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형태흔연구 : 복합어를 중심으로* 

田 相 範

복합명사에 대한 변형문법에서의 최초의 발언은 Lees (l 960)의 The Gram

mar of Eπglish Nominalizatioη에 의 해 이 루어 졌 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 로 

요약하면， 복합영사는 기저문에서 변형규칙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그의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영어의 복합명사는 여러가지 종류의 문장이 갖는 문법적인 형태나 그 문장 

안의 많은 내부적 문법관계， 예를 들면 주어-솔어， 주어-동사， 주어-목 

적어， 동사-목적어 등의 관계를 내포한다"(119) _ 예 를 들어 town-house라 

는 복합어에서 town과 house의 상호관계는 The house is in the town과 장은 

문장에 서 이 들이 갖는 관계 와 같다는 것 이 다. 마찬가지 로 paper-clip에 서 의 

paper와 clip의 관계 는 The clip holds the paper에 서 의 이 들의 관계 와 같으 

며， windmill에서의 wind와 mill의 관계는 Wind powers the mill의 관계와 같 

다는 것이다. 

이처럼 Lees의 주된 관심은 복합어와 문장 사이에 나타나는 바꿔 쓰기의 

가능성을 포착하려는 것이었다. 1960년대의 문법 이 론으로서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변형규칙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 

서 Lees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규칙을 장만하였다. 

(1) (a) A-N 복합어 

black-bird • bird which is black 

mad-man • man who is mad 

(b) A -N 복합어 

mad-house • house which is for 얀he mad" 

(people who are mad) 

wanted-list • list which describes “ the wanted ’ 

(people who are wanted) 

sick-room • room which is for the sick 

(people who are sick) 

*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자유과재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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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N 복합어 

dog-house • house which is for a dog; 

w∞d-box • box which is for wood 

door-knob • knob which is of a door 

(d) N-N 복합어 

oil-well • well which yields oil 

water-mill • mill which runs on water 

field-mouse • mouse which lives in a field 

(e) N-N 복합어 

taxi-driver • one who drives taxi 

snow removal • X removes snow 

dancing-girl • the girl dances 

eating apple • someone eats an apple 

이같은 Lees의 주장은 앞으로 여러가지 비판을 받게 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당시로서는 하나의 탁견이었다. 첫째로， 

steam-boat라는 단어 에 서 steam이 boat의 재 료나 화물의 뭇을 가질 수 없는 

것 은 A boat which is made of steam이 나 A boat which carries steam과 같 

은 문장이 가능하지 않기 때 문이 다. 둘째 로， 하나의 복합영 사가 갖는 뜻의 

애매성은 여러가지 뜻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심충구조의 탓으로 돌릴 수 있 

다. 예를 들어 snake poison이라는 복합어가 갖는 애매성은 심충에 놓여 있 

는 다음과 같은 세 기저문의 차이로 섣명될 수 있다. 

(2) X extracts poison from the snake. 

The snake has the poison. 

The poison is for the snake. 

세째로， windmill과 flour mill에 서 이 을 모두가 명사+명사라는 동일한 구 

조를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두 성분 사이의 문법 적 관계 가 같지 않다는 

우리의 직관은 이 들이 각기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기저형에서 출발했다는 

사실로 설영할 수 있다. 

(3) Wind powers the mill. 

The mill grinds the flour . 

이같은 섣명력에도 불구하고 AlIen Cl 978)을 비롯한 여 러 사람들이 치적하 

고 있듯이 Lees의 주장은 몇가지 결청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첫째 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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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88)의 지 적 처 럼 steam-boat라는 단어 는 반드시 증기 로 움직 이 는 배 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헤연 동화에서) 중 

기로 만든 배를 의미할 수도 있￡며， 또는 중기를 싣고 가는 배， 또는 증기 

속을 뚫고 가는 배를 냐타낼 수도 있다. 둘째로 Lees의 변형규칙은 많은 

경우에 삭제규칙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steam-boat는 대개 다음과 같은 

과갱을 거쳐 얻어진다. 

(4) steam powers the boat 

boat powered by steam 

steam-powered boat 

steam-boat 

(4)에서 보듯 마지악 단계에서 power라는 동사가 삭제되고 있다. 그런데 

삭제란 삭제된 부분이 복원 가능할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별개의 삭제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flour-mill-훌웅 위해 

샤는 grind 식제규칙올， car thief를 위해서는 steal 식제규칙을 설정해 야 한 

다. 바꿔 말해 서 삭제규칙 의 수는 기저형의 동사의 수만큼 필요하게 된다. 

네째로， 설사 windmill을 위해서 power 삭제규칙을 설정한다 해도 이것이 

문제 를 해 결해 주지 는 않는다. 왜 냐하면 windmill은 The wind p。、N'ers the 

miU 이 외 에 도 The wind activates the mill이 라든지 The wind makes the 

mill function , 심 지 어 는 The miU is activated by the wind라는 수동태 문장 

에서도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삭제규칙은 공식화할 

수 없게 된 다. 이 같은 삭제 규칙 들은 회 복가능성 (recoverabi lity)를 어 기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복함어는 그것에 상응하는 

기 지 형 을 갖지 못하는 수가 있 다. 예 를 들어 black-board는 a board which 

is black에 서 는 도출할 수가 없다. 왜 냐하면 a green black-board는 *a green 

board which is black에서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Lees의 변형규 

칙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한 우리의 복합어가 있다. (5)가 보여주는 것 같은 

이 른바 “어 휘 화펀 복합어 (lexicalized compound)"와 (6) 이 보여 주는 것과 같 

은 이 릎 바 “외 심 적 복합어 ( exocentric 또는 bahuvrihi compound)" 의 문세 가 

있다. 

(5) chairman , bullseye, greenhouse, fireman , dark room 

(6) redskin = an lndian 

whitecap= a wave 

cottontai l= a rabbit 

paperback=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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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s의 주장은 변형규칙 에 의해 복합명사를 도출하자는 것이었으나 파생 

명사 (derived norninal)를 변형규칙에 의해 도출하자는 것도 당시의 중요한 

제 안이 었 다. 예 를 들어 X criticized the book와 the criticisrn of the book 

사이에는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은 (7)에서 

보듯 동일한 선돼제한(selectiona l restriction)을 갖는다. 

(7) (a) 찬he table criticized the book 

(b) *the table’ s criticisrn of the book 

따라서 (7b)를 (7a)에 서 도출하는 경우 선택제한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결국 그 정신에 있어서 Lees (l 960)과 같은 것이다. 어 형성 (word 

forrnation)에 대한 이와 같은 변형론적 접근 방볍에 대하여 쐐기를 박은 것 

은 Chornsky (1970)의 Rernarks on Norninalization이었 다. 그는 파생명사류 

(ex. criticisrn)와 동명 사적 명 사류 (gerundive norninal, ex. criticizing) 사이 

에서 볼 수 있는 통사적 생산력 (syntactic produc tiv i ty)의 차이， 의미 규칙성 

(sernantice regularity)의 차이 , 내 부구조(internal structure)의 차이 등을 들 

어 이 들을 어느 하나에서 변형규칙에 의해 도출하는 것에 반대했다. 대신 그 

는 이들을 형태부(lexical cornponent)라는 별개의 모율(rnodule)에서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모율가설 (rnodular hypothesis) 

이과고 원리는 것의 기틀이 된 것이다. 

이처럼 형 태부다는 독렴된 모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Chornsky의 생각은 

Halle (1 973)의 Prolegornena to a theory of word forrnation에 이 르러 더 현 

실적인 것이 되있다. 이 논문에서 Halle는 모든 어형성은 전적으로 어휘부에 

서 이 루어 져 야 하며 , 그것 은 어 형 성 규칙 (word for rnat ion rule)이 라고 불리 는 

특수한 장치에 의해시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tll 록 그의 주장은 부분 

적인 수정을 받긴 하였으나 이 같은 그의 두가지 주장은 뒤이은 형태 론 연구 

에서 하냐의 견장이가 도l 었으며 특히 Aronoff (1 976)의 Wo 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에 이 르러 보다- 완전한 것이 되었다. 

Chornsky , Ha l\e, Aronoff로 이 어 져 내 려 오는 이 들 어 휘 론자 (lexica li sts) 

플의 생 각은 Si egel(1974) Topics in English Morphology , AUen (1978) 

Morphological I:ηvestigations， Lieber Cl 980) 0π the Organization 0/ the 

Lexicon, Mohanan CI 982) Lexical Phoηology， Kiparsky (1 985) Sorne con

sequences of lex ical phonology 등 이 른바 어 휘 음운콘CLexical Phonology) 

드로 이어져 내려 오띤서， 어형성은 어휘부에서만 이 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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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하게 자리장게 되었다. 참고로 Kiparsky (1 982)가 생각하고 있는 어휘 

부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8) 

underiv C'd iexical ilems 

Icvcl 1 morphology Icvd 1 phuno log) 

lc \'d morpholoμy 펀꽉관윌~ 
Icvcl n morpnoln잉Y '"、 t'! n pho l1o l oμy 

syntax !)ostlcxica l 삐써y 기 

여기서 몇가지 분명한 주장을 알게 된다. 첫째， 형태규칙과음운규칙은서 

로 열 켜 있다는 것， 둘째， 음운규칙은 통사규칙 이전에 적용되는 것과 이 후 

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것， 세째， 어형성은 통사규칙 이전에 끝 
나야 한다는 것 둥이다. 바꿔 말해서 일단 통사규칙 이 적용되고 나띤 다시는 

어형성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통사부와 어 휘부를 상호 
교성 이 없는 별개의 모율(mod ule)로 보려는 태도는 Chomsky (1 970)의 다음 

과 같은 유명한 말에서 비 롯한 것이다. 

(9) Syntact ic rules cannot make reference to any aspec t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a word.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가 있다. 

(1 0) Generali zed Lexica list Hypothesis (Lapoin te 1978 : 3) 

Syntact ic transformations are never allowed to perform morpholo. 

g ical operat ions. 

( 11 ) Wo rd Structu re Autonomy Condition (Selk irk 1982: 70) 

No delet ion or movement transformations may invlove categories 

of both W -struct ure and S-structure. 

Kiparsky에 게 있 어 복수어 미 따위 를 붙이 는 굴절 규칙 은 어 휘 부에 속한다. 

따라서 (1 2)에서 보듯 복수어미가 구 안에 나타냐연 위의 모댈로서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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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구는 통사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통사부 

뒤에서는 어형성규칙인 굴절규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1 2) a hands-off policy, a hands-down victory, a heads-up play 

이와 같은 경우를 위해서 Kiparsky (l982: 138)는 다음과 같은 옹색한 말을 

하고있다. 

(1 3) We must assume some limited recursion from phrase-lev.el syntax 

back into morphology anyway_ 

어휘형태폰을 거치면서 형태규칙과 음운규칙 이 서로 어 울러 적용된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할 수 있으나γ 형태규칙과 동사규칙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의 일치 플 보지 못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우선 풍절규 

칙은 파생규칙과 마찬가지로 어휘부 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강어휘 론 가 

설 (Strong Lexicalist Hypothesis)은 그렇 다고 치 고， 단어 에 따라서 는 기 저 부 

규칙 (base rule)이 적용된 다음에야 비로소 어형성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냐오게 되 었다. 이 것이 유명 한 Roeper and Seigel (1 978)의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라는 논문이 다. 

R&S의 중요한 관찰은 복합어 를 bedbug와 같은 어 근 복합어 (root com

pound)와 truck -driver와 같은 동사적 복합어 (verbal compound)로 구별했다 

는 사실 이 다. 동사적 복합어 란 truck-driver에 서 보듯이 복합어 의 주요부 

(head)에 drive라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어 를 말한다_R & S은 이 어 

서 이 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동사적 복합어는 어 근 

복합어와는 달리 -er, -ing, -ed와 같은 형태적 특정을 가진다. 둘째， 어근 

복합어는 (1 4)에서 보듯 많은 통사법주어들을 결합하여 만들 수 있다. 

(14) crystal clear (A + A) 

deep-fry (A+ V) 

air-condition (N + V) 

반면에 동사적 복합어는 (15)에 서 보듯 반드시 주요부에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 야 한다. 다시 말해 서 주요부가 동사파생 어 이 다. 

(1 5) oven-cleaner 

strange-sounding 

expert-tested 

이와 같은 형태적 차이 외에 다음과 같은 의미론적 차이도 구별하고 있다. 

첫째 ， 어근 복합어의 경우에는 돗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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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어의 경우는 뭇이 합성적 (compositional)이묘로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근 복합어 birddog (새를 쫓는 사냥개， 권유원， 청보원， 둥)의 뭇은 

bird와 dog의 뭇을 단순히 합성해서는 얻을 수 없는 반연， 동사적 복합어 

oven - cleaner의 뜻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바꿔 말해서 동사적 복합어는 

사전에 그 뜻을 기록할 필요가 없음에 반해 어근 복합어는 복성어 (complex 

word)가 아닌 하나의 단순어 (simple word)처 렴 그 뭇을 사전에 기 록해 야 하 

며， 배우는 사람도 그 뭇을 일일이 외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어근 복 

합어의 경우에는 그 돗이야 어찌 되었든 가능하지 않은 결합이 없는 반면에 

동사적 복합어의 경우에는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복합어를 구별할 수 있다. 

(1 6) (a) peace-making 

(b) quick-thinking 

(c) fast-fa l1ing snow 

(d) life-supportíng tree 

(a') *peace-thinking 

(b') *quick-making 

(c') *life-fa l1ing snow 

(d’) 융fast-supporting snow 

이 어 서 R&S은 (16)에 서 보는 것 같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동사적 

복합어의 구별은 (17)에 서 보는 것과 같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문장틀 

과 일치한다는 재미있는 관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7) (a) She makes peace_ 

(b) She thinks quick. 

(c) It fa l1s fast. 

(d) It supports life. 

(a ' ) *She thinks peace. 

(b') 용She makes quick. 

(c’) *It fa l1s life. 

(d' ) 용It supports fast. 

이 처럼 (16)과 (17)이 일치하는 것은 동사적 복합어와 문장이 꼭 같이 다음 

과 같은 하위멈주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18) support [NP ] ([ADV J) etc. 

fall ([ADV ]) etc. 

이 와 같은 관찰에 입 각해 서 그들은 (1 6)의 동사적 복합어 를 (17)의 문장에 

서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그같은 목적을 위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1 안하고 있다. 

(19) First Sister (FS) Principle 

All verbal compounds are formed by incorporation of a word in 

fì rst sister position of the verb. 

다시 말해서 통사적 복합어의 가장 왼쪽 자리에는 동사구에서 동사의 바로 

오른쪽에 오는 것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다. 예 를 들면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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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lean oven 

break jaws 

bloom late 

play checkers 

sound strange 

act fast 

tested by experts 

built well 

fried in a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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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n-cleaner 

jaw-breaker 

late-bloomer 

checker-playing 

strange-sounding 

fast-acting 

expert-tested 

well-built 

pan-fried 

R&S 이 제안하고 있는 복합어규칙은 그 복잠한 모양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하고 있는 조작은 간단하다. 즉 동사적으로 가능한 어떤 동사구가 주어 

지 면 통사의 칫번째 오른쪽 자매 (sister)를 동사 왼쪽에 놓고 그 뒤에 -er, 

- ing, -ed띠 위 의 이 미 흘 붙이 는 것 이 다. 애 릎 들어 truck-driver플 도출하기 

위 해 서 는 drive a truck이 리-는 동사구에 서 truck을 drive앞에 놓고 drive 뒤 

에 -er을 붙아띤 된다. 

그러나 이같은 이 들의 주장은 재미있는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띤 적지 않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는 어근 복합어의 경우는 그 뭇을 예측할 수 없지만 동사적 복한 

어의 경우에는 그 뭇이 합성적 이어 서 예측가능하다는 R&의 주장에 관한 것 

이다. 그러나 의미론적 합성가능성이 두 형태의 복합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옷하는 것은 (21)의 경우에서 보듯 어근 복합어의 경우에도 뭇의 예측 

이 가능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며， 반대로 Allen(l978 : 152)가 지적한 대 

로 동사적 복합어의 경우에도 (22)에서 보듯 그 뭇을 쉽사리 짐작할 수 없 

는 경우가 많다. 

(21) 어근 복합어 

girl friend 

female doctor 

man ser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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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aver 

이같은 현상은 단순파생어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pointer라는 

단어는 단순히 point에 어미 -er이 붙은 본래의 돗 외에도 특수한 종류의 사 

냥개를 뭇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 른바 의미표류 (semantic drift) 

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단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모든 형테의 단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다. 일단 생성된 단어는 그 사용반 

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어휘화(lexicalized)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R&S 의 두번째 문제접은 삭제의 회복가능성에 관한 문제 이다_ R & S는 

night-driver, pan-fried , churchgoer 따위 의 복합어 들을 각기 drive at night, 

fri ed in a pan , go to church퉁의 동사구에 서 도출한다. 다시 말해 동사구에 

있는 전치사들은 삭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 는 경우 R& S은 Lees 

가 직면했던 것과 꼭 갇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 를 들어 bushfighter는 

분명 히 fight in bush와 같은 동사구에 서 도출된 것 이 겠지 만， 이 밖에 도 우리 

는 fight for bush, fight beside bush등의 동사구도 가능하다는 것 을 알고 있 

다. 이 때 한가지 해 결 망법 은 fight in bush의 뭇을 갖는 bushfighter는 동사 

적 복합어이고， 그 밖의 돗을 갖는 복합어는 어근 복합어라고 말해보는 것이 

다. 그러나 아직도 회복가능성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동사적 복합어 

bushfighter를 위해서는 여전히 in 삭제규칙이 필요할 것이기 예문이다. 그러 

나 Lees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 식제규칙의 수는 걷잡을 수 

없게 많아질 것이다_ Marchand(l969 : 80)에서는 동사적 복합어의 첫번째 

요소가 목적어가 아닌 경우를 (23)과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꿔 말 

해 그만큼 많은 수의 전치사 삭제규칙이 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a) ‘place where’/‘place where to' 

babysitter 

oushfighter 

churchgoer 

aisle sitter 

(b) ‘place from where' 

punt fisher 

punt shooter 

(c) ‘ time’ 
night -walker 
day sleeper 

(d) ‘ purpose’ (America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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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reedom fighter 

peace marcher 

(e) ‘manner’ 

back swimmer 

chain smoker 

piece worker 

foot traveler 

(f) ‘means’ / ‘method’ 
brain worker 

Ay fisher 

ink writer 

R&S 에 있어서의 세벤째 문제는 적격의 모든 통사구에서 언제나 적격 

의 동사적 복합어 를 얻을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24)가 그 사질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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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and (I969 ; 80)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24)와 같은 구조에서 동사적 

복합어가 가능한 것은 (25)에서 보듯 행위자 명사가 dealer나 worker처렴 독 

렵 해 서 사용되는 흔한 명 사인 경우에 한한다. 

(25) car dealer deal in cars 

horse dealer deal in horses 

junk dealer - deal in junk 

steel worker work with steel 

leather worker - work with leather 

glass worker work with glass 

(24)와 (25)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즉 (25) 의 

복힘어들은 비록 그것들을 동사구로 바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R&S식의 복합어 형성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니라 이미 독렵해서 

존재하는 두개의 명사가 병치되어 얻어진 어근 복합어일 것이라는 심중을 

갖게 한다. 

R&S의 네번째 문제점은 주어진 복합어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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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r Principle을 어 겨 야 하는 경 우가 있 다는 점 이 다. 예 를 들어 shoplifter 

를 도출하기 위 한 동사구는 을lift a shop이 아니 라 lift goods in a shop 이 

다.R&S의 First Sister Principle에 의 하면 동사적 복합어 의 첫 번 째 요소 

는 동사구에 서 동사의 바로 오른 쪽에 있는 자매 요소이 기 때문이 다. 울롱(26) 

에서 보듯 전치사구 안의 명사가 동사적 복합어의 첫 요소로 나타냐는 경우 

도 있다. 그러냐 그 때의 동사들은 (26)에서 보듯 lift 와는 달리 모두 자동 

사들이다. 

(26) theater-goer 

cave-dweller 

factory worker 

rope dancer 

sunbather 

R&S의 다젓 번째 문제 점 은 어 떤 적 격의 동사구가 주어 졌을 띠l 그들의 원 

칙을 따르연 부적격의 복합어기- 도출되는 경우이 다. 우선 (27)의 예 를 보자. 

(27) sound strange strange sounding 

(27)은 동사의 첫째 자매가 보어일 때 그것을 동사의 왼 쪽에 놓고 복합 

어 를 만든 경 우이 다. 그러 나 become president의 경 우에 는 같은 과정 을 거 치 

는 경우 *president-becomer라는 잘못된 복합어를 얻게 된다. R&S에게는 

이 것 을 섣 영 할 길 이 없 다. Allen(l978: 161) 은 *president-becomer가 가능하 

지 않은 것 은 ‘becomer가 가능하지 않기 때 문이 라고 말한다. 특별 히 동사적 

복합어 형성규칙을 설정하지 않는 그녀는 복합어 를 형성하는 요소 가운데 어 

느 하나가 가능하지 않다띤 거기서 얻어지는 복함어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 

한다. 이것은 바꿔 말해 부적격의 복합어에는 가능하지 않은 요소가 들어 

있다는 말이 된 다. 이같은 Allen의 말이 옳다면 R&S의 주장 가운데 중요 

한 것 하나가 우너지 게 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연 어떤 동사적 복합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는 거 기 에 해 당하는 동사구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R&S에게 있어서의 여섯번째 문제는 (28)과 같은 한 무리의 예들이다. 

(28) fellow-traveler 추 someone who travels (with) a fellow 

bank-teller 휴 someone who tells a bank 
apprentice welder =1= someone who welds an apprentice 

Detroit worker =1= someone who works in Detroit 

이 들은 모두 R&S의 First Sister Principle을 위 반하고 있 다.R&S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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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e l1ow, bank, apprentice 둥은 good과 같은 하나의 형 용사 구실 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형용사+명사를 여타의 통사적 복합어l와 구별하기 

위해서 (29)와 같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29) In a PS- generated sequence, each lexical item must have a separate 

representation in the lexical core. 

이 원칙 을 따를 때 fellow-traveler는 fellow와 traveler가 각기 독립 해 서 존재 

하는 어휘항목이므로 형용사+명사의 구조로 보아야 하며 heartbreaker의 

경 우에 는 breaker가 존재 하지 않는 단어 이 묘로 First Sister Principle에 의 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 같은 R&S의 주장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breaker가 과연 부적격어인가 하는 문제 이다. Allen(l978, 160-161)은 *He is 

a breaker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He breaks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 

과고 말한다. 영 어 의 break라는 단어 는 의 무적 으로 목적 어 를 요하는 타동사 

이기 해운이다. 따라서 (30)에서 처럼 적 당한 보어 (complement)를 보충해주 

연 모두 적격의 문장이 된다. 

(30) He breaks promises. 

He is a typical breaker of promises. 

두번째 문제 는 (28)의 Detroit worker를 어 찌 하여 work in Detroit에 서 도출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물흔 양자 사이에는 미묘한 뭇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다 항구적인 직엽이라는 뉴앙스가있다. 그러나그 

점 은 truck-driver와 같은 단어 의 경 우에 서 도 올 수 있는 현상이 다. 어 떤 사 

람이 한두 벤 츄랙을 운전해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truck-driver라고 하 

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운제들은 그것들대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은 R&S의 First Sister Principle이 어 휘 부 안에 서 갖는 기 능에 관한 문제 

이다. 즉 이 윈칙이 어형성의 입력부에 가당하는 적극적 인 원칙인가， 아니 

면 이띤 과정에 의해서 도출펀 출력부에 대 해 소극적으로 의미해석만을 담 

당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위의 여마 경우에서 보았듯이 주어진 어떤 통사 

구가 적 격 이 라고 해 서 거 기 에 First Sister Principle을 적 용해 서 반드시 적 격 

의 복합어 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해서 Allen Cl978) 

은 이 원칙을 의미해식을 위한 히나의 펄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1) Interpretive Filter 1 

If the deverbal derivative is subcalegorizcd for an opt ional or 

obligatory direct object, then the first ( left) constitu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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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is interpreted as such. (171) 

(32) Interpretive Filter 2 

If the deverbal derivative takes no direct object, then the fì.rst 

(left) nominal constituent of the compound is interpreted as ‘sub

ject’ (174). 

(32)는 (33)과 같은 예들을 위한 것이다. 

(33) food spoils = food.spoilage 

insects fly insect-ßight 

the brain dies brain-death 

the record plays record-player 

the heart fails heart.failure 

Sugioka (1984 : 72)는 (32)를 No Subject Condition이 라는 이 름으로 부르고 

있다. 

R&S에게 있어서의 일곱번째 문제는 (34)와 같은 예들이다. 

(34) (a) take advantage of= *advantage-taker 

kick the bucket *bucket-kicker 

make love 

(b) take care of 

= 용love-maker 

caretaker 

엘른 보기에 (34a)가 부적격인 것은 이들이 모두 어휘화된 숙어적인 표현에 

근거 를 두고 있다고 딸할 수 있다. 그러나 (34b)의 예는 그것이 적당한 설 

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R&S의 First Sister Principle로사 는 섣 명 할 수 없 는 예 플 하나만 

더 을겠다. 

(35) sleepwalker 

(35)를 구대 여 바꿔 쓰자띤 someone who walks while sleeping이 된 것이 다. 

다시 말해서 R&S의 복합어 규칙을 만족시킬 만한 동사구가 없다. 즉 그들 

의 원칙이 어형성 규칙의 원칙일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그것은 해 

석의 원칙이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sleep는 walk에 대 해 목적어도 아니며 

주어도 아니기 때문이다. (35)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걸은 sleepwalker가 

sleep라는 맹사외- walker라는 명사와 결합한 어 근 복합어로 보는 것 이다. 

지 금까지 우리 는 R&S의 First Sister Principle은 어 형 성 을 위 한 원 칙 으 

로서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R&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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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찰이 많은 경우에 매우 타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살리는 걸은 Al1en (l 978)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원칙을 하냐의 해석 

펼터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자연히 어근 복합어 규칙과 동사 

적 복합어 규칙은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복합명사를 위한 새로운 복합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36) Compound Noun Formation Rule 

Concatenate a and ß. 
a and ß ranges over any kind of lexica l1y independent nouns. 

규칙 (36)은 어휘부와 통사부에서 모두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Dowty (1979) 

의 Word Meaning aπd Moηtague Grammar (302)에 서 제 안되 고 Sugioka 

(1984: 28)가 채태하고 있는 모델과 비슷한 결과가 된다. (37)에 그 모델을 

제시해 놓았다. 

(37) Typology of Rules and Operations 

| Syntactic rules Lexical ru띠u비11 

Syn ope야 I A. traditional syntactic rules I B. ru뼈l 
(PS-li…il싸k‘e and transformation. I more than one word, C.g., 
like Eng1ish V-Prt combination 

Mor 0야r I C. Inflectional morphology 빠. I D. rules introducing deriv. mor. 
ivational’ morphology when I phology, zero.deriv. and eom. 

unrestricted and semantically I pou nding, partially productive 
regular ancl less than predictable se

mantically 

여 기 서 위의 모텔을 자세히 섣명할 경횡·은 없으니， 요는 규칙의 형테와 적 

용을 구벨하지는 것이다.A는 통사규칙 이 흉사적으로 적용된 ， 그리고 D는 

형태규칙이 형태흔적으로 적용권 ‘정상적 ’인 경우이고， B는 형태규칙 이 봉 

사론적인 적용양상을 보여 숙어를 만들어 내는 갱 우이 고， 마지막 D는 통사 

규칙이 형태 흔적 인 적용양상을 보여 굴절 아미 따위를 붙이게 되는 경우이다. 

Sugioka Cl984 : 35)는 위와 같은 모멘로 unheard-of 5<.} 같은 단어의 생성을 

설명한다. 이 단어 는 우선 B에서 hea r of략는 숙어가 만틀어진 다음에 D에 

세 서 un- 이라는 접두사가 붙었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규칙과 적용의 분류플 참고로 앞서 제안한 복합 

어 규칙 (36)이 어휘쑤와 동사부에서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 

같은 제 안은 다음과 같은 관찰에 근거 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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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a) (b) 

stone factory(돌 공장) 

lady doctor(부인 과 의 사) 

toy car(장난감 운반차) 

stone factory(돌로 만든 공장) 

lady dector(여 의 사) 

glass case(유리 넣 는 상자) 

bookcase(책 장) 

brick yard(벽 돌 공장) 

toy car(장난감 차) 

glass case(유리 로 만든 상자) 

bookcase(책 을 넣 는 상자) 

brick yard(벽 돌을 깐 마당) 

(38a)는 어휘부에서 규칙 (36)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서 13의 강세형을 가 

지 며 , Allen(1978)의 Variable R Condition에 의 한 의 미 해 석 을 받는다. 한 

연 (38b)는 통사부에 서 생성된 것으로서 23의 강세형을 가진다. 이 경우 복 

합어의 두번째 명사에 동사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31)과 (32)의 의 

미해석은 받지 않는다. 

다음 (39)의 예 들을 보자. 

(39) (a) ship-builder= a builder who designs ships 

a builder who lives in ships 

a builder who sells ships, etc. 

(b) ship-builder=one who builds ships 

어휘 부에서 규칙 (36)에 의해서 만들어진 (39a)는 Variable R Condition에 
의한 의미해석을 받으묘로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뜻이 나오게 된 

다. 한편 (39b)는 통사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두번째 명사에 동사적 요 

소가 있고 build가 타동사이 므로 ship는 목적 어 로서 의 의 미 해 석 을 받는다. 

이렇다할 제약이나 조건이 없는규칙 (36)은 당연히 과잉생산하게 된다. 규 

칙 (36)의 출력부가 어휘목록 안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출력부 제 

약을 거쳐 야 한다. Scalise(l984: 44-54)에는 어형성규칙에 대한 여러가지 제 

약을 통사적 인 것， 형태론적인 것， 의미론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는 바， 출력부 제약은 그와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순가설 (Ordering Hypothesis)을 어 형성의 방펀A로 생각하는 어휘음운흔 

의 입 장에 는 문제 가 있 다는 점 에 서 이 글은 Sproat (1 985)의 On Deriνing the 

Lexicon과 생각을 같이 한다_ Sproat는 유순가설을 하나의 적격조건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다. 예 를 들어 용nationhoodal과 같은 단어는 통사적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다. 접미사 -hood는 명사 뒤에 오며 ， -al도 명사 뒤에 오 

게 되어 있다. 그와 같은 통사적 제약을 모두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 단어가 

부적격인 것은 유순가설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단계 어미인 -hood이 

제 1 단계 어미인 -al에 앞서 적용된 것이 다. 만약에 유순가설이 어형성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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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이라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1) 융incivil 

incivility 

uncivil 

*uncivility 

알려져 있다싶이 ln-은 1단계 정두사이고 un-은 2단계 정두사이다. 그렇다 

띤 (41)의 부적격 단어들을 설명할 걸이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복합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 특히 그 가운데서 

도 R&S의 First Sister Principle을 집 중적 으로 검 토하고， 이 원 칙 이 비 록 

여 러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밝혀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형성의 

한 방편으로 삼기에는 여 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리고 R& S의 관찰은 의미해석을 위한 별도의 필터 를 설정함으로써 살리고 

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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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English Morphology: Chiefly on 

the Compound Formation 

Sang-buom Ch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Roper and Siegel (1978) and to 

propose a compound formation rule for English. Roeper and Siegel make 

distinction between root and verbal compounds, and to derive the latter 

they propose the First Sister Principle. This principle, however, is shown 

to be both too strong and too weak. To derive English compound nouns, 
it is proposed to concatenate any kind of lexically independent nouns. The 

overgenerated output will be filtered by several output constraints, such as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semantic. The First Sister Principle will 

be used as a semantic filter and the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output 

compound nouns will also be done by the Variable R Conditíon proposed 

by Allen (1 978) . The level mechanism proposed in Lexical Phonology will 

be used as a well-formedness condition as in Sproa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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