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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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만과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화권
대학교에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에 설치되면서 한국어학에 대한 수요도 날로 커지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이나 기초자료
구축 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용어사전은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연구자들이 한층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
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한국어학 교재와 함께 전문용어사전이 될 것이
다. 그러나 한국어학을 위한 전문용어사전은 아직까지 한국어(한글)로만 구축되어 있어 있
는 경우가 많아서,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나 연구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에
는 한계가 있고, 특히 막 한국어학 연구를 시작한 전공자나 연구자들에게는 전문 용어 사
전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넘기 힘든 장벽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화권 전공자나 연구자를
위한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 기초자료’와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병렬 데이터 구축’이 절실
히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기초자료와 병렬 데이터 구축 작업은 개인 연구
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상대적으로 중화권 전공자나 학습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몇 가지 문제
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전공자의 실제적 요구와 중화권
전공자를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의 경험을 조사한 후,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나 연구자가
자기 학습을 통해 한국어학에 대한 전문용어를 익힐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어학에 관련한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병렬 데이터를 실제로 구축해 보는 것
이 목적이다.

2.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론 검토
2.1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 구축과 그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지금
까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학습 사전이나 대역어 사전이 다소 출간되었으나,
대부분 영어권 학습자나 일본 학습자, 중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어휘 항목 또
한 매우 기초적이었고 제한적이었으며,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라고는 했지만 기존의
국어사전과 큰 틀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용 사전들은
대부분 초‧ 중급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고급 학습자나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사전 구축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 특히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사전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번 절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위주
로 살펴보겠다.
최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 구축 방안 가운데서 의미 있는 논의는 강현화‧ 신

자영‧ 원미진(2010), 신자영‧ 원미진(2010), 강현화‧ 원미진(2012) 등을 들 수 있다. 강현화‧
신자영‧ 원미진(2010)은 한국어 학습자 사전 표제어 선정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로서,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표제어 선정을 위해서 5만 개의 어휘목록을 선정하
였고, 선정과정의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강현화‧ 신자영‧ 원미진(2010)에서는 한국어 교육
용 기본 어휘 선정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말뭉치 등에서 추출한 빈도 정보를
활용하는 객관적 방법과 기존 어휘 목록과 비교하면서 일부 어휘를 보충하는 메타 계량(주
관적) 방법, 위의 둘을 상호 보완하여 말뭉치 등의 빈도정보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주관
적 평정을 활용한 절충적 방법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고할만한 점은 강현화‧ 신자영‧
원미진(2010)에서는 어휘 선정 시, 기 구축된 개별 한국어 기초 어휘 자료들의 성격을 고려
하여 학습자 사전의 어휘 목록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객관적, 주관적, 절
충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어휘 목록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신자영‧ 원미진(2010)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전의 대역 기술 방법을 연구하였
는데, 신자영 원미진(2010)은 국립국어원에서 추진 중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2010)>의 일환으로 구축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국어 사전을 대상으로 다국
어 사전의 바람직한 모델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다국어 사전이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외국
어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전이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
전의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자 사전을 기초로 하여 외국어로 대역한 사전을 만드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의 표제어는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도 여러 나라 언어로 대역될 때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기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현화‧ 원미진(2012)은 <한국어기초사전> 구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그 구축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이다. 강현화‧ 원미진(2012:7)은 <한국어기초사전>은 두 가지
기능을 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는 사전으
로서의 기능과 다국어 대역사전 집필의 기초로서의 사전으로서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강현화‧ 원미진(2012)은 기 구축된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을 종합하여 모은 19만 여개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복된 어휘를 삭제한 7만 8천여 항목을 1차 자료로 놓고, 전문
연구원들의 중요도 평정 작업 결과를 종합하여 5만 어휘를 선정하였다. 강현화‧ 원미진
(2012)에서 구축한 <한국어기초사전>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
징은 표제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대표형을 정해 나머지 형태를 가표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
하지 않고, 모든 이형태에 뜻풀이와 예문, 결합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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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에서 하나의 표제어 안에서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품사가 다를 경우 다른
품사와 마찬가지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표제어로 처리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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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표제어 안에 어미와 줄어든 말을 다의어로 함께 처리하고 있을 경우, 줄어든 말의
로마자 항목을 분리하여 다른 표제어로 처리하였다. 즉 강현화‧ 원미진(2012)의 <한국어기
초사전>은 최대한 학습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 표제어의 뜻풀이 역
시 대역을 고려하여 최대한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풀이하였고, 어려운 어휘나 전문용어는
되도록 지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을 구
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강조해야 할 점 등을 살펴보았고,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
문용어사전이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2. 연구 방법론 검토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 또는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첫 단계는 한국어-중
국어 병렬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에 필요한 한국어중국어 병렬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문용어사전이나 병렬 데이터 구축과 관
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중화권 대학원생의 한국어 교육 문제를 포함한 한국어학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도 검토하였다. 그 후 연역적 방법으로 선정한 한국어학 관
련 표제어 목록에 대해서 대만, 중국, 한국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전문용어사전의 기초자료가 될 만한 표제어 목록을 가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을 한 이유는 꼭 필요한 표제어뿐만 아니라 한국어학을 공부
하고 있는 중화권 대학원생들이 한국어학을 연구할 때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어려워하
지 않는지에 대해 귀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설
문에서는 한국의 국어국문학과 대학‧ 대학원의 기본 교재와 사전에서 한국어학(음성학, 음
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역사비교언어학, 한국어교육 등 포함)에 해당하는 기본 용어
를 1,000여 개 선정하였고, 한국어학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1차로 840개의 표제어를 확
정하였다. 이와 함께 면담용 설문 문항도 작성하였는데 주로 <한국어학 전문 용어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한국어학 용어 사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문항들이었고, 840개의 표제
어에 대한 난이도도 조사하였다. 설문은 총 6회에 걸쳐 63명을 조사하였고, 설문을 할 때
설문 문항에 대한 정보, 설문 조사 과정 및 소요 시간, 설문 조사에 대한 유의점 등을 자세
히 설명하였다.

3. 설문 조사와 설문 분석 결과
3.1 설문 조사 대상자
본 연구는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어로 대만(10명), 중국(26명), 한국(27명)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63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는 한국어문학과, 국어교육과, 국어문학과였으며 소속학교는 정
치대학교(이상 대만), 북경대학교‧ 남경대학교(이상 중국),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
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이상 한국) 등이었다.
설문 조사에 응한 대학원생은 남자 12명, 여자 51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
데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화권 대학원생의 비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이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도 조사하였는데 한국
어 학습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5개월까지였다. 학습 기간이 1년 이하가 22명,
1년 이상이 41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했던 기간을 살펴보면 0개월에서 90
개월 사이였다. 대체로 1년 이하의 학생들이 37명, 1년 이상의 학생들이 26명이었다.

3.2 설문 분석 결과
설문 조사에서는 우선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 전문용어사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리커드 척도를 사용해서 1점~10점까지의 점수로 자기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식과 태도

사전의 필요성

대만

6.45(2.01)

7.43(2.05)

한국

6.05(2.47)

8.13(2.24)

중국

5.55(2.36)

7.13(2.14)

전체적으로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는 높지 않았는데 특히 중국에
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는 3개국 중에서 스스로 한국어학에 대한 전
반적인 지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의 필요성은 모
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
다.

지식과 태도

사전의 필요성

1년 이하

5.63(2.40)

6.99(2.30)

1년 이상

6.26(2.32)

8.43(1.74)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는 1년 이하와 1년
이상의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났다.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한국에
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의 필요성을 아주 높게 평가
하였다.

지식과 태도

사전의 필요성

남자

6.29(2.55)

7.02(2.82)

여자

5.80(2.39)

7.71(2.01)

지식과 태도

사전의 필요성

1년 이하

6.23(2.21)

7.94(1.91)

1년 이상

5.71(2.46)

7.39(2.32)

성별과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 전문용
어사전의 필요성의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3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위의 설문과 마찬가지로, 63명의 설문 조사 대상자는 한국어학과 관련된 840개의 개별 전
문용어에 대해 리커드 척도를 사용해서 1점~10점의 점수로 이해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표 5>는 840개의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 점수이다. 이해도가 높은 전문
용어는 한글, 외래어, 단어, 동사, 명사 등이었는데, 한국어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한국어를
학습할 때 배울 수 있는 용어들이 많았다. 한편 이해도가 매우 낮은 전문용어는 딕토글로
스, 이러닝, 등어선속, 주목 가설, 근본적 차이 가설 등이었는데, 한국어 교육학이나 방언학
등 응용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대부분이었다.

순위

전문용어

이해도

순위

전문용어

1

이해도

한글

9.31

821

랑그

2.72

2

외래어

9.28

822

하향식 모형

2.72

3

단어

9.28

823

재구

2.71

4

동사

9.09

824

동격관형사절

2.70

5

명사

9.07

825

의무적 문맥에서의 사용

2.65

6

주어

8.97

826

경계 성조

2.59

7

높임법

8.94

827

제자해

2.55

8

방언

8.93

828

퇴행

2.52

9

한자어

8.86

829

시니피에

2.52

10

형용사

8.83

830

문식성

2.50

11

의존명사

8.79

831

음상

2.48

12

교과서

8.77

832

입력 홍수

2.47

13

자음

8.74

833

기본 층위

2.45

14

대명사

8.74

834

원격동화

2.35

15

표준어

8.65

835

포합어

2.35

16

존칭

8.62

836

근본적 차이 가설

2.00

17

학습

8.62

837

주목 가설

2.00

18

의문문

8.62

838

등어선속

1.97

19

고유어

8.62

839

이러닝

1.76

20

문장

8.59

840

딕토글로스

1.66

4.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 방안
4.1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선정
강현화‧ 신자영‧ 원미진(2010)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도 우선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
학,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학 기본 교재의 인덱스를 기초로 하여 전문용어사전의 표
제어를 1000여 개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어학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
어학에 필요한 전문용어를 840개로 추렸다. 물론 대규모 한국어학 교재나 논문 말뭉치를
구축하고 그 빈도를 바탕으로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할 수도 있겠으나 말뭉치를 구
축하는 데 큰 빙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말뭉치를 구축하는 한국어학
교재나 논문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 개입이 전혀 없는 객관적 방법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즉 한국어학 전문가의 평가가 어느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학 전문가
들의 주관적 평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를 남겨 두더라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전
의 표제어를 선정하는 데에는 한국어학 전문가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
다.
한편 사전의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 그 사전의 기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도 있다. 즉 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의 표제어를 교육용 전문용어로 봐야 할

지 기초 전문용어로 봐야 할지의 문제가 있다. 교육용 전문용어는 한국어학의 일정한 교육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전문용어로 정의될 수 있는데,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학을
학습하고 전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기초 전문용어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에 따라 특정 기준에 맞춰 선정된 주요 전문용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어학 기초
전문용어는 한국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용어로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학습
자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선정 기준과 범위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은 기초 전문용어를 우선 고려하여,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이나 한국어학 연구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용어사전을 전제하고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어학 전문가의
주관적 평정과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어학 교육용 전문용어를 추가하고 보충하여 총 600
개의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4.2 전문용어사전의 뜻풀이
본 연구의 전문용어사전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대역을 채택한 것은 이중언어 사전
(다국어 사전)의 학습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Baxter(1980)는 영어 학
습 사전에 대한 연구인데, Baxter(1980)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 학
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사전은 영영사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학습자들이 영영
사전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뿐, 영영사전을 영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어 학습자들이 실제로 이중언어 사
전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도 영영사전보다 이중언어 사전이 낫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Laufer & Hadar(1997)는 영영 학습자 사전, 이중언어(화) 사전 간의 효율
성 차이를 따지는 연구인데,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영어 학습자가 위의 사전을 통해 모르는
단어를 학습하고 이해한 뒤 가장 도움이 되는 사전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위의 사전을 사용하게 한 뒤 시행한 단어 이해도 테
스트 결과를 학생들을 사전 사용의 능숙도에 따라 세 집단(상, 중, 하)으로 나누어서 본 분
석하였는데, 세 집단 모두
이중 언어(화) 사전이 가장 효율성이 높았다. 이 연구는 단일어 사전보다는 이중 언어(화)
이 더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은 한국어학을 중국어와 한
국어로 학습하는 이중언어 사전이다. 한국어 뜻풀이의 경우, 전문용어 표제어에 대한 뜻풀
이가 쉬어야 하지만, 전문용어와 관계된 언어학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해
당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예문이나 예시를 통해 표제어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어 대역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 뜻풀
이는 중국어로 대역할 때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어휘나 표현은 피하고 비교적 의
미가 명확한 기초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어 뜻풀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대역 뜻풀이도 제시한다. 중국어 전문용어의 표제
어와 뜻풀이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응되는 것으로 중국 및 대만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어로 표기된 언어학 용어이다. 중국어의 경우, 간체자를 사용하는 중국과 번
체자를 사용하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고려하여 간체자와 번체자 두 가지 표기 방식
을 모두 채택하였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의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제어 언어학
중국어
(한국어/ 용어
(번체/간체)
한자) (영어)

한국어설명

중국어
설명

音位學
家針對
某一語
言的語
音系統
進行科
學分析,
研究不
同的聲
음운론은음성이구체적인언어에서어떠한기능을수행
音
音元素
음운 音韻 phonol 音韻學,
하는가에관점을가진다.
韵
是如何
론 論 ogy 音韻學
음운론에서각음운들이맺는관계와그관계의총체인체
学
被串
계를매우중요하게생각한다.
接、組
合起來
而形成
一個特
定的語
言,並表
達出特
定的意
義。

유성 有聲 voiced
음 音 sound

濁音

浊
音

성대의 진동을 동반한 소리이다.

무성 無聲 voiceles
음 音 s sound

清音

清
音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지 않은 소리이다.

용례&비교

비고

음운은 사선 안에 넣어
표시:/i/

한국어
의
음운론
적
단위:
음운음절음운단
어음운구억양구발화

성대의
진동:
성대를
열었다
ㄴ、ㄹ、ㅁ、ㅇ
닫았다
를 아주
빨리
반복하
는 것.
聲門可
以配合
聲帶的
顫動時
機音的
清濁,控
制「帶
音」
語音學
(voiced
中,將發
)或「不
音時聲
帶音」
ㄱ、ㄷ、ㅂ、ㅅ、ㅈ、ㅊ、
帶不振
(voicel
ㅋ、ㅌ、ㅍ、ㅎ
動的音
ess),
稱為清
「帶
音。
音」在
漢語音
韻學通
稱「濁
音」,
「不帶
音」通
稱「清
音」。
語音學
中,將發
音時聲
帶振動
的音稱
為濁
音。

4.3 전문용어사전의 기초자료 적합성 검증
본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구축한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의 기초자료가 과연 중화권 한국어
학 전공자들에게 교육적으로, 학문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본 연구의 성과는 주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학 전공자들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준과 요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용어사전의 기초자료를 검증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중요하다. 우선 중화권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학부 4학년 학생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을 검증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교양 수준이 아닌, 한국어학을 학문 목적으로 연
구하고자 하거나 이미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단계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전
문용어사전이 교육적으로, 학문적으로 적합한지 충실히 검증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의 적합성 검증 결과는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할 때 최종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표제어 선
정과 설문 조사 분석 과정 등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부분들을 고
찰하였다.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한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어학 사전의 기
술 방법과 상이한 접근을 취하며, 종이사전 형태뿐만 아니라 웹기반 온라인 사전을 구축하
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특성도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
문용어사전은 한국어-중국어의 대역사전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가

스스로 자가 학습을 통해 전문용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은 현재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가 거의 완료 단계
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 대만, 중국 등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4학년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친 후 감수와 수정보완 과정을 거칠 예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할 때는 기존 사전들의 방법론을 수용
하되, 중화권 한국어문학 전공자들만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물론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구
축한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기초자료에는 여러 문제점도 보인다.위
의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의 구축은 새로운 시도이자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진행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남겨져 있다. 특히 사전 구축 절차상의 문제나 600개 표제어
선정의 타당성 문제, 중국어 대역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그들의 자료 부족을 해소하려는 의미 있는 작
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문용어사전 구축의
필요성과 표제어 선정, 뜻풀이 집필 원칙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기초 전문용어사전은 앞으로 다국
어 대역의 기초 자료로서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학습자를 위한 사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위의 전문용어
사전의 변별적 특징이다. 한편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에서는
한국어 학습용 사전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어학 전공자용 사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

다. 따라서 사전의 설계와 편찬 과정에서는 한국어학 기초 용어를 선정하고 교육용 자료로
필요한 언어정보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어학 기초 학습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출문제나 응용문제를 제공하는 것도 새로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