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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organization of semantic classes 
and scrutinize the possibility of their application in the domain of lexical 
semantics. In this respect, we will first treat the establishment of semantic 
c1asses: we will define our semantic c1asses and explain the appropriate 
predicat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fining them. Secondly, we 
will treat the application of semantic classes: we will discuss the problem 
of distinction between homonymous and polysemous words and show that 
semantic c1asses can be used very effectively in treating not only 
polysemous words but synonymous and compound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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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다의어의 처리， 상위어/하위와 부분어/전체어의 분석， 

동의어의 처리와 합성어의 분석 등은 현대 어휘의미론의 중요한 연구 과제를 구성 

한다. 이 가운데에서 중점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또는 

다의어의 의미 분할에 관한 문제이다. 이 주제는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한 단 

어의 여러 의미들을 별개의 동형어로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다의어로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간단히 요약된다. 

우리는 동형어와 다의어를 구분할 때 흔히 의미적 직관을 사용한다. 직관에 의 

한 의미간 연관성의 유무에 따라 동형어나 다의어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의미간의 관련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 기제가 제공되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을 위해 의미적 기준과 통사 

적 기준을 상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의미간의 연관 관계가 불확실할 경우，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 학술진흥 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042-AOOO12) 
이 논문을 원고 귀중한 의견올 주신 세 분의 논평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라며， 그들의 의견이 이 논문의 
수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244 박동호 

통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충분하면 동형어로 간주할 수 있다. 

통사적 기준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어의 의미도 형식적 기준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형식적 기준이란 기본적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단어의 통사적 속성이다‘ 다시 말해， 한 단어의 의미들은 그 단어의 통사적 

속성 차이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고 기술함에 

있어 대다수의 어휘의미론 학자가 지지하는 객관적 기술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사적 속성을 활용하여 의미 구분을 

한다면， 전통적 의미 구분 방식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한 단어의 의미를 분할하고 기술할 때 그 통사적 

속성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나 이제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의미 

분할과 기술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의미론을 통사론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실상1 통사적 기준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단어의 용법만을 기술할 뿐， 

의미 자체의 표상이나 기술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사적 속성 중심의 방법론은 

한 단어가 갖는 다양한 의미들간의 관계를 포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단어의 모든 의미들을 독립된 표제어로 설정하는 극단적인 동형어 처리 경향을 띠 

게 되어 다의성 처리의 여지를 없애버리게 되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었다. 

어휘의미론의 제반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론은 어떤 조건들을 갖 

추고 있어야 할까? 우선， 객관적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어휘 

부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언어의 전체 어휘부에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에도 효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응용언어학적 관점에서 사전 구축이나 자연어 전산처리를 위한 용이성 

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의미적 직관이나 통사적 속성에만 치우친 방법론의 문제점들을 개선하 

여 의미 • 통사적 기준에 동시에 입각하여 구축된 한 방법론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의미부류 체계이며 이는 어휘의미론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 접 

근을 가능케 하는 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의 미부류 체계는 G. Gross의 대상부류(objects classes )2) 개 념을 원용하여 한국 

어 명사를 대상으로 하여 구축된 체계이다. 우선 의미부류 체계는 의미 자질이나 

의미 원소를 근간으로 하여 구축된 워드넷(WordNet)(Fellbaum， 1998)과 같은 체 

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위드넷이 개별 언어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적 성격의 의미 요소들로 구축된 것인데 반해， 의미부류 체계는 어휘의 

1) 다의어의 의미 분할에 있어 통사적 기준을 강조하는 대표적 이론이 M Gross의 어휘-문법(Iexicon
gramrnar)이다. 어휘-문법은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 통사적 속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어휘-문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M. Gross(1975), 박동호 
(2000a) 참고 

2) 대상부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G. Gross(1994a, 1994b, 1994c, 1995), Lee, S.-H. 
(1995, 2001), 박동호(1998， 2000b), 박만규(2002a)， 이 성 헌(200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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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속성， 형태 • 통사적 속성， 어휘간의 결합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의미부류 체계와 그 구축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며 둘째는 어휘의미론적 관점에서 그 적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의미부류 체계 구축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행해질 것이다. 우선 

의미부류의 정의 문제를 다룬 다음， 의미부류 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 

는 적정술어(適正述語; appropriate predicate)3)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의미부 
류 설정을 위한 제반 기준들이 검토될 것이다. 아울러 의미부류 전 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다.3장은 의미부류 체계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어휘 

의미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제기되는 제반 문제 가운데， 의미부류 체계와 직 · 간 

접 관련을 맺고 있는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다의어의 처리， 동의어의 처리와 합 

성어의 분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의어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 

다 구체적으로 다의어의 의미 분할， 본래/승계 의미와 관련된 상위어/하위어와 부 

분어/전체어에 대한 분석， 규칙적/불규칙적 다의성과 다의어의 지위 유형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2. 의미부류 체계의 구축 

의미부류를 정의하고 그 설정을 위한 기준들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부류 체계 구 

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의미부류는 기존의 의미적 직관에 기반을 둔 

분류들과 비교해 볼 때 보다 형식적이며 객관적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부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의미 · 형태 • 통사적 기준을 비롯한 다양한 기준들 

이 사용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의미부류 체계가 구축된다. 

2.1. 의미부류의 정의 

의미부류는 이제까지 의미 영역의 분할에 사용되어 온 자질과 의미적 직관에 의 

한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이 있도록 구축된 

부류로 정의된다. 즉， 의미부류는 의미적 기준뿐만 아니라 어휘의 형태 · 통사적 속 

성， 어휘간의 결합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의미부류 구축 작업의 원래 목적은 의미적으로 균질한 명사들의 부류를 설정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의 핵심은 명사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의미적 기준 

이 과연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순수 

의미론적 기제는 아니지만 초기 생성 문법에서는 술어와 명사 논항간에 존재하는 

의미적 선택 제얘selectional restriction)을 표시하기 위해 유정(animate)， 인간 

3) 적정술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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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구체(concrete ), 추상{abstract) 등과 같은 의미 자질들을 도입했다. 예 

를 들어 동사 ‘타다’의 경우， 예문 (1가)와 (1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적어 위치 

에 구체나 추상 자질을 갖는 명사가 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의미나 용법이 확 

연히 구분된다. 

(1) 가. 민우는 지하철을 자주 탄다. [구체] 

나. 민우는 외로움을 잘 탄다. [추상] 

‘읽다’， ‘벅다’ 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에서와 같이， 그 목적어 논항 위치 

에 오는 명사-의 선택 제약을 I구체]라는 자질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2) 가. 철수가 신문을 원는다. [구체] 

나. 철수가 과자를 먹는다. [구체] 

그러나 이 자질은 ‘읽다’나 ‘먹다’의 선택 제약을 표시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으며 

좀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 즉，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동사들의 경우에 모든 

구체 명사가 목적어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자 은희가 ( *4)빵을 + 5)*탁자를 + *모자를) 읽는다. 
나. 은희가 (*책을 + *탁자를 + *모자를〕 먹는다. 

그렇다고 목적어 위치에 올 수 있는 모든 병사들을 나열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에서와 같이 [구체]라는 자질을 〈음식>6)， <텍스트〉 

등과 같은 하위 부류， 다시 말해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의미부류로 세분하는 것 

이 필요하다.7) 

(4) 가. <음식〉을 먹 다 

나'. <텍스트〉를 읽다 

물론 자질들은 원래 술어의 명사 논항에 대한 의미 제약을 표시하기 위해 고안 

된 것이지 명사 자체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4) .*，는 비문올 표시한다. 

5) ψ 기호는 믿로 연결된 여러 형태 중에서 하나를 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6) 의미부류는 <>로 나타낸다. 

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질만을 사용하여 술어 논항의 의미 영역올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았 
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자질은 술어의 논항 위치에 놓이는 명사들의 부류를 지칭하는 데에 
아무런 엄격한 검토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자질은 특정 술어틀의 용법올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술어의 논항 제약올 보다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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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였든 이 자질들은 명사의 의미 영역을 한정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 

문에 자질을 세분하여 의미부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온툴로지(ontology) 체계 중의 하나인 워드넷에서는 한 단어의 의미가 통의어를 

통해서 표시된다. 한 의미와 그 동의어의 집합을 ‘synset’이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미 관계와 어휘 관계가 표상된다. 즉， 의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synset’ 
은 동형어 혹은 다의어를 표상하기 위해 각각의 의미를 그 의미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와 묶어서 집합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board’는 “널뺀지” 

와 “위원회”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이들을 각각 {board, plank}와 {board, 

commiUee}로 나타낸다. 

워드넷의 어휘 관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상위어/하위어 관계이며， 이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들은 계층적 체계를 구성한다. 하위어와 상위어 사이에는 ‘is a kind 
of’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것을 @-> 기호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 (5)와 같다. 

(5) {robin, redbreast} @-> {bird} @-> {animal, animate_being} @-> 

{organism, life_form, livinß-thing} 

(5)는 ‘robin’이 새의 일종이며， 새는 동물의 일종이며， 동물은 생물체의 일종이라 

는 상하 관계를 ‘synset’으로 표시한 것이다. 

워드넷의 최상위에는 다음 (6)과 같은 25개의 부류들이 있다. 

(6) {act, action, activity} 
{animal, fauna} 
{artifact} 
{attribute, property) 
{body, corpus} 
{cognition, knowledge} 
{communication} 
{event, happening} 
{feeling, emotion} 
{food} 
{group, collection} 
{location, place} 
{motive} 

{natural object} 
{natural phenomena} 
{person, human being} 
{plant, flora} 
{possessions} 
{process} 
{quantity, amountt 
{relation} 
{shape} 
{state, condition} 
{substance} 
{time} 

워드넷은 선험적 논리 체계나 세계에 대한 논리적 분류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언 

어의 통합적 관계에 대한 배려는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적 상하 관계라는 계 

열적 관계에 기반을 둔 의미적 수형도와 유사하다. 즉， 의미적 직관에 의해 구축된 

체계일 뿐이다. 이에 비해 의미부류 체계는 언어적 속성이나 언어적 요소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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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즉， 의미부류는 명사 논항과 술어간의 수평적 결합 관계인 통합 관계를 적 

극적으로 고려한 의미 · 통사적 분류 체계이다. 

2.2. 의미부류 설정을 위한 기준 

의미부류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의미부류를 형식적 기준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의미부류는 의미적 직관에 

의해 설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부류 체계 내의 〈인간〉 부류는 우선 통사적 

속성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이야기하다’， ‘말하다’， ‘생각하다’， 

‘쓰다’ 등의 술어와 함께 주어 위치에 놓이며， ‘격려하다’， ‘설득하다’ 등의 술어와 

함께 목적어 위치에 놓이는 병사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 술어들은 은유적이거 

나 문체적 효과를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이라는 부류를 효과적으로 특정 

짓는다. 이런 술어들을 적정술어라 한다. 

또한 〈인간〉은 형태적 속성에 의해서도 특정지어진다. 즉， 어떤 명사가 -인(人)， 

-가(家)， -지{者)， -이， -꾼 등으로 끝날 경우， 이 병사들은 〈인간〉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人)， 명(名)， 사람， 분 등의 분류사 역시 인간을 의미하는 명사와의 결합 관계 

를 통해 〈인간〉 부류를 잘 특정짓는다. 전술한 〈인간〉 부류의 속성들을 정리하면 

다음 (7)과 같다. 

(7) 
〈인간〉 

&보기: 시인， 전문가， 학자， 젊은이， 사기꾼， ... 

&형태적 특징인(人)1가(家)1자(者)1이|꾼 

&적정술어: 

동사<>이 이야기하대말하대생각하대쓰대수감되대승진하대당선되대 

임명되대퇴직하대퇴임하대실각하대사직하대이임하다 

<>을 격려하대설득하대유괴하대납치하대투옥하다 

&분류사: <> [수사] 인l명|사람， [수사] 인|명 l사람의 <> 

의미부류 〈인간〉은 (7)의 <> 위치에 오는 명사들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의미부류 

는 단어의 의미적 속성을 포함하여 형태 · 통사적 관계， 어휘간의 결합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총체적으로 적용하여 설정된다. 

의미부류 설정을 위한 여러 형식적인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히 사용되 

는 적정술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술어는 다른 술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다. 

〈육상 교통 기관〉 부류의 예를 들어보자. (8)에서와 같이 이 의미부류에 속하는 

‘차’와 같은 병사는 ‘~색이다’， ‘(무게가) -이다’， ‘(크기다) -이다’ 등의 상위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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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불〉을 특정짓는 술어들과 결합한다.sJ 

(8) 가 그 차는 검은 색이다. 
나. 그 차는 무게가 2 톤이다. 
다. 그 차는 길이가 3 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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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상 교통 기관〉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주어 위치에서는 ‘주차하다’， ‘추월 

하다’， ‘급커브를 돌다’ 등의 술어와， 목적어 위치에서는 ‘볼다’와 같은 술어들과 결 

합한다. 이 술어들은 〈구체물〉을 특징짓는 술어들보다 좀더 구체적이며 제한적이 

다. 이 술어들이 바로 〈육상 교통 기관〉을 특정짓는 적정술어이다. 

병사 ‘기차’의 의미부류를 결정하기 위해 ‘타다’ 동사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기 

차’와 ‘차’가 같은 의미부류에 속한다고 잘못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9)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탈선하다’， ‘~량의 객차로 구성되어 있다’ 등과 같은 <철도 교통 

기관〉 병사를 특정짓는 적정술어를 잘 찾음으로써 〈육상 교통 기관〉과 〈철도 교통 

기관〉이라는 별개의 두 의미부류를 설정할 수 있다. 

(9) 가. (기차 + *차)가 탈선했다. 
나. (기차 + *차)는 6량의 객차로 구성되어 있다. 

2.3. 의미부류 체계 

전술한 방식으로 의미부류를 정의하고 그 객관적 설정을 워하여 단어의 의미적 

속성， 형태 · 통사적 속성 그리고 단어간의 결합 관계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의미부 

류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미부류 체계 내에는 5개의 최상위부 

류 〈구체물>， <집단>， <장소>， <추상적 대상>， <사태(事態; state of affairs)>9J가 설 
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시 여러 단계의 하위부류들로 세분되어 의미부류 체 

계는 전체적으로 나무 구조를 갖는다. 현재까지는 대략 〈구체불> 144개<집단〉 

27개， <장소> 52개， <추상적 대상> 100개， <사태> 1027H로 총 4257H의 의미부류가 

잠정적으로 설정되어 았으며 그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lOJ 

8) 의미부류 체계 자체가 특정 명사들과 특정적으로 결합하는 적정술어들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하위 의미부류가 그 상위 의미부류로부터 적정술어를 숭계(inheritance)하도록 되어 었다. 적정술어 
의 승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3.2.2. 참고. 

9) 이 부류의 병칭은 〈사행(事行)>에서 언어학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사태〉로 변경되었다. 

10) 의미부류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동호(2003)， 홍재성 외(2002)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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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부류 체계의 적용 

의미부류 체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휘 의미의 기초적 연구를 위한 효율적 기제 

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휘의미론에 공헌하는 바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어 

휘 의미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 중에 의미부류 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에는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다의어의 처리， 동의어의 처리와 합성어의 분석 

등이 었다. 

동형어와 다의어 구분을 위한 명시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 

르며 의미부류 체계 내에서도 아직까지 명시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 단어의 동형어 혹은 다의어 처리는 이론적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자연언어의 경우， 전문 용어를 제외하고는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 경 

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다의어의 의미 분할 문제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의미 

부류 체계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래/승계 의미와 관련하여 상위어/하위어와 부분어/전체어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 이들은 술어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의미부류 체계와 관련이 있다. 규칙적/불규 

칙적 다의성과 다의어의 지위 유형 문제도 다의어 처리의 관점에서 의미부류 체계 

와 연관이 있다. 

동의어 처리 문제는 한국어 단어 사이에 또는 외국어와 한국어 단어 사이에 일 

대일 대응 관계를 이루는 절대적 동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 즉， 한 단어가 모든 분포적 환경에서 다른 단어의 동의어 

로 대체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 동의어 기술을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단어의 다양한 용법들을 정확하게 

한정하는 것， 다시 말해 다의어의 여러 의미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술어 

의 경우， 그 논항의 의미 영역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가능케 하는 의미부류 체계 

를 활용하면 동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합성명사 구성 요소들 사이에도 의미적 제약이 존재하는데 의미부류 체계는 이 

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 

3.1.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다의어의 의미 구분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이다. 

우리는 흔히 동형어와 다의어를 구분할 때 의미적 직관에 호소한다. 즉，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 단어의 개별 의미들이 직관적으로 볼 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되면 해당 단어를 통형어로， 그 의미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면 다의어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적 기준은 의미들간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 가능 

케 하는 보다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기제가 제시되지 못하는 한 동형어 혹은 다의 

어 처리를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의미부류 체계 역시 동형어와 다의어 구분을 위한 명시적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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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었다. 다시 말해， 한 단어의 개별 의미들이 각기 다른 

의미부류에 대응할 때 이는 개별 의미들간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지 동형어 혹은 

다의어 처리를 위한 어떤 결정적 증거도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병사 ‘잠자리’는 다음 (10)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0) 7}. 잠자리가 코스모스 주변에 많이 날아다니고 있다. 

나. 잠자리가 바뀌니 영 잠이 오지 않는다. 

(107애와 (10나)의 ‘잠자리’의 의미는 의미부류 체계 내에서 각기 〈벌레〉와 〈속성 

기능 장소〉 부류에 대응한다. 이는 단지 이 두 의미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줄 

뿐이지 동형어 혹은 다의어 처리를 위해 시사해 주는 바가 없다. 이들을 통형어로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미부류는 술어 논항의 의미 영역을 기술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통사 ‘나다’는 의미적 관점에서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한 병사틀을 논향 

으로 취하며 따라서 다음 (11)에서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11) 가. 여기에서는 옛날에 석탄이 많이 났다. 

나. 땅에 풀이 났다. 

다. 철수는 서울에서 났다. 

라. 그는 갑자기 호기심이 났다. 

lJ}. 어제 이곳에서 사고가 났다. 

대부분의 동사와 마찬가지로 ‘나다’의 의미는 이 동사가 자신의 논항과 맺는 관계 

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논항들이 너무 다양한 의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 ‘추상’ 등과 같은 의미 자질만 가지고는 논항의 의미적 제약을 정확 

히 표시할 수 없다. (12)에서와 같이 논항의 의미 영역을 적확하게 한정지을 수 있 

는 의미부류를 사용하면 ‘나다’의 의미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가.<광물〉이 나다 
나.<풀〉이 나다 

다'. <인간〉이 나다 

라.<감정〉이 나다 

마.<사고〉가 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의미부류의 차이는 의미간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지 의 

미간의 관계가 동형어인지 다의어인지를 밝혀주지는 못한다. 

동형어와 다의어의 명시적 구분 기준의 하나로 전술한 바와 같이 단어의 어원 

차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별 의미들의 어원적 관련성의 유무를 따져 동형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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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어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구’의 경우， 다음 (13)에서와 같이 어 

원의 차이가 한자 차이에 의해 드러나며 따라서 해당 단어들을 동형어로 처리할 수 

있다. 

(13) 가 이 도시는 인구 이동이 많아 전체 호구〔戶 口)를 파악하기 어 렵다. 
나.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우리 여섯 식구의 호구(鋼口)도 어렵다. 

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텐데， 이 호구〔虎口)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라. 경기 중에는 호구(護具)를 착용해야 한다. 

통사적 기준은 동형어와 다의어를 구분하는 중요한 명시적 기준 중의 하나로 사 

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본 통사 속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의미들이 하나의 다의어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그 의미들이 기본 통사 속성을 공유 

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변 동형어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통사 속 

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기본 통사 속성으로 우선 품사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여러 개의 품사를 갖는 다 

중 범주어는 범주에 따라 기본 통사 구조가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동형어로 분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용언 중에는 동사와 형용사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다음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쓰다’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1) 

(14) 가. 그는 칠판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나. 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예문 (14)의 ‘쓰다’는 동사， 형용사로 쓸 때， 그 의미와 통사 구조의 차이가 상당하 

므로 동형어로 처리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2) 

11) ‘쓰다’의 경우，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가 각각 의미부류 〈행위〉와 〈속성값〉에 
대웅한다. ‘달다’， ‘차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이 가능하므로， 

(1) 가. 민우가 과일의 무게를 달았다. 
나. 수박이 무척 달다. 

(2) 가 버스에 사랑이 꽉 갔다. 
나 날씨가 차다 

‘달다’의 두 의미는 각각 〈행위〉와 〈속성값〉에， ‘차다’의 두 의미는 각각 〈상태〉와 〈속성값〉에 대웅한다. 

12) 통사와 형용사의 다중 범주어로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부분적으로 같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있 
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밝다’， ‘툴리다’， ‘맞다’， ‘늦다’， ‘크다’ 퉁이다. 

(1) 가. 날이 밝는다. 
나. 전구가 밝다. 

또한 ‘모자라다’， ‘평행하다’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의 다충 범주어이나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것도 았다. 

(2) 가. 그는 사랍이 좀 모자라다. 
나. 그는 사람이 좀 모자란다. 

(3) 가 A와 B는 서로 평행하다. 
나.A와 B는 서로 평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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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사 ‘타다’와 같이 그 의미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동일한 통사 구조 

를 갖는 것들도 있다. 

(15) NO가 N1을 타다 

가. NO = <인간>， N1 = <교통 기관〉 
기영이는 학교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다. 

나. NO = <인간>， N1 = <도로〉 
민우는 공항에 가려고 올림픽대로를 탔다. 

다. NO = <인간>， N1 = <현악기〉 
영희가 가야금을 탔다. 

라. NO= <인간>， N1 = <비주류 온음료〉 
민정이는 졸음을 쫓으려고 커피를 탔다. 

(15)에서와 갈이 ‘타다’의 여러 개별 의미들의 차이는 그 통사 구조의 차이가 아 

니라 ‘타다’가 그 논항과 맺는 의미적 관계에 의해 드러나며 그 의미적 관계는 의 

미부류를 통해 표상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미부류는 통형어와 다의 

어의 구분을 위한 명시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단지 의미적 직관으로 ‘타다’의 개 

별 의미들간의 의미 차이가 워낙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동형어 처리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기본 통사 속성으로 또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술어성과 비술어성이다. 용언의 

경우 술어동사와 기능동사13)의 용법， 체언의 경우 술어명사와 비술어명사의 용법 

은 서로 다른 표제어의 지위를 부여하여 다의어가 아닌 동형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들에 사용된 ‘타다’는 (167})에서는 술어동 

이와 같은 어휘들을 통형어로 처리할 것인지 다의어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 
제가 아니다. 

13) 술어는 동사나 형용사 이외에 병사로도 투영될 수 있다. 보통 동사나 형용사와 형태적으로 대웅되면 
서 행위， 과정， 상태， 속성 동의 의미 특성을 갖는 추상병사가 그 예이다. 

(1) 가. 도착하다 - 도착 
나.싸우다-싸움 
다. 변화하다- 변화 
라. 아름답다 - 아름다움 

이러한 부류의 병사를 술어명사라 한다. 그러나 이들 어휘 요소들이 의미상 술어의 성격을 갖고 있 
다 하더라도 어휘 범주로 보면 병사이기 때문에， 통사나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는 문법 범주의 표지 
인 활용 어미와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존재할 수 없다. 

(2) *기차는 내일 도착는다. 

그려나 한국어에는 이 술어병사를 의미적 중심으로 하여 구성될 수 있는 문장의 유형이 있다 다음 
이 그 예이다. 

(3) 기차는 내일 도착을 한다. 

(3)은 술어명사가 목적어 위치에 놓아고， 활용어미 ‘-1.- 다’가 부착되도록 버티어 주는 거의 허사적인 
동사 ‘하다’가 서술어 위치에 쓰인 구문이다. 이와 같은 동사를 기능동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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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16나)에서는 기능동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동형어로 처리할 수 있다. 

(16) 가. 철수는 지하철을 자주 탄다. 

나. 철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병사 ‘칠’은 (l77))에서는 술어명사로， (17나}에서는 비술어명사로 쓰였으므로 동 

형어로 처리할 수 있다. 

(17) 가. 우리는 벽에 새로 칠을 했다. 

나. 칠이 벗겨졌다. 

다음 (18)의 동사 ‘먹다’는 술어성과 비술어성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동형 

어로 처리할 수 있다. 

(18) 가 우리는 밥을 급히 먹었다. 

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일생 동안 부려먹었다. 

(187})와 (18나)의 ‘먹다’는 각각 일반동사와 보조동사로 사용되었으며 통사 구조에 

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벅다’를 통형어로 처리할 수 았다. 

그러나 통사 속성의 고려에도 예외가 있다. 한 용언이 취하는 두 논항 도식 사 

이에 미세한 일정 의미 변이와 함께 규칙적인 통사적 대응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동형어가 아닌 다의어 처리를 할 수 있다. 

(19) 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밤하늘이 수많은 별들로 반짝인다. 

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반짝인다)4) 

(197})의 주어는 (19나)의 장소보어와， (197})의 부사어는 (19나)의 주어와 위치상 

규칙적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197})와 (19나)의 ‘반짝이다’의 두 의미간 

의 통사적 대응 관계는 매우 규칙적이며 명확하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두 의미간 

의 의미적 관련성을 확보하는 데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의미 

를 하나의 단어 아래 구분되는 두 개의 의미로 다의어 처리할 수 었다. 

이상에서 동형어와 다의어 구분을 위한 여러 기준들을 살펴보았다. 어원과 통사 

적 기준을 검토해 보았으나 명백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언어학적 확증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두 의미간의 관련성 유무를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결 

론에 이르렀다. 또한 의미부류 체계가 동형어와 다의어 구분을 위한 효율적인 기 

14) 예문 (19)는 자연스러운 문맥을 추가하거나 그 어순을 조정하여 새로 만든 것이다. 이는 (19)의 원 
예문들이 부자연스럽다는 논평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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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치 못함을 확인했다. 

3.2. 다의어의 처리 

의미부류 체계는 다의어의 의미 분할， 본래/승계 의미， 규칙적/불규칙적 다의성， 

다의어의 지위 유형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의미부류 체계는 다의어의 의미 분할에 있어 명시적 기준 역할을 한다. 한 

단어의 개별 의미들이 여러 개의 의미부류에 대응하면 이 단어를 다의어로 분할하 

지만 하나의 의미부류에 대응하면 다의어로 분할하지 않는다. 

또한 의미부류 체계는 승계 의미1딩의 처리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의미부 

류 체계는 하위어가 상위어로부터 적정술어를 승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승계 현상에 의해 발생된 승계 의미를 다의어의 한 개별 의미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미부류 체계에서는 승계 의미가 본래 의미와는 다 

른 최상위 의미부류에 속하면 승계 의미를 개별 의미로 인정한다. 

한 단어의 규칙적/불규칙적 다의성 역시 의미부류 체계에 의해 명시적으로 드 

러난다. 특히， 규칙적 다의성은 특정 의미부류간의 규칙적 대응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부류 체계를 통해 특정 단어의 다의성 자 

체를 예측할 수 있다. 

다의어의 유형에는 강한 다의어， 약한 다의어， 매우 약한 다의어가 있는데 의미 

부류 체계를 통해 이들과 의미부류들간의 특징적 대응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강 

한 다의어와 약한 다의어는 이들 모두가 각기 다른 의미부류들에 대응한다는 점에 

서는 동일하나 후자가 보다 규칙적으로 특정 의미부류들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구 

별된다. 매우 약한 다의어의 경우， 그 개별 의미들의 차이가 아주 미세하여 각기 

다른 의미부류가 아닌 통일한 의미부류에 대응한다. 

3.2.1. 다의어의 의미 분할 

의미부류 체계 내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부류에 속할 경우， 그 단어는 

다의어로 정의된다. 이 때 그 단어가 속하는 각각의 의미부류들은 그 다의어의 개 

별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의미부류 체계는 다의어의 의미 분할에 있어 매우 객관적 

인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6) 

15) 의미부류 체계에서는 본래의 적정술어와 결합할 때의 의미를 ‘본래 의미’， 다른 부류의 적정술어를 
승계하여 획득한 의미를 ‘승계 의미’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Le Pesant(1997, 
2000)을 참고. 

16) 우리는 3.1에서 의미부류 체계가 동형어와 다의어 구분에 있어서 효과적 역할을 하지 못함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냐 각도를 달리해서 보변 동형어 혹은 다의어 처리는 기본적으로 이론적 선택의 문 
제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문제에 었어 언어학자와 사전기술자 사이에 상당 
한 견해차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전산언어학적 관점에서는 다의어 처리보다는 동형 
어 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았다. 동일 표제어 내에 여러 의미가 나열되어 있으면 매우 복잡한 구조 
를 초래하게 되어 기계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자사전 구성에 있어 표제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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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 (20)에서 사용된 병사 ‘하층’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20) 가 그 집에서는 실내 계단을 통해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나. 그들은 생활 수준으로 볼 때 하층에 속한다. 

‘하층’의 의미는 (207})에서는 〈건물 부분 장소〉 부류에， (20나)에서는 〈계충 계급> 

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하충’은 두 개의 개별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 (21)에 사용된 ‘배후’ 또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21) 가 안개 때문에 건물만 겨우 보일 뿐， 그 배후에는 아무 것도 안 보였다. 
나. 그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들춰냈다. 

‘배후’는 (217})에서는 〈관계 장소〉에， (21나}에서는 〈관계 추상적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배후’는 두 개의 개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부류에 속하며 그 의미 내에서 다 

시 여러 개의 의미로 하위 구분될 때， 이 단어는 다의어로 간주되지 않는다. 

동사 ‘차다’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22) 가. 김 선수가 넘겨준 공이 자신이 잘 쓰는 오른발에 걸리자 박 선수는 아 

주 쉽게 공을 골문으로 차 넣었다. 

나. 왼발잡이인 박 선수는 오른발도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열심히 공을 

차는 훈련을 했다. 

(227})와 (22나)의 ‘차다’는 각각 “오른발로 차다”와 “왼발로 차다”의 의미를 갖는 

데 이들 모두가 〈행위〉의 하위부류인 〈몸짓 및 동작〉 부류에 속한다. 이 두 의미 

는 동일한 의미부류에 해당하는 의미 내에서의 구분일 뿐이다. ‘차다’는 항상 잠재 

적으로 중의적이며 이 중의성은 문맥에 의해 해소된다. 이처럼 동일한 의미부류에 

속하면서 잠재적 중의성을 갖는 의미들을 우리는 일반 다의어의 개별 의미보다 하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의어의 개별 의미들로 처리하지 않는다. 

명사 ‘동생’의 처리도 유사하다. 

(23) 가. 그녀의 동생은 그 남자와 결혼했다. 

나. 그의 동생은 그녀와 이혼했다. 

형어로 처리하게 되면 각각의 표제어에 고유한 의미， 형태， 통사， 화용적 정보를 독립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었다. 여기서 의미부류 체계가 다의어 의미 분할에 효과적이라 함은 동형어와 
다의어 구분은 별도로 하고 의미부류 체계가 개별 의미의 정체성 기송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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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의 ‘동생’이 “한 부모의 자식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여자”의 의미를 갖 

는 반면， (23나)의 ‘동생’은 “한 부모의 자식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두 의미 모두가 〈인간〉의 하위부류인 〈비대칭적 친족〉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의미부류 체계 내에서는 이런 의미들을 다의어로 구분하지 

않으며 다의어의 개별 의미보다는 한층 더 약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백 

기’의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24) 7}. 청군은 청색 기를， 백군은 백기를 들고 입장했다. 

나. 적들은 백기를 들고17) 진지에서 천천히 걸어나왔다. 

(247})와 (24나)의 ‘백기’ 사이에는 상당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가 일반적인 “흰색 기”의 의미를 갖는 반면， 후자는 보다 특수한 “항복을 나타 

내는 흰색 기”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의미부류 체계 내에는 후자의 의미를 적 

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부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두 의미 모두가 <구체 인공물〉 

의 하위부류인 〈기〉에 대응한다. 따라서 ‘백기’를 다의어로 분석하지 않는다)8) 

3.2.2. 본래/승계 의 미 
의미부류 체계는 하위부류에 속하는 하위어가 상위부류에 속하는 그 상위어로 

부터 적정술어를 승계하도록 구성되어 었다. 이때 승계의 한계는 최상위 의미부류 

이다.19) 이는 최상위 의미부류가 더 이상 상위어로부터 적정술어들을 승계할 수 

없는 최상위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무〉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257})에서와 같이 이들의 적정술어 

인 ‘가지치기하다’， ‘남별하다’ 등과 결합한다. 그런데 이들은 (25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식물〉의 적정술어 인 ‘말라죽다’， ‘고사하다’ 등과도 결합한다. 

(25) 7}. 나는 어제 앞뜰에 있는 소나무를 가지치기했다. 

나. 가뭄에 많은 소나무가 말라 죽었다. 

(25나)가 가능한 까닭은 〈나무〉에 속하는 명사들이 〈식물〉 부류에 속하는 그들 

의 상위어로부터 적정술어들을 승계하기 때문이다.20) 이와 같이 의미부류 체계에 

서는 한 단어가 본래의 적정술어뿐만 아니라 그 상위 의미부류에 속하는 단어들로 

17) (24나)의 ‘백기를 들다’는 구체적， 물리적 행위를 나타내며 표현으로 “항복하다”나 “포기하다”의 의미 
를 갖는 숙어 표현인 ‘백기를 들다’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18) (24) ‘백기’의 예에서와 같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전이의 기제에 의해 파생된 의미들을 어 
떤 방식으로 의미부류 체계 내에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19) 의미부류 체계의 위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2.3.과 박동호(2003) 참고. 

20) ‘승계’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Le Pesant(1997, 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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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적정술어를 승계하는데 이와 관련되는 개념이 상위어와 하위어이다. 

또한 한 단어는 그 부분어로부터 적정술어를 승계하기도 하는데 이는 언어 일반 

적인 현상이다)1) 부분어에서 전체어로의 승계 현상22)의 예를 들어보자. 

(2이 개 그의 피부는 까망다. 

나. 그사람은까땅다. 

(267})와 (26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 부류에 속하는 명사 ‘사람’이 

그 부분어인 〈신체 부위〉에 속하는 ‘피부’로부터 색채 형용사 ‘까땅다’를 승계했다. 

또한 다음의 (277니와 (27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에 속하는 병사들은 

그 부분어인 ‘성격’， ‘기질’ 등의 명사로부터 그 적정술어인 ‘대담하다’를 승계한 
다)3) 

(27) 가 그의 성격은 대담하다. 
나. 그는 대담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승계 의미를 다의어의 한 개별 의미로 간주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1 승계 의미를 갖는 단어를 다의어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25) 
의 ‘소나무’， (26)의 ‘까말다’， (27)의 ‘대담하다’가 각기 두 개의 개별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승계가 너무나 일 

반적인 현상이어서 한국어에 대한 직관을 가진 화자들에게 다의성을 야기하는 것 

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어에서 하위어로 승계된 의미의 예로 든 

‘소나무’에 대해서 다의적 의미를 느낄 수 없는 것은 본래 의미에 해당하는 〈나무〉 

부류나 승계 의미에 해당하는 〈식물〉 부류 모두가 의미부류 체계 내에서 통일한 

계층 구조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나무〉의 상위부류가 〈식물〉이며 이 두 부류의 

최상위 의미부류가 〈구체물〉이다. 

승계된 술어가 단어의 다의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 (28)에서와 같이 ‘책’은 〈인쇄물>24)과 〈텍스트〉 부류에 각기 대응하는 두 개 

21) 어휘의미론에서 상위어와 하위어， 부분어와 전체어 어휘 관계의 설정온 일반적으로 의미적 직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부분어에서 전체어로의 적정술어의 승계가 어휘 일반적인 현상인 반면， 상위어 
에서 하위어로의 적정술어의 승계 가능성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의미부류 체계가 부류나 
부류간의 상하 관계 설정시， 기본적으로 적정술어틀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으므로 의미부류 체계 내에 
서는 상위어와 하위어간의 적정술어의 숭계는 매우 규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승계 현상에 있어 
부분어와 전체어의 관계는 의미부류 체계상의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와 차원이 다름을 밝혀둔다 

22) 부분어에서 전체어로의 술어 승계 현상은 Klelber(1999)에서 지적되었다. 그는 ‘부분의 어떤 특정들 
이 전체를 특정지을 수 있다’는 통합 환유 원칙(principle of integrated metonymy)을 제시하였다 

23) 우리는 부분어를 ‘전체에 대한 물리적， 추상적 부분’뿐만 아니라 ‘집합의 원소’ 자격을 갖는 명사까지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인간’의 부분어에는 ‘얼굴’， ‘다리’， ‘피부’， ‘성격’， ‘기질’ 퉁이 
포함되며 ‘학급’의 부분어로 ‘학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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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28) 가. 나는 그 책을 찢었다. 

나. 나는 그 책을 읽었다. 

(287t)와 (28나)의 ‘책’은 각기 상위 의미부류의 적정술어를 승계하여 다읍 (29 
가)와 (29나)와 같이 쓰일 수 있다. 

(29) 가 이 책은 두껍다. 
나. 이 책은 재미있다. 

이 경우， 승계의 기원이 각각 〈구체물〉과 〈추상적 대상〉이다. 즉， <인쇄물〉로서의 

‘책’과 〈텍스트〉로서의 ‘책’은 서로 다른 최상위 의미부류에 속하므로，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계층 구조를 가지므로 서로 다른 개별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책’은 정상적인 다의어로 분석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위어나 부분어로부터의 술어 승계 현상에 의하여 다의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상위어에서 하위어로 승계된 의미의 경우， 그 

대부분이 의미부류 체계상 동일한 계층 구조에 속해 그들을 형성시킨 원래 의미들 

로 환원되므로 결국 다의어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의미부류 체계에서는 승계 의미의 경우， 최상위 의미부류의 차이를 의미 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실 거의 모든 어휘가 상위어와 부분어로부터 승 

계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승계 의미의 인정 기준이 진정한 개별 

의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유효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2.3. 규칙적/불규칙적 다의성 
다의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규칙적 다의 

성(regular polysemy)의 문제이다. 의미부류 체계 내에서는 한 단어의 규칙적 다 

의성은 특정 의미부류들의 규칙적 대응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동물〉의 하위부류 

〈물고기〉에 속하는 ‘고등어’， ‘갈치’， ‘가자미’ 등의 명사들은 대부분 동시에 〈자연 

음식물〉의 하위부류인 〈생선〉에도 속한다. 즉， 규칙적 다의 관계가 의미부류 체계 

내에서는 특정 의미부류간의 규칙적 대응 관계로 나타난다. ‘고등어’는 다음 예문 

(307t)에서는 〈불고기〉의 의미로， (30나}에서는 〈생선〉의 의미로 쓰였다. 

(3이 가 수많은 고등어가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닌다. 

나. 우리는 고등어를 맛있게 요리해 먹었다. 

24) 총전까지 이 부류의 명칭은 〈텍스트 담지물〉이었으나 그 어색함을 지적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 그 
명칭을 〈안쇄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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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은 (31)에서와 같이 〈상상적 인간〉과 〈긍정적 속성 인간〉의 의미를 갖는다. 

(31) 가. 그는 어제 밤에 귀신을 봤다고 생각한다. 

나. 그는 산을 타는 데는 귀신이다. 

‘귀신’의 다의성은 불규칙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상적 인간〉의 의미를 갖 

는 다른 단어들이 〈긍정적 속성 인간〉의 의미를 잘 갖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규칙적 다의성의 문제는 그 동안 어휘의미론의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있 

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정된 수의 전형적인 예만을 보여주는 이론적 차원에 

서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들이 어떤 성격의 규칙적 다의성을 갖는가 

하는 외연적 성격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미부류 체계는 부류간의 

대응 관계를 규칙적 다의성과 연관짓게 해줌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단어의 다의성 자체를 예측 가 

능하게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머리’， ‘다리’， ‘발’ 등과 같은 단어들은 〈신체 

부위〉와 〈구체물의 부분〉의 의미를 ‘사과’， ‘배’， ‘률’ 등은 〈나무〉와 〈과일〉의 의미 

를 규칙적으로 갖는다. 또한 ‘책’， ‘신문’ 등은 〈인쇄물〉과 〈텍스트〉의 의미를， ‘싸 

움’， ‘데모’ 등은 〈행위〉와 〈사건〉의 의미를 규칙적으로 갖는 다의어이다.2되 

3.2.4. 다의어의 지위 유형 

다의어의 개별 의미간의 차이는 매우 다양하며 그 정도 차이에 따라 다의어에 

다양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도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의미 

간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즉， 다의어의 개별 의미들을 동일한 문장 

내에 병치시켰을 때 그 문장이 자연스러운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다음 예문 (32) 
를 살펴보도록 하자. 

(32) 가. 선생님께서 산에서 돌들을 가져오셨다. 

나. 선생님께서 우리 반의 돌들을 심하게 야단치셨다. 

(327})와 (32나)의 ‘돌’은 각기 “광물”과 “머리가 나쁜 사람(은유적 표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적정술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각각 ‘캐다’와 ‘취급당하 

다’를 취함으로써 구별된다. 또한 분류사와의 결합 관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전자는 ‘개’， 후자는 ‘명’과 결합한다. 따라서 명사 ‘돌’의 두 의미는 각기 〈광불〉과 

〈부정적 정신 속성 인간〉 부류에 대응하며 다의어의 개별 의미로 간주된다. 그런 

데 이 두 의미를 통일한 문장 내에 결합시키면 (33)과 같은 어색한 문장이 생성된 

다. 두 의미의 병치가 어색함을 야기하는 것이다 . .26) 

25) <행위〉와 〈사건〉의 의미를 규칙적으로 갖는 다의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성현 
(200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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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생님께서 돌들을 가져오셔서 야단치셨다. 

한편， (3잉의 ‘돌’과 마찬가지로 (34)의 ‘소’도 다의어로 볼 수 있다. 

(34) 가. 우리 마을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다. 

나. 우리 마을에서 소를 한 마리 다 먹었다. 

(347})의 ‘소’가 〈동물〉의 하위부류인 〈정승〉에 속하며 ‘새끼를 낳다’와 같은 적정 

술어와 결합하는 반면， (34나)의 ‘소’는 〈자연음식물〉의 하위부류인 〈육류〉에 속하 

며 적정술어 ‘먹다’와 결합한다. 따라서 ‘소’의 두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부류에 대 

응하므로 ‘소’를 다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돌’의 경우와는 달리， 

‘소’의 두 의미를 동일한 문장 내에 병치시켜도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색한 

문장이 생성되지 않는다. 

(35) 우리 마을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다 먹었다. 

우리는 전술한 바와 같은 진단법을 사용하여 다의어의 유형을 강한 다의어， 약 

한 다의어， 매우 약한 다의어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단어가 갖는 개별 의미들이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경우， 그 단어는 강한 다의 

어로 분류된다. 강한 다의어의 개별 의미들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실제로 동형어 

로 분석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술한 〈광물〉과 〈부정적 정신 속성 인간〉의 의미를 

갖는 ‘돌’ 같은 단어가 강한 다의어이다. 

한 단어의 개별 의미들의 연결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의미들이 각각 다른 

의미부류에 대응할 때， 그 단어는 약한 다의어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한 

의미는 〈장소〉의 하위부류인 〈기관 건물〉에 대응하고 또 다른 의미는 〈기관〉의 

하위부류인 〈교육 기관〉에 대응한다. 그런데 다음 (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의미는 어색함이 없이 동일한 문장 내에 병치될 수 있다. 

(36) 아버님이 그 학교를 짓고 운영하셨다. 

따라서 ‘학교’는 약한 다의어로 분석된다. ‘소’도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한 

다의어이다. ‘학교’와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의 두 의미도 각각 〈인쇄물〉과 

〈텍스트〉 부류에 대응하는데， 이 두 의미 역시 (37)에서와 같이 한 문장 내에서 자연 

스럽게 병치된다. 

26) 이를 zeugma 효과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Le Pesant(1997), 박통호(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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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나는 그 책을 읽고 책상 위에 두었다. 

따라서 ‘책’ 또한 약한 다의어로 분석된다. 

의미부류 체계 구축의 결과， 약한 다의어는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규칙적 다의 

어27)라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즉， 약한 다의어는 대체로 고립된 단어라기보다는 

단어 부류이다. 결국 의미부류 체계가 이 사실을 밝혀준 것이다. 의미부류 체계는 

이와 같은 점에서 다의어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고 었다. 

한 단어의 의미들이 한 문장 내에서 연결 가능하고 그 각각의 의미가 통일한 의 

미부류에 속할 때 그 의미들의 차이는 매우 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의 

미들을 갖는 단어를 매우 약한 다의어라 한다. 다음 (38)을 살펴보도록 하자. 

(38) 가 전사자의 시체를 임시로 야산에 매장했다. 
나， 전사자의 시체를 격식을 갖추어 묘지에 매장했다. 

(38가)와 (38나)의 ‘매장하다’의 두 의미는 동일한 의미부류 〈결과 행위〉에 대응하 

며 그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장하다’는 매우 약한 다의 

어이다. 그런데 이 두 ‘매장하다’는 장소를 지칭하는 명사의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 

다. (387))에는 일반적인 장소 ‘야산’이， (38나)에는 전형적인 매장지 ‘묘지’가 분포 

되었다. 이와 같은 분포 차이에 의해 (387})의 ‘매장하다’는 “단순한 매장 행위”의 

의미를， (38나)의 ‘매장하다’는 “장례 절차 중의 특정 행위”라는 다소 전문적인 의 

미를 갖게 되는데， 이 의미 차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 연쇄를 통해 드러난다. 

(38') 가. 전사자의 시체를 매장했다. ?야산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나. 전사자의 시체를 매장했다. 묘지가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38’나)는 자연스러운 연쇄지만 (38’가)는 그렇지 못하다.28) 한편， 이 의미들 (39)에 

서와 같이 동일한 문장 내에 결합될 수 있다. 이는 두 의미의 차가 그리 크지 않음 

을 시사해 준다. 

(39) 시체 한 구는 야산에 다른 한 구는 묘지에 매장했다‘ 

이처럼 매우 약한 다의어가 갖는 의미들의 차이는 우리들이 잘 느끼지 못할 정 

도로 아주 미세한 것이 보통이다. 이 의미들은 통일한 의미부류에 속하므로 대상 

27) 규칙적 다의성에 대해서는 3.2.3. 참고. 

28) 불어 ‘매장하다’ 통사의 의미들간의 미묘한 차이는 Le Pesant(1997)에서 지적되었으며 한국어의 경 
우에는 박만규(2002b)에서 언급되었다. (38)과 (38')의 예문들은 박만규(2002b)의 예문을 보다 자연스럽 

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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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 체계 내에서는 정상적인 다의어로 간주되지 않는다. 

3.3. 동의어의 처리 

의미의 등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어들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용사 ‘크다’의 통의어를 한 단어로 고정시킨다면 매우 

어색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들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다음 (4이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크다’의 동의어는 항상 동일한 단어가 아니며 ‘크다’와 함께 결 

합하는 요소나 문맥에 따라 다양한 동의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이 가. 큰 병: 치명적인*중요한*깊은*거대한; 심각한*훌륭한*맏 

나. 큰 일*치명 적 인; 중요한*깊은*거대한; 심각한*훌륭한*맏 

다. 큰 사랑*치 명적 인*중요한; 깊은*거대한*심각한; 훌륭한*받 

라. 큰 교회*치명적인*중요한*깊은; 거대한*심각한*훌륭한*맏 

o}. 큰 사고: 치병적인*중요한*깊은*거대한; 심각한*훌륭한*맏 

바 큰 인물*치명적인; 중요한*깊은*거대한*심각한; 훌륭한*맏 

사. 큰형*치명적인*중요한*깊은*거대한*심각한*훌륭한; 맏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의어 기술은 한 단어가 그와 결합하는 요소 

들과 맺는 다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의미부류 체계를 이용 

하면 한 단어의 개별 의미와 그에 따른 동의어 기술을 보다 병시적으로 할 수 있 

다. (41)은 의미부류를 이용하여 형용사 ‘크다’의 동의어를 기술한 것이다. 

(41) 가. 큰 〈질병 및 증셰이 치명적인， 심각한 

나. 큰 〈사건>: 중요한， 심각한 

다. 큰 〈감정>: 깊은， 흘륭한 

라. 큰 〈건물>: 거대한 

마. 큰 〈사고>: 치명적인， 심각한 

바. 큰 〈인간>: 중요한， 훌륭한 

사. 큰 〈대칭적 관계 인간>: 맏 

동사 ‘나다’와 ‘타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찌 

29) 예문 (11), (12), (1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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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석탄〉이 나다: 생산되다 

나.<풀〉이 나다: 자라다， 돋다 

다.<인간〉이 나다: 태어나다 

라'. <감정〉이 나다: 생기다 

마. <사고〉가 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43) 가.<교통 기관〉을 타다: 이용하다 
나.<도로〉를 타다: 따라가다 

다.<현악기〉를 타다: 연주하다， 뜯다 

라. <비주류 온음료〉를 타다: 끓이다 

박동호 

이와 같이 의미부류 체계는 단어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동의 관계가 성 

립하는 환경을 명시함으로써 적절한 동의어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3.4. 합성명λ}의 분석 

합성명사란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에 고유한 통사적 특성들을 상실했을 뿐 아니 

라 그 전체 의미도 구성 요소들의 의미의 합으로 산정될 수 없는 관용적 표현을 

지칭한다. 합성 명사의 구성 원리를 몇 개의 간략한 원칙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보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구성 요소들 사이에 어떤 의미 

적 제약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합성명사 구성 요 

소들간의 의미적 연결 가능성을 결정짓는 원리를 찾아야 한다. 

의미부류 체계는 합성명사 구성 요소들 사이에 내재하는 의미적 제약 관계를 체 

계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 

예들 들어， 형용사 ‘크다’와 ‘작다’는 〈비대칭적 친족〉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과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구성한다. 이때， 이들은 다음의 예문 (44)와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고유 의미를 상실하고 각각 “친족 관계에서 위계가 높음”과 “친족 

관계에서 위계가 낮음”의 의미를 갖는다. 

(44) 가. 큰 〈비대칭적 친족E 큰형， 큰누나 

나. 큰형 :누 그 형은 크다i 큰누나 추 그 누나는 크다 

(45) 가 작은 〈비대칭 적 친족>: 작은형， 작은누나 

나. 작은형 수 그 형은 작다， 작은누나 수 그 누나는 작다 

또한 이 형용사들은 다음 (46)과 (47)에서와 같이 〈혈연 집단〉 부류의 명사들과 

도 결합하여 합성병시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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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큰 〈혈연 집단>: 큰집， 큰댁 

(47) 작은 〈혈연 집단>: 작은집， 작은댁 

한국어 어휘 요소 ‘왕’은 흔히 합성명사의 한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이때 ‘왕’은 

짝을 이루는 다른 구성 요소의 의미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결합 양태 역시 의미부류를 도입함으로써 다음 (48-51)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기 

술할 수 있다. 

(48) 왕 〈신체부위>: 왕눈， 왕발， 왕손 (커다람) 

(49) 왕 〈동물>: 왕개미， 왕뱀， 왕거미， 왕새우 (커다람} 

(50) 왕 〈부정적 신체 속성 인간>: 왕짱구 (심함) 

(51) 왕 〈비대칭적 친족>: 왕고모， 왕이모 (최고 손위) 

전술한 합성명사에서 ‘왕’은 전치되어 사용되었으며 그 은유의 성격은 강도와 관 

련된 것이었다. 한편， ‘바다’는 〈물리적 행위>， <액체>， <사고〉 등의 의미부류에 속 

하는 명사들에 후치되어 다음 (52)의 예에서와 같이 합성명사를 구성한다.30) 이 경 

우， ‘바다’ 역시 은유적 표현으로 강도나 규모를 나타낸다. 

(52) 가.<물리적 행위〉 바다: 웃음바다， 통곡바다 
나.<액체〉 바다: 눈물바다， 피바다 

다.<사고〉 바다: 불바다 

이처럼 의미부류 체계는 합성명사의 내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는 데에 많은 도움 

을 주며 그 구조에 대한 병시적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장치 역할을 한다. 

4.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어휘의미론의 제반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적 ‘ 

방법론적 틀의 하나로 의미부류 체계와 그 구축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바 

30) 불어의 경우， 두 명사가 연쇄하여 합성명사를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후치되는 명사가 은유적 의미를 
갖는데 이것이 두 구성 요소간의 결합 제약으로 나타난다. 이 제약은 전치되는 명사가 속하는 의미 
부류에 의해 설명될 수 었다 이점은 한국어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불어의 경우， 이에 대 
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Gavriilidou(199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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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그 구체적 적용의 예들을 살펴보았다. 

의미부류 체계는 어휘의 의미적 속성， 형태 • 통사적 속성， 어휘간의 결합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명사를 대상으로 하여 구축된 분류 체계로 의미 자질이나 의미 

원소와 같은 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구축된 순수한 의미 분류 체계와는 구별된다. 

우리는 우선 의미부류를 정의한 후， 의미부류 설정을 위한 기준들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의미부류 체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계층 구조를 간략히 설명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부류 체계가 어휘의미론의 제반 분야， 즉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다의어의 처리， 동의어의 처리와 합성어의 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를 살펴보았다. 다의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의어의 의미 분할， 

본래/승계 의미와 연관된 상위어/하위어와 부분어/전체어의 분석， 규칙적/불규칙 

적 다의성과 다의어의 지위 유형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의 결과를 요약하면 의미 

부류 체계는 어휘 의미의 기초적 연구를 위한 효율적 기제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미부류 체계는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 

고 있다. 

우선 최상위 의미부류의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의어의 개별 

의미를 정의효}는 일은 의미부류 체계 내에서 의미 연속체 형성의 경계를 결정하는 

작업과 맞물려 있다. 이 경계를 결정하는 작업은 최상위 의미부류의 설정과 직결 

되어 있는데 이는 최상위 의미부류가 적정술어의 승계와 관련이 있으며 다의어의 

개별 의미 판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승계에 관한 것이다. 논의한 바와 같이 승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었다. 하나는 어떤 의미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이 그 의미부류를 정의 

하고 특징짓는 적정술어들을 승계하는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의미부류간의 승계， 

즉 상위부류의 적정술어들을 하위부류가 승계하는 현상이다. 승계의 문제점은 모 

든 적정술어가 승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부분어에서 전체어로의 승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부분어에서 전체어로 술어가 승계되지는 않는다. 그 

렇다면 술어의 승계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현재까 

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 

전술한 문제들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의미부류 체 

계는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가 보여주고 있는 바대로 이론상， 방법론상의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국면이 없지는 않으나 전통적 어휘의미론 연구에서 행하 

지 못한 다양한 어휘 의미 관계의 분석에 명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휘 의미 연구를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기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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