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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와다 고토하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를 대상으로 음운적, 형태적, 의미적 측면에
서 단어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의성어, 의
태어 단어 형성과 관련된 파생어, 합성어에 관한 고찰도 본고의 논의 구성에 포함시
킨다. 
  본고에서는 ‘말소리를 청각을 통해 한국어의 언어음으로 인식한 것’을 의성어라고 
정의하고, ‘움직임과 상태를 시각적으로 인식한 것’을 의태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
고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뜻풀이나 예문들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다.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을 밝히고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연구는 대부분 파생 접미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단어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구체
적으로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형태’,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 ‘동사, 형용사 어간과 영접사가 결합한 형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파생 접미사의 결합을 통해 형성하는 파생
어와 합성어 형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때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형성하는 파생어와 합성어의 특성을 더 자세하게 밝히기 위해 일본어 의성어, 의태
어를 일부 참고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파생어 형성 시에 ‘엎치락
뒤치락을 계속했다.’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극
히 드물었다. 한편 명사 파생어의 경우, 동물의 울음소리가 파생 접미사와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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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에서 형성되는 합성
어는 일본어와 달리 특정한 단어와만 합성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한
국어 의성어, 의태어 중 87.9%가 특정 서술어 혹은 특정 의미 부류의 서술어를 수
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음운적인 변화로는 ‘모음과 자음’, ‘거센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등
의 자질 교체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적으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고찰하고 의성어, 의태어가 다의어적인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였다.

주요어: 의성어, 의태어, 어근 형성 접미사, 파생어, 합성어

학  번: 2008-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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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와 접미사에 관한 연구는 많은 
논문에서 다뤄졌으나 단어 형성 과정에 있어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어떤 특성
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 구조를 가진 일본어를 참고하여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형태적,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아래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1)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특성
  의성어, 의태어의 자질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자질 교체’와 ‘어말의 음운’1)을 중심
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이들 자질 요소에 의해 어떻게 변하고 어
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교체 
현상이 단어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박동근(1999:379)는 ‘ㄱ:ㅇ’, ‘ㄹ:ㅅ’ 등, 의태어 어말의 대응 양상이 매
우 다양함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어말 음운 대응 양상이 단어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모음과 자음’, ‘거센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등의 자
질 교체에 의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단어 형성 시에 영향을 받는지를 고찰하고
자 한다.
 
  (2)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형태적 특성
1) 박동근(1999:364)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형태적 요소 중에서 의성어, 

의태어 자체의 의미를 이루는 요소들만 중심적으로 고찰하였다. 



- 2 -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주로 부사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파생접미사와 결합해 
서술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문장 성분으로서
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 품사별로 어떤 특성을 가진 단어를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적인 특성
  만약에 의성어, 의태어가 다의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의성어, 의태어가 형
성하는 단어도 그만큼 다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와 다른 
단어들의 공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의성어, 의태어가 다의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는지, 그 의미적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의성어, 의태어의 공기 정도와 이
들의 단어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검토를 위해 의성
어, 의태어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일본어도 참고하였다. 
 

1.2. 선행 연구
 
1.2.1. 의성어, 의태어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의성어, 의태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서은영(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논의들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정의에 대
한 기술은 정밀하지 못한 바 있다.2)
  박동근(1992:8)은 의성어를 ‘표현의 대상이 되는 자연계의 소리를 음성으로 모방
한 것’, 의태어를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 혹은 속성을 사람의 심리과정을 거쳐 음성

2) 서은영(2010)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를 ‘상징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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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홍범(1995:220)은 의성어를 ‘자연, 동물의 소리, 사람의 음성 자체의 청
각적인 영상을 그대로 분절 음소로 떠 베낀 것’으로, 의태어를 ‘어떤 상태나 움직임 
등의 모양인 시각 영상을 청각 영상으로 바꾸어 분절 음소로 떠 베낀 것’이라고 정
의한 바 있다. 
  한편 채 완(1993:57)은 의성어를 ‘소리를 음성으로 모방한 것’, 의태어를 ‘소리가 
아닌 것을 음성으로 모방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말소리를 청각을 통해 한국어
의 언어음으로 인식한 것’을 의성어라고 정의하고, ‘움직임과 상태를 시각적으로 인
식한 것’을 의태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에 관한 연구는 크게 형태적 연구와 음운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태적 연구에 관해서는 의성어, 의태어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파생 접미사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많기 때문에 1.2.2에서 언급하기로 하며 여기
서는 음운적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손달임(2012)는 의성어, 의태어의 형태, 음운론적 특징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
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형태 변화 과정을 ‘반복’과 ‘교체’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말
하는 ‘반복’이란 ‘기존 형식과 같은 요소를 되풀이한 형식’을 말하며, ‘교체’는 ‘기존 
형식에서 길이의 변화 없이 자모음 교체를 통한 내적 변화만 일어난 형식’을 말한
다.  
  한편 김홍범(2008:222)은 의성어, 의태어의 유형을 ‘단순형태’와 ‘되풀이형태’로 
나누었다. 그리고 되풀이형태를 ‘완전 되풀이형태’와 ‘부분 되풀이형태’로, 완전 되풀
이 형태를 ‘뿌리의 완전 되풀이 수행이 일어나는 형태’와 ‘자음 첨가 및 없애기 현상
을 일으키는 경우’로 나누었다.
  음운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박동근(1999)를 들 수 있다. 박동근(1999:364)는 
의성어, 의태어에서 두 가지 음운적 요소에 주목하였으며 의성어, 의태어가 자음, 모
음 교체를 함으로써 어감이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의성어, 의태어 예사소리
에 대한 된소리의 말맛을 [강조]의 실현으로 파악하였으며 ‘거센소리’의 말맛이 ‘거
침’, ‘거셈’, ‘가지런하지 않음’, ‘성김’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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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교체와 관련해서 ‘ㄱ:ㅇ’, ‘ㄹ:ㅅ’을 들면서 ‘ㅇ’을 끝소리로 갖는 의태어가 상대적
으로 부드럽고 가벼운 동작을 나타내며 ‘ㅅ’으로 끝나는 의태어가 ‘-은 듯하게’ 정
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음 교체에 관해서는 음성의 모음을 가진 
의성어, 의태어가 상대적으로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연구가 일부 참고된다. 그러므로 일본어 의성어, 의태
어 연구 중에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단어 형성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일
부 정리하겠다.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형태적, 음운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모리(田守:1991)은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의 서술어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의태어가 거의 모든 경우에 동사 기능을 갖
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오쿠다(奥田:2009)는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의 기능
을 품사별로 나누었으며 많은 경우에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의성어와 의태어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수(那須:2007)은 주로 음운적인 측면에서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자
질 교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들의 문법적인 제약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이토
(伊藤:2007)은 의성어, 의태어의 모음, 자음 교체가 어떤 느낌 차이를 부여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하였다. 
  의미적인 측면으로는 나카자토(中里:2002)가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에서 청음, 탁
음, 반탁음 등의 자질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들이 의미적으로도 변화를 일으키는가
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또한 하마노(浜野:2014)는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많은 
서술어와 공기하는데 이것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다의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연
구를 하고자 한다. 
 
1.2.2. 의성어, 의태어가 참여한 파생어, 합성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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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어, 의태어의 형태적 연구는 크게 파생어와 합성어 연구로 나누어진다. 지금
까지 의성어, 의태어의 파생어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성어, 의태어와 파생 접미사 ‘-거리-’, ‘-대-’, ‘-이-’, ‘-
하-’와의 결합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와 접미사의 결합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
다. ‘동작성’ 여부에 따라 결합되는 접미사가 정해진다는 주장과 ‘동작성’이 없어도 
움직임을 연상케 하는 경우 접미사가 결합된다는 주장이다.
  安仁淑(2007)은 의성어, 의태어와 결합하는 각 파생 접미사들이 일정한 제약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파생 접미사 ‘-거리-’, ‘-대-’, ‘-이-’, ‘-하-’가 의태어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제약을 형태, 의미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그 논문에서는 의태
어의 ‘동작성’ 여부에 따라 파생 접미사 종류가 ‘-거리-’, ‘-대-’, ‘-이-’, ‘-하-’
로 나뉘는데, [+동작성]인 경우에는 ‘-거리-’, ‘-대-’, ‘-이-’와 결합하고 [-동작
성]일 때는 ‘-하-’와 결합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 이외에도 파생 접미사 ‘-거
리-’, ‘-대-’와 ‘-하-’를 판별하는 자질로 [계속성], [반복성], [강세성]을 들었는
데 파생 접미사 ‘-거리-’와 ‘-대-’는 모두 [+강세성], [+계속성], [+반복성] 자
질을 가진 의성어, 의태어와 결합된다고 주장하였다. 접미사 ‘-거리-’, ‘-대-’와 
‘-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강세성] 자질을 판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安仁淑
(2007)에서는 결론적으로 접미사 ‘-거리-’와 ‘-대-’를 거의 같은 자질을 가진 접
미사로 취급하였다. 
  한편 김강출(2003)은 의태어에 ‘동작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접미사 ‘-거리-’, 
‘-하-’, ‘-대-’와 결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대-’가 ‘자발성’의 의미 자질
을 지님에 반하여 접미사 ‘-거리-’는 그러한 의미 자질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접미사 ‘-거리-’, ‘-대-’와 ‘-하-’에 관해서는 ‘-거리-’와 ‘-대-’가 ‘동작성’
과 ‘반복성’의 의미 자질을 지닌 접미사라고 한다면, 접미사 ‘-하-’는 의미 자질이 
비어 있는 접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동근(1997)은 ‘동작성’ 여부에 따라 결합되는 접미사가 달라진
다고 하면서도 ‘동작성’ 자질이 있는 의태어와 결합이 가능한 접미사 ‘-거리-’와 ‘-
대-’에 대해서는 ‘-거리-’가 ‘동작’이나 ‘상태’의 의미 자질과는 상관없이 모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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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가능한 반면에 접미사 ‘-대-’는 ‘상태’와 ‘순간’의 의미 자질을 지닌 어근과 결
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성어에 관한 연구로 김홍범·박동근(2013)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의성어, 의
태어 합성어에 대해 의성어, 의태어 어기와 명사가 결합해 명사를 이루는 경우라고 
정리하였다(124쪽). 김홍범·박동근(2013:129)는 의성어, 의태어가 기반이 되는 합
성어는 왼쪽에 오는 의성어, 의태어가 원래 부사 범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없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의성어, 의태어 기반 합성어의 형태
적 특성에 관해서는 의성어, 의태어가 AA형(일음절 반복형)을 이루거나 AB형(이음
절 단순형)일 때 명사와 결합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박동근(1999:19)은 음절 하나를 하나의 영문 기호로 대치할 때, A, AB, 
ABC가 반복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AB가 반복형 ABAB가 
될 때 첫음절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성을 살
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단어 형성과 관련된 파생어, 
합성어에 관한 고찰도 본고의 논의 구성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단어 형성을 논의하
는 데 필요한 의성어, 의태어의 자질 교체와 서술어와의 공기관계에 대해서도 언급
할 것이다. 
  한편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뜻풀이나 예문들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다. 
  서론에서는 먼저 본고의 연구목적을 밝히고 기존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고, 3장에서는 의성어, 의태어 단어 형성에 대
한 논의에 반드시 필요한 파생어와 합성어 형성, 그리고 그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
고 4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의미적 특성을 살펴본다. 3장과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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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와 관련지어서 일부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참고되
는데 이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참고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일부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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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성어, 의태어의 내적 구조

  의성어, 의태어는 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의성어, 의태어이고, 둘째는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가 결합
한 형태이고, 셋째는 동사, 형용사 어간과 영접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2.1.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의성어, 의태어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의성어, 의태어라는 것은 다음의 (1)~(4)와 같이 접미사
가 결합되지 않은 형태이면서 동사 어간의 영파생 형태도 아닌 의성어, 의태어를 말
한다. 
  아래 예 (1)과 (2)는 각각 일음절 의성어, 의태어이며 (3)과 (4)는 이음절 형태
를 이루는 의성어, 의태어이다. 이들 의성어, 의태어는 문장에서 자립성이 있으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인 형태소로만 구성된 의성어, 의태어이다.3) 
  

(1) 쾅, 쨍
(2) 뚝, 쫙
(3) 낄낄, 졸졸
(4) 활활, 곰곰

  
  아래의 예 (5)와 (6)은 일음절 의성어와 의태어가 문장에서 자립성이 있는지 여
부를 보여주는 예인데, (5)의 ‘쨍’과 (6)의 ‘뚝’은 둘 다 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 차원의 의성어, 의태어라고 할 수 있다. 
  

(5) 컵이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6) 소식이 뚝 끊어지다. 

3) 박동근(1991)은 형태소를 ‘최소의 언어형식, 하나의 음성 형식에 하나의 의미 형식을 가
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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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의 예 (3)과 (4)는 일음절 반복결합 형태를 지니는 의성어와 의태어이다. 
이들은 일음절 의성어, 의태어가 반복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복형 형태가 돼서
야 자립성을 가지게 되는 형태소 결합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 (7)과 (8)은 의성어 ‘낄낄’과 의태어 ‘활활’이 문장에서 자립성을 가지
는가 여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음절 반복형 ‘낄낄’
과 ‘활활’은 단일형 형태로는 자립성을 갖지 못한다.
  

(7) 얼굴을 가리고 낄낄 웃다./ *낄 웃다.
(8) 난로 속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다./ *활 타오르다.

  
  아래의 예 (9), (10)은 모두 문장에서 자립성을 가지는 의성어, 의태어이다.
  

(9) 쾅, 낄낄
(10) 반짝, 간댕간댕

  
  예 (10)의 ‘반짝’과는 달리 ‘간댕간댕’의 ‘간댕-’은 어근의 성격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의태어로 문장에 쓰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 (12)와 같이 반복형 형태를 취
해야 된다.
 

(11) 아이들은 고개를 반짝 들고 칠판을 쳐다보았다. 
(12) 마른 잎이 간댕간댕 매달려 있다./ *간댕 매달려 있다.

  이와 같이 단일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의성어, 의태어는 ‘일음절 형태’, ‘일음절 반
복형’, ‘이음절 형태’, ‘이음절 반복형’으로 나뉜다.
 
2.2.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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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는 어근 형성 접미사는 주로 ‘-적’, ‘-읏’, ‘-음’을 들 
수 있다. 
  아래의 (13)은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의 결합으로 어떤 어근이 
형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13) ‘동사, 형용사의 어간 + 어근 형성 접미사’ 형태의 어근

  우선 어근 형성 접미사 ‘-적’에 대해 살펴보자.

[‘-적’]
 
  접미사 ‘-적’은 주로 동사 어간과 결합해 의태어를 형성한다.
  아래의 예 (14)는 동사 어간과 접미사 ‘-적’이 결합해서 의태어를 형성한 예들이
며 예 (15)는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 예다.
  

(14) 뭉기다 - 뭉기적뭉기적
      긁다  - 긁적긁적
      구기다 – 구기적구기적

원형 형성되는 어근
긁다 ‘긁적-’
구기다 ‘구기적-’

‘구깃-’
뭉기다 ‘뭉기적-’

‘뭉깃-’
넓다 ‘넓적-’
절다 ‘절름-’
벌리다 ‘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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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넓다 – 넓적넓적
 
  접미사 ‘-적’은 주로 동사 어간과 결합하여 의태어를 형성하는데 예 (15)처럼 형
용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사, 형용사 어
간과 접미사 ‘-적’이 결합해서 형성되는 의태어는 단일형이 어근의 성격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문장 안에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파생 접미사와 결합하거나 반복형 형
태를 취해야 된다.
 
[‘-읏’]
 
  다음으로 접미사 ‘-읏’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접미사 ‘-읏’은 동사와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여 의태어를 형성한다.
  아래의 예는 모두 동사, 형용사 어간과 접미사 ‘-읏’이 결합한 것들이다. 접미사 
‘-읏’은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어간과도 자주 결합한다. (16), (17)은 모두 형용
사 어간과 접미사 ‘-읏’이 결합한 예들이며 (18)은 동사 어간과 결합한 예다.
 

(16) 검다 - 거뭇거뭇 
     붉다 - 불긋불긋
(17) 느리다 - 느릿느릿 
(18) 기울다 - 기웃기웃
     오글다 - 오긋오긋

 
  위의 예 (16)과 (17)은 형용사 어간과 ‘-읏’이 결합한 예들이며 (18)은 동사 어
간과 ‘-읏’이 결합한 예들인데, (16),(18)처럼 어간이 받침을 동반하는 경우와 
(17)처럼 어간이 받침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결합 후 형태가 다르다. 
  
  다음으로 동사, 형용사 어간에 접미사 ‘-읏’이 결합되어 형성된 의성어, 의태어가 
그 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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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예 (19)는 동사 ‘기울다’와 의태어 ‘기웃기웃’의 뜻풀이다.
 

(19) ㄱ. 기울다 - 비스듬하게 한쪽이 낮아지거나 비뚤어지다. 
                - 마음이나 생각 따위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다.
                - 해나 달 따위가 지다.
 
      ㄴ. 기웃기웃 -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저쪽으로 조금씩
                     자꾸 기울이는 모양.
                   -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슬금슬금 자꾸 넘겨다보
                     는 모양.

 
  의태어 ‘기웃기웃’은 동사 ‘기울다’의 어간 ‘기울-’과 접미사 ‘-읏’이 결합해 형성
된 것이다. 동사 ‘기울다’와 의태어 ‘기웃기웃’의 대조에서 접미사 ‘-읏’이 ‘조금씩 -
하는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예 (20)은 동사 ‘오글다’와 의태어 ‘오긋오긋’의 뜻풀이다.

(20) ㄱ. 오글다 - 물체가 안쪽으로 휘어지다.
      ㄴ. 오긋오긋 - 여럿이 다 안으로 조금 오그라진 듯한 모양. 

 
  동사 ‘오글다’와 의태어 ‘오긋오긋’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접미사 ‘-읏’이 ‘조금 
-한 모양’이라는 뜻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다른 예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래의 예 (21)은 형용사 ‘거뭇하다’와 ‘불긋하다’의 뜻풀이다.
 

(21) ㄱ. 거뭇하다 - 빛깔이 조금 검은 듯하다.
      ㄴ. 불긋하다 - 조금 붉다.

 
  예 (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접미사 ‘-읏’은 ‘조금 -한 모양’이라는 뜻을 더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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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박동근(1991:58)은 접미사 ‘-적’과 ‘-읏’의 차이는 ‘동작성’과 ‘상태성’의 차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적’이 ‘동작성’ 자질을 가지며 ‘-읏’이 ‘상태성’ 
자질을 가진다면 의태어를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와의 결합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즉 ‘-적’과 결합해 형성된 의태어에 ‘동작성’ 자질이 부여된다면 접미사 ‘-거리-’, 
‘-대-’와 결합할 것이며 ‘-읏’과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의태어에 ‘상태성’ 자질이 
생긴다면 접미사 ‘-하-’와 결합할 것이다.4)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구
기적거리다’, ‘구깃거리다’는 모두 ‘-거리-’와 결합하고 있다. 즉 어근 형성 접미사 
‘-적-’과 ‘-읏-’의 차이는 반드시 ‘동작성’과 ‘상태성’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접미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래의 예문은 각각 ‘구기적거리다’와 ‘구
깃거리다’의 사전 뜻풀이다.
 

 (22) ㄱ. 구기적거리다 -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구기다.
      ㄴ. 구깃거리다 - 구김살이 생기게 함부로 자꾸 구기다.

 
  ‘구기적거리다’는 ‘자꾸 구기는 동작’을 나타내며 ‘구깃거리다’는 ‘함부로 자꾸 구
기는 동작’을 나타낸다. 
  한편 접미사 ‘-적’과 ‘-읏’이 ‘자꾸’라는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접미사 ‘-거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은 ‘구기적구기적’과 ‘구깃구깃’의 사전 뜻풀이이다.
  

(23) ㄱ. 구기적구기적 - 구김살이 생기게 잇따라 구기는 모양.
      ㄴ. 구깃구깃 -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함부로 구기는 모양.

  

4)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접미사 ‘-거리-’, ‘- -’는 ‘동작성’ 자질을 가진 
의태어와 결합하고 ‘-하-’는 상태성 자질을 가진 의태어와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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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뜻풀이에서도 ‘잇따라’와 ‘자꾸’5)라는 말이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꾸’라는 뜻은 ‘-거리-’나 반복형 형태에 의해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는 ‘뭉기적거리다’와 ‘뭉깃거리다’의 사전 뜻풀이이다.
 

(24) ㄱ. 뭉기적거리다 - 앉은 자리에서 움질움질 자꾸 비비대며 움직인다.
                      - 일을 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자꾸
                        꽤 굼뜨게 뭉개다.
     ㄴ. 뭉깃거리다 - 제자리에서 뭉개듯이 자꾸 꽤 느리게 움직인다.

  
  위의 예문에서는 ‘뭉깃거리다’가 ‘자꾸 꽤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읏’이 들어간 의태어 어근은 정
확히 어떤 뜻을 더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일정한 의
미가 더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음’]
 
  마지막으로 접미사 ‘-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접미사 ‘-음’은 주로 동사와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여 의태어를 형성하는 접미사이
다. 아래의 (25)와 (26)은 모두 접미사 ‘-음’이 동사 어간과 결합한 예이며 (27)은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 예이다. 아래의 예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접미사 ‘-음’은 
받침 자리에 ‘ㄹ’을 동반하는 어간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예들과 같이 ‘ㄹ’을 동반하는 어간과 결합하여 두 번째 음절에서 ‘-름’이 되는 경우
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25) 절다 – 절름절름
5) 둘 다 동작의 ‘반복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으로 간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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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벌리다 – 벌름벌름
(27) 떫다 – 떠름떠름

 
  그러나 이와 같이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의 결합으로 의태어가 형
성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접미사 ‘-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아래의 예문들은 각각 동사 ‘절다’와 형용사 ‘떫다’가 접미사 ‘-음’과 결합해 의태
어를 형성했을 때 형성되는 어근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다.
 

(28) ㄱ. 절다 -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쳐서 걸을 때에 몸을 한쪽으로 
                기우뚱거리다.
     ㄴ. 절름절름 -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하다.
(29) ㄱ. 떫다 - 설익은 감의 맛처럼 거세고 텁텁한 맛이 있다.
      ㄴ. 떠름하다 - 맛이 조금 떫다.

 
  위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접미사 ‘-음’과 결합 후 형성된 의태어들은 둘 
다 ‘조금 -하는 모양’이라는 뜻이 부여되고 있다. 즉, ‘-읏’과 마찬가지로 접미사 
‘-음’도 원래 어간에 ‘조금’이라는 뜻을 추가해 어근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근 형성 접미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접미사 ‘-읏’, ‘-음’ 양쪽과 결합하는 어간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접미사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으며 접미사 ‘-적’의 역
할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어간과 어근 형성 접
미사와의 결합에서 의태어가 형성되는 일이 매우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바가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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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사, 형용사 어간과 영접사가 결합한 형태
 
  이은아(2001)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중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서 파생된 영파
생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6) 아래의 (30)은 이은아(2001)가 제시한 동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 예들이며 (31)은 형용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의 예들이다.7) 
 

(30) 동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

 
(31) 형용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성어, 의태어

6) 이 현상에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은아(2001)이 제시한 ‘영파생’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어간 반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7) 영파생과 의성어, 의태어 관계에 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나 본고에서는 영파생에 해 
간단하게 언급하기 위해 이은아(2001)을 참고하였다.

까불다 까불까불
구불다 구불구불
더듬다 더듬더듬
뒹굴다 뒹굴뒹굴
부풀다 부풀부풀
헝클다 헝클헝클
흔들다 흔들흔들
시들다 시들시들
설레다 설레설레

거칠다 거칠거칠
둥글다 둥글둥글
보풀다 보풀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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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동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로는 ‘까불다’→
‘까불까불’, ‘더듬다’→‘더듬더듬’ 등을 들 수 있으며 형용사 어간에서 파생된 의태어
로는 ‘거칠다’→‘거칠거칠’, ‘둥글다’→‘둥글둥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 의성어, 의태어의 내적 구조
  ㄱ.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의성어, 의태어 

- 일음절 형태: 쾅, 뚝
- 일음절 반복형: 낄낄, 활활
- 이음절 형태: 개굴, 반짝
- 이음절 반복형: 간댕간댕, 헐떡헐떡

  ㄴ. 동사, 형용사 어간과 어근 형성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
– 주로 동사 어간과 결합하는 ‘-적’: 뭉기적뭉기적, 넓적넓적
- 주로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는 ‘-읏’: 거뭇거뭇, 오긋오긋
- 동사,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는 ‘-음’: 절름절름, 떠름떠름

  ㄷ. 동사, 형용사 어간과 영접사가 결합한 형태
- 동사 어간에서 영파생된 의태어: 까불다 → 까불까불, 더듬다 → 더듬더듬
- 형용사 어간에서 영파생된 의태어: 거칠다 → 거칠거칠, 둥글다 → 둥글둥글

  

삐뚤다 삐뚤삐뚤
비뚤다 비뚤비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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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성어, 의태어가 참여한 파생어, 합성어의 형성과 그 특성

  이 장에서는 의성어, 의태어가 참여한 파생어, 합성어의 형성과 그 특성을 고찰하
는데 먼저 의성어, 의태어의 파생어 형성과 관련해 의성어, 의태어를 유형별로 나누
어 어떤 경우에 파생어가 형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3.1. 파생어의 형성과 특성

3.1.1. 파생어의 형성
 
 1) 일음절 또는 일음절 반복형의 의성어, 의태어
 
  아래의 (1), (2)는 각각 한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일음절 의성어, 의태어가 접미사
와 결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면 이들이 접미사와의 결합 형
태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음절 의성어, 의태어는 어근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1) 쾅, 쨍: *{‘-거리-’, ‘-대-’, ‘-이-’, ‘-하-’}
(2) 뚝, 쫙: *{‘-거리-’, ‘-대-’, ‘-이-’, ‘-하-’}

 
  아래의 예 (3)과 (4)는 한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일음절 반복형 형태를 취하는 의
성어, 의태어와 접미사와의 결합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8) 
 

(3) 낄낄, 졸졸: ‘-거리-’ ‘-대-’와 결합 가능함.
(4) 활활, 곰곰: *{’-거리-’, ‘-대-’, ‘-이-’, ‘-하-’}

8) ‘일음절 반복형 형태를 지닌 의성어와 의태어’는 첫째와 둘째 음절 형태가 같은 형태이
다. 이 ‘일음절 반복형 형태를 지니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반짝’이나 ‘콜록’과 같은 첫째
와 둘째 음절 형태가 다른 이음절 의성어, 의태어와 구별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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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능글맞게 낄낄거리다. /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낄낄대고 
    웃었다.
(6) 부채를 들어 활활 허공에서 부쳐 대며 을생은 한숨을 쉬었다. 

 
  예 (3)의 의성어들은 (5)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접미사 ‘-거리-’, ‘-대-’와 결
합하지만 (4)의 의태어는 접미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음절 반복형 의태어인 ‘활활’은 문장에서 부사어로만 쓰이고 있다. 즉 음절 형태가 
같은 일음절 반복형의 경우, 의성어는 어근의 역할을 하지만 의태어는 어근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것이다. 
 
 2) 이음절 또는 이음절 반복형 의성어, 의태어
 
  아래의 예 (7)과 (8)은 각각 이음절 반복형 의태어 ‘설 설 ’과 ‘헐 헐 ’이 단
일형 ‘설 ’, ‘헐 ’과 반복형일 때 각각 어근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이
다.
 

(7) 설 설  - 반복형: ‘-하-’와 결합 가능함.
                단일형: ‘-거리-’, ‘-대-’, ‘-이-’와 결합 가능함.
(8) 헐 헐  - 반복형: ‘-하-’와 결합 가능함.
                단일형: ‘-거리-’, ‘-대-’, ‘-이-’와 결합 가능함.

  
  위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음절 반복형 의태어는 반복형이든 단일형이든 
모두 접미사와 결합하고 있다. 즉 이음절 반복형 의태어는 그것이 어떤 형태든 어근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9)와 (10)은 둘 다 첫째와 둘째 음절이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진 이음절 
의성어이다.
  

(9) 개굴: *{‘-거리-‘, ‘-대-’,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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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콜록: ‘-거리-’, ‘-대-’와 결합 가능함.
  
  ‘개굴’과 ‘콜록’은 둘 다 의성어이지만, (10)의 ‘콜록’은 접미사와 결합하고 (9)의 
‘개굴’은 접미사와 결합하지 않는다.9) 이는 ‘콜록’이 어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
으나 ‘개굴’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아래에서 이 현상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의 예 (11)~(13)은 각각 유정물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11) 개굴개굴- *개굴
(12) 따옥따옥 – *따옥
(13) 꿀꿀 – *꿀

  
  앞서 일음절 의성어는 어근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어근이 되려면 반드시 일음절 
반복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11)의 ‘개굴개굴’처럼 이음절 반복형 의성
어 중에는 단일형 형태(‘개굴’)가 부사어의 성격도 어근의 성격도 가질 수 없는 경
우가 있다. 
  아래의 (14)는 (11)의 ‘개굴개굴’과 마찬가지로 이음절 반복형 형태를 취하는 의
성어다.
  

(14) 찰깍찰깍- 찰깍
(15) 삐걱삐걱

 

9) ‘개굴거리다’, ‘개굴 다’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고는 있으나 본고에서는 보다 정확한 쓰
임새를 연구하기 위해 사전의 해석을 근거로 ‘개굴’이 접미사와 결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다. 아래는 ‘개굴거리다’, ‘개굴 다’가 실제로 사용된 예들이다.

(ㄱ) ‘개굴거리다’ - ‘좀 드실래요?’ ‘소는 음머하고 울지만 개구리는 개굴거려.’ 하
면서 리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책을 집어들고는 조용히 다시 독서모드에 
돌입했다. 

(ㄴ) ‘개굴 다’ - 적당한 크기의 개구리 요괴에게 기댄 채로 연못가에 앉아 개굴
는 개구리 한 마리에게 눈길을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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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와 (15)는 양쪽 다 ‘이음절 반복형 의성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14)
의 ‘찰깍’은 단일형이 부사어와 어근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음절 반복형 의성어가 이처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개굴개굴’이 유
정물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인 데 반해 ‘찰깍찰깍’은 무정물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위의 (11)과 같이 유정물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중에는 접미사와의 결합
에서 강한 제약을 받는 것들이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예 (16), (17), (18)은 모두 동물의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다.
 

(16) 꼬끼오 – *{‘-거리-’, ‘-대-’, ‘-이-’, ‘-하-’}
(17) 뻐꾹 - *{‘-거리-’, ‘-대-’, ‘-이-’, ‘-하-’}

 
  (16)의 ‘꼬끼오’의 경우에는 어떠한 접미사와도 결합하지 못하며 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사어 성격밖에 갖지 않는 의성어이다. (17)의 ‘뻐꾹’은 ‘뻐꾸기’처럼 접
미사 ‘-이’와 결합해서 명사를 형성하긴 하나 ‘-이’ 외에는 다른 어떤 접미사들과도 
결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위의 제시된 의성어들은 일부 어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나 그 기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이긴 하나 의성어 중에서 접미사와의 결합을 통해 여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 (18)은 의성어 ‘딱딱’이 명사, 부사, 동사의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다.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은 있어도 문장 구조 상 
문제가 없다.
 

(18) 딱따기가 딱딱 딱딱거렸다. 
 
  아래의 예는 유정물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지만, 모두 어근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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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꿀꿀거리다
(20) 딱딱거리다

 
  이는 위의 ‘꼬끼오’, ‘꾀꼴’, ‘뻐꾹’ 등의 유정물 의성어가 제약을 받는 것과는 대조
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꿀꿀’이나 ‘딱딱’ 등의 의성어가 일음절 반복형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유정물 의성어 중에서 어근을 형성하
는 것은 일음절 반복형 형태를 취하는 것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 (21)은 동물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의 어근 자격 여부를 나타낸 것이
다.10)
  

(21) 동물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의 어근 자격

  
  (21)에서는 일음절 반복형 의성어는 모든 경우에 접미사와 결합하였으며 모두 어

10) 동물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중에서 일음절 단일형을 취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형태 유정물 의성어 어근의 자격

일음절 반복형

꿀꿀 ○
멍멍 ○
딱딱 ○
깍깍 ○
찍찍 ○
윙윙 ○
캥캥 ○

이음절 단일형

야옹 ○
어흥 ×
음매 ×
꾀꼴 ×
뻐꾹 ×
히힝 ×

이음절 반복형 개굴개굴 ○
다음절 꼬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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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역할을 하였다. 이음절 단일형의 경우, 고양이의 울음소리인 ‘야옹’만이 예외적
으로 접미사와 결합하였으나 다른 예들은 모두 접미사와 결합하지 않아11) 어근으로
서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음절 반복형인 ‘개굴개굴’은 접
미사와 결합하였으나 다음절인 ‘꼬끼오’는 어떤 접미사와도 결합하지 않아 어근의 
성격을 지니지 않았다.
 

3.1.1.1. 파생 동사의 형성 
 
  여기에서는 의태어의 파생어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태어가 동사를 형성할 때에는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 ‘-거리-’, ‘-하-’, ‘-이-’
와 ‘-대-’가 사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위의 네 가지 접미사
가 모두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네 가지 접미사가 모든 경우에 모든 의성어, 의
태어와 결합이 가능한지, 아니면 네 가지 접미사가 각각 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 어떤 정해진 조건 하에서만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합 조건은 무엇인지 하
는 것이다. 
 
 1) 접미사 ‘-거리-’와 ‘-하-’
 
  아래의 (22)와 (23)은 각각 의태어 어근과 접미사 ‘-하-’, ‘-거리-’의 결합관계
를 나타낸 것이다.
 

(22) 의태어 어근과 ‘-하-’의 결합

11) 이러한 예들은 접미사 ‘- -’와도 결합하지 않았다. 접미사와의 결합 여부는 《표준국
어 사전》을 참고로 하였다.

의태어 어근 ‘동작성’ 자질 ‘-하-’와의 결합
‘꾸벅’ + ○

‘흔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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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태어 어근과 ‘-거리-’의 결합

  위의 (22)와 (23)은 의태어가 동사를 형성할 때 접미사 ‘-거리-’, ‘-하-’와 결
합되는 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주 제시되는 표이다. 의태어와 
접미사의 결합관계를 살펴보면 ‘-거리-’도 ‘-하-’도 모두 [+동작성] 자질을 가진 
의태어와 결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모든 의태어가 동사 형성 시에 두 접미
사와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비율적으로 말하자면 접미사 ‘-거리-’가 보다 넓은 범
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태어가 동사를 형성할 때 ‘-거리-’와 
‘-하-’는 어떤 자질에 의해 제약이 생기는 것일까?
  김강출(2003)은 ‘-거리-’는 ‘반복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하-’는 의미 자
질이 비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아(2001)은 접미사 ‘-하-’는 단순

‘더듬-’ + ×
‘중얼-’ + ×
‘두근-’ + ×
‘삐걱-’ + ○
‘구불-’ + ×
‘오돌-’ + ×
‘기웃-’ + ○

의태어 어근 ‘동작성’ 자질 ‘-거리-’와의 결합
‘꾸벅’ + ○

‘흔들-’ + ○
‘더듬-’ + ○
‘중얼-’ + ○
‘두근-’ + ○
‘삐걱-’ + ○
‘구불-’ + ○
‘오돌-’ + ○
‘기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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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형 형태를 지닌 의성어, 의태어와 결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일형과 결합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가지 주장을 쉽게 설명하자면, ‘-거리-’는 원래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일형과 결합이 가능하고 ‘-하-’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반복형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 (24)와 (25)는 각각 단순반복형과 부분반복형 형태를 지닌 의태어와 
접미사 ‘-거리-’, ‘-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24) 반둥반둥 – 반둥반둥하다, *반둥반둥거리다
(25) 허둥지둥하다 - 허둥지둥거리다

  
  (24)는 의태어가 단순반복형 형태를 취하는 경우인데, 접미사 ‘-거리-’, ‘-하-’
와의 결합관계를 살펴보면 반복형 형태를 지닌 의태어는 접미사 ‘-하-’와만 결합이 
가능하며 의태어가 단일형인 경우에는 ‘반복성’ 자질을 가진 접미사 ‘-거리-’와의 
결합만이 가능하다.
  반면 예 (25)의 부분반복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전 상으로는 접미사 ‘-거리-’와
만 결합되고 있다.12)
  물론 이러한 규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 (26)은 의태
어가 단일형 형태를 취하는 경우인데 의태어 ‘중얼-’에 접미사 ‘-거리-’는 결합이 
가능한 데 반해 ‘-하-’는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예 (27)의 
‘꾸벅’은 단일형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접미사와 모두 결합되고 있다.
 

(26) 중얼거리다 / *중얼하다
(27) 꾸벅거리다 / 꾸벅하다

 

12) 이러한 논의는 사전을 참고로 한 것이며 의태어 ‘허둥지둥’의 경우 ‘허둥지둥거리다’는 
‘허둥지둥거리다’가 회화 상으로는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문법적
인 쓰임새를 따르는 사전을 참고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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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처럼 단일형과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얼중얼하다’와 같이 의태어
가 반복형으로 바뀌면 ‘-하-’와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아래 표 (28)을 통해 그 조
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28)은 접미사 ‘-하-’와 결합이 가능한 의태어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
교한 것이다.
 

(28) 

  ‘중얼-’의 경우, ‘계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한 번의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접미사 ‘-하-’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중얼중얼하다’처럼 반복형 형태를 취해
야 된다. 반면 ‘꾸벅-’은 계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며 ‘반복성’ 자질도 
지니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꾸벅하다’는 고개를 한번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며 
‘꾸벅꾸벅하다’는 여러 번 움직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접미사 ‘-거리-’는 ‘-하-’보다 그 활용이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리-’는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작
성’ 자질을 가진 모든 단일형과 결합이 가능하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태
어 단일형과 접미사 ‘-거리-’가 결합되는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를 지니든 간에 
결합 후에는 반드시 ‘반복성’ 자질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어근 ‘중얼-’은 원래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형 형태를 취할 때는 반드시 ‘-거리-’와 
결합해야 하며 결합 후에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상태’, 즉 ‘반복성’ 자질을 지니게 되

의태어 어근 ‘반복성’ 자질 ‘-거리-’와의 결합 ‘-하-’와의 결합
‘중얼-’ [+반복성] ○ ×
‘꾸벅-’ [-반복성] ○ ○
‘더듬-’ [+반복성] ○ ×
‘구불-’ [+반복성] ○ ×
‘두근-’ [+반복성] ○ ×
‘갸웃-’ [-반복성] ○ ○
‘으쓱-’ [-반복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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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어근 ‘중얼-’과는 달리 반복성을 지니지 않는 의태어 ‘꾸벅’의 경우 ‘-거리-’
와 결합하면 고개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 ‘반복성’ 자질이 생기며 접
미사 ‘-하-’와 결합하면 고개를 ‘한 번 움직이는 상태’, 즉 ‘단일성’ 자질을 가지게 
된다.
  아래의 예 (29)와 (30)은 각각 어근 ‘중얼-’과 접미사 ‘-거리-’, ‘-하-’가 결합
된 예들이다.
 

(29) 중얼거리다 -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자꾸 하다.13)
(30) 중얼중얼하다 -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고 낮은 목소리로 자꾸 
                     혼잣말을 하다.14)

 
  위의 예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접미사 ‘-거리-’는 단일형인 ‘중얼-’과만 결
합이 가능하며15) 접미사 ‘-하-’는 반복형인 ‘중얼중얼’과만 결합된다. 이는 어근 
‘중얼-’이 원래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거
는 예 (29)의 뜻풀이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 (29)에서 어근 ‘중얼-’이 단일형인에도 뜻풀이에는 ‘자꾸’라는 부사가 사용되
고 있어 ‘중얼거리다’가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는 의성어 ‘중얼-’이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접미사 ‘-거리-’가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 (30)의 ‘중얼중얼하다’의 뜻풀이에 ‘반복성’을 나타내는 ‘자꾸’라는 부사가 

13) 아래는 ‘중얼거리다’의 예문이다.
- 혼잣말을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다.
- 그는 영어 단어를 중얼거리며 외웠다.
- 그는 기분이 상했는지 돌아서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14) 아래는 ‘중얼중얼하다’의 예문이다.
- 군소리를 중얼중얼하다.
- 점쟁이가 주문을 중얼중얼하며 산통을 흔들고 있다.
- 혼자 무슨 소리를 그렇게 중얼중얼하니? 

15) 물론 일상생활에서 ‘중얼중얼거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본고에서는 
보다 정확한 쓰임새를 고찰하기 위해 ≪표준국어 사전≫을 참고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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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고 있는 것은 접미사 ‘-하-’가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일
형 형태 어근 ‘중얼-’이 반복형 형태를 지니면서 얻게 된 반복성 자질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생각해 보면, 접미사 ‘-하-’는 ‘-거리-’와 달리 ‘반복성’ 자
질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 (31)~(33)은 의태어 ‘꾸벅’과 접미사 ‘-거리-’와 ‘-하-’의 결합관계
를 나타낸 것이다.
 

(31) 꾸벅거리다 - 머리나 몸을 자꾸 앞으로 많이 숙였다가 들다.16)
(32) 꾸벅하다 - 머리나 몸을 앞으로 많이 숙였다가 들다.17)
              -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잠이 들다.
              - 인사를 꾸벅하고 나가다.
(33) 꾸벅꾸벅하다: 머리나 몸을 앞으로 자꾸 많이 숙였다가 들다.18)

 
  예 (31)은 의태어 ‘꾸벅’과 접미사 ‘-거리-’가 결합된 것인데, 의태어 ‘꾸벅’이 단
일형인데도 뜻풀이를 보면 ‘반복성’ 자질을 나타내는 ‘자꾸’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
는 접미사 ‘-거리-’가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19)
  반면 예 (32)는 의태어 ‘꾸벅’과 접미사 ‘-하-’가 결합된 것인데, 사전 뜻풀이에
는 ‘많이’라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부사 ‘많이’는 ‘반복성’이 아니
라 ‘정도의 심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6) 아래는 ‘꾸벅거리다’의 예문이다.

- 고개를 꾸벅거리며 졸다.
- 그는 코가 땅에 닿게 꾸벅거렸다.
- 문 서방은 김범우의 말뜻을 십분 헤아리며 방아깨비처럼 연거푸 허리를 꾸벅거렸다.

17) 아래는 ‘꾸벅하다’의 예문이다.
- 말을 제 로 못하고 고개만 꾸벅하기가 바쁘다.
- 계숙은 돌아서며 수영의 아버지에게도 꾸벅하고 인사를 하였다.
- 문을 열고 내다보니, 중식이 뒤에는 방 선생이 우두커니 섰다가 모자에 손을 며 꾸

벅한다. 
18) 아래는 ‘꾸벅꾸벅하다’의 예문이다.

- 그 청년은 마을 어른들을 만나면 언제나 인사를 꾸벅꾸벅한다.
- 나른한 봄날 오후라 그런지 학생들이 닭 졸듯이 꾸벅꾸벅하며 졸고 있다.

19) 박동근(1994:15)은 접미사 ‘-거리-’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 자체
로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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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3)은 의태어 ‘꾸벅’이 단순반복형 형태를 취하는 경우이며 이때 ‘꾸벅꾸벅’은 
접미사 ‘-하-’와 결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반복성’ 자질을 가지지 않는 의태어는 반복형일 때 ‘-거리-’가 아니라 ‘-하
-’와 결합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반복성 자질을 가지지 않는 의태어들은 
단일형일 때에 접미사 ‘-거리-’와 결합되고 ‘-하-’와는 결합되지 못했다. 그러나 
위의 ‘꾸벅’의 경우에는 ‘한 번의 동작’과 ‘반복적인 동작’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접미사 ‘-거리-’와 결합되면 ‘반복적인 움직임’을, 접미사 ‘-하-’와 결합되면 ‘한 
번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2) 접미사 ‘-거리-’와 ‘-대-’
 
  다음으로 접미사 ‘-거리-’와 ‘-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의태어 동
사 형성 시에는 ‘-거리-’와 ‘-하-’의 두 가지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의태어 중 ‘-대-’와 결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
다. 
  ‘-대-’의 ‘반복성’ 자질에 대해서는 아래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의 예문은 각각 ‘반복성’ 자질을 갖는 의성어, 의태어와 접미사 ‘-대-’의 결합관계
를 비교한 것이다. 
 

(34) 철수가 머리를 갸우뚱대다. / 철수가 헐떡대고 있다.
(35) 철수가 머리를 한번 *갸우뚱대다. / 철수가 한번 *헐떡대고 있다.

 
  예 (34)는 ‘-대-’와 결합함으로써 반복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35)
처럼 ‘한 번’이라는 말이 들어가 ‘단수’라는 조건이 생기게 되면 접미사 ‘-대-’와 결
합하지 못한다. 즉 접미사 ‘-대-’는 의태어가 ‘반복성’ 자질을 갖는 경우에만 결합
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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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예 (36)과 (37)은 의태어와 접미사 ‘-대-’가 결합한 단어인 ‘갸우뚱대다’
와 ‘헐떡대다’의 사전 뜻풀이이다. 
 

(36) 갸우뚱대다 - 물체가 자꾸 이쪽저쪽으로 갸울어지며 흔들리다.
(37) 헐떡대다 - 숨을 자꾸 가쁘고 거칠게 쉬는 소리를 자꾸 내다.
               - 신 따위가 헐거워서 자꾸 벗겨지다.

 
  예 (36), (37)에서 접미사 ‘-대-’가 포함된 ‘갸우뚱대다’와 ‘헐떡대다’는 둘 다 뜻
풀이에 ‘자꾸’라는 말이 들어가 반복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접미사 ‘-대-’가 ‘-거리-’와 마찬가지로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대-’는 ‘-거리-’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민우(2005)는 아래의 
예 (38)과 (39)처럼 ‘상태 지속적’ 자질을 가진 의태어는 접미사 ‘-거리-’와는 결
합이 가능하지만 ‘-대-’와 결합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38) 속이 느글거리다. / *느글대다.
(39) 바닥이 미끈거리다. / *미끈대다.

  
  예 (38)은 속이 ‘계속’ 느글거리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속적인 상태’를 표
현할 때는 접미사 ‘-대-’는 결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의태어에 ‘지속적인 상태’ 
자질이 있는 경우에는 접미사 ‘-거리-’가 사용되며 의태어에 ‘반복적인 움직임’ 자
질이 있는 경우에는 접미사 ‘-거리-’, ‘-대-’가 둘 다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예 
(39)도 (38)과 마찬가지로 ‘미끈-’은 ‘지속성’ 자질은 있으나 ‘반복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대-’와 결합 시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대-’는 ‘-거리-’와 달리 ‘자발성’ 자질을 갖는다. 김강출(2003:96)에서는 
‘자기의지’가 없는 무정물인 경우 제약이 생긴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래의 예 (40)~(42)는 주체성이 없는 무정물20)이 주어일 때 의태어와 접미사 
20) 여기서 사용된 ‘무정물’이라는 말은 김강출(2003)에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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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대-’가 어떤 결합관계를 보이는지 그 결합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40) 깃발이 바람에 펄럭거렸다. / *펄럭댔다.
(41) 나뭇가지가 흔들거렸다. / *흔들댔다.
(42) 교실이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 북적댄다.

 
  위의 예들은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 접미사 ‘-거리-’와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접미
사 ‘-대-’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접미사 ‘-대-’가 ‘-거
리-’와 달리 ‘자발성’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아래의 예 (43)처
럼 만약에 주어가 무정물인 ‘나뭇가지’가 아니라 자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접미
사 ‘-대-’와 결합이 가능하다.
 

(43) 사람이 흔들거렸다. / 흔들댔다.
 
  한편 예 (42)에서는 주어가 무정물인 데도 접미사 ‘-대-’와 결합하고 있다. 김보
현(1999)는 접미사 ‘-대-’가 ‘-거리-’에 비해 ‘적극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예 (40)와 (41)에서 의태어와 접미사 ‘-대-’가 결합하지 못한 것은 주어가 
무정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가 ‘적극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동근(1994)도 접미사 ‘-거리-’와 ‘-대-’의 두 가지 접
미사는 그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거리-’와 ‘-대-’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강출
(2003)에서는 ‘-거리-’와 ‘-대-’의 차이를 ‘정도의 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4) 낄낄거리다, 흔들흔들거리다
(45) 낄낄대다, 흔들흔들대다

 
  위의 예 (44)와 (45)에서 의성어, 의태어와 접미사 ‘-거리-’와 ‘-대-’가 결합해
서 동사를 형성하고 있다. 예 (44)와 (45)를 비교하면 약간의 느낌 차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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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출(2003)은 ‘-거리-’와 결합한 의태어가 더 약한 느낌을 주고 ‘-대-’와 결합
한 의태어가 강한 느낌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21) 
  그러나 접미사 ‘-대-’가 갖는 성격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 
(46), (47)에서는 접미사 ‘-거리-’와 ‘-대-’가 들어간 문장이 모두 성립되고 있다.
 

(46) 우물거리다, 우물대다
(47) 찝쩍거리다, 찝쩍대다

 
  그러나 접미사 ‘-거리-’와 결합한 의성어, 의태어가 중립적인 느낌을 주는 데 반
해 ‘-대-’와 결합한 경우 그 느낌은 보다 부정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 (47)의 ‘찝쩍-’의 경우 ‘-거리-’와 ‘-대-’가 둘 다 결합이 가능하지만 어근
자체가 원래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와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박동근(1994:19)는 ‘-대-’가 ‘-거리-’에 비해 부정적이고 ‘정도가 심함’의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고 있다.22)
  이처럼 접미사 ‘-거리-’와 ‘-대-’는 둘 다 ‘반복성’ 자질을 갖는 의성어, 의태어
와 결합하지만 구체적인 쓰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ㄱ)  접미사 ‘-거리-’는 어근이 ‘반복성’, 혹은 ‘지속성’ 자질을 가지고 있
으면 어근 성격과 상관없이 ‘-대-’보다 더 자유롭게 결합한다.

(ㄴ)  접미사 ‘-대-’는 ‘-거리-’보다 더 ‘정도가 심함’ 자질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의태어 성격이 중립적인 경우에는 보다 강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가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
다. 

(ㄷ)  의태어가 원래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접미사 ‘-거리
-’보다 ‘-대-’와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다.

21) 물론 사전에 ‘강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

22) 이와 관련해 안인숙(2007)도 ‘정도의 심함’을 ‘강세성’이라고 부르면서 ‘-거리-’와 ‘-
-’는 ‘강세성’ 자질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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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48) ‘-거리-’와 ‘-대-’의 비교

 
 3) 접미사 ‘-이-’
 
  이제 의태어와 접미사 ‘-이-’의 결합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의태어와 
접미사 ‘–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바가 많다. 기존 연구에서는 접미사 
‘-이-’가 가지는 제약을 ‘동작성 여부’와 ‘어근의 말음’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즉 의태어 반복형과 접미사 ‘-이-’가 결합되는 경우는 ‘동작성’ 자질이 있고 어근의 
말음이 ‘ㄱ, ㅇ’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태어 말음이 ‘ㄱ, ㅇ’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접미사 ‘-이-’와 결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가 가지
는 제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아래 예 (49)는 의태어 말음이 ‘ㄱ, ㅇ’으로 끝나는 경우이며 예 (50)은 의성어 
말음이 ‘ㄱ, ㅇ’로 끝나는 경우이다. 
  

(49) 출 이다, 울먹이다, 들썩이다
(50) *부릉이다, *드르 이다

 
  예 (49)의 경우에는 모두 접미사 ‘-이-’와 결합이 가능하다. 반면 예 (50)처럼 
말음이 ‘ㄱ, ㅇ’으로 끝난 의성어의 경우에는 접미사 ‘-이-’와 결합할 수 없는 예도 
있다. 
  한편 위의 위에서 제시된 의태어들도 반복형이 되면 접미사 ‘-이-’와의 결합이 

　 ‘반복성’ 자질 ‘정도의 심함’ 자질 느낌
‘-거리-' ○ 보통 중립적
‘-대-’ ○ 강함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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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진다. 아래 예처럼 ‘동작성’ 자질과 ‘말음 ㄱ, ㅇ’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
두 충족시키고 있더라도 의태어가 반복형 형태를 취하는 경우 ‘-이-’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51) 출 출 거리다, 출 출 대다, *출 출 이다
(52) 울먹울먹거리다, 울먹울먹대다, *울먹울먹이다

 
  위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이-’와 결합이 가능했던 의태어도 반복형
이 되면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에서 접미사 ‘-이-’는 ‘동작성’ 자질과 ‘말
음 ㄱ, ㅇ’ 이라는 제약 외에도 의태어의 형태가 단일형이어야 된다는 제약을 갖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채 완(2002:130)에서는 접미사 ‘-이-’가 반복형
인 선행어와는 결합하지 않고 단독형에만 연결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안인숙
(2007:31)에서도 접미사 ‘-이-’가 ‘-거리-’, ‘-대-’와 ‘반복성’ 자질에 의해 구별
된다고 주장하였다.23)
  아래의 예 (53)~(55)는 의태어 ‘출 -’이 각각 다른 접미사와 결합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한 것이다.24)
 

(53) 출 하다 - 물 따위가 큰 물결을 이루며 한 번 흔들리다.
               - 가슴이 설레다.
(54) 출 이다 - 물 따위가 큰 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다.
               - 번화하게 넘쳐 나다.
               - 마음이 설레다.
(55) 출 거리다 - 물 따위가 큰 물결을 이루며 자꾸 흔들리다.
                 - 몹시 번화하게 넘쳐 나다.

23) 그 근거로 문장에 ‘한 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리-’, ‘- -’, ‘-이-’의 세 가지 
접미사 중에서 접미사 ‘-이-’만 결합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접미사 ‘-하-’와 ‘-이
-’의 차이로는 ‘계속성’ 자질에 해 언급하면서 접미사 ‘-이-’가 ‘-하-’와는 달리 ‘계속
성’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2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미사 ‘-이-’는 반복형과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일형 형태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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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이 몹시 설레다.
 
  예 (53)은 의태어 ‘출 -’과 접미사 ‘-하-’가 결합한 경우이며, 예 (54)는 접미
사 ‘-이-’가 결합한 경우, 그리고 예 (55)는 접미사 ‘-거리-’가 결합한 경우이다. 
앞서 접미사 ‘-거리-’는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접미사 ‘-하-’는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의태어 ‘출 -’과 접미사 ‘-
하-’가 결합하는 예 (53)의 뜻풀이에는 ‘한 번’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마찬가지로 
예 (55)에서 ‘출 거리다’가 ‘자꾸 흔들린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도 접미
사 ‘-거리-’가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예 (54)의 ‘출 이다’의 경우, 뜻풀이에 ‘한 번’이라는 단어도, ‘자꾸’라는 단
어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접미사 ‘-이-’가 다른 접미사 ‘-거리-’나 ‘-하-’
와 비교하였을 때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접미사 ‘-이-’에 
대해 박동근(1994:20)에서는 접미사 ‘-거리-’가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반해 ‘-이-’는 ‘1회성’이나 ‘반복’의 의미로 해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출 거리다’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뜻풀이에는 ‘몹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출 하다’나 ‘출 이다’와는 ‘정도의 심함’ 자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앞서 접미사 ‘-거리-’와 ‘-대-’를 비교했을 때 접미사 ‘-대-’가 ‘정
도의 심함’ 자질을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위의 세 가지 예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접미사 ‘-거리-’는 접미사 ‘-하-’나 ‘-이-’보다 ‘정도의 심함’ 자질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안인숙(2007:33)에서는 ‘-이-’의 ‘정도의 심함’에 대해 접
미사 ‘-거리-’, ‘-대-’가 ‘정도의 심함’ 자질이 있는데 반해 ‘-이-’는 그러한 자질
이 없다고 주장하였다.25)
  아래의 예 (56)과 (57)은 각각 의태어 ‘출 -’과 접미사 ‘-대-’와 ‘-하-’가 결
합한 것이다.
 

(56) 출 대다 - 물 따위가 큰 물결을 이루며 자꾸 흔들리다. 
25) 이때 안인숙(2007)에서는 ‘정도의 심함’ 신에 ‘강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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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몹시 번화하게 넘쳐 나다.
               - 가슴이 몹시 설레다.
(57) 출 출 하다 - 물 따위가 자꾸 큰 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다. 
                   - 매우 번화하게 넘쳐 나다.
                   - 몹시 가슴이 설레다.

 
  예 (56)의 뜻풀이를 보면 사전 상으로는 ‘-거리-’와 같다고 나와 있으나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거리-’와 ‘-대-’는 그 쓰임뿐만 아니라 느낌상의 차이가 있다. 
위에서 ‘출 대다’가 ‘출 거리다’와 같다고 나오는 것은 두 접미사를 구별하는 자질
들이 상당히 감각적인 것들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예 (57)은 반복형 형태를 취하는 ‘출 -’과 접미사 ‘-하-’가 결합한 것이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는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
복성’ 자질을 가지지 않는 의태어의 단일형과 결합해서 ‘한 번의 움직임’을 나타낸
다. 예 (57)에서는 ‘반복성’ 자질을 갖지 않는 것이 반복형 형태를 취함으로써 반복
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뜻풀이에도 ‘자꾸’라는 말이 나와 있다. 또한 
‘몹시’, ‘매우’ 등 ‘정도의 심함’을 뜻하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접미사 ‘-거리-’나 ‘-하-’는 ‘동작성’ 자질을 가지는 의태어와 
결합하기 때문에 의성어와는 결합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일부 의
성어는 ‘동작성’ 자질을 가지고 있어 ‘-거리-’, ‘-하-’ 등의 접미사와 결합할 수 있
다.
  이민우(2005:66)에서는 소리를 나타내는 상징부사류가 동작을 연상시키는 경우는 
‘움직임’ 부류의 상징부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의성어를 소리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의태어를 ‘시작과 끝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의
성어와 의태어를 각각 ‘소리 부류’와 ‘움직임 부류’의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움직임과 관련된 ‘소리’를 나타내는 ‘콜록’과 같은 상징부사는 ‘-거리-’나 ‘-대-’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으나 순수하게 ‘소리’만을 나타내는 ‘쿵’과 같은 부류는 ‘-
거리-’, ‘-대-’, ‘-이-’, ‘-하-’의 어떤 것과도 결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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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8)과 (59)는 모두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58) *쿵거리다
(59) 콜록거리다

 
  예 (58)의 ‘쿵’은 접미사 ‘-거리-’와 결합하지 못하지만 예 (59)의 ‘콜록’은 ‘-거
리-’와 결합해도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 (58)의 ‘쿵’
은 그 자체로는 소리를 연상케 하는 데 반해 예 (59)의 ‘콜록’은 그것만으로도 ‘기
침을 하는 움직임’이 바로 연상되기 때문에 접미사 ‘-거리-’와 결합이 가능한 것이
다. 
  아래의 예 (60)과 (61)은 둘 다 ‘콜록’과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의 사전 뜻풀이를 
확인한 것이다.
 

(60) 콜록하다 - 감기나 천식 따위로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기침 소리를 
                 내다.
(61) 콜록거리다 - 감기나 천식 따위로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기침 소리를 
                   잇따라 내다.                             

 
  예 (60)은 의성어 ‘콜록’과 접미사 ‘-하-’가 결합한 경우이며 예 (61)은 의성어 
‘콜록’과 접미사 ‘-거리-’가 결합한 경우의 뜻풀이다. 예 (60)과 (61)을 비교해 보
면 예 (61)에는 ‘잇따라’라는 부사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
서 동사 형성 과정에서도 설명했듯이 접미사 ‘-하-’가 ‘한 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데 반해 예 (61)의 ‘-거리-’가 여러 번 움직이는 ‘반복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의태어는 동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네 가지 접미사 ‘-거리-’, ‘-하
-’, ‘-대-’, ‘-이-’와 결합하는데 ‘반복성’ 자질에 의해 접미사 ‘-거리-’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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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뉘며 유정물과 무정물, 그리고 ‘정도의 심함’에 의해 접미사 ‘-거리-’와 ‘-대
-’가 나뉜다. 
 

3.1.1.2. 파생 형용사의 형성
 
  앞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동사 형성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한
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형용사를 형성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며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62)는 의성어, 의태어와 접미사 ‘-거리-’, ‘-하-’의 결합관계를 비교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리-’와 ‘-하-’는 모두 의성어, 의태어와 결합
해서 동사를 형성한다. 
 
(62)

  
  아래의 예는 의태어 어근 ‘더듬-’과 파생접미사 ‘-거리-’, ‘-하-’의 결합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63) 더듬더듬하다 - 무엇을 찾거나 알아보려고 손으로 자꾸 이리저리 만지다.

의태어 어근 동작성 자질 ‘-하-’와의 결합 ‘-거리-’와의 결합
가득- [-동작성] ○ ×
흔들- [+동작성] × ○
더듬- [+동작성] × ○
소곤- [+동작성] × ○
두근- [+동작성] × ○
어슬- [-동작성] ○ ×
구불- [+동작성] × ○
오돌- [+동작성] × ○
기웃- [+동작성], [-동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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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이리저리로 자꾸 짐작하여 찾다.
                   - 기억이 뚜렷하지 아니한 일을 이리저리로 생각해 보다.
(64) 기웃하다 -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한쪽으로 조금 기울이다.

 
  의태어 어근 ‘더듬-’의 경우, 접미사 ‘-하-’는 반복형인 ‘더듬더듬’과만 결합이 
가능한데, 이는 예 (63)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더듬더듬’이 ‘자꾸 이리저리’ 움
직이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예 
(64)의 ‘기웃-’의 경우, ‘고개나 몸 따위를 조금 기울이’는 ‘지속적이지 않는 움직임’
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일형인 경우에도 ‘-하-’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예 (63)의 ‘-하-’는 동사를 형상하는 접미사 ‘-하-’이며 예 (64)의 ‘-
하-’는 형용사를 형성하는 ‘-하-’인 것이다.
  아래의 예 (65)~(67)은 동작성이 없는 의태어와 접미사 ‘-하-’가 결합해서 형용
사를 형성하는 예들이다.
 

(65) 가득하다, 가득가득하다
(66) 갸름하다, 갸름갸름하다
(67) 어슬하다, 어슬어슬하다

 
  접미사 ‘-하-’는 이처럼 동작성이 없는 의태어와 결합해서 형용사를 형성하는데, 
‘-하-’와 의태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형용사는 단일형, 반복형 모두 존재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단어의 단일형과 반복형을 각각 비교해 보면 모두 
뜻이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 
  아래의 예는 의태어 어근 ‘가득-’의 단일형과 반복형이 파생접미사 ‘-하-’와 결
합한 것들이다.
 

(68) 가득하다 - 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꽉 찬 상태에 있다.
               - 빈 데가 없을 만큼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많다.
               - 냄새나 빛 따위가 공간에 널리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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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가득가득하다 - 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여럿이 
                    다 또는 매우 꽉 찬 상태에 있다.
                   - 여럿이 다 빈 데가 없을 만큼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매우 많다.
                   - 냄새나 빛 따위가 공간에 매우 널리 퍼져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형용사 ‘가득하다’는 ‘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
위나 한도에 꽉 찬 상태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반해 ‘가득가득하다’는 ‘분량 수효 따
위가 어떤 범위 한도에 여럿이 다 또는 매우 꽉 찬 상태에 있다.’로 나온다. 언뜻 보
면 같은 뜻을 가진 단어처럼 보이지만, 단일형 ‘가득하다’는 한 가지의 사물이 꽉 찬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른 예를 봐도 마찬가지다. 즉 단순히 상태를 
나타내는 의성어, 의태어라 하더라도 반복형이 되면 ‘복수’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
  실제로 박동근(1999:384)에서는 의성어, 의태어가 반복형을 취하여 대상어가 복
수의 개체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70) ㄱ. 사과들이 나무에 주 주  매달려 있다.
     ㄴ. 가시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다.

 
  박동근(1999)는 ‘주 주 ’이 여러 개의 열매가 나무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고 ‘삐
죽삐죽’은 가시가 여기저기에 돋아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박동근(1999)에서는 이와 더불어 의성어, 의태어 반복형이 ‘상태 지속’의 의
미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71) ㄱ. 숨이 보들보들하다.
     ㄴ. 물이 꽁꽁 얼었다.

 
  박동근(1999:385)에서는 반복형이 상태지속의 의미를 갖는 의성어, 의태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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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형26)이 자립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했다.
  아래의 예 (72)~(74)는 각각 의태어 형용사의 반복형을 비교한 것이다. 

(72) 추수가 끝난 후에는 집집마다 마당에 곡식 더미가 가득가득했다.
(73) 집안에는 꽃향기로 가득했다. 
(74) 어슬어슬한 무렵.

  앞서 상태동사인 의태어는 반복형이 되었을 때 ‘복수’의 뜻을 가지게 됨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모든 상태동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셀 
수 있는 사물이 올 수 있는 의태어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위의 예 (74)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가득가득-’이나 ‘갸름갸름-’과 달리 ‘어슬어슬-’의 경우 주어에 
셀 수 있는 사물이 오지 않는다. 
  아래의 예 (75), (76)은 의태어 ‘가득-’의 단일형과 반복형을 비교한 것이다.

(75) 집안에는 꽃향기로 가득했다.
(76) 집안에는 꽃향기로 가득가득했다.

  위의 예 (75)와 (76)을 비교해 보면 ‘정성, 향기’ 등 셀 수 없는 추상명사가 주어
가 되었을 때 예 (76)의 ‘가득가득하다’는 단일형 ‘가득하다’보다 약간 어기가 강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태어 반복형이 ‘강조’의 뜻을 가지게 되지
만, 위의 예 (72)처럼 ‘방, 교실’ 등 셀 수 있는 사물이 주어가 되었을 경우에는 ‘강
조’가 아니라 ‘복수’의 뜻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동근(1999)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반복형이 ‘강조’의 의미를 갖
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77) ㄱ. 항아리에 물을 가득 – 가득가득 부었다.
      ㄴ. 빨래를 푹 – 푹푹 삶다.

26) 박동근(1999)에서는 단일형을 ‘단순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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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의 ‘가득’에 대해 그 반복형 ‘가득가득’은 ‘아주 가득하게’라는 의미를 가지며 
(ㄴ)의 ‘푹푹’은 ‘매우 심하게 삼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복형이 ‘강조’의 의미
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27)
  한편 채 완(1993)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단일형과 반복형28) 형태 비교를 통해 
단일형과 반복형의 형태적 차이와 표현적 효과를 밝힌 바 있다.
 

(78) ㄱ. 순이는 친구들과 {*도란 –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웠다.
      ㄴ. 철수는 나무를 하며 {*흥얼 –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 다.
      ㄷ. 순이는 침을 {꿀꺽 – 꿀꺽꿀꺽} 삼켰다.

 
  채 완(1993:63)에서는 위의 예문과 같이 동사 자체가 순간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성어, 의태어도 반복형만이 쓰인다고 주
장하였다. 즉 의성어, 의태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동사와 밀접하게 호응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 (ㄷ)과 같이 일회적, 순간적인 행위이면서 
반복적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단일형과 반복형이 모두 허용된다.
 

(79) ㄱ. 철수는 순이와 소식을 {딱 - *딱딱} 끊었다.
      ㄴ.  그는 마침내 숨이 {뚝 - *뚝뚝} 끊어지며 세상을 하직했다.

 
  그러나 예 (79)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의 의미 자질에 의해 단일형과 반복형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채 완(1993:64)에서는 동사가 일회적, 순간적 행위이면서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의미일 때는 단일형이 선택되고 반복이 가능한 문맥일 때는 
반복형이 선택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한국어 의태어는 접미사 ‘-하-’와 결합해서 형용사를 형성할 때 주어가 

27) 박동근(1999)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구조를 ‘[의성어, 의태어의 바탕의미]+[±반
복형의 의미]’라고 정리하였다.

28) 채 완(1993)에서는 단일형을 ‘단독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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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 있는 사물인 경우에는 ‘반복’의 뜻을 갖게 되며 셀 수 없는 사물인 경우에는 
‘강조’를 뜻을 갖게 되지만, 뒤에 서술어가 올 경우에는 의태어 단일형이 부사 성격
을 가지는지 어근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문장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0)

 
  위의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접미사 ‘-거리-’가 [+동작성] 자질을 가진 단
일형과 결합해서 ‘반복적인 동작’, 즉 동사를 형성하는 데 반해 접미사 ‘-하-’는 더 
폭넓은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작성] 자질을 갖지 않는 의태어와 접미사 ‘-하-’가 결합하는 경우, 의태어가 
반복형이고 추상명사를 수식할 때는 접미사 ‘-하-’는 ‘강조’의 뜻을 가지게 되며 실
질명사를 수식할 때는 ‘복수’의 뜻을 가지게 된다.
 

3.1.1.3. 파생 명사의 형성 

  다음으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파생 명사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홍범·박동근(2013)은 한국어가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 상징어가 특히 발달

의태어 어근의 ‘동작성’ 자질 반복형 접미사 성격
[+동작성] + ‘-하-’ 반복적인 동작
[+동작성] - ‘-거리-’ 반복적인 동작
[+동작성] - ‘-하-’ 단순한 동작
[-동작성] + ‘-하-’ 상태를 강조
[-동작성] - ‘-하-’ 단순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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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설명하였으며 새 이름이 그 새의 울음을 흉내 낸 의성어에서 온 것이 적지 
않고 짐승의 이름을 울음 의성어에서 짓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
실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넓은 범위에서 단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아래의 예들은 모두 동물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에서 명사가 파생된 예들
이다.

(81) 개굴개굴 - 개구리
(82) 기럭기럭 - 기러기
(83) 꾀꼴꾀꼴 - 꾀꼬리

  위와 같이 모든 경우에 울음소리에서 명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
은 예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명사 형성은 동사나 형용사에 비해 다소 활발하
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일본어를 참고하겠다.
  아래는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를 나타내는 예인데, 아래
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홀로 명사 역할을 한다. (이
후에 나오는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에는 밑줄을 그어서 표시한다.)

(81) キラキラが眩しい
(82) *반짝반짝이 눈부시다.
(83) ドキドキが止まらない
(84) *두근두근이 멈추지 않는다.

  다지마(田嶋:2006)은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명사를 형성할 때 의성어, 의태어
가 홀로 명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영철(2007:161)도 일
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다른 말의 도움 없이 그 형태 그대로 명사가 되는 것들이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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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한국어 ‘반짝반짝(きらきら：kirakira)’은 접미사 ‘-이’와 결합해서 ‘반
짝이’처럼 명사가 되는데 일본어의 경우 ‘반짝반짝(きらきら：kirakira)’이 홀로 명사
로 사용될 수 있다. 그 근거로 위의 예처럼 ‘반짝반짝이 눈부시다.’라는 문장이 성립
되고 마찬가지로 ‘두근두근이 멈추지 않는다.’처럼 의태어가 그대로 주어 자리에 위
치할 수 있다.30)
  물론 아래와 같이 한국어 의태어가 문장에서 홀로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88) 엎치락뒤치락을 계속했다.
(89) 타박타박이라도 걸어서 넘어가야 한다.

  배명문(2010:88)은 위 (88), (89)와 같은 예를 실제로 들고 설명한 바 있다. 위 
두 문장에서처럼 한국어 의태어가 홀로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이
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의성어, 의태어는 홀로 명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1.2. 파생어의 특성

  다음으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참여한 파생어 형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서술어 역할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90) 바람이 쌩쌩거리다. / 바람이 쌩쌩

29) 이를 ‘단독 파생명사’라고 부르고 있다.
30) 이와 관련해 황규삼(2004:18)은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그 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1) 부사 성격을 가진 의성어, 의태어가 그 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こんこん咳が出る(콜록콜록 기침이 나온다.) ⇒ こんこんが出る(콜록콜록이 나온다.)
   (2) 부사 및 동사 성격을 가진 의성어, 의태어가 그 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いらいらする(안달복달한다) ⇒ いらいらが募る(안달복달이 심해진다.)
  もやもやする(덜떠름하다) ⇒ もやもやがなくならない(덜떠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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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꽃이 팔랑거리다. / *꽃이 팔랑
(92) 아빠한테 찰딱 붙어 있다. / 아빠한테 찰딱

  예 (90)은 의성어가 문말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이며 (91)과 (92)는 의태
어가 문말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인데,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이처럼 ‘그대로 
문말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와 ‘접미사와 결합해야만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경우’로 나뉜다. 
  채 완(1993:61)은 의성어, 의태어가 문말에 위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의성어, 
의태어는 부사와는 달리 한정된 부류의 피수식어만을 선택하므로 구체적인 문맥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서술어가 생략된 것인지 쉽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였다.

(93) 아이가 계속 깡충깡충
(94) 햇볕이 쨍쨍
(95) 빗물이 줄줄

  위의 예는 모두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의 모든 
예문에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접미사와의 결합 없이 홀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채 완(199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수식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반면 김홍범(1995:34)에서는 의성어, 의태어가 문장 끝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의성어, 의태어에 서술어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문법적 근거
는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채 완(2002:133)은 접미사의 결핍은 의미 
해석에는 방해가 되지 않지만 형태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31)
  김홍범(1995), 채 완(2002)와 마찬가지로 배명문(2010:90)은 아래의 예문을 제

31) 그는 의성어, 의태어는 특정한 주어 서술어와 긴밀하게 호응하기 때문에 주어나 서술어
를 생략하더라도 주어 서술어까지를 포함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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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접미사를 생략하면 뜻은 통해도 문장으로 성립되
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96) *동생이 나를 보고 생글생글

  그 근거로 박동근(1996:35)은 한국어의 서술어는 반드시 비상징적인 형식으로 끝
에 ‘-다’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가 문말에서 홀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단지 의성어, 의태어만으
로 전체 문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며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서술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접미사와 파생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다.32)
  그러나 그 반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파생어 형성은 의미적인 제약을 받지 않
는다.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일본어를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규삼(2005:240)에 따르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동사 형성 시에 주로 보조
동사「する(suru)」와 함께 동사를 형성한다고 하는데33)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32) 반면 오쿠다 도모키(2009:96)은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 중에는 부사로도 사용되지만 문
말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말에 사용되
는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를 ‘부사로서의 역할을 가진 부류’와 ‘동사 및 형용사로서의 역
할을 가진 부류’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아래의 예 (1), (2)는 ‘부사로서의 역할을 가진 부류’에 속하는 예들이며 예 (3), (4)
는 ‘동사 및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가진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1) 髪をバッサリ(머리를 싹)
(2) 舌をぺロリ(혀를 날름)
(3) 息子はへとへと(지쳐 있는 모양)
(4) もう秋なのに半そででいるとひやひや(사늘하다)

     오쿠다 도모키(2009)는 예 (1), (2)는 「バッサリ切った(싹 잘랐다)」,「ぺロリと出し
た(날름 내밀었다)」 등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부류’인 데 반해 예 (3), (4)는 「へとへ
とだ(지쳐 있다)」, 「ひやひやする(사늘하다)」처럼 ‘동사 및 형용동사 부류’라고 설명하
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다의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
기하는 말도 다양하다. 공기하는 말이 다양함에도 뒤의 서술어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논리다. 그러므로 오쿠다 도모키(2009)가 주장하는 논리는 일부의 경우에
만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채 완(2002:133)이 지적했듯이 일본어로도 구어체나 신문기사 
등의 경우 뒤의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앞뒤 맥락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
며 무엇보다도 형태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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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형성 시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하마노(浜野 2014:113)에 따르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만 결합하며34) 자동사 중에서도 제어할 수 없는 움직임 및 상태와 연관이 있는 의

33) 일본어의 「する」는 그것 자체로는 자립성이 낮기 때문에 흔히 「運動する(운동하
다)」처럼 사용해서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 준다. 이 때문에 일본어 의태어는「させる(시
키다:saseru)」, 「なる(되다:naru)」 등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은 둘 다 ‘가슴이 두근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문장인데, 예 (1)은 의태어 
「ドキドキ(dokidoki:두근두근)」와 보조동사 「する(suru:하다)」가 동사를 형성하는 경
우이며 예 (2)는 의태어 「ドキドキ」뒤에 조사 「と」와 보조동사 「する」가 위치해서 
동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1) 胸がドキドキする(가슴이 두근거리다)
(2) 胸がドキドキとする(가슴이 두근거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어 의태어는 보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동사를 형성한다는 점이

다. 즉 한국어가 접미사와의 결합을 통해 동사를 형성하는 데 반해 일본어는 완전한 결합
관계가 아니라 보조동사 「する」가 의태어를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 의태어가 접미사와 결합하는 어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일본
어 의태어는 본용언이며 보조동사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아래의 예 (3)과 (4)는 둘 다 ‘꾸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태어와 보조동사 「する」
가 동사를 형성하는 예들이다.

(3) ペコペコする(굽실거리다)
(4) ペコッとする(굽실하다)

   앞서 한국어의 ‘반복성’ 자질을 가진 접미사 ‘-거리-’와 단순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하
-’에 해 언급하면서 어떤 자질의 접미사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의태어 성격이 바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반복성’ 자질을 가진 의태어의 경우 단일형일 때 반드시 접
미사 ‘-거리-’와 결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의태어 자질에 의해 결합하는 접미사
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어의 경우에는 동사 형성 시 의태어는 형태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 
가장 쉬운 예로 위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예 (3)은 반복형 형태를 취하는 의태어가 동사
를 형성하는 경우이며 예 (4)은 단일형 형태를 가진 경우이다.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보
조동사 「する」가 반복형과 단일형 모두와 자연스럽게 동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4) 일반적으로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자동사와도 타동사와도 공기하지만 보조동사 「す
る」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와만 공기한다. 따라서 의성어, 의태어가 보조동사 「する」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사이어야 하며 타동사 의성어, 의태어는 모두 보조동사 
「する」의 사역형인 「させる」와 결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口をパクパクする(입을 빠끔빠끔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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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35)와만 결합한다. 즉 의도적인 운동을 나타내는 의태어와는 결합되지 않는
다.36) 즉 의도적이고 제어할 수 있는 움직임 및 상태와 결합하는 의성어, 의태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를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가진 ‘의미적인 제약’이
라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제약을 받는다
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
  반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 자질에 의해 결합되는 파생 접미사가 정해지
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단어 형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파생어 
형성 과정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자유롭게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
을 주고 있다.
 

3.2. 합성어 형성과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접미사와 결합해서 파생어를 형
성하는데, 동사 및 명사와 결합해서 합성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은 모두 의성어, 의태어와 동사 명사형인 ‘걸음’, ‘웃음’이 결합한 것들
이다.
 

(97) 비척비척 - 비척걸음 / 너털너털 - 너털웃음

(2) 口をパクパクさせる(입을 빠끔빠끔거리다)

   여기서 「パクパク」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동사 「する」의 사역형인 「させ
る」와 결합해야 한다. 

35) 하마노(浜野:2014)는 보조동사 「する」가 「フラフラ/ 비틀비틀」나 「ドキドキ/ 두근
두근」 등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움직임 및 상태와만 결합하며 「テクテク/터벅터벅」, 
「クルクル/뱅글뱅글」 등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움직임과는 결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
였다(116쪽).

36) (1) 子供は鉄棒からブラブラぶら下がった(아이가 철봉에 흔들흔들 매달렸다)
    (2) 子供は鉄棒からブラブラした(아이가 철봉에서 흔들거렸다)

    ‘ブラブラ’는 한국어의 ‘흔들흔들’에 해당되는 의태어인데 이러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는 의태어는 일본어에서는 보조동사 「する」와 결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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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종종 - 종종걸음 / 깔깔 - 깔깔웃음
 
  의성어, 의태어와 결합하는 동사의 파생명사는 상당히 적으며 이 두 가지가 대표
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동사의 파생명사와 결합하는 의성어, 의태어의 형태가 일
음절 반복형일 때는 반드시 반복형 형태를 취해야 되며,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반
드시 단일형(비반복형)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 
  
  다음으로 의성어, 의태어가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예들은 모두 의성어, 의태어와 명사가 결합해서 복합명사가 형성된 것들이
다.
 

(99) 멍멍 - 멍멍개
(100) 산들산들 – 산들바람
     보슬보슬- 보슬비
     구불구불- 구불길
     뻐꾹뻐꾹- 뻐꾹새
     곱슬곱슬하다- 곱슬머리
     씽씽- 씽씽매미
     깜깜하다- 깜깜소식
     깜깜하다- 깜깜절벽

 
  위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복합명사를 형성하는 경우에 의성어, 의태어가 일
음절 반복형 형태일 때에는 반드시 반복형 형태를 취해야 되며, 반대로 이음절 이상
인 경우에는 반드시 단일형(비반복형)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예는 모두 의성어, 의태어와 명사 ‘눈’ 그리고 접미사 ‘-이’가 결
합한 상당히 특이한 복합명사 예들이다.
 

(101) 움펑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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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툭눈이
(103) 눈깜짝이

 
  명사 ‘눈’ 말고도 ‘코찡찡이’와 같이 ‘코’와 결합해서 복합명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예는 많지 않다. 예 (100)은 ‘움펑움펑’이라는 의태어와 명사 ‘눈’, 
그리고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며, 예 (101)은 ‘툭’이라는 의태어와 명사 ‘눈’, 
그리고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102)는 앞의 두 가지 예들과 순서는 다르
지만 ‘눈’, ‘깜짝’, ‘-이’가 결합해서 형성된 복합명사이다.    
  마지막으로 의성어, 의태어의 합성어 형성 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37) 여기
서는 한국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에서 형성되는 합
성어를 참고하겠다.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에 의해 형성되는 합성어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 몇 가지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04) 汗だく (땀+뻘뻘)
(105) ザアザア振り (좍좍+내림)
(106) カンカン照り (쨍쨍+내리쬠)

  예 (103)은 일본어 의태어와 일반명사가 결합한 예이며, 예 (104)는 일본 의성어
와 동사 명사형이 결합한 예이고, (105)는 의태어와 동사 명사형이 결합된 예이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에서 다양한 합성어가 형성된
다.38)
  반면 이은아(2001)은 아래와 같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와 동사의 파생명사가 
합성어를 형성하는 예를 들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37) 본고에서는 의성어, 의태어가 합성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해 살펴보는 데 있어서 단순

히 의성어와 명사가 결합해서 상품명이나 명칭을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사전에 
개제되어 있는 합성어에 한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38) 최영철(2007:162)는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동사가 결합하여 파생동사를 만들고 다
시 명사를 파생시키는 형태, 접미사로 파생명사를 파생시키는 형태, 그리고 일반명사와 
결합해서 합성어를 만드는 형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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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비척걸음, 비틀걸음, 아장걸음
(108) 깔깔웃음, 너털웃음

  이러한 의성어, 의태어 합성어 형성 시의 특성은 의성어, 의태어와 서술어의 공기
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제시된 예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일본
어 양쪽 모두 의성어, 의태어에서 연상되는 동사와 결합되고 있다. 
  서은영(2011:46)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와 서술어의 공기관계에 대해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중 87.9%가 특정 서술어 혹은 특정 의미 부류의 서술어를 수식한다
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명사와 결합해서 합성어를 형성하는 경우에 음절의 
제약을 받는다.

(109) 일음절 반복형인 의성어, 의태어: 멍멍개, 끈끈물
(110) 이음절 반복형인 의성어, 의태어: 시들병, 흔들바위

  김홍범·박동근(2013:130)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합성어를 형성할 때 일음절 
반복형인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음절 형태를 취해야 하며, 반대로 이
음절 반복형인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에는 단일형(비반복형) 형태를 취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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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특성과 의미분화
 
  지금까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내적구조, 파생어 형성, 합성어 형성 과정을 살
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과정과 그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사용
되는 일본어도 일부 참고하여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시의 특성을 고찰
하고자 한다. 
  
4.1.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 변화와 의미
 
  기존 연구들은 의성어, 의태어와 각 접미사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결합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은 파생 접미사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며 의성어, 의태어 자체의 단어 형성 능력과 파생어, 합성
어 형성 시의 특성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성어, 의태어가 
참여한 파생어, 합성어에 대한 설명은 이미 본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변화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박동근(1999:364)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형식적 요소는 주로 다음
의 네 가지라고 언급하였다.
 

(ㄱ) 자음, 모음 등의 자질 교체
(ㄴ) 어말의 음운
(ㄷ) 상징소
(ㄹ) 반복형식

 
  이 네 가지 중에서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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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와 ‘어말의 음운’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자질 교체’와 ‘어말의 음운’을 중심적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박동근(1999:364)는 의성어, 의태어에서 두 가지 음운적 요소에 주목하였으며 의
성어, 의태어가 자음, 모음 교체를 함으로써 어감이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자음의 경우, ‘ㄱ-ㄲ-ㅋ’, ‘ㄷ-ㄸ-ㅌ’처럼 삼지적(三枝的) 대응을 갖는데 박동근
(1999)에서는 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대립관계에 주목하여 그 음운론적 
자질에 의한 의미 실현을 연구하였다.39)
  자음 대응에 의한 말맛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첫소리에서 갖는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대응에 의한 상대적 말맛의 차이이며 
다른 하나는 끝음절 어말 자음 받침의 발음에 의한 말맛의 차이이다. 먼저 자음 첫
소리 교체에 관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1) ㄱ. 단단하다 - 딴딴하다
    ㄴ. 반들반들 – 빤들빤들
    ㄷ. 반작반작 – 빤짝빤짝

  
  박동근(1999:374)는 위의 대응 결과를 통해 의성어, 의태어에서 예사소리에 대한 
된소리의 말맛을 [강조]의 실현으로 파악하였다. 
 

(2) ㄱ. 뚱뚱하다 – 퉁퉁하다
    s. 땡땡하다 – 탱탱하다

 
  박동근(1999:376)은 또한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대응을 통해 거센소리가 ‘다소 정
밀하지 못하거나 거친 움직임의 인상’을 갖는다고 정리하였다.
 

(3) ㄱ. 빙빙 – 핑핑

39) 그는 흉내말의 의미 구조가 ([흉내말의 바탕의미]+[홀소리 응의 말맛]+[닿소리 응
의 말맛]+[형식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박동근 199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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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줄 줄  – 출 출
 
  박동근(1999:377)은 마지막으로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대응 비교를 통해 거센
소리가 상대적으로 가지런하지 못해서 성기거나 거친 인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거센소리’의 말맛은 ‘거침, 거셈, 가지런하지 않음, 성김’ 등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음 끝소리 교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제시되었다. 의성어, 의
태어의 끝음절 종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박동근(1999)에서는 주로 ‘ㄱ:ㅇ’, 
‘ㄹ:ㅅ’의 대응 양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4) ㄱ. 간닥간닥 – 간당간당
     ㄴ. 달깍 – 달깡
     ㄷ. 가불가불 – 가붓가붓
     ㄹ. 꼬불꼬불 – 꼬붓꼬붓

 
  박동근(1999)는 (ㄱ)과 같이 ‘ㄱ’과 ‘ㅇ’의 대응을 가진 의태어를 비교하여 ‘ㄱ’을 
끝소리로 갖고 있는 의태어에 대해 ‘ㅇ’을 끝소리로 갖고 있는 의태어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가벼운 동작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으며, (ㄴ)과 같이 ‘ㄱ’과 ‘ㅇ’의 대응을 
가진 의성어에 대해서는 ‘ㄱ’을 끝소리로 갖는 의성어는 울림없이 순간적으로 끝나
는 소리를 모방한 것인 데 반해, ‘ㅇ’으로 끝나는 의성어는 소리가 울려 여운이 있다
고 언급하였다.40)
  또한 (ㄷ)과 (ㄹ)처럼 ‘ㄹ:ㅅ’ 대응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의태어이며 ‘ㄹ’을 끝소
리로 갖는 의태어는 그 동작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데 반해 ‘ㅅ’
으로 끝나는 의태어는 그러한 동작이나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 하고 ‘-은 듯
하게’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박동근(1999)는 모음 교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5) ㄱ. 반짝반짝 – 번쩍번쩍
40) 박동근(1999)에서는 의성어를 ‘소리흉내말’, 의태어를 ‘모방흉내말’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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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뾰족 – 쀼죽
 
  박동근(1999:371)은 의성어, 의태어의 모음 대응상에 나타나는 말맛은 본질적으
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강조]라는 의미 자질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의성어, 의태어의 모음은 음성의 모음을 가진 의성어, 의태어가 양성
의 모음을 가진 의성어, 의태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
명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특성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카자토(中里 2002:279)는 대부분의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대응하는 서술어
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의 다의성과 연관된다고 언급하였
다. 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 かんかんに怒る / Kankanniokoru (불같이 화를 낸다.)
(7) くんくん匂いを嗅ぐ / Kunkunnioiwokagu (킁킁 냄새를 맡는다.)
(8) コンコンと咳をする / Konkontosekiwosuru (콜록콜록 기침을 한다.)

  
  위의 예문은 모두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들어간 문장이다. (6), (7)은 의태어
가, (8)은 의성어가 쓰이고 있다. 세 가지 의성어, 의태어는 모음 교체 현상을 보이
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한국어의 자질 교체와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본어
의 경우, ‘Kankan’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를 나타내며, ‘Kunkun’은 냄새를 ‘킁킁’ 
맡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며, ‘Konkon’은 기침 소리 ‘콜록콜록’에 해당하는 의
성어이다.41)

41) 아래는 각각 ‘カンカン/ Kankan’, ‘くんくん / Kunkun’, ‘こんこん/ Konkon’의 사전 해석
이다. 모두 사전상으로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かんかん/ Kankan’
은 사전상으로는 가타가나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의태어는 히라가나로 표기해야 
되므로 아래 예문에서는 히라가나 표기로 바꾸었다.

(ㄱ) きみが逃げたことを伝えたらロング軍曹はかんかんに怒るだろう
    네가 가버렸다고 말하면 롱 병장이 길길이 뛸 거야. 
(ㄴ) 小犬がくんくんと鼻を鳴ら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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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모음 교체가 이루어진 후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다. 
  나카자토(中里 2002:280)은 또한 청음, 탁음, 반탁음의 변화로 일본어 의성어, 의
태어의 의미가 달라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42) 이는 한국어의 거센소리, 된소리, 예
사소리와 비슷한 교체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가 자질 교체로 
의미가 다양해지는 데 반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주로 ‘강조’와 ‘거친 인상’ 등 
추가적인 느낌을 줄 뿐 의성어, 의태어가 가지는 의미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자질 교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약 80%가 원래 의성어와 의태어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43) 예들 들
어, ‘がたがた/ 가타가타’라는 말은 의성어로도 의태어로도 사용된다. 아래는 한국 
사전의 정의를 정리한 것인데, ‘がたがた/ 가타가타’라는 말이 의태어와 의성어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며 그 의미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심하게 떨리어 움직이는 모양： 덜덜: 와들와들; 후들후들.
悪寒でからだががたがたする / 오한으로 몸이 덜덜 떨리다.
- 단단한 물건이 부딪쳐서 나는 소리： 덜커덩덜커덩.
風で벌戸ががたがたする / 바람으로 빈지문이 덜커덕거리다.
 
    강아지가 킁킁 코먹은 소리로 응석을 부리다. 
(ㄷ) コンコン：기침을 하는 모양： 콜록콜록.

42) 청음, 탁음, 반탁음의 자질 교체로 의미가 달라지는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喉がからからだ /Nodogakarakarada  (목이 마른 모양)
(2) 喉ががらがらだ / Nodogagaragarada (괄괄한 목소리)
(3) ブツブツ呟く / Butsubutsutsubuyaku (중얼거리다)
(4) フツフツ怒りがこみ上げる / Futsufutsuikarigakomiageru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
르다)
(5) プツプツのニキビ / Putsuputsunonikibi (여기저기 작은 뾰루지가 생기는 모양)

43)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면서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두 가지 성격
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1) ガタガタ揺れる(덜커덕하고 흔들리다)
(2) この組織はがたがただ(이 조직은 무너져가고 있다)
(3) スピードがガタガタと落ちた(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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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덜거리는 모양.
がたがた言(い)うな / 투덜대지 마라.
組織ががたがたになる / 조직이 무너지다.

 
  박동근(1999)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모음, 자음 교체가 
활발히 일어나며 어말 자음의 대응 양상이 매우 다양한 것이 그 특성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위의 의성어, 의태어에 다른 느낌이나 인상을 추가할 뿐 
이로 인해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44)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자질 교
체’나 ‘어말 교체’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현상으로 개념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4.2. 의성어, 의태어의 동음이의성
 
  이 절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공기 관계를 살펴볼 것인데 이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어떤 
의미 부류의 단어와 공기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의성어, 의태어와 서술어의 공기 관계에 대해서는 서은영(2011)이 조사한 바 있
다. 서은영(2011:46)은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와 서술어의 공기관계에 대해서 ‘하나
의 서술어와 공기하는 상징어’, ‘하나의 공통된 의미 특성을 가지는 서술어와 공기하
는 상징어’, ‘주로 특정 서술어나 특정 의미 부류의 서술어와 공기하는 상징어’, ‘비
교적 특정 서술어나 특정 의미 부류의 서술어와 공기하는 상징어’, ‘여러 서술어와 
다양하게 공기하는 상징어’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44) 실제로 일본어의 경우에도 ‘어말의 음운’으로 ‘촉음（促音）’, ‘발음（発音）’, ‘리음（リ

音）’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田守・スコウラップ(1999)는 촉음 어미는 ‘순간성, 속도
감’ 등을 나타내며 발음 어미는 ‘공명’, 리음 어미는 ‘느긋함’과 ‘완료’의 인상을 준다고 주
장하였다. 예를 들어, 「ころっ/Korotsu」은 지금부터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의태어
이며,「ころん/Koron」은 공이 튀는 모양을,「ころり/Korori」는 공이 굴러간 후 멈추는 
모양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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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은영(2011:46)의 조사에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중
에서 특정한 서술어 혹은 특정 의미 부류의 서술어45)와 공기하는 의성어, 의태어 
비율이 전체의 87.9%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곧 거의 대부분의 
의성어, 의태어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문은 모두 일부 예외적인 의태어를 소개하
는 것이다. 먼저 의태어 ‘설 ’이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9) 가슴이 설 하다
(10) 바람이 설 설 하다
(11) 설 설  배우다

  위의 예문을 보면, 의태어 ‘설 ’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로 의태어 ‘설 설 ’의 뜻풀이를 알아본 것
인데, ‘설 설 ’이 다의어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설 설 1 - 조금 서늘한 바람이 거볍게 자꾸 부는 모양.
              - 많은 물이 끓어오르며 이리저리 자꾸 움직이는 모양. 
              - 팔이나 꼬리 따위를 거볍게 자꾸 흔드는 모양.
(13) 설 설 2 -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
                  거나 움직이는 모양.

  아래의 의태어 ‘덜 ’도 위에 제시된 ‘설 ’과 마찬가지로 다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46)
  
45) 여기서 특정한 의미 부류 서술어란 위의 제시된 ‘빛나다’나 ‘비치다’ 등과 같이 사물을 

연상케 하는 것들을 말한다.
46) 의태어 ‘덜렁’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ㄱ) 가슴이 덜렁 내려앉다.
(ㄴ) 다른 사람은 모두 가고 혼자만 덜렁 남았다.
(ㄷ) 헐레벌떡 뛰어온 박 서방은 옥이의 팔을 덜렁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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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덜 1 - 딸린 것이 아주 적거나 단 하나만 있는 모양.
(15) 덜 2 - 큰 방울이나 매달린 물체 따위가 한 번 흔들리는 소리. 또
              는 그 모양.                
            - 침착하지 못하고 거볍게 행동하는 모양.
            - 갑자기 놀라거나 겁이 나서 가슴이 뜨끔하게 울리는 모양.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예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서은아(2011)의 조사에서
도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대부분이 특정한 서술어와 공기하며 
다의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의성어, 의태어가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니다. 참고
로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16) ワンワン/ wanwan - ワンワン鳴く/吠える/言う/喚く
(17) キラキラ / kirakira - キラキラ光る/反射する/輝く/照らす/生きる/笑う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서술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다. 위의 예「わんわん
(wanwan)」은 한국어 ‘멍멍’과 대체되는 의성어이며,「キラキラ(kirakira)」는 한국
어의 ‘반짝반짝’과 대체되는 의태어이다. 의성어 ‘wanwan’은 ‘짓다(hoeru)’, ‘울다
(naku)’, ‘말하다(iu)’, ‘울부짓다’, ‘떠들다(wameku)’ 등의 일반 동사와 공기되며 
‘kirakira’의 경우에도 빛을 연상케 하는 ‘빛나다’, ‘반사하다(hikaru)’, ‘빛나다
(kagayaku)’, ‘비치다(terasu)’ 외에도 ‘살다(ikiru)’, ‘웃다(warau)’ 등의 일반 동사와 
공기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 의성어 ‘멍멍(wanwan)’은 강아지 소리를 연상케 하지
만, 공기하는 동사는 ‘짓다’와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동사들이다. ‘반짝반짝’의 경우
에도 공기하는 동사는 빛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다.47)

47) (1) 불쑥거리다/ 불쑥 다가오다/ 튀어나오다
    (2) 멍멍거리다 / 멍멍 짓다
    (3) 반짝거리다 / 반짝반짝 빛나다/ 비치다

     위의 예는 모두 의성어, 의태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의태어 ‘불쑥’이 
다양한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는데 반해 의성어 ‘멍멍‘이 수식할 수 있는 서술어는 아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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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중 89%가 한정된 서술어밖에 수식하지 않음을 설명
한 바 있는데, 서은영(2011)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의태어 ‘불
쑥’48)의 경우에도 공기 서술어는 124개였던 데 반해, 공기 서술어가 많은 일본어 
「どんどん」의 경우, 926개의 동사를 수식한다고 한다.49)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의 경우,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공기 동사도 특정한 것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형성하는 단어 종류 및 범위와도 관련이 있
다.50)

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짓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태어 ‘반짝’은 ‘빛나다’나 ‘비치다’ 등 수식이 가능한 서술어가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경우에 빛을 연상케 하는 서술어를 수식한다. 
48) 서은영(2011)의 조사 결과 참조.
49) 다마오카(玉岡)·기야마(木山)·마야오카(宮岡)(2011:66) 참조.
50) (1) ペラペラの紙 / 펄럭펄럭
    (2) 英語がペラペラだ / 나불나불
    (3) ピカピカの一年生 / 새내기
    (4) 床がピカピカだ / 반짝반짝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의미적으로 특정한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위의 예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어 의성어, 의태어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거

나 문말에서 서술어 역할을 할 때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ペラペラ（perapera）」라는 의태어는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면 종이가 상당히 ‘얇다’
는 뜻을 가지지만 문말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면 ‘언어 등을 나불나불 잘 한다’라는 뜻을 가
지게 된다. 또한 「ピカピカ（pikapika）」라는 의태어는 형용사일 때는 ‘새내기’라는 뜻을 
가지며 서술어일 때는 ‘반짝거리는 모양’을 나타낸다. 

(5) ピチピチの服(빽빽한 옷)
(6) ピチピチの肌(탱탱한 피부)
(7) 私はまだピチピチだ(팔팔한 나이)
(8) 魚がピチピチ(물고기가 팔딱거리다)

     한국어는 ‘설렁’처럼 동사 성격과 형용사 성격을 모두 갖춘 의성어, 의태어 수가 비교적 
적다. 이에 비해 일본어의 경우에는 같은 형용사, 서술어 역할을 하더라도 다의어적인 의
태어가 여러 개의 단어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ピチピチ（pichipichi）」는 형용사로는 ‘옷’이라는 명사를 수식하여 ‘빽빽
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피부’라는 명사를 수식하여 ‘탄력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
다. 또한 문말에서 동사로 사용될 때는 ‘팔팔한 나이’라는 뜻을 가진다. 마지막의 예와 같
이 동사로서 서술어 역할을 할 때는 물고기가 ‘팔딱팔딱’ 힘차게 뛰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9) 髪がサラサラ(머리카락이 미끌미끌하다)
(10) 血液がサラサラ(혈액이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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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자질 교체’나 ‘어말 음운 교체’ 
현상을 거치면 추가적인 느낌과 인상을 주나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정도의 다의어
적인 측면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특정한 단어와 공기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11) ご飯をサラサラ食べる(밥을 후룩후룩 먹다)
(12) 水がサラサラ流れる(물이 졸졸 흐르다)

     의태어 「さらさら（sarasara）」라는 의태어도 머리카락이 ‘미끌미끌하다’, 혈액이 ‘깨끗
하다’, 밥을 ‘후룩후룩 먹다’, 물이 ‘졸졸 흐르다’처럼 여러 품사로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뜻
을 부여한다. 

     한국어는 형용사 성격을 가진 의태어가 동사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공기하는 말이 특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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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단어 형성 시의 음운, 형태, 의미적 특성을 
일본어를 일부 참고로 하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하게 된 이유는 기
존 연구가 의성어, 의태어와 파생접미사 ‘-거리-’, ‘-하-’, ‘-이-’, ‘-대-’에 치우
쳐 있었고, 단어 형성 시의 음운, 형태,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연구할 여지가 남
아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음운, 형태적으로 일정한 변화를 보였을 때 
그것이 단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영역과 공기 현상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 밝힌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 형태, 의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음운적 특성
  의성어, 의태어의 자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질 교체’와 ‘어말의 음운’을 중심적
으로 고찰하였고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이들 자질 요소에 의해 새로운 단어가 형
성될 정도의 의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한국어 의성어, 의
태어의 음운적 교체 현상이 단어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ㄱ:ㅇ’, ‘ㄹ:ㅅ’ 등의 의태어 어말의 대응 양상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
었으나 이러한 어말 음운 대응 양상은 어말에 느낌의 변화를 줄 뿐 의미적으로 크
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또한 ‘모음과 자음’, ‘거센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등의 자
질 교체에 관해서도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단어 형성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는 찾
아 볼 수 없었다.

(2)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형태적 특성
  본고에서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부사어, 서술어 등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
이 바뀌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의성어, 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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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파생 접미사와 서술어를 형성할 때 접미사 생략은 불가능했으나 의미적인 측
면에서 결합에 크게 제약이 생기는 경우는 없었다. 합성어의 경우에는 특정한 파생
명사 및 명사와 결합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가 많은 경우에 특정한 서
술어와 공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적인 특성
  본고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의성어, 의태어와 
다른 단어들과의 공기관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 그다지 다의적인 측면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특정한 서
술어와만 공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접미사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
는 경우에 제약이 적고 보다 자유로운 단어 형성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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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초록>

韓国語オノマトペの単語形成
和田言葉

　　本論文の目的は韓国語オノマトペを対象に音韻的・形態的・意味的な面から単語
形成の過程を考察しその特性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る。従って、韓国語オノマト
ペの単語形成に関わる派生語・合成語に関する考察も本論文の構成に含まれる。
　　本論文では「音を聴覚的に捉え韓国語の言語音として認識したもの」を擬音語と
定義し、「音を視覚的に捉えたもの」を擬態語と定義した。また、議論を進める上
で使用される解釈及び例文については韓国の『標準国語大辞典』を参考した。
　　序論では本論文の研究目的を明らかにし先行文献を考察を通じてこれまでの研究
の流れを整理した。韓国語オノマトペの研究の多くは派生接尾語との関係に関する
ものであり、単語形成に関する具体的な研究は一部に留まっている。
　　第２章ではオノマトペ内部構造の分析した。本論文では具体的に「単一形態素で
形成された形態」・「動詞・形容詞の語幹と語根形成接尾語がつながった形態」・
「動詞・形容詞の語幹がゼロ派生した形態」と大きく３つに分け考察した。
　　第３章では韓国語オノマトペが派生接尾語との結合により形成される派生語や合
成語の形成を考察し特性を明らかにした。この際、韓国語オノマトペで形成される
派生語・合成語の特性をより具体的に考察するため日本語のオノマトペを一部参照
した。その結果、韓国語オノマトペは派生語を形成する際、一部例外を除き主語と
して働く場合がほとんど見られなかった。一方、名詞の派生語の場合、動物の鳴き
声が派生接尾語と結合し名詞を形成するという特性が見られた。韓国語オノマトペ
で形成される合成語は、日本語とは異なり特定の単語と合成語を形成する傾向が見
られたが、これは韓国語オノマトペの８７．９％が特定の述語、あるいは特定の意
味群の述語を修飾することと関係があるようと思われる。
　　第４章では韓国語オノマトペの音韻的・意味的特性を考察した。韓国語オノマ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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ペの音韻的変化としては「母音と子音」・「激音・硬音・平音」等の変化を挙げる
ことができるが、これらの変化が意味的にどのような特性を見せるかを考察し、韓
国語オノマトペが多義的な特性を見せるかについても考察した。
　　第５章では、結論として議論を要約した。

キーワード：擬声語・擬態語・語根形成接尾語・派生語・合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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