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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주제적 관계나 속성을 이용한다.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도 이런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해야 할 때, 관계와 속성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주제적 관계와 속성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도록 요구하는 과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제
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결합개념에 사용될 3개의 명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험자는 
이 세 명사들 중 2개를 선택하여 하나의 결합개념을 생성해야 한다. 

238명의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1번 문항을 제외한 9개의 문항에서 속성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표본 t 검증의 결과
에 따르면, 관계생성보다 속성생성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명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새롭게 생성된  결합개념이 생물이거나 인공물에 상관없이 관계생성보다는 속성생성이 유의하게 더 자주 
사용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는 주제적 관계보다는 속성을 더 자
주 사용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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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구에서 1991년 3월에 개구리를 잡으러 간 이후 실종되었다가 최근에 유골이 발견된 5명의 

어린이들을 흔히 ‘개구리 소년’이라고 부른다. 만약, ‘개구리 소년’에 한 신문기사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이 읽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그 사건에 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개구리 소년’을 ‘개구리를 잡으러 산 속에 갔다가 실종된 소

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개구리를 무척 좋아하는 소년’이나 ‘개구리처럼 큰 을 가진 소년’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때 ‘개구리 소년’처럼 임의 두 명사를 결합하여 만든 개념을 새로

운 명사-명사 결합개념(novel noun-noun combination)이라고 부르며, 이런 결합개념들은 아직 

사  어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첫 번째 명사(수식명사, modifier)가 가지

고 있는 속성이나 계를 두 번째 명사(주명사, head noun)에 히 결합하여 해석한다

(Costello & Keane, 2000; Gagné, 2000, 2001; Wisniewski, 1997a). 즉,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

념을 처음 하 을 때 사람들은 개 수식명사의 속성을 이용하거나(Costello & Keane, 2000; 

Wisniewski, 1997a) 그 수식명사가 자주 사용되어지는 계를 이용하여(Gagné, 2000; Gagné & 

Shoben, 1997) 결합개념을 해석한다. 를 들어, 개구리 소년을 ‘ 이 큰 아이’로 해석하는 것

은 ‘ 이 크다’는 개구리의 속성을 이용하여 해석한 것이고, ‘개구리를 잡으러 간 아이’로 해석

하는 것은 ‘-를 잡으러 간’이라는 계를 이용한 해석이다. Wisniewski와 Love(1998)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주제  계 해석(70.9%)을 가장 많이 사용

하고, 그 다음으로 속성 해석(29.1%)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agné(2000, 2001)는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학생들은 주로 주제  계(thematic 

relation) 해석방법을 더 자주 용하 고, 속성을 이용한 해석은 Wisniewski와 Love(1998)가 

주장하는 것보다 사용빈도가 훨씬 더 다는 것을 발견하 다. Gagné(2000)에 따르면, 계

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속성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보다 더 쉽고 정확하기 때문에 사

람들은(특히 학생들은) 계를 더 많이 이용하여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한다. 

그 다면,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은 어떻게 생성해 낼 수 있을까? 새로운 명사-명사 결

합개념을 생성하는 데에는 어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언어 약의 원리를 이용

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긴 구  는 문장으로 표 되는 내용을 반복할 때는 단순화시켜서 

표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신 정, 2000; Wisniewski, 1997a). 를 들어, 어느 소녀가 잠자

리를 잡으러 들에 갔다가 실종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부분 이 소녀를 ‘잠자리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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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를 것이다. 이 소녀를 지칭하기 해 긴 문장을 반복 으로 사용하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 주요한 두 명사만 뽑아 ‘잠자리 소녀’를 만든다. 이 방법은 ‘개

구리 소년’의 의미를 아는 것과 상 없이 ‘잠자리 소녀’라는 결합개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언어 약의 원리를 용한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개구리 소년’의 실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의미가 생성된 과정을 

유추하여 ‘잠자리를 잡으러 들에 갔다가 실종된 소녀’를 ‘잠자리 소녀’라고 부르는 것이다. 

언어 약의 원리보다는 유추(analogy)가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고 해석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방법이다(채 식, 2000; Thagard, 1997). 수서 게이트, 분당 게이트, 엔론 

게이트, zipper gate 등도 water gate가 생성된 과정을 유추하여 만들어진 결합개념들이다
1)
. 

약이라는 경제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과 유추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 

약의 원리를 용하여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는 것은 두 명사 사이의 특수한 

계를 기억하고 필요할 때 재생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비경제 이다. 를 들

어, 만약 '잠자리 소녀'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한 계를 잊어버리거나 처음부터 모른다면, ‘잠

자리 소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한 알고 있는 개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새로운 결

합개념을 생성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비경제 이다. 화자가 유추를 이용하여 새로운 결합

개념을 생성하 는데, 청자나 독자가 유추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래의 결합개념(개구리 소년)의 

의미를 모른다면, ‘잠자리 소녀’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화자의 달하고자 하는 뜻과 

 다른 해석을 생성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좀더 경제 인 방법으로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을 용하는 것

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상

이나 사례를 찰하 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기 해 결합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을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Wisniewski(1997a)는 결합개념을 생성하거나 해석하

는 것은 서로 같은 과정이거나 최소한 아주 비슷한 과정임을 암시함으로써 결합개념 해석 원리

가 생성 원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다. Shoben과 Gagné(1997)도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

석하는 방법을 결합개념을 생성하는 것에 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Wisniewski의 이 처

리이론을 명사-명사 결합개념 생성에 용하면, 사람들은 계나 속성 둘 에 가장 한 해

석을 산출하는 것을 선택하여 생성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반면에, Shoben과 Gagné(1997)

는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도 속성보다는 계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측한다.  

그러나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도 속성을 자주 이용하는지, 아니면 계를 

더 자주 이용하는지에 한 기본  연구가 없다. 언어학에서 단어생성의 원리를 찾으려는 노

력은 있으나, 이런 노력은 형태론이나 통사론에 따라 기존에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명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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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합개념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정원수, 1992; 채 식, 2000). 따라서, 명사-명사 결합

개념의 해석에 한 심리학  연구결과들을 기 하고 심리학  연구방법을 용한 연구가 요

구되며,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계와 속성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명사-명사 결합개념 생성에 한 연구는 여러 가지 에서 요하다. 첫째, 단어 생성의 

과정에 한 이해의 에서 요하다.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는 것은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채 식, 2000). 단어생성 방법을 심리학  에서 연구

함으로써 단어생성의 과정이나 방법을 좀더 구체 으로 밝힐 수 있다. 둘째, 결합개념의 생성

에 한 이해는 개념에 한 연구의 에서 요하다. 개념에 한 지식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생성되는가에 한 지식도 포함한다. 즉, 

두 명사가 결합되어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 을 때, 이 개념의 의미뿐만 아니라 두 명사가 어떻

게 상호작용하여 그 의미를 생성하게 되는 지에 한 지식도 알아야 한다. 를 들면, 법인이라

는 개념은 법인 변호사와 법인 문방구에서 그 역할이 아주 다르다(Murphy, 1988). 이들 결합개

념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해서는 법인이라는 개념에 한 지식에 반드시 그 개념이 다른 개념

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에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을 수식명사로 

이용하여 새로운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도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하게 이용하

여야 한다. 셋째, 결합개념의 해석과 생성에 한 연구는 창의성을 연구하거나 창의성 향상을 

한 교수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다. Costello와 Keane(2000)은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창의  과정이라고 본다. 명사-명사 결합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

고,  기존의 개별  개념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나 계가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결합개념

을 해석하는 과정은 창의성을 요구한다(Costello & Keane, 2000; Ward, Smith, & Vaid, 1997). 

본 연구의 목 은 학생들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해야 할 때, 계를 이용하여 결합

개념을 생성하기를 좋아하는지 는 속성을 이용하여 결합개념을 생성하기를 좋아하는지 검증

하는 것이다.  

Ⅱ. 명사-명사 결합개념 해석에 관한 이론

1. Wisniewski의 이중 처리 이론 

이 처리이론은 결합개념을 주명사의 슬롯(slot)과 그 슬롯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끼우개

(filler)로 설정한다. 이 처리이론에 따르면, 주명사의 슬롯은 어떤 종류의 끼우개가 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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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주명사의 슬롯에 끼우개를 연결하

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Wisniewski, 1997a). 주제  계의 연결과 속성 응이 두 방법이다. 

주제  계의 연결은 두 명사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주제  계를 주명사에서 찾아서 수

식명사를 끼우개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Wisniewski, 

1997a).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수혜자, 수여자, 도구 등을 이용하여 두 개념을 연결시킨

다는 의미이다. 를 들어, 비 가 다른 개념과 결합되어 ‘운동화 비 ’나 ‘아버지 비 ’라는 결

합개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운동화 비 ’는 ‘운동화를 씻기 한 비 ’로, ‘아버지 비

’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비 ’로 해석된다. 이때 운동화는 씻는 행 의 수혜자( 구를 씻고)

가 되고, 아버지는 씻는 행 의 수여자( 가 씻고)가 되며, 비 는 씻기 한 도구(무엇으로 씻

는지)가 된다.  

계 연결과 구분되는 다른 방법은 속성 응이며, 이것은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Wisniewski, 1997a). 먼 , 수식 명사에서 주명사로 달되는 속성을 찾아내기 해 두 명사들

을 비교한다. 비교 과정은 두 명사의 공통 과 차이 을 찾아서 정렬하고 수식명사로부터 주

명사에 히 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차이 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선택된 

차이 은 주명사와 정렬 가능해야(alignable) 한다는 것이다. 즉, 결합개념을 해석하는 동안 수

식명사가 가지고 있는 표 인 속성들 에서 주명사와 정렬 가능한 한 속성을 선택하여야 

한다. 를 들면, ‘호랑이 쥐’를 하게 해석하기 해서는 호랑이와 쥐가 가지는 공통 (동

물, 털을 가짐, 네발이 있음 등)과 차이 (털의 무늬가 다름, 식성이 다름, 크기, 소리 등)을 비

교하여 쥐에 용할 수 있는 한 속성을 호랑이로부터 선택해야 한다. 무늬를 한 것으

로 선택하면 ‘호랑이 쥐’는 ‘호랑이 무늬를 가진 쥐’로 해석되며, 식성을 한 속성으로 선택

하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쥐’로 해석된다. 속성 응에 한 Wisniewski(1996, 1997a)의 설명

에 따르면, 두 명사가 유사할수록 속성해석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 두 개념이 유사하면, 같

은 과 차이 을 더 쉽게 찾게 되고, 차이 들 에서 주명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

하여 해석을 구성하는 것이 속성해석이라고 본다.

속성 응의 두 번째 과정은, 두 명사를 비교하여 선택한 속성을 주명사에 용하여 기존의 

주명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수식명사로부터 

선택된 한 속성을 주명사에 단순히 더하는 것과 명확히 다른 과정이다. 를 들어, ‘얼룩말 조

개’를 해석할 때, 얼룩말로부터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얼룩무늬’라는 속성을 선택하여 

조개에 용할 수 있다. 이때 조개는 상 으로 아주 작고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얼룩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 로 조개에 용할 수 없다(Wisniewski, 1997a). 얼룩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조개에 용할 때는 그 크기와 무늬들 사이의 간격이 달라져야 한다. 이

것은 얼룩말로부터 나온 속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야함을 의미한다(Wisnie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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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a).    

이런 이 처리이론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이 처리이론은 속성해석과 계해석이

라는 두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명사-명사 결합개념 해석 이론이다. 다른 이론들은 계해석이

나 속성해석 모두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계해석이나 속성해석 한가지에 을 두고 있

다. 따라서 이 처리이론은 다른 이론에 비해 설명 가능한 폭이 넓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처리이론은 수식명사보다는 주명사의 역할에 을 둔다는 것이다. 이

처리이론에서 주제  계는 주명사의 도식 내부에 있는 슬롯으로 나타나며, 수식명사가 이 

계 슬롯에 끼워짐으로써 결합개념은 해석된다. 이때 계를 선택하는 방식은 도식 수정이론

에서처럼 주명사가 요한 역할을 하며, 수식명사는 끼우개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속성해석

에서도 수식명사와 주명사를 비교하여 배열 가능한 속성을 찾을 때 주명사에서 이용가능한 슬

롯이 있는 속성이 선택되어진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새로운 사운드 카드를 이용하고 싶을 때

는 컴퓨터에 내장된 슬롯에 알맞은 사운드 카드를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무리 좋은 

새로운 카드가 있더라도 이것이 컴퓨터에 내장된 슬롯과 맞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한 것이다.  

2. Gagn와 Shoben의 CARIN 이론

Downing(1977)이나 Levi(1978) 같은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복합명사를
2)

 구성하는 두 개념을 

연결하는 주제  계는 다양하다. Downing(1977)은 자주 사용되는 주제  계는 12개정도 

있다고 주장하 다. 표 인 주제  계는 체-부분, 부분- 체, 비교, 시간, 장소, 재료, 산

물, 사용자, 목 , 그리고 소유 등이다. 를 들면, ‘흙 곰’을 ‘흙으로 만든 곰’으로 해석하면, 재

료라는 주제  계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주제  계는 거의 무한 로 만들 수 있다. 

두 명사를 결합할 수 있는 주제  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이들 가능한 계들 에서 어느 한 계를 선택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agné와 

Shoben(1997)은 명사어구에서의 계들 간의 경쟁(Competition Among Relations in 

Nominals, 이후 CARIN)이론을 제안하 다. CARIN이론은 결합개념을 해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주제  계들은 다양하며, 그 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해서 이들 계들이 서로 경쟁

한다고 본다. 를 들면, ‘ 콜릿 당근’을 연결시켜  수 있는 주제  계는 ①-로 만든, ②-

을(를) 만드는, ③-을(를) 먹는, ④- 한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계들이 서로 경쟁하여 선

택되어질 수 있는 것은 ‘-로 만든’이다. 따라서 ‘ 콜릿 당근’은 ‘ 콜릿으로 만든 당근’ 는 

‘당근 모양의 콜릿’으로 해석되어진다. 

여러 계들  어느 한 계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은 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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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Gagné와 Shoben(1997)에 따르면, 어느 계를 선택하느냐는 수식명사가 어떤 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 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수식명사와 주제  계가 사용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이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한다. 즉, 어떤 

수식명사가 특정한 주제  계를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그 수식명사가 있는 다른 새로운 결

합개념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한 주제  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를 들면, 콜릿은 수

식명사로 사용될 때에 ‘-로 만든’이라는 계를 자주 사용한다. 따라서 에서 언 한 것처럼, 

‘ 콜릿 바’는 ‘-로 만든’이라는 계가 선택되어 ‘ 콜릿으로 만든 바’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 콜릿 돼지’도 같은 주제  계(-로 만든)를 이용하여 ‘ 콜릿으로 만든 돼지’로 해석될 가능

성이 많다. 

주제  계의 선택에 향을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유의미성(sense or non-sense)이다

(Gagné, & Shoben, 1997). 어떤 주제  계가 선택되어 주명사와 결합하여 해석을 생성할 때, 

그 해석이 무의미하거나 일반 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명되면, 사람들은 다른 주제  

계를 찾게 된다. 를 들면, ‘산’이 수식명사로 사용되면, 부분 ‘-속에 있는 는 -에 치

한’이라는 계가 가장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산 시내’는 ‘산 속에 있는 시내’로 해석되어지

며, ‘산 구름’도 ‘산 속에 있는 구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산 잡지(mountain magazine)’는 ‘-

속에 있는’ 계를 이용하면, 해석이 무의미해진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에 한’이라는 다른 

계를 찾아서 ‘산에 한 잡지’라고 해석한다.    

CARIN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계 해석에 을 둔다는 것이며, 명사-명사 결합개

념을 해석하는 것은 계 해석이 기본이라고 본다(Gagné, 2000; Gagné, & Shoben, 1997). 특히 

Gagné(2000)는 Wisniewski와 Love(1998)의 연구를 반복 연구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속

성해석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두 번째 특징은 수식명사의 역할에 을 둔다는 것이다. 이 처리이론은 두 명사를 연결

할 주제  계를 주명사의 도식에서 찾지만, CARIN이론은 주제  계를 수식명사에서 찾는

다. 에서 든 들은 모두 수식명사로부터 계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3. Costello와 Keane의 제약(Constraint) 이론 

제약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진단성, 개연성, 정보성 이 세 가지 제

약을 다 같이 가장 잘 만족시키려고 한다(Costello, & Keane, 2000). 이들 제약들은 복합명사 

해석과 사용에 한 화용론에서 나온 것으로(Costello, & Keane, 2000),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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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성(diagnosticity) 

진단성은 모든 개념은 어도 그 개념을 표하는 한 가지 진단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

정에 기 한다. 진단  속성이란 “어떤 개념에는 자주 나타나지만, 다른 개념에는 좀처럼 나타

나지 않는” 속성이다(Costello, & Keane, 2000, p.308). 즉, 개념 A는 속성 a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개념들은 속성 a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면, 속성 a는 개념 A의 진단  속성이 된다. 

를 들면, 험할 때 ‘불쾌한 냄새를 뿜는 것’은 스컹크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동물들

은 부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스컹크의 진단  속성이 된다.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해석자는 수식명사의 진단  속성을 주명사를 기술

하기 해 사용한다. 를 들면, 불쾌한 냄새는 스컹크의 진단  속성이기 때문에, ‘스컹크 당

근’의 한 해석은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당근”이다. 

개연성(plausibility)

개연성은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에 기 하여 명사-명사 결합개념의 해석이 수용 가

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명사-명사 결합개념의 해석에 사용될 진단  속성은 주명사에 한 

배경지식과 일치해야만 한다. 개연성의 제약에 따르면, ‘삽 새(shovel bird)’는 ‘먹이를 내기 

해 삽을 사용하는 새’보다는 ‘삽처럼 생긴 납작한 부리를 먹이를 내기 해 사용하는 새’

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의 해석은 새에 한 해석자의 배경지식(새는 삽을 사용할 

수 없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Costello, & Keane, 2000). 앞의 해석은 만화나 공상 속에

서만 가능한 것이다. 

정보성(informativeness)

정보성은 명사-명사 결합개념은 각 명사가 개별 으로는 지닐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 한다(Costello, & Keane, 2000). ‘삽 새’를 로 들면, 이것은 새의 일

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보통 새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새

이어야만 한다. 여기서는 삽으로부터 부리의 모양을 도출하 는데, 이것은 보통 새의 부리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삽 새’를 ‘삽처럼 생긴 부리를 가진 새’로 해석하는 것은 정보성을 확보하게 

된다. 

제약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속성해석에 을 둔다는 것이다. CARIN이론이 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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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을 둔 반면, 제약이론은 속성해석의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는데 심이 있다. 에서 

제약이론을 증명하기 해 로 든 결합개념의 해석들은 모두 속성해석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처리이론에 따르면, 수식명사와 주명사를 비교한 다음, 서로 배열 가능한 속성을 선

택하여 해석을 구성한다. 그러나 Costello와 Keane(2000)에 따르면, 속성 해석을 할 때 사람들

은 두 명사 사이에 배열 가능한 속성보다는 수식명사가 단독으로 지니고 있는 진단  속성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다른 특징은 주명사의 유형이 해석의 수에 향을 다는 것을 설명해 다는 것이다. 

Costello와 Keane(2000)은 주명사가 인공물일 때가 자연  생물일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해석

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 특징은 요하다. 주명사가 인공물일 때와 자연물일 때 가능

한 해석의 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생성하고자 하는 결합개념이 인공물일 때와 자연물일 때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세 이론의 비교

이 처리이론과 제약이론은 속성 해석의 과정과 방법에 해 잘 설명해 다. 두 이론 모두 

속성 해석은 요한 결합개념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이론은 속성 해석의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 처리이론에 따르면, 수식명사와 주명사 사이에 정

렬 가능한 속성을 찾아서 해석할 때 이 속성을 이용한다. 특히 이 처리이론은 속성을 선택할 

때 주명사가 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제약이론은 주명사보다는 수식명사가 지

니고 있는 진단  속성이 가장 쉽게 그리고 빨리 선택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를 들면, ‘선인

장 물고기’를 해석할 때, 이 처리이론은 먼  선인장과 물고기를 서로 비교하여 선인장이 지

니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에서 물고기라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여러 슬롯과 가장 잘 정렬

될 수 있는 속성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즉, 물고기의 피부라는 슬롯과 선인장의 가시가 많

다는 속성이 어우러져 ‘피부에 가시가 많이 있는 물고기’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 로, 제약이론은 수식명사인 선인장이 가지고 있는 진단  속성은 ‘피부에 가시가 많다’는 

것이고, 이 진단  속성이 먼  자동 으로 선택된 다음, 물고기에게 이 속성을 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검한 다음 해석을 생성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제약이론에 따르면, 수식명사

의 진단  속성을 찾는 것이 결합개념의 해석에 가장 요하다. 

이 처리이론이 제약이론에 비해 가지는 장 은 주제  계해석도 가능하게 해 다는 것

이다. 이 처리이론은 주제  계가 할 때는 주제  계를, 속성이 요할 때는 속성을 

사용한다고 본다. 하지만, Gagné(2000)가 지 하듯이 이 처리이론은 계해석과 속성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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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에 해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이  한 과정만 작용하는지 아니면 

두 과정이 동시에 작용하는지 분명하지 않는 단 이 있다. 즉,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계 해석과 속성 해석이 립하면, 이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CARIN이론은 계해석의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해 다. CARIN이론은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수식명사가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Gagné, 2000; Shoben, & Gagné, 1997). 를 

들면, 라스틱을 이용하여 만든 어떤 것을 명명하기 해 ‘ 라스틱 X’라는 구조를 이용하여 

X에 해당되는 어떤 것을 넣으면 된다. 이때 X에 어떤 것을 넣어도 그것은 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결합개념해석이론은 생성에도 용될 수 있다. 따라서 Shoben과 Gagné(1997)는 

CARIN이론을 용하여 새로운 결합개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하고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CARIN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를 들면, ‘ 콜릿 사랑’은 

CARIN이론에 따르면, ‘ 콜릿으로 만든 사랑’이나 ‘ 콜릿에 한 사랑’ 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이것을 콜릿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하여 ‘달콤한 사랑’으로 

해석한다. 

Ⅲ. 연구문제

지 까지 명사-명사 결합개념에 한 연구들은 주로 해석에 한 연구 다. 여러 연구자들

(Gagné, 2000; Wisniewski, 1997a)은 결합개념을 생성하거나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비슷할 것

이라고 가정하 을 뿐,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연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학생들이 명사-명사 개념을 생성해야 할 때 속성과 계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Costello와 Keane(2000)에 따르면, 결합개념에 한 해석의 수는 주명사가 

인공물일 경우가 자연  생물일 때보다 유의하게 더 많다. 따라서 주명사의 종류는 새로운 명

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도 생성방법에 향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명사 결합개념 해석에 한 이론들과 실험에 사용된 과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도출하 다.  

연구문제 1: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계를 속성보다 더 자주 용하는가?

연구문제 2: 생성할 개념이 생물일 때와 인공물일 때, 서로 다른 방법을 용하여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는가? 

1) 생성할 결합개념이 생물일 때, 속성과 계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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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할 결합개념이 인공물일 때, 속성과 계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두 종합 학에서 교양수업을 받고 있는 238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

하 다. 피험자들은 자발 으로 실험에 참여하 다. 

2. 명사-명사 결합개념 생성 과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총 10개의 문항(부록 참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5개 문항

은 자연생물에 한 것이고, 나머지 5개 문항은 인공물이다. 각 문항은 세 개의 명사가 포함되

어 있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 속에 제시해 주고,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만들도록 시키는 지시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체 이야기가 설명하는 한 명사는 주명사로 사용되어야하며, 이 주

명사를 가장 살 설명하거나 주명사와 가장 잘 계할 수 있는 명사를 나머지 두 명사들 에

서 선택해야 한다. 를 들면, 첫 번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생물학자들이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선인장처럼 몸에 가시가 많다는 것 외에는 벌(bee)과 똑 같이 생겼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의 경우 벌처럼 생긴 생물이기 때문에 주명사는 ‘벌’이라는 명사가 합하다. 이 생물

을 다른 벌과 구분하고 에서 설명한 정보를 가장 잘 포함하는 결합개념을 만들기 해서 피

험자들은 ‘바다’나 ‘선인장’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바다’를 이용하여 이 생물을 ‘바다 벌’이라

고 부르면, 이는 ‘-에 사는’이라는 주제  계를 이용하여 결합개념을 만든 것이다. 반면, ‘선

인장’을 이용하여 이 생물을 ‘선인장 벌’이라고 부르면, 이는 ‘가시가 많이 있다’라는 선인장의 

속성을 이용하여 결합개념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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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 생성 과제가 250명의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다. 제시된 과제는 연구자들이 문헌에 기 하여 직  제작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명사들을 그 소재로 하 다. 

피험자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난 이후, 결합개념을 생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지시문을 읽

게 하 다. 수집된 자료  과제에 반응하지 않은 피험자들을 제외하고 최종 238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응표본 t 검증을 심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Ⅴ. 결과 및 해석

1. 명사-명사 결합개념 생성의 방법

연구문제 1은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계와 속성  어느 것을 더 자주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먼  각 문항에 한 반응을 세 하게 분석하기 해 각 문항들

을 상으로 하여 계생성과 속성생성의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 다. 

<표 1>은 모든 문항에 한 반응의 빈도를 보여 다. 이 결과에 따르면, 문항 1만 계생성

이 속성생성보다 빈도가 많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는 속성생성이 계생성보다 빈도가 높

았다. 특히 8번 문항에 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속성생성의 빈도가 90퍼센트를 넘

는다. 이 문항은 비닐하우스, 오이, 사과라는 세 개의 주요 명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학생들은 새롭게 개발된 종류의 사과를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비닐하

우스 사과’로 부르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오이 사과’로 이름짓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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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문항에 한 계생성과 속성생성의 비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관계생성 100

(42.02)
54

(22.69)
33

(13.86)
83

(34.87)
25

(10.50)
29

(12.18)
25

(10.50)
5

(2.10)
45

(18.91)
48

(20.17)
속성생성 90

(37.82)
139

(58.40)
166

(69.75)
106

(44.54)
165

(69.33)
163

(68.49)
193

(81.10)
216

(90.76)
170

(71.43)
151

(63.44)
결측 48

(20.16)
45

(18.91)
39

(16.39)
49

(20.59)
48

(20.17)
46

(19.33)
20

(8.40)
17

(7.14)
23

(9.66)
39

(16.39)
합계 238

(100)
238

(100)
238

(100)
238

(100)
238

(100)
238

(100)
238

(100)
238

(100)
238

(100)
238

(100)

<표 1>의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지 검증하기 해 각 개인이 획득한 

계생성의 수와 속성생성의 수를 응시켜 평균차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 

<표 2>는 응표본 t 검증한 결과이다. <표 2>에 따르면, 계생성의 수보다는 속성생성의 

수가 유의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t=26.33, p<.001). 이것은 학생들은 두 명사를 이용하

여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는 계생성보다는 속성생성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응표본 상 계수는 -.44(p<.001)로 계생성의 빈도와 속성생성의 빈도

가 서로 반비례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2> 계생성의 수와 속성생성의 수 사이의 응표본 t 검증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 
관계생성 238 1.87 1.49 -26.33 *** 
속성생성 238 6.54 1.73

*** p<.001

2. 생성할 결합개념의 종류가 생성방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인공물과 자연생물 두 가지 종류로 나 어져 있다. Costello와 

Keane(2000)에 따르면, 결합개념이 인공물일 때와 자연물일 때 해석하는 방법과 해석의 수가 

다르다. 따라서 생성할 결합개념이 인공물일 때와 자연생물일 때 용하는 개념결합 방법이 

다를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자연생물과 인공물은 각각 5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다. 

<표 3>은 생성할 개념이 생물인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생물개념 과제 수를 응표본 t 검

증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표 3>은 자연 생물의 개념을 생성할 때도 계를 용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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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속성을 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보여 다(t=22.66, p<.001). 한 응표본 상 계수

는 -.63 (p<.001)으로 계생성의 빈도와 속성생성의 빈도가 서로 반비례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3> 생물의 계생성 수와 속성생성 수 사이의 응표본 t 검증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 
생물 관계생성 238 .86  .91 -22.66***
생물 속성생성 238 3.50 1.08

*** p<.001

<표 4>는 인공물에 한 새로운 개념을 생성할 때, 계와 속성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

지를 응표본 t 검증한 결과이다. <표 4>는 생성할 개념이 인공물일 때에도 두 명사들 사이

의 계보다는 수식명사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함을 보여 다(t=15.82, p< .001). 

한 응표본 상 계수는 -.53 (p<.001)으로 계생성의 빈도와 속성생성의 빈도가 서로 반비례

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4> 인공물의 계생성 수와 속성생성 수 사이의 응표본 t 검증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 
인공물 관계생성 238 1.021 1.025 -15.82*** 
인공물 속성생성 238 3.054 1.240

*** p<.001
<표 2>, <표 3>, <표 4>는 두 개의 명사를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생성할 때, 학생은 생

성될 결합개념이 인공물이든 자연물이든 상 없이 모두 속성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함을 보여

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두 명사들 사이의 주제

 계보다는 수식명사의 속성을 주명사에 용하여 결합개념을 생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Ⅵ.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들은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수식

명사의 속성과 두 명사 사이의 주제  계 에서 선택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속성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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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Gagné(2000)와 Shoben과 

Gagné(1997)의 주장이나 상과 상반된다. Gagné(2000)는 북미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

구의 결과를 통해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는 속성해석보다는 계해석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 다. 이런 결과를 토 로 하여, Shoben과 Gagné(1997)는 새로운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도 주제  계를 더 자주 사용할 것으로 측하 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속성해석의 요성을 강조한 Wisniewski(1997a)의 이 처리이론과도 

다르다. 비록 Wisniewski와 Love(1998)는 속성해석도 요하다고 강조하 지만, 체 해석 

에서 속성해석의 비 을 약 30% 정도로 두었다. 그리고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도 비슷한 비율

로 속성을 이용할 것으로 측하 다(Wisniewski, 1997b). 따라서 왜 본 연구의 결과가 Shoben

과 Gagné(1997)의 측  Wisniewski(1997b)의 측과 차이가 있는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먼 , CARIN이론을 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CARIN 이론에 따르면, 

수식명사가 결합개념을 생성하는데 사용된 빈도가 해석할 때 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명사

가 결합개념의 수식명사로 사용된 빈도가 낮으면,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도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본 연구의 검사 문항에서 주제  계를 표 하는 수식명사

로 사용된 명사들이 결합개념에 자주 쓰이지 않는 명사들이라면, 본 연구의 결과는 CARIN이

론과 상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과제에 사용된 명사들은 실제로 계를 나타내는 

수식명사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 를 들면, 8번 문항은 비닐하우스, 오이, 사과의 주요한 세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새롭게 생성될 결합개념은 사과의 일종이고, 수식명사로는 비닐하우스

나 오이 둘 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비닐 하우스는 (비닐)하우스 오이, (비닐)하우스 

감, (비닐)하우스 수박 등 다양한 사례에서 수식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76 퍼센트의 피험자들이 ‘비닐하우스 사과’보다는 ‘오이 사과’로 생성하는 

것을 선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CARIN 이론의 에서 설명하는 것은 논리 이

지 않다.   

둘째, 과제에 사용된 단어들의 성질이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 생성방법에 향을  수 

있다는 을 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낱말들은 사용되어온 역사가 다를 수 있

고, 자연물이거나 인공물 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명사로서 그 종류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외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물-인공물을 구분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논의에서도 이 부분에 한정한다.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

는 지식들을 이용한다(Costello, & Keane, 2000). 부분 각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자연물인

지 인공물인지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공물인 경우 어떻게 만들어졌

고,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이런 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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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ello와 Keane(2000)은 자연물을 나타내는 결합개념보다는 인공물을 의미하는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 해석의 수가 많아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도 사람들은 수식명사와 주명사가 될 각 개념에 한 배경지식을 이용할 것이라 측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인공물인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와 자연물인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서로 다른 방

법으로 해석할 것이라 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생성할 결합개념이 자연물이

든지 인공물이든지 상 없이 속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결합개념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용된 단어들의 성질들  자연물이냐 인공물이냐는 결합개념의 생성방법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결합개념의 생성과 해석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와 해석할 때 서로 다른 방법을 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 이해능력과 표 능력의 차이로 설명 할 수 있다(Fox, & 

Durden, 1982). 즉,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언어 이해능력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지만,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는 것은 언어 표 능력을 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

합개념을 해석할 때는 언어 사용 경험을 통해 학습해서 기억하고 있는 주제  계를 많이 이

용해야 할 것이지만,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는 이런 계에 한 배경지식을 이용하기보다는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감각  속성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결합개념의 해석과 생성의 차이는 

Clark과 Berman(1987)의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Clark과 Berman에 따르면, 

아동들에게는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 생성이 해석보다 더 어렵다.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있지만, 여 히 왜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주제  계보다 속성을 더 자주 사용하는지에 해 

답을 주지 못한다.  

넷째, 화용론의 을 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Costello와 

Keane(2000)에 따르면,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는 화용론  기  세 가지가 향을 다. 즉, 해

석자들은 결합개념을 생성한 사람이 화용론  원리에 따라 결합개념을 생성했을 것이라고 기

하면서 그 결합개념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성하는 사람도 청자가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결합개념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Grice(1975)의 공리나 Costello와 Keane(2000)이 

제안하는 화용론  원리 세 가지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문제는 좀더 쉬워진다. Grice의 공리를 

결합개념 생성에 용하면,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 사람들은 좀더 많은 정보

를 그리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결합개념을 생성하려고 할 것이다. 즉, 좀더 정

확하고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결합개념을 생성할 것이다. 그

러므로 사람들은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결합개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 할 수 있는 것을 생성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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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설명은 CARIN이론보다는 이 처리이론과 제약이론이 결합개념 생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다. CARIN이론을 용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해석하기 쉬운 결합개

념을 생성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이 처리이론이나 제약이론을 용하면, 해석하기 쉬운 결

합개념보다는 최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결합개념을 생성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제약이론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제약을 용하면,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도 가장 하고 새

로운 정보를 많이 포함하는 해석을 만들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결합개념을 생성할 때도 가장 

하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결합개념을 생성하려는 것을 설명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합개념을 해석할 때는 사람들은 쉬운 해석을 더 선호하지만, 생성할 때는 어렵더

라도 최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결합개념을 생성하려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Ⅶ. 교육적 시사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 학생이 어떻게 새로운 결합개념을 생성하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아동들이 어떻게 새

로운 개념을 학습하고 생성하느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

을 생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언어  행 이다. 3세나 4세의 어린 아동들도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Clark, & Berman, 1987). 더 나아가 결합개념 생성이 

인간의 지식체계를 확장하는 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신 정, 2000), 새로운 결합개념

을 생성하는 방법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구성과정에 한 새로운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념학습은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것들  한 부분이다. 아동들이 어떤 개념을 정확

하게 학습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개념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결합개념을 생성할 수 있는 능

력도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지 학습한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실생활에 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구성주의교육에서는 아동들의 지식구성을 강조하

지만, 학습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창출하는 구체 인 방법은 분명하지 

않다. 두 명사를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구체 인 지식 창출의 방

법이다(김정섭, 박수홍, 2002).   

셋째,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새로운 결합개념을 해석하고 생성하는 것은 창의성과 련이 많

다(Ward, Smith, & Vaid, 1997).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는 것은 기본 으



162  아시아교육연구 5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로 창의  과정이다. 새로운 결합개념은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고,  주어진 명사-명사 결합

개념은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로 하여  

스스로 새로운 결합개념을 생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창

의  과정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교육  시사 을 실제 연구로 검증하기 해서는 다양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 들에 기 하여 추후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명사들이 제시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다. 과제에서 제시되는 명사들의 

순서가 명사-명사 결합개념을 생성하는데 향을  수 있다. 먼  제시된 명사(개념)가 활성

화 되어 있어 뒤에 나오는 명사보다 결합개념 생성에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반

로 최근에 본 명사가 기억되어 있어서 결합개념을 생성하는데 향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명

사들이 제시되는 순서를 다르게 한 다음 두 가지 과제를 작성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문항 1에서 바다, 선인장, 벌의 순서로 명사들이 제시되었는데, 선인장, 바다, 벌의 순서

로 제시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명사-명사 결합개념의 생성에만 을 두었다. 결합개념 해석

이론이 생성이론으로 한 지를 검증하기 해서는 생성과 해석을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 던 생성과제를 변형하여, 결합개념 해석과제로 만들어 생성과 해석이 어

느 정도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1) 게이트 홍수라는 제목으로 2002년 2월 6일에 칼럼니스트(No.388)에 실린 내용 참조. 

  http://columnist.org/ref/2002/20020206.htm

2) 복합명사(compounds noun)와 결합개념(conceptual combination)은 비슷한 의미로 혼용

되기도 한다. 특히 언어학에서는 복합명사를 선호하고 심리학에서는 결합개념을 더 선호

한다. 두 용어를 구분한다면, 복합명사는 두 개의 명사를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용사

와 명사(신물), 동사와 명사(비빔밥)를 결합하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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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college students' preference on the methods 

of generating novel noun-noun combinations 

1)Kim, Jungsub* ․ Kang, Seung-Hee**

While interpreting novel noun-noun combinations, people use either the thematic relations 

between two nouns or the properties of the modifier.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of noun combinations,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people might also 

use these methods for generating novel noun-noun combin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which method between the relation generation and the property generation 

college students prefer to generate novel noun-noun combinations. To achieve this purpose, 

a task was developed. This task contains 10 items. The task requires the subjects to 

selecting two nouns among the three given nouns in a story. After the subjects selected a 

head noun, they needed to select a modifier. To select a noun as a modifier, the subjects 

had to decide whether they would use a property or a thematic rel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8 college students who enrolled in two national 

universities. They all were voluntee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descriptive analysis, the 

subjects used the properties to generate novel noun-noun combinations in all items, except 

the first item.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aired t-test, the numbers of relation 

generations were significantly less than those of property generation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subjects preferred the property generation to the relations generation, no 

matter whether the combined concepts were natural or artificial things. 

 *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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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college students use often properties rather 

than thematic relations when they generate novel noun-noun combinations.     

Key words: Novel noun-noun combination, Relation generation, Propert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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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명사-명사 결합개념 생성 문항

아래의 각 문항이 설명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만든 가상의 것입니

다. 그러므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 문항에서 설명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 거나 만

들었다고 가정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두 단어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즉, 문장 속에 주어진 낱말(명

사)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에 생물학자들이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을 발견하 다. 

   이것은 선인장처럼 몸에 가시가 많다는 것 외에는 벌(bee)과  같이 생겼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선인장 벌(속성)

 2. 골 치는 사람들을 하여 새로운 모자를 개발하 다. 

   이 모자는 비가올 때 우산 용으로 쓸 수 있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런 종류의 모자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우산 모자(속성) 

 3. 어느 회사에서 새로운 주 자를 개발하 다. 

   이 주 자는 녹차 맛을 아주 좋게 만들어 다. 

   이것은 앵무새 모양으로 만들어 졌으며, 녹차를 따를 때, 앵무새소리를 낸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 주 자의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앵무새 주 자(속성)

 4. 어느 모형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흙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겼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런 종류의 자동차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흙 자동차( 계)

 5. 어느 회사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하 다. 

   이 컴퓨터 박스는 라스틱 신에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산소를 만들어 생성하여 분출하도록 만들어졌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런 종류의 컴퓨터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산소 컴퓨터(속성)

 6. 어느 생물학자가 새로운 종류의 물고기를 발견하 다. 

   이 물고기는 나무에 오랫동안 올라가 있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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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처럼 생겼으며 다리가 네 개 있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런 종류의 물고기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도마뱀 물고기(속성)

 7. 어느 생물학자가 새로운 종류의 원숭이를 발견하 다. 

   이 원숭이는 개구리만 먹으며, 

   새처럼 등에 날개가 있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런 종류의 원숭이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새 원숭이(속성)와 개구리 원숭이( 계) 비슷한 빈도

 8. 어느 유 공학자가 유 자변형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사과를 개발하 다. 

   이것은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며, 

   맛은 보통의 사과와 같으나 모양이 오이와 같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런 종류의 과일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사과 오이(속성)

 9. 어느 유 공학자가 유 자변형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호박을 개발하 다. 

   이 호박은 특이하게도 물 속에서만 자라며, 

   그 열매의 표면은 특이하게도 빨주노 남보 일곱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런 종류의 호박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무지개 호박(속성) 

10. 어느 발명가가 새로운 종류의 신발을 개발하 다. 

   이 신발은 스치로폼으로 만들어졌으며 만보계처럼 걸음의 수를 계산하는 있는 장치가 

있다.  

   두 단어만 이용하여 이런 종류의 신발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인 답: 만보계 신발(속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