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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 한국어 비통사적 합성어 연구 

孫  磊 

 

  본고는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형태

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고, 비통사적 합성법은 현 한국어에서도 여

전히 왕성한 생산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비통사적 합성어’란 합성어를 형성하는 구성요소의 배열 방식이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의 일반적인 구성성분 배열법을 따르지 않은 합성어를 말한다. 그

것의 본질은 통사적 구 구성이나 통사적 합성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

결어미나 전성어미와 같은 형식형태소가 결여되어 있고 실질적 개념, 곧 어휘

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끼리의 긴 한 결합이다. 어근,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

사적 합성어들은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표적인 예이다. 

  제3장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단어구조를 살펴보았다. 동사 어간이 관

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 동사 어간에 붙은 ‘ㅅ’에 하여는 합성어 표지

와 어근형성요소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 다. 사전에서 접두사로 처리

된 ‘맞-’에 하여 본고에서는 “마주”라는 기본적 의미를 나타내는 ‘맞-’이 용

언 어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 다. 그리고 임시어, 순화어와 신어 

중에 확인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통해 현 한국어에서 비통

사적 합성법은 자연스러운 단어형성법이고, 이는 여전히 생산성이 있는 단어 

형성 방식이라고 밝혔다.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있어

서는 의성의태성 어근이 많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의성의태성 어근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 다. 어근화요소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동사의 종결형이 관여하는 예가 상당수가 확인되었다. 이들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집합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근거로 ‘문장형 단어형성요

소+명사’형 합성 방식이 현 한국어에서 왕성한 생산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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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묶어서 이들의 형

태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비통사적 합성동사 내부에 일어나는 

유음탈락을 통해 비통사적 합성동사 구성요소 사이의 긴 한 관계가 확인되었

다.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통사적 합성동사의 준말로 본 논의에 하여 본고에

서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는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사전에서 접두사나 부사로 처리된 ‘설-, 맞-, 내리-’에 해서는 

이들을 어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 다.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

간’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는 구성요소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는데, 그들의 단어구조에 있어서 특히 복합어근이 상당히 많다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형용사에 하여는 

상태성 어근이 적극적으로 비통사적 합성명사, 비통사적 합성동사,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 ‘어간+[어근+‘-하-’]’형 비통사적 합성형

용사와 구성상 및 의미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이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고 논의하 다.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의미에 하

여는 부분 비통사적 합성동사들은 확장의미를 획득하 고 구성요소의 단순

한 합인 의미만 가진 경우가 많지 않음에 비해,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은 

부분이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을 가지고 확장의미를 얻지 못함을 밝

혔다.

  제5장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중에 분석이 가능한 복합어근을 

중심으로 하여,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를 정리해 보고, 이

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에서는 ‘-작/적-’, ‘-악/억-, -앙/엉-’, ‘-닥/덕-’, ‘-뚝/똑-’, ‘-록/룩-’, ‘-막/

먹-, -망/멍-’, ‘-(으)ㅅ-’, ‘-(으)ㄱ-’, ‘-(으)ㄴ-’, ‘-(으)ㄹ-’, ‘-(으)ㅁ-’와 같

은 다양한 어근형성요소가 확인되는데, 이 중에 ‘-악/억, -앙/엉-’, ‘-작/적-’

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제일 많았다. ‘-하-’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

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에서는 ‘-(으)ㅅ-’, ‘-(으)ㅁ-’, ‘-(으)ㄴ

-’, ‘-직/찍-’, ‘-죽/쭉-’, ‘-작/적-’, ‘-진-’, ‘-근/큰-’, ‘-금/굼/곰/큼/쿰/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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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컹-’ 등 어근형성요소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 ‘-(으)ㅅ-’이 관여하는 비통

사적 합성부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그의 구성요소의 첫음절이 선명하게 립되도록 음운이 

교체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제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 다. 

  본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비통사적 합성법은 자연스러

운 단어형성법이고, 현 한국어에서도 여전히 왕성한 생산성을 지니는 합성 

방식임을 밝혔다. 둘째, 그간 비통사적 합성어에 한 ‘부담감’ 때문에 실제로 

어간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모두 접두사나 부사로 처리하는 사전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셋째, 비통사적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의 준말로 보지 

않고,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 다. 

주요어 : 비통사적 합성어, 단어구조, 생산성, 신어, 임시어, 순화어, 준말, 접

두사, 어근화요소, 어근형성요소 

학번 : 2010-3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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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과 상 

  현 한국어에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공존하는 예가 있다.1) 

(1) 가. 갈고닦다 - 갈닦다,2) 걸어앉다 - 걸앉다,3) 끌어안다 - 끌안다, 

뛰어놀다 - 뛰놀다, 얽어매다 - 얽매다, 잡아매다 - 잡매다 

나. 검은종덩굴 - 검종덩굴,4) 굳은돌 - 굳돌,5) 돋을새김 - 돋새김,6) 

맞은바람 - 맞바람,7) 죽을상 - 죽상 

(1가)는 합성동사들이고, (1나)는 합성명사들이다. 이들은 한국어의 단어형성

과 통사적 구성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예들이다. 여기서 ‘갈

고닦다, 뛰어놀다, 돋을새김, 죽을상’ 등은 과연 하나의 온전한 단어인지, 아니

면 통사적 구성인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논의에서는 통사적 구성과 합성어를 구별하는 기준을 세우고 어휘화 개

념에 기 어 이들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반면에 ‘갈닦다, 

걸앉다, 뛰놀다, 검종덩굴, 굳돌, 돋새김’에 해서는 하나의 단어라는 사실에 

해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들과 쉽게 혼동되는 구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

1) 학자에 따라서는 합성어를 복합어라 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합성어는 파생어와 립되
는 개념으로, 복합어는 그들의 상위 개념으로 쓰는 관점을 취한다. 

2) (1)에서 ‘갈고닦다’와 ‘갈닦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 쌍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갈고닦다’는 “학문이나 재주 따위를 힘써 배우고 익히다”라는 확장의미만 가지지만, ‘갈닦
다’는 이 확장의미 외에 “옥이나 돌 따위를 쪼거나 문질러 윤을 내다”라는 기본의미도 가
지고 있다. 

3) 높은 곳에 궁둥이를 붙이고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다.
4) 미나리아재빗과의 낙엽 활엽 관목. 
5) 화강암이나 안산암 따위와 같이 굳고 단단한 돌.
6) 조각에서,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기는 일. 
7) ① 사람이나 물체의 진행 방향과 반  방향으로 부는 바람 ② 양편에서 마주 불어오는 

듯한 바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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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처럼 통사적 합성어는 통사적 구성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해 비통사적 합성어는 형태적으로 매우 유표적이기 때문에 ‘더 단어다

운 합성어’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본고는 바로 현 한국어 시기의 이러한 

‘더 단어다운’ 비통사적 합성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고, 비통사적 합성법은 현 한국어에서도 여전히 왕성한 

생산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현 한국어 시기에 비통사적 합성법이 자연스러운 단어

형성법이 아니므로 어휘의 수가 적음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하 다. 그러

나 실제로 확인된 단어를 보면, 비통사적 합성용언을 제외하고, 비통사적 합성

명사,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현 한국어에서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순화어나 신어, 임시어 중에서도 비통사적 합성어가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들은 비통사적 합성법이 여전히 언중들에게 일정한 쓸모가 있으

며, 더불어 어떤 개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형성법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본고는 현 한국어에서 어근,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들을 중심으

로 한다. 이것들은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떴다방, 받들어총’에서 나타나는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들

을 어근화를 겪은 단위로 보고, 논의 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합성어처럼 

보이나 그 구성요소 중의 하나라도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정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 정체를 모른다면 통사적인지 비통사

적인지에 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 다, 짜드락나다, 

웅숭깊다’ 등과 같이 소위 ‘불규칙 어근’8)이 관여한 예들을 논의 상에서 제

외하기로 한다. 

  연구 상이 되는 단어들은 주로 ≪표준국어 사전≫9)에서 추출한 것이다. 

8) ‘불규칙어근’은 고 근(1972)의 용어이다. 거기에서는 ‘어떤 품사와도 구조상의 공통성을 
갖기 어려운 불규칙성을 띤 어근’으로 규정하 다. 

9) 이하에서는 ≪표준≫으로 줄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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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진행할 때는 이 외에도 ≪고려  한국어 사전≫, ≪금성판 국어 사

전≫, ≪연세 한국어사전≫, ≪우리말 큰사전≫, ≪조선말 사전≫, ≪신어≫

를 참조할 것이다. 한편 비통사적 합성어의 단어구조를 분석할 때는 주로 공

시적 단어 분석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즉 분석의 측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

어의 구성요소들이 공시적으로 확인되고, 이것들이 단어 내부에서 의미적으로 

투명하게 해석되면 분석의 상으로 삼는 것이다. 

1.2. 기존 연구

  비통사적 합성법은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생산성이 있는 단어형성법이었지

만, 현 한국어 시기에는 늘 특별한 단어형성법으로 처리되어 왔다. 심지어 현

한국어에서는 더 이상 생산성이 없다고 보는 논의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이

에 한 연구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비통사적 합성어에 한 연구

는 체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생성 원인과 소멸 원인, 그리

고 개별 어휘의 어휘사에 한 연구로 이루어진다. 

  우선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생성에 하여 이기문(1972: 

145)에서는 ‘동사 어간의 유리성’을 논의하 다. 여기서 “중세한국어에 있어서 

‘빌먹-’(乞食)과 같은 두 동사 어간의 합성이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심지어 동

사 어간과 명사의 합성의 예가 있었음을 고려에 넣을 때(돌) 한국어의 동사 

어간은 본래 어미와 유리될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이 보인다.”라고 하 다. 

  다음으로 이승욱(1974)에서는 ‘명사, 동사, 부사’라는 문법 범주가 분화되기 

전에 이것들은 미분화된 하나의 어군범주로서 ‘통사 (零)의 단순할 자율적 

의미체’ 을 것이라고 보아, “동사도 명사류의 어기처럼 어미형태소와 자유로

이 유리될 수 있는 자질의 어류”라고 논의한 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

거의 하나로는 여기서 ‘동사 어간 + 동사 어간’형의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들

고 있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근  이후 쇠퇴하 으며 현 에는 일부 

화석화된 것만이 쓰인 것에 해, 이들은 부분이 ‘전치동사가 후치동사를 한

정하는 관계의 구성’, 곧 ‘전치동사어간+-어/아+후치동사’의 구성으로 발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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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 고, 이러한 변화의 계기로는 특히 “통사 의 어간집합이 통사적 

가치를 가진 구조로 발달한 것”이라고 파악하 다. 

  이선 (1992)에서는 15세기 한국어 합성동사의 유형, 그들의 음운론적 특

성, 형태·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유형

화하기 쉽지 않은 이유에 해서는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특정한 원리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간의 유리성에 기 어 앞이나 뒤에 다른 어간을 연결시

켜 개별적이고 특수한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동사는 연상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지만, 구 구성이 관용성을 얻어 형성된 통사적 합성동사는 안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연상의미를 획득할 수 있어 그 생산성을 유지 

· 확 시켜 왔다고 논의하 다. 그러므로 “근 한국어 이후 비통사적 합성동

사가 생산성을 잃은 반면 통사적 합성동사가 그 역을 확 해 나간 것은 두 

합성동사의 어휘의미론적 특성의 차이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룡(1994)에서는 15세기의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를 중심으

로 논의하 다. 여기서는 15세기와 그 이전 시기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생산적

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 구성이 통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후에 어미의 발달로 인해 어미를 이용하여 연결되는 구성이 통사적인 구성

이 되고, 두 어간의 직접적인 결합은 비통사적인 것으로 되어 생산성을 잃게 

되었다고 기술하 다. 이 구성을 비생산적이게 만든 원인에 해서는 ‘부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의 발달, 선행 어간과 후행 어간의 긴 성으로 한 성분

의 접사화, 두 성분이 한 단어처럼의 어휘화’로 들었다. 김광우(1995)에서도 

조현룡(1994)와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이 자립성이 있었다고 지적하 다. 그리

고 15세기에는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생산적으로 나타나다가 근  이후에 비

생산적인 합성법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어미의 발달, 접사화, 어휘

화, 신구세력의 갈등’을 들었다. 

  김창섭(1997ㄱ)에서는 12 세기 초에 동사 어간 자체만으로 명사적, 부사적, 

관형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에 해 전기 중세한국어에서는 동사 어간의 무어

미 활용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무어미 활용이 존재했던 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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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는 동사 어간끼리 결합하는 합성어가 ‘통사적 합성어’ 을 것이나 중세

한국어에 오면서 ‘비통사적 합성어’로 성격이 바꾸었을 것이라고 지적하 다. 

또한 비통사적 합성법은 근 한국어를 거치면서 생산성을 잃어 현 한국어에

서는 생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현 한국어에서 보이는 ‘오가-’

는 ‘[X]V, [Y]V→[[X]V+[Y]V]V’의 단어형성 규칙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르내리-’ 등 기존의 합성동사들에 유추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호(1998)에서는 한국어의 동사 어간은 본래 어미와 유리될 수 없었다

고 하 다. 후기 중세한국어의 동사 어간끼리 결합하여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것은 본래 한국어 동사 어간의 기능이 아니라 한자 단어 생성 원리의 일시적

이고 제한적인 차용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는 근거로는 ‘빌먹-’, ‘됴

킃-’류 합성어가 근 한국어에서는 더 이상 생성되지 못했다는 점과 다른 알

타이어에서는 동사 어간이 직접 후행 동사 어간이나 명사와 연결될 수 없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박정순(1999)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합성동사가 형성하게 된 것에 해 한문의 언해 과정에서 한문에 익숙한 언해

자(諺解者)들이 동사 어간이 한자에서처럼 형식형태소 없이 동사 어간과 결합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실제로 비통사적 합성동

사는 한국어의 통사구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형식이라고 지적하 다. 

  한재 (1999)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 다. 이 논의

에서는 중세한국어의 ‘동사 어간+동사 어간’ 구성 가운데 합성동사를 가리기 

위해 ‘의미 반  조건, 구성요소 생략 불능 조건, 새로운 의미 형성 조건, 단

일 동사 조건’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기준에 부합되어야 진정

한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된다고 논의하 다. 그리하여 ‘동사 어간+동사 어간’ 

구성 가운데 상당한 예들이 ‘진정한 합성동사’가 아니라 “선행 · 후행요소가 

각각 부사이거나 접사 또는 보조용언이었으며 나아가 문장이 접속된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 다. 

  송창선(1999)에서는 중세한국어에서 생산성이 높았던 비통사적 합성용언이 

생산성을 잃게 된 원인을 구성요소 간의 의미관계에서 찾고 있다. 비통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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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용언에는 구성요소 사이에 연결어미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요소

와 후행요소의 의미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생산성이 약화되

었다고 논의하 다. 

  이선 (2006ㄴ)에서는 용언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비통사적 

합성동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시 별 목록을 정리하고, 개별 어휘의 특성

과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한국에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

적 합성어(어간복합어)가 생산성이 없다고 보는 기존 논의에 해서 여기서는 

이것은 단지 15, 16세기에 존재하 던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에

만 성립할 수 있는 논의이고, 실제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나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경우는 현 한국어에서 더욱 활발하

게 생성되고 있다고 지적하 다. 또한 개별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

의 소멸 문제에 하여 이 논의에서는 이것은 단어 형성 방식의 문제가 아니

라, 단어 자체의 생명력 문제로 보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어미 체계의 발달, 어미의 통합이 없음으로 초래된 명확하

지 않은 의미, 또는 한자어 단어 형성 방식의 일시적 차용 등의 원인으로 비

통사적 합성어가 나중에 통사적 합성어로 체되었다거나 근 한국어 이후에 

생산성을 잃었다고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

성동사를 제외하고는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비통사적 합성형용

사가 현 한국어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

법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나 문장형 단어형성요소까지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참여하게 한다.

  여태까지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한 논의는 있었지만, 어근 

및 어근화를 겪은 다양한 단어형성요소들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

고 순화어, 신어 및 임시어 중의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서는 본격적으로 다

루지 않았다(예: 뚫어뻥, 아차상, 방콕).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

던 다양한 비통사적 합성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 비통사적 합성법

이 현 한국어에서도 왕성한 생산성을 지니는 것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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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비통사적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 비통사적 합성어의 본질, 

유형 및 생산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비통사적 합성어를 연구하

기 위해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어근, 어간과 어기의 개념을 살펴볼 것

이다. 이어서 기존의 비통사적 합성어 개념을 검토해 보고 그 개념을 보완한 

후에, 비통사적 합성어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한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

어의 유형을 살펴보고, 본고에서 주로 다루기로 하는 상을 확정할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현 한국어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통사적 합성법의 생산성 

문제도 검토해 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가장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에 해 살펴보

겠다. 이 장에서는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선행요소에 따라 어간

이 관여하는 예, 어근 및 어근화요소가 관여하는 예, 어휘의 수가 적고 한 유

형으로 묶을 수 없는 예(예: 뚫어뻥, 아차상, 방콕)들로 나누어 그들의 단어구

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적 특

성을 살펴볼 때에 통사적 합성명사와 비교해 볼 것이다. 또한 비통사적 합성

명사와 관련하여 선행요소를 접두사로 처리하는 사전 기술에 해서 이 장에

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 외에 순화어, 신어에서 확인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도 다룰 것이다. 

  제4장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합성형용사를 묶어서 같이 다루고자 한

다. 비통사적 합성동사는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형용사 어간+동사 어간’

형, ‘상태성 어근+동사 어간’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비통사적 합성형용

사는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형과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비통사적 합성동사에 하여는 선행요

소와 후행요소의 결합 양상, ‘긴 성’ 문제, 어순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통사적 합성동사의 준말로 처리했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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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타당성에 해 검토해 보고, 또한 일부 접두사로 처리되는 요소들을 

어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에 

해서는 구성요소의 의미 속성에 따라 하위유형화한 다음에 그것들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것을 통해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에 있어서 앞으로 생성

될 가능성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겠다. 

한편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형용사를 상으로 하여 이 장에

서는 이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살펴보겠다.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다룰 

때에 일차적으로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과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

로 나눈 다음에, 구성요소의 속성에 따라 다시 동사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 형용사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 유

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로 하위유형화할 것이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

성부사의 단어구조를 분석할 때 특히 분석이 가능한 복합어근을 중심으로, 비

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어근형성요소를 확정해 볼 것이

다. 이 외에 형태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구성요소들이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

부사도 함께 다룰 것이다. 

  제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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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에 한 기본적 논의 

2.1. 어근, 어간과 어기의 개념

  어근, 어간, 어기는 단어형성의 중요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비통사적 합성어

를 연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개념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어근과 어간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어근,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

들은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가장 표적인 예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근, 어간, 어기에 한 논의는 이익섭(1975/1993)과 남기심·고

근(1985/2011)의 견해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익섭(1975/1993)과 남기심·고 근(1985/2011)의 견해에 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이익섭(1975/1993: 33-36)

어근(root):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형태소이긴 하되, 늘 의존형식이어야 

하고 또 굴절접사(어미)가 직접 결합될 수 없는 형태소. 

예) 깨끗, 소근 /나직, 거무스름 

어간(stem):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단독으로 단어

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 부분. 

 예) 웃-(웃는다, 웃긴다, 웃음, 우습다), 어깨(어깨동무) 

어기(base): 어근과 어간을 묶는,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접사에 되는 

형태소. 

(2) 남기심·고 근(1985/2011)

어근(root): 복합어(합성어와 파생어)의 형성에 나타나는 실질형태소.  

-규칙적 어근: 어근의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

는 어근. 예) 신(덧신), 높-(드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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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어근: 품사가 명백하지 않은 어근. 예) 아름-(아름답다), 따뜻(따

뜻하다)

어간(stem): 활용시의 불변요소. 활용어의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 

예) 높-(높다)

  어근의 개념에 한 두 논의를 비교해 보면 이익섭(1975/1993)에서는 어근

을 협의로 정의한 것으로, 어근은 굴절접사와 결합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자

립형식도 아닌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비해 남기심·고 근(1985/2011)에서는 

어근을 광의로 정의한 것으로, 자립형식과 의존형식이 다 포함되어 자립성 여

부에 하여 언급이 없다. 여기서 불규칙적 어근은 이익섭(1975/1993)의 어

근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섭(1975/1993)은 ‘깨끗, 草, 

木’과 같은 단일 형태소뿐만 아니라 ‘거무스름(검-+-우스름-), 聰明(聰+明)’

과 같은 복합형식도 어근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남기심·고 근(1985/2011)

은 어근을 실질형태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복합형식에 하여 언급이 없다. 어

간에 하여 이익섭(1975/1993)의 어간이 남기심·고 근(1985/2011)의 규칙

적 어근과 어간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어기에 하여 이익섭

(1975/1993)에서는 어기를 어근과 어간을 아우르는 용어로 설정하 지만, 남

기심·고 근(1985/2011)에서는 어기에 한 언급이 없었다. 

  본고에서는 어근의 개념은 의존형식으로 제한한 협의의 어근 개념을 따르겠

다(이익섭, 1975/1993). 곧 어근을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자립형

식이 아닌 요소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할 어근들은 주로 ‘-하-’,1) ‘-거리

-’, ‘- -’, ‘-이-’와 결합하는 어근을 가리키며, 복합형식도 포함된다. 어간에 

하여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속성을 고려하여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

는 요소, 즉 활용어의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 용언의 어간만 본고에서는 어간

1) ‘-하다’의 속성에 하여 서정수(1994: 392)에서는 형식동사(empty verb)라 하고, 홍재
성(1993: 222)에서는 기능동사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하다’의 범주 중립적 특성을 중
시해서, 동사나 접미사와 같은 특정 범주에 넣지 않고 ‘범주 중립적인 서술어 형성소’라고 
부르는 논의도 있다(이남순, 1993). 본고에서 ‘-하다’의 범주에 하여 자세한 논의는 하
지 못하고, 비통사적 합성어와 직접 관련되는 접미사 ‘-하-’만 언급할 것이다(김창섭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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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자 한다. 그래야만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하는 비통사적 결합방식

이라 할 때 ‘힘들-, 본받-’과 같은 ‘명사 + 동사 어간’, ‘그만두-, 바로잡-’과 

같은 ‘부사 + 동사 어간’의 통사적 결합방식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

통사적 합성어와 관련하여 어근이든 어간이든 모두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의 중심부이며, 단어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의존형식이다.2) 한편 어기에 

해서 본고에서는 단순히 파생 접미사에 가 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2) 여기서 ‘단어의 중심부’라는 것은 ‘단어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접
미사 ‘-거리-’, ‘- -’, ‘-이-’, ‘-하-’는 단어의 의미 해석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해
당 단어 의미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우선 동일한 형태의 접미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의태어 혹은 의성어들이 자동사(예: 근
질거리다, 멍멍거리다), 타동사(예: 긁적거리다, 뒤적거리다), 자·타동사 양용(예: 깜짝거
리다, 반짝거리다)의 쓰임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하-’, ‘-거리-’ 등 접미사에 의
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근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의미 속성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다. 이것은 곧 어근이 단어의 중심부이며, 어휘적 의미를 담는 핵심 부분임을 말해 준다. 

     한편 신문 기사 제목에 사용되는 의성어, 의태어는 어근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접미사가 단어의 의미 해석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을 방증해 준다.  

 가. 김병현 ‘으쓱’ 박찬호 ‘머쓱’ - 41면 (한국일보, 2000. 5. 26.)
나. 워크아웃 기업 감독 ‘물렁’ - 3면 (조선일보, 2000. 6. 7.)
다. 이을용 ‘술술’ 안정환 ‘답답’ - 35면 (한국일보, 2002. 8. 9.)
라. “착한 역은 갑갑 ··· 눈에 힘 좀 줬죠” - 33면 (조선일보, 2002. 8. 9.)
마. 슬퍼해 줄 사람 없는 텅 빈 빈소 ‘썰렁’ - 31면 (조선일보, 2002. 8. 12.)
바. 美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학기 수요도 ‘시들’ - 41면 (조선일보, 2002. 8. 

12.) (채완, 2003: 133)

   여기서 접미사의 결여는 형태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미 해석에는 아무런 문
제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의성 혹은 의태 어근에 결합된 파생접미사들이 의미상으로
는 적극적인 기능이 없고, 어근에 용언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론적 기능만을 하기에 없어
도 의미상의 결핍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채완, 2003: 133). 그러므로 간결한 형식을 
추구하는 신문 기사 제목에서 접미사를 생략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접미사로서의 ‘-하-’는 어휘적 의미가 없고, ‘-거리-’, ‘- -’, ‘-이-’에
는 그나마 [+동작성, +반복성] 의미 자질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장의 형성
에 있어서는 접미사 ‘-하-’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이 크게 이상한 것이 없는 반면에, 
‘-거리’, ‘- -’, ‘-이-’가 생략되면 그 문장의 성립이 다소 불안정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어근들이 반복형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문장의 성립 가능성은 높아진다(김강출, 
200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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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

  합성어를 논의할 때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처리이지만, 정작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해 철저하

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3) 기존의 비통사적 합성어의 논의를 보면 

체로 “합성어를 형성하는 구성성분의 결합 방식이 통사적 구성에서의 연결

방식과 같으면 통사적 합성어이고, 다르면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식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단어 구성이 통사적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를 가지므로 통

사적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단어의 구성과 통사적 구성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해 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비통사적 합성

어’를 정의하거나 분류할 때 ‘통사적 합성어’라는 말에 기 어 단순히 ‘통사적

이지 않은 특성을 지닌 합성어’로 정의하는 것은 부족함이 많다고 본다. 비통

사적 합성어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에 한 연구

의 기반이 된다.  

  우선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에 하여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가. 한 낱말 안에 뿌리가 둘이 있어서 합성어이기는 하되, 두 뿌리 중의 

한 편이 구속형식이어서 통어론적 구성과 쉽사리 구별되는 것을 ‘비통

3) 기존 논의에서 합성어 구성 성분의 배열 방식이 구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합성어를 다양하게 분류하 다. 김규선(1970)에서는 복합어(합성어)를 ‘통사적 복
합어, 반통사적 복합어(semi-syntactic compound), 비통사적 복합어’로 구분했다. 유목상
(1974), 이석주(1989) 등에서는 비통사적 복합어(asyntactic compound)는 비통사적이라
기보다는 반통사적(反統辭的)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형태론적 복합어’를 제안했다. 김
창섭(1996), 채현식(2003ㄱ)에서 통사구조와 형태구조에 동등한 비중을 두어 ‘통사적 합
성명사’와 ‘형태적 합성명사’를 구분했다. ‘통사적’이든 ‘형태적’이든 합성어를 바라보는 다
양한 각도에서 나타난 용어상의 차이뿐이라고 본다. ‘통사적 : 비통사적’이라는 구분이 형
태소 배열의 원리에 따른 합성어 분류 체계라면, ‘통사적 : 형태적’이라는 구분은 합성어 
형성 과정을 관할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따른 합성어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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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합성어’라 한다. 국어 비통어적 합성어는 풀이씨에 국한되는데, 

줄기 둘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낱말은 현 말에도 있다. ‘높

푸르다, 오가다, 보살피다’ 따위가 그 예인데, 이러한 조어법은 옛말에

는 그 합성이 자유로와서 풍부한 어휘를 제공한다(허웅, 1975: 116).

나. 두 어기가 결합하는 방식이 구를 이룰 때의 방식과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 합성어가 통사적 복합어(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복합어(비통

사적 합성어)로 구별된다. ‘콧물, 접칼, 手足,4) 굶주리다, 검붉다, 펄럭

펄럭, 싱글벙글’ 등은 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결합 방식이므

로 비통사적 복합어다. 비통사적 복합어는 복합어를 이룰 때에만 나타

나고 구에서 안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므로 그것이 복

합어, 즉 한 단어라 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이익섭 · 임홍빈, 1983: 

123).

다. 복합어(합성어) 구성성분의 결합은 통어론적 구조에서의 단어 연결방

식과 같으면 통어론적 복합어(통사적 합성어)이고, 의존형태와의 결합

이거나[예: 늦더위, 오르내리다] 자립형태들의 결합이되 통어론적 구

조에서의 단어 연결방식이 다를 때에[예: 나란히꼴] 형태론적 복합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이석주, 1989: 29).

라. 합성어를 통사론적인 각도에서 볼 때, 두 어기가 연결된 방식이 구

(phrase)의 구성과 구별이 안 될 만큼 같으면 통사적 합성어(syntactic 

compound) 또는 句形 합성어(phrasal compound), 다르면 비통사적 

합성어(asyntactic compound) 또는 닫힌 합성어(close compound)라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 ‘늦-잠, 높-푸르다, 펄럭-펄럭’ 등은 각 요소가 

다 그 로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합쳐서는 분명히 한 단

어이나, 각 성분이 다 어절을 형성하지 못한다. 비통사적 합성법은 현

4) 합성어를 상으로 그것이 통사적인지 비통사적인지를 따지는 것은 해당 언어의 통사적 
규칙을 적용을 받은 단어들을 상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한문
의 문법 구조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말 중에 순수한 한자어(登山, 讀書, 
手足)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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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에서 그리 생산적이 아니다(김 석 · 이상억, 1992: 41). 

마. 합성어에는 원칙적으로 뚜렷한 자립형식의 구성소(성분)로 통합된 “통

어적 합성어”(syntactic compound)(옷-밥, 초-목, ···)와, 비자립형식

의 구성소로 통합된 “비통어적합성어”(asyntactic compound)(오르-내

리다, 오-가다, ···)로 나누어진다(김석득, 1992: 227).

바. 합성어 중에는 ‘오-가다, 오르-내리다, 검-푸르다’ 등과 같이 배합된 

이들 어기들은 자립성을 지닌 두 어기의 결합이 아니라, {오-}, {오르

-} 등은 분명히 어기이긴 하지만 자립어기는 아니다. 의존어기와의 결

합이 분명하다. 이러한 합성어의 두 성분 간의 결합은 통사론에서 다

루는 자립형식끼리의 결합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

(asyntactic compounds)라 일컫는다(이철수, 1994: 82).  

  (3)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에 한 이전 논의를 살펴보면 통사적 

합성어의 개념에 기 어 그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임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비통사적’인 말이 ‘통사적’인 말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

하고 한 기술이다. 이처럼 간단하게 합성어의 구성요소의 결합방식이 통사적 

구성과 같으면 통사적이고 다르면 비통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

고 합리적이지만, ‘비통사적’이라는 개념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에 여전히 부족

한 면이 있다. ‘비통사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통사적’, 곧 

‘통사적 구성과 같다’라는 말은 복잡한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통사적’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려면 우선 ‘통사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통사적’이란 말에 하여 채현식(2003ㄱ: 127)에서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

한 바가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우선 분석의 측면에서 ‘통사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합성어 구성요소의 배열 방식이 통사적 구성과 같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다리, 소나기밥, 칼국수, 현 음악’ 등 합성어들은 구성

요소의 배열 방식, 곧 ‘두 명사의 나열’이 통사적 구성에서 일반적 배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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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므로 모두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것이다. 

  한편 형성의 측면에서 ‘통사적’이라는 것은 ‘통사부에서 만들어지다’라는 것

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개다리, 현 음악, 잡아먹다’와 같

이 ‘통사부에서 통사 규칙에 의해 결합된 구 구성이 어휘화된 합성어’만 통사

적 합성어가 된다.5) 그리고 ‘고무신, 소나기밥, 칼국수’처럼 합성어의 선행요

소가 후행요소의 ‘형상’, ‘재료’, ‘수단·방법’ 등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합성명사, 

혹은 ‘건너뛰다, 알아보다’와 같이 실제 동작의 순서와는 반  어순으로 배열

된 합성동사들은 응되는 통사적 구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어휘부에

서 형성된 형태적 합성어가 되는 것이다.6)

  본고에서는 ‘통사적’이라 할 때에는 분석 측면의 개념으로 쓰기로 한다. 어

떤 합성어가 통사적인지 비통사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단어구조에 한 분석 

측면의 문제이고, 단어형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의 ‘통사적 

합성어’는 ‘합성어 구성요소의 배열 방식이 한국어의 정상적인 통사적 배열법

을 따른 합성어’를 뜻한다. 그리고 배열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다리, 현

음악’과 ‘고무신, 소나기밥’은 ‘두 명사의 나열’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모

두 통사적 합성어로 보기로 한다.7)  

  ‘통사적 합성어’와 립하여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이 때 ‘통사적 구성의 어휘화’는 문장이나 명사구에 어떤 변형규칙을 적용하여 합성어를 
도출해낸다는 뜻이 아니다. 예컨  ‘붓꽃’이라는 합성어를 ‘[꽃이 붓 모양이다]CP’라는 문
장이나 ‘[붓 모양으로 생긴 꽃]NP’이라는 명사구에 서술어 삭제 규칙을 거쳐 도출한다는 
뜻이 아니다(채현식, 2003ㄱ: 127 주석 1 재인용).

6) 김창섭(1996: 28)에서는 한국어에서 N1이 N2의 형상, 재료, 수단·방법이 되는 의미 관계
를 표현할 통사적인 속격 구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밤고구마, 쌀밥, 불고기’와 같
은 합성명사들을 어휘부 안의 합성명사 형성 규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형태적 합성어의 어휘부 조어 기제에 하여 김창섭(1996)에서는 규칙으로 보고 있지만, 
채현식(2003ㄱ)에서는 유추로 보고 있다. 

7) 한편 본고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하여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서 모두 통사부
에서 만들어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다. ‘개다리, 현 음악, 개돼지’ 등 통사부에서 통사 
규칙에 의해 결합된 구가 어휘화되어 형성된 합성어들은 통사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나기밥, 고무신, 칼국수’ 등 응되는 통사적 구가 존재할 수 없는 합성어
들은 어휘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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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 

비통사적 합성어는 합성어를 형성하는 구성요소의 배열 방식이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의 일반적인 구성성분 배열법을 따르지 않은 합성어이다.

  이 개념은 실제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가려내는 중요한 기

준이 된다. 여기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과 관련하여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통사적 배열법을 따르지 않은 합성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의 형태상의 특성 및 본질은 무엇인지가 그것이

다. 

  한국어에서 통사적 구성이든 통사적 합성어든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할 때 

일정한 원칙을 준수해서 결합한다. 통사적 구성과 같은 경우 선행성분이 명사

일 때 후행성분은 명사, 동사, 형용사가 오고, 선행성분이 부사이면 주로 동

사, 형용사, 부사가 후행성분으로 오는 것이다. 이럴 때에 선행성분과 후행성

분을 연결하는 중간에 연결 장치가 따로 필요 없다.8) 그러나 선행성분이 용언

일 경우, 선행성분과 후행성분 사이에 일정한 연결 장치가 요구된다. 예컨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와 결합하면 ‘-(으)ㄴ, -(으)ㄹ’과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그 사이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동사와 동사의 결합은 연결어미 ‘-

어/아, -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형용사끼리의 결합도 연결어미 ‘-고’나 ‘-

면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사적 구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있어서 그의 

구성요소들이 배열할 때도 일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통

사적 합성어 구성에서 특히 선행요소가 용언일 경우에 주목한다. 그 연결 원

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9) 

8) 통사적 합성어에서도 이러한 형태 연결 원칙이 확인된다. 예컨  선행요소가 명사일 때 
후행요소 명사, 동사, 형용사는 어미의 도움이 없이 명사 뒤에 직접 결합하여 합성명사
(논밭), 합성동사(일하다), 합성형용사(값싸다)를 형성한다. 그리고 합성어의 선행요소가 
부사일 때 후행요소는 동사, 형용사, 부사가 직접 결합하여 합성동사(바로잡다), 합성형용
사(다시없다), 합성부사(또다시)를 형성한다. 

9)한국어의 통사구조나 형태구조에서 구성요소들의 연결 원칙을 언급한 논의는 황화상
(2001)을 참조할 수 있다. 황화상(2001)에서는 단어형성에 한 연구는 의미에서 출발
하여 형태구조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 논의에 따르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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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칙 1: 동사(혹은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선행 동사(형용사)가 관형

사형이나 명사형이 됨으로써만 가능하다. 

① V-는-N: 가는귀, 감는목 ② V-(으)ㄴ-N: 묵은땅, 미친개 

③ A-(으)ㄴ-N: 검은색, 늦은가락 

④ V-(으)ㄹ-N: 죽을병, 볼거리

⑤ V-이-N: 감이상투, 접이문 ⑥ V-음-N: 갈림길, 맺음말 

⑦ V-기-N: 깎기끌, 보기신경 ⑧ V-개-N: 따개칼, 싸개가마니

⑨ R(‘R’은 어근)-이-N: 꿀꿀이죽, 끈끈이주걱10)

원칙 2: 동사와 동사가 결합할 때 동사 어간에 ‘-어/아’, ‘-어/아다’, ‘-고’

가 이어지고 다시 동사가 결합한다.

⑩ 들어가다, 알아듣다 ⑪ 내려다보다, 넘어다보다 

⑫ 먹고살다, 주고받다

원칙 3: 형용사와 형용사가 결합할 때 형용사 어간에 ‘-어/아’, ‘-고’가 이

어지고 다시 형용사가 결합한다. 

⑬ 거머누르께하다, 하야말갛다 ⑭ 하고많다 

어형성에서 개념구조(conceptual structure)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의미와 형태 응 
원리’에 따라 적절한 형태가 어휘부에서 선택되고, 그 후에 선택된 형태 요소가 ‘형태 연
결 원리’에 따라 연결되어 단어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단어형성에서의 형태 연결 규칙
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 동사와 명사의 연결 규칙
①. [동사+명사] → [동사의 관형사형+명사] 혹은 (V-(으)ㄴ/ㄹ-N)
②. [동사+명사] → [동사의 명사형+명사] (V-음/기-N)

나. 동사와 동사의 연결 규칙
[동사+동사] → [부사형+동사] (V-어/고-V)

   황화상(2001)에서 제시한 형태 연결 규칙은 주로 합성명사와 합성동사를 중심으로 설정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설정을 받아들이되 부분적으로 몇 가지를 더 추가
하 다. 

10) ⑤, ⑥, ⑦, ⑧, ⑨는 모두 어간이나 어근에 명사형어미나 명사 파생접미사가 이어지고 
다시 명사가 결합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여기서 합성어의 선행요소들은 사전에 명사로 등
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잠재적 명사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후행 명
사와 결합하는 합성어들은 기본적으로 ‘명사+명사’형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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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있어서는 동사와 명

사, 동사와 동사, 형용사와 형용사가 연결할 때 필수적으로 전성어미나 연결어

미와 같은 연결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통사적 합성어와 같은 

경우는 이와 반 로 선행요소로 온 용언의 어간이나 자립성이 없는 어근 뒤에 

연결 장치가 이어지지 않고, 다른 어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직접 결합

된다. 이처럼 통사적 구 구성이나 통사적 합성어에서 구성요소들이 결합하는 

원칙에 기 어 비통사적 합성어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비통사적 합성어의 본질

비통사적 합성어는 통사적 구 구성이나 통사적 합성어에서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와 같은 형식형태소가 결여되어 있고, 실질적 

개념, 곧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예컨  어근이나 어간)들끼리 긴

하게 결합해서 형성된 것이다.11)  

  이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어의 본질은 한편으로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태적 특징에 한 이해

를 근거로 삼아 다음 절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살펴보겠다. 

2.3.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분류  

  전체 합성어라는 체계 속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범주가 차지하는 지위의 

문제는 단순한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그의 하위

분류도 필요하다. 하위분류는 그 자체로 비통사적 합성어의 실제적 내용이나 

자료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절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에 한 기존 논의를 검토해 보고, 이후에는 본고에서 주로 다

11)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관여하는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들은 독립적인 쓰임보다 단어
형성요소로만 나타나고, 또한 의미적으로 특수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어근화된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어근과 비슷하게 실질적 개념, 곧 어휘적 의미를 가진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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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유형들이 전체 비통사적 합성어 유형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를 밝

히고자 한다.  

2.3.1.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전

체적으로 살펴 그 유형을 체계화한 논의로는 김일병(2000), 김유범(2011) 등

이 있다. 

  우선 김일병(2000)의 분류를 보겠다. 

(7)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김일병, 2000: 114-139)

가. 합성명사

1) 명사 + 명사

 ① 명사(속격형)+명사: 달걀, 귀엣말 

② 명사+-ㅅ+명사: 고깃국, 뒷말

 ③ 명사(Ø)+명사: 가을밤, 손장난 

④ 명사(음운탈락)+명사: 소나무, 화살

 ⑤ 명사(음운첨가)+명사: 살코기, 바깥일 

2) 동사 + 명사

 ⑥ 동사 어간+명사: 감발, 접칼 

⑦ 동사 어간+-ㅅ+명사: 건넛방, 후릿그물

 ⑧ 동사(관형형)+명사: 걸쇠, 들숨 

⑨ 동사(연결형:-어)+명사: 풀쳐생각

 ⑩ 동사(종결형)+명사: 놀자판, 신기료장수

3) 형용사 +명사

 ⑪ 형용사 어간(Ø)+명사: 곱돌, 늦가을

4) 부사 + 명사

 ⑫ 일반부사+명사: 나란히꼴, 모두머리 

⑬ 상징부사 어근+명사: 곱슬머리, 깜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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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규칙 어근 + 명사

 ⑭ 불규칙 어근(Ø) + 명사: 감감소식, 움펑눈 

⑮ 불규칙 어근+접사+명사: 까막눈

6) 명사 + 동사 어간(Ø): ⑯ 낫놀, 땅가물 

나. 합성동사

  ⑰ 동사 어간(Ø)+동사: 감돌다, 뛰놀다 

⑱ 형용사 어간(Ø)+동사: 낮보다, 늦잡다

 ⑲ 불규칙 어근+동사: 민주 다, 짜드락나다

다. 합성형용사

  ⑳ 형용사 어간(Ø)+형용사: 검누르다, 희맑다 

    ㉑ 불규칙 어근+동사: 웅숭깊다, 지멸있다 

다. 기타합성어

a) 합성 명사: ㉒ 네놈, 네년

b) 합성수사: ㉓ 네다섯, 두셋

c) 합성관형사: ㉔ 온갖, 여남은 

d) 합성부사: 

㉕ 동사 어간이 반복으로 형성된 것: 더듬더듬, 흔들흔들 

㉖ 형용사 어간이 반복으로 형성된 것: 비뚤비뚤, 둥글둥글

㉗ 명사+부사: 길바로, 때마침

e) 합성감탄사: ㉘ 웬걸 

  (7)은 비통사적 합성어 유형에 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순전히 합성어 구성요소의 결합방식이 통사적 구성에 

출현하느냐의 여부만 통사적 합성어와의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본 것

은 비통사적 합성어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고, 통사적 합성어와의 구분

이 모호해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7)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다. 

  첫째, ④, ⑤와 같이 음운적,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는 합성어는 구성요소의 

결합방식이 통사적 구성에 없다는 이유로 비통사적 합성어로 처리한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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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않다고 본다. 합성어의 구성요소가 결합할 때 음운변화가 나타나는 경

우, 예컨  ‘코’와 ‘물’은 결합하여 ‘콧물’로 되는데, ‘ㄴ’의 첨가, ‘좁쌀’에서는 

‘ㅂ’의 첨가, ‘부나비’에서는 ‘ㄹ’의 탈락, 또는 ‘사흗날’에서는 ‘ㄷ’이 ‘ㄹ’로의 

변동 등과 같은 현상은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합성어의 속성 곧 통사적인지 비통사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

다. 합성어가 아닌 구나 파생어에서도 음운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음운적, 형태적 변화가 해당 합성어 속성에 한 판단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12) ‘ㄴ’ 첨가와 같은 경우 파생어 경계 사이나 단어 경

계 사이에도 일어난다. ‘헛일[헌닐], 한여름[한녀름], 맨입[맨닙], 짓이기다[진

니기다]’, ‘그런 여자[그런 녀자]’, ‘정당한 요구[정당한 뇨구]’, ‘안 열린다[안 

녈린다], 못 잊는다[몬 닌는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ㄹ’ 탈락도 마찬

가지다. 파생어 경계 사이에 일어난 예는 ‘바느질(바늘+-질)’, ‘하느님(하늘+-

님)’ 등이 있고,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에 ‘아느냐(알-+-느냐), 가

는(갈-+-는), 아신다(알-+-시-)’ 등과 같이 ‘ㄹ’이 탈락한다. 그러므로 ④와 

⑤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고, 이는 한국어의 정상적인 통사적 배열법을 따르

므로 통사적 합성어로 처리해야 된다. 

  한편 후행요소의 경음화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합성어가 비통사적 합성어가 

아닐 수 있는 ⑧이 있다. 김일병(2000: 126)에서는 용언 어간의 말음이 ‘ㄹ’

일 경우 관형사형 어미 ‘-ㄹ’와 결합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따라서 ⑧과 같이 통사구조상 필요한 요소가 배제되어 형성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처리하 다. 그러나 여기서 탈락하게 된 것은 관

형사형 어미보다 용언 어간 말음 ‘ㄹ’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이것은 관

형사형 어미 ‘-ㄹ’ 뒤의 경음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데, ⑧의 ‘걸쇠[걸:쐬/

걸쒜]’는 ‘여기서 살 사람[싸람]’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ㄹ’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유범 2007: 63).13) 그러므로 ⑧과 같은 애매모호한 예들도 비

12) 허웅(1975: 90-92)에서는 복합어의 한 성분이 상당한 정도로 기본 형태에서 멀어지는 
것이 많기는 하나 그 형태소 자체가 자립형식이면 통어적 복합어(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고 지적하 으며, ‘화살 ,두, 가막가치’ 같은 예를 들고 있다.  

13) 수집된 자료 중에 ‘동사 어간+명사’형 비통사적 합성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행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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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 합성어 유형에서 제외해야 한다. 

  둘째, 소위 ‘불규칙 어근’과 관련된 유형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일병(2000)에서는 ⑲와 ㉑을 ‘불규칙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 다. 그 이유는 ‘짜드락-, 웅숭-’과 같이 합성어의 선행요소로 나타나

는 ‘불규칙 어근’들이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며 품사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곧 정체를 모르는 요소가 참여하는 

‘합성어 같은’ 단어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처리한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합성어의 형태 분석 과정에서 합성어 구성요소의 정체조차 

모를 경우 해당 단어가 통사적인지 비통사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본

다. 심지어 ‘민주 다, 짜드락나다, 웅숭깊다, 지멸있다’와 같은 경우, 이들이 

단지 단일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어에서 ‘굳건하다, 익숙하다’는 

‘굳다, 익다’의 어간 ‘굳-, 익-’과 한자 요소 ‘건(健), 숙(熟)’, 그리고 ‘-하다’와 

결합해서 형성된 것인데, 여기서 어간 ‘굳-, 익-’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근거로 

이를 합성어로 단정할 수 없다. 어의 ‘today’에서 ‘day’가 들어가도 합성어

로 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현 한국어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가 ‘ㄹ’로 끝나는 어간 자체인지 또는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가 많다. 

걸그림, 걸그물, 걸낫, 걸낭, 걸망, 걸망태, 걸쇠, 깔돌, 깔방석, 깔유리, 깔판, 끌그물, 
끌낚시, 끌 , 날다람쥐, 날벌레, 날짐승, 들것, 들그물, 들돌1, 들머리1, 들머리판, 들
보, 들손, 들쇠1, 들쇠통, 들숨, 들장, 들장 , 들장지, 들재간, 들저울, 들창, 들채, 들
턱, 들통2, 들판2, 떨새, 떨잠, 떨채3, 떨켜, 떨판, 밀걸레, 밀 1, 밀문, 밀장지, 밀차, 
밀창문, 밀판, 밀펌프, 빨 , 빨병, 빨부리, 빨종이, 빨판, 빨펌프, 살판, 시들방귀, 시
들병, 열쇠, 흔들의자, 흔들바위, 흔들바람, 흔들비쭉이, 흔들개비, 흔들말, 흔들통나무

   ‘열쇠’와 같은 경우 이의 실제 발음은 [열:쐬]이고 곧 후행요소가 경음화를 겪는다. 관형
사형 어미 ‘(으)ㄹ’ 뒤에 경음화가 적용된다는 음운현상을 고려해 보면 여기의 ‘ㄹ’이 관
형사형 어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성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선 , 2006: 89). ‘열-’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상성이나 평성으로 나타나지만, 어미 
‘ㄹ’이 결합하는 형태일 때는 상성으로 나타난다. ‘열쇠’의 성조는 ‘상거’이기 때문에 ‘열-’
에 ‘ㄹ’이 결합하 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음화 현상이나 성조를 통해 ‘ㄹ’의 결합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예들도 많다. 위에 제시한 예들을 보
면 부분이 경음화 현상을 보이지만, 모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하는 구성인지를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면의 관계상 후일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애매모호한 예들은 일단 비통사적 합성어의 목록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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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 짜드락나다’, ‘웅숭깊다’, ‘지멸있다’에 분석이 가능한 ‘깊다’나 ‘있

다’ 등이 나타나지만, 선행요소의 속성을 밝힐 수 없으므로 이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본고에서는 ‘감감, 움펑(⑭)’을 ‘민주 다, 짜드락나다(⑲)’의 ‘민주, 짜

드락’, 또는 ‘웅숭깊다, 지멸있다(㉑)’의 ‘웅숭, 지멸(㉑)’과 동등하게 보지 않겠

다. ‘감감, 움펑’은 ‘감감하다, 움펑하다’의 어근이라는 것이 확실하나, ‘짜드

락’, ‘웅숭’이나 ‘지멸’이 그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감감, 움펑’과 속성이 

같은 것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감감’이나 ‘움펑’은 단어 ‘감감

하다, 움펑하다’의 어휘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민주, 짜드락, 웅숭, 

지멸’의 의미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둘을 구별해서 다루어야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불규칙 어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감감, 움

펑’과 같이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담는 성분, 곧 단어의 중심부이며, 언제나 

의존형식인 것들을 어근으로 부르고자 한다.14)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비통사

적 합성어들은 그 선행요소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

로 할 것이다. 곧 선행요소가 어근이나 어간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고, 의미도 

투명하게 해석되는 비통사적 합성어들을 연구의 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에 (7다)의 기타 합성어 분류에서 합성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

지는 부분 음운 · 형태적 변화를 겪기만 하며, 통사적 구성의 단어배열법을 

따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예컨  ‘네다섯, 두셋’ 등

이 모두 수관형사와 수관형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예이다. 

  다음은 김유범(2011)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한 최근의 논의 중에 그 유형을 보다 체계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4)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의 ‘어근’은 협의의 ‘어근’ 개념인데, 곧 굴절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의존형식이다. 이는 불규칙적 어근이라는 말과 정의의 표현이 다르
지만, 가리키는 상에 있어서 겹친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의의 어근 
개념은 비통사적 합성어를 설명하는 데에 아주 필요하다. 비통사적 합성어를 판정할 때 
선행요소가 의존형식인지 아닌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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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김유범, 2011: 53)

가. 합성명사

① 명사+-ㅅ+명사: 콧물 ② 명사+-엣+명사: 귀엣말

③ 동사 어간+명사: 접칼 ④ 동사 연결형+명사: 섞어찌개

⑤ 동사 종결형+명사: 먹자판 ⑥ 형용사 어간+명사: 늦잠

⑦ 부사+명사: 뻐꾹새 ⑧ 불규칙 어근+명사: 보슬비

나. 합성동사

⑨ 동사 어간+동사 어간: 뛰놀다

⑩ 형용사 어간+동사 어간: 얕보다

⑪ 불규칙 어근+동사: 비롯되다

다. 합성형용사

⑫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 검붉다

⑬ 불규칙 어근+형용사 어간: 웅숭깊다

라. 합성부사

⑭ 불규칙 어근+불규칙 어근: 꾸역꾸역 

(8)은 (7)과 같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분류에 한 전면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상당히 정 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7)과 같이 ‘불규칙 어

근’이라는 개념을 채용하여 ⑧, ⑪, ⑬, ⑭를 동등하게 ‘불규칙 어근’이 관여하

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 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보슬비(⑧)’

에서의 ‘보슬’이나 ‘꾸역꾸역(⑭)’에서의 ‘꾸역’은 ‘보슬거리다’, ‘꾸역거리다’의 

어근으로 분명하게 인식되지만, ‘비롯되다(⑪)’ 그 자체를 파생어로 처리할 수 

있고, ‘웅숭깊다(⑬)’의 ‘웅숭’은 그 정체가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⑧, ⑭와 

⑪, ⑬이 속성이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⑧과 ⑭만 연구 상으로 

삼고, ‘보슬’, ‘꾸역’을 어근으로 부르고자 한다. 

  한편 (7)과 (8)에서는 모두 ‘명사+ㅅ+명사’형 합성어를 언급하 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 나타나는 ‘사이시옷’에 하여 이는 현 한국어의 시각에서 합성

어 형성에만 참여하며, 더 이상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합성

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세한국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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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통사적 합성어로서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합성어들과 속성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애초부터 비통

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는, 곧 어근이나 어간이 관여하는 표적인 비통사적 

합성어들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 ‘ㅅ’이 나타나는 ‘명사+ㅅ+명사’형 

합성어들은 논의 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나 ‘나눗셈’ 등과 같은 동사 

어간 뒤에 ‘ㅅ’이 붙은 ‘어간+ㅅ+명사’형 합성어에 하여는 별도로 언급하고

자 한다. 이들은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한 하위유형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3.2. 비통사적 합성어의 분류

  본고에서 다루는 비통사적 합성어는 주로 어근이나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

적 합성어들이다. 이들은 통사 구성에서 나타나야 하는 연결어미나 전성어미

와 같은 형식형태소 없이 순수한 실질형태소끼리 결합해서 형성된 합성어로서 

그 어휘의 수가 전체 비통사적 합성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합성어 구성요소의 정체가 보다 분명하고, 합성어 내부구조가 투명하기 때문

에 보다 확실하게 비통사적 합성어로 판정할 수 있는 예들이며, 가장 표적

인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주로 어휘의 수가 상 적으

로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어휘의 수가 소수이나, 비통사

적 합성어의 조어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개별 어휘들도 함께 다

루기로 한다. 위에 (7)과 (8)에 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다룰 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가. 합성명사

① 동사 어간+명사: 접칼 

② 형용사 어간+명사: 늦잠

③ 어근+명사: 보슬비 

④ 부사+명사: 따로국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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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사의 연결형+명사: 섞어찌개16)

⑥ 동사의 종결형+명사: 먹자골목

⑦ 동사 어간+동사 어간: 먹튀17) 

⑧ 명사+동사 어간: 땅가물

⑨ 명사+어근: 발버둥

⑩ 동사의 종결형+부사: 뚫어뻥  

나. 합성동사

⑪ 동사 어간+동사 어간: 뛰놀다

⑫ 형용사 어간+동사 어간: 얕보다

⑬ 상태성 어근+동사 어간: 어긋놓다

다. 합성형용사

⑭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 검붉다

⑮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 시원섭섭하다 

라. 합성부사

⑯ 동사 어간+동사 어간: 흔들흔들

⑰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 거칠거칠  

          ⑱ 어근+어근: 구기적구기적18)

⑲ 어근+부사: 은근살짝19)

          ⑳ 어간+부사: 흘기죽20)

㉑ 명사+부사: 길바로21)

15) 부사는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에서 용언이나 문장 등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
한적인 조건에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겨우 하나, 바로 옆’과 같은 경우, ‘겨우’는 수
량을 표시하는 명사 ‘하나’, ‘바로’는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 ‘옆’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모든 부사에 적용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나란히꼴, 똑딱단추, 지레김치, 척척박사’ 등 합성명사에서의 
‘나란히, 똑딱, 지레, 척척’은 통사적 구성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사+명사’형 합성명사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고자 한다. 

16) 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섞어서 끓인 찌개.
17)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18) 구김살이 생기게 잇따라 구기는 모양.
19) 은근하게 살짝.
20) 눈을 흘기어 죽 훑어보는 모양.
21) 길을 제 로 잡아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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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동사의 종결형+부사: 들어번쩍222)

  앞으로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로 (9)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어들을 유형

별로 단어구조를 분석하고, 그들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다양한 유형들을 확보하고, 단어구조에 

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의 차원에서는 구성요소들의 분포 양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리

고 어간이나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내부구조 유형 분석을 통해 

각각 품사별로 어떤 내부구조를 가진 어휘가 많이 나타나는지, 또 그러한 구

조에 속한 어휘가 많다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성의 차원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비통사적 합성어가 형성될 때 생명력이 

있게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2.4. 비통사적 합성법의 생산성 

  기존 논의에서는 어미 체계의 발달, 어미의 통합이 없음으로 인한 명확하지 

않은 의미, 또는 한자어 단어 형성 방식의 일시적 차용 등의 원인으로 비통사

적 합성어가 근 한국어 시기 이후에 생산성을 잃었다고 규명하 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15, 16세기에 존재하 던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개별 어휘에 한

정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논의이고, 실제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

명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경우, 현 한국어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이선 , 2006ㄴ).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법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자립

성이 없는 어근이나 문장형 단어형성요소까지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참여

하게 한다. 이처럼 현 한국어에서 처음 확인된 다양한 비통사적 합성어들은 

비통사적 합성법의 생산성을 암시해 준다. 

22)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금세 없어지는 모양을 속되게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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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비통사적 합성법은 현 한국어에서도 왕성한 생산성을 지니는 합성 

방식으로 본다. 그 생산성은 현 한국어에서 처음 확인되는 비통사적 합성

어23) 외에 신어나 임시어 등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24) 

신어 중에 특히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들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상당수

가 확인되는데, 신어에 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는 일단 화자의 조어 능력을 직접 반 하는 임시어(nonce words) 중에 확인

된 비통사적 합성을 살펴보겠다. 

  임시어는 특정 개념이나 상에 한 명명의 욕구에 의해 화자의 언어 능력

을 바탕으로 공시적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이는 사회적 공인 이전 상태에 있

는 단어들로서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제약되지 않고, 화자 내부로부터

의 순수한 결과물이므로 화자의 단어 형성 능력으로부터 도출된 상이라고 

할 수 있다(정한데로, 2011: 222). 이와 같이 화자의 조어 능력을 반 하는 

임시어 중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확인된다면 비통사적 합성법은 한국어 화자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비통사적 합성어가 계속적으

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는 정한데로(2011: 218)에서 제시한 임시어 중의 비통사적 합성어들

이다. 이러한 임시어들은 모두 ‘말터’에서 수집된 것들이다.25) 

(10) 가. 가리문, 거들문, 두껍문, 보듬문, 살피문(스크린도어→안전문, 2004) 

 나. 나들통신, 더불누리, 더불접속, 어울누리, 어울통신

(로밍→어울통신, 2004.11.02)

23) 이선 (2006ㄴ: 15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한국어의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 512개 가운데 현 한국어에서 처음 확인되는 단어가 417개로 전체의 80%에 달
한다. 

24) 조남호(1988: 11)에서는 단어형성규칙의 생산력의 측정에 있어서 가능한 단어의 수와 
신조어의 수에 의존할 수 있다고 하 다.

25) ‘말터’는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한국말로 다듬는 언어순화운
동의 일환으로서, 순수하게 한국어 화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언어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임시어가 수집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은 일반 한국어 화자를 상으로 매주 ‘다듬
을 말’(순화 상어-외래어 · 외국어)을 체할 ‘다듬은 말(순화어)’ 제안어를 공모하고, 
이 후 5-6개의 다듬은 말 후보만을 상으로 투표를 통해 최종 다듬은 말을 선정한다. 
이 중에 제안어를 공모하는 단계에서 한국어 화자의 언어 능력을 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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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들치수(프리사이즈→열린치수 2007) 

         라. 다듬창작(리메이크→원작재구성 2008) 

         마. 덮죽(팩→피부가꿈제 2007) 

 바. 덮크림(휘핑→거품크림 2006) 

 사. 보듬가정(그룹홈→자활꿈터,2005)

 아. 두껍얼굴(포커페이스→무표정) 

  자. 부풀멋(후카시→품재기 2005) 

 차. 어울글자, 어울문자(이모티콘→그림말 2004) 

 카. 어울참(브런치→아점, 2006) 

(10)에서 괄호 앞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는 임시

어들이다. 괄호 속에 화살표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순화하고자 하는 외래어이

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순화어들이다. 보는 바

와 같이 위의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임시어 중에 (10나)의 ‘어울통

신’만 순화어로 선정되고, 나머지들은 모두 선정되지 못하 다. 이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공인을 얻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

들이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선 (2006ㄴ: 59)에서 언급한 ‘어울마당, 삶통,26) 덮라면’ 등과 같

이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단어이면서도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므로 나중에 사회성을 획득한 예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10)과 같이 임시어 중 부분의 비통사적 합성어들이 자리를 잡지 못

한다는 것은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언중 인

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곧 현 한국어에서 통사적 합성어가 부

분이고,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상 적으로 어휘의 수가 적은 비통사적 합

성어에 하여 화자가 생소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어에 

26) ‘삶통’은 ‘CJ삼구쇼핑’의 2002년 2월 상품 목록책에서 ‘ 일 빨래 삶통 삼숙이’라는 상품 
소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단어이다(이선 , 2006ㄴ: 61). 이는 나중에 상품 소개에서 
빈번하게 쓰이며, 또한 여러 홈쇼핑의 검색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자리
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삶통’만큼 많이 사용된 것이 아니지만, 상품 소개에서 
‘삶솥’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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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소한 인식은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부분 임시어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듬창작’이라는 단어는 “리메

이크”의 의미를 잘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 ‘원작재구성’이 순화어로 

선정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27)

  또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을 보고 그것을 명명하라는 설문 조사에서도 

비통사적 합성어가 확인이 된다(정한데로, 2013ㄱ, 2013ㄴ). 

<설문지 목표 상 사진>(정한데로 2013ㄱ: 372)

27) ‘자연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여도, 결국 사회성을 획득한 단어로는 ‘새내
기’도 있다. 이는 “관형사+접미사”형의 새로 만든 단어로서 한국어 단어 형성 규칙에 다
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을 획득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의미를 명확
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단어 형성에 있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
는지가 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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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깎기구②, 섞체/휘젓기계/젓기계⑥, 내뱉컵⑧, 갈판/다지기계/ 기계⑨

 나. 문걸쇠①, 바닥걸쇠①, 채썰기계/야채갈판⑨, 문걸치 ⑪

여기서 합성어 중의 타동사의 상[theme] 논항이 실현되었는지에 따라 (11

가)와 (11나)로 나뉜다. 이 임시어들은 화자가 모르는 목표 상을 보고 직접 

만드는 단어로서 한국어 화자의 조어 능력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위와 같은 임시어들은 아직 사회성을 획득하지 못하여 자리잡지 못하지만, 확

인된 그 자체가 비통사적 합성법은 한국어 화자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곧 어떤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때, 한국어 

화자가 형식형태소에 한 고려 없이 직접 어휘적 의미를 담는 실질형태소를 

결합시켜 새 단어로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화자의 공시적인 조어 능력을 반 하는 임시어에서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어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비통사적 합성어가 계속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정한데로(2013ㄴ: 392)에서는 화자의 표현적 의도가 동기화되기만 

하면, 동사 어간이 명사와 직접 결합하는 방식도 공시상에서 생산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논의는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

법의 왕성한 생산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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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단어구조 

3.1. 도입

  합성명사는 일반적으로 응하는 특정 지시물이나 지시개념이 존재한다. 이

들은 ‘명명(命名)’과 ‘지시(指示)’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광해, 1982). 이 장에서 다루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은 합성명사의 하위분

류로서 특정 지시물이나 지시개념에 한 ‘명명’, 혹은 ‘지시’를 하고자 하는 

화자의 언어 표현적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통사적 합성

명사는 수행하는 기능에 있어서 통사적 합성명사와 비슷하지만, 명사형 어미  

나 관형사형 어미가 결여되어 있고, 실질적 개념을 나타내는 요소들끼리 긴

하게 결합한다는 점에서 통사적 합성명사와 구분된다.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어 중에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유형이 가장 다양

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을 선행요소에 따라 어간이 관

여하는 예, 어근 및 어근화요소가 관여하는 예, 어휘의 수가 적고 한 유형으로 

묶기 어려운 예들로 나누어 그들의 단어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통

사적 합성명사와 관련하여 선행요소를 접두사로 처리한 사전 기술에 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순화어나 신어에서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명사에 

한 분석을 통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생명력 문제도 다룰 것이다.

3.2. 어간 + 명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하여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는 근 한

국어 시기 이후에 생산성을 잃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선 (2006ㄴ)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15, 16세기에 존재하 던 비통사적 합성동사에 한정할 때

만 적용되는 논의이고, 실제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경우는 

근 한국어와 현 한국어에서 더욱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1) 



- 33 -

  이 절에서는 현 한국어에서 여전히 생성되고 있는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

적 합성명사들을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예와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예로 나

누어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3.2.1. 동사 어간 +명사

3.2.1.1. ‘동사 어간+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목록

  현 한국어에서 합성명사의 구성요소들이 각각 존재하고, 해당 합성명사가 

공시적으로 ‘동사 어간+명사’로 분석될 수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1) 감발, 건너편(便), 건넛방(房), 건넛마을, 건넛산(山), 건넛집, 깎낫, 꺾괄호

(括弧), 꺾쇠, 꺾자, 꺾창(槍), 나눗셈, 나눗수(數), 노느몫, 누비옷, 늙바탕, 

늙판, 내리글씨, 내리사랑, 다듬가위, 다듬 , 다듬면(面), 다듬몸돌,2) 다듬

재단(裁斷),3) 닿소리, 더듬감각(感覺),4) 덮그물, 덮깃,5) 덮밥, 되넘기장사,6) 

돋새김, 돌띠,7) 뜨물,8) 맺씨, 맞바람, 먹거리, 말더듬증(症), 몰표(票),9) 묵

1)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하여 이선 (2006ㄴ: 38-44)에서는 그의 형성이 
‘어간의 의존적 유리성’에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용언 어간의 자립적 유리성’, 
곧 용언 어간이 그 로 부사나 명사로 쓰이는 것은 현 한국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은 
데에 비해 용언 어간이 후행요소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하는 것은 고 한국어 시기부
터 현 한국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한국어 고유의 현상으로 보았다. 본고는 이선
(2006ㄴ)의 논의에 따라 용언 어간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어 
단어형성의 고유한 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신어 자료에서 확인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
적 합성어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 새로운 예가 계속적으로 생성될 것으로 본다.  

2) 격지를 떼어 낸 면을 고르게 다듬은 몸돌.
3) 인쇄물이나 책의 속장을 규정된 치수 로 재단하는 일.
4) 물건이 피부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 촉각(觸覺)의 순화말. 
5) 날개깃, 꽁지깃을 덮고 있는 깃털.
6) 물건을 사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넘겨 파는 장사.
7) ‘돌띠’는 “돌을 맞은 아기의 허리에 매어 주는 띠”를 의미한다. 체로 수명장수를 기원하

는 뜻에서 띠를 한 바퀴 돌려 맬 수 있도록 길게 만든 것이 풍습인데, 이것을 미루어 보
면 ‘돌’은 동사 어간과 명사일 두 가지 가능성 있다고 본다. 

8) ‘뜨물’은 “곡식을 씻어 내 부옇게 된 물”이라는 뜻인데, 부분 사전에서 단일어로 처리되
어 있다. 이는 처음에 ‘믈(월석)’의 형태로 확인되고, 동사 어간 ‘-(뜨-)’와 명사 ‘믈’
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현 한국어에서 ‘뜨물’과 같은 의미로 쓰인 ‘뜬물’이나 ‘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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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 묵뫼, 묵무덤, 묵밭, 묵솜, 묵장1, 묵재,10) 받 접(待接),11) 받돌,12) 

받줄,13) 밟다듬이,14) 보풀실, 붙장(欌),15) 비비송곳, 비손,16) 빗각,17) 빼

깃,18) 빼도리,19) 섞흐름, 싫증(症), 어울무덤, 얼망(網),20) 얽매그물, 옭마

디, 옭매듭,21) 잇씨, 적바림, 접관,22) 접낫, 접등(燈), 접문(門), 접부채, 접

요, 접의자(椅子), 접자, 접장(張), 접창(窓), 접침상(寢牀), 접칼, 접초롱, 접

톱, 죽상, 제깃물,23) 질흙, 짜개김치,24) 짜개못,25) 짜개반(半),26) 짜개발,27) 

짜개버선,28) 짜개황밤,29) 째못, 쪼개접,30) 튀밥, 풀 님,31) 풀머리,32) 호비

칼, 후리장(場), 후리채,33) 후릿가래질,34) 후릿고삐,35) 후릿그물,36) 후릿줄, 

라는 단어가 확인됨을 고려하면 ‘뜨-’가 ‘뜨다’ 어간이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본다.
9) 한 출마자에게 무더기로 쏠리는 표.
10) 불기가 없는 식은 재.
11) 싫은 내색 없이 정성스레 하거나 접 함. 또는 그런 접.
12) 어구(漁具)가 물 밑으로 드리우거나 가라앉게 하기 위하여 그물 아래에 다는 납이나 돌

로 만든 추.
13) 그물의 아랫부분이 가라앉거나 드리우게 하기 위하여 받돌을 다는 줄.
14) 피륙이나 종이 따위를 발로 밟아서 구김살이 펴지게 다듬는 일.
15) 부엌 벽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붙여 만든 장. 간단한 그릇 따위를 간직하는 데 쓴다.
16) ‘비손’은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병이 낫거나 소원을 이루게 해 달라고 비는 일”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비-’는 동사 어간 ‘빌-’에서 ‘ㄹ’ 탈락한 변이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17) 예각이나 둔각과 같이 직각이나 평각이 아닌 각.
18) 매의 꽁지 위에 표를 하려고 덧꽂아 맨 새의 깃.
19) 풍판(風板)이 의지하도록 박공벽의 양쪽 기둥 위에 얹어 밖으로 내밀게 한 도리.
20) 새끼나 노끈 따위로 양편의 가장자리 사이를 그물처럼 얽은 물건.
21) 고를 내지 않고 마구 옭아 맨 매듭.
22) 동파관의 하나. 차곡차곡 접어서 가지고 다니게 된 관이다.
23) 간장을 담근 후 뜨기 전에 장물이 줄어드는 로 채우는 소금물.
24) 오이김치의 하나이다. 오이를 알맞게 썰어서 소를 넣지 않고 담근다. 
25) 가리는 하나이고 몸은 두 갈래로 짜개진 못.
26) 하나를 둘로 나눈 것의 절반,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27) 일본 사람을 이르는 말.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들을 가르는 게다를 신는다는 데서 

온 말이다. [비슷한 말] 짜개발.
28)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을 따로 끼게 되어 있는 버선.
29) 밤톨이 말라서 쪽쪽이 짜개진 밤.
30) 나무를 접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를 가르고 접붙일 나무를 꽂는 방법. 
31) 바지나 고의를 입고서 님을 매지 아니하고 그 로 터놓음. 
32) 머리털을 땋거나 걷어 올리지 아니하고 풀어 헤침. 또는 그런 머리 모양.
33) 곤충 따위를 후려 사로잡는 데에 쓰는 물건.
34) 논둑이나 밭둑 따위를 후리어 깎는 가래질.
35) 말이나 소를 후려 몰기 위하여 길게 단 고삐.
36) 후릿그물이나 저인망 따위의 그물 앞에 달아서 접근해 오는 고기 떼를 놀라게 하여 그

물 어귀 쪽으로 몰아넣는 데에 쓰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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휫손37)

  위와 같은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동사 어간+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보면 그의 선행요소, 곧 동사 어간 중에 타동사 어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행 

어간이 자동사 어간일 경우는 ‘늙바탕, 닿소리, 돋새김, 묵나물, 보풀실, 붙장, 

싫증, 죽상’ 정도만 확인된다. 한편 (1)의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음절수를 보면 

체로 ‘2음절, 3음절, 4음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사 어간

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태 및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3.2.1.2. 동사 어간 뒤에 나타나는 ‘ㅅ’

  동사 어간과 명사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는 예 중에 ‘ㅅ’이 

나타나는 예가 발견된다. 

(2) 가. 건넛마을, 건넛방, 건넛산, 건넛집, 됫밑, 후릿가래질, 후릿고삐, 후릿그

물, 후릿줄 (참고) 건넌방, 건넌사랑

나. 나눗셈, 나눗수(數), 어릿광 , 휫손 (참고) 덧셈

다. 돌다, 빐다, 걷다, 거츨다, 휫두르다 

  (2가)의 ‘건넛마을’은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뜻한다. 여기서 ‘건너-’는 동

사 어간일 가능성과 명사일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본다. ‘건너’와 ‘마을’ 사이에 

‘ㅅ’이 나타난 것을 보면 ‘건너’를 명사로 처리해 버릴 수 있다. ‘ㅅ’이 명사 뒤

에 붙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사 어간 뒤에 ‘ㅅ’이 붙을 수 없

는 것은 아니다. 이선 (2006ㄴ: 169-170)은 중세한국어에서 ‘ㅅ’이 동사 어

간 뒤에 붙어 합성어 표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 

경우의 ‘ㅅ’은 선행 어간의 종성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후행 어간의 초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동사 어간끼리의 결합 사이에 ‘ㅅ’이 들어간 단어

37) ① 남을 휘어잡아 잘 부리는 솜씨 ② 일을 휘어잡아 잘 처리할 만한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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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2다)의 ‘돌다, 빐다, 걷다, 거츨다, 휫두르다’ 등을 제시하 다. 

  한편 현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에 붙은 ‘ㅅ’에 한 언급은 최형용(2014나)

이 있다. 여기에서는 한 어휘장에 속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단어

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면서, (2나)의 ‘나눗셈’을 동사 어간과 ‘ㅅ’, 명사의 결합

으로 된 단어로 분석하 다.38) 그리고 여기서의 ‘ㅅ’은 명사 ‘셈’ 때문에 들어

간 것으로 보고, ‘셈’을 이른바 ‘ㅅ’ 전치명사로 보았다. ‘나눗셈’의 ‘나누-’는 

동사 어간이라는 것에 해 이견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합성

어 형성에 있어서 ‘ㅅ’은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 어간에도 붙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사와 동사 어간 이 외에 ‘ㅅ’은 ‘덧셈’과 같이 부사 ‘더’에 

붙어 명사와 결합한 예도 확인된다.39) 

  동사 어간과 ‘ㅅ’, 명사가 결합된 합성명사로 볼 수 있는 예로는 ‘건넛마을, 

나눗셈’ 외에 근 한국어의 ‘후릿그물’과 현 한국어의 ‘건넛방, 건넛산, 건넛

집, 나눗수, 됫밑, 어릿광 , 후릿가래질, 후릿줄, 휫손’ 등이 있다. 이들은 모

두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단어들이다. 여기서 (2나) ‘나누-’, ‘어리-’, ‘휘-’는 

명사일 수가 없고 동사 어간일 것이다. ‘건넛산, 누빗 , 됫밑, 후릿줄’의 ‘건너

-, 누비-, 되-, 후리-’는 동사 어간과 명사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그러

나 ‘건넌방, 건넌사랑’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통합되어 있지만, 의

미적으로 어미가 통합되지 않는 예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예를 보면 ‘건

넛+N’형 합성어에서의 ‘건너-’가 동사 어간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다. 

38) 현 한국어에서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란 말은 ‘加’, ‘減’, ‘乘’, ‘除’의 순화어
로서 최초에 1932년 9월 출간된 ≪한글≫ 4호에 나온 ‘과학 술어와 우리말’에 확인된다. 
여기에는 ‘加’, ‘減’, ‘乘’, ‘除’에 해 각각 ‘넣’, ‘빼’, ‘모’, ‘논ㆆ’으로 되어 있고, ‘加法’, 
‘減法’, ‘乘法’, ‘除法’에 해 ‘넣셈’, ‘빼셈’, ‘모셈’, ‘논ㆆ셈’으로 되어 있다. ‘빼-, 넣-’의 
경우를 미루어 판단하면 ‘넣-’, ‘빼-’, ‘모-’, ‘논ㆆ-’은 모두 용언 어간으로 판단된다(최
형용, 2014나: 13). 

39) ‘덧셈’의 ‘덧’은 부사 ‘더’에 ‘ㅅ’이 붙은 것으로 본 논의는 임홍빈(1981), 기주연(1994), 
김덕신(2004) 등이 있다. 여기서 ‘ㅅ’의 기능에 하여 임홍빈(1981: 10)에서는 ‘부사+
명사’라는 통사적 파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덕신(2004: 57)
에서는 합성어 표지로서인 ‘ㅅ’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더+용언’의 통사구조가 형태적 긴
밀성을 얻어 형태구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덧-’의 속성에 하여는 모든 논
의에서 접두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접두사로 처리된 ‘덧-’은 부사 ‘더’의 의미에서 변화
가 일어나야 하지만, ‘덧셈’의 ‘더-’에는 부사 ‘더’의 의미가 살아 있으므로 접두사로 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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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넌방’은 “ 청이나 응접실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마주하고 있는 방”을 뜻하

는데, 체로 “건너편에 있는 방”라는 의미를 가진 점에서 ‘건넛방(건너편에 

있는 방)’과 유사하다. ‘됫밑’은 “곡식을 되로 되고 난 뒤에 조금 남은 분량”을 

뜻하는데, 여기서 ‘되-’는 동사 어간일 가능성과 명사 ‘되’일 가능성이 다 있

다. ‘휫손’은 “남을 휘어잡아 잘 부리는 솜씨”, “남을 휘어잡아 잘 처리할 만

한 솜씨”와 같이 은유적 의미로 쓰인다.40) 

  

3.2.1.3. 통사적 합성명사와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공존 

  현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통사적 

합성명사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예들이 있다. (3)은 ≪표준≫에서 

확인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 쌍들이다.

(3) 나누는수(數) - 나눗수(數), 돋을새김 - 돋새김, 묵은장1 - 묵장1, 

뺄도리 - 빼도리, 이음씨 - 잇씨, 접이문 - 접문, 죽을상 - 죽상

  우선 ‘묵은장1-묵장1’을 볼 것이다. ‘묵장1, 묵나물, 묵뫼, 묵무덤, 묵밭, 묵

솜, 묵재’ 등 단어에서 확인되는 ‘묵-’은 동사 어간 ‘묵-’으로 보인다. ‘묵다’는 

자동사인데, 이렇게 자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많지 않다. 

여기서 ‘묵-’은 체로 ‘일정한 때를 지난, 오래된, 한 해를 넘긴’의 뜻으로 해

석된다. ‘묵장1’은 “장기에서 쌍방이 모두 모르고 한 수 이상 지나쳐 넘긴 장

군”을 이른다. 같은 말로 쓰이는 통사적 합성어 ‘묵은장1’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묵-’이 관여하는 통사적 합성어는 ‘묵은장1’ 외에도 ‘묵은내, 묵은눈, 묵

은닭, 묵은돼지, 묵은땅, 묵은똥, 묵은먹, 묵은빛, 묵은세배, 묵은셈, 묵은쌀, 

묵은잎, 묵은장2, 묵은해’가 확인되는데, 관형사형 어미의 통합 여부와 관계없

이 의미상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한편 어간 ‘묵-’은 비통사적 합성동사

40) 한편 동사 어간 뒤에 나타나는 ‘ㅅ’은 복합어근을 만들기 위해 붙은 어근형성요소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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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에도 참여한다. ‘묵삭다, 묵새기다’가 그 예이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공존하는 경우는 ‘묵은장1-묵장1’ 외에 

‘돋을새김-돋새김’, ‘죽을상-죽상(相)’도 있다. ‘돋새김, 죽을상’의 ‘돋-’이나 

‘죽-’은 모두 자동사 어간이다. ‘돋새김’은 ‘부각(浮刻)’과 같은 한자 전문 용어

를 치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순화어이다. ‘돋-’과 관련한 통사적 합성어

는 ‘돋을무늬(“도드라지게 나타낸 무늬”)’도 확인되는데, 여기서 연결어미 ‘-

(으)ㄹ’의 통합 여부가 단어의 의미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은 듯하다. ‘죽상’

은 “거의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표정”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동사 어간 ‘죽

-’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와의 통합이 없이 그 자체가 미완료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나타나는 통사적 합성명사 ‘죽

을병, 죽을죄, 죽을힘’과 비교가 된다. ‘상(相)’과 관련된 비통사적 합성어로서 

‘죽상’외에 형용사 어간과 결합되는 ‘밉상, 곱상’도 확인된다. 

  한국어 문법 용어 중에 다양한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발견된다. ‘잇씨’는 “접

속사”라는 뜻인데, 동사 어간 ‘잇-’이 품사를 뜻하는 명사 ‘씨’와 결합한 것이

다. ‘잇씨’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명사형 어미가 통합된 ‘이음씨’도 확인된다. 

동사 어간이 관여한 문법 용어는 이 외에도 ‘닿소리, 맺씨’가 확인되고, 형용

사 어간이 관여하는 예는 ‘어떻씨’, 그리고 부사나 어근이 관여하는 문법 용어

는 ‘어찌씨, 움직씨’가 확인된다. 수학 용어 중에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볼 수 

있는 예는 ‘나눗셈, 나눗수(數)’가 있다. 이 둘은 동사 어간 ‘나누-’가 사이시

옷, 명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나눗수’의 사이시옷은 한자어 명사 ‘수

(數)’로 인해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나눗수’는 ‘제수(除數)’라는 뜻인데, 그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통사적 합성명사 ‘나누는수’도 확인된다. 

  ‘접이문’과 ‘접문’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 쌍이다. 현 한국어에서 동사 

‘접다’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접관, 접낫, 접등, 

접문, 접부채, 접요, 접의자, 접자, 접장, 접창, 접침상, 접칼, 접초롱, 접톱’에

서 선행요소 ‘접-’은 동사 ‘접다’의 어간으로 보인다. 이 ‘접다’는 의미적으로 

한자 ‘摺’과 유사하다. ≪표준≫ 등 여러 사전에서 ‘접등(摺燈), 접지(摺紙), 접

의자(摺椅子), 접책(摺冊), 접침(摺枕), 접침상(摺寢牀)’과 같이 해당 단어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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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로 표기된 것은 동사 ‘접다’와 한자 ‘접(摺)’ 사이의 관련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선 (2006ㄴ: 151)에서는 ‘접다’가 고 한국어 시기에 들어온 차용어

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현 한국어에서 부분 ‘접다’가 관

여한 합성명사들이 한자 ‘摺’로 표기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고유

어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동사 ‘접다’가 관여하는 합성명사와 관련하여 흥

미로운 것은 통사적 합성명사보다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더 많다는 것이다. 관

형사형 어미나 명사형 어미가 통합된 통사적 합성명사는 ‘접는등땅거부기41), 

접이문, 접음표지42)’ 3개만 확인된 반면에, 동사 어간 ‘접-’이 관여하는 비통

사적 합성명사는 훨씬 많이 관찰된다. 이것은 동사 ‘접다’가 합성명사의 형성

에 있어서 비통사적 합성법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1.4. 어간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맞-’

  현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일 가능성이 있지만, 

선행요소가 동사 어간인지, 혹은 접두사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예들이 있

다. 표적인 예는 ‘맞-’이다. ‘맞-’이 관여하는 명사는 다음과 같다. 

(4) 가. 맞각(角), 맞고함高喊), 맞구멍, 맞그물질, 맞깃, 맞꼭지각, 맞끙이, 맞

다듬이, 맞단추, 맞담, 맞담배, 맞 면(對面), 맞도끼질, 맞도리깨질, 맞

두레,43) 맞땜, 맞메질,44) 맞면(面), 맞모, 맞물림, 맞미닫이, 맞바느질, 

맞바라기, 맞바람, 맞바라기, 맞방망이, 맞방아, 맞벽(壁),45) 맞변(邊), 

맞보,46) 맞불,47) 맞선, 맞소리, 맞손, 맞술, 맞싸움, 맞씨름, 맞욕, 맞바

41) ‘접는등땅거부기’는 북한어이고, 땅거북과의 한 종류를 가리킨다. 등딱지의 뒷부분을 접
을 수 있으며, 등딱지를 접으면 뒷다리까지 모두 갑 안에 넣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42) 제본할 때에, 마구리를 본문보다 길게 하여 안쪽으로 접어 넣은 표지를 가리킨다. 
43) 함지나 되 따위의 네 귀퉁이에 줄을 매어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두 가닥씩 쥐고 물을 푸

게 만든 농기구.
44) 어떤 물체를 때리거나 박을 때 마주 서서 엇바꾸어 메질을 함.
45) 흙으로 벽을 바를 때에, 안쪽에서 먼저 초벽(初壁)을 하고 마른 뒤에 겉에서 마주 붙이

는 벽
46) 건물의 중심에 세우는 기둥에 앞뒤로 마주 끼어 걸린 들보.
47) 불이 타고 있는 곳의 맞은편 방향에서 마주 놓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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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맞이음,48) 맞인사(人事), 맞장구, 맞절, 맞조장(弔喪), 맞주름, 맞찌

름, 맞총질, 맞춤, 맞톱질, 맞패(牌), 맞흥정

나. 맞은각 - 맞각, 맞은바라기 - 맞바라기, 맞은바람 - 맞바람, 맞은바래

기 - 맞바래기, 맞은변 - 맞변, 맞은혼인 - 맞혼인  

다. 맞은살, 맞은쪽, 맞은편, 맞은편짝 

(참고) 맞아들이다, 어긋맞다

(5) 맞고발(告發), 맞고소(告訴), 맞교 (交代), 맞교환(交換), 맞 답(對答), 맞

무역(貿易), 맞바둑,49) 맞보증(保證),50) 맞부패,51) 맞사랑, 맞상 (相對), 맞

소송(訴訟), 맞씨름,52) 맞장기(將棋),53), 맞적수(敵手) 

(6) 맞다 [동사]

가. 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다.

예) 그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나. 적이나 어떤 세력에 항하다. 

예) 상 방을 맞아 싸우다. (참고) 맞싸우다 

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는 어떤 때를 하다.

예) 새해를 맞다. 

(4), (5)는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맞-’이 관여하는 명사들이다. (4가)는 본고

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상 ‘맞-+명사’형 단어들이고, (4나)는 ‘맞-’과 관

련하여,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통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

는 예들이며, (4다)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통합된 경우만 존재하는 예들

이다. (4)에서 ‘맞-’은 체로 “마주”, 곧 “서로 똑바로 향하여”라는 구체화된 

48) 두 재목의 평탄한 단면을 그냥 맞 어 잇는 이음.
49) 바둑 급수가 같은 사람끼리 두는 바둑.
50) 서로 보증을 서는 일. 또는 그 보증. 
51) 광산 임자에게 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광물을 캐는 분광(分鑛)을 두 사람이 동업하

는 조직.
52) 단 둘이 붙어서 하는 씨름.
53)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두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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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5)에서 ‘맞-’은 “ 항하다”, 혹은 “양쪽의 균형이 

서로 팽팽하여 등하다”라는 추상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6)은 현 한국어에

서 동사 ‘맞다’가 ‘[迎], [對]’, 곧 (4)와 비슷한 “마주 하여”의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예문들이다. 이들은 (4가)의 ‘맞-’이 동사 어간일 가능성을 제기한

다. 특히 (6나)의 예문 “상 방을 맞아 싸우다”와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동

사 ‘맞싸우다’의 존재를 고려하면 ‘맞-’이 동사 어간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고 생각된다. 

  부분의 현 한국어 사전에서는 ‘맞-’이 접두사로 처리되어 있다. ‘맞-’이 

접두사로 처리된 이유는 관여한 단어가 생산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 그리고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법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비통사적 

합성어가 생산성이 없다는 기존 견해와 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곧 ‘맞-’

이 생산적으로 단어의 형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예외적으로 어간으로 보

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수긍되는 접두사로 보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 한국어에서는 어간이 관여하는 비

통사적 합성어는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이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어휘 수가 그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아

졌다(이선 , 2006ㄴ). 그렇다면 이제는 약간 생산성을 보이더라도 접두사로 

보아야만 하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어의 접두사는 주로 부가적 의미를 첨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

데, 이는 어간과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접두사와 용언 어간을 구

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형태의 변화’, ‘생산성’과 ‘의미의 변화’ 등이 있다

(안효경, 1994). 접두사로 본 ‘맞-’은 동사 어간 ‘맞-’과 형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형태의 변화’는 ‘맞-’이 어간인지 접두사인지를 구별하는 기준

이 될 수 없다. 생산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상당히 생

산적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며, 새로운 어기에도 쉽게 결합될 수 있다면 반

드시 파생접두사인가가 그것이다. 앞으로 3.2.2에서 다루게 될 ‘늦과일, 늦봄, 

늦뿌리다, 늦익다’의 ‘늦-’에 하여 많은 사전에서 이를 접두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산적으로 단어의 형성에 참여하더라도, 용언 어간 ‘늦-’의 어



- 42 -

휘적 의미가 그 로 살아 있다면 파생접두사로 보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

을까 싶다. ‘의미의 변화’는 어떤 요소가 단어의 구성요소로 나올 때 갖는 의

미가 단독으로 쓰일 때 그 의미와 동일한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곧 단어 내부

에서 동사 어간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며, 후행요소에 부가적 의미를 더해 준 

것이라면 접두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54) 그러나 이 의미의 기준을 가지

고 명사 ‘맞춤’과 동사 ‘맞비비다’를 고려하면 이 둘은 각각 “두 사람이 마주 

보여 추는 춤”, “서로 마주 고 비비다”를 뜻하는데, 여기서 단어의 구성요소

들이 오히려 등한 관계로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성어 구성요소의 

사이에 중심적 의미를 담는 요소와 부가적 의미를 담는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는 사실도 부가적 의미를 더해 준 요소라면 반드시 파생접두사가 아닐 수 있

음을 암시해 준다.  

  본고에서는 (4가)의 선행요소 ‘맞-’은 아직 ‘迎’, 곧 “마주”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 ‘맞다’와 의미적으로 유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사 어간으로 보고자 한

다. 반면에 (5)에서 “서로 엇비슷하게 등하다”라는 추상화된 의미를 나타내

는 ‘맞-’에 해서는 그 의미가 “마주”라는 기본적 의미와 거리가 있으므로 

접두사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4가)의 ‘맞-’을 접두사보다 동사 어간으로 보

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증거를 몇 가지 더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통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

는 (4나),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통합된 경우만 존재하는 (4다)가 

단어의 선행요소로 온 ‘맞-’이 동사 어간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54) 김덕신(2004: 103)에서는 접두사화의 특징 중 하나인 의미변화의 단계를 추론의 기제
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추론이 의미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이성하, 1998: 247).

제1단계: 한 어휘소나 문법소가 본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제2단계: 본래의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
제3단계: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암시적 의미가 아침내 실제 의미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 

 김덕신(2004)의 논의에 따르면 제1단계의 의미는 기본적 의미이고, 제2, 3단계의 의미는
기본적 의미로부터 추상화된 의미이다. 그리고 어떤 요소가 제1단계의 의미를 가질 때 합
성어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으나 그 의미가 제2, 3단계로 넘어가 추상화된다면 해당 요소
가 접두사가 된다. 



- 43 -

된다. 파생접두사이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4가)

의 예 중에 “ 칭(對稱)”을 의미하는 수학용어 ‘맞맞이’라는 단어가 확인된다. 

여기서 ‘맞-’을 접두사로 본다면 단어의 구성이 ‘접두사+접두사+접미사’가 되

는데, 이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구성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합성동사와 관련해

서 ‘맞아들이다’가 있다. 여기서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것은 ‘마주 하여’

를 의미하는 ‘맞-’이 어간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된다. 심지어 ‘마주 

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온 ‘어긋맞다(어긋나게 마주 

있다)’도 확인되는데, 후행요소로 나타나는 ‘맞-’은 접두사로 본 ‘맞-’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여러 근거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마주”라는 의미를 가지는 ‘맞-’은 용언 어간으로 보기로 하고, (4가)의 단어

들을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보고자 한다.55)

3.2.1.5. ‘동사 어간+동사 어간+-이’형 파생명사

  현 한국어에서는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상당수 확인

된다. 이러한 상당수의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존재는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법이 여전히 생산성을 지니는 것을 알려 준다. 한편 동사 어간이 관여하

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볼 수 없지만,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

어를 기반으로 형성된 파생명사들이 확인된다. 이처럼 파생명사의 어기로 나

타난 것은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단어 형성에 있어서 자리

를 잡고 있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된다. 

  현 한국어의 파생명사 중에 어기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는 예들은 

아래와 같다.  

(7) 가. 걷몰이(걷몰다), 나들이(나들다), 붙박이(붙박다), 붙바개(붙박다), 

여닫이(여닫다), 여닫개(여닫다)  (참고) 뻗팔이56) 

55) 김계곤(1970: 97)에서 ‘마주’와 ‘맞다’ 사이에 형태적, 의미적 관련성을 중시하여 ‘맞-’
은 어간으로 보고 관여한 합성어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처리한 바가 있다. 

56) ‘뻗팔이’는 “나면서부터 또는 병으로 인하여 굽혀지지 않는 팔, 또는 그 팔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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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꺾꽂이(것곶다), 매무시(뭇다), 설거지(설엊다), 이바지(이받다), 

죽살이(죽살다)

(7가)는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명사들

이고, (7나)는 이전 시기에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어기로 하는 파생명

사들이다. (7가)와 같은 경우 파생명사의 어기 ‘나들다, 붙박다, 여닫다’가 현

한국어에서 단어로 확인되므로, 쉽게 파생어로, 곧 [[나-+들-]+-이], [[붙

-+박-]+-이], [[여-+닫-]+-이]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7나)의 어기들

은 현 한국어에서 단어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시적으로 이들의 직접구성요

소 분석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나 비록 현 한국어에서 단어로 확인

되지 않지만, 이전 시기에 ‘V1+V2’형 동사가 단어로 확인되었다면, [[V1+V2] 

+-이]로의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  통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꺾꽂이’의 경우 중세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동사 ‘것곶다’(훈몽자회 하:3ㄱ)

가 확인되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꺾꽂이’는 [[꺾-+꽂-]+-이]로 분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죽살이’는 ‘죽살다’(두시언해 8:67ㄱ)로 미루어 [[죽-+살

-]+-이]로 분석할 수 있다. ‘이바지, 설거지’는 비록 형태변화를 겪어서 현

한국어에서 단일어로 인식되지만, 각각 ‘이받다’(용비어천가 91)와 ‘설엊다’(월

인석보 23:74ㄴ)가 문헌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이-+받-]+-이]와 [[설-+겆

-]+-이]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7)과 달리 겉보기에는 파생명사의 어기가 비통사적 합성동사처럼 보

이지만, ‘V1+V2’가 어느 시기에도 단어로 확인되지 않는 예들도 있다.

(8) 가. 갈묻이,57) 감잡이,58) 돋찍기,59) 미닫이, 받걷이,60) 붙살이,61) 빨붙

을 가리킨다. 이는 ‘V+N+-이’ 구조인데, [[뻗-+팔]+-이]로 본다면 파생어가 되고, 
[뻗-+[팔+-이]]로 본다면 합성어가 된다.

57) 논밭을 갈아서 묵은 끄트러기 따위를 뒤집어 묻히게 하는 일.
58) 문 문장부에 감아 박는 쇠.
59) 화나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
60) 여기저기에서 받을 돈이나 물건을 거두어들이는 일.
61) 남에게 붙어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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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62) 빼닫이,63) 휘묻이64)

나. 늦갈이, 늦깎이,65) 늦맺이

위와 같은 파생명사들은 직접구성요소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V1+[V2+-이]로 보면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되고, [[V1+V2]+-이]로 보면 

파생명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동사 ‘V1+V2’가 단어로 확인되지 않고, 

‘V2+-이’도 단어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아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럴 때 잠재어를 설정해야 되는데, 의미를 보았을 때 (8)의 단어들이 

부분이 “V1+V2하는 일” 혹은 “V1+V2하는 그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

로 이로 미루어 ‘V1+V2’를 잠재어로 설정하고, 이에 “일, 도구”의 뜻을 더하

는 명사파생접미사 ‘-이’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의미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IC 분석을 한 논의는 이익섭(1965)가 있다. 이익섭(1965: 

126)에서는 ‘빼닫이’는 ‘빼는 닫이’가 아니고, “빼고 닫는 그 무엇”이기 때문

에 ‘빼닫-’과 ‘-이’로 분석될 것이 기 된다고 하 다. 그리고 이 기 는 ‘빼닫

-’이 ‘먹이, 놀이’ 등의 ‘먹-, 놀-’과 같은 단일 형태소에 의해서 치될 수 있

으며, ‘빼닫-’은 또 ‘뛰놀-, 검푸르-’와 같은 합성어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가

히 충족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여기서 속하는 파생어로는 ‘빼닫-이’ 외에 

‘미닫-이, 꺾꽂-이, 받걷-이, 죽살-이’ 등이 있다고 지적하 다.  

  한편 현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상당수의 ‘어간+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

들의 존재도 (8)의 ‘V1+V2’가 잠재어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 특히 (8나)의 경우, 현 한국어에서 ‘늦-’이 생산적으로 비통사

적 합성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면 ‘*늦갈다, *늦깎다, *늦맺다’가 잠

재어로 설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62) 흡착기
63) ‘서랍’의 강원, 경상, 전라, 충북 방언형이다. 
64) 식물의 가지를 휘어 그 한끝을 땅속에 묻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인공 번식법.
65) 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승려가 된 사람 ②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

③ 남보다 늦게 사리를 깨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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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관여하는 파생어를 통해 우리는 비통사

적 합성어가 결코 이상한 단어들이 아니고, 언중들이 어려움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이전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

통사적 합성어들이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고 자연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면 이들이 파생어의 어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3.2.1.6. 신어 중의 ‘동사 어간+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

  위에서는 주로 현 한국어의 사전 등재어 중에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

사적 합성명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형태 및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편 ≪신어≫ 자료에서도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나타난

다.66) 이들은 부분이 외래어의 순화어인데, 출현 그 자체가 현 한국어의 

합성법에 있어서 비통사적 합성법이 여전히 생산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해 준

다고 본다. 곧 비통사적 합성어가 ≪신어≫ 자료에서도 확인된다면 비통사적 

합성법은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며,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다. 다

음의 예를 보겠다.

(9) 가. 나들목(2002, 인터체인지, interchange), 놀토(2005), 막가파, 짜주머

니67) 

 나. 먹토(2005), 먹짱(2005), 어울가게(2010, 숍인숍, shop in shop), 

어울마당(199?), 어울모임(2005, 교례회, 敎禮會), 어울통신(2004, 로

밍, roaming) (참고) 어울무덤(합장묘, 合葬墓)

(9가)는 합성어의 선행요소가 유형 빈도를 보이지 않는 예들이고, (9나)는 유

형 빈도를 보이는 예들이다. 

66) ≪신어≫ 자료 중에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로는 ‘넓다리뒤’가 확인
된다. ‘넓다리뒤’는 ≪2004 신어≫에서 확인된 단어이다. 이는 ‘오금’의 순화어로 국립국
어원에서 선정된 것인데,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을 가리킨다. 

67) 생크림 따위를 넣어서 짤 때 쓰는 깔때기 모양의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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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목’은 ≪2002 신어≫에서 확인된 예이다. 이는 인터체인지(interchange)

와 같은 말인데, 도로나 철도 따위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교통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차 지점에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신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이 단어는 동사 ‘나들다’의 어간과 ‘목’이 결합해서 형성된 비통

사적 합성명사로 볼 수 있다. 

  ‘막가파’는 ‘막무가내로 언동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여

기서 동사 ‘막가다’의 어간 ‘막가-’가 ‘주의, 사상 또는 행동 따위의 차이에 따

라 갈라진 사람의 집단’을 뜻하는 한자어 명사 ‘파(派)’와 결합해서 형성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먹토’, ‘놀토’는 ≪2005 신어≫자료에서 확인된 예들이다. 이들은 “먹는 토

요일”과 “노는 토요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줄인 말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표준≫에서 ‘토’는 명사로 등재되어 있고, 요일을 열거할 때 자립적으로 쓰

이기도 하기 때문에 ‘먹토’와 ‘놀토’는 ‘동사 어간+명사’형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비통사적 합성어의 아주 큰 특성은 실질형태소의 결합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먹토, 놀토’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가능성이 열린

다. 

  ‘먹짱’은 ≪2005 신어≫에서 확인된 것인데, “잘 먹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

는 말이다. 이는 “아주 좋은 것”의 뜻을 지닌 명사(예: 짱이다), “아주, 정말”

의 뜻을 지닌 부사(예: 짱 예뻐)로 쓰이며, 또한 ‘싸움짱(2003)’과 같이 앞에 

명사형 어미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독립된 단어로 볼 수 있다고 본

다. 따라서 ‘먹짱’은 동사 어간과 명사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볼 수 

있다.68) 

  신어 자료에서 ‘어울-’과 관련된 합성명사가 많이 확인된다. ‘어울다’는 ‘어

우르다’의 옛말로 현 한국어에서 ‘어우러지다’에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어울가게’는 ≪2010 신어≫에서 확인된 단어이다. 이는 ‘숍인숍(shop in 

68) ‘짱’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한자어 접미사 ‘-長’에서 온 것이다. 이 ‘짱’에 하여 안주
호(2002)에서는 접미사에서 명사, 부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문법화의 예로 볼 수 있다
고 지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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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이라는 단어의 순화어인데,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말한 것이다. ‘어울마당’은 ‘놀이나 잔치로 

모이는 곳이나 행상’을 가리킨다. 90년데 초반부터 학가에서 한국말 사랑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이선 (2006ㄴ: 59-60)에서 ‘어울마당’의 

‘어울-’은 ‘어울다’에서 왔다기보다 ‘어우러지다’에서 재분석된 어간 ‘어울-’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어울통신’은 ≪2004 신

어≫에서 확인된 단어다. 국립국어연구원은 해외에서도 자기나라처럼 이동전

화를 별다른 변환 없이 쓸 수 있는 기술을 뜻하는 ‘로밍(roaming)’의 순화어

로 ‘어울통신’을 최종 선정했다. 이 밖에도 ‘나들통신’, ‘온누리접속’, ‘만방통

신’ 등 후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울통신’이 뽑혔다. ‘어울모임’은 ≪2005 

신어≫에서 확인된 단어이다. 이는 ‘교례회(敎禮會)’의 순화어인데, ‘어떤 단체

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날이나 일을 계기로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모임이나 행사’를 가리킨다. ‘어울-’과 관련된 사전 등재어로

는 ‘어울무덤’도 확인된다. 이는 ‘합장묘(合葬墓)’의 순화어이다. 

3.2.2. 형용사 어간 +명사 

3.2.2.1. ‘형용사 어간+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목록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구성요소들이 각각 존재하고, 해당 합

성명사가 공시적으로 분명하게 ‘형용사 어간+명사’로 분석될 수 있는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 감파랑, 검노랑, 검노린재나무,69) 검독수리, 검물벼룩, 검물잠자리, 검버

섯, 검보라색, 검자주색, 검자줏빛, 검팽나무,70) 검회색(灰色), 곧창자, 곱

69) 노린재나뭇과의 낙엽 활엽 관목. 잎은 타원형이고 5월에 녹색 꽃이 원추 화서로 짧은 
가지에서 피고, 열매는 장과로 가을에 까맣게 익는다. 조각재로 쓴다. 산지에 나며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70) 느릅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잎은 달걀 모양이고 밑과 끝이 뾰족하다. 꽃은 5월에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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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71) 곱상(相), 곱자,72) 굳기름, 굳돌,73) 굳비늘,74) 굳뼈,75) 굽가락지, 

궁굴채,76) 꺽짓손,77) 넓다듬이,78) 넓다듬이질, 넓미역, 넓살문,79) 넓

패,80) 넘나물,81) 넙다리, 높다락,82) 높드리, 높바람, 높쌘구름,83) 높하늬

바람,84) 늦가을, 늦갈이, 늦감자, 늦거름, 늦거리,85) 늦겨울, 늦고사리삼, 

늦공부(工夫),86) 늦과일, 늦김치,87) 늦닭, 늦더위, 늦동지(冬至), 늦모,88) 

늦물1,89) 늦물2,90) 늦바람, 늦밤,91) 늦밭갈이, 늦배1,92) 늦배2,93) 늦벼, 늦

보리, 늦복(福), 늦복숭아, 늦봄, 늦부지런, 늦새끼, 늦서리, 늦여름, 늦

잎,94) 늦자식(子息), 늦작물(作物), 늦잠, 늦장(場),95) 늦장가, 늦장마, 늦

꽃자루 끝에 1~3개씩 피고 검고 둥근 핵과가 10월에 익는다. 땔나무나 숯의 재료로 쓰
고 열매는 식용한다. 

71) 예전에, 옥을 반달 모양으로 다듬어 끈에 꿰어서 장식으로 쓰던 구슬.
72) 나무나 쇠를 이용하여 90도 각도로 만든 ‘ㄱ’ 자 모양의 자.
73) 화강암이나 안산암 따위와 같이 굳고 단단한 돌.
74) 표면이 단단하며 광택이 있는, 네모난 판자 모양의 물고기 비늘. 철갑상어의 비늘 따위

이다.
75) 경골어류 이상의 척추동물의 내골격(內骨格)을 구성하는 굳고 단단한 뼈.
76) 풍물놀이 따위에서, 장구를 칠 때에 왼손에 쥐고 장단을 치는 채이다. 곧은 나무 뿌리 

막 기에 박달나무를 동그랗게 깎아 끼워서 만든다.
77) ‘꺽짓손’은 “쥐는 힘이 억세어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손아귀”를 뜻한다. 여기서 ‘꺽짓-’은 

형용사 ‘꺽지다’의 어간 뒤에 ‘ㅅ’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78) 홍두깨에 올리지 않고 다듬잇돌 위에 넓적하게 개어 놓고 하는 다듬이. 
79) 거친 널빤지로 살을 댄 창문.
80) 갈조류 패과의 해조. 가지 끝 부분은 기낭처럼 부풀어 있고 황갈색인데 건조하면 검은

색으로 된다. 
81) 원추리의 잎과 꽃으로 무쳐 먹는 나물.
82) 높게 지은 집이나 누각. 
83) 높은 하늘에 크고 둥글둥글하게 덩어리진 구름.
84) 뱃사람들의 은어로, ‘서북풍’을 이르는 말.
85) ‘늦거리’는 “삼기(三機)의 하나, 국악 곡조에서 가장 느린 빠르기”를 가리킨다. 여기서 

‘거리’는 의존명사이고 “탈놀음, 꼭두각시놀음, 굿 따위에서, 장(場)을 세는 단위”이다. 
86) 나이가 든 뒤에 늦게 시작한 공부. 
87) 봄철까지 먹을 수 있도록 젓갈을 넣지 아니하고 담근 김치.
88) 제철보다 늦게 내는 모.
89) 제철보다 늦게 열린 과일이나 늦게 잡힌 고기.
90) 제철보다 늦게 지는 홍수.
91) 제철보다 늦게 여무는 밤.
92) 늦게 알을 까거나 낳은 새끼.
93) 제철보다 늦게 익는 배.
94) 제철이 지나도록 지지 아니한 잎.
95) 거의 다 파할 무렵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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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96) 늦저녁, 늦점심, 늦철, 늦추위, 늦체(滯),97) 늦콩, 늦팥, 늦풀, 늦

하늬, 늦하늬바람,98) 늦호박, 늦휴가(休暇),99) 동글붓,100) 둥글관해면,101) 

둥글돔,102) 둥글먼지벌레,103) 둥글목람가뢰,104) 둥글무늬바퀴,105) 둥글부

채,106) 두텁떡, 밉상(相), 붉가시나무,107) 붉나무, 붉돔,108) 붉벤자리,109) 

붉오동,110) 벋다리, 벋니,111) 싫증(症), 어떻씨, 어릿광 , 옥까뀌, 옥낫, 

옥니, 옥다리, 옥생각, 옥셈, 옥자귀, 옥자새,112) 옥장사,113) 익반죽, 잗주

름, 잗징,114) 희갈색, 희누른색 

96) 뒤늦게 트인 재주.
97) 그리 급하지 아니하게 체함. 또는 그런 증세.
98) 뱃사람들의 은어로, ‘서남풍’을 이르는 말.
99) 직장 따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휴가 때가 지난 시기에 가지는 휴가.
100) 끝이 뾰족하지 아니하고 동그스름한 붓. 그림을 그리는 데 쓴다.
101) 싸리버섯 비슷한데 직경은 8.5cm, 높이는 4.5cm 정도이고 타원형이며, 잿빛을 띤 흰

색이다. 무리를 짓고 얕은 바다의 바위에 붙어사는데, 한국ㆍ일본 등지의 연안에 분포한
다. 

102) 붉뿔돔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몸은 넓적하여 거의 둥글게 보이고 비늘ㆍ입ㆍ눈이 매우 
크며, 주둥이는 짧고 입은 거의 수직으로 위로 향하 다. 한국, 일본, 말레이 제도 등지에 
분포한다. 

103) 먼지벌렛과의 곤충이다. 몸의 길이는 8mm 정도이며 검은색, 푸른색, 녹색, 검은빛을 
띤 붉은색 따위의 광택이 난다. 한국, 일본,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104) 가룃과의 곤충이다. 검은빛을 띤 청색이고 발목마디의 뒷면에 검은색의 짧은 털이 빽
빽하다. 딱지날개 표면에는 주름이 있고 긴수염꿀벌에 기생하는데, 한국ㆍ일본ㆍ중국 등
지에 분포한다. 

105) 왕바큇과의 곤충이다. 몸은 크고 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이고, 앞날개는 몸의 뒤쪽으로 
뻗어 있다. 다리는 길고 가시가 있으며 더듬이는 길다. 한국, 만 등지에 분포한다.

106) 비단이나 종이 따위로 둥글게 만든 부채.
107) 참나뭇과의 상록 활엽 교목.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타원형이다. 암수한그루로 5월에 갈색 단성화가 피고 열매는 견과(堅果)로 10월에 익는
다. 껍질은 검푸르고 목재는 불그스름한데 질기고 단단하여 선박, 차량, 보습, 괭이자루 
따위의 재료로 쓴다.

108) 도밋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40cm 이상이고 참돔과 비슷하나 조금 작으며, 붉은
색이고 청록색의 작은 얼룩점이 산재해 있다.

109) 바릿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50cm 정도이고 옆으로 편평하다. 몸은 붉은색이고 
배 쪽은 연한 바탕에 누런빛을 띠며 등지느러미가시의 뒤쪽에는 검은색의 큰 얼룩무늬가 
있다. 

110) 마편초과의 낙엽 활엽 관목. 여름부터 가을까지 붉은색 꽃이 피고 열매는 둥근 핵과
(核果)로 가을에 붉게 익는다.

111) 바깥쪽으로 벋어 나온 이. 
112) 끝이 안쪽으로 꼬부라진 작은 얼레.
113) ‘오그랑장사’의 준말.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밑지는 장사.
114) 신발 밑창 따위에 박는 자잘한 쇠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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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한국어에서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그 어휘의 수

가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예보다 적지 않다. 그리고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

통사적 합성명사와 달리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일

상어뿐만 아니라 자연종명 등의 전문 용어 또는 순화어가 많이 확인된다. 

(10)과 같은 ‘형용사 어간+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관찰해 보면 그의 선

행요소는 체로 2회 이상의 유형 빈도를 보이며,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시간 관련 형용사, 색채형용사, 모양형용사, 크기형용사, 재질형용사가 나타난

다. 후행요소는 고유어 명사와 한자어 명사 외에 ‘갈이, 다듬이, 셈, 잠’과 같

은 파생명사도 확인된다.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에 있어

서 선행요소는 기능상 어간의 형태로 관형사처럼 후행 명사를 수식해 주고 그

것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10)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을 선행요소가 보이는 유형 빈도에 

따라 나누어 해당 합성명사의 형태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3.2.2.2. 형용사 어간에 따른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분류 및 단어구조 

  우선 현 한국어에서 ‘늦-’이 선행요소로 온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전체 형

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

된다. ‘늦-’은 상당히 생산적으로 ‘계절(늦봄, 늦가을)’, ‘농작물(늦벼, 늦콩)’, 

‘과일(늦배, 늦복송아)’, ‘행위(늦갈이, 늦부지런)’ 등을 표현하는 다양한 후행요

소와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형성한다. 여기서 단어의 선행요소로 온 

‘늦-’에 하여 문제가 된 것은 부분 사전에서 이를 접두사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늦-’을 접두사로 처리하는 것은 아마도 ‘늦-’이 관여하는 단어가 상

당히 생산성이 있어 보이고, 게다가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생산

성이 없다고 보는 기존 논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선 (2006ㄴ: 

85)에서 지적했듯이 접두사로 처리된 ‘늦-’에는 ‘늦다’ 어간으로서의 의미가 



- 52 -

그 로 살아 있기 때문에 접두사보다 어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실은 접미사와 결합하는 ‘늦둥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늦둥이’의 

‘늦-’을 접두사로 본다면 ‘늦둥이’는 ‘접두사+접미사’로 볼 부담이 생길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늦-’의 관형사형이 합성어의 선행요소로 온 통사적 합성명사

로는 ‘늦은가락, 늦은불, 늦은삼절, 늦은중모리, 늦은한잎’ 등이 확인되는데, 이 

예들도 ‘늦-’의 어간으로서의 속성을 반 해 준다고 본다. 

  한편 ‘늦다’가 관여하는 합성명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통사적 합성명

사보다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통사적 합성명사는 

‘늦은가락,115) 늦은강강술래,116) 늦은불,117) 늦은삼절,118) 늦은씨,119) 늦은중

모리,120) 늦은한잎,121)’ 7개만 확인된 반면에, 어간 ‘늦-’이 관여하는 비통사

적 합성명사가 47개로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앞에서 언

급했던 ‘접다’와 같이 ‘늦다’도 합성명사의 형성에 있어서 비통사적 합성법을 

더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양상은 ‘옥다’와 관련된 합성어에서도 확

인된다. ‘옥다’와 관련된 합성명사 중에 통사적 합성명사는 ‘옥은종아리’122) 한 

예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전부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다음은 색채형용사가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온 단어들을 보겠다. 

색채형용사 중에 ‘검다, 붉다, 희다’만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참여하며, 

이 중에 ‘검다’가 관여한 예가 가장 많은 것으로 관찰된다. 이들이 분석된 비

통사적 합성명사를 보면 ‘검노랑, 검보라색, 희갈색’과 같은 색채어뿐만 아니

라 ‘검노린재나무, 검물벼룩, 검물잠자리, 붉가시나무, 붉돔’ 등 자연종명과 같

은 전문용어도 많이 확인된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있어서 ‘붉

다’는 자연종명의 형성에만 참여한 반면, ‘희다’는 색채 명사의 형성에만 참여

115) 장단이 느린 가락.
116) 강강술래 놀이 과정의 하나. 느린 장단으로 소리를 메기고 받고 하면서 발길을 사뿐히 

옮기는 것으로 가장 여성스럽다. 
117) 빗나가거나 잘못 맞은 총알. 또는 심하지 아니한 괴로움이나 곤욕.
118) 화살의 상사 위 화살 의 셋째 마디.
119) 같은 작물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 늦되는 품종. 
120) 중모리장단보다 좀 느린 국악 장단.
121) 국악 가곡의 원형 가운데 아주 느린 곡.
122) 바로 섰을 때 안쪽으로 구붓한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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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모양형용사 중에 ‘곧다, 곱다/굽다, 둥글다, 벋다, 옥다’만 비통사적 합성명

사의 선행요소로 확인된다. 이 중에 ‘옥다’가 관여하는 예가 제일 많고, ‘둥글

다’가 관여하는 예는 그 다음 순위이다. ‘옥다’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를 보면 ‘옥-’이 ‘모양’의 의미가 아닌 확장의미로 해석되는 ‘옥생각, 옥셈’도 

확인된다. 그리고 ‘둥글다’는 어간의 형태로 자연종명의 형성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기형용사 중에 ‘넓다, 높다, 두텁다’만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확인된다. ‘넘나물’은 “원추리의 잎과 꽃으로 무쳐 먹는 나물”을 가리킨다. ≪

표준≫에서 이의 잘못으로 ‘넓나물’이 등재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한자어는 

‘넓을 광(廣)’자가 들어있는 ‘광채(廣菜)’가 등재되어 있다. ‘넘나물’은 형용사 

어간 ‘넓-’과 명사 ‘나물’의 결합이다. 여기서 선행요소 ‘넘-’은 ‘넓-’의 옛말 

형태 ‘넙-’이 후행 명사 ‘나물’의 초성으로 향으로 ‘ㅁ’으로 변한 것이다. 이

러한 음운변화가 표기에 반 된 예로 비통사적 합성동사 ‘굼닐다’도 확인된다.  

  ‘넙다리’는 ‘넓적다리’의 의학 전문용어인데, 이는 ‘ 퇴(大腿)’의 순화어이다. 

여기서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분석된 ‘넙-’은 ‘넓-’의 옛말 형태이

다. 

  ‘높드리’는 “높고 메말라서 물기가 적은 논밭”이라는 뜻이다. 이는 형용사 

어간 ‘높-’이 명사 ‘들’과 결합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리’

는 명사 ‘들’에 파생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높쌘구름’은 ‘고적운(高積雲)’과 같은 말인데, 여기서 ‘쌘-’은 ‘쌓이다’의 준말 

‘쌔’의 관형사형으로 보인다. 

  ‘잗징, 잗주름’은 “신발 밑창 따위에 박는 자잘한 쇠못”, “옷 따위에 잡은 

잔주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선행요소 ‘잗-’은 형용사 어간 ‘잘-’에서 온 것

이다. 동일한 변화는 비통사적 합성동사 ‘잗갈다, 잗널다, 잗다듬다, 잗타다’,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잗젊다’, 그리고 파생어 ‘잗다랗다’에서도 확인될 수 있

다. 

  재질형용사 중에 ‘굳다’만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확인된다. ‘굳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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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굳뼈, 굳돌, 굳비늘’ 그 예이다. 

3.2.2.3. 통사적 합성명사와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공존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통합되는 통사적 합성명사와 공존하는 예가 확인된다. 

(11) 검은물잠자리 - 검물잠자리, 검은종덩굴 - 검종덩굴, 곧은창자 - 곧창자, 

 굳은돌 - 굳돌, 굳은비늘 - 굳비늘, 굳은뼈 - 굳뼈

(11)의 통사적 합성명사와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은 사전에서 모두 같은 말로 

처리되어 있다. 이들은 형용사가 관여하는 합성명사의 형성에 있어서 관형사

형 어미의 통합이 합성어의 의미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2) 가.  검은낭아초(狼牙草), 검은머리딱새, 검은색

 가ʹ. 검노린재나무, 검독수리, 검노랑 

 나.  곧창자 

 나ʹ. 곧은결,123) 곧은뿌리(直根)124)

 다.  굳돌, 굳비늘

 다ʹ. 굳은동,125) 굳은입천장(天障) 

한편 (12가, 나, 다)와 같이 ‘검다, 곧다, 굳다’의 관형사형이 선행요소로 분석

된 통사적 합성명사가 상당히 많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부분이 자연종명이

나 전문용어 등과 같이 특정 개체에 한 명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에서 (10)의 비통사적 합성명사와 공통적이다. 

123) 나이테와 직각이 되게 자른 나무의 면에 나타난 결.
124) 땅속으로 곧게 내리는 뿌리. 우엉, 무, 교목 따위의 뿌리이다.
125) 굳은 기암(基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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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에서도 어미의 통합 여부가 전체 합성어의 의미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여기서 차이점은 단지 형태상 통사적 합성명사에서는 

선행요소가 어미가 붙은 관형사형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비통사적 합성명사에

서는 선행요소가 어간의 형태로 수식어의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3.2.2.4. 순화어 중의 ‘형용사 어간 +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응 한자어가 존재하고 한자어의 순화어로 볼 수 있는 예들이 많이 확인된

다.126) 

(13) 가. 늦가을(만추, 晩秋), 늦겨울(만동, 晩冬), 늦더위(만염, 晩炎), 늦모(만

앙, 晩秧), 늦봄(만춘, 晩春), 늦서리(만상, 晩霜), 늦여름(만하, 晩夏)

 나. 검자주색(흑자색, 黑紫色)

 다. 곧창자(직장, 直腸), 곱구슬(곡옥, 曲玉), 곱자(곡척, 曲尺)

 라. 넘나물(광채, 廣菜), 넙다리( 퇴, 大腿), 넙다리근육( 퇴근, 大腿筋), 

넙다리네갈근( 퇴사두근, 大腿四頭筋), 넙다리뼈(大腿骨), 높다락(고각, 

高閣), 높쌘구름(고적운, 高積雲)

 마. 굳돌(경석, 硬石), 굳비늘(경린, 硬鱗), 굳뼈(경골, 硬骨)

(13)은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와 응 한자어를 제시한 

것이다. 선행요소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13가)는 ‘늦다’가 관여한 예이고, 

(13나)는 색채형용사, (13다)는 모양형용사, (13라)는 크기형용사, 그리고 (13

마)는 재질형용사 ‘굳다’가 관여한 예들이다. 괄호 속에 제시된 한자어들을 보

면 부분이 전문용어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 한자어의 순화어로 볼 수 있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은 보다 이해하기가 

126) 순화어 중에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더듬감각(촉각, 觸覺), ‘돋새
김(부각, 浮刻)’, ‘어울무덤(합장묘, 合葬墓) 등 몇 개만 확인되지만, 그것보다 (13)과 같
이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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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단어들이다. 순화어란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쉬운 

고유어로 순화한 단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명사들

은 한자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고유어로 순화하고자 한 의도

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순화어의 형성에 있어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나타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한자어를 순화하기 위해 만

든 단어가 ‘어간+명사’ 형식을 갖추게 된 원인을 생각해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순화하는 과정에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나

타나는 것은 단어의 핵심의미를 담은 어간이 연결 장치의 도움 없이 직접 명

사와 결합하여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13)과 같이 순화어 중에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 확인된다는 것은 

‘어간+명사’라는 합성 방식이 자연스러운 단어형성 방식임을 방증해 주기도 

한다. 현 한국어의 합성어에 있어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주를 이루지 못하지

만, 이들은 결코 이상한 단어들이 아니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법도 여전히 

생산성이 있는 단어형성 방식이다. 이는 나름 로 특징적이고, 어떠한 경우에

는 반드시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단어도 존재할 것이다. 

  

3.2.2.5.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의미 

  형용사가 관여하는 합성명사의 형성에 있어서 관형사형 어미의 통합 여부가 

합성어의 의미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형용사가 관여하는 통사적 

합성명사와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의미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의미의 실현 양상에 있어서 이 둘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비통사적 합

성명사 중에 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예, 곧 다의어가 발견된다.  

  (10)에서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의 선행요소로 확인된 어간 ‘늦-, 검-, 붉-, 

둥글-, 옥-’ 등이 관형사형으로 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도 나타나는데, 해

당 합성명사들이 부분은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확장의미를 가지지 못한 

다.127) 물론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서도 한 가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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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가지는 예가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부분이 자연종명이나 전문용

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의미밖에 가질 수 없다고 본다.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다의어로 볼 수 있는 예는 

아래와 같다. 

(14) 늦바람, 늦복, 늦부지런, 늦새끼, 늦작물, 옥생각

‘늦바람’은 “저녁 늦게 부는 바람”의 뜻도 있고, “나이 들어 늦게 난 난봉이나 

호기(豪氣)”라는 뜻도 가진다. ‘늦복’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리는 복”이기

도 하고 “뒤늦게 돌아오는 복”이라는 뜻도 된다. ‘늦부지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늙어서 부리는 부지런”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뒤늦게 

서두르는 부지런”을 뜻한다. ‘늦새끼’는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짐승의 새끼”이라는 뜻과 “게으르고 얄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

는 말이기도 한다. ‘늦작물’과 같은 경우 이는 “다른 종류보다 늦게 여무는 작

물”과 “일 년 중에 늦게 가꾸는 농작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옥생각’은 

“옹졸한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 “공연히 자기에게 해롭게만 받아들이는 그릇

된 생각”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물론 합

성어의 구성요소 각각의 의미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지만, 이들이 비통사적 합

성법에 의해 형성된 것과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비통사적 합성명

사의 구성요소가 어미의 간섭 없이 바로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만큼 

서로 향을 쉽게 미치게 되고 더 쉽게 다양한 의미를 획득한 것이 아닌가 한

다. 

127) ‘늦-, 검-, 붉-, 둥글-, 옥-’의 관형사형이 관여하는 통사적 합성명사는 다음과 같다.

늦은: 늦은가락, 늦은강강술래, 늦은불, 늦은삼절, 늦은씨, 늦은중모리, 늦은한잎 총 7 개
검은: 검은가뢰, 검은가시잎벌레, 검은곰팡이, 검은딸기, 검은빛 등 총 183 개  
붉은: 붉은가시딸기, 붉은긴다리원숭이, 붉은보라, 붉은색, 붉은코 등 총 165개
둥근: 둥근가마, 둥근갈퀴, 둥근끌, 둥근달, 둥근형 등 총 102개
옥은: 옥은종아리 총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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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근 및 어근화요소 + 명사

  3.2에서는 현 한국어에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동사 어간

이 관여한 예, 형용사 어간이 관여한 예, 그리고 신어 자료에서 확인된 예로 

나누어서 그들의 형태적,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어근 및 어

근화요소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살펴보겠다. 

  한국어에서 어근은 단독으로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수 없으며, 문장의 성

분도 될 수 없는 것으로서, 합성이나 파생에 의해 단어를 형성하는 언어 단위

로 규정되어 왔다. 이는 접미사와 결합하거나 반복형을 이루어 자립성을 획득

한 후에 문장의 성분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근의 형태로 합성어의 선행요

소 자리에 나타나면 해당 단어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3.3.1. 어근 + 명사

3.3.1.1. ‘어근+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목록

  현 한국어에서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다음과 같다. 

(15) 가탈걸음, 간질밥, 감감소식(消息), 감감무소식(無消息), 갑갑증(症), 갑작

바람, 갑작병(病), 갑작사랑, 갑작죽음, 거꿀가랑이표,128) 거꿀날름쇠,129) 

거꿀달걀꼴, 거꿀분수, 거꿀삼발점,130) 거꿀알꼴, 거꿀잇기, 거꿀전류(電

流), 건들멋,131) 건들바람, 건들장마, 건들팔월(八月), 고로롱팔십(八十), 

고부랑길, 골생원(生員),132) 곱슬꼬리이끼, 곱슬머리, 곱슬사초(莎草), 구

128) 인쇄 기호 ‘＞’를 이르는 말. 문장에서는 큰말표로, 수식(數式)에서는 부등호로 쓴다.
129) 증기나 수력 기계 따위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유체가 역류하는 것을 막는 밸브. 
130) 인쇄 기호 ‘∵’를 이르는 말. 이유표로 쓴다.
131) 멋지고 부드러운 태도에서 드러나는 멋.
132) 늘 잔병치레로 골골 앓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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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길, 궁금증(症), 근드 타령, 급증(急症), 길쭉바구미, 길쭉방아벌레, 

길쭉벌레, 까막과부(寡婦),133) 까막관자(貫子),134) 까막길, 까막나라, 까

막눈, 까막뒤짐,135) 까막딱따구리, 까막바늘까치밥나무, 까막바보, 까막

배자,136) 까막별,137) 까칠복, 깐깐오월(五月), 깔깔수(繡),138) 깔끔좁쌀

풀, 깜깜나라,139) 깜깜무소식(無消息), 깜깜무식(無識), 깜깜밤중(中), 깜

깜부지(不知), 깜깜상자(箱子), 깜깜소식(消息), 깜깜속, 깜깜절벽(絶壁), 

깜박등(燈), 깜박막(膜), 깜박불,140) 꺼끌복, 껄끄 베, 껄끄 벼, 껄끄

보리, 껄 패(牌),141) 껌껌나라, 꼬꼬닭, 꼬부랑글씨, 꼬부랑글자(字),142) 

꼬부랑길, 꼬부랑늙은이, 꼬부랑다리장님지네, 꼬부랑말, 꼬부랑자지, 꼬

부랑할머니, 꼬빡연(鳶),143) 꾀꼴새, 꾸부 길, 꾸부 나무, 꾸부 오이, 

꿀꿀돼지, 꿀돼지, 꿈틀벌레, 꿈틀운동(運動), 끈끈막(膜), 끈끈액(液), 끈

끈켜, 끽소리, 남실바람, 납작감, 납작되, 납작마루,144) 납작모자(帽子), 

납작못, 납작바닥, 납작발, 납작보리, 납작붓, 납작뼈, 납작소라, 납작소반

(小盤), 납작전어(錢魚), 납작지수(指數),145) 납작천장(天障), 납작칼, 납

작코, 납작파래, 납작호박, 너털웃음, 너펄춤, 넓적괭이, 넓적꽃등에, 넓적

끌, 넓적나무좀, 넓적노린잿과, 넓적다리, 넓적돌, 넓적바닥시약병(試藥

甁), 넓적바닥플라스크(flask), 넓적배허리노린재, 넓적부리, 넓적부리도

요, 넓적비단벌레, 넓적뼈, 넓적사슴벌레, 넓적송장벌레, 넓적코, 넓적하

늘가재, 넓죽버마재비, 넓죽사마귀, 누덕이불, 누덕바지, 누덕옷, 누덕치

133) 정혼한 남자가 죽어서 시집도 가보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거나, 혼례는 하 으나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여 처녀로 있는 여자

134) 당상관이 아닌 벼슬아치나 일반 백성이 쓰던 검은 뿔관자.
135) 도둑질을 할 때 주인 몰래 뒤지는 일. 
136) 조선 후기에, 각 지방의 서원에서 상민(常民)을 호출하거나 잡부금을 모을 때 먹빛 인

장을 찍어 보내던 패지(牌旨).
137) 빛을 내지 않는 별.
138) 깔깔한 느낌이 들도록 도돌도돌하게 놓는 수.
139) 아주 깜깜한 어둠.
140) 숯불 따위를 피울 때에 꺼질 듯 말 듯 깜박거리는 불.
141) 말이나 행동이 껄렁껄렁한 사람들의 무리.
142) 매우 서투르게 쓴 글씨. 어 따위로 쓴 글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143)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꼬리를 길게 단 연.
144) 땅바닥 가까이 낮게 놓은 마루.
145) 자갈의 납작한 정도를 재는 기준. 두께를 길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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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복밭, 다복솔, 다복솔밭, 다팔머리, 달랑무(달랑), 답답증(症), 더펄

개, 더펄머리, 덜걱마루,146) 덜 말, 도드락다듬,147) 도드락망치, 도드락

장단, 동동걸음, 동동팔월(八月), 동동주(酒), 따끔령(令),148) 따옥새, 딱

성냥, 딱쇠, 딱총,149) 떨걱마루, 똑딱단추, 똑딱망치,150) 똑딱선(船), 뜸북

새, 말랑무, 멍멍개, 멍멍탕, 모두머리,151) 몽당바지, 몽당발,152) 몽당붓, 

몽당비, 몽당빗자루, 몽당소나무, 몽당손, 몽당솔, 몽당수염(鬚髥), 몽당숟

가락, 몽당연필, 몽당치마, 몽당팔, 물 감, 물 게,153) 물 뼈, 물 살, 

물 입천장(天障), 물 팥죽(粥), 물컹병(病), 뭉게구름, 몽게연기(煙氣), 

뭉뚝촌충(寸蟲), 미끈망둑, 미끈유월(六月), 미끌감,154) 미끌액(液),155) 미

끌지누아리, 민둥갈퀴, 민둥뫼제비꽃, 민둥봉(峯), 민둥산(山), 민둥씨름, 

민둥인가목, 민둥제비꽃, 민둥체꽃, 바스락장난, 바싹달팽이, 반들가시나

무, 반들느릅나무, 반들사초(莎草), 반짝버들, 반짝세일(sale), 반짝천, 배

착걸음,156) 번들머리,157) 번들얼굴,158) 번들이마, 벌떡증(症), 보스락장

난,159) 보슬비, 복닥불,160) 복슬강아지, 복슬개, 볼록각두정,161) 볼록거

울, 볼록날, 볼록다각형(多角形, 凸多角形), 볼록다면체(多面體), 볼록단일

폐곡선(單一閉曲線), 볼록렌즈(lens)(凸lens), 볼록면(面), 볼록반사경, 볼

록여러모꼴, 볼록원두정(圓頭釘), 볼록인쇄판(印刷版),162) 볼록집합(集合), 

146) 긴 널조각을 허술하게 놓아서 디디는 로 덜걱덜걱 소리가 나는 마루.
147) 정으로 다듬은 돌을 이가 달린 네모난 망치로 두들겨 다듬는 일. 가장 고운 면을 다듬

을 수 있다.
148) 정신이 번쩍 들도록 따끔하게 내리는 명령.
149) 화약을 종이에 싸서 세게 치면 터지도록 만든 아이들의 장난감 총.
150) [북한어] 구둣방 같은 데서 구두를 만들거나 고칠 때 못을 박는 데 쓰는 쇠망치.
151) 김계곤(1992: 444)은 ‘모두-머리’의 선행요소 ‘모두-’는 ‘모으다’의 비표준말인 ‘모두

다’의 줄기라서 이를 ‘동사 어간 + 명사’의 구성형식으로 처리하 다. 
152) 사고나 병으로 발가락이 없어진 발.
153) 허물을 갓 벗어서 딱지가 아직 물렁물렁한 게.
154) 기계가 맞닿는 부분에 발라 매끄럽게 함으로써 마찰을 적게 하고 마모되거나 녹아 붙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
155) 관절의 윤활막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액체. 
156)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질 것같이 걷는 걸음.
157) 무엇이 꽉 들어차 있어야 할 곳이 비어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 
158) 살이 쪄서 번들번들 윤기 나는 얼굴.
159) 행동이나 소리를 크게 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장난. 
160) 떠들썩하고 복잡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1) 못 가리가 둥글지 아니하고 모가 나 있으면서 볼록하게 생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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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판(版), 볼록판화(版畵), 볼록함수(函數), 부둥팥,163) 부슬비, 북슬강

아지, 북슬개, 불뚝성, 불뚝심지, 불뚱가지,164) 비척걸음, 비틀걸음, 빡빡

머리, 빡빡다가리, 뻐꾹새, 뻐꾹종, 뻐끔담배, 뾰족구두, 뾰족날개나방과, 

뾰족뒤쥐, 뾰족모자(帽子), 뾰족바닥,165) 뾰족배, 뾰족벌, 뾰족부전나비, 

뾰족산(山), 뾰족아치(arch), 뾰족점(点), 뾰족정, 뾰족지붕, 뾰족집, 뾰족

코, 뾰족탑(塔), 삐딱선(線), 산들바람, 살짝곰보, 서늘바람, 서늘비, 서벅

돌,166) 선들바람, 소득밤,167) 소슬바람(蕭瑟), 소쩍새, 솔솔바람, 순증(順

症),168) 심심소일(消日),169) 심심증(症),170) 싱숭증(症), 쑥덕공론(公論), 

쓰름매미, 씽씽매미, 아롱가죽거미, 아롱등에, 아롱무늬, 아롱범, 아롱사

태, 아롱아롱거미, 아롱점말, 아장걸음, 알랑방귀, 알랑쇠, 알랑수,171) 알

록잉어, 알록점(点), 알록제비꽃, 얄팍수,172) 어긋매끼,173) 어긋시침, 어

둑밭,174) 어둑귀신(鬼神), 어둑새벽, 어슷시침, 어정칠월(七月), 어정섣달, 

어정세월(歲月), 어질병(病), 어질증(症), 얼 쇠,175) 얼 수, 엄벙수작(酬

酌),176) 엄벙통,177) 엄벙판, 엉큼 왕(大王), 오골호박, 오그랑망태, 오그

랑바가지, 오그랑박, 오그랑벙거지, 오그랑장사, 오그랑쪽박, 오도독

뼈,178) 오목가슴, 오목거울, 오목날, 오목누비, 오목눈, 오목다각형(多角

形), 오목다리,179) 오목렌즈(lens), 오목면경(面鏡), 오복반사경(反射鏡), 

162) 도장처럼 인쇄할 부분이 도드라져 있는 인쇄판.
163) 다 여물었지만 아직 마르지 않아 살이 퉁퉁하고 부드러운 팥. 
164) 걸핏하면 얼굴이 불룩해지면서 성을 내며 함부로 말하는 성질.
165) 토기의 바닥이 뾰족한 상태.
166) 단단하지 못하고 서벅서벅 잘 부서지는 돌.
167) 겉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채로 소득소득하게 반쯤 말린 밤.
168) 진행 과정이 순조롭고 호전되는 추세에 있는 병증. 
169) 심심풀이로 어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냄. 또는 그런 일.
170) 심심하여 잠시도 못 견디는 마음의 증세.
171) 알랑똥땅하여 교묘히 상황을 넘기거나 남을 속여 넘기는 수단.
172) 생각이 깊이가 없고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
173) 서로 어긋나게 맞추는 일.
174)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175) 얼렁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76) 엄벙하는 수작. 
177) “어리둥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판국”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통’은 “어떤 일이 벌

어진 환경이나 판국”을 뜻하는 의존명사이다.  
178) 소나 돼지의 여린 뼈.
179) 누비어 지은 어린아이의 버선. 보통 앞에는 꽃을 수놓고, 목에는 님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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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새김, 오목손걸이,180) 오목식기(食器), 오목여러모꼴, 오목자귀,181) 

오목주발(周鉢), 오목판(版),182) 오목판화(版畵), 오목함수(函數), 오솔길, 

옴팡눈, 왜죽걸음, 우그 쪽박, 우묵날도랫과(科), 우묵눈, 우묵사스레피, 

우묵주발(周鉢), 울 증(症), 움직관절(關節), 움직도르래, 움직씨, 움펑눈, 

웨죽걸음, 절름발, 조마증(症), 조잔부리,183) 조잘새, 조조증(症), 조촘병

(病), 조촘증(症), 종달도요, 종달새, 종종걸음, 종종길, 종종머리,184) 종

종모,185) 주전부리, 주춤병(病), 주춤증(症), 진득찰,186) 징검다리, 징검

돌, 징검바늘, 징검바늘시침, 짤깍눈,187) 짹소리, 쪼그랑박, 쪼그랑할멈, 

쭈그 바가지, 쭈그 박, 쭈그 밤, 쭈그 밤송이, 찍소리, 찔꺽눈, 척척

박사(博士), 촐랑개, 촐랑새,188) 괘씸죄(罪), 총총걸음, 출 다리,189) 출

쇠,190) 출출증(症), 캄캄절벽(絶壁), 캄캄칠야(漆夜), 클클증(症), 통통걸

음, 통통배,191) 퉁퉁걸음, 퉁퉁마디, 퉁퉁배,192) 퉁퉁증(症), 트레머

리,193) 트레방석(方席),194) 파드득나물, 팔랑개비, 팔랑나빗과(科), 푸석

돌,195) 푸석살,196) 허위단심(丹心),197) 헐떡고개, 헐떡증(症), 헛헛증(症), 

홀짝술,198) 후루룩비쭉새, 후밋길, 휘청걸음 

180) 미닫이 따위를 여닫을 때 손가락을 넣어 거는, 오목하게 들어간 곳.
181) 중간 부분에 넓고 깊은 홈이 팬 돌 자귀. 
182) 인쇄할 문자나 도형 부분이 동철이나 동판의 표면보다 오목하게 들어간 판. 
183) 때를 가리지 않고 군음식을 자꾸 먹음. 또는 그런 입버릇.
184) 여자아이들의 머리를 땋는 방법의 하나. 바둑머리가 조금 지난 뒤에, 한쪽에 세 층씩 

석 줄로 땋고 그 끝을 모아 땋아서 댕기를 드린다. 
185) 매우 촘촘히 심은 볏모.
186)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60cm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긴 달걀 모양이다. 8~9월

에 노란색 꽃이 산방(繖房) 화서로 피고 열매는 수과(瘦果)를 맺는다. 풀 전체에 끈적끈
적한 선모가 있어 옷에 잘 달라붙고 열매는 약용한다.

187) 짓물러서 늘 잔물잔물한 눈.
188) 경망스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전 등재어가 아니다. 
189) 현수교 (懸垂橋). 계곡 사이에 놓은, 밧줄 등으로 엮어 만든 다리. 건널 때마다 출렁거

리며 흔들린다.
190) 용수철(龍鬚鐵). 늘고 주는 탄력이 있는 나선형으로 된 쇠줄.
191) 발동기를 장치하여 통통 소리가 나는 작은 배.
192) 장 안에 가스가 차서 배가 붓는 병.
193) 가르마를 타지 아니하고 뒤통수의 한복판에다 틀어 붙인 여자의 머리.
194) 나선 모양으로 틀어서 만든 방석. 
195) 화강암이나 화강 편마암 따위가 풍화 작용을 받아 푸석푸석하여진 돌.
196) 탄력이 없이 무르고 푸석푸석한 살. 
197) 일정한 목적지까지 가려고 허우적거리며 무척 애를 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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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을 관찰해 보면 우선 선행요소 중에 의성어, 

의태어 어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부분이 접미사 ‘-거

리-, - -, -하-, -이-’와 결합하는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지만, 자립성을 획

득하여 부사로 쓰이는 것도 확인된다.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후행요소는 아주 다양하다. 고유어, 한자어부터 외래어, 다양한 파생어까지 골

고루 나타난다. 이것은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있어서 어근이 선행요소

로 올 때 후행요소에 한 제약이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앞으로도 생산적으로 형성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15)의 합성어들의 의미적 속성을 보면 일

반어보다 자연종명 등과 같은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에 한 순화

어가 많다. 

3.3.1.2. 어근의 속성에 따른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분류 및 단어구조  

  이제 (15)의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을 그의 선행요소인 어근에 결합되는 접미

사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선 ‘-하-’와 결합하는 어근들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볼 것이

다. 아래 (16)과 같이 다른 어근에 비하여 ‘-하-’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아래의 ‘-하-’와 결

합하는 어근의 부분이 상태성 어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태성 어근이 비

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많이 참여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6) 가. 갑갑증(症), 궁금증(症), 급증(急症), 길쭉바구미, 길쭉방아벌레, 길쭉

벌레, 까칠복, 깐깐오월(五月), 깔깔수(繡), 껌껌나라, 끈끈막(膜), 끈

끈액(液), 끈끈켜, 납작감, 납작되, 납작마루, 납작모자(帽子), 납작못, 

198) 술을 홀짝거리며 조금 마신다는 뜻으로, 아주 적은 주량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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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바닥, 납작발, 납작보리, 납작붓, 납작뼈, 납작소라, 납작소반(小

盤), 납작전어(錢魚), 납작지수(指數), 납작천장(天障), 납작칼, 납작

코, 납작파래, 납작호박, 넓적괭이, 넓적꽃등에, 넓적끌, 넓적나무좀, 

넓적노린잿과, 넓적다리, 넓적돌, 넓적바닥시약병(試藥甁), 넓적바닥

플라스크(flask), 넓적배허리노린재, 넓적부리, 넓적부리도요, 넓적비

단벌레, 넓적뼈, 넓적사슴벌레, 넓적송장벌레, 넓적코, 넓적하늘가재, 

넓죽버마재비, 넓죽사마귀, 다복밭, 다복솔, 다복솔밭, 답답증(症), 따

끔령(令), 민둥갈퀴, 민둥뫼제비꽃, 민둥봉(峯), 민둥산(山), 민둥씨름, 

민둥인가목, 민둥제비꽃, 민둥체꽃, 부둥팥, 서늘바람, 서늘비, 소슬

바람(蕭瑟), 순증(症)(順症), 심심소일(消日), 심심증(症), 싱숭증(症), 

얄팍수, 어긋매끼, 어긋시침, 어둑밭, 어둑새벽, 어슷시침, 어질병

(病), 어질증(症), 엉큼 왕(大王), 오그랑망태, 오그랑바가지, 오그랑

박, 오그랑벙거지, 오그랑장사, 오그랑쪽박, 오솔길, 옴팡눈, 우그

쪽박, 움펑눈, 조조증(症), 쪼그랑박, 쪼그랑할멈, 쭈그 바가지, 쭈그

박, 쭈그 밤, 쭈그 밤송이, 괘씸죄(罪), 출출증(症), 클클증 ( 症 ) , 

헛헛증(症)

나. 감감소식(消息), 감감무소식(無消息), 깜깜나라, 깜깜무소식(無消息), 

깜깜무식(無識), 깜깜밤중(中), 깜깜부지(不知), 깜깜상자(箱子), 깜깜

소식(消息), 깜깜속, 깜깜절벽(絶壁), 뭉뚝촌충, 뾰족구두, 뾰족날개나

방과, 뾰족뒤쥐, 뾰족모자(帽子), 뾰족바닥, 뾰족배, 뾰족벌, 뾰족부전

나비, 뾰족산(山), 뾰족아치(arch), 뾰족점(点), 뾰족정, 뾰족지붕, 뾰

족집, 뾰족코, 뾰족탑(塔), 씽씽매미, 오목가슴, 오목거울, 오목날, 오

목누비, 오목눈, 오목다각형(多角形), 오목다리, 오목렌즈(lens), 오목

면경(面鏡=오목거울), 오복반사경(反射鏡=오목거울), 오목새김, 오목

손걸이, 오목식기(食器), 오목여러모꼴(=오목다각형), 오목자귀, 오목

주발(周鉢), 오목판(版)(凹版), 오목판화(版畵), 오목함수(函數), 우묵

날도랫과(科), 우묵눈, 우묵사스레피, 우묵주발(周鉢), 캄캄절벽(絶

壁), 캄캄칠야(漆夜), 퉁퉁마디, 퉁퉁배, 퉁퉁증(症) 

(16)은 ‘-하-’와 결합하는 어근들이 관여하는 ‘어근+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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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다. (16가)는 자립성이 없는 ‘-하-’ 형용사의 어근이 관여하는 예들이

고, (16나)는 ‘-하-’형용사의 어근이면서 부사로도 쓰이는 것들이 관여하는 예

들이다. 

  (16)의 선행요소를 보면 ‘길쭉, 넓적/납작/넓죽, 오그랑/우그 ’과 같이 어간

에 일정한 요소가 붙어 형성된 어근이 많이 확인된다. 현 한국어에서 이처럼 

분석이 가능한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많이 확인된다. 여기서 

어간이나 어근에 붙은 그 요소에 하여 접미형태소(심재기, 1982), 상징소(박

동근, 1992, 2008), 의성의태소(신중진, 1998), 어근형성접미사(송철의, 

1992), 어근형성요소(송정근, 2007) 등 여러 명칭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는 

어근을 형성하고 일반 파생접미사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어근형성요소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고, 어근형성요소가 붙어 형성된 어근은 송정근(2007)에 따

라 복합어근으로 부르고자 한다.199) 이러한 어근형성요소들은 비통사적 합성

명사에서 비교적 생산적으로 분석되고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199) 복합어근을 형성하는 요소에 한 논의는 감각형용사에 한 연구 과정에서 출발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해 둘 필요가 있는 논의는 김창섭(1985), 송철의
(1992), 노명희(2009), 송정근(2007) 등이 있다. 김창섭(1985)에서는 시각형용사의 구
성성분으로 분석되는 ‘-직-, -으스름-’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접사의 역할은 어기인 
시각형용사가 가지는 의미의 정도성을 세분하는 것임을 밝혔다. 송철의(1992: 230)는 동
사나 형용사 어간에 결합하여 어근을 형성하는 어근형성 접미사들은 부분이 ‘-하-’가 
결합되어 형용사로 파생되고, 또한 ‘-이-’가 결합되어 다시 부사로 파생되거나, 혹은 반
복형으로 부사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어근형성 접미사에 의해 형성되는 복
합어근은 그 자체로 형용사 어간이나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고유어 어근 
‘깨끗, 뚜렷’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노명희(2009: 76-79)에서 어근형성 
접미사의 적용범위를 한자어와 외래어로까지 확장하 다. 그에 따르면 고유어 접미사 ‘-
으스름-, -직-’뿐만 아니라 한자어 접미사 ‘-視-, -然-’과 외래어 접미사 ‘-틱(tic)-’
도 복합어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송정근(2007: 37)은 이전 논의에
서 과제로 남겨 둔 어근형성요소 및 복합어근의 형태론적 속성을 폭넓게 드러낸 논의라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직-, -음-, -콤-, -막-’등이 다른 성분에 결합한다는 의존적
인 성격을 갖는 것이 접사와 유사하지만, 단어가 아닌 어근을 만들어낸다는 점, 선행성분
과 후행성분에 한 분포적 제약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접사라기보다 어근형성요소로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하 다. 
그리고 복합어근의 문법적 지위에 하여는 감각형용사의 복합어근이 완전히 자립적이지 
못하고 조사가 직접 결합될 수가 없지만, 이들은 임홍빈(2001)에서 어떤 구성의 통사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어근분리, 부정소 개입, 접미사가 생략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김창섭(1991)에서 언급된 표현적 장음의 단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단어에 가까
운 단위, 특히 부사에 가까운 문법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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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능적으로도 어감의 미세한 차이를 표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할 만한 

요소라고 본다.200) 따라서 앞으로 복합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분석할 때 어근형성요소까지 분석해 내고, 이것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

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또한 어떤 의미를 부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

근형성요소의 목록은 주로 송정근(2007)을 참조한다. 

  ‘길쭉바구미, 길쭉방아벌레, 길쭉벌레’에서의 어근 ‘길쭉’은 크기형용사 어간 

‘길-’에 ‘강한 정도’를 표시하는 어근형성요소 ‘-쭉-’이 붙어 형성된 것이다. 

이 ‘-쭉/죽-’은 ‘넓죽하다’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복합어근 ‘길쭉-’은 동사 

어간 ‘길-’에 비해 상의 크기보다 상의 모양에 더 초점을 두고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크기형용사의 모양에 관한 의미에 하여 송정근(2007: 

83-84)에서는 어근형성요소가 크기형용사가 갖는 의미 가운데 모양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길쭉바구미, 길쭉벌레’ 등과 같

은 자연종명을 만들 때 개체의 크기보다 모양이 더 특징적으로 인식된다는 점

을 고려하면 모양을 표현하는 어근이 합성어의 선행요소로 온 것이 매우 합리

적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개체의 모양을 표시하는 복합어근이 참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는 ‘넓적/납작’이 관여하는 예들도 많이 확인된다. ‘넓적다리, 납작호박’에서의 

‘넓적/납작’은 내적변화 관계를 가지는 어근들인데, ‘납작하다’는 ‘넓적하다’로

부터 모음교체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어근 ‘넓적’은 크기형용사 어간 

‘넓-’에 ‘강한 정도성’을 표시한 어근형성요소 ‘-적-’이 붙어 형성된 것이다. 

‘납작’은 ‘넓적’과 달리 어근뿐만 아니라 부사의 용법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통사적 합성명사에서 나온 ‘납작’은 부사보다 ‘납작하다’ 어근의 의미에 더 

가까워서 어근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어근 ‘납작’이 관

여하는 합성명사 중에 통사적 합성명사보다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훨씬 더 많

200) 한편 송정근(2007: 37)에서 지적했듯이 어근형성요소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미묘한 의
미 차이를 보여주는 기능을 갖지만, 이들의 명확한 기원이나 실체에 해서는 어떤 명확
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특히 한국어의 다양한 감각 표현에서 상당히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그 기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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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사형 어미 ‘-이-’가 들어간 통사적 합성명

사는 ‘납작이매듭’ 한 예만 확인된다. 여기서 어근 ‘납작’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으로 ‘개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어근들이 비통사

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곧 개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어근들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모양을 표현하는 복합어근으로서 ‘오그랑/우그 ’도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

행요소로 많이 나타난다. ‘오그랑/우그 ’은 자립성이 없는 ‘-하-’형용사의 어

근과 독립된 부사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오그랑/우그 ’은 동사 어간 

‘오글-/우글-’에 ‘-앙/-엉-’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동사 어간 

‘오글-/우글-’은 동사 어간 ‘옥/욱-’으로부터 온 것인데, 어간을 형성한다는 점

에서 어간에 붙은 ‘-(으)ㄹ-’을 어근형성요소라는 명칭보다 어간형성요소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어간에 ‘-(으)ㄹ-’이 붙어 다시 어간

을 형성한 것은 ‘구불-, 성글-’에서도 확인된다. ‘구불-, 성글-’은 ‘굽다, 성기

다’로부터 ‘-(으)ㄹ-’이 붙어 형성된 것이다. 이 ‘-(으)ㄹ-’은 이현희(1987ㄱ)

에서 지적한 ‘- : 빗글-(橫)’, ‘베프-: 베플-(宜)’, ‘- : 잇글-(牽)’ 등에서 

포착되는 이른바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어간형성접미사 ‘-(으)ㄹ-’

과 동일하다고 본다. 

  이렇게 ‘길쭉, 넓적, 오그랑’은 형태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복합어근이고 의

미적으로 개체의 모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편 단일어근 중에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나타나 일정한 유형 빈도를 보이는 예가 있

다. ‘뾰족’이 관여한 예 16개, ‘오목/우묵’이 관여한 예 27개가 확인된다. 여기

서 ‘뾰족, 오목/우묵’까지 포함해서 이 다섯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어근이 관

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16)과 같은 ‘-하-’와 결합하는 어근들이 관여하

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양

을 나타내는 어근은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16)의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의 후행요소를 보면 한자어 명사가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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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증(症)’이 관여하는 예가 일정한 빈도를 보인다. 

  ≪표준≫에서는 ‘증’은 명사와 파생접미사 두 가지로 등재되어 있다. ‘증’이 

접미사로 처리된 것은 아마도 이것이 다양한 요소와 결합할 수 있는 것, 그리

고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지위가 주목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곧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생산성이 없다고 보기 때

문에 이를 예외적으로 명사로 보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수긍되는 접미사로 보

는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증’은 여러 사전에서 

“증세, 병”을 뜻하는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예: 내가 남포에 가던 전날 

밤에는 그 증이 더욱 심하 다), 원래 의미와 유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

려하면 명사로 보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증’이 관여하는 단어 중에 그 앞에 명사형 어미 ‘-기, -음’이나 관형

사형 어미 ‘-(으)ㄴ’이 통합된 예도 확인된다. 

(17) 가. 갑갑증, 궁금증, 급증, 답답증, 순증, 심심증, 싱숭증, 어질증(어질병), 

울 증, 조마증, 조조증, 조촘증, 주춤증, 출출증, 클클증, 퉁퉁증, 헐

떡증, 헛헛증

나. 말더듬증, 싫증 

다. 눈떨림증, 말짓기증, 목마름증, 졸음증, 쥐물림증, 침흘림증, 코안막

힘증, 피부마름증, 행동잃음증 

라. 미친증 

(17가)는 ‘어근+증’형 단어들이고, (17나)는 ‘어간+증’형 단어들이며, (17다, 

라)는 ‘증’ 앞에 명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나타난 예들이다. (17다, 라)

와 같은 단어들은 ‘증’이 명사로서의 자격을 충분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해 준다. ‘증’이 명사로 판정된다면 (17가, 나)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

다.  

  다음은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들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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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송철의(1992: 189-193)에서는 접미사 ‘-거리-’는 주로 동작성 어근과 

결합하여 어기가 의미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이는 순

수한 상태성만 띠는 어근과 결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거리-’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접미사이므로 그와 결합하는 어근도 같은 의미 특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거리-’는 주로 ‘반복성’을 가지는 어근과 결합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 (18)은 체로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동작성 어

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18) 가. 가탈걸음, 고로롱팔십(八十), 근드 타령, 까막과부(寡婦), 까막관자

(貫子), 까막길, 까막나라, 까막눈, 까막뒤짐, 까막딱따구리, 까막바늘

까치밥나무, 까막바보, 까막배자, 까막별, 까막바보, 깔끔좁쌀풀, 너

털웃음, 너펄춤, 다팔머리, 더펄개, 더펄머리, 반들가시나무, 반들느

릅나무, 반들사초(莎草), 배착걸음, 번들머리, 번들얼굴, 번들이마, 보

슬비, 복닥불, 부슬비, 불뚱가지, 비척걸음, 서벅돌, 쑥덕공론(公論), 

아롱가죽거미, 아롱등에, 아롱무늬, 아롱범, 아롱사태, 아롱아롱거미, 

아롱점말, 알랑방귀, 알랑쇠, 알랑수, 어정칠월(七月), 어정섣달, 어정

세월(歲月), 얼 쇠, 얼 수, 왜죽걸음, 웨죽걸음, 절름발, 조마증(症), 

조잔부리, 조잘새, 종달도요, 종달새, 주전부리, 진득찰

나. 건들멋, 건들바람, 건들장마, 건들팔월(八月), 꿀꿀돼지, 꿀돼지, 동동

걸음, 동동팔월(八月), 멍멍개, 멍멍탕, 비틀걸음, 빡빡머리, 빡빡다가

리, 산들바람, 선들바람, 아장걸음, 종종걸음, 종종길, 총총걸음

다. 간질밥, 덜 말, 울 증(症), 움직관절(關節), 움직도르래, 움직씨, 촐

랑개, 촐랑새, 출 다리, 출 쇠, 헐떡고개, 헐떡증(症)

(18가)는 자립성이 없는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

명사들이고, (18나)는 어근이면서 부사로도 쓰이는 것들이 관여하는 예들이며, 

(18다)는 ‘-거리-’, ‘-이-’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접미사 ‘-이-’는 ‘-거리-’만큼 생산적이지는 못하지만, 동작

성 어근과 잘 결합하는 것은 ‘-거리-’와 공통적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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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합하는 어근의 말음이 ‘ㄱ, ㅇ’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러한 형태적 제약

은 (18다)에서도 반 되어 있다. ‘간질밥’을 제외하면 선행요소의 말음이 모두 

‘ㄱ, ㅇ’로 끝난다. 한편 (18)과 같은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온 모든 어근들이 

‘- -’와 결합할 수 있다. 

   (18)의 선행요소를 보면 ‘까막, 근드 , 절름’ 등과 같이 어간에 어근형성요

소가 붙어 형성된 복합어근이 많이 확인된다.

  우선 ‘까막’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일정한 유형 빈도를 보인다. 

‘까막’은 형용사 ‘깜다’의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악-’이 붙어 형성된 것이다. 

이 ‘-악-’은 ‘주물럭(주무르-), 뒤적(뒤지-), 쑤석(쑤시-)’등 여러 복합어근에

서도 확인된다. ‘-악-’과 이형태 관계로 볼 수 있는 어근형성요소 ‘-앙-/-엉-’

이 분석된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근드 타령’이 있다.201) ‘근드 ’은 ‘근들거리

다’의 어근 ‘근들’에 ‘-엉-’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근들’은 동

사 ‘건드리다’와 형태적, 의미적 유연성이 크다. 채완(2003: 78)에서는 ‘근들

근들’과 내적변화 관계를 보인 ‘건들건들’, ‘간들간들’의 형성 과정에 해 ‘건

드리다 > 건들건들 > 간들간들’과 같은 순서를 제시한 바가 있다. 어근 ‘간들’

이 ‘건드리-’에서 온 것이라면 이와 내적변화 관계를 보인 ‘근들’도 기원적으

로 동사 어간 ‘건드리-’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동사 ‘건드리다’에

서 도출된 어근 ‘건들’이 선행요소로 나타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로는 ‘건들

멋, 건들바람, 건들장마, 건들팔월’이 확인된다. 여러 사전에서 ‘건들다’가 ‘건

들리다’의 준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건들멋, 건들바람’ 등의 예들

은 ‘건들다’의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볼 수도 있다.   

  ‘절름발’의 선행요소 ‘절름’은 ‘절름거리다’의 어근으로서 동사 ‘절다’와 형태

적, 의미적 연관성이 크다. 이는 동사 어간 ‘절-’에 ‘-(으)ㅁ’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송정근(2007: 88)에서는 이 ‘-(으)ㅁ’을 ‘약한 정도성’을 나타

201) ‘그럭저럭’, ‘이럭저럭’, ‘요럭조럭’과 같은 의미로 쓰인 ‘그렁저렁’, ‘이렁저렁’, ‘요렁조
렁’이 있다. 심재기(1982: 418)에서는 ‘그렁저렁’과 ‘그럭저럭’을 같은 기저에 의한 이형
태로 보고 동사로부터 부사화하는 데에 동사 어간에 붙은 어근형성요소 ‘-ㅇ-’은 ‘-ㄱ
-’의 이형태로 분석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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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어근형성요소로 분석한 바가 있다. 어근형성요소 ‘-(으)ㅁ’은 ‘절름’ 외에 

복합어근 ‘비뚜름(비뚤-)’이나 ‘거듬(걷-)’에서도 확인된다. 

  (18)의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의 후행요소를 보면 ‘걸음, 웃음, 춤’ 등과 같은 

행위명사 혹은 사건명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다)와 같이 ‘걸

음’이 후행요소로 온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일정한 빈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18)이 주로 동작성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동작성 어근과 행위명사가 의미적으로 큰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

에 더 쉽게 수식-피수식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걸음’이 후행

요소로 온 합성명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9) 가. 가재걸음, 거위걸음, 게걸음, 까치걸음, 네발걸음, 뒷걸음, 무릎걸음, 

소걸음 

나. 뜀걸음, 바른걸음, 밭은걸음, 앉은걸음, 잔걸음, 잦은걸음, 잰걸음

다. 가탈걸음, 배착걸음, 비척걸음, 왜죽걸음, 웨죽걸음, 동동걸음, 비틀

걸음, 아장걸음, 종정걸음, 총총걸음, 통통걸음, 퉁퉁걸음, 휘청걸음 

(20) 가. 꿀돼지, 꿀꿀돼지

가ʹ. 꿀꿀이죽

나. 끈끈막(膜), 끈끈액(液)

나ʹ. 끈끈이귀개, 끈끈이딱지, 끈끈이여뀌, 끈끈이장구채, 끈끈이주걱

다. 미끈망둑, 미끈유월(六月)

다ʹ. 미끈이하늘소 

라. 움직관절(關節), 움직도르래, 움직씨

라ʹ. 움직임바줄(북한어)

  (19가)는 명사가 ‘걸음’과 결합하는 예들이고, (19나)는 용언의 명사형이나 

관형사형이 ‘걸음’과 결합하여 형성된 예들이며, (19다)는 어근이 ‘걸음’과 결

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어근이 ‘걸음’

과 결합할 때 비통사적 합성명사만 형성된다는 것이다.       

  (20)을 보면 (20가, 나, 다, 라)와 같이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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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20가ʹ, 나ʹ, 다ʹ, 라ʹ)과 같이 어근과 명사 사이에 명사형 어미 ‘-이’

나 ‘-(으)ㅁ’이 통합된 합성명사들도 있다.202) (20)의 예를 통해 어근이 ‘걸음’

과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형성할 때에 어근 뒤에 명사형 어미가 충분히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 ‘-(으)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걸음’이 어근과 결합할 때 비통사적 합성법을 더 선호한다는 추론

이 된다고 보인다. 

  (18다)의 ‘간질밥’은 “손으로 몸을 건드리거나 문질러서 간지럽게 하는 짓”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간질’은 ‘간질거리다, 간질이다, 간지럽

다’를 통해 어근으로서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다. 문제는 후행요소이다. 후행

요소 ‘밥’은 먹는 ‘밥’과 의미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간질밥 먹이다’라는 관용표현에 비추어 볼 

때 둘은 같은 ‘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거리-’, ‘-하-’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볼 것이다. ‘-거리-’는 주로 ‘반복성’을 가진 어근과 결합하는 것

을 여러 논의에서 언급하 다. 여기서 ‘반복’이란 것은 박동근(2008: 109)에

서 지적했듯이 ‘동작의 반복’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상태의 반복(끈적거리다)’

도 포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 (21)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명사에 관여하

는 어근들은 ‘동작성’과 ‘순간적 상태성’을 모두 띤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순간적인 상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와의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21) 가. 고부랑길, 구부 길, 꾸부 길, 꾸부 나무, 남실바람, 말랑무, 물

감, 물 게, 물 뼈, 물 살, 물 입천장(天障), 물 팥죽(粥), 물컹병

(病), 미끈망둑, 미끈유월(六月), 삐딱선(線), 엄벙수작(酬酌), 엄벙통, 

202) 여기서 ‘-이’나 ‘-(으)ㅁ’의 통합 여부는 합성어 의미의 형성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듯하다. 예컨  ‘끈끈이주걱’은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끈끈한 액체를 내어 벌레를 
잡는 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끈끈이-’는 “생물체의 점액샘 따위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액체”를 뜻하는 ‘끈끈액(液)’의 ‘끈끈’과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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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벙판 

나. 골생원(生員), 깜박등(燈), 깜박막(膜), 깜박불, 껄 패(牌), 꼬부랑글

씨, 꼬부랑글자, 꼬부랑길, 꼬부랑늙은이, 꼬부랑다리장님지네, 꼬부

랑말, 꼬부랑자지, 꼬부랑할머니, 꼬빡연(鳶), 꿈틀벌레, 꿈틀운동(運

動), 덜걱마루, 도드락다듬, 도드락망치, 도드락장단, 떨걱마루, 똑딱

단추, 똑딱망치, 똑딱선(船), 바스락장난, 바싹달팽이, 반짝버들, 반짝

세일(sale), 반짝천, 보스락장난, 볼록각두정, 볼록거울, 볼록날, 볼록

다각형(多角形), 볼록다면체(多面體), 볼록단일폐곡선(單一閉曲線), 

볼록렌즈(lens), 볼록면(面), 볼록반사경(反射鏡=불록거울), 볼록여러

모꼴(=볼록다각형), 볼록원두정(圓頭釘), 볼록인쇄판(印刷版), 볼록집

합(集合), 볼록판(版), 볼록판화(版畵), 볼록함수(函數), 불뚝성, 불뚝

심지, 뻐끔담배, 조촘병(病), 조촘증(症), 주춤병(病), 주춤증(症), 찔

꺽눈, 통통걸음, 통통배, 퉁퉁걸음, 파드득나물, 푸석돌, 푸석살, 후루

룩비쭉새

  (21가)는 ‘-거리-’, ‘-하-’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예들이

고, (21나)는 ‘-거리-’, ‘-하-’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면서 부사로도 

쓰이는 것들이 관여한 예들이다. 

  (21)의 선행요소를 보면 ‘구부 , 물 , 도드락’ 등과 같이 분석이 가능한 복

합어근이 많이 확인된다. 

  우선 어근 ‘구부 ’과 그의 내적변화형 ‘고부랑/꾸부 /꼬부랑’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많이 확인된다. ‘구부 길/고부랑길/꾸부 길/꼬부랑길’ 

등이 그 예가 된다. 어근 ‘구부 /고부랑/꾸부 /꼬부랑’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굽다/곱다’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굽다/곱다’의 어간과 어근형성

요소 ‘-(으)ㄹ’이 결합된 ‘구불-/고불-’에 어근형성요소 ‘-앙/-엉’이 붙어 ‘구

부 /고부랑’이 도출된다. ‘꾸부 /꼬부랑’은 ‘구부 /고부랑’의 자음교체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불-’은 ‘성글-’, ‘우글-’과 같이 동사 어간 ‘굽-’, ‘성기-’, 

‘욱-’에 ‘-(으)ㄹ-’이 결합하여 형성된 어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부

길’의 ‘구부 -’은 동사 어간 ‘구불-’에 어근형성요소 ‘-엉-’이 붙어 형성된 것



- 74 -

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어근 ‘물 ’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일정한 빈도를 보인

다. 형태적, 의미적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물 뼈, 물 살’에서의 ‘물 ’은 

‘무르다’와 관련이 매우 깊다고 생각된다. 곧 ‘물 ’은 어간 ‘무르-’에 어근형

성요소 ‘-엉-’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물 거리다, 물 하다’

와 비슷한 어미로 쓰인 ‘물컹거리다, 물컹하다’의 어근도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확인된다. ‘물컹병(病)’의 ‘물컹’은 “곯아서 물크러질 정도로 물

하다”로 해석될 것인데, 이는 ‘물쿠다’의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엉-’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한국어에서 ‘무말랭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 

‘말랑무’라는 말도 확인되는데, 이는 동사 어간 ‘말리-’에 ‘-앙-’이 붙어 형성

된 것으로 생각된다. 

  ‘-거리-’, ‘-하-’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

사에서 어근형성요소는 ‘-앙/엉-’ 외에 ‘-악/억-’도 확인된다.

  ‘도드락망치, 도드락장단’에서의 ‘도드락’은 체로 “막 기 따위로 가볍게 

두드리다”라는 뜻인데, 형태적 관련성 및 의미적 유연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두드리다’ 어간에 ‘-억-’이 붙어 형성된 ‘두드럭’으로부터 모음교체를 통해 형

성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푸석돌’은 “화강암이나 화강 편마암 따위가 풍화 작

용을 받아 푸석푸석하여진 돌”이라는 뜻인데, 어근 ‘푸석’은 동사 ‘부수다’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이는 ‘부석거리다’의 어근 ‘부석’으로부터 내적변화를 

겪어 형성됐을 가능성이 많다. ‘부석’은 동사 ‘부수다’의 어간에 ‘-억-’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1)과 같이 ‘-거리-’, ‘-하-’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

사적 합성명사의 후행요소를 보면 사물명사, 행위명사 등이 골고루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근이 ‘동작의 반복’과 ‘순간적 상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2)는 ‘-거리-, - -, -이-, -하-’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면서, 독

립된 부사로도 쓰이는 요소가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나타나는 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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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접미사에 해 제약 없이 다 결합할 수 있는 어

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많지 않다.

(22) 오도독뼈, 짤깍눈, 팔랑개비, 팔랑나빗과(科), 홀짝술, 휘청걸음

  한편 ‘-거리-, -이-, -하-’ 외에 다른 접미사와 결합하는 어근, 또한 접미

사와 결합하지 않고, 반복형을 통해 자립성을 획득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

사적 합성명사도 많이 확인된다.  

(23) 가. 갑작바람(갑작스럽다), 갑작병(病), 갑작사랑, 갑작죽음, 꺼끌복(껄끄

럽다, 꺼끌꺼끌), 껄끄 베, 껄끄 벼, 껄끄 보리, 미끌감(미끄럽다, 

미끌미끌), 미끌액(液), 미끌지누아리 

나. 거꿀가랑이표(거꾸러지다, 거꾸로), 거꿀날름쇠, 거꿀달걀꼴, 거꿀분

수(分數), 거꿀삼발점, 거꿀알꼴, 거꿀잇기, 거꿀전류(電流), 오골호박

(오그라지다, 오골다) 

나ʹ. 알록잉어(알록지다), 알록점(點), 알록제비꽃, 후밋길(후미지다)

다. 곱슬꼬리이끼, 곱슬머리, 곱슬사초(莎草), 누덕이불, 누덕바지, 누덕

옷, 누덕치마, 따옥새, 뜸북새, 뭉게구름, 몽게연기(煙氣), 복슬강아

지, 복슬개, 북슬강아지, 북슬개, 소득밤, 쓰름매미, 징검다리, 징검

돌, 징검바늘, 징검바늘시침, 트레머리, 트레방석(方席), 허위단심(丹

心)

(23가)는 ‘-스럽-, -업-’과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

고, (23나)는 자동사화하는 ‘-아/어 지-’와 결합하는 어근들이 관여하는 예들

이며, (23나ʹ)은 “그런 성질이 있음”을 나타내는 접미사 ‘-지-’와 결합하는 어

근이 관여하는 예들이다. (23가, 나)와 달리 (23다)는 접미사와 결합하지 않고 

반복해서 부사가 된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23가) ‘껄끄 베, 껄끄 벼, 껄끄 보리’의 ‘껄끄 ’은 ‘껄끄럽다’의 어근 ‘껄

끌’에 어근형성요소 ‘-엉-’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3나)에서 비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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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온 ‘거꿀’은 ‘거꾸러지다’에서뿐만 아니라 부사 ‘거

꾸로’에서도 확인된다. ‘거꿀’은 원래 동사 ‘갓다’이었는데, 현 한국어에서 

‘거꾸러지다’와 같은 형태로만 쓰인다. (23나ʹ)의 ‘알록, 후미’는 두 가지 속성

을 가지는데, 하나는 명사이고, 다른 하나는 접미사 ‘-지-’와 결합하는 어근이

다. 그러나 “아주 구석지고 으슥한 길”을 뜻하는 ‘후밋길’에서 “아주 구석지고 

으슥하다”를 의미하는 ‘후미지다’가 그 로 반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후

미’를 어근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후미’와 ‘길’ 사이에 나타난 ‘ㅅ’은 

‘나눗셈’처럼 동사 어간에 붙은 ‘ㅅ’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듯하다.  

  (23다) ‘징검다리’의 선행요소는 부사 ‘징검징검’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징

검다리’는 “개울이나 물이 괸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

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징검’은 “발을 멀찍멀찍 떼어 놓으며 걷는 모양(예: 

소년 하나가 물 위에 드러난 돌을 징검징검 디디며 개울을 건너다)”를 뜻하는 

‘징검징검’과 의미적으로 유연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징겅징검’은 

“발을 멀찍멀찍 떼어 놓으며 걷는 모양”이라는 의미 외에 “띄엄띄엄 징거서 

꿰매는 모양”이라는 뜻도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징검바늘, 징검바늘수침’에

서 반 되어 있다고 본다. 

  (23다)의 ‘따옥새, 뜸북새, 쓰름매미’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어근이 명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여기서 ‘따옥, 뜸

북, 쓰름’이 반복해야 자립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울음

소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4)는 부사가 명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에서 간혹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24)를 통사적 합성명사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부사가 명

사를 수식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모든 부사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24)의 선행요소인 부사들이 통사적 구성에서 후행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보고자 한다. 선행요소

의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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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 꼬꼬닭, 동동주(酒), 솔솔바람(솔솔)

나. 끽소리, 꾀꼴새, 달랑무, 딱성냥, 딱쇠, 딱총, 몽당바지, 몽당발, 몽당

붓, 몽당비, 몽당빗자루, 몽당소나무, 몽당손, 몽당솔, 몽당수염(鬚

髥), 몽당숟가락, 몽당연필, 몽당치마, 몽당팔, 벌떡증(症), 뻐꾹새, 

뻐꾹종, 살짝곰보, 소쩍새, 종종머리, 종종모, 짹소리, 찍소리, 척척박

사(博士)

다. 거듭소리, 거듭씨, 거듭인용표(引用標), 거듭전보, 거듭제곱, 나란히

고래, 나란히꼴, 나란히마디, 나란히맥(脈), 나란히월, 두루누리, 두루

뭉수리, 두루주머니, 따로국밥, 마침가락, 막말, 막일, 모두머리, 몰래

카메라, 손수운전, 좀체말, 지레김치, 지레뜸, 홀로말 

라. 좀쳇것, 좀쳇놈, 좀쳇일

(24가)는 반복형으로 된 소위 상징부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들이고, (24나)는 단독형 상징부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예들이다. (24다)는 일

반부사가 명사와의 결합으로 된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며, (24라)는 부사와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나타난 예들이다. 현 한국어에서 이러한 ‘부사+명

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생산적이다. 이처럼 부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비통

사적 합성명사가 많다는 것은 부사가 명사와 마찬가지로 어휘적 의미를 담는 

자립형태소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곧 ‘명사+명사’형 통사적 합성어처럼 ‘부

사+명사’형 비통사적 합성어는 화자가 처한 개별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얼마만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3.1.3. 순화어 중의 ‘어근+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 

  (15)의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순화어가 많이 확인된다. 

소위 순화어는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쉬운 고유어로 순

화한 단어를 가리키는 개념인데, 이는 부분이 응되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일반 전문 용어와 구별된다. 따라서 아래 (25)의 비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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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성명사들은 한자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를 알기 쉬운 고유어

로 순화하고자 한 의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갑작바람(돌풍, 突風), 거꿀날름쇠(역지판, 逆止辦), 거꿀달걀꼴(도란형, 

倒卵形), 거꿀분수(가분수, 假分數), 거꿀알꼴(도란형, 倒卵形), 거꿀잇기

(역접, 逆接), 거꿀전류(電流)(역전류, 逆電流), 깜박막(膜)(순막, 瞬膜), 꿈

틀벌레(연충, 蠕蟲), 꿈틀운동(運動)(연동운동, 蠕動運動), 끈끈막(膜)(점

막, 粘膜), 끈끈액(液)(점액, 粘液), 끈끈켜(점질층, 粘質層), 납작감(반시, 

盤柿), 납작모자(帽子)(hunting cap), 납작못(압정, 押釘), 납작바닥(평저, 

平底), 납작뼈(편평골, 扁平骨), 납작지수(指數)(편평지수, 扁平指數), 납

작천장(天障)(평천장, 平天障), 물 뼈(연골, 軟骨), 물 입천장(天障)(연구

개, 軟口蓋), 뭉게구름(적운, 積雲), 미끌액(液)(윤활액, 潤滑液), 민둥봉

(峯)(禿峯), 볼록다각형(철다각형, 凸多角形), 볼록다면체(철다면체, 凸多

面體), 볼록렌즈(lens) (凸lens), 볼록집합(철집합, 凸集合), 볼록판(版)(철

판, 凸板), 볼록함수(철함수, 凸函數), 뾰족바닥(첨저, 尖底), 뾰족탑(塔)

(첨탑, 尖塔), 오목가슴(누두흉, 漏斗胸), 오목거울(요경, 凹鏡), 오목날(요

상인, 凹狀刃), 오목다각형(요다각형, 凹多角形), 오목렌즈(lens)(凹lens), 

오목새김(요조, 凹彫), 오목판(版)(요판, 凹版), 움직관절(關節)(가동관절, 

可動關節), 움직도르래(이동활차, 移動滑車), 퉁퉁배(고장, 鼓腸)

  (25)와 같이 한자어와 외래어를 순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근+명사’형 비

통사적 합성명사들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한자어와 외래어를 순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어근+명사’ 형식을 갖게 된 것은 첫째, 어미 때문에 단어의 

길이가 더 늘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 둘째, 단어의 핵심의미를 전담

하는 어근은 연결 장치의 도움이 없이 직접 명사와 결합하여도 의미를 전달하

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한편 (25)와 같이 순화어 중에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확인된다는 것은 ‘어근+명사’라는 합성 방식이 자연스러운 단어형성 방식임을 

방증해 주기도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나름 로 특징적이기 때문에 어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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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반드시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단어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현 한국어의 합성어에 있어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결코 이상한 단어들

이 아니며, 비통사적 합성법도 생산성이 있는 단어형성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3.3.1.4. 어근으로 볼 수 있는 ‘헛-’ 

  사전에서는 접두사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근으로 보아 해당 단어를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가능성이 있는 예가 있다. 3.2에서는 

접두사로 처리되는 ‘맞-’에 해 그것이 어간일 가능성을 제시하 다. ‘맞-’과 

유사하게 현 한국어에서 단어의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지만, 아직 어근의 

속성이 드러나는 ‘헛’도 있다. 

  ‘헛’은 한자 ‘허(虛)’에다가 ‘ㅅ’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주연, 

1994: 92). 이러한 ‘허(虛)’와의 관련성은 현 한국어의 ‘헛이름(허명虛名), 헛

장사(허장虛葬), 헛청(허청虛廳), 헛치레(허식虛飾)’ 등의 단어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헛’은 현 한국어에서 고유어화하여 거의 한자어라는 인식이 사

라져 가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사이시옷이 붙은 형태로의 변화는 ‘헛’이 고유

어화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 던 ‘헛’은 항

상 후행요소와 결합되기 때문에 현 한국어에서는 흔히 이를 접두사로 처리한

다.  

  우선 접두사로 처리된 ‘헛’과 ‘헛하다, 헛되다’에 한 ≪표준≫의 뜻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6) 가. 헛-[접사] ①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보람 없는’, ‘이유 없는’의 뜻

을 더하는 접두사.

                   ②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보람 없이’, ‘잘못’의 뜻을 더

하는 접두사.

나. 헛하다[동사] ① 일을 아무런 보람 없이 하다.

②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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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헛되다[형용사] ①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②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다.

(26)과 같은 뜻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접두사’로 처리된 ‘헛’은 ‘헛하다, 헛되

다’의 어근과 별로 의미 차이가 없다. 체로 “보람 없다, 쓸데없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접두사로 기술된 ‘헛’에는 ‘헛하다, 헛되다’ 어근으로서의 의

미가 그 로 살아 있으므로 어근의 속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

다. 여기서 ‘헛’을 접두사로 처리하는 이유는 아마도 ‘맞-’과 비슷하게 현 한

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생산성이 없다고 보는 기존의 논의와 관련된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의 ‘넓적코’와 같이 상당수의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

사적 합성명사가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헛’을 굳이 접두사로 보지 

않아도 그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7) 헛가래, 헛가지, 헛간(間), 헛걱정, 헛걸음, 헛것, 헛고생, 헛곳, 헛공론(公

論), 헛공부(工夫), 헛구역(嘔逆), 헛구호(口號), 헛그물질, 헛글, 헛금줄, 

헛기운, 헛기침, 헛길, 헛김, 헛꽃, 헛꿈, 헛끌, 헛나이, 헛날, 헛노릇, 헛

농사(農事), 헛다리품, 헛돈, 헛동자(童子), 헛똑똑이, 헛맹세(盟誓), 헛말, 

헛물, 헛바람, 헛바퀴, 헛발, 헛발악(發惡), 헛방(房), 헛방귀, 헛벌이, 헛

배, 헛부엌, 헛불, 헛뿌리, 헛살, 헛삶이, 헛생각, 헛생색(生色), 헛선심(善

心), 헛세월(歲月), 헛소동(騷動), 헛소리, 헛소문(所聞), 헛손질, 헛솥, 헛

수(手), 헛수고, 헛수술, 헛수양수(垂揚手), 헛숨, 헛스윙(swing), 헛애, 

헛얼, 헛열매, 헛웃음, 헛이름, 헛일, 헛자라기, 헛자랑, 헛잠, 헛장, 헛장

담(壯談), 헛장사, 헛장사(허장虛葬), 헛제삿밥, 헛집, 헛짓, 헛청(廳), 헛

총(銃), 헛치레, 헛침, 헛코, 헛턱, 헛푸념, 헛헛증(症), 헛힘 

(28) 가. 헛걱정되다, 헛걱정하다, 헛기다리다, 헛기르다, 헛나가다, 헛놓다, 

헛늙다, 헛돌다, 헛듣다, 헛들다, 헛디디다, 헛맞다, 헛맞추다, 헛먹

다, 헛배우다, 헛보다, 헛살다, 헛수고하다, 헛씹다, 헛자라다, 헛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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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헛짚다, 헛찾다, 헛채다, 헛하다 

나. 헛되다 

(27)은 ‘헛’이 관여하는 명사들이고, (28)은 ‘헛’이 관여하는 동사와 형용사들

이다. 이 예들 중에 ‘헛것’과 ‘헛되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은 ‘헛것(어

록해 초간본 7a), 헛도이(계녀서 16)’의 형태로 17세기부터 확인되는데, 각각 

‘헛’이 의존명사 ‘것’, 접미사 ‘-되-’와 결합한 예로 볼 수 있다. 의존명사나 접

미사와 결합된 ‘헛것’과 ‘헛되다’에서 ‘헛’의 어근이라는 속성이 반 되어 있다

고 본다. 또한 ‘헛’을 어근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헛’이 중첩되어 접미사와 

결합한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헛헛이, 헛헛하다

(헛헛증)’을 보면, 여기서의 ‘-이’나 ‘-하-’는 파생접미사이다. 만약에 ‘헛헛이, 

헛헛하다’의 ‘헛’을 접두사로 본다면, 이 둘은 ‘접두사+접두사+접미사’의 구성

을 가진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헛’은 접두사보다 

어근일 가능성이 많다. 본고에서는 (27), (28)과 같이 단어형성의 선행요소로 

온 ‘헛’은 접두사보다 어근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헛’이 관여하는 (27), (28)은 ‘어근+명사’, ‘어근+동사’ 구성을 가지는 비통사

적 합성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자에다가 ‘ㅅ’이 붙어 어근이 형성된 예는 ‘헛’ 외에 ‘삿’ 등도 있

다. ‘삿(私)되다, 삿(邪)되다’가 그 예가 된다. 

3.3.1.5. 의성의태성 어근의 의미적 특성과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의성의태

성 어근이 관여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특징적이다.203) 이것은 의성의

203) 의성의태성 어근이라는 용어는 채완(2003)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는 의성어근과 의태
어근을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이다. ‘의성어근, 의태어근’은 어근의 한 하위분류로 볼 수 
있다. ‘의성의태성 어근’과 관련하여 ‘의성어, 의태어’라는 용어도 있다. 종래 의성어, 의태
어라고 불러온 어휘 부류 속에 자립성이 있는 단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접사가 붙어야만 
단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어근도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해당 형태가 단어인지 어근
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의성어근, 의태어근’이라는 용어로 명시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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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어근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이 되는

데, 의성의태성 어근이 생산적으로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

은 그들의 특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선 의성의태성 어근의 의미는 응축적(凝縮的)이라고 할 수 있다. 채완

(2003: 140)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주어, 서술어와 긴

하게 호응하기 때문에 주어나 서술어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어와 서술어까지를 

포함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204) 의성의태성 어

근이 어근으로서 단어의 어휘의미를 담는 중심부이므로 이러한 의미적 응축성

을 가진다. 예컨  ‘멍멍개’를 하면 ‘개가 짖는 소리’를 상상하게 되고, ‘아장걸

음’을 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찬찬히 걷는 걸음’, ‘깜박등’을 하면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등’을 머릿속에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멍멍, 아장, 

깜박’과 같이 하나의 의성어근, 의태어근은 주어, 서술어를 포함한 문장이 표

현하는 의미를 표현한 셈이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매우 풍부하면서도 형태적

으로 간결한 특성은 음절수 제약을 받는 단어의 형성에 있어서 의성의태성 어

근이 선호받는 요소가 되게 한다. 이는 최소한의 형태로 최 한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어형성에 있어서 음절수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205) 의성의태성 어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204) 채완(2003: 139)에서는 신문 기사의 제목에 의성의태성 어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의성의태성 어근이 가지는 의미적인 응축성(凝縮性)이 간결성(簡潔性)을 추구하는 기사 
제목의 요건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깔끔하면
서도 가장 짧은 형식으로 가장 풍부한 의미를 담도록 요구된다. 예컨  제목이 ‘모락모
락’, ‘싸~악’, ‘후끈’, ‘척척’ 등 의태어만으로 끝나도 독자들이 어려움 없이 ‘모락모락 (피
어오르다)’, ‘싸~악 (사라지다)’, ‘후끈 (달아오르다)’, ‘척척 (해결하다)’ 등과 같이 생략
된 서술어를 복원시킬 수 있다. 한편 방송프로그램에서 자막으로 나온 ‘부끄(신어, 
2004)’나 ‘쑥스(신어, 2004)’와 같이 어근의 형태로 곧 단어의 중심부만이 사용된 것도 
간결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205) 최형용(2004: 198-201)에서는 합성어와 관련하여 음절수가 고려된 표적인 예로는 
혼성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혼성은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한 단어를 만들 때 그 두 단어
가 온전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럴 때 앞단어의 앞부분 일부와 뒷단어의 뒷부분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
기서 음절수가 고려된다.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휴게실 + 레스토랑 → 휴게토랑, 레저 + 스포츠 → 레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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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 2음절, 3음절이고,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나온 명사는 2음절, 3음절이 

부분인데, 합치면 최소한 5음절, 6음절이 되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파생접

미사까지 결합하게 되면 어미도 따라오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해당 형태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이를 단어로 수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접미사나 어미가 없이 의성의태성 어근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의성의태성 어근은 감각성과 직접성을 갖는 언어 단위이다. 의성어 의

태어는 어떤 개체에 하여 그의 소리나 모양을 청각과 시각 상으로 바꾸어 

직접 들려주고 보여주듯이 표현한다(채완, 2003: 140). 예를 들어 ‘뻐꾹새, 멍

멍개’는 뻐꾸기나 개가 우는 소리를 그 로 따와 표현함으로써 언중이 해당 

동물에 해 더욱 실감나게 인식할 수 있다. ‘깜박등, 반짝가수’의 ‘깜박, 반짝’

은 ‘등’이나 ‘가수’가 가진 어떤 특징을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언중이 해당 

상의 특징을 더 쉽게 파악하게 되고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의성의태성 어근은 상물의 특징인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더욱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사적 

합성명사와 비가 된다. 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는 주로 후행요소의 형

상(반달, 뱀장어), 재료(콩밥, 눈사람), 수단·방법(불고기, 칼국수), 동격(엄지가

락), 시간(아침밥, 여름방학), 장소(안방, 산돼지), 기원/소유주( 가루, 나뭇가

지) 용도(잠자리) 등에 하여 설명하는 것이다.206) 그러나 어근이 관여하는 

  비즈니스 + 리조트 → 비조트, 슈팅+ 센터링→슈터링, 
  욘사마 + 인플루엔자 → 욘플루엔자

나. 탤런트. + 아나운서 → 탤런서, 프로듀서 + 컨슈머 → 프로슈머, 
  소주 + 서니텐 → 소텐, 코카콜라 + 소주 → 코카코주, 
  텔레비전 + 컴퓨터 → 텔레퓨터

(가)는 음절수가 뒷단어에 맞춰진 경우이고, (나)는 반 로 앞단어에 음절수가 맞춰진 것
이다. 

206) 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의미관계를 밝힌 표적인 논의는 김창섭
(1996)이 있다. 김창섭(1996: 58)에서는 합성명사를 제1요소와 제2요소가 맺는 통사적 
관계에 따라 병렬구성과 관형구성으로 나누고, 관형구성을 응하는 속격의 통사적 구성
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시 속격적 구성과 비속격적 구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요소들 간
에 나타난 의미관계를 괄호 속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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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는 후행요소에 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후행요

소의 특징(음성적이거나 아니면 양태상의 속성)을 청각이나 시각으로 바꾸어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듯이 표현한다. 따라서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력이 보다 더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의성어는 상의 특징

적 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의태어는 그의 특징적 모양이나 움직임과 직

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의성어 의태어는 일반어에 비해 개인성과 사회성의 경계가 불분명하

다. 의성어, 의태어는 개인의 언어 창조가 상당히 허용되는 독특한 어휘 부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새로 만든 말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적인 표

현의 폭이 넓게 허용되어 있어서 쉽게 사회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개인성과 사

회성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채완, 2003). 예컨  일반 어휘의 경우 한 개

인이 ‘창(窓)’을 인위적으로 ‘장’이라든가 ‘짱’으로 바꾸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의성어 의태어에서는 그러한 일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미묘한 

어감상의 차이를 표현하고자 할 때 표현하고자 한 감각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교체시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거나, 기왕에 있는 형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어떤 어휘 부류보다 자유롭다(채완, 2000: 217). 그리고 모국

어 화자라면 처음 접촉한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 별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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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다른 어휘부류보다 모음교체나 자음교체를 허용

하면서도 모국어 화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특성

은 의성의태성 어근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의성의태성 어근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특징과 크게 관련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다.  

  첫째, 의성의태성 어근은 단어의 어휘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어형은 

짧지만,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

은 음절수에 민감한 단어형성에 아주 유리하다. 

  둘째, 의성의태성 어근은 상의 소리나 모양을 들려주거나 보여주듯이 감

각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어휘부류이다. 이러한 표현력의 생동감은 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상물의 소리나 모양의 특징을 파악하게 한다.  

  셋째, 의성의태성 어근은 다른 어휘부류보다 모음이나 자음의 교체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허용하면서도 모국어 화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데에 아무 문

제가 없다. 그만큼 의성의태성 어근은 쉽게 공감을 받고 쉽게 사회성을 획득

하는데, 이 점도 단어형성에서 큰 장점이 된다. 

  의성의태성 어근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 그리고 합성어 형성에 있어서 그 

특징으로 가지는 여러 장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새로운 ‘의성의태성 어근

+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계속 생성될 것이며, 그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

로 예측된다.

  한편 (15)의 예들을 보면 의성어근보다 의태어근이 관여하는 예가 훨씬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성어근보다 의태어근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이 될 수 있다. 합성명사를 생성하는 가

장 중요한 동기는 개체의 하위분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이 어떤 개체

에 명명해 줄 때 다른 개체와 잘 구분하기 위해 소리보다 형태상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 의태어근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어쩌면 비통사적 

합성명사 형성의 한 가지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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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어근+명사+-이’형 파생명사

  (15)와 같이 현 한국어에서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상당수  

확인된다. 이러한 상당수의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존재는 현 한국어에서 ‘어근

+명사’라는 합성 방식이 일정한 생산성을 지니는 것을 알려 준다. 한편 어근

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 혹은 그와 유사한 구성을 어기로 형성된 파생

명사가 확인된다. 이처럼 비통사적 합성어가 관여하는 파생명사를 통해 우리

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이상한 단어들이 아니고, 언중들에게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비통사적 합성어법이 한국어 

화자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파생어의 어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29)의 예를 보겠다. 

(29) 가. 까막눈이, 오목눈이, 옴팡눈이, 움펑눈이, 짤깍눈이, 찔꺽눈이 

자춤발이, 잘름발이, 절뚝발이, 절름발이

    나. 질뚝발이, 짤름발이, 쩔뚝발이, 쩔룩발이, 쩔름발이,

트레바리207) 

다. 넓적썰기, 얄팍썰기, 어슷썰기, 까막잡기

라. 깜깜무식쟁이

(29가)는 어기가 단어로 확인되는 파생어들이며, (29나)는 어기가 단어로 확

인되지 않지만, 체로 ‘어근+명사’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들이다. (29나)는 

체로 (29가)로부터 내적변화를 겪어 형성된 것들이다. (29다)는 직접구성요

소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어근+[동사 어간 +-기]로 보면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되고, [[어근+동사 어간]+-기]로 보면 파생어가 되는 

207) ‘트레바리’는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 하기를 좋아하며, 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
을 가리킨다. 여기서 ‘트레’는 “노끈이나 실 따위가 둥글게 빙빙 틀어진 모양”을 뜻하는 
‘트레트레’의 확장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후행요소 ‘바리’는 명사 ‘발’에 파
생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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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동사 어간 +-이’가 단어로 확인되지 않고, ‘어근+동

사 어간’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아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잠재어를 설정해야 되는데, 의미를 보았을 때 체로 “···하게 ···는 

일” 예컨  “넓적넓적하게 써는 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넓적

썰기’와 같은 단어들을 ‘넓적썰-+-이’로 볼 수 있는 듯하다.208) 

  (29라)는 (29다)와 같이 직접구성요소 분석을 할 때 [[깜깜무식]+-쟁이]나 

[깜깜-+[무식쟁이]]와 같이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전자의 분석에 따르면 

파생어가 되는 것이고, 후자의 분석에 따르면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

명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넓적썰기’와 달리 ‘깜깜무식’과 ‘무식쟁이’가 각각 

단어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분석이 다 가능하다고 본다.  

3.3.1.7. 신어 중의 ‘어근+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 

  지금까지 주로 현 한국어의 사전 등재어 중에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형태 및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에

서도 언급했지만, ‘어근+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일반어, 전문용어, 순화

어 등 여러 분야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어근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앞으로

의 새 단어 형성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많다. 아래와 같이 

≪신어≫ 자료나 인터넷에서 확인된 예들은 이 점을 방증해 준다고 생각된다. 

(30)가. 납작머리(2003), 빌빌세 (2004), 씽씽카, 싱싱회(2004), 순결(2004),

척병(2004)

나. 똑똑(손)전화(스마트폰, 2010.04.13), 홀보듬엄마(싱글맘, 2008.07.29)

다. 깜짝이벤트, 반짝가수(2005), 반짝스타, 반짝인기, 반짝추위

라. 알뜰문자족(2005), 알뜰점심족(2005), 알뜰주부, 알뜰폰  

튼튼아이, 튼튼밥상 

208) 현 한국어에서 어근이 동사와 결합하는 ‘어긋나가다, 어긋놓다’의 존재를 고려하면 비
통사적 합성동사처럼 보이는 ‘넓적썰-’을 잠재어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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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 나)는 합성어의 선행요소가 유형 빈도를 보이지 않는 예들이고, (30다, 

라)는 일정한 빈도수를 보인 예들이다. 

  (30가)의 ‘납작머리’는 ≪2003 신어≫에서 확인된 예이다. 이는 어근 ‘납작’

과 명사의 결합이며, “뒤통수가 납작한 머리”라는 뜻이다. ‘빌빌세 (世代)’는 

“ 학생들이 취직도 못하고 빌빌 는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비유한 유행

어이다. 여기서 ‘빌빌’은 ‘빌빌 다, 빌빌하다’의 어근과 부사 ‘빌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씽씽카’는 “씽씽 잘 달리는 놀이기구”이다. 선행요소 ‘씽씽’은 ‘씽씽

하다’의 어근과 부사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후행요소 ‘카’는 명사의 자격

을 갖추지 못하지만, 외래어로서 어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

기에 포함시켰다. ‘싱싱회’, ‘순결’, ‘척병(病)’은 모두 ≪2004 신어≫ 자료에서 

확인된 예들이다. ‘싱싱회’는 ‘싱싱한 회’라는 뜻인데, ‘싱싱하다’의 어근이 명

사 ‘회’와 결합한 것이다. ‘순결’은 “골프에서 공이 구르는 방향으로 누워있는 

잔디, 풀 따위의 결”을 가리킨다. 여기의 ‘순’은 ‘순하다(順)’의 어근이다. ‘척

병’은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예쁜 척 따위를 잘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선행요소 ‘척’은 보조동사 ‘척하다’의 어근으로 볼 수 있다.209) 

  (30나)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에서 외국어를 한국어로 순화한 말들

이다. ‘똑똑(손)전화’는 2010년 4월에 ‘스마트폰’의 순화어로 선정된 것이고, 

‘홀보듬엄마’는 2008년 7월에 ‘싱글맘’의 순화어로 선정된 것이다. 여기서 ‘똑

똑’은 ‘똑똑하다’의 어근이고 ‘홀보듬-’은 접두사 ‘홀-’과 동사 ‘보듬다’의 어간

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0다)는 ≪신어≫ 자료나 인터넷에서 확인된 자주 사용된 단어들이다. 이

들은 이미 ≪표준≫ 등 여러 사전에서 등재되어 있고 먼저 형성된 ‘깜짝쇼, 반

짝세일’에 기 어 유추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깜짝’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반짝’은 “짧은 시간 동안만”과 같은 특수화된 의미를 획득하

고, 또한 이 둘이 관여하는 합성명사의 집합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반짝’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 이미 일상어의 자격을 갖추고 

209) 여기서 ‘척’을 의존 명사로 본다면 ‘척병’은 ‘명사+명사’형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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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언중에게 잘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 있다. 

  (30라)는 (30다)와 같이 ≪신어≫ 자료나 인터넷에서 확인된 자주 사용되는 

일상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30다)와 달리 어떤 사전 등재어에 기 어 유추

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알뜰’은 사전에서 어근과 명사 두 가

지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뜰주부’는 ‘명사+명사’로 볼 수도 있다.210) 

  ≪신어≫나 인터넷에서 확인된 ‘어근+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 특히 (30

다, 라)와 같이 해당 어근이 의미의 특수화를 겪으면서, 관여하는 합성명사의 

집합도 커진다는 것을 보면 어근이 명사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법은 단발

적이지 않고, 매우 일반성을 띠는 단어형성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어근화요소 + 명사 

  어근은 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

심부이다. 이는 단어구성요소로 나타나고 의존형식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합성

어 중에 예컨  ‘일하기싫어병(2003)’과 같이 그의 선행요소가 문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어근처럼 행동한 예가 확인된다. 이 문장형 선행요소들은 형식

적으로 전형적인 어근 ‘깨끗, 나직’과 다르면서도 기능적으로 어근과 비슷한 

면이 있으므로 어근화를 겪은 요소로 볼 수 있다. 문장 단위의 어근화와 관련

해서 김창섭(1996: 18)이 주목된다. 김창섭(1996)에서는 ‘비가 올 듯하-’를 

‘[비가 올 듯]하-’로 분석하고 ‘비가 올 듯’이라는 명사구가 어근화되었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그 근거는 ‘비가 올 듯-’이 명사구라는 점을 제외하면 ‘깨

끗하다, 나직하다, 분명하다’의 어근 ‘깨끗, 나직, 분명’과 같고, 또한 문장형성

의 다른 자리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는 일이 없으며, 격조사를 가질 수 없

는 점에서도 어근과 성격이 같다고 하 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비가 왔음

직]하다’의 ‘비가 왔음직’이라는 형식은 문장을 내포한 어근으로 이해할 수 있

210) ‘알뜰’은 ≪표준≫에서 명사로도 등재되어 있지만, 이는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
하고, 주로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만 쓰인 점을 보면 의존형식인 어근에 더 가깝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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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하 다.

  김창섭(1996)의 논의에 의하면 본고에서 다룰 합성명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문장’들을 충분히 ‘어근화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곧 합성명사의 형성

에 참여하는 ‘문장형 요소’들은 주어,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하고, 

격조사를 가질 수 없으며, 또한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이들을 어근화된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211) 이러한 어근화요소가 관

여하는 합성명사는 크게 ‘동사의 연결형 + N’와 ‘동사의 종결형 +N’형으로 

나눌 수 있다. 

3.3.2.1. ‘동사의 연결형 + 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어근화요소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동

사의 종결형이 관여하는 예보다 동사의 연결형이 관여하는 예가 매우 적은 편

이다. 2.2에서도 언급했지만, 현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통사적 합성어)에서 

구성성분이 결합할 때는 일정한 원칙을 준수해서 결합한다. 곧 선행성분이 동

사이고 후행성분이 명사일 때 동사가 명사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형

형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동사의 관형형이 아닌 연결형이 

바로 명사와 결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합은 통사적 구성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동사

의 연결형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다음과 같다.212) 

(31) 가. 비켜덩이, 을러방망이, 풀쳐생각, 

나. 까까머리, 까까중, 살아생이별(生離別), 살아생전(生前), 살아평생(平

生), 섞어찜, 섞어찌개, 섞어씨부리기

211) ‘싸구려판’, ‘섰다판’에서의 ‘싸구려’, ‘섰다’가 명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둘
은 단어화를 겪었다고 보아야 한다. 

212) 동사의 연결형은 합성어뿐만 아니라 파생어의 형성에도 참여한다. ‘따라쟁이’는 인터넷
에서 확인된 유행어이다. 이는 “무엇인가를 따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인데, 여
기서 접미사 ‘-쟁이’는 동사의 연결형 ‘따라-’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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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래서야정국(政局)(2004) 

(31가)는 합성어의 선행요소가 유형 빈도를 보이지 않은 예들이고, (31나)는 

2회, 3회 정도를 보인 예들이며, (31다)는 신어 자료에서 확인된 예이다. 

  ‘비켜덩이’는 “김을 맬 때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흙덩이”를 

가리킨다. 의미를 보았을 때 이는 동사 ‘비키다’의 연결형과 명사 ‘덩이’의 결

합임을 알 수 있다. ‘을러방망이’는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며 겁을 주려고 

으르는 짓”을 뜻하다. 여기서 ‘을러’는 동사 ‘으르다’와 ‘-어’의 결합형으로 보

인다. ‘풀쳐생각’은 네이버 지식iN에 있는 ‘오픈 사전’에 확인된 단어인데, “맺

혔던 생각을 풀어버리고 스스로 위로하다”라는 뜻이다. ‘풀쳐-’는 ‘풀치-’와 

‘-어’의 결합이다. 

  (31나)의 ‘까까머리’는 “빡빡 깎은 머리 또는 그런 머리 모양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선행요소 ‘까까-’는 ‘깎-+아-’의 연철 형태가 합성어 형성에 참

여한 것으로 보인다. ‘섞어찌개’는 “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섞어서 끓인 찌

개”를 뜻하는 단어이다. ‘섞어찜’은 사전 등재어가 아니지만, 요즘 자주 쓰이

는 말이다. 이는 먼저 형성되고 사전에 등재된 ‘섞어찌개’로부터 유추된 것으

로 보인다. ‘섞어씨뿌리기’는 북한어인데, ‘혼파(混播)’의 순화어로 볼 수 있는 

듯하다. 

  ‘이래서야정국’은 ≪2004 신어≫에서 확인된 예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

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못마땅하여 ‘이래서야’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

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3.2.2. ‘동사의 종결형 + 명사’형 비통사적 합성명사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어근화요소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는 

동사의 종결형이 관여하는 예가 부분이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

성에 참여하는 동사의 종결형이 부분이 발화문이라는 점에서 문장형 단어형

성요소로 부를 수 있다. 동사의 종결형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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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등재어가 적고, 신어나 인터넷에서 널리 쓰인 유행어가 부분이다.  

  이러한 동사 종결형 단어형성요소에 한 논의로는 최형용(2005), 송원용

(2005), 주지연(2008), 오민석(201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최형용(2005: 92)

에서는 ‘섰다판’, ‘싸구려판’, ‘먹자골목’을 종결어미가 포함된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로 다룬 바가 있다. 송원용(2005: 110)에서는 ‘걸어총, 세워총’ 등 용언 

어간과 종결어미 결합형을 ‘V-ending-N’ 형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역시 통사

구성의 단어화로 보고 있다. 주지연(2008)에서는 발화문의 어휘화 과정을 다

루면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발화문 ‘불이야불이야’, ‘싸구려’, ‘왔다’ 등이 인

용 과정에서 어휘화와 단어화를 겪은 후 ‘부랴부랴’, ‘싸구려’, ‘와따’와 같은 

단어가 된 반면에, ‘야타’, ‘묻지마’, ‘신기료’ 등이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주

로 다른 요소와 함께 사용되므로 어근화를 겪었다고 지적하 다.213) 

  문장 단위의 단어형성요소와 관련해서 오민석(2011)이 주목된다. 오민석

(2011)에서는 ‘불완전형식문’214)의 어근화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문장형 

단어형성요소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리고 문장형 단어형성요소가 관여하는 

합성명사 유형이 의미 있는 단어 형성법임을 확인했다. 그 논의에 의하면 ‘불

완전형식문’은 온전한 문장 형식으로의 복원 과정에서 단어 내적으로, 또는 단

어 외적으로 관계 맺는 명사를 고려해야 하기에 독립적인 쓰임보다 단어형성

요소로서의 길을 밟게 된다. 그리고 어휘화 과정에서 관련 명사들을 고려하게 

되는 ‘불완전형식문’은 ‘묻지마’, ‘먹자’, ‘사자’와 같이 단어형성요소로의 ‘어근

213) 인용된 발화문의 어휘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주지연 2008: 187). 

1. 일반적인 인용문(인용표지, 인용동사, 둘 이상의 실질적 발화상황을 갖춘 문장). 
2. 고정적 인용표현(둘 이상의 실질적 발화상황이 상정되지 않고 인용동사가 아닌 다

른 동사와 공기하여 성립이 가능하나 인용표지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속담 
격언 등

3. 관용표현(인용표현 없이 나타남) 예: 감놔라배놔라, 부어라마셔라)
4. 관용표현의 어근화 및 단어화(예: 야타-, 신기료-, 묻지마-/부랴부랴, 싸구려, 와

따)

214) 오민석(2011: 239)은 문장을 문장형식의 완전성 여부에 따라 ‘완전문’과 ‘불완전문’을 
나누고, 다시 ‘불완전문’을 온전한 형식으로의 복원가능 여부에 따라 ‘불완전형식문’과 ‘소
형발화’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불완전형식문’을 의미의 관용적인 쓰임 여부에 따라 ‘생
략문Ⅰ’과 ‘생략문Ⅱ’로 나눈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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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을 밟게 되지만, 관용표현으로서의 단독적인 쓰임을 보이는 ‘소형발

화’는 ‘부랴부랴’, ‘와따’와 같이 ‘단어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오민석 2011: 

252). 

  본고에서는 이전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단어형성요소로서의 동사의 종결형들

을 문장형성의 다른 자리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는 일이 없고, 또한 격조

사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어근화를 겪은 요소로 본다. 그리고 흔히 인용문

이 전제되는 합성명사로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요소, 곧 연결어미가 통합되지 

않고 동사의 종결형이 명사와 직접 결합하는 것은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에 나

타날 수 없는 배열방식이므로 이러한 ‘동사의 종결형 + N’형 합성명사들을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보고자 한다. 이때 동사의 종결형으로 나타나는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들은 의미적으로 후행명사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컨  

‘놀자판, 먹자판, 싸구려장수’는 각각 ‘-놀자는 판’, ‘-먹자는 판’, ‘-싸구려 하

고 외치는 장수’와 같이 선행요소 뒤에 연결어미 ‘-(으)ㄴ’이 없는 상태로 후

행요소를 수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사의 종결형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은 체로 선행요소인 문장

의 문형에 따라 평서형, 명령형, 의문형, 청유형, 감탄형이 관여한 예로 나누

어진다. 

평서형

(32) 가. 궁금해놀이, 나가요걸(girl, 2003),215) 떴다방, 맛나분식, 몰라박수

(拍手), 안다박수(拍手, 2004), 싸구려판, 섰다판, 일하기싫어병(病, 

2003)

나. 카더라괴담(怪談), 카더라기사(記事), 카더라뉴스(news), 카더라다이

어트(diet), 카더라방송(放送), 카더라보도(報道), 카더라식(式), 카더

라통신(通信)

215) 유흥업소의 접 부를 속되게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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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박수’는 ≪2004 신어≫에서 확인된 단어이다. “노래나 음악이 채 끝나

기도 전에 터져 나오는 박수”를 뜻한다. 

  ‘카더라’는 “누가 ···라고 하더라”의 줄임말로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

을 사실처럼 전달하다”의 뜻이다. 신문에 나온 ‘카더라방송’은 “직접 확인하거

나 조사한 바도 없이 단순히 소문만으로 들은 내용을 그 로 보도하는 방송”

을 말한 것이다. ‘카더라’는 단어형성에 참여하면서 음운과정을 거치고, “근거 

없다, 소문이다”라는 특수화된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단어형성요소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카더라’는 점점 자립성을 획득하여 

단독적인 쓰임의 용례도 확인된다.216) 

  ‘섰다판’은 ‘섰다’를 하는 노름판이다. ‘섰다’는 화투 노름의 하나로서, 두 장

씩 나누어 가진 화투장을 남과 견주어 가장 높은 끗수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것인데, 돈을 더 태우고 버틸 경우 ‘섰다’라고 외친다. ‘섰다판’에서

의 ‘섰다’는 단어의 자격으로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

적이다. 부분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들이, 예컨  ‘일하기싫어’, ‘떴다’ 등이 자

립적인 단어로 쓰이지 않고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만 참여한다는 점에서 

어근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섰다’는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형식으로부터 단어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민석(2011: 

253)에서는 이 ‘섰다’는 “화투 노름 명칭”이라는 의미의 단어화를 겪은 이후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 모여드는 이동중개업체를 통칭하는 용어

인데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모습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명령형

(33) 가. 걸어총(銃), 긁어주(酒, 2002),217) 받들어총(銃), 받들어칼, 배째라식

216) 가. 너무 북한에 해서 검증을 안 하고 카더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분석이 상당
히 어려워집니다. <네이버 뉴스, 2014.07.11>

     나. 탈북자의 카더라를 인용한 바 없다. <뉴스타운, 2015.03.01>



- 95 -

(式), 보라장기(將棋),218) 부셔이즘(ism, 2003),219) 세워총(銃), 세워

칼, 안돼공화국(共和國, 2005), 우로어깨걸어총, 좌로어깨걸어총, 헤

쳐모여식(式, 2000)220) 

나. 묻지마방화(放火, 2003), 묻지마재수(再修, 2003), 

묻지마채권(債券, 2003), 묻지마테러(terror, 2003)

나′. 묻지마식(式), 묻지마검색(檢索), 묻지마관광(觀光),221) 묻지마데이트

(date),222) 묻지마범죄(犯罪), 묻지마살인(殺人), 묻지마상한가(上限

價), 묻지마선물(膳物), 묻지마수주(受注), 묻지마시험(試驗), 묻지마

여행(旅行), 묻지마원단(原緞), 묻지마청약(請約), 묻지마폭행(暴行), 

묻지마택배(宅配), 묻지마투자(投資), 묻지마파업(罷業), 묻지마현상

(現象) 

(33가)는 선행요소인 문장형 단어형성요소가 유형 빈도를 보이지 않는 예들이

고 (33나)는 선행요소가 빈도를 보이는 예들이다. 

  (33가)의 ‘받들어칼, 세워칼’은 이미 형성되고 사전에 등재된 ‘받들어총, 세

워총’으로부터 유추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보라장기’는 “긴 시간 동안 

장기판만 들여다보고 빨리 두지 않는 장기”를 가리킨다. 

  ‘안돼공화국’은 ≪2005 신어≫에서 확인된 말인데, “행동을 규제하는 규율

이 많은 학교”를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헤쳐모여식’은 ≪2000 신어≫에서 

확인된 예이다. “제각기 흩어졌다가 한곳으로 다시 모이는 방식”을 가리킨다. 

  (33나, 나′)은 ‘묻지마’는 관여하는 시사용어들이다. (33나)는 신어 자료에서 

확인된 예이고 (33나ʹ)은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아직 널리 쓰이지 못한 예들이

217) 신용 카드와 관련된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마시는 폭탄주
218) 긴 시간 동안 장기판만 들여다보고 빨리 두지 않는 장기
219) 미국에 저항하는 약소국을 악의 축으로 보아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는 외교 논리 
220) ‘야타족’은 고급 외제차를 타는 남자들이 지나간 여자에게 “야! 타!”라고 외치며 구애

행위를 하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는 문장형 단어형성요소 ‘야타’가 한자어 어근 ‘-
족(族)’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221)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을 ‘묻지마관광’이라고 한
다. (네이버iN 오픈사전) 

222) 충동적으로 이성을 만나는 것을 ‘묻지마데이트’라고 한다. (네이버iN 오픈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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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는 바와 같이 ‘묻지마’는 한자어, 외래어 명사와 생산적으로 결합한다. 

그리고 ‘묻지마’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등재어보다 즉각적인 필

요에 의해 만들어낸 아직 사회성을 획득하지 못한 예가 더 많다. 한편 ‘묻지

마’는 합성어의 선행요소로서 특수화된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곧 합성

명사에 있어서 이는 “이유 없는” 혹은 “충동적이다, 맹목적이다”라는 추상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 특수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새로 형성

된 합성명사가 점점 많아진 것을 보면 ‘묻지마’가 단어형성요소로서, 곧 어근

으로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또한 언중에서 생산적으로 쓰인 것에 비

추어 볼 때 ‘묻지마+N’는 이미 일상어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다. 

의문형

(34) 가. 매죄료장수223) (참고) 매조이꾼 

나. 신기료장수

나ʹ. 신기료가게, 신기료궤짝, 신기료기술(技術), 신기료 학생(大學生), 

신기료사내, 신기료아저씨, 신기료아줌마, 신기료 감(令監), 신기료

장사, 신기료큰아버지, 신기료할아버지 

  ‘매죄료([[매+조이-]+-(으)리오])’224)는 호객행위로서 “매를 조이겠는가?”, 

“매를 조이료?” 등의 의미를 갖는 의문문이 음운변화를 거쳐 굳어진 것이다. 

  ‘매죄료장수’를 낮잡아 이르는 말은 ‘매조이꾼’이다. ‘꾼’은 ≪표준≫에서 파

생접미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최근에 자립성을 획득하여 독립적으로 많이 쓰

인 것을 보면 명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225) 여기서 ‘꾼’을 명사로 본다

223) ‘우리가남이냐족’은 “튀근 후에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말한 것이다. 이는 문장형 단어형성요소 ‘우리가남이냐’가 한자어 어근 ‘족(族)’과 결합하
여 형성된 것이다. ≪표준≫에서 이 ‘족’은 접미사로 처리되어 있지만, 접미사보다 한자어 
어근, 혹은 의존명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장형 단어형성요소가 관
여하는 합성어로 보았다. 

224) ‘-(으)리오’는 혼잣말에 쓰여, 사리로 미루어 판단하건  어찌 그러할 것이냐고 반문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이에 한탄하는 뜻이 들어 있을 때도 있으므로, ‘매죄
료’, ‘신기료’를 의문문으로 보지 않고, 감탄문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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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조이꾼’이 ‘[[매+조이-]+꾼]’과 같이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3.2.1에서 언급했지만 현 한국어에서 동

사 어간이 관여하는 합성명사 중에 해당 동사 어간들은 거의 전부 다 단일 구

성이다. 그렇다면 ‘매조이꾼’은 복합 구성의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와 같은 특이한 예가 된다. 한편 합성어의 선행요소 ‘매조이’가 명사

로도 확인된다. 여기서 ‘매조이’를 명사로 본다면 ‘매조이꾼’은 ‘명사+명사’형 

합성명사로 보게 된다. 

  (34나, 나ʹ)은 ‘신기료’가 참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신기료’는 구

두수선업자의 호객행위로서 “신을 깁겠는가?”, “신을 기우료?”의 의미를 갖는 

의문문이 음운변화를 거쳐 굳어진 것으로 ([신+깁-+-(으)리오]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서 “신을 깁겠는가”의 의미에서 “구

두수선”이라는 특수화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신기료’가 선행요소로 

온 예들은 부분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단어들이다. (34나ʹ)의 예들은 사전 

등재어 ‘신기료장수’로부터 유추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은 체

로 화자가 처한 개별 상황에서 즉각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34나, 나ʹ)에 비추어 볼 때 ‘신기료’는 단어형성요소로서 이미 어근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226)

225) ‘꾼’은 원래 한자어 ‘군(軍)’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軍’과의 음운적·의미적 관련성이 
많이 떨어져서 ≪표준≫에서 접미사로 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꾼’은 최근에 자
립성을 획득하여 독립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 

가. 그 사람도 이제 꾼이 되었다. (김창섭, 1996: 25)
나. 진정한 ‘꾼’은 같은 카드 두 번 안 써.
다. 꾼이라 불릴 만큼 전문가가 되어야지. (최윤지, 2008: 325-326)

 최윤지(2008)에서는 ‘꾼’을 한자어 파생접미사가 자립명사로 발달한 예로 보고 있고, 이
를 문법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문법화의 방향(곧 자립형식이 의존형식이 되
는 것)에 반 되는 역문법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 다. 

226) 주지연(2008: 192)에서는 ‘신기료’의 사전기술에 하여 언급하고 있다. 거기서 ‘신기
료 감, 신기료할아버지’, ‘신기료아저씨’ 등 ‘장수’와 결합하지 않은 형태가 코퍼스와 웹
페이지에서 많이 확인됐다는 것을 근거하여 ‘신기료’를 어근으로 사전표제어로 넣어 따로 
뜻풀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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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유형

(35) 가. 먹자골목, 먹자판, 먹자타령(2004), 놀자판 

가ʹ. 먹자거리, 먹자길, 먹자단(團), 먹자라인(line), 먹자몰(mall), 먹자빌

딩, 먹자상가(商街), 먹자촌(村), 먹자클럽(club), 먹자타운(town)

나. 사자세(勢), 사자전략(戰略), 사자주(株), 사자주문(注文), 팔자세(勢), 

팔자전략(戰略), 팔자주(株), 팔자주문(注文)

다. 하자모임, 하자센터(center), 하자클럽(club), 하자학교(學校)  

  (35가, 가ʹ)은 ‘먹자’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35가)는 사전에

서 확인된 예들이고, (35가ʹ)은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예들이다. ‘먹자’가 합성

어의 선행요소로 올 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이는 

단독적으로 단어처럼 쓰이지 않고, 오직 합성명사의 형성에만 참여한다. 그리

고 단어형성요소로 기능하면서 ‘먹는 행위’로부터 “먹을거리, 음식”이라는 특

수화된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여하는 합성명사가 점점 많아진 

것을 보면 ‘먹자’가 이미 어근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일상어처럼 언중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나)는 ‘사자, 팔자’와 관련된 경제용어들이다. ‘사자, 팔자’는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서 ‘가치’와 관련한 특수화된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사자

세’는 “주식을 매수하려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팔자세’는 “주식을 매도하

려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세(勢)’는 ‘세력’의 뜻으로 사전에서 명사로 등

재되어 있다.

  (35다)는 청유문 ‘하자’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다. 이들은 웹사

이트에서 확인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다. 이 ‘하자’는 앞에 ‘먹자, 사자, 팔자’

와 마찬가지로 단독적인 단어로 쓰이지 않고, 오직 단어형성요소로 합성명사

의 형성에만 참여한다.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온 ‘하자’는 ‘공부하

자’에서부터 “공부”, 또는 “학습”과 같은 특수화된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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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형 

(36) 나몰라라식(式, 2003), 싸구려판 

   ‘나몰라라식’은 ≪2003 신어≫에서 확인된 예이다. 이는 “이런저런 사정을 

모른 체하거나 무시하면서 일을 하거나 벌이는 방식”을 뜻하는데, 의미를 통

해 비추어 볼 때 ‘[나+모르-+-어라]+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

서 ‘식(式)’은 “일정하게 굳어진 말투나 방식”을 뜻하는 의존명식(예: 자꾸 이

런 식으로 나올래?)로 볼 수 있으므로 ‘나몰라라식’은 합성어로 보는 것이 크

게 무리가 없다. 

  ‘싸구려판’의 ‘싸구려’는 단어의 자격으로 비통사적 합성명사 형성에 참여하

는 것이 특징적이다.227) 따라서 부분의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들이 단독적인 

쓰임보다 주로 합성명사 형성에만 참여한다는 점에서 어근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싸구려’는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문장형식으로부터 단

어화를 겪은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식으로 볼 수 있는 단어는 위에 언급한 

‘섰다판’의 ‘섰다’도 있다. 

  지금까지 ‘떴다방’, ‘묻지마폭행’, ‘신기료장수’, ‘카더라통신’ 등과 같은 동사

의 종결형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

한 ‘문장형 단어형성요소 + N’형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은 체로 신개념을 명

명하거나 혹은 지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혹은 화자가 처한 개별 상황을 정

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 등재어가 적고, 

신어 자료나 웹사이트에서 확인된 신어와 유행어들이 부분이다. 김한샘

(2005)에서는 이러한 ‘문장형 단어형성요소 +N’형 합성명사 중에 신어와 유

227) ‘싸구려’는 “값이 싼 물건”의 뜻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 때 값이 싸다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표준≫에서 이는 ‘명사’와 ‘감탄사’ 두 
가지로 등재되어 있다. 최근에 ‘싸구려’가 외치는 말이라는 의미보다 “값이 싼 물건”을 가
리키는 말로 더 빈번하게 사용된 듯하다. 여기서 ‘-구려’는 하오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고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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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어가 많다는 것을 근거하여 이들은 신개념에 한 명명의 기능으로 잠시 등

장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일회성에 그치기 쉽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러나 

오민석(2011: 255)에서 언급했듯이 합성명사의 선행요소로 온 문장형 단어형

성요소 중에 ‘먹자’, ‘묻지마’, ‘신기료’, ‘카더라’ 등과 같이 합성명사 형성에 

참여하면서 특수화된 의미를 획득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들이 관여하는 합

성명사의 집합도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보면 문장형 단어형성요소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 일회적이거나 단발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래어로 불러온 말을 순수한 한국어로 다듬은 임시어228) 중에도 동

사의 종결형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확인된다. ‘가려막(스크린 도

어), 다모아점(플래그십 스토어)’가 그 예인데, 아직 사회적 승인을 받지 못하

고 화자가 즉각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임시어 가운데도 이런 예가 확인된

다면 문장형 단어형성요소가 명사와 결합하는 것은 회자의 인지 속에 일반성

을 띠는 단어형성법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앞으로 ‘문장형 단어형성

요소+N’형 합성명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상정된다. 이처럼 다양한 

어근화된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들이 신어와 유행어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은 문장의 어근화가 현 한국어에서 상당히 생산적인 현상임을 알려 준다. 

3.4. 기타

  현 한국어에서 위와 같이 어휘 수가 많은 어간, 어근, 어근화요소가 관여하

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외에 어휘의 수가 적고 한 유형으로 묶을 수 없는 비통

사적 합성명사도 확인된다. 

228) 여기서 말하는 임시어는 정한데로(2013ㄱ)의 논의에 따라 특정 화자가 즉각적인 필요
에 의해 만들어낸 단어 가운데 아직 사회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을 가리킨다. ‘가려
막’이나 ‘다모아점’은 일반한국어 화자가 추천한 단어를 상으로 ‘우리말 다듬기’를 진행
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말터(http://malteo.korean.go.kr)’에서 확인된 임시어들이다. 



- 101 -

a) 동사 어간+동사 어간

  우선 드문 예이지만, 현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과 동사 어간이 결합하여 형

성된 합성명사가 확인된다. 이러한 ‘동사 어간+동사 어간’의 구성은 통사적 

구성에서 나타날 수 없는 배열 방식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아야 한

다. 

(37) 가. 오르내리, (참고) 긋닛 

나. 먹튀 (참고) 먹튀공약(公約), 먹튀자본(資本) 

  ‘오르내리’는 반의관계를 가지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명사이며, “올

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을 뜻한다. 이는 “반복”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오르고내리’와 같은 어미가 통합된 형태로 표현될 수 없는 것

이다. ‘*오르고내리’는 일회적인 의미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합성어 

선행요소인 ‘오르-’는 동사 ‘오르다’의 어간임이 분명하지만, 후행요소 ‘내리-’

는 동사 어간,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있는 파생명사, 그리고 부사의 세 가

지 가능성이 있다. ‘동사 어간’으로 보든 ‘파생명사’나 혹은 ‘부사’로 보든 ‘동

사 어간 +동사 어간’, ‘동사 어간 +명사’ 혹은 ‘동사 어간 +부사’라는 구성이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에서 나타날 수 없으므로 ‘오르내리’를 비통사적 합성어

로 보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오르내리’의 의미에서 동사 ‘내

리다’의 의미가 그 로 구현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내리-’는 동사 어간

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살펴볼 합성어의 후행

요소가 어간일 가능성이 높은 ‘겉절이, 뻥튀기, 사탕절이’, 또한 더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후행요소로 온 단어들 예컨  ‘발버둥, 붙접,229) 오리주물럭, 불

여튼튼’ 등을 고려하여 ‘오르내리’를 어간과 어간의 결합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보고자 한다. 참고로 중세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동사 어간+동사 

229) ‘붙접’은 “가까이하거나 붙따라 기 는 일”이라는 뜻인데, 의미를 보았을 때 여기서 ‘접’
은 ‘접(接)하다’의 어근으로 보인다. 따라서 ‘붙접’은 합성어의 후행요소가 ‘어근’인 특이
한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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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볼 수 있는 예는 “끊겼다 이어졌다 함”을 뜻하

는 ‘긋닛(斷續)’([긏-+닛-])230)도 확인된다.  

  최근 만들어진 유행어 중에 ‘먹튀’라는 말이 있다. ‘먹튀’는 원래 “프로 스포

츠 리그에서 높은 계약금이나 연봉을 받고 이적한 선수가 우에 걸맞은 성과

를 내지 못하거나 기 만큼 열심히 경기에 임하지 않는 모습으로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에 사용된 말이다(≪ 중문화사전≫).231) 현재 

이 단어는 본래의 의미와 달리 그 쓰임이 확 되어, “단순히 이익만을 취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에도 두루 사용된다. 이 ‘먹튀’는 처음에 일반 언어사

전에 등재되지 못하 고, 네이버 오픈사전, 혹은 웹사이트에서만 많이 확인되

었다. 그러나 사용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결국 사회적 승인을 얻어 2009년

에 출판된 ≪고려  한국어 사전≫에 등재되기에 이르 다. ≪고려  한국어

사전≫에서는 ‘먹튀’가 명사로 등재되어 있고,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

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다”로 뜻풀이되어 있다. 그

리고 이 사전에서 ‘먹튀’에 해 줄임말이라는 추가 설명이 없고, 이는 동사 

어간의 결합으로 형태분석되어 있다. 

  이처럼 ‘먹튀’는 형태적으로 ‘오르내리’와 같이 동사 어간의 결합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점, 의미적으로 ‘먹고 튀다’라는 철자적 의미보다 “책임 회피”라

는 특수화된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줄임말보다 동사 어간의 결합으로 된 

명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리고 ‘먹튀’가 이렇게 어휘의미를 담는 실

질형태소 ‘먹-’과 ‘튀-’가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2.2에서 언급하 던 비

통사적 합성어의 가장 큰 특징, 곧 어미와 같은 형식형태소가 중간에 끼지 않

고,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끼리 긴 하게 결합한다는 특징에 한 반

으로 생각된다. 

230) 괴 쥐 자봄 티 며 기 알 아놈 티 야 긋닛이 업게 호리라 <법어 2>
231) ‘먹튀’란 말은 최초에 2001년 2월 22일의 <한국일보>에 확인된다. 

그는 92년 팀 신인 최고액인 계약금 8,700만 원에 입단, 프로 5년 동안 불과 37경기에 등판, 
3승 4패의 성적을 내고 97년 야구판을 떠난 이른바 먹튀 계열이다. <한국일보,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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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먹튀’는 일상어의 자격을 얻으면서 합성어의 형성에 참여하기도 한다. 

‘먹튀공약’, ‘먹튀자본’이 그 예이다. ‘먹튀공약’은 “당선 후에 이미 발표한 공

약과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먹튀자본’은 “기업에 투

자는 하지만 그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자산 증식만

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을 가리킨다. 

b) 명사 +동사 어간

  현 한국어에서 명사와 동사 어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합성명사들이 확

인된다. 

(38) 가. 겉절이, 낫놀,232) 땅가물, 매부리,233) 빗접, 뻥튀기, 사탕절이, 속긋, 

손누비, 실꾸리,234) 쑥버무리, 틀누비, 활비비

가ʹ. 감자버무리, 쑥버무리, 콩버무리, 버무리떡

나. 기름뭉치(2008년)235)

(참고) 사탕절임(사탕절이), 발버둥, 오리주물럭, 불여튼튼(不如)

  김정은(1995: 186), 김일병(2000, 131) 등 여러 논의에서 (38가)의 예들을 

‘명사+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보고, 이러한 예들은 한국어에서 아

주 특이한 경우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38)에 하여 검토해 봐야 할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38가)에서 ‘겉절이, 매부리, 뻥튀기, 사탕절이, 손누비, 쑥버무리, 틀

누비, 활비비’와 같이 ‘-이, -기’로 끝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점에 

따라서 파생접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곧 동일한 음절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232)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놀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233) 사냥에 쓰는 매를 맡아 기르고 부리는 사람
234) 둥글게 감아 놓은 실타래
235) ‘기름뭉치’는 ‘오일볼(oil ball)’의 순화어이다(2008)이고, “바다 위에 유출된 원유나 폐

유가 표류하다가 표현이 굳어져 덩어리 모양으로 엉겨 붙은 것”을 뜻한다. 여기서 ‘뭉치’
는 명사, 또는 동사 어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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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말음 ‘-이, -기’와 후접한 파생접미사 ‘-이, -기’ 중 하나가 탈락된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겉절이’와 ‘뻥튀기’를 예로 들자면 이는 [[뻥+튀기-]+-기]

와 [[겉+절이-]+-이]로 분석하고 어간 말음의 ‘-이, -기’와 파생접미사 ‘-

이, -기’ 중 하나가 줄어든 것으로 보면 파생어가 되고, [겉+[절이]], [뻥+

[튀기]]로 분석하고, 후행요소를 ‘절이다, 튀기다’의 어간으로 본다면 합성어

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 현 한국어에서

는 이처럼 “절인 것, 튀긴 것”과 같이, 곧 절인 행위, 튀긴 행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튀김, 절임’이라는 파생명사가 존재한다. 여기서 ‘튀김, 절임’이라

는 사전 등재어가 이미 존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과연 [[뻥+튀기-]+-기]

와 [[겉+절이-]+-이]와 같이 접미사 ‘-이, -기’를 다시 결합시켰을지 의문이

다. 

  또한 ‘사탕절이’와 같은 경우 ≪표준≫에서 같은 말로 파생접미사 ‘-(으)ㅁ’

이 결합된 ‘사탕절임’이 등재되어 있다. 여기서 ‘사탕절이’는 접미사 ‘-이’가 

결합된 것이고, 같은 말인 ‘사탕절임’은 접미사 ‘-이’와 ‘-(으)ㅁ’이 연이어 결

합된 것이라는 설명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같은 말인데, 동사 어간 ‘절이-’와 

파생접미사 ‘-(으)ㅁ’ 중간에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있다는 이유를 설

명하는 데에 부담이 된다고 본다. 차라리 ‘접문-접이문, 죽상-죽을상’과 같이 

‘사탕절임’과 ‘사탕절이’는 하나는 접미사 ‘-(으)ㅁ’이 결합된 파생명사로 끝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 어간으로 끝나는 것으로, 곧 같은 뜻을 가지는 

통사적 합성명사와 비통사적 합성명사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직관에 맞지 않을까 싶다. 그러므로 위의 예들 중에 최소한 ‘겉절이, 사탕절

이, 뻥튀기’ 이 세 단어에서 후행요소는 ‘동사 어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근이 후행요소로 나타나는 예도 동사 어간이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 ‘발버둥’의 후행요

소는 ‘버둥거리다’의 어근으로 볼 수 있다. ≪표준≫에서 ‘발버둥’의 같은 말로 

‘발버둥이’도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발버둥’의 ‘버둥’이 어근임이 틀림없

다. ‘발버둥이’는 한국어에서 ‘명사+동작성 어근’형 합성명사의 구성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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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해서 좀 더 한국어다운 말로 바꿔 보자는 차원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합성어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리주물럭’이라는 음식 이름

에서도 어근 ‘주물럭’이 합성명사의 후행요소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튼

튼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를 이르는 명사 ‘불여튼튼(不如튼튼)(예: 

매년 종합 건강 검진을 해 두는 것은 매사 불여튼튼의 기본이다)’에서 자립성

이 없는 ‘튼튼하다’의 어근도 후행요소로 확인된다. 

  (38)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동사 어간으로 본 합성명

사의 후행요소들을 명사로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들 중에 ‘낫놀, 

땅가물, 손누비, 쑥버무리, 기름뭉치’의 후행요소는 명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용언 어간이 바로 명사 혹은 부사로 변화 파생되어 쓰이는 현상은 

후기 중세한국어에서는 적지 않게 확인되지만, 현 한국어에서는 거의 나타나

지 않는다.236) 송철의(1992: 287)에서는 현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이 명사로 

쓰이는 예로는 ‘가물-:가물, 깁-:깁, 누비-:누비, 되-:되, 뭉치-:뭉치, 신-:신, 

배-:배, 품-:품, 띠-:띠, 꾸미-:꾸미, 빗-:빗’을 제시하 는데, 그 외에 ‘되넘기

-:되넘기’, ‘매조이-:매조이’, ‘매조지-:매조지’, ‘버무리-:버무리’, ‘보풀-:보풀’, 

‘설레-:설레’ 정도를 추가할 수 있다. 

c) 동사의 종결형 + 부사, 명사 + 부사

  현 한국어에서 부사가 후행요소로 나타나는 합성명사들이 확인된다. 

(39) 뚫어뻥 (참고) 뚫어뻥액체, 액체뚫어뻥 

236) 용언의 어간이 그 로 명사나 부사로 쓰이던 현상에 하여 이승욱(1974: 159)에서는 
이 단어들은 동사와 명사, 동사와 부사라는 문법 범주가 분화되기 이전의 형태를 반 한
다는 것으로 “통사적 零인 상황에서의 자율적 의미체(하나의 의미체)”를 나타낸다고 보았
다. 이러한 용언 어간이 명사나 부사로 쓰인 현상은 후기 중세한국어에서는 적지 않게 확
인되었으나 현 한국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예: -(旱) : , 너출-(蔓) : 
너출, 신-(履) : 신 등). 현 한국어에서 용언 어간이 명사로 쓰이는 예로 ‘버무리-:버무
리’ 정도가 있다. ‘감자버무리, 쑥버무리’ 등 합성어에서는 ‘버무리’가 논항들을 취하고 있
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 ‘버무리다’에서 명사 ‘버무리’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 직관에 맞
는 해석으로 보인다(이선 , 200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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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2003) (참고) 방콕하다(2003)

스카이콩콩

  ‘뚫어뻥’은 언어사전 등재어가 아니고, 위키백과 사전에서 확인된 일상어이

다. 이는 “변기나 주방 등의 막힌 부분을 공기 압력을 이용하여 뚫는 도구”를 

뜻하는데, ‘압축기’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뻥’은 의성 부사이고, 그의 반복형 

‘뻥뻥’은 부사나 어근으로 확인된다. ‘뚫어’는 동사의 종결형으로 볼 수 있다. 

통사적으로 정상적인 배열 순서에 따르면 ‘*뻥뚫어’이어야 하지만, 여기서 부

사와 동사의 순서를 뒤바꾸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볼 수 있다. “막힘

없이 통하게 하는 도구”의 의미를 갖는 ‘뚫어뻥’은 합성어의 형성에도 참여한

다. ‘뚫어뻥액체’, ‘액채뚫어뻥’이 그 예이다. ‘뚫어뻥’과 같이 ‘동사의 종결형+

부사’로 볼 수 있지만, 합성부사가 되는 예로는 ‘들어번쩍’이 있다. 

  한편 부사가 후행요소로 나타나는 ‘명사+부사’형 합성명사로는 ‘방콕’이 확

인된다. ‘방콕’이 그 예이다. 이는 ≪2003 신어≫에서 확인된 단어이고, “방에 

콕 틀어박혀 나오지 않다”를 뜻한다. ‘방콕’과 관련하여 ‘방콕하다(2003)’, ‘방

콕행(行)(2003)’이라는 말도 확인된다. 

  이 외에도 ‘외래어 +상징부사’로 분석할 수 있는 ‘스카이콩콩(pogo stick)’

이라는 말이 확인된다. 이는 “기다란 막 기 아랫부분에 용수철이 달린 발판

이 있어 콩콩거리며 타고 다닐 수 있는 놀이기구”를 가리킨다. 여기서 ‘콩콩’

은 부사와 ‘콩콩거리다’의 어근으로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채완(2003: 48)

에서는 ‘스카이콩콩’을 ‘스카이를 (향해) 콩콩 (뛰는)’과 같이 수식어만으로 이

루어진 특이한 비통사적 합성명사로 본 바가 있다. ‘스카이’는 ‘하늘’에 해당되

는 외래어로 볼 수 있지만, 자립적 명사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카이콩

콩’을 합성어로 보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다.

    d) 감탄사 + 명사 

  한편 드물지만, ‘감탄사+명사’형 합성명사도 확인된다. 감탄사와 명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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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통사적 구성에서 나타날 수 없는 배열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비통사

적 합성명사로 볼 수 있다. 

(40) 아차상, 야자타임(time, 2002)

‘아차상’은 “아깝게 떨어진 사람한테 주는 상”을 의미하고 ‘야자타임’은 “나이

를 온전히 무시하여 상 편을 높이지 않고 말하기로 서로 간에 미리 정해 놓

은 시간”을 의미한다. ‘야자타임’의 ‘타임(time)’이 자립적 명사로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자타임’을 합성어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e) 문장의 구성성분이 참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한편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로 볼 수 없지만, ‘나홀로’와 같은 ‘명사+부사’형 

복합구성이 선행요소로 자리한 합성명사들이 신어에서 종종 확인된다. 

(41) 나홀로가구(家口), 나홀로방(房), 나홀로소송(訴訟)(2003), 나홀승용차(乘

用車)(2003), 나홀로집, 나홀로티켓(ticket)  

이러한 ‘[명사+부사]+명사’와 같은 구성은 통사적 구성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나홀로소송’은 “개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하는 일”을 가리킨 것이고, ‘나홀로승용차’는 “동승자 없이 운전자 

홀로 타고 가는 승용차”이며, ‘나홀로티켓’은 “단 한 사람에게만 파는 티켓”을 

가리킨다. 

3.5. 소결 

  제3장에서는 가장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단어구조를 

살펴보았다.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선행요소에 따라 어간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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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어근 및 어근화요소가 관여한 예, 어휘의 수가 적고 한 유형으로 묶을 

수 없는 예들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에서는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동사 어간이 관여한 예와 

형용사 어간이 관여한 예로 나누어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동사 어간에 붙은 ‘ㅅ’에 하여는 이는 합

성어 표지와 어근형성요소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 다. 사전에서 접두

사로 처리된 ‘맞-’에 하여는 “마주”라는 기본적 의미를 나타내는 ‘맞-’은 용

언 어간일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리고 순화어나 신어 중에 확인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통해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법은 자연

스러운 단어형성법이고, 이는 여전히 생산성이 있는 단어 형성 방식임을 밝혔

다. 

  3.3에서는 어근의 속성에 따라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분류

해서 그들의 단어구조를 살펴보고,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복

합어근의 형성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있어서 특

히 의성의태성 어근이 많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의성의태성 어근의 의미적 특

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3.3에서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

를 어기로 하여 형성된 파생명사들을 다루었는데, 이들을 통해 비통사적 합성

어법이 화자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어근화요소가 관여

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주로 동사의 연결형이 관여한 예와 동사의 종결형

이 관여한 예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이 중에 특히 동사의 종결형이 관여한 예

가 상당수가 확인되었다. 동사의 종결형들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참

여할 때에 특수화된 의미를 획득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집합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근거로 ‘문장형 단어형성요

소+명사’형 합성 방식이 현 한국어에서 왕성한 생산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3.4에서는 주로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명사+동사 어간’형, ‘동사의 종

결형+부사’형, ‘명사+부사’형, ‘감탄사+명사’형 소수의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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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통사적 합성용언의 단어구조 

 4.1. 도입 

  비통사적 합성용언은 동작과 상태에 해 더 정확하고 세분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언어 표현적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통사적 합성어와 달

리 여기서는 어미와 같은 연결 장치가 없이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의 

중심부, 곧 어간이나 어근이 비통사적 합성용언의 형성에 참여한다. 이러한 형

태론적 특수성은 동시에 의미상의 특징을 가져온다고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용언 어간끼리 혹은 어근과 어간이 결합하는 합성어라는 공통

점을 중시하여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한데 묶어 같이 

다루고자 한다. 비통사적 합성동사는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형용사 어간

+동사 어간’형, ‘상태성 어근+동사 어간’형 세 가지 유형으로, 비통사적 합성

형용사는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형과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

-’]’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겠다. 

4.2.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단어구조

  우선 현 한국어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단어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현 한국

어의 비통사적 합성동사는 합성어의 선행요소에 따라 동사 어간일 경우와 형

용사 어간일 경우, 그리고 상태성 어근일 경우로 나눌 수 있다.

4.2.1. 동사 어간 + 동사 어간

  합성동사의 형성에 있어서 15세기에는 ‘동사 어간+동사 어간’의 구성방식이 

생산적이었다. 그러나 근 한국어 이후에 수많은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사어화

되었다. 이들은 현 사회에 와서 더 이상 쓰일 데가 없다거나 혹은 점점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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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 되어 수적인 증가를 보인 통사적 합성동사로부터 저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등 사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개별 단어

의 소멸은 단어 자체의 생명력과 관련된 문제이고, 단어 형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선 , 2006: 53-54).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상당수의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이것을 방증해 준다. 만약에 단어 형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예들이 남아 있을 리가 없다.

 

4.2.1.1.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목록

  현 한국어에서 합성동사의 구성요소들이 각각 존재하고, 해당 합성동사가 

공시적으로 ‘동사 어간+동사 어간’으로 분석될 수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1) 가다듬다,1) 가다루다,2) 가리끼다, 갈닦다, 갈바래다,3) 갈부수다, 감돌다, 

감뛰다, 감물다, 감빨다, 감싸다, 감치다, 갖추쓰다,4) 걷몰다,5) 걷잡다, 걷

지르다, 걸메다, 걸앉다, 걸채이다, 검잡다, 검쥐다, 겯지르다, 곯마르다, 굶

주리다, 그러저러다, 깔뜨다,6) 깔보다, 깔보이다, 꼬집다, 꿇앉다, 끄집다, 

끌안다, 끼얹다, 끼얹히다, 나들다, 날뛰다, 날솟다, 넘나다, 넘나들다, 넘내

리다, 넘노닐다, 넘놀다, 넘늘다, 넘늘어지다,7) 넘보다, 눅늘어지다,8) 눅잦

히다, 늦추잡다, 달뜨다,9) 달붙다, 덮누르다, 덮두들기다,10) 덮싸다, 덮싸이

1) ① 정신을 차리거나 마음을 바로 잡다 ② 태도나 매무새를 바르게 하다 ③ 목청을 고르
다. 

2) 논밭을 갈아서 고르다.
3) 흙 속에 있는 벌레의 알을 죽이기 위하여 논밭을 갈아엎어서 볕에 쬐고 바람에 쐬다. 
4) ‘갖추쓰다’는 “약자로 쓰지 않고 본래의 글자 형태 그 로 획을 갖추어 쓰다”라는 뜻이다. 

현 한국어에서 부사 ‘갖추’가 확인되기 때문에 ‘갖추쓰다’를 ‘부사+동사’의 결합으로 분
석하여 통사적 합성어로 볼 가능성도 있다. 본고에서는 ‘갖추-’는 ‘갖추다’의 어간으로 보
아 ‘갖추쓰다’를 비통사적 합성동사로 보았다.

5) 사람이 동물을 거두어 빨리 몰아치다. 
6) 눈을 아래로 향하여 뜨다.
7) 제멋 로 길게 휘늘어지다.
8) 성질이나 기운이 누긋하게 부드러워지다. 
9)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조금 흥분되다. 
10) 감싸듯 어루만지며 두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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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덮싸쥐다,11) 덮쌓다, 덮쌓이다, 덮씌우다, 도서다, 돋보다, 돋보이다, 돌

보다, 돌앉다, 드나들다,12) 드날리다,13) 드다루다, 드던지다, 드새다,14) 듣

보다, 들놓다1, 들놓다2, 들놓다3, 들앉다, 들엎드리다,15) 들엎디다, 들오다, 

뛰놀다, 막지르다, 무뜯다, 묵삭다,16) 묵새기다,17) 미당기다, 막다, 맡

기다, 몰다, 받내다,18) 받들다, 벋가다, 벋나가다, 벋나다, 벋놀다, 벋놓

다, 벋디디다, 벋서다, 벋지르다, 벗가다, 벗나가다, 보살피다, 부르짖다, 붙

견디다, 붙당기다, 붙동이다, 붙들다, 붙따르다, 붙매이다, 붙박다, 붙안다, 

붙움키다, 붙잡다, 붙좇다, 붙죄다, 붚달다, 빌붙다, 빨다리다, 살죽다, 섞갈

리다, 섞바꾸다, 섞사귀다, 설굳다, 설굽다, 설깨다, 설다루다, 설데치다, 설

되다, 설듣다, 설마르다, 설맞다, 설보다, 설삶다, 설익다, 설익히다, 설자

다, 설잡다, 설잡죄다, 설죽다, 설차다, 설치다, 솝뜨다, 숙붙다,19) 시새우

다, 쓰다듬다, 씻가시다, 씻부시다, 안타다,20) 어녹다, 어리비치다, 얼마르

다, 얼부풀다, 얼붙다, 얼비치다,21) 얽동이다, 얽매다, 얽섞이다, 엎누르다, 

엎눌리다, 여닫다, 여닫치다, 오르내리다, 옭걸다, 옭매다, 우짖다, 이러저러

다, 일깨우다,22) 잇달다, 잇닿다, 잇 다, 잇따르다, 잡매다, 잡죄다, 잡쥐

다, 잦다듬다, 잦쥐다, 저러저러다, 접개다, 줄나다,23) 줄잡다,24) 쥐빚다,25) 

11) 덮듯이 하며 싸쥐다. 
12) 이는 일차적으로 ‘들다’와 ‘나들다’의 어간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들

-(入)+[나-(出)+들-(入)]]과 같이 세 개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현 한국어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 두 개 요소로 된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구분된다.

13) 손으로 들어서 날리다. 또는 세력이나 명성 따위가 크게 드러나 널리 떨치다. 
14) 길을 가다가 집이나 쉴 만한 곳에 들어가 밤을 지내다.
15) 밖에 나가 활동하지 않고 안에만 머물다.
16) 오래되어 썩은 것처럼 되다.
17) 한곳에서 오래 묵으며 날을 보내다. 
18)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소변 따위를 받아 처리하다. 
19) 머리털이 아래로 나서 이마가 좁게 되다. ‘도숙붙다’와 같은 말이다. 
20) ‘안타다’는 “가마, 인력거, 말 따위로 탄 사람의 앞에 앉아 함께 타다”를 의미한다. 여기

서 ‘안’은 명사 ‘안’과 동사 어간 ‘안-’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21) “빛이 어른거리게 비치다”와 “어떤 상의 모습이나 그림자가, 덮거나 가리고 있는 투명

하거나 얇은 것에 어렴풋하게 나타나 보이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의 ‘얼-’은 
동사 ‘어리다’ 어간의 축약형으로 보인다. 

22)일러줘서 깨닫게 하다. 
23) 생산물이 표준 수량보다 덜 나다.
24) 어느 표준보다 줄여서 헤아려 보다.
25) 술 따위를 손으로 주물러서 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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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감다,26) 지르끼다, 지르누르다, 지르되다, 지르디디다,27) 지르물다,28) 

지르밟다, 지르보다,29) 지르신다, 지새다,30) 지지누르다, 찌삶다, 헐뜯다, 

헐벗기다, 헐벗다, 헤젓다, 후리쓸다, 휘감기다, 휘감다, 휘감치다, 휘늘어지

다,31) 휘더듬다, 휘덮다, 휘돌다, 휘돌아다니다, 휘돌리다, 휘두르다, 휘둘

러보다, 휘말다, 휘몰다, 휘젓다, 흘리띄우다,32) 흘리젓다,33) 흩날다, 흩날

리다, 흩던지다, 흩뿌리다

  (1)은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

들이다. 이 중에는 후기 중세한국어 시기에 형성되어 현 까지 쓰이는 예가 

있고, 근 한국어 시기에 형성된 것도 있으며, 현 한국어에서 처음 확인되는 

예도 있다.34) 특히 현 한국어에서 처음 확인된 상당수의 예들을 보면 이전 

26) 눈을 찌그리어 감다. 
27) 바싹 당겨 신지 아니하고 꺾이거나 뭉개지게 밟아 디디다. 
28) 아랫니와 윗니를 꽉 눌러 물다.
29) 눈을 부릅뜨고 보다. 
30) 달빛이 사라지면서 밤이 새다. 
31) 풀기가 없이 아래로 축 휘어져 늘어지다. 
32) 흐르는 물에 흘리어 띄우다. 
33) 배 따위를 흘러가게 띄워서 젓다. 
34) 이선 (2006ㄴ)에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시 별로 정리한 바가 있다. 

이 중에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시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후기 중세한국어 시기에 형성되고, 현 한국어까지 쓰이는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

감돌다, 감물다, 걸앉다, 겯지르다, 나들다, 넘나다, 넘놀다, 눅잦히다, 날솟다, 도서
다, 돌보다, 드나들다, 들놓다2, 듣보다, 뛰놀다, 받들다, 벋디디다, 보살피다, 부르
짖다, 붙당기다, 붙들다, 붙안다, 얽매다, 오르내리다, 우짖다, 이받다, 잡쥐다, 헤젓
다, 후리쓸다, 휘두르다

   나. 근 한국어 시기에 형성되고, 현 한국어까지 쓰이는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
사적 합성동사

굶주리다, 굼닐다, 감빨다, 깔보다, 넘나들다, 날뛰다, 덮누르다, 드던지다, 붙동이
다, 쓰다듬다, 솝뜨다, 시새우다, 씻가시다, 끼얹다, 얽동이다, 엎누르다, 여닫다, 일
깨우다, 잡죄다, 헐뜯다, 헐벗다, 휘감다, 휘돌다, 흩날다, 흩뿌리다

   다. 현 한국어에서 처음 확인되는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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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 지적한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근 한국어 이후 생산성을 잃어 일부 

화석화한 예들만 남겼다는 논의, 또는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담당하던 의미

역을 통사적 합성동사, 구 구성, 한자어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논의가 전체 

비통사적 합성동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어휘에 국한할 때만 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35) 

4.2.1.2. 구성요소 속성에 따른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분류 및 단어구조

  (1)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속성에 의해 분류

하면 ‘자동사 어간+자동사 어간’, ‘타동사 어간+타동사 어간’, ‘타동사 어간+

자동사 어간’, 그리고 ‘자동사 어간+타동사 어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갈닦다, 갈바래다, 갈부수다, 감뛰다, 감싸다, 감씹다, 감치다, 갖추쓰다, 걷몰다, 걷
잡다, 걷지르다, 걸메다, 걸채이다, 곯마르다, 그러저러다, 깔뜨다, 꼬집다, 꿇앉다, 
끄집다, 넘내리다, 넘노닐다, 넘늘다, 넘늘어지다, 넘보다, 눅늘어지다, 달뜨다, 덮두
들기다, 덮싸다, 덮싸이다, 덮싸쥐다, 덮쌓다, 덮쌓이다, 돋보다, 돋보이다, 돌앉다, 
드다루다, 드새다, 들날리다, 들앉다, 들엎드리다, 들엎디다, 들오다, 무뜯다, 묵삭
다, 묵새기다, 미당기다, 밀막다, 밀맡기다, 밀몰다, 받내다, 벋가다, 벋나가다, 벋나
다, 벋놀다, 벋놓다, 벋서다, 벋지르다, 벗가다, 벗나가다, 붙견디다, 붙동이다, 붙따
르다, 붙매이다, 붙박다, 붙움키다, 붙좇다, 붙죄다, 붙달다, 빌붙다, 빨다리다, 뻗가
다, 뻗디디다, 뻗서다, 뻗지르다, 살죽다, 섞갈리다, 섞바꾸다, 섞사귀다, 설굳다, 설
굽다, 설깨다, 설다루다, 설데치다, 설되다, 설듣다, 설마르다, 설맞다, 설보다, 설삶
다, 설익다, 설익히다, 설자다, 설잡다, 설잡죄다, 설죽다, 설차다, 설치다, 숙붙다, 
씻부시다, 안타다, 어녹다, 얼녹다, 어리비치다, 얼비치다, 얼마르다, 얼부풀다, 얼붙
다, 얽섞이다, 엎누르다, 엿살피다, 옭걸다, 옭매다, 이러저러다, 잇달다, 잇닿다, 잇
따르다, 저러저러다, 잡매다, 잡죄다, 잦다듬다, 잦쥐다, 접개다, 쥐빚다, 지르감다, 
지르끼다, 지르누르다, 지르되다, 지르디디다, 지르물다, 지르밟다, 지르보다, 지르
신다, 지지누르다, 찌삶다, 휘감치다, 휘늘어지다, 휘더듬다, 휘덮다, 휘둘러보다, 휘
말다, 휘몰다, 휘젓다, 흘리띄우다, 흘리젓다, 흩던지다

   보는 바와 같이 현 한국어에서도 상당수의 새로운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형성되었다. 

35) 물론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같은 경우 후기 중세한국어에서 근 한국어를 거쳐 현 한국
어 시기로 오면서 비중이 많이 줄었다. 이선 (2006ㄴ: 15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후기  
중세한국어에서는 전체 어간복합어 가운데 동사가 88.6%를 차지하 으나, 근 한국어에
서는 전체 어간복합어 가운데 79.4%를 차지하 고, 현 한국어에 오면 그 비중은 45.3%
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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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자동사 어간+자동사 어간 

곯마르다, 굶주리다, 나들다, 날뛰다, 날솟다, 넘내리다, 넘노닐다, 넘늘

다, 넘늘어지다, 눅늘어지다, 드나들다, 들앉다, 들엎드리다, 들엎디다, 

들오다, 뛰놀다, 묵삭다, 붙견디다, 붙매이다, 붚달다, 살죽다, 설굳다, 

설깨다, 설마르다, 설익다, 설자다, 설죽다, 설차다, 솝뜨다, 어녹다, 얼

마르다, 얼부풀다, 얼붙다, 얼비치다, 오르내리다, 우짖다, 잇닿다, 잇따

르다, 지새다, 줄나다, 헐벗다, 휘늘어지다

나. 타동사 어간+타동사 어간 

가다듬다, 가다루다, 갈닦다, 갈바래다, 갈부수다, 감돌다, 감물다, 감빨

다, 감싸다, 감치다, 갖추쓰다, 걷몰다, 걷잡다, 걷지르다, 걸메다, 겯지

르다, 깔뜨다, 깔보다, 꼬집다, 끄집다, 끌안다, 끼얹다, 넘나들다, 넘보

다, 달붙다, 덮누르다, 덮두들기다, 덮싸다, 덮싸쥐다, 덮쌓다, 돌보다, 

드다루다, 드던지다, 드새다, 듣보다, 들날리다, 들놓다2, 들놓다3, 막지

르다, 무뜯다, 미당기다, 막다, 맡기다, 몰다, 받내다, 받들다, 보

살피다, 빨다리다, 섞바꾸다, 쓰다듬다, 씻가시다, 씻부시다, 얽동이다, 

얽매다, 엎누르다, 여닫다, 옭걸다, 옭매다, 일깨우다, 잡매다, 잡죄다, 

잡쥐다, 접개다, 쥐빚다, 지르감다, 지르끼다, 지르누르다, 지르디디다, 

지르밟다, 지르보다, 지르신다, 지지누르다, 찌삶다, 헐뜯다, 후리쓸다, 

흘리띄우다, 흘리젓다, 흩던지다, 흩뿌리다 

다. 자동사 어간+타동사 어간

눅잦히다, 돋보다, 묵새기다, 붙당기다, 붙동이다, 붙들다, 붙따르다, 붙

박다, 붙안다, 붙움키다, 붙잡다, 붙좇다, 붙죄다, 설굽다, 설다루다, 설

데치다, 설듣다, 설맞다, 설보다, 설삶다, 설삶다, 설잡다, 설잡죄다, 오

르내리다, 잇 다, 잦다듬다, 잦쥐다, 줄잡다, 헐뜯다, 헐벗기다, 헤젓

다, 휘감다, 휘더듬다, 휘덮다, 휘두르다, 휘말다, 휘몰다, 휘젓다

라. 타동사 어간+자동사 어간

감뛰다, 걸앉다, 걸채이다, 꿇앉다, 도서다, 돌앉다, 벗가다, 벗나가다, 

부르짖다, 빌붙다, 섞갈리다, 섞사귀다, 안타다, 얽섞이다, 흩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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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본 바와 같이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동사들은 부분이 ‘자동사 

어간 +자동사 어간’ 구성이나 ‘타동사 어간 +타동사 어간’의 구성을 가진다. 

자동사 어간과 타동사 어간이 혼합하여 형성된 예가 그리 많지 않다. 

  (2가)는 ‘자동사 어간 + 자동사 어간’의 구성을 가지는 비통사적 합성동사

들이다. ‘붚달다’는 “말과 행동을 부풀고 괄괄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붚

-’과 “마음이 몹시 조급해지다”를 뜻하는 동사 ‘달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

다. 여기서 선행요소 ‘붚-’이 ‘부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고려  한국어

사전≫에서 ‘붚달다’에 해 형태분석을 할 때 ‘붚-’을 ‘부프-’로 표시해 놓은 

것은 그 관련성을 암시해 준다. 본고에서는 ‘욱다, 굽다’의 어간에 ‘-(으)ㄹ-’

이 붙어 ‘우글다, 구불다’가 형성된 것을 고려하여 ‘붚-’에 ‘-(으)ㄹ-’이 붙어 

‘부풀-’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2가)의 ‘솝뜨다’는 “아래에서 위로 솟아 떠오르다”를 뜻하는데, 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동사 ‘솟다’와 ‘뜨다’가 결합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솝뜨

다’는 ‘솝다(교본 역  시조 전서 428)’의 형태로 처음 나타났는데, 여기서 

후행하는 ‘-(뜨-)’의 향으로 인해 선행요소가 ‘솝-’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후행요소의 ‘ㅂ’이 선행요소의 종성에 표기된다는 점에서 ‘뜨다’

의 이전 시기 형태 ‘-’를 담고 있으므로 ‘솝뜨다’를 화석형으로 볼 수 있다. 

현 한국어에서 ‘솝뜨다’는 어형의 변화로 인해 공시적으로 두 어간으로 나누

기가 어렵고 따라서 합성어보다 단일어로 쉽게 인식된 듯하다.   

  (2나)는 ‘타동사 어간 + 타동사 어간’의 구성을 가지는 비통사적 합성동사

들이다. 이 중에 동사 ‘감다’가 선행요소로 온 예가 여러 개 확인된다. ‘감돌

다, 감물다, 감빨다, 감싸다, 감치다’가 그 예들이다. 그리고 ‘감다’와 관련하여 

그의 내적변화형처럼 보인 ‘검-’이 관여하는 동사도 확인된다. ‘검잡다’, ‘검쥐

다’는 각각이 “손으로 휘감아 잡다”, “휘감아 쥐다”라는 뜻인데, 그 형태와 의

미를 고려해 볼 때 선행요소 ‘검-’을 동사 ‘감다’와 관련시킬 수 있다. 실제적

으로 ‘검잡다, 검쥐다’의 뜻풀이에서 형태적 관련성을 보인 ‘감다’가 나타나 있

고, 또한 ‘검잡다, 검쥐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어미가 통합된 ‘거머잡다, 거머

쥐다’36)가 확인됨을 보면, ‘검다’는 ‘감다’의 내적변화형으로 볼 수 있는 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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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선행요소 ‘검-’은 “흩어진 물건을 손이나 갈퀴 따위로 긁어모으다”

를 의미하는 동사 ‘검다’와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검잡다’, ‘검쥐다’의 ‘검다’를 ‘감다’의 내적변화형으

로 본 논의는 이지양(1998: 50)이 있다. 거기서 ‘검잡다’, ‘검쥐다’를 ‘거머잡

다’, ‘거머쥐다’의 융합형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검잡다, 검쥐다’의 선행

요소 ‘검-’은 ‘감다’의 내적변화형으로 보고, ‘검잡다, 검쥐다’를 비통사적 합성

동사로 보고자 한다. 

  (2다)는 ‘자동사 어간 + 타동사 어간’의 구성을 가지는 비통사적 합성동사

들이다. 이 중에 자동사 ‘붙다’가 선행요소로 온 예가 많이 확인된다. ‘붙-’은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선행요소로 올 때에 주로 타동사와 결합한다. 자동사와 

결합한 예는 ‘붙견디다, 붙매이다’ 두 예만 확인된다. 그리고 자동사 ‘붙다’는 

타동사 후행요소와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형성할 때 많은 경우에서 

‘붙이다, 붙들다, 붙잡다’와 같은 타동의 의미로 해석된다. 예컨  ‘붙박다’는 

“움직이지 않게 붙여 놓거나 잡아 두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붙다’는 타동사 

‘붙이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붙동이다, 붙죄다’는 각각 “물건을 붙들어 

감거나 둘러 묶다”, “꼭 붙들어 답답하게 조이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붙

다’가 타동사 ‘붙들다’로 해석된다. 

  이처럼 자동사 어간이지만, 단어 형성에 있어서 후행요소로부터 향을 받

아 타동사로 해석되는 예는 이 외에도 ‘잦다듬다, 잦쥐다’가 있다. ‘잦다듬다, 

잦쥐다’는 각각 “구부러진 것을 반 로 잦히어 다듬다”, “손등을 옆으로 돌려

서 잦히어 쥐다”를 뜻하는데, 여기서 선행요소 ‘잦다’가 타동사 ‘잦히다’의 의

미로 해석된다. 

  (2라)는 ‘타동사 어간 +자동사 어간’의 구성을 가지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들

이다. 여기서  선행요소는 타동사 어간이지만, 자동사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가 

확인된다. 

  ‘걸채이다’는 ‘걸-’과 ‘차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동사이다. 이

는 “발이 걸려서 내어 지름을 당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선행요소 ‘걸다’는 

36) ≪표준≫에서는 ‘검잡다’, ‘검쥐다’가 ‘거머잡다’, ‘거머쥐다’의 준말로 처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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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 ‘걸리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흩날다, 흩뿌리다’도 마찬가지로 단어 내

부에서 ‘흩-’이 자동사 ‘흩어지다’로 해석된다. 

  ‘섞갈리다’는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한데 마구 뒤섞이다”를 

의미한다. 여기서 ‘섞-’은 자동사 ‘섞이다’로 해석된다. 이 단어의 의미와 관련

하여 흥미로운 것은 ‘갈리다’는 ‘섞갈리다’에서 부정적 의미로, 곧 “갈피를 잡

지 못할 정도로 갈릴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여 선행요소 ‘섞다’의 정도를 수

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섞갈리다’의 구성요소 ‘섞-’과 ‘갈리-’는 단독으

로의 의미를 보면 반의관계이지만, 실제로 ‘섞갈리다’의 내부에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유의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예가 된다.

 

4.2.1.3. 비통사적 합성동사 구성요소의 긴 성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동사 중에 선행 어간의 ‘ㄹ’이 탈락된 

예가 확인된다. 이러한 단어 내부에 일어나는 유음탈락을 통해 비통사적 합성

동사 구성요소 사이의 긴 한 관계가 확인된다고 본다. 아래의 (3가)를 보면

(3) 가. 가다듬다, 가다루다, 끄집다, 드나들다, 드날리다, 드다루다, 드던지다, 

드새다, 도서다, 무뜯다, 미당기다, 어녹다, 여닫다 

나. 니다(-+니-), 다(-+설-), 너르듣다(너를-+듣-), 도니다(돌

-+니-), 미좇다( -+좇-), 이싯다(일-+싯-), 횟도니다(홋돌-+니-)

  (참고) 나다((刀)+나-), 믈들다(믈+들-), 일다(일+삼-) 

  (3가)에서 선행 어간의 말음 ‘ㄹ’이 ‘ㄴ, ㅅ’ 등 자음 앞에서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37) 유음탈락은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나 합성어, 파생어를 

형성할 때 적용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통사적 합성동사 구성요

소의 관계가 아주 긴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합성어의 긴 성 문제에 

37) ‘ㄹ’은 현 한국어에서는 ‘ㄴ, ㅅ’ 앞에서만 탈락하지만, 이전 시기로 올라가면 더 많은 
자음 앞에서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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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는 이현희(1991ㄴ)을 참조할 수 있다. 이현희(1991ㄴ)에서는 음운규

칙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딜것, 한숨, 닐달’과 같이 두 구성요소 형태 그

로의 결합인 합성어를 ‘이완합성어(弛緩合成語)’, ‘딜엇, 한, 나들’처럼 음운 

현상이 표기에 반 된 합성어를 ‘긴 복합어(緊密合成語)’로 분류한 바가 있

다. 이진호(2003)에서는 합성어의 긴 성 문제에 해서는 음운 규칙의 적용 

역, 비음운론적 제약의 포함 여부,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음운 규칙만을 가지고 판정해야 된다고 지적하며, 이 중에 합성어의 긴 성 

판별 기준으로 적합한 음운 규칙 중의 하나를 유음탈락이라고 언급하 다. 중

세한국어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긴 성에 한 논의로는 이선 (1992: 10)이 

있다. 이 논의에서 중세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동사에서는 (3나)와 같이 유음

탈락이 필수적이지만, ‘N+V’형 통사적 합성동사, 예컨  ‘나다’ 등에서는 유

음탈락이 표기에 반 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가 통사적 합성동사의 경우보다 더 접하다고 지적하 다. 

  이상으로 합성어의 긴 성에 한 여러 논의를 통해 비통사적 합성어 구성

요소 사이의 긴 한 관계가 다소 확인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긴 한 관계를 

반 한 유음탈락은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나 합성어, 파생어에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의 단어로서의 자격이 확인된 셈이

다.38) 이것은 통사적 구성과 구별되는 합성어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본다. 한

편 이러한 유음탈락이 일어난 원인에 해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성방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같은 경우, 이는 

어간과 어간 사이에 어미가 없이 직접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만큼 

서로 향을 끼치기가 쉽고, 따라서 쉽게 음운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표기에 반 된 ‘긴 성’은 비통사적 합성동

사의 의미 실현에도 반 된다. 

38) 송철의(1987)에서는 15세기 한국어의 유음탈락은 체언의 곡용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용
언의 활용상에서나 복합어 형성상에서 나타나는데, 복합어 형성상에서 문헌에 따라 차이
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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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비통사적 합성동사 구성요소의 배열 순서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구성하는 요소의 배열 순서를 보면 부분이 ‘시간의 

선후’에 의해 먼저 발생한 동작이 나중에 발생한 동작에 선행하지만, 간혹 실

제 동작의 순서와는 반  어순으로 배열된 비통사적 합성동사도 확인된다. 

“꼬집다, 막지르다, 붙매이다”가 그 예이다. 이것은 비통사적 합성동사만 가지

는 특징이 아니지만, 한 단어로서 통사적 구성과 구별되는 합성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꼬집다’는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살을 집어서 뜯듯이 당기거나 비틀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보았을 때 V1과 V2가 실제 동작의 순서와는 반  어순으로 

배열된 비통사적 합성동사로 볼 수 있다. ‘붙매이다’는 “사람이나 어떤 일에 

매여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뜻인데, 선행요소 ‘붙다’는 ‘매이다’의 결과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매이다’는 보다 그 동작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된

다. ‘막지르다’는 “앞질러 가로막다”라는 뜻이다. 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지르

다(“말이나 움직임 따위를 미리 잘라서 막다”)’가 ‘막다’보다 그 동작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계기성(繼起性)과 맞지 않는 어순으로 배열된 합성동사는 통사적 합

성어에서도 발견되는데, ‘달아매다, 건너뛰다, 떠오르다, 알아보다’ 등이 그 예

가 된다.39) 이처럼 실제 동작의 순서와 반  어순으로 배열된 ‘V1+V2’나 

39) 김창섭(1981: 20-21)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제 동작의 순서와 반  어순으로 배열된 
‘V1-어+V2’는 통사적 구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므로 합성동사임이 자명하다고 본 바 있
다.

가. 깨물다, 달아매다, 건너뛰다, 내밀다, 차오르다, 떠오르다, 알아보다
나. *깨어(서) 물다, *달아(서) 매다, *건너(서) 뛰다, *내(어) 밀다, *차(서) 오르다, *떠

(서) 오르다, *알아(서) 보다

   여기서 (가)와 같은 합성동사들은 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동작이 V1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V1과 V2가 어미 ‘-어(서)’에 의해 결합되었을 때는 V1이 표현하는 동작이 V2가 
표현하는 동작보다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V1-어+V2’를 시간적 관련성을 떠
나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나)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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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어+V2’들은 통사적 구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므로 합성동사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간의 선후’와 반 의 어순으로 구성되는 것은 통사적 구성과 구별되

는 단어만 가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섭, 1996: 84).

  채완(1986: 139)은 합성동사에서 ‘시간적 선후’와 반 의 어순은 뒤의 동사

보다 앞의 동사에 정보의 초점이 놓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주관적 어순

(subjective order)’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여기서 ‘정보의 초점’이라는 것

은 ‘강조나 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꼬집다, 막지르다, 붙

매이다’의 ‘꼬다, 막다, 붙다’를 ‘집다, 지르다, 매이다’ 앞에 배열시킨 것은 특

별히 ‘꼬다, 막다, 붙다’에 해 강조하고자 하여 그렇게 배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1.5.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통사적 합성동사의 공존

  이제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통사적 합성동사가 공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동사 중에 사전에서 통사적 합성동사의 준말로 처

리되는 예가 많이 확인된다.40)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

적 합성어가 생산성이 없다는 논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4) 가. 걸앉다 - 걸어앉다, 꿇앉다 - 꿇어앉다, 꿇앉히다 - 꿇어앉히다, 끌안

다 - 끌어안다, 낮보다 - 낮추보다, 낮붙다 - 낮추붙다, 돋보다 - 도

두보다, 돌앉다 - 돌아앉다, 들앉다 - 들어앉다, 들앉히다 - 들어앉히

다, 들오다 - 들어오다, 뛰놀다 - 뛰어놀다, 무뜯다 - 물어뜯다, 얼붙

다 - 얼어붙다, 얽매다 - 얽어매다, 엎누르다 - 엎어누르다, 옭매다 

- 옭아매다, 잡매다 - 잡아매다

(참고) 빗각 - 빗긴각41)

40) 물론 현 한국어의 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공존하는 단어 쌍 중에 실
제로 의미가 다른 예도 있다. ‘갈닦다 - 갈고닦다, 걷지르다 - 걷어지르다, 넘보다 - 넘
어다보다, 돌보다 - 돌아보다, 받들다 - 받아들다’ 등이 그 예가 된다. 

41) 합성명사 ‘빗각’과 관련하여 여러 사전에서 이를 ‘빗긴각’의 준말로 설명하 다. 그러나 
만약에 준말로 본다면 어간 ‘빗기-’의 일부가 탈락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부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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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걸메다 - 걸머메다, 달붙다 - 달라붙다, 들붙다 - 들러붙다, 물러앉다 

- 물앉다

다. 낮잡다 - 낮추잡다 

  부분의 사전에서는 (4가, 나)의 비통사적 합성동사들이 통사적 합성동사

를 거쳐 형성된 준말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 중에 형성되는 시간

적 선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4가)의 ‘깨(어)물다’, ‘건너(어)

뛰다’가 ‘깨물다’, ‘건너뛰다’로 쉽게 축약될 수 있으나, ‘꿇어-’가 ‘꿇-’로, ‘낮

추-’가 ‘낮-’로 축약되는 것은 약간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낮추-낮’의 경

우 만약 준말로 설명한다면 어간의 일부가 탈락했다고 설명해야 하는 무리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뛰놀다 - 뛰어놀다’와 같은 경우,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모두 확인이 되는데, 시간적 선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42) 또한 ‘걸앉다 - 

걸어앉다’에 한 통시적 사실도 ‘걸앉다’를 ‘걸어앉다’의 준말로 처리하는 것

에 해 문제점을 암시해 준다. 즉 ‘걸앉다’는 ‘殺鬼 해 걸안조로 常 삼

고(殺鬼ㅣ以踞地로 爲常고)<법화 2:119>, 涅槃ᄉ  걸안잔 桂輪이 퍼런 

하해 오 니(踞涅槃岸얀 桂輪이 孤朗於碧天이니)<원각 서:29>’에

서 볼 수 있듯이, 중세한국어 단계에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로만 존재하고 있었

지만, ‘걸어앉다’는 이보다 후 에 나타난 어형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나타나

는 시기를 고려하면 오히려 ‘걸앉다’로부터 ‘걸어앉다’로 기술하는 것이 더 합

당할 것이다. 

  (4나)의 예들도 비통사적 합성동사들은 통사적 합성동사에서 도출된다는 논

의에 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비통사적 합성동사 ‘걸메다, 달붙다’는 사

전에서 각각 ‘걸머메다, 달라붙다’의 준말로 처리되어 있다. 여기서 연결어미 

‘-어/아’를 제외한 어간 부분 ‘*걸ㅁ-, *달ㄹ-’이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

으므로 통사적 합성명사 ‘빗긴각’에서 비통사적 합성명사 ‘빗각’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
려울 듯하다. 

42)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모두 확인이 되는데, 형성되는 시간적 선후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예로는 그 외에 ‘엿보다 - 여보다’도 있다. ‘엿보다 - 여보다’는 ‘뛰놀다 - 뛰어놀
다’와 달리 중세한국어 단계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모두 존재했지만, 현

한국어에서는 ‘엿보다’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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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시 형성의 시간적 선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걸메다’의 경우 

‘걸머메다’의 준말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한편 ‘준말 - 본말’ 관계로 처리된 ‘낮보다 - 낮추보다, 낮붙다 - 낮추붙다’

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준말 - 본말’ 관계로 판정되지만, 실제로 별개의 단어

인 ‘낮잡다 - 낮추잡다’가 있다. ≪표준≫에 따르면 ‘낮잡다’는 “실제로 지닌 

값보다 낮게 치다”, 또는 “사람을 만만히 여기고 함부로 낮추어 하다”를 의

미하지만, ‘낮추잡다’는 “일정한 기준보다 낮게 잡다”를 뜻한다. 이처럼 ‘준말-

본말’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의미가 다른 ‘낮잡다 - 낮추잡다’의 존재도 

‘낮보다, 낮붙다’를 ‘낮추보다, 낮추붙다’의 준말로 보는 그 견해에 해 부정

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형성되는 시간적 선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는 점, 그리고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상당수가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4가, 나)의 ‘걸앉다, 낮보다’ 등은 통사적 합성동사를 거쳐 형

성된 것으로, 곧 준말로 보지 않고,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통사적 합성동사가 

개별적인 형성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는 추론이 되는 것이다. 

4.2.1.6. 어간으로 볼 수 있는 ‘설-’, ‘내리-’, ‘맞-’ 

  현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로 볼 수 있지

만, 실제적으로 선행요소에 해 사전에서 다르게 처리하는 예가 많다. 

  우선 ‘설-’이 관여하는 동사들을 살펴보겠다. 

(5) 가. 설굳다, 설굽다, 설깨다, 설다루다, 설데치다, 설되다, 설듣다, 설마르

다, 설맞다, 설보다, 설삶다, 설익다, 설익히다, 설자다, 설잡다, 설잡죄

다, 설죽다, 설차다, 설치다

나. 선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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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는 ‘설-’이 선행요소로 온 동사들이다. 단어의 선행요소로 온 ‘설-’에 

하여 부분의 사전에서는 ‘접두사’로 처리하 고, 해당 동사를 파생어로 보았

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생산성이 없

다는 기존 견해와, ‘설-’이 단어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

어 보인다. 그러나 (5가)의 예들 중에 실제로 접두사로 처리되는 ‘설-’은 어간 

‘설-’과 의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예가 주목을 받는다. ‘설익다, 설자다’는 

“열매가 제 로 익지 않다”, “잠이 모자라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동사 ‘설다’

의 의미가 그 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선행요소로 온 ‘설-’

은 동사 ‘설다’와 의미적 유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사 어간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설익다, 설자다’ 외에 (5가)의 다른 예에서 ‘설-’은 체로 “충분하지 

않다, 덜, 강”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에 해, 이것은 ‘설-’이 다양한 후행요

소와 결합하면서 생기는 의미변화의 결과이고, 접두사로 판정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또한 ‘설-’을 어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5

나)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통합되는 명사 ‘선밥(충분히 익지 않은 

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내리-’가 관여하는 동사를 볼 것이다. 아래 (6)과 같다. 

(6) 가. 내리갈기다, 내리감다, 내리구르다, 내리긋다, 내리까다, 내리깔기다, 

내리깔다, 내리깔리다, 내리꽂다, 내리꽂히다, 내리꿰다, 내리누르다, 

내리눌리다, 내리다물다, 내리닫다, 내리덮다, 내리뒹굴다, 내리뛰다, 

내리뜨다, 내리매기다, 내리먹다, 내리몰다, 내리 다, 내리바수다, 내

리박다, 내리받다, 내리밟다, 내리벋다, 내리부수다, 내리붓다, 내리붙

다, 내리비추다, 내리비치다, 내리뻗다, 내리쉬다, 내리쌓다, 내리쏟다, 

내리쏠리다, 내리쓰다, 내리쓸다, 내리엮다, 내리외다, 내리외우다, 내

리읽다, 내리제기다, 내리족치다, 내리지르다, 내리질리다, 내리짚다, 

내리쫓다, 내리쬐다, 내리찍다, 내리찧다, 내리치다, 내리키다, 내리퍼

붓다, 내리후리다, 내리훑다, 내리흐르다

나. 내려가다, 내려놓다, 내려디디다, 내려받다, 내려보내다, 내려보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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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붙이다, 내려서다, 내려쓰다, 내려앉다, 내려오다, 내려제기다, 내려

쫓다, 내려찍다, 내려치다 

다. 내리지르다 - 내려지르기, 내리쫓다 - 내려쫓다, 내리찍다 - 내려찍

다, 내리치다 - 내려치다 

라. 내리받다 - 내려받다, 내리쓰다 - 내려쓰다 

(6가)는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내리-’가 선행요소로 온 동사들이고, (6나)는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내려-’가 관여하는 동사들이다. (6다, 라)는 연결어

미 ‘-어’가 통합되는 동사와 통합되지 않는 동사가 공존하는 쌍들인데, (6다)

는 둘은 의미가 비슷한 예들이고, (6라)는 의미가 다른 예들이다.43) 보는 바와 

같이 (6나)의 ‘내려-’44)가 관여하는 통사적 합성동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6가)의 ‘내리-’가 관여하는 동사가 훨씬 많다. 이것은 합성동사의 형성

에 있어서 ‘내려’보다 ‘내리’가 훨씬 더 선호를 받는다는 추론이 된다.  

  합성동사의 선행요소로 나타나는 ‘내리’는 부사와 동사 어간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송철의(1990: 218)에서 중세한국어에 나타나던 ‘동사-부사’ 사이의 

변화 파생이 현 한국어에 남아 있는 예로는 ‘내리’를 들고 있다. 여기서는 

‘내리’를 동사 어간이나 부사로 다 볼 수 있다면 ‘내리’와 관련된 합성어들의 

속성도 두 가지로 볼 수 있게 된다. 만약 ‘내리’를 부사로 본다면 (6가)의 ‘내

리+V’형 동사들은 ‘부사+동사’의 구성을 가진 통사적 합성동사가 되고, ‘내리

-’를 어간으로 본다면 이들이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된다. 

  ‘내리’는 부사나 어간으로 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본고에서 어간으로 

43) 현 한국어에서 이러한 예가 두 쌍만 확인된다. ‘내리받다, 내려받다’, ‘내리쓰다, 내려쓰
다’가 이에 해당된다. ‘내리받다’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받다”라는 뜻이지만, ‘내려받다’
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 내리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리쓰
다’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글을 쓰다”를 의미하고 ‘내려쓰다’는 “자리를 아래로 낮게 잡아
서 글을 쓰다”의 뜻이다. )

44) 김창섭(1996: 92-93)에서는 ‘V1-어+V2’ 구성의 합성동사에서 ‘V1’이 독립적인 동사로 
쓰일 때와는 다른 어떤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서 생산적으로 ‘-어’형 합성동사를 생성할 
때 그 ‘V1-어’를 단어형성 전용 요소라고 하고, 그 예로 ‘내려’를 들고 있다. 또한 송원용
(1998: 91)에서도 선행요소인 ‘내려’는 단어형성 전용 요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접두사
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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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내리깔다’와 같이 ‘내리-’가 동사 ‘내리다’의 의미, 곧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예가 확인된다. ‘내리깔다’는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많이 덮게 하여 시선을 아래로 보내다”를 의미한다. 여기서 ‘내리-’

는 “눈꺼풀을 내리다”, 곧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사

보다 동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표준≫에서 ‘내리깔다’

의 북한어로 ‘내려깔다’도 등재되어 있다. 여기서 연결어미 ‘-어’가 통합된 것

은 ‘내리-’가 동사 어간이라는 속성을 암시해 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현 한

국에서는 ‘내리+V’ 구성을 가지는 단어이지만, 북한어에서 ‘내려+V’로 구성

되어 있는 단어는 이 외에도 있다. 아래 (7)과 같다. 

(7) 내리깔다(내려깔다), 내리뜨다(내려뜨다), 내리매기다(내려매기다), 내리박

다(내려박다), 내리붓다(내려붓다), 내리부추다(내려부추다), 내리쌓다(내려

쌓다), 내리조기다(내려조기다), 내리족치다(내려족치다), 내리질리다(내려

질리다), 내리쪼이다(내려쪼이다), 내리쬐다(내려쪼다), 내리패다(내려패다) 

이들이 북한어라서 적격한 단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국어에서 ‘내리+V’

형을 표준어로 택한 것은 단지 동의 관계의 쌍을 이루는 두 계열의 어휘들에

서 ‘내리+V’형 단어에 하여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 쌍의 존재가 ‘내리+V’형 동사의 ‘내리-’를 동사 

어간으로 볼 수 있는 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한편 ‘내리-’가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나타나는 ‘오르내리다’가 확인된다. 여

기서 후행요소로 온 ‘내리다’는 선행요소로 온 ‘내리-’, 예컨  ‘내리깔다’의 

‘내리-’와 의미적으로 아주 비슷해 보인다. 이처럼 합성어 형성에 나타나는 위

치가 다르지만, 의미가 거의 비슷한 요소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안효경(1994: 30)에서는 ‘내리몰다, 내리치다’에서의 ‘내리-’와 

‘오르내리다’에서의 ‘내리-’가 모두 동사 ‘내리다’의 의미가 그 로 반 된 것

으로 본 바가 있다. 



- 126 -

   둘째, 합성어의 형성에 있어서 ‘내려-’도 부사적인 의미, 곧 “위에서 아래

로 향하여”라는 ‘방향’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45) 

(8) 가. 내려보내다, 내려받다, 내려붙이다, 내려서다, 내려앉다 

나. 내려가다, 내려놓다, 내려디디다, 내려쓰다, 내려쫓다, 내려찍다, 내려

치다

(8가)에서의 ‘내려’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다”와 같이 ‘방향+이동’의 의미를 

가진다. ‘내려서다’와 같은 경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아서 서다”의 

의미인데, 여기서 ‘내려’는 “아래로 옮기다”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

나 (8나)에서의 ‘내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기다”라는 의미보다 “위

에서 아래로”, 곧 ‘방향’만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내려’의 의미는 위에 제시

된 ‘내리구르다, 내리다물다, 내리 다, 내리비추다, 내리엮다’ 등의 ‘내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내려’도 부사적인 의미, 곧 “위에서 아래로”와 같은 ‘방향’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내리+동사’형 합성어에서의 ‘내리’를 반드시 ‘부사’로 보아

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본다. 여기서 ‘내리-’ 혹은 ‘내려-’가 합성어의 내부

에서 ‘방향’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후행요소와 결합되면서 

후행요소로부터 받은 한 가지 의미적 제약일 뿐이고, ‘내리’를 부사로 판정되

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내리+동

사’형의 ‘내리-’를 ‘내리다’의 어간으로 보고, 관련된 합성어들을 비통사적 합

성어로 보고자 한다.   

  셋째, 현 한국어에서는 (8나)와 같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내려+V’형 동

사와 ‘내리+V’형 동사가 공존하는 예가 많다. ‘내리지르다’와 ‘내려지르기’를 

보면, 사전에서 ‘*내려지르다’가 등재되지 않지만, 그의 명사형 ‘내려지르기’가 

45) 김창섭(1996: 20)에서는 ‘(명령이)내려지다, (짐을)내려오다’의 ‘내려’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다”와 같은 ‘이동’의 의미를 가진 반면에, ‘(승강기가)내려가다, (발을)내려디디다, 
(모자를)내려쓰다, (새가)내려앉다, (산에서)내려오다, (사진을)내려찍다’에서의 ‘내려’는 
‘방향’의 의미만 가진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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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려지르다’를 잠재어로 설정할 수 있고 본

다. ‘내려지르기’는 “태권도에서 주먹을 위에서 아래로 지르는 손 기술”을 가

리키고, ‘내리지르다’는 “주먹이나 발 따위로 위에서 아래로 지르다”를 뜻한

다. 이 둘은 의미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내리찍다, 내려찍다’, 

‘내리치다, 내려치다’도 마찬가지다. ‘내리찍다, 내려찍다’는 공통적으로 “위에

서 아래로 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내리치다, 내려치다’는 공통적으

로 “위에서 아래로 치다”를 의미한다. 이처럼 의미가 비슷한 단어 쌍의 존재

는 ‘내리찍다, 내리치다’에서의 ‘내리-’가 어간임을 방증해 준다고 본다. 

  한편 3.2.1에서는 “마주”를 뜻하는 ‘맞-’을 어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 ‘맞-’은 동사의 형성에도 많이 참여한다.

(9) 가. 맞걸다, 맞겨누다, 맞견주다, 맞겯다, 맞걸리다, 맞놓다, 맞다물다, 맞닥

뜨리다, 맞닥치다, 맞달리다, 맞당기다, 맞닿다, 맞 답하다, 맞 하다, 

맞덮다, 맞돌다, 맞두다, 맞뒤집다, 맞들다, 맞뚫다, 맞맺다, 맞메다, 맞

물다, 맞 다, 맞바라보다, 맞박다, 맞받다, 맞버티다, 맞보다, 맞부닥뜨

리다, 맞부딪다, 맞부딪뜨리다, 맞부딪치다, 맞부딕트리다, 맞불다, 맞

불질하다, 맞붙다, 맞붙들다, 맞붙잡다, 맞비비다, 맞서다, 맞세우다, 맞

싸우다, 맞쐬다, 맞앉다, 맞엎다, 맞잇다, 맞잡다, 맞접다, 맞쥐다, 맞쪼

다, 맞찌르다, 맞찧다, 맞총질하다, 맞통하다, 맞흥정하다, 

나. 맞아들이다, 어긋맞다

(10) 맞갋다,46) 맞겨루다, 맞교환하다, 맞먹다, 맞바꾸다,47) 맞버티다,48) 맞비

기다, 맞옮기다,49) 맞자라다50)

46) 서로 우열이나 승부를 가리다. 
47) 더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주고 다른 것을 받다.
48) 상 편의 힘이나 세력, 의견, 제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서로 맞서서 항하다.
49) 본디 글의 말을 맞 어 다른 말로 옮기다.
50) 서로 같이 생장하거나 성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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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는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맞-’이 동사의 선행요소로 나타나는 예들이

고, (9나)는 ‘맞-’과 후행 어간 사이에 연결어미 ‘-어’가 통합되는 예와 ‘맞-’

이 단어의 후행요소로 나타나는 예이다. 본고에서는 3.2.1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마주”의 의미를 나타내는 ‘맞-’에 하여 동사 ‘맞다’와 의미적으로 

유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사 어간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9가)와 같이 ‘맞

-’이 관여하는 단어들이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9나)처럼 ‘맞-’ 뒤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후행요소로 오는 ‘맞-’이 선행요소로 나타나는 ‘맞-’과 별 차이가 없다

는 것은 그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10)에서 “ 항하다” 혹은 “ 등하다”라는 추상화된 의미를 나타내

는 ‘맞-’에 하여 그 의미가 “마주”라는 기본적 의미와 거리가 있으므로 접

두사로 보고자 한다. 

4.2.1.7.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의미 

  이제 ‘동사 어간+동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의미에 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구성요소 사이의 의미관계를 보면, 부분이 

종속관계이지만, ‘굶주리다, 찌삶다, 살죽다, 오르내리다’처럼 선행요소와 후행

요소가 유의관계나 반의관계와 같은 등관계를 이루는 예도 확인된다.51)   

51)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동사 중에 특히 반의관계를 가지는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형
성되는 예가 많이 확인된다. 

굼닐다, 들놓다2, 나들다, 드나들다, 미당기다, 오르내리다, 오가다, 어녹다, 
여닫다, 살죽다

   이들은 ‘일회적 동작’이 아닌 ‘반복된 동작’을 표현한다. 예컨  ‘들놓다2’는 “들었다 놓았
다 하다”와 같이 ‘동작의 반복’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들어 놓다’나 ‘들고 놓
다’와 같은 구로 표현할 수 없다. ‘*들어 놓다’는 의미적으로 비문이 되고, ‘들고 놓다’는 
단지 일회적인 동작을 표현할 뿐 ‘동작의 반복’을 나타낼 수 없다. 한편 반의관계를 가지
는 구성요소의 결합이 아니지만, ‘반복’의 의미를 표현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로는 ‘넘내
리다, 넘놀다, 넘노닐다’도 있다. ‘넘내리다’는 “위아래로 오르고 내리고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위아래로 넘고 내리기를 되풀이하다’와 같은 ‘반복’의 의미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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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의미를 구성요소의 의미와의 관계에 따라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구성요소들의 기본의미의 단

순한 합, 곧 구성요소의 기본의미를 합친 의미만을 표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선행어간이 후행어간에, 또는 후행어간이 선행어간에 의미상 흡수되어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확장의미를 획득하는 경우이다. 위에 조사한 결과를 따

르면 구성요소들의 기본의미의 단순한 합을 표현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상

적으로 적고, 확장의미를 획득한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구성요소가 어미의 통

합 없이 긴 하게 결합한다는 형태론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

다. 곧 두 개의 어간이 어미의 연결이 없이 바로 결합되므로 가까운 만큼 서

로 쉽게 향을 주고받고 쉽게 확장의미를 획득한 것이 아닌가 한다.52) 여기

서 두 어간 기본의미의 단순한 합을 표현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만 살펴보겠

다. 

 

(11) 갈부수다, 곯마르다, 덮누르다, 덮싸다, 드다루다, 붙동이다, 빨다리다, 옭

걸다, 잇닿다, 얼마르다, 얼부풀다, 접개다, 씻부시다, 흩던지다 

(11)은 현 한국어 비통사적 합성동사 중에 구성요소의 기본의미를 합친 의미

52)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확장의미의 형성에 한 논의는 심재기(1982), 이선 (2006ㄴ)등
이 있다. 심재기(1982: 413)에서는 어미 ‘-어’가 통합된 통사적 합성동사가 어미가 통합
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보다 추상적·은유적인 개념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연결어미 ‘-어’는 선행어간의 의미가 후행어간의 의미
에 흡수되지 않고, 의미적 독자성(獨自性)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
컨  '돌보다'는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것에 비해, 
'돌아보다'는 "고개를 돌려 보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이다. 여기서 '-어'가 
통합되어 선행어간 '돌-'의 독자적 의미(獨自的意味)를 최 한 보존하게 하고, 이처럼 선
행어간과 후행어간의 의미가 각각 보존되므로 ‘돌아보다’가 추상적·은유적 개념으로 전의
되는 정도가 한층 낮아졌다고 보았다. 이 논의에서 말하는 “연결어미 ‘-어-’에 의해 선행
어간의 독자적 의미를 보존하다”라는 것은 이선 (2006ㄴ)에서 언급한 어간복합어 두 구
성요소 간의 ‘의미의 긴밀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선 (2006ㄴ: 65)에서는 
연결어미가 통합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에서 긴밀하게 결합하는 두 어간이 쉽게 융
합되어 의미의 확장이 일어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처럼 비통사적 합성동사는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고, 통사적 합성동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예로는 ‘돌보다 - 돌아보
다’ 외에 ‘얽매다 - 얽어매다, 넘보다 - 넘어다보다, 받들다 - 받아들다’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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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진 예들이다. 보는 바와 같이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 ‘덮누르다, 옭걸다, 

흩던지다’ 등은 “덮어서 누르다”, “옭아서 걸다”, “흩어서 던지다”와 같이 축

자적인 의미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동사들은 필요에 따라 

통사적 구로 표현하는 의미를 단어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조어 동

기 아래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의미만 가지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생명력에 하여 이선

(2006ㄴ: 119)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중세한국어에서만 확

인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 중에 구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를 단어 형식으로 

표현한 예가 많았고, 확장의미를 획득한 예가 매우 적었다고 지적하 다. 이러

한 기본의미만을 가진 비통사적 합성동사들이 후 에 가서 모두 사라진 것을 

고려하면, 확장의미의 획득 여부는 어떤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후 까지 살아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도 현 한국어에서 기

본의미만 가지는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매우 적다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본다. 

 

4.2.2. 형용사 어간 + 동사 어간

  4.2.1에서는 현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과 동사 어간의 결합으로 형성된 비

통사적 합성동사들의 형태와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동사 어간끼

리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는 전체 비통사적 합성동사에 있어서 큰 비중

을 차지한다. 이 외에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선행요소가 형용사 어간일 경우도 

다소 확인된다. 아래와 같다. 

(12) 고르잡다,53) 검기울다,54) 곧듣다, 곧차다, 곱꺾다,55) 곱디디다,56) 곱새기

다,57) 굽잡다, 굽죄다,58) 굽질리다,59) 낫잡다,60) 낮보다, 낮잡다, 높뛰다, 

53) 표정이나 호흡 따위를 정상적인 상태로 고르게 조절하다.
54) 검은 구름이 퍼지고 해가 가려져서 차차 어둡고 침침해지다. 
55) ① 관절을 꼬부렸다 폈다 하다 ② 노래를 부를 때, 꺾이는 목을 부드럽게 넘기려고 소

리를 낮추었다가 다시 높이다.
56) 발을 접질리게 디디다.
57) 남의 말이나 행동 따위를 그 본뜻과는 달리 좋지 않게 해석하거나 잘못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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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들다, 늦뿌리다, 늦발하다, 늦심다, 늦익다, 늦자라다, 늦잡다, 늦잡도리

다, 늦잡죄다, 늦치르다, 무르끓다, 무르녹다, 무르익다, 밉보다, 바르집

다, 벋가다,61) 벋나가다, 벋나다, 벋놀다,62) 벋놓다,63) 벋디디다,64) 벋서

다,65) 벋지르다,66) 뻗가다, 뻗디디다, 뻗서다, 뻗지르다, 얕보다, 얕잡다, 

옥갈다,67) 옥깨물다, 옥다물다,68) 옥물다, 옥붙다,69) 옥죄다, 일되다,70) 

잗갈다, 잗널다,71) 잗다듬다, 잗타다,72) 희번덕이다, 희번덕거리다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동사 중에는 ‘늦다’가 선행요소로 온 

예가 많다. ‘늦들다, 늦뿌리다, 늦심다, 늦익다, 늦자라다, 늦잡다, 늦잡죄다, 

늦치르다’가 그 예이다. 3.2.2에서는 생산적으로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늦-’에 해 ‘늦다’ 어간으로서의 의미가 그 로 살아 있는 것을 보

고 어간으로 본 바가 있다. 여기서 합성동사의 선행요소로 나타나는 ‘늦-’도 

어간으로 보고자 한다. ‘늦잡도리다’는 “늑장을 부리다, 또는 뒤늦게 책을 

세우다”라는 뜻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늦다’와 ‘*잡도리다’가 결합하는 비통사

적 합성동사로 볼 수 있지만, ‘*잡도리다’가 확인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단히 준비하거나 책을 세움, 또는 그 책”을 뜻하는 명사 ‘잡도

리’, 또한 “단단히 준비하거나 책을 세우다”를 뜻하는 동사 ‘잡도리하다’의 

58) 약점을 잡아 기를 펴지 못하게 하다. 
59) 일이 꼬이거나 어떤 장애를 만나 제 로 안되다.
60) ‘낫잡다’는 “금액, 나이, 수량, 수효 따위를 계산할 때에, 조금 넉넉하게 치다”라는 뜻이

다. 넉넉하게 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낫-’을 ‘낫다’의 어간으
로 볼 수 있고, ‘낫잡다’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일 가능성이 있다. 

61) 옳은 길에서 벗어나 나쁜 행동을 하다. 
62) 따로 벗어나서 행동하다. 
63) 다잡아 기르거나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멋 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내버려 두다.
64) ① 발에 힘을 주고 버티어 디디다 ② 테두리나 금 밖으로 내어 디디다. 
65) 테두리나 금 밖으로 내어 디디다.
66) ① 버티고 서다 ② 길게 뻗쳐서 내지르다. 
67) 칼이나 낫 따위의 날을 비스듬히 세워 갈다.
68) 입 따위를 힘주어 꼭 다물다. 
69) 귀 따위가 안쪽으로 오그라들어 붙다. 
70) ‘일되다’는 “제철보다 일찍 익다”, “나이에 비해 빨리 자라거나 일찍 철이 들다”라는 뜻

인데, 여기서 선행요소 ‘일-’은 형용사 ‘이르-’의 준말로 보인다. 
71) 음식을 이로 깨물어 잘게 만들다. 
72) 팥이나 녹두 따위를 잘게 부서뜨리다. 



- 132 -

존재에 비추어 볼 때 ‘*잡도리다’를 ‘갈림길’의 ‘갈림’이나 ‘젖먹이’의 ‘젖먹-’과 

같은 잠재어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곧듣다’는 “남의 말을 듣고 그 로 믿다”라는 뜻이다. 여러 사전에서 ‘곧듣

다’가 ‘부사+동사’ 구성을 가지는 통사적 합성어 ‘곧이듣다’와 같은 말로 처리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현 한국어에서 상당수의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확인됨

을 고려하여 이를 ‘곧차다’와 같이 형용사 어간 ‘곧-’과 동사 어간 ‘듣-’이 결

합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로 보고자 한다. 

  ‘굽잡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

는 유행어이다. 이는 “남의 기운을 못 펴게 하다”의 뜻인데,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어간 ‘굽-’과 ‘잡-’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잗갈다, 잗널다, 잗다듬다, 잗타다’, 그리고 앞에서 다루었던 ‘잗주름, 잗징’

에서의 ‘잗-’은 형용사 어간 ‘잘-’에서 온 것이다. 동일한 변화는 파생어 ‘잗다

랗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희번덕이다’, ‘희번덕거리다’는 ‘희번득이다’, ‘희번득거리다’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 둘은 ‘희-’와 ‘번득이다’, ‘번득거리다’와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동사이다. 

4.2.3. 상태성 어근 + 동사 어간

  그 예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현 한국어에서 자립성이 없는 상태성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도 확인된다. 

(13) 가. 어긋나가다, 어긋놓다, 어긋맞다, 어긋매다, 어긋물다, 어긋물리다 

(참고) 어긋매끼, 어긋시침   

 나. 늣먹다, 시끌벅적거리다

(13가)는 ‘어긋’이 관여하는 합성어들이다. ‘어긋’은 ‘어긋하다’의 어근인데, 이

는 자립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미사와 분리되어 합성동사 형성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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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근+어간’이라는 구성이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에 나타날 수 없는 배

열법이라서 위의 예들을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들

을 통해 우리는 단어 형성에 있어서 문법보다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3나)의 ‘늣먹다’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다”의 뜻인데, 형태적 관련성과 

의미적 유연성을 보았을 때 선행요소 ‘늣’은 ‘느긋하다’ 어근의 축약형으로 추

정된다. ‘시끌벅적거리다’는 ‘시끄럽다, 시끌시끌’에서 확인된 어근 ‘시끌’이 동

사 ‘벅적거리다’와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동사이다. 

4.3.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단어구조

  4.2에서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위

에서 언급했듯이 부분 비통사적 합성동사들은 확장의미를 획득하 고, ‘갈부

수다, 덮싸다, 얼마르다, 씻부시다’처럼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 가진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절에서 다루게 될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는 그 

양상이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정반 가 된다.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는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하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형용사이다. 이들은 부분

이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 가지고 확장의미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뜻풀이에서 흔히 등장하는 등접속어미 ‘-고, -면서’를 보면 비통사

적 합성형용사의 구성요소들이 단어 내부에서 다소 등한 관계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다른 상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

음을 나타내는 것이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의 단어구조를 살펴보고, 이들을 

구성요소의 속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나서 각 합성어의 의미를 밝히도

록 하겠다.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는 합성어의 선행요소에 따라 형용사 어간일 경우와 상

태어 어근일 경우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 선

행요소가 형용사 어간인 경우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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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형용사 어간 + 형용사 어간 

 

4.3.1.1.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목록

  현 한국어 합성형용사 중에 그의 구성요소들이 공시적으로 독립된 단어의 

자격으로 확인되고, 합성어의 구성방식이 비통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어

들은 다음과 같다.  

(14) 감노랗다, 감노르다, 감파랗다, 감파르족족하다, 감푸르다, 검누렇다, 검

누르다, 검묽다, 검불그스름하다, 검붉다, 검뿌옇다, 검충충하다, 검퍼렇

다, 검푸르다, 검푸르죽죽하다, 고리삭다, 곧바르다, 고리타분하다, 고리

타분하다, 고리탑탑하다, 골타분하다, 골탑탑하다, 구리터분하다, 구리텁

텁하다, 굴터분하다, 굴텁텁하다, 길동그랗다, 길동글다, 길둥그렇다, 길

둥글다, 낡삭다, 널펀펀하다, 넓둥글다, 넓삐죽하다, 높나직하다, 높푸르

다, 노르칙칙하다, 누르데데하다, 누르뻑뻑하다, 누르칙칙하다, 누르퉁퉁

하다, 누르튀튀하다, 달보드레하다, 돋나다, 동글갸름하다, 동글나부죽하

다, 동글납 하다, 동글납작하다, 동글반반하다, 둥글길죽하다, 둥글납

작하다, 둥글넙데데하다, 둥글넙데데하다, 둥글넓적하다, 둥글번번하다, 

둥글삐죽하다, 맵싸하다, 맵짜다, 맵차다, 붉누르다, 설미지근하다, 시들

마르다, 싱검털털하다, 약빠르다, 얕푸르다, 어두침침하다, 어두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어둠침침하다, 역빠르다, 엷붉다, 엷파랗다, 엷푸르다, 옅

푸르다, 재빠르다, 잗젊다, 잦바듬하다, 젖버듬하다, 짙붉다, 짙푸르다, 코

리타분하다, 코리탑탑하다, 쿠리터분하다, 쿠리텁텁하다, 크넓다, 푸르누

렇다, 푸르데데하다, 푸르싱싱하다, 푸르퉁퉁하다, 흐리터분하다, 희넓적

하다, 희누렇다, 희누르다, 희누르스레하다, 희누르스름하다, 희누름하다, 

희말쑥하다, 희맑다, 희멀겋다, 희멀끔하다, 희멀쑥하다, 희묽다, 희번드

르르하다, 희번주그레하다, 희번지르르하다, 희부옇다, 희불그레하다, 희

불그무레하다, 희불그스레하다, 희불그스름하다, 희불긋하다, 희붉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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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하다, 희뿌옇다, 희푸르다, 희푸르스름하다, 희푸릇하다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는 ‘-어/아-’, ‘-고-’, ‘-디-’, ‘-나-’와 같은 요소가 중

간에 끼지 않고 형용사 어간끼리 직접 결합해서 형성된 합성어들이다. 이들은 

통사적 합성형용사 선·후행요소의 관계가 보다 등적이다. 이 점은 사전 뜻풀

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나 ‘-면서’와 같은 연결어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두 가지 상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형용

사의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와 관련해서 언

급해야 할 점은 그의 내부에 나타나는 자음과 모음의 교체이다. 선행요소나 

후행요소가 그의 내부에 자음 혹은 모음의 교체를 겪어 어감이나 의미가 변화

되는데, 변화된 어감이나 의미가 결국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의미에 관여해

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어감이나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체로 음성모

음을 가지는 단어보다 양성모음을 가지는 단어가 의미의 정도성 측면에서 강

한 쪽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검다’보다 ‘감다’의 명도가 더 높다. 그리고 자

음 교체와 같은 경우 평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보다 경음이나 유기음으로 이루

어지는 단어가 해당 의미의 정도성 측면에서 강한 쪽을 표현한다. 

  이제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4.3.1.2. 색채 및 명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단어구조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 우선 색채형용사와 명암형용사가 관여하는 예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일정한 유형 빈도를 보이는 선

행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5) 가. 감노랗다, 감노르다, 감파랗다, 감파르족족하다, 감푸르다, 검누렇다, 

검누르다, 검묽다, 검불그스름하다, 검뿌옇다, 검충충하다, 검퍼렇다, 

검푸르다, 검푸르죽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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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누렇다, 희누르다, 희누르스레하다, 희누르스름하다, 희누름하다, 

희말쑥하다, 희맑다, 희멀겋다, 희멀끔하다, 희멀쑥하다, 희묽다, 희

번드르르하다, 희번주그레하다, 희번지르르하다, 희부옇다, 희불그레

하다, 희불그무레하다, 희불그스레하다, 희불그스름하다, 희불긋하다, 

희붉다, 희붐하다, 희뿌옇다, 희푸르다, 희푸르스름하다, 희푸릇하다  

희넓적하다

다. 노르칙칙하다, 누르데데하다, 누르뻑뻑하다, 누르칙칙하다, 누르퉁퉁

하다, 누르튀튀하다, 붉누르다

라. 푸르누렇다, 푸르데데하다, 푸르싱싱하다, 푸르퉁퉁하다 vs 높푸르다 

마. 얕푸르다, 옅푸르다, 엷붉다, 엷파랗다, 엷푸르다, 짙붉다, 짙푸르다, 

흐리터분하다 

바. 어두침침하다, 어두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어둠침침하다(어둡다)

  현 한국어에서 색채형용사나 명암형용사가 관여하는 합성형용사의 구성방

식은 체로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 ‘형용사 어간+아/어+형용사 어간’, 

그리고 ‘형용사 어간+디+형용사 어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형용사 어

간+아/어+형용사 어간’형 합성어의 예로는 ‘가마노르께하다, 거머누르께하다, 

가마말쑥하다, 거머멀쑥하다, 하야말갛다, 허여멀겋다’ 정도가 있고,73) ‘형용사 

어간+디+형용사 어간’형 합성어의 예로는 ‘검디검다, 붉디붉다, 누르디누르

다, 푸르디푸르다, 희디희다’, ‘옅디옅다, 짙디짙다, 흐리디흐리다’만 확인된

다.74) 이보다 비통사적 방식으로 형성된 예는 (15)에서 보았듯이 훨씬 다양하

73) 색채 합성형용사 중에 ‘형용사 어간+디+형용사 어간’의 예는 중세한국어에는 잘 나타
나지 않는다. ‘형용사+아/어+형용사’의 예는 중세한국어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현 한국
어에서는 별로 없는 듯하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이현희 ‧ 김남경 2007, 구본관 
2009 참조).  

 
 가. 馬寶 리니 비치 가라코 갈기예 구스리 옛거든 <월석 1:27>

나. 마닐굽차힌 터릿 비치 라가샤미 孔雀 모기 시며 <월석 2:58>
다. 터리 프러누러코 뒤 귀 누르니(毛爲錄縹兩耳黃) <두시 6:40>
라. 누니 가마어듭거든  기른 므레  도 프러 머그면 <구방 하75>

74) ‘-디-’에 의해 연결된 형용사 반복구성에 하여 기존 논의에서는 통사적 구성으로 보
기도 하고 형태론적 구성으로 보기도 한다. 통사론적 구성으로 본 논의는 김승곤(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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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산적이다. 

  (1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 ‘검다, 희다, 누르다, 푸르

다, 붉다’가 모두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형성에 참여한다. 이 중의 ‘검다/감

다’와 ‘희다’가 관여하는 예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특히 ‘검-/감-’과 ‘희-’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선행요소로만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黑], [白]

이 색채 합성형용사의 중심의미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색채와 관련된 합성형용사에서 ‘검다, 희다’, 그리고 명암을 표현

하는 ‘짙다, 엷다’ 등이 선행요소로서 합성어 전체의 의미에 관여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체로 후행요소의 명도나 채도를 표시해 주는 부수적인 의미 기능

을 한다.75) 합성어의 후행요소와 같은 경우 단일어 ‘붉다, 푸르다, 누르다’, 이

들이 내적변화를 겪은 어형 ‘노르다’ 등이 확인되기도 하나, 단일어보다 ‘불긋

하다, 푸르스름하다, 번드르르하다’ 등과 같은 어근형성요소와 접미사 ‘-하-’

가 결합되는 파생어 구조가 더 많이 확인된다. 한편 위와 같은 예들 중에서 

‘푸르누렇다’처럼 합성어의 구성요소 모두가 색채형용사인 예가 있지만, 이에 

더하여 ‘검묽다’처럼 합성어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색채형용사인 경우도 확인

된다. 

  우선 ‘검-’과 관련되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의미와 단어 형성과정을 살펴보

도록 한다. 합성어 후행요소의 색채 범주에 따라 (15가)의 예들을 다시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이고, 형태론적 구성으로 보고 ‘-디-’를 강세를 표시하는 연결어미로 본 논의는 고 근
(1989), 허웅(1995), 접사로 본 논의는 유목상(1985)이다. 송재목(2003)에서는 ‘-디-’에 
의해 연결된 반복구성만 형태론적 구성으로 분석하고, ‘가깝디-, 검디-’등을 형용사 어간
을 복사하여 만든 중첩 접사로 보며, ‘-디’를 중첩접사에 선명시(先明示)된 음소선율로 
설명하 다. 이 입장에 하여 송정근(2007)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 는데, 이 논의
에서는 자립적이지도 않고 어미가 바로 결합할 수도 없다는 근거로 ‘검디-’를 복합어근으
로 보고, ‘-디’를 어근형성요소로 보았다. ‘-디’를 어미로 보든 접사나 어근형성요소로 보
든 이들은 형용사 어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변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75) 명도는 색상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채도는 빛깔의 엷고 짙은 선명도
를 이르는 말이다. 이선 (2006ㄱ)에서 후기 중세한국어에서 색채어와 관련된 합성어의 
의미에 해 후행요소는 중심색이 되고 선행요소는 부수적으로 섞인 색이 되는 것을 기
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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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검누르다/감노르다, 검누렇다/감노랗다 

나. 검푸르다/감푸르다(북한어), 검퍼렇다/감파랗다, 검푸르죽죽하다/감파

르족족하다 

다. 검묽다, 검불그스름하다, 검뿌옇다  

  ‘검누르다’는 “검은빛을 띠면서 누르다”라는 뜻이다. ‘검-’과 ‘누르-’가 각각 

모음교체를 통한 내적변화를 겪어 ‘감-’과 ‘노르-’가 형성되고 어간 ‘감-’과 

‘노르-’가 결합하여 ‘감노르다’가 형성된다. 한편 ‘누르-’에 ‘강한 정도성’을 나

타내는 어근형성요소 ‘-엏-’이 결합하여 ‘누렇-’이 형성되는데 ‘누렇-’이 모음

교체를 통한 내적변화를 겪어 ‘노랗-’이 형성된다. 어간 ‘누렇-’과 ‘노랗-’이 

각각 어간 ‘검-’, ‘감-’과 결합하여 비통사적 형용사 ‘검누렇다’와 ‘감노랗다’가 

형성된다. 

  ‘검푸르다’는 “검은빛을 띠면서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는 비통사적 합성형용

사이다. ‘검퍼렇다’는 ‘검-’과 ‘퍼렇-’의 결합인데, ‘퍼렇-’은 어간 ‘푸르-’에 어

근형성요소 ‘-엏-’이 붙어 형성된 것이다. 한편 어간 ‘검-’과 ‘퍼렇-’은 각각 

모음교체를 통한 내적변화를 겪어 ‘감-’과 ‘파랗-’이 형성되고, 둘이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감파랗다’가 형성된다.

  ‘검푸르죽죽하다’는 ‘검-’과 ‘푸르죽죽하-’이 결합해서 형성된 것이고 “검은

빛을 띠면서 칙칙하고 고르지 않게 푸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푸르죽죽하-’는 어간 ‘푸르-’에다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형성요소 ‘-

죽죽-’이 붙은 다음에 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어근형성요소 

‘-죽죽-’이 색채형용사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 해 송정

근(2007: 70)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푸르죽죽하-’는 모음교체와 같은 내적 

변화를 겪어 ‘파르족족하-’가 형성되고, 이는 어간 ‘감-’과 결합하여 비통사적 

형용사 ‘감파르족족하다’가 형성된다. 

  ‘검불그스름하다’는 ‘검-’과 ‘불그스름하-’의 결합인데, ‘불그스름하-’는 어간 

‘붉-’에다가 “약한 정도성”을 표시하는 어근형성요소 ‘-(으)스름-’이 붙어 형

성된 것이다. 따라서 ‘검불그스름하다’는 “검은빛을 띠면서 조금 붉다”를 의미



- 139 -

한다. ‘-(으)스름-’은 어근형성요소 ‘-(으)ㅅ-’과 ‘-(으)름-’이 연속해 결합한 

것으로 송정근(2007: 68)에서 분석하 다. 

  여기서 ‘검푸르죽죽하다’, ‘검불그스름하다’에 하여 비록 접미사 ‘-하-’가 

분석되지만, 이들을 ‘[[어간+어근]+하-]’로 보지 않은 것은 후행요소 ‘어근

+-하-’가 공시적으로 독립된 단어로 확인되고, 또한 합성어의 뜻풀이에서 선

행어간과 의미상 등한 관계로 결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당 뜻풀

이에서 합성어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에 한 해석 사이에 연결어미 ‘-고’나 ‘-

면서’가 나타나는 것은 이 점을 방증해 준다. 그러므로 이들을 파생어보다 어

간 ‘검-’이 ‘어근+하-’ 형용사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고자 한다. 

  ‘검뿌옇다’는 색채형용사 ‘검-’과 명암형용사 ‘뿌옇-’의 결합이다. 이는 “검

은빛을 조금 띠면서 뿌옇다”라는 뜻이다. 

  (15)에서 보았듯이 색채형용사 중에 ‘희-’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가 제일 많다. 그만큼 관련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단어구성도 다양하다. 

  우선 ‘희다’가 다른 색채형용사와 결합하는 예가 많이 발견된다. 

(17) 가. 희누르다, 희누렇다,  희누름하다, 희누르스레하다, 희누르스름하다

나. 희붉다, 희불긋하다, 희불그레하다, 희불그스레하다, 희불그스름하다,

희불그무레하다  

다. 희푸르다, 희푸릇하다, 희푸르스름하다

‘희누르다’는 “흰빛을 조금 띠면서 누르다”라는 뜻인데, ‘누른색’은 중심색이 

되고 선행하는 ‘흰색’은 부수적으로 섞인 색이 되는 것이다. ‘희붉다, 희푸르

다’도 같은 식으로 해석된다. 어간 ‘누르-’에 “강한 정도”를 표시하는 어근형

성요소 ‘-엏-’이 붙어 ‘누렇-’이 형성된다. ‘희누름하다, 희불그레하다, 희푸릇

하다’의 ‘누름하다, 불그레하다, 푸릇하다’는 각각 “조금 누르다, 조금 붉다, 조

금 푸르다”라는 뜻을 가진다. 이들은 어간 ‘누르-, 붉-, 푸르-’에 어근형성요

소 ‘-(으)름-, -(으)레-, -(으)ㅅ-’이 붙어 형성된 복합어근이 접미사 ‘-하-’와 

결합해서 형성된 것이다. 어근형성요소 ‘-(으)름-, -(으)레-, -(으)ㅅ-’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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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름하다, 푸르레하다, 누릇하다’ 외에 다른 색채 형용사에서도 확인되는데,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어간의 “약한 정도성”을 나타낸다. 

  ‘희누르스름하다, 희불그스름하다, 희푸르스름하다’의 ‘누르스름하다, 불그스

름하다, 푸르스름하다’가 독립된 단어로 확인된다. ‘누르스름, 불그스름, 푸르

스름’은 어간 ‘누르-, 붉-, 푸르-’에 어근형성요소 ‘-(으)ㅅ’이 결합된 복합어

근에 다시 어근형성요소 ‘-(으)름-’이 결합된 것이다. ‘희누르스레하다, 희불그

스레하다’의 ‘누르스레하다, 불그스레하다’도 역시 단어로 확인되는데, ‘누르스

레, 불그스레’는 어간 ‘누르-, 붉-’에 어근형성요소 ‘-(으)ㅅ’이 결합된 복합어

근에 다시 어근형성요소 ‘-(으)레-’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희-’와 관련되

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에서 확인된 ‘-(으)스름-’, ‘-(으)스레-’는 상당히 유사

한 성격을 갖는 어근형성요소이다. 이들은 “약한 정도성”을 표시하는 어근형

성요소 ‘-(으)ㅅ-, -(으)름-, -(으)레-’가 연속적으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더 약한 정도”를 나타낸다. 송정근(2007: 68)의에서는 ‘거뭇하다, 거무스름하

다, 거무스레하다’가 다 “조금 검은 듯하다”를 의미하는 점에서 구별하기 어렵

지만, 이들의 분석에서 보이는 어근형성요소의 순차적인 결합 양상을 고려할 

때 이들 사이에 미묘한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 다.   

  한편 ‘희다’는 명암형용사와 쉽게 결합한다. 

(18) 가. 희맑다, 희말쑥하다, 희멀쑥하다, 희멀끔하다, 희멀겋다(해말갛다)

나. 희부옇다, 희뿌옇다 

(18가)는 ‘희-’가 청탁(淸濁)을 표현하는 ‘맑다’ 및 관련 단어들과 결합하는 비

통사적 합성형용사이고, (18나)는 농담(濃淡)을 표현하는 ‘부옇다/뿌옇다’와 결

합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이다. ‘희맑다’는 “희고 맑다”라는 뜻이다. ‘희말쑥

하다’는 ‘희-’와 ‘말쑥하-’의 결합인데, ‘말쑥하-’는 어간 ‘맑-’에다가 약간 “강

한 정도”를 표현하는 어근형성요소 ‘-숙/쑥-’이76)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

76) ‘말쑥하다/멀쑥하다’의 ‘-숙/쑥-’은 크기형용사 ‘깊숙하다, 길쑥하다’에서 확인된 ‘-숙-’
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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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쑥하-’는 모음교체를 겪어 ‘멀쑥하-’가 형성된다. ‘희멀끔하다’의 ‘멀끔

하-’는 단어의 자격으로 확인되고 ‘말끔하-’의 모음교체형이다. ‘희멀겋다’는 

‘희-’와 ‘멀겋-’의 결합인데, ‘멀겋-’은 ‘말갛-’으로부터 모음교체를 통해 형성

된 것이고, ‘말갛-’은 어간 ‘맑-’에 “강한 정도”를 표시하는 어근형성요소 ‘-

앟-’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8나)의 ‘희부옇다’는 “희끄무레하게 부

옇다”라는 뜻인데, ‘부옇다’가 자음교체를 해서 ‘뿌옇다’가 되고, 이는 어간 ‘희

-’와 결합해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희뿌옇다’가 된다. 

  ‘희다’는 이 외에 ‘ 상의 표면 재질의 상태’를 표현하는 촉각형용사 ‘번드르

르하다, 번지르르하다’와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가 형성된다. ‘번드르

르하다, 번지르르하다’는 모두 “윤이 나고 미끄럽다”의 뜻을 가지는데, 이들은 

‘번드럽다, 번들거리다’, ‘번지럽다, 번질거리다’에서 확인된 어근 ‘번들, 번질’

에 어근형성요소 ‘-(으)르-’가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으)르-’는 결합

되는 감각의 “강한 정도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는 어근형성요소 ‘-(으)르

-’의 의미라기보다 동일한 음절의 중첩과 관련된 것이라고 송정근(2007: 

122)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곧 ‘ㄹ’으로 끝나는 어근 ‘번들-, 번질-’에 어근

형성요소 ‘-(으)ㄹ-’이 붙어 음절이 반복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

분 중첩을 통해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는 ‘보글-보그르

르하다’에서도 확인된다. ‘희번주그레하다’는 “겉모양이 희멀쑥하고 번듯하다”

라는 뜻이다. ‘번주그레하다’는 “생김새가 겉보기에 번번하다”라는 뜻인데, 의

미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번주그레’는 ‘번죽번죽, 번죽거리다(“번번하게 생긴 

사람이 매우 얄밉게 이죽이죽하면서 느물거리다”)’에서 확인된 어근 ‘번죽’에 

‘-(으)레-’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으)레-’는 ‘부드레하다(부들-+-레-), 

반드레하다(반들-+-레-), 반지레하다(반질-+-레-)’에서도 확인되고, “약한 

정도성”을 나타낸다.  

  ‘희다’가 크기형용사와 결합하는 예는 ‘희넓적하다’ 한 예만 확인된다. ‘희넓

적하다’는 주로 얼굴을 수식하여 “얼굴이 허옇고 넓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희-’와 관련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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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어근+하-]]’의 구조를 가지는 예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비록 접

미사 ‘-하-’가 단어의 구성에서 분석되지만, 이들을 ‘[[어간+어근]+하-]’ 구

성을 가지는 파생어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합성어의 후행요소인 ‘어근+하

-’가 공시적으로 독립된 단어로 확인되고, 또한 합성어의 뜻풀이에서 선행어

간과 의미상 어미 ‘-고, -면서’로 연결된 등관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누르다, 푸르다’와 관련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 후행요소가 부

수적인 의미기능을 해 주는 예들이 확인된다. (15다, 라)의 ‘노르칙칙하다, 누

르데데하다(푸르데데하다), 누르뻑뻑하다, 누르칙칙하다, 누르퉁퉁하다(푸르퉁

퉁하다), 누르튀튀하다’가 그 예들이다. 송정근(2007)에서는 ‘-칙칙-, -데데-’ 

등을 ‘-(으)ㅅ-, -(으)스레-, -(으)스름-’과 같은 어근형성요소로 보고, ‘노르

칙칙하다, 누르데데하다’ 등을 복합어근 ‘노르칙칙, 누르데데’에 접미하 ‘-하-’

가 결합되는 파생어로 본 바 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칙칙하다, 데데하다’ 등

은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된 단어의 자격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15다, 라)의 ‘누르데데하다, 누르칙칙하다’ 등은 ‘[어간

+[어근+하-]]’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준≫에

서 이들에 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 가. 데데하다: 변변하지 못하여 보잘 것 없다.   

누르데데하다: 산뜻하지 못하고 좀 천박하게 누르스름하다.

푸르데데하다: 산뜻하지 못하고 좀 천박하게 푸르스름하다.

나. 뻑뻑하다: 물기가 적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없다.  

누르뻑뻑하다: 빛깔이 누르고 물기가 적어 부드럽지 못하다. 

다. 칙칙하다: 빛깔이나 분위기 따위가 산뜻하거나 맑지 아니하고 컴컴

하고 어둡다.  

누르칙칙하다: 산뜻하지 않고 짙게 누렇다. (거무칙칙하다)

라. 퉁퉁하다: 물체의 한 부분이 붓거나 부풀어서 두드러져 있다.   

누르퉁퉁하다: 붓거나 불어서 핏기가 없이 누르다.

푸르퉁퉁하다: 산뜻하지 않게 푸르다. 

마. 튀튀하다(북한어): 구리터분하고 너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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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튀튀하다: 너저분해 보일 정도로 탁하게 누르스름하다. (거무튀

튀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데데하다, 뻑뻑하다, 튀튀하다, 퉁퉁하다, 칙칙하다’는 

주로 ‘누르다’, ‘푸르다’와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가 형성되고, ‘누른 

색, 푸른 색’의 ‘낮은 채도’, 곧 “맑지 못하다”의 상태를 표현해 준다.77) 이들

은 선행요소의 ‘낮은 채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색채나 상에 한 부정적

인 평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송정근, 2007: 69). 예컨  (19가)의 ‘누르데

데하다’는 “산뜻하지 못하고 좀 천박하게 누르스름하다”이라는 뜻이고, (19마)

의 ‘누르튀튀하다’는 “너저분해 보일 정도로 탁하게 누르스름하다”라는 뜻이

다. 형용사 ‘데데하다’는 “변변하지 못하여 보잘것없다”의 뜻으로 상에 한 

화자의 평가를 표현하는데, ‘누르데데하다’에서의 ‘데데하다’는 화자의 부정적 

평가 태도를 색채어에 첨가한다. ‘튀튀하다(북한어)’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색채어 자체가 부정적인 평가를 표현하지 않고, 후행하는 ‘데데하다, 뻑뻑하

다, 튀튀하다’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드러나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데

데하다, 튀튀하다, 퉁퉁하다, 칙칙하다’는 다른 색채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후행요소와 달리 선행요소의 채도에다가 다른 색깔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의 색깔의 “산뜻하지 못하다”라는 상태를 덧붙이는 것으로 위의 ‘검묽다’와 

비슷하다. ‘검묽다’에서는 ‘묽다’가 후행요소로 나타나지만, 기능적으로 주로 

선행 색채어의 명도나 채도를 나타내어 선행요소를 수식해 준다. 

  (15마, 바)는 명암형용사가 비통사적 합성어의 선행요소로 온 예들이다. 앞

에서 살펴보았던 명암형용사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후행요소로 나타나는 

예들과 같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7) 손세모돌(2000: 149)에서는 ‘데데-, 충충-, 칙칙-, 퉁퉁-, 튀튀-’ 등을 채도 낮음을 
첨가해 주는 접미사로 보고 있지만, 이 중의 ‘데데-, 충충-, 칙칙-’은 형용사 ‘데데하다, 
충충하다, 칙칙하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미사들은 맑지 못하
거나 탁하거나 빛깔이 고르지 못하여 우중충하거나 칙칙한 색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빛깔
이 맑지 못하다거나 탁하다는 것은 색에 잡티나 다른 색이 섞인 것으로 의미하므로 채도
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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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 얕푸르다, 옅푸르다, 엷붉다, 엷파랗다, 엷푸르다, 짙붉다, 짙푸르다, 

흐리터분하다 

나. 어두침침하다, 어둠침침하다(어둡다), 어두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다. 희맑다, 희말쑥하다, 희멀쑥하다, 희멀끔하다, 희멀겋다, 희부옇다, 

희뿌옇다 

(20가)는 명암형용사 ‘얕다, 엷다, 짙다, 흐리다’가 합성어 선행요소로 온 예들

이고, (20나)는 유의관계를 가지는 명암형용사끼리 결합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이다. (20다)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명암형용사 ‘맑다, 뿌옇다’ 및 

관련 단어들이 ‘희다’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을 다시 제시한 것이

다. 

  (20가)의 ‘옅다, 엷다’는 ‘짙다’에 한 반의어이고, 이들은 ‘붉다, 푸르다’ 등 

색채형용사와 결합하여 그 색상의 ‘농담(濃淡)’을 나타낸다. ‘옅다, 엷다’와 ‘짙

다’가 반의관계를 가지므로 ‘짙푸르다’와 ‘옅푸르다, 엷푸르다’, ‘짙붉다’와 ‘엷

붉다’가 반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얕푸르다, 옅푸르다’의 ‘얕다, 옅다’는 모

음교체를 통한 내적변화형으로 볼 수 있으나 둘의 의미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

된다. ‘옅다’는 기본적으로 ‘물체의 깊이’를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옅은 분홍

색’과 같이 ‘빛깔이 흐릿하다’를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된 반면에, ‘얕

다’는 “생각 따위가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다”라는 확장의미를 획득하 으나 

빛깔과 관련된 의미로는 확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얕다’는 단독으로 

명암형용사로 잘 쓰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형성에 

있어서 색채형용사 ‘푸르다’와 결합하여 ‘옅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점에서 특

이한 예가 된다. 이와 반 로 ‘엷다’가 관련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엷붉

다, 엷파랗다, 엷푸르다’가 확인되지만, 그의 모음교체형 ‘얇다’와 관련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20나)는 명암형용사 ‘어둡다’가 그의 유의어로 볼 수 있는 ‘침침하다, 컴컴

하다’와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이다. ‘어둠침침하다’의 선행 

어간인 ‘어둡-’의 ‘ㅂ’은 ‘ㅁ’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단어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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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굼닐다’와 달리 후행하는 비음의 향이 아닌 환경에서도 선행 어간 

말음의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이 외에도 ‘싱검털털하다(싱겁-+털털

하-)’와 같은 합성어나, ‘싱검쟁이(싱겁-+-쟁이)’와 같은 파생어에서도 확인된

다. ‘어둠침침하다’와 같은 말로 볼 수 있는 단어는 ‘어두침침하다’이다. ‘어두

침침하다, 어두컴컴하다, 흐리터분하다’는 주로 감각에 한 부정적인 인상을 

나타낸다. 

4.3.1.3. 크기 및 모양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단어구조

  다음에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 크기형용사와 모양형용사가 관여하는 

예를 살펴보겠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색채형용사와 관련된 예보다 많지 않다. 

이 예들을 구성요소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1) 가. 크기형용사+크기형용사 : 높나직하다, 높낮다, 크넓다

나. 모양형용사 +모양형용사:

동글반반하다, 둥글번번하다, 둥글삐죽하다, 곧바르다, 굳세다, 낡삭

다, 시들마르다 

(참고) 잗젊다, 잦바듬하다, 젖버듬하다

다. 크기형용사와 모양형용사의 결합:  

둥글다: 동글갸름하다, 동글나부죽하다, 동글납 하다, 동글납작하

다, 둥글길죽하다, 둥글납작하다, 둥글넙데데하다, 둥글넓적

하다

길다: 길동그랗다, 길동글다, 길둥그렇다, 길둥글다 

넓다: 널펀펀하다, 넓둥글다, 넓삐죽하다, 희넓적하다    

  (2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 한국어에서 크기형용사와 모양형용사가 관

여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은 그의 구성요소의 속성에 따라 크기형용사끼

리 결합하는 예, 모양형용사끼리 결합하는 예, 크기형용사와 모양형용사가 결

합하는 예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크기형용사와 모양형용사가 결합한 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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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어 구조가 보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가 형성될 

때에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검푸르다, 희붉다, 푸르누렇다’ 등과 같이 한 의미

장(색채 의미장)에 속한 형용사끼리 결합한다. 그러나 ‘ 상의 크기’도 ‘ 상의 

모양’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길쭉하다, 납작하다’ 등과 같이 ‘

상의 크기’보다 ‘ 상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크기형용

사와 모양형용사의 결합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크기형용사의 모

양에 관한 의미에 하여 송정근(2007: 83-84)에서는 크기형용사의 어근형성

요소가 크기형용사가 갖는 의미 가운데 모양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기능이 있

다고 지적하면서 ‘길쭉하다, 기름하다’는 ‘ 상의 모양’에 관한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한편 (21다)와 같은 크기형용사와 모양형용사의 결합으로 된 비통사적 합성

형용사를 일정한 유형 빈도를 보이는 합성어 선행요소에 따라 ‘둥글다’와 관련

된 예, ‘길다’와 관련된 예, ‘넓다’와 관련된 예로 나눌 수 있다. 모양형용사 

‘둥글다/동글다’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선행요소로 나타날 때 단일어 어간

과 결합하지 않고, 크기형용사 어간에 어근형성요소와 접미사 ‘-하-’가 결합

되어 형성된 파생어와만 결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올 때 ‘길둥글다/길동글다, 넓둥글다’와 같이 단일어 어간과 결합

되기는 한다. 크기형용사 ‘길다’와 ‘넓다’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선행요소로 

올 때 단일어 어간으로만 나타난다. 이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나

타날 때 ‘크넓다’를 제외하면, 모두 ‘동글갸름하다, 둥글넓적하다’ 등과 같이 

단일어 어간이 아닌, 어간에 어근형성요소와 접미사 ‘-하-’가 결합하는 파생

어 어형으로 나타난다. ‘길다, 넓다, 둥글다’가 합성어의 선행요소로 타나날 때 

단일어 어간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길다, 넓다, 둥글다’에 어근형성요소가 결

합될 경우 일반적으로 접미사 ‘-하-’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제 (21)의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단어구조와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겠다. 

  (21가)에서 보았듯이 크기형용사끼리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는 ‘높

다’와 관련된 ‘높나직하다, 높낮다’와 ‘크넓다’ 세 가지 예만 확인된다. 이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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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길디길다, 가깝디가깝다, 높디높다, 넓디넓다, 좁디좁다, 깊디깊다, 얕디

얕다, 굵디굵다, 가늘디가늘다, 크디크다, 작디작다, 자디잘다, 두껍디두껍다, 

얇디얇다’와 같이 ‘-디-’를 매개로 크기형용사 어간이 중첩되어 형성된 ‘A-디

-A’형 크기형용사가 많이 확인된다는 것은 비교가 된다. 

  (21나)는 체로 모양형용사와 모양형용사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이다. ‘둥글번번하다, 동글반반하다’는 각각 어간 ‘둥글-/동글-’과 

‘번번하-/반반하-’의 결합으로 된 예이다. 여기서 ‘둥글다’와 ‘동글다’, ‘번번하

다’와 ‘반반하다’는 모음교체를 통한 내적변화형으로 볼 수 있다. ‘둥글삐죽하

다’는 어간 ‘둥글-’과 ‘삐죽하-’의 결합인데, ‘삐죽하다’는 ‘비죽하다’가 자음교

체를 겪어 형성된 것이다. 

  ‘곧바르다, 굳세다, 낡삭다, 시들마르다’는 넓은 의미에서 모양형용사끼리 결

합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곧바르다’는 유의관계를 

가지는 ‘곧다’와 ‘바르다’의 결합으로 된 것이다. 이는 ‘ 상의 모양’뿐만 아니

라 ‘사람의 정신이나 태도’에 한 좋은 평가의 의미도 나타낸다. 

  ‘굳세다’는 “사물이나 힘이 굳고 세다”라는 기본의미 외에 “의지나 태도가 

굽힘이 없이 굳고 세차다”라는 확장의미도 가진다. 이와 반 로 ‘낡삭다’와 

‘시들마르다’는 “물건이 낡고 삭다”, “시들어 마르다”와 같이 구성요소의 단순

한 합인 의미만 가진다. 

  ‘잗젊다’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다”의 뜻인데, ‘사람의 모양’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선행요소 ‘잗-’은 형용사 어간 ‘잘

-’에서 온 것이다. 물론 ‘잗젊다’를 ‘잘게 젊다’로 해석하는 것이 석연하지 못

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비통사적 합성명사 ‘잗주름, 잗징’, 비통사적 합성동사 

‘잗갈다, 잗널다, 잗다듬다’, 그리고 파생어 ‘잗다랗다’ 등 여러 단어에서 ‘잗-’

이 골고루 확인된다는 점에서 ‘잗젊다’를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 모양을 나타내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볼 수 있는 예는 ‘젖버듬하다, 

잦바듬하다’가 있다. ‘젖버듬하다’는 동사 어간 ‘젖-’과 ‘버듬하-’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다. ‘젖다’는 “뒤로 기울다”를 뜻하므로 ‘ 상의 모양’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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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버듬하다’는 “조금 큰 물체 따위가 밖으로 약간 벋은 듯하

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봐서 ‘버듬’은 어간 ‘벋-’에 어근형성요소 ‘-음-’이 

붙어 형성된 복합어근으로 추정된다. 어근형성요소 ‘-음-’은 크기형용사 ‘기름

하다’, ‘짜름하다’에서도 확인되는데, “약한 정도성”뿐만 아니라 ‘ 상의 모양’

에 한 의미도 나타낸다. 한편 ‘버듬하다’는 내적변화를 겪어 ‘바듬하다’가 형

성되고, 이는 어간 ‘잦-’과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잦바듬하다’가 형성

된다. 

  (21다)는 크기형용사와 모양형용사의 결합으로 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이

다. 이들을 일정한 유형 빈도를 보이는 합성어 선행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둥

글다’와 관련된 예, ‘길다’와 관련된 예, ‘넓다’와 관련된 예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둥글다/동글다’와 관련된 예들을 보면 보다시피 ‘둥글다/동글다’는 비

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선행요소로 나타날 때 단일어 어간과 결합하지 않고, 크

기형용사 어간에 어근형성요소와 접미사 ‘-하-’가 결합되어 형성된 파생어와

만 결합한다. 그러나 이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올 때 ‘길둥글다/길

동글다, 넓둥글다’와 같이 단일어 어간과 결합되기는 한다. 여기서 ‘둥글다’가 

선행요소로 온 예들은 단어의 구조상 접미사 ‘-하-’가 분석되므로 ‘[어간+어

근]+하다’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행요소 ‘갸름하다’와 같은 ‘어

근+하-’형 단어들은 공시적으로 독립된 단어로 확인되며, 또한 뜻풀이에서 선

행어간 ‘둥글-’과 의미상 등관계로 결합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을 

파생어로 볼 수 없고, ‘어간+[어근+하다]’형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둥글넓적하다’는 어간 ‘둥글-’과 ‘넓적하-’의 결합이다. ‘넓적하다’는 어간 

‘넓-’에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적-’과 접미사 ‘-하-’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는 모음교체를 통해 내적변화를 겪어 ‘납작하다’가 형성되는데, ‘납

작하다’는 후행요소로서 어간 ‘둥글-’과, 그리고 그의 내적변화형 ‘동글-’과 결

합하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둥글납작하다, 동글납작하다’를 형성한다. ‘둥글

넙데데하다’는 어간 ‘둥글-’과 ‘넙데데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넙데데하

다’는 모음교체를 통한 내적변화를 겪어 ‘납 하다’가 형성되고, 이는 어간 

‘동글-’과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가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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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갸름하다’는 어간 ‘동글-’과 ‘갸름하-’의 결합으로 된 것인데, ‘갸름하-’

는 ‘길다’의 어간이 어근형성요소 ‘-음-’과 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형성된 

‘기름하다’의 모음교체형으로 볼 수 있다. 어근형성요소 ‘-음-’은 ‘기름하다’, 

‘짜름하다’에서도 확인되는데, “약한 정도성”뿐만 아니라 “ 상의 모양”에 

한 의미도 나타낸다. 송정근(2007: 83-84)에서는 크기형용사의 어근형성요소

가 크기형용사가 갖는 의미 가운데 모양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길쭉하다, 기름하다’는 ‘ 상의 모양’에 관한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78) 여기서 이 논의를 받아들여 어근형성요소 

‘-쭉-, -음-’은 크기의 정도성에 한 의미와 모양에 한 의미를 모두 나타

내는 것으로 파악하 다. 

  다음으로 (21다)에서 크기형용사 ‘길다’와 ‘넓다’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선행요소로 온 예를 볼 것이다. 크기형용사 ‘길다’나 ‘넓다’가 비통사적 합성형

용사의 선행요소로 올 때 단일어 어간으로만 나타난다. 이들이 비통사적 합성

어의 후행요소로 나타날 때 ‘크넓다’를 제외하면, 모두 ‘동글갸름하다, 둥글넓

적하다’ 등과 같이 단일어 어간이 아닌, 어간에 어근형성요소와 접미사 ‘-하-’

가 결합하는 파생어 어형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길다, 넓다’에 어근형성요소

가 결합될 경우 일반적으로 접미사 ‘-하-’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통사적 합성어를 형성할 때 어휘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단어의 중심부끼리 긴 하게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갸름하다, 

넓적하다’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선행요소로 오게 된다면 ‘*갸름하동글다, 

넓적하펀펀하다’처럼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갸름’과 ‘동글-’ 사이, 

그리고 ‘넓적’과 ‘펀펀’ 사이에 개입된 ‘-하-’ 때문에 합성어 구성요소 결합의 

강도가 약화될 것이다. 위에서 다루었던 ‘둥글다’가 단일어 어간으로만 선행요

소로 나타나는 것, 앞으로 4.3.2에서 다루게 될 ‘시원섭섭하다, 궁금답답하다’

처럼 두 개의 ‘어근+하-’형 단어가 결합하는 합성어,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명

사 ‘넓적다리, 넓적뼈’에서 선행요소가 어근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이를 

78) 송철의(1992)에서는 이 ‘-음-’에 하여 색채어를 어기로 하지 못하고 체로 공간형
용사들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 무엇의 양이 아닌 모양을 문제삼는 것으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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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길둥글다, 넓둥글다’는 드물게 보이는 단일어 어간의 결합으로 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이다. 어간 ‘둥글-’에 “강한 정도성”을 표시하는 어근형성요소 ‘-앟

/엏-’이 붙어 ‘둥그렇다’가 형성되는데, 이는 어간 ‘길-’과 결합하여 ‘길둥그렇

다’가 형성된다. ‘동그랗다’는 ‘둥그렇다’의 모음교체형이다. 

4.3.1.4. 미각 및 후각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단어구조 

 

  다음으로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 미각형용사와 후각형용사가 관여하는 

예를 살펴보겠다. 색채, 명암형용사나 크기, 모양형용사가 관여하는 예보다 미

각, 후각형용사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는 그리 다양하지도 않고 어

휘의 수량도 많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이 예들을 일정한 유형 빈도를 보이

는 선행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2) 가. 고리삭다, 고리타분하다, 고리탑탑하다, 골타분하다, 골탑탑하다, 구

리터분하다, 구리텁텁하다, 굴터분하다, 굴텁텁하다, 코리타분하다, 

코리탑탑하다, 쿠리터분하다, 쿠리텁텁하다 

나. 맵싸하다, 맵짜다, 맵차다

다. 달보드레하다, 싱검털털하다

(22가)는 ‘구리다’가 관여하는 예들이고, (22나)는 ‘맵다’와 관련되는 예들이

며, (22다)는 구성요소가 유형 빈도를 보이지 않은 예들이다. ‘누리비리다’와 

‘비리누리다’는 15세기에 확인된 미각 및 후각형용사가 관여한 예이다. 한편 

많지 않지만, 미각형용사와 후각형용사의 어간이 ‘-디-’를 매개로 중첩된 단

어로 ‘다디달다, 쓰디쓰다, 맵디맵다, 시디시다, 짜디짜다, 떫디떫다’가 확인되

는데, (22)보다 다양하지 못한 것은 비교가 된다. 

  (22가)의 후각을 나타내는 ‘구리다/고리다/쿠리다/코리다’에서 모음교체 및 

자음교체와 같은 내적변화가 확인된다. 이들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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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요소로 온 ‘타분하다/터분하다’, ‘탑탑하다/텁텁하다’도 모음교체형으로 볼 

수 있다. ‘타분하다/터분하다’, ‘탑탑하다/텁텁하다’는 “입 안이 산뜻하지 못하

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달다, 맵다’와 달리 하나의 특정한 맛을 나타내지 않

는다. ‘골타분하다, 골탑탑하다, 굴터분하다, 굴텁텁하다’의 선행요소로 온 ‘골

-’과 ‘굴-’은 각각 ‘고리-’와 ‘구리-’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다. (22가)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은 ‘고리삭다’를 제외하면 모두 미각 및 후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그 언행, 성격 따위’도 나타낸다. ‘고리삭다’는 ‘고리-’

와 ‘삭-’의 결합으로 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인데, 이는 후각에 하여 사용되

지 않고, “젊은이다운 활발한 기상이 없고 풀이 죽은 늙은이 같다”와 같은 은

유적 의미만으로 쓰인다.  

  (22나)는 ‘맵다’와 관련된 예들이다. ‘맵다’는 ‘고리다’와 달리 단일어 어간과

만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형성한다. ‘맵차다’는 ‘맵싸하다, 맵짜다’

와 달리 미각 및 후각에 해서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바람이나 성격’을 나

타낸다. 

  (22다)의 ‘달보드레하다’는 어간 ‘달-’과 ‘보드레하-’가 결합한 것이고, 이는 

“약간 달큼하다”라는 뜻이다. ‘보드레하-’는 ‘보들보들, 보드랍다’에서 확인된 

어근 ‘보들’에 어근형성요소 ‘-(으)레-’와 접미사 ‘-하-’가 결합해서 형성된 것

이다. 어근형성요소 ‘-(으)레-’는 ‘부드레하다(부들+-레-), 반드레하다(반들

+-레-), 반지레하다(반질+-레-)’에서도 확인되는데, “약한 정도성”을 나타낸

다. ‘싱검털털하다’는 어간 ‘싱겁-’과 ‘털털하-’의 결합이고, “싱겁고 소탈하며 

수수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선행 어간 ‘싱겁-’의 ‘ㅂ’은 ‘ㅁ’으로 교체된 것

으로 보인다.

4.3.1.5. 유의관계의 구성요소끼리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은 그 구성요소의 의미적 속

성에 따라 위와 같이 색채나 명암형용사와 관련된 예, 크기나 모양과 관련된 

예, 미각이나 후각과 관련된 예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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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의관계에 있는 구성

요소끼리 결합하는 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살펴보

았던 비통사적 합성동사에서도 확인된다. ‘굶주리다, 잡쥐다, 얽매다’가 해당   

예가 된다. 

(23) 가. 곧바르다

나. 어두침침하다, 어두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어둠침침하다 

 다. 약빠르다, 역빠르다, 재빠르다(참고: 재바르다) 

(23가)는 선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관여하는 예이고, (23나)는 명암

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관여하는 예이며, (23다)는 ‘빠르다’와 관련하는 예들

이다. (23가, 나)의 예들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관계로 여기서는 (23다)만 보

기로 한다.  

  ‘약빠르다’, ‘역빠르다’는 어간 ‘약-, 역-’과 ‘빠르-’의 결합으로 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이고, “사람이 꾀가 많고 눈치가 빠르다”라는 뜻이다. 합성어의 선

행요소인 ‘약다/역다’는 “눈치가 빠르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합성어 후행요소

인 ‘빠르다’와 의미적으로 겹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약다/역다’는 모음

교체를 통한 내적변화형으로 볼 수 있다. 

  ‘재빠르다’는 유의관계에 있는 어간 ‘재-’와 ‘빠르-’의 결합으로 된 예이고, 

“동작이 재고 빠르다”라는 뜻이다. ‘재빠르다’보다 여린 느낌을 주는 단어로 

‘재바르다’도 확인된다.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 (23)과 같이 유의관계를 갖는 구성요소끼리 결

합하는 예들의 존재는 한국어의 동의중복현상을 연상하게 한다. 동의중복현상

은 의미의 강화와 수사적 기교가 유의관계에 있는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발생

한 것이라고 심재기(1982: 231)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따라서 (23)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은 화자가 어떤 의미에 하여 강조하고자 한 동기 아

래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3)의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관찰해 

보면 구성요소들이 완전히 동의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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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간이 표현하기 부족한 의미를 그와 유의관계에 있는 다른 어간과의 결합

을 통해 보강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3.1.6.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의미

  지금까지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 선행요소가 형용사 어간

인 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은 그 구성요소의 의미

적 속성에 따라 색채나 명암형용사와 관련된 예, 크기나 모양과 관련된 예, 미

각이나 후각과 관련된 예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의 속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유의관계에 있는 구성요소

끼리 결합하는 예들도 살펴보았다. 

  확장의미를 잘 획득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는 

부분이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 가지고, 확장의미를 얻지 못한다. 그

리고 그들의 뜻풀이에서 흔히 등장하는 등접속어미 ‘-고, -면서’를 보면 비

통사적 합성형용사의 구성요소들이 단어 내부에서 다소 등한 관계로 결합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와 관련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은 체로 “···

빛을 띠면서”로 해석이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색깔이 완전히 등하게 나타나

는 것보다 후행하는 색깔이 ‘중심색’이고, 선행하는 색깔이 ‘중심색’에 부수적

으로 섞인 색으로 나타난다. ‘검붉다’의 경우 ‘검은빛을 띠면서 붉다’를 뜻하는

데, ‘검고 붉다’로 해석될 수 없다. 반면에 미각형용사 ‘맵짜다’는 “맵고 짜다”

의 뜻인데, 여기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등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상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의미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 한국어에서 두 가지 색깔, 두 가지 맛 혹은 사물의 

다양한 모양을 합성어로 표현할 때 비통사적 합성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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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상태성 어근 + [상태성 어근 + ‘-하-’]

4.3.2.1.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형성에 관여하는 ‘-하-’ 형용사 

  4.3.1에서는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 선행요소가 형용사 어

간인 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형용사 어간이 선행요소로 온 비통사적 합성

형용사는 후행요소에 따라 더 세분하게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79)’과 ‘형용

사 어간 +[상태성 어근 +‘-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 (24)에서 본 바와 

같이 현 한국어에서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보다 

‘형용사 어간 +[상태성 어근 +‘-하-’]’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가 훨씬 더 생

산적이다.80) 이것은 형용사 어간이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선행요소로 나타날 

때에 ‘-하-’ 형용사를 후행요소로 선호한다는 말이 되는 동시에, ‘-하-’ 형용

사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4.3.2에서는 (24나), 곧 ‘형용사 어간 +[상태성 어근 +‘-하-’]’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두 개의 ‘-하-’형 형용사가 결합하는 ‘시

원섭섭하다’ 등 형용사에 주안점을 두고, 이들의 형태 및 의미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형용사 어간이 선행요소로 온 비통사적 합성어와의 유사

성을 기반으로 ‘시원섭섭하다’ 등을 ‘[상태어 어근+[상태성 어근+‘-하-’]]’로 

분석하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에 해 검토해 보고자 한

다.81) 

79) 여기서 언급하는 ‘형용사 어간’은 ‘누르다’의 ‘누르-’, ‘동글다’의 ‘동글-’만 가리키는 것
이고, ‘불그스름하다, 푸르죽죽하다’의 ‘불그스름하-, 푸르죽죽하-’를 포함하지 않는다. 

80) 형용사 어간과 ‘-하-’ 형용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는 (24나) 외
에 15세기의 ‘어리미혹다’도 있다( 어리미혹니 닐며 안조미 다 남로  아 
도다 <남명하 48b>). ‘어리미혹다’는 유의관계를 가지는 ‘어리다’와 ‘미혹다’가 결
합한 것이다. 

81) 상세하게 논의하지 않았지만, ‘시원섭섭하다’와 같은 ‘어근+어근+-하-’형 형용사를 비
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본 논의는 김정은(1995), 이선 (2006) 등이 있다. 특히 이선
(2006: 46)에서 ‘시원섭섭하다’의 ‘시원’은 ‘괘씸죄, 어둑새벽’의 ‘괘씸’과 ‘어둑’과 같이 어
근이 ‘-하다’와 유리되어 합성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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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

감노랗다, 감노르다, 감파랗다, 감푸르다, 검누렇다, 검누르다, 검묽

다, 검붉다, 검뿌옇다, 검퍼렇다, 검푸르다, 고리삭다, 곧바르다, 길동

그랗다, 길동글다, 길둥그렇다, 길둥글다, 낡삭다, 넓둥글다, 높푸르

다, 돋나다, 맵짜다, 맵차다, 붉누르다, 시들마르다, 약빠르다, 얕푸르

다, 역빠르다, 엷붉다, 엷파랗다, 엷푸르다, 옅푸르다, 재빠르다, 잗젊

다, 짙붉다, 짙푸르다, 크넓다, 푸르누렇다, 희누렇다, 희누르다, 희맑

다, 희멀겋다, 희묽다, 희부옇다, 희붉다, 희뿌옇다, 희푸르다 

나. 형용사 어간 +[상태성 어근 +‘-하-’] 

감파르족족하다, 검불그스름하다, 검충충하다, 검푸르죽죽하다, 고리

타분하다, 고리타분하다, 고리탑탑하다, 골타분하다, 골탑탑하다, 구

리터분하다, 구리텁텁하다, 굴터분하다, 굴텁텁하다, 널펀펀하다, 넓

삐죽하다, 높나직하다, 노르칙칙하다, 누르데데하다, 누르뻑뻑하다, 

누르칙칙하다, 누르퉁퉁하다, 누르튀튀하다, 달보드레하다, 동글갸름

하다, 동글나부죽하다, 동글납 하다, 동글납작하다, 동글반반하다, 

둥글길죽하다, 둥글납작하다, 둥글넙데데하다, 둥글넓적하다, 둥글번

번하다, 둥글삐죽하다, 맵싸하다, 설미지근하다, 싱검털털하다, 어두

침침하다, 어두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어둠침침하다, 잦바듬하다, 

젖버듬하다, 코리타분하다, 코리탑탑하다, 쿠리터분하다, 쿠리텁텁하

다, 푸르데데하다, 푸르싱싱하다, 푸르퉁퉁하다, 흐리터분하다, 희넓

적하다, 희누르스레하다, 희누르스름하다, 희누름하다, 희말쑥하다, 

희멀끔하다, 희멀쑥하다, 희번드르르하다, 희번주그레하다, 희번지르

르하다, 희불그레하다, 희불그무레하다, 희불그스레하다, 희불그스름

하다, 희불긋하다, 희붐하다, 희푸르스름하다, 희푸릇하다 

근이 관여하는 합성어는 어간이 관여하는 어간합성어와 구분해서 어근합성어라고 할 가
능성도 있다고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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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비통사적 합성어 형성에 관여하는 상태성 어근  

        

  상태성 어근이 관여하는 ‘[상태어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형용사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상태성 어근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 

(25) 가. 비통사적 합성명사:  넓적코, 민둥산, 심심소일, 싱싱회

나. 비통사적 합성동사:  어긋나가다, 어긋놓다, 시끌벅적거리다

다. 비통사적 합성부사:  은근살짝, 은근슬쩍 

라.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궁금답답하다, 시원섭섭하다, 이상야릇하다  

(25가)는 상태성 어근이 접미사 ‘-하-’에 유리되어 명사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들이고, (25나)는 상태성 어근 ‘어긋’, ‘시끌’이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예들이며, (25다)는 상태성 어근이 부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이 중에 상태성 어근이 명사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는 상당히 생산적으로 확인되지만, 그보다 동사나 부사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많지 않다. (25라)는 본고에서 앞

으로 다루고자 하는 상태성 어근이 관여하는 형용사들이다. 

  보는 바와 같이 상태성 어근은 접미사가 없이 명사, 동사, 부사 등 다양한 

품사와 골고루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어를 형성한다. 이는 비통사적 합성어

의 형성에 있어서 상태성 어근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

며, 동시에 상태성 어근이 형용사와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어를 형성하는 가

능성도 열어 준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상태성 어근이 (25)와 같이 선행요

소로서 적극적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양상을 고려하여 ‘-하

-’ 형용사와 결합하는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형용사를 합성어

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24나)의 ‘형용사 어간+[상태성 어근+‘-하-’]’형 비

통사적 합성어와의 유사한 속성을 기반으로 이를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한 

하위분류로 보고자 한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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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미각 및 후각 형용사  

  이제 구체적으로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비통사적 합성형용

사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형용사 어간+[상태성 어근+‘-하

-’]’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형용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 미각 및 후각과 관

련되는 예들이 확인되었듯이,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형용사 

중에도 미각 및 후각과 관련되는 예가 확인된다. 

(26) 가. 고리타분하다, 고리탑탑하다, 골타분하다, 골탑탑하다, 구리터분하다, 

구리텁텁하다, 굴터분하다, 굴텁텁하다, 코리타분하다, 코리탑탑하다, 

쿠리터분하다, 쿠리텁텁하다 

나. 맵싸하다, 맵짜다, 맵차다

다. 누리비리다, 비리누리다(15세기) 

82) 한편 본고에서 다루는 ‘[상태어 어근+[상태성 어근+ ‘-하-’]]’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에 대해 약간 다르게 보는 논의는 이현희(1994)이다. 이 논의에서는 중세한국어 나열 명
사구에서 공통되는 요소는 맨 마지막에만 나타나고, 앞의 명사구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
을 ‘공통되는 피수식어 뒤로 빠지기 현상’이라고 명명한 바가 있다. 

ㄱ. 東 南 門 노니샤매 늘그니 病니 보시고  내시니 <월곡기 44>
ㄴ. 我 人 相이 므스기 이시리오(我人相이 何有ㅣ리오) <금삼 4:54>
ㄷ. 모딘 일 보고 됴 일 닷니 漸漸 東 西 北 洲와 四王 忉利 天에 가 나니 

<월석 1:46>
 

   (ㄱ)의 ‘東 南 門’과 (ㄴ)의 ‘我 人 相’, (ㄷ)의 ‘東 西 北 洲’와 ‘四王 忉利 天’에서 각각 
‘門’과 ‘相’, ‘洲’, ‘天’은 나열되는 명사구에서 공통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맨 뒤에 위치에
만 남아 있고 앞의 명사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명사구들은 공통되는 피수식어가 
그 로 존재하여 ‘東門 南門’, ‘我相 人相’, ‘東洲 西洲 北洲’, ‘四王天 忉利天’ 식으로 나타
날 수도 있다(이현희, 1994: 32). 

     이 논의에 따라 본고에서 다루는 ‘시원섭섭하다’를 보면 공통되는 요소 ‘-하-’가 맨 마
지막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원섭섭하다’를 ‘[[시원+섭섭]+‘-하-’]’로 분석하게 된
다. 본고는 현 한국어에서 상태성 어근이 ‘-하-’에서 유리되어 명사, 동사, 부사 등 다
양한 품사와 골고루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어를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는 ‘-하
-’ 형용사와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원섭섭하다’를 어근과 ‘-하-’ 형용사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보고자 한다. 



- 158 -

(27) 가. 달곰삼삼하다, 달곰새금하다, 달곰쌉쌀하다, 달곰씁쓸하다, 달콤새콤

하다, 달콤새큼하다

나. 시금떨떨하다, 시금씁쓸하다, 시금털털하다, 시큼씁쓸하다, 시큼털털

하다, 새콤달콤하다, 새큼달큼하다 

다. 매콤짭짤하다, 간간짭짤하다, 건건찝찔하다

(26)은 4.3.1에서 다루었던 미각형용사와 후각형용사가 관여하는 ‘형용사 어간

+형용사 어간’형, ‘형용사 어간+ [상태성 어근+‘-하-’]]’형 비통사적 합성형

용사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27)은 (26)과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접미사 

‘-하-’가 분석된다는 점에서 복합어근이 형성 이후에 ‘-하-’가 다시 결합하는 

파생의 절차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27)의 단어 내부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미각 및 후각이 등한 관계

로 결합하는 것은 (26)과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형용사 어간+상태성 어근

+‘-하-’’,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와 같이 선행요소가 어간인지 어

근인지에서만 차이가 난다. 곧 ‘맵짜다’와 ‘매콤짭짤하다’는 두 가지 맛을 표현

하는 것이 같은데, 선행요소가 어간인지 어근인지에서만 차이가 난다. 본고에

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맛이나 냄새를 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합성

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간이든 어근이든 한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의 중심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27)의 

‘매콤짭짤하다’와 같이 두 구성요소가 등한 관계로 결합하는 것은 합성의 절

차, 곧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26)의 

‘고리타분하다([형용사 어간+[상태성 어근+‘-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형

성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순수한 합성 

절차만 겪은 (26)의 단어에 비하여 (27)이 다소 전형적인 합성어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에서 비통사적 합성명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넓적하다’의 중심부, 곧 ‘넓적’이 접미사 ‘-하-’와 분리되어 ‘넓적다리, 넓적

코’와 같이 후행하는 명사와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형성하는데, 마찬

가지로 ‘매콤하다’와 같은 단어에서 어휘적 의미를 담는 어근이 ‘-하-’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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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매콤짭짤하다’와 같이 후행 형용사와 결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비통사적 합성동사에서 확인된 ‘어긋나가다, 어긋놓다’에

서 ‘어긋하다’의 어근 ‘어긋’이 접미사와 분리되어 동사와 결합하는 것도 ‘매콤

짭짤하다’와 같은 예들을 합성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에 해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있어서 어간만

이 어미와 분리하여 단어의 형성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어근도 접미사와 분리

하여 직접적으로 단어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25)에서 상태성 어근이 적극적으로 비통사적 합성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어간뿐만 아니라 어근도 활발하게 비통사적 합

성어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원인에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간과 어근이 한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의 중심부라는 속성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하 던 비통사적 합성을 형성할 때 지키는 

원칙, 곧 어휘적 의미를 담는 단어의 중심부끼리 긴 하게 결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 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간이나 

어근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관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이것도 

한국어 어간이나 어근의 고유한 속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어의 형성에 있어

서 문법보다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27)의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 형 비통사적 합성형용

사의 단어 형성 과정과 의미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형용사 

어간+[상태성 어근+‘-하-’]’형 비통사적 합성어와의 유사성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27)은 일정한 유형 빈도를 보이는 합성어 선행요소

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27가)는 단맛이 선행요소로 온 예들이고, (27나)는 

신맛, (27다)는 매운맛과 짠맛이 선행요소로 나타난 예들이다. 

  (27가)에서 보았듯이 단맛은 합성어의 선행요소로 올 때 주로 신맛, 쓴맛과 

결합한다. 선행요소 ‘달곰, 달콤’은 ‘달곰하다, 달콤하다’의 어근이며, ‘달곰하

다, 달콤하다’는 각각 어간 ‘달-’이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어근형성요소 

‘-곰/콤-’과 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어근형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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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콤-’의 관계는 내적변화로 볼 수 있다.83) 합성어의 후행요소를 보면 

‘신맛’과 관련하여 ‘새금하다, 새큼하다, 새콤하다’가 나타난다. ‘시금하다, 시

큼하다’는 어간 ‘시-’에 어근형성요소 ‘-금-/-큼-’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한편 합성어의 선행요소는 ‘단맛’이고 후행요소는 ‘쓴맛’을 표현하는 ‘달곰씁쓸

하다, 달곰쌉쌀하다’가 확인된다. ‘씁쓸하다’는 어간이 중첩 후에 어근형성요소 

‘-ㄹ-’과 접미사 ‘-하-’가 결합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씁쓸’의 ‘ㅂ’은 ‘쓰

다’의 중세한국어 단계에서 보인 소급형 ‘다’가 그의 어두자음군 단순화를 

하는 과정에 남은 화석으로 볼 수 있는 듯하다. 유사한 화석형을 보인 ‘짭짤하

다’도 있다. ‘짜다’의 소급형 ‘다’와 같이 어간이 어두자음군을 갖는다는 점

에서 ‘다’와 공통적이고, 어간이 중첩해서 어근형성요소 ‘-ㄹ-’이 붙어 복합

어근을 형성할 때 어간에 ‘-ㅂ-’이 나타나는 것도 ‘쓰다’와 유사하다. ‘쌉쌀하

다’는 ‘씁쓸하다’로부터 내적변화를 겪어 형성된 것이다. (27가)의 의미를 보

면 부분 뜻풀이에서 “단맛이 나면서 조금 쓰다(달곰새금하다)”와 같이 합성

어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등한 관계로 결합하는 것이 관찰되며, 이것이 

‘맵싸하다(맵고 싸하다)’와 같은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 등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27나)에서 신맛은 선행요소로 올 때 주로 쓴맛이나 단맛과 결합하는 것으

로 확인된다. 한편 ‘신맛’을 나타내는 ‘시금, 시큼’이 ‘떨떨하다, 털털하다’와 

결합하는 예가 발견된다. ‘떨떨하다’는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으나 성립이 가능

한 단어일 듯하다. 이것은 ‘떫은맛’을 표현하는 ‘떠름하다, 떨떠름하다’의 존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떠름하다, 떨떠름하다’는 ‘떨-+음+하다, 떨떨+음+

하다’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떨떨하다’는 ‘떫다’의 형태적 관련성

을 보면 표면적으로 어간 ‘떫-’이 ‘*떨-’로 표기되고 이는 중첩해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미각 및 후각 형용사 ‘달다, 쓰다, 짜다’가 각각 어간 중

첩형 ‘달달하다, 씁쓸하다, 짭짤하다’의 존재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추정의 가

83) 미각 및 후각 형용사 어간에 붙은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어근형성요소는 ‘-곰-, -굼
-, -금-, -큰-, -큼-, -콤-, -쿰-’이 있다. 이 중에 ‘-큼-’만이 ‘달다, 맵다, 시다’ 
모두에 결합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내적변화를 적용하는 출발점으로 상정할 수 있
다(송정근, 200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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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아진다(송정근, 2007: 147). 

  (27다)는 ‘짠맛’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공통적이다. ‘매콤’은 ‘매콤하다’의 어근이고 어간 ‘맵-’이 어근형성요소 ‘-콤-’

과 접미사 ‘-하-’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간간짭짤하다, 건건찝찔

하다’는 유의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끼리 결합한 예로 볼 수 있으며, ‘간간하다’

와 ‘건건하다’의 관계는 내적변화로 볼 수 있다. ‘찝찔하다’는 ‘짭짤하다’로부터 

내적변화를 겪어 형성된 것이다. (27나, 다)의 의미를 보면 역시 합성어의 선

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등관계로 결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점에서 어

간이 선행요소로 온 후각 및 미각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맵짜다)와 비슷해 보

인다. 

  한편 위의 (27)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두 종류의 미각이나 후각을 

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할 때에 모든 미각 및 후각형용사가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행요소가 표현하는 맛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맛’은 ‘신맛, 쓴맛’과 결합하는 ‘달콤새큼하다, 달곰쌉쌀하다’가 있고, ‘신맛’

은 ‘쓴맛, 단맛, 떫은맛’과 결합하는 ‘시큼씁쓸하다, 새큼달큼하다, 시금떨떨하

다’ 등이 있으며, 짠맛은 짠맛끼리 결합하는 ‘간간짭짤하다, 건건찝찔하다’, 그

리고 ‘매운맛’은 유일하게 ‘짠맛’과 결합하는 ‘맵짜다, 매콤짭짤하다’ 두 예만 

확인된다. 

4.3.2.4. 미각 및 후각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외에 다른 예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와 관련하여 

미각 및 후각형용사 외에 다른 예도 확인된다. 

(28) 갑갑궁금하다, 갸름컁컁하다, 궁금답답하다, 듬성드뭇하다, 뜨뜻미지근하

다, 시끌벅적하다, 시시껄 하다, 시원섭섭하다, 애매모호하다, 어둑충충

하다, 어수선산란하다, 이상야릇하다, 지지껄 하다, 해뜩발긋하다, 희뜩

벌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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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은 현 한국에서 확인된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형용사들

이다. 이들은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

행요소와 후행요소가 거의 등관계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다루었던 어

간과 관련된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나 (27)의 미각 및 후각 비통사적 합성형용

사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28)도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

-’]]’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갑갑궁금하다’는 ‘갑갑하다’의 어근이 ‘궁금하다’와 결합해 형성된 것이고, 

“몹시 갑갑하고, 궁금하다”라는 뜻이다. ‘궁금하다’의 어근이 선행요소로 나타

나 ‘답답하다’와 결합하는 ‘궁금답답하다’는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를 의

미한다. 여기서 둘 합성어는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서 확인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굳세다, 맵짜다, 크넓

다’, ‘넓삐죽하다, 둥글넓적하다, 희멀쑥하다’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그리고 선

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등관계로 결합된 것으로 보인 것도 어근이 선행요소로 

온 (27)과 같은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비통사적 합성형용

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갸름컁컁하다’는 ‘갸름하다’의 어근과 ‘컁컁하다’의 결합이고, 구성요소의 합

에 불과한 의미 곧 “갸름하고 파리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갸름하다’는 어간 

‘길-’에 어근 어근형성요소 ‘-음-’과 접미사 ‘-하-’가 결합하여 형성된 ‘기름

하다’의 모음교체형으로 볼 수 있다. 어근형성요소 ‘-음-’은 ‘기름하다’, ‘짜름

하다’에서도 확인되는데, “약한 정도성”뿐만 아니라 “ 상의 모양”에 한 의

미도 나타낸다. 

  ‘듬성드뭇하다’는 “촘촘하지 않고 성기고 드물다”라는 뜻인데, ‘듬성하다’의 

어근이 ‘드뭇하다’와 결합한 것이다. ‘드뭇하다’는 어간 ‘드물-’에 어근형성요

소 ‘-ㅅ-’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뜨뜻미지근하다’는 어근 ‘뜨뜻’과 ‘미

지근하다’의 결합이다. ‘뜨뜻’은 ‘따뜻하다’의 내적변화형이다. 

  ‘시끌벅적하다’는 어근 ‘시끌’이 ‘벅적하다’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이다. 선행요소 ‘시끌’은 ‘시끄럽다, 시끌시끌’을 통해 그것의 어근으로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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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확인된다. 후행요소의 어근 ‘벅적’은 ‘-하-’와 결합할 뿐만 아니라 ‘-거

리-’와 결합하기도 한다. 

  ‘시시껄 하다’는 “이야기나 일이 시시하고 너절하다”라는 뜻인데, 의미를 

보았을 때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등관계로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껄

하다’와 관련하여 ‘지지껄 하다’도 있는데, 이는 ‘지지하다’의 어근과 ‘껄

하다’와의 결합이고, “지지하고 눈에 차지 않다”라는 뜻이다. 

  ‘시원섭섭하다’는 어근 ‘시원’이 ‘섭섭하다’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고, “한편

으로는 흐뭇하고 가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아쉽다”라는 뜻이

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결합은 역시 등관계로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희뜩벌긋하다’는 어근 ‘희뜩’과 ‘벌긋하다’가 결합하는 색채형용사이다. 이는 

“흰 빛깔과 벌그스름한 빛깔이 뒤섞인 상태”를 뜻하는데, 의미를 보았을 때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등관계로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희뜩’은 어간 

‘희-’에 ‘-뜩-’이 붙어 형성된 복합어근이다. ‘벌긋하다’는 ‘발긋하다’의 내적변

화형인데, 이 둘은 ‘불긋하다’로부터 모음교체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불긋하다’는 어간 ‘붉-’에 약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으)ㅅ’이 붙어 형성된 

것이다. ‘희뜩벌긋하다’와 관련하여 ‘해뜩발긋하다’도 있다. 이는 어근 ‘해뜩’이 

접미사와 분리하여 ‘발긋하다’와 결합한 것이다. 어근 ‘해뜩’은 ‘희뜩’으로부터 

모음교체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희뜩벌긋하다, 해뜩발긋하다’는 앞에서 살펴

보았던 어간이 관여하는 ‘희붉다, 희불긋하다’와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가지 색

채 범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둘을 ‘[상태

성 어근+[상태성 어근+‘-하-’]]’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와 마찬가지로 ‘어근+[어근+‘-하-’]’

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중에서도 유의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들이 결합한 예들

이 발견된다. 

(29) 가. 곧바르다

나. 어두침침하다, 어두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어둠침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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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약빠르다, 역빠르다, 재빠르다(참고: 재바르다) 

(30) 간간짭짤하다, 건건찝찔하다, 애매모호하다, 어수선산란하다, 이상야릇하

다

(29)는 어간이 선행요소로 온 비통사적 합성어 중에 유의관계에 있는 구성요

소들이 결합하는 예들이고, (30)은 ‘어근+[어근+‘-하-’]’형 비통사적 합성형

용사 중에 유의관계를 갖는 구성요소들이 결합하는 예들이다. 

  ‘이상야릇하다’는 한자어 ‘이상(異常)하다’의 어근이 유의관계에 있는 고유어 

‘야릇하다’와 결합해서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합성어의 선행요소 곧 한자어 

‘이상(異常)’에 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노명희(2003: 82)에서 

지적했던 ‘積極，本格，公式，電擊，一括’ 등과 같은 한자어 어근이 부사로 사

용될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이상야릇하다’의 ‘이상’을 부사로 보는 것이

다.84) 이렇게 본다면 ‘이상야릇하다’는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다른 하나는 

‘이상야릇하다’를 ‘어근+[어근+‘-하-’]’의 구성으로 보고 이를 비통사적 합성

어로 보는 것이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상’을 ‘야릇하다’를 수식하는 것

으로 보기보다 이 둘은 등관계로 해석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상야릇하다’를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로 보고자 한다. 

  ‘어수선산란하다’는 고유어 ‘어수선하다’의 어근이 한자어 ‘산란(散亂)하다’와 

결합한 것이다. ‘어수선하다’와 ‘산란하다’는 유의관계를 형성한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인 ‘이상야릇하다, 어수선산란하다’와 달리 ‘애매모호하다’는 한

자어 ‘애매(曖昧)하다’의 어근과 한자어 ‘모호(模糊)하다’의 결합이다. ‘건건찝

찔하다’는 유의관계에 있는 ‘건건하다’의 어근과 ‘찝찔하다’의 결합이다. 

  (30)과 같이 유의관계를 갖는 구성요소끼리 결합하는 ‘어근+어근+‘-하-’’형 

형용사들은 겉보기에는 (29)의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와 비슷

한 면이 많다. 여기서 단어의 선행요소가 어간인지 어근인지의 차이만 날 뿐

인데,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어간이든 어근이든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담는 

84) 노명희(2003: 82)에서 언급한 한자어 어근이 부사로 사용된 예들은 아래와 같다. 

積極 對處하다, 本格 可動하다, 公式 拒否하다, 電擊 解任하다, 一括 妥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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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중심부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30)과 같은 구

성요소가 유의관계를 가지는 ‘어근+어근+‘-하-’’형 형용사들은 ‘어근+[어근

+‘-하-’]’로 분석하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30)

의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관찰해 보면 그 구성요소들이 완전히 동의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합성어의 한 구성요소가 표현하기 부족한 

의미를 그와 유의관계에 있는 다른 구성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보강하고자 한 

의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소결

  

  제4장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묶어서 이들의 형

태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2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선행요소에 따라 동사 어간이 관여한 예, 

형용사 어간이 관여한 예, 상태성 어근이 관여한 예로 나누어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비통사적 합성동사 내부에 일어나는 유음탈락을 통해 비통

사적 합성동사 구성요소 사이의 긴 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비통사적 합성동

사를 통사적 합성동사의 준말로 본 논의에 해서는 본고에서 형성되는 시간

적 선후를 결정하기 어려운 예가 많다는 점, 그리고 현 한국어에서 상당수의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비통사적 합성동사는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통사적 합성동사와 개별적인 형성 과

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사전에서 접두사나 부사로 처리된 ‘설

-, 맞-, 내리-’에 해서는 이들을 어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4.3에서는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선행요소에 따라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

간’형과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으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형용

사 어간+형용사 어간’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는 구성요소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다시 색채 및 명암을 표현하는 예, 크기 및 모양을 표현하는 예, 미각 및 

후각을 표현하는 예로 나누어서 그들의 단어구조, 특히 구성요소 중 복합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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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한편 ‘상태성 어근+[상태성 어근+‘-하-’]’형 

형용사에 하여는 본고에서 상태성 어근이 적극적으로 비통사적 합성명사, 

비통사적 합성동사,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점, ‘어간+[어근

+‘-하-’]’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와 구성상 및 의미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이

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고 논의하 다. 그리고 이처럼 두 개의 ‘-

하-’ 형용사가 결합하는 합성형용사에서 선행요소가 늘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담는 중심부, 곧 어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를 형성할 때 

지키는 ‘구성요소가 긴 하게 결합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반 한 것이라고 밝

혔다.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의미에 하여는 부분 비통

사적 합성동사들은 확장의미를 획득하 고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 가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은 부분이 구성

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을 가지고 확장의미를 얻지 못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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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단어구조 

5.1. 도입

  한국어의 부사 중에는 어근, 형용사 어간, 명사반복어 혹은 부사에 ‘-이’나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파생부사가 많다. 합성부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이루는 방식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 부사+부사 혹은 부사의 반복: 곧잘, 또다시, 오래오래, 자주자주

나. 명사+명사 혹은 명사의 반복: 밤낮, 가지가지, 사이사이

다. 관형사+명사: 어느새, 요즈음, 한바탕, 한층 

라. 동음(同音) 어근의 반복: 까칠까칠, 꼬불꼬불, 넘실넘실, 할근할근 

마. 유음(類音) 어근의 반복: 아릿자릿, 어슷비슷, 어정버정, 우물쭈물

바. 어간의 반복: 더듬더듬, 보풀보풀, 저리저리

(1가)는 부사끼리 결합하는 합성부사이고 (1나, 라)는 후행요소가 명사로 이루

어지는 합성부사들이다. (1가, 나, 라)의 가장 큰 특징은 구성요소가 자립성이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사+부사’, ‘명사+명사’, ‘관형사+명사’와 같

은 구성방식은 통사적 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

로 볼 수 있다. (1라, 마, 바)는 이에 비해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나 어간이 반

복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1라)는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

인데, ‘까칠까칠’은 ‘까칠하다’의 어근 ‘까칠’, ‘꼬불꼬불’, ‘할근할근’은 ‘꼬불거

리다’, ‘할근거리다’의 어근 ‘꼬불’, ‘할근’, ‘넘실넘실’은 ‘넘실거리다’ 혹은 ‘넘

실하다’의 어근 ‘넘실’이 반복해서 형성된 합성부사이다. 이들은 어근이 그

로 반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동음(同音)반복이다. (1라)와 달리 (1마)는 

어근의 일부가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유음(類音)반복이 된다. ‘아릿자릿’은 

‘아릿하다’, ‘자릿하다’의 어근 ‘아릿’, ‘자릿’, ‘어정버정’은 ‘어정거리다’, ‘버정

거리다’의 어근이 결합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바)는 어간의 반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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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된 것들이다. ‘더듬더듬’, ‘보풀보풀’은 동사 ‘더듬다’, ‘보풀다’의 어간

이 반복하여 형성된 것이고, ‘비뚤비뚤’, ‘저리저리’는 형용사 ‘비뚤다’, ‘저리

다’의 어간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이다. 

(1라, 마, 바)는 동일한 형태나 유사한 형태가 반복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

다. 여기서 반복되는 요소가 자립성이 없다고 해서 해당 반복형이 합성어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형태상의 특징에 따라 이러한 반복형들을 일반 

합성어와 구별하여 소위 반복합성어(repetitive compounds)라는 합성어의 한 

하위분류로 설정하는 논의도 있다.1) 그러나 구본관(1998:43)에서 지적했듯이, 

‘사르르, 사르르르, 사르르르르’와 같은 부분반복의 경우 반복되는 요소가 완

전한 어기가 아니고, 마치 강세 접사의 결합과 같이 의미를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파생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구석구석, 보슬보슬’과 같이 구성

요소가 그 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합성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본고는 이 논의를 체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1라, 마)에서 부사의 형성

에 관여하는 구성요소들은 모두 ‘-거리-’, ‘- -’, ‘-이-’, ‘-하-’와 결합하는 

어근이며, 정체가 분명하고 유의미적인 형태이므로 해당 반복형 부사를 합성

어로 보고자 한다.2) 또한 합성어 구성요소의 배열방식, 곧 ‘어간+어간’ 혹은 

1)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 반복형을 기본형으로 삼는 논의로는 신중진(1998), 합성어와 구
별되는 반복어를 따로 설정하는 논의로는 이익섭(1983), 채완(1986) 등을 참조할 수 있
다. 반복법에 의한 단어형성이 접미파생법으로 보는 논의는 심재기(1982), 하치근(1989, 
2010)을 참조할 수 있는데, 하치근(2010: 90)에서는 ‘부스럭부스럭, 출렁출렁, 덩드럭덩
드럭’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는 어근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때 어근에 붙은 ‘-
ㄱ~ㄱ-’, ‘-ㅇ~ㅇ-’이 접미형태소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단어를 반복법에 의
한 파생어로 보고 있다.    

2) 물론 반복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가 합성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 개골개골, 개굴개굴, 갸릉갸릉, 공닥공닥, 까강까강, 깟깟, 꺽꺽, 댕글댕글, 떵기떵
기, 또각또각, 벌쭉벌쭉, 사락사락, 쓰름쓰름, 와릉와릉, 와짝와짝, 우걱우걱, 조랑조
랑

나. 가슬가슬, 간실간실, 거슬거슬, 고들고들, 고래고래, 고분고분, 고슬고슬, 곰상곰상, 
구슬구슬, 구질구질, 까슬까슬, 깐실깐실, 꺼귀꺼귀, 꼬당꼬당, 꼬장꼬장, 꼬지꼬지, 
꼬질꼬질, 꼬치꼬치, 꾀음꾀음, 꾸벅꾸벅, 꾸뻑꾸뻑, 꾸정꾸정, 나닥나닥, 나박나박, 
나슬나슬, 나풋나풋, 너글너글, 넌들넌들, 노글노글, 노닥노닥, 누글구글, 누덕누덕, 
다닥다닥, 다락다락, 닥지닥지, 글 글, 더금더금, 더덕더덕, 더끔더끔, 덕지덕지, 
데면데면, 데설데설, 도글도글, 도담도담, 도돌도돌, 두글두글, 두둘두둘, 두리두리, 
두툴두툴, 뒤슬뒤슬, 디글디글, 따닥따닥, 땡글땡글, 떠덕떠덕, 또깡또깡, 또랑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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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어근’ 등이 통사적 구성에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비통사적 합성

어로 보고자 한다.3)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은 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간 혹은 

어근의 반복으로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와 같은 형태적인 특징은 ‘반

복’, ‘계속’, ‘심한 정도성’ 그리고 ‘상태 혹은 동작의 다양성’이라는 의미적 특

징을 가져온다.4)     

  이제 구성요소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어간이 관여하는 

예와 어근이 관여하는 예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우선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

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다.  

또록또록, 똥글똥글, 뚜글뚜글, 띠글띠글, 모락모락, 무럭무럭, 무뚝무뚝, 미식미식, 
바슬바슬, 바질바질, 발밤발밤, 배리배리, 배식배식, 뱅글뱅글, 버슬버슬, 벌씸벌씸, 
보동보동, 부리부리, 부얼부얼, 부전부전, 부질부질, 비적비적, 빠닥빠닥, 빠질빠질, 
뻐덕뻐덕, 뻐득뻐득, 뿌숭뿌숭, 뿌질뿌질, 사리사리, 살래살래, 살금살금, 새록새록, 
설렁설렁, 소들소들, 소록소록, 송알송알, 수걱수걱, 수득수득, 수럭수럭, 수슬수슬, 
숭글숭글, 숭얼숭얼, 슬금슬금, 쌀래쌀래, 썰레썰레, 쑤걱쑤걱, 쓰렁쓰렁, 아귀아귀, 
아슥아슥, 아슴아슴, 알금알금, 앙금앙금, 앙큼앙큼, 야긋야긋, 얄깃얄깃, 야울야울, 
어귀어귀, 얼멍얼멍, 엉금엉금, 여울여울, 여싯여싯, 오삭오삭, 오작오작, 오짝오짝, 
우둘우둘, 우둥우둥, 우럭우럭, 우렁우렁, 우중우중, 우쭉우쭉, 웅게웅게, 웅긋웅긋, 
웅기웅기, 자글자글, 자긋자긋, 자락자락, 자란자란, 잔물잔물, 잘기잘기, 줄레줄레, 
줄멍줄멍, 즈런즈런, 지런지런, 질긋질긋, 짜뜩짜뜩, 짤래짤래, 초근초근, 쿠렁쿠렁, 
터설터설, 팽글팽글, 핑글핑글, 하마하마, 헤실헤실 해물해물, 허위허위, 흥덩흥덩, 
히물히물 

다. 자락자락, 뎅걸뎅걸, 뎅글뎅글, 어푸어푸, 오직오직, 우직우직, 웩웩 

(가)는 의성어, (나)는 의태어, (다)는 의성·의태어이다. 이들의 구성요소, 곧 단독형이 ‘-
거리-,’ ‘- -’, ‘-이-’, ‘-하-’와 결합이 불가능하고, 단지 반복형에서만 확인되므로 합
성어로 보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 상에서 제외시켰다. 

3) 물론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어간 혹은 어근의 반복으로 된 예 외에 다른 구성으로 된 
것도 확인된다. 예컨  ‘은근살짝’은 ‘어근+부사’ 구성이고, ‘흘기죽’은 ‘어간+부사’, ‘길바
로, 발바투, 하루바삐, 때마침’은 ‘명사+부사’, ‘끼리끼리’는 ‘접미사+접미사’의 구성인데, 
이러한 합성어 구성요소의 배열방식은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
성부사로 볼 수 있다. 

4) 채완(2003: 52-56)에서 ‘꾹 누르다’는 일회적 동작이지만, ‘꾹꾹 누르다’는 반복적 동작
을 가리키며, ‘꾹 참아라’보다는 ‘꾹꾹 참아라’가 참는 정도가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언급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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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어간의 반복 

  한국어에서 용언으로부터 부사화하는 어휘형성기제 중의 하나는 반복법이

다. 반복에 의해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과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어간의 반복으로 형

성된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심재기(1982: 416)에서는 어간의 반복으로 어휘

의 안정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언의 반복에 의한 부사화에는 

어간을 다시 어근으로 바꾸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 다.  

  본고에서는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합성부사 형성에 

관여하는 어간의 속성에 따라 동사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과 형용사 어간

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합성부사에 해서는 이전 논의에서 많이 

언급하 다. 우선 신중진(1998: 31)에서는 ‘흔들흔들’이 용언 어간 ‘흔들-’에

서 어휘부에 있는 중첩 기제에 유추되어 역형성(back formation)된 것으로 보

고 있다. 조남호(1988: 18)에서는 동사 어간이 형태상의 변화 없이 반복하여 

형성된 합성어로 ‘까불까불, 느물느물, 미루미루, 서슴서슴, 서리서리, 저리저

리’ 등을 제시하 다. 김정은(1995: 192-193)에서는 ‘더듬더듬, 흔들흔들, 부

풀부풀, 시들시들, 비틀비틀’은 동사 어간과 동사 어간의 결합, ‘작작, 비뚤비

뚤, 둥글둥글’은 형용사 어간과 형용사 어간의 결합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

부사로 보았다. 또한 이선 (2006ㄴ: 44)에서는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합성

부사가 중세한국어나 근 한국어에서 확인되지 않고, 현 한국어에서처럼 확

인된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이 점을 근거로 하여 ‘용언 어간의 유리성’이 후

기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 한국어에서도 여전히 

확인되며, 따라서 ‘단어형성에서 나타나는 용언 어간의 유리성’은 한국어 고유

의 현상이라고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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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동사 어간의 반복

  현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다음과 

같다. 

(2) 갖추갖추, 까불까불, 다듬다듬, 더듬더듬, 뒹굴뒹굴, 미루미루, 발기발기, 

배틀배틀, 벙글벙글, 보풀보풀, 부풀부풀, 비틀비틀, 서리서리, 서슴서슴, 

설레설레, 시들시들, 헝클헝클, 휘휘, 흔들흔들

(2)는 어간과 어간이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어로서 앞에서 언급한 비

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구성방식과 동일하나, 하나의 어간

이 중첩되어 형성되었다는 것이 차이를 보인다.

  (2)에서 ‘갖추갖추, 비틀비틀, 배틀배틀’이 있는데, 이들을 동사 어간과 동사 

어간의 결합으로 본다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지만, 부사의 반복으로 본다면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또한 ‘다듬다듬/더듬더듬, 보풀보풀/부풀부풀, 배틀배틀

/비틀비틀’은 구성요소 곧 어간 사이에 ‘다듬-/더듬-, 보풀-/부풀-, 배틀-/비

틀-’과 같은 내적변화 관계를 보인다. 

  (2)의 ‘벙글벙글’은 “입을 조금 크게 벌리고 자꾸 소리 없이 웃는 모양”의 

뜻이다. 의미적 유연성을 보았을 때 여기서 ‘벙글-’은 동사 ‘벙글다’와 관련이 

깊다. ‘벙글다’는 현 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벌다, 벌어지다”의 뜻으로 쓰

지만, 현 한국어에서는 “꽃이 피려고 망울지다”라는 의미로만 쓰인다. 여전히 

의미적인 유연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벙글벙글’은 동사 ‘벙글다’의 어간

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5) 한편 현 한국어에서 “입을 

조금 크게 벌리고 한번 웃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 ‘벙글’이 존재하므로 ‘벙글

벙글’이 부사 ‘벙글’의 반복으로 형성된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참여할 때는 동음(同

5) 유창돈(1975: 441)에서 ‘벙글벙글’은 동사 ‘벙글다’의 부사화에서 생긴 말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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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반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부분이다. 그러나 흔한 것은 아니지만, 간

혹 동음 반복이 아닌 예도 확인된다. 

(3) 가. 읏

나. 시들부들

다. 흘기죽, 할기족

(3가)는 중세한국어에서 확인된 두 개의 다른 동사 어간이 결합하여 형성된 

부사이고, (3나)는 현 한국어에서 확인된 동사 어간과 상태성 어근이 결합하

는 부사이며, (3다)는 동사 어간이 부사와 결합하는 예이다. 

  ‘읏’은 15세기의 문헌에서 확인된다. 

(4) 가. 고 님 몯 보 읏 우니다니 오날애 넉시라 마로롓다 <원석 

8:87ㄴ>

나. 鴛鴦이 놀애 블로 고니 몯 보아 읏 우니다니 <월석 8:102ㄱ>

이는 동사 어간 ‘-(燒)(사르다)’과 ‘긏-(斷)(끊다)’이 결합해서 형성된 부사이

고, “사르고 끊듯 하다”의 뜻이다.6) 여기서 후행요소 ‘읏’은 ‘긏-’의 ‘ㄱ’이 약

화된 것이다. ‘읏’은 형용사 ‘읏브다’에서도 확인되는데, 현 한국어에서는 

‘읏, 읏브다’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중세한국어에서 이러한 두 개의 

다른 동사 어간이 결합해서 부사로 된 예는 ‘읏’ 외에 확인하기 어렵다. 현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과 상태성 어근이 결합하는 예로는 ‘시들부들’이 

있다. 이는 “약간 시들어 생기가 없고 부드러운 모양”을 뜻하는 부사인데, 의

미를 볼 때 단어구조는 ‘동사 어간+상태성 어근’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김완진(2000: 209)에서는 ‘읏븐뎌(읏븐뎌 아으<악학, 鄭瓜亭>)’의 ‘-브-’를 형용사 
형성 접미사로 보고, 그 앞에 나오는 ‘읏-’은 동사 어간 ‘-(燒)’과 ‘긏-(斷)’이 결합
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본 바 있다. ≪표준≫에는 이 ‘읏브다’가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현 한국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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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기죽’은 “눈을 흘기어 죽 훑어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인데, 그 의미를 

보았을 때 ‘흘기다’의 어간이 부사 ‘죽’과 결합해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흘기죽’과 의미적으로 비슷한 ‘할기족’도 있는데, 이는 동사 ‘할기다’의 어간이 

부사 ‘족’과 결합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2.2. 형용사 어간의 반복

  현 한국어에서 형용사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다음 

(5)와 같다.

(5) 가. 거칠거칠, 구불구불, 더디더디, 동글동글, 둥글둥글,  배뚤배뚤, 비뚤비뚤, 

빼뚤빼뚤, 삐뚤삐뚤, 오글오글3, 우글우글3, 자리자리, 저리저리, 흐리흐

리

나. 비뚤배뚤, 삐뚤빼뚤

(6) 우글쭈글, 오글쪼글

(5가)는 동음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예들이고, (5나)는 유음 어간의 반복으

로 형성된 예들이다. (5)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어부사에서 구성요소 사이에 

내적변화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5가)의 ‘구불구불’은 어근의 반복으로 볼 수 있지만, 동사 어간 ‘구불-(북한

어)’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구불-’은 한국어의 ‘성글-’, ‘우

글-’과 같이 동사 어간 ‘굽-’, ‘성기-’, ‘욱-’에 ‘-(으)ㄹ-’이 결합하여 형성된 

어간이다.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될 때 접미사 ‘-거리

-’와 결합하여 용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비해 이들은 접미사 ‘-거리

-’ 없이 바로 단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경우 ‘-(으)ㄹ-’은 

어근형성요소라기보다는 어간형성요소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송정

근, 2007: 88). 그리고 이들은 이현희(1987: 140)에서 지적한 ‘- : 빗글-

(橫)’, ‘베프-: 베플-(宜)’, ‘- : 잇글-(牽)’ 등에서 포착되는 이른바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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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 ‘-(으)ㄹ-’과 동일한 요소일 가능성이 큰 것

으로 파악된다.7) 

  (5나) ‘비뚤배뚤, 삐뚤빼뚤’은 형용사 ‘비뚤다, 배뚤다’와 ‘삐뚤다, 빼뚤다’의 

어간이 결합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복되는 형태의 첫음절이 모음

이 교체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음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

성부사로 볼 수 있다. 유음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이 

두 개 예 외에는 찾기가 어렵다.

  (6)은 형용사 어간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예로 볼 수 있는 단어들이다. 

‘우글쭈글’의 선행요소 ‘우글-’은 형용사 어간이고, 후행요소 ‘쭈글-’은 ‘쭈그러

지다, 쭈글쭈글’을 통해 어근으로서의 자격이 확인된다. 

5.3. 어근의 반복 

  반복법은 용언으로부터 부사화하는 중요한 어휘형성기제이다. 반복에 의해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합성부사는 그리 많

지 않은 데 비해,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은 아주 생산적이다. 따라서 어간

보다 어근의 반복은 더욱 보편적인 비통사적 합성부사 형성법이라고 할 수 있

겠다.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우선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의 형태 그 로가 반

복되는가, 아니면 일부가 변하여 반복되는가에 따라 동음(同音)반복으로 된 예

와 유음(類音)반복으로 된 예로 나눌 수 있다. 동음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다시 그에 관여하는 어근과 결합하는 접미사에 따라 분류할 수 있

다. 체로 ‘-거리-’, ‘- -’, ‘-이-’, ‘-하-’와 결합하는 어근들인데, 이 중에 

‘-거리-’, ‘-하-’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예가 상 적으로 많다. 유음반

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도 마찬가지로 강 ‘-거리-’와 결합하는 

7) 이현희(1987: 139-140)에서 동사 어간을 형성하는 접미사 ‘-(으)ㄹ-’를 설정한 바가 
있다. 거기서는 ‘두드러지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단계로 ‘*두들다’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으)ㄹ-’은 매우 생산적인 접미사 던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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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음 어근의 반복, ‘-하-’와 결합하는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예로 나

눌 수 있다.8) 

  한편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 부분은 상징부사이

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의성 

부사, 의태 부사, 의성·의태 부사 그리고 일반 부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살펴보겠다. 

5.3.1. 동음 어근의 반복

5.3.1.1. ‘-거리-’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

  접미사 ‘-거리-’에 하여 송철의(1992: 189-193)에서는 이는 주로 동작성 

어근과 결합하여 어기가 의미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순수한 상태성만 띠는 어근과 결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거리-’

는 ‘동작의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접미사이므로 그와 결합하는 어근도 같은 

의미 특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거리-’는 주로 ‘반복성’을 가지는 

어근과 결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동작성 

어근들은 결합될 수 있는 접미사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체로 ‘-거리-’

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 ‘-거리-’, ‘- -’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8)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는 단독으로 자립성이 없는 ‘-거리-’, ‘- -’, ‘-이-’, ‘-
하-’ 등과 결합하는 어근들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태적이거나 의미적인 속
성을 밝히려면 이러한 어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어근과 결합할 
수 있는 접미사에 따라 비통사적 합성 부사를 나누는 것은 공통된 속성을 가지는 합성부
사 구성요소인 어근들을 끼리끼리 분류하는 데에 그의 목적이 있다. 접미사와 어근이 결
합할 때 형태적이거나 의미적인 제약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한 접미사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들을 모아 보면 그 어근들의 형태적이거나 의미적인 공통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는 어근에 한 형태적이거나 의미적인 분석은 결
국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단어구조를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비통사
적 합성부사의 단어구조를 논의할 때에 접미사에 따라 비슷한 속성을 가지는 어근들을 
묶어 보고 이어서 그들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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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 -, -이-’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거리-’, ‘- -’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5.3.1.1.1 ‘-거리-’와만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 중에 ‘-거리-’와만 결합하는 예

는 하나만 확인된다. 

(7) 조마조마 

  ‘조마’가 어근으로의 속성은 ‘조마거리다’ 외에 ‘조마롭다, 조마스럽다’를 통

해 또한 확인될 수 있다.  

5.3.1.1.2 ‘-거리-’, ‘- -’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

  현 한국어에는 ‘-거리-, - -’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동음 어근의 반복으

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제일 많다. ‘- -’는 ‘-거리-’와 마찬가지로 

‘반복’ 의미를 가지는 어근과 결합한다. 그 어근들은 주로 ‘동작’의 의미 자질

을 가지며, ‘상태’ 의미자질을 가진 어근은 잘 결합되지 않는다(박동근, 2008:  

109).9) 

  ‘-거리-’, ‘- -’와 모두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의

미적 속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성 부사, 의태 부사, 의성·의태 부사, 일반 

부사로 나눌 수 있다. 

 

9) 김보현(1999: 38)의 논의에 따르면 ‘-거리-’는 [+반복성], [+연속성]의 의미자질을 가
지며, ‘- -’는 [+반복성], [+연속성], [+주관성]([-객관성])의 의미자질을 가지는데, 
이러한 의미자질은 그것에 결합하는 어근도 같은 의미 특성을 가지도록 요구한다고 지적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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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성 부사

  (8)은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리’를 표현하는 부사, 

곧 의성 부사들이다. 

(8) 가랑가랑2, 가랑가랑3, 깔짝깔짝, 드 드 , 드릉드릉, 떡떠글떡떠글, 붐빠붐

빠, 뿜빠뿜빠, 사락사락, 살강살강, 살캉살캉, 설겅설겅, 설컹설컹, 쌀캉쌀

캉, 썰겅썰겅, 썰컹썰컹, 왱강왱강, 웽겅웽겅, 자그락자그락, 차락차락 

  (8)의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보면 그들의 구성요소에 내적변화 관계를 보인 

경우가 많다. 예컨  ‘붐빠’, ‘뿜빠’는 자음교체와 같은 내적변화 관계를 가지

는 어근들이다. (8)의 의미적 특성을 보면 체로 “여럿이 다 또는 자꾸, 매우 

.... 하는 소리” 따위로 정리할 수 있다.  

2) 의태 부사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

에는 ‘동작의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곧 의태 부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

다. 예는 아래 (9)와 같다. 

(9) 가동가동, 가둥가둥, 가드락가드락, 가들가들, 가물가물, 가불가불, 가치작

가치작, 가칫가칫1,가탈가탈, 간드랑간드랑, 간드작간드작, 간들간들, 갈근

갈근1, 갈근갈근2, 갈씬갈씬, 감실감실2, 거드럭거드럭, 거듬거듬, 거드럭거

드럭, 거들거들, 거물거물, 거불거불, 거치적거치적, 거칫거칫1,거푼거푼, 거

풋거풋, 걱실걱실, 건들건들, 걸근걸근1, 걸근걸근2, 걸쩍걸쩍, 검실검실2, 

게걸게걸, 고기작고기작, 고깃고깃, 고로롱고로롱, 고롱고롱, 고무락고무락, 

고물고물, 고불고불, 고시랑고시랑, 곰실곰실, 구기적구기적, 구깃구깃, 구

두덜구두덜, 구무럭구무럭, 구물구물, 구시 구시 , 굼실굼실, 궁싯궁싯, 

근드 근드 , 근드적근드적, 근들근들, 근실근실, 글컹글컹, 금실금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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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신, 까드락까드락, 까들까들, 까뜨락까뜨락, 까막까막, 까물까물, 까치

작까치작, 까칫까칫1, 깔끔깔끔, 깝신깝신, 깝작깝작, 깨죽깨죽, 깨지락깨지

락, 깨질깨질, 꺼드럭꺼드럭, 꺼들꺼들, 꺼뜨럭꺼뜨럭, 꺼물꺼물, 꺼불꺼불, 

꺼치적꺼치적, 꺼칫꺼칫1, 꺽둑꺽둑, 껄끔껄끔, 껍신껍신, 께죽께죽, 께지럭

께지럭, 께질께질, 꼬기작꼬기작, 꼬깃꼬깃, 꼬무락꼬무락, 꼬물꼬물, 꼬불

꼬불, 꼬약꼬약, 꼼실꼼실, 꼼트락꼼트락, 꾸기적꾸기적, 꾸깃꾸깃, 꾸무럭

꾸무럭, 꾸물꾸물, 꾸불꾸불, 꾸역꾸역, 꿈실꿈실, 꿈트럭꿈트럭, 끄먹끄먹, 

끄물끄물, 나근나근, 나불나불1, 나불나불2, 나붓나붓, 나울나울, 나탈나탈, 

나팔나팔, 나풀나풀, 난지락난지락, 난질난질, 낭창낭창, 너덜너덜, 너불너

불1, 너불너불2, 너붓너붓, 너울너울, 너털너털, 너펄너펄, 너풀너풀, 느근느

근1, 느글느글, 느실느실, 는지럭는지럭, 는질는질, 능글능글, 능청능청, 니

글니글, 다달다달, 다듬작다듬작, 다박다박, 다빡다빡, 다팔다팔, 당싯당싯, 

굴 굴, 더덜더덜, 더듬적더듬적, 더벅더벅, 더펄더펄, 덩드럭덩드럭, 덩

싯덩싯, 데굴데굴, 도근도근, 도리반도리반, 되롱되롱, 되룽되룽, 두근두근, 

두덜두덜, 두렷두렷, 두리번두리번, 둥싯둥싯, 뒤룩뒤룩, 뒤룽뒤룽, 뒤스럭

뒤스럭, 들큰들큰, 디룽디룽, 따듬따듬, 따듬작따듬작, 때굴때굴, 떠듬떠듬, 

떠듬적떠듬적, 떼굴떼굴, 뚜덜뚜덜, 뚜렷뚜렷2, 뚱싯뚱싯, 뛰룩뛰룩, 만지작

만지작, 매슥매슥, 머무적머무적, 머뭇머뭇, 메슥메슥, 문치적문치적, 문칮

문칮, 뭉긋뭉긋, 미루적미루적, 미적미적, 바동바동, 바들바들, 바르작바르

작, 박신박신, 반둥반둥, 반들반들1, 반들반들2, 반질반질, 발랑발랑, 발록발

록2, 발룽발룽1, 발룽발룽2, 발짝발짝, 배뚝배뚝, 배슥배슥, 배슬배슬1, 배슬

배슬2, 배쓱배쓱, 배착배착, 배치작배치작, 배칠배칠, 배트작배트작, 밴둥밴

둥, 밴들밴들, 뱐죽뱐죽, 버둥버둥, 버들버들, 버르적버르적, 벅신벅신, 번둥

번둥, 번들번들, 번죽번죽, 번질번질, 벌 벌 , 벌룩벌룩, 벌룽벌룽1, 벌룽

벌룽2, 벌쩍벌쩍, 베슥베슥, 베슬베슬, 보슬보슬, 복닥복닥, 볼각볼각, 볼강

볼강, 볼근볼근, 볼똥볼똥, 볼통볼통1, 부들부들, 부슬부슬, 북덕북덕, 불걱

불걱, 불근불근, 불뚱불뚱, 불쩍불쩍, 불퉁불퉁, 비근비근, 비뚝비뚝, 비비적

비비적, 비슥비슥, 비슬비슬, 비식비식, 비실비실, 비쓱비쓱, 비쓸비쓸, 비치

적비치적, 비칠비칠, 비트적비트적, 빈둥빈둥, 빈들빈들, 빈정빈정, 빠르작

빠르작, 빤둥빤둥, 빤들빤들, 빨랑빨랑, 빼뚝빼뚝, 빼트작빼트작, 빼틀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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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둥뺀둥, 뺀들뺀들, 뺀질뺀질, 뺜죽뺜죽, 뻐르적뻐르적, 뻔둥뻔둥, 뻔들뻔

들, 뻔죽뻔죽, 뻔질뻔질, 뻘 뻘 , 삐뚝삐뚝, 비트적비트적, 삐틀삐틀, 삔둥

삔둥, 삔들삔들, 사물사물, 사부랑사부랑, 사부작사부작, 사분사분, 살근살

근, 새들새들, 새롱새롱, 새물새물, 새살새살, 새실새실, 서물서물, 서분서

분, 슬근슬근, 슬 슬 , 시룽시룽, 시물시물, 시부 시부 , 시부적시부적, 

시위적시위적, 신들신들, 실떡실떡, 싸부랑싸부랑, 쌔물쌔물, 씨물씨물, 씨

부 씨부 , 아기작아기작1, 아기작아기작2, 아깆아깆1, 아깆아깆2, 아느작아

느작, 아늘아늘, 아드등아드등, 아등아등, 아롱아롱, 아른아른, 아름아름, 아

름작아름작, 아물아물, 아옹아옹, 아치랑아치랑, 아치장아치장, 아칠아칠, 

아칫아칫, 알랑알랑, 알짱알짱, 알쭝알쭝, 알찐알찐, 앙글앙글, 앙기작앙기

작, 앙알앙알, 앙잘앙잘, 야금야금, 야기죽야기죽, 야물야물, 야슬야슬, 야스

락야스락, 야죽야죽, 약죽약죽, 얄기죽얄기죽, 얄쭉얄쭉, 양냥양냥, 어기적

어기적1, 어기적어기적2, 어기죽어기죽, 어깆어깆1, 어깆어깆2, 어룽어룽, 어

른어른, 어름어름, 어름적어름적, 어릿어릿, 어물어물, 어슷어슷1, 어정어정

1, 어정어정2, 어청어청, 어치 어치 , 어치정어치정, 어칠어칠, 얼 얼 , 

얼른얼른1, 얼쩡얼쩡, 얼쭝얼쭝, 얼찐얼찐, 엉글엉글, 엉기적엉기적, 엉얼엉

얼, 여짓여짓, 오글오글2, 오들오들, 오똘오똘, 오무락오무락, 오무작오무작, 

오물오물1, 오물오물2, 오졸오졸, 오쫄오쫄, 옥시글옥시글, 옥신옥신, 옥실옥

실, 옥작옥작, 올강올강, 올공올공, 올근올근, 옴실옴실, 옴지락옴지락, 옴질

옴질1, 옴질옴질2, 옴찍옴찍, 와들와들, 왁시글왁시글, 왁실왁실, 왜글왜글, 

왜죽왜죽, 왜쭉왜쭉, 욜랑욜랑, 우글우글2, 우둔우둔, 우들우들, 우뚤우뚤, 

우무럭우무럭, 우무적우무적, 우물우물1, 우물우물2, 우비적우비적, 우빗우

빗, 우줅우줅, 욱닥욱닥, 욱시글욱시글, 욱신욱신, 욱실욱실, 울겅울겅, 울근

울근, 움실움실, 움지럭움지럭, 움직움직, 움질움질1, 움질움질2, 움찍움찍, 

움찔움찔, 유들유들, 으드등으드등, 으등으등, 을근을근, 이기죽이기죽, 이

죽이죽, 일기죽일기죽, 일쭉일쭉, 자그락자그락1, 자근자근1, 자근자근2, 자

근덕자근덕, 자끈자끈2, 자드락자드락, 자부락자부락, 자분자분1, 자분자분2, 

자분닥자분닥, 자작자작1, 자춤자춤, 자칫자칫, 작신작신, 잘근잘근, 잘름잘

름1, 잘름잘름2, 잘쏙잘쏙1, 저적저적, 절름절름, 절쑥절쑥, 조몰락조몰락, 

조작조작, 조잔조잔, 조잘조잘, 주물럭주물럭, 주적주적, 주전주전, 지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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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럭, 지근덕지근덕, 지근지근1, 지근지근2, 지끈지끈, 지드럭지드럭, 지벅

지벅, 지부럭지부럭, 지분덕지분덕, 지분지분, 지뻑지뻑, 지싯지싯, 지척지

척, 지칫지칫, 직신직신, 질근질근, 질름질름1, 질름질름2, 짜그락짜그락1, 

짜들름짜들름, 짜뜰름짜뜰름, 짤름짤름1, 짤름짤름2, 짤름짤름3, 짤쏙짤쏙1, 

쩌금쩌금, 쩔름쩔름, 쩔쑥쩔쑥, 쪼물쪼물, 쪼잘쪼잘, 쪽잘쪽잘, 쭈물쭈물, 쭈

절쭈절, 찌그럭찌그럭1, 찌근찌근, 찌근덕찌근덕, 찌들름찌들름, 찌뻑찌뻑, 

찔름찔름1, 찔름찔름2, 차근차근1, 차근덕차근덕, 치근치근1, 치근덕치근덕, 

치덕치덕, 칠떡칠떡, 타닥타닥, 타박타박, 타시락타시락, 타울타울, 터덕터

덕, 터벅터벅, 터벌터벌, 터울터울, 투덜투덜, 티적티적, 파들파들, 판둥판

둥, 판들판들, 팔랑팔랑, 퍼들퍼들, 펀둥펀둥, 펀들펀들, 펄 펄 2, 푸들푸

들, 푸설푸설, 핀들핀들, 하늘하늘, 하동하동, 하빗하빗, 하비작하비작, 한드

랑한드랑, 한드작한드작, 한들한들, 할근할근, 할짝할짝, 할쭉할쭉, 해롱해

롱, 해작해작, 해죽해죽, 허둥허둥, 허든허든, 허룽허룽, 허비적허비적, 허빗

허빗, 허 허 , 허정허정, 허청허청, 헐근헐근, 헐씨근헐씨근, 헤근헤근, 헤

적헤적, 헤죽헤죽, 호물호물, 호비작호비작, 호빗호빗, 홈착홈착, 홈치작홈

치작, 화들화들, 회창회창, 후들후들, 후물후물, 후비적후비적, 후빗후빗, 훔

척훔척, 훔치적훔치적, 휘우청휘우청, 휘적휘적, 휘정휘정, 흐늘흐늘, 흐늘

쩍흐늘쩍, 흔드 흔드 , 흔드적흔드적, 흔전흔전, 흘근흘근, 흘쭉흘쭉, 흥

청흥청, 희끈희끈, 희끗희끗, 희룽희룽

  (9)와 같은 ‘동작의 모양’을 나타내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

근을 관찰해 보면, 단일어근 외에 어간이나 단일어근 등에 어근형성요소가 결

합되는 복합어근도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주로 분석이 가능한 복

합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다. 특히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또

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비통사적 합성

부사의 형성에 있어서 상 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어근형성요소를 중심으로 논

의할 것이다.  

  우선 어근형성요소 ‘-작/적-’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을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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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 가. 간드작간드작/근드적근드적, 거치적거치적/가치작가치작/까치작까치작

/꺼치적꺼치적, 구기적구기적/고기작고기작/꾸기적꾸기적/꼬기작꼬기

작, 다듬작다듬작/더듬적더듬적/따듬작따듬작/떠듬적떠듬적, 만지작만

지작(만작만작), 머무적머무적, 미루적미루적, 미적미적, 배트작배트작

/비트적비트적/빼트작빼트작/삐트적삐트적, 비비적비비적, 우비적우비

적, 하비작하비작/허비적허비적/호비작호비작/후비적후비적, 홈치작홈

치작/훔치적훔치적, 휘적휘적, 흐늘쩍흐늘쩍, 흔드적흔드적/한드작한

드작 

가ʹ. 건드리다(건들다), 거치다, 구기다/고기다/꾸기다/꼬기다, 다듬다/더

듬다, 만지다, 머물다, 미루다, 다, 배틀다/비틀다, 비비다, 우비다, 

하비다/허비다/호비다/후비다, 홈치다1/훔치다110)
, 휘다, 흐늘다(옛), 

흔들다 

나. 배치작배치작/비치적비치적, 사부작사부작/시부적시부적, 아느작아느

작, 아름작아름작/어름적어름적, 오무작오무작/우무적우무적1

나ʹ. 배칠배칠/비칠비칠, 사불사불(북한어), 아늘아늘, 아름아름/어름어름, 

오물오물1/우물우물1 

(참고) 바르작바르작/버르적버르적/빠르작빠르작/뻐르적뻐르적, 문치적문

치적(문칮문칮), 시위적시위적, 아기작아기작1/어기적어기적1/앙기

작앙기작/엉기적엉기적(아깆아깆1/어깆어깆1), 아기작아기작2/어기

적어기적2(아깆아깆2/어깆어깆2)

  (10)에서 본 바와 같이 어근형성요소 ‘-작/적-’은 주로 동사 어간, 또는 단

일어근에 결합된다. 그리고 ‘거치적, 비치적’과 같이 ‘ㄹ’로 끝나는 선행요소 

‘거칠-, 비칠-’에 결합될 때 ‘ㄹ’이 탈락된다. 

  (10가)는 (10가ʹ)과 같은 동사 어간에 ‘-작/적-’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

10)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손으로 더듬어 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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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예컨  ‘만지작만지작’, ‘다듬작다듬

작’, ‘비비적비비적’ 등은 모두 동사 어간 ‘만지-’, ‘다듬-’, ‘비비-’에 ‘-작/적-’

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한편 동사 어간에 ‘-작/적

-’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지만, 동사 어간이 ‘-작/

적-’과 결합하는 복합어근이 내적변화를 겪은 후 반복되어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 확인된다. ‘빼트작빼트작’은 그 예인데, ‘*빼틀다’라는 단어가 확

인되지 않고, ‘배틀다’만 존재하므로, 이는 ‘배트작’으로부터 자음교체된 ‘빼트

작’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드작한드작’의 ‘한드작’은 ‘흔드

적’으로부터 모음교체된 것인데, ‘흔드적’은 동사 어간 ‘흔들-’에 ‘-적-’이 붙

어 형성된 것이다. 

(10가)의 ‘간드작간드작’, ‘근드적근드적’은 각각 비통사적 합성부사 ‘간들간

들’, ‘근들근들’의 구성요소에 ‘-작/적-’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

들간들’, ‘근들근들’은 ‘건들건들’로부터 내적 변화를 겪어 도출된 것인데, ‘건

들건들’은 동사 ‘건드리다’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11)

  ‘거치적거치적’의 ‘거치적’은 ‘거칠-+-적-’ 구성이 아닌 ‘거치-+-적-’ 구성

으로 이루어진 복합어근이다. ‘거치적거치적’은 “거추장스럽게 여기저기 자꾸 

거치거나 닿는 모양”을 뜻하는데, 그 의미를 보았을 때 ‘거치적’은 형용사 ‘거

칠다’가 아닌 동사 ‘거치다’에서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치작가

치적’, ‘꺼치적꺼치적’, ‘까치작까치작’은 각각 ‘가칠가칠’, ‘꺼칠꺼칠’, ‘까칠까

칠’의 구성요소에 ‘-작/적-’이 붙어 형성된 것이 아니다. 형태적 관련성과 의

미적 유연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거치적’으로부터 내적변화를 겪어 도출된 

‘가치작’, ‘꺼치작’, ‘까치적’이 반복되어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인 것으로 

보인다.

  ‘구기적구기적’은 동사 어간 ‘구기-’에 어근형성요소 ‘-적’이 붙어 형성된 

‘구기적거리다’의 어근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동사 ‘구기다’는 내적 변화

11) 채완(2003: 78)에서 ‘건들건들’과 ‘간들간들’의 형성 과정에 해 ‘건드리다 > 건들건들 
> 간들간들’과 같은 순서를 제시한 바가 있다. 한편 사전에서 ‘건들리다’의 준말로 ‘건들
다’도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건들건들’은 ‘건들다’의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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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어 ‘고기다’, ‘꼬기다’, ‘꾸기다’가 형성되는데, 동사 어간에 ‘-작/적-’이 

붙어 비통사적 합성부사 ‘고기작고기작’, ‘꼬기작꼬기작’, ‘꾸기적꾸기적’이 형

성된다. 같은 식으로 형성된 예로는 ‘하비작하비작’, ‘허비적허비적’, ‘호비작호

비작’, ‘후비적후비적’이 있다. 이들은 각각 동사 어간 ‘하비-’, ‘허비-’, ‘호비

-’, ‘후비-’에 ‘-작/적-’이 붙어 형성된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어간 ‘하비-’, ‘허비-’, ‘호비-’, ‘후비-’는 내적변화 관계를 보인다. 

  (10나)는 (10나ʹ)의 구성요소, 곧 단일어근에 어근형성요소 ‘-작/적-’이 결합

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10나ʹ)의 어근들

은 ‘아름/어름’을 제외하면 모두 ‘ㄹ’ 말음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들

은 모두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들인데, 이러한 어근의 반복으로 형

성된 합성부사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작/적-’이 확인되지만, ‘-작/적-’이 결합

되는 선행요소가 (10가ʹ, 나ʹ)과 달리 어간이나 혹은 어근으로 확인되지 않은 

구성요소들이 관여하는 예도 있다. ‘바르작바르작, 문치적문치적, 시위적시위

적’ 등은 해당 예가 된다. 여기서 어근 ‘X+-작/적-’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

는 단일어근으로 보아야 되고, 이들이 반복해서 형성된 부사는 (10가, 나, 다)

와 달리 단일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 된다.

  어근형성요소 ‘-작/적-’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의 의미를 보면 사

전 뜻풀이에서 “조금, 가볍게”라는 해석이 자주 등장한다. 이것을 근거로 보았

을 때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있어서 ‘-작/적-’의 의미는 체로 결합하

는 어근이나 어간의 “약한 정도”로 간추려 낼 수 있겠다. 예컨  ‘아늘아늘’은 

“빠르고 가볍게 춤추듯이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뜻하는 데 반해, 어근형성

요소 ‘-작-’이 관여하는 ‘아느작아느작’은 “부드럽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나 풀

잎 따위가 춤추듯이 가볍게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의미한다. 여기서 ‘-작

-’이 관여하는 ‘아느작아느작’이 보다 “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가 없지 않다. ‘아름아름’과 ‘아름작아름작’은 정반 의 양상을 

나타낸다. ‘아름아름’은 “말이나 행동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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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뜻하고, ‘아름작아름작’은 “말이나 행동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몹시 우

물쭈물하는 모양”을 뜻하는데, 여기서 오히려 ‘아름작아름작’이 더 “심한 정

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어근형성요소 ‘-(으)ㅅ-’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

다. 

(11) 가. 당싯당싯/덩싯덩싯/둥싯둥싯/뚱싯뚱싯 

가ʹ. 당실/덩실/둥실 

나. 거칫거칫1/가칫가칫1/꺼칫꺼칫1/까칫까칫1, 구깃구깃/고깃고깃/꾸깃

꾸깃/꼬깃꼬깃, 머뭇머뭇, 우빗우빗, 하빗하빗/허빗허빗/호빗호빗/

후빗후빗

나ʹ. 거치다, 구기다/고기다/꾸기다/꼬기다, 머물다, 우비다, 하비다/허비다

/호비다/후비다

다. 거풋거풋, 나붓나붓/너붓너붓, 덩싯덩싯, 뭉긋뭉긋1, 아칫아칫, 자칫

자칫

다ʹ. 거풀거풀, 나불나불1/너불너불1, 덩실덩실, 뭉글뭉글, 아칠아칠 

(참고) 궁싯궁싯, 두렷두렷2, 뚜렷뚜렷2, 여짓여짓, 지싯지싯

  비통사적 합성부사에서 어근형성요소 ‘-(으)ㅅ-’는 주로 부사, 동사 어간 그

리고 어근에 결합된 것으로 확인된다. 선행요소가 ‘ㄹ’로 끝나는 경우 ‘ㄹ’이 

동기관적 이화작용으로 탈락된다. 

  (11가)의 ‘당싯당싯’, ‘덩싯덩싯’, ‘둥싯둥싯’은 각각 부사 ‘당실’, ‘덩실’, ‘둥

실’과 어근형성요소 ‘-(으)ㅅ-’이 결합하는 복합어근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

다. ‘뚱싯뚱싯’은 ‘둥싯둥싯’으로부터 자음교체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1나)의 ‘거칫거칫1’은 동사 어간 ‘거치-’에 ‘-(으)ㅅ-’이 붙어 만들어진 ‘거

칫거리다’의 어근 ‘거칫’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이다. ‘거칫거칫1’은 ‘거치적거치

적’과 의미적으로 비슷하다. ‘가칫가칫1’, ‘까칫까칫1’, ‘꺼칫꺼칫1’은 의미와 형

태적 유연성을 고려할 때 ‘거칫거리다’로부터 내적변화를 겪어 도출된 ‘가칫거

리다, 까칫거리다, 꺼칫거리다’의 어근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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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깃구깃’은 동사 어간 ‘구기-’에 ‘-(으)ㅅ-’이 붙어 만들어진 ‘구깃거리다’

의 어근 ‘구깃’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동사 ‘구기다’는 내적 변화를 겪어 

‘고기다’, ‘꼬기다’, ‘꾸기다’를 형성한다. 이러한 동사 어간들과 ‘-(으)ㅅ-’이 

결합되는 ‘고깃거리다’, ‘꼬깃거리다’, ‘꾸깃거리다’의 어근이 반복되어 ‘고깃고

깃’, ‘꼬깃꼬깃’, ‘꾸깃꾸깃’이 만들어진다. 위의 ‘가칫가칫1’, ‘까칫까칫1’, ‘꺼칫

꺼칫1’은 ‘거칫’의 내적 변화를 겪어 만들어진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

에 비해 ‘고깃고깃’, ‘꼬깃꼬깃’, ‘꾸깃꾸깃’은 동사 어간 ‘구기-’가 내적 변화를 

겪어 도출된 ‘고기다, 꼬기다, 꾸기다’의 어간에 ‘-(으)ㅅ-’이 결합되는 복합어

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다. 

   ‘후빗후빗’, ‘호빗호빗’, ‘허빗허빗’도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사 어간 ‘후비-’, ‘호비-’, ‘허비-’에 ‘-(으)ㅅ-’이 붙어 만들어진 

‘후빗거리다, 호빗거리다, 허빗거리다’의 어근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우빗우빗’이 있는데, 이는 동사 어간 ‘우비-’와 ‘-(으)ㅅ-’이 결

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우비다’는 의미적으로 

‘후비다’와 상당히 비슷하므로 이 둘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11다)의 ‘거풋거풋’, ‘나붓나붓’, ‘너붓너붓’, ‘뭉긋뭉긋1’, ‘아칫아칫’은 각각 

(11다ʹ)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거풀거리다’, ‘나불거리다’, 

‘너불거리다’, ‘뭉글거리다’, ‘아칠거리다’의 어근과 ‘-(으)ㅅ-’이 결합하는 복합

어근들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아칫아칫’과 ‘자칫자칫’은 모두 ‘어린아이

가 걷는 모양’을 표현하므로 의미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의미적 유연성을 보았

을 때 이 둘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체로 ‘아칠아칠 → 아칫아칫 → 자칫

자칫’과 같은 형성 과정이 추정된다. 

  참고로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으)ㅅ-’이 확인되지만, ‘-(으)ㅅ-’이 결합

되는 선행요소가 (11가ʹ, 나ʹ, 다ʹ)과 달리 어간이나 혹은 어근으로 확인되지 

않은 구성요소들이 관여하는 예도 있다. ‘궁싯궁싯, 두렷두렷2, 여짓여짓’ 등은 

해당 예가 된다. 여기서 어근 ‘X+-(으)ㅅ-’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일어

근으로 봐야 되고, 이들이 반복하여 형성된 부사들은 (11가, 나, 다)와 달리 

단일어근이 관여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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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 ‘-(으)ㅅ-’의 의미를 보

면 체로 결합되는 어근이나 어간의 “약한 정도”로 볼 수 있다(송정근, 

2007: 67). 

  다음은 어근형성요소 ‘-악/억-’, ‘-앙/엉-’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다. 

(12) 가. 간드랑간드랑/근드 근드 , 글컹글컹, 까막까막/끄먹끄먹, 주물럭주

물럭/조몰락조몰락, 뒤스럭뒤스럭, 꼼트락꼼트락/꿈트럭꿈트럭, 한드

랑한드랑/흔드 흔드

가ʹ. 꼼틀/꿈틀

가ʹʹ. 건드리다, 깜다, 주무르다, 뒤스르다, 흔들다

나. 가드락가드락/거드럭거드럭/까드락까드락/꺼드럭꺼드럭/까뜨락까뜨락

/꺼뜨럭꺼뜨럭, 고무락고무락/구무럭구무럭/꼬무락꼬무락/꾸무럭꾸무

럭, 깨지락깨지락/께지럭께지럭, 난지락난지락/는지럭는지럭, 사부랑

사부랑/시부 시부 /싸부랑싸부랑/씨부 씨부 , 아치랑아치랑/어치

어치 야스락야스락, 오무락오무락/우무럭우무럭, 옴지락옴지락/움

지럭움지

나ʹ. 가들가들/거들거들/까들까들/꺼들꺼들/까뜰까뜰(북한어)/꺼뜰꺼뜰(북

한어), 고물고물/구물구물/꼬물꼬물/꾸물꾸물, 깨질깨질/께질께질, 난

질난질/는질는질, 사불사불(북한어), 아칠아칠/어칠어칠(준말), 야슬

야슬, 오물오물/우물우물1, 옴질옴질1/움질움질1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있어서 어근형성요소 ‘-악/억-, -앙/엉-’이 주

로 부사, 용언 어간, 그리고 단일어근에 결합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결합

되는 선행요소들을 관찰해 보면 부분이 ‘ㄹ’ 말음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적이

다. 이것은 어근형성요소 ‘-악/억-, -앙/엉-’이 ‘ㄹ’로 끝나는 요소와 잘 결합

한다는 말이 된다. 

  (12가)는 (12가ʹ, 가ʹʹ)과 같은 부사와 동사 어간에 ‘-악/억-’, ‘-앙/엉-’이 결

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꼼트락꼼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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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트럭꿈트럭’은 부사 ‘꼼틀/꿈틀’과 어근형성요소 ‘-악/억-’이 결합하는 ‘꼼트

락거리다/꿈트럭거리다’의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이다. 용언 어간이 확인

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까막까막/끄먹끄먹, 주물럭주물럭/조몰락조몰락, 한

드랑한드랑/흔드 흔드 ’ 등이 있다. ‘간드랑간드랑/근드 근드 ’은 ‘간들간

들/근들근들’의 구성요소에 어근형성요소 ‘-앙/엉-’이 붙어 형성된 것이다. 여

기서 ‘간들간들/근들근들’은 의미와 형태적 유연성을 고려할 때 동사 ‘건드리

다(건들다)’로부터 형성된 ‘건들건들’에서 내적변화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보

인다(채완, 2003: 78). ‘글컹글컹’은 “남의 심사를 자꾸 긁어 상하게 하다”를 

뜻하는데, 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긁-+-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듯하다. 

여기서 ‘-헝-’은 ‘-앙/엉-’과 비슷한 어근형성요소로 볼 수 있지만, ‘-헝-’이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한 예밖에 없으므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뒤스럭뒤스럭’, ‘주물럭주물럭’은 각각 동사 ‘뒤스르다’, ‘주무르다’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억-’이 붙어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앞에서

도 언급했지만, ‘주물럭’은 자립성이 없는 어근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주물럭’과 

같이 합성어의 후행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부분 사전에서는 ‘주물럭’은 단지 

‘주물럭거리다’의 어근으로만 등재되어 있는 반면에, ‘뒤스럭’은 어근 외에 명

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12나)는 (12나ʹ)의 구성요소, 곧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에 어근

형성요소 ‘-악/억, -앙/엉-’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물론 (12나ʹ)도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로 

볼 수 있다. (12나)의 ‘가드락가드락/거드럭거드럭/까드락까드락/꺼드럭꺼드

럭’, ‘아치랑아치랑/어치 어치 ’, ‘야스락야스락’은 사전에서 각각 ‘-악/억-, 

-앙/엉-’이 결합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가들가들/거들거들/까들까들/꺼

들꺼들’, ‘아칠아칠/어칠어칠’, ‘야슬야슬’의 준말로 처리되어 있다.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어근형성요소 ‘-악/억-’, ‘-앙/엉-’의 

의미를 보면 사전에서 ‘-악/억-, -앙/엉-’이 결합되는 많은 비통사적 합성부

사는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본말로 처리되어 있

다(‘가드락가드락’, ‘까드락까드락’, ‘야스락야스락’, ‘아치랑아치랑’, ‘어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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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본말과 준말이 원칙적으로 의미가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악/억-’, ‘-

앙/엉-’은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크게 부여할 것이 

없고, 단지 어떤 음성적 효과를 내기 위해 통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어근형성요소 ‘-(으)ㄱ-’, ‘-(으)ㄴ-’, ‘-(으)ㄹ-’, ‘-(으)ㅁ-’이 관여

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다. 

(13) 가. 배뚝배뚝/비뚝비뚝/빼뚝빼뚝/삐뚝삐뚝, 배슥배슥/베슥베슥/비슥비슥/

비쓱비쓱, 옴직옴직/움직움직/움찍움찍, 타닥타닥/터덕터덕, 터벅터벅 

가ʹ. 배뚤다/비뚤다/빼뚤다/삐뚤다,배슬배슬1/베슬베슬/비슬비슬/비쓸비쓸, 

옴질옴질1/움질움질1/움찔움찔2, 타달타달/터덜터덜, 터벌터벌

나. 옥신옥신/욱신욱신

나ʹ. 옥실옥실/욱실욱실

다. 거물거물/가물가물/꺼물꺼물/까물까물 

(참고) 반들반들(반드럽다), 반질반질(반지랍다), 부들부들(부드럽다)

다ʹ. 검다/감다

라. 거듬거듬, 절름절름/잘름잘름2/쩔름쩔름/짤름짤름2

라ʹ. 걷다(거두다), 절다

  (13가, 나, 다, 라)는 각각 어근형성요소 ‘-(으)ㄱ-’, ‘-(으)ㄴ-’, ‘-(으)ㄹ-’, 

‘-(으)ㅁ-’이 확인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13가)는 (13가ʹ)과 같은 형용사 어간이나 단일어근에 ‘-(으)ㄱ-’이 결합되

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예들이다.12) 어근형성요소 ‘-(으)ㄱ-’이 결합

되는 선행요소들을 보면 모두 ‘ㄹ’ 말음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럴 때 

12) 비통사적 합성부사 형성에 있어서 ‘-(으)ㄱ-’, ‘-(으)ㄴ-’, ‘-(으)ㅁ-’, ‘-(으)ㄹ-’과 
같은 음소들이 어근형성요소로서 고유의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하여 의문이 있
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은 복합어근의 형성에서 빈번히 확인되고, 일정한 의미를 갖
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어근형성요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의미와 기능에 

하여 심재기(1982: 418)에서는 ‘-(으)ㄴ-’과 ‘-(으)ㄹ-’은 관형화 기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명사화 기제의 ‘-(으)ㅁ-’과 더불어 관형형 또는 명사형 어미의 자격을 가진 것
으로 보았다. ‘-(으)ㄱ-’에 해서는 이는 ‘-ㅇ-’의 변이형태로 보고(그렁저렁, 그럭저
럭), 그 의미는 ‘-도록’으로 응시킬 수 있는데, 이는 선행요소와 결합하고 반복해서 부
사의 “정도성”을 표현한다고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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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소의 말음 ‘ㄹ’이 ‘ㄱ’으로 치된다. 예컨  ‘배뚝배뚝, 비뚝비뚝, 빼뚝

빼뚝, 삐뚝삐뚝’은 형용사 ‘배뚤다’, ‘비뚤다’, ‘빼뚤다’, ‘삐뚤다’ 어간이 반복하

여 형성된 ‘배뚤배뚤, 비뚤비뚤, 빼뚤빼뚤, 삐뚤삐뚤’에 ‘-(으)ㄱ-’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가ʹ)은 ‘배뚤다/비뚤다/빼뚤다/삐뚤다’를 제외

하고 나머지들은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

적 합성부사들이다. 

  어근형성요소 ‘-(으)ㄱ-’의 의미는 체로 선행요소의 “강한 정도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중진(1998: 29)에서는 의성의태어 말음의 ‘ㄱ’

과 ‘ㄹ’의 어감을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상징13)적으로 의성의태어 말음

의 ‘ㄱ’은 체로 “끊어짐, 멈춤” 따위의 ‘정지감(停止感)’과 같은 어감을 가지

는 반면에, ‘ㄹ’은 “지속적인 흐림” 따위의 ‘계속감(繼續感)’과 같은 어감을 가

진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ㄱ’은 ‘ㄹ’에 비해 심한 장애를 받아 발음되기 때문

에 그만큼 “강도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  ‘움질움질’은 “굼

뜨게 움직이는 모양”을 의미하지만, ‘움직움직’은 단지 “움직이는 모양”을 의

미하므로 이는 정도성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3나)의 ‘옥신옥신/욱신욱신’은 비통사적 합성부사 ‘옥실옥실/욱실욱실’의 

구성요소에 ‘-(으)ㄴ-’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고, (13

다)의 ‘거물거물/가물가물’ 등은 형용사 ‘검다/감다’의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

(으)ㄹ-’이 통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참고로 ‘반들반들, 

반질반질, 부들부들’에서 확인된 ‘-ㄹ-’은 어근형성요소가 아니고, ‘반드럽다, 

반지랍다, 부드럽다’를 통해 확인된 어근 ‘반들, 반질, 부들’의 말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들반들, 반질반질’ 등은 ‘거물거물’과 달리 단일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로 보게 된다. 

  (13라)는 동사 ‘걷다’, ‘절다’의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으)ㅁ-’이 결합되어 

13) 음성상징(sound symbolism, 또는 phonetic symbolism)이란, 모음이나 자음이 각각 일
정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전제하에서 각 음소가 나타내는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형태소를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라고 정의할 때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형태소를 정의해 주는 ‘의미’는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를 가리키지만, 
음성상징에서의 상징의미란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느낌, 즉 어감에 가까운 개념이다(채
완, 200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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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여기서 ‘잘름잘름2’, ‘쩔름쩔름’, ‘짤름짤름2’

의 구성요소, 곧 ‘잘름거리다, 쩔름거리다, 짤름거리다’의 어근들은 ‘절름’으로

부터 모음교체나 자음교체와 같은 내적변화를 겪어 형성된 것이다.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어근형성요소 ‘-(으)ㅁ-’의 의미를 보면, 체로 

관여하는 어근에 “ 강, 가볍게”라는 해석이 나타나므로 선행요소의 “약한 정

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14) 예컨  ‘거듬거리다’는 “흩어져 

있거나 널려 있는 것을 자꾸 강 거두다”라는 뜻이고, ‘절름거리다’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

뚱하다”를 의미하는데, ‘검다, 절다’보다 “약한 정도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상으로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

성부사 중에 의태 부사들을 분석하 다. 여기서는 주로 어근형성요소를 중심

으로 이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3) 의성·의태 부사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부사 중에 

‘동작의 모양’과 ‘동작의 소리’ 두 가지를 표현하는 예들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의성·의태 부사라고 부른다. 어떤 소리가 발생될 때는 부분 어떤 움

직임이나 상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성어는 부분 의태어로 그 의미가 확장

되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가 반드시 소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태어가 의성어로 용법이 확장되는 일은 드물다(채완, 2003: 

80). 

  

(14) 가랑가랑2, 갈그랑갈그랑, 갈강갈강, 글그 글그 , 글겅글겅, 꽁알꽁알, 

꿍얼꿍얼, 낄끽낄끽, 깰깩깰깩, 닥다글닥다글, 덕더글덕더글, 도란도란, 

도손도손, 두런두런, 두순두순, 바글바글, 바작바작, 발깍발깍, 버글버글, 

14) 송정근(2007: 88)에서는 감각형용사의 형성에 있어서 어근형성요소 ‘-(으)ㅅ-’나 ‘-
(으)ㅁ-’은 모두 해당 감각의 “약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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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적버적, 벌꺽벌꺽, 벌컥벌컥, 보글보글, 부글부글, 빠글빠글, 빠작빠작, 

빨깍빨깍, 뻐글뻐글, 뻐적뻐적, 뻘꺽뻘꺽, 뽀글뽀글, 뿌글뿌글, 사박사박, 

새근덕새근덕, 새근새근1, 서벅서벅, 소곤소곤, 속달속달, 속살속살, 수군

수군, 수런수런, 숙덜숙덜, 숙설숙설, 시근시근1, 시근덕시든덕, 쌔근쌔근, 

쌔근덕쌔근덕, 쏘곤쏘곤, 쏙달쏙달, 쏙살쏙살, 쏠라닥쏠라닥, 쏠락쏠락, 

쑤군쑤군, 쑥덜쑥덜, 쑥설쑥설, 씨근덕씨근덕, 씨근씨근, 오글오글1, 옹성

옹성, 옹알옹알, 옹잘옹잘, 와각와각, 와그작와그작, 와글와글, 와드등와

드등, 왁다글왁다글, 우글우글1, 웅성웅성, 워걱워걱, 웍더글웍더글, 웅얼

웅얼, 자글자글, 자금자금, 자끔자끔, 장알장알, 재잘재잘, 종달종달, 종알

종알, 종잘종잘, 중덜중덜, 중얼중얼, 중절중절, 지글지글, 지금지금, 지끔

지끔, 지저지저, 지절지절, 징얼징얼, 짜글짜글, 짱알짱알, 쫑달쫑달, 쫑알

쫑알, 쫑잘쫑잘, 쭝덜쭝덜, 쭝얼쭝얼, 쭝절쭝절, 찌글찌글, 찡얼찡얼, 창알

창알, 칭얼칭얼, 쿵작쿵작, 키들키들, 타달타달, 타드락타드락, 터덜터덜, 

터드럭터드럭, 투덕투덕, 해득해득, 해들해들, 홍알홍알, 흥얼흥얼, 히득

히득, 히들히들

(14)와 같은 ‘동작의 모양’과 ‘동작의 소리’를 나타내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을 관찰해 보면, 단일어근과 단일어근에 어근형성요소가 붙

어 형성된 복합어근은 상당히 많지만, 어간과 어근형성요소가 결합하는 복합

어근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본고에서는 주로 단일어근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다. 여기서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

성요소에 따라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분류해서 살펴보겠다. 

  어근형성요소 ‘-닥/덕-’, ‘-작-’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확인된다. 

아래 (15), (16)이 그것이다. 

(15) 가. 쏠라닥쏠라닥

가ʹ. 쏠락쏠락

나. 새근덕새근덕/시근덕시근덕/쌔근덕쌔근덕/씨근덕씨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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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ʹ. 새근새근1/시근시근1/쌔근쌔근/씨근씨근

  (16) 가. 와그작와그작, 쿵작쿵작

나. 와글와글, 쿵쿵 

형태와 의미적 유연성을 근거로 보았을 때 (15가, 나)는 (15가ʹ, 나ʹ)의 구성요

소 곧 단일어근에 ‘-닥/덕-’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5가)의 ‘쏠라닥’은 (15가ʹ)의 ‘쏠락’에 어근형성요소 ‘-닥-’이 결

합될 때 선행요소 말음 ‘ㄱ’이 탈락된 것이다. 여기서 ‘ㄱ’이 탈락된 것은 신중

진(1998: 15)에서 언급한 의성의태어에 보이는 ‘폐쇄음 연쇄 제약’에 따른 것

이다. 곧 의성의태어 구성요소 내부에서 첫음절 종성과 둘째 음절 초성이 모

두 폐쇄음일 때 선행 폐쇄음이 탈락하는 제약이다(예컨  달각+닥→달가닥, 

짤깍+당→짤까당). 

  (16)은 어근형성요소 ‘-작-’이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와그작와

그작’과 ‘와글와글’은 모두 “여럿이 한 곳에서 모여 시끄럽게 복작거리는 소

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데, 의미와 형태적 유연성을 고려할 때 이 ‘와그작

와그작’은 ‘와글와글’의 구성요소, 곧 어근에 ‘-작-’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

복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선행요소의 말음 ‘ㄹ’이 후행하는 ‘ㅈ’ 

때문에 탈락된 것이다. 

  한편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의성·의태 비통사적 합

성부사 중에 어근형성요소 ‘-(으)ㄱ-’과 ‘-(으)ㄹ’이 확인된 예도 있다. 아래 

(17)과 (18)이 그것이다.

(17) 가. 속닥속닥/숙덕숙덕/쏙닥쏙닥/쑥덕쑥덕, 속삭속삭/쏙삭쏙삭, 해득해득/

히득히득/키득키득

나. 속달속달/숙덜숙덜/쏙달쏙달/쑥덜쑥덜, 속살속살/쏙살쏙살, 해들해들/

히들히들/키들키들

(18) 가. 닥다글닥다글/덕더글덕더글/딱따글딱따글/떡떠글떡떠글 

나. 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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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가)는 (17나)의 구성요소에 어근형성요소 ‘-(으)ㄱ-’이 결합되는 복합어근

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럴 때 ‘ㄹ’이 ‘ㄱ’으로 치된다. 예컨  비통사

적 합성부사 ‘속살속살’의 구성요소에 ‘ㄱ’이 결합되어 복합어근 ‘속삭’이 형성

되고, 이것이 반복하여 ‘속삭속삭’이 된 것이다. (18)은 어근형성요소 ‘-(으)ㄹ

-’이 확인된 예들이다. ‘닥다글닥다글/딱따글딱따글’은 부사 ‘닥/딱’에 어근형

성요소 ‘-(으)ㄹ’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다. ‘덕더글덕더

글/떡떠글떡떠글’은 ‘닥다글/딱따글’로부터 내적변화를 겪어 도출된 복합어근

이 반복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

성부사 중에 의성·의태 부사를 분석하 다. 여기서는 주로 어근형성요소를 중

심으로 이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4) 일반 부사 

  흔한 예는 아니지만,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부사 중에는 상징부사 외에 일반부사도 있다. 

(19) 가닐가닐/그닐그닐, 깔쭉깔쭉/껄쭉껄쭉, 사물사물/스멀스멀

(19)와 같은 예들은 체로 강조나 복수적 의미로 “자꾸, 여럿이 ··· 한 느낌”

의 의미를 나타낸다. 

5.3.1.1.3.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 

  현 한국어에서는 ‘-거리-, - -, -이-’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의 반

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들은 ‘-거리-, -

-’와만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예만큼 생산적이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거리-’와 같이 “동작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어근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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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어근에는 ‘-거리-’도 결합될 수 있지만, 

사역(使役)적 의미가 강한 어근들에는 ‘-이-’만 되고 ‘-거리-’는 결합될 수 없

다(박동근, 2008: 109)15). 일반적으로 ‘-이-’와 결합하는 어근은 ‘ㄱ, ㅇ’로 

끝난다. 

  ‘-거리-’, ‘- -’, ‘-이-’와 모두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

사는 의미적 속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태 부사, 의성·의태 부사, 일반 부사

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동작의 소리’만 표현하는 부사 곧 의성 부사는 확인

되지 않는다. 

1) 의태 부사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

부사 중에는 ‘동작의 모양’을 표현하는 부사 곧 의태 부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20)과 같다. 

(20) 가들막가들막1, 간닥간닥, 간당간당, 간댕간댕, 갉작갉작, 갉죽갉죽, 거들

먹거들먹, 건덩건덩, 근덕근덕, 근뎅근뎅, 긁적긁적, 긁죽긁죽, 까들막까

들막, 까닥까닥2, 까딱까딱2, 깐닥깐닥, 깐작깐작, 깐족깐족, 깐죽깐죽, 깔

짝깔짝, 깝작깝작, 깝죽깝죽, 깨작깨작1, 깨작깨작2, 꺼덕꺼덕1, 꺼들먹꺼

들먹, 꺼떡꺼떡1, 껍적껍적, 껍죽껍죽, 께적께적, 끈덕끈덕, 끈떡끈떡, 끈

적끈적, 끼적끼적1, 끼적끼적2, 난작난작, 날짱날짱, 노닥노닥, 는적는적, 

늘쩡늘쩡, 다독다독, 달막달막, 달망달망, 답작답작, 덥적덥적, 되작되작, 

뒤적뒤적, 뒤척뒤척, 들먹들먹, 들멍들멍, 들척들척, 따독따독, 따짝따짝, 

딸막딸막, 떠죽떠죽, 뜯적뜯적, 뜰먹뜰먹, 만작만작, 망설망설, 뭉그적뭉

그적, 빼뚤빼뚤, 새새덕새새덕, 서성서성, 술 술 , 시시닥시시닥, 시시

덕시시덕, 썰 썰 , 쏘삭쏘삭, 쑤석쑤석, 씨불씨불, 아슬랑아슬랑, 얄랑

15) ‘-이-’는 내적인 단절을 인식할 수 있는 [연속성], 혹은 단일한 상황으로서의 [전체]를 
표현할 수 없다. 다만 [반복 가능성]을 가진 어기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이-’의 의미자질은 [+반복성], [-전체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자질은 그것
에 결합하는 어근도 같은 의미 특성을 가지도록 요구한다(김보현, 199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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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랑, 어슬 어슬 , 열 열 , 올랑올랑, 우줄우줄, 울 울 , 움직움직, 

일 일 , 잘강잘강2, 잘똑잘똑1, 잘록잘록2, 절뚝절뚝, 절룩절룩, 지딱지

딱, 질겅질겅, 질뚝질뚝1, 집적집적, 짤똑짤똑, 짤록짤록, 쩔뚝쩔뚝, 쩔룩

쩔룩, 찔뚝찔뚝, 찝쩍찝쩍, 초싹초싹, 촐싹촐싹, 추썩추썩, 추적추적, 출썩

출썩, 하느작하느작, 하늑하늑, 하작하작, 한닥한닥, 한댕한댕, 해반닥해

반닥, 해작해작1, 해작해작2, 허덕허덕, 허우적허우적, 허적허적, 헤적헤적

1, 헤적헤적2, 흐느적흐느적, 흐늑흐늑, 흔덕흔덕, 흔뎅흔뎅, 흘쩍흘쩍, 희

번덕희번덕

(20)과 같은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

통사적 합성부사는 ‘ㄹ’로 끝나는 ‘망설망설’, ‘씨불씨불’, ‘우줄우줄’ 세 단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ㄱ’, ‘ㅇ’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이-’와 

결합하는 어근들이 가지는 음운론적 제약, 곧 ‘-이-’는 주로 말음이 ‘ㄱ’, ‘ㅇ’

으로 끝나는 어근들과 결합한다는 제약이 그 로 반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작의 모양’을 나타내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을 관찰해 

보면, 단일어근 외에 어간이나 단일어근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는 복합어근

도 상당히 많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주로 이처럼 분석이 가능한 복합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중심으로 볼 것이다. 특히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또

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비통사적 합성

부사의 형성에 있어서 상 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어근형성요소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20)은 ‘-이-’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

사로서 여기서는 확인된 어근형성요소들은 모두 ‘ㄱ’, ‘ㅇ’으로 끝난다. 체로 

분류하면 ‘-작/적-’, ‘-악/억-, -앙/엉-’, ‘-닥/덕-’, ‘-막/먹-’이 있다. 

  우선 어근형성요소 ‘-악/억-’, ‘-앙/엉-’, ‘-앵/엥-’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

성부사를 볼 것이다. 아래 (21)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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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 건덕건덕(북한어)/간닥간닥/근덕근덕/깐닥깐닥/껀덕껀덕(북한어)/끈덕

끈덕/끈떡끈떡, 건덩건덩/간당간당, 건뎅건뎅(북한어)/간댕간댕/근뎅근

뎅, 뒤적뒤적/되작되작/뒤척뒤척, 들척들척, 쑤석쑤석/쏘삭쏘삭, 질겅

질겅/잘강잘강2, 흔덕흔덕/한닥한닥, 흔뎅흔뎅/한댕한댕

가ʹ. 건드리다(건들건들/간들간들/근들근들), 뒤지다, 들추다, 쑤시다, 질기

다, 흔들다 

나. 깨지락깨지락/께지럭께지럭/끼지럭끼지럭, 어슬 어슬 /아슬랑아슬랑

나ʹ. 깨질깨질/께질께질, 어슬어슬2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

부사에서는 어근형성요소 ‘-악/억-’, ‘-앙/엉-’, ‘-앵/엥-’은 동사 어간이나 또

는 단일어근과 많이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1가)는 (21가ʹ)의 동사 어간에 ‘-악/억-’, ‘-앙/엉-’, ‘-앵/엥-’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21가)의 ‘간닥간닥’은 “작은 물체가 자꾸 조금씩 흔들리는 모양”을 뜻하는

데, 이는 “작은 물체가 이리저리 자꾸 가볍게 흔들리는 모양”을 의미하는 ‘간

들간들’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형태와 의미적인 유연성을 고려해 볼 때 ‘간

닥간닥’은 ‘간들간들’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된다. 곧 ‘간들간들’의 구성요소 ‘간

들’에 어근형성요소 ‘-악-’이 붙어 ‘간드락’이 형성되고, 이는 ‘간닥’으로 축약

된 다음에 반복해서 비통사적 합성부사 ‘간닥간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다. 북한어에서 ‘간닥간닥’과 의미가 거의 같은 ‘간드락간드락(작은 물체가 자

꾸 조금 느리게 흔들리는 모양)’이 확인되는 것도 ‘간닥간닥’과 ‘간들간들’의 

관련성을 암시해 준다고 본다. ‘간닥간닥’과 형성 과정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

되는 단어는 ‘간당간당’이다. 이는 “달려 있는 물체가 자꾸 가볍게 흔들리는 

모양”을 뜻하는데, 그 의미를 볼 때 ‘간들간들’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 ‘간드랑간드랑(작은 물체가 매달려 조금 가볍

고 느리게 흔들리는 모양)’도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간당간당’은 어근 ‘간들’

에 어근형성요소 ‘-앙-’이 붙어 도출된 ‘간드랑’이 ‘간당’으로 축약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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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흔덕흔덕/한닥한닥’의 형성 과정은 ‘간닥간닥/근덕근덕’과 비슷해 보인다. 

형태와 의미적 유연성에 비추어 볼 때 ‘흔덕흔덕’은 동사 어간 ‘흔들-’에 ‘-억’

이 붙은 ‘*흔드럭’이 ‘흔덕’으로 축약된 다음에 ‘흔덕’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동사 ‘흔들다’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는 이 외에도 ‘흔뎅흔뎅/한댕한댕’이 있다. ‘흔뎅흔뎅’은 동사 어간 ‘흔들-’에 

‘-엥-’이 붙어 형성된 ‘*흔드렝’이 ‘흔뎅’으로 축약된 다음에 반복되어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이다. 이처럼 어근형성요소 ‘-앵/엥-’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간댕간댕’, ‘근뎅근뎅’을 포함해서 네 개가 확인된다. 

  ‘뒤적뒤적’은 ‘뒤지다’의 어간에 ‘-억-’이 붙어 도출된 ‘뒤적거리다(뒤적거리

다, 뒤적이다)’의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이다. ‘되작되작’은 ‘뒤적’으로부터 

모음교체된 ‘되작’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고, ‘뒤척뒤척’은 ‘뒤적’의 어근형성

요소가 자음교체를 겪어 형성된 ‘뒤척’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다. 

  (21나)는 (21나ʹ)의 구성요소에 어근형성요소 ‘-악/억-’, ‘-앙/엉-’이 결합되

는 복합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부분 사전에서 (21나)와 

(21나ʹ)을 같은 말로 취급한 것을 보면, 어근형성요소 ‘-악/억-’, ‘-앙/엉-’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크게 관여하지 않을 수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근형성요소 ‘-악/억-’, ‘-앙/엉-’이 결합된 형태와 

결합되지 않은 형태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예는 앞에서 언급한 ‘가드락가드락

/거드럭거드럭/까드락까드락/꺼드럭꺼드럭’, ‘아치랑아치랑/어치 어치 ’, ‘야

스락야스락’도 있다. 이들은 사전에서 모두 ‘가들가들/거들거들/까들까들/꺼들

꺼들’, ‘아칠아칠/어칠어칠’, ‘야슬야슬’의 준말로 처리되어 있다. 

  다음은 어근형성요소 ‘-막/먹-’, ‘-망/멍-’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다. 

(22) 가. 들먹들먹/달막달막/뜰먹뜰먹/딸막딸막, 들멍들멍/달망달망 

가ʹ. 들다 

나. 가들막가들막1/거들먹거들먹/까들막까들막/꺼들먹꺼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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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ʹ. 가들가들/거들거들/까들까들/꺼들꺼들

 

(22가)의 ‘들먹들먹’은 동사 어간 ‘들-’에 어근형성요소 ‘-먹-’이 붙어 만들어

진 ‘들먹거리다(들먹 다, 들먹이다)’의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이다. 어근 

‘들먹’은 모음교체와 자음교체를 겪어 ‘달막’, ‘뜰먹’이 형성되고, 이들은 반복

하여 ‘달막달막’, ‘뜰먹뜰먹’이 된다. ‘들멍들멍’은 어근형성요소 ‘-멍-’이 관여

한 비통사적 합성부사이다. (22나)는 (22나ʹ)의 구성요소, 곧 어근에 ‘-막/먹-’

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것이다. (22나ʹ)은 ‘-거리-’, ‘- -’

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다음은 어근형성요소 ‘-닥/덕-’, ‘-뚝/똑-’, ‘-록/룩-’ 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살펴볼 것이다.  

(23) 가. 절뚝절뚝/잘똑잘똑1/질뚝질뚝1/쩔뚝쩔뚝/짤똑짤똑1/찔뚝찔뚝, 절룩절룩

/잘록잘록2/쩔룩쩔룩/짤록짤록2, 절쑥절쑥/잘쏙잘쏙1/쩔쑥쩔쑥/짤쏙짤쏙1

가ʹ. 절다

나. 새새덕새새덕/시시닥시시닥/시시덕시시덕

나ʹ. 새새거리다/시시거리다

다. 까닥까닥2/꺼덕꺼덕1/까딱까딱2/꺼떡꺼떡1, 노닥노닥, 허덕허덕

희번덕희번덕/해반닥해반닥

(23가)는 동사 ‘절다’의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뚝/똑-’, ‘-쑥/쏙-’, ‘-룩/록-’

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어근 ‘절

뚝, 절쑥, 절룩’이 내적변화를 겪어 다양한 어근이 형성되고, 이들이 반복해서 

다시 새로운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 형성된다.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어근형성요소 ‘-뚝/똑-’, ‘-쑥/쏙-’, ‘-룩/록-’의 의미를 보면 체로 

‘절뚝절뚝’과 ‘절쑥절쑥’은 “뒤뚝뒤뚝 저는 모양”, “조금 절뚝거리는 모양”을 

의미하므로 ‘절다’의 ‘약한 정도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절룩절룩’은 “몹시 

저는 모양”을 뜻하므로 ‘절다’의 ‘강한 정도성’을 표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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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나)의 ‘새새덕새새덕/시시닥시시닥/시시덕시시덕’은 각각 (23나ʹ)의 ‘새새

거리다’, ‘시시거리다’의 어근에 ‘-닥/덕-’이 붙어 형성된 것이다. ‘시시닥시시

닥’과 ‘시시덕시시덕’은 어근형성요소 ‘-닥-’과 ‘-덕-’의 교체를 통해 어감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23다)에서는 ‘-닥/덕-’이 확인되지만,  ‘-닥/덕-’이 결

합되는 선행요소는 (23나ʹ)과 달리 어근으로 확인되지 않은 구성요소들이 관

여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희번덕희번덕’은 ‘-거리-, - -, -이-’와 결

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인데, 북한어에서는 ‘희번득희번득’으로 표

기된다. 그 의미는 “눈을 크게 뜨고 흰자위를 잇따라 번득이며, 움직이는 모

양”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희번덕-’은 어간 ‘희-’와 ‘번득이다’의 어근이 결

합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어근형성요소 ‘-작/적/죽-’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

다. 

(24) 가. 갉작갉작/긁적긁적/갉죽갉죽/긁죽갉죽, 끈적끈적/깐작깐작, 뜯적뜯적/

따짝따짝, 만작만작(만지작만지작), 흐느적흐느적/하느작하느작 

나. 긁다/갉다, 끈끈하다, 뜯다, 만지다, 헤다, 흐늘다(옛)

(참고) 깔짝깔짝, 깝작깝작/껍적껍적, 난작난작/는적는적, 답작답작/덥적덥

적, 떠죽떠죽, 몽그작몽그작/뭉그적뭉그적, 집적집적/찝쩍찝쩍, 추적

추적, 허우적허우적, 하작하작/허적허적/해작해작/헤적헤적, 흘쩍흘쩍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

부사에서는 어근형성요소 ‘-작/적-’은 동사 어간과 많이 결합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

  (24가)는 (24나)와 같은 동사 어간에 ‘-작/적/죽-’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예컨  ‘갉작갉작/긁적긁적, 뜯적

뜯적, 만작만작’은 모두 동사 ‘갉다/긁다’, ‘뜯다’, ‘만지다’의 어간에 ‘-작/적/죽

-’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끈적끈적’은 형태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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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유연성을 보았을 때 ‘끈끈하다’의 어근에 ‘-적-’이 결합되는 ‘끈적거리다

(끈적 다, 끈적이다)’의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작만

작’은 ‘만지작만지작’의 준말이다. 

  참고로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작/적-’이 확인되지만, ‘-작/적-’이 결합

되는 선행요소가 (24나)와 달리 어간이나 혹은 어근으로 확인되지 않은 구성

요소들이 관여하는 예도 있다. ‘깔짝깔짝, 깝작깝작/껍적껍적, 난작난작/는적는

적’ 등은 해당 예가 된다. 여기서 어근 ‘X+작/적-’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일어근으로 봐야 되고, 이들이 반복하여 형성된 부사는 (24가)와 달리 단일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 된다.  

  이상으로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

사적 합성부사 중에 의태 부사들을 분석하 다. 여기서는 주로 어근형성요소

를 중심으로 이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

다. 

2) 의성·의태 부사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부사 

중에 의성·의태 부사가 확인된다. 이는 (25)와 같다. 

(25) 갈강갈강, 도닥도닥, 두덕두덕, 또닥또닥, 또드락또드락, 또박또박, 뚜덕

뚜덕, 뚜드럭뚜드럭, 뚜벅뚜벅, 소곤닥소곤닥, 속닥속닥, 속삭속삭, 수군

덕수군덕, 숙덕수덕, 스적스적1, 쏘곤닥쏘곤닥, 쏙닥쏙닥, 쑤군덕쑤군덕, 

쑥덕쑥덕, 쓰적쓰적1, 졸랑졸랑, 줄 줄 , 쫄랑쫄랑, 쭐 쭐 , 차닥차닥, 

처덕처덕, 촐랑촐랑, 투덕투덕, 토닥토닥, 토드락토드락, 투드럭투드럭, 

할딱할딱, 헐떡헐떡

(25)와 같은 ‘동작의 모양’, ‘동작의 소리’를 나타내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

성요소, 곧 어근을 관찰해 보면, 단일어근 외에 어간이나 단일어근에 어근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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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결합되는 복합어근도 많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분석이 가능한 복합어

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중심으로 볼 것이다.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근형성요소 ‘-악/억-’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다. 

(26) 가. 두드럭두드럭(북한어)/도드락도드락(북한어)/뚜드럭뚜드럭/또드락또

드락/투드럭투드럭/토드락토드락

나. 두덕두덕/도닥도닥/뚜덕뚜덕/또닥또닥/투덕투덕/토닥토닥, 다독다독/

따독따독 

다. 두드리다/뚜드리다

(26가, 나)는 (26다)의 어간에 ‘-악/억-’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

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26가)의 ‘뚜드럭뚜드럭’은 “크고 단단한 물건

을 가락에 맞추어 두드리는 소리, 또는 그런 모양”을 뜻하는데, 의미적 유연성 

및 형태적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동사 ‘뚜드리다’ 어간에 ‘-억’이 붙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근 ‘뚜드럭’이 내적변화를 겪어 어근 ‘또드락, 

투드럭, 토드락’이 형성되고, 이들은 반복하여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 형성된

다. ‘두드리다’와 관련해서 두음이 경음이나 유기음으로 된 합성부사들이 있지

만, 평음으로 된 ‘두드럭두드럭’, ‘도드락도드락’은 북한어에서만 확인된다. 

  한편 수집된 자료 중에 의미적 유연성과 형성과정이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

을 생각해 보았을 때 ‘두드리다’로 귀착할 수 있는 단어는 (26나)의 ‘두덕두덕’

이다. ‘두덕두덕’은 “잘 울리지 않는 물체를 잇따라 조금 세게 두드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의미한다. 이 뜻풀이와 앞에서 언급했던 ‘건덕건덕’, ‘흔덕흔

덕’의 형성과정에 비추어 보면 ‘두덕두덕’은 체로 동사 ‘두드리다’ 어간에 ‘-

억’이 붙어 도출된 ‘두드럭’이 ‘두덕’으로 된 다음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근 ‘두덕’이 내적변화를 겪어 ‘도닥, 뚜덕, 또닥, 투덕, 토닥’이 형성되

고 이들이 반복하여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된다. 

  다음은 어근형성요소 ‘-닥/덕-’과 ‘-(으)ㄱ-’이 관여한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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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다. 

(27) ‘-닥/덕-’

가. 소곤닥소곤닥/수군덕수군덕/쏘곤닥쏘곤닥/쑤군덕쑤군덕

나. 소곤소곤/수군수군/쏘곤쏘곤/쑤군쑤군

(28) ‘-(으)ㄱ-’

가. 속닥속닥/숙덕숙덕/쏙닥쏙닥/쑥덕쑥덕, 속삭속삭

나. 속달속달/숙덜숙덜/쏙달쏙달/쑥덜쑥덜, 속살속살

(27가)는 (27나)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에 어근형성요소 ‘-닥/

덕-’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고, (28가)는 (28나)의 구성요소에 ‘-(으)ㄱ’이 결

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

사적 합성부사 중에 의성·의태 부사들을 분석하 다. 여기서는 주로 어근형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3) 일반 부사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부사 

중에는 상징부사 외에 일반부사도 확인된다. 

(29) 간질간질/근질근질 

  ‘간질간질/근질근질’은 ‘-거리-, - -, -이-’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 ‘간질/

근질’이 반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이다. 어근 ‘간질/근질’은 형용사 

‘간지럽다/근지럽다’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형용사 접미사 ‘-압/업-’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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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간질간질/근질근질’ 외에 

‘미끌미끌(미끄럽다), 부들부들(부드럽다), 반들반들(반드럽다), 반질반질(반지

랍다), 시끌시끌(시끄럽다)’도 있다.  

5.3.1.2. ‘-하-’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

  접미사 ‘-하-’와 결합하는 어근은 부분이 상태성 어근들이다. 이들이 반

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부분이 의태 부사이나 혹은 느낌을 나

타내는 일반 부사이다. 여기서 의성 부사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것은 의성 어

근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의성 어근 그 자체가 반

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보다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거리-’와 결합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듯하다.16) 

  ‘-하-’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크게 

‘-하-’와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하-’, ‘-거

리-’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하-’, ‘-

거리-’, ‘- -’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하-’, ‘-거리-’, ‘- -’, ‘-이-’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

통사적 합성부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하-’와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5.3.1.2.1. ‘-하-’와만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

  현 한국어에는 ‘-하-’와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

16) 김보현(1994: 54-58)에서는 접미사 ‘-하-’의 의미에 하여 이는 [+전체성], [+연속
성], [-반복성]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복성]을 전제하는 의성 어근과 결합하
는 데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여기서 [전체성]은 개체 전체 상태의 지속적인 
불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속성]은 단일한 상황 전체를 전제로 내적인 분리가 가능한 
단절적 요소에 한 인식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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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성부사가 전체 ‘-하-’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은 의미적 속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태 부사와 일반 부사로 나눌 수 있다. 

1) 의태 부사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곧 의태 부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아래 (30)과 같다. 이러한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은 모두 상태성 어근으로 확인된다. 

(30) 가들막가들막2, 가뭇가뭇, 가분가분, 가뿐가뿐, 가칠가칠, 간동간동, 갭직

갭직, 갸름갸름, 걀쭉걀쭉, 걀쯤걀쯤, 걀찍걀찍, 거뭇거뭇, 거분거분, 거뿐

거뿐, 건둥건둥, 고부장고부장, 고불탕고불탕, 고붓고붓, 골막골막, 골싹

골싹, 구부정구부정, 구불텅구불텅, 구붓구붓, 굴먹굴먹, 굴썩굴썩, 그들

먹그들먹, 기름기름, 길쭉길쭉, 길쯤길쯤, 길찍길찍, 까뭇까뭇, 까칠까칠, 

깐동깐동, 꺼뭇꺼뭇, 꺼칠꺼칠, 껀둥껀둥, 꼬부장꼬부장, 꼬불탕꼬불탕, 

꼬붓꼬붓, 꾸부정꾸부정, 꾸불텅꾸불텅, 꾸붓꾸붓, 나긋나긋, 나릿나릿, 

나직나직, 날쌍날쌍, 날씬날씬, 납작납작2, 납죽납죽2, 너절너절, 널찍널

찍, 넓적넓적1, 넓죽넓죽1, 노긋노긋, 노릇노릇, 노름노름, 녹신녹신1, 녹

실녹실, 높직높직, 누긋누긋, 누름누름, 누릇누릇, 눅신눅신, 눅실눅실, 느

릿느릿, 느직느직, 늘썽늘썽, 늘씬늘씬, 다보록다보록, 다복다복, 다붓다

붓, 꾼 꾼, 더부룩더부룩, 더북더북, 데꾼데꾼, 도도록도도록, 도독도

독, 도렷도렷, 두두룩두두룩, 두렷두렷1, 듬성듬성, 땀직땀직, 때꾼때꾼, 

떼꾼떼꾼, 또렷또렷, 뚜렷뚜렷1, 뜸직뜸직, 멀찍멀찍, 물긋물긋, 민둥민둥, 

반 듯반듯, 반뜻반뜻, 발긋발긋, 버름버름, 번듯번듯, 번뜻번뜻, 벌긋벌

긋, 보독보독, 보송보송, 볼긋볼긋, 볼통볼통2, 부둑부둑, 부둥부둥, 부석

부석2, 부숭부숭, 불긋불긋, 불퉁불퉁2, 비슷비슷, 빨긋빨긋, 뻘긋뻘긋, 뽀

독뽀독, 뽀송뽀송, 뽈긋뽈긋, 뿌둑뿌둑, 뿔긋뿔긋, 사부랑사부랑2, 살핏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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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상깃상깃, 서부 서부 , 설핏설핏, 성깃성깃, 소곳소곳, 소복소복, 수

굿수굿, 수북수북, 시원시원, 싱둥싱둥, 아긋아긋, 아득아득1, 아뜩아뜩, 

아리송아리송, 알쏭알쏭, 야들야들, 얄찍얄찍, 얄팍얄팍, 어긋어긋, 어둑

어둑, 어득어득, 어뜩어뜩2, 어슬어슬1, 어슷어슷2, 어리숭어리숭, 얼쑹얼

쑹, 여릿여릿, 오그랑오그랑, 오긋오긋, 우그 우그 , 우긋우긋, 지긋지

긋1, 지긋지긋2, 자작자작2, 잘똑잘똑2, 잘쏙잘쏙2, 조용조용, 지긋지긋1, 

지긋지긋2, 질뚝질뚝2, 질쑥질쑥, 짤똑짤똑2, 짤쏙짤쏙2, 찔뚝찔뚝2, 찔쑥

찔쑥, 차근차근2, 차분차분1, 카랑카랑2, 큼직큼직, 터부룩터부룩, 토실토

실, 투실투실, 파릇파릇, 푸릇푸릇, 푸석푸석2, 해끔해끔, 호리호리, 홀쭉

홀쭉, 훌쭉훌쭉, 흐릿흐릿, 흐뭇흐뭇, 희끔희끔

  (30)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

요소, 곧 어근을 관찰해 보면, 단일어근 외에 어간이나 혹은 단일어근에 어근

형성요소가 결합되는 복합어근도 많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주로 분석이 가

능한 복합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복합어

근의 형성에 참여하는 어근형성요소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어떻게 관

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있어서 

빈도를 보인 어근형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우선 어근형성요소 ‘-악/억-’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살펴보겠다. 

(31) 가. 부석부석2/보삭보삭2/푸석푸석2, 얄팍얄팍, 자작자작2/지적지적

나. 붓다, 얇다, 잦다

(31가)는 (31나)의 어간에 ‘-악/억-’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예컨  ‘부석부석2’은 동사 어간 ‘붓-’에 ‘-억-’이 

붙어 형성된 ‘부석하다’의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것이다. 어근 ‘부석’이 내적

변화를 겪어 ‘보삭’, ‘푸석’이 형성되는데, 이들이 반복하여 새로운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형성된다. 

  한편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에서 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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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들이 연이어 동사 어간에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으)ㄹ-+-앙

/엉-’, ‘-(으)ㄹ-+-옥/욱’의 구성이 확인된다. 이는 아래 (32)와 같다. 

(32) 가. 오그랑오그랑/우그 우그 , 도도록도도록/두두룩두두룩(도독도독/두

둑두둑) 

나. 오글오글3/우글우글3, 도돌도돌/두둘두둘

나ʹ. 옥다/욱다(오글다/우글다), 돋다

  ‘오그랑오그랑/우그 우그 ’은 일차적으로 동사 어간 ‘오글-/우글-’에 어근

형성요소 ‘-앙/엉-’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

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사 ‘오글다/우글다’가 동사 ‘옥다/욱다’로부터 형성

된 것을 고려하면, 이는 동사 ‘옥다/욱다’ 어간에 ‘-(으)ㄹ-’이 붙은 다음에 연

이어 어근형성요소 ‘-앙/엉-’이 붙어 만들어진 복합어근의 반복을 통해 형성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오그랑오그랑/우그 우그 ’은 여러 사전에서 동사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오글오글/우글우글’의 본말로 처리되어 있다. 

  ‘도도록도도록/두두룩두두룩’은 ‘오그랑오그랑/우그 우그 ’과 비슷한 형성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곧 ‘도도록도도록/두두룩두두룩’은 일차적으로 

‘도돌도돌/두둘두둘’의 구성요소에 어근형성요소 ‘-옥/욱-’이 결합되는 복합어

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도돌도돌/두둘두둘’이 동사 ‘돋

다’에서 온 것을 고려하면, 이는 동사 ‘돋다’의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으)ㄹ

-’과 ‘-옥/욱-’이 연이어 결합되는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도독도독/두둑두둑’은 ‘도도록도도록/두두룩두두룩’

의 준말이다. 

  다음은 어근형성요소 ‘-(으/우)ㅅ-’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

이다. 

(33) 가. 거뭇거뭇/가뭇가뭇/꺼뭇꺼뭇/까뭇까뭇, 구붓구붓/고붓고붓/꾸붓꾸붓/꼬

붓꼬붓, 느릿느릿/나릿나릿, 노릇노릇/누릇누릇, 물긋물긋, 발긋발긋/

벌긋벌긋/빨긋빨긋/뻘긋뻘긋, 불긋불긋/볼긋볼긋/뿔긋뿔긋/뽈긋뽈긋,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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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살핏/설핏설핏, 상깃상깃/성깃성깃, 수굿수굿/소곳소곳, 야릿야릿/

여릿여릿, 오긋오긋/우긋우긋, 푸릇푸릇/파릇파릇, 흐릿흐릿

가ʹ. 검다/감다/껌다/깜다, 굽다/곱다, 느리다, 노르다/누르다, 묽다, 붉다, 

살피다/설피다, 상기다/성기다, 숙다, 야리다/여리다, 오글다/우글다, 

푸르다, 흐리다, 

나. 노긋노긋/누긋누긋 (참고) 녹신녹신/눅신눅신, 녹실녹실/눅실눅실

나ʹ. 녹녹하다/눅눅하다(녹다/눅다)

(33)에서 본 바와 같이,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

부사에서 어근형성요소 ‘-(으/우)ㅅ-’은 주로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결합된 것

으로 확인된다. 

  (33가)는 (33가ʹ)과 같은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으/우)ㅅ-’이 결합되는 복

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예컨  ‘거뭇거뭇/가뭇가

뭇/꺼뭇꺼뭇/까뭇까뭇’은 각각 ‘검다/감다/껌다/깜다’의 어간에 ‘-(우)ㅅ’이 이 

결합되는 ‘거뭇하다/가뭇하다/꺼뭇하다/까뭇하다’의 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것이다. (33나)의 ‘노긋노긋/누긋누긋’은 “매우 메마르지 않고 녹녹한 모양/눅

눅한 모양”을 뜻하는데, 형태적 관련성과 의미적 유연성을 보았을 때 이는 ‘녹

녹하다/눅눅하다’의 ‘녹/눅-’에 어근형성요소 ‘-(으)ㅅ-’이 붙어 형성된 복합어

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녹녹하다/눅눅하다’는 ‘녹다/눅

다’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노긋노긋/누긋누긋’은 ‘녹다/눅

다’의 어간에 ‘-(으)ㅅ-’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참고로 ‘녹

신녹신/눅신눅신, 녹실녹실/눅실눅실’도 그 의미를 보았을 때 ‘녹/눅-’에 ‘-신

-, -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한 어근형성요소 ‘-(으)ㅅ-’의 의미는 체

로 결합되는 어근이나 어간의 “약한 정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

에 있어서 어근형성요소 ‘-(으)ㅁ-’이 확인된다. 아래 (34)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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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 기름기름/갸름갸름, 노름노름/누름누름, 버름버름

나. 길다, 노르다/누르다, 벌다 

여기서 어근형성요소 ‘-(으)ㅁ-’은 주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어간의 

“약한 정도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복합어근이 반복되어 (34가)와 같은 비통

사적 합성부사가 형성된다. 

  다음으로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에서 어

근형성요소 ‘-직/찍-’, ‘-죽/쭉-’, ‘-작/적-’, ‘-쯤-’이 확인된다. 이는 (35)와 

같다. 

(35) 가. 길찍길찍/걀찍걀찍, 나직나직17), 널찍널찍, 높직높직, 멀찍멀찍, 얄찍

얄찍, 큼직큼직

가ʹ. 길다, 낮다, 너르다, 높다, 멀다, 얇다, 크다

나. 넓죽넓죽/납죽납죽, 길쭉길쭉/걀쭉걀쭉 

나ʹ. 넓다, 길다

다. 넓적넓적/납작납작

다ʹ. 넓다

라. 길쯤길쯤/걀쯤걀쯤

라ʹ. 길다

(35가, 나, 다, 라)는 (35가ʹ, 나ʹ, 다ʹ, 라ʹ)과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 어

간에 어근형성요소 ‘-직/찍-’ 등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비

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여기서 ‘-직-’과 ‘-찍-’, ‘-죽-’과 ‘-쭉-’은 이형태 관

계로 파악되는데, ‘-찍-’, ‘-쭉-’은 선행 어간의 말음이 ‘-ㄹ-’인 경우에만 나

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섭(1985: 166)에서는 ‘-직-’이 동명사 어미 ‘-ㄹ’ 

아래에서 경음화한 것으로 보고, 통시적으로 ‘-직’이 동명사 어미 ‘-ㅁ, -ㄹ’

에 후행하는 표제명사 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러한 설명을 

17) ‘나직나직’의 ‘나직-’은 공시적으로 ‘낮-+-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통시적으로는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 이현희(1987ㄱ)에서는 16세기 중엽까지는 ‘-’만이 존재하
다가 ‘-’의 오분석을 통해 ‘-’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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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다면 (35가)의 ‘큼직큼직’에서 ‘-(으)ㅁ’이 게재된 것도 동일한 차원에

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크기형용사 어간에 붙은 어근형성요소 ‘-직/찍-’, 

‘-죽/쭉-’, ‘-작/적-’은 주로 상 크기의 ‘강한 정도성’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에서 

구성요소가 ‘굽다’로부터 형성되는 복합어근일 경우를 볼 것이다. 아래 (36)이 

그것이다. 

(36) 가. ‘-(으)ㅅ’: 구붓구붓/고붓고붓/꾸붓꾸붓/꼬붓꼬붓, 

나. ‘-(으)장/정-’: 구부정구부정/고부장고부장/꾸부정꾸부정/꼬부장꼬부

장 

다. ‘-(으)ㄹ-+-(으)앙/엉-’ : 구부 구부 /고부랑고부랑/꾸부 꾸부 /

꼬부랑꼬부랑

라. ‘-(으)ㄹ-+-(으)탕/텅-’ : 구불텅구불텅/고불탕고불탕/꾸불텅꾸불텅/

꼬불탕꼬불탕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있어서 ‘굽다’는 다양한 어근형성요소와 결합하

여 복합어근을 형성한다. 이 중에 ‘-(으)장/정-’, ‘-(으)탕/텅-’과 같은 경우 다

른 예에서 확인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비통사적 합성부사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분석적 차원에서만 특정 단어에서 분석되는 성분으로 볼 

수 있다.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나타나는 ‘굽다’와 결합하는 어근형성요

소들은 의미 특성상 ‘굽다’의 ‘정도성’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다

루었던 여러 어근형성요소와 차이가 있다. 송정근(2007: 89)에서는 ‘구붓구붓, 

구부정구부정, 구부 구부 ’ 등에서 어근형성요소들이 ‘모양의 정도성’보다 

‘모양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한 바가 있다.  

  이상으로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의태 부사들을 분석하 다. 여기서는 주로 어근형성요소를 중심으로 이

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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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부사

  ‘-하-’와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사람

이나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 부사와 같은 상징 부사 외에 일반 부사도 

확인된다. 이는 아래 (37)과 같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은 모두 상태성 어근으로 확인된다. 

(37) 가든가든, 가뜬가뜬, 가붓가붓, 가뿟가뿟, 거든거든, 거뜬거뜬, 거붓거붓, 

거뿟거뿟, 따끈따끈, 뜨끈뜨끈, 묵직묵직, 배릿배릿, 비등비등(比等), 비릿

비릿, 새금새금, 새곰새곰, 새콤새콤, 새큼새큼, 시굼시굼, 시금시금, 시쿰

시쿰, 시큼시큼, 아릿아릿2, 아질아질, 아찔아찔, 알근알근, 어릿어릿2, 어

질어질, 어찔어찔, 얼근얼근, 자릿자릿, 잘깃잘깃, 저릿저릿, 졸깃졸깃, 줄

깃줄깃, 질깃질깃, 짜릿짜릿, 짤깃짤깃, 쩌릿쩌릿, 쫄깃쫄깃, 쭐깃쭐깃, 찔

깃찔깃, 팍신팍신, 퍽신퍽신, 폭신폭신, 포근포근, 푸근푸근, 푹신푹신, 허

전허전 

(37)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의미를 보면 체로 “여럿이 다, 자꾸, 몹시 

···한 상태나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을 관찰해 보면 단일어근뿐만 아니라 어간이나 혹은 단일어

근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는 복합어근도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주로 복합어

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다. 특히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

하는 어근형성요소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어근형성요소 ‘-(으)ㅅ-’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볼 것이다. 

(38) 가. 배릿배릿/비릿비릿, 아릿아릿2/어릿어릿2, 자릿자릿/저릿저릿/짜릿짜

릿/쩌릿쩌릿, 질깃질깃/잘깃잘깃/졸깃졸깃/줄깃줄깃/찔깃찔깃/짤깃짤

깃/쫄깃쫄깃/쭐깃쭐깃, 

나. 배리다/비리다, 아리다, 자리다/저리다, 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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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에서 본 바와 같이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

부사에서 어근형성요소 ‘-(으)ㅅ-’은 주로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다. 그리고 어

간에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다양한 내적변화를 겪어 새로운 복합어근이 형성되

고, 이러한 새 복합어근들이 반복해서 다시 새로운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형성

된다. 예컨  ‘질깃질깃’은 형용사 어간 ‘질기-’에 어근형성요소 ‘-(으)ㅅ-’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것인데, 어간으로부터 온 복합어근 ‘질

깃-’이 다양한 내적변화를 겪어 ‘잘깃/졸깃/줄깃/찔깃/짤깃’ 등이 형성되고, 이

들이 반복해서 새로운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형성된 것이다.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 중에 미각

을 표현하는 복합어근이 확인된다. 이러한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

형성요소로는 ‘-근-’, ‘-금/굼/곰/큼/쿰/콤-’이 나타난다. 

(39) 가. 알근알근/얼근얼근 

가ʹ. 알알하다/얼얼하다 (참고) 아리다

나. 시금시금/새금새금/시굼시굼/새곰새곰/시큼시큼/새큼새큼/시쿰시쿰/

새콤새콤

나ʹ. 시다

  ‘알근알근/얼근얼근’은 “매워서 입 안이 매우 알알한/얼얼한 느낌”을 뜻하는

데, 그 의미를 통해 ‘알알하다/얼얼하다’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혀끝이 약간 아린 느낌이 있다”, 혹은 “상처가 약간 아린 느낌이 있다”를 의

미하는 ‘알알하다/얼얼하다’는 ‘아리다’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형태적 관련성

과 의미적 유연성을 고려해 봤을 때 체로 ‘아리다’ 어간의 ‘-이-’가 탈락되

어 ‘알-’로 축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복합어근 ‘알근/얼근’은 공시적으

로 ‘알-/얼-’에 어근형성요소 ‘-근-’이 붙어 형성된 것이고, ‘알알하다’의 ‘알

-’은 ‘아리다’에서 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일반 부사들을 분석하 다. 여기서는 주로 어근형성요소를 중심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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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5.3.1.2.2. ‘-하-’, ‘-거리-’, ‘- -’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

  현 한국어에서 ‘-하-’, ‘-거리-’, ‘- -’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

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 확인된다.18) 접미사 ‘-하-’는 일반적으로 상태

성 어근과 많이 결합한다. ‘-거리-’는 주로 ‘반복성’을 가진 어근과 결합하는

데, 여기서 ‘반복’이란 것은 박동근(2008: 109)에서 지적했듯이 ‘동작의 반복’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상태의 반복’(예: 끈적거리다)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아

래 비통사적 합성부사에 관여하는 어근들은 ‘동작성’과 ‘순간적 상태성’을 모

두 띤다고 할 수 있겠다. 

  ‘-하-’, ‘-거리-’, ‘- -’와 모두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

사는 의미적 속성에 따라 의태 부사, 의성·의태 부사, 일반 부사로 나눌 수 있

다. 여기서 ‘동작의 소리’만 표현하는 부사, 곧 의성 부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의태 부사

  ‘-하-’,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

부사 중에는 ‘사물의 모양, 혹은 동작의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곧 의태 부사

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40)과 같다. 

(40) 갈씬갈씬, 걸씬걸씬, 고부랑고부랑, 구부 구부 , 깍둑깍둑, 꼬부랑꼬부

랑, 꾸부 꾸부 , 나푼나푼, 날캉날캉, 날큰날큰, 남상남상, 남실남실, 납

죽납죽1, 너푼너푼, 넘성넘성, 넘실넘실, 넙죽넙죽, 녹진녹진, 뉘엿뉘엿, 

느근느근2, 느긋느긋, 늘컹늘컹, 늘큰늘큰, 늠실늠실, 득시글득시글, 득실

득실, 들썽들썽, 말똥말똥, 매끈매끈, 매끄당매끄당, 매끈둥매끈둥, 멀뚱

18)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에는 ‘- -’도 결합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외가 
없지 않다. 예컨  어근 ‘우꾼-’에는 ‘-거리-’는 결합될 수 있지만, ‘- -’는 결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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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뚱, 미끄덩미끄덩, 미끈미끈, 미끈둥미끈둥, 배딱배딱, 버근버근, 비딱

비딱, 빼딱빼딱, 삐딱삐딱, 새들새들, 아기똥아기똥, 아릿아릿1, 얄긋얄긋, 

어기뚱어기뚱, 어릿어릿1, 움씰움씰, 일긋일긋, 잔득잔득, 진득진득, 짠득

짠득, 찐득찐득, 차랑차랑, 치 치 , 푸석푸석1, 홀딱홀딱2, 후끈후끈, 훌

떡훌떡2  

(40)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을 관찰해 보면, 단일어근 

외에 어간이나 단일어근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는 복합어근도 확인된다. 본

고에서는 주로 분석이 가능한 복합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중심

으로 다룰 것이다. 특히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들이 비통

사적 합성어의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하-’,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

사에서 어근형성요소 ‘-(으)ㄹ-’과 ‘-앙/엉-’이 연이어 결합되는 경우가 확인

된다. 

(41) 가. 구부 구부 /고부랑고부랑/꾸부 꾸부 /꼬부랑꼬부랑, 

나. 굽다/곱다

‘구부 구부 ’의 형성과정은 앞에서 다루었던 ‘우그 우그 ’과 유사하다. 곧 

‘구부 구부 ’은 ‘굽다’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으)ㄹ-’이 붙은 다음에 연이

어 어근형성요소 ‘-앙/엉-’이 붙어 만들어진 복합어근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불-’은 ‘성글-’, ‘우글-’과 같이 동사 어간 ‘굽-’, 

‘성기-’, ‘욱-’에 ‘-(으)ㄹ-’이 결합되어 형성된 어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부 ’은 동사 어간 ‘구불-’에 어근형성요소 ‘-엉-’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복합어근 ‘구부 ’이 다양한 내적변화를 겪어 새로운 어근들이 

형성되고, 이들이 반복하여 새로운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형성된다. 

  ‘-하-’,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에

서 어근형성요소 ‘-(으)ㄴ-’도 확인된다. 이는 주로 단일어근에 결합되어 복합

어근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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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 나푼나푼/너푼너푼, 느근느근2

가ʹ. 나풀나풀/너풀너풀, 느글느글

나. 버근버근, 매끈매끈/미끈미끈, 매끈둥매끈둥/미끈둥미끈둥 

나ʹ. 버그러지다, 매끄럽다/미끄럽다 

(42가)의 ‘나푼나푼, 느근느근2’은 (42가ʹ)의 구성요소에 어근형성요소 ‘-(으)ㄴ

-’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42나)의 ‘버근버근’은 

“물건의 사개가 버그러져 자꾸 흔들거리는 모양”을 뜻하는데, 이 ‘버근’은 ‘버

그러지다’에서 확인된 ‘버글’에 어근형성요소 ‘-(으)ㄴ-’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매끈매끈/미끈미끈’은 ‘매끄럽다/미끄럽다’에서 확인된 ‘매끌/미끌’에 

어근형성요소 ‘-(으)ㄴ-’이 붙어 만들어진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것이

다. ‘매끈둥매끈둥/미끈둥미끈둥’은 어근형성요소 ‘-(으)ㄴ-’과 ‘-둥-’이 연이

어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 ‘-둥-’은 다른 비통사적 합성부사

에서 확인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서 보편적

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분석적 차원에서만 특정 단어에서 분석되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 

   ‘-하-’,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에

서 어근형성요소 ‘-(으)ㅅ-’도 확인된다. 이는 주로 어간이나 단일어근에 결합

되어 복합어근을 형성한다. 

(43) 가. 어릿어릿1/아릿아릿1, 느긋느긋

나. 어리다1, 느글느글

‘어릿어릿1’은 “어렴풋하게 자꾸 눈앞에 어려 오는 모양”을 뜻하는데, 그 의미

를 통해 동사 ‘어리다’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에

서 어간에 결합되는 어근형성요소는 이 외에도 ‘-죽-’, ‘-진-’, ‘-큰-’,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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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이 확인된다. 

(44) ‘-죽-’, ‘-진-’, ‘-큰-’, ‘-컹/캉-’

가. 넙죽넙죽1/납죽납죽1, 녹진녹진, 늘컹늘컹/날캉날캉, 늘큰늘큰/날큰날

큰

나. 넓다, 녹녹하다(녹다), 늘다

  이상으로 ‘-하-’,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

사적 합성부사 중에 의태 부사들을 분석하 다. 여기서 주로 어근형성요소를 

중심으로 이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2) 의성·의태 부사

  흔한 예는 아니지만, ‘-하-’,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이 반복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부사 중에 의성·의태 부사가 확인된다. 이는 (45)와 같다. 

(45) 보삭보삭1, 보싹보싹, 부석부석1, 부썩부썩1,뽀삭뽀삭, 뿌석뿌석 

  ‘부석부석1’은 동사 ‘부수다(붓다)’의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억-’이 붙어 만

들어진 ‘부석하다’의 어근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어근 ‘부석’은 다양한 내

적변화를 겪어 새로운 어근을 형성하고 이들이 반복되어 다시 새로운 비통사

적 합성부사가 형성된다. 

3) 일반 부사

  ‘-하-’, ‘-거리-’, ‘- -’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

부사 중에 상징 부사 외에 일반 부사도 확인된다. 이는 아래 (46)과 같다. 

(46) 말랑말랑, 말캉말캉, 몰랑몰랑, 몰캉몰캉, 물 물 , 물컹물컹, 새근새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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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근시근2, 새큰새큰, 시큰시큰, 잘바닥잘바닥2, 잘박잘박2, 잘카닥잘카닥

2, 잘칵잘칵2, 잘파닥잘파닥2, 잘팍잘팍2, 존득존득, 준득준득, 질버덕질버

덕, 질벅질벅1, 질퍼덕질퍼덕, 질퍽질퍽, 질커덕질커덕, 질컥질컥, 쫀득쫀

득, 쭌득쭌득 

  (46)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을 관찰해 보면, 단일어

근 외에 어간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는 복합어근도 확인된다. 

  단일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축약이 일어나는 예가 있다. 

(47) 가. 잘바닥잘바닥2/질버덕질버덕/잘파닥잘파닥2/질퍼덕질퍼덕, 잘카닥잘카

닥2/질커덕질커덕  

나. 잘박잘박2/질벅질벅1/잘팍잘팍2/질퍽질퍽, 잘칵잘칵2/질컥질컥 

(47)은 “진흙이나 반죽 따위가 물기가 많아 매우 진 느낌”을 뜻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여러 사전에서 (47나)는 (47가)의 준말로 처리되어 있다. 여

기서 (47나)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47가)의 구성요소로부터 축약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46)의 예들 중에는 어근형성요소 ‘-앙/엉-’, ‘-근/큰-’이 관여하는 예가 확

인된다.

(48) 가. 물 물 /몰랑몰랑/말랑말랑, 물컹물컹/몰캉몰캉/말캉말캉

나. 무르다, 물쿠다

‘물 물 ’은 ‘무르-’에 어근형성요소 ‘-엉-’이 결합되는 복합어근 ‘물 ’이 반

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물 ’은 모음교체를 겪어 어근 ‘몰랑, 말랑’이 형성되

고, 이들이 반복되어 ‘몰랑몰랑’, ‘말랑말랑’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컹물

컹’은 “너무 익거나 곯아서 물크러질 정도로 매우 물 한 느낌”을 뜻하는데, 

그 의미를 보았을 때 ‘물컹’은 동사 ‘물쿠다’의 어간에 ‘-엉-’이 붙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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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49) 가. 시근시근2/시큰시큰

나. 시다

“관절 따위가 신 느낌”을 뜻하는 ‘시근시근2’은 형용사 어간 ‘시-’에 어근형성

요소 ‘-근-’이 결합되는 복합어근이 반복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어근형

성요소 ‘-근/큰-’은 다른 미각 형용사에서도 확인된다. ‘달큰하다, 알근하다/얼

근하다/알큰하다/얼큰하다’가 그 예이다. 

  이상으로 ‘-하-’, ‘-거리-’, ‘- -’와 결합하는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

사적 합성부사 중에 일반 부사들을 분석하 다. 여기서는 주로 어근형성요소

를 중심으로 이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

다.

5.3.1.2.4. ‘-하-’, ‘-거리-’, ‘- -’, ‘-이-’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

  흔한 예는 아니지만, 현 한국어에서 ‘-하-’, ‘-거리-’, ‘- -’, ‘-이-’와 모

두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도 확인된다.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이 접미사 ‘-이-’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형

태적으로 ‘ㄱ’, ‘ㅇ’ 말음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

태 부사, 의성·의태 부사, 일반 부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동작의 소리’만 

표현하는 부사 곧 의성 부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50가)는 의태 부사이고, (51

나)는 의성·의태 부사이며, (52다)는 일반 부사이다. 

(50) 가. 울먹울먹, 할랑할랑1/헐 헐 1

나. 재갈재갈/재깔재깔/지껄지껄, 칠 칠  

다. 잘착잘착/질척질척, 잘칵잘칵/질컥질컥, 잘팍잘팍/질퍽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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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울먹’은 동사 ‘울다’에 ‘-먹’이 붙어 형성된 복합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다. ‘할랑할랑/헐 헐 ’은 “낄 물건보다 낄 자리가 헐거워서 그 물건이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양”을 뜻한다. 의미적 유연성을 보았을 때 ‘할갑다/

헐겁다’와의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할랑할랑/헐 헐

’은 ‘할갑다/헐겁다’ 어간의 일부, 곧 ‘할-/헐-’에 어근형성요소 ‘-앙-/-엉-’

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간의 ‘-갑/겁-’이 어떤 과정을 겪

어 탈락되는지가 설명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경남방언에서는 ‘헐겁다’를 

‘헗다’라고 한다. 

5.3.2. 유음 어근의 반복

  이 항에서는 주로 형태적으로 유사한 어근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어들을 볼 것이다.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보다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그 어휘의 수가 많지 않

다. 여기서 부사형성에 참여하는 이러한 유음 어근들은 모두 ‘-거리-’, ‘- -’, 

‘-이-’, ‘-하-’와 결합하는 어근으로서 정체가 분명하고, 유의미적인 형태이므

로 해당 반복형 부사를 합성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어근

끼리 결합해서 합성어를 형성하는 방식은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에서 나타날 

수 없는 배열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통사적 합성부사로 보아야 한다.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는 

첫음절이 음성적으로 선명하게 립되도록 음운이 교체되는 특징이 있다. 이

러한 음상은 교묘하게 교체되어 “다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온다. 곧 유음 어

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복수, 지속, 강조’ 등 반복이 가

지는 일반적 의미와 함께, ‘상태 혹은 동작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예컨

 ‘왱그랑댕그랑’은 “작은 방울이나 놋그릇 따위가 마구 부딪치며 요란스럽게 

울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는 “작은 쇠붙이, 방울 따위가 흔들리거나 

부딪칠 때 나는 소리”를 뜻하는 ‘댕그랑댕그랑’에 비해 소리가 다양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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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한 예와 ‘-하-’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한 예로 나누어

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로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특히 그들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첫음절의 교체 양상을 다루되, 어

근이 관여하는 ‘은근살짝’, ‘시끌벅적’과 같이 완전히 형태적 관련성이 없는 구

성요소끼리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도 같이 다루고자 한다. 

5.3.2.1. ‘-거리-’와 결합하는 유음 어근의 반복 

  현 한국에서 확인된 ‘-거리-’와 결합하는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

통사적 합성부사는 아래 (51)이 거의 전부이다. 이들은 의미적 속성에 따라 

의성 부사, 의태 부사, 의성·의태 부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의태 부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51) 의성 부사: 아삭바삭, 어석버석, 왱강댕강, 왱강쟁강, 왱그랑댕그랑, 웽

겅뎅겅, 웽겅젱겅

의태 부사: 상글방글, 상긋방긋, 생글뱅글, 생긋뱅긋, 성글벙글, 성긋벙

긋, 시룽새롱, 시물새물, 실긋샐긋, 실기죽샐기죽, 싱글빙글, 

싱긋빙긋, 쌍글빵글, 쌍긋빵긋, 쌩글뺑글, 쌩긋뺑긋, 썽글뻥

글, 썽긋뻥긋, 씨물쌔물, 씩둑꺽둑, 씰긋쌜긋, 씰기죽쌜기죽, 

씽글삥글, 씽긋삥긋, 아장바장, 앙글방글, 어정버정, 어칠비

칠, 엄벙덤벙, 엉글벙글, 오물쪼물, 옥작복작, 올강볼강, 올

근볼근1, 올랑촐랑, 왜쭉비쭉, 우물쭈물, 욱시글득시글, 욱실

득실, 욱적북적, 울겅불겅, 울근불근1, 울 출 , 이죽삐죽, 

이죽야죽, 일긋얄긋, 일기죽얄기죽, 일 얄랑, 일 얄랑, 일

쭉얄쭉, 할깃흘깃, 헐근할근, 흘깃할깃, 흘깃할깃, 희룽해롱 

의성·의태 부사 : 시근새근, 씨근쌔근, 오글보글, 오글자글, 올랑촐랑, 왁

다글닥다글, 왈가닥달가닥, 왈각달각, 우글부글, 우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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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울 출 , 웍더글덕더글

  한편 (51)과 같은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그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에 결합되는 접미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

다. 이 중에 ‘-거리-’, ‘- -’와 결합하는 유음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

성부사가 제일 많다. 

(52) ‘-거리-’, ‘- -’: 시근새근, 시룽새롱, 시물새물, 씨근쌔근, 씨물쌔물, 

씩둑꺽둑, 아장바장, 앙글방글, 어정버정, 어칠비칠, 

엄벙덤벙, 엉글벙글, 오글보글, 오글자글, 오물쪼물, 

옥작복작, 올강볼강, 올근볼근1, 왁다글닥다글, 왜쭉비

쭉, 왱강댕강, 왱강쟁강, 왱그랑댕그랑, 우글부글, 우

글지글, 우물쭈물, 욱시글득시글, 욱실득실, 울겅불겅, 

울근불근1, 울 출 , 웍더글덕더글, 웽겅뎅겅, 웽겅젱

겅, 이죽삐죽, 이죽야죽, 일기죽얄기죽, 일쭉얄쭉, 헐

근할근, 희룽해롱

‘-거리-’, ‘-하-’: 상글방글, 상긋방긋, 생글뱅글, 생긋뱅긋, 성글벙글, 

성긋벙긋, 실긋샐긋, 실기죽샐기죽, 싱글빙글, 싱긋빙

긋, 쌍글빵글, 쌍긋빵긋, 쌩글뺑글, 쌩긋뺑긋, 썽글뻥

글, 썽긋뻥긋, 씰긋쌜긋, 씰기죽쌜기죽, 씽글삥글, 씽

긋삥긋, 아삭바삭, 어석버석, 왈가닥달가닥, 왈각달각, 

일긋얄긋, 할깃흘깃, 흘깃할깃

‘-거리-’, ‘-이-’: 올랑촐랑, 울 출 , 일 얄랑 

  (52)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을 관찰해 보면, 부분

이 단일어근이고, 간혹 어간이나 단일어근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는 복합어

근도 확인된다. 여기서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는 

‘-(으)ㅅ-’, ‘-죽-’이 확인된다. 아래 (53)이 그것이다. 

(53) 가. 실긋샐긋/씰긋쌜긋, 상긋방긋/성긋벙긋/생긋뱅긋/싱긋빙긋/쌍긋빵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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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긋뻥긋/쌩긋뺑긋/ 씽긋삥긋 

가ʹ. 실그러지다(실긔다), 상글방글/성글벙글/생글뱅글/싱글빙글/쌍글빵글/

썽글뻥글/쌩글뺑글/ 씽글삥글

나. 실기죽샐기죽/씰기죽쌜기죽

나ʹ. 실그러지다(실긔다)

  (53가)는 ‘-(으)ㅅ-’이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고, (53나)는 ‘-죽-’이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53가)의 ‘실긋샐긋’은 “물체가 자꾸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모양”을 뜻한다. 

그의 구성요소 ‘실긋/샐긋’은 ‘실긋거리다/샐긋거리다’의 어근인데, 이 둘은 유

사한 의미를 가지는 ‘실그러지다/샐그러지다’, ‘실그러뜨리다/샐그러뜨리다’와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된다. 곧 어근 ‘실긋/샐긋’은 ‘실그러지다/샐그러지다’, 

‘실그러뜨리다/샐그러뜨리다’에서 확인된 ‘*실글/*샐글’에 어근형성요소 ‘-(으)

ㅅ-’이 붙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비록 현 한국어에서 ‘*실글/*샐글’은 

그 자체가 문증되지는 않지만, ‘-어 지-’, ‘-어 뜨리-’가 결합된 동사가 존재

하므로, 그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실그러지다’의 옛말 형태로 ‘실긔다

(歪了 실긔다, 동문유해 하:54)’가 확인되는데, ‘*실글다’는 ‘실긔다’의 어간에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 ‘-/을-’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19)

 (53나)의 ‘실기죽샐기죽/씰기죽쌜기죽’은 ‘실긋샐긋/씰긋쌜긋’과 비슷하게 “물

체가 한쪽으로 천천히 조금 비뚤어지는 모양”을 뜻한다. 의미적 유연성과 형

태적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실기죽/샐기죽’은 ‘실그러지다/샐그러지다’에서 

확인된 ‘*실글/*샐글’에 어근형성요소 ‘-죽-’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다.  

19) 이현희(1987ㄱ: 140)에서는 ‘-/을-’은 단히 생산성 있는 접미사 고, 이는 17세기
끼지 그 생산성이 존속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누르-’ → ‘누를-’(黃), ‘니르-’ → ‘니를-’(至), ‘프르-’ → ‘프를-’(靑), ‘-’ → ‘빗
굴-(<*빗글-)’(橫), ‘베프-’ → ‘베플-’, ‘-’ → ‘잇글-’(牽), ‘우르-’ → ‘우를-’
(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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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음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 (52)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는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이고, 나머지 하

나는 반복형 부사의 어근이거나 동사 어간일 경우도 확인된다. 아래 (54)와 

같다. 

(54) 건둥반둥, 왁시글덕시글, 왁실덕실 왜뚤비뚤/왜뚤삐뚤, 우걱지걱

  ‘건둥반둥’은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성의 없이 그만두는 모양”을 

의미한다. 여기서 ‘건둥’은 ‘-거리-’와 결합하지 않고, “꼼꼼하게 일을 하지 않

은 모양”을 뜻하는 ‘건둥건둥’에서만 확인되는 어근이다. ‘반둥’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꾸 게으름을 피우며 놀기만 하다”를 의미하는 ‘반둥거리다’의 어

근으로 보인다. 

  ‘왜뚤비뚤/왜뚤삐뚤’은 “이리저리 비뚤어진 모양”을 뜻하는데, 후행요소 ‘비

뚤/삐뚤’은 ‘비뚤다/삐뚤다’의 어간이나 ‘비뚤거리다/삐뚤거리다’의 어근으로 볼 

수 있다. ‘왜뚤’은 그의 반복형 ‘왜뚤왜뚤’에서만 확인된 어근이다.  

  ‘우걱지걱’은 “짐을 실은 마소나 달구지가 움직일 때마다 짐이 이리저리 쏠

리면서 나는 소리”를 의미한다. 의미적 유연성을 보았을 때 ‘우걱’은 “짐을 진 

마소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잇달아 나는 소리”를 뜻하는 ‘우걱우걱’에서만 확

인되는 어근이고, ‘지걱’은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닿아 갈리는 소리가 자

꾸 나다”를 뜻하는 ‘지걱거리다’의 어근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의 (52), (54)와 같은 유음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관찰해 보면 그들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는 첫음절이 음성적으로 선명하게 

립되도록 음운이 교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유음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첫음절의 교체 양상, 그리고 어순 

배열에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음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첫음절

에 교체되는 부분에 따라 모음교체, 자음교체, 음절교체로 형성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반복되는 형태의 어두자음이 교체되어 이루어지는 비통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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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부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반복되는 형태의 첫음절 모음만이 교체되어 이루어지는 비통사적 합성

부사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55) 시룽새롱, 시물새물, 실기죽샐기죽, 실긋샐긋, 씨근쌔근, 씨물쌔물, 씩둑

싹둑, 씰긋쌜긋, 이죽야죽, 일긋얄긋, 일기죽약기죽, 일기죽얄기죽, 일

얄랑, 일쭉얄쭉, 헐근할근, 흘깃할깃, 희룽해롱 

모음교체형이 결합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들은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분명한 파생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앞뒤 형태 사이의 의미적 관련

성이 크다. 예컨  ‘실긋샐긋’의 ‘샐긋’이 ‘실긋’으로부터 모음이 교체되어도 여

전히 ‘실그러지다’라는 기본적 의미를 유지한다. 비통사적 합성부사 선행요소

와 후행요소의 첫음절 모음의 배열 순서를 관찰해 보면 부분이 ‘ㅣ : ㅐ’, 

‘ㅣ : ㅑ’, ‘ㅓ : ㅏ’, ‘ㅡ : ㅏ’ 교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폐모음-개모음의 

순서에 따라 뒤로 갈수록 개구도가 커지도록 배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전설모음은 전설모음끼리, 후설모음은 후설모음끼리 같은 계열 

안에서 폐모음-개모음으로 립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복되는 형태의 어두자음이 교체되어 이루어지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다

음과 같다. 

(56) 가. 상글방글, 상긋방긋, 생글뱅글, 생긋뱅긋, 성글벙글, 성긋벙긋, 싱글

빙글, 싱긋빙긋, 쌍글빵글, 쌍긋빵긋, 쌩글뺑글, 쌩긋뺑긋, 썽글뻥글, 

썽긋뻥긋, 씽글삥글, 씽긋삥긋

나. 아삭바삭, 아장바장, 앙글방글, 어석버석, 어정버정, 엄벙덤벙, 엉글

벙글, 오글보글, 오글자글, 오물쪼물, 옥작복작, 올강볼강, 올근볼근, 

올랑촐랑, 왁다글닥다글, 왈가닥달가닥, 왈각달각, 왱강댕강, 왱강쟁

강, 왱그랑댕그랑, 우글부글, 우물쭈물, 욱적북적, 울겅불겅, 울근불

근, 울 출 , 웍더글덕더글, 웽겅뎅겅, 웽겅젱겅, 이죽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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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음-유기음-경음’ 사이에 일어나는 자음교체형은 유음 반복 비통사적 합성

부사로 구성되지 않는다(*잘가닥짤까닥, *잘가닥찰카닥). 비통사적 합성부사에

서는 자음의 교체가 어감의 차이만을 가져오는 ‘평음-유기음-경음’의 교체보

다 음성상으로 (56가)와 같이 가정 거리가 먼 자음이나 아니면 (56나)와 같이 

아예 초성이 없는 것으로부터 자음으로 교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통사적 합

성부사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첫음절을 보면 체로 선행요소는 ∅(초성이 

없는 것)과 활음이고 후행요소는 ‘ㄱ, ㄷ, ㅁ, ㅂ, ㅈ’이 부분이다. 곧 장애성

이 큰 자음이 뒤로 가는 경향이 있고, 장애성이 더 큰 자음이 앞선 예는 발견

되지 않는다. 선행요소 첫음절의 자음이 ‘ㅅ’일 경우에는 후행요소 첫음절의 

자음으로 주로 ‘ㅂ’이 온다. 

  음절교체형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특징은 그 구성요소가 어느 한 

자음이나 모음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첫음절 전체가 교체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외견상으로는 일반 합성어에 가장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57) 건둥반둥, 씩둑꺽둑, 어칠비칠, 오글자글, 왁시글덕시글, 왁실덕실, 우글

지글, 욱시글득시글, 욱실득실

음절교체형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에 있어서 그의 선행요소

와 후행요소 첫음절을 관찰해 보면 선행요소 첫음절은 부분이 모음이거나 

활음이고, 나머지는 ‘ㄱ’나 ‘ㅅ’ 등과 같이 장애성이 작은 자음들에 편중되어 

있다. 후행요소 첫음절은 장애성이 큰 자음 ‘ㄱ, ㄷ, ㅂ, ㅈ’이 부분을 차지

한다. ‘씩둑꺽둑’ 같은 경우 마찰음 ‘ㅅ’보다 파열음 ‘ㄱ’이 장애성이 더 커서 

‘ㅅ’이 앞서는 것이고, ‘건둥반둥’의 ‘ㄱ’은 ‘ㅂ’보다는 앞선다. 

  이처럼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그 구성요소의 

어순이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첫음절의 모

음, 자음이 음성의 립을 이루도록 배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통사

적 합성부사에서는 하나의 모음, 자음 혹은 음절을 바꿈으로 다양한 음성뿐만 

아니라 ‘상태나 동작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의미까지 표현한다. 예컨  ‘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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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댕그랑’은 ‘댕그랑댕그랑’에 비해 소리가 더 다양하면서도 요란스럽고 시끄

러운 느낌을 준다. 

  마지막으로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이지

만,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예를 살펴보겠다. 아래 

(58)의 예들은 모두 형태적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비

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58) 살근살짝/슬근슬쩍, 새근발딱/시근벌떡/쌔근발딱/씨근벌떡, 시끌벅적, 

앙금쌀쌀/엉금썰썰, 흘근번쩍/훌근번쩍 

  “남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살며시 재빠르게”를 뜻하는 ‘살근살짝/슬근

슬쩍’은 ‘살근거리다/슬근거리다’의 어근 ‘살근/슬근’이 부사 ‘살짝/슬쩍’과 결

합해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여기서 선행요소 ‘살근/슬근’은 의미

적 유연성과 형태적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부사 ‘살살/슬슬’과 관련성이 매우 

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살근’은 부사 ‘살살’의 구성요소에 ‘-근-’이 결합

되어 형성된 복합어근으로 추정된다. 이 ‘-근-’은 미각 형용사 ‘시근하다, 알

근하다’에서 확인되는 어근형성요소 ‘-근-’일 가능성이 많다. 후행요소 ‘살짝/

슬쩍’은 형태와 의미적으로 역시 부사 ‘살살/슬슬’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점

에서 ‘살-+-짝/슬-+-쩍’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 ‘-짝/쩍’의 정체가 분

명하지 않다. 이 ‘-짝/쩍’은 비통사적 합성부사, 예컨  ‘후비적후비적/호비작

호비작’, 혹은 ‘넓적넓적/납작납작’에서 많이 확인되는 어근형성요소 ‘-작/적-’

의 이형태로 볼 수 있으나, ‘살짝/슬쩍’의 ‘-짝/쩍-’은 어근을 형성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근형성요소 ‘-작/적-’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새근발딱/시근벌떡’은 “숨이 차서 숨소리가 고르지 않고, 가쁘고 급하게 나

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의미를 근거로 보았을 때 선행요소 ‘새근/시근’

은 “고르지 않고 거칠고 가쁘게 숨 쉬는 소리가 자꾸 나다”를 뜻하는 ‘새근거

리다/시근거리다’의 어근이고, 후행요소 ‘발딱/벌떡’은 “맥박이나 심장이 거칠

고 빠르게 자꾸 뛰다”를 의미하는 ‘발딱거리다/벌떡거리다’의 어근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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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끌벅적’은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시끄럽게 떠드는 모양”을 

뜻한다. 그 의미를 보았을 때 이는 ‘시끌’과 ‘벅적거리다’의 어근이 결합해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시끌’은 ‘시끄럽다’, 그리고 반복형 ‘시끌시

끌’에서만 확인되고, ‘-거리-’와 결합하지 않는다. 

  ‘앙금쌀쌀/엉금썰썰’은 “처음에는 굼뜨게 기다가 차차 빠르게 기는 모양”을 

뜻한다. ‘앙금/엉금’은 “작은 동작으로 느리게 기는 모양”을 뜻하는 ‘앙금앙금/

엉금엉금’에서만 확인된 어근이고, 후행요소 ‘쌀쌀/썰썰’은 “벌레 따위가 가볍

게 기어 다니다”를 뜻하는 ‘쌀쌀거리다/썰썰거리다’의 어근이다. 

  ‘흘근번쩍’은 “눈을 흘기며 번쩍거리는 모양”을 뜻한다. 여기서의 ‘흘근’은 

“굼뜨게 느릿느릿 걷거나 행동하다”를 의미하는 ‘흘근거리다’와 의미적으로 관

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의 어근으로 볼 수 없고, ‘흘기다’의 어간에 어근형성

요소 ‘-(으)ㄴ-’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봐야 될 듯하다. 이 ‘흘근-’은 ‘흘근번

쩍’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20) ‘흘근번쩍’과 관련하여 

이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훌근번쩍’도 확인된다. 

  현 한국어에서 부분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동음 어근의 반복이거나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되는데, 이에 비해 (58)과 같은 형태적 관련성이 없는 

구성요소들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5.3.2.2. ‘-하-’와 결합하는 유음 어근의 반복 

  현 한국에서 확인된 ‘-하-’와 결합하는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비

통사적 합성부사는 아래 (59)와 같다. 보는 바와 같이 ‘-거리-’와 결합하는 유

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만큼 많지 않다. 이들은 의미

적 속성에 따라 의태 부사, 일반부사로 나눌 수 있다. 

20) 여기서 ‘흘기다’ 어간에 통합된 ‘-(으)ㄴ-’을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겠지만, ‘흘근번
쩍’에서 “눈을 흘기며 번쩍거리다‘와 같이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의미적으로 등관계로 
결합된 것을 고려하여 그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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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의태 부사: 알뜰살뜰, 어긋버긋21), 어슷비슷, 오그랑쪼그랑, 오복소복, 

올똑볼똑, 우그 쭈그 , 우북수북, 울뚝불뚝, 울툭불툭

일반 부사: 고만조만, 그만저만, 뜨끔따끔, 미끈매끈, 시금새금, 아릿자

릿, 알근달근, 요만조만, 이만저만

(59)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곧 어근을 관찰해 보면, 부분이 

단일어근이고, 간혹 어간이나 단일어근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되는 복합어근

도 확인된다. 여기서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는 

‘아릿자릿’의 ‘-(으)ㅅ-’, ‘시금새금’의 ‘-금-’, 그리고 ‘오그랑쪼그랑/우그 쭈

그 ’에서 연이어 결합하는 ‘-(으)ㄹ-+-앙/엉-’이 확인된다. 이들은 각각 형

용사 ‘아리다, 자리다, 시다, 옥다/욱다’ 어간에 결합되어 복합어근이 만들어지

고, 이러한 복합어근이 반복되어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형성된 것이다.  

  ‘-하-’와 결합하는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를 관

찰해 보면 앞에서 다루었던 ‘-거리-’와 결합하는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

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와 마찬가지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첫음절이 음성

적으로 선명하게 립되도록 음운이 교체되는 특징이 있다. 모음교체(뜨끔따

끔)가 폐모음-개모음으로 교체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립이 모음 

사이의 립 중 가장 뚜렷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며, 자음교체나 음절교체 중  

초성이 없는 것-자음, 장애성이 작은 자음-장애성이 큰 자음의 교체가 많다는 

것도 이 립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채완(1986: 76)에

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폐모음-개모음, 장애성이 작은 자음-장애성이 큰 자음

이라는 고정된 어순을 가지는 것은 ‘개구도가 작은 것→큰 것, 장애성이 작은 

것→큰 것, 조음방식이 쉬운 것→복잡한 것’과 같이 상승적 방향으로 배열된다

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하-’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중에서도 유

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형태적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들이 

21) ‘어긋버긋’은 “여럿이 고르지 못하고 서로 어그러지고 버그러진 모양”을 뜻한다. 여기서 
‘어긋’, ‘버긋’은 각각 ‘어그러지다’, ‘버그러지다’에서 확인된 ‘*어글’, ‘*버글’에 어근형성요
소 ‘-(으)ㅅ-’이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228 -

결합하여 형성되는 예들이 확인된다. 

(60) 왁자지껄, 은근살짝/은근슬쩍, 희뜩벌긋/해뜩발긋

  (60)의 ‘왁자지껄’은 “여럿이 정신이 어지럽도록 시끄럽게 떠들고 지껄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왁자’는 “정신이 어지러울 

만큼 떠들썩하다”를 뜻하는 형용사 ‘왁자하다’의 어근이고, ‘지껄’은 ‘지껄이다’

의 어근이다. 

  ‘은근살짝/은근슬쩍’은 ‘은근하다’의 어근 ‘은근’이 부사 ‘살짝/슬쩍’과 결합해

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이다. 

  ‘해뜩발긋’은 “조금 하얗고 발그스름한 모양”을 뜻한다. 여기서의 ‘해뜩’은 

‘해뜩하다’의 어근인데, ‘희뜩하다’로부터 내적변화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

다. 어근 ‘희뜩/해뜩’에서 확인된 ‘-뜩-’은 다른 색채형용사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체로 어근형성요소로 볼 수 있는 듯하다. 심재기(1982: 417), 송철

의 외(1992)에서도 이 ‘-뜩-’을 어근형성요소로 분석한 바가 있다. ‘발긋’은 

‘발긋하다’의 어근인데, 이는 ‘붉다’의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으)ㅅ-’이 붙어 

형성된 복합어근 ‘불긋’으로부터 내적변화를 겪어 형성된 것이다.  

   (58), (60)과 같은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은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형태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동음 어근이나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

성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와 차이가 난다. 현 한국어에서 부분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동음 어근이거나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이에 비

해 (58)과 (60)의 예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우리는 단어 형성에 

있어서 일정한 문법보다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컨  ‘은근살짝’의 ‘은근’은 단독으로 자립성이 없는 어근인데, 어근이 

부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부사 ‘살짝’과 직접 결합하여 단

어로 형성되었다. ‘은근살짝’의 형성은 통사 규칙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았

고, 이는 단순히 “은근하게 살짝”이라는 뜻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언어 

표현적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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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성어의 형성은 의미 중심적이고, 의미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거리-’나 ‘-하-’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

부사가 아니지만, (58), (60)과 같이 모두 형태적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을 볼 것이다. 

(61) 가. 길바로, 발바투,22) 하루바삐, 때마침

나. 들어번쩍2 

  (61가)는 명사와 부사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이다. (61

나)의 ‘들어번쩍2’은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없어지는 모양”을 속되게 

이르는 부사이다. 여기서 명사나 동사의 종결형 뒤에 바로 부사가 결합해 합

성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통사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5.4. 소결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다.  

  현 한국어에는 어간이나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제

일 많다. 어간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크게 동사 어간이 관

여한 예와 형용사 어간이 관여한 예로 나눌 수 있고,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예와 유음 어근의 반복으

로 형성된 예로 나눌 수 있다.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

사는 그의 구성요소의 형태적 속성에 따라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

한 예와 ‘-하-’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한 예로 나눌 수 있는데, 비통사적 합

성부사의 형성에 있어서 ‘-거리-’와 결합하는 어근은 부분이 ‘반복’의 의미

를 가지는 동작성 어근이며, ‘-하-’와 결합하는 어근들은 부분이 상태성 어

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거리-’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22)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또는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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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다시 ‘-거리-’와만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한 예, 

‘-거리-’, ‘- -’와 모두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한 예, ‘-거리-, - -, -이-’와 

모두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한 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거리-’, ‘- -’

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 특히 ‘동작의 모양’을 표현

하는 의태 부사가 가장 많다. ‘-하-’와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한 예, ‘-하-’, 

‘-거리-’, ‘- -’와 모두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한 예, ‘-하-’, ‘-거리-’, ‘-

-’, ‘-이-’와 모두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한 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

하-’와만 결합하는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고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중에 분석이 가능한 복합어

근을 중심으로 하여,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를 정리해 보

고, 이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

과에 따르면 ‘-거리-’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

성부사에서는 ‘-작/적-’, ‘-악/억-, -앙/엉-’, ‘-닥/덕-’, ‘-뚝/똑-’, ‘-록/룩-’, 

‘-막/먹-, -망/멍-’, ‘-(으)ㅅ-’, ‘-(으)ㄱ-’, ‘-(으)ㄴ-’, ‘-(으)ㄹ-’, ‘-(으)ㅁ-’

와 같은 다양한 어근형성요소가 확인되는데, 이 중에 ‘-악/억, -앙/엉-’, ‘-작/

적-’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제일 많다. ‘-하-’와 결합하는 동음 어

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에서는 ‘-(으)ㅅ-’, ‘-(으)ㅁ-’, ‘-(으)

ㄴ-’, ‘-직/찍-’, ‘-죽/쭉-’, ‘-작/적-’, ‘-진-’, ‘-근/큰-’, ‘-금/굼/곰/큼/쿰/콤

-’, ‘-캉/컹-’ 등 어근형성요소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 ‘-(으)ㅅ-’이 관여한 비

통사적 합성부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그의 구성요소의 첫음절

이 선명하게 립되도록 음운이 교체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체로 모음교체

는 폐모음-개모음으로 교체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음교체나 음절교체는 

초성이 없는 것-자음, 장애성이 작은 자음-장애성이 큰 자음으로 교체되어 

립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성요소 첫음절에 실현된 음성적 다양성

은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의미에도 향을 미친다. 곧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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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복수, 지속, 강조’ 등 반복이 가지는 일반적 의

미와 함께, ‘상태 혹은 동작의 다양한 모습’까지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외에 ‘은근살짝’, ‘시끌벅적’

과 같이 완전히 형태적 관련성이 없는 구성요소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

적 합성부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우리는 단어 형성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보다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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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요약

  기존의 논의에서는 현 한국어 시기에 비통사적 합성법이 자연스러운 단어

형성법이 아니므로 어휘의 수가 적음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하 다. 그러

나 실제로 확인된 단어를 보면, 비통사적 합성용언을 제외하고, 비통사적 합성

명사,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현 한국어에서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순화어나 신어, 임시어 중에서도 비통사적 합성어가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들은 비통사적 합성법이 여전히 언중들에게 일정한 쓸모가 있으

며, 더불어 어떤 개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형성법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본고는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형태

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고, 비통사적 합성법은 현 한국어에서도 여

전히 왕성한 생산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 본질, 유형 및 비통사적 합성법의 생

산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합성어를 형성하는 구성요소의 

배열 방식이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의 일반적인 구성성분 배열법을 따르지 않

은 합성어이다. 그것의 본질은 통사적 구 구성이나 통사적 합성어에서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연결어미나 전성어미와 같은 형식형태소가 결여되어 있고, 실

질적 개념, 곧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들끼리 긴 하게 결합한다는 것이

다. 어근,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들은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법의 

왕성한 생산성은 신어나 임시어 등 자료에서 나타난 비통사적 합성어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가장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단어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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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동사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 동사 어간에 붙은 

‘ㅅ’에 하여 이는 합성어 표지와 어근형성요소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

다. 사전에서 접두사로 처리된 ‘맞-’에 하여는 “마주”라는 기본적 의미를 

나타내는 ‘맞-’이 용언 어간일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리고 순화어나 신어 중

에 확인된 어간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를 통해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

적 합성법은 자연스러운 단어형성법이고, 이는 여전히 생산성이 있는 단어 형

성 방식이라고 밝혔다.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있어서

는 의성의태성 어근이 많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의성의태성 어근의 의미적 특

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어근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를 어기로 

하여 형성된 파생명사들을 통해 비통사적 합성어법이 화자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어근화요소가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 중에 특

히 동사의 종결형이 관여하는 예가 상당수가 확인되었다. 동사의 종결형들이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형성에 참여할 때에 특수화된 의미를 획득한 경우가 많

았다. 그리고 이들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명사의 집합이 점점 커진다는 것

을 근거로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명사’형 합성 방식이 현 한국어에서 왕성한 

생산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제4장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를 묶어서 이들의 형

태적 특징 및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비통사적 합성동사 내부에 일어나는 

유음탈락을 통해 비통사적 합성동사 구성요소 사이의 긴 한 관계가 확인된다

고 보았다. 비통사적 합성동사를 통사적 합성동사의 준말로 본 논의에 해서 

본고에서는 형성되는 시간적 선후를 결정하기 어려운 예가 많다는 점, 그리고 

현 한국어에서 상당수의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비통

사적 합성동사는 애초부터 비통사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한

편 사전에서 접두사나 부사로 처리된 ‘설-, 맞-, 내리-’에 해서는 이들을 어

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 다.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형 비통

사적 합성형용사는 의미적 속성에 따라 크게 색채 및 명암을 표현하는 예, 크

기 및 모양을 표현하는 예, 미각 및 후각을 표현하는 예로 나눌 수 있고, 구성

요소 중에 특히 복합어근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태성 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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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성 어근+‘-하-’]’형 형용사에 하여는 본고에서 상태성 어근이 적극

적으로 비통사적 합성명사, 비통사적 합성동사,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 ‘어간+[어근+‘-하-’]’형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와 구성상 및 의

미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이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고 논의하 다. 

그리고 두 개의 ‘-하-’ 형용사가 결합하는 합성형용사에서 선행요소가 늘 단

어의 어휘적 의미를 담는 중심부, 곧 어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비통사적 합

성어를 형성할 때 지키는 ‘구성요소끼리 긴 하게 결합해야 된다’는 원칙을 반

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비통사적 합성형용사의 의미에 

하여는 부분 비통사적 합성동사들은 확장의미를 획득하 고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 가진 경우가 많지 않음에 비해, 비통사적 합성형용사들은 

부분이 구성요소의 단순한 합인 의미만을 가지고 확장의미를 얻지 못함을 

밝혔다.

  제5장에서는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구성요소 중에 분석이 가능한 복합어근을 

중심으로 하여, 복합어근의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형성요소를 정리해 보고, 이

들이 비통사적 합성부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

에서는 ‘-작/적-’, ‘-악/억-, -앙/엉-’, ‘-닥/덕-’, ‘-뚝/똑-’, ‘-록/룩-’, ‘-막/

먹-, -망/멍-’, ‘-(으)ㅅ-’, ‘-(으)ㄱ-’, ‘-(으)ㄴ-’, ‘-(으)ㄹ-’, ‘-(으)ㅁ-’와 같

은 다양한 어근형성요소가 확인되는데, 이 중에 ‘-악/억, -앙/엉-’, ‘-작/적-’

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부사가 제일 많았다. ‘-하-’와 결합하는 동음 어근

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에서는 ‘-(으)ㅅ-’, ‘-(으)ㅁ-’, ‘-(으)ㄴ

-’, ‘-직/찍-’, ‘-죽/쭉-’, ‘-작/적-’, ‘-진-’, ‘-근/큰-’, ‘-금/굼/곰/큼/쿰/콤-’, 

‘-캉/컹-’ 등 어근형성요소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 ‘-(으)ㅅ-’이 관여한 비통사

적 합성부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음 어근의 반복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는 그의 구성요소의 첫음절이 선명하게 립되도록 음운이 

교체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체로 모음교체는 폐모음-개모음으로 교체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음교체나 음절교체는 초성이 없는 것-자음, 장애성이 

작은 자음-장애성이 큰 자음으로 교체되어 립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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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은근살짝’, ‘시끌벅적’과 같이 완전히 형태적 관련성이 없는 구성요소

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부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예들을 통

해 우리는 단어 형성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보다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통사적 합성법은 자연스러운 단어형성법이고, 현 한국어에서도 여

전히 왕성한 생산성을 지니는 합성 방식이다. 순화어 중에서 확인된 상당수의 

비통사적 합성어들은 비통사적 합성법이 자연스러운 단어형성법임을 보여 준

다. 신어 중에 특히 문장형 단어형성요소들이 관여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집

합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법이 현 한국어에서 생산성이 있는 

합성 방식임을 방증해 준다. 그리고 화자의 공시적인 조어 능력을 반 하는 

임시어에서 확인된 비통사적 합성어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비통사적 합성어가 

계속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그간 현 한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법이 자연스러운 단어형성법이 아

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더 이상 생산성이 없다는 논의가 많았다. 이처럼 비

통사적 합성어에 한 ‘부담감’ 때문에 실제로 어간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모두 접두사로 처리한 사전 기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생산적으로 단

어의 형성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어간의 기본의미가 살아 있다면 파생접두사로 

보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비통사적 합성어가 통사적 합성어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본 논의에 

하여 본고에서 이들은 통사적 합성어의 준말로 보지 않고, 애초부터 비통사

적 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공존하는 예 중에 형성되는 시간적 

선후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공존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쓰

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가 개별적인 형성 과

정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방증해 준다. 



- 236 -

6.2. 남은 문제  

  첫째, 본고는 현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의 통시적 문제에 하여 검토하지 못하 다. 

  둘째, 특히 어근이 관여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하여 이전 시기의 양상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비통사적 합성어의 통사적 특성에 해서는 언급하지 못하 다. 비통

사적 합성동사 같은 경우 구성하는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통사적 특성에 따

라 비통사적 합성동사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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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the asyntactic compounds in modern Korean 

and apprehended it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and also 

revealed that the asyntactic compound formation rules still have active productivity in 

modern Korean. 

  An asyntactic compound refers a compound that its constituents-array method does 

not follow the general method arraying constituents of Korean syntactic construction. An 

asyntactic compound’s essence is the close combination of practical concepts, that is, 

vocabulary meaning factors with lacking the empty morphemes like the connective 

ending or category changing ending which are necessarily required in formative a 

syntactic compound. Asyntactic compounds where roots or stems involve are 

representative examples being formed by the asyntactic compound formation rule from 

the first.

  Chapter 3 investigated the word structure of asyntactic compound noun. Concerning 

the letter of ‘ㅅ’ to a verb’s stem among asyntactic compound nouns where a verb’s 

stem involve,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ies that the letter might be a compound 

mark or a root formative element. Concerning the ‘맞-’ which was considered as a 

prefix, this study researched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be considered as a predicate 

stem indicating the basic meaning of “마주”. And through the research about asyntactic 

compound nouns where identified from some nonce words, refined words or new words, 

this study insisted that the asyntactic compound formation rule in modern Korean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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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method formative words, and the method was also a productive word formation 

method. For the formation of asyntactic compound nouns where roots involve, there 

were identified a lot of onomatopia and minetic roots, and it was understood that this 

was relevant to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opnmatopia and minetic roots. Among 

the asyntactic compound nouns that the rootization element involved, there were 

identified a lot of examples that especially verb-endings involve in the formation of 

such words. With the rationale that the group of asyntactic compound nouns that 

verb-endings involve in formative words increases its scale,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compounding method of ‘sentence-type word formation element + noun’ shape have 

active productivity in modern Korean.  

  In the Chapter 4, this study categorized the asyntactic compound verb and asyntactic 

compound adjective as one group and investigated their morpholog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Through the investigation about the liquid deletion being happened in an 

asyntactic compound verb, there was identified a close relationships among the 

constituents of asyntactic compound verbs. Concerning the discussion seeing an 

asyntactic compound verb as the abbreviation of syntactic compound verb, this study 

judged that an asyntactic compound verb was originally formed by the asyntactic 

compound formation rule. Meanwhile, concerning the words of ‘설-, 맞-, 내리-’ being 

dealt as a prefix or an adverb in Korean dictionary,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these words might be considered as stems. The asyntactic compound adjective 

being shaped as the ‘adjective stem + adjective stem’ could be variously classified 

depending on the semantic attributes of its constituents.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considerably many complex roots especially in their word structures. And this 

study discussed that for the adjective being shaped as ‘state root+[state root+‘-하-’]’, 

could be considered as an asyntactic compound with the rationales that the state root 

actively participated in formative an asyntactic compound noun, an asyntactic compound 

verb and an asyntactic compound adverb and that the asyntactic compound adjective 

being shaped as the ‘stem+[state root+‘-하-’]’shape had some constructive, semantic 

similarities. And concerning the meanings of asyntactic compound verb and asyntactic 

compound adjective, this study revealed that while most asyntactic compound 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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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their extended meanings and there were few cases meaning the simple 

combination of constituents, but most asyntactic compound adjectives simply had the 

meanings that simple combination of constituents, not acquiring their extended meanings.  

  In the Chapter 5, this study summarized the root formative elements involving in the 

formation of complex roots around some complex roots to be analyzed among the 

asyntactic compound adverb’s constituents, and investigated such root formative 

elements involvement patterns in forming asyntactic compound adverb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bout the root formative elements, for asyntactic compound 

adverbs being formed through the repeated use of homophonic root combining with ‘-거

리-’, there were identified various root-formative elements like ‘-작/적-’, ‘-악/억-, -앙/

엉-’, ‘-닥/덕-’, ‘-뚝/똑-’, ‘-록/룩-’, ‘-막/먹-, -망/멍-’, ‘-(으)ㅅ-’, ‘-(으)ㄱ-’, ‘-(으)ㄴ-’, ‘-

(으)ㄹ-’, ‘-(으)ㅁ-’. Of them, the number of asyntactic compound adverbs which ‘-악/억, 

-앙/엉-’, ‘-작/적-’ involve in forming the adverbs was the most. For the asyntactic 

compound adverbs being formed through the repeated use of homophonic root of 

combining with ‘-하-’, there were appeared the root formative elements like ‘-(으)ㅅ-’, 

‘-(으)ㅁ-’, ‘-(으)ㄴ-’, ‘-직/찍-’, ‘-죽/쭉-’, ‘-작/적-’, ‘-진-’, ‘-근/큰-’, ‘-금/굼/곰/큼/쿰/콤-’, 

‘-캉/컹-’, etc. and of them, the number of asyntactic compound adverbs which ‘-(으)ㅅ-’ 

involve in forming the adverbs was the most. The kind of asyntactic compound adverbs 

being formed through the repeated use of assonantic roots had the characteristic that 

the phonemes were replaced in order that the first syllable in the constituents of such 

asyntactic compound adverbs could be distinctively contrasted. 

  In the Chapter 6, this study summarized the discussion and suggested the remaining 

problems to be sol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3 aspects. First,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asyntactic 

compound formation rule was a natural method forming word, and was also a word 

formation method still having active productivity in modern Korean. Second, this study 

pointed out the dictionary’s description problem that lots of stems have been dealt as 

prefixes or adverbs until now because of ‘burden’ perception about the asyntactic 

compound, although there were a real possibility that some of them might be considered 

as stems. Third, this study suggested the rationale to consider that the asynt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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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might be formed by the asyntactic compound formation rule from the first, 

not seeing the asyntactic compound as the abbreviation of syntactic compound.  

keywords  : asyntactic compound, word structure, productivity, new word, nonce word, 

refined word, abbreviation, prefix, root formative element, 

rootization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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