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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동사 ‘보이다’의 다의성 및 의미에 따른 의미역 연구
A study on the polysemy and semantic role of ‘Boita’
손욱(Sun Yu)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 의의

연구 목적
말뭉치 용례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동사 ‘보이다’의 다의성
을 검토하고, 의미에 따른 ‘보이다’의 문형과 의미역 설정을 밝히
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보이다’의 기존 사전 기술과 기계의 의미역 부
과 방식을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이다’의 다의성
☞ 이 부분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여 ‘보이다’의 다의성을 살펴볼 것이다.
☞ 다의성을 검토할 때 ‘보이다’가 일부 특정한 단어와 공기할 때 나오는 특정한 의미를 제외할 것이다.

‘보이다’의 의미에 따른 의미역 분석
본고에서 나타난 의미역: AGT(행위주), EFF(영향주), THM(대상), FNS(결과 상태), GOL(도착점), CNT(내용)
[1] 시각으로 직접 인식되다
(7) 저녁 시간에는 아빠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NP1-이 보이다 (NP1: THM)
(8)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이 아니라 네 가지 색으로 보였다.
☞NP1-이 NP2-(으)로 보이다 (NP1: THM, NP2: FNS)
[2] 알게 되다
(9) 길이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인다.
☞NP1-이 보이다 (NP1: THM)

-’보이다’ 앞에 명제 논항이 오는 경우
(11) 가. 초기의 士大夫들은 다 벼슬길에 나가고 중소지주로서 경
제적 안정을 가졌다고 보인다.
나. 신내각은 외부의 여론에 대해 별다른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NP1-이 [S-다고, S-ㄴ/ㄹ 것으로] 보이다
(NP1: THM, S-다고/S-ㄴ,ㄹ 것: CNT)

[4] 시각으로 직접 인식하게 하다
(12) 그녀는 그에게 옆모습을 보였다.
☞NP1-이 NP2-에게 NP3-을 보이다
(NP1: AGT, NP2: GOL, NP3: THM)

[3] 생각된다, 여겨지다
(10) 가. 3교대 실시는 요원한 과제로 보인다.
나. 동양의 인간은 일정한 정처를 찾고 있는 인간같이 보인다.
다. 작가는 인간의 악행보다는 선행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5] 나타내다
(13)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보인다.
☞ NP1-이 (NP2-에게) NP3-을 보이다
라. 우리의 이 고유한 풍습도 사라져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NP1: AGT, (NP2: GOL), NP3: THM)
마. 일기가 꽤 쌀쌀한데 겹옷이 엷게 보인다.
(14) 가. 사람이 구제역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다.
바. 목의 통증엔 테이핑 요법이 분명 도움이 되어 보인다.
나. 수사는 형태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접미사만 부착되는 제약
☞NP1-이 [NP2-(으)로/처럼/같이, S-는 듯이, A-게, V/A-어] 보이다
을 보인다.
(NP1: THM, NP2/S-는 듯이/A-게/V,A-어: FNS)
☞NP1-이 NP2-를 보이다 (NP1: EFF, NP2: THM)
-필수부사어에도 의미역을 부여한다.
-‘같이/처럼/듯(이)’ 모두 A와 B가 비슷하거나 같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영향주(EFF)’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비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개체
처럼 같냐 다르냐 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 ‘NP2’는 일종 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역(박철우·김종명 (2005: 562))”이다.
-주어는 비의도적으로 뒤에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향주(EFF)’로 볼
의 사유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