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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어에 대한 지식 내용을 음운, 형태, 의미, 문법 등으로 나누어 본다
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언어의
사용을 목표로 하므로 이러한 지식을 고립적으로 가르치기보다 듣기, 말
하기, 읽기, 쓰기, 통번역과 같은 언어의 기능 교육과 연계하여 한국어 사
용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 대한 음운, 형태,
의미, 문법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 언어
기능으로 전환시킬 것인지가 한국어 교육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 이 논문은 2013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가 수행한 “2012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공모사업” 2차년도의 연구 성
과물임.
** Minzu University of China 한국어학부 교수.

420 국어교육연구 제33집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민현식(2008)에서는 <문법교육을 기반으로
한 기능 통합교육>이라는 틀(paradigm)을 제기하고, 언어의 각 기능요소
와 문법교육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구안하였다. 본고는 이러
한 맥락에서 어휘-문법을 기반으로 한 기능 통합교육의 시도로 어휘결합
형태를 교육용 어휘 단위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교육 자료
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에서 어휘결합형태를 제시하는 방안을 구
안하고자 한다.
한 개의 단어는 그가 지니는 문법적 특성 및 의미적 특성에 따라 문장
에서 다른 단어와 결합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문맥적 의미를 보여 준다.
따라서 어휘 사용의 측면에서는 낱낱이 단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어와의 결합형태1)를 통하여 언어적 사용 환경까지 익히는 것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어휘의 결합정보에 관심이 쏠리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 결합 정보 사전이 출간되기도(｢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 김하수 외, 2007) 하는 것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 교육에서 어휘의 결합형태를 교육용 어휘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실제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교육용 어휘 단위를 기존의 낱말 단위에서 어휘결합형태로
확장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아울러 사전에서 어휘 결합 정보를 기술
할 필요성과 한국어 명사결합형태의 선정 기준 및 실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또한 후속 개발하게 될 명사결합사전의 내용 정보가 적절하고 체계
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선행 연구가 된다고 하겠다.
1) 어휘장 이론에서는 문장 내부에서 낱말이 다른 낱말과 필연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단어 간의 연어 현상(collocation)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였다.(김광해,
2003: 228) 어휘의 결합형태란 자세히 기술하자면, 어휘의 공시적 의미 관계에 의하
여 나타나는 문법적 공기 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연어나 관용어 형태뿐만 아니
라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의미적으로 호응하여 자주 공존하는 형태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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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에서 어휘결합형태 정보의 기술 필요성
1. 한국어 교육용 어휘 단위
현재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제시되는
어휘 단위는 낱말 단위가 대부분이고 낱말의 의미를 학습자의 모어로 대
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교실 수업이나 교재와 같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어휘를 쉽고 빠르게 전수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어휘의 최소 단
위인 어휘 형태소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되므로 중·고급단계에서 나
타나는 연어, 관용구와 같은 어휘결합형태 학습의 바탕지식을 쌓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학습자가 낱말의 발음, 형태, 의미, 품사와 같
은 기초 지식만으로 단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데에는 분명 미흡한 부
분이 있으며, 연어, 관용구와 같은 어휘결합형태가 문형이나 어휘 확장이
라는 개념으로 묶여 띄엄띄엄 나타나기는 하나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개의 낱말이 다른 낱말과 의미적으로나 어떤 요인에 의하여 연관되
어 있다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공시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관계를
단어 간의 결합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어의
어휘 결합 관계는 연어, 관용구와 같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틈이 없는 높
은 긴밀도를 나타내는 결합관계가 있는가 하면 긴밀도는 낮지만 자주 결
합하는 관계가 있으며, 또한 결합이 불가한 관계도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라면 이러한 어휘의 결합관계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이 있으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학습을 통하여 숙지하여야 하
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고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눈(眼
睛，眼光)’을 중심으로 ‘눈이 + 높다/ 크다/작다/예쁘다/맑다’, ‘눈을 +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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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감다/맞추다’, ‘눈에 + 익다/띄다/들다/나다’ 등의 표현들은 각각 ‘N(이,
을, 에 )+V’ 의 구성을 이루는데, 이러한 구성에서 명사는 뒤에 ‘이, 을, 에’
와 같은 조사를 취하며, 조사를 매개로 서술어와 결합하여 문맥적 의미를
드러낸다.2) 말하자면 ‘눈’이 주격조가 ‘이’를 취할 경우 ‘높다, 크다, 작다,
예쁘다’와 같은 형용사와 공존하며, 그렇지 않고 부사격 조사 ‘에’를 취할
경우에는 ‘익다, 띄다, 들다, 나다’와 같은 동사와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학습자는 개개의 형태소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야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정확하
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어 간의 결합은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의존적인 문법형태소와의 관
계에서뿐만 아니라 자립적인 어휘형태소와의 공기관계에 의해서도 나타나
는데, 이같이 둘 이상의 단어 간 결합형태인 어휘 덩어리(lexical chunks)를
하나의 단위로 제시한다면 형태, 의미, 사용을 고려한 어휘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전에서 어휘결합형태 정보의 기술 필요성
학습자가 목표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면서 이용하는 사전은 학습자 스스
로가 사전에 제시된 정보를 참조하여 언어의 사용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서 어휘 덩어리
를 하나의 표제어 단위로 제시한다면 교실 수업에서 낱말 단위로 학습한
어휘 지식을 바탕으로 단어 간의 결합형태를 하나의 어휘 단위로 인지하

2) 한국어의 조사는 선행 체언과 서술어와의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형태로서 전통
적으로 통사적인 기능과 의미적인 기능이 동시에 고려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명사
를 중심으로 명사 뒤에 나타나는 조사의 표면적인 결합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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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교육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
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어를 잘하는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어휘력이 좋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휘력은 단순히 단어를 기억한 수량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말을 잘 이해하거나 잘 표현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의 사용
지식에서는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느냐보다는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와 관련된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기존의 학습 사전들이
표제어의 의미 정보, 문법 정보, 발음 정보에 비해 어휘 결합 정보를 소홀
히 했던 것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어사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거나, 코퍼스와 같은 실제 언어 자료가 구축되기 전에 출간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코퍼스 구축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단어들의 공
기 형태를 짧은 시간에 쉽게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최근
몇 년간 출간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 사전｣(김하수 외, 2007)나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서상규 외, 2006)에서는 코퍼스를 활용하
여 어휘 결합 정보를 보다 자세히 다룬 학습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 사전｣은 기존의 학습사전이 표제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미시 정보를 제시한 것과는 달리 표제어와 다
른 단어 간의 결합형태를 통하여 표제어 관련 정보를 기술함으로 어휘 층
위에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구, 문장, 나아가 표현 층위에서의 실제 사용
양상을 보여 주었으며, 표제어와 결합관계에 놓인 단어까지를 습득할 수
있는 학습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뜻풀이로 완전
한 설명이 어려운 의미를 단어의 결합형태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줌으
로써 외국인 학습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표제어를 이해하고 실제 사용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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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서 어휘결합형태를 자세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또한 학습자의
사전 이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학습자는 쓰기와 같
은 표현을 위하여 사전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박문자: 2009: 143-162) 이는
낱낱이 단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단어를 조합하여 구 단위, 문장
단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설명이 된다. 사전
이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오류는 말하기와 쓰기 같은 표현영역에서
자주 보인다. 예컨대, “... 묘미 많은 일출도 볼 수 있다3)”라는 문장을 산출
하는 것은 명사 “묘미”에 대해 ‘미묘한 재미나 흥취’라는 어휘적 의미만을
이해하고 사용했기 때문이며, “묘미”와 자주 공존하는 어휘 결합 관계 정
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의 “묘미”는 “많다”라는 형용
사와 공기하지 못하는데, 학습자는 이러한 어휘 결합 정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 내게 된다.
사전에서 표제어가 어울려 쓰이는 결합형태를 하나의 단위로 제시하는
것은 해당 표제어가 어떤 단어와 공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구현
하는지를 보여 주므로 사전 이용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고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관점에서
도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Ⅲ. 명사결합형태의 선정 기준
두 개 이상의 단어 결합체를 교육용 어휘의 단위로 제시함에 있어서 학습
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결합체 중 핵심이 되는 성분이나 상대적으로 배우
기 쉬운 어휘를 중심으로 결합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중앙민족대학교 전공 2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만든 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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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기타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품사보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품사이면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와 같이 문장에서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성분 중의 하나이다.
또한 전체 학습용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므로4) 명사를 통한 어휘결합
형태의 학습은 어휘량(vocabulary size)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
가령 ‘올림픽’이라는 명사를 제시할 때, 우리는 올림픽의 유래나 성격과
같은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학습자의 모국어로 대역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나, 이러한 의미의 대역만으로 학습자가 어휘를 사용
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언어 사용을 위해서는 ‘올림픽’
이 사용되는 언어적 환경을 같이 제시해야 하는데, ‘올림픽을 개최하다 /
유치하다’, ‘올림픽이 열리다’, ‘올림픽에 참가하다’와 같이 ‘올림픽’과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결합 관계를 보여 주어야 하며, 이들의 용례를 통해 구
체적인 사용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명사를 중심으로 단어의 결합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첫째, 개별 낱말의
어휘-문법적 정보를 통합하여 제시하므로 학습자가 보다 쉽게 실제 언어
사용에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둘째, 명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결합형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동사나 형용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므로 어휘 학습의 효율적 측면
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유치하다”를 중국어로 번역할 경우
목적어와의 결합에 따라 각각 “申办(올림픽을 유치하다)”，“引进(외자를
유치하다)”，“吸引(관광객을 유치하다)”로 대역되므로 목적어를 배제한
동사 하나를 놓고 문맥적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비하여 “올림픽을 유치하다”와 같은 명사의 결합형태를 하나의 단위로 제
4) 국립국어연구원(2003)에서 선정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를 보면, 총 5965개의 어휘 중
고유명사, 대명사, 의존 명사를 제외한 일반명사의 어휘 수는 3404개로 전체 어휘 수
의 절반 이상을 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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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면 학습자는 어휘 덩어리를 통째로 인지하므로 동사를 따로 제시
하고 기본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명사를 중심으로 한 결합형태를 체계적인 하나의 교육단위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명사결합형태를 선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우선 명사결합형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기반으
로 코퍼스에서 결합형태를 추출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어휘-문법의 통합정보
명사의 결합형태는 명사와 다른 단어가 의미적으로 호응하여 나타나는
문법적 구성을 말한다. 서승현(2002)에서는 ‘명사-조사-용언’의 형식을 긴
밀형식이라고 지칭하고 이 구문의 특성을 명사만도 아니고 용언만도 아닌
‘명사-조사-용언’의 긴밀 형식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코퍼스에

서 어휘 결합형태의 추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명사를 핵심어로 삼고 한 문
장 속에서 핵심어와 문법적인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의 결합형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동혁(2007: 60-63)에서도 주장하였듯이 핵
심어와의 문법적인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이 핵심어에 대해서 연어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데, 가령 어떠한 명사를 핵심어로 삼는다면, 한 문장
안에서 그 명사를 주어로 삼는 동사 서술어, 그 명사를 보어로 삼는 동사
서술어, 그 명사의 수식어 등이 핵심어에 대한 연어가 될 수 있다.
명사를 핵심어로 하는 결합형태에는 명사와 서술어가 연결되어 구성된
형태, 수식어와 명사가 연결되어 구성된 형태가 포함되는데, 명사가 서술
어와 연결될 때는 뒤에 격조사와 같은 문법 형태소를 취하며, 수식어와
연결되어 나타날 때는 앞에 관형형 어미, 관형격 조사가 나타난다.
명사에 후행하는 격조사에는 주격, 목적격, 보격과 같은 구조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가 있는데, 주격조사 ‘이/가, 에서, 께서, 서’는 선행 명사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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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에서 서술어의 주어임을 표시하며, 목적격 조사 ‘을/를’은 선행 명사
가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목적어임을 표시한다. 보격조사 ‘이/가’는 선행
명사가 문장 안에서 보어임을 표시하는데, 보통 ‘아니다’, ‘되다’와 호응하
여 나타난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선행 명사가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에,
에게, 에서, 로/으로, 와/과, 처럼, 보다, ... ’ 등 부사격 조사는 처소, 자격,
원인, 때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명사가 격조사와 연결되어 문장
안에서 서술어와 맺는 다양한 관계를 도표로 정리하여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명사와 서술어의 결합 양상

명사 + 문법 표지
명사
명사
명사
명사

+
+
+
+

이/가
을/를
이/가
에, 에게, 에서, 로, 처럼 ...

주어 +
목적어
보어 +
부사어

문법 관계
서술어
+ 서술어
서술어
+ 서술어

다음으로 명사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 될 경우,
관형사나 관형사형 어미,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뒤에 나타나는데, 이
들의 결합형태로는 ‘관형사 + 명사 ’, ‘-ㄴ/-는/ -은 + 명사’, ‘명사 + 의 +
명사’의 구성이 있다.
<표 2> 관형어와 명사의 결합 양상

문법 관계
관형사
동사, 형용사의 관형사형
명사, 명사형

문법 표지 + 명사
관형사 + 명사
-ㄴ/-은/-는 + 명사
의 + 명사

<표 2>와 같이 명사는 문장에서 일정한 결합형태를 취하면서 선행어

인 관형어와 후행어인 서술어와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격 표지나 어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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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법 요소를 매개로 취하는 형태와 문법 요소가 없이 다른 단어와
직접 연결되어 나타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표 3>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명사의 결합형태

결합종류







선행어

관형어
관형어
관형어

문법요소
명사 + 이/가
명사 + 을/를
명사 + 에/에게/에서/로/처럼 ...
의 + 명사
-ㄴ/-은/-는 + 명사
관형사 + 명사

후행어
서술어
서술어
서술어

<표 3>은 명사가 선행어와 후행어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결합형태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이 중 결합 종류 의 형태는 아무런
문법 요소의 개입이 없이 관형사와 직접 연결되어 나타난 형태가 되며,
나머지 형태들은 모두 문법 요소를 매개로 결합형태가 이루어진다.
명사를 핵심어로 앞과 뒤에 나타나는 이러한 결합 양상은 코퍼스에서
명사결합형태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즉, 명사에 선행
하는 요소와 후행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코퍼스에서 해당 어휘의 사용 양
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명사결합형
태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코퍼스에서 명사의 결합형태를 추출하여 형태 중심으로 관련정보를 배
열하는 것은 기존의 사전에서 의미 중심으로 어휘 정보를 배열하는 것과는
다른 체계가 된다. 표제어의 의미를 단어 간의 결합정보를 통하여 보여준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어사전” 에서도 어휘적 의미를 중심으로 어휘 정보

를 나누어 배열하였는데, 표제어 “조건”을 예로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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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사
1.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 condition, requirement
관 + 조건 객관적인 ～, 경제적인 ～, 근원적인 ～, 기본적인 ～,

충분한 ～, 특수한 ～, 편리한 ～, 구조적 ～, 국제적 ～,
문화적 ～, 물질적 ～, 사회적 ～, 심리적 ～, 국제적 ～,
문화적 ～, 물질적 ～, 사회적 ～, 심리적 ～, 외적 ～,
제도적 ～, 지리적 ～
명 + 조건 여러 가지 ～, 교역 ～, 교육 ～, 근로 ～, 기후 ～, 노동 ～,

농업 ～, 생활 ～, 선택 ～, 선행 ～, 인간 ～, 자연 ～
조건 + 명사

(조건)반사

조건 + 동

(조건이) 맞다, 좋다, 충족되다
(조건을) 갖추다, 구비하다, 내걸다, 내세우다,

만들다, 충족시키다
(조건에) 영향을 받다.
예문 (생략)

2.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내 놓은 요구나 견해] condition, stipulation,
term
관 + 조건 거창한 ～, 공평한 ～, 까다로운 ～, 불가피한 ～, 엄격한 ～,

유리한 ～, 필요한 ～
명 + 조건 결혼 ～, 계약 ～, 근무 ～, 매각 ～, 사업 ～, 요구 ～,

전제 ～, 채용 ～, 필수 ～, 필요 ～
조건 + 동

(조건이) 맞다, 없다, 있다, 좋다, 충족되다
(조건을) 내걸다, 내세우다, 달다, 붙이다,

완화하다, 제시하다, 충족시키다
예문 (생략)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어사전”에서 제시한 표제어 “조건”의 정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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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먼저 어휘적 의미를 ‘1.’과 ‘2.’로 나눈 후 어휘적 의미에 따라 결합
정보를 기술하였다. 그 결과 결합구성이 같은 “조건 + 동 ”에서 “(조건이)
맞다, 좋다, 충족되다”, “(조건을) 내걸다, 내세우다, 충족시키다”처럼 같은
결합형태가 ‘1.’에서와 ‘2.’에서 중복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조건”을 중국어로 대역할 경
우, ‘1.’과 ‘2.’의 어휘적 의미 모두 중국어의 “条件”5)에 대응되므로 ‘의미1.’
과 ‘2.’를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결합형태를 중심으로
정보를 배열하고 대역어로 그 의미를 제시한다면 표제어의 내용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구성이 될 것이다.

2. 명사결합형태의 긴밀도
단어와 단어사이는 공시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러한 시각에서 단어 간 결합관계는 대개 단어의 의미적 특성에서 비롯된
다고 할 수 있는데, 명사와 다른 단어와의 결합관계에서 결합 긴밀도가
높은 형태가 있는가 하면 긴밀도가 낮은 형태도 있다. 가령 단어와 단어
가 결합하여 특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나 관용구와 같은 구성은 그 관
계가 긴밀하여 구성 요소의 교체나 첨삭이 잘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부사어와 같은 기타 어휘 형태소의 출현을 허용하면서 의미
적으로 호응하는 결합관계는 자주 공기하여 나타나지만 긴밀도는 낮은
형태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일정한 의미를 구
5) 뺷现代汉语词典뺸에서 기술된 “条件”을 보면 의미 ①과 ②는 각각 한국어 “조건”의
의미 ‘1.’, ‘2.’에 대응한다.
【条件】tiaojian 名
①影响事物发生、存在或发展的因素：自然～￨创造有利～。②为某事而提出的要
求或定出的标准：讲～￨他的～太高，我无法答应。③状况：他身体～很好￨这个工
厂～很好，工人素质高，设备也先进

코퍼스를 활용한 명사결합형태의 선정 기준과 실제 431

현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결합 불가의 형태로 판정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어의 ‘해’라고 하는 낱말에는 모두 18개의 동음동형이의어
가 있으며, 이들의 의미적 특성에 의하여 각각 다양한 결합형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태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해¹’를 예로 들면,
문장에서 명사와 의존명사로 쓰일 때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고, 명사로 쓰
일 경우에도 세 개의 의미로 나타나는데, 사전에서 기술한 ‘해¹’의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로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해 01
[Ⅰ] ｢명사｣
｢1｣ ‘태양02 ｢1｣’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2｣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해는 열두 달로, 양력으로는
365.25일이고 음력으로는 354일이다.
｢3｣ 날이 밝아서 어두워질 때까지의 동안.
[Ⅱ] ｢의존명사｣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을 세는 단위.

위에서 기술된 것처럼 ‘해¹’은 태양이라는 한 개의 고정적인 의미만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날
이 밝아서 어두워질 때까지의 동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을
세는 단위 등으로 쓰인다. 여기에서 ‘해¹’의 의미를 어휘결합형태를 통하
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이자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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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명사 ‘해¹’의 문맥적 의미

문법적
결합형태
구성
명 + 술 해가 가다
(관형어) +
명+술
해가 되다
명+술
명+술
명+술
관+명
관+명
관용
표현

말뭉치에서의 용례

해가 갈수록 식구들이 불어났어요.
...기묘년은 단연 정치의 해가 될 것이
다.
아침에는 해가 저쪽으로 비치기 때문
해가 비치다
이지요.
혼례를 올리고 그의 아내가 된 이후
해를 넘기다
벌써 해를 넘겼지만, 아직도 그를 보
면 가슴이 쿵쾅거렸다.
해를 등진 그녀의 갈색 머리칼은 엉
해를 등지다
망으로 헝클어졌고...
한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한 가지씩 터득하는 데 여러 날 여러
여러 해
해가 걸렸다.
“자네가 자신 있게 의견을 얘기하다
해가 서쪽에서 뜨다
니, 내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해¹’의
문맥적 의미
[Ⅰ]의 ｢2｣
[Ⅰ]의 ｢2｣
[Ⅰ]의 ｢1｣
[Ⅰ]의 ｢2｣
[Ⅰ]의 ｢1｣
[Ⅱ]
[Ⅱ]
[Ⅰ]의 ｢1｣

<표 4>는 ‘해¹’의 문맥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SJ-RIKS Corpus에서

대표적인 결합형태를 뽑아 제시한 것인데, “해가 서쪽에서 뜨다”와 같이 굳
어진 문법구조에 의하여 특수한 의미를 보이는 긴밀 결합형태가 있고, ‘해
가 (저쪽으로) 비치다’처럼 중간에 부사어가 위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긴밀도가 낮은 일반 결합형태가 있다. 또한 ‘해¹’은 ‘되다’나 ‘입다’와 같은
동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결합형태를 단어 사이의 긴
밀도에 따라 긴밀 결합형태, 일반 결합형태, 결합 불가형태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선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긴밀 결합형태는 표제어와 다른 단어가 특정의 문법구조에 의
하여 굳어진 형태를 보이므로 기타 단어나 문법형태소로 대체가 불가하
며, 문장 전체가 단어 간의 의미의 합이 아닌 특수한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일반 결합형태는 표제어와 다른 단어가 일정한 문법 형태소를
매개로 결합되어 해당 표제어의 문맥적 의미를 나타내며, 이때 문법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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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생략이나 표제어와 결합된 단어 사이에 부사어와 같은 기타 성분의
출현이 허용되나 해당 표제어의 문맥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셋째, 결합 불가 형태는 표제어가 일정한 문법 형태소를 매개로 다른
단어와 문법적 결합관계를 이루지만 단어 간의 의미적 호응이 없을 때,
이들 단어 간의 결합은 불가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명사결합형태의 어휘-문법적 특징과 긴밀도는 코퍼
스에서 결합형태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Ⅳ. 명사결합형태의 실제
사전은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 목표나 대상에 따라 설정된다. 어
휘결합형태를 코퍼스에서 추출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그 의미와 용
례를 제시하는 것은 쓰기나 말하기와 같은 표현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 주
는 것이 된다. 이는 교실 수업이나 교재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한으로 문
법규칙을 연역적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과 달리 해당 표제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통해 어휘-문법적 정보를 귀납적으로 제시하는 격이 되므로 학습
자가 사전을 이용하여 단어를 조합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줄이게 한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명사결합형태의 어휘-문법적 특징과 긴밀
도 특징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코퍼스에서 명사결합형태를 선정하는 실제
를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활용한 코퍼스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
구원에서 대외적으로 서비스하는 SJ-RIKS Corpus6)로서 약 1500만 어절
의 규모를 가진 범용 코퍼스로 한국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 충분한
객관적 조건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검색 기능면에서 형태소와 어절 단위
6) SJ-RIKS Corpus는 2013년 말부터 1억6천만 어절의 확장판을 구성하여 공개 서비스
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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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어 검색할 수 있고 ‘완전 일치’, ‘전방 일치’, ‘후방 일치’의 세 가지
검색 방법을 지원하고 있어 어휘의 형태적 분석과 핵심어를 중심으로 선,
후행 어휘의 출현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에 위에서 언급한 ‘해¹’을 예로 들어 결합형태를 추출하여 보이자
면, 우선 ‘형태소’ 단위로 ‘해’를 검색하여 동형동음이의어를 가려낸 후,
‘해¹’이 취할 수 있는 문법 요소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해¹’이 나타내는 문

법적 형태에 따라 ‘어절 단위’, ‘전방 일치’ 방법으로 검색한 후 대표적인
결합형태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¹’의 결합형태를 정리하
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해¹
◉ 해 + 서술어
해가 ～

해가 가다 // 해가 갈수록 식구들이 불어났어요.
해가 기울다 // 해가 기울고 바깥이 어두워질 때까지...
해가 나다 // 어머니는 해가 나도 비가 와도 걱정이었다.
해가 떠오르다 //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른다.
해가 떨어지다 // 해가 떨어질 찰나였습니다.
해가 들다 // 1층은 사계절 내내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았다.
해가 뜨다 // 겨울이면 아침 9시에 해가 뜨고 오후 2시면 해가 지는 나라.
해가 바뀌다 // 문화는 하루아침 해가 바뀌면서 갑자기 이뤄지는 게 아니다.
해가 비치다 // 아침에는 (저쪽으로) 해가 비치기 때문이지요.
해가 저물다 // 해가 저물어가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해가 지다 // 협상은 해가 지고 자정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해를 ～

해를 거듭하다 // 특히 공개강좌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수가 늘어났다.
해를 넘기다 // 혼례를 올리고 벌써 해를 넘겼지만, 아직도 그를 보면 가슴
이 쿵쾅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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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등지다 // 해를 등진 그녀의 갈색 머리칼은 엉망으로 헝클어졌고...
◉ 관형어 + 해

몇 해 // 몇 해가 지나고 나는 재혼을 했다.
붉은 해 // 서산 너머, 무심히 붉은 해가 지고 있었다.
여러 해 // 한 가지씩 터득하는 데 여러 날 여러 해가 걸렸다.
한 해 //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 관용 표현

해가 서쪽에서 뜨다 // “자네가 자신 있게 의견을 얘기하다니, 내일부터 해
가 서쪽에서 뜨겠어.”

단어 간 결합형태는 실제 언어 자료인 코퍼스에서 추출하는 것이 좋지
만 국어사전과 같은 기존의 내국인을 위한 대형사전을 참고하여 정확성
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전 편찬을 위해서는 ‘해가 길다’, ‘해가 짧다’
와 같은 결합형태의 누락이 없도록 대형 사전을 참조해야 할 것이며, 특
정 학습자를 위해서는 뜻풀이, 각각의 결합형태 및 용례가 학습자의 모어
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에서 표제어의 내용 정보를 기술함에 있어서 또한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고 한 눈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구성에서 복잡한 구성으로 해당 어휘의 결합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명사의 결합형태에는 명사와 서술어, 관형어와 명사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구나 절의 기능을 하는 형태와 명사를 핵심어로 굳어진
관용 표현의 형태뿐만 아니라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하나의 의미적 단위
를 이루는 형태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단어 층위, 구 층위, 그리
고 표현 층위 등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제시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보여 주는 것 보다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어 층위에서의 결합형태는 문법 형태소의 개입이 없이 명사와 자립적
인 어휘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어 하나의 단어적 역할을 하는 구성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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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명사’의 형태를 말하며, 구 층위에서의 결합형태는 문법 형태소를 매개
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명사 + 서술어’, ‘관형어 + 명사’와 같은
구성을 말한다. 그리고 표현 층위에서의 결합형태는 속담이나 관용구처럼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굳어진 결합형태를 포함한다.
사전에서 표제어의 정보를 제시함에 있어서 단어 층위, 구 층위, 표현
층위 등 3단계 접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명사 ‘감기’를 예로 들어 제
시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 명사의 단계적 결합정보

층위

결합구성

단어 층위

‘감기 + 명사’

‘감기 + 서술어’

구 층위

관형어 + 감기
표현 층위

관용 표현

결합형태
감기 기운
감기 몸살
감기 바이러스
감기 약
감기 증상
감기 환자
감기가 ～
감기가 걸리다
감기가 낫다
감기가 들다
감기가 떨어지다
감기가 유행하다
감기를 ～
감기를 앓다
감기를 예방하다
감기를 조심하다
감기에 ～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좋다
가벼운 감기
지독한 감기
유행성 감기
감기를 달고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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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는 SJ-RIKS Corpus 자료에서 명사 ‘감기’의 결합형태를 추
출하여 단어 층위, 구 층위, 표현 층위로 나누어 제시하여 보인 것이다.
단어 층위에서의 결합형태는 “감기”와 다른 명사가 직접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결합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표제어 “감기”의 상
위 개념인 “의학”을 뚜렷이 보여 주므로 학습자가 표제어의 어휘적 의미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구 층위에서의 결합형태는
표제어와 동사, 관형사와 표제어가 각각 조사 ‘가’, ‘를’, ‘에’, 관형형 어미
‘-ㄴ’, 접미사 ‘-성’을 매개로 결합하여 문장에서 동사구 내지 형용사구, 명

사구의 기능을 하는 결합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구성은 문법 형태소가 있
어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
에서처럼 격조사에 따라 표제어의 결합형태를 분류하여 제시한다면 문법
적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현 층위에서의 관
용 표현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표현으로 단어 개별적 의미의
합이 아닌 결합형태 전체가 나타내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므로 해당 어휘
의 비유적 의미,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단위를 기존의 낱말 단위에서 어휘결
합형태로 확장하여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사전에서 명사결합형태를 하나
의 어휘 단위로 제시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명사가 문장에서 나타내
는 어휘-문법적 특성 및 어휘 결합 관계의 긴밀도를 바탕으로 코퍼스를
활용한 명사결합형태의 선정 기준 및 실제를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전
에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사결합형태를 단어 층위와 구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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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층위로 나누어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제시하는 점진적 방
법에 대하여 거론하였다.
본고는 뺷한국어명사결합사전뺸 개발을 전제로 명사에 한정하여 코퍼스
에서의 결합형태를 고찰하였으므로 기타 품사를 배제한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전이 도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어 어휘 전반을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나 한국어교육에서 학습 자료로 활
용하기 위한 학습사전이라면 학습의 효율을 전제로 편찬하는 것이 또 하
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명사는 한국어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문장
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와 같은 핵심성분 중의 하나로 격조사를 매개로
다양한 단어 간 결합형태를 보인다. 이는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활용이
있는 용언을 중심으로 결합형태를 학습하는 것보다 쉽고 체계적인 학습
이 될 수 있는 구성이 된다. 그러나 사전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명사결합
형태에 나타난 동사, 형용사를 색인하여 부록으로 제시하는 보완책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어 전반을 아우르는 어휘결합형태에 대한
*

체계적인 접근법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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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코퍼스를 활용한 명사결합형태의 선정 기준과 실제
박문자
한국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교육용 어휘 단위를 기존의
낱말 단위에서 어휘결합형태로 확장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고는 명사를 중심으로 코퍼스에서 어휘결합형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원리와 이를 학습사전에 적용하기 위한 실제에 대한 연구가 된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와 같은 핵심 성분 중의 하나이면서 격
조사를 매개로 다양한 어휘결합형태를 보인다. 명사의 이러한 문법적 특성은 코
퍼스에서 명사결합형태를 체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국어는 연어, 관용구와 같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틈이 없는 높은 긴밀도를 나
타내는 결합형태가 있는가 하면 긴밀도는 낮지만 결합이 가능한 일반형태가 있
으며, 또한 결합이 불가한 형태도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라면 이러한 어휘결합
형태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이 있으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학습을 통
하여 숙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고안하여야 한다. 코퍼스를
활용한 명사결합형태의 선정 원리를 찾고 사전에서 결합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실제를 논의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주제어] 코퍼스, 어휘결합형태, 명사결합형태, 사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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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ndards and Practice of Corpus-based Selection
of Nominal Collocates
Wenzi Piao
In Korean language teaching, it is more and more demanded to extend the
learners’ vocabulary from single words to word collocates. This paper,
focusing on nominal collocates, aims at exploring the Standards of
corpus-based selection of word collocates, and their application incompilation
of learner’s dictionaries.
In sentences, based on case-particles, nouns and their collocations can be
identified as subjects, objects, complements etc.This special grammatical
property can be applied as theoretical bases and Standards in corpus-based
selection of nominal collocates. In Korean language, there are three types of
collocates with reference to the lexical compatibility, i.e. the highly compatibles,
compatibles, and non-compatibles. Naturally, native Korean speakers are fully
aware of the lexicalcompatibility, while foreign language learners have to
acquire the knowledge of it through conscious efforts.Therefore， it is
necessary to work out a practical method to improve teaching efficiency, which
is also one of the purposes of this thesis.
[Key words] corpus, a lexical collocation, nominal collocates, learner’s
diction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