기쁘다: [형]【…이】(‘…이’ 대신에 ‘…어(서)’ 따위가 쓰이기도 한다) 욕구가 충
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2) 기쁘다: (be) glad; happy; pleased; delighted; joyous;『즐겁다』(be) 
delight-ful; pleasant; happy; joyful.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 (1)은 기점어인 한국어의 표제어 ‘기쁘다’에 대한 ≪표
준 사전≫의 뜻풀이이다. 뜻풀이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것은 ‘기쁘다’의 의미 센스가 
하나만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예 (2)는 이중 언어 사전인 ≪한-영 사전
(2003)≫에서 제시하는 표제어 ‘기쁘다’의 뜻풀이 기술이다. 대역어로 나타나는 이
중 언어 사전에서는 기점어에서 하나의 뜻풀이 항목에 대한 대응 어휘가 둘 이상으
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점어의 표제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의
미 자질과 똑같은 의미 자질을 지니는 대응어휘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
과 관련하여 Al-kasimi(1983)는 대역 사전에서의 대응어휘의 완전 일치는 것은 매
우 드물며, 대부분 부분적 일치만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1) 따라서 예 
(2)에서 보인 바대로, 한국어에서 하나의 뜻풀이 항목의 의미가 목표어인 영어에서
는 두 개로 나누어져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기점어에서 많은 수의 뜻풀이 
항목이 이중 언어 사전에서는 줄어든 것을 다음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표≫ 가늘다: 「형용사」 ①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
다. ②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 ③ 물체의 굵
기가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잘다. ④ 빛이나 연기 따위가 희미하
고 약하다. ⑤ 표정이 얼굴에 나타날 듯 말 듯 약하다. ⑥ (주로 
‘구멍’을 주어로 하여)) 사이가 좁고 촘촘하다. ⑦ (주로 ‘가늘게’ 
꼴로 쓰여)) 움직이는 정도가 아주 약하다.

1) (신자영ㆍ원미진2010:1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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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늘다: ①『폭‧굵기가』(be) thin; slen-der; slim; fine; narrow (좁다). ②『목
소리 따위가』(be) thin; feeble; weak; faint. ③『촘촘하다』(be) fine; 
close. ④『흔들림이 약하다』(be) slight. 

  예 (3)은 ≪표준 사전≫에서 7개의 의미 센스를 가지는 형용사 ‘가늘다’의 뜻풀이 
예이고, 예 (4)는 ≪한-영 사전(2003)≫에서 ‘가늘다’를 영어로 번역한 뜻풀이이다. 
한국어에서 제시한 뜻풀이 항목은 총 7개이지만, 대역으로 된 영어에서는 뜻풀이 항
목이 4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문장의 어순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사전 
편찬에 매우 이로운 일이다.2)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의 뜻풀이를 단순어와 복합어로 나누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4.1. 뜻풀이 
4.1.1. 단순어 

  이 절에서는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 뜻풀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형용
사 중 단순어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중 언어 사전은 대역에 기반한 사전의 방식이지만, 기점어에 제시되어 있는 하
나의 뜻풀이에 목표어가 하나의 대응 어휘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뿐만 아니라 
목표어에서 대응 어휘의 의미 센스에 따라 뜻풀이 항목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
는 것을 예 (2)에서 앞서 살펴보았다. 단순어는 음절 수에 따라 아래 (5)와 같은 
형용사 표제어들을 살펴볼 것이다. 

  (5) ㄱ. 같다, 걸다, 검다, 굵다, …
ㄴ. 가깝다, 가늘다, 가볍다, …
ㄷ. 가냘프다, 가파르다, 게으르다, …

2)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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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어 중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가지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표제어를 
≪표준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6) ㄱ. 서툴다:「형용사」[1]【…에】① ‘서투르다[1]①’의 준말. ② ‘서투르다[1]②’
의 준말. [2] ① ‘서투르다[2]①’의 준말. ② ‘서투르다[2]②’의 준말. 

ㄴ. 서투르다:「형용사」[1]【…에】①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설
다. ② 전에 만난 적이 없어 어색하다. [2] ①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다. ② ((주로 ‘서투르게’ 꼴로 쓰여)) 앞뒤를 재
어 보는 세심함이 없이 섣부르다.

  예 (6ㄱ)은 (6ㄴ)의 ‘준말’로 제시하고 있지만, 뜻풀이까지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표준 사전≫에서 다음 예 (7)과 같이 ‘같은 말’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  

  (7) ㄱ. 가엾다 : 「형용사」【…이】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 ≒가엽다. 
ㄴ. 가엽다 : 「형용사」【…이】=가엾다. 

  또한 표제어들 간 어두나 어중에 음운적 관련이 있는 단어들도 있는데, 이들 중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를 바탕 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표≫ 얇다 : [형] ①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다. ②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 ③ 빛깔이 연하다. ④ 
빤히 들여다보일 만큼 속이 좁다. [반-①두껍다/②두껍다][참고어휘
-엷다]

≪고≫ 얇다 : 형 ① (두께가) 보통의 것에 비해 작다. 큰말 엷다②. 반의 두껍
다①. 두텁다②. ② (빛깔이) 묽고 연하다. 큰말 엷다①. ③(비유적으
로)(생각이나 사고 따위가)좁거나 가볍다. 큰말 엷다③,엷다⑤. 유의 
얄팍하다.

≪연≫ 얇다 : 형 ① 무엇의 두껍기가 크지 않다. ② (내용이나 양이) 보잘것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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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 얇다 : 형 (무엇이) 두께가 크지 않다. 

  (9) ≪표≫ 엷다 : [형]  ① 빛깔이 진하지 아니하다. ② 두께가 적다. ③ 밀도가 빽
빽하지 아니하다. ④ 말이나 행동 따위가 깊지 아니하고 가볍다. ⑤ 
지나치게 드러냄이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하다. [반-①두껍다/
②두껍다][참고어휘-얇다]

≪고≫ 엷다 : 형 ① (사물이나 그 빛깔이) 약간 연하다. 작은 얇다②. 반의 짙
다2①. ② (사물이) 두께가 얕거나 적다. 작은 얇다①. 반의 두껍다
①. ③ (무엇이)지나치게 드러냄이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하
다. 작은 얇다③. ④ (사물이) 밀도가 짙지 않고 성기다. ⑤ (사람
이나 언행이) 진중하지 않고 가볍다. 작은 얇다③.

≪연≫ 엷다 : 형 ① 두께가 적다. ② (빛깔이) 진하지 않고 약간 연하다. ③ 
(농도나 밀도가) 짙지 않다. ④ (말이나 행동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얄팍하다. ⑤ (웃음,잠, 느낌 따위가) 있는 듯 없는 듯 
가볍다. 작 얇다.

≪학≫ 엷다 : 형 ① 빛깔이 진하지 않고 약간 연하다. ② 강하지 않다. ③ (웃
음, 잠, 느낌이) 있는 듯 없는 듯 가볍다. 

  예 (8-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얇다’와 ‘엷다’의 뜻풀이 항목을 살펴보면 ≪표
준 서전≫의 뜻풀이 항목이 제일 많다. 즉 표제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의미 자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얇다’의 뜻풀이 항목은 ≪고려 사전≫은 ②에 대한 
제시가 없고 ≪연세 사전≫은 ③과 ④에 대한 제시가 없다. 그리고 ≪학습 사전≫에
서는 ‘얇다’의 기본 의미 센스인 ‘두께가 적다’의 의미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뜻풀
이 제시에 대하여 사전 편찬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뜻풀이 
항목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 ≪표준 사전≫의 뜻풀이를 따르는지의 여부이고, 또 
하나는 ‘얇다’와 ‘엷다’가 서로 음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 
간의 의미 차이를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첫째, ≪표준 사전≫에서 제시하는 모든 뜻풀이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된다면 학습
자에게 알려져야 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표준 사전≫에만 제시되어 있고 ≪고려 



- 51 -

사전≫에는 제시되지 않은 뜻풀이 항목 ②는 실제로 쓰임이 있다는 것을 ≪연세 사
전≫의 ③의 뜻풀이로 확인할 수 있고, ≪연세 사전≫에 제시가 없는 ‘비유적인 쓰
임’은 ≪고려 사전≫의 ③번 항목에서 확인이 되므로 ‘얇다’의 뜻풀이는 ≪표준 사전
≫의 뜻풀이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표제어 간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얇다’와 ‘엷다’의 의미 차이에 대한 것
이다. ‘얇다’와 ‘엷다’에 의미 센스 차이가 있는 것이 예 (8)과 (9)의 비교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얇다’와 ‘엷다’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표준 사전≫에 잘  
제시되어 있다. ≪고려 사전≫과 ≪연세 사전≫에서는 이 둘은 ‘큰말’과 ‘작은말’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 쌍이 큰말과 작은말의 쓰임을 보
이는 것은 모든 뜻풀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고려 사전≫에서는 자세히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제어 간에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고 쓰임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고려 사전≫의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려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큰말과 작은말 간의 차이는 의미로 보
면 서로 비슷한 해석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얇다’와 ‘엷다’의 차이는 의미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운에 의한 차이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음에 의한 차이는 
느낌의 차이만 있다는 것은 다음의 ≪표준 사전≫에 잘 제시되어 있다. 

  (10) “양성모음은 ‘ㅏ, ㅗ, ㅑ, ㅛ, ㅘ, ㅚ, ㅐ’ 따위가 있고 이의 소리는 산뜻한 느낌
을 주며 작은 말로 칭한다. 음성모음은 ‘ㅓ, ㅜ, ㅕ, ㅠ, ㅔ, ㅝ, ㅟ, ㅖ’ 따위가 
있고 이의 소리는 어두운 느낌을 주며 큰말로 칭한다.” 

 
  (10)에 의하면 ‘얇다’와 ‘엷다’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낌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한-미 형용사 사전≫의 뜻풀이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렇지만 음운
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표제어 간에 느낌 차가 있다는 것, 즉 큰말과 작은말의 느
낌 차가 있다는 것을 사전 편찬 원칙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미 형
용사 사전≫의 ‘사전 편찬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미얀마어로 제시하고 느낌 
차를 구별할 수 있는 예문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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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어에서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관련이 있는 표제어 단어 쌍 간에는 
느낌 차만 존재한다. 양성 모음은 ‘ㅏ, ㅗ, ㅑ, ㅛ, ㅘ, ㅚ, ㅐ’ 따위가 있고 그 
소리는 산뜻한 느낌을 주며 ‘작은 말’로 칭한다. 음성모음은 ‘ㅓ, ㅜ, ㅕ, ㅠ, ㅔ, 
ㅝ, ㅟ, ㅖ’ 따위가 있고 그 소리는 어두운 느낌을 주며 ‘큰말’로 칭한다. 가령  
웃음소리 ‘하..하..’와 ‘히..히..’의 느낌 차 등”3)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얇다’와 ‘엷다’의 뜻풀이 방식은 다음과 같다.

  (12) ㄱ. 얇다: ① ppa: thi ② (a hlwa/a tat) nein. thi/nae: thi ③ (a yaun) pyeo. 
thi ④ (u. ba sa) (a twe:) tain thi/ kkyin: myeon: thi

 ㄴ. 엷다: ① (a yaun) pyeo. thi ② ppa: thi ③ hmai: thi/hmon wa: thi ④ 
kkyae: thi ⑤ (a ppyu. a mu) ppeo. ppyat thi

  예 (12)는 바탕 사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뜻풀이 항목에 해당하는 미얀마어의 대
응어휘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식 뜻풀이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점어에 
제시한 뜻풀이를 번역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단순어는 예 (12)와 
같이 바탕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뜻풀이 항목대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음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ㄱ. 가엾다: /발음/ ① tha na: sa ya kaun: thi ¶ 가엾어 볼 수 없다- tha na: 
sa ya kaun: lo. ma kyi. yat bu: ¶ ② tha na: thi ¶가엾어 도와 주
었다- tha na: lo. ku da 

 ㄴ. 기쁘다: /발음/ ① wan: tha thi/ ¶ 기뻐 날뛰다-wan: tha lo. ta khon da 
② wan: tha sa ya kaun: thi ¶기쁜 소식-wan tha sa ya kaun: 
de. tha din: ③ pyeo shwin thi ¶ 기쁜 날-pyeo shwin theo ne.

 ㄷ. 슬프다: /발음/ ① wan nae: thi ¶슬픈 목소리.- ② wan nae: sa ya kaun: 
thi- 슬픈 이야기-

3) 실제 사전에서 (11)은 미얀마어로 작성될 것이다. 모음에 의한 소리의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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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3)의 모든 단순어는 ≪표준 사전≫에서 하나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4) 이것은 이중 언어 사전에서 뜻풀이라는 것은 번역의 방식을 위주로 
하는 것, 즉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뜻풀이 항목을 하나만 제시하면 안 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미얀마어로 제시할 때에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개의 센스로 나누어
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 (13ㄱ)에서의 뜻풀이 ①번과 ②번은 비슷한 말로 보이지만 의미 센스의 차이
가 있어서 뜻풀이 항목을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13ㄴ)의 ‘기쁘다’도 한
국어에서는 하나의 뜻풀이로 처리되고 있지만5) 미얀마어로 번역할 때에는 다의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의미 센스가 달라서 추가 뜻풀이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ㄴ)에서는 한국어 ‘기쁘다’의 뜻이 미얀마어에서 뜻풀이 ①에 기본 센스로 번역
되어 있고 이것은 주어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기뻐함을 의미할 때만 가능
하다. 미얀마어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 등의 대상(theme)이 기뻐할 만함을 의미할 
때는 뜻풀이 항목 ①이 아니라 뜻풀이 항목 ②의 대응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가 있다. 마찬가지로 (12ㄴ)의 ③번 뜻풀이 항목도 ‘기쁘다’가 관형사형을 취할 때 
후행요소에 따라 의미가 또 다른 센스로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13ㄴ)
의 미얀마어로 된 ①번 센스는 ‘기쁘다’의 기본 의미이고 ②번의 대응어휘는 어떤 
일이나 행동, 상황에 대하여 ‘기뻐할 만하다’라는 센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③번 센스는 결합한 후행 요소에 의한 대응어휘의 의미 센스가 변화하는 것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중 언어 사전의 대역 영역에서는 표제어의 의미론적 영
역의 외연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내용적 세부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12)와 (13)을 비교해 보면, 예 (12)의 단순어는 감정과 관련이 없는 
형용사이고, 예 (13)의 단순어는 모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볼 수 있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예 (13)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문맥 상 대응 어휘가 ①

4) 가엾다: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 ≒ 가엽다 / 기쁘다: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
고 흡족하다. / 슬프다: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5) 《표준 사전》뿐만 아니라 《연세 사전》에서도 뜻풀이 항목이 하나만 있으나 《고대 사전》에서는 2개
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연구의 바탕으로 하는 사전은 《표준 사전》이어서 
《표준 사전》의 뜻풀이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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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센스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엾다’의 의미 센스가 미얀마어에서 추
가 뜻풀이 항목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다음의 예 (14)에서 잘 드러난다.

  (14)6) ㄱ. 달맞이꽃은 왠지 가엾고 애잔해 보인다. (1)
ㄴ. 어린 나이에 애는 쓰지만 깨닫는 바가 적은 모양이니 참 가엾구나. (1)
ㄷ. 불구자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더욱더 가엾다. (1)
ㄹ. 나는 자꾸 민석이가 가엾다고 생각된다. (1)
ㅁ. 그 늙은이는 가엾다는 듯이 숫제 내 어깨를 토닥여주었던 것이다. (1)
ㅂ. 자주 식은 땀을 흘렸고, 때때로 가엾고 안쓰러워서 칼을 버리고 싶었다. (2)
ㅅ. 그러한 아버지가 가엾다면 나는 지금 한창 행복한 나이인 것이다. (2) 
ㅇ. 난 큰새 어머니가 가엾어요. (2)
ㅈ. 이제 잔소리할 기력마저 떨어진 할머니가 가엾고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했

다. (2)
  
  예 (14)와 같이 ‘가엾다’라는 형용사가 하나의 센스로만 번역하기에 부족함이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 (14ㄱ-ㅁ)은 어떤 처지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한 느
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4ㅂ-ㅈ)은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뜻풀이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슬프다’의 경우도 뜻풀이가 나누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ㄱ. 배고프면 왜 슬프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지 모릅니다. (1)
ㄴ. 너무 슬픈 남편을 웃기려는 농담이다. (1)
ㄷ. 나의 열아홉 살 시절은 줄곧 외롭고 슬프고 심각하기만 하였다. (2)
ㄹ.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2)
ㅁ. 친구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마차에 실려 팔려 간다는 슬픈 내용이었다. (2)
ㅂ. 타부서에서 근무하던 몇몇 선배들이 맥없이 슬픈 일을 당했다. (2)
ㅅ. 이 노랫말이 전해 주는 그런 슬픈 향수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2)

6)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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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5)와 같이 ‘슬프다’는 하나의 센스로만 번역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예 (15ㄷ-ㅅ)은 어떤 상황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
이며, 나머지는 주어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뜻풀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어의 이러한 뜻풀이를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때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대응 어휘는 (1:n) 유형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다. ‘n’은 미얀마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추가 뜻풀이 항목이다. 

  (16) 유형 I : 한국어의 하나의 뜻풀이 항목이 미얀마어에서는 둘 이상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유형. - [1(한국어) :n (미얀마어)]

  예 (13)의 모든 단순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순어이고 미얀마어에서 감정을 표현
하는 단어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 추가 뜻풀이 항목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
만 감정을 나타내는 모든 형용사가 미얀마어에서 다의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ㄱ. 귀엽다 : chit sa ya kaun: thi
ㄴ. 외롭다 : a ti: kkyan thi
ㄷ. 쟁그랍다 : sat soke yun sha thi

  예 (13)과 (17)을 비교해 보면, 모든 단순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이지만 예 
(17)의 뜻풀이는 미얀마어에는 하나의 뜻풀이로만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예에서도 제시대로 하나의 뜻풀이로만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18)7) ㄱ. 다른 녀석에게 그 귀여운 목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해도 안 되고…
ㄴ.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아름다웠다.
ㄷ. 나를 유인한 숲의 친구는 귀엽고도 사랑스러웠다.

7)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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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반짝거리는 작은 눈은 정말 귀엽기만 했다.
ㅁ. 어쩐 까닭인지 나는 조금만 외롭거나 슬픈 일이 생겨도…
ㅂ.  외따로 떨어져 있지만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은 산골 오두막에…
ㅅ.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노릇인가.
ㅇ. 이따금 외로운 사람들이 금불상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절을 찾아오곤 했습

니다.

  예 (1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귀엽다’나 ‘외롭다’가 다양한 내용임에도 불구하
고, 미얀마어의 대응 어휘는 하나의 의미 센스를 표현하는 단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어는 뜻풀이 항목 하나만의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
어의 뜻풀이는 1:1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19) 유형 II : 한국어의 뜻풀이 항목대로 미얀마어에 대응어휘가 존재하는 유형  
[1(한국어) : 1(미얀마어)]

                표제어 : [미얀마어의 뜻풀이 항목 (대응 어휘)]

  또한 뜻풀이에서 의미 제시 항목의 수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뜻풀이
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예가 다음의 (20)이다.

  (20) ㄱ. 고깝다: /발음/ (활용정보) (추가설명- ) 대응어휘(seit ku. thi)
ㄴ. 고달프다: /발음/ (활용정보) (추가 설명-) 대응어휘(kyan: tan: thi)

  (20)도 감정 형용사로 볼 수 있는 단순어인데, 이들을 미얀마어로 번역할 때 대
응어휘의 의미 자질에 따라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 예 (20ㄱ,ㄴ)의 대
응 어휘는 미얀마어에서 다의를 가지기 때문에 그 대응 어휘의 오용을 파하기 위하
여 추가설명을 붙인 것이다. 설명은 어떤 언어 상황에서 쓰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20ㄱ)에서 제시한 미얀마어의 대응 어휘는 섭섭하고 야속하여 마음이 언짢은 느
낌이 있다는 의미에 해당한다는 것을 추가 설명으로 제시한 것이고, (20ㄴ)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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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는 일반적으로 바닥이 매끄럽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어휘라서 어떤 상황
에 한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추가 설명으로 붙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한
국어의 표제어를 미얀마어로 제시할 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21) 유형 III: 한국어의 뜻풀이 항목 하나에 미얀마어 대응어휘가 존재하지만 설명이 
필요한 경우 [1(한국어) : (설명+대응 어휘)]

               표제어 : [{미얀마어로 설명}뜻풀이(대응어휘)]  

  지금까지 살펴본 단순어는 ≪표준 사전≫ 기준으로 뜻풀이 항목이 하나만 있는 
단어들이다. 그래서 하나의 뜻풀이 항목에 대하여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
해야 하는 뜻풀이 항목은 앞에서 제시한 유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
탕 사전에서 한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 항목마다 해당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다. 바탕 사전에서 한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 항목이 둘 이상 제시되는 단순어는 다
음과 같다. 

  (22) ≪표≫ 가깝다 : [형]①【…에서】【…에/에게】【(…과)】(‘…과’가 나타나지 않
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 ②【(…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서로의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
다. ③【…에】 (1)【…이】어떤 수치에 근접하다. (2)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④(1)시간적으로 오래지 않
다. (2) 촌수가 멀지 않다. 

≪고≫ 가깝다 : 형 [①-ㄱ](장소가 기준점에서) 거리가 짧다. [①-ㄴ](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사이에 거리가 짧다. ②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스스럼없이 친하고 정답다. ③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 성질이나 내용, 모양 따위가 거의 비
슷하다. ④(무엇이 일정한 수에) 거의 근접하다. ⑤ (어떤 때가) 
될 시간이 오래지 않다. ⑥(촌수가) 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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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가깝다 : 형 I. ① (한 곳이 다른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②(어
떤 때가) 될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II.①(서로의 사이가) 
친하다, 친밀하다. ②(주로 ‘가까운‘의 꼴로 쓰이어)(어떤 친척과) 
촌수가 적다. III.①(성질이나 상태가 무엇과) 거의 비슷하다. ②
(어떤 상태)에 거의 이르다. ③ (어떤 수에) 거의 미치다.

≪학≫ 가깝다 : 형 ① (어떤 곳이 다른 곳에서) 멀지 않다. ② (어떤 때까지
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③ (다른 사람과)서로 사이가 
좋다. ④ (어떤 수와) 거의 비슷하다. 

  예 (22)는 ‘가깝다’에 대하여 바탕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뜻풀이 항목이고 모두  
둘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의 
뜻풀이 항목은 총 7개가 있지만, ≪학습 사전≫에서는 총 4개 밖에 없었다. ≪학습 
사전≫의 뜻풀이 항목은 ‘장소, 시간, 관계, 수’와 가깝다는 의미의 4가지 센스로 나
누어 제시되고 있다. 나머지 사전에서는 ‘장소, 관계, 수, 기준, 시간, 촌수’라는 6가
지로 나누어서 제시되고 있다. 바탕 사전들에서 제시된 7개의 뜻풀이 항목을 미얀마
어로 제시할 때에는 뜻풀이 항목마다 미얀마어의 대응 어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대응 어휘 하나에 몇 개의 센스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뜻풀이 항목이 줄어드
는 것을 다음 예 (23)에서 볼 수 있다.

  (23) 가깝다 : ① (장소, 시간) ni: thi/ ni: kat thi ② (기준, 수) ni: sat thi ③ (관
계, 촌수) yin: hni: thi

  예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뜻풀이 항목 2개는 
미얀마어에서 ①번인 하나의 대응 어휘(ni: thi)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복합어(ni: kat 
thi)로도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준’과 ‘수’에 대한 2개의 뜻풀이 항목은 미
얀마어에서 ‘ni: sat thi’라는 대응 어휘 하나만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에서 한 표제어에 제시하고 있는 뜻풀이 항목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어 
대응 어휘의 의미 자질에 따라 항목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다. 미얀마어에서 의미 
항목이 줄어들었지만 각 뜻풀이 항목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 예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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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 ㄱ. 정말 가게는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1)
ㄴ. 설치한지 20년이 가까운 아파트들도 많으나....(1)
ㄷ. 경지는 콧방귀에 가까운 목소리로 슬쩍 받아치었다.(2)
ㄹ. 착한 천사보다는 귀여운 악마의 모습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2)
ㅁ. 역시 월급쟁이에 가까운 평범한 교사이었어요.(2)
ㅂ. 그는 루시의 가까운 이웃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3)

  예 (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보다 미얀마어의 뜻풀이 항목이 줄어들었지
만, 예 (24)와 같이 한국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의미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
여준다. 또한 뜻풀이 항목이 제일 많은 ‘크다’와 ‘높다’에 대하여 ≪한-미 형용사 사
전≫에서 뜻풀이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ㄱ. 크다: ① (사람, 사물, 신, 옷, 규모, 힘, 돈 액수 따위) kyi: thi ② (길이) 
shae thi ③ (넓이, 범위, 소리, 생각 따위) kye thi ④ (높이) myin. 
thi ⑤ (용감) kaun: thi ⑥ (가능성,) mya: thi ⑦ (대강, 대충) pyit 
thi ⑧ a yae: pa thi ⑨ tu: chun thi ⑩ (범위를 넓힌다)chae. thi8) 

ㄴ . 높다: ① (높이, 수준, 능럭, 가치, 값, 비율 따위) myint: thi ② (온도, 습
도, 압력, 가능성 따위) mya: thi ③ (품질, 힘력, 의견 따위) kaung: 
thi ④ (신부, 지위, 이름, 꿈 따위) kyi: thi ⑤ (소리) kyi: thi/myin. 
thi9)

8) ≪표≫ 크다01: 〔커, 크니〕 [Ⅰ]「형용사」 「1」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
가 보통 정도를 넘다. 「2」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3」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4」사람의 됨됨이가 뛰어나고 훌륭하다. 「5」소리가 귀에 거슬
릴 정도로 강하다. 「6」돈의 액수나 단위가 높다. 「7」몸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일의 영향, 충격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8」생각의 범위나 도량이 넓다. 「9」겁이 없고 용감하다. 「10」가능성 따
위가 많다. 「11」((‘크게는’ 꼴로 쓰여)) ‘범위를 넓힌다면’의 뜻으로 이르는 말. 「12」((‘크게’ 꼴로 
쓰여)) ‘대강’, ‘대충’의 뜻을 나타내는 말. 「13」((주로 ‘큰’ 꼴로 쓰여)) ‘중요하다’, ‘의의가 있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 「14」‘뛰어나다’, ‘훌륭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 

9) ≪표≫ 높다[놉따]   〔높아, 높으니〕 「형용사」 「1」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 「2」아래에서부
터 위까지 벌어진 사이가 크다. 「3」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온도, 습도, 압력 따위가 기준치보다 위
에 있다. 「4」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5」값이나 비율 따위가 보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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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5)는 ‘크다’의 뜻풀이 항목을 미얀마어에서 10개로만 나타낸 것이다. 예 (25
ㄱ)의 경우 ≪표준 사전≫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뜻풀이, ‘신, 옷’에 대한 
뜻풀이, ‘규모’에 대한 뜻풀이라는 3개의 뜻풀이는 미얀마어에서 ①번 뜻풀이의 대
응 어휘로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뜻풀이로 제시한다. 그리고 ≪표준 사
전≫에서 하나의 뜻풀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길이’와 ‘넓이’는 미얀마어에서 2개의 
뜻풀이 항목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기쁘다’와 같은 현상, 즉 
뜻풀이 항목의 추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의 표제어의 뜻풀이 제시는 
복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크다’에는 미얀마어 대응 어휘에 따라 1:1의 현
상, 1:n의 현상뿐만 아니라 n:1의 현상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n’은 제시
할 필요가 있는 뜻풀이 항목의 수이다. 
  또한, ‘높다’의 경우 ≪표준 사전≫에서 뜻풀이 항목이 13개이지만 미얀마어로 제
시할 때에는 뜻풀이 항목이 5개로 줄어들었다. ≪표준 사전≫의 뜻풀이 ①번, ②번, 
④번과 ⑤번은 미얀마어의 ①번에 해당하고, ≪표준 사전≫의 뜻풀이 ④번, ⑬번과 
③번은 미얀마어의 ②번, ≪표준 사전≫의 ④번의 (품질), ⑨번과 ⑩번은 미얀마어
의 ③번, ≪표준 사전≫의 ⑥번, ⑧번과 ⑪번은 미얀마어에서 ④번, 그리고 ≪표준 
사전≫의 ⑦번과 ⑫번의 (소리)는 미얀마어의 ⑤번 뜻풀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뜻풀
이 항목이 줄어든 것이다. 즉 미얀마어의 대응 어휘는 다의어가 될 경우 한국어의 
몇 개의 뜻풀이 항목에 하나의 대응 어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으로 인해 한국어를 미얀마어로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

  (26) 유형 IV : 한국어의 뜻풀이 항목 둘 이상을 위한 미얀마어 대응 어휘가 하
나만 존재하는 경우 [n(한국어) : 1(미얀마어)]

         표제어 : [n(한국어 뜻풀이 항목)= 미얀마어 뜻풀이 항목(대응 어휘)]

위에 있다. 「6」지위나 신분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7」소리가 음계에서 위쪽에 있거나 진동
수가 큰 상태에 있다. 「8」이름이나 명성 따위가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다. 「9」기세 따위가 힘차고 
대단한 상태에 있다.「10」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 「11」꿈이나 이상 따위가 크고 
원대하다. 「12」소리의 강도가 세다. 「13」((‘가능성’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일어날 확률이 다른 
것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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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요약하면, 이중 언어 사전은 대역 사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뜻풀이에 있어서 한국어에 나타나는 
뜻풀이대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대역 영역에서 표제어의 의미론적 영역의 외연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내용적 세부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
얀마어에서의 뜻풀이의 현상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에는 뜻풀이 항목이 하나만 있지만 미얀마어 대응 어휘의 센스에 따
라 추가 뜻풀이 항목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미얀마어에서 한국어의 형용사 뜻풀
이대로만 번역되는 대응 어휘로 가능한 경우이다. 셋째, 한국어의 뜻풀이 항목대로
라도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넷째, 뜻풀이 항목이 줄어드는 경우, 한국어에는 
센스에 따라 뜻풀이 항목이 하나씩 제시되어 있지만 미얀마어는 대응 어휘 센스에 
따라 기존의 뜻풀이 항목 몇 개를 묶어서 하나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이다. 

4.1.2. 복합어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합성어의 뜻풀이 기술을 제시하
고자 한다.
  합성어는 제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사+형용사>구성, <부사+형용사> 구
성, <형용사+형용사> 구성, <불분명요소+형용사> 구성, 그리고 <어간 반복형> 
즉 <형용사1+연결어미+형용사1> 구성으로 나뉜다.
  <명사+형용사> 구성의 경우 바탕 사전에서 빈도가 제일 높은 합성어의 뜻풀이 
방식은 다음의 예 (27-28)과 같다.

  (27) ≪표≫ 재미-있다 :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
≪고≫ 재미있다 : ①【명 이】(일이) 즐겁고 유쾌하다. ② 【명 이】(사건이나 

사실 따위가)흥미를 느낄 만하다.
≪연≫ 재미있다 : I.(누가 무엇에 대히)느낌이 즐겁고 유쾌하다. II. (무엇이) 

즐겁고 유쾌한 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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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재미있다 : (어떤 일이) 즐겁다.
  (28) ≪표≫ 수-많다 : (주로 ‘수많은’ 꼴로 쓰여) 수효가 매우 많다.

≪고≫ 수많다 : 【주로 ‘수많은’의 꼴로 쓰여】(사물이) 수효가 매우 많다.
≪연≫ 수많다 : (주로 ‘수많은’ 꼴로 쓰이어) 개수나 수효가 매우 많다.
≪학≫ 수많다 : 수가 매우 많다.

  예 (27)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표준 사전≫과 ≪학습 사전≫에서 하나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되었지만, ≪고려 사전≫과 ≪연세 사전≫에서는 두 개의 뜻풀이 항목
으로 나뉘어서 제시되어 있다. 예 (27)의 경우도 예 (1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
얀마어로 제시할 때 3개의 의미 센스로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얀마
어에서는 의미 센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29) 재미-있다 : ① seit win sa: sa ya kaun: thi ② pyeo shwin sa ya kaun: thi 
③  yi sa ya kaun: thi 

  예 (29)에서 의미 센스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의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문장에
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0) ㄱ.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유럽에서도… 
(1)

ㄴ. 그것과는 좀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
ㄷ. 꽃과 나무의 종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 때나 신기롭고 재미있는 세계가 

아닐 수 없다. (2)
ㄹ.  전에 하던 그 일에 비하면 정말로 재미있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2)
ㅁ. 수입이 좋고 자유롭고 또 마음 맞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측면

도 있다. (2)
ㅂ.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은 정말로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2)
ㅅ. 그녀는 현금 출납 창구의 여직원과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지 계속 웃음

을 터뜨리고 있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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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0)에 따라 ‘재미있다’는 미얀마어에서 3개의 뜻풀이로 나타나고 ≪표준 사전
≫에서는 1개, 그리고 ≪고려 사전≫과 ≪연세 사전≫에서는 2개의 뜻풀이로 제시
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어에서는 최소한 3개의 의미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만약 이것을 번역의 방식에만 의존해 기술한다면 2개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해
야 한다. 그렇지만 번역의 방식을 취한다면 예 (29)의 ①과 ②에 해당하는 의미만 
기술할 수 있고 ③은 표현하기가 어렵다. ③은 (30)과 같은 문장 내용에 의해 나타
나는 의미이어서 표제어의 뜻풀이 항목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점어
에 제시하고 있는 뜻풀이를 번역의 방식만을 취해 기술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 (28)의 ‘수많다’에 관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의 뜻풀이 제시는 
다음과 같다.

  (31) 수-많다(數-) : (a ye a twat) mya: ppya: thi

  예 (31)에서 보듯이, 미얀마어에서 중심이 되는 뜻풀이는 ‘많다’의 의미이므로 이
는 소괄호에 후행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선행 명사 ‘수(數)’는 ‘수효(數爻)’를 의미하
는 것임을 소괄호 속에 제시한 것이다. 학습자는 ‘수(數)’와 ‘많다’의 결합이라는 것
을 앎으로써 표제어 표시로부터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미얀마
어 뜻풀이 항목도 하나만으로도 제시 가능한 것이라, 예 (21)의 ‘유형III’에 속한 제
시 방식이다.
  <부사+형용사> 구성에 대한 바탕 사전의 뜻풀이를 보이면 다음의 예 (32-33)
과 같다. 

  (32) ≪표≫ 못-되다: [형] ①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 ②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고≫ 못되다: 형 ① (성질이나 하는 짓이)도덕적으로 나쁘다. ② 성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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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 부실하다. 
≪연≫ 못되다: 형 ① (성질이나 하는 짓이) 도덕적으로 나쁘다. ② 잘 되지 

못하다. 
≪학≫ 못되다: 형 ① (성질이나 하는 짓이) 도덕적으로 나쁘다. ② 성공하지 

못하다. 
  (33) ≪표≫ 끄떡-없다: [형] 아무런 변동이나 탈이 없이 매우 온전하다 

≪고≫ 끄떡없다: 형 [명 이](사람이나 사물이)아무 변화나 탈도 생기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다.

≪연≫ 끄떡없다: 형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금의 탈이나 흔들림이 없이 온
전하다..

≪학≫ 끄떡없다: 형 동재되지 않음.
    
  예 (32)에서 모든 바탕 사전들이 2개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얀마어에도 뜻풀이 항목을 2개로만 제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예 (33)도 모든 바탕 사전들에서 뜻풀이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미얀마어
에서도 하나의 뜻풀이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제어의 뜻풀이 
방식은 예 (21)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 그래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34) ㄱ. 못-되다 : [부사(못)+형용사] ① (a yi a thwae:/a mu a kyin.) yai: pya. 
thi ② shon: nein. thi

ㄴ. 끄떡-없다 : [부사(끄떡)+형용사] (hlote kat hmu. ma shi.)ti nyein thi

  예 (34)를 보면, 표제어를 다른 합성어와 달리 표시한 것은 학습자에게 단순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표제어가 어떤 단어 형성 유형에 속하는지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 (34)의 뜻풀이는 앞에 배치한 큰괄호 [  ]에 형태정보
를 기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6장의 참고상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표제어에 
합성어라는 표시를 붙인 것은 학습자가 띄어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지만 그
것은 용례 제시로 해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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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잘생기다’류의 품사 제시
에 있다. ‘생기다’의 동사로서의 의미는 미얀마어에서도 동사의 의미로 나타나지만, 
‘잘-’과 결합한 형용사의 미얀마어 대응어휘는 동사의 뜻풀이 항목에 없는 형용사의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잘-생기다’의 미얀마어의 뜻풀이 의미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형태정보를 제시할 때는 이것이 적당한 
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형태정보를 제시하는 주요 이유는 학습자가 비슷한 형
태의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만, ‘부사(잘)+생기다(형용사도 아
님)’의 경우에는 기본 어휘의 의미 센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품사의 혼동이 있는 합성어, 즉 ‘잘-생기다’류의 형태정보 제시는 생략하
고자 한다. 
  <형용사+형용사> 구성의 경우, 미얀마어의 뜻풀이로 제시할 때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다음의 바탕 사전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표≫ 세-차다 : [형] ① 기세나 형세 따위가 힘 있고 억세다. ② 성미가 사
납고 날카롭다. 또는 드세고 억척스럽다. ③『북한어』장난이 매우 
심하다.

≪고≫ 세차다 : 형 ①(무엇이) 기세나 형세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세
다. ② (무엇이)힘이 있고 억세다. ③ (무엇이) 힘이 들고 어렵다. 

≪연≫ 세차다: 형 ① 힘이 세고 거치다. ②(기세나 형세가) 막기 힘들 정도로 
몹시 세다.

≪학≫ 세차다: 형  등재되지 않음.
    
  (35)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제시 방식이 각각 다르다. ≪표준 사전≫에서는 뜻풀
이 항목이 2개가 있지만 ‘북한어’가 추가로 제시되어 있고 ≪고려 사전≫에서는 뜻
풀이가 3개로 나뉘어서 제시되어 있다. ≪표준 사전≫의 ③번 뜻풀이는 한국어 학습
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지만 참고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의미 센스로 보면 
미얀마어에서도 ≪고려 사전≫의 제시 방식대로 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어에서 ≪표
준 사전≫의 ①번 센스는 2가지의 센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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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고려 사전≫에서의 ③번 센스이다. 그 뜻풀이는 사전에서의 제시 여부가 다
음의 예 (36)에서 확인된다.

  (36) ㄱ. 세찬 바람(52) / 세찬 빗줄기(7) / 다른 것(39)
ㄴ. 한 번 형성된 구조는 아무리 세찬 내부적인 도전이 있어도 갈 데까지 갑니

다.
ㄷ. 활을 힘껏 당기며 말을 몰아 뒤쫓는 무사들이 모두 세찬 운동과 율동에 휘

말려 있다.

  예 (36ㄱ)은 말뭉치에서 나온 ‘세차다’의 관형사형 예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수식어가 ‘바람’임을 보여준다. (36ㄴ)과 (36ㄷ)은 특이하게도 ≪표준 사전≫에서 
제시한 뜻풀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센스이다. 이것은 ≪고려 사전≫에서 제시한 
뜻풀이 ③번 센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도 이것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것은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려 사전≫에서는 ≪표준 사전≫ 뜻풀이 항목 ②에 
해당하는 센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뜻풀이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7)  세-차다 : [형용사 어근 (세-)+형용사(-차다)] ① a: pyin: thi(기세나 형세
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세다) ② a: than thi(힘이 있고 억세다.) ③ 
tat myat thi (성미가 사납고 날카롭다. 또는 드세고 억척스럽다) ④  pin 
pan: kat kae: thi (힘이 들고 어렵다.)⑤『북한어』a sa. a naut than thi

  예 (37)의 표제어 표시만 보아도 학습자는 ‘세다’라는 형용사와 함께 ‘차다’라는 
형용사가 결합한다는 정보, ‘세다’와 ‘차다’의 의미결합 현상 등에 대한 단어 형성에 
의한 의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형용사가 이러한 방식을 취
하여 결합한다는 오해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예 (37)의 ‘세차다’에 대한 뜻풀이 
방식도 역시 예 (19)와 같은 ‘유형II’에 속한다. 사전 편찬 시 주의 사항은 바탕 사
전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뜻풀이 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표제어가 지니고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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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형용사1+연결어미+형용사1> 구성의 경우, 제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표제어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구성은 <형용사1+
디+형용사1> 구성이다. 연결어미 ‘-디-’에 의한 어간 반복 구성에 대하여 바탕 사
전들의 뜻풀이 제시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바탕 사전에서 <형용사1+디+형용사1>의 뜻풀이

  <표 4>의 뜻풀이 제시를 살펴보면, 뜻풀이 항목이 하나만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
부분이다. 둘 이상의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는 단어로는 ≪표준 사전≫에서는 ‘곱디
곱다’, ‘쓰디쓰다’ 및 ‘짜디짜다’가 있고, ≪고려 사전≫에서는 ‘곱디곱다’와 ‘쓰디쓰
다’가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뜻풀이 제시가 “‘아주/매우/몹시/더할 나위 없이’+형
용사”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는 미얀마어로 뜻풀이 할 때 그 방식
을 취할 수는 없다. 이유는 이들의 구성은 기어 형용사의 의미에서 유추한 것으로 

형용사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곱디곱다 ‘매우’+형용사

1) 매우 산뜻하고 아
름답다, 2) 거칠지 않
고 매우 매끄럽다, 3) 
듣기에 거친 데 없이 
매우 맑고 부드럽다, 
4) 올이 가늘고 촘촘
하여 매우 섬세하다

x x

붉디붉다 더할 나위 없이 붉다 아주 진하게 붉다 x x
쓰디쓰다  1)‘몹시’+형용사

 2)몹시 괴롭다
1)더할 수 없을 정도
로 매우 쓰다, 2)매우 
언짢거나 괴롭다

x x
좁디좁다 더할 나위 없이 좁다 ‘몹시’+형용사 x x
짜디짜다  1)매우 짜다.

 2) 매우 인색하다 ‘몹시’+형용사 x x
차디차다 ‘매우’+형용사 ‘매우’+형용사 ‘몹시’+형용사 x
희디희다 더할 나위 없이 희다 ‘몹시’+형용사 매우 희고 

깨끗하다 x



- 68 -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 사전≫에 하나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
하고 있다. ≪고려 사전≫에서 3개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곱디곱다’의 
기어 형용사인 ‘곱다’의 사전 제시는 다음과 같다.

  (38) ≪표≫곱다 : [형] ①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② 색
깔이 밝고 산뜻하여 보기 좋은 상태에 있다. ③ 소리가 듣기에 맑고 
부드럽다. ④ 만져 보는 느낌이 거칠지 아니하고 보드랍다. ⑤ 가루
나 알갱이 따위가 아주 잘다. ⑥ 상냥하고 순하다. ⑦ (주로 ‘곱게’ 
꼴로 쓰여) 편안하고 순탄하다. ⑧ (주로 ‘곱게’ 꼴로 쓰여) 그대로 
온전하다. ⑨ (주로 ‘곱게’ 꼴로 쓰여) 흔적이 없이 깔끔하다.

  예 (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뜻풀이는 기어 형용사에서는 부사형으로 쓰이는 
것을 제외하면 6개가 있는데, ≪표준 사전≫의 제시대로 ‘매우+곱다’로 제시한다면 
모든 의미에 ‘매우’라고 수식한 의미로 나타난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만  ≪고려 사
전≫의 뜻풀이는 ①번, ③번, ④번, ⑤번의 의미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어 형용사의 미얀마어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큰 괄호 ‘[ ]’ 속의 원문자는 
≪표준 사전≫의 뜻풀이 항목의 번호이다.

  (39)  곱다 : I. [①②] (대응어휘-hla thi) II. [③④] nu. nyan. thi  III. ⑤ 
hmon. nyat thi IV. ⑥ thein mwae. thi V. ⑦ nyin tha thi VI. 
⑧「8」 (nwae; twe: thi)  VII. ⑨ cheo mut thi 

  
  예 (39)의 ‘곱다’는 예 (26)의 ‘유형 IV’에 속하는 제시 방식이다. 그런데 ‘곱디곱
다’의 뜻풀이를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경우, 뜻풀이 항목에 대한 고려 
사항 2가지를 볼 수 있다. 하나는 ‘곱디곱다’의 뜻풀이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   
≪고려 사전≫의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말뭉치에서 나오는 의미를 찾아 제시
할 것인지이다. ≪고려 사전≫의 의미 제시 방식을 취한다면 예 (39)의 I번, II번과 
III번, VII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69 -

  (40) ㄱ. 개흙 같은, 아주 곱디고운 흙으로 발라져 있었지요. (38-II)
ㄴ. 극중에서 삭발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김혜선의 곱디고운 얼굴에서 머리카

락이 한올 두올 잘려나갔다. (38-I)
ㄷ. 지면은 온통 곱디고운 회색빛 개흙으로 덮여 있었다. (38-II)

  예 (40)에서 제시되었듯이 ‘곱디곱다’는 관형사형으로만 사용하고 뜻풀이를 보면 
말뭉치에서 미얀마어의 뜻풀이 항목 I번과 II번에 해당하는 예문만 나온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의 뜻풀이는 ≪고려 사전≫의 방식을 따르고 다음과 같
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곱디곱다 : ① a lun hla thi ② a lun nu. nyan. thi ③ a lun hmon. nyat thi ④ 
cheo mut lun: thi 

  예 (41)의 ‘a lun/lun:’이라는 어휘는 ‘아주’의 대응 어휘이고, 기어 형용사의 의미
에 부사 수식어를 결합한 형성으로 뜻풀이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 형용
사 사전≫에서 ‘곱디곱다’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2가지이다.

  (42) ㄱ. 곱디곱다 : (a lun + ☞ ‘곱다’)
ㄴ. 곱디곱다 : ① a lun hla thi .....중략..... ④ cheo mut lun: thi 

  예 (42)와 같은 2가지의 방식 중 (42ㄴ)이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
다. (42ㄱ)처럼 제시한다면 기어 형용사 ‘곱다’의 모든 뜻풀이 항목 총 9개에 해당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사전≫에서 제시한 것처럼 “‘매우’+형
용사”라는 뜻풀이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고려 
사전≫의 뜻풀이 방식을 취하여 예 (41)과 같이 기술하기로 한다.
  또한 바탕 사전들에서 “‘매우/몹시/더할 나위 없이’+형용사” 꼴의 뜻풀이를 제시하
는 어간 반복어 중에 빈도가 제일 높은 ‘차디차다’의 기어 형용사 ‘차다’에 대한 바
탕 사전에서 뜻풀이 제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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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표≫ 차다 : [형] ①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②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③ 『한의학』약재(藥材)나 약제(藥劑)에 사람의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다. ≒냉하다 ④ [2]『북한어』성격이 곧으
면서도 냉철하다.

≪고≫ 차다 : 형  ① (몸에 느껴지는 온도가)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
다. ②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③ (한의) 
(약 따위가) 사람의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다. 

≪연≫ 차다 : 형  ① 느끼기에 온도가 낮다. ② (표정이나 분위기가)냉냉하다. 
 ≪학≫ 차다 : 형  느끼기에 온도가 낮다. 

  예 (43)과 같이 ‘차디차다’의 기어 형용사 ‘차다’는 바탕 사전들에서 둘 이상의 뜻
풀이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고, ‘차디차다’는 ‘매우+차다’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표 4>와 같은 경우 모든 뜻풀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말뭉치에서 나오는 예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44)10) ㄱ.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소년은 차디찬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고… (1) 
ㄴ.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 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1) 
ㄷ. 흘러내린 빗방울이 눈동자를 적시고, 차디찬 바람이 내장까지 시리게 만들

었다. (1) 
ㄹ. 어머니는 우시는 모습이었고, 현옥이, 현수 그리고 죽은 범수는 차디찬 눈

으로 쏘아보다가 돌아앉아 버리고… (2)
ㅁ. 사회적인 이념의 형성을 위해서 그 민중 의식을 동원하는 차디찬 모습이다. 

(2) 

  예 (44)에서 모든 예문은 ≪표준 사전≫, ≪고려 사전≫ 및 ≪연세 사전≫에서 

10)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참고(‘차디찬’의 
예문 총 124개가 나옴). 



- 71 -

제시되어 있는 뜻풀이 ①번과 ②번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뜻풀이 형태는 “‘매우’+형용사”의 꼴로 제시하는 것은 ‘차디차다’의 뜻풀이를 포괄적
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사용으로는 ‘의학’이나 ‘북한어’만 있기 때문에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매우’+형용사”의 꼴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45) 차디차다 : ① a lun ae: thi ② a lun ae: sat sat nai thi11)

  이상의 논의에 의해 연결어미를 통한 어간 반복어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은 유형
으로 볼 수 있다.

  (46) 유형 V: 미얀마어에서 <매우/몹시/더할나위 없이+ 형용사>형태로 제시하는 경
우

표제어 : [a lun + ☞ 기어 형용사의 뜻풀이]

  또한 복합어의 한 종류인 파생어에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와 접미사에 의한 파
생어가 있다. 접두사 중에 생산성이 높은 접두사로 색채어에 결합하는 ‘새-’와 ‘시
-’가 있는가 하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 접두사 ‘부/불(不-)’ 등이 있다. 
먼저 색채어에 결합하는 접두사 ‘새-’, ‘시-’와 결합한 파생어 중에 빈도가 제일 높
은 것으로 나타나는 ‘시꺼멓다’에 대한 바탕 사전에서의 뜻풀이 제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47) ≪표≫ 시-꺼멓다 : [형] ① 매우 꺼멓다. ② (주로 ‘시꺼멓게’ 꼴로 쓰여) 헤아
릴 수 없이 몹시 많다. ③ (비유적으로) 마음이나 행실 따위가 매
우 엉큼하다.

≪고≫ 시꺼멓다 : 형 ① (사물이나 그 빛이) 아주 짙게 꺼멓다. ② (마음이) 
아주 음흉하다. ③ (주로 ‘시꺼멓게’의 꼴로 쓰여)(무엇이) 헤아릴 

11) ≪표≫ 차디차다 : [형] 매우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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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많다.
≪연≫ 시꺼멓다 : 형 ①(빛깔이)아주 검다. ②(마음이)아주 음흉하고 엉큼하다.
≪학≫ 시꺼멓다 : 등재되지 않음.

  예 (47)의 뜻풀이로 ‘꺼멓다’와 관련지어 제시한 것을 ≪표준 사전≫과 ≪고려 사
전≫에서 볼 수 있고, ≪연세 사전≫에서는 ‘검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시꺼멓다’의 기어 형용사는 ‘꺼멓다’이고, ‘꺼멓
다’는 ‘거멓다’와 음운적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들의 뜻풀이까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기어 형용사 ‘꺼멓다’가 접두사 ‘시-’가 결합하여 생겨나는 의미는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접사는 어떤 단어 어간에 붙어서 접사의 의미를 더하는 
결합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다.12) 이와 관련하여 ‘시꺼멓다’의 기어 형용사인 ‘꺼멓
다’에 대하여 바탕 사전에서의 제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48) ≪표≫ 꺼멓다 : [형] 물체의 빛깔이 조금 지나치게 검다. ‘거멓다’보다 센 느낌
을 준다.

≪고≫ 꺼멓다 : 형 (사물이나 그 빛이)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아주 어둡고 
짙다.

≪연≫ 꺼멓다 : 형  매우 거멓다.
≪학≫ 꺼멓다 :등재되지 않음.

  예 (48)에서의 뜻풀이도 예 (47)과 마찬가지로 ‘꺼멓다’는 ‘거멓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뜻풀이도 ‘거멓다’보다 센말이라는 것도 제시되어 있다. ‘거멓다’에 
대하여 바탕 사전들에서의 뜻풀이 제시는 다음과 같다.

  (49) ≪표≫ 거멓다 : [형] 어둡고 엷게 검다. 
≪고≫ 거멓다 : 형 (사물이나 그 빛이)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다.
≪연≫ 거멓다 : 형  꽤 검다.

12) 파생접사의 정의는 1) 어떠어떠한 어기에 붙어, 2) 어떠어떠한 의미를 더하여, 3) 어떠어떠
한 문법 범주의 파생어를 만드는 말이다(김창섭 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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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거멓다 : 등재되지 않음.

  예 (47-49)는 서로 관련이 있는 표제어들에 대한 바탕 사전의 뜻풀이다. 전체적
으로 살펴보면 ≪표준 사전≫에서는 ‘거멓다’보다 ‘꺼멓다’가 조금 지나치게 검은 것
이고, ‘꺼멓다’보다 ‘시꺼멓다’는 “매우 ‘꺼멓다’”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고려 사전≫에서는 ‘거멓다’보다 ‘꺼멓다’는 아주 어둡고 짙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
고 ‘꺼멓다’보다는 ‘시꺼멓다’가 ‘아주 짙게 꺼멓다’로 뜻풀이되고 있다.
  반면 ≪연세 사전≫에서는 ‘거멓다’는 ‘꽤 검다’로 제시하고 ‘꺼멓다’는 ‘매우 거멓
다’로 제시하며 ‘시꺼멓다’는 ‘매우 꺼멓다’로 제시되어 있어서 ‘거멓다’, ‘꺼멓다’와 
‘시꺼멓다’ 간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로 관련이 있는 
표제어 간의 관계는 번역의 방식을 취하여 뜻풀이 기술을 하는 것보다 모든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에 중요
한 사항은 표제어 간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제시하는 정보와 서로 관련이 있는 것
에 대한 정보,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의미 차이는 바탕 사전 중에 ≪표준 
사전≫이나 ≪고려 사전≫에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형용
사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50) ㄱ. 시-꺼멓다 : ① a lun hmaun thi/ me: thi /me: me: hmaun thi ② a lun 
mya: ppya: thi ③ (u. ba. sa) leo: ba. ttat thi 

ㄴ. 꺼멓다 : hmaun thi/ me: thi
ㄷ. 거멓다 : a ne: ngae hmaun thi/ me: thi

  예 (50)의 뜻풀이에 제시하고 있는 ‘hmaun thi/ me: thi’는 ‘어둡거나 검다’의 의
미이고 ‘a ne: ngae’는 ‘조금’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거멓다’에서 기본의 의미로 
제시하는 것이고, 이보다 정도가 더 높은 것은 ‘꺼멓다’에서 제시하는 것이며, 제일 
높은 정도의 것은 ‘꺼멓다’에 제시한 ‘a lun’에서 나타나 있다. 그리고 (50ㄱ)의 ‘u. 
ba. sa’는 ‘비유적 쓰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미 형용사 사전≫에 제
시한 뜻풀이는 표제어 간의 의미 차이는 정도 부사 ‘a ne: ngae’와 ‘a lun’의 수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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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고 있고 표제어 간에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제시하고 있는 ‘hmaun 
thi/me: thi’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접두사 중에 생산성이 높은 다른 접두사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불
(不-)’에 대한 바탕 사전들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51) ≪표≫ 불-가능하다 : [형] 가능하지 아니하다. 
≪고≫ 불가능하다 : 형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
≪연≫ 불가능하다 : 형  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학≫ 불가능하다 : 형 가능하지 않다.

  (52) ≪표≫ 불-가피하다 : [형] 피할수 없다
≪고≫ 불가피하다 : 형 피할 수 없다.
≪연≫ 불가피하다 : 형  피할 수가 없다.
≪학≫ 불가피하다 : 형  피할 수 없다.

  예 (51-52)와 같은 부정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의 뜻풀이는 모든 바탕 사전들에
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파생어는 파생 접사가 중복적으
로 결합한 형태인데, 명사 ‘가능’과 부정 접두사 ‘불-’이 결합한 후, ‘-하다’와 결합
한다고 제시하거나 명사 ‘가능’과 접미사 ‘-하다’의 결합체를 부정 접사를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 의미를 가지는 파생어의 경우, 미얀마어
로 뜻풀이를 제시할 때에는 대응어휘로 제시할 수 없고 풀어쓰기로만 기술할 수 있
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미얀마어에서는 이러한 부정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모든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풀어쓰기로 제시하는 수밖에 없
으므로 이러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와 결합한 파생어의 뜻풀이 형태는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53) 유형 VI : 미얀마어로 풀어쓰기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능하다(不-可能--) : 미얀마어로 풀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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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부정의 파생어의 뜻풀이 제시는 다음과 같다.

  (54) ㄱ. 불-가능-하다(不-可能--) : ma pyit nai theo (a chae a nae/a kkyaun: 
a ay/ keit sa) pyit thi

ㄴ. 불-가피-하다 (不-可避--) : ma hlwe: ma shaun tha pyit thi

  예 (5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얀마어에는 부정의 의미를 제시할 때에는 부정
사 ‘ma’와 부정 보조사 ‘-bu/pyit’에 의해 동사‧형용사구로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다. 소괄호 속의 제시문은 어떤 상황·상태·사건 등에 대한 설명문이다.13) 
  또한 접미사 중에 생산성이 높은 ‘-하다’와 ‘-스럽다’에 의한 파생어의 뜻풀이로
서 ≪한-미 형용사 사전≫의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다.

  (55) ㄱ. 중요-하다(重要--) : a yae: ppa thi/a yae: kkyi: thi
ㄴ. 필요-하다(必要--) : lo at thi
ㄷ. 자연-스럽다(自然---) : ① tha ba wa. kkya. thi ② a lo a hlyeot pyit 

thi
ㄹ. 자랑-스럽다 : ① gon yu sa ya kkaun: thi/ gon yu bwe pyit thi ② gon 

yu thi

  예 (55ㄱ, ㄴ)은 예 (19)의 ‘유형 II’에 해당한 파생어, (55ㄷ)은 예 (26)의 ‘유형 
IV’에 해당한 파생어, 그리고 (55ㄹ)은 예 (16)의 ‘유형 I’에 해당하는 파생어이다. 
예 (55)는 접미사 ‘-하다’와 ‘-스럽다’에 의한 파생어지만, 그중에서 접미사 ‘-하
다’와 결합한 파생어는 “명사+‘하다’”나 “불분명요소+‘하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 또한 선행요소에 특이하게도 “부사+‘하다’”의 구성도 발견된다. 특히 ‘부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와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성은 
13) 미얀마어의 부정문 구조는 구어체에는 ‘ma(부정사)+동사/형용사+bu:(부정적 어미)’의 구조

이고 문어체에는 ‘ma(부정사)+동사/형용사+ppa(부정적 어미)’의 구조이다. 그렇지만 사전에
서는 ‘어떤 상태나 속성이다’라는 의미로 ‘상태/속성 pyit thi’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11:301, “pyit thi- (verb) be/become/make/ 
happen/ occur/ get 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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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56) ㄱ. 가득가득-하다, 가칠가칠하다, 거칠거칠-하다, 그득그득하다, 반듯반듯하
다, 납작납작-하다, 넓적넓적-하다, 느릿느릿-하다, 다닥다다-하다...

ㄴ. 까칠까칠-하다, 가칠가칠-하다, 바삭바삭-하다, 파삭파삭-하다, 아찔아찔
-하다, 아질아질-하다.....

  예 (56)은 “의태어+‘하다’” 구성을 가지는 형용사들이다. (56ㄱ)은 선정한 표제어 
중 뜻이 비슷하지만. 어두 모음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모음적 관련이 있는 표
제어들이고 (56ㄴ)은 선정한 표제어 간에 뜻이 비슷하지만 어두나 어중의 자음의 
차이로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다. (56ㄱ)은 모음의 차이에 따른 뜻풀이의 제시 
로 예 (8)에 제시한 바 있고, (56ㄴ)의 자음 차이에 따른 뜻풀이 제시는 예 (50)에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뜻풀이 제시에 있어서 이러한 접미사 ‘-하다’가 ‘의태어’를 어
간으로 취할 때 미얀마어의 뜻풀이 제시에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러한 형태는 ‘-하다’가 어휘적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형용사의 경우 ‘어떤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다.14) 특히 미얀마어에서는 ‘-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로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고, 제시할 때에는 의태어의 어간에 어미를 바로 결합하거나 어떤 상태인
지로 표현하는 ‘pyit thi’를 붙이거나 제시해야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의태어인지 보
통 일반적인 명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후자의 경우에는 의태어 표현의 대응 어
휘를 바로 제시하고 어떤 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어
에서 의태어를 어간으로 하여 ‘-하다’가 결합하는 파생어의 뜻풀이 유형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볼 수 있다. 

  (57) 유형 VII(1): 미얀마어로 [의태어어간 +어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

                    표제어 : 의태어 어간 + 어미

14) 고재설(1999:173)에서는 ‘-하다’의 의미는 동사로서의 의미와 형용사로서의 의미를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하다’가 형용사로 형성할 때 ‘어떤 상태’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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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유형 VII(2): 미얀마어로 [의태어+pyit thi]의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
                   표제어 : [의태어 대응어휘+ pyit thi]형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57)과 같은 유형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59) ㄱ. 납작납작-하다 : ppya: ppya: wut thi
ㄴ. 넓적넓적-하다 : ppya: ppya: wut thi
ㄷ. 납작-하다 : ppya: ppya: wut thi

  (60) ㄱ. 가칠가칠-하다 : kkyan: teo thi
ㄴ. 가칠-하다 : kkyan: teo thi
ㄷ. 거칠거칠-하다 : kkyan: teo thi
ㄹ. 까칠까칠-하다 : kkyan: teo lun: thi
ㅁ. 까칠-하다 : kkyan: teo lun: thi

  예 (59-60)은 의태어의 미얀마어 대응 어휘 어간에 어미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59ㄱ)과 (59ㄷ)의 의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
우 학습자에게 문장 내용상 어휘 선택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뜻
풀이 제시 방식보다는 예 (58)의 유형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58)과 같은 유형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61) ㄱ. 납작납작-하다 : ppya: ppya: wut wut pyit thi
ㄴ. 넓적넓적-하다 : ppya: ppya: wut wut pyit thi
ㄷ. 가칠가칠-하다 : kkyan: kkyan: teo teo pyit thi
ㄹ. 거칠거칠-하다 : kkyan: kkyan: teo teo pyit thi
ㅁ. 까칠까칠-하다 : kkyan: kkyan: teo teo pyit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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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1)의 제시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의태어의 대응 어휘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
습자는 이러한 대응 어휘만 보아도 의태어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61ㄱ)과 (61ㄴ)의 어감 차이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차이에 
의하여 나타내는 것, (61ㄷ), (61ㄹ), (61ㅁ) 등의 표제어들 간의 어감 차이는 자음
의 차이에 의하여 나타내는 것 등에 대하여 사전 편찬 원칙에서 미얀마어로 된 설
명과 예시도 같이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15) 
  지금까지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형용사의 뜻풀이를 단어 형성론을 기반하여 
살펴보았는데, 한국어에서 미얀마어로 뜻풀이 할 때 단순한 번역의 방식으로만 기술
할 수 없고 표제어의 내용적 세부도 반영하여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논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한국어에서 미얀마어로 뜻풀이 제시할 때 7가지의 
유형에 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표제어의 뜻풀이는 하나의 유형
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이 종합적으로 뜻풀이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 항목에서 제시할 뜻풀이 항목의 모형
은 다음과 같다.

    (62)  
표제어 : ① [n{대응 어휘}]/풀어쓰기/[몹시+기어 형용사]

 ② [n{(설명) 대응 어휘}]

15) 모음 차이에 의한 사전 편찬 원칙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예 (8)과 (9)에서 관련하
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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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용례
  
  이 절에서는 뜻풀이 이해에 도움을 주는 용례의 기능에 주목하여, 용례 제시 방식
과 용례 방식에 대한 집필원칙을 제시하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 적합한 용례 
기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용례의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이중 
언어 사전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뜻풀이지만 뜻풀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용례의 기술이다. 사전에서 제시하는 용례의 역할을 보면 표제어의 의미를 좀 더 분
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용 형태, 표현뿐만 아니라 
의미가 비슷한 표제어 간의 의미 차이를 찾아내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정연숙(2009:93)은 뜻풀이와 용례가 함께 주어지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용례’와 뜻풀이 이외에 다른 항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학
습자의 단어 이해와 표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용례의 기술에 있어서 모국어 화자를 위해 단일 언어 사전에서 제시하는 
용례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제시하는 용례는 다르다.
  단어의 이해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된 언어의 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는 
사전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단어의 활용 정보, 문법구조, 연어나 관용어, 용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자에게는 단순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보다는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를 도와 줄 수 있는 용례가 어휘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사전에서 용례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존재하는 
기록물이나 말뭉치에서 실제로 사용된 문장을 찾아와 사전에 넣은 인용례(authentic 
examples), 기존에 있는 문장을 수정하고 각색한 가공한 용례(adapted examples), 
집필자의 직관으로 창작을 더해 만든 창작례(invented examples) 등이 있다(원미진 
2011:153).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이미 존재하는 바탕 사전에서의 용례를 살펴보고 
언어 학습자의 어휘 수준과 지식에 덜 구애받을 것이라고 보이는 용례 기술에 대하
여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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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단순어

  단순어 중에 ‘유형 I’에 속하는 ‘가엾다’에 대해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를 보
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바탕 사전에서 ‘가엾다’에 대한 용례 제시

  <표 5>의 모든 바탕 사전은 한국어-한국어 사전이지만 ≪연세 사전≫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용 사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
를 이중 언어 사전에서 인용하거나 가공 예로 편집하여 제시할 수도 있는 편이다.
  바탕 사전에서 ‘가엾다’는 뜻풀이 항목이 하나로, 각 용례는 표제어의 의미 이해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엾다’가 말뭉치에 실제로 사용하는 형태
는 ‘서술어’, ‘부사형’, ‘관형사형’으로만 나타나 있다. 이것은 ≪연세 사전≫에 잘 반
영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 사전≫에서도 사용 형태가 잘 반영되어 있지만, 용례 
1)과 ≪고려 사전≫에서의 용례 4)의 ‘가엾어 보인다’는 형용사 연결에 있어서 의미 
초점이 ‘가엾다’보다 ‘보이다’에 있어, 표제어의 의미 이해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
다. 즉 ‘가엾어 보인다’는 생각이나 느낌의 센스보다 짐작의 센스에 더 가깝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어 화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미얀마어로 번역할 때에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보이다’와의 의미 연합이 표제어의 의미 파악에 방해가 될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1) 한꺼번에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은 그 애가 가엾어 
보인다.
2) 소년 가장이 된 그 애가 
보기에 너무 가엾었다.
3) 그는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가엾은 존재이다.
4) 견딜 수 없이 그녀가 가
엾게 여겨져 자신도 모르게 
화가 풀려 버리는 것이었
다. 

1) 가엾은 새 한 마리.
2) 그녀는 부모 잃은 
아이들이 가엾었다.
3) 그 고양이는 가엾게
도 한 다리를 절었다.
4) 한밤에 홀로 핀 달
맞이꽃이 왠지 애잔하
고 가엾어 보인다.

1) 나는 그가 하도 가
엾어 이렇게 말을 거들
었다.
2) 까닭 모르게 겁에 
질려 파들거리는 어린 
영혼이 가엾게 느껴졌
다.
3) 저 수많은 가엾은 
백성들은 어찌하란 말
입니까?

등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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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가엾다’의 뜻풀이 항목은 의미 센스에 따라 
2개로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각 뜻풀이 항목에 용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뜻풀
이 항목 2개 중에 하나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다. 따라서 ‘가엾어 보인다’와 같은 형용사구 용례보다는 표제어의 의미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해 주고, 문장도 이해하기 쉬운 용례를 인용하거나 작성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도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예 (63)과 같이 말뭉
치 용례를 인용하고자 한다.

  (63) ㄱ. 그 늙은이는 가엾다는 듯이 내 어깨를 안아 주었다.(가엾은 느낌)
ㄴ. 나는 어쩐지 새언니가 가엾다.(가엾은 생각)
ㄷ.  저는 우리 아버지를 가엾은 분이라고 여기고 있어요.(느낌)
ㄹ.  그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생각)
ㅁ.  이리저리 헤매는 어머니가 자꾸만 가엾게 생각됐습니다.(느낌)

  또한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기쁘다’의 용례는 <표 6>과 같다.

<표 6>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기쁘다’의 용례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1) 다시 만나게 되어 정
말 기쁘다.
2) 어머니는 아들의 귀
환이 너무 기쁜 나머지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3) 시험에 합격한 것이 
기뻐서 잠이 오지 않는
다.
4) 그는 잃어버린 책을 
찾아서 매우 기뻤다.
5) 모두들 나를 기쁘게 
맞아 주었다.

I. 1) 선희는 기쁜 마음
으로 손님을 맞았다.
2) 기쁠 때나 슬플 때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3) 내가 그들이 적응하
는 데 큰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II. 1) 네가 와 주어서 
장말 기쁘다.

1) 나는 당신과 만나게 
된 게 무척 기쁘다.
2) 현주는 그와 만나 이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기뻤다.
3) 내 힘으로 모든 돈을 
내 손으로 저금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뻤다.

1)나는 선물을 
주는 것이 받
는 것처럼 기
뻐요.
2)그는 아이들
이 무사히 돌
아오는 것이 
너무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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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에서 보듯이, ≪표준 사전≫과 ≪연세 사전≫에는 ‘기쁘다’의 뜻풀이 항목
이 하나만 있고, ≪고려 사전≫에는 뜻풀이 항목을 2개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고려 사전≫이 유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
는 ‘기쁘다’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자기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일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쁘다’가 실제 사
용에서는 서술형이 관형사형보다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례에서는 서
술형의 용례가 다른 형태보다 더 많다.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표제어
의 의미 해석을 2개로 제시하는 ≪고려 사전≫이 더 유용한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미얀마어에서는 ‘기쁘다’의 뜻풀이는 문장의 내용상 3가지로 나뉘어 제
시되어야만 정확한 의미 해석도 되고 실용성도 있는 것을 앞의 예 (13ㄴ)에서 보인 
바 있다. 예 (13ㄴ)에서도 그랬듯이 용례는 뜻풀이의 이해를 뒤받쳐주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제시한 의미 센스에 맞는 용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
미 형용사 사전≫에서 ‘기쁘다’에 대한 각 뜻풀이에 제시할 용례는 다음 예 (64)와 
같이 말뭉치에서 찾아낼 수 있다.

  (64) ㄱ. 동문회 때 나온 낯익은 얼굴들과 이야기할 때는 기쁘고 행복하다.(1)
ㄴ. 민이의 마음은 어쩐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1)
ㄷ. #작업의 완성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참으로 안타깝고 우울한 이야기를 들

었다.(2/3)
ㄹ. 그것 참 기쁜 일이 아니냐?(2)
ㅁ. 연상 창밖을 내다보며 기쁜 표정으로 싱글벙글하고만 있었습니다.(3)
ㅂ. 남편과 희락을 함께 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기쁜 모습을 자주 보여 주는 것

6) 그녀는 기쁜 마음으
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7) 유신 장군은 젊은 청
년들이 나랏일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것이 기뻤다.

2) 아이는 왠지 그 이야
기가 기뻤다.
3) 감독은 그와 함께 팀
을 꾸리게 되어 기뻤다.
4)어릴 때에는 나이를 
먹는 다는 것이 기쁜 일
이었다.

4) 나는 나와 더불어 하
루를 마감해 줄 대상이 
생긴 것이 더할 나위 없
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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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3)
ㅅ. #그것은 외로운 일이지만 내게는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었다. (2/3)

  예 (64)는 미얀마어에서 제시하는 뜻풀이에 따른 용례인데, (63ㄷ)과 (63ㅅ)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미얀마어에서 뜻풀이의 대응 어휘 2개에 각각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례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뜻풀이의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고빈도로 나타나는 ‘슬프다’에 대해 바
탕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를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슬프다’의 대한 용례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1) 그는 할머니의 죽음
이 한없이 슬펐다.
2) 아이는 야단맞은 게 
서럽고 슬픈지 소리 내
어 울었다.
3) 영애 어머니는 영애
를 붙들고 울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자기는 더
욱 슬프게 울었다.≪한
용운, 흑풍≫

I. 1) 선생님께서 읽어
주신 동화는 무척 슬프
다.
II.
1) 그 소설은 결말이 
무척 슬프다.
2)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I. 
1) 누구든 한번쯤 슬픈 
광경 앞에서 눈물을 흘
리지 않은 경험은 없을 
것이다. 
2) 기쁜 일은 나누면 
갑절이고 슬픈 일은 나
누면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소.

1) 난 아주 슬
퍼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2)너무 슬프면 
눈물조차 안 나
오지요.

4) 연이는 성우 선생이 
자기의 그처럼 크고 절
박한 슬픔을 몰라주는 
것이 또한 슬펐다

3) 젊은 시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슬프구나.

II. 1) 오랜 직장 생활
을 청산한 아빠는 쓸쓸
해 보이고 슬퍼 보인다.
2) 오규는 한풀 꺾인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고 슬펐다.

3) 이웃집에 기
쁜 일이 생기면 
축하해 주고, 슬
픈 일이 생기면 
위로해 줍니다.

  ‘슬프다’도 ‘가엾다’와 마찬가지로 뜻풀이 항목이 ≪표준 사전≫에서는 하나밖에 
없지만 풍부한 용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달리 ≪고려 사전≫과 ≪연세 사
전≫에서는 뜻풀이 항목을 2개로 나누어서 제시하기 때문에, 용례도 각 뜻풀이에 해
당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이중 언어 사전의 용례 기술로 본받을 만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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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2개의 사전에서 뜻풀이 항목은 느낌과 생각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도 참고하고 인용할 수 있는 용례로 본다. 
  또한 용례 제시에서 실제 사용하는 형태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를 보기 위해 ‘유
형 IV’에 속하는 단순어 ‘가깝다’에 대하여 바탕 사전의 용례 제시를 정리하면 다음 
예 (65)와 같다.

  (65) 가깝다: ① ≪표≫ 서술형(12)/‘가깝게’꼴(6)/관형사형(6)
② ≪고≫ 서술형(9)/‘가깝게’꼴(1)/관형사형(6)
③ ≪연≫ 서술형(13)/관형사형(3)/ ‘가깝게’꼴(2)
④ ≪학≫ 서술형(6)/‘가깝게’꼴(1)16)

  예 (65)에서 용례를 가장 많이 제시한 사전은 ≪표준 사전≫이고, 각 용례의 형
태를 살펴보면 ‘가깝다’의 ‘ㅂ-불규칙’ 활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연세 사전≫이다. 
특이한 것은 모든 바탕 사전에서 ‘가깝게’ 형으로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가깝게’는 
말뭉치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형태여서 이러한 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어
휘 학습에 도움이 된다.17) 그리고 모든 바탕 사전에서는 ‘가깝다’가 제한적으로 결
합하는 요소의 제공이 없다.18) 말뭉치에서 ‘가깝다’의 실제 용법으로 제일 많이 나
오는 것은 관형사형이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서술형이며, ‘부사형’은 고빈도
이지만 관형사형이나 서술형보다 적게 나온다.19) 
16) 서술형의 제시 형태: ≪표≫ 가깝다(7)/가까워…(5), ≪고≫ 가깝다(4)/가까워…(5), ≪연≫ 

가깝다(3)/가까워…(10), ≪학≫가깝다(3)/가까워…(3)
17) 본고에서 “형용사+‘-게’”의 형태를 형용사 어간에 어미 ‘-게’가 결합하여 형성된 부사로 논의하고

자 한다. 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2005:77)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ㄱ. 날씨가 무척 더웠다.

ㄴ. 민수는 이상하게 걷는다.
ㄷ. …(중략)…

     (ㄱ-ㄷ)의 밑줄 친 표현들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략)… (ㄴ)에서는 형용사 ‘아상하
다’의 어간 ‘이상하-’에 어미 ‘-게’가 붙어 서술어 ‘걷는다’를 수식하고 있다. 이들은 역시 서술어
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가 된다.

18) 형용사가 결합하는 선행요소나 후행요소라는 것은 ‘가깝다’가 일반적으로 공기하는 단어와 제한적
인 단어들이 있다. 제한적인 단어와 결합한다는 것은 연어의 경우를 말한다.

19)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에서 ‘가까운’은 4,189번, 
‘가깝게‘는 559번, 그리고 서술형(가깝고/지/지만/겠/기/도록/던/가까우니/가까워서/가까웠… 등)
은 총 1,879번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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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 ‘ㅂ-불규칙’ 활용의 용례뿐만 아니라 표
제어와 관련된 모든 형태를 제시한 후 이들의 용법도 예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제
어가 제한적으로 결합한 단어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어휘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바탕 사전에서는 ‘가깝다’의 용례를 제시할 때 문장 단위만 
제시하고 구 단위의 용례는 없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다음 예 
(66)과 같은 용례 제시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66)  가깝다: ① 뜻풀이. ‘ㅂ-불규칙 활용’(서술형), 관형사형. ② 뜻풀이. ‘ㅂ-불규
칙 활용’(서술형), 관형사형. ③ 뜻풀이. ‘ㅂ-불규칙 활용’(서술형), 관
형사형. ¶가깝게- 뜻풀이. 용례.

  마찬가지로 고빈도로 나타나는 ‘크다’와 ‘높다’의 용례 기술도 바탕 사전에서 다음 
예 (67)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67) ㄱ. 크다 : ① ≪표≫ 서술형(22)/관형사형(15)/ 부사형(5), 
② ≪고≫ 서술형(15)/관형사형(14), 부사형 (12), 
③ ≪연≫ 서술형 (16)/관형사형(8)/ 부사형(3)
④ ≪학≫ 서술형(5)/ 관형사형(2)/부사형(2)

ㄴ. 높다 : ① ≪표≫ 서술형(27)/관형사형(10), 
② ≪고≫ 서술형(15)/관형사형(6), 
③ ≪연≫ 서술형 (10)/관형사형(5)/ 부사형(1)
④ ≪학≫ 서술형(10)/관형사형(2)

  바탕 사전들에서 ‘크다’와 ‘높다’의 뜻풀이 항목이 많은 만큼 용례의 제시도 더 복
잡하다. 이는 표제어의 각 뜻풀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용례가 되기 위하여 자세
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제어의 실제 사용을 반영한 용례를 제시한 
것을 예 (67)에서 볼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높다’의 ‘부사형’이 제시되어 있
는 것에 있다. ‘높다’의 ‘높게’도 말뭉치에서는 고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20) 이러한 
20)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에서 802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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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제시한 용례를 
다시 살펴보면 사전 사용자에게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에 도움을 주는 용례가 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68) ≪연≫ 높다 : ①뜻풀이. ¶이 재도 무던히 높건마는 왼편에 솟은 대우산이 더 
높기 때문에 서쪽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생략)… ⑩ 뜻풀이. ¶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연≫ 크다 : ①뜻풀이. ¶나는 어려서 그다지 덩치가 크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 
짐을 지고 다니면 나무 짐이 혼자서 걸어 다니는 것 같이 보였다 …
(생략)… ⑥ 뜻풀이. ¶ 사람들 모습은 대문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목소리가 커 방 안에서도 똑똑히 들렸다 …(생략)… ⑮ 뜻풀이. ¶건축
은 인간이 창조한 새로운 환경으로 작게는 개인의 공간에서 크게는 
도시가 만든 물리적 환경이 있겠고, 사회적으로는 예술, 정치, 종교 등
의 주변 환경 여건이 있다.

  예 (68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높다’의 뜻풀이 항목 ①에서 제시한 용례는 뜻
풀이의 의미 이해를 돕지만, 문장에 배열되어 있는 어휘들의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
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장을 단문보다 복잡한 구성의 문장으로 제시하여 표제어의 
의미 파악에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문장에서 접속 어미에 의한 종속
절의 구성 ‘높건마는’은 학습자에게 표제어의 의미 파악보다 문장의 의미 이해에 더 
신경 쓰게 만든다. 반면에 뜻풀이 항목 ⑩의 용례는 간단하지만 보통 ‘연세가 많
다’21)라는 것 이외에 다른 용법인 ‘연세가 높다’의 사용도 가능함을 보여주기 때문
에 학습자의 사용에 좋은 용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 (68ㄴ)의 뜻풀이 항목 ①과 ⑮의 용례도 (68ㄱ)의 뜻풀이 항목 ①과 마
찬가지로 종속절의 반복 연결로 인하여 표제어의 뜻풀이 파악에 방해가 되는 반면
에, (68ㄱ)의 좋은 정보 하나는 ‘덩치가 크다’라는 연어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
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사전에서 제시하는 용례는 표제어의 뜻풀이 이

21)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연세’라는 표제어의 용례로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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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
다. 즉, 제시한 문장에서 다양한 어미로 연결된 복문보다는 단문이 효과적이다. 
  용례들은 말뭉치에서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말뭉치에서 나온 용례
가 학습사전에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말뭉치 기반 문
장을 가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모
든 단순어 표제어의 용례를 제시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용례
의 유형은 구 단위, 문장 단위, 대화 단위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구 단위와 
문장 단위의 용례로만 제한하고 대화 단위의 경우를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형용사
는 동사와 달리 명령과 청유 등의 서법이 불가능하므로 구어체 의문형에 맞추어서 
제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용례를 말뭉치 기반 인용 방식과 가공 방식을 취하여 
다음 예 (69)와 같이 제시할 것이다.

  (69) ㄱ. 높다 : ① 뜻풀이. ¶(구 단위)-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 ¶(문장단위)-사회
적 지위가 얼마나 높았나를 짐작할 수 있겠다…

ㄴ. 크다 : ① 뜻풀이. ¶의자가 너무 커서 책상 앞에 못 둔다… ¶언어가 크게는 
인류가 축적해온 역사의 산물이 

  지금까지 사전 편찬 용례기술에 대하여 바탕 사전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단순어에
서는 모든 뜻풀이 항목에 용례를 제시할 것이며 제시하는 용례는 구 단위와 문장 
단위로 하기로 한다. 

4.2.2. 복합어

 <명사+형용사> 구성 중 고빈도로 나타나고 ‘유형 I’에 속한 ‘재미있다’에 대하여 
바탕 사전의 용례 제시를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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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바탕 사전에서 제시된 ‘재미있다’에 대한 용례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1) 그 영화는 참 재미
있다.
2) 아이들은 뭐가 그
리 재미있는지 하루 
종일 뛰어놀았다.
3) 손자 녀석은 할머
니의 옛날이야기를 매
우 재미있게 들었다.
4) 김 형이 신문을 재
미있게 만들어서 광고
란을 탐독 중입니다.
5) 세상에 우리 엄마
만큼 삼국지를 재미있
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또 누가 있을까

I.
1) 그 소설은 너무 재
미있다.
2) 할머니께서는 우리
들에게 재미있는 이야
기를 많이 해 주셨다.
II.
1) 개와 고양이처럼 
아웅다웅하던 두 사람
이 연애를 하다고 하
니 참 재미있다.
2) 토론을 마무리 짓
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
다.

I.
1)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이 
조용히 웃어 보였다.
2) 나는 요즘 하루하루 일도 
재미있고 신명이 난다.
3) 제대 후의 생활 설계를 열
심히 말하는 봉수의 표정과 
말투가 재미있었다.
II. 
1) 여러 가지 책에서 재미있
고 훌륭한 말들을 끄집어 내
어 내 것인 체 뻔뻔스럽게 설
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온 시내에 있는 애들이 모
두 들어와서 놀아도 좁지 않
을 정도로 재미있게 꾸며져 
있는 곳이었다.

1) 저는 한국어
를 공부하는 것
이 재미있어요.
2) 친구들과 재
미있게 놀았니?
3) 어제 생일 
축하 파티는 재
미있었습니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 사전≫과 ≪고려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는 
미얀마어로 제시하여도 표제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표준 사전≫에서는 사용자에게 ‘부사형’의 용법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이
중 언어 사전 편찬의 용례 기술에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연세 사전≫과 ≪고려 사전≫은 뜻풀이 항목 2개가 이중 언어 사전에서도 
의미 센스의 차이가 있어서 뜻풀이 항목을 2개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그러나 ≪연세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는 미얀마어로 제시하면 표제어의 의미 이해를 분명하게 해 
주지 못한다. 즉 용례에서는 다양한 문장 구조의 활용 형태와 사용영역을 보여 주었
지만, 한 쪽에서는 (II-1)에서처럼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구의 구성 성분이 표현
하는 의미 파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용례의 사용 기능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용례가 여러 활용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용례에 나타나는 어휘나 문형은 쉬운 것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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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이 ≪학습 사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재미있다’는 빈도도 높은 만큼 사
용영역이 일상생활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용례는 ≪학습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 사전≫에는 표제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의 여러 가지의 서
법에 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용례는 초급 학습자도 표제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는 용례라고 할 수 있어서 
≪한-미 형용사 사전≫의 편찬에 참고할 만한 것이다.   
  또한 고빈도로 나타나고 ‘유형 I’에 속하는 ‘힘-차다’에 대한 바탕 사전에서의 용
례 기술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힘-차다’에 대한 용례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1) 힘찬 발걸음
2) 발을 힘차게 내딛다
3)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다
4)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다
5) 노래를 힘차게 부르다
6) 맑은 기운과 그윽한 운치가 종
이 위에 가득하다. 갈겨진 댓잎, 뾰
족한 솔잎이 힘차 보였다.
7) 그 새는 힘차게 날개를 펄럭이
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더니…

1) 그는 힘차고 뚜
렷한 목소리로 말했
다.
2) 나는 그녀의 힘
찬 모습이 오래전부
터 마음에 들었다.

1) 부인과 딸은 고
개를 힘차게 끄덕였
다.
2)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우렁찼다.3) 
그때에 산실에서 막 
아기 울음소리가 힘
차게 올려 나왔다.

1) 힘찬 목소리로 
대답하세요.

2) 응원덕분에 선
수들이 끝까지 힘차
게 달렸다.

  <표 9>의 용례들을 보면 ‘힘-차다’라는 합성어가 ‘관형사형’과 ‘부사형’으로 사용
되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미얀마어의 번역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용례는 표
제어의 의미 이해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표제어의 용법을 정확히 제공하는 예
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준 사전≫에는 잘 나타나 있듯이, 말뭉치의 
빈도를 고려하면 ‘힘-차다’는 관형사형보다22) ‘부사형’이23)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례는 이중 언어 사전 편찬에서도 참고할 만한 용례 기술이라고 할 수 있
22)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 267개
23)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 4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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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표제어의 의미에 정확한 이해를 주는 기능뿐만 아니고 실제 사용영역도 보
여주는 기능을 갖춘다. 
  바탕 사전에서 <부사+형용사> 구성 중에 고빈도로 나타나고 ‘유형 IV’에 속하는 
‘똑-같다’에 대한 용례 제시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바탕 사전에서 제시된 ‘똑-같다’의 용례

  <표 10>의 용례를 살펴보면 ‘똑같다’는 ‘서술형’이나 ‘관형사형’으로 주로 사용한
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똑같다’라는 형용사가 말뭉치에서는 ‘서술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관형사형’이다. 그리고 ‘부사형’으로 사용한 
것은 19번만 나타나지만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것은 아예 없었다. 다른 합성어의 
경우에는 ‘부사형’의 사용도 제시해 놓았지만 ‘똑같다’의 ‘부사형’에 대한 용례의 제
시는 아예 없었다. <표 10>의 모든 용례들은 내용상 이해하기 쉬운 용례이고 실제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I.
1)¶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다. 
2)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똑같다.
3) 봉황새 두 마리가 양쪽으로 똑같은 모양
을 하고 서서 입을 서로 마주 대고 있다.
4) 등 뒤에서 붉은 진열 등이 똑같은 간격을 
두고 한없이 깜박거렸다.
II.
1) 현순은 그 여자의 얼굴은 물론, 걸을 때 
윗몸을 양옆으로 심하게 흔드는 것까지도 유
월이와 똑같다고 생각했다.
2) 그 집 남자들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똑
같다.
3) 그들이 나란히 교단에 선 일이 결코 없음
에도 약속이나 한 듯이 둘은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매일같이 되풀이하고 있었다.
III.
1) 매일 똑같은 생활
2) 배에서의 생활은 늘 똑같고 단조롭다.

1) 나는 형과 
키가 똑같다.
2) 똑같은 시
험을 보았는데 
한 놈은 백점
이고 한 놈은 
빵점이다.

1) 우연히 들여다 본 
신문 한 귀퉁이에서 
그의 언니와 똑같은 
이름을 보았다.
2)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3)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각 언론의 논조
는 어디나 똑같았다.
4) 알고 있으면서 감
추는 것은 거짓말하
는 것과 똑같습니다.

1) 두 형제의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
까요?
2) 제 생각도 
선생님의 생각
과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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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활용형도 보여준다. 특이한 것은 ≪학습 사전≫의 용례는 모두 비격식체로 
실제 사용하는 활용 형태만 보여주고 관형사형에 대한 용례는 없으며 학습자에게 
문어체보다 구어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합성어 중에 <형용사+형용사> 구성은 대부분 뜻풀이 항목의 유형도 ‘유형 
II’에 속한 단어들로서 뜻풀이 항목은 (1:1)의 유형을 가진다. 이러한 합성어 중에 
빈도가 가장 높은 ‘세-차다’의 용례 기술을 바탕 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11>
과 같다.

<표 11> ‘세-차다’의 용례 제시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I. 
1) 세찬 바람
2) 물결이 세차다.
3) 불길이 세차다.
4) 문을 세차게 닫다
5) 세차게 머리를 흔들다
6)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다
7) 그는 친구가 잡은 손을 세차게 
뿌리치고 돌아섰다.
8) 구름 한 점 없이 날씨는 맑았
으나 들바람이 세찼다.II. 
1) 오라버니 성격이 그러니까 아
낙은 좀 세차고 똑똑해야 할 텐데
요.≪황석영, 한 씨 연대기≫
2) 포교들 중의 가장 세차 보이는 
사람 두엇이 방망이를 뽑아 들고 
싸다듬이를 시작하였다.

I. 
1) 바람이 세차게 불다.
2) 조금만 배들이 세찬 
파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II.
1) 시위대는 경찰의 저
지선을 세차게 밀어 봍
였다.2) 그는 벌어진 어
깨를 드러내 보이며 세
찬 근육을 과시하였다.
III. 
1) 공부만 하던 학생들
은 세찬 노동을 견디지 
못하여 모두 쓰러지고 
말았다.

I.
1) 자신도 모르게 
그는 어머니의 어
깨를 세차게 움켜
쥐고 있었다.
2) 내 발표에 대한 
반박은 의외로 젊
은 층에서 더욱 세
찼다.
II. 
1) 세차게 흐르는 
도랑물 소리가 밤
의 모든 소리를 잠
재워 버렸다.
2) 흰 물건을 일으
키는 세찬 파도는 
너럭바위를 힘껏 
때려댔다.

등재되지 
않음.

  ‘세-차다’의 경우 예 (3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뜻풀이 항목에 따라 용례를 다
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24) 하지만 <표 11>에서 제시한 용례는 바탕 사전에 등재
된 각각의 뜻풀이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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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피수식어와의 결합도 제시하여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홍종선
(2010:61)에 따르면 용례는 연어 관계 표현을 반드시 넣고 그 외에도 비교적 많이 
쓰이는 구절이나 어느 정도의 선택적 관계를 갖는 표현들도 넣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표준 사전≫은 좋은 용례로 ‘세-차다’가 관형사형으로 쓰일 때, 주로 결합한 
체언을 잘 보여 주고 있다.25)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용례를 인용한다
면 의미 센스에 따라 다음 예 (70)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70) 세-차다: ① [≪표준 사전≫의 (I-1,8), ≪연세 사전≫(II-8)] ② [ ≪고려 사
전≫(II-2), ≪연세 사전≫ (I-2)] ③ [≪표준 사전≫(II-1,2)] ④ 
[≪고려 사전≫(3-1), 예(34-ㄴ)]

  합성어에서 특이한 형태를 가지는 어간반복형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연결어미 ‘-고-’, ‘-나-’ 및 ‘-디-’에 의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각 형태의 뜻풀
이 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용례 기술을 할 때 ‘유형 V’에 속하고, 정도부사의 수식으
로 제시하는 것도 있고 뜻풀이 항목을 둘 이상 제시하는 것도 있다. 또한 어간 반복
형은 연결어미를 통하여 형성되는 형용사여서 기어 형용사의 뜻풀이 항목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어 형용사의 뜻풀이 항목대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말뭉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문만 제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빈도가 높은 ‘하고많다’에 대해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바탕 사전에 제시된 ‘하고많다’에 대한 용례

24) ‘세-차다’의 뜻풀이 항목은 바탕 사전들에서 종합적인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
문이다. 즉 ≪표준 사전≫에서 빠지고 ≪고려 사전≫에서 제시한 실용성이 있는 뜻풀이도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25)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에 세찬 바람의 빈도가 총수의 52%를 차지한다.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1) 하고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썩은 
것을 골랐느냐?
2) 생사도 알 길이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고많은 나날을 독수공방으로 보

1) 세상에 하고많은 작업 중에
서 하필이면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
2) 하고많은 여성 가운데 왜 나

1) 하고많은 동
물 중에 왜 하필
이면 여우가 자
기의 별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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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의 용례를 보면 미얀마어의 측면에서 보아도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해 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고
많다’가 말뭉치에서 나온 문장의 95%는 관형사형으로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5%만 
‘서술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26) 모든 용례는 적합한 용례이지만 ≪표준 사
전≫의 용례보다 ≪고려 사전≫의 용례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어서 학
습자의 어휘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
미 형용사 사전≫에서 용례 제시에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어간 반복어 중에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성은 <형용사1+‘디’+
형용사1>의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의 합성어의 뜻풀이는 ‘유형 V’에 속하고 뜻풀이
도 “‘매우/몹시…’+형용사1”의 해석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그 유형에 속하
지 않는 어간 반복형도 있다. 뜻풀이 항목의 유형이 ‘유형 V’에 속하지 않는 어간 
반복어는 둘 이상의 뜻풀이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쓰디쓰다’와 ‘곱디곱다’의 
경우이다. ‘유형 V’에 속하는 어간 반복어의 용례 제시 방식은 <표 13>과 같다. 

<표 13> ‘차디차다’의 용례 제시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1) 뼛속까지 스미는 차디찬 우물물.
2) 중얼대다 말고 장팔이가 흐느꼈
다. 맞잡은 손이 차디차다.
3) 남상이는 도리가 아닌 줄 알면
서도 차디차게 비꼬는 투로 따졌다.

표제어 로 
등재되 지 
않음

1)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빠져 나
오자 갑자기 한 찬기가 몰아치는 
듯 벌벌 떨면서 민우가 기어왔다.
2) 그녀가 담요 속으로 손을 넣어 
차디찬 발을 비비기 시작했다.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음

26)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에서 총 41개 중
에 서술형으로 사용하는 문장은 2개밖에 없다.

내야 하다니, 참 어이가 없었다.
3) 사람은 사람일 따름, 신은 아닌 거야. 
하늘과 땅 사이, 목숨을 받아 슬픈 것이 
하고많은데 너의 힘으로 어찌해.

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없을
까?
3) 이 세상에 태어나 할 일이 
하고많은데 남을 동쳐 먹는 일
은 하고 싶지 않다.

되었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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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 사전≫과 ≪연세 사전≫에서만 용례를 제
시하고 있고 ≪고려 사전≫에서는 용례가 없고 ≪학습 사전≫에서는 표제어로도 등
재되지 않았다. ‘차디차다’도 ‘차다’의 의미에서 유추된 것인데, 용례는   ≪표준 사
전≫에서만 모든 뜻풀이의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연세 사전≫에서는 
온도와 관련된 뜻풀이의 용례만 제시되어 있다. ≪표준 사전≫과 ≪연세 사전≫에서 
‘차다’의 뜻풀이 항목은 2개로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와 관련된 느낌에 대한 해석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격에 대한 의미 
센스이다. 그래서 ≪연세 사전≫의 모든 용례는 전자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표준 사전≫의 용례 제시 방식을 참고하거나 인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간 반복 형용사 구성의 뜻풀이도 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말뭉치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쓰디쓰다’에 대하여 바탕 사전에서 제
시한 용례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쓰디쓰다’의 용례 제시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

I.1) 쓰디쓴 소주
2) 무슨 약인데 이렇게 쓰디쓰냐?
II.
1) 쓰디쓴 경험
2) 쓰디쓰게 웃다.
3) 패배의 쓰디쓴 잔을 마시다.
4) 두 사람이 만나는 때에는 사랑의 
말보다 일에 대한 말이 많았고, 다디
단 키스보다 쓰디쓴 걱정이 많았다.
5) 어차피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자의 고민이란 몇 푼의 돈에 의해 먼
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쓰디쓰게 
자조했다.

I. 1) 약이 너무 쓰
디쓰다.
II.
1) 지난 십년 동안 
내가 겪은 쓰디쓴 경
험을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

표제어로 
등지되지 않음.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음.

  <표 14>를 보면 ≪표준 사전≫과 ≪고려 사전≫에서만 용례가 제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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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사전≫과 ≪학습 사전≫에서는 표제어로도 등재되지도 않았다. ‘쓰디쓰다’도 
다른 어간 반복어처럼 기어 형용사 ‘쓰다’에서 유추된 어휘이고 ‘쓰디쓰다’의 뜻풀이
도 “‘아주/매우/몹시…’+형용사”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쓴 맛’과 ‘괴로움’의 
의미로도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쓰다’의 뜻풀이는 ≪표준 사전≫에서는 ‘쓴 맛’과 
‘괴로움’이라는 2개의 의미 센스를 제시한 반면, ≪고려 사전≫에서는 그 2개의 센
스하고 ‘입맛이 없다’라는 의미 뜻풀이도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즉 ≪표준 사전≫에
는 ‘입맛이 없다’라는 뜻풀이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실용적인 의
미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 제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용례도 3개의 뜻풀이 항목을 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14>의 용례는 표제어의 의미 이해를 분명히 하는 기능과 실용적인 문법적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용례의 정보 중에 ‘쓰디쓰다’가 
관형사형뿐만 아니라 부사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추가 정보는 ≪표준 사전≫에
서만 보여주기 때문에,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쓰디쓰다’의 용례 제시는 ≪표
준 사전≫의 제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생어의 경우에는 합성어와 달리 뜻풀이가 기어 형용사에서 유추된다기보다는 
파생접사의 의미가 어떤 형용사에 앞이나 뒤에 붙어서 생겨나는 의미결합체로 볼 
수 있다. 파생어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로 나뉘는데 접두
사에 의한 파생어 중에 생산성이 높은 ‘새/샛-, 시/싯-’은 주로 색채어에만 결합한 
형태이고, 또 다른 생산성이 높은 ‘부/불(不)-’은 기어 형용사의 의미에다가 부정의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이라서 용례의 의미적 기능과 문법적 기능은 기어 형용사의 
용례 기술에서만 제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색채에 대하여 바탕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접두사에 의한 파생 색채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새-까맣다’의 뜻풀이 항목에 
따른 용례 제시는 바탕 사전에서 다음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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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새-까맣다’의 용례 제시
뜻풀이항목 ≪표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까맣다
(색깔) 까만 머리카락 그는 햇볕에 그을려 얼굴

이 까맣다
진달래꽃 사이로 연이가 까
만 단발머리로 나풀거리며 
뛰어오고 있었다.

새까맣다
(색깔) 새까만 머리카락 새까만 하늘에는 별이 총

총 박혀 있었다.
하얀 얼굴에 사람을 바라보
는 그 새까만 눈동자가 매혹
적이었다.

까맣다(거리/
시간)

정거장이 까맣게 멀
어져 가고,.....

내가 그녀와 사랑을 한 
것도 까만 옛날의 일이다.

제비처럼 푸른 하늘에 까맣
게 높이 솟구치고 싶다.

새까맣다(거
리/시간)

산 정상에 도착하려
면 아직도 새까맣게 
멀었다.

그는 동문 기수로 따지면 
나의 새까만 후배이다 -

까맣다 
(기억/아는바

)

아무리 소중한 물건
도 잃어버린 지 2, 3
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십년 전의 일이라 까맣게 
잊어 버렸어요./그녀와 만
남이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까
맣게 몰랐다.

미국에서의 일은 까맣게 잊
었다

새까맣다(기
억/아는바)

약속을 새까맣게 잊
고 있었다.

그녀는 약속을 새까맣게 
잊었다./그는 문학에 대해
서는 새까맣게 모른다.

당신 생일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군요.

까맣다 
(너무 많다)

마을 사람들이 까맣
게 둑 위에 서서 ...

메뚜기떼가 하늘을 까맣
게 덮고 있었다.

군중이 원을 그리며 까맣게 
붙어 있었다.

새까맣다 
(너무 많다)

선거 유세에 청중들
이 새까맣게 몰려들
었다

저쪽에서 까마귀가 새까
맣게 몰려왔다.

박쥐의 떼처럼 새까만 비행
기의 편대가 지나갔다.

까맣다
(살색)  까맣게 질린 얼굴.

엄마는 집에 안 들어온 
막내 때문에 낯빛이 까맣
게 죽어 있었다.

간간이 이맛살을 찌푸렸고 
더구나 할머니의 입술은 까
맣게 타 있었다.

새까맣다
(살색) - - -
까맣다 
(비유) - - -

새까맣다
(비유) 마음이 새까만 사람. 마음이 새까맣다. -

새까맣다
(어둡다)

음력으로 9월 초순, 달이 
없는 새벽 다섯 시 무렵은 

아직은 새까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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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서 각 뜻풀이에 용례를 제시하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미적 측
면에서 표제어의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능도 하고 표제어와 관련된 문법적 정
보의 기능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의미적 측면에서 비슷한 어휘
의 의미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용례 기술에서 용례가 보여주
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의 의미 차이를 발견해 낼 수 있다면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파생 색채어 ‘새까맣다’는 기어 형용사 ‘까맣다’에서 유추된 
것인데 기어 형용사와 파생형용사의 의미 차이는 <표 15>에서 제시했다. 뜻풀이에
서 색깔의 의미 센스를 드러낸 용례를 보면, ≪표준 사전≫에서 ‘머리카락’은 기본적
으로 까만색이라는 것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짙은 색깔이 ‘새까만’
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려 사전≫에
서는 얼굴이 햇볕에 쬐어 까맣게 되는 것과 밤하늘의 인식된 색깔의 차이를 잘 보
여주는 용례로 색깔의 차이가 ≪고려 사전≫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렇지만 ≪연세 사전≫에서는 ‘까만 단발머리’와 ‘새까만 눈동자’의 차이가 어떤 색깔
의 차이를 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들은 
내용상 표제어 간의 의미차이를 분명하게 해주는 기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생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중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중요-하다’는 뜻풀이 항
목이 바탕 사전들에서는 하나만 있는 파생어인데 이것에 대한 용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예 (71)과 같다.

  (71) ≪표≫ 중요-하다 : 선거는 민주 정치에 매우 중요하다./그들에게는 백 마디 좋
은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했다./나무를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두 달 만에 돌아온 
처남이지만 한익에게 처남의 안부보다 그가 훔쳐 간 현찰 8백만 환
이 더 중요하다.

≪고≫ 중요하다 : 지금은 그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한국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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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민족주이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이
다.

≪연≫ 중요하다 : 어린 아이에게 크고 아름다운 꿈을 갖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
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학≫ 중용하다 :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느라고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암은 초
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표준 사전≫의 용례들 중 마지막 용례를 제외하고 이중 언어 사전에서 인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 사전≫과 ≪고려 사전≫은 모국어 화자를 위한 사전이
지만 제시한 용례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연세 사전≫과 ≪학습 사전≫의 용례를 비교해 보면 ≪학습 사전≫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실용적인 용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연세 사전≫의 용례에서는 ‘크고 아름다운 꿈’이라는 명사구에 대한 구
체적인 의미는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사전을 참고할 때 직접적인 의미만 이해하고 어휘의 축자적인 의미로부터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크고 아름다운 꿈’이라는 명사구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준 사전≫의 마지막 예문은 소설에
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예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중 언어 사전을 편찬할 때 용례기술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편찬자가 잘 주
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파생접미사 ‘-스럽다’에 의한 파생어의 용례제시방식에서는 다른 파생어보다 
더 명확히 제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생접미사 ‘-스럽다’는 
원래 개념적인 의미를 지니는데다가 결합하는 선행요소의 의미도 포함하여 나타나
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럽다’에 의한 파생어 중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자
연스럽다’의 용례를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것은 다음의 예 (72)에서 볼 수 있다.

  (72) ≪표≫ 자연-스럽다 : ①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동/옷차림이 자연스럽다 …(생



- 99 -

략)…
≪고≫ 자연스럽다 : ① 분위기가 자연스럽다./모델들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

러운 포즈를 취했다. ②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청소년들
이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략)

≪연≫ 자연스럽다 : ①원목 가구는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살아 있는 것이 장점
이다② 사춘기가 되어 청소년들이 이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략)

≪학≫ 자연스럽다 : ①요시다 씨는 한국어 발음이 마치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
러워요/앞머리만 자연스럽게 잘라 주세요. ② 나이가 들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너
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③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
게 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탕 사전 모두가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 문법적 정보로 
관형사형으로의 용법, 부사형으로의 용법 등 문법적 기능을 다 갖추었다. 바탕 사전
에서 제시한 용례 중에서 ≪학습 사전≫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지 
제시한 용례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곤 하는 용례인데다가 구어체의 용법을 주
로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라는 어휘는 기초적인 어휘라서 용
례를 제시하는 방식도 그에 맞는 방식에 맞추었다.
  그렇지만 고급 학습자를 위하여 다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려 
사전≫의 용례가 일상생활을 넘어서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실용적인 용례를 제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거나 비슷한 형식의 용례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학
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또한 ‘-스럽다’에 의한 파생어 중에 
고빈도로 나타나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도 2개의 뜻풀이로 나오고 ‘유형 I’에 
속하는 ‘자랑-스럽다’의 경우, 용례의 제시 방식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랑스럽
다’가 가지는 의미는 ≪표준 사전≫에서는 하나의 의미 센스로 제시되어 있지만 ≪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뜻풀이 항목이 2개 즉, ‘생각’과 ‘그럴 만한 가치가 있
는 느낌이 있다’라는 의미 센스로 나누어서27)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랑-스럽다’의 용례 기술에 있어서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를 살펴보고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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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 (73)과 같다.  

  (73) ≪표≫ 아버지는 상을 받은 아들이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그녀는 군인이신 아
버지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다 …(중략)… 

≪고≫ ① 자랑스러운 한국인/ 나는 오늘처럼 네가 자랑스러운 적이 없구나/ 
어머니는 장학금을 받을 아들을 한 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자랑스럽다(중략) ② 저는 우리 
아들이 금메달을 따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연≫ 그는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합격한 아들이 새삼스레 
자랑스러웠다./ 나는 그처럼 유명한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몹시 
자랑스러웠다. ...생략

≪학≫ 이 아버지는 대학시험에 합격한 네가 무척 자랑스럽구나./ 내가 그 어
려운 일을 다 해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다.

  (73)의 모든 바탕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고려 사전≫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전에서는 ‘자랑스럽다’의 뜻풀이가 하나로 제시되어 있어서 해당 
뜻풀이의 용례만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려 사전≫의 용례는 두 가지의 의미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고 각 뜻풀이에 해당하는 용례 제시도 표제어의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법적 정보도 보여준다. 즉 ①번의 용례를 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느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고 ②번은 ‘생각’이라는 의미로 사용
한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준 용례들이다. 그래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이러한 용례는 인용할 만한 것이므로 비슷한 형식의 용례를 작성하고자 한다. 

4.3. 소결
  이 장에서는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를 바탕 사전이 어떻게 제시했는지 살
펴보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방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27) 예 (55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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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미얀마어의 단어 형성이 비슷한 점을 비탕으로 하여 어휘학습에 도움이 되는 
표제어의 제시에 단어 구성을 반영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래서 한국어 형용사를 단순어와 복합어로 나누었고,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다
시 나누어 논의하였다. 

1) 뜻풀이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뜻풀이 기술을 하기 위하여 바탕 사전에서의 뜻풀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한국어 사전에서 뜻풀이 항목은 표제어가 지니
고 있는 의미 센스에 따라 뜻풀이 항목을 나누어서 설명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탕 사전들에서는 뜻풀이 항목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각양각색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 대한 뜻풀이를 제시
할 때 하나의 바탕 사전에만 의존할 수 없고 여러 개의 한국어-한국어 사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뜻풀이 기술에 있어서 이중언어 사전은 기점어의 단어를 목표어로 대역하는 
방식이 중심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이 발견되었다. 즉 번역이라고 하더라도 표
제어의 의미론적 외연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내용적 세부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표제어의 뜻풀이는 표제어 
영역을 내용적으로 세분하여 제시할 때, 단순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유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되었다.

(1) 한국어에서 뜻풀이 항목이 하나이지만 미얀마어에서는 추가 뜻풀이 항목이 필
요한 ‘유형 I’ (1:n 유형).

(2) 한국어에서 뜻풀이 항목이 하나이고 미얀마어에서 하나의 대응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유형 II’ (1:1 유형)

(3) 한국어에서 뜻풀이 항목이 하나이고 미얀마어에서 하나의 대응 어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유형 III’ (1: 1+설명 유형)

(4) 한국어에서 뜻풀이 항목이 둘 이상이지만 미얀마어에서 하나의 대응 어휘로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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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유형 IV’ (n:1 유형)

  또한 복합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유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
되었다.

(1) 어간 반복어는 기어 형용사에서 유추된 뜻이 있어서 뜻풀이가 ‘매우/몹시..+기
어 형용사’의 구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유형 V’

(2)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접두파생에 의한 파생어는 풀어쓰기로만 제시할 수 있다. 
‘유형 VI’

(3) ‘-하다’에 의한 파생어 중에 의태어를 어간으로 취하는 파생어의 뜻풀이는 ‘의
태어+pyit thi’의 구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유형 VII’

  위의 유형뿐만 아니라 표제어 간의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는 표제어의 경우에는 
표제어 간 뜻풀이 차이는 표면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음운적 관련이라는 것 즉 어두
나 어중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로 인한 느낌차 그리고 어두나 어중의 자음
의 차이로 인한 느낌차 등이 있다는 것을 뜻풀이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사전 편찬 
원칙에서 미얀마어로 된 설명과 함께 비슷한 상태의 미얀마 예문으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뜻풀이 제시에 있어서 모든 표제어의 뜻풀이는 위의 유형 하나에만 해당되
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복합적인 유형으로 제시하게 되는 경
우가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 둘 이상의 뜻풀이 항목이 존재하는 표제어는 여러 개의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미 형용사 사전≫의 종합적
인 뜻풀이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제어 : ① [n{대응 어휘}]/풀어쓰기/[몹시+기어 형용사]
 ② [n{(설명) 대응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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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례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용례 제시는 뜻풀이 항목마다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
다. 즉 바탕 사전에서 뜻풀이 항목이 하나만 있더라도 미얀마어 의미 센스에 따라 
뜻풀이 항목이 추가된 경우 추가하는 뜻풀이 항목에 해당하는 용례도 제시할 것이
다.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에 도울 수 있는 용례를 제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주
의점이 있다. 불규칙 형용사의 경우 활용의 용례뿐만 아니라 잘 쓰이는 표현도 제시
한다.  그리고 모든 용례는 문장으로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구 단위의 용
례도 제시한다. 또한 용례에서는 다양한 문법의 활용 형태와 사용영역을 보여 주는 
데에만 치중하고 표제어의 의미 이해에 방해가 되는 명사구나 관형사구와 같은 복
잡한 구성의 용례 제시는 피해야 한다. 게다가 몇 개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같
은 활용형의 모습만 보여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례에 나타나는 어휘나 문형은 
쉬운 것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간반복 합성어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구성은 <형용사1+디+형용사1>구성인
데, 이 구성은 기어 형용사의 뜻풀이와 관련이 있어서 기어 형용사의 뜻풀이 항목대
로 제시하는 것보다 실용성이 많은 용례를 말뭉치 기반으로 검색하여 뜻풀이와 용
례를 제시한다. 그렇지만 말뭉치에서 가져온 용례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보다는 재작
성하여 제시한다.
  표제어 간의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는 경우, 각 뜻풀이의 제시로서 느낌의 차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실용적으로 차이를 찾을 수 있는 용례를 제시한다. 이
것은 학습자에게 의미적 측면과 문법적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 
  지금까지 용례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에서 제시
하는 용례는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를 도와 줄 수 있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
례를 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즉, 제시한 문장에서 다양한 어미로 연결된 복문보
다는 단문이 학습자의 어휘학습에 효과적이다. 둘째, 용례들은 말뭉치에서 인용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말뭉치에서 나온 용례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문장을 
가공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그래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모든 형용사 
표제어의 용례를 제시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한다. 셋째, 용례의 유형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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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문장 단위, 대화 단위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구 단위와 문장 단위의 용
례로 제한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이중 언어 사전을 참고하는 주목적은 뜻풀이
이지만 뜻풀이의 의미 해석에 도움을 주는 용례의 제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
문의 구성 어휘와 문형은 간단하면서 실용형태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표제어 간의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는 표제어 간의 느낌의 차이를 찾을 수 있는 것
은 용례밖에 없으므로 간단하고 느낌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용례를 찾아 제시한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는 이들을 그대로 외우거나 다른 어휘와 대체하여 사용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용례가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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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표제어와 관련어휘

5.1. 바탕 사전의 분석

  부표제어는 학습자가 단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결합관계를 통해 형성하
는 여러 어휘‧표현들을 유형화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표제어라는 것은 “사전에
서, 다른 표제어에 딸려 배열되는 말. 주로 ‘-하다’, ‘-되다’ 따위가 붙어 파생된 말
을 이른다”라고 정의되고 있다.1)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한-미 형용사 사전≫
은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다’와 ‘-되다’가 붙어 파생된 말이 표제어
로 등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생어 이외의 부표제어로는 연어와 관용구‧속담 
등을 들 수 있다(정연숙 2009:211). 
  바탕 사전에서 부표제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1)과 
같다. 

  (1) ≪표준 사전≫의 일러두기
ㄱ. 관용구·속담
  a. 관용구와 속담은 시작 단어를 주표제어로 삼아 해당 주표제어 밑에서 한 

번만 제시하였다. 즉,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는 ‘같다’ 아래에 제시하고 ‘값’이 
나 ‘다홍치마’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b. 표제어에서 교체 가능한 성분은 ❲❳안에 표시하였다. 교체 가능한 성분이 
조사일 경우에는 그 조사가 포함된 어절 전체를 ❲❳안에 제시하였다. 교체 
가능한 성분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 주표제어가 
교체될 때는 각각의 표제어 밑에 제시하였다 …(중략)… [가슴이(가슴에) 찔
리다]

1)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2,8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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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사전≫의 일러두기
ㄱ. 관용구 - (1) 관용구는 그것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어 다음에 부표제어로 

제시하였다 …(중략)… (3) 한 표제어 밑에 관용구가 여러 개 나열될 경우에
는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ㄴ. 속담 - (1) 속담은 그것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어 아래 부표제어로 제시하
였다. 관용구와 속담이 함께 올 때는 속담을 관용구 다음에 제시하였다. …
(중략)… (3) 한 표제어 밑에 속담이 여러 개 나열 될 경우에는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3) ≪연세 사전≫의 일러두기
ㄱ. 준말 및 준꼴 –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본디말과 준말의 쌍이 있는 것

은 주로 본디말에서 다루고 옆 참고란에서 그 준말을 표시하였다.
ㄴ. 관용 표현의 처리 - (1) 관용 표현은 ‘명사+명사’ 부표제어 다음에 이것과 

같은 크기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2) 관용 표현은 그것을 이루고 있
는 구성 단어 중 첫 단어와 중심 단어 아래에서 설명하였다. (3) 속어는 뜻
풀이 난에서 ‘무엇의 속된말’, ‘무엇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ㄷ. 옆 참고란의 사용 - 참고란에서는 ‘준말, 유의어, 반의어, 큰말, 작은말, 센
말, 여린말, 파생어, 관련어, 참고, 연어의 순으로 참고 사항을 보여 주었고 
용언의 격틀과 격틀의 참고 정보를 보여 주었다. 

  (4) ≪학습 사전≫의 일러두기
ㄱ. 관용구, 속담, 상투어구뿐 아니라 자주 어울려 쓰이는 어휘 결합 등을 부표

제어로 기술하였다. [가령- 표제어 ‘먹다’, 부표제어 ‘미역국을 먹다’]
ㄴ.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법적 표현도 부표제어로 수록하였다. [가령- 표제어 

‘때문’, 부표제어 ‘-기 때문에/ 때문이다’]

  (5) ≪형용사 사전≫
모든 형용사를 표제어로 선정하여 제시했음. 부표제어는 따로 제시하지 않음. 

  바탕 사전들은 모두 ‘한국어-한국어 사전’이며, 여기서 부표제어로 모두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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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항목은 ‘관용구’와 ‘속담’이다. ≪연세 사전≫의 경우, 연어를 제시할 때 이를 
부표제어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옆 참고란에서 표제어와 관련된 어휘들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어와 관한 정보는 한국어 화자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지만 외국인 학습자에
게는 매우 중요하다. 연어는 표제어와의 의미 결합에 있어 제약이 있는 것인데, 이
는 학습자가 쉽게 습득하지 못하는 내용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연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모국어의 영항으로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표현
에 속한다. 따라서 연어에 관한 정보는 단일 언어 사전보다 이중 언어 사전의 기술
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연어는 의미의 불투명성이 강하고 자립성이 있는 어휘 단위인 속담이나 관용구와 
다르고, 상대적으로 풀이항 뜻풀이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뜻풀이 항목에 
두는 것이 학습자에게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모국어 화자를 위한 바탕 사전인 ≪표
준 사전≫, ≪고려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에서도 연어를 풀이항에서 
제시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 (6)과 같다. 

  (6) ≪표≫ 낮다 : ① 뜻풀이 …(중략)… ② 뜻풀이. ¶온도가 낮다/혈압이 낮다 …(중
략)… ③ 뜻풀이. 교육 수준이 낮다 …(후략) 

≪고≫ 낮다 : ①~④ …(중략)… ⑤ …(중략)… /그런 수준이 낮은 물건은 살 수 
없어요.

≪연≫낮다 : ① …(중략)… ② …(중략)… ¶일반적으로 농촌은 도시보다 교육 
수준이 낮다 …(중략)… ④~⑤ …(후략) 

≪학≫ 낮다 : ① …(중략)… ② …(중략)… ¶일반적으로 농촌은 도시보다 교육 
수준이 낮다 …(후략)

  (6)은 바탕 사전의 풀이항에서 제시된 ‘낮다’의 연어들이다. 표제어 ‘낮다’와 결합 
관계가 있는 연어는 해당 뜻풀이에서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낮다’의 연어는 모두 
9개가 있는데, 그 중 ‘수준이 낮다’만 모든 사전에서 연어로 제시하고 있다.2) 나머
2) (강도/농도/단수/도수/뒤축/수준/타율/항렬/혈압)이/가 + 낮다 : 국립국어연구원 전자사전

의 https://itbub.korean.go.kr/user/electronicDic/electronicDieView.do의 연어 상세 



- 108 -

지 ‘낮다’의 연어 8개 중에 ‘타율’, ‘항렬’, 그리고 ‘혈압’ 3개는 각 명사 표제어에 용
례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3) 이같이 모든 연어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모국어 화자에
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시할 필
요가 있다. 
  관용구와 속담은 모든 사전에서 표제어 하단에 부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표제어와 의미적 관련이 있고 표제어의 확장의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제어 
하단에 부표제어로 제시한 것이 적당하다. 연어는 이러한 관용구‧속담보다 더 기본
적인 실용 정보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부표제어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어의 실용성을 가령 ‘입다’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옷’은 ‘입다’와 결합할 수 
있지만 ‘반지’는 ‘입다’와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미얀마어에서는 ‘반
지’와 ‘옷’ 모두 ‘입다’의 대응어휘와 결합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어가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부표제어로 제시해야 하는 
필수적 정보이며, 그 제시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관련어휘라는 것은 그 어휘를 통하여 표제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도 하고, 반대로 표제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어휘까지 익힐 수 있게 하기도 
하는 이점(利點)이 있다(배주채 2014:236). 바탕 사전에서는 관련어휘로 비슷한말, 
반대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탕 사전에서 관련어휘로 제시한 정보들을 정리하면, 
아래 (7~10)과 같다. 

  (7) ≪표준 사전≫의 일러두기
ㄱ. 관련 어휘로는 동의어, 본말‧ 준말‧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그리고 

참고 어휘가 있다. 
ㄴ. 참고 어휘에는 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동류 개념, 상위 범주어, 하

위 범주어, 동의 관계에 있는 일반어와 전문어, 별칭이나 이칭, 모음이나 자
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진 말, 대립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말,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어간이나 어미 따

집파일 기준. 
3) ≪표준 사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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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이에 해당한다.

  (8) ≪고려 사전≫의 일러두기
관련어는 형태상 관련된 어휘인 본말-준말, 원어-약어, 큰말-작은말, 센말, 거
센말, 여린말, 이형태를 제시하였고 의미상 관련된 어휘인 유의어, 반의어, 주동
사-사동사, 능동사-피동사, 높임말-낮춤말, 참고어를 제시하였으며 그밖에 비
표준어를 제시하였다.

  (9) ≪연세 사전≫의 일러두기(옆 참고란의 사용)
외래어의 어원 정보, 준말, 유의어, 반의어, 큰말, 작은말, 센말, 여린말, 파생어, 
관련어, 참고, 연어의 순으로 참고 사항을 보여 주었고 용언의 격틀과 격틀의 
참고 정보를 보여 주었다. 

  (10) ≪학습 사전≫의 일러두기(참고 정보)
ㄱ. 세는 말에 대한 정보, 준말, 본딧말, 비슷한말, 반대말, 큰말, 작은말, 센말, 

여린말, 파생어, 사동사, 주동사, 피동사, 능동사, 관련어, 참고어의 순으로 
제시함.

ㄴ. 관련 어휘 정보를 준말, 본딧말, 비슷한말, 반대말, 큰말, 작은말, 센말, 여린
말, 파생어, 사동사, 주동사, 피동사, 능동사, 관련어‘순으로 제시하였음.

  바탕 사전에서의 관련어휘를 정리하자면 본말-준말, 원어-약어, 큰말-작은말, 센
말, 거센말, 여린말, 이형태, 유의어, 반의어, 주동사-사동사, 능동사-피동사, 높임
말-낮춤말, 참고어, 파생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표제어와의 관련성 측면에
서 분류해 보면, 본말과 준말, 이형태, 피동사, 사동사 등은 형태와 관련이 있는 단
어이고, 큰말과 작은말, 센말, 거센말, 여린말 등은 음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
이며, 유의어, 반의어, 높임말, 낮춤말 등은 의미와 관련이 있는 단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어휘를 모두 풀이항에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자를 혼란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어휘를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어떻게 제시할지
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탕 사전에서 관련어휘로 제시한 어휘 정보들 중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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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 장에서 관련어휘로 다룰 것이고, 일부는 제6장의 참고상자에서 논의할 것이
다. 

5.2. 부표제어

  5.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부표제어로 제시할 어휘 
정보는 연어, 관용구, 속담이다. 

5.2.1. 연어

5.2.1.1. 연어의 설정

  연어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용구나 속담보다 더 기본적인 실용 정보이고,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오류가 잦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쉽게 습
득이 되지 않는 제한적인 결합체이어서, 연어는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표제어
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그러나 하나의 표제어에 적은 수의 연어
가 존재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많은 수의 연어가 존재할 때에는 연어 모
두를 표제어와 함께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
제어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연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 기준을 다시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연어의 사전 처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희정‧한송화
(2007)에서는 한국어 연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연어가 구성하는 선행요소와 후
행요소 간의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유승만(2005)에서는 한국어-러시아어 연어 
사전에서 연어 표제어를 제시하기 위하여 그 선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기준
은 한국어 연어의 구성요소 간의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살펴보고, 러시아어의 대응되
는 구성을 유형화한 것이다. 
  여기서의 목적은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표제어에 관련되는 연어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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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찾는 데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바탕 사전의 방식들은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사용자가 사
전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정보는 표제어의 뜻풀이이고, 해당 뜻풀이의 대응어휘
가 아니라 다른 어휘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연어의 경우에는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표
제어의 풀이항에서 제시할 연어는 연어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부터 기준에 포함하고
자 한다. 
  연어는 제한적인 결합 관계를 보이는 둘 이상의 단어 연쇄라고 할 수 있는데, 대
체로 연어의 구성은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요소를 선행 요
소와 후행 요소라고 하자면, 대부분의 선행 요소는 명사나 부사이고 후행 요소는 동
사나 형용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어는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어휘적 연어는 어휘 요소 간에 상호의존적 관계가 있는 것이고, 문
법적 연어는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어휘적 연어는 체언, 용언, 수식언과 같은 내용어 간의 결합이고, 문법적 
연어는 형태적으로 제한된 형태가 통사적 구나 절 범주를 이끄는 문법 표지와 결합
한 구성이다(김진해 2000:180). 어휘적 연어는 다음 (11)에서 살펴볼 수 있고, 문
법적 연어는 다음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ㄱ. 배터리 가게를 냈다.
ㄴ. 농사일은 아버지께 맡긴 채 가게를 연 것이다.
ㄷ. 예쁜 식료품 가게를 차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4)

  (12) ㄱ. 그보다 결코 나을 것 없는 처지이면서도 그의 말에는 아직 신념과 열정이 
남아 있었다.

ㄴ. 형의 지갑에는 단지 차비만 들어 있을 뿐이었다.

  예 (11)의 ‘가게를 내다’, ‘가게를 열다’, ‘가게를 차리다’ 등은 어휘적인 연어이고 
(12)의 ‘나을 것 없는…’하고 ‘들어 있을 뿐이다’등은 문법적 연어이다. 어휘적 연어

4)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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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휘 의미의 공기 관계에 의하여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문법적 연어는 
통사적인 결합에 의한 연어로 볼 수 있다. ≪한-미 형용사 사전≫의 풀이항에서 등
재시키고자 하는 연어는 문법적 연어보다는 어휘적 연어이다. 문법적 연어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의존명사들의 결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대체로 문법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법적 연어보다는 어휘적 연어는 사전에 기술할 대상이 된
다.5) 
  여기서는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연어 설정 기준을 단계별로 나누어
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연어의 구성과 연어의 구성 요소 간의 특징 등으로 나누어
서 보는 것이다.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 제시할 연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6)

  (13) ㄱ. 강도가 낮다  [명사 ‘강도’ + ‘이/가’ + 형용사 ‘낮다’]
ㄴ. 휘영청 밝다 [부사 ‘휘영청’ + 형용사 ‘밝다’]
ㄷ. 물정에 밝다  [명사 ‘물정’ + ‘에’ + 형용사 ‘밝다’]

  (13ㄱ)은 <명사+‘이/가’+형용사> 구성, (13ㄴ)은 <부사+형용사> 구성, (13ㄷ)
은 <명사+‘에’+형용사>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성은 (13ㄴ)인데, 부사 ‘휘영청’은 형용사 ‘밝다’와의 결합만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7) (13ㄴ)과 같은 연어는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를 제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3ㄷ)의 경우, 선행 요소 ‘물정+에’는 말뭉치 상에서 후행 요소로 결합하는 
요소가 ‘밝다’나 ‘어둡다’ 정도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또한 특정한 어휘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3ㄷ)과 같은 연어들은 어느 표제어에 이 연어
5) 이에 대하여 유승만(2005)에서는 한국어-러시아어 사전에서 한국어의 문법적 연어에 대응하

는 러시아어 표현은 주로 통사적인 결합이 많고 때로는 단일 어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연어정보로 처리하기보다는 문법서에 통사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한 
바 있다.

6)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언어정보 나눔터’ 자료인 ‘연어_상세_txt’에 의한 결과이다.
   https://ithub.korean.go.kr/user/electronicDic/electronicDicView.do 참고.
7)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에서 ‘휘영청’과 결

합한 어휘로 ‘밝다’만 있고 빈도는 모두 47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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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시할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구성의 연어는 그 수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 형용사 사전 기술만 제한적으로 연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연어는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해당 뜻풀이 항목에 배열하고자 한다. 
즉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명사+‘에’+형용사> 구성과 <부사+형용사> 구성
을 가지는 연어는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제시할 것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13ㄱ)과 같은 구성에 있다. 이러한 구성은 대부분의 형용
사에 흔하게 존재하는 연어 구성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낮다’만 해도 연어 
개수가 9개에 달하고 ‘낮다’의 모든 연어 구성은 “명사 + ‘이/가 낮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어인 ‘낮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순어에도 많이 존재하
기 때문에 이들 연어를 제시할 표제어나 그 제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명사+‘이/가’+형용사> 구성의 경우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간의 결합 양상에 
따라 제시할 표제어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어를 구성하는 선행 요소와 후
행 요소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14), (15)와 같이 볼 수 있다. 

  (14) ㄱ. 경험이 있다
ㄴ. 수준이 높다

  (15) ㄱ. 연세가 많다
ㄴ. 눈치가 있다

  
  (14)와 (15)는 고빈도로 나타나는 단순어의 연어들이다. 이들은 모두 <명사+‘이/
가’+형용사>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얀마어에서의 선‧후행 요소의 결합 양상은 
각각 다르다. (14ㄱ)은 한국어의 선행 요소 ‘경험’의 미얀마어 대응어휘와 한국어의 
후행 요소 ‘있다’의 미얀마어 대응어휘가 바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
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잘못 결합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유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4ㄴ)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대응
어휘는 ‘높다’의 대응어휘와 바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의 연어도 자
유 결합에 속한다.
  그렇지만 (15)의 연어는 자유 결합으로 볼 수 없다. (15ㄱ)의 한국어 명사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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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이’의 높임말이고 미얀마어에는 높임말이라는 것은 없어서 ‘나이’의 대응어휘
로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 ‘나이(연세)’의 미얀마어 대응어휘는 ‘많다’의 미얀마
어 대응어휘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미얀마어에서는 ‘나이(연세)’의 대응어휘는 ‘크다’
의 대응어휘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로서는 ‘연세가 
많다’보다 ‘연세가 크다’로 잘못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5ㄴ)의 경우도 ‘눈치’의 미얀마어 대응어휘가 ‘있다’의 미얀마어 대
응어휘와 결합이 불가능하고, ‘알다’. ‘모르다’와의 결합만 가능하다. 이러한 결합 양
상을 가지고 있는 연어는 미얀마어의 영향으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어휘에 속하
기 때문에, 이들 정보는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정보이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연어의 설정은 다음 <도식 2>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어 구성

특수 구성 (필수 정보)
<명사+‘에’+형용사> 구성

<부사+형용사> 구성

<명사+‘이/가’+형용사> 구성

자유 결합 비자유 결합

흔히 사용 사용 드묾(*제외) 제시할 표제어 선정

반의어의 존재
(표제어 선정)

반의어의 비존재
(선행 요소 표제어)

선행 
요소

후행 
요소

<도식 2> ≪한-미 형용사 사전≫의 연어 선정 기준의 단계별 설정

  <도식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표제어에 많은 개수의 연어가 존재할 때
에는 1차적으로 연어 구성을 살펴본다. <명사+‘에’+형용사>, <부사+형용사>와 
같은 특수한 구성을 가지는 연어는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명사+‘이/가’+형용사> 구성을 가지는 연어는 자유 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
저 살펴본다. 자유 결합에 해당하는 연어는 다시 흔히 사용하는 연어와 드물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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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어로 구별하여 드물게 사용하는 연어는 제시하지 않는다. 
  흔히 사용하는 연어도 제시할 개수가 많을 때에는, 그 표제어에 반의어가 존재하
는지 다시 살펴본다. 반의어가 존재한다면 선행 요소 표제어에서 제시할 것인지 아
니면 후행 요소인 형용사 표제어에 제시할 것인지 결정한다. 또한 자유 결합이 아닌 
연어의 경우에는 제시할 표제어를 선정해야 한다.

5.2.1.2. 연어의 제시

  한 표제어에 존재하는 연어의 개수를 먼저 살펴보면, 단순어의 경우 아래 (16)과 
같고 복합어의 경우 아래 (17)과 같다. 연어의 개수는 소괄호 ‘(  )’속에 제시한 것
이다.

  (16) ㄱ. 곱다(4), 낫다(6), 많다(12), 일다(1), 적다(5), 걸다(2), 겹다(2), 굵다
(4), 길다(4), 깊다(14), 낮다(9), 넓다(4), 높다(19), 늦다(2), 덥다(1), 
맑다(1), 맵다(1), 멀다(4), 밝다(18), 설다(3), 세다(14), 싸다(2), 쓰다
(2), 얇다(1), 얕다(1), 없다(63), 엷다(1), 익다(6), 있다(211), 작다(6), 
잦다(3), 좁다(3), 좋다(32), 짙다(2), 짧다(4), 차다(2), 크다(15)

ㄴ. 거칠다(4), 고프다(1), 나쁘다(16), 두텁다(2), 부르다(1), 자라다(3) / 가
깝다(2), 가늘다(1), 가볍다(1), 가쁘다(2), 거세다(3), 거칠다(4), 고르다
(1), 노랗다(1), 느리다(2), 두껍다(1), 두렵다(1), 드물다(1), 뜨겁다(1), 
매섭다(1), 모질다(2), 무겁다(3), 바르다(1), 바쁘다(3), 벅차다(1), 부르
다(1), 비싸다(3), 빠르다(7), 사납다(8), 시리다(2), 아리다(3), 아쉽다
(1), 아프다(4), 어둡다(12), 어렵다(2), 저리다(2), 헤프다(3)

ㄷ. 가냘프다(1), 날카롭다(1), 메스껍다(1), 어지럽다(1), 지나치다(1)
  (17) ㄱ. 가동이 불편하다, 심기가 불편하다, 실적이 부진하다, 품행이 불량하다, 의

기가 드높다
ㄴ. 강하다(8), 심하다(11), 부족하다(5), 약하다(14), 깨끗하다(1), 가난하다

(2), 건강하다(1), 화려하다(1), 착하다(1), 조용하다(1), 답답하다(1), 치
열하다(1), 풍부하다(6), 못하다(2), 당당하다(1), 가득하다(1), 충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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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하다(2), 생생하다(1), 튼튼하다(2), 탕진하다(1), 무성하다(2), 
성하다(1), 예민하다(2), 왕성하다(2), 선하다(1), 잔잔하다(1), 서늘하다
(1), 정진하다(1),쇠약하다(1), 고약하다(3), …

  (16)은 각 단순어에 있는 연어의 수를 제시한 것이고, (17)은 복합어에 있는 연
어의 수를 제시한 것이다. 복합어 중 합성어의 연어는 자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파생어에는 각 표제어에 존재하는 연어 개수가 최소 1개에서
부터 최대 10개까지만 있고 이것은 단순어에 존재하는 연어 개수보다는 훨씬 적다. 
그래서 파생어의 연어 제시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16)의 단순어는 바탕 사전에 뜻풀이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둘 이상 있
는 것도 있는데, 연어의 수를 보면8) 1개에서 최대 211개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어 수가 제일 많은 단순어는 ‘있다(211)’와 ‘없다(63)’이다. 이중 특수한 연
어 구성은 다음과 같다.

  (18) 대치상태에 있다, 복판에 있다, 부근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 상중에 있다, 상
태에 있다, 상황에 있다, 수중에 있다, 수하에 있다, 입장에 있다

  (18)의 모든 연어 구성은 단순어 ‘있다’에만 존재하는 <명사+‘에 있다’> 구성이
다. 이들은 모두 “어떤 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 ‘있다’의 경우 미얀마어
에서도 뜻풀이 항목이 둘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점, 연어의 수가 10개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제어 ‘있다’의 해당 뜻풀이에 형용사구로 제시하거나 용례로 제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한편 <명사+‘이/가 있다’> 구성을 가지는 ‘있다’의 연어는 200개 정도이다. 이들
은 다시 구성 요소 간의 결합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를 제시하면 아래 
(19)와 같다. 

  (19) ㄱ. 있다: 가치/감각/감정/값어치/결점/결함/경력/경향/경험/계획/관계/관련…
8) 국립국어연구원 전자사전의 https://itbub.korean.go.kr/user/electronicDic/electronic
DieView.do 의 연어 상세 집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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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있다: 눈치/눈썰미/멋/분위기/예감/유감/입덧/활기…

  (19ㄱ)의 모든 명사는 단순어 ‘있다’와 자유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이중 대부분
의 연어는 흔히 사용하는 연어에 속하며 제시 표제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
ㄴ)의 명사들은 미얀마어에서 ‘있다’의 대응어휘와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들도 제시할 표제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있다’의 연
어 구성과 관련한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20) 선행 요소의 대응어휘 – A
후행 요소의 대응어휘 – B
연어의 구성 대응어휘 - (A+B)

  (20)은 미얀마어를 기준으로 할 때, 연어의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결합 양상
이다. (20)의 결합은 자유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연어이다. 그렇지만 미얀마어에서
의 모든 연어의 결합은 (20)과 같이 자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아
래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ㄱ. 소갈머리 : /발음/ (A) (설명- seit yin: i. a nein. sa ga:)
ㄴ. 없다 : /발음/ (B) ma shi. pyit thi
ㄷ. 소갈머리가 없다 : seit te ma shi. pyit thi
ㄹ. 대응 어휘로의 연어 구성 – A´+B

  (22) ㄱ. 눈치 : /발음/ (A) mya. na. yeit mya. na ge:
ㄴ. 있다 : /발음/ (B) shi. thi
ㄷ. 눈치가 있다 : mya. na. yeit mya. na ge: thi. thi
ㄹ. 대응 어휘로의 연어 구성 – A+ B´

  (23) ㄱ. 눈썰미 :/발음/ (A) a tat myan chin:/tat lwae chin:
ㄴ. 있다 : /발음/ (B) shi. thi
ㄷ. 눈썰미가 있다 : nyan ni: thi
ㄹ. 대응 어휘로의 연어 구성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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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1-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대응 어휘가 
그대로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1ㄱ)의 ‘소갈머리(A)’는 대응 어휘보
다는 설명으로만 제시할 수 있다. 연어 구성인 예 (21ㄷ)에는 선행 요소 대응 어휘 
‘A’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A´’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선행 요소의 대응어휘가 
변화하여 결합한 경우이다. 그 이유는 한국어의 ‘소갈머리’는 ‘마음이나 속생각을 낮
잡아 하는 말(낮춤말)’인데, 미얀마어에는 낮춤말이 없어서 설명으로만 제시한 것이
다.9) 그래서 ‘소갈머리가 없다’의 미얀마어 대응 연어 구성을 살펴보면 ‘A´+B’가 된
다. 
  그리고 (22ㄷ)에는 후행 요소 ‘B’의 대응 어휘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B´’의 대
응 어휘로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눈치가 있다’는 선행 요소 ‘눈치
(A)’의 대응 어휘가 후행 요소인 ‘있다(B)’의 대응 어휘와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이것은 미얀마어에서는 ‘눈치’의 결합 제약으로 한국어의 ‘알다’의 미얀마어 대
응어휘와만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미얀마인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으
로 ‘눈치가 알다/모르다’로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3ㄷ)은 특별하게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대응 어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어휘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원래의 의미 센스가 변하지 않지
만 선·후행 요소의 결합체는 미얀마어의 숙어로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에 미얀마어
의 대응 어휘 ‘A’와 ‘B’를 바로 결합하면 한국어의 연어가 나타나는 의미로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미얀마어에서 있을 수 없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이 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예 (21-23)의 연어 구성은 미얀마어에서 비자유 결합 구성으로 처
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의 비자유 결합에 속하는 연어를 제시할 표제어를 결정할 때 학습자
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사전을 찾는 주목적은 표제어의 뜻풀이이
기 때문에 뜻풀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연어의 제시는 보다 더 유용한 것이다. 즉, 
연어 구성에 표제어의 대응어휘가 그대로 나타나는 연어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 (21)과 같은 구성의 연어는 후행 요소인 표제어 ‘없다’

9) ≪표≫소갈머리 : 「명사」 「1」마음이나 속생각을 낮잡아 이르는 말. ≒소갈딱지「1」. 
                   「2」‘마음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소갈딱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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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풀이항에 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22)와 같은 연어 구성은 선행 요소
인 표제어 ‘눈치’의 풀이항에 제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 (23)의 연어 구성은 선행 
요소 표제어에나 후행 요소 표제어에나 상관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이것은 후행 요소인 형용사 표제어에 풀이항 아래에서 따로 ‘▶’ 표시
를 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연어는 ‘눈썰미’와 관련이 있는 연어이어
서 참고로 ‘☞눈썰미’라는 표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어는 풀이항에서 제시
하는 것보다 풀이항의 하단에 관용구와 속담의 상단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어는 미얀마어에 비자유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자유 결합으
로 나타나는 연어가 훨씬 더 많다. 자유 결합의 경우 선행 요소인 명사 표제어의 풀
이항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자유 결합에도 후행 요소는 반의어로 존재하는 
연어도 있다. 가령 ‘있다’의 반의어로 된 ‘없다’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명사들이 있
는데, 아래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가치/ 감각/ 감/ 값어치/ 개성/ 거리감/ 관심/ 교양/ 구매력/ 근심/ 기운/ 끈기/ 능
력/담력/ 대답/ 말재주/ 말주변/ 멋/ 미련/ 보람/ 성의/ 센스/ 숫기/ 승부욕/ 시간/ 
여력/ 재미/ 필요/ 효과 

  예 (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있다’와 ‘없다’에 공통으로 있는 연어는 총 29개가 
있다. 밑줄 친 명사는 ‘있다’나 ‘없다’ 이외에 다른 요소와 결합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연어는 선행 요소 표제어에만 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즉 선행 요소
와 후행 요소가 고정된 통합관계를 보이는 것들이다. 나머지 연어는 후행 요소 ‘있
다’나 ‘없다’만 결합 양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용사와도 결합이 있어서, 그중
에 빈도가 높은 연어만을 ‘있다’와 ‘없다’ 등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나누어서 제시하
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어휘를 습득할 때 어휘간의 관련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에도 도움을 주고 어휘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다. 
  반의어가 존재하지 않는 연어의 경우에는 선행 명사 표제어에만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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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모든 연어는 각 명사 표제어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후행 요소
에 반의어가 존재할 때 모든 연어는 풀이항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참고어휘로 제시
하고자 한다. 즉 참고상자에서 연어 정보를 제시하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의
어 표시 ‘☞’를 붙이고자한다. 
  결론적으로 연어가 10개 이상 나타나는 단순어의 제시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볼 
때 이들의 구성과 개수는 다음 예 (25)와 같다.

  (25) ㄱ. 많다(12) =  <명사+‘이/가’+‘많다’>, <‘무수히(부사)’+‘많다’>   
ㄴ. 높다(19) = <명사+‘이/가’+‘높다’>
ㄷ. 밝다(18) = <명사+‘이/가’+‘밝다’>, <명사+‘에 밝다’>(7), <‘휘영청(부

사)’+‘밝다’>
ㄹ. 좋다(32) = <명사+‘이/가’+‘좋다’>
ㅁ. 크다(15) = <명사+‘이/가’+‘크다’>
ㅂ. 나쁘다(16) = <명사+‘이/가’+‘나쁘다’>
ㅅ. 세다 (14) =<명사+‘이/가’+‘세다’>
ㅇ. 깊다(14) = <명사+‘이/가’+‘깊다’>
ㅈ. 어둡다(12) = <명사+‘이/가’+‘어둡다’>, <명사+‘에’+‘어둡다’>(5)

  예 (25ㄱ)의 ‘많다’에서 특징적으로 부사 ‘무수히’가 다른 형용사와의 결합이 없고 
‘많다’와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어 구성은 ‘많다’의 풀이항에서 제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25ㄷ)의 ‘밝다’도 부사 ‘휘영청’과 결합하는 것은 ‘밝다’에만 가
능하고 다른 형용사와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밝다’ 표제어의 풀이항에 
제시할 것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25ㄷ)의 ‘밝다’와 (25ㅈ)의 ‘어둡다’에 발
견된 <명사+‘에’+형용사>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은 ‘밝다’에는 7개가 있고 ‘어둡다’
에는 5개가 있는데, 이들 표제어는 서로 반의어의 관계를 가지는 표제어들이다. 그
래서 같은 연어 구성으로 반의 관계를 가지는 이러한 연어는 각 표제어에 나누어서 
제시할 수 있는데, 이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ㄱ. 밝다 – 국정/ 물정/ 사리/ 사정/ 세상 물정/ 세정/ 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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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어둡다 – 국정/ 물정/ 사정/ 세상 물정/ 세정

  예 (26ㄱ)과 (26ㄴ)에서 ‘밝다’의 연어 구성에 ‘사리’와 ‘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는 ‘밝다’와 ‘어둡다’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반의 관
계 표제어의 해당 뜻풀이에 나누어 제시하거나 교체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
상자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참고표시를 할 것이다. 
  예 (25)에서 <명사+‘이/가’+형용사> 구성을 가지며, 연어의 개수가 많은 단순어
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ㄱ. 좋다(32) - 경치/구변/*금실/*(기분)/기억력/*눈총기/느낌/때깔/마음씨/말재
주/말주변/머리/먹성/목청/배짱/*(비위)/사이/사주/손금/수완/스
타일/어감/언변/운/인상/인심/입담/*입심/팔자/평/풍채/학벌/

ㄴ. 높다(19) - *강도/*농도/단수/*(덕망)*/*도수/뒤축/말소리/명망/(8)명성/목
소리/수준/(8)악명/*안목-*/(7)원성-*/이상/*인망-*/??타율/
항렬/해발

ㄷ. 나쁘다(14) - 근성/*(기분)/기억력/느낌/때깔/마음씨/머리/목청/사이/사주/손
금/어감/운/패/평판/행실

  (27)에서 아무 표시가 없는 연어는 자유 결합, 즉 (A+B)의 결합 양상을 가지는 
것이고 별표 ‘*’의 연어는 (20)에 의하여 (A+B´)의 구성으로 되는 것이며, 별표 ‘*’
와 괄호 ‘( )’는 (21)에 의하여 (A´+B´)의 결합으로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표
시는 특정한 전문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행 요소 명사 표제어에 제시할 것이
다.10) 또한 (A+B´)의 경우 선행 요소의 표제어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A´+B´)의 
연어는 표제어의 풀이항에 이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풀이항에 이어서 제시하는 연어
의 경우 다른 관용구와 속담 등의 상단, 풀이항의 하단에서 ‘▶’ 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0) 타율 : 「명사」 『운동』 =타격률. ¶ 타율이 낮다/타율이 높다/그 선수는 타율이 3할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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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좋다 : /발음/ n[뜻풀이. 용례. 연어]
     ▶ 기분이 좋다 – 뜻풀이

  또한 자유 결합에서 참고로 제시할 수 있는 연어에 대하여 형용사 표제어의 반의
어 존재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좋다/나쁘다 – 기억력/ 느낌/ 때깔/ 마음씨/ 머리/ 목청/ 사이/ 사주/ 손금/ 어감
/ 평(평판)

  (29)는 ‘좋다’와 ‘나쁘다’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어 목록이다. 밑줄 친 연어는 
다른 용어와 결합이 없고 ‘좋다’나 ‘나쁘다’와만의 결합이 있어서 고정된 연어이고 
이들은 선행 요소 표제어에 제시하고자 한다. 그 외 나머지는 ‘좋다’와 ‘나쁘다’ 표제
어에 나누어서 해당 뜻풀이 항목에 제시하거나 참고 상자에 제시하고 참고하기 표
시 ‘☞’를 할 것이다.
  또한 복합어에 대한 연어도 단순어에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여 어느 표제어에서 
제시할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합성어에는 연어가 없고 파
생어에만 연어가 있는 것을 예 (17)에서 제시하였다. 파생어에서 연어의 수가 제일 
많은 ‘심하다’를 <도식 2>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ㄱ. 연어의 구성 - <명사+‘이/가’+‘심하다’>
ㄴ. 선행 요소 – 강짜/ *건망증/ *과장/ 기복/ 눈보라/ 늦더위/ 늦추위/ 입덧/ 주

사/ 텃세
ㄷ. 자유 결합- 강짜/ 기복/ 눈보라/ 늦더위/ 늦추위/ 입덧/ ?주사/ 텃세

  (3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심하다’의 연어는 모두 <명사+‘이/가’+‘심하다’> 구
성에 속하고 별표 ‘*’는 (A+B´)의 결합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연어는 
선행 요소 표제어에 제시하고자 한다. (30ㄷ)의 밑줄 친 어휘는 ‘심하다’만을 결합
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11) 이는 고정된 결합이기 때문에 선행 요소 표제어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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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에, 물음표 ‘?’는 말뭉치에서 1회만 나오는 것이므로 연어 제시에서 제외
하고자 한다. 

5.2.2. 관용구와 속담

  관용구와 속담은 모든 바탕 사전에서 부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는 구(句) 단위의 
형태이다. 관용구는 축자적으로 의미를 판정하기도 어렵고,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투명하지 않아 추가 설명이 꼭 필요한 어휘군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속담도 축자적 의미보다 화용적 의미가 강한 것이고, 추가 설명이나 미얀마어에 대
응되는 표현을 꼭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관용구와 속담, 연어 간
의 차이는 아래 (31)과 같다.

  (31) ㄱ. 밤눈이 밝다: (연어)[(A´+B´)구성] 어두운 밤에 볼 수 있는 시력이 
뛰어나다. 

ㄴ. 귀가 밝다: (관용구) 글을 배울 때 이해가 빠르다. [밝다-II-3. 감각
이나 지각의 능력이 뛰어나다.] 

ㄷ. 등잔 뒤가 밝다: (속담) 가까이서보다는 조금 떨어져 보는 편이 상황
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말.

  (31ㄱ)은 연어이고 (31ㄴ)은 관용구이며 (31ㄷ)은 속담이다. 연어의 경우 축자적
인 의미가 담겨있지만 설명이 필요한 (A´+B´)구성의 연어이고 (31ㄴ) 관용구의 축
자적 의미보다는 각 요소들의 확장 의미로 나타나며 (31ㄷ)은 축자적인 의미로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화용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표제어 하단에서 이러한 구 단위의 관용표현을 
아래 (32)와 같이 연어, 관용구, 속담 등의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2) 빍다 : /발음/ ①~ ⑦뜻풀이
11)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에서 빈도 총 8회

에 6회까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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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눈이 밝다-뜻풀이. ☞ ‘밤눈’
▶귀가 밝다-(관용구)-뜻풀이. (미얀마어에서 대응 관용구/속담/고사성어 

등) 
▶등잔 뒤가 밝다-(속담)-축자적 뜻풀이.∥사용 상황의 의미(가까이서보

다는 조금 떨어져 보는 편이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
다는 말)

  또한 관용구를 제시할 때에는 연어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제어에 
제시해야 하는 관용구의 수가 많으면 모든 관용구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
긴다. 단순어 중에 빈도가 1,000번 이상인 표제어에서 나타나는 관용구의 수는 다
음과 같다.12)

  (33) ㄱ. 관용구: 있다(27), 같다(55), 크다(14), 좋다(21), 다르다(6), 높다(6), 작
다(4), 길다(7), 깊다(2), 어리다(2), 멀다(5), 아프다(7), 넓다
(10), 빠르다(6)

ㄴ. 속담: 있다(239), 없다(312), 같다(260), 크다(29), 많다(29), 좋다(48), 
다르다(19), 어렵다(22), 높다(5),  쉽다(9), 작다(4), 길다(3), 깊
다(4), 멀다(4), 가깝다(2), 아프다(12), 적다(4), 넓다(1), 빠르다
(2)

  (33)은 단순어에서 나타나는 관용구와 속담의 수인데, 관용구 중에는 제일 많은 
것으로 ‘같다’가 55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관용구를 부표제어로 설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같다’의 관용구 중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13) 북한어도 포함되
며14) 축자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관용구도 들어있다.15) 그리고 관용구와 속담의 

12)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3) 남대문 구멍 같다(구멍이 매우 크다)/ 닭이 헤집어 놓은 것 같다(몹시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널려 있다)……‧.
14) 구름을 잡은 것 같다(허망하고 아리송하다)/ 대가리가 메주덩이 같다(머리가 몹시 둔하

다)……‧.
15) 냉수 맛 같다(아무 맛도 없다)/ 날 것 같다(몸이나 마음이 매우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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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바탕 사전에서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단어 중 첫 단어 다음에 부표제어
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고 하여도 관용구나 속담을 모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사 표제어 하나에 나타나는 관용구와 속담의 수는 다
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34) ㄱ. 눈 : 관용구(177), 속담(80)
ㄴ. 개 : 관용구(29), 속담(132)

  (3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표제어에 많은 관용구와 속담이 존재할 때 
모든 관용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와 비유
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 그리고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
고자 한다. 

  (35) ㄱ. 비슷한 관용구나 속담이 존재하더라도 교재 중심으로 빈도가 높은 것만 제
시한다. 

ㄴ. 빈도가 높은 관용구나 속담 등은 그것을 이루는 구성의 첫 단어에 해당하
는 표제어 하단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ㄷ. 형용사 표제어와 관련이 있고 빈도가 높은 관용구나 속담 등에 비슷한 것
이 있으면 부표제어로 풀이항 하단에 제시하지만 뜻풀이는 관용구나 속담
의 뜻풀이를 제시되어있는 표제어를 보기 표시 ‘☞’를 붙인다.

  (35)의 기준에 따라 단순어 ‘크다’와 관련된 속담은 아래 (3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36) ㄱ.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ㄴ. 눈보다 동자가 크다 =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ㄷ. 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ㄹ.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ㅁ.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크다 = 산보다 골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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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ㅅ.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3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어 ‘크다’에는 속담은 총 29개가 있는데, 그 중 
뜻이 비슷한 속담으로 (36ㄴ, ㄷ, ㄹ, ㅂ, ㅅ)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속담은 대
체로 같은 상황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 교재에서 잘 나오는 
속담은 (36ㄹ)의 ‘배보다 배꼽이 크다’이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이 
속담은 명사 표제어 ‘배’의 풀이항 하단에 설명과 함께 부표제어로 제시하고, 형용사 
‘크다’의 풀이항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37) 크다 : /발음/ n[뜻풀이. 용례. 연어]
▶연어 (A´+B´) 구성 - 뜻풀이. 용례
▶관용구 – 축자적 의미, 사용하는 상황과 설명(미얀마어에 대응되는 관

용구/속담/고사성어 등의 제시).
▶속담 – 눈보다 동자가 크다/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 ‘배’
의 속담

  ‘크다’에는 속담이 총 29개가 있는데, 이중 북한 속담은 9개에 달한다. (37)의 경
우, 비슷한 속담만 제시한 것이고, 나머지 속담 중 교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제외하
고자 한다. 

5.3. 관련어휘

  ≪표준 사전≫에서는 관련어휘를 동의어, 본말.준말.비슷한말.반대말.높임말.낮춤
말, 참고어휘 등으로 제시하고 있고, 참고어휘는 대립 관계를 포함하는 ‘동류 개념, 
상위·하위어로 여겨지는 일반어와 전문어, 별칭이나 이칭, 음운적 차이가 있는 어휘, 
표제어 의미 이해에 참조나 구별이 되는 어휘,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어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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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미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려 사전≫에서는 형태상 관련된 어휘인 본말-준말, 원어-약어, 큰말-작은말, 
센말, 거센말, 여린말, 이형태를 제시하였고 의미상 관련된 어휘인 유의어, 반의어, 
주동사-사동사, 능동사-피동사, 높임말-낮춤말, 참고어를 제시하였으며, 그밖에 비
표준어를 제시하고 있다. 
  ≪연세 사전≫에서는 외래어의 어원 정보, 준말, 유의어, 반의어, 큰말, 작은말, 센
말, 여린말, 파생어, 관련어, 참고, 연어 순으로 참고 사항을 보여 주었고, 용언의 격
틀과 격틀의 참고 정보를 옆 참고란에서 제시하고 있다. 
  ≪학습 사전≫에서는 ‘준말, 본딧말, 비슷한말, 반대말, 큰말, 작은말, 센말, 여린
말, 파생어, 사동사, 주동사, 피동사, 능동사, 관련어’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탕 사
전에서 관련어휘 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38) ≪표≫ 많다: [형] 뜻풀이.¶용례(1~9) 반 적다2
≪고≫ 많다: 형 ①〖명 이〗뜻풀이. ¶용례(1~3). 유의 상당하다3(相當-)①, 

수두룩하다, 호다하다(許多-).반의 적다4.② 〖명 이〗뜻풀이. ¶용
례(1~2)

≪연≫ 많다: 형 ① 뜻풀이. ¶용례(1~2).②뜻풀이. ¶용례(1). ③뜻풀이. ¶용례
(1~2). 옆 참고란 - 반 적다2 

≪학≫ 많다: 형 뜻풀이. ¶용례(1~3). 반 적다2

  형용사 ‘많다’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고려 사전≫에서는 유
의어와 반의어만 제시되어 있다.16) 반면 ≪연세 사전≫과 ≪학습 사전≫에서는 비
슷한말과 문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두 사전에서는 ‘많다’의 반대말이 제시되
어 있어서 학습자에게 ‘많다’의 비슷한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형용사 표제어의 관련어휘는 형태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휘, 의미적으로 관
련이 있는 어휘, 음운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휘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관련어휘와 
함께 제공하는 정보로 문법정보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법 정보는 표제어의 문장 
16) 본고에서는 이하 ‘유의어’는 ‘비슷한말’로, ‘반의어’는 ‘반대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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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관련이 있고, 문장 구성 성분 간의 관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풀이항에서 제
시하는 것보다 빈칸을 두고 제시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형태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휘로는 본말과 준말,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휘로
는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음운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휘로는 큰말, 작은말, 여린말, 센말과 거센말 등을 말한다. 이들을 ≪한-미 형용
사 사전≫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5.3.1. 단순어

  단순어 중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싫다’에 대하여 바탕 사전에서 관련어휘의 제시
를 보면 다음과 같다. 

  (39) ≪표≫ 싫다1 : [형]【이】【-기가】뜻풀이. ¶용례(1~7), 비 밉다①
≪고≫ 싫다 : 형 〖명이 / 동기가〗뜻풀이. ¶용례-(1~2) 반 좋다2

≪연≫ 싫다 : 형 ① 뜻풀이. ¶용례-(1~2). ② 뜻풀이. ¶용례(1~2). 참고란- 
반좋다 관 싫어하다 

≪학≫ 싫다 : 형 ① 뜻풀이. ¶용례-(1~2). ▷[120] 1 이 2 가 싫다【1 사람
명사】반 좋다. 관 싫어하다. ② 뜻풀이. ¶용례-(1~2). 

  표제어 ‘싫다’는 ≪표준 사전≫과 ≪고려 사전≫에서는 하나의 뜻풀이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고, ≪연세 사전≫과 ≪학습 사전≫에서는 두 개의 뜻풀이 항목으로 처
리하고 있다. 또 ≪표준 사전≫에서는 비슷한말을 제시하는 반면에 나머지 사전에서
는 반대말만 제시하고 있다. 즉 바탕 사전에서 관련어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제각
각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세 사전≫과 ≪학습 사전≫에서는 ‘나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싫다’라고 할 수
도 있고 ‘나는 거짓말 하는 것이 싫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정보, ‘나는 포도가 싫다’
를 반대로 표현하려면 ‘나는 포도가 좋다’라고 할 수 있다는 정보, 화자가 3인칭인 
경우를 말하려면, ‘친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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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즉 학습자에게 문법과 관련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정보는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지만, 풀이항에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배열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바탕 사전에
서 뜻풀이 항목을 하나로 처리를 하는 표제어는 미얀마어에서 의미 센스에 따라 추
가 뜻풀이 항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관련어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40) 표제어: /발음/ n[뜻풀이. ¶용례. 비, 반, 관*]

  (40)에서 제시한 ‘비’는 비슷한말, ‘반’은 반대말, 그리고 ‘관’은 관련어휘이다. 관
련어휘의 별표 ‘*’는 임시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뒤에 참고상자에서 논
의할 것이다. 바탕 사전에서 뜻풀이 항목이 둘 이상으로 처리되고 있는 단순어 ‘다
르다’에 대하여 관련어휘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41) ㄱ. 다르다1 : [형] ①〖...과〗뜻풀이.¶용례-(1~7).②뜻풀이.¶용례-(1~2). 반 
①같다1 

ㄴ. 다르다2 : 형 ① 뜻풀이. ¶용례-(1~3). 반 같다1④, 상사하다(相似-), x 
틀리다3.②〖명이〗뜻풀이.¶용례-1. 유의 남다르다. 반의 같다1⑤. x
틀리다3

ㄷ. 다르다 : 형 ①뜻풀이.¶용례-(1~3).②뜻풀이.¶용례-(1~2).③뜻풀이.¶용례
-(1~3).④뜻풀이.¶용례-(1~2). 옆 참고란- 1이 2와 다르다. 1
(복수명사)이 다르다. ① 참 ‘1이 2와 3이 -’로도 쓰임. 반 같다1

③ 참 딴
ㄹ. 다르다 : 형 뜻풀이.¶용례-(1~2).▷[140]1이 2와 다르다.¶용례-(1~2). 

▷[100] 1 (복수명사)이 다르다. 용례-1. ▷[170] 1 이 2와 3이 
다르다. 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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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의 관련어휘로 ≪표준 사전≫과 ≪학습 사전≫에서는 반대말만 제시되어 
있고, ≪고려 사전≫에서는 비슷한말과 반대말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오용이 잦은 
‘틀리다’와의 차이점도 제시되어 있다. ≪연세 사전≫의 옆 참고란에서 반대말과 참
고어, 그리고 관형사형으로 사용할 때의 어휘 ‘딴’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모든 바탕 
사전의 제시 사례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르다’의 반대말만 제시되어 있지만,   
≪고려 사전≫에서는 비슷한말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어휘라는 것은 학습자에게 실제 사용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제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사전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의미가 같다
는 것은 표제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의미 자질을 다 똑같이 지니는 것이 아니라, 표
제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자질 중에 어느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자질만을 공유하기
도 하고, 더러는 실제 언어 환경에서 모든 용법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개나 두 개의 용법에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17) 따라서 비
슷한말을 제시하는 것도 과연 하나만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르다’가 지니고 있는 의미 자질에 따라 비슷한말로 간주할 수 있는 어휘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1차적 유의어18): 멀다, 별다르다, 특별하다, 남다르다, 별나다, 뜨다, 상이하다(相
異-), 특별나다(特別--),판이하다(判異--), 각이하아(各異
--), 구구하다(區區--)

  단순어 ‘다르다’의 비슷한말을 보면 총 11개가 있는데, 그 중 ‘남다르다’만 제시하
는 것과 관련하여, 의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ㄱ. 다르다 :  …(중략)… ②〖명 이〗(무엇이)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지는 
데가 있다 …(중략)… 유의 남다르다.

17) 임지룡(2011:69) 참조.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낱말 어휘 정보처리연구소(2009) (낱말풀이)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참조(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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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남다르다: 보통의 사람과 유난히 다르다.
ㄷ. 멀다 : 【…에서】【(…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

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ㄹ. 별다르다 :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다른 것과 특별히 다르다.
ㅁ. 특별하다 :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타별하다.
ㅂ. 별나다 : 보통과는 다르게 특별하거나 이상하다. 
ㅅ. 뜨다 : …(중략)… 공간적으로 거리가 꽤 멀다.
ㅇ. 상이하다(相異-) : 【(…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 다르다.  
ㅈ. 특별나다(特別--) : 보통의 것과 아주 다르다. =유별나다
ㅊ. 판이하다(判異--) : (…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아주 다르다. 

ㅋ. 구구하다(區區--) : 각각 다르다. …(후략) 

  ‘다르다’가 지니고 있는 의미 자질에 따라 비슷한말로 나타나는 것은 예 (43)와 
같다. 대부분의 어휘는 ‘다르다’가 가진 의미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 제시
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지만 풀이항에서 너무 많은 비슷한말을 제시하는 것은 오
히려 학습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남다르다’만을 비슷한말로 제시하면 
‘남다르다’와 의미면에서 비슷한 ‘특별하다, 별다르다, 특별나다’ 등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슷한말의 경우, 풀이항에 제시된 관련어휘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해당 어휘로 가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말 간의 차이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미얀마어에서도 한 표제어에 모든 비슷한말
을 관련어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얀마어에서 표제어와 비슷한말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대응어휘에 있
다. 미얀마어에서 대응 어휘가 동일한 어휘로 나타나면 학습자의 상황에 따른 올바
른 어휘 선택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비슷한말이 미얀마어에서 
어떤 대응 어휘로 나타나는지를 다시 검토하면 아래 (44)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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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에서 각 표제어는 둘 이상의 뜻풀이로 나타나지만, 표제어와 비슷한 대응 어휘
로 나타나는 것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44) ㄱ. 다르다: ① kkwa cha: thi ② kkwe: ppya: thi
ㄴ. 남다르다: 보통의 사람과 유난히 다르다. tha man tat tu: cha: thi
ㄷ. 멀다: 【…에서】【(…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wae: thi
ㄹ. 별다르다: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다른 것과 특별히 다르다. tu: cha: 

thi
ㅁ. 특별하다: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타별하다. tu: cha: thi
ㅂ. 별나다: 보통과는 다르게 특별하거나 이상하다. tu: cha: san: ppya: thi
ㅅ. 뜨다: …(중략)… 공간적으로 거리가 꽤 멀다. wae: lun: thi
ㅇ. 상이하다(相異-): 【(…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

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 다르다. kkwa cha: thi
ㅈ. 특별나다(特別--): 보통의 것과 아주 다르다.=유별나다 tu: cha: thi
ㅊ. 판이하다(判異--): (…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아주 
다르다. kkwa cha: thi

ㅋ. 구구하다(區區--): 각각 다르다. …(중략)… kkwe: ppya: thi
 
  (44)를 보면 동일한 대응 어휘가 나타나는 것은 (44ㅇ), (44ㅊ)과 (44ㅋ)이다. 
(44ㅇ), (44ㅊ)은 ‘다르다’의 ①번 대응 어휘와 같은 말로 나타나며, (44ㅋ)은 ‘다르
다’의 ②번과 동일한 대응 어휘로 나타난다. 이 경우 미얀마어에서 비슷한말을 제시
한다면 ‘다르다’의 ①번 풀이항에서 ‘상이하다(相異-)’와 ‘판이하다(判異--)’를 제
시해야 하고, ②번의 뜻풀이에서는 ‘구구하다(區區--)’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문제
가 되는 것은 바탕 사전의 비슷한말이 ≪고려 사전≫의 경우 ‘남다르다’ 하나만 제
시되어 있는데, 이중 언어 사전에서 같은 대응 어휘가 나타난다고 해서 비슷한말로 
제시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깊이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르다’의 ‘반대말’도 ‘비슷한말’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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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확인된다.

  (45) 반의어: 가깝다, 같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틀림없다, 근사하다, 밀접하다, 근접하
다, 동일하다, 어김없다, 영락없다, 균등하다 

  반대말은 모든 바탕 사전에서 ‘같다’로만 보여주었지만19) ‘다르다’의 반대말로 여
러 개가 있는 것은 (45)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르다’의 반대말 총 12개 중
에 모든 바탕 사전에서 ‘같다’만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어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

  (46) ㄱ. 가깝다: ...생략... ni: thi  …(후략) 
ㄴ. 같다:【(…과)】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 ttu nyi thi
ㄷ. 비슷하다:【(…과)】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따위가 똑같지

는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
에 있다. sin ttu thi

ㄹ. 유사하다:【(…과)】서로 비슷하다. sin ttu thi
ㅁ. 틀림없다: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다. thae cha thi/ kkyein: thae thi
ㅂ. 근사하다, 밀접하다, 근접하다, 동일하다, 어김없다, 영락없다, 균등하다 …

(중략)… ni: sat thi

  (4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얀마어에서 ‘다르다’의 반대말로는 ‘같다’만 나타난
다. ‘가깝다’의 경우는 미얀마어에서 ‘다르다’와 반대로 되는 대응 어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46ㅂ)의 어휘들은 ‘가깝다’의 의미 자질과 비슷한 어휘들을 끌어들
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르다’의 반의어로 ‘같다’만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빈도가 높고 뜻풀이 항목이 둘 이상 있는 단순어 중에 맛과 관련된 표현인 ‘쓰다’
에 대한 바탕 사전의 제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opendict.korean.go.kr/wordmap/view?sense_no=817&view 

Type=’에서는 ‘같다’ 하나만 제시하였다.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주)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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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표≫ 쓰다06: [형][1] ①뜻풀이. ¶용례(1~2). ②뜻풀이. ¶용례(1~2). [2]
【...이】뜻풀이. ¶용례. 반 [1]①달다07①

≪고≫ 쓰다7: 형 ①뜻풀이. ¶용례-(1~3). 반의 달다6① ②〖명이〗뜻풀이. ¶
용례(1~2). ③〖명이〗뜻풀이. ¶용례(1)

≪연≫ 쓰다5: 형 I.①뜻풀이. ¶용례(1~3). ②뜻풀이. ¶용례(1). ③뜻풀이. ¶용
례(1~2). II. (사용형태)뜻풀이. ¶용례(1) 참고란 I. 1이 쓰다. I. 1
음식.맛. 반 달다6 I 2 입안.입맛. 반 달다6. I. 3 입맛. 뒷맛 II 참 
‘웃음, 웃다’와 함께 쓰임.

≪학≫ 쓰다 :〖맛이〗[쓰다] 형 ①뜻풀이. ¶용례(1~2). ▷[100] 1이 쓰다(1 
음식/맛) 반 달다4. 관 시다, 맵다, 짜다3, 싱겁다. ②뜻풀이. ¶용례
(1~2). ▷[100] 1 이 쓰다(1 입맛) 

  위와 같이 ≪학습 사전≫은 학습자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할 수 있다. 표제어가 
‘맛’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맛’과 관련된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맛’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모든 어휘들이 비슷한말인 것도 아니고 반대말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어휘라기보다는 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로 볼 수 있다. 의미 범
주와 관련한 계열적인 어휘는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의미적으로 관
련된 계열어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어휘 제시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5.3.2. 복합어

  이 절에서는 복합어의 관련어휘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의 제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
다. 합성어 중 <명사+형용사> 구성의 관련어휘를 바탕 사전들에서 제시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48) ≪표≫ 힘-차다: [형] ①뜻풀이. ¶용례-(1~5). 비 기운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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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힘차다: 형 ①〖명 이〗뜻풀이. 용례-(1~2)
≪연≫ 힘차다: 형 뜻풀이. ¶용례-(1~2) 옆 참고란 1 이 힘차다.
≪학≫ 힘차다: 형 뜻풀이. ¶용례-(1~2). 비 기운차다. 참 주로 ‘힘찬, 힘차게’

로 쓴다.

  (48)에서 비슷한말은 ≪표준 사전≫과 ≪학습 사전≫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명
사+형용사> 구성은 ≪학습 사전≫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
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사+형용사> 구성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49) ≪표≫ 참-되다: [형] 뜻풀이. ¶용례-(1~2) 반 거짓되다.
≪고≫ 참되다: 형 〖명이〗뜻풀이. ¶용례-(1~2). 유의 진실되다(眞實-), 진

실하다(眞實-), 참답다. 반의 거짓되다.
≪연≫ 참되다: 형 ① 뜻풀이. ¶용례-(1). ② 뜻풀이. ¶용례-(1). 옆 참고란- 

유 참답다. 반 거짓되다. 
≪학≫ 참되다: 형 뜻풀이. ¶용례-(1~2). 비 참답다. 진실하다.

  <부사+형용사> 구성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사전은 ≪고
려 사전≫이고, 이 구성에서 관련어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비슷한말과 반대말이
다. 
  <형용사+형용사> 구성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50) ≪표≫ 세-차다: [형] ①~③ 뜻풀이. ¶용례. 비 위열하다01
≪고≫ 세차다: 형 ①뜻풀이. ¶용례. 유의 위열하다2(威烈--). ② 뜻풀이. ¶용

례. ③뜻풀이. ¶용례.
≪연≫ 세차다: 형 ①~③ 뜻풀이. ¶용례. 
≪학≫ 세차다:  형 등재되지 않음.

  (5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형용사+형용사>구성의 합성어는 ≪학습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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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재되는 않는다. 관련어휘로는 비슷한말만 제시하고 있다. 
  파생어에 대한 바탕 사전의 관련어휘 제시 방식은 (51-53)과 같다. (51)은 파생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52)는 파생접미사 ‘-스럽다’에 의한 파생어, (53)은 파생접
미사 ‘-하다’에 의한 파생어 등이다.

  (51) ≪표≫ 불투명-하다: ①~③ 뜻풀이. ¶용례. 반 ①②③ 투명하다02 ①②③
≪고≫ 불투명하다: ①〖명이〗뜻풀이. ¶용례. 유의 불명료하다(不明瞭--), 불

명하다(不明--)①, 불확실하다(不確實--).반의 투명하다2

(透明--)③. ②〖명 이〗뜻풀이. ¶용례. 유의 애매모호하다
(曖昧模糊--), 반의 투명하다2(透明--)②. ③〖명 이〗뜻
풀이. ¶용례. 반의 투명하다2(透明--)①. 참고 반투명하다
(半透明--)

≪연≫ 불투명하다: ①~③ 뜻풀이. ¶용례. 
≪학≫ 불투명하다: 등재되지 않음.

  (52) ≪표≫걱정-스럽다: 뜻풀이. ¶용례. 비 가려하다01(可慮--), 근심스럽다, 염
려스럽다.

≪고≫ 걱정스럽다: ① 뜻풀이. ¶용례. 유의 가려하다2(可慮--), 근심스럽다/
염려스럽다(念慮--), 우려스럽다(憂慮---). ② 뜻풀이. ¶
용례.

≪연≫ 걱정스럽다: ①~②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 관 염려스럽다. 
≪학≫ 걱정스럽다: ①~② 뜻풀이. ¶용례.

  (53) ≪표≫ 강하다02(強--): [①-1~2]뜻풀이. ¶용례. ② 뜻풀이. ¶용례. 비 I① 
세다03①. 반 I ①약하다01① . ②약하다01②.

≪고≫ 강하다2(強--): ① 뜻풀이. ¶용례. 유의 강력하아(强力--)① 반의 약
하다5(弱--)①. ② 뜻풀이. ¶용례. 유의 강인하다(强靭--), 
강하다3(强--)②, 거세다②, 굳세다①, 세다7② 반의 약하다5
(弱--)②. ③ 뜻풀이. ¶용례. 반의 약하다5(弱--)⑤, ④
〖명이 명에 / 명이〗뜻풀이. ¶용례-(1~2). 반의 약하다5

(弱--)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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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강하다(強--): I ①~③ 뜻풀이. ¶용례. II.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 
반 약하다 I. 유 세다. 

≪학≫ 강하다(強--) : ① 뜻풀이. ¶용례. 비 세다2 반 약하다. ② 뜻풀이. ¶
용례. 비 세다2 반 약하다.

  복합어 표제어의 관련어휘에 관련하여, 바탕 사전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표준 사전≫에서는 모든 복합어와 관련된 비슷한말이나 반대말이 제시되어 있고, 
제시하는 방식도 풀이항 하단에서 해당 뜻풀이의 번호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고려 사전≫은 각 뜻풀이 항목에서 비슷한말뿐만 아니라 반대말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 뜻풀이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비슷한말은 3개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말도 같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어의 의미만 찾는 학습자
에게 오히려 복잡함을 느끼게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세 사전≫에서는 비슷한
말과 반대말의 제시가 별로 없는데다가 관련이 있는 어휘도 뜻풀이 항목에 제시하
지 않고 옆 참고란에서 제시하고 있다. ≪학습 사전≫은 ≪고려 사전≫의 제시 방식
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고려 사전≫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비슷한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뜻풀이마다 비슷한말과 반대말, 음운과 관련이 있는 어
휘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또 표제어와 관련 어휘의 제시를 이중 언어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54) ㄱ. 강하다(强--): 형 ① retombèes fpl radioactives. ¶용례. ② 튼튼하다. 
ětrevigoureux(se), robuste, solide. ¶용례.

ㄴ. 강하다(强--): (be) strong; powerful; hard; intense. ¶용례.

  (54ㄱ)는 ≪새한불사전(2007)≫에서 제시한 것이고, (54ㄴ)은 ≪민중실용한영사
전≫에서 제시한 것이다. (54)의 모든 사전에서는 관련어휘에 대한 제시가 따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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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 표제어 간의 음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바탕 사전들의 제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표≫ 납작하다 : 뜻풀이. ¶용례. 참고어휘 넓적하다
≪고≫ 납작하다 : 뜻풀이. ¶용례. 큰말 납죽하다2, 넓적하다, 넓죽하다.
≪연≫ 납작하다 : ①~②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 ☞납작 [큰 넓적. 센 

납작. 파 납작하다. 참 흉내말] ① 큰 넓적하다. ② 주로 ‘만들
다, 누르다, 하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임. 여린 납작. 관 달싹. 
딱. 참 흉내말

≪학≫ 납작하다 : 등재되지 않음.
  (56) ≪표≫ 까맣다 : ①~⑤ 뜻풀이. ¶용례. 반 하얗다. 참고어휘 꺼멓다.

≪고≫ 까맣다 : ① 뜻풀이. ¶용례. 큰말 꺼멓다. 여린 가맣다④. ② 뜻풀이. ¶
용례. 여린 가맣다③. ③ 뜻풀이. ¶용례. 여린 가맣다②. ④ 뜻
풀이. ¶용례. 여린 가맣다⑤. ⑤ 뜻풀이. ¶용례. ...후략... 

≪연≫ 까맣다 : ①~ ⑤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 큰 꺼멓다. 여 가맣다. ②  
참 주로 ‘모르다. 잊다’와 함께 쓰임. ③ 1 입술.얼굴.손가락…

≪학≫ 까맣다 : ① 뜻풀이. ¶용례. 반 하얗다. 큰 꺼멓다. ② 뜻풀이. ¶용례. 

  (55)의 표제어 ‘납작하다’는 음운적 관련이 있는 ‘넓적하다’가 있고, (56)의 ‘까맣
다’는 음운적 관련이 있는 ‘꺼멓다’와 ‘가맣다’가 존재하는 표제어들이다. 음운적 관
련이 있는 경우, 모든 바탕사전에서 이를 관련어휘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어휘를 제
시하는 방식을 보면, ‘납작하다’의 경우 ≪연세 사전≫에서 잘 제시되어 있고, 색채
어에 대해서는 ≪고려 사전≫에 잘 제시되어 있다. ≪연세 사전≫에서는 ‘납작’을 보
라는 표시 ‘☞’를 붙이고 ‘납작’의 관련어휘를 자세히 제시하는 반면, ≪고려 사전≫
에서는 색채어에 대하여 각 뜻풀이에 해당하는 관련어휘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말은 ≪표준 사전≫과 ≪학습 사전≫에서는 제시하고 나머지 사
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모든 바탕 사전에서 표제어 간의 음운적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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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어휘는 참고어휘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중 언어 사전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확인할 수 없었다.

  (57) ㄱ. 납작 : 부 뜻풀이. ¶용례
◆ ‘-하다’형 뜻풀이. ¶용례.  

ㄴ. 납작하다 : ①뜻풀이. ②뜻풀이. ¶용례 …(생략)
  (58) ㄱ. 까맣다 : 형 ①뜻풀이. ¶용례. ② 뜻풀이. ¶용례. ③ 뜻풀이. ¶용례.

ㄴ. 까맣다 :  ①뜻풀이. ②뜻풀이. ¶용례들 …(생략)

  (57ㄱ)은 ≪새한불사전(2007)≫에서 제시한 것이고, (57ㄴ)은 ≪민중실용한영사
전≫에서 제시한 것이다. (57ㄱ)은 부사 어근에다가 접미사 ‘-하다’를 결합하여 형
용사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관련어휘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57ㄴ)은 형용
사 ‘납작하다’로 제시하고 관련어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관련어휘가 제시될 필요
가 없을 듯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관련어휘라는 것은 학습자에게 하나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의 어휘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 반대가 
되는 어휘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운적 차
이에 의한 느낌 차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어휘는 표제
어의 어휘망, 즉 어휘 체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한국어 어휘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바탕 사전에서 복합어에 대한 관련어휘 기술을 살펴본 결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관련어휘의 제시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제시 방식이다. 
  모든 바탕 사전에서 관련어휘로 비슷한말과 반대말, 그리고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전들이 모두 동일한 어휘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가령 합성어 ‘힘차다’의 경우, ≪표준 사전≫과 ≪학습 사전≫에만 비슷
한말을 제시하고 그 나머지 사전에는 제시된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파생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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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고려 사전≫에만 비슷한말과 반대말을 제시하고 있고, 이중 비슷한말은 3
개까지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이중 언어 사전에서 관련어휘가 제시된 경우는 확인되
지 않았다. 그렇지만 관련어휘는 학습자가 하나의 표제어를 다른 말로 대체하여 사
용할 수 있다는 정보, 어휘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 어휘 의미망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감안하여, 관련어휘는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다. 
  한편 관련어휘의 제시 방식은 ≪표준 사전≫의 경우, 풀이항 하단에 제시하고 있
고, ≪연세 사전≫의 경우 옆 참고란에서 제시하는 반면, ≪고려 사전≫와 ≪학습 
사전≫은 각 뜻풀이 항목에 제시하고 있다. 관련어휘를 해당 표제어의 뜻풀이에 제
시하는 방식은 어휘를 학습할 때 의미와 관련시켜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
도 있지만, 많은 수의 비슷한말과 반대말, 그리고 음운적으로 관련된 말이 존재한다
면, 사전 사용자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공할 정보는 비슷한말과 반대말의 경우, 
≪고려 사전≫의 정보를 참고하되, 제시 방식은 ≪표준 사전≫처럼 풀이항 하단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6장의 참고상자에서도 추
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5.4. 소결 

  이 장에서는 학습자가 표제어 뜻풀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표제어의 어휘
망의 구축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정보인 부표제어와 관련어휘의 제시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는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 표제어에 대한 부표제어와 관련어휘의  
제시 방식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부표제어에는 연어, 관용구, 속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연어는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로 나눌 수 있는데, 어휘적 
연어는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수록하고자 한다. 어휘적 연어는 한 표제어에 대응하는 수가 최소 1개에
서부터 최대 211개까지 존재한다. 한 표제어에 많은 수의 연어가 관련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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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모든 연어를 제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어를 처리하고자 한다. 
연어는 그 구성을 바탕으로 할 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명사+‘이/가’+형
용사> 구성, <명사+‘에’+형용사> 구성, <부사+형용사> 구성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 <명사+‘에’+형용사> 구성과 <부사+형용사> 구성의 경우, 연어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형용사구로 제시하거나 용례로 제시할 것
이다. 3가지 구성 중에서 제일 많은 수의 연어 구성은 <명사+‘이/가’+형용사> 구
성이다. 이는 한 표제어에 많은 수의 연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 요소와 후행 요
소가 미얀마어의 대응 어휘에 따라 제시할 표제어를 결정하였다. 즉 선행 요소와 후
행 요소의 미얀마어 대응 어휘를 기반으로 하여 어느 표제어에 연어를 제시할지 결
정하였다는 것이다. 미얀마어 대응 어휘에 따라 연어 구성은 자유결합 구성과 비자
유 결합 구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준에 의해 구별하고자 
한다.

  ㄱ. 선행 요소의 미얀마어 대응 어휘 = A
  ㄴ. 후행 요소의 미얀마어 대응 어휘 = B
  ㄷ. 연어로 구성될 때 선행 요소의 미얀마어 대응어휘의 변화 = A´
  ㄹ. 연어로 구성될 때 후행 요소의 미얀마어 대응어휘의 변화 = B´

  미얀마어에서 나타나는 연어의 결합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유 결합: (A+B) [가령, ‘경험이 있다’, ‘가치가 있다’ 등]
  (2) 비자유 결합 

① 선행 요소의 변화: (A´+B) 구성 [가령, ‘소갈머리가 없다’ 등]
② 후행 요소의 변화: (A+B´) 구성 [가령- ‘눈치가 있다’ 등]
③ 선·후행 요소의 변화: (A´+B´) 구성 [가령 – ‘눈썰미가 있다’ 등]

  자유결합의 연어는 다시 흔히 사용하는 형태와 자주 사용되지 않는 형태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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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자의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다. 흔히 사용하는 연어를 가지는 형용사 표제어에
는 서로 반의 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시 살펴보았다. 반의어가 존재할 때 반의 
관계에 있는 표제어에서 선행 요소가 교체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였다. 교체 가
능한 선행 요소 중에 후행 요소인 형용사가 고정적으로 결합하는 연어는 선행 요소 
표제어에 제시한다. 가령, ‘값어치/교양/…’ 등은 ‘있다’나 ‘없다’ 이외의 용어와 결합
하는 일이 없는 경우이다. 반의어가 존재하지 않은 표제어의 경우, 선행 요소인 명
사 표제어의 풀이항에 제시한다. 그렇지만 모든 연어는 각 명사 표제어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행 요소의 반의어가 존재한다면 이들 연어는 풀이항에 제시
하지 않고 참고어휘에 제시하도록 한다. 참고어휘로 제시하는 연어는 반의 관계 형
용사에 의해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의어에 ‘참고하기’ 
표시(☞)도 붙이도록 한다. 
  한편 비자유 결합에 속하는 연어는 미얀마어 대응 어휘에 따라 제시할 표제어를 
결정한다. ‘(A´+B)’구성의 연어는 선행요소의 대응 어휘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후
행 요소인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용례로 제시하거나 형용사구로 제시하되, 뒤
에 ‘☞ 명사’와 같은 참고하기 표시를 붙인다. 한편 ‘(A+B´)’ 구성은 선행 요소인 
명사 표제어에 제시하며 후행 요소인 형용사를 ‘☞ 형용사’와 같은 참고하기 표시를  
붙인다. 그렇지만 ‘(A´+B´)’ 구성의 연어는 후행 요소인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 하
단에 따로 ‘▶’ 표시와 함께 제시한다. 또 이러한 구성의 연어는 뜻풀이 뒤에 이어  
‘☞ 명사’와 같은 참고하기 표시를 붙인다. 이러한 구성의 연어가 둘 이상 존재한다
면, 자‧모음 순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관용구와 속담도 연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제어에는 많은 수의 관용구나 속담
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관용구와 속담도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이지만 한 표제
어에 많은 수의 관용구와 속담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
식을 취하고자 한다.

  ㄱ. 비슷한 관용구나 속담이 존재하더라도 교재 중심으로 빈도가 높은 것만 제시
한다. 

  ㄴ. 빈도가 높은 관용구나 속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성의 첫 단어 표제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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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ㄷ. 형용사 표제어와 관련되고 빈도가 높은 관용구나 속담에 비슷한 것이 있으면 

부표제어로 풀이항 하단에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고 비슷한 관용구나 속담을 
배열한 후 뜻풀이 제시가 있는 표제어에 보기 표시 ‘☞’를 붙인다.

  그리고 ≪한-미 형용사 사전≫의 형용사 표제어에 대한 관련어휘의 제시는 다음
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 

  ㄱ. 표제어와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는 풀이항 아래 빈칸을 두고 참고상자
에 제시한다.

  ㄴ. 표제어의 준말과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휘도 참고상자에 제시한다.
  ㄷ.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표제어와 의미 관계에 있는 비슷한말과 반대말 등은 참고 상자에 제시한다. 
또 하나는 제시되어 있는 비슷한말 간의 의미 차이 구별에 대한 추가 설명도 
참고상자에 제시한다. 

  관련어휘를 제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한말과 반대말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의 표제어에는 비슷한말이나 반대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반
대말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뜻풀이에서 제시할 수는 없다. 이 
때 다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제시할 필요가 있는 어휘들의 미얀마어 대응 어휘에 
대한 것이다. 미얀마어의 대응 어휘가 동일한 어휘로 나타나지만, 표제어에 제시되
어 있는 뜻풀이의 제시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 비슷한말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그렇
지 않는 경우에만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반대말의 경우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하는 부표제어와 관련어휘는 다음의 
모형과 같다. 모형의 ‘n’은 미얀마어에 나타나는 뜻풀이 항목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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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 n [(설명)대응 어휘/(매우, 몹다..+형용사)/풀어쓰기 ¶용례. n(연어).]
▶연어   : 뜻풀이. 참고어 ☞ 명사
▶관용구 : n[관용구 ☞ 참고 관용구]
▶속담   : n[속담 ☞ 참고 속담]

참고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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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참고 상자

6.1. 바탕 사전의 분석

  사전학 이론을 기반으로 할 때, 이중 언어 사전은 이해를 위주로 하는 수동적 사
전과 표현·산출을 위주로 하는 능동적 사전으로 구분된다(Sterkenburg, 2003:145). 
능동적 사전은 정확한 의미와 함께 문법적·연어적·문체적·화용적 상황에 적합한 표
현, 그리고 어휘 간의 의미 차이 제시 등을 통해, 상황에 맞는 올바른 어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 중에 정확한 의미와 문법적·연어적·문체
적 정보 등은 풀이항에서 제시되며, 어휘 간의 의미 차이 설명과 화용적 상황에 적
합한 표현 등은 풀이항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추가 정보로서 참고상자에서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전에서 참고상자는 단일 언어로 이루어진 국어사전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
사전에서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상자의 구성은 보통 표제어에 관하여 비슷
한말 간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표제어와 관련이 있는 통사정보, 음운적 정보, 화용정
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세 사전≫과 ≪학습 사전≫의 경우, 참고상자에서 제시하는 내
용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연세 사전≫에서는 참고상자를 풀이항 옆에 빈칸을 
만들어서 참고란으로 제시하고, ≪학습 사전≫은 풀이항의 하단, ‘발음하기’ 정보의  
아래에, 비슷한 어휘들 간의 용법 차이를 상자 속에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바탕 사전에서 참고상자의 위치는 표제어 하단, 뜻풀이와 용례 아래에 상자 모양으
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풀이항 옆의 빈칸에 참고란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 어휘가 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다른 단어와 의미나 쓰임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기술하는 ≪한국어사전(2009)≫의1) 참고상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1) ≪한국어사전(2009≫ 일러두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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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1) ≪한국어사전(2009)≫3)
굵다: ①~ ④뜻풀이. ¶용례. 
(가) 굵다- 길이를 가진 물체 또는 선의 횡단면이나 폭이 큰 것을 기본 의미로 

한다. 다소 큰 평면을 가진 물체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는다. 소리의 진폭이 큰 것을 뜻할 
수 있다.

(나) 두껍다- 부피를 가진 물체에서 앞뒤나 위아래 면 사이의 길이가 큰 것을 
뜻한다. 길이가 긴 물체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으나, 어느 한 부분만을 따로 보아 그 부분
의 높이나 깊이가 클 대에는 ‘두껍다’고 할 수 있다.

(1) 목소리가 아주 굵다/*두껍다.
(2) 이 책은 참 두껍다/*굵다.

  또한 일반사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관련 어휘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고급 학습사전(2015)≫의 참고상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고급 학습사전(2015)≫
궂다 : 제시 없음.
참고상자
‘궂다’가 들어간 파생어들 (형용사만 간추림)
주체궂다 형 뜻풀이. / 좀살궂다 형 뜻풀이. 테설궂다>데설궂다 형 뜻풀이. 테
설이 명. / 잔망궂다 형 뜻풀이 …(중략)…

  그리고 학습사전으로 참고할 만한 ≪연세 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참고상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와 유사한 정보 제시 방식을, 이하 모두 ‘참고상자’라고 칭하고자 한다. 
3) 예문에서의 ≪한국어 사전(2009)≫은 이하 ≪한≫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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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세 사전≫
굵다2 형 ①~ ⑩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1 이 굵다① 1 구체명사 반 가늘다. ②구체명사 반 잘다. ③ 1 눈,
비,… 반 가늘다. ④ 1 물고기,생선… 반 잘다. ⑤ 목소리,음성… 반 가늘다. ⑥ 
글씨,글자,활자,… 반 가늘다. ⑦ 1 주름살...반 가늘다. ⑧ 1 옷감,실… 반 가늘
다. ⑨ 1 구멍,… 반 가늘다. ⑩ 1 사람명사,말,행동…

  (4) ≪학습 사전≫
굵다. 뜻풀이.¶용례
‘굵다’와 ‘두껍다’의 다른 점
‘굵다’는 주로 길이가 긴 물체가 폭이 큰 것을 말할 때 쓴다. ‘두껍다’는 부피를 
가진 물체에서 앞뒤나 위아래 면 사이의 길이가 큰 것을 말할 때 쓰고, 길이가 
긴 물건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는다. 
예)  나무가 굵다(O) / 두껍다(X)
     책이 두껍다(O) / 굵다(X)

  위에서 보듯이, ≪한국어사전(2009)≫과 ≪학습 사전≫에서는 비슷한 말의 실용
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 ≪연세 사전≫에서는 문법 정보, 관련어휘, 즉 표제어와 
의미적 관련이 되는 비슷한말, 반대말, 음운적 관련이 되는 큰말, 작은말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고급 학습사전(2015)≫에서는 형용사 표제어가 별로 없는 가운데, 
(2)에 제시하는 것처럼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접사로 만들어진 어휘를 참고상자에 
제시하면서 관련된 파생어나 합성어 등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제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뜻풀이 항목에서 한꺼번에 제시된다면, 그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한≫ 굵:다 : [국-] [형] (굵게[굴:께], 굵고[굴:꼬], 굵습니다[국:씀니다], 굵
지[국:찌]) ① ~ ③ 뜻풀이. ¶용례. 

  (6) ≪학≫ 굵다 : /발음/ ① ~ ⑥ 뜻풀이. ¶용례. 
   발음하기 :「굵은[굴:근], 굵어[굴:거], 굵습니다[국:씀니다], 굵고[굴:꼬], 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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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찌]」
  (7) ≪고≫ 굵다 : [+굵-다][국:따]: ①〖명이〗뜻풀이. ¶용례. 반의 가늘다1 ② 

〖명이〗뜻풀이. ¶용례. 반의 잘다. ③〖명이〗뜻풀이.  

  (5)는 표제어의 발음을 제시하지 않았고 활용형의 발음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6)은 표제어의 발음뿐만 아니라, 표제어의 활용형에서 발음까지 제시하고 있다. 
(7)은 표제어와 관련되는 어휘를 해당 뜻풀이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다. 3가지 풀이
항을 대조해 보면 (5)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실제 발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뜻풀이에 
선행하여 많은 정보를 배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6)은 발음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제어 하단에 따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전에서 의미만 찾는 학습자로서는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정
보가 더 필요할 때 아래의 상자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 좋은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7)은 발음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학습자의 산출 기능을 돕는 것은 없지만,  
해당 뜻풀이 항목에 각각 반대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반대말 하나만 존재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비슷한말, 큰말, 작은말, 음운적으로 관련된 말 등이 모두 존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관련어휘를 한꺼번에 제시해야 하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4) 이는 다음 
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8) ≪고≫ 불투명하다[=不+透明-하-다] 여불 <불투명하여/불투명해, 불투명하
니> 형 ①〖명이〗뜻풀이. ¶용례. 유의 불명료하다(不明瞭--), 불명
하다(不明--)①, 불확실하다(不確實--). 반의 투명하다2(透明--)③. 
②〖명 이〗뜻풀이. ¶용례. 유의 애매모호하다(曖昧模糊--), 반의 
투명하다2(透明--)②. ③〖명 이〗뜻풀이. ¶용례. 반의 투명하다2(透
明--)①. 참고 반투명하다(半透明--)

4)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습 사전≫의 참고상자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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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8)의 경우 뜻풀이 항목 ①만 해도 관련어휘로 3개의 비슷한말과 1개의 반대
말을 제시하여, 총 4개의 관련어휘가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비슷한말의 뜻
풀이 항목 번호까지 제시하였기 때문에 뜻풀이 항목 하나에 너무 많은 정보가 복잡
하게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말이든 반대말이든 이들은 표제어의 의
미 자질 중의 하나를 유의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제어에는 여러 개의 
비슷한말이나 반대말이 존재할 수 있다. 각 의미 자질의 유의관계로 인해 존재하는 
모든 비슷한말을 하나의 뜻풀이 항목에 모두 배열하는 것은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
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맞는 어휘 선택을 위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불투명하다’의 뜻풀이 항목이 2개가 있는데, 뜻풀이 항목
마다 의미상 반대되는 동일한 어휘인 ‘투명하다2’가 제시되고 있다. 이것도 각각 뜻
풀이 항목에서 반복하여 제시하는 것보다 참고상자에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어휘 학
습이 표제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는 표제어의 뜻풀이를 명확히 살펴볼 수 
있고, 표제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도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상자를 따로 만들어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참고상자에 포함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9) 참고상자의 구성
① 실제 발음 정보 
② 활용정보 
③ 형태정보 
④ 잘 쓰이는 표현 정보 
⑤ 문법 정보 
⑥ 의미 관련 정보 
⑦ 음운과 관련된 정보 
⑧ 참고어휘 정보 

  본고에서는 바탕 사전과 달리, 참고상자에 해당하는 예 (9)의 정보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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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참고상자에 제시하는 정보

  6.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미 형용사 사전≫의 참고상자에 제시할 정보는 
모두 8개 항목이다. 각 항목에 대해 제시할 정보들에 대하여 바탕 사전의 제시 사레
들을 살펴보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6.2.1. 실제 발음 정보 및 활용 정보

  참고상자의 발음정보는 표제항에서 제시되는 발음 표시와 다르다. 참고상자에 제
시되는 발음 정보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발음에 관한 정보이다. 한국어의 어휘
에는 후행하는 어미나 조사에 따라 발음의 변화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바탕 사전에
서 제시한 바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0) ≪표≫ 가엾다: [가ː엽따] 활용 정보:〔가엾어[가ː엽써], 가엾으니[가ː엽쓰-], 
가엾고[가ː엽꼬], 가엾지[가ː엽찌]], …(중략)…

≪고≫ 가엾다: [가ː엽따]
≪연≫ 가엾다: [가ː엽따] [가엾은, 가엾어, 가엾습니다], …(중략)…
≪학≫ 가엾다: 등재되지 않음

  (11) ≪표≫ 가깝다: [--따] 활용 정보: 〔가까워, 가까우니], …(중략)…
≪고≫ 가깝다: [--따] ㅂ불<가까워, 가까우니>, …(중략)…
≪연≫ 가깝다: [가까운, 가까워, 가깝습니다], …(중략)…
≪학≫ 가깝다: [가깝따kakʾapʾtʾa], …(중략)…
              발음하기「가까운[가까운 kakʾaun], 가까워[가까워 kakʾawə], 가

깝습니다[가깝씀니다 kakʾapʾsɯmnida]

  모든 바탕사전에서는 표제어의 발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세 사전≫에서는 표
제어 중에 장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만 발음 정보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 
정보는 ≪표준 사전≫, ≪연세 사전≫, ≪학습 사전≫에 제시되어 있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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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는 제시된 바가 없었다. 실제 발음에 대한 정보는 ≪표준 사전≫, ≪학습 
사전≫에서는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글을 쓸 때에는 활용정보가 필요하고 말을 할 때에는 발
음 정보가 필요하다. 즉 학습자가 언어 산출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는 활용정
보뿐만 아니라 실제 발음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사전은 ≪표준 사전≫과 ≪학습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면, 바탕 사전의 발음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2) ㄱ. 빠르다: /발음-빠르다/ 뜻풀이. ¶용례 …(중략)…
ㄴ. 활용형: 빨라서, 빠르고, 빠르니
ㄷ. 실제 발음: 빨라서/빨라서/, 빠르고/빠르고/, 빠르니/빠르니/

  (13) ㄱ. 가엾다: /발음-가:엽따/ 뜻풀이. ¶용례 …(중략)…
ㄴ. 활용형: 가엾어서, 가엾고, 가엾으니
ㄷ. 실제 발음: 가엾어서/가:엽써서/, 가엾고/가:엽꼬/, 가엾으니/가:엽쓰니/

  (14) ㄱ. 많다: /발음-만:타/ 뜻풀이. ¶용례 …(중략)…
ㄴ. 활용형: 많아서, 많고, 많으니
ㄷ. 실제 발음: 많아서/마:나서/, 많고/만:코/, 많으니/마:느니/

  (15) ㄱ. 가깝다: /발음-가깝따/ 뜻풀이. ¶용례 …(중략)…
ㄴ. 활용정보: 가까워서, 가깝고, 가까우니
ㄷ. 실제 발음: 가까워서/가까워서/, 가깝고/가깝꼬/, 가까우니/가까우니/

  예 (12-15)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표제어와 겹받침을 가진 표제어에 대한 활용 
정보와 실제 발음에 대한 제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예 (12)는 불규칙 활용을 하
는  표제어지만 모든 활용형과 실제 발음이 똑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예 (15)의 경
우에는 모든 활용형과 실제 발음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15ㄷ)의 ‘가깝
고’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예 (13)은 겹받침 표제어이고, (14)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하는 표제어인데, 이들의 활용형과 실제 발음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예 (13)이나 (14)와 같은 겹받침 표제어 활용형의 
경우,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얀마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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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이 없기 때문에 표제어가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음운 변화가 있는 것을 쉽게 
익히지 못한다. 이러한 정보는 미얀마인 학습자가 실제 발음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
한 경우에 속하며, 언어의 산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 (12-15)에 대해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방식은 다
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6)  ㄱ. 빠르다: /발음-빠르다(미얀마문자 발음표기)/ 뜻풀이. ¶용례 …(중략)…
 ㄴ. 활용정보: [빨라서, 빠르고, 빠르니]

  (17) ㄱ. 가엾다: /발음-가:엽따(미얀마문자 발음표기)/ 뜻풀이. ¶용례 …(중략)…
ㄴ. 실제 발음: [가엾어서/가:엽써서(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가엾고/가:엽꼬

(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가엾으니/가:엽쓰니(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ㄷ. 활용정보: [가엾어서, 가엾고, 가엾으니]
  (18) ㄱ. 많다: /발음-만:타(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뜻풀이. ¶용례 …(중략)…

ㄴ. 실제 발음: [많아서/마:나서(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많고/만:코(미얀마문
자 발음 표기)/, 많으니/마:느니(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ㄷ. 활용 정보: [많아서, 많고, 많으니]
  (19) ㄱ. 가깝다: /발음-가깝따(미얀마문자 발음표기)/ 뜻풀이. ¶용례 …(중략)…

ㄴ. 실제 발음: [가깝고/가깝꼬(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ㄷ. 활용정보: [가까워서, 가깝고, 가까우니]

  위의 (16-19)를 보면, 모든 표제어의 실제 발음 정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예 (16)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즉, 활용정보와 실제 발음에 차이가 있는 
표제어에만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위
와 같이 단순어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어에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
다. 

  (20) ㄱ. 재미-있다: /발음-재미읻따(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중략...
ㄴ. 실제 발음: [재미있어서/재미이써서(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재미있고/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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읻꼬(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재미있으니/재미읻쓰니(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ㄷ. 활용정보: [재미있어서, 재미있으니, 재미있고, …]
  (21) ㄱ. 똑-같다: /발음-똑깓따(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중략)…

ㄴ. 실제 발음: [똑같아서/똑까타서(미얀마문자 발음)/, 똑같고/똑까꼬(미얀마문
자 발음)/, 똑같으니/똑깓트니(미얀마문자 발음)/, 똑같이/똑까치
(미얀마문자 발음)/]

ㄷ. 활용정보: [똑같은, 똑같아, 똑같으니, 똑같습니다] 
  (22) ㄱ. 굳-세다: /발음-굳쎄다(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중략)…

ㄴ. 활용정보: [굳세서, 굳세고, 굳세니] 
  (23) ㄱ. 붉-디-붉다: /발음-북띠북따(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중략)…

ㄴ. 실제 발음: [붉디붉어서/북띠불거서(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붉디붉고/북띠
불꼬(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붉디붉으니/북띠불그니(미얀마문
자 발음 표기)/]

ㄷ. 활용정보: [붉디붉어서, 붉디붉고, 붉디붉으니]
  (24) ㄱ. 비좁다: /발음-비:좁따(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중략)…

ㄴ. 실제 발음: [비좁아서/비:조바서(미얀마문자 발음)/, 비좁고/비:좁꼬(미얀마문
자 발음)/, 비좁으니/비:조브니(미얀마문자 발음)/]

ㄷ. 활용정보: [비좁아서, 비좁고, 비좁으니]
  (25) ㄱ. 불-가능-하다(不-可能--): /발음-불가능하다(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

(중략)…
ㄴ. 활용정보: [불가능해서,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니]

  (26) ㄱ. 자연-스럽다: /발음-자연스럽따(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ㄴ. 실제 발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께(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자연스럽고 /

자연스럽꼬(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ㄷ. 활용정보: [자연스러워서,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우니]

  (27) ㄱ. 매스껍다: /발음-매스껍따(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ㄴ. 실제 발음: [매스꺼워서/매스꺼워서:(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매스껍고/매스

껍꼬(미얀마문자 발음 표기)/] 
ㄷ. 활용정보: [매스꺼워, 매스껍고, 매스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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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27)은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복합어의 실제 발음 정보와 활용정보
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예 (20-24)는 합성어의 각 구성에 대한 것이고 예 
(25, 26)은 파생어에 대한 것이며, 예 (27)은 음운적 관련이 있는 표제어에 속하는 
어휘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실제 발음 정보는 불규칙 활
용하는 모든 표제어의 경우에도 활용형과 실제 발음이 똑같은 표제어는 실제 발음 
정보를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에 해당하는 예가 ‘가깝다’이다. 실제 발음은 특
히 후행하는 어미나 조사에 의하여 음운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제시하도록 한다. 

6.2.2. 문법정보 및 잘 쓰이는 형태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표제어로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문법 정보와 표제어가 문
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를 참고상자에 제시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사전
을 참고하는 학습자의 주목적은 표제어의 의미 이해로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언어의 
산출을 위하여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의 산출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이같은 정보로는 용례도 있고 표제어를 사용한 단문 구성 정보도 있다. 모든 형용사
의 단문 구조는 똑같지 않다는 것을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5) ㄱ. 무섭다:  NP1-가 NP2-가 ADJ (NP: 명사구, ADJ: 형용사)
    ① 나는 뱀이 무섭다 / (나는) 아버지 대하기가 무섭다

ㄴ. 어렵다: NP-가 [C-기]에 ADJ (C: 절) 

  예 (28)에서 보인 바와 같이, 문장을 만들 때 논항의 차이가 있다는 정보는 학습
자의 언어 습득·산출에 유용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바탕 사전의 
단순어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29)는 ≪연세 사전≫의 경우이고, 
예 (30)은 ≪학습 사전≫의 경우이다.

5) 유현경(1998:46~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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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ㄱ. 무섭다: I. ① 뜻풀이. ¶용례. ②(주로 ‘무서운’의 꼴로 쓰여) 뜻풀이. ¶용례. 
③~④ …(중략)… II. ①~③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 I. 1 이 무
섭다. ① 1 유정명사, 성격, 표정 …(중략)… II. 1 이 2 가 무섭다. 
1 사람명사 ② 2 ‘-기’ 꼴의 절. ③ 2 ‘-을까’ 꼴의 절.

ㄴ. 기쁘다: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1 이 (2 가) 기쁘다. 1 사람명사 2 일, 
사실 …(중략)…  ‘~음, ~것’ 꼴의 절.

ㄷ. 어렵다: I. ①~② 뜻풀이. ¶용례. II. ①~③ 뜻풀이. ¶용례. III. 뜻풀이. ¶용
례. 옆 참고란 - I. 1 이 어렵다. 1 ‘-기, -것’ 꼴의 절. ① 반 쉽
다. II. 1 이 어렵다. ② 1 생활, … ③ 경제, … III. 1 이 2 가 어렵
다. 1 사람명사. 2 사람명사 …(중략)… 

  (30) ㄱ. 무섭다: ① 뜻풀이. ¶용례. ▷[120] 1 일 2 가 무섭다. ② 뜻풀이. ¶용례. 
▷[100] 1 이 무섭다.〖1 유정명사, 성격/표정, … 〗 ③ 뜻풀이. ¶
용례. ▷[100] 1 이 무섭다. 참 ‘무서운, 무섭게’로 쓴다.

ㄴ. 기쁘다: 뜻풀이. ¶용례. ▷[121] 1 이 ( 2 가/-는 것이) 기쁘다. 1 사람명
사. ▷[101] 1 이 –아/어/여서 기쁘다.

ㄷ. 어렵다: ① 뜻풀이. ¶용례. ▷[122] 1 이 어렵다. ¶용례. ▷[122] 1 이 —
기가 어렵다. ② 뜻풀이. ¶용례. ▷[100] 1 이 어렵다. ③ 뜻풀이. 
¶용례. ▷[100] 1 이 어렵다【1 생활, …】④ 뜻풀이. ¶용례. ▷
[100] 1 이 어렵다【1 경제, 상황, …】⑤ 뜻풀이. ¶용례. ▷[120] 
1 이 2 가 어렵다【1 사람명사, 2 사람명사, 자리】⑥ 뜻풀이. ¶용
례. [122] 1 이 —기가 어렵다.

  예 (29)의 ≪연세 사전≫의 기본 문법 정보는 옆 참고란에 제시되어 있고, 각 뜻
풀이에 해당하는 문법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29ㄷ)의 참고란에서 ‘I. 1 이 어렵다. 
1 –기, -것’ 꼴의 절에 제시한 ‘I’은 뜻풀이 큰 항목 3개 중의 첫 번째 항목을 가리
키는 것이고, 큰 항목 ‘I’에서 다시 소항목 2개가 있는데 그 모든 소항목에서 사용하
는 기본 문법은 ‘1 이 어렵다’가 되거나 ‘1 —기, -것’ 꼴이 된다는 것으로 제시한
다. 뿐만 아니라 큰 항목 ‘II’의 문법 제시에 나타나는 ‘1 ’은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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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명사는 사람이 아닌 ‘생활, …’ 등이라는 것까지 제시되어 있다.
  예 (30)은 ≪학습 사전≫에서 해당 뜻풀이에 문법 정보뿐만 아니라 비슷한말, 반
대말과 참고어까지 제시하고 있다. ≪학습 사전≫에서 문법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은 
다른 바탕 사전에서 제시한 방식과 비슷하고 (30ㄷ)은 해당 뜻풀이에서 ‘1 이 2 가 
어렵다【1 사람명사. 2 사람명사, 자리】’의  ‘1’과 ‘2’는 ‘명사’라는 정보이다. 각 
‘명사’가 어떤 종류의 명사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문법 정보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시
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에게 정확한 문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 사전≫에서 문법정보에 선행하여 제시하는 숫자는 사전의 부록으
로 제시하고 있는 격틀 유형의 번호이다. 이렇게 각 뜻풀이에 이어서 문법 정보뿐만 
아니라 문형의 참조 번호도 제시하는 것은 사전 참고를 복잡하게 만드는 단점이라
고 보인다. 반면에 ≪연세 사전≫은 빈 공간을 만들어서 옆 참고란으로 제시하고 있
는데, 이러한 방식이 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려 사전≫에 문법 정보
를 제시하는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고려 사전≫에서는 문법 정보를 뜻풀이에 선행
하여 제시하고 있다. 

  (31) ㄱ. 기쁘다: ① 【명 이】(사람이) 뜻풀이. ¶용례. ② 【명 이 명 이/동 어서】
(사람이 일이나 행동이) 뜻풀이. ¶용례.

ㄴ. 가엾다: 【명 이 명 이】【명 이】(사람이 무엇이) 뜻풀이. ¶용례.

  (31ㄱ)에 제시한 문법 정보는 뜻풀이에 선행하여 제시하고 ①번 뜻풀이의 명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었지만 ②번 뜻풀이의 명사는 ‘사람, 일, 행동’이 모
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29ㄴ)과 비교할 때 (31ㄱ)의 명사는 정확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학습자가 표제어로 단문을 만들 수 
있도록 문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2)   ㄱ. 무섭다: /발음/ ① 뜻풀이. ¶용례. ② 뜻풀이. ¶용례. ③ 뜻풀이. ¶용례. ④ 
뜻풀이. ¶용례. 

ㄴ. 문법 정보: 1) [①,② 명사+‘이/가 무섭다’, 명사=유정명사, 성격, 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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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③,④ 명사+‘이/가’+③ ‘-기’절 / ④ ‘-을까’절}‘이/가+무섭
다’, 명사=사람]

  (33) ㄱ. 기쁘다: /발음/ ① 뜻풀이. ¶용례. ② 뜻풀이. ¶용례. ③ 뜻풀이. ¶용례.
ㄴ. 문법 정보: ① [명사1+‘이/가+기쁘다’] ② [명사1+‘이/가’+명사2+‘이/가’ 

(-아/어/여서) ‘기쁘다’] [명사1=사람, 명사2=일, 사실, 행동, 
…]

  예 (32)와 (33)은 표제어 ‘무섭다’와 ‘기쁘다’에 대한 문법정보를 제시하는 방식
이다. 예 (32)와 (33)을 비교해 보면 ‘무섭다’는 미얀마어에 뜻풀이 항목이 4개가 
있고 뜻풀이 항목에 따라 문법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 이들을 따로 제시한다는 것
을 확인시켜준다. 잘 쓰이는 형태정보는 이들 단순어가 관형사형으로만 사용되는 것
이 아니라 서술형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합성어 중에 <명사+형용사>구성과 <부사+형용사>구성, <형용사+형용
사>구성, 그리고 <불분명요소+형용사>구성의 문법 정보에 대해 바탕 사전에서 제
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34) ≪표≫ 재미-있다 : …(중략)… ¶용례. …(중략)… 
≪고≫ 재미있다 : 형 …(중략)… ① 뜻풀이. ¶용례. …(중략)… 
≪연≫ 재미있다 : 형 …(중략)… I. 뜻풀이. ¶용례. II.뜻풀이. ¶용례. 옆 참고

란- 반 재미없다. I. 1이 2가 재미있다. 1 사람명사. 2 일, 표정,  
…. II. 1이 재미있다.

≪학≫ 재미있다 : 형 뜻풀이. ¶용례. ▷[120] 1이 (2가) 재미있다.【1 사람명
사, 2 일/표정 …】

       발음하기 : 재미있는[재미인는], 재미있어[재미이써], 재미있습니다[재
미읻씀니다]」

  (35) ≪표≫ 똑-같다 : [형] …(중략)… ①~③ 뜻풀이. ¶용례.
≪고≫ 똑같다 :. 형. …(중략)… 뜻풀이. ¶용례. ...후략....
≪연≫ 똑같다 : 형 …(중략)…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꼭같다, 하나같다, 

관 같다, 동일하다. 1이 2 와 똑같다. 1 (복수명사)이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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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똑같다: [똑깓따] 형 뜻풀이.¶용례. ▷1 이 똑같다【1 복수명사. ¶용례.
▷1이 2와 똑같다.

    (36) ≪표≫ 굳-세다:  …(중략)… ①~② 뜻풀이. ¶용례.
≪고≫ 굳세다: 형   …(중략)…  ① 뜻풀이. ¶용례. 유의 강하다2(强--)②. ② 

뜻풀이. ¶용례
≪연≫ 굳세다: …(중략)… ①~②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1이 굳세다. ① 

1 사람명사, 의지, 투지, … ② 1 사람명사, 몸의 일부
≪학≫ 굳세다: 등재되지 않음 

    (37) ≪표≫ 비-좁다: …(중략)… 뜻풀이. ¶용례. 「참고어휘」배좁다
≪고≫ 비좁다: 형 …(중략)… 뜻풀이. ¶용례. 작은 배좁다.
≪연≫비좁다: 형 …(중략)… ①~② 뜻풀이. ¶용례. 1이 비좁다.

  ≪학≫ 비좁다 : 등재되지 않음

  예 (34-37)도 단순어와 마찬가지로 문법정보를 보면 ≪연세 사전≫은 옆 참고란
에서 제시하고 ≪학습 사전≫은 뜻풀이 항목에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
-미 형용사 사전≫의 참고상자에서 이러한 문법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
다.

  (38) ㄱ. 재미-있다: /발음/ ① 뜻풀이. ¶용례. ② 뜻풀이. ¶용례. ③ 뜻풀이. ¶용례.
ㄴ. 문법 정보: [①~② 명사1+‘이/가’ 명사2+‘이/가 재미있다’, 명사1=사람명사. 

명사2= 일, 표정, … / ③ 명사1+‘이/가 재미있다’] [①번 센스는 
‘무엇에 대한 느낌’이고 ②번 센스는 ‘무엇에 대한 느낌이 즐겁고 
유쾌한 것’이고 ③센스는 ‘무엇이 즐겁고 유쾌한 데가 있는 것’ 
등으로 ≪표준대사전≫의 하나의 뜻풀이가 미얀마어에서는 3개의 
항목으로 센스가 나누어서 제시됨]

  (39) ㄱ. 똑-같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문법 정보: [명사1+‘이/가’ (명사2+‘와/과’)]+‘똑같다’. 명사1=(복수명사)]

  (40) ㄱ. 굳-세다: /발음/ ①~② 뜻풀이. ¶용례.
ㄴ. 문법정보: [명사+‘이/가’+‘굳세다’. ①명사=사람, 의미, 토지, … /②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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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몸의 일부]
  (41) ㄱ.비좁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문법 정보: [명사+‘이/가 비좁다’]

  (38-41)은 합성어에 대한 문법 정보를 제시한 것인데, 그 중에서 ‘재미있다’는 
미얀마어에서 추가정보로 제시하기 때문에 각 뜻풀이 항목에 해당하는 문법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형용사1+연결어미+형용사1>의 반복 구성에 대한 바탕 사전에서 제시
한 것은 다음과 같다.

  (42) ≪표≫ 차디-차다: …(중략)… 뜻풀이. ¶용례.
≪고≫ 차디차다:【명 이】(무엇이) 무척 차다.
≪연≫ 차디차다: …(중략)…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 1이 차디차다

 
  (42)의 어간 반복 형용사도 문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전은 ≪고려 사전≫과 
≪연세 사전≫이다. 그렇지만 어간 반복 형용사가 특징적으로 잘 쓰이는 형태는 말
뭉치상 관형사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합성어는 잘 쓰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된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이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이다.

  (43) ㄱ. 차디차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문법 정보: [명사+‘이/가 차디차다’]
ㄷ. 잘 쓰이는 형태: [‘차디찬’+명사]6)

  또한 바탕 사전에서 파생어와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에 대하여 문법 정보를 제
시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참조. ‘차디차다’의 말뭉
치 출현 빈도는 총 150개이다. 그 중에 ‘차디찬’은 124개, ‘차디차게’는 18개이고, ‘차디차
+그 외의 어미’ 꼴은 총 8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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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표≫ 자유-롭다(自由--): …(중략)… [형] 뜻풀이. ¶용례.
≪고≫ 자유롭다(自由--): 형【명 이】…(중략)… 뜻풀이. ¶용례. 
≪연≫ 자유롭다(自由--): 형 …(중략)… ①~④뜻풀이. ¶용례. …(중략)… 1이 

자유롭다. ① 1 사람명사, 태도, 모습, …
≪학≫ 자유롭다(自由--): ① 뜻풀이. ¶용례. ▷[100] 1이 자유롭다【1 사람

명사, 태도, 모습, …】② 뜻풀이. ¶용례. ▷[100] 1이 자유롭다. …
(중략)… 

  (45) ≪표≫ 메스껍다: [형] …(중략)… ①~② 뜻풀이. ¶용례.「참고어휘」매스껍다.
≪고≫ 메스껍다: 형 …(중략)… ① 뜻풀이. ¶용례. ②뜻풀이. ¶용례. …(중략)… 
≪연≫ 메스껍다: 형 …(중략)… ①~②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 1이 (2가) 

메스껍다. 1 사람명사. ① 2 속,가슴,… ② 2 사람명사, 꼴, 태도, 
행동, …

≪학≫ 메스껍다 : 등재되지 않음

  예 (44)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이고, 예 (45)는 표제어 간에 음운적 관련이 있
는 어휘다. 파생어의 경우 문법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표제어 간 음
운 교체가 있는 표제어는 ≪학습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잘 쓰이는 형태
로는 말뭉치에서 ‘자유롭다’가 ‘자유롭게, <‘자유롭-’+어미>, 자유로운’ 등으로 다
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제시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메스껍다’도 말뭉치
에서 <‘메스껍’+어미>와 ‘메스꺼운’ 꼴의 빈도가 비슷하게 나와서 잘 쓰이는 형태
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이들의 문법 정보의 제
시는 다음과 같다. 

  (46) ㄱ. 자유롭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문법정보: 명사+‘이/가 자유롭다’

  (47) ㄱ. 메스껍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문법정보: ①번 뜻풀이- 명사1+‘이/가’ (명사2+‘이/가’) ‘메스껍다’ (명사1= 

사람명사, 명사2=속, 가슴, … / ②번 뜻풀이- 명사2=사람명사, 
꼴, 태도,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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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형태정보

  이 절에서는 미얀마인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 중 하나인 표제어
의 형태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어순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 과정에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
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단어 형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비슷한 
구성의 단어는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직관이 있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이러한 정보는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것이다. 
형태정보는 단순어에는 없고 복합어에만 있다. 바탕 사전들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시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표≫ 재미-있다:  뜻풀이. ¶용례. …(후략)
≪고≫ 재미있다: [+재미+있-다][--읻따] …(후략)
≪연≫ 재미있다: [재미읻따][재미있는[재미이는] …(후략)
≪학≫ 재미있다: …(중략)… 뜻풀이. ¶용례.

  (49) ≪표≫ 똑-같다: …(중략)… ①~③ 뜻풀이. ¶용례.
≪고≫ 똑같다: [+똑+같-다] …(중략)… 뜻풀이. ¶용례. 
≪연≫ 똑같다: …(중략)… 뜻풀이. ¶용례. …(후략)
≪학≫ 똑같다: [똑깓따] 뜻풀이. ¶용례. …(후략) 

  (50) ≪표≫ 붉디-붉다: [북띠북따] …(중략)… 뜻풀이. ¶용례. 
≪고≫ 붉디붉다: [+붉_디+붉_다][북띠북따] 뜻풀이. ¶용례. 
≪연≫ 붉디붉다: 등재되지 않음
≪학≫ 붉디붉다: 등재되지 않음

  (51) ≪표≫ 비-좁다: [비ː-따] …(중략)…「형용사」뜻풀이. ¶용례. 
≪고≫ 비좁다: [+비+좁_다][비:-따]형 뜻풀이. ¶용례. …(후략)
≪연≫ 비좁다: [비:좁따] …(중략)… ①~② 뜻풀이. ¶용례.
≪학≫ 비좁다: 등재되지 않음

  예 (48-51)은 합성어에서 단어의 구조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단어의 구조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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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보는 바탕 사전 중에 ≪연세 사전≫과 ≪학습 사전≫에는 제시된 것이 없고 
≪표준 사전≫과 ≪고려 사전≫에는 제시되어 있다. ≪표준 사전≫에서는 표제어에 
붙임표 ‘-’로 표시하여 단순어가 아님을 보여주는 반면에, ≪고려 사전≫에서는 표
제어와 발음 사이에 결합 요소에 관한 정보를 큰 괄호 ‘[ ]’ 속에 제시하고 있다. 
‘재미있다’의 경우 ‘재미’는 실질형태소라는 의미로 ‘+’ 표시, ‘있-’도 실질형태소라
는 ‘+’ 표시, 그리고 ‘-다’는 어미라는 ‘-’ 표시로 제시하고 있다. 
  두 개의 사전에서 단어 구조에 대한 제시 방식을 비교해 보면, ≪표준 사전≫의 
제시 방식은 표제어만 보아도 단순어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지만 결합 요소의 종
류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고려 사전≫의 제시 방식은 표제어를 보
아도 단순어인지 복합어인지가 구별이 되지 않지만, 결합 요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합 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즉 결합 요
소의 문법 범주를 쉽게 알 수는 없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합성어
에 대한 형태정보 제시를 ≪표준 사전≫의 표제어 제시 방식을 따르고 참고상자에 
결합 요소에 관한 상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이다.

  (52) ㄱ. 재미-있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형태정보: [명사(재미)+형용사(있다)]

  (53) ㄱ. 똑-같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형태정보: [부사(똑)+ 형용사(같다)]

  (54) ㄱ. 붉디-붉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형태정보: [형용사(붉-)+연결어미(-디-)+형용사(붉-)]

  (55) ㄱ. 비좁다: /발음/ 뜻풀이. ¶용례.

  (55)의 합성어의 경우, 선행요소가 불분명요소이기 때문에 형태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형태정보 제시의 주목적이 비슷한 형성 방식을 보이는 합성어 간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고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분명
요소와 결합한 합성어에서는 형태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파생어의 형태정보에 대하여 바탕 사전들의 제시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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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표≫ 무관심-하다(無關心--): 뜻풀이. ¶용례.
≪고≫ 무관심하다 (無關心--): [+무+관심-하_다] …(중략)… 형 뜻풀이. ¶

용례. …(후략) 
≪연≫ 무관심하다 (無關心--): ① ~② 뜻풀이. ¶용례. …(후략) 
≪학≫ 무관심하다 (無關心--): 뜻풀이. ¶용례. …(후략)

  (57) ≪표≫ 자연-스럽다(自然---): [형] ① ~③ 뜻풀이. ¶용례.
≪고≫ 자연스럽다(+自然-스러_다): 형 ① 뜻풀이. ¶용례. …(후략)
≪연≫ 자연스럽다(自然---): 형 ① 뜻풀이. ¶용례. ② 뜻풀이. ¶용례. …(후

략)
≪학≫ 자연스럽다(自然---): [자연스럽따] ①~③ 뜻풀이. ¶용례. …(후략)

   (58) ≪표≫ 새-빨갛다: [--가타] …(중략)… [형] ① 뜻풀이. ¶용례. …(후략)
≪고≫ 새빨갛다: [=새+빨갛_다] 형 뜻풀이. ¶용례. …(후략)
≪연≫ 새빨갛다: 형 뜻풀이. ¶용례. 옆 참고란 - 큰 시뻘겋다. …(후략)
≪학≫ 새빨갛다: 등재되지 않음

  예 (56)은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57)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이고 (58)은 접두
사에 의한 음운적 관련이 있는 표제어이다. 형태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사전은 ≪표
준 사전≫과 ≪고려 사전≫이고 제시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다. ≪표준 사전≫은 표
제어의 표시로 제시하고 ≪고려 사전≫은 표제어와 발음 정보 사이에 제시하며 결
합 요소의 종류를 기호로 표시하고 있다. ≪표준 사전≫의 제시방식을 참고하여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학습자가 표제어만 보아도 단순어가 아님을 알 수 있
도록 붙임표 ‘-’의 표시도 하고 참고상자에도 형태정보를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다
음과 같다.

  (59) ㄱ. 무-관심-하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형태정보: [부정접두사{무(無-)}+명사(관심-關心)+‘-하다’]

  (60) ㄱ. 자연-스럽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형태정보: [명사(자연-自然)+접미사 ‘-스럽다’]

  (61) ㄱ. 새-빨갛다: /발음/ 뜻풀이.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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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형태정보: [접두사(새-)+ 형용사(빨갛다)]

6.2.4. 의미 관련 정보

  이 절에서는 ≪한-미 형용사 사전≫의 참고상자에 의미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방
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의미 관련 정보는 두 부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5.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비슷한말과 반대말을 관련어
휘로 배열하는 것이 사전 사용자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관련어휘는 모든 뜻풀이에서 똑같은 비슷한말이나 반대말을 각각 제시하는 것보다
는 참고상자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6.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언어 산출에 도움을 주는 비슷한말 
간에 더 올바른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이다. 이것은 참고상자
에서 예문을 통하여 제시할 것이다.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하나의 뜻풀이 항목에 둘 이상의 비슷한말들을 제시하는 방
식을 ≪고려 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2) 불투명하다[=不+透明-하-다]: …(중략)… 형 ①〖명이〗뜻풀이. ¶용례. 유의 불
명료하다(不明瞭--), 불명하다(不明--)①, 불확실하다(不確實
--). 반의 투명하다2(透明--)③. ②〖명이〗뜻풀이. ¶용례. 유의 
애매모호하다(曖昧模糊--), 반의 투명하다2(透明--)②. ③ 〖명 
이〗뜻풀이. ¶용례. 반의 투명하다2(透明--)①. 참고 반투명하다
(半透明--).

  (63) 메스껍다: ① 뜻풀이. ¶용례. 작은 매스껍다①, 유의 구역나다(嘔逆--)①, 구역질
나다(嘔逆---)②. ②뜻풀이. ¶용례. 작은 매스껍다②. 유의 아니꼽
다①

  (62)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63)은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를 제시한 경우이
다. (62)는 각 뜻풀이에 해당하는 비슷한말과 반대말을 제시하고 있고, (63)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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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에 해당하는 비슷한말을 제시하고 있다. 예 (62)의 뜻풀이 ①번에는 비슷한
말 3개를 배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63)에서도 ①의 뜻풀이 항목에서 2
개의 비슷한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뜻풀이 항목에 제시하는 것보다 참고
상자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뜻풀이 항목에 해당하는 반대말이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고려 사
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4) ㄱ. 가깝다: /발음/ ① (ㄱ) 뜻풀이. ¶용례. 반의 멀다2. (ㄴ)뜻풀이. ¶용례. 반의 
멀다2① ② 뜻풀이. ¶용례. 반의 멀다2⑤ ③ 뜻풀이. ¶용례. 반의멀다2

③. ④ 뜻풀이. ¶용례. ⑤ 뜻풀이. 반의 멀다2⑤ ¶용례. ⑥ 뜻풀이. ¶
용례.

ㄴ. 불투명하다[=不+透明-하-다]: ① 뜻풀이. ¶용례. …(중략)… 반의 투명하
다2(透明--)③. ②뜻풀이. ¶용례. …(중략)… 반의 투명하다2(透明
--)②. ③ 뜻풀이. ¶용례. 반의 투명하다2(透明--)①. …(후략) 

  (64)의 각 뜻풀이에 제시한 모든 반대말이 동일하고 반대가 되는 뜻풀이 항목에
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비슷한말과 마찬가지로 풀이항
에서 나열하는 것보다 참고상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상자에 제시할 때 비슷한 
말은 표제어로 나타나는 경우 그 어휘를 보기 ‘☞’ 표시를 붙이고, 표제어로 등재되
지 않는 경우 아무 표시가 없이 제시한다. 따라서 의미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제시하
고 있는 ≪고려 사전≫을 참고하여, ≪한-미 형용사 사전≫의 참고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65) ㄱ. 불-투명-하다: /발음/ ① 뜻풀이. ¶용례. ② 뜻풀이. ¶용례. ③ 뜻풀이. ¶용
례. 

ㄴ. 의미 관련 정보: I. 1) 비슷한 말 - ① ☞ 불확실하다(不確實--). ☞불명
하다(不明--), ☞불명료하다(不明瞭--), ② 애매모호하다(曖昧
模糊--) 

     2) 반대말 – ☞투명하다(透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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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 관련 정보로 ①번 뜻풀이와 비슷한말의 뜻풀이 
항목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표제어의 미얀마어 대응 어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두 번째로 학습자의 어휘 학습과 산출 능력에 도움을 주는 정보로 비슷한말 간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6.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사
전≫에서만 참고상자의 꼴로 제시하고 있다. 띠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도 
≪한국어사전(2009)≫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66) ㄱ. 기쁘다: /발음/ ①~③ 뜻풀이. ¶용례. 
ㄴ. 의미 관련 정보: II. 1) ‘기쁘다’와 ‘즐겁다’의 차이 [기쁘다- ③ pyeo shwin 

thi(미얀마어 설명) / 즐겁다- pyeo shwin thi(미얀마어 설명)]
           2) 예: [나는 시험을 100을 맞아서 기쁘다(O)/즐겁다

(X)][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즐겁게(O)/기쁘게(X) 뛰어논다][오
늘 즐겁게(O)/기쁘게(X) 놀았어요].

  (66)의 의미 관련 정보에서 의미 차이의 설명은 모든 형용사에 제시하는 것이 아
니다. 왜냐하면 ‘불투명하다’와 같은 파생어는 명사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기어 
형용사에서 의미 차이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미 차이 설명은 기어 형
용사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6.2.5. 음운과 관련된 정보

  표제어 간에 자·모음 교체로 관련이 있는 어휘는 모음에 의하여 관련된 어휘와 자
음에 의하여 관련된 어휘가 있다. 가령, ‘얇다’의 음성모음 대응어휘는 ‘엷다’만 있지
만 ‘깜깜하다’의 경우에는 ‘껌껌하다’도 있고 격음에 의한 ‘캄캄하다’, 평음에 의한 
‘감감하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캄캄하다’의 음성모음 대응어휘인 ‘컴컴하다’도 있
다. 이렇게 모음과 자음의 교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어휘들은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배열된다면, 하나의 뜻풀이 항목에 비슷한말, 반대말, 음운적 관련어휘 등을 모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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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고려 사전≫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67) ㄱ. 따뜻하다: ① 뜻풀이. ¶용례. 큰말 뜨뜻하다. 여린 따듯하다①. 유의 덥다2③, 
따스하다, 온하다(溫--)②. ② 뜻풀이. ¶용례. 여린 따듯하다②, 유의 
인자하다(仁慈--), 자애롭다(慈愛--)

ㄴ. 껌껌하다: ① 뜻풀이. ¶용례. 작은 깜깜하다①. 거센 컴컴하다①. ② 뜻풀이. 
¶용례. 거센 컴컴하다③. ③ 뜻풀이. ¶용례. 작은 깜깜하디③. 거센 컴
컴하다②.

  (67ㄱ)은 관련어휘 중에 음운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큰말과 여린말이 제시되어 
있고, (67ㄴ)은 작은말과 거센말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일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정보까지 제시되어 있어서, 학습자에
게 유용한 정보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도 있
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음운 관련 어휘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68) ㄱ. 따뜻하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음운과 관련된 정보: 큰말 ☞‘뜨뜻하다’. 여린말 ☞‘따듯하다’.

  (69) ㄱ. 껌껌하다: /발음/ 듯풀이. ¶용례.
ㄴ. 음운 관련 어휘 정보: 작은말 ☞ ‘깜깜하다’. 거센말 ☞ ‘컴컴하다’

6.2.6. 참고어휘

  이 절에서는 ≪한-미 형용사 사전≫의 참고상자에서 제시할 참고어휘의 제시방식
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어휘는 4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단순어 중 
준말이거나 동일한 표제어이지만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어휘들, 연어에서 표제
어와 반의관계에 있고 모두 교체 가능한 표제어를 제시하는 것, 파생접두사와 접미
사의 의미 제시,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가 결합해 비슷하게 형성된 어휘·파생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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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이다.

  (70) ㄱ. 가엾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참고어휘: 1) [두 가지의 형태 ☞ ‘가엽다’]

  (71) ㄱ. 서투르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참고어휘: 1) [준말 ☞ ‘서툴다’]

  (72) ㄱ. 있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참고어휘: 2) [연어: (가치/감각/관심/능력/센스) ☞ ‘없다’] 

  (73) ㄱ. 불-가능-하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참고어휘: 3) [접두사 ‘불-’의 의미 ☞ ‘불-(형용사)’]

     4) 접두사 ‘불-’과 결합한 형용사 목록 ☞ 부록-A]
  (74) ㄱ. 자연-스럽다: /발음/ 뜻풀이. ¶용례.

ㄴ. 참고어휘: 3) [접미사 ‘-스럽다’의 의미 ☞ (형용사)‘-스럽다’]
     4) 접미사 ‘-스럽다’와 결합한 형용사 목록 ☞ 부록-A]

  이상에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할 참고상자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외
국인 학습자가 이중 언어 사전에 의존하는 이유는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언어의 산출을 위하여 실제 사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참고상자는 이러한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실용적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발음 
정보는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발음 정보, 활용정보는 글을 쓸 때 실제로 사용하는 
형태 정보, 문법 정보는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최소한 단문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정보, 의미와 관련된 정보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어휘를 올바른 선택하게 하는 정보, 음운 관련 어휘에 대한 정보는 음운적 차이에 
딸린 느낌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등이 수록될 것이다. 이는 언어의 산출을 
위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참고상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75) (1) 실제 발음 정보: 어미나 조사와 결합하여 소리의 변화가 있는 표제어
(2) 활용 정보: 불규칙 활용에 해당된 표제어



- 169 -

(3) 형태 정보: 합성어와 파생어에만 제한되어 제시한다. 
(4) 문법 정보: 각 뜻풀이에 해당 문형 정보 + 구성 성분에서 명사의 종류
(5) 잘 쓰이는 형태 정보: 관형사형/서술형
(6) 의미 관련 정보: ① 비슷한말/반대말 

  ② 비슷한말 간의 사용 차이(문장으로 설명)
(7) 음운 관련 어휘 정보: 음운 관련 어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시한다.  
(8) 참고어휘 정보: ① 준말[표제어로 등재된 경우 ‘☞’로 표시 / 표제어로 등재

되지 않은 경우 ‘(같은말/준말)’로 제시한다. 표제어의 이형태 어
휘] 

          ② 연어의 반의 교체 가능한 어휘들 
         ③ 파생 접사의 의미 정보 참고 ‘☞’ 
         ④ 형태가 같은 말의 부록 제시 

6.3. 소결 

  이 장에서는 바탕 사전을 참고하여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참고상자를 제시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바탕 사전의 참고상자는 보통 표제어와 비슷한말 간의 차
이를 설명하거나 표제어에 대한 통사정보, 음운정보, 화용정보 등을 제시하는 경우
가 많았다. 참고상자의 형식은 풀이항 옆에 빈칸을 두고 제시하는 방식, 혹은 풀이
항 아래에 상자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식 등을 볼 수 있었다. ≪한-미 형용사 사
전≫의 참고상자는 풀이항 아래에 상자 모양으로 제시하고 그 구성은 8개의 항목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실제 발음 정보이다. 실제 발음 정보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발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표제어가 어미나 조사를 취하여 음운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정보인데, 이것은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다. 특히 폐쇄음이 없는 미얀마인 학
습자에게는 겹받침의 발음 제시는 필수적인 정보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음운 규칙과 
미얀마어의 음성적 차이 때문이다. 참고상자에서 제시할 때에도 음운 변화는 하나의 
어미에만 국한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미와 결합하는 현상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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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이다. 
  두 번째, 활용정보는 뜻풀이에 선행하여 많은 정보로서 배열하지 않고, 사용자의  
편의상 참고상자에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 형태정보는 단순어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합성어와 파생어의 경우
에는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정보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단어 형성 방식
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구조의 단어 의미를 짐작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한국어는 미얀마어와 어순이 비슷하며 단어 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이는 유용한 정보이다. 따라서 형태정보는 합성어와 파
생어에만 제한하여 제시한다. 
  네 번째, 잘 쓰이는 표현 정보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한다. 이것은 어떤 
형용사가 서술형보다는 관형사형으로 더 쓰인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 또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특히 어간 반복 합성어의 경우에는 관형사
형으로 잘 쓰이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문법 정보는 표제어가 어떤 격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최소한 정확한 단문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의 정보로서 제시할 것이다. 
  여섯 번째, 의미 관계 정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할 것이다. 하나는 표제
어에 뜻풀이 항목에서 너무 많은 비슷한말과 반대말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를 오
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뜻풀이 항목에는 비슷한말이나 반대말은 
제시하지 않고 참고상자에만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 다른 하나는 표제어와 비
슷한말 간 쓰임의 차이를 예문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의미 차이 정보이
다. 
  일곱 번째, 음운 관련 어휘에 대한 정보는 표제어와 음운적 관련이 있는 큰말, 작
은말, 여린말, 센말, 거센말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는 표제
어로 등재된 경우 참고하기 표시 ‘☞’를 붙이고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는 어휘라면 
‘(큰말/작은말/…)’ 등으로만 제시한다. 
  여덟 번째, 참고어휘를 제시하는 것은 네 가지의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 같은 말
이지만 준말의 형태나 같은 어휘지만 두 가지 형태를 보이는 어휘들을 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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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어의 반의어에 교체 가능한 어휘들을 제시하는 것, 셋째, 파생 접두사의 의
미가 제시되어 있는 형용사에 참고하기 표시 ‘☞’를 하는 것, 넷째, 같은 접두사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어휘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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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7.1. 요약

  지금까지 ≪한-미 형용사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사전학적 관점에
서 논의하였다. 
  본고는 사전 구조의 바탕이 되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나누어서 논의를 하였다. 
거시구조에 대해서는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이 포함되어 있고, 미시구조에 대해서는 
표제항과 풀이항으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논의를 위해 형용사를 단어의 형태에 의
하여 단순어와 복합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와 파생
어로 세분했다. 이렇게 분류하여 각각의 기술 방법을 논함으로써 일정한 이점을 얻
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제2장에서는 거시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제어를 선정할 때 ≪표준 사전≫에 
등재된 형용사 중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의 출현 빈도가 2회 이상인 형용사를 표
제어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시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표제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제항에는 표
제어의 표시, 원어, 발음 표시, 품사 및 전문분야 등이 포함되었다. 
  표제어의 표시는 ≪표준 사전≫의 방식을 취하고자 하나, 부정 의미를 함축하는 
접두사 ‘부/불-(不)-’과 ‘무-(無-)’의 경우 그 뒤에도 붙임표 ‘-’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 제시할 표제항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제어어깨번호(원어):/발음(한글/미얀마문자)/(품사)(전문분야)

  
  제4장에서는 뜻풀이와 용례에 대하여 바탕 사전들의 제시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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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 사전에서의 뜻풀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뜻풀이를 제시할 때 하나의 
한국어-한국어 사전에만 의존할 수 없고 여러 개의 ‘한국어-한국어 사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뜻풀이 기술에 있어서 기점어 표제어를 목표어로 대역하는 방식만을 중심으
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많이 발견되었다. 즉 번역이라고 하더라도 표제어의 의미론
적 외연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세부 내용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 표제어의 뜻풀이는 표제어 영역을 내용적으로 
세분하여 제시할 때, 단순어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1) 한국어에서는 뜻풀이 항목이 하나이지만, 미얀마어에 추가 뜻풀이 항목이 필
요한 ‘유형 I’ (1:n 유형).

  (2) 한국어에서 뜻풀이 항목이 하나이고, 미얀마어에서도 하나의 대응 어휘로 표
현할 수 있는 ‘유형 II’ (1:1 유형)

  (3) 한국어에서는 뜻풀이 항목이 하나이고, 미얀마어에서는 하나의 대응 어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유형 III’ (1: 1+설명 유형)

  (4) 한국어에서는 뜻풀이 항목이 둘 이상이지만, 미얀마어에서는 하나의 대응 어
휘로 묶을 수 있는 ‘유형 IV’ (n:1 유형)

  또한 복합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어간 반복어는 기어 형용사에서 유추된 뜻이 있기 때문에, 뜻풀이가 “‘매우/몹
시/…’+기어형용사”의 구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유형 V’ 

  (2)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접두 파생어는 풀어쓰기로만 제시할 수 있다. : ‘유형 
VI’

  (3) ‘-하다’에 의한 파생어 중 의태어를 어간으로 취하는 파생어의 뜻풀이는 ‘의
태어+pyit thi’의 구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유형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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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유형뿐만 아니라 표제어 간에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는 표제어의 경우에는 
표제어 간 뜻풀이 차이가 표면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음운적 관련이 있다는 것, 즉 
단어 내의 모음이 양성모음, 음성모음으로 실현됨에 따라 생기는 느낌 차, 그리고 
단어 내의 자음의 교체로 인해 생기는 느낌 차 등이 있다는 것은 뜻풀이에서 제시
하는 것보다 사전 편찬 원칙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는 미얀마어로 된 설명과 함께 
비슷한 상태의 미얀마 예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뜻풀이 제시에 있어서 모든 표제어의 뜻풀이는 위의 유형 중 하나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복합적인 유형으로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 둘 이상의 뜻풀이 항목이 존재하는 표제어는 여러 개의 유형이 복합적
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미 형용사 사전≫의 종합적인 
뜻풀이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제어 : n [(설명)대응 어휘/(매우, 몹다..+형용사)/풀어쓰기]

  ≪한-미 형용사 사전≫의 용례 제시는 뜻풀이 항목마다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미얀마어 의미 센스에 따라 뜻풀이 항목이 추가된 경우 추가하는 뜻풀이 항목에 
해당하는 용례도 모두 제시한다.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례를 
제시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 
  표제어 간에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는 경우, 각 뜻풀이를 제시할 때, 느낌 차이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용적으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은 용례 제시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용례에 대하여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에서 제시하는 용례는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를 도와 줄 수 있는 간단하
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제시된 문장이 다양한 어미로 연결된 복문보다는 단
문인 경우가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용례들은 말뭉치에서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말뭉치에서 나
온 용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문장을 가공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이에 따
라 ≪한-미 형용사 사전≫에서는 모든 형용사 표제어의 용례 제시를 일관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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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셋째, 용례의 유형은 구 단위, 문장 단위, 대화 단위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중 구 
단위와 문장 단위의 용례로 제한하고자 한다. 
  넷째, 이중 언어 사전을 참고하는 주목적은 뜻풀이이기 때문에, 뜻풀이의 의미 해
석에 도움을 주는 용례의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예문의 구성 어휘와 문형은 간단하
면서 실용적인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는 표제어들 사이에서 느낌의 차이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용례뿐이다. 따라서 간단하고 느낌의 차이를 잘 나타나는 용례를 찾아 제시
한다. 외국인 학습자는 이들을 그대로 외우거나 다른 어휘와 대체하여 사용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용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표제어 뜻풀이에 대한 학습자 이해의 폭을 넓히고 표제어의 어휘망
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정보인 부표제어와 관련어휘의 제시 방식을 논의하였다. 
  부표제어에는 연어, 관용구와 속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 연어는 문법적 연어와 
어휘적 연어로 나눌 수 있다. 어휘적 연어는 한 표제어에 존재하는 연어의 수가 최
소 1개에서부터 최대 211개까지 존재한다. 한 표제어에 너무 많은 수의 연어가 존
재하는 경우 모든 연어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연어는 구성에 있
어서 <명사+‘이/가’+형용사> 구성, <명사+‘에’+형용사> 구성, <부사+형용사> 
구성으로 나타난다. 그 중 <명사+‘에’+형용사> 구성과 <부사+형용사> 구성의 연
어 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형용사구로 제시하거
나 용례로 제시할 것이다. 세 가지 구성 중에서 제일 수가 많은 연어 구성은 <명사
+‘이/가’+형용사> 구성이다. 한 표제어에 많은 수의 연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각각의 미얀마어 대응 어휘에 따라 해당 연어를 제시할 표제어를 
결정하였다. 미얀마어 대응 어휘에 따라 연어 구성을 자유결합 구성과 비자유결합 
구성으로 구분할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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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선행 요소의 미얀마어 대응어휘 = A
  ㄴ. 후행 요소의 미얀마어 대응어휘 = B
  ㄷ. 연어로 구성될 때 선행 요소인 미얀마어 대응 어휘의 변화 = A´
  ㄹ. 연어로 구성될 때 후행 요소인 미얀마어 대응 어휘의 변화 = B´

  미얀마어에 나타나는 연어의 결합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유 결합 - (A+B) [가령, ‘경험이 있다/가치가 있다’ 등]
  (2) 비자유 결합 

① 선행 요소의 변화 - (A´+B) 구성 [가령, ‘소갈머리가 없다’ 등]
② 후행 요소의 변화 - (A+B´) 구성 [가령, ‘눈치가 있다’ 등]
③ 선·후행 요소의 변화 - (A´+B´) 구성 [가령, ‘눈썰미가 있다’ 등]

  자유 결합의 연어는 다시 흔히 사용하는 형태와 흔히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나누
고 후자의 경우는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흔히 사용하는 형태를 갖는 형용사 표제어
에 대해서는 반의 관계의 존재 여부를 통해 다시 살펴보았다.
  반의어가 존재할 때 반의 관계에 있는 표제어에서 선행 요소가 교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결과, 교체 가능한 선행 요소 중에 후행 요소 형용사가 고정적으로 결합
하는 연어는 선행 요소 표제어에 제시하도록 한다. 한편 반의어가 존재하기 않은 경
우에는 선행 요소인 명사 표제어의 풀이항에 제시한다. 그렇지만 모든 연어는 각 명
사 표제어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행 요소의 반의어가 존재한다면 이들 
연어는 풀이항에 제시하지 않고 참고어휘로 제시한다. 참고어휘로 제시하는 연어는 
반의 관계의 형용사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의어
에 참고하기 ‘☞’ 표시도 붙인다. 
  또한 비자유 결합에 속하는 연어는 미얀마어 대응 어휘에 따라 제시할 표제어를 
결정한다. ‘(A´+B)’구성의 연어는 선행요소의 대응 어휘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후
행 요소인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에서 해당 뜻풀이 항목에 용례나 형용사구를 제
시하되 뒤에 참고하기 ‘☞ 명사’ 표시를 붙인다. 또한 ‘(A+B´)’ 구성은 선행 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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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표제어에 제시하고 후행 요소인 형용사를 참고하기 ‘☞형용사’로 표시한다. 한
편 ‘(A´+B´)’ 구성의 연어는 후행 요소인 형용사 표제어의 풀이항 하단에 따로 ‘▶’ 
표시를 하고 제시한다. 이러한 구성의 연어는 뜻풀이 뒤에 이어서 참고하기 ‘☞명사’ 
표시를 붙인다. 이러한 구성의 연어가 둘 이상 존재할 때에는 자모순으로 제시한다. 
  관용구와 속담도 연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제어에는 많은 수의 관용구나 속담
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관용구와 속담도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이지만, 한 표제
어에 많은 관용구와 속담을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ㄱ. 비슷한 관용구나 속담이 존재할 때라도 교재에서 빈도가 높은 것만 제시한다. 
  ㄴ. 빈도가 높은 관용구나 속담 등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성의 첫 단어에 해당하

는 표제어 하단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ㄷ. 형용사 표제어와 관련되고 빈도가 높은 관용구나 속담 등에 비슷한 것이 있으

면 부표제어로 풀이항 하단에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고 비슷한 관용구나 속담
을 배열한 후에 뜻풀이 제시가 있는 표제어를 보기 표시 ‘☞’를 붙인다.

  ≪한-미 형용사 사전≫의 관련어휘는 모두 참고상자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관
련어휘로는 표제어와 서로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 표제어의 준말과 두 가지의 형
태를 가지는 어휘, 의미적 관련 어휘인 비슷한말과 반대말 등은 참고상자에서 제시
한다. 
  관련어휘를 제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한말과 반대말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의 표제어에는 비슷한말이나 반대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반대
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사전에 모두 제시할 수는 없다. 이럴 때 고려
해야 되는 것은 제시할 필요가 있는 어휘들의 미얀마어 대응 어휘에 대한 것이다. 
미얀마어의 대응 어휘가 같은 어휘로 나타나지만, 표제어에 제시되어 있는 뜻풀이  
제시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에는 비슷한 말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는 경우
에만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반대말의 경우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한
-미 형용사 사전≫에서 제시하는 부표제어와 관련어휘는 다음의 모형과 같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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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은 미얀마어에 나타나는 뜻풀이 항목의 수이다.

표제어 : n [(설명)대응 어휘/(매우, 몹다..+형용사)/ 풀어쓰기 ¶용례. n(연어)]
▶연어   : 뜻풀이. 참고어 ☞ 명사
▶관용구 : n[관용구 ☞ 참고 관용구]
▶속담   : n[속담 ☞ 참고 속담]

참고상자

  제6장에서는 참고상자의 제시 방식을 바탕 사전의 제시 방식을 토대로 논의하였
다. ≪한-미 형용사 사전≫은 참고상자를 풀이항 아래에 상자 모양을 만들어서 제
시한다. 참고상자의 내용으로는 실제 발음 정보, 활용 정보, 문법 정보, 형태 정보, 
잘 쓰이는 형태 정보, 의미 관련 정보, 음운과 관련된 정보 및 참고어휘 정보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형용사 사전≫의 편찬에서 미시구조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제어어깨번호(원어):/발음/ ① n[{대응 어휘}¶용례. 연어] / [풀어쓰기. ¶용례./ [(‘몹
시’+☞본형용사). ¶용례.]

 ② n[{(설명) 대응 어휘}. ¶용례. 연어]
▶연어 – 뜻풀이. ¶용례. ☞‘명사’
▶관용어 – [축자적 뜻풀이. 설명. (대응 관용어/속담/고사성어)]
▶속담 - [축자적 뜻풀이. 설명. (대응 관용어/속담/고사성어)]

  참고상자
  (1) 실제 발음 정보: 어미나 조사와 결합하여 소리의 변화가 있는 표제어
  (2) 활용 정보: 불규칙 활용에 해당된 표제어
  (3) 형태 정보: 합성어와 파생어에만 제한되어 제시한다
  (4) 문법 정보: 각 뜻풀이에 해당 문형 정보 + 구성 성분에서 명사의 종류
  (5) 잘 쓰이는 형태 정보: 관형사형/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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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미 관련 정보: ① 비슷한말/반대말 
      ② 비슷한말 간의 사용 차이(문장으로 설명)

  (7) 음운 관련 어휘 정보: 표제어 간의 음운적 관련이 있는 어휘만 제한된다. 
  (8) 참고어휘 정보: ① 준말[표제어로 등재된 경우 ‘☞’로 표시한다 / 표제어로 등재되

지 않은 경우 ‘(같은말/준말)’로 제시한다. 표제어의 두 가지 형태 
어휘] 

     ② 연어의 반의어 교체 가능한 어휘들 
     ③ 파생 접사의 의미 정보 참고 ‘☞’ 
     ④ 형태가 같은 말의 부록 제시 

7.2. 남은 문제와 전망

  본고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미 형용사 사전≫ 편찬을 위한 형용
사만 대상으로 하여 편찬 기술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것이다. 그리고 표제
항에 있어서 품사 제시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탕사전에서도 제시된 품사가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빠지다, 생기다’ 등은 동사로 제시하는 것도 있고 보조
형용사로 제시하는 것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
다. 이것과 관련하여 가령 ‘잘생기다’는 본고에서 형용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현재시
제의 평서형에서 ‘잘생기다’가 아니라 ‘잘생겼다’가 되고,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에서 
‘*잘생겼는’이 아니라 ‘잘생긴’이 되므로 풀이를 면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어휘의 비슷한말과 반대말에 대하여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이 있다. 특히 하나의 표제어에는 여러 개의 비슷한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
국어 유의어 사전에는 본고의 바탕사전에서 제시한 비슷한 말보다 훨씬 많은 비슷
한 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한-미 형용사 사전≫에 합리적으로 반영
하는 방안이 더 연구되어야 한다. 
  또 본고는 ≪한-미 형용사 사전≫ 편찬을 위한 기술 방안만 다루고 있지만 이 연
구는 다른 품사들의 기술 방안을 연구하는 데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언어들에서 이중 언어 사전 편찬을 위한 연구의 기초 방법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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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목표로 하는 사전은 표제어의 뜻풀이 이해에 초점을 두
는 수동적 사전이기는 하지만 2차적으로는 학습자의 산출적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 사전, 즉 미얀마
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산출하는 데 사용할 ≪미얀마어-한국어 사전≫ 편찬
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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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한국어-미얀마어 형용사 사전≫ 샘플 
 

유형 I: 1(한국어) :n (미얀마어)] 
 

가엾다 : /가:엾따 (ဂါ--ေယာ့(ဘ္)-တာ)/ (ႀကိ-ဂုဏ)္ ① သနားစရာေကာင္းသည္၊ 
가엾은 새 한 마리- သနားစရာေကာင္းတဲ ့ငွက္တစ္ေကာင္၊ ② သနားသည္၊ 난 
큰 새어머니가 가엾어요- မိေထြးႀကီးကို သနားတယ္၊  

 
1) 실제 발음- [가엾어/가:엽써(ဂါ-ေယာ့(ဘ္)ေစာ)/, 가엾고/가:엽꼬(ဂါ-ေ

ယာ့(ဘ္)ကို/, 가엾으니 /가:엽쓰니 (ဂါ-ေယာ့(ဘ္)စန)ီ/ 

2) 활용- 가엾어, 가엾고, 가엾으니 

3) 문법- ① နာမ-္၁+이/가 (နာမ-္၂ +이/가) 가엾다. နာမ-္၁ -လူ/ နာမ-္၂- 

လူ/ပုံစ/ံအျပဳအမ ူ ② နာမ-္၁+이/가 가엾다. နာမ-္၁-လူ၊ 

4) 의미 관련- ☞ 불쌍하다. 

5) 참고 - (=가엽다) 
 

유형 II : 한국어의 뜻풀이 항목대로 미얀마어에서 대응어휘가 존재하는 
유형 [1(한국어):1(미얀마어)] 

 

귀엽다 : /귀:엽따(ဂြ-ီေယာ့(ဘ္)တာ /(ႀကိ-ဂုဏ)္ ခ်စ္စရာေကာင္းသည္၊ 귀여운 새끼 

고양이- ခ်စ္စ ရာေကာင္းတဲ့ ေၾကာင္ေပါက္၊ 아이들이 귀엽고 아름답다-
ကေလးေတြ ကခ်စ္စရာေကာင္း   ျပီးေခ်ာတယ္၊ 

 

1) 실제 발음- [귀엽고/귀:엽꼬(ဂြ-ီေယာ့(ဘ္)ကို)/]  

2) 활용- 귀여워, 귀엽고, 귀여우니 

3) 문법- ① နာမ-္၁+이/가 (နာမ-္၂ +이/가) 귀엽다. နာမ-္၁=၂ -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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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III: 한국어의 뜻풀이 항목 하나에 미얀마어 대응 어휘가 존재하지만 
설명이 필요한 경우 [1(한국어) : (설명+대응 어휘)]유형 

 

고달프다 : /고달프다(ဂိုဒါ(လ္)ဖဒူါ)/ (ႀကိ-ဂုဏ)္ (ကာယ/ဘ၀ေပး) ပင္ပန္း 

ၾကမး္တမ္းသည၊္ 고달픈 생활-  ပင္ပန္းၾကမ္းတမ္းတဲ ့ ဘဝ၊ 하는 일이 무척 

고달프다-လုပ္ရတဲ့အလုပ္က အရမ္းပင္ပနး္    ၾကမ္းတမ္းတယ္၊  
 

1) 활용- 고달파, 고달프니 

2) 문법- ① နာမ-္၁+이/가 (နာမ-္၂ +이/가) 고달프다. နာမ-္၁-လူ၊ နာမ-္၂-'~기/~것' 
ပုံစံ၊ 

 

 
유형 IV : 한국어의 뜻풀이 항목 둘 이상을 위한 미얀마어 대응 어휘가 하

나만 존재하는 경우 [n(한국어):1(미얀마어)]유형 
 

가깝다 : /가깝따(ဂါကာ့(ဘ္)တာ)/ (ႀကိ-ဂုဏ)္ ①(အကြာအေဝး၊အခ်နိ ္

စသည)္နီးသည္၊ နီးကပ္သည္၊ 가게는 역에서 가까워요- ေစ်းဆုိင္က ဘူတာနဲ႕ 

နီးတယ္၊ ②  (အေရအတြက္၊ သတ္မွတ္ခ်က္) နီးစပ ္ သည္၊ 이 그림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ဒီပန္းခ်ီက တကယ့္ပုံစံနဲ႕ နီးစပ္တယ္၊ 가깝게- နီးစပ္စြာ၊ 

နီးစပ္သလို၊ ③  (ေဆြမ်ိဳး၊ပတ္သက္မႈ) ရင္းႏွီးသည္၊ 가까운 이웃 - ရင္းႏွီးတဲ့ 

အိမ္နီးခ်င္း၊ 무뚝뚝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란 쉽지 않다- မုန္ကတု္ကုတ္  
နိငု ္   သူေတြနဲ႕ တရင္းတႏွီးဆက္ဆံဘို႔ဆိုတာ မလြယ္ဘူး၊ 

 

1) 실제 발음 : 가깝고/가깝꼬(ဂါကာ့(ဘ္)ကို)/ 
2) 활용 : 가까워/ 가까우니 

3) 문법 : ① ② နာမ-္၁+이/가 (နာမ-္၂ +와/과/에) 가깝다. နာမ-္၁/၂= ေနရာ၊  

 

크다 : /크다(ခြတ္ဒါ)/ (ႀကိ-ဂုဏ)္ ① ႀကီးသည္၊ 그는 친구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သူႈသူငယ္ခ်င္းအေပၚ ႀကီးတဲ့အျပစ္လုပ္ခဲ့ပုံရတယ္၊  ② ရွည္သည္၊ 

③(နယ္ပယ္၊အတုိင္း အတာ ၊အ သံစသည္)က်ယ္သည္၊ 큰 소리로 얘기하다- 

④ ျမင့္သည္၊ 제 동생이 저보다 키가 더 크다-ကၽြန္ေတာ့္ညီက ကၽြန္ေတာ့္ထ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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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ရပ္ပုိျမင့္တယ္၊ 가치가 크다- ေစ်းျမင့္တယ(္☞ 가치) ⑤ (သတၱိ)ေကာငး္  

သည္၊ 담이 크다- သတၱိေကာင္းတယ္၊ ⑥(ျဖစ္ႏုိင္ေခ်၊ သကေ္ရာက္မႈ)မ်ားသည္၊ 

태풍의 피해가 아주 크다-တုိင္ဖြန္းရဲ႕ ပ်က္စီးမႈကအရမ္းမ်ားတယ ္ ⑦ 

အၾကမ္းဖ်ဥ္းျဖစ္သည္၊ 세계를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뉩니다- 

ကမၻာကိုအၾကမ္း ဖ်ဥ္း အားျဖင္ ့ အေရွ႕နဲ႕အေနာက္အျဖစခ္ြ ဲ ထားတယ္၊ ⑧ 

အေရးပါသည္၊ 나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ငါ အေရးပါတဲ ့ဆုံးျဖတ္ခ်က္ကို 

ခ်ရမယ္၊ ⑨ထူးခၽြန္သည္၊ 문화에 대한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그의 큰 

업적이다-ယဥ္ေက်းမႈကိ ု ပထမဆုံးမိတ္ဆက္တာဟာသူ႕ရဲ႕ထူးခၽြန္တဲ ့ လုပ္ရပ္ 

ျဖစ္တယ္၊ ⑩ (နယ္ပယ)္ ခ်ဲ႕ သည္၊  
        ▶ 간이 크다 - (အ)ီ အသည္းႀကီးသည္၊- ဆုိလုိခ်က္- သတၱိေကာင္းသည္၊ 
        ▶ 손이 크다 -(ပု)ံ ☞ '손' 

 

1) 활용 : 커서, 크니 

2) 문법 : ① [ နာမ-္၁+이/가+(နာမ-္၂+에게) +크다] [နာမ-္၁-အရာဝတၳဳ၊ နာမ-္၂-

လူ ]       ②~ ⑩ နာမ-္၁+이/가 + 크다 

3) 의미 관련:  ဆန္႕က်င္ဘက-္ ☞ 작다. 
4) 참고 어휘:  (연어)담력/덩치/ 눈망울이- ☞'작다' 

 
 

유형 V : 미얀마어에서 <매우/ 몹시/ 더할나위 없이+ 형용사> 형태로 제
시하는 경우 

곱디곱다 : /곱띠곱따(ဂု(ိဘ္)တီဂို႔(ဘ္)တာ)/ (ႀကိ-ဂုဏ)္ ( အလြန ္ + ☞ 곱다) ① 

အလြန္လွပသည္၊ 곱디고운 얼굴-  ②အလြန္ႏူးညံ႕သည္၊ ③ အလြန္မႈန္႕ 

ညက္သည္၊ 지면은 온통 곱디고운 개흙으로 덮여 있었다-  

④ ေခ်ာမြတ္လြန္းသည္၊  
 

1) 실제 발음 : 곱디곱고 /곱띠곱꼬(ဂုိ႕(ဘ္)တီဂို႕(ဘ္)ကိုး)/ 

2) 활용 : 곱디고와,  곱디고우니 

3) 형태: [ဂုဏရ္ည္ျပႀကိယာ-၁(곱-) + 디  + ဂုဏ္ရည္ျပႀကိယာ-၁(곱-)] ☞ '곱다' 
4) 잘 쓰이는 표현 : 곱디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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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VI : 미얀마어로 풀어쓰기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능-하다(不-可能--) :/불가능하다(ဘူး(လ္)ႏြနး္ငွာဒါ)/ (ႀကိ-ဂုဏ)္ 

(အေျခ အေန၊အေၾကာင္း အရာ စသည)္ ျဖစ္ႏုိင္ေျခမရွိေသာ အေျခအေနျဖစ္သည္၊ 

10 분내에 학교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ဆယ္မိနစ္အတြင္း ေက်ာင္းကို ေရာက္ဘို႔ မျဖစ္ႏုငိ္ဘူး ထင္တယ္၊  

 
1) 활용 : 불가능해, 불가능하니 

2) 형태: [ အျငင္းေရွ႕ဆက{္불-( 不 -)} + နာမ(္가능)+ ေနာက္ဆက္ (-하다)] 

3) 문법 : [ နာမ+္ 이/가+ 불가능하다] နာမ-္ အေျခအေန၊တစ္စုံတစ္ရာ 

4) 의미 관련: (ဆန္႔က်င္ဘက-္ ☞가능하다) 
 
 

유형 VII(2) : 미얀마어로 [의태어+pyit thi]의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 
 

까칠까칠-하다: /까칠까칠하다(ကာခ်ီး(လ္)ကာခ်ီး(လ္)ဟာဒါ)/ (ႀကိ-ဂုဏ)္ 

ၾကမ္းၾကမ္း  ေထာ္ေထာ္ျဖစ္သည္၊ 나는 까칠끼찰한 풀밭에 누웠다- ငါဟာ 
ၾကမ္းၾကမ္းေထာ ္  ေထာ္ျဖစ္ေနတဲ့ ျမက္ခင္းမွာ လဲွလိုက္တယ္၊ 

 
1) 활용 : 까칠까칠해, 까칠까칠하니 

2) 형태: [ ပုစံံျပႀက-ိ၀ ိ(까칠까칠)+ -하다]- ☞ 까칠까칠 

3) 문법 : [နာမ ္+이/가+까칠까칠하다]  

4) 음운 관련 : (큰) 꺼칠꺼칠하다.  (여) 가칠가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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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형용사 표제어 목록 (ㄱㄴㄷ순)
[별표 ‘*’는 동음이의어가 있는 형용사]

가깝다(1344) 가지런하다(14) 감쪽같다(7) 거뜬하다(13) 건방지다(32)
가난하다(490) 가치롭다(2) 감탄스럽다(5) 거룩하다(100) 건실하다(27)
가냘프다(45) 가파르다(62) 갑갑하다(34) 거만스럽다(6) 건장하다(40)
가녀리다(11) 가혹하다(102) 갑작스럽다(171) 거만하다(29) 건재하다(11)
가느다랗다(61) 각박하다(44) 값비싸다(40) 거멓다(9) 건전하다(171)
가늘다(273) 각별하다(87) 값싸다(44) 거무뎅뎅하다(2) 건조하다(80)
가능하다(1777) 간결하다(65) 값지다(82) 거무스레하다(4) 건하다(2)*
가당찮다(10) 간고하다(2)* 강건하다(10)* 거무스름하다(9) 걸걸하다(7)*
가당하다(23) 간곡하다(31)* 강경하다(40)* 거무죽죽하다(5) 걸다(7)
가득차다(5) 간교하다(15) 강고하다(6) 거무칙칙하다(2) 걸맞다(132)
가득하다(205) 간단하다(557) 강녕하다(4) 거무튀튀하다(14) 걸직하다(3)
가뜬하다(2) 간데없다(2) 강대하다(5) 거무티티하다(2) 걸쭉하다(6)
가련하다(30) 간드러지다(13) 강력하다(555) 거뭇거뭇하다(11) 걸찍하다(5)
가렵다(50) 간략하다(53) 강렬하다(184)* 거북살스럽다(4) 걸출하다(15)
가로막히다(3) 간명하다(14) 강성하다(3) 거북스럽다(11) 검다(661)
가무잡잡하다(16) 간사하다(14)* 강인하다(54) 거북하다(57) 검붉다(31)
가물가물하다(10) 간소하다(17) 강직하다(14) 거분거분하다(2) 검소하다(42)
가물다(2) 간악하다(14) 강퍅하다(2) 거뿐하다(2) 검푸르다(24)
가뭇없다(2) 간절하다(142) 강하다(1338)* 거세다(179) 겅성드뭇하다(3)
가볍다(678) 간지다(2) 같다(18102) 거슴츠레하다(8) 게걸스럽다(13)
가분하다(2) 간지럽다(18) 같잖다(10) 거짓되다(16) 게슴츠레하다(3)
가뿐하다(15) 간특하다(2) 개운하다(42) 거창하다(95) 게슴치레하다(2)
가쁘다(137) 간편하다(50) 개웃하다(4) 거추장스럽다(25) 게으르다(91)
가상하다(15) 갈하다(6) 개탄스럽다(6) 거칠거칠하다(2) 격렬하다(181)
가소롭다(12) 감감하다(4)* 객적다(2) 거칠다(346) 격심하다(24)
가슬가슬하다(2) 감개무량하다(4) 객쩍다(3) 거침없다(13) 격하다(25)
가없다(16) 감격스럽다(29) 갸륵하다(22) 거푸수수하다(2) 견결하다(3)
가엽다(16) 감동스럽다(5) 갸름하다(17) 거하다(2) 견고하다(58)
가엾다(124) 감미롭다(58) 거나하다(20) 걱정스럽다(110) 견실하다(7)
가증스럽다(7) 감사하다(10) 거대하다(456) 건강하다(423)* 결곡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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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하다(15) 고루하다(13)* 곤하다(16) 과민하다(22) 굉장하다(74)
결연하다(18)* 고르다(115) 곤혹스럽다(64) 과분하다(20) 교교하다(2)*
겸손하다(93) 고리타분하다(17) 곧다(85)* 과중하다(28) 교만하다(14)
겸연쩍다(26) 고만고만하다(8) 곧이곧다(2) 과하다(21) 교묘하다(114)
겸허하다(56) 고만하다(6)* 골독하다(2) 관계없다(21) 교활하다(50)
겹다(52) 고맙다(635)* 골똘하다(8) 관대하다(51) 구구하다(14)*
경건하다(43)* 고매하다(28) 곰살궂다(7) 관활하다(16) 구깃구깃하다(2)
경망스럽다(5) 고명하다(4)* 곱다 (494)* 괄목하다(15) 구리다(13)
경멸스럽다(2) 고민스럽다(7) 곱다랗다(3) 괄하다(2) 구부정하다(7)
경미하다(19) 고분고분하다(11) 곱디곱다(2) 광대무변하다(4) 구불구불하다(10)
경박스럽다(4) 고상하다(67)* 곱상하다(5) 광대하다(26)* 구석지다(26)
경박하다(25) 고색창연하다(7) 공고하다(3)* 광막하다(11) 구성지다(17)
경사롭다(2) 고생스럽다(11) 공공연하다(56) 광명하다(2) 구수하다(53)
경사스럽다(9) 고소하다(24) 공교롭다(75) 광범위하다(161) 구순하다(2)
경솔하다(27) 고수하다(2) 공교하다(2) 광범하다(59) 구슬프다(25)
경악스럽다(2) 고슬고슬하다(2) 공명정대하다(6) 광포하다(10) 구저분하다(2)
경이롭다(20) 고약스럽다(2) 공손하다(40) 광폭하다(4) 구접스럽다(2)
경직되다(11) 고약하다(72) 공순하다(2) 광활하다(66) 구질구질하다(17)
경쾌하다(72) 고역스럽다(4) 공연하다(21)* 괘씸하다(35) 구차스럽다(16)
계면쩍다(15) 고요하다(177) 공정하다(147) 괜찮다(518) 구차하다(20)
고결하다(27) 고유하다(121)* 공평무사하다(2) 괜하다(40) 구태의연하다(24)
고고하다(21)* 고적하다(7) 공평하다(59) 괴괴하다(15)* 군색하다(3)
고귀하다(133) 고즈넉하다(15) 공허하다(114) 괴기스럽다(7) 굳건하다(9)
고급스럽다(40) 고지식하다(46) 과감하다(160)* 괴기하다(3)* 굳다(307)
고급하다(6) 고집스럽다(35) 과격하다(68) 괴롭다(285) 굳세다(29)
고깝다(8) 고통스럽다(213) 과년하다(3) 괴물스럽다(4) 굵다 (318)
고단하다(44)* 고풍스럽다(11) 과다하다(56)* 괴상망측하다(2) 굵다랗다(8)
고달프다(111) 고프다(169) 과대하다(9) 괴상스럽다(2) 굵직굵직하다(5)
고독하다(73) 곤고하다(7) 과도하다(83) 괴상하다(52)* 굵직하다(29)
고되다(79) 곤궁하다(13) 과람하다(2) 괴이쩍다(5) 굼뜨다(13)
고등하다(2) 곤란하다(213) 과묵하다(10) 괴이하다(13) 굽다(34)
고렇다(3) 곤욕스럽다(5) 과문하다(2) 괴팍하다(4) 궁금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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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상맞다(6) 그지없다(61) 기똥차다(4) 까무잡잡하다(38) 꼿꼿하다(25)
궁색스럽다(2) 극대화하다(3) 기름지다(48) 까슬까슬하다(2) 꽁하다(2)
궁색하다(31) 극렬하다(6) 기름하다(5) 까칠까칠하다(2) 꽃답다(18)
궁핍하다(32) 극명하다(43) 기막히다(100) 까칠하다(16) 꾀죄죄하다(24)
궁하다(24) 극빈하다(2) 기묘하다(81) 깍듯하다(10) 꾸덕꾸덕하다(2)
궂다(40) 극상하다(2) 기민하다(16) 깐깐하다(14) 꾸부정하다(8)
권태롭다(10) 극성맞다(3) 기발하다(75) 깔깔하다(6)* 꾸불꾸불하다(3)
귀염성스럽다(2) 극성스럽다(29) 기쁘다(415) 깔끔하다(91) 꾸준하다(62)
귀엽다(218) 극심하다(130) 기상천외하다(7) 깜깜하다(63) 꿋꿋하다(22)
귀중하다(129) 극악하다(7) 기세등등하다(5) 깜짝하다(11) 끄떡없다(9)
귀찮다(197) 극진하다(19) 기우뚱하다(2) 깜찍하다(13) 끄무레하다(2)
귀하다(307) 근면하다(9) 기운차다(11) 깡마르다(19) 끈끈하다(48)
균등하다(23) 근사하다(66) 기이하다(108) 깨끗하다(495) 끈덕지다(22)
균일하다(7) 근소하다(10) 기특하다(24) 꺼끌꺼끌하다(4) 끈적끈적하다(13)
그득하다(22) 근심스럽다(28) 긴가민가하다(5) 꺼림직하다(2) 끈적하다(5)
그러그러하다(3) 근엄하다(20) 긴급하다(18) 꺼림칙스럽다(2) 끈질기다(151)
그러잖다(4) 근지럽다(3) 긴밀하다(92) 꺼림칙하다(21) 끊임없다(123)
그러하다(1894) 근질근질하다(3) 긴박하다(42) 꺼멓다(10) 끔직하다(32)
그럴듯하다(100) 글썽글썽하다(9) 긴요하다(44) 꺼칠하다(10) 끔찍끔찍하다(2)
그럴싸하다(58) 글썽하다(13) 긴하다(13) 껄껄하다(3) 끔찍스럽다(8)
그렁그렁하다(9) 급격하다(143) 길다 (1944) 껄끄럽다(20) 끔찍하다(115)
그렇다(10910) 급급하다(74)* 길다랗다(34) 껄렁껄렁하다(2) 끝없다(147)
그렇잖다(38) 급박하다(37) 길둥글다(6) 껄렁하다(2) 나긋나긋하다(12)
그로테스크하다(10) 급속하다(74) 길쭉하다(24) 껌껌하다(5) 나란하다(6)
그르다(108) 급작스럽다(15) 길하다(24) 껑충하다(3) 나른하다(47)
그릇되다(9) 급하다(294) 깊다(1794) 께름칙하다(14) 나쁘다(992)*
그리웁다(2) 기괴하다(36) 깊디깊다(2) 꼬들꼬들하다(2) 나약하다(69)
그립다(253) 기구하다(21) 깊숙하다(31) 꼬부라지다(2) 나어리다(3)
그만그만하다(5) 기기묘묘하다(2) 까다롭다(139) 꼬부장하다(2) 나지막하다(57)
그만하다(7) 기껍다(3) 까딱없다(2) 꼬불꼬불하다(7) 나직하다(77)
그악스럽다(7) 기나길다(54) 까마득하다(56) 꼬장꼬장하다(6) 나태하다(15)
그윽하다(72) 기다랗다(72) 까맣다(198) 꼼꼼하다(66) 난감하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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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다(20) 냉랭하다(24) 노성하다(2) 느닷없다(20) 다소곳하다(19)
난만하다(3) 냉습하다(2) 노쇠하다(7) 느리다(182) 다수하다(2)
난삽하다(10) 냉엄하다(26) 노숙하다(5) 느릿느릿하다(7) 다습하다(12)
난잡하다(7) 냉정하다(130)* 노엽다(8) 느릿하다(6) 다시없다(9)
난처하다(101) 냉철하다(49) 노하다(2) 느슨하다(68) 다양하다(1216)*
난폭하다(33) 냉하다(3) 노회하다(3) 늘씬하다(37)* 다정다감하다(2)
난하다(2)* 냉혹하다(65) 노후하다(3) 늙수그레하다(6) 다정스럽다(21)
난해하다(61) 너그럽다(92) 녹록하다(3) 늠름하다(31)* 다정하다(89)
날래다(13) 너덜너덜하다(14) 놀놀하(2)* 능글능글하다(3) 다채롭다(59)
날렵하다(40) 너르다(31) 놀랍다(479) 능글맞다(12) 다행스럽다(105)
날쌔다(31) 너무하다(17) 농염하다(3) 능란하다(14)* 다행하다(51)
날씬하다(34) 너저분하다(15) 농후하다(17) 능수능란하다(4) 단단하다(167)
날카롭다(279) 너절하다(18) 높낮다(2) 능숙하다(52) 단란하다(12)
낡다(422) 넉넉하다(185) 높다 (2837) 능청맞다(3) 단명하다(5)*
남다르다(118) 넉살스럽다(2) 높다랗다(26) 능청스럽다(24) 단순하다(783)
남루하다(24) 널따랗다(27) 높직하다(3) 능통하다(23) 단아하다(21)
남부끄럽다(8) 널찍하다(39) 높푸르다(3) 능하다(29)단일하다(50)
남부럽다(14) 넓다 (1070) 누렇다(92) 늦다(872) 단정하다(74)*
남사스럽다(2) 넓다랗다(4) 누르다(8) 다감하다(12) 단조롭다(74)
남짓하다(9) 넓데데하다(2) 누르스름하다(7) 다급하다(124) 단촐하다(7)
납작하다(43) 넓적하다(11) 누르퉁퉁하다(2) 다기하다(2)* 단출하다(2)
낫다(424)* 넓죽하다(2) 누릿하다(3)* 다난하다(3) 단호하다(138)
낭랑하다(11)* 넓직하다(4) 누추하다(30) 다능하다(2) 달갑다(42)
낭자하다(9) 넙적하다(5) 눅눅하다(16) 다단하다(19) 달갑잖다(3)
낭패스럽다(9) 네모나다(37) 눅다(6) 다되다(2) 달다(182)
낮다(901) 네모지다(23) 눈꼴사납다(2) 다르다(3885) 달디달다(2)
낯간지럽다(3) 노곤하다(5) 눈물겹다(36) 다름없다(184) 달착지근하다(6)
낯뜨겁다(11) 노랗다(217) 눈부시다(190) 다변하다(2)* 달콤하다(66)
낯설다(461) 노련하다(32) 눈익다(2) 다복하다(4)* 달큼하다(2)
낯익다(92) 노르께하다(2) 느긋하다(80)* 다부지다(22) 담담하다(64)*
내밀하다(25) 노르스름하다(7) 느껍다(6) 다분하다(10) 담대하다(9)
냉담하다(44) 노릇하다(3) 느끼하다(7) 다사롭다(10) 담박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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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백하다(34) 던적스럽다(2) 되잖다(8) 들쑥날쑥하다(5) 또랑또랑하다(3)
답답하다(340) 덜되다(4) 될성부르다(2) 들쭉날쭉하다(5) 또렷하다(47)
당당하다(282) 덜떨어지다(5) 두껍다(177) 들척지근하다(2) 또박또박하다(2)
당돌하다(32) 덜하다(66) 두두룩하다(5) 듬성듬성하다(2) 똑같다(552)
당연스럽다(2) 덤덤하다(18) 두둑하다(16) 듬직하다(19) 똑똑하다(159)
당연하다(711)* 덥다(248) 두드러지다(204) 듯하다(4) 똑바르다(3)
당차다(25) 덥수룩하다(2) 두렵다(276)* 등등하다(14) 똘똘하다(5)
당하다(12) 덧없다(32) 두리두리하다(2) 등한하다(11) 똘방똘방하다(2)
당혹스럽다(29) 덩그렇다(22) 두리뭉실하다(3) 따갑다(119) 똥그랗다(8)
당황스럽다(23) 덩실하다(3) 두텁다(100) 따끈따끈하다(11) 똥똥하다(3)
대견스럽다(33) 데면데면하다(8) 두툼하다(59) 따끈하다(6) 뚜렷하다(446)
대견하다(46) 도도록하다(3) 둔감하다(19) 따끔따끔하다(4) 뚱뚱하다(48)
대길하다(4) 도도하다(26)* 둔중하다(8) 따끔하다(23) 뚱하다(4)
대꾼하다(3) 도드라지다(7) 둔탁하다(13) 따듯하다(3) 뛰어나다(390)
대단찮다(7) 도연하다(2)* 둔하다(43) 따땃하다(2) 뜨겁다(633)
대단하다(425) 도저하다(3) 둥굴다(4) 따뜻하다(468) 뜨끈뜨끈하다(5)
대담스럽다(2) 도탑다(5) 둥그렇다(46) 따분하다(26) 뜨끈하다(6)
대담하다(92) 도톰하다(6) 둥그스럼하다(3) 따사롭다(26) 뜨끔하다(20)
대동소이하다(5) 독살스럽다(4) 둥그스름하다(7) 따스하다(82) 뜨다(2)
대등하다(59) 독실하다(27) 둥글다(237) 따습다(7)       뜨뜻미지근하다(2)
대범하다(27) 독특하다(438) 둥글둥글하다(4) 따시다(3) 뜨뜻하다(15)
대수롭다(89) 독하다(83) 뒤늦다(238) 딱딱하다(165)* 뜨시다(5)
대수롭잖다(2) 돈독하다(18) 뒤숭숭하다(27) 딱하다(109) 뜨악하다(11)
대차다(3) 돌연하다(12) 드넓다(42) 딴딴하다(5) 뜸하다(44)
더덕더덕하다(2) 동그랗다(76) 드높다(46) 땅딸막하다(5) 뜻깊다(2)
더디다(56) 동그스름하다(3) 드물다(388) 땅딸하다(4) 띵하다(12)
더럽다(252) 동글납작하다(18) 드세다(24) 때늦다(23) 로맨틱하다(10)
더부룩하다(11) 동글동글하다(2) 득의만만하다(8) 때아니다(15) 리드미컬하다(8)
더없다(4) 동등하다(70) 득의양양하다(2) 떠들썩하다(90) 리버럴하다(2)
더하다(7) 동뜨다(4) 든든하다(70) 떨떠름하다(16) 리얼하다(7)
덕성스럽다(3) 동일하다(326) 듣그럽다(2) 떫다(13) 마땅하다(358)
덕스럽다(2) 되다(6) 들썩하다(2) 떳떳하다(110) 마뜩찮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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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뜩하다(2) 맛없다(12) 맹하다(2) 명석하다(16) 무감각하다(22)
마렵다(25) 맛있다(88) 머나멀다(30) 명실상부하다(22) 무감동하다(2)
마르다(35) 망극하다(3)* 머쓱하다(22) 명약관화하다(6) 무겁다(625)
마지못하다(73) 망막하(2)* 머지않다(55) 명예롭다(20) 무결하다(7)
막강하다(106) 망망하다(12)* 먹먹하다(4) 명예스럽다(2) 무고하다(10)*
막다르다(36) 망신스럽다(6) 먹음직스럽다(13) 명징하다(2) 무관심하다(80)
막대하다(189) 망연스럽다(3) 먹음직하다(2) 명철하다(3)* 무관하다(322)*
막돼먹다(2) 망연자실하다(2) 멀겋다(12) 명쾌하다(69) 무구하다(4)
막되다(4) 망연하다(13) 멀다(1449) 명확하다(173) 무궁광대하다(5)
막막하다(103) 망측스럽다(3) 멀뚱멀뚱하다(2) 모나다(6) 무궁무진하다(6)
막심하다(3) 망측하다(11) 멀뚱하다(7) 모던하다(5) 무궁하다(57)
막역하다(2) 맞춤하다(3) 멀쑥하다(6) 모색하다(6) 무근하다(2)
막연하다(223) 매끄럽다(63) 멀쩡하다(84) 모지다(3)* 무기력하다(66)
막중하다(53) 매끈매끈하다(3) 멈칫하다(6) 모질다(120) 무난하다(32)
만만찮다(17) 매끈하다(28) 멋들어지다(13) 모호하다(133) 무능력하다(16)
만만하다(186)* 매몰스럽다(2) 멋스럽다(8) 목마르다(62) 무능하다(42)
만면하다(5) 매몰차다(8) 멋쩍다(16) 몰상식하다(6) 무던하다(6)
만무하다(35) 매섭다(55) 멋지다(203) 몰염치하다(8) 무덤덤하다(15)
만연하다(3) 매스껍다(5) 멋쩍다(38) 몰인정하다(5) 무덥다(58)
만족스럽다(76) 매정스럽다(3) 멍멍하다(15) 몰지각하다(6) 무도하다(11)
많다(9058) 매정하다(19) 멍청스럽다(2) 못나다(114) 무디다(39)
말갛다(14) 매캐하다(16) 멍청하다(89) 못되다(90) 무뚝뚝하다(48)
말끔하다(35) 매콤하다(3) 멍하다(152) 못마땅하다(127) 무람없다(2)
말똥말똥하다(5) 맥맥하다(3) 메스껍다(13) 못생기다(40) 무량하다(4)
말쑥하다(24) 맥없다(2) 면구스럽다(8) 못지않다(170) 무력하다(91)
말짱하다(19) 맨숭맨숭하다(2) 면면하다(2) 못하다(294) 무례스럽다(3)
말큰말큰하다(4) 맵다(63) 면밀하다(36) 몽글다(4) 무례하다(51
맑다(603) 맵짜다(2) 명랑하다(61) 몽롱하다(56) 무료하다(41)
맑디맑다(4) 맵차다(2) 명료하다(87) 몽매하다(9) 무르다(12)*
맛갈스럽다(2) 맹랑하다(16) 명명백백하다(3) 묘연하다(19)* 무리하다(97)
맛깔스럽다(8) 맹렬하다(50) 명민하다(7) 묘하다(214) 무망하다(3)
맛나다(16) 맹숭맹숭하다(4) 명백하다(230) 무가치하다(14) 무모하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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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미건조하다(22) 무정하다(15) 뭉클하다(37) 민첩하다(29) 발그레하다(4)
무미하다(9)* 무지근하다(2) 뭉툭하다(13) 민활하다(2) 발그스름하다(3)
무방하다(63) 무지막지하다(18) 뭐하다(2) 믿음직스럽다(20) 발랄하다(41)
무변광대하다(7) 무지몽매하다(2) 뭣하다(13) 믿음직하다(4) 밝다(694)
무병하다(5) 무지무지하다(9) 미개하다(10) 밀접하다(176) 방대하다(83)
무분별하다(83) 무지스럽다(4) 미끄럽다(39) 밀집하다(2) 방만하다(19)
무사안일하다(2) 무지하다(63)* 미끈미끈하다(7) 밉다(225) 방불하다(41)
무사하다(48)* 무직하다(2)* 미끈하다(18) 밉살스럽다(6) 방자스럽다(3)
무상하다(26)* 무진장하다(2) 미끌미끌하다(2) 밉쌀스럽다(2) 방자하다(11)
무색하다(43)* 무질서하다(25) 미덥다(29) 밋밋하다(20) 방정맞다(9)
무섭다(937) 무참하다(17)* 미려하다(4) 밍밍하다(8) 방정하다(3)
무성의하다(21) 무책임하다(84) 미련스럽다(7) 바람직스럽다(24) 방종하다(5)
무성하다(125) 무탈하다(2) 미련하다(36)* 바람직하다(594) 방탕하다(11)
무수하다(120) 무표정하다(28) 미묘하다(118)* 바르다(396)* 배고프다(35)
무시무시하다(42) 무한정하다(6) 미미하다(60)* 바보스럽다(24) 배다(5)
무식하다(66) 무한하다(166) 미비하다(16) 바쁘다(720) 배부르다(21)
무신경하다(9) 무해하다(8) 미성숙하다(4) 바삭바삭하다(3) 배은망덕하다(6)
무실하다(3) 무효하다(2) 미세하다(46) 바지런하다(3) 버겁다(32)
무심하다(89) 묵묵하다(6) 미숙하다(57) 박복하다(2) 버릇없다(7)
무쌍하다(5) 묵중하다(2) 미심스럽다(2) 박식하다(6) 버젓하다(11)
무안스럽다(2) 묵직하다(48) 미심쩍다(25) 박약하다(13) 벅차다(102)
무안하다(36) 문란하다(29) 미안스럽다(2) 박진하다(2) 번거롭다(73)
무엄하다(10) 문명하다(3) 미안하다(449) 박하다(6) 번드레하다(2)
무엇하다(14) 물렁물렁하다(6) 미약하다(55) 반갑다(410) 번드르르하다(2)
무연하다(4)* 물샘틈없다(3) 미적지근하다(5) 반들반들하다(9) 번들번들하다(3)
무용하다(4) 물설다(3) 미지근하다(19) 반듯반듯하다(4) 번듯하다(24)
무원칙하다(7) 물씬물씬하다(2) 미진하다(20) 반듯하다(53) 번번하다(3)
무의미하다(167) 물씬하다(8) 미천하다(10) 반반하다(15)* 번성하다(4)
무익하다(6) 묽다(32) 미흡하다(112) 반지르르하다(2) 번잡하다(34)
무자각하다(3) 뭉근하다(2) 민감하다(179) 반하다(4) 번지르르하다(7)
무자비하다(54) 뭉뚝하다(5) 민망스럽다(21) 발갛다(21) 번질번질하다(5)
무절제하다(16) 뭉실하다(2) 민망하다(77) 발그대대하다(2) 번쩍번쩍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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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하다(3) 복욱하다(2) 부옇다(17) 불공정하다(22) 불완전하다(95)
번하다(5) 복잡다단하다(2) 부유스름하다(2) 불공평하다(19) 불요불급하다(3)
번화하다(14) 복잡하다(609) 부유하다(69)* 불과하다(929) 불우하다(33)
벌겋다(93) 복잡화하다(2) 부자연스럽다(43) 불구하다(40) 불운하다(5)
범박하다(2) 볼록하다(16) 부자유스럽다(8) 불규칙하다(35) 불유쾌하다(9)
범상하다(8) 볼메다(4) 부자유하다(6) 불균등하다(8) 불의하다(3)
범속하다(8) 볼썽사납다(6) 부적절하다(18) 불균형하다(7) 불이익하다(4)
범연하다(3) 볼품없다(13) 부적합하다(20) 불그레하다(16) 불일치하다(2)
벙벙하다(36)* 봉긋하다(6) 부정하다(13) 불그스레하다(9) 불철저하다(5)
변덕스럽다(19) 부강하다(17) 부정확하다(20) 불그죽죽하다(5) 불초하다(3)
변변찮다(4) 부귀하다(3) 부조리하다(18) 불급하다(5) 불충분하다(34)
변변하다(35) 부끄럽다(397) 부족하다(618) 불길하다(136) 불측하다(2)
변화무쌍하다(13) 부단하다(16) 부지런하다(97) 불량스럽다(5) 불친절하다(10)
변화스럽다(2) 부담스럽다(70) 부진하다(58) 불량하다(17) 불콰하다(2)
별나다(44) 부당하다(219) 부질없다(48) 불룩하다(22) 불쾌스럽다(2)
별다르다(249) 부덕하다(3) 분망하다(2) 불리하다(174) 불쾌하다(134)
별스럽다(10) 부도덕하다(45) 분명하다(1100) 불만스럽다(33) 불투명하다(108)
별쭝나다(2) 부동하다(4) 분방하다(9) 불만족스럽다(4) 불편스럽다(5)
별쭝맞다(3) 부드럽다(506) 분분하다(42)* 불명예스럽다(6) 불편하다(303)*
별하다(3) 부득이하다(16) 분주하다(63) 불명하다(2) 불평등하다(77)
병신스럽다(2) 부럽다(219) 분하다(96) 불명확하다(11) 불필요하다(127)
병약하다(10) 부루퉁하다(2) 불가결하다(53) 불미스럽다(8) 불합리하다(63)
보드랍다(32) 부르다(40) 불가능하다(633) 불법하다(5) 불행스럽다(2)
보람스럽다(2) 부리부리하다(3) 불가분하다(2) 불분명하다(48) 불행하다(310)
보람차다(7) 부산스럽다(6) 불가사의하다(42) 불성실하다(14) 불현듯하다(2)
보배롭다(2) 부산하다(40) 불가피하다(421) 불손하다(20) 불화하다(4)
보송보송하다(5) 부석부석하다(2) 불가하다(8) 불순하다(30) 불확실하다(73)
보얗다(14) 부수수하다(3) 불가해하다(2) 불쌍하다(231) 불효막심하다(5)
보잘것없다(59) 부스스하다(5) 불건강하다(3) 불안스럽다(23) 붉다(478)*
복되다(16) 부시다(49) 불건전하다(4) 불안정하다(80) 붉디붉다(4)
복성스럽다(2) 부시시하다(3) 불결하다(33) 불안하다(389) 비감하다(4)
복스럽다(3) 부실하다(72) 불경스럽다(9) 불온하다(9)* 비겁하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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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굴하다(47) 비통스럽다(4) 뻥하다(2) 살벌하다(54) 생생하다(187)
비근하다(8) 비통하다(21) 뼈아프다(38) 살지다(9) 생소하다(84)
비대하다(38) 빈곤하다(28) 뼈저리다(19) 살풍경하다(3) 서글서글하다(6)
비등하다(6) 빈궁하다(2) 뽀로통하다(4) 삼삼하다(4)* 서글프다(96)
비뚜름하다(2) 빈번하다(71) 뽀송뽀송하다(2) 삼엄하다(24) 서늘하다(108)
비뚤비뚤하다(2) 빈약하다(81) 뽀얗다(41) 상관없다(8) 서럽다9105)
비루하다(5) 빈한하다(13) 뾰로통하다(12) 상냥스럽다(10) 서름하다(2)
비리다(6) 빔늦다(15) 뾰족하다(84) 상냥하다(40) 서먹서먹하다(12)
비리비리하다(3) 빠끔하다(2) 뾰죽뾰죽하다(2) 상당하다(436) 서먹하다(20)
비릿하다(16) 빠듯하다(21) 뾰죽하다(2) 상서롭다(33) 서슴없다(2)
비만하다(4) 빠르다(1005) 뿌듯하다(55) 상세하다(65) 서운하다(99)
비밀스럽다(23) 빠삭하다(4)* 뿌옇다(68) 상스럽다(16) 서투르다(84)
비범하다(18) 빡빡하다(12) 삐딱하다(16) 상이하다(88) 서툴다(80)
비상하다(67)* 빤빤하다(2)* 삐뚜름하다(3) 상쾌하다(88) 석연찮다(3)
비속하다(3) 빤하다(12) 삐죽하다(2) 상큼하다(26)* 석연하다(34)
비스듬하다(11) 빨갛다(340) 사근사근하다(4) 새까맣다(104) 선득선득하다(2)
비슷비슷하다(17) 빳빳하다(18) 사납다(167) 새되다(3) 선득하다(2)
비슷하다(1044)* 빵빵하다(4) 사랑스럽다(56) 새롭다(3741) 선뜩선뜩하다(2)
비싸다(405) 빼곡하다(4) 사사롭다(34) 새말갛다(2) 선뜩하다(5)
비애스럽다(2) 빼어나다(55) 사소하다(153) 새빨갛다(33) 선뜻하다(10)*
비열하다(27) 빽빽하다(38) 사악하다(19) 새삼스럽다(166) 선량하다(55)
비옥하다(14) 뻐근하다(19) 사이좋다(10) 새청맞다(2) 선명하다(156)
비일비재하다(6) 뻑뻑하다(9) 사치스럽다(39) 새침하다(11) 선선하다(19)*
비장스럽다(4) 뻑적지근하다(2) 사특하다(3) 새카맣다(17) 선연하다(16)*
비장하다(59)* 뻔뻔스럽다(35) 삭막하다(57) 새콤하다(4) 선하다(113)*
비정스럽다(6) 뻔뻔하다(10)* 산뜻하다(45) 새파랗다(67) 섣부르다(20)
비정하다(26) 뻔질나다(3) 산란하다(10) 새하얗다(44) 설다(18)
비좁다(86) 뻔하다(198)* 산만하다(41) 색스럽다(4) 설마하다(5)
비참하다(121) 뻗세다(3) 산적하다(19) 샛노랗다(10) 설멍하다(2)
비창하다(5) 뻘겋다(32) 살갑다(9) 생경스럽다(3) 설핏하다(2)
비천하다(8)* 뻣뻣하다(3) 살기등등하다(3) 생경하다(27) 섧다(7)
비탈지다(33) 뻣뻣하다(33) 살뜰하다(6) 생급스럽다(2) 섬뜩하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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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뜻하다(2) 소도록하다(2) 송구스럽다(19) 순수하다(429) 시끌시끌하다(7)
섬세하다(157) 소란스럽다(29) 송구하다(7) 순전하다(20) 시니컬하다(2)
섬약하다(2) 소란하다(31) 송연하다(4) 순정하다(13)* 시다(33)*
섬쩍지근하다(4) 소략하다(5) 쇄락하다(2) 순조롭다(83) 시답다(2)
섬찍하다(3) 소망스럽다(6) 쇠약하다(32) 순진무구하다(6) 시답잖다(3)
섬찟하다(6) 소박하다(217) 쇠잔하다(12) 순진스럽다(2) 시덥잖다(3)
섭섭하다(156)* 소복하다(3) 쇼킹하다(4) 순진하다(146) 시들하다(36)
섭하다(3) 소삽하다(2)* 수고롭다(2) 순탄하다(26) 시뜻하다(5)
성가시다(38) 소상하다(15)* 수고스럽다(3) 순하다(72) 시리다(57)
성글다(7) 소소하다(6)* 수굿하다(10) 숨가쁘다(21) 시무룩하다(32)
성급하다(107) 소쇄하다(3) 수다스럽다(18) 숨김없다(4) 시뻘겋다(46)
성기다(17) 소슬하다(10) 수더분하다(5) 숨차다(8) 시시껄렁하다(2)
성대하다(28) 소심하다(33) 수두룩하다(27) 숫되다(5) 시시콜콜하다(6)
성마르다(2) 소연하다(2)* 수려하다(20) 숭고하다(42)* 시시하다(37)
성부르다(2) 소용없다(49) 수많다(670) 숭굴숭굴하다(2) 시원스럽다(33)
성성하다(11) 소원하다(12) 수부룩하다(2) 숭숭하다(2)* 시원시원하다(12)
성숙하다(4) 소이하다(4) 수북하다(18) 숭엄하다(2) 시원찮다(16)
성스럽다(52) 소장하다(2) 수상스럽다(4) 숱하다(141) 시원하다(313)
성실하다(165) 소중스럽다(5) 수상쩍다(37) 쉽다(2541) 시의적절하다(6)
성하다(137)* 소중하다(367) 수상하다(81) 스마트하다(3) 시장하다(11)
세다(193) 소탈하다(25) 수선스럽다(2) 스산하다(25)      시커머티티하다(2)
세련되다(129) 소홀하다(80) 수수롭다(2) 스스럼없다(8) 시커멓다(111)
세모나다(4) 속담스럽다(3) 수수하다(23)* 슬기롭다(69) 시큰둥하다(25)
세모지다(2) 속되다(30) 수없다(20) 슬프다(454) 시큰하다(22)
세밀하다(59) 속상하다(26) 수월찮다(2) 습하다(22) 시큼하다(5)
세세하다(18) 속시원하다(3) 수월하다(74) 승하다(2) 시퍼렇다(58)
세심하다(94) 속없다(2) 수줍다(50) 시건방지다(7) 식다(2)
세차다(116) 속절없다(6) 수척하다(15) 시금털털하다(2) 신기롭다(3)
섹시하다(45) 손쉽다(154) 수치스럽다(25) 시급하다(188) 신기스럽다(2)
센티멘털하다(2) 솔깃하다(21) 숙연하다(30) 시꺼멓다(35) 신기하다(280)*
소담스럽다(5) 솔직하다(310) 순결하다(70) 시끄럽다(171) 신랄하다(32)
소담하다(5)* 솔찮다(4) 순박하다(71) 시끌벅적하다(12) 신령스럽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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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하다(83) 심오하다(40) 씁쓸하다(65) 아카데믹하다(2) 암팡지다(9)
신명하다(2) 심원하다(2)* 씩씩하다(76) 아프다(1237) 암흑하다(2)
신묘하다(4) 심장하다(6) 아금받다(2) 악독하다(2) 앙바틈하다(5)
신비롭다(48) 심하다(1186) 아기자기하다(18) 악랄하다(18) 앙상하다(53)
신비스럽다(45) 싯누렇다(8) 아깝다(183) 악착같다(5) 앙증맞다(8)
신비하다(81) 싱겁다(63) 아늑하다(53) 악착스럽다(7) 앙증스럽다(5)
신산스럽다(3) 싱그럽다(49) 아니꼽다(30) 악하다(50) 앙징스럽다(5)
신선하다(240) 싱숭생숭하다(4) 아니다(6) 안녕하다(108) 앙칼스럽다(10)
신성하다(123) 싱싱하다(138) 아담하다(42) 안되다(244) 앙칼지다(16)
신속하다(101)* 싶다(426) 아둔하다(6)* 안락하다(44) 앙큼하다(5)
신중하다(133) 싸늘하다(92) 아득아득하다(2) 안스럽다(14) 애교스럽다(9)
신통찮다(3) 싸다(288)* 아득하다(177) 안쓰럽다(39) 애꿎다(32)
신통하다(95) 싸하다(7) 아뜩하다(21) 안온하다(11) 애달프다(9)
신푸녕스럽다(2) 싹싹하다(12) 아랑곳없다(4) 안이하다(53) 애닯다(7)
신효하다(2) 쌀쌀맞다(8) 아련하다(35) 안일하다(35) 애련하다(2)*
실답다(6) 쌀쌀하다(42) 아름답다(1635) 안전하다(184) 애매모호하다(20)
실망스럽다(26) 쌉쌀하다(5) 아리다(34) 안정하다(2) 애매하다(118)*
실없다(19) 쌍글하다(3) 아리땁다(15) 안존하다(2) 애석하다(42)*
실쭉하다(2) 쌍스럽다(4) 아리송하다(22) 안좋다(2) 애잔하다(14)
실하다(19) 써늘하다(10) 아릿아릿하다(2) 안타깝다(421) 애절하다(37)*
싫다(948) 썰렁하다(73) 아릿하다(10)* 않다(11) 애지중지하다(4)
심각하다(832) 쏠쏠하다(7) 아무러하다(5) 알딸딸하다(3) 애처롭다(45)
심난하다(7) 쑥스럽다(96) 아무렇다(442) 알뜰하다(25) 애통하다(12)
심대하다(7)* 쑬쑬하다(2) 아쉽다(275) 알량하다(12) 애틋하다(58)
심드렁하다(24) 쓰다(73) 아스라하다(8) 알록달록하다(3) 앳되다(26)
심란하다(8) 쓰디쓰다(22) 아슬아슬하다(52) 알맞다(342) 야단스럽다(10)
심상찮다(26) 쓰라리다(78) 아슴푸레하다(2) 알싸하다(4) 야들야들하다(2)
심상하다(95) 쓰리다(54) 아연하다(21)* 알쏭달쏭하다(7) 야릇하다(56)
심술궂다(19) 쓸데없다(103) 아이러니하다(2) 알알하다(2) 야멸차다(4)
심심찮다(14) 쓸모없다(18) 아이로니컬하다(2) 알차다(47) 야무지다(53)
심심하다(149)* 쓸쓸하다(238) 아찔아찔하다(3) 암담하다(47) 야물다(2)
심약하다(10) 씁쓰레하다(5) 아찔하다(54) 암울하다(40) 야박하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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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비하다(19) 어둠침침하다(14) 어줍다(3) 엄청나다(827) 연로하다(9)
야속하다(46) 어둠컴컴하다(2) 어줍잖다(11) 엄하다(61) 연만하다(3)
야심만만하다(6) 어둡다(704) 어중간하다(12) 엄혹하다(7) 연면하다(2)
야심하다(3)* 어드렇다(2) 어지간하다(30) 없다(37412) 연약하다(63)
야트막하다(24) 어떠어떠하다(7) 어지럽다(219) 없잖다(3) 연하다(53)
야하다(40) 어떠하다(830) 어질다(54) 엇비슷하다(26) 열등하다(75)
약다(12) 어떡하다(3) 어질어질하다(7) 엉거주춤하다(6) 열띠다(37)
약빠르다(2) 어떻다(5368) 어쩌다(3) 엉뚱스럽다(4) 열렬하다(60)
약삭빠르다(19) 어뜩하다(2)* 어쭙지않다(2) 엉뚱하다(352) 열성스럽다(2)
약소하다(7)* 어렴풋하다(24) 어찌되다(3) 엉성하다(62) 열세하다(5)
약여하다(4) 어렵다(3314) 어찌하다(2) 엉큼스럽다(2) 열심스럽다(2)
약하다(521) 어룽어룽하다(2) 어찔어찔하다(2) 엉큼하다(12) 열악하다(88)
얄궂다(13) 어른스럽다(29) 어처구니없다(7) 에로틱하다(11) 열없다(6)
얄밉다(36) 어리다(1666)* 억세다(86) 엔간하다(6) 열적다(3)
얄팍하다(37) 어리둥절하다(109) 억울하다(249) 여간하다(36) 엷다(103)
얇다(148) 어리벙벙하다(8) 억지스럽다(6) 여리다(54) 염려스럽다(16)
얌전하다(71) 어리뻥뻥하다(2) 억척스럽다(17) 여물다(7) 염색하다(2)
얍삽하다(2) 어리석다(237) 언짢다(58) 여북하다(9) 염하다(2)
양순하다(2) 어리숙하다(16) 얼근하다(11) 여성스럽다(5) 영검하다(3)
양양하다(6)* 어림없다(24) 얼떨떨하다(34) 여실하다(8) 영광스럽다(17)
양지바르다(22) 어마어마하다(75) 얼룩덜룩하다(3) 여유롭다(24) 영구불변하다(2)
양호하다(22) 어색스럽다(4) 얼얼하다(15) 여유만만하다(10) 영락없다(11)
얕다(75) 어색하다(241) 얼큰하다(8) 여의하다(34) 영롱하다(32)
어긋맞다(6) 어설프다(74) 얼키설키하다(2) 여전하다(73) 영리하다(37)
어기차다(2) 어수룩하다(12) 얼토당토않다(15) 여지없다(2) 영민하다(8)
어눌하다(23) 어수선하다(83) 엄격하다(282) 여차여차하다(4) 영세하다(27)*
어두침침하다(5) 어스름하다(2) 엄밀하다(74) 여차하다(4) 영악스럽다(7)
어두컴컴하다(36) 어슴푸레하다(12) 엄숙하다(99) 여하하다(8) 영악하다(33)*
어둑시근하다(2) 어여쁘다(28) 엄엄하다(3)* 역겹다(81) 영예롭다(6)
어둑신하다(9) 어엿하다(22) 엄연하다(72)* 역력하다(68) 영원하다(278)
어둑어둑하다(27) 어이없다(65) 엄정하다(48)* 역연하다(5)* 영특하다(8)*
어둑하다(14) 어정쩡하다(31) 엄중하다(36) 역하다(13) 영험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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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롭다(6) 온화하다(44)* 외다(2) 우미하다(3)* 원대하다(14)
옅다(32) 올곧다(17) 외람되다(6) 우선하다(2) 원만하다(71)
예리하다(75) 올록볼록하다(3) 외롭다(295) 우세하다(87) 원망스럽다(63)
예민하다(122)* 올망졸망하다(6) 외설스럽다(2) 우수하다(169)* 원숙하다(20)
예쁘다(597) 올바르다(375) 외지다(19) 우숩다(3) 원통하다(42)*
예쁘장하다(7) 옳다(766) 요긴하다(23) 우스꽝스럽다(88) 원활하다(85)
예사롭다(85) 옳잖다(3) 요란스럽다(39) 우습다(262) 월등하다(15)
예스럽다(2) 옴팍하다(2) 요란하다(186)* 우심하다(2) 웬간하다(2)
오달지다(2) 옹골지다(3) 요렇다(15) 우아하다(76) 웬만하다(135)
오동통하다(2) 옹골차다(4) 요만하다(5) 우악스럽다(7) 위급하다(17)
오똑하다(12) 옹글다(3) 요망스럽다(3) 우연찮다(12) 위대하다(382)
오뚝하다(2) 옹기종기하다(3) 요사스럽다(5) 우연하다(110)* 위독하다(13)
오래다(179) 옹색하다(21) 요상하다(5) 우울하다(169) 위법하다(17)
오래되다(10) 옹졸스럽다(2) 요염하다(16) 우월하다(46) 위중하다(3)*
오련하다(2) 옹졸하다(16) 요원하다(28) 우유부단하다(27) 위태롭다(92)
오만불손하다(3) 왁살스럽다(2) 용감하다(87) 우중충하다(27) 위태위태하다(8)
오만하다(51) 왁자지껄하다(18) 용맹스럽다(4) 우직스럽다(2) 위태하다(6)
오목하다(11) 왁자하다(8) 용맹하다(8) 우직하다(11) 위풍당당하다(6)
오묘하다(45) 완강하다(71)* 용의주도하다(3) 우쭈렁하다(3) 위험스럽다(20)
오밀조밀하다(10) 완고하다(24)* 용이하다(85) 우쭐하다(14) 위험하다(317)
오붓하다(12) 완곡하다(9)* 용하다(68)* 울긋불긋하다(16) 유감되다(4)
오싹하다(17) 완만하다(35)* 우둔하다(13) 울분하다(2) 유감스럽다(63)
오종종하다(3) 완미하다(3)* 우뚝하다(21) 울울하다(4) 유관하다(3)*
오죽하다(36) 완벽스럽다(3) 우락부락하다(4) 울적하다(24) 유구하다(41)
오지다(5) 완벽하다(321) 우람스럽다(4) 울창하다(48) 유난스럽다(9)
온건하다(25)* 완숙하다(7)* 우람하다(35)* 울퉁불퉁하다(23) 유난하다(7)
온난하다(3) 완연하다(42)* 우량하다(2)* 움푹하다(9) 유능하다(72)
온당하다(41) 완전무결하다(6) 우렁우렁하다(7) 웅건하다(3) 유다르다(5)
온순하다(23)* 완전하다(341)* 우렁차다(48) 웅대하다(9) 유독하다(6)*
온아하다(2) 왕성하다(121) 우려스럽다(2) 웅숭깊다(6) 유들유들하다(3)
온유하다(5) 왕청되다(2) 우매하다(8) 웅장하다(54) 유려하다(15)
온전하다(83) 왜소하다(53) 우묵하다(13) 웅혼하다(3) 유력하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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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201)* 윤택하다(25) 의미심장하다(40) 일매지다(2) 자자하다(11)*
유망하다(11)* 융숭하다(5) 의심스럽다(104) 일목요연하다(19) 자잘하다(20)
유명무실하다(22) 으리으리하다(14) 의심쩍다(4) 일사분란하다(3) 자질구레하다(26)
유명짜하다(2) 으스름하다(5) 의아스럽다(13) 일사불란하다(17) 작다(2419)*
유명하다(618)* 으스스하다(20) 의아하다(93) 일없다(2)* 작달막하다(11)
유별나다(63) 으슥하다(25)* 의연하다(30)* 일정하다(622) 작작하다(3)*
유별하다(4) 으시시하다(3) 의젓하다(61) 일천하다(6) 잔망스럽다(3)
유복하다(9)* 으쓱하다(3) 이러이러하다(22) 입바르다(3) 잔악하다(2)
유사하다(231)* 은근하다(66) 이러저러하다(41) 있다 (66523) 잔악하다(4)
유수하다(16) 은밀스럽다(6) 이러하다(5147) 자그마하다(62) 잔인스럽다(2)
유순하다(19) 은밀하다(96) 이렇다(5140) 자그맣다(12) 잔인하다(116)
유식하다(29) 은은하다(71)* 이롭다(62) 자디잘다(4) 잔잔하다(125)*
유야무야되다(3) 을씨년스럽다(27) 이르다(210) 자랑스럽다(278) 잔학하다(4)
유약하다(6)* 을씨년하다(3) 이만저만하다(2) 자명하다(87) 잔혹하다(39)
유연하다(74)* 음란하다(7) 이만하다(16) 자발머리없다(2) 잘나다(130)
유용하다(53) 음산하다(28) 이물스럽다(2) 자별하다(2) 잘다 (78)
유유하다(3)* 음습하다(14) 이쁘다(49) 자비롭다(15) 잘다랗다(2)
유의미하다(3) 음울하다(33) 이상스럽다(43) 자비스럽다(2) 잘록하다(14)
유익하다(92) 음전하다(3) 이상야릇하다(7) 자상하다(47) 잘룩하다(5)
유일무이하다(3) 음침하다(19) 이상하다(1069) 자세하다(165) 잘생기다(38)
유일하다(515)* 음탕하다(18) 이슥하다(30) 자신만만하다(43) 잠잠하다(55)
유장하다(11) 음험하다(19) 이악스럽다(2) 자신있다(3) 잡다하다(38)
유창하다(24) 음황하다(2) 이채롭다(16) 자애롭다(9) 잡스럽다(3)
유치찬란하다(2) 음흉스럽다(3) 익다(83) 자연스럽다(589) 장구하다(13)
유치하다(59) 음흉하다(39) 익살맞다(6) 자옥하다(3) 장난스럽다(38)
유쾌스럽다(2) 의기소침하다(10) 익살스럽다(23) 자우룩하다(2) 장대하다(15)*
유쾌하다(112) 의기양양하다(32) 익숙하다(329) 자욱하다(49) 장려하다(2)
유하다(2)* 의논성스럽다(3) 인간스럽다(2) 자유롭다(809) 장렬하다(6)
유한하다(9)* 의롭다(19) 인색하다(70) 자유분방하다(19) 장엄하다(51)
유해하다(24) 의문스럽다(13) 인자스럽다(3) 자유스럽다(45) 장중하다(21)
유효하다(72) 의뭉스럽다(5) 인자하다(22) 자유자재롭다(2) 장쾌하다(6)
육중하다(25) 의뭉하다(3) 인정스럽다(3) 자자분하다(2) 장하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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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하다(47) 적절하다(488) 정연하다(40)* 조화롭다(38) 중씰하다(3)
잦다(157) 적정하다(26)* 정예하다(2) 족하다(49) 중요하다(2854)
재다(11) 적중하다(2) 정의롭다(19) 존경스럽다(8) 중차대하다(5)
재미스럽다(3) 적합하다(197) 정정당당하다(9) 존귀하다(21) 중하다(25)
재미없다(48) 적확하다(5) 정정하다(13)* 존엄하다(8) 중후하다(14)
재미있다(682) 전능하다(13) 정중하다(58) 졸렬하다(11) 즐겁다(612)
재밌다(14) 전무하다(33) 정직하다(141)* 졸속하다(2) 즐비하다(61)
재빠르다(59) 전무후무하다(6) 정치하다(2) 좀스럽다(6) 즐펀하다(3)
재수없다(3) 전지전능하다(6) 정통하다(14) 좁다(515) 증오스럽다(3)
잽싸다(40) 절망스럽다(6) 정하다(10)* 좁다랗다(21) 지각없다(2)
쟁쟁하다(22)* 절묘하다(44) 정확하다(751)* 좁디좁다(2) 지겹다(106)
저급하다(25) 절박하다(130) 조고맣다(2) 좁직하다(2) 지고하다(3)
저러하다(11) 절실하다(233) 조그마하다(134) 종용하다(5) 지극하다(47)
저렇다(312) 절절하다(24)* 조그만하다(7) 좋다(7779) 지긋지긋하다(46)
저렴하다(37) 절친하다(23) 조그맣다(367) 죄만스럽다(3) 지긋하다(21)
저리다(50) 절통하다(2) 조그맣하다(14) 죄송스럽다(16) 지나치다(633)
저명하다(27)* 젊다(1540) 조급하다(79)* 죄송하다(159) 지난하다(13)
저속하다(22) 젊디젊다(3) 조렇다(3) 죄스럽다(23) 지당하다(16)
저열하다(9) 젊잖다(2) 조마조마하다(26) 주도면밀하다(4) 지대하다(38)
저조하다(34) 점잖다(194) 조밀하다(5) 주도하다(6) 지독하다(160)
저주스럽다(5) 점직하다(2) 조붓하다(3) 주렁주렁하다(4) 지루하다(176)*
저질스럽다(2) 정갈하다(28) 조속하다(37) 주요하다(123) 지리멸렬하다(9)
적나라하다(58) 정겨웁다(2) 조숙하다(10) 주접스럽다(2) 지리하다(28)
적다(1197) 정결하다(27)* 조신하다(6) 주제넘다(4) 지성스럽다(3)
적당하다(242) 정겹다(28) 조심스럽다(246) 주체스럽다(2) 지순하다(5)*
적막하다(34) 정교하다(84) 조심하다(2) 죽다(3) 지엄하다(2)
적법하다(31) 정답다(88) 조악하다(23)* 준수하다(6) 지저분하다(82)
적실하다(3)* 정당하다(238)* 조야하다(9) 준엄하다(33) 지지부진하다(16)
적연하다(2) 정밀하다(56)* 조용하다(348) 준열하다(8) 지질하다(4)*
적의하다(4)* 정성스럽다(53) 조잡스럽다(4) 줄기차다(53) 지혜롭다(48)
적잖다(42) 정숙하다(24)* 조잡하다(19)* 중대하다(197) 직수굿하다(3)
적적하다(9)* 정신없다(4) 조촐하다(26) 중뿔나다(2) 진귀하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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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하다(6) 짠하다(3) 차갑다(318) 척척하다(6)* 청청하다(5)*
진득진득하다(5) 짤막짤막하다(2) 차근차근하다(3) 척하다(3) 청초하다(13)
진득하다(12) 짤막하다(70) 차다(185)* 천덕스럽다(2) 초라하다(157)
진배없다(9) 짧다(845) 차디차다(26) 천만다행하다(2) 초롱초롱하다(10)
진부하다(63) 짧디짧다(2) 차분하다(123) 천박스럽다(3) 초연하다(14)*
진솔하다(50) 짭짤하다(21) 차지다(2) 천박하다(68)* 초조롭다(3)
진실하다(95) 짱짱하다(3) 착실하다(43) 천부당만부당하다(2) 초조하다(159)
진정하다(560) 째째하다(7) 착잡하다(74) 천연덕스럽다(20) 초초하다(2)*
진중하다(16)* 쨍쨍하다(2) 착하다(356) 천연스럽다(12) 초췌하다(33)
진지하다(361) 쨍하다(2) 찬란하다(120) 천진난만하다(16) 촉박하다(16)
진진하다(8) 쩌렁쩌렁하다(2) 찬연하다(4)* 천진스럽다(7) 촉촉하다(23)*
진하다(156) 쩌릿하다(2) 찬찬하다(6)* 천진하다(19) 촌스럽다(46)
질기다(74) 쩨쩨하다(5) 찰지다(2) 천착하다(4) 촘촘하다(14)
질다(9) 쪼글쪼글하다(4) 참담스럽다(2) 천하다(61) 총명하다(31)
질박하다(11)* 쪼끄맣다(2) 참담하다(73) 철두철미하다(6) 총총하다(13)*
질서정연하다(17) 쫀쫀하다(3) 참답다(131) 철면피하다(2) 추근추근하다(2)
질탕하다(4) 쫄깃쫄깃하다(4) 참되다(183) 철없다(38) 추상같다(2)
질퍽하다(10) 쬐그맣다(9) 참람하다(3) 철저하다(456) 추악하다(59)*
질펀하다(18) 쬐끄맣다(2) 참신하다(75) 첨예하다(64) 추잡스럽다(4)
짐스럽다(5) 쭈글쭈글하다(9) 참하다(11)* 첩첩하다(6)* 추잡하다(15)*
짐승스럽다(3) 쭈뼛쭈뼛하다(4) 참혹하다(56) 청결하다(15) 추하다(75)*
집요하다(86) 쭈뼛하다(5) 찹다(2) 청량하다(9)* 축축하다(48)
징그럽다(58) 찌르르하다(6) 창백하다(77) 청렴하다(9) 출중하다(10)
징글징글하다(2) 찌릿하다(2) 창창하다(3)* 청명하다(8) 출출하다(12)
짖궂다(4) 찌뿌드드하다(3) 창피스럽다(7) 청백하다(2) 춥다(445)
짙다(409) 찐득찐득하다(2) 창피하다(79) 청빈하다(5) 충만되다(25)
짙푸르다(17) 찐득하다(3) 챙피하다(6) 청순하다(6) 충만하다(41)
짜다(34) 찔끔하다(3) 처량하다(63) 청승맞다(10) 충분하다(556)
짜디짜다(3) 찜찜하다(28) 처연하다(18)* 청승스럽다(5) 충성스럽다(11)
짜릿짜릿하다(3) 찝찔하다(6) 처절하다(85) 청신하다(3) 충실하다(214)*
짜릿하다(51) 찝찝하다(2) 처참하다(48) 청아하다(10) 충족되다(2)
짜증스럽다(64) 찡하다(10) 척박하다(35) 청정하다(4)* 충직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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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충하다(4)* 코믹하다(6) 턱없다(6) 파렴치하다(22) 평화롭다(99)
취약하다(71) 쾌적하다(57) 털털하다(4) 파르스름하다(16) 평화스럽다(22)
측은하다(43) 쾌청하다(13) 텁수룩하다(3) 파릇파릇하다(2) 포근하다(65)
츱츱하다(2) 쾌활하다(23)* 텁텁하다(4) 파릇하다(6) 포동포동하다(7)
치렁치렁하다(3) 쾨쾨하다(2) 토실토실하다(7) 파리하다(11) 포실하다(5)
치밀하다(159) 쿨렁쿨렁하다(2) 토실하다(4) 팍팍하다(13) 포악하다(20)
치사스럽다(4) 쿰쿰하다(2) 통렬하다(16) 판이하다(49) 폭넓다(153)
치사하다(27) 퀭하다(8) 통분스럽다(5) 판판하다(3) 폭신폭신하다(2)
치열하다(312)* 퀴퀴하다(11) 통쾌하다(31) 팔팔하다(3) 폭신하다(9)
치욕스럽다(13) 크나크다(37) 통탄스럽다(3) 팽배하다(33) 표독스럽다(6)
치졸하다(11) 크다(9402) 통통하다(14) 팽팽하다(79) 표독하다(3)
칙칙하다(20) 큼지막하다(19) 투명스럽다(4) 퍼렇다(44) 표표하다(3)*
친근하다(77) 큼직큼직하다(11) 투명하다(156) 펀펀하다(2) 푸근하다(29)
친밀하다(19) 큼직하다(52) 투박하다(36)* 펑퍼짐하다(14) 푸닥지다(2)
친숙하다(87) 타당하다(140) 투실투실하다(2) 편리하다(218) 푸르다(694)
친절하다(156) 탁월하다(142) 투철하다(49) 편벽되다(5) 푸르뎅뎅하다(5)
친하다(264) 탁하다(42) 퉁명스럽다(66) 편안하다(253) 푸르디푸르다(2)
칠칠하다(3) 탄탄하다(48)* 퉁퉁하다(7) 편찮다(24) 푸르딩딩하다(3)
침울하다(37) 탐스럽다(40) 특별나다(9) 편편하다(8)* 푸르르다(37)
침착하다(82)* 탐욕스럽다(23) 특별하다(495) 편평하다(8) 푸르스름하다(20)
침침하다(30)* 탐탁하다(29) 특수하다(239)* 편하다(449) 푸르죽죽하다(2)
침통스럽다(2) 태만하다(10) 특유하다(29) 편협하다(42) 푸석푸석하다(8)
침통하다(27) 태부족하다(2) 특이하다(159) 평강하다(3) 푸지다(5)
카랑카랑하다(11) 태연스럽다(4) 특정하다(301) 평등하다(119) 푸짐하다(37)
칼칼하다(4) 태연자약하다(4) 특출하다(23) 평범하다(344) 푹신푹신하다(7)
캄캄하다(153) 태연하다(55) 튼실하다(5) 평순하다(2) 푹신하다(14)
커다랗다(815) 태평스럽다(7) 튼튼하다(168) 평안하다(23) 푼푼하다(4)
컬컬하다(2) 태평하다(12) 틀리다(2) 평온하다(49) 풋풋하다(20)
컴커무레하다(4) 탱탱하다(5) 틀림없다(474) 평이하다(20) 풍만하다(17)
컴컴하다(51) 터무니없다(72) 파다하다(27) 평탄하다(26) 풍미하다(2)
케케묵다(10) 터부룩하다(2) 파란만장하다(7) 평편하다(2) 풍부하다(304)
켸켸묵다(2) 터분하다(2) 파랗다(198) 평평하다(39) 풍성풍성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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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하다(84) 한심하다(124) 허수룩하다(3) 헤프다(40) 혼곤하다(2)
풍요롭다(91) 한없다(44) 허술하다(62) 혁혁하다(5)* 혼돈스럽다(9)
풍요하다(38) 한적하다(63)* 허스키하다(4) 현격하다(22) 혼돈하다(7)
풍족하다(29) 할랑하다(2) 허심탄회하다(24) 현란하다(72)* 혼동스럽다(3)
피곤하다(240) 함초롬하다(2) 허약하다(63) 현명하다(137) 혼란스럽다(74)
피둥피둥하다(6) 합당하다(67) 허여멀겋다(3) 현묘하다(5) 혼란하다(33)*
피로하다(67) 항구하다(2) 허옇다(84) 현숙하다(3) 혼륜하다(2)
피비리다(2) 해괴망측하다(5) 허전하다(85) 현저하다(69) 혼미하다(11)
피폐하다(14) 해괴하다(43) 허탄하다(3) 혐오스럽다(19) 혼잡하다(17)
필요하다(2732) 해롭다(109) 허탈하다(43) 협소하다(26) 혼탁하다(29)
하고많다(8) 해말쑥하다(2) 허퉁하다(2) 협애하다(5) 홀가분하다(49)
하고하다(3) 해맑다(30) 허풍스럽다(2) 형편없다(55) 홀쭉하다(6)
하나같다(2) 해박하다(20) 허하다(26) 형형하다(4)* 화급하다(12)
하늘하늘하다(2) 해사하다(5) 허허롭다(3) 호강스럽다(3) 화기애애하다(10)
하다(15) 해쓱하다(4) 허허하다(6) 호기롭다(3) 화끈하다(28)
하루살이스럽다(2) 해이하다(17) 허황되다(26) 호되다(48) 화려하다(414)
하릴없다(4) 핼쑥하다(6) 허황스럽다(5) 호들갑스럽다(11) 화목하다(26)
하얗다(543) 행복스럽다(9) 허황하다(25) 호락호락하다(7) 화사하다(27)
하염없다(10) 행복하다(501) 헌걸차다(3) 호리호리하다(15) 화창하다(17)
하잘것없다(14) 향그럽다(5) 헐겁다(5) 호방하다(9) 화평스럽다(4)
하찮다(78) 향긋하다(31) 헐렁하다(23) 호사스럽다(18) 화평하다(6)
한가롭다(34) 향기롭다(42) 헐하다(18) 호연하다(2)* 화해롭다(4)
한가하다(86) 허구많다(2) 험난하다(32) 호젓하다(25) 확고부동하다(2)
한갓되다(3) 허구하다(20) 험상궂다(30) 호졸근하다(2) 확고하다(149)
한갓지다(5) 허다하다(87) 험악하다(48) 호쾌하다(3) 확실하다(529)
한결같다(26) 허랑방탕하다(3) 험준하다(14) 호탕하다(21)* 확연하다(31)*
한량없다(7) 허랑하다(4) 험하다(125) 호호탕탕하다(2) 환하다(246)
한량하다(2) 허렁허렁하다(8) 헙수룩하다(2) 호화롭다(30) 활기차다(45)
한미하다(4) 허름하다(81) 헛되다(69) 호화스럽다(9) 활달하다(32)
한산하다(39)* 허망하다(68) 헛헛하다(4) 호화찬란하다(3) 활발하다(306)
한스럽다(19) 허무맹랑하다(6) 헤설프다(2) 혹독하다(71) 황공하다(6)*
한심스럽다(33) 허무하다(65) 헤식다(2) 혹심하다(23) 황급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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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하다(16) 훤칠하다(17) 흥미롭다(144)
황당스럽다(2) 훤하다(34) 흥미진진하다(19)
황당하다(80) 휑뎅그렁하다(5) 희귀하다(46)
황량스럽다(3) 휑하다(22) 희끄무레하다(15)
황량하다(65) 휘둥그렇다(9) 희끗하다(5)
황막하다(4) 휘황찬란하다(8) 희끗희끗하다(21)
황망하다(9) 휘황하다(16) 희다(690)
황송하다(18) 휭하다(3) 희디희다(6)
황폐하다(48) 흉물스럽다(6) 희떱다(4)
황홀스럽다(2) 흉악하다(19) 희망차다(2)
황홀하다(96) 흉측하다(11) 희멀겋다(11)
황황하다(3) 흉포하다(8) 희미하다(205)*
횡포하다(5) 흉하다(73) 희박하다(50)
효성스럽다(3) 흉흉하다(15) 희부옇다(5)
후끈하다(9) 흐드러지다(12) 희뿌옇다(12)
후끈후끈하다(2) 흐리다(181)* 희소하다(2)*
후덕지근하다(2) 흐리멍덩하다(3) 희한하다(86)
후덕하다(4) 흐리멍텅하다(5) 히스테리컬하(3)
후덥다(4) 흐리터분하다(2) 힘겹다(150)
후덥지근하다(15) 흐릿하다(35) 힘들다(1256)
후련하다(45) 흐물흐물하다(3) 힘세다(18)
후리후리하다(12) 흐뭇하다(100) 힘차다(160)
후미지다(24) 흐뭇하다(2)
후줄근하다(17) 흐벅지다(5)
후지다(10) 흔쾌하다(4)
후텁지근하다(6) 흔하다(357)
후하다(25) 흔하디흔하다(2)
후회스럽다(18) 흡사하다(130)
훈훈하다(44)* 흡족하다(32)
훌륭하다(597) 흥감스럽다(2)
훌쭉하다(3) 흥건하다(9)
훤출하다(3) 흥겹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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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형용사 표제어 목록[빈도 순]
[별표 ‘*’는 동음이의어]
있다 (66523) 다양하다(1216)* 가볍다(678) 행복하다(501) 화려하다(414)
없다(37412) 적다(1197) 수많다(670) 깨끗하다(495) 반갑다(410)
같다(18102) 심하다(1186) 검다(661) 특별하다(495) 짙다(409)
그렇다(10910) 분명하다(1100) 고맙다(635)* 곱다 (494)* 비싸다(405)
크다(9402) 넓다 (1070) 뜨겁다(633) 가난하다(490) 부끄럽다(397)
많다(9058) 이상하다(1069) 불가능하다(633) 적절하다(488) 바르다(396)*
좋다(7779) 비슷하다(1044)* 지나치다(633) 놀랍다(479) 뛰어나다(390)
어떻다(5368) 빠르다(1005) 무겁다(625) 붉다(478)* 불안하다(389)
이러하다(5147) 나쁘다(992)* 일정하다(622) 틀림없다(474) 드물다(388)
이렇다(5140) 싫다(948) 부족하다(618) 따뜻하다(468) 위대하다(382)
다르다(3885) 무섭다(937) 유명하다(618)* 낯설다(461) 올바르다(375)
새롭다(3741) 불과하다(929) 즐겁다(612) 거대하다(456) 소중하다(367)
어렵다(3314) 낮다(901) 복잡하다(609) 철저하다(456) 조그맣다(367)
중요하다(2854) 늦다(872) 맑다(603) 슬프다(454) 궁금하(365)*
높다 (2837) 짧다(845) 예쁘다(597) 미안하다(449) 진지하다(361)
필요하다(2732) 심각하다(832) 훌륭하다(597) 편하다(449) 마땅하다(358)
쉽다(2541) 어떠하다(830) 바람직하다(594) 뚜렷하다(446) 흔하다(357)
작다(2419)* 엄청나다(827) 자연스럽다(589) 춥다(445) 착하다(356)
길다 (1944) 커다랗다(815) 진정하다(560) 아무렇다(442) 엉뚱하다(352)
그러하다(1894) 자유롭다(809) 간단하다(557) 독특하다(438) 조용하다(348)
깊다(1794) 단순하다(783) 충분하다(556) 상당하다(436) 거칠다(346)
가능하다(1777) 옳다(766) 강력하다(555) 순수하다(429) 평범하다(344)
어리다(1666)* 정확하다(751)* 똑같다(552) 싶다(426) 알맞다(342)
아름답다(1635) 바쁘다(720) 하얗다(543) 대단하다(425) 완전하다(341)*
젊다(1540) 당연하다(711)* 확실하다(529) 낫다(424)* 답답하다(340)
멀다(1449) 어둡다(704) 약하다(521) 건강하다(423)* 빨갛다(340)
가깝다(1344) 밝다(694) 괜찮다(518) 낡다(422) 익숙하다(329)
강하다(1338)* 푸르다(694) 유일하다(515)* 불가피하다(421) 동일하다(326)
힘들다(1256) 희다(690) 좁다(515) 안타깝다(421) 무관하다(322)*
아프다(1237) 재미있다(682) 부드럽다(506) 기쁘다(415) 완벽하다(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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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다 (318) 더럽다(252) 고통스럽다(213) 흐리다(181)* 죄송하다(159)
차갑다(318) 별다르다(249) 곤란하다(213) 거세다(179) 초조하다(159)
위험하다(317) 억울하다(249) 이르다(210) 민감하다(179) 치밀하다(159)
시원하다(313) 덥다(248) 가득하다(205) 오래다(179) 특이하다(159)
저렇다(312) 조심스럽다(246)희미하다(205)* 고요하다(177) 섬세하다(157)
치열하다(312)* 환하다(246) 두드러지다(204) 두껍다(177) 잦다(157)
불행하다(310) 안되다(244) 멋지다(203) 아득하다(177) 초라하다(157)
솔직하다(310) 적당하다(242) 유리하다(201)* 밀접하다(176) 투명하다(156)
굳다(307) 어색하다(241) 까맣다(198) 지루하다(176)* 선명하다(156)
귀하다(307) 신선하다(240) 뻔하다(198)* 불리하다(174) 섭섭하다(156)*
활발하다(306) 피곤하다(240) 파랗다(198) 명확하다(173) 진하다(156)
풍부하다(304) 특수하다(239)* 귀찮다(197) 갑작스럽다(171) 친절하다(156)
불편하다(303)* 뒤늦다(238) 적합하다(197) 건전하다(171) 손쉽다(154)
특정하다(301) 쓸쓸하다(238) 중대하다(197) 시끄럽다(171) 사소하다(153)
외롭다(295) 정당하다(238)* 점잖다(194) 못지않다(170) 캄캄하다(153)
급하다(294) 둥글다(237) 세다(193) 고프다(169) 폭넓다(153)
못하다(294) 어리석다(237) 눈부시다(190) 우수하다(169)* 멍하다(152)
싸다(288)* 절실하다(233) 막대하다(189) 우울하다(169) 끈질기다(151)
괴롭다(285) 불쌍하다(231) 시급하다(188) 튼튼하다(168) 힘겹다(150)
당당하다(282) 유사하다(231)* 생생하다(187) 단단하다(167) 심심하다(149)*
엄격하다(282) 명백하다(230) 만만하다(186)* 무의미하다(167) 확고하다(149)
신기하다(280)* 밉다(225) 요란하다(186)* 사납다(167) 얇다(148)
날카롭다(279) 막연하다(223) 넉넉하다(185) 무한하다(166) 공정하다(147)
영원하다(278) 부당하다(219) 차다(185)* 새삼스럽다(166) 끝없다(147)
자랑스럽다(278)부럽다(219) 강렬하다(184)* 딱딱하다(165)* 순진하다(146)
두렵다(276)* 어지럽다(219) 다름없다(184) 성실하다(165) 흥미롭다(144)
아쉽다(275) 귀엽다(218) 안전하다(184) 자세하다(165) 급격하다(143)
가늘다(273) 편리하다(218) 아깝다(183) 광범위하다(161) 간절하다(142)
친하다(264) 노랗다(217) 참되다(183) 과감하다(160)* 탁월하다(142)
우습다(262) 소박하다(217) 느리다(182) 지독하다(160) 숱하다(141)
그립다(253) 묘하다(214) 달다(182) 힘차다(160) 정직하다(141)*
편안하다(253) 충실하다(214)* 격렬하다(181) 똑똑하다(159) 타당하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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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다(139) 주요하다(123) 그르다(108) 은밀하다(96) 상쾌하다(88)
단호하다(138) 차분하다(123) 기이하다(108) 황홀하다(96) 열악하다(88)
싱싱하다(138) 예민하다(122)* 불투명하다(108) 거창하다(95) 우스꽝스럽다(88)
가쁘다(137) 고유하다(121)* 서늘하다(108) 불완전하다(95) 정답다(88)
성하다(137)* 비참하다(121) 안녕하다(108) 신통하다(95) 각별하다(87)
현명하다(137) 왕성하다(121) 성급하다(107) 심상하다(95) 명료하다(87)
불길하다(136) 모질다(120) 막강하다(106) 진실하다(95) 용감하다(87)
웬만하다(135) 무수하다(120) 지겹다(106) 세심하다(94) 우세하다(87)
불쾌하다(134) 찬란하다(120) 다행스럽다(105) 겸손하다(93) 자명하다(87)
조그마하다(134)따갑다(119) 서럽다9105) 벌겋다(93) 친숙하다(87)
고귀하다(133) 평등하다(119) 새까맣다(104) 의아하다(93) 허다하다(87)
모호하다(133) 남다르다(118) 의심스럽다(104) 긴밀하다(92) 비좁다(86)
신중하다(133) 미묘하다(118)* 막막하다(103) 낯익다(92) 억세다(86)
걸맞다(132) 애매하다(118)* 쓸데없다(103) 너그럽다(92) 집요하다(86)
참답다(131) 세차다(116) 엷다(103) 누렇다(92) 한가하다(86)
극심하다(130) 잔인하다(116) 가혹하다(102) 대담하다(92) 희한하다(86)
냉정하다(130)* 고르다(115) 벅차다(102) 싸늘하다(92) 곧다(85)*
잘나다(130) 끔찍하다(115) 난처하다(101) 위태롭다(92) 예사롭다(85)
절박하다(130) 공허하다(114) 신속하다(101)* 유익하다(92) 용이하다(85)
흡사하다(130) 교묘하다(114) 거룩하다(100) 게으르다(91) 원활하다(85)
귀중하다(129) 못나다(114) 그럴듯하다(100) 깔끔하다(91) 처절하다(85)
세련되다(129) 선하다(113)* 기막히다(100) 무력하다(91) 허전하다(85)
못마땅하다(127)미흡하다(112) 두텁다(100) 풍요롭다(91) 멀쩡하다(84)
불필요하다(127)유쾌하다(112) 흐뭇하다(100) 떠들썩하다(90) 무책임하다(84)
무성하다(125) 고달프다(111) 서운하다(99) 못되다(90) 뾰족하다(84)
잔잔하다(125)* 시커멓다(111) 엄숙하다(99) 다정하다(89) 생소하다(84)
험하다(125) 걱정스럽다(110)평화롭다(99) 대수롭다(89) 서투르다(84)
가엾다(124) 떳떳하다(110) 무리하다(97) 멍청하다(89) 정교하다(84)
다급하다(124) 우연하다(110)* 부지런하다(97) 무심하다(89) 풍성하다(84)
한심하다(124) 딱하다(109) 분하다(96) 맛있다(88) 허옇다(84)
끊임없다(123) 어리둥절하다(109)서글프다(96) 무모하다(88)* 과도하다(83)
신성하다(123) 해롭다(109) 쑥스럽다(96) 상이하다(88) 독하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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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다(83) 나직하다(77) 번거롭다(73) 나약하다(69) 포근하다(65)
방대하다(83) 민망하다(77) 불확실하다(73) 명쾌하다(69) 허무하다(65)
순조롭다(83) 불평등하다(77) 썰렁하다(73) 부유하다(69)* 황량하다(65)
신령하다(83) 창백하다(77) 쓰다(73) 슬기롭다(69) 담담하다(64)*
어수선하다(83) 친근하다(77) 여전하다(73) 헛되다(69) 짜증스럽다(64)
온전하다(83) 동그랗다(76) 참담하다(73) 현저하다(69) 첨예하다(64)
익다(83) 만족스럽다(76) 흉하다(73) 과격하다(68) 곤혹스럽다(64)
값지다(82) 씩씩하다(76) 경쾌하다(72) 느슨하다(68) 깜깜하다(63)
난감하다(82) 우아하다(76) 고약하다(72) 뿌옇다(68) 매끄럽다(63)
따스하다(82) 공교롭다(75) 그윽하다(72) 역력하다(68) 맵다(63)
지저분하다(82) 기발하다(75) 기다랗다(72) 용하다(68)* 무방하다(63)
침착하다(82)* 얕다(75) 부실하다(72) 천박하다(68)* 무지하다(63)*
기묘하다(81) 어마어마하다(75)순하다(72) 허망하다(68) 분주하다(63)
빈약하다(81) 열등하다(75) 엄연하다(72)* 고상하다(67)* 불합리하다(63)
수상하다(81) 예리하다(75) 유능하다(72) 비상하다(67)* 싱겁다(63)
신비하다(81) 참신하다(75) 유효하다(72) 새파랗다(67) 연약하다(63)
역겹다(81) 추하다(75)* 터무니없다(72) 피로하다(67) 원망스럽다(63)
허름하다(81) 굉장하다(74) 현란하다(72)* 합당하다(67) 유감스럽다(63)
건조하다(80) 급급하다(74)* 빈번하다(71) 광활하다(66) 유별나다(63)
느긋하다(80)* 급속하다(74) 순박하다(71) 근사하다(66) 진부하다(63)
무관심하다(80) 단정하다(74)* 얌전하다(71) 꼼꼼하다(66) 처량하다(63)
불안정하다(80) 단조롭다(74) 완강하다(71)* 달콤하다(66) 한적하다(63)*
서툴다(80) 비겁하다(74) 원만하다(71) 덜하다(66) 허약하다(63)
소홀하다(80) 수월하다(74) 은은하다(71)* 무기력하다(66) 가파르다(62)
황당하다(80) 어설프다(74) 취약하다(71) 무식하다(66) 꾸준하다(62)
고되다(79) 엄밀하다(74) 혹독하다(71) 은근하다(66) 목마르다(62)
조급하다(79)* 유연하다(74)* 동등하다(70) 퉁명스럽다(66) 엉성하다(62)
창피하다(79) 질기다(74) 든든하다(70) 간결하다(65) 이롭다(62)
팽팽하다(79) 착잡하다(74) 부담스럽다(70) 냉혹하다(65) 자그마하다(62)
쓰라리다(78) 혼란스럽다(74) 순결하다(70) 상세하다(65) 허술하다(62)
잘다 (78) 고독하다(73) 인색하다(70) 씁쓸하다(65) 가느다랗다(61)
하찮다(78) 마지못하다(73) 짤막하다(70) 어이없다(65) 그지없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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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하다(61) 거북하다(57) 어질다(54) 간편하다(50) 울창하다(48)
명랑하다(61) 나지막하다(57) 여리다(54) 교활하다(50) 재미없다(48)
엄하다(61) 무궁하다(57) 웅장하다(54) 단일하다(50) 지혜롭다(48)
유력하다(61) 미숙하다(57) 간략하다(53) 맹렬하다(50) 처참하다(48)
의젓하다(61) 삭막하다(57) 구수하다(53) 섬뜩하다(50) 축축하다(48)
즐비하다(61) 시리다(57) 막중하다(53) 수줍다(50) 탄탄하다(48)*
천하다(61) 쾌적하다(57) 반듯하다(53) 악하다(50) 험악하다(48)
미미하다(60)* 겸허하다(56) 불가결하다(53) 저리다(50) 호되다(48)
열렬하다(60) 공공연하다(56) 아늑하다(53) 진솔하다(50) 황폐하다(48)
공평하다(59) 과다하다(56)* 안이하다(53) 희박하다(50) 나른하다(47)
광범하다(59) 까마득하다(56) 앙상하다(53) 냉철하다(49) 또렷하다(47)
다채롭다(59) 더디다(56) 야무지다(53) 부시다(49) 비굴하다(47)
대등하다(59) 몽롱하다(56) 연하다(53) 소용없다(49) 알차다(47)
두툼하다(59) 사랑스럽다(56) 왜소하다(53) 싱그럽다(49) 암담하다(47)
보잘것없다(59) 야릇하다(56) 유용하다(53) 이쁘다(49) 자상하다(47)
비장하다(59)* 정밀하다(56)* 장하다(53)* 자욱하다(49) 장황하다(47)
세밀하다(59) 참혹하다(56) 정성스럽다(53) 족하다(49) 지극하다(47)
유치하다(59) 매섭다(55) 줄기차다(53) 투철하다(49) 고지식하다(46)
재빠르다(59) 머지않다(55) 겹다(52) 판이하다(49) 대견하다(46)
추악하다(59)* 미약하다(55) 괴상하다(52)* 평온하다(49) 둥그렇다(46)
흥겹다(59) 빼어나다(55) 능숙하다(52) 홀가분하다(49) 드높다(46)
감미롭다(58) 뿌듯하다(55) 성스럽다(52) 기름지다(48) 미세하다(46)
견고하다(58) 선량하다(55) 아슬아슬하다(52) 끈끈하다(48) 시뻘겋다(46)
그럴싸하다(58) 잠잠하다(55) 큼직하다(52) 뚱뚱하다(48) 야속하다(46)
무덥다(58) 태연하다(55) 관대하다(51) 무뚝뚝하다(48) 우월하다(46)
부진하다(58) 형편없다(55) 다행하다(51) 무사하다(48)* 지긋지긋하다(46)
시퍼렇다(58) 강인하다(54) 무례하다(51 묵직하다(48) 촌스럽다(46)
애틋하다(58) 기나길다(54) 오만하다(51) 부질없다(48) 희귀하다(46)
언짢다(58) 무자비하다(54) 장엄하다(51) 불분명하다(48) 가냘프다(45)
적나라하다(58) 살벌하다(54) 짜릿하다(51) 신비롭다(48) 부도덕하다(45)
정중하다(58) 쓰리다(54) 컴컴하다(51) 엄정하다(48)* 산뜻하다(45)
징그럽다(58) 아찔하다(54) 가렵다(50) 우렁차다(48) 섹시하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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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스럽다(45) 개운하다(42) 공손하다(40) 뼈아프다(38) 시들하다(36)
애처롭다(45) 검소하다(42) 괜하다(40) 성가시다(38) 얄밉다(36)
오묘하다(45) 긴박하다(42) 궂다(40) 잘생기다(38) 어두컴컴하다(36)
자유스럽다(45) 달갑다(42) 날렵하다(40) 잡다하다(38) 엄중하다(36)
활기차다(45) 드넓다(42) 못생기다(40) 장난스럽다(38) 여간하다(36)
후련하다(45) 무능하다(42) 부르다(40) 조화롭다(38) 오죽하다(36)
각박하다(44) 무시무시하다(42)부산하다(40) 지대하다(38) 투박하다(36)*
값싸다(44) 분분하다(42)* 불구하다(40) 철없다(38) 고집스럽다(35)
고단하다(44)* 불가사의하다(42)상냥하다(40) 풍요하다(38) 괘씸하다(35)
긴요하다(44) 숭고하다(42)* 심오하다(40) 급박하다(37) 마르다(35)
냉담하다(44) 쌀쌀하다(42) 암울하다(40) 네모나다(37) 만무하다(35)
뜸하다(44) 아담하다(42) 야하다(40) 늘씬하다(37)* 말끔하다(35)
별나다(44) 애석하다(42)* 의미심장하다(40) 뭉클하다(37) 배고프다(35)
새하얗다(44) 완연하다(42)* 잽싸다(40) 수상쩍다(37) 변변하다(35)
안락하다(44) 원통하다(42)* 정연하다(40)* 시시하다(37) 불규칙하다(35)
온화하다(44)* 적잖다(42) 탐스럽다(40) 애절하다(37)* 뻔뻔스럽다(35)
절묘하다(44) 탁하다(42) 헤프다(40) 얄팍하다(37) 시꺼멓다(35)
퍼렇다(44) 편협하다(42) 널찍하다(39) 열띠다(37) 아련하다(35)
한없다(44) 향기롭다(42) 무디다(39) 영리하다(37) 안일하다(35)
훈훈하다(44)* 무료하다(41) 미끄럽다(39) 저렴하다(37) 완만하다(35)*
경건하다(43)* 발랄하다(41) 사치스럽다(39) 조속하다(37) 우람하다(35)*
극명하다(43) 방불하다(41) 안쓰럽다(39) 침울하다(37) 진귀하다(35)
납작하다(43) 뽀얗다(41) 요란스럽다(39) 크나크다(37) 척박하다(35)
둔하다(43) 산만하다(41) 음흉하다(39) 푸르르다(37) 흐릿하다(35)
무색하다(43)* 온당하다(41) 잔혹하다(39) 푸짐하다(37) 갑갑하다(34)
부자연스럽다(43)유구하다(41) 평평하다(39) 기괴하다(36) 굽다(34)
이상스럽다(43) 이러저러하다(41)한산하다(39)* 눈물겹다(36) 길다랗다(34)
자신만만하다(43)충만하다(41) 그렇잖다(38) 막다르다(36) 날씬하다(34)
착실하다(43) 값비싸다(40) 까무잡잡하다(38) 면밀하다(36) 담백하다(34)
측은하다(43) 강경하다(40)* 멋쩍다(38) 무안하다(36) 번잡하다(34)
해괴하다(43) 건장하다(40) 비대하다(38) 미련하다(36)* 불충분하다(34)
허탈하다(43) 고급스럽다(40) 빽빽하다(38) 벙벙하다(36)* 사사롭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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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하다(34) 노련하다(32) 가련하다(30) 고매하다(28) 치사하다(27)
아리다(34) 당돌하다(32) 누추하다(30) 과중하다(28) 침통하다(27)
얼떨떨하다(34) 덧없다(32) 머나멀다(30) 근심스럽다(28) 파다하다(27)
여의하다(34) 무난하다(32) 불순하다(30) 매끈하다(28) 화사하다(27)
저조하다(34) 묽다(32) 속되다(30) 무표정하다(28) 겸연쩍다(26)
적막하다(34) 버겁다(32) 숙연하다(30) 빈곤하다(28) 광대하다(26)*
짜다(34) 보드랍다(32) 아니꼽다(30) 성대하다(28) 구석지다(26)
한가롭다(34) 뻘겋다(32) 어지간하다(30) 어여쁘다(28) 냉엄하다(26)
훤하다(34) 쇠약하다(32) 의연하다(30)* 요원하다(28) 높다랗다(26)
난폭하다(33) 시무룩하다(32) 이슥하다(30) 음산하다(28) 도도하다(26)*
대견스럽다(33) 신랄하다(32) 침침하다(30)* 정갈하다(28) 따분하다(26)
불결하다(33) 애꿎다(32) 해맑다(30) 정겹다(28) 따사롭다(26)
불만스럽다(33) 영롱하다(32) 험상궂다(30) 지리하다(28) 무상하다(26)*
불우하다(33) 옅다(32) 호화롭다(30) 찜찜하다(28) 비정하다(26)
비탈지다(33) 의기양양하다(32)감격스럽다(29) 화끈하다(28) 상큼하다(26)*
뻣뻣하다(33) 험난하다(32) 거만하다(29) 건실하다(27) 속상하다(26)
상서롭다(33) 활달하다(32) 굳세다(29) 경솔하다(27) 순탄하다(26)
새빨갛다(33) 흡족하다(32) 굵직하다(29) 고결하다(27) 실망스럽다(26)
소심하다(33) 간곡하다(31)* 극성스럽다(29) 널따랗다(27) 심상찮다(26)
시다(33)* 검붉다(31) 능하다(29) 대범하다(27) 앳되다(26)
시원스럽다(33) 궁색하다(31) 당혹스럽다(29) 독실하다(27) 엇비슷하다(26)
영악하다(33)* 깊숙하다(31) 문란하다(29) 뒤숭숭하다(27) 자질구레하다(26)
음울하다(33) 날쌔다(31) 미덥다(29) 비열하다(27) 적정하다(26)*
전무하다(33) 너르다(31) 민첩하다(29) 생경하다(27) 조마조마하다(26)
준엄하다(33) 늠름하다(31)* 소란스럽다(29) 수두룩하다(27) 조촐하다(26)
초췌하다(33) 소란하다(31) 어른스럽다(29) 어둑어둑하다(27) 차디차다(26)
팽배하다(33) 어정쩡하다(31) 유식하다(29) 영세하다(27)* 평탄하다(26)
한심스럽다(33) 적법하다(31) 탐탁하다(29) 우유부단하다(27) 한결같다(26)
혼란하다(33)* 총명하다(31) 특유하다(29) 우중충하다(27) 허하다(26)
건방지다(32) 통쾌하다(31) 푸근하다(29) 을씨년스럽다(27) 허황되다(26)
궁핍하다(32) 향긋하다(31) 풍족하다(29) 저명하다(27)* 협소하다(26)
끔직하다(32) 확연하다(31)* 혼탁하다(29) 정결하다(27)* 화목하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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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추장스럽다(25) 길하다(24) 불안스럽다(23) 습하다(22) 아뜩하다(21)
격하다(25) 꾀죄죄하다(24) 비밀스럽다(23) 시큰하다(22) 아연하다(21)*
경박하다(25) 남루하다(24) 수수하다(23)* 쓰디쓰다(22) 옹색하다(21)
구슬프다(25) 냉랭하다(24) 야박하다(23) 아리송하다(22) 우뚝하다(21)
꼿꼿하다(25) 능청스럽다(24) 어눌하다(23) 양지바르다(22) 장중하다(21)
내밀하다(25) 드세다(24) 온순하다(23)* 양호하다(22) 존귀하다(21)
당차다(25) 말쑥하다(24) 요긴하다(23) 어엿하다(22) 좁다랗다(21)
마렵다(25) 바람직스럽다(24) 울퉁불퉁하다(23) 유명무실하다(22) 지긋하다(21)
무질서하다(25) 바보스럽다(24) 익살스럽다(23) 이러이러하다(22) 짭짤하다(21)
미심쩍다(25) 번듯하다(24) 절친하다(23) 인자하다(22) 호탕하다(21)*
소탈하다(25) 삼엄하다(24) 조악하다(23)* 쟁쟁하다(22)* 희끗희끗하다(21)
수치스럽다(25) 심드렁하다(24) 죄스럽다(23) 저속하다(22) 거나하다(20)
스산하다(25) 야트막하다(24) 촉촉하다(23)* 파렴치하다(22) 경이롭다(20)
시큰둥하다(25) 어렴풋하다(24) 쾌활하다(23)* 평화스럽다(22) 과분하다(20)
알뜰하다(25) 어림없다(24) 탐욕스럽다(23) 현격하다(22) 구차하다(20)
온건하다(25)* 여유롭다(24) 특출하다(23) 휑하다(22) 근엄하다(20)
육중하다(25) 완고하다(24)* 평안하다(23) 고고하다(21)* 껄끄럽다(20)
윤택하다(25) 울적하다(24) 헐렁하다(23) 공연하다(21)* 난데없다(20)
으슥하다(25)* 유창하다(24) 혹심하다(23) 과하다(21) 느닷없다(20)
저급하다(25) 유해하다(24) 갸륵하다(22) 관계없다(21) 뜨끔하다(20)
중하다(25) 절절하다(24)* 과민하다(22) 기구하다(21) 명예롭다(20)
충만되다(25) 정숙하다(24)* 그득하다(22) 꺼림칙하다(21) 미진하다(20)
허황하다(25) 편찮다(24) 꿋꿋하다(22) 다정스럽다(21) 믿음직스럽다(20)
호젓하다(25) 허심탄회하다(24) 끈덕지다(22) 단아하다(21) 밋밋하다(20)
후하다(25) 후미지다(24) 다부지다(22) 무성의하다(21) 부적합하다(20)
검푸르다(24) 가당하다(23) 덩그렇다(22) 민망스럽다(21) 부정확하다(20)
격심하다(24) 균등하다(23) 머쓱하다(22) 발갛다(21) 불손하다(20)
고소하다(24) 네모지다(23) 명실상부하다(22) 배부르다(21) 서먹하다(20)
구태의연하다(24) 능통하다(23) 무감각하다(22) 비통하다(21) 섣부르다(20)
궁하다(24) 당황스럽다(23) 무미건조하다(22) 빠듯하다(21) 수려하다(20)
기특하다(24) 따끔하다(23) 불공정하다(22) 솔깃하다(21) 수없다(20)
길쭉하다(24) 때늦다(23) 불룩하다(22) 숨가쁘다(21) 순전하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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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스럽다(20) 선선하다(19)* 미끈하다(18) 불량하다(17) 매캐하다(16)
애매모호하다(20) 송구스럽다(19) 부적절하다(18) 비슷비슷하다(17) 맹랑하다(16)
원숙하다(20) 실없다(19) 부조리하다(18) 새카맣다(17) 멋적다(16)
위험스럽다(20) 실하다(19) 비범하다(18) 성기다(17) 명석하다(16)
으스스하다(20) 심술궂다(19) 빳빳하다(18) 억척스럽다(17) 무능력하다(16)
자잘하다(20) 야비하다(19) 설다(18) 영광스럽다(17) 무절제하다(16)
천연덕스럽다(20) 약삭빠르다(19) 세세하다(18) 오싹하다(17) 미비하다(16)
칙칙하다(20) 외지다(19) 수다스럽다(18) 올곧다(17) 복되다(16)
평이하다(20) 유순하다(19) 수북하다(18) 위급하다(17) 볼록하다(16)
포악하다(20) 음침하다(19) 쓸모없다(18) 위법하다(17) 부단하다(16)
푸르스름하다(20) 음험하다(19) 아기자기하다(18) 일사불란하다(17) 부득이하다(16)
풋풋하다(20) 의롭다(19) 악랄하다(18) 질서정연하다(17) 불그레하다(16)
해박하다(20) 일목요연하다(19) 왁자지껄하다(18) 짙푸르다(17) 비릿하다(16)
허구하다(20) 자유분방하다(19) 음탕하다(18) 풍만하다(17) 삐딱하다(16)
경미하다(19) 정의롭다(19) 질펀하다(18) 해이하다(17) 상스럽다(16)
극진하다(19) 조잡하다(19)* 처연하다(18)* 혼잡하다(17) 선연하다(16)*
깡마르다(19) 천진하다(19) 헐하다(18) 화창하다(17) 시원찮다(16)
다단하다(19) 친밀하다(19) 호사스럽다(18) 후줄근하다(17) 앙칼지다(16)
다소곳하다(19) 큼지막하다(19) 황송하다(18) 훤칠하다(17) 어리숙하다(16)
둔감하다(19) 한스럽다(19) 후회스럽다(18) 가무잡잡하다(16) 염려스럽다(16)
듬직하다(19) 혐오스럽다(19) 힘세다(18) 가없다(16) 옹졸하다(16)
말짱하다(19) 흉악하다(19) 간소하다(17) 가엽다(16) 요염하다(16)
매정하다(19) 흥미진진하다(19) 갸름하다(17) 거짓되다(16) 울긋불긋하다(16)
묘연하다(19)* 간지럽다(18) 고리타분하다(17) 곤하다(16) 유수하다(16)
미지근하다(19) 결연하다(18)* 구성지다(17) 관활하다(16) 이만하다(16)
방만하다(19) 긴급하다(18) 구질구질하다(17) 구차스럽다(16) 이채롭다(16)
변덕스럽다(19) 꽃답다(18) 너무하다(17) 기민하다(16) 죄송스럽다(16)
불공평하다(19) 너절하다(18) 농후하다(17) 까칠하다(16) 지당하다(16)
뻐근하다(19) 덤덤하다(18) 만만찮다(17) 눅눅하다(16) 지지부진하다(16)
뼈저리다(19) 돈독하다(18) 무참하다(17)* 두둑하다(16) 진중하다(16)*
사악하다(19) 동글납작하다(18) 부강하다(17) 떨떠름하다(16) 천진난만하다(16)
산적하다(19) 무지막지하다(18) 부옇다(17) 맛나다(16) 촉박하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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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렬하다(16) 장대하다(15)* 어둑하다(14) 날래다(13) 가소롭다(12)
파르스름하다(16) 청결하다(15) 어둠침침하다(14) 둔탁하다(13) 나긋나긋하다(12)
황당무계하다(16) 추잡하다(15)* 우쭐하다(14) 떫다(13) 능 글맞다(12)
휘황하다(16) 하다(15) 원대하다(14) 망연하다(13) 다감하다(12)
가뿐하다(15) 호리호리하다(15) 으리으리하다(14) 먹음직스럽다(13) 다습하다(12)
가상하다(15) 후덥지근하다(15) 음습하다(14) 멋들어지다(13) 단란하다(12)
간교하다(15) 흉흉하다(15) 잘록하다(14) 메스껍다(13) 당하다(12)
걸출하다(15) 희끄무레하다(15) 재밌다(14) 뭉툭하다(13) 돌연하다(12)
결백하다(15) 가지런하다(14) 정통하다(14) 뭣하다(13) 띵하다(12)
계면쩍다(15) 간명하다(14) 조그맣하다(14) 박약하다(13) 맛없다(12)
고즈넉하다(15) 간사하다(14)* 중후하다(14) 변화무쌍하다(13) 망망하다(12)*
괄목하다(15) 간악하다(14) 초연하다(14)* 볼품없다(13) 멀겋다(12)
괴괴하다(15)* 강직하다(14) 촘촘하다(14) 부정하다(13) 무르다(12)*
급작스럽다(15) 거무튀튀하다(14) 통통하다(14) 빈한하다(13) 빡빡하다(12)
나태하다(15) 교만하다(14) 펑퍼짐하다(14) 순정하다(13)* 빤하다(12)
너저분하다(15) 구구하다(14)* 푹신하다(14) 얄궂다(13) 뾰로통하다(12)
때아니다(15) 깐깐하다(14) 피폐하다(14) 역하다(13) 서먹서먹하다(12)
뜨뜻하다(15) 께름칙하다(14) 하잘것없다(14) 우둔하다(13) 소원하다(12)
멍멍하다(15) 남부럽다(14) 험준하다(14) 우묵하다(13) 쇠잔하다(12)
무덤덤하다(15) 너덜너덜하다(14) 황급하다(14)* 위독하다(13) 시끌벅적하다(12)
무정하다(15) 능란하다(14)* 간드러지다(13) 의문스럽다(13) 시원시원하다(12)
반반하다(15)* 등등하다(14) 거뜬하다(13) 의아스럽다(13) 싹싹하다(12)
빔늦다(15) 말갛다(14) 게걸스럽다(13) 장구하다(13) 알량하다(12)
소상하다(15)* 무가치하다(14) 고루하다(13)* 전능하다(13) 애통하다(12)
수척하다(15) 무엇하다(14) 곤궁하다(13) 정정하다(13)* 약다(12)
아리땁다(15) 번화하다(14) 괴이하다(13) 지난하다(13) 어수룩하다(12)
얼얼하다(15) 보얗다(14) 구리다(13) 청초하다(13) 어슴푸레하다(12)
얼토당토않다(15) 불성실하다(14) 굼뜨다(13) 총총하다(13)* 어중간하다(12)
요렇다(15) 비옥하다(14) 글썽하다(13) 치욕스럽다(13) 엉큼하다(12)
월등하다(15) 심심찮다(14) 긴하다(13) 쾌청하다(13) 오똑하다(12)
유려하다(15) 안스럽다(14) 깜찍하다(13) 팍팍하다(13) 오붓하다(12)
자비롭다(15) 애잔하다(14) 끈적끈적하다(13) 거침없다(13) 우연찮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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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맣다(12) 버젓하다(11) 희멀겋다(11) 소슬하다(10) 글썽글썽하다(9)
진득하다(12) 불명확하다(11) 가당찮다(10) 수굿하다(10) 끄떡없다(9)
천연스럽다(12) 비스듬하다(11) 가물가물하다(10) 심약하다(10) 남짓하다(9)
출출하다(12) 새침하다(11) 감사하다(10) 써늘하다(10) 낭자하다(9)
충직하다(12) 성성하다(11) 강건하다(10)* 아릿하다(10)* 낭패스럽다(9)
태평하다(12) 시장하다(11) 같잖다(10) 앙칼스럽다(10) 다시없다(9)
화급하다(12) 안온하다(11) 과묵하다(10) 야단스럽다(10) 담대하다(9)
후리후리하다(12) 않다(11) 광포하다(10) 여유만만하다(10) 몽매하다(9)
흐드러지다(12) 어줍잖다(11) 구불구불하다(10) 오래되다(10) 무미하다(9)*
희뿌옇다(12) 얼근하다(11) 권태롭다(10) 오밀조밀하다(10) 무신경하다(9)
가녀리다(11) 에로틱하다(11) 그로테스크하다(10) 의기소침하다(10) 무지무지하다(9)
거뭇거뭇하다(11) 영락없다(11) 근소하다(10) 정하다(10)* 반들반들하다(9)
거북스럽다(11) 오목하다(11) 깍듯하다(10) 조숙하다(10) 방정맞다(9)
건재하다(11) 우직하다(11) 꺼멓다(10) 질퍽하다(10) 분방하다(9)
경직되다(11) 유망하다(11)* 꺼칠하다(10) 찡하다(10) 불경스럽다(9)
고분고분하다(11) 유장하다(11) 난삽하다(10) 청승맞다(10) 불그스레하다(9)
고생스럽다(11) 자자하다(11)* 다분하다(10) 청아하다(10) 불온하다(9)*
고풍스럽다(11) 작달막하다(11) 다사롭다(10) 초롱초롱하다(10) 불유쾌하다(9)
광막하다(11) 재다(11) 로맨틱하다(10) 출중하다(10) 뻑뻑하다(9)
기운차다(11) 저러하다(11) 무고하다(10)* 케케묵다(10) 살갑다(9)
깜짝하다(11) 졸렬하다(11) 무엄하다(10) 태만하다(10) 살지다(9)
낭랑하다(11)* 질박하다(11)* 미개하다(10) 하염없다(10) 암팡지다(9)
낯뜨겁다(11) 참하다(11)* 미천하다(10) 화기애애하다(10) 애교스럽다(9)
넓적하다(11) 충성스럽다(11) 별스럽다(10) 후지다(10) 애달프다(9)
더부룩하다(11) 치졸하다(11) 병약하다(10) 거멓다(9) 어둑신하다(9)
등한하다(11) 카랑카랑하다(11) 불친절하다(10) 거무스름하다(9) 여북하다(9)
따끈따끈하다(11) 퀴퀴하다(11) 뻔뻔하다(10)* 경사스럽다(9) 연로하다(9)
뜨악하다(11) 큼직큼직하다(11) 사이좋다(10) 과대하다(9) 완곡하다(9)*
망측하다(11) 파리하다(11) 산란하다(10) 굳건하다(9) 움푹하다(9)
무도하다(11) 호들갑스럽다(11) 상냥스럽다(10) 그렁그렁하다(9) 웅대하다(9)
방자하다(11) 혼미하다(11) 샛노랗다(10) 그릇되다(9) 유난스럽다(9)
방탕하다(11) 흉측하다(11) 선뜻하다(10)* 근면하다(9) 유복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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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하다(9)* 누르다(8) 얼큰하다(8) 괴기스럽다(7) 섧다(7)
자애롭다(9) 데면데면하다(8) 여실하다(8) 구부정하다(7) 성글다(7)
저열하다(9) 되잖다(8) 여하하다(8) 균일하다(7) 송구하다(7)
적적하다(9)* 둔중하다(8) 영민하다(8) 그만하다(7) 시건방지다(7)
정정당당하다(9) 득의만만하다(8) 영특하다(8)* 그악스럽다(7) 시끌시끌하다(7)
조야하다(9) 똥그랗다(8) 왁자하다(8) 극악하다(7) 심난하다(7)
지리멸렬하다(9) 리드미컬하다(8) 용맹하다(8) 기상천외하다(7) 심대하다(7)*
진배없다(9) 맛깔스럽다(8) 우매하다(8) 꼬불꼬불하다(7) 싸하다(7)
질다(9) 매몰차다(8) 위태위태하다(8) 난잡하다(7) 쏠쏠하다(7)
쬐그맣다(9) 멋스럽다(8) 존경스럽다(8) 노르스름하다(7) 악착스럽다(7)
쭈글쭈글하다(9) 면구스럽다(8) 존엄하다(8) 노쇠하다(7) 알쏭달쏭하다(7)
청량하다(9)* 몰염치하다(8) 준열하다(8) 누르스름하다(7) 애닯다(7)
청렴하다(9) 무해하다(8) 진진하다(8) 느끼하다(7) 약소하다(7)*
특별나다(9) 물씬하다(8) 청명하다(8) 느릿느릿하다(7) 어떠어떠하다(7)
폭신하다(9) 밍밍하다(8) 퀭하다(8) 단촐하다(7) 어질어질하다(7)
행복스럽다(9) 범상하다(8) 편편하다(8)* 대단찮다(7) 어처구니없다(7)
호방하다(9) 범속하다(8) 편평하다(8) 더하다(7) 엄혹하다(7)
호화스럽다(9) 부자유스럽다(8) 푸석푸석하다(8) 도드라지다(7) 여물다(7)
혼돈스럽다(9) 불가하다(8) 하고많다(8) 둥그스름하다(7) 영악스럽다(7)
황망하다(9) 불균등하다(8) 허렁허렁하다(8) 따습다(7) 예쁘장하다(7)
후끈하다(9) 불미스럽다(8) 휘황찬란하다(8) 리얼하다(7) 완숙하다(7)*
휘둥그렇다(9) 비근하다(8) 흉포하다(8) 멀뚱하다(7) 우렁우렁하다(7)
흥건하다(9) 비천하다(8)* 가증스럽다(7) 명민하다(7) 우악스럽다(7)
거슴츠레하다(8) 상관없다(8) 감쪽같다(7) 무결하다(7) 유난하다(7)
고깝다(8) 숨차다(8) 걸다(7) 무변광대하다(7) 음란하다(7)
고만고만하다(8) 스스럼없다(8) 걸걸하다(7)* 무원칙하다(7) 이상야릇하다(7)
골똘하다(8) 심란하다(8) 견실하다(7) 미끈미끈하다(7) 조그만하다(7)
굵다랗다(8) 싯누렇다(8) 고민스럽다(7) 미련스럽다(7) 째째하다(7)
꾸부정하다(8) 쌀쌀맞다(8) 고색창연하다(7) 버릇없다(7) 창피스럽다(7)
끔찍스럽다(8) 아스라하다(8) 고적하다(7) 번지르르하다(7) 천진스럽다(7)
남부끄럽다(8) 앙증맞다(8) 곤고하다(7) 보람차다(7) 태평스럽다(7)
노엽다(8) 어리벙벙하다(8) 곰살궂다(7) 불균형하다(7) 토실토실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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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하다(7) 멈칫하다(6) 시시콜콜하다(6) 조신하다(6) 걸찍하다(5)
파란만장하다(7) 명약관화하다(6) 시의적절하다(6) 좀스럽다(6) 경망스럽다(5)
포동포동하다(7) 모나다(6) 실답다(6) 주도하다(6) 곤욕스럽다(5)
푹신푹신하다(7) 모색하다(6) 심장하다(6) 준수하다(6) 곱상하다(5)
한량없다(7) 몰상식하다(6) 아니다(6) 진기하다(6) 괴이쩍다(5)
호락호락하다(7) 몰지각하다(6) 아둔하다(6)* 찌르르하다(6) 굵직굵직하다(5)
혼돈하다(7) 무궁무진하다(6) 야심만만하다(6) 찝찔하다(6) 그만그만하다(5)
갈하다(6) 무던하다(6) 양양하다(6)* 찬찬하다(6)* 기름하다(5)
강고하다(6) 무익하다(6) 어긋맞다(6) 챙피하다(6) 기세등등하다(5)
개탄스럽다(6) 무한정하다(6) 억지스럽다(6) 척척하다(6)* 긴가민가하다(5)
거만스럽다(6) 묵묵하다(6) 엉거주춤하다(6) 철두철미하다(6) 껌껌하다(5)
걸쭉하다(6) 물렁물렁하다(6) 엔간하다(6) 첩첩하다(6)* 끈적하다(5)
고급하다(6) 밉살스럽다(6) 열없다(6) 청순하다(6) 넙적하다(5)
고만하다(6)* 박식하다(6) 영예롭다(6) 코믹하다(6) 노곤하다(5)
공명정대하다(6) 박하다(6) 영험하다(6) 턱없다(6) 노숙하다(5)
궁상맞다(6) 배은망덕하다(6) 영화롭다(6) 파릇하다(6) 단명하다(5)*
극렬하다(6) 볼썽사납다(6) 올망졸망하다(6) 표독스럽다(6) 대동소이하다(5)
길둥글다(6) 봉긋하다(6) 완전무결하다(6) 피둥피둥하다(6) 덜떨어지다(5)
깔깔하다(6)* 부산스럽다(6) 외람되다(6) 핼쑥하다(6) 도탑다(5)
꼬장꼬장하다(6) 부자유하다(6) 웅숭깊다(6) 허무맹랑하다(6) 두두룩하다(5)
나란하다(6) 불명예스럽다(6) 위태하다(6) 허허하다(6) 들쑥날쑥하다(5)
눅다(6) 비등하다(6) 위풍당당하다(6) 홀쭉하다(6) 들쭉날쭉하다(5)
느껍다(6) 비리다(6) 유독하다(6)* 화평하다(6) 딴딴하다(5)
느릿하다(6) 비일비재하다(6) 유약하다(6)* 황공하다(6)* 땅딸막하다(5)
늙수그레하다(6) 비정스럽다(6) 은밀스럽다(6) 후텁지근하다(6) 똘똘하다(5)
달착지근하다(6) 살뜰하다(6) 익살맞다(6) 흉물스럽다(6) 뜨끈뜨끈하다(5)
도톰하다(6) 서글서글하다(6) 일천하다(6) 희디희다(6) 뜨시다(5)
되다(6) 섬찟하다(6) 장렬하다(6) 가득차다(5) 만면하다(5)
따끈하다(6) 소망스럽다(6) 장쾌하다(6) 감동스럽다(5) 말똥말똥하다(5)
뜨끈하다(6) 소소하다(6)* 전무후무하다(6) 감탄스럽다(5) 매스껍다(5)
망신스럽다(6) 속절없다(6) 전지전능하다(6) 강대하다(5) 모던하다(5)
멀쑥하다(6) 순진무구하다(6) 절망스럽다(6) 거무죽죽하다(5) 몰인정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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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광대하다(5) 씁쓰레하다(5) 청승스럽다(5) 고역스럽다(4) 무연하다(4)*
무병하다(5) 아무러하다(5) 청청하다(5)* 광대무변하다(4) 무용하다(4)
무쌍하다(5) 악착같다(5) 탱탱하다(5) 광폭하다(4) 무지스럽다(4)
뭉뚝하다(5) 앙바틈하다(5) 통분스럽다(5) 괴물스럽다(4) 미려하다(4)
미적지근하다(5) 앙증스럽다(5) 튼실하다(5) 괴팍하다(4) 미성숙하다(4)
방종하다(5) 앙징스럽다(5) 편벽되다(5) 그러잖다(4) 믿음직하다(4)
배다(5) 앙큼하다(5) 포실하다(5) 기똥차다(4) 반듯반듯하다(4)
번질번질하다(5) 어두침침하다(5) 푸르뎅뎅하다(5) 꺼끌꺼끌하다(4) 반하다(4)
번하다(5) 여성스럽다(5) 푸지다(5) 넓다랗다(4) 발그레하다(4)
보송보송하다(5) 역연하다(5)* 한갓지다(5) 넓직하다(4) 번성하다(4)
부스스하다(5) 열세하다(5) 해괴망측하다(5) 능수능란하다(4) 변변찮다(4)
불그죽죽하다(5) 오지다(5) 해사하다(5) 다복하다(4)* 볼메다(4)
불급하다(5) 온유하다(5) 향그럽다(5) 대길하다(4) 부동하다(4)
불량스럽다(5) 요만하다(5) 허황스럽다(5) 더없다(4) 불건전하다(4)
불법하다(5) 요사스럽다(5) 헐겁다(5) 덜되다(4) 불만족스럽다(4)
불운하다(5) 요상하다(5) 혁혁하다(5)* 독살스럽다(4) 불이익하다(4)
불철저하다(5) 유다르다(5) 현묘하다(5) 동뜨다(4) 불화하다(4)
불편스럽다(5) 융숭하다(5) 협애하다(5) 둥굴다(4) 붉디붉다(4)
불효막심하다(5) 으스름하다(5) 횡포하다(5) 둥글둥글하다(4) 비감하다(4)
비루하다(5) 의뭉스럽다(5) 휑뎅그렁하다(5) 듯하다(4) 비만하다(4)
비창하다(5) 잘룩하다(5) 흐리멍텅하다(5) 따끔따끔하다(4) 비장스럽다(4)
선뜩하다(5) 저주스럽다(5) 흐벅지다(5) 땅딸하다(4) 비통스럽다(4)
설마하다(5) 적확하다(5) 희끗하다(5) 뚱하다(4) 빠삭하다(4)*
소담스럽다(5) 조밀하다(5) 희부옇다(5) 마뜩찮다(4) 빵빵하다(4)
소담하다(5)* 종용하다(5) 감감하다(4)* 막되다(4) 빼곡하다(4)
소략하다(5) 중차대하다(5) 감개무량하다(4) 말큰말큰하다(4) 뽀로통하다(4)
소중스럽다(5) 지순하다(5)* 강녕하다(4) 맑디맑다(4) 사근사근하다(4)
수더분하다(5) 진득진득하다(5) 개웃하다(4) 맹숭맹숭하다(4) 삼삼하다(4)*
숫되다(5) 짐스럽다(5) 거무스레하다(4) 먹먹하다(4) 새콤하다(4)
시뜻하다(5) 쩨쩨하다(5) 거북살스럽다(4) 몽글다(4) 색스럽다(4)
시큼하다(5) 쭈뼛하다(5) 경박스럽다(4) 무구하다(4) 섬쩍지근하다(4)
쌉쌀하다(5) 청빈하다(5) 고명하다(4)* 무량하다(4) 성숙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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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나다(4) 조잡스럽다(4) 화평스럽다(4) 노릇하다(3) 매끈매끈하다(3)
소이하다(4) 주도면밀하다(4) 화해롭다(4) 노회하다(3) 매정스럽다(3)
솔찮다(4) 주렁주렁하다(4) 황막하다(4) 노후하다(3) 매콤하다(3)
송연하다(4) 주제넘다(4) 후덕하다(4) 녹록하다(3) 맥맥하다(3)
쇼킹하다(4) 지질하다(4)* 후덥다(4) 농염하다(3) 명명백백하다(3)
수상스럽다(4) 질탕하다(4) 흔쾌하다(4) 높직하다(3) 명철하다(3)*
숨김없다(4) 짖궂다(4) 희떱다(4) 높푸르다(3) 모지다(3)*
신묘하다(4) 쪼글쪼글하다(4) 가로막히다(3) 누릿하다(3)* 무례스럽다(3)
싱숭생숭하다(4) 쫄깃쫄깃하다(4) 강성하다(3) 능글능글하다(3) 무망하다(3)
쌍스럽다(4) 쭈뼛쭈뼛하다(4) 객쩍다(3) 능청맞다(3) 무실하다(3)
아랑곳없다(4) 찬연하다(4)* 걸직하다(3) 다난하다(3) 무자각하다(3)
알싸하다(4) 천착하다(4) 게슴츠레하다(3) 달갑잖다(3) 문명하다(3)
애지중지하다(4) 청정하다(4)* 견결하다(3) 대꾼하다(3) 물샘틈없다(3)
야멸차다(4) 추잡스럽다(4) 고렇다(3) 대차다(3) 물설다(3)
약여하다(4) 충충하다(4)* 곱다랗다(3) 덕성스럽다(3) 바삭바삭하다(3)
어색스럽다(4) 치사스럽다(4) 공고하다(3)* 덩실하다(3) 바지런하다(3)
엉뚱스럽다(4) 칼칼하다(4) 과년하다(3) 도도록하다(3) 발그스름하다(3)
여차여차하다(4) 컴커무레하다(4) 괴기하다(3)* 도저하다(3) 방자스럽다(3)
여차하다(4) 태연스럽다(4) 군색하다(3) 동그스름하다(3) 방정하다(3)
옹골차다(4) 태연자약하다(4) 그러그러하다(3) 두리뭉실하다(3) 번들번들하다(3)
용맹스럽다(4) 털털하다(4) 극대화하다(3) 둥그스럼하다(3) 번번하다(3)
우락부락하다(4) 텁텁하다(4) 극성맞다(3) 따듯하다(3) 번쩍번쩍하다(3)
우람스럽다(4) 토실하다(4) 근지럽다(3) 따시다(3) 번쩍하다(3)
울울하다(4) 투명스럽다(4) 근질근질하다(3) 또랑또랑하다(3) 범연하다(3)
유감되다(4) 푼푼하다(4) 기껍다(3) 똑바르다(3) 별쭝맞다(3)
유별하다(4) 하릴없다(4) 껄껄하다(3) 똥똥하다(3) 별하다(3)
의심쩍다(4) 한미하다(4) 껑충하다(3) 막심하다(3) 복스럽다(3)
자디잘다(4) 해쓱하다(4) 꾸불꾸불하다(3) 만연하다(3) 부귀하다(3)
잔악하다(4) 허랑하다(4) 나어리다(3) 망극하다(3)* 부덕하다(3)
잔학하다(4) 허스키하다(4) 난만하다(3) 망연스럽다(3) 부리부리하다(3)
적의하다(4)* 헛헛하다(4) 낯간지럽다(3) 망측스럽다(3) 부수수하다(3)
정신없다(4) 형형하다(4)* 냉하다(3) 맞춤하다(3) 부시시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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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강하다(3) 알록달록하다(3) 유야무야되다(3) 지성스럽다(3) 허여멀겋다(3)
불요불급하다(3) 야심하다(3)* 유유하다(3)* 직수굿하다(3) 허탄하다(3)
불의하다(3) 어떡하다(3) 유의미하다(3) 짐승스럽다(3) 허허롭다(3)
불초하다(3) 어줍다(3) 유일무이하다(3) 짜디짜다(3) 헌걸차다(3)
비리비리하다(3) 어쩌다(3) 으시시하다(3) 짜릿짜릿하다(3) 현숙하다(3)
비속하다(3) 어찌되다(3) 으쓱하다(3) 짠하다(3) 호강스럽다(3)
뻔질나다(3) 얼룩덜룩하다(3) 을씨년하다(3) 짱짱하다(3) 호기롭다(3)
뻣뻣하다(3) 엄엄하다(3)* 음전하다(3) 쫀쫀하다(3) 호쾌하다(3)
뻗세다(3) 없잖다(3) 음흉스럽다(3) 찌뿌드드하다(3) 호화찬란하다(3)
삐뚜름하다(3) 연만하다(3) 의논성스럽다(3) 찐득하다(3) 혼동스럽다(3)
사특하다(3) 열적다(3) 의뭉하다(3) 찔끔하다(3) 황량스럽다(3)
살기등등하다(3) 영검하다(3) 인자스럽다(3) 차근차근하다(3) 황황하다(3)
살풍경하다(3) 오만불손하다(3) 인정스럽다(3) 참람하다(3) 효성스럽다(3)
새되다(3) 오종종하다(3) 일사분란하다(3) 창창하다(3)* 훌쭉하다(3)
생경스럽다(3) 온난하다(3) 입바르다(3) 척하다(3) 훤출하다(3)
석연찮다(3) 올록볼록하다(3) 자신있다(3) 천박스럽다(3) 휭하다(3)
섬찍하다(3) 옳잖다(3) 자옥하다(3) 청신하다(3) 흐리멍덩하다(3)
섭하다(3) 옹골지다(3) 작작하다(3)* 초조롭다(3) 흐물흐물하다(3)
소복하다(3) 옹글다(3) 잔망스럽다(3) 치렁치렁하다(3) 히스테리컬하(3)
소쇄하다(3) 옹기종기하다(3) 잡스럽다(3) 칠칠하다(3) 겅성드뭇하다(3)
속담스럽다(3) 완미하다(3)* 재미스럽다(3) 텁수룩하다(3) 가뜬하다(2)
속시원하다(3) 완벽스럽다(3) 재수없다(3) 통탄스럽다(3) 가물다(2)
수고스럽다(3) 요망스럽다(3) 적실하다(3)* 판판하다(3) 가뭇없다(2)
스마트하다(3) 용의주도하다(3) 젊디젊다(3) 팔팔하다(3) 가분하다(2)
시답잖다(3) 우미하다(3)* 조렇다(3) 평강하다(3) 가슬가슬하다(2)
시덥잖다(3) 우숩다(3) 조 붓하다(3) 표독하다(3) 가치롭다(2)
신기롭다(3) 우쭈렁하다(3) 죄만스럽다(3) 표표하다(3)* 간고하다(2)*
신산스럽다(3) 웅건하다(3) 죽다(3) 푸르딩딩하다(3) 간데없다(2)
신통찮다(3) 웅혼하다(3) 중씰하다(3) 하고하다(3) 간지다(2)
쌍글하다(3) 위중하다(3)* 즐펀하다(3) 한갓되다(3) 간특하다(2)
아찔아찔하다(3) 유관하다(3)* 증오스럽다(3) 허랑방탕하다(3) 강퍅하다(2)
알딸딸하다(3) 유들유들하다(3) 지고하다(3) 허수룩하다(3) 객적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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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무뎅뎅하다(2) 구순하다(2) 노성하다(2) 듬성듬성하다(2) 무지몽매하다(2)
거무칙칙하다(2) 구저분하다(2) 노하다(2) 따땃하다(2) 무직하다(2)*
거무티티하다(2) 구접스럽다(2) 놀놀하(2)* 또박또박하다(2) 무진장하다(2)
거분거분하다(2) 궁색스럽다(2) 높낮다(2) 똘방똘방하다(2) 무탈하다(2)
거뿐하다(2) 귀염성스럽다(2) 누르퉁퉁하다(2) 뜨다(2) 무효하다(2)
거칠거칠하다(2) 그리웁다(2) 눈꼴사납다(2) 뜨뜻미지근하다(2) 묵중하다(2)
거푸수수하다(2) 극빈하다(2) 눈익다(2) 뜻깊다(2) 물씬물씬하다(2)
거하다(2) 극상하다(2) 다기하다(2)* 리버럴하다(2) 뭉근하다(2)
건하다(2)* 기기묘묘하다(2) 다능하다(2) 마뜩하다(2) 뭉실하다(2)
게슴치레하다(2) 기우뚱하다(2) 다되다(2) 막돼먹다(2) 뭐하다(2)
결곡하다(2) 깊디깊다(2) 다변하다(2)* 막역하다(2) 미끌미끌하다(2)
경멸스럽다(2) 까딱없다(2) 다수하다(2) 맛갈스럽다(2) 미심스럽다(2)
경사롭다(2) 까슬까슬하다(2) 다정다감하다(2) 망막하(2)* 미안스럽다(2)
경악스럽다(2) 까칠까칠하다(2) 단출하다(2) 망연자실하다(2) 민활하다(2)
고등하다(2) 꺼림직하다(2) 달디달다(2) 매몰스럽다(2) 밀집하다(2)
고수하다(2) 꺼림칙스럽다(2) 달큼하다(2) 맥없다(2) 밉쌀스럽다(2)
고슬고슬하다(2) 껄렁껄렁하다(2) 담박하다(2) 맨숭맨숭하다(2) 박복하다(2)
고약스럽다(2) 껄렁하다(2) 당연스럽다(2) 맵짜다(2) 박진하다(2)
곧이곧다(2) 꼬들꼬들하다(2) 대담스럽다(2) 맵차다(2) 반지르르하다(2)
골독하다(2) 꼬부라지다(2) 대수롭잖다(2) 맹하다(2) 발그대대하다(2)
곱디곱다(2) 꼬부장하다(2) 더덕더덕하다(2) 먹음직하다(2) 번드레하다(2)
공교하다(2) 꽁하다(2) 덕스럽다(2) 멀뚱멀뚱하다(2) 번드르르하다(2)
공순하다(2) 꾸덕꾸덕하다(2) 던적스럽다(2) 멍청스럽다(2) 범박하다(2)
공평무사하다(2) 끄무레하다(2) 덥수룩하다(2) 면면하다(2) 변화스럽다(2)
과람하다(2) 끔찍끔찍하다(2) 도연하다(2)* 명예스럽다(2) 별쭝나다(2)
과문하다(2) 난하다(2)* 동글동글하다(2) 명징하다(2) 병신스럽다(2)
괄하다(2) 남사스럽다(2) 될성부르다(2) 무감동하다(2) 보람스럽다(2)
광명하다(2) 냉습하다(2) 두리두리하다(2) 무근하다(2) 보배롭다(2)
괴상망측하다(2) 넉살스럽다(2) 득의양양하다(2) 무람없다(2) 복성스럽다(2)
괴상스럽다(2) 넓데데하다(2) 듣그럽다(2) 무사안일하다(2) 복욱하다(2)
교교하다(2)* 넓죽하다(2) 들썩하다(2) 무안스럽다(2) 복잡다단하다(2)
구깃구깃하다(2) 노르께하다(2) 들척지근하다(2) 무지근하다(2) 복잡화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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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퉁하다(2) 선뜩선뜩하다(2) 신명하다(2) 어스름하다(2) 유명짜하다(2)
부석부석하다(2) 설멍하다(2) 신푸녕스럽다(2) 어쭙지않다(2) 유치찬란하다(2)
부유스름하다(2) 설핏하다(2) 신효하다(2) 어찌하다(2) 유쾌스럽다(2)
분망하다(2) 섬뜻하다(2) 실쭉하다(2) 어찔어찔하다(2) 유하다(2)*
불가분하다(2) 섬약하다(2) 심원하다(2)* 얼키설키하다(2) 음황하다(2)
불가해하다(2) 성마르다(2) 쑬쑬하다(2) 엉큼스럽다(2) 이만저만하다(2)
불명하다(2) 성부르다(2) 아금받다(2) 여지없다(2) 이물스럽다(2)
불일치하다(2) 세모지다(2) 아득아득하다(2) 연면하다(2) 이악스럽다(2)
불측하다(2) 센티멘털하다(2) 아릿아릿하다(2) 열성스럽다(2) 인간스럽다(2)
불콰하다(2) 소도록하다(2) 아슴푸레하다(2) 열심스럽다(2) 일매지다(2)
불쾌스럽다(2) 소삽하다(2)* 아이러니하다(2) 염색하다(2) 일없다(2)*
불행스럽다(2) 소연하다(2)* 아이로니컬하다(2) 염하다(2) 자발머리없다(2)
불현듯하다(2) 소장하다(2) 아카데믹하다(2) 영구불변하다(2) 자별하다(2)
비뚜름하다(2) 속없다(2) 악독하다(2) 예스럽다(2) 자비스럽다(2)
비뚤비뚤하다(2) 쇄락하다(2) 안정하다(2) 오달지다(2) 자우룩하다(2)
비애스럽다(2) 수고롭다(2) 안존하다(2) 오동통하다(2) 자유자재롭다(2)
빈궁하다(2) 수부룩하다(2) 안좋다(2) 오뚝하다(2) 자자분하다(2)
빠끔하다(2) 수선스럽다(2) 알알하다(2) 오련하다(2) 잔악하다(2)
빤빤하다(2)* 수수롭다(2) 암흑하다(2) 온아하다(2) 잔인스럽다(2)
뻑적지근하다(2) 수월찮다(2) 애련하다(2)* 옴팍하다(2) 잘다랗다(2)
뻥하다(2) 순진스럽다(2) 야들야들하다(2) 옹졸스럽다(2) 장려하다(2)
뽀송뽀송하다(2) 숭굴숭굴하다(2) 야물다(2) 왁살스럽다(2) 저질스럽다(2)
뾰죽뾰죽하다(2) 숭숭하다(2)* 약빠르다(2) 왕청되다(2) 적연하다(2)
뾰죽하다(2) 숭엄하다(2) 얍삽하다(2) 외다(2) 적중하다(2)
삐죽하다(2) 승하다(2) 양순하다(2) 외설스럽다(2) 절통하다(2)
샛말갛다(2) 시금털털하다(2) 어기차다(2) 우량하다(2)* 젊잖다(2)
새청맞다(2) 시니컬하다(2) 어둑시근하다(2) 우려스럽다(2) 점직하다(2)
생급스럽다(2) 시답다(2) 어둠컴컴하다(2) 우선하다(2) 정겨웁다(2)
서름하다(2) 시시껄렁하다(2) 어드렇다(2) 우심하다(2) 정예하다(2)
서슴없다(2) 시커머티티하다(2) 어뜩하다(2)* 우직스럽다(2) 정치하다(2)
선득선득하다(2) 식다(2) 어룽어룽하다(2) 울분하다(2) 조고맣다(2)
선득하다(2) 신기스럽다(2) 어리뻥뻥하다(2) 웬간하다(2) 조심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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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하다(2) 충족되다(2) 허구많다(2)
좁디좁다(2) 츱츱하다(2) 허퉁하다(2)
좁직하다(2) 침통스럽다(2) 허풍스럽다(2)
주접스럽다(2) 컬컬하다(2) 헙수룩하다(2)
주체스럽다(2) 켸켸묵다(2) 헤설프다(2)
중뿔나다(2) 쾨쾨하다(2) 헤식다(2)
지각없다(2) 쿨렁쿨렁하다(2) 호연하다(2)*
지엄하다(2) 쿰쿰하다(2) 호졸근하다(2)
징글징글하다(2) 태부족하다(2) 호호탕탕하다(2)
짤막짤막하다(2) 터부룩하다(2) 혼곤하다(2)
짧디짧다(2) 터분하다(2) 혼륜하다(2)
쨍쨍하다(2) 투실투실하다(2) 확고부동하다(2)
쨍하다(2) 틀리다(2) 황당스럽다(2)
쩌렁쩌렁하다(2) 파릇파릇하다(2) 황홀스럽다(2)
쩌릿하다(2) 펀펀하다(2) 후끈후끈하다(2)
쪼끄맣다(2) 평순하다(2) 후덕지근하다(2)
쬐끄맣다(2) 평편하다(2) 흔하디흔하다(2)
찌릿하다(2) 폭신폭신하다(2) 흥감스럽다(2)
찐득찐득하다(2) 푸닥지다(2) 희망차다(2)
찝찝하다(2) 푸르디푸르다(2) 희소하다(2)*
차지다(2) 푸르죽죽하다(2) 흐뭇하다(2)
찰지다(2) 풍미하다(2) 흐리터분하다(2)
참담스럽다(2) 풍성풍성하다(2)
찹다(2) 피비리다(2)
천덕스럽다(2) 하나같다(2)
천만다행하다(2) 하늘하늘하다(2)
천부당만부당하다(2) 하루살이스럽다(2)
철면피하다(2) 한량하다(2)
청백하다(2) 할랑하다(2)
초초하다(2)* 함초롬하다(2)
추근추근하다(2) 항구하다(2)
추상같다(2) 해 말쑥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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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xicographical Research on Compiling Korean-Myanmar 
Adjectives Dictionary

Myint Myint Maw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the compiling 
process for the Korean-Myanmar Adjective Dictionary in the 
view of Lexical morphology.
  In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the 
Korean adjectives are classified into two parts, one is simple 
form adjectives and the another is complex form adjectives 
which are divided into compound words and inflected words. 
And it can also be seen the contents of macro structure and 
micro structure of dictionary. The selections of the lexicons 
and the arrangement of the lexicons are discussed in the part 
of macro structure of the dictionary. In the micro structure, it 
is composed of two parts; a headword, also known as entry, 
and the explanation, also known as definition of the lexicon. 
There are marks such as hyphen in the lexicon, the word 
origin, pronunciation, parts of speech, specialized field etc. are 
included in the entry, and examples and related words of an 
entry ar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the lexicon.
  In the Chapter 2, it is the process of selection of lexicons. 
Firstly, the adjectives are selected from ≪표준국어 
대사전≫"The Standard Dictionary of Korean", and secondly, 
they are processed by the Corpus program of 21 Century 
Sejong Program which includes 55 lakhs of sentences. Finally, 
the adjectives of frequency 2 and above which are resulted by 
the Corpus program are selected as entry of the dictionary 
which includes 225 simple words, 110 compound words and 
2,621 inflected words which are 2,956 in total but thi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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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include the homonyms which are counted as once. 
Therefore, the entry is altogether over 3,400 words in the 
Korean-Myanmar Adjective Dictionary. The arrangement of the 
entry is according to the alphabets of Korean.
  Chapter 3 is discussed on the entry. The hyphen  '-' mark 
is put in the complex word to distinguish simple words from 
complex words, which is an effective means to guess the 
meaning of complex word and to help to know the Korean 
word formation for Myanmar learners. And the number of 
upper script on the right end of entry describes for homonyms, 
and pronunciation is symbolized in Myanmar letters. The parts 
of speech is described as those of Korean.
  In Chapter 4, it concerns the process which describes the 
meaning and examples of an entry. Meanings of the entries in 
most of bilingual dictionaries are mainly based on translated 
words or phrases, but it is discovered that there are 7 different 
types to describe the definitions of an entry because it is not 
only based on  translation but also on detailed semantic 
features of an entry. The presenting of examples are based on 
the following conditions. Examples are required to be helpful 
to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entries, to be in simple 
sentence, in simple patterns and in plain words which are 
easily understandable, to reflect the actual usage, and to grasp 
the different meanings correlated to emotional aspects between 
the similar phonological interrelation entries.
  In Chapter 5, there is a discussion on related words of an 
entry which includes collocations, idioms and proverbs. It is 
impossible to present all the related words of an entry, so to 
find out the method for compiling is required. There are 3 
different types of structure in collocations. Of the three types, 
there are two specific types and one common type. The 
former is presented as examples in the form of adjective 
phrase or sentence after being mentioned the respective 
meaning of an entry and the latter is classified int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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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s; free combination and bound combination.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form, an entry is selected to be presented.
  Chapter 6 presents some proposals as regarding reference 
box which aims to persuade the learners to become active 
learners. The reference box is composed of 8 items, containing 
information to develop the productive skill of language.
  Chapter 7 is the summary of each chapter, remaining 
problems and future research.

Key words : Korean- Myanmar dictionary, adjective, macro 
structure, micro structure, entry, lexicon, 
definition, meaning, sense, example, related word 
of an entry, phonological interrelated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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