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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3 자 한자어 어휘의 대조 연구 

-일본어 2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武智 友紀恵  

 

 

본 연구는  일본어 3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 서술어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각 대응 관계에 

속하는 3자 한자어의 목록을 구축한 후에 박동호·다케치 유키에(2012) 

를 참고하여 한일 양국 2자, 3자 한자어 서술어의 구성 방식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일본인 학습자는 2자 한자어 형용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だ ’를 ‘이다’에 잘못 대응시켜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자 

한자어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한국어 3자 한자어에 ‘이다’를 붙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3자 한자어의 경우 2자 한자어와 

달리 오류의 원인이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한국어 2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을 3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에 잘못 

대응시켰을 경우이다. 서술어 구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한자어에는 

‘자유(自由), 부자유(不自由)’와 ‘명예(名誉), 불명예(不名誉)’가 있다. 

이와 같이 2개의 한자어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한국어 3자 한자어 

서술어는 구성 방식에 있어 한국어 2자 한자어 서술어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본어 3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3자 한자어 

서술어의 경우 에도 서술어 구성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목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본 연구는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1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 

어휘를 대조한 후에 박동호·다케치 유키에(2012)를 참고하여 일본어 2 자, 

                                                      
1  형용동사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속성) 또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품사로서 기본형이 ‘だ’(da)로 끝난다. 형용동사는 사물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적 차원에서는 형용사와 유사하나 어미 활용에서는 동사와 

유사하므로 형용사로도 볼 수 없고 동사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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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각각 대응하는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의 

구성 방식의 차이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동일한 형태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한자어가 많아서 일본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한자어를 일본어 한자어와 

연관시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2 자 한자어의 경우 일본인 

학습자는 다음 (1)가와 같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1) 가. *나가사키 라면은 유명이다. 

a 나. 長崎ラーメンは有名だ。 

 

(1)가에서는 ‘유명하다’가 ‘유명이다’로 잘못 사용되었다. (1)가의 오류는 

일본어 특정 형태를 한국어 특정 형태에 잘못 대응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 だ ’를 ‘이다’에 잘못 대응시켜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2 자 한자어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한국어 2 자 한자어에 ‘이다’를 

붙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어떤 2 자 한자어 뒤에 ‘이다’, ‘하다’, 혹은 ‘롭다/ 

스럽다’가 붙는지를 일본인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 한자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인 학습자는 ‘だ ’를 ‘이다’에 

잘못 대응시켜서 예를 들어, 다음 (2)가와 같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2) 가. *다리를 다쳐 움직임이 부자유이다. 

a 나. 足を怪我して動きが不自由だ。 

 

(2)가에서는 ‘부자유하다’가 ‘부자유이다’로 잘못 사용되었다. ‘ だ ’를 

‘이다’에 잘못 대응시켜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한국어 3 자 한자어에 ‘이다’를 붙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2 2자 한자어란 ‘有名’과 같이 한자 두 개로 구성된 연쇄를 말하며, 3자 한자어란 ‘積極

的’과 같이 한자 세 개로 구성된 연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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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 자 한자어의 경우 2 자 한자어와 달리 오류의 원인이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다. 한국어 2 자 한자어 ‘자유(自由)’ 뒤에는 ‘하다’는 붙을 수 

없고 ‘이다’가 붙는다. 따라서 2 자 한자어 ‘자유( 自 由 )’ 앞에 접두사 

‘부(不 )’가 붙어서 형성된 3 자 한자어 ‘부자유(不自由 )’ 뒤에도 ‘하다’는 

붙을 수 없고 ‘이다’가 붙는다고 잘못 생각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초급보다 고급 학습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인 학습자가 어떤 식으로 오류를 범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경우 오류의 결과는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일본어 3 자 한자어의 목록과 

이에 형태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3 자 한자어의 목록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로는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 

서술어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각 대응 관계에 속하는 

3 자 한자어의 목록을 구축할 것이다. 셋째로 2 자 한자어 형용동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의 차이를 밝힐 

것이다. 2 개의 한자어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한국어 3 자 한자어 서술어는 

구성 방식에 있어 한국어 2 자 한자어 서술어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3 자 한자어 서술어의 

경우에도 서술어 구성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목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 장에서는 일본어 형용동사와 

한국어의 ‘하다’나 ‘이다’, ‘롭다/스럽다’로 이루어진 서술어를 대조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로 검토할 것이다. 3 장에서는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한국어 3 자 한자어 어휘의 관계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관계에 속하는 3 자 한자어의 목록을 구축할 것이다. 4 장에서는 2 자 

한자어 형용동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의 차이를 밝힐 것이다.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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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金永佑 (1989)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용언의 특질과 기능을 중심으로 그 

대응 형태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하다’와 ‘ す る ’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적 용법을 대조 연구하였다. 한일 양 언어 용언의 대조에 있어 동사는 

동사, 형용사는 형용사 및 형용동사와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국어의 동사가 일본어의 동사와 대응할 

뿐만 아니라 형용사나 형용동사와 대응하며 한국어의 형용사가 일본어의 

형용사와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동사나 형용동사와도 대응한다는 것을 그는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어 ‘하다’ 형용사’가 경우에 따라 일본어 

형용동사, 형용사, 형용사/형용동사, 형용동사/동사, 동사와 대응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의 대응 관계 분석의 방향은 한국어에서 일본어인 

반면 본 연구의 분석 방향은 일본어에서 한국어이다.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관점 하에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범하는 오류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교육내용 구축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한편, 그는 

대응한다는 사실만을 지적했을 뿐 각 대응 관계를 구성하는 한자어의 

구체적 목록은 구축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목록을 구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서 본 연구는 金永佑(1989)와 차별화된다.  

선재연(2003)은 일본어 2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한국어 ‘2 자 한자어+ 

하다’ 형용사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이들이 동일한 2 자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형용동사,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로 분류 

된다는 것, 즉 한일 양 언어의 품사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어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에는 ‘한자어+ 

하다’ 형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한자어+ 

이다’, ‘한자어+롭다/스럽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선재 

연(2003)과 차별화된다.  

이우석(2004)는 2 자 한자어의 경우와 같은 연구 방법에 의해 일본어와 

한국어에 있어서의 3 자 한자어의 품사성을 조사하여 양국 한자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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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성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또 각 유형의 특질은 무엇이고, 각 

유형에 속하는 한자어에는 어떠한 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양국의 한자어는 

품사성의 유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 그 대응관계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등을 고찰하였다. 그는 일본어와 한국어에 있어서의 

3 자 한자어의 품사성을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한 한국어의 대응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는 

한일 3 자 한자어의 대응 관계를 구성하는 목록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우석(2004)와 차별화된다. 

박동호·다케치 유키에(2012)는 일본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2 자 한자어+하다’, ‘2 자 한자어+이다’를 대조하였다. 한일 양 언어에서 

동일한 형태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일본어 2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한 한국어 ‘2 자 한자어+하다’, ‘2 자 한자어+이다’의 대응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각 대응 관계에 속하는 2 자 한자어 810 개의 구체적 

목록을 구축하였다. 박동호·다케치 유키에(2012)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2 자 한자어가 아니라 3 자 한자어로 삼으며 한국어 ‘하다, 

이다’뿐만이 아니라 ‘롭다/스럽다’가 붙어 서술어를 구상하는 경우도 

고찰할 것이다. 박동호·다케치 유키에(2012)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어휘가 있었다. 또한 ‘2 자 

한자어+하다’는 사전에 수록되어 있었지만 ‘2 자 한자어+이다’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례도 소수였기 때문에 

일부는 한국 사람에게 부탁하여 한국 사람의 직관으로 ‘이다’가 붙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직관에 따른 용례 분류는 정확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와 실제 언어 

사용의 양상이 드러난 코퍼스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동호·다케치 유키에(2012)에서는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만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2 자 

한자어 형용동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의 차이를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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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자어의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2 자 

한자어’가 그 중심이 되어왔으며 상대적으로 ‘3 자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일본어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2 자 한자어+하다’, ‘2 자 

한자어+이다’, ‘2 자 한자어+롭다/스럽다’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3 자 한자어는 ‘무(無)+책임(責任)’, ‘부(不)+자유(自由)’, ‘적극( 積

極 )+적(的)’등과 같이 ‘접두사+2 자 한자어’ 또는 ‘2 자 한자어+접미사’의 

구조를 가진다. 즉, ‘책임(責任)’, ‘자유(自由)’, ‘적극(積極)’과 같은 접사를 

제외한 2 자 한자어가 의미상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2 자 한자어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3 자 한자어는 2 자 한자어의 파생적 단어로 

인식되어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 한자어 형용동사와는 달리 한국어 3 자 한자어 서술어는 

구성 방식에 있어 한국어 2 자 한자어 서술어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 어휘를 대조한 후에 박동호· 

다케치 유키에(2012)를 참고하여 일본어 2 자,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각각 

대응하는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의 구성 방식의 차이를 밝힐 

것이다.  

 

3.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 어휘의 

대조 

이 장에서는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대조할 

것이다. 3.1.에서는 일본어 ‘ だ ’와 한국어 ‘이다’/‘하다’를 대조할 것이다. 

3.2.에서는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와 이에 형태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3 자 한자어의 목록을 구축할 것이다. 3.3.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와 실제 언어 사용의 양상이 드러난 코퍼스 

자료에서 나온 구체적인 예문을 검토하면서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 

동사에 대한 한국어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며 각 관계에 속하는 3 자 

한자어의 구체적 목록을 구축할 것이다. 즉, 3 자 한자어로 구성되는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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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동사가 한국어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실현되는가를 조사하여 이를 표로 

나타낼 것이다.  

 

3.1 일본어 ‘だ’와 한국어 ‘이다’/‘하다’ 

3.1.1 일본어 ‘だ’와 한국어 ‘이다’ 

일본어 ‘だ ’와 한국어 ‘이다’는 3 자 한자어 뒤에 붙어서 전체 연쇄를 

서술어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그 문법적 기능이 유사하다. 다음 예문 

(3)을 살펴보도록 하자.  

 

(3) 가. 彼は積極的だ。  

q 나. 그는 적극적이다.  

 

(3)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だ’는 3 자 한자어 ‘積極的’ 뒤에 붙어 ‘積極

的だ’라는 형용동사를 파생시킨다. 한국어의 ‘이다’도 ‘だ’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3)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 자 한자어 ‘적극적’ 뒤에 붙어 

‘적극적이다’라는 서술어를 구성한다.  

 

3.1.2 일본어 ‘だ’와 한국어 ‘하다’ 

한자어는 그 성격상 실질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용언으로서의 문법적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나 

일본어나 형식용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4) 가. 正常化する, 再評価する, 重要視する   (‘する’ 동사)  

나. 不平等だ, 無意味だ, 広範囲だ         (‘だ’ 형용동사)  

다. 정상화하다, 재평가하다, 중요시하다   (‘하다’ 동사)  

라. 불평등하다, 무의미하다, 광범위하다   (‘하다’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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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의 경우, 동작성 한자어는 (4)가에서와 같이 ‘ す る ’의 첨가로 

동사로 기능하며 상태성 한자어는 (4)나에서와 같이 ‘ だ ’의 첨가로 형용 

동사로 기능하게 된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한자어가 용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다’라는 형식용언의 도움이 필요한데 3
 일본어의 경우와는 

다르게 (4)다와 (4)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사나 형용사를 파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다’가 사용된다.  

일본어에서는 동사는 ‘ す る ’, 형용동사는 ‘ だ ’라는 형태상 구별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어 ‘하다’와 달리 일본어 ‘する’는 형용사나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하다’ 형태를 하고 있어 형태적으로 ‘한자어+하다’의 

품사를 구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ㄴ다/-는다’의 

결합 가능성이나 명령문, 청유문, 진행문 등의 가능성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외형상으로는 일본어의 경우와는 

달리 동사와 형용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 즉, 한국어 ‘하다’와 일본어 

‘する’는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차이가 있다. 일본어의 ‘する’는 동사만을 

구성하는 반면, 한국어의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를 구성할 수 있다.  

 

3.2.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 

어휘의 목록4
  

3.2.1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의 목록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한국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의 목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록 구축은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3  어떤 한자어들은 용언으로 기능하기 위해 ‘하다’가 아닌 ‘이다’를 필요로 한다. 

‘적극적’이 이 유형에 속한다. 즉, ‘적극적하다’는 불가능하며 ‘적극적이다’가 사용된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3.3.2.>의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부분을 

참고할 것. 
4 지면 관계 상 전체 3자 한자어가 아니라 일부의 3자 한자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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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본 국어사전『大辞林』 (1995)를 

검토하여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의 목록을 추출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表 1】

과 같다.
5
 

 

【表 1】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의 목록6
 

感情的 個人的 客観的 健康的 経済的 過保護 科学的 広範囲 

国際的 規則的 機械的 基本的 楽天的 男性的 大規模 大丈夫 

道徳的 魅力的 無分別 無意味 無意識 無慈悲 無制限 無尽蔵 

無責任 文化的 未完成 未解決 民主的 保守的 部分的 不自由 

不景気 不満足 不名誉 不思議 不承知 不安定 不熱心 不愉快 

不平等 不必要 不合理 非公式 世界的 消極的 神経質 女性的 

予想外 一般的 一方的 積極的 正反対 精神的 主観的 直接的 

真面目 鉄面皮 徹底的 標準的 合理的 形式的 犠牲的  

 

『大辞林』(1995)를 검토 자료로 삼은 이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2.2 일본어 3 자 한자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3 자 한자어의 목록 

다음으로【表 1】의 일본어 3 자 한자어가 한국어에도 존재하는지를 『표준 

국어대사전』(1999)를 참고하여 검토하며 그 결과를 다음의 【表 2】로 

나타냈다.  

이와 같이 목록을 추출한 것은 본 연구의 대조 방향이 일본어에서 

한국어이기 때문이다. 대조의 방향이 이러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동일한 형태를 갖는 한국어 3 자 한자어를 일본어식으로 

사용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어에는 존재하나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자어는 【表 2】에 빈칸 

으로 표시하였다. ‘不思議’, ‘不熱心’, ‘不愉快’ 등이 일본어에는 존재하나 

                                                      
5 현재 일본인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고어 3자 한자어는 제외하였다.  
6  여기서는 일본어 한자어로 적었으며 한자어들은 가로 열로 한국어 한자음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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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表 2】에 빈칸으로 표시한 한자어는 

일본어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인데 따라서 일본인 학습자들이 

이들에 대응하는 한국어 서술어를 만들 때 경우에 따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表 2】 일본어 3 자 한자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3 자 한자어의 목록7
 

感情的 個人的 客觀的  經濟的 過保護 科學的 廣範圍 

감정적 개인적 객관적  경제적 과보호 과학적 광범위 

國際的 規則的 機械的 基本的 樂天的 男性的 大規模 大丈夫* 

국제적 규칙적 기계적 기본적 낙천적 남성적 대규모 대장부 

道德的 魅力的 無分別 無意味 無意識 無慈悲 無制限 無尽蔵 

도덕적 매력적 무분별 무의미 무의식 무자비 무제한 무진장 

無責任 文化的 未完成 未解決 民主的 保守的 部分的 不自由 

무책임 문화적 미완성 미해결 민주적 보수적 부분적 부자유 

不景氣 不滿足 不名譽   不安定   
불경기 불만족 불명예   불안정   
不平等 不必要 不合理 非公式 世界的 消極的 神經質 女性的 

불평등 불필요 불합리 비공식 세계적 소극적 신경질 여성적 

豫想外 一般的 一方的 積極的 正反對 精神的 主觀的 直接的 

예상외 일반적 일방적 적극적 정반대 정신적 주관적 직접적 

眞面目* 鐵面皮  標準的 合理的 形式的 犠牲的  

진면목 철면피  표준적 합리적 형식적 희생적  
*
‘대장부(大丈夫)’

8
와 ‘진면목(眞面目)’

9
에 관하여 이하의 각주를 참고. 

                                                      
7  여기서는 한국어 한자어로 적었으며 한자어들은 가로 열로 한국어 한자음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8  ‘대장부(大丈夫)’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공통 의미 외에 일본어에 의미가 더 있는 

3 자 한자어이다. 

 

가. 大丈夫ともあろう者は女女しく泣き事を言うものじゃない。  

나. 대장부는 계집애처럼 우는소리 하는 게 아니다.  

다. この水は飲んでも大丈夫でしょうか。(이 물은 마셔도 괜찮을까요?) 

라. 大丈夫、明日は天気だ。(틀림없이 내일은 날씨가 갠다.)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명사 ‘대장부’는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라는 뜻을 갖는다. (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 형용동사 

‘大丈夫だ’는 ‘괜찮음’의 뜻을 가지며, (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 부사 

‘大丈夫’는 ‘틀림없음’의 뜻을 갖는다. 일본어 형용동사의 경우에는 ‘大丈夫だ’가 

‘괜찮음’이라는 뜻을 갖지만, 한국어에는 ‘괜찮음’의 뜻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대장부(大丈夫)’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동호·다케치 유키에(201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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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한국어 한자어 어휘의 대응 관계 

지금부터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 

서술어의 대응 관계를 살펴본 후 각 대응 관계에 속하는 3 자 한자어의 

구체적 목록을 구축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와 

실제 언어 사용의 양상이 드러난 코퍼스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ⅰ ) ‘하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ⅱ)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ⅲ) ‘하다’,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ⅳ) ‘하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ⅴ) ‘하다’, ‘이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로 세분된다. 이 유형들을 모두 검토한 후 

각 관계에 해당하는 목록을 구축할 것이다.  

일본어 형용동사는 일본의 학교문법에서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고 있지만 

품사 설정에 있어 특히 한자어로 이루어진 형용동사에 대해 

일본어학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형용동사의 품사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후자는 형용동사를 ‘명사 + だ ’로 

분석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명사 + 이다’ 구성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 

유사한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어 ‘3 자 한자어+이다’에 대해 다음 예문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9  ‘진면목(眞面目)’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공통 의미 외에 일본어에 의미가 더 있는 

3 자 한자어이다. 

 

가. 今日競技で彼は監督としての真面目を遺憾無く発揮した. 

나. 오늘 경기에서 그는 감독으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다. 彼は真面目に仕事をする。 (그는 성실하게 일을 한다.)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 ‘진면목’은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는 뜻을 갖는다. (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 

형용동사 ‘真面目だ’는 ‘성실함, 진지함’의 뜻을 갖는다. 일본어 형용동사의 경우에는 

‘真面目だ’가 ‘성실함, 진지함’이라는 뜻을 갖지만, 한국어에는 ‘성실함, 진지함’의 뜻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진면목(眞面目)’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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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그는 책임자이다.  

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 정상화이다. 

다. 그는 적극적이다. 

 

(5)가는 ‘A(그)=B(책임자)’라는 관계를 나타낸다. (5)가 유형의 문장은 

‘책임자는 그이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를 구성하는 명사, 대명사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문장으로 성립한다. 한국어의 대부분의 명사 또는 

대명사가 ‘이다’와 결합하여 (5)가 유형의 ‘명사 + 이다’를 구성할 수 있다.  

‘국민이 국회의 정상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에서 목적어 ‘국회의 

정상화를’을 강조하는 문장이 (5)나이다. 한국어에서 강조되는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것’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 되고 강조되는 성분은 ‘이다’ 

앞에 놓여 강조문이 구성된다. 한국어의 거의 모든 연쇄가 ‘이다’와 

결합하여 (5) 나 유형의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다. 

(5)다 유형의 ‘명사 + 이다’는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5)다 ‘적극적이다’는 역시 주어 ‘그는’과 ‘어떠하다’고 설명하는 형용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한국어학계에서는 ‘하다’ 구성에 

대해서는 동사나 형용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전에 수록하고 있지만 (5)다 

유형의 ‘명사 + 이다’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하지 않았다.  

(5)가와 (5)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적이며 자율성을 가진 서술어가 

아닌 단순히 명사에 ‘이다’가 결합한 구성인 ‘3 자 한자어 + 이다’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5)다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3 자 한자어 + 이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3.3.1 ‘하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 중에는 한국어의 경우 ‘하다’와 

결합하는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예로는 ‘불평등(不平等 )’이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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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朝鮮時代では家庭での男と女の地位が不平等だった。10
  

나. 조선 시대에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불평등하였다.
11

 

 

(6)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의 경우에는 ‘不平等(ふびょうどう, 

불평등)’ 뒤에 ‘だ ’가 붙어서 형용동사 ‘不平等だ ’가 구성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6)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평등’ 뒤에 ‘하다’가 붙어 

형용사로서 사용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한자어의 목록은 다음의 【表

3】과 같다.  

 

【表 3】 ‘하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過保護 廣範圍 無分別 無意味 無意識 無慈悲 無尽蔵 無責任 

과보호 광범위 무분별 무의미 무의식 무자비 무진장 무책임 

不安定 不平等 不必要 不合理     

불안정 불평등 불필요 불합리     

 

3 자 한자어 ‘무의식(無意識 )’보다 접미사 ‘적(的 )’이 뒤에 붙어 4 자 

한자어 ‘무의식적(無意識的)’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접미사 ‘하다’와 일본어 ‘する ’는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차이가 

있다. 일본어의 ‘ す る ’는 동사만을 구성하는 반면, 한국어의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를 구성할 수 있다. ‘과보호하다’는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형 종결어미 ‘-다’가 붙는 형용사가 아니라 ‘-ㄴ다/-는다’가 붙는 

동사이다.  

 

(7) 어머니가 나를 너무 (과보호한다. + *과보호하다.)  

 

                                                      
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본어 예문은 주로 일본어 사전 『大辞林』, 일본어 단일어 

코퍼스 자료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를, 한국어 예문은 주로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현대 말뭉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11  일본어 3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사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예문을 

검토하면서 판단하였다. ‘3자 한자어+이다’가 사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문은 특별히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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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3 자 한자어+하다’가 

대부분 형용사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접미사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징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를 

따로 배워야 하는 불편함은 없지만 품사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단어의 형태만을 보고는 그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3.3.2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 중에는 한국어의 경우 ‘이다’와 

결합하는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예로는 ‘적극적(積極的 )’이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8) 가. 彼は積極的だ。 

나. 그는 적극적이다.  

 

(8)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의 경우에는 ‘積極的(せっきょくてき, 

적극적)’ 뒤에 ‘だ ’가 붙어서 형용동사 ‘積極的だ ’가 구성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8)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극적’ 뒤에 ‘이다’가 붙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한자어의 목록은 다음의【表 4】와 같다.  

이 분류에는 ‘2 자 한자어 +적(的 )’과 같이 2 자 한자어 뒤에 접미사 

‘적(的)’이 붙어서 형성된 3 자 한자어가 많이 보인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많다. 

3 자 한자어 ‘대규모(大規模 )’, ‘비공식(非公式 )’, ‘신경질(神經質 )’보다 

접미사 ‘적(的)’이 뒤에 붙어 4 자 한자어 ‘대규모적(大規模的)’, ‘비공식적(非

公式的)’, ‘신경질적(神經質的)’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 2 자 한자어 ‘합리( 合 理 )’ 앞에 접두사 ‘불( 不 )’이 붙어서 

형성된 3 자 한자어 ‘불합리(不合理)’ 뒤에는 ‘하다’가 붙지만 2 자 한자어 

‘합리(合理)’ 뒤에 접미사 ‘적(的)’이 붙어서 형성된 3 자 한자어 ‘합리적(合

理的)’ 뒤에는 ‘이다’가 붙는다. 일본어에서는 둘 다 형용동사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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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 ’가 뒤에 붙는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 2 개의 한자어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한국어 3 자 한자어 서술어는 구성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 학습자들이 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서술어를 만들 

때 경우에 따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表 4】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12
 

感情的 個人的 客觀的 經濟的 科學的 國際的 規則的 機械的 

감정적 개인적 객관적 경제적 과학적 국제적 규칙적 기계적 

基本的 樂天的 男性的 大規模 道德的 魅力的 文化的 未完成 

기본적 낙천적 남성적 대규모 도덕적 매력적 문화적 미완성 

未解決 民主的 保守的 部分的 不景氣 非公式 世界的 消極的 

미해결 민주적 보수적 부분적 불경기 비공식 세계적 소극적 

神經質 女性的 豫想外 一般的 一方的 積極的 正反對 精神的 

신경질 여성적 예상외 일반적 일방적 적극적 정반대 정신적 

主觀的 直接的 標準的 合理的 形式的 犠牲的   

주관적 직접적 표준적 합리적 형식적 희생적   

 

또한 일본어에는 ‘적(的)’이 붙지만 한국어에는 붙지 않는 3 자 한자어가 

있다. ‘徹底的’, ‘健康的’ 등이다. 예를 들면 다음(9)와 (10)과 같다. 

 

(9) 가. わからないところを徹底的に調べる。 

나.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12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사 ‘미해결하다’와 ‘미완성하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국립국어원 현대 말뭉치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 이 문제를 미해결하면 우리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나. 어떻든 나는 그러한 속에서 나의 소설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을 갑자기 느끼고  

그 미완성한 원고를 책보에 싸서 그것을 노마에게 맡기고…  

 

‘미해결’과 ‘미완성’은 사전을 통해 수집된 3 자 한자어이지만 ‘미해결하다’와 

‘미완성하다’는 코퍼스에서 단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 한국인들이 이 동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해결하다’와 ‘미완성하다’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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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健康的な生活を送る。  

나. 건강한 생활을 보낸다.     

 

반대로 일본어에는 ‘적( 的 )’이 붙지 않지만 한국어에는 붙는 3 자 

한자어도 있다. ‘공통적’, ‘대폭적’, ‘필사적’ 등이다. 예를 들면 다음(11)과 

(12)와 같다. 

 

(11) 가. 学生はみんな共通の考えを持っています。 

  나. 학생들은 모두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 가. 必死になって戦う。 

나. 필사적으로 싸운다. 

 

3.3.3 ‘하다’,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 중에는 한국어의 경우 ‘하다’, 

‘이다’와 결합하는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예로는 ‘무제한(無制限)’이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3) 가. 文学が反映する現実の範囲は無制限に幅広い。 

나. 문학이 반영하는 현실의 범위는 무제한하다고 할 만큼 폭넓다. 

 

(14) 가. 弾薬などの戦闘物資はほとんど無制限だった。 

나. 탄약 등의 전투 물자는 거의 무제한이었다. 

 

(13)가, (14)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의 경우에는 ‘無制限(むせいげ

ん, 무제한)’ 뒤에 ‘だ’가 붙어서 형용동사 ‘無制限だ’가 구성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13)나, (14)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제한’ 뒤에 ‘하다’, 

‘이다’가 붙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한자어의 목록은 다음의【表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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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하다’,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無制限 鐵面皮 

무제한 철면피 

 

3 자 한자어 ‘무제한(無制限 )’보다 접미사 ‘적(的 )’이 뒤에 붙어 4 자 

한자어 ‘무제한적(無制限的)’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3.4 ‘하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 중에는 한국어의 경우 ‘하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예로는 ‘부자유(不自由)’가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5) 가. 足を怪我して動きが不自由だ。 

나. 다리를 다쳐 움직임이 부자유하다. 

 

(16) 가. 交通事故のために身体が不自由だ。 

나. 교통사고로 몸이 부자유스럽다. 

 

(15)가, (16)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의 경우에는 ‘不自由(ふじゆう, 

부자유)’ 뒤에 ‘だ ’가 붙어서 형용동사 ‘不自由だ ’가 구성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15)나, (16)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자유’ 뒤에 ‘하다’, 

‘스럽다’가 붙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한자어의 목록은 다음의【表 6】

과 같다.  

【表 6】 ‘하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不自由13
 

부자유 

                                                      
13 ‘부자유롭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국립국어원 현대 말뭉치에서 단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 한국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유 롭

다’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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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하다’, ‘이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 중에는 한국어의 경우 ‘하다’, 

‘이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예로는 ‘불명예(不名

譽)’가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7) 가. 軍人が敵と争わないで逃げることほど不名誉な事があるか。 

나. 군인이 적과 싸우지 않고 도망하는 것만큼 불명예한 일이 또 

있을까? 

 

(18) 가. 当時としてはとてつもなく侮辱で不名誉だった。 

  나.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욕이며 불명예였다. 

 

(19) 가. 私はオポチュニストという不名誉なレッテルを貼られた。 

나. 나는 기회주의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혔다. 

 

(17)가, (18)가, (19)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의 경우에는 ‘不名誉

(ふめいよ, 불명예)’ 뒤에 ‘だ’가 붙어서 형용동사 ‘不名誉だ’가 구성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17)나, (18)나, (19)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명예’ 

뒤에 ‘하다’, ‘이다’, ‘스럽다’가 붙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한자어의 

목록은 다음의【表 7】과 같다.  

 

【表 7】 ‘하다’, ‘이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不滿足 不名譽 

불만족 불명예 

 

4. 한국어 2 자 한자어와 3 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 대조 

이 장에서는 2 자 한자어 형용동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의 차이를 밝힐 것이다. 서술어 구성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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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는 한자어에는 ‘자유( 自 由 ), 부자유( 不 自 由 )’, ‘명예( 名 譽 ), 

불명예(不名譽)’가 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① 자유(自由) / 부자유(不自由) 

(20) 가. 나는 지금부터 자유이다. 

나. 생각이 자유롭다. / 행동이 자유스럽다. 

 

(21) 가. 다리를 다쳐 움직임이 부자유하다. 

나. 교통사고로 몸이 부자유스럽다.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유’ 뒤에는 ‘이다’와 ‘롭다/스럽다’가 붙을 

수 있다. 한편,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자유’ 뒤에는 ‘이다’가 붙을 

수 없으며 ‘하다’와 ‘스럽다’가 붙을 수 있다. 

 

② 명예(名譽) / 불명예(不名譽) 

(22) 가. 그 상의 수상은 그 사람에게는 큰 명예이다.  

나. 나는 여기 앉아서 포로가 되기보다는 귀관들과 함께 죽는 쪽이 

훨씬 명예롭다고 생각한다. / 국토를 보전하 고 역사를 창조하고 

그리고 명예스러운 전통을 후대에 이어 준다.  

 

(23) 가. 군인이 적과 싸우지 않고 도망하는 것만큼 불명예한 일이 또 

있을까? 

나.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욕이며 불명예였다. 

다. 나는 기회주의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혔다.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예’ 뒤에는 ‘이다’와 ‘롭다/스럽다’가 붙을 

수 있다. 한편,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명예’ 뒤에는 ‘이다’와 

‘스럽다’ 뿐만이 아니라 ‘하다’도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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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예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어 2 자,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의 구성 방식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表 8】과 같다.  

 

【表 8】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의 차이 

 자유  부자유  명예 불명예 

하다 × ○ × ○ 

이다 ○ × ○ ○ 

롭다/스럽다 ○ ○ ○ ○ 

 

2 자 한자어 ‘자유’와 ‘명예’는 2 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에서 

‘이다’와 ‘롭다/스럽다’가 붙을 수 있지만, ‘하다’가 붙을 수 없어 동일하다. 

하지만 3 자 한자어의 구성 방식에서는 ‘명예’에 접두사 ‘불(不 )’이 붙은 

‘불명예’가 ‘하다’, ‘이다’, ‘롭다/스럽다’에 모두 붙을 수 있는 반면, 같은 

형태로 ‘자유’에 접두사 ‘부(不)’가 붙은 ‘부자유’는 ‘하다’, ‘롭다/스럽다’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이다’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 자 한자어의 구성 방식은 3 자 한자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3 자 

한자어와 ‘하다’, ‘이다’, ‘롭다/스럽다’의 결합 가능성은 연역적인 규칙으로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학습자들이 3 자 한자어 서술어를 구성할 

때 오류를 범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3 자 한자어 각각에 대해 ‘하다’, 

‘이다’, ‘롭다/스럽다’의 결합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 

어휘를 대조한 후에 박동호·다케치 유키에(2012)를 참고하여 일본어 2 자,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각각 대응하는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의 

구성 방식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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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에는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일본어 3 자 한자어 목록과 이에 형태 

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3 자 한자어의 목록을 구축하였다. 그 다음으로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검토한 후 이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2 자 한자어 

형용동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어 2 자, 3 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의 

차이를 밝혔다.  

일본인 학습자는 2 자 한자어 형용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だ ’를 

‘이다’에 잘못 대응시켜 일본어 형용동사를 구성하는 3 자 한자어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한국어 3 자 한자어에 ‘이다’를 붙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어떤 3 자 

한자어 뒤에 ‘이다’, ‘하다’, 혹은 ‘롭다/스럽다’가 붙는지를 일본인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ⅰ ) ‘하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ⅱ )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ⅲ ) ‘하다’,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ⅳ) ‘하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 

ⅴ ) ‘하다’, ‘이다’, ‘스럽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로 나누어 목록을 

구축하였다. ⅱ) ‘이다’와 결합하는 3 자 한자어에는 ‘2 자 한자어 +적(的)’과 

같이 2자 한자어 뒤에 접미사 ‘적(的)’이 붙어서 형성된 3자 한자어가 많이 

보였다. 

한편, 3 자 한자어는 한국어 2 자 한자어 서술어 구성 방식을 잘못 

대응시켰을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서술어 구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한자어에는 ‘자유(自由 ), 부자유(不自由 )’, ‘명예(名譽 ), 불명예(不名

譽 )’가 있다. ‘자유’ 뒤에는 ‘이다’와 ‘롭다/스럽다’가 붙을 수 있는 반면, 

‘부자유’ 뒤에는 ‘이다’가 붙을 수 없으며 ‘하다’와 ‘스럽다’가 붙을 수 

있다. ‘명예’ 뒤에는 ‘이다’와 ‘롭다/스럽다’가 붙을 수 있는 반면, ‘불명예’ 

뒤에는 ‘이다’와 ‘스럽다’ 뿐만이 아니라 ‘하다’도 붙을 수 있다. 이와 같이 

2 개의 한자어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한국어 3 자 한자어 서술어는 구성 

방식에 있어 한국어 2 자 한자어 서술어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2 자, 3 자 한자어와 ‘이다’, ‘하다’, 

혹은 ‘롭다/스럽다’의 결합 가능성은 연역적인 몇 개의 규칙으로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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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2 자, 3 자 한자어 각각에 대해 ‘이다’, ‘하다’, 혹은 ‘롭다/스럽다’의 

결합 가능성을 낱낱이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 3 자 한자어 형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3 자 한자어 

서술어의 경우에도 서술어 구성 방식의 차이에 따라 결합 가능성을 

귀납적으로 조사하고 각각의 목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록> ‘3 자 한자어+이다’의 예문  

 3 자 한자어+이다 예문 

1 感情的(감정적)+이다 그는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정적인 사람이다. 

2 個人的(개인적)+이다 그들의 소망은 매우 개인적이다. 

3 客觀的(객관적)+이다 
그 판단은 학문적 엄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객관적이다. 

4 經濟的(경제적)+이다 
최초의 설비 투자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훨씬 더 경제적이다. 

5 科學的(과학적)+이다 그 분석은 과학적이다. 

6 國際的(국제적)+이다 
국제적인 협력과 평화의 유지는 국제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7 規則的(규칙적)+이다 그 리듬은 매우 규칙적이다. 

8 機械的(기계적)+이다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9 基本的(기본적)+이다 
원리 속에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 

10 樂天的(낙천적)+이다 그는 우호적이고 낙천적이다. 

11 男性的(남성적)+이다 눈은 날카로우며 남성적이다. 

12 大規模(대규모)+이다 
현재 관리지역에서 공장은 1 만㎡이상 대규모인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13 道德的(도덕적)+이다 
애국심이나 국수주의는 출발에 있어선 아름답고 

도덕적이다. 

14 魅力的(매력적)+이다 큰 눈에 높직한 코와 뚜렷한 윤곽이 아주 매력적이다. 

15 無制限(무제한)+이다 탄약 등의 전투 물자는 거의 무제한이다. 

16 文化的(문화적)+이다 
그 새로운 충돌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17 未完成(미완성)+이다 이 책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18 未解決(미해결)+이다 복잡한 것들은 미해결인 채로 우선 넘기자. 

19 民主的(민주적)+이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20 保守的(보수적)+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여자는 반소매도 

입을 수가 없다. 

21 部分的(부분적)+이다 그 계획은 내년부터 부분적이나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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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不景氣(불경기)+이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불경기이다. 

23 不滿足(불만족)+이다 나는 늘 불만족이다. 

24 不名譽(불명예)+이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욕이며 불명예였다. 

25 非公式(비공식)+이다 모임은 전부 비공식이었고, 연락도 은밀히 이뤄졌다. 

26 世界的(세계적)+이다 한글은 세계적인 문자이다. 

27 消極的(소극적)+이다 그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다. 

28 神經質(신경질)+이다 그는 이상하게 신경질이다. 

29 女性的(여성적)+이다 그녀는 말이 없고 여성적이다. 

30 豫想外(예상외)+이다 그러나 또한 그것보다 더 예상외인 것도 없다. 

31 一般的(일반적)+이다 그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32 一方的(일방적)+이다 네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일방적이다. 

33 積極的(적극적)+이다 그는 적극적이다. 

34 正反對(정반대)+이다 두 사람의 목표는 정반대이다. 

35 精神的(정신적)+이다 신인 연기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많다. 

36 主觀的(주관적)+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제각각이듯 승용차에 대한 

선호도도 다분히 주관적이다. 

37 直接的(직접적)+이다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신문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직접적이다. 

38 鐵面皮(철면피)+이다 그는 철면피이다. 

39 標準的(표준적)+이다 상품의 형식이 표준적이다. 

40 合理的(합리적)+이다 북쪽 주민들의 불만은 합리적이다. 

41 形式的(형식적)+이다 그 판정은 너무 형식적이다. 

42 犠牲的(희생적)+이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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