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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 15세기 국어 파생법을 중심으로-

구 3깅L 
'- 관 

Aronoff (1 976)에서는 하나의 접사 첨가 규칙이 둘 이상의 다른 통사 범주룹 

어 기 로 가칠 수 없다는 단일 어 기 가설 (U!Útary Base Hypothesis)을 제 안한 

바 있다 단일 어기 가설에는 많은 반례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Aronoff 

(1976)에서는 외관상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외들은 대부 

분 통음이의어적인 접사 첨가 규칙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 

그런데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 중에는 동음이의어적인 접사로 볼 수 없는 것 

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Scalise (1984)에서는 어기의 통사 범주를 엑스 바 

이 론의 통사 범 주 자칠 (syntactic category feature)을 이 용하여 세 분하면 적 절 

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단일 어기 가설은 접미 파생 규 

칙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접두 파생 규칙의 경우에 

는 형용사， 명사， 동사의 세 범주에 첨가되는 접미사들이 많아 잘 적용되지 않 

는다. 접미 파생 규칙의 경우도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여 명사와 형용사， 동 

사와 형용사가 어기로 쓰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그는 형용사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 [+NJ 자질을 공유하는 것이고 형용사와 동사플 어기로 갖는 것은 

[+VJ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어기가 어휘의 통사 범주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Scalise (984)의 수정 단일 어 

1 Aronoff (976) 이전에도 파생접미사가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이 있었다. 국어 문볍 연구자들도 파생어플 분석하게 되면서， 어기의 단임성과 어기와 접 
사가 결합된 파생어의 단일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어기의 단일성을 단일 
어기 가설로 포착할 수 있다면 파생어의 단일성은 Sca1ise (1984)의 용어를 빌리연 단일 

출력 가설 (Unitary Output Hypothesis)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현배(1961)에서는 
파쟁어플 어기의 품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읍에 반해， 이희승(1957)에서는 접사가 붙 
어서 이루어진 파생어의 품사플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각각 어기의 딴일성과 파 

생어의 단일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fashionable’과 ‘acceptable’은 둘 다 ‘-able’을 갖는데， 어기가 영사와 동사로서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Aronoff (976)에서는 이들을 두 개의 상이 
한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가 아년 것으로 다루었다 (전상 
범 역(1987: 1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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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설은 ‘하나의 접사 첨가 규칙이 단일한 통사 범주 자질로 표시할 수 있는 

통사 부류를 형성하는 어기에만 첨가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다. 

국어의 파생 규칙도 대체로 어기가 단일한 통사 범주를 갖는 것으로 보이므 

로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국어의 파생 규칙에서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나의 접사 첨가 규칙이 ‘명사-형용사’， ‘형용사-동 

사’， ‘동사-부사’를 어기로 갖는 유형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의해 설명휠 수 있다. 즉， 형용사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 [+NJ 자질 

을 공유하는 것이고，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것은 [+VJ 자질을 공유하는 

것이고， ‘동사와 부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NJ 자질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접미사는 항상 하나의 통사 범주 자질로 표시할 수 있는 어기에 붙는다고 기술 

할 수 있다.3 

본고의 목적은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 국어의 파생 규칙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단일 어기 

가셜 내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 국어에 적용된다고 할 때， 이 가설이 규칙으 

로 볼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경향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셋째 단일 어기 가설 내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어의 조어볍 기술을 더 정밀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료는 공시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15세기 국어 파생법으로 한정 

하지만 필요한 경우 근대국어나 현대국어의 자료를 원용한다. 

2. 단일 어기 가설과 단일성 

우리는 단일 어기 가설의 ‘단일성’이 무엇의 단일성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어기 가설의 단일성은 어휘의 통사 범주 

Oexica1 catagory)의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파생 규 

칙에서 어기는 통사 범주의 단일성만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15세기 국어의 피동사 파생의 예를 살펴 보자 

(1) ....,. 나닷 法에 좌관보 <석 보상절 9:8> 
L 므리 솟글허 슐zl딩과 <월인석보 23:81> 
c 끓?애 늄의늘 銘隆이 잇도다<두시언해 22:1> 

3 통사 범주 자질의 분석은 주로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부 
사에 적용된 적은 없다. Aronoff (1976)의 단일 어기 가설이나 Sca1ise (1984)의 수정 단 

일 어기 가설의 논의에서도 부사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 그러나 국어의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있는 통사 범주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가 쓰이므로 부사 
도 단일 어기 가설 내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장에서 이루어진다 



단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155 

(1,), (1 L)의 피동사 ‘자피 ’, ‘삶기 ’의 어기 ‘잡-’， ‘옮-’이 타동사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는 대부분 타동사이다. 물론 (lc)의 ‘늘이-’ 

에서 볼 수 있듯이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로 ‘늘-’과 같은 자동사가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로 자동사가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에 대해 어기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4 만일 피 

동 파생 규칙이 타동사만을 어기로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파생 규칙에서 

어기는 통사 범주의 단일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타동성]과 같은 하위 범주 

자질의5 단일성을 갖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 

뿐만 아니라 파생규칙의 어기는 의미 자질 내지 고유 자질 (inherent feature) 
의 단일성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를 검토해 보자. 

(2) 기. 길이 1*짧이， 높이 j*낮이， 깊이 1*얄이， 빨리 j*느리 

L 멀리/가까이*무거이/가벼이 

송철의 (1989: 187)에서는 (2)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국어의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가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어기보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나 

타내는 어기와 주로 결합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7 그밖에 명사와 결합하 

여 형용사를 만드는 ‘-답-’도 일정한 의미 자질을 갖는 어기와 결합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s 

~ 15세기 국어에서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로 자동사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에는 
‘늘이 ’ 외에도 ‘들이-<우시언해 22:1>’가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 
로 자동사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리 ’, ‘올리 ’ 동과 같은 예들이 았다. 이들에 대 
해서 자동사에 사동 파생접미사 ‘{-이 }’가 결합되고 이 사동사 (타꽁사)에 다시 파생접미 
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연 피동 파생 규칙의 어기로는 타 
동사만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동사는 그 동사가 갖는 논항의 성격에 따라 하위 범주 자질을 부여하여 나눌 수 있 
는데， 허위 범주 자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하위 범주 자질과 관련하여 파생 규칙의 어기의 단일성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더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6사동 파생의 접미사 ‘{-이 }’나 ‘{-오 }’도 대체로는 어기로 타동사흉 갖는다. 그러나 
‘더러봐-<월인석보 8:97>’, ‘녀토-<용비어천가 4:7> 등과 같이 피동 파생의 접미사보다 
는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나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7 송철의(989) 참조， 한펀， 15세기 국어의 경우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가 ‘멸이’， 
‘느지’， ‘져기’와 같이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어기와도 쉽게 결합한다. 이는 15세기 국 
어의 ‘-이’가 현대국어의 ‘ 이’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점과 활용어미로 광범위하게 쓰였다 
는 점이 이유가 될 것이다 (줄고 1996 = 1998) 

8 현대국어에서 ‘-답-’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김창섭 1984). 이 중 ‘사내답-’， 
‘서울대학교 도서관답 ’과 같이 단어와 구에 모두 결합되는 ‘-답r’은 주로 [+인성] 또는 
[+구체성]의 의미를 갖는 어기와 결합하는데 특히 어기가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경우에 
쉽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정답-’ ‘예당 ’처럼 단어에만 결합되는 ‘-답2 ’ 
은 주로 [-구체성]의 어기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어와 구에 모두 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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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연 파생 규칙의 어기는 통사 범주， 자동사나 타동사와 같은 하위 

범주 자질， 의미 자질이나 고유 자질 등의 단일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장을 형성할 때 동사가 다른 문장 성분의 여러 자질들을 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생 규칙에서 접사가 선행하는 어기의 여러 자질들을 제약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9 

그렇지만 파생 규칙에서 어기의 단일성을 언급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 

되는 것은 어기의 통사 범주의 단일성이다. 또한 대부분의 파생 규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어기의 통사 범주의 단일성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기의 통사 범주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단일 어기 가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 

다. 본고에서도 통사 범주의 단일성을 중심으로 국어 파생 규칙의 단일 어기 

가설에 대해 논의한다. 

통사 범주는 가장 쉽게는 품사로 대체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단 

일 어기 가셜은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는 하나의 품사여야 한다’로 바꿀 수 

도 있을 것이다. 

국어의 품사는 연구자에 따라 5품사에서 11품사까지로 다르게 분류되어 왔 

다)0 품사의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각각의 품사에 대해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학교문볍에서 

의 분류를 받아 들여 9품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 어기 가설이 적용 

되는 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그런데 국어의 모든 품사가 생산성이 있는 파생 규칙의 어기로 참여하는 것 

은 아니다. 국어에서 생산성이 있는 파생 규칙의 어기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어휘 범주 (major lexical categories)에 속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뿐 
인 것으로 생각된다)1 국어의 파생 규칙에서 어기로 참여할 수 있는 통사 범주 

‘-답1-’을 파생접미사가 아니라 의존 형용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창섭 1994; 졸고 1996 
=1998 동). 

9 서술어가 문장에서 적당한 의미역을 갖는 논항들을 선태하고 이에 적격해야만 적합 
한 문장으로 인가 (]icense)하듯이 접사도 어기의 자질들이 적격해야만 인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0 품사는 주지하듯이 문장 안에서의 직능 (기능)， 형태 변화 여부， 의미 둥의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학교문법에서는 국어의 품사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풍의 9풍사로 나눈다.9품사에다 존재사나 지정사 둥을 더하여 11 
풍사로 나누기도 하고，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하나로 묶고，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로 묶어 6풍사만을 인정하기도 한다 또 조사를 어미 
의 일종으로 보아 5품사만을 인정하기도 한다. 

11 물론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조어볍 논의에서는 어기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외에 다른 품사도 쓰이는 것ξ로 기술해 왔다. 예를 들어 15세기 국어의 ‘외롭-’， ‘새롭-’ 
풍은 접두사 혹은 관형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기술되기도 했다. 15세기 국어의 공시적 
인 용법만을 고려한다면 ‘외릅-’ ‘새릅-’을 ‘접두사 혹은 관형사+-릅-’의 구성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 단어가 형성될 당시에는 ‘새， 외’가 명사적인 용법을 가졌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단어는 명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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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뿐이라면 단일 어기 가셜은 ‘하나의 파생 규칙은 어 

기로 명사， 형용사， 똥사， 부사 중의 하나를 가지며， 반드시 이 중 한 부류만을 

갖는다’로 정리할 수 있다. 

3.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들 

우리는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어에서 단일 어기 가설이란 ‘하나의 파생 

규칙은 어기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의 하나를 가지며， 반드시 이 중 한 

부류만을 갖는다’로 정리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국어에서 공시적으로 생 

산적인 파생 규칙은 대체로 이런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이런 단일 어기 가설을 국어에 적용했을 때 제법 많은 예외들이 나타나기 

도 한다. 이런 예외들은 다른 어떤 설명을 하거나 다른 설명이 어렵다면 단일 

어기 가설을 수정하여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어가 가설에 따라 국어 파생 규칙의 어기의 통 

사 범주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의 하나라야 하고 반드시 그 중 한 부류 

여야 한다. 따라서 이 단일 어기 가설에 위반되는 예로서는 ‘명사-형용사’， 

‘명사-동사’， ‘명사-부사’， ‘형용사-동사’， ‘형용사-부사’， ‘동사-부사’를 어기로 갖 

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일 어기 가설에 위반되는 이런 

예들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각각을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명사와 형용사가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3) '. 이 녕효콕 열본 사닫T;!] 能히 훌 배 아닐써 <월인석보 18:43> 

L 두 뿔이 갈 걷 늪효콕<법화경언해 5:104> 

(3 ，)의 ‘널갑-’은 형용사인 ‘널-’과 ‘{-갑-}’으로 분석할 수 있고， (3L )의 ‘늘캅-’ 

은 명사인 ‘늘종’과 ‘{-갑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다면 ‘{-갑-}’이 

형용사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 접미사 ‘{-갑-}’은 생산성이 거의 

세기 국어에서 ‘새’는 관형사뿐 아니라 명사로로 쓰였다. 따라서 ‘새롭 ’은 ‘명사+-릅-’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생산적인 파생 규칙만을 고려한다연 어기뿐 아니라 파생어의 통 

사 범주도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뿐인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현 
맛 (얼마의)’， ‘엿맛 (얼마의， 몇 번의)’ 등을 파생 관형사， ‘특려’， ‘브터’， ‘두고’ 등을 파생 
조사로 보아(허웅 1975: 259-261) 파생어에 포함시킨 바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생산적인 
파생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통사 구성의 어휘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1900 = 1998)플 참조). 다만， 기수사에 결합하여 
서수사를 만드는 ‘-자히(>재)’， ‘-차히(>채)’ 등을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 
면 파생 규칙의 어기 혹은 출력부의 범주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외에도 수사가 추 
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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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이러한 파생 규칙은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규칙이 아니다)2 또， 접미 

사 ‘{-갑-}’이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가 ‘늘캅-’을 제외하고는 없으므로 이를 

‘늘동 + ‘{-갑-}"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단일 어기 가설이 공 

시적으로 생산적인 파생 규칙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늘캅-’을 명사 ‘늘송’과 

‘{-갑-}’의 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3)의 예를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보기 어렵다.13 

둘째， 명사와 동사가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4) '. 새 놓객릎 조차 흔 번 서르 디나가미 어렵도다〈두시언해 21:17> 

L 보벼 논린객웰 거슬 두 겨시다가 <법화경언해 1:101> 

(4，)의 ‘늘개’는 동사 ‘늘-’과 ‘{-개}’로 분석할 수 있고， (4L )의 ‘노리개’는 명 

사 ‘노리’와 ‘{-개}’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다면 ‘{-개}’가 동사와 명사 

를 어기로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일 어기 가설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개}’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노리개’밖에 없어 이 예를 단 

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명사와 동사가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는 현대국어의 ‘-보’에 의한 

파생어에서 찾을 수 있다. 

(5) '. 꾀보， 떡보 
L 째보， 약보 

(5 , )에서는 ‘-보’가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것을 보여 주고 (5L )에서는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것을 보여 준다.14 

셋째， 명사와 부사가 파생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6) '. 題雖효닌 가4며니 <금강경언해 5> 

12 ‘{-갑-}’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1996 = 1998)을 창조하라. 
13 (3)의 예를 제외하면 15세기 국어나 현대국어에서 명사와 형용사를 통시에 어기로 

갖는 파생규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인구어에서는 명사 
와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파생 규칙이 제법 나타나는데 이는 국어에서의 형용사가 인구 
어에서의 형용사와는 달리 서술어로 쓰이므로 명사와 성질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성질이 완전히 다른 통λ} 범주가 동일한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3)과 같은 예는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아니라 분석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4 곧 이어서 언급하게 될 것처럼 접미사가 어휘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경우에 이와 같은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많이 나타난다 ‘ 보’처럼 명확하지는 않으나 ‘-성’도 ‘인사성’에 
서처럼 명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도 있고 ‘먹성’에서처럼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도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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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낯가용 가지엔 여르미 노죠흐콕〈두시언해 15:7> 

(7) '. 어 버이 子息 소효혹료 〈석보상절 6:3> 
L 購은 눈 흔 번 죠료훌 싼이오<법화경언해 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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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의한 파생어는 선행 어기의 의미에 따라 형용사 혹은 동사로 쓰인 

다.15 (6，)의 ‘顆難졸-’는 명사 어기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인 예이고， (6L )의 

‘는측항-’는 불구적인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인 예이다. 그런데 이 어근 

‘는즉’의 통사 범주는 연구자에 따라 명사 혹은 부사로 본다.16 (7 ，)의 ‘ξ량향 

-’는 ‘-항-’가 명사 어기와 결합하여 동사로 쓰인 예이고， (7L )의 ‘긍즉항-’는 

불구적인 어근파 결합하여 동사로 쓰인 예이다. (7L )의 ‘응측항-’에 쓰인 어기 

‘즙족’에 대해서도 역시 명사 혹은 부사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국어에서 접미사 ‘-흘-’에 선행하는 어근의 통사 범주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임홍빈(197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근 분리 현상에 근거하 

여 명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첩어를 이루어 상징어 부사로 쓰 

이므로 부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7 만일 (6L), (7L )의 ‘':;

측’， ‘긍측’의 통사 범주를 부사로 볼 수 있다면 ‘ 좋-’가 명사와 부사즐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예를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흥-’와 유사하게 선행 어기에 따라 동사 혹은 형용사로 쓰이면서 불규칙적 

인 어근과 결합하는 것에는 ‘-이-’가 있다. ‘-창-’ (현대국어의 ‘-하-’)는 현대국 

어에서도 명사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갖는다.18 15세기 국어에서는 잘 나 

15 ‘-창-’가 파생접미사인지 어근인지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만일 ‘-향-’플 어근 
으로 본다면 (6), (7)의 예는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현대국어에서도 이런 용멍의 ‘-하-’ 
가 쓰이는데， 파생접미사로 보는 관접과 어근으로 보는 관점이 었다. 다만， ‘-되-’와 대립 
하여 각각 능동사와 피동사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연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6 동사 혹은 형용사 어기에 ‘-적/유’이 결합하여 불규칙적인 어근으로 쓰이는 예에는 
‘?측’， ‘그옥’， ‘는측’， ‘어득’， ‘머즉’， ‘고측’， ‘구즉’ 등이 있다. 이현희(1987)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상태명사적 어근으로 보아 명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숭녕 
0981: 128-129)에서는 이들이 상징어로서 부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7 접마사 ‘-향 ’에 션행하는 요소를 상징어 부사로 보기 어렵게 하는 것은 이들이 파 
생접미사 ‘-향→’에 선행할 때 첩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구즉구즉향-’처럼 
‘-창-’에 선행하는 요소가 첩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파생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부사+동사 (혹은 형용사)’의 통사 구성이 어휘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현대국어의 ‘-하-’가 명사를 어기로 갖는 예에는 ‘가난하-’， ‘사랑하-’가 있고， 불규칙 
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깜찍하-’， ‘꿈적하-’ 등이 있다. 혹시 이을을 이미 언급 
한 ‘구즉구즉좋 ’와 마찬가지로 ‘명사 혹은 부사와 동사 (혹은 형용사)’의 통사 구성이 어 

휘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지도 모른다. 만일 이렇게 본다면 이런 예는 파생어가 아니 
라 합성어언 셈이다. 현대국어의 ‘-하-’가 상징어 부사와 결합할 때는 ‘출령출렁하-’， 
‘반짝반짝하-’처럼 상정어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들도 ‘부사와 동사 (혹은 
형용사)’의 통사 구성 혹은 이러한 통사 구성이 어휘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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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고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파생접미사19 중에도 ‘-거리-’， ‘-대 ‘-꽃-’， 

‘-맞-’， ‘-스럽-’과 같이 명사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갖는 것들이 있다 20 

현대국어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중에서 명사를 어기로 갖기도 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사 혹은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갖 

기도 하는 예가 제법 많다 21 

(8) , 겁장이， 고집장이 

L 또드락장이， 콜록장이 

(9) '. 식충이， 애꾸눈이， 육손이 

L 개구리， 뻐꾸기， 기러기 

c 살살이， 홀쭉이， 럴렁이 

(8，)은 ‘-장이’가 명사를 어기로 갖는 예이고， (8L)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 

기로 갖는 예이다. (9，)은 ‘~이’가 명사를 어기로 하여 사람을 나타내는 파생어 

로 쓰인 경우이고， (9L )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여 동물 이름을 나타내 

는 파생어로 쓰인 경우이고， (9c)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여 사람을 나 

타내는 파생어로 쓰인 경우이다.22 그밖에도 명사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현대국어 파생접미사에는 ‘-장이’， ‘-질’ 등이 있다.23 

이와 같이 명사와 명사 혹은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이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예는 제법 많이 나타난다. 이 불규칙적인 어근의 

통사 범주를 부사로 본다면 이러한 예들은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한 것으로 볼 

‘-하-’가 상징어가 아닌 일반적인 부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더하 ’, ‘못하-’ 등이 있는 
데， 이들도 ‘부사와 동사 (혹은 형용사)’의 통사 구성 혹은 통사 구성이 어휘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 현대국어 파생어의 예는 주로 고영근(1973 = 1989: 601-닮3)을 참조했다 
m 이 중에서 ‘-거리-’만 15세기 국어에서 나타난다 (실제로는 15세기 국어에서는 ‘구플 

어려-<능염 7: 81>’에서처럼 ‘「’이 약화된 ‘-어리-’로만 나타난다) ‘-거리-’가 명사를 어 
기로 하는 예에는 ‘가탈거리-’가 있고，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기웃거리 ’, 
‘덜렁거리-’ 퉁이 있다. ‘ 거리-’와 결합하는 어기는 대체로 ‘ 대-’와도 결합한다 ‘ 꽃-’이 
명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심술꽃-’， ‘앙상꽃-’ 둥이 있고， 불규칙적인 어근블 어기로 
하는 예에는 ‘새살꽃 ’이 있다 ‘-맞-’이 명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궁상맞-’， ‘능청맞-’ 
둥이 있고，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능글맞-’， ‘지절맞-’이 있다. 또， 
‘ 스럽 ’은 ‘복스럽-’， ‘사랑스럽-’처럼 주로 명사를 어기로 형용사를 파생하는데， ‘시원스 
럽-’처럼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기도 한다‘ 

21 파생접사들은 어휘 형태에서 발전한 것과 문법 형태에서 발전한 것이 있다. 명사와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갖는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는 주로 어휘적 의미를 띠논 파생 
접미사들인데， 이들은 어휘 형태에서 발전한 것들로 생각된다 

22 (9 î ), (9 L ) , (9c )에 쓰인 ‘-이’가 통일한 파생접미사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강‘-동이’가 명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꼬마동이’， ‘막내동이’가 있으며， 불규칙적인 어 
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쫓래동이’가 있다 ‘-질’이 명사를 어기로 하는 예에는 ‘가위칠’， 
‘계집질’ 등이 있고，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예에는 ‘딸팍질’， ‘버둥질’ 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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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려는 다음 절에서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것이다.24 

넷째， 형용사와 동사가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10) '. 외브f단봐 머리흘 춧끼S 힐니 <용비어천가 9:49> 

L 밟바당이 平향샤뎌 짜히 효농간본l 업시 혼 가지로 다창시며 

〈월인석보 2:40> 

‘-이’는 주로 동사(구)를 어기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인데， (10，)의 ‘이바디’ 

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lOL )의 ‘놈낯가영l ’는 형용사 ‘놈낯갑-’과 ‘-이’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가 형용사를 어기로 갖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5 이와 같이 ‘-이’의 어기로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가 제볍 

있는데， 이는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된다. 

15세기 국어에서 동사를 어기로 하여 명사를 파생하는 생산적인 파생접미사 

의 하나가 ‘{- g-}’이다. ‘{- g-}’은 15세기 국어에서는 다음 예에서처럼 동사만 

을 어기로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 닐굽 건료릎 거르시고〈석보상절 6:17> 
L 꽂 묘코 보릎 하는니<용비어천가 1:1> 

그러나 근대국어나 현대국어에서는 ‘기쁨’ ‘즐거움’ ‘괴로움’ 등과 같은 예에 

서 볼 수 있듯이 ‘{-g -}’ (현대국어의 ‘-음’)이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쟁 이는 중세국어에서 명사형 전성어미 (동명사형 어미)로 쓰이 

던 ‘一옴/웅’이 근대국어 이후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인 ‘{-g-} (혹은 ‘-음’)’에 

합류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7 

2.1 명사와， 상징어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이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경우， 이 명사가 의미상 동작성을 갖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는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이 일반 부사와는 달리 동작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곧 이어 논의될 것이지만 상징어 부사로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어근이 동작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이 동사와 통일한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기도 한다. 

25 영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는 소위 동사성 명사 합성어를 만드는 접미사로 ‘집지이’， 
‘거름거리’처럼 구를 어기로 하기도 한다- 어기가 구인 경우에도 ‘가승알피’와 같이 동사 

구뿐 아니라 형용사구 (혹은 형용사절)를 어기로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6 조일규(1993: 65)에 따르변 근대국어에서 ‘-읍’이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예에는 ‘게여 
름<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 1:14>’ ‘셔름〈삼역총해 2:4>’ 등이 있다. 

?:l 주지하듯이， 15세기 국어에서는 동사를 어기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g -}’과 
명사형 전성어미 (동명사형 어미)인 ‘{-옴-}’이 형태상 구별되었었다. 그러다가 근대국어 
를 기점으로 ‘오/우’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형태상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대 
국어의 경우에도 비록 형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음’과 명사형 전 
성어미 ‘ 음’은 구별되어야 한다， 양자는 형태상 구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즉， ‘근’로 끝 
나는 동사 (혹은 형용사)가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울음’， ‘얼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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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와 동사가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쓰이는 예에는 부사 형성 파생 

접미사 ‘-이’도 있다. 

(12) '. 思愛률 보란 여희여 어즐코 아득졸야<석보상절 6:3> 
L 네 모로매 밥 족린 머거 <월인석보 9:35>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는 주로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접미사인데， (121)의 

‘머리’가 이를 보여 준다. 그런데 (12L )의 ‘조리’는 동사 ‘졸-’과 ‘-이’의 결합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이’가 동사를 어기로 갖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이’의 어기로 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제법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다.28 

그밖에 15세기 국어의 파생 규칙 증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것에 

는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인 ‘{-익}’， 형용사 형성 파생접미사인 ‘{-얻 -}’, 사동 

파생접미사인 ‘{-이-}’와 ‘{-오-}’， 강세 파생접미사인 ‘{-왕-}’， 부사 형성 파생 

접미사인 ‘{-오}’ 퉁이 있다.29 물론 이들 접미사의 어기로 형용사와 동사가 같 

은 비중으로 쓰이지는 않고， 파생접미사에 따라 동사 혹은 형용사 중에 하나가 

주로 어기로 쓰인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15세기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어기로 하 

는 파생 규칙의 접미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파생 규척이 동사와 형 

용사를 어기로 하는 것은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 

리는 다음 절에서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의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동사 혹은 형용사와 부사가 어기로 쓰이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같이 나타나지만， 명사형 전성어마와 결합하는 경우는 ‘옮’， ‘얽’과 같이 나타난다. 물론， 
‘동사 어간+ 명사형 전성어이 ‘-음”의 통사적 구성이 어휘화한 것으로 생각되는 ‘삶’과 
같은 명사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근대국어나 현대국어의 형용사를 어기로 한 ‘게여름’， 
‘셔름’， ‘기쁨’， ‘즐거움’， ‘괴로움’과 같은 형태들은 ‘형용사 어간+병사형 전성어미 ‘-음”의 
통사 구성이 어휘화한 것으로 보아 파생접미사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쟁 15세기 국어에서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는 파생접미사로 쓰일 뿐 아니라 굴절어 
미로 쓰이기도 한다. 파생접마사로 쓰일 때 뿐 아니라 굴절어미로 쓰일 때도 ‘-이’는 어 
기로 형용사와 동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1996 = 19(8) 
를 참조할수 있다.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는 ‘노픽’， ‘너빅’에서처럼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현희 (1987)에서는 ‘묻피’， ‘므피’를 동사 ‘*묻기-’， ‘므기-’ 혹은 ‘i묵-’ 
과 접사 ‘{-익}’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런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ll’는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용사 형성 파생접미사 ‘{-텅-}’는 ‘알혼-’， ‘슬프-’ 
에서처럼 동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可憐창오(<힐)-’에 
서처럼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도 있다. 사동의 ‘{-이-}’나 ‘{ 오 }’ 
도 주로 (타)동사를 어기로 하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더러영]-’， ‘녀토-’와 같은 형 

용사를 어기로 하는 예도 있다.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오}’는 주로 동사를 어기로 하 

는데， ‘세우’와 같이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예도 있다. 



단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163 

(13) " 내 이제 훤히 릎접표란<법화경언해 2:138> 
L 말장미 복도략발 모E 틴~밀 즐기피 흥':::-니 <석보상절 13:40> 

‘{-압-}’은 15세기 국어에서 주로 ‘이(i)’나 ‘ 1 (j)’로 끝나는 동사 어기와 결합하 
여 정감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파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의 ‘즐겁-’은 

동사 ‘즐기-’와 ‘{-압-}’의 결합이므로 이런 제약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런데 03L )의 ‘보든랍-’은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 ‘*보들’과 ‘{-압 

-}’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는 예로 생각할 수도 있 

다，30 그러나 이에 대해 이현희(1987)에서는 동사 ‘*보든리-’를 재구할 수 있으 

므로 제약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편， 석주연(1995) ， 이지양(1988)에서는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압-}’이 ‘고맙-’에서처럼 명사와 결합하거나， ‘시끄럽-’， ‘정그럽-’에서처 

럼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와 결합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옳다면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에서 ‘{-압-}’은 명사와 동사와 상징 

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어 

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파생 규칙만을 고려할 경우 ‘{-압-}’에 의한 파 

생은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세기 국어플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압-}’은 동사만을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대국어나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명사나 동사가 

어기로 하는 예는 거의 없고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는 결 

합만이 생산적이다. 따라서 각 시기의 공시적인 파생 규칙만을 고려한다면 단 

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31 

하나의 파생 규칙이 공시적으로는 동사와 부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는 ‘{-압-}’ 

올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이를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압-}’의 어기의 통사 범주가 통시적으로 동사에서 상징어 부 

사 (불규칙적인 어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동사와 부사를 어기 

로 하는 경우가 아년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단일 어기 가 

설의 반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형용 

사’， ‘명사 동사’， ‘명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 ‘형용사-동사’， 

에 15세기 국어에서 ‘*보들’ 혹은 ‘*보들보들’이 상징어 부사 (볼규칙적인 어근)로 쓰인 
예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후대형윤 고려하면 상징어 부 
사를 어기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었다. 

31 ‘{-압-}’은 어기의 통사 범주가 동사에서 상징어 부사 (불규칙적인 어근)로 통시적으 
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물흔 ‘*시드리-’， ‘*보튼리-’와 같은 똥사의 소설과 

관련이 있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생산적인 파생 규칙만을 고려한다면 근대국어 및 현 
대국어에서도 ‘{-압-}’은 단일 어기 가설플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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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혹은 형용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가 쓰이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의 유형들 중에서 ‘명사-형용사’， 

‘명사-동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예가 거의 없고 각각의 파생어들을 달리 해 

석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아년 것으로 간주할 수 있 

었다. 한편， ‘명사-부사 (상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 ‘형용사-동사’， ‘동사 

(혹은 형용사)-부사 (상징 어 부사 혹은 불규칙 적 어근)’를 어 기로 갖는 경 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 장에서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것이다. 

4. 단일 어기 가설의 수정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은 Scalise (1984)에서 제안된 것으로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로 보이는 예들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논의이다. 즉， 병사[+N， 

-VJ, 형용사[+N， +V], 동사[-N， +V]로 통사 범주 자질을 명세하여， 통사 범주 

의 자질이 단일한 통사 부류를 어기로 갖는 경우 수정된 단일 어기 가설을 지 

키는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Scalise (1984)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받아 들이면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 

로서 문제가 되었던 유형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명사-형용 

사’를 어기로 갖는 파생 규칙은 [+N] 자질을 공통으로 갖는 것으로， ‘형용사-동사’ 

를 어기로 갖는 파생규칙은 [+V] 자질을 공통으로 갖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각 

각의 파생 규칙이 수정된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Scalise (1984)는 어기의 통사 범주 자질을 명사[+N， -V], 형용사[+N， +V], 

동사[-N， +VJ로 명세하여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미 1장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의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있는 통사 범 

주에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가 있으므로 부사도 단일 어기 가설 내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사의 통사 범주 자절 

을 어떻게 명세하는 것이 좋을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단 [-N, -VJ로 보고 

논의를 진행해 보자.32 

그런데 국어에 이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 

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국어， 특히 15세기 국어에서 형용사와 동사를 다른 통사 범주로 보아 

형용사는 [+N, +V], 동사는 [-N, +V]로 명세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 대 

32 이마 언급한 바와 같이 통사 범주 자질의 분석은 주로 영사 [+N, -VJ, 형용사 [+N, 
+V], 동사 [-N, +V], 전치사 [-N, -V]로 명세되었으며， 부사에 적용된 적은 없다. 통사 
범주 자질올 단일 어기 가셜에 이용할 때에는 부사가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치사 대신 부사의 통사 범주 자질을 [-N, -V]로 명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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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논의해 보아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에서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따라서 비록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의해 [+VJ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들을 설명할 수 있지 

만 이런 예가 너무 많다는 점은 다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 동사와 형용사는 [+VJ 자질을 공유하지만 형용사는 [ +NJ, 동사는 [-NJ으 

로 구별되는데， 국어의 형용사에 [+NJ 자질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동사와 

형용사를 다른 범주로 보기 어렵게 한다.33 더욱이 15세기 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다른 통사 범주로 보는 것이 현대국어에서보다 더욱 어렵다.34 따라서 

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의 자질을 [-N, +VJ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동사와 형용사 각각은 단일한 통사 범주의 하위 범 

주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에서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것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 아니라 단일 어기 가설로 설명할 수 있게 왼다. 그런데 국어에서 하나 

의 파생 규칙이 형용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 

럼 동사와 형용사가 같은 비중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나 동사 중에 한 가지가 주로 어기로 쓰이고 다른 것이 어기로 쓰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고에서처럼 동사와 형용사가 단일한 통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차이는 단일 어기 가설로 포착할 수 없다. 어떤 

파생 규칙이 어기로 동사 혹은 형용사만을 어기로 갖는다면 그것은 통사 범주 

의 단일성이 아니라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하위 범주 자질의 단일성을 갖 

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35 

둘째， 국어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부사의 자질은 

[-N, -VJ보다는 [+N, +VJ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언급 

33 외국의 문법서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문법가들은 홍기문(1927)에서처럼 접두사나 관 
형사의 일부를 형용사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N] 자질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관형 
사나 접두사 일부가 인구어의 형용사에 가깝다. 국어의 형용사는 문장의 서술어로 쓰인 

다는 점에서 인구어의 형용사와는 거리가 멀다. 

% 중세국어에서는 하나의 용언이 동사와 형용사로 쓰이는 예가 많다 따라서 현대국어 
에서와 달리 주로 형용사로 쓰이는 용언이 동사와 유사한 활용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주지하듯이， 현대국어에서는 형용사 어간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예가 거의 
없으나， 중세국어에서는 ‘꽂 묘코 여름 화노과<용비어천가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형용사가 현재 시제 선어말어마 ‘-는 ’와 결합하는 예가 많다. 

3.';동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통사 범주로 묶어서 다룬다면， 어떤 파생 규칙의 어기로 동 
사나 형용사 중 하나가 주로 쓰이는 현상에 대해 2장에서 파생 규칙의 어기로 자동사나 
타동사 중 하나가 주로 쓰일 때 [타동성]과 같은 하위 범주 자질의 단일성으로 포착했듯 
이， 이러한 단일성도 하위 범주의 단일성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일 어 
기 가설을 위해 동사와 형용사의 통사 범주를 하나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단일 어기 가설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국어에서 통 
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통사 범주를 달리할 정도로 큰 것인지 단일한 통사 범주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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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국어에서 하나의 파생 규칙 이 ‘명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 

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경우와 ‘통사 (혹은 형용사)-부사 (상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사의 하위 범주 자질 

을 [+N, +V]로 보게 되면 ‘명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경우는 [+N] 자질의 공유하는 것에 의해， ‘동사 (혹은 형용사)-부 

사 (상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인 어근)’를 어기로 하는 경우는 [+V] 자질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 자질보다 ‘+’ 자질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 공통성을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부사의 자질을 [+N, +V]로 잡는 것은 국어에서 부사가 명사와 통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부사와 명사는 모두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36 또 명사가 중첩되면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37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 부사가 의미상 서 

술성을 갖는다는 점도 부사의 자질을 [+N, +V]로 잡는 이유의 하나이 다.38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어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은 ‘하나의 파생 규 

칙의 어기는 명사[+N， -V], 동 • 형용사[-N， +V], 부사[+N， +V] 중 특정의 ‘+’ 

자질을 공유해야 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39 

위에서 제시한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하면 문제가 된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부사’ 

가 쓰이는 경우는 [+N]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동사-부사’가 쓰이는 경우는 

[+V] 자질올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40 물론， ‘동사-형용사’가 어기로 

$국어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오늘’， ‘지금’과 같은 어휘는 영사와 부 
사로 쓰인다. 또， 국어에서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지만 보조사의 경우 부사와도 결합 
한다 

37 예를 들어 ‘구석구석’과 같은 예는 명사의 중첩이 부사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잃국어의 단일 어기 가설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규칙적인 어근 (상징어 

부사)의 처리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불규칙 
적인 어근 (상정어 부사)’이 쓰이기도 하고， ‘동사 (혹은 형용사)-불규칙적인 어끈 (상징 
어 부사)’가 쓰이기도 한다. 상징어 부사를 제외한 부사가 그렇게 쓰이는 예는 드문 것으 
로 생각한다. 상징어 부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어의 접미 파생 규칙에서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는 주로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형용사-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형용사-통사’는 하나의 통사 범주로 묶을 수 있으므로 상징어 부사플 고려하지 않 
는다연， 국어의 접마 파생 규칙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 아니라 단일 어기 가설만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었통사 범주 자질을 명사[+N， -V), 동 · 형용사[-N， +V), 부사[+N， +V)로 하게 되변 명 
사[+N， -V), 형용사[+N， +V), 동사[-N， +V), 부사[-N， -V)로 하는 것에 비해 자질 표시 
가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를 하 

나의 통사 범주로 묶으연 특정 파생 규칙이 통사 혹은 형용사만을 어기로 갖는 현상을 
잘 포착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4。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부사’를 어기로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할 



단열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167 

쓰이는 경우는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의 통사 범주의 하위 범주들로 보기 때문 

에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가 아니다 41 

5. 예외가 나타나게 된 원인 

본고에서 제시한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은 하나의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동 •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접미 파생에서는 이런 예가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었 

다. 그러나 접두 파생의 경우는 ‘명사 동 • 형용사’를 어기로 갖는 예가 많이 나 

타난다.42 

(14) '. 덧가지， 덧거름， 덧그림， 덧니， 덧버선 

L 덧걸 덧나 덧달 , 덧입히-

(14，)은 접두사 ‘덧一’이 명사 어기와 결합한 예이고 (14L )은 동사 어기와 결 

합한 예이다. ‘덧-’ 이외에도 ‘명사-동 ·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접두사로는 

‘엇-’， ‘짓-’， ‘치-’， ‘맞-’ 등으로 꽤 많이 있다.43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어에서 ‘동사 부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가 불규칙적인 
어근 (상징어 부사)의 경우를 제외하연 거의 없고 ‘{-압-}’에 대해서도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셜명할 수 있다. 

41 지금까지 우리는 단일 어기 가설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국어에 적용하기 위해 국어의 
품사 내지 통사 범주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단지 단일 어기 
가설올 적절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어에는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의미상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통사 범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풍사의 전성 또는 품사의 통용으로 불러 왔다 이런 현상을 조어법적인 관 
점에서는 영변화 파생 혹은 영접사 파생으로 불러 왔다 고영큰 • 남기심0985 = 1993: 186 
-188)에 따르면 국어의 품사 통용의 예는 ‘명사-대명사’， ‘대명사-부사’， ‘수사-관형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감탄사’， ‘명사-감탄사’， ‘명사-조사’， ‘조사-부사’， ‘명사-부사’， ‘형용사 
-동사’， ‘명사-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동사’， ‘부사-형용사’ 퉁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품사 내지 통사 범주를 달리 분류하면 이들 중 많은 부류들이 품사의 통용이나 영변화 
파생 혹은 영접사 파생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조어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마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입력부나 출력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영사， 
형용사， 동사， 부사의 주요 어휘 범주에 한정되므로 영변화 파생 혹은 영접사 파생도 이 
들 품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를 하 
나의 범주로 묶는다면 ‘동사-형용사’로 쓰이는 예들도 품사의 통용이나 영변화 파생 혹 

은 영접사 파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하위 병주 자질의 변화에 대해서 
는 영변화 파생 혹은 영접사 파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42 현대국어 파생접두사 혹은 접두 파생의 예는 주로 안효경(1994)를 참조했다. 
43 ‘엇 ’이 명사 어기와 결합한 예에는 ‘엇가게’， ‘엇셈’ 등이 있고， 동사 어기와 결합한 
예에는 ‘엇나가 ’, ‘엇바꾸-’ 등이 었다. ‘짓-’이 명사 어기와 결합한 예에는 ‘짓고생’， ‘짓 
망신’이 었고， 동사 어기와 결합한 예에는 ‘짓누르 ’, ‘짓밟-’ 등이 있다. ‘치-’가 영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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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두 파생에서 접사가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국어에서 접두사가 파생어의 통사 범주 결정의 주요부 

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WiIliams (1981)의 우측 머리 규칙 

(Righthand Head Rule)에 따르면 영어의 합성어 (compound words)에서 주요 

부는 우측의 요소가 된다.44 국어의 합성어도 대체로 이런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어의 경우 합성어뿐 아니라 파생어를 포함한 복합어 (complex words) 

전체가 범주의 결정에 관한한 대체로 우측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45 

그렇지만 이미 예문 (5)에서 제시한 ‘-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접미 파생법에 

서도 명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미 파생법에서 명사와 

동사를 어기로 갖는 예는 이 접미사가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띨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국어의 접두사는 파생어의 통사 범주를 결정하지 않고 의미만을 더 

해 준다. 또한， 접두사는 대체로 접미사에 비해 문법적인 의미보다는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것으로 생각된다.47 그러므로 접두 파생법이 접미 파생볍보 

다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여 동일한 파생 규칙의 

어기로 명사와 동사 (혹은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기와 접사가 

어휘적인 의미를 띠면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산성이 없는 파생 규칙이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있는데， 이는 많은 경우 통시적인 변화를 공시적으 

로 기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괴리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한 바 있 

는 ‘새롭-’의 경우 15세기 국어에서는 명사를 어기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접미사 

‘{-듭-}’이 단일 어기 가설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대국어에서 ‘새롭-’ 

기와 결합하는 예에는 ‘치사랑’이 있고， 동사 어기와 결합하는 예에는 ‘치감-’， ‘치닫-’ 등 

이 있다. ‘맞-’이 병사 어기와 결합하는 예에는 ‘맞고소’， ‘맞상대’ 퉁이 있고， 동사 어기와 
결합하는 예에는 ‘맞겨루-’， ‘맞먹-’ 퉁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안효경 (994) 창조. 

44 Allen (978)에서 제안된 ‘“이다” 조건 (Is A Conditionl’이나 Wi11iams (1981)의 우흑 
머리 규칙은 모두 합성어 혹은 복합어에서 우측 요소의 자질이 전체 합성어나 복합어 전 

체에 삼투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Lieber (1981)에서는 좌측 요소 

의 자질도 상투되어 올라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상범 1995: 417-418). 
45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어의 경우 ‘en-’과 같이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파생접두사가 
어기의 통사 범주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국어는 파생어도 합성어나 마찬가지로 통사 범주의 결정이 우측 요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6 조어 과정은 일반적으로 통사 과정보다 덜 규칙적이다. 심지어 생산적인 조어 과정 
에 의한 단어 형성에서도 어기의 통사 범주 제약이냐 하위 범주 자질 제약 둥을 위반하 
연서도 의미적으로만 통하면 단어 형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었다. 따라서 조어 과 
정은 규칙의 관점에서 포착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47 접두사가 어휘의미를 강하게 띠기 때문에 ‘헛짜’와 같이 ‘접두사 + 접미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구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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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형사를 어기로 갖는 것으로 보아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수 있으 

므로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쟁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파생 규칙에서 볼 수 있는 단일 어기 가설의 예외들 중 

에는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압-}’의 경우는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허용 가능한 어기의 범주도 확대되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생 

산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단일 어기 가설을 비롯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는 경 

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쩌 현대국어에서 형용사 형성 파생접미사로서 높은 생 

산성을 갖고 있는 ‘-스럽-’은 주로 명사를 어기로 한다. 그런데 이 접미사가 

‘별스럽-’， ‘잡스럽-’에서처럼 관형사 내지 한자어 어근으로 볼 수 있는 어기와 

결합하기도 하고， ‘갑작스럽-’에서처럼 부사로 볼 수 있는 어기와 결합하기도 

하고， ‘게걸스럽-’， 새살스럽-‘에서처럼 상징어 부사로 볼 수 있는 어기와 결합 

하기도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50 

통시적으로 어미와 같은 흉사 구성 요소에서 파생접미사로 발달했기 때문에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 

는 중세국어의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와 

‘{-오}’， 근대국어 및 현대국어의 명사 형성 파생접미사 ‘{-음}’， ‘-기’ 등이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여 동사나 형용사와 쉽게 결합하는 것은 이들이 활용어미에 

서 왔기 때문에 활용어미로서의 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51 

본 절에서는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단일 어기 가설 혹은 수정 단일 

48 Bauer (1983: 216)에서도 단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접두사 중에서 
많은 경우 통시적 변화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게 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 
서의 반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ca1ise. 1984 (전상범 역 (1987: 178)에서 
재인용)). 

49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아주 높은 파생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 
터 자유롭다. 예를 들어 공시적으로 생산적인 파생접미사가 저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 
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어에서 ‘-스럽-’ ‘-롭-’ ‘-답-’ 동은 명사를 어기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들인데， 의마 차이가 크지 않아 어기에 따라 상보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 
기도 한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생산적인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는 ‘ 스럽-’은 ‘자유롭 
자유스럽-’， ‘어른답 어른스럽-’에서 볼 수 있듯이 저지 원칙에서 벗어나 ‘ 롭-’이나 ‘ 답-’ 
이 결합하는 어기와도 자유롭게 결합하기도 한다 (물론 ‘어른스럽 ’과 ‘어른답-’의 의미가 

다소 다르다는 것도 저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50 임홍빈(1989)에서는 ‘오늘은 [[[그가 옵]직]스럽]다’와 같은 예에서 ‘-스럽-’이 심지어 
구를 어기로 갖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문장이 바른 문장인지는 다소 
의심스렵다. 

51 물론 이들은 수정 단얼 어기 가설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또， 동사와 형용사를 하 
나의 통사 범주로 묶는 논의를 받아 들인다면 단일 어기 가설의 위반도 아년 것으로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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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가설에서 벗어나는 유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접미 파 

생법이나 접두 파생법에서 파생접사가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경우 이 

가설에 위반되는 예들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어휘 의미가 강할 경우 의미만 

통하면 어기의 통사 범주와 상관없이 조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둘째，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서 결합 가능한 통사 범주의 유형 

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가설에 위반되는 예들이 나타났다. 생산성이 높은 파생 

규칙은 각종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통시적으로 

어미와 같은 통사 구성 요소에서 파생접미사로 발달한 것들 중에서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벗어나는 예가 있었다. 이는 그 접미사가 아 

직 통사 구성 요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6.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국어의 파생 규칙에 단일 어기 가 

설이 적용될 수 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국어의 파생 규칙은 대체로 단일 어 

기 가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 가설에서 벗어나는 예도 적지 

않았다. 단일 어기 가설의 반례는 대부분 이 가설을 수정한 수정 단일 어기 가 

설로 설명할 수 있었다.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예들이 있 

었는데，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도 설명되지 않는 예가 나타나는 것은 이 가설 

이 국어의 파생법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경향성이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 규칙에서 어기는 통사 범주， 하위 범주 자질， 의미 자질 등의 단 

일성을 갖는다. 이 중 파생 규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통사 범 

주의 단일성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로 통사 범주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단일 

어기 가설을 논의했다. 통사 범주는 대개의 경우 품사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통사 범주의 단일성은 품사의 단일성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 

어의 품사 중에서 생산적인 파생 규칙의 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뿐이어서 국어의 단일 어기 가설은 ‘하나의 파생 규칙이 명사， 형용 

사， 통사， 부사의 네 품사 중에서 한 부류만을 어기로 갖는다’로 정리할 수 있 

었다. 

둘째， 통사 범주의 단일성과 관련하여 단일 어기 가설을 국어의 파생 규칙에 

적용해 보면 대체로 이 가설이 지켜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도 

제법 나타났는데 이 예외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단일 어 

기 가설의 반례의 유형들 중에서 ‘명사-형용사’， ‘명사-동사’를 어기로 갖는 경 

우는 예가 거의 없고 각각의 파생어들을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 단일 어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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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반례가 아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한편 ‘명사-부사 (상징어 부사 혹 

은 불규칙적 어근)’， ‘형용사-동사’， ‘동사 (혹은 형용사)-부사 (상정어 부사 혹은 

불규칙적 어근)’를 어기로 갖는 경우는 단일 어기 가설을 수정한 수정 단일 어 

기 가설로 설명할 수 있었다. 

셋째，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이란 어휘의 통사 범주를 명사는 [+N, -VJ, 형용 
사는 [+N, +VJ, 동사는 [-N, +VJ, 부사는 [-N, -VJ 자질로 명세하여 나누고 파 

생 규칙이 통사 범주 자질 중의 하나를 공통으로 가지면 수정된 단일 어기 가 

설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논의이다. 그런데 국어에 이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보완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국어에서는 

형용사와 동사를 다른 통사 범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로 묶어 동 • 형용사 

[-N, +VJ로 명세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의 부사의 통사 범주 자질은 

[-N, -VJ보다는 [+N, +VJ로 명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넷째， 수정 단일 어기 가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었다. 예외의 유형 중 한 가지는 접미 

파생법이나 접두 파생법에서 파생접사가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경우이 

다.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파생접사가 이 가설을 위반하는 이유는 어휘 

의미가 강할 경우 의미만 통하면 어기의 통사 범주와 상관없이 조어 과정이 이 

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파생접사 

들은 결합 가능한 통사 범주의 유형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가 

설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생산성이 높은 파생 접사들은 각종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의 제약을 받 

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동시적으로 어미와 같은 통사 구성 

요소였다가 파생접미사로 발달한 것들 중에서 단일 어기 가설이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벗어나는 예도 있었는데 이는 그 접미사가 아직 통사 구성 요소 

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고는 단일 어기 가설과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파생 규 

칙의 어기에 대한 제약을 검토하고 국어의 조어법을 더 정밀하게 기술하려 하 

였다. 그런데 수정 단일 어기 가설에 대한 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휘의 

범주를 통사 자질로 분석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면밀하게 이루어져 

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아울러 본고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사 범주 자질을 명사 [+N, -VJ, 동 • 형용사 [-N, +VJ, 

부사 [+N, +VJ로 명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론적인 

사실과 통사론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더 세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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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tary Base Hypothesis and 
Derivational Rules in Korean 

Bon-Kwan Ku 

This paper has reviewed with the object of the middle Korean whether 

Aronoff’s Unitary Base Hypothesis or Scalise' s Modified Unitarγ Base 

Hypothesis can be applied to Korean derivational rules. We asswne that 

Korean derivational rules keep Unitary Base Hypothesis. There are pretty 
objections of this hypothesis, these we consider Modified Unitary Base 

Hypothesis. So we know that Unitary Base Hypothesis or Modified U띠t따Y 

Base Hypothesis can be applied to Korean. In consequence, we ceπify that 

there would be a possibility that this hypothesis is a phenomenon which 
has cross-linguistic universality. However, there are something which can’t 
be explained as Modified Unitary Base Hypothesis in Korean derivational 

rules, this means that this hypothesis is a kind of tendency rather than an 

exac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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