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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은 무한한 경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기본

을 이루는 요소가 어휘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세계가 무한한 데 비해 자연언어의

어휘 수는 매우 제한적인데, 이 제한된 수의 어휘로 무한한 경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낱말 형태에 여러 개의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는 언어 현상을 어휘의 다의성이라 지칭하는데, 여기

서 한 낱말의 여러 의미들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의미적 관

련성에 의해 하나의 의미 범주로 구조화된다. 이러한 어휘의 다의를 습득하는 것은

어휘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화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고도 유창하게 표현하려면 다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의 다의성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어휘의 다의가 개념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대부

분의 어휘가 다의성을 띠고 있다는 점만을 고려해도 어휘의 다의는 당연히 중요한

교육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어휘

의 다의를 교수함에 있어서 특정 낱말의 기본의미를 중심으로 가르치거나 해당 낱말

의 확장의미가 포함된 용례를 단순히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기계적

으로 습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어휘의 다의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하

고 다의 교육의 내용 선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어휘의 다의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어휘의 다의성을 전체적 접근의 관점에서

특정 어휘의 다의들의 공통성이 추상화된 의미를 원형의미로 간주하고, 그 기본의미

를 비롯한 모든 확장의미들이 이 전체적이면서 추상적인 원형의미가 구체적인 문맥

에 적용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어휘의 다의 구조는 하나의 원형

범주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원형 범주가 가능한 것은 그 구성 원리로서 개념적 은유

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적 은유는 추상적인 경험 세계를 구체적

인 경험 세계를 통해 이해하는 인지 전략으로서, 우리는 새롭고 낯선 경험을 언어로

묘사할 경우 우리들에게 친숙한 일상적인 경험을 묘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인 경험 범주와 구체적인 경험 범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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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휘의 다의성을 이해하는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방식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 개념적 은유를 다의어의 의미 구분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의성이 높은 동사 8개를 선정하여 이들 의미에 대해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

다.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다룬 동사는 전체적으로 변화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 구체

적으로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가다’, ‘오다’, ‘오르다’, ‘내리다’와 소유변화를 나타내는

‘주다’, ‘받다’, ‘사다’, ‘팔다’와 같이 총 8개의 동사이다. 이들 동사의 의미에는 공통적

으로「변화는 이동」의 개념적 은유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고는 이들

동사의 사전의미에 기초하여 각 동사의 의미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개념적 사상을 제

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개념적 사상의 목표개념을 동사의 의미 교육 내용으로 삼

고 이들을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와의 대조분석을 통해 의미 등급화를 실시하고

자 한다.

본고는 이처럼 선정 및 배열된 동사의 의미 교육 내용을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교수법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교수법은 교사가 수업 전에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로 다루게 될 교육 내용을 잘 구조화하여 이를 수

업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직접적이나, 이러한 의미 전

달 과정이 진행된 후에는 교사에 의해 분명히 제시된 학습 목표를 학습자들로 하여

금 달성하게 하기 위해 자기주도형 학습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교실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법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교수법에 따른

수업 절차는 ‘과제 파악→유추 설명→유추 적용→질의·응답→단계적 연습→독립적

연습’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수업 초반에 먼저, 교사가 학습 목표와 내용을 명시적

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다음, 수업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전달받

은 학습자들이 교사와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과 전략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이상의 수업 과정을 거쳐 형성된 원리에 근

거하여 학습자들이 수업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를

완성하도록 돕는다.

핵심어: 다의 범주, 의미망 구조, 비대칭성, 개념적 은유, 상태변화 범주, 소유변화 범

주, 직접 교수법, 원리 중심 수업 모형

학번: 2009-3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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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인간은 대상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대상 세계가 무한한 만

큼 이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도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듯 무한한 언어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 언어 표현을 구성하는 낱말에 대한 이해는 기

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표현의 무한성에 비해 이에 사용되는 낱말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1) 따라서 제한된 낱말로 무수히 많은 언어 표현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하나의 낱말 형태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낱말은 다의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의성이란 한 낱말이 서로 관련된 여러

의미를 지니게 됨을 뜻하는 것으로, 그 낱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으

로써 다양한 대상 세계를 묘사할 수 있게 된다. 즉, 하나의 낱말은 문자적 의미로 사

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유적 의미, 나아가서 관용적 의미로 사용

되는 경우도 허다한바, 이러한 의미들 모두가 그 낱말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들 의미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은 어휘의 질적 능

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낱말의 다의에 대해 해당 언어의 모국어 화자들은 일상적인 언어생활 속에

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지만, 그 언어를 접하는 외국인 화자들은 이러한 다의를

학습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

용하고 있는 교재들만을 살펴보더라도 낱말의 다의 교육은 그 기본의미를 위주로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2) 이는 어휘의 질적 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교육적 입장에서

1) 한국어 어휘 수의 경우,『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수는 총 44만여 개이고,

여기에 부표제어 6만 8천여 개를 합하면 총 50만 8천여 개가 된다(정호성, 2000: 57-58).

2) 본고는 실제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다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에서 출판된

세 종류의 한국어 교재의 본문 어휘와 보충 어휘를 중심으로 조사해 본 결과, 세 종류의

교재 모두에서 특정 낱말의 의미가 그 기본의미를 위주로 제시되었고, 확장의미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의 Ⅲ장 4.1.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문금현(2005: 157-158)도 세 종류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는데,

이들 교재 모두에서 낱말 다의에 대한 교육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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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분명히 교육상의 한계로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기존의 다의 교육에서

의 의미 설명은 그 기본의미를 시작으로 낱말의 의미가 단계적으로 확장된다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낱말의 다의성을 일종의 규칙으로 보고, 낱말의 의미가 그

규칙에 의해 기본의미에서 점차적으로 의미가 확장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은

낱말의 다의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다의 교육의 입장에

서 보면 특정 낱말의 다의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될 수 있다. 즉, 낱말의 특정 의미와 그 의미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확장된 의

미 간의 관련성을 포착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사 ‘가다’의 경우에

그 확장의미로 사용된 ‘맛이 가다’의 의미를 단계적 확장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이 의미로 확장되기 전단계의 의미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는데, 설사 그 전단계의 의미를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학습

자가 이들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지각·인지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의어는 하나의 낱말이 서로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지니

는 것으로, 이는 특정 낱말이 다양한 상황에 쓰이면서 그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생기는 언어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한 언어의 낱말들 중 대부분의 낱말이 이러한

다의어라 할 수 있다.3) 이처럼 낱말의 다의성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인간이

제한된 낱말을 사용하여 무한한 의미의 언어 표현을 생산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낱말의 다의성은 언어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입

장에서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국어 화자들은

낱말의 다의성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다의성을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하지 않으면 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게 된

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는 낱말의 다의성에 대한 교

육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교재에서의 다의어는 그 기본의미를 위주

로 비교적 제한된 수의 확장의미만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그 제시된 의미들 간의

3) 이와 관련하여 천시권(1977: 1)은 다의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낱말에 여러 개의 의미

가 대응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몇 개이냐 하는 문제를 기계적으로 발견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설 하에 시행착오를 거듭

하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언어이든 하나의 어휘 항목

에 하나의 의미가 대응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는 자연언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

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자연언어에서 다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은 거의 상식화된 사실이며 보편적인 특징의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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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습자들이

이들 의미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교재에 제한적으로 제시되다 보니, 지금까지의

다의어에 대한 교육은 자의적이거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

데, 그 주된 교수 방법은 먼저 기본의미를 가르치고 나중에 확장의미를 기본의미와

의 비교 속에서 설명하며, 어느 정도 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후, 각 다의 간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문금현, 2005: 74). 그

러나 이러한 다의어의 교수 방법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그 기본의미

와 확장의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확장의미 간의 의미 차이

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시될 수 있다.4) 이는 다의어의 의미 확장 경로가 단

일하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 확장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

지 않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 있다. 또한, 다의어를 연쇄적 의미 확장의 규

칙을 통해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그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다의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아직

까지 다의어의 의미 항목이 교재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다의어의 교육 내용

과 방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하에, 다의어의 기본의미를 시작으

로 그 의미 확장 경로에 따라 형성되는 각각의 확장의미를 단계별로 교수할 것을 제

안하는 기존의 다의어 교육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다

의어의 다양한 확장의미들은 규칙적으로 예측된다기보다는 인지적 원리 또는 기제에

의해 생성되는 측면이 강하기에 학습자들에게 다의어의 여러 확장의미들을 연쇄적

4) 실제로 본고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다의어 학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

서 다의어의 학습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6명 중

32명이 무슨 이유로 특정 의미가 해당 낱말의 의미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하였

다. 이는 다의어의 학습에서 학습자가 진정 궁금해 하고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

육 내용과 방법은 다의 간의 의미 구분과 관련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유사하면서도 구

분되는 여러 의미들이 무엇 때문에 한 낱말의 의미로 범주화되는지에 대한 문제임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다의어의 교수 목적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의어의 여러 의미

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생산하도록 하는 데에 있기에 다의들 간의

의미를 구분하는 방식의 교육보다는 여러 다의들이 하나의 의미 범주로 구조화됨을 보여

주는 방식의 교육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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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확장의 관점에서 기계적으로 교수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고는 다의어의 의미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들 교육 내용을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다의어의 의미 확장 원리로 개념적

은유를 채택하고, 다의어의 사전의미를 개념적 은유에 의해 재분류하고자 한다. 그리

고 이렇게 재분류된 의미들은 이들 의미를 포섭하는 추상적인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방사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원형 범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

다. 또한, 개념적 은유에 의해 구분된 개개의 의미들은 다의어의 의미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이처럼 다의어에 대한 개념적 은유의 접근 방식은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다른 의미 확장 경로에 따라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의미들이 개념적 은유에 의해 추상적인 원형의미와 유사관

계를 보이면서 한 낱말의 의미로 범주화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의어의 의

미를 그 구성 원리인 개념적 은유에 의해 구분하여 얻은 결과를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다의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의어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불러일으키고, 개

념적 은유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의어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의어는 추상적인 원형의미를 인식의 기준점으로 하고, 그 구성 원리인 개

념적 은유에 의해 구체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낱말임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다의어의 의미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다의어의 의미 구성 원리인 개념

적 은유에 의해 다의성이 높은 동사의 의미를 구분하고자 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동사의 의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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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본고는 다의어 교육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연구사를 다의어에 대한 연구와 다의어

교육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다의어의 연구사를 검토하는 것

은 본고가 다의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고 다음, 다의어 교육의 연구사를 검토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의 장점과 한계를 제대

로 파악하여 본고가 추구하는 다의어 교육의 방향 및 방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1. 다의어에 대한 연구

울만(Ullmann, 1962)은 다의어란 하나의 낱말이 두 개 이상의 구별된 의미들로 쓰

일 경우에 붙여진 명칭인데 이는 언어의 기본 구조에 있는 고유한 의미 보편소

(semantic universal)로, 만약 어떤 언어에 다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가능한 주제들에 대한 독립된 명칭들의 수많은 낱말들을 우

리의 기억 속에 저장해야 함을 의미하고, 그 언어는 은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표현

력과 유연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천시권(1977)은 다의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낱말에 여러 개의 의미가 대응되는

것을 말하는데 언어 보편적으로 낱말의 다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낱말의

다의성을 바라보는 견해로 ‘용법설’, ‘기본의미설’, ‘다의성설’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용

법설’은 하나의 낱말이 구체적인 사용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므로 그

낱말은 무한한 수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는 낱말 의미의 고정성을

부정하고 그 유동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새로운 문맥에 나타나는 의미는 전에 경

험한 그 어떤 의미와도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새로

운 의미를 일일이 모두 습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에 이러한 다의어의 ‘용법설’은 타당한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

본의미설’은 ‘용법설’과 정반대의 견해로, 낱말은 모든 문맥에 공통되는 하나의 의미

인 기본의미를 지니고, 이 기본의미가 문맥에 따라 약간 수정되면 그것이 그 낱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된다는 관점이다.5) 이러한 견해는 일어일의(一語一義)의 원칙에 부

5) 이러한 견해는 음운론에서의 음소와 이음의 관계와 유사한데, 낱말의 기본의미를 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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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의미 기술의 명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특정 낱말은 그 기본

의미를 추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문맥의 다양성과 불확정성에 의

해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의성설’인데, 이는 한 낱말이 의미적

으로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견해로, 앞선 ‘용법설’과 달

리 무한한 다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기본의미설’과 같이 모든 문맥에 공통되는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중에서 일정한 범위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하나의 다의로 본다는 점에서 ‘다의성설’은 ‘용법설’과 ‘기본의미설’을 절충한

견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홍승욱(1984)은 다의의 생성 원인과 방법을 공시적 입장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다

의의 생성 원인으로 단어의 의미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부정(不定)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구조 자체가 잠재의미의 덩어리로서, 다의 생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한, 다의의 생성 방법으로 은유를 들고 있는데, 만약 두 의미 사이에 공통 속성이 발

견된다면 그들 의미는 서로 다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은유에 의해 생성되

는 다의는 인간이 유한 수의 낱말로 무한 수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경제상 필

수불가결한 방편이고 은유는 이러한 다의를 창조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낱말이 다의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낱말의 의미 자체가 지니는 부정성

(indefiniteness)과 모호성(vagueness)에 기인함을 밝힌 점과 다의의 생성 방법이 공

통 속성에 근거한 은유6)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강기진(1985)은 다의어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울만(Ullmann, 1962)의 다

의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기존의 다의어는 하나의 낱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 반면, 여기서의 다의어는 하나의 추상적인 기본의미에서

의미적 유연성에 의해 여러 의미가 파생된 구조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의미 파생의 근거가 되는 의미적 유연성에 대해 기본의미의 추상성의 정도를 의미한

다는 다소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다.7) 그러나 다의어의 의미구조가 하나의 구체적인

이 항상 변하지 않는 고정체로 보고, 이에 문맥에 따른 부가적인 의미 요소가 추가되는 것

을 해당 낱말의 구체의미로 보는데, 그 구체의미들은 문맥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6) 이러한 은유는 두 대상 간의 유사성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던 낱말이

그 대상과 유사성을 지니는 다른 대상에도 적용됨으로써 해당 낱말은 그 적용 범위를 넓

혀 가게 된다.

7) 여기서 말하는 기본의미의 추상성의 정도는 특정 낱말의 의미적 포괄성을 뜻하는 것으

로, 낱말의 다의관계의 포괄성이 클수록 그 낱말의 기본의미가 보다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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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확장되어 구성된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그 의미구조가 추상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인 의미로 파생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으나, 이러한 의미의 파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의미적 유연성이라는 막연

한 용어로만 설명하고 있어 그 의미 파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기동(1992)은 다의어를 서로 관련된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진 낱말로 규정하고, 이

러한 다의어의 여러 가지 의미가 서로 관련되는 방법에는 도식 관계와 의미 확대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도식 관계는 한 낱말이 의미¹을 가지고 또

이 의미와 관련된 다른 의미²를 가진다고 할 경우, 의미²가 의미¹보다 추상적이거나

도식적이면 의미¹과 의미²는 도식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 의미 확대는 한 낱말

이 서로 관련된 의미¹과 의미²를 지닌다고 할 경우, 의미²는 의미¹을 확대 해석하여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미 관련 방식을 구체적으

로 보이기 위해 동사 ‘지다’와 ‘맞다’를 예로 들어, 동사 ‘지다’의 경우 해당 동사는

어떤 구체적인 개체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 원형적인 과정

이 형판이 되어 여러 가지의 경험 영역에 확대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

게 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사 ‘맞다’의 경우 이 동사의 개념 바탕이 통사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형에 쓰이면서 서로 관련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다의어의 의미들 간의 관계를 포착해 내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낱말의 개별성에 따라 그 다의 간의 관계가 일관성 있게 분석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남기심(1995)은 다의어의 중심의미8)와 전이의미9)는 문법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중심의미에 비해 전이의미는 통어적 공기 제약10)과 형태·통사적 제약11)이

8) 여기서 중심의미는 한 낱말의 기본이 되는 의미로, 이를 출발점으로 의미가 조금씩 확

대, 전이 또는 변형되어 파생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9) 여기서 전이의미는 중심의미에서 그 의미 영역이 확장 또는 축소되거나 아니면 전용되

어 이루어진 모든 의미를 포괄하여 일컫는 것으로서, 한 낱말의 전이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10) 여기서 통어적 공기 제약이란 한 낱말이 주어진 문장 안에서 그 앞뒤에 어떤 특정한 낱

말이 함께 쓰여야 하는 조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11) 여기서 형태적 제약은 명사의 경우, 전의의미로 쓰일 때 격조사와의 결합에 있어 제약

을 보임을 말하고, 통사적 제약은 동사의 경우, 전의의미로 쓰일 때 그 활용형이 제한되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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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 낱말의 전이의미 획득은 (1) 특수한 연어적 환경

에서, 즉 특정한 낱말과의 공기관계에서, (2) 일정한 문법적 형태를 띠고서, 그리고

(3) 일정한 문법적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이렇게 하나의 전이의미를 획득한 낱말이

그 전이의미를 가지고 쓰일 때는, (가) 다른 어휘와의 심한 공기 제약이 있는 동시

에, (나) 여러 가지 형태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다) 널리 통용되는 통사 규칙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기술한 (1), (2), (3)의 조건 하에 획

득된 전이의미의 지위가 확고해져 그 쓰임의 폭이 커지면 그 정도에 따라 즉, 중심

의미의 지위에 가까워질수록 (가), (나), (다)의 제약이 완화되어 그 쓰임이 차츰 자

유스러워진다는 것이다.12) 이 연구는 낱말의 다의와 그것이 사용된 구조 간의 관계

에 대해 논의하면서, 낱말의 전이의미는 그 중심의미에 비해 문법적 제약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동사의 선택제약은 그 동사의 관용적

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낱말의 그 쓰임은 관용적이라고 보면서, 낱말의 사용

에 있어 그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낱말의 여러 의미에 대응하는 서로 다

른 문법적 특성을 기술하고, 나아가 이들에 대한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이기종(1995)은 한 낱말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 사이의 공통 속성을 추출하여 이를

핵심의미로 삼을 수 있는데, 이 핵심의미가 실제 상황에서 인간의 인지·추리능력에

의해 어떻게 구체의미로 확장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의미의 영상화를 위해 동사 ‘떨어지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13) 이를 통해

다의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러한 영상에 부과된 구체적인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는

데, 다의어의 여러 의미들은 그 영상을 인식의 기준점으로 확대·도식 관계에 의해

망상구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의어의 의미구조는 인간의 인지능력

즉, 서로 다른 상황을 유사하게 인식하는 인간의 인지능력이 반영된 인지구조라 할

12) 이와 관련하여 남기심(1995: 177-8)은 한 낱말이 특수한 공기 제약, 형태적 제약, 통사

적 제약 속에서 전이의미를 획득해 가는 현상이 있는 한, 모든 문법적 규칙은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사 규칙은 중심의미로 쓰이는 용례들을 대상으

로 하여 파악한 것으로서 거기에다가 보편성을 부여하고자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

적하면서, 그러나 전이의미의 현상을 무시할 수 없는 한, 예외가 없는 문법 규칙을 세우

기 어렵고 이것이 언어 이론이 직면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13) 여기서 동사 ‘떨어지다’의 의미는 그 구성 요소인 동사 ‘떨다’와 ‘지다’의 영상이 통합되

어 형성된 하나의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이러한 영상을 개념

바탕으로 서로 다른 윤곽이 부여되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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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낱말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지각·인지심리학적 개념

인 영상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다의어의 의미에 대한 영

상도식적 분석이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낱말이 아닌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낱말

에도 적용되어 그 방법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종열(1998)은 동사 ‘가다’의 의미를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동사

‘가다’의 다의성을 동사 자체의 의미 확장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문맥에서 선택되는 현

저한 이동체의 특성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다’의 기본의미는 모든 문맥

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의미이고, 그 원형의미는 이러한 기본의미를 바탕으

로 하여 구체적인 원형적 문맥에서 파악되는 의미로 보았다. 그리고 ‘가다’의 의미는

우리의 머릿속에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영상의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변환에

따라 ‘가다’의 여러 가지 개별의미가 생성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들은

기본의미에 대응하는 기본도식을 바탕으로 변형되는 의미도식을 통해 표상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낱말의 다의성을 그 낱말 자체의 의미 확장의 관점이 아닌,

추상적인 기본의미를 설정하여 그 기본의미의 문맥을 통한 구체화에 의해 구체적인

의미가 형성된다는 견해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임지룡(2001)은 다의어를 범주화의 원형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다의관

계(polysemy)는 하나의 낱말이 둘 이상의 관련된 의의를 지닌 것으로서, 다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다의어(polysemous word)’라고 하면서, 전형적인 다의어, 단의

어, 동음어 각각은 정체가 뚜렷하지만, 수많은 낱말과 그들의 다양한 용법에서 다의

어와 단의어, 그리고 다의어와 동음어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허다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다의어의 문제는 전통적을 사전편찬과 언어 교육의 주요 관심사였고, ‘어휘의미

론’이 해명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고 하였다. 이에 ‘인지의미

론(cognitive semantics)’의 시각에서 다의어를 분석하는 관점을 소개하고, 이 관점이

갖는 우월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14) 이는 기존의 다의어에 대한 고전 범주

화 분석의 한계에서 벗어나 원형을 중심으로 하는 다의어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여기서는 동사 ‘사다’와 ‘팔다’를 중심으로 그 다의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들 낱말의

다양한 용법들은 그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방사상 구조를 지닌 다의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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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2008)는 지금까지의 다의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기본의미를 설정하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추론하는 것에 집중되어 온 점에 대해 다의어는 단

일하고 고정된 원형의미에서 방사상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의 의미들이 존재하고 그 의미들이 하나의 범주 속에서 인식된다면 그렇게 인식되는

의미적 유사성 혹은 인과성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15) 이러한 시도는 실제로 다양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경우 의미의 발생상의

순서를 추론해 나가는 것보다 의미들의 관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의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발생상의 선후나 관계 속에서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미의 생성과 사용은 언어 사용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구조언어학 연구

체계 내에서는 언어 사용 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없이 직관적인 추론에 의해 연

구가 이루어졌기에 다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또한 사전에 기록된 의미 기술과 의미

에 따른 예문을 확인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여기서

는 언어 주체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언어 사용자의 인식을 파악하

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파악을 통해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고 가

정하였다. 따라서 의미 변화의 경향은 언중들의 사용에 기인하며 그 언어 사용은 언

중들의 현재의 인식에 따르며,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변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낱말의 의미를 범주화하는 화자의 인

식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낱말 의미의 공시적인 성격만을

다루고 그 통시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상으로 다의어에 대한 이론적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기존의 다의어에 대한

관점은 크게 전통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통적 관점에서

다의어는 그 기본의미를 시작으로 일련의 확장 경로를 따라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것

으로 보는 반면, 인지적 관점에서 다의어는 그 원형의미를 기준으로 이와의 의미적

관련성에 의해 확장의미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른바 원형의미의 성격에

15) 이 연구는 동사 ‘지다’의 의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 의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해 먼저, ‘지다’의 사전적 의미와 실제 사

용된 말뭉치를 비교, 분석하여 그 의미를 추출하고 다음, 화자들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

되는 ‘지다’의 의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는데, 그 결과 화자들은 주어진 의미들을 토대로 각 의미들 간의 관계를 분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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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전통적 관점에서 지칭하는 기본의미와

거의 일치하는 구체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 관점에서 지칭하

는 공통의미 또는 핵심의미와 유사한 개념의 추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본고는 다의어가 추상적인 원형의미에 구체적인 문맥이 적용되어 각각의 구

체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데, 이는 다의어를 확장의 관점에서 보

기보다는 파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 이러한 다

의어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의어 교육의 연구 현황에 대해 알

아보기로 한다.

2.2. 다의어 교육에 대한 연구

문금현(2005)은 한국어 다의어 교육에 대한 연구 현황과 교육 현황을 나누어 살펴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한국어 다의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

과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학생 교육은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다의어의 개념 정의

와 생성 기제 및 다의어의 유형 등 다의어의 기본 사항들을 살펴보고, 다의어와 관

련지어 논의할 수 있는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다의어에 대

한 국어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다의어의 학습 목록과 내용을 단계별

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금현(2006)은 위의 연구에서 제시한 다의어의 교육 내용과

단계별 교육 내용의 틀을 바탕으로 동사 ‘보다’를 구체적인 예로 삼아 다의어의 학습

내용과 교수법 및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고경태(2008)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동사를 사용할 줄 아는 능

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다의적으로 쓰이는 동사 교육은 ‘동사의 다의

성 교육’이라기보다는 ‘다의성 동사의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 교

육 내용으로는 동사의 다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명사와의 어휘적 덩어리, 즉 ‘명

사+동사’의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

로 동사 ‘보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활용도’16)라는 기준에 의해 선정할 것을 제안하

16) 여기서 ‘활용도’는 다의어의 교육 내용이 되는 ‘명사+동사’가 교육적으로나 실생활에서

활용될 가능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명사+동사’를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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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정수진(2009)은 그간 이루어진 다의어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의어

의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 특성 및 의미 확장의 원리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의어의 교육 방법의 일면을 제시하였다. 다의어

의 의미가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로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는 이미

학습한 의미와 새로운 의미 사이의 연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연계적인 어휘 지식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낱말 선택의

어려움을 느낄 경우 학습자가 알고 있는 쉬운 낱말을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았다.

박수경(2010)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다의어 교육에 주목하였는데 특히,

인지언어학적으로 분석된 동사 ‘잡다’를 대상으로 전신반응교수법(TPR)을 적용한 다

의어의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사 ‘잡다’의 의미를 인지언어학

적으로 기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다의어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유경(2011)은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로 선정된 어휘들은 사용 빈도가 높을 뿐

만 아니라 다의성 또한 높다고 하면서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다의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고려한 의미 확장상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다의어의 교

육이 이루어졌기에 고급 학습자들조차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의미 빈도 사전을 분석

하여 낱말의 의미 빈도상의 특징을 살피는 한편, 낱말의 의미 확장 원리에 근거하여

그 의미 확장상의 특징을 살핀 후, 이를 토대로 낱말 의미의 등급을 선정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민우(2012)는 다의어의 교육에서 의미 변별은 가장 기본적인 지시 범주의 차이

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결합, 사용, 지식’이라는 세 가지 층위의 문맥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하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층위는

‘결합’ 문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낱말 교육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으나, 실제 의사소통에서 언어 사용자가 접하는 문맥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므로 의

로 교육 내용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활용도’라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

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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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낱말의 다양한 문맥을 적절히 구분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용’과 ‘지식’이라는 문맥을 추가적

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문맥은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기 때문에 낱말의 특

정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맥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리고 낱말 의미의 사용을 제시하기 위해 상·하위어, 대립어, 동의어와 같은 해당 낱

말의 계열 관계나 다른 낱말과의 결합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데, 이는 낱말이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되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처럼 낱말의 다의들

간의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의 범주적 차이를 보여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의 사용 범위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다의어 교육의 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다의어는 그

기본의미를 위주로 제한된 수의 확장의미를 용례의 제시와 함께 교육하는 것이 일반

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다의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의어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계별 교육

내용의 선정과 함께 학습자 중심의 인지적 교육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럼 아래에 이러한 다의어의 교육 모형을 구안하기 위해 본고가 구체적으로 다룰

다의어의 선정 절차와 이들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의 수행 절차

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는 앞선 논의에서 다의어의 교육 내용 선정을 위해 다의어의 의미 구성 원리

인 개념적 은유에 의해 낱말의 의미 유형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의미를 개념적 은

유의 제반 특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먼저, 본고의 연구 대

상이 되는 다의어의 선정 작업이 필요한데 다의어는 품사 기준으로 보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구분되나, 본고는 이들 중에서 문장 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

는 동사의 다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나타내는 낱말로,

이러한 사건은 단순 사건과 복합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는 연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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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사의 선정에 있어 단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특정한 의미 범주의 구조화에서 그 기본층위가 지각적·인지적 측면에서 현저성을 나

타내기에 이러한 기본층위의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매우 활발

한 쓰임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 내용 즉 다의성도 풍부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

의성이 높은 동사를 다의어 교육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적합한바, 이러한 동사

들은 대체적으로 그 언어의 기본어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아래에서는 기

존에 제시된 기본어휘의 목록을 토대로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을 동사의 선정 절

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본어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한국어 교육 분

야에서 이루어진 기본어휘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최길시(1998),『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2) 조현용(2000),『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3) 임칠성(2002),「초급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국어교육학연구 14, 국어교육학회.

(4) 조남호(2003),『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5) 김광해(2003),『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6) 서상규(2013),『한국어 기본어휘 연구』, 한국문화사.

이상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기본어휘 선정 연구들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1)은 각종 어휘 빈도 조사 자료와 어휘 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어휘 2,000개17)를 선정하였고, (2)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목록으로 제시된 자료들을 비교하여 이들에 공통된 어휘를

위주로 하고, 그 외에 첨가해야 할 어휘의 기준18)을 설정하여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

17) 이들 선정된 기본어휘 2천 개의 품사별 분포 구성을 보면 체언이 1,202개로 전체 어휘

수의 60.1%를 차지하고, 용언이 656개로 전체 어휘 수의 32.8%를 차지하며, 보조용언이

17개로 전체 어휘 수의 0.85%를 차지하고, 수식언이 125개로 전체 어휘 수의 6.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조현용(2000: 77-85)은 어휘 선정의 추가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한국어 교재의 색인에 누락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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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 725개의 목록을 제안하였으며, (3)은 기존에 구축된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고빈

도 어휘와 초급용 한국어 교재들에 출현하는 어휘에 대한 계량 분석, 그리고 이 두

과정을 통해 얻어진 어휘를 바탕으로 어휘의 체계를 검토한 어휘의 보충, 누락된 학

습자들의 생활 어휘와 학습을 위한 어휘 및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한 어휘를 보충하

여 최종적으로 총 1,038개의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19) 또한, (4)는 대규모의 어휘

빈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한

선정 결과를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총 5,965개의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는데, 이들을 단

계별로 품사를 구분하여 총 3등급으로 제시하였다.20) 그리고 (5)는 총 7등급으로 평

정된 국어교육용 어휘 238,010개의 어휘들 중에서 1등급에 포함된 1,845개의 어휘가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6)은 계량 분석을 통해

기존의 기본어휘 목록과 학습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목록에 공통된 총 1,977개의 기

본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목록의 선정 결과를 통해 그 기본어휘의 수가 대체적

으로 1,000-2,000개 정도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목록들에 출현하는 기본동사의

수와 이들이 각 목록의 전체 어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둘째, 자료에 대한 분석 기준의 차이로 인해 누락된 어휘

셋째, 어휘장을 기준으로 그 체계의 빈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

넷째, 생존에 필요한 어휘

다섯째, 개인 학습이 아닌 공식 교육에 필요한 어휘

여섯째,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 어휘

또한 조현용(2000: 86-95)은 기존의 기본어휘 목록들 간의 공통성을 위주로 위와 같이

자체로 설정한 추가적인 선정 기준에 의해 총 725개의 어휘를 품사별, 빈도수별, 상황별

로 제시하였다.

19)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임칠성(2002: 355-385)에서 볼 수 있다.

20) 조남호(2003: 15-153)는 최종적으로 선정한 5,965개의 학습용 어휘 목록을 A, B, C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A등급에는 982개, B등급에는 2,111개, C등급에는

2,872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부록에서는 ‘단어 판정표’를 통해 이들 목록들이 어떻

게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 목록 선정 및 평정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기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선정의 원칙을 정

하지 못하였기에 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선정한 어휘에 편차가 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회의 등을 통해 보완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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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물 전체 어휘 수(개) 동사 수(개) 동사 비율(%)

최길시(1998) 2,000 453 22.65

조현용(2000) 725 154 21.24

임칠성(2002) 1,038 216 20.81

조남호(2003) 5,965 155 15.78

김광해(2003) 1,845 393 21.30

서상규(2013) 1,977 666 33.69

<표 Ⅰ-1> 기본어휘 목록에서 동사의 수와 그 비율

이상의 어휘 목록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어휘 목록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20% 정도임을 알 수 있는데, 본고는 다의어 교육의 대

상으로 삼을 동사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앞서 제시한 6개의 어휘 목록에서 모두 출

현한 동사의 수를 집계하였는데 총 780개로 확정되었다. 다음, 이들 목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을 추출하였다.

(1) 6개의 기초어휘 목록들 중에서 3번 이상 출현한 동사

(2) 사전에 제시된 의미 항목 수가 5이상인 동사

(3)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로 처리되지 않은 동사

(4) 합성어나 파생어가 아닌 단일 형태의 동사

이상의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한 결과, 중복도 3이상인 동사는 총 346개로 집계되

었고, 이들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의미 항목 수가

5이상인 동사는 총 179개로 집계되었으며 또한, 앞선 두 기준을 적용하여 얻은 동사

목록 중에서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로 처리되지 않은 동사는 총 143개로 집계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들 동사 목록에서 단일 형태의 동사는 총 34개로 확정되었는데, 이들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다, 가지다, 내리다, 넣다, 놀다, 놓다, 다니다, 닦다, 돕다, 떠나다, 만나다, 만들

다, 바꾸다, 받다, 배우다, 벗다, 보내다, 보다, 사다, 살다, 생각하다, 씻다, 앉다, 알

다, 오다, 오르다, 읽다, 잊다, 자다, 주다, 지내다, 찍다, 찾다,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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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동사를 선정하기 위해 위의 34개 동사들 중에서

의미상 서로 대립 관계를 보이는 동사의 쌍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

용한 이유는 특정 낱말의 의미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 낱말을 고립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해당 낱말과 의미적 관련성, 특히 대립 관계를 보이는 낱말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의미 습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 관계의 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4쌍의 대립되는 동사의 쌍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 대립 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다-오다, 오르다-내리다, 주다-받다, 사다-팔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선정된 4쌍의 대립되는 총 8개 동사의 의미를 개념적 은유에

의해 구분하여 나타난 의미 유형들을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해 의미 등급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Ⅲ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또한 본고는 동사의 의미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다

의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교재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에

서 다의 동사의 의미들이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고, 이들 의미가 수업에서 어떤 방

식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종의 한국

어 교재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21)

교재명 권 수 출판사 및 출판 연도 

韓國語閱讀(A) 3 世界圖書出版公司, 2007

韓國語(B) 4 民族出版社, 2008

標準韓國語(C) 6 北京大學出版社, 2002

<표 Ⅰ-2> 다의 분포 조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 목록

위에 제시된 3종의 한국어 교재들을 각각 A, B, C로 표시하고 이들 교재에 나타

21) 이상 3종의 한국어 교재는 중국의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로,

이러한 교재들을 대상으로 다의의 분포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다의 교육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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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5-10년 경력(명) 10년 이상 경력(명) 대학별 인원(명)

연변대학교 5 3 8

복단대학교 3 3 6

절강월수

외국어대학교
4 2 6

합계 12 8 20

나는 동사들의 다의 분포 상황을 알아보고자 앞서 선정한 동사들의 목록 중 이들 3

종의 교재들에 공통으로 출현하는 동사들을 추출하여 이들 중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에서 그 다의 항목이 5개 이상인 동시에 앞서 선정한 동사들의 목록과 중

복되는 동사들에 한하여 각각의 다의 분포 상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는데, 이들 동사

는 총 10개로 그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다, 가지다, 내리다, 받다, 보다, 사다, 살다, 알다, 오다, 주다

이들 동사의 교재 내 다의 분포 상황은 Ⅲ장 4.1.에서 자세히 보이도록 한다.

다음, 본고는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의 교육의 현황을 알

아보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다의 교육에 대한 교사들

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 내용은 크게 다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 다

의어를 실제로 교수하는지를 묻는 문항,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의어를 가르치

는지를 묻는 문항, 은유적 설명을 통한 다의 교육의 효용성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

되는데, 본 설문조사는 2014년 3월 10-16일에 이루어졌고 이에 참여한 교사는 총 20

명22)으로 이들의 분포 구성을 보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Ⅰ-3>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분포 상황

이들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Ⅲ장 4.2.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본고는 다의 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

행하였는데 그 조사 내용은 다의어 학습의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 다의어 학습의

22) 이들은 모두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로서, 5년에서 15년

정도의 교수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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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3학년 학습자(명) 4학년 학습자(명) 대학별 학습자(명)

연변대학교 21 19 40

복단대학교 18 16 34

절강월수

외국어대학교
16 14 30

합계 55 49 104

난이도 여부 및 그 이유, 다의어 교수 방법의 효용성, 다의어 교수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사항, 그리고 학습자 개인의 다의어 학습 방법 등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조사는 2014년 3월 18-24일에 진행하였고 이에 참여한 학생은 총 104명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정규과정을 밟고 있는 3, 4학년 학생들

인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은 3-6급으로 이들은 대체적으로 중·고급 학습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3)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분포 구성을 보이면 다음

의 표와 같다.

<표 Ⅰ-4>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분포 상황

이들 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Ⅲ장 4.3.에서 보이기로 한다.

이상의 교재, 교사, 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의 다의어 교육은 그 내용

면에서뿐만 아니라 방법 면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고는 다의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내용

과 방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 다의어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다의어에 대한 개념

적 접근을 보이고자 한다. 이 개념적 접근법은 낱말의 의미를 기호화된 개념으로 보

는 관점으로, 여기서 개념은 공통 속성을 지닌 대상들로부터 추상화된 일반적인 관

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낱말의 의미를 바라보면 이는 하나의 범주에 해당

되는 것으로 그 원형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원형 범주에서의

23) 설문조사에 참여한 104명 학습자들의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을 보면 3급이 10명, 4급

이 20명, 5급이 20명, 6급이 35명이었고, 한국어능력시험에 참가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19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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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은 바로 앞서 언급한 추상화되어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는 개념에 해당한다. 따

라서 본고는 다의어가 원형 범주의 자격을 가지고 그 구조는 추상적인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구체적인 의미들이 배치되는 방사상의 형태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원형 범주는 그것의 인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비대칭성을 보이는데 구체적

으로 구조적·빈도적·인지적 비대칭성을 지니는데 이를 그 예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

다. 또한, 다의 범주의 구성 원리인 개념적 은유를 그것의 정의, 특성, 유형, 원리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다의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의어의 교육을 위해

유용한 방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 Ⅲ장에서는 다의어의 교육 내용을 선정 및 배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변

화 범주에 속하는 동사의 의미를 그 구성 원리인 개념적 은유에 의해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 구분된 의미들을 의미의 추상성 정도와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응 관계에 따라 등급화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동사 의미의 교수·학습 목표를 난해하고 새로운 개념을 일반화

기능, 명료화 기능, 경험적 상관성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사 의미의 교수·학습 내용은 은유의 본질, 특성, 원리에 따라 제

시하였고, 이들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표의미와 원형의미 간의 유사성

인식하기, 목표의미와 기본의미 간의 연관성 인식하기, 은유의 경험적 상관성 인식하

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 의미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바탕

으로 실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직접 교수법을 적용

한 수업 모형을 채택하여 그 구체적인 수업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직접 교수법이 적용된 수업 모형의 장점은 수업 초반에는 교사가 잘 구조화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만, 수업 후반으로 가면서 학습의

주도권이 점차적으로 학습자에게로 이양되어 학습자 중심의 수업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본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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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의 범주 교육을 위한 이론적 논의

본 장에서는 다의 범주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

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낱말의 의미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낱말의 의미와 개념 간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 다의 범주의 내적 구조와 인지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며 마지막

으로 다의 범주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개념적 은유의 개념, 특성, 유형 및 원리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1. 다의 범주에 대한 접근법

낱말의 다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

요가 있는데, 이는 개념 자체를 통해 낱말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이

러한 개념은 줄곧 철학, 심리학, 언어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는데 최근 인

지언어학에서도 이 개념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주관주의적 개념, 개념화,

개념적 은유, 도식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지의미

론(cognitive semantics)으로 귀결되는데 여기서는 언어적 의미를 언어외적 개념으로

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인지의미론은 낱말의 의

미가 본질적으로 백과사전적(encyclopedic)이기에 언어적 의미와 비언어적 의미를 구

분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언어는 자율적 영역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 인지체계 내에서 개념적 내용의 조직을 환기함으로써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언어의 의미 특히 낱말의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 개념은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낱말의 의미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24) 낱말의 의미 연구에서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레이코프(Lakoff, 1996: 4)는 인간은 사고

하는 동안 정교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함께 어울려 하나의 체계에 통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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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의 범주에 대한 개념적 접근

1.1.1. 개념의 정의

본고는 낱말의 의미 분석에서 개념이 지니는 접근성에 주목하여 개념 자체를 낱말

의 의미 분석의 수단으로 간주하는데, 낱말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언즈(Lyons, 1977)

는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개념론(conceptu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

데, 이 개념론은 언어 연구 특히 의미 연구가 인간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켄도프(Jackendoff, 1983)는 개념적 의미론

(conceptual semantics)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언어의 의미를 생성의미론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동시에 인간의 인지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심리주의 의미론(mentalistic semantics)으로 언어 표현과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은 개념이 연결시켜 준다고 믿는 견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

념 연구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념

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이러한 인지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아래

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연구의 논의를 언

급하고자 한다. 김봉주(1988)의 개념론(conceptology)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낱말의 의미를 그 분석의 단위로 삼는데

이는 낱말의 의미가 형성되기 전의 단계인 개념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25)

이에 대해 김봉주(1988)는 낱말의 의미 형성의 전단계인 개념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로 상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상념은 개

념이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인간이 대상 또는 현상을 지각함에 있

어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개념은 대상이나 현상을 보다 깊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관점에서 개념은 ‘특정 대상이나 현상이 나타내는 여러 관념들 중에서 공

통된 요소들을 추상화하여 종합한 일반적인 관념’으로 정의되는데, 그 형성 과정은

25) 우리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이 즉각 떠오르지 않

는 경우, 낱말이 아닌 구나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는 개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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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분석, 비교, 추상, 총괄, 그리고 명명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개

념의 일반적 정의를 토대로 김봉주(1988: 26)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념을 ‘동일 속

성을 가진 대상들로부터 추상화한 일반화된 관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동일 속성의 대상들을 추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는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개별적인 표상은 지각, 기억, 및 심상에 의해 인간의 인

지구조에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한 하나의 심리적 통

일체가 바로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호화하여 어휘화된 것이 낱말이다.26) 따

라서 개념은 언어의 의미와 동일시할 수 있는데 예컨대 낱말 ‘나무’의 경우, 이는 어

떤 특정한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 부류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가리키

는 것이다. 즉, 인간의 관념 속에서 ‘나무’의 개념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

들이 가지는 속성들 가운데에서 공통된 요소들만을 추상화하여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27)

요컨대, 이상에서 논의한 개념론은 낱말 의미의 토대로 작용하는 개념의 존재와

함께 그것의 전단계인 상념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낱말의 의미 구조와

관련된 언어적 범주화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럼 아래에 이러한

개념과 낱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개념과 낱말의 관련성에 대해 이현근(1999: 164)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하

고 있다.

26) 이러한 개념의 기호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낱말뿐만 아니라 구나 절, 심지어 문장

과 담화까지도 포함된다.

27) 이러한 개념이 언어학에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현근(1999: 163)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언어 생성이 그러한 과정을 갖기 때문인데, 언어는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를 가

정하면,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 해당 개념이 먼저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인지 처리과정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사물을 보고 말을

하는 과정을 느린 동작으로 분석해 보면, 사물 또는 현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

지 지각을 한 후, 갈무리된 단어를 찾아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순간적이므로 이러한 순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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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언어적

<그림 Ⅱ-1> 개념과 낱말의 관계

여기서 실세계(real world)는 비언어적 세계를 말하는데 이는 오그덴과 리차즈

(Ogden & Richards, 1923)의 의미 삼각형에서의 지시물과 같은 것이고 상념은 특정

대상이나 현상을 보고 인식하는 수준이다. 개념은 실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실세계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실세계를 지각

하여 형성되는 상념은 주관적인 데 비해 상념을 추상화한 개념은 상대적으로 객관적

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 개념이 단어로 기호화되면 이는 의사소통에 사용된다. 이러

한 개념의 형성 및 사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세계가 상념화될 때에는 지각 작

용28)이, 상념이 개념화될 때에는 추상 작용29)이, 개념이 낱말로 될 때에는 어휘화

작용30)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상념은 인식론에서 다루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사고의 층위이고 개념은 개념론에서 다루는 심리학적 층위이며 낱말은 어휘론에서

다루는 언어학적 층위이다. 위의 <그림 Ⅱ-1>에서 실세계에 가까울수록 비언어적이

고 낱말에 가까울수록 언어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념은 인식론과 의미론 즉,

인지와 언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이 개념은 낱

말의 의미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범주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데 이 범주화는 다양성 속에서 유

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낱말이라는 언어 단위

28) 여기서 지각 작용은 시각에 의한 단순한 작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언어학에서는 지각을 보는 것에만 국한하

지 않는데, 스윗처(Sweetser, 1990: 13)는 인간은 경험을 통해 실세계에 접근하는바 이러

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신체적이라 하였다.

29) 추상 작용은 형식의미론의 성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인지언어학에서 이 추상

작용은 개념화와 동일시된다.

30) 어휘화 작용은 실세계에 대한 추상적인 인식 작용을 거쳐 형성된 개념이 기호화되는 과

정을 일컫는다.

     비언어적          언어적 

      실세계 → 상념 → 개념 → 낱말 

             ↑       ↑      ↑ 

            지각    추상화  어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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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사물을 보고 추론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에 범주화를 수행하는데 그 범주화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범주이다. 이러한 범주는 일반적으로 개념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낱

말로 나타내기에 낱말의 의미와 개념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 이러한 개념의 제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1.2. 개념의 특성

앞서 논의한 개념에 대해 김봉주(1988: 44-50)는 그 특성으로 정수성(精髓性), 군

집성(群集性), 대표성, 부정성(不定性), 객관성, 보편성 및 특수성을 들었는데 아래에

이들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개념의 정수성과 관련하여 개념은 한 부류의 대상들에서 그 이질적 징표들

을 제외하고 동질적 징표들만을 추상화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수적이라 하

였는데, 이는 역으로 말하면 특정 개념이 최대한으로 추상화된다고 해도 가장 근본

적인 정수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견해로, 이는 외연의 그 어떤 대상이든 모두 최대공

약수를 가지고 있다는 수학적 사실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개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징표는 그 개념이 형성될 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개념이 기호화되었음을 뜻하는데,

이러한 기호화된 개념은 사회성을 지니고 전수되기에 원칙상 불변적이고 고정된 것

으로 간주된다.31) 따라서 개념의 고정된 내포와 외연은 정의의 대상이자 기준이 되

는 관계로 그 개념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개념 ‘나무’가 지시하는

모든 외연들을 포괄할 수 있는 고정된 내포인 공통적 징표는 ‘가지가 달린 구조물’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정수성에 대한 논의는 개념을 관찰·분석함에 있어서 그것의 모

든 외연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속성들을 바탕으로 하는 추상적인 원형의 개념을 설정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에 기준하여 개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개념의 군집성에 대해 개념은 외연 대상들의 집합과 내포 징표들의 총합으

31) 이러한 개념은 상념들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

념이 기호화되면 그것은 낱말로 표현할 수 있고, 개념이 기호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

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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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언어 운용에서 그 각각의 대상과 징표에 의해 구체적인 의미로 실현되기에

그 효용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개념이 다양한 문맥에 사용되어 그

개념이 기호화된 낱말이 여러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개념의 군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2)

또한, 개념이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개념이 동일한 징표들을 추상화하여 형

성된 것이고 그 추상화의 행위는 사람들마다 서로 유사하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33)

이 개념의 보편성은 언어의 보편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사고와 관련하

여 우리의 시각 및 심리 작용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리고 개념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개념은 특정 부류의 수많은 대상들로부터 추상

화된 것으로 그 개념은 추상화의 근원이 되는 대상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표성은 바꾸어 말하면 상징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낱말은 상징적인 표현

수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낱말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상적으로 어떤 집합체를 대표할 따름이다. 즉, 낱말은 하나의 추상적인 상징

이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므로 이러한 대표적인 성격의 개념을 포함하는 언어는 대

상 세계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표현하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개념의 또 다른 특성인 부정성(不定性)에 대해 개념은 부정수(不定數)의 외연

(denotation)과 부정량(不定量)의 내포(connotation)로 구성되는데 이 둘은 수적으로

나 양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개념의 외연과 내포가 부정성을 지니

는 관계로 말미암아 개념은 모호한 존재가 되는데,34) 이 모호한 개념은 구체적인 문

32) 개념의 군집성은 의미론적 입장에서는 다의성으로 볼 수 있고 개념론적 입장에서는 동

일 속성들을 지닌 모든 대상이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되어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현상으

로 간주할 수 있다.

33)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표현 ‘강의 입구’를 중국어에서는 ‘하구(河口)’로, 영어에서는

‘the mouth of a river’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 표현에서 세 언어는 공통적으로 ‘입,

口, mouth’와 같이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하나

의 사물이나 현상을 언어화하는 데에 서로 같거나 유사한 개념의 낱말을 사용하려는 심

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은 개념 내적 모호성뿐만 아니라 개념 간 구분의 모호성도 포함

되는데, 이는 개념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로 하나의 개념이 끝나는 지점과 다른 하나의

개념이 시작되는 지점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념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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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에 사용되면서 특정 낱말의 의미가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념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편성이 있기에 그 응용성 또한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개념은 인간이 자신들의 언어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만

드는 것으로, 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능률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발달되

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의 존재론적 가치는 이를 대상 세계의 묘사에 유

연하게 사용하는 데에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응용하는 방식에는 주로 은유가 있다.

이 은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장의 3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개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을 지닌 개념은 낱

말 의미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념과 낱말 의

미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앞서 먼저 낱말 의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다음 위에서 제시한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념과 낱말 의미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로 한다.

1.2. 개념과 낱말 의미의 상관성

의미에 대한 탐구는 철학, 심리학, 언어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서는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의미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언어는 기호로 이

루어진 일종의 상징체계로서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의미에 대한 연구는 언어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언어 의미는 언어 단위에 따라 낱말 의

미, 문장 의미, 발화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는 낱말의 다의성과 관련된 내용

을 다루기 때문에 낱말 의미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낱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낱말 의미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외연적(extensional)

관점과 내포적(intensional)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낱말이 언어적이고

행태적(行態的)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언어 단

위의 개념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의미에 대한 외연적

정의의 한 예로 오그덴과 리차즈(Ogden & Richards, 1923: 186-7)의 의미에 대한

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파란색과 초록색의 경계가 어디이고 컵과 머그잔의 경계가

어디이며 과일과 채소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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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적 정의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를 모두 3류 16종 23항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고, 이들 중 언어기호의 의미는 그 기호 사용자나 해석자가 실제로 지시하거나

지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정의는 언어 의미의 지시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의미의 기초가 되

는 개념의 외연에 치우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의미에 대한 지시적 정의에 의해

나타나는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는 특정 낱말의 모든 의미 유형을 대신할

수 없는데 그것은 낱말의 의미에 지시적 의미 외에도 개념의 내포에 따른 다양한 개

념적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으로, 이는 앞서 논의한 개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귀결이 된다. 따라서 낱말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그 지시

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포적 측면까지 포괄함이 마땅하다.

다음, 의미에 대한 내포적 정의는 의미의 유형을 구분해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데, 이와 관련하여 리치(Leech, 1974)는 의미의 유형을 개념적 의미, 내포적 의미,

문체적 의미, 감정적 의미, 반사적 의미, 연어적 의미, 주제적 의미와 같이 7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낱말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에 필수적인 의미 유형은 개념적 의

미와 내포적 의미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특정 낱말의 고유한 의미 유형으로 간주하

고, 그 외의 의미 유형들은 구체적인 문맥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상대적

으로 가변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언어의 의미를 지시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이나 의미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는 관점은 각각 의미의 기초가 되는 개념의 외연과 내포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낱말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면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결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낱말의 의미를 원형

범주로 간주하는 원형 범주화의 관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원형 범주화에 의하

면 한 낱말의 의미는 그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방사상의 형태로 구조화되는데 여기서

원형의미는 기존의 논의에서 구체적인 기본의미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본고

에서는 앞서 논의한 개념의 추상적인 특성에 비추어 이 원형의미를 구체적인 의미가

아닌 추상적인 의미로 간주하고자 한다. 따라서 낱말의 의미는 이 추상적인 원형의

미를 중심으로 이와의 유사성에 의해 범주화되는 구체적인 의미들의 통일체로 간주

된다.

요컨대, 인간은 대상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기 위해 개개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파악한다기보다는 유사한 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포괄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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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서로 유사한 사물, 사건, 상태들을 언어로 표현할 경우에 동일한 낱말

을 사용하는 것은 유한한 수의 낱말로 무한한 수의 대상 세계를 묘사하기 위한 경제

적인 인지 책략이라 할 수 있다.

2. 다의 범주의 내적 구조와 인지적 특성

2.1. 다의 범주의 내적 구조

하나의 낱말이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그 의미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조

화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전에서는 다의어의

의미들을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이들 의미 간의 관련성을 파

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의어의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의어의 의미구조를 바라

보는 입장은 고전주의와 인지주의에 큰 차이가 있다. 곧, 고전주의는 ‘핵의미 구조’를

인정하는 반면에 인지주의는 원형이론을 바탕으로 ‘의미연쇄 구조’와 ‘의미망 구조’를

인정한다.35) 그럼 아래에 이 세 의미구조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

다.

2.1.1. 핵의미 구조

‘핵의미 구조’는 다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핵의미’(core meaning)를 공

유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한 낱말의 여러 의미들로부터 핵의미를 추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의미의 확장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다의어의 모든 의미들이 하나

의 핵의미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구성원의 필요충분조건의 집합에 의한 ‘고전범

주화’36)의 모형에서 유래한다. 다의어의 핵의미 구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5) 다의어의 의미구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지룡(1996)을 참조할 수 있다.

36) ‘고전범주화’의 기본 원리를 요약하면 범주는 필요충분 자질의 집합이고 분명한 경계를

가지며 그 구성원은 동등한 자격을 지닌다는 것인데, 다의어의 ‘핵의미 구조’는 이들 중

‘필요충분 자질의 집합’과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임지룡 1993: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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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¹, α², α³, α⁴......

위에서 α는 다의어의 여러 의미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요소인 핵의미를

뜻하고, α¹, α², α³, α⁴는 이 핵의미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미 자질들이 추가되어

형성된 구체적인 의미들을 뜻한다. 이러한 핵의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 명

사 ‘머리’를 예로 들어 보자. 먼저, ‘머리’의 사전적 의미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37)

(1)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머리를 긁다

(2)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머리가 뛰어나다

(3) 머리털. 머리를 기르다

(4) 한자에서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부수. ‘家’, ‘花’에서 ‘宀’, ‘艹’ 따위.

(5) 단체의 우두머리. 우리 모임의 머리 노릇을 하고 있다.

(6) 사물의 앞이나 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도리 머리 부분. 기차의 머리

(7) 일의 시작이나 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머리도 끝도 없이 일이 뒤죽박죽

이 되었다.

(8) 어떤 때가 시작될 무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해질 머리

(9) 한쪽 옆이나 가장자리. 한 머리에서는 장구를 치고 또 한 머리에서는 징을 두드

려 대고 있었다.

(10) 일의 한 차례나 한 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 머리 태풍이 지나고 햇빛이

비쳤다.

(11)『음악』=음표 머리.

여기서 제시된 ‘머리’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들 의미에 공통되는 핵의미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어떤 대상의 위나 앞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의 (1-11)까지의 구체적인 의미들은 모두 이 핵의미에 구체적인 문맥이 적

용되면서 해당 의미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낱말의 핵의미 구조는 명

사에서뿐만 아니라 동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예로 동사 ‘주다’의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하는데, 먼저 이들의 사전적 의미는 보이면 다음과 같다.

37) 본고가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참조한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임을 밝

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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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아이에게 용돈을 주다

(2)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다.

(3)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고통을 주다.

(4) 실이나 줄 따위를 풀리는 쪽으로 더 풀어내다. 연줄을 더 많이 줘라.

(5) 시선이나 몸짓 따위를 어떤 곳으로 향하다. 대문 위로 눈을 주다.

(6) 주사나 침 따위를 놓다. 엉덩이에 주사를 주다.

(7) 속력이나 힘 따위를 가하다. 손에 힘을 더 줘라.

(8) 다른 사람에게 정이나 마음을 베풀거나 터놓다. 그는 친구에게도 좀처럼 정을

주지 않는다.

(9)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여 성적 관계를 맺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주다’에 핵심의미가 존재한다면, 그 의미는 ‘한 사물이

한 곳에서 다른 옮겨감’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인 핵심의미는

해당 동사의 대상의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라 서로 관련된 구체적인 의미로 실현된다

고 볼 수 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 할 수 있는 ‘용돈을 주다’에서의 ‘주다’의

의미는 그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물이 선택되었는데, 이 경우, 그 사물이 한 사람의

소유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소유의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을 주다’에

서처럼 그 대상이 추상적인 ‘정’의 경우, 해당 대상의 이동의 의미는 여전하고, 단지

그 이동의 대상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앞선 구체적인 대상의 이동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요컨대, 핵심의미는 추상도가 높은 개념으로서, 일부 다의어는 핵의미 구조를 지니

는 것으로 보이나, 다의화의 과정에서 초기 단계는 핵심의미를 바탕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핵심의미로 포괄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 경우 다의

어는 연쇄의 방식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임지룡 1996: 244).

2.1.2. 의미연쇄 구조

‘의미연쇄 구조’란 다의어가 ‘의미연쇄’(meaning chain)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음을

말한다. 의미연쇄의 개념은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1953)의 ‘가족 유사성’38)의

38)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은 가족들 사이에 체격, 용모, 눈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에서 다양한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특정한 자질들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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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와 일치하는데, 그 구조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abc)→B(bcd)→C(cde)→D(def) ......

이는 인접 요소끼리 공통요소를 가지지만, 전체를 망라하는 의미의 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39) 이는 고전범주화에 대응되는 원형범주화의 방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홍사만(1985: 67-71)은 ‘손’의 다의적인 의미를 연쇄적으로 풀이한 바

있다.

(1)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손과 발’)

(2) 일손 곧 사람(‘손이 달리다’)

(3) 마음(‘손이 맞다’)

(4) 아량(‘손이 크다’)

여기서 ‘손’은 ‘손→사람→마음→아량’의 연쇄 구조를 나타낸다. 즉, 다의어 ‘손’은

그 기본의미인 ‘사람의 손’을 기준으로 ‘일손’, ‘마음’, ‘아량’ 등의 의미로 순차적으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원형이론에 의한 의미연쇄는 다의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

지만, 다의어의 의미구조가 전부 의미연쇄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의미연쇄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범주의 한계를 규정하기에 곤란하다. 다의어의 핵

의미 구조와 의미연쇄 구조의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의미망 구조이다.

2.1.3. 의미망 구조

‘의미망 구조’란 한 낱말의 다의적 의미는 관련된 ‘의미망’(semantic network)으로

구조화되어있음을 뜻한다. 이 의미망 구조에 대해 래내커(Langacker 1987: 372-3)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몇몇 자질만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것이다.

39) 극단적으로 영어의 ‘sanction’은 하나의 표제 아래 ‘permission, authorization’(허가)와

‘prohibition, embargo’(금지)라는 모순적인 의미가 공존하며, ‘fast’는 빠른 동작(He ran

fast; 그는 빨리 달렸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작의 부재(Hold fast: 꽉 잡아라)를 나

타내기도 한다(테일러, Taylor 199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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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관계의 전형적 의미를 원형이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이러한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추상화한 것을 도식으로 보았다. 이러한 망의 기본 구조도는

확장과 도식의 순환 작용에 의해 보다 복잡한 망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다의어의 의미망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임지룡(1996: 247-8)은 동사 ‘가다’

의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가다’의 다의적인 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학생이 학교에 간다.

(2) 소가 간다.

(3) 새가 앉았다 간다.

(4) 기차가 간다.

(5) 시간이 간다.

(6) 동정이 간다.

(7) 판단이 간다.

(8) 맛이 간다.

(9) 결심이 오래 간다.

여기서 (1)은 ‘가다’의 원형의미로서 사람이 두 발로 이동하는 것인데, 이 의미는

확장을 거쳐서 네 단계의 도식을 이룬다. 첫째, 원형의미인 (1)을 바탕으로 의미 (2)

와 (3)으로 확장되는데, (2)의 사지동물은 네 발로 이동하고 (3)의 날짐승은 두 발

및 날개로 이동한다. 이들은 모두 동물의 이동으로 도식화된다. 둘째, 동물의 이동을

바탕으로 (4)의 동력에 의한 ‘차량’의 이동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구체적 대상의 이동

으로 도식화된다. 셋째, 구체적 대상의 이동을 바탕으로 (5)의 시간적 이동과 (6), (7)

의 추상적 이동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동작으로 도식화된다. 넷째, 동작을 바탕으로

(8), (9)의 상태의 이동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이동’으로 도식화된다.

이러한 의미망 구조는 수직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층위에서 추상적인 층위에 이르

기까지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중 가장 상위 층위의 도식인 ‘이동’에 초점을 맞

추면 ‘핵의미’ 구조가 되고, 가장 구체적인 층위, 고다 ‘가다’의 구체적인 용법에 초점

을 맞추면 ‘의미연쇄’ 구조가 된다. 그러나 다의어의 ‘의미망’ 구조의 기본적인 입장

은 ‘핵의미’와 ‘의미연쇄’의 장점을 취하고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곧

원형을 중심으로 한 ‘확장’은 ‘의미연쇄’의 방식이며, 그러한 확장을 추상화한 ‘도식’

은 ‘핵의미’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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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다의어는 사전상의 순차적 배열이 아니라 한결 유기적인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구조의 모형으로는 핵의미 구조, 의미연쇄 구조, 의미

망 구조 등이 있는데, 의미망 구조가 보다 설명력이 높다고 하겠다.

2.2. 다의 범주의 비대칭성

자연 범주에 그것의 중심적 구성원과 주변적 구성원이 존재하듯이 다의 범주에도

그 구성원들 간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의미가 비기본의미

에 비해 구조적, 빈도적, 인지적으로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을 뜻하는데, 기본의미는

무표적인 데 반해, 비기본의미는 유표적이라는 것이다. 그럼 아래에 다의범주의 이러

한 비대칭성에 대해 구조적, 빈도적, 인지적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2.1. 구조적 비대칭성

다의어의 기본의미와 비기본의미 간에는 ‘구조적 비대칭성’(structural asymmetry)

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성은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기본의미가 중

립적인 데 반해, 비기본의미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뜻한다. 아래에 이러한 형태

적, 통사적 제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형태적 비대칭성을 알아보기 위해 복

합어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파생어는 특정 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복합어로, 이 파생어의 의미

형성에 어근의 의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근이 여

러 의미를 지니고 있어 다의성을 띠는 경우, 이들 의미들 중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

어의 의미 형성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동사

‘죽다’의 어간인 ‘죽-’이 어근으로 하고, 이에 명사파생접사 ‘-음’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명사 ‘죽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파생어 ‘죽음’을 형성하는 어근인 ‘죽-’은 사전의 기술상 다음과 같은 여러 의

미를 지니고 있다.40)

40) 동사 ‘죽다’는 본동사로 쓰이는 의미 이외에도, 보조동사로 쓰이게 될 경우, 형용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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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

(2)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3)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변하여 드러나지 아니하다.

(4)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꺾이다.

(5)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지 못하고 잊히다.

(6)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7) 경기나 놀이 따위에서, 상대편에게 잡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8) 글이나 말 또는 어떤 현상의 효력 따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생동성을 잃다.

(9) 상대편에게 으름장을 놓거나 상대편을 위협하는 말.

(10) (주로 ‘죽도록’, ‘죽어라 (하고)’, ‘죽자고’ 따위의 꼴로 쓰여)있는 힘을 다한다

는 뜻을 이르는 말.

(11) (은어로) 감옥에 가다.

위와 같이 동사 ‘죽다’는 총 11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다의적인 동사

‘죽다’와 파생접사 ‘-음’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명사 ‘죽음’은 ‘죽는 일. 생물의 생명

이 없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형성에 참여한 어근 ‘죽-’의 의미는

오직 (1)에 해당하는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로 볼 수 있다. 즉, 파생어의 의미

형성에 참여한 어근의 의미는 그것의 기본의미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역으로 표현한

다면, 파생어를 형성하는 어근의 확장의미는 일반적으로 파생어의 의미 형성에 참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합성어의 형성에서도 특정 어근의 여러 의미들 중 기본의미가 전체

합성어의 의미에 반영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여기서는 명사 ‘집’의

경우를 예로 들기로 한다. 명사 ‘집’의 사전 의미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

은 건물.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사람이나 동물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의 수

효를 세는 단위.

(3)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

(4) 칼, 벼루, 총 따위를 끼거나 담아 둘 수 있게 만든 것.

서 ‘-어 죽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나 느낌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냄

‘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동사로의 쓰임에만 국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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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운동』화투나 마작 따위의 놀이에서 어느 한편을 이르는 말.

(6)『운동』바둑에서, 자기 돌로 에워싸 상대편 돌이 들어올 수 없게 한, 바둑판의

빈자리.

(7)『운동』((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바둑에서, 자기 돌로 에워싸 상대편 돌

이 들어올 수 없게 한 빈자리를 세는 단위.

(8) (‘우리 집에서’, ‘집에서’ 꼴로 쓰여) 집사람.

(9)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물건을 팔거나 영업을 하는 가게를 나타내는 말.

(10)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택호’를 나타내는 말.

위와 같이 명사 ‘집’은 사전기술상 총 10가지의 의미로 구분되는데, 해당 명사가

포함되는 합성어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ㄱ. 초가집, 벽돌집, 흙집, 풀집, 새집, 닭집, 개집...

ㄴ. 갈빗집, 고깃집, 꽃집, 피자집, 중국집, 일식집...

위의 명사 ‘집’이 포함된 합성명사들 중에서 (1)은 ‘집’의 사전 의미들 중 (1)에 해

당하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의 의미가 반영된 것이고, (2)의 합성어의 경우, ‘집’의 사전 의미들 중 (9)

에 해당하는 ‘물건을 팔거나 영업을 하는 가게’의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41) 즉, 합성어의 의미 형성에는 그 구성 요소의 전체 의미가 아닌 매우 제한된 의

미만이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만약 특정 낱말이 다의적이라면, 그것이 파생어나 합성어의 형성에 참여할

경우, 해당 낱말의 기본의미가 다른 의미에 비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이는 다의어의 여러 의미가 형태론적 구성에 있어 서로 다른 위치에 처

해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다음, 다의어의 통사론적 구성에서의 비대칭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

로 다의어는 기본의미로 쓰이는 경우보다 비기본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여러 가지 공

41) 사실, 명사 ‘집’의 사전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들 의미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통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예컨대, 그 의미를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사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만든 공간’ 정도로 기술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통합

이 가능하다면, 이 의미를 바탕으로 명사 ‘집’이 포함된 그 어떤 합성명사의 의미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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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약을 받는다.

명사 ‘얼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이 낱말은 사전기술상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2) 머리 앞면의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

(3) 주위에 잘 알려져서 얻은 평판이나 명예. 또는 체면.

(4) 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형색.

(5) 어떤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

(6) 어떤 사물의 진면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 표상.

이상의 명사 ‘얼굴’의 사전의미들 중에서 (1, 2)을 기본의미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3-6)은 확장의미라 할 수 있는데, 기본의미로 사용되는 ‘얼굴’의 경우는 그 앞뒤에

다른 어휘와 결합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독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데 비해, 비기본

의미로 사용되는 ‘얼굴’의 경우는 그 앞뒤에 반드시 일정한 어휘가 결합되어야만 해

당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 체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얼굴을 세우다, 얼굴을 팔다, 얼굴을 알리다, 얼굴

을 들 수가 없다. 얼굴에 먹칠하다...

(2) 형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기쁨에 충만한 얼굴, 생각에 깊이 잠긴 얼굴, 겁

에 질린 얼굴, 실망한 얼굴, 심각한 얼굴...

(3) 어떤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 문단의 새 얼굴, 새로운 얼굴이 회장으로 선출되다,

(4) 어떤 사물의 대표적 표상: 돌ㆍ바람ㆍ여자는 제주도의 얼굴이다. 고려청자는 고

려시대 문화재의 대표적 얼굴이다.

위와 같이 명사 ‘얼굴’이 비기본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다른 낱말과 결합하여야만

해당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체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얼굴’의 경우, ‘얼

굴을 세우다, 얼굴을 팔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와 같이 그 뒤에 동사나 동사가 포

함된 구의 형태가 따라야만 그 의미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형색’,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대표적 표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얼굴’도 그 앞에 수

식어나 수식어구가 와야만 해당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즉, 비기본의미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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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얼굴’은 제한된 부류의 낱말과만 결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기본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공기제약을 보이는데,

동사 ‘서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 동사는 사전기술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

(2) 처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되다.

(3) 계획, 결심,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다.

(4)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되다.

(5)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

(6) 아이가 배 속에 생기다.

(7) 줄이나 주름 따위가 두드러지게 생기다.

(8)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 따위가 작동이 멈추다.

(9)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다.

(10) 부피를 가진 어떤 물체가 땅 위에 수직의 상태로 있게 되다.

(11) 나라나 기관 따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다.

(12)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

(13) 사람이 어떤 위치나 처지에 있게 되거나 놓이다.

(14) 장이나 씨름판 따위가 열리다.

(15) 어떤 모양이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

(16)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17)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다.

(18) 줄을 짓다.

위의 동사 ‘서다’의 의미들 중에서 비기본의미인 ‘처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

하여 곧게 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다’는 ‘토끼의 귀가 쫑긋 서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다’와 같이 그 앞에 특정된 명사(구)와 부사(어)가 와야만 해당 의미가

나타난다. 또한 ‘서다’가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칼날이

시퍼렇게 서다’와 같이 역시 그 앞에 특정된 명사(구)와 부사(어)가 결합되어야만 해

당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즉, 동사의 경우도 명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기본의미

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낱말과의 결합에 있어 제약을 나타낸다.42)

42) 다의어가 비기본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나타나는 제약에는 공기제약 외에, 다양한 문법

제약도 존재한다. 예컨대, 명사의 경우, 격조사와의 결합 제약이나,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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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다의어는 기본의미로 사용될 때보다 비기본의미로 사용 될 때 공기제약을

더 많이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비기본의미로 사용되

는 다의어의 분포도 자연스럽게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다의어의 의미별 빈도의 차

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다의어의 빈도적 비대칭성에 대해 알

아보기로 한다.

2.2.2. 빈도적 비대칭성

다의어는 그것의 품사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기본의미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비기본의미들은 이에 비해 훨씬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이기 위

해 품사별로 각각 하나씩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명사 ‘손’의 주요 의미들의

사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3)

‘손’의 의미 항목  사용률 

①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무엇을 만지거나 잡거나 할 때 쓰이는 부분.  

   손을 흔들다.
82.69%

② 손가락. 손을 꼽다. 1.93%

③ (일을 함에 있어) 기계가 아닌 사람의 힘. 비상문을 손으로 열다. 1.22%

④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쓰는 사람의 기능이나 능력. 1.32%

⑤ 어떤 일을 이루는 힘이나 노력.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2.24%

⑥ 소유된 상태. 권력을 손에 넣다. 2.44%

⑦ 지배하는 세력이나 영향력. 이 일은 너의 손에 맡긴다. 1.83%

⑧ 노동력. 손이 모자라다. 0.71%

<표 Ⅱ-1> 명사 ‘손’의 의미 항목 및 그 사용률

위에서 명사 ‘손’의 의미 빈도수를 보면 ‘손을 흔들다’와 같이 기본의미로 쓰인 경

되지 못하는 제약을 들 수 있고, 동사의 경우, 그 활용형이 제한되거나, 논항가, 즉 격틀

이 달라지는 등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남기심(1995: 166-171)

을 참조할 수 있다.

43) 본고가 제시한 낱말의 의미 빈도수는『한국어 세계화 추진 기반 구축 사업 보고서』

(2000) 중 하나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의미 빈도 사전 개발” 분과의 연구 결과물을 참조

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 구분은 <연세한국어사전>을 기준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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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전체 의미의 82.69%를 차지하고 나머지 확장의미들은 모두 1-2% 정도의 낮은

비율을 보인다.

동사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아래의 ‘가다’의 여러 의미들 가운데에서

기본의미라 할 수 있는 의미 ①의 경우, 전체 사용 빈도의 64.73%를 차지하였고, 나

머지 확장의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10% 이하의 낮은 사용률을 보인다.

‘가다’의 의미 항목 사용률

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움직이다. 64.73%

② 일을 보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움직이다. 9.74%

③ 어떤 일을 하려고 있던 곳을 떠나 움직이다. 6.09%

④ (시간이) 흐르다. 지나다. 2.83%

⑤ (어떤 표면을 길 삼아서) 움직이다. 이동하다. 2.68%

⑥ (특정한 조직이나 기관에) 참가하거나 소속되다. 2.55%

⑦ (어디로) 향하거나 이어지다. 1.62%

⑧ 결혼을 하다. 1.22%

⑨ [주로 ‘가서, 가면’의 꼴로 쓰이어] (어느 때나 지점에) 이르다.  1.04%

⑩ (어떠한 상태나 사태에) 이르다. 0.73%

<표 Ⅱ-2> 동사 ‘가다’의 의미 항목 및 그 사용률

형용사의 경우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형용사 ‘빠르다’의 경우, ‘속도가 빠르다’

와 같이 기본의미로 쓰인 경우가 전체의 61.43%를 차지하고, 다음 ‘깨달음이 빠르다’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전체의 23.77%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사용률을 보

이고 있으나, 기타 의미들은 모두 10%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율을 보인다.

‘빠르다’의 의미 항목 사용률

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보다 짧다.  

   속도가 높다.
61.43%

② 어떤 과정이나 일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다. 깨달음이 빠르다. 23.77%

③ (시간적으로) 보통보다 앞서 있다. 승진이 빠르다.  8.07%

④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때가) 이르다. 아직 단정 짓기는 빠르다.  0.90%

⑤ 알아차리거나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눈치가 빠르다.  5.38%

<표 Ⅱ-5> 형용사 ‘빠르다’의 의미 항목 및 그 사용률

요컨대, 다의적인 낱말은 그 기본의미가 확장의미에 비해 훨씬 많이 사용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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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의어의 빈도적 비대칭성은 자연스럽게 그것의 인지적 비대칭성으로 이어진

다. 그럼 아래에 이러한 다의어의 인지적 비대칭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2.3. 인지적 비대칭성

다의어의 기본의미와 비기본의미 사이에는 ‘인지적 비대칭성’(cognitive

asymmetry)이 나타난다. 즉, 기본의미는 비기본의미에 비해 주의력, 정신적 노력, 처

리 시간 등에 있어서 인지적으로 더 단순한데, 그것은 기본의미가 비기본의미에 비

해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말마임아 우리의 의식 속에 더 현저하게 각안되었기 때

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래내커(Langacker, 1990: 30)는 아래와 같은 ‘인지적 현

저성의 원리’(cognitive salience principle)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인간>비인간’, ‘전체>부분’, ‘구체적>추상적’, ‘시각적>비시각적’과 같은 상대적

현저성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인간’, ‘전체’, ‘구체적인 것’, ‘가시적

인 것’이 ‘비인간’, ‘부분’, ‘추상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보다 인지적으로 현저함을 의

미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의어의 기본의미는 비기본의미에 비해 구조적 안

정성과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지각적 현저성이 인지적 현저성으로 전

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44)

실제로, 임지룡(1998: 325-328)은 다의어의 인지적 비대칭성을 검증하기 위해 명사

‘머리’와 동사 ‘먹다’, 그리고 형용사 ‘밝다’를 대상으로 단일문 발화 연상 실험을 진

행하였는데, 이 실험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이상의 세 낱말을 제시하고

이 실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낱말이 포함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을 하나씩 쓰

44) 이와 관련하여 에이치슨(Aitchison, 1994: 51-72)은 범주에 ‘원형효과’(prototype effect)

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언어습득에 있어서 원형이 비원형보다 먼저 습득된다.

둘째, 의미의 저장에 있어서 원형이 비원형보다 머릿속 어휘부의 보다 중심부에 저장

된다.

셋째, 범주의 소속을 확인하는 데 전자가 후자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 넷째, ‘낱말연

상’(word association)이나 ‘점화’(priming)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반응되는 의미는

원형의미이다. 다섯째, 언어장애나 실어증환자의 경우 원형적 보기보다 비원형적

보기에서 더 많은 오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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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모든 실험 집단에서 기본의미를 나타내는 문

장이 가장 많이 생산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기본의미가 비기본의미보다 언중

의 머릿속에 보다 빨리 연상되고 인지됨을 보여 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원형범주로서의 다의어의 비대칭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다

의어의 기본의미는 이른바 문자적 의미로 문맥과 독립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라 할 수

있고, 그 외의 확장의미는 문맥과 결합하여야만 드러나는 은유적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 이러한 다의 범주의 구성 원리인 개념적 은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 다의 범주의 구성 원리로서의 개념적 은유

3.1. 개념적 은유의 개념 및 특성

인지언어학에서 은유는 한 개념 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는 인지 과정으

로 간주하는데, 이는 우리가 ‘인생’을 ‘여행’으로, ‘논쟁’을 ‘전쟁’으로, ‘사랑’을 ‘여행’으

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은 이 은유를 하나의 경험 영역에서 다른 하나의 경험 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 지칭하였다. 이 개념적 은유는「A는 B」로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

A는 개념적 은유의 목표영역으로, 이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

리키고, B는 개념적 은유의 근원영역으로, 이는 목표영역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

기 위해 동원되는 구체적인 개념을 가리킨다. 이처럼 개념적 은유는 일반적으로 보

다 추상적인 개념을 목표영역으로 삼고 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근원영역

으로 삼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 추상적인 개

념을 독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이어서 그 실체가 있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겪는 구체적인 경험

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45)

여기서 개념적 은유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은 대상세계에 대한 경험의 측면에서

45) 개념적 은유의 제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레이코프(Lakoff, 1993), 쾨벡세스

(Kövecses, 2010), 박정운(2001), 임지룡(200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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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서로 대조되는 개념으로, 근원영역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구체

적이고 물리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이다. 이에 비해 목표영역은 화자가 표현

하려는 영역으로, 추상적이고 비물리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따라서 개념적 은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영역을 통해 낯선 목표영역을 개념화하

는 인지 책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은유는 그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에 일련의 체계적인 대응관계

(correspondence)가 존재하는데, 이는 근원영역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나 속성이 목

표영역의 그것과 대응됨을 의미하는데, 이 대응관계를 개념적 사상이라 한다. 따라서

개념적 은유를 안다는 것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체계적인 사상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념적 은유를 안다는 것은 그 개념적 은유가 반영된 언어 표현을 사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 화자가 사용한 언어 표현이 그 언어 공동체

에서 형성된 관습적인 사상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근원영역의 개념적 요소

가 무작위로 목표영역의 개념적 요소에 사상되지 않으므로 특정한 언어 표현의 은유

성이 성립되려면 해당 표현에 작용하는 개념적 은유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개념

적 요소 간의 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46)

이처럼 개념적 은유 이론은 은유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인식의 전환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와 관련하여 레디(Reddy, 1979)는 은유가 시적 또는 비유적 언어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전통적 관념을 부정하면서 일상적인 언어 표현은 대체적으로 은

유적이라고 하였다. 즉, 은유는 언어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사고적인 존재로, 이는 대

상세계를 개념화하는 인간의 일상적인 관습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지 기제로 간주하

였다. 이러한 은유에 대한 인지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은유는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하나의 경험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인지 방식이

다. 둘째, 은유는 영상 차원의 개념으로, 언어 영역과 예술 영역의 은유는 본질적으

46) 개념적 은유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대응 문제와 관련하여 레이코프(Lakoff,

1993: 39-74)는 근원영역의 ‘인지적 위상’(cognitive topology) 즉, ‘영상도식’(image schema)

이 목표영역에서 유지된다는 ‘불변가설’(invariance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이는 근원영

역과 목표영역 간의 사상을 제약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개념적 은유는

관습적 심상인 영상도식에 의해 구조화되고, 그 사상은 ‘부분’에서 ‘부분’으로, ‘전체’에서 ‘전

체’로, ‘그릇’에서 ‘그릇’으로, ‘경로’에서 ‘경로’로 사상된다. 따라서 개념적 은유는 그 근원영

역과 목표영역이 일련의 사상을 허용하는 정도로 개념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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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하다. 셋째, 일상적인 은유 표현은 일탈된 것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

로, 이는 우리의 개념체계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한다.

3.2. 개념적 은유의 유형

개념적 은유는 본질, 관습성, 인지 기능, 일반성 층위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

분할 수 있는데, 본고는 이들 중에서 인지 기능에 따른 은유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하는데, 개념적 은유는 그 인지 기능에 따라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로 구분된

다(레이코프와 존슨 Lakoff & Johnson, 1980: 3-21). 그럼 아래에 이들 은유의 유형

에 대해 그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2.1. 구조적 은유

구조적 은유는 근원영역이 목표영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식 구조를 제공함으로

써 추상적인 목표영역이 구체적인 근원영역의 수준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 61)은 구조적 은유를 고도

로 구조화되고 명확히 묘사된 하나의 개념 즉, 근원영역을 사용하여 다른 어떤 개념

즉, 목표영역을 구조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은유의 인지 기능은

근원영역의 구성 요소와 목표영역의 구성 요소 간의 개념적 대응 구조에 의해 이루

어지는데, 아래에 이 구조적 은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 목표영역으

로 ‘시간’의 개념이 사용된 경우를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시간’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에 의해 구조화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ㄱ.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ㄴ. 런던 올림픽 개막이 멀지 않았다.

ㄷ. 주말에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빈다.

위에서 ‘시간’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서술어 ‘길다,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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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다’가 쓰였는데, 이는「시간은 공간」이라는 구조적 은유가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보다 용이하고 생동하게 표현하기 위해 우리에

게 익숙한 ‘공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낱말이나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음, ‘시간’의 개념은 ‘이동’의 개념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보이면 아래

와 같다.

(2) ㄱ. 봄이 오면 산과 들에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다.

ㄴ.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른다.

ㄷ. 어느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

위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이동’의 개

념을 나타내는 동사 ‘오다, 흐르다, 지나다’가 쓰였는데, 이는「시간은 이동」의 구조

적 은유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이보다 구체적인

‘공간’의 개념에 의해 표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개념은 ‘자원’의 개념을 통해 구조화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보

이면 아래와 같다.

(3) ㄱ. 시간이 아직 좀 남았다.

ㄴ. 이 일을 끝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ㄷ.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시간’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자원’의 개념을 나타내는 데에 쓰이는 서술

어 ‘남다, 부족하다, 낭비하다’가 동원되었는데, 이는「시간은 자원」의 구조적 은유

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이보다 구체적인 ‘자

원’의 개념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구조적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체계적인 대응 구조에 의해 목

표영역이 체계적으로 이해되는 인지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은유는 어떤

근원영역을 취하느냐에 따라 목표영역의 서로 다른 측면이 부각된다. 즉,「사랑은 여

행」은 ‘사랑’의 협동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동시에 ‘사랑’의 적대적인 측면은 은폐되

나,「사랑은 전쟁」은 ‘사랑’의 적대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동시에 ‘사랑’의 협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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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은 은폐된다. 그러므로 구조적 은유의 목표영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서로 다른 근원영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된다.

3.2.2. 지향적 은유

지향적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다른 하나의 개념으로 구조화하는 구조적 은유와는

달리 개념들의 전체적인 체계를 상호 관계 속에서 조직화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러한 개념적 은유는 대부분 위-아래, 안-밖, 앞-뒤, 중심-주변 등의 공간적 지향성과

연관되기에 이를 지향적 은유라 지칭한다. 예컨대, ‘행복’과 ‘슬픔’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들은 서로 간의 관련성에 의해「행복은 위」와「슬픔은 아

래」의 형식으로 조직된다. 여기서 먼저「행복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적용된 예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ㄱ. 철수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펄쩍 뛰었다.

ㄴ. 삼촌은 아내의 출산 소식에 마음이 떠 있었다.

ㄷ. 동생은 기분이 좋아서 어깨를 들썩였다.

위의 예문 (4ㄱ-ㄷ)은 공통적으로 ‘행복’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서술어 ‘뛰다, 뜨다, 들썩이다’와 같은 낱말

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는「행복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음,「슬픔은 아래」의 개념적 은유가 적용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ㄱ.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자 슬픔에 빠졌다.

ㄴ.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에 내 마음은 가라앉았다.

ㄷ. 영호는 우울한지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위의 예문 (5ㄱ-ㄷ)은 공통적으로 ‘슬픔’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아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서술어 ‘빠지다, 가라앉다, 처지다’와 같은

낱말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는「슬픔은 아래」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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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지향적 은유의 예를 더 든다면, 많고 적음은 하나의 개념체계를 형성하는

데 이들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많음은 위」나「적음은 아

래」의 형태로 은유적으로 조직화된다.47) 먼저「많음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적용

되는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ㄱ.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ㄴ.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기름 값이 올랐다.

ㄷ.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

위의 예문 (6ㄱ-ㄷ)은 공통적으로 ‘많음’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서술어 ‘높다, 오르다, 늘다’와 같은 낱말들

이 사용되었는데, 이는「많음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음,「적음은 아래」의 개념적 은유가 적용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ㄱ. 그 일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ㄴ. 정부는 겨울철 채소 값을 소폭 내리기로 결정했다.

ㄷ. 소비 침체로 상인들의 수입이 적잖이 줄었다.

위의 예문 (7ㄱ-ㄷ)은 공통적으로 ‘적음’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아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서술어 ‘낮다, 내리다, 줄다’와 같은 낱말

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는「적음은 아래」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기에 가능한 것이

다.

이러한 은유적 지향성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또는 문화적 체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컵에 물을 부으면 그 높이가 올라가고 컵에서 물을 따

르면 그 높이가 내려간다. 이러한 체험들이「많음은 위」,「적음은 아래」의 지향적

은유의 체험적 기반이 되고 또한 반대로 그러한 체험적 기반이 있기에 우리는 쉽게

그러한 지향적 은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지향적 은유는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러

47) 지향적 은유의 다양한 예에 대해서는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 37-52)

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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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적 상관성은 지향적 은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3.2.3. 존재론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는 ‘사건, 행동, 활동, 상태’를 ‘대상’이나 ‘물질’로 개념화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 존재론적 은유에 의해 특정 ‘사건’이나 ‘상태’를 지시할 수 있

고 범주화할 수 있으며 양화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 먼저 ‘사건’을 ‘사물’로 개념화

하는 예문을 들어 보기로 한다.

(8) ㄱ. 선생님은 오롯이 후대 양성 사업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셨다.

ㄴ. 많은 사회단체에서 지진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보냈다.

ㄷ. 축구선수 메시는 월드컵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위의 예문 (8ㄱ-ㄷ)은 공통적으로 ‘사건’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물’과 관련된 서술어 ‘바치다, 보내다, 펼치다’와 같은 낱말들이 사

용되었는데, 이는「사건은 사물」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존재론적 은유는 ‘사건’을 ‘사물’로 개념화하는 것 외에 ‘상태’를 ‘그릇’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그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ㄱ. 카메라에 산천경개의 수려함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ㄴ. 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선수들은 반드시 부담을 덜어야 한다.

ㄷ. 어려운 일에 부딪칠수록 마음을 비우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위의 예문 (9ㄱ-ㄷ)은 공통적으로 ‘상태’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그릇’과 관련된 서술어 ‘담다, 덜다, 비우다’와 같은 낱말들이 사용되

었는데, 이는「상태는 그릇」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존재론적 은유는 ‘사건’과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여기서 ‘사건’은

‘사물’로 개념화되고 ‘상태’는 ‘그릇’으로 개념화된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을 통해 보다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려는 인지적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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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변화 범주 동사의 의미 유형 구분의 실제

본 장에서는 앞선 Ⅱ장에서 논의한 개념적 은유에 의해 특정 동사의 의미를 분류

하고자 하는데 이는 동사의 의미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동사들은 모두 변화 범주를 나타내는 것들로 구

체적으로 상태변화와 소유변화 범주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각각 4개씩 선택하여 총 8

개의 동사들에 대해 의미 구분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상태변화 범주에 속하는

동사들은 ‘가다’, ‘오다’, ‘오르다’, ‘내리다’로 이들 동사의 의미에는 공통적으로 지향

적 은유가 작용하는데 ‘가다’와 ‘오다’의 의미에는 수평 지향적 은유가 작용하고, ‘오

르다’와 ‘내리다’에는 수직 지향적 은유가 작용한다. 또한, 소유변화 범주에 속하는

동사들은 ‘주다’, ‘받다’, ‘사다’, ‘팔다’로 이들 동사의 의미에는 공통적으로 존재론적

은유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8개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들에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변화

는 이동」의 은유가 적용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이 동사들이 제각각 어

떠한 ‘변화’의 의미들을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사전의미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의미를 구분함과 아울러 이 구분된 의미들에 대해 추상성의 정도와 학습자 모국어와

의 대조분석에 의해 등급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교육용 동사 의미의

선정 및 배열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상태변화 범주의 동사 의미 유형 구분

여기서는 상태변화 범주의 동사 ‘가다’, ‘오다’, ‘오르다’, ‘내리다’의 의미를 구분하

고자 하는데 이들 동사는 전체적으로 ‘변화’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방향성도 지니

므로 이들 의미에는 앞서 논의한 지향적 은유가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지향

적 은유는 공간 지향의 방향에 따라 수평 지향적 은유와 수직 지향적 은유로 구분되

는데, 전자는 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에 작용하고 후자는 동사 ‘오르다’와 ‘내리

다’의 의미에 작용한다. 그럼 아래에 이들 각각의 지향적 은유가 작용하는 동사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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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평 지향성 범주의 의미 유형

수평 지향성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가다’와 ‘오다’가 있는데 동사 ‘가다’는 발화자

또는 개념화자를 기준으로 특정 대상이 이에서 멀어지는 ‘수평적 이동’을 의미하고,

동사 ‘오다’는 이와 반대로 발화자나 개념화자를 기준으로 특정 대상이 이에 가까워

지는 ‘수평적 이동’을 의미한다. 그럼 먼저 대상이 기준점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나타

내는 동사 ‘가다’의 의미 유형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1.1.1. 대상이 기준점에서 멀어지는 경우

‘가다’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전에 제시된 의미를 살펴볼 필요

가 있는데, 여기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내용을 보이도록 한다.

가다

[동사]

(1)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2)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행하거나 다니다.

(3) 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다.

(4)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

(5) 직업이나 학업, 복무 따위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6)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

(7) 물건이나 권리 따위가 누구에게 옮겨지다.

(8)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9)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10) (‘손해’ 따위의 명사와 함께 쓰여)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나다.

(11) 어떤 상태나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다.

(12) 한쪽으로 흘러가다.

(13) 동력원으로 하여 작동하다.

(14)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15)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생기다.

(16) (‘무리’, ‘축’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건강에 해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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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르다.

(18) 일정한 대상에 미치어 작용하다.

(19) (‘손’, ‘품’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하는 데 수고가 많이 들다.

(20) 어떤 대상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라지다.

(21) (‘시간’ 따위와 함께 쓰여) 지나거나 흐르다.

(22) 기계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다.

(23) 외부의 충격이나 영향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가 되다.

(24) 전기 따위가 꺼지거나 통하지 않다.

(25) (완곡하게) 사람이 죽다.

(26) 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

(27) (‘…이’나 ‘…에’ 대신에 ‘중간 정도’, ‘최고’ 따위와 같은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

다) 가치나 값, 순위 따위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다.

(28) (‘물’, ‘맛’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원래의 상태를 잃고 상하거나 변질되다.

(29) (‘때’, ‘얼룩’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때나 얼룩이 잘 빠지다.

(30) 어떤 경로를 통하여 움직이다.

(31)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32) 노름이나 내기에서 얼마의 액수를 판돈으로 걸다.

(33) (기간을 나타내는 ‘며칠’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유지되다.

이상의 동사 ‘가다’의 사전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에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변화는 이동」의 은유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다’의 구체적인

의미들이 전체적으로 ‘변화’의 의미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 ‘변화’의 의미 범주에는

‘공간변화’, ‘시간변화’, ‘상태변화’가 포함될 수 있는데,48)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유형에 따라 ‘가다’의 사전의미를 재구분해 보기로 한다.

먼저 동사 ‘가다’의 사전의미 중에서 ‘공간변화’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을

함께 모아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2)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행하거나 다니다.

(3) 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다.

(4)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

48) 동사 ‘가다’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육미란(200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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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건이나 권리 따위가 누구에게 옮겨지다.

(20) 어떤 대상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라지다.

(30) 어떤 경로를 통하여 움직이다.

(31)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위에서 (1)은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 공간상의 변화가 발

생함’을 나타내고, (2)는 ‘탈것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하여 공간상의 변화

가 발생함’을 나타내며, (3)은 이동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로 이동함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이동의 목적지는 ‘모임’이 있는 곳으로, 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 모임

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가다’는 ‘참석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는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자리를 옮

겨 공간상의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하는데, 앞선 (1)과 비교하면 모두 ‘공간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1)은 단순한 ‘공간변화’를 의미하는 데 비해, (4)는

목적성이 있는 ‘공간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7)은 이

동의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로 그것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하여 공간상의

변화를 일으켰음을 의미한다. (20)은 사람이 공간상 이동을 한 결과 그 사람이 현재

의 장소에 없음을 의미한다. (30)은 이동 주체가 그 이동의 경로를 따라 움직임을 나

타내는데, 이 역시 결과적으로 ‘공간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31)은 이동의 목적을 가

지고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을 움직이는 것으로 이 역시 ‘공간변화’의 의미를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상의 의미 항목은 전체적으로 모두 이동 주체의 움직임

에 의한 ‘공간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음, 또 다른 ‘변화’의 유형인 ‘시간변화’와 관련된 사전의미들을 모아 보면 다음

과 같다.

(17)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르다.

(21) (‘시간’ 따위와 함께 쓰여) 지나거나 흐르다.

위에서 (17)은 시간 경과의 결과 어떤 특정한 시점에 도달함을 의미하고, (21)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데, 이 둘은 모두 결과적으로 ‘시간변화’의 의미를 나

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제 ‘상태’와 관련된 ‘가다’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상태’ 관련 의미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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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태생성’, ‘상태소멸’, ‘상태도달’, ‘상태유지’로 하위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아

래에 ‘상태생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다’의 사전의미부터 모아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직업이나 학업, 복무 따위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6)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

(8)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10) (‘손해’ 따위의 명사와 함께 쓰여)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나다.

(14)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15)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생기다.

(16) (‘무리’, ‘축’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건강에 해가 되다.

(26) 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

위에서 (5)는 사람이 직업적인 관계로 자신의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이는 결국 그

사람의 신분변화를 의미하는데 예컨대, ‘군대에 가다’는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되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그 사람이 군인이 아닌 상태에서 군인이 된 상태가 되었

음을 말한다. (6)도 앞선 (5)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사람이 직무상의 이동의

결과, 직책에 있어 상태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8)은 ‘관심’이

나 ‘눈길’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이 생김을 뜻하므로 이 역시 ‘상태생성’의 의미로 간

주할 수 있다. (10)은 ‘손해’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이 생김을 뜻하는 것으로, 이도 ‘상

태생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14)는 ‘액자’가 한쪽으로 비뚤어진 상태로 벽에 걸려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러한 비뚤어진 상태가 존재함을 말하는데, 이 역시 ‘상태

생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5)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

상이 특정한 곳에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역시 특정한 상태의 생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은 ‘무리’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추상적인 대상이 신체에

작용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체의 상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하기에 ‘상태

생성’의 의미로 간주된다. (26)은 ‘납득, 이해, 짐작’과 같이 심리적인 대상이 형성됨

을 뜻하는 것으로, 이 역시 ‘상태생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음, ‘상태소멸’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전의미들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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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부의 충격이나 영향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가 되다.

(24) 전기 따위가 꺼지거나 통하지 않다.

(25) (완곡하게) 사람이 죽다.

(28) (‘물’, ‘맛’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원래의 상태를 잃고 상하거나 변질되다.

(29) (‘때’, ‘얼룩’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때나 얼룩이 잘 빠지다.

위에서 (23)은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림’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태소실’의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24)는 ‘전기’가 끊김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기가 있던 상태에서 전

기가 없는 상태로 변화됨을 의미하기에 ‘상태소실’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5)는 ‘사람이 생명을 다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람이 생명이 있던 상태에서 생명

이 없어진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 역시 ‘상태소실’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8)은 ‘맛이 가다’와 같이 ‘음식이 원래의 맛을 상실함’을 나타내는데, 이는 음

식이 정상적인 맛에서 비정상적인 맛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태소

실’의 의미를 지닌다. (29)는 ‘때가 없어짐’을 의미하는데, 이는 때가 있던 상태에서

때가 없는 상태로 변화됨을 의미하기에 ‘상태소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상태도달’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전의미들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9)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11) 어떤 상태나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다.

(18) 일정한 대상에 미치어 작용하다.

(19) (‘손’, ‘품’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하는 데 수고가 많이 들다.

(20) (‘…이’나 ‘…에’ 대신에 ‘중간 정도’, ‘최고’ 따위와 같은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

다) 가치나 값, 순위 따위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다.

(32) 노름이나 내기에서 얼마의 액수를 판돈으로 걸다.

위에서 (9)는 ‘소식이 가다’와 같이 소식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전달됨을 의

미하는데, 이는 곧 소식이 도착한 상태를 말한다는 점에서 ‘상태도달’의 의미로 간주

할 수 있다. (11)은 ‘복지 국가’와 같은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

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상태도달’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8)은 ‘손이 가다’

와 같이 어떤 대상에 사람의 손이 많이 닿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이

역시 ‘상태도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9)도 역시 (11)과 유사하게 해석되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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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20)은 수치를 나타내는 명사가 동사 ‘가다’와

결합하는데, 이는 어떤 대상이 그 수치에 도달하여 상태의 변화를 일으켰기에 이 역

시 ‘상태도달’의 의미로 볼 수 있다. (32)는 ‘노름’이나 ‘내기’에 건 돈이 어떤 액수에

달함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상태도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태유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전의미들을 모아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한쪽으로 흘러가다.

(13) 동력원으로 하여 작동하다.

(22) 기계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다.

(33) (기간을 나타내는 ‘며칠’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유지되다.

위에서 (12)는 어떤 일이 특정한 상태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태

유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3)은 운송 수단인 ‘차’가 동력의 힘으로 그

동작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상태유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2)도 역시

앞선 (13)과 유사하게 해석되는데, ‘기계’가 동력의 힘에 의해 작동을 유지한다는 점

에서 ‘상태유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3)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동사

‘가다’와 결합하는데, 이는 그 기간만큼 어떤 행위나 현상이 유지됨을 의미한다는 점

에서 ‘상태유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1.2. 대상이 기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

다음, ‘가다’와 의미적 관련성이 밀접한 ‘오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의미 항목을 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오다

[동사]

(1)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

를 옮기다.

(2)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학업 따위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옮기다.

(3)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말하는 이가 있는 쪽을 향하여 운행하다.

(4) 물건이나 권리 따위가 자기에게 옮겨지다.

(5)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말하는 사람에게로 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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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식이나 연락 따위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전하여지다.

(7) 전기가 흘러서 불이 켜지거나 몸에 전하여지다.

(8) 운수나 보람, 기회 따위가 말하는 사람 쪽에 나타나다.

(9) 느낌이나 뜻이 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다.

(10)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다.

(11) 어떤 대상에 어떤 상태가 이르다.

(12) 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

치를 옮기다.

(13) 건강에 해가 되다.

(14) (‘…에’ 대신에 ‘…까지’가 쓰이기도 한다)길이나 깊이를 가진 물체가 어떤 정

도에 이르거나 닿다.

(15) (주로 ‘와서’ 꼴로 쓰여) (‘…에’ 대신에 시간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말하는

때나 시기에 이르다.

(16) 물체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다.

(17) 비, 눈, 서리나 추위 따위가 내리거나 닥치다.

(18) 질병이나 졸음 따위의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거나 생기다.

(19) 어떤 때나 계절 따위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닥치다.

(20) (‘에서/에게서’ 대신에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한다)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

에서 비롯하여 생겨나다.

(21) 어떤 현상이 다른 곳에서 전하여지다.

(22) 어떤 경로를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기다.

(23) (‘…을’ 성분은 주로 서술성이 있는 명사가 온다) 어떤 목적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말하는 이가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 ‘오다’의 의미 역시 동사 ‘가다’와 마찬가지로「변화

는 이동」라는 은유의 작용에 의해 전체적으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러한 변화는 공간변화에서부터 시간변화, 상태변화로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

럼 아래에 동사 ‘오다’의 의미를 그 변화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먼저 ‘오다’의 ‘공간변화’와 관련된 사전의미를 모아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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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

를 옮기다.

(2)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학업 따위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옮기다.

(3)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말하는 이가 있는 쪽을 향하여 운행하다.

(4) 물건이나 권리 따위가 자기에게 옮겨지다.

(10)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다.

(12) 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치

를 옮기다.

(22) 어떤 경로를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기다.

(23) (‘…을’ 성분은 주로 서술성이 있는 명사가 온다) 어떤 목적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말하는 이가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다.

위에서 (1)은 사람이 기준점이 되는 사람 가까이로 이동함을 뜻하는데, 이는 한 공

간에서 다른 한 공간으로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기에 ‘공간변화’의 의미를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2)는 ‘직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화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함을

뜻하는데, 이 역시 ‘공간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은 앞선 (1)과 의

미가 거의 동일하나 그 이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운송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화자를 기준으로 이에 가까이 접근한다는 점에서 ‘공간변

화’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는 (1)이나 (3)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상에

‘공간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데, 단지 그 대상이 (1)의 ‘사람’이나 (3)의 ‘운송

수단’이 아닌 ‘사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10)은 특정한 목적지에 도착하

였음을 의미하는데, 이도 공간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공간변화’의 의미에

포함된다. (12)는 특정한 목적을 지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화자가 있는 쪽으로 이

동한다는 뜻으로 이 역시 ‘공간변화’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2)는 사람이 이동의

경로를 따라 움직임을 뜻하는데, 이도 ‘공간변화’의 의미로 포괄할 수 있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23)은 어떤 목적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화자 쪽으로 이동함을 뜻하는

데, 이 역시 공간상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공간변화’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동사 ‘오다’도 동사 ‘가다’와 마찬가지로 ‘공간변화’의 의미 범주에 포섭되는

의미들을 다수 지니는데, 구체적으로 ‘가다’와 ‘오다’ 모두 ‘공간변화’의 의미를 나타

내는 사전의미가 총 8가지로 정리된다. 이들은 서로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예컨

대 ‘학교에 가다’와 ‘학교에 오다’의 두 예문은 모두 ‘사람’이 이동의 목적지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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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함을 뜻하는데, 이는 동일한 사건의 서로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이동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기준점인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인지 아니면 기준점인 화자에게로 접근하는 행위인지에 따

라 서로 다른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동 행위가 기준점인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경우

라면 동사 ‘가다’가 쓰이고, 이동 행위가 기준점인 화자에게로 접근하는 경우라면 동

사 ‘오다’가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간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가다’와

‘오다’는 동일한 이동 장면을 묘사하나, 그 이동의 방향과 기준점의 위치 간의 관계

에 따라 서로 다른 동사가 선택될 따름이다.49)

다음, ‘오다’의 ‘시간변화’와 관련된 사전의미를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주로 ‘와서’ 꼴로 쓰여) 말하는 때나 시기에 이르다.

(19) 어떤 때나 계절 따위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닥치다.

위에서 (15)는 화자가 말한 시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간’을 ‘이동’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그 이동 대상인 시간이 기준점인 화자에게로 도착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19)는 특

정한 시간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그 시점에 이르렀거나 곧 이르게

됨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시간’의 개념을 구체적인‘ 이동’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그

이동 대상이 기준점인 화자에게로 도착하였거나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결과적으로 ‘시간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제 ‘오다’의 ‘상태변화’와 관련된 사전의미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앞선 ‘가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상태생성’과 ‘상태도달’의 의미는 포착되나, ‘상태소멸’50)과 ‘상

49) 이러한 동사 ‘가다’와 ‘오다’의 ‘공간변화’의 의미에서 기준점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들 동

사의 다른 유형의 ‘변화’ 의미 즉 ‘시간변화’와 ‘상태변화’ 의미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다’의 ‘시간변화’ 의미와 ‘상태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50) 동사 ‘오다’의 의미에 ‘상태소멸’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의 기준점과의 해

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사 ‘오다’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은 개념화

자를 기준점으로 이에 접근하는 경우로, 이러한 대상은 개념화자의 시야 범위에 들어오

는 가까운 지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동사 ‘가다’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

의 대상은 개념화자를 기준점으로 이에서 멀어지는 경우로, 이러한 대상은 개념화자의

시야 범위를 벗어나서 결국은 개념화자가 관찰할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짐을 뜻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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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유지’51)의 의미는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아래에 먼저 ‘오다’의 ‘상태

생성’의 사전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오다’의 사전의미들 중에서 ‘상태생

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모아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말하는 사람에게로 쏠리다.

(7) 전기가 흘러서 불이 켜지거나 몸에 전하여지다.

(8) 운수나 보람, 기회 따위가 말하는 사람 쪽에 나타나다.

(9) 느낌이나 뜻이 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다.

(11) 어떤 대상에 어떤 상태가 이르다.

(13) 건강에 해가 되다.

(16) 물체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다.

(17) 비, 눈, 서리나 추위 따위가 내리거나 닥치다.

(18) 질병이나 졸음 따위의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거나 생기다.

(20)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여 생겨나다.

(21) 어떤 현상이 다른 곳에서 전하여지다.

위에서 (5)는 ‘관심’이나 ‘눈길’과 추상적인 대상이 ‘화자’에게 영향을 미쳐 ‘사람들

의 관심이나 눈길이 화자에게 집중됨’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러한 상태가 없던 데로

부터 그러한 상태가 생겨남을 의미하기에 ‘상태생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7)은 ‘전

기’라는 대상이 움직여 특정 대상에 도달함을 뜻하는데, 이는 곧 ‘전기의 생성’을 나

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 ‘오다’는 ‘상태생성’의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동사 ‘가다’는 ‘상태소실’의 의미를 지니게 되나, 동사

‘오다’는 ‘상태소실’의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

51) 동사 ‘오다’가 본용언이 아닌 보조용언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상태유지’의 의미가 드러나

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해당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그는 이 직장에서 30년간이나 일해 왔다.

ㄴ. 그는 지금까지 아픔을 잘 견뎌 왔다.

여기서 예문 (ㄱ)은 ‘그가 지난 30년 동안 자신의 일을 꾸준히 지속하였음’을 의미하

고, 예문 (ㄴ)은 ‘그가 지금까지 아픔을 유지한 채 살아왔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보조동

사로 쓰인 ‘오다’가 선행하는 본동사가 지시하는 동작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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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전기가 가다’의 경우 ‘가다’가 ‘상태소실’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과 대조적인

데, 이러한 대응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앞서 언급한 기준점의 역할에 의해서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대상이 기준점인 화자에서 멀어지면 결국 그 화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라지게 되고, 특정 대상이 기준점인 화자로 접근하면 결국 그 화자의 시야 범위에

들어오게 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즉 새롭게 생긴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 (8)은 ‘운수’나 ‘기회’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이 화자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운수’나 ‘기회’와 같은 상태가 새롭게 생김을 뜻

한다는 점에서 ‘상태생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9)는 ‘느낌’과 같이 심리적인 대상이

화자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느낌’과 같은 심리 상태가 화자에게

생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역시 ‘상태생성’의 의미로 포괄된다. (11)은 ‘전쟁’으로 인

해 ‘평화’가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평화’를 되찾는 의미로, 이는 곧 ‘평화’라는 상태

가 생김을 뜻한다는 점에서 ‘상태생성’의 의미로 해석된다. (13)은 ‘무리’나 ‘충격’과

같이 건강에 해로운 상태가 우리의 몸에 생김을 뜻한다는 점에서 ‘상태생성’의 의미

로 간주된다. (16)은 특정 사물이 화자가 있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으로, 이는 그

사물에 그러한 기울어진 상태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태생성’의 의미

로 볼 수 있다. (17)은 ‘비’, ‘눈’, ‘추위’와 기상 현상이 생김을 뜻하는데, 이는 기상

상태의 변화로 역시 ‘상태생성’의 의미로 간주된다. (18)은 ‘질병’이나 ‘졸음’과 같은

생리적 현상이 생김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이 역시 ‘상태생성’의 의미로 포괄할 수 있

다. (20)은 특정 현상이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김을 뜻한다는 점에서 ‘상태생성’

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1)은 ‘말투’나 ‘버릇’과 같은 개인의

행동 상태가 외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상태생

성’의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이제 끝으로 ‘오다’의 ‘상태도달’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이에 해당하는

사전의미를 함께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소식이나 연락 따위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전하여지다.

(14) 길이나 깊이를 가진 물체가 어떤 정도에 이르거나 닿다.

위에서 (6)은 ‘소식’이나 ‘연락’과 같은 정보를 나타내는 대상이 화자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그러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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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상태도달’의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14)는 어떤 대상의 ‘길이’나 ‘깊이’가 다

른 대상의 ‘길이’나 ‘깊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상태에 이름을 뜻한다는 점에서

‘상태도달’의 의미로 포괄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평 지향성을 나타내는 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를 은유적 관점에 의

해 크게 ‘공간변화’, ‘시간변화’, ‘상태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두 동사의

대응되는 의미는 기준점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가다’는 ‘기준점으로부터의 멀어짐’을, ‘오다’는 ‘기준점으로의 가까워짐’을 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응되는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의 설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가다’와 ‘오다’의 경우에는 그 기준점으로 화자인 우리로 단일하게

정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52)

1.2. 수직 지향성 범주의 의미 유형

이제까지 수평 지향성 동사의 의미 범주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또 다른

방향 지향성 동사인 수직 지향성 동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동

사 중 대표적인 수직 지향성 동사에는 ‘오르다’와 ‘내리다’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동

사들은 또 어떤 의미 범주로 구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동사 ‘오르다’의 의미 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2.1. 대상의 상승 지향의 경우

‘오르다’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전에 제시된 의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내용을 보이도록 한다.

52) 물론 동사 ‘가다’와 ‘오다’의 교육적 효용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기준점을 단일하게 설

정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화자의 활동성과 관련하여 고정된

위치의 화자와 움직이는 화자로 구분하여 그 기준점을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준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학습자의 해당 의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 기준

점을 인식 화자인 우리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중심적 지향

성에 대한 논의는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 132-3)을 참조하기 바란다.



- 62 -

오르다

[동사]

(1)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

(2)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

(3) 탈것에 타다.

(4) 어떤 정도에 달하다.

(5) 길을 떠나다.

(6) 뭍에서 육지로 옮다.

(7)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

(8) 식탁, 도마 따위에 놓이다.

(9)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다.

(10) 기록에 적히다.

(11)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

(12)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여지다.

(13) 실적이나 능률 따위가 높아지다.

(14) 어떤 감정이나 기운이 퍼지다.

(15) 병균이나 독 따위가 옮다.

(16) 귀신 같은 것이 들리다.

(17) 때가 거죽에 묻다.

(18) 물질이나 물체 따위가 위쪽으로 움직이다.

위의 ‘오르다’의 의미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본의미는 ‘어떤 생물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본의미를 시작으로 의미가

확장되는데, 의미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오르다’의 구문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오르다’의 구문 형식은 주로 ‘-가(이) 오르다’와 ‘-가(이) -에 오르다’로 볼 수 있

다.53) 따라서 ‘오르다’의 의미 확장에 영향을 주는 구문 요소는 주격 성분과 부사격

53) ‘오르다’의 의미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즉 주격과 부사격이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주격은 주로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생물체인 경

우가 많다. 이들 생물체는 인간의 인지체계에서 그 인지적 현저성이 뚜렷한 관계로 한국

어 학습자들이 해당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르다’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주격과 부사격으

로 단일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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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볼 수 있는데,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격 성분과 부사격 성분의 상호작용

에 의해 ‘오르다’의 의미가 기본의미에서 확장의미로 그 의미 범주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르다’의 의미 범주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범주의 정의에 요구되는 정의 요소로서의 ‘주격 성분’과 ‘부사격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르다’의 기본의미가 실현되는 구문 환경에 ‘-에’가 나타나기에 먼저

부사격 성분 ‘-에’가 ‘오르다’의 의미 확장에 작용하는 양상을 알아보고, 다음 주격

성분 ‘-가(이)’가 ‘오르다’의 의미 확장에 작용하는 양상을 알아보기로 하자.

‘오르다’가 ‘에’ 성분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의미는 사전의 의미 제시 상으로 볼 때

모두 10가지인데, 아래에 이들 의미를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54)

(1)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

위의 (1)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산에 오르다’, ‘옥상에 오르다’와 같이 그

동작의 대상으로 ‘산’과 ‘옥상’이 선택되었다. 이들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고 나

서 ‘오르다’와 최종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이 두 대상 명사의 의미 특성은 [구체적

장소]로 볼 수 있는데, ‘오르다’의 의미는 해당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즉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행위의 대상의 영역 범위의 확장에 따라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르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파악하려면 이와 결합하는 구문 요

소의 의미 영역의 확장 경로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오르다’의 기본의미는 해당 동사가 [구체적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할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체적 장소]로부터 다른 대상 장

소로 범위가 확대될 때 또 다른 ‘오르다’의 의미들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54) 결합의 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해당되는 의미의 예로 제시된 것들이다. 이 예들 가

운데에는 ‘에’ 성분과의 결합 외에 ‘을’ 성분과의 결합의 예도 보이는데, 예컨대, ‘정상을

오르다’, ‘계단을 오르다’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 ‘을’ 성분은 기본의미 외에 다른 의

미들의 구문 실현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을’ 성분이 ‘오르다’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에’ 성분의 의미 작용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실

제로 교육적 목적에도 유용한 접근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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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

(3) 탈것에 타다.

(4) 어떤 정도에 달하다.

(5) 길을 떠나다.

(6) 뭍에서 육지로 옮다.

(8) 식탁, 도마 따위에 놓이다.

(9)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다.

(10) 기록에 적히다.

위에서 (2)의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는 ‘왕위, 관직, 벼슬길, 양반 신분’과 같이 지위

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러한 명사들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으면서 동사 ‘오

르다’와 결합하고, 이에 따라 추상적 장소 내에서의 지위나 신분 변화를 나타낸다.

다음 (3)의 장소 명사는 ‘기차, 배’로서, 비록 주어는 생략되었지만 이 주어는 사람을

나타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람이 특정한 ‘탈것’에 몸을 싣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이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지면에서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그 어떤 ‘탈것’으로

몸을 옮기면서 위치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오르다’는

위치 변화의 기본의미의 경우와 유사하게 위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는

장소 명사로서 ‘궤도’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구체적 장소가 은유적으로 확장을 보인

경우로, ‘사업이 정상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오르다’의 의미는

‘상태도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5)는 장소 명사로 ‘여행길, 귀로(歸路)’가 사용되었

는데,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기본의미와의 차이점을

굳이 꼽는다면, 기본의미로 쓰이는 ‘오르다’의 경우는 위치의 전체적인 변화를 나타

내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이 의미는 위치 변화의 시작 부분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

다. 즉, 사전의 의미 기술에 따르면 ‘길을 떠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의 장소 명사는 ‘뭍’으로 이는 바다에서 육지로 오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발고가 낮은 수면에서 해발고가 높은 육지로 옮겼음’을

의미한다. 이 역시 기본의미와 (3,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8)의 경우 장소 명사는 ‘저녁상, 도마’이고, 앞선 다른 예들의 경우와

조금 다른 점은 주어 명사로 사람이 아닌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가 되는 명사가 사용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와 같이 인지적으로 덜 기본적이고 그래서 덜 현저한 명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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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들 성분은 구문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기본적으로 해당 주어 명사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9)

는 ‘어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이 추상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구설수, 화

제, 사람의 입’과 같은 공간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태의 변화로 볼 수 있

는데, 어떤 대상이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받는 상태로 변화되었음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0)은 장소 명사로 ‘호적, 사전’이 쓰였는데, 이 역시 ‘어떤

사람의 이름이 호적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된 상태로 되었다거나’, ‘어떤 단

어가 사전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된 상태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에’ 성분이 작용하는 ‘오르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3, 5, 6, 8)은 기본적

으로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2, 4, 9, 10)은 기본적으로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그렇

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처럼 위치 변화 범주와 상태 변화 범주의 의미로 묶인 의

미들을 교육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재범주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에 본고는

이들 의미들을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범주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

범주화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의미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일차의미들 중에서 여전히 하나의 범주에 넣

을 수 있는 의미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특정 범주에서 하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의미들은 따로 명칭을 부여한다.

위와 같이 두 가지 절차에 따라 위에 나온 의미 범주들을 재범주화해 보면 아래와

같은 2차적인 의미 범주들이 나오게 된다.

(1) 위치변화의 시작: 여행길에 오르다, 귀로에 오르다

(2) 위치변화의 결과: 모처럼 저녁상에 갈비가 올랐다, 고등어가 도마에 오르다

(3) 지위의 상승: 왕위에 오르다, 관직에 오르다, 벼슬길에 오르다,

(4) 자격의 승격: 호적에 오르다, 사전에 오르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 범주화한 의미들 중에서 여전히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하나의 의미 범주로 묶고, 교육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의미들은 2차적으로 범주화하여, 그들 의미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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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의미 범주 명칭들은 은유적으로 의미를 가르칠 때 학습자들의 의미 이해

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에’ 성분이 포함된 ‘오르다’

의 의미로 교수·학습해야 할 의미로는 크게 위치변화와 상태변화이지만 그들의 하위

범주인 ‘위치변화의 시작’, ‘위치변화의 결과’와 ‘지위의 상승, 자격의 승격’을 포함한

모두 6개의 의미로 최종 구분할 수 있겠다.

다음 주어 성분이 ‘오르다’의 의미 확장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

자. 먼저 해당 의미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에 기재된 의미와 예문

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1)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

(12)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여지다.

(13) 실적이나 능률 따위가 높아지다.

(14) 어떤 감정이나 기운이 퍼지다.

(15) 병균이나 독 따위가 옮다.

(16) 귀신같은 것이 들리다.

(17) 때가 거죽에 묻다.

(18) 물질이나 물체 따위가 위쪽으로 움직이다.

위의 의미들과 그 예문들을 관찰해 보면, ‘오르다’와 주격 성분이 결합하여 생성되

는 의미들 중에서 (18)의 의미가 기본의미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주어 명사로 표현

된 대상이 사람이나 동물은 아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물이기에 그들의 아

래에서 위로의 움직임은 위치 변화의 의미로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의미를 기

본의미로 대상 명사의 의미 영역의 전환으로 인해 ‘오르다’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확

장되어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의 경우 그 대상 명사인 ‘등록금, 혈

압, 체온, 물가, 월급, 온도, 열’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 시각적인 대

상은 아니지만 추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으로 은유적으로 확장되면서 자연스

레 추상화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55) 이때 해당 의미의 생성에 작용하는 은유는「많

55) 이 경우는 환유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사람이 열이나 혈

압이 높아지면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위에 위치한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머리가 아파지

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물가가 높아질 때에도 사람들은 실제로 위로 향하는 곡선으

로 물가의 상승을 표시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러한 위의 지향성과 사람들의 경험 간의

이른바 경험적 상관성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오르다’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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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또는 높음은 위」이다. 그리고 (12)와 같이 대상 명사가 ‘기세’나 ‘인기’와 같이 시

각적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명사인 경우도 이를 위로 상승하는 구체적인 대상으

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세’나 ‘인기’가 높아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역시「많음 또

는 높음은 위」의 은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도 마찬가지로 대상 명사

‘실적, 능률’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대상들이 실제로 위로 상승하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된 대상들로서 ‘오르다’의 의미 확장에 기여하게

된다. (14-17)은 한층 더 추상적으로 확장된 의미들로서 기본적으로 상태 변화를 나

타내기에 교육적 효용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의미 범주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구분한 ‘오르다’의 의미에 작용하는 개념적 은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많음은 위」: 살이 오르다

(2)「높음은 위」: 가격이 오르다

(3)「상태생성은 위」: 독이 오르다

이와 같이 동사 ‘오르다’는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기본의미 외에 여러 가지 상태변

화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위에서 제시한 개념적 은유의 작용

하에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 ‘오르다’의 의미를 체계적이면서 효율

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적 은유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1.2.2. 대상의 하향 지향의 경우

이제 ‘오르다’와 대립관계를 보이는 또 하나의 동사 ‘내리다’의 의미 범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동사 ‘내리다’는 ‘오르다’와 대립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

확장 과정에서 ‘오르다’의 그것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대조 양상은 이 두 동사를 대조 쌍으로 제시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물론 그들의 의미 확장 과정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확장 과정상의 대응관계는 분명히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것

한 경험들을 언어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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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럼 아래에 동사 ‘내리다’의 의미 범주 구조가 ‘오르다’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

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동사 ‘내리다’의 의미 범주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먼저 해당 동사의 격틀에 따른 의미 확장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이들 의미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재범주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먼저 ‘내리다’의

의미가 사전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내리다

[동사]

(1)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

(2) 어둠, 안개 따위가 짙어지거나 덮여 오다.

(3) 쪘거나 부었던 살이 빠지다.

(4) 타고 있던 물체에서 밖으로 나와 어떤 지점에 이르다.

(5) 비행기 따위가 지상에 도달하여 멈추다.

(6)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아가다.

(7) 위에 있는 것을 낮은 곳 또는 아래로 끌어당기거나 늘어뜨리다.

(8)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

(9)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아래로 옮기다.

(10)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옮겨 놓다.

(11) 가루 따위를 체에 치다.

(12)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낮아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

(13) 먹은 음식물 따위가 소화되다. 또는 그렇게 하다.

(14) 막, 휘장, 커튼 따위가 위에서 아래로 옮겨 가다. 또는 그렇게 하다.

(15)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다.

(16)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상이나 벌 따위가 주어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

(17)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 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

위의 ‘내리다’의 사전 뜻풀이를 살펴보면, ‘내리다’가 사용되는 격틀은 비교적 다양

한데, 주로 ‘…가(이) 내리다’와 ‘…를(을) 내리다’로 구분할 수 있다.56) 그럼 먼저 ‘내

56) 물론 타동사 용법에서 ‘을’ 성분 외에 ‘에(에게), 에서’ 등의 격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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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의 자동사적 용법인 주격 성분과의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해당 동사의 의미

범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

(2) 어둠, 안개 따위가 짙어지거나 덮여 오다.

(3) 쪘거나 부었던 살이 빠지다.

(4) 타고 있던 물체에서 밖으로 나와 어떤 지점에 이르다.

(5) 비행기 따위가 지상에 도달하여 멈추다.

(6)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아가다.

(12)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낮아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

(13) 먹은 음식물 따위가 소화되다. 또는 그렇게 하다.

(14) 막, 휘장, 커튼 따위가 위에서 아래로 옮겨 가다. 또는 그렇게 하다.

(15)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다.

(16)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상이나 벌 따위가 주어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

(17)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 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

위에 제시된 ‘내리다’의 자동사적 용법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들은 크게 위치변화와

상태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앞서 논의하였듯이, ‘내리다’의 원형의미를 추상적

의미인 ‘변화’로 설정하고, 그 하위 범주로 크게 위치 변화와 상태 변화로 나누는 것

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위치 변화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들을 교육적 목적에 맞게 재

분류하는 것이다. 위에 자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내리다’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먼

저 ‘비나 눈이 오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내리다’의 경우 이는 ‘위에서 아래로의 움직

임’을 나타내는 위치 변화로 볼 수 있다. 다음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아가다.’의

의미로 사용된 ‘차에서 내리다’, ‘배에서 내리다’의 경우처럼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지면으로 내리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하향성 위치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사전의미는 교육적 효용성을 고려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위치변화’라는

있지만, 이들 격 성분은 서술어로 쓰인 ‘내리다’의 의미 형성에 주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독립적인 격틀로 보지 않고 모두 주격만 포함된 격틀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는 본고가 동사의 의미 이해 교육에 초점을 둔다는 연구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

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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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의미로 묶을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된 그 외의 의미들은 공통적으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상태 변화의 의미가 생성에 어떤 은유가 작

용하였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이들의 분류에 유용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리다’는

하향성 동사이므로 자연스럽게 ‘아래’라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이 깊다. 즉‘아래’라는

개념이 인지적으로 뜻하는 함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상태 변

화를 나타내는‘내리다’의 의미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향성 은유57)가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어둠이 내리다’의 경우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추상적 대상인 어둠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향 이

동한 것으로 은유화된 의미58)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경우 ‘어둠은 아래’라는 은유가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살이 내리다’의 경우에는 ‘지방의 감소’의 의미하는

데, 해당 의미에 작용한 은유는 ‘적음은 아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역

에 내리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다’의 경우, 행동의 주체가 ‘지면으로부터 위인

공간에서 지면으로 내려서 특정 장소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태 변화 중

에서도 그 결과인 ‘도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 변화로 보는 의미와

의 구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59) 이 경우에 해당 의미의 형성에 작용하는 은유는 ‘도

착은 아래’로 볼 수 있다. 다음 ‘열이 내리다’, ‘물가가 내리다’의 경우에 작용하는 은

57) 지향성 은유와 관련된 개략적인 논의는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

14-21)을 참조할 수 있다.

58) 사실 이 의미는 환유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해가 서쪽으

로 점점 기울어짐에 따라 지상에 있는 물건들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는 관

찰자인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지면에 표시된 그림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날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어둠

이 내리다’ 또는 ‘땅거미가 내리다’처럼 ‘내리다’는 동사를 사용하여 묘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리다’의 해당 의미를 환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낱말 의미 범주에 작용하는 주된 기제를 은유로 보고 이들 의미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59) 이 의미 역시 행동의 주체가 지면에 닿는 경험을 묘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유에 의한 의미 형성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는 해당 의미를 학

습자들에게 설명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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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감소는 아래’로 볼 수 있다. ‘체증이 내리다’의 경우는 ‘먹은 것이 소화되다’는

의미로 추상적 명사인 ‘체증’이 ‘사람의 뱃속의 위에서 아래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은유적으로 형성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음식물이

잘 소화가 되지 않아 불편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 몸이 다시 편한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60) 이 경우에 해당 의미의 형성에 작용하는 은유는

‘사라짐은 아래’이다. 그리고 ‘막이 내리다’, ‘커튼이 내리다’의 경우, 실제로 물리적

사물인 ‘막’이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위치 변화를 뜻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상황이 끝났음을 나타낼 경우에는 상태 변화의 ‘종료’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작용하는 은유는 ‘끝남은 아래’로 볼 수 있다.61) ‘뿌리가

내리다’의 경우, 식물의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데, 이도 ‘막이 내리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땅속의 위에서 아래로 움직임을 뜻할 뿐만 아니라, 어떠

한 현상의 ‘정착’62)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착’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 해당 의미 형

성에 작용하는 은유는 ‘안정됨은 아래’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물리적 근거는 사람

은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는 데 이러한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됨은 아래’라는 은유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처벌이

내리다’, ‘경고 조치가 내리다’의 경우, ‘통제받음은 아래’라는 은유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63) ‘어명이 내리다’, ‘단발령이 내리다’, ‘동원령이 내리다’의 경우도 동일

한 은유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동사 ‘내리다’의 의미 형성에 작용하는 개념적 은유들을 모아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0) ‘체증이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경우는 사람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어 사람의 뱃속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신체적 경험

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 의미 또한 환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해당 의미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1) 이 역시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무대의 막이 서서히 위에서 아래로 움

직이는 상황과 관련하여 환유적으로 형성된 의미로 볼 수 있다.

62) 이 의미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되지 않은 의미로, 필자가 추가한 의미 내용이다.

63) 이와 관련하여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 15)은 HAVING CONTROL

or FORCE IS UP; BEING SUBJECT TO CONTROL or FORCE IS DOWN(통제 또

는 힘을 가진 것은 위; 통제 또는 힘을 받는 것은 아래)의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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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둠은 아래」

(2)「적음은 아래」

(3)「도착은 아래」

(4)「소실은 아래」

(5)「종료는 아래」

(6)「안정은 아래」

(7)「통제는 아래」

이상의 ‘내리다’의 자동사적 용법에 나타난 7가지 은유는 ‘내리다’의 은유적 의미들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은유이다. 이러한 은유들은 언어 보편적으로, 적어도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서로 대응되는 동사들의 의미에 작용하는 은유로서 공통성

을 보이기에 이러한 개념적 은유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해당 동사의 은유적 의미

를 가르치는 것은 이들의 의미 이해에 매우 유용한 교수·학습 방식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은유들은 본고가 추구하는 동사의 의미 교육 내용의 핵

심이 된다.

이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내리다’가 타동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의 의미에는 어떤

유형의 은유들이 작용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타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내리다’의 의미와 예문을 사전의 기술 내용을 기

준으로 모아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아가다.

(7) 위에 있는 것을 낮은 곳 또는 아래로 끌어당기거나 늘어뜨리다.

(8)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

(9)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아래로 옮기다.

(10)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옮겨 놓다.

(11) 가루 따위를 체에 치다.

(12)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낮아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

(13) 먹은 음식물 따위가 소화되다. 또는 그렇게 하다.

(14) 막, 휘장, 커튼 따위가 위에서 아래로 옮겨 가다. 또는 그렇게 하다.

(15)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다.

(16)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상이나 벌 따위가 주어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

(17)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 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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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6)의 경우, 사람이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지면으로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앞선 논의한 ‘차에서 내리다,

배에서 내리다’의 의미가 동일하지만, ‘에서’가 사용된 경우는 동작의 출발점을 나타

내고, ‘을’이 사용된 경우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7)의 경

우, 동작의 주체가 어떤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옮긴다는 점에서 역시 위에서 아래로

의 위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8)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

로서, 판단이나 결정이 나지 않던 상태에서 난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상태 변화를 일으킨 은유로는 ‘통제나 힘은 위’이다. (9)의 경우, 동작의 주체가

어떤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옮김을 의미하는데, 이는 앞의 (6), (7)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위에서 아래로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다. (10)의 경우 역시 위치 변화를 나타낸

다. (11)의 경우도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12)의 경우는 앞선 논

의한 ‘내리다’의 자동사적 용법에서 ‘감소는 아래’ 은유가 작용하여 생긴 의미이다.

즉, 이 경우 ‘내리다’의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은 모두 동일한 은유 ‘감소는

아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13)의 경우 또한 앞서 논의한 ‘체증이 내리다’의 경우와

대응되는데, 여기서도 이 자동사적 용법과 마찬가지로 ‘사라짐은 아래’라는 은유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4)의 경우도 앞서 논의한 자동사적 용법인 ‘막이 내리

다’의 의미와 동일한데, 실제로 특정 대상이 위에서 아래로 옮겨진다는 하향성 위치

변화 외에, 어떤 상황이 종료됨을 나타내어 ‘끝남은 아래’의 은유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의 경우, 역시 앞선 ‘뿌리가 내리다’와 동일한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공간적인 위치 변화 외에, ‘정착’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은유는 바로 앞서 언급한 ‘안정됨은 아래’이다. (16)과 (17)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시한 개념적 은유 ‘통제받음은 아래’에 의해 은유적으로 형성된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내리다’는 자·타동사적 용법의 구분 없이, 동일한 명사 부류와 결합하

면 그 격구조와 상관없이 동일한 은유가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내리다’의 의미에 작용하는 은유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64)

64) 이러한 통합적 목록은 앞서 먼저 제시한 ‘내리다’의 자동사적 용법에 작용하는 은유들에

‘내리다’의 타동사적 용법인 ‘결론을 내리다’, ‘평가를 내리다’, ‘단정을 내리다’, ‘해답을 내

리다’와 같이 ‘결정이나 판단을 하다’의 의미에 작용하는 은유 ‘결정함은 아래’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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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둠은 아래」

(2)「적음은 아래」

(3)「도착은 아래」

(4)「소실은 아래」

(5)「종료는 아래」

(6)「안정은 아래」

(7)「통제는 아래」

(8)「결정은 아래」

이상의 8가지 개념적 은유가 ‘내리다’의 의미 범주화에 작용하는 인지적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적 기제는 바로 해당 동사의 의미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념체계가 대부분 은유적으로 구조화되었음을 상기할 때,65) 이러

한 의미 범주에 대한 개념적 은유 접근법은 학습자의 낱말 의미 체계를 발달시키는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유변화 범주의 동사 의미 유형 구분

이제 또 다른 변화 범주 관련 동사인 ‘주다’, ‘받다’와 ‘사다’, ‘팔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들 동사는 전체적으로 ‘소유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주다’와 ‘받다’의 경우는 특정 대상이 동작의 주체를 기준으로 이에서

이탈하는지 아니면 이에 도착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은유적 의미 또는 함의가 나타나

는 데 비해, ‘사다’와 ‘팔다’의 경우는 특정 대상이 동작의 주체에 소유되는지 아니면

소유되지 않는지에 따라 다양한 은유적 의미 또는 함의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럼 아래에 이들 각각의 동사의 의미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65) 이와 관련하여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 17-18)은 우리의 대부분의 근

본적인 개념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간화 은유들에 의해 조직화되고, 이러한 공간화

은유는 내적인 체계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예컨대,「행복은 위」의 은유는 수많은 고립

되고 임의적인 경우들을 규정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규정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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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상 이동에 따른 의미 유형

‘대상 이동’에 따른 의미 범주의 구조화 양상은 ‘대상 이탈’의 경우와 ‘대상 도착’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동사 ‘주다’는 특정 대상이 주어로 표현되는 동

작의 주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전달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상 이탈’의 경우에 해

당하고, 동사 ‘받다’는 특정 대상이 주어로 표현되는 동작의 주체에 닿아 이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상 도착’의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먼저 ‘대상 이탈’의

경우에 어떤 의미 범주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다음 대상 도착의 경우에 또

어떤 의미 범주화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다.

2.1.1. 대상 이탈의 경우

먼저, 동사 ‘주다’의 의미 유형들을 알아보기 위해 그 사전의미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주다

[동사]

(1)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2)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3)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4) 실이나 줄 따위를 풀리는 쪽으로 더 풀어 내다.

(5) 시선이나 몸짓 따위를 어떤 곳으로 향하다.

(6) 주사나 침 따위를 놓다.

(7) 속력이나 힘 따위를 가하다.

(8) 다른 사람에게 정이나 마음을 베풀거나 터놓다.

(9)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여 성적 관계를 맺다.

동사 ‘주다’ 역시 전체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주다’의 원형의미를

‘변화’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제 아래에서 ‘주다’의 사전의미를 바탕

으로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주다’의 사전의미에서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떤 물건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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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졌음’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는 동사 ‘주다’의 중심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주다’

의 중심의미는 구체적인 대상의 장소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의미를 중심으로

여타의 구체의미로 변이되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주다’의 의미 변이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대상 성분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다’의 의미 변이를 논의하

기 위해 이 대상 요소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2)의 경우, ‘자

격이나 권리, 점수’와 같은 비교적 추상적인 대상이 주어에서 이탈되어 ‘에게’성분으

로 나타나는 부사어로 전이됨을 의미한다. (3)은 ‘고통, 상처, 피해’와 같이 부정적인

뜻을 지니는 대상을 상대방에게 부여함을 의미한다. (4)는 ‘실이나 줄’과 같은 기다린

물체를 풀리는 쪽으로 더 많이 내준다는 의미로 동작의 주체인 주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더 많은 양의 ‘실과 줄’을 보냄을 의미한다. (5)는 ‘시선’과 같은 실제로 움직

일 수 없는 대상을 동작의 주체인 주어에서 어떤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뜻으

로,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추상적인 대상의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은

동작의 주체인 주어가 상대에게 ‘주사나 침’을 놓음을 의미한다. (7)은 ‘속력이나 힘’

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더 가한다는 의미에서 ‘주다’를 사용한 경우이다. (8)은 ‘정

이나 마음’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9)는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이

성 간의 성적 교제를 의미한다. 이처럼 ‘주다’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상이 한 곳에

서 다른 한 곳으로 옮겨졌음’을 뜻하는데, 그 옮겨진 대상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상의 성격에 따라 ‘주다’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체적 대상이 주어를 이탈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선물을 주다

(2) 추상적 대상이 주어를 이탈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①긍정적 대상이 주어를 이탈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감동을 주다

②부정적 대상이 주어를 이탈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상처를 주다

2.1.2. 대상 도착의 경우

다음, 동사 ‘받다’의 의미 범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를 위해 그 사전의미

들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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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다

[동사]

(1)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2)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

(3)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4) 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

(5) 여러 사람에게 팔거나 대어 주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품을 사다.

(6)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잡다.

(7)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미치다.

(8) 빛, 볕, 열이나 바람 따위의 기운이 닿다.

(9) 요구, 신청, 질문, 공격, 도전, 신호 따위의 작용을 당하거나 거기에 응하다.

(10) (‘-어 주다’와 함께 쓰여)다른 사람의 어리광, 주정 따위에 무조건 응하다.

(11) 사람을 맞아들이다.

(12) 총이나 칼 따위를 맞다.

(13) 남의 노래, 말 따위에 응하여 뒤를 잇다.

(14) 태어나는 아이를 거두다.

(15) 동식물의 씨나 알 따위를 거두어 내다.

(16) 술 따위를 사다.

(17) 떨어진 버선이나 신 따위를 덧대어 깁다.

(18)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

(19) 색깔이나 모양이 어떤 것에 어울리다.

(20) 음식물 따위가 비위에 맞다.

(21) 화장품 따위가 곱게 잘 발린다.

(22) 사진이 더 잘 나오는 특성이 있다.

위의 ‘받다’의 사전적 의미 제시에서 볼 수 있듯이, ‘받다’는 앞서 논의한 다른 동

사들로 달리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받

다’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대상 논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 이유는 주

어 논항에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유정물’, 특히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지적으로 매우 현저한 요소로 ‘받다’의 의미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보았고, 부사어 논항은 필수적인 성분이 아닌 임의적인 성분이기에 역

시 해당 동사의 의미 형성에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받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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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범주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대상 논항인 ‘을’ 성분이 된다. 그

럼 아래에 이 대상 성분의 의미자질 변화에 따른 ‘받다’ 동사의 의미 확장 양상에 초

점을 두면서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받다’의 기본의미는 ‘어떤 사물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함’을 뜻하

는데, 이는 해당 사물의 위치변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기본의미를 중심으로 다른

확장의미들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받다’의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에서 추

상적인 사물로 바뀌게 되는데, 본고는 위에 제시된 ‘받다’의 사전적 의미들 중에서

대상의 성질, 즉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의 순으로 의미를 재배열하고 이들의 순서에

따라 ‘받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피는 것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해당 동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먼저, ‘받다’의 대상으로 구체적인 것이 쓰인

의미들을 모으면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2)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

(5) 여러 사람에게 팔거나 대어 주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품을 사다.

(6)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잡다.

(11) 사람을 맞아들이다.

(12) 총이나 칼 따위를 맞다.

(14) 태어나는 아이를 거두다.

(15) 동식물의 씨나 알 따위를 거두어 내다.

(16) 술 따위를 사다.

(17) 떨어진 버선이나 신 따위를 덧대어 깁다.

(18)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

위에서 제시된 ‘받다’의 의미들은 모두 그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로, 주어의 소유물

이 아니던 것이 주어의 소유물로 되었음을, 즉 소유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1)은 ‘선물, 편지, 월급’을 누군가가 주어에게 주는 동작을 통하여

주어의 소유로 되었음을 나타내고, (2)는 ‘세금, 의연금, 공과금’과 같은 ‘돈’을 누군가

가 주어에게 주어서, 주어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5)는 누군가가 물

품을 다른 곳에서 사들여 이를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물품을 잠시 자신의 소유로

함을 뜻하고 (6)은 어디에선가 오는 사물을 손으로 잡아서 자신의 것으로 가짐을 뜻

하며, (11)은 ‘손님, 환자, 신입 사원’을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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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끌어들임을 뜻하는 것으로 역시 그러한 대상을 잠시나마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2)는 ‘총이나 칼’을 맞으면 몸에 상처가 날 수 있는데, 이 역시 그러한 상

처를 가지는 것, 즉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14)는 ‘아이’의 출산을

돕기 위해 산모로부터 아이를 분리하는 일로, 이 역시 아이를 소유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소유의 의미로 볼 수 있다. (15)는 식물이나 동물에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소유함을 의미하고, (16)의 ‘술을 받다 오다’, ‘술 한 잔을 받다’는 각각 ‘술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다’, ‘술을 상대방에게서 얻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소유

의 뜻으로 볼 수 있으며, (17)은 ‘헤어진 옷가지나 양말을 덧대어 깁다’는 뜻으로 이

러한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소유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큰 틀에서는 소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은 물

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제시한 동사 ‘받다’의 의미 항목들은 모두 주어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기본적으로 모두 ‘소

유’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의 성질에 따라 이러한 ‘소유’

의 의미에 다른 부가적인 의미들이 더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가적인

의미에는 주로 소유의 목적과 소유의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상이 오는 ‘받다’의 의미는 크게 단순 소유, 소유의 목적, 소유의 결과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단순 소유: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다.

② 소유의 목적: 방송국은 요즘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재 의연금을 받고 있다.

③ 소유의 결과: 손님을 받다, 환자를 받다. 신입 사원을 받다.

다음, ‘받다’의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물은 아니지만 시각으로나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 지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오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사전

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

(8) 빛, 볕, 열이나 바람 따위의 기운이 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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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4)는 ‘점수, 등급, 학위’와 같은 척도나 칭호를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 역시 소유의 의미로 볼 수 있다. (8)은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인 ‘빛, 볕,

열, 바람’과 같은 대상이 우리의 몸에 닿음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잠시나마 우리의

몸에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의 의미로 포괄할 수 있다.

이제 ‘받다’의 대상이 좀 더 추상적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해당하는 사

전의미들을 모아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3)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7)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미치다.

(9) 요구, 신청, 질문, 공격, 도전, 신호 따위의 작용을 당하거나 거기에 응하다.

(10) (‘-어 주다’와 함께 쓰여)다른 사람의 어리광, 주정 따위에 무조건 응하다.

(13) 남의 노래, 말 따위에 응하여 뒤를 잇다.

위에서 (3)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이나 심리적 작용에 의해 영향을

입음을 뜻하고, (7)은 그 출처는 알기 어려우나 역시 주어가 추상적 대상의 영향을

입음을 뜻한다. 그리고 (9)는 ‘요구, 신청, 질문, 공격, 도전, 신호’와 같은 영향을 입

음은 앞선 (3, 7)과 동일하나, 그러한 영향을 입고 주어가 주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구분된다. (10)은 ‘-어 주다’와 결합하여 쓰이는 점이

특이한데, ‘어리광, 술주정, 조건’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수용하고 이에 적절히 대

응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13)은 ‘말이나 노래’를 이어서 이를 계속 유지함을 의

미한다. 즉, 여기서 (1-5)는 기본적으로 ‘영향 입음’을 나타내는데, 이 외에 ‘적극적

대처’, ‘무조건 응함’, ‘상태유지’ 등의 의미가 추가된다. 이러한 의미 구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① 단순 영향 입음: 막내로 집에서 귀염을 받다, 학교에서 벌을 받다.

② 적극적 대처: 도전자의 도전을 받다, 친구의 전화를 받다.

③ 무조건 응함: 그의 술주정을 받아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④ 상태유지: 닥터 박이 갑작스레 딱딱한 억양으로 말을 받고는 살포시 이맛살까지

찡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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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받다’의 대상의 성격, 즉 구체성에서부터 추상성으로의 변화에 따른 ‘받

다’의미의 변이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외에 ‘받다’는 자동사적 용법으로도 쓰이

는데, 이 경우의 의미 변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사전에 제시된 ‘받다’의 자

동사적 용법은 아래와 같다.

(19) 색깔이나 모양이 어떤 것에 어울리다.

(20) 음식물 따위가 비위에 맞다.

(21) 화장품 따위가 곱게 잘 발린다.

(22) 사진이 더 잘 나오는 특성이 있다.

위에서 (19)는 ‘받다’가 부사(어) ‘잘’과 함께 쓰여 주어로 쓰인 대상이 부사어로 쓰

인 대상에 잘 어울린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20)은 ‘음식물’과 같은 대상이 사람

에게 잘 맞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21)은 ‘화장품’과 같은 물질이 사람의 피부에 잘

스며든다는 뜻으로 쓰이고, (22)는 ‘사진’과 같은 명사와 함께 쓰여 ‘사진이 더 잘 나

오는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요컨대, ‘받다’의 자동사적 용법은 부사

어 ‘잘’과 결합하여 ‘어디에 어울리거나 맞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로 볼 수 있다. 본고는‘받다’의 자동사적 용법은 ‘받다’가 부사 ‘잘’과 함께 결합되어

쓰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기서 형성된 의미는 ‘받다’만의 의미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받다’의 의미는 타동사적 용법에서 형성

된 의미로만 제한하기로 한다.

2.2. 대상 소유에 따른 의미 유형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 ‘사다’와 ‘팔다’의 의미 범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동사

‘사다’와 ‘팔다’는 상거래 동사로서, 상거래 모형에 의해 그 의미가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66) 즉, 상거래 틀을 이루는 틀 요소로 사는이, 파는이, 상품, 가격의 네 가지가

있는데, ‘사다’는 사는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기술하고, ‘팔다’는 파는이의 관점에서 상

황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 아래에 ‘사다’와 ‘팔다’의 의미에

66) 상거래 모형에 의한 ‘사다’와 ‘팔다’의 의미 분석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임지룡(200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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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각 알아본 후 이들 간의 의미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2.2.1. 대상 소유의 경우

먼저 ‘사다’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에 제시된 의미를 보이기로 한다.

사다

[동사]

(1)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

(2) 가진 것을 팔아 돈을 장만하다.

(3) (주로 ‘사서’ 꼴로 쓰여)안 해도 좋을 일을 일부러 하다.

(4) 다른 사람의 태도나 어떤 일의 가치를 인정하다.

(5)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부리다.

(6)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하다.

(7) 음식 따위를 함께 먹기 위하여 값을 치르다.

위에서 제시된 ‘사다’의 사전의미를 검토해 보면, 먼저 그 기본의미로 ‘사는 이가

파는 이로부터 어떠한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는 즉, ‘소유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유상의 변화는 다른 확장의미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

변이는 주로 ‘사다’의 대상의 적용 범위에 따른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다’의 의미

범주를 논함에 있어 대상의 의미 영역의 범위 확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사다’의 의미 분석과 관련하여 그것의 대상의 의미 범주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사다’의 기본의미는 그 대상이 구체

적인 물건이나 권리인 경우에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대상이 ‘돈’과 같은 대상으로

대체되면 주어인 소유자가 그 돈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나타나게 되고, ‘고생’과

같은 대상이 주어지면 그 의미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을 일부러 자처해서 하다’는 뜻

으로 불필요한 일을 소유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로’나 ‘업적’과 같은 추

상적인 대상이 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사(어) 높이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태도나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사

다’라는 동작의 주체인 주어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소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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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사다’동작의 대상이 ‘짐꾼, 일꾼’이 되는 경우, 동작의 주체인 주어

가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되는 노동력을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소

유의 의미, 즉 노동력이 ‘짐꾼’이나 ‘일꾼’의 것으로부터 구매자인 동작의 주체의 것

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소유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사다’동작의 대상이 ‘의심, 호

감, 원한’이 오는 경우, 동작의 주체인 주어가 본래 지니고 있지 않던 감정과 관련된

추상적 대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소유 변화로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

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그 대상이 ‘저녁, 밥’과 같은 음식물 관련 명사가 오는 경

우,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 먹기 위해 동작의 주체인 주어가 그 음식물을 구매한다

는 의미로 이 역시 해당 음식물을 소유하지 않던 상태에서 소유하게 된 상태로 바뀌

었다는 의미에서 ‘소유변화’로 해석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동사 ‘사다’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해 본 결과, ‘사다’의 추상적인 원형의

미를 ‘소유변화’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공통된 원형의미를 지니는 각 구체의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는지

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다’의 의미 범주 확

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작용 요소로 본고는 그것의 대상을 꼽았다. 즉, 이

대상의 의미 영역의 확장에 따라 ‘사다’의 의미 범주가 결정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다’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들

대상의 의미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상에 따라 ‘사

다’의 의미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에서 ‘사다’의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들을 대상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이 분석 결과를 기초로 ‘사다’의 의미 범주를 구

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주어가 상품을 소유: 선물을 사다

② 주어가 힘든 일을 경험: 고생을 사서 하다

③ 주어가 긍정적 결과에 대해 인정: 공로를 높이 사다

④ 주어가 노동력을 사용: 일꾼을 사다

⑤ 주어에 대해 부사어가 부정적 감정을 소유: 철수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다

위와 같이 ‘사다’의 의미 범주를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의미에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의미는 바로 그 원형의미인 ‘소유변화’와 그 소유가 ‘동작의 주체인

주어에 있음’이고, 각각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은유적으로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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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2. 대상 무소유의 경우

다음 ‘사다’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다른 동사 ‘팔다’의 의미 범주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사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팔다’의 사전의미를 검토해 보

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하자. ‘팔다’의 사전의미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팔다

[동사]

(1)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기거나 노력 따위를 제공하다.

(2)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돈을 받고 윤락가나 윤락업을 하는 사람에게 넘기다.

또는 사람을 돈을 받고 물건처럼 거래하다.

(3) (‘눈’, ‘정신’ 따위와 함께 쓰여)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곳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리다.

(4)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끌어다가 핑계를 대다.

(5) 옳지 아니한 이득을 얻으려고 양심이나 지조 따위를 저버리다.

(6)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위의 ‘팔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그 기본의미는 ‘파는 이가 사는 이에

게 돈을 받고 해당 상품을 넘김’을 뜻하는데, 이는 앞선 ‘사다’의 기본의미와 대립관

계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소유변화’로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팔다’의

의미 범주에 대해 ‘사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소유변화’라는 추상적인

원형의미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다’의 경우와 다른 점은 ‘팔다’는

‘사다’와 동일한 상거래 장면을 연상시키지만 ‘사다’가 ‘사는이’의 관점에서 묘사되는

데 반해, ‘팔다’는 ‘파는이’의 관점에서 묘사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따라서 ‘팔다’

는 ‘사다’와 반대로 ‘파는이’에게로 소유가 전이됨을 뜻한다. 따라서 ‘팔다’의 원형의

미는 총체적으로 ‘소유변화’에 ‘동작의 주체인 주어에 소유가 있음’으로 설정할 수 있

겠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팔다’의 의미 변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사다’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대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팔다’의 경우도 대상에 따른 의미 확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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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 범주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앞서 논의하였듯이, 기본의미는 그 동작의 대상으로 ‘물건이나 권리’가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은 동작의 주체인 주어에서 부사어67)로 나타나는

상대방에게로 그 소유가 바뀜을 뜻하는데, 이 경우 앞서 논의한 ‘주다’의 경우와 유

사한 의미를 보이는데, 이들의 서로 다른 점은 ‘주다’는 대가성이 없는 소유 변화를

의미하는 데 반해, ‘팔다’는 대가성이 있는, 즉 동작의 주체가 돈을 받고 해당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8) 다음 그 동작의 대상이 ‘사람’과 같은

명사로 바뀌게 되면 이 경우에는 ‘사람’을 은유적으로 상품화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음을 뜻하는데 이 역시 상품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돈을 받고 사람에 대한 소

유권을 전이하는 뜻, 즉 ‘소유변화’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눈이

나 정신’과 같이 추상적인 대상인 경우, 그러한 대상이 동작의 주체인 주어에서 이탈

하여 빠져 나감을 뜻하는데, 이 역시 해당 대상을 소유하던 데에서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변화’라는 의미로

포괄할 수 있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그 대상으로 ‘이름’과 같은 명의가 사용된 경우인데, 이는 해당 대상의 가치

를 이용함을 뜻하는데, 이 역시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그 소유권

을 다른 데로 이전한 사건으로 은유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경우로, 이 역시 ‘소유

변화’로 포괄할 수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동작의 대상으로 ‘양심이나 지조’가 오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모두 어떤 특정 목적을 위

해 대상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마지막으로 그 대상이

‘쌀’로 특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동작의 주체인 주어가 상거래 활동에서 쌀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고 쌀을 구입한다는 뜻으로, 대립적인 의미를 보이

는‘사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특수한 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동작의 주체인 주어가 돈을 지불하고 쌀을 소유하였다는 점에서 ‘소유변화’의 원형의

미는 여전히 성립되는데, 단지 그 동작의 대상인 쌀이 다른 ‘팔다’의 경우 그 대상이

동작의 주체인 주어에서 이탈되는 데 반해, 여기서는 그 대상이 동작의 주체인 주어

가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상의 ‘팔다’의 의미 범주에 대해 논의한

67) 여기서 이 부사어는 필수적인 항이 아닌 임의적인 항이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 변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8) 이는 ‘팔다’가 상거래 동사이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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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대상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어가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 상품을 팔다

② 주어가 특정의 정신 상태에서 이탈: 정신을 팔다

③ 주어가 타인의 명의를 부정적으로 사용: 이름을 팔다

④ 주어가 곡식을 소유: 쌀을 팔다

이와 같이 ‘팔다’의 의미 범주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앞서 설정한 원형의미인 ‘소유 변화’와

‘해당 대상이 주어를 이탈함’69)이다. 그리고 ‘팔다’의 구체적인 의미들은 이 두 가지

의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들 구체적인 의미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사다’의 경우와 유사하

게 원형의미 중에서 ‘대상이 주어에서 이탈함’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는 ‘이탈’이 은유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팔다’의 의미가 원형의미를 기반으로 은유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위에서 일차적으로 구조화한 ‘팔다’의 의미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재차 범주화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 ‘팔다’의 용법에서 나타나는 ‘이탈’의 구체적인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기준으로 ‘팔다’의 의미 범주를 재구조화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이탈’은 어떤 대상이 어떤 곳을 떠나 더 이상 그 곳에 있지 않음, 즉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는 ‘팔다’의 기본의미라 할 수 있는 위의 (1)에서 드러남을 알 수

있다.70) 다음 (2)와 같이 정신적인 대상이 쓰인 경우의 ‘이탈’은 주어에 있어야 해당

대상이 없게 되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나 바림직한 상태가 아님을 뜻한다. 즉, 여

기서의 ‘이탈’은 주어가 정상 상태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의 경우,

69) ‘쌀을 팔다’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쌀을 사다’는 의미로 쓰이는 특수한 용법이

기는 하나, 쌀을 구매하는 자가 돈을 주고 그 쌀을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돈을 팔고 쌀을

산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를 이탈하는 대상은 실제적으로 그 대상으로 쓰

인 ‘쌀’이 아닌 ‘돈’이라 할 수 있다.

70) 여기서 ‘사람을 팔다’의 경우, 구체적으로 없어진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닌 ‘사람의 자유’

라 할 수 있다. 즉, 그 사람의 자유는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산 주인에게 그 결정권이 있음을 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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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의 대상으로 쓰인 ‘명의나 명분’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은 그 동작의 주체가 해

당 대상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선 ‘사다’에서 그 대상의 가치

를 이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용 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탈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

대상의 가치가 감소되었거나 없어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4)의

경우 비록 특수한 용법이기는 하나, 주어가 돈을 주고 쌀을 구입하였으므로, 실제적

으로 대상으로 쓰인 ‘쌀’이 아닌 ‘돈’이 주어에서 없어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 동사 의미 유형의 등급화 원리

3.1. 의미의 추상성 정도

앞선 절에서 다의 동사의 의미를 은유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보았는데, 이렇게 구분된

의미들은 해당 동사의 의미 교육 항목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은유적 의

미로 그 인지적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이해하

기 쉬운 은유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은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은유에 의해 생성된 의미들을 교육 내용으로 삼을 경우, 이들을 위계화하여 순차

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71) 이에 본고는 앞선 절에서 진행한 동사의 의미 구분을 바

탕으로 이들 구분된 의미들을 그 은유성 또는 추상성에 따라 등급화하고자 한다. 이러

한 의미의 등급화는 동사의 의미 교육 내용의 단계적 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71) 이와 관련하여 박영순(2000: 247)은 은유를 그 정도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① 보통어와 같이 사전에 등재된 은유(은유성이 낮은 은유)

② 일반화된 은유(은유성이 보통인 은유)

③ 제한된 집단이나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은유(은유성이 높은 은유)

④ 임시어적 은유(문학적 은유)

또한, 박영순(2000: 253-263)은 은유를 그 난이도에 따라 일반 은유와 문학적 은유로

구분하고, 일반 은유를 다시 초급 은유, 중급 은유, 고급 은유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은 은유의 교육 단계 설정에 일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은유의

난이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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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의어의 의미확장은 원형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facet)에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네(Heine, 1991: 48)는 개념영역의 일반적인 확장 방향을

‘사람>대상>활동>공간>시간>질’과 같이 나타내는데, 이는 개념이 비유적으로 확장

될 경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활동’, ‘공간’, ‘시간’, ‘질’의 차례로 나아감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지룡(2009: 211-4)은 의미 확장의 양상을 다음의 여섯 가지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사람’이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에게 사

용된 낱말을 이용하여 ‘짐승’, ‘생물’, ‘무생물’로 확장한다. 예컨대, ‘먹다’라는 동사는

‘사람이 음식물을 먹는 행위’에서 ‘짐승이 먹이를 먹는 행위’로 확장되며, ‘물기를 머

금은 잎새’에서처럼 생물로 확장되며, ‘{기름/풀} 먹은 종이’에서처럼 무생물로 확장

된다.

둘째, <구체성 → 추상성>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구체성’인데, 이

를 바탕으로 ‘추상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밝다’의 경우를 보면

‘빛’을 중심으로 ‘색 → 표정 → 분위기 → 눈/귀 → 사리’의 밝음으로 확장된다.

셋째, <공간 → 시간 → 추상>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공간’인데,

이는 우리가 가장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범주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간성, 추상성으로

진행된다.72) 예컨대, ‘짧다’라는 낱말은 ‘길이’의 척도인 “연필이 짧다”에서 “시간이

짧다”, “경험이 짧다” 등으로 확장된다.

넷째,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물리적’

공간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심리적 공간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다음의 ‘-에 있

다’는 세 가지 존재방식이 이 과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ㄱ. 그는 서재에 있다.

ㄴ. 그는 대학 연구소에 있다.

ㄷ. 그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

72) 이와 관련하여 기본(Givón, 1979: 314-7)은 우주를 분류하는 데에 쓰이는 의미자질을

구체적, 시간적, 추상적으로 나누어 그 내포관계를 ‘공간>시간>추상’으로 진행됨을 보

이면서, 통시적으로 공간적 의미는 시간적 의미로 전이될 수 있고, 시간적 의미는 추상

적 의미로 전이될 수 있으나 그 각각의 역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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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의 확장이다. 이 경우 확장의 기준점은 ‘일

반성’이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용법을 중심을 쓰이며, 이차적으로 비

유성을 획득하는데, 비유가 한층 굳어져서 관용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예컨대, 위

의 ‘짧다’에서 “연필이 짧다”는 글자 그대로의 일반적인 표현이며, “경험이 짧다”는

추상적인 비유표현이며, “입이 짧다”는 관용표현이 된다.

여섯째, <내용어→기능어>의 확장이다.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어’(content

word)는 ‘기능어’(function word)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의미 표백

화’(semantic bleaching)라고 한다. 예컨대, 보조용언이나 조사 ‘부터’, ‘조차’ 등은 내

용어에서 기능어로의 의미 표백화 과정을 보여 준다.

요컨대, 인간의 인지 원리는 ‘사람·구체성·공간·물리적·일반성·내용어’ 등을 중심으

로 하나의 기본의미에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의어가 형성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절에서 분석한 동사들 중에서, ‘가다’, ‘오다’, ‘오르다’, ‘내리다’

의 동사들은 그 의미에 지향적 은유가 적용됨을 확인하였고, ‘주다’, ‘받다’, ‘사다’,

‘팔다’의 동사의 경우에는 그 의미에 존재론적 은유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은유에 대한 인지적 이해에 정도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 은유적 의미

에 대해 난이도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지적 난이도의 설정은 결국 개념적 은

유의 목표영역의 추상성 정도와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영역의 추상성을 보이

기 위해 앞서 구분한 동사의 의미 유형들을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동사 ‘가다’의 경

우, 본고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공간변화: 한국에 가다

시간변화: 시간이 가다

상태생성: 손해가 가다, 이해가 가다, 주름이 가다, 금이 가다, 정이 가다

상태유지: 평생을 가다

상태도달: 소식이 가다

상태소멸: 전깃불이 가다

위와 같이 동사 ‘가다’는「변화는 이동」의 은유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변화 관련

의미가 생성되는데, 이들 의미는 공간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변화, 상태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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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념영역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간변화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로 그 의미 이해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타의

은유적 의미의 경우는 그 이해에 있어 정도성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이들 은유적 의미는 그 추상성 정도에 따라 시간변화의 의미를 일차적 은유, 즉

은유성이 낮은 의미로, 상태 변화의 의미를 이차적 은유, 즉 은유성이 높은 의미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의 ‘가다’의 의미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변화의

의미는 하나의 의미로 구분되지만, 상태변화의 경우 그 의미는 ‘상태생성’, ‘상태유

지’, ‘상태도달’, ‘상태소실’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변화’ 개념의

전반적인 단계에 대한 구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유지되며,

그러다가 특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최종에는 그 상태의 소실로 이어지는 변화의

모든 단계를 동사 ‘가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은유적 의미들을 교육할

경우 이들의 난이도를 어떻게 식별하여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의

미는 모두 상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의 은유성 즉 추상성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의미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이들 의미의 이해 난이도는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

에서 대응되는 낱말의 의미에 상태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의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해당 의미의 이해가 쉬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 따

라서 본고는 동일한 개념영역의 의미라 할지라도 학습자 모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

의 의미와 대조를 통해 그 난이도를 구분하고자 한다. 즉, 학습자 모국어의 대응되는

낱말에 해당 의미가 존재한다면 그 의미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하

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의미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

다.

3.2.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응관계

3.2.1. 동사 ‘가다’의 다의 대조분석

먼저, 동사 ‘가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낱말인 ‘去’의 의미들 중, 상태변화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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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중국어 낱말 ‘去’의 경우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의

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낱말 ‘去’의 ‘상태변화’의 의미

① 상태지속: 坚持下去(유지해 나가다)

② 상태소실: 大势已去(대세는 이미 지나갔다)

위와 같이 중국어의 낱말 ‘去’는 상태변화의 의미로 ‘상태지속’과 ‘상태소실’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가다’의 경우와는 달리 ‘상태생성’과 ‘상태도달’의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동사 ‘가다’의 의미를

학습할 경우, ‘상태지속’과 ‘상태소실’의 의미를 ‘상태생성’과 ‘상태도달’의 의미보다

이해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배열함에

있어서 ‘상태지속’과 ‘상태소실’의 의미가 먼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가다’에 대한 은유적 의미의 난이도에 따른 의미 교육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다.

의미 단계 의미 유형 용례

1단계 시간변화 세월이 가다

2단계 
상태지속 평생을 가다

상태소실 전기가 가다

3단계 
상태생성 피해가 가다

상태도달 소식이 가다

<표 Ⅲ-1> 동사 ‘가다’의 단계적 의미 구분

이와 같이 ‘가다’의 은유적 의미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 의미들은 은유성의 정도와 학

습자 모국어에서의 대응 여부에 따라 등급화할 수 있는데, ‘가다’의 문자적 의미를 습

득한 중·고급 학습자들에게 이들 의미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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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동사 ‘오다’의 다의 대조분석

다음, 동사 ‘가다’와 의미적으로 대립되는 ‘오다’의 은유적 의미에 대한 단계적 등

급화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선 절에서 분석한 ‘오다’의 의미 구분

결과를 가져오기로 한다.

공간변화: 집에 오다

시간변화: 추석이 오다

상태생성: (1) 긍정적 또는 중립적 상태 생성: 평화가 오다, 졸음이 오다, 느낌이

오다, 기회가 오다

(2) 부정적 상태 생성: 감기가 오다, 무리가 오다, 충격이 오다

상태도달: 편지가 오다, 소식이 오다, 전화가 오다

위와 같이 동사 ‘오다’의 경우는 ‘가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화 범주를 나타내는

낱말로, 크게 ‘장소변화’, ‘시간변화’, ‘상태변화’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태변화’의 경우, 구체적으로 ‘가다’의 경우와 다르게 ‘상태유지’73)와 ‘상태소실’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오다’의 의미를 그

교육적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중국어의 대응 낱말인 ‘來’와 대보하여 보기로

하였다. 중국어의 ‘來’는 ‘상태생성’과 ‘상태도달’의 의미를 지니는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낱말 ‘來’의 ‘상태변화’의 의미

① 상태생성: 和平来了(평화가 오다), 机会来了(기회가 오다), 来感觉了(느낌이 오다)

② 상태도달: 来信(편지가 오다), 来消息(소식이 오다), 来电话(전화가 오다)

73) 동사 ‘오다’는 본용언이 아닌 보조용언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태유지’의 의미를 나타

내는데, 이 경우 보통 동사의 뒤에서 ‘-어 오다’의 구성으로 쓰이는데 그 예를 보이면 다

음과 같다.

(1) 날이 밝아 온다.

(2) 그는 이 직장에서 30년간이나 일해 왔다.

(3) 그는 지금까지 아픔을 잘 견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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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중국어 ‘來’는 한국어 ‘오다’와 마찬가지로 ‘상태생성’과 ‘상태도달’의 의

미를 가지지만, ‘상태생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상태의 의미적 특

성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경우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즉, ‘오다’의 ‘상태생성’의 의미로 쓰이는 ‘감기가 오다’에서

‘오다’는 중국어에서 ‘얻다’를 나타내는 ‘得’로 표현되고, ‘충격이 오다’에서 ‘오다’는 중

국어에서 ‘받다’를 나타내는 ‘受’로 표현된다. 이처럼 부정적 상태의 생성을 의미하는

‘오다’의 의미가 중국어의 대응 낱말인 ‘來’에는 없으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의

미의 이해를 어려워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 의미는 다른 상태생성의 의미보다 후

에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오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단계 의미 유형 용례

1단계 시간변화 가을이 오다

2단계
긍정적 상태생성 평화가 오다

상태도달 소식이 오다

3단계 부정적 상태생성 충격이 오다

<표 Ⅲ-2> 동사 ‘오다’의 단계적 의미 구분

3.2.3. 동사 ‘오르다’의 다의 대조분석

이제 또 다른 지향적 은유가 작용하는 동사 ‘오르다’의 은유적 의미의 난이도 구분

에 대해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상승의 변화를 나타내는 ‘오르다’의 경우를 보

기로 하는데, 이를 위해 역시 앞선 절에서 구분한 ‘오르다’의 의미 결과를 가져오기

로 하는데, 먼저 ‘오르다’가 ‘에’ 성분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를 구분한 결과를 보

이면 다음과 같다.

위치변화: 기차에 오르다, 배에 오르다, 뭍에 오르다

위치변화의 시작: 여행길에 오르다, 귀로에 오르다

위치변화의 결과: 모처럼 저녁상에 갈비가 올랐다, 고등어가 도마에 오르다

상태변화: 사업이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올랐다 구설수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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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상승: 왕위에 오르다, 관직에 오르다, 벼슬길에 오르다

자격의 승격: 호적에 오르다, 사전에 오르다

위와 같이 ‘오르다’는 ‘에’ 성분과의 결합에서 크게 위치변화와 상태변화의 의미를

보이는데, 이들 각각은 세 가지의 하위의미로 다시 구분되는데, 위치변화의 경우, 위

치변화의 과정을 뜻하는 의미, 위치변화의 시작을 뜻하는 의미, 위치변화의 결과를

뜻하는 의미로 구분되고, 상태변화의 경우, 상태의 단순한 변화, 신분이나 지위의 상

승, 자격의 승격 변화로 하위구분하였는데, 이들 ‘오르다’의 의미가 중국어의 대응 낱

말인 ‘上’의 의미와의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위치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경우

는 아래와 같이 대응됨을 알 수 있다.

(11) ㄱ. 上山(산에 오르다)

ㄴ. 上車(차에 오르다)

ㄷ. 上船(배에 오르다)

또한, ‘여행길에 오르다’와 같이 위치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중국어에서

도 대응 낱말인 ‘上’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上路(길을 오르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가 밥상에 올랐다’에서의 ‘오르다’의 위치변화의 결과를 나타내

는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역시 대응 낱말 ‘上’으로 표현된다.

(13) 上菜(요리가 오르다)

이와 같이 ‘오르다’가 위치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의미들은 대

체적으로 중국어의 대응 낱말인 ‘上’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의미는 학

습자들에게 쉽게 이해될 가능성이 높은 의미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오르다’가 ‘에’ 성분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은유적 의미인 상태변화의 의미가

중국어의 대응 낱말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하는데, 이 경우도 앞선 위

치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상태변화의 의미가 중국어의 낱말인 ‘上’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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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 ‘上’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ㄱ. 上軌道(궤도에 오르다)

ㄴ. 登上王位(왕위에 오르다)

ㄷ. 上戶口(호적에 오르다)

위와 같이 ‘오르다’가 ‘에’ 성분과 결합하여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중국어의 ‘상’과 대응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들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오르다’가 부사격조사 ‘에’ 성분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의미는 대체적으로

중국어에서 동일한 낱말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들 의미는 교육 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오르다’가 주격조사 ‘이’ 성분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의미가 중국어와 어떤 대

응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앞선 절에서 분석한 ‘오

르다’의 해당 의미의 구분 결과를 가져온다.

(1) 사물의 상승: 불길이 오르다, 김이 오르다, 연기가 오르다

(2) 수치의 증가: 등록금이 오르다, 혈압이 오르다, 성적이 오르다

위에서 문자적 의미로 쓰이는 ‘불길이 오르다’, ‘연기가 오르다’에서 ‘오르다’의 의

미는 중국어에서는 ‘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뿜어져 나온다는 의미의 ‘冒’로 표

현된다.

(15) ㄱ. 冒火(불이 뿜어져 나오다)

ㄴ. 冒烟(연기가 뿜어져 나오다)

이처럼 문자적 의미라 해도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되지 않고

다른 낱말로 표현되는 의미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제시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음,「많음 또는 높음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는 ‘오르다’의 경우는 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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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는 명사의 특성에 따라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들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6) ㄱ. 学费涨了(등록금이 불다)

ㄴ. 血压上升(혈압이 오르다)

ㄷ. 成绩上升(성적이 오르다)

이와 같이 ‘오르다’의 선행명사로 ‘등록금’과 같은 ‘돈’ 관련 명사가 오는 경우, 일

반적으로 중국어에서는 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上昇’으로 대응되는 것이 ‘불다’의 의

미를 나타내는 ‘漲’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혈압’이나 ‘성적’과 같은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오르다’의 의미는 중국어의 ‘上昇’과 대응됨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들 ‘오르다’의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다른 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추상 명사 ‘기세’나 ‘인기’와 결합된 동사 ‘오르다’의 경우도 중

국어의 ‘上昇’에 대응한다.

(17) ㄱ. 气势上昇(기세가 오르다)

ㄴ. 人气上昇(인기가 오르다)

따라서 이들 의미는 앞선 ‘혈압이 오르다’, ‘성적이 오르다’와 같은 단계에 제시하

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상의 ‘오르다’의 의미에 대한 등급 구분의 결과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보면 먼저

문자적 의미이면서 중국어의 대응 낱말로 범주화되는 의미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다

음 은유적 의미이지만 중국어의 대응 낱말로 범주화되는 의미를 제시하고, 그리고

문자적 의미이지만 중국어의 대응 낱말로 범주화되지 않는 의미를 제시하며, 마지막

으로 은유적 의미이면서 중국어의 대응 낱말로 범주화되지 않는 의미를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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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단계 의미 유형 용례 

1단계 위치변화의 결과 요리가 오르다

2단계 수치의 증가(1) 혈압이 오르다

3단계 사물의 상승 불길이 오르다

4단계 수치의 증가(2) 등록금이 오르다

<표 Ⅲ-3> 동사 ‘오르다’의 단계적 의미 구분

3.2.4. 동사 ‘내리다’의 다의 대조분석

다음, ‘오르다’와 대립되는 ‘내리다’의 의미 교육 내용 순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다. 이를 위해 역시 앞선 절에서 ‘내리다’의 의미를 구분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인

다.

(1)「어둠은 아래」: 어둠이 내리다

(2)「적음은 아래」: 살이 내리다

(3)「도착은 아래」: 서울역에 내리다

(4)「소실은 아래」: 체증이 내리다

(5)「종료는 아래」: 막이 내리다

(6)「안정은 아래」: 뿌리가 내리다

(7)「통제는 아래」: 명령이 내리다

(8)「결정은 아래」: 결정을 내리다

이상의 ‘내리다’의 은유적 의미들의 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

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어둠이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夜幕

降临’처럼 ‘하강’의 의미를 지니는 ‘降’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의미는 중국인 학습

자에게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다음, ‘살이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경우 중국어

에서는 ‘减肥’와 같이 대응되는데 여기서 ‘减’은 ‘줄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처럼

이 경우 한국어의 ‘내리다’는 중국어의 ‘하강’의 의미를 나타내는 낱말로 대응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역에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의미는 ‘도착’의 의미로

이는 중국어의 ‘下車’로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의 이해에 별다른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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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체증이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경우 ‘소화됨’을 의미하는

데, 이는 우리가 실제로 음식물이 배에서 소화될 경우 몸속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으로 생각하는 공통적인 경험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음식물

이 소화가 되어 없어지는 것을 ‘내리다’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막이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경우 이는 ‘종료’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중국어에서도 아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落’이 사용되어 ‘落幕’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

습자들이 이해하기에 쉬울 것이다.74) 또한 ‘뿌리가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경우, 이는

‘안정적으로 고착됨’을 의미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중국어에서도 ‘扎下根’과 같이 동

일한 의미를 하강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下’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은유적 사실

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해당 의미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명

령이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경우 역시 중국어에서 ‘下令’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명령

이나 지시 따위가 선포됨’을 의미하는 경우에 ‘아래’를 의미하는 ‘내리다’로 표현한다

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해당 의미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

을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경우 중국어에서도 ‘下决定’과 같이 ‘아래’를 의미하는 동

사 ‘下’로 표현되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자들은 이 의미를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리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등급화해 보면, 먼저 한국어

와 중국어에서 공통의 개념적 은유로 설명되는 것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다음 우리

의 공통된 경험적 상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미인 ‘체증이 내리다’와 같은 경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지막으로 두 언어에서 서로 다른 낱말로 범주화되는 은

유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74) ‘아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의 또 다른 낱말인 ‘下’의 경우도, 실제로 ‘下課’(수업이

끝나다), ‘下班’(퇴근하다)과 같이 ‘끝남’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에서 ‘끝남을 아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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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단계 의미 유형 용례 

1단계

어둠 어둠이 내리다

도착 서울역에 내리다

종료 막이 내리다

안정 뿌리가 내리다

통제 명령이 내리다

결정 결정을 내리다

2단계 소실 체증이 내리다

3단계 적음 살이 내리다

<표 Ⅲ-4> 동사 ‘내리다’의 단계적 의미 구분

이제 앞선 동사의 의미에 작용하는 지향적 은유와는 또 다른 존재론적 은유에 의

해 생성되는 동사들의 의미 교육 내용들의 등급화에 대해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이

들 동사로는 앞선 절에서 분석한 ‘주다’, ‘받다’, ‘사다’, ‘팔다’가 포함된다. 그럼 아래

에 이들 각각의 동사들의 의미 교육 내용 순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2.5. 동사 ‘주다’의 다의 대조분석

동사 ‘주다’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앞선 절에서 분석한 의미 결과를 보이기로 한다.

(1) 구체적 대상이 주어를 이탈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선물을 주다

(2) 추상적 대상이 주어를 이탈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①긍정적 대상이 주어를 이탈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관심을 주다

②부정적 대상이 주어를 이탈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상처를 주다

‘주다’의 의미는 그 동작이 미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책을 주다’

와 같이 그 대상이 구체적인 경우, 중국에서도 ‘給書’처럼 ‘주다’의 기본의미를 나타

내는 ‘給’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추상적인 경우에는 대응되는 모습을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심을 주다’의 경우 이는 중국어에서 ‘關心’처럼 하나

의 동사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상적 대상인 ‘부정적 영향을 일으

킴’을 나타내는 ‘상처를 주다’는 중국어에서 ‘給傷害’와 같이 ‘주다’의 의미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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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낱말로 범주화되지만, 동일한 추상적 대상이지만 ‘피해를 주다’의 경우에는 ‘주다’

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의 ‘給’로 범주화되지 않고 ‘造成危害’처럼 ‘피해를 조성하

다’로 표현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동사 ‘주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등급화해 보면, 먼저 문

자적 의미로 사용되면서 두 언어에서 서로 대응되는 의미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다

음, 은유적 의미이지만 두 언어에서 대응되는 낱말로 범주화되는 의미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은유적 의미이면서 두 언어에서 서로 다른 낱말로 범주화되는 의미를 제

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의미 단계 의미 유형 용례

1단계 구체적 대상의 수여 책을 주다

2단계 부정적 대상의 영향 상처를 주다

3단계 긍정적 대상의 영향 관심을 주다

<표 Ⅲ-5> 동사 ‘주다’의 단계적 의미 구분

3.2.6. 동사 ‘받다’의 다의 대조분석

동사 ‘주다’와 의미적으로 대립되는 ‘받다’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역시 먼

저 앞선 절에서 분석한 의미 분석 결과부터 보기로 한다.

(1) 단순 소유: 선물을 받다, 공을 받다

(2) 소유의 목적: 세금을 받다, 손님을 받다

(3) 소유의 결과: 햇빛을 받다, 바람을 받다

(4) 단순 영향 입음: 귀염을 받다, 복을 받다

(5) 적극적 대처: 도전을 받다

(6) 무조건 응함: 농담을 받다

(7) 상태의 유지: 말을 받다

위의 ‘받다’의 의미들은 그 동작의 대상이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순

으로 배열된 것인데,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 의미가 더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들 의미를 중국인 학습자의 의미 이해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려면 이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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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선물을 받다’, ‘공을 받다’

에서 ‘받다’의 문자적 의미는 중국어에서 ‘接受礼物’, ‘接球’과 같이 ‘받다’의 의미는

나타내는 중국어 표현 ‘接受’, ‘接’로 표현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의미

를 이해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세금을 받다’,

‘손님을 받다’에서 ‘받다’의 의미도 중국어에서 ‘收税’, ‘接客人’과 같이 역시 ‘받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 낱말 ‘收’나 ‘接’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햇빛을 받다’에서 ‘받다’의 의미는 우리의 몸에 ‘햇

빛’이 닿는다는 의미로, 중국어에서는 ‘晒太阳’과 같이 한국어의 ‘받다’와 대응되는 낱

말이 아닌 ‘쬐다’의 의미를 지니는 낱말 ‘晒’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받다’의 의

미는 그 대상이 덜 추상적이라고 해도 두 언어 간의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 난이도가 높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다음 ‘귀염을 받다’, ‘복을 받다’에서 ‘받다’의

의미는 중국어에서 ‘受寵’, ‘受福’처럼 ‘받다’와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受’로 표현되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해당 의미의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도전을

받다’에서 ‘받다’의 의미의 경우 역시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 ‘接受’로 사용하여

‘接受挑戰’과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음 ‘농담을 받다’에서 ‘받다’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말을 받다’에서 ‘받다’의 의미는 중국어에서 ‘接话’와 같이 ‘받다’와 대

응되는 중국어 낱말 ‘接’으로 범주화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의미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동사 ‘받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등급화해 보면, 기본적으로

‘받다’의 대상의 의미적 특성 즉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순서로 의미를

배열하되, 중국어와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는 의미인 ‘햇빛을 받다’와 같은 경우는 의

미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

라 ‘받다’ 의미의 배열 순서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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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단계 의미 유형 용례

1단계
소유 선물을 받다

행위의 목적 세금을 받다

2단계

영향(1) 복을 받다

대처 도전을 받다

응대 농담을 받다

행위의 유지 말을 받다

3단계 영향(2) 햇빛을 받다

<표 Ⅲ-6> 동사 ‘받다’의 단계적 의미 구분

3.2.7. 동사 ‘사다’의 다의 대조분석

동사 ‘사다’의 경우를 살피기 위해 앞서 분석한 의미 구분 결과를 보이기로 한다.

(1) 주어가 상품을 소유: 선물을 사다

(2) 주어가 힘든 일을 경험: 고생을 사서 하다

(3) 주어가 긍정적 결과에 대해 인정: 공로를 높이 사다

(4) 주어가 노동력을 사용: 일꾼을 사다

(5) 주어에 대해 부사어가 부정적 감정을 소유: 철수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다

여기서 ‘물건을 사다’, ‘밥을 사다’와 같이 그 대상이 구체적인 경우에 ‘받다’는 중

국어에서 ‘买东西’, ‘买饭’와 같이 대응되는 낱말인 ‘買’로 표현되기 때문에 중국인 학

습자들에게 어려운 의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받다’의 대상이 추상적인 경우 사정

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고생을 사서 하다’와 같이 그 대상이 ‘고생’과 같이

힘든 일의 경우, 이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受苦’처럼

한국어 ‘받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受’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로를

높이 사다’와 같이 ‘긍정적인 일에 대한 인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받다’의 경우도 중

국어에서는 대응되는 낱말이 아닌 ‘칭찬하다’의 의미인 낱말을 사용하여 ‘稱讚功勞’와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이 의미 역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받다’의 대상이 ‘노동력’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에도 중국어에서는 대응되는 낱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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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지 않고 다른 낱말로 표현되는데, 예컨대, ‘일꾼을 사다’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고용하다’의 의미를 지닌 낱말 ‘雇’를 사용하여 ‘雇人’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 의미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받다’의 대상이 ‘부정

적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에도 여전히 중국어에서 대응되지 않는 낱말로 표

현되는데, ‘노여움을 사다’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사다’와 대응되는 낱말 ‘買’ 대신 ‘惹

怒’와 같이 ‘노여움을 일으키다’는 의미의 동사 ‘惹’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이

의미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등급화해 보면, 전체적으로 ‘사다’

의 대상이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의 방향으로 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여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의미 단계 의미 유형 용례

1단계 소유(1) 선물을 사다

2단계 경험 고생을 사서 하다

3단계 인정 공로를 높이 사다

4단계 사용 일꾼을 사다

5단계 소유(2)
철수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다

<표 Ⅲ-7> 동사 ‘사다’의 단계적 의미 구분

3.2.8. 동사 ‘팔다’의 다의 대조분석

동사 ‘팔다’의 의미 교육 내용의 등급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앞서 분석

한 ‘팔다’의 의미 내용을 다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주어가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 상품을 팔다

(2) 주어가 특정의 정신 상태에서 이탈: 정신을 팔다

(3) 주어가 타인의 명의를 부정적으로 사용: 이름을 팔다

(4) 주어가 곡식을 소유: 쌀을 팔다

여기서 첫 번째 의미인 ‘물건을 팔다’에서 ‘팔다’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 ‘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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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卖东西’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쉽게 이해되는 의미가

된다. 또한 ‘나라를 팔다’, ‘양심을 팔다’ 역시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 ‘賣’를 사용

하여 ‘賣國’, ‘賣良心’과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해당 의미는 이해하기 비교적 쉬운 의

미이다. 그리고 ‘정신을 팔다’에서 ‘팔다’의 의미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 ‘賣’가

아닌 ‘精神不集中’처럼 ‘집중하지 않다’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의미는 학습자들이 이

해하기 비교적 어려운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팔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등급화해 보면, 그 대상의 추상성

정도, 즉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의 방향으로 제시하되, 대상의 추상성

정도가 비슷하여 이들 은유적 의미의 난이도 식별이 어려운 경우 중국어와의 대응관

계가 성립되는 은유적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중국어와의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의미를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의미 단계 의미 유형 용례

1단계 소유 이전 상품을 팔다

2단계 집중력 상실 정신을 팔다

3단계 명의의 부정적 사용 이름을 팔다

4단계 소유 쌀을 팔다

<표 Ⅲ-8> 동사 ‘팔다’의 단계적 의미 구분

이상 동사의 의미 교육 내용 배열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문자적 의미,

은유적 의미의 순으로 배열하되, 은유적 의미의 경우, 중국어의 대응되는 낱말로 범

주화되는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 중국어의 대응되는 낱말로 범주화되지 않는

의미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미 습득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4. 다의어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이제까지 다의어의 기본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이러한 다의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다의어에 대한 교육 현황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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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항목 A교재 B교재 C교재

가다 초급1-2과 기본의미 한국어1-4과 기본의미

표준한국어1-14과

‘학교에 가다’

표준한국어1-21과

보충어휘 ‘등산을 가다’

표준한국어2-3과

‘군대에 가다’

표준한국어2-1과

보충어휘 ‘유학을 가다’

표준한국어3-9과

본문어휘 ‘장가를 가다’

가지다
초급1-29과 보충어휘

‘역사를 가지다’

한국어1-16과 보충어휘

‘기술을 가지다’

표준한국어1-15과

보충어휘 ‘가지고 오다’

자 한다. 이를 위해 교재 분석, 교사 설문, 학습자 설문의 세 가지로 나누어 조사하

기로 한다. 교재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로 교재에 다의어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고, 교사 설문을 진행하는 목적은 실제

수업에서 다의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다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

고, 학습자 설문을 진행하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다의어의 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있고, 또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럼 아래에 이들 각

각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4.1. 교재 내 다의어 분포 상황

본고는 교재 내 다의어의 분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세 종류의 교재

들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동시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을 기준으로 그 의

미 항목이 5개 이상인 동사 10개를 추출하였는데 그 목록을 다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가다, 가지다, 내리다, 받다, 보다, 사다, 살다, 알다, 오다, 주다

이상의 동사들은 각 교재의 본문과 보충어휘에 등장하는 것들로 그 구체적인 출현

양상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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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2-7과 본문어휘

‘개방적인구조를가지다’

한국어2-1과 보충어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내리다
초급1-3과 본문어휘

‘비가 내리다’

한국어 1-15과 보충어휘

‘비가 내리다’ 표준한국어 1-24과

‘종로 3가에서 내리다’한국어 2-10과 본문어휘

‘판단을 내리다’

받다
초급1-9과 본문어휘

기본의미, ‘선물을 받다’

한국어 1-14과 본문어휘

확장의미, ‘연수를 받다’

표준한국어 1-23과 보충어휘

기본의미, ‘성적표를 받다’

표준한국어 1-25과 보충어휘

확장의미, 전화를 받다

표준한국어 2-20과 본문어휘

확장의미, ‘칭찬을 받다’

표준한국어 2-7과 보충어휘

‘커피를 타다’

표준한국어 3-9과 본문어휘

확장의미, ‘각광을 받다’

표준한국어 3-24과 본문어휘

확장의미, ‘벌을 받다’

보다
초급1-4과 본문어휘

기본의미, ‘무엇을 보다’

한국어 1-12과 본문어휘

기본의미, ‘사전을 보다’

표준한국어 1-13과 보충어휘

기본의미, ‘신문을 보다’

표준한국어 3-23과 보충어휘

‘선을 보다’

표준한국어 3-3과 본문어휘

‘손을 보다’

사다

초급1-19과 보충어휘

기본의미, ‘백화점에서

옷을 사다’

한국어 1-14과 보충어휘

기본의미, ‘백화점에서옷

을 사다’

표준한국어 1-14과 보충어휘

기본의미, ‘과자를 사다’

살다
초급1-28과 본문어휘

‘이제 좀 살 것 같다’

한국어 1-13과 본문어휘

‘기숙사에서 살다’

알다
초급1-20과 본문어휘

‘알겠습니다’

한국어 3-3과 보충어휘

‘알아서 하다’

오다

초급1-2과 본문어휘

기본의미, ‘학교에 오다’

한국어 1-11과 보충어휘

확장의미, ‘비가 오다’

표준한국어 1-13과 보충어휘

기본의미, ‘어디에 오다’초급2-2과 보충어휘

확장의미, ‘비가 오다’

표준한국어 1-20과 본문어휘

확장의미, ‘눈이 오다’

초급2-15과 보충어휘

확장의미, ‘잠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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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
초급1-4과 본문어휘

기본의미, ‘무엇을 주다’

한국어 1-17과 본문어휘

기본의미, ‘사과를 주다’

표준한국어 1-17과 보충어휘

기본의미, ‘꽃을 주다’

표준한국어 3-2과 보충어휘

확장의미, ‘힘을 주다’

<표 Ⅲ-9> 한국어 교재 속 다의 분포 상황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 분포 조사 대상 어휘가 다의성이 높은 동사임

을 감안할 때, 교재 내에 제시된 이들 동사의 의미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기본의미를 위주로 약간의 확장의미가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는 것

이 대부분이다. 이는 다의 교육의 내용이 교재 내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재에 의존하는 다의어 교육은 교사나 학습자 모두에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과서 구성으로는 다의어 교육이 제대로 이

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교재에서

다의어의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를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 다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다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

는데, 이들 문항의 내용은 크게 구분해 보면, 다의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다

의어를 실제로 교수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의어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 은유적 설명에 의한 다의어 교육의 효과성 문제 등이 포함

된다. 그럼 아래에 이들 각각의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이도록 한다.

먼저, ‘한국어 동사의 다양한 의미들 중, 기본의미 이외의 확장의미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전체 설문 참여자 교사 20명 중, 75%에

해당하는 15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5명의 교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교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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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동사의 확장의미 교수의 필요성

다음, 다의어 교육이 왜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들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교사가 3명, 문장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교사가 6명, 일상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교사가 6명이었다.

<그림 Ⅲ-2> 다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한, 다의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교사들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습

부담이 크다고 답한 교사가 2명,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

가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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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다의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음, 실제로 수업시간에 동사의 확장의미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앞선 다

의어 교육의 필요성 질문에 대한 응답과는 달리 설문 참여자 교사 20명 전원이 실제

로 가르친다고 답했다. 그리고 다의어 교육이 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급단계에서 진행된다는 응답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중급단계

에서 진행된다는 응답이 4명, 초급단계에 진행된다는 응답이 3명,75) 그리고 단계의

구분 없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된다는 응답이 3명7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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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다의어를 가르치는 단계 분포

75) 초급단계에서부터 다의어를 가르친다고 응답한 교사 중의 한 명은 한국어 교수 경력이

15년으로 오랜 한국어 교육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의어 교육이 초급부터 진행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인다.

76) 다의어 교육을 단계의 구분 없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한다고 응답한 교사 3명은 모두

9-10년의 비교적 긴 한국어 교육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다의어 교육이 어느 특정

교육 단계에 국한하여 가르치는 것보다 어느 단계에서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르쳐

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의어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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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확장의미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예

문 제시를 통한 의미 설명이 20명, 사전 활용을 통한 의미 설명이 5명, 의미 확장 규

칙을 통한 의미 설명77)이 8명,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단어나 표현을 통한 의미 설명

이 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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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동사의 확장의미를 교수하는 방법

또한 교사 본인이 선택한 교수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서 예문 제시가 효과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된 의미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교

사가 11명, 해당 의미의 구체적 문맥을 알 수 있다고 대답한 교사가 6명, 예문을 통

해 학습자 스스로 확장의미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교사가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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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이 효과적인 이유

<그림 Ⅲ-6> 예문 제시가 동사의 확장의미 교수에 효과적인 이유

77) 여기서의 의미 확장 규칙은 특정 어휘의 의미가 구체적인 데에서 추상적인 데로의 확장

을 보이는 관계를 일컫는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앞선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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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활용을 통한 의미 설명의 효과성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1명의 교사만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동사의 바른 사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다음, 의미 확장을 통한 의미 설명의 효과성 질문에 대해서는 의미 확장 규칙은

확장의미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교사가 4명, 확장의미의 추측에 유용하다

고 대답한 교사가 2명, 다양한 확장의미를 익히는 데 유용하다고 대답한 교사가 2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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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의미 확장 규칙 설명의 효과

마지막으로 대응되는 중국어의 단어나 표현을 통한 의미 설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총 17

명의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의 의미 이해에 큰 도움이 된

다고 응답했는데, 앞선 다른 교수 방법에 비해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동사의 확장의미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여러 의미를 순차적으로 제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의 질문에 모든 교사들이

순차적 제시가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시에 여러 의미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의미의 난이도에 따라 차례대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학습자들이 동사의 확장의미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설문 응답 교사 전체

가 학습자들이 확장의미를 어려워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복수 응답 가능) 특

정 동사가 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가 10명, 의미 확장 규칙을 습

득하기 어려워한다가 9명, 새로 학습할 의미가 이미 학습한 의미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

하기 어려워한다가 14명, 의미의 수가 많아서 그 각각의 의미를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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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가 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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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학습자들이 동사의 확장의미를 어려워하는 이유

다음, 동사 의미의 구체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

여 동사 ‘가다’와 ‘오르다’를 예로 들었고, 각각의 동사에 대해 의미의 추상성 정도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다’의 의미들 중 ‘시간이 가다’에서 ‘가

다’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용례 제시를 통해 설명한다는 답변

이 4명, 유의어, 즉 ‘흐르다’, ‘지나다’와 같은 단어를 통해 설명한다는 답변이 4명, 중

국어의 대응표현을 제시하여 설명한다는 답변이 6명, 의미 확장의 규칙을 통해 설명

한다는 답변이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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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시간이 가다’에서 ‘가다’의 의미 설명 방식

그리고 ‘시간이 가다’에서의 ‘가다’의 의미보다 보다 추상적인 의미인 ‘정이 가다’에



- 113 -

서의 ‘가다’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문맥, 즉 용례 제

시를 통해 설명한다는 답변이 2명, 유의어나 관련어를 통해 설명한다는 답변이 4명,

중국어의 대응표현을 제시하여 설명한다는 답변이 4명, 의미 확장 규칙을 제시하여

설명한다는 답변이 8명, 속담 제시를 통해 설명한다는 답변이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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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정이 가다’에서 ‘가다’의 의미 설명 방식

또한 동사 ‘오르다’의 경우, ‘연기가 오르다’에서 ‘오르다’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

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용례 제시를 통해 설명한다는 답변이 2명, 중국어의

대응표현을 제시하여 설명한다는 답변이 6명, ‘오르다’의 ‘상승’ 의미에 착안하여 지

향적 은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답변이 1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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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연기가 오르다’에서 ‘오르다’의 의미 설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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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동사 ‘오르다’의 또 다른 의미인 ‘열이 오르다’에서 ‘오르다’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어의 대응표현을 제시하여 설명한다는 답변이 10명,

은유적 방식을 통해 설명한다는 답변이 9명, 확장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답변이 1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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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열이 오르다’에서 ‘오르다’의 의미 설명 방식

마지막으로 동사의 의미에 대한 은유적 설명 방식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4개

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실제로 동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하

는지에 대한 질문에 13명의 교사가 사용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7명의 교사는 사

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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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동사의 확장의미 설명에 은유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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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체적인 은유적 설명의 예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해 ‘마음이

떠 있다’, ‘대를 잇다’, ‘기운이 빠지다’ 등을 들었다.

다음 은유적 설명 방식이 동사의 의미 설명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효과적이

라고 답한 교사가 11명,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한 교사가 9명이었다.

<그림 Ⅲ-14> 확장의미 설명에 있어 은유 사용의 효과

또한 은유적 의미 설명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 ‘학습자들의 사고

범위를 넓혀 주어 의미의 확장 규칙의 습득에 도움이 된다’로 답한 교사가 4명, ‘은

유적 설명 방식은 학습자들이 추상적 의미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에 그 의미 습득에 유리하다’로 답한 교사가 5명, ‘은유적 설명 방식은 학습

자들이 추상적 의미를 영상을 통해 생동감 있게 학습하는 데 유리하다’로 답한 교사

가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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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은유가 확장의미 설명에 효과적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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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유적 설명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변한 교사들의 경우 그 이유에 대

해 ‘은유적 설명은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로 답한 교사가 4명, ‘은유적 설

명보다는 예문 제시를 통한 직접적 설명이 효과적이다’로 답한 교사가 2명, ‘모국어

의 대응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로 답한 교사가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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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확장의미 설명에 은유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이상으로 설문을 통해 다의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대부분

의 교사들이 다의어 교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다의어를 대체적으로 중급 단계

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교수 방법은 한국어의 예문을 제시하거나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을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가 제안하고자 하는 개념적

은유의 설명 방식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4.3. 다의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다의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는데, 이들의 내용을 보면 크게 다의어 학습의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 다의

어 학습의 난이도 여부 및 그 이유, 수업에서 교사의 다의어 교수 방법 및 그 유용

성, 교사의 다의어 교수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의

어 학습 방법의 유무 및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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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이기로 한다.

먼저, 다의어 학습이 어려운지에 대한 질문에 어렵다고 답한 학습자가 99명, 어렵

지 않다고 답한 학습자가 5명으로, 학습자들은 대부분 다의어의 학습을 어렵게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7> 다의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다의어 학습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

았는데, 다의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크게 구분해 보면, 문장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학습자가 43명,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학습

자가 28명,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고 대답한 학

습자가 18명, 하나의 동사로 다양한 표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대답한 학습자가 10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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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다의어 학습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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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다의어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5명의 학습자들은 그 이유에 대

해서 별다른 대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 다의어 학습이 어려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렵다고 답한 학습자가 96명,

어렵지 않다고 답한 학습자가 8명으로, 앞서 다의어 학습의 필요성 여부의 질문에서

와 유사하게 다의어 학습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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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다의어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다의어 학습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복수 응답 가능) 하나의 동사

가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

습자가 32명, 다의 확장 규칙을 습득하기 어렵다고 답한 학습자가 55명, 새로 배울

다의가 전에 배운 다의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알기 어렵다고 답한 학습자가

29명, 의미가 많아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한 학습자가 8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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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다의어 학습의 어려운 이유



- 119 -

그리고 수업에서 교사가 다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국어 예를 들어 다의를 설명한다고 답한 학습자가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동작이나 도식으로 설명한다고 답한 학습자가 33명, 다의 확장 규칙을 통해 설명한

다고 답한 학습자가 39명, 대응되는 중국어 낱말이나 표현을 제시하여 설명한다고

답한 학습자가 6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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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교사가 확장의미를 가르치는 방법

또한 이러한 교사의 다의 교수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어의 예문을 제시하는 방식을 선택한 학습자가 46명, 구체적

인 동작이나 도식의 제시를 선택한 학습자가 12명, 의미 확장 규칙의 제시를 선택한

학습자가 6명,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의 제시를 선택한 학습자가 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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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가장 효과적인 확장의미 교수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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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사의 다의어 교수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5명의 학습자들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19명의 학습자들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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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다의어 교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교사의 다의 교수를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장 의미에 대한 이해 능력

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답한 학습자가 32명,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답한 학습자가 24명, 자신이 의도한 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답한 학습자가

18명, 쓰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답한 학습자가 11명이었다. 이에 비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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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4> 다의어 교수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학습자 자신이 선호하는 다의 학습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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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자들이 있다고 답했고, 16명의 학습자들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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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자신만의 다의 학습 방법의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구체적인 다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복수 응답 가능) 문장을

보고 의미를 추측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학습자가 59명, 사전을 통해 다의를 이해한다

고 답한 학습자가 57명, 다의 확장 규칙을 통해 학습한다고 답한 학습자가 39명, 대응되

는 중국어 단어나 표현을 통해 학습한다고 답한 학습자가 47명이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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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6> 자신만의 다의 학습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상으로 다의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다의

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실제로 학습자들은 교사의 다의어 교수 방식에 대해 대

78) 그 외에 기타의 다의 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반복 연습이나 다의들 간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통해 학습한다고 답한 학습자들도 8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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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도 일부 있었다. 이는

새로운 다의어 교수 방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대

부분 자신만의 다의어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맥락 속에서 의미를 추측하거나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을 통해 다의어를 학습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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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동사 의미 교육의 설계

1. 동사 의미 교육의 목표

지금까지 본고는 동사의 의미 교육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의미 교육 내용 및 그

배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동사의 의

미 교육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사 의미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다음 구체적인 동사 의미의 교육 방안을 구

성하고, 해당 교육 방안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

시하기로 한다.

은유 교육의 필요성 또는 의의에 대해 이종열(2002: 10)은 비유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인 이상, 비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사

고 작용과 관련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언어교육이 궁극적으

로 지향해야 할 목표인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비

유에는 사회·문화적 세계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요소를 포함한다

면서, 비유가 지니는 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수업 전략으로서의 비유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선행 지식과 학습해야 할 내

용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내용의 연계성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교육 내용으로서의 비유는 사고 작용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학습자의 창의

적 사고력 신장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적 목표에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셋째, 비유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비유를 통해 언어와 사고 사이의 밀접

한 관련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는 의사소통 과정으로서의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반

영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은유가 언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승혜(2005: 211-213)는 은유가 창의적

언어 사용과 비판적 사고력과 이해력 그리고 상위 언어적 능력 계발에 유용하다고

지적하였고, 안젤라 리 스미스(Angela Lee-Smith, 2004: 327-336)는 은유가 외국어

교수법들 중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과 개념과 인지 중심의 교수법에서 중요한 교수

항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은유 학습의 목표를 어휘 능력의 향상, 의사소

통 능력의 향상, 쓰기·읽기 능력의 향상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실제적인 교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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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수지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혜영(2006: 94-96)은 한국어 교육에서 은유가 교

수항목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까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

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유가 한국어의 일상적인 표현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한국어 일상 언어의 사용 능력 향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은유 표현을 모르고서는 한국어 능력을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은유가 개념 이해 방식을 보여 준다는 면에서 은유에 대한 인지적인 설명을

통해 한국어 표현이 나타내는 개념 이해를 쉽게 해 줄 것이다. 은유가 인간이 태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지 기제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를 언어 사용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은유를 사용하는 동기가 문자적 표현으로는 표현하기 불가

능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복합적인 개념에 대해 간결한 표현 수단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표현의 개념 이해에서도 은유를 통한 개념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임지룡 2006: 48-49).

셋째, 은유가 사용된 표현을 통해 개념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 방식을 엿볼 수 있

다. 은유가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각 언어별로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차

이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한국어에 나타난 은유를 통하여 은유에 반영된 한국인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유 표현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

움을 준다는 점이다. 일상표현의 사용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일상표현에서

사용되는 은유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은유를 어휘교육에 활용할 경우 어휘 확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어휘 능력은 한 언어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만큼 중요한데, 연어 구성에

나타난 다양한 은유 표현을 이해하고 연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휘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은유가 나타내는 문화적인 차이를 통해 비교 문화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단순히 언어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 이해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한국

어 학습의 흥미가 더해질 것이다.

최진아(2007: 259)는 기존의 은유 교육은 은유가 비유적인 표현법의 하나라는 피

상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은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재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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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보고, 은유를 단순한 은유적 표현의 층위가 아닌 인식이나 사고의 체계와

관련지으려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은유가 인간의 언어와 사

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고,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보편적으

로 나타나는 ‘삶의 일부’로서 가르쳐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남민우(2011: 258-264)

는 모든 교육이 그렇듯, 교육의 목표는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에 입각해야 한

다면서, 은유 교육 역시 그 목표는 은유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에 두어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은유 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한다는 것은 은유의 본질을 명

료화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의 내면화의 필요성을 인식케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은유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 지향 의식의 작용으로 보

고 있다. 이에 은유 교육의 목표는 은유의 표면 구조에 대한 의미 해석에 머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은유의 내적 역학에 대한 이해까지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유

교육의 목표는 은유 작용의 근저인 ‘가치 지향 의식의 내면화’ 즉 ‘자기 자신이나 시,

사회, 세계의 이상적·궁극적 상태에 대한 지향 의식과 창조 활동에 참여하려는 태도

의 형성’으로 설정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은유 교육의 목표는 은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은유의 본질을 두 대상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으로 보고, 은유

의 기능을 기능별 은유의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구조적 은유는 일반화 기능을

나타내고, 존재론적 은유는 명료화 기능을 나타내며, 지향적 은유는 경험적 상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유사성의 발견

과 창조를 통한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목표는 난해하

고 새로운 개념을 일반화 기능, 명료화 기능, 경험적 상관성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된다.

2. 동사 의미 교육의 내용

이제까지 은유 교수·학습의 목표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는 이러

한 논의에 기초하여 은유 교수·학습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이종열(2002: 173-183)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비유

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영역별로 제시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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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관련 단원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데, 비유 단원의 목표를 비유의 본질과

특성을 알고 새로운 의미의 창조 과정을 아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하위 목표와 그에 따른 학습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일상 경험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비유의 본질을 안다.

① 비언어적 표현에서 비유의 방법이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있다.

② 일상적인 언어 표현에서 비유의 방법이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있다.

③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사용된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2) 비유의 특징과 과정을 파악하고 그 표현의 효과를 안다.

① 은유는 두 개의 이질적인 대상을 유사성에 의해 관련짓는 것임을 안다.

② 은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의미의 창조 과정임을 안다.

③ 비유적 표현이 비문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화용적으로 자연스럽

게 이해되는지를 안다.

(3) 비유적 의미의 사용과 원리를 안다.

①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② 합성어의 의미 확장 원리를 안다.

③ 다의어의 의미 확장 원리를 안다.

④ 관용어의 의미 확장 원리를 안다.

⑤ 비유가 언어 표현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주된 원리임을 안다.

(4) 시를 읽고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한다.

① 시에서 비유된 대상을 찾고 배경지식을 통해 그렇게 비유한 까닭을 안다.

② 비유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사용된 비유 표현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느낌을 말할

수 있다.

(5) 여러 가지 비유의 방법을 활용하여 문학작품을 쓸 수 있다.

① 비유의 여러 가지 방법을 안다.

② 관습적 비유와 문학적 비유의 차이점을 안다.

③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유의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 교육의 목표와 내용 설정은 비유를 단지 수업에서 교육 방법으로만

다루던 데에서부터 이제는 교육 내용으로까지 다루게 될 수 있음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낱말의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도록 교수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위의 이러한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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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미 은유의미 용례 개념적 은유 

변화 
시간변화 여름이 가다 「시간은 이동」

상태소실 맛이 가다 「소실은 멀어짐」

교육의 하위목표와 그 학습 내용들 가운데에서 (1)-(3)으로 제한하여 언급하고자 한

다. 여기서 (4)와 (5)를 제외한 이유는 본고의 교육 대상의 범위가 낱말 차원에 국한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담화·텍스트 차원의 비유는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 아래에 은유의 본질, 특성, 그리고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은

유 교육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1. 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 교육 내용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은유의 본질은 인간의 사고 작용과 관련되는데, 은유는 인

간의 사고 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은유의 본

질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은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력의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은유의 본질이 특정 낱말의 의미에 반영된 것이 그 낱말의 추

상적인 원형의미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낱말의 원형의미는 해당 낱말에 작용하는

은유의 의미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동사 ‘가다’를 예로 들면,

이 ‘가다’의 원형의미는 ‘변화’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이 낱말이 전체적으로 변화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냄을 뜻한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변화’ 관련 의

미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동사 ‘가다’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은유의 본질과 관련된 은유 교육 내용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원형의

미로,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해당 동사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할 때 ‘변

화’라는 의미영역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의 습득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아래에 그 예를 보이기로 한다.

<표 Ⅳ-1> 동사 ‘가다’의 의미 교육 내용

위와 같이 ‘가다’의 의미를 교수함에 있어서 먼저 그 구체적인 공통의미를 제시하

여 ‘가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영역을 나타내는 동사인지를 인식하게 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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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제시하는데, 이 경우 ‘가다’는 ‘변화’의 일종인 ‘위치변

화’의 의미를 나타냄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기본의미는 실제로 공간적인 의미 성격이

강하고 또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도 대응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유의 본질과 관련된 동사 의

미 교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의미가 비교적 추상적인 경우로 예컨대, 위의 ‘여

름이 가다’와 같이 ‘시간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기존의 의미 설명 방식은 ‘가

다’를 이동 동사로 보고, 그 대상인 ‘시간’을 ‘이동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

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설명 방식도 의미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고는 또 다른 설명 방식으로 동사 ‘가다’를 ‘변화’의 의미범주로 보고,

‘여름이 가다’와 같은 표현에서와 같이 ‘시간’도 변화의 대상이어서 특정 시간에서 다

른 한 특정 시간으로 바뀐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 설명 방식의 장점은 앞서 동사 ‘가다’의 의미를 그 대상의 이동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가다’가 기술하는 사건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설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태소실’

의 의미를 나타내는 ‘맛이 가다’의 표현에서도 ‘맛’이라는 상태가 정상적인 데에서 비

정상적인 데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이 ‘맛이 가다’의 의미를 변화의 일종인 [상태소실]의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리할 수 있는데, 이는 ‘맛이 가다’의 중

국어 대응표현이 ‘變味’로, 한국어로 직역하면 ‘맛이 변하다’인데 이는 중국어에서 맛

의 비정상적 상태로의 바뀜을 동사 ‘變’으로 표현한다는 경험적 사실은 중국인 학습

자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이동’의 관점보다는 ‘변화’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

과적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은유의 본질과 관련된 동사의 의미 교육 내용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할 요소는 원형의미이고, 다음 그 구체적인 의미가 이 원형의미의 일종임을 밝히고,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와 대응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피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절차

에 따라 동사 ‘가다’의 의미 교육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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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사 ‘가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다의어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변화’

의 의미를 나타냄을 설명한다.

(2) 동사 ‘가다’의 기본의미인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용례 ‘집에 가다’를 든다.

(3) 동사 ‘가다’의 은유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인 ‘시간이 가다’나 ‘맛이 가다’를

제시하고 이들과 각각 유의 관계를 보이는 표현을 들어 학습자들의 의미 이해

를 촉진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중국어의 대응 표현도 함께 제시한다.

(18) ㄱ. 시간이 흐르다(时间流去)

ㄴ. 맛이 상하다(味道变坏了)

또한 이상의 활동 과정을 통해 ‘가다’의 은유적 의미를 이해한 토대 하에 ‘가다’의

은유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실제로 동사 ‘가다’가 어떤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다’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 시간 관련 명사 예

컨대, 세월,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다’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

상태지속: 시간 관련 명사 평생/사흘을 가다

상태소실: 전기/맛이(가) 가다

상태생성: 피해/손해/무리/정/마음/신경이(가) 가다

상태도달: 소식/신호/연락이(가) 가다

이와 같이 ‘가다’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들의 대상부류를 제시하여 학습자들

이 실제로 해당 동사를 사용하여 의도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동사 ‘오다’의 교육 내용을 은유의 본질과 관련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앞

서 논의한 바대로 ‘오다’ 역시 ‘가다’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변화’의 의미를 나타

내는데, ‘가다’와 다른 점이라면 그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인데, ‘가다’가 기준점에서

멀어지는 경우와 달리 ‘오다’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

사 ‘오다’의 은유적 의미는 ‘가까움’이 함의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즉 ‘오

다’는 기준점인 화자 쪽으로 가까워지는 변화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앞선 ‘가다’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은유의 본질과 관련하여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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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시간변화 가을이 오다 「시간은 이동」

상태생성 감기가 오다 「생성은 가까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Ⅳ-2> 동사 ‘오다’의 의미 교육 내용

위와 같이 ‘오다’는 전체적으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공통

의미의 제시는 학습자로 하여금 ‘오다’가 포함된 표현의 의미를 [변화]의 의미와 관

련하여 생각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인 원형의미는 구

체적인 문맥, 즉 위치, 시간, 상태 등의 문맥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의미로 실현되는

데,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오다’의 의미는 그 선행명사로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가

옴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 학습자들에게 ‘오다’는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

로 위치가 변화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오다’의 [위치변화]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 ‘가을이 오다’에서와 같이 ‘오다’는 시간 관련 명사와 결합

하여 특정 시간이 기준점인 화자에게로 가까이 접근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설명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시간’은 변화의 대상으로서 학습자들에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기가 오다’의 경우인데, 이

러한 의미는 ‘오다’가 기준점으로 향하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그 기준점이 되는 화자

나 화자의 일부분에 특정 상태가 생성됨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대응되는 낱말의 중국어 표현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는 것

이 유용하다.

2.2. 동사 ‘오르다’, ‘내리다’의 의미 교육 내용

이제 또 다른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가 은유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교육 내용

을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오르다’의 경우, 앞서 그 의미를

구분해 본 결과 ‘오르다’의 의미특성인 ‘상승’이 지니는 은유적 함의에 따라 여러 가

지 의미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 중 은유적 의미에 해당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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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미 은유의미 용례 개념적 은유 

상태변화 
많아짐 살이 오르다 「많음은 위」

높아짐 가격이 오르다 「높음은 위」

유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많음은 위」: 살이 오르다

(2)「높음은 위」: 가격이 오르다

위와 같이 ‘오르다’는 그것의 ‘상승’의 의미특성이 지니는 은유적 함의에 따라 ‘특

정 사물의 위로의 상승’, ‘많음’ 또는 ‘높음’, 그리고 ‘좋음’을 ‘오르다’로 표현할 수 있

게 한다. 이와 같은 개념적 은유는 ‘오르다’의 의미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Ⅳ-3> ‘오르다’의 의미 교육 내용

이와 같이 개념적 은유「많음은 위」,「좋음은 위」가 적용된 ‘오르다’의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의

흥미를 북돋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먼저「많음은 위」의 은유가 작용하는 동

사 ‘오르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동사 ‘오르다’는 무엇이 많아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용례 ‘살이 오르다’를 제시한다.

(3) 이 개념적 은유는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벽돌과 같은 사물을 쌓을 경우 그것이 많이 쌓일수록 그 높

이가 높아짐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높음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는 동사 ‘오르다’의 의미 교육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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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어둠 어둠이 내리다 「어둠은 아래」

도착 서울역에 내리다 「도착은 아래」  

종료 막이 내리다 「종료는 아래」  

안정 뿌리가 내리다 「안정은 아래」  

통제 명령이 내리다 「통제는 아래」

결정 결정을 내리다 「결정은 아래」 

소실 체증이 내리다 「소실은 아래」

적음 살이 내리다 「적음은 아래」

(1) 동사 ‘오르다’는 무엇이 높아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용례 ‘기온이 오르다’를 제시한다.

(3) 이 개념적 은유 역시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데 예컨대,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기온을 측정할 경우 온도계의 수은주가 위

로 상승하게 됨을 경험한다.

이제 ‘내리다’의 은유적 의미 교육 내용을 제시해 보기로 하는데, 여기에서도 ‘오르

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리다’의 의미특성인 ‘하강’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에 따라

그 은유적 의미의 교육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표 Ⅳ-4> 동사 ‘내리다’의 의미 교육 내용

앞선 장에서 ‘내리다’의 은유적 의미를 그 교육적 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

였는데, 여기서 1단계에 속하는 의미들은 중국어에서와 공통된 개념적 은유에 의해

범주화되는 의미이기에 학습자들에게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제시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들이다. 또한 이에 덧붙여 각각의 의미들을 실제 경험에 근거하

여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 경험적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의미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두 언어에서 동일한 개념적 은유로 범주화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경험적 사실

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위의 2단계에 속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

겠다. ‘체증이 내리다’와 같은 표현의 경우, ‘위속의 음식물이 소화되다’의 의미로, 우

리는 실제로 먹은 음식물이 속에서 막혔던 것이 소화가 되면, 그 음식물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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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증이 내리다’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체증이 없어지다’ 또는 ‘체증이 사라지다’의 의미로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이

같은 의미를 ‘소화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消化’로 표현하는데, 이는 ‘먹은 음식물

이 없어짐’을 의미한다.79) 따라서 해당 의미를 가르칠 경우에는 우리의 이 같은 경험

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의미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이 내리다’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서로 다른 낱말로 범주화되

는 의미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앞선 ‘살

이 오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는 문자적으로 해당 의미를 표현하는 것

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줄어듦은 아래’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여 그 의미를 은유적

으로 표현한다는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의 차이도

우리의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쌓아 놓은 어떤 물건을 하나씩 내리면 그 물건의 높이가 낮아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상황을 우리는 ‘아래’의 의미특

성을 지니고 있는 낱말 ‘내리다’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유적

의미를 그것의 경험적 사실을 들어 설명하면 학습자들의 의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3. 동사 ‘주다’, ‘받다’의 의미 교육 내용

이제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주다’와 ‘받다’의 은유적 의미 교육 내용을 제

시해 보기로 하자.

먼저 동사 ‘주다’의 의미 교육 내용은 그 이동 대상의 의미 특성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이동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인 경우에는 ‘수여’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 이

동 대상이 추상적인 대상인 경우에는 ‘작용을 가하거나 영향을 입힘’의 의미를 드러

낸다. 여기서 ‘책을 주다’처럼 문자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상처를 주다’와 같이

은유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되는 의미는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 서로 다른 낱말로 범주화되는

79) 이와 같은 경우에「사라짐은 아래」의 개념적 은유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많

음은 위」의 개념적 은유와 대응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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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적 의미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는 그

동작 대상의 의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데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 동사 ‘주다’는 특정 사물이 어떤 추상적인 대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2) 이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 ‘손에 힘을 주다’를 제시한다.

(3) 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손에 힘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결과, 손이 그 힘을 소유

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전체적으로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주

다’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건을 묘사할 수 있다.

이처럼 ‘주다’는 그 은유적 의미를 ‘소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다음의

‘상처/피해를 주다’와 같은 은유적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서 ‘주다’의 대상으로 사용된 ‘상처, 피해’는 모두 추상적인 대상으로 ‘주다’와 결합하

여 ‘소유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상처를 주다’는 상처를 입은 대상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해를 주다’도

피해를 입은 대상이 그 피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이 두 의미는 동사 ‘주다’의 대상을 ‘주다’의 주체가 소유하던 데에서부터 다른 대

상의 소유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 두 의미는 중

국어에서 서로 다른 낱말로 대응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처를 주다’는 중

국어에서 ‘給傷害’로 ‘주다’와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되지만, ‘피해를 주다’는 중국어에

서 ‘造成危害’로 ‘주다’와 다른 낱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차이를

제시하여 ‘주다’의 의미 이해와 사용에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이제 ‘받다’의 은유적 의미 교육 내용의 설정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동사 ‘받

다’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주어로 표현되는 명사가 ‘받다’의 대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그 대상의 의미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위에

서 볼 수 있는 있듯이, ‘받다’는 그 대상이 구체적인 데에서부터 추상적인 데에로 점

차 바뀌어 가는데, 구체적 대상인 경우 ‘선물을 받다’, ‘손님을 받다’와 같이 그 대상

을 소유하거나 그 대상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는 모

두 중국어의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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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그 대상이 비교적 추상적인 경우 즉, ‘귀염

을 받다’, ‘도전을 받다’, ‘농담을 받다’, ‘말을 받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받다’는 상대

방이 건네는 추상적인 대상을 주어로 표현되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거나 수용한다

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 대체적으로 대응되는 중국어 낱말로 표현되기 때

문에 이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의 해당 의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햇빛을 받다’의 경우는 ‘햇빛’이 특정 대상의 표면에 닿음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그

특정 대상이 햇빛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받다’로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동사 ‘사다’, ‘팔다’의 의미 교육 내용

마지막으로 동사 ‘사다’와 ‘팔다’의 의미 교육 내용의 설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동사 ‘사다’도 앞서 보인 동사 ‘주다’나 ‘받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의

의미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구분됨을 알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물건, 음식물, 돈’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인 경우에는 주어로 표현된 사람이 그 대상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는 중국어로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

해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받다’의 의미 교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일꾼/짐꾼을 사다’와 같이 ‘사다’의 대

상이 ‘노동력’을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에 이는 주어로 표현된 사람이 일꾼이나 짐꾼

을 고용한다는 뜻으로, 이 역시 고용주가 그 고용된 사람들의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다’로 해당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생을

사서 하다’에서 ‘사다’의 의미는 주어로 표현된 사람이 고생을 겪는다는 의미로 이

역시 특정한 사람이 고생을 자신의 소유로 하면서 그 고생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로를 높이 사다’에서도 ‘사다’의 의미는 주어로 표현된 사람

이 특정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역시 ‘사다’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여움을 사다’에서도 특정한 사람의 행동으

로 하여 누군가가 분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사다’로 표현할 수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이 경우 그러한 감정의 소유자는

앞선 다른 경우와 달리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격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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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 따른 통사상의 차이점도 해당

의미의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동사 ‘팔다’의 의미 교육 내용의 설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동사 ‘팔다’의

의미 역시 그 대상의 의미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의 경우

는 ‘상품을 팔다’와 같이 그 대상이 주어로 표현되는 판매자의 소유에서 그 대상의

구매자의 소유로 전이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는 중국어에서 그대로 대응되

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사다’

의 경우 ‘양심을 팔다’와 같이 그 대상이 추상적인 경우에도 그 의미는 여전히 ‘소유

변화’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주어로 표현되는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다고 그

양심을 버림으로 인해 그 양심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어 소유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의미의 표현에 ‘팔다’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을 팔다’의 경우에도 주어로 표현되는 사람이 마땅히 자신이 두어야 할

주의력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 주의력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팔다’를 통해 그러한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은유적 의미에

대한 해석은 학습자들이 ‘팔다’의 은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인지적으로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사 의미 교육의 방법

앞선 논의에서 우리는 은유가 그 인지적 기능에 따라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지향적 은유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에 따른 은유의 유형들은 그 인

지적 작용 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각각을 교수·학습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

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동사의 은유적 의미의 교수·학

습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은유의 인지적 기능에 따른 은유의 유형들에 작용하는 서

로 다른 인지 원리에 기초하고자 한다. 그럼 아래에 각각의 동사의 의미에 주로 작

용하는 은유 유형인 존재론적 은유와 지향적 은유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구체적

으로 논의하기로 하는데,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해

하는 것으로, 이 은유가 동사의 의미에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동사의 의미를 명료화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향적 은유는 방향성의 은유적 함의를 나타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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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은유적 함의는 우리들의 보편적 경험에 의해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럼 아래

에 개념의 명료화를 통한 은유 교수·학습 방법과 개념 간 경험적 상관성을 통한 은

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3.1. 원형의미와의 유사성 인식하기

앞선 장에서 우리는 동사의 의미가 그것의 추상적인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방사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동사의 다양한 의미가 추상적인 원형의미에 연

결될 수 있는 것은 그 원형의미와의 유사성 관계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동

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미가 원형의미와 어떤 유사관계가 성립되는

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앞선 장에서 분석한 동사들의 의미구조를 바

탕으로 동사의 구체적인 의미가 그 추상적인 원형의미가 어떤 유사성을 보이는지를

보이고 이러한 유사관계를 동사의 의미 교수·학습 방법을 삼고자 한다.

먼저 동사 ‘가다’의 의미에는 ‘변화는 이동이다’ 은유가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

기에 기본적으로 ‘사물의 이동’을 나타내는 ‘가다’가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는 앞선 장에서 ‘가다’의 원형의미를 ‘변화’로 설정하

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장소변화, 시간변화, 상태변화로 크게 구분하였고, 상태변화

를 다시 상태생성, 상태유지,80) 상태도달, 상태소멸로 구분하였다. ‘가다’의 이러한 의

80) 동사 ‘가다’의 ‘상태유지’의 의미가 ‘상태변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의 실제

예문에서 엿볼 수 있다.

①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이나 가겠니?

②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이 결국 사흘도 못 갔다.

③ 새 신발이 한 달을 못 가다니.

위의 ‘가다’가 포함된 문장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의 형식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가다’

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상태유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문장 ①의

경우 ‘가다’가 의문문의 서술어로 쓰이면서 ‘계획이 얼마 동안 유지되기 어렵다’는 의미

를 나타내는데, 이는 결국 ‘상태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문장 ②와 ③에서는 ‘가다’가 부정부사 ‘못’과 함께 사용되어 그 문장 전체의

의미는 ‘금연의 결심’이나 ‘신발의 상태’가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태유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다’의 의미는 ‘상태변화’의 의미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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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이 모두 ‘변화’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들 의미가 변화의 일종으로 간

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변화’의 상위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장소

변화’, ‘시간변화’, ‘상태변화’가 된다. 또한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

는 ‘가다’의 ‘상태생성’, ‘상태유지’, ‘상태도달’, ‘상태소멸’의 개념은 이러한 개념들이

상태변화의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상태변화’의 개념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동사 ‘가다’의 의미를 가르칠 경우, 이 동사가 전체적으로 ‘변

화’의 의미를 나타냄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가다’의 추상적인 원형의미가

‘변화’임을 인지시키고, ‘가다’의 구체적인 의미들은 변화의 일종으로서, 그 원형의미

와 유사관계 즉, 포함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다’의 의미로 범주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다’의 의미 교육에서 중요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기준점’의 개념

으로, 동사 ‘가다’는 전체적으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준점인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가다’는 같은 원형의미를 가지는 ‘오

다’는 그 변화가 기준점인 화자에게로 접근하는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차

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 차이로 인해 ‘가다’의 의미에는 ‘오다’의 의미에

없는 ‘상태소실’의 의미가 생성되는데, 이는 어떤 대상이 우리를 기준점으로 우리로

부터 점점 멀어지면 결국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동사 ‘가다’의 의미를 원형의미와 관련하여 설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은 첫째,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그 동사의 원형의미와 어떤 관계인지, 즉 원형의미

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밝히고, 둘째, ‘가다’는 변화의 기준점인 화자에서 멀어지는 의

미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멀어짐은 사라짐」의 개념적 은유가 적용되어 ‘상태

소실’의 의미가 생성될 수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가다’와 대립관계를 보이는 ‘오다’의 의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동사 ‘오다’의 의미에도 ‘가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변화는 이동」의 은유가 작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의해 앞선 논의에서 ‘오다’의 원형의미를 ‘변화’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장소변화’, ‘시간변화’, ‘상태변화’로 구분하였으며, ‘상

접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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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화’의 의미를 ‘상태생성’, ‘상태도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오다’의 의

미 역시 ‘가다’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변화’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여

기서 ‘상태변화’의 경우, 그 변화의 시작과 끝인 ‘상태생성’과 ‘상태도달’의 의미를 나

타내는데, ‘가다’의 경우와 달리 ‘상태소실’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특정 대상

이 이동의 기준점인 화자에게로 접근하기에 화자의 시야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다’의 상태변화 의미는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화자나 대

상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그 화자나 대상에 특정한 영향이 미침을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다’의 의미를 학습자들에게 설명할 경우, 먼저 ‘오다’가 전체적으로 ‘변화’

의 의미를 나타냄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의미는 이러한 변화의 일종으로서, ‘장소

변화’, ‘시간변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오다’의 원형의미인 ‘변화’에 포함되

는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다’의 의미로 범주화됨을 인식시켜 줄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가다’의 의미와 관련하여 ‘오다’는 일반적으로 기준점 역할을 하는

‘나’에게로 가까이 접근하거나 접촉하여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기에「가까움은 나타

남」또는「가까움은 도착」의 은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적 은유는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 경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2. 기본의미와의 연관성 인식하기

동사의 의미는 바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상적인 원형의미와 유사관계가 인

정되어 한 낱말의 의미로 구조화되지만, 이들 각각의 구체적인 의미들 간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기준

점으로 하여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낱말의

의미는 그 기본의미를 시작으로 확장의 순서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의 인지구

조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앞선 장에서 분석한 동사들의 의미

유형을 바탕으로 이들 간의 관련성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동사 ‘주다’는 그 대상의 의미적 특성, 즉 추상성 정도에 따라 그 의미가 구

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인 경우를 시작으로 그 대상이 추

상적인 것의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확장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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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교수·학습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즉, 먼저 학습자들에게 ‘주다’의 기본의미가

사용되는 표현을 제시하는데, 만약 해당 의미가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된

다면 이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학습자들의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기본의미에서 확장된 추상적인 의미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동사 ‘주다’

의 대상이 추상적인 것에서 비롯됨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

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중국어로 대응되는 표현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동사 ‘주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

로 움직이는 과정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데, 그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의 경우에는 ‘수

여’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 대상이 추상적인 것일 경우에는 ‘사랑을 주다’, ‘상처를 주

다’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나타내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를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동사 ‘주다’의 의미 설명 방식은 이와 의미상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동사

‘받다’의 의미 설명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앞서 동사 ‘주다’는 전체적으로 특정

대상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

였는데,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동사 ‘받다’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동사 ‘주다’와

‘받다’는 동일한 한 사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나 그 사건을 기술하는 관점에서 차이

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동사 ‘주다’는 주어로 표현되는 동작의 주체의 입장에서 사

건을 기술하는 데 반해, 동사 ‘받다’는 주어로 표현되는 동작의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 ‘받다’의 의미를 설명할 경우에 이와 대립관

계를 보이는 동사 ‘주다’의 대응되는 표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해당 의미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사 ‘받다’의 의미 역시 동사 ‘주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대

상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데, 그 대상이 구체적인 경우에 ‘선물을 받

다’와 같이 누군가가 주는 선물을 주어로 표현되는 대상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는 의

미를 나타낸다. 또한 그 대상의 의미적 특성이 추상적인 경우에는 ‘사랑을 받다’, ‘상

처를 받다’와 같이 앞서 보인 동사 ‘주다’의 대응되는 표현인 ‘사랑을 주다’, ‘상처를

주다’에 의해 기술되는 사건의 결과로 주어로 표현되는 대상이 이러한 추상적인 감

정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동사 ‘사다’의 경우, 기본의미와의 관련성을 통한 의미 교수·학습 방법에 대

해 알아보자. 동사 ‘사다’의 기본의미는 ‘물건을 사다’에서와 같이 어떤 대상의 소유

가 주어로 표현되는 사람의 소유가 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본의미는 그 대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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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확장의미로 전이되는데, 예컨대, 그 대상이 ‘노동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

사일 경우, ‘일꾼/짐꾼을 사다’와 같이 주어로 표현되는 사람이 이러한 노동력을 잠

시나마 자신의 소유로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고생을 사서 하

다’에서와 같이 그 대상이 ‘고생’과 같은 힘든 일인 경우에는 주어로 표현되는 사람

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짊어진다는 점에서 역시 소유와 관련되는 의미라 할 수 있

다. 이처럼 동사 ‘사다’의 소유 관련 의미는 그 기본의미를 출발점으로 대상의 의미

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확장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본의미와 확장의미

간의 의미적 관련성은 학습자들이 해당 동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사 ‘팔다’의 의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동사 ‘팔다’의 기본의미는 ‘상품을 팔다’에서와 같이 주어로 표현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의 소유를 부사어로 표현되는 사람의 소유로 넘기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기본의미는 소유변화가 나타나는 대상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확장의미를 보인다. 예

컨대, 그 대상이 ‘상품’에서 ‘양심’이나 ‘정신’과 같이 추상적인 대상으로 바뀌었을 경

우, ‘양심을 팔다’는 주어로 표현되는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던 ‘양심’을 저버렸기 때

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을 소유하지 못하게 됨을 나타낸다. 또한 ‘정신을 팔다’도

주어로 표현되는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던 ‘정신’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곳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없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이들

확장의미는 기본의미와 소유의 변화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의미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기본의미를 인식의 기준점으

로 이와 관련되는 확장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3.3. 경험적 상관성 인식하기

먼저, ‘오르다’의 의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동사 ‘오르다’의 의미에도 기본적으로「변화는 이동」의 은유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산에 오르다’, ‘불길이 오르다’와 같이 문자적 의미로 사용된 표현에서

‘오르다’는 위치변화를 나타내는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에 오르다’는 중국어에

서 ‘오르다’와 대응하는 낱말인 ‘上’을 사용하여 ‘上山’으로 대응되지만, ‘불길이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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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경우 이러한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문자적 의미의 표현이더

라도 학습자의 모국어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적

은유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의 수직적 위치변화는 위로의 상승’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여 ‘불길’이나 ‘연기’가 위로 상승하는 현상은 ‘오르다’로 표현할 수 있

음을 학습자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다음 은유적 의미의 경우,「높음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혈압이 오르다’, ‘성적이 오르다’는 ‘혈압이

높아지다’, ‘성적이 높아지다’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특정 수치의 높아지는 상태를

표현할 경우에는 동사 ‘오르다’를 사용할 수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많아지는 상태를 묘사할 경우 ‘등록금이 오르다’, ‘전기 요금

이 오르다’와 같이 ‘오르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많음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많이 쌓을수록 그 높이가 올

라가는 경험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은유적 의

미를 설명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적 상관성을 제시하면 학습자의 의미 이해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내리다’의 의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동사 ‘내리다’의 은유적 의미에 대해 앞선 분석에서 총 8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를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1단계: (1)「어둠은 아래」예) 어둠이 내리다

(2)「도착은 아래」예) 서울역에 내리다

(3)「끝남은 아래」예) 막이 내리다

(4)「안정됨은 아래」예) 뿌리가 내리다

(5)「통제받음은 아래」예) 명령이 내리다

(6)「결정함은 아래」예) 결정을 내리다

2단계: (7) 경험적 상관성으로 설명되는 의미 예) 체증이 내리다

3단계: (8) 서로 다른 낱말로 범주화되는 의미 예) 살이 내리다

위의 ‘내리다’의 은유적 의미들 중 (1)-(6)은 중국어에서도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되

는 것들로, 학습자들에게 그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제시하면 의미 이해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러한 은유적 의미들은 경험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적 상관성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하면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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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촉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어둠은 아래」의 은유가 작용하는 ‘어둠이

내리다’의 경우, 해가 지면서 하늘에서 내리비추던 햇빛이 사라지면서 지상이 어두워

지게 되는데, 이를 마치 하늘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으로 간주하여 ‘어둠이

내리다’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의미를 가르칠 경우 중국어의 대응표현과 함

께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덧붙이면 학습자의 의미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도착은 아래」의 은유가 적용되는 ‘서울역에 내리다’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도착’의 의미를 나타내는 ‘到’를 사용하여 ‘到首尔站’으로 표현되어 서로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을 통해 어떤 특정한 곳에 도착하였을

경우 그 교통수단에서 내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차’라는 표현으

로 묘사한다. 따라서 어떤 곳에 도착한다는 것은 타고 있던 교통수단에서 내림을 뜻

하므로 ‘도착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내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음을 학습자

들에게 설명해 주면 이들이 해당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

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은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 교육적으로 그 활

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종료는 아래」의 은유가 작용하는 ‘막이 내리다’, ‘막을 내리다’의 경우, 중

국어에서도 ‘내리다’에 대응하는 낱말 ‘落下’를 사용하여 ‘落下帷幕’로 표현되기 때문

에 학습자들은 이러한 대응표현을 통해 비교적 해당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해당 의미에 대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의미의 기억에 유용한

데, 일반적으로 무대 위에서 공연이 끝나게 되면 막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광경

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적 사실로 말미암아 공연이 끝난 상황을 의미할 경우

‘막이 내리다’ 또는 ‘막을 내리다’로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험적

사실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

면 해당 의미의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안정은 아래」의 은유가 작용하는 ‘뿌리가 내리다’ 또는 ‘뿌리를 내리다’의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도 ‘내리다’와 대응되는 낱말이라 할 수 있

는 ‘扎下’를 사용하여 ‘扎下根’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대응관계는 ‘내리다’의 해당 의

미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나무가 뿌리를 땅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박을수록

그 나무는 점점 더 안정적이면서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처럼 나무의 뿌리가

아래로 향할수록 그 나무는 안정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특정 환



- 144 -

경에 정착하여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고자 할 때 ‘뿌리가 내리다’ 또는 ‘뿌리를 내리

다’로 표현한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 또한 학습자들의 의미 기억에 생생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해당 의미의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통제는 아래」의 은유가 작용하는 ‘명령이 내리다’ 또는 ‘명령을 내리다’의

경우, 앞서 논의한 대로 중국어에서도 대응되는 표현 ‘下令’이 있는데, 이런 대응표현

을 제시하면 학습자의 의미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실제로 ‘명

령’이라는 것은 지위가 높은 위에서 지위가 낮은 아래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경험적

사실이 언어에 반영되어 ‘명령이 내리다’ 또는 ‘명령을 내리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적 사실은 해당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습득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결정은 아래」의 은유가 작용하는 ‘결정을 내리다’의 경우, 이 역시 중국

어에서 대응되는 표현 ‘下決定’이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내리다’의 해당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대응표현을 제시함과 동시에, 바로 위에서 논의한 ‘명령을 내리다’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이 생성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결정’은 지위가 높은 곳에서 정해져 아래로 전달되므로 아래를 지향

하는 낱말인 ‘내리다’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다음, ‘체증이 내리다’는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우리는 해당 표현의 경험적 사실로 학습자들의 의미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 이 표

현에 반영된 경험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음식물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

지 않을 경우 배속에 더부룩함을 느낀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거나 손가락을 따서 피

를 내어 소화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그러고 나서 음식물이 배속에서 소화되면 우리

는 더부룩했던 속이 시원해지면서 무언가 막혔던 것이 몸속에서 아래로 내려감을 느

낀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음식물이 뱃속에서 막혔다가 소화가

되는 경우 ‘체증이 내리다’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체증이 내리다’의 경우 그

의미에「소실은 아래」의 은유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이 내리다’의 경우, 한국어에서는「적음은 아래」의 은유가 적용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내리다’와 대응되는 낱말로 표현되지 않고,

‘줄어들다’와 대응되는 낱말인 ‘減’을 사용하여 ‘減肥’로 표현된다.81) 그러나 이러한

81)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살이 내리다’는 단순한 일차 은유가 아닌「적음은 아래」나「낮음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일차 은유가 통합된 복합 은유로 인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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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경험적 사실을 찾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중이

감량되면 몸무게 수치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개념적 은유인 ‘낮음은

아래’를 생산하게 하는데, 이러한 은유에 의해 우리는 ‘살이 내리다’와 같은 은유적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의미에「적음은 아래」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4. 동사 의미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이상으로 언어 교수법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교수법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교수법을 선택하여 실제의 교육 현장에 적용할지의 문제는 교육 내

용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 본고가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는 동사

의 은유적 의미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쓰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들 교육 내용을 적절히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에 대해 본고는 앞서 다의 동사에 대한 의미 구분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

유형 분류의 시도는 다의성이 높은 동사가 실제로 사전에 수십 가지의 의미가 수록

되어 있는데, 이들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만 기대어 교수·학습하는 것은 학습자들에

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의 동사의 효과적인 의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적 목적에 맞게

의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구분 기준으로 본고는 개념적 은유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동사의 은유적 의미의 기본적인 교수·학습 내용으로

이러한 개념적 은유에 의해 분류된 의미들을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들의 교수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의미 확장 관점의 규칙적인

교수법보다는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활용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인지

적인 교수법의 적용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즉, 실제 수업에서 초반에는 교사가

구조화된 언어지식을 전달하는 교사 주도형으로 진행되다가 수업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차츰 학습자의 인지능력과 학습자와 교사 간 그리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종전의 언어 교육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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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습자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교사가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는 학

습 목표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인 수업을 진행했고, 학습자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막

연한 믿음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 투입할 만한 교수·학습 방법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교사가 학습자를 효율적

으로 가르치고, 학습자는 도달해야 하는 학습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교

수·학습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교수법 중의 하나로 앞서 언급한 직접

교수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 이 직접 교수법의 기본 사항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면서 이 교수법이 한국어 동사의 은유적 의미를 가르치는 데에 있어 구체적으

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어 동사의 의미 교육

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4.1. 동사 의미 교육의 수업 모형

4.1.1. 수업 목표

직접 교수법은 초기에 단순한 기능과 지식을 반복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학습자가

익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직접 교수법은 단순한 지

식과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고등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해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직접 교수법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 것도 있지만 직접 교수법의 의미가 초기와 많이

달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직접 교수법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이성영(1996: 127-8)은 직접 교수

법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교사 주도의 수업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 교수법에 대한 가장 넓은 개념으로

서, 여타의 개념을 포괄한다. 곧 직접 교수법이란 학생들 스스로 배우거나 학습지를

통한 개별적인 수업이 아니라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습 내용을 학생

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수업 형태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교사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수업 과정과 수업 결과 분석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효율적인 교사 행위 곧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높여 주는 교사들의 행

동 또는 교수·학습 요인이 무엇이지를 분석해 낸 다음, 그에 따라 진행하는 수업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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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직접 교수법이라는 것이다.

셋째, 인지 전략을 가르치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애초에 직접 교수법은 교수·학

습 내용이 잘 구조화되어 있는 지식 영역이나 기초 기능 영역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형태로 개발되었으나, 이를 교수·학습 내용이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

인 독해, 작문, 학습 기술, 예측하기, 문제점 발견하기 등 고등 사고 기능을 가르치는

데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 교수법은 고등 인지 전략

을 가르치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넷째, DISTAR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즉 DISTAR 프로그램에 적용된 교수법이 직

접 교수법이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읽기와 산수를 가르치기 위해

학습지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가르쳐야 할 내용을 위계적으로 잘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실에서 교사가 할 역할을 학습지가 대신하도록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바람직하지 못한 수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직접 교수법이란 고등

사고 기능을 희생하는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수업,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배제

된 수업, 권위적이고 주입식의 수업을 말한다.

이처럼 직접 교수법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바람

직하지 못한 수업’의 관점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모두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바로 이러한 일치하는 점이 결국 직접 교수법의 토대

이고, 서로 다른 의미를 ‘직접 교수법’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까닭이다.

그럼 아래에 이 직접 교수법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1.2. 수업 원리

직접 교수법의 원리에 대해 김창원(2005: 177-9)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접 교수법은 과제와 학생 역할의 세분화를 통한 단계적인 학습을 중시한

다. 직접 교수법은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세분화하고,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전체에 도달하는 것을 그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체 과제를 단계화시키

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각 단계별로 학생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실제의 교수·학습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잘 구조화된 교수·학습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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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접 교수법은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연습

하는 시간을 늘려 새로운 개념이나 기능82)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활동 단계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연습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즉,

과제 해결을 위한 각 세부 단계별로 충분한 연습을 하여 일정 수준의 수행 능력이

생기게 한다. 세부 단계별 능력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위 과제별로 연습을 집중하여 전체 학습에 효과를 거두는 방

식을 취해야 한다. 교사의 효율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학습자자 능동적이고 집중적

이며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정적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교수·학습 방법이 그러하듯이 직접

교수법도 교정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직접 교수법의 목표는 교사의 능숙한 교수 방

법의 신장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능력 신장이다. 교수·학습 과정 중 교사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이나 이 과정이 끝난 후에도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하고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장치, 즉 교정적 피드백 장치 개발에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접 교수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제를 완성해야 함

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 향상에 대한 높은

기대와 긍정적 정서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교사 스스로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면 학습자의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극대화해야

한다. 학습자의 높은 성취도는 실제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시간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2) 여기서의 기능은 사고력,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고등의 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을 포

함한다. 인지기능 또한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통해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학습

자는 연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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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사 의미 교육의 수업 구성

4.2.1. 수업 절차

직접 교수법의 수업 절차83)는 ‘과제 파악→유추 설명→유추 적용→질의·응답→단

계적 연습→독립적 연습’로 이루어진다. 아래에 이들 각 단계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과제 파악

과제 파악 단계에서는 수업의 틀을 제시하고 전체 수업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

어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학습하게 될 것인지 이해하도록 한다. 교육 목표와

학습 과제가 무엇인지 주지시키고, 설정된 목표의 수준을 명시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학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새로 학습할 요소와의 관계를 설명하여

학습을 촉진시킨다.

(2) 유추 설명

새로운 개념이나 특성, 규칙, 원리, 절차 등에 대하여 교사가 상세하게 설명하여

학생이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서 교사가 설명

하는 것은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하기는 직접 교수법을 적용

하는 출발점이다. 설명할 내용이 없는 수업은 직접 교수법이라 할 수 없다. 직접 교

수법에서 ‘직접’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과제 수행 방법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가르친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직접 교수법을 사용할 수 없다.

(3) 유추 적용

교사는 자신이 설명한 원리나 절차를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예를 찾아서 학습

자 앞에서 적절한 시범을 보인다. 교사의 시범은 학습자가 모방하게 되기 때문에 원

리나 절차에 잘 맞아야 한다.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83) 직접 교수법의 수업 절차에 대해서는 최현섭 외(1995: 257-26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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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가르치려는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에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교수법은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원리와 절차가 드러나게 시범을 보여야 하며, 이때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원리나 절차가 없는 시범은 단순한 반복 연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 질의·응답

교사는 학습자가 원리나 절차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질문을

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학습한 내용을 대답하여 이해 정도 및 기억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학습자가 대답하지 못하면 교사는 무의식적인 반복을 피하기 위해

다시 설명하기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설명한 내용은 학습자의 대답으로 나타난다. 즉, 교사가 설명한 내용을 학

생들이 잘 알고 있는지 질문하면, 학습자는 교사가 가르친 원리나 절차를 학생 스스

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설명한 내용을 학생이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활동이 바로 질문과 대답이다. 여기서 학습자가 설명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

로 나아갈 수 없다.

(5) 단계적 연습

학생이 기본 지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를 세분하여 한 번

에 한 가지씩 처리하도록 한다. 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를 거쳐 가면서 교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학

생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정적인 피드백이 요구된다.

(6) 독립적 연습

학습자의 성취 수준이 높아지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원리와 절차에 따라 앞서 수행한 단계의 연습을 통해 학습한 기능·능력을 발휘하도

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단 학생의 수행이 끝난 후에 교정적 피드백을 주도록 한

다.

이러한 직접 교수법의 수업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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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직접 교수법의 수업 절차

4.2.2. 수업 방법

본고는 이러한 직접 교수법의 수업 절차에 따라 한국어 동사 ‘가다’를 예로 들어

그 은유적 의미에 대한 수업 구성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은 고급 학습자들로 이미 ‘가다’의 ‘공간변화’의 의미인 문자적 의미와 ‘시간변화’의

의미인 은유적 의미를 습득한 상태를 전제하기로 하고, 이에 ‘가다’의 ‘상태변화’ 의

미에 속하는 여러 하위 유형의 의미들을 학습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수업에

적용되는 직접 교수법은 수업 초반에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통

해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수업이 진

행됨에 따라 학습자들은 주어진 과제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의 내재

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래에 이러한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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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1: 과제 파악

이는 수업의 시작 단계로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의 목표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한데, 이에 앞서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해 동사 ‘가다’에 대해 전에 학습한 의미

를 제시하여 본 수업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다’의 또 다른 의미임을 인지시

킨다.

‘가다’의 ‘공간변화’의 의미와 ‘시간변화’의 의미

(19) ㄱ. 학교에 가다

ㄴ. 시간이 가다

위와 같이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적이 있는 ‘가다’의 의미를 제시하여 학습자들

로 하여금 이들 의미를 상기하도록 한다. 다음 교사는 본 수업에서 학습하게 될 ‘가

다’의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하여 수업의 학습 목표를 분명히 한다.

‘가다’의 ‘상태변화’의 의미 유형 중 ‘상태생성’의 의미 제시

(20) 이번 홍수로 그 마을에 상당한 피해가 갔다.

절차2: 유추 설명

이 수업 절차에서는 교사가 앞서 제시한 ‘가다’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즉 ‘피해가 가다’에서 ‘가다’는 ‘피해가 없던 데로부터 피해

가 생겨남’을 의미함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가다’가 이처럼 ‘상태생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알려 주면서, 동사 ‘가다’는 ‘상태생성’의 의

미로 명사 ‘피해’ 이외에도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명사와 결합할 수 있음을 설명

한다.

(21) 정이 가다/마음이 가다/손해가 가다/무리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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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3: 유추 적용

여기서는 교사가 먼저 ‘가다’가 포함된 다양한 예문들 중에서 ‘상태생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다’의 표현을 고른 후, 이들의 의미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가다’의 다양한 상태의 생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이 경우 ‘가다’의 기본의미인 ‘공간변화’의 의미나 ‘시간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들은 학습자들이 이미 습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상

태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22) 시선이 가다/금이 가다/신호가 가다/맛이 가다

위와 같이 제시된 ‘가다’의 다양한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서 교사는

‘금이 가다’를 ‘상태생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택하고, 이 표현은 ‘금이 없

던 데로부터 금이 생김’의 의미를 나타냄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한다. 이러한 학습 목

표가 되는 의미의 표현을 선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은 나중에 학습자들이

스스로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데 모범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설명에 시각적인 도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금이 가다’

에서 ‘가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림 Ⅳ-2> ‘금이 가다’의 의미 도식

절차4: 질의·응답

이 수업 절차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가다’가 ‘상태생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

을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다. 만약 학습자들이 해당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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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만약 학습자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상

태생성’의 의미를 예와 함께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학습자들도

궁금한 점을 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교사는 제기된 질문에 대해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간결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절차5: 단계적 연습

여기서는 앞서 교사가 보인 시범에 따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

록 한다. 동사 ‘가다’가 포함된 완성된 텍스트를 제시하여 그 속에서 ‘상태생성’의 의

미를 나타내는 ‘가다’의 표현을 찾아내게 하고, 이들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게 한다.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이 끝난 후, 교사는 학습자 개인별로 자신의 과제 수행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올바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절차6: 독자적 연습

이는 수업의 마지막 절차로 앞선 단계를 통해 학습한 ‘가다’의 ‘상태생성’의 의미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경우 학습자들을 그룹별로 묶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다’의 목표의미를

사용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그룹

활동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학습자들의 기능 활동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가다’의 기타 ‘상태변화’의 의미인 ‘상태소실’과

‘상태도달’의 의미도 교수·학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사 ‘가다’의 가장 추상적인 의

미라 할 수 있는 ‘상태변화’의 의미 유형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후에는 동사

‘가다’의 전체적인 의미를 구조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의미 유형들이 ‘가다’의 의미로 범주화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은 학습자들

로 하여금 ‘가다’의 다의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

다’의 다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방사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용한데,

그 중심에는 추상적인 원형의미가 있고, 구체적인 의미들은 이를 중심으로 그 주변

에 배치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55 -

<그림 Ⅳ-3> 동사 ‘가다’의 의미망 구조

이와 같은 의미망 구조의 제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해당 동사의 구체적인 의미들

이 그 추상적인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은유적 확장에 의해 실현됨을 이해하는 데 유

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특정 동사의 의미 유형을 모두 학습한

후에는 이와 같이 학습자 스스로 해당 동사의 의미망 구조를 그려 보는 연습을 통해

그 동사의 다의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다른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의미 수업 과정을 더 보이기로 한다. 여기서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의미 교육 내용은 앞서 제시한 의미 등급화의 원리에 따

라 추상성이 높거나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서로 다른 낱말로 범주화되는 의미로 한정

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사 의미 유형 

오르다 살이 오르다 

내리다 살이 내리다 

<표 Ⅳ-5>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의미 교육 항목

이상의 ‘오르다’와 ‘내리다’의 의미를 앞서 제시한 직접 교수법의 수업 절차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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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면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살이 오르다’의 ‘오르다’의 의미 수업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사는 먼저 본 수업에서 학습하게 될 동사 ‘오르다’를 칠판에 적어 학습자들로 하

여금 사전에 학습한 ‘오르다’의 기본의미를 상기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동사 ‘오르

다’의 기본의미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다’로 ‘상승’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다음 교사는 동사 ‘오르다’가 이러한 기본의미 외에 다른 의미도

나타내는 다의어임을 알려 주고, 그러한 확장의미들 중 본 수업에서 학습하게 될 ‘오

르다’의 의미를 ‘살이 오르다’와 같이 구의 형태로 제시하고 난 후, 그 의미를 학습자

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본 수업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

다음, 교사는 이 목표의미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앞서 제시한 개념적 은유에 의한 의미 유형 구분 결과를 활용한다. 즉, ‘살이 오르다’

에서 ‘오르다’의 의미에는 ‘많음 또는 높음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몸무게가 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전체적으로 ‘상승’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오르다’를 사용하여 ‘살이 오르다’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해당 의미를 용이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각적인 도식을

제시한다.

<그림 Ⅳ-4> ‘살이 오르다’의 의미 도식

그리고 학습자들이 해당 목표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통

해 이를 확인한다. 또한, 교사는 같은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는 다른 표현 즉, ‘가격이

오르다’, ‘기온이 오르다’와 같은 표현을 더 들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학

습자들이 해당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시범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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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주양이는 요즘 볼에 살이 올라서 그런지 더 귀여워 보여요.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상품 가격은 오르게 되지요.

여름이 되면 봄에 비해 기온이 오르지요.

이러한 교사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목표의미가 실현

되는 표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발표 결과에 대해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의 오류나 실수

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정을 시행한다.

학습자1: 저는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 체온이 많이 올랐어요.

학습자2: 겨울철에 들어 채소 값이 조금 오른다고 합니다.

학습자3: 저는 요새 운동을 안 했더니 살이 좀 올랐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목표의미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실

제로 해당 목표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수업 활동은 그룹별로 진행하여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의미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활동

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활동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제공한다. 아래에 학습자들의 그룹 활동을 예시해 보

이기로 한다.

미림: 너 한국 배우 김수현 알아?

석영: 알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로 많이 알려졌잖아.

미림: 맞아. 요즘 김수현 인기가 너무 올라서 중국에도 팬들이 대단히 많아.

석영: 인기 많아서 정말 좋겠다. 게다가 돈도 많이 벌고.

이와 같은 수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해당 목표의미에 작용하는 개념적 은유를

이해하고 나아가 실제로 그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상으로 동사 ‘오르다’의 은유적 의미들 중「많음 또는 높음은 위」의 은유가 작

용하는 의미에 대한 수업 과정을 알아보았는데, 아래에서는 이와 대립관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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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내리다’의 은유적 의미들 중「적음 또는 낮음은 아래」의 은유가 작용하는 의

미에 대한 수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사 ‘오르다’

와 ‘내리다’는 서로 대립관계를 보이는 은유적 의미들이 적지 않기에 이들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대조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아래에 개념적 은유「적음은 아래」의 은유가 작용하

는 동사 ‘내리다’의 의미에 대한 수업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앞서 기술한 동사 ‘오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바로 앞서 배운 동사 ‘오르다’와 대립관계를 보이는 동

사 ‘내리다’의 의미를 학습하게 됨을 알려 주고 이 동사 ‘내리다’를 칠판에 적어 학습

자들이 사전에 배운 ‘내리다’의 기본의미를 상기하도록 한다. 다음 교사는 ‘내리다’의

기본의미가 ‘어떤 사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다’로 ‘하강’의 의미임을 설

명하고 이 의미는 앞서 나온 ‘오르다’의 기본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것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동사 ‘오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사 ‘내리다’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

는 다의어임을 알려 주고, 그러한 확장의미들 중 본 수업에서 학습하게 될 ‘내리다’

의 의미를 ‘살이 내리다’와 같이 구의 형태로 제시하고 난 후, 그 의미를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심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목표의미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게 한다.

다음, 교사는 이 목표의미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앞선 ‘오르

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목표의미에 작용하는 개념적 은유를 제시한다. 즉, ‘살

이 오르다’에서 ‘오르다’의 의미에「많음은 위」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는 것과 반

대로 ‘살이 내리다’에서 ‘내리다’의 의미에는「적음은 아래」의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

고 있음을 알려 준다. 따라서 ‘몸무게가 줄다’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전체적

으로 ‘하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리다’를 사용하여 ‘살이 내리다’로 표현할 수 있

음을 설명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살이 오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살이 내리다’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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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살이 내리다’의 의미 도식

그리고 학습자들이 해당 목표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통

해 이를 확인한다. 또한, 교사는 같은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는 다른 표현 즉, ‘가격을

내리다’, ‘열을 내리다’와 같은 표현을 더 들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학습

자들이 해당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시범을 보인다.

교사: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살이 내리는 것은 시간문제이에요.

대형 마트에서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내리고 있어요.

감기에 걸린 몸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열제를 먹는 것이 효과가 빨라요.

이처럼 교사의 설명이 끝난 뒤,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목표의미가 실현되는 표현

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교사는 이

러한 발표 결과에 대해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의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

는 최소한의 교정을 시행한다.

학습자4: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을 내리기 위해서는 될수록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학습자5: 요즘 다이어트 하기 위해 식단 조절을 했더니 살이 내렸어요.

학습자6: 자동차 제조회사들에서는 자신들의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자동차의

가격을 내리고 있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목표의미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실제

로 해당 목표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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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에 그룹별로 학습자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의미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사는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활동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

을 제공한다. 아래에 학습자들의 그룹 활동을 예시해 보인다.

아정: 나 요즘 감기에 걸려 몸에 열이 많이 나.

흔영: 그럼 빨리 열이 내리도록 해야지.

아정: 약을 먹었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흔영: 따뜻한 생강차를 자주 마셔. 그거 아마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러한 수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해당 목표의미에 작용하는 개념적 은유를 이

해하고 나아가 실제로 그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기

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이상으로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한 수업 과

정을 살펴보았는데, 교사는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들 대조되는 의미를 예문과

함께 제시하고 이들 각각의 의미에 작용하는 은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습

자들로 하여금 이들 의미를 서로 대조하는 가운데에서 해당 의미에 대한 이해와 기

억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수업 내용을 연습하고 실제로 목표의미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표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짧은 글짓기나 대화문을

작성하는 과제를 내 주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요컨대, 본고가 앞선 장에서 다룬 동사의 의미 구분 결과를 동사 의미 교육의 기

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이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념적 은유에

기초한 목표의미와 추상적인 원형의미 간의 유사관계 즉 포함관계를 인식하기, 목표

의미와 기본의미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경험적 상관성을 통해 목표의미를 이해하

기 등의 의미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수업은 학습자들이 동사의 은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 인지적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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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고는 낱말의 의미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 의해 그 의미를 추상적인 원형의미와의

유사성에 의해 형성되는 구체적인 의미들의 집합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낱말의 의

미에 대한 범주적 관점은 낱말의 의미를 기본의미에서 시작하여 그 적용되는 문맥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장의미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 의미 확장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데, 특히 언어 교육적 관점에서 어휘 능력의 성취와 관련하여 모

국어 화자들은 특정 낱말의 다양한 의미들을 실제의 언어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

하는 데에 비해, 외국어 학습자들은 이들 의미를 일일이 기억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서 터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확장 관점의 다의어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주게 마련이다.

낱말의 의미 교육은 이제까지 대체적으로 먼저 기본의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그 기본의미와의 관련성에 의해 약간의 확장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

는데, 이러한 교육의 현황은 본고가 진행한 교과서 내 다의어의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와 교사·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확장의미에

대한 교육 방법은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하거나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제시

하는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의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고가 논

의하였듯이 낱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개념적 은유에 의해 구성되는데 이 개념적 은

유는 근본적으로 언어적이라기보다는 사고적이라 할 수 있기에 다의어의 교육이 단

순히 언어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미를 설명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낱말의 의미 교육은 그

구성 원리인 개념적 은유에 대한 파악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개념적 은유에 의한 낱말의 의미 분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본

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낱말들은 상태변화 범주와 소유변화 범주에 속하는 동사들

인데, 해당되는 범주별로 각각 4개씩 선정하여 총 8개 동사들의 의미를 구분하여 그

의미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미 유형들은 이들 동사의 의미 교육 내용의 마

련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특정 낱말의 여러 의미 유형들

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 대상 동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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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모국어에서 대응되는 동사들 간의 의미적 대응 관계에 의해 앞서 구분된

의미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미의 등급화는 의미의 제시 순서

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고는 동사의 의미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의미 확장 규칙에 의한

언어적 방법보다는 개념적 은유에 의한 인지적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목표의미와 추상적인 원형의미 간의 유사성을 이해

하고, 목표의미와 기본의미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며, 목표의미를 신체적 경험에 의해

지각적·인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들었다. 이러한 다의어의 교육 방법은 학습자의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활용한 원리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규칙 위주의 기계적인

다의어의 교육 방법과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동사의 의미 교육에 적합한 수업 모형으로 직접 교수법을 채택

하였는데, 여기서 직접 교수는 교사가 수업 초반에 학습자들에게 수업 목표를 분명

히 전달함과 아울러 잘 구조화된 수업 내용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 학습자들은 제시

된 수업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 후반으로 가면서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직접

교수법이 적용된 수업은 그 주도권이 점차적으로 교사에서 학습자로 이행되므로, 교

사는 학습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학습

자 중심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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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한국어 동사 의미 교육에 대한 교사 설문지

- 한국어 동사 의미 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교사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연구생 김용입

니다. 본인은 한국어 동사의 다의 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에 선생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래의 설문 내용에 대하여 선생님의 귀

한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교수 기간 ( )년

1-1. 한국어 동사의 다양한 의미들 중, 기본의미 이외의 확장의미에 대해 가르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① 예( ) ② 아니요( )

1-2. 만약 동사의 확장의미에 대한 교수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에 간략히 적어 주세요.

2-1. 실제로 수업시간에 동사의 확장의미를 가르치시는지요? ( )

① 예( ) ② 아니요( )

2-2. 동사의 확장의미에 대한 교수가 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요?( )

① 초급 단계 ② 중급 단계 ③ 고급 단계 ④ 단계의 구분 없이 필요한 경우

3-1. 동사의 확장의미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복수 응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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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문 제시를 통한 의미 설명 ② 사전 활용을 통한 의미 설명

③ 의미 확장을 통한 의미 설명 ④ 중국어의 대응 표현을 통한 의미 설명

⑤ 기타 ( )

3-2. 위의 (3-1) 문항의 선택 항목에 제시된 동사의 의미 교수 방법들 중, 어느 방법

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의 번호와 함께 그 이

유를 간략히 적어 주세요.

4-1. 의미 확장을 통한 의미 교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

① 예( ) ② 아니요( )

4-2. 위의 문항 (4-1)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요’라고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아

래에 간략히 적어 주세요.

5-1. 동사의 다양한 확장의미를 가르칠 경우, 그 의미들을 학습 단계에 따라 순차적

으로 제시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여러 의

미를 한꺼번에 제시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요? ( )

① 순차적 제시( ) ② 동시에 제시( )

5-2. 위의 문항 (5-1)에 대하여 선택한 의미 제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이유를 아래에 간략히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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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학습자들이 동사의 확장의미에 대한 학습을 어려워하는지요? ( )

① 어려워한다( ) ② 어려워하지 않는다( )

6-2. 학습자들이 동사의 확장의미에 대한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는지요? 복수 응답 가능 ( )

① 특정 동사가 무슨 이유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② 의미 확장의 규칙을 습득하기 어려워한다.

③ 새로 학습할 의미가 전에 학습한 같은 동사의 의미와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④ 의미의 수가 많아서 각각의 의미를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워한다.

⑤ 기타 이유( )

7-1. 동사 ‘가다’의 여러 의미 가운데 ‘시간이 가다’에서 ‘가다’의 의미를 어떤 방법으

로 가르치시는지요? 그 의미 설명 방법을 간략히 적어 주세요.

7-2. 동사 ‘가다’의 여러 의미 가운데 ‘정이 가다’에서 ‘가다’의 의미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는지요? 그 의미 설명 방법을 간략히 적어 주세요.

8-1. 동사 ‘오르다’의 여러 의미 가운데 ‘연기가 오르다’에서 ‘오르다’의 의미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는지요? 그 의미 설명 방법을 간략히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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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동사 ‘오르다’의 여러 의미 가운데 ‘열이 오르다’에서 ‘오르다’의 의미는 어떤 방

법으로 가르치시는지요? 그 의미 설명 방법을 간략히 적어 주세요.

9-1. 혹시 동사의 확장의미를 은유를 통해 가르친 적이 있으신지요? ( )

(예컨대, ‘세월이 가다’에서 ‘가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시간은 이

동」의 은유를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

① 예( ) ② 아니요( )

9-2. 만약 동사의 확장의미 설명에 은유적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위의 문

항 (9-1)에서 제시한 동사 ‘가다’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동사와 그 동사의 의미

에 적용될 수 있는 은유의 예를 하나만 들어 주세요.

10-1. 은유를 통한 동사의 확장의미 교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

① 예( ) ② 아니요( )

10-2. 동사의 확장의미 설명에 은유적 설명 방식이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에 간략히 적어 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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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한국어 동사 의미 교육에 대한 학습자 설문지

- 关于韩国语动词词义学习的问卷调查(学生用) -

你好! 我是韩国首尔大学韩国语教育专业博士研究生金勇 本人正在进行关于韩国语动词词

义学习的问卷调查。对此向各位同学求助，希望大家对每一个问卷内容答出自己的宝贵意

见。谢谢!

年级 ( )

韩国语能力等级 ( )级

学习韩国语时间 ( )年 ( )个月

1-1. 你觉得有没有必要学习韩国语动词的多义?

① 有( ) ② 没有( )

1-2. 如果学习动词的多义有必要或没有必要的话, 简单写一下其理由

2-1. 你觉得学习动词的多义难吗?

① 难( ) ② 不难( )

2-2. 如果学习动词的多义难的话其理由是什么? 可以多选。( )

① 不易理解一个动词为什么能表达多种意思。

② 不好掌握词义扩张规则。 

③ 不太清楚新的词义跟之前学过的词义是什么关系。

④ 词义太多容易产生混淆。

⑤ 其它理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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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在课堂上老师怎样教动词的多义? 可以多选 ( )

① 用韩国语例句说明词义 ② 用具体的动作或图式说明词义

③ 用词义扩张知识说明词义 ④ 用对应的汉语词汇或词组说明词义

⑤ 其它方式( )

3-2. 你觉得在上个问题(3-1)的选项中哪个教学方式最为有用? 请在下面写一下相应的数

字符号与其理由。

4-1. 你对老师在课堂上教动词多义的方法满意吗?

① 满意( ) ② 不满意( )

4-2. 你认为老师应该怎样教动词多义为好? 简单写一下自己的想法。

5-1. 学习动词多义时, 有没有自己常用的学习方法。

① 有( ) ② 没有( )

5-2. 如果有的话都有哪些方法。可以多选。( )

① 看例句推测词义

② 查词典理解词义。    

③ 用词义的扩张知识理解词义。   

④ 用汉语的对应关系理解词义。

⑤ 其它方法(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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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the Meaning of the Korean Verbs Based

on the Conceptual Metaphor

Jin Yong

Human uses a language to represent the infinite world of experience that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base of the human language is the vocabulary.

However, compared to our experience of the world is infinite, the number of

natural language vocabulary is very limited. Therefore, there is bound to be

multiple meanings for one word to describe the form of an infinite world of

experience in a limited number of words. This phenomenon appears to lexical

ambiguity that several means are categorized by means of one word are meant

to form a single category by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each other and

not be formed independently. It is the ambiguity of vocabulary acquisition, as

well as be an important factor in extending the quality of our vocabulary,

through exactly what he has intended in everyday communication situations and

is a very necessary element for a fluent language expression.

Ambiguity of the words is not the object of interest in traditional Korean

language. Let alone the fact that it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our

conceptual framework of lexical ambiguity, most of the vocabulary will be

addressed in the course of the vocabulary of important educational destination

even if only considering that tinge of ambiguity. In fact, teaching the lexical

meaning is just around the basic meaning of a particular word or simply

presents language expression that containing the extended meaning to let the

learners learn by ro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oke the importance of

lexical ambiguity education and to Select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of the

polysemy and find a solution to teach them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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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has selected the eight high ambiguity in Korean as groundwork

for selecting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lexical polysemy. These verbs are

'go', 'come', 'rise', 'fall', 'give', 'receive', 'buy', 'sell' and they are classified by

the conceptual metaphor. Specifically, based on the dictionary meanings of the

verbs, to derived specific meaning by acting on the conceptual metaphor of each

verbs. In addition, in order to grading the meanings to contrast with chinese

corresponding verbs.

Also direct instruction was selected to teach the meanings of the verbs.

Direct instruction is clear that teachers set goals and actually dealing with

educational contents before class and well organized to teach the learners directly

in the class. After this process has progressed, it is very suitable for teaching

the learners in the classroom space that lead to self-directed learning in order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clearly outlined by the teacher. The procedures of

this teaching method is 'to identify the task→to explain analogy→to apply

analogy→to ask and answer→to practice step by step→to practice independently'.

The beginning of the class, the teacher presents the content and learning

objective explicitly to explain it. Then, the learners received this information

should determine the methods and strategies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by

sending questions with the teacher. Finally, the learners are encouraged to finally

perform the activity by the principles formed through the above process.

Key words: polysemous category, semantic network structure, asymmetry,

conceptual metaphor, state change category, possession change category,

direct teaching method, principle-centered teach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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