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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국어학습에있어서어휘교육의중요성은널리인식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실제언어교

육현장에서는간과되어왔다(Zimmerman, 1997). 효과적인어휘교육은외국어교육의중요한

과제라고할수있다(Schmitt, 1997; Brown, 2007a, b). 본연구에서는일본어모어학습자를

위한보다효과적인한국어한자어휘학습방법을모색하고한국어와일본어한자어휘들의

음성적유사성과한자의조어능력에주목하여일본어모어학습자를위한한자어휘교육에

관한선행연구를검토한후구체적인교육방안을제시하고, 그효과를실험을통하여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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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는외국어학습에있어서제2언어지식의공백을제1언어지식으로메울수있으며, 

이경우제1언어와제2언어가유사하다면더욱효과적이다(Cook, 1991). 중국어에서수많은

한자와한자어휘가유입된한국어와일본어에서는, 한자어휘들이각언어의음성및음운체계

에맞게변화되어일반어휘로정착하게되었다(신용태, 1977, 1982, 1999). 그결과, 한국어와

일본어는비록발음상의차이나일부조어법(word-formation) 상의차이는있으나같은한자에

서유래한동일하거나유사한한자어휘를공유하게되었다. 미야지마타츠오(宮島 達夫, 1986)

와허철(2010)에의하면, 한국어와일본어에서한자어휘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약 66%와

70%에달한다. 이와같은높은한자어휘의비중으로인하여한국어와일본어는어휘적중복성

혹은음성적유사성을가질 수밖에없게되었다. 본연구에서는두언어사이의이와같은

높은어휘적중복성과음성적유사성을활용한효과적인어휘학습법의개발가능성에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Brown(2007)은어휘학습에있어서이중언어사전사용해모르는어휘를하나하나찾아보고

기억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어휘를 추론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배우는

것이목표언어어휘정착을위해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 Gu & Johnson(1996) 역시어휘학습

에있어서추측전략의중요성에대해서언급하였다. 한국어와일본어의한자어휘는그구성

한자의뛰어난조어능력1)으로인하여, 새어휘를만들거나처음접하는어휘의의미를추측하

는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한자의 특징은 학습자가 어휘학습시 어휘를 일일이

기억해야하는부담을덜어주고, 장기기억에도긍정적인영향을끼친다(윤유선, 2007; 이영희, 

2008). 또한, 현재이루어져있는어휘학습관련연구는학습자의어휘학습전략을극대화하

여 이중언어사전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Schmitt, 1977; Paribakht and 

Wesch,1999; Gu & Johnson, 1996; Brown, 2007ab). Paribakht and Wesch(1999)는학습자가어휘

추측 전략에 사용하는 지식원을 주요 지식원과 부수적 지식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주요 지식원에는 문법적 지식, 형태적 지식, 구두법, 그리고 부수적 지식원으로는 담화적

지식, 음운적유사성등이사용된다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이지금까지어휘학습에서는학습

자가어휘를단어단위혹은음절단위의정보를이용하고있다는전제로논의가이루어져

왔다. 

 1) 한한자가다른한자와 결합하여다양한단어를 형성할 수 있는능력. 예: 학 ‘學’은 學校, 學生, 學力, 
數學 등의 단어의 조어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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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과거한국어어휘학습에관한다양한연구들(문금현, 2003; 김수희, 2004; 박신영, 2007; 박덕

유, 2009; 원미진, 2010; 이정민 ․ 김영주 2010)이이루어져왔으나어휘학습전략관점에서의

실험적인연구는희소하였다. 이러한점에서윤유선(2007)과이영희(2008)의연구는흥미롭다.

윤유선(2007)은외국인한국어학습자의한자어휘교육연구를위해어휘학습전략관점에

서영어를비롯한비한자권학습자 7명에게학습전략훈련을실시하고그결과를관찰하였다. 

이연구의목적은한국어한자어의어근정보및어휘구조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 의미 추측 학습전략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학습전략 훈련을

받은 학습자의 어휘 의미 추측 능력은 점차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유선(2007)은어휘

학습전략에대해장기적인훈련을실시하여그효과를객관성있게분석했다는점에서흥미롭

다. 그러나 실험대상이 비한자권 학습자였기 때문에 한자권 학습자가 과연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동일한학습전략훈련이한자권학습자에게도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영희(2008)는한자어조어능력을학습전략으로개발하도록지도함으로써한자어휘확장

및장기기억측면에서연구를진행하였다. 실험은네가지유형의다지선다형(multiple-choice) 

시험을 통해서, 제시된 어휘의 의미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어능력 학습전략을

적용한수업전후어휘평가시험점수를비교한결과, 수업전보다수업후성적이높아졌으며, 

또한, 학습자인터뷰를통해실험에서실시한수업이어휘의의미나구조를신속히이해하는

데에도움이된다는평가를받았다. 이영희(2008)는교사입장에서한자어휘교육의필요성을

검토및분석하였고, 그결과로서구체적인교육방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

나한자권, 비한자권학습자모두에게효과적인교재개발의필요성을지적하였음에도불구하

고, 막상한자권학생이실험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다는점과, 이교육방안이한자어휘의

장기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제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이와는대조적으로한국어와일본어의한자음체계를비교하고(이경철 2003), 더나아가서

일본인학습자를위한효율적인한국어한자어휘교육에관한연구도최근다양하게이루어졌

다(김효선, 2003; 우찬삼, 2007). 사노데루아키(2004)는 한국내교육기관의 한자어휘 교육

현황과한-일한자대조분석을바탕으로일본어모어학습자들이흔히범하는발음과의미

추측오류를분석하고이들을위한한자어휘교육방안을제안하였다. 이토히데토(2007)는, 

한-일 한자음을 음절위치에따라서초성, 중성, 종성 간에 대응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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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교체 규칙(最重要直し方規則)’을 제안하였고, 또한, 일본어를 비롯한 한자권

학습자들이어휘의미추측능력을활용하게하기위해서는한국어와일본어한자어휘체계의

대응관계에대한지식을가르치고, 한국어와일본어의한자목록을대응시키는것이중요하다

고주장하였다.2) 1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까지이루어진연구에서는어휘추측에사용

하는지식원은음절단위의정보라고보는주장이대세였다. 한국어교육에서도이에따라

음절단위의한자어휘추측전략훈련방안을제시해왔는데, 사노데루아키(2004)와이토

히데토(2007)에서는한자음을음절단위가아니라음소단위로나누어추측하는방법을제안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3. 연구주제 및 연구 방법

2절의선행연구검토를통하여일본인을위한한국어한자어휘교육연구에있어서한자

수업과추측전략훈련이어휘학습에긍정적효과를보이며, 또한일본어모어화자의경우

배경한자지식을전제로일본어한자음과의비교와추측전략훈련을중심으로교육방안을

설계할수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그러나선행연구들은다음의사항들에대해서는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즉,

(1) 한자수업과추측전략훈련이일본어모어화자를비롯한한자권학습자의어휘학습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

(2) 일본어 모어 학습자의 경우, 한자 지식을 전제로 일본어 한자음과의 비교와 추측전략

훈련 중심 교육 방안의 효과

본연구에서는이상에서지적한선행연구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실험을설계하고시행함

으로써그긍정적효과를실질적으로검증하고자한다. 또한일본인을위한한자어휘교육

방안을 제시한 사노 데루아키(2004)와 이토 히데토(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자 어휘를

음소단위로나누어이를대응시키는방법에대해그효과를검증하는것도본연구의목적이

다. 이를위해서전체참가자를실험집단과통제집단으로나누어비교한다. 실험은교육과

 2) 그러나사노데루아키(2004)와이토히데토(2007)는제안한교육방안의타당성과효과에관해서는언급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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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의 두 단계로 나뉜다. 그리고엄정한 시험평가 문제지작성을 위하여 예비실험과

본실험으로 나누고, 예비실험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을 본실험 문제 작성시 반영하였다.3)

4. 실험

4.1 연구 가설

본실험에서는 사노데루아키와이토 히데토의교육 방안을 절충적으로 참고하여 한-일

한자음대응관계교재를제작하고, 이를이용하여일본어모어학습자들에게한일한자어

대응관계에 대한 수업을 시행한 후, 어휘 평가 시험을 실시하여, 한-일 한자음 대응현상이

한국어 어휘 의미 추측에 끼치는 효과에 대해서 검증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한일 한자음 대응현상을 이용한 한국어 한자어휘 교육은 일본인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상기가설이타당하여제시한교육방안이일본인학습자에게효과가있다면, 한자어

휘수업을들은실험집단의어휘시험점수가수업진도에따라서높아질것이며, 대조집단에

서는 그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2 실험 대상

서울시내한대학교한국어어학당정규과정에등록한일본어모어학습자 10명이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한국어 3급혹은 4급을이수하였으며, 성별, 학습단계를고려하여

실험집단과대조집단으로 5명씩나누었다. 집단별성비,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학습기간은

표1과 같다.4)

 3) 구체적인 실험 구성에 대해서는 표2 참조

 4) 참여자전원한국유학기간은 1년미만이었다. 대부분참여자가어학원, 대학, 가정에서한국어학습경험

이있다. ‘학습기간’은대학이나어학원등교육기관에서의학습경력을가리키며, 독학, 가정학습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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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분 참여자 남녀비율 연령 거주기간(월) 학습기간(월) 

실험집단 5명 남(2):여(3) 22 3.4(1.7) 13.2(10.7)

대조집단 5명 남(2):여(3) 20 5.8(0.6) 19.5(12.7)

표1 실험 참여자 (연령, 거주기간, 학습기간은 평균 (  ) 안은 평균편차)

4.3 실험 방법

실험집단에는 한-일 한자음 대응관계와 한자어휘 의미 추측에 관한 수업을 실시하였고, 

대조집단에는읽기와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주당 1회씩총 4회의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매번 수업 시작 전 총 6회의 어휘 시험을 시행하였다. 1차 및 2차 시험은 예비실험 결과

드러난문제점들을 3차-6차 시험문제작성에반영및수정하여실시하였다. 실험은표2와

같이진행하였다. 수업은집단별로다른날실시하였고, 마지막 6차시험은두집단이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표2 실험 시행 일정

예비 실험 (2011년 10월 17일~10월21일) 본 실험 (2011년 11월10일~12월5일)

시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수업 1차 2차 3차 4차

4.4 실험 도구 설계

4.4.1 실험용 교재 작성과 교육방안 설계

사노데루아키(2004)는초급에서는한자음대응관계설명과연습문제풀이중심, 중고급에

서는실제읽기자료로서신문기사에나타나는어휘의미추측전략훈련중심으로분리된

교육방안을제시하였고, 한자음을음성적으로익히기위해서신문기사를낭독하여들려주는

수업활동도실시하였다. 이토히데토(2007)는구체적인수업내용과교재에대해서는언급하

지않았지만,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자어휘 교육첫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한자음을 음절　

내위치에따라서 I(initial), M(medial), V(vowel), F(final)의네가지로나누고, 이를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3과 같은 한-일 ‘가장 중요한 교체 규칙(最重要直し方規則)’을 제안하였는데, 

학습첫단계에서는한자음교체시불규칙성이낮은 I, F를먼저가르치고, 불규칙성이높은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휘 교육 연구 ················································· 牧野美希ㆍ劉錫勳  85

M, V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제안하였다.

표3 가장 중요한 교체 규칙(最重要直し方規則) (이토 히데토, 2007)

한국어 일본어

초성(I) 

교체 규칙

ㅇ - (ア行)

ㄱㅋ ㅎ k  (カ行)

ㅅㅆㅈㅉ s  (サ行)

ㄷㅌ t  (タ行)

ㄴ n  (ナ行)

ㅂㅍ h  (ハ行)

ㅁ m (マ行)

ㄹ r  (ラ行)

종성(F) 

교체 규칙

-ㅁㄴ -ン

-ㄹ -ツ(-チ)

-ㄱ -ク(-キ)

-ㅇ
-ウ(모음 e 

뒤에서는-イ)

-ㅂ -フ

-ㅣ -イ

중성((M)V) 

교체 규칙

ㅏ a

ㅣ, ㅢ i

ㅜ u(o)

ㅓ, ㅕ *e

ㅗ o(u)

ㅚ wai

ᅟᅥᆫ / ᅟᅧᆫ / ᅟᅥᆷ en 

ᅟᅥᆼ / ᅟᅧᆼ / ㅖ / ㅔ  ei

ᅟᅥᆨ / ᅟᅧᆨ eki

ᅟᅥᆯ / ᅟᅧᆯ ehu(yoo)

 
실험용 교재 작성과 교육방안 설계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1) 초급에서한자음대응관계를가르치고, 중급에서는읽기, 듣기수업을분리하여설계했

던사노데루아키(2004)와는달리, 본실험에서는한자음수업과읽기수업을동시에

시행한다.

(2) 읽기 자료는 한국어능력시험5) 중급에서 발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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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토히데토(2007)에서제시된바와같이한국어한자음의 I(initial, 초성)와 F(final, 종성) 

교체 규칙을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실험집단에는한자어휘에관한수업과읽기자료를통한한자음추측전략훈련을실시하였

다. 한편 대조집단에는 한자어휘 수업 대신 읽기와 그에 관련된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읽기 자료는 두집단에서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집단별 수업내용은 각각

표4, 5에 정리하였다.

표4 실험집단 교안

수업단계 할당시간 내용 자료

도입 10분
분위기 조성

지난 시간 수업 내용 확인
유인물

설명 35분
수업 내용

2차 수업6) 초성(ㄱ, ㅋ, ㄲ, ㅎ) 대응규칙

3차 수업 초성(ㅅ, ㅆ, ㅈ, ㅊ) 대응규칙

4차 수업 종성 대응 규칙

한-일 한자음 대응관계설명 (이때 제시한 한자가 어떤

어휘에 들어가는지 생각하게 함)

유인물

판서

연습
40분

(휴식 10분)

연습 문제 제시

읽기 자료 음독

읽기 자료에 나오는 한자어휘 표시하기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하기

문장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읽기 자료

마무리 5분

오늘의 활동에 대해 평가, 격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소개

없음

 5)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이하 TOPIK.
 6) 예비 실험에서 실시한 수업은 1차 수업, 본 실험에서 실시한 수업은 2차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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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단계 할당시간 내용 자료

도입 5분
분위기 조성

읽기 자료 주제 제시
없음

읽기 전 단계 15분 스키마 확장 없음

읽기 단계 20분
어휘 설명

내용 확인
읽기 자료

읽기 후 단계 20분 읽기 자료에 관한 내용 말하기 없음

휴식 10분 - -

참여자요구에따른

활동7) 
15분

발음교정(ㄴ, ㅇ의발음구별등), 억양, 특정표

현에 대한 설명 실시

수시유인물 
작성

마무리 5분
활동 전체에 대한 평가

학습자 격려하기

다음 수업에 대한 요구 조사(청취)
없음

표5 대조집단 교안

4.4.2 어휘 평가 문제지 작성

1-2차시험결과에서드러난문제점들을반영하여, 3차부터 6차까지문제지를작성하였다. 

1차시험에서는참여자의인적사항을묻는영역과어휘력평가영역으로나누어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어휘력평가에서는수업전후참여자의어휘추측능력을측정하기위해단답식

어휘시험을실시하였다. 2차시험이후부터는어휘문제만출제하였고, 마지막시험에서는, 

듣기수업평가와한-일한자음대응관계에대한인식을묻는영역을추가하였다. 어휘평가

문제는 총 30개(25개는 TOPIK 고급 어휘, 5문제는 임의 어휘8))였다.

4.5 실험결과 및 분석

4.5.1 예비 실험: 입력 전 단계(1차 시험) 결과

실험집단과대조집단각각의입력전단계, 즉수업을듣기전단계어휘수준의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차 수업 직전에 실시한 1차 시험 결과는 표7과 같다. 1차

시험 문제 수는 총 15개(TOPIK 중급 기출문제 10문제, 임의 어휘 5개)였다.

 7) 수업에서나온질문에대해서별도교재를만들어가르치는활동. 단, 한자음과한자어휘에관한질문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8) 일본 지명을 한국어 한자음으로 바꾼것을 사용하였다. 일본 지명 중에도 한국어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어휘는 피하여, 한국어 사전 목록에 없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의출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OPIK 어휘는 고급 기출문제 어휘에서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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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1차 시험 어휘 문제 결과

유형 구분 집단 구분 평균(점) 평균 편차(점)

TOPIK 중급

기출문제 어휘

실험집단 5.8 1.44

대조집단 6.2 1.63

임의 어휘
실험집단 0.5 0.52

대조집단 0.3 0.43

 
TOPIK 기출문제어휘에대한집단간평균점수차이는 0.4로별로크지않았다. 평균편차도

0.2로두집단간개인편차에큰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표7의시험결과만을놓고

보면 평균치가 1.0 이하이므로 대부분의 참여자가임의 어휘에답을쓰지못했다. 따라서

이단계에서참여자들은모르는단어에대한추측전략을거의사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

었다.

4.5.2 본 실험: 3-6차 시험 결과9)

집단별 어휘 평가 시험 결과 추이는 다음 표8, 9와 같다.

표7 TOPIK 기출 문제 어휘 문제 평균 점수 추이

(단위: 점, 1차 시험 10점 만점; 3차 시험 이후 25점 만점)

시험

집단 1차 3차 4차 5차 6차

실험집단 5.8(1.7) 13.5(3.2) 15.8(3.7) 12.7(1.7) 14.8(2.5)

대조집단 6.2(1.8) 7(4) 8(4.8) 10(3.6) 9.2(2.3)

표8의 1차시험에서는두집단간큰차이를볼수없었으나, 3차와 4차시험에서는평균

점수가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또한 6차 시험 결과도 평균 점수가 5점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차 시험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전 시험보다 3점 가량

하락한 것에 비해 대조집단의 평균 점수는 전 시험보다 2점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차시험에비해서 3차시험의문제숫자가많았음에도불구하고 3차시험정답률이낮으며, 

고급 어휘10) 정답률은 대조집단이 실험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9) 2차 시험은 예비실험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10) 4.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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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임의 어휘 문제 평균 점수 추이(단위: 점, 5점 만점)

시험

집단 1차 3차 4차 5차 6차

실험집단 0.5(0.5) 3(0.8) 2.3(0.7) 3(1.3) 2.3(2.3)

대조집단 0.3(0.4) 1(0.4) 0.4(0.5) 1(1.2) 1(1.4)

표9의임의 어휘의 결과를 보면 1차 시험에서는 각집단 모두 대부분 문제에 대답하지

못했던것에비해 3-6차시험에서는두집단간 2-3 배정도의차이가나는것을볼수있다. 

TOPIK 기출문제를보면, 1차시험과 3차시험에서문제숫자의차이는있으나실험집단이

대조집단에 비해 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볼 수 있다. 반면, 대조집단 평균 점수는 실험

전체를통해큰차이를볼수없다. 집단별개인점수를보면, 대조집단에서는시험에따라

점수변동이관찰되며, 개인간의점수차이도비교적큰것에비해, 실험집단에서는시험에

대한 참여자 간의 점수 차이가 대조집단에 비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0

5

10

15

20

25

1차시험 3차시험 4차시험 5차시험 6차시험

E1

E2

E3

E4

E5

평균

도표1 개인별 점수 추이(실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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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답자 수 (단위: 명)

문제
정답자 수 (단위: 명)

실험집단 대조집단 실험집단 대조집단

양성 0 2 유익하다 0 0

초면 1 0 일품 1 1

악화 3 4 신상품 2 3

활약하다 5 3 결합하다 3 3

경기 5 4 활용하다 5 5

산업 4 4 고발하다 3 1

개선하다 0 0 소비자 5 2

방해 1 1 전개 4 0

협정 2 0 애견 1 0

상대 1 3 동의하다 5 3

회복하다 3 3 수사 0 0

확정되다 3 0 차량 4 1

 
0
2
4
6
8
10
12
14
16
18

1차시험 3차시험 4차시험 5차시험 6차시험

C1

C2

C3

C4

C5

평균

도표2 개인별 점수 추이(대조집단)

이 실험에서 특이한 점은 5차 시험의 TOPIK 기출문제출제 어휘에서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낮아진 반면에 대조집단 평균 점수는 높아진 것이다. 이 현상은 다른 시험에서는

관찰되지않는다. 두집단간의유일한차이는한국어한자음에대한명시적설명의유무이며,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에서 실험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차 시험 결과의 원인은첫째, 문제에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 어휘가

몇개들어있었고, 둘째, 실험집단에서한자음에대한지식이오히려한자어휘추측에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11 시험 5 TOPIK 기출 문제 어휘와 정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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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은 5차시험에서두집단간의대답성향의차이에대해서보여주고있다. ‘초면’, ‘상대’

는 두 집단 모두 정답자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어휘는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서로다른한자나한자표현으로표기된다는공통점이있다. 예를들어 ‘초면(初面)’은처음

만나는사람이나그러한장면을나타내는말이지만, 일본어에서는 ‘초대면, 初対面(初対面、

shotaimen)’이라는한자를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상대(相對)’는상대성이론(相對性理論)과같

은뜻으로사용될때는동일한자를사용하나, 상대(방)이라는뜻으로사용할경우에는 ‘상수, 

相手(あいて、aite)’라는전혀다른한자를사용한다. 또한 ‘상대(相對)’는한국어와일본어에

서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사용빈도가낮기 때문에 인지되지못한 것으로판단된다. 이

결과로 보면 참여자들은일본어와한국어에서서로 다른 한자를사용하는 어휘를 접할 때

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경우는일본어모국어지식이오히려부정적인전이

를일으킬가능성이있기때문에, 한-일한자음대응관계에대한수업을들은실험집단에서

혼동이일어날수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또한 ‘개선하다, 유익하다, 방해, 일품. 수사, 

애견’은일본어와한국어에서같은한자로표기되지만, 두집단에서정답률이매우낮았다. 

이는 일상생활 사용빈도가 비교적낮은데다가,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의 사용빈도도낮은

것이원인인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어, ‘유익(有益)하다’의 ‘益’은다른한자와결합하여

어휘를 구성하는 빈도가 낮아서 추측이 어려웠던 것으로 예상된다.11)

한편, ‘악화, 활약하다, 경기, 산업, 회복하다, 결합하다, 활용하다, 동의하다’는 두 집단

모두에서정답자 수가절반이상으로나타났다. 이어휘들은, 일본어에서도동일한한자를

사용하며, 일본어한자음과유사성도높다. 예를들어 ‘악화(惡化)’는일본어로 ‘悪化(あっか, 

akka)’, ‘동의하다(同意하다)’는 ‘同意する(どういする、dōi-suru)’로대응된다. 이러한유사성

때문에한국어와일본어한자어휘지식을연결하기가쉬워, 소속집단에상관없이많은참여

자가 정확히 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에서는정답률이높았으나대조집단에서는정답률이낮았던경우에

대해서살펴본다. 이경우에는실험집단에주어진입력이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 5차시험에

서는 ‘협정, 고발하다, 확정되다, 전개, 차량’이 실험집단에서 대조집단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들은어휘단위사용빈도가높지않아, 참여자의교재12)에는나오지않는다. 그러나

한자음 단위로는, ‘정, 발, 확, 전, 차’ 등은 어휘 내 사용 빈도가 높아서 교재에서도 많이

11) 각한자가어느정도한자어휘에사용되는가에대해서는이영희(2008)의 “조어력” 참조. 이영희(2008)은
한국어교육용어휘목록의한자어휘약 3000 어휘에사용되는한자를목록화하여그사용빈도를산출하

였다. 
12) 재미있는 한국어 1-6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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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수있다. 하지만음절내위치에관한공통점은찾아볼수없다. 이처럼 5차시험에서

실험집단의 점수가 낮아진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한국어와일본어한자어휘에서사용되는한자가서로다른경우, 한일한자음에관한

지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혼동을 일으켰다.

(2) 한국어와일본어에서같은한자를사용하더라도, 사용빈도가비교적낮은한자가포함

된 어휘들은 추측하기 어렵다. 

한국어와일본어에서서로다른한자를사용하는한자어휘는 5차시험이전의시험에서는

출제되지않았기때문에점수의차이가나게된것으로보인다. 또한, 사용빈도가낮은한자로

구성된 한자어휘도 다른 시험에 비해 많이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5. 실험결과 논의

지금까지실험에서는일본인한국어학습자에게있어서한일한자음대응관계가한자어휘

의미추측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자, 학습자를실험집단과대조집단으로나누어수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어휘시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그결과한-일한자음과한자어휘에관한수업을들은실험집단이어휘시험에서더높은

점수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조집단은임의어휘에대해거의답안을쓰지않았던

것에비해실험집단에서는시험당평균 3개정도의답안을쓴것으로나타났다. 각집단의

개인별 결과를 보아도 실험집단에서는 모든참여자가 일정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비해, 대조집단에서는시험당점수가일정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5차시험결과

분석에서는한국어와일본어한자어휘에서서로다른한자를사용한어휘에대해서는한자음

에 대한 지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교재나

일상생활에서접하는기회가많은한자음(예를들어, ‘정, 전, 발, 확’과같은한자음)에대해서

어휘 의미를 성공적으로 추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기회가적은한자음(예를들어 ‘익, 견, 방’과같은한자음)이포함되어있는한자어휘에대해서

는정확한추측을하지못한경우가많았다. 이는학습자가한자음대응관계를항상사용하는

것은아니라는사실을시사하고있다. 왜냐하면, 한자음을초성, 중성, 종성으로나누어교체하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휘 교육 연구 ················································· 牧野美希ㆍ劉錫勳  93

는규칙을사용한다면, 한자어휘사용빈도에관계없이대답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

이다. 그렇지만, 전체실험결과에서관찰되는바와같이, 실험집단의어휘평가시험점수가

점차개선되고 있다는것은본 연구에서제안한한자어휘수업방안이학습자의 어휘의미

추측 능력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휘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교육방안을제시하고, 이에따라서 4주에걸친수업을시행하면서중간중간시험을

통해 그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검증하였다. 

한국어한자어휘교육방안으로는일본어모어학습자는비한자권학습자와달리이미한자

지식을가지고있다는전제아래, 한-일한자음대응관계와한자어의조어능력에대해서가르

침으로써어휘의미추측전략을극대화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수업을설계하였고, 또한

읽기 자료를 통한 연습도 포함시켰다. 이 교육 방안을 사용해 4주에 걸쳐 수업을 실시한

결과, 한자어휘에관한수업을들은실험집단이그렇게하지않은대조집단보다어휘평가

시험에서높은점수를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또한학습자의어휘학습전략사용에도긍정

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실험을통해일본어모어학습자는한국어한자어

휘에대해일본어한자음과유사한경우어휘의미추측정확도가가장높은것으로관찰되었

으며, 이어서일상생활에서의사용빈도가높은한자음으로구성되는한자어휘, 사용빈도가

낮은 한자음으로 구성되는 한자어휘순으로 어휘 의미 추측에 어려움을느낀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본연구에서는효과적으로일본어모어학습자의한국어한자어휘학습을도울수있는

수업을설계하여수업을시행하고, 그효과를시험을통해서검증해보고자했다는데에그

의의가있다. 그러나실험집단과대조집단각 5명이라는소수의참여자를대상으로실험을

실시하였기때문에, 더많은학습자를대상으로이러한실험을실시하는것, 본문에서실시한

실험을 바탕으로실천적인 한자어휘교육방안과 교재를 제시하는것이이 연구에있어서

앞으로의과제가될것이다. 또한 4주라는짧은기간에실시한실험이었기때문에보다신빙성

이있는결과를얻기위해서는더장기적인계획으로실험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한자어의유사성을이용하여학습전략을극대화하는이방법은모어지식을최대한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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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활용하게만드는것과도같은의미라고생각한다. 그런점에서학습자의모어에서의

언어능력, 특히본연구에서는학습자가원래가지고있는모어의한자능력이연구결과에

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는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한국어의한자어휘능력과모어인

일본어의한자능력의관계성에대해서언급하지못했던것도본연구의한계이며향후연구

의과제이다. 또한본실험에서는한자의음소단위정보를이용한어휘추측이일본인한국어

학습자에게긍정적인효과를미친다고결론을내렸지만, 1,2절에서언급한어휘추측에사용

되는지식원에관한선행연구에관해서음소정보를비롯하여많은지식원들이어떻게상호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그러한 지식원들을 사용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이분야의연구를진행하는데있어서중요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그러한지식원

들을학습자가어떤순서로사용하게되는지에대한연구도앞으로의과제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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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휘 교육 연구

-한일 한자음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본연구는일본인한국어학습자의보다효과적인한자어휘학습방안모색을목적으로, 한일한자어가가지고있는
"음성적대응관계"와 "조어능력"을이용한교육방안에대해일본인학생 10명을대상으로한실험을통해검토하였다. 
실험은필자가설계한한자음음성대응관계에관한수업을듣는실험집단과그렇지않은대조집단가각의어휘시험

결과를분석함으로써진행하였다. 실험에서진행한수업은일본인을위한한국어한자어휘교육방안을제시한두가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설계하였다. 수업은 일주일에 1번, 총 4번실시하고, 매번수업 전에 어휘 시험을 실시하며, 그
점수 추이를 관찰하였다. 
실험의결과, 한일한자음음성대응관계에관한수업을실시한실험집단이그렇지않은대조집단보다어휘시험에서

더높은점수를받았으며, 또한학습자가모르는어휘에대해서도보다적극적으로추측전략을사용하려고하는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학습효과 및 학습 전략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effective method of teaching Sino-Korean vocabulary to 
Japanese learners of Korean

 - Sound correspondences of Sino-vocabulary stock in Korean and Japanese -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 applicability of both ‘sound correspondences’ and ‘word-formation ability’ of hanja-eo 

(Sino-vocabulary stock) i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for a development of an efficient pedagogical method to enhance 
Sino-Korean vocabulary learning by Japanese native speakers.

Subjects a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ccording to gender and proficiency levels of their Korean language 
in order to test an efficiency of pedagogical method proposed. For experimental purposes, first, sound correspondence table 
of Ito (2007) is borrowed to be utilized in the selection of words for the course material; second, the course material compiled 
with selected words is taught to experimental group; third, a series of identical vocabulary tests are administered to both groups 
to check any performance gap between them.

The results has supported the claim that the pedagogic method accommodating ‘sound-correspondence’ and ‘word-formation 
ability’ of Sino-Korean vocabulary stock would eventually help and expedite acquisition of these vocabulary items by enhancing 
Japanese native speakers’ logical conjecturing of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them at significant 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