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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3, 327-33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some limits in the English compound verbs’ classifications of previous 

studies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approach to English compound verbs based 

on Relevance Theory. In the previous works of analyz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ents consisting of the compound verbs, English compounds verbs were 

general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forms, functions, and meanings. In terms of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constituents, English compound words were classified 

as subordinative, determinative, or coordinative. And in terms of meanings between 

constituents, they were classified as endocentric and exocentric. However, those 

classifications cannot explicitly demonstrate why the same compound verb in the 

same classification can have different meanings in different context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in Relevance Theory, English compound verbs are to be 

understood based on contextual information, and the meaning of English compound 

verbs should be understood through the process based on the ad hoc concep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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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loomfield(1933)을 시작으로 Marchand(1960), Adams(1973) 등 많은 학자들

이 영어 합성어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다. 기존 합성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명사 

합성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명사 합성어에 대한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접근 방법을 토대로 명사 합성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영어 합성어를 분류하는 전통적인 분류법으로는 합성어 성분의 형태,

성분의 통사적 관계 또는 성분 간의 의미적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
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
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

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 연구는 2019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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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형태에 따라 어근(root) 합성어와 종합(synthetic)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어근 합

성어는 ‘houseboat’와 같이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어근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고, 종합 합성어는 ‘truck-driver’, 

‘horse-riding’과 같이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ing, -er, -ed의 형대로 파생되어 생성된 것을 말한다. 

둘째, 기본적으로 합성어의 두 성분 간의 관계는 통사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로 종속(subordination), 한정(determination), 등

위(coordination)로 구분된다. 이러한 관계에 따라 각각 종속 합성어(subordinative compounds), 한정 합성어(determinative/ 

attributive compounds), 등위 합성어(coordinative compounds)로 구분한다. 합성어 ‘chimneysweep’에서 ‘chimney’는 

‘sweep’의 목적어로서 보충 관계에 있는데 이런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고 한다. ‘steamboat’와 ‘colorblind’와 같은 예에서는 

수식어 (determinant)와 피수식(determinatum) 관계를 보여 준다(Marchand 1969).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합성어를 한정적 합성

어(determinative)라고 한다. ‘producer-director’나 ‘bitter-sweet’과 같은 예에서는 두 성분들 사이의 관계가 등위 관계를 이루

고 있는데 이를 등위 합성어라고 한다(Bloomfield, 1933).

셋째, 합성어의 의미가 성분들 중 한 가지 의미에 기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내심 합성어(endocentric compounds)

라고 부른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을 AB라고 한다면 AB=B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경우를 내심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houseboat’는 기본적으로 ‘boat’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심 합성어로 분류된다. 이와 달리 합성어의 의미가 

각 성분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 이를 외심 합성어(exocentric compounds)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loudmouth’는 ‘loud’와 ‘mouth’ 둘 중 어느 의미에도 속하지 않는 ‘여러 말들을 떠벌리는 사람’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외심 합성어로 간주한다(석종환, 2011). 

 합성어 연구 중에서도 동사 합성어에 대한 연구는 명사 합성어에 비해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동사 합성어에 대한 분

류 방법 또한 주로 통사적인 접근 방법에 국한 되어 합성어의 의미가 해석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것은 

영어 동사 합성어에 대한 연구가 동사의 복잡성과 다의적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연구가 어려운 이유로 보인다. 

합성동사(compound verbs)는 다양하게 정의돼 왔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로 만들어

진 어휘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성 동사가 보통 한 단어로 취급되지만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사용되기도 

하며, 합성 동사(compound verbs)라는 말 대신 합성 술어(compound predicat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합성 동사는 

‘tear up’, ‘take away’ 등과 같은 구동사(phrasal verb) 또는 전치사 동사(prepositional verb)로도 분류 가능하기 때문이

다. 본고에서는 합성 동사 중에서 ‘baby-sit’ 과같이 두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동사의 역할을 하는 순수 합성동사를 ‘동사 

합성어’라고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동사 합성어를 기존 분류법으로 정리하고 Sperber와 

Wilson(1986)이 발표한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근간으로 동사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 간의 관계에 의한 기존 

분류법에서 벗어나 동사 합성어가 사용된 맥락에 따라 동사 합성어의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동사 합성어의 해석 방식에 대해서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2. 영어 합성동사(English Compound Verbs)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

영어 동사 합성어에 대한 연구는 영어 합성어의 기본 분류법과 유사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

나 동사의 복잡성으로 인해 영어 합성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명사 합성어 분류 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적을 뿐 아니라 기존에 발표된 영어 합성 동사 분류 기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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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er(1983)는 합성 동사를 형태로 분류(form class)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형태를 기반으로 한 분류는 정확한 합성 

방법에 상관없이 동사 합성어의 구성 성분들이 각각의 범주 표지(categorial marking)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결과적으로 합성 동사를 이루고 있는 개별 어휘의 품사에 근거하여 합성 동사를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1) 명사+ 동사(Noun+ Verb) : carbon+date 

동사+명사(Verb + Noun) : shun+pike

동사 + 동사(Verb + Verb) : freeze+dry 

형용사 + 동사(Adjective + Verb) : free+associate

불변화사 + 동사(Particle + Verb) : over+achieve

형용사 + 명사(Adjective + Noun) : bad+mouth

명사 + 명사(Noun + Noun) : breath+test 

합성 동사의 형태를 기반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합성 동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형태의 

구분일 뿐 ‘carbon-date’, ‘freeze-dry’와 같이 동사 합성어로 사용되는 동시에 명사 합성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구별

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예문 (2)와 (3)은 ‘breath(명사)’ + ‘test(명사)’형태를 가진 합성어로 ‘breath-test’가 박테리아

와 같은 질병을 검사하는 ‘호기 검사를 하다’는 뜻에서 ‘음주 측정’으로 사용되는 등의 합성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변

화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 

(2) Breath tests have been developed for early detection of Lung Cancer.

(3) Police will conduct random breath tests.

Shibatani(1990)는 Bauer(1983)이 제안한 형태에 근간한 합성 동사 분류를 토대로 ‘동사+동사(V+V)’를 축소시켜 아

래와 같은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4) modifier-V― where the modifier names the manner of the activity named by the second verb; 

V-modifier ― where the second constituent identifies the manner or direction of the verb; 

V-V ―where both verbs have equal semantic contribution to the semantic of the whole, 

naming a complex event. (Shibatani, 1990:246) 

위 세 가지 구분은 일본어 합성 동사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으로 영어에는 V-modifier의 예시가 존재하지 않지만, 

Modifier-V와 V-V 분류는 영어 합성 동사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Modifier-V는 ‘stir-fry’와 같이 ‘fry’ 가 핵심 의미를 가

진 동사가 되고 그 앞에 ‘stir’이 ‘fry’의 동작을 수식한다. 이에 반해 V-V 분류는 각각의 두 동사가 전체 동사의 의미를 반

영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tap-dance’에서 두드린다는 의미의 ‘tap’과 춤춘다는 의미의 ‘dance’가 그대로 포함된 것이 

합성 동사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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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는 Bauer의 형태론적 접근 방법에서 동사 합성어의 구성 성분 중에서 핵어(headness) 동사를 파악하고 핵어 동사

와 다른 구성 성분 간의 의미론적 접근 방법으로 동사 합성어를 분류했다는데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V-V 분류는 영어

의 단어 형성에 있어서 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지만 Bauer는 V-V 분류 유형이 첫 번째 요소의 자질이 불명확하여 핵

어를 구분하는 점에서 불명확하다고 반박하였다. 예를 들어 ‘freeze-dry’는 ‘동결 건조’라는 의미로 얼리고 건조한다는 각

각의 의미가 전체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dry’를 핵어로 간주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trickle-irrigate’는 

‘verb+verb’가 아닌 ‘noun+verb’로 구분되거나 ‘trickle-irrigation’의 역성어(back formation)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cGregor(2002)는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동사 사이의 병렬과 대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상위 범주(super- 

classification)와 하위 범주(subclassification)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영어 ‘noun+verb’ 형태의 ‘hand-pick’, ‘horse-whip’, 

‘test-drive’와 같은 동사 합성어는 각 합성어의 동사 핵어인 ‘pick’, ‘whip’, ‘drive’의 하위분류 유형을 보여준다. 구체적

으로 ‘hand-pick’은 ‘pick’이라는 동사의 ‘따다, 고르다, 선택하다’의 하위범주에 속하며 ‘손으로 따다’, ‘주의해서 고르

다’라는 의미를 갖는 다. 같은 맥락으로 ‘horse-whip’은 ‘whip’의 의미 아래 ‘pistol-whip’, ‘horse-whip’과 같은 합성 동

사가 하위 범주에 속하게 된다. 또한 McGregor(2002)는 문법적 범주와 인식론적 범주 두 가지 범주에 대해서 아래와 같

이 언급한다. 문법적 분류는 어휘소의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체계이며, 인식론적 분류는 지시체의 영역을 분류하는 언어 

단위 체계를 의미한다.

(5) grammatical classification: systems of overt or covert classification of lexeme

epistemological classification: system of linguistic units that categorize a domain of referents.

(McGregor, 2002:22)

Scalise와 Bisetto(2009)는 언어는 언어 각각의 특정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성어의 일반적인 분류 체계

로 영어 합성어를 분류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어근 합성어와 종합 합성어 두 유형의 합

성어를 고려했던 것에 반해 어근합성어라는 개념은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합성어 분류의 가

장 두드러진 문제는 합성어를 이루는 성분들 간의 이질적인 속성과 관계(relation)에 있는데 외심과 내심의 개념은 합성

어를 핵 성분의 존재 유무에 기초해서 정의한 것이고, 등위의 개념은 합성어의 두 성분들 사이에 유지되는 문법적 관계에 

기초해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모호성에 기준하여 Scalise와 Bisetto는 합성어의 두 성분들이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는 문법적인 관계에 의해 

연결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 한정 합성어, 등위 합성어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 종속합성어는 보충

어의 위치와 상관없이 두 성분들 사이에 보충(complement) 관계가 있을 때 분류되는데, ‘taxi driver’에서 ‘taxi’를 동사 

‘drive’에서 파생된 보충어이고, ‘cut throat’에서 ‘throat’은 ‘cut’의 보충어이다. 한정 합성어는 동사 합성어의 성분이 수

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가지며 이때 피수식어는 핵으로서 역할을 하고 수식어는 그 핵에 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overflow’와 같이 ‘flow’가 피수식어이면서 핵의 역할을 하고, ‘over’는 수식어이면서 ‘flow’에 역할을 부여하

고 있다. Lieber(2009)는 한정 합성어를 영어에서 가장 생산적인 합성어라고 주장한다. 등위 합성어는 성분들이 접속사 

‘and’로 연결되어 의미론적 관점으로는 동사 합성어가 두 개의 핵을 갖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stir-fry’를 예를 들면 이 

동사는 ‘stir and fry’로 각 성분의 의미관계가 동등하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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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류는 합성어의 문법적 관계, 형태, 그리고 핵어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만, 대부분의 문법적 합성어 분류가 내심과 외심 합성어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세 분류의 모호한 분류 기준에 대해 많은 

중복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3. 관련성이론식 동사 합성어의 분석 

지금까지 합성어 분류 방식은 형태적이든 의미적이든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기

존에 존재하는 어휘를 가지고 새로운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 합성어이고, 합성어를 포함한 모든 어휘가 다의

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합성어의 구성 성분들 간의 의미관계를 통사적으로 분류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합성어 ‘drawbridge’는 형태적으로는 ‘draw (verb)+bridge (noun)’로 구분되고, 통사적으로는 ‘bridge’

가 ‘draw’의 목적어로 보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속 합성어로 구분된다. 또한 의미적으로는 ‘drawbridge’가 AB=B라는 

‘bridge’의 하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내심 합성어(endocentric)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두 예문을 통해서 합성

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미 변화가 있다는 것과 그 의미 변화로 인해 기존의 합성어 분류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6)에서는 도개교가 올라가는 동안에 차를 멈춰야 했다는 의미로 사용 되어 종합합성어 이면서 

내심 합성어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7)의 예문은 의미가 확장되어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세계로 

부터 차단했다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때 ‘drawbridge’는 ‘bridge’ 종류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외심 합

성어(exocentric)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6) We had to stop our car while the drawbridge was being lifted. 

(7) His dad pulled up the drawbridge in order to protect his daughters.

결국, 동사 합성어는 성분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분류로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동사 합성어가 가진 다의적

인 성격을 인정하여 동사 합성어가 어떤 환경과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의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동사 합성어 연구를 통해 합성 동사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1 관련성이론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일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행동을 

취한다. 대화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대화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Grice(1975)는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ple)이라고 정리한다. 이는 대화 참여자들이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적절한 양(quantity)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는 화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질(quality) 적으로 적절해야하며, 대화와 관계(relation) 있

는 정보여야 하며, 모호한 전달 방법(manner)을 피하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4가지 격률(maxim)을 주장하였다. 하

지만 Sperber와 Wilson은 Grice의 이론이 현실적인 응용 측면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모든 대화에서 4가지 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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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relation)의 격률을 토대로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제안하였다. 

Sperber와 Wilson(1986)은 관련성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8) Relevance 

An assumption is relevant in a context if and only if it has some contextual effect in that context. 

(Sperber and Wilson, 1986:122)

Sperber와 Wilson에 따르면 어떤 가정은 특정 맥락에서 ‘맥락 효과’를 갖는 경우에만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추론적 의사소통이 맥락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와 같은 인간의 인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Sperber와 Wilson(1986)은 의사소통 참여자는 어떤 자극을 생산하고 이 자극을 통해 일련의 가정(assumption)을 청자에

게 현시적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의도된 발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직시 행동(ostensive behavior)

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직시 행동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과정을 ‘직시-추론적 의사소통(ostensive- inferential 

communication)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구두 정보, 기억, 오감 등의 인지적 요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러한 현시적 자극들

과 청자가 결론을 도출할 때 필요한 정보는 서로 관련성을 있어야 한다. 즉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여러 개의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데 긍정적인 인지 효과(positive cognitive 

effects)를 생산하면 관련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현시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청자는 이 자극을 처리하기 위해 인지적 

처리 과정(cognitive process)을 필요로 한다. Sperber와 Wilson(1986)은 현시적 개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9) A cognitive environment of an individual is a set of facts that are manifest to him.

A fact is manifest to an individual at a given time if and only if he is capable at that time of 

representing it mentally and accepting its representation as true or probably true. 

(Sperber and Wilson, 1986:39)

이와 같이 의사소통에서 화자와 청자는 특정한 인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현시적인 정

보는 명확한 발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화에서 나타난 명제는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암시적으로 제시되

거나 추론을 통해서 현시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시적 정보는 새로 제공된 정보와 기존의 가정 사이에서 결

론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것을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라고 한다(Haegeman, 1993). 맥락 효과는 새로운 함축

을 형성하기 위해서 현시적 자극은 이전에 존재하는 가정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현시적 자극과 기존의 가정이 불일

치한 결과로 자극이 소멸될 수 있으며, 자극이 기존 가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맥락 효과는 ‘맥락 함축

(contextual implication)’을 토대로 한 것인데 Sperber와 Wilson은 맥락 함축을 맥락 효과로 정의하고 이와 같이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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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textual implications are contextual effects: they result from a crucial interaction 

between new and old information as premises in a synthetic implication. 

(Sperber and Wilson, 1986:109).

즉, 맥락적 효과는 ‘통합적 함축(synthetic implication)’에서의 전제로서 새로운 정보와 오래된 정보 사이의 중요한 상

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는 청자와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가정을 가지고 강화하

거나 폐기하는 추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적 효과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며 처리하는 노력이 적을수록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최적의 관련성을 갖기를 기대

하고 청자는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해석들 중에 선택을 할 때 자신이 기대한 관련성을 충족시키는 해석을 택

하게 된다. Sperber와 Wilson(1989)은 이러한 관련성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시적 자극은 청자가 그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노력의 결과를 얻어낼 만큼 충분히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현시적 자극은 화자의 

노력과 선호가 조화되도록 최대로 관련된 자극이어야 한다. 

이때 수많은 정보로부터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맥락 효과뿐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노력에

도 의존한다(Sperber and Wilson 1986). 즉, 대화에서 어떤 정보의 맥락 효과를 얻기 위한 처리 비용이 낮을수록 그 정보

의 관련성이 높아지게 되고 처리 비용이 높을수록 관련성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최상의 관련성(optimal relevance)

라고 한다. 최적의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맥락 효과를 가지고 이 효과를 얻기 위해 청자

에게 무리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Matui, 1993:62). 

관련성 이론을 토대로 한 담화 분석에 있어서 맥락과 함축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맥락 효과는 청자에 의해 선택

되는 것으로 이것은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에 함축된 내용이 청자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11) a. The child left the straw in the glass. 

b. The child left the drinking tube in the glass. 

c. The child left the cereal stalks in the glass. 

예를 들어 예문 (11)의 문장을 관련성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the glass’라는 정보를 통해서 ‘the straw’를 빨대라고 

인식하고 아이들이 컵에 빨대를 두고 갔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청자가 이전에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나

뭇잎, 꽃잎, 지푸라기 등을 가지고 소꿉놀이는 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청자는 ‘the straw’를 빨대를 모방해서 

아이들이 컵에 꽂아 놓은 식물의 줄기로 해석을 할 것이다. 즉 관련성 이론은 문장에 암시된 내용이 결국은 화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의 해석은 ‘the glass’와 ‘the straw’와의 상관관

계에 의해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두 번째 해석은 청자의 특정한 정보와 인지 맥락에 의해서 관련성이 

낮은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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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련성이론과 동사 합성어의 분석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합성 동사의 분류에 대해서 많은 접근과 연구가 있었지만,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의적 

특성으로 인해 합성 동사를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고려

했을 때 동사 합성어의 구성 요소 간의 어휘적, 통사적, 의미적 관계에 대한 구분은 동사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직

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동사 합성어가 일반 동사와 같이 다의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사 합성

어가 사용된 맥락이 변경됨에 따라 의미가 변경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맥락효과와 동사 합성어

의 의미변화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I think I was shortchanged in the cafe, because I’ve only got $5 in my purse when I should have $10. 

(13) Children who leave school unable to read and write are being tragically shortchanged. 

위 예문과 같이 ‘shortchange’는 ‘short (adjective)+change (verb)’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12)의 예시에서 사용된 

‘shortchange’는 Marchand의 합성어 분류법으로는 AB=B의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심 합성어(endocentric)이면

서, 동사 합성어의 두 성분 간의 관계가 ‘modifier+Verb’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보이는 한정 

합성어(determinative/attributive)로도 분류될 수 있다. 또, ‘shortchange’가 ‘change’의 하위 범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McGregor(2002)의 분류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예문(13)의 문장에서 사용된 ‘shortchange’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심 합성어(exocentric)로 분류 되어야 한다. 형태적인 분석 방법으로 변화가 없지만 

동사 합성어가 사용된 맥락에 의해서 의미가 변경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한정 합성어(determinative/ attributive)라고 

분류하기에도 의미적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McGregor(2002)의 하위 범주 분류도 적용되기가 어려우며 

‘modifier+Verb’의 분류 또한 핵어 동사의 의미 변동은 기존 분류법에 대한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관련성 이론을 적용하

여 분석해 보자면 (12)의 ‘shortchange’는 동사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성분의 의미적 해적으로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에

는 많은 가정들이 발생한다. 우선 ‘short’란 어휘는 보통 ‘짧은’으로 해석이 되고 ‘change’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

미로 ‘변하다, 변경하다’의 해석을 이용한다. 만약 문장에서 다른 정보가 없다면 ‘shortchange’는 본래 동사 합성어의 의

미와는 다르게 해석되기 쉽다. 하지만 (12)의 ‘change’와 ‘five dollar’는 상호적인 의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change’가 ‘변화하다’가 아닌 ‘거스름돈을 주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change’ 의 의미에 대한 추측이 ‘거스름돈을 

주다’로 결정됨에 따라 ‘short’의 의미 또한 ‘짧은’이 아닌 ‘부족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도출된 두 의미가 합

성되어 ‘거스름돈을 부족하게 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 이와 비교하여 예문 (13)의 ‘shortchange’는 동사 합

성어 성분의 기본 의미에서 벗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심 합성어로 분류 될 수 있다. 외심 합성어의 경우 동사 합

성어를 해석하는데 더 많은 맥락 효과와 처리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예문(13)은 ‘shortchange’의 대상이 돈이 아닌 사람으

로 정보가 주어졌으며, ‘children are shortchanged’로 간략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때 ‘shortchange’는 ‘거스름돈을 적게 

받은 것’과 유사한 의미적 맥락으로 돈이 아닌 다른 대상이 적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며, 그 이유가 아이

들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아이들에게 덜 주어진 것은 돈이 아닌 ‘공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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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ness)’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성 이론을 토

대로 ‘shortchange’가 내심적 합성어로 사용되었을 때는 돈과 관련된 어휘가 문장에 포함되거나 또는 돈과 관련된 정보

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처리 비용이 적게 들지만 외심적 합성어로 사용되었을 경우 

문맥적 효과 없이는 그 의미를 추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맥에 따라 동사 합성어의 의미가 달라져 기존의 합성동사의 범주로 분류되기 어려운 다른 예시로는 ‘second-guess’가 있다. 

(14) I’m not going to second-guess the committee’s decision.

(15) The prime minister was willing to second-guess senior ministers in public.

‘second-guess’는 ‘second (adverb)+guess (verb)’로 구성된 동사 합성어로 기존 합성동사 분류로는 ‘second-guess’가 

‘guess’의 하위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속 합성어로 분류 가능하지만 ‘second’와 ‘guess’가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를 갖기 때문에 한정 합성어로도 분류 가능하다. ‘Second-guess’의 사전적 의미로는 ‘예측하다’와 ‘어떤 일의 결과

를 비난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두 의미가 위 예문에서 어떤 맥락효과에 의해 결론이 도출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14)의 예문에서 ‘the committee’s decision’ 은 ‘second-guess’의 대상이 되는데 위원회의 결정은 예측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위문장이 문장의 미래 시제를 포함하고 있고 발화의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14)은 ‘예측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갖게 된다. 만약 (14)의 예문이 “I didn’t try and 

second-guess the committee’s decision.”이라면 ‘second-guess’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을 추측

하지 않았다’ 또는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았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성을 갖게 된다. 만약 청자가 위원

회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난하다’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반해 (15)의 

문장에서는 ‘second-guess’의 대상이 ‘senior ministers’로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때 사람을 예측한다는 의미로 해

석할 때 의미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되는데 이는 ‘in public’이 ‘예측 한다’의 의미와 관련성이 낮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대중 앞에서 고위 장관들을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채택할 수 있다. ‘second- guess’와 같이 사전적 의미가 다양

할 때에는 동사 합성어의 성분 간 의미관계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동사 합성어가 사용된 맥락 정보에 의해 결론이 도

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위 예시를 통해서 ‘second-guess’가 본래 내심적 합성어로 분류가 되었지만 맥락에 따라 의미 

변화가 되어 외심적 합성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어 동사 합성어를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기에 동사 합성어

가 가진 의미가 다양할 뿐 아니라 동사 합성어가 사용된 맥락에 의해 해석이 도출되기 때문에 영어 합성어의 구성 성분 

간의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We were able to undercut our European rivals by 5%.

(17) Some members of the board were trying to undercut the chairman’s authority.

(18) We’ll guide you through the most popular under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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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 사용된 ‘undercut’은 ‘under (particle)+cut (verb)’로 이루어진 동사 합성어로 ‘modifier+verb’의 형태로 두 

번째 구성 요소인 ‘cut’이 핵어가 된다. ‘AB=B’의 공식대로 ‘cut’의 의미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심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cut’의 의미 아래 하위 범주로도 분류 가능하다. ‘undercut’의 구성 요소의 의미인 ‘아랫부분을 자르다’라

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예문 (18)의 경우 동사 합성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의미 그대로 머리 윗부분은 남겨두고 아랫부

분을 자르는 헤어스타일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문 (16)과 (17)의 경우 문장에서 전달하는 의미는 예문 (17)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된다. 예문 (16)의 경우 ‘cut’의 의미는 ‘cut the price’에서와 같이 ‘가격을 깎다’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데 이 의미로 해석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the price’와 같은 대상의 정보가 필요하다. 예문 (16)에서 ‘price’를 대치할 보충

어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지만 ‘by 5%’의 정보를 통해서 ‘undercut’의 보

충어인 ‘European rivals’가 실제 라이벌 회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 ‘the price of  European rivals’라는 정보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문 (16)에서 ‘undercut’은 라이벌 회사 보다 5퍼센트 정도 저가로 판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때 ‘cut’이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가 보충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undercut’이 돈과 관련된 보충어와 함께 사용

이 되었을 때 ‘cut’의 의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심 합성어로의 분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예문 (16)에서 직접적인 가격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5%’의 정보가 주어지므로 가격을 깎는다는 

의미에서 크게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undercut’은 내심 합성어로 분류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예문 (17)에서 

사용된 ‘undercut’은 보충어가 돈과는 관련이 없는 문장으로 예문 (16)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된다. 예문 (17)에서 

‘undercut’의 보충어는 ‘chairman’s authority’로 회장의 권한을 깎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cut’의 의미가 

예문 (16)과 (18)와 같이 머리카락과 같은 물리적인 대상을 깎는 것과 돈과 같이 금액을 깎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회장의 권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권한을 깎는다는 것은 회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다’라는 뜻

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때 동사 합성어는 내심 합성어로 명확히 분류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확장된 의미를 가진 외심 합성

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undercut’의 사전적인 의미가 ‘~보다 저가로 팔다, 약화시키다’라는 의미로 기본적

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예문 (18)에서 사용된 ‘undercut’은 ‘under (particle)+cut (verb)’으로 형태적으로 어근 

합성어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예문 (16)과 (17)보다 의미 해석에 있어서 처리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의미적으로 관련

성이 가장 높은 예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예문 (18)에 사용된 의미는 예문 (16)과 (17)의 경우보다 헤어스타일이라는 제

한적인 맥락에서 늦게 사용되기 시작한 의미 해석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동사 합성어로 사용이 되었으나 예문 (18)에

서는 명사 합성어로 사용이 되어 기존의 형태적인 분석에도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예시는 

문맥에 따라 합성어의 의미가 달라짐에 따라 합성어의 분류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합성어 성분 

간의 의미관계가 아닌 합성어가 주어진 정보와 어떤 의미적 관계를 갖느냐에 중심을 두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관련성 이론으로 접근할 때 예문 (18)의 경우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만으로도 합성어의 뜻을 추측할 수 있는 가장 높

은 적합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6)의 예시 또한 ‘cut the price’와 같이 이미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있기 때문에 

추측하기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다. (17)의 예문에서도 동사 합성어의 의미가 1차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 문맥

에 따라 권한을 자른다는 1차적 해석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의미 때문에 비교적 맥락의 의미와 관련성이 있는 동사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위의 예시와는 달리 ‘uphold’라는 동사 합성어는 사전적 의미 자체가 ‘지지하다, 유지하다, 지키다, 옹호하다’ 등으로 

해석 가능하며 대부분 함께 쓰이는 보충어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전형적인 외심(exocentric)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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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 have the responsibility to uphold federal and state laws.

(20) The U.S. Supreme Court today upheld an Oregon law allowing physicians to aid in the suicide. 

(21) One of the main reasons behind its creation was to uphold human rights

(22) The conviction was upheld by the Court of Appeal.

동사 합성어 ‘uphold’는 ‘up (particle) + hold (verb)’로 구성되었으며 구성 성분의 의미 관계가 AB=C로 성분 간의 

의미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외심합성어로 분류 된다. ‘uphold’는 형태적인 분류는 가능하지만 ‘hold’를 핵어로 취급하

고 ‘modifier+Verb’로 분류하기에 ‘hold’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의적인 특징 때문에 명확한 분류가 어렵고 다른 

외심 합성어와 같이 동사 합성어의 구성 요소 간 의미관계 또한 분명하지 않아 기존 분류법으로 범주화하기 어렵다. 결

과적으로 위 예문과 같이 ‘uphold’가 각 문장에서 해석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존 범주 체계에서는 설명하

기 어렵다. ‘uphold’는 보통 ‘a law, a principle, a decision’과 같은 보충어와 함께 사용되어 ‘support/ maintain’ 의 의미

를 갖는다. 예문 (19)에서는 ‘federal law’와 함께 사용되어 ‘uphold’ 의 가장 기본적인 뜻인 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uphold’가 ‘law’와 관련된 보충어와 함께 사용되면 ‘maintain’의 의미를 갖는다고 규정한다면 예문 (20)

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을 발생한다. 예문 (20)에서는 보충어 ‘the law’와 함께 사용되어 (19)의 보충어 관계와 유사하

지만 ‘the U. S. Supreme Court’가 ‘an Oregon law’와의 관계에서 예문 (19)과 같은 의미적 관계가 성립 하지 않다는 가

정을 하게 된다. 주로 대법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특정한 법을 지킨다는 것은 기존의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법원은 Oregon의 법을 ‘지지한다(support)’는 의미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예문 (21)은 보충어가 ‘law’와 관계없는 어휘가 사용될 때에도 ‘지지하다’는 의미를 갖는 경우를 보여 준다. 

예문 (21)에서 ‘uphold’는 보충어 ‘human right’와 함께 사용되어 ‘지키다’의 의미보다는 인간의 권리를 ‘지지하다’ 즉 

‘옹호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uphold’의 의미를 도출해 내는데 예문 (22)은 좀 더 복잡한 처리 노력이 필요로 하다. 

예문 (22)은 ‘the Court of Appeal upheld the conviction’의 명제를 갖는다. 이때 ‘conviction’은 이미 이전에 판결이 있

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uphold’의 의미를 도출하자면 앞선 예문에 사용된 의미로는 해

석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항소 법원이 기존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준수하고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항소 법원에서 재심

을 해서 이미 유죄 판결된 케이스를 이전의 판결과 같은 결과로 다시 유죄 선고를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의 차이는 동사 합성어의 성분 간의 분석만으로는 의미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관련성 

이론으로는 문장에서 주어진 맥락 정보와 동사 합성어 사이에 어떤 의미적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동사 합성어가 유사한 보충어를 가지고도 다르게 인지되는 현상에 대해서 Barsalou(1987)과 Carston(1997)은 어

휘화용론(Lexical Pragmatics)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주장하였다. 어휘 화용론에서는 어휘의 해석이 일반적인 가정을 만

들어 내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한다. Barsalou(1987)가 제안한 상황 개념(ad hoc concept)은 어

휘적으로 입력된 개념과 맥락 정보에 의해 화용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Barsalou(1987)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범주가 존재하고 이 범주를 가지고 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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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개념을 상황 개념이라고 명명하였다. 상황 개념은 어휘의 내재적 개념과 구별되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제 사

용되는 개념으로 화용적 강화(pragmatic enrichment)가 필수적이다. 즉, 관련성 이론에서 상황 개념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개별 어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위에 예시로든 ‘shortchange, second-guess, undercut, uphold’와 같은 동사 합성어들 또한 어휘적으로 존재하는 개

념들이 있으나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될 때 보충어와 같은 추가 정보들에 의해서 맥락에 따른 범주가 존재하기 때문

에 기존의 통사적, 의미론적 분류로 동사 합성어를 범주화 한다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Sperber와 

Wilson(1986)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명제를 구성하는 비실현적 성분(unarticulated constituents)이 존재하며 이 성

분은 표면적으로 의미론 수준에서 현시 될 수 없고, 오직 화용적 과정을 통해 비실현적 성분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4. 결 론

영어 동사 합성어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합성동사 분류로는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으로 합성 동사

를 구성하는 성분 간의 관계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동사 합성어 또한 언어의 다의적인 특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의미가 아닌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함을 기존 분류법으로는 설명 할 수 없다. 이런 제한점을 관련성 이

론은 동사 합성어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 동사 합성어가 다른 범주로 분류 되거나 여전히 같은 범주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정보에 따른 다양한 의미 해석의 도출은 Sperber와 

Wilson(199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 과정에 존재하는 명제와 정보는 인간의 인지가 관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

으로 처리하며 이는 상황 개념(ad hoc concepts)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동사 합성어가 기존의 특정 어휘 범주로 분류 되었

다 하더라도 맥락 정보에 따라 상황 개념의 도움으로 다른 의미를 도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 범주 또한 바뀔 수 있으며 

또한 분류 범주 자체가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락 정보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Sperber와 Wilson은 관련성

을 인지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속성으로 정의하고, 입력된 정보에 의한 인지적 효과가 크고 처리 노력

이 적을수록 적합성이 높다고 주장 하였다. 

이를 근거로 동사 합성어의 의미를 관련성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동사 합성어는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일반적인 

명제와 어휘적 개념이 적용이 되어 관련성이 높은 의미로 해석되겠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문장의 맥락과 동사 합성어

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처리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따라서 관련성이 낮은 의미 정보로도 

해석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예시로 사용된 ‘shortchange, second-guess, undercut, uphold’는 개별 어휘의 

의미가 한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다의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동사 합성어가 기존의 어휘적 개념을 가지고 

형태적 분류와 통사적 분류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범주화가 서로 다른 맥락 정보를 가진 문장에서 다른 의미 해석이 도

출된다는 사실을 관련성 이론과 상황 개념을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동사 합성어는 개별 어휘 의미만으로

는 범주화하기 어려우며 동사 합성어의 의미 해석은 동사 합성어가 사용된 맥락 정보 간에 의미적 관계와 상황 개념이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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