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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
Mah , S eong- sik . 2000. Meaning Change T heory of Ullman ' s
Semantics and Its Application . Korean Semantics , 5.
In Kor ean S emantics 5, the theory of semantic change
show n in P rincip les (1957) is discussed. T his paper discus s
the theory of sem antic chan ge shown in Ullm an ' s S emantics .
(1957) In S emantics , the causes of semantic change are free
from

the

restriction

of

the

cause

of

historical

Discussion of the cause of meanin g change

change.

is not only

restricted to the cause but extended to the nature, the range,
and the r esult of s emantic change.

T he causes of semantic

change are clas sified int o linguistic cause, foreign influence,
and need for new nam es , etc.

T he nature of sem antic change

is subcategorized to similarity of sen ses (metaphor ), contiguity
of sen ses (metonomy ), similarity of names (popular etymology ),
and contiguity of names (ellipsis ).
T he result of s emantic change is subcategorized int o chan ge
of

r ange

and

change

of

evaluation ,

the

former

is

subcategorized into extension and restriction of meaning , an d
the latter is subcategorized into pejorativ e and amediorativ e
dev 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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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미 변화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근대 언어학 시
대에 접어들면서, 그것도 20세기의 문턱을 넘어서부터다. 초기의 많
은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와 연구서가 있지만 1 ) , Ullm an의 연구 결
과가 우뚝 솟아 있다. 그의 저서 T he p rin cip les of S em an tics (1957 )
와 S em an tics : A n I ntroduction to the S emantics (1962)는 근대 언어학
의 의미론 분야에서의 발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Ullm an의 의
미 변화에 대한 논의 또한 어느 연구보다 적절성을 띄고있고, 그 분
류 체계가 수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의 의미 변화 이
론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따라서 Ullm an 의 의미 변화 이론 체계가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일은 현대 이론의 입
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어휘 의미론의 위상을 정
립하고, 국어 어휘 의미 변화의 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
난 5월호에서는 P r incip les 의 것을 살피었고, 이번 초에서는 S em an tics의 것을 살핀다.
S em an tics 에서는 변화의 요인을 사적인 면에 국한시키려는 태도
에서 자유스러워진다.2) 의미 변화에 대한 논의는 S em an tics , 8장
(193 - 235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미론 전 분야에서 의미 변화
를 다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p r incip le (1957 )에서 보다 양적인
면에서는 낮아졌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볼 때에, 의미 변화의 논의

1) Ullm an 이전에 연구됐던 작품으로는 Meillet, Guiraud, Nyr op, T h om as , Sperber ,
Wellander, Stern 등에 의해 발표된 논문과 저서가 있어 왔다 . 이들은 Ullm ann의
의미 변화 체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
2) Ullm an (1957)에서는 의미 변화의 많은 예를 사적인 면에서 (어원 또는 발달사 )
들어 보인 것은 바로 의미 변화의 논의가 사적인 면을 기초로 하여 논의되어야 한
다는 그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1962에서는 이에 얽매이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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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인론에 머물지 않고, 의미 변화의 특성(성질)과 의미 변화의
결과로까지 확대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S em an tics의 의미 변화 이론을 자세히 살
피고,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변화의 예는 국어의 경우를
부연함으로 이해를 돕고 국어에서 적용의 타당성을 보이고자 한다.
책의 내용을 뒤바꾸지 않고, 책에서 논의한 순서대로 그 내용을
검토한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주관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피
하고, 울만의 것을 그대로 옮겨 그의 의미 변화의 내용과 틀을 살
피는 데 중심을 둔다. 한편 이해를 돕기 위해 번호와 체계를 는날
형식으로 바꾼다.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다.

Ⅰ . 의미 변화의 원인
이 원인을 살피기 전에 의미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들어 보이고 있다. (1) 언어의 불연속성 (2) 애매성 (3 )
유연성 (4 ) 모호한 문맥 (5 ) 유기적이면서도 산만한 어휘구조, 의미
변화의 근원(S or ce )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의미 변화의 유형설정에
중복적인 경향도 피하기 어렵다면서, 세가지 주제 즉 변화 원인, 변
화의 성질, 변화의 결과로 구분하여 다룬다.
P rin cip le에서는 언어의 보수성에 의한 변화와 언어 개신에 의한
변화로 크게 구분하고, 후자를 유사와 인접의 지각에 의해 이름과
뜻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이로 하위 구분했다. 그러나 S em an tics 에
서는 변화 요인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변화의 유형을 다양화시켰
다. 변화 유형을 다양화 한 것은 중복을 피하고 단순화시키려는 의
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논의되는 외국어의 영향, 새로운 이름의
필요성 등만 해도 1957년에서는 언어 개신에 하위 구분하여 여러
항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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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언어적 원인
단어들이 말들 사이의 또는 문장 구성들 사이의 연상 작용에 의
해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다. 전염(con t agion )으로 인식된 것으
로, 두 단어가 문맥에서 함께 쓰이다 보니, 한 쪽의 뜻이 다른 의미
로 전이된다.3)
라틴어 p ass us (발걸음)

불어 n e⋯p as (아니)

p un ctum e (점)

n e⋯p oin t (아니, 결코⋯아니다)

p ers ona (사람)

n e⋯p ers onn e (아무도⋯아니다)

r em , res (대격)

n e⋯r ien (아무것도⋯아니다)

j am (지금 이미)

n e⋯j am a is (결코⋯아니다)

1. 2. 역사적 원인
물건, 관념, 제도, 과학적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때 많은
경우 이름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그 내용 재료 인식 따위가 변한
다.4)
1. 2. 1. 지시물 : 이름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데 지시
물 자체가 변한 것이다.
car는 라틴어 사륜차(carrus )를 뜻했고 캘트어에서
기원된 말이지만, 지시물(사물)의 형태만 변했다. 배,
측우기, 활자 따위는 이름은 그대로 있고, 그 형태와
종류가 달라졌다.
1. 2. 2. 제도 : 이름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지만 사회변천
에 따라 제도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바뀐 것들이다.
고대 불어 p arlem en t에서 차용된 p arliam en t는 고
대 왕조의 평의회를 뜻했다. 의회 제도는 변천했으나,
3) 1957에서 이름 사이의 인접 지각으로 보았던 것을, 말과 말 사이에서 생겨나는
전염 (감염 )이란 점에서 언어적 원인 으로 따로 때내어 구분하고 있다 .
4) 이 원인들은 1957에서는 언어 보수주의 에 의한 변화 내용인데 , 여기에서는 역사
적 원인 으로 구분했다 . 하위 구분도 셋에서 넷으로 세분화한 점이 눈에 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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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성이나 어사는 남아있다. 영감, 대감, 양반, 장
원 따위는 사회제도가 변하면서 그 의미 가치가 하
락(일반화) 됐다.
1. 2. 3. 관념(인식) : 과학 문명의 발달로 사람의 인식이나 관념
또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경우다.
hum our는 고대 불어에서 생리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피, 가래, 담즙, 흑담즙의 비율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경향이 결정된다고 인식했었다. 그러나 지금
은 그런 인식이 없어졌고 생활 방식 에 관한 말이 됐
다. 오늘날 많이 쓰이는 chole ric (화잘내는), m elanch oly (조용한), sang uin (다혈질의), tem p eram en t (기질)
과 같은 말들도 생리학설에서 기인됐다. 병의 원인이
악귀 에서 병원균 으로 인식이 바뀌고, 산신(령) 이
경외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서낭당 의 의미가 퇴색한
것도 과학 지식의 발달 로 인한 인식의 변화다.
1. 2. 4. 과학적 개념 : 과학 지식의 발달에 따라 개념 자체가 변
한 것이다.
hum our가 과학적 내지 준과학적 뜻 표현이였으나,
그와는 관계 없는 말이 됐고, electr icity (전기)는 헬라
어

에서 왔고, g e om e try (기하학)는 토지를 측

량하는 기술 을 뜻했고, a tom (원자)는 헬라어

나눌

수 없는 의 뜻이었다. 평면설 이 구면설 로, 천동설 이
지동설 로 바뀐 것도 과학 지식으로 인한 현상이다.
1. 3. 사회적 원인
어떤 단어가 어떤 언어 속에서 특수화된 이름으로 쓰일 때, 뜻
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또 이와는 반대의 경향으로(일반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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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하는 경향이 있다.5)
1. 3. 1. 의미의 특수화 : 다의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일반적인
뜻을 대신하기 때문에, 단어의 지시범위는 좁아진다. 따라서 의
미 축소 라고 한다.
라틴어 cubar e (도저눕다)

>

불어 couv e r (품다)

m u tar e (변화시키다)

>

m uer (털갈이하다)

p on er e (두다)

>

p on d re (알을 낳다)

T raher e (끌다)

>

tra ir e (짖을 짜다)

따위들은 지시 범주가 좁아졌다.
국어에서 빋 은 가치, 가격, 채무 의 뜻이었는데, 현재엔 빚- 채무
로, 얼굴 은 형채, 형상 을 지시했으나 안면 만을 지시한다. 종교에
서 아버지 가 천주,주(하나님) 으로 특수화 돼 쓰인다.
1. 3. 2. 의미의 일반화 : 특수 사회나 계층에서 또는 전문 분야에
서 쓰는 말들이 널리 쓰이면서 의미의 지시 범주가 넓어진 경우로,
의미 확대 라고 말한다.
난폭하고 길들여 지지 않은 매 의 뜻인 hag g ard는 야윈, 수척한
으로 쓰인다. 매사냥에서 매를 유혹하는 기구 인 lur e (to allur e)는
유혹하다, 꾀다 로 쓰인다. to b e a t lay 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다 로
쓰인다. 이들은 매사냥 용어의 일반화다.
국어에서 왕 (임금)이 최고, 제1인자 의 뜻으로, 영감 (당상관에
이르는 관직)이 노인, 남편 에 대한 호칭으로 일반화됐다.
1. 4. 심리적 원인
유사성, 마음 속에 상기되는 연상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의미 변
5) 환유와 제유 , 의미의 일반화 (확장 )와 특수화 (축소 )에 관한 내용으로 , 1957에서는
인접 지각에서 다루어진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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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수사법상 은유가 대표적 형태다. 그 하위 구분을 둘로 하고
금기를 다시 셋으로 하위 구분한 점이 특이하다.
1. 4. 1. 감정적요인 : 직유와 은유적 표현이 대표적이며,

Sp erber

의 용어로는 확장의 중심과 견인의 중심 이 이에 관련된
다.6)
예) 프랑스 병사들의 속어 : 콩→유산탄, 아이가 많은 부인→
기관총,
프랑스어에서 종교에서 유래된 비유 표현들 : 미사처럼
진실한(vray
(vray

com m e

la m es s e ), 주기도문처럼 진실한

com m e d e p a tenôtre ), 전통을 존중하다(il fan t

la is s er d e m oua tier où il es t )
칼- 무력, 기둥(대들보)- 중견 인물, 골(아프다)- 감기, 등(돌
리다)- 배반, 발목(잡히다)- 결점, 여우같은 꼬리, 콩알 같은
눈물, 허수아비 같은 사람 도 이에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감정적 유사만을 다루고 있으며, 1957에서 다루었던
유사 지각에 의한 것들은 의미 변화의 특성에서 구분하고 있다.
1. 4. 2. 금기(타부) :신성한 봉헌된 것과 같은 것들과 위험, 금
지, 불결한 것을 지시하는 갖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금기시하는
말들 대신에 그것을 좀더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려는 완곡
법(em ph em isim )에 의해 지시된다. 따라서 금기는 의미변화의 중
요한 한 원인이 된다. 언어 금기를 심리적 동기에 따라서 세 가
지로 하위 구분한다.
1957에서는 금기나 완곡어법이 변화의 궁극적인 원인에서 다루
어졌고, 기능적 분류에서 즉 유사 지각에서 특히 감정적 유사에
6) 이러한 심리적 요인 은 1957에서는 언어 개선의 하위 분야로 구분된 의미의 유사
지각에서 다루어진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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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위 구분하
여 논하고 있다.
(ⅰ) 공포를 피하려는 금기 :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으
로 직접 이들을 부를 수 없을 때, 초자연적이라 여겨지는 물건,
생물들에게도 금기의 대상이었다.
예) 유대인의 신(야훼)에 대한 호칭으로 이름 대신 주(the L or
- d )를 사용, 천연두 를 마마 , 폐병 을 가슴앓이 , 호랑
이 를 산신령 으로 말한 것도 공포감을 줄이려는 표현이
다.
(ⅱ) 위기에 대한 금기 : 직접 말하기 불쾌하고 곤란한 것들을
미화시켜 표현하는 것들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의 명칭들이나,
사기, 도둑질, 살인 등에 관한 표현을 할 때 사용된다.
예) 영어 im be cile (저속한, 우둔한)은 라틴어 im b ecillus 또는
im becillis (허약한, 연약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어의 싫다- 마음에 안 든다 , 나쁘다- 좋지(아름답지) 않
다 , 아프다- 불편하다 , 죽다- 돌아가다 , 얼굴- 안면 , 손발수족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준완곡법과 같은 표현
으로 볼 수 있다.
(ⅲ) 예법으로서의 금기 : 성(性)에 관한 것, 신체에 관한 것,
부분적 기능에 관한 것들이다.
예) 숙녀인체하기- 외설스럽고 난체하는 여자들(p récie us es )
의 행위
f ille (여성)- 매춘부(따라서 소녀, 젊은 여성은 j e un e f ille
로)
em brass er (포옹하다)- 키스하다(ba is er )
병들다- 환우얻다 ,

병신- 불구자, 지체부자유자 ,

창녀

(몸파는 여자)- 윤락녀 따위도 조금은 예의를 갖춘 표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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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의미 변화 원인으로서 외국어의 영향
1957에서도 외국어의 의미 차용 같은 것들이 유추적 전이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1962에서는 중요 항목으로 따로 구분하여 의미
변화 원인으로 설정했다. 다의의 근원을 다루면서, 외국어의 영향을
들어, 의미 변화에 외국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다. 외국어
차용(의미 차용)은 어휘 체계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은 의미
변화로까지 발전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1962 : 165 - 167, 171쪽)
국어에서는 한자어의 영향이 컸고, 근대화 이후엔 일본어, 서구어
의 영향이 국어 의미 체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변화
요인으로 설정함이 좋다고 본다.
예) 불어 p arlem en t은 말하는 것 의 뜻이었고, 후에 법정 의
뜻으로 쓰였는데, 이것이 영어 p arliam en t의 영향을 받아
현재까지 의회 의 뜻으로 쓴다. 희랍어에 천사 란 단어가
없어서, 사자 (使者)의 뜻인 ä

o 를 천사 의 뜻으로 썼

다. 이 단어가 라틴어에 차용됐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차
용했다. (불어 ang e , 영어 ang el, 독어 E ng el)
국어는 한자어의 차용이 많았고, 근대화 이후 서구어의
차용이 많아 국어의 의미 체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 강, 갓(가시)- 처, 마을- 관청, 온- 백, 뫼- 산 과 같이
한자어 대체에 의해 고유어가 퇴화(사멸)됐다. 또 갓- 모
자, 겨레- 친척, 계집- 여자, 동무- 친구 따위와 같이 동의
충돌 결과 고유어가 약화 또는 다른 의미를 얻어 쓰이기
도 한다. 이런 현상은 서구어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1. 6. 의미 변화 원인으로서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사상(생각)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붙일
필요성이 항상 존재한다.7) 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는

기존요소

7) 1957에서는 이름의 필요성에 대한 명명 이 이름과 뜻 사이의 유사성이나 인접성
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 즉 돌다리, 쇠다리 , 책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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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언어)를 자료로 새 단어(이름)를 만들 수 있고,
어권에서 차용할 수도 있고,

다른 언

옛 단어의 의미를 바꾸어 쓸 수 있

다.
예)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나는 사물에 대한 명칭을 ;
tank , torp ed o (어뢰)는 라틴어 top or에서 온 것으로 딱딱함,
내차의 뜻이 있다, sa te llite는 K ep le r가 유성의 주위를 도는
작은 유성을 일컫는 이름의 필요성 때문에, 이 말을 위성
의 뜻으로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성을 이르는 이 용
어가 해부학, 동물학, 도시계획에서 전문적 의미를 담은 용
어로 사용되었다.
한강에 놓은 다리에 붙여진 이름이나, 새로운 발명품에 붙
여지는 이름 따위가 대개 쓰고 있는 말을 자료로 만들어지
는 것들이 많다. (영동교, 반포대교, 치마바람, 춤바람, 강줄
기, 산꼭대기, 밥통, 밥알, 물방울)

2 . 의 미 변 화 의 특 성 (성 질 , N ature )
의미변화를 논함에 있어서 변화의 바탕이 되는 연상(a s socia tion )에 의해 분류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의미를 이름과 뜻 사이의
상호적이고 가역적 관계 라고 정의한 R ou det의 생각이 그 기초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뜻들 사이의 연상에 바탕을 둔 전이와 이름들
사이의 연상에 의한 변화로 나룰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이 유사
(sim ilarity )와 인접(contigu ity )에 의한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들은 여러 하위의 항들을 가질 수 있다. 1957년에는 이름의
전이와 뜻의 전이에서 다루어졌던 것들이다.
2. 1. 뜻들 사이의 유사(은유)
와 같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실체적 유사 에서 다루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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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는 인간 언어 조직 자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 요인으로, 표현 수단으로, 동의 및 다의의 근원으로, 강한
감정의 출구로, 어휘 간극을 메우는 수단 따위로 사용되는 수사적
방법이다. 은유의 기본 구조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 표현하려
고 한다. 그래서 비유(은유, 직유)에서 원관념이 보조관념에 동일시
된다. 이때 두 관념 사이의 유사가 객관적 경우와 간접적(주관적)인
두 종류가 있다.8)
예) cres t가 동물의 머리끝에 있는 벗 의 뜻인데, 꼭대기란 점이
서로 연합해 산꼭대기 의 뜻으로도 불린다면 객관적이다.
b itter가 b itter tas te (쓴맛)와 같은 적용이 bitte r d isap p oin t m en t (쓴 실망)으로 까지 적용되는 것은 주관적이다.
2. 1. 1. 의인적(anthr opom orphic ) 은유 : 무생물에 인간의 특성
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은유
예) th e brow of ah ill(언덕의 꼭대기) the m outh of a r iv er (강의 입구)
the lung s of a town (도시의 빈터) the hart of the m a
- tte r (문제의 핵심)
국어에서, 인정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 태풍 , 주가 뜀
박질 , 낮잠자는 국회 , 여론이 가위질하다 , 너의 머리
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졎어 있다 , 책상다리- 안경다
리- 지겟다리 따위가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들이다.
2. 1. 2. 동물의 은유 : 식물 또는 무생물인 도구, 기계, 부품 따
위를 동물의 이름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
예) cock 's -f oot (볏과 식물)

d og 's - ta il(왕비바랭이)

8) 이상의 내용들은 용어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뜻의 유사 지각에서
다루어진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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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n d e - lion (민들레)
닭달개비풀, 두꺼비집, 두꺼비 손, 쥐꼬리만한 월급, 개
다리(권총), 파리목숨, 개차반, 햇병아리, 올챙이 시절
또 하나의 형태는 동물이 인간의 영역으로 전이되는데, 타락, 익
살, 반어 또는 기괴한 의미로 함축된다.
예) d og - 모난 사내, 망나니 ca t - 심술궂은 여자 p ig - 욕심쟁
이, 단정치 못한 사람

m ous e - 겁쟁이 ra t - 배신자 f ox -

교활한 사람 f rog - 못생긴 여자 m onk ey - 못생긴 남자
2. 1. 3. 구체에서부터 추상으로까지 : 은유에서 기본적인 경향들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 추상적인 경험들을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
어 표현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어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추상
적인 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되찾으려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 d ef in e과 f inance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
f in is (한계, 끝)에서 왔고, elim ina te (삭제 또는 제거하다)
는 lim en (문지방)에서 왔으며, d es ir e는 s id us (별)에서 왔
다.
국어에서도 무릎꿇다- 항복하다, 손잡다- 관계를 맺다, 꽃
다발- 축복, 구슬- 보배, 빵- 식량 따위가 구체적인 지시물
로 추상적인 의미를 대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유는 추상적이고 알아차리기 힘든 경험까지
도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구체화되고 유형화되는데, 이러한 은유들
은 추상적인 지시물(원관념)을 구체적인 지시물(보조관념)을 통해
표현하는데서 가능하다.(농사- 농산물, 사랑- 애인, 일- 작품)
2. 2. 4. 공감각적 은유 : 은유의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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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옮기어지는 경우다. 이때 감각 사이
의 성질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 le ud colours (창각→시각) s w e e t v uices an d od ours (미각→
청각, 후각)
따뜻한 말(촉각- 청각) 푸른 종소리(시각- 청각) 쓴 소리(미
각- 청각)
2. 2. 뜻들의 인접(환유)
은유가 연상 작용에 의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반하여,
환유(m et ony m y )는 표현하려는 지시물에 관련이 있는 단어들 사이
에서 새로운 연상이 이루어진다. 환유는 연상에 따라 몇 가지로 하
위 구분된다. 이것도 1957에서는 뜻 사이의 인접 지각에서 다루어
진 것들이다.
2. 2. 1. 공간적 인접 : 공간적(special) 관계에 바탕을 둔 연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예) 라틴어 coxa (엉덩이)에서 불어 cuis s e (넓적다리)가 생겨남.
2. 2. 2. 시간적 인접 : 행위나 사건의 이름이 시간상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어떤 것에 전이되는 경우다.
예) 영어 m as s 와 불어 m es s e가 m is sa와의 연상으로 생겨남.
불어 v e ille (밤새움)가 현재는 전일, 전야 의 뜻을 얻어 쓰
임.
새- 새참, 아침- 아침밥, 닭울다- 새벽(날새다)
2. 2. 3. 전체를 대신하는 부분 : 환유의 한 별개 범주로 다루고
있다.9) robin (울새)을 red bre - as t (방울새)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9) 1957에서 공간적 인접 에 많은 부분이 포함됐으나 , 여기에서는 인접의 하위 분야
로 따로 구분한 것이 다르다 . 그래서 1957년의 그 밖의 인접 이 1962에는 빠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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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다. 1957에서는 공간적 인접에서 구분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뜻
사이의 인접 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했다.
예) 인간형과 사회 계급이 옷에 의해 이름지워짐 : red coa t (영
국 군인), r edcap (수화물 운반하는 사람) 불어 la blou se (노
동자, 노동 계급), g r is e tte (회색 옷감의 뜻에서 회색 옷을
입은 여공의 뜻으로 발전)
발명품과 사람과의 관계 : v olt는 이탈리아인 A lessan dr o
V olta를, am p èr e는 프랑스인 A n d ré A m p èr e를, Ohm 은 독
일인 Ge org Ohm 을 대신한다.
산지와 산물과의 관계의 말로는 안성맞춤- 유기그릇, 요크
셔- 돼지 종류, 파나마- 파나마 모자, 감자바위- 강원도, 밤골
- 밤나무가 많은 고을 이 있고, 용기와 내용과의 관계로는
학교- 공부(학교 간다), 집- 가족 과 같은 말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입- 가족, 손- 일할 사람, 세례- 덮어씀, 감투- 벼슬,
십자가- 희생 과 같은 경우도 부분과 전체의 관계다.
2. 2. 4.

인과적 인접 : 추상적 단어들에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

는 경향으로, 행위를 일컫는 이름이 행위의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
나, 성질을 대신하는 이름이 성질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대상을 가
리키는 경우다.
예) p erf orm an ce (수행)가 오페라에서

공연 의 의미로 적용.

bea u ty 가 사물 에 적용되는 것, p r id e (과시)가 허위 라는
추상적 의미로 쓰임.
2. 3. 이름들의 유사(민간 어원)
민간어원(p opu lar ety m olog y )은 한 단어를 그것과 음성상 비슷
한 또 다른 말(단어)과 연결시키므로, 그 단어의 형식과 의미를 변
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뜻들의 유사 인접에
의한 즉 은유와 환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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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불어 f ora in이 영어 f ore ig n을 낳았고, m archan t f ora in (행상
인)에서 f ora in (타국, 타지방)은 f oir (시장)와 잘못 연상되어,
의미에 영향을 받았다.
영어 boon의 의미 발달 과정(기도, 요청 →기원되거나 요청
되는 것 → 은혜, 이익, 감사해야 할 것) : 이것은 b oon과
동음이의적인 불어 형용사 b on ' (좋은)의 영향을 받았을 것
이다.
국어에서 소나기 를 소내기 와 결부시키는 것이나, 나락 을
나록 과 연결시키어 해석하는 것들이 있다.
2. 4. 이름들의 인접(생략)
두 단어로 구성된 숙어에서, 한 부분이 생략되고, 그것의 의미가
남은 부분에 전이된다.10)
예) 불어 carross e (마차)는 carr os s e d e d ilig en ce (승합마차)의
준말이고, coup é (2인승 4룰 마차)carross e coup é의 준말,
bouclier (방패)는 es cu bouclier (풀림쇠 가진 방패)의 준말,
p ian o는 p ian of orte (부드럽고 강한)의 단축형이고, uncarg os
는 carg ob oa t (화물선)의, m ids s hip 은 m id s hip m an (해군 소
위 후보생)의 단축형이다.
밥숟갈- 숟갈, 밑창(들창)- 창, 술꾼(노름꾼)- 꾼, 머리털- 머리,
저녁밥- 저녁, 촛불- 초, 콧물- 코, 보름날- 보름 들도 단축에
의해 생겨난 말들로, 이러한 단축어(생략어)가 다의화 되어
의미 변화를 일으킨다.

10) 1957에서는 이름들 사이의 유사 지각으로 민간 어원 외에도 이름들 사이의
유사와 유추 를 하위 구분하고 있으며, 이름들 사이의 인접 지각으로 생략 외에도
토앗 구조 속에서의 인접을 구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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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변화의 결과
3. 1. 의미 범주의 변화 : 의미의 확대와 축소11)
새 뜻이 옛것보다 지시 범주가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새롭게 형성된 의미를 축소 적용시키거나, 넓혀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 후의 의미
범주와 관련된 문제다. 그 하위 구분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 데, 이
것은 의미의 특수화와 일반화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 분
류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다.
1. 1. 의미의 축소 : 의미 변화 결과 지시의 범주가 좁아진 경우
다.
예) 불어 v oy ag e (원래 여행에서, 바다나 물가로의 여행으로 의
미 축소)
v ian d e (식물 먹는 모든 것에서, 고기의 뜻으로 특수화)
기독교에서 믿음- 구원, 예수의 양- 신자, 예수의 제자- 빛과
소금 과 같은 경우도 특수화시키어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한 사회나 계층에서 특수화된 것들도 이에서 다룰 수
있다. 소금- 곰소(심매마니어), 극장- 검은 도서실(학생은어),
개- 멍첨지(걸인은어), 밥- 수라(궁중어), 맹꽁이- 수갑(도둑은
어) 따위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축소는 의미가 특수화되는 것인데, 특정한 사회
집단 속에서 보편적인 언어 의미가 특수화되는 것(은어, 계층어 등)
과 완곡 어법과 반어법에 의해 특수화되는 경우다. 동물 이름에서
11) 의미 변화를 경험하고 난 후 의미 범주 적용의 문제로, 1957에서는 인접 지각에
서 다루어진 내용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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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종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d e er는 짐승에서 사슴으로,
houn d는 개에서 사냥개로)
3. 1. 2. 의미의 확대 : 의미 변화의 결과 다양한 지시말에 적용되
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화에 속한다.
예) arr iv er (영어 arriv e )는 라틴어 arrip ar e (기슭에 이르다)에서
일반화된 예고, 불어 ca us e (원인)는 의도성이 깃든 표현이
다.
기(氣)막히다- 깜짝놀라 숨이 막히다,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
근시안-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함 따위도 의학 용어의 일반화
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일반화)된 동물과 식물 이름에서도 나타난
다(장미가 어느 슬라브어에서 꽃으로 쓰임, b ird는 br id (어떤 새)에
서 유래, p lan t- p lan te는 라틴어 p lan ta (새싹, 나뭇가지)에서 유래)
3. 2. 의미 평가의 변화 : 타락적 발달과 개량적 발달
의미 변화의 결과 변화된 말의 의미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느냐의
문제로 본래보다 의미 가치가 개량된 경우와 하락된 경우로 나누고
자 한다. 감정 유사 타부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2. 1. 타락적(경멸적 발달)
타락적(pejor ativ e ) 경향은 난처하고 실례되거나 불쾌한 생각들
을 감추고 숨기려는 인간적 태도의 결과다. 완곡적 표현이나 완곡
적 표현에 기대는 것(금기)들은 타락적 발달을 이끄는 요인이다. 이
것은 의미 가치의 영구적인 하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예) d is eas e (병), un d ertak e r (장의사), tuer (죽이다), f ille (창녀),
am an t (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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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자주 쓰는 박사, 선생, 사모님 들도 원래의 의미
에 비하면, 그 가치가 하락했다.
외국어가 국어 속에서 의미 가치가 하락된 것들로, b oy ,
m adam , lady 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왕조의 몰락으로 궁
중어나 관직명(수라, 영감, 장원)의 의미 가치가 일반화됨
으로 하락했다.
타락의 요인으로 연상에 의해 의미 가치의 하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ca iliff 비겁한 자 의 뜻인데, 포로, 죄수, 천하고 비열한 사람,
악한 으로 더 의미 가치가 타락됐다. w re tch는 불쌍한 사람 에서
추방인 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인간의 편
견 때문에 생겨나기도 한다(독어 R os s (군마)가 불어에서 ross e (경
마)가 됐다. 포르투갈어 p alav ra (단어)가 영어에서 p alav er (상담)이
됨.).
3. 2. 2. 개량적(am elior ativ e ) 발달
변화 후의 의미 가치가 향상된 것들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
다.
하나는 소극적인 경향인데, 심리적 변화의 과정에 의해 불쾌한
뜻을 가진 단어가 그 정도가 약화되어 부드러운 뜻으로 인지된다.
예) to blam e (비난하다)도 to blasp hem e (신에게 불온한 언사
를 쓰다)과 동일한 말이고, to ann oy (귀찮게 굴다), 불어
로 enn uy er는 라틴어 in od io es s e (미움의 대상이다)에서
왔다. p es t는 흑사병 의 뜻에서 처치 곤란한 사람 으로 쓰
임.
똥 이나 오줌 이 대변 , 소변 이란 말을 통해 불쾌감이 해
소되는 것이나, 도둑- 도선생 , 병- 환우 따위가 완곡어에
의해 원래의 의미에 단긴 뜻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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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경우가 있다.
예) n ice는 라틴어 n es cius (무지한), 섹스피어 시대엔 방종한,
음탕한 의 뜻이었다. 이것은 까다로운, 섬세한 의 개신이
이루어졌고, 19세기엔 친절한, 이해심 있는, 쾌활한 의 뜻
으로 발전했다.
사회적 요인에 의해 개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람의 지위나
계층에 따라 말의 의미가 개선되기도 하고, 제도의 변천이 말의 뜻
까지 변화시킨다.
chan cellor (장관) 불어 chancelier (대법관)은 라틴어 can ce llarius
(공회당 안내인)에 기인된 말로, 동로마 제국에선 서기관, 공증인
의 의미를 거처 재판관 으로 개신됐다. m in is ter (대신, 장관)도 라틴
어에서는 수행원, 하인 의 뜻이었다. 개량적 변화의 특수한 경우로
의미의 중립성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f ortun e (운명), luck (운) 따
위는 나쁜 쪽과 좋은 쪽, 양쪽 모두를 지시할 수 있어 중립적이다.
그러나 lucky f or tuna te는 개량적 의미로만 적용된다.
배우 라는 말은 과거엔 광대 또는 사당 이란 의미로 천민에 속
했으나, 오늘날에는 인기가 많고 부러워하는 직업이다. 갖바치, 백
정, 장인 따위도 비천한 직업과 천민을 뜻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비천한 직업이란 인식보다는 힘든 직업이란 인식이고, 그 의미도
개선됐다.
외래어(한자어)가 고유어를 밀어내거나 공존하면서 그 가치가
향상된 것들도 있는데, 치아- 이, 안면- 낯, 타올- 수건, 빌딩- 건물,
그릴- 불고기집 따위가 그렇다. 치아, 안면 같은 말들은 완곡어법
과도 관련이 있다.

- 19 -

III. 결 론
Ullm an 이 S em antics (1962)에서 논의한 의미 변화 이론을 살피고
그것이 국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가의 문제를 다루는 작업은 어
휘 의미론의 위상을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서
가 의미 변화 이론에 끼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검토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P rin cip les (5호)에 이어 이번
6호에서는 S em an tics에 나타난 내용을 살핀다.
1962에서는 1957의 변화 유형을 외형상 크게 벗어나고 있다. 그
래서 의미 변화를 다룰 때, 변화 원인, 변화의 특성, 변화의 결과
등 주제별로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미 변화 원인에도, 1957년에서 언어적 요인과 언어 개신에 의
한 경우로 크게 구분하고 후자를 하위 구분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등한 변화 유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해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62
년의 변화 유형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다른 변화 요인에 포
함시키기보다는, 그 자체로서의 변화 유형(틀)으로 다양화시키어 설
정했다는 점에서 중복을 피하고 있으며, 이것은 객관성을 얻고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변화 유형이 세분화됐다는 평
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의미의 변화 특성은 뜻들과 이름들이 유사와 인접에 의해 변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957의 개신에 의한 변화와 1962
의 심리적 요인 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의미
변화의 결과는 변화된 모습이 의미 가치가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에 따르는 평가의 변화와 의미의 지시 범주가 넓어졌느냐 좁아졌느
냐의 문제로 구분하여 논한다. 따라서 1957이 변화 원인을 기능적
인 면에 치중했다면, 1962의 것은 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주
제별로 구분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1957의 변화 유형과 1962의 것을 서로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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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in ciple (1957 )

S em an tic (1962)

A. 언어 보수주의에 의한 의미변화
(1) 지시물의 사실적 변화
(2) 지시물에 대한 지식의 변화
(3) 지시물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태의
변화
B. 언어 개신에 의한 의미변화
Ⅰ. 이름의 전이
(a ) 뜻들 사이의 유사에 의한
(1) 직접 전이
감정적 유사
신체적 유사
공감각적 유사
(2) 유추적 전이
동의적 유추
반의적 유추
장의 유추
의미 차용
(b ) 뜻들 사이 인접에 의한 전이
(1)공간적 인접 - 부분과 전체
내용과 형태
속성 표현어
(2) 시간적 인접 - 시간과 지시물의 인
접
(3) 인과적 인접 - 원인과 결과
(4) 기타 인접 지각

Ⅰ. 의미변화의 원인
(1) 언어적 원인
통사구조 속에서의 인접
< 57의 B- Ⅱ - (b )- (2)에 해당 >
(2) 역사적 원인
지시물, 제도, 관념, 과학적 개념 등의
변화
< 57의 A - (1), (2), (3)에 해당 >
(3) 사회적 원인
의미의 특수화와 의미의 일반화
< 57의 B- Ⅰ - (b )- (1), (2), (3), (4)에
해당 >
(4) 심리적 원인
감정적 원인 , 금기, 완곡어법
< 57의 B- I- (a )- (1)- 에 해당 >
(5) 외국어의 영향
< 57의 B- I- (a )- (2)- 에 해당 >
(6)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
< 57의 B- I- Ⅱ - (a ), (b )에 해당 >

Ⅱ. 뜻의 전이
(a ) 이름들 사이의 유사에 의한
(1) 음성적 유사와 유추
(2) 음성적 유사와 민간어원
(3) 음성적 유사와 복합전이
(b ) 이름들 사이의 인접에 의한
(1) 생략
(2) 통사구조 속 인접
Ⅲ. 복합전이
(a ) 복합적 이름의 전이
(b ) 복합적 뜻의 전이
(c ) 이름과 뜻 사이의 복합전이
(1)
(2)
(3)
(4)

이름의
이름의
이름의
이름의

유사와
인접과
인접과
인접과

뜻의
뜻의
뜻의
뜻의

유사
유사
유사
인접

Ⅱ. 의미 변화의 특성 : 1957 B
1. 뜻들 사이의 유사 : 의인적 은유, 동
물의 은유, 구체에서 추상 , 공감각적 은유
< 57의 B- Ⅰ - (a )- (1)에 해당 >
2. 뜻들 사이의 인접 : 공간적 인접, 시
간적 인접, 전체를 대신하는 부분
< 57의 B- Ⅰ - (b )- (1), (2), (3),
(4) 에 해당 >
3. 이름들 사이의 유사 : 민간어원
< 57의 B- Ⅱ - (b )- (2)에 해당 >
4. 이름의 인접 : 생략
< 57의 B- Ⅱ - (b )- (1)에 해당 >
Ⅲ. 의미 변화의 결과
1. 의미 버주의 변화 - 의미 속도, 의미
확대
< 57의 B- Ⅰ - (b ), B - Ⅱ - (b )에 해당 >
2. 의미 평가의 변화 - 의미의 개량적 변
화, 타락적 (경멸 ) 변화
< 57의 B- Ⅰ , Ⅱ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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