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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모양 명사의 어휘의미론적 연구

謝 華  

  인간이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내용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의 빛, 모양, 
크기, 위치이다. 대상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크다’, ‘작다’, ‘두껍다’, ‘얇
다’ 등의 형용사나 ‘반짝’, ‘벌떡’, ‘아장아장’, ‘깡충깡충’ 등의 부사 외에도, ‘달
걀모양, 선모양, 세모꼴, 네모꼴, 배꼴’, ‘외형’, ‘모습’, ‘외모’, ‘생김새’, ‘몸매’, 
‘맵시’, ‘티’, ‘태’ 등과 같은 명사들이 있다. 이런 명사들은 주로 사람이나 사물
의 형상(形狀), 생김새, 자세(姿勢)나 태도(態度)를 의미한다. 본고는 이처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인간이 시각으로 지각하는 그들의 생김새, 형상(形狀), 
자세(姿勢)나 태도(態度) 등을 의미하는 명사를 모양 명사라고 명명했다.
  한국어에는 이런 모양 명사들이 많이 존재하며 그중에는 기초적인 어휘도 
적지 않다. 모양 명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형태론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
룬 반면, 의미론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인지의미론의 방
법을 이용해서 현대 한국어 모양 명사 각 단어의 어휘의미를 밝히며, 모양 명
사들의 의미가 확장되는 방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 대상인 모양 명사를 정의
하며,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모양 명사를 분류하며 모양 명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정리했다. 
  본고의 제2장은 기본적 논의로서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을 다루었다. 모
양 명사의 의미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원형이론을 소개하며, 고전범주이론과 
원형이론의 차이를 밝히고, 다의어의 원형의미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
했다. 그 외에도 의미 확장의 기제인 은유·환유이론을 언급했고, 다의어의 복
수의미들 간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도식망 모형을 소개했다.     
  본고의 제3-5장은 모양 명사를 형성하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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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진 것이다. 각각의 장에서는 해당하는 모양 명사에 대한 의미들을 고찰
했다. 제3장에서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형(形)’[=형상(形狀), 생김새]인 
모양 명사 ‘(X)모양(模樣)’, ‘(X)꼴’, ‘X형(形)’, ‘X상(狀)’, ‘X새’를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용(容)’(=얼굴 생김새)인 모양 명사 ‘(X)
모습’, ‘(X)상(相)’, ‘X모(貌)’, ‘X용(容)’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태(態)’[=자태(姿態), 태도(態度)]인 모양 명사 ‘(X)맵시’, ‘X매’, 
‘(X)매무새’, ‘(X)티’, ‘(X)태(態)’, ‘X가짐’, ‘(X)품’을 다루었다.
  본고의 제6장에서는 모양 명사의 전반적인 의미 확장 패턴을 ‘구체적인 의
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중립적인 의미에서 긍정, 부정의미로’, ‘구체적인 의
미에서 이미지적인 의미로’, ‘어휘적인 의미에서 문법적인 의미로’ 등의 네 가
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했다. 
  제7장은 이 글의 결론으로서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며 논문의 의의 및 남은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본고는 모양 명사에 대한 체계적인 어휘의미론적 연구를 했으며, 각 모양 
명사들의 의미가 변화되는 방향과 그것들이 추상화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모양 명사에 대한 연구의 공백을 메웠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고는 모양과 관련된 한국어 속담, 모양을 인지하는 심리 연구 등의 후속 연구
에서도 유의미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고는 개별 모양 명사의 
사전의미를 수정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모양 명사, 형상(形狀), 생김새, 자세(姿勢), 태도(態度), 의미 확장, 
원형이론, 원형의미, 구체적, 추상적,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
적, 문법적.

학  번 : 2009-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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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원형이론의 방법을 이용해서 현대 한국어 모양 명사의 어휘의미를 
밝히며, 모양 명사들의 의미가 확장하는 방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인간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의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내용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의 빛, 모양, 크기, 위치
이다.1) 시각으로 지각하는 대상의 모양을 언급한다면, 우리는 흔히 대상의 모
양이 어떻다는 것을 기술하는 ‘크다’, ‘작다’, ‘두껍다’, ‘얇다’, ‘굵다’, ‘가늘다’, 
‘곧다’, ‘고불고불하다’, ‘동글다’ 등과 같은 형용사나 ‘반짝’, ‘벌떡’, ‘아장아장’, 
‘깡충깡충’, ‘둥실둥실’, ‘방글방글’, ‘또박또박’, ‘어물어물’, ‘두리번두리번’ 등과 
같은 부사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형용사와 부사 외에, 
대상의 모양을 기술하는 데에는 명사도 쓰일 수가 있다. 아래 (1)의 ‘달걀모
양, 선모양, 세모꼴, 네모꼴, 배꼴’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1) 달걀모양(模樣), 선모양(線模樣), 세모꼴, 네모꼴, 배꼴, 판상(板狀), 파상(波狀), 
구형(球形), 원형(圓形), 다각형(多角形)...

   
  (1)에 있는 단어들은 주로 어떤 것의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기술하는 데 쓰
인다.2) 즉, (1)의 단어들은 ‘X는 N1이다’라는 구조에서 ‘N1’의 자리에 올 수 

1) 김창섭(1985:149)을 인용한 것이다. 김창섭(1985)는 시각적 지각의 내용에는 빛, 모양, 크기, 위치 
외에 속도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속도를 지각하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속도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본고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받아들여, ‘속도’는 
시각적 지각의 내용에서 제외시켰다.

2) (1)과 같은 명사들은 서술어와 관형어로 모두 쓰일 수 있다. 
   a. 이 세균은 선모양이다. 
   a'. 선모양 세균.
   b. 이 쿠션은 세모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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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명사 외에도 기술의 대상이 되는 명사들
이 존재한다. 즉, ‘N2가 어떻다’라는 구조에서 N2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하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아래 (2)와 같다. 

   (2) a. 여학생들의 머리 모양(模樣)이 다양해졌다. 
       b. 동물의 꼴을 닮은 카메라. 
       c. 손바닥만한 크기에 외형(外形)으로 봐서는 국화빵 같이 생겼다. 
       d. 엄마의 모습을 쏙 빼닮은 아기.
       e. 외모(外貌)가 깔끔하고 단정하다. 
       f. 생김새도 밉지 않거니와 마음에 그늘이 없다. 
       g. 날씬한 몸매.  
       h. 버선을 신은 언니의 발 맵시가 어여쁘다. 
       i. 그의 차림에서는 궁색한 티가 났다. 
       j. 뭉툭한 원통형의 몸에 한복이 민망하도록 태(態)가 안 나는 여인이었다.

  (2)의 ‘모양’, ‘꼴’, ‘외형’, ‘모습’, ‘외모’, ‘생김새’, ‘몸매’, ‘맵시’, ‘티’, ‘태’는 
(1)의 단어와는 달리 ‘X는 N1이다’에 있는 N1의 자리에 올 수 없고, ‘N2가 어
떻다’의 N2의 자리에만 올 수 있는 것들이다. 통사론적 특징에 의하면 (1)과 
같은 단어들은 기술의 내용을 의미하는 데에 쓰이며, (2)와 같은 단어들은 기
술의 대상을 의미하는 데에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의미상으로 보면 (2)에 있
는 단어들은 주로 사람이나 사물의 형상(形狀), 생김새, 자세나 태도를 나타낸
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2)도 (1)처럼 시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양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1)과 (2)를 자세히 보면, ‘모양’, ‘꼴’, 
‘형(形)’과 같은 요소들은 ‘달걀모양, 세모꼴, 네모꼴, 구형, 원형’과 같은 기술
의 내용인 명사와, ‘머리 모양, (동물의)꼴, 외형’과 같은 기술의 대상인 명사

   b'. 세모꼴 쿠션
   c. 이 구조물은 판상이다. (약간 어색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c'. 판상 구조물.
   d. 이 극장은 원형이다.
   d'. 원형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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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는 데에 모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공통점
을 고려하여, (1), (2)와 같은 단어들을 ‘모양 명사’라고 부르고자 한다. 
  한국어에는 이런 모양 명사들이 많이 존재하며 그중에는 기초적인 어휘도 
적지 않다.3) 한국어의 모양 명사를 잘 연구하면, 한국어 화자들이 모양을 어
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심리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모양과 관련된 한국어 속
담의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양 명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형태론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의미론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
제는 모양 명사에 대한 체계적인 어휘의미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모양 명사들의 의미를 세밀하게 고찰하고, 각 의미가 변화하는 방
향과 그것들이 추상화하는 과정들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모양 명사에 대한 그간의 연구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대상 
  1.2.1. 모양 명사의 정의 
  
  ‘모양 명사’라는 용어는 사화(2009)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사화
(2009:1)에서는 모양 명사를 아래와 같이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명사”로 
정의한 바가 있다.  

   (3) 사화(2009:1)의 정의:
       모양 명사는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그렇지만 위의 정의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정의를 수정하려고 한다.  
3) 사화(2009:3)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의 모양 명사에는 856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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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사물’이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 넓게 보면 ‘사물’은 협의의 ‘사물’
과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다.4) 그러나 ‘사물’의 첫 번째 사전적 의미
는 협의인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사물’ 대신에 ‘사람과 
사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5)
  둘째, 위의 정의에는 모양 명사의 의미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모
양 명사는 모두 시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위
의 정의에 ‘인간이 시각으로 지각하다’라는 수식어를 추가했다.  
  셋째, ‘모양 명사’는 (1), (2)처럼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양”이라는 의미
를 가지므로, 이 ‘모양 명사’를 정의하는 데에는 ‘모양’이라는 단어를 보다 구
체적으로 부연할 필요가 있다. 모양 명사들은 의미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생
김새, 형상(形狀), 자세(姿勢)나 태도(態度)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양’ 대
신에 ‘인간이 시각으로 지각하는 그들의 생김새, 형상, 자세나 태도’라고 표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상의 사항에 근거해서 본고는 ‘모양 명사’의 정의를 아래 (4)와 같이 수
정한다. 

   (4) 모양 명사에 대한 본고의 정의:
       모양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인간이 시각으로 지각하는 그들의 생김새, 

형상(形狀), 자세(姿勢)나 태도(態度) 등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4)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사물’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이 중의 ①은 좁은 의미이며, ②는 ①의 
의미로 쓰인 ‘사물’과 ‘사람’을 모두 포함되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①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③<법률> 사건과 목적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5) 최경봉(1998:62)에서는 실체 명사를 넓은 의미로 쓰인 ‘사물’로 한정하지 않고, ‘사람’과 ‘사물’로 

하위 분류 시킨다. 최경봉(1998)은 그 이유를 인간이 주체와 객체의 이원적 인식 체계-‘인간:비인
간’ 구조와 ‘자신:타인’의 구조를 포함된다-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고로 최경봉(1998)은 존재론의 입장에서 한국어 명사의 의미영역을 분류했다. 명사를 크게 ‘실체 
명사’와 ‘양식 명사’로 나누며 ‘실체 명사’는 다시 ‘인간’과 ‘사물’로 나눴다. ‘양식 명사’는 ‘사태 명
사’와 ‘관계 명사’로 분류했다. ‘사태 명사’는 다시 ‘사건 명사’와 ‘상태 명사’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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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연구 범위

  본고의 연구 대상은 사화(2009)에 제시한 856개의 모양 명사에서 선출한 
것이다.6) 그렇지만 이 856개의 모양 명사들을 면밀하게 살피다 보면, 이것들
을 모두 하나의 일관된 모양 명사로서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모양 명사들을 새로이 정리했다.
  첫째, 본고에서 제시한 모양 명사의 정의에 의하면 모양 명사는 시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2009)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씨’, ‘말씨’ 등의 추상적인 단어들은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7) 
  둘째, 사전에 표제어만 있고 뜻풀이가 없는 단어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
켰다.8) 사화(2009)에 있는 모양 명사들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
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다. 그렇지만 이 중의 상당수는 해당되는 뜻풀이만 
있고 그 구체적인 용례가 없다. 아래의 (5)는 그중의 일부다.  

   (5) 가락꼴: <수학> [같은 말] 정사각뿔(밑면이 정사각형인 각뿔).
      가위꼴: 가위 모양. [비슷한 말] 협상2(鋏狀).
      단면상(斷面相): 물체를 평면으로 자른 면의 모양. 
      문화상(文化相): 문화의 발전 모습이나 상태.
      마형(馬形): 말의 모양.
      제철형(蹄鐵形): 편자 모양. 또는 ‘U’ 자 모양.
      꼬임새: 꼬인 모양새. 

6) 사화(2009)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 있는 표제어로서 총 11,168개의 명
사를 추출하고, 그중에서 모양 명사의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를 뽑아내어 분류했다. 이후, ‘A+B’형
의 모양 명사에서 동일한 B를 가지는 단어를 다시 검색하고 세분화한 뒤, 그중에서 모양 명사인 것
을 다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856개의 모양 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확보했다. 

7) 마음씨: 마음을 쓰는 태도. 
   말씨: 말하는 태도나 버릇.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8) 사전에 구체적인 용례가 없으면 해당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필자

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용례가 없는 특정한 단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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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새(門-): 문의 생긴 모양새. 
      막상(膜狀): 막과 같은 모양.
      수상(樹狀): 나무처럼 가지가 있는 형상. 
      가용(佳容): 아름다운 용모. 
      개모(槪貌): 대강의 모습이나 형편. 
      동언(瞳焉):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보이는 모양.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언급된 ‘용례에 대한 원칙’에 의하면, 용례가 제시되
어 있지 않은 표제어는 용례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9) 즉, 이런 단어
들은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단어의 사전의미를 더 잘 검토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
물(수정판)에서 검색되지 않는 단어들을 제외시켰다. 그중의 일부는 아래의 
(6)과 같다. 

   (6) 거짓꼴, 배꼴, 색시꼴, 고민상(苦悶相), 귀인상(貴人相), 암흑상(暗黑相), 남상
(男相), 궁형(弓形), 보살형(菩薩形), 반완형(半椀形), 가림새, 굄새, 구김새, 머
리새, 벌임새, 강모상(剛毛狀), 대상(帶狀), 와상(渦狀), 상모(相貌), 자모(姿貌)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선택된 본고의 연구 대상은, 아래의 (7)에서 등장하는 
97개의 모양 명사들이다.

   (7) 본고의 연구 대상    
 

X가짐

9)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에서 등장하는 용례에 대한 기본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아래와 같
다. 

   ① 모든 표제어에는 실제로 쓰이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용례를 가능한 한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렇지만 용례를 제시하기 어려운 표제어에는 굳이 용례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
았다. 

   ② 용례는 국립국어원에서 확보한 문헌 입력 파일을 참조하여 의미와 용법을 잘 보여 주는 전형적
인 예로 뽑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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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가짐, 마음가짐
 
(X)꼴
꼴, 개꼴, 거지꼴, 네모꼴, 눈꼴, 마름모꼴, 세모꼴

X매
눈매, 몸매, 입매

(X)매무새
매무새, 옷매무새

(X)맵시
맵시, 몸맵시, 옷맵시

모(貌)
면모(面貌), 미모(美貌), 변모(變貌), 외모(外貌), 용모(容貌), 전모(全貌), 체모
(體貌), 편모(片貌)

(X)모습
모습, 겉모습, 뒷모습, 본모습, 앞모습, 옆모습, 입모습, 참모습 

(X)모양(模樣)
모양(模樣), 겉모양(模樣), 뒷모양(模樣)      
 
(X)상(相)
상(相), 관상(觀相), 귀상(貴相), 두상(頭相), 밉상(相), 발전상(發展相), 사회상
(社會相), 생활상(生活相), 실상(實相), 울상(相), 인상(人相), 진상(眞相), 타락
상(墮落相), 험상(險相), 혼란상(混亂相)
  
X상(狀)
궁상(窮狀), 증상(症狀), 액상(液狀), 참상(慘狀), 파상(波狀), 험상(險狀), 현상
(現狀)

X새   
걸음새, 구멍새, 꾸밈새, 모양새, 본새, 생김새, 앉음새, 입음새, 짜임새, 차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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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용(容)
위용(威容), 진용(陣容)

(X)태(態)
태(態), 광태(狂態), 뒤태(態), 몸태(態), 상태(狀態), 세태(世態), 실태(實態), 
양태(樣態), 자태(姿態), 추태(醜態), 형태(形態)

(X)티
티, 귀(貴)티, 노(老)티, 애티, 처녀(處女)티, 촌(村)티 

(X)품(品)
품, 볼품

X형(形)
외형(外形), 구형(球形), 방형(方形), 사각형(四角形), 산형(山形), 삼각형(三角
形), 육각형(六角形), 지형(地形)  

  1.2.3. 모양 명사의 분류
 
  1.1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양 명사는 통사론적 특징에 따라 ‘기술의 내용인 
모양 명사’와 ‘기술의 대상인 모양 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 기술의 내용인 모
양 명사는  ‘X는 N1이다’의 ‘N1’에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며, 기술의 대상인 
모양 명사는 ‘N2는 어떻다’의 ‘N2’에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모양 명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인데, (8a)에 있는 
단어만이 ‘기술의 내용인 모양 명사’이며 그 외의 나머지는 모두 (8b)처럼 ‘기
술의 대상인 모양 명사’이다.

   (8) 통사론적 특징에 근거한 분류
      a. 기술의 내용인 모양 명사: 
        네모꼴, 마름모꼴，배꼴, 세모꼴, 고형(固形), 액상(液狀), 파상(波狀), 판상(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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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 구형(球形), 다각형(多角形), 방형(方形)，사각형(四角形), 삼각형(三角
形), 육각형(六角形)

       b. 기술의 대상인 모양 명사: 
        몸가짐, 꼴, 개꼴, 거지꼴, 눈매, 몸매, 입매, 매무새, 옷매무새, 맵시, 몸맵시, 

옷맵시, 면모(面貌), 미모(美貌), 외모(外貌), 모습, 겉모습, 뒷모습, 모양(模
樣), 겉모양(模樣), 뒷모양(模樣), 상(相), 밉상(相), 발전상(發展相), 궁상(窮
狀), 증상(症狀), 참상(慘狀), 구멍새, 모양새, 생김새, 위용(威容), 진용(陣容), 
태(態), 광태(狂態), 뒤태, 몸태, 티, 귀(貴)티, 노(老)티, 품, 볼품, 외형(外形), 
산형(山形), 지형(地形)... 

  모양 명사는 의미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다. (7)의 모양 명사들은 
제2요소로서 ‘가짐’, ‘꼴’, ‘-매’, ‘매무새’, ‘맵시’, ‘모(貌)’, ‘모습’, ‘모양’, ‘상
(相)’, ‘상(狀)’, ‘-새’, ‘용(容)’, ‘태(態)’, ‘티’, ‘품’, ‘형(形)’ 등을 가진다.10) 
이들은 모두 모양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의 원형의미는 아래의 세 가지로 분
류된다.11)   

   (9) 의미적 특징에 근거한 분류
       a. 원형의미가 ‘형(形)’인 것: ‘모양(模樣)’, ‘꼴’, ‘형(形)’, ‘상(狀)’, ‘새’
       b. 원형의미가 ‘용(容)’인 것: ‘모습’, ‘상(相)’, ‘모(貌)’, ‘용(容)’
       c. 원형의미가 ‘태(態)’인 것: ‘맵시’, ‘매’, ‘매무새’, ‘티’, ‘태(態)’, ‘가짐’, ‘품’

  먼저, (9a)를 보자. (9a)는 원형의미가 ‘형(形)’인 것들로서, ‘모양(模樣)’, 
‘꼴’, ‘형(形)’, ‘상(狀)’, ‘-새’ 등이 있다. ‘모양’과 ‘꼴’이 모두 형상(形狀)을 
나타낸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자어 접미 요소인 ‘형(形)’과 ‘상
(狀)’은 ‘형상(形狀)’이라는 의미가 뚜렷하다. 물론 ‘상(狀)’은 ‘형상(形狀)’외
에 ‘상태(狀態)’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형상(形狀)’에서 온 확
장의미이기 때문에 ‘상(狀)’의 원형의미는 ‘형상(形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
10) ‘상(狀)’, ‘형(形)’, ‘용(容)’, ‘모(貌)’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다. 
11) 원형의미란 한 단어의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2.1을 참

조하기 바란다. 



- 10 -

할 듯하다. 고유어 접미사 ‘새’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음’ 파생명사와 어울려, 
‘모양’, ‘상태’,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새’는 ‘모양’의 의미가 더 우선
적이기 때문에 이는 (9a)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음으로, (9b)는 원형의미가 ‘용(容)’인 것들이다. ‘용(容)’은 ‘얼굴 생김
새’, ‘용모(容貌)’의 뜻이다. ‘모습’, ‘상(相)’, ‘모(貌)’, ‘용(容)’ 등이 여기에 속
한다. 한자어 ‘상(相)’, ‘모(貌)’, ‘용(容)’의 원형의미가 얼굴의 생김새나 용모
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습’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습’의 의미는 ‘사람의 생긴 모양’인데, 그중에서도 ‘사람 얼굴
의 생긴 모양’이 더 기본적이다.12) 
  끝으로, (9c)는 원형의미가 ‘태(態)’인 것들이다. 여기서의 ‘태(態)’는 ‘자태
(姿態)’나 ‘태도(態度)’의 뜻이다. ‘맵시’, ‘-매’, ‘매무새’, ‘티’, ‘태(態)’, ‘-가
짐’, ‘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맵시’의 원형의미는 ‘사람이 꾸밈과 다듬을 통
해 얻은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이며, ‘매무새’의 원형의미는 ‘옷을 매만져
서 입고 난 뒤의 모양새’이며, ‘티’의 원형의미는 ‘어떤 태도나 기색’이며, ‘태’
의 원형의미는 ‘맵시’이다. 그런데 ‘맵시’에는 ‘사람의 자태나 행동에서 드러난 
맵시’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원형의미를 ‘자태’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짐’은 ‘몸가짐’, ‘마음가짐’에서 사용된다. ‘몸가짐’은 ‘몸을 움직
일 때 나타난 모양이나 태도’라는 뜻이며 ‘마음가짐’은 ‘마음의 자세나 태도’라
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짐’도 ‘자세’나 ‘태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품’은 ‘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이기 때문에 
이 부류에 놓는 것은 타당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고는 모양 명사의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각 모양 명사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 장을 나눌 때에는, 모양 명사를 형성
하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즉,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형(形)’인 것’,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용(容)’인 것’ 그리고 ‘제2요소의 원형
의미가 ‘태(態)’인 것’이 바로 그러한 기준인데,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분류하여 고찰했다.
12) ‘모습’의 구체적인 의미는 4.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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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선행 연구

  모양 명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사화(2009)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
급했듯이, 해당 연구는 모양 명사를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명사이다.”라고 
정의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총 856개의 모양 명사를 다루었다. 그 연구에서는 
조어방식에 따라 모양 명사들을 기본 모양 명사, 파생어, 합성어, 분석할 수 
없는 2자 한자어13)로 나누었다. 사화(2009)에 따르면, 기본 모양 명사는 모
양 명사이면서, 동시에 제2요소가 되어 다른 모양 명사를 형성하는 데에 참여
하기도 하는 단어를 뜻한다. 여기에는 ‘모양(模樣)’, ‘맵시’, ‘꼴’, ‘티’, ‘모습’, 
‘상(相)’, ‘태(態)’, ‘체(體)’, ‘형(型)’ 등이 있다. 합성어인 모양 명사에는 제2
요소가 고유어이거나 고유어화된 것과 한자어인 것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제2요소가 고유어이거나 고유어화한 단어에는 ‘X+모양(模樣)’, ‘X+맵
시’, ‘X+꼴’, ‘X+티’, ‘X+모습’, ‘X+가짐’ 등이 있으며, 제2요소가 한자어인 단
어에는 ‘X+상(相)’, ‘X+태(態)’, ‘X+형(型)’, ‘X+체(體)’ 등이 있다. 파생어인 
모양 명사의 접미사도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고유
어 접미사로는 ‘-새’, ‘-매’, ‘-씨’를 들 수 있으며, 한자어 접미사로는 ‘-형
(形)’, ‘-상(狀)’, ‘-연(然)’을 들 수 있다. 2자 한자어인 모양 명사로는 ‘X·상
(相)’, ‘X·태(態)’, ‘X·형(形)’, ‘X·상(狀)’, ‘X·연(然)’, ‘X·용(容)’, ‘X·자(姿)’, 
‘X·양(樣)’ 등을 들 수 있다. 사화(2009)에서는 각 요소와 결합하는 이 ‘X’의 
형태론적 특징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각각의 부분에서 세밀하게 고찰했다.   
  사화(2009)에서는 모양 명사를 의미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
기도 했다. ‘N1이 어떻다’의 N1에 자리에 올 수 있는, 모양 서술의 대상이 되

13) 분석할 수 없는 2자 한자어란 파생어나 합성어로 모두 분석되지 않는 단어이다. 사화(2009)의 ‘2
자 한자어’라는 용어는 김창섭(2001)을 따른 것이다. 김창섭(2001)에서는 한자어가 2자어와 3자어
로 나뉘며 각각의 한자어마다 특징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김창섭(2001)에 따르면, 2자어는 한국
어 고유어의 문법에서 의미만을 지니며 문법 기능을 나타내지 못한 두 개의 한자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이고, 3자어는 2자어의 앞이나 뒤에 다시 1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2자어에는 ‘건국
(建國)’, ‘호명(呼名)’, ‘독서(讀書)’, ‘승차(乘車)’, ‘가출(家出)’, ‘열거(列擧)’ 등이 있고 3자어에는 
‘여객선(旅客船)’, ‘독목주(獨木舟)’, ‘공업고(工業高)’, ‘과학고(科學高)’, ‘월요일(月曜日)’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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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으로서의 모양 명사’가 그 하나이고, ‘···의 모양이 N2이다’의 N2의 자
리에 올 수 있는, 모양에 대한 서술에 쓰이는 ‘기술로서의 모양 명사’가 나머
지 하나인 것이다.14) 사화(2009)에서는 이 N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모습, 
몸가짐, 생활상(生活相), 앉음새, 몸매, 키꼴’ 등을 들었고, N2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밉상, 오만상(五萬相), 삼각형(三角形), 네모꼴, 거지꼴’ 등을 들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양 명사’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추상적인 모양 명사’라는 두 가지를 분류했다는 점도 사화(2009)의 성과 중
의 하나이다. 구체적인 모양 명사로는 ‘모습, 머리새, 관형(管形), 용태(容態), 
인상(人相)’ 등이 언급되었으며, 추상적인 모양 명사로는 ‘마음씨, 품새, 문란
상(紊亂)狀), 심상(心狀), 세태(世態), 진상(眞相)’ 등이 언급되었다. 사화
(2009)에서는 한국어 모양 명사 중에서 대상으로서의 모양 명사가 기술로서
의 모양 명사보다 많고, 구체적인 모양 명사가 추상적인 모양 명사보다 더 많
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논의에서는 동일한 제2요소를 가지는 모양 명사들
의 연어적인 특징을 고찰하기도 했다. 
  모양 명사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는 사화(2015)도 있다. 사화(2015)는 ‘모
습’, ‘꼴’, ‘모양’의 의미를 검토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전의 뜻
풀이를 비롯하여, 21세기 세종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모양 명사들을 분석했다. 또한 원형이론을 이용해서 이 단어들의 의미가 확장
된 방향을 규명했고,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차이를 밝히기도 했다.
  그 외에 모양 명사를 간접적으로 다룬 연구에는 송철의(1992), 이선웅
(2000)이 있다. 송철의(1992)에서는 ‘-새’가 ‘-음’ 파생 명사와 결합하여 어
떤 것의 ‘됨됨이’, ‘모양’, ‘상태’ 등을 나타내는 파생접미사로 보았다. 이선웅
(2000)에서는 ‘수상(手狀), 엽상(葉狀), 구상(球狀), 환상(環狀), 장상(掌狀), 
우상(羽狀)’ 등을 ‘관형명사’로 보는 태도를 취했다. 

14) 사화(2009)의 ‘대상으로서의 모양 명사’와 ‘기술로서의 모양 명사’는 각각 본고의 ‘기술의 대상인 
모양 명사’와 ‘기술의 내용인 모양 명사’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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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 대상인 모양 명사를 정의하며, 
연구 범위를 설정한다. 모양 명사를 분류하며 모양 명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
를 정리하는 것도 서론에서 이루어진다.
  제2장은 기본적 논의로서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을 다룬다. 원형이론에서 
등장하는 고전범주이론과 원형이론의 차이를 정리하고, 다의어의 원형이론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의미 확장 기제인 은유·환유이
론과, 다의어의 복수의미들을 총괄하는 도식망 모형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
다. 
  제3-5장은 모양 명사를 형성하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에 근거해서 나누어진 
것이다. 각각의 장들에서는 해당하는 모양 명사들의 의미를 고찰한다. 제3장
에서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형(形)’[=형상(形狀), 생김새]인 모양 명사 
‘(X)모양(模樣)’, ‘(X)꼴’, ‘X형(形)’, ‘X상(狀)’, ‘X새’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용(容)’(=얼굴 생김새)인 모양 명사 ‘(X)모습’, ‘(X)상
(相)’, ‘X모(貌)’, ‘X용(容)’을 다룬다. 제5장에서는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태
(態)’[=자태(姿態), 태도(態度)]인 모양 명사 ‘(X)맵시’, ‘X매’, ‘(X)매무새’, 
‘(X)티’, ‘(X)태(態)’, ‘X가짐’, ‘X품’을 다룬다.
  제6장은 모양 명사의 전반적인 의미 확장 패턴을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
적인 의미로’, ‘중립적인 의미에서 긍정, 부정의미로’,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미
지적인 의미로’, ‘어휘적인 의미에서 문법적인 의미로’ 등의 네 가지의 유형으
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며 논문의 의의 및 남은 연구 과
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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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장에서는 주로 본고의 연구 방법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이론과 용어를 
정리한다.  
  본고에서는 각 모양 명사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절차를 거칠 것이다. 첫 번째 절차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각 단어의 사전뜻풀이와 용례를 정리하는 것이다1). 
두 번째 절차는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수정판)에 있는 15,293,877
어절 형태 분석 말뭉치나 12,691,945어절 형태의미 분석 말뭉치2)에서 검색된 
용례를 사전뜻풀이와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다의어인 모양 명사의 의미를 분석할 때에는, 籾山(2001:29~58)에서 사용
했던 인지의미론적 방법을 사용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1)과 같다. 

   (1) 다의어를 분석하는 방법[籾山(2001:29~58), 山下喜代(2011:131) 재인용]
       a. (각각 확립된) 복수의 의미 확인.

 b. 원형의미(prototype meaning)의 확인.
 c. 복수 의미의 상호관계 명시. 
 d. 복수의 의미 모두를 통괄하는 모델 및 틀 설명.

  우선, (1a, b)는 다의어인 모양 명사의 복수 의미를 확인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한 원형의미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 다음에, (1c)는 각 복
수 의미의 상호관계를 명시하는 절차이다. 끝으로, (1d)는 복수의 의미 모두
를 통괄하는 모델 및 틀을 설명하는 절차이다. 그중 (1a, b)를 위해서 원형이
론을 사용했고, (1c)를 위해서 의미 확장의 기제인 은유, 환유이론을 사용했
으며, (1d)를 위해서 ‘도식망 모형’을 사용했다. 본장의 1절부터 3절에서는 각

1)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단어는 (연세)한국어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를 추가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 사전을 각각 표준, 고
려, 연세라고 약칭한다. 

2) 이하에서는 이를 말뭉치라고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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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형이론, 은유와 환유이론, 도식망 모형을 소개하면서 3~5장의 연구가 어
떻게 전개되는지를 제시한다.         

  2.1. 원형이론
  2.1.1. 고전범주이론과 원형이론  
  
  범주화는 인간의 사고, 지각, 행동, 언어활동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다[Lakoff(1987:5) 참조]. 범주화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고전범주이론이고 다른 하나가 원형이론이다. 고전범주이론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중반까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이론이다. 고전범주이론의 핵심 주장은 아래 (2)와 같다. 

   (2) 고전적 범주화의 기본 원리(Taylor 1989:23~24)
      a. 범주는 필요충분 조건들의 연접에 의하여 정의된다. 
      b. 자질은 이원적이다. 
      c. 범주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d. 범주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고전범주이론에서는 범주란 동일한 필요충분 자질을 가지는 구성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범주의 경계는 분명하고, 그 범주에 속하는 모
든 구성원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전범주이론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전범주이론과 대립되는 원형범주이론(원형이론이라고도 함)3)은 
3) 원형범주이론은 주로 Rosch 등의 학자들이 여러 학문 분야의 실험 연구를 거쳐서 세워진 것이다.  

그들의 실험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어떤 범주에 속하는 각 구성원들은 
모두 공통된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 둘째, 필요충분 자질로 이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들은 가족 
유사성만 가지고 있다. 섯째, 범주의 경계는 모호하며 어떤 범주의 구성원들은 같은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원형이론을 소개하자면 Wittgenstein(1953), Austin(1961), Lounsbury(1964), 
Berlin&Kay(1969), Kay&McDaniel(1978), Brown(1958, 1965), Labov(1973), Rosch(1975, 1981), 
Rosch&Carolyn Mervis(1975), Rosch, Simpson and Miller(1976) 등을 들 수 있다[Lakoff(1989) 
참조].

   Wittgenstein(1953)는 게임(games)의 의미를 고전범주이론으로 해석하는 대신, 가족유사성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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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아래 (3)과 같은 주장을 한다.

   (3) 원형적인 범주화의 기본원리(Geeraerts&Cuyckens 2007:145)
      a. 원형적 범주는 전형성의 정도를 보여준다. 모든 구성원이 한 범주를 동등하게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b. 원형적 범주는 경계가 불분명하다.
      c. 원형적 범주는 일련의 기준(필요충분) 자질로 정의할 수 없다. 
      d. 원형적 범주는 가족 닮음 구조를 보여 주며, 그 의미 구조는 다발을 이룬 중복

되는 해석들의 방사 집합으로 나타난다. 

  고전범주이론과는 반대로 원형범주이론에서는, 범주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
두 동일한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 또한 이들 간에는 가족유사성만 있으며, 각 
범주의 경계는 모호하며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지위는 대등하지 않다.

통하여 해석했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범주가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구성원들은 어느 정
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주의 경계는 확장될 수 있으며, 한 범주에 속하는 
성원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 연구는 이 성원들 중에는 ‘중심 성원’과 ‘비
중심성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Austin(1961)은 단어 의의에는 중심적인 ‘일차 핵 의의’(primary nuclear sense)와 비중심적인 의
의가 있으며, 이들은 특수한 모습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Lounsbury(1964)는 미국 인디언 Fox 종족의 ‘nehcihsähA’이라는 단어를 관찰한 연구이다. 이 연구
는 이 단어의 수많은 의미 중에서 ‘외삼촌’이 중심적인 의미이며, 이 단어가 여러 규칙에 의해 다른 
의미로 확장해 나간 것을 관찰했다. 
Berlin&Kay(1969)는 여러 언어의 색채 연구를 통해, ‘black, white > red > yellow / blue / green 
> brown > purple / pink / orange / gray’ 등 11개의 ‘기본 색채 용어’(basic color terms)를 설정
했다. Berlin&Kay(1969)는 이런 기본 색채 용어들이 기본 색채 범주를 이루며, 그 범주 안에 보편
적으로 동일한 중심성원을 갖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Kay&McDaniel(1978)은 신경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Berlin&Kay(1969)의 기본 색채 용어가 존재하
는 이유에 대해 해석했다. Kay&McDaniel(1978)은 이 연구를 통해서 색채 범주는 생성적 범주이며 
중심적인 성원인 생성원(generator)과 비중심적인 성원이 포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Brown(1958, 1965)는 관찰을 통해 각 사물에 ‘기본 레벨 범주’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
구는 이 기본 레벨 범주 중에서 ‘이름’이 가장 짧고 가장 빈번하게 쓰이며, 가장 먼저 습득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Labov(1973)는 ‘vase, cup, bowl, mug’의 실험을 통해서, 이 범주 사이에 어떤 명확한 경계선도 없
었고 오히려 한 범주가 점진적으로 다른 한 범주 속으로 흡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Rosch의 여러 연구는 주로 ‘bird, fruit, furniture, vegetable, tool, weapon, toy’ 등의  단어들을 대
상으로 한 것이다. Rosch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해당 단어들에 직접 등급 매기기, 반응시간, 
예의 제시, 유사성 평정에서의 비대칭성, 일반화의 비대칭성, 가족 유사성 등의 기준을 사용해서 
‘원형 효과’를 연구했으며 범주 성원의 등급을 확인했다. 



- 17 -

  王寅(2002:98~99)는 고전범주이론이 현실에 있는 많은 범주들과 수학, 논
리, 물리, 화학 등과 같은 여러 자연과학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
다고 했다. 예를 들면, 수학의 ‘삼각형(三角形)’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으로 정의된다.4) 고전범주이론에서는 이 정의에 부합한 도형이 삼
각형이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도형은 삼각형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범주이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 속의 많은 범주들은 모두 동
일한 필요충분 자질을 가지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범주의 경
계는 분명하지 않으며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의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 
Lakoff(1987)이 각주 3)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형은 자연 사물이나 색채 외
에도 언어학의 음운론, 형태론, 문법론까지5) 존재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모양 명사라는 범주는 고전적 범주보다는 원형범주에 
더 가깝다. 이 범주의 경계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며 여기에 속하는 모든 단
어들의 지위 역시 같지는 않다. 즉, 모양 명사라는 범주에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양 명사가 있는 반면, 변두리에 위치하는 ‘덜 전형적인’ 모
양 명사도 있다는 뜻이다. 

4) ‘삼각형’의 정의는 표준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5) 음운론에서는 Lakoff(1987)이 영어의 ‘음소’(phoneme) /k/를 예를 들어서 원형이론을 설명했다. 영

어 단어 ‘cool’, ‘key’, ‘school’, ‘flak’에는 모두 /k/라는 음소가 존재하는데, 이 음소는 해당 단어들 
내부에서 각각 ‘기음 연구개음 [kh]’, ‘기음 구개음 [k'h]’, ‘무기음 연구개음 [k]’, ‘무기음 구개음 
[k']’ 등으로 발음된다. 이 중 원형성원은 무기음 연구개음 ‘[k]’이다. 

   형태론에서는 Bybee&Moder(1983)이 ‘string/strung’과 같은 과거형이 ‘ʌ’(철자는 ‘u’로 나타난다)로 
나타나는 동사들(‘win, cling, fling, string, sling, sting, strike, stick’ 등이 포함된다)을 통하여 원
형이론을 설명했다. Bybee&Moder(1983)은 이 동사들이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고 언
급했다. 첫째, 원형 성원은 ‘s’로 시작하고 그 뒤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자음이 온다는 점, 둘째, 연
구개음 비음인 /ŋ/로 끝난다는 점, 셋째, 이완(弛緩) 고설(高舌) 전모음(lax high frond vowel) /ɪ/
를 가진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범주의 ‘string, sling, sting’ 등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특성
을 모두 가지는 원형 성원이며 ‘cling, fling, stick’, ‘win, strike’ 등은 각각 두 가지 특성과 한 가지 
특성을 가지는 비원형 성원이다. 

   통사론에서는 Ross(1972, 1973a, 1973b, 1974, 1981)이 영어의 예를 통하여 원형효과를 설명했
다. Ross는 영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 절, 전치사, 명사구, 동사구 등과 같은 거의 모든 통사론 범
주는 물론, 영어의 수동태, 관계사 WH 전치 연접문, 의문사 WH 전치 의문문, 화제화, 접속 등의 
범주에도 원형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Bates&Whinney(1982)는 원형이론
으로 주어의 문법적인 특징―원형적인 주어는 동작주이며 주제이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
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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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 모습, 생김새, 몸매, 외형(外形)
       b. 진상(眞相), 양상(樣相), 현상(現狀)

  (4a)에 있는 ‘모습’, ‘생김새’, ‘몸매’, ‘외형’과 같은 단어는, 사람이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매우 구체적인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
우 전형적인 모양 명사들이다. 그러나 (4b)와 같은 ‘진상’, ‘양상’, ‘현상’ 등의 
단어는 사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형적인 모양 명사들이 아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모양 명사 중에는 다의어인 단어가 매우 많다. 복수의 
의미를 가진 다의어는 하나의 의미 범주를 이룬다. 다의어가 이룬 범주도 고
전적인 범주보다는 원형적인 범주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의미라는 것에는 늘 
중심이 있고 변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늘 고정되어 있지 않
고 공시적으로든 통시적으로든 변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해당 의미는 
확장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다. 이 범주 내의 모든 의미들은 모두 동일한 의
미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범주의 경계가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모든 
의미들이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아래 (5)는 본고에서 다루는 모양 명사 ‘꼴’의 사전의미(표준)이다. 

   (5) ‘꼴’의 사전의미
      ①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a. 조각품이 서서히 꼴을 갖추어 간다. 
b. 삼각형 꼴

      ②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
c. 내 꼴이 우습다. 
d. 그 꼴로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니? 

      ③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는 말.
e. 나라 망하는 꼴 보지 않으려고 이민했다. 

  ‘꼴’의 사전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는 말’ 등의 세 가지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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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개괄할 수 있는 정의나 자질을 찾기 힘들다. 
이 의미들 중에서 (5①)의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은 훨씬 더 중심에 위
치해 있고, 여기서 의미 (5②)과 (5③)이 확장된 것이다. 
  이처럼 다의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고전범주이론보다 원형이론
을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본고의 목적은 모양 명사의 의미를 분
석하며 의미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 명사의 의
미 변화를 포착하려면 고전범주이론보다는 원형이론을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
며, 이 원형이론이 모양 명사의 어휘의미의 양상을 더 잘 보여줄 것으로 생각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양 명사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원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2.1.2. 다의어의 원형의미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원형의미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
다. Langacker(1987:371)은 ‘원형의미’를 ‘특정한 의미 범주 중의 전형적인 
실례’라고 정의했으며, 임지룡(1996:249)은 ‘원형의미’를 ‘다의적 범주를 대표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정의에서 드러나
는 것처럼, 원형의미에는 어떠한 개념에 대하여 다수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
실이 전제된다.
  특정한 다의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런 의미들 중에서 원형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Langacker(1987), 
임지룡(1996), Tyler& Evans(2003), 籾山(2003) 등에서는 원형의미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
적으로 선별했다. 아래 (6)이 바로 그러한 결과이다.6) 

6) 원형의미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원형의미의 특징으로서 Langacker(1987)
은 ‘합성형태에서의 사용’, ‘문법적 예측력’ 등을 들었으며, 임지룡(1996:251~256)은 ‘파생접미사와
의 자유로운 결합’, ‘문법상의 제약 없음’, ‘빈도가 높음’, ‘인지적 두르러짐이 높음’ 등을 들었다. 또
한 籾山(2003)은 ‘복수의 의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관습화된 정도, 인지적 두드러짐이 높은 
특징을 가진 것, 용법상 제약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것’[山下喜代(2011:131) 재인용] 등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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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 가장 기본적이고 중립적이다.
  b. 사용 빈도가 높다.  
  c. 합성 상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d. 문법상의 제약이 없거나 적다.
  e. 인지적 두드러짐이 높다.
  f. 파생접미사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6)에서 언급된 것처럼, 원형의미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립적이다’, ‘사용 빈
도가 높다’, ‘합성 상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문법상의 제약이 없거나 
적다’, ‘인지적 두드러짐이 높다’, ‘파생접미사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등의 특징
을 가지고 있다.7)  
  그렇지만 (6)의 기준들이 동일한 지위를 지니지는 않는다. 즉, 어떤 의미가 
원형의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6)에 나열된 기준들 모두가 대등한 자격
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6a)의 기준이 가장 중
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단어의 의미가 가장 기본적이며 중립적이라는 기준
이야말로, 해당 의미가 보다 덜 기본적이거나 긍정적·부정적인 의미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형의미라고 하여 (6)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제시된 ‘꼴’의 
의미를 보자. 

   (7) ‘꼴’의 의미 
      a.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b.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
      c.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는 말.

형의미의 특징으로 들었다. Tyler&Evans(2003:47)에서는 Langacker(1987)에서 언급한 ‘합성형태
에서의 사용’, ‘문법적 예측력’ 외에도 ‘가장 오래된 것, 의미망에서 지배적인 분포, 다른 공간불변화
사와의 관계’를 가지는 의미가 원형의미라고 했다. 

7) (6e)는 (6b)와 연관되어 있다. 인지적 두드러짐이 높은 의미는 사용 빈도도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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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은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
는 말’ 그리고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는 말’ 등의 세 가지 사전의미를 가
진다. 이 중 (7a)가 중립적인 의미이며 (7b, c)는 부정적인 의미이다. 자립적
인 요소로 사용될 때는 (7b)가 (7a)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8) 그러나 합성상
태의 한 요소로 사용될 때는 (7a)가 (7b)보다 사용 빈도가 더 높다.9)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중립적인 의미인 (7a)를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7b)의 경
우, 자립적인 요소로 사용할 때 사용빈도가 높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원형의미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원형의미로 본 (7a)라는 의미는 ‘사
용빈도가 높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2.2. 의미 확장 기제로서의 은유와 환유

  의미 확장의 기제에는 은유(meptaphor)와 환유(metonymy)가 있다(임지룡 
1996:249, 250 참조). 즉, 한 단어는 원형의미에서 은유(유사성 인지능력)와 
환유(인접성 인지능력)를 통해서 기존 단어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은유와 환유이론을 살필 것이다.

  2.2.1. 은유
  
  문학과 수사학, 그리고 인지언어학에서 은유(metaphor)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기 다르다. 문학이나 수사학에서는 은유를 유사성에 근거해서, 하나나 둘 이
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어떠한 하나의 개념을 이와 유사한 다른 개념으로 나타
내는 수사법으로 본다. 이런 시각에 의하면, 은유는 언어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8) 김진희 · 한승규(2011:61~63)에서 ‘꼴’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더러운, 죽는, 험한, 되다, 당

하다, -을 수 없다, -고 말다, -지 않다, 안, 못’ 등과 공기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서 ‘꼴’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표준에 등록된, ‘꼴’이 포함된 단어의 수는 (7a)에 의미로 쓰인 단어(예를 들면, ‘네모꼴’, ‘탑꼴’, 
‘가위꼴’ 등)의 수가 (7b)의 의미로 쓰인 단어(예를 들면, ‘눈꼴’, ‘거지꼴’ 등)의 수보다 훨씬 더 많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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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인지의
미론에서는 은유를 인간의 기본 사고방식―즉, 언어 사용자들이 하나의 사고 
영역을 또 다른 하나의 사고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윤영
은 2002:263, 2013:273, 274 참조). 
  인지의미론적인 과점에서 본 은유는 개념화 과정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개
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고도 한다(임지룡 2006a:33 참조). 개념적 
은유 이론은 Lakoff & Johnson(1980)부터 시작된 것이다.10) Lakoff & 
Johnson(1980:5)에서는 개념적 은유의 본질을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
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1)  
  Kövecses(2002:4, 6)에 의하면, 개념적 은유는 우리가 인지하려고 하는 개
념적 영역인 ‘목표영역(target domain)’과, 이 목표영역을 인지하기 위해 우리
가 사용하는 개념적 영역인 ‘근원영역(source domain)’으로 구성된다. 개념적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개념적 대응관계(correspondences)에 의
해 일어난다. 이런 대응관계를 흔히 사상(mapping)이라고 부른다. 임지룡
(2006a:41)에서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이런 대응관계를 아래와 같은 <그
림 2-1>로 나타낸다. 

                       근원영역                목표영역
  

<그림2-1> 개념 영역간의 사상 (임지룡 2006a:41)

10) 개념적 은유 이론은 그 후에 Lakoff(1987, 1993, 1994), Lakoff & Johnson(2003), 
Kövecses(2002, 2010) 등을 통해서 발전되었다. 

11) 은유에 관한 한국인의 연구로는 박영순(2000), 이종열(2003), 김종도(2003), 임지룡(2000, 
2001a, 2001b, 2002, 2005, 2006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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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övecses(2002:8)는 아래 (8)에 있는 예문들이 ‘사회 조직은 식물이다
(SOCIAL ORGANIZATIONS ARE PLANTS)’라는 개념적 은유와 관련이 있
다고 했다. 

   (8) a. He works for the local branch of the bank. 
(그는 그 은행의 지방 지사를 위해 일한다.)

       b. Our company is growing. (우리 회사는 자라고 있다.)
       c. They had to prune the workforce. (그들은 노동력을 잘라야만 했다.)
       d. The organization was rooted in the old church. 

(그 조직은 그 옛날 교회에 뿌리를 내렸다.)
 
  ‘사회 조직은 식물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에서 본다면, 식물의 구성요소들은 
사회조직의 구성요소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9) 근원: 식물(PLANT)          목표: 사회 조직     
a. 식물 전체          →   조직 전체
b. 식물의 부분        →   조직의 부분
c. 식물의 성장        →   조직의 발달
d. 식물 부분의 제거   →   조직의 축소
e. 식물의 뿌리        →   조직의 기원
f. 꽃피움              →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성공적인 상태
g. 열매, 곡식          →   이익, 결과

  개념적 은유에서 근원영역은 목표영역보다 더 구체적·물리적이고 더 명확하
게 윤곽이 주어진 개념인 데 비하여, 목표영역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윤곽이 
덜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 개념이다(Kövecses 2002:15).  
   Lakoff & Johnson(1980)의 개념적 은유는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 ‘지향적 은유
(orientational metaphors)’ 등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세 가지 개념적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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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 은유는 고도로 구조화되고 명확히 묘사된 근원영역을 사용하여 목표
영역을 구조화하는 것이다(Lakoff & Johnson 1980:61 참조). 구조적 은유의 
근원영역은 목표영역 개념에 상당히 풍부한 지식 구조와 이해를 제공한다(윤
영은 2013:283). 위에서 언급한 ‘조직은 식물이다’는 바로 구조적 은유이
다.12)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목표영역 개념에 대하여 사물, 실체, 그릇과 같은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13) 존재론적 은유에 의해 개념화된 경험은 
구조 은유에 의해 더 구조화될 수도 있다(윤영은 2013:283). Lakoff & 
Johnson (1980:28)에서 인용한 예문 (10)은 존재론적 은유의 한 예로서, 추
상적 개념인 정신과 구체적 개념인 물건의 대응에서 은유 ‘THE MIND IS A 
BRITTLE OBJECT(정신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다)’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인 것이다.

  (10) THE MIND IS A BRITTLE OBJECT [정신은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다]
     a. Her ego is very fragile. (그녀의 자아는 매우 나약하다.)
     b. He broke under cross-examination. (그는 반대 신문에 무너졌다.)
     c. She is easily crusbed. (그녀는 쉽게 좌절한다.)
     d. I'm going to pieces. (나는 산산조각이 되고 있다.)  

  지향적 은유14)는 공간적 방향과 관련하여 하나의 전체적 개념구조를 이루
12) 이 외에도, 구조적 은유에는 ‘ARGUMENT IS WAR(논쟁은 전쟁이다)’, ‘TIME IS MONEY(시간은 

돈이다)’, ‘THEORIES ARE BUILDINGS(이론은 건물이다)’, ‘IDEAS ARE FOOD(아이디어는 음식이
다)’, ‘IDEAS ARE PEOPLE(아이디어는 사람이다)’, ‘LOVE IS A PHYSICAL FORCE(사랑은 물리적 
힘이다)’, ‘LOVE IS A PATIENT(사랑은 환자이다)’ ‘LOVE IS MADNESS(사랑은 미친 짓이다)’ 등
이 있다(Lakoff & Johnson 1980:4, 46~51).

13) ‘의인화(personification)’는 존재론적 은유의 한 종류이다. 아래는 ‘life(암), inflation(인플레이션), 
cancer(암)’ 등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Lakoff & Johnson 1980:33 참조). 그 예는 아래와 같
다. 

       a. Life has cheated me. (삶이 나를 속여 왔다.)
       b. Inflation has pinned us to the wall.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붙였다.)
       c. Cancer finally caught up with him. (그는 결국은 암에 걸렸다.)



- 25 -

는 것을 말한다(임지룡 2006:38). 지향적 은유는 목표영역 개념에 존재 은유
보다 더 빈약한 인지 구조를 제고하며, 그 주된 기능은 우리의 개념구조에 목
표영역 개념들의 집합을 일관성 있게 개념화하는 것이다(윤영은 2013:284). 
이 유형의 은유는 대부분 인간의 기본적인 공간 방향과 관련이 있다.15) 구체
적인 예문은 아래 (11)과 같다(Lakoff & Johnson 1980:15).16) 

   (11) HAPPY IS UP; SAD IS DOW [행복은 위이다: 슬픔은 아래이다]
      a. I'm feeling up. (나는 기분이 좋다.)
      b. You're in high spirits. (너는 사기가 높다.)
      c. I'm feeling down.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
      d. My spirits sank. (나는 의욕이 떨어졌다.)

  2.2.2. 환유
  
  전통 수사학에서는 환유(metonymy)를 은유와 함께 문체론의 한 종류로 보
고 있다. 인지의미론에서는 환유를 은유와 함께 개념화의 한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수사학의 ‘환유’와 구별하기 위해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라고 한다(임지룡 2006:268 참조).
  개념적 환유에 대한 연구는 Lakoff & Johnson(1980)부터 시작되었다. 여기
에 따르면, 환유란 한 실체를 사용하여 그와 관련된 다른 실체를 지시하는 것
이다(Lakoff & Johnson 1980:35). 인지의미론의 초기 연구에서는 환유가 그
렇게 주목하지 못했고, 당시 학자들은 환유를 의미 확장의 과정에서 은유의 
부차적인 기제로 보았다. 그러나 Kövecses & Radden(1998), Radden & 

14) ‘방향적 은유’라고도 한다.  
15) 윤영은(2013:284)에서는 구체적으로 ‘위-아래’, ‘안-밖’, ‘앞-뒤’, ‘접촉-이탈’, ‘중심-주변’ 등의 

공간 방향을 제시했다.  
16) 이 외에도 지향적 은유에는 ‘CONSCIOUS IS UP(의식은 위이다) : UNCONSCIOUS IS DOWN(무

의식은 아래이다)’, ‘HEALTH AND LIFE ARE UP(건강과 삶은 위이다) : SICKNESS AND 
DEATH ARE DOWN(아픔과 죽음은 아래이다)’, ‘MORE IS UP(많음은 위이다) : LESS IS 
DOWN(적음은 아래이다)’ 등이 있다(Lakoff & Johnson 198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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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övecses(1999), Kövecses(2002) 등과 같은 후대 연구에서는, 환유를 은유
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화의 기제로 보고 있다.17) Kövecses & 
Radden(1998:39)에서는 환유를 아래 (1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2) 환유에 대한 정의(Kövecses & Radden　1998:39，임지룡2006ｂ:269 참조):
       환유는 동일한 영역 안에서 한 개념적 실체, 즉 ‘매체(vehicle)’가 다른 개념적 

실체, 즉 ‘목표(target)’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과정이다.    

  Kövecses & Radden(1998)에서는 환유를 ‘한 개념적 실체가 다른 개념적 
실체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환유를 ‘한 실체가 다른 실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았
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Kövecses & Radden(1998)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인
다.18) 
  개념적 환유에서 심리적 접근을 제공하는 개체는 매개 개체(vehicle entity)
라고 부르며, 주의나 정신적 접근을 제공 받는 개체는 목표 개체(target 
entity)라고 부른다. 아래는 Lakoff & Johnson(1980:35)에서 갖고 온 환유의 
예문이다. 

   (13) a.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 
            (그　햄　샌드위치가　계산서를　기다리고　있다.)
　　       b. He like to read the Marquis de Sade. (그는 사드를 즐겨 읽는다.)
         c. There are a lot of good heads in the university. 
            (그 대학에는 훌륭한 두뇌들이 많다.)

17) Kövecses(2002:156)는 이것을 ‘ANGER IS HEAT(화는 열)’이라는 예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화는 체열의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화와 체열 사이에 환유적 관계(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 사실, ‘화는 열’이라는 예는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이라는 환유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 다음에 체열을 열로 일반화 시키는 것을 통해 ‘화는 열’라는 개념적 은유가 일어
난다. 이처럼, 환유적 매개(체열)가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은유의 근원영역이 된다.  

18) 한편, 환유에 대한 한국 학자의 연구로는 임지룡(1995, 2006b), 이종열(2002, 2007), 김종도
(20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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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에 있는 ‘ham sandwich(햄 샌드위치)’, ‘Marquis de Sade(사드)’,  
‘good heads(훌륭한 두뇌)’ 등은 각각 이들과 인접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사
람’, ‘사드가 쓴 작품’, ‘훌륭한 두뇌를 가지는 인재’를 나타내고 있다. 
  Kövecses(2002:146~149)에서 언급된 은유와 환유의 차이는 다음과 같
다.19) 첫째, 은유에 관여하는 두 개념은 유사성의 관계에 있는 반면, 환유에 
관여하는 두 개념은 인접성의 관계에 있다. 둘째, 은유에 관여하는 두 개념은 
우리의 개념 체계 안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환유에 관여하는 두 개념은 
개념적 공간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은유의 주요 기능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이해하는 것이며, 환유의 주요 기능은 더 구체적이거
나 현저한 매개 개체가 동일한 영역 안의 더 추상적이거나 덜 현저한 목표 개
체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14)와 같다.

   (14) a. 유사성 대 인접성. 
        b. 다른 두 영역들 대 하나의 같은 영역
        c. 이해하기 대 주의 끌기. 
   
  임지룡(2006b:270, 271)에서는 ‘두뇌’가 쓰인 두 예문을 가지고, 상술된 은
유와 환유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5) a. CPU는 컴퓨터의 두뇌이다. 
        b.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해외로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 

  (15a)의 ‘두뇌’는 은유의 기제를 통해서 컴퓨터의 ‘CPU’를 가리키며 (15b)
의 경우, 환유의 기제를 통해서 ‘인재’를 가리킨다. (15a)의 경우, ‘두뇌’와 
‘CPU’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 영역에 대해 유사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서 컴퓨터에서 CPU가 기능하는 방식은 인간의 두뇌가 기능하는 방식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b)의 경우, ‘두뇌’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영역 속
19) Kövecses(2002)에서는 (14b)를 ‘두 영역 대 한 영역’, ‘다른 영역들 대 같은 영역’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본고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정리했다. 



- 28 -

에 있고, 환유를 통해서 ‘인간’에 인접해 있는 ‘두뇌’에 의미적 현저성을 부여
한다. 이를 통해 ‘인재’라는 목표에 대한 정신적 접근이 가능하다. 
  환유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참조된다. 첫째, Lakoff & 
Johnson(1980:36~39)에서는 환유를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 ‘생산자로 생
산품을 대신함’, ‘사용되는 물건으로 사용자를 대신함’, ‘통제자로 피통제자를 
대신함’, ‘기관으로 책임자를 대신함’, ‘장소로 기관을 대신함’, ‘장소로 사건을 
대신함’ 등으로 나누었다. 둘째, Kövecses(2002:149~156)에서는 환유를 크
게 ‘부분과 전체’, ‘부분과 부분’ 등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20) 셋째, 임지룡
(2006b:272~284)에서는 환유를 ‘확대 지칭 양상’, ‘축소 지칭 양상’과 ‘상호 
전이 양상’ 등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21)  

  2.2.3. 은유, 환유 및 다의어

  은유와 환유는 문법이나 문법적 구조, 혹은 역사 의미론 등과 같은 영역에
서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이지만, 다의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이다(Kövecses 2002:214 참조). 여기서 은유와 환유가 다의어와 
어떠한 의미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자. 
  우선, 은유를 보자. Kövecses(2002:214)에서는　‘climb’이라는 단어를 통하

20) Kövecses(2002:151~156)에서 언급된 ‘부분과 전체’의 환유에는 ‘전체로 부분을 대신함’, ‘부분으
로 전체를 대신함’, ‘물체로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를 대신함’,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물체를 
대신함’, ‘연속적 하위 사건으로 복합 사건을 대신함’, ‘공존하는 하위 사건으로 복합 사건을 대신
함’, ‘범주로 범주의 구성원을 대신함’, ‘범주의 구성원으로 범주를 대신함’ 등의 유형이 있다. 한편, 
‘부분과 부분’의 환유에는 ‘도구로 행동을 대신함’, ‘행위자로 행동을 대신함’, ‘행동으로 행위자를 대
신함’, ‘행동에 관련된 대상으로 행동을 대신함’, ‘행동으로 행동에 관련된 대상을 대신함’, ‘상태/사
건으로 그것을 야기한 사물/사람/상태를 대신함’, ‘야기된 소리로 그것을 야기한 사건을 대신함’, ‘제
조자로 제품을 대신함’, ‘작가로 작품을 대신함’, ‘통제자로 통제되는 것을 대신함’, ‘소유자로 소유되
는 것을 대신함’, ‘그릇으로 담겨진 물건을 대신함’ 등의 유형이 있다. 

21) 먼저, 확대 지칭 양상에는 신체의 한 부분이 사람을 지칭, 사물의 한 부분이 사물 전체를 지칭, 소
유물이 소유자를 지칭, 사건의 한 부분이 사건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축
소 지칭 양상에는 사물이나 신체의 전체가 사물이나 신체의 한 부분을 지칭, 그릇이 내용물을 지
칭, 기관이나 단체가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을 지칭, 생산회사 혹은 생산지나 생산자가 생산품을 지
칭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상호 전이 양상에는 사건이 시간, 시간이 사건을 지칭, 거리가 
시간, 시간이 거리를 지칭, 원인이 결과, 결과가 원인을 지칭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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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당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은 개념적 은유에 의해 서로 관련을 
맺는다고 설명했다.

   (16) a. The monkey is climbed up the pole. (원숭이는 기둥을 타고 올라갔다.)
        b. The prices are climbing up. (가격이 오르고 있다.)
        c. She is climbing the corporate ladder.
          (그녀의 회사 서열이 올라가고 있다.)

  ‘climb’은 (16a)의 ‘기어오르기’, (16b)의 ‘위쪽으로’, (16c)의 ‘출세’ 등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이 중 (16a)는 원형의미이고, (16b)의 의미는 원형의미에
서 ‘MORE　 IS UP(많음은 위)’이라는 개념적 은유에 의해 생성된 것이며, 
(16c)의 의미는 원형의미에서 ‘A CAREER IS AN UPWARD JOURNEY(경력
은 상향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Kövecses(2002:215~216)에서는 ‘love’를 예로 들면서, 환유도 은유와 마
찬가지로 다의어의 의미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래의 예문 (17)은 해당 예문의 일부이다.  

   (17) a. I was overwhelmed by love. (나는 사랑으로 압도되었다.)
        b. The love between them is strong. (그들 간의 사랑은 강하다.)
        c. Come here, love. (이리 오너라, 사랑아.)
        d. They are lovers. (그들은 성적 파트너다.)

  (17a~d)의 ‘love’는 각각 ‘강력한 감정, 정열’, ‘관계’, ‘사랑의 대상’, ‘성적 
파트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중의 원형의미는 (17a)의 ‘강력한 감정, 
정열’이다. 여기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만드는 관계를 대신함’이라는 환유기제
를 통해서 (17b)의 ‘관계’라는 의미가 만들어진다. 또한 원형의미에서 ‘사람으
로 감정의 대상을 대신함’이라는 환유기제가 작용하여 (17c, d)의 ‘사랑의 대
상’과 ‘성적 파트너’라는 의미가 만들어진다.
  본고에서는 모양 명사의 의미 확장을 은유와 환유의 기제로 설명한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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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된 ‘모습’의 예문을 보자. 

   (18) a. 그는 그새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b. 깨끗이 정돈된 사무실의 모습/조국의 발전된 모습.
        c.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18a~c)의 ‘모습’은 각각 ‘사람의 생긴 모양’,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사람 자체’22)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b)의 ‘사무실’과 ‘조국’은 (18a)의 
‘사람’과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 사람에게 생긴 모양이 있는 것과 같이 사물 
에도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 있다. 따라서 ‘모습’은 (18a)의 의미에는 은유기제
가 작용하여 (18b)의 의미가 된 것이다. (18b)와 달리 (18c)의 경우, ‘사람 
자체’는 ‘사람의 생긴 모양’과 ‘사람’이라는 같은 영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사
람의 생긴 모양’에 현저성을 줌으로써 ‘사람 자체’에 대한 정신적 접근성을 제
공한다. 즉, (18a)의 의미에 ‘부분이 전체를 대신함’이라는 환유기제가 작용하
여 (18c)의 의미가 생긴 것이다.

  2.3. 도식망 모형
  
  도식망 모형(圖式網模型, schematic network model)은 Langacker(1987, 
2000, 2008), Tuggy(1993, 2007) 등에서 다의성을 표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23)
  범주화에는 의미 확대와 실례화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Langacker 
2000:102).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해 있는 의미 [A]가 (B)속에서 인식될 수 

22) 표준에서는 (19c)의 있는 ‘모습’의 의미를 ‘자취나 흔적’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표준의 해당 의미와는 달리, 이 모습의 의미가 ‘사람의 생긴 모양’으로서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4.1.1을 참조 바란다. 

23) Langacker의 도식망 모형은 Lakoff(1987)에서 제시한 방사 모형(radial models)을 받아들이고 도
식화와 실례화를 강조하면서 만든 것이다(Langacker 2000:101 참조). Geeraerts&Cuyckens(2007 
)은 방사 모형을 도식망 모형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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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이들의 관계는 실례화(‘정교화’라고도 한다)이고, (B)는 [A]의 실례이
다(예를 들면, ‘과일’과 ‘사과’).24) 이 두 의미 간에 격차가 있으면 이들의 관
계는 의미 확대이다(예를 들면, 영어 ‘mouse’가 가지고 있는 ‘쥐’라는 의미와 
‘(컴퓨터의) 마우스’라는 의미). 실례화는 ‘[A]→(B)’로 표시하며 의미 확대는 
‘[A]⇢(B)’로 표시한다. 의미 [A]가 (B)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이들 사이에 
어떤 추상적 공통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상적 공통성은 의미 
[A]와 (B)의 ‘도식(schema)’이라고 한다. Langacker(2000:102)는 의미 확대
가 도식화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도식화를 동반한 의미 확대의 기
제는 아래 <그림 2-2>와 같다. 
 

  A

A‘

B

  <그림 2-2> 의미 확대의 기제 (Langacker 2000:102)

  <그림 2-2> 중 의미 [A]는 중심적인 의미이고, 의미(B)는 의미[A]의 확
장이며, 의미[A]와 유사하다. (A')은 [A]와 (B)의 유사성, 공통성에 기초하여 
추출된 도식적인 의미(schema)이며, [A]와 (B)는 도식적인 의미 (A')가 정
교화된 의미이다. 그림의 화살표는 범주화 관계를 나타내는데, 직선 화살표는 
도식의 정교화를 나타내고 점선 화살표는 더 중심적인 의미로부터의 확장을 
나타낸다. 
  확대와 도식 추출 등을 통해서 원형의미로부터 발전한 다의어의 의미들은 
매우 복잡한 ‘망(net)’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를 ‘도식망’이라고 한다. 
아래의 <그림 2-3>은 Langacker(2000:103)에서 제시한 도식망이다. 
                          

24) Langacker(2000:100)에서는 고착되지 않은 의미를 ‘( )’(도형에서는 ‘○’으로)로 표시하며, 고착
된 의미를 ‘[ ]’(도형에서는 ‘□’으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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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도식망 모형 (Langacker 2000:103)

  <그림 2-3>은 도식관계가 상하좌우로 확장되어서 의미망 다발을 형성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확장의미와 기준의미의 거리는 화살표의 길이로, 의미의 
고착성은 상자의 두께로 표시되어 있다.25) 
  Langacker(2008)에서는 단어 ‘ring’에 대한 확대와 도식화를 시도한 바 있
다. Langacker(2008:37)은 여기서 형성된 여러 의미들의 관계를 아래와 같은 
도식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i.(비밀리에)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무리

c.원형물체 d.원형경기장 e.사각 경기장g.원형표지

a. 손가락을 위한 
원형 장식구

b.원형 
장식구

h.원형개체 f.경기장

<그림 2-4> ring의 도식망 모형 (Langacker2008:3726))

25) 그렇지만 Langacker(2000:103)은 여러 가지의 망 모형에서, 화살표의 길이나 상자의 두께 따위
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도 도식망 모형을 그릴 때
에는 이런 변수들을 표시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26) 박스 안에 있는 영어 자모는 원문에 없던 것이지만, 필자가 편의상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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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acker(2008:17)에 의하면 ‘ring’의 기본의미(a)는 ‘손가락을 위한 원형 
장식구’이며, 의미(b) ‘원형 장식구’는 (a)보다 더 도식적인 의미다. (a)는 (b)
에 대한 정교화되었거나 특정화된 예시이다. ‘ring’은 (a), (b)보다 훨씬 더 추
상적 의미인 ‘원형물체’(c)와 ‘원형의 개체’(h)까지를 의미할 수 있다. 나아가
[Langacker(2008)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ring’의 ‘원형물체’(c)에서 ‘원
형경기장’(d)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거기서 ‘사각 경기장’(e)이라는 의미까지 
생겼다. (d)와 (e)는 ‘경기장’(f)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원형
개체’(h)라는 의미에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무리’(i)라는 의미까지 생겼
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식은 의미 [A]와 (B)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도식
에 의한 도식망 모형의 의미 확대는, 유사성에 근거해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은유와 유사하다. 그러나 환유에 의해 생긴 확장의미와 원래
의 의미 간의 유사성과 공통성, 즉 도식의미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다.27) 따라서 본고는 다의어의 의미관계를 표시할 때 은유에 의한 확장에는 
도식의미를 표현하되, 환유에 의한 확장에는 도식의미를 표시하지 않는 태도
를 취했다.
  2.2.3에서 언급했던 ‘모습’을 보자. ‘모습’의 세 가지 사전의미는 각각 ‘사람
의 생긴 모양’,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사람 자체’이다. 이 중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사람의 생긴 모양’에서 은유의 기제를 사용해서 생긴 
의미다. 이 두 의미는 도식의미 ‘겉모양’을 가진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된 ‘모
습’의 의미망에서는 이들 간의 의미 확장 및 도식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자체’라는 의미는 원형의미 ‘사람의 생긴 모양’에서 환유의 기제
27) Langacker(1987)은 연상에 바탕을 둔 의미 확대(즉,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환유에 의한 확대’)

를, 약화된 유사성에 의한 특별한 의미 확대로 보고 있다. Langacker(1987)에서는 영어의 ‘bedes’
라는 단어를 예로 설명하는데, 이 단어는 ‘기도’에서 ‘(기도할 때 쓰는)묵주’로의 의미 확장을 보이
는 예이다. Langacker는 이 두 의미를 도식에 의한 의미확대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원래의 값과 확대된 값 사이의 연결이 하나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
다. 둘째, 작용 영역에서 [prayers]와 [bedes]가 원을 지어선 기도자들과 로자리 염주알 사이에 일
대일 대응관계 개념이 소환된다: 그 두 개는 윤곽이 선택에서만 대조를 이룬다. 셋째, ‘기도’와 ‘묵
주’의 의미 차이를 무시하면 이들의 도식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Langacker(1987)에서
는 이런 ‘기도’와 ‘묵주’를 통괄할 수 있는 도식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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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의 도식의미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
서 이를 의미망에 표시하지 않았다. 아래 <그림 2-5>는 ‘모습’에 대한 사전
의미의 의미망이다.  

자연이나 

사물의 겉모양

사람의 

생긴 모양

사람 

자체

겉모양

<그림 2-5> ‘모습’의 도식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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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형(形)’인 모양 명사

  제3장은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형(形)’인 모양 명사를 다룬다. ‘형(形)’은 
사물의 ‘형상(形狀)’, ‘생김새’를 뜻하며 모양 명사의 가장 기본적이며 전형적
인 의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제2요소에는 ‘모양(模樣)’, ‘꼴’, ‘형(形)’, 
‘상(狀)’, ‘-새’가 있다. ‘모양’과 ‘꼴’이 모두 형상을 나타낸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자어 접미 요소인 ‘형(形)’과 ‘상(狀)’은 형태론적으로 접미사
의 역할도 하며 때로는 다른 자립적이지 않은 요소와 결합하면서 분석하지 못
하는 2자 한자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형(形)’과 ‘상(狀)’은 의미론
적으로 ‘형상(形狀)’이라는 의미가 뚜렷하다. 물론 ‘상(狀)’은 ‘형상(形狀)’ 외
에 ‘상태(狀態)’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상태(狀態)’는 ‘형상(形
狀)’에서 온 확장의미이기 때문에 ‘상(狀)’의 원형의미는 ‘형상(形狀)’으로 보
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고유어 접미사 ‘-새’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음’ 
파생명사와 결합하여 어떤 것의 ‘됨됨이’나 ‘모양, 상태’ 등을 나타낸다(송철의
1992:175).1) 

  3.1. (X)모양(模樣) 
  
  본 절은 ‘(X)모양’을 다룰 것이다. 3.1.1에서는 ‘모양’의 의미를 고찰하고 
3.1.2에서는 ‘겉모양, 뒷모양’을 포함하는 ‘겉모양’류의 의미를 고찰한다.2)

1) 사화(2009:59)는 ‘-새’가 명사와 ‘-음’형 파생명사형 외에도, ‘먹새’, ‘변(變)새’와 같은 ‘어간’이나 
‘어근’과도 결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2) 사화(2009:28~32)에 의하면 ‘(X)모양’에는 본고에서 다루는 ‘모양’, ‘겉모양’, ‘뒷모양’ 외에 ‘달걀모
양’, ‘피침(披針)모양’, ‘부채모양’ 등과 같은, ‘어떤 사물과 같이 생긴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모
양 명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상용어보다는 전문용어로서 더 자주 쓰이며, 말뭉치에서
도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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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모양(模樣)3) 

  표준, 고려에서 제시된 ‘모양’의 의미를 종합하면 아래 (1)과 같다. 
  
   (1) ①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a. 여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b.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물고기가 물속을 노닐고 있다. 
c. 촌사람들이 도처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 눈에 띄었다.   

       ② 외모에 부리는 멋. 
d. 거울을 보며 모양을 부리다.
e. 구질구질하더니 양복을 입혀 놓으니 제법 모양이 난다. 

       ③ 남들 앞에서 세워야 하는 위신이나 체면.
f. 아내가 쫓아온다면 모양만 창피하리라. 
g. 그녀는 여지껏 돈을 갚지 못해서 지금 모양이 말이 아니다. 

       ④ 어떠한 형편이나 되어 나가는 꼴.
h.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은 가지각색이다. 
i. 오늘 내가 이 모양이 된 건 결국은 네놈 때문이다. 

       ⑤ 태도나 됨됨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는 토로 이르는 말. (고려에만 제
시)

j. 그 모양으로 공부를 하니 대학에 떨어지지. 
k. 네놈 성격이 그 모양이니 친구가 없는 거야. 

       ⑥ (명사 다음에 쓰여) 어떠한 모습과 같은 모습.  
l. 사과 모양
m. 벙어리 모양으로 입을 꼭 다물고 열지를 않는다. 
n. 백록담의 표면이 유리 모양 반짝인다. 

       ⑦ (주로 ‘모양으로’꼴로 쓰여) 어떤 방식이나 방법. (표준에만 제시)
o. 강 변호사는 어린애를 위협하는 모양으로 눈을 흘긴다. 
p. 여해는 선잠을 깨는 사람 모양으로 눈을 섬벅섬벅한다. 

       ⑧ 의존명사 (‘모양으로’ 꼴로 쓰이거나 ‘같다’, ‘이다’와 함께 쓰여) 짐작이나 추  
          측을 나타내는 말. (고려에는 ‘일반명사’라고 한다.)

q. 어두운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3) 이 절은 사화(2015)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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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연적의 물도 다한 모양으로 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s. 그의 말하는 투를 보니 시골에서 올라온 모양이다.

       ⑨ 외양의 구색(具色). (고려에만 제시)     
t. 그 백화점은 물건의 모양을 잘 갖추어 놓았다. 
u. 학교 도서관은 장서의 모양을 가까스로 갖추었다.     

  ‘모양’의 사전뜻풀이는 (1①~⑨)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나 모습’, 
‘외모의 부리는 멋’, ‘남들 앞에서 세워야 하는 위신이나 체면’, ‘어떠한 형편이
나 되어 나가는 꼴’, ‘태도나 됨됨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는 토로 이르는 
말’, ‘(명사 다음에 쓰여)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 ‘(주로 “모양으로” 꼴로 쓰
여) 어떤 방식이나 방법’, ‘의존명사,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 ‘외양의 
구색’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중에서 (1⑦)은 표준에만 제시된 의미이며 (1
⑤, ⑨)는 고려에만 제시된 의미이다. 이 중에서 (1⑨)의 ‘외양의 구색’이라
는 의미는 아마 주로 ‘모양을 갖추다’의 구성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전의미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기의 ‘외양’은 ‘사물의 겉모습’과는 같은 
의미기 때문에, (1①)에 포함 시켜도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1)에 나열된 ‘모양’의 의미를 하나씩 살필 것이다. 우선, (1①)
의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나 모습’을 보자. (1a~c)의 예문은 주로 사물이나 
어떤 장면이나 동작의 모양새이다. 말뭉치에서는 이처럼 사물이나 장면 동
작의 모양새라는 의미들 외에도, 사람의 생김새, 표정 등을 나타내는 ‘모양’의 
예문들이 존재한다. 아래는 말뭉치에서 검색된, (1①)과 같은 의미로 쓰인 
예문이다.

   (2) a. 톱은 톱니의 모양과 방향에 따라 세로톱과 가로톱으로 나뉜다.
       b. 평범한 모양의 반지를 골라 손에 끼었다.
       c. 그의 겉늙은 모양을 허물잡아 정씨가 우스개삼아 말했다. 
       d. 선비의 놀라던 모양이 문득 생각난다.
       e. 무서운 공룡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는 모양을 상상해 볼 수 있다.
       f. 훈아는 아이들이 달려가는 모양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모양’은 (2a, b)에서는 사물인 ‘톱니’, ‘반지’의 생김새, (2c, d)에서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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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생김새나 표정, (2e, f)에서는 ‘공룡들’이 싸우는 모양새와 ‘아이들’이 
달려가는 모양새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1②, ③)은 각각 ‘외모에 부리는 멋’, ‘남들 앞에서 세워야 하는 
위신이나 체면’의 의미인데, 이러한 의미도 말뭉치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
었다.

   (3) a.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양도 내고 훌륭한 화술을 구사하기도 한다. 
       b. 유일하게 모양을 내주던 허리띠는 그녀의 한 손에 들려 있다. 
       c. 현관문을 들어선 딸이 활짝 웃는 얼굴로 거울 앞에서 모양을 낸다.   
   (4) a.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제거해도 모양이 안 좋다.
       b. 아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내 모양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3)은 ‘모양’이 ‘외모에 부리는 멋’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며, (4)는 ‘남들 앞
에서 세워야 하는 위신이나 체면’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다.  
  다음으로, ‘모양’의 네 번째 의미 (1④)는 ‘어떠한 형편이나 되어 나가는 꼴’
인데, 우리는 예문 (1h, i)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양’은 (1h)처럼 사람들이 
사는 형편을 나타낼 때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1i)처럼 화자의 형편이
나 처지를 나타낼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띤다. 이러한 경우, ‘오늘 제가 이 모
양이 된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처럼, ‘모양’ 뒤에 긍정적인 표현이 온
다면 해당 문장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우리는 (1④)의미에는 중
립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모두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1④)와 같은 의미로 쓰인 ‘모양’의 예문은 아래와 같
다. 

   (5) a. 경제팀은 경제가 흘러가는 모양을 보아 정책 수단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b.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c. 노속들이 집안의 어른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다.
       d. 그런 자식들이 있으니까 노조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5a)는 경제가 흘러가는 형편을 의미하지만, (5b~d)는 각각 ‘집안’, ‘집안의 
어른’, ‘노조’의 형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다. 이처럼 우리는 말뭉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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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어떠한 형편이나 되어나가는 꼴’의 의미에는 중립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라는 두 가지 하위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를 띠
는 경우는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으로, (1⑤)의 ‘태도나 됨됨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는 토로 이르는 
말’의 의미를 보자. 이 의미로 쓰인 ‘모양’의 예문도 말뭉치에서 검색되었다. 

   (6) a. 주리틀게 눈치만 살살 보면서 무슨 말이기에 그 모양이야? 
       b.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모양 좋은 연인이 아니다.  
       c. 그 모양으로 다니다가는 밤을 새워도 기사 될 재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6a)는 ‘눈치보는 태도’, (6b)는 ‘연애하는 태도’, (6c)는 ‘돌아다니는 태도’
를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는 어투로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⑥)의 ‘(명사 다음에 쓰여) 어떠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의
미를 보자. 예문 (1l)의 ‘사과 모양’은 사과와 같은 형상(形狀)을 의미하며, 
(1m)의 ‘벙어리 모양’은 벙어리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며, 
(1n)의 ‘유리 모양’은 유리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처럼 (1⑥)의 
‘어떠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에는 여러 하위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 ‘모양’의 예문은 말뭉치에서도 많이 검색되었
는데,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7) a. 말굽모양의 자석, 하트모양 쿠션, 잠자리 날개 모양 풀.           
       b. 젊은 여자는 와이셔츠 모양의 블라우스를 입었다.
       c. 사냥개 모양으로 코로 쿡, 쿡, 내를 한다.
       d. 그림자 모양으로 소리 없이 귀녀가 나오는데...
   
  (7a)는 ‘자석’이 ‘말굽’과 같은 형상(形狀)으로, ‘쿠션’이 ‘하트’와 같은 형상
으로, ‘풀’이 ‘잠자리 날개’와 같은 형상으로 된 것을 표현했다. (7b)는 ‘블라우
스’가 ‘와이셔츠’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때 ‘N모양’을 통해서 
형상(形狀)이나 생김새가 유사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7c)는 ‘사냥개 모양’을 
통해서 사냥개처럼 코로 쿡, 쿡, 내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7d)는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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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N모양’은 형상(形狀)이나 생김새가 아니라 동작의 모양새가 유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7a~d)의 ‘모양’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이나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7a)의 같은 경우, ‘자석’, 
‘쿠션’, ‘풀’을 보고 이들을 각각 ‘말굽’, ‘하트’, ‘풀’의 모양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 어떤 화자가 그러한 대
상을 각각 ‘말굽모양의 자석’, ‘하트모양 쿠션’, ‘잠자기 날개모양 풀’이라고 표
현하는 것은, 벌써 그 화자가 해당 사물들의 모양에 대하여 주관적인 추측을 
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것은 (7b)도 마찬가지다. ‘와이셔츠 모양의 블라우
스’이라는 표현에도, 블라우스와 와이셔츠의 외형적 유사성에 대한 화자의 추
측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유사성에 대한 추측은 (7c, d)에도 내재되어 있
다. (7c)의 ‘코로 쿡, 쿡, 내를 하’는 동작의 모양에 대해 ‘사냥개’가 하는 모양
과 유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화자
는 (7d)의 ‘소리 없이 다가오는’ 모양이 ‘그림자’와 유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
지만, 다른 어떤 화자는 그것이 고양이가 조용하게 다가오는 모습과 비슷하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1⑥)의 의미에는, 사물의 생김새나 사
람의 동작 모양이 ‘특정 대상과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화자의 추측’이 포함되
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말뭉치에서는 아래의 (8)처럼 조사 ‘으로’의 통합 없이 부사절을 만드는 
‘모양’의 예문도 발견되었다.

   (8) a. 필재는 굵게 주름이 간 연륜(年輪)을 어린애 모양 세어보고 또 세어 있었  
다. 

b. 자기의 생활이 없고 서구적인 것, 근대화의 껍데기가 냄새 모양 문과대학  
강의실을 메우고 있었다. 

c. 추상적 이상주의가 돈키호테의 여러 변종에서 모양 떠돌이 소설이나 오락물
로 전락되듯 환멸적 낭만주의에서도 그 변종들은 서정적 관조적인 것 또는 
순간적 기분들로 전락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d. 몽매에도 그리던 DMZ 저쪽의 고향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좀 더 현실 속에서 
묻는다면, 유재용의 달빛과 폐허(1987)에서 모양, 그것은 생물 서식지여서 
생물학이나 역사 학도들의  연구 대상이거나, 아니면 관광용의 풍경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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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8)의 ‘모양’은 모두 ‘으로’의 통합 없이 부사절을 이룬다. 그런데 이 예들을 
자세히 보면 이 ‘모양’의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a)는 
‘어린애 모양’을 통해서 어린애와 같이 세어보고 또 세어보는 모습을 나타낸
다. 이때 ‘모양’의 의미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
는 앞에서 언급한 시각적인 유사성에 대한 추측이 들어 있다. 이 경우 ‘모양’ 
뒤에 ‘으로’가 놓여도 아무런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8a)의 
의미는 (1⑥)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8b)에서는 ‘모양’의 의
미는 약간 달라졌다. ‘냄새 모양 강의실을 메우고 있다’는 표현은 ‘냄새처럼 강
의실을 메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냄새’와 
‘강의실을 메우고 있다’는 것과 아무런 시각적인 유사성이 없다. ‘냄새’ 자체는 
인간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모양’은 ‘처럼’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태나 속성의 유사성에 대한 추측의 의미가 포함된다. (8c, d)는 ‘모
양’이 조사 ‘에서’ 뒤에 쓰인 예문이다.4) 여기의 ‘모양’은 ‘처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모양’의 의미에는 (8a, b)의 ‘모양’에서 나타났던 ‘유사성의 대한 
추측’이라는 의미 중에서, 추측의 의미가 빠지고 ‘유사성’의 의미만 남아있다. 
그리고 이런 유사성도 (8a, b)의 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상황의 유사성이라
고 할 수 있다. (8c, d)의 ‘모양’은 ‘모양’의 기본적인 시각적 의미가 거의 다 
사라지고, ‘처럼’로 해석할 수 있는 문법적인 의미로 변화했다. ‘모양’이 조사 
‘에서’의 뒤에 쓰인 것을 보면, 이 ‘모양’은 이미 ‘처럼’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
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5) 본고는 (8c, d)의 ‘모양’과 같이, ‘으

4) (8d~e)는 문학론 책으로 분류된 문명과 형식[김윤식(1998), 솔출판사]에서 나온 예문이기 때문
에 이러한 예문을 개인적인 문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예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
양’이 조사 ‘에서’ 뒤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예일 것이다.

5) 김정혜(1997:18~24)에서 (7c, d)와 (8a)의 ‘모양’을 모두 ‘처럼’이나 ‘같이’로 교체할 수 있어서 부
사격조사라고 하고 (7c, d)에서의 ‘으로’는 잉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으로’는 이익
섭·임홍빈(1983: 158)에서 언급한, ‘참으로’, ‘정말로’, ‘밤낮으로’, ‘결과로’, ‘절대로’의 ‘로’와 같이 
명사 뒤에 쓰인 것들이다. 이익섭·임홍빈(1983: 158)에서는 이들을 “부사어로 기능을 하도록 하
다가, 마침내 ‘으로’가 그 앞의 명사에 부사적 의미를 넘겨주고 자신은 ‘도구격조사’로서의 의미가 
약해져서 전체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는 수의적 요소가 된 것”으로 보았다. 

   본고는 (7c, d)와 (8a)의 ‘모양’은 ‘처럼’이나 ‘같이’로 교체할 수 있지만,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이
라는 어휘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8c, 



- 42 -

로’의 통합 없이 부사절을 이끌며 문법적인 의미만 남아 있는 ‘모양’을 아래 
(9)와 같이 ‘(부사격조사)처럼’으로 새로 설정하기로 한다. 

   (9) (8c, d)의 ‘모양’의 의미: 부사격조사, 처럼.

  그 다음으로, ‘모양’의 일곱 번째 의미는 (1⑦) ‘어떤 방식이나 방법’이다. 
예문 (1o, p)의 ‘어린애를 위협하는 모양’과 ‘선잠을 깨는 사람 모양’은 각각 
눈을 흘기는 방식과 눈을 섬벅섬벅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
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방식이나 방법에도 화자의 추측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눈을 흘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어린애를 위협하는 모양’과 같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
은 이를 ‘화가 난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눈을 섬벅
섬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를 ‘선잠을 깨는 사람 모양’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이를 ‘눈이 아픈 모양’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의미 (1⑦)에는 ‘방식이나 방법의 유사성에 대한 추
측’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1⑥)의 표현과 일치시키기 위해 
사전의미 (1⑦)을 ‘어떤 것과 같은 방식이나 방법’으로 바꾸기로 한다.  
  말뭉치에서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 예문들이 검색되었는데, 그중의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 (10)과 같다.  

   (10) a. 염 의원이 꽁지에 불이 붙은 모양으로 황급하게 달려와서...
        b. 그는 암만해도 의미쩍은 것이 풀리지 않은 모양으로 질문을 계속해 왔다. 
 
  (10a, b)의 모양 구문은 각각 ‘염 의원이 황급하게 달려오는’ 방식, ‘질문을 
계속해 오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말뭉치에서는 아래 (11)처럼 ‘모양’이 조사 ‘으로’ 없이 후행절을 수식하
는 예문도 검색되었다. 

   (11) a. 키임은 먼 일을 생각하는 모양 공허한 눈을 들고 중얼거렸다. 
d)처럼 ‘에서’ 뒤에 쓰이는 ‘모양’은 이미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어휘의미를 잃어버리고, 
‘처럼’, ‘같이’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사격조사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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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한참을 너스레로 미안하다느니 하면서 꽁지에 불이라도 난 모양 가버렸다.
         c. 잠을 못 잔 모양 내 앞에서 연거푸 하품을 했다. 

  (11a~c)의 ‘모양’은 모두 ‘으로’ 없이 후행절을 수식하고 있다. 그중 (11a)
의 ‘모양’은 ‘눈을 들고 중얼거리는 방식은 마치 먼 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는 것을 나타내며, (11b)의 ‘모양’은 ‘가버리는 방식은 마치 꽁지에 불이라도 
난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며, (11c)의 ‘모양’은 ‘연거푸 하품을 하는 방식은 
마치 잠을 못 잔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의 ‘모양’은 ‘으로’ 없이 단
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부사성을 띠는 명사로도 볼 수 있을 듯하지만, 의미상
으로는 (10)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로 설정하지 않는다.6) 
  끝으로, ‘모양’에는 (1⑧)처럼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라는 의
미도 있다. 말뭉치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 예문들이 많이 검색되었으며, 그
중의 일부는 (12)와 같다.
     
   (12) a. 사장실에 불이 훤한 것으로 보아 사장님도 참석하려는 모양이었다.
        b. 효철은 수혜를 보고 윙크를 한 것을 보니까 기분이 괜찮은 모양이었다. 
        c. 안방을 살펴보니 잠든 모양인지 잠잠했다. 
        d. 할머니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으로 “구천이는 바보 덩신! 중놈!” 
  
  (12)의 ‘모양’은 모두 짐작이나 추측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2a)의 ‘모
양’은 ‘사장님’도 참석하려는 것에 대한 추측, (12b)의 ‘모양’은 ‘효철’이 기분
이 괜찮은 것 같다는 추측, (12c)의 ‘모양’은 잠이 든 것 같다는 추측, (12d)
의 ‘모양’은 ‘할머니’가 무서웠던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추측 등을 나타낸다. 이
런 추측의 대부분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12a~d)의 ‘사장님도 참석하려는 것’, ‘잠든 것’, ‘효철이 기분이 괜찮은 것’, 
‘할머니가 무서웠던 것’은 어떤 사실이나 심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에게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로서, 모두 직접적·시각적으로 확인할 

6) 김정혜(1997:18~35)는 (10, 11)과 같은 문장에서의 ‘모양’은 ‘마치’, ‘처럼’, ‘-ㄴ지’로 바꿀 수 있
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쓰인 ‘모양’을 부사격어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양’ 앞에는 동사의 원형
이 오지 못하고 동사의 관형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어미’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명
사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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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모양’에는 추측이라는 의미가 나타난다는 뜻인
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1⑥)의 ‘모양’의 의미와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1⑧)의 ‘모양’에는 (1⑥) ‘모양’의 의미인 ‘시각적인 유사성에 대한 
추측’ 중에서 ‘시각적인 유사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양’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3) A.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갖가지 모양의 물고기/ 선비의 놀라던 모양/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는 모양.)
        B. (+긍정)외모에 부리는 멋. (모양을 부리다/내다.)
        C. 남들 앞에서 세워야하는 위신이나 체면. (아내가 쫓아온다면 모양만 창피해.)
        D. (+부정)태도나 됨됨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는 어투로 하는 말. 
           (그 모양으로 공부를 하니 대학에 떨어지지.)
        E. 어떠한 형편이나 되어 나가는 꼴.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F. 의존 명사, (명사 뒤에 쓰여)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
           (말굽모양의 자석/사냥개 모양(으로) 코로 쿡, 쿡, 내를 한다.)
        G. 어떤 것과 같은 방식이나 방법. 
           (어린애를 위협하는 모양(으로) 눈을 흘긴다.)
        H. 부사격조사, ‘처럼’.
           (고향이란... 유재용의 달빛과 폐허(1987)에서 모양, 그것은 생물 서식지여서  
            생물학이나 역사 학도들의 연구 대상이...)        
        I. 의존 명사, ‘~하는 것 같다’의 의미로 추측이나 짐작을 나타냄. 
           (어두운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13)에 나열된 ‘모양’의 의미 중, 의미 H를 제외한 나머지 의미는 모두 사
전의미이다. 그중 ‘어떤 것과 같은 방식이나 방법’ G는 사전의미 ‘어떤 방식이
나 방법’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13)의 의미들 중에서 어떤 의
미가 원형의미일까? 원형의미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적용시키면, 첫 번째 의미
인 A는 사용빈도가 높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립적일 뿐만이 아니라 문법상
의 제약도 없다. 반면, 의미 B, D는 각각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띠기 때문에 원형의미가 되지 못한다. 또한, C는 사용빈도가 낮고 E는 추상적
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도 원형의미가 되지 못한다. F~L는 모두 자립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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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중 의미 F와 L은 사용빈도가 높지만 의미 A보다 덜 기본적이기 때문
에 역시 원형의미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나열된 상황을 종합한다면, 
의미 A를 원형의미로 보는 것은 가장 타당할 듯하다.
  결론적으로, 이 복수의미들의 관계는 <그림 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긍정적인 ‘외모에 부리는 멋’ B는 어떤 좋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생김새나 모습’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추가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A, B는 공통적으로 ‘겉으로 드러
난 모습’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3-1>에서 이를 A와 구별하
여 A'으로 표시한다. 의미 A에서 B로의 의미 확장은 이들의 공동적인 의미 
A'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의미 A와 B는 A'의 정교화이다. 둘째, ‘남들 앞에서 
세워야 하는 위신이나 체면’ C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이미
지와 비슷한 추상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의미 A에서 은
유가 적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셋째, ‘태도나 됨됨이를 못
마땅하게 여겨 꾸짖는 어투로 하는 말’ D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는 것을 나
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생김새나 모습’ A라는 구체적인 의미에
서 은유에 의해 형성된 것 같다. 넷째, ‘어떠한 형편이나 되어 나가는 꼴’ E는 
추상적인 모습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A에서 은유의 기제에 의해 확
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 F는 원형의미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
새나 모습’ A에서 ‘유사성에 대한 추측’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A와 F는 도식의미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
에서는 이 도식의미를 A, A'과 구별시키기 위해 도식의미를 A''으로 표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 F에는 화자의 시각적인 유사
성에 대한 추측이 들어있다. 이런 시각적인 유사성에 대한 추측이 어떤 방식
이나 방법에 대한 추측으로 바뀌면서 ‘어떤 것과 같은 방법이나 방식’ G가 생
겼다. F와 G는 도식의미 ‘유사성에 대한 추측’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
에서는 이 도식의미를 F와 구별하여 F'으로 표시하고 있다. ‘처럼’의 의미로 
쓰이는 부사격조사 H는 ‘어떤 것과 같다’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유
사성에 대한 추측’이라는 의미 F'에서, ‘추측’이 탈색되고 ‘유사성’만 남으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 I도 ‘유사성에 대한 추측’에서 



- 46 -

‘유사성’이 탈색되고 ‘추측’이라는 의미만 남으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A''. 
구체적인 

모습

F.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
(시각적인 

유사성에 대한 
추측)

G. 어떤 것과 같은 
방식이나 방법

(방식이나 방법의 
유사성에 대한 

추측)

F'. 유사성에 
대한 추측

H. 부사격조사, 
‘처럼’(유사성)

I. 추측

A.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B. 
(+긍정)외모에 

부리는 멋 
(좋은 모습)

C. 남들 앞에서 
세워야 하는 

위신이나 체면 

E. 어떠한 
형편이나 되어 

나가는 꼴

D. (+부정)
태도를 꾸짖는 

말

A'.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림 3-1>  ‘모양(模樣)’의 도식망 모형
 
  3.1.2. ‘겉모양(模樣)’류 

  ‘겉모양(模樣)’류에서 다룰 단어로는 ‘겉모양’과 ‘뒷모양’이 있다. 

  3.1.2.1. 겉모양 

  표준, 고려에서는 ‘겉모양’을 모두 아래 (14)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
이는 모양’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14)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 
 a. 그 사람, 겉모양은 그럴듯해도 실속은 없어. 
 b. 지호가 애인을 만나는 날이라며 겉모양을 꾸몄다. 



- 47 -

 c. 이 가방은 겉모양만 봐서는 모조품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d. 겉모양은 원주민의 초가를 땄으나 내장은 초일류의 현대식 호텔이었다.  

  (14a, b)의 ‘겉모양’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외모, 행동 등을 의미하며 
(14c, d)의 ‘겉모양’은 ‘가방’, ‘호텔’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외형을 의미한다. 사람이나 구체적인 사물이나 모두 구체적인 명사이다. 우리
는 이것을 통해서 ‘겉모양’의 사전뜻풀이를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겉모양’의 예문은 말뭉치에서도 검색되었다. 아래 (15)
는 그중의 일부이다.  

   (15) a. 현대의 인격 시장에는 상품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겉모양이 중요시된다.
        b. 그는 겉모양이 예전 건강할 때와 달라진 건 없다.
        c. 각섬석 편암의 겉모양, 성질 등이 편마암과 비슷하다.

    d. 남아 있는 왕릉은 봉토의 겉모양으로 4가지로 나뉠 수 있다.

  (15a, b)의 ‘겉모양’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생김새, 외모 등이다. 
(15c, d)의 ‘겉모양’은 각각 구체적인 사물인 ‘각성섬 편암’, ‘봉토’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가리킨다. 
  위에서 언급한 ‘겉모양’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로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러나 말뭉치에서는 이와는 달리 눈으로 곧바로 그들의 모양을 확인하
기 어려운, 보다 추상적인 사물에 쓰이는 예문들도 발견된다.
  
   (16) a. 오정희 소설은 성장소설의 겉모양을 띠고 있을 뿐 성장소설과 관련이 없다.
        b. 동시도 속이 텅 비어 있고 겉모양만 반들반들 꾸며 재주피운 말로 되어있다. 
        c. (우리의 삶은) 겉모양만은 몰라보게 좋아졌고 잘 살아 보이는데도 더 잘살  

   아 보이려다 죽어가야 한다?

  (16a~c)의 ‘겉모양’은 각각 ‘성장소설’, ‘동요와 동시’, ‘우리의 삶’과 같은, 
보다 추상적인 명사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의미한다. 즉, (16)에 있는 ‘겉
모양’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바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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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차이를 보인다. 따
라서 본고는 ‘겉모양’의 의미에, ‘추상적인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의미
를 새로 추가하기로 한다.7)    
  ‘겉모양’은 일반적으로 ‘속, 내용’ 등의 내부적인 것과 대조되면서 쓰인다. 

   (17) a. 겉모양이 그럴듯한 것보다는 내용이 알찬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b.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려면 그 속보다도 겉모양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c. 동시도 속이 텅 비어 있고 겉모양만 반들반들 꾸며 재주피운 말로 되어있다. 

  (17a)의 ‘겉모양’은 물건의 ‘내용’과 대조되고, (17b)의 ‘겉모양’은 사람의 
‘속’과 대조되고, (17c)의 ‘겉모양’은 동시의 ‘속’ 즉, 내용과 대조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겉모양’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8) A.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
         B.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겉모양’은 (18)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 A
와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B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 
두 의미 중 어느 의미가 원형의미일까? 2장에서 나열했던, 원형의미를 판단하
는 기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립적이다’, ‘사용빈도가 높다’, ‘인지적 두
드러짐이 높다’라는 기준을 따르면 의미 A가 원형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해 간
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의미 A를 원형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추상적인 사물에 쓰여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 B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의미하는 A에서 은유기제가 적용되어 생겼
을 것이다. 이들은 도식의미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가지고 있다. 
7) 어떻게 보면 이런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의미를 새로 추가하지 않고도, 이를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의미는 본질적으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겉모
양’을 두 의미로 나누면, ‘겉모양’이 눈으로 바로 보는 것에서 눈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의미로 확
장해 나가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의미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 49 -

  ‘겉모양’의 두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3-2>와 같은 도식망 모형으로 나
타낼 수 있다. 그중 A'은 도식의미이다. 

A'. 겉으로 드러난 모양

A.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B.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그림 3-2> ‘겉모양(模樣)’의 도식망 모형

  3.1.2.2. 뒷모양
  
  표준, 고려에서 제시한 ‘뒷모양’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19) ① 뒤로 드러난 모양.8) 
          a. 맵시 있는 뒷모양.
          b. 새로 산 옷의 뒷모양이 깔끔하다. 
          c. 덕만이는 콩밭 복판에 멍려니 서서 그들의 뒷모양만 배웅한다. 
        ② 일이 끝난 뒤의 모양. (표준에만 제시)
          d. 뒷모양을 그르치지 않게 조심하여라. 
          e. 일의 뒷모양이 우습게 되어 버렸다. 

  표준에는 ‘뒷모양’에 대해서 (19)처럼 ‘뒤로 드러난 모양’과 ‘일이 끝난 위
의 모양’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고려에는 이와 반대로 
‘뒷모양’에 대하여 (19①) 하나의 의미만 제시하고 있다. (19a~c)를 통해서 
우리는 ‘뒤로 드러난 모양’은 대체로 사물이나 사람이 뒤로 드러난 모양인 것
을 짐작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는 (19①)의 ‘뒤로 드러난 모양’의 의미로 쓰이는 ‘뒷모양’의 
예문이 검색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문이 사람의 모양만을 나타내고 있었
다. 반면, (19②)의 의미로 쓰이는 예문은 찾을 수 없었다. 
8) 표준, 고려에서는 ‘뒷모양’을 각각 ‘뒤로 드러난 모양’과 ‘뒤에서 보았을 때의 모양’으로 해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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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a. 그의 어머니는 물끄러미 딸의 뒷모양을 바라보며 세월이란 참말 빠르구나!
        b. 현우는 멍하니 선희의 뒷모양을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았다.
        c. 재봉침을 굴리는 선비의 뒷모양을 흘금 바라보며 덕호는 마루로 올라왔다.

  (20)은 말뭉치에서 검색된 ‘뒷모양’ 예문의 일부다. (20a~c)의 ‘뒷모양’은 
각각 ‘딸’, ‘선희’, ‘재봉침을 굴리는 선비’의 뒤로 드러난 모양을 의미한다. 이
런 의미로 쓰이는 ‘뒷모양’은 흔히 ‘뒷모양을 바라보다/보다/보이다’ 등의 표현
으로 쓰인다.
  ‘뒷모양’의 의미는 사전의미와 같이 ‘뒤로 드러난 모양’과 ‘일이 끝난 뒤의 
모양’이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뜻풀이의 ‘일’과 대조하기 위
해서, 첫 번째 뜻풀이에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추가 설명을 붙였다. 

   (21) A. (사람이나 사물이)뒤로 드러난 모양. 
        B. 일이 끝난 뒤의 모양. 

  (21)에서 A가 B보다 더 기본적이고 사용빈도와 인지적 두드러짐이 높기 때
문에, A를 원형의미로 정할 수 있다. 의미 A는 사람이나 사물의 뒤로 드러난 
모양이며, 의미 B는 일이 끝난 뒤의 모양이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어떤 
‘뒤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A는 더 구체적인 ‘뒤의 모양’이며 B는 더 추상
적인 ‘뒤의 모양’이다. 따라서 의미 B는 A에서 은유의 기제가 적용되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두 의미는 ‘뒤의 모양’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의미 A, B의 관계를 도식망 모형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3-3>과 같다.  
그중 A'은 의미 A, B에 대한 도식의미이다. 

A'. 뒤의 모양

A. (사람이나 사물이) 
뒤로 드러난 모양 

B. 일이 끝난 
뒤의 모양

      <그림 3-3> ‘뒷모양(模樣)’의 도식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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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X)꼴’ 
본 절에서 다룰 ‘(X)꼴’형 모양 명사는 크게 ‘꼴’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눈꼴’류와,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세모꼴’류로 분류된다. ‘눈꼴’류에는 ‘눈
꼴, 개꼴, 거지꼴’이 포함되며 ‘세모꼴’에는 ‘세모꼴’, ‘네모꼴’, ‘마름모꼴’이 포
함된다.9) 3.2.1에서는 ‘눈꼴’류 모양 명사의 의미를 고찰하고 3.2.2에서는 ‘세
모꼴’류 모양 명사의 의미를 고찰한다. 
  

3.2.1. 꼴10)  

  표준, 고려에서 제시된 ‘꼴’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 (22)와 같다.11) 

   (22) ①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a. 조각품이 서서히 꼴을 갖추어 간다. 
  b. 삼각형 꼴.
  c. 잎은 둥근 꼴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②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
  d. 그 꼴로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니? 
  e.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 
  f. 이런 지저분한 꼴로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③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는 말. 
  g. 나라 망하는 꼴 보지 않으려고 이민했다. 
  h.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i. 부산댁은 남의 싸움을 말리려다 험한 꼴만 당했다. 

9) ‘세모꼴’류의 모양 명사에는, 본고에서 다루는 이 세 개의 단어 외에도 ‘가위꼴, 갈고리꼴, 빗치개꼴’
과 ‘가락꼴, 네모꼴, 달팽이꼴’ 등도 있다(사화 2009:36~37). 사화(2009)에 의하면 ‘가위꼴, 갈고
리꼴, 빗치개꼴’ 등은 일상용어가 아니고 주로 지리학, 생물학, 고전학 등에서 많이 쓰인다. 또한  
‘가락꼴, 네모꼴, 달팽이꼴’ 등은 ‘정사각뿔’, ‘사각형’, ‘와우형(蝸牛形)’, ‘궁형(弓形)’에 대응되는 고
유어의 수학용어로 쓰인다.    

10) 이 절은 사화(2015)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11) 예문 (22)의 순서는 표준을 따른 것이다. 고려에서는 (22①)의 의미를 제일 마지막에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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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의 사전의미에는 (22)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
양’,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
추는 말’ 등의 세 개가 있다. (22a~c)의 예문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사물
의 모양’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이라는 의미를 보자. 말뭉치에서도 이 의미
로 쓰인 예문들이 검색되었는데,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23) a. 이 두 개의 물건은 풀잎에 맺힌 두 알의 물방울처럼 같은 꼴이다.
        b. 동물의 꼴을 닮은 카메라. 
        c. 은행잎은 부채꼴이다. 
        d. 몸은 뒤에서 보면 쐐기꼴이고, 몸색깔은 갈색 또는 초콜릿색이다. 
      
  (23)의 예문에 있는 ‘꼴’은 각각 구체적인 사물인 ‘두 개의 물건’, ‘동물’, 
‘은행잎’, ‘어떤 동물의 몸’의 모양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23a, b)와 (23c, 
d)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3a, b)의 ‘꼴’은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형
상이나 윤곽 등의 모양을 의미한다. (23c, d)의 ‘꼴’은 ‘어떤 사물과 같은 모
양’을 의미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물에 쓰이는 ‘꼴’의 의미는 중립적이다. 
  다음으로, 사람에 쓰이는 ‘꼴’의 의미를 보자. 사전에서의 ‘꼴’은 ‘사람의 모
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이라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례는 말뭉치에서 제일 많이 검색되었다.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24) a. 얼굴 꼴이 이게 뭐냐?
        b. 이 추한 꼴로 고향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오? 
        d. 긴 허리를 줄였다 폈다 하다가 나는 것같이 뛰어나가는 꼴은 우스웠다.
        e. 아줌마의 고함에 순하게 생긴 젊은 사무직원이 쩔쩔매는 꼴이 우스웠다.
    
  (24a, b)의 ‘꼴’은 ‘얼굴’과 사람의 모양새를 낮추었으며, (24c, d)의 ‘꼴’은 
‘뛰어나가는 모양’, ‘쩔쩔매는 모양’을 낮추거나 비웃었다. ‘꼴’이 이러한 의미
로 쓰일 경우, 대체로 ‘꼴이 사납다’, ‘꼴에’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꼴’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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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아래는 말뭉치에서 검색된, ‘꼴’이 중립적인 의미로 쓰인 예문들이다. 

   (25) a. 나이만 열일곱이지 산전수전 겪은 순자는 아주 여자 꼴이 들어 보였다.
        b. 열다섯이라고 곱살한 게 제법 처녀꼴이 드러난다. 
        c. 제법 열심히 밭농사에 매달려서 건실한 농부꼴이 박혔다. 
 
  (25)의 ‘꼴’에는 대상을 낮춘다거나 비웃는다는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 이들은 각각 ‘여자, 처녀, 농부’다운 용모나 태도를 의미한다. ‘꼴’의 이런 
용법은 그리 흔하지 않고 생산력도 매우 낮다. ‘꼴’이 이런 용법으로 쓰일 때
는 주로 ‘NP꼴이 들다/박히다’와 같은 구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꼴’의 기존의미에, 이러한 ‘꼴’의 의미가 새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 (26)과 같다.

    (26) (사람 뒤에 쓰여) 어떤 사람과 같은 용모나 태도.

  다음으로, ‘꼴’의 의미 중에서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는 말’이라는 의미
를 보자. 말뭉치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 예문들이 검색되었다.   
   
   (27) a. 사회 꼴이 이 모양인데, 문학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b.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꼴을 보니 이런 저서가 나올 것 같지 않다.
        c. 그는 민망스러운 꼴을 당한 가능성이 있다. 
        d. 최근 채권시장은 속빈 강정 꼴이다. 
      
  (27a, b)는 각각 추상적 명사인 ‘사회’와 ‘교육’의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는 
의미로 쓰이며, (27c)는 ‘그 사람’의 처지를 낮추는 의미로 쓰인다. (27d)는 
앞의 세 개의 예문과 달리, ‘채권시장의 형편’을 ‘속빈 강정’과 같다는 것에 비
유한 것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채권시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다 생생
하게 보여 준다. 이런 의미로 쓰인 ‘꼴’은 주로 ‘NP1은 NP2꼴이다’, ‘NP1은 
NP2꼴이 되다/꼴을 보이다/꼴을 당하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쓰인다. 
  ‘꼴’에는 위에서 언급한 의미 외에 ‘추상적인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
라는 의미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의미로서의 ‘꼴’은 상대적으로 적게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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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28) a. 프랑스는 아직 나라 꼴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이웃 나라들보다 훨씬 강한   
군대를 길렀다.  

         b. 선거 위원회가 꼴을 갖추기 시작한다. 
   
  (28a)에서의 ‘꼴’은 ‘나라’가 갖추어야하는 영토, 정권, 군대, 법 등이 포함되
는 기틀을 의미하며, (28b)에서의 ‘꼴’은 ‘선거 위원회’의 인원, 조직, 규칙 등
이 포함되는 기틀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꼴’은 (29)와 같이 ‘형식’이나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는 사전의 
메타언어로도 흔히 사용된다. 이런 용법은 사전편찬자가 사전을 편찬할 때 한
자어를 순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꼴’의 실질적인 용법과는 
거리가 있다.12) 

    (29) a. 불구(부구)「명사」 (주로 ‘불구에’ 꼴로 쓰여) 오래지 아니함. (표준)
         b. 네 「대명사」주격 조사 ‘가’ 앞에 쓰이는 ‘너’의 특수한 꼴. (연세)
              
  지금까지 정리한 ‘꼴’의 의미와 전형적인 용례를 아래와 같이 나열한다. 
     
   (30) A.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  
           A1. 구체적인 사물의 생긴 모양. (동물의 꼴을 닮은 카메라)
           A2. 구체적인 사물과 같은 모양. (부채꼴)
         B．(+부정)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 (얼굴 꼴이 뭐야?) 
         C. (사람 뒤에 쓰여) 어떤 사람과 같은 용모나 태도. (처녀꼴)
         D. (+부정)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거나 비웃는 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12) 김진희 · 한승규(2011:61~63)은 ‘꼴’이 사전에서 메타언어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
했다. 이는 통계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꼴’이 사용되는 텍스트 유형은 주로 문학류이며 ‘꼴’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더러운, 죽는, 험한, 되다, 당하다, -을 수 없다, -고 말다, -지 않다, 안, 
못’ 등과 공기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진희 · 한승규(2011)은 ‘꼴’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전
의 메타언어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김진희 · 한승규(2011)은 메타언
어로서, ‘꼴’ 대신 정보류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태, 형식, 모양’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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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추상적인 사물의 기틀. (위원회가 꼴을 갖춘다)            
         F. 사전에 ‘형식’의 뜻으로 사용되는 메타언어. (주로 ‘불구에’ 꼴로 쓰여...)

  (30)의 의미들 중에서 A, B, D는 사전의미와 동일하지만, C, E, F는 사전
에는 없고 새로 추가된 의미이다. 이 의미들 중에서 어느 것이 원형의미일까? 
우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미 C, E는 그 사용빈도가 매우 낮으며, F는 한자어
를 순화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들은 모
두 원형의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제는 의미 A, B, D 중에서 원
형의미를 정하면 될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꼴’은 대체로 의미 B, D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본다면 ‘꼴’의 부정적인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그렇지만 2장에서 언급했듯이, 
원형의미를 정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라는 제일 중
요한 기준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중세 한국어에서 ‘꼴’은 존
경해야 하는 주체 뒤에도 쓰일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14) 그
러므로 부정의미를 띠지 않은 A를 ‘꼴’의 원형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의미관계는 어떻게 되는가?15) 우리는 이들이 구체적인 사물, 사람, 
추상적인 사물에 쓰느냐와, 해당 의미가 중립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이 두 가지
의 축을 따라 의미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다. 원형의미 A는 구체적인 사물에 
쓰이는 중립적인 의미이다. 의미 B, C는 모두 사람에 쓰인 것이지만, B는 부
정적인 의미이고 C는 중립적인 의미이다. 의미 D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의

13) 고려에는 부정적인 의미 B, D를 ‘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뜻풀이로 제공했다. 이 사실은 ‘꼴’이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의 증거로 볼 수 있다. 

14) ‘꼴’이 15세기에는 ‘골’의 형태로 쓰였고 존경할 대상에 쓰이기도 했다. 
     
      골 아라 우히 디 아니샤 가지로 충실시며 [월인석보 2(1459), 41a]
  
     이 예문은 태자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인데 그 뜻은 ‘몸의 생김새가 아래 위가 가늘지 않으시어 

한 가지로 충실하시며’이다. ‘태자의 몸’은 존경 받을 대상인데 그 뒤에 ‘골’을 쓴 것을 보면, 15세
기 ‘골’이 부정적인 의미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꼴’이 ‘경멸’의 의미를 가지
게 된 것은 ‘골 없다(‘꼴사납다’의 고어형)’, ‘볼꼴 없다’, ‘꼴같잖다’, ‘꼴사납다’ 등과 같이 ‘꼴’이 ‘없
다’, ‘않다’, ‘사납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 가치를 가지는 단어와 통합하여 그들의 의미 가치에 전
염되었기 때문일 것이다(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어휘 역사 자료 (2007) 참조).

15) 이들의 의미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그중에서 한 가지 방
법만을 제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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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부정적인 의미이다. E는 추상적인 사물의 기틀을 의미하며, F는 ‘형식’
의 의미로 쓰이는 사전메타용어다.   
  우선, 중립적인 의미 A와 부정적인 의미 B, D와의 관계를 보자. 우리는 원
형의미인 ‘구체적인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 A와 B의 의미 관계를 규명할 
때는 여러 역사적인 지식을 동원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5세기에 존
대하는 대상인 사람에게도 ‘꼴’이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꼴’은 구체적
인 사물의 모양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모양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즉, ‘꼴’은 사람이나 구체적인 사람의 모양을 모두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다. 이런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꼴’은 부정적인 표현과 자주 쓰이다가 부정
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새나 형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이 
되었다.16) 이때, 의미 A와 B 사이에 ‘구체적인 모양’이라는 도식의미를 설정
할 수 있다. 이를 A와 구별하기 위해서 A'으로 한다. 사람의 모양새나 형색을 
낮추는 의미 B가, 은유를 통해서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는 의미 D를 가
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미 B와 D는 도식의미 ‘낮춤’의 의미를 가진다. 
이를 B와 구별하기 위해 B'으로 표시한다. 
  다음으로, 의미 C를 보자. C는 ‘어떤 사람과 같은 용모나 태도’이다. 얼핏 
보기에는 의미 C가 원형의미 A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원
형의미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A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모
양’ A1(예: ‘동물의 꼴을 닮은 카메라’의 ‘꼴’)과, ‘어떤 구체적인 사물과 같은 
모양’ A2(예: ‘부채꼴’의 ‘꼴’)라는 두 가지 하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중 A2
와 C는 모두 ‘어떤 것과 유사한 모양’ 이라는 공통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람
에게 쓰이는 의미 C는 사물에 쓰이는 A2가 은유기제의 적용을 받아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사물의 기틀’ E, ‘사전의 메타용어’ F와 원형의미 간
의 관계를 보자.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A는 사물의 매우 구체
적인 모양보다는, 사물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形狀)이나 윤곽
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동물의 꼴을 닮은 카메라’에서 ‘동물의 꼴’은 동물이 
구체적으로 생긴 모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동물의 형상이나 윤곽을 의미한다. 

16) 구체적인 설명은 각주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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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꼴을 갖추다’의 ‘꼴’처럼 추상적인 사물에 쓰이는 ‘꼴’도 그 사물의 
매우 세밀한 모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사물이 꼭 갖춰야하는 뼈대나 틀을 
의미한다. 이는 원형의미 A와는 ‘형식’이라는 공통적인 도식의미 A'''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물에 쓰이는 A는, 은유기제를 통해서 추상적인 사물에 쓰이
는 E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 F는 의미 A에서 생성된 것이다. ‘겉
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 A에는 사물의 윤곽을 의미한다. 이는 어
떤 사람이 사물답게 되는 데에 꼭 갖추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꼭 필요한 외형적인 요소’를 점차 ‘형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사전에 쓰이는 메타용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런 의미관계들은 아래의 <그림 3-4>와 같은 도식망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A', A'', A''', B'은 도식의미이다. 

A.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E. 추상적인 
사물의 기틀

C. 어떤 
사람과 같은 
용모나 태도

B. (+부정)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춤

D. (+부정)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춤

B'. (+부정)  
낮춤

A'. 구체적인 
모양

A'''. 사물의 
형식

A1.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

A2. 어떤 
사물과 같은 

모양

A''. 유사한 
모양

F. ‘형식’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전 메타용어

<그림 3-4> ‘꼴’의 도식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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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눈꼴’류

 ‘눈꼴’류에는 ‘눈꼴, 개꼴, 거지꼴’이 포함되며 이때 ‘꼴’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3.2.2.1. 눈꼴 

  표준, 고려에서 제시된 ‘눈꼴’에 대한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 눈의 생김새나 움직이는 모양-즉 표정을 낮잡아 이르는 말.
       a. 눈꼴이 험하다
       b. 눈꼴을 보아 하니 성깔 있어 보인다. 
       c. 최 가는 심기가 편치 못한 눈꼴을 하고, 뱁새가 대봉의 흉내를 내면 안 된다  

  고 했다. 
  
   말뭉치에서도 사전의 의미로 쓰인 예문들이 여러 개 나타났다.

   (32）a. 지왓골댁을 보는 규태의 눈꼴이 상당히 몰풍스럽다.        
        b. 날마다 눈꼴 사나운 걸 보면서 나쁜 버릇을 고쳐 주지도 못하고...
        c. 형님, 앞으로 며느리한테 더 쩔쩔맬 테니 눈꼴 시어서 어찌 보지.

  (32a~c)의 ‘눈꼴’은 모두 사람 눈의 생김새나 표정을 낮잡는 의미로 쓰인
다. 이 중에서 (32a)의 ‘눈꼴’은 낮잡을 대상인 ‘규태’의 눈 생김새나 표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32b, c)의 ‘눈꼴’은 ‘눈꼴 사납다’, ‘눈꼴 시다’라는 표현으
로 쓰여 ‘낮잡을 대상의 눈 생김새나 눈 표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볼 때의 화자의 눈 표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17)   

17) 표준에는 ‘눈꼴사납다’, ‘눈꼴시다’가 표제어로 따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보기에 아니꼬워 
비위에 거슬리게 밉다’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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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2. 개꼴
 
  표준, 고려에서는 ‘개꼴’의 뜻풀이를 아래 (33)과 같이, ‘아주 엉망이 된 
꼬락서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리한다. 

  (33) 아주 엉망이 된 꼬락서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a. 그는 거짓말을 했다가 개꼴이 되도록 망신을 당했다. 
       b. 제가 농사 개꼴같이 지은 줄은 생각지 않고 논 탓을 해? 
       c. 애인은 친구한테 뺏기고 입사 시험에선 떨어지고, 아주 개꼴이 다 됐네. 

  (33a~c)의 ‘개꼴’은 문맥에 의하면 각각 ‘망신을 당한 엉망이 된 모양, 농사
를 엉망으로 지은 모양’, ‘애인이 없어지고 입사 시험에서 떨어진 모양’을 표현
한다. 우리는 뜻풀이의 ‘꼬락서니’를 통해서, ‘개꼴’에는 화자의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개꼴’의 예문은 두 개이다. 이 예문들은 (33)과 동일
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4) a. 술 취한 개꼴이 되어 조용히 쫓겨났을 뿐이다.
       b. 나는 퇴근 시간이 돼서 청 밖을 벗어나면 허허허, 비 맞은 개꼴 같다. 

  ‘개꼴’은 (34a)에서는 ‘술에 취해서 엉망이 된 모양’을, (34b)에서는 ‘비에 
맞아 엉망이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3.2.2.3. 거지꼴

  표준, 고려의 뜻풀이를 종합하면 아래 (35)와 같다.  
 
   (35) 거지와 같은 초라하고 지저분한 차림새나 형색.      
      a. 남루한 옷차림에 찢어진 신발을 신은 거지꼴로 귀향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b. 지난 겨울 거지꼴을 하고 나를 찾아왔던 그가 오늘은 아주 근사한 신사가 되

어 나를 찾아왔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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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의 형색은 거지꼴이었지만 눈동자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d. 집이 망해서 돈 한 푼 없는 거지꼴이 되고 말았다. 

  사전에서는 ‘거지꼴’을 ‘거지와 같은 초라하고 지저분한 차림새나 형색’이라
고 풀이한다. 그러나 (35)의 예들을 유심히 보면, ‘거지꼴’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전에 나열된 
예문 중 (35a~c)는 모두 ‘거지와 같이 지저분한 옷차림이나 행색’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35d)는 약간 다르다. (35d)의 예문의 ‘거지꼴’은 거지와 같은 초
라한 차림새를 뜻한다기보다, 거지처럼 돈 없는 상황이나 처지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18) 따라서 ‘거지꼴’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
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5') 거지꼴: 거지와 같은 초라하고 지저분한 차림새나 형색, 돈 없는 처지

  말뭉치에서는 ‘거지꼴’의 예문이 하나만 검색되었다. (36)의 ‘거지꼴’은 이
도령의 ‘거지와 같은 지저분한 옷차림과 행색’을 가리킨다.   

   (36) 변사또의 잔치가 한창일 때 거지꼴을 한 이도령이 나타나 술을 구걸한다. 

3.2.3. ‘세모꼴’류

  표준에 용례가 있고 말뭉치에서도 검색된, ‘세모꼴’류 모양 명사에는 
‘네모꼴’, ‘마름모꼴’, ‘세모꼴’ 등의 세 개가 있다. 사전에 등록된 이들의 의미
는 아래와 같다. 
18) 인터넷에서 사전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거지꼴’의 예문이 몇 개 더 발견되었다. 
      a. 보험 덮어놓고 가입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b.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a, b)의 ‘거지꼴’은 ‘거지와 같이 초라하고 지저분한 차림새나 형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들은 각각 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하거나,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
를 낳다보면, 나중에 거지처럼 돈이 없는 처지가 된다는 사실을 비유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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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1) 세모꼴: 
          ① 세모가 진 모양.
            a. 세모꼴 얼굴.
            b. 그 독사의 머리는 세모꼴이었다.
          ② <수학>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c. 그는 세 개의 점을 연결한 세모꼴을 만들어 본다.
        2) 네모꼴:  
          ① 네모가 진 모양.
            d. 서쪽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첨성대의 네모꼴 모서리에 걸려 있었다. 
          ② <수학>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3) 마름모꼴: 
          ① 마름모 모양으로 된 형태. 
            e. 마름모꼴의 보도블록. 
          ② <수학>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다른 사각형.

  표준와 고려의 뜻풀이를 종합해 보면 ‘세모꼴’, ‘네모꼴’, ‘마름모꼴’은 
모두 일반용어와 수학용어라는 두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다.19) 이들은 수학용
어로 쓰일 때는 모양 명사가 아니며 일반용어로 쓰일 때만 모양 명사이다. 일
반용어로 쓰일 때의 ‘세모꼴’은 ‘세모가 진 모양’, ‘네모꼴’은 ‘네모가 진 모양’, 
‘마름모꼴’은 ‘마름모 모양’의 의미를 가진다. 
  말뭉치에서도 이들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38) a. 한없이 멀리 펼쳐진 벌판에 방투 산은 세모꼴의 그림자를 내던지고 있다.
        b. 한글은 자모들을 모아서 하나의 네모꼴 글틀에 작성한다. 
        c.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223㎝, 너비 134㎝, 두께 25㎝이며 마름모꼴이다.
     
  (38a)의 ‘세모꼴’은 방투 산의 그림자 모양, (38b)의 ‘네모꼴’은 한글을 작
성하는 글틀의 모양, (38c)의 ‘마름모꼴’은 덮개돌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다. 

19) 표준은 ‘세모꼴’, ‘네모꼴’에는 (37)처럼 일반 용어와 수학 용어라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 것으
로 해석했지만, ‘마름모꼴’에는 일반 용어로서의 용법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고려에서는 
이 세 단어를 모두 수학 용어로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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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X형(形) 
본 절에서 다루는 ‘X형(形)’인 모양 명사는, 크게 ‘X의 모양’의 의미를 나타

내는 ‘외형(外形)’류와 ‘X한 모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삼각형(三角形)’류로 나
뉜다.  ‘외형(外形)’류에는 ‘외형(外形)’, ‘지형(地形)’, ‘산형(山形)’이 포함되며 
‘삼각형(三角形)’류에는 ‘삼각형(三角形)’, ‘사각형(四角形)’, ‘방형(方形)’, ‘구
형(球形)’이 포함된다.20)

3.3.1. ‘외형(外形)’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형(外形)’류는 ‘X의 모양’의 의미를 나타내며 여기에
는 ‘외형(外形)’, ‘지형(地形)’, ‘산형(山形)’이 포함된다.  

  3.3.1.1. 외형(外形)

  ‘외형(外形)’과 관련된 표준, 고려의 뜻풀이는 아래 (39)로 정리할 수 
있다. 

  (39) ① 사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모습.
          a. 좋은 땅에 터를 잡고 솟아나는 새싹의 외형만 표현했을 뿐, 새싹이 지니는 

연하고 줄기찬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b. 이 나무의 외형은 아주 특이하다.
          c. 영희는 단순한 외형의 의복을 좋아한다.
       ② 겉으로 드러난 형세.

  표준, 고려는 ‘외형’을 ‘사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모습’과 ‘겉으
로 드러난 형세’라고 해석하고 있다. 첫 번째 의미인 ‘사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20) 사화(2009:68, 79)에서는 ‘X한 모양’의 의미를 가지는 모양 명사 ‘관형(管形), 궁형(弓形), 마형
(馬形), 교형(橋形), 난형(卵形)’, ‘다각형(多角形), 구형(矩形)’ 등도 제시했다. 이들은 주로 전문용
어나 수학용어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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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나 모습’의 뜻풀이 아래에는 모두 구체적인 사물에 쓰인 예문이 나열되
어 있으나, 두 번째 의미인 ‘겉으로 드러난 형세’에는 두 사전 모두가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형세를 가리키는 듯
하다.    
  말뭉치의 예문에서 ‘외형’의 쓰임을 보자. 우선, ‘외형’은 사전의 첫 번째 
뜻풀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40) a. 월병은 손바닥만한 크기에 외형으로 봐서는 국화빵 같이 생겼다.
       b. 수형은 나무의 뿌리, 줄기와 가지 및 잎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외형이다.
       c. 도시의 시장은 외형마저 크게 변화되어 예전의 흔적을 찾기 힘들게 됐다. 

  (40)의 ‘외형’은 구체적인 사물인 ‘월병’, ‘나무’, ‘시장’ 등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의미한다. 
   말뭉치에서는 ‘외형’이 추상적인 사물에 쓰여 그의 형세를 나타내는 예문
들도 검색된다.  

   (41) a. 한국의 언론 조건의 향상은 많은 면에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었다.
        b.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가 외형적으로 문화통치로 전환됐다.
        c. 우리나라는 외형상으론 세계 10 대 출판국의 대열에 들어가지만 그 내용을  

   따지면 출판 후진국에 가깝다.

  (41a~c)의 ‘외형’은 각각 ‘한국의 언론 조건’, ‘일제의 통치’, ‘우리나라의 출
판 산업’ 등의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형세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물과 추상적인 사물이 드러난 예문 (40)과 (41)은, 모두 해당
하는 사전의미와 동일하게 쓰이는 예문들이다. 그 외에도 말뭉치에서는 아
래처럼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예문도 발견되었다.  

   (42) a. 그의 미소 짓는 얼굴에서 나는 그의 전체적인 외형에서 받은 인상과는 아주  
다른 느낌을 받았다. 

        b. 나는 체념을 뛰어 넘어서 어느 정도 달관이 된 상태라니까. 적어도 내 (앞니
가 떨어진) 외형상의 모습에 대해서만은 그런 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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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내 나이 또래가 가질 수 있는 외형적 특징을 당신 역시 가지고 있다. 불룩 
나온 배, 쓸쓸한 눈빛과 지친 피부 ...

     
  (42a)의 ‘그의 전체적인 외형’은 그의 머리, 옷차림, 생김새 등을 포함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다. (42b)의 ‘외형상의 모습’은 문맥을 통해서 확
인된 것인데 화자의 앞니가 떨어진 모습을 가리킨다. (42c)의 ‘외형적 특징’은 
‘불룩 나온 배, 쓸쓸한 눈빛, 지친 피부’ 등이다. 이처럼 ‘외형’은 사물에 쓰일 
수도, 사람에게도 쓰일 수도 있다.
  ‘외형’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가리킬 때는 대부분 ‘품질’, ‘본질적인 것’, 
‘내면적인 것’ 등과 대조된다.  

   (43) a. 금융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외형적인 구조조정에만 힘쓰다 내
부 감시시스템을 보완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b. 방송계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외형의 발전에 못 미치는 내면의 발전
에 안타까워했다.

        c. 한국의 대학은 외형적 팽창에 상응하는 실질을 갖추지 못한 채 現狀의 관리
에 대부분의 힘을 소비하고 있다.

        d. 관련된 정책 입안자와 행정 당국자들은 컴퓨터 보급률 같은 외형적 문제에 
치중하면서, 교육 목표 및 내용의 실질에는 관심이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43a)에서는 ‘외형적인 구조조정’과 ‘내부 감시시스템’이 대조된다. (43b)에
서는 방송계의 ‘외형의 발전’과 ‘내면의 발전’이, (43c)에서는 대학의 ‘외형적 
팽창’과 ‘상응하는 실질’이, (43d)에서는 ‘컴퓨터 보급률 같은 외형적 문제’와 
‘교육 목표 및 내용의 실질’이 각각 대조된다. 
  위에서 언급한 ‘외형’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4) A.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B.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 옷차림 등이 포함된)모양. 
         C. 추상적인 사물의 형세.

  ‘외형’은 (44)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사람이 겉으
로 드러난 모양’과 ‘추상적인 사물의 형세’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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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중 C는 A, B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원형의미가 될 수 없다. A, B 중 A
는 B보다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고 더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A를 원형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들의 의미 확장 기제는 은유이다. 우선, 원형의미 ‘구체적인 사물’에 쓰인 
A가 ‘사람’에 쓰인 B로 확장되었다. A와 B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
양’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를 A'으로 부른다. 두 번째 단계는 A'
이라는 도식의미가 은유기제의 적용을 받아, ‘추상적인 사물의 형세’인 C로 확
장된 것이다. 이들의 의미 관계를 도식망 모형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3-5>와 같다.  

A.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B.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A'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

C. 추상적인

사물의 형세

<그림 3-5> ‘외형(外形)’의 도식망 모형

  3.3.1.2. 지형(地形) 

  표준, 고려에서는 ‘지형(地形)’을 ‘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세’라고 뜻풀이
한다. 

   (45) ① 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세.
        a. 지형이 험하다.
        b. 숨은 곳을 찾기 위해 지형을 살피다.
        c. 그는 이곳 토박이라 근처의 지형을 잘 알고 있다. 
        d. 지형에 익숙하다.      
       ② [군사] 전투에서,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도록 이용하는 은폐물이나 엄폐물. 
        a.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피하다. 
        b. 준태는 갈대숲으로 뛰어들어 재빨리 지형을 골라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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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이 (45①)의 ‘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모양 명
사이지만 (45②)의 의미로 쓰일 때는 모양 명사가 아니다. 
  ‘지형’은 말뭉치에서도 적지 않게 검색되었는데, 대부분 사전의미 즉, 땅
의 생김새나 형세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중의 일부는 아래 (46)과 같다. 
   
   (46) a. 지상 교통로 중에서 지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철도이다.
        b. 헬기에서 바라보니 지금도 계단식 지형이 눈에 뚜렷이 들어왔다.
        c. 석회암 용식지형을 전문용어로는 카르스트(karst) 지형이라고 말한다.
        d. 산이 많은 지형이나 서쪽과 남쪽 해안에는 비교적 넓은 평지가 있다.
  
  그 외에 말뭉치에서는, ‘지형’이 스포츠, 정치,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 대
한 형세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47) a. 이번 대회는 세계 축구의 대대적인 지형변화를 보여줬다.
        b. 문화 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
        c. 대격변이 몰고 온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 정치적 투쟁의 새로운 의제들이 제

시되었다. 

  (47a~c)는 각각 ‘세계 축구의 지형’, ‘문화 산업의 지형’, ‘정치 지형’이라는 
표현에서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지형’이 세계 축구, 문화 산업과 정치의 
형세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3.3.1.3. 산형(山形)

  ‘산형(山形)’에 대한 사전뜻풀이는 ‘산의 생김새’이다. 

   (48) 산의 생김새.  
       a. 산형과 지세.
       b. 이 산은 그 독특한 산형으로 유명하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도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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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a. 백두화산맥이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에서 분출되어 산형들을 이루었다. 
        b. 정궁이 들어서기에는 현재의 자리 일대의 위치, 주위 산형 등이 좋지 않다.

  3.3.2. ‘삼각형(三角形)’류

  ‘삼각형(三角形)’류에는 ‘삼각형(三角形)’, ‘사각형(四角形)’, ‘방형(方形)’, 
‘구형(球形)’ 등이 있다. 이들의 의미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기로 
한다. 이들의 사전뜻풀이는 아래와 같다.21) 

   (50) 1) 삼각형(三角形):
           ① <수학>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② 세 개의 각이 있는 모양.
              a. 삼각형으로 생긴 딱지. 
        2) 사각형(四角形): 
           ① <수학>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② 네 개의 각이 있는 모양. 
              b. 사각형 팻말.
        3) 방형(方形): 네모반듯한 모양.
              c. 전형적인 조선조식 방형의 못이다.
        4) 구형(球形): 공같이 둥근 모양. 
              d. 지구는 구형이다.

  ‘삼각형(三角形)’과 ‘사각형(四角形)’은 각각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
면 도형’,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의미하는 수학용어이다.  
그 외에 각각 ‘세 개의 각이 있는 모양’과 ‘네 개의 각이 있는 모양’을 의미하
기도 한다. 이들이 수학용어로 쓰일 때에는 도형이기 때문에 모양 명사로 보
기 힘들다. 즉, 삼각형과 사각형은 일반용어로 쓰일 때만 모양 명사이다. 한
편, ‘방형(方形)’은 ‘네모반듯한 모양’이며 ‘구형(球形)’은 ‘공같이 둥근 모양’이
다. 
21) 고려에서는 ‘삼각형’, ‘사각형’을 모두 수학 용어로만 뜻풀이하고 있다. 



- 68 -

  말뭉치에서도 이 네 개의 모양 명사에 대한 예문을 발견했는데, 구체적으
로는 아래와 같다. 
 
   (51) a. 버들붕어의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머리는 짧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b. 이 도시에서 한동안 사각형의 빌딩을 보기 힘들 것이다.
        c. 장경(漿莖)의 육질(肉質)은 즙이 많고 모양은 구형이다. 
        d. 이 탑은 5층 벽돌탑으로서 평면이 방형이고 높이는 13m 정도가 된다. 

  (51a)의 ‘삼각형’은 ‘버들붕어의 머리 모양’을 묘사하며 (51b)의 ‘사각형’은 
빌딩의 모양을 나타낸다. (51c)의 ‘구형’은 ‘장경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
며 (51d)의 ‘방향’은 ‘탑의 모양’을 나타낸다.  

3.4. X상(狀)
  본 절에서 다룰 ‘X상(狀)’형 모양 명사에는 ‘X한 모양이나 상태’, ‘X의 모양
이나 상태’, ‘X와 같이 생긴 모양이나 상태’ 등의 세 가지가 있다. 편의상 이들
을 각각 ‘궁상(窮狀)’류, ‘증상(症狀)’류, 그리고 ‘파상(波狀)’류로 지칭하고자 
한다. ‘궁상’류’에는 ‘궁상(窮狀), 참상(慘狀), 험상(險狀)’이 있으며 ‘증상’류에
는 ‘증상(症狀), 현상(現狀)’이 있고 ‘파상(波狀)류’에는 ‘파상(波狀)’과 ‘액상
(液狀)’이 있다. 
  ‘상(狀)’은 ‘상태(狀態)’의 의미 외에도, ‘상태(狀態)’보다 더 구체적이며 기
본적인 ‘형상(形狀)’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상(狀)’이 ‘형상(形狀)’의 의미로 
쓰이며, 동시에 ‘X와 같이 생긴 형상(形狀)’의 의미를 가지는 모양 명사에는 
‘구상(球狀), 궁상(弓狀), 방사상(放射狀), 관상(管狀)’ 등이 있다. 이들은 일
상용어보다는 전문용어로 많이 쓰인다(사화2009:69~71, 80~82). 이런 단어
들은 사전에서 용례 없이 뜻풀이만 되어 있고, 말뭉치에서도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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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궁상(窮狀)’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궁상(窮狀)’류는 ‘X한 모양이나 상태’라는 의미를 나타
내며 여기에는 ‘궁상(窮狀), 참상(慘狀), 험상(險狀)’이 포함된다. 

  3.4.1.1. 궁상(窮狀) 

  표준, 고려의 ‘궁상(窮狀)’에 대한 해석은 (5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2) 표준, 고려의 뜻풀이: 어렵고 궁한 상태. 
       a. 드나드는 대개의 술꾼들 기질은 드세었으나 지지리 궁상 남루한 행색들이었

다.
       b. 이 술집은 취객이 궁상을 피우지 않아 술맛이 나는 집이다.
       c. 궁상 그만 떨고 이리 와 앉아.

  표준, 고려에서는 ‘궁상’을 ‘어렵고 궁한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뜻풀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렵다’와 ‘궁하다’는 모두 여러 의미를 가지는 다
의어이기 때문에 이 뜻풀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22) ‘궁상’이 ‘어렵다’의 
‘가난하여 살기가 고생스럽다’라는 의미와, ‘궁하다’의 ‘가난하고 어렵다’라는 
의미를 취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표준, 고려의 뜻풀이는 ‘가난하고 경제적
22) 표준에 있는 ‘어렵다’와 ‘궁하다’의 뜻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렵다: ①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
           ② 겪게 되는 곤란이나 시련이 많다.
           ③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
           ④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
           ⑤ 성미가 맞추기 힘들 만큼 까다롭다.
           ⑥ (주로 ‘-기가 어렵다’ 구성으로 쓰여) 가능성이 거의 없다.
           ⑦「…이,-기가」상대가 되는 사람이 거리감이 있어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거

북하다.
   궁하다: ① 가난하고 어렵다.
           ② 일이나 물건 따위가 다하여 없다.
           ③ 일이 난처하거나 막혀 피하거나 변통할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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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려운 상태’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52a, b)의 ‘궁상’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52c)의 ‘궁상’은 이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문맥
을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52c)의 ‘궁상’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어
렵지만, 일단 이 문장 안에서의 ‘궁상’은 ‘불쌍한 모양이나 상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궁상’의 예문은 아래 (53~56)과 같다. 

   (53) a. 그러고도 남는 생선뼈나 찌꺼기는 개 밥통으로 들어간다. 무슨 궁상을 떠느  
냐고 할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산다.

         b. 남산골 선생님의 나막신은 내는 그 소리와 아울러 그 모양이 퍽 초라하고  
궁상이 다닥다닥 달려 있다. 

   (54) a. 이미 반백이 지나서 소소리 높은 뫼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불투명한 아버지  
의 센 머리카락에서 초라한 입성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궁상스런 초라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b. 젊을 때는 “크리스마스에 혼자, 집에서”라면 궁상스럽고 자신이 불쌍하게조
차 생각된다.

       c. 자, 실연당한 친구! 궁상은 그만 떨고 내 새 친구 A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d. 출역수들은 조회가 끝나면 활판기계 바퀴를 만지며 복창 진동음으로 반 바

퀴나 돌아갔다며 궁상을 떨었다.
   (55) 구멍가게만도 못한 양품점 하나 여편네한테 떠맡기고 굶든 먹든 당신이 알아서 

도모하라는 배짱인 모양인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무책임한 직무 유기 아녜요? 
나는 책상머리에 붙어 앉으면 언제나 이런 어지러운 궁상에 사로잡히는 자신
과 먼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56) (아나운서들은) 실수와 오발을 해 놓고는 혼자서 궁상을 떠는 경우도 많다.
  
  (53)~(56)의 예문에서 쓰이는 ‘궁상’의 의미는 각각 다르다. 먼저, (53)을 
보자. (53a, b)의 ‘궁상’은 모두 돈이 없는 가난한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의 ‘궁상’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54a~d)의 ‘궁상’은 각
각 ‘노인의 쓸쓸하고 불쌍한 모양’, ‘크리스마스 집에서 혼자 지내는 불쌍한 모
양’, ‘실연당한 불쌍한 모양’, ‘출역수들이 복창 진동음으로 반 바퀴나 돌아가
는 것에 의해 생긴 자신의 불쌍한 상태’를 나나내고 있다. 따라서 (54)의 ‘궁
상’은 ‘불쌍한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다. (55)의 ‘궁상’은 화자의 힘겨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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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고, (56)의 ‘궁상’은 ‘아나운서들은 실수를 하고 나서 생긴 난처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 ‘궁상’은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흔히 ‘궁상을 떨다’의 
표현으로 쓰인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궁상’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7) A. (+부정)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양이나 상태.
          B. (+부정)쓸쓸하고 불쌍한 모양이나 상태.
          C. (+부정)힘겨운 상황.
          D. (+부정)난처한 상황.

  ‘궁상’의 의미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양이나 상태’ A, ‘쓸쓸하고 
불쌍한 모양이나 상태’ B, ‘힘겨운 상황’ C, ‘난처한 상황’ D로 정리할 수 있
다. 이 중에서 어떤 의미가 원형의미인가? 의미 A, B는 C, D보다 더 구체적
이며 사용빈도가 높다. 본고는 그중에서 의미 A를 원형의미로 본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궁상’은 형용사 ‘궁하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궁하다’의 기본의미가 ‘어렵고 가난하다’라는 것을 참조한다면, (57)의 의미 
중에서도 A가 더 기본적인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를 원형의미
로 보면, A로부터 다른 의미들이 생기는 과정을 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옷을 잘 차려입지 못하게 되고 타인
에게는 쓸쓸하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다. 여기서 ‘불쌍한 모양이나 상태’ B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살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힘겨운 상황’ C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가난하고 경제
적으로 어려우면 남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난처한 상황’ D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A, B는 ‘불쌍한 모양이나 상태’이라는 도식의미를 가
지며, A, C는 ‘힘겨운 모양이나 상황’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며, A, D는 ‘떳떳
하지 못한 모양이나 상황’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관계를 아래 
<그림 3-6>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중 A', A'', A'''은 각각 A와 B, A와 C, 
A와 D의 도식의미이다. 



- 72 -

A'. 불쌍한 
모양이나 상태

D. (+부정) 
난처한 상황

A''. 힘겨운 
모양이나 상황 

A. (+부정)가난하고 
어려운 모양이나 상태

B. (+부정) 불쌍한 
모양이나 상태

C. (+부정) 
힘겨운 상황

A'''. 떳떳하지 
못한 모양이나 

상황

                    
<그림 3-6> ‘궁상(弓狀)’의 도식망 모형

  3.4.1.2. 참상(慘狀)

  표준, 고려에서 등록된 ‘참상(慘狀)’의 뜻풀이는 아래 (58)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23) 

  (58) 사물의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 상태나 상황
      a. 춘궁기 농촌의 참상은 더욱 심각하여 식량이 결핍된 농가는 전국 농가의 절반

이나 되었다. 
      b. 전쟁의 참상.
      c. 부실 공사로 건물이 무너져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상을 겪었다.  
   
  말뭉치에서도 이런 예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모두 ‘사물의 끔찍하고 비
참한 모습, 상태나 상황’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검색된 예문의 일부는 (59)와 
같다.  

   (59) a. 대형 사고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상은 왜 되풀이 되는가. 
        b. 병원에 들어온 지 삼 년이 넘었다고 하던 식물인간의 참상을 목격했었다. 
        c. 노동자의 참상을 여실히 그려내어 독자들에게 뼈아픈 감동을 느끼게 할 수 

23) 표준은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 상태나 상황’으로, 고려는 ‘사물의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나 양
상’으로 기술했다. 이를 종합해서 ‘사물의 끔직하고 비참한 모습, 상태나 상황’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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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d. 그는 백성들의 참상을 묘사했다. 

  (59)의 ‘참상’은 각각 ‘대형 사고로 인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참한 모
습’, ‘식물인간의 비참한 모습’,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 ‘백성들의 비참한 상
황’을 의미한다.  
 

3.4.2. ‘증상(症狀)’류

  ‘증상(症狀)’류 모양 명사는 ‘X의 모양이나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 
속하는 단어로는 ‘증상(症狀), 현상(現狀)’이 있다.  

  3.4.2.1. 증상(症狀) 

  표준과 고려에서는 ‘증상(症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이한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60) 표준의 뜻풀이: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
       a. 증상이 심하다. 
       b. 증상이 나타나다. 
       c. 이번 감기는 증상이 다양하다. 
  (61) 고려의 뜻풀이: 병에 걸렸을 때 신체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異常現狀). 
      a. 당뇨병의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b.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천식 증상을 앓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c. 예전에는 오르막길을 걸으면 다리가 뻣뻣해지고 아팠으나 자전거를 타면서부

터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 

  ‘증상(症狀)’에 대해서, 표준은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으로 뜻풀이하고 있으며, 고려는 ‘병에 걸렸을 때 신체에 나타나는 이
상 현상’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본고는 이를 종합해서 ‘증상’을 ‘병에 걸렸을 
때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나 상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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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뭉치에서 검색된 ‘증상(症狀)’의 예문은 몇 백 개가 있었는데, 모두 위
에서 정리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62) a. 아토피의 증상과 대처법을 설명한다.
b. 대인 공포증이 초기 단계에서의 증상은 집안 식구들을 들들 볶는 것이다. 
c. 가려움증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며 피부에 붉은 반점과 부종도 나타난다.
d. 이런 요소들이 한데 어울려 소화불량 증상을 일으켜 버렸다.

 
  (62)의 ‘증상’은 각각 ‘아토피’, ‘대인 공포증’, ‘가려움증’, ‘소화불량’ 등처
럼 여러 병을 앓을 때 나타내는 현상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증상’은 아래와 같은 연어 구성으로 쓰인다.

   (63) 증상이 나타나다/있다/사라지다/없어지다. 

  3.4.2.2. 현상(現狀) 

  ‘현상(現狀)’의 사전뜻풀이는 아래의 (64)와 같이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
태나 지금의 형편’으로 정리할 수 있다. 

   (64)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나 지금의 형편 
       a. 현상을 극복하려는 의지.
       b. 현상을 파악하다.
       c. 악극단의 현상 유지는커녕 단원들의 끼니마저 걱정할 형편이었다. 
       d. 현상에 집착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도출해 낼 수 없다. 

  말뭉치에서는 모두 사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65) a. 심리적 보수주의가 현상을 고집하는 것은 안정성을 바라기 때문이다
 b. 이 현상대로 몇십 년을 지날지, 혹은 몇백 년을 지날지?
 c. 언론이 현상유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주이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거  

           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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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현상을 잘못 판단하면 그릇된 대응책을 택하게 된다.

3.4.3. ‘파상(波狀)’류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파상(波狀)’류 모양 명사에는 ‘파상(波狀)’과 ‘액
상(液狀)’이라는 두 단어가 있다.

3.4.3.1. 파상(波狀) 
  
  표준, 고려에서 등록되어 있는 ‘파상(波狀)’에 대한 뜻풀이는 아래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66) ① 물결과 같은 모양.
          a. 비애라고나 말해야 할 아픔이 가슴에서부터 파상을 이루며 전신으로 퍼져  
             나갔다. 
          b. 이곳은 지형이 파상으로 된 평지이다.
        ② 어떤 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되는 모양. 
          a. 파상 공세. 
          b. 적군은 파상으로 공세를 계속했다.

  ‘파상’의 사전뜻풀이를 (66①)의 ‘물결과 같은 모양’과 (66②)의 ‘어떤 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 되는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66①)은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미이며 (66②)는 보다 더 추상
적인 의미이다.  
  말뭉치에서도 ‘파상’이 포함된 예문이 몇 개 검색되었는데, 모두가 (66②)
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67) a. 민주당도 파상공세를 폈다.
        b. 그것은 선진문화가 파상적으로 전파됨에 따라 나타난 단계적인 문화복합의  
           결과다.
        c. 이로 인해 국내 전자 업계의 파상적 부작용과 수출 장애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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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a)의 ‘파상’은 민주당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하는 공세의 
모양을 묘사한다. (67b)의 ‘파상’은 선진문화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전
파되는 모양을 나타낸다. (67c)의 ‘파상’은 전자 업계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되는 부작용의 모양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 ‘파상’은 주
로 ‘파상공세’나 ‘파상적’ 등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파상’의 의미는 아래 (68)과 같다. 

   (68) A. 물결과 같은 모양.
        B. 어떤 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되는 모양. 
        
  (68)의 두 의미 중 B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A는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물결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B보다 더 구체적이며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를 원형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의미 A의 ‘물결과 같은 모양’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되는 모
양이다. 이는 눈으로 바로 지각하거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의미 B는 
‘어떤 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 되는 모양’이다. 이는 추상적인 
일에 쓰이기 때문에 눈으로 지각하거나 몸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 A와 차이를 보인다. 의미 B는 의미 A에서 은유기제에 의해서 형성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의미 B는 보이지 않은 일의 모양을 마치 보이는 사물의 
모양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생긴 의미이다. A와 B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되는 모양’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의미관계는 
아래 <그림 3-7>로 표현할 수 있다. 그중에서 A'은 A와 B의 도식의미이다. 

 A. 물결과 
같은 모양

B. 어떤 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되는 모양. 

A'.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되는 모양.

     

<그림 3-7> ‘파상(波狀)’의 도식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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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2. 액상(液狀)

  표준, 고려에서 제시된 ‘액상(液狀)’에 대한 뜻풀이는 ‘물질이 액체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69) 물질이 액체로 되어 있는 상태. 
       a. 액상 분유
       b. 아기에게 액상 파우더를 발라 주었다. 

  (69a, b)의 ‘액상’은 각각 분유와 파우더의 상태를 나타낸다. ‘액상’에서의 
‘상(狀)’은 형상(形狀)이 아니라 상태(狀態)를 뜻한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액상’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이 예문에서 ‘액상’은 
사전의미와 동일하게, ‘크림’, ‘화이트’, ‘아이라이너’, ‘과당’ 등의 물질이 액체
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70) 액상크림/화이트/아이라이너/과당

  3.5. X새
본 절에서 다룰 ‘X새’인 단어에는 ‘X의 상태나 됨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모양새’, ‘구멍새’와 ‘X한 상태나 됨됨이’의 의미를 가지는 ‘생김새’, ‘짜임새’, 
‘차림새’, ‘꾸밈새’, ‘본새’, ‘앉음새’, ‘걸음새’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편의
상 전자를 ‘모양새’류, 후자는 ‘생김새’류라고 부를 것이다.

3.5.1. ‘모양새’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양새’류 모양 명사는 ‘X의 상태나 됨됨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모양새’, ‘구멍새’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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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모양새  

  표준, 고려에서 제시한 ‘모양새’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71) ①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나 됨됨이. 
          a. 집집마다 대문의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다. 
          b. 이러한 산의 모양새 때문인지 응달은 물이 좋았다. 
          c. 그 여인도 피골이 상접한 모양새가 곧 죽을 것만 같아 보였다. 
        ② 체면이나 일이 되어 가는 꼴을 속되게 이르는 말. 
          a. 모양새를 갖추다.
          b. 결혼하기 전에 그 집 상사에 관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나쁘다.
          C. 그 사람 그처럼 모양새 없이 굴어도 괜찮은지 모르겠구먼. 
   
  ‘모양새’의 사전의미는 (71)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나 됨됨이’
와 ‘체면이나 일이 되어 가는 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는 두 가지이다. 그
중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이 겉으로 나타내는 매우 구체적인 모양을 
가리키지만, 두 번째 의미는 그보다 더 추상적인 의미이다.
  말뭉치에서는 첫 번째의 의미로 쓰인 ‘모양새’의 예문이 많이 검색되었는
데 그중의 일부는 아래 (72)와 같다. 
  
    (72) a. 물확의 모양새는 원형, 다각형, 특수형으로 나뉜다.

  b. (개성음식의) 특징은 모양새가 작고 얌전하다.
  c. 차미언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가 머리 묶은 모양새를 살펴보았다.
  d. 결국 짜증이 유난하다 싶은 날이면 어김없는 남편의 잠자리 포즈, 거꾸로  

누워 발과 얼굴을 마주하는 모양새가 등장하고 만다. 

  (72)의 ‘모양새’는 모두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상태나 됨됨이를 의미한다. (72a, b)의 ‘모양새’는 각각 구체적인 사물의 ‘물
확’과 ‘개성음식’의 모양을 나타내며, (72c, d)의 ‘모양새’는 사람의 생김과 동
작의 모양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체면이나 일이 되어 나가는 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의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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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모양새’의 예문도 확인되었는데,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73) a. 그렇다고 해도 이날 오전에 차관급 9명의 인사를 하고서, 오후에 이들을 추

가 경질한 것은 모양새가 사납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b. 더구나 외교가 국방이요 국방이 외교인 시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빚어지

고 있는 두 부처 간의 갈등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c. 이들 집행부 핵심당직자를 경질함으로써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실무적 책

임을 묻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측면도 엿보인다.
         d. 유지는, 제가 나를 따라 상경하는 형국이 아니라 내가 저를 따라 상경하는 

모양새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임에 분명하다. 

  (73a, b)의 ‘모양새가 사납다’,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에서 ‘모양새’의 의미
는 체면에 가깝다. (73c, d)의 ‘책임을 묻는 모양새’, ‘내가 저를 따라 상경하
는 모양새’의 ‘모양새’는 일이 되어 가는 꼴을 의미하는 듯하다.  
  필자는 말뭉치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사전뜻풀이에 없는 예문도 많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아래 (74)에 있는 예문을 보자. 

   (74) 아무렇게나 만든 관복, 고무신, 양말 등을 마구잡이로 나누어주니 몸이 작은   
사람은 모양새가 안 나도 걸칠 수는 있지만 박선생과 같이 장대한 체구를 가  
진 사람은 아예 들어가질 않았다.

      
  (74)의 예문에 있는 ‘모양새’는 ‘멋’의 의미로 해석하면 더 적절한 것 같다. 
‘모양’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 쓰이는 ‘모양새’는 ‘모
양’의 경우만큼 잘 쓰이지는 않는다. 
   그 외에 아래 (75)와 같이 추상적인 사물에 쓰이는 ‘모양새’의 예문도 발
견되었다. 

   (75) a. 독자신당의 모양새를 갖추고 지지율을 유지해야한다. 
        b. 만일 나에게 한눈을 파는 버릇이 없었다면 내 인생의 모양새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졌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
        c. (가족은) 산업화 국제화 핵가족화의 물결 속에서 점차 그 모양새는 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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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a~c)의 ‘모양’은 각각 ‘독자신당’, ‘인생’, ‘가족’ 등의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양새’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6) A.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됨됨이. 
        B. (+긍정) 외모의 부리는 멋.  
        C. (+부정) 체면이나 일이 되어가는 꼴. 
        D. 추상적인 사물이 드러난 모양. 
 
  ‘모양새’에는 (76)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됨됨이’ A, ‘(+긍정) 외모
의 부리는 멋’ B, ‘(+부정) 체면이나 일이 되어가는 꼴’ C, ‘추상적인 사물이 
드러난 모양’ D 등의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이 의미들 중에 A가 가장 구체적
이며 중립적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의미 B는 ‘외모의 부리는 멋’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됨됨이’ A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추가되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 C는 사물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립
적인 의미 A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추가되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 
D는 ‘추상적인 사물이 드러난 모양’인데 이를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겉으
로 드러난 모양에서 은유기제가 적용되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추상적
인 사물도 마치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A, B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이라는 도식의미를 가
지며 A, C, D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이 두 도식의
미를 각각 A'와 A''으로 표시한다. 이들의 관계를 아래 <그림 3-8>로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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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

D. 추상적인 사물이 
드러난 모양

A.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됨됨이

B. (+긍정) 외모의 
부리는 멋

C. (+부정) 체면이나 
일이 되어가는 꼴

A''. 겉으로 
드러난 모양 

  

<그림 3-8> ‘모양새’의 도식망 모형

3.5.1.2. 구멍새

표준, 고려에서는 ‘구멍새’를 아래 (77)과 같이 뜻풀이하고 있다. 

   (77) ① 구멍의 생김새.
            a. 호주머니의 구멍새로 보아 좋은 옷은 아닌 듯하다. 
            b. 바위의 구멍새를 보니 사람이 일부러 파 놓은 것 같다. 
          ② 얼굴 생김새를 낮잡아 이르는 말.
            c. 기름하고 구멍새가 큼직큼직한 그 얼굴은 첫눈에 예뻐 보였다. 
            d. 사내는 하관이 두루뭉술한 게 막걸리깨나 축냄 직한 넉넉한 구멍새를   
               지니고 있었다. 

  ‘구멍새’의 사전의미에는 (77)과 같이 ‘구멍의 생김새’와 ‘얼굴 생김새를 낮
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말뭉치에서 ‘구멍새’의 용례는 몇 개만 검색되었고 모두 (77②)와 같이 
‘얼굴 생김새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78) a. 남자는 기름한 얼굴에 구멍새들이 큼직큼직한 데 비하여 코가 좀 작았다. 
        b. 흰 살갗에 구멍새들이 큼직큼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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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새’의 의미를 사전의미와 동일하다. 아래 (79)로 정리할 수 있다.  

   (79) A. 구멍의 생김새.
        B. (+부정)얼굴 생김새를 낮잡아 이르는 말.

  (79)의 의미 B는 사용빈도가 A보다 더 높지만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보기 어렵다. A는 중립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보는 것
이 좋을 듯하다. A는 ‘구멍의 모양새’를 의미하며 B는 ‘얼굴의 생김새’를 낮추
는 말인데, 두 의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얼굴의 구성 요소인 눈, 코, 입 등이 모두 구멍과 유사한 모양을 가지기 때문
에, 이들을 비유적으로 구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B의 의미로 
쓰인 ‘구멍새’는 흔히 ‘큼직큼직하다’, ‘넉넉하다’ 등처럼 ‘구멍’의 모양새를 묘
사하는 용어와 함께 쓰인다. 따라서 우리는 의미 B는 의미 A가 은유의 적용
을 받아 생성된 의미로 보아도 될 것이다. 단어와 의미 A, B의 공통 의미는 
‘구멍이나 구멍과 같이 생긴 얼굴 구성 요소의 생김새’이다. 이들의 의미 관계
는 아래 <그림 3-9>로 표현할 수 있다. 그중 A'은 A와 B의 도식의미이다. 
  

A. 구멍의 
생김새

B. (+부정)얼굴 생김새 
낮잡아 이르는 말

A' 구멍이나 구멍과 
같이 생긴 얼굴 구성 

요소의 생김새 

<그림 3-9> ‘구멍새’의 도식망 모형

  3.5.2. ‘생김새’류

‘생김새’류 모양 명사는 ‘X한 상태나 됨됨이’의 의미를 가지며 ‘생김새’, ‘짜
임새’, ‘차림새’, ‘꾸밈새’, ‘본새’, ‘앉음새’, ‘걸음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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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1. 생김새  

  표준, 고려에서 제시한 ‘생김새’의 뜻풀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80) 표준, 고려의 뜻풀이: 생긴 모양새. 
      a. 생김새가 특이하다.
      b. 생김새도 밉지 않거니와 마음에 그늘이 없다. 
      c. 아버지는 그녀의 얼굴 생김새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d. 영진은 생김새가 우락부락해서 맞선 자리에 나가면 퇴짜 맞기 일쑤였다. 

  표준, 고려에서 ‘생김새’를 ‘생긴 모양새’라고 해석하고 있다. 예문 
(80a~d)의 예문은 모두 사람의 생긴 모양새를 가리킨다.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 중에는 사전의 예문처럼 ‘사람의 생긴 모양새’를 
나타내는 용례들이 있다. 

   (81) a. 김 씨가 아무리 남장을 했어도 생김새나 말하는 모습은 천생 여자였다. 
 c. 그는 터프한 생김새와 걸걸한 목소리로 다른 배우들을 압도했다. 
 d. 북구 특유의 우람한 덩치에 험상궂은 생김새, 무성한 구레나룻.
 e. 그가 생김새는 우락부락해도 마음은 여리다. 

  (81)의 ‘생김새’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의 생긴 모양새를 가리킨다. 그 외
에 ‘생김새’가 ‘동물, 식물, 사물’ 등의 생긴 모양새를 가리키는 예문들도 말
뭉치에서 검색되었다. 

   (82) a. 캥거루라는 짐승은 생김새도 묘하지만 이름도 묘하다.
         b. 게다가 길옆에 피어 있는 붉은 꽃은 생김새로는 영락없는 철쭉이다.
         c. 훈장의 생김새나 그 빛깔도 반짝이는 성신星辰과 비슷할 것 같다.
         d. 한반도의 생김새를 토끼 모양으로 그린 옛 민화(民畵)를 본 적이 있다.

  (82a~d)의 ‘생김새’는 각각 ‘짐승’, ‘꽃’, ‘훈장’, ‘한반도’ 등의 생긴 모양새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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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김새’는 사람이나 사물의 생긴 모양새를 의미하며, 흔히 ‘생김새’ 뒤에는 
이것에 대한 평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음의 예문 (83)은 위에
서 나온 예문 중, 평가에 관한 표현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다. 

   (83) a. 생김새가 천생 여자였다/배스름하다/촌스럽다/독특하다/우락부락하다
        b. 터프한/험상궂은/오목조목한 생김새.

  ‘생김새’는 또한 흔히 사람이나 사물의 다른 성질과 대조되기도 한다. 

   (84) a. 어여쁘게 생긴 네모잡이 탁상시계가 생김새보다는 엄청나게 똑똑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b. 캥거루라는 짐승은 생김새도 묘하지만 이름도 묘하다.
c. 그가 생김새는 우락부락해도 마음은 여리다. 
d. 그는 터프한 생김새와 걸걸한 목소리로 다른 배우들을 압도했다. 

  (84)의 ‘생김새’는 각각 ‘소리’, ‘이름’, ‘마음’, ‘목소리’ 등과 대조되고 있다. 
  
  3.5.2.2. 짜임새

  표준, 고려에서 등록된 ‘짜임새’의 뜻풀이는 아래 (8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24)  

   (85) ① 어떤 물건의 짜인 모양새.
          a. 이 스웨터는 짜임새가 거칠다. 
          b. 이 집은 규모는 작아도 짜임새가 훌륭하다. 
        ② 글, 이론 따위의 내용이 앞뒤의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
          c. 짜임새 있는 글. 
          d. 이 글은 논문으로서의 짜임새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 
          e. 이 소설은 짜임새가 참 좋다. 
        ③ 어떤 일이나 조직 체계 있게 잘 짜여 있는 모양. (고려에만 제시함)

24) 표준에서는 (85)와 같은 순서로 뜻풀이를 제시하지만, 고려는 (85②)의 의미를 첫 번째 의미
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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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녀는 살림을 깐깐하고 짜임새 있게 했다. 
          g. 우리 팀은 공격과 수비의 짜임새에서는 모자람이 없다. 
  
  ‘짜임새’의 사전의미는 (85)와 같이 ‘어떤 물건의 짜인 모양새’, ‘글, 이론 따
위의 내용이 앞뒤의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 ‘어떤 일이나 조직이 
체계 있게 잘 짜여 있는 모양’ 등이다. 
  말뭉치에서는 ‘짜임새’의 용례가 많이 검색되었다. 그중 구체적인 ‘어떤 물
건의 짜인 모양새’와, ‘글, 이론 따위의 내용이 앞뒤의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의 의미로 쓰인 몇 예가 검색되었는데, 이는 아래의 (86)과 같다. 
   
   (86) a. 짜임새나 형태에서 조선시대 목가구 제작 기법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b. 내용은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지닌 짜임새 있는 글이 되도록 해야 한다.
        c. 시시하고 짜임새 없는 연극을 보다가 충동을 느낀 적은 없었느냐고.

  (86a)의 ‘짜임새’는 구체적 사물인 ‘가구’의 짜인 모양새를 가리키며, (86b, 
c)의 ‘짜임새’는 ‘글’과 ‘연극’의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를 가리킨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짜임새’의 나머지 예문은 거의 모두 ‘어떤 일이나 조
직이 체계 있게 잘 짜여 있는 모양’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중의 일부는 아
래 (87)과 같다. 
  
   (87) a. 지네딘 지단의 결장이 프랑스 공격의 짜임새를 떨어뜨렸다.
        b. 주어진 금액 내에서 짜임새 있게 쓰는 그런 버릇을 길러야지.
        c. 대학에서의 짜임새 있는 지도를 받는다. 
        d. 짜임새 있는 평가계획을 세운다. 

  (87)의 ‘짜임새’는 각각 추상적인 명사 ‘공격’, ‘돈의 쓰임’, ‘지도’, ‘평가계
획’ 등이 잘 짜여 있는 모양을 의미한다. 
  ‘짜임새’는 흔히 ‘짜임새가 있다/없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짜임새’의 의미
는 사전의미와 동일하며 이는 아래 (88)과 같다. 

   (88) A. 어떤 물건의 짜인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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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글, 이론 따위의 내용이 앞뒤의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
        C. 어떤 일이나 조직 체계 있게 잘 짜여 있는 모양.

  (88)의 A, B, C 중에서 A의 사용 빈도가 B, C보다 훨씬 적지만, A는 가장 
구체적이며 중립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A를 ‘모양새’의 원형의미로 본
다. 의미 B, C는 A에서 은유기제가 적용되어 생긴 것이다. 즉, 구체적인 물건
이 짜인 모양새가 있듯이 글, 이론, 그리고 일과 조직 등에도 조직의 모양이 
있다. 이를 물건의 짜인 모양새로 비유하면서 의미 B, C가 생긴 것이다. A, 
B, C는 ‘잘 짜인 모양’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
래 <그림 3-10>으로 표현할 수 있다. A'는 A, B, C의 도식의미이다. 

A. 물건의 짜인 
모양새

B. 글, 이론의 내용이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 

C. 일이나 조직이 체계 
있게 짜여 있는 모양

A' 짜인 모양새 

                 
<그림 3-10> ‘짜임새’의 도식망 모형

  3.5.2.3. 차림새

  표준, 고려에서 제시된 ‘차림새’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25) 
 
   (89) 차린 그 모양.
         a. 검소한 차림새.
         b. 언니의 화려한 차림새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c. 음식 차림새.
  

25) 고려에서는 이를 ‘옷 따위를 입거나 꾸민 모양’과 ‘물건 따위를 준비하여 갖춘 모양’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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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림새’는 ‘차린 그 모양’이라고 해석하는데, 위의 예문을 보면 여기에 ‘옷 
등을 차려입은 모양새’와 ‘음식을 차린 모양’이라는 두 가지의 하위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차림새’의 용례는 모두 사전의미와 동일하다. 그 용례
들은 모두 (90)와 같이 ‘옷 등을 차려입은 모양새’이다.

   (90) a. 우중충한 신애 누나의 차림새와는 달리 화사하기 짝이 없는 분홍 원피스 차  
           림으로 들어섰다.
        b. 차림새는 젊어 보이지만 목소리에는 세월이 묻어 있다.
        c. 스잔이 문을 열자 미쯔꼬가 온통 흰눈을 뒤집어 쓴 차림새로 들어왔다.

  3.5.2.4. 꾸밈새

  표준, 고려에서는 ‘꾸밈새’를 아래 (91)과 같이 ‘꾸민 모양새’로 해석하
고 있다. 

   (91) 꾸민 모양새.
       a. 오륙십 칸이 넉넉한 큰 집이었으나 도무지 꾸밈새라곤 없어 뵌다. 
       b. 수진의 꾸밈새에 걸맞추어 상철도 한껏 멋을 내었다. 

  (91a, b)를 통해서 ‘꾸밈새’는 사물이나 사람의 꾸민 모양새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뭉치에서 ‘꾸밈새’가 포함된 몇 개의 예문이 검색되었
는데, 그중의 일부는 아래 (92)와 같다. 

   (92) a. 벼슬아치의 계급에 따라 띠의 재료와 꾸밈새도 구분되어 있었다.
         b. 책은 그 내용에 걸맞게 그 꾸밈새가 매우 찬란한 것이었다.
         c. 사회 구석구석에 깔린 차갑고 그늘진 모습들을 조명함으로써... 꾸밈새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이자는 것이 나의 방송관이었다.  

  (92a, b)의 ‘꾸밈새’는 모두 사물의 꾸민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매
우 구체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92c)의 ‘꾸밈새’는 어떤 사실들의 꾸민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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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본고는 ‘꾸밈새’의 의미
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93) A.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꾸민 모양새. 
         B. 어떤 사실을 꾸민 모양새.

  ‘꾸밈새’의 의미는 (93)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꾸민 모양새’ A
와 ‘어떤 사실을 꾸민 모양새’ B가 있다. 물론 이 두 의미는 사전의미처럼 ‘꾸
민 모양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의미 A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이
며 의미B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의미를 따로 분리해
서 보는 것은 ‘꾸밈새’의 의미 확장 방향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미 A는 B보다 더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이다. 그리고 A의 사용빈도가 
B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미 A를 ‘꾸밈새’의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의미 B는 의미 A가 은유기제에 의해서 형성된 의미이다. 즉, 구체적
인 사물이나 사람을 꾸며서 생긴 모양과 같이, 어떤 사실도 본래의 모습에 여
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더 좋게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의미 A
와 B는 ‘꾸민 모양새’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3-11>로 표현할 수 있다. A와 B의 도식의미를 A와 구별해서 A'으로 
표시한다. 

A.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꾸민 모양새

B. 어떤 사실의 
꾸민 모양새 

A' 꾸민 모양새 

<그림 3-11> ‘꾸밈새’의 도식망 모형

  3.5.2.5. 본(本)새

  표준, 고려에 등록된 ‘본(本)새’의 의미는 아래 (94)와 같이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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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94) ① 어떤 물건의 본디의 생김새.
           a. 용기의 본새랄지 곽의 의장이랄지가, 어느 것 할 것 없이 섬세하고...
           b. 식탁에는 모양과 본새가 그럴듯한 음식들이 한 상 차려져 있었다. 
         ② 어떠한 동작이나 버릇의 됨됨이.
           c. 그의 말하는 본새가 화가 난 말투였다. 
           d. 자들은 제법 양반 본새로 앞가슴을 잔뜩 내밀고 걸었다. 

  ‘본새’의 사전의미에는 ‘어떤 물건의 본디의 생김새’와 ‘어떠한 동작이나 버
릇의 됨됨이’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말뭉치에는 이 두 의미로 쓰인 예문들이 모두 검색되었는데, 대표적인 예
들은 아래 (95), (96)과 같다.   

   (95) 이 읍내가 대가 센 것은 본디 그 지형부터 본새가 그런가 봅니다.
   (96) a. 젊디젊은 노예 하나가 원숭이 본새로 노예상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흰자위  
            승한 눈알을 사방으로 표독스럽게 굴리고 있었다.
          b. 말하는 본새로 보아 주모는 이곳 교도관들과 친분이 제법 두터운 거 같다. 
        
  (95)의 ‘본새’는 지형 본래의 생김새를 가리키고 (96)의 ‘본새’는 각각 노예
가 앉아 있는 모양새와 말하는 모양새를 가리킨다. 
  이들의 의미를 확인한 결과,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본새’의 의미는 사전의
미와 동일하다. 이를 나타내면 아래 (97)과 같다. 
   
   (97) A. 어떤 물건의 본디의 생김새.
        B. 어떠한 동작이나 버릇의 됨됨이. 

  (97)의 의미 A, B 중 A가 더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의미 B는 의미 A가 은유기체의 적용을 받아 의해 생성된 것이다. 즉,  
‘어떠한 동작이나 버릇의 됨됨이’를 마치 ‘물건 본디의 생김새’로 비유한 것이
다. 이들은 ‘본래의 모양새’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이 도식의미를 A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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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A'으로 표시한다. 두 의미의 관계를 아래 <그림 3-12>로 표시할 수 
있다. 

A. 어떤 물건 
본디의 생김새

B. 어떠한 동작이나 
버릇의 됨됨이 

A' 본래의 
모양새 

<그림 3-12> ‘본(本)새’의 도식망 모형

  3.5.2.6. 앉음새

  표준, 고려에서는 ‘앉음새’를 아래 (98)과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
새’로 해석하고 있다. 

   (98) 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새. 
        a. 학생들은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앉음새를 바로 했다. 
        b. 몸이 굵고 상반신이 늠름하여 앉음새가 당당했다. 
        c. 어머니는 그 아가씨의 외양이며 앉음새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말뭉치에서는 ‘앉음새’의 예문도 몇 개가 검색되었는데, 해당 예문들은 아
래 (99)와 같다. 

   (99) a. 그제서야 그녀는 조금씩 시선이 모아지는지 앉음새를 고쳤다.
         b. 이용훈은 깔끔한 앉음새, 낭랑한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c. 토크쇼 같은 프로에서 참으로 형형색색의 앉음새를 관찰할 수 있다.

  (99)의 ‘앉음새’는 모두 사전의미와 동일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새’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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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7. 걸음새

  표준, 고려에서 등록된 ‘걸음새’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걸음을 걷는 
모양새’로 정리할 수 있다. 

   (100) 걸음을 걷는 모양새.
        a. 걸음새를 보아 술 취한 것이 분명했다. 
        b. 놀랍게 빠른 걸음새로 미끄럽고 좁은 산길을 휙휙 지나간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걸음새’의 예문도 몇 개가 있는데, 모두가 사전에서의 
의미와 동일하게 쓰인 것이다. 

   (101) a. 훠이훠이 앞으로 걷던 호길의 걸음새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b. 다리엔 절음이 나 걸음새가 살름살름 했지.
         c. 그가 맥빠진 걸음새로 천천히 이리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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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용(容)’인 모양 명사

  제4장은 모양 명사의 의미 중에서,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용(容)’인 것들을 
다룬다. ‘용(容)’이란 ‘얼굴 생김새’, ‘용모(容貌)’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를 원
형의미로 가지는 제2요소로서, 고유어에는 ‘모습’이, 한자어에는 ‘상(相)’, ‘모
(貌)’, ‘용(容)’ 등이 존재한다. 

4.1. (X)모습
  ‘모습’과 결합해서 새롭게 형성된 모양 명사에는 ‘겉모습,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입모습, 본(本)모습, 참모습’이 있다. 본 절에서 이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의미를 고찰하기로 한다. 하나는 ‘X의 모습’이라는 의미를 가
지는 ‘겉모습,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입모습’이며(편의상 ‘‘겉모습’류’로 지칭
함), 다른 하나는 ‘X한 모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본모습’이다(편의상 ‘‘본모
습’류’로 지칭함). ‘겉모습’류의 ‘모습’은 구체적인 원형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반면에 ‘본모습’류의 ‘모습’은 추상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4.1.1. 모습1)

  표준, 고려에서 제시한 ‘모습’의 뜻풀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1)과 같다.

  (1) ① 사람의 생긴 모양.
        a. 웃는 모습.
        b. 엄마의 모습을 쏙 빼닮은 아기.
      ② 사물, 자연, 사회 따위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c. 깨끗이 정돈된 사무실의 모습.

1) 이 절은 사화(2015)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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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한겨울 지리산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e. 조국의 발전된 모습.
        f. 그는 아들 녀석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③ 어떤 것이 남기고 간 자취나 흔적.
        g. 연쇄 살인범이 모습을 감춘 지 두 달이 지났다. 
        h. 길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i. 그는 그 성터에서 고구려의 옛 모습을 찾고 싶었다.
        j. 순영에게서 더 이상 어린 소년일 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습’의 사전의미는 (1)과 같이 ‘사람의 생긴 모양’, ‘사물, 자연, 사회 따위
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 그리고 ‘어떤 것이 남기고 간 자취나 흔적’ 등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인 ‘사람의 생긴 모양’을 보자. 말뭉치에는 이 의미로 쓰인 
예문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2) a. 엄마의 모습을 닮은 아이.
 b. 머리를 묶고 얼굴을 전부 드러낸 그녀의 모습을, 그는 처음 보았다. 

       c. 거울 속의 내 얼굴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d. 그녀의 활짝 웃는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2)는 사람의 생긴 모양이다. (2a~c)는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생긴 모양이
며 (2d)는 웃는 모양이다. ‘모습’은 모든 신체 부위의 생긴 모양을 전부 나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c)에 쓰인 ‘얼굴 모습’은 잘 쓰이지만, ‘눈썹(의) 
모습’, ‘다리(의) 모습’, ‘팔(의) 모습’ 등은 잘 쓰이지 않는다. 이는 ‘모습’이 
‘사람의 신체 부위의 생긴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해당 신체 부위가 몇 
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눈, 코, 입, 귀 등은 얼굴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얼굴 모습’에 쓰인 ‘모습’은 그 쓰임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눈썹, 다리, 팔 등의 신체부위는 그것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
한 부위에 ‘모습’이 쓰이면 그것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모습’의 두 번째 사전뜻풀이는 ‘사물, 자연, 사회 따위의 겉으로 나타난 모
양’이다. (1②)의 예문을 보면 (1c~e)는 각각 ‘사물, 자연, 사회’의 ‘겉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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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모양’으로 해석되지만, (1f)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떤 장면과 동작에 
대한 모양의 의미’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1②)의 뜻풀이들은 실제로는 ‘자연
이나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 ‘추상적인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어떤 장면과 동작의 모양’ 등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응
되는  말뭉치의 예문은 아래 (3~5)이다.   
 
   (3) 자연이나 구체적인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a. 사람들은 헐벗은 산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산은 처음부터 나무가 없는 산이라고  
 생각한다.

 b.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별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몇천 년 전의 모습일    
수도 있다.

 c. 국토의 모습의 일부가 만들어졌다.      
   (4) 추상적인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a. 그는 이 책에서 국경 없는 세계경제의 모습, 영어의 위력 등을 설명했다.  
 b. 이들이 일으킨 ‘스캔들’에 당시 사회와 문화의 모습이 보인다. 
 c.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어떤 장면과 동작의 모양.
 a. 이 사진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b. 연예인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가끔 눈에 띈다.
 c. 병수씨는 그저 뚝방 동네를 빌빌 다니면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쳐다본다. 

        
  (3)은 ‘산’, ‘별’, ‘국토’ 등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며 (4)는 ‘세계경제’, ‘문
화’, ‘내수와 수출의 증가’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대상을 나타낸 모양이다. 
(5)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에 올라가는 모양’, ‘연예인들이 자연스럽게 서
로 얘기를 나누는 모양’,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양’을 나타낸다.   
  ‘모습’의 세 번째 사전뜻풀이는 ‘어떤 것이 남기고 간 자취나 흔적’이다. 표
준은 (1g, h), 고려는 (1i, j)와 같은 예문을 들면서 ‘모습’에 ‘자취’나 ‘흔
적’이라는 의항을 설정했다. 
  (1g, h)의 ‘모습’은 ‘자취’나 ‘흔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경우의 ‘모습’
은 ‘자취’나 ‘흔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1g) 같은 경우, 살인범이 남기고 간 
‘자취’나 ‘흔적’(예를 들어, 살인범이 쓰던 칼 등)을 발견하더라도 살인범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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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면 “살인범이 모습을 감춘다.”라고 할 수 있다. (1h)와 같이 ‘그들’이 
쓰던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1g, h)의 ‘모습’은 ‘자취’나 ‘흔적’
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모습’은 구체적으
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용법의 ‘모습’은 환유기제를 통해서 겉으로 드
러난 ‘사람의 생김새로서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이런 의미로 쓰인 ‘모습’의 예문은 아래 (6)과 같다. 

   (6) 사람의 생김새로서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킴.
 a. 어제 동창회 모임에서 혁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b. 그녀가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할 때 둘은 나란히 교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c.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고려에서 제시한 (1i, j)의 ‘모습’도 ‘자취’나 ‘흔적’의 의미가 아니다. ‘고
구려의 옛 모습’과 ‘고구려 지금의 모습’에서의 ‘모습’이나, ‘소년일 적의 모습’
과 ‘순영 지금의 모습’에서의 ‘모습’은 그 의미가 같을 것이다. 사람이나 사물
의 과거 모습은 단지 그 사물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생김새일 뿐, 그 사람
이나 사물의 ‘흔적’이나 ‘자취’가 아니다. ‘모습’이 ‘흔적’이나 ‘자취’로 이해되는 
것은 아마도 ‘모습’ 앞에 쓰인 ‘옛’, ‘소년일 적’과 같은 표현이 있기 때문일 것
이다.
  필자는 ‘모습’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모습’의 사전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는 예문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7) a. 각 팀은 한국 팀의 달라진 모습에 모두 혀를 내두르고 있다.
 b. 나는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c. 나는 안락함에 대해 회의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폭음을 한다.

   (8) a. 10대들이 원하는 엄마의 모습. 
 b. 그가 우리에게 고독한 킬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c. 정말 왜 이러는데? 내가 알고 있던 강신애의 모습이 아니잖아. 

  (7a)의 ‘한국 팀의 달라진 모습’, (7b)의 ‘새로운 모습’, (7c)의 ‘회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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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습’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나 ‘사물, 자연 등이 드러난 모양’, 
‘사람 자체’가 아니다. 이 예문에 있는 ‘모습’은 ‘자세’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
스러울 듯하다. (8)의 ‘모습’도 ‘사람의 생김새’로 볼 수는 없다. (8a)의 ‘엄마
의 모습’에는 엄마의 생김새나 옷차림의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2) 
(8b)의 ‘고독한 킬러의 모습’도 사람의 생김새나 옷차림과는 상관이 없다. 
(8b)는 사람을 죽이는 모습, 혼자서 고독하게 무슨 일을 하는 모습, 냉철한 
얼굴 표정 등으로 구성되는 이미지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8c)의 ‘내가 
알고 있는 강신애의 모습’ 역시 ‘강신애의 여러 행동 등을 통해 화자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8)의 ‘모습’은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외모, 정신상태 등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를 뜻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7)과 (8)에서 제시된 ‘모습’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의미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7') 마음의 자세.
   (8') 사람의 행동, 외모, 정신상태 등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
 
  지금까지 언급된 ‘모습’의 의미를 모두 정리하면 아래의 (9)와 같다.  

   (9) A. 사람의 생긴 모양. (엄마의 모습을 쏙 빼닮은 아기.)
       B. 사람의 생김새로서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킴. (혁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C. 자연이나 구체적인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지리산의 모습은 아름답다.) 
       D.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
       E. 어떤 장면과 동작의 모양. (연예인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모습.)        
       F. 마음의 자세. (한국 팀의 달라진 모습.)
       G. 사람의 행동, 외모, 정신상태 등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 
          (10대들이 원하는 엄마의 모습.)

  ‘모습’은 ‘사람의 생긴 모양’ A, ‘사람의 생김새로서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킴’ 
2) 어느 연구 기관이 10대를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 실험의 응

답 결과에는 ‘몸매 좋고 옷 잘 입는 예쁜 엄마,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는 능
력을 가진 엄마, 내 방에 안 들어오는 엄마, 아빠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엄마, 똑똑한 엄마’ 등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본다면, 이 ‘모습’에는 ‘사람의 생긴 모양’ 외에 
많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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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연이나 구체적인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C, ‘추상적인 사물의 겉으
로 나타난 모양’ D, ‘어떤 장면과 동작의 모양’ E, ‘마음의 자세’ F, ‘사람의 행
동, 외모, 정신상태 등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 G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이 중 의미 A는 사전의미와 동일하며, 의미 B는 세 번째 사전의미인 ‘어
떤 것이 남기고 간 자취나 흔적’을 수정한 것이고, C, D, E는 두 번째 사전의
미인 ‘사물, 자연, 사회 따위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에서 세분화된 것이다. 더
불어, 의미 F, G는 새로 추가된 의미이다. 
  A~G 중에서 어떤 의미가 ‘모습’의 원형의미일까? D, F, G는 추상적인 의미
이기 때문에 원형의미가 되지 못한다. ‘사람이 생긴 모양으로서 그 사람 자체
를 가리키는’ B는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의미 A ‘사람의 생긴 모양’이 은
유기제의 적용을 받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형의미가 되지 못한다. ‘자연이나 
구체적인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 C의 사용 빈도는 A보다 낮다. 그리고 
의미 확장의 방향도 사람에서 사물로 확장되는 순서가 보다 더 자연스럽기 때
문에 C는 역시 원형의미로 보기 힘들다. 마지막의 E ‘어떤 장면이나 동작의 
모양’은 사용빈도가 매우 높지만, 이 의미를 원형의미로 보면 이 의미에서 A
로의 확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위에서 나열한 여러 이유들을 종합했을 때, 가
장 구체적이며 기본적인 의미 A를 원형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
론을 얻게 된다. 
  이 의미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보자.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 B는 의미 
A가 환유기제의 적용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즉, 사람의 생긴 모양새를 사용
해서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연이나 사물의 겉모양 C와 어떤 장면이
나 동작의 모양 E는 모두 A가 은유기제의 적용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즉, 사
람이 생긴 모양이 있듯이 자연이나 구체적인 사물, 그리고 동작이나 장면, 정
신 등도 모양이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이라는 도식의
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를 A와 구별해서 A'으로 한다. ‘추상적인 사물이 겉
으로 드러난 모양’ D는 A'에서 은유의 기제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마음의 자
세’ F는 사람의 내적인 모습이다. 이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인 A가 은유의 적
용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A, E, F는 ‘사람의 내·외적인 모양’이라는 도식의미
를 가진다. 이를 A, A'과 구별하기 위해서 A''으로 표시한다. ‘사람의 행동, 외
모, 정신상태 등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 G는 바로 의미 A''이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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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의미이다. A~G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4-1>과 같이 그릴 수 있
다. 이 중에서 A', A''은 도식의미이다. 

F. 마음의 
자세

E. 장면과 
동작의 
모양

A'.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

D. 추상적인 
사물의 
겉모양

A. 사람의 
생긴 모양

C. 자연이나 
구체적인 

사물의 겉모양

B. 사람 자체

A''. 사람의 
내·외적인 

모양
G. 사람의 

이미지

<그림 4-1> ‘모습’의 도식망 모형

4.1.2. ‘겉모습’류
 
  ‘겉모습’류 모양 명사는 ‘X의 모습’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겉모습’,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입모습’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매우 구체적인 모양을 나
타낸다.  

  4.1.2.1. 겉모습 

  표준, 고려에서는 ‘겉모습’을 모두 아래 (10)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
이는 모습’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10)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a.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b. 표정이 없는 얼굴이라 겉모습만 보아서는 도무지 그 속을 헤아릴 수 없다. 
      c. 시현이는 늘 사물의 겉모습을 통해 그 본질과 속성을 판단하려고 시도한다. 
      d. 그의 집은 겉모습이 퍽 인상적이다. 

  ‘겉모습’의 사전뜻풀이는 사실 여러 하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문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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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며, (10c, d)는 사물이 겉으로 드러
나 보이는 모습이다. 우선,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자. 아래 (11)은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들이다. 

   (11) a. 사람도 속은 비고 겉모습만이 화려한 사람이 있다.
        b. 너무 꼭 끼는 속옷을 입거나 일상복을 입으면 겉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한다. 
        c. 그들의 마음은 공항을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소용돌이쳤지만, 겉모  

 습만큼은 여유로웠다.
        d. 후보자의 용모, 복장, 표정, 자세, 제스처, 목소리 등과 같은 겉모습에 의해  

 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11)의 ‘겉모습’은 모두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는 용모, 복장, 
표정, 자세, 제스처, 목소리 등으로서,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일부나 
전체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의미로 쓰인 ‘겉모습’을 보자. 아래 
(12)는 이에 대응되는 말뭉치의 예문들이다. 

   (12) ①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 
          a. 바짓단(裤脚)의 겉면 말아 박기를 한 바짓단의 겉모습.
          b. 화가가 풍경을 그릴 때 풍경의 겉모습을 묘사하자는 것은 아니고 풍경에  

   대해 무엇인가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②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c. 민족 문화의 보존이란 겉모습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철학, 민족적  

   세계관을 보전하는 것이다. 
          d. 봄, 가을 프로그램에 새 단장을 하는 것은 실속도 없이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없진 않다.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의미로 쓰인 ‘겉모습’은 (12①)의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와 (12②)의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나뉠 수 있다. (12a)는 ‘바짓단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며 (12b)는  
‘풍경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데, 이들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감지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12c, d)의 ‘문화의 겉모습’, ‘프로그램의 겉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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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①)처럼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
라,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말뭉치에는 위에서 언급된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겉모습’의 예문이 발
견된다. 

  (13) a. 작가로서의 나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나와 작가가 아닌 내가 내 
전체 속에서 화해롭지 못한다. 

       b.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겉모습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술적인 광
기 같은 것.

       c. 밖으로 알려진 것은 우리 공동체 학교의 겉모습뿐입니다. 우리 공동체 학교가 
예능에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길러냈다고 알려진 뒤에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옵니다만 그분들이 끝내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13a, b)의 ‘겉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생김새, 복장, 목소리, 동작’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13a)의 ‘겉모습’이란 ‘작가로서의 나라는 겉모습’
이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화자가 창작하고, 소설을 쓰는 등의 여러 활동을 하
는 모습들을 가리킨다. 즉, 이때의 ‘겉모습’은 ‘모습’의 (9G)의 의미에서 온 것
으로서,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행동, 정신상태 등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
를 뜻한다. (13b)의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겉모습’도 역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동작을 뜻하는 것으로서, 밥을 먹고, 배설하고, 잠을 자는 행위 
등을 아우르는 이미지다. (13c)의 ‘학교의 겉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학교 건물
이나 시설 등을 뜻하지 않는다. 이때의 ‘겉모습’이란 후행하는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학교가 외부로 알려진 이미지’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13)의 예문에 있는 ‘겉모습’을 위해 아래의 (14)와 같은 새로운 의미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14) 사람이나 사물의 이미지. 
 
  ‘겉모습’은 사람이나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 동작, 이미지 등이기 때
문에 흔히 내면의 모습과 대립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사람의 겉모습을 
언급할 때는 주로 사람의 정신, 마음의 모습과 대립되며, 사물의 겉모습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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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는 흔히 사물의 성질, 가격, 기능 등과 대립된다. 이런 대립되는 현상
은 ‘겉’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아래 (15)는 이것에 관한 예문들이다. 

   (15) a. 모든 사람의 겉모습이나 신체장건이 다르듯 정신적 능력도 다르다.
        b. 표정이 없는 얼굴이라 겉모습만 보아서는 도무지 그 속을 헤아릴 수 없다. 
        c. 불암초등학교는 겉모습은 현대화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은 다른 공립학교와 다른 게 거의 없다.
        d.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겉모습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술적인 

광기 같은 것.

  위에서 언급한 ‘겉모습’의 의미는 아래 (16)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겉으
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 ‘사람이나 사물의 이미지’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6) A. 사람이나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
         B. 사람이나 사물의 이미지. 

  의미 A는 B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겉모습’의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의미 B는 의미 A가 은유의 기제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사람이나 사
물의 이미지는 마치 이들의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과 같다고 비유한 것
이다. A, B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A, B의 
이런 의미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4-2>와 같다. 여기서 A'은 A, B
의 도식의미이다. 

<그림 4-2> ‘겉모습’의 도식망 모형

A. 사람이나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

B. 사람이나 
사물의 
이미지

A'.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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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2. 뒷모습

  표준, 고려에서는 ‘뒷모습’에 대해서 모두 아래 (17)과 같이 ‘뒤에서 본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17) 뒤에서 본 모습.
       a. 뒷모습을 바라보다.
       b. 그의 걸어가는 뒷모습이 형과 닮았다. 
       c. 그녀는 뒷모습이 유난히 예쁘다. 
       d. 그의 뒷모습에는 늘 이유를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다. 
      
  (17)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는 ‘뒷모습’이 매우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전에서 제시된 예문은 모두 사람에게 쓰인 것들이다. 그
렇지만 ‘뒷모습’은 구체적인 사물의 뒤에서 본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 말뭉
치에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뒤에서 본모습의 의미’로 쓰인 
‘뒷모습’의 용례가 검색됐다. 그중의 일부가 바로 (18)이다.

   (18) a. 딸의 뒷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넓은 신부복 끝자락까지 보았다.
        b. 형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봤다.
        c. 거울 앞에 앉아 분장을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d.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의 뒷모습처럼 앞의 남자는 그렇게 멀어져 간다. 

  (18a~c)의 ‘뒷모습’은 각각 뒤에서 본, ‘딸의 신부복을 입은 모습’, ‘아버지
의 모습’, ‘걸어가는 제시의 모습’, ‘거울 앞에 앉아 분장을 지우는 그녀의 모
습’을 가리킨다. (18d)의 ‘뒷모습’은 달려가는 자동차의 뒤에서 본 모습을 가
리킨다. 이들은 역시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이다.  
  말뭉치 자료에서는 이렇게 ‘뒤에서 본 사람이나 사물의 구체적인 모습’이
라는 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뒷모습’의 예문도 몇 개 발견되었다.    

   (19) a. “형한테 할 말은 아니겠지만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우? 끝까지 뒷모습이 아  
           름답게 살 수는 없어요?”
        b. 예술가의 뒷모습은 현존하는 유명한 현대미술가들을 만나 그들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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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이들로부터 생생하고 다층적인 미술가 내면의  
 이야기를 이끌어낸 책이다. 

   (20) a.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이 ‘아름다운 괴물(총독부 청사)의 뒷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다. 

        b. 원주민이라는 어감 속에는 소멸해가는 종족의 뒷모습 같은 쓸쓸함이 배어   
  있다. 

    
  (19)의 ‘뒷모습’은 ‘뒤에서 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필자가 문맥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a)의 ‘뒷모습’은 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모르게 뒤에
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19b)의 ‘예술가의 뒷모습’은 예문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모습을 가
리킨다. 따라서 (19)의 ‘뒷모습’은 ‘사람의 알리지 않은 모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런 ‘뒷모습’은 이미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의 ‘뒷모습’도 역시 ‘뒤에서 본 사물의 모습’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20a)의 ‘아름다운 괴물’의 뒷모습’은 사라질 총독부 청사의 쓸쓸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퇴장이나 소멸의 의미를 가진다. (20b)의 ‘종족
의 뒷모습’이 훗날 사라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20)의 ‘뒷모습’은 
흔히 ‘사라지다’, ‘소명하다’ 등과 어울려 쓰이면서, 어떤 사물이 퇴장이나 소
멸해가는 쓸쓸하고 처량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위에서 언급한 (19~20)의 의미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 사람의 알리지 않은 모습. 
   (20') 사물이 사라지거나 소멸해가는 쓸쓸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  

  ‘뒷모습’의 사전의미와 새로 추가된 의미를 모두 정리 하면 아래 (21)과 같
다. 

   (21) A. 뒤에서 본 모습. 
        B. 사람의 알리지 않은 모습(이미지). 
        C. 사물이 사라지거나 소멸해가는 쓸쓸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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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은 ‘뒤에서 본 모습’ A, ‘사람의 알리지 않은 모습(이미지)’ B, ‘사물
이 사라지거나 소멸해가는 쓸쓸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 C 등의 세 가
지 의미를 가진다. 
  이 중에서 의미 A는 의미 B, C보다 더 구체적이며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잘 알리지 않은 사람의 모습’ B는 ‘뒤에서 본 모습’ 
A에 은유기제가 적용되어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는 흔
히 앞에서 보기 때문에 해당 대상의 뒷모습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 마
찬가지로 사람도 타인들에게 잘 알려진 모습이 있는 반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도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자주 보지 
못한 사람이나 사물의 뒷모습과 유사하다. ‘사물이 사라지거나 소멸해가는 쓸
쓸한 모습’을 비유하는 의미 C는 역시 의미 A에 은유가 적용되어 생성된 것
이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 때는 보통 이 사람이 떠나는 경우이다. 사물이 사
라지는 모습을 바로 사람의 떠나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이다. 한편, 이 의미 
A, B, C들에 대한 도식의미는 찾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 관계를 그림으로 표
현하면 아래의 <그림 4-3>과 같다. 

A. 뒤에서 
본 모습

B. 사람의 알리지 
않은 모습(이미지)

C. 사라지는 
모습 

<그림 4-3> ‘뒷모습’의 도식망 모형

  4.2.2.3. 앞모습 

  표준, 고려에 등록된 ‘앞모습’의 뜻풀이는 아래 (22), (23)과 같다. 

   (22) 표준의 뜻풀이: 앞에서 본 모습.
       그는 앞모습이 아버지를 빼다 박아놓은 것 같다. 
   (23) 고려의 뜻풀이: 앞에서 보거나 앞으로 본 모습. 
       그 형제는 앞모습이 정말 닮았어요. 
  
  ‘앞모습’에 대해서 표준은 ‘앞에서 본 모습’이라는 뜻풀이를 했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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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한 뜻풀이에 ‘앞으로 본 모습’이라는 뜻풀이를 추가했다. 예문 (22, 
23)의 ‘앞모습’이란 모두 ‘앞에서 본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고
려에서는 ‘앞모습’에 대하여 ‘앞으로 본 모습’이라는 의미는 나열했지만, 정작 
거기에 해당하는 용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하여, 고려에서 제
시된 ‘앞모습’의 의미가 그리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두 사전의 의미를 통합하여, ‘앞모습’이란 
‘앞에서 본 모습’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앞모습’의 예문은 단지 세 개에 불과했는데, 이 세 가
지 예문 모두 ‘앞에서 본 모습’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24) a. 앞에 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의 앞모습을 상상해보고 앞질러 
가보면 십중 팔구는 틀림없다.

        b. 비록 2차원인 평면에 그렸지만, 이 얼굴은 옆모습 앞모습이 모두 나타나 있
지.

        c. 사람의 앞모습은 화장술이나 어떤 권모술수를 통해서 속일 수 있다. 

  (24a, b)는 모두 앞에서 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24c)는 꼭 
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김새를 바꾸기 위해 ‘화장술’은 쓰지만 ‘권모술수’는 사
용하지 않는다. ‘권모술수’는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때 ‘앞모습’은 (21B)의 ‘뒷모습’ 의미와 대응된다. 따라
서 (24c)의 ‘앞모습’은 ‘사람의 보이는 모습(이미지)’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앞모습’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5) A. 앞에서 본 모습. 
        B. 사람의 보이는 모습(이미지).

  ‘앞모습’은 ‘앞에서 본 모습’ A와 ‘사람의 보이는 모습’ B라는 두 가지 의미
를 가진다. A는 B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용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의미 B는 의미 A가 은유의 적용을 받아 생성된 것이다.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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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앞모습은 타인이 알기 쉽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그림 4-4>와 같
다.   

 A. 앞에서 
본 모습

B. 사람의 보이는 
모습(이미지)

<그림 4-4> ‘앞모습’ 도식망 모형

  4.1.2.4. 옆모습

  표준, 고려에서는 모두 ‘옆모습’을 ‘옆에서 본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26) 옆에서 본 모습.
      a. 옆모습을 쳐다보다.
      b. 옆모습이어서 귀 언저리에 모인 잔주름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c. 호숫가에 앉아 있는 여인의 옆모습은 정갈하고 아름다웠다. 
    
  (26)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옆모습’은 ‘옆에서 본 매우 구체
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로 쓰인 ‘옆모습’의 예문은 말뭉치에서도 
검색된다. 

   (27) a. 수혜를 보면서 진우는 옆모습도 참 아름다운 여자구나 생각했다.
         b. 운전을 하는 옆모습은 걷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고 당당해 보였다.
         c. 지평선에는 꾸불꾸불한 산맥의 옆모습이 파르스름하게 보인다.
   
  (27)은 말뭉치에서 검색된 ‘옆모습’의 예문이다. (27a, b)는 사람의 옆에
서 본 모습, (27c)는 사물의 옆에서 본 모습이다.  

  4.1.2.5. 입모습

  ‘입모습’은 표준과 고려에서 모두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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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과 같은 뜻풀이를 지닌다.

   (28) 입의 생긴 모양.3)
        눈창이 맑고 큰 문에 콧날이 선데다가 그의 입모습이 귀염성 있게 생겼다. 

  ‘입모습’의 사전뜻풀이는 ‘입의 생긴 모양’이다. 이러한 의미는 말뭉치에서
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29) (그가) 살갗이 흰 데다 눈매, 입모습, 코 같은 데가 여자처럼 곱고 예쁘다. 

  (29)의 ‘입모습’은 ‘입의 생긴 모양’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말뭉치에서 검
색된 대부분의 예문들을 ‘입의 생긴 모양’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30) a. 감독은 입모습에 웃음을 띠며 조금 다가앉았다.
        b. 그들의 입모습에는 일종의 비웃음이 떠돌았다.
        c. 할머니의 입모습이나 소리가 꼭 꺼져가는 모닥불이나 숯불을 살리려고 입김  

 을 불 때하고 같았다. 
 
  (30a~c)의 ‘웃음을 띠며’, ‘비웃음이 떠돌았다’, ‘소리가 꼭 꺼져가는 모닥불
이나 숯불을 살리려고 입김을 부’는 행위나 모습 등을 볼 때, 이 예문들에 있
는 ‘입모습’은 ‘입의 생긴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 수 있다. 이때의 
‘입모습’은 ‘어떤 표정이나 동작 하면서 움직이는 입의 모양’이라는 의미로 해
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입모습’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입모습’은 다른 모양 명사들처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분화하거나 확장
되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것은 ‘입모습’의 두 가지 의미인 ‘입의 
생긴 모양’과 ‘어떤 표정이나 동작을 하면서 입이 움직이는 모양’은, 넓은 의미
에서 모두 구체적인 ‘입의 모양’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입모습’은 기본의미로서 ‘입의 모양’만을 지니며, 그 아래에 두 가지 하위 
의미인 A1, A2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5>는 ‘입모습’의 이
3) 표준에는 ‘입매’라는 해석이 더 추가되어 있으며, 고려에는 해석만 있고 예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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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의미 관계를 반영하는 도식망 모형이다. 

A. 입의 모양

A1. 입의 
생긴 모양

A2. 입의 
움직인 모양

<그림 4-5> ‘입모양’의 도식망 모형

  4.1.3. ‘본(本)모습’류  

  ‘본(本)모습’류 모양 명사는 ‘X한 모습’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본모습’, ‘참모
습’이 여기에 속한다. 

  4.1.3.1. 본(本)모습

  ‘본모습’은 표준, 고려에서 아래 (31)과 같이 ‘본디의 모습’으로 해석하
고 있다. 

   (31) 본디의 모습. 
       a. 대체 너의 본모습은 어느 쪽이냐? 때론 한없이 내성적이다가도 어떤 때는 지  

  나치리만큼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니. 
       b. 그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하자 본모습을 드러내었다. 

  (31a, b)의 ‘본모습’은 모두 ‘사람이 본래부터 생긴 모양’이 아니며 ‘사람 본
디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 말뭉치에서는 ‘본모습’의 몇 예문이 검색되었는
데, 이 예문들 모두가 (31)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었다. 물론 말뭉치
의 예문 중에서 ‘본모습’이 ‘본래의 생긴 모양’의 의미로 쓰인 예문도 존재하
기는 했는데, 아래의 두 개가 그것이다. 

  (32) a. 여신이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겠지만 속으면 안 된다. 끝까지 그 밧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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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주지 않으면 마침내 여신은 본모습을 보일 게다.
        b. 여신은 결국 본모습을 보이면서 한숨을 쉬고 말했지.

  (32)의 두 예문은 같은 문헌에서 발견된 것들인데, 모두 여신이 변신하는 
여러 모습과 대비되면서 ‘본모습’이 쓰였다. 여기의 본모습은 모두 사람의 본
래의 생긴 모양을 의미한다.4)  
  그렇지만 말뭉치에서는 ‘본모습’이 아래처럼 추상적인 사물에 쓰이는 예문
들도 존재했다. 

   (33) a.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적 학문의 패러다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
서 동양의 두 학문은 자신의 본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b. 그것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두려움의 양가적 지향성이야말로 운
명의 본모습이 아니겠는가.

  (33a, b)의 ‘본모습’은 각각 ‘학문’, ‘운명’에 대한 본디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의 ‘본모습’은 ‘추상적인 사물의 본디 모습’으로 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본모습’의 의미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4) A. 본디의 생긴 모양.
        B. 추상적인 사물의 본래 모습. 
        C. 사람의 본래의 이미지. 
       
  ‘본모습’의 의미는 ‘본디의 생긴 모양’ A, ‘추상적인 사물이 본래의 모습’ B,  
‘사람의 본래의 이미지’ C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는 가장 구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설정될 수 있다. 의미 B는 추상적인 사물의 본래 
모습이며 의미 A에서 은유의 기제를 통해서 생성된 의미이다. 즉 구체적인  

4) 말뭉치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사물 본디의 생김새’의 의미로 쓰
이는 ‘본모습’의 예문도 몇 개가 확인되었다. 아래 (a, b)의 ‘본모습’은 각각 경복궁과 금당벽화의 
본래 모습을 가리킨다. 

       a. ‘景福宮 1차정비’ 강녕전 등 89동 본모습 되찾아.
       b.  日 ‘금당 벽화’ 66년 만에 본모습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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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나 사람이 본디의 생긴 모양이 있듯이 추상적인 사물도 본래의 모습이 
있다. 의미 C도 의미 A에 은유기제가 적용되어 생겼다. 사람의 본래 이미지는 
마치 사람의 생긴 모양으로 볼 수 있다. A, B, C는 ‘본래의 모습’이라는 도식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 관계는 아래의 <그림 4-6>으로 표현할 수 
있다. A, B, C의 도식의미를 A와 구별해서 A'으로 표시한다. 

B. 사람의 
본디의 이미지

A. 본디의 생긴 
모양

B. 추상적인 
사물의 본디의 

모양

A'. 본디의 모양

<그림 4-6> ‘본모습’의 도식망 모형

  4.1.3.2. 참모습

  ‘참모습’에 대한 표준, 고려의 뜻풀이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다.  

   (35)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습. 
       a. 화장으로 가려져 있던 참모습이 드러나다. 
       b. 윤선도의 유적만 보려다가는 이 섬의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c. 건실한 사고와 착실한 행동만이 인생의 참모습은 아닐지도 몰라요. 
                                                 
  우선, 사전의 예문에 근거한 사전뜻풀이를 정리하면 ‘참모습’의 의미는 아래
와 같이 세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36) ①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생긴 모양. 
        ② 추상적인 사물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양. 

  (35a, b)의 ‘참모습’은 사물이나 사람의 본래의 생긴 모양을 의미한다. 이는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반면에 (35c)의 ‘참모습’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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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사물인 ‘인생’에 쓰여 그의 본래의 모양을 의미한다. 물론 두 가지 의
미는 모두 사전의미처럼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뜻풀이에 사용되는 ‘모습’은 사람의 생김새부터 추상적인 사
물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 이미지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이 ‘참모습’의 뜻풀이를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설
정하면 이 단어의 의미 변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사전의 
용례에 쓰인 ‘참모습’의 의미를 (36)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설정한다.    
  말뭉치에서는 (36①)처럼 구체적인 의미로 쓰인 예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말뭉치에서 확인된 예문들은 대부분이 (36②)의 의미로 쓰인 것들이었다. 
이러한 의미로 쓰인 예문은 아래의 (37)과 같다.  

   (37) a. 나의 삶의 참모습은 무엇일까?
         b. 무엇이 인간의 참모습인가.
         c. 동양 철학의 참모습. 
         d. 이 실험에 의해 유전의 참모습이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37a~d)의 ‘참모습’은 각각 ‘삶’, ‘인간’, ‘동양철학’, ‘유전’의 거짓이나 꾸밈
이 없는, 본래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 외에 말뭉치에서는 (36)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참모습’의 예문도 
소수 발견되었다. 
   
   (38) a. 문명의 탈을 쓴 야만인, 이것이 폐허의 거울에 비친 서구인의 참모습이었다.
         b. 그의 술회 속에서 한 위대한 지도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c. 사서(史書)의 기록들이 대왕의 참모습을 엉뚱하게 폄하하거나 왜곡시켜 놓

았을지 모른다.
 
  (38a)의 ‘서구인의 참모습’, (38b)의 ‘지도자의 참모습’, (38c)의 ‘대왕의 참
모습’은 서구인이나 지도자, 대왕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생긴 모양’
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참모습’은 ‘이들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행동 등으로 형성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위에서 언급한 ‘참모습’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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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A.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생긴 모양. 
        B. 추상적인 사물이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양.        
        C.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외모, 행동 등으로 형성된 이미지.      

  ‘참모습’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생긴 모양’ A, ‘추상적인 사물이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양’ B,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외모, 
행동 등으로 형성된 이미지’ C 등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A, B, C 중에서 의미 A는 B, C보다 더 구체적이며 더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참모습’의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추상적인 사물에 쓰인 의미 B는 구
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에 쓰인 의미 A가 은유기제의 적용을 받아 형성된 것이
다. 즉, ‘추상적인 사물이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양’을, ‘구체적인 사
물이나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생긴 모양’으로 
비유한 것이다. 의미 C도 의미 A에 은유기제가 적용되어 형성된 것이다. 즉, 
사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보습으로 형성된 이미지는, 마치 구체적
으로 생긴 모양과 같다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A, B, C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모습’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 확장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4-7>과 같다. A'은 A, B, C의 도식의미이다.

C. 거짓이나 꾸밈없는 
외모, 행동 등으로 

형성된 이미지  

A. 거짓이나 
꾸밈없이 본래의 

생긴 모양

B. 추상적인 사물이 
거짓이나 꾸밈없는 

본래의 모양

A'. 거짓이나 
꾸밈없는 모습

<그림 4-7> ‘참모습'의 도식망 모형

  4.2. (X)상(相) 

  제2요소가 ‘상(相)’인 모양 명사는 ‘상(相)’의 의미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부



- 113 -

류로 나뉠 수 있다. 그중의 하나는 ‘상(相)’이 매우 구체적인 ‘(얼굴)의 생김
새’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여기에는 단어 ‘인상(人相), 험상(險相), 두상(頭
相), 관상(觀相), 울상(相), 밉상(相), 귀상(貴相)’ 등이 포함된다[편의상 ‘인
상(人相)’류로 지칭함]. 다른 하나는 ‘상(相)’이 추상적인 사물에 쓰여 어떤 상
황이나 양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여기에는 ‘사회상(社會相), 생
활상(生活相), 발전상(發展相), 타락상(墮落相) 혼란상(混亂相), 진상(眞相), 
실상(實相)’ 등이 포함된다[편의상 ‘사회상(社會相)’류로 지칭함]. 4.2.1~4.2.3
에서는 각각 ‘상(相)’, ‘인상(人相)’류 모양 명사, ‘사회상(社會相)’류 모양 명
사의 의미를 고찰한다. 

  4.2.1. 상(相)  

  ‘상(相)’은 고려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표준에만 있다. 그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40) ① <민속>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됨됨이. 
          a. 자네는 앞으로 크게 될 상이야. 
          b. 키만 똥 친 막대처럼 껑충해 가지고 턱은 뾰족하고 입은 초라니 같고 눈

은 간사한 게 영락없이 생쥐 상이더라고요.  
        ② 각 종류의 모양과 태도. 
        ③ 그때그때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 
          c. 그녀는 죽을 상이 되어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④ <지리> 층상(層相), 지층의 구조, 구성 암석, 화석 따위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 지층과 구분되는 양상. 
    
  (40)에 나열된 네 가지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두 모양 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40②)와 (40④)는 의미만 
있고 그에 해당하는 용례가 없다. 
  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는 (40①)과 (40③)으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
다.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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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a.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상이다.
        b. 약간 큰 듯한 모습에다가 귓밥이 도톰하니 복스런 상을 한다.
        c. 자네 관상을 보아하니 귀인이 항상 옆에 있을 상이네.
   (42) a. 나는 못마땅한 얼굴로 상을 북 쓰면서 대꾸했다.
        b. 나는 상을 찡그리고 가까스로 일어나 바깥 동정을 살폈다.
        c. 대의원을 맡은 뒤로 죽을 상을 하고 다니던 호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41)의 ‘상’은 민속용어이며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됨됨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42)의 ‘상’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상’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얼굴 표정’의 의미로 쓰일 때는 흔히 ‘상을 쓰다’, 
‘상이 찌푸리다’, ‘상을 찡그리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됨됨이’의 의미로 쓰일 때는 흔히 ‘~상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상(相)’의 의미는 사전의 의미와 같은데, 이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3) A. <민속>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됨됨이. 
         B. 각 종류의 모양과 태도. 
         C. 그때그때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 
         D. <지리> 층상(層相)

  이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어느 의미가 원형의미일까? 사용 빈도를 보면 
(43A, C)가 가장 많다. 그러나 (43A)는 민속용어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설
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43C)의 ‘얼굴의 표정’을 원형의미로 설정하면, 이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확장해 나가는 의미의 확장 방향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한자어 사전을 통해서 ‘상(相)’이 ‘얼굴의 생김새’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어인 ‘말상’, ‘밉상’, ‘곱상’의 ‘상(相)’도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
음과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자어 ‘상(相)’이 원래 ‘얼굴의 생
김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相)이 한국어에서 자립어로 사용될 
때에는 이 의미가 상실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相)’의 원형의미는 ‘얼굴의 
생김새’와 ‘그때그때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을 통합하는, ‘얼굴의 모양’으로 정
할 수 있을 듯하다. 우리는 이것을 근거해서 (43)을 (44)와 같이 수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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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4) A. 얼굴의 모양
           A1. 얼굴의 생김새
           A2. 그때그때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
         B. <민속>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됨됨이. 
         C. 각 종류의 모양과 태도. 
         D. <지리> 층상(層相)

  A는 원형의미이다. 일반적인 용어인 의미 A가 관상학에서 사용되면서 ‘관상
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됨됨이’ B의 의미가 생기고 지리학에서 사용되면서 의
미 D ‘층상(層相)’이라는 의미가 생긴 것이다. 의미 C ‘각 종류의 모양과 태도’
는 의미 A에 은유의 기제가 적용되어 형성된 것이다. 즉, 각 종류의 모양과 
태도는 사람의 얼굴 모양과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A, B는 ‘사람의 모양’이라
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이를 A와 구별해서 A'으로 한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의 <그림 4-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얼굴의 모양

A1. 얼굴의 
생김새

A2. 얼굴의 
표정

A'. 사람의 
모양

B. (민속)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모양

C. 각 종류의 
모양과 태도

D. (지리) 
층상(層相)

<그림 4-8> ‘상(相)’의 도식망 모형  

  4.2.2. ‘인상(人相)’류 

  ‘인상(人相)’류에는 ‘인상(人相), 험상(險相), 두상(頭相), 관상(觀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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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 밉상(相), 귀상(貴相)’ 등이 포함된다. 이 단어들 중에서 ‘상(相)’은 매
우 구체적인 ‘얼굴의 생김새’라는 의미로 쓰인다. 

  4.2.2.1. 인상(人相)

 표준, 고려의 ‘인상(人相)’에 대한 뜻풀이는 아래 (45), (46)와 같다.
     
   (45) 표준의 뜻풀이:
       ① 사람 얼굴의 생김새. 또는 그 얼굴의 근육이나 눈살 따위. 
         a. 인상을 찡그리다/찌푸리다/펴다. 
         b. 인상을 그린 종이 한 장을 펴서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②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점치는 일.
       ③ <불교> 사상(四相)의 하나. 오온(五蘊)이 화합하여 생긴 ‘나3’는 사람이니 

지옥취나 축생취와 다르다고 집착하는 견해를 이른다.
   (46) 고려의 뜻풀이: 사람의 얼굴 생김새와 골격
       a.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을 뽑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인상을 꼭 본다. 
       b. 새로 온 강사의 인상이 내 동생과 비슷하다. 
       c. 그 사람은 늘 불만족스러운 인상을 하고 있다. 
    
  고려는 ‘인상’을 ‘사람의 얼굴 생김새와 골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
나 (46)의 ‘인상’은 얼굴의 생김새나 골격으로는 해석하지 못한다. 이는 얼굴
의 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표준은 ‘인상’을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데, 이 중 (45②, ③)은 모양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따라서 (45①)
의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 또는 그 얼굴의 근육이나 눈살 따위’만이 모양 명
사가 된다. 이 의미는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나 표정’으로 수정할 수 있을 듯
하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인상’은 모두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표정’이라는 의미
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47) a. 그 때문이 아니더라도 꽤 선한 인상을 풍기는 남자였다.
        b. 방금 전의 그 냉혹해 보이던 인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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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이는 인상을 쓰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d. 이승범씨는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47a)의 ‘인상’은 얼굴의 생김새를 나타내며 (47b~d)의 ‘인상’은 얼굴의 표
정을 가리킨다. 말뭉치의 예문에서는 ‘인상’이 ‘표정’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인상’의 뜻풀이는 아래 (4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8) A.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표정.
        B.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점치는 일.
        C. <불교> 사상(四相)의 하나.
  
  A는 사전의미에서 용어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의미 B, C는 사전의미와 동
일하다. 이 의미들 중 의미 A가 의미 B, C보다 더 기본적이며 사용하는 빈도
가 높기 때문에 ‘인상’의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얼굴의 생김새’와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점치는 일’은 같은 개념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점치는 일’ B는 의미 A에 환유기제가 적용되어 생성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상(四相)의 하나’의 의미로 쓰인 불교용어 C는 일반용어로 
쓰인 A가 불교 용어에서 쓰이면서 생긴 의미이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4-9>와 같다. 

A.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표정 

B. 사람의 얼굴 
보고 점치는 일

C. (불교) 
사상(四相)의 하나

<그림 4-9> ‘인상(人相)’의 도식망 모형

  4.2.2.2 험상(險相)

  ‘험상(險相)’에 대한 사전뜻풀이는 각각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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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표준의 뜻풀이: 거칠고 험하게 보이는 인상.
       a. 험상을 짓다
       b. 얼굴은 흉터투성이의 험상인 데다가 늘 술에 절어 있는 사람이라 모두 그를  

보기만 하면 눈길을 돌리곤 했다. 
   (50) 고려의 뜻풀이: 거칠고 모질게 생긴 사람의 생김새.

  고려에서는 ‘험상’을 ‘거칠고 모질게 생긴 사람의 생김새’라고 뜻풀이를 했
지만, 여기에 대한 용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준에서는 ‘험상’을 ‘거칠
고 험하게 보이는 인상’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인상’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와 골격’과 ‘얼굴의 표정’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험상’의 예문을 보면 (49a)는 ‘거칠고 험하게 보이는 얼굴 표정’
을 의미하며, (49b)는 ‘거칠고 험하게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생긴 모양’을 의
미한다. 따라서 ‘험상’은 ‘거칠고 험하게 보이는 얼굴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
며, 그 하위 의미로서 ‘험하게 생긴 얼굴의 모양’과 ‘험하게 보인 얼굴의 표정’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말뭉치에서는 ‘험상’에 대한 예가 몇 개만 검색되었는데 그중의 일부는 다
음과 같다. 

   (51) a. 사탄이나 야차라도 그만큼 험상일 수는 없을 것이었다.
        b. 배선생은 험상을 지어 가며 상대방을 옴쭉 못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것 같다. 

  (51a)는 ‘험상’이 ‘험하게 생긴 얼굴의 모양’의 의미로 쓰인 것이며, (51b)
는 ‘험상’이 ‘험하게 보이는 얼굴의 표정’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4.2.2.3. 두상(頭相)

  표준과 고려에서는 ‘두상(頭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뜻풀이하고 있
다. 

   (52) 머리 모양이나 생김새.
       a. 두상이 장군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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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두상이 잘생겼다.
       c. 우리같이 요런 난쟁이는 두상이 커야 미남이다. 
       d. 영남이는 두상이 작고 예쁘다. 

  사전에서 ‘두상’을 ‘머리 모양이나 생김새’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주로(머리
카락을 제외한) 머리 자체의 생김새를 가리키는 것이다. 말뭉치에서도 ‘두
상’에 대한 몇 개의 예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53) a. 이 녀석, 두상 한 번 잘 생겼다.        
        b. 오리의 모습인데 두상이 특이하고 꽤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53a)는 사람의 머리 생김새를 뜻하지만, (53b)는 동물의 머리 생김새까지
를 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하겠다. 

  4.2.2.4. 관상(觀相) 

  ‘관상(觀相)’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는 아래의 (54)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5) 

   (54) ① 수명이나 운명 따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 
           a. 관상이 선하다.
           b. 그는 관상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만난다. 
        ② <민속>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
           c. 나는 사주라든지 관상이란 것을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관상’의 사전뜻풀이는 ‘수명이나 운명 따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과, 민속용어로서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
를 판단하는 일’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의미만이 모양 명사이다. 
  말뭉치에서 ‘관상’의 예문 몇 개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예문들 모두는 
5) 표준은 이 두 개의 의항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뜻풀이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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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나 운명 따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라는 의
미로 쓰인다. 그중의 일부가 바로 (55)이다. 

   (55) a. 남편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남편을 출세시키는 관상인 것이다.
        b. 45세 이후에 큰 부자소리를 듣게 될 관상이다. 
        c. 강 양의 관상은 결혼을 하여도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할 운세이다. 
        d. 심양의 관상은 오관 중 귀를 제외하고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관상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다.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55)의 ‘관상’은 모두 사람의 운명 등과 
관련되는 얼굴의 생김새를 가리킨다. ‘관상’은 흔히 (55a, b)의 경우처럼 ‘~관
상이다’라는 형식으로 쓰이거나, (55c, d)의 경우처럼 ‘~의 관상’이라는 형식
으로 쓰인다.   

  4.2.2.5. 울상(相)
  
  ‘울상(相)’은 표준, 고려에서 모두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
한 뜻풀이는 아래 (56)과 같이 ‘울려고 하는 얼굴 표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56) 울려고 하는 얼굴 표정.
       a. 울상을 짓다/하다.
       b. 울상이 되다. 
       c. 그렇게 울상을 하고 다니는데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 

 
  말뭉치에서는 ‘울상’의 예문이 많이 검색되었다. 이 예문들은 모두 사전의
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중의 일부는 아래 (57)과 같다. 

   (57) a. 아저씨는 금세 울상이 되었습니다.
        b. 박선생이 울상을 지으며 그 울상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를 했다. 
        c. 종만이는 잔뜩 울상만 짓고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d. 1학년들이 울상을 하고 줄을 지으며, 상급생들도 몇 사람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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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a~d)의 ‘울상’은 각각 ‘아저씨’, ‘박선생’, ‘종만’, ‘1학년 학생들’의 울려
고 하는 얼굴 표정을 의미한다. ‘울상’은 사전에서 제시한 용례처럼 ‘울상을 짓
다/하다’, ‘울상이 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는 사실이, 말뭉치의 자료
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4.2.2.6. 밉상(相)
  
  ‘밉상(相)’의 사전뜻풀이는 아래 (58)로 정리할 수 있다. 

   (58) ① 밉게 생긴 얼굴 또는 그런 사람의 모양.
          a. 눈, 코, 입이 뚜렷한 게 아주 밉상은 아니다. 
          b. 그는 예의가 발랐고 인물도 그만하면 밉상이 아니어서 여자들에게 인기   
             가 있었다. 
        ② 미운 행동이나 미운 짓을 하는 모양. 
          a. 그렇게 밉상으로 행동하면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
          b. 그는 가는 곳마다 사고만 치는 밉상이라 모두들 싫어했다. 

  고려에서는 ‘밉상’을 ‘볼품없이 생겨서 미운 얼굴. 또는 그런 사람’, ‘마음
에 들지 않고 거슬리는 데가 있는 미운 모습을 이르는 말’이라는 두 가지 의
미로 해석한다. 표준에서는 ‘밉상’을 ‘미운 얼굴이나 행동. 또는 미운 짓을 
하거나 밉게 생긴 사람’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본고는 이 ‘밉상’
의 의미를 ‘밉게 생긴 모양’과 ‘미운 행동을 하는 모양’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본다. 
  말뭉치에서는 ‘밉상’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 몇몇 예문들이 검색되었는
데, 아래 (59)가 그 대표적인 예문들이다. 

   (59) a. 자네의 외양은 밉상이 아닌데 그 지청구가 어찌 그렇게도 불손한가.
        b. 무척 말라서 겉보기도 밉상이었던 난 하마터면 기아가 될 뻔했다.
        c. 대주어른 만나뵙지 못할까봐 쇤네 권도를 쓴 것뿐이니 밉상으로만 보지 마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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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음은 밉상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59a, b)의 ‘밉상’은 ‘사람의 얼굴이나 몸 전체의 생긴 모양’을 의미하며 
(59c, d)는 ‘미운 행동이나 미운 짓을 하는 모양’을 의미한다. 
  ‘밉상’의 의미는 아래 (60)과 같이 ‘밉게 생긴 얼굴 또는 그런 사람의 모양’
과 ‘미운 행동이나 미운 짓을 하는 모양’인데, 이는 사전의미와 동일하다.
   
   (60) A. 밉게 생긴 얼굴 또는 그런 사람의 모양.
         B. 미운 행동이나 미운 짓을 하는 모양. 

  사용 빈도나 인지적으로 두드러지는 정도를 따져 보면 의미 B가 A보다 더 
높다. 그러나 ‘밉상’의 구성 요소인 ‘상(相)’의 원형의미가 ‘얼굴의 모양’이라는 
의미를 고려하면, 의미 A가 더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밉상’의 의미 A를 원형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미 B는 
의미 A에서 생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밉게 생긴 얼굴이나 신체의 모양을 보
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게 느끼는 등의 안 좋은 감정이 
생긴다. 이처럼 안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생김새에서 행동으로 
확장 되면서 의미 B가 생긴 듯하다. 의미 A, B는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거
슬리는 모습’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의미간의 관계를 
아래 <그림 4-10>으로 표현할 수 있다. A, B의 도식의미는 A와 구별하여 
A'으로 표시한다.  

A'.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모습

A. 밉게 생긴 얼굴이나 
신체의  모양

B. 미운 행동이나 
짓을 하는 모양

  
<그림 4-10> ‘밉상(相)’의 도식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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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7. 귀상(貴相)

  표준, 고려에 등록된 ‘귀상(貴相)’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귀한 사람
이 될 얼굴 생김새’로 정리할 수 있다. 
  
   (61) 귀한 사람이 될 얼굴 생김새.
       a. 비록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용모를 보아하니 보기 드문 귀상이었다. 
       b. 관상학에서는 눈을 볼 때, 검은자위는 검고 흰자위는 맑고 하얀 것을 귀상으  
          로 본다. 

  말뭉치에서는 아래 (62)와 같은 ‘귀상’의 예문이 검색되었다. 이는 모두 
사전의미와 동일하게 ‘귀한 사람이 될 얼굴 생김새’로 해석된다.   

    (62) a. 선조들은 희고 갸름한 얼굴에 오똑한 콧날, 큰 귀를 귀상으로 여겼다.  
         b. 눈은 근본적으로 검은 자위는 검고 흰자위는 맑고 하얀 것을 귀상이고 복  

상으로 친다.

  4.2.3. ‘사회상(社會相)’류

  ‘사회상(社會相)’류에는 ‘사회상(社會相), 생활상(生活相), 발전상(發展相), 
타락상(墮落相), 혼란상(混亂相), 진상(眞相), 실상(實相)’ 등이 포함된다. 이 
단어들의 공통적 요소인 ‘상(相)’은 추상적인 사물에 쓰여 어떤 상황이나 양상
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4.2.2.1. 사회상(社會相)

  ‘사회상(社會相)’의 사전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3) 사회의 양상, 실태, 모습이나 현실.
       a. 이 작품은 부정부패가 난무하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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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책은 1950년대 한국의 사회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c. 이 소설은 전후의 사회상을 잘 그려낸 작품으로 전쟁 소설의 백미로 꼽힌다.

  말뭉치에서도 위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예문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중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4) a. 미국의 경우 팝 뮤직과 영화는 당대의 사조와 사회상을 반영하고 드러내 주
는 가장 중요한 사회 텍스트 중 하나이다. 

        b.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간의 다채로운 삶을 통해 한 시대의 사회상을 그려 
냄으로써 사마천은 고대 중국의 역사를 단순한 기록이 아닌 서술의 차원으
로 끌어올렸다.

        c.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담으면서 형제의 집념을 극적으로 묘사해 냈다.
        d. 더구나 최근 국내의 사회상과 경제난은 이미 많은 나라에 부정적인 이미지

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상’은 흔히 ‘사회상을 반영하다/담다/그리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4.2.2.2. 생활상(生活相)

  ‘생활상(生活相)’은 표준과 고려에 모두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
당 뜻풀이는 아래 (6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6)

   (65) 생활해 나가는 모습, 모양, 상태.
       a. 그 필름에는 난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b. 배낭여행의 좋은 점은 그 나라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c. 한국의 복식에는 한국인의 생활상과 미적 감각이 반영되어 있다. 
     
  ‘생활상’은 글자 그대로 ‘생활의 모습’, 혹은 ‘생활해 나가는 모습’을 뜻한다. 
‘생활상’은 대부분의 경우 ‘한 사회’를 생활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때의 ‘생

6) ‘생활상’에 대하여, 표준은 ‘생활해 나가는 모습’, 고려는 ‘생활해 나가는 모양’으로 뜻풀이를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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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상’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어떤 특수한 계층과 관련될 경우에 쓰인다. 아
래의 예문은 말뭉치에서 검색된 ‘생활상’의 용례들이다. 

   (66) a. 그 시들은 대부분 그 시대상, 민중의 생활상 등을 읊고 있습니다.
        b. 게릴라들의 생활상을 설명하는 그의 언어는 구체적이고도 생생했다.
        c. 덕분에 소련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었다.
        d. 이러한 살아 있는 인간의 다양한 인생 역정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 상황과 

생활상을 드러냈다.

  (66)의 ‘생활상’은 ‘민중’, ‘게릴라들’, ‘소련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
의 ‘생활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유일례이기는 하지만, ‘생활상’이 어느 한 개인을 대상으로 쓰인 경우가 말
뭉치에서 확인되었다.  

   (67) 다석의 제자 김흥호 씨(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스승의 생활상 특색을 “하루에 
한 끼 먹기, 일찍 일어나기, 시간 지키기, 걸어 다니기, 냉수마찰 하기, 꿇어 앉
기, 한복만 입기 등”으로 꼽는다.

  4.2.2.3. 시대상(時代相)

  ‘시대상(時代相)’에 대한 사전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어떤 시대가 가지는 여
러 가지 현상이나 모습, 또는 한 시대의 사회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68) 어떤 시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모습, 또는 한 시대의 사회상.7)
       a. 조선 후기의 시대상. 
       b. 이 소설은 당시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고찰해 낸 정통 사회 소설이다. 
       c. 우리의 음주 문화도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때가 왔다. 
    
  말뭉치에서도 ‘시대상’의 용례가 어느 정도 검색되었다. 말뭉치에서의 
‘시대상’은 모두 사전뜻풀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69)는 그중의 일부를 나
7) ‘시대상’에 대하여, 표준은 ‘어떤 시대의 되어 가는 모든 형편. 또는 한 시대의 사회상’, 고려는 

‘어떤 시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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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것이다. 

   (69) a. 그 시들은 대부분 그 시대상, 민중의 생활상 등을 읊고 있습니다.
        b. 대중음악은 시대상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울이다. 
        c. 마네 등의 작품세계가 그들이 살았던 시대상과 맞물리며 흥미롭게 전개된다. 

  4.2.2.4. 발전상(發展相)

  ‘발전상(發展相)’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0) 발전한 모습.8)
       a. 조국의 발전상을 담은 사진첩
       b. 최근 서울의 발전상은 눈부신 바가 있다. 
       c.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린 외국인이다. 
      
  ‘발전상’은 주체적으로 말하면 추상적인 사물의 발전한 모습을 의미한다.   
말뭉치에서 확인된 ‘발전상’의 몇몇 예문은 다음과 같다. 

   (71) a. 이 점이 바로 사칠론 이래 1세기 이후의 한국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상을 입  
증하는 증거이다.

        b. 한국의 발전상을 보니 한국전 참전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느낀다.
        c.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은 당대 그리스 사회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71)의 ‘발전상’은 각각 추상적인 사물인 ‘성리학’, ‘한국’, ‘사회’ 등이 발전
한 모습을 의미한다.  

  4.2.2.4. 타락상(墮落相) 

  표준, 고려에 등록된 ‘타락상(墮落相)’의 사전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정
리된다.

8) ‘발전상’에 대하여, 표준은 ‘발전한 모습’, 고려, 연세는 ‘발전하는 모습’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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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져 있는 상태나 모습.
       a.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행위는 이 사회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b. 그녀는 지금 시대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글로 썼다. 
       c. 정부가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선거 사범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자 불법 선거   

타락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타락상’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나쁜 길로 빠져 있는 상태나 모습’이다. 
(72)의 예문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타락상’은 주로 ‘사회’나 ‘어느 특수 집단
들’의 타락한 모습을 가리킬 때나 쓰이지,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쓰이
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73)은 말뭉치에서 검색된 ‘타락상’에 대한 일부 예문이다. 여기서
도 ‘타락상’은 ‘양반들의 도덕성’, ‘인간과 사회’, ‘국회의원들’ 등과 같은, 사회
나 어느 특수한 집단들이 타락한 모습을 나타낸다.

   (73) a. 연암은 양반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신랄하게 풍자, 조소했다.
        b. 이 작품은 인간과 사회의 타락상을 고발한 작품이다.
        c.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타락상을 보인 것은 여타 의원분들에게 큰 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4.2.2.5. 혼란상(混亂相)

  ‘혼란상(混亂相)’은 세 사전에 모두 등록되어 있다. ‘혼란상’에 대한 해당 뜻
풀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4) 어지럽고 질서 없는 모양이나 상태.
       a. 사회의 혼란상.
       b.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로 인한 혼란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c. 언어의 혼란상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이 방송 매체에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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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상’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뜻하는바, 사전의 뜻풀이와 같이 어지럽고 질
서 없는 모양이나 상태로 풀어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상’의 의미와 동
일하게 쓰인 예들이 말뭉치에서도 몇 개가 검색되었는데, (75)는 그중의 일
부이다. 

   (75) a. 이 모형은 17세기 영국사회의 혼란상을 적지 않이 반영하고 있다.
        b. 동구가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 이행기의 혼란상을 보여 주었다. 
        d. 총리의 이번 함구령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혼란상으로 비쳐지면서 발등의 불

을 급히 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74), (75)의 예문을 통해서 ‘혼란상’이 사회, 혹은 특정한 사건과 같은 추
상 명사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혼란상’은 주로 ‘~의 혼란
상’이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4.2.2.6. 진상(眞相) 

  ‘진상(眞相)’에 대한 각 사전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76) 표준의 뜻풀이: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 ‘참된 모습’으로  
순화. 

       a. 진상을 밝히다/규명하다/파악하다/털어놓다/조사하다
       b. 뇌물 수수 의혹을 풀기 위해 국민에게 직접 진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c. 난리에 자기네 어부들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 진상을 캐러 왔노라  

고 했다. 
   (77) 고려의 뜻풀이: 일이나 사물의 참된 내용이나 형편.
       a.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여 가해자를 밝혀야 한다. 
       b. 정부는 그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상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진상’의 의미는 ‘사물, 사실이나 현상의 참모습’
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진상’의 예문은 상당히 많
았는데,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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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a. 세계의 진상과 어긋나는 짓을 하니 허황된 것이지요.
 b. 서청원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요구키로 했다.
 c.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은폐시키는 쪽을 택  

한다. 
 d. 이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78a)의 ‘진상’은 ‘세계’의 참모습을 나타내며 (78b~d)의 ‘진상’은 어떤 사
실이나 현상의 참모습을 가리킨다. 말뭉치의 예문에 있는 ‘참모습’은 일반적
으로 사건에 흔히 쓰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쓰
인다. 

   (79) 진상규명대책단,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상을 밝히다, 진상을   
 규명하다, 진상이 드러나다. 

  4.2.2.7. 실상(實相) 

  ‘실상(實相)’의 사전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0) ① 실제의 모양이나 상태.
          a. 사물/인생의 실상
          b. 저자는 이 책에서 조국 인권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c. 그 기자는 수해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를 몰아 내려가는 길이  

 었다. 
        ② <불교> 모든 것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사전에서는 ‘실상(實相)’을 일반용어인 ‘실제의 모양이나 상태’라는 의미와, 
불교용어인 ‘모든 것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
고 있다. (80)의 예문을 보면 ‘실상(實相)’은 주로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실의 
실제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며, 이들의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는 ‘실상’이 (80①)의 의미로 쓰인 예문만 발견
되었다. 검색된 예문은 총 몇 백 개였는데,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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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a. 카오스이론이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현실 세계의 실상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분야의 현상들에 적용되고 있다. 

 b. 민중이 아직까지 생동하게 전승하면서 재창조하고 있는 구비문학의 실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였다.

 c. 국민학교 직원조회 때 논의되는 온갖 얘기를 그대로 다 기록해 놓는다면 대
한민국 교육의 실상을 가장 잘 붙잡을 수 있겠다는 것이다.

 d. 살아 생동하는 방법으로 살아 생동하는 민중을, 민중의 실상을 인식하는 태
도이다.

  (81)의 ‘실상’은 각각 ‘세계’, ‘구비문학’, ‘교육’, ‘민중’에 대한 실제의 모양
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4.3. X모(貌)  
제2요소가 ‘모(貌)’인 모양 명사는 의미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모(貌)’가 ‘얼굴의 생김새’, ‘사람의 생김새’의 의미로 쓰이는 ‘면모(面貌)’류이
고, 둘째, ‘모(貌)’가 일차적으로 ‘어떤 모습이나 내용’의 의미를 가지는 ‘전모
(全貌)’류가 그것이다. 전자에는 ‘면모(面貌), 외모(外貌), 용모(容貌), 체모
(體貌), 미모(美貌), 변모(變貌)’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전모(全貌), 편모
(片貌)’ 등이 포함된다. 4.3.1과 4.3.2에서는 각각 ‘면모’류 모양 명사와 ‘전모’
류 모양 명사의 의미를 고찰한다. 

4.3.1. ‘면모(面貌)’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면모(面貌)’류 모양 명사에는 ‘면모(面貌), 외모(外貌), 
용모(容貌), 체모(體貌), 미모(美貌), 변모(變貌)’ 등이 포함된다. 이 단어들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몸의 생김새’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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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1. 면모(面貌)

  표준, 고려에서는 ‘면모(面貌)’에 대해서 각각 (82, 83)과 같은 뜻풀이
를 하고 있다. 

   (82) ① 얼굴의 모양.  
          a. 그의 수려한 면모를 직접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  

 었다. 
          b. 걱정거리가 없어지더니 수척했던 면모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②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또는 그 됨됨이.
          a. 그는 귀공자다운 면모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b. 도시의 면모.
          c. 최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다.
          d. 그는 정곡을 찌르는 말로 원로 정치인의 면모를 과시했다. 
   (83) ① 사물이나 현상의 상태나 모습.
          a. 인간적인 면모.
          b. 이 글에서 지식인 특유의 사변적인 면모가 보인다. 
          c. 새로운 면모로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가 사원들 간에 공유되기 시작했다. 
         ② 얼굴의 모양.

  표준, 고려는 각각 두 가지의 뜻풀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두 사전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얼굴의 모양’이라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두 사전에서 
상이하게 풀이하는 의미인데, 표준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또는 그 
됨됨이’라고 풀이한 의미가 그것이고, 고려에는 ‘사물이나 현상의 상태나 모
습’이라고 풀이한 의미가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사전의 뜻풀이를 정리하면, 
‘면모’란 ‘얼굴의 모양’,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상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얼굴의 모양’이라는 의미를 보자. 아래 (84)는 말뭉치에서 검색된 
‘면모’가 이런 의미로 쓰인 유일한 예이다.  

   (84) 소이기아는 여전히 까무잡잡한 얼굴이었고, 이시호우는 귀공자다운 면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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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의 ‘면모’는 선행하는 ‘얼굴’과 대립되어, ‘얼굴의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
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의미를 보자. 다음의 (85)는 
말뭉치에서 검색된, 이에 해당한 예문이다.  

    (85) a. 낡은 청바지에다 헐렁한 티셔츠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다니던, 여드름이 항  
상 이마에 돋아있던 예전의 어린 면모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녀는 어엿한 숙녀로 변해 있었다.

         b. 머리칼에도 가슴에도 여성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85a)의 ‘면모’는 어릴 때의 생김새와 옷차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겉모습을 
뜻한다. (85b)의 ‘면모’는 여성의 ‘생김새’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면모는 ‘사
람의 생김새, 옷차림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겉모습’으로서 쓰이는 것이
다.
  그러나 ‘사람’에게 쓰이는 ‘면모’가 언제나 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
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아래의 예문 (86), (87)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86) a. 가수 신수경도 줄넘기를 취미생활로 즐기는 엉뚱한 면모가 있다.
         b. 그의 비정통 신앙은 제자들이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전혀  

  간섭하지 않았던 면모에서도 잘 드러난다. 
         c. 아버지의 그런 면모는 낯설고 감동적이었다.
   (87) a. 여기서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참된 역사학자의 면모를 새삼  

발견하게 된다.
         b. 이들이 그리는 님의 형상에서 정신적 지주로서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c. 최근 밝혀진 해외 독립운동사는 그동안 양심적인 기업가로만 알려졌던 유  

일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d. 월명사를 둘러싼 이러한 신비스런 삽화들은 그의 자유분방한 풍류객의 면  

모를 부각시켜 준다.
      
  (86)의 ‘줄넘기를 취미생활로 즐기는 엉뚱한 면모’, ‘제자들의 신앙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던 면모’, ‘아버지의 그런 면모’의 ‘면모’는 ‘사람의 얼굴 모양 혹
은 생김새, 옷차림 등을 포함하는 겉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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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어떤 행동을 하는 겉모습’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87)의 ‘희망적이
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참된 역사학자의 면모’, ‘정신적 지주로서의 면
모’, ‘유일한의 새로운 면모’, ‘자유분방한 풍류객의 면모’ 등의 ‘면모’도 사람의 
생김새나 옷차림새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의 ‘면모’는 사람의 행
동, 외모, 정신상태 등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면모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봄직하다. 면모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바로 개인이 자신의 눈으로 곧
바로 지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생김새나 옷차림 등이다. 편의상 이것을 제1
의 측면이라 명명해 본다.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여러 행동들로 구성된, 
이른바 제2의 측면이라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의 자세나 
태도에 대한 제3측면이 존재하며, 끝으로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이나 그에게
서 드러나는 태도 등이 반복됨으로써 형성된, 그 사람의 이미지인 제4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84, 85)는 제1측면이고, (86)은 제2측면, 
(87)은 제4측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측면의 예문은 말뭉치에서 검색되
어 있지 않았지만 고려의 예문 (83c)가 그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83c)의 ‘새로운 면모로 일하자’의 ‘면모’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를 의미한
다. 
  이 설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기로 한다. A라는 인물이 있
다고 가정할 때, A의 생김새와 옷차림 등은 A의 면모 중에서 제1측면에 속할 
것이다. A가 하는 행동들, 즉 밥을 먹거나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도서
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테니스를 치는 등의 행위들은 제2측면의 면모에 속한
다. 어떤 일에 대한 A의 자세나 태도는 제3측면의 면모다. 제4측면의 면모는 
바로 이러한 행위에서 비롯된 이미지일 것이다. 따라서 제4측면의 ‘면모’ 앞에
는 보통 ‘역사학자’, ‘지주’, ‘풍류객’ 등과 같은,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의미
하는 명사들이 오기 마련이다.
  다음으로는 사물에 쓰인 ‘면모’를 보자.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면모’가 쓰
인 예문들을 구체적인 사물과 추상적인 사물로 분류하여 살피기로 한다.

   (88) 구체적인 사물의 생김새.
       a. 지금은 그 곳은 시가지로 변하여 그 면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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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중에서 5기의 무덤을 발굴했지만 모두 도굴되어 면모를 알아보기도 어려
웠다.

       c. 도착하기 전의 주변풍경이 심상치 않더니 선착장도 면모를 쇄신했다. 
   (89)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a.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갈등을 털어내고 개혁의 동반자로서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b. 고전주의가 이지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면모를 띠는 것을 당연하다.
       c. 창당 2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도를 과시하며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세운 것이다. 
  
  (88)의 ‘면모’는 ‘어떤 장소’나 ‘무덤’, ‘선착장’ 등, 사물이 구체적으로 ‘생긴 
모양’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다. (89)의 ‘면모’는 (88)의 경우보다 추상적인 대
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는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동반자로서’, ‘고전주의의 
이지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그러하다. (89)의 의미
는 사물의 생긴 모양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면모’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0) A. 얼굴의 모양. (그의 수려한 면모를 직접 보았다.) 
         B. 사람의 생김새, 복장 등이 포함되는 겉모양. 
            (머리칼에도 가슴에도 여성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C. 사람의 행동이 드러난 모양. 
            (가수 신수경도 줄넘기를 취미생활로 즐기는 엉뚱한 면모가 있다.)
         D. 마음의 자세. (새로운 면모로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
         E. 사람의 반복된 행동, 정신상태 등이 형성되는 속성이나 이미지. 
             (참된 역사학자의 면모)
         F. 구체적인 사물의 겉모양. (선착장도 면모를 쇄신했다.)
         G. 추상적인 사물의 겉모양. (고전주의가 이지적이고, 관념적인 면모를 띤다.) 

  ‘면모’는 (90)과 같이 ‘얼굴의 모양’ A, ‘사람의 생김새나 복장 등이 포함되
는 겉모양’ B, ‘사람의 행동이 드러난 모양’ C, ‘마음의 자세’ D, ‘사람의 반복
된 행동, 정신상태 등이 형성되는 속성이나 이미지’ E, ‘구체적인 사물의 겉모
양’ F, ‘추상적인 사물의 겉모양’ G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면모’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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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A~G의 의미 중에서 어느 의미가 원형의미일까? 우선, D, E, G는 다른 의
미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볼 수 없다. 나머지 의미인 A, B, C, F
는 모두 구체적인 의미이다. ‘면모(面貌)’는 한자 그대로 ‘얼굴의 모양’이기 때
문에 의미 A를 원형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어서 이들의 의미 관계를 보자. 우선 ‘사람의 생김새와 복장 등을 포함되
는 겉모습’ B와 ‘얼굴의 모양’ A는 ‘사람의 겉모습’이라는 개념 영역 안에 있
으며, 의미 A는 의미 B의 일부이다. 그래서 의미 B는 의미 A가 ‘부분으로 전
체를 대신함’이라는 환유기제의 적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
의 행동이 드러난 모양’ C, ‘마음의 자세’ D는 A에 은유기제가 적용되어 형성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람의 겉모양이 있듯이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에도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있다. 의미 B, C, D는 ‘사람의 내·외적인 모양’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B와 구별하여 B'으로 표시한다. 의미 E는 바로 
의미 B'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물의 겉모양’ F도 B가  은유
기제의 적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물의 겉모양이 사람
의 겉모양과 같다고 한 것이다. 의미 B, D, F는 모두 ‘구제적인 겉모양’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B, B'과 구별해서 B''으로 표시한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에 쓰인 B''이 추상적인 사물에 쓰이면서 의미 G가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이런 의미 관계를 아래 <그림 4-11>로 표현할 수 
있다. 

B''. 구체적인 
겉모양

G. 추상적인 
사물의 
겉모양

B. 사람의 
생김새와 복장 등 

포함된 겉모양  
F. 구체적인 

사람의 겉모양

A. 얼굴의 모양

D. 마음의 
자세

C. 사람의 
행동이 

드러난 모양 B'. 사람의 
내·외적인 

모양
E. 사람의 

이미지

<그림 4-11> ‘면모(面貌)’의 도식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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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2. 외모(外貌) 

  표준, 고려에서 제시한 ‘외모(外貌)’에 대한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
된다.

   (91)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나 모양.       
       a.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하다.
       b. 그는 외모와는 달리 마음이 여리다.
       c. 우리 선조들은 꽃의 외모보다는 그 꽃이 지닌 품격을 더욱 사랑했다. 
       d. 동물의 외모를 보면 대개 그 성질을 짐작할 수 있다. 
       
  사전에서는 ‘외모’를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나 모양’이라고 뜻
풀이를 하고 있다. (91a, b)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며 (91c, d)는 구
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이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외모’의 예문은 상당하다. 대부분의 예문에서 ‘외모’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아래 (92)는 ‘외모’가 사람
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 예문들이다. 

   (92) a. 성일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여간 야무지고 건실한 청년이다. 
        b.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짙어 사내다운 외모지만 도드라진 광대뼈와 치켜 올라

간 눈 탓에 그다지 복 있어 보이지는 않는 얼굴이다.   
        c. 소외된 이들의 집단문화는 이들의 외모나 행위를 독특하게 만든다.
        d.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말투, 행동거지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92)에 있는 외모는 사람의 생김새와 복장 등이 포함되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뜻한다.
  ‘외모’가 사물에 쓰이는 예문도 몇 개가 검색되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아래 
(93)과 같다. 
  
   (93) 그 역사(驛舍)는 오늘날에도 결코 초라한 외모가 아닌 아름다운 자태로 거기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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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3. 용모(容貌)

   사전에서는 ‘용모(容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94) 표준의 뜻풀이: 사람의 얼굴 모양. 
       a. 추한/지적인 용모.
       b. 용모가 준수하다/뛰어나다/출중하다.
       c. 깔끔한 용모를 지니다. 
   (95) 고려의 뜻풀이: 사람의 얼굴과 신체의 모습 및 차림새.
       a. 신문에 용모 단정한 여비서를 찾는 광고가 났다. 
       b. 그녀는 미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용모를 지녔다. 
    
  위의 사전 해석을 보면, 두 사전에서 ‘용모’에 대한 뜻풀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에서는 ‘용모’를 ‘사람의 얼굴 모양’이
라고 해석한 반면에, 고려에서는 ‘용모’를 ‘사람의 얼굴과 신체의 모습 및 
차림새’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전의 뜻풀이에서는 ‘용모’에 ‘사람의 
얼굴 모양’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데, 말뭉치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되는 예문들이 검색된다.

   (96) a. 턱은 길쭉하고 피부에는 검붉은 여드름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마에
는 때이른 깊은 주름살이 몇 가닥 지나가고 있었다. 표정은 늘 우울하고 어
두웠다. 그는 애늙은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용모의 소유자였다.  

         b. 특히 소경 남편의 거무죽죽한 얼굴을 숯에 비유하고 나이가 들어 쭈글쭈글
한 피부를 등나무 줄기가 얽힌 것에 비유하여 추악한 용모에다가 흉악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c. 성큼한 키에 벗어진 이마, 그리고 준수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96a, b)의 ‘턱은 길쭉하고 피부에는 검붉은 여드름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마에는 때이른 깊은 주름살이 몇 가닥 지나가고 있었다’와 ‘거무죽죽한 
얼굴, 쭈글쭈글한 피부’와 같은 묘사를 통해서, ‘용모’의 의미는 ‘사람의 얼굴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6c)의 ‘준수한 용모’의 ‘용모’도 역시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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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뭉치의 자료를 통해서, ‘용모’가 ‘사람의 전체적인 신체의 생김새’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97) 비교적 키가 큰 편이고, 콧날이 유난히 오똑했으나 전체적으로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다. 여성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남성적인 용모였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의미는 ‘사람이 치장이나 옷차림을 
통해서 드러난 전체적인 모습’이다. 검색된 예문의 일부는 (98)이다. 

   (98) a. 평소 용모가 소박한 평범한 부인이었는데 그날 그렇게 웃는 모습은 빼어나
게 아름다왔다.

         b.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여성이 용모를 가꾸는데 
옷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c. “공개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용모를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나? 양말 사 신
을 돈 없어? 내가 줘?” 장난이 아니라 원래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98)의 ‘용모’는 모두 사람의 치장이나 옷차림 등을 포함하는 겉모양을 의
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려의 뜻풀이와 같이 ‘용모’의 의미를 ‘사람의 얼굴과 신
체의 모습 및 차림새’로 본다. 

  4.3.1.4. 체모(體貌)

  ‘체모(體貌)’에 대한 사전들의 해석은 각기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 

   (99) 표준의 뜻풀이:
       ① [같은 말] 체면2(體面)(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
         a. 체모가 서다.
         b. 체모를 잃다/지키다.
         c. 그는 염치나 체모를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② 몸차림이나 몸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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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체모가 단정하다. .
         e. 그는 어디서나 점잖은 체모를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었다. 
         f. 그는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체모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③ 모양이나 갖춤새.
         g. “아무리 선거가 중하기로 점잖은 딸자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체모 사납게 

굽적굽적 절을 하니까…….” 하며 숙경이는 냉소를 했다. 
   (100) 고려의 뜻풀이:
        ① 남을 대하기에 번듯하고 떳떳한 입장이나 면모.
          a.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체모가 다 무어냐? 
          b. 거듭 체모 없는 청을 드리게 되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② 신체나 얼굴의 생긴 모양새.
          c. 그곳 사람들은 체모가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했다. 
  
  사전의 뜻풀이를 종합해 보면 ‘남을 대하는 도리나 체면’, ‘몸차림이나 몸가
짐’, ‘모양새나 갖춤새’, ‘신체나 얼굴이 생긴 모양새’로 정리할 수 있다. 말뭉
치에서의 모든 예문들은, 앞서 언급된 체모의 이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
째 의미인 ‘남을 대하는 도리나 체면’으로 쓰이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문은 아
래 (101)과 같다.

   (101) a. 그들은 염치와 체모를 내던지고 백성을 착취했다. 
 b. 체모 깎이면 어떻고 좀이 슬면 어떤가?
 c. 이 한 점을 소장함으로써 겨우 나라의 체모가 살았다.
 d. 노주(奴主)간에 명분이 있다는 걸 깜박 잊었구나. 내가 체모를 생각 않고 

큰 우환을 만들고 말았구나.

  앞서 언급된 ‘체모’의 네 가지 의미는 아래 (10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2) A. 신체나 얼굴의 생긴 모양새. 
          B. 몸차림이나 몸가짐.
          C. ‘모양새’나 ‘갖춤새’.
          D. 남을 대하는 도리나 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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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의 의미 중에서 어느 것을 원형의미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남
을 대하는 도리나 체면’ D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지만, 이는 의미 ‘‘모양새’나 
‘갖춤새’’ C처럼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의미 C, D는 원형의미
로 보기 어렵다. ‘신체나 얼굴의 생긴 모양새’ A, ‘몸차림이나 몸가짐’ B 중에
서는 A가 더 기본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A를 원형의미로 본다. 
  이들의 의미관계를 보면 의미 B와 A는 ‘사람의 겉모양’이라는 같은 개념 영
역 안에 속하기 때문에, B가 A에서 ‘부분으로 부분을 대신함’이라는 은유기제
의 적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 C, D는 모두 의미 A에서 은
유기제의 적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사람의 체면과 
갖춤새를 마치 사람의 생김새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 신체나 얼굴의 
생긴 모양새

D. 남을 대하는 
도리나 체면

C. 모양새나 
갖춤새

B. 몸차림이나 
몸가짐

<그림 4-12> ‘체모(體貌)’의 도식망 모형

  4.3.1.5. 미모(美貌)

  표준, 고려는 ‘미모(美貌)’에 대한 뜻풀이를 (103)과 같이 ‘아름다운 얼
굴 모습’으로 제시했다. 

  (103) 표준, 고려의 뜻풀이: 아름다운 얼굴 모습.  
       a. 미모가 뛰어나다/빼어나다/수려하다.
       b. 미모의 여인이 내게 다가왔다.
       c. 우아하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은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미모’는 흔히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키는 데에 주로 쓰이지만, 말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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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는 ‘미모’가 남자에게 쓰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104) 아무리 잘생긴 미남미녀라도 알아주는 이성이 없다면 누구에게 그 미모를 자  
         랑할까?

  문맥을 통해서 (104)의 ‘미모’는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모두 가리
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모’는 대체로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을 가리키지만, 여기에 사람의 헤어
스타일까지를 포함하는 용례도 확인된다. 

   (105) 분명 헤어스타일은 미모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105)는 ‘헤어스타일’이 ‘미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려준다. 이를 통해 ‘미모’에는 얼굴의 모습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까지도 포
함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모’는 ‘아름다운 얼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한자어
에서 ‘미(美)’나 ‘모(貌)’의 의미가 탈색된 경우도 존재한다. 

   (106) a.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젊은이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리따운 미  
모의 가수 최진희.

          b. 수려한 미모에도 겸손할 턱을 알고, 고운 마음씨에 잔잔한 미소는 남학생  
들로부터 인기있는 여인으로 군림케 했다.

          c. 물론 재벌의 며느리가 되는데 미모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녀의 복스럽고  
예쁜 미모가 훌륭한 조건이 되었으리라.

          d. 새로 온 노영란 선생 역시 김신애 선생과 같이 음악에 소질이 있고 아주  
미모의 얼굴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눈길을 많이 끌었다.

  (106a~c)의 ‘아리따운’, ‘수려한’, ‘예쁜’ 등은 모두 ‘미모’의 ‘미(美)’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미모’ 앞에 이런 수식어가 위치할 수 있는 것은 ‘미모’의 ‘미’
에 대한의미가 탈색되기 때문이다. (106d)의 ‘미모의 얼굴’은 ‘얼굴’이라는 의
미가 중복된 것이다. ‘미모’에는 이미 ‘얼굴’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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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의 의미가 탈색된 경우이다. 
  ‘미모’는 흔히 ‘미모의~’, ‘미모를 갖추다’의 구성으로 쓰인다. 

   (107) a. 아홉 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가 싫으면 다 싫다는 미모의 처녀가 있었다.
          b. 한눈에 봐도 미모의 개화여성이 틀림없었다.
          c. 그의 라이벌은 천재적 재능에 미모를 갖춘 아유미.
          d. 그만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미모를 갖춘 얼굴이었다.

  4.3.1.6. 변모(變貌) 

  ‘변모(變貌)’에 대한 사전뜻풀이는 아래 (108)로 정리할 수 있다. 

   (108)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뀜. 또는 그 모양이나 모습.
        a. 그의 갑작스러운 변모는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다. 
        b. 오랜만에 돌아와 보니 서울의 변모가 아주 놀라웠다. 
        c. 자신의 변모와 비교해 보면 그는 아직도 고집스러운 옛날의 그다. 

  사전에는 ‘변모’를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뀜. 또는 그 모양이나 모
습’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다.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뀜’은 모양 명
사라고 하기 어렵지만, ‘달라지거나 바뀐 모양이나 모습’이라는 의미는 모양 
명사라고 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변모’의 예문은, ‘사람의 달라진 모양’, ‘추상적인 사물
이 달라진 모양’, ‘사람이 달라진 이미지’로 정리할 수 있다. 

   (109) a. 제대한 미군들은 변모가 심해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b. 그때 나는 그 남자의 변모를 하나 발견했다. 남자는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109a, b)의 ‘변모’는 모두 사람이 생긴 모양이 달라진 것이다. ‘변모’는 사
람의 생긴 모양이 변화했다는 의미 외에도,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까지를 포함
하여 변화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아래의 (110)이 그것이다. 

   (110) a. 우리는 춘향과 이도령이라는 두 주인공이 작품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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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기 변모와 발전이 결국은 사랑의 힘에 의해 가능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b. 그의 화가로서의 성장과 변모가 일대기로 엮어져 있었다.
   
  (110)의 ‘변모’는 ‘이도령’과 ‘작가’의 생김새나 옷차림 등처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여러 행동, 마음 자세 등을 아
우르는 이미지의 변화를 의미한다.  
  ‘변모’가 ‘추상적인 사물에 변화된 모습’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111) a. 지금 우리의 삶, 민중의 삶, 세계와 자연은 엄청난 변모와 파괴를 경험하고 
있다.

          b. 문학이 공동체의식의 삶 속에 파고 든 어떤 발전적 변모를 모색할 것인가  
가 정시운 시학의 새로운 가능성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c. 변화된 상황에서 대학신문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변모는 어떤 것일까?

  (111)의 ‘변모’는 각각 ‘우리의 삶, 민중의 삶, 세계와 자연’, ‘문학’, ‘대학신
문’ 등의 추상적인 사물이 달라진 모습을 의미한다. 

위에서 정리된 ‘변모’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2) A.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달라진 모양.
       B. 사람의 달라진 이미지. 
       C. 추사적인 사물이 달라진 모양. 

‘변모’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달라진 모양’, ‘사람의 달라진 이미지’, 
‘추상적인 사물이 달라진 모양’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 중에서 의미 A는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본다. 추상적인 사물에 쓰
이는 의미 C는 구체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A에 은유의 기제가 적용되어 형성
된 것이다. 의미 B는 의미 A와 여러 행동, 마음 자세가 변화된 것이 합해지면
서 생긴 것이다. A, B, C는 ‘달라진 모습’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도식의미를 A와 구별하여 A'으로 한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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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13> ‘변모(變貌)’의 도식망 모형

4.3.2. ‘전모(全貌)’류

  ‘전모(全貌)’류 모양 명사에는 ‘전모(全貌), 편모(片貌)’가 있다. 여기의 ‘모
(貌)’는 일차적으로 ‘어떤 모습이나 내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4.3.2.1. 전모(全貌) 

  표준과 고려에 등록되어 있는 전모(全貌)’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전
체의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3) 전체의 모습. 
       a. 전모를 드러내다/밝히다. 
       b. 공범이 검거되었으니 이번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c. 아직은 작품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날지 가늠할 수 없다.

  사전의 뜻풀이와 예문에 근거하면, ‘전모’는 주로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 모습’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로 쓰인 예문들은 말뭉치에서도 검색되었
는데, 아래의 (114)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114) a. 총독부 정책의 전모를 법령의 형태로 보여줄 것이다. 
         b. 한국 사상의 다양하고 다기한 전모를 두루 살피고 갈피를 잡는다는 것은   

거창하고 지난한 일이다.

C. 추상적인 사물이 
달라진 모양

A.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달라진 모양

B. 사람이 
달라진 이미지

A'. 달라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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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d. 오직 탐정만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114a, b)의 ‘전모’는 ‘정책’, ‘한국 사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으
며 (114c, d)는 사실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추상
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쓰인 ‘전모’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매우 추상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말뭉치에서는 이처럼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의
미로 쓰이는 ‘전모’ 외에도, 구체적인 사물에 쓰일 수 있는 ‘전모’의 용례도 발
견되었다. 

    (115) a. 벌떡 일어나 마당에 나가면 숲의 전모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b. 송도는 엄마가 방금 보자기에서 풀러 놓은 것처럼 우리들의 발 아래 그 

전모를 남김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c. 경성역은 컸기 때문에 도리어 전모를 파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115)의 ‘전모’는 각각 ‘숲’, ‘송도’, ‘경성역’처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 정
도로 거대한 규모의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점은, 앞에서 살폈던 
(114)의 의미와 차이를 보인다. 
  그 외에도 말뭉치에서는 ‘사람에게 쓰이지만 사람의 전체적인 생김새나 
외모는 나타내지 않’는 ‘전모’의 예문이 두 개 발견되었다. 

   (116) a. 운보는 스케일 크고 재기 넘치는 삽화를 50.60년대 여러 잡지와 신문에 많  
이 그렸다. 한 화가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대목이다.

         b. 나는 기인의 생활을 속속들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전모를 알지 못 
한다.

  (116a)의 ‘한 화가의 전모’에서의 ‘전모’는 그 화가로서 가져야 하는 모든 
‘모습’을 아우르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116b)에서 나타나는 ‘기인의 전모’는 
기인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모습의 집합이다. 이럴 때의 ‘전모’는 모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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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 추출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위에서 언급된 ‘전모’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7) A. 구체적인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 
          B.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 
          C.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자세를 포함되는 전체적인 이미지. 

  (117)의 의미 중에서 ‘구체적인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 A는 ‘추상적인 사물
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 B,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자세를 포함되는 전체
적인 이미지’ C보다 구체적이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쓰인 의미 B는, 구체적인 사물에 쓰인 의미 A에 
은유의 기제가 적용되어 생성된 듯하다. 즉, 눈으로 보지 못한 추상적인 사물
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인 사물의 전체적인 모양으로 비유한 것
이다. 이처럼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전모’가 사람을 표현한다면, 
‘전모’는 대체로 ‘해당 사람이 하는 여러 행동이나 마음의 자세 등을 포함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미지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A, B, C는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A와 구별하
여 A'으로 표시한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의 <그림 4-14>로 볼 수 있
다. 

B. 추상적인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

A. 구체적인 사물의 
적체적인 모습

C. 사람의 
적체적인 이미지

A'. 전체적인 모습 

<그림 4-14> ‘전모(全貌)’의 도식망 모형

  한편, ‘전모’는 흔히 ‘전모를 파악하다/드러내다/밝히다’, ‘전모가 드러나다/밝
혀지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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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2. 편모(片貌)

  표준과 고려에서 제시한 ‘편모(片貌)’에 대한 해석은 아래의 (118)로 정리 
할 수 있다. 

   (118) 단편적인 모습.
        a. 조선 후기 가면극의 편모가 기록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b. 이 일화를 통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김 선생님의 편모를 엿볼 수 있  

다. 
 
  (118a)의 ‘편모’는 가면극의 단편적인 모습, (118b)의 ‘편모’는 여러 행동으
로 형성된 김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의 일부분이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편모’의 예문은 아래처럼 소수에 불과하다.
  
  (119) a. 우리는 문학의 편모만 가지고 전모를 착각해 온 괴테 애호가들이었다.
         b. 편모만 가지고는 거대한 숲 같은 운보 선생님의 세계를 모른다.
         c. 천방지축 떠돌아다녔던 한 이성의 편모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중 (119a)의 ‘편모’는 추상적 사물인 ‘문학’의 ‘단편적인 모습’을 의미하며 
(119b, c)의 ‘편모’는 사람의 여러 행동으로 형성된 이미지 중의 일부분을 의
미한다. 
  ‘편모’에 대한 사전과 말뭉치의 의미를 종합하면, ‘추상적인 사물의 단편
적인 모습’, ‘사람의 여러 행동으로 형성된 이미지 중의 일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편모’는 ‘전모’와 의미상으로 대응되는 단어이다. ‘편모’는 사전
과 말뭉치에서는 ‘편모’에 대응하는 예문을 찾지는 못했지만, ‘편모’는 ‘구체
적인 사물의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
라서 ‘편모’의 의미는 아래 (1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0) A. 구체적인 사물의 단편적인 모습. 
          B.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 
          C. 사람의 행동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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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의 의미들 중에서 ‘구체적인 사물의 단편적인 모습’ A는 ‘추상적인 사
물이나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 B와 ‘사람의 행동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
의 일부분’ C보다 더 구체적이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를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의미 B는 ‘추상적인 사물의 단편적인 모습’을 ‘구체적인 사물의 것’과 비
유 하는 은유의 기제에 의해서 의미 A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의미 C는 의미 
A가 이미지화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 B, C는 ‘단편적
인 모습’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A와 구별해서 A'으로 한다. 이
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4-15>로 드러낼 수 있다. 

B. 추상적인 사물의 
단편적인 모습

A. 구체적인 사물의 
단편적인 모습

C. 사람의 
이미지의 일부분

A'. 단편적인 모습 

<그림 4-15> ‘편모(片貌)’의 도식망 모형

4.4. X용(容) 
 ‘X용(容)’의 ‘용’은 ‘얼굴’이라는 원형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 다룰 이 유형

의 모양 명사에는 ‘위용(威容)’과 ‘진용(陣容)’이 있다.9) 

4.4.1. 위용(威容) 

 ‘위용(威容)’의 사전뜻풀이는 아래 (121)이다.  

9) 본고에서 다루는 이 두 단어 외에도, 사화(2009:83~84)에서는 ‘X용’ 유형의 모양 명사로서 ‘체용
(體容), 면용(面容), 존용(尊容), 예용(禮容), 전용(全容)’ 등의 명사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단어들은 사전에서 용례가 없거나 말뭉치에서 검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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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위엄찬 모양이나 모습.
        a. 대장부다운 위용이 넘치다.
        b.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위용에 압도될 것이다. 

  표준, 고려는 ‘위용’을 ‘위엄찬 모양이나 모습’이라고 해석한다. 구체적
으로 보면 (121a)의 있는 ‘위용’은 사람의 위엄찬 모양이나 모습을 의미하는 
반면에, (121b)은 자연의 매우 위엄 있고 큰 모양이나 모습을 가리킨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은 대부분 큰 사물이나 자연이 가지는 위엄찬 모
양을 가리킨다. 이에 대응되는 예문은 (122)이다.  

   (122) a. 보조국사를 비롯, 열여섯 분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도량인 송광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b. 새롭게 단장한 별장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c. 내 가슴에 이마에 살과 넋에 와닿는 것은 이 고장치기를 구심점으로 한 대

자연의 위용과 그 전개다.

(122)의 ‘위용’은 각각 ‘송광사’, ‘별장’, ‘대자연’의 위엄찬 모양을 의미한다. 
이런 사물이나 자연의 위엄찬 모습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생
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사물의 위엄찬 모습은, 모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검색된 아래 (123)과 
같은 예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123) a. 지난 시즌 득점왕의 위용은 어디로 갔나?  
         b. 이로써 한국은 지금까지 태권도 10개 체급에서 7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종

주국의 위용을 과시했다.

  (123)의 ‘득점왕의 위용’, ‘조국의 위용’에서 쓰인 ‘위용’은 위엄찬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위에서 언급한 ‘위용’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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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A. 사람의 위엄찬 모습.
        B. 사물의 매우 크고 위엄 있는 모습. 
        C. 위엄찬 이미지. 

(124)에서 의미 ‘사람의 위엄찬 모습’ A, ‘사물의 매우 크고 위엄 있는 모
습’ B는 모두 구체적인 의미이다. 의미 A는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
문에 A를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미 B는 의미 A에 은
유가 적용되어 형성된 것이다. ‘위엄찬 이미지’ C는 의미 A에서 이미지화의 
과정을 거쳐서 생긴 의미이다. 이들은 ‘위엄찬 모습’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진
다. 이를 A와 구별해서 A'으로 표시한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4-16>으로 정리할 수 있다.  

    

B. 사물이나 자연의 
위엄 있는  모습

A. 사람의 위엄찬 
모습C. 위엄찬 이미지

A'. 위엄찬 모습 

<그림 4-16> ‘위용(威容)’의 도식망 모형

4.4.2. 진용(陣容)

  ‘진용(陣容)’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는 (1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5) ① 한 단체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짜임새.
            a. 진용을 갖추다.   
            b. 이번 축구팀은 최상의 진진용으로 짜였다. 
            c. 신임 사장은 회사의 진용을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② <군사> 진영(陣營)의 형편 또는 상태. 
            d. 진용이 흐트러지다.
            e.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진용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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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모양 명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도 
이런 의미로 쓰인 예문들이 검색되었다. ‘진용’의 본래 의미는 (125②)이었다. 
군사적인 용어가 일반사회로 확산되고, 단체나 집단의 조직에 쓰이면서 (125
①)과 같은 의미가 생긴 것이다. 이 과정은 비유의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단체나 집단의 조직은 종종 경쟁에 직면한다. 이런 경쟁을 
전쟁이라고 비유할 수 있으므로,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짜임새는 진영의 짜
임새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말뭉치의 예문은 전부 (125①)의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래 (126)과 같다. 

   (126) a. 내각과 청와대 등 진용 개편이 연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b. 조선문학의 진용 전체가 너무나 미약했다.
          c. 전북 차경복 감독이 최후의 수단으로 공격 진용의 손질에 나섰다.
          d. 빌 클린턴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 안보 진용이 짜여졌다.

  (126)의 ‘진용’은 각각 ‘내각과 청와대’, ‘조선문학’, ‘공격’, ‘안보’ 등의 구성
원을 이루는 짜임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진용’은 흔히 ‘진용
을 짜다/갖추다/구성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진용’의 의미는 사전의미와 동일하다. 의미가 확장되는 방향을 고려하면, 
‘진용’의 의미는 아래 (127)로 수정할 수 있다. 

   (127) A. <군사> 진영(陣營)의 형편 또는 상태. 
          B. 한 단체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짜임새.       

  위에서 언급했듯이 ‘진영의 형편 또는 상태’를 뜻하는 군사용어로서의 의미 
A가 ‘진용’의 원형의미이다. ‘한 단체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짜임새’ 
B는 이러한 의미 A에 은유의 기제가 적용되어 형성된 것이다. 즉, 단체나 집
단의 짜임새를 마치 군대 진영의 짜임새와 같은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들
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4-17>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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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체 구성원의 
짜임새

A. <군사> 진영의 
형편 또는 상태

<그림 4-17> ‘진용(陣容)’의 도식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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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태(態)’인 모양 명사
  제5장은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태(態)’인 모양 명사들이다. ‘태(態)’는 자태
(姿態)나 태도(態度)를 의미하며 이를 나타내는 제2요소에는 ‘맵시’, ‘-매’, 
‘매무새’, ‘티’, ‘태(態)’, ‘-가짐’, ‘품’이 있다. 

5.1. (X)맵시  
본 절의 5.1.1과 5.1.2에서 다룰 ‘(X)맵시’형 모양 명사는 ‘맵시’와 ‘X의 모

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옷맵시, 몸맵시’이다. 편의상, ‘옷맵시’와 ‘몸맵시’
를 ‘옷맵시’류로 칭한다. 여기서의 ‘맵시’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이다. 

5.1.1. 맵시  
 
  표준, 고려에서 제시된 ‘맵시’의 뜻풀이는 아래 (1)로 정리할 수 있다.1)  
  
   (1)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a. 단정하고 맵시 있는 옷차림.
      b. 드물게 보는 양장 차림으로 한껏 맵시를 부린 모습이었다. 
      c. 버선을 신은 언니의 발 맵시가 어여쁘다. 
 
  (1)의 사전 용례에서의 ‘맵시’는 ‘옷차림이나 몸을 잘 다듬고 꾸며서 보기 
좋은 모양새’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말뭉치에서는 이런 예문을 많이 
찾을 수 있다.

   (2) a. 맵시 있는 여인들의 열두 폭 긴 치마일까?
       b. 인환이처럼 데뷔를 하려면 맵시 있는 옷차림을 하라는 뜻.

1) 표준에는 ‘맵시’를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라고 풀이한다. 반면에, 고려에서는 이 뜻풀이를 
더 세분화 시켜서 ‘다듬어서 생긴 보기에 좋고 고운 모양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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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몸에 살이 붙어서 맵시는 덜했지만 얼굴은 옛날 그대로였다.
       d. 행복스러울 때의 그 청초한 맵시가 있을 그 여자의 풍모를 상상하여 보았다.
  
 (2)의 ‘맵시’는 모두 옷이나 사람의 옷차림에서 드러난,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의미한다. 말뭉치에서는 ‘사람의 자태나 동작’에 쓰여서 ‘자태나 
동작을 잘 다듬어서 보기 좋은 모양새’를 나타내는 ‘맵시’의 용례도 발견되었
다. 아래 (3)은 이에 관한 예들이다. 

   (3) a. 나는 그 부르는 음성에서, 걸어 들어오는 맵시에서 문득 아버지의 모습을 발
견합니다.

       b. 치마폭을 야무지게 끌어당긴 맵시에 꾸부정한 동작, 낯익은 저 모습에 저 키,  
나는 그만 축축한 목소리로 불렀다.

       c. 그는 살짝 몸을 맵시 있게 비틀며 대답했다.

  그러한 의미를 고려한다면, (3)에 제시된 ‘맵시’는 각각 ‘걸어오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치마폭을 끌어당긴 아름다운 모양새’, ‘몸을 아름답게 비
트는 모양새’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맵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에도 잘 쓰인다.

   (4) 구체적인 사물.
      a. 내용도 충실하고, 장정도 맵시가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b. 값싸고 맵시 좋고 내용이 충실한 물건. 
      c. 이 은행나무만은 그 맵시 좋은 거목의 무수한 잎이 골고루 순수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레이스 옷처럼 미묘하게 살랑거리고 있었다.
   (5) 추상적인 사물. 
      a. 이동주씨의<대불>(大佛)은 맵시 있는 기법으로 깨끗한 1편을 형상화했으나···
      b. 문씨의 시는 섬세함과 맵시 있는 구성 덕분에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c. 글맵시. 

  (4)는 ‘맵시’가 구체적인 사물에 쓰여 사물의 아름다움 모양새를 나타낸 예
문이다. ‘맵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면 (4a)는 책이 아름답게 장정된 모양
새, (4b)는 물건의 아름다운 모양새, (4c)는 은행나무의 아름다운 모양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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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5)는 ‘맵시’가 좀 더 추상적인 사물인 ‘기법’, ‘구성’이나 ‘글’에 쓰인 것을 
보인 예들인데, 여기서의 ‘맵시’란 보기 좋게 만든 기법, 구성과 글 등을 뜻한
다. 
  이상으로 위에서 정리된 ‘맵시’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 A. 사람의 보기 아름다운 모양새. 
        B. 구체적인 사물의 아름다운 모양새. 
        C. 추상적인 사물의 아름다운 모양새.
  
  ‘맵시’는 ‘사람의 보기 아름다운 모양새’ A, ‘구체적인 사물의 아름다운 모양
새’ B, ‘추상적인 사물의 아름다운 모양새’ C 등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A
는 가장 기본적이고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원형의미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양새와 비유한 것이
다. 즉, 의미 B는 의미 A가 은유를 통해서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 B
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아름다운 모양새’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이
를 A와 구별해서 A'으로 칭하기로 하자. 이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아름다운 모양새’ A'이 은유의 기제에 의해 ‘추상적인 사물의 보기 좋은 모양
새’ C로 확장되었다. 이들은 ‘아름다운 모양새’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이를 
A'과 구별해서 A''으로 칭하기로 하자.

A. 사람의 
아름다운 모양새

B. 구체적인 사물의 
아름다운 모양새 

A'. 구체적인 
아름다운 모양새

C. 추상적인 사물의 
아름다운 모양새 

A''. 아름다운 모양새

<그림 5-1> ‘맵시’의 도식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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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옷맵시’류 

  ‘옷맵시’류 모양 명사에는 ‘옷맵시’와 ‘몸맵시’와 같은 합성어들이 있다. 

  5.1.2.1. 옷맵시

  표준, 고려에서는 ‘옷맵시’를 아래 (7)과 같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
고 있다. 

   (7) ① 차려입은 옷이 어울리는 모양새. 
         a. 그녀는 옷맵시가 있다. 
         b. 너도 그렇게 차리니 옷맵시가 난다. 
         c. 그는 옷맵시가 좋다. 
       ② 옷이 보기 좋게 생긴 모양.
         d. 이 옷은 옷맵시가 안 좋다.
         e. 겨울옷은 두꺼워서 그런지 옷맵시가 나질 않는다. 
   
  (7)을 보면 사전에서는 ‘옷맵시’를 ‘옷이 보기 좋게 생긴 모양’과 ‘차려입은 
옷이 어울리는 모양새’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옷의 맵시’와 ‘사람과 옷이 어
울리는 맵시’로 이해할 수 있다. ‘옷맵시’는 사전의 뜻풀이 (7②)보다 (7①)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훨씬 더 많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몇 안 되는 ‘옷맵
시’의 예문들도 모두 (7①)의 의미로 쓰인다.  

   (8) a. 얼굴도 예뻤지만 세라복을 입은 옷맵시가 참으로 정갈하게 보였다.
       b. 여인은 옷맵시가 깔끔하고 용모도 보통이 넘는 매력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c. 패션 전문잡지에 그의 옷맵시가 소개되었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멋쟁이였다. 

  (8a~c)의 ‘옷맵시’는 각각 ‘세라복을 입은 사람의 보기 좋은 모양’, ‘여인이 
옷을 입은 좋은 모양’, ‘그의 옷을 잘 입는 모양’을 의미한다. 
  ‘옷맵시’의 의미는 사전의미와 동일한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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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 옷이 보기 좋게 생긴 모양. 
        B. 차려입은 옷이 어울리는 모양.

  ‘옷맵시’의 의미 중에서 ‘옷이 보기 좋게 생긴 모양’ A가 더 기본적인 의미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A에서 ‘차려입은 옷이 어울리는 모양’ B로 의미의 확
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B를 원형의미로 정하면 B에서 
A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의미 확장 관계는 상정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A가 원형의미인 셈이다. 의미 B와 의미
A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옷이 보기 좋게 생긴 모양’과 ‘차려입은 옷
이 어울리는 모양’은 모두 사람의 옷차림이라는 개념 영역에 속에 있는 요소
이므로, 의미 A에서 의미 B를 연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 B는 의미 A에 환
유의 기제가 적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5-2>로 표현할 수 있다. 

B. 차려입은 옷이 
잘 어울리는 모양새

A. 옷의 보기 좋게 
생긴 모양새

<그림 5-2> ‘옷맵시’의 도식망 모형

  5.1.2.2. 몸맵시

  표준, 고려에서 제시된 ‘몸맵시’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10) 몸을 보기 좋게 매만진 모양. 
       a. 몸맵시가 나다/ 몸맵시가 있다
       b. 그 얼굴이나 몸맵시나 이 세상 사람은 아닌 듯한 우아함이 있었다. 
       c. 날이 풀리자 몸맵시를 내고 봄나들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 

  ‘몸맵시’의 사전뜻풀이는 (10)과 같이 ‘몸을 보기 좋게 매만진 모양’으로서, 
‘몸의 맵시’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전의 용례도 모두 이러한 의미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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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뭉치에서 검색된 ‘몸맵시’의 예문들도 모두 사전의 뜻풀이와 같다. 그중
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 바로 아래의 (11)이다.

   (11) a. 선비는 옥점의 분 바른 얼굴과 양장한 몸맵시를 생각했다.
        b. 그는 호리호리한 키와 몸맵시가 있었다.
        c. 섬려했던 어머니의 몸맵시가 점차 사라지고 남은 것은 강한 성격뿐이다. 

  (11)의 ‘맵시’는 각각 ‘옥점’, ‘그’, ‘어머니’의 ‘몸을 보기 좋게 매만지는 모
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로 쓰인 ‘몸맵시’는 흔히 ‘몸맵시가 나다/
있다’나 ‘몸맵시를 내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5.2. X매 
본 절에서는 ‘X매’형 모양 명사를 다룰 것이다. 여기에 속한 모양 명사에는 

‘눈매’, ‘몸매’, ‘입매’ 등이 있다.2) 
 
5.2.1. 눈매 

 
  표준, 고려는 ‘눈매’를 ‘눈이 생긴 모양새’라고 풀이하고 있다. 
 
   (12) 눈이 생긴 모양새.       
      a. 눈매가 서글서글하다.
      b. 그 아이는 볼이 발갛고 눈매가 고왔다. 
      c. 서늘한 눈매.
      d. 부리부리한 눈매의 사내가 실내로 들어왔다.     
      e. 그 배우는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다. 

  사전에 있는 예문을 보면 (12a, b)의 ‘눈매’를 순수한 ‘눈이 생긴 모양새’라
2) 이들 외에도 ‘X매’형 모양 명사에는 ‘손매, 옷매, 허릿매, 앉음매, 먹매’ 등이 있다(사화 2009:63). 

이들은 표준에 뜻풀이만 있거나 말뭉치에서 검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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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게 된다. 즉, 나머지의 예문에서 ‘눈매’는 ‘서늘한다’, ‘부리부리하다’, ‘날카롭
다’ 등의 수식을 받는데, 이것은 ‘눈매’가 단순히 ‘눈이 생긴 모양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의 표정, 눈빛으로 나타난 감정’ 등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물론 사람의 눈을 관찰할 때에는 ‘사람의 눈이 생긴 모양’과 ‘사람의 눈빛’
이 동시에 관찰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것도 사
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눈매’에 드러나는 ‘눈의 표정, 눈빛으로 나타난 감정’
이라는 의미를 무시한 채, ‘눈매’를 ‘눈의 생긴 모양새’라는 의미로만 표현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 잘못 파악하는 처사일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서 기술된 ‘눈
매’의 의미인 ‘눈이 생긴 모양새’라는 의미는, 바로 아래에 정리된 것과 같이 
‘(생김새와 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눈의 모양새’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3) 눈매: (생김새와 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눈의 모양새
   
  아래 (14)는 말뭉치에서 검색된 ‘눈매’의 예문 중의 일부이다. 

   (14) a. 그의 미소 띤 눈매며 입술이 천진스럽게 아름답다는 기묘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언뜻 스쳐간다. 

         b. 그러나 맨처음 부딪친 것은 의영이의 냉정한 눈매였다.
         c. 깊고 진지한 눈매, 적당하게 두툼한 입술.
         d. 단순무지한 눈매에 비웃음을 이죽대었다.  

  (14)에 있는 ‘미소 띤 눈매’, ‘냉정한 눈매’, ‘깊고 진지한 눈매’, ‘단순무지한 
눈매’, 등의 ‘눈매’는 모두 ‘눈의 모양새’라는 의미로 쓰인다.  

5.2.2. 몸매 

  표준, 고려에서는 ‘몸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15) 몸의 맵시나 모양새. 
       a. 늘씬한/잘빠진 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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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녀는 아침마다 수영하면서 몸매를 가꾼다. 
       c. 그녀는 얼굴도 예쁘지만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다. 
 
  ‘몸매’의 사전의미는 ‘몸의 맵시나 모양새’이다. ‘몸매’는 ‘전체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표현인 ‘날씬하다, 잘빠지다’ 등과 잘 어울린다.
  사전에 실린 예문만을 본다면, 이 ‘몸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평가의 의미
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하고만 빈번하게 호응하여 쓰인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과 말뭉치의 자료를 보태어 살펴보면, ‘몸매’에
는 아래의 (16a~c)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도 가능하고, (16d)처럼 중립적인 
표현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6) a. 한 번도 바지를 허리에 걸쳐 입어본 적이 없을 만큼 ‘드럼통 몸매’다.
        b. 키는 작고 몸매는 왜소했다.
        c. 볼품없이 퍼져 버린 몸매.
        d. 체중조절, 몸매관리, 식이요법에서 마라톤 대회까지 여성을 중심에 뒀다.

  (16)과 같은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몸매’의 의미를 포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매’의 사전의미를 아래 (17)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7) 몸매: 몸의 모양새.

5.2.3. 입매 

  표준, 고려에서는 ‘입매’를 모두 ‘입의 생긴 모양’으로 해석하고 있다. 

   (18) 입의 생긴 모양. 
       a. 입매가 곱다. 
       b. 반듯한 콧날과 단정한 입매가 예뻐 보였다. 
       c. 아이들은 영구치가 생겨나면서 입매가 어릴 때와는 사뭇 달라지게 된다. 

  (18)에 있는 사전의 용례는 모두 ‘입의 생긴 모양’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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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뜻풀이와 일치하는 것이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입매’의 예들도 사전
의 뜻풀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19) a. 그의 작고 단정한 입매가 몹시 고집스러워 보인다. 
        b. 입매가 고집스러워 보이는 작가.
        c. 그는 선명하게 곧은 콧날과 뚜렷한 인중을 지녔고, 남자다운 입매와 강인한 

턱이 돋보이는 미남이었다.     

5.3. (X)매무새  
  
  본 절에서는 ‘(X)매무새’형 모양 명사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 속하
는 모양 명사에는 ‘매무새’와 ‘옷매무새’가 있다. 

5.3.1. 매무새  

  표준은 ‘매무새’에 대한 뜻풀이를 (20)으로 제시했고, 고려는 ‘매무새’에 
대한 뜻풀이를 (21)로 제시했다.

   (20) 표준의 뜻풀이: 옷, 머리 따위를 수습하여 입거나 손질한 모양새. 
      a. 양반 매무새.
      b. 몸 매무새가 단정하다.
      c. 의복 매무새가 추레하다.
      d. 머리 매무새를 가다듬다.
   (21) 고려의 뜻풀이: 옷을 매만져서 입고 난 뒤의 모양새. 
      a. 매무새가 단정하다. 
      b. 그녀의 한복 매무새는 우아했다. 

  고려는 ‘매무새’를 ‘옷을 매만져서 입고난 뒤의 모양새’로만 해석했지만, 
표준은 ‘매무새’에 ‘옷’뿐만 아니라 머리 등의 의미도 포함시켜 해석했다. 물
론 ‘매무새’는 ‘옷을 매만져서 입고 난 뒤의 모양새’로 흔히 사용된다. 본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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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본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을 통해서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 중에서 ‘매무새’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두 개
이고, 그 외의 나머지들은 모두 ‘매무새’가 ‘옷, 머리, 몸’ 등의 단어 뒤에 오는 
예문들이다.

   (22) a. 연홍은 망토를 벗어 팔에 걸치고는 매무새를 다듬었다. 
 b. 왕골은 흐트러진 매무새가 내심 못마땅했다.

   (23) a. 옷 매무새며 머리 모양을 몇 번이고 고쳐보기도 한다.
 b. 몸 매무새를 가다듬고 들여다보았더니...
 c. 그 여자의 머리 매무새가 거치고 걸음이 빨랐다.

  (22a)의 ‘매무새’는 ‘옷’과 같은 단어의 도움이 없이도, ‘옷을 수습하고 입고 
난 모양새’를 가리키고 있다. (22b)의 ‘매무새’는 ‘옷이나 머리를 수습하고 난 
모양새’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23)의 ‘매무새’는 ‘옷, 몸, 머리’에 후행하
면서, 동시에 이들을 ‘수습하고 난 뒤의 모양새’라는 의미를 지닌다. 
  ‘매무새’는 흔히 ‘매무새를 정리하다/다듬다/고치다’, ‘매무새가 곱다/단정하
다/흐트러지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5.3.2. 옷매무새  
  표준, 고려에서는 ‘옷매무새’를 아래와 같이 ‘옷을 수습하고 입은 모양
새’라고 해석하고 있다. 
  
   (24) 옷을 수습하여 입은 모양새.
      a. 여염집 부인의 옷매무새.
      b. 최의 아내는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고 옷매무새를 고쳤다. 
      c. 사람들의 옷매무새가 달라진 것에서 계절의 바뀜을 알 수 있다. 

  사전의 용례는 모두 사전의 뜻풀이와 일치한다. 말뭉치에서는 ‘옷매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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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문이 적지 않게 검색되었는데, 이 예문들 모두가 사전의미와 같은 의미
로 쓰이고 있다. 말뭉치의 해당 예문 중에서 그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
다. 

   (25) a. 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이강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b. 한복 입은 옷매무새가 나무랄 데가 없었다.
 c. 밥집에서 밥을 사서 먹이고, 머리칼과 옷매무새를 고치게 하여 그녀네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d. 사람들 옷매무새뿐 아니라 표정도 많이 밝아졌다.

  ‘옷매무새’는 흔히 ‘옷매무새가 단정하다/초라하다/흐트러지다’, ‘옷매무새를 
가다듬다/만지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5.4. (X)티
  
  ‘(X)티’의 ‘티’는 어떤 태도나 기색을 의미한다. 5.4.1과 5.4.2에서는 각각 
‘티’와  ‘X한 모양’을 나타내는 ‘귀(貴)티’류 모양 명사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
다. ‘귀(貴)티’에 속한 모양 명사에는 ‘귀(貴)티’ ‘노(老)티’, ‘애티’, ‘처녀(處
女)티’, ‘촌(村)티’ 등이 있다. 

  5.4.1. 티

  표준, 고려에서 제시된 ‘티’에 대한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26) ① 어떤 태도나 기색.
          a. 그의 차림에서는 궁색한 티가 났다. 
          b. 상글상글한 앳된 티가 귀여운 인상을 주었다.        
        ② ‘어떤 태도나 기색’의 뜻을 나타내는 말. 
          c. 막내티, 소녀티, 중년티, 촌티
          d. 아직도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친구 유리지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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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고려의 뜻풀이: 어떤 태도나 기색, 또는 그런 모양이나 모습.
        a. 창규는 복학했지만 아직 제대한 티를 벗지 못했다. 
        b. 그 사람은 나이도 어리면서 너무 점잖은 티를 낸다. 

  표준은 ‘티’의 위치에 따라 해당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한다. ‘티’의 
앞에 용언의 활용형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태도나 기색’으로 해석하고, ‘티’의 
앞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어떤 태도나 기색’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하
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티’를 ‘어떤 태도나 기색, 또는 그런 모양이나 모
습’이라는 하나의 뜻풀이만 제시한다. 우리는 ‘티’의 앞에 오는 요소의 문법 정
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고는 표준의 뜻풀이가 더 타당한 것으
로 본다. 그리고 (26②)의 ‘티’는 ‘앞에 오는 명사다운 태도나 기색’의 의미를 
더 가진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티’의 예문 모두는, 표준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의
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28) a. 무돌이는 아직 어린 티가 벗어나지 못한 앳된 웃음을 지었다. 
        b. 제주도 갔다 오는 티가 더덕더덕 나는 내 꼴이 민망해 
        c. 굶주린 티를 내기 위해 여차하면 저녁을 거르고 잠도 잘 안 잤다.
   (29) a. 순자가 아직까지 술집 색시티가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b. 너 이런 데서 촌사람 티를 내며 왔다갔다 하면 큰일나.
        c.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자는 칠뜨기 티를 많이 벗고 있었다.

  (28)은 ‘티’ 앞에 용언의 활용형이 오는 경우이며, (29)의 ‘티’는 앞에 ‘술집
색시, 촌사람, 칠뜨기’와 같은 명사가 오는 경우이다. (29)는 그 사람들다운 
‘모양이나 태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티’가 포함된 구성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티가 나다’, ‘티를 내다/감추다/가시다/벗다’ 등이다. 
  ‘티’의 의미는 사전의미와 동일하다. 이는 아래 (30)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
다. 

   (30) A. 어떤 태도나 기색.
        B. 어떤 사람과 같은 태도나 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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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의 ‘어떤 태도나 기색’ A, ‘어떤 사람과 같은 태도나 기색’ B 중에서 의
미 A가 더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형의미로 본다. 의미 B는 의미 A에 
유사성이 추가되어 생성된 의미이다. 이들의 관계를 <그림 5-3>으로 표현할 
수 있다. 

B. 어떤 사람과 
같은 태도나 기색

A. 어떤 
태도나 기색     

<그림 5-3> ‘티’의 도식망 모형 
  
  5.4.2. 귀(貴)티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귀(貴)티’류 모양 명사에는 ‘귀(貴)티’ ‘노(老)티’, ‘애
티’, ‘처녀(處女)티’, ‘촌(村)티’ 등이 있다. 
  
  5.4.2.1. 귀(貴)티

  표준, 고려에서 제시된 ‘귀(貴)티’에 대한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귀하
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로 정리할 수 있다.
   (31)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
       a. 귀티가 흐르다/나다. 
       b. 그녀의 어머니는 대갓집 맏며느리답게 온몸에 귀티가 흘렀다. 
       c. 힘든 일을 해도 그 아이가 가진 귀티는 없어지지 않았다. 
  사전 용례 (31)의 ‘귀티’는 모두 사전뜻풀이와 같은 의미이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귀티’의 예문은 열 개였는데, 모두가 사전의미와 동일하게 ‘귀하게 보
이는 모습이나 태도’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중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32) a. 나는 귀티를 좋아하는 그이에게 어머니의 시커멓게 튼 발뒤꿈치를 보이기가 

싫었다. 
         b. 금빛이 번쩍번쩍하고 귀티가 철철 넘치는 게.
         c. 귀티가 흐르던 어머니의 얼굴엔 밭고랑 같은 굵은 주름이 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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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운동권이 귀티를 그렇게 좋아할 줄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귀티’는 ‘귀티가 나다/흐르다’, ‘귀티를 내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 

  5.4.2.2. 노(老)티

  표준, 고려에 등록된 ‘노(老)티’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33) 늙어 보이는 모습, 태도나 기색. 
       a. 큰고모는 부친의 손위이었던 만큼 벌써 중년을 바라보고 노티가 난다. 
       b. 흰머리 때문에 더욱 노티가 난다. 
 
 ‘노티’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는 ‘늙어 보이는 모습, 태도나 기색’이라고 정리
할 수 있다. 이 뜻풀이는 주로 사람의 생김새, 복장 등이 포함된 외모나 행동
에서 드러난 것이다. 말뭉치에서는 ‘노티’의 예문이 하나만 검색되었다. 해
당 예문에서의 ‘노티’는 사전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34) 그녀가 들척거려 보는 옷은 거의 점잖고 노티 나는 색상의 옷들이었다.

  (34)의 ‘노티’는 옷에 쓰여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5.4.2.3. 애티

  ‘애티’의 사전뜻풀이는 아래 (35, 36)과 같다. 

  (35) 표준의 뜻풀이: 어린 태도나 모양. 
      a. 애티가 나는 얼굴. 
      b. 애티가 배어 있다. 
  (36) 고려의 뜻풀이: 어린이와 같은 모양이나 태도나 기색. 
      a. 동생은 제법 다 큰 어른처럼 행동했지만 아직 애티를 벗지는 못했다. 
      b. 그녀는 아이까지 둔 어엿한 가정주부였지만 애티가 나는 얼굴 때문에 어린    

여학생 취급을 받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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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은 ‘애티’를 ‘어린 태도나 모양’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고려는 ‘어린
이와 같은 모양이나 태도나 기색’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다. 두 해석은 표현
이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애티’를 ‘어린이와 같은 모양이나 태도’로 정리한
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애티’는 모두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중의 일
부는 아래와 같다. 

   (37) a. 그 애티 있는 목소리엔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만은 천연스러웠다.
 b. 그녀는 애티를 채 벗지 못해 ‘보송보송’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c. 아직 애티가 가시지 않은 갓 스물의 새파란 젊은 군인.

  5.4.2.4. 처녀(處女)티

  ‘처녀(處女)티’의 사전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38) 표준의 뜻풀이: 겉으로 드러나는 처녀다운 티. 
       a. 처녀티가 완연하다
       b. 처녀티가 물씬 나다. 
   (39) 고려의 뜻풀이: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나 태도. 
       c. 오랜만에 본 성희는 이제 제법 처녀티가 났다. 
       d. 이제 보니까 선영이도 완전히 처녀티가 나는구나. 

  ‘처녀티’에 대해서 표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처녀다운 티’라고 해석하고 있
으며, 고려는 ‘처녀’와 ‘티’를 모두 풀어서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나 태도’로 해석하고 있다. ‘처녀티’에 대한 고려의 뜻풀이는 
정확성이 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려에서 제시한 ‘여자의 모습이나 태
도’라는 의미보다는 ‘여자다운 모습이나 태도’라는 의미로서 해당 뜻풀이를 수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본고는 ‘처녀티’의 의미를 ‘처녀다운 모습이나 태도’
로 제시하고자 한다. 
  말뭉치에서는 ‘처녀티’의 예문이 하나만 검색되었다. 해당 예문의 ‘처녀티’
는 사전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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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나이 벌써 서른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처녀티가 고대로 남아있다. 

  5.4.2.5. 촌(村)티

  ‘촌(村)티’의 사전뜻풀이는 ‘시골 사람의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모양이
나 태도’이다. 

   (41) 시골 사람의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모양이나 태도.
       a. 옷주제까지 초라하고 보니 얼굴 바탕은 차치하고 촌티가 지르르 흐른다. 
       b. 사진 속의 여자는 한복을 곱게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촌티가 났다. 
  
  (41)의 ‘촌티’는 ‘사골 사람의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모양이나 태도’보
다는 ‘사골 사람과 같은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모양이나 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촌(村)티’의 예문은 아래 (42)와 같다. 

   (42) a. 촌티를 벗지 못해 그런지 몰라도 나의 경우는 국수 따위를 먹고서는 속이   
허한 정도를 넘어 거북해서 견딜 수가 없다.

         b. 선생님같이 시골에서 커서 여전히 촌티를 내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사시  
는 분이 부럽습니다.

         c. 실내는 돈을 얼마나 처들여서 꾸몄는지 촌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42a, b)의 ‘촌티’는 ‘시골 사람과 같은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42c)는 ‘촌티’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쓰인 경우이다. 
이때의 ‘촌티’는 사물인 ‘실내’에 쓰여 해당 사물이 세련되지 못한 모양을 나타
낸다. 이런 사물의 모양도 ‘촌티’의 의미에 포함시키려면 우리는 사전의미를 
아래 (43)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3) 촌티: 시골의 사람이나 사물과 같은 세련되지 못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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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X)태(態)
  
  본 절에서는 ‘(X)태(態)’형 모양 명사를 다룬다. ‘태(態)’는 ‘자태(姿態)’와 
‘태도(態度)’ 및 ‘상태(狀態)’라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5.5.1~5.5.4에서
는 각각 ‘태(態)’, ‘태(態)’가 ‘자태(姿態)’의 의미로 쓰인 ‘자태(姿態)’류, ‘태
(態)’가 ‘태도(態度)’의 의미로 쓰인 ‘광태(狂態)’류 및 ‘태(態)’가 ‘상태(狀態)’
의 의미로 쓰인 ‘세태(世態)’류를 다룬다.  

  5.5.1. 태(態)

  ‘태(態)’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는 사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사전마다의 해당 
뜻풀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4) 표준의 뜻풀이: 
       ① 맵시(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a. 그는 몸매가 좋아서 뭘 입어도 태가 난다. 
         b. 색시의 얼굴은 의젓한 중에도 아름답고 천연스러운 태가 났다.
         c. 선희는 옷이 아무리 좋아도 태가 잘 나지 않는다. 
       ② 겉에 나타나는 모양새.
         d. 귀부인 태가 나는 여자. 
         e. 벌써 처녀 태가 나는 소녀.
         f. 소문대로 그는 팔십 난 노인인데도 백발만 성성할뿐 늙은 태가 전혀 없다.
         g. 배가 나오고 몸이 불어서 돈 있는 태가 절로 난다. 
       ③ 일부러 꾸며 드러내려는 태도.
         h. 멋 부린 태가 없는 수수한 차림. 
         i. 그는 동기들보다 한 살 더 많다고 나이 태를 낸다. 
         j. 태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맛을 살려서 정원을 꾸몄다. 
   (45) 고려의 뜻풀이: 
       ① 겉에 나타나는 태도나 자세. 
         a. 새댁은 바늘에 찔렸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아프다는 태를 내지 못했다. 
         b. 고생을 많이 한 그 여자의 얼굴에는 젊은 날의 함초롬한 태가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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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기 좋게 다듬은 모양새. 
         c. 그녀는 워낙 미인이라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난다. 
         d. 양반은 도포를 입고 갓을 써야만 태가 있어 보인다. 
 
  표준은 ‘태(態)’를 ‘맵시(보기 좋은 모양새)’, ‘겉에 나타나는 모양새’, ‘일
부러 꾸며 드러내려는 태도’ 등의 세 가지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고려는 
‘겉에 나타나는 태도나 자세’, ‘보기 좋게 다듬은 모양새’ 등의 두 가지 뜻풀이
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표준의 (44①)의미와 고려(45②), 표준의 
(44②)와 고려의 (45①)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44①)과 (44②)의 의미 
‘맵시’는 주로 사람이 옷을 잘 입혀서 드러난 좋은 모양새를 가리킨다. (43②
d~g)와 (45①a, b)에서 나타나는 ‘태’의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태’에 대한 
두 사전의 의미는 ‘겉에 나타나는 모양, 태도나 자세’로 종합할 수 있다. 표
준에는 (44③)의 ‘일부러 꾸며 드러내려는 태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
는 고려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미는 (44②) ‘겉으로 나타나는 모
양새’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44③)은 의미의 핵심이 ‘일부러 꾸민
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44②)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의미상의 차이는 
‘태’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태’와 공기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태’가 ‘일부러 꾸며 드러내려는 태도’의 의미로 쓰일 때는 ‘~
태를 부리다’, ‘~태를 내다’ 등의 표현으로 쓰이며, ‘태’가 ‘겉에 나타나는 모
양, 태도나 자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태가 나다’, ‘~태가 있다’ 등의 표현으
로 쓰인다. ‘내다’, ‘부리다’는 주어의 주동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태’가 
이 두 동사가 결합하면서 ‘일부러 꾸미며 드러내려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듯하
다. 표준의 (44③)와 (44②)의 의미는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맵시(보기 좋게 다듬은 모양새)’와 ‘겉으로 나타난 
모양, 태도 기색’이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태’의 예문은 아래 (46), (47)과 같다.   
  
   (46) a. 광수 애비를 찾은 사람들은 공손한 태를 보이진 않았다.
        b. 차마 아프다는 태를 내지 못한다.
        c. 태를 내지 않고 걷는 그의 뒷모습에서 불쾌감을 다시 느꼈다.
        d. 생머리에 여고생 태가 채 가시지 않은 말괄량이 그녀에게 엄하게 대했다.
   (47) a. 직물의 태와 빛깔은 색의 종류가 다양함을 모두 일컬어 말할 수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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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는 빛깔과 무늬와 태가 얌전한 유행 타지 않는 옷 입고 나왔다.

  (46)은 ‘태’가 ‘겉으로 나타난 모양, 태도나 기색’의 의미로 쓰이는 예문들이
다. (47)은 ‘태’가 ‘맵시’의 의미로 쓰였지만 사전의 용례와 달리 사람이 아닌 
사물에 쓰인 예문들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전의미와 말뭉치에서 확인된 의미를 종합하면, ‘태’의 의
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8) A. 맵시(보기 좋게 다듬은 모양새).
        B. 겉으로 나타난 모양, 태도나 기색.
  
  ‘태’는 ‘맵시’ A, ‘겉으로 나타난 모양, 태도나 기색’ B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A와 B 중에서 B의 사용 빈도가 A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나 A는 B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태’의 원형의미를 A로 보는 것이 좋
을 듯하다. 의미 B는 의미 A에 은유의 기제가 적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태도’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이
들의 의미 관계를 아래 <그림 5-4>로 표현할 수 있다. A'은 A와 B의 도식
의미이다.
 

B. 겉으로 나타난 
모양, 태도나 기색A. 맵시

A'.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태도

<그림 5-4> ‘태(態)’의 도식망 모형 

  5.5.2. ‘자태(姿態)’류
  ‘자태(姿態)’류 모양 명사의 ‘태(態)’는 ‘자태(姿態)’의 의미이다. 여기에 속
하는 단어는 ‘자태(姿態)’, ‘몸태(態)’, ‘뒤태(態)’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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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1. 자태(姿態)

  ‘자태(姿態)’의 사전뜻풀이는 아래 (49, 50)과 같다.

   (49) 표준의 뜻풀이: 주로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에 대하여 이르며 식물, 건  
 축물, 강, 산 따위를 사람에 비유하여 이르기도 한다. 

       a. 자태가 아름다운 여인.
       b. 지리산의 웅장한 자태.
       c. 그녀는 중년의 나이인데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50) 고려의 뜻풀이: 
       ① 어떤 대상의 생김새나 모양.
        a. 저기 설악산의 장엄한 자태를 보라! 
        b. 자연은 해마다 신비한 자태를 드러낸다. 
       ② 몸가짐과 맵시.
        a. 고운/요염한 자태.
        b. 그 여자의 자태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자태’에 대해서 표준은 ‘주로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에 대하여 이르며 
식물, 건축물, 강, 산 따위를 사람에 비유하여 이르기도 한다’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으며, 고려는 이를 ‘어떤 대상의 생김새나 모양’과 ‘몸가짐과 맵시’라
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고 있다.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려와 
표준에서 제시된 ‘자태’의 의미 차이는, ‘자태’의 의미를 ‘여성의 고운 맵시
나 태도’와 ‘사물의 고운 맵시’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것인가, 아니면 저 
두 가지를 한 가지 의미로 볼 것인가에 있다. 본고는 ‘자태’의 의미를 두 가지
로 보는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자태’는 처음부터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
를 의미하는 것이며, 거기에 비유가 적용되어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운 모양
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뭉치에서는 ‘자태’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이 검색
되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51) a. 달며 선비의 그 고운 자태가 스르르 떠오른다.
        b. 그는 지금 눈앞에 선비의 청초한 자태를 보았다.
        c. 은경의 앉아 있는 모습은 중년의 원숙한 여인미를 풍기면서도 은근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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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위기를 끌어당기는 현숙한 자태가 있었다.
   (52) a. 입구에서 바라본 사원과 탑의 큰 규모와 아름다운 자태가 필자를 압도한다.
        b. 무거운 어둠속에 슬그머니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앙코르와트의 탑들.
        c. 노란 은행잎은 화사한 빛을 발했고, 하얀 국화는 은은한 자태를 뽐내었다.
        d. 자태가 미려한 장미가 아양을 떨면서 화왕의 총애를 독점하려 한다.
    
  (51)의 ‘자태’는 ‘여자의 고운 맵시나 태도’를 뜻하며, (52)의 ‘자태’는 ‘사물
의 고운 맵시’를 뜻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자태’의 두 가지 의미로는 설명하기 힘든 예문들
이 말뭉치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53) a. 무뚝뚝한 자태로 거센 가시만을 드러내고 있는 선인장.
        b. 얼마 안 가서 벌은 다시 자태를 나타내더니...
        c. 매미는 하지가 가까울 무렵, 비로소 우리들 앞에 자태를 나타낸다.
        d. 해가 서산마루에 기울어도 엄마의 자태는 보이지 않는다.       
     
  (53a)는 ‘자태’가 ‘선인장’에 쓰이고 있는데, 선행하는 ‘무뚝뚝하다’의 수식어
를 고려했을 때 이 문장의 ‘자태’는 긍정적인 의미인 ‘고운 맵시’로 보기는 어
려울 것이다. 즉, (53a)의 ‘자태’는 긍정적인 의미가 없는 ‘사물의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53b, c)의 ‘자태’는 사람도 사물도 아닌 동물인 ‘거미’, 
‘벌’, ‘매미’에 쓰이고 있다. 여기의 ‘자태’는 ‘고운 맵시나 태도’ 등의 의미라기
보다는 ‘모습’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53d)의 ‘엄마의 자태’의 ‘자태’도 ‘모
습’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고는 ‘자태’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54) A. (+긍정)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
        B. (+긍정) 사물의 고운 맵시. 
        C.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
   
  ‘자태’의 의미는 (54)와 같이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 A, ‘사물의 고운 맵
시’ B,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 C로 정리할 수 있다. A, B, C 의미 중에서 기
본적인 의미인 A를 원형의미로 보면 좋을 듯하다. 앞에서 고찰했듯이 의미 B
는 A에 은유가 적용되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 A, B는 ‘고운 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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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태도’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이를 A와 구별하여 A'으로 칭한다. ‘고운 맵
시’는 ‘고운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가 탈색되면서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 C가 생긴 듯하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5-5>로 표현할 수 있다. 

C.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 

A.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 B. 사물의 고운 맵시

A'. (+긍정)고운 
맵시

<그림 5-5> ‘자태(姿態)’의 도식망 모형
 
  5.5.2.2. 몸태(態)

  표준과 고려에 등록되어 있는 ‘몸태(態)’의 사전뜻풀이는 아래 (55)과 
같이 ‘몸의 생김새나 맵시’로 정리할 수 있다. 

   (55) 몸의 생김새나 맵시.
       a. 얼굴도 똑똑하고 몸태도 미인의 격을 가졌으나 행색이 매우 떨어진다. 
       b. 외제 물건과 사치품을 많이 쓴다고 날씬한 몸태가 나는 것은 아니다. 

  말뭉치에서는 ‘몸태’의 예문이 하나만 검색되었는데, 이는 사전의미와 동
일하게 ‘몸의 생김새나 맵시’로 해석할 수 있다. 

   (56) 두루뭉실 펑퍼짐하게 퍼진 뒤태가, 동네 할머니들의 눈에도 여지없이 아들 배
였다니까.

  5.5.2.3. 뒤태(態)

  ‘뒤태(態)’에 대한 표준과 고려의 사전뜻풀이는 아래 (57)과 같이 ‘뒤쪽
에서 본 몸매나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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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뒤쪽에서 본 몸매나 모양. 
       a. 뒤태가 아리따운 처녀. 
       b. 우리 어머님은 50대 아주머니이지만, 뒤태는 여전히 아가씨 같다. 

  ‘뒤태’의 예문은 말뭉치에서 하나만 검색되었는데, 이는 사전의미와 동일
하게 ‘뒤쪽에서 본 몸매나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 

   (58) 주인집 여자가 그녀의 얼굴과 몸태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5.5.3. ‘광태(狂態)’류 

  ‘광태(狂態)’류 모양 명사의 ‘태(態)’는 ‘태도(態度)’의 의미이며, 여기에는 
‘광태(狂態)’, ‘추태(醜態)’가 포함된다. 

  5.5.3.1. 광태(狂態)

  ‘광태(狂態)’에 대한 사전뜻풀이는 아래 (59, 60)과 같다. 

  (59) 표준의 뜻풀이: 미치광이 같은 태도나 모양. 
      a. 광태를 보이다. 
      b. 요즘의 그의 주벽은 도를 지나쳐 광태에 가깝다.
  (60) 고려의 뜻풀이: 미친 사람과 같은 짓.
      a. 소영이는 대학 진학에 대해 광태가 어린 집착을 보이고 있다. 
      b. 정치적 맹종에 따른 광태의 결과가 바로 저 나치주의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태’에 대해서 표준은 ‘미치광이 같은 태도나 모양’이라고 풀이했고, 고
려는 ‘미친 사람과 같은 짓’이라고 풀이했다. 이 ‘광태’에 대해서는 고려의 
뜻풀이보다는 표준의 뜻풀이가 더 정확하다. ‘광태를 부리다’는 표현을 통해
서 우리는 ‘광태’가 ‘~한 짓’이라는 의미보다는 ‘~한 태도나 모양’이라는 의미
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뭉치에서는 아래 (61)과 같은 예문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가 ‘미치광
이 같은 태도나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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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a. 그의 그 내밀하고도 망연스런 표정이나 질서 없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역력한 광태의 일종으로 비쳐지고 있었다.

  b. 이렇게 된 것은 그런 사회가 이미 광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c. 그런 광태어린 집착을 얼마나 더 끈질기게 버티어나갈 수 있는가?
     

  ‘광태’가 자주 사용되는 표현에는 ‘광태를 부리다’, ‘광태가 보이다’ 등이 있
다.  

  5.5.3.2. 추태(醜態)
  
  표준과 고려에 제시된 ‘추태(醜態)’의 사전뜻풀이는 아래 (6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2) 더럽고 지전분한 태도나 짓. 
      a. 그날 밤 난생처음 모주망태가 되어 나는 별의별 추태를 다 벌였다.
      b. 밖에 나가서는 제발 추태를 부리지 마라. 
      c. 이번 회담에서 정부가 취한 행동은 주체성 없이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결국은  

 손해만 뒤집어쓰게 된 추태에 불과했다. 

  ‘추태’의 사전뜻풀이는 ‘더럽고 지전분한 태도나 짓’으로 정리할 수 있다. 
(62)의 예문을 보면 (62a, b)의 ‘추태’는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62c)의 ‘추태’는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추태’의 일부 예문은 아래 (63)과 같다. 

   (63) a. 낯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추태가 어딨냐.
        b. 눈뜨고 못 볼 정도의 추태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c. 제주 한소 정상 회담은 소련 측에 멋대로 끌려 다닌 굴욕 외교의 추태였다. 

  (63a, b)의 ‘추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태도나 행위이다. 
(63c)의 ‘추태’는 추상적인 외교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추태’는 ‘추태를 부리
다/보이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말뭉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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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추태’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64) A. 사람의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행동. 
        B. 어떤 조직이 취하는 창피한 태도나 행동. 

  ‘추태’는 (64)처럼 ‘사람의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행동’ A, ‘어떤 조직이 
취하는 창피한 태도나 행동’ B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의미 A는 사용빈
도가 높고 더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A를 원형의미로 본다. B
는 A에 은유가 적용되어 생성된 것이다. 즉, 어떤 조직이 취하는 창피한 태도
나 행동을, 마치 사람의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행동으로 비유한 것이다. A, 
B는 ‘더럽고 창피한 태도나 행동’이라는 도식의미를 가진다. 이를 A와 구별하
여 A'으로 한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5-6>으로 표시할 수 있다. 

B. 어떤 조직이 취하는 
창피한 태도나 행동

A. 사람의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행동

A'. 더럽고 창피한 
태도나 행동

 

<그림 5-6> ‘추태(醜態)’의 도식망 모형
  
  5.5.4. ‘세태(世態)’류
  
  ‘세태(世態)’류 모양 명사에는 ‘세태(世態)’, ‘형태(形態)’, ‘양태(樣態)’, ‘실
태(實態)’, ‘상태(狀態)’ 등이 포함된다. 이들 모양 명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
어 있는 ‘태’는 상태나 상황을 의미한다. 

  5.5.4.1. 세태(世態)

  ‘세태(世態)’는 표준에만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려에는 해당 뜻풀
이가 없다. 아래 (65)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세태’의 뜻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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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문화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
      a. 세태가 나쁘게 변하다. 
      b. 세태가 어지럽다보니 별 희한한 일도 다 생긴다. 
      c. 이 책에서 저자는 세밀한 세태 묘사를 통해 사회의 풍속을 꼬집고 있다. 

  ‘세태’의 사전뜻풀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문화 따위에서 보이는 세
상의 상태나 형편’이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도 모두 이 의미를 따르고 
있다. ‘세태’에 대한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66) a. 이 오염과 불신의 세태 속에서 우리는 예술가 여러분을 믿어보고 싶다.
        b. 어떻게 해서 세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진단이 있다.
        c.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듯한 세태를 보면서 더러 세상이  

비감스럽고 가망 없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태’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더 많
다. 아래 (67)은 말뭉치에서 뽑은 ‘세태’가 쓰이는 표현들이다.  

  (67) a. 오염과 불신의/불순의/탐욕, 좌절, 의심, 증오의 세태.
       b. 딱한/탈락한/험악한/험난한/메마른/이기로까지 흐르는/자기 속셈만 차라자는/이

기적인/진실과 거짓이 뒤죽박죽인/웃지 못할 끔찍한 세태.
       C. 세태를 풍자하다/지적하다/한탄하다. 

  5.5.4.2. 형태(形態)
  
  ‘형태(形態)’는 표준과 고려에 모두 등록되어 있다. 이들의 뜻풀이를 정
리하면 아래 (68)과 같다. 

   (68) ①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a. 산/가구의 형태.
          b. 일자 형태의 부엌.
          c. 옷감을 탈수하는 방법은 그 섬유의 종류, 조직,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②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
          d. 이 나라 가족의 형태는 대부분이 대가족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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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들은 식사 때마다 특이한 형태의 기도를 한다. 
          f. 쇼 프로그램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③ <심리>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지닌 통  
           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 게슈탈트.
        ④ <언어> 문법적 형태 (문법 범주를 나타내기 위한 문법적 수법).

  ‘형태(形態)’의 사전의미에는 (68)과 같이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 심리학 전
문용어인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지닌 통
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 언어학 전문용어인 ‘문법적 형태’ 등의 네 가지
가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형태’의 예문은 아래 (69), (70)과 같다. 

   (69) a. 이 고분군이 있는 골짜기는 상대적으로 좁고 긴 형태이다.
        b. 전분 형태의 당질은 발효를 적게 일으키므로 설탕 종류보다 좋다.
        c. 웃옷은 ‘A라인’으로, 아래쪽이 넉넉하게 퍼지는 형태가 가장 많다. 
   (70) a. 모더니즘은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등 수많은 형태로 나타났다. 
        b. 어느 시대에도 똑같은 형태의 교육이 행하여진 적은 없다.
        c. 새로운 형태의 예술에 대해서는 그는 입을 다물었다.

  (69)의 ‘형태’는 (68①)의 의미와 같이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을 의미한다. 
(70)의 ‘형태’는 (68②)의 의미와 같이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을 의미한다. 
  (68③, ④)처럼 ‘형태’는 전문용어로도 쓰일 수 있지만, 말뭉치에서는 이
러한 의미로 쓰인 예문이 검색되지 않았다. 
  ‘형태’의 의미는 사전의미와 동일하다. ‘형태’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 (71)
과 같다. 

   (71) A.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B.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
        C. <심리>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지닌    

통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 게슈탈트.
        D. <언어>문법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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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A,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
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 B, ‘게슈탈트’ C, ‘문법적 형태’ D 등의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의미 A가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
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의미 A에 은유기제가 적용되
어, ‘추상적인 사물의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 
B가 생성된 것이다. 의미 A, B는 ‘사물이 갖추고 있는 모양’이라는 도식의미
를 가진다. 이를 A와 구별해서 A'으로 표시한다. 의미 C, D는 모두 의미 A에
서 확장되어 형성된 의미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5-7>로 표현할 
수 있다. 

B.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

A.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A'. 사물이 갖추고 
있는 모양

C. <심리> 
게슈탈트

D. <언어> 
문법적 형태

    

<그림 5-7> ‘형태(形態)’의 도식망 모형

  5.5.4.3. 실태(實態)

 ‘실태(實態)’의 사전뜻풀이는 아래 (72)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나 모양’
으로 정리할 수 있다. 
  
   (72) 있는 그대로의 상태나 모양.
       a. 노동분업/시회 탁아 제도의/외국인 교원 운용실태.
       b. 실태 조사. 
       c. 김 과장은 회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했다. 

  (72)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실태’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물에는 잘 쓰이
지 않고 주로 추상적인 상황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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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뭉치에서도 ‘실태’의 용례가 검색되었는데, 해당 용례 모두가 사전의미
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었다. 그중의 일부는 아래 (73)과 같다. 

   (73) a. 그는 런던시민의 출생, 영세, 사망 실태를 수량화하고 연구했다.
        b. 월남전 실종미군 실태 완전 파악 때까지 미, 베트남 무역 제재 연장.
        d. 출판 과소비의 실태가 여실하게 나타나는 대중적 현상.

  (73)의 ‘실태’는 각각 ‘사망’, ‘실종미군’, ‘출판 과소비’ 등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나 모양을 의미한다. 
  ‘실태’는 ‘실태를 파악하다/드러내다/조사하다’ 등 표현으로 쓰인다.  

  5.5.4.4. 양태(樣態) 
  
  ‘양태(樣態)’는 표준과 고려에 모두 등재되어 있다. 이들의 뜻풀이는 아
래 (74)로 정리할 수 있다.3) 

   (74) ①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
          a. 이 세상의 인간 생활의 양태를 포착한다. 
          b. 경제의 위축이 외식 산업의 양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이 책에서는 신세대의 심리와 행동 양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② <언어> 양태성(발화 내용과 현실의 관계에 대하여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
        ③ <철학> 마르크스주의 이전 철학에서, 그 사물의 일정한 상태에만 있는 고  
           유한 성질을, 사물에서 분리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속성과 구별하여 이르  
           는 말.

  ‘양태’의 사전의미는 (74)와 같이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 ‘양태
성’, ‘사물의 일정한 상태에만 있는 고유한 성질을, 사물에서 분리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속성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 등의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의미는 
주로 추상적인 사물에 많이 쓰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는 모두 전문용어
이다. 

3) 고려에는 (74①)의 뜻풀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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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뭉치에서 검색된 ‘형태’에 대한 예문만 해도 몇십 개인데, 그중의 일부
는 아래 (75)와 같다. 이 예문의 ‘양태’는 모두 (74①)의 ‘사물이 존재하는 모
양이나 형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75) a. 그들의 기업 체제나 양태. 
        b. 인간의 삶의 여러 양태. 
        c. 전쟁의 양태는 부를 창조하는 양태를 반영한다. 
        d. 모방범죄의 양태를 띤다. 

   ‘양태’의 의미는 사전의미와 동일하다. 이러한 의미는 아래의 (76)으로 간
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76) A.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
        B. <언어> 양태성
        C. <철학> 사물의 변하지 않은 속성과 구별된 일정한 상태에만 있는 고유한   
           성질을 이르는 말. 

   A, B, C 중에서 일반의미로 쓰인 A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원
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의미 B와 C는 각각 A에서 확장되어 생성된 것이다. 이
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5-8>로 표현할 수 있다. 

B. <언어> 양태성A.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

C. <철학> 사물의  일정한 
상태에만 있는 고유한 성질 

<그림 5-8> ‘양태(樣態)’의 도식망 모형        

  5.5.4.5. 상태(狀態)

  ‘상태(狀態)’의 사전뜻풀이는 아래 (7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7) ①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 
          a. 정신/건강 상태. 
          b. 탈진한 상태로 걸음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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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들 중 절반이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d.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② <물리> 자연 현상의 관측에 의하여 가능한 한 완전히 기술된 계(系)의 존  
           재 상황. 예를 들면 열역학적 상태, 에너지 상태 따위가 있다. 

사전에 의하면 ‘상태’는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과 물리학에
서 사용하는 ‘자연 현상의 관측에 의하여 가능한 한 완전히 기술된 계(系)의 
존재 상황’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상태’의 예문의 수는 상당하다. (78)은 그중의 일부인
데, 이 예문들에서 사용되는 ‘상태’는 모두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78) a. 식민지 상태에서 어떻게 힘을 모으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b. 포로 상태의 기나긴 밤을 끝내는 감격스러운 새벽이 왔던 것입니다.
        c. 이성과 감성이 잘 어울리는 것은 사람 마음가짐의 바람직한 상태이다.
        d. 그 기업의 청소상태와 근로자들의 눈빛만 봐도 경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상태’의 의미는 사전의미와 동일하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 (79)와 같
다. 

  (79) A.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 
       B. <물리> 자연 현상의 관측에 의하여 가능한 한 완전히 기술된 계(系)의 존  

           재 상황. 

(79)의 A는 B보다 기본적이기 때문에 ‘상태’의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의
미 B는 의미 A에서 생성된 것이다. 이들의 의미 관계는 아래 <그림 5-9>로 
그릴 수 있다. 

B. <물리> 자연 현상의 관측에 의하여 가
능한 한 완전히 기술된 계(系)의 존재 상황 

 A.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 

<그림 5-9> ‘상태(狀態)’의 도식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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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X+가짐 
‘X+가짐’형 모양 명사에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있다. 표준에서는 자립 

명사 ‘가짐’을, ‘무용수가 춤을 추면서 취하는 동작’의 의미를 가지는 예술용어
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몸가짐’, ‘마음가짐’의 ‘가짐’은 모두 ‘어떤 태도나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5.6.1. 몸가짐    
 

  표준, 고려의 ‘몸가짐’에 대한 뜻풀이는 아래 (80)로 정리할 수 있다.   

   (80) 몸의 움직임, 또는 움직일 때 나타내는 모양이나 태도. 
      a. 공손한 몸가짐. 
      b.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을 하고 또렷한 어조로 말했다. 
      c. 글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표준은 ‘몸가짐’을 ‘몸의 움직임, 또는 몸을 거두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
는데, 고려는 ‘몸가짐’을 ‘몸의 움직일 때의 태도나 모양’이라고 해석하고 있
다. 말하자면, 표준은 ‘몸가짐’을 ‘행동’으로 해석하고, 고려는 이 ‘몸가짐’
을 ‘행동에 나타나는 모양과 태도’로 해석한 것이다. 
  말뭉치에서도 몸가짐의 예문 몇십 개가 검색되었는데, 그중의 일부는 아
래 (81)과 같다. 

   (81) a. 술 담배 말고 음식을 먹어야지. 촌에서 여자가 혼자 살려면 몸가짐을 조심
해야 한다구.

        b. 세일즈맨의 자격은 잘 다듬어진 몸가짐, 항상 웃는 얼굴, 능숙한 화술이다. 
        c. 일에서 돌아와 왠지 아내의 몸가짐이 허천해 보였다.
        d. 기모노을 입고서는 단정한 몸가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81a)의 ‘몸가짐’은 확실히 ‘몸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81d)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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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은 확실히 ‘몸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81b, c)의 예문들은 모두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행동의 모양이나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몸의 움직임’과 ‘몸이 움직일 때 나타내는 모양이나 태도’
라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완전히 분리된 의미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는 
‘몸가짐’의 의미를 아래 (82)와 같이 다시 정리하기로 한다. 

   (82) 몸가짐: 몸의 움직임, 또는 움직일 때 나타내는 모양이나 태도

5.6.2. 마음가짐   

  표준, 고려의 사전뜻풀이를 아래와 같이 ‘마음의 자세나 태도’로 정리할 
수 있다. 

  (83) 마음의 자세나 태도.
      a. 올바른 마음가짐.
      b. 마음가짐을 굳게 하다. 
      c. 항상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여라. 
      d.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겠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도 모두 사전뜻풀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84) a. 이 시기 엄마의 마음가짐은 태아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b. 책을 만든다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인

지 새삼 깨닫게 되곤 한다.
        c. 도덕의 교사들도 겸허한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한다.
        d. 발레에는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에는 모두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인상을 준다. 
사람의 ‘몸가짐’은 인위적으로 컨트롤 하며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
신의 주관적인 의지를 통해 이러한 몸가짐을 취할 수도, 저러한 몸가짐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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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단정하지 않은 몸가짐은 자신의 주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단정
한 몸가짐으로 바뀔 수 있으며, 바르지 않은 몸가짐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통
하여 바른 몸가짐으로 바뀔 수 있다. 
  사람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이러
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저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올바르지 
않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마음가짐은, 주관적인 노력을 통해 올바르고 적극적
인 마음가짐으로 변화될 수 있다. 

 5.7. (X)품
 본고에서 다룰 ‘(X)품’ 형 모양 명사에는 ‘품’과 ‘볼품’이 있다. 

  5.7.1. 품

  ‘품’은 표준에만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뜻풀이는 아래 
(85)와 같이 ‘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이다. 

   (85) 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 
      a. 말하는 품이 어른 같다. 
      b. 생긴 품이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 
      c. 옷 입는 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85a, c)의 ‘품’은 ‘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로 해석할 수 
있지만 (85b)의 ‘품’은 그렇지 못한다. (85b)의 ‘품’은 ‘생김새’로 이해하는 것
이 더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우리는 ‘품’의 의미를 ‘사람의 생김새, 혹은 행동
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로 고칠 수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품’의 예문은 아래와 같이 검색되었다. 

   (86) a. 그 정성 들이는 품이나 솜씨로 보아, 직업적인 미장이보다 못하지 않다.
        b. 떠듬떠듬 이야기하는 품이 전혀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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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처음에는 지섭을 대하는 품이 몹시도 어색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d.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내리는 품이 자신없어 보인다.

  (86)의 ‘품’은 모두 ‘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이다. 말뭉
치에서는 ‘사람의 생김새’라는 의미로 쓰인 ‘품’의 예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5.7.2. 볼품

 표준, 고려에 등재된 ‘볼품’의 뜻풀이는 아래 (87)로 정리할 수 있다. 

   (87)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새.
       a. 그 아이는 볼품이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b. 순철은 시골에서 방금 올라온 사람처럼 볼품이 없고 좀 어수룩해 보였다. 
       c. 음식과 기명이 조촐하면서도 볼품이 뛰어났다. 

  ‘볼품’의 사전뜻풀이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새’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는 구체적으로 (87a, b)와 같은 사람의 모양새뿐만이 아니라, (87c)와 같은 
사물의 모양새도 나타낼 수 있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볼품’의 예문 중 일부는 아래 (88)과 같다. 

   (88) a. 그런 사나이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b. 늙은 호박은 주름이 많고 볼품이 없다.
         c. 강폭이 넓어지고 수량도 볼품이 있다.

  (88a)의 ‘볼품’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양새’, (88b, c)의 ‘볼품’은 ‘겉으
로 드러난 사물의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전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볼품’은 흔히 ‘볼품이 좋다/없다/사납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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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양 명사의 의미 확장
  
  앞서 3장~5장에서는 각 모양 명사의 의미 및 의미 확장의 과정을 세밀하게 
고찰했다. 본장은 3장~5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모양 명사의 의미 
확장의 흐름과 특징을 고찰하려고 한다. 모양 명사의 의미 확장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중립적인 의미에
서 긍정, 부정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미지적인 의미로’, ‘어휘적인 
의미에서 문법적인 의미로’가 바로 그것이다.1)    

  6.1.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모양 명사에서 보
편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이다. 이를 다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에서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람의 모
양에서 체면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각각  6.1.1과 6.1.2
에서 다룰 것이다. 

   (1) ①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 ⇢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② 구체적인 사람의 모양 ⇢ 체면       

  6.1.1. 구체적인 모양에서 추상적인 모양으로

  구체적인 모양에서 추상적인 모양으로의 의미 확장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
자면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 모양 명사들이 추상적인 사
물의 모양, 상태, 형편 등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런 의미 확장은 
1)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의 절에서는 모양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추상적인 

사물인 것만을 다루었다. 엄밀히 말하면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이미지적인 의
미’, ‘문법적인 의미’는 모두 추상적인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따로 다루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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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명사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3장에서 다룬, 제2요소가 ‘형(形)’인 모양 명사 중에서 ‘모양’, ‘겉모양’, ‘뒷
모양’, ‘꼴’, ‘외형’, ‘모양새’, ‘짜임새’, ‘꾸밈새’ 등이 이런 의미 확장을 보였다.  
  먼저, ‘모양’, ‘겉모양’, ‘뒷모양’을 보자. 
  
  (2) 모양
      ① 원형의미: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a. 평범한 모양의 반지를 골라 손에 끼었다.  
        b. 선비의 놀라던 모양이 문득 생각난다.
      ② 확장의미: 어떠한 형편이나 되어 나가는 꼴. 
        c. 경제제도와 경제문화가 공존하고 연결되며 통합되는 모양을 띤다.
  (3) 겉모양
      ① 원형의미: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
        a. 겉모양이 그럴듯한 것보다는 내용이 알찬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b. 지호가 애인을 만나는 날이라며 겉모양을 꾸몄다. 
      ② 확장의미: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c. 오정희 소설은 성장소설의 겉모양을 띠고 있을 뿐 성장소설과 관련이 없다.
   (4) 뒷모양
      ① 원형의미: (사람이나 사물이)뒤로 드러난 모양. 
        a. 현우는 멍하니 선희의 뒷모양을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았다.
      ② 확장의미: 일이 끝난 뒤의 모양. 
        b. 일의 뒷모양이 우습게 되어 버렸다.    

  (2~4)는 각각 ‘모양’, ‘겉모양’, ‘뒷모양’의 원형의미와, 추상적인 사물의 확
장된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모양’의 원형의미는 (2①)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이다. 이는 사물이나 사람의 매우 구체적인 
모습이다. (2②)의 ‘어떠한 형편이나 되어 나가는 꼴’은 ‘모양’의 확장의미이
다. (2c)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모양’은 추상적인 사물인 ‘경제제도’와 ‘경제
문화’가 통합되는 모습을 가리킬 수 있다. ‘겉모양’은 (3①)의 ‘구체적인 사물
이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원형의미와, (3②)의 ‘추상적인 사물
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확장의미를 가진다. ‘뒷모양’은 (4)와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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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나 사물이)뒤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원형의미와 ‘일이 끝난 뒤의 모양’이
라는 확장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꼴’을 보자. ‘꼴’도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해 
나갔다. 아래 (5)는 ‘꼴’에 대한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5) 꼴 
      ① 원형의미: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
        a. 동물의 꼴을 닮은 카메라.
      ② 확장의미: 추상적인 사물의 기틀.
        b. 선거 위원회가 꼴을 갖추기 시작한다.   

  ‘꼴’은 (5①)의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이라는 원형의미와, 
‘추상적인 사물의 기틀’이라는 확장의미를 가진다.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
물의 모양’은 사물의 매우 구체적인 모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물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形狀)이나 윤곽을 의미한다. 추상적인 사물에 쓰
이는 ‘꼴’도 그 사물의 매우 세밀한 모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사물이 꼭 
갖추어야하는 기틀을 의미한다. (5②)는 (5①)에 은유기제가 적용되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외형(外形)’을 보자.

   (6) 외형(外形)
      ① 원형의미: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a. 이 나무의 외형은 아주 특이하다.
      ② 확장의미: 추상적인 사물의 형세.
        b. 일제의 무단통치가 외형적으로 문화통치로 전환되었다.

  ‘외형’은 ‘구체적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구체적인 의미와 ‘추
상적인 사물의 형세’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 확장은 추상적인 
사물의 형세가 마치 구체적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같다는 은유를 통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양(模樣)새’, ‘짜임새’, ‘꾸밈새’ 등에도 구체적인 모양에서 추상적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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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7) 모양(模樣)새
      ① 원형의미: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나 됨됨이. 
        a. 물확의 모양새는 원형, 다각형, 특수형으로 나뉜다.
        b. 차미언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가 머리 묶은 모양새를 살펴보았다.
      ② 확장의미: 추상적인 사물이 드러난 모양. 
        c. 독자신당의 모양새를 갖추고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8) 짜임새
      ① 원형의미: 어떤 물건의 짜인 모양새. 
          a. 스웨터는 짜임새가 거칠다.
      ② 확장의미1: 글, 이론 따위의 내용이 앞뒤의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
          b. 짜임새 있는 글.
         확장의미2: 어떤 일이나 조직 체계 있게 잘 짜여 있는 모양. 
          c. 짜임새 있는 공격
    (9) 꾸밈새 
       ① 원형의미: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꾸민 모양새. 
          a. 책은 그 내용에 걸맞게 그 꾸밈새가 매우 찬란한 것이었다.
       ② 확장의미: 어떤 사실을 꾸민 모양새.
          b. 꾸밈새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이자는 것이 나의 방송관이었다. 
   
  (7~9)는 각각 ‘모양새’, ‘짜임새’, ‘꾸밈새’의 원형의미와 추상적인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확장의미에 대한 정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양새’의 원형
의미는 (7a, b)와 같이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모양의 상태
나 됨됨이이다. 이는 눈으로 바로 지각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7c)의 
‘독자신당’의 ‘모양새’는 눈으로 지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사물
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다. ‘짜임새’는 (8①)처럼 ‘어떤 물건의 짜인 모양
새’라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이 ‘짜임새’는 (8②)의 ‘글, 이
론 따위의 내용이 앞뒤의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와 ‘어떤 일이나 조
직 체계 있게 잘 짜여 있는 모양’과 같은 추상적인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모
양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꾸밈새’는 원래 (9①)과 같은 ‘구체적인 사
물이나 사람의 꾸민 모양새’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는 눈으로 바로 지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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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양이다. 거기서 (9②)와 같은 ‘어떤 사실을 꾸민 모양새’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모양새’, ‘짜임새’, ‘꾸밈새’가 이처럼 추상적인 의미를 가
지게 된 것은, ‘추상적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마치 ‘구체적인 사물이
나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나 모양’과 같다는 은유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 제2요소가 ‘용(容)’인 모양 명사에서도, 구체적인 모양에서 추상
적인 모양으로 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모습’, ‘본모
습’, ‘참모습’, ‘면모(面貌)’, ‘변모(變貌)’, ‘전모(全貌)’, ‘편모(片貌)’ 등이다. 
  먼저, ‘모습’, ‘본모습’, ‘참모습’의 의미를 보자.   

   (10) 모습
       ① 구체적인 의미: 
        ①-1. 사람의 생긴 모양.
          a. 엄마의 모습을 닮은 아이.
        ①-2. 어떤 장면과 동작의 모양.
          b. 이 사진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①-3. 자연이나 구체적인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c. 사람들은 헐벗은 산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산은 처음부터 나무가 없는 산이  

라고 생각한다.
       ② 추상적인 의미: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
          d. 이들이 일으킨 ‘스캔들’에 당시 사회와 문화의 모습이 보인다.     
   (11) 본모습
       ① 원형의미: 본디의 생긴 모양.
          a. 여신은 결국 본모습을 보이면서 한숨을 쉬고 말했지.
       ② 확장의미: 추상적인 사물의 본래 모습. 
          b. 동양의 두 학문은 자신의 본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12) 참모습
       ① 구체적인 의미: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생긴 모양. 
          a. 화장으로 가려져 있던 참모습이 드러나다. 
       ② 추상적인 의미: 추상적인 사물이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양.     
          b. 동양 철학의 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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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는 ‘모습’, ‘본모습’, ‘참모습’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모습’은 (10
①)의 ‘사람의 생긴 모양’, ‘어떤 장면과 동작의 모양’, ‘자연이나 구체적인 사
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 등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들은 모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이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가 (10②)의 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었
다. ‘본모습’은 원래 (11①)의 ‘본디의 생긴 모양’이라는 원형의미에서 (11②)
의 ‘학문의 본모습’처럼 ‘추상적인 사물이 본래의 모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참모습’도 (12)에서 정리한 것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거짓이나 꾸밈
이 없는 본래의 생긴 모양’이라는 원형의미에서 ‘철학’과 같은 ‘추상적인 사물
이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모양’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다음으로, ‘면모(面貌)’, ‘변모(變貌)’, ‘전모(全貌)’, ‘편모(片貌)’ 등의 의미
를 보자. 

    (13) 면모(面貌)
       ① 구체적인 모양: 
         ①-1. 얼굴의 모양.
          a. 걱정거리가 없어지더니 수척했던 면모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①-2. 사람의 생김새, 복장 등을 포함되는 겉모양. 
          b. 머리칼에도 가슴에도 여성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①-3. 사람의 행동이 드러난 모양.
          c. 아버지의 그런 면모는 낯설고 감동적이었다.
       ② 추상적인 의미: 추상적인 사물의 겉모양.
          d. 고전주의가 이지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면모를 띤다. 
    (14) 변모(變貌)
       ① 구체적인 의미: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달라진 모양.
          a. 그의 갑작스러운 변모는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다. 
       ② 추상적인 의미: 추사적인 사물이 달라진 모양.    
          b. 우리의 삶, 민중의 삶, 세계와 자연은 엄청난 변모와 파괴를 경험하고 있  
             다.
    (15) 전모(全貌)
       ① 구체적인의미: 구체적인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 
          a. 마당에 나가면 숲의 전모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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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추상적인의미: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 
          b. 총독부 정책의 전모를 법령의 형태로 보여줄 것이다. 
    (16) 편모(片貌)
       ① 구체적인의미: 구체적인 사물의 단편적인 모습. 
       ② 추상적인의미: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 
          조선 후기 가면극의 편모가 기록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13~16)은 ‘면모’, ‘변모’, ‘전모’, ‘편모’의 의미이다. ‘면모’는 (13)과 같이 
‘얼굴의 모양’, ‘사람의 생김새, 복장 등이 포함되는 겉모양’, ‘사람의 행동이 
드러난 모양’ 등과 같은, 사람의 매우 구체적인 모양에서 ‘추상적인 사물의 겉
모양’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해 나갔다. ‘변모’는 (14)에서 정리한 것처
럼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달라진 모습’이라는 구체적인 모양과, ‘추상적인 
사물이 달라진 모습’이라는 추상적인 모양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전모’와 
‘편모’는 각각 (15①), (16①)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의 전체적인, 혹은 단편적
인 모습이라는 원형의미를 가진다. 거기서 각각 (15②), (16②)와 같은 추상
적인 사물의 전체적인, 혹은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해 나
갔다. ‘면모’, ‘변모’, ‘전모’, ‘편모’의 의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김
새나 모양에서, 눈으로 보지 못한 추상적인 모양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
은, 은유기제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보이지 않은 추상적인 사물
의 모양을,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양과 같은 것으로 비유한 것
이다.  
  마지막으로, 제2요소가 ‘태(態)’인 모양 명사 중에서, 구체적인 모양에서 추
상적인 모양으로의 변화를 가지는 유일한 단어인 ‘추태(醜態)’를 보자.  

   (17) 추태(醜態)
       ① 구체적인 의미: 사람의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나 행동. 
         a. 밖에 나가서는 제발 추태를 부리지 마라. 
       ② 추상적인 의미: 어떤 조직이 취하는 창피한 태도나 행동. 
         b. 제주 한소 정상 회담은 소련 측에 끌려 다닌 굴욕 외교의 추태였다. 
  
  (17a)의 추태란 사람의 더럽고 지저분한 태도·행동으로서 눈으로 지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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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이다. 반면에, (17b)의 외교의 추태란 눈으로 지각하기 어려운, 어떤 
추상적인 행동이다.
  앞의 각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모양’, ‘겉모양’, ‘뒷모양’, ‘꼴’, ‘외형’, ‘모양
새’, ‘짜임새’, ‘꾸밈새’, ‘모습’, ‘본모습’, ‘참모습’, ‘면모(面貌)’, ‘변모(變貌)’, 
‘전모(全貌)’, ‘편모(片貌)’, ‘추태(醜態)’ 등의 추상적인 사물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모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은유를 통해서 생긴 것이다. 

  6.1.2. 사람의 구체적인 모양에서 ‘체면’으로
 
  모양 명사 중에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양’이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체면’으로 
확장해 나간 단어도 있다. 사람의 생김새나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구체적이지
만, 사람의 체면은 눈으로 바로 지각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가깝
다. 이런 의미 확장의 유형을 가지는 모양 명사에는 ‘모양(模樣)’, ‘모양(模樣)
새’, ‘체모(體貌)’ 등이 있다. 

   (18) 모양(模樣)
      ① 원형의미: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a. 선비의 놀라던 모양이 문득 생각난다.
      ② 확장의미: (+부정)남들 앞에서 세워야하는 위신이나 체면. 
         b. 아내가 쫓아온다면 모양만 창피해.
   (19) 모양(模樣)새
       ① 원형의미: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나 됨됨이. 
         a. 물확의 모양새는 원형, 다각형, 특수형으로 나뉜다.
       ② 확장의미: 체면.
         b. 그 사람 그처럼 모양새 없이 굴어도 괜찮은지 모르겠구먼. 
   (20) 체모(體貌)
       ① 원형의미: 신체나 얼굴의 생긴 모양새. 
         a. 그곳 사람들은 체모가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했다. 
       ② 확장의미: 남을 대하는 도리나 체면.
         b. 그들은 염치와 체모를 내던지고 백성을 착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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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은 ‘모양’, ‘모양새’와 ‘체모’의 예문이다. ‘모양’은 (18)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이라는 원형의미에서 ‘남들 앞에서 세워야하는 위신이
나 체면’과 같은 체면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모양새’는 (19)처럼 물
확의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나 됨됨이’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체면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체모’는 ‘신체나 얼굴의 생긴 모양새’라는 원형의미에서 
‘남을 대하는 도리나 체면’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사람의 구체적인 생김새나 모양’이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나의 매우 
구체적인 모습이다. 반면에, ‘체면’이란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나의 매우 추상
적인 모습이다. 이런 추상적인 모습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비유해서 생성된 의
미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6.2. 중립적인 의미에서 긍정, 부정의미로
  
  일반적으로 모양 명사들의 원형의미는 사물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모양을 나
타내기 때문에, 어떠한 긍정·부정적인 의미도 없는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은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의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서 ‘모양’, ‘모양새’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모두 생긴 모양 명사이고, ‘꼴’과 ‘구멍새’는 부정적인 의미가 생긴 모양 명사
이다.

  6.2.1. 중립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중립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모양’과 ‘모양새’를 보자. 

    (21) ‘모양’의 원형의미: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a. 선비의 놀라던 모양이 문득 생각난다.
        b. 평범한 모양의 반지를 골라 손에 끼었다.  
    (22) ‘모양새’의 원형의미: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나 됨됨이. 
        a. 물확의 모양새는 원형, 다각형, 특수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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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차미언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가 머리 묶은 모양새를 살펴보았다.

  ‘모양’은 (21)처럼 ‘선비의 놀라던 모양’이나 ‘평범한 모양의 반지’와 같은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이라는 원형의미를 가진다. ‘모양새’는 (22)처
럼 ‘물확의 모양새’나 ‘머리 묶은 모양새’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사물이나 사
람의 모양의 됨됨이’라는 원형의미를 가진다. ‘모양’과 ‘모양새’의 원형의미는 
매우 유사하다.2) ‘모양새’는 ‘모양’ 뒤에 ‘모양’, ‘상태’, ‘정도’를 나타내는 접미
사 ‘-새’가 붙어 파생된 단어인데 ‘모양의 상태’를 더 강조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외모의 부리는 멋’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 (23)과 같다. 

   (23) ‘모양’, ‘모양새’의 확장의미: 멋.
       a.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양도 내고 훌륭한 화술을 구사하기도 한다.  
       b. 현관문을 들어선 딸이 활짝 웃는 얼굴로 거울 앞에서 모양을 낸다.   
       c. 몸이 작은 사람은 모양새가 안 나도 걸칠 수는 있지만...
   
  (23a, b)는 ‘모양’의 용례이며 ‘모양을 내다’라는 표현을 통해 ‘모양’이 ‘좋은 
모양’, 즉 ‘멋’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3c)는 ‘모양새’의 
예문인데 이것도 역시 ‘나다’와 결합해서 ‘모양새가 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모양새’도 ‘좋은 모양새’를 의미하는 ‘멋’이라는 의미를 가
진 것이다. ‘모양’과 ‘모양새’가 ‘멋’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본래 중
립적이던 원형의미에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6.2.2. 중립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번에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모양’, ‘모양새’, 
‘꼴’, ‘구멍새’를 보자. ‘모양’의 부정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다. 
  
   (24) ‘모양’의 확장의미: 태도나 됨됨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는 어투로 하는 말. 
2) ‘모양’과 ‘모양새’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차이를 밝히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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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모양으로 공부를 하니 대학에 떨어지지.
       b. 그 모양으로 다니다가는 밤을 새워도 기사 될 재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모양’의 부정적인 의미는 (24)와 같이 ‘태도나 됨됨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는 어투로 하는 말’이다. 이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이라는 원형의미에 은유가 적용
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의 태도와 사람의 구체적인 생
김새나 모습은 모두 ‘겉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공동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 확장은 바로 이런 공동적인 의미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양새’의 부정적인 의미는 ‘체면이나 일이 되어가는 꼴’을 속되게 하는 것
이다. 

   (25) ‘모양새’의 확장의미: 체면이나 일이 되어가는 꼴.
       a. 그 사람 그처럼 모양새 없이 굴어도 괜찮은지 모르겠구먼. 
       b. 그렇다고 해도 이날 오전에 차관급 9명의 인사를 하고서, 오후에 이들을 추가 

경질한 것은 모양새가 사납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25)의 ‘모양새’는 모두 체면을 속되게 이르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
은 부정적인 의미는 원형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즉, 원형의미에서 ‘부정’이라
는 의미가 추가되며,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에서 추상적인 사람의 ‘체면’이나 
‘일이 되어가는 꼴’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생긴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
는 중립적 원형의미인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나 됨됨이’에 은유의 기제가 
적용되어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체면이나 일이 되어가는 꼴’을 마
치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모양으로 비유한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로 확장된 단어에는 ‘꼴’도 포함된다. ‘꼴’의 원형의미와 부정
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다. 

   (26) ‘꼴’
      ① 원형의미: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 
         a. 동물의 꼴을 닮은 카메라.
         b. 가게가 서서히 꼴을 갖추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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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확장의미:
         ②-1. (+부정)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
         c. 얼굴 꼴이 이게 뭐냐? 
         d. 아줌마의 고함에 순하게 생긴 젊은 사무직원이 쩔쩔매는 꼴이 우스웠다.  
        ②-2. (+부정)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거나 비웃는 말.
         e. 사회 꼴이 이 모양인데, 문학운동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f.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꼴을 보니 이런 저서가 나올 것 같지 않다.
      
  ‘꼴’의 원형의미는 (26①)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이
다. (26a)의 ‘꼴’은 ‘형상’이며 (26b)의 ‘꼴’은 가게가 갖추는 ‘모습’이다. ‘꼴’
은 (26②)와 같이 두 가지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26②-1)
처럼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을 낮추거나 비웃는 말’이다. (26c, d)의 ‘꼴’은 각
각 ‘얼굴의 모양새’와 ‘사무직원이 쩔쩔매는 모양’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나
타내고 있다. (26②-1)의 부정적인 의미는 원형의미에서 ‘부정’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형성된 것이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26②-2)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낮추거나 비웃는 말’이다. (26e, f)는 각각 ‘사회’, ‘교육’의 형편을 강
하게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6②-2)의 의미는 (26②-1)에서 사
용하는 영역이 ‘사람’에서 ‘추상적인’ 사물로 확장되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멍새’의 의미를 보자. 

   (27) 구멍새
       ① 원형의미: 구멍의 생김새.
         a. 호주머니의 구멍새로 보아 좋은 옷은 아닌 듯하다. 
       ② 확장의미: (+부정)얼굴 생김새를 낮잡아 이르는 말.
         b. 남자는 기름한 얼굴에 구멍새들이 큼직큼직한 데 비하여 코가 좀 작았다. 

  ‘구멍새’는 ‘구멍의 생김새’라는 중립적인 의미와, ‘얼굴 생김새를 낮잡아 이
르는 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로 있다. 3.5.1.2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구멍새’의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얼굴의 구성요소인 눈, 코, 입 등을 모두 구
멍으로 비유해서 생긴 것이다. 



- 200 -

  6.3.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미지적인 의미로
  
  모양 명사 중의 일부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미지적인 의미로 추상화된다. 
이런 단어는 대부분 ‘X모습’, ‘X모(貌)’이다.     
  우선, ‘모습’을 보자. ‘모습’의 원형의미, 그리고 이미지적인 의미와 관련된 
의미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28) 모습
       ① 구체적인 의미: 
         ①-1. 사람의 생긴 모양.
          a. 엄마의 모습을 닮은 아이. 
         ①-2. 어떤 장면과 동작의 모양.
           b. 이 사진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②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 
        ②-1. 마음의 자세.
          c. 각 팀은 한국 팀의 달라진 모습에 모두 혀를 내두르고 있다.

    d. 나는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②-2. 사람의 행동, 외모, 정신상태 등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
          e. 10대들이 원하는 엄마의 모습. 
          f. 그가 우리에게 고독한 킬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28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습’에는 사람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미로
서 ‘사람의 생긴 모양’과 ‘어떤 장면과 동작의 모양’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
다. (28a, b)의 ‘모습’은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난다. (28c, d)의 ‘모습’은 
‘마음의 자세’이다. 이 의미는 ‘모습’의 구체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영역이, 
사람의 생김새나 모양에서 ‘사람의 정신’으로 확장해서 생긴 의미이다. ‘모습’
의 이미지적인 의미는 (28②-2)의 ‘사람의 행동, 외모, 정신상태 등을 아우르
는 속성이나 이미지’이다. (26e, f)의 ‘엄마의 모습’, ‘킬러의 모습’에는 엄마와 
킬러의 생긴 모습, 행동, 심지어 정신 상태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쓰인 
‘모습’은 사람의 반복된 행동, 외모, 정신상태 등에 의해 형성된, 그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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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체적인 이미지이다. 이 의미는 사람의 외모, 행동 정신상태 등을 의미하
는 (28①-1, ①-2, ②-1) 등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X모습’을 보자. 여기에 속한 단어로는 ‘본모습’, ‘겉모습’, ‘뒷모
습’, ‘앞모습’, ‘본모습’, ‘참모습’ 등을 들 수 있다. 

   (29) 겉모습
       ① 원형의미: 사람이나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
         a. 사람도 속은 비고 겉모습만이 화려한 사람이 있다.
         b. 바짓단(裤脚)의 겉면 말아 박기를 한 바짓단의 겉모습.
       ② 확장의미: 사람이나 사물의 이미지. 
         a. 작가로서의 나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나와 작가가 아닌 내가 내  

  전체 속에서 화해롭지 못한다. 
         b. 밖으로 알려진 것은 우리 공동체 학교의 겉모습뿐입니다. 우리 공동체 학교  

  가 예능에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길러냈다고 알려진 뒤에 많은 분들이 견  
  학을 옵니다만 그분들이 끝내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30) 뒷모습
      ① 원형의미: 뒤에서 본 모습. 
        a. 형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봤다.
      ② 확장의미: 사람의 알리지 않은 모습(이미지). 
        b. 예술가의 뒷모습.
   (31) 앞모습 
      ① 원형의미: 앞에서 본 모습. 
        a. 이 얼굴은 옆모습 앞모습이 모두 나타나 있지.
      ② 확장의미: 사람의 보이는 모습(이미지).
         b. 사람의 앞모습은 화장술이나 어떤 권모술수를 통해서 속일 수 있다. 
   (32) 본모습
      ① 원형의미: 본디의 생긴 모양.
        a. 여신은 결국 본모습을 보이면서 한숨을 쉬고 말했지.
      ② 확장의미: 사람의 본래의 이미지. 
        b. 그를 인간의 본모습으로 복원시켜야 할 사명이 작가에게 있는 것이다.
   (33) 참모습
      ① 원형의미: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생긴 모양. 
        a. 화장으로 가려져 있던 참모습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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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확장의미: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외모, 행동 등으로 형성된 이미지.  
        b. 그의 술회 속에서 한 위대한 지도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29~33)은 ‘겉모습, 앞모습, 뒷모습, 본모습, 참모습’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
다. 이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겉모습’, ‘앞모습’, ‘뒷모습’, ‘본모습’, ‘참
모습’은 각각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뒤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
습’, ‘본디의 생긴 모양’,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생긴 모양’ 등의 매우 
구체적인 원형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 ‘겉모습’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미
지’, ‘뒷모습’은 ‘사람의 알리지 않은 모습(이미지)’, ‘앞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 ‘본모습’은 ‘사람의 본래의 이미지’, ‘참모습’은 ‘거
짓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의 외모, 행동 등으로 형성된 이미지’ 등의 이미지적
인 의미로 확장해 나갔다. 이 단어들이 이런 이미지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
는 단어의 제2 구성요소인 ‘모습’ 때문이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많은 
단어들이 모두 이미지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모(貌)’의 이미지
적인 의미는 매우 관습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면모(面貌)’의 구체적인 의미, 이미지적인 의미와 연관된 의미를 보
자. 

   (34) 면모(面貌)
       ① 원형의미: 사람의 얼굴 모양.
          a. 걱정거리가 없어지더니 수척했던 면모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② 이미지적인 의미와 연관된 의미:
         ②-1. 사람의 생김새, 복장 등을 포함되는 겉모양. 
          b. 머리칼에도 가슴에도 여성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②-2. 사람의 행동이 드러난 모양.
          c. 아버지의 그런 면모는 낯설고 감동적이었다.
         ②-3. 마음의 자세. 
          d. 새로운 면모로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가 사원들 간에 공유됐다. 
         ②-4. 사람의 반복된 행동, 정신상태 등이 형성되는 속성이나 이미지. 
          e. 최근 밝혀진 해외 독립운동사는 그동안 양심적인 기업가로만 알려졌      

  던 유일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f. 여기서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참된 역사학자의 면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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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삼 발견하게 된다.       

  ‘면모’는 ‘사람의 얼굴 모양’이라는 원형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매우 구체
적인 의미이다. (34a)의 ‘면모’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의미한다. (34②-1, 2, 
3)은 모두 이미지적인 의미와 연관된 의미이다. 먼저, (34②-1)을 보자. ‘사
람의 생김새, 복장 등이 포함되는 겉모양’이라는 의미는, 환유의 기제에 의해
서 ‘얼굴의 모양’에서 생성된 것이다. (34②-2)는 ‘사람의 행동이 드러난 모
양’이다. (34c)는 아버지의 어떤 행동을 ‘면모’로 표현하고 있다. (34②-3)은 
‘마음의 자세’이다. (33d)의 ‘새로운 면모’는 ‘새로운 자세’를 의미한다. 
  ‘면모’의 이미지적인 의미는 (34②-4)이다. ‘면모’의 이미지적인 의미는 사
람의 외모, 행동, 정신 상태 등을 의미하는 (34②-1, 2, 3)이 반복해서 형성된 
의미이다. (34e)의 ‘유일한의 새로운 면모’는 예전의 기업가의 이미지와 대응
되는 새로운 이미지이다. (34f)의 ‘역사학자의 면모’도 역사학자로서의 여러 
행동, 정신 상태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역사학자의 이미지이다.
  제2요소가 ‘모(貌)’인 ‘X모(貌)’ 중에서, 이미지적인 의미로 확장해 나간 단
어는 ‘면모’ 외에도 ‘변모(變貌)’, ‘전모(全貌)’ ‘편모(片貌)’ 등이 있다. 

   (35) 변모(變貌)
       ① 원형의미: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달라진 모양.
         a. 그의 갑작스러운 변모는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다. 
       ② 이미지적인 의미: 사람이 달라진 이미지.
         b. 그의 화가로서의 성장과 변모가 일대기로 엮어져 있었다.
   (36) 전모(全貌)
       ① 원형의미: 구체적인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 
         a. 벌떡 일어나 마당에 나가면 숲의 전모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② 이미지적인 의미: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자세를 포함되는 전체적인 이미지. 
         b. 나는 기인의 생활을 속속들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전모를 알지 못

한다.
   (37) 편모(片貌)
       ① 구체적인의미: 구체적인 사물의 단편적인 모습.          
       ② 이미지적인 의미: 사람의 행동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의 일부분. 
          천방지축 떠돌아다녔던 한 이성의 편모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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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모’, ‘전모’와 ‘편모’의 원형의미는 각각 (35①), (36①), (37①)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달라진 모양’, ‘구체적인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사물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35a)의 ‘갑작스러운 변모’는 ‘갑자기 
달라진 모양’을 의미하며 (36a)의 ‘숲의 전모’는 ‘숲 전체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 세 개의 모양 명사는 각각 (35②), (36②), (37②)처럼, ‘사람이 달라진 
이미지’,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자세를 포함되는 전체적인 이미지’, ‘사람의 
행동을 아우르는 속성이나 이미지의 일부분’과 같은 이미지적인 의미를 가진
다. (35b)의 ‘화가로서의 변모’는 그 사람의 변화된 모든 행동이나 정신 상태
를 아우르는 이미지이다. (36b)의 ‘그의 전모’는 ‘그의 모든 행동을 아우르는 
이미지’이다. (37b)의 ‘편모’는 그 이성의 여러 행동을 아우르는 이미지이다. 

  6.4. 어휘의미에서 문법의미로   
 
  모양 명사 중에는 어휘적인 의미가 약화되면서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들도 있다. ‘모양’과 ‘꼴’이 그것이다.  
   먼저, ‘모양’을 보자. 

    (38) ‘모양’의 원형의미: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생김새나 모습.
         a. 톱은 톱니의 모양과 방향에 따라 세로톱과 가로톱으로 나뉜다.
        b. 전일 계란을 들고 귀여워하던 선비의 모양이 휙 떠오른다. 
        c. 수 천만 년 전에 무서운 공룡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는 모양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모양’의 원형의미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생김새나 모
습’이다. (38a~c)의 ‘모양’은 각각 ‘톱’, ‘선비’, ‘공룡들이 싸우는’ 모양을 의미
한다. 원형의미로 쓰인 ‘모양’은 자립적으로 쓰이는 명사이다. 그러나 
(39~42)에서의 ‘모양’은 그 자립성이 몹시 약화되어 있다.
        
   (39) 의존 명사, (명사 뒤에 쓰여)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
        a. 말굽모양의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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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냥개 모양(으로) 코로 쿡, 쿡, 내를 한다.
   (40) 어떤 것과 같은 방식이나 방법. 
        a. 어린애를 위협하는 모양(으로) 눈을 흘긴다.

  b. 염 의원이 꽁지에 불이 붙은 모양으로 황급하게 달려와서...
   (41) 부사격 조사, ‘처럼’.
        a. 고향이란... 유재용의 달빛과 폐허(1987)에서 모양, 그것은 생물 서식지여  
           서 생물학이나 역사 학도들의 연구 대상이... 
        b. 추상적 이상주의가 돈키호테의 여러 변종에서 모양 떠돌이 소설이나 오락물  
           로 전락되듯 환멸적 낭만주의에서도 그 변종들은 서정적 관조적인 것 또는  
           순간적 기분들로 전락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의존 명사, ‘~하는 것 같다’의 의미로 추측이나 짐작을 나타냄. 
         a. 어두운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

   b. 안방을 살펴보니 잠든 모양인지 잠잠했다. 

  (39)를 보면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모양’에는, 그 앞에 명사
가 필수적으로 와야 한다. (40)의 ‘어떤 것과 같은 방식이나 방법’이라는 의미
로 쓰이는 ‘모양’도 동사활용형이 필수적으로 온다. 반면, (39b), (40a, b)의 
‘으로’는 수의적이다. (41)의 조사 ‘에서’ 뒤에 쓰인 ‘모양’은 ‘처럼’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격 조사’이다. (42)의 ‘모양’은 의존 명사이고 ‘~하는 것 같다’의 
의미로 추측이나 짐작을 나타낸다. (39), (40)은 비록 의존 명사이지만 ‘모양’
의 어휘의미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41), (42)는 이런 어휘의미가 많
이 약화되고 문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41), (42)와 같은 문법적인 의미는 어떻게 생겼을까? 앞의 3.1.1에서 언급
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9a, b)에 있는 ‘모양’은 ‘말굽의 모양’, 
‘사냥개 모양’의 ‘모양’은 ‘말굽’과 ‘사냥개’의 생김새가 아니라 ‘말굽’과 ‘사냥
개’와 같은 모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화자의 두 사물이나 동작의 
유사성에 대한 주관적인 추측이 들어있다. (40a, b)에 있는 ‘어린애를 위협하
는 모양’, ‘꽁지에 불이 붙은 모양’의 ‘모양’은, 역시 어떤 것과 유사한 방법이
나 방식이라는 의미로서, 화자의 유사성에 대한 추측이 들어있다. (41)의 의
미는, ‘모양’에서 ‘추측’의 의미가 훨씬 약화된 대신 ‘유사성’이라는 의미가 강
해지면서 생긴 의미이다. 이럴 때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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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김새나 모습’이라는 의미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42)의 의미는, ‘모양’에서 
‘유사성’의 의미가 약화되며 ‘추측’이라는 의미가 강해지면서 생긴 의미이다. 
이때는 약한 ‘상황’의 유사성이라는 의미가 남아있다.   
  다음으로, ‘꼴’의 의미를 보자. 

   (43) ‘꼴’
       ① 원형의미: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 
         a. 동물의 꼴을 닮은 카메라.
         b. 가게가 서서히 꼴을 갖추어 간다.  
       ② 사전에 ‘형식’의 뜻으로 사용되는 메타언어.
         a. 불구(부구)「명사」 (주로 ‘불구에’ 꼴로 쓰여) 오래지 아니함. (표준)
          b. 네 「대명사」주격 조사 ‘가’ 앞에 쓰이는 ‘너’의 특수한 꼴. (연세)

  ‘꼴’은 (43)처럼 사전에 사용되는 메타언어이며 ‘형식’이라는 뜻이다. (41a, 
b)의 ‘꼴’에는 ‘꼴’의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이라는 어휘의미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43a)의 ‘꼴’은 동물 형상(形狀)으로서의 윤곽을 의미한
다. 이 ‘꼴’은 동물이 동물답게 되는 데에 꼭 갖추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43b)의 ‘가게가 꼴을 갖추다’의 ‘꼴’도 가게다워지는 데에 꼭 필요
한 외형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꼭 필요한 외형적인 요소가 점
차 형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이것이 사전에 쓰이는 메타용어가 되었
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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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7.1. 요약
  제1장은 서론이다. 1.1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을 “원형이론의 방법을 이용
해서 현대 한국어 모양 명사 각 단어의 어휘의미를 밝히며, 모양 명사들의 의
미가 확장되는 방향을 규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1.2에서는 연구 대상을 
규명했다. 그중 1.2.1에서는 모양 명사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인간이 시각
으로 지각하는 그들의 생김새, 형상(形狀), 자세(姿勢)나 태도(態度) 등을 의
미하는 명사이다.”라고 정의했다. 1.2.2와 1.2.3에서는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모양 명사들을 분류했다. 1.3에서는 모양 명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정리하
고 1.4에서는 본고의 구성을 소개했다. 
  제2장은 기본적 논의로서 본고에 쓰인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을 다루었
다. 2.1에서는 원형이론을 소개했다. 2.1.1에서는 고전범주이론과 원형이론의 
차이를 정리했다. 원형이론은 ‘범주가 모두 동일한 필요충분 자질을 가지는 구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으며 범주에 속하는 모
든 구성원의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본고의 연
구 대상인 모양 명사는 이런 원형범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2.1.2에서는 다
의어의 판단기준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립적이다’, ‘사용 빈도가 높다’, ‘합성 
상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문법상의 제약이 없거나 적다’, ‘인지적 두
드러짐이 높다’, ‘파생접미사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등으로 설정했다. 2.2에서
는 의미 확장의 기제인 은유와 환유이론을 소개했다. 인지의미론에서는 은유
와 환유를 전통적인 수사학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본다. 
이들은 다의어의 의미 확장을 설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은유는 주로 유
사성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며, 환유는 주로 근접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2.3
에서는 다의어의 복수의미들 간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도식망 모형을 소개
했다.     



- 208 -

  제3~5장에서는 각 모양 명사의 의미를 세밀하게 고찰했다. 제3~5장은 제2
요소의 원형의미에 근거해서 나누어진 것이다. 
  제3장은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형(形)’인 모양 명사에 대하여 다루었다. 
‘형(形)’은 사물의 ‘형상(形狀)’, ‘윤곽(輪廓)’을 뜻하며 모양 명사의 가장 기본
적이며 전형적인 의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제2요소에는 ‘모양(模樣)’, 
‘꼴’, ‘형(形)’, ‘상(狀)’, ‘-새’가 있다. ‘(X)모양’형 모양 명사에는 ‘모양’, ‘겉모
양’, ‘뒷모양’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구체적
인 사물이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 ‘사람이나 사물이 뒤로 드러난 모양’
이라는 원형의미를 가진다. 이 세 단어는 모두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에서 ‘추
상적인 사물의 모양’으로 확장해 나갔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모양’은 구체적이
며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원형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심지
어는 문법적인 의미로까지 의미를 확장해 나갔다. ‘(X)꼴’형 모양 명사에는 
‘꼴’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눈꼴’류와, ‘꼴’이 중립적인 의미로 쓰인 ‘세모꼴’
류라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에는 ‘눈꼴, 개꼴, 거지꼴’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세모꼴’, ‘네모꼴’, ‘마름모꼴’이 포한된다. ‘꼴’의 원형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인데, 바로 여기에서 ‘사람의 모양새나 행색’과 ‘어떤 형
편이나 처지’를 낮추거나 비웃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X형(形)’형 모양 명사는 
크게 ‘X의 모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외형(外形), 지형(地形), 산형(山形)’이 
포함되는 ‘외형(外形)’류와, ‘X와 같은 모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삼각형(三角
形)’, ‘사각형(四角形)’, ‘방형(方形)’, ‘구형(球形)’이 포함되는 ‘삼각형’류로 분
류된다. 이 중에서 ‘외형(外形)’이 구체적인 사물의 겉모양이라는 의미에서 ‘추
상적인 사물의 형세’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머지 단어는 모두 매우 구
체적인 원형의미로만 쓰인다. ‘X상(狀)’인 단어에는 ‘X한 모양이나 상태’를 나
타내는 ‘궁상(窮狀), 참상(慘狀), 험상(險狀)’ 등과, ‘X의 모양이나 상태’를 나
타내는 ‘증상(症狀), 현상(現狀)’ 등과, ‘X와 같이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
내는 ‘파상(波狀), 액상(液狀)’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것들을 각각 ‘궁상(窮
狀)’류, ‘증상(症狀)’류, ‘파상(波狀)’류라고 지칭했다. ‘궁상(窮狀)’류인 단어와 
‘파상(波狀)’은 모두 어떤 구체적인 모양에서 추상적인 상황으로 의미를 확장
해 나갔다. 본고에서 다룬 ‘X새’인 모양 명사에는 ‘모양새’, ‘구멍새’, ‘생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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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임새’, ‘차림새’, ‘꾸밈새’, ‘본새’, ‘앉음새’, ‘걸음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모양새’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됨됨이’이라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추상적인 사물의 모양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됐다. 
‘구멍새’는 구멍의 생긴 모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얼굴 모
양을 낮추는 의미로 확장해 나갔다. ‘짜임새’와 ‘꾸밈새’는 모두 구체적인 의미
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해 나갔다. 
  제4장은 모양 명사의 의미 중에서,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용(容)’인 것들을 
다루었다. ‘용(容)’이란 ‘얼굴 생김새’, ‘용모(容貌)’를 뜻한다. 이런 의미를 원
형의미로 가지는 제2요소에는 ‘모습’, ‘상(相)’, ‘모(貌)’, ‘용(容)’ 등이 존재한
다. ‘(X)모습’형인 모양 명사에는 ‘겉모습,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입모습, 본
모습, 참모습’이 있다. ‘(X)모습’형 모양 명사의 원형의미는 모두 사람이나 사
물이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양이다. ‘옆모습, 입모습’을 제외한 나머지 단
어는, 모두 여러 구체적인 모습을 아우르는 이미지라는 의미를 파생시켰다. ‘X
상(相)’형 모양 명사에는 ‘상(相)’이 매우 구체적인 ‘(얼굴)의 생김새’의 의미
로 쓰인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인상(人相), 험상(險相), 두상(頭相), 관상(觀
相), 울상(相), 밉상(相), 귀상(貴相)’ 등이 포함된다. ‘상(相)’이 추상적인 사
물에 쓰여 어떤 상황이나 양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다. 여기에
는 ‘사회상(社會相), 생활상(生活相), 발전상(發展相), 타락상(墮落相) 혼란상
(混亂相), 진상(眞相), 실상(實相)’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의미 변화가 거의 
없다. ‘X모(貌)’형 모양 명사는 의미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모
(貌)’가 ‘얼굴의 생김새’, ‘사람의 생김새’의 의미로 쓰이는 ‘면모(面貌)’류이고, 
둘째, ‘모(貌)’가 추상적인 사물에 쓰여 ‘어떤 모습이나 내용’의 의미를 가지는 
‘전모(全貌)’류이다. 전자에는 ‘면모(面貌), 외모(外貌), 용모(容貌), 체모(體
貌), 미모(美貌), 변모(變貌)’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전모(全貌), 편모(片
貌)’ 등이 포함된다. ‘X모(貌)’형 모양 명사는 모두 사람의 생김새와 연관되는 
매우 구체적인 원형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면모, 변모, 전모, 편모’ 
등은 사람이나 사물의 여러 모습을 아우르는 이미지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
다. ‘X용(容)’형 모양 명사에는 ‘위용(威容)’과 ‘진용(陣容)’이 있다. ‘위용(威
容)’은 ‘사람의 위엄찬 모양’이라는 의미에서 ‘사물의 매우 크고 위엄 있는 모
습’이라는 의미로 확장해 나갔다. ‘진용(陣容)’은 군사적인 용어가 일반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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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것으로서, 주로 ‘한 단체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짜임새’라는 
의미로 쓰인다. 
  제5장은 제2요소의 원형의미가 ‘태(態)’인 모양 명사들을 다루었다. ‘태(態)’
는 자태(姿態)나 태도(態度)를 의미하며 이를 나타내는 제2요소에는 ‘맵시’, 
‘-매’, ‘매무새’, ‘티’, ‘태(態)’, ‘-가짐’, ‘품’이 있다. 5장에서 언급된 모양 명
사들은 의미 확장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주로 모양 명사의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하여 고찰했다. 모양 명
사의 의미 확장은 크게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많은 모양 명사
가 이 양상을 보였음), ‘중립적인 의미에서 긍정, 부정적인 의미로’(‘모양’, ‘모
양새’, ‘꼴’, ‘구멍새’),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미지적인 의미로’[‘(X)모습’, ‘X모
(貌)’], ‘어휘의미에서 문법의미로’(‘모양’, ‘꼴’)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필 
수 있었다.

 7.2. 연구 의의
  첫째, 본고에서 원형이론을 이용해서 ‘모양 명사’라는 범주에 속한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정밀하게 고찰하여, 다의어의 복수 의미들의 의미 관계를 설명
했다. 이는 모양 명사에 관한 향후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모양과 관련된 한국어 속담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바탕이 된다는 점도 본고의 의의가 될 것이다.  
  둘째, 본고는 말뭉치의 자료에 근거해서 각 모양 명사의 사전의미를 철저
히 검토하여, ‘모양’, ‘모습’, ‘꼴’, ‘궁상(窮狀)’, ‘면모(面貌)’ 등의 개별 모양 
명사의 의미를 수정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사전의미를 수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본고에서는 ‘모양 명사’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의 의미 확장 방향을 규
명했다. 이는 한국 화자들이 모양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연구
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언어 유형론
적인 연구에도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211 -

  7.3. 남은 문제
  본고는 주로 각 모양 명사의 의미 및 의미의 확장 방향을 고찰하는 데에 집
중했으나, 모양 명사 중의 유의관계에 있는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를 비교하지
는 못했다. 또한 ‘모양 명사’ 범주 주변의 인근 범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것에 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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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国语性状名词的词汇语义学研究

谢 华

人类能过通过视觉感知到存在于一定空间的人或物的光线、性状、大小，以及位

置。韩语中表示性状的词，不仅包括如 ‘크다’、‘작다’、‘두껍다’、‘얇다’类的形容

词以及如 ‘반짝’、‘벌떡’、‘아장아장’、‘깡충깡충’之类的副词，还包括如‘달걀모

양’、‘선모양’、‘세모꼴’、‘네모꼴’、‘배꼴’、‘외형’、‘모습’、‘외모’、‘생김새’、‘몸

매’、‘맵시’、‘티’、‘태’之类的名词。这些名词主要主要表示人或物的形状，长相

（或样子），姿势及态度。本论文把这类人们能够用视觉感知到的表示人或物的形

状、样子、姿势及态度的名词称为性状名词。

韩国语之中形状名词的数量较多，而且其中的基础词汇也不少。然而，对于性状

名词的研究，主要局限于形态学方面，语义学方面的研究几乎没有进行。因此，本

文将使用认知语义学的方法，对各性状名词的语义进行分析，进而对性状名词整体

的词义变化方向做出阐述。

本论文的第一章主要包括研究目的、性状名词的定义、研究范围、性状名词的分

类， 以及先行研究整理等。 

第二章中主要整理了与词义扩展有关的认知语言学的相关理论。包括原形理论、

隐喻理论、换喻理论，及图示网模型。 

第3~5章则整理了各性状名词的语义。将性状名词分为三章来分析，主要是因为

构成性状名词的第二要素的原形语义可以分为‘形’、‘容’、‘态’这三类。第三章系统

分析了第一类词，即第二要素的原形语义为‘形’―形状，样子―的性状名词，主要

包括‘(X)모양(模樣)’、‘(X)꼴’、‘X형(形)’、‘X상(狀)’以及‘X새’。第四章则分析了第

二类词，即第二要素的原形语义为‘용(容)’―面部长相―的性状名词，其中包括‘(X)

모습’、‘(X)상(相)’、‘X모(貌)’及‘X용(容)’。第五章则研究了第三类词，即第二要素

的原形语义为 ‘태(態)’―‘姿態’，‘態度’―的性状名词。这类名词包括 ‘(X)맵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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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X)매무새’、‘(X)티’、‘(X)태(態)’、‘X가짐’及‘X품’。

本论文在第六章里研究了性状名词的语义变化类型，主要包括由具体变为抽象，

由中性变为褒义或贬义，心像化，以及语法化等四类。

第七章为结论部分，主要对全文进行了摘要，并阐述了研究意义以及今后的研究

方向。

本论文不仅对韩语性状名词的各词语进行了细致的分析，还对整个形状名词的词

义变化趋势做出了阐述，可谓是对性状名词进行了较为体系的词汇语义学研究。本

论文还指出了个别词语的词典意义的问题，对于未来改正词语意义表述有一定的帮

助。作为对性状名词进行的基础研究，本论文还对未来进行韩国人对于人与物的性

状的认知过程的探讨，以及对于性状名词的教学都有一定的价值。

关键词：性状名词，形状，样子，姿势，态度，原形理论，原形语义，语义变化，

具体，抽象，中立，褒义，贬义，心像化，语法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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