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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명사, 동사, 형용사 정의하기 특성  •  김예슬 외

Appendix 5. 구체명사의 정의 유형

정의 유형 하위 정의유형 특성 예

기능적정의 행위자 기능 목표단어의 움직임, 생물 뿐만 아니라 무생물이 행위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해당됨 손: “무엇을 집을 수 있게 해줘요"

도구적 기능 목표단어로 할 수 있는 기능 물: “마실 수 있어요”

지각적 정의 부분 목표단어의 실물 중 특징적인 부분 손: “다섯 개의 손가락, 지문이 있어요”

재료 목표단어가 무생물일 때, 그의 구성성분 책: “종이고 글자가 있어요”

속성 목표단어의 특유의 여러 가지 속성들(소리, 모양, 크기, 길이, 양, 색, 속도, 온도, 세기, 
맛, 무게 등)

물: “차갑고 무색인 액체”

관념/추상 목표단어의 속성이나 특징에 관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 학교: “학문을 배우는 곳이에요”

관계적 정의 배경 목표단어의 존재나 기능에 관련된 시간, 조건, 이유 상황 물: “목마를 때”

위치 목표단어와 관련된 위치 책: “도서관에 많이 있어요”

비유/비교/대조 목표단어를 ‘-처럼’, ‘-같은’을 사용해 다른 단어로 비유하거나 ‘-보다’를 사용하여 비교함. 
또한, 목표단어와 관련된 반대어를 사용하여 비교함

물: “산소와 같이 지구상에 필요한 거예요”

부정 ‘안’, ‘못’,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을 부정 아버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

관련실체 목표단어와 특히 관련된 사물이나 사람 학교: “제자가 있고 선생이 있어”

원리 목표단어를 작동시키는 원리나 목표단어가 만들어진 원리 책: “저자가 많은 줄거리를 써서 팔고 읽고 
하는 그런 거에요”

분류적 정의 특징 상위어 목표단어를 포함하는 특징 상위어 손: “신체의 일부분”

일반적인 상위어 적절한 상위어 대신 ‘것(thing)’ 혹은 ‘물건(object)’ 같은 단어가 산출되는 경우 책: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하위어 목표단어의 종류 책: “소설책, 잡지책이 있어요”

동의어/유의어 목표단어와 같은 뜻을 나타내거나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산출되는 경우 친구: “프랜드

기타 오류 유형 참고 위의 정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오류유형의 예 참고

Appendix 6. 추상명사, 동사, 형용사의 정의 유형

정의 유형 하위 정의유형 특성 예

특징적 정의 목표단어의 특유 핵심 자질들(사전적 정의) 전쟁: “나라간의 세력 다툼”

관계적 정의 배경 목표단어의 존재나 기능에 관련된 시간, 조건, 이유 상황 찾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행동”

위치 목표단어와 관련된 위치 달리다: “운동장에서 하지”

비유/비교/대조 목표단어를 ‘-처럼’, ‘-같은’을 사용해 다른 단어로 비유하거나 ‘-보다’를 사용하여 비교함. 
또한, 목표단어와 관련된 반대어를 사용하여 비교함

날카롭다: “칼 같은 거”

부정 ‘안’, ‘못’,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을 부정 시끄럽다: “조용하지 않는 거죠”

관련실체 목표단어와 특히 관련된 사물이나 사람 맵다: “청양고추”

원리 목표단어를 작동시키는 원리나 목표단어가 만들어진 원리 놀라다: “무서운 거를 봐서 갑자기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고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소리
를 내는 그런 거죠”

분류적 정의 특징 상위어 목표단어를 포함하는 특징 상위어 사실: “보이는 그대로의 현상”

일반적인 상위어 적절한 상위어 대신 ‘것(thing)’ 혹은 ‘물건(object)’ 같은 단어가 산출되는 경우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것”

하위어 목표단어의 종류 삶: “인생”

동의어/유의어 목표단어와 같은 뜻을 나타내거나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산출되는 경우 잡다: “줍다”

기타 오류 유형 참고 위의 정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오류유형의 예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