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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간차원 표현의 결합 양상과 제약

1. 서   론

  (1) 차원의 언어표현

⒜ 차원을 표현하는 형용사의 의미적 표상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언어 보편적

속성이다. (Bierwisch (1967: 3))

⒝ 개별언어에서 차원을 표현하는 방법은 전혀 자의적이지 않다. (Clark & Clark

(1977: 534))

⒞ 모든 언어는 높이(height)나 길이(length), 너비(width), 깊이 (depth), 거리

distance) 등과 같은 공간적 차원을 지칭하는 어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Lang (1994: 1)).

  (2) 한국어 공간과 차원을 표현하는 낱말들에 대한 연구

임지룡 (1984), 양태식 (1985), 박경현 (1986a, 1986b, 1987, 1989), 이수련

(1987), 이지영 (1989), 이정애(1996), S.-R. Oh (1996), 전수태 (1996), 류병래

(2000, 2004), 김주식 (2002), 임혜원 (2004)

  (3) 본 논문의 목적

한국어 공간차원 낱말 (spatial dimensional terms), 즉 한국어에서 공간차원을

지칭하는 형용사나 명사의 결합 양상과 결합 제약을 고찰하는 것이다.

  (4) 본 논문의 주장

⒜ 한국어의 경우 위치(position)와 형상(gestalt)에 관한 어휘가 영어나 독일어와는

달리 ‘길이’ (‘길다’) 등 비율중심의 차원할당(proportion-based

dimension assignment)과 ‘가로’, ‘세로’ 등 관찰자 중심의 차원할당

observer-based dimension assignment)으로 이원화되어 구분되어 있다.

⒝ 언어 보편성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경우 Lang (1994)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한국어는 비율중심의 차원할당 언어가 아니라 관찰자 중심의 차원할당과

비율중심의 차원할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언어이다.

⒞ 한국어의 공간차원 낱말은 의미자질 [length], [width], [volume], [directional

constraint], [a point-oriented], [orthogonal], [downward], [upward]



등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체계로는 적절한 분석이 될 수 없고,

위치(position)와 형상(gestalt)에 관한 의미자질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된

체계에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2. 한국어의 공간차원 낱말과 차원개체

2.1. 한국어의 공간차원 낱말

  (5) 국어의 차원 표현 (형용사; 명사; 부사)

⒜ 길다, 짧다; 길이, *짧이; 길게, 짧게

⒝ 넓다, 좁다; 넓이, *좁이; 넓게, 좁게

⒞ 넓다, 좁다; 너비/폭, *좁이; 넓게, 좁게

⒟ 높다, 낮다; 높이, *낮이; 높게, 낮게

⒠ 멀다, 가깝다; *멀기, *가깝이; 멀게, 가깝게

⒡ 깊다, 얕다; 깊이, *얕이; 깊게, 얕게

⒢ 두껍다, 얇다; 두께, *두껍이, *얇이; 두껍게, 얇게

⒣ 크다, 작다; 크기, */??작기; 크게, 작게

⒤ 굵다, 잘다; 굵기, ??잘기; 굵게, 잘게

⒥ 굵다, 가늘다; 굵기, 가늘기; 굵게, 가늘게

2.2. 차원표현의 통사구성

- Basic Syntactic Configurations: X, Y = NP denoting a spatial object (널빤지 (board), 

장대 (pole), 탑 (tower), 문 (gate), 책 (book) etc.); M: measure phrase (3미터, 3킬로미

터 등); DA: dimensional adjective (길다, 높다 등); DN: dimensional noun (길이, 높이 등)

  (6) X는 DN이 M이다.

⒜ X는 길이가/너비가/높이가 3미터이다.

⒝ X는 가로가/세로가 3미터이다.

  (7) X는 Y만큼  DA이다.

⒜ X는 Y만큼 넓다/좁다/두껍다/얇다.

⒝ X는 Y만큼 길다/높다/깊다.

  (8) X는 Y보다 M (만큼) DA이다.

⒜ X는 Y보다 3센티 (만큼) 크다/작다/굵다/잘다.

⒝ X는 Y보다 3센티 (만큼) 길다/높다/깊다.



2.2. 1차원 개체

▣ 선이나 경로와 같은 1D 개체가 어떻게 기술되는가? 

  (9) ⒜  이 선은 10m이다.

⒝ *이 선은 가로가 10m이다.

⒞ *이 선은 세로가 10m이다.

⒟  이 선은 길이가 10m이다.

⒠ *이 선은 높이가 10m이다.

⒡ *이 선은 깊이가 10m이다.

⒢ *이 선은 넓이가 10m이다.

⒣ *이 선은 폭이 10m이다.

⒤ *이 선은 멀기가 10m이다.

⒥ *이 선은 두께가 10m이다.

⒦  이 선은 크기가 10m이다.

⒧ *이 선은 굵기가 10m이다.

▣ 그 개체를 1D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10) ⒜  이 장대는 10cm이다. 

⒝ *이 장대는 가로가 10cm이다.

⒞ *이 장대는 세로가 10cm이다.

⒟  이 장대는 길이가 10cm이다.

⒠  이 장대는 높이가 10cm이다.

⒡ *이 장대는 깊이가 10cm이다.

⒢ *이 장대는 넓이가 10cm이다.

⒣ *이 장대는 폭이 10cm이다.

⒤ *이 장대는 멀기가 10cm이다.

⒥ *이 장대는 두께가 10cm이다.

⒦  이 장대는 크기가 10cm이다.

⒧ *이 장대는 굵기가 10cm이다.



2.3. 2D rectangular objects 

2.3.1. horizontal, 2D rectangular objects

2.3.1.1. 가로가 세로보다 큰 경우: 널빤지

가로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11) ⒜  이 널빤지는 가로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3m, 세로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높이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거리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깊이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두께가 3m, 세로가 2m이다.

세로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12) ⒜  이 널빤지는 가로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3m, 길이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3m, 너비가/폭이 2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3m, 높이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3m, 거리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3m, 깊이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3m, 두께가 2m이다.

가로-세로를 제외한 다른 용어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3) ⒜  이 널빤지는 길이가 3m, 너비가/폭이 2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3m, 높이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3m, 두께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3m, *직경이/너비가/*거리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3m, 깊이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3m, 높이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3m, 깊이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3m, 두께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3m, *직경이/*거리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높이가 3m, 두께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높이가 3m, 직경이/*거리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높이가 3m, 깊이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3m, 두께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3m, 깊이가 2m이다.

⒪ *이 널빤지는 깊이가 3m, 두께가 2m이다.

2.3.1.2. 세로가 가로보다 긴 경우: 널빤지

가로를 대신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14) ⒜  이 널빤지는 가로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2m, 세로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높이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거리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깊이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두께가 2m, 세로가 3m이다.

세로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15) ⒜  이 널빤지는 가로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2m, 길이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2m, 너비가/폭이 3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2m, 높이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2m, 거리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가로가 2m, 두께가 3m이다.



가로-세로를 제외한 다른 용어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6) ⒜  이 널빤지는 길이가 2m, 너비가/폭이 3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2m, 높이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2m, 두께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2m, *직경이/너비가/*거리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길이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2m, 높이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2m, 깊이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2m, 두께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너비가/폭이 2m, *직경이/*거리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높이가 2m, 두께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높이가 2m, *직경이/*거리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높이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2m, 두께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널빤지는 깊이가 2m, 두께가 3m이다.

2.3.1.3. 복도의 경우: 가로가 세로보다 길게 서서 본 경우

가로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17) ⒜  이 복도는 가로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3m, 세로가 2m이다.

⒟ *이 복도는 높이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복도는 거리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복도는 깊이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복도는 두께가 3m, 세로가 2m이다.



세로와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18) ⒜  이 복도는 가로가 3m, 세로가 2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3m, 길이가 2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3m, 너비가/폭이 2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3m, 높이가 2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3m, 거리가 2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3m, 깊이가 2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3m, 두께가 2m이다.

가로-세로를 제외한 다른 용어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9) ⒜  이 복도는 길이가 3m, 너비가/폭이 2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3m, 높이가 2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3m, 두께가 2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3m, *직경이/너비가/*거리가 2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3m, 깊이가 2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3m, 높이가 2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3m, 깊이가 2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3m, 두께가 2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3m, *직경이/*거리가 2m이다.

⒥ *이 복도는 높이가 3m, 두께가 2m이다.

⒦  이 복도는 높이가 3m, *직경이/*거리가 2m이다.

⒧ *이 복도는 높이가 3m, 깊이가 2m이다.

⒨  이 복도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3m, 두께가 2m이다.

⒩  이 복도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3m, 깊이가 2m이다.

⒪ *이 복도는 깊이가 3m, 두께가 2m이다.

2.3.1.4. 복도의 경우: 복도의 끝에서 긴 쪽으로 보고 기술한 경우



가로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20) ⒜  이 복도는 가로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2m, 세로가 3m이다.

⒟ *이 복도는 높이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복도는 거리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복도는 깊이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복도는 두께가 2m, 세로가 3m이다.

세로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21) ⒜  이 복도는 가로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2m, 길이가 3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2m, 너비가/폭이 3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2m, 높이가 3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2m, 거리가 3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복도는 가로가 2m, 두께가 3m이다.

가로-세로를 제외한 다른 용어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2) ⒜  이 복도는 길이가 2m, 너비가/폭이 3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2m, 높이가 3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2m, 두께가 3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2m, *직경이/너비가/*거리가 3m이다.

⒠ *이 복도는 길이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2m, 높이가 3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2m, 깊이가 3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2m, 두께가 3m이다.

⒤  이 복도는 너비가/폭이 2m, *직경이/*거리가 3m이다.

⒥ *이 복도는 높이가 2m, 두께가 3m이다.

⒦  이 복도는 높이가 2m, *직경이/*거리가 3m이다.

⒧ *이 복도는 높이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복도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2m, 두께가 3m이다.

⒩  이 복도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복도는 깊이가 2m, 두께가 3m이다.



2.3.2. Vertical 2D Objects

2.3.2.1. 울타리의 경우

가로를 대신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23) ⒜  이 울타리는 가로가 10m, 세로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길이가 10m, 세로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너비가/폭이 10m, 세로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높이가 10m, 세로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거리가 10m, 세로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깊이가 10m, 세로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두께가 10m, 세로가 2m이다.

세로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24) ⒜  이 울타리는 가로가 10m, 세로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가로가 10m, 길이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가로가 10m, 너비가/폭이 2m이다.

⒟ ?이 울타리는 가로가 10m, 높이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가로가 10m, 거리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가로가 10m, 깊이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가로가 10m, 두께가 2m이다.

가로-세로를 제외한 다른 용어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5) ⒜ *이 울타리는 길이가 10m, 너비가/폭이 2m이다.

⒝  이 울타리는 길이가 10m, 높이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길이가 10m, 두께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길이가 10m, *직경이/*너비가/*거리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길이가 10m, 깊이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너비가/폭이 10m, 높이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너비가/폭이 10m, 깊이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너비가/폭이 10m, 두께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너비가/폭이 10m, *직경이/*거리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높이가 10m, 두께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높이가 10m, *직경이/*거리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높이가 10m, 깊이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10m, 두께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직경이/*너비가/*거리가 10m, 깊이가 2m이다.

⒪ *이 울타리는 깊이가 10m, 두께가 2m이다.

2.3.2.2. 출입문의 경우

가로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26) ⒜  이 출입문은 가로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길이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너비가/폭이 2m, 세로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높이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거리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깊이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두께가 2m, 세로가 3m이다.

세로를 대신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27) ⒜  이 출입문은 가로가 2m, 세로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가로가 2m, 길이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가로가 2m, 너비가/폭이 3m이다.

⒟ ?이 출입문은 가로가 2m, 높이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가로가 2m, 거리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가로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가로가 2m, 두께가 3m이다.



가로-세로를 제외한 다른 용어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8) ⒜ *이 출입문은 길이가 2m, 너비가/폭이 3m이다.

⒝ *이 출입문은 길이가 2m, 높이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길이가 2m, 두께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길이가 2m, *직경이/*너비가/*거리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길이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너비가/폭이 2m, 높이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너비가/폭이 2m, 깊이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너비가/폭이 2m, 두께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너비가/폭이 2m, *직경이/*거리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높이가 2m, 두께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높이가 2m, *직경이/*거리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높이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직경이/*너비가/*거리가 2m, 두께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직경이/*너비가/*거리가 2m, 깊이가 3m이다.

⒪ *이 출입문은 깊이가 2m, 두께가 3m이다.

2.4. 3차원 개체

2.4.1 3차원 개체: 널빤지, 액자 등

[그림 1] Spatial situations I (a=3m, b=30cm, c=3cm)

  (29) Term I (관찰자 중심의 배향 (Orientation) 공간차원 인지체계)

  

Case I Case II Case III

a
가로
long/lang

가로
wide/breit

가로
wide/breit

b
세로,*높이
wide/breit

세로,높이
high/hoch

세로,*높이
deep/tief

c
두께,높이
thick/dick

두께,*높이
thick/dick

두께, ?높이
thick/dick



  (30) Term II (개체 중심의 형상(Gestalt) 공간차원 인지체계)

  

Case IV Case V Case VI

a
길이
long/lang

너비,폭
wide/breit

너비,폭
wide/breit

b
너비,폭
wide/breit

높이
high/hoch

깊이,*길이
deep/tief

c
두께,높이
thick/dick

두께,*높이
thick/dick

두께, ?높이
thick/dick

[그림 2] Spatial situations II (a=30cm, b=3m, c=3cm)

  (31) Term I (관찰자 중심의 배향 (Orientation) 공간차원 인지체계)

  

Case I Case II Case III

a
가로
wide/breit

가로
wide/breit

가로
wide/breit

b
세로,*높이
long/lang

세로,높이
high/hoch

세로,*높이
deep/tief

c
두께, 높이
thick/dick

두께,*높이
thick/dick

두께, ?높이
thick/dick

  (32) Term II (개체 중심의 형상(Gestalt) 공간차원 인지체계)

  

Case IV Case V Case VI

a
너비, 폭
wide/breit

너비, 폭
wide/breit

너비, 폭
wide/breit

b
길이
long/lang

높이
high/hoch

깊이,*길이
deep/tief

c
두께/높이
thick/dick

두께,*높이
thick/dick

두께, ?높이
thick/dick



3. 한국어 공간차원 낱말의 결합관계

3.1. 차원표현의 결합관계

  (33) 2D Term Combinations

⒜ 길이-너비/폭 ▷ 길, 옷감, 땅굴 등

⒝ 길이-높이 ▷ 땅굴, 터널 등

⒞ 길이-두께 ▷ 파이프, 장대, 각목 등

⒟ 길이-직경/(*)너비/*거리 ▷ 파이프 등

⒠ 길이-깊이 ▷ 강, 수로 등

⒡ 너비/폭-높이 ▷ 창문, 액자 등

⒢ 너비/폭-깊이 ▷ 찬장, 창문 등

⒣ 너비/폭-두께 ▷ 널빤지, 양탄자, 가래떡 등

⒤ *너비/폭-직경/거리 ▷ _______________

⒥ 높이-두께 ▷ 장대, 탑, 기둥 등

⒦ 높이-직경/*거리 ▷ 돔, 둥근 천장 등

⒧ *높이-깊이 ▷ _______________

⒨ 직경/너비/*거리-두께 ▷ 타이어, 반지 등

⒩ 직경/너비/*거리-깊이 ▷ 드릴구멍, 우물 등

⒪ *깊이-두께 ▷ _______________

3.2. 3차원표현의 결합관계

  (34) 3D Term Combinations

⒜ 길이-너비-두께 ▷ 벽돌, 널빤지 등

⒝ 길이-너비-높이 ▷ 침대, 자동차 등

⒞ 길이-너비-깊이 ▷ 강, 수로 등

⒟ 길이-높이-두께 ▷ 벽 등

⒠ 길이-높이-깊이 ▷ (*)옷장

⒡ 길이-높이-너비 ▷ 터널, 횡갱, 갱도 등

⒢ *길이-너비-직경/거리 ▷ _______________

⒣ *길이-두께-깊이 ▷ _______________

⒤ *길이-두께-직경/거리 ▷ _______________

⒥ *길이-깊이-직경/거리 ▷ _______________

⒦ 너비-두께-높이 ▷ 책, 주춧돌, 상석 등

⒧ 너비-두께-깊이 ▷ 창문 턱 등

⒨ 너비-높이-깊이 ▷ 옷장, 책상, 찬장 등

⒩ *너비-두께-직경/거리 ▷ _______________

⒪ 너비-직경/거리-깊이 ▷ _______________



⒫ *너비-직경/거리-높이 ▷ _______________

⒬ *높이-깊이-두께 ▷ _______________

⒭ *높이-직경/거리-두께 ▷ _______________

⒮ *높이-직경/거리-깊이 ▷ _______________

⒯ *깊이-두께-직경/거리 ▷ _______________

4. 결   론

  (35) 차원표현의 결합관계 제약

⒜ 너비/`폭과 `직경/`거리는 가능한 4가지의 조합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g), *(n),

*(o) \& *(p)]

⒝ 두께와 `직경/`거리는 가능한 4가지의 조합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i), *(n),

*(r) \& *(s)]

⒞ `깊이와 `직경/`거리는 가능한 4가지의 조합 가능성이 모두 배제된다.[*(j), *(o),

*(s) \& *(t)]

⒟ `두께와 `깊이는 가능한 4가지의 조합 가능성 중에서 3개가 배제되고 1개만 허용된다.

[(l) vs. *(h), *(q) \& *(s)]

  (36) Dimensional terms and dimensionality:

⒜ `길다 (`길이) may refer to a one-, two-, or three-dimensional object

(선, 직사각형의 긴 변, 장대 등). [cf. Yang (1985)]

⒝ `높다 (`높이)와 `넓다 (`넓이) require at least a two-dimensional object.

⒞ `두껍다 (`두께)와 `깊다 (`깊이) require at least a three-dimensional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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