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한자어의 類音疊語에 대한 연구:

4음절 첩어를 중심으로

I. 서론

이 논문은 한국어의 4음절 한자어 類音疊語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첩어는 기존연구에서 ‘반복복합어’라고 하기도 했는데, 

복합어가 반복될 때 음상이 교체 되는지 여부에 따라 ‘同音反復’과 ‘類音反

復’으로 나뉜다.1) 유음첩어는 ‘오순도순’, ‘감지덕지’와 같이 반복될 때 음

상이 교체되는 반복복합어를 가리킨다. ‘유음첩어’라는 용어는 아주 이른 시

기부터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왔지만, 유음첩어가 정말 첩어인지에 대해서

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다. 이익섭(1983: 49)에서 지적하듯이, ‘싱글벙글’은 

반복복합어라기보다는 ‘싱글’과 ‘벙글’이라는 독자적인 두 어근이 결합된 단

순한, 일반적인 복합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한층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유음

첩어는 동음 첩어와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의미상의 효과

도 같아서 대부분의 논의에서 유음첩어를 첩어에 포함시켰다. 이 논문은 

‘한자어 유음첩어’의 문법적 성격을 규명하기보다 이들 구조 내부의 특징을 

살피는 데 주목하고자 하므로 이 용어를 받아들여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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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완(1986: 38)에서는 반복어를 ‘反復될 때 音相이 교체 되는지에 따라’ ‘同音反復-

차례차례, 울렁울렁 류’와 ‘類音反復-오손도손, 실룩샐룩, 홍청망청 류’로 나누었다. 

이 논문에서 ‘類音疊語’라고 한 것은 후자를 가리킨다.



48 冠嶽語文硏究 第41輯 　

기존의 유음첩어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을 유형화할 때 주로 음운론적 조

건에 따라 ‘자음교체형’, ‘모음교체형’ 그리고 ‘음절교체형’의 세 부류로 나

눠서 논의해 왔다. 그러나 한자어의 경우는 자음과 모음만 교체하는 것이 

별로 없이 ‘음절교체형’ 첩어가 대부분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한자어 유음첩

어를 유형화할 때 음운론적 조건보다는 두 구성 성분 간의 의미 관계를 바

탕으로 작업하고자 한다.2)

한국어의 4음절 한자어 유음첩어는 주로 ‘ABAC형(예: 다사다난)’과 

‘ABCB형(예: 우왕좌왕)’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古代漢語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한국어에 차용된 것으로 인식되어 한국어에서 한자어 첩어는 

분리될 수도 없고, 형태 변화도 겪을 수 없는 굳어진 덩어리로 받아들여졌

다. 그런 이유로 한국어의 첩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고유어 첩

어만 다루거나 고유어 첩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김동소 1968; 이익

섭 1983; 金成玉 1984; 채완 1986 등). 물론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 

첩어들 대부분은 고대한어를 있는 그대로 한국어에 차용해 사용한 것이 사

실이다.3) 그러나 현대한국어에 쓰이는 한자어 첩어 중에는 고대한어 코퍼스

에서 대응되는 용례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다사다망’은 

‘매우 바쁘다’의 의미로 현대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또한 한국어

를 하나도 모르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라도 한자의 의미와 한문의 문법만 

안다면 ‘다사다망’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의 쓰임

은 고대한어나 일본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부전자전’, ‘천부당만부당’, 
‘막상막하’ 등도 마찬가지이다. 즉, 종래 한자어 첩어들은 거의 고대한어에 

있는 그대로를 차용해서 쓴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사실 한국에서 새로 

만든 것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한자어 첩어들이 고대한어나 일

본어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多事多忙’은 고대한어나 일본어에서 쓰

2) 자세한 분류 양상은 3장에서 다룰 것이다. 

3) 2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1차 자료는 한길(2010)에서 제시한 

한국어 첩어의 목록 중에 한자어인 것들이다. 총 117개인데, 이 중에서 ‘난형난제, 

‘좌지우지’와 같이 고대한어와 같은 형태인 것은 60개이고 ‘허례허식’, ‘사리사욕’
과 같이 일본어와 같은 형태인 것은 24개이다. 전체 한자어 유음첩어의 대부분은 

고대한어를 그대로 차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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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지만, 고대한어에는 형용사 ‘多事’, 일본어에는 ‘多忙’이라는 단어가 

있다. ‘父傳子傳’은 고대한어의 ‘父傳子受’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형태도 유

사하다. ‘千不當萬不當’, ‘莫上莫下’도 한문에 자주 등장하는 ‘千萬’, ‘上下’
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에서 만든 4음절 한자어 유음첩어’4)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한자어 유음첩어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가 

한자를 수용하여 한자어를 만드는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밝히고

자 한다.

II. 기본 논의

1. 선행연구

한국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첩어 현상은 일찍부터 문법학자의 관심을 

받아 왔으며,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동소(1968), 이익섭(1983), 金成玉(1984), 

채완(1986), 한길(2010), 金勳泰(2012) 등이 있다. 이익섭(1983)에서는 한국

어 첩어의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었고, 채완(1986)에서는 한국어 

첩어의 내부적인 어순에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한

국 고유어 첩어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고유어 첩어는 양이 많

을 뿐더러 생산성도 한자어 첩어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어 첩

어들은 고대한어와 동일한 모습으로 차용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간 

한국어 형태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자어 첩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蔣雲植(1985)뿐이다. 蔣雲植

(1985)은 고대한어 첩어가 한국어 첩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5) 그밖에 최근에 한 ․ 중 대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4) 이하 논의에서 사용하는 ‘한자어 유음첩어’라는 용어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4음절 한자어 유음첩어’를 가리킨다.

5) 蔣雲植(1985)은 한국어 첩어의 형성 ․ 발달에 있어서 구조적, 음운적 면에서 고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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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한국어의 첩어를 대조하는 전락(2011), 서징흠(2013) 등의 논의도 발표

되었다. 이러한 대조언어학 측면에서 진행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 ․ 중 각각의 

언어 체계에서 드러나는 첩어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에 주력을 하고 한국 한

자어의 구조적인 특성은 주목하지 않았다. 

한길(2010)에서는 한국어의 유음첩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구성

하는 바탕소와 되풀이소6)의 문법적 성격에 따라 한국어의 유음첩어의 목록

을 정리하였다.7) 金勳泰(2012)에서는 17세기에 쓰이는 첩용부사의 형태 및 

의미 특징을 주목하여 2음절 동음 첩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연구 대상의 수집 및 정리

이 논문에서는 한길(2010)에서 제시한 한자어 유음첩어의 목록을 1차 자

료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목록을 그대로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면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이 목록은 여러 사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어의 

사용빈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한국어에서 실제로 쓰

이지 않거나,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예: 자부

자강(自富自强), 불리부즉(不離不卽) 등). 또한 고대한어에서 그대로 차용되

어 현대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 첩어들은 그 자체가 한국어에서 하나의 

어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인 고대한

어의 첩어들이 주로 2음절 단어고 이 논문에서 다룬 4음절 한자어 유음첩어는 많

이 다루지 않았다.

6) ‘바탕소’와 ‘되풀이소’는 한길(20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되풀이법에 따라 낱

말을 생성할 때, 되풀이 대상이 되는 요소가 바탕소(basic element)가 되고 되풀이 

되는 요소가 되풀이소(repetition element)가 된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ABAC’형
이나 ‘ABCB’형 한자어 첩어에서는 항상 앞의 두 글자 ‘AB’가 ‘바탕소’이고, 뒤의 

두 글자 ‘AC’나 ‘BC’가 ‘되풀이소’라는 것이다. ‘바탕소’와 ‘되풀이소’라는 용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7) 한길(2010: 19)에서 밝힌 바대로, 이 목록은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그리고 우리말큰사전을 근거로 하고 고려대 한국어사전을 참조하여 수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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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첩어들이 한국어 조어법

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예: 난형난제, 애지중지 등). 마지막으

로, 한국어 한자어를 연구하는 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일본

어의 영향이다. 현대한국어에서 쓰이는 한자어 첩어 중에는 일본어에서 차

용된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예: 우왕좌왕, 연말연시 등). 이들은 일본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므로 한국어 조어법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

다. 이 논문은 한국어 화자가 한자어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살펴보고

자 하므로 현대한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것, 고대한어에서와 동일한 형

태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일본어와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 논문은 한길(2010)에서 제시한 한자어 첩어의 목록을 현대한국어 코퍼

스와 고대한어 코퍼스를 통하여 검증하고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 코퍼스에서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고대한어 코퍼스에서는 용례를 찾

을 수 없는 것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한자어 첩어들 중 일

본어에서 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33개의 한자어 유음첩어 목록이 확정되었다. 

한자어 유음첩어 목록8)

각양각색(各樣各色), 각지각처(各地各處), 감지덕지(感之德之), 검문검색(檢問檢

索), 기진맥진(氣盡脈盡), 능수능란(能手能爛), 다사다망(多事多忙), 동성동본(同

姓同本), 막상막하(莫上莫下), 무지막지(無知莫知), 무해무독(無害無毒), 무해무득

(無害無得), 부전자전(父傳子傳), 불가원불가근(不可遠不可近), 비일비재(非一非

再), 비몽사몽(非夢似夢), 산전수전(山戰水戰), 선문선답(禪問禪答), 설왕설래(說

往說來), 애걸복걸(哀乞伏乞), 유의유식(遊衣遊食), 인수인계(引受引繼), 인정사정

(人情事情), 전무후무(前無後無), 전심전력(全心全力), 전심전력(專心專力), 중언

부언(重言復言), 지고지상(至高至上), 지고지순(至高至純), 차일피일(此日彼日), 

천근만근(千斤萬斤),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 호형호제(呼兄呼弟)

<표 1> 한자어 유음첩어 목록

8) 기술의 편의상 이하 ｢목록｣으로 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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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국어 코퍼스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현대｣ 부분의 문어와 

구어 코퍼스 자료를 사용하고, 고대한어 코퍼스는 北京大學 中國語言硏究所

(CCL)에서 제공하는 고대한어 코퍼스를 사용한다. 일본어 사전은 小学館国
語辞典編集部에서 출판한 大辞泉(第二版)을 사용하였다. 

3. 한자어 첩어의 구성 성분

첩어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때 기술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첩어

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길(2010)에서는 

‘바탕소’과 ‘되풀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바탕소’는 첩어를 형성하는 

두 요소 중에 바탕이 되는 부분을 말하고, ‘되풀이소’는 바탕소를 기반으로 

새로 생긴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바탕소’와 ‘되풀이소’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한자어 첩어를 기술하면 적당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다음의 예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ㄱ. 애걸복걸(哀乞伏乞) 

   ㄴ. 산전수전(山戰水戰), 부전자전(父傳子傳)

   ㄷ. 인정사정(人情事情)

(1ㄱ) ‘애걸복걸’의 ‘애걸’은 ‘애걸하다’를 ‘포교가 모골이 송연하여 이제

는 울먹이면서 애걸하였다.’9)처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복걸

하다’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애걸’은 ‘바
탕소’, ‘복걸’은 ‘되풀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1ㄴ)의 경우는 ‘산전’과 ‘수전’, ‘부전’과 ‘자전’이 모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바탕소’이고 어느 쪽이 ‘되풀이소’인지 판

단할 수가 없다. (1ㄷ)의 ‘인정사정’은 ‘모름지기 밥그릇은 수북이 담아내는 

게 우리의 인정이었다.’, ‘어려운 사정을 알게 돼 마음 아팠습니다.’와 같이 

두 개의 구성 성분이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9)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예문은 전술한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현대)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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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소’로 판단해야 할지 역시 단언하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바탕소’와 ‘되풀이소’라는 용어가 최소한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자어 첩어를 기술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바탕소’과 ‘되풀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익섭(1983)에서 제시한 반복복합어의 ‘구성 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익섭(1983)에서는 첩어를 형성하는 앞뒤 

두 ‘구성 성분’을 구별하여 이름을 따로 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논문에

서는 기술에 있어서 두 요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행하는 구성 성

분을 ‘구성 성분1’로, 후행하는 것을 ‘구성 성분2’로 부를 것이다. 

III. 한자어 유음첩어의 造語 類型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표 1>의 목록에 있는 단어들이 지닌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단어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고

대한어나 일본어에서는 그 쓰임을 찾을 수 없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진 첩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어 첩어들도 고대한어와 전혀 무관한 것

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多事多忙’과 고대한어 형용사 ‘多事’, ‘父
傳子傳’과 고대한어의 ‘父傳子受’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千不當萬

不當’, ‘莫上莫下’는 한문에 자주 등장하는 ‘千万’, ‘上下’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즉, 한자어 첩어의 각 구성 성분들이 고대한어에서 차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구성 성분들이 

한국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첩어를 형성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목록에 속한 단어들이 고대한어의 어떠한 형태와 관련이 있는

지, 고대한어에서 한국어로 차용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한자어 유음첩어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한자어 유음첩어의 유형

제1유형: 구성 성분1과 구성 성분2가 고대한어에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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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는 경우

  ① 통사적으로 각각 독립된 형태로 쓰인다.

     예: ‘各樣各色’의 구성 성분 ‘各樣’와 ‘各色’이 고대한어에서 각각 독립된 형

태였으나,10) ‘각양각색’은 한 단어로 쓰이지 않는다. 

  ② 의미상 연관성이 있다. 

     예: ‘각양’은 ‘다양한 모양’의 의미로, ‘각색’은 ‘다양한 빛깔/색깔’의 의미로 

모두 ‘다양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형태상 동일한 글자를 포함한다.

     예: ‘각양각색’처럼 두 구성 성분의 앞의 글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무지막

지’처럼 두 구성 성분의 뒤의 글자가 동일한 것도 있다. 

제2유형: 고대한어에 있는 첩어 네 글자 ‘ABCD’ 중 A와 C, 혹은 B와 D가 한 글

자로 통일되면서 한국어에 차용된 경우 

  예: 고대한어에 ‘呼兄唤弟’가 쓰이는데 한국어에 차용되면서 ‘呼兄呼弟’로 변형되

어서 첩어가 형성되었다. 

제3유형: 고대한어에서 병렬구성인 단어 AB가 한국어에서 A와 B 각각의 앞 혹은 

뒤에 다른 성분 X가 추가되어 ‘AXBX’ 혹은 ‘XAXB’식의 첩어로 형성된 

경우 

  예: 고대한어에서 ‘感德’이 쓰이는데 한국어에서는 같은 의미로 ‘感之德之’가 사

용된다.

이제 각 첩어 유형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자. 

1. 제1유형 한자어 유음첩어

제1유형에 속한 단어가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들

을 아래 <표 2>로 제시한다. 

10) 고대한어에서 ‘各樣’와 ‘各色’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용례는 아래와 같다. 

   各樣: 太凡世上各樣的器皿(번역: 각양의 그릇)，諸般的頭畜，一花一草之微，或水或

山之處，與人都有一定的緣法，絲毫著不得勉強，容不得人力。《明 ․ 醒世姻緣傳》

   各色: 是故為將者，不拘三軍各色武藝(번역: 각색의 무예)，長短器具，必一習之。
《明 ․ 練兵實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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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대한어에 쓰이는 형태

각양각색(各樣各色) 各樣, 各色

각지각처(各地各處) 各地, 各處

검문검색(檢問檢索) 檢問, 檢索

기진맥진(氣盡脈盡) 氣盡, 脈盡

능수능란(能手能爛) 能手11) 

다사다망(多事多忙) 多事, 多忙12)

무지막지(無知莫知) 無知, 莫知

무해무독(無害無毒) 無害, 無毒

무해무득(無害無得) 無害, 無得

비몽사몽(非夢似夢) 非夢, 似夢13)

산전수전(山戰水戰) 山戰, 水戰

선문선답(禪問禪答) 禪問, 禪答

애걸복걸(哀乞伏乞) 哀乞, 伏乞

인정사정(人情事情) 人情, 事情

인수인계(引受引繼) 引受, 引繼

전무후무(前無後無) 前無, 後無

전심전력(全心全力) 全心, 全力

전심전력(專心專力) 專心, 專力

중언부언(重言復言) 重言, 復言

지고지상(至高至上) 至高, 至上

지고지순(至高至純) 至高, 至純

차일피일(此日彼日) 此日, 彼日

총 22개

<표 2> 제1유형 한자어 유음첩어

11) ‘能手’는 고대한어에서 쓰이지만, ‘能爛’은 고대한어에서든 일본어에서든 그 용례

를 찾을 수가 없어서 ‘능수능란’이 <표 2>의 다른 단어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성 성분2인 ‘能爛’이 차용이 아니고 한국에서 새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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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두 구성 성분이 ‘의미상 연관성이 있다’고 한 것은 구성 성분1과 

구성 성분2가 유의관계나 반의관계, 혹은 같은 상위어의 하위어들이기 때문

이다. 즉 ‘각양각색, 각지각처, 검문검색, 기진맥진, 다사다망, 무지막지, 무

해무독, 산전수전, 애걸복걸, 전심전력, 전심전력, 중언복언, 지고지상, 지고

지순’은 유의어끼리 결합하여 첩어를 형성한 것이고, ‘무해무득, 선문선답, 

전무후무’은 반의어 관계인 구성 성분이 결합한 것이다. 또한 ‘인정사정, 차

일피일’은 같은 상위어의 하위어들이 결합한 것이다. 

채완(1986: 74)은 ‘類音反復은 複數性, 繼續, 反復性, 强調 등 反復이 가

지는 일반적 의미와 함께, 상태 혹은 동작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지

적하면서 ‘어중이떠중이’, ‘검불덤불’, ‘울고불고’ 등 고유어 유음첩어의 예

를 보이며 유음첩어가 가지는 ‘x and such’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와 마

찬가지로 위의 한자어 유음첩어도 단순히 구성 성분1과 구성 성분2의 의미

의 합보다는 ‘다양하다’의 의미 효과를 보인다. 예를 들면 ‘차일피일’은 ‘이
날’과 ‘그날’ 이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날저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

루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제1유형에 속한 첩어의 구성 성분들이 복합어를 형성하는 순서

를 살펴보자. 채완(1986: 111-2)에서는 한국어의 첩어의 어순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은 음운론적인 규칙을 제시하였다.

고는 ‘능수능란’의 구조가 <표 2>의 다른 단어들과 같으므로 이를 따로 유형화하

지 않고 제1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12) ‘多事多忙’의 ‘多忙’와 ‘引受引繼’의 구성 성분인 ‘引受’, ‘引繼’는 일본어에서 차

용된 것이므로 <표 2>의 나머지 단어들과 어원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본어 어

원을 가진 예가 두 개뿐인데다가 이들의 구조 및 형성 과정을 봤을 때 제1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표 2>에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3) 고대한어에는 ‘非夢似夢’의 용례가 없지만, ‘非夢’와 ‘似夢’ 아울러 ‘似夢非夢’라는 

단어의 용례는 있다. 이런 점에서 ‘非夢似夢’은 <표 2>의 다른 단어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非夢似夢’의 두 구성 성분이 ‘통사적으로 독립된 형태’이고, ‘의
미상 연관성’이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제1유형 한자

어 첩어들의 구조적인 특징에 부합되므로 이를 제1유형 한자어 첩어로 분류하기로 

한다. 다만 고대한어의 ‘似夢非夢’과 한국어의 ‘非夢似夢’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면

서도 서로 반대의 어순을 가지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한

자어에서 종종 보이는데 후술한 ‘各樣各色’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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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첩어 어순 배열의 음운론적 규칙

   ① 母音交替形은 앞 뒤 형태의 첫음절 母音이 閉母音-開母音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된다. 이때 前舌母音은 前舌母音끼리, 後舌母音은 後舌母音끼리 같은 

계열 안에서 閉-開로 대립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② 子音交替形은 앞뒤 형태의 첫 음절 子音이 障碍性이 작은 것이 앞에, 큰 

것이 뒤에 오도록 배열된다: ø-{w, j}-m-s-k-t-{č, p}

   ③ 音節交替形은 원칙적으로 자음교체형의 배열 순서를 따른다. 

위의 기준은 주로 고유어 첩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이 한자어 첩어에 적용되는 양상을 보면 한자어 첩어는 ‘음절교체형’에 

해당된다.14) 자세한 대조 양상은 아래 (4)와 같다.

(4)

  

각양각색(各樣各色)

  /ø/: /s/ 

각지각처(各地各處)

  /č/: /čh/ 

검문검색(檢問檢索)

  /m/: /s/

무해무독(無害無毒)

  /h/: /t/

무해무득(無害無得)

  /h/: /t/

선문선답(禪問禪答) 

  /m/: /t/

애걸복걸(哀乞伏乞)

  /ø/: /p/

인수인계(引受引繼)

  /s/: /k/

인정사정(人情事情)

  /ø/: /s/  

중언부언(重言復言)

  /č/: /p/

차일피일(此日彼日)

  /čh/: /ph/

이를 보면 채완(1986: 111-2)에서 제시했던 ‘장애성이 강한 자음이 뒤에 

배치된다’는 음운적 배열 규칙이 (4)의 한자어 첩어들에도 부합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고대한어에서는 

‘各樣’과 ‘各色’이 따로 쓰이다가 현대한어에 와서 ‘各色各樣’이라는 단어로 

활발하게 쓰이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19세기까지의 문헌에서 ‘各樣’과 ‘各色’

14) 채완(1986: 112)에 따르면 음절교체형 첩어는 원칙적으로 자음교체형의 내부 순

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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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로 쓰이다가 현대에 와서 ‘各樣各色’의 순서로 첩어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단어 내부의 

배열순서가 서로 다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의 어순과 

조어법에 대해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지

적해 두고자 한다.

한편, 음절교체형 첩어의 구성 성분 배열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단어들은 

(5)와 같다. 이들은 음운적인 제약이 아닌 의미적인 제약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5) ㄱ. 기진맥진(氣盡脈盡)

 산전수전(山戰水戰)

 전무후무(前無後無)

 전심전력(全心全力)

 전심전력(專心專力)

   ㄴ. 다사다망(多事多忙)

 지고지상(至高至上)

 지고지순(至高至純)

 능수능란(能手能爛)

   ㄷ. 무지막지(無知莫知)

 비몽사몽(非夢似夢)

(5)의 첩어들은 앞에서 논의했던 ‘음운적인 제약’에 부합하지 않는 단어

들이다. 한자는 하나하나가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자어를 형성

하는 과정에서 의미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5ㄱ)의 예들은 기존 한국 

한문에 존재하고 있는 ‘氣脈, 山水, 前後, 心力’ 등의 단어 배열순서의 영향

을 받아, 일종의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배열된 것으로 보인다. (5ㄴ)은 유

사한 의미를 가진 두 구성 성분이 만든 첩어들인데, 대개 두 구성 성분 중

에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事, 高, 手’가 앞에 위치하고, 추상

적인 의미인 ‘忙, 上, 純, 爛’이 뒤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5ㄷ)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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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同姓同本) 同姓同乡, 同姓同郡

부전자전(父傳子傳) 父傳子受

호형호제(呼兄呼弟) 呼兄唤弟

총 3개

<표 3> 제2유형 한자어 유음첩어

‘無知’가 ‘莫知’보다, ‘非’는 ‘似’보다 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앞에 위치하

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한자어 첩어의 두 구성 성분이 고대한어에서는 ‘의미상 관련성

이 있고’, ‘형태상 동일한 글자를 지니고’, ‘각각 독자적으로 쓰이는’ 제1유

형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고대한어의 원재료(즉, 2음절인 구성 성분) 

중 한국 한문에 사용되는 어휘에 한국어 어순의 음운적 규칙을 적용하여 첩

어를 형성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고유어 첩어와 비교했을 때 한

자어 첩어가 음운적인 제약 외에 의미적 제약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특징

도 발견되는데, 이는 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한국어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에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다.

2. 제2유형 한자어 유음첩어

제2유형의 첩어들은 고대한어나 일본어에서 모두 쓰이지 않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고대한어에 이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단어들이 발견

되는 것들이다. 이들 제2유형 한자어 유음첩어의 구성 성분의 배열순서는 

고대한어에 대응되는 사자성어의 어순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대한어에서 

‘ABCD’로 쓰였던 단어가 한국어에 차용되면서 ‘ABCD’ 중에 한 글자가 다

른 글자로 교체됨으로써 첩어가 형성되었다. 해당 단어들은 <표 3>과 같다. 

‘父傳子傳’과 고대한어의 ‘父傳子受’를 비교했을 때, 우선 두 단어가 모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대로 전함’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형태적으로 ‘父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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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受’는 반의 관계를 가진 ‘전할 傳’과 ‘받을 受’ 두 글자를 사용하는 반면

에 ‘父傳子傳’은 이들을 같은 ‘傳’자로 통일하였다. 고대한어 ‘呼兄唤弟’의 

‘呼’와 ‘唤’은 ‘부르다’의 의미를 가지는 유의어인데 이는 한국어에 차용되

면서 ‘呼兄呼弟’로 통일되었다. 정리하자면, 제2유형의 한자어 첩어는 고대

한어 단어인 ‘ABCD’에서 유의 혹은 반의 관계인 ‘A와 C’가 ‘A’로(혹은 ‘B
와 D’가 ‘B’로) 통일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 사용에서 

경제성을 추구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고대한어의 사자성어에서는 類意字 

쌍을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한국어에 차용되면서 비교적 쉽

고 간단한 글자로 통일된 것이다. 

‘同姓同乡’에서는 ‘고향’의 의미를 가진 ‘乡’자가 ‘本’로 대치되어 ‘同姓同

本’으로 바뀌었다. 이는 아마도 한국에서 ‘본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요

인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제3유형 한자어 유음첩어

세 번째 유형은 고대한어에서 병렬구성인 단어 AB가 한국어에서 A와 B 

각각의 앞 혹은 뒤에 다른 성분 X가 추가되면서 ‘AXBX’ 혹은 ‘XAXB’식의 

첩어를 형성하는 유형이다. 해당 단어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의 단어 중 ‘上下’, ‘往来’, ‘遠近’, ‘千万’, ‘衣食’ 등은 고대한어와 

함께 한국 한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병렬구성을 가진 2음절 단어다. 이들을 

구성하는 앞뒤 두 글자는 모두 반의 ‧ 유의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반의 ‧ 유
의 관계를 가진 두 글자가 동일한 다른 글자와 각자 결합함으로써 4음절 첩

어를 형성한다. ‘莫上莫下’는 ‘위-아래(→비슷비슷함)’를 의미하는 ‘上-下’에
다가 부정 의미를 추가하는 ‘莫’자를 더해서 첩어를 형성한 것이다. ‘非一非

再’의 ‘一’과 ‘再’는 고대한어에서 각자 ‘처음’과 ‘다시 한 번’의 의미를 가

진 명사로 사용된다.15) 이들이 각자 부정을 나타내는 ‘非’와 결합하여 ‘非一

15) ‘一’과 ‘再’가 고대한어에 쓰이는 용례는 아래와 같다.

      一再则宥，三则不赦(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용서하지만 세 번째 잘못하면 용서

하지 않는다)《管子 ‧ 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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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덕지(感之德之) 感德

막상막하(莫上莫下) 上下

불가원불가근(不可遠不可近) 遠近

비일비재(非一非再) 一再

설왕설래(說往說來) 往來

유의유식(遊衣遊食) 衣食

천근만근(千斤萬斤) 千萬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 千萬, 万不當

총 8개

<표 4> 제3유형 한자어 유음첩어

非再(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닌, 여러 번…)’가 형성된다. ‘감지덕지’, 
‘설왕설래’, ‘천근만근’ 등 나머지도 같은 식으로 형성한 첩어이다. 

이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千不當萬不當’이다. 고대한어에는 ‘万不當’이라

는 표현만 있고 ‘千不當’이라는 단어는 없다. 한국어에서 ‘万不當’과 유사한 

‘千不當’을 더하여 ‘千不當萬不當’이라는 첩어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추

가된 부분은 ‘万不當’과 ‘千万’을 기반으로 하여 유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3유형 한자어 유음첩어의 구성 성분1과 구성 성분2의 배열순서는 대응

되는 고대한어 2음절 단어의 내부 순서와 일치한다. 이것은 또한 다른 측면

에서 제3유형의 첩어와 고대한어 2음절 단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IV. 결론: 한자어 첩어의 조어법을 통하여 본 한자어의 

수용과정

지금까지 한국 한자어 첩어들의 조어적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

국어의 큰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첩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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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긴 했지만, 그 대부분은 한자어 첩어를 제외한 채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자어 첩어들이 고대한어에서 쓰이던 모습 그대로 한국어에 수

용되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대한어 또는 일본어에서 

동일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한자어 첩어를 모아 ｢한자어 유음첩어 목록｣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자어 첩어들은 순수하게 한국에서 형성된 것이고 

한국어 체계에 용합되기 위하여 여러 변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 

3장에서는 한국 한자어 첩어의 조어적인 특징을 고대한어와의 대조를 통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한자어 첩어의 조어방식을 세 가지

로 유형화하였다. 구성 성분1과 구성 성분2가 고대한어에서 ‘통사적으로 독

립된 형태’이고, ‘의미상 연관성’이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같은 글자를 가지

고 있다’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와 고대한어에 있는 네 

글자 단어 ‘ABCD’ 중 ‘A’와 ‘C’, 혹은 ‘B’와 ‘D’가 한 글자로 통일되면서 

한국어에 차용된 경우, 그리고 고대한어에서 병렬구성인 단어 ‘AB’가 한국

어에서 ‘A’와 ‘B’ 각각의 앞 혹은 뒤에 다른 성분 ‘X’가 추가되어 ‘AXBX’ 
혹은 ‘XAXB’식의 첩어로 형성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하

여 고대한어에서 쓰이던 한자어가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

적인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자어가 차용어의 특성을 지닌 채로 고유어에 동화된 면과 아울러 

고대한어 고유의 특성을 드러낸다. 제1유형의 한자어 첩어의 두 구성 성분

은 고대한어에서 유의관계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2음절 단어다. 이들이 결

합해서 한자어 첩어로 사용될 때 두 구성 성분의 배열순서는 한편으로 고유

어와 같은 음운적 규칙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가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측면도 반영하여 의미적 제약도 받고 있다. 이는 

한자어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어가 한자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유의어 관계를 이루는 한자들

이 존재하는 경우 비교적 간단한 쪽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어의 역사를 보면 한자의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의어화 한다. 

후대로 갈수록 한자 한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많아지면서 유의어 관계를 

이루는 한자의 쌍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가 한자를 수용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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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이와 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제2유형의 ‘父傳子受 → 父傳子傳’, ‘呼兄

唤弟 → 呼兄呼弟’와 같은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차용

어의 쓰임에 있어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젊은 층의 한자 지식이 점차 적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국어 화자가 유추를 통하여 한자어를 인식, 새로운 첩어를 구성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노명희(1997, 2005)에서 지적된 바 있고, 더불어 

안소진(2010)에서는 여러 가지의 통계 결과를 활용하여 이를 방증하였다. 

예를 들어 ‘時給制’라는 단어는 한자 ‘時’, ‘給’, ‘制’가 지니는 각각의 의미

를 파악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月給制’라는 단어에서 유추된 것이다(노명

희 2005).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한자어 첩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유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万不當’에서 ‘千不當萬不當’이 형성

된 것도 일종의 ‘한자어 유추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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