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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강수(降水)> 명칭의 분절구조에 대한 연구

예 육 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에 있어서 <기후> 명칭에 해당하는 하위 부류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어휘의 분절구조에 의하
여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발견하고 <강수> 명칭에 속하는 단어들의
정신세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언어는 <언어의 구조+해당 민족의 언어에 대
한 그 민족의 특수적인 이해>라는 특성을 지닌 것이라 한다. 독일의 언어
철학자 훔볼트(W. von

Humboldt)가 제안한 동적언어관의 개념을 통해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연구한다.
본고의 연구에서 제시된 단어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단어
들이다. ‘액체 강수’의 ‘비’, ‘언 강수’의 ‘눈’, 또는 ‘어는 강수’에 속하는 ‘어
는 비’와 ‘비와 섞인 눈’에 관한 단어들은 총 324개 나왔다. 그 중에 고유어
가 103개, 한자어가 194개, 혼종어가 27개이다. 그리고 <강수> 명칭의 분
절구조를 통하여 파악한 단어의 현재 사용 상황에 대해 연어관계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2장에서는 <강수> 명칭의 원어휘소를 설정하고 기본 구조를 논의한다.
<강수> 명칭의 원어휘소는 [액체 강수], [언 강수], [어는 강수]로 설정한
다. <강수> 명칭의 기본 구조는 <액체 강수(비)>, <고체 강수(눈)>,
<액체와 고체가 섞인 강수(어는 비, 비와 섞인 눈)>로 분절이 된다.
3장 <액체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강수의 상태>, <강수의 시
기>, <강수에 대한 인식>으로 하위 분절을 하였다. <상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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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강도>의 아래에는 <강한 강수>, <약한 강수>, <기타의 강수>로
분절이 된다. <강한 강수>에서는 <기세-강>, <기세-강+갑자기>, <시
세-강+오다가 그친 비>, <기세-강+동반>, <기세-강+빗줄기의 형태굵다>, <기세-강+많은 양>, <기세-강+오랫동안>으로 분절이 되어,
<기세-강+오랫동안>에서는 다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 <장
마>로 하위분절되었다. <약한 강수>에서는 <조금>, <빗줄기의 형태-가
늘다>, <안개처럼>, <바람 동반>, <조용하고 성기다>로 분절이 된다.
<기타의 강수>에서는 <지역>. <성분>, <동반>으로 분절이 된다. <시
기>에 따르면 <계절>과 <기타>로 분절이 되고, <계절>에서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절이 된다. <인식>에 따르면 <좋
은 비>, <나쁜 비>, <비유(비가 아님)>로 하위분절이 되고, <좋은 비>
에서는 다시 <농사철>이 분절이 된다.
4장 <언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강수의 상태>. <강수의 시
기>, <강수에 대한 인식>으로 하위분절하였다. <상태>에 따르면 <강수
강도>, <적설>, <지역>으로 분절이 되고, <강수강도>에서는 다시 <강한
강수>, <약한 강수>로 분절할 수 있다. <강한 강수>에서는 다시 <형태굵다>, <많이 내림>, <동반>으로 분절이 되고, <약한 강수>에서는 <형
태-가늘다>, <안개처럼>, <가늘고 성기다>로 분절이 된다. <적설>에서
는 <많음>, <오랫동안 녹지 않음>, <기타(보존상태)>로 분절이 된다.
<시기>에 따르면 다시 <계절>, <밤사이>, <기타>로 분절이 된다. <인
식>에 따르면 <비유(눈)>, <비유(눈이 아님)>로 분절이 된다.
5장 <어는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어는 비>와 <비와 섞인
눈>으로 하위 분절이 된다.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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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에 있어서 <기후> 명칭에 해당하는 하위 부류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어휘의 분절구조에 의하
여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발견하고 개개의 어휘의 정신세계를 해명하
는 것이다.
독일의 언어철학자 훔볼트(W. von

Humboldt)의 동적언어관에 따르면

언어는 ‘작품(Ergon)’이 아닌 ‘활동(Energeia)’이고, 그 민족 특유의 정신세
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해당하는 민족의 언
어, 즉 모국어이다. 훔볼트는 한 단어를 연구할 때, 언어의 정적(靜的)인 형
성물의 고찰만 중요시하는 것보다 언어의 동적(動的)인 형성활동을 더 중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필자는 이러한 훔볼트의 견해에 따라서 언어에 대한 이해는 그 언어의 구
조와 해당 민족의 언어에 반영된 사상에 대한 것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
를 진행할 것이다. 즉, 언어는 표면적인 형태(언어의 구조)와 내적인 의미
(해당한 민족의 언어에 대한 그 민족의 특수적인 이해)로 동시에 존재하지
만 언어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려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핵심적인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 정신세계를 해명하는 방법은 바로 단어 각각의 특성을 찾
고 귀납적인 방법에 따라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구조를 어휘의 분절구조라 한다.
1) 배성훈(2006:15~16) 참조. “여기서 동적인 활동이란 정신에 의한 언어의 형성과 언어에 의한 정신
의 형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적인 활동이란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언어(모국
어)는 한편으로는 민족에 의한 정신활동의 소산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정신을 형성하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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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볼트가 철학적인 동적언어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이후, 트리어(J.
Trier)는 이 개념을 계승하고 밭(Feld) 이론의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일반언어학적으로 실현시킨 학자는 바이스게르버(L.
Weisgerber)이다. 바이스게르버는 일반언어학의 시야로 동적언어관을 관찰
하고 ‘작품(Ergon)’과 ‘활동(Energeia)’을 평형 관계로 해석하여 언어 연구
의 4단계를 제안하였다.2)
바이스게르버가 제안한 언어 연구의 4단계는 아래와 같다.3)

문법적인 방법:
(1) 형태 중심의 고찰 방법
(2) 내용 중심의 고찰 방법

언어학적인 방법:
(3) 직능 중심의 고찰 방법
(4) 작용 중심의 고찰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 방법 중 두 번째의 ‘내용 중심의 고찰 방법’을 이용
한다. 즉, 어휘의 분절구조이론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인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발견하고 각 명칭의 정신세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배성훈(2006)에서 제안된 어휘 분절구조의 발견 과정을 이용
하여 다음의 다섯 단계를 따른다.
2) 허발(1979:85) 참조. “언어의 성격이나 작용, 즉 언어의 본질을 문제삼으려고 해서 언어라는 대상
에 네 가지 측면-형태, 내용, 기능, 작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 따라서 네 가지의 고
찰 방법-형태적 고찰, 내용적 고찰, 기능적 고찰, 작용적 고찰-을 설정하고 있다.
3) 배해수(2000: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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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주제의 선정이다. 주제의 선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주제의 규모와 주제의 품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규모는 논문 형식에 따라
설정하면 되겠지만 품사의 설정은 언어 연구 4단계 중 어휘내용 중심의 고
찰 방법 단계에서 하나의 품사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수
현상’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강수 현상’에 관한 명사로 품사가 설정된다.
두 번째 단계는 자료의 수집이다. 본고의 연구에서 제시된 단어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단어들이다. ‘액체 강수’의 ‘비’, ‘언 강수’의
‘눈’, 또는 ‘어는 강수’에 속하는 ‘어는 비’와 ‘비와 섞인 눈’에 관한 단어들은
총 327개 나왔다. 그 중에 고유어가 107개, 한자어가 192개, 혼종어가 28
개가 나왔다.
세 번째 단계는 ‘특성의 분석’이다. 조사된 단어들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
하기 위해 《새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어원사
전》, 《연세 한국어 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뜻풀이
를 참조하였다. 조사된 단어 자료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모노
콩크 말뭉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이용했고,
이 자료들에 소개된 관련 예문들을 뽑아서 각 단어에 관한 연어를 찾아보았
다.
네 번째 단계는 ‘분절구조의 발견’이다. ‘강수 현상’ 명칭의 분절구조를 구
체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모은 단어들의 각 특성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단어들을 한 부류로 묶는다. 하나하나의 부류를 만들어 조합하면 ‘강수
현상’의 분절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정신세계의 해명’이다.
이상의 네 개의 단계를 거쳐서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발견하고 <강
수>의 정신세계가 해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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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
한국어에서 동적언어이론에 관한 주요 논의는 허발(1989)과 배해수
(1998)로 나뉠 수 있다. 동적 언어이론은 허발(1972)에 의해 한국어에 적
용되기 시작하였다. 허발(1977)에는 바이스게르버의 언어 이론 체계에 나
타나는 어휘의 분절구조이론과 규명 방법들이 소개된다. 허발(1985)에서는
훔볼트의 에네르게이아(Energeia) 사상을 소개하였으며 허발(1989)에서는
훔볼트의 동적인 언어 개념이 연구의 대상으로 논의된다. 이후 신익성
(1974), 배해수(2005) 등은 바이스게르버의 동적언어이론을 보다 정밀히
소개하였다. 배해수(1979), 허발(1988)에서는 바이스게르버가 제출한 언어
연구의 4단계 중에서 내용 중심에 대한 고찰의 의의를 소개한다. 배해수
(1989)에서 그는 언어 연구의 의의를 내용이론의 타당성 증명하기, 정신세
계 해명하기, 어휘체계 발견하기 등을 통하여 찾고자 했다. 배해수(1995)에
서는 동적언어관과 동적언어이론의 핵심 문제들을 언어의 철학적 배경부터
일반언어학으로 발전시켰다. 배해수(1998)에서는 우선 언어와 정신, 언어에
대한 관심과 동적언어관의 등장, 동적언어이론의 이해, 한국어 내용연구의
실제를 내용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동적언어이론의 도입 과
정과 이에 의한 한국어 연구의 성과를 제시하고, 세 번째로 동적언어관과
동적언어이론, 어휘의 분절구조이론을 논의하고 분절구조의 발견 과정에 대
해서 논의한다.
위와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실제 한국어에 적용한 성과도 많이 있다. 김
성대(1977)에서는 동적언어이론을 최초로 개별어에 적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현대 한국어를 중심으로 어휘 분절구조를 해명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배해수(1980, 1981ㄱ, 1981ㄴ, 1982)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생명종식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배해수(1982ㄱ, ㄴ, ㄷ, ㄹ)에서는 <나이 그림
씨>, <냄새 형용사>, <거리 그림씨>, <길이 그림씨>를 다루었으며, 배해
수(1983)은 <넓이 그림씨>, <현대 국어의 크기 그림씨>, <부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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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배해수(1984)는 <관계 그림씨>, <빈부 그림씨>, 배해수(1985)는
<명암 그림씨>, <성격 그림씨>, <인정>, <겸손함>, <욕심>, 배해수
(1986)은 <성격 그림씨>에 관한 계열 연구를 계속하며, 동적언어이론을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어휘에 적용하는 논의를 발전시켰다.4)
한국어 어휘에 대해 동적언어이론을 적용한 수많은 논저 중,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강수> 관련 분야에 대한 논의는 3가지가 있다. 김영진(1995ㄱ,
ㄴ)에서는 <비> 명칭의 원어휘소는 [비]로 설정하고, <비>라는 어휘에
대해 명칭의 기본 구조를 <시간>, <양상>, <인식> 등의 요소에 의해 분
절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라 <지속시간>, <특정시간>으로 구분하여
<지속시간>에서는 <장시간>, <단시간>, <잠깐멈춤>으로 분절한다. <특
정시간>에서는 <사계절>, <특정시기>, <하루 중 시간>으로 분절하고,
<사계절>에서는 <봄>, <가을>, <겨울>로 구분한다. <특정시기>에서는
<농사철>, <음력 6월>, <신록 무렵>, <음력 10월경>으로 분절하고
<하루 중 시간>에서는 <새벽녘>, <아침>, <저물녘>, <밤>으로 분절한
다. <양상>에 따르면 <양>, <내리는 상태>, <장소>로 분절한다. <양>
에서는 <많음>, <적음>으로 분절되고 <내리는 상태>에서는 <세기>,
<굵기>, <동반>으로 분절한다. <장소>에서는 <산>, <산골짜기>로 분
절한다. <인식>에 따르면 <농작물에 알맞은 때>, <느낌>으로 분절한다.
김영진(1995ㄱ, 1995ㄴ)에 수록된 <비>에 관한 어휘는 총 140개이며, 그
중에서는 고유어는 59개, 한자어는 81개로 나타난다.5)
다음 그림은 김영진(1995ㄱ, 1995ㄴ)의 분절구조 도식이다.

4) 배성훈(2006:32): “< >: 이것은 특성 또한 관점을 표시한다”, “+: 관점이나 특성들이 연이어질 때
사용한다.”로 나타난다.
5) 김영진(1995ㄴ): <비>→<양상>→<양>→<많음>→<세참>에 들어간 ‘악수(惡水)’라는 단어는 표준국
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이므로 본고에서 검토하지 않는다. 악수(惡水)는 “1. 마셔서 해로운
물. 2. 수질이 나쁜 물. 3. 부르튼 곳 따위에 괴는 진물.”라는 뜻으로 나타나서 ‘비’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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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1995)에서는

<눈> 명칭의 원어휘소는 [눈], [설(雪)]로 설정하

고, <눈>이라는 어휘에 대해, ‘기본 구조’, ‘때’, ‘시간’, ‘쌓임’, ‘녹음’, ‘장
소’, ‘내리는 양상’, ‘굵기’ 등의 요소를 통해 분석한다. <눈> 명칭의 기본
구조는 <내리는 때>, <내린 상태>, <내리는 양상>으로 분절이 된다.
<내리는 때>에 따른 분절을 보면 <철>, <날>, <시간>으로 분절이 되어
<철>은 <제철>, <새해>, <봄>, <이른 시기>로 분절되고, <날>은 <그
믐>, <보름>, <설날>, <납일>로 분절이 되며, <시간>은 <저물 무렵>,
<저녁>, <밤>으로 분절이 된다. <내린 상태>에 따른 분절을 보면 <쌓
임>, <녹음>, <장소>, <색깔>, <양>, <밟지 않음>으로 분절이 되고,
<쌓임>에서는 <쌓임>, <치워짐>으로 분절이 되어, <녹음>은 <남음>이
되어, <장소>는 <눈 무지 꼭대기>, <벌판>, <들이나 숲>, <밭>, <나
뭇가지>, <산>, <설선이상>으로 분절된다. <내리는 양상>에 따른 분절
을 보면 <상태>, <굵기>, <인식>, <양>, <모양>으로 분절이 되고,
<상태>에서는 <바람에 날림>, <비와 섞임>, <녹으면서 내림>으로 분절
이 되며, <바람에 날림>에서는 <풀풀날림>, <몰아침>으로 분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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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섞임>에서는 <섞임>, <안 섞임>으로 분절이 되고, <굵기>에서는
<잘다>, <얇다>로 분절이 되며, <인식>에서는 <춥다>, <가볍다+솜>으
로 분절된다. 이미영(1995)에 수록된 <눈>에 관한 어휘는 총 77개이며,
그 중에서 고유어는 38개, 한자어는 35개, 혼종어는 4개로 나타난다. 아래
는 이미영(1995)의 분절구조 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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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1995ㄱ, 1995ㄴ)과 이미영(1995)에서는 각각 <비>와 <눈>의

- 14 -

명칭에 대한 분절구조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비>와 <눈>을 따로 분리
하여 다루기에는 이들이 어휘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다룰 필요성도 제
기된다. 이를 통하여 강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비>와 <눈>의 공통된 상위 부류인 <강수>의 명
칭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액체강수인 비와 언 강수인 눈에 대해 보다
전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김영진(1995ㄱ, 1995ㄴ)과 이미영
(1995)의 논의에서는 각각 어휘의 사용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다루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어에서 강수와 관련된 어휘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살
펴볼 때, 어휘를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한국어에서 강수 관련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빈번히 사용되는 어휘와 사용되지 않는 어휘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1.4. 논의의 구성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이용한 어휘의 분절구조의 개념, 즉 분절구조의 원어
휘소와 분절구조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강수> 명칭의 분절구
조의 원어휘소의 설정과 <강수> 명칭의 기본 구조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액체 강수> 명칭에 대한 어휘의 특성을 분석하고 <액체 강
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분석한다. 3.1에서는 <액체 강수> 명칭의 기본구
조를 <상태>, <시기>, <인식>으로 하위 분절하고 원어휘소는 [비]로 설
정한다. 3.2에서는 <상태>에 따른 분절구조, 3.3에서는 <시기>에 따른 분
절구조, 3.4에서는 <인식>에 따른 분절구조를 보여준다. 3.5에서는 <액체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 개개의 단어의 사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한다.
4장에서는 <언 강수> 명칭에 대한 어휘의 특성을 분석하고, <언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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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의 분절구조를 발견한다. 4.1에서는 <언 강수> 명칭의 기본구조를
<상태>, <시기>, <인식>으로 하위 분절하고 원어휘소는 [눈]으로 설정
한다. 4.2에서는 <상태>에 따른 분절구조, 4.3은 <시기>에 따른 분절구
조, 4.4는 <인식>에 따른 분절구조를 다룬다. 4.5는 <언 강수> 명칭의 분
절구조에서 개개의 단어의 사용 상황에 대한 조사이다.
5장에서는 <어는 강수> 명칭에 대한 어휘의 특성을 분석하고 <어는 강
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발견한다. 5.1에서는 <어는 강수> 명칭의 기본구
조를 <어는 비>와 <비와 섞인 눈>으로 하위 분절하고 3장, 4장과 달리 5
장의 원어휘소가 없는 것으로 설정한다. 5.2는 <어는 비>에 따른 분절구
조, 5.3은 <비와 섞인 눈>에 따른 분절구조, 5.4는 <어는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 개개의 단어의 사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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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수> 명칭의 원어휘소와 기본 구조
2.1. <강수> 명칭의 원어휘소
어휘의 분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명칭의 원어휘소를 설정할 필요
가 있다. 원어휘소란 코세리우(E. Coseriu)에 따르면 ‘하나의 어휘의 분절구
조를 형성하는 개개의 분절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내용[밭의 가치
(Feltwert)를 내용으로 하는 어휘적 단위]6)’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의 분
절구조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의 논의 대
상인 <강수> 명칭을 분석해 보면 <이동(하늘에서 땅으로 이동)>과 <물
(액체 물, 언 물, 어는 물)>이라는 특성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강수> 명칭의 원어휘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단어가 아니고 이동
방향의 특성과 이동물질을 복합하는 것이다.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의 원
어휘소의 자리에 <액체 강수>, <언 강수>, <어는 강수>를 들어가고 이
분절구조의 원어휘소로 간주한다. 3장의 <액체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와
4장의 <언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는 각각의 분절구조에서 공통적인 요소
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어휘소가 있는 경우에 속하고, 5장의 <어는 강
수> 명칭의 분절구조는 공통적인 요소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원어휘
소가 없는 경우이다.
<강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액체나 고체 상태의 물을 말한다. 이강희
(2007)에서 강수란 ‘비, 눈, 가랑비, 우박, 그리고 빙정 등의 강수 입자가
공기의 상승 작용에 의해서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여 더 이상 대기 중에 떠
있을 수 없을 때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참조하면 본고
의 <강수> 명칭은 하늘에서 지표상으로 떨어지는 <액체 물(비)>, <고체

6) 허발(1979), 《낱말밭 이론》, p.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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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눈)>, 그리고 내리는 상황에 따라 <어는 물(빙정(氷晶)이나 진눈깨
비)>로 분절되고, <이동방향(하늘에서 지표상으로) + 형태(액체 물이나
고체 물이나 어는 물)>이라는 특성을 가진 낱말로 이해되면서 <강수> 명
칭의 분절에서 원어휘소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강수> 명칭의 기본 구조
분절구절에서 개개의 단어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단어를 발견한 후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의 원어휘소를 확인할 수
있다. 원어휘소 확인 후, 나머지 단어를 기본적으로 귀납적인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기본 구조를 발견하고 나타낸다. 본고의 <강수> 명칭의 기본구조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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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 강수>의 분절구조
3.1. 기본 구조
대기 중에 있는 물의 순환에서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지표상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강수 현상이라고 한다. ‘비’, ‘눈’, ‘진눈깨비’ 등이 강수 현상에 속한
다. 이강희(2007)7)에 따르면 지구상의 강수 현상은 ‘액체강수’, ‘어는 강
수’, ‘언 강수’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액체 강수>에 속
한 ‘비’가 연구의 대상이고, <비> 명칭의 분절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비>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높은 곳에서 찬 공기를 만나 식어서 엉기어
땅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로 풀이 되면서 <상태-하늘에서 지표상으로 이동
+형태-액체(물방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가 ‘액체’ 부류에
속할 수 있다. 조사된 <비> 명칭의 단어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비> 명칭
의 분절에 있어서 원어휘소의 자리를 차지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액체 강수-비> 명칭은 일차적으로 <강수의 상태>, <강수의 시기>,
<강수에 대한 인식>으로 하위 분절을 할 수 있다. <액체 강수-비> 명칭
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7) 이강희(2007), 《항공 기상》, 비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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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태>에 따른 분절
<상태>와 관련된 명칭은 강수강도(降水強度)8)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강수강도-강>, <강수강도-약>, <강수강도-기타>로 하위 분절이 된다.
강수강도는 단위 시간 안에 내린 강수의 양에 가리킨다. 기상학적인 몇 가
지의 비를 대상으로 이런 표준은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휘적인 영역
에서 개개의 단어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여겨진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강수의 내리는 기세가 강하고 강수량이 많고,
또는 빗방울이 비교적 큰 강수는 ‘강한 강수’, 강수의 내리는 기세가 약하고
조금만 내리고, 또는 빗방울이 비교적으로 작은 강수는 ‘약한 강수’, 사전의
뜻풀이만 참조하면 강수 기세의 강약이나 강수량의 다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강수는 ‘기타의 강수’로 분류한다.
8) 한국지리정보연구회(2006), 《자연지리학사전, 한울아카데미.
강수강도 (降水强度 , precipitation intensity): 단위시간당 내리는 강수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분간,
10분간, 1시간을 단위로 하고, 강수의 자기기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강수강도의 대소에 따라 강
우(强雨), 병우(竝雨), 약우(弱雨) 등의 3단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지면이 약간 젖을 정도로 조
용히 내리는 비는 대개 3㎜/h 이하, 빗소리가 나는 강한 비는 15㎜/h 이상, 토사(土砂)를 흘러내리
게 하는 비는 50㎜/h 이상이다. 한 차례의 비에서도 강수강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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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강도-강>에서는 부가적인 특성에 따라 다시 <기세-강>, <기세강+갑자기>, <많이 내림>, <기세-강+동반>, <기세-강+빗줄기의 형태:
굵음>, <기세-강+오다가 그침>, <내리는 상태-오랫동안(며칠 동안 계속
해서 내림)>, <내리는 상태: 오랫동안(장마)>로 분절이 되어, <강수강도
-약>에서는

<형태-가늚>으로

분절이 되고,

<강수강도-기타>에서는

<지역>과 <성분>으로 개개의 하위 분절을 나눌 수 있다.

(1) <강수강도-강>
(가) <기세-강>
강우(强雨)9)
개부심10)
극우(劇雨)11)
능우(凌雨)12)
맹우(猛雨)13)
질우(疾雨)14)

(가)는 강수강도의 정의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강수강도-강> 아래에서
<기세-강(强)>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단어이다. 더 상세히 분석하면, ‘강우
(强雨)’, ‘능우(凌雨)’, ‘맹우(猛雨)’, ‘질우(疾雨)’, ‘극우(劇雨)’의 접두한자
를 보면 ‘세차다, 강하다’인 ‘강(强)’, ‘사납다, 세차다, 맹렬하다(猛烈--)’인
맹(猛), ‘심하다’인 ‘능(凌)’, ‘빨리, 급(急)히, 신속하다’인 ‘질(疾)’, ‘심하다,
빠르다, 재빠르다’인 ‘극(劇)’은 뒤에 오는 ‘우(雨)’에 대하여 내리는 기세가

9) 강우(强雨): 세차게 내리는 비. 이후 단어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한 것이다.
10) 개부심: 장마로 큰물이 난 뒤,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퍼붓는 비가 명개를 부시어 냄. 또는 그 비.
명개: 갯가나 흙탕물이 지나간 자리에 앉은 검고 고운 흙.
11) 극우(劇雨):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쏟아지는 비.
12) 능우(凌雨): 세차게 쏟아지는 비.
13) 맹우(猛雨): 세차게 쏟아지는 비.
14) 질우(疾雨): 몹시 쏟아지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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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빠르거나 세차다는 묘사, 상태가 심하거나 강하다는 묘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개부심’은 ‘장마로 큰물이 난 뒤, 한동안 쉬었다가 다
시 퍼붓는 비가 명개를 부시어 냄. 또는 그 비’로 풀이 되면서 <강수강도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의 단어들과 비교하면 <시기-장마 뒤
+상태-일시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내림+기능-명개를 부시어 냄>이라는
내포적인 특성을 더 포함한다.

(나) <기세-강+갑자기>
갑작비15)
급우(急雨)16)
분우(盆雨)17)
신우(迅雨)18)
폭우(暴雨)19)

위에 있는 단어는 한국어사전에서 나온 뜻풀이만 참조하면 모두 공통적으
로 <강수강도-강>인 특성 아래서 <갑자기>라는 특성을 지니는 단어이다.
반면 한자어사전에서 나온 뜻풀이를 참조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급우
(急雨)의 ‘급(急)’은 ‘갑자기, 급하다(急--)’, 분우(盆雨)의 ‘분(盆)’은 ‘(물
이)솟구쳐 넘치다’, 신우(迅雨)의 ‘신(迅)’은 ‘빠르다, 신속하다(迅速--)’,
폭우(暴雨)의 ‘폭(暴)’는 ‘사납다, 세차다, 갑자기’로 풀이되면서 엄격하게
판단하면 ‘급우(急雨)’와 ‘폭우(暴雨)’라는 단어만 한국어사전에서나 한자어
사전에서 모두 <갑자기>라는 특성을 지니며 <갑자기>인 특성에 충분히
속할 수 있다. 한자어사전만 참조하면 ‘신우(迅雨)’는 (가)의 <기세-강>라
는 특성에 속하며 ‘분우(盆雨)’의 ‘분(盆)’은 표면적으로 완전히 이 부류와
15)
16)
17)
18)
19)

갑작비: [북한어] 갑자기 세게 내리는 비.
급우(急雨): 갑자기 쏟아지는 비.
분우(盆雨):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 [같은 말] 폭우(暴雨)
신우(迅雨): 갑자기 세차게 내리는 비.
폭우(暴雨):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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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물이)솟구쳐 넘치다’라는 뜻인만큼 비
가 아주 많이 내린다는 함축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아래의 <많이 내림>이
라는 부류에 넣을 수도 있다.

(다) <많이 내리다>
다우(多雨)20)
무더기비21)
심우(甚雨)22)
억수23)
억수비24)
호우(豪雨)25)

(다)의 예를 보면 모두 <많이 내리다>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중심
의미가 거의 똑같지만 내포적인 의미가 약간 차이가 난다. ‘다우(多雨)’는
‘내리는 비가 많음. 또는 많은 비’로 뜻풀이가 되어 <상태-많이 내림>이라
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며, ‘무더기비’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리는 많은 양
의 비. 저기압, 태풍 따위가 지나갈 때에 200mm 이상 내리는 비’로 풀이
되어 <상태-짧은 시간 동안 많이 내림+상태-저기압, 태풍 따위의 통과>
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심하다, 초과하다(超過--), 많다’ 등의 뜻을
가진 한자인 ‘심(甚)’과 한자인 ‘우(雨)’를 합성한 한자어 ‘심우(甚雨)’는 ‘아
주 많이 퍼붓는 비’로 뜻풀이되면서 <상태-아주 많이 내림>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로 보인다. ‘억수로 내리는 비’로 풀이된 ‘억수비’와 ‘물을 퍼붓듯
20) 다우(多雨): 내리는 비가 많음. 또는 많은 비.
21) 무더기비: [북한어] 짧은 시간 동안에 내리는 많은 양의 비. 저기압, 태풍 따위가 지나갈 때에
200mm 이상 내리는 비이다.
22) 심우(甚雨): 아주 많이 퍼붓는 비.
23) 억수: 1.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2.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코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 억수비: [북한어] 억수로 내리는 비.
25) 호우(豪雨): 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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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차게 내리는 비’로 풀이된 ‘억수’는 <기세-강>이라는 특성과 함축적
인 특성 <많음(물을 퍼붓듯)>으로 이해된다. ‘호우(豪雨)’의 ‘호(豪)’를 보
면 ‘성할 성(盛)’이라는 뜻을 가지고 강수량에서 ‘많이 내리다’라는 비유로
이해된다.

(라) <기세-강+동반>
기단뇌우(氣團雷雨)26)
뇌우(雷雨)27)
비보라28)
비전선뇌우(非前線雷雨)29)
소용돌이비30)
이류뇌우(移流雷雨)31)
저기압성뇌우(低氣壓性雷雨)32)
전선뇌우(前線雷雨)33)
폭풍우(暴風雨)34)

(라)는 <기세-강+동반>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단어이다. 고유
어의 부분에 보면 ‘비보라’는 ‘세찬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비’로 풀이되면
서 <기세-강+동반(바람)>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며 ‘소용돌이비’는

26) 기단뇌우(氣團雷雨): <지리> 같은 기단 안에서 발생하는 뇌우.
27) 뇌우(雷雨): 천둥소리와 함께 내리는 비.
28) 비보라: 세찬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비.
29) 비전선뇌우(非前線雷雨): <지리> 같은 기단 안에서 발생하는 뇌우. [같은 말] 기단 뇌우.
30) 소용돌이비: 세찬 기류에 의하여 천둥소리가 나며 퍼붓는 비.
31) 이류뇌우(移流雷雨): <지리> 찬 기류와 따뜻한 기류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뇌우. 찬 기류가 고층
으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류가 저층으로 내려갈 때 정적(靜的) 불안정으로 뇌우가 발생한다.
32) 저기압성뇌우(低氣壓性雷雨): <지리> 강한 저기압이나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강력한 소용돌이 상
승 기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우 현상.
33) 전선뇌우(前線雷雨): <지리> 한랭 전선에서 급격한 상승 기류가 일어남으로써 발생하는 뇌우.
34) 폭풍우(暴風雨): 1.몹시 세찬 바람이 불면서 쏟아지는 큰비. 2.생활이나 사업 따위에서의 몹시 어
려운 고통이나 난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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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기류에 의하여 천둥소리가 나며 퍼붓는 비’로 풀이되면서 <기세-강+
동반(청동소리)>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한자어의 부분에 보면 ‘폭풍우
(暴風雨)’는 ‘폭풍(暴風)’과 ‘폭우(暴雨)’를 동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나운 비
바람이다. <기세-강+동반(바람)>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나
머지 단어는 모두 ‘뇌우(雷雨)’의 기초로 나타낸 것이다. ‘뇌우(雷雨)’는 ‘천
둥소리가 나며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기세-강+동반(천둥소리)>의 특
성을 지닌다. 유의어인 ‘기단뇌우(氣團雷雨)’와 ‘비전선뇌우(非前線雷雨)’는
‘같은 기단 안에서 발생하는 뇌우’로 풀이되면서 <기세-강+동반(청둥소
리)+생성위치(같은 기단)>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류뇌우(移流雷雨)’는
‘찬 기류와 따뜻한 기류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뇌우’로 풀이되면서 <기세
-강+동반(청동소리)+생성위치(찬 기류와 따뜻한 기류)>, ‘저기압성뇌우
(低氣壓性雷雨)’는 ‘강한 저기압이나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강력한 소용돌이
상승 기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우 현상’으로 풀이되면서 <기세-강+동반
(청둥소리)+생성위치(강한 저기압이나 태풍의 중심 부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전선뇌우(前線雷雨)’는 ‘한랭 전선에서 급격한 상승 기류가 일어남
으로써 발생하는 뇌우’로 풀이되면서 <기세-강+동반(청둥소리)+생성위치
(한랭 전선)>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마) <기세-강+빗줄기의 형태(굵다)+인식>
작달비35)
작살비36)
장대비(長--)37)
창대비(槍--)38)
채찍비39)
35)
36)
37)
38)
39)

작달비: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좍좍 내리는 비. [같은 말] 장대비
작살비: [명사] 매우 굵고 줄기차게 쏟아지는 비.
장대비(長--):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좍좍 내리는 비.
창대비(槍--): 굵고 억세게 내리는 비를 창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채찍비: 채찍을 내리치듯이 굵고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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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마)는 공통적으로 <기세-강+빗줄기의 형태(굵다)+인식>라는 특
성을 지닌 단어이다. (마)에 보면 굵은 빗줄기의 형태와 대립하는 ‘세우(細
雨), 실우(絲雨)’에서 나타내는 ‘가는 빗줄기’라는 의미와 비교하면 반의 관
계에 있으면서 ‘매우 굵고 거세거나 줄기차게 좍좍 내리는 비’를 지칭하는
점에서 유의관계로 보인다. 이들은 중심 의미가 거의 같지만 세부적인 의미
의 차이가 약간 존재한다. 이 차이는 개개 단어의 빗줄기에 대한 비유에서
나타난다. ‘작달비’와 ‘작살비’는 ‘작살처럼 매우 굵고 줄기차게 쏟아지는
비’, ‘장대비(長--)’는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좍좍 내리는 비’, ‘창대비(槍
--)’는 ‘굵고 억세게 내리는 비를 창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채찍비’는
‘채찍을 내리치듯이 굵고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작살’, ‘장
대’, ‘창대’, ‘채찍’과 같은 굵은 물건으로 빗줄기의 굵기를 묘사한 것이 (마)
의 분절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은 <상태+인식>인 부류에 속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채찍비’가 ‘굵은 물건’이라는 인식보다 ‘무서운 느낌’이라는 인식
특성을 더 지닌 것으로 보인다.
‘발비’40)라는 단어는 의미만 고려해 보면 본고의 <기세-강+빗줄기의
형태(굵다)>분절에 속할 수 있지만 검토하지 않는다.

(바) <기세-강+오다가 그침>
과우(過雨)41)
백우(白雨)42)
소나기43)
40) 김영진(1995ㄴ): <양상>→<내리는 상태>→<굵기>→<굵음>→에 들어간 ‘발비’라는 단어는 표준국
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는 단어로 인해서 본고에서 검토되지 않는다.
41) 과우(過雨): 지나가는 비. 또는 잠깐 오는 비.
42) 백우(白雨): 1.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오래지 않아 그치는 비. 2.큰 물방울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덩어리. 이 부류에서는 뜻풀이 (1)이다.
43) 소나기: 1.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특히 여름에 많으며 번개나 천둥, 강풍 따위
를 동반한다. [비슷한 말] 백우2(白雨), 소낙비, 취우(驟雨). 2. 갑자기 들이퍼붓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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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낙비44)
웃비45)
취우(驟雨)46)
쾌우(快雨)47)

위의 (바)는 공통적으로 <기세-강+상태(오다가 그치다)>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백우(白雨)’, ‘소나기’, ‘소낙비’, ‘취우(驟雨)’는 한국어사전에
서 같은 뜻풀이인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로 풀이되면서
‘소나기’는 더 ‘특히 여름에 많으며 번개나 천둥, 강풍 따위를 동반한다’라는
뜻풀이가 추가되어, <시기(여름)+동반(번개나 천둥, 강풍)>이라는 특성을
더 나타낸다. 단순히 한국어사전의 뜻풀이를 참조하면 ‘백우(白雨)’, ‘소낙
비’, ‘취우(驟雨)’와 내포 의미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쾌우(快雨)’는 ‘소나
기처럼 시원스럽게 내리는 비’라는 풀이를 보면 ‘백우(白雨)’, ‘소낙비’, ‘취
우(驟雨)’보다 ‘소나기’가 내릴 때의 인식과 같이 시원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쾌우(快雨)’의 특성은 <기세-강+상태(오다가 그치
다)> 이외 <인식(시원스러운 느낌)>까지 포함될 수 있다. ‘웃비’는 ‘아직
우기(雨氣)는 있으나 좍좍 내리다가 그친 비’라고 풀이되어 소나기처럼 오
다가 그치지만 <우기(雨氣)가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과우(過雨)’는 ‘지
나가는 비. 또는 잠깐 오는 비.’로 풀이되면서 <상태(오다가 그치다)>라는
특성이 분명하지만 강수강도의 강약은 판단하기 어렵다.
한자어의 관점에서 관찰하면 ‘백우(白雨)’는 ‘소나기. 큰 빗방울이 공중
(空中)에 갑자기 찬 기운(氣運)을 만나 얼어서 떨어지는 물건(物件)’, ‘취우
(驟雨)’는 ‘소나기.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쾌우(快雨)’는
‘소나기같이 기분(氣分)이 상쾌(爽快)하게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한국어

44)
45)
46)
47)

소낙비: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같은 말] 소나기.
웃비: 아직 우기(雨氣)는 있으나 좍좍 내리다가 그친 비.
취우(驟雨):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같은 말] 소나기.
쾌우(快雨): 소나기처럼 시원스럽게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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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과 비교하면 비슷한 의미로 나타난다.

(사) <오랫동안>
(1)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다
고우(苦雨)48)
궂은비49)
노박비50)
대우(大雨)51)
뚝비52)
삼일우(三日雨)53)
숙우(宿雨)54)
연우(連雨)55)
유객우(留客雨)56)
음우(陰雨)257)
적우(積雨)58)
줄비59)
진비60)
집중호우(集中豪雨)
체우(滯雨)61)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고우(苦雨): 끄느름하게 오랫동안 내리는 비.
궂은비: 끄느름하게 오랫동안 내리는 비.
노박비: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줄곧 내리는 비.
대우(大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이 쏟아지는 비. 유의어: ‘큰비’, ‘한비’.
뚝비: 그칠 가망이 없이 많이 내리는 비.
삼일우(三日雨): 삼일이나 계속(繼續)해서 오는 비.
숙우(宿雨): 1. 여러 날 계속(繼續)해서 내리는 비. 2. 지난밤부터 오는 비.
연우(連雨): 연일 계속하여 내리는 비.
유객우(留客雨): 손님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자꾸 내리는 비.
음우(陰雨)2: 1. 몹시 음산하게 오는 비. 2. 오래 내리는 궂은비.
적우(積雨): 오랫동안 계속해서 오는 비.
줄비: 끊임없이 쫙쫙 내리는 비.
진비: 멎지 아니하고 계속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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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62)
한비63)

(2) <장마>
가을장마64)
건들장마65)
고치장마66)
구우(久雨)67)
늦마68)
늦장마69)
맛비70)
매림(梅霖)71)
매우(梅雨)72)
매우수(梅雨水)73)
미우(黴雨)74)
봄장마75)
61) 체우(滯雨): 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머물러 지냄.
62) 큰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이 쏟아지는 비.
63) 한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이 쏟아지는 비. ‘큰비’의 옛말이다.
64) 가을장마: 가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오는 비. 유의어: ‘추림(秋霖)’.
65) 건들장마: 초가을에 비가 오다가 금방 개고 또 비가 오다가 다시 개고 하는 장마.
66) 고치장마: 초여름에 치는 누에가 오를 무렵에 오는 장맛비.
67) 구우(久雨):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유의어: ‘장마’.
68) 늦마: 제철이 지난 뒤에 지는 장마. 유의어: ‘늦장마’.
69) 늦장마: 제철이 지난 뒤에 지는 장마. 유의어: ‘늦마’.
70) 맛비: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장마’의 옛말.
71) 매림(梅霖): 매실이 익을 무렵에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해마다 초여름인 유월 상순부터 칠월 상순
에 걸쳐 계속되는 장마를 이르는 말.
72) 매우(梅雨): 매실이 익을 무렵에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해마다 초여름인 유월 상순부터 칠월 상순
에 걸쳐 계속되는 장마를 이르는 말. 유의어: ‘매림(梅霖)’, ‘미우(黴雨)’.
73) 매우수(梅雨水): 유월 상순부터 칠월 상순 사이에 내리는 빗물.
74) 미우(黴雨): 매실이 익을 무렵에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해마다 초여름인 유월 상순부터 칠월 상순
에 걸쳐 계속되는 장마를 이르는 말. 유의어: ‘매우(梅雨)’.
75) 봄장마: 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오는 비. 유의어: ‘춘림(春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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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장마76)
오란비77)
장맛비78)
장우(長雨)79)
적림(積霖)80)
음우(霪雨)81)
음림(霪霖/淫霖)82)83)
임우(霖雨)84)
첫장마85)
추림(秋霖)86)
춘림(春霖)87)
황매우(黃梅雨)88)

(사)는 공통적으로 <기간-오랫동안+강수량-많다>라는 특성을 지닌 단
어이다. (사)-(1)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라는 특성을 지닌 단
어이며, (사)-(2)는 구체적으로 <장마>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유의
관계를 맺은 ‘궂은비’와 ‘고우(苦雨)’에서는 ‘오랫동안’으로, ‘음우(陰雨)2’는
76) 억수장마: 여러 날 동안 억수로 내리는 장마.
77) 오란비: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장마’의 옛말.
78) 장맛비: 장마 때에 오는 비. 유의어: ‘음림(霪霖)’, ‘음우(霪雨)’, ‘장우(長雨)’.
79) 장우(長雨): 장마 때에 오는 비. 유의어: ‘장맛비’.
80) 적림(積霖): 계속해서 내리는 장마.
81) 음우(霪雨): 장마 때에 오는 비. 유의어: ‘장맛비’.
82) 음림(霪霖/淫霖): 장마 때에 오는 비.
83) 김영진(1995ㄱ): <인식>→<느낌>→<궂은>→<장시간>에서 들어간 ‘음림(霪雨)’이라는 단어는 ‘霪
霖/淫霖’이라는 한자로 표시해야 정확하다.
84) 임우(霖雨):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유의어: ‘장마’.
85) 김영진(1995ㄴ): <비>→<지속시간.때>→<지속시간>→<장시간>→<시기>→<제철>→<봄>→<그해
처음>에 들어간 ‘첫장마’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는 단어이므로 본고에서 검토하
지 않는다. 구어에서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문어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6) 추림(秋霖): 가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오는 비. 유의어: ‘가을장마’.
87) 춘림(春霖): 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오는 비. 유의어: ‘봄장마’.
88) 황매우(黃梅雨): 매화나무의 열매가 누렇게 익을 무렵에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장마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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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내리는 궂은비’로 풀이되어, ‘노박비’에서는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다’
로, ‘뚝비’에서는 ‘그칠 가망이 없이’로, ‘줄비’에서는 ‘끊임없이’로, ‘진비’에
서는 ‘멎지 아니고’로, ‘큰비’, ‘한비’, ‘대우(大雨)’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
쳐’로, ‘삼일우(三日雨)’에서는 ‘삼일이나 계속(繼續)해서’로, ‘숙우(宿雨)’에
서는 ‘여러 날 계속(繼續)해서 내리다’로, ‘적우(積雨)’에서는 ‘오랫동안 계
속해서’로, ‘연우(連雨)’에서는 ‘연일 계속하여’로, ‘유객우(留客雨)’에서는
‘손님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으로, ‘체우(滯雨)’에서는 ‘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머물러 지냄’로 <비가 내리는 상태- 짧은 시간 안에 비가 그치지 않
고 계속해서 내리다>라는 특성은 <기간-오랫동안>이라는 특성 아래서 강
조되어 보인다.
(사)-(2)는 <장마>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맛비’, ‘오란
비’, ‘장맛비’, ‘구우(久雨)’, ‘매림(梅霖)’, ‘매우(梅雨)’, ‘매우수(梅雨水)’, ‘미
우(黴雨)’ ‘음우(霪雨)’, ‘음림(霪霖/淫霖)’, ‘임우(霖雨)’, ‘적림(積霖)’, ‘장우
(長雨)’, ‘황매우(黃梅雨)’ 등은 모두 <장마를 가리키는 것을 중심으로>이
라는 특성을 가지면서 일차적으로 <상태> 분절에 속한다. 뜻풀이를 더 분
석해 보면 유의관계를 맺은 ‘봄장마’와 ‘춘림(春霖)’은 <계절(봄)+장마>라
는 특성, ‘오란비’, ‘장마’, ‘고치장마’, ‘구우(久雨)’, ‘맛비’, ‘매우(梅雨)’, ‘미
우(黴雨)’, ‘음우(霪雨)’, ‘임우(霖雨)’, ‘황매우(黃梅雨)’는 <계절(여름철이
나 여름에 매실이 익을 무렵)>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유의관계를 맺은 ‘가
을장마’와 ‘추림(秋霖)’은 <계절(가을)>이라는 특성, ‘건들장마’는 <계절
(초가을)>이라는 특성, 이 부분은 <내리는 시기를 중심으로-계절>이라는
특징을 더 가진다. 유의관계를 맺은 ‘늦마’와 ‘늦장마’는 <내리는 시기를 중
심으로-제철보다는 늦다>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상태+시기>라
는 분절에 속할 수도 있다. ‘억수장마’는 <내린 강수량을 중심으로-많다>
라는 특징에 속한다. <상태(지속시간-길다)+상태(내린 양이 많다)>라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첫장마’라는 단어의 의미로 고려해 보면 본고의 <상태-강한강수-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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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국어사전에 단어로 올라있지 않아서 검토
하지 않는다.

(2) <강수강도-약>
(가) <상태-조금>
경우(輕雨)89)
과우(寡雨)90)
날비91)
미우(微雨)92)
소우(小雨)93)
염섬(廉纖)94)
읍진(浥塵)95)
일사우(一蓑雨)96)
일삽우(一霎雨)97)

북한어인 ‘날비’는 ‘비가 올 것 같은 징조도 없이 내리는 비. 흔히 많이
오지 않고 조금 내리다’로 풀이되어 <상태-징조 없다+상태-조금>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경우(輕雨)’는 ‘가벼운 비’로 풀이되어, ‘소우(小雨)’, ‘미우
(微雨)’, ‘과우(寡雨)’는 ‘적은 비’로 풀이되어, ‘염섬(廉纖)’은 ‘가는 비가 솔
솔 내리는 모양. 또는 그런 비’로 풀이되어, ‘읍진(浥塵)’은 ‘겨우 먼지를 축
일 정도로 비가 적게 옴. 또는 그렇게 온 비’로 풀이되어, ‘일사우(一蓑雨)’

89)
90)
91)
92)
93)
94)
95)
96)
97)

경우(輕雨): 조금 내리는 비.
과우(寡雨): 잠시 동안 조금 내리는 비. [같은 말] 소우(小雨)
날비: [북한어] 비가 올 것 같은 징조도 없이 내리는 비. 흔히 많이 오지 않고 조금 내린다.
미우(微雨): 보슬보슬 내리는 비.
소우(小雨): 잠시 동안 조금 내리는 비.
염섬(廉纖): 가는 비가 솔솔 내리는 모양. 또는 그런 비.
읍진(浥塵): 겨우 먼지를 축일 정도로 비가 적게 옴. 또는 그렇게 온 비.
일사우(一蓑雨): 도롱이를 적실 정도의 비라는 뜻으로, 적은 양의 비를 이르는 말.
일삽우(一霎雨): 한바탕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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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롱이를 적실 정도의 비라는 뜻으로, 적은 양의 비를 이르는 말’로 풀
이되어, ‘일삽우(一霎雨)’는 ‘한바탕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상태-조금>
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나) <빗줄기(가늘다)>
가랑비98)
명목(冥沐)99)
사우(絲雨)100)
삽우(霎雨)101)
세우(細雨)102)
실비103)
이슬비104)

유의어인 ‘가랑비’, ‘삽우(霎雨)’, ‘세우(細雨)’, ‘명목(冥沐)’은 ‘가늘게 내
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빗줄기-가늘다(이슬비보다는 좀 굵다)>라는 특성
을 지닌다. 유의어인 ‘실비’와 ‘사우(絲雨)’는 ‘실처럼 가늘게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빗줄기-가늘다+인식(실처럼)>, ‘이슬비’는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는개보다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늘다’로 풀이되면서 <빗줄기-가늘다(는
개보다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늘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공통적으로 <빗줄
기-가늘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다) <안개처럼>
98) 가랑비: 1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는 좀 굵다. [비슷한 말] 삽우(霎雨), 세우2(細雨). 2 .[북
한어] 가랑가랑 맺힌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9) 명목(冥沐): 가늘게 내리는 비. 또는 조금씩 오는 비.
100) 사우(絲雨): 실처럼 가늘게 내리는 비.
101) 삽우(霎雨): 가늘게 내리는 비. [같은 말] 가랑비.
102) 세우(細雨): 가늘게 내리는 비. [같은 말] 가랑비.
103) 실비: 실같이 가늘게 내리는 비.
104) 이슬비: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는개보다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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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개105)
몽우(濛雨)106)
무우(霧雨)107)
안개비108)
연우(煙雨)109)

‘는개’는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로 풀이되어, ‘몽우
(濛雨)’는 ‘자욱이 오는 가랑비’로 풀이되어, 유의어인 ‘안개비’와 ‘무우(霧
雨)’는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이는 비’로 풀이
되어, ‘연우(煙雨)’는 ‘안개처럼 부옇게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상태-안
개처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마) <상태-조용하고 성기다>
보슬비110)
부슬비111)
색시비112)
소우(疏雨)113)
영우(零雨)114)

유의어인 ‘보슬비’와 ‘부슬비’는 <상태: 조용히 성기다>리는 특성을 지닌
105) 는개: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
106) 몽우(濛雨): 자욱이 오는 가랑비.
107) 무우(霧雨):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이는 비. [같은 말] 안개비.
108) 안개비: 1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이는 비. [비슷한 말] 무우(霧雨).
2. [방언] ‘는개(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의 방언(제주).
109) 연우(煙雨): 안개처럼 부옇게 내리는 비.
110) 보슬비: 바람이 없는 날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비.
111) 부슬비: 부슬부슬(조용히 성기게 내리다) 내리는 비.
112) 색시비: 새색시처럼 수줍은 듯 소리 없이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이슬비’를 이르는 말.
113) 소우(疏雨): 뚝뚝 성기게 내리는 비.
114) 영우(零雨): 1. 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비. 2.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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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색시비’는 ‘새색시처럼 수줍은 듯 소리 없이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이
슬비를 이르는 말’로 풀이된다. ‘보슬비’와 ‘부슬비’는 의미가 많이 비슷하지
만 <인식(비유: 새색시처럼 수줍다)>라는 특징을 더 지닌 것을 알 수 있
다. ‘소우(疏雨)’는 ‘성기게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영우(零雨)’는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상태:조용하고 성기다>라는 특성을 지닌
다.
이상 (가), (나), (다), (라), (마)가 모두 공통적으로 <강수강도-약>이
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3) <강수강도-기타>
(가) <지역>
계우(溪雨)115)
분화우(噴火雨)116)
산돌림117)
산비(山-)118)
산우(山雨)119)
지형성강우(地形性降雨)120)
집중호우(集中豪雨)121)
협우(峽雨)122)

위에 있는 (가)는 모두 공통적으로 <강수-장소>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

115) 계우(溪雨): 산골짜기에 내리는 비.
116) 분화우(噴火雨): <지리>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영향으로 내리는 비.
117) 산돌림: 1. 산기슭으로 내리는 소나기. 2.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한 줄기씩 내리는 소나기.
118) 산비(山-): 산에 내리는 비.
119) 산우(山雨): 산에 내리는 비. [같은 말] 산비.
120) 지형성강우(地形性降雨): <지리> 산맥의 경사진 면을 따라 상승하는 습한 기류가 단열 팽창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냉각되어 구름을 이루어 내리는 비.
121) 집중호우(集中豪雨): <지리>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장대비’로 순화.
122) 협우(峽雨): 골짜기에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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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산돌림’은 ‘산기슭으로 내리는 소나기’로 풀이되어, 유의어인 ‘산비(山
-)’와 ‘산우(山雨)’는 ‘산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계우(溪雨)’는 ‘산골짜
기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분화우(噴火雨)’는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영향
으로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지형성강우(地形性降雨)’는 ‘산맥의 경사진 면
을 따라 상승하는 습한 기류가 단열 팽창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냉각되어
구름을 이루어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집중호우(集中豪雨)’는 ‘어느 한 지
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협우(峽雨)’는 ‘골짜기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장소와 관련된 특성은 차례로 <장소-산기슭>, <장소산>, <장소-산골짜기>, <장소-화산>, <장소-산맥의 경사진 면>, <장
소-어느 한 지역>, <장소-골짜기> 등을 알 수 있다.

(나) <성분>
괴우(怪雨)123)
매우(霾雨)124)
방사능비(放射能-)125)
방사능우(放射能雨)126)
산성비(酸性-)127)
장우(瘴雨)128)
잿비129)

123) 괴우(怪雨): 괴상한 비. 회오리바람과 같은 이동성 저기압이 호수, 늪, 바다 등지에 나타날 때 공
중으로 휩쓸려 올라간 흙이나 벌레, 물고기 따위들이 다른 지역에서 섞여 내리는 비를 이른다.
124) 매우(霾雨): 황사가 대기 속의 습기를 만나 내리는 비. [같은 말] 흙비2.
125) 방사능비(放射能-): 핵폭발로 방출된 인공 방사능이 들어 있는 비. 낙진이 비구름에 섞여 발생한
다.
126) 방사능우(放射能雨): 핵폭발로 방출된 인공 방사능이 들어 있는 비. [같은 말] 방사능비.
127) 산성비(酸性-): <지리> 고농도의 황산과 질산 따위의 산성을 강하게 포함하는 비. 수소 이온 농
도 지수(pH)가 5.6 이하의 비로서 석탄이나 석유가 연소할 때 생기는 황산화물 및 질소 산화물이
비에 녹아 일어난다. 육지와 물을 산성화하고 토양을 변질시키며, 삼림을 말라 죽게 하는 등 생태
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
128) 장우(瘴雨): 장기(瘴氣)를 품은 비.
129) 잿비: 재가 섞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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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비2130)

위에 있는 (나)는 모두 공통적으로 <강수-성분>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
어이다. ‘잿비’는 ‘재가 섞인 비’로 풀이되어, 유의어인 ‘방사능비(放射能-)’
와 ‘방사능우(放射能雨)’는 ‘핵폭발로 방출된 인공 방사능이 들어 있는 비.
낙진이 비구름에 섞여 발생한다’로 풀이되어, 유의어인 ‘흙비2’와 ‘매우(霾
雨)’는 ‘황사가 대기 속의 습기를 만나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괴우(怪雨)’
는 ‘괴상한 비’로 풀이되어, ‘장우(瘴雨)’는 ‘장기(瘴氣)131)를 품은 비’로 풀
이되어, 산성비(酸性-)는 ‘고농도의 황산과 질산 따위의 산성을 강하게 포
함하는 비’로 풀이되면서 비와 섞인 성분은 차례대로 <성분(비+재)>, <성
분(비+방사능)>, <성분(비+황사)>, <성분(비+흙이나 벌레, 물고기 따위
들)>, <성분(비+장기(瘴氣))>, <성분(비+고농도의 황산과 질산 따위)>
등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다) <동반>
바람비132)
비바람133)
사우(斜雨)134)
여우비135)
우양(雨暘)136)
우청(雨晴)137)

130) 흙비2: 1. 바람에 날려 올라갔던 모래흙이 비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 또는 그러한 현상. 유의
어: 토우(土雨) 2. 황사가 대기 속의 습기를 만나 내리는 비. 유의어: 매우(霾雨).
131) 장기(瘴氣):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한 기운.
132) 바람비: 바람과 더불어 몰아치는 비. 유의어: 비바람, 풍우.
133) 비바람: 바람과 더불어 몰아치는 비.
134) 사우(斜雨): 바람에 날리어 비껴 뿌리는 비.
135) 여우비: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136) 우양(雨暘): 날이 갬과 비가 옴. [같은 말] 청우(晴雨).
137) 우청(雨晴): 날이 갬과 비가 옴. [같은 말] 청우(晴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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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晴雨)138)
풍림(風霖)139)
풍우(風雨)140)

(다)는 공통적으로 <동반>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여우비’는 ‘볕
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로 풀이되어, 유의어인 ‘우양(雨暘)’,
‘우청(雨晴)’, ‘청우(晴雨)’는 ‘날이 갬과 비가 옴’으로 풀이되면서 이들 모두
는 <동반-햇빛>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사우(斜雨)’는 ‘바람에 날
리어 비껴 뿌리는 비’로 풀이되어, 유의어인 ‘바람비’, ‘비바람’, ‘풍림(風霖’,
‘풍우(風雨)’는 ‘바람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풀이되면서 <동반-바
람>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액체강수-상태> 명칭의 분절구조는 다음 [표3]과 같
다.

138) 청우(晴雨): 날이 갬과 비가 옴. [비슷한 말] 우양(雨暘), 우청(雨晴).
139) 풍림(風霖): 바람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같은 말] 풍우(風雨).
140) 풍우(風雨): 바람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비슷한 말] 비바람, 풍림(風霖). 2. 바람과 함께 내
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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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기>에 따른 분절구조
<시기>와 관련된 낱말들은 <계절>, <기타>로 하위 분절이 된다. <계
절>에서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절을 나눌 수 있
다.

(1) <계절>
(가) <봄>
녹우(綠雨)141)
봄비142)
스무날비143)
최화우(催花雨)144)
춘우(春雨)145)
춘우수(春雨水)146)

(가)는 <계절-봄>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단어이다. 유의어인
‘봄비’와 ‘춘우(春雨)’는 ‘봄철에 오는 비. 특히 조용히 가늘게 오는 비를 이
른다.’로 풀이되어 <시기-계절(봄)+강수강도-약+내리는 상태-조용하고
가늘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녹우(綠雨)’는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풀과 나
무가 푸를 때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시기-계절(봄에서 여름사이)+시기
-풀과 나무가 푸를 때>라는 특성을 지닌다. 민속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
‘스무날비’는 ‘음력 2월 스무날에 내리는 비. 그해에 풍년이 들 좋은 조짐이
라 하여 이른다.’로 풀이되면서 <시기-계절(봄)+상징-풍년>이라는 특성
141)
142)
143)
144)
145)
146)

녹우(綠雨):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풀과 나무가 푸를 때 내리는 비.
봄비: 봄철에 오는 비. 특히 조용히 가늘게 오는 비를 이른다.
스무날비: <민속> 음력 2월 스무날에 내리는 비. 그해에 풍년이 들 좋은 조짐이라 하여 이른다.
최화우(催花雨): 꽃을 재촉하는 비라는 뜻으로, ‘봄비’를 이르는 말.
춘우(春雨): 봄철에 오는 비. [같은 말] 봄비.
춘우수(春雨水): 음력 정월에 처음으로 내린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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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단어이다. ‘최화우(催花雨)’는 ‘꽃을 재촉하는 비’라는 뜻으로, ‘봄
비’를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시기-계절(봄)+비유-꽃을 재촉하는 비>라
는 특성을 지닌다. ‘춘우수(春雨水)’는 ‘정월(正月)에 첫 번으로 온 빗물’로
풀이되면서 <시기-계절(봄)+정월에 온 첫 번째 비>라는 특성을 지닌다.

(나) <여름>
복물(伏-)147)
분룡우(分龍雨)148)
삼복비(三伏－)149)
서우(暑雨)150)
세거우(洗車雨)151)
송화우(松花雨)152)
여름비153)
잠비154)
탁지우(濯枝雨)155)
태종비(太宗-)
태종우(太宗雨)156)
하우(夏雨)157)
147) 복물(伏-): 복날 또는 복날을 전후하여 많이 내리는 비.
148) 분룡우(分龍雨): 음력 오월에 오는 소나기를 이르는 말.
149) 삼복비(三伏-): 복날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이 되는 날. 이날이면 그
해의 더위를 물리친다 하여 개장국이나 영계백숙을 먹는 사람이 많다.
150) 서우(暑雨): 더운 여름날에 내리는 비.
151) 세거우(洗車雨): 음력 7월 7일에 내리는 비.
152) 송화우(松花雨): 소나무의 꽃이 필 무렵에 오는 비. 5월 말경에 오는 비를 이른다.
153) 여름비: 여름철에 오는 비.
154) 잠비: 여름철에 내리는 비. 여름에 비가 오면 잠을 잔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155) 탁지우(濯枝雨): 음력 유월쯤에 오는 큰비.
156) 태종비(太宗雨), ‘태종우(太宗雨): 음력 오월 초열흘날에 오는 비. 조선 태종 때에 날이 몹시 가물
었는데, 태종이 병으로 누워 있다가 “내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한 후
5월 10일에 죽자 정말 비가 내려 해갈되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 비가 내리면 그해 풍년이 든다
고 한다.
157) 하우(夏雨): 여름철에 오는 비. [같은 말] 여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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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는 공통적으로 <계절-여름>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송
화우(松花雨)’는 ‘소나무의 꽃이 필 무렵에 오는 비. 5월 말경에 오는 비를
이른다.’로 풀이되어 <시기-계절(여름)+시기-소나무의 꽃이 필 무렵>이
라는 특성을 지닌다. ‘분룡우(分龍雨)’는 ‘음력 오월에 오는 소나기를 이르
는 말’로 풀이되면서 <시기-계절(여름)+상태-소나기>라는 특성을 지닌
다. 유의어인 ‘태종비(太宗-)’와 ‘태종우(太宗雨)’는 ‘음력 오월 초열흘날에
오는 비’로 풀이되면서 <시기-계절(여름)+상징-풍년>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유의어인 ‘여름비’와 ‘하우(夏雨)’는 ‘여름철에 오는 비’로 풀이되
면서 <시기-계절(여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삼복비(三伏-)’는 ‘복날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초복158)부터 시작하여 <시기-계절(여름)>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복물(伏-)’는 ‘복날 또는 복날을 전후하
여 많이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시기-계절(여름)+시기-복날 또는 복날
의 전후+상태-강수강도(강)>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서우(暑雨)’는 ‘더운
여름날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시기-계절(여름)>이라는 특성을 지닌
다. ‘세거우(洗車雨)’는 ‘음력 7월 7일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시기-계
절(여름)+날짜-음력 7월 7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잠비’는 ‘잠자라고
오는 비’로 풀이되어 <시기-계절(여름)+의미-낮잠을 자고 다시 일을 하
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탁지우(濯枝雨)’는 ‘음력 유월쯤에 오는 큰비’로
풀이되어 <시기[계절(여름)+시기-음력 6월쯤+상태-강수강도(강)>이라
는 특성을 지닌다.

(다) <가을>
가을비159)
백중물(百中-)160)
158) 초복: 삼복(三伏) 가운데 첫 번째로 드는 복날. 하지가 지난 뒤 셋째 경일(庚日)에 든다.
159) 가을비: 가을에 오는 비.
160) 백중물(百中-): 백중날 무렵에 많이 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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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秋雨)161)
추석비(秋夕-)162)
칠석물(七夕-)163)

위의 (다)는 공통적으로 <시기-계절(가을)>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
다. 유의어인 ‘가을비’와 ‘추우(秋雨)’는 ‘가을에 오는 비’로 풀이되어 <시기
-계절(가을)>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백중물(百中-)’는 ‘백중날164)
무렵에 많이 오는 비’로 풀이되어 <시기-계절(가을)+날짜-백중날(음력
칠월 보름)+민속-불교의 명절>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추석비(秋夕-)’는
‘추석에 내리는 비. 흉작이 들 흉조로 여겼다.’로 풀이되면서 <시기-계절
(가을)+상징-흉작>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칠석물(七夕-)’은 ‘칠석
날165)에 오는 비. 칠석날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이라는 전설이 있다.’로
풀이되면서 <시기-계절(가을)+시간-음력 칠월 초이렛날의 밤>이라는 특
성을 지닌 단어이다.

(라) <겨울>
겨울비166)
동우(冬雨)167)

161) 추우(秋雨): 가을에 오는 비. [같은 말] 가을비.
162) 추석비(秋夕-): 추석에 내리는 비. 흉작이 들 흉조로 여겼다.
163) 칠석물(七夕-): 칠석날에 오는 비. 칠석날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이라는 전설이 있다.
164) 백중날(百中-): <불교> 음력 칠월 보름. 승려들이 재(齋)를 설(設)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날로, 큰
명절을 삼았다.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ㆍ고려 시대에는 이날 일반인까지 참석하여 우란분회(盂蘭盆
會)를 열었으나 조선 시대 이후로 사찰에서만 행하여진다. 근래 민간에서는 여러 과실과 음식을 마
련하여 먹고 논다. 우란분회(盂蘭盆會): <불교> 아귀도에 떨어진 망령을 위하여 여는 불사(佛事).
목련 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 수행승에게 올
린 공양에서 비롯한다. 하안거(夏安居)의 끝 날인 음력 칠월 보름을 앞뒤로 한 사흘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조상이나 부처에게 공양한다.
165) 칠석날: 음력으로 칠월 초이렛날의 밤. 이때에 은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오작교에서 일 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166) 겨울비: 겨울철에 오는 비.
167) 동우(冬雨): 겨울철에 오는 비. [같은 말] 겨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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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우(液雨)168)
한우(寒雨)2169)

위의 (라)는 공통적으로 <시기-계절(가을)>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
다. 유의어인 ‘겨울비’와 ‘동우(冬雨)’, ‘한우(寒雨)2’는 ‘겨울철에 오는 비’로
풀이되면서 <시기-계절(가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액우(液雨)’는 ‘음
력 시월께 오는 비. 그 빗물은 약에 쓴다고 한다.’로 풀이되어 <시기-계절
(가을)+시기-음력 10월쯤>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2) <기타>
그믐치170)
모우(暮雨)171)
밤비172)
보름치173)
암우(暗雨)174)
야우(夜雨)175)
조우(朝雨)176)
종조우(終朝雨)177)
진사치(辰巳-)178)
168) 액우(液雨): 음력 시월께 오는 비. 그 빗물은 약에 쓴다고 한다.
169) 한우(寒雨)2: 1. 차갑게 느껴지는 비. [같은 말] 찬비. 2. 겨울에 내리는 비.
170) 그믐치: 음력 그믐께에 비나 눈이 내림. 또는 그 비나 눈. 여기서는 ‘그믐께 내리는 비’를 가리키
고, <언 강수>-<시기>-<기타>에서는 ‘그믐께 내리는 눈’을 뜻한다.
171) 모우(暮雨): 저녁때 내리는 비.
172) 밤비: 밤에 내리는 비.
173) 보름치: 음력 보름께에 비나 눈이 오는 날씨. 또는 그 비나 눈. 여기서는 ‘보름께 내리는 비’를
가리키고, <언 강수>-<시기>-<기타>에서는 ‘보름께 내리는 눈’을 뜻한다.
174) 암우(暗雨): 어두운 밤에 오는 비.
175) 야우(夜雨): 밤에 내리는 비. [같은 말] 밤비.
176) 조우(朝雨): 아침에 내리는 비.
177) 종조우(終朝雨): 아침 내내 오는 비.
178) 진사치(辰巳-): [명사] <민속> 간지(干支)가 ‘진(辰)’이나 ‘사(巳)’로 된 날은 흔히 날씨가 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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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우(曉雨)179)

위에 있는 단어는 모두 공통적으로 <시기-기타>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
믐치’는 ‘음력 그믐께에 비가 내림. 또는 그 비’로 풀이되면서 <시기-기타
(음력 그믐께)>라는 특성을 지닌다. ‘보름치’는 ‘음력 보름께에 비가 오는
날씨. 또는 그 비’로 풀이되면서 <시기-기타(음력 보름께)>라는 특성을 지
닌다. ‘효우(曉雨)’는 ‘새벽녘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시기-기타(새벽
녘)>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조우(朝雨)’는 ‘아침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시기-기타(아침)>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종조우(終朝雨)’는 ‘아침 내내
오는 비’로 풀이되면서 <시기-기타(아침 내내)>라는 특성을 지닌다. ‘모우
(暮雨)’는 ‘저녁때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시기-기타(저녁)>이라는 특
성을 지닌다. 유의어인 ‘밤비’와 ‘야우(夜雨)’는 ‘밤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
서 <시기-기타(밤)>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암우(暗雨)’는 ‘어두운 밤에
오는 비’로 풀이되면서 <시기-기타(밤)+강조-어두운 밤>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진사치(辰巳-)’는 ‘진일(辰日)이나 사일(巳日)에은 흔히 날씨가 궂
다 하여, 이날에 내리는 언 강수를 이르는 말’로 풀이되면서 <시기-기타
(진일(辰日)이나 사일(巳日))>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아침비’, ‘저녁비’, ‘우수물’ 라는 단어들180)의 의미로 고려해 보면 본고의
<시기-기타>의 분절에 속할 수 있지만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으므로 검
토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여, 이날에 내리는 비나 눈을 이르는 말.
179) 효우(曉雨): 새벽녘에 내리는 비.
180) 김영진(1995ㄴ)에서는 <시간>→<특정시간>→<시간>→<하루중시간>→<아침>에 들어간 ‘아침비’
과 <저녁>에 들어간 ‘저녁비’, <시간>→<특정시간>→<날>→<우수때>에 들어간 ‘우수물’라는 단어
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이므로 본고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아침비’, ‘저녁비’는
구어에서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문어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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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식>에 따른 분절구조
<인식>과 관련된 단어는 특성에 따라 <좋은 비>, <나쁜 비>, <기타>,
<비유>로 하위 분절이 된다. <좋은 비>에서는 다시 <때 맞은 비>, <농
사에 좋은 비>로 나눌 수 있으며, <비유>에서는 <비가 아님>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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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비>
(가) <때 맞은 비>
감우(甘雨)181)
감패(甘霈)182)
단비183)
시우(時雨)184)
십우(十雨)185)
약비(藥－)186)
영우(靈雨)187)
적우(適雨)188)
호우(好雨)189)

위의 (가)는 공통적으로 <인식-좋은 비(때에 맞은 비)>라는 특성을 지
닌 단어이다. ‘단비’는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감우
(甘雨)’는 ‘때를 잘 맞추어 알맞게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적우(適雨)’는
‘알맞은 시기에 내리는 비’로 풀이되어, ‘감패(甘霈)’190)는 ‘때맞추어 흡족하
게 쏟아지는 단비’로 풀이되어, 유의어인 ‘호우(好雨)’와 ‘영우(靈雨)’는 ‘때
를 맞추어 알맞게 오는 비’로 풀이되어, ‘시우(時雨)’는 ‘적절한 시기를 맞추
어서 오는 비’로 풀이되어, ‘십우(十雨)’는 ‘열흘에 한 번 오는 비라는 뜻으

181) 감우(甘雨): 때를 잘 맞추어 알맞게 내리는 비.
182) 감패(甘霈): 때맞추어 흡족하게 쏟아지는 단비.
183) 단비: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
184) 시우(時雨):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서 오는 비.
185) 십우(十雨): 열흘에 한 번 오는 비라는 뜻으로, 알맞게 때를 맞추어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
186) 약비(藥－): 1. 약이 되는 비라는 뜻으로, 꼭 필요한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 2. [북한어]
<농업> ‘제초제(농작물을 해치지 아니하고 잡초만을 없애는 약)’의 북한어.
187) 영우(靈雨): 때를 맞추어 알맞게 오는 비. [같은 말] 호우(好雨).
188) 적우(適雨): 알맞은 시기에 내리는 비.
189) 호우(好雨): 때를 맞추어 알맞게 오는 비.
190) 김영진(1995ㄱ): <인식>→<때>→<알맞은때>→<알맞은양>→<흡족함>에서 들어간 ‘감패(感佩)’이
라는 단어는 한자를 ‘甘霈’로 표시해야 정확하다.

- 47 -

로, 알맞게 때를 맞추어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약비(藥－)’는
‘약이 되는 비라는 뜻으로, 꼭 필요한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로 풀이
되면서 <인식-좋은 비(때에 맞은 비)>라는 특성을 지닌다. ‘약비(藥－)’는
그 특성에서 <인식-좋은 비(때에 맞은 비)>뿐만 아니라 <상징-약이 되
는 비라는 뜻>까지 포함된다.

(나) <농사에 좋은 비>
고우(膏雨)191)
금비(金－)192)
꿀비193)
낙종물(落種-)194)
농사비(農事－)195)
떡비196)
맥우(麥雨)197)
모종비(－種－)198)
목비199)
못비200)
복비(福－)201)
서우(瑞雨)202)
191) 고우(膏雨): 농작물이 잘 자라게 제때에 내리는 비.
192) 금비(金－): [북한어] 농사에 매우 요긴하고 유익한 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3) 꿀비: [북한어] 곡식이 꿀처럼 달게 받아먹을 비라는 뜻으로,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때에
맞추어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
194) 낙종물(落種-): 못자리할 때에 맞추어 알맞게 내리는 비.
195) 농사비(農事－): 복날에 비가 오면 농사에 좋다고 하여, 복날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
196) 떡비: 풍년이 들어 떡을 해 먹을 수 있게 하는 비라는 뜻으로, 요긴한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
197) 맥우(麥雨): 보리가 익을 무렵에 오는 비.
198) 모종비(－種－): 모종하기에 알맞은 때에 오는 비.
199) 목비: 모낼 무렵에 한목 오는 비.
200) 못비: 모를 다 낼 만큼 충분히 오는 비.
201) 복비(福－): 복을 가져다 주는 비라는 뜻으로, 농사철에 때맞춰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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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우(一犁雨)203)
자우(滋雨/慈雨)204)
택우(澤雨)205)
풍년우(豐年雨)206)
희우(喜雨)207)

(나)는 공통적으로 <시기-농사에 좋은 비>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북한어인 ‘금비(金－)’와 ‘꿀비’는 ‘농사에 매우 요긴하고 유익한 비를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과 ‘곡식이 꿀처럼 달게 받아먹을 비라는 뜻으로, 농작물
이 자라는 데 필요한 때에 맞추어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로 풀이된다. ‘모
종비(－種－)’는 ‘모종하기에 알맞은 때에 오는 비’로 풀이된다. ‘못비’는 ‘모
를 다 낼 만큼 충분히 오는 비’로 풀이된다. ‘고우(膏雨)’는 ‘농작물이 잘 자
라게 제때에 내리는 비’로 풀이된다. ‘서우(瑞雨)’는 ‘곡물의 생장을 돕는 상
서로운 비’로 풀이된다. ‘일리우(一犁雨)’는 ‘밭을 갈기에 적당할 정도로 한
바탕 오는 비’로 풀이된다. ‘자우(滋雨/慈雨)’, ‘택우(澤雨)’는 ‘1. 식물이 자
라는 데에 알맞게 내리는 비. 2. 오래 가물다가 내리는 단비’로 풀이된다.
‘낙종물(落種-)’는 ‘못자리할 때에 맞추어 알맞게 내리는 비’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부류는 <인식-농사에 좋은 비>라는 특성을 지닌다.
‘농사비(農事－)’는 ‘복날에 비가 오면 농사에 좋다고 하여, 복날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로 풀이되면서 <인식-농사에 좋은 비+시기-복날>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복비(福－)’는 ‘복을 가져다 주는 비라는 뜻으로, 농사철에
때맞춰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로 풀이되면서 <인식-농사에 좋은 비+상징

202) 서우(瑞雨): 곡물의 생장을 돕는 상서로운 비.
203) 일리우(一犁雨): 밭을 갈기에 적당할 정도로 한바탕 오는 비.
204) 자우(滋雨/慈雨): 1. 식물이 자라는 데에 알맞게 내리는 비. [비슷한 말] 택우(澤雨), 혜우(惠雨).
2. 오래 가물다가 내리는 단비.
205) 택우(澤雨): 식물이 자라는 데에 알맞게 내리는 비. [같은 말] 자우(滋雨).
206) 풍년우(豐年雨): 풍년이 들 조짐으로 때맞춰 내리는 비.
207) 희우(喜雨):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 또는 농사철에 알맞게 내리는 반가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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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떡비’와 ‘풍년우(豐年雨)’는 각각 ‘풍년이 들어
떡을 해 먹을 수 있게 하는 비라는 뜻으로, 요긴한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르
는 말’과 ‘풍년이 들 조짐으로 때맞춰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인식-농사
에 좋은 비+상징-풍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희우(喜雨)’는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 또는 농사철에 알맞게 내리는 반가운 비’로 풀이되면서
<인식-농사에 좋은 비+시간-가뭄 끝+비유-반가운 비>라는 특성을 지닌
다. ‘목비’와 ‘맥우(麥雨)’는 ‘모낼 무렵에 한목 오는 비’와 ‘보리가 익을 무
렵에 오는 비’로 풀이되면서 <인식-농사에 좋은 비+시기-농사철(모낼 무
렵, 보리가 익을 무렵)>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2) <나쁜 비>
악우(惡雨)208)

북한어인 ‘악우(惡雨)’는 ‘나쁜 비’로 풀이되면서 <인식-나쁜 비>라는
특성을 지닌다.

(3) <기타>
냉우(冷雨)1209)
소슬비(蕭瑟-)210)
양우(涼雨)211)
음우(陰雨)212)
찬비213)

208) 악우(惡雨): 1. 나쁜 비. 2. 생활에서 부딪치는 겪기 어려운 시련이나 난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9) 냉우(冷雨)1: 차갑게 느껴지는 비. [같은 말] 찬비.
210) 소슬비(蕭瑟-): 으스스하고 쓸쓸하게 오는 비.
211) 양우(涼雨): 서늘한 비.
212) 음우(陰雨)1: 1. 몹시 음산하게 오는 비. 2. 오래 내리는 궂은비.
213) 찬비: 차갑게 느껴지는 비. [비슷한 말] 냉우(冷雨), 처우(凄雨), 한우(寒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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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淒雨)214)
청우(清雨)215)
한우(寒雨)1216)

위의 있는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인식-기타>라는 특성을 지닌다. 유의
어인 ‘찬비’, ‘한우(寒雨)’, ‘냉우(冷雨)’, ‘처우(淒雨)’는 ‘차갑게 느껴지는
비’로 풀이되면서 <인식-기타(차가운 느낌)>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
다. 이와 달리, ‘양우(涼雨)’는 ‘서늘한 비’로 풀이되어 차갑다는 정도가 아
니고 서늘하다는 느낌을 가진다. 이것도 <인식-기타(서늘한 느낌)>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소슬비(蕭瑟-)’는 ‘으스스하고 쓸쓸하게 오는 비’로 풀이되면서 <인식
-기타(음산하고 외로운 느낌)>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음우(陰雨)1’은
‘몹시 음산하게 오는 비’로 풀이되어 <인식-기타(음산한 느낌)>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청우(清雨)’는 ‘정결한 비’로 풀이되면서 <인식-기타(깨
끗한 느낌)>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비유-비가 아님>
꽃비217)
눈물비218)
모래비219)
법우(法雨)220)
분수비(噴水-)221)
214) 처우(淒雨): 차갑게 느껴지는 비. [같은 말] 찬비.
215) 청우(清雨): 정결한 비.
216) 한우(寒雨)1: 1. 차갑게 느껴지는 비. [같은 말] 찬비. 2. 겨울에 내리는 비.
217) 꽃비: 1. 비가 꽃잎처럼 가볍게 흩뿌리듯이 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꽃잎이 비가
내리듯 가볍게 흩뿌려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8) 눈물비: 주르륵 흘리는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9) 모래비: 바람에 날려 올라갔던 모래가 비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 또는 그런 현상.
220) 법우(法雨): <불교> 중생을 교화하여 덕화를 입게 하는 것을 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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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비222)
성우(星雨)223)
운석우(隕石雨)224)
유성우(流星雨)225)
주먹비226)
토우(土雨)227)
홍우(紅雨)228)
화우(花雨)229)
황색비(黃色-)230)
황우(黃雨)231)
혜우(惠雨)232)
흙비1233)

221) 분수비(噴水-): [북한어] 보슬보슬 떨어지는 분수를 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222) 불비: 1.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는 불덩어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북한어] 몹시 내리쬐는
뙤약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3) 성우(星雨): <천문> 지구가 유성군(流星群)과 만날 때 많은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 [같은
말] 유성우.
224) 운석우(隕石雨): <천문> 지구가 유성군(流星群)과 만날 때 많은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
[같은 말] 유성우.
225) 유성우(流星雨): <천문> 지구가 유성군(流星群)과 만날 때 많은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
[비슷한 말] 성우(星雨), 운석우(隕石雨).
226) 주먹비: 쏟아지는 비 같은 매우 심한 주먹질.
227) 토우(土雨): 바람에 날려 올라갔던 모래흙이 비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말] 흙비1.
228) 홍우(紅雨): 붉은 꽃잎이 비 오듯 많이 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9) 화우(花雨): 비가 오듯이 흩어져 날리는 꽃잎.
230) 황색비(黃色-): <군사> 화학전에서 비행기로 뿌리는 누런색의 액체 또는 가루 형태의 유독 화학
물질. 이것을 맞으면 경련과 출혈을 일으키며 죽는다.
231) 황우(黃雨): <군사> 화학전에서 비행기로 뿌리는 누런색의 액체 또는 가루 형태의 유독 화학 물
질. [같은 말] 황색비.
232) 혜우(惠雨): 1. 은혜로운 비라는 뜻으로, 임금의 은혜를 이르는 말. 2. 식물이 자라는 데에 알맞
게 내리는 비). [같은 말] 자우(滋雨).
233) 흙비1: 1. 바람에 날려 올라갔던 모래흙이 비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 또는 그러한 현상. 2. 황
사가 대기 속의 습기를 만나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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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단어는 <인식- 진실한 비가 아니고 비가 내리 듯이 보이는
비유>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눈물비’는 ‘주르륵 흘리는 눈물을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 되면서 내리는 것은 ‘눈물’이다. ‘모래비’는 ‘바
람에 날려 올라갔던 모래가 비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 또는 그런 현상’이
라고 풀이가 되어 내리는 것은 모래이다. 북한어인 ‘분수비’는 ‘보슬보슬 떨
어지는 분수를 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면서 실제로 내리는
것은 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비’는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는 불덩어
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실제로 내리는 것은 불덩어리임을
알 수 있다. ‘주먹비’는 ‘쏟아지는 비 같은 매우 심한 주먹질’이라고 풀이되
면서 ‘심한 주먹질’이 쏟아지는 비에 비유된다. ‘혜우(惠雨)’는 ‘은혜로운 비
라는 뜻으로, 임금의 은혜를 이르는 말’로 풀이되면서 ‘임금의 은혜’로 비유
된다. ‘법우(法雨)’는 ‘중생을 교화하여 덕화를 입게 하는 것을 비에 비유하
여 이르는 말’로 풀이되면서 ‘덕화’로 비유된다.
유의관계를 이룬 ‘토우(土雨)’, ‘흙비1’은 ‘바람에 날려 올라갔던 모래흙이
비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 또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해되어 ‘모래흙’이 실
제로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우(花雨)’와 ‘꽃비’도 두 중심의미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유의관계로 보이며, ‘꽃잎이 비가 내리듯 가볍게 흩뿌려지
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가 되어 내리는 것이 ‘꽃잎’이라는 것
으로 이해가 된다. ‘홍우(紅雨)’는 ‘붉은 꽃잎이 비 오듯 많이 떨어짐을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가 되어 ‘화우(花雨)’와 ‘꽃비’와의 중심의미와
거의 비슷하지만 내포적 의미인 ‘붉은 꽃잎’이라는 것이 더 강조가 된다.
‘성우(星雨)’, ‘운석우(隕石雨)’, ‘유성우(流星雨)’는 천문 계열에 사용하는
과학적 용어이어서 절대 유의어234)로 이해할 수 있다. ‘지구가 유성군(流星
群)과 만날 때 많은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이라고 풀이가 되어 실제
로 내리는 것은 유성군(流星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우(黃雨)’와 ‘황
234) 절대 유의어에 대한 설명은 최은규(1985:4), 참조. “둘이나 그 이상의 어휘 항목이 개념적 의미
뿐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에 있어서도 완전히 일치하여, 출현 가능한 모든 문맥에서 의미상의 변화
없이 대치할 수 있는 관계를 절대 유의어라 하여, 그 대표적인 예로 과학 용어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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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비(黃色-)’는 군사 계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절대 유의어이다.
‘화학전에서 비행기로 뿌리는 누런색의 액체 또는 가루 형태의 유독 화학
물질’이라고 풀이되면서 ‘누런색 액체’ 또는 ‘화학물질’이 비에 비유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는 [표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35)

235) <비유-비가 아님>은 실제의 비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만 논의하고 [표5]에는 반영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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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액체 강수> 어휘의 실제 사용 상황
이상의 논의는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의 첫 부분인 <액체 강수> 명칭
의 분절구조를 발견하려는 시도였다. 이 분절구조에는 총 221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어 65개, 한자어 129개, 고유어와 한자어의 혼종어
27개로 구분된다. 모든 221개 <액체 강수>에 관한 단어는 《표준국어대사
전》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을 단어 사용의 상황에 따라 관찰해 보
면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있다. 실제
로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가 더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단어가 자주 쓰
이는 단어이고, 어떤 단어가 거의 안 쓰이는 단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연어의 유무를 통하여 개개
의 단어가 쓰이는 상황을 판단하고자 한다.
임근석(2010)에서는 내리는 연어에 대하여, “협의의 연어의 하위 유형으
로서, 문장 안에서 일정한 통사적 구성을 구성하는 2개의 구성요소(어휘소)
가 서로 공기성이 높고, 분포의 제약이 있으며, 의미적으로 투명하거나 반
투명한 경우를 어휘적 연어라 한다.”라고 정의했다.236) 예를 들면 ‘비가 오
다/코를 풀다/눈을 감다’ 등이 연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정의에 따라 분절구조에 들어간 어휘를 대상으로 세종21
세기 용례 말뭉치를 이용하여 개개의 어휘의 연어조사를 했다. 결과는 아래
의 표와 같다. (1)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이용
해서 조사된 연어의 예문이고, (2)는 세종21세기 용례 말뭉치를 이용해서
조사한 연어의 예문이다.

236) 임근석(2010: 42)『한국어 연어 연구』, 월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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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액체 강수> 명칭의 연어 조사
(1)
가랑비가 뿌리다.
가랑비가 내리다.
가랑비가 오다.
가랑비가 오락가락하다.
가랑비가 추적거리다.
가랑비가 흩뿌리다.
가랑비가 맺히다.
가랑비가 그치다.
가랑비를 맞다.
(2)
쓸쓸한 가랑비 내리다.
가랑비가 내리다.(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

가랑비

다.
내린 가랑비
눅눅한 가랑비
깨끗한 가랑비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가랑비가 축축하게 내리다.
가랑비가 오다.
가랑비를 맞다.
가랑비에 옷 젖다.
가랑비가 흩뿌리다.
가랑비가 뿌리다.
가랑비가 오락가락하다.
(1)
가을비가 개다.
가을비를 맞다.

가을비

가을비가 떨어지다.
가을비가 내리다.
가을비가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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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를 피하다.
가을비가 추적거리다.
(2)
가을비가 그치다.
가을비가 내리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가을비는 소소히 뿌리다.
내리던 늦은 가을비
암담한 가을비 소리를 듣다.
가을비를 맞다.
가을비치고는 제법 빗줄기가 굵었다.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 가을비
밤새 추석추석 내리던 가을비
추적추적 가을비를 뿌리다.
가을비가 뿌리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촉촉한 가을비
가을비가 지나가다.
가을비가 추적거리다.
(1)
가을장마가 닥치다.

가을장마

가을장마가 길다.
(2)없음.
(1)

감우(甘雨)

감우를 만나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감패(甘霈)
강우(强雨)
개부심
건들장마

건들장마가 지나다.
(2)없음.
(1)

겨울비

겨울비를 맞다.
겨울비가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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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전부터 을씨년스런 겨울비를 뿌렸다.
겨울비가 내리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겨울비가 치적치적 내리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흩뿌리던 초겨울비
칙칙한 겨울비
겨울비에 젖다.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
겨울비를 맞다.
(1)(2)없음.
(1)

경우(輕雨)
계우(溪雨)

계우를 만나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고우(苦雨)
고우(膏雨)
고치장마
곡우(穀雨)
과우(過雨)
과우(寡雨)
괴우(怪雨)
구우(久雨)

궂은비가 내리다.
궂은비가 뿌리다.
(2)
궂은비가 주룩주룩 내리다.

궂은비

궂은비 축축히 내리다.
궂은비 오다.
궂은비 나리다.
궂은비 뿌리다.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그믐치
극우(劇雨)
금비(金－)
급우(急雨)
기단뇌우(氣團雷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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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비가 오다.
꽃비

꽃비가 내리다.
(2)
꽃비가 내리다.
(1)(2)없음.
(1)(2)없음.
(1)

꿀비
낙종물(落種-)
날비

날비가 뿌리다.
(2)없음.
(1)(2)없음.
(1)

냉우(冷雨)
노박비

노박비를 맞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

녹우(綠雨)
농사비(農事－)

뇌우가 치다.
뇌우가 쏟아지다.

뇌우(雷雨)

뇌우가 퍼붓다.
(2)없음
(1)
눈물비

눈물비가 내리다.
(2)없음.
(1)(2)없음.
(1)

능우(凌雨)
는개

는개가 내리다.
(2)없음.
(1)

늦마

(2)늦마가 오다.
(1)(2)없음.
(1)
늦장마가 들다.

늦장마

늦장마가 지다.
(2)없음.
(1)(2)없음.
(1)

다우(多雨)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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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를 맞다.
단비가 내리다.
(2)
단비가 뿌리다.
단비가 내리다.
단비가 보슬보슬 내리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

대우(大雨)
동우(冬雨)
떡비
뚝비
맛비
매림(梅霖)
매우(梅雨)
매우(霾雨)

매우가 몰아치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매우수(梅雨水)
맥우(麥雨)
맹우(猛雨)
명목(冥沐)
모래비
모우(暮雨)
모종비(－種－)
목비
못비
몽우(濛雨)

무더기비가 쏟아지다.

무더기비

무더기비가 퍼붓다.
(2)없음.
(1)(2)없음.
(1)

무우(霧雨)
미우(微雨)
미우(黴雨)

미우에 젖다.
(2)없음.
(1)

바람비

바람비를 맞다.
(2)
바람비가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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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밤비 내리다.
밤비가 속살거리다.
밤비를 맞다.
밤비가 퍼붓다.
(2)

밤비

퍼붓는 밤비
밤비에 젖다.
밤비가 (너무 조용히 소리도 없이) 내렸다.
밤비가 내리다.
밤비가 오다.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방사능비(放射能-)
방사능우(放射能雨)
백우(白雨)
백중물(百中-)
법우(法雨)
보름치

보슬비가 내리다.
보슬비를 맞다.
보슬비가 오락가락하다.
(2)

보슬비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다.
보슬비가 내리다.
보슬비가 뿌리다.
(1)
복물을 만나다.
(2)없음.
(1)(2)없음.
(1)

복물(伏-)
복비(福－)

봄비가 내리다.
봄비를 맞다.
봄비

봄비가 오락가락하다.
봄비가 뿌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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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추적 봄비
촉촉한 봄비
봄비가 추절추절 내리다.
봄비가 차디차게 내리다.
봄비가 흠뻑 내리다.
봄비가 내리다.
봄비를 맞다.
봄비가 쏟아지다.
봄비에 젖다.
봄비가 뿌리다.
봄비가 오다.
(1)(2)없음.
(1)

봄장마

부슬비가 내리다.
부슬비를 맞다.
부슬비가 오다.

부슬비

부슬비가 부슬거리다.
(2)
부슬비가 내리다.
약한 부슬비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분룡우(分龍雨)
분수비(噴水-)
분우(盆雨)
분화우(噴火雨)

불비가 퍼붓다.
불비

불비가 쏟아지다.
(2)
불비가 쏟아지다.
(1)
비가 그치다.
비가 내리다.

비

비를 피하다.
비를 뿌리다.
비가 들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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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젖다.
비를 맞다.
비가 개다.
비를 만나다.
비가 퍼붓다.
비가 오다.
비가 쏟아지다.
(2)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비가 쏟아지다.
비가 그치다.
비를 피하다.
비를 뿌리다.
비가 들이치다.
비에 젖다.
비를 만나다.
비가 퍼붓다.
비를 맞다.
비가 개다.
(1)없음.
(2)
사나운 비바람
비바람이 몰아치다.
비바람

비바람이 쏟아지다.
비바람 거세지다.
비바람 들이치다.
들이치는 비바람 소리
비바람 치다.

비보라
비전선뇌우(非前線雷雨)
사우(絲雨)

(1)(2)없음.
(1)(2)없음.
(1)(2)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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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斜雨)

(1)(2)없음.
(1)
산돌림이 지나가다.

산돌림

산돌림이 내리다.
(2)
산돌림바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산비(山-)
산선비(酸性-)
산우(山雨)
삼복비(三伏－)
삼일우(三日雨)
삽우(霎雨)
색시비
서우(暑雨)
서우(瑞雨)
성우(星雨)
세거우(洗車雨)

세우가 내리다.
세우에 젖다.
세우가 떨어지다.

세우(細雨)

세우를 맞다.
세우를 헤치다.
(2)
세우가 내리다.
(1)

소슬비(蕭瑟-)

소슬비가 내리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

소용돌이비
소우(小雨)
소우(疏雨)

소우가 내리다.
(2)없음.
(1)
소나기를 맞다.

소나기

소나기를 만나다.
소나기를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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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가 쏟아지다.
소나기가 그치다.
소나기가 퍼붓다.
소나기가 오다.
소나기가 요란(擾亂)스럽다.
소나기가 내리다.
소나기가 지나가다.
소나기가 떨어지다.
(2)
소나기구름
소나기를 피하다.
소나기가 쏟아지다.
소나기가 오다.
소나기가 퍼붓다.
소나기가 내리다.
소나기를 맞다.
소나기가 지나가다.
소나기가 요란(擾亂)스럽다.
(1)
소낙비가 내리다.
소낙비가 지나가다.
소낙비가 쏟아지다.
소낙비가 오다.
소낙비가 퍼붓다.
(2)

소낙비

주룩주룩 소낙비
소낙비가 떨어지다.
소낙비가 쏟아지다.
소낙비가 퍼붓다.
소낙비가 멈추다.
소낙비를 맞다.
소낙비가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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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우(松花雨)
숙우(宿雨)
스무날비
시우(時雨)
신우(迅雨)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실비가 내리다.
실비가 오다.
(2)

실비(絲-)

실비가 내리다.
실비가 뿌리다.
(1)(2)없음.
(1)(2)없음.
(1)

심우(甚雨)
십우(十雨)

안개비가 내리다.
안개비가 오다.
안개비를 맞다.
(2)

안개비

안개비가 내리다.
안개비가 뿌리다.
암우(暗雨)
액우(液雨)
야우(夜雨)

자욱한 안개비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억수

억수가 퍼붓다.
(2)
비가 억수로 쏱아지다/퍼붓다.
(1)

억수비

억수비가 쏟아지다.
(2)없음.
(1)

억수장마

억수장마가 지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악우(惡雨)
약비(藥－)
양우(涼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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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비가 내리다.
여름비

여름비가 떨어지다.
(2)
여름비가 내리다.
(1)
여우비를 맞다.
여우비가 내리다.

여우비

여우비가 졸금졸금하다.
여우비가 오다.
(2)

연우(連雨)

여우비를 맞다.
(1)(2)없음.
(1)

연우(煙雨)

연우가 내리다.

염섬(廉纖)
영우(零雨)
영우(靈雨)
오란비
우양(雨暘)
우청(雨晴)
유객우(留客雨)
운석우(隕石雨)
유성우(流星雨)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웃비

웃비가 걷히다.
(2)
웃비가 걷히다.
1(1)
음우에 젖다.

음우(陰雨)1

음우가 내리다.

음우(陰雨)2

1(2)없음.
2(1),2(2)없음.
(1)(2)없음.
(1)(2)없음.

음우(霪雨)
음림(霪霖/淫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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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진(浥塵)
이류뇌우(移流雷雨)

(1)(2)없음.
(1)(2)없음.
(1)
이슬비가 오다.
이슬비에 젖다.
이슬비가 내리다.

이슬비

이슬비를 맞다.
(2)
이슬비가 날아들다.
이슬비가 오다.
이슬비가 내리다.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일리우(一犁雨)
일사우(一蓑雨)
일삽우(一霎雨)
임우(霖雨)
자우(滋雨/慈雨)
작달비
작살비
잠비

잠비가 내리다.
(2)없음.
(1)
장대비가 쏟아지다.
장대비가 퍼붓다.
장대비가 오다.
장대비가 지나가다.
장대비가 내리다.

장대비(長--)

장대비를 맞다.
(2)
부랴부랴 장대비
장대비가 내리다.
장대비가 쏟아지다.
장대비가 퍼붓다.
장대비를 맞다.
(1)

장맛비

장맛비가 내리퍼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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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오락가락하다.
장맛비가 내리다.
장맛비가 그치다.
(2)
장맛비가 퍼붓다.
장맛비가 내리다.
장맛비가 쏟아지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다.
장맛비가 그치다.
장우(長雨)

(1)(2)없음.

장우(瘴雨)

(1)(2)없음.

잿비
저기압성뇌우(低氣壓性雷雨)
적림(積霖)
적우(積雨)
적우(適雨)
전선뇌우(前線雷雨)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주먹비

주먹비를 맞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줄비
조우(朝雨)
종조우(終朝雨)
지형성강우(地形性降雨）
진비

진비가 내리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

진사치(辰巳-)
질우(疾雨)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집중호우가 내리다.
집중호우(集中豪雨)

(2)
집중호우가 그치다.
집중호우가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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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가 쏟아지다.
집중호우가 퍼붓다.
(1)
찬비를 맞다.
찬비가 내리다.
찬비에 젖다.
(2)

찬비

찬비가 내리다.
찬비를 맞다.
찬비가 지나가다.
(1)
창대비가 쏟아지다.
창대비가 내리다.

창대비(槍--)

창대비가 내리치다.
(2)
창대비 쏟아지다.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처우(淒雨)
청우(清雨)
청우(晴雨)
체우(滯雨)
채찍비
최화우(催花雨)
추림(秋霖)
추석비(秋夕-)
추우(秋雨)
춘림(春霖)
춘우(春雨)

춘우를 맞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춘우수(春雨水)
취우(驟雨)
칠석물(七夕-)
쾌우(快雨)

큰비가 오다.
큰비

큰비가 내리다.
(2)

- 70 -

큰비가 내리다.
큰비가 쏟아지다.
큰비가 오다.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탁지우(濯枝雨)
태종비(太宗-)
태종우(太宗雨)
택우(澤雨)
토우(土雨)

폭우가 지나가다.
폭우가 쏟아지다.
폭우가 내리다.
폭우가 흩뿌리다..
폭우가 내리붓다.
폭우가 퍼붓다.
폭우(暴雨)

폭우가 내리치다.
(2)
폭우가 쏟아지다.
폭우가 내리다.
폭우를 만나다.
폭우를 뚫다.
폭우가 그치다.
(1)
폭풍우가 몰아치다.
폭풍우가 치다.
폭풍우가 지나가다.
폭풍우를 만나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다.

폭풍우(暴風雨)

폭풍우가 강하다.
폭풍우를 오다.
폭풍우를 동반하다.
(2)
폭풍우가 몰아치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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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가 치다.
폭풍우가 몰아닥치다.
폭풍우가 쏟아지다.
폭풍우를 만나다.
폭풍우가 지나가다.
폭풍우가 불어오다.
폭풍우가 밀려오다.
풍년우(豐年雨）
풍림(風霖)
풍우(風雨)
하우(夏雨)
한비
한우(寒雨)
협우(峽雨)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호우가 내리다.
호우가 쏟아지다.
(2)

호우(豪雨)

호우가 내리다.
혜우(惠雨)

호우가 쏟아지다.
(1)(2)없음.
(1)

호우(好雨)

호우가 없다.
(2)없음.

홍우(紅雨)
화우(花雨)
황매우(黃梅雨)
황색비(黃色-)
황우(黃雨)
효우(曉雨)
흙비1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흙비가 내리다.

흙비2

흙비가 오다.
흙비가 쏟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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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흙비가 내리다.
흙비가 오다.
(1)(2)없음.

희우(喜雨)

이 표를 참조하면 지금 사용되는 <액체강수> 명칭과 사용되지 않는 <액
체강수> 명칭이 구분된다. 전자는 현재에 계속 활발히 사용되는 단어로 판
단하고, 후자는 사전 표제어로는 수록되어 있지만 해당 예문이 하나도 나타
나지 않아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자에 속한
단어 중에서 ‘가랑비’, ‘가을비’, ‘겨울비’, ‘궂은비’, ‘밤비’, ‘보슬비’, ‘봄비’,
‘부슬비’, ‘비’, ‘비바람’, ‘세우(細雨)’, ‘소나기’, ‘소낙비’, ‘안개비’, ‘여우비’,
‘이슬비’, ‘장대비(長--)’, ‘장마’, ‘장맛비’, ‘집중호우’, ‘찬비’, ‘큰비’, ‘폭우
(暴雨)’, ‘폭풍우(暴風雨)’, ‘흙비’ 등이 연어에 관한 예문에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비교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사용빈도가 비교적으로 높은 어휘는 문장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임근석(2010)에서는 어휘적 연어를 체언적 연어와 용언적 연
어로 구분했다. 체언적 연어는 ‘명사+명사’형 연어, ‘관형사+명사’형 연어,
‘동사/형용사+명사’형 연어로 분류가 된다. 용언적 연어는 ‘명사+동사/형용
사’형 연어, ‘부사+동사/형용사’형 연어로 분류가 된다. 본고의 <액체강수>
명칭이 포함된 연어를 조사하면 체언적 연어 ‘동사/형용사+명사’형 연어의
유형이 조금 있고, 대부분은 용언적 언어에는 ‘명사+동사/형용사’형으로 나
타난다.
‘가랑비’가 포함된 용언적 연어의 경우는 ‘가랑비가 뿌리다/내리다/오다/오
락가락하다/추적거리다/흩뿌리다/맺히다/그치다’, ‘가랑비를 맞다/가랑비에 옷
젖다’ 등이 ‘명사+동사/형용사’형 연어에 속한다. 그 중에는 의태어가 중간
에 들어가는 상황도 있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등이 의태어 ‘부슬부슬’, ‘추적추적’이 추가되어도 원래의 의미가 변
하지 않고 투명한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어로 판단된다. ‘쓸쓸한 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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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눅눅한 가랑비, 깨끗한 가랑비’ 등이 ‘동사/형용사+명사’형 연어에 속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을비’가 포함된 용언적 연어의 경우는 ‘가을비가 그치다/내리다/뿌리다/
지나가다’ 등, ‘가을비를 맞다/피하다’ 등이 ‘명사+동사/형용사’형 연어에 속
한다. ‘겨울비’가 포함된 용언적 연어의 경우는 ‘겨울비가 내리다’가 ‘명사+
동사/형용사’형 연어에 속한다. 그 중에는 의태어가 중간에 들어가는 상황도
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치적치적/추적추적 내리다’ 등이 있다. ‘궂은비’가
포함된 연어의 경우는 ‘궂은비가 뿌리다/내리다/오다’, ‘밤비’가 포함된 연어
의 경우는 ‘밤비가 내리다/퍼붓다/오다’, ‘보슬비’가 포함된 연어는 ‘보슬비가
내리다/오락가락하다/뿌리다’, ‘보슬비를 맞다’ 등이, ‘부슬비’가 포함된 연어
는 ‘부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다/오다/부슬거리다’ 등이 있다.
‘비’가 포함된 용언적 연어의 경우는 ‘비가 오다/그치다/내리다/뿌리다’ 등,
‘비를 맞다/피하다’ 등이 ‘명사+동사/형용사’형 연어에 속한다. ‘비바람’이 포
함된 연어는 ‘비바람이 몰아치다/쏟아지다/거세지다/들이치다/치다’ 등이, ‘세
우(細雨)’가 포함된 연어는 ‘세우가 내리다/떨어지다’, ‘세우에 젖다/헤치다/
맞다’ 등이, ‘소나기’가 포함된 연어는 ‘소나기가 쏟아지다/오다/퍼붓다/내리
다/요란(擾亂)스럽다/지나가다’, ‘소나기를 피하다/맞다’ 등이, ‘소낙비’가 포
함된 연어는 ‘소낙비가 내리다/지나가다/쏟아지다/오다/퍼붓다/떨어지다/멈추
다’, ‘소낙비를 맞다’ 등이 있다.
‘안개비’가 포함된 연어는 ‘안개비가 내리다/오다/뿌리다’, ‘안개비를 맞다’,
‘자욱한 안개비’ 등이 있고, ‘여우비’가 포함된 연어는 ‘여우비를 맞다’, ‘여우
비가 내리다/졸금졸금하다/오다’ 등이, ‘이슬비’가 포함된 연어는 ‘이슬비가
오다/내리다/날아들다’, ‘이슬비를 맞다’, ‘이슬비에 젖다’ 등이 있다. ‘장대비
(長--)’가 포함된 연어는 ‘장대비가 쏟아지다/퍼붓다/오다/지나가다/내리
다’, ‘장대비를 맞다’ 등이 있고, ‘장마’가 포함된 연어는 ‘장마가 시작하다/끝
나다/그치다/지다/오다/쏟아지다’ 등이, ‘장맛비’가 포함된 연어는 ‘장맛비가
내리퍼붓다/오락가락하다/내리다/그치다/퍼붓다/쏟아지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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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가 포함된 연어는 ‘집중호우가 그치다/내리다/쏟아지다/퍼붓다’
등이 있고, ‘찬비’가 포함된 연어는 ‘찬비가 내리다/지나가다’, ‘찬비에 젖다’
등이 있으며, ‘찬비를 맞다’, ‘큰비’가 포함된 연어는 ‘큰비가 내리다/쏟아지
다/오다’ 등이 있다.
‘폭우(暴雨)’가 포함된 연어는 ‘폭우가 지나가다/쏟아지다/내리다/흩뿌리다
/퍼붓다/내리치다/내리붓다’ 등이, ‘폭풍우(暴風雨)’가 포함된 연어는 ‘폭풍우
가

몰아치다/치다/지나가다/휘몰아치다/강하다/오다/밀려오다/몰아닥치다/불

어오다’, ‘폭풍우를 만나다/동반하다’ 등이 있으며, ‘흙비’가 포함된 연어는
‘흙비가 내리다/오다/쏟아지다’ 등이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액체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75 -

- 76 -

4. <언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
4.1. 기본 구조
‘언 강수’는 ‘지표상에 내리는 눈이 얼어버린 강수’를 의미한다. 4장에서는
‘언 강수’에 속한 ‘눈’의 분절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로 풀이
되면서 <눈>은 <상태-하늘에서 지표상으로 이동+형태-고체(얼음의 결정
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다. 여기서 <눈>이 <언 강수> 명
칭의 분절에 있어서 원어휘소의 자리를 치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눈> 명칭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강수의 상태>, <강수의 시기>,
<강수에 대한 인식>으로 하위 분절을 할 수 있다.

4.2. <상태>에 따른 분절
<상태>와 관련된 명칭은 <강수강도>, <적설>, <지역>으로 하위 분절

- 77 -

이 된다. <강수강도>에 따라 <강수강도-강>와 <강수강도-약>으로 분절
이 되며, <강수강도-강>에서는 다시 <많이 내림>, <형태-굵은 눈>과
<동반>으로 분절이 되고, <강수강도-약>에서는 <형태-작은 알갱이>,
<안개처럼>, <가늘고 성기다>로 분절이 된다. <적설>에서는 <많음>과
<오랫동안 녹지 않음>, <기타(보존 상태)>로 각각의 하위 분절을 나눌
수 있다.

(1) <강수강도>
(가) <강수강도-강>
(a) <많이 내림>
강설(強雪)237)
대강설(大降雪)238)
대설(大雪)239)
설이(雪異)240)
소나기눈241)
소낙눈242)
장설(壯雪)243)
폭설(暴雪)244)

위에 있는 명칭은 단위시간당 내리는 강수량이 비교적으로 많다는 <강수
강도-강>인 분절에서 <많이 내림> 특징을 더 강조하면서 공통적으로 지

237) 강설(強雪): 세차게 내리는 눈.
238) 대강설(大降雪): [북한어] 굉장히 많이 내린 눈.
239) 대설(大雪): 1. 아주 많이 오는 눈. 2. 이십사절기의 하나. 소설과 동지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
이 255도에 이른 때이다. 12월 8일경이다.
240) 설이(雪異): 1. 아주 많이 내리는 눈. 2. 때아니게 내리는 눈.
241) 소나기눈: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같은 말] 폭설(暴雪).
242) 소낙눈: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같은 말] 폭설(暴雪). ‘소나기눈’의 준말.
243) 장설(壯雪): 장쾌하게 썩 많이 오는 눈.
244) 폭설(暴雪):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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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단어이다. 유의관계를 가지는 ‘소나기눈’, ‘소낙눈’, ‘폭설(暴雪)’은 ‘갑자
기 많이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강수강도-강(많다)+상태-갑자기>
특성을 문제 삼고 있는 단어로 보인다. 그 중의 ‘소낙눈’은 ‘소나기눈’의 준
말이다.
‘대강설(大降雪)’은 ‘굉장히 많이 내린 눈’으로 풀이되면서 <상태-많음>
특징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대설(大雪)’은 ‘(1)매우 많이 내리는 눈. (2)
절기의 하나: 대설(大雪)’로 풀이되면서 <상태-많음+절기(節氣)-대설(大
雪)>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장설(壯雪)’은 ‘장쾌하게 썩 많
이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상태-많음>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단
어이다. ‘설이(雪異)’는 ‘(1)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아주) 많
이 내리는 눈 (2)때아니게 내리는 눈’으로 풀이 되면서 <상태-많음+시기
-불적시(不適時)>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강설(強雪)’은 ‘세차
게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강수강도-많음> 특징을 지니고 있는 단어
이다.
유의관계를 가진 ‘대강설(大降雪)’, ‘대설(大雪)’, ‘장설(壯雪)’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눈>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단순히 눈의 내리는 상태를 묘사하
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설이(雪異)’와 ‘강설(強雪)’은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정도로 내리
는 눈이나 세차게 내리는 눈을 의미해서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b) <형태-굵다>
눈송이245)
설편(雪片)246)
송이눈247)
245) 눈송이: 굵게 엉기어 꽃송이처럼 내리는 눈.
246) 설편(雪片): 굵게 엉기어 꽃송이처럼 내리는 눈. [같은 말] 눈송이.
247) 송이눈: [옛말]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 ‘함박눈’의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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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248)

‘함박눈’의 옛말인 ‘송이눈’은 ‘한 송이 한 송이 잇달아서 촘촘하게 내리는
눈’으로, ‘함박눈’은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솜 모양의 눈을 함박꽃에 비유하
여 이르는 말’로 풀이된다. 내린 빗줄기를 중심으로 말하면 <형태-굵다>라
는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c) <동반-바람>
광설(狂雪)1249)
눈갈기250)
눈보라251)
분분설(紛紛雪)252)
비설(飛雪)253)
취설(吹雪)254)
폭풍설(暴風雪)255)

위에 있는 단어는 모두 <동반-바람>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
이다. ‘광설(狂雪)1’은 ‘바람에 휘날리며 어지럽게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고,
‘분분설(紛紛雪)’은 ‘풀풀 날리는 눈’, ‘비설(飛雪)’은 ‘바람에 흩날리며 내리
는 눈’, ‘폭풍설(暴風雪)’은 ‘몹시 세찬 바람이 불면서 내리는 눈’으로 풀이
되면서 ‘광설(狂雪)1’과 ‘폭풍설(暴風雪)’는 ‘분분설(紛紛雪)’과 ‘비설(飛雪)’
보다 바람이 부는 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며 ‘분분설(紛紛雪)’과 ‘비설(飛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함박눈: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
광설(狂雪)1: 1. 바람에 휘날리며 어지럽게 내리는 눈. 2. 철 늦게 흩날리며 내리는 눈.
눈갈기: [북한어] 말갈기처럼 흩날리는 눈보라.
눈보라: 바람에 불리어 휘몰아쳐 날리는 눈.
분분설(紛紛雪): 풀풀 날리는 눈.
비설(飛雪): 1. 바람에 흩날리며 내리는 눈. 2. <지리> 쌓여 있다가 거센 바람에 휘날리는 눈.
취설(吹雪): 바람에 불리어 휘몰아쳐 날리는 눈. [같은 말] 눈보라.
폭풍설(暴風雪): 몹시 세찬 바람이 불면서 내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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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는 좀 약한 부는 강도로 비일 수 있다. 유의어인 ‘눈보라’256)와 ‘취설(吹
雪)’은 ‘바람에 불리어 휘몰아쳐 날리는 눈’으로 풀이되고, 북한어인 ‘눈갈
기’는 ‘말갈기처럼 흩날리는 눈보라’로 풀이되면서 ‘눈갈기’는 ‘눈보라’와 ‘취
설(吹雪)’과 비교하면 눈의 내리는 모양에 대해 ‘말갈기처럼 흩날리는 것’으
로 더 자세하게 묘사된다.

(나) <강수강도-약>
(a) <형태-작은 알갱이>
가랑눈257)
가루눈258)
마른눈259)
미설(微雪)260)
박설(薄雪)261)
분설(粉雪)262)
세설(細雪)263)
싸라기264)
싸라기눈265)
자국눈266)

256) 이미영(1995): <눈>→<내리는 양상>→<상태>→<바람에 날림>→<몰아침>에 들어간 ‘눈바라’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눈보라의 잘못’으로 풀이되어서 본고에 수록되지 않는다.
257) 가랑눈: 조금씩 잘게 내리는 눈.
258) 가루눈: 가루 모양으로 내리는 눈. 기온이 낮고 수증기가 적을 때 내린다.
259) 마른눈: 비가 섞이지 않고 내리는 눈.
260) 미설(微雪): 눈이 조금씩 내림. 또는 그렇게 내리는 눈.
261) 박설(薄雪): 겨우 발자국이 날 만큼 적게 내린 눈. [같은 말] 자국눈.
262) 분설(粉雪): 조금씩 잘게 내리는 눈. [같은 말] 가랑눈.
263) 세설(細雪): 조금씩 잘게 내리는 눈. [같은 말] 가랑눈.
264) 싸라기: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 [같은 말] 싸라기눈.
265) 싸라기눈: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 [비슷한 말] 싸라기.
266) 자국눈: 겨우 발자국이 날 만큼 적게 내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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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눈’, ‘분설(粉雪)’, ‘세설(細雪)’은 ‘조금씩 잘게 내리는 눈’으로 같은
뜻을 지니고 <상태-조금+형태-작은 알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단
어이며 서로 유의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미설(微雪)’은 ‘눈이 조금씩
내림. 또는 그렇게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상태-작은 알갱이> 특징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박설(薄雪)’은 ‘겨우 발자국이 날 만큼 적게 내린
눈’, ‘자국눈’은 ‘발자국이 겨우 날 정도로 적게 내린 눈’으로 풀이되면서 모
두 <형태-작은 알갱이+상태-발자국이 겨우 날 정도>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박설(薄雪)’과 ‘자국눈’은 서로 중심의미 사이에 차이가 거
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유의관계를 맺는 단어로 보인다.
‘가루눈’은 ‘가루 모양으로 내리는 눈. 기온이 낮고 수증기가 적을 때 내
린다.’로 풀이되고, ‘마른눈’은 ‘비가 섞이지 않고 내리는 눈’으로 풀이된다.
이 종류의 눈은 아주 낮은 기온의 환경에서 내리며 내리는 중간에서 녹는
경우가 없고 건조한 눈이 지표상으로 내린다. 따라서 이 종류의 눈은 <상
태-작은 알갱이+상태-건조+성질-부스러지기 쉽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싸라기’와 ‘싸라기눈’은 공통적으로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으로 풀이되고, ‘싸라기’는 더 ‘부스러진 쌀알’이라는
특징이 더해진다. <상태-작은 알갱이+성질-부스러지기 쉽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 네 가지의 눈은 어느 정도 많이 비슷하다.

(b) <안개처럼>
눈안개267)
무설(霧雪)268)

‘눈안개’는 ‘눈이 내릴 때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게 보이는 상태’로 풀이되
고, ‘무설(霧雪)’은 ‘싸라기눈처럼 생긴 직경 1mm 정도의 우윳빛을 띤 얼음
267) 눈안개: 눈이 내릴 때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게 보이는 상태.
268) 무설(霧雪): 싸라기눈처럼 생긴 직경 1mm 정도의 우윳빛을 띤 얼음의 낱알. 눈의 결정이 지나치
게 냉각된 상태의 층운이나 안개 속을 낙하할 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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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낱알. 눈의 결정이 지나치게 냉각된 상태의 층운이나 안개 속을 낙하할
때 생긴다.’로 풀이된다. ‘무설(霧雪)’의 뜻풀이를 보면 생성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눈안개’는 내리는 상태를 중심으로 한다. 두 단어는 모두 <상태-작은
알갱이+형태-안개처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c) <가늘고 성기다>
포슬눈269)

‘포슬눈’은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3장의 <강수강도약>에서 ‘보슬비’, ‘부슬비’와 같이 비교하면 빙점의 이상와 이하의 차이만
나타내고 나머진 부분은 거의 똑같다.

(다) <기타의 강수>
<지역>
공장설(工場雪)270)
삭설(朔雪)271)
산설(山雪)272)
집중호설(集中豪雪)273)

위의 있는 명칭은 공통적으로 <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이다. ‘산설
(山雪)’은 ‘산에 쌓인 눈’으로 풀이되면서 <지역-산>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삭설(朔雪)’은 ‘북쪽 땅의 눈’으로 풀이되면서 <지역-북쪽 땅>
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집중호설(集中豪雪)’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269) 포슬눈: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눈.
270) 공장설(工場雪): <지리> 한랭지에서, 하늘이 맑고 기온이 찬 밤에 공장에서 나는 연기와 수증기
가 혼합되어 얼어서 땅에 내리는 흰색의 결정체.
271) 삭설(朔雪): 북쪽 땅의 눈.
272) 산설(山雪): 산에 쌓인 눈.
273) 집중호설(集中豪雪): <지리>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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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뜻풀이에서 표시하지 않는 ‘호설(豪雪)’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한자인 ‘호(豪)’를 보면 ‘성할 성(盛)’이라는 뜻을 가지고 강
수량에서 ‘많이 내리다’라는 비유로 이해되면서 ‘호설(豪雪)’은 ‘많이 내리는
눈’으로 이해된다. <장소-한 지역+상태-많다+상태-집중적>이라는 특성
을 지닌 단어이다. ‘공장설(工場雪)’은 ‘한랭지에서, 하늘이 맑고 기온이 찬
밤에 공장에서 나는 연기와 수증기가 혼합되어 얼어서 땅에 내리는 흰색의
결정체’로 풀이되면서 <지역-공장+상태:맑고 낮은 기온+시간-밤+성분공장에서 나는 연기와 수증기의 혼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2) <적설(積雪)>
(a) <적설의 상태-많다>
길눈274)
발등눈275)
사태눈276)
심설(深雪)277)
잣눈278)
장설(丈雪)279)
척설(尺雪)280)
퇴설(頹雪)281)

위의 (a)는 공통적으로 <적설의 상태-많다>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유의어인 ‘길눈’과 ‘장설(丈雪)’은 ‘한 길이 될 만큼 많이 쌓인 눈’으로 풀이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길눈: 한 길이 될 만큼 많이 쌓인 눈.
발등눈: 발등까지 빠질 정도로 비교적 많이 내린 눈.
사태눈: 사태로 무너져 내리는 눈.
심설(深雪): 깊이 쌓인 눈.
잣눈: 많이 쌓인 눈. [같은 말] 척설(尺雪).
장설(丈雪): 한 길이나 되게 많이 내린 눈.
척설(尺雪): 많이 쌓인 눈.
퇴설(頹雪): 사태를 이루어 굴러떨어지는 눈. ‘눈사태’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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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심설(深雪)’은 ‘깊이 쌓인 눈’으로 풀이되어, ‘발등눈’은 ‘발등까지 빠
질 정도로 비교적 많이 내린 눈’으로 풀이되어, 유의어인 ‘잣눈’과 ‘척설(尺
雪)’은 ‘많이 쌓인 눈’으로 풀이되면서 <적설의 상태-많다>라는 특성을 지
닌다.
유의어인 ‘사태눈’과 ‘퇴설(頹雪)’은 ‘사태로 무너져 내리는 눈’으로 풀이
되면서 뜻풀이만 참조하면 ‘많은 적설’이라는 설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무너
질 만큼의 정도의 적설은 적은 적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적 <적설
의 상태-많다>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로 보인다.

(b) <상태-오랫동안 녹지 않음>
만년눈282)
만년빙(萬年氷)283)
만년얼음(萬年--)284)
만년설(萬年雪)285)
묵은눈286)
쇠눈287)
숙설(宿雪)1288)
점설(點雪)289)
천추설(千秋雪)290)
282) 만년눈(萬年-): 아주 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 언제나 녹지 아니하고 쌓여 있는 눈. [같은 말]
만년설(萬年雪).
283) 만년빙(萬年氷): 아주 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 언제나 녹지 아니하고 얼어 있는 얼음. [같은
말] 만년얼음(萬年--).
284) 만년얼음(萬年--): 아주 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 언제나 녹지 아니하고 얼어 있는 얼음. [같
은 말] 만년빙(萬年氷).
285) 만년설(萬年雪): <지리> 아주 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 언제나 녹지 아니하고 쌓여 있는 눈.
차차 얼음덩어리가 된다. [비슷한 말] 만년눈(萬年-), 만년빙(萬年氷), 천추설(千秋雪).
286) 묵은눈: 쌓인 눈이 오랫동안 녹지 아니하고 얼음처럼 된 것.
287) 쇠눈: 쌓이고 다져져서 잘 녹지 않는 눈.
288) 숙설(宿雪)1: 작년에 내려 아직 녹지 아니한 눈. 또는 녹다 남은 눈.
289) 점설(點雪): 초봄에 산과 들에 여기저기 조금씩 남아 있는 눈.
290) 천추설(千秋雪): <지리> 아주 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 언제나 녹지 아니하고 쌓여 있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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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b)는 <상태-오랫동안 녹지 않음>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단어이다. ‘숙설(宿雪)1’은 ‘작년에 내려 아직 녹지 아니한 눈’으로 풀이되면
서 <상태-오랫동안(비교적으로 짧다) 녹지 않음+상태:작은 잔설량>이라
는 특성을 지닌다. ‘숙설(宿雪)’의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설(點
雪)’은 ‘초봄에 산과 들에 여기저기 조금씩 남아 있는 눈’으로 풀이되어
<상태-오랫동안(비교적으로 짧다) 녹지 않음+상태:작은 잔설량+시기-초
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묵은눈’은 ‘쌓인 눈이 오랫동안 녹지 아니하고
얼음처럼 된 것’으로 풀이되면서 <상태-오랫동안 녹지 않음+상태:얼음처
럼 됨>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쇠눈’은 ‘쌓이고 다져져서 잘 녹지 않는 눈’
으로 풀이되면서 <상태-오랫동안 녹지 않음+상태:다진 적설>이라는 특성
을 지닌 단어이다.
유의관계를 맺는 ‘만년설(萬年雪)’, ‘만년눈’, ‘천추설(千秋雪)’, ‘만년빙(萬
年氷)’은 ‘아주 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 언제나 녹지 아니하고 쌓여 있는
눈. 차차 얼음덩어리가 된다.’로 풀이되면서 ‘오랜 세월’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년(萬年)’과 ‘오래고 긴 세월 또는 먼 미래’라는 의미를 가진 ‘천추(千
秋)’는 모두 ‘오랫동안’이라는 긴 기간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태-오랫동안(비교적 길다) 녹지 않음+장소: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
라는 특성을 지닌다.

(c) <상태-기타(보존 상태)>
생눈291)
숫눈292)
숙설(宿雪)2293)

[같은 말] 만년설(萬年雪).
291) 생눈: 내린 뒤에 밟지 아니하여 녹지 아니한 채로 고스란히 있는 눈.
292) 숫눈: 눈이 와서 쌓인 상태 그대로의 깨끗한 눈.
293) 숙설(宿雪)2: 1. 작년에 내려 아직 녹지 아니한 눈. 2. 또는 녹다 남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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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설(殘雪)294)
촌설(寸雪)295)

위의 (c)는 공통적으로 <상태-기타(보존 상태)>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
이다. ‘생눈(生-)’은 ‘내린 뒤에 밟지 아니하여 녹지 아니한 채로 고스란히
있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상태-기타(보존 상태)-고스란하다>라는 특성
을 지닌 단어이다. ‘숫눈’은 ‘눈이 와서 쌓인 상태 그대로의 깨끗한 눈’으로
풀이되면서 ‘생눈(生-)’의 의미와 비슷하여 <상태-기타(보존 상태)-고스
란하고 깨끗하다>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유의어인 ‘숙설(宿雪)2’와 ‘잔
설(殘雪)’은 ‘녹다 남은 눈’으로 풀이되면서 <상태-기타(보존 상태)-녹다
남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촌설(寸雪)’은 ‘한 치 정도 쌓인 눈’으로 풀이되
면서 <상태-기타(보존 상태)-적게 쌓이다>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 [표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94) 잔설(殘雪): 녹다 남은 눈.
295) 촌설(寸雪): 한 치 정도 쌓인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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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기>에 따른 분절
<시기>와 관련된 명칭은 <시기-계절>, <시기- 밤사이>, <시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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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하위 분절이 된다.

(1) <계절>
납설(臘雪)296)
복눈(福-)297)
봄눈298)
설눈299)
설밥300)
종설(終雪)301)
첫눈302)
초설(初雪)303)
추설(秋雪)304)
춘설(春雪)305)
풋눈306)

위에 있는 명칭은 <계절>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다. 유의어
인 ‘봄눈’과 ‘춘설(春雪)’은 ‘봄철에 오는 눈’으로 풀이되어 <계절-봄>이라
는 특성을 지닌다. ‘종설(終雪)’은 ‘그해의 봄에 마지막으로 내린 눈’으로 풀
이되면서 <계절-봄(그해의 봄에 마지막 번)>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설눈’
은 ‘설날307)에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계절-봄(설날)>이라는 특성을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납설(臘雪): 납일(臘日)에 내리는 눈.
복눈(福-): [북한어] 복을 가져다주는 눈이라는 뜻으로, 겨울에 많이 내리는 눈을 이르는 말.
봄눈: 봄철에 오는 눈.
설눈: 설날에 내리는 눈.
설밥: 설날에 오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종설(終雪): 그해의 봄에 마지막으로 내린 눈.
첫눈: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내리는 눈.
초설(初雪):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내리는 눈. [같은 말] 첫눈.
추설(秋雪): 가을에 오는 눈.
춘설(春雪): 봄철에 오는 눈. [같은 말] 봄눈.
풋눈: 초겨울에 들어서 조금 내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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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설밥’은 ‘설날에 오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풀이되면서
‘설밥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보니 올해도 풍년이 들려는가 보다’는 예문을 참
조하면 ‘풍년’의 내포적인 의미까지 포함된다. <계절-봄+상징-풍년>이라
는 특성을 지닌다. ‘봄눈’, ‘춘설(春雪)’, ‘종설(終雪)’, ‘설눈’, ‘설밥’은 봄에
내리는 눈으로 이해된다.
‘추설(秋雪)’은 ‘가을에 오는 눈’으로 풀이되어 <계절-가을>이라는 특성
을 지닌다. ‘납설(臘雪)’은 ‘납일(臘日)308)에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계절-겨울(동지 뒤 셋째 술일(戌日)/ 미일(未日)/ 12월 8일>이라는 특성
을 지닌다. ‘풋눈’은 ‘초겨울에 들어서 조금 내린 눈’으로 풀이되면서 <계절
-겨울(초겨울)>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유의어인 ‘첫눈’과 ‘초설(初雪)’은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계절-겨울(그해 겨울
에 처음)>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북한어인 ‘복눈(福-)’은 ‘복을 가져다주는
눈이라는 뜻으로, 겨울에 많이 내리는 눈을 이르는 말’로 풀이되면서 <계절
-겨울+상징-복을 가져다주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추설(秋雪)’은 가을에
내리는 눈, ‘납설(臘雪)’, ‘풋눈’, ‘첫눈’, ‘초설(初雪)’, ‘복눈(福-)’은 겨울에
내리는 눈으로 이해된다.

(2) <밤사이>
도둑눈309)
도적눈310)
밤눈311)
야설(夜雪)312)
307) 설날: 한국 명절의 하나. 정월 초하룻날이다. 유의어: 신원(新元)ㆍ원일(元日)ㆍ원정(元正)ㆍ정일
(正日).
308) 납일(臘日): 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또는 사직에 제사 지내던 날. 동지 뒤의 셋째 술일
(戌日)에 지냈으나, 조선 태조 이후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하였다. 유의어: 납(臘), 납평(臘
平), 납향날.
309) 도둑눈: 밤사이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
310) 도적눈: 밤사이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 [같은 말] 도둑눈.
311) 밤눈: 밤에 내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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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있는 명칭은 <밤사이>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다. 유의
어인 ‘밤눈’과 ‘야설(夜雪)’은 ‘밤에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밤사이>라
는 특성을 지닌 것을 보인다. 다른 유의어인 ‘도둑눈’과 ‘도적눈’에 보면 ‘밤
사이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으로 풀이되면서 <시간-밤사이+상태-조
용하다(사람들이 모르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3) <기타>
그믐치313)
모설(暮雪)314)
보름치315)
조설(早雪)316)
효설(曉雪)317)

위 (3)에 있는 명칭은 앞에 부류 <계절>, <밤 사이>에 속하는 특성을
지니지 않는 것들이다. ‘그믐치’는 ‘음력 그믐께에 눈이 내림. 또는 그 눈’으
로 풀이되면서 <기타-시간(음력 그믐께)>라는 특성을 지닌다. ‘보름치’는
‘음력 보름께에 눈이 오는 날씨. 또는 그 눈’으로 풀이되면서 <기타-시간
(음력 보름께)>라는 특성을 지닌다. ‘모설(暮雪)’은 ‘해가 저물 무렵에 내리
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기타-시간(해가 저물 무렵)>이라는 특성을 지닌
다. ‘효설(曉雪)’은 ‘새벽에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기타-시간(새벽)>
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먼동이 트려 할 무렵’이라는 새벽의 뜻풀이를 참조
312) 야설(夜雪): 밤에 내리는 눈. [같은 말] 밤눈.
313) 그믐치: 음력 그믐께에 비나 눈이 내림. 또는 그 비나 눈. 여기서는 ‘그믐께 내리는 눈’을 가리키
고, <액체 강수>-<시기>-<기타>에서는 ‘그믐께 내리는 비’를 뜻한다.
314) 모설(暮雪): 해가 저물 무렵에 내리는 눈.
315) 보름치: 음력 보름께에 비나 눈이 오는 날씨. 또는 그 비나 눈. 여기서는 ‘보름께 내리는 눈’을
가리키고, <액체 강수>-<시기>-<기타>에서는 ‘보름께 내리는 비’를 뜻한다.
316) 조설(早雪): 제철보다 일찍 내리는 눈.
317) 효설(曉雪): 새벽에 내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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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모설(暮雪)’과 ‘효설(曉雪)’은 어느 정도에서 유의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조설(早雪)’은 ‘제철보다 일찍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기타시간(제철보다 일찍)>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저녁눈318)’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본고의 <시기-기타>의
분절에 속할 수 있지만 국어사전에서 올라 있지 않으므로 검토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를 [표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8) 이미영(1995): <눈>→<시간>→<저녁>에 들어간 ‘저녁눈’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는 단어이므로 본고에서 검토하지 않는다. 구어에서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문어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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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식>에 따른 분절
<인식>와 관련된 명칭은 <비유(눈)>, <비유(눈이 아님)>으로 하위 분
절이 된다.

(1) <비유(눈)>
녹설(綠雪)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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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白雪)320)
서설(瑞雪)321)
소설(素雪)322)
옥설(玉雪)323)
적설(赤雪)324)
호설(皓雪)325)
홍설(紅雪)326)

위에 있는 명칭은 <비유(눈)>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다.
‘서설(瑞雪)’은 ‘상서로운 눈’으로 풀이되면서 <비유(눈)-상서롭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적설(赤雪)’은 ‘한대 지방이나 높은 산에 항상 쌓여 있는
눈 위에 붉은 조류(藻類)가 번식해서 붉게 보이는 현상’으로 풀이되면서
<비유(눈)+성분-눈과 붉은 조류+시각(視覺)-붉게 보이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홍설(紅雪)’은 ‘붉은 빛깔을 띤 눈. 화산재, 황사 따위가 눈에 섞인
것이다’로 풀이되면서 <비유(눈)+성분-눈과 화산재, 황사 따위+시각(視
覺)-붉게 보이다>라는 특성을 지닌다. ‘녹설(綠雪)’은 ‘매우 작은 조류(藻
類)가 자라남으로써 표면에 녹색을 띠게 된 눈’으로 풀이되면서 <비유
(눈)+성분-조류(藻類)+시각(視覺)-녹색을 띠게 보이다>라는 특성을 지
닌다.
‘백설(白雪)’, ‘소설(素雪)’327), ‘옥설(玉雪)’, ‘호설(皓雪)’이라는 명칭은
319) 녹설(綠雪): 매우 작은 조류(藻類)가 자라남으로써 표면에 녹색을 띠게 된 눈.
320) 백설(白雪): 하얀 눈.
321) 서설(瑞雪): 상서로운 눈.
322) 소설(素雪): 하얀 눈. [같은 말] 백설(白雪).
323) 옥설(玉雪): 1. 백옥같이 희고 깨끗한 눈. 2. 깨끗한 사물을 이르는 말.
324) 적설(赤雪): <지리> 한대 지방이나 높은 산에 항상 쌓여 있는 눈 위에 붉은 조류(藻類)가 번식해
서 붉게 보이는 현상.
325) 호설(皓雪): 흰 눈.
326) 홍설(紅雪): 붉은 빛깔을 띤 눈. 화산재, 황사 따위가 눈에 섞인 것이다.
327) 이미영(1995): <눈>→<내린 상태>→<색깔>→<흰색>에 들어간 ‘소설(小雪)’이라는 단어는 ‘素雪’
로 표시하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 94 -

<비유(눈)> 아래 <흰 눈>이라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유의어인
‘백설(白雪)’과 ‘소설(素雪)’은 ‘하얀 눈’으로 풀이되고, ‘호설(皓雪)’은 ‘흰
눈’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비유(눈)-흰 눈>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옥설
(玉雪)’은 ‘1. 백옥같이 희고 깨끗한 눈. 2. 깨끗한 사물을 이르는 말’로 풀
이되면서 <비유(눈)-흰 눈+정도-백옥처럼+내포의미-깨끗한 사물>이라
는 특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2) <비유(눈이 아님)>
노설(蘆雪)328)
미설(眉雪)329)
서설(絮雪)330)
시설(柹雪)331)
이설(梨雪)332)
향설(香雪)333)
해설(海雪)334)

위에 있는 명칭은 <비유(눈이 아님)>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
이다. ‘미설(眉雪)’은 ‘1. 눈썹이 눈같이 흼. 또는 그런 눈썹. 2. ‘노인’(老人)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풀이되면서 <비유(눈이 아님)-눈썹 또는 노
인>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서설(絮雪)’은 ‘솜이나 눈송이처럼 하얗게 바람
에 날리는 버들개지’로 풀이되면서 <비유(눈이 아님)-버들개지>라는 특성
을 지닌다. ‘시설(柹雪)’은 ‘곶감 거죽에 돋은 하얀 가루’로 풀이되면서 <비
328) 노설(蘆雪): 눈처럼 흰 갈대의 이삭.
329) 미설(眉雪): 1. 눈썹이 눈같이 흼. 또는 그런 눈썹. 2. ‘노인1’(老人)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30) 서설(絮雪): 솜이나 눈송이처럼 하얗게 바람에 날리는 버들개지.
331) 시설(柹雪): 곶감 거죽에 돋은 하얀 가루.
332) 이설(梨雪): 배꽃 눈이라는 뜻으로, 눈처럼 흰 배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33) 향설(香雪): 향기 있는 눈이라는 뜻으로, 흰 꽃을 이르는 말.
334) 해설(海雪): 바닷속에서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보이는 빛의 그림자. 플랑크톤의 유체가 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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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눈이 아님)-(곶감 표면의 하얀 가루)>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설(梨雪)’
은 ‘배꽃 눈이라는 뜻으로, 눈처럼 흰 배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
되면서 <비유(눈이 아님)-배꽃>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해설(海雪)’은 ‘바
닷속에서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보이는 빛의 그림자. 플랑크톤의 유체가
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로 풀이되면서 <비유(눈이 아님)-빛의 그림자
(플랑크톤)>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향설(香雪)’은 ‘향기 있는 눈이라는 뜻
으로, 흰 꽃을 이르는 말’로 풀이되면서 <비유(눈이 아님)-흰 꽃(향기)>
라는 특성을 지닌다. ‘노설(蘆雪)’은 ‘눈처럼 흰 갈대의 이삭’으로 풀이되면
서 <비유(눈이 아님)-흰 갈대의 이삭>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335)

335) <비유-눈이 아님>은 실제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만 논의하고 [표11]에는 반영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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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언 강수> 어휘의 실제 사용 상황
이상을 통하여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의 두 번째 부분, <언 강수> 명
칭의 분절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분절구조에는 총 92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었다. 고유어 34개, 한자어 57개, 혼종어 1개로 정리된다. 이 모든 92개
<언 강수>에 관한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인
데, 이 중 실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 반면, 실제 사용되지 않는 단어도 있
다.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가 더 중요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단어
가 자주 쓰이고, 어떤 단어가 자주 쓰이지 않는지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상생활에서 쓰는 연어의 유무로 개개의 단어가 쓰는
상황을 판단하고자 한다. 아래는 <언 강수> 명칭에 대해 연어를 조사한 표
이다.
본고에서는 이 정의에 따라 분절구조에 들어간 어휘를 대상으로 세종21
세기 용례 말뭉치를 이용하여 개개의 어휘의 연어조사를 했다. 결과는 아래
의 표와 같다. (1)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이용
해서 조사된 연어의 예문이고, (2)는 세종21세기 용례 말뭉치를 이용해서
조사한 연어의 예문이다.

[표12] <언 강수> 명칭의 연어 조사
(1)
가랑눈

가랑눈이 내리다.
(2)없음.
(1)
가루눈이 내리다.
가루눈이 내려 쌓이다.
(2)

가루눈

희끗희끗한 가루눈
가루눈이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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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強雪)
공장설(工場雪)
광설(狂雪)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그믐치

그믐치가 쌓이다.
(2)없음.
(1)
길눈이 어둡다.
(2)

길눈

길눈이 어둡다.
(1)
납설이 내리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

납설(臘雪)
노설(蘆雪)
녹설(綠雪)

눈이 내리다.
눈이 쌓이다.
눈이 녹다.
눈이 그치다.
눈을 쓸다.
눈을 뭉치다.
눈이 오다.
눈이 쏟아지다.
눈을 맞다.

눈

(2)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눈이 쌓이다.
눈이 녹다.
눈이 그치다.
눈을 쓸다.
눈을 뭉치다.
눈이 쏟아지다.
눈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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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갈기

(1)(2)없음.
(1)
눈보라가 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다.
눈보라를 바라보다.
눈보라가 내려앉다.
눈보라를 일으키다.
눈보라를 만나다.
눈보라가 몰아치다.
눈보라가 몰려들다.
눈보라가 들이치다.
눈보라가 불어치다.
눈보라가 내리다.
눈보라가 오다.
눈보라가 그치다.
눈보라를 무릅쓰다.
눈보라가 맵차다.(야무지다)

눈보라

눈보라가 휘뿌리다*(‘훌뿌리다’의 잘못).
눈보라가 (뺨을) 후려치다.
눈보라가 요동치다.
눈보라가 잦아들다.
눈보라를 맞다.
눈보라를 보내다.
눈보라가 불어닥치다.
(2)
눈보라가 치다.
눈보라가 불어치다.
눈보라를 뚫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다.
눈보라를 맞다.
눈보라가 몰아치다.
눈보라가 들이치다.
눈보라가 불어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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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가 그치다.
(1)
눈안개

눈안개가 자욱하다.
(2)없음.
(1)
눈송이가 (펄펄) 내리다.
눈송이가 날리다.
눈송이가 굵다.
(2)
깨끗한 눈송이
하얀 눈송이

눈송이

굵은 눈송이
눈송이가 날아내리다.
눈송이가 내려 쌓이다.
눈송이가 떨어지다.
눈송이가 내리다.
눈송이가 휘날리다.
눈송이가 쏟아지다.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대강설(大降雪)
대설(大雪)
도둑눈
도적눈
마른눈

마른눈이 내리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

만년눈
만년빙(萬年氷)

만년설이 쌓이다.
만년설이 녹다.

만년설(萬年雪)

만년설이 흘러내리다.
(2)
만년설이 쌓이다.
(1)(2)없음.
(1)(2)없음.
(1)(2)없음.

모설(暮雪)
무설(霧雪)
묵은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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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설이 내리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미설(微雪)
미설(眉雪)
바람눈
박설(薄雪)
발등눈

발등눈이 흩뿌리다.
(2)없음.
(1)
밤눈이 내리다.
밤눈이 쌓이다.

밤눈

밤눈이 오다.
밤눈을 맞다.
(2)
(사락사락) 밤눈이 내리다.
(1)
백설이 흩날리다.
백설이 반짝이다.
백설이 희다.
백설이 뒤덮이다.
백설이 (분분히) 내리다.
백설로 덮이다.
백설이 내려지다.
백설이 만건곤하다(滿乾坤--).

백설(白雪)

백설이 날리다.
백설이 난분분하다(亂紛紛--).
백설이 난무하다(亂舞--).
하얀 백설(백설이 하얗다.)
쌓인 백설(백설이 쌓이다).
백설이 (펄펄) 휘날리다.
(2)
백설이 쌓이다.
백설이 만건곤하다(滿乾坤--).
(1)(2)없음.

보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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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눈이 내리다.
(2)없음.

복눈(福-)

(1)
봄눈이 흩뿌리다.
봄눈이 내리다.
봄눈이 흩날리다.
(2)

봄눈

봄눈이 내리다.
봄눈이 녹다.
봄눈이 흩뿌리다.
봄눈이 오다.
(1)(2)없음.
(1)

분분설(紛紛雪)

분설이 내리다.
분설(粉雪)

분설이 그치다.
내린 분설(분설이 내리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비설(飛雪)
사태눈
삭설(朔雪)
산설(山雪)
생눈

서설을 내리어주다.
서설(瑞雪)

서설이 내리다.
(2)
서설이 내리다.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서설(絮雪)
설이(雪異)
설편(雪片)
세설(細雪)

세설이 (바람에) 흩날리다.
(2)없음.
(1)

싸라기

싸라기가 희끗희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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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라기가 내리다.
(2)없음.
(1)
싸라기눈

싸라기눈이 날리다.
(2)

설눈

싸라기눈이 내리다.
(1)(2)없음.
(1)
설밥이 쌓이다.
(2)없음.
(1)

설밥

싸라기눈이 떨어지다.

소나기눈

싸라기눈이 날리다.
(2)없음.

소낙눈
소설(素雪)
쇠눈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송이눈이 내리다.

송이눈

송이눈이 쏟아지다.
(2)없음.

숙설(宿雪)1

(1)(2)없음.
(1)

숫눈

숫눈을 밟다.
(2)없음.

숙설(宿雪)2
시설(柹雪)
심설(深雪)
야설(夜雪)
옥설(玉雪)
이설(梨雪)
자국눈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잔설이 덮이다.

잔설(殘雪)

잔설이 남다.
잔설이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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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설이 녹다.
(2)
잔설을 녹이다.
잔설이 쌓이다.
잔설이 밟히다.
잔설이 희끗하다.
(1)
잣눈이 쌓이다.
(2)

잣눈

잣눈이 쌓이다.
(1)
장설(壯雪)

장설이 내려오다
(2)없음.
(1)(2)없음.
(1)적설이 (어깨에까지) 차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장설(丈雪)
적설(積雪)
적설(赤雪)
점설(點雪)
조설(早雪)
종설(終雪)
집중호설(集中豪雪)
척설(尺雪)
천추설(千秋雪)

첫눈이 오다.
첫눈이 내리다.
(2)
첫눈이 펑펑 쏟아지다.
첫눈이 팔팔 흩날려오다.

첫눈

첫눈이 오다.
첫눈이 내리다.
첫눈이 뿌리다.
첫눈이 치다.
첫눈이 녹다.
(1)(2)없음.
(1)(2)없음.
(1)(2)없음.

취설(吹雪)
초설(初雪)
촌설(寸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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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설(秋雪)
춘설(春雪)
퇴설(頹雪)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포슬눈

포슬눈이 내리다.
(2)없음.
(1)
폭설이 내리다.
폭설이 쏟아지다.
폭설을 뿌리다.
폭설이 휘몰아치다.
폭설을 맞다.
폭설이 몰아치다.

폭설(暴雪)

폭설이 그치다.
폭설을 퍼붓다.
폭설을 만나다.
(2)
폭설이 내리다.
폭설이 쏟아지다.
폭설이 휘몰아치다.
폭설이 오다.
(1)
폭풍설이 무섭다.

폭풍설(暴風雪)

폭풍설이 날카롭다.
폭풍설을 뚫다.
(2)없음.
(1)(2)없음.
(1)

풋눈

함박눈이 오다.
함박눈이 떨어지다.
함박눈을 맞다.

함박눈

함박눈이 퍼붓다.
함박눈이 쏟아지다.
함박눈이 쉬다.
함박눈이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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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이 내리다.
(2)함박눈이 내리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다.
함박눈이 포실포실 내리다.
함박눈이 쏟아지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다.
함박눈이 부슬부슬 떨어지다.
함박눈이 푹푹 쏟아지다.
향설(香雪)
해설(海雪)
호설(皓雪)
홍설(紅雪)
효설(曉雪)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이 표를 참조하면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언 강수> 명칭과 사용하지 않
는 <언 강수> 명칭를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현재 계속 자주 사용하고 있
는 단어로 판단되고 후자는 사전 표제어로는 수록되어 있지만 이에 해당하
는 예문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자에 속한 단어 중에서 ‘눈보라’, ‘눈송이’, ‘백설(白雪)’, ‘봄눈’,
‘잔설(殘雪)’, ‘첫눈’, ‘폭설(暴雪)’, ‘함박눈’ 등은 연어에 관한 예문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눈’이 포함된 용언적 연어의 경우는 ‘눈이 오다/그치다/내리다/녹다’ 등,
‘눈을 맞다/쓸다’ 등이 ‘명사+동사/형용사’형 연어에 속한다. ‘눈보라’가 포함
된 연어는 ‘눈보라가 치다/휘몰아치다/내려앉다/몰려들다/들이치다/불어치다/
내리다/오다/그치다/불어닥치다’, ‘눈보라를 일으키다/만나다/무릅쓰다/맞다’
등이, ‘눈송이’가 포함된 연어는 ‘눈송이가 떨어지다/내리다/휘날리다/쏟아지
다’, ‘깨끗한/굵은/하얀 눈송이’, ‘백설(白雪)’이 포함된 연어는 ‘백설이 흩날
리다/반짝이다/희다/뒤덮이다/내리다/만건곤하다(滿乾坤--)/난분분하다(亂
紛紛--)/난무하다(亂舞--)/날리다/휘날리다/쌓이다’, ‘하얀/쌓인 백설’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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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눈’이 포함된 연어는 ‘봄눈이 흩뿌리다/내리다/흩날리다/녹다/오다’, ‘잔
설(殘雪)’이 포함된 연어는 ‘잔설이 쌓이다/밟히다/희끗하다/덮이다/녹다/남
다’, ‘첫눈’이 포함된 연어는 ‘첫눈이 쏟아지다/흩날려오다/오다/내리다/뿌리
다/치다/녹다’, ‘폭설(暴雪)’이 포함된 연어는 ‘폭설이 내리다/쏟아지다/휘몰
아치다/몰아치다/그치다/퍼붓다/오다’, ‘폭설을 맞다/만나다’, ‘함박눈’이 포함
된 연어는 ‘함박눈이 내리다/쏟아지다/떨어지다’ 등이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 [표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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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는 강수>의 분절구조
5.1. 기본 구조
<어는 강수>는 이강희(2007)에 따르면 ‘어는 비’와 ‘진눈깨비’로 분류가
된다. ‘어는 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36).
“구름 하단에서 눈이 내릴 때 대기의 어느 층에 0℃ 이상의 기온이 존재
한다면 이 눈은 중간337)에 녹아 버려 액체 강수로 변한다. 만약 눈이 완전
히 녹았다면 비가 되어 떨어지게 될 것이나 반쯤 녹은 상태의 강수가 되어
내릴 수 있다. 전자가 비인 물체 상태로 내리다가 찬 물체에 부딪히면 다시
결동하며 우빙(雨冰)이라는 고체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달이 ‘진눈깨비’338)
는 구름에서 눈인 형태로 내리고 중간의 얇은 온난 층을 통과하면서 부분적
으로 녹은 상태의 눈송이로 변한다. 따라서 ‘진눈깨비’가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이라고도 한다.”
이상의 정의를 참조하여 아래 <어는 강수>에 대한 분절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먼저 <어는 비>와 <비와 섞인 눈>으로 분절이 된다. <어는 비>
에서는 <1. 생성 방식-긴 온난 층을 통과+짧은 한랭 층을 통과 2. 마지막
생성된 형태-고체(우빙(雨冰)>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비와 섞인 눈>에
서는 <1. 생성 방식-비교적으로 짧은 온난 층을 통과+비교적으로 긴 한랭
층을 통과 2. 마지막 생성된 형태-고체(비와 섞인 눈)>이라는 특성을 가진
다.
<어는 강수> 명칭에 있어서는 명칭의 특성을 관찰한 후, 각각의 어휘요
336) 이강희(2007), 《항공기상》, p.134-135.
337) ‘중간’은 ‘진눈깨비’가 통과하는 온난 층보다 더 두꺼운 온난 층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강희
(2007), 《항공가상》p.135에서 제시한 ‘어는 비의 형성과 기온변화’ 그림과 p.136에서 제시된 ‘어
는 비의 형성과 기온변화’ 그림을 참조.
338) 이강희(2007), 《항공기상》,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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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공통적인 내용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5장에서는 <어는 강
수>의 원어휘소가 없다고 이해된다. <어는 강수>의 기본구조는 아래의 도
식과 같다.

5.2. <어는 비>에 따른 분절
(1) <내린 비로 된 결빙(結氷)>
눈꽃339)
비얼음340)
상고대341)
설화(雪花)342)
수빙(樹氷)343)
수상(樹霜)344)
339) 눈꽃: 나뭇가지 따위에 꽃이 핀 것처럼 얹힌 눈.
340) 비얼음: <지리> 과냉각된 빗방울 따위가 얼음이 되어 식물이나 암석 따위를 덮고 있음. 또는 그
얼음. [비슷한 말] 우빙(雨冰).
341)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342) 설화(雪花):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343) 수빙(樹氷):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같은 말] 상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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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雨冰)345)

위에 있는 명칭은 <내린 비로 된 결빙(結氷)>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으로 보인다. 유의관계를 가진 ‘우빙(雨冰)’과 ‘비얼음’은 ‘과냉각된
빗방울 따위가 얼음이 되어 식물이나 암석 따위를 덮고 있음. 또는 그 얼음’
으로 풀이되면서 <형식-내린 비로 된 결빙(結氷)+위치-식물이나 암석 따
위>라는 특성을 지닌다. 다른 유의어인 ‘상고대’, ‘수빙(樹氷)’, ‘수상(樹霜)’
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로 풀이되면서 <형식-내린 비로 된
결빙(結氷)+위치-나무, 풀>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눈꽃’은 ‘나뭇가지 따위
에 꽃이 핀 것처럼 얹힌 눈’으로 풀이되면서 <형식-내린 비로 된 결빙(結
氷)+위치-나뭇가지 따위+생성되어 모양-꽃이 핀 것처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5.3. <비와 섞인 눈>에 따른 분절
(1) (비와 눈을 섞어 내린 눈)
눈비346)
동우(凍雨)347)
떡눈348)
우설(雨雪)349)
얼음비350)
얼음싸라기351)
344) 수상(樹霜):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같은 말] 상고대
345) 우빙(雨冰): <지리> 과냉각된 빗방울 따위가 얼음이 되어 식물이나 암석 따위를 덮고 있음. 또는
그 얼음. [비슷한 말] 비얼음.
346) 눈비: 눈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347) 동우(凍雨): <지리> 얼음 입자가 낙하하는 현상. [같은 말] 얼음싸라기.
348) 떡눈: [북한어] 물기가 있어서 척척 붙는 눈송이.
349) 우설(雨雪): 눈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같은 말] 눈비.
350) 얼음비: 빗방울이 얼거나 눈이 거의 녹았다가 얼어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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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눈깨비352)

위에 있는 명칭은 <비와 섞인 눈>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 것으
로 보인다. ‘진눈깨비’는 ‘비가 섞여 내리는 눈’으로 풀이되면서 <상태-비와
섞인 눈>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유의어인 ‘동우(凍雨)’와 ‘얼음싸라기’는 ‘얼
음 입자가 낙하하는 현상. 빗방울이 구름에서 떨어지는 도중, 기온이 0℃
이하의 층을 지나면 빗방울이 얼음 입자가 된다.’로 풀이되면서 <상태-비
와 섞인 눈>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유의어인 ‘우설(雨雪)’, ‘눈비’는 ‘눈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풀이되면서 직접적으로 비와 눈을 섞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와 눈이 동시에 내리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렇지만 그 동
안에 내리는 비와 눈이 어떤 부분이 합쳐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와
섞인 눈>이라는 특성에 속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어인 ‘떡눈’은 ‘물기가 있어서 척척 붙는 눈송이’로 풀이되면서 우기
가 있으면 ‘싸라기눈’, ‘마른눈’처럼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태
-비와 섞인 눈>이라는 특성을 지닌 단어로 이해된다. ‘얼음비’는 ‘빗방울이
얼거나 눈이 거의 녹았다가 얼어 내리는 비’로 풀이되면서 <상태-비와 섞
인 눈>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미영(1995)에서 <내리는 양상>→<상태>→<비와 섞임>→<섞임>의
분절에서는 ‘진눈개비’, ‘진누깨비’, ‘분분비비’라는 단어와 <내리는 양상>→
<상태>→<녹으면 서내림>의 분절에서는 ‘눈까비’라는 단어가 수록되었다.
전자인 <비와 섞임>에 들어간 단어, ‘진눈개비’, ‘진누깨비’는 단어의 정확
성에 의심스럽다. 그리고 ‘분분비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단어이고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에서 ‘눈과 비가 뒤섞이어 내리
는 모양’으로 풀이되면서 <눈> 명칭의 분절구조에 속간한 단어가 아닌 것
으로 판단된다. 후자의 <녹으면서내림>에 들어간 ‘눈까비’는 『표준국어대
351) 얼음싸라기: <지리>얼음 입자가 낙하하는 현상. 빗방울이 구름에서 떨어지는 도중, 기온이 0℃
이하의 층을 지나면 빗방울이 얼음 입자가 된다. [비슷한 말] 동우(凍雨).
352) 진눈깨비: 비가 섞여 내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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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서 ‘진눈깨비의 북한어’로 풀이된다.

5.4. <어는 강수> 어휘의 실제 사용 상황
이상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의 세 번째 부분, <어는 강수> 명칭의 분
절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분절구조에는 총 14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고유어 8개, 한자어 6개,

혼종어 0개로 정리된다. 이 14개의 <어는 강수>

에 관한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인데, 앞절과 마
찬가지로 이 절에서도 연어의 유무를 통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가
려내고자 한다. 아래는 <액체 강수> 명칭에 대해 연어를 조사한 표이다.
본고에서는 이 정의에 따라 분절구조에 들어간 어휘를 대상으로 세종21
세기 용례 말뭉치를 이용하여 개개의 어휘의 연어조사를 했다. 결과는 아래
의 표와 같다. (1)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이용
해서 조사된 연어의 예문이고, (2)는 세종21세기 용례 말뭉치를 이용해서
조사한 연어의 예문이다.

[표15] <어는 강수> 명칭의 연어 조사

(1)
눈꽃이 피다.
눈꽃이 떨어지다.
눈꽃이 흩날리다.

눈꽃

눈꽃이 날리다.
눈꽃을 피우다.
(2)
눈꽃이 피다.
(1)
눈비가 오다.

눈비

눈비가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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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비를 맞다.
눈비가 오다.
눈비가 내리다.
눈비가 쏟아지다.
(1)(2)없음.
(1)

동우(凍雨)
떡눈

떡눈이 내리다.
(2)없음.
(1)(2)없음.
(1)

비얼음

상고대가 (허옇게) 피다.
(2)

상고대

상고대가 끼다.
(1)
설화(雪花)가 만발하다.

설화(雪花)

설화가 피다.
(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2)없음.
(1)

수빙(樹氷)
수상(樹霜)
얼음비
얼음싸라기
우빙(雨冰)
우설(雨雪)

진눈깨비가 휘몰아치다.
진눈깨비가 쏟아지다.
진눈깨비가 흩날리다.
진눈깨비가 녹다.
진눈깨비를 맞다.
진눈깨비

진눈깨비가 뿌리다.
진눈깨비가 추적거리다.
진눈깨비가 내리다.
진눈깨비를 몰아오다.
진눈깨비에 젖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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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눈깨비가 (출출) 내리다.
(희끗희끗) 진눈깨비가 뿌리다.
진눈깨비를 맞다.
진눈깨비가 내리다.
진눈깨비가 오다.
진눈깨비가 (간간이) 휘날리다.
진눈깨비가 흩뿌리다.
진눈깨비가 날리다.

이 표를 통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는 강수> 명칭과 사용하지 않는
<어는 강수> 명칭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현재 계속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고 후자는 사전 표제어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해당하는 예문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판단한다. 그리고
전자에 속한 단어 중에서 ‘눈꽃’, ‘눈비’, ‘진눈깨비’ 등이 연어 예문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단어 사용의 빈도가 비교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눈꽃’이 포함된 연어는 ‘눈꽃이 피다/떨어지다/흩날리다/날리다’ 등이, ‘눈
비’가 포함된 연어는 ‘눈비를 맞다/오다/내리다/쏟아지다’ 등이, ‘진눈깨비’가
포함된 연어는 ‘진눈깨비가 휘몰아치다/쏟아지다/흩날리다/녹다/뿌리다/추적
거리다/내리다/몰아오다’, ‘진눈깨비를 맞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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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분절구조에 의
하여 <강수> 명칭의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내적인 내용을 포함한 정
신세계도 관찰할 수 있다. <강수> 명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
나는 동작적인 면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차원의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이 강수를 통하여 생성된 물질로 물을 가리킨다. 물의 존재형태를 보
면 액체형태와 고체형태가 있는데 고체형태 중 합성방식에 따라 ‘액체+고
체’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3장에서 액체의 형태에 속하는 <액체 강
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소개하고, 4장에서 고체의 형태로 나타나는 <언 강
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소개하고, 5장에서 ‘액체+고체’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는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소개했다.
2장에서는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 대한 연구의 첫 번째 단계, <강
수> 명칭의 원어휘소를 설정하고 기본 구조를 논의하였다. <강수> 명칭의
원어휘소는 [액체 강수], [언 강수], [어는 강수]로 설정하였다. <강수> 명
칭의 기본 구조는 <액체 강수(비)>, <고체 강수(눈)>, <액체와 고체를
섞인 강수(어는 비, 비와 섞인 눈)>으로 분절이 된다.
3장 <액체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강수의 상태>, <강수의 시
기>, <강수에 대한 인식>으로 하위 분절을 하였다. <상태>에 따르면
<강수강도>의 아래에는 <강한 강수>, <약한 강수>, <기타의 강수>로
분절이 된다. <강한 강수>에서는 <기세-강>, <기세-강+갑자기>, <시
세-강+오다가 그친 비>, <기세-강+동반>, <기세-강+빗줄기의 형태굵다>, <기세-강+많은 양>, <기세-강+오랫동안>으로 분절이 되어,
<기세-강+오랫동안>에서는 다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 <장
마>로 하위분절되었다. <약한 강수>에서는 <조금>, <빗줄기의 형태-가
늘다>, <안개처럼>, <바람 동반>, <조용하고 성기다>로 분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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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강수>에서는 <지역>. <성분>, <동반>으로 분절이 된다. <시
기>에 따르면 <계절>과 <기타>로 분절이 되고, <계절>에서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절이 된다. <인식>에 따르면 <좋
은 비>, <나쁜 비>, <비유(비가 아님)>로 하위분절이 되고, <좋은 비>
에서는 다시 <농사철>이 분절이 된다.
4장 <언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강수의 상태>. <강수의 시
기>, <강수에 대한 인식>으로 하위분절하였다. <상태>에 따르면 <강수
강도>, <적설>, <지역>으로 분절이 되고, <강수강도>에서는 다시 <강한
강수>, <약한 강수>로 분절할 수 있다. <강한 강수>에서는 다시 <형태굵다>, <많이 내림>, <동반>으로 분절이 되고, <약한 강수>에서는 <형
태-가늘다>, <안개처럼>, <가늘고 성기다>로 분절이 된다. <적설>에서
는 <많음>, <오랫동안 녹지 않음>, <기타(보존상태)>로 분절이 된다.
<시기>에 따르면 다시 <계절>, <밤사이>, <기타>로 분절이 된다. <인
식>에 따르면 <비유(눈)>, <비유(눈이 아님)>로 분절이 된다.
5장 <어는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어는 비>와 <비와 섞인
눈>으로 하위 분절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표
를 다음 페이지에 수록하였다.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통하여 파악한 단어의 현재 사용 상황에 대
해 3장, 4장, 5장의 끝에서 연어관계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3장의 <액체 강
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가랑비’, ‘가을비’, ‘밤비’, ‘보슬비’, ‘봄비’, ‘부
슬비’, ‘세우(細雨)’, ‘소나기’, ‘소낙비’, ‘안개비’, ‘여우비’, ‘이슬비’, ‘장대비
(長--)’, ‘장마’, ‘장맛비’, ‘찬비’, ‘창대비(槍--)’, ‘폭우(暴雨)’, ‘폭풍우(暴
風雨)’ 등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분석되었다. 4장의 <언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에서는 ‘눈보라’, ‘만년설(萬年雪)’, ‘밤눈’, ‘백설(白雪)’, ‘봄눈’, ‘분
설(粉雪)’, ‘잔설(殘雪)’, ‘폭설(暴雪)’, ‘폭풍설(暴風雪)’, ‘함박눈’ 등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나타났다. 5장의 <어는 강수> 명칭의 분절구조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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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눈꽃’, ‘눈송이’, ‘진눈깨비’ 등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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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降水>名稱的分結構造研究

倪 毓 君
本論文的研究目的在於探討韓國語中<降水>名稱的分節構造。一種語言除了
包含該國語言的表面結構，同時也包括該民族特性中精神層面的表現。藉由語彙
分節構造的研究方法，找出<降水>名稱的分節構造，經過整理和觀察進而闡明
該<降水>名稱的特性與涵義。本論文依據德國語言哲學家W. von Humboldt所
提出

動語言觀(동적언어관)

的概念為中心，進行<降水>名稱的分節構造之研

究。
本論文中所研究的語彙以⟪標準國語大辭典⟫所收錄的語彙為主。包括 液態
降水 中的 雨 、 固態降水 中的 雪 以及 雨雪混合 的相關語彙，總
共327個單字。其中，韓國固有語107個，韓國漢字語192個，韓國固有語和韓國
漢字語混合出現的混種語28個。另外，為了了解各單字在現代韓國語中的使用
頻率狀況，針對<降水>名稱的分節構造中所出現的單字，做了相關連語的統計
調查。
第2章內容為研究語彙分節構造的第一步驟，即設定<降水>名稱的原語彙素，
以及確定<降水>名稱的基本構造。<降水>名稱的原語彙素設定為[液態降水]、
[結冰降水]、以及[雨雪混合的降水]。<降水>名稱的基本構造分類為<液態降水
(雨)>、<固態降水(雪)>、<液態和固態混合的降水(雨雪)>。
第3章為<液態降水>名稱的分節構造研究。依<液態降水>名稱的分節構造，
分類為<降水的狀態>、<降水的時期>、<降水的認知>。首先，<降水狀態>可
區分為<降水強度-強>、<降水強度-弱>、<降水強度-其他>三類。其中，<降
水強度-強>分類可分為<氣勢-強勁>、<氣勢-強勁+突然>、<氣勢-強勁+短降
雨>、<氣勢-強勁+共伴>、<氣勢-強勁+粗大雨滴>、<氣勢-強勁+大雨量>、
<氣勢-強勁+長時間(<連續長時間降雨>和<梅雨>)>等分類。<降水強度-弱>分
類可分為<少量>、<細小雨滴>、<似霧>、<風共伴>與<稀疏的安靜降雨>等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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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降水強度-其他>之下分類有<地域>、<成份>與<共伴>等。其次，<降水
時期>下可細分為<季節(<春>、<夏>、<秋>、<冬>)>以及<其他>兩項分類。
其三，<降水的認知>分類之下則為<好雨(包含<農事雨>)>、<壞雨>、<比喻
(<雨>, <非雨>)>等。
第4章為<固態降水>名稱的分節構造研究。<固態降水>名稱的分節構造可分
類為<降水的狀態>、<降水的時期>、<降水的認知>。依<降水的狀態>分類有
<降水強度>、<積雪>、<地域>。<降水強度>又再分<降水強度-強>和<降水
強度-弱>兩類。<降水強度-強>之下包括<型態-粗>、<大量降水>和<共伴>。
<降水強度-弱>之下包括<型態-細>、<似霧>、<細又疏>等分類。<積雪>分類
中又再細分有<多>、<久不溶化>、<其他(保存狀態)>等。<降水的時期>分類
之下為<季節>、<夜間>、<其他>等三類。<降水的認知>的分類下分成<比喻
(雪)>和<比喻(非雪)>兩類。
第5章為<液態和固態混合的降水>名稱的分節構造研究. 共分有<結冰中的
雨>和<雨夾雪>兩類。
第6章為本論文內容的摘要以及問題檢討。

關鍵字：降水，分節構造，雨，雪, 液態降水，固態降水，原語彙素，基本構造
學 號: 2006-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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