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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현대 국어에서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는 ‘좋-’의 결합관계와 의미에 관해 논의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 국어사전에 나타나는 ‘좋-’를 검토한 후 말뭉치의 용례에서 

결합관계를 추출하여 대립어인 ‘나쁘-’, ‘싫-’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국어의 어휘 의미 

연구는 주로 한 단어의 의의 관계에 따라 다의어나 동음어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그 

연장선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다의어와 동음어에 관해 살펴본 후 ‘좋-’의 

사전적 처리에 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난 결합관계를 주로 검토하였

는데 대립어인 ‘나쁘-’와 ‘싫-’를 통해 문형 패턴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

다. 4장에서는 이들의 어원적 차이와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현대국

어에서 다의어로 처리되고 있는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인 ‘좋다’를 대립어와 관련지어 

결합관계와 의미 차이를 살펴본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결합관계, 다의어, 어휘 의미, 어원적 관점, 대립어, 의미 차이, 문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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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韓民族語文學 第69輯

Ⅰ. 들머리

이 글은 현대 국어에서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는 ‘좋-’의 결합관계와 의

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 국어사전에 나타나는 ‘좋-’를 검

토한 후 말뭉치의 결합관계를 대립어인 ‘나쁘-’, ‘싫-’과 관련하여 논의하였

다. 국어의 어휘 의미 연구는 주로 한 단어의 의의 관계에 따라 다의어나 

동음어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말뭉치에 나타난 결합관계

를 통해 의미를 살펴보고 대립어와 비교하여 다의어로 처리되고 있는 단어 

‘좋-’의 의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1) a. 나는 좋은 책이 좋아요.

b. 나는 나쁜 책이 싫어요.

(1a)의 ‘좋은’에서 ‘좋-’과 ‘좋아요’의 ‘좋-’에 대응하는 대립어는 차이가 

있다. (1a)의 두 어절을 대립어로 바꾸면 (1b)가 된다. ‘좋은’의 ‘좋-’은 책

의 성상을 나타내므로 ‘나쁘-’로 바뀌고 ‘좋아요’의 ‘좋-’은 화자의 심리를 

나타므로 ‘싫-’로 바뀐다.

단어는 형태와 의미의 결합체로서 기본적으로는 ‘일 형태 : 일 의미’가 

대응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기존의 형태를 중심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일 형태 : 다 의미’로 다의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 경우 하나의 

형태에 대응하는 둘 이상의 의미가 ‘원형의미’에서 확장된 ‘다의어’인지, 별

개의 단어인 ‘동음이의어’ 또는 ‘동형이의어’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

에 부딪히게 된다(임지룡 2009: 194). 왜냐하면 한 단어의 의미는 고립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다른 구성 요소와의 결합

관계에 따라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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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대립어의 결합관계와 이를 통해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1)로 사

용되는 ‘좋-’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좋-’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흥수(1987)에서는 경험과 판단 속성의 논리 등 ‘좋다’가 가진 의미들 간

에는 통사현상과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쾌감’, ‘호감’, ‘정서’, ‘판단’, ‘속

성’의 관계를 통사현상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김남탁(1996)에서는 ‘좋다’ 

구문을 중심으로 성상형용사의 구문 구조 변천을 다루었다. 이현희(1999)

에서는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에 나타난 ‘좋-2)’ 구문의 유형을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좋-’의 의미를 [양호함], [흡족함], [적합함]의 세 

가지 의미로 설정하고 이들의 변화 양상을 다루었다. 이병근(1999)에서는 

앞선 연구인 이현희(1999)에서 다룬 구문 유형을 바탕으로 사전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사전 편찬에서 다루어져야 할 통사정보와 의미정보에 관해 제

시하였다. 김해옥 외(2004)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한국어 어휘의 다의 의미 기술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좋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박재희(2014)에서는 심리형용사 구문

의 기본 문형 설정에서 기존 논의(유현경 1998 등)를 비판하면서 대상 심

리형용사와 원인 심리형용사로 나누어 기본 문형을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

 1) 이 연구에서는 ‘좋-’에 관해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라는 관점을 취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 ‘성상형용사’ ‘심리형용사’, ‘평가형용사’ ‘속성형용사’ 등이 사

용되었으나 이 논의에서는 대립어와 연관지어 ‘좋-’를 보는 관점에서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느냐 경험주의 심리를 나타내느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논의를 인용할 때에는 그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2) ‘좋-’는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둏-’만 나타났으나 17세기 문헌 자료에서부터 ‘둏-’, 

‘죻-’, ‘좋-’으로 음상이 변화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근대국어 단계에서 이미 

구개음화에 의한 음운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현희 199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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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좋다’의 의미를 다루면서 대립어인 ‘싫다, 나쁘다’

와 연계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립어와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좋-’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의 용법이 달리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뜻풀이에 기술된 의미를 살펴보고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결합관계를 통해 대립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사전은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우리말 큰사전》, 북한(과학원출

판사)에서 만든 《조선말대사전》, 금성출판사에서 간행한 《국어대사전》, 연

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간행한 《연세 한국어사전》, 국립국어연구

원3)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간행

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4)이다. 말뭉치 자료는 2006년에 배포된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세종균형말뭉치 중 색인말뭉치를 활용한다. 색인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좋_<형용사>’, ‘싫_<형용사>’, ‘나쁘_<형용사>’

를 검색한 결과 각각 14336건, 1574건, 1676건이었는데 이 예문들을 대상

으로 공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뽑아서 목록을 만든 후 서술형과 관형형5)

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 후 세 목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한다.

 3) 현재 국립국어원임.

 4) 이하 《우리말 큰사전》은 《한글》로, 《조선말 사전》은 《조선말》로, 금성출판사 《국어 

대사전》은 《금성》으로, 《연세 한국어 사전》은 《연세》로, 《표준 국어 대사전》은 《표

준》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고려대》로 약칭함.

 5)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서술형은 관형절 내포문을 제외한 문장에서 ‘좋-, 싫-, 나쁘-’가 

서술어 기능을 하도록 활용한 부류를 지칭하며 관형형은 후행 성분이 체언이며 이들 

앞에 사용된 ‘좋은, 싫은, 나쁜’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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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의어, 동음어와 ‘좋-’의 사  처리

1. 다의어, 동음어

다의어와 동음어는 어휘의미론 분야에서 늘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다의

어와 동음이의어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

의미 …(관련됨)… 의미

<다의어>

형태

의미 …(무관함)… 의미

<동음어>

[그림 1] 다의어와 동음어6)

[그림 1]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의어’와 ‘동음어’는 하나의 형태에 여러 

개의 의미가 대응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다의

어는 한 단어이고 동음어는 형태가 같고 둘 이상의 단어라는 차이가 있다

(윤평현 2008: 186-187). 다의어와 동음어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구조이지

만 내면적으로는 의미의 관련성 여부에서 구별된다.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

가 여러 개의 의의를 가지는데 이 의의들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동음어는 이 의의들 간에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상 뚜렷

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예에 들어가 보면 이들을 구분하

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의관계 테스트들 중 어떤 것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전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언어학자

들은 다의관계/단의관계 대조를 잘못된 2분법이라고 멀리하게 되었(임지

룡․윤희수 옮김 2013: 233)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 논문의 대상인 

 6) 임지룡(2009: 196)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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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의 사전 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좋-’의 사  처리

현대 국어사전 6종을 대상으로 ‘좋-’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7)

<표 1> ‘좋다’의 사  뜻풀이

번호 뜻 《한 》 《조선말》 《 성》 《연세》 《표 》 《고려 》

1
성질, 내용

보통이상
① Ⅰ-② Ⅰ-①

Ⅰ-①(훌륭)

Ⅰ-②(조건)

Ⅰ-③(능력)

1-① ①

2 대상이 마음에 들다 ② Ⅰ-① Ⅰ-⑧ Ⅱ-② 2-① ②

3
잘 어울리다

알맞다
Ⅰ-⑩

Ⅱ-③

Ⅲ-①

Ⅲ-②

Ⅲ-③

3 ③

4
말, 태도, 성격, 마음씨

원만하다
⑤

Ⅰ-④

Ⅰ-⑧

Ⅰ-⑨

Ⅱ-②

Ⅰ-③

Ⅰ-⑦

Ⅰ-⑧

Ⅰ-⑪

1-②

1-③
④

5
비교 대상보다

낫다.바람직하다
Ⅰ-⑩ 5 ⑤

6
마음, 기분

상쾌하다
Ⅰ-⑥ Ⅰ-②

Ⅰ-④

Ⅱ-①
2-② ⑥

7
평가, 반응

긍정적이다
③ Ⅰ-⑤ 2-③ ⑦

8
인간 관계

가깝다. 화목
Ⅰ-⑤ Ⅰ-④ Ⅰ-⑨ 6 ⑧

9 문제될 것이 없다 Ⅰ-⑦ Ⅰ-⑥
Ⅰ-⑫(일)

Ⅳ
⑨

10 그렇게 되기를 바라다 ⑩

 7) 사전 처리에 관한 자세한 분석이나 비판은 이병근(1999)에 잘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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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좋다,좋아’ ⑥

Ⅲ-①

Ⅲ-②

Ⅲ-③

Ⅲ-④

Ⅲ-⑤

Ⅱ

Ⅴ-①

Ⅴ-②

Ⅴ-③

⑪

12
비위, 배짱

강하다
Ⅰ-⑨ Ⅰ-⑭ 1-⑤ ⑫

13
운수, 점괘

복이 있다
Ⅰ-⑩ ⑬

14 효능, 쓸모가 있다 Ⅰ-⑤ 4 ⑭

15 넉넉하고 충분하다 ④ Ⅱ-① Ⅰ-⑮(알맞다) 1-⑦ ⑮

16 신체조건, 건강 Ⅰ-③ Ⅰ-⑥ 1-④

16 힘, 체력 Ⅰ-⑦

17 머리카락이 길다 Ⅱ-③ Ⅰ-⑪ 1-⑧

18 넉넉하고 푸지다 1-⑦

19 날씨가 맑고 고르다 Ⅰ-⑬ 1-⑥

<표 1>에서 �연세�Ⅱ의 뜻풀이를 예로 들면 평가형용사와 심리형용사

의 뜻풀이가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사전에서도 마찬가지

인데 현재 편찬된 사전을 종합해 보면 ‘좋-’의 의미를 19개의 의미로 분류

하였다. 그러나 이 의미들은 선행어나 후행어의 결합관계에 따라 다의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들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2) ‘좋다’의 의미와 통합 관계8)

a. 성상 1～2 : 무엇이 좋다.

b. 심리 1 : 누가 무엇이 좋다.

c. 심리 2 :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

d. 평가 1 : 무엇이 (무엇을) 하기에/하기가 좋다.

e. 평가 2 : 무엇이 무엇에 좋다.

f: 평가 3 : 무엇이 무엇보다 좋다/ 무엇이 (어떤 상태이면/어떤 상태일 

때/무엇보다) 좋다.

 8) 김해옥 외(2004: 282) 21번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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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를 통해 ‘좋-’는 크게 ‘성상, 심리, 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사전 처리에서는 이 세 의미가 한 의미에서 

파생된 다의어로 보는데 이들의 의미가 문형이나 결합관계 또는 대립어에

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9)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결합 계

1. 립어 공기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로 사용되는 ‘좋-’가 그 대립어와 한 문장에서 

공기하는 용례를 언어 구조에 반영된 순서적 도상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상형용사 대립어로 나타나는 ‘좋-, 나쁘-’와 심리형용

사 대립어로 나타나는 ‘좋-, 싫-’가 한 문장에서 연결어미를 통해 연결형으

로 나타나는 예들을 통해 이들의 대립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좋-’

과 ‘나쁘-’가 한 문장에서 공기하는 예를 말뭉치에서 뽑아보면 다음과 같

다.

(3) a.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좋든 나쁘든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b. 나쁨과 좋음의 구분 자체가 지워져 버린 후기자본주의

c. 家相의 좋고 나쁨을 이유로 값을 깎는 교섭으로

d. 심성[倫理性]이 좋고 나쁘고가 보다 선행되는 선택

e. 더 큰 문제는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9) 이병근(1999: 9)에서도 ‘좋다’가 [양호함], [적합함], [흡족함]의 평가 의미는 동작동사

로, [호감]의 심리적 의미는 상태동사(형용사)로 처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렇게 처리하고 있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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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이는 따지고 보면 좋고 나쁘다는 것이 관직에 있는 것

g. 차이가 없으니 어느 학교가 좋은지 나쁜지 알 도리가 없다.

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 (3a)처럼 ‘좋든 나쁘든’이 3회 나타난 데 반해 

‘나쁘든 좋든’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두 대립어의 결합에서 ‘좋-’가 ‘나

쁘-’에 선행하는 경우는 (3c-g)에 나타나는 것처럼 ‘좋고 나쁨’(1710)(좋고 

나쁜 1 포함)회), ‘좋고 나쁘고’(1), ‘좋고 나쁜’(9), ‘좋고 나쁘다는’(1), ‘좋은

지 나쁜지’(4) 등이었다. 하지만 그 순서가 거꾸로 결합하는 경우 즉, ‘나쁘

-’가 선행하는 경우는 (3b)의 ‘나쁨(과) 좋음’ 단 1회 뿐이었다. 이 결과는 

화자의 표현에서 ‘좋-’가 ‘나쁘-’에 선행하는 것으로 긍정이 부정에 앞서는 

선호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대립어 공기쌍에

서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앞에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11)

심리형용사 구문인 ‘좋-’과 ‘싫-’이 한 문장에서 공기하는 예를 말뭉치에

서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4) a. 싫거나 좋거나 간에 무대공연에 굿판이 벌어짐으로써

b.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싫건 좋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c. 나는 좋건 싫건 그와의 결혼을 자세하게 고백해야만 했다.

d. “순전히 느낌으로 싫고 좋고 하는군.”

e. “나는 그닥 왜인들이구 싫구 좋은 게 없습디다. 

f.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교도소에 싫든 좋든 들어가 있어야

g. 갑판장은 좋든 싫든 나설 수밖에 없고

h. 그러나 싫고 좋음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10) 이후 괄호 속의 숫자는 말뭉치에 나타난 빈도수를 나타냄.

11) 도상성의 양상과 의미 특성에 관해서는 임지룡(2004: 169-2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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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자의 연구대상에 대한 좋고 싫음을 떠난 중립성의 문제

j. 진안이가 그런 각시를 싫다 좋다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4)는 말뭉치에서 연결어미를 매개로 ‘좋-’과 ‘싫-’이 공기하는 경우이다. 

(4a)처럼 ‘싫거나 좋거나’(2회)는 나타났으나 ‘좋거나 싫거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4b)처럼 ‘싫건 좋건’(2회), (4c)처럼 ‘좋건 싫건’(3회) 나타났다. 

(4de)처럼 ‘싫고(구) 좋고(은)’(1회) 나타났으나 ‘좋고 싫고’는 나타나지 않

았다. (4f)처럼 ‘싫든 좋든’은 22회의 빈도로 나타났고 (4g)처럼 ‘좋든 싫든’

도 12회 나타났다. (4h)처럼 ‘싫고 좋음’(1회)과 (4i)처럼 ‘좋고 싫음’(1회)도 

나타났다. (4j)에서처럼 ‘싫다 좋다’는 1회 나타났으나 ‘좋다 싫다’는 나타나

지 않았다. (4)의 결과는 앞에서 보았던 ‘좋-, 나쁘-’의 공기 결과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좋-, 나쁘-’의 공기 관계에서는 ‘좋-’가 ‘나

쁘-’에 선행하는 결합 양상이 거의 지배적이었지만 ‘좋-, 싫-’의 관계에서

는 그렇지 않았다. ‘좋-’가 선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싫-’가 선행하는 예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좋-’, 

‘싫-’가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대립어 쌍이라기보다는 주체의 감정을 나

타내는 별개의 단어쌍이기 때문이다.

이 절을 통해 ‘평가’의 의미를 가진 성상형용사 ‘좋-:나쁘-’의 대립 관계

와 심리형용사 ‘좋-:싫-’의 의미 관계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싫-’, ‘나쁘-’, ‘좋-’와 결합하는 선․후행 어절의 문형 패턴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선․후행 어

이 절에서는 ‘좋-’의 대립어로 나타나는 ‘싫-’, ‘나쁘-’의 선․후행 어절 

유형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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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행 어절은 다시 ‘싫-’, ‘나쁘-’가 서술형으로 사용된 경우(‘-아/어, -

거나, 게 등)와 ‘싫은’, ‘나쁜’의 관형형으로 사용된 경우로 나누어 추출한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사용된 경우는 선행 어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싫

은’, ‘나쁜’의 경우 후행 단어를 추출하여 검토한다. 대상 목록에서 빈도수 

3회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관형형에 결합하는 후행 어절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형형에 결합하는 후행 단어

먼저 관형형 ‘나쁜’에 후행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a. 군비는 경제적 매카니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b. 어쨌든 간에 좋은 물건 만들어 돈만 잘 벌면 그게 최상이라는

(5)의 예문처럼 관형형 ‘나쁜’과 ‘좋은’ 뒤에 결합하는 단어의 공통 목록

은 다음과 같다12).

(6) 짓(67:7), 일(60:280), 영향(53:11), 사람(46:106), 사람들(17:20), 놈

(30:5), 놈들(17:5), 점(28:87), 버릇(12:2), 의미(9:25), 길(8:9), 말

(7:72), 상태(7:6), 아이(7:7), 뜻(6:10), 친구(6:28), 감정(5:1), 결과

(5:47), 나라(5:14), 면(5:13), 습관(5:9), 여자(5:10), 쪽(5:4), 편(5:52), 

방향(4:6), 소리(4:23), 아내(4:9), 애들(4:2), 의도(4:4), 인상(4:18), 표

정(4:2), 환경(4:24), 경우(3:2), 꿈(3:10), 날(3:48),마음(3:6), 벌레(3:1), 

생각(3:44), 성질(3:5), 소식(3:22), 여건(3:3), 영화(3:30), 음식(3:50), 

이(3:9), 평가(3:18), 행동(3:2)

12) 괄호 속의 숫자는 빈도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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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을 통해 이들은 언중들이 ‘좋다:나쁘다’로 인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록에서 ‘좋은’과는 결합하지 않고 ‘나쁜’만 사용되는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 자식, 년, 질병, 피

(7)의 단어를 《표준》에서 살펴보면 ‘자식’은 남자를 욕할 때 ‘놈’보다 낮

추어 이르는 말이고 ‘년’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질병’ 역시 ‘몸

의 온갖 병’으로 좋다고 할 수 없는 말들이다. 이처럼 이들 단어의 의미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하므로 ‘좋은’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피’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의 혈관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붉은색의 액체’인데 ‘피’는 원래 우

리 몸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것으

로 인식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어 ‘나쁜’ 경우에만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것

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심리형용사 관형형인 ‘싫은’ 뒤에 결합하는 단어의 목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8) a. 10회 이상: 것(52), 소리(13)

b. 6-9회: 일(9), 말(8), 내색(7)

c. 3-5회: 사람, 이유(이상 5), 듯, 모양, 얼굴(이상 4), 공부, 생각, 표정

(이상 3)

(8)의 예들 중 ‘좋은’과도 결합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9) 것(52:549), 소리(13:23), 일(9:280), 말(8:72), 사람(5:106), 이유(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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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4:7), 모양(4:10), 얼굴(4:5), 공부(3:6), 생각(3:44), 표정(3:2)

(8)의 예들 중 ‘좋은’과는 결합하지 않고 ‘싫은’과만 결합하는 용례는 ‘내

색’만 나타난다. ‘내색’은 ‘마음속에 느낀 것을 얼굴에 드러냄. 또는 그 낯빛’

으로 정의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현상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데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부각되지 않지만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단어들 중 ‘싫은/나쁜/좋은’이 모두 결합

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10) 생각, 사람, 일, 쪽, 표정, 소리

(10)과 같은 용례들이 {싫은/나쁜/좋은}과 함께 결합하여 사용되는데13)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a. 황 선생님도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b. 몰라요, 좋은 사람들끼리 맘대로 갔다 와요.

(11)에서 ‘좋은 사람’은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지만 (11a)는 성상형

용사에서 온 ‘좋은 사람’이고 (11b)는 심리형용사에서 온 ‘좋은 사람’이다. 

대립어를 살펴보면 (11a)는 ‘나쁜 사람’이 대립어로, (11b)는 ‘싫은 사람’이 

대립어이므로 중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은 다음

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심리형용사로 쓰인 ‘좋-’는 시

간부사어와 공존할 수 있는 반면 성상형용사의 ‘좋-’는 시간부사어와 공존

13) 예문 (6), (8), (9)에는 이들의 단어만 등장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빈도수로 ‘놈, 마음, 

벌레, 짓, 말, 것, 듯, 이유, 얼굴, 척, 곳, 느낌, 학교, 학생, 부분, 이야기, 표현, 척’ 등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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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12)14) a. 나는 {늘, 가끔, 때때로, 종종} 좋은 사람이 많다(성상).

b. 그는 {*늘, *가끔, *때때로, *종종} 좋은 사람이다(심리).

c. 나는 {늘, 가끔, 때때로, 종종} 싫은 사람이 많다.

d. 그는 {늘, 가끔, 때때로, 종종} 싫은 사람이다.

유현경(1989: 141)의 논의에 따르면 (12a)는 심리형용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시간부사어와 공존할 수 있지만 (12b)는 성상형용사이기 때문에 공

존할 수 없다. 하지만 (12cd)의 ‘싫은 사람’은 항상 경험주를 상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리형용사인 ‘싫다’에서 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싫-’가 

(12cd)처럼 시간부사어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좋다’와 달리 항상 경험주

가 상정되어야 하고 그 경험주의 일시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서술형에 결합하는 선행 어절의 유형을 통해 이들의 차이를 살

펴보기로 한다.

2) 서술형에 결합하는 선행 어

먼저 ‘나쁘-’ 앞에 나타나는 어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a. 여학생이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 불평을 하면서 떠들었다.

b. 속셈인 듯한 느낌을 받아 나는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굳이

c. 더욱 좋지 않았던 것은 그의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매일

말뭉치 자료에서 예문 (13)처럼 ‘나쁘-’의 선행 어절에 가장 높은 빈도

14) 유현경(1989: 141)의 예문 (30-31)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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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이상)로 등장하는 것이 ‘기분(60), 기분이(47), 건강이(10)’이다. 이들

이 ‘좋-’와 결합하는 빈도수는 ‘기분(82), 기분이(133), 건강이(13)’로 나타

난다. 이보다 빈도가 다소 낮은 어절15)은 다음과 같다.

<표 2> ‘나쁘-’의 선행 어

6-9회 사이가, 성적이, 질이(이상 8회), 운이(7), 머리가(이상 6),

3-5회

간이, 상태가, 무조건(이상 5회), 경기가, 성적이, 시력이, 혈액순환이, 극도로

(이상 4회), 경제사정이, 공기가, 몸에, 사정이, 손금이, 신장이, 위장이, 자체

가, 컨디션이, 환경이, 때문에, 어떻게(이상 3회)

<표 2>에 제시한 목록은 부사어로 사용된 ‘어떻게’를 제외하면 주로 명

사구이다. 이외에도 대상 목록에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4) a. 더(19), 더욱(11), 아주(8), 결코(4), 너무(4), 좀(4), 과히(3), 또(3), 

왜(3), 워낙(3)

b. 것도(10), 것이, 것은, 게

(14a)는 대부분 부사이고 (14b)는 의존명사 ‘것’과 통합한 형태이다. 부사

는 어순이 대체로 자유로운 면이 있어서 선행 어절의 유형을 살펴보아도 큰 

의미가 없고 의존명사 통합형은 ‘싫-’의 선행어로도 대부분 등장한다. <표 

3>을 대상으로 ‘좋-’와 결합하는 어절의 빈도수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5) 사이가(20), 성적이(20), 질이(13), 운이(37), 머리가(23), 간이(2), 상

태가(12), 무조건(5), 경기가(8), 시력이(2), 경제사정이(1), 공기가(3), 

몸에(28), 사정이(11), 위장이(2), 자체가(1), 컨디션이(11), 환경이(8), 

때문에(4), 어떻게(1)

15) 선행 어절의 빈도수 3이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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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이, 성적, 질, 운, 머리, 간, 상태, 경기, 

시력, 경제사정, 공기, 몸, 사정, 위장, 자체, 컨디션, 환경’ 등은 ‘좋다-나쁘

다’로 인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표 3>에 나타난 어절 

중에 ‘좋-’와 결합하는 용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극도로, 혈액순환이, 손

금이, 신장이’ 뿐이었다. 이 중에 ‘극도로’는 ‘더할 수 없는 정도’의 뜻을 지

닌 명사 ‘극도’에 조사 ‘로’가 붙은 부사어로 어순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혈액순환이, 손금이, 신장이’는 ‘좋-’과도 결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용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싫-’ 

앞에 나타나는 어절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16) a. 봉지 모서리가 까맣게 때가 묻고 보기 싫게 구겨져 있다.

b. 장가들란 소리가 그렇게두 듣기 싫더니만 요즘은

c. 아버지는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는 듯 다시 돌아서 버린다.

d. 진주도 갈 수 없고 일본도 가기 싫고 만주에는 더 가기 싫고

e. 작은 딸이 사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먹기 싫을 때는 먹어 보지도 

않고.

(17) a. 준호는 움직이는 것이 싫어서 차라기 죽는 것을

b. 남의 노래만 부르는 게 싫어 내노래를 만들기 시작

c. 선희와 얘기해 볼 새가 없어지는 것도 싫었지만

d. 하지만 나는 영원히 죽어 버리는 것은 싫었다.

‘싫-’에 선행하는 어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절 유형은 

(16-17)이다. (16)은 ‘보기(77), 듣기(75), 하기(37), 가기(25), 먹기(10)’로 

동사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유형이고 (17)은 ‘것이(28), 게(27), 것도

(16), 것은(13)’으로 의존명사 ‘것’에 조사가 통합된 유형이다.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이는 ‘보기 싫-’ 유형의 문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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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첫째는 어머니의 이러한 모양이 보기 싫어서 휙 돌아앉아 새끼를 꼬기 

시작하였다.

(18)에서 ‘보기 싫-’은 주체는 ‘첫째’이다. 앞에서 살펴본 성상형용사에서

는 ‘보기 싫-’은 바로 앞에 나오는 ‘무엇’이 대상이 되지만, 심리형용사에서

는 이 문장의 주체인 ‘누가’와 상관이 있다. 이와 같은 ‘싫-’에 대응하는 ‘좋

-’가 ‘보기’와 공기하는 빈도수는 86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싫-’의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이는 선행 어절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보다 빈도

가 다소 낮은 어절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16)

<표 3> ‘싫-’의 선행 어

6-9회
보기도(이상 9회), 가기가, 들어가기, 살기, 있기(이상 8회), 보기가, 헤어지기

(이상 7회), 냄새가(이상 6회)

3-5회

공부가, 나오기, 되기는, 모습이, 보이기, 세상이, 하기는, 학교가(이상 5회), 

가기도, 공부하기, 떠나기, 사람이, 살기가, 싸우기, 인정하기, 일이, 일하기, 

있기가, 자신이, 주기(이상 4회), 금주, 되긴, 말하기, 받기, 쓰기, 일어나기가, 

자기가, 죽기, 죽기보다, 집이(이상 3회)

예문 (16)처럼 빈도수 10회 이상인 선행 어절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

기’ 명사형이었다. 그것보다 낮은 빈도인 <표 3>에서도 일부 어절(냄새가, 

공부가, 모습이, 세상이, 학교가, 사람이, 일이, 자신이, 금주, 집이)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기’ 명사형으로 끝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리형용사인 ‘좋-, 싫-’와 성상형용사인 ‘좋-, 

나쁘-’에 선행하는 어절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유형이 존재한다. 즉, 심리

형용사 앞 어절은 대부분 ‘-기’ 명사형이나 ‘것’ 명사형이 많이 사용되는 

16) 이외에 선행 어절로 나타나는 것들은 의존명사(거, 것을, 건), 부사(정말, 다, 제일, 

딱, 그리, 더, 무조건, 점점, 참, 너무), 대명사(그게, 그것이, 난, 내가, 나는, 나도, 내사, 

네가), 인명(두희, 은주, 말순, 숙희, 준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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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지만 성상형용사 앞 어절은 ‘기분, 건강, 공기’ 등 명사에 조

사가 붙은 명사구가 대부분이다. 선행 어절이나 후행 단어를 통해 이들이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문장에서 ‘싫-’에 대립하는 ‘좋-’

와 ‘나쁘-’에 대립하는 ‘좋-’는 분명 달리 사용되고 의미도 다르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성상, 심리 형용사의 차이

성상 무엇이 {(무엇을) 하기에/하기가, 무엇에, 무엇보다} 좋다.

심리 누가 {무엇이/(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

<표 4>를 살펴보면 ‘성상’과 ‘평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인 ‘좋다-나쁘

다’는 ‘무엇’에 관해서이고, ‘심리’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인 ‘좋다-싫다’는 

‘누가’가 주체이다. 앞의 연구에서 관형형은 후행하는 단어를 통해서는 ‘좋

은-싫은’과 ‘좋은-나쁜’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술형에 선행하는 

어절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심리

   

좋다-싫다

성상

좋다-나쁘다

<화자> <대상>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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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좋-:나쁘-’는 ‘책’의 내용이나 형태 즉, 그 사물의 성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좋-:싫-’는 문장에 나타나는 주체의 입장에

서 어떤 대상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이들은 서로 구분되어 사

용된다.

Ⅳ. 성상․심리형용사 ‘좋-’의 의미

이 장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다의어로 처리한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 

‘좋-’의 의미 차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국어에서 ‘좋-’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의어로 처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의어와 동음어

의 구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통사적 기준, 어원 기준, 그리고 의미 기

준을 고려하였다.

(19) a. 문법적 범주를 고려한 통사적 기준에서 품사가 같으면 하나의 항목

을 갖는 다의어로, 품사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로 처리한다.

b. 어원 기준의 경우 동일한 어원을 갖는 단어들은 다의어로 처리하는 

반면 서로 다른 어원을 갖는 단어들은 의미적 유사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어로 처리한다.

c. 하나의 동일한 어원으로부터 유래된 단어라 할지라도 공시적 관점

에서 의미간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다의어가 아닌 동음어로 처리

한다.

‘좋다’는 (19)의 기준에 따라 다의어나 동음어로 처리되어 왔지만 이병근

(1999: 18)에서는 ‘좋다’가 하나의 기본적인 공통 의미자질의 다의성인가 

아니면 각각 개별적인 의미자질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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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경우 의미의 복잡성 때문에 별개의 분화된 의미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 어원적 차이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원

현대 국어에서 ‘좋-’는 중세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미가 분할되어 사

용되었다.

<표 5>17)

 국어 15세기 국어

속성형용사 ‘좋다’

평가형용사 ‘좋다’

심리형용사 ‘좋다’

‘둏다’

‘둏다’

‘즐겁다’

<표 5>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는 하나의 표제어를 가진 다의어로 취급

해 온 ‘좋다’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성상형용사

와 평가형용사는 ‘둏다’였고 심리형용사는 ‘즐겁다’가 사용되었다. 즉, 15세

기 국어에서 ‘둏다’는 현대 국어 성상형용사 ‘좋다’의 용법 중에서 속성형용

사, 상태형용사의 용법은 가졌으나 심리형용사의 용법은 가지지 못하였다. 

김남탁(1996: 15-18)에 따르면 현대 국어 성상형용사 ‘좋다’의 용법 중에서 

속성형용사 상태형용사 용법은 15세기의 성상형용사 ‘둏다’가 가졌으며 심

리형용사의 용법은 ‘즐겁다’가 담당하다가 후대에 ‘둏다’가 심리형용사의 

영역에까지 세력을 뻗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이현희(1994: 

189-201)에서도 중세 국어 ‘둏다’는 ‘평가’의 의미 표현으로는 사용되었으

나 ‘심리’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사용된 용례가 최소한 문헌자료에서는 

17) 김남탁(1996: 6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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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중세국어에서는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가 형태적으로 다른 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심리형용사로 의

미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리형용사 용법으로 ‘슳-’의 반의관계를 

가지게 된 ‘둏-’의 첫 등장은 근대국어 시기로 보이(이현희 1999: 98)기 때

문이다.

2. 립어를 통한 의미

앞 절에서는 역사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

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성상’의 의미를 가진 것과 ‘심리’의 의

미를 가진 것의 의미 차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좋-’의 의미

와 대립어인 ‘싫-’, ‘나쁘-’와 연관지어 보기로 한다.

(20) a. (나는) 기분이 좋-(149회)

b. (나는) 기분이 나쁘-(3회)

c. *나는 기분이 싫-

말뭉치에서 (20a)의 유형은 149회 나타나고 (20b)가 3회 나오지만 (20c)

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좋-:싫-’가 서로 대립어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형에서 (20ab)가 서로 대립어가 될 수 있는데 (20ac)는 

서로 대립어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성상형용사인 ‘좋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

기 때문에 대립어로는 같은 한 자리 서술어인 ‘나쁘-’는 가능하지만 ‘싫-’

는 대립어로 불가능하다.18) 반면에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18) 장석진(1993)에서도 형용사 ‘좋다’의 통사구조를 단일주어문의 평가형용사 구문과 

이중주어문의 심리형용사 구문에 관해 달리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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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 우린 이 일이 좋아요.

b. 우린 이 일이 {싫어요/*나빠요}.

(21a)에서는 심리형용사인 ‘좋-’의 대립어로는 같은 두 자리 서술어인 

심리형용사인 ‘싫-’가 대립어로 가능하지만 ‘나쁘-’는 가능하지 않다. 이처

럼 ‘싫-’과 ‘나쁘-’는 통사적으로 차이를 갖고 있다. (20-21)을 통해 ‘좋-’는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 둘로 확연히 구분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음

과 같은 차이와도 연결된다.

(22) a. 나는 그 자주빛 냄새가 싫단 말이야.

b. 김수현은 박철의 얼굴도 보기 싫다며 원고를 수위실에 던져버리고 

가버리기 일쑤였다.

(22)에서 형용사 ‘싫-’은 문장 주체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22a)에서 냄새를 싫어하는 것은 ‘나’이고 (22b)에서는 박철의 얼굴

을 보기 싫은 것은 ‘김수현’이다. 이처럼 ‘싫-’은 문장의 주체가 문장에 나

타나는 다른 대상을 싫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 예문을 보자.

(23) a. 해외로 입양될 뻔했지만 건강이 나빠서 다섯 살까지 그냥 고아원에 

눌러 있었던 거야.

b. 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차창으로 다가가 내가 아는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23)에서 형용사 ‘나쁘-’는 문장에 나타나는 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a)에서는 ‘건강’이 ‘나쁘-’의 주체이고 (23b)에서는 

‘기분’이 ‘나쁘-’의 주체이다. 앞의 (22-23)을 통해 ‘싫-:좋-’는 문장 주체의 

감정과 관련이 있지만 ‘나쁘-:좋-’은 대상의 자체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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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의 용법은 의

미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의 공기 패턴과 결합 관계는 3장에서 살펴

본 바 있다.

Ⅴ. 마무리

이 글은 현대 국어에서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는 ‘좋-’의 결합관계와 의

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대 국어사전에서 다의어로 처리하

고 있는 형용사 ‘좋-’를 대상으로 말뭉치의 용례를 통해 결합관계를 살펴보

고 성상 형용사와 심리형용사의 차이를 대립어인 ‘나쁘-’, ‘싫-’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국어의 어휘 의미 연구는 주로 한 단어의 의의 관계에 따라 

다의어나 동음어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말뭉치에 나타난 

결합관계를 통해 의미를 살펴보고 대립어와 비교하여 다의어로 처리되고 

있는 단어 ‘좋-’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성상형용사 ‘나쁘다’에 대립되는 ‘좋다’는 문

장에 나타나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싫다’에 대

립되는 ‘좋다’는 주체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심리형용사인 ‘좋다’의 

대립어로는 같은 두 자리 서술어인 심리형용사인 ‘싫다’가 대립어로 가능

하지만 ‘나쁘다’는 가능하지 않다.

둘째, 문형 패턴을 통한 접근에서도 성상형용사와 심리형용사 구문은 정

형적인 패턴이 달리 나타났다.

셋째, 어원에 근거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15세기 국어에서 ‘둏다’는 현대 

국어 성상형용사 ‘좋다’의 용법 중에서 속성형용사, 상태형용사의 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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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으나 심리형용사의 용법은 가지지 못하였으나 후대에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다의어로 처리되고 있는 성상형용사와 심리

형용사인 ‘좋다’를 대립어와 관련지어 결합관계와 의미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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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yntagmatic Relation and Meaning of ‘Johda[Good]’

Kim, Eok-J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treatment as 

a homonym on a Korean adjective ‘johda; good’ treated as a polysemy in 

present-day Korean dictionaries with regard to its antonym ‘nappeuda[bad]’ 

and ‘silta[hate]’ through corpus examples.

This study approached the problem from three perspectives,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to be treated as a 

homonym from an etymologic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qualifying 

adjective in present-day Korean language derives from ‘dyohda[good]’ in the 

15th century, but cannot be used as a psychological adverb in present-day 

Korean language. Second, in terms of semantics, it is possible to regard ‘johda; 

good’ conflicting with a qualifying adjective ‘nappeuda; bad’ as a word to 

describe the ‘state’ of the subject in a sentence. However, ‘johda[good]’ 

conflicting with ‘silta[unpleasant]’ is associated with emotion. Furthermore, 

as an antonym of a psychological adjective ‘johda[good]’, a two-place 

predicate psychological adjective ‘silta[hate]’ is possible, but ‘nappeuda[bad]’ 

is not. Third, typical patterns of qualifying and psychological adjectives were 

different also in the approach by sentence pattern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examined psychological adjective 

‘johda[good]’ treated as a polysemy in relation to antonyms.

Key Word : syntagmatic relation, polysemy, lexical semantics, etymological 

perspective, antonym, meaning difference, sentenc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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