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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의 변화와 언어의 발 에 따라 한국어의 동사 ‘보다’와 국어의 동사 ‘看’은 

이미 많은 의미항목으로 생되었다. 이러한 의미항목들은 기본의미와 비교  뜻이 

비슷한 것도 있고, 기본의미와 의미  차이가 커서 그 의미를 도출하기 힘든 것도 

있다. 본 연구는 다의어 연구의 한 차원으로 한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비교  높은 

‘보다’와 이에 상응하는 국어 ‘看’을 연구 상으로 삼아 두 동사의 사  의미항

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와 ‘看’의 사  의미항목을 분석하기 해 한국과 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권 인 사 1)을 각각 선별하고 사 에서 보이는 의미를 분석하여 공통 과 차이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외국어 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 학교 국학부 교수

***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어 문학과 석사생

1) 한국어는 《표 국어 사 》을 사용하고, 국어는 《现代汉语词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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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의미

표

국어

사

국어

사

민

엣센스

연세

한국어

사

1
으로 상의 존재나 형태  특징을 

알다
○ ○ ○ ○

2 으로 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 ○ ○ ○

3 책이나 신문 따 를 읽다 ○ ○

4 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하여 ○ ○ ○ ○

을 비교한다.

‘보다’의 의미 분석을 하여 《표 국어 사 (1999)》을 심으로 참고하 으며 

추가 으로 《민 엣센스(2002)》, 《연세한국어사 (1998)》, 《국어 사 (1994)》2)

을 참조한다. ‘看’의 의미분석을 하여 《现代汉语词典 第6版(2012)》을 심으로 

참고하며, 《现代汉语八百词(2010)》, 《实用汉语词典(2000)》, 《现代汉语大词典

(2001)》3)을 참조한다. 상기 사  의미가 가지는 공통 과 차이 의 분석을 통

하여 ‘보다’와 ‘看’의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문은 ‘보다’와 ‘看’이 각각 본용언 즉 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를 심으로 하여 

그 차이 을 밝히는데 이 있으므로, 한국어 ‘보다’가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와 국어 ‘看’이 조사로 쓰이는 경우의 비 문제는 다음 연구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한 본문에서 사용된 문은 분석에서 사용된 8종의 사 과 CCL

语料库(北京大学中国语 学研究中心)에서 발췌한다.

Ⅱ. ‘보다’와 看’의 사  의미 분석

1. 동사 ‘보다’

[표1] ‘보다’의 의미항목 비교표

2) 이하 《표 국어 사 》은 《표 》으로, 《민 엣센스》는 《민 》으로, 《연세한국어사 》은 

《연세》로, 《국어 사 》은 《국어》로 표기한다.

3) 이하 《现代汉语词典》은 《现汉》으로, 《现代汉语八百词》는 《八百词》로, 《实用汉语词典》

은 《实用》으로, 《现代汉语大词典》은 《大词典》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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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다

5 일정한 목 아래 만나다 ○ ○ ○ ○

6 맡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 ○ ○ ○ ○

7 상 편의 형편 따 를 헤아리다 ○ ○

8  따 로 운수를 알아보다 ○ ○ ○ ○

9 (시험을) 치르다 ○ ○ ○ ○

10 어떤 일을 맡아하다 ○ ○ ○ ○

11 어떤 결과나 계를 맺기에 이르다 ○ ○ ○ ○

12 음식상이나 잠자리 따 를 채비하다 ○ ○ ○ ○

13 소변을 다 ○ ○ ○ ○

14 어떤 계의 사람을 얻거나 맞다 ○ ○ ○

15 부도덕한 이성 계를 갖다 ○ ○ ○

16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가지다 ○

17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 ○ ○

18 신문, 잡지 따 를 구독하다 ○ ○

19
음식 맛이나 간을 알기 하여 시험 삼

아 조  먹어보다
○ ○

20 남의 결  따 를 들추어 말하다 ○

21 남의 결 이나 약  따 를 발견하다 ○

22 기회, 때, 시기 따 를 살피다 ○ ○ ○

23
땅, 집, 물건 따 를 사기 하여 살피

다
○ ○

24
(‘장’ 는 ‘시장’과 같이 쓰여) 물건을 

팔거나 사다
○ ○ ○ ○

25
(주로 ‘보고’꼴로 쓰여) 고려의 상이

나 단의 기 로 삼다
○ ○

26
(주로 ‘보고’꼴로 쓰여) 무엇을 바라거

나 의지하다
○ ○

27 상을 평가하다 ○

28 사람을 만나다 ○

29 ( 배를) 드리다 ○

30 ~에 의하면, ~을 참고하면 ○

31 미루어 추측하자면, ~을 근거로 ○

32 값을 부르다 ○ ○

33 려서 가지다 ○ ○

34 몸소 당하다 (손해를 보다) ○ ○

35 참고 기다리다 (어디 두고 보자) ○ ○

36 잘 살피거나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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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번호 의미

1
으로 인식하거나 느끼다, 읽다, 즐기거나 감상하다

뜻을 알아내다

2 사람을 만나다

3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

4 맡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 

5 무엇을 어떠하다고 생각하다, 단하다

6 (음식의 맛이나 간을 알기 해) 미리 시험 삼아 조  먹다

7  따 로 운수를 알아보다

8 시험을 치르다

9 어떤 일을 맡아 하다

《표 》의 의미기술을 기 으로 하여 표를 만들고, 《국어》, 《민 》, 《연세》에서 나

고 있는 의미들을 분류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 다. 이 표를 통하여 볼 때 

‘보다’는 ‘ 으로 상의 존재나 형태  특징을 알다’를 기본의미로 설정하고 있다. 

‘보다’의 동사로서의 의미항목 분류에 있어 《표 》은 28개, 《국어》는 19개, 《민 》

은 19개, 《연세》는 24개로 사 마다 의미항목의 수가 동일하지 않다. 결국 ‘보다’에 

한 한국어 사 의 의미항목분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보다’의 다의 인 의미 양상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미 분류 

기 이 동일하지 않다. 즉, 《표 》은 ‘손해를 보다’ 등의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어》와 《민 》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

다’, ‘남의 결 이나 약  따 를 발견하다’등의 항목이 락되어 있다. 《연세》는 ‘어

떤 계의 사람을 맞거나 얻다’의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사 마다 복된 의미를 배열하는 경우가 있다. 즉, 《표 》에서 ‘일정한 목

 아래 만나다’와 ‘사람을 만나다’의 항목의 문은 ‘맞선을 보다’, ‘친구를 보다’ 이

다. 이는 사람을 만나서 ‘ 으로 보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복된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한 《표 》, 《국어》, 《민 》에서 ‘어떤 계의 사람을 얻거나 맞다’와 ‘부도덕

한 이성 계를 갖다’의 항목 역시 ‘며느리를 보다’, ‘샛서방을 보다’로 문을 들 수 

있는데 사람을 [+획득]했다는 에서 복된 의미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처

럼 복된 의미항목은 하나로 간주하여 아래의 [표2]로 정리한다.

[표2] ‘보다’의 의미항목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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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떤 결과나 계를 맺기에 이르다

11 음식상이나 잠자리 따 를 채비하다

12 소변을 다 

13 어떤 계의 사람을 얻거나 맞다

14 (사기 해서) 물건을 살피다

15 물건을 사다

15 신문⋅잡지를 구독하다 

16 남의 결  따 를 들추어 말하다, 발견하다

17 기회⋅때⋅시기 따 를 살피다

18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가지다

19 ( 배를) 드리다

《표 》을 기 으로 《국어》, 《민 》, 《연세》의 의미항목을 추가시켜 비교해 본 결

과 공통된 의미항목은 36개의 의미항목  12개이다. 본고에서는 결과를 종합하여 

비슷하고 복된 의미를 갖는 항목을 서로 묶어 ‘보다’의 의미항목을 19개로 설정한

다.

[표1]에서 1번, 2번, 3번, 4번의 항목은 ‘보다’의 기본의미로써 ‘ 으로 사람 혹

은 사물을 보다’의 ‘인식’과 ‘살핌’의 단계로 볼 수 있기에 하나로 통합시켜 [표2]에

서 1번 항목으로 만든다.

[표1]에서 5번, 28번의 항목과 14번, 15번의 항목은 각각 ‘사람을 만나다’, ‘사

람을 얻다’의 의미로 서로 묶을 수 있기에 [표2]에서 2번, 13번으로 제시한다.

[표1]에서 7번, 25번, 26번, 26번, 31번, 30번, 36번 항목은 ‘무엇을 어떠하다

고 생각하다, 단하다’의 의미를 갖는 항목으로 [표2]에서 5번 항목에 분류한다.

[표1]에서 16번, 33번, 34번, 35번의 항목은 ‘어떠한 일을 겪거나 얻어 가지다’

의 의미로 하나로 통합하여 [표2]에서 18번의 항목으로 제시한다.

[표1]에서 20번, 21, 34번의 항목은 ‘결 을 들추어내다’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 

의미항목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16번으로 제시한다.

[표1]에서 23번, 24번, 32번의 항목은 ‘물건을 사다’의 의미를 갖는 복된 의미

항목으로 [표2]에서 14번, 15번으로 나 어 제시한다.

이 밖의 항목들은 모두 개별 항목으로 취 하여 19개의 항목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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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의미

现代

汉语

词典

现代

汉语

八百词

实用

汉语

词典

现代

汉语

大词典

看

(k n)

1 守护照料 (돌보다, 보살피다) ○ ○

2 看押 (감시하다) ○ ○

看

(kàn)

3

使视线接觸人或物 

(시선을 사람이나 사물에 두다)
○ ○ ○ ○

阅读 (읽다) ○

4

观察竝加以判断;认为 

( 찰하다, 단하다, 여기다)
○ ○ ○ ○

估计 (추측하다) ○

5
取决於 ; 决定於 (~에 달려있

다)
○ ○ ○ ○

6 访问 ; 探望 (방문하다) ○ ○ ○ ○

7 对待 ( 하다) ○ ○

8 诊治 (진료하다) ○ ○ ○ ○

9 照料 (돌보다, 보살피다) ○

10
[助] 心､ 注意 (조심하다, 

주의하다)
○ ○ ○ ○

11 [助] 试图 (시도하다) ○ ○

2. 동사 ‘看’

‘看’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하여 《现代汉语词典》을 기 으로 삼고, 《现

代汉语八百词》, 《实用汉语词典》, 《现代汉语大词典》을 참고하여 의미항목을 분류

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看’의 의미항목 비교표

《现汉》은 ‘看’의 의미를 k n과 kàn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는데, k n은 2개의 

의미항목으로, kàn은 9개의 의미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밖의 《八百词》는 6

개, 《实用》은 11개, 《大词典》은 7개의 의미로 분류한다. 

‘看’ 역시 ‘보다’와 마찬가지로 의미에 한 사  분류방식에 몇 가지 문제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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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看’에 한 의미의 기술에 출입이 있다. 《现汉》과 《八百词》, 《大词典》은 

‘使视线接觸人或物(시선을 사람이나 사물에 두다)’의 항목과 ‘阅读’, ‘观赏’(읽다, 

감상하다)의 항목을 하나의 의미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实用》에서는 따로 나

어 분류하고 있다. 이는 본문에서는 하나의 의미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한 

‘돌보다’의 항목으로 《现汉》은 ‘守护照料(돌보다, 지키다)’, ‘看押(구 하다)’, ‘照料

(돌보다)’의 3가지 항목으로 자세히 나 어 제시한 반면 《实用》은 ‘守护照料(돌보

다, 지키다)’, ‘看押(구 하다)’의 2가지 항목으로 제시하며, 나머지 《八百词》와 《大

词典》은 아  그 내용이 없다. 이에 해 본문에서는 《现汉》에서 제시한 3가지 항

목을 기 으로 ‘照料(돌보다)’로 통합하여 하나의 의미항목으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둘째, ‘看’의 의미항목  ‘观察( 찰하다)’는 한국어 ‘보다’의 ‘ 찰하다’, ‘ 단하

다’, ‘생각하다’, ‘어떤 결과나 계를 맺기에 이르다’, ‘남의 결  따 를 들추어 말

하다’, ‘발견하다’, ‘기회⋅때⋅시기를 살피다’ 등을 포함한다. 이는 사용빈도가 높으

며, 각각 의미차이가 작지 않다. 따라서 ‘观察( 찰하다)’의 한 의미항목 속에 모두 

담는 것은 부 하므로 상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의미항목 10과 11번

은 ‘看’이 조사로 쓰인 경우인데 본문에서는 ‘보다’와 ‘看’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를 

비교하는데 주목 이 있으므로 이 두 항목은 제외한다. [표4]는 각 사 의 의미를 

종합하여 7가지로 의미항목을 재분류한 것이다.

[표4] ‘看’의 의미항목 정리표

看(kàn)

번호 의미

1 使视线接觸人或物; 阅读, 观赏

(시선을 사람이나 사물에 두다; 읽다, 감상하다)

2 访问; 探望 (방문하다, 찾아뵙다)

3 诊治 (진료하다)

4 照料 (돌보다)

5 判断, 认为, 观察 ( 단하다, 여기다, 찰하다)

6 对待 ( 하다)

7 取决於 ; 决定於 (~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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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다’와 ‘看’의 의미항목 비

1. 공통

동사로서의 한국어 ‘보다’와 국어 ‘看’은 아래와 같은 8개의 공통 의미항목을 가

진다.

① 으로 인식하거나 느끼다. 감상하다. 읽다

② 사람을 만나다

③ 진찰하다

④ 보살피거나 지키다. 감시하다 

⑤ 생각하다. 단하다, 평가하다

⑥ 어떤 결과나 계를 맺기에 이르다

⑦ 남의 결  따 를 들추어 말하다. 발견하다

⑧ 기회, 때, 시기를 살피다

먼  각 의미항목의 를 보자.

(1) a. 우리 화를 보러 극장에 가자. b. 我们去电影院看电影吧｡ 

(2) a. 시간이 나면 를 보러 갈게. b. 有空我来看你｡ 

(3) a. 양의사가 보기도 하고 의사가 보기도 하며 다양한 치료를 했지만 

부 효과가 없었다......

b. 看西医, 看中医, 多方诊治, 全无效果......( 략)

(4) a. 남편은 오늘 아이를 본다. b. 丈夫今天看孩子｡ 

(5) a. 내가 보기에 내일 비는 안 올 것 같아. b. 我看明天不会下雨｡ 

(6) a. 나는 드디어 결말을 봤다. b. 我终於看到结局了｡ 

(7) a. 사랑하면 단 이 안 보인다. b. 相爱看不到缺点｡ 

(8) a. 이 건의를 하려면 때를 보아야 한다. b. 提这项建议要看时候儿｡ 

‘보다’와 ‘看’은 모두 ‘ 으로 인식하거나 느끼다’, ‘使视线接觸人或物(시선을 사람

이나 사물에 두다)’를 기본의미로 두고 있다. 기본의미로서의 ‘보다’와 ‘看’은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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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상의 존재나 외형  특징을 을 확인하는 것으로 상 안

에 숨겨진 특성이나 의미를 악하는 인식의 과정은 없다.4) 이 기본의미는 ‘보다’와 

‘看’을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시킨다. (1a, b)는 기본의미에서 출발하여 의미가 확

장되어 화를 ‘감상하다’의 의미가 되면서 외형을 보는 의미에서 내부 인 속성을 

보는 의미로 이5)되었다. 이는 환유의 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의미의 인 성을 토

로 이루어진다.

‘보다’와 ‘看’은 (2a, b)에서 보듯이 기본의미에서 구체 인 행동으로서의 ‘만나

다’, ‘방문하다’, ‘찾아뵙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는 시각 으로 보아서 상

방의 존재를 악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인지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보다’와 ‘看’은 ‘진찰하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병을 보다’, ‘환자

를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다’라는 행 를 넘어서서 구체 으로 환자의 병의 유무 

는 상태 등을 살피고 치료하는 행 를 포함한다. 이때, ‘看’은 ‘보다’와 달리 목

어로 [+지배 상]6)이 아닌 [+행 자]의 의미자질을 갖는 특징이 있다. (3a)에서 

보듯이 ‘看’은 목 어 자리에 医生(의사), 中医(한의사), 西医(양의사)등의 어휘가 

올 경우에 의사가 행 자로 해석이 되어 ‘의사가 진찰을 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보다’와 ‘看’은 으로 ‘보는’ 행 가 부각되면서 어떤 상을 보살피고 돌보는 의

미로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4a, b)는 ‘아이를 돌보다’의 의미로 쓰인 이다.

‘보다’와 ‘看’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기 로 삼아 생각하고 단하는 평가의 단

계로 의미가 확장 될 수 있다. (5a, b)는 인식(认识)으로서의 ‘ 단하다’, ‘생각하

4) 김수정(2007)에서 인용함

5) ‘의미의 이’는 유사하거나 인 으로 인한 연상 계에 의해 한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옮

아가는 상을 말한다. 임지룡(1997)은 이러한 이를 일으켜 의미를 확장시키는 기제

를 ‘은유’와 ‘환유’로 설명하는데 은유는 유사성, 환유는 인 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종

도(2002)는 은유는 낱말이 보통 자기가 지시하는 것과 닮은 것 신에 쓰이는 상이고 

환유는 낱말이 보통 자기가 지시하는 것과 련된 것 신에 쓰이는 상으로 정의한다. 

이 두 비유법은 의미 확장의 근본 인 틀의 역할을 한다.

6) 김종호(2011)는 술어와 련되는 명사구에 하여 그 성분의 의미  자격이나 통사  

제약의 강약에 근거하여 ‘행 자(施事)’, ‘지배 상(受事)’ 등으로 분류했다. 이에 행 자

성이 있는 명사구를 행 자(施事), 동사의 지배 상이 되는 명사구를 지배 상(受事)이

라 한다. 본문에서는 목 어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는 방법 의 하나로 주체의 행 나 동

작의 상이 되면 [+지배 상], 행 를 하는 주체가 되면 [+행 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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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다. 목 어로 구체 인 사물 등이 오기 보다는 상황이나 

사태 등의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 추상 인 개념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看’은 ‘~라고 보다’로 해석되며 ‘~라고 여기다(认为, 以为)’, ‘~라고 생각한다(想)’

로 체할 수 있다.

‘보다’와 ‘看’은 으로 구체 인 사람 혹은 사물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어

떤 결과나 계 등과 같은 추상 인 결과물을 ‘획득하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다. (6a, b)처럼 목 어로 ‘끝장’, ‘결말’, ‘합의’, ‘결말’ 등의 단어가 와서 행

의 목표  혹은 종착 에 다다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국어사 에서는 

‘어떤 결과나 계를 보다’의 의미항목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观察( 찰하

다)’의 로 제시하고 있다.

‘보다’와 ‘看’은 ‘남의 결 을 들추어 말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7a, b)의 ‘단 ’, 

‘흉’ 등의 어휘와 결합하여 의미를 생시킨다. 기본의미에서 ‘보다’는 어떠한 외형을 

갖춘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보다’의 행 가 일어나지만  단 , 흉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것으로 환유의 원리를 사용하여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다. 목 어는 [-사

람], [+지배 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국어사 에서는 ‘남의 결 을 

들추어 말하다’의 항목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观察( 찰하다)’의 의미항목의 로 

설명하고 있다. 

‘보다’와 ‘看’은 기회, 때, 시기 등의 목 어와 함께 쓰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추측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다. (8a, b)처럼 

목 어는 주로 에 보이지 않는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나 상태 등이 쓰여 [-구체

성], [+지배 상]의 의미자질을 갖는 명사성 성분이 온다. 국어사 에서는 ‘기회, 

때, 시기를 살피다’의 항목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观察( 찰하다)’의 의미항목

의 로 제시하고 있다.7)

7) 국어 ‘看’의 의미항목  ‘观察( 찰하다)’는 한국어 ‘보다’의 ‘ 찰하다’, ‘ 단하다’, ‘생

각하다’, ‘어떤 결과나 계를 맺기에 이르다’, ‘남의 결  따 를 들추어 말하다’, ‘발견하

다’, ‘기회, 때, 시기 등을 살피다’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사용빈도가 높으며 

각각의 의미차이가 작지 않기에 한 항목 속에 모두 담기에는 부 하므로 각각의 의미

항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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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

1) ‘보다’에만 있는 의미

①  따 로 운수를 알아보다

‘보다’는 ‘ ’, ‘사주’, ‘ 상’ 등을 목 어로 가지면서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기 

해 괘를 보다의 뜻을 가진다. 이는 을 보러 온 사람의 손이나 얼굴 등을 살

펴 으로서 괘 등을 알아내는 것으로 기본의미에서 ‘살피다’의 의미로 확장이 되

어 사용된다. ‘보다’의 목 어는 주로 운수, 궁합, 손 , 상 등으로 쓰여 [-구체

성]의 의미자질을 갖으며 술가라는 행 자의 행 에 한 상을 나타내므로 [+

지배 상]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아래 를 보자.

(9) 어떻게 치 챘니?  손 도 볼  아니?

(10) 우리나라는 상보기, 풍수보기 등의 풍속이 유래가 깊다.

본고에서 분석 상으로 하는 4종의 국어사 의 ‘看’에는 이러한 의미항목이 없

다. 그러나 다음 를 보자.

(9′) 怎麽看得出来, 你还会看手相儿？

(10′)在我国, 看相､ 看风水等习俗由来已久｡ 

(9′)와 (10′)를 보면 ‘看’에도 ‘운수를 보다’의 의미가 있다. 주로 ‘看手相(손 을 

보다)’, ‘看相( 상을 보다)’, ‘看风水(풍수를 보다)’ 등으로 자주 사용된다.

본고에서 분석 상으로 한 국어 사 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항목이 없으므로8) 

새로운 의미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운수를 보다’의 뜻으로 국어에서 ‘看手相(손 을 보다)’, ‘看相( 상을 보다)’, ‘看风水

(풍수를 보다)’ 가 자주 사용되어 이를 ‘보다’와 ‘看’의 공통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고는 한국어사 과 국어사 의 사  의미를 기 으로 하여 공통 과 차이 을 분류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사 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은 을 들어 ‘보다’와 

‘看’의 차이 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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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을 치르다

‘보다’는 ‘시험을 치르다’의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시험을 치르는 행동은 

으로 시험지를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의미로 확장이 되

어 사용된다. 이는 ‘과거를 보다’처럼 세 국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던 형태다. 목

어는 주로 시험, 면  등이 오며 [-사람],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한 

행 자가 시험이나 면  등을 치르는 것이기에 목 어는 [+지배 상]의 의미자질

을 갖는다. 아래 를 보면,

(11) 시험 잘 보았니?

(12) 우리 반은 매월 1일에 시험을 본다.

국어에서는 ‘시험을 치르다’의 뜻으로 ‘看试’이라는 말 신 동사 ‘ ’를 사용하

여 ‘ 试(시험을 보다)’로 나타낸다.

(13) 我已经 完试了｡ (나는 이미 시험을 다 봤다.)

(14) 我们学校每学期只 两次试｡ 

(우리 학교는 매 학기에 오직 2번 시험을 본다.)

③ 어떤 일을 맡아 하다

한국어에서 ‘보다’는 ‘어떤 일을 맡아 하다’의 의미항목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들이 주로 ‘보는’ 행 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 의미로써 ‘어떠한 일을 하다’

의 수행의 의미로 확장된다. 목 어는 사무 혹은 일, 주례, 심  등이 와서 맡겨진 

일을 해내다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 다음 를 보면,

(15) 철수는 삼 이 경 하는 회사에서 사무를 보고 있다.

(16) 내가 그 친구의 결혼식 주례를 봤지.

국어에서는 ‘办(처리하다)’ 는 ‘做(하다)’를 사용하여 말한다. 목 어는 [-사

람], [+지배 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 성분이 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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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他办事很稳當｡ (그는 일처리를 믿음직스  한다.)

(18) 他诚心诚意地做事｡ (그는 성심성의로 일한다.)

④ 음식상이나 잠자리 따 를 채비하다

‘보다’는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비하고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확

장될 수 있다. 목 어로 주로 음식상, 술상, 자리 등의 명사성 성분이 오며 [-사

람], [+구체성], [+지배 상]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다음 를 보자.

(19) 어머니는 술상을 보느라 바쁘시다.

(20) 손님 주무실 자리를  드려라.

같은 표 으로 국어에서는 ‘看’을 사용하지 않고 ‘準备( 비하다)’, ‘铺(깔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말한다. 

(21) 给父亲準备上饭桌｡ (아버님께 진짓상을 비해드리다.)

(22) 他为我铺被褥｡ (그는 나를 해 이불을 깔아주었다.)

⑤ 소변을 다

‘보다’는 ‘배설하다’의 의미가 있다. 처음 몸 안에 있던 변이나 소변은 으로 

볼 수 없었지만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배설하다’의 의

미를 완곡하게 사용하여 ‘보다’로 의미를 확장시켜 사용할 수 있다. 목 어는 특정

하게 ‘ 변, 소변’ 등을 뜻하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람], [+지배 상], [+구체성]

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아래 를 보면,

(23) 이 강아지는 기특하게도 집안에서는  소변을 보지 않는다.

(24) 희는 소변을 보러 1층 화장실에 내려갔다.

국어에서는 동사 ‘看’을 사용하지 않고 동사 ‘解’를 사용하여 ‘解大手( 변을 보

다)’ 혹은 ‘解大便’( 변을 보다), ‘解 手(소변을 보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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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解大便往往不痛快｡ (변을 보는 것이 늘 시원하지 않다.)

(26) 我想解 手｡ (나는 소변을 보고 싶다.)

⑥ 어떤 계의 사람을 얻거나 맞다

‘보다’는 아들이나 딸, 며느리나 사 처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아들인다는 의

미가 있으며 손자나 손녀를 얻다의 의미가 있다. 한 ‘샛서방을 보다’, ‘시앗을 보

다’ 등 비도덕 인 이성 계를 맺다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때 ‘보다’는 바라던 사람

과 바라지 않던 사람을 으로 보게 되어 얻게 되었다는 획득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환유의 원리가 작용하여 ‘보다’가 ‘획득하다’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목 어는 [+사람], [+지배 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다음 

를 보면,

(27) 그는 착한 며느리를 봤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했다. 

(28) 시앗을 보면 길가에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국어는 ‘看’ 신에 ‘抱(자식이나 손자를 얻다), 得(얻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

여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29) 你还不準备抱孙子？(당신은 아직 손자를 볼 비가 안 되셨나요?)

(30) 那个奶奶得了个好女婿｡ (그 노인은 좋은 사 를 보았다.)

⑦ 물건을 살피다 

‘보다’와 ‘看’은 구매를 목 으로 집이나 땅을 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보

는’ 행동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살피며 고르다’의 의미로 확장 되었다. 목 어는 

‘집, 땅’ 등의 [-사람], [+구체성], [+지배 상]의 의미자질을 갖는 명사성 성분을 

갖는다. 다음 를 보자.

(31) 집을 볼 때 주의해야할 이 무엇인가요?

(32) 우리는 땅을 보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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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분석 상으로 하는 4종의 국어사 의 ‘看’에는 이러한 의미항목이 없

다. 그러나 다음 를 보자.

(31′)看房子应该注意什麽? 

(32′)我们要去看地皮｡ 

(31′)와 (32′)처럼 ‘看’은 ‘보다’와 동일하게 ‘집 혹은 땅을 살피다’의 의미로 확장

이 되어 구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 상으로 한 ‘看’에 해 국어사 에서는 ‘물건을 살피다’의 항목

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9) 새로운 의미항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⑧ 물건을 사다

‘보다’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행 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목 어는 ‘시장, 장, 집’ 등이 주로 사용되며 [-사람], [+구체성], [+지배

상]의 의미자질을 갖는 명사성 성분을 갖는다. 다음 를 보자.

(33) 부인은 일을 서둘러 끝내고 시장을 보러 갔다.

(34) 하루 종일 장을 보느라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아 다.

국어에서 같은 의미로 동사 ‘买(구매하다)’를 사용하여 ‘买东西(물건을 사다)’ 

등으로 표 한다.

(35) 妈妈去 场买东西｡ (엄마는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신다.)

⑨ 신문, 잡지를 구독하다

9) ‘[1]  따 로 운수를 보다’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살피다’는 ‘보다’와 ‘看’의 공통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고는 한국어사 과 국어사 의 사  의미를 기 으로 하여 공

통 과 차이 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사 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은 

을 들어 ‘보다’와 ‘看’의 차이 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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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책이나 신문 등을 구독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으로 책을 보아서 ‘(책

이나 잡지 따 를) 읽는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다가 여기서 더 의미가 확장하여 정

기 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가 목 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정기 으로 구입하

여 읽는다, 구독하다’의 의미로 환유의 원리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목 어는 [-사

람], [+지배 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다음 를 보면,

(36) 보던 신문을 끊고 다른 신문으로 바꾸다.

(37) 잡지 보는 거 있어요?

국어에서는 같은 표 으로 ‘订阅(구독하다)’를 사용한다.

(38) 我家订阅晚报｡ (우리 집은 석간신문을 구독한다.)

⑩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가지다

‘보다’는 경험 인 측면에서 어떠한 피해나 손해, 욕(고생)처럼 부정 인 일을 당

하게 되거나 외부  상황 덕분에 이익 등과 같이 정 인 것을 얻는다는 ‘획득하

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다. 한 이때의 ‘보다’는 ‘얻다’, ‘경험하다’로 

체할 수 있다. 목 어는 [-사람], [+지배 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다음 를 보자.

(39) 그는 새로운 맥을 발견하여 큰 이익을 봤다.

(40)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국어는 이와 같은 표 을 ‘受(到)(얻다)’, ‘得到(얻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말한다.

(41) 被利益驱动, 反倒受了损失｡ (이익을 쫓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42) 我公司得到巨大的利益｡ (우리 회사는 큰 이익을 보았다.)

⑪ 음식의 맛이나 간을 알기 하여 조  먹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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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맛’이라는 특정한 어휘와 결합하여 ‘(음식의 간을 알아보기 하여) 맛을 

보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사실 ‘맛’은 미각 역이지만 한국어는 ‘어떠한 맛을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시각 동사인 ‘보다’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하지만 음식물과 

련된 미감(味感)을 갖는 상이 아닌 어휘가 목 어로 쓰일 경우에는 ‘맛’이 갖는 

다의성10)으로 인해 3가지 의미로 확장이 되어 용 인 표 을 만들기도 한다. 

(43)은 음식물의 맛을 실제로 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4)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 느끼는 기분을 의미한다. (45)는 돈이 가지는 힘 등을 부각시켜서 새로운 의

미를 만들어 내었다. 이에 목 어는 주로 [-사람], [-구체성], [+지배 상]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그 를 보면,

[음식 따 를 에  때에 느끼는 감각]

(43) 국을 맛보다.

[어떤 사물이나 상에 하여 느끼는 기분] 

(44) 한번 뜨겁게 맛 야 그 버릇을 고칠 거다.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느낌]

(45) 돈 맛을 보면  잊을 수가 없을 거야.

국어는 이러한 표 으로 尝(맛보다), 品尝(맛보다) 등을 사용한다. 이때 ‘尝

(맛보다)’ 도 ‘음식의 맛을 보다’와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를 경험하다’의 2가지 의미

로 나 어 사용된다.

(46) 婆婆尝媳妇做的饭菜的味道｡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만든 음식의 간을 보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47) 苦的甜的都尝过｡ (쓴맛 단맛을 다 보았다. → 갖은 경험을 다했다.)

10) 맛은 3가지의 뜻을 갖는 다의어이다. 첫째, 음식 따 를 에  때에 느끼는 감각이

다. 둘째, 어떤 사물이나 상에 하여 느끼는 재미나 만족감이다. 셋째, 체험을 통하

여 알게 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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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배를 드리다

‘보다’는 ‘ 배를 드리다’의 의미를 갖는다. ‘ 배를 드리다’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월 인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식은 신의 모습을 한 

형상물이나 성경책 등을 ‘보면서’ 하는 행동으로 환유의 원리가 작용하여 의미가 

생되어 ‘( 배를) 드리다’를 신할 수 있는 표 이 되었다. 다음 를 보면,

(48) 나는 언제나 일요일에 배를 본다.

(49) 그는 미사를 보기 해 성당으로 향했다.

국어는 같은 의미로 ‘看’을 사용하지 않고 동사 ‘做’를 사용하여 ‘ 배를 드리다’

의 의미를 나타낸다.

(50) 这周在教 做了特别禮拜｡ (이번 주에 교회에서 특별 배를 보았다.)

2) ‘看’에만 있는 의미

① 取决於 (~에(게) 달려 있다.)

‘看’은 ‘~에(게) 달려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목 어는 (51)과 (52)처럼 사람이 

올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나 사태 혹은 추세가 될 수도 있기에 ‘看’의 의미는 환유

의 원리가 작용하여 구체 인 것을 보는 것에서 추상 인 것을 보는 것으로 확장되

었다. 목 어는 [±사람], [+추상성]의 의미자질을 갖게 된다. 아래 를 보면,

(51) 这件事能不能成功全看你了｡ 

(52) 得成 不成就看运氣了｡ 

국어 ‘看’에 응하는 한국어의 를 보자.

(53) 이 일의 성공여부는 에게 달려 있다.

(54) 일이 성사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운에 달려 있다.

한국어는 (53)과 (54)의 ‘看’과의 응 계를 보면 ‘보다’로 응되지 않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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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달려 있다’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지 까지 본고는 다의어 연구의 한 차원으로 사용 빈도가 비교  높은 한국어 동

사 ‘보다’와 이에 상응하는 국어 동사 ‘看’을 연구 상으로 하여 한국의 《표 국어

사 》과 국의 《现代汉语词典》을 심으로 사  의미항목을 분석하고 두 동

사의 의미항목간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했다. 공통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看’은 한국어 ‘보다’의 ‘며느리를 보다’와 같이 사람을 취하는 ‘획득’

의 의미항목이 없으며 ‘시험을 보다’, ‘사무를 보다’, ‘ 소변을 보다’, ‘ 배를 보다’ 

등의 ‘수행’과 련된 의미항목이 없다.

둘째, 한국어 ‘보다’는 목 어로 [+지배 상]의 의미자질을 갖는 성분만 올 수 

있지만, 국어 ‘看’은 [+행 자]의 의미자질을 갖는 성분도 목 어로 올 수 있다.

본고는 비를 통해 한국어 ‘보다’와 국어 ‘看’의 사  분류방식의 몇 가지 문제

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고에서 사용된 8종의 사 은 ‘보다’와 ‘看’의 다의 인 의미 양상을 충분

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 마다 의미 분류 기 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다.

둘째, 국어 ‘看’의 의미항목  ‘观察( 찰하다)’는 한국어 ‘보다’의 ‘ 찰하다’, 

‘ 단하다’, ‘생각하다’, ‘어떤 결과나 계를 맺기에 이르다’, ‘남의 결  따 를 들추

어 말하다’, ‘발견하다’, ‘기회, 때, 시기를 살피다’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

는 사용빈도가 높으며 각각의 의미차이가 작지 않기에 한 항목 속에 모두 담기에는 

부 하므로 각각 상세히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국어 ‘看’의 의미항목 설정에서 한국어 ‘보다’와 달리 ‘ 이나 운수를 보다

(看手相)’와 ‘물건을 살피다(看房子)’ 의 의미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나 각각 새

로운 의미항목으로 제시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어 ‘보다’가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와 

국어 ‘看’이 조사로 쓰이는 경우의 비 문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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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韩语‘보다’和汉语‘看’都具有‘使视线接觸人或物’的本义, 竝且都是一个具有

极强语义扩展性的高频动词｡ 特别是一些高频动词, 使用频率越高, 语义的发

展线素越丰富, 其义项越多｡ 

韩语‘보다’不仅在其基本意义上与汉语的‘看’相似, 而且也经历了很多发展变

化, 引伸出很多不同的的义项｡ 这些义项不仅在基本意义上具有相同的意思, 同

时也有不同的意思｡ 在韩中两国的语 中, ‘보다’和‘看’既有共性语义内容, 也有

属於各自民族的个性语义内容｡

本文主要通过《표 국어 사 》和《现代汉语词典》来分析韩语‘보다’和汉语

‘看’相同的义项和不同的义项, 以便更好地展现它们各自的语义特点｡ 根据这两

本词典的比较总结出来的韩语‘보다’和汉语‘看’的主要共同点和不同点如下｡ 

一, 韩语‘보다’和汉语‘看’都具有‘使视线接觸人或物’的本义, 而且两个动词都

在换喻方法下从本义扩张成为多意词｡ 

二, 韩语‘보다’和汉语‘看’都从具有具体性的意义扩张成为具有抽象性的意

义｡ 

以上总结的是韩语‘보다’和汉语‘看’的共同点, 接下来的是两个动词的不同点｡ 

一, 韩语‘보다’和汉语‘看’在意义扩张的多种类型中宾语具有的属性类型不

同｡ 韩语‘보다’具有[+人物], [+事物], [+具体], [+抽象], [+受事]的意义

特征, 汉语‘看’具有[+人物], [+事物], [+具体], [+抽象], [+受事], [+

施事]的意义特征｡ 

二, 在汉语‘看’的义项中可以发现‘观察’义项包括较多的词意解释和例子, 

比如:观察, 认为, 判断, 发现, 机会, 缺点, 问题, 结果等等｡ 这些义项的特

点很明显, 本文提出要详细地分为恰當的义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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