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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형
左 右 型

川

小

▶
강

セン かわ

0001

1-1-2

1-1-2

복합어

[접두어로도]

강
河川 かせん 하천
山川 さんせん 산천, 산과 강
의미]

강, 하천, 시내
(일본어의 경우 특히) 강이름 뒤에 붙는
접미사

川上 かわかみ 상류, 물위
川瀬 かわせ 강 여울
小川 おがわ 시내, 개울
江戸川 えどがわ 에도 강

특수 발음

かわら 강펄

동음어

かわ

C0034
U5C0F

[본래의 의미] (크기, 범위 또는 양에

작은, 적은, 사소한, 부족한, 조금,
조그만한
小国 しょうこく 작은 나라, 약소국
小説 しょうせつ 소설, 이야기
小額 しょうがく 소액 화폐
小アジア しょうあじあ 소아시아
小規模 しょうきぼ 소규모
小東京 しょうとうきょう 리틀 도쿄
小数 しょうすう 소수 (분수)
大小 だいしょう 대소; 크기; 큰 칼 작은 칼
縮小する しゅくしょうする 축소하다, 단축하
다, 줄이다, 삭감하다
中小企業 ちゅうしょうきぎょう 중소기업
最小 さいしょう 최소, 최저
(중요도가 낮은) 작은, 사소한, 시시한
小事 しょうじ 소사, 사소한 일
小学校 しょうがっこう 초등학교
小学生 しょうがくせい 초등학교 학생

훈독

川原

S3-3-0

Ⓚ0007

서 이하)

【かわ 川】

b

小 Jōyō-1
42 F0035

㊔ ささ

복합어

[본래의

a

▶
작은

ショウ ちい(さい) こ- お-

0002

川 Jōyō-1 S3-3-0 C0022
47 F0109 Ⓚ0006 U5DDD

河 강 ⇒0298

1


1

0001-0002

 1-3
1 過小評価する かしょうひょうかする 과소 평가
︻
丿
フ

︼

동음어

하다
의
 약어 小学校 しょうがっこう: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름 뒤에 붙는 접미사
a 小一 しょういち 초등학교 1학년생
同小 どうしょう 상기 초등학교
b 佃小 つくだしょう 쓰쿠다 초등학교

こ-

독립어

1-1-3

子 자식 ⇒2872
児 아이 ⇒2203
仔 새끼 ⇒0022

少

水

【しょう 小】작음; 소형, 작은
小の月 しょうのつき 작은 달
大は小を兼ねる だいはしょうをかねる 큰 것
은 작은 것을 겸한다

틀린 분류
⇒보기 4-4-4 페이지 2915
▶
물

スイ みず みず-

㊔ みな

水 Jōyō-1
85 F0146

Ⓚ0010

0003

훈독

【ちいさい 小さい】작은, 적은, 조금; 젊

1-1-3

S4-4-0

み

C0027
U6C34

은, 어린

小さな ちいさな 의 형용명사 ちいさい 小さい
【こ- 小-】[접두어로도]

복합어

(크기 또는 양에서 이하) 작은, 적은, 부족한
(강도에서 이하) 작은, 가벼운, 약한
a

[접미사로도]

[본래의 의미]

물

水道 すいどう 수도; 수로
水準 すいじゅん 수준, 수평; 수위
水中 すいちゅう 수중
水面 すいめん 수면
水力 すいりょく 수력
水蒸気 すいじょうき 수증기, 증기, 김
海水 かいすい 해수
地下水 ちかすい 지하수
수소
水素 すいそ 수소
水爆 すいばく 수소 폭탄
炭水化物 たんすいかぶつ 탄수화물
수요일
水曜(日) すいよう(び) 수요일
月水金 げっすいきん 월수금 수요일, 금요일

小型の こがたの 소형, 작은; 포켓 (사전)
小物 こもの 자질구레한 물건, 작은 도구
小鳥 ことり 작은 새
小麦 こむぎ 밀, 소맥
小唄 こうた 짤막한 노래, 민요
小屋 こや 작은 집, 오두막집; 어린이 놀이
집

小切手 こぎって 수표
小口 こぐち 소량, 소액; 횡단면, 가장자리
小幅 こはば 소폭, 좁은 범위
小指 こゆび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小文字 こもじ 소문자
b 小雪 こゆき 조금 오는 눈
小声 こごえ 낮은 소리, 속삭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의 아래의
독립어
小売店 こうりてん 소매점
【
すい 水】수요일
【お- 小-】작은
훈독
小川 おがわ 시내, 개울
【みず 水】
小父さん おじさん 아저씨; 삼촌
물, 찬물
小母さん おばさん 아주머니, 아줌마
[복합어의 경우] 액체의 물의
특수 발음
a 水洗い みずあらい 물빨래
小豆 あずき 팥
水着 みずぎ 수영복
小火 ぼや 작은 불
水色 みずいろ 하늘색, 청록색
▲

0003

2

1-3

雨水 あまみず 빗물
水飴× みずあめ 물엿
미분류 복합어
水入らずで みずいらずで 집안 식구끼리, 우

心電図 しんでんず 심전도
心不全 しんふぜん 심부전
狭心症 きょうしんしょう 협심증
脂肪心 しぼうしん 지방심
(중심부) 중심, 센터, 핵
문제의 본질, 핵심
a 中心 ちゅうしん 중심, 중앙
都心 としん 도심
核心 かくしん 핵심
重心 じゅうしん 중심
遠心力 えんしんりょく 원심력
外心 がいしん 외심
b 肝心な かんじんな 중요한, 기본적인, 주요한

b

리끼리

【みず- 水-】[접두어] 물
水資源 みずしげん 수자원
水仕事 みずしごと 물일, 부엌일
水商売 みずしょうばい 물장사; 접객업
동음어

みず

瑞 길조 ⇒0943

心
0004

1-1-3

▶
마음,

심장

シン こころ -ごころ
み

心 Jōyō-2
61 F0063

㊔ むね

S4-4-0

Ⓚ0011

まこと

C0056
U5FC3

독립어

【しん 心】

마 음, 속; 활력; 정수

心から しんから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心は良い男 しんはよいおとこ 마음 고운 남자
(과일의) 속; 심지; (연필의) 심; 심(의 재
료)

복합어

林檎の心
鉛筆の心

마 음, 정신, 느낌, 심정, 생각

心情 しんじょう 심정, 감정
心身 しんしん 심신, 마음과 몸
心理 しんり 정신 상태, 심리; 심리학
心配 しんぱい 걱정, 우려, 염려, 불안; 배려
心境 しんきょう 심경, 마음
心中 しんちゅう 심중, 속마음, 진의
心中 しんじゅう 정사, 심중
関心 かんしん 관심, 흥미
安心する あんしんする 안심하다, 안도하다,

りんごのしん 사과 속

えんぴつのしん 연필 심

훈독

【こころ 心】

[접미사로도] 마음, 정신;  생각, 의도
주의, 마음, 관심
a

心構え こころがまえ 마음가짐; 마음의 준비
心当たりが有る こころあたりがある 짐작이 가
는

마음 놓다

熱心 ねっしん 열심, 열성, 열광
感心する かんしんする 감동하다, 감탄하다
初心 しょしん 초심
良心 りょうしん 양심
決心する けっしんする 결심하다, 결정하다
苦心 くしん 고심, 노력, 힘 들이다
以心伝心 いしんでんしん 이심전심, 공감
孝心 こうしん 효심, 효도
好奇心 こうきしん 호기심
[접미사로도] [본래의 의미] 심장
心臓 しんぞう 심장

b

真心 まごころ 진심, 성실
子供心 こどもごころ 동심
心を配る こころをくばる 배려하다, 주의하다
心掛ける こころがける 명심하다, 유의하다;
시도하다, 노력하다

心掛け こころがけ 마음가짐; 주의
(감정 상태) 마음, 느낌, 기분, 감정
心を動かす こころをうごかす 마음을 움직이

다; 감동받다, 마음이 흔들리다
こころぼそい 불안한, 무력한; 버림받
은; 허전한
心持ち こころもち 느낌, 기분; 약간
心行く迄 こころゆくまで 마음껏

心細い

3

0004


1
︻
丿
フ

︼

 1-3
1 心強い こころづよい 안심되는, 마음이 든든
︻
丿
フ

︼

気心

きごころ 속마음, 성질

(진정한) 마음, 일심, 진심
(관대한) 동정, 마음, 배려
a

心から こころから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心尽くし こころづくし 정성, 배려, 친절

0004

b

한

心遣い

こころづかい 배려, 염려

뜻, 본질; 해답 (수수께끼)

心得 こころえ 지식, 주의 사항; 수칙
【-ごころ -心】정신
大和心 やまとごころ 일본 민족 고유의 정신
특수 발음

心地

4

ここち 느낌, 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