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학위논문

함북방언의 파생접미사
- ≪咸北方言辭典≫을 중심으로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임  홍  연



- i -

<국문초록>

함북방언의 파생접미사
- ≪咸北方言辭典≫을 중심으로

임 홍 연

이 논문은 함북방언의 파생접미사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함북방언의 어휘 자료를 집대성한 ≪咸北方言辭典≫(1986)을 중심으로 이에 
실린 각 어형들을 분석하여 파생접미사의 목록을 확보하고 그 쓰임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파생접미사의 분포와 기능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咸北方言辭典≫에 등재되어 있는 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최대한 분석하기로 한다. 공시적으로 분석 가능한 예는 물론, 통시적이더라도 어기
나 접사 중 한 쪽의 의미를 공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형태 분석하여 해당 
접사를 우리의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이 논문에서는 단어를 어기와 접사로 분석하였는데 같은 형태의 접미사의 경우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와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의 의미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와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의 의미영역이 같은 경우 하나의 접
미사로 보았고 둘 다 다른 경우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였다. 또한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는 같지만 파생어의 의미영역이 다른 경우는 동음이의어로, 선행하는 어기의 품
사가 다르고 의미영역이 같은 경우는 같은 접사로 처리하였다.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대상, 선행연구, 기본적 논의, 논의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명
사파생접미사, 3장에서는 동사파생접미사, 4장에서는 형용사파생접미사, 5장에서는 
부사파생접미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나의 단어를 어기와 접사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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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의 분포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결론에 제시하였다. 

주요어: 함북방언, 명사파생접미사, 동사파생접미사, 형용사파생접미사, 부사파생접
미사, 분포, 기능

학  번: 2012-2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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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이 논문은 함북방언의 파생접미사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함북방언의 어휘 자료를 집대성한 ≪咸北方言辭典≫(1986)을 중심으로 이에 
실린 각 어형들을 분석하여 파생접미사의 목록을 확보하고 그 쓰임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파생접미사의 분포와 기능을 구명하고자 한다. 그 결과 파생접미사를 중심으로 
한 타 방언과의 비교 연구 및 방언접촉론, 나아가 한국어 파생접미사 연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방언에 대한 연구방법에는 해당 언어의 공시적 체계를 기술하는 방법과 문헌에 
의해 그 방언 자체의 역사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데 문헌자료를 통해 함북방언의 파생접미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이 되는 자료인 金泰均 編著 ≪咸北方言辭典≫은 지역어의 보존 차원이나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차원 모두 고려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을 선
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1). 

첫째, 이 사전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咸北方言辭典≫은 1986년에 경기
대학교 출판국에서 간행한 신국판 596면의 사전이다. 이 사전은 ‘自序, 일러두기, 함
북방언지도 Ⅰ·Ⅱ, 함북방언의 특징, 본문, 口語, 찾아보기’ 등 일곱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함북방언의 제 특징을 한 눈에 조감할 수 있고 또 이 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매우 짜임새 있게 꾸며져 있다(곽충구 1986: 145). 

조사 대상 지역은 함북의 3시 11군 중 나남을 제외한 2시 11군, 곧 13개 지역2)
이다. 제보자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평균 연령 65세 정도의 실향민들로 이미 고향
을 떠난 지 30~40년이 된 사람들이다.3) 자료조사는 주로 통신 조사 방법4)을 사용
1) ≪咸北方言辭典≫에 대한 서평은 곽충구(1986)을 참조하였다.
2) 13개의 조사지역은 다음과 같다. 城津市, 淸津市, 鶴城郡, 吉州郡, 明川郡, 鏡城郡, 富寧郡, 慶興

郡, 慶源郡, 穩城郡, 鍾城郡, 會寧郡, 茂山郡. 
3) 그 중 金容俊氏는 조사당시 기준으로 3년 전에 穩城에서 탈출해 온 제보자이다. 온성지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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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함북방언사전

하였고 약 2년여에 걸쳐 세 차례의 보충 및 확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이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양이 풍부하다. ≪咸北方言辭典≫은 1000개 정

도의 단어를 114면의 질문지로 3년에 걸쳐 조사하고 정리한 것이다. 이 사전의 기
술 방식은 표준어를 한국어 사전식으로 배열하고 그 밑에 표준어의 의미와 같은 이 
지역 방언형을 제시한 다음 그 방언형이 쓰이는 지역을 밝혔다. 어휘의 풀이는 이희
승 편저 ≪국어대사전≫(1982)에 의거하였다. 이러한 형식으로 사전을 편찬했기 때
문에 표준어와 그 아래에 제시된 방언형이 형태, 용도, 의미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
일 때 ‘주’를 두어 보충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용례’란을 두어 방언형의 쓰임과 
문맥적 의미를 살피도록 배려하기도 하고 또 중세 및 근대 한국어 어형을 ‘고어’란
에 두어 관련 방언형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의미상 표준
어와 대응되기 어려운 이 지역의 특이한 방언형은 표제어로 내세우고 <방>이라 하
여 구분하기도 하였다5). 

언이 잘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4) 이는 통신 조사(우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제보자가 질문지에 기입한 응답형

이 그 지역의 방언형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5) 소신애(2014: 39-61)에 따르면 김태균(1986)은 간접 조사 방식으로 전문가가 조사한 사전으

로 정교한 미시 구조를 갖춘 사전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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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의 음성전사는 한글 자모를 이용하되 함북방언의 제반 음성 특징을 자료
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6). ‘정답다/졍답다’가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지
역의 ‘ㅈ’은 분포환경에 따라 [ts]나 [ʧ]로 달리 실현되기 때문에 ‘ㅓ’나 ‘ㅕ’ 둘 다 
표기해 둔 것이 음성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곽충구 1986: 145-14
8). 

다만 함북방언은 성조가 있는 방언 중 하나인데 이 사전에는 함북방언의 성조에 
대해서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듯하다7). 그러나 당시 여러 제약
된 여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한 방언형들의 표
기는 원칙적으로 현행 맞춤법을 따른 듯하지만, 일부 오류들도 보인다. 

이 사전은 점점 사라져 가는 함북방언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사
전은 함북방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과 이 방언을 보다 체계적
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곽충구 1986: 150). 

이 사전을 선정한 이유는 이 사전은 전문가가 편찬하였고 방언사전으로서 정교한 
미시 구조와 거시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이다8). 또한 이 사전은 표제어가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방언형 색인도 갖추어져 있어 함북방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에 적
합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咸北方言辭典≫에 등재되어 있는 예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기존 논의 이를테면, 곽충구(2004)와 정향란(2004)의 예들을 대상으로 하여 파생
접미사들을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분석하여 파생접미사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 기
능과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咸北方言辭典≫에 등재되어 있는 
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최대한 분석하기로 한다. 공시적으로 분석 가능한 예는 
물론, 통시적이더라도 어기나 접사 중 한 쪽의 의미를 공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6) 소신애(2014: 56)에서 간혹 표기형을 통해 실제 발음을 예측할 수 없는 방언형에 한해 발음 정

보를 제공한 사전 중 하나로 김태균(1986)을 언급하였다. 
7) 함북방언의 성조에 대하여서는 곽충구(1994a)를 참조한다.
8) 소신애(2014: 46-67)에서 ≪함북방언사전≫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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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형태 분석하여 해당 접사를 우리의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접사의 형태 분석은 어휘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휘화란 어기와 파생어와의 파생관계가 규칙적으로 예측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송철의 1992: 32-33). 일반적으로 어기와 파생어의 파생관계는 음운론적으
로, 형태론적으로,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설명될 수 없게 되면 그 파생어는 어휘화했다고 할 수 있다(송철의 
1992: 33). 

먼저 음운론적 어휘화에 대해 살펴본다. 음운론적 어휘화는 어기와 접미사의 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이 공시적 음운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
킨다(송철의 1992: 32-33). 대표적인 예로 ‘고프-, 아프-’를 들 수 있다. 또한 송
철의(1992: 33-34)에 의하면 ‘추위, 더위’와 같은 예들은 음운론적으로 어휘화한 
것이다. ‘춥-, 덥-’으로부터 파생된 파생명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을 공시적인 
파생어형성규칙에 의해 생산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춥-, 덥-’에 명사파
생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공시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모
습은 ‘추이, 더이’ 등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김성규 1987: 25). 그러나 함북
방언은 사정이 이와 다르다. 함북방언에서는 ‘춥-, 덥-’에 ‘-이’가 결합하면 ‘춥이, 
덥이’로 실현된다. 이들은 ‘-이’가 결합하여 척도를 나타내는 명사를 파생할 때 ‘춥
-, 덥-’에 이 규칙활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북방언의 ‘춥이, 덥이’는 음운론
적으로 어휘화한 예가 아니다.

형태론적 어휘화는 어떤 파생어의 어기가 통시적으로 소멸하여 공시적 파생어형
성규칙에 의해 생산된다고 볼 수 없게 되었을 경우를 가리킨다(송철의 1992: 36). 
송철의(1992: 39-40)에서는 ‘새롭다, 맏이’와 같은 단어를 형태론적으로 어휘화한 
예라 하였다. 현대한국어에서 ‘새’와 ‘맏’은 각각 관형사, 접두사지만 통시적으로 보
면 이 둘은 각각 명사로도 기능하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새롭-’과 같은 단어들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자유롭-, 경
사롭-’에서와 같이 명사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롭-’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송철의(1992: 40-41)에서 형태론적 어휘화를 겪은 예로 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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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같은 예들도 이 논문에서는 ‘넙-’과 ‘-이’로 분석하였다. 이는 어기가 재구조
화된 후 형성된 파생명사일지라도 공시적으로 파악되는 접미사 ‘-이’의 기능이 너무
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미론적 어휘화는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로부터 파생어의 의미가 예측
될 수 없을 때를 가리킨다(송철의 1992: 43-44). 함북방언의 경우 ‘남자번지개’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남자번지-개’로 분석하였다. 이는 사
실 ‘남자’와 ‘번지다’의 의미로부터 ‘여자이지만 남자 이상으로 성격이 활달하고 덤벙
거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예측할 수 없지만 어기 ‘남자번지-’와 접미사 ‘-개’가 
형태적으로 분명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시적으로 분석 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어휘화한 예들 중에 어기나 접사의 형태가 분명히 인식되는 경우 이들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들을 어기와 접사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어기나 접사를 분석해낼 수
도 있고 새로운 파생관계를 고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단어를 어기와 접사로 분석하였는데 같은 형태의 접미사의 경우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와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의 의미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와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의 의미영역이 같은 경우 하나의 접
미사로 보았고 둘 다 다른 경우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였다. 또한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는 같지만 파생어의 의미영역이 다른 경우는 동음이의어로, 선행하는 어기의 품
사가 다르고 의미영역이 같은 경우는 같은 접사로 처리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예들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르되 
기존 논의들의 의미해석도 참고한다. 용례가 사용된 예문은 필자가 직접 만들고 다
른 함북방언화자9)들에게 확인받은 것들이다. 

1.2. 선행연구

9) 참조를 위해 관련 제보자들의 명단을 제시한다. ① 황미화(여), 1990년생, 중국 흑룡강성 목릉
시 복록향 신명촌(출신). ②윤계숙(여), 1965년생, 중국 흑룡강성 목릉시 복록향 평성촌(출신). 
③ 이기문(남), 1989년생,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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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형태론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은 뒤, 단어형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송철의(1977)에서는 형태론을 단어형성과 굴절로 나누고 단어
형성의 하위 분야로 파생(derivation)과 복합(compounding)을 다루면서 단어형성법
에 규칙과 제약을 적용시켜 관련 음운현상을 함께 살폈다. 김성규(1987)에서는 공
시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소들에 대해 어휘소(lexem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어휘소와 어휘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음운현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송철의
(1992)에서는 한국어 파생어형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고 파생어형성의 규칙과 
제약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광현(1988)에서는 17세기 문헌자료의 어형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의 접미파
생어를 파생명사, 파생동사, 파생형용사, 파생부사 등으로 나누어 각 접미사별로 고
찰하였다. 양정호(1991)에서는 중세한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파생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파생접미사의 확립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파생접미사의 목록
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구본관(1998a)에서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15
세기 한국어 파생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파생어 전반
에 대한 논의로 이 논문에서 파생접미사를 분류하고 그 기능과 특징을 살피는 데 
기준을 제공해주었다. 

함경도 방언을 대상으로 한 초기의 논의로 小倉進平(1917)을 들 수 있다. 小倉進
平(1917)은 함경도방언에 대한 최초의 조사 및 연구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蔡玉子 2002: 5). 이는 함경남도의 영흥, 고원, 문천, 원산, 안변과 강원도의 평강
과 철원 및 경기도의 연천 등 삼도 접경 지역의 방언특징을 조사하여 각 지역의 방
언차를 음운, 어휘, 문법으로 나누어 비교한 보고서 성격의 논문이다(蔡玉子 2002: 
5). 

정용호(1988)은 음운, 어휘, 문법 등으로 나누어 함경도 방언의 특징을 기술하였
다. 황대화(1986)은 함경도와 강원도 해안 지역의 방언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음운, 
형태론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전학석(1993)은 회령, 경성, 함주 지방말의 음조를 중
심으로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곽충구(1994a)은 제정 당시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
세기 초의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음운론에 대하여 다룬 논문이다. 곽충구(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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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4b, 1998, 2004, 2013) 등은 함북방언의 파생어, 접미사 등에 대한 연구
이다. 그 중 곽충구(1994b)는 강세접미사를, 곽충구(1998)은 감각 용언 파생의 방
언 분화를, 곽충구(2004)에서는 함북방언의 피·사동사를 곽충구(2013)에서는 ‘X자/
사/다-’류 형용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향란(2004)에서는 연변지역어의 파생접
미사를 표준어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를 살펴보면 각 지역어의 음운론, 일부 파생접미사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함북방언의 파생접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咸北方言辭典≫에 등재되
어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류하여 접미사들의 목록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기본적 논의
단어 형성의 과정은 파생과 합성으로 나뉜다. 파생에서 단어는 어기(base)와 접

사(affix)로 구분된다. 이때 어기는 단어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형태소이며 접사는 
단어의 주변부이다.10) 파생어는 어기와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고 합성어는 어기와 
어기가 결합한 단어이다. 

어기는 어간 또는 어근을 포괄하는 이름이 되는데 어기는 어근이 될 수도 있고 
어간이 될 수도 있다. 어근(root)은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형태소로 의존적이고 
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형태소를 말한다(이익섭·채완 1999: 60-61). 어간
(stem)은 역시 단어의 중심 부분을 가리키는데 어근과 달리 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있다. 어간은 단일형태소일 수도 있고 복합형태소일 수도 있다. 

앞에서 이 논문에서는 파생어에서 어기나 접미사 둘 중 한쪽이 분명한 경우 분석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불분명한 성격을 지니는 부분을 포함하게 된다. 함북

10) 어기라는 용어 대신 어근(root)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어근은 보통 어기 중 어미
와 직접 결합될 수 없고 또 자립형식도 아닌 것만을 국한하여 지칭하므로 어기와 어근은 지칭하
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고영근·구본관(2008: 203-204)에서는 ‘어근’을 ‘파생이나 합성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따뜻하다’의 ‘따뜻’, ‘잡히다’의 ‘잡-’은 바로 뒤에 접
사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근’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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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에서 ‘바보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머절스럽다’가 쓰이고 ‘바보’의 의미
인 명사로 ‘머절이’가 사용되는데 이 둘의 경우 ‘머절-스럽-’, ‘머절-이’로 분석하
였다. 이때의 ‘머절’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문제시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다른 
파생어들의 형태로부터 이를 어근으로 판단한다. 

생산성이라는 말은 파생접사 혹은 한 파생어형성규칙의 생산성(productivity)을 
뜻하는 것인데 생산적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높다는 말이고, 비생산적이라는 말은 생
산성이 낮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생산성 판별 척도로 한 파생어형성규칙이 생산해 
내는 단어의 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생산성은 입력이 될 수 있는 단어의 총수 대 파생되어 나오는 단어
의 수에 대한 비율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송철의 1977: 11). 

접사는 반드시 어기와 결합하여야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의존형태소인데 그 어
기에 앞에 놓이느냐 뒤에 놓이느냐에 따라 접두사(prefix)와 접미사(suffix)로 나뉜
다. ‘맨-몸, 왼-손’ 등의 ‘맨-, 왼-’ 등이 접두사의 예들이며 ‘뚱뚱-보, 넓-이’ 등
의 ‘-보, -이’ 등이 접미사의 예들이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생산성과 기능면에서 차
이가 나는데 생산성은 접두사(일부 한자어의 경우 제외하면 생산성 높지 못함)보다 
접미사가 높다. 기능면에서 접두사는 어기에 의미를 첨가시켜주는 구실밖에 하지 못
하는 반면 접미사는 의미를 첨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흔히 문법적 자질을 바꾸는 
일까지도 한다(이익섭·채완 1999: 92-99). 

이 논문은 ≪咸北方言辭典≫을 중심으로 하여 함북방언 접미사의 형태와 의미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북방언의 음운론 전반
을 개관하는 일이 필요하다. 먼저 함북방언의 음운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1)

11) 최명옥 외(2002: 33-37)의 음운목록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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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이(i) 으(ɯ) 우(u)
중모음 에(e) 어(ə) 오(o)
저모음 애(ɛ) 아(a)

표 2-1 함북방언의 모음체계

이중모음 j계 이중모음 예(ye), 얘(yɛ), 여(yə), 야(ya), 유(yu), 요(yo) 
w계 이중모음 위(wi), 웨(we), 왜(wɛ), 워(wə), 와(wa)

표 2-2 함북방언의 이중모음체계

양순음 치음 치조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폐쇄음
평음 ㅂ ㄷ ㄱ

ㆆ[ʔ]12)격음 ㅍ ㅌ ㅋ
경음 ㅃ ㄸ ㄲ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경음 ㅉ

마찰음 평음 ㅅ ㅎ경음 ㅆ
공명음 유음 ㄹ

비음 ㅁ ㄴ ㅇ
표 1 함북방언의 자음체계

자음체계상으로 특징적인 것은 ‘ㄷ, ㄸ, ㅌ, ㄴ, ㄹ, ㅅ, ㅆ’와 ‘ㅈ, ㅉ, ㅊ’가 각각 
치음과 치조음이라는 점이다(최명옥 외 2002: 36). 이러한 조음점의 차이는 음소의 
분포나 음운과정에서 다른 방언과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리하여 이 지역
어에서는 ‘티-(치-打), 밭이[바티](田)’와 같이 ‘ㄷ’구개음화를 겪지 않았으며 ‘니
(이 齒), 닑-(읽- 讀)’ 등과 같이 어두 위치에서 ‘ㄴ’이 분포되기도 한다. ‘슳-(싫
- 憎), 쯪-(찢- 裂)’ 등과 같이 ‘ㅈ, ㅉ, ㅊ’나 ‘ㅅ, ㅆ’ 뒤에서 ‘으’의 전설고모음화

12) 후두폐쇄음 ‘ㆆ(ʔ)’의 설정에 대해서 최명옥 외(2002: 33-35)에서는 ‘들-(擧)’과 ‘듣-(聞)’, 
‘앓-(痛)’과 ‘잃-(失)’의 활용형들을 예로 들어 현대한국어에서 유성음 사이에서 탈락하는 자음
은 후음 ‘ㅎ’뿐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ㆆ(ʔ)’음소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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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지 않는 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함북방언은 익히 알려진 대로 성조방언이다. 함북방언에는 두 개의 성조 

즉 고조와 저조가 있다. 성조는 ‘[마′리](HL)(語), [마리′](LH)(馬)’에서와 같이 실
현되어 또 하나의 성조방언으로 언급되어 온 동남방언과는 다르다. 하지만 함북방언
의 경우 성조가 파생접미사의 기능과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이 논문에
서는 성조를 생략하고 기술하기로 한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원칙적으로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그러한 까닭에 음소적 
표기원칙을 지키고 있는 ≪咸北方言辭典≫의 예를 가져올 때 형태음소적 표기로 바
꿔 인용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서랍’을 가리키는 단어는 ≪咸北方言辭典≫에서는 
‘뽀배’로 나타나지만 이 논문에서는 어기와 접사를 구분하여 ‘뽑애’로 바꿔 표기한다
는 것이다. 

1.4. 논의의 구성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가리’, ‘-개’, ‘-기’, ‘-꾸러기’, ‘-꾼’, ‘-내기’, ‘-대’, ‘-데기’, 

‘-때/띠’, ‘-마/매’, ‘-막’, ‘-보’, ‘-배’, ‘-배기’, ‘-뱅이’, ‘-씨’, ‘-아리/어리’, ‘-악
/억’, ‘-악지/억지’, ‘-앙대기’, ‘-애’, ‘-어기’, ‘-어미’, ‘-이’, ‘-쟁이’, ‘-질’ 등과 
같은 명사파생접미사에 대하여 다루는데 유정명사 파생접미사, 사물명사 파생접미
사, 척도명사 파생접미사, 기타 명사 파생접미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피동사 파생접미사 ‘-이-’와 ‘-이우-’, ‘-히-’와 ‘-히우-’, 
‘-리-’와 ‘-리우-’, ‘-기-’와 ‘-기우-’, ‘-우-’, ‘-구-’와 사동사 파생접미사 ‘-
이-’와 ‘-이우-’, ‘-히-’와 ‘-히우-’, ‘-리-’와 ‘-리우-’, ‘-기-’와 ‘-기우-’, ‘-
우-’, ‘-구-’, ‘-후-’ 그리고 ‘-거리-’, ‘-굴-’, ‘-버리-’, ‘-트리/뜨리-’ 등 동사
파생접미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감각형용사 파생접미사 ‘-ㄱ-’, ‘-굴-’, ‘-ㅂ-’, ‘-압/업-’, ‘-스르하
-’와 ‘-다마-’, ‘-답-’, ‘-롭-’, ‘-스럽-’, ‘-싸/써하-’, ‘-앟/엏-’, ‘-직하-’, ‘-
쭉하-’, ‘-즉하-’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5장에서는 ‘-껏’, ‘-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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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로/루/르’, ‘-우’, ‘-이’ 등 부사파생접미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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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사파생접미사

이 장에서는 함북방언의 명사파생접미사를 소개하고 그 기능과 의미를 기술한다. 
명사파생접미사를 유정명사파생접미사, 사물명사파생접미사, 행위명사파생접미사, 
척도명사파생접미사, 기타명사파생접미사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파생접미사의 
음운론적 환경과 형태론적 환경을 고찰하기 위해 모음으로 끝난 어기와 자음으로 
끝난 어기를 나누고 선행하는 품사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다. 

2.1. 유정명사 파생
이 절에서는 ‘-개’, ‘-꾸러기’, ‘-꾼’, ‘-내기’, ‘-데기’, ‘-배기’, ‘-뱅이’와 ‘-배:’, 

‘-보’, ‘-애/에’, ‘-아리/어리’, ‘-이’, ‘-쟁이’와 ‘-재:’ 등에 대해 다룬다. 이들은 동
사어기, 형용사어기, 명사어기 등 다양한 어기에 결합하여 사람, 동물을 나타내는 유
정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2.1.1. ‘-개1’

‘-개’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하는데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
한 예들을 제시하면 (1)과 같다. 아래 분류는 선행어기의 통사적 구성 즉 단일어
기13), ‘목적어+타동사’ 구성, 자동사 구성에 따라 차례대로 예를 제시한다. 

(1) ㄱ. 홀리개(사기꾼) 
ㄴ. 새쓰개(이상한 사람), 점치개(점쟁이), 도삽쓰개(거짓말쟁이), 오막쓰개(노망

을 부리는 사람) 
ㄷ. 입때지개(째보), 이빨빠지개(이가 빠진 사람)

13) 이 논문에서의 ‘단일어기’는 ‘목적어+타동사’ 구성과 상대되는 것으로 ‘단일형태소 어간’(송철
의 1992: 129)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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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ㄱ)은 ‘홀리-개’로, (1ㄴ)은 ‘새쓰-개, 점치-개, 도삽쓰-개, 오막쓰-개’로, (1
ㄷ)은 ‘입때지-개, 이빨빠지-개’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은 개음절 어기에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는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파생시킨 것
이다. 

(1ㄱ)은 ‘-개’가 단일어기 ‘홀리-’에 결합한 것인데 함북방언에서 ‘홀리-’는 ‘사
기치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1ㄴ)은 선행어기가 목적어와 타동사어기 구성인 경
우이다. ‘새쓰다’는 ‘새르 쓰다’로도14) 쓰이는데 이 어기가 결합된 ‘새쓰개’는 ‘갑자
기 막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점치개’는 ‘점쟁이’를 나타
내는 말이다. 또한 ‘도삽쓰개’의 ‘도삽’은 ‘거짓말’에 해당하는 함북방언형인데 그 의
미는 확실하지 않으나 ‘도삽을 쓰다(거짓말을 하다)’라는 예문을 보아 명사임이 분
명하다. ‘오막쓰개’의 ‘오막’은 ‘노망’을 가리키는 말로 현재는 ‘오망’이 더 흔히 쓰인
다.15) 

다음은 ‘홀리개’, ‘새쓰개’, ‘도삽쓰개’, ‘오망쓰개’가 쓰인 예문이다. 

(2) 니느 홀리개 같은 게, 어디가나 사람으 홀리구 다니재?(너는 사기꾼 같은 게 어
디 가든 사람을 사기 치면서 다녀?)

(3) 어유, 저 새쓰개 같은 게 맨날 저러구 돌아다니재야.(어이구, 저 정신병자 같은 
게 매일 저렇게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4) 자는 도삽쓰개재야 그거 다 믿으므 어찌니?(저 아이는 거짓말쟁이잖아 그 말을 
다 믿으면 어떡해?)

(5) 어유, 저 오망쓰개 할망탕구 쯔쯔쯔.(아이구, 저 노망 부리는 늙은이 쯧쯧쯧.)

반면 (1ㄷ)은 ‘입이 때지-, 이빨이 빠지-’와 같이 자동사구성을 어기로 가지는 
경우이다. 여기서 ‘때지다’는 ‘터져서 갈라지거나 베어져서 벌어지다’의 의미를 갖는 
‘째지다’의 함북방언형이다16). 
14) 여기서 ‘새’의 의미는 명확히 알 수 없다. 
15) 정향란(2004: 15)에서는 ‘오막쓰개’로 표기하였다. 
16) 정향란(2004: 16)에 의하면 ‘이빨빠지개’는 일반적으로는 ‘이가 빠진 사람’을 의미하지만 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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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개’가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시킨 경우이
다. 

(6) ㄱ. 떠들개(떠드는 사람) 
ㄴ. 손떨개(병 때문에 손을 떠는 사람) 

(6ㄱ)은 ‘떠들-개’로, (6ㄴ)은 ‘손떨-개’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개’가 결합하여 ‘~는 특징(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파생시킨다. ‘떠들개’와 ‘손떨개’가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7) 어이구, 저 떠들개 같은 게, 어째 어디가나 다 저렇게 떠들고 난리야(아이구, 저 
수다쟁이 같은 사람, 어딜 가든지 왜 저렇게 떠들고 그럴까?) 

(8) 손으 좀 아이 떨므 아이대니? 손떨개 같다야.(손을 좀 떨지 않으면 안 되겠니? 
손 떠는 병이 있는 사람 같네.)

다음 (9)와 (10)은 함북방언에서 ‘-개’가 동사어기에 결합한 특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9) 쫄딱벗개(발가숭이) 

(9)는 ‘쫄딱벗-’과 ‘-개’로 분석된다. 이는 ‘부사+동사’ 구성인 ‘쫄딱벗-’에 ‘-개’
가 결합되어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사람’ 즉 ‘발가숭이’를 가리킨다. 정향란
(2004: 16)에서는 ‘쫄따뻑개’라고 기술되었는데 이는 ‘벗-’이 후행하는 ‘-개’의 ‘ㄱ’
에 의해 ‘벅-’으로 연구개음화를 겪었으며 ‘쫄딱’의 ‘ㄱ’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를 
포착하여 기록한 결과이다. 따라서 ‘쫄딱벗개’가 정확한 형태음소적 표기라 하겠다. 

(10) ㄱ. 쏘개(어디서나 똥을 잘 누는 사람)

방언에서는 ‘이가 빠진 그릇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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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남자번지개(여자이지만 남자 이상으로 성격이 활달하고 덤벙거리는 사람) 

(10ㄱ)은 ‘쏘-개’로, (10ㄴ)은 ‘남자번지-개’로 분석된다. (10ㄱ)의 ‘쏘개’는 ‘배
탈이 난 것’ 또는 ‘설사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데 함북방언에서 ‘쏘다’는 ‘누
다’를 뜻한다. ‘쏘개’가 사용된 문장은 다음 (11)과 같다17). 

(11) ㄱ. 어디서나 그렇게 잘 쏘구 다니니?/싸야?(어디서든 그렇게 똥을 잘 누고 다
녀?/누냐?) 

ㄴ. 저 쏘개/싸개 같은 게 또 싼다 싸.(저 배탈 잘 나는 이 같은 게, 또 싸네.)
ㄷ. 내 오늘 또 쏘개/싸개 만나서 힘들어 죽겠다.(나는 오늘 또 배탈 만나서 힘

들어 죽겠다.)

‘남자번지개’는 ‘여자이지만 남자 이상으로 성격이 활달하고 덤벙거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향란(2004: 15-16)에서 ‘남자번지개’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한 예로 
보고 있다. 파생어가 형성된 후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로부터 파생어의 의
미가 예측될 수 없을 때 그 파생어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했다고 한다(송철의 
1992: 43-49). 즉 ‘남자번지개’의 경우 ‘남자’와 ‘번지다’의 의미로부터 ‘여자이지만 
남자 이상으로 성격이 활달하고 덤벙거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예측할 수 없기 때
문에 어휘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 (12)는 ‘남자번지개’가 사용된 예문이다. 

(12) 니느 남자번지개 같애가지구 누기 니르 얻어가겠니?(너는 남자애 같아서 누가 
너를 얻어가겠어?)

요컨대 ‘-개’는 어기의 음절구조가 개음절이든 폐음절이든 상관없이‘~는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라 할 수 있다. 이때의 
‘-개’를 ‘-개1’로 보려고 한다. 

17) 사전에는 ‘쏘개’인데 사실은 ‘싸개’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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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꾸러기’

‘-꾸러기’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시킨다. 

(13) 심술꾸러기~심꾸레기(심술꾸러기), 잠꾸레기(잠꾸러기)

(13)의 예들은 ‘심술~심-꾸러기/꾸레기, 잠-꾸레기’로 분석된다. 유음이나 비음
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꾸러기’가 결합하여 ‘어기의 속성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
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꾸레기’는 ‘꾸러기’에 움라우트 현상이 적용된 
형태이다. 

정리하자면 ‘-꾸러기’는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어기의 
속성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이다. 

2.1.3. ‘-꾼’

‘-꾼’은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한다. 

(14) 떼꾼(떼쟁이), 중매꾼(중매쟁이), 풍수꾼(지관) 

(14)는 ‘떼-꾼, 중매-꾼, 풍수-꾼’으로 분석된다. 이때의 ‘-꾼’은 모음으로 끝나
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그것을 잘하는 사람 또는 업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
해준다. ‘떼꾼’은 ‘떼를 잘 쓰는 사람’을 가리킨다. ‘중매꾼’은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풍수꾼’은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묏자
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을 가리킨다. 

‘떼꾼’은 중부방언에서 접미사 ‘-쟁이’가 결합된 반면 함북방언에서는 ‘-꾼’이 결
합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다음 (15)는 ‘떼꾼’이 쓰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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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으이구, 저 떼꾸이르 어찌므 좋니18)?(아이고, 저 떼쟁이를 어떡하지?)

다음에 제시한 예는 자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꾼’이 결합한 예이다. 

(16) 빚꾼(빚쟁이), 사냥꾼(사냥꾼), 싻꾼(품꾼), 일꾼(일꾼), 협잡꾼(협잡꾼)

(16)은 ‘빚-꾼, 사냥-꾼, 싻-꾼, 일-꾼, 협잡-꾼’으로 분석된다. 파찰음, 유음, 
비음, 폐쇄음 등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그것을 잘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빚꾼’은 중부방언의 ‘빚쟁이’와 같이 ‘빚을 진 사람’
이나 ‘빚을 내 준 사람’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사냥꾼’은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싻꾼’은 ‘품싹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 ‘협잡꾼’은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상과 같이 ‘-꾼’은 마찰음을 제외한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그것을 잘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함북방언에서 ‘-꾼’은 중부방언과 같이 
‘사냥꾼’처럼 긍정적인 의미를 보이기도 하고 ‘떼꾼, 빚꾼’처럼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2.1.4. ‘-내기1’

‘-내기’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한다. 

(17) 남내기(남한에서 온 사람)

(17)은 ‘남-내기’로 분석된다. 이는 ‘남쪽(남한)에서 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기’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이다19). 
18) 여기서 ‘떼꾸이르’를 보면 ‘떼꾼’인지 ‘떼꾸이’인지 불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떼꾼-이-르’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함북방언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ㄴ’, ‘ㅇ’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이’가 
결합하여 비음은 탈락하고 다시 조사가 결합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19) 중부방언에서 쓰이는 ‘새내기, 풋내기, 신출내기’와 같은 예들은 함북방언에서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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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는 명사어기 뒤에 결합하여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
미사인데 이때의 ‘-내기’를 ‘-내기1’로 보려고 한다.

2.1.5. ‘-데기1’

‘-데기’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아래 제시한 예
들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8) ㄱ. 가마데기(가마데기), 새데기(새침데기)
ㄴ. 부엌데기(부엌데기)

(18ㄱ)은 ‘가마-데기, 새-데기’로 (18ㄴ)은 ‘부엌-데기’로 분석된다20). ‘-데기’
는 선행어기의 음절구조에 상관없이 어기와 결합하여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
런 성질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데기’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인데 이때의 ‘-데기’
를 ‘-데기1’로 보려고 한다.

2.1.6. ‘-배기1’

‘-배기’는 동사어기나 어근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한다. 

(19) 장돌배기[장똘배기](장돌아치), 쩔뚜배기(절름발이)

(19)는 ‘장돌-배기, 쩔뚜-배기’로 분석된다. ‘장돌배기’는 ‘목적어+타동사’구성에 
‘-배기’가 결합된 것이고 ‘쩔뚜배기’는 ‘절뚝거리다’의 음성형 ‘절뚜꺼리다’에서 오분

20) ‘새데기’의 ‘새’를 명사어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명사어기
에 포함하였다. 관형사 ‘새’는 중세한국어시기에는 명사적으로 쓰이기도 하였으므로 중세시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형태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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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 어기 ‘절뚜’가 파생어형성에 참여한 것이다. 이때의 ‘-배기’는 선행어기의 음절
구조에 상관없이 어기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한다. 

이 외에 중부방언에서 보이는 ‘두살배기, 공짜배기, 나이배기’와 같은 용법의 ‘-배
기’는 ≪함북방언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함북방언에서도 사용되지 않
는다21).

이때의 ‘-배기’는 동사어기나 어근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하는데 이를 ‘-배
기1’로 보려고 한다. 

2.1.7. ‘-뱅이’와 ‘-배:’

‘-뱅이’는 ‘-배:’도 사용되는데 여기서 ‘-배:’는 ‘-뱅이’에서 비모음화 현상이 일
어난 후 어기말음 ‘ㅇ’이 약화·탈락되어 ‘-배이’가 되었다가 다시 축약에 의한 보상
적 장모음화가 일어난 형태이다(채옥자 2003: 23).22) 

(20) ㄱ. 가난배:(가난뱅이), 동냥배:(동냥아치), 쥐정배:(주정뱅이)
ㄴ. 게그름뱅이~게름뱅이~게으름배:(게으름뱅이), 느림뱅이(게으름뱅이), 비렁

뱅이~거렁뱅이~비렁배:(거지, 비렁뱅이)
ㄷ. 앉을배(앉은뱅이), 장돌뱅이~장도로뱅이~장똘배:(장돌뱅이, 장사아치, 행상

인)
ㄹ. 쩔뚜배:(절름발이)

(20ㄱ)은 ‘가난-배:, 동냥-배:, 쥐정-배:’로 분석된다. 비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
합하여 ‘~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즉 ‘가난배:’는 ‘가난한 사람’을 가
리키고 ‘동냥배:’는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을, ‘쥐정배:’는 명사어기 ‘주정’에 ‘-배:’가 
21) ‘두살배기’는 현대 함북방언에서 ‘두살짜리’라 한다.
22) 비모음화 현상은 모음 사이 또는 단어 끝에 ‘ㅇ’이 놓일 때 선행모음이 콧소리로 발음되거나 

약화되어 거의 들리지 않는 현상이다(곽충구 1988: 88-93). ‘콩+이→[코이]’가 그 예이다. 채
옥자(2002: 94)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ㅇ’탈락으로 보았다. 즉 ‘ㅇ’으로 끝난 어기에 ‘-이’로 시
작되는 조사나 계사 ‘-이-’가 결합될 때 어기 말음 ‘ㅇ’이 탈락되는 현상이다. 이 논문에서는 
‘ㅇ’이 약화·탈락된 것으로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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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주정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정’
에 ‘-쟁이’가 결합한 형태인 ‘주정쟁이’와 ‘-뱅이’가 결합한 형태 ‘주정뱅이’가 사용
된다. 전자는 ‘술주정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주정뱅이’는 ‘주정쟁이
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함북방언에는 ‘주정쟁이’는 쓰이지 
않고 ‘-배:’가 결합한 ‘쥐정배:’만 사용된다. 

(20ㄴ)은 ‘게그름~게름-뱅이, 느림-뱅이, 비렁~거렁-뱅이~배:’로 분석된다. 비음
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게으름뱅이, 
느림뱅이’는 ‘게으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게으름뱅이’는 ‘게그름뱅이, 게름뱅
이’로도 쓰인다. ‘느림뱅이’는 중부방언에서는 ‘행동이 느리거나 게으른 사람’을 가리
키는 말이지만 함북방언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가리킨다23). ‘비렁뱅이’와 ‘거렁뱅이’
는 ‘거지’, 즉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을 가리킨다. ‘비렁뱅이’와 ‘거렁뱅이’는 동사어
기 ‘빌-’과 어근 ‘걸(乞)’에 ‘-엉’이 결합한 후 다시 ‘-뱅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
이다24).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동냥배:’와 ‘비렁배:, 거렁배:’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자는 스님이 여기저기 동냥하러 다니는 경우에 사용
되고 후자는 비하의 느낌이 강하므로 일반 거지를 나타낼 때 쓰인다. 

(20ㄷ)은 ‘안즐-배:, 장돌~장도로-뱅이~배:’로 분석된다. 유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안즐배:’는 동사어기 ‘앉-’에 관
형형어미 ‘-을’이 결합한 후 다시 ‘-배:’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앉음자세로 기어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며 비하의 감정이 들어 
있다. ‘장돌뱅이’는 ‘장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목적어와 
타동사 구성으로 되었다. 비슷한 말로 ‘간상배:(간상-배:)’가 있고 비슷한 형태인 
‘장돌배기’도 쓰인다. 다음 (21)은 ‘안즐배:’가 비유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21) 그렇게 안즐배:처럼 공부하무 언제 등수 올라가겠니?

23) ‘느림뱅이’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행동이 느리거나 게으른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뜻풀이를 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함북방언사전≫에서는 단지 게으른 사람만을 가리
키는 ‘게으름뱅이’의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다. 

24) 이기갑(2005)에서 ‘거렁뱅이’에 대하여 ‘걸(乞)-엉-뱅이’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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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 예문에서처럼 ‘앉을배:’는 진전이나 발전이 없는 침체상태를 비유적으로 이
르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했다고 볼 수 있다(정
향란 2004: 23). 하반신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두 다리로 걷는 사람보다 늦기 마련
이니, 이를 통해 진척이 늦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앞의 (20ㄹ)은 ‘쩔뚜-배’로 분석할 수 있는데 모음으로 끝난 어기 ‘쩔뚜’에 ‘-배:’

가 결합되었다. ‘쩔뚜배’는 ‘다리를 절름거리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이때
의 ‘쩔뚜’는 형용사 ‘절뚝거리다’의 음성형 ‘절뚜꺼리다’에서 오분석된 어기 ‘절뚜’가 
파생어형성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정향란 2004: 23).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
로 ‘쩔뚜배기’도 쓰인다. 

이상으로 ‘-뱅이’와 ‘-배:’에 대해 살펴보았다. ‘-뱅이’는 유음, 비음 등 자음으로 
끝난 명사어기나 모음으로 끝난 형용사어기 뒤에 결합하여 ‘~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2.1.8. ‘-보’

‘-보’는 명사어기나 어근에 결합하여 ‘~ 속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파생하는 역할을 한다. 

(22) 겁보(겁쟁이), 뚱보[뚱뽀]~뚱뚱보(뚱뚱이) 

(22)는 ‘겁-보, 뚱~뚱뚱-보’로 분석된다. ‘-보’는 폐쇄음, 비음으로 끝나는 명사
어기나 어근에 결합하여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이나 ‘그러한 특징을 지
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흔히 ‘먹보[먹뽀], 밥보[밥뽀]’ 등에서와 같이 평폐쇄음 뒤의 경음화에 대하여 화
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허나 ‘뚱뚱보[뚱뚱뽀]’와 ‘뚱보[뚱뽀]’를 보
면 ‘먹뽀’나 ‘밥뽀’와 같은 것으로부터 유추하여 경음화시킨 것이다. 이로부터 화자들
은 평폐쇄음 뒤의 경음화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면 ‘-보’는 폐쇄음, 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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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2.1.9. ‘-아리/어리1’

‘-아리/어리’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하는 역할을 한다. 

(23) 귀먹어리(귀머거리), 눈먹어리(맹인)

(23)은 ‘귀먹-어리, 눈먹-어리’로 분석된다. ‘귀머거리’는 ‘귀가 먹다’에 ‘-어리’
가 결합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눈먹어리’는 ‘귀먹어리’에서 ‘귀
+먹어리’로 재분석 후 ‘눈+먹어리’가 형성된 것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
리킨다. 

요컨대 ‘-아리/어리’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유정명
사를 파생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의 ‘-아리/어리’를 ‘-아리/어리1’로 보려고 한다.

2.1.10. ‘-에’

‘-애/에’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한다. 

(24) 쇠똥구부레~쇠똥구레(쇠똥구리)

(24)는 ‘쇠똥구불~쇠똥굴-에’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쇠똥구리’의 함북방언형으
로 ‘목적어+타동사’ 구성에 ‘-에’가 결합한 것이다. 

‘-에’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2.1.11. ‘-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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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양한 파생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 형용사어기, 
명사어기 등 다양한 어기에 결합하여 행위, 도구, 사람, 척도 등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이다. 여기서는 명사어기나 ‘목적어+타동사’구성에 ‘-이’가 결합하여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를 다룬다. 다음 (25)이 그 예이다. 

(25) ㄱ. 도독이(도둑), 머절이(바보), 뻔들이(대머리), 서댕이(서당에 다니는 아이)
ㄴ. 젖먹이(젖먹이), 하루살이(하루살이), 해먹이(불개)

(25ㄱ)은 ‘도독-이, 머절-이, 뻔들-이, 서댕-이’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
이’는 마찰음을 제외한 폐쇄음, 유음, 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하
는 어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 함북방언의 ‘도독이’
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25) ‘머절
이’는 ‘멍청이’나 ‘바보’를 나타내는 말이고 ‘뻔들이’는 ‘대머리인 사람’을 말하고 ‘서
댕이’는 ‘서당에 다니는 사람’을 가리킨다. ‘서댕’은 ‘서당’의 움라우트형이다. 다음 
(26)은 ‘머절이’가 사용된 예이다.

(26) 으이구, 저 머절이 같은게, 맨날 머절싸한 짓만 한다니까.(아이구, 저 바보 같
으니라구, 매일 바보짓만 한다니까.)

(25ㄴ)은 ‘젖먹-이, 하루살-이, 해먹-이’로 분석된다. ‘-이’는 ‘목적어+타동사’구
성의 어기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함북방언에서 ‘젖먹이’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는 의미이지만 ‘형제 중에서 막내’를 나타낼 때도 많이 쓰이
는데 이 경우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한 것이다(정향란 2004: 12). ‘하루살이’는 ‘하
루를 사는 벌레’를 일컫는 것이고 ‘해먹이’는 ‘불개’를 가리킨다26). 

이상으로 ‘목적어+타동사’구성에 ‘-이’가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하는 예를 살
펴보았다. 이때의 ‘-이’를 ‘-이1’로 보려고 한다. 

25)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는 ‘도독질’로 표현한다.
26) ‘불개’는 전설에서, 일식이나 월식 때에 해나 달을 먹는다고 하는 상상의 짐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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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쟁이’와 ‘-재:’

‘-쟁이’는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결합하여 ‘어떤 분야의 기술을 가진 技術者(匠
人, 工匠)’를 의미한다. 함북방언에서 ‘-쟁이’ 외에 ‘-재:’로도 나타난다. 여기서 ‘-
쟁이’는 ‘-장이’의 움라우트형이고 ‘-재:’는 ‘-장이’의 움라우트형에서 어기말음 ‘ㅇ’
이 약화·탈락되어 ‘-재이’가 되었다가 다시 축약에 의한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난 
형태이다(채옥자 2003: 23). ‘-장이’는 ‘칠장(漆匠), 조각장(彫刻匠), 석장(石匠)’ 
등에서와 같이 기술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 ‘匠’에, ‘거북이, 부엉이, 두꺼비’에
서의 ‘-이’와 같은 성격을 띠는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접미사이다(송철의 1992: 
170-171)27). ‘-장이’는 한자어에서 발달한 것이므로 원래 한자어 어기에만 주로 
결합되는 접미사였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 와서는 그 어기가 한자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미와 분포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함북방언의 경우, ‘-쟁이’와 ‘-재:’의 
결합양상이 다양하다. 함북방언에서 ‘-쟁이’보다 ‘-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속
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7) 그림재:(그림쟁이), 글재:(글쟁이), 돌쟁이(석수)

(27)은 ‘그림-재:, 글-재:, 돌-쟁이’와 같이 분석된다. 여기서 ‘-재:’나 ‘-쟁이’는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한 것인데 이때의 ‘-쟁이’나 ‘-재:’는 다
소 부정적이거나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 화가를 낮추어 ‘그림재:’라고 하거나 작가를 

27) 조남호(1988: 38)에서는 ‘-장이’는 기원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匠’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山尺(山장이)’, ‘歌尺(노래장이)’, ‘무척(춤
자이)’의 ‘尺’에서 온 것으로서 ‘尺’은 ‘땋(ㅎ)’이 ‘땅’으로 되는 것처럼 ‘잫→장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匠’과 ‘尺’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
장이’에 의한 파생어를 어원적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다. 김유겸(2015: 255)에서는 현대한국어에
서 ‘-장이’는 더 이상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소멸의 단계에 접어든 접사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광호(2009)에서는 ‘-장이’의 소멸은 일종의 단어 소멸 현상으로 전통 
시대의 기능인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현대에서 사용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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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어 ‘글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28) 고자장이~고자쟁이(고자질쟁이)28), 대포재:(거짓말쟁이), 떼쟁이(떼쓰는 사
람), 말쌔쟁이(수다쟁이), 메가네재:(안경쟁이), 잔소리재:(잔소리쟁이) 

(28)의 예들은 ‘고자-장이/쟁이, 대포-재:, 떼-쟁이, 말쌔-쟁이, 메가네-재:, 잔
소리-재:’와 같이 분석된다. 이들 예에서의 ‘-쟁이’는 모음으로 끝난 어기 뒤에 결
합하여 ‘~이 많은 사람’, ‘어기와 관련된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해주
는 역할을 한다. 즉 ‘고자장이’는 ‘고자질을 자주 하는 사람’, ‘대포재:’는 ‘대포를 많
이 쓰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대포’는 ‘거짓말’이나 ‘허풍’의 의미로 쓰인 것인데 
이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한 예로 보인다(정향란 2004: 21). 다음은 ‘대포재:’가 사
용된 예이다. 

(29) 자느 대포재:래서 자 마르 다 믿으므 아이 댄다.(저 애는 거짓말쟁이/허풍쟁이
여서 저 애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

‘떼쟁이’는 ‘떼를 많이 또는 자주 쓰는 사람’을, ‘말쌔쟁이’는 ‘말이 많은 사람’을, 
‘잔소리재:’는 ‘잔소리를 많이 또는 자주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 때 ‘-쟁이’나 ‘-
재:’는 ‘대포, 때, 말쌔, 잔소리’ 등과 같이 부정적 의미를 가진 어휘에 결합하여 부
정적인 의미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쟁이’나 ‘-재:’는 한자어나 고유어 어기에 결합하지만 ‘메가네재:’와 
같이 ‘안경’을 의미하는 일본어 외래어 ‘메가네(めがね)’ 뒤에도 결합하여 ‘안경을 하
고 있는 사람’이나 ‘안경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어 ‘메가네’가 고유어
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29). 

28) 정향란(2004: 21)에서는 ‘꼬자재:~고발재:(고자쟁이)’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꼬자재:’의 ‘꼬자’
는 중국어 ‘告狀(gaozhuang)’의 차용어이다. 원래 형태는 ‘꼬장’인데 접미사 ‘-쟁이’와 결합하면
서 ‘ㅇ’이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인색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29) 이러한 단어들은 ‘메가네’ 외에 ‘닌지(홍당무)’, ‘다마네기(양파)’, ‘사라(접시)’, ‘덴찌(손전등)’ 
등이 있다(최명옥 외 200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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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겁재:(겁쟁이), 도삽쟁이(거짓말쟁이), 바람재:(바람둥이), 빚재:(빚쟁이), 색쟁
이(색골), 폐병재:(폐병쟁이), 훌룽재:(滿洲人의 行商人)

(30)은 ‘겁-재:, 도삽-쟁이, 바람-재:, 빚-재:, 색-쟁이, 폐병-재: 훌룽-재:’로 
분석된다. 이때의 ‘-쟁이’는 폐쇄음, 파찰음,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 뒤에 결합하여 
‘~이 많은 사람’, ‘어기와 관련된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도삽
쟁이’는 표준어의 ‘거짓말쟁이’와 같은 말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데, ‘도삽쟁이’의 ‘도삽’은 중부방언의 ‘거짓말’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바람재:’는 표
준어의 ‘바람둥이’에 해당하는 말이고 ‘빚재:’는 ‘빚이 많은 사람’, ‘색쟁이’는 ‘여색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을, ‘폐병재:’는 ‘폐병을 앓는 사람’을, ‘훌룽재:’는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훌룽재:’의 ‘훌룽’인데 이는 ‘糊弄(hùnòng, 속이
다)’30)의 차용어인데 ‘사람을 속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때의 ‘-재:’
나 ‘-쟁이’도 부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31) ㄱ. 삿갓재:(삿갓쟁이), 월급재:(월급쟁이)
ㄴ. 귀먹재:~귀멕재:(귀머거리), 눈멕재:(소경), 말먹재:(말더듬이) 

(31ㄱ)은 ‘삿갓-재:, 월급-재:’로 분석된다. 이때의 ‘-재:’는 마찰음, 폐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삿갓재:’는 ‘삿갓을 항상 쓰고 다니는 사람’
을, ‘월급재:’는 ‘월급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정향란(2004: 22)에서는 ‘삿갓재:’가 
‘삿갓을 쓰고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삿갓재:’는 원래 ‘삿갓을 만드는 장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삿갓을 항상 쓰고 다니는 사람’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어휘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ㄴ)은 ‘귀먹-재:, 눈메-재:, 말먹-재:’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자
동사 ‘먹-’이라는 폐음절 어기에 결합한 것이다. ‘눈이 멀다’의 의미로 함북방언에서
30) 실제로 ‘hùlòng’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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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눈이 메다’를 쓰는데, ‘귀멕재:’에 유추되어 ‘ㄱ’이 첨가된 듯하다. ‘귀먹-, 눈멕
-’에 ‘-재:’가 결합하여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 외에 ‘말을 더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말먹재:’도 쓰인다. (31ㄱ)과 (31ㄴ)
에 쓰인 ‘-재:’나 ‘-쟁이’도 부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래 제시된 예는 함북방언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32) 딱곱재:(고자질쟁이, 깍쟁이) 

(32)는 ‘딱곱-재:’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딱곱’이 무엇을 가리키는 지는 확실
하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딱곱재:’가 의미적 관련성이 없는 ‘고자질쟁이’와 ‘깍
쟁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咸北方言辭典≫에서는 ‘고자쟁이’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정향란(2004)에서는 ‘깍쟁이’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하였다. 현재 
함북방언에서는 ‘깍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깍쟁이’로 해석하는 것
이 적절하다. 

이상으로 ‘-쟁이’와 ‘-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함북방언의 ‘-쟁이’나 ‘-재:’는 
‘-쟁이’는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어떤 분야의 기술자’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속
성)이 있는 사람’의 의미를 더해준다. 유음을 제외한 명사어기나 목적어+동사 구성
에 결합하여 ‘~(속성)이 많은 사람’이나 ‘어기와 관련된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2. 사물명사 파생
이 절에서는 ‘-가리’, ‘-기’, ‘-개’, ‘-대’, ‘-데기’, ‘-때’, ‘-막’, ‘-매’, ‘-배기’, 

‘-애/에’, ‘-이’ 등에 대해 다룬다. 이들은 명사어기나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
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2.2.1.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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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다시 명사를 파생한다. 

(33) 솔가리

(33)은 ‘솔-가리’로 분석된다. 이는 ‘말라서 땅에 떨어진 솔잎’을 나타내는 것이
다. 표준어에서는 ‘가리’는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장작 따위를 차곡차곡 쌓은 더미’
를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함북방언의 ‘-가리’는 ‘땅에 떨어진 솔잎’을 
나타낸다31).

2.2.2. ‘-개2’

‘-개’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도구명사를 파생시킨다. 다음은 이 접사가 모음으로 
끝난 단일어기와 ‘목적어+타동사’구성에 결합한 예들이다. 

(34) ㄱ. 디디개~드디게32)(발판), 받치개(받침), 베개~벼개(枕), 차개(생리대, 기저
귀 따위)  

ㄴ. 귀채우비개(귀이개), 발싸개(발싸개), 밥푸개(밥주걱), 불쏘시개~불쐬시개
(불쏘시개) 

(34ㄱ)의 예는 ‘디디~드디-개, 받치-개, 베~벼-개, 차-개’로 분석된다. 이때 접
미사 ‘-개’는 개음절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을 하는 수단이 되는 도구’의 의
미를 나타낸다. ‘디디개’는 ‘발판’과 비슷한 것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받치개’는 ‘턱받침’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목에 두르
는 손수건 같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뜨거운 그릇을 밥상에 놓을 때 받치는 도구’
31) ‘저녁가리/지약가리(석양)’도 쓰이는데 ‘저녁/지약-가리’로 분석할 수 있다. 표준어에서는 ‘저녁 

끼니로 먹을 음식’을 나타내는 말로 ‘저녁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함북방언에서는 ‘석양’ 즉 ‘일
몰’을 가리키는 말로 ‘저녁가리’ 또는 ‘지약가리’가 쓰이고 있다. 

32) ≪咸北方言辭典≫에는 ‘드듸게’로 나타나나 실제 발음을 따라 ‘드디게’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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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사용된다. ‘베개’는 ‘벼개’와 공존한다. 이는 이 방언에서 동사 ‘베다’뿐 아니라 
‘벼다’도 쓰이는 데서 비롯한다.33) ‘차개’는 ‘생리대나 기저귀 같이 다리 사이에 채
우는 물건’을 말한다. 

(34ㄴ)의 예는 ‘귀채우비-개, 발싸-개, 밥푸-개, 불쏘시-개’로 분석할 수 있다. 
‘귀채우비개’는 목적어가 ‘귀채(귀지)’이다. 모음 사이에서 ‘후비다’의 ‘ㅎ’이 약화되
어 탈락한 어형으로 보인다. ‘발싸개, 밥푸개, 불쏘시개’는 ‘발을 싸-, 밥을 푸-, 불
을 쏘시-’ 등과 같이 목적어와 타동사 구성이다. 

여기서 ‘밥푸-’와 ‘-개’로 분석하는지 아니면 ‘밥’과 ‘푸개’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함북방언에는 ‘밥푸-’라는 통사구성이 쓰이
는 한편, ‘도구’를 나타내는 말로 ‘푸개’라는 어형이 독립적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
기 때문에 ‘밥푸-’와 ‘-개’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밥푸개’를 목적어와 동사의 구성 
‘밥푸-’와 명사파생접미사 ‘-개’의 결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35) ㄱ. 깔개(깔개), 덮개~떺개~뚶개(蓋), 찝개(집게)
ㄴ. 책꽂개(책꽂이) 

(35ㄱ)의 예는 ‘깔-개, 덮~떺~뚶-개, 찝-개’로 분석할 수 있다. 접미사 ‘-개’는 
폐음절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을 하는 수단이 되는 도구’라는 명사를 파
생시킨다. ‘깔개’는 ‘요처럼 눕는 자리에 까는 물건’이나 ‘방석처럼 앉는 자리에 까는 
물건’외에 ‘신발에 까는 깔창’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덮~떡~뚝개’는 ‘어떤 물건의 
뚜껑을 나타내는 말’이다. 정향란(2004: 13)에서 ‘떡개’는 ‘덮-개→덥개→덕개→떡
개’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음절 말에서 ‘ㅍ’이 ‘ㅂ’으로 되는 음
절 말 평폐쇄음화와 양순음 ‘ㅂ’이 ‘ㄱ’으로 되는 연구개음화, 그리고 함북방언에서 

33) 구본관(1998a: 122)에서는 15세기 한국어에서 동사 ‘*벼-’는 문증되지 않고 ‘볘-’만 나타나므
로 기원형을 ‘*볘에’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벼개’로만 나타난다. 또한 
성조면에서도 ‘베개(去去)’는 ‘볘-(上)’와 다르다. 우리는 어기 ‘볘-’가 이형태로서 ‘벼-’를 가지
는 것으로 설명하거나(허웅 1975: 234), ‘벼개’의 ‘벼-’와 ‘볘-’를 다른 기원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현희 외 1995, 구본관(1998a: 122) 재인용.) 함북방언의 경우 ‘벼-’는 ‘벼다(HL)’로 실현되
고 ‘벼개’는 ‘LH’로 실현되기 때문에 후자의 견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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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나타나는 어두경음화 현상을 겪은 형태라 할 수 있다. ‘찍개’도 ‘덮개’와 마찬가
지로 ‘집-개→직개→찍개’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35ㄴ)의 예는 ‘책꽂-개’로 분석할 수 있다. 접미사 ‘-개’ 앞의 부분, 즉 어기 ‘책
을 꽂-’ 과 같이 목적어와 타동사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밥푸
개’와 같이 ‘책꽂-’이라는 통사구성이 존재하며 ‘꽂개’라는 독립적 명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책꽂-개’로 분석하고자 한다. 

(34)와 (35)를 보면 ‘-개’는 개음절로 끝나는 어기뿐 아니라 폐음절로 끝나는 어
기에도 자유롭게 결합하여 ‘~을 하는 수단이 되는 도구’라는 의미의 단어를 파생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예들을 살펴보면 ‘감개’와 같이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개’가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하는 예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함북방
언사전≫이 보이는 문헌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함북방언에서 사
용되는 ‘실감개’는 ‘-개’가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
라서 우리는 ‘-개’는 모음으로 끝난 개음절인 어기뿐 아니라 폐쇄음, 파찰음, 마찰
음, 유음, 비음 등과 같이 폐음절인 경우에도 결합하여 ‘~을 하는 수단이 되는 도
구’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파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개’는 어기의 음절구조가 개음절이든 폐음절이든 상관없이‘~는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라 하였다. 이 절에서 
다루는 ‘-개’도 음절구조와 상관없이 ‘~을 하는 수단이 되는 도구’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파생하는데 이때의 ‘-개’를 ‘-개2’로 보려고 한다. 

2.2.3. ‘-기1’

‘-기’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도구명사를 파생한다. 그 예들을 음운론적 환경과 
선행어기가 단일어기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6) ㄱ. 밥푸기(밥주걱) 
ㄴ. 굴기(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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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벼훑기~베훑기(벼훑이) 

(36ㄱ)은 ‘밥푸-기’로 (36ㄴ)은 ‘굴-기’로 (36ㄷ)은 ‘벼/베훑-기’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은 모음, 유음, 폐쇄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 뒤에 결합하여 도구명사를 파
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밥푸기’는 ‘밥주걱’의 의미를 나타낸다34). ‘굴기’는 ‘그네’를 
가리키고35) ‘벼/베훑기’는 ‘벼훑이’ 즉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댓가지의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 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
를 가리킨다. 표준어에서는 접미사 ‘-이’가 사용되었지만 함북방언에서는 ‘-기’가 
결합하여 도구명사를 파생시킨다. 

다음에 제시하는 (37)의 예들은 함북방언에서 독특한 것들이다. 

(37) 모래기(모래), 소래기(큰 소리), 속개기(속대), 자부대기(머리태), 작뒤기(작두)

(37)은 ‘모래-기, 소래-기, 속개-기, 자부대-기, 작뒤-기’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때의 ‘-기’는 모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결합한다. ‘모래, 소래(소리), 속개(속대), 
자부대, 작뒤’와 같은 선행어기들은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먼저 ‘모래’와 ‘모
래기’는 ‘나무로 만든 독뚜껑’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래’는 ‘소리’를 의미하며, ‘소래
기’는 ‘큰 소리’를 의미한다36). ‘소리개’도 쓰이는데 ‘소리개’와 ‘소래기’는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37). 이들은 ‘소>소릐>소리’와 같이 ‘ㆎ>ㅢ>ㅣ’의 변화와 ‘소>소래’
와 같이 ‘ㆎ>ㅐ’의 변화 등 두 가지 변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곽충구(1994a: 
254-257)에 따르면 함북 육진방언의 ‘’의 경우 어두위치의 ‘’는 ‘아’로 비어두
위치의 ‘’는 ‘으’에 규칙적으로 대응된다38). 이는 중부방언의 것과 동일한 변화를 
34) 같은 의미로 ‘밥푸개’도 쓰인다. 
35) 같은 의미로 ‘굴레’도 쓰인다. ‘굴레’는 ‘굴-에’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구르-’의 불규칙 활

용형인 ‘구르면, 굴러’에서 어기가 오분석된 ‘굴-’에 ‘에’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이기갑(2005: 267)에 의하면 전남방언에는 ‘소레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소레기가 크다’처럼 

중립적인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고 ‘소레기를 질르다’와 같이 부정적 표현에 흔히 쓰인다고 한
다. 함북방언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37) ‘소리개’와 ‘소래기’를 보면 ‘소리’뒤에는 ‘-개’가 결합하고 ‘소래’뒤에는 ‘-기’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음 ‘이’로 끝난 어기에 다시 접미사 ‘-이’나 ‘-기’가 결합할 수 없었기 때문
인 것 같다(김창섭 1987, 송철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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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것이다. ‘속개기’는 같은 말로 ‘속궤기’와 ‘속꽹이’도 쓰인다. ‘자부대기’는 ‘머리
태’의 함북방언형이다. ‘작뒤기’는 ‘작두’의 방언형이다. 

요약컨대 ‘-기’는 동사어기나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도구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이다. 이때의 ‘-기’를 ‘-기1’로 보려고 한다. 

2.2.4. ‘-대’

‘-대’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하는 역할을 한다. 

(38) 놋대(노), 떡국대(가래떡), 속대(속대), 수수깡대(수수깡) 

(38)은 ‘놋-대, 떡국-대, 속-대, 수수깡-대’로 분석된다. ‘-대’는 폐음절의 명사
어기에 결합하여 ‘띠 모양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주로 ‘노, 떡국(가래
떡), 속, 수수깡’과 같이 길쭉한 의미가 있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길쭉한 정도를 강
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놋대’는 기원적으로 ‘노+ㅅ+대’로 분석된다. 이때의 ‘ㅅ’은 이른바 사이시옷인데 
이 사이시옷의 결합을 통해 ‘노’와 ‘대’가 명사에서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대 
함북방언에서 ‘-대’가 접미사화한 것으로 판단할 때 ‘놋대’는 형태론적으로 어휘화
한 단어라 하겠다. 

‘-대’는 선행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띠 모양의 물건’의 뜻을 강조해주는 접미
사이다. 

2.2.5. ‘-데기2’ 

‘-데기’는 명사어기나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한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8) 여기서 특기할 점은 ‘’의 변화가 중부방언과는 달리 거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곽충구 1994a: 2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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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ㄱ. 국데기(국자)
ㄴ. 숯검데기(숯검정)

(39ㄱ)은 ‘국-데기’ (39ㄴ)은 ‘숯검-데기’로 분석된다. 이때의 ‘-데기’는 폐쇄음
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한다. (39ㄴ)의 ‘검데기’는 
‘검정’에 해당하는 함북방언형이다. 이현희(1985: 230)에서 현대어의 ‘검정’이 ‘검듸
영’으로부터 발달했다고 본다면 ‘검듸영>겸뎡>검졍>검정’39)의 음운변화 과정을 예
측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검듸영’은 ‘검-’과 ‘-듸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 ‘-듸영’은 형용사 어간에 결합하여 정도가 더 심함을 나타내는 강조의 뜻을 더하
는 접미사로 생각된다고 한다. 

‘-데기’는 폐쇄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물을 나타내는데 이때
의 ‘-데기’는 ‘-데기2’로 보려고 한다. 

2.2.6. ‘-때1’

‘-때’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한다. 

(40) 열때(열쇠), 자물때(자물쇠) 

(40)은 ‘열-때, 자물-때’로 분석된다. 이는 동사어기 ‘열-(開)’과 ‘자무-(鎖)’ 뒤
에 관형형 ‘ㄹ’이 결합한 어기에 ‘-때’가 결합된 것이다. ‘열때’는 ‘열쇠’를, ‘자물때’
는 ‘자물쇠’를 가리키는데 기원적으로는 ‘열-+ㄹ+대, 자무-+ㄹ+대’로 분석된다. 

‘자무-’가 사용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0). 

39) ‘검뎡’은 함북의 온성, 종성, 회령에서 사용되고 있다. 
40) 곽충구(2000: 1152)에서 자음 앞에서는 ‘자무-’ 또는 혼효형인 ‘잠구-’로, 모음 앞에서는 ‘잠

구-’로 교체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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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야, 니 나올 때 문으 잘 자무구 오나.(야, 너 나올 때 문을 잘 잠그고 와.)

이때의 ‘-때’는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하는데 이
를 ‘-때1’로 보려고 한다. 

2.2.7. ‘-마/매’

‘-마/매’은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그 예는 다음
과 같다. 

(42) 가림마~가리매(가르마)

(42)는 ‘가리-마, 가리-매’로 분석된다. ‘-마/매’는 모음으로 끝난 동사어기 ‘가
리-’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시키는데 ‘가림마’와 ‘가리매’는 ‘가르마’를 가리키는 말
이다41). ‘가림마’는 ‘가리-’와 ‘-마’사이에 ‘ㅁ’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주도 방언에서 모음과 양순음 사이에서 ‘ㅁ’이 첨가되는 비음 삽입 현상(정승철 
1994: 151)과 유사하다. 

2.2.8. ‘-막’

‘-막’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한다.

(43) 올리막~올레막(올리막), 내리막(올리막) 

(43)은 ‘올리~올레-막, 내리-막’으로 분석된다. ‘-막’은 ‘그렇게 된 곳’이라는 뜻
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올리막’은 사동사인 ‘올리다’의 어기에 결합된 반면 ‘올레막’

41) 같은 의미로 ‘가름배’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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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르-’의 활용형에 ‘-에’가 결합한 후 다시 ‘-막’이 결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함북방언에서 ‘올리막’의 의미로 ‘올리막, 올레막’ 외에 ‘내리막’도 사용되고 있
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올리막’을 가리키는 말로 ‘언들막’도 있다. 이로부터 ‘-
막’은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은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그렇게 된 곳’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2.2.9. ‘-배기2’

‘-배기’는 명사어기와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한다.

(44) ㄱ. 턱배기(턱받이)
ㄴ. 쓰레배기(쓰레받기)

 
(44ㄱ)은 ‘턱-배기’로 (44ㄴ)은 ‘쓰레-배기’로 분석된다. ‘-배기’는 선행어기의 

음절구조에 상관없이 명사나 동사어기와 결합하여 도구명사를 파생시킨다. ‘턱배기’
는 ‘흘리는 침이나 음식물이 옷에 떨어져 묻지 아니하도록 어린아이의 턱 아래에 대
어 주는, 헝겊으로 만든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쓰레배기’는 ‘비로 쓴 쓰레기를 받
아 내는 기구’인 ‘쓰레받기’를 가리킨다. ‘쓰레배기’는 동사어기 ‘쓸-’에 ‘-에’가 결
합하여 어기를 만들고 다시 ‘-배기’가 결합하였다. 

‘턱배기, 쓰레배기’의 ‘-배기’와 ‘쩔뚜배기, 장돌배기’의 ‘-배기’는 선행어기도 다
르고 파생된 형태의 의미도 다르다. 앞에서 다룬 ‘쩔뚜배기, 장돌배기’의 ‘-배기’는 
어근이나 ‘목적어+타동사’ 구성에 결합하여 유정명사를 파생하는 기능을 하였다. 반
면 ‘턱배기, 쓰레배기’의 ‘-배기’는 명사어기나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
생하는데 이때의 ‘-배기’를 ‘-배기2’로 보려고 한다.

2.2.10. ‘-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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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에’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한다.

(45) ㄱ. 막애(마개), 뽑애(서랍), 썰에(써레, 橯)
ㄴ. 물잣애~물잣에(무자위, 轆轤)

(45ㄱ)은 ‘막-애, 뽑-애, 썰-에’로 분석된다. 이때의 ‘-애/에2’는 폐쇄음, 유음 
등 폐음절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시킨다. ‘막-애’와 ‘썰-
에’를 통해 볼 때 ‘-애/에’의 교체는 기원적으로 모음조화를 지키는 접사였음을 알 
수 있다. (45ㄴ)은 ‘물잣-애’로 분석할 수 있다. 15세기에는 ‘믈자’(자회, 중: 1
5)42)로 쓰였다. 목적어와 타동사 구성에 ‘-애/에’가 결합하여 (45ㄱ)과 마찬가지로 
사물명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2.2.11. ‘-이2’

‘-이’는 명사나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사를 파생한다.

(46) ㄱ. 게걸이(게걸스러운 것), 헝겇이(헝겊)
ㄴ. 굴이(그네), 뽑이(서랍)
ㄷ. 재털이/재떨이(재털이), 책꽂이(책꽂이), 택받이(턱받이)

(46ㄱ)은 ‘게걸-이, 헝겇-이’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이’는 유음, 파찰음으
로 끝나는 명사어근 또는 어기 뒤에 결합하여 사물을 나타낸다. ‘게걸이’는 ‘게걸스
럽-’의 어근 ‘게걸’ 뒤에 ‘-이’가 결합하여 ‘게걸스럽게 먹는 것’을 나타낸다. ‘헝겇
이’는 ‘헝겊’의 함북방언형으로 ‘헝것’에서 ‘헝겇’으로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다음 예문은 ‘게걸이’가 실제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시한 문장으로 여기서 
‘게걸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다.43) 
42) 허웅(1975: 23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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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밥을 빨리 게걸스럽게 먹는 아들을 보고)엄마: 야, 니느 뭐 게걸이가 든 아처
럼 먹니?(넌 왜 그렇게 게걸스럽게 먹니?)

앞의 (46ㄴ)은 ‘굴-이, 뽑-이’로 분석된다. 이때의 ‘-이’는 유음이나 폐쇄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을 나타낸다. ‘굴이’는 ‘그네’를 가리키는 말로 ‘구
르-’의 불규칙활용인 ‘굴-’에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뽑이’는 ‘뺍이’와 같이 ‘서
랍’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데 동사어기 ‘뽑-’에 ‘-이’가 결합하여 ‘책상이나 농에서 
뽑거나 빼는 상자’를 나타낸다. ‘뺍이’는 ‘뽑이>뾥이>뻽이’의 움라우트형이거나 ‘뽑
이’와 ‘빼다’의 혼효형이다. 

(46ㄷ)은 ‘재털-이, 책꽂-이, 택받-이’로 분석된다. 이때의 ‘-이’는 유음이나 파
찰음, 폐쇄음으로 끝나는 ‘목적어+타동사’구성에 결합하여 도구를 나타낸다. 여기서 
‘택받이’는 ‘턱받이’의 함북방언형인데, ‘턱’의 방언형으로 ‘택’이 쓰이고 있다44). 

이상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명사나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물명
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이때의 ‘-이’를 ‘-이2’로 보려고 한다. 

2.3. 행위명사 파생
이 절에서는 ‘-기’, ‘-내기’, ‘-매’, ‘-이’, ‘-질’ 등에 대하여 다루는데 이들은 동

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들이다.

2.3.1. ‘-기2’

‘-기’는 동사나 형용사어기와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한다. 다음은 모음으로 끝난 

43) 정향란(2004: 13)에서는 ‘게걸이’를 ‘게걸스럽게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유정명사라고 하였다. 
위의 예문의 ‘게걸이’는 사물명사라기보다 추상명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물명사로 보고자 한다. 

44) 함북방언은 ‘ㅐ’와 ‘ㅔ’가 구분이 되는 방언으로 ‘턱’이 ‘텍’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
두 음절에서 ‘택’으로 실현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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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로 쓰인 예이다. 

(48) ㄱ. 나누기(나누기), 내기(내기, 贂), 더하기(더하기), 쓰기(寫)
ㄴ. 누에치기(누에치기), 썰매타기(썰매타기), 점치기(복술), 줄띠기(줄넘기)

(48ㄱ)은 ‘나누-기, 내-기, 더하-기, 쓰-기’로 분석된다. 이들은 모음으로 끝나
는 동사어기에 결합한 예이다. 여기서 ‘나누기’는 ‘나눗셈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더
하기’는 ‘덧셈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함북방언에서는 같은 말로 ‘除하기, 加하기’와 
같이 한자어계열에 ‘-하-’가 결합한 후 ‘-기’가 결합된 것도 쓰인다. ‘내기’는 표준
어에서 ‘금품을 거는 등 일정한 약속 아래에서 승부를 다투어 이긴 사람이 걸어 놓
은 물품이나 돈을 차지하는 것’의 의미로 쓰이는데 함북방언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다. ‘쓰기’ 또한 그 쓰임이 중부방언의 것과 같다. 

(48ㄴ)은 ‘누에치기, 썰매타-기, 점치-기, 줄띠-기’로 분석된다. ‘목적어+타동사’ 
구성에 ‘-기’가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행위를 나타낸다. 각각 ‘누에를 치는 행위’, ‘썰
매를 타는 행위’, ‘점을 치는 행위’, ‘줄을 넘는 행위’ 등을 나타내는 데 ‘썰매타기’와 
‘줄넘기’는 ‘놀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여기서 ‘줄띠
기’는 ‘줄을 뛰다’의 ‘뛰-’가 어두음절에서 단모음화를 겪은 후 ‘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가 자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로 쓰인 예이다.

(49) ㄱ. 덜기(덜기), 읽기(읽기)
ㄴ. 집짓기(집짓기), 보뚝막기(보막이)

(49ㄱ)은 ‘덜-기, 읽-기’로 분석된다. 이때의 ‘-기’는 유음, ‘ㄺ’으로 끝난 동사어
기에 결합하여 행위를 나타낸다. 함북방언에서 ‘덜기’와 같은 말로 ‘빼기’나 한자어 
계열인 ‘減하기’도 사용된다. ‘읽기’는 그 쓰임이 표준어에서의 것과 같다. 

(49ㄴ)은 ‘집짓-기, 보뚝막-기’로 분석된다. 이때의 ‘-기’는 마찰음, 폐쇄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를 나타낸다. ‘집짓기’는 그 쓰임이 표준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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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뚝막기’는 ‘보(洑)를 막기 위하여 둑을 쌓거나 고치는 일’을 나타내는 말이다45). 
표준어에서는 ‘보막이’가 사용되는 반면 함북 방언에서는 ‘보뚝막기’가 사용된다. ‘보
뚝’에서의 ‘뚝’은 ‘둑’이 경음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면형만을 보면 음운론적
으로는 경음화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음화된 ‘뚝’이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따라서 이는 ‘보’에 사이시옷(ㅅ)이 결합한 ‘봇둑’으로 분석할 수 있으리라 여
겨진다. 또한 표준어형 ‘보막이’에서는 파생접미사 ‘-이’가 쓰인 반면, 함북 방언형 
‘보뚝막기’에서는 파생접미사 ‘-기’가 쓰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사물명사를 파생하는 ‘-기’를 우리는 ‘-기1’로 보았다. 여기서는 동사나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기’를 ‘-기2’로 보려고 한다. 

2.3.2. ‘-내기2’

‘-내기’는 동사어기에 관형형어미 ‘ㄹ’이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한다. 

(50) ㄱ. 곰칠내기~숨킬내기(숨바꼭질), 달을내기~달릴내기(달리기)
ㄴ. 돌뿌릴내기(팔매질) 

(50ㄱ)의 예는 각각 ‘곰칠~숨킬-내기, 달을~달릴-내기’로 분석되고, (50ㄴ)은 
‘돌뿌릴-내기’로 분석된다. ‘곰치다’는 ‘숨기다’의 함북방언형으로 ‘숨키다’로도 나타
나서 ‘곰칠내기’와 ‘숨킬내기’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곰치-’와 ‘숨키-’에 관형형
어미 ‘-ㄹ’가 결합한 후 ‘-내기’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내기’는 ‘곰칠
내기[곰칠래기], 달을내기[달을래기]’와 같이 ‘래기’로 발음되지만 ‘내기’가 ‘승부를 
다투는 행위’라는 의미상의 유사성과 관형형어미 뒤에서의 유음화를 겪은 것으로 보
고 원형을 살려 ‘내기’로 표기하였다46). ‘달을~달릴’도 마찬가지로, ‘닫다’와 ‘달리다’
의 활용형에 관형형어미 ‘ㄹ’가 결합한 후 ‘-내기’가 결합된 것이다. 
4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 둑을 쌓아 흐르는 냇

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6) 여기서 ‘-내기’는 ‘금품을 거는 등 일정한 약속 아래에서 승부를 다투는 행위’의 의미를 가진 

명사 ‘내기’가 접사화하여 ‘놀이’의 의미를 가진 ‘-내기’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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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북방언에는 ‘달리다’의 방언형으로 ‘닫다’ 또는 ‘닳다’가, ‘숨기다’의 방언형으로 
‘꼼치다’가 사용되는데 그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 ㄱ. 방에서 좀 닫지/달치 말구 가마이 앉아 있게.(방에서 좀 뛰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렴.) 

ㄴ. 니 머 꼼채바짜지므. 여기다 꼼치구 저기다 꼼치구 그래두 다 똑같다.(니가 
뭐 숨겨 봤자지. 여기다 숨기고 저기다 숨겨도 다 똑같애.)

앞의 (50ㄴ)도 마찬가지로 ‘돌을 뿌리-’에 ‘ㄹ’가 결합한 후 ‘-내기’가 결합한 것
이다. 이때의 ‘-내기’도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내기’는 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 뒤에 결합하여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
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이다.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를 나타내는 접미사이기도 하
다. 따라서 선행어기의 품사와 파생된 명사의 의미에 근거하여 명사어기 뒤에 결합
하는 ‘-내기’를 ‘-내기1’로 동사어기에 결합하는 ‘-내기’를 ‘-내기2’로 보려고 한다. 

2.3.3. ‘-매’

‘-매’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52) 거두매(설거지, 뒷정리)

(52)는 ‘거두-매’로 분석할 수 있고 이는 ‘설거지’나 ‘뒷정리’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다47). ‘거두매’는 함북방언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53) (식사 마친 후)엄마: 가서 언니 거두매 하는 거 좀 같이 해라므?(가서 언니가 
설거지 하는 것을 도와주련?)

47) ‘거두매’와 같은 의미로 ‘거두배’도 쓰인다. 



- 41 -

2.3.4. ‘-이3’

‘-이’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한다. 그 예는 다음 (54)와 같다.

(54) ㄱ. 밭갈이(밭갈이)
ㄴ. 소갈이(소갈이), 화전놀이~꽃젼놀이(화전놀이) 

(54ㄱ)은 ‘밭-갈이’로 (54ㄴ)은 ‘소-갈이, 화전~꽃젼-놀이’로 분석된다. (54ㄱ)
의 ‘-이’는 유음으로 끝나는 ‘목적어+타동사’ 구성의 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를 나타
내는 접미사이다. ‘밭갈이’는 ‘밭을 가는 행위’를 나타내고 (54ㄴ)의 ‘소갈이’는 ‘소로 
밭을 가는 행위’, ‘화전놀이’는 ‘꽃잎을 따서 저을 부쳐 먹으며 춤추고 노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하는데 이때의 ‘-이’를 ‘-이3’으로 
보려고 한다. 

2.3.5. ‘-질’

‘-질’은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55) 가새질(가위질), 방치질(다드미질, 방망이질), 반디질(후리질)48)

(55)는 ‘가새-질, 방치-질, 반디-질’로 분석된다. 모음으로 끝나는 도구명사에 
‘-질’이 결합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을 나타낸다. ‘가새질’은 ‘가새(가위)로 
(무엇을)가르거나 자르는 행위’, ‘방치질’은 ‘방치(방망이)로 옷이나 천을 두드리는 
행위’ 또는 ‘빨래를 할 때 옷을 두드리는 행위’, ‘반디질’은 ‘반디(후릿그물)로 물고
기를 잡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48) 중앙어와 같은 어형인 ‘후리질’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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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ㄱ. 비서질(비서질), 의사질(의사질)
ㄴ. 교장질(교장질), 도적질(도둑질), 선생질(선생질)

(56ㄱ)은 ‘비서-질, 의사-질’로, (56ㄴ)은 ‘교장-질, 도적질, 선생-질’로 분석된
다. (56ㄱ)은 모음으로 끝난 ‘직업, 신분’을 나타내는 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만든 경우이다. 비서질’은 ‘비서를 직업으로 행위’를, ‘의사질’은 ‘의사를 직업으로 하
는 행위’를 나타낸다. (56ㄴ)은 비음, 폐쇄음으로 끝난 ‘직업, 신분’을 나타내는 어기
에 결합한 것이다. ‘교장질’은 ‘교장을 직업으로 하는 일’을,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선생질’은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부방언에서 ‘-질’은 ‘직업, 신분’ 등을 지칭하는 명사어기 뒤에 결합하면 선행어
기와 관련된 행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는다(조남호 1988: 45-46, 송철의 1992: 
165). 그러나 함북방언의 경우 선행어기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낼 뿐 비하의 의미
는 없다. 

다음은 함북방언에서 ‘선생질’과 ‘의사질’이 사용된 예이다. 

(57) A: 너네 엄마느 북경서 무스일 하야?(너네 어머니는 북경에서 무슨 일 해?)
B: 우리 엄마느 지금 선생질/의사질 하고 있슴다.(우리 어머니는 지금 선생님/

의사 하고 있습니다. )

(58) ㄱ. 삐치개질(오지랖이 넓어 여기저기 참견하는 행위), 승개이질~실랑이질(실
랑이질), 잔소리질(잔소리질)

ㄴ. 돌뿌리개질(돌팔매질) 

(58ㄱ)은 ‘삐치개-질, 승개이~실랑이-질, 잔소리-질’로 분석된다.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그 어기를 가지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지만 이를 
비하하여 표현한 것이다. ‘삐치개질’은 ‘여기 저기 참견하는 행위’를, ‘승개이질’은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행위’를, ‘잔소리질’은 ‘잔소리를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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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나타낸다. ‘삐치개질’은 ‘참견하다’의 방언형인 ‘삐치다’에 접미사 ‘-개’가 결합
한 후 다시 ‘-질’이 결합한 것이다. ‘승개이질’은 ‘승강이질’이 움라우트를 겪은 후 
비모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58ㄴ)은 ‘돌뿌리개-질’로 분석된다. 목적어와 타동사 구성인 ‘돌을 뿌리다(던지
다)’에 명사파생접미사 ‘-개’가 결합한 후 ‘-질’이 결합한 것이다.

(59) ㄱ. 달각질~달리각질~뛰각질(달리기), 땜질(땜질), 빌억질~빌각질(동냥질), 쌈
질(싸움질)

ㄴ. 돌뿌리각질(돌팔매질)

(59ㄱ)은 ‘달각~달리각~뛰각-질, 땜-질, 빌억~빌각-질, 쌈-질’로 분석할 수 있
다. 이때의 ‘-질’은 폐쇄음, 비음 등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그 어기의 행위’를 
비하하여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질’은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시킨
다. ‘달각질/달리각질/뛰각질’은 ‘달리기를 하는 행위’를, ‘땜질’은 ‘금이 가거나 뚫어
진 데를 때우는 일’을, ‘빌각질’은 ‘구걸하는 행위’를, ‘쌈질’은 ‘싸움을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59ㄴ)은 ‘돌뿌리각-질’로 분석되는데 이는 앞에서 본 ‘돌뿌리개질’과 비슷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즉 ‘돌뿌리-’에 ‘-각’이 결합하고 다시 ‘-질’이 결합한 것이다. 
‘돌뿌리개질’과 ‘돌뿌리각질’ 모두 ‘돌팔매질’의 방언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돌뿌리
개질’이 ‘돌뿌리각질’보다 비하의 느낌이 강하다. 

(59ㄱ)의 ‘달각질~달리각질~뛰각질, 빌각질’과 (59ㄴ)의 ‘돌뿌리각질’ 등과 같은 
어형은 동사어기에 ‘-각’이 결합한 후 ‘-질’이 결합한 것이다. 이때의 ‘-각’은 독립
적으로 쓰이지 못하며 ‘-질’ 외의 접미사 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이는 ‘머리카락, 
터럭’ 등에서 보이는 ‘-악/억’과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선행어기의 의미나 통
사범주는 바꾸지 않지만 일차적으로 파생명사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즉 [[V+-
각]N+-질]N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질’은 모음으로 끝난 명사어기 뒤에 결합하
여 ‘그 어기를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어기를 가지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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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비하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폐쇄음, 비음으로 끝난 어
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시키기도 하고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어기
에 결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는 중부방언과 달리 비하
의 느낌은 크지 않다. 

2.4. 척도명사 파생
이 절에서는 ‘-기’, ‘-씨’, ‘-억지’, ‘-이’ 등에 대해 다룬다. 이들은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2.4.1. ‘-기3’

‘-기’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60) ㄱ. 크기(大), 세기(强), 빠르기(速) 
ㄴ. 밝기(明), 굵기(굵기) 

(60ㄱ)은 ‘크-기, 세-기, 빠르-기’로 (60ㄴ)은 ‘밝-기, 굵-기’로 분석된다. 형용
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시킨다. 척도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로 ‘-이’
가 있는데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하는 반면 ‘-기’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 모두에 결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앞에서 사물명사를 파생하는 ‘-기’를 우리는 ‘-기1’로 보았다. 또한 동사나 형용
사어기에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기’를 ‘-기2’로 분류하였다. 여기
서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기’를 ‘-기3’으로 보려
고 한다. 

2.4.2. ‘-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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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61) 묵씨(무게)

(61)은 ‘묵-씨’로 분석된다. ‘-씨’는 폐쇄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무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함북방언에서 ‘무겁다’의 방언형으로 ‘묵다’가 사
용되고 있다. 이때의 ‘-씨’를 ‘-씨1’로 보려고 한다. 

2.4.3. ‘-억지1’

‘-억지’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62) 너벅지(너비), 기럭지(길이, 키)

(62)는 ‘넙-억지, 길-억지’로 분석된다. ‘-억지’는 폐쇄음, 유음으로 끝나는 형용
사 어기 뒤에 결합하여 단위명사를 파생시킨다. ‘너벅지’는 ‘평면이나 넓은 물체의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인 ‘너비’를 가리키고 ‘기럭지’는 ‘길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
람의 키’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억지’를 ‘-억지1’로 보
려고 한다. 

2.4.4. ‘-이4’

‘-이’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63) 길이(長), 깊이(深), 넙이~넓이(廣), 높이(高), 덥이(暑) 

(63)은 ‘길-이, 깊-이, 넙-이~넓-이, 높-이, 덥-이’로 분석된다. 자음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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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형용사어기와 결합하여 ‘척도’를 나타내는 명사를 파생시킨다. 함북방언에서는 
‘넙이’와 ‘넓이’ 둘 다 사용되고 있는데 평면상의 폭(幅)은 ‘넙이’로 하고 공간상의 
넓이는 ‘넓이’로 표현한다. ‘덥이’는 중부방언의 ‘더위’에 해당하는 함북방언형으로 
‘ㅂ’규칙용언활용을 하는 형태 ‘덥-’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와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 모두에 결합하는 ‘-
기’와 달리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와만 결합한다. 이때의 ‘-이’를 ‘-
이4’로 보려고 한다. 

2.5. 기타 명사 파생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유정명사, 사물명사, 행위명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접

미사 외의 것들을 다룬다. 

2.5.1. ‘-때/띠2’와 ‘-때기’

‘-때/띠’와 ‘-때기’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비하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이다. 

(64) ㄱ. 귀띠(귀, 耳), 뒤띠(목덜미), 배때(배, 腹), 세때/세띠(혀, 舌)
ㄴ. 귀때기, 배때기, 볼때기, 등때기

(64ㄱ)은 ‘귀-띠, 뒤-띠, 배-때, 세-때/띠’로 분석된다49). ‘-때/띠’는 ‘귀, 배, 세
(혀)’ 등과 같이 모음으로 끝난 명사어기 뒤에 결합하여 ‘비하’의 의미를 더해준
다50).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접미사 ‘-때기’로부터 미루어보면 ‘-때’와 ‘-띠’ 둘 중에
서 ‘-때’를 기본형으로 삼고 ‘-띠’는 ‘-때’가 ‘ㅐ’에서 ‘ㅣ’로 고모음화 된 것으로 본
다. (64ㄴ)에서와 같이 인체어에 ‘-때기’가 결합한 형태들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인
체어에 결합하는 ‘-때/띠’는 모음으로 끝난 어기 뒤에 결합하여 ‘볼때, 등때’ 등은 

49) ‘혀’의 방언형으로 ‘세’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50) 반면 인체어 ‘다리’를 비하할 때는 ‘-개’가 결합한 ‘다리개’가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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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않는다51). 반면 ‘-때기’는 그런 제한이 없이 자음으로 끝난 어기 뒤에도 자
유롭게 결합된다. 

이때의 ‘-때/띠’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비하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인데 이를 
‘-때/띠2’로 보려고 한다. 

2.5.2. ‘-씨2’ 

‘-씨’는 명사어기 뒤에 결합하여 다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65) ㄱ. 마음씨(마음씨), 말씨(말씨), 솜씨(솜씨)
ㄴ. 말씨(장기, 윷, 고누 등에서 군사로 쓰는 패)

(65ㄱ)은 ‘마음-씨, 말-씨, 솜-씨’로 분석된다. 비음, 유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 
뒤에 결합하여 ‘태도나 모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65ㄱ)의 ‘마음씨’와 ‘말씨
(말씨)’는 ‘태도나 모양’을 더하는 것이지만 (65ㄴ)은 다르게 사용되었다.(65ㄱ)의 
‘말씨’는 성조가 [말′씨](HL)로 실현되고 (65ㄴ)의 ‘말씨’는 [말씨′](LH)로 실현된
다. 

앞에서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씨’를 ‘-씨1’로 보았다. 여
기서는 명사어기 뒤에 결합하는 ‘-씨’를 ‘-씨2’로 보려고 한다. 

2.5.3. ‘-아리/어리2’

‘-아리/어리’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접미사이
다52).
51) 정의향(2010: 72-74)에서는 평북 철산지역어의 명사파생접미사 ‘-때기/대기’를 다루면서 모

든 신체 부위의 명사에 다 ‘-때기/대기’가 결합하여 비하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언
급하였다. 이를테면 ‘목’은 ‘목대기’가 아니라 ‘모가지(목+아지)’, ‘턱’은 ‘턱대기’가 아니라 ‘턱수
가리’인 것과 같은 것이다. 

52) 이기갑(2005)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의 기능에는 의미적, 정의적, 형태적 기능의 세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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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끝어리(끄트머리), 멍어리(멍), 잎아리(잎) 

(66)은 ‘끝-어리, 멍-어리, 잎-아리’로 분석된다. 폐쇄음, 비음으로 끝나는 자음 
어기 뒤에 결합한다. 이때의 ‘-어리’는 선행어기의 품사와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는 
접사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허웅(1975: 226)에서는 이때의 ‘-아리/어리’는 특별한 
뜻이 없이 단순히 짧은 말을 약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유정명사를 파생하는 역
할을 하는 ‘-아리/어리’를 ‘-아리/어리1’로 보았다. 여기서 명사어기에 결합하는 ‘-
아리/어리’를 ‘-아리/어리2’로 보려고 한다.

2.5.4. ‘-아지/어지’

‘-아지’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 형성에 관여하는 접미사이다.

(67) ㄱ. 꼴아지(꼬락서니), 발목아지(발목), 손목아지(손목)
ㄴ. 벌거지~버러지(벌레), 송아지(송아지)

(67ㄱ)은 ‘꼴-아지, 발목-아지, 손목-아지’로 분석할 수 있고 (67ㄴ)은 ‘벌기-
어지, 소-아지’로 분석된다. ‘버러지’는 ‘벌기+-어지’인 ‘벌거지’에서 ‘ㄹ’뒤 ‘ㄱ’이 
약화·탈락된 형태이다. 함북방언에서 (67ㄱ)과 같은 예들은 비하의 느낌이 없다. 
(67ㄴ)의 ‘송아지’의 ‘-아지’는 흔히 지소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53). 

‘-아지’는 모음이나 유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품사나 의미
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이다.

의미적 기능 ------------[+의미 추가]
비의미적 기능 ----정의적 기능 -[-의미 추가, +화자의 감정]

----형태적 기능 -[-의미 추가, -화자의 감정]

있다고 하였는데 세 기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53) 함북방언에서 ‘개의 새끼’를 지칭할 경우 ‘강아지’ 대신 ‘개새끼’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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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악/억’

‘-악/억’은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접미사이다.

(68) 밥주걱/밥주벅(밥주걱), 머리카락(머리카락), 머리터럭(머리털) 

(68)은 ‘밥죽-억, 머리칼-악, 머리털-억’으로 분석된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어
기에 결합한다. 함북방언에서는 ‘밥주걱’과 ‘밥죽’, ‘머리카락’과 ‘머리칼’, ‘머리터럭’
과 ‘머리털’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 ‘밥죽’과 ‘밥주걱’ 등의 예로 미루어 보면 ‘-억’은 
선행어기의 품사나 의미를 변경시키지는 않는 접사로 여겨진다54). 함북방언에서 ‘밥
죽’은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69) 뽀배 안에 있는 밥죽 좀 가서 개오라.(서랍 안에 있는 밥주걱을 가지고 오라.)

‘-악/억’은 유음이나 폐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 뒤에 결합하는데 선행어기의 품
사나 의미를 변경시키지는 않는 접미사이다. 

2.5.6. ‘-악지/억지’

‘-악지/억지’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접미사이다.

(70) ㄱ. 개구락지(개구리), 미꾸락지(미꾸라지)

54) ‘-악/억’에 대하여 기주연(1994: 169)에서는 ‘-악/억’은 작은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소사로
서 ‘-아기/어기(예: 아기, 볼기)’와 관계가 있으며 ‘-아지(아지)’ 등과 더불어 지소사에 
속하는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다. 정의향(2010: 71-72)에서는 ‘아낙(안(內)+ -악), 뒤뜨락/앞
뜨락/뜨락(뜰ㅎ>뜰 + -악)’등 예로 들어 ‘-악/억’은 주로 명사를 어기로 취하여 작은 것을 나
타내며 처소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악/억’은 본고의 ‘머리카락, 
밥주걱’에서의 ‘-억’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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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뿌럭지(뿌리)

(70ㄱ)은 ‘개구리-악지, 미꾸리-악지’로 분석할 수 있고 (70ㄴ)은 ‘뿌리+억지’로 
분석할 수 있다. (70ㄱ)의 ‘개구락지’는 ‘개굴개굴’과 같은 의태어어근 ‘개굴’에 ‘-악
지’가 결합된 것인지 명사어기 ‘개구리’에 ‘-악지’에 결합된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
다. 접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우므로 어근 ‘개굴’에 ‘-악지’가 결합된 
형태로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꾸락지’도 마찬가지이다. 신중진(2011)에서는 문증되는 예와 다양한 관련 어휘
들과 성조를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미꾸라지’를 ‘[[[*믲ㄱ/*믯ㄱ(滑) + -을-]V + 
-이]N + -아지]N’와 같이 분석하였다. (70ㄴ)의 ‘뿌럭지’도 고려할 때 ‘-악지/억
지’는 모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파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이 논문에서는 ‘개구락지’를 명사어기 ‘개구리’에 ‘-악지’가 결합한 것
으로 보고 ‘미꾸락지’는 ‘미꾸리’에 ‘-악지’가 결합한 것으로 본다. ‘개구락지’의 ‘-
악지’는 ‘-아지’로 바꿔 쓸 수 있다. 

‘-악지/억지’는 모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결합하는데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를 바
꾸지 않는 접미사이다.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와 파생된 단어를 고려할 때 ‘넙억지, 
길억지’와 같이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하는 ‘-악지/억지’를 ‘-악지
/억지1’로 보고 ‘뿌럭지, 개구락지’와 같이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다시 명사를 파생하
는 ‘-악지/억지’를 ‘-악지/억지2’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5.7. ‘-앙대기’

‘-앙대기’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접미사이다.

(71) 꼬랑대기(꼬리)

(71)은 ‘꼬리-앙대기’로 분석된다. ‘꼬리’와 ‘꼬랑대기’는 의미상의 차이없이 사용
되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꼬랑지’도 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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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대기’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는데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와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는 접미사이다. 

2.5.8. ‘-에기’

‘-에기’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접미사이다.

(72) ㄱ. 꾸레기(실꾸리), 뭉체기~뭉테기(뭉치), 뿌레기(뿌리)
ㄴ. 털에기(털)

(72ㄱ)은 ‘꾸리-에기, 뭉치/뭉티-에기, 뿌리-에기’로 (72ㄴ)은 ‘털-에기’로 분석
된다. ‘-에기’는 모음이나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접
미사이다. ‘-에기’는 ‘-어기>에기’와 같이 움라우트를 겪은 형태이다. ‘뭉테기~뭉체
기’와 같이 두 단어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사 당시 노년층에서 구개
음화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여준다56). ‘털’과 ‘털에기’는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의
미상 차이는 없이 사용된다. ‘뿌리’와 ‘뿌레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의 ‘-에기’는 특
별한 뜻이 없이 단순히 짧은 말을 약간 길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에기’는 모음이나 유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는데 선행하는 어기의 품
사와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는 접미사이다. 

2.5.9. ‘-에미’
55) 이기갑(2005: 174-175)에서는 ‘꼬랑데기’는 ‘꼬랑지’의 ‘-지’대신 ‘-데기’가 결합한 것으로 분

석하였다. 즉 ‘꼬리’라는 어근에 접미사 ‘-앙’이 결합된 이후에 다시 ‘-데기’가 결합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데기’가 결합한 경우와 ‘-지’가 결합한 경우 모두 비하의 의미가 느
껴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접미사라 하였는데 이기갑(2005)의 
용어를 따르면 형태적 접미사이다. 

56) 곽충구(2011:11-12)에서는 조선족 육진방언의 경우 조사 당시 노년층이 ‘둏다, 돟다, 죻다’와 
같이 세 어형이 공존하는 현상과 젊은 층에서는 ‘좋다’로만 실현되는 것과 ‘쵸(燭)’와 ‘초(醋)’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ㅈ’구개음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세 제보자들은 17.5%에서 31.5%까지의 개신율을 보여 주므로 제보자들의 구개음화는 이
미 초기 단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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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접미사이다. 

(73) 실꾸레미(실꾸리)

(73)는 ‘실꾸리-에미’로 분석된다. ‘-어미’는 ‘실꾸리’에 결합하였지만 선행어기의 
품사와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는 접사로 여겨진다. 

‘-에미’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는데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와 의미
를 변경시키지 않는 접미사이다. 

2.5.10. ‘-우지’

‘-우지’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접미사이다. 

(74) 말뚝우지(말뚝)

(74)는 ‘말뚝-우지’로 분석할 수 있다. 평북 철산 지역어에는 ‘말쿠지’가 사용되
고 있다(정의향 2010: 38). 정의향(2010: 38)에서는 김영배(1987)의 논의를 참고
하여 ‘말쿠지’를 ‘말ㅎ(橛)+곶-+-이’로 분석하고 ‘곶-’의 두음 ‘ㄱ’가 앞음절 말음 
‘ㅎ’의 영향으로 격음 ‘ㅋ’로 되고 모음상승 ‘오>우’에 의하여 ‘말쿠지’로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말쿠지’는 공시적 분석이 어렵고 음운론적으로 어휘화한 예
가 된다. ‘말쿠지’는 ‘옷 따위를 걸기 위하여 벽에 박은 못’ 또는 ‘말뚝’ 두 가지 의
미가 있는데 평북 철산지역어에서는 ‘말뚝’의 의미로 사용된다. 함북방언의 경우도 
‘말뚝’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5.11. ‘-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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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명사 사물명사 행위명사 척도명사 기타
-가리 [N]
-개 [V]

[N+V]
[V]
[N+V]

-기 [V]
[N+V]

[V]
[N+V] [A]

-꾸러기 [N]
-꾼 [N]
-내기 [N] [[V]+ㄹ]

[[N+V]+ㄹ]
-대 [N]
-데기 [N] [N]

[A]

‘-이’는 인명에 결합하는 것이다. 

(75) ㄱ. 준과이야, 니 지금 뭐하야?(준광아, 너 지금 뭐해?) 
ㄴ. 홍려이야, 니 나갈 때 내 꺼 머 쫌 사주므 아이대야?(홍련아, 너 나갈 때 

내 것 뭐 좀 사줄 수 있어?)

(75ㄱ, 75ㄴ)에서와 같이 사람 이름과 결합하는 ‘-이’는 중부방언에서 호격 조사 
‘-아’ 앞에서 탈락하지만(예: 갑순아, 바둑아 등) 함북방언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명에 결합하는 ‘-이’를 ‘-이5’로 보려고 한다. 

2.6. 소결
2장에서는 ≪咸北方言辭典≫에 나타나는 예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정명사파생접미

사, 사물명사파생접미사, 행위명사파생접미사, 척도명사파생접미사, 기타명사파생접
미사로 분류하여 ‘-가리’, ‘-개’, ‘-기’, ‘-꾸러기’, ‘-꾼’, ‘-내기’, ‘-대’, ‘-데기’, 
‘-때/띠’, ‘-마/매’, ‘-막’, ‘-보’, ‘-배기’, ‘-뱅이’와 ‘-배:’, ‘-씨’, ‘-아리/어리’, ‘-
악/억’, ‘-악지/억지’, ‘-앙대기’, ‘-애’, ‘-어기’, ‘-어미’, ‘-이’, ‘-쟁이’와 ‘-재:’, 
‘-질’ 등 접미사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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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띠 [[V]+ㄹ] [N]
-마/매 [[V]+ㅁ] [V]
-막 [V]
-배기 [N+V]

[R]
[N]
[[V]+에]

-뱅이(–배:)

[N]
[[A]+ㅁ]
[[V]+엉]
[[V]+ㄹ
[R]

-보 [N] [N]
-씨 [A] [N]
-아리/어리 [N+V] [N]
-악/억 [N]
-악지/억지 [A] [N]
-앙대기 [N]
-애/에 [N+V] [V]

[N+V]
-어기 [N]
-어미 [N]
-어지 [N]
-이 [N]

[N+V]
[N]
[N+V]

[V]
[N+V] [A] [N]

-쟁이(–재:)
[N]
[N+V]
[R]

-질

[N]
[[V]+ㅁ]
[[V]+개]
[[N+V]+개]
[[V]+각/억]
[[N+V]+각/억]

표 3 명사파생접미사의 결합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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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사파생접미사

이 장에서는 동사파생접미사를 피동사파생접미사와 사동사파생접미사 그리고 ‘-
거리-’, ‘-굴-’, ‘-버리-’, ‘-트리/뜨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3.1에서는 ‘-이
-’와 ‘-이우-’, ‘-히-’와 ‘-히우-’, ‘-리-’와 ‘-리우-’, ‘-기-’와 ‘-기우-’, ‘-우
-’, ‘-구-’ 등 피동사파생접미사를 다루고 3.2에서는 ‘-이-’와 ‘-이우-’, ‘-히-’, 
‘-리-’와 ‘-리우-’, ‘-기-’와 ‘-기우-’, ‘-키-’, ‘-우-’, ‘-구-’, ‘-후-’ 등과 같
은 사동사파생접미사를 다룬다57). 3.3에서는 ‘-거리-’를, 3.4에서는 ‘-굴-’을, 3.5
에서는 ‘-버리-’를, 3.6에서는 ‘-트리/뜨리-’를 다룬다. 

피·사동파생과 관련해서는 통시성의 문제가 있다. 피·사동파생을 통시적으로 보는 
견해와 공시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통시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는 최명옥
(1988), 김성규(1987) 등이 있다. 반면 피·사동파생이 공시적인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송철의 1992)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피·사동파생의 통시성과 공시성
에 대한 견해는 보류하고 함북방언의 피·사동파생접미사의 결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과 3.2에서 제시한 예들은 ≪咸北方言辭典≫에서 발췌한 예들과 곽충구(2004)
의 예들을 추가한 것이다58). 

3.1. 피동사 파생
‘-이-, -히-, -리-, -기-’가 피동사와 사동사파생접미사로 쓰이기 때문에 ‘먹

다’에 대해 ‘먹이다(사동사)’, ‘먹히다(피동사)’처럼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울

57) ‘-이우-, -히우-, -리우-, -기우-’ 등에 대하여 이중피동이나 이중사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하나의 접사로 다룬다. 

58) 곽충구(2004)의 예들은 1995~2004년 사이에 중국 길림성 조선족자치주에서 조사‧수집한 것
이다. 조사지는 훈춘시(敬信鎭-원 함북 경흥지역어, 密江鄕-원 함북 경원 온성지역어), 도문시
(月晴鎭-원 함북 종성지역어), 용정시(三合鎭-원 함북 회령지역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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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 날리다’처럼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피동사와 사동사로 동시에 쓰이기도 한다. 
‘-이-, -히-, -리-, -기-’와 ‘-우-, -구-, -추-’는 각각 기원적으로 하나의 
형태소에서 발달하여 음운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이형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되지만 공시적으로 그 교체 조건을 명시하기 어렵다(고영근·구본관 2008: 259-26
0). 일반적으로 ‘-이-’는 대체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일부 ‘ㄱ’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결합하고 ‘-히-’는 ‘ㄱ, ㄷ, ㅂ’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결합한다. ‘-리-’
는 ‘ㄹ’, ‘ㄷ’ 불규칙 어간 뒤에 ‘-기-’는 ‘ㄴ, ㅁ, ㅅ’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결합한
다(고영근·구본관 2008: 260). ‘-이-, -히-, -리-, -기-’는 주로 타동사와 결합
하여 피동사를 파생한다. 

송철의(1992: 186)에서 피동사파생의 제약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중 형태론적 
제약으로 타동사만을 어기로 취할 수 있고 ‘-하다’계 동사들은 어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의미론적 제약으로 대체로 추상적인 심리작용(믿다, 즐기다)과 관련되는 타
동사와 수여(주다, 받다), 수혜(얻다, 잃다), 대칭(만나다, 닮다), 사동(높이다, 붉히
다)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피동사파생의 어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함북방
언의 경우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예들은 각 절에서 다룬
다.

3.1.1. ‘-이-’와 ‘-이우-’

‘-이-’는 폐쇄음, 마찰음, 비음 ‘ㄺ’ 등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비자동적교체를 보이는 어기를 따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1) ㄱ. 깪이다(깎이다), 닦이다(볶이다, 닦이다), 덮이다~뎊이다(덮이다, 蓋), 뚥이

다~뚧히다(뚫리다, 穿), 묶이다(묶이다, 縛), 백이다(박히다), 볶이다(볶이
다), 쌓이다(쌓이다, 積)

ㄴ. 곰미다(곪기다, 膿), 삼미다(삶기다, 烹)

(1ㄱ) ‘깪-이-, 닦-이-, 덮~뎊-이-, 뚥-이-~뚧-히-, 묶-이-, 백-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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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볶-이-, 쌓-이-’로 분석된다. 이때의 ‘-이-’는 폐쇄음, ‘ㅎ’, ‘ㄺ’, ‘ㄼ’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깪이-’는 ‘깍-’에 ‘-이-’가 결합
된 후 움라우트를 겪은 형태이고 ‘닦이-’는 ‘닦-’에 ‘-이-’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덮~뎊-이-’는 ‘덮-’의 피동형이고 ‘뎊이-’는 ‘덮이-’의 움라우
트형이다. 다음 예문은 ‘뎊이-’가 쓰인 것인데 ‘뎊여→뎊에’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여’가 ‘jə>jəj>je>e’의 변화 즉 ‘뎊여>뎊예>뎊에’를 겪은 것임을 알 수 
있다(정승철 2004/2010). 

(2) 누이 와가꾸 온천지가 다 하얗게 뎊엤네.(눈이 와서 온통 다 덮였네.)

‘뚥-이-’는 ‘뚧-히-’도 쓰이는데 ‘둛-’은 ‘듧-/들w-’의 활용에서 뒷요소의 원순
성에 의한 역행동화를 겪은 것이고 ‘둙-’은 ‘둛-’의 말자음이 ‘ㅂ>ㄱ’의 변화를 겪
은 어형이 아닌가 한다(곽충구 2004: 15, 정승철 2007: 135-136). 흥미로운 점은 
어간이 변화한 후에 새로운 접미사가 결합되었다는 점이다(곽충구 2004: 15). 폐쇄
음으로 끝난 어기지만 하나는 ‘-이-’가 다른 하나는 ‘-히-’가 결합된 것이다. ‘뚧
히-’가 사용되고 있고 ‘뚤리-’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둛-’이 ‘뚫-’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정승철 2007: 136). ‘묶이다’와 ‘볶이다’, ‘쌓이다’는 
중부방언에서의 쓰임과 다르지 않다. ‘백이다’는 ‘박-’에 ‘-이-’가 결합한 후 움라
우트를 겪은 것이다. 

(1ㄴ)은 비자동적교체어기인 ‘곰ㅁ-’과 ‘삼ㅁ-’에 ‘-이-’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삶-(烹)’의 방언형으로 ‘삶-’과 ‘삼ㅁ-’가 있는데 그 피동사는 
‘삶기-’와 ‘삼미-’인데 어기가 ‘삶->삼ㅁ-’으로 변화하면서 그 파생어도 ‘삶기-’에
서 ‘삼미-’로 바뀐 것이다(곽충구 2004: 15-16). 

‘-이우-’는 선행하는 어기의 말음과 상관없이 결합하는데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
상 모음으로 끝난 어기와 자음으로 끝난 어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3) ㄱ. 바뀌우다(바뀌다, 換), 배우다(보이다, 見), 쌔우다(쏘이다, 벌에 ~), 채우다
(차이다, 蹴), 케우다(켜이다, 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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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묶이우다(묶이다, 縛), 얹이(우)다(얹히다), 쫓이우다(쫓기다, 追), 훑이우다
(훑이다) 

(3ㄱ)은 ‘바꾸-이우-, 보-이우-, 쏘-이우-, 차-이우-, 케-이우-’로 분석된
다. 이때의 ‘-이우-’는 모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바뀌우-’는 ‘바꾸-’에 ‘-이우-’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배우-’
는 ‘보-’에 ‘-이우-’가 결합하여 ‘보이우-→봬우-→배우-’의 과정을 겪은 것이고 
‘쌔우-’는 ‘쏘-’에 ‘-이우-’가 결합하여 ‘쏘이우-→쐐우-→쌔우-’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 ‘채우-’는 ‘차-’에 ‘-이우-’가 결합된 것이고 ‘케우-’는 기원적으로 ‘켜-’
에 ‘-이우-’가 결합된 후 ‘켜이우-’가 ‘ㅕ>ㅔ’의 변화를 겪어 ‘케우-’가 된 것이다.

(3ㄴ)은 ‘묶-이우-, 얹-이우-, 쫓-이우-, 훑-이우-’로 분석된다. 이때의 ‘-이
우-’는 폐쇄음, 파찰음, ‘ㄹ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한다. ‘묶이
우-’는 ‘묶-’에 ‘-이우-’가 결합하여 ‘묶임을 당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피동사를 파
생시킨 것이다. ‘얹이우-’는 ‘얹-’에 ‘-이우-’가 결합하여 ‘체하다’의 의미의 피동사
를 파생시킨 것이다. ‘얹-’의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되었는데 이는 함
북방언화자들이 제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피동의 표현을 쓰기 때
문이다(곽충구 2004: 5). 함북방언에서 대당되는 능동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도 피동사가 쓰이는데 이는 주어에 미친 동작이나 작용이 어떤 타율적인 요소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이다(곽충구 2004: 5-9)59). ‘쫓이우-’는 
‘쫓-’에 ‘-이우-’가 결합하여 ‘쫓기다’의 의미를 가지는 피동사이다. ‘훑이우-’는 
‘훑-’에 ‘-이우-’가 결합하여 피동사가 파생된 것이다. 

‘-이-’는 폐쇄음과 마찰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이우-’는 선행하는 어기와 무관하게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59) 곽충구(2004: 5)에서는 ‘갑히-(溜)’, 즉 ‘물이 갑았더나? 물이 웅데: 갭헸더구마.(물이 찼더냐? 
물이 웅덩이에 차있더구만.표준어 번역은 필자.)’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어 함북의 방언화자들이 
사물의 움직임이 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인식하고 그것을 달
리 범주화하여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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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히-’와 ‘-히우-’

‘-히-’는 형용사어기와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4) ㄱ. 긁히다(긁히다), 닑히다(읽히다, 讀), 맥히다(막히다, 塞), 멕히다(먹히다, 
食), 볿히다(밟히다, 踏), 뽑히다(뽑히다), 속히다(속다), 업히다(업히다), 

ㄴ. 궂히다(궂다)
ㄷ. 생각히다(생각하게 되다)

(4ㄱ)은 ‘긁-히-, 닑-히-, 맥-히-, 멕-히-, 볿-히-, 뽑-히-, 속-히, 업-히-’로 

분석된다. 이때의 ‘-히-’는 폐쇄음, ‘ㄺ’, ‘ㄼ’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

사를 파생시킨다. ‘긁히-’는 ‘긁-’에 ‘-히-’가 결합하여 피동사가 된 것이다. ‘닑히-’

는 ‘닑-’에 ‘-히-’가 결합한 것인데 ‘닑-’은 ‘니르-, 닑-’을 어기로 하여 파생된 사

동사는 ‘닑이-’기 때문에 사동사와 변별하기 위해 ‘-히-’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곽충구 2004: 17). 이러한 예로 ‘먹-(食)’의 피동사 ‘먹히-’와 사동사 ‘먹이-’가 있

다. ‘볿히-’는 ‘볿-’에 ‘-히-’가 결합하여 피동사가 된 것인데 이는 ‘히->볿히-’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60). ‘뽑히-’는 ‘뽑-’에 ‘-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피동사이고 ‘업

히-’도 ‘업-’에 ‘-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피동사이다. ‘속히-’는 ‘속-’에 ‘-히-’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 것인데 이때의 ‘속히-’는 함북방언에서 주어에 미친 동
작이나 작용이 어떤 타율적인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 해
당한다. 

(4ㄴ)은 ‘궂-히-’로 분석되는데 ‘언짢고 나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궂다2’에 결합

한 것이다61). ‘궂히-’는 ‘속히-’와 마찬가지로 주어에 미친 동작이나 작용이 어떤 
타율적인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4ㄷ)은 ‘생각-히-’로 분석할 수 있는데 중부방언에서는 ‘-하다’가 결합된 타동
60) 15세기 이후 ‘ㅸ’이 한국어의 자음체계에서 사라지면서(이기문 1972/1977: 40-46) ‘ㅸ’ 말음

이었던 ‘-(踏)’의 피동사가 ‘이-’에서 ‘히-’에 의해 대치되었다(정승철 2007: 134). 
61) ‘즈즈궂-(좋지 않은 일이 계속되다)’에 대한 피동사 ‘즈즈궂히-’도 쓰인다. 
예문: 어′때 이′리 즈즈궂나′. 어′때 이′리 즈즈궂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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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피동사로 파생되는 일이 없지만 함북방언에서는 ‘생각히-’와 같은 피동사가 존
재한다(곽충구 2004: 6).

다음으로 ‘-히우-’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 경우를 살펴본다.

(5) 맞히우다(부딪치다, 허리를 ~), 멕히우다(먹히다), 얹히우다(얹히다, 체하다)62), 
잽히우다(잡히다, 執)

(5)는 ‘맞-히우-, 멕-히우-, 얹-히우-, 잽-히우-’로 분석된다. ‘-히우-’는 파
찰음과 폐쇄음, ‘ㄵ’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히우-, 멕히우-’는 ‘맞히다, 먹히다’보다 ‘완료’의 느낌이 강하다. ‘얹히우-’
는 ‘얹-’에 ‘-히우-’가 결합한 형태로 ‘얹이우-’와 같이 ‘체하다’의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 ‘잽히우-’는 ‘잡-’에 ‘-히우-’가 결합된 것으로 ‘잡히다’와 같은 의미로 사
용된다. 

‘-히-’는 폐쇄음과 파찰음, ‘ㄺ’, ‘ㄼ’으로 끝난 동사어기와 파찰음으로 끝난 형용
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히우-’는 폐쇄음과 파찰음, ‘ㄵ’으로 끝
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히우-’는 ‘-히-’에 ‘-우-’가 한 
번 더 결합하여 완료의 의미를 더해준다. 

3.1.3. ‘-리-’와 ‘-리우-’

피동사파생접미사 ‘-리-’는 16세기 후기에 ‘-구-’와 함께 ‘ㄹ’ 뒤에 나타나기 시
작한 접미사이다(이상억 1980: 127). 함북방언의 피동사파생접미사 ‘-리-’는 유음
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걸리다(걸리다, 돌에 ~), 너털리다~떨리다(떨리다), 말리다63)(말리다, 捲), 물
리다(물리다, 退), 매달리다(매달리다, 철봉에~), 실리다(실리다, 載) 

62) ‘-이우-’가 결합된 ‘얹이우다’가 고형이고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곽충구 2004: 17). 
63) ‘싸움을 말리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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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 ‘걸-리-, 너털~떨-리-, 말-리-, 물-리-, 매달-리-, 실-리-’로 분석
된다. ‘-리-’는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걸리-’, 
‘떨리-’의 쓰임은 중부방언의 것과 같다. ‘너털리-’의 어기 ‘너털-’은 현재 사용되
고 있지 않지만 ‘덜덜 떨다’의 옛말의 흔적으로 ‘너털다’가 사용되었그 용례는 다음
과 같다.

(7) ㄱ. 치워 너터러 토코져 호 그치디 아니커든.(救急簡易方諺解1:79)
ㄴ. 목소 쉬고 치워 너털고.(언해두창집요 상: 31)

‘물리-’는 중부방언의 것과 쓰임 상 차이가 있는데 ‘지불하다’의 의미인 ‘물다’에 
‘-리-’가 결합하여 ‘환불받다’의 의미의 피동사로 파생된 것이다. ‘물다’와 ‘물리다’
의 용례는 아래 제시한 것과 같다.

(8) ㄱ. 내 지금 가서 두부값 물고 올게.(내가 지금 가서 두부값을 내고 올게.) 
ㄴ. 이 두부 신내 난다야, 가 물래야겠다.(이 두부 변질했네, 가서 환불받아야겠

다.)

‘매달리-’는 ‘매달-’에 ‘-리-’가 결합한 것이고 ‘실리-’는 불규칙활용어기 ‘싣-’
에 ‘-리-’가 결합한 것이다. 

다음으로 ‘-리우-’의 결합양상을 살펴본다. 

(9) 눌리우다(눌리다, 押), 발리우다(발리다, 塗), 얼리우다(속이다)

(9)는 ‘눌-리우-, 발-리우-, 얼-리우-’로 분석된다. ‘-리우-’는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눌리우-’는 ‘누르-’의 불규칙활용 ‘눌-’에, 
‘발리우-’는 ‘바르-’의 불규칙활용 ‘발-’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
어르-’이라는 어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누르-’, ‘바르-’로부터 유추하여 ‘*어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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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얼리우-’가 ‘*어르-’의 불규칙활용 ‘*얼-’에 ‘-리
우-’가 결합한 것으로 본다. 

‘-리-’는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고 ‘-리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동
사어기에 결합하여 해당어기의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리우-’는 ‘-리-’에 ‘-우-’
가 한 번 더 결합하여 완료의 의미를 더해준다. 

3.1.4. ‘-기-’와 ‘-기우-’

‘-기-’는 함북방언의 경우 자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
킨다. 다른 피동사파생접미사에 비해 더 활발하게 결합한다. 

(10) 갱기다(감기다, 捲), 꼽기다(꽂히다, 揷), 끈기다[끈끼다](끊기다, 斷), 날기다
(날리다, 飛), 다슬기다(닳아지다, 磨), 달기다(달리다, 掛), 댇기다(달려지다, 
走), 듣기다(들리다, 聽), 물기다(물리다, 嚙), 붓기다(붓기다, 腫), 싣기다(실리
다, 載), 쌀기다~쏠기다(썰리다, 切), 씿기다(씻기다, 洗), 짤기다(짤리다), 쯪
기다(찢기다, 撕)

(10)은 ‘갱-기-, 꼽-기-, 끈-기-, 날-기-, 다슬-기-, 달-기-, 댇-기-(走), 
듣-기-, 물-기-, 붓-기-, 싣-기-, 쌀~쏠-기-, 씿-기-, 짤-기-, 쯪-기-’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기-’는 선행하는 자음에 상관없이 폐음절 동사어기에 결
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갱기-’는 ‘감-’에 ‘-기-’가 결합한 것이고 ‘갱-’은 
‘감-’에서 움라우트와 연구개음화를 겪은 것이다. ‘꼽기-’는 ‘꼽-(꽂-)’에 ‘-기-’
가 결합한 것인데 함북방언에서 ‘꼽-’의 활용은 ‘꼽고, 꼬브니, 꼬바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어기 ‘꼽-’에 ‘-기-’가 결합한 것을 본다. ‘끈끼다’는 ‘끈-’에 ‘-기
-’가 결합된 후 경음화가 된 것으로 ‘끊어지다’의 의미를 나타낸다64). 

‘날기-’는 ‘날-’에 ‘-기-’가 결합한 것으로 사동접미사 ‘-구-’와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기-’가 결합하였다. ‘다슬기-’는 ‘다슬-’에 ‘-기-’가 결합한 것이고 ‘달
64) 제주방언에 ‘끊다’의 의미로 ‘끈다’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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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타동사 ‘달-’에 ‘-기-’가 결합한 것이다. ‘댇기-’는 ‘닫-’에 ‘-기-’가 결합
한 후 움라우트를 겪은 것이다. ‘듣기-’는 ‘듣-’에 ‘-기-’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
생한 것인데 중부방언에서는 ‘ㄷ’불규칙활용어기에 ‘-리-’가 결합한 ‘들리-’지만 함
북방언에서는 ‘ㄷ’불규칙이 아닌 ‘듣기-’이다. ‘물기-’는 ‘물-’에 ‘-기-’가 결합하여 
‘개한테 물기다’처럼 사용되는데 중부방언의 ‘물리다’와 쓰임이 같다. 

‘붓기-’는 붓는 것이 다른 객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
에 피동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쌀~쏠기-’는 ‘쏠-’에 ‘-기-’가 결합한 것으로 이때
의 ‘쏠-’은 ‘쏠구, 쏠아서, 쏠지’와 같이 활용한다. ‘싳기-(씻기다)’는 피동사와 사동
사로 모두 사용되는데 피동사로 사용될 때는 ‘비 와서 내 신발 다 깨끗하게 씨겟다
야(비가 와서 내 신발이 깨끗하게 씻겼네)’와 같다. ‘짤기-’는 ‘짜르-’의 불규칙활용 
‘짤-’에 ‘-기-’가 결합한 것이다. ‘쯪기-’는 ‘쯪-’에 ‘-기-’가 결하한 것으로 ‘찢
->쯪-’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함북방언에서 ‘쯪-’은 ‘쯪고, 쯪어, 쯪
지’와 같이 활용한다.

‘-기-’와 비슷한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 ‘-기우-’가 있다. ‘-우-’가 한 번 더 결
합하여 ‘완료’의 의미를 더해준다. ‘-기우-’는 불규칙활용을 하는 어기에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 갇기우다(갇히다), 갈기우다(갈리다, 分), 물기우다(물리다, 嚙), 딸기우다(쫓기
다, 追), 발기우다(발리다65), 剝)

(11)은 ‘갇-기우-, 갈-기우-, 물-기우-, 딸-기우-, 발-기우-’로 분석된다. 
‘-기우-’는 폐쇄음,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물
기우-’를 제외하면 모두 불규칙활용어기에 ‘-기우-’가 결합한다. ‘갇기우-’는 ‘가두
-’의 불규칙활용 ‘갇-’에, ‘갈기우-’는 ‘가르-’의 불규칙활용 ‘갈-’에, ‘딸기우-’는 
‘따르-’의 불규칙활용 ‘딸-’에, ‘발기우-’는 ‘바르-’의 불규칙활용 ‘발-’에 ‘-기우-’
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65) 중부방언의 그것과는 다소 의미차가 있고 또 일상적으로 흔히 쓰인다. 가령, ‘사과’나 ‘바나나’ 
따위는‘ 껍지르 발가라’라고 한다. ‘껍질을 벗겨 속에 든 내용물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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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기우-’의 경우 피동사로 ‘갇히-’와 ‘갇기-’도 사용되는데 ‘갇기우-’는 그 둘에 
비해 ‘완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기우다’는 ‘물기다’도 사용되는데 마찬가지
로 ‘물기우다’가 ‘물기다’에 비해 ‘완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피동사파생접미사 
‘-기-’가 결합된 후 ‘-우-’가 한 번 더 결합하여 ‘완료’의 의미를 더해준 셈이다.

‘-기-’는 선행하는 어기의 말음과 상관없이 폐음절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
를 파생시킨다. 똑같은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날기다-날구다’처럼 구분되는 경우도 많다. ‘-
기우-’는 ‘-기-’에 ‘-우-’가 한 번 더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폐
쇄음,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기우-’는 ‘-기
-’에 비해 ‘완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1.5. ‘-우-’

함북방언에서는 피동표현과 관련하여 접미사 ‘-우-’가 매우 활발하게 쓰인다(곽
충구 2004: 10). ‘-우-’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12) 가리우다(가려지다), 개우다(개이다), 끼우다~찌우다(끼이다), 떼우다(뜯기다), 
호비우다~하비우다~할키우다(허비다) 

(12)는 ‘가리-우-, 개-우-, 끼~찌-우-, 호비~하비~할키-우-’로 분석된다. 
‘-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동사의 피동사를 파생하는 역
할을 한다. 

‘가리우-’는 ‘보이거나 통하지 못하도록 막히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3) 이불에 가리워가꾸 아이 보인다야.(이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개우-’는 ‘이불이 누구에게 개어지다’의 의미로, ‘끼우-/찌우-’는 ‘끼임을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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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4) 책상에 소이 끼워가꾸 아프다야.(책상에 손이 끼여서 아프네.)

‘떼우-’는 ‘떼이다’ 즉 ‘남에게 재물 따위를 억지로 빼앗기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호비우-’는 ‘긁힘을 당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같은 의미로 ‘할키우-’도 사용된
다. ‘호비우-’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15) 가한테 얼굴으 호비워가꾸 허물 생겠다.(걔한테 얼굴을 긁혀서 흉터가 생겼어.) 

‘-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3.1.6. ‘-구-’

함북방언에서 ‘-구-’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한다.

(16) 끄슬구다(그을리다) 

(16)은 ‘끄슬-구-’로 분석된다. ‘-구-’는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
동사를 파생시킨다. 중부방언에서는 ‘그을다’에 접미사 ‘-리-’가 결합된 형태 ‘그을
리다’가 사용되지만 함북방언에서는 어두경음화된 ‘끄슬다’에 접미사 ‘-구-’가 결합
된 ‘끄슬구다’가 사용된다. ‘끄슬구다’는 사동사로도 사용된다.

‘-구-’는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다. 중부방언에
서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리-’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드는 반면 함북방언
에서는 ‘-구-’가 결합하여 피동사가 된다. 

3.2. 사동사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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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기에 사동사파생접미사 ‘-이-, -히-, -리-, -기
-, -우-, -구-, -추-’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다(이익섭·채완 1999: 306). 

함북방언의 경우 사동사파생접미사는 ‘-이-, -히-, -리-, -기-, -키-, -우
-, -구-, -쿠-, -후-’ 등이 있는데 예들을 제시하고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
다. 

3.2.1. ‘-이-’와 ‘-이우-’

함북방언에서 ‘-이-’와 ‘-이우-’는 동사나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
생시킨다. 선행어기의 품사에 따라 동사어기와 결합한 것, 형용사어기와 결합한 것
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선행어기의 음운론적 환경 즉 모음과 자음으로 끝난 것
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먼저 ‘-이-’의 결합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ㄱ. 구불이다(구불게 하다, 曲), 깉이다(남기다, 餘), 끓이다(끓이다, 湯), 녹이
다(녹이다, 溶), 눕이다(눕히다), 늘이다(늘이다, 延), 닉이다(익히다), 닑이
다(읽히다, 讀), 맡이다66)(맡기다, 任), 멕이다(먹이다), 묵이다(묵히다), 
벌이다(벌리다, 팔을 ~, 틈을 ~), 쇡이다(속이다), 쌕이다(삭다. 삭히다), 
쎅이다(썩다, 썩히다), 앉이다(앉다. 앉히다), 절이다(절이다, 醃), 줄이다
(줄이다, 減), 쫄이다(조리다, 어육이나 채소 등을 양념하여 국물이 적게 바
짝 끓이다)

ㄴ. 누이다(누게 하다), 티우다(치게 하다, 시험을~) 

(17ㄱ)은 ‘구불-이-, 깉-이, 끓-이-, 녹-이-, 눕-이-, 늘-이-, 닉-이-, 닑
-이-, 맡-이-, 멕-이-, 묵-이-, 벌-이-, 속-이-, 쌕-이-, 쎅-이-, 앉-이-, 
절-이-, 줄-이-, 쫄-이-’로 분석된다. 이때의 ‘-이-’는 유음과 폐쇄음, 자음군 
‘ㅀ’, ‘ㄺ’, ‘ㄵ’ 등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66) ‘->맡-’의 변화를 겪은 어기 ‘맡-’을 어기로 하여 파생된 ‘맡이-’와 ‘맡기-’가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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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이다’는 ‘구불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깉이다’는 ‘남기다’의 함북방언
으로 동사어기 ‘깉-’에 ‘-이-’가 결합되어 ‘밥이 깉었다(밥이 남았다)→밥우 깉이디 
마오(밥을 남기지 마오)’와 같이 사용된다. ‘깉이다’는 ‘기치다’로 구개음화를 겪지 
않았다. 함북방언의 경우 ‘ㄷ’구개음화 규칙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곽충구 2001, 
소신애 2002). 

다음은 ‘구불이다’와 ‘늘이다’가 사용된 예문이다. 예문을 보면 ‘구불에’와 ‘늘에’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ㅕ>ㅔ’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8) ㄱ. 니 저 쐬주르 구불에 바라.(니가 저 쇠줄을 구불게 해 봐라.)
ㄴ. 니 그 고무주르 늘에 바라.(니가 그 고무줄을 늘려 봐라.)

‘끓이다’와 ‘녹이다’는 각각 ‘끓게 하다’와 ‘녹게 하다’의 의미로 중부방언과 쓰임이 
같다. ‘눕이다’는 동사어기 ‘눕-’에 ‘-이-’가 결합된 것으로 중부방언의 ‘눕히다’, 
‘누이다’와는 다른 파생을 보인다. ‘늘이다’는 ‘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닉이
다’는 ‘익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중부방언의 ‘익히다’와 쓰임이 같다. ‘닑이다’
는 ‘읽게 하다’, ‘맡이다’는 ‘맡게 하다’ 즉 중부방언의 ‘맡기다’와 같은 것이다. 

‘멕이다’는 ‘먹이다’의 움라우트형으로 ‘먹게 하다’ 또는 ‘먹여주다’의 의미를 가지
고 있다. ‘묵이다’는 ‘묵게 하다’의 의미인데 이때의 ‘묵-’은 ‘재수하다’의 의미로 사
용되는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9) 우리 아들 공부르 잘 못해서 한 학년 묵일라고.(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한 학년 재수하게 하려고.)

앞의 (17ㄱ)의 ‘벌이다’는 ‘두 팔을 널게 벌여봐’와 같이 사용된다. 중부방언에서
는 ‘벌리다’가 쓰이는 반면 함북방언에서는 ‘벌이다’가 사용된다. ‘쇡이다’는 ‘속이다’
의 움라우트형이다. ‘쎅이다’는 ‘썩이다’의 움라우트형으로 ‘썩히다’ 즉 ‘썩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절이다’는 ‘(김치를) 담그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줄이다’
는 ‘늘이다’와 상반되는 것으로 ‘짧게/적게 만들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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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어두경음화를 겪은 형태로 ‘국물을 쫄이다’와 같이 사용된다. 
(17ㄴ)은 ‘누-이-, 티-우-’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이-’는 모음으로 끝난 어기

에 결합한 것이다. ‘누이다’는 ‘누다’의 사동사로 ‘애기 오줌 쫌 누에라’와 같이 사용
된다. ‘티우다’는 ‘시험을 보게 하다’의 방언형인 ‘시험을 치우다’인데 ‘티우다’는 구
개음화가 되지 않은 형태이다. 

다음은 형용사어기에 결합한 예들이다. 

(20) 얕이다(얕게 하다)

(20)은 ‘얕-이-’로 분석된다. 이때의 ‘-이-’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얕이다’는 ‘소리를 낮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또한 ‘야치다’로 
구개음화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우-’가 동사어기에 결합한 예이다. 

(21) 놀래우다(놀라게 하다, 驚), 띠우다(띄우다, 浮), 배우다(보이게 하다), 쌔우다
(오줌을 싸게 하다), 자래우다~재래우다(키우다, 長), 재우다(재우다, 寢), 태우
다(태우다, 乘, 燒)

(21)은 ‘놀라-이우-, 뜨-이우-, 보-이우-, 싸-이우-, 자라-이우-, 자-이우
-, 타-이우-’로 분석된다. ‘-이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
사를 파생시킨다. 이때의 ‘-이우-’는 ‘-이-’ 뒤에 ‘-우-’가 한 번 더 결합하여 완
료의 의미를 더해준다. 이상억(1980: 131)에서는 말모음이 ‘-/으-’인 대부분의 
어간에 ‘-ㅣ오/ㅣ우-’가 연결된다고 하였는데 함북방언의 경우 선행모음은 ‘아, 오, 
으’이다. 

‘놀래우다’는 ‘놀라-’에 ‘-이우-’가 결합되어 ‘놀라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띠우다’는 ‘뜨-’에 ‘-이우-’가 결합한 후 어두음절에서 단모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쌔우다’는 ‘싸-’에 ‘-이우-’가 결합한 것이고 ‘재우다’는 ‘자-’에 ‘-이우-’가 결합
되어 파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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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형용사어기에 ‘-이우-’가 결합된 예이다. 

(22) 채우다(차게 하다, 冷)

(22)는 ‘차-이우-’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채우다’는 ‘차-’에 ‘-이우-’가 결합
하여 ‘더운 물건을 찬물에 담그거나 찬 곳에 넣어서 식히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요약컨대 ‘-이-’는 선행하는 어기의 음운론적 환경과 무관하게 동사어기나 형용
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이우-’는 ‘-이-’ 뒤에 ‘-우-’가 한 번 
더 결합하여 완료의 의미를 더해준다.

3.2.2. ‘-히-’

함북방언에서 ‘-히-’는 동사나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
히-’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품사에 따라 
동사어기와 결합한 것, 형용사어기와 결합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동사어기에 ‘-히-’가 결합한 예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눕히다(눕히다, 臥), 맞히다(맞히다, 도둑을), 묻히다67)(묻히다, 染), 식히다(식
게 하다, 밥을 ~), 썩히다~쎅히다(썩히다, 腐), 젖히다~젲히다(젖히다, 濕)

(23)은 ‘눕-히-, 맞-히-, 묻-히-, 식-히-, 썩~쎅-히-, 젖~젲-히-’로 분석
된다. 이때의 ‘-히-’는 폐쇄음, 파찰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눕히다’, ‘맞히다’, ‘묻히다’, ‘식히다’, ‘썩히다’, ‘젖히다’는 
중부방언에서의 쓰임과 같다. ‘쎅히다’와 ‘젲히다’는 ‘썩히다’, ‘젖히다’의 움라우트형
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젲히다’의 경우 개재자음이 경구개음 ‘ㅊ’이어서 움
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는 형태가 아님에도 움라우트가 된 것이다68).
67) 피동사의 경우 어기의 말음이 ‘ㄷ’이면 ‘-기-’가 결합된다. 그러나 사동사의 예이지만 ‘묻-’

(染)에는 ‘-히-’가 결합된다. 예문: 붇에 먹물으 묻히다[muthí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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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형용사어기에 ‘-히-’가 결합한 예를 제시한 것이다.

(24) 굽히다(굽히다, 曲), 넓히다(넓히다, 廣), 더럽히다(더럽히다, 汚), 뎁히다(데우
다, 熱), 밝히다(밝히다, 明)

(24)는 ‘굽-히-, 넓-히-, 더럽-히-, 뎁-히-, 밝-히-’로 분석된다. 이때의 ‘-
히-’는 폐쇄음이나 ‘ㄺ’, ‘ㄼ’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다. ‘굽히다’는 ‘구불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넓히다’는 ‘공간을 넓게 하다’의 의
미로 사용된다. ‘더럽히다’는 중부방언의 것과 쓰임이 같다. ‘뎁히다’는 ‘덥-’에 ‘-히
-’가 결합된 후 움라우트 된 것이다. ‘밝히다’는 ‘밝게 하다’ 즉 ‘옳고 그른 것을 가
려 분명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전광현(1988: 15)에서는 ‘히-’의 ‘-히-’
를 동사화 접미사로 보았는데 이때 동사화 접미사라는 것은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
꿔주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즉 사동접미사와 별 차이 없는 것
이다. 

요컨대 ‘-히-’는 폐쇄음, 마찰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
하기도 하고 폐쇄음이나 ‘ㄺ’, ‘ㄼ’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
하기도 한다. 

3.2.3. ‘-리-’와 ‘-리우-’

함북방언에서 ‘-리-’와 ‘-리우-’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먼저 동사어기에 ‘-리-’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25) 놀리다(놀리다, 驚, 嘲), 달리다(달리다, 走), 말리다(말리다, 乾), 불리다~뿔리

68) 개재자음이 치조음이나 경구개음인 경우에도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예는 ‘애리다(아리다)’, ‘값
에치(값어치)’ 등이 있다. 이런 경우 움라우트가 아니라 활음첨가현상으로 보는 견해도(배주채 
1996, 김주필 2010)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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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불리다, 콩을 ~), 살리다(살리다, 목숨을 ~), 흘리다(흘리다, 流)

(25)는 ‘놀-리-, 닫-리-, 마르-리-, 불~뿔-리-, 살-리-, 흐르-리-’로 분석
된다. ‘-리-’는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놀리다’
와 ‘달리다’는 ‘놀기다’와 ‘달기다’도 사용된다. ‘놀라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놀리다’만 사용되는 반면 ‘조롱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놀기다’도 사용된다. ‘달
리다’와 ‘달기다’는 모두 ‘달리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말리다’는 ‘마르-’의 불규
칙활용형 ‘말-’에 ‘-리-’가 결합된 것으로 ‘젖은 옷을 좀 말려라’와 같이 사용된다. 
‘뿔리다’는 ‘불리다’에서 어두경음화를 겪은 형태이고 ‘불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살리다’와 ‘흘리다’는 중부방언의 그것과 같은데 ‘살게 하다’, ‘흐르게 하다’의 의미
를 나타내는 사동사이다. 다음은 ‘불리다’가 사용된 예문이다. 

(26) 이따가 저녁때 밥에 너을 콩으 좀 뿔레라.(이따 저녁에 밥에 넣을 콩을 좀 불
려라.)

다음은 동사어기에 ‘-리우-’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27) 말리우다(말리다, 乾), 몰리우다(모르게 하다)

(27)은 ‘말-리우-, 몰-리우-’로 분석된다. ‘-리우-’는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
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말리우다’는 불규칙활용어기 ‘말-’에 ‘-리우-’
가 결합된 예로 ‘마르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몰리우다’는 ‘모르게 하다’의 의
미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알-(知)’이나 ‘모르-(不知)’에는 사동사파생접미사가 
결합하지 않지만 함북방언의 경우 다른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리우-’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곽충구 2004: 7). 

요약하자면 ‘-리-’와 ‘-리우-’는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리우-’가 결합한 사동사는 ‘-리-’가 결합한 사동사에 비해 완료의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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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기-’와 ‘-기우-’

함북방언에서 ‘-기-’와 ‘-기우-’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자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와 결합하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의 결합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걷기다~걸기다~걿기다(걸리다, 步), 구불기다(구불이다, 轉, 彎), 굴기다(굴리
다, 轉), 놀기다(놀리다, 嘲), 뜯기다(뜯다, 拈), 맡기다~맽기다(맡기다, 任), 
물기다(물리다, 退), 달기다~닳기다(달리다, 走), 벗기다~벳기다(벗기다, 脫), 
숨기다~싱기다~쉼기다(숨기다), 신기다~신끼다(신기다, 履), 싳기다(씻기다, 
洗)

(28)은 ‘걷~걸~걿-기-, 구불-기-, 굴-기-, 놀-기-, 뜯-기-, 말-기-, 맡~
맽-기-, 물-기-, 달~닳-기-, 벗~벳-기-, 숨~신~쉼-기-, 신-기~끼-, 싳-기
-’로 분석할 수 있다. ‘-기-’는 유음, 비음, 폐쇄음, 마찰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걷기다’는 ‘걷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
는 사동사이다. 같은 의미로 ‘걸기다’도 사용되는데 이는 ‘步’의 의미로 ‘걿-’과 ‘걷
-’ 둘 다 사용되는 데서 기인한 듯하다. 다음은 ‘걷-(步)’관련 단어들이 사용된 예
문이다. 

(29) ㄱ. 어머머, 자 이제 걿는다야.(어머나, 쟤 이제 걷네.)  
ㄴ. 저기서 걸어오는 게 니네 엄마 아이야?(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너네 어머

니지 않아?)
ㄷ. 자 걷는 거/걿는 거 바라.(저 애 걷는 거 봐라.)
ㄹ. 애르 너무 안꾸만 있지 말구 좀 걿게라.(아이를 너무 안고만 있지 말고 좀 

걷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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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기-’는 ‘구불게 하다’의 의미로 ‘허리르 구불기다, 바키르 구불기다’와 같이 
‘굴리다’와 ‘굽게 하다’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굴기-’는 ‘굴리다’의 의미로 사용
되는데 ‘눈덩이 같은 것을 동그랗게 만들다’의 의미로 ‘굴기다’가 사용된다. ‘놀기-’
는 ‘놀다’의 사동형으로 중부방언에서는 ‘-리-’가 결합되는 것과 달리 ‘-기-’가 결
합된다. ‘뜯기-’는 ‘뜯-’에 ‘-기-’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생시킨 것이고 ‘맡기-~
맽기-’는 중부방언의 ‘맡기다’와 같은데 ‘맽기다’는 ‘맡기다’의 움라우트형이다. 

‘물기-’는 ‘물-’에 ‘-기-’가 결합된 것이고 ‘(돈을) 지불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
용된다. ‘달기다’는 ‘닫-’에 ‘-기-’가 결합된 것인데 ‘달리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이다. ‘닫-’의 활용은 ‘달코, 달치, 다르므’로 ‘달기-’는 유음과 모음사이에서 
‘ㅎ’이 탈락한 형태에 ‘-기-’가 결합한 것이다. ‘벗기-~벳기-’는 ‘벗게 하다’의 의
미를 가지는 사동사이고 ‘벳기다’는 ‘벗기다’의 움라우트형이다. 

‘숨기-~신기-~쉼기-’는 ‘숨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드러나지 않게 하다’를 나타내는 말이다. ‘숨-, 신-, 쉼-’ 등 세 가지 형태
가 공존하는데 ‘숨-’을 기본형으로 잡고 각각 ‘숨->쉼->심->신-’의 변화를 겪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세 형태가 이형태 관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신기다~신
끼다’는 ‘신발을 신기다~신끼다’로 사용되는데 경음화되지 않은 형태도 사용되는가 
하면 비음 뒤에서 경음화된 ‘신끼-’도 쓰인다. 여기서 ‘신다’의 사동사인 ‘신기다’는 
비음 ‘ㄴ’ 뒤에서 경음화하였다. 반면 같은 비음이지만 ‘ㅁ’을 어말 자음으로 하는 
‘넘기-’는 경음화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비음 뒤 경음화의 시작이 ‘ㄴ’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싳기-’는 ‘싳-(씻-)’에 ‘-기-’가 결합한 것인데 여기서 동사어기를 
‘싳-’으로 본 것은 ‘시처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의 사동형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가 결합한 ‘맛디다’로 보았고 ‘이’앞에서 
구개음화 되어 ‘맛지다’가 되고 과도교정 되어 ‘맛기다’로 된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
나 함북방언에서 ‘갇다-갇기다-갇기우다’와 같이 ‘ㄷ’말음 어기에 ‘-기-’가 결합되
는 것으로부터 유추해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설명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ㅼ’뒤
에 ‘-이-’가 아닌 ‘-기-’가 직접 결합되어 ‘맡기다’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맛디다-맛지다-맛기다’와 같은 변화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음은 동사어기에 ‘-기우-’가 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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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말기우다(마르다, 裁斷, 옷을 마르게 하다), 신기우다(신기다)

(30)은 ‘말-기우-, 신-기우-’로 분석된다. ‘-기우-’는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정리하자면 ‘-기-’는 어기 말음이 폐쇄음 ‘ㄷ’, 마찰음 ‘ㅅ’, 유음 ‘ㄹ’, 비음 ‘ㄴ, 
ㅁ’인 것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선행어기의 말음이 유음인 경우 ‘걸기다, 
달기다, 물기다, 놀기다’가 되고 선행어기가 비음인 경우 ‘신끼다(신기다)’와 ‘넘기다
(넘기다)’가 된다. 

3.2.5. ‘-키-’

함북방언에서 ‘-키-’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31) ㄱ. 개키다(개이다, 이불을 개다) 
ㄴ. 싱키다(숨기다) 

(31ㄱ)은 ‘개-키-’로 분석되고 ‘개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키-’는 모음으
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31ㄴ)은 ‘숨-키-’로 분석된다. 비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파
생시킨다69). 여기서 ‘싱키다’는 ‘숨키->쉼키->슁키->싱키-’의 변화를 겪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키-’는 모음과 ‘ㅁ’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3.2.6. ‘-우-’
69) 정의향(2010: 85-86)에서 평북 철산지역어에서 ‘-기-’는 ‘ㄴ’, ‘ㄷ’, ‘ㅌ’, ‘ㄹ’, ‘ㅁ(ㄻ)’, ‘ㅅ

(<ㅿ)’, ‘ㅇ’으로 끝난 어간말음에 결합하고 ‘-키-’는 ‘ㄹ’, ‘ㅁ’, ‘ㅇ’, ‘ㅅ’인 어기에 결합한다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지만 ‘-기-’와 ‘-키-’ 두 형태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중 ‘-
키-’가 결합한 사동사로 ‘살키다(살리다)’, ‘숨키다(숨기다)’, ‘엉키다(엉기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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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북방언에서 ‘-우-’는 동사어기나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먼저 동사어기에 결합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2) 곰치우다(숨기다), 길우다(길게 하다), 비우다~찌우다(따르다), 시우다(시게 
하다, 酸)

(32)는 ‘곰치-우-, 길-우-, 비~찌-우-, 시-우-’로 분석된다. ‘-우-’는 모음 
또는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곰치우다’는 ‘곰치
-(숨다)’에 ‘-우-’가 결합되어 ‘숨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길우다’는 동사어기 
‘길-’에 ‘-우-’가 결합되어 ‘길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동사이다. ‘비우다’는 
형용사어기 ‘비-’에 ‘-우-’가 결합하여 ‘비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은 ‘곰
치우다’와 ‘비우다’가 사용된 예문이다.

(33) ㄱ. 니 지금 곰체 받자 쓸때없다.(니가 지금 숨어봤자 쓸모없다.) 
ㄴ. 내 니르 곰치와 주께.(내가 너를 숨겨 줄게.)
ㄷ. 니 동새 오기 전에 그 사과르 빨리 곰치워라.(너의 동생이 오기 전에 그 사

과를 빨리 숨겨라.)

(34) 빨리 고뿌에다 술 좀 비워바라.(얼른 잔에다 술을 좀 따라봐라)70).

‘-우-’는 모음으로 끝난 동사어기나 형용사어기,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와 결
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3.2.7. ‘-구-’

‘-구-’는 형용사나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함북방언의 경우 
70) 제주도 방언에서 ‘술 비워불라(술을 따라라)’를 사용한다(송상조 199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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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타동사’ 구성에도 결합하는데 그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5) ㄱ. 간줄구다(간질이다), 길구다(기르게 하다), 끄슬구다(그을리다), 날구다(날
리다, 飛), 널구다~널쿠다(넓히다, 廣), 넘구다(넘기다, 越), 늘구다(늘리다, 
延), 닐구다(일으키다, 起), 다슬구다(다슬게 하다, 磨), 돋구다(돋구다, 흥
을 ~), 돌구다(돌리다, 轉), 뗄구다(떼다, 간판을 ~), 물구다(물리다, 退), 
불구다(불리다, 增), 살구다(살리다, 生), 알구다~알쿠다(알리다, 知), 얼구
다(얼리다, 凍), 일구다(이루다, 成), 줄구다~쭐구다(줄이다, 縮)

ㄴ. 밸뿔구다(화나게 하다)

(35ㄱ)은 ‘간줄-구-, 길-구-, 끄슬-구-, 날-구-, 널-구~알-쿠-, 넘-구-, 
닐-구-, 다슬-구-, 돋-구-, 돌-구-, 뗄-구-, 물-구-, 불-구-, 살-구-, 알-
구-~알-쿠-, 얼-구-, 일-구-, 줄~쭐-구-’로 분석된다. ‘-구-’는 유음이나 폐
쇄음, 비음으로 끝난 형용사나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간줄구
다’는 동사어기 ‘간줄-’에 ‘-구-’가 결합하여 ‘간줄구다’가 된 것이다. 함북방언에서 
‘간질-’이 동사로 사용되는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36) 야, 좀 간질지 말라. 니 내르 그렇게 간질므 내 간지러바서 못 참재야(야, 좀 
간질이지 말라. 니가 나를 그렇게 간질이면 나는 간지러워서 못 참는다.) 

‘길구-’는 동사 ‘기르-’의 ‘ㄹ’로 끝난 불규칙활용어기 ‘길-’에 ‘-구-’가 결합하
여 ‘기르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끄슬구-’는 ‘끄슬-’에 ‘-구-’가 결합하여 ‘그
을리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날구-’는 ‘날-’에 ‘-구-’가 결합하여 ‘어떤 물체
가 바람에 날려 움직이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이다. ‘널구다’는 ‘너르다’의 
불규칙활용형인 ‘널-’에 ‘-구-’가 결합하여 ‘넓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이
다. ‘널쿠-’도 사용되는데 이때 ‘-쿠-’는 일종의 강음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곽충구
2004: 30). ‘넘구-’는 ‘넘-’에 ‘-구-’가 결합하여 ‘넘기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닐구
-’는 ‘닐-’에 ‘-구-’가 결합하여 ‘일어나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동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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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구-’는 ‘다슬-’에 ‘-구-’가 결합하여 ‘다슬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돋
구-’는 ‘흥이 돋-’의 ‘돋-’에 ‘-구-’가 결합하여 ‘흥을 돋구다’로 사용된다. ‘돌구-’
는 ‘돌-’에 ‘-구-’가 결합하여 ‘돌리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뗄구-’는 ‘뗄-구-’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어기 ‘뗄-’은 ‘떼다’와 ‘떨구다’의 혼효
형으로 보인다. ‘떨다’에는 ‘떨다1’과 ‘떨다2’가 있는데 ‘떨다1’은 ‘물체가 작은 폭으로 
빠르게 반복하여 흔들리다’, ‘떨다2’는 ‘달려 있거나 붙어 있는 것을 쳐서 때어 내다’
이다. 이 지역에서 ‘뗄구다’는 ‘떨다2’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떨다1’에 해당하는 
피동형은 ‘-기-’가 결합한 ‘떨기다’가 사용되는데 그 쓰임은 ‘다리가 후두후두 떨긴
다(다리가 후둘후둘 떨린다)’와 같다.

(37) 바깥에 나가서 초마 밑에 있는 제비둥지르 뗄군 담에 들어오라므.(밖에 나가서 
처마 밑에 있는 제비둥지를 떨군 다음에 들어오렴.)

‘물구-’는 ‘물-’에 ‘-구-’가 결합하여 ‘물리-’의 의미를 나타내고 ‘불구-’는 ‘불
-’에 ‘-구-’가 결합하여 ‘불리-’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살구
다’는 동사어기 ‘살-’에 ‘-구-’가 결합되어 ‘살게 하다’, ‘알구다’는 동사어기 ‘알-’
에 ‘-구-’가 결합되어 ‘알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알쿠-’도 ‘알쿠-’도 사용되
는데 이때의 ‘-쿠-’는 ‘널쿠-’에서와 같이 일종의 강음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곽충
구 2004: 30). ‘얼구-’는 ‘얼-’에 ‘-구-’에 결합하여 해당 어기의 사동사를 ‘일구
-’는 ‘일-’에 ‘-구-’가 결합하여 해당 어기의 사동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줄~쭐-
구-’는 동사어기 ‘줄-’에 ‘-구-’가 결합되어 ‘줄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이
다. ‘쭐구-’는 ‘줄구-’가 어두경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앞의 (35ㄴ)은 ‘밸뿔다’가 있으므로 ‘밸#뿔-구-’가 아니라 ‘밸뿔-구-’로 분석되
는데 ‘밸으 뿔구다(화나게 하다)’와 같이 ‘목적어+타동사’ 구성에 ‘-구-’가 결합하
여 ‘화나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38) ㄱ. 내 원래 가 때메 밸이 뿔어나서 더는 못 참겠다. 가는 왜 내르 그냥 밸뿔구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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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자 바라, 또 내르 밸뿔군다. 니느 내 밸으 뿔구므 재미으야?(저 애 봐라, 또 
나를 화나게 한다. 너는 나를 화나게 하면 재미있어?)

(38)에서와 같이 ‘화나게 하다’의 의미로 ‘밸뿔구다’와 ‘밸으 뿔구다’가 사용되고 
있다. ‘밸으 뿔구다’의 능동형은 ‘밸이 뿔다’인데 이것이 사동사로 바뀌면 ‘밸을 뿔구
다’로 되어야 하지만 ‘ㄹ’이 탈락한 ‘으’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구-’는 대부분이 ‘ㄹ’로 끝나는 동사어기들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
킨다71). 

3.2.8. ‘-후-’

‘-후-’는 폐쇄음, 파찰음,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
킨다. 그 결합양상은 다음과 같다. 

(39) ㄱ. 썩후다(썩이다, 腐)
ㄴ. 널쿠다(넓히다, 擴), 딸쿠다(따르다, 隨), 알쿠다(알리다, 知)
ㄷ. 낮후다~얓후다(낮추다), 늦후다(미루다), 맞후다(보조를 ~, 간을 ~)

(39ㄱ)은 ‘썩-후-’로 분석되는데 폐쇄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 ‘썩-’에 사동사파
생접미사 ‘-후-’가 결합하여 ‘썩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를 파생시킨 것이
다. 중부방언에는 ‘-이-’가 결합되는 반면 함북방언에서는 ‘-후-’가 결합하여 사동
사를 파생시킨다. 

(39ㄴ)은 ‘널-쿠-, 딸-쿠-’로 분석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널쿠-’와 ‘알쿠-’
는 ‘널구-’와 ‘알구-’도 쓰이는데 ‘-쿠-’는 ‘-구-’가 강음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곽충구(2004: 16-17)에 따르면 ‘너르-’와 ‘따르-’는 비자동적교체를 보이는 어간
으로 ‘널ㄱ-’와 ‘딸ㄱ-’로 보아 폐쇄음 뒤에 ‘-후-’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1) 정용호(1988: 217)에서는 접미사 ‘-구-’가 사동이나 피동의 접사로서 구실하는 외에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단어조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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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ㄷ)은 ‘낮/*얓-후-, 맞-후-, 늦-후-’로 분석된다. 이때의 ‘-후-’는 파찰음
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 함북방언에서는 ‘소리
를 낮게 하다’라는 말을 나타낼 때 ‘소리 좀 야차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얓-’으로 어기를 상정한 것이다. ‘맞추다’와 ‘늦추다’는 중부방언의 ‘맞추다’, ‘늦추
다’와 쓰임이 같다. 

기주연(1994: 217-218)에서는 근대국어의 파생접미사를 다루면서 ‘-호/후-’를 
다루었는데 이때의 ‘-호/후-’는 ‘ㅈ’으로 끝난 어기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현대한국어에서는 ‘-추-’로 통일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썩후-’, ‘널쿠-’ 등 어형을 고려하여 ‘-호/후-’로 다루었다. 

‘-후-’는 폐쇄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와 파찰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
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3.3. ‘-거리-’
접미사 ‘-거리-’는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접미사라 할 

수 있다(기주연 1994: 218).

(40) ㄱ. 굽실거리다(굽실거리다), 나불거리다(나붓거리다), 들락거리다(들락거리다), 
머뭇거리다~주춤거리다(머뭇거리다), 서성거리다~어스벙거리다~어정거리
다(서성거리다), 수선거리다(수선거리다), 시시덕거리다~시분덕거리다~히
히덕거리다(시시덕거리다), 지분덕거리다~집적거리다(집적거리다), 펄렁거
리다(펄렁거리다)

ㄴ. 새물거리다(부시다, 눈이~)

(40ㄱ)은 ‘굽실-거리-, 나불-거리-, 들락-거리-, 머뭇~주춤-거리-, 서성~어
스벙~어정-거리-, 수선-거리-, 시시덕~시분덕~히히덕-거리-, 지분덕~집적-거
리-, 펄렁-거리-’로 분석된다. 여기서 ‘-거리-’는 자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시키는데 ‘주기적으로 일어나는’의 뜻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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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실거리-’는 중부방언의 ‘굽실거리-’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나불거리-’는 중부
방언의 ‘나불거리-’가 아닌 ‘나붓거리-’와 같이 쓰인다. ‘들락거리-’도 중부방언의 
‘들락거리-’, ‘머뭇거리-~주춤거리-’는 ‘머뭇거리-’와 같은 용법을 보인다. ‘서성거
리-~어스벙거리-~어정거리-’는 ‘서성거리-’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수선거리-’의 ‘수선’은 함북방언에서 ‘수선으 떨다’와 같이 ‘수선’이 명사처럼 사
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명사어기 뒤에 ‘-거리-’가 결합한 것이다. ‘시시덕~
시분덕~히히덕’의 의미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시시덕대-~시분덕대-~히히덕
대-’와 같이 다른 파생에도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어기인 것으로 보인다. ‘지분덕거
리-~집적거리-’는 중부방언의 ‘집적거리-’와 같은 용법을 보인다. ‘펄렁거리-’는 
중부방언의 ‘펄렁거리-’와 같은 용법을 보인다. 다음은 ‘굽실거리다’와 ‘들락거리다’
가 사용된 예문이다.

(41) 니 그래 굽실거레밨자 아무 쓸데없다.(네가 그렇게 굽실거려도 아무 소용 없
어.)

(42) 어우, 니느 좀 들락거리지 말라, 정시이 사납다야.(오우, 너는 좀 들락거리지 
마, 정신사나워.)

앞의 (40ㄴ)은 ‘새물-거리-’로 분석할 수 있다. ‘새물거리-’는 ‘새물새물’의 ‘새
물’에 ‘-거리-’가 결합하어 ‘눈이 부셔 눈을 뜰 수 없어 눈을 깜박거리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중부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술을 약간 샐그러뜨리며 소리 없
이 자꾸 웃다’의 의미나 ‘한데 어울리지 아니하고 자꾸 능청스럽게 굴다’의 의미는 
전혀 없다.

(43) 두두거리다(두덜거리다)

(43)은 ‘두두-거리-’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둘둘거리-’에서 ‘ㄹ’이 탈락한 형
태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괴다’에 대응하는 이 지역 방언형으로 ‘지둘구-~지
두구-~기둘구-’ 등이 있는데 ‘지두구-’에서와 같이 ‘ㄱ’앞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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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두두거리-’도 유음 ‘ㄹ’로 끝난 폐음절 뒤
에 ‘-거리-’가 결합한 것이 된다. 

‘-거리-’는 유음, 폐쇄음, 비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
미사이다. 

3.4. ‘-버리-’
‘-버리-~-부리-’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다시 동사를 파생시킨다. 

(44) 깨버리다(깨트리다, 碎), 마사버리다(부수다, 碎), 터뿌리다(터뜨리다) 

(44)는 ‘깨-버리-, 마사-버리-, 터-부리-’로 분석할 수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 ‘깨-, 마사(마스-아)-, 터(트-어)-’에 ‘-버리-’가 결합되어 ‘완료’의 의
미와 ‘강조’의 의미를 추가해준다(곽충구 1994:7). ‘-버리-’와 ‘-부리-’ 둘 다 사
용되는데 ‘-부리-’가 사용될 때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즉 ‘깨부리다[깨뿌리
다], 마사부리다[마사뿌리다], 빠부리다[빠뿌리다]’와 같은 것이다72). 여기서 ‘부리’
는 ‘리->브리->부리-’와 같이 첫음절에서 ‘>으’의 변화와 원순모음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하거나 ‘버리->브리->부리-’의 변화 즉 고모음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요컨대 ‘-버리-’는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 뒤에 결합하여 완료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이다. 같은 용법으로 ‘-부리-’도 사용되는데 ‘-부리-’가 결합될 때에는 
경음화현상이 일어난다.

3.5. ‘-트리/뜨리-’
‘-트리/뜨리-’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다시 동사를 파생시킨다. 

72) 이에 대해 곽충구(1994:6)에서는 19세기 후기 육진방언을 보여주는 <Azbuka>,(Kazan, 
1901) ‘p′ap′uri-’로 출현하는 것을 예로 제시하여 이때의 ‘-뿌리-’가 러시아어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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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깨트리다(깨트리다), 맛아뜨리다(부수다), 먹어뜨리다(먹어치우다), 부떼리다~
부러뜨리다(꺾다), 터뜨리다~터트리다(터뜨리다)

(45)는 ‘깨-트리-, 맛아-뜨리-, 먹어-뜨리-, 부-떼리-~불어-뜨리-, 터-뜨
리-’로 분석된다. ‘-뜨리/트리-’는 선행하는 음절의 음운론적 환경과 상관없이 결
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준다. ‘-뜨리-’는 부사형을 매개로 하여 어기에 통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부방언의 것과 일치하다(곽충구 1994b: 4). ‘부떼리-’와 
같은 예는 용언어기에 직접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의미로 ‘부러뜨리
-’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깨-, 마스-, 터-’는 ‘-버리-’가 결합되
기도 하고 ‘-트리/뜨리-’가 결합되기도 하는데 나타내는 의미는 다르다. ‘부떼리다’
와 ‘부러뜨리다’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떼리-’는 ‘-아/어-’의 개재가 수의적이며 그밖의 ‘-찔그-’, ‘-뜨리-’는 ‘-아/
어-’의 개입이 필수적이다(곽충구 1994b: 5-7).

‘-뜨리/트리-’, ‘-떼리-’는 모두 중세한국어 ‘리-’에서 문법화한 것이다(곽충
구1994b: 17). 그 근거로 의미적 관점에서 볼 때 ‘리-’는 강세접미사로 어떤 행
위나 동작에 대한 강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곽충구 1994b: 
18). 여기서 ‘리-’에서 ‘뜨리다’로 변화한 것은 ‘리-’가 선행하는 타동사 어간과 
통합되어 복합동사를 이루면서 ‘’가 비어두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어 비어두 위치
에서의 ‘>으’변화에 합류한 것이다(곽충구 1994b: 19). ‘-트리-’는 ‘ㅵ’어두자음
군이 제주도 방언 및 육지의 일부 방언권에서 유기음 ‘ㅌ’으로 변화한 것과 동궤의 
것이다(이기문 1955: 245-246, 곽충구 1994b: 20).  

요약컨대 ‘-트리/뜨리-’는 선행하는 음절의 음운론적 환경과 상관없이 동사어기
와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3.6. 소결
3장에서는 피동사파생접미사 ‘-이-’와 ‘-이우-’, ‘-히-’와 ‘-히우-’, ‘-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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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기-’와 ‘-기우-’, ‘-우-’, ‘-구-’와 사동사파생접미사 ‘-이-’와 ‘-이
우-’, ‘-히-’와 ‘-히우-’, ‘-리-’와 ‘-리우-’, ‘-기-’와 ‘-기우-’, ‘-우-’, ‘-구
-’, ‘-후-’ 그리고 ‘-거리-’, ‘-굴-’, ‘-버리-’, ‘-트리/뜨리-’ 등 접미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피·사동접미사와 피·사동접
미사가 아닌 것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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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피동 사동

-이- 
-이우-

[V]ㄲ, ㄺ, ㄼ, ㅍ, ㅁㅁ, ㅎ + -이-
[V]모음, ㄲ, ㄵ, ㅊ, ㄹㅌ + -이우-

[V]ㄹ, ㄱ, ㅂ, ㄺ, ㅀ, ㄵ + -이-
[A]ㅌ + -이-
[V]모음 + -이우-
[A]모음 + -이우-

-히-
-히우-

[V]ㄱ, ㄺ, ㅂ, ㄼ + -히-
[A]ㅈ+ -히-
[V]ㄱ, ㅂ, ㅈ, ㄵ + -히우-

[V]ㄱ, ㄷ, ㅈ, ㅂ + -히-
[A]ㅂ, ㄺ, ㄼ + -히-

-리-
-리우-

[V]ㄹ + -리-
[V]모음 + -리우-

[V]ㄹ + -리-
[V]모음 + -리우-

-기-
-기우-

[V]ㅁ, ㄴ, ㄹ, ㄷ, ㅈ, ㅀ + -기-
[V]ㄹ, ㄷ + -기우-

[V]ㄹ, ㅁ, ㄴ, ㄷ, ㅌ, ㅅ, ㅊ, ㅀ + -기-
[V]모음, ㄴ + -기우-

-키- [V]모음, ㅁ + -키-
-우- [V]모음 + -우- [V]모음 + -우-

[A]모음, ㄹ + -우-
-구- [V]ㄹ + -구- [V]ㄹ, ㅁ, ㄷ + -구-

[N+V]ㄹ + -구-
-후- [A]ㄱ, ㅈ, ㄺ + -후-

표 4 피·사동접미사의 결합양상

-거리- [V]ㄹ, ㄱ, ㅇ, ㅁ, ㄴ, ㅅ
[ADV]모음, ㄹ

-굴- [V]모음
-버리- [V]모음
-트리/뜨리- [V]모음

표 5 피·사동파생접미사를 제외한 동사파생접미사의 결합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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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용사파생접미사

이 장에서는 감각형용사파생접미사 ‘-ㄱ-’, ‘-굴-’, ‘-ㅂ-’, ‘-압/업-’, ‘-스르
하-’와 ‘-다마-’, ‘-답-’, ‘-롭-’, ‘-스럽-’, ‘-싸/써하-’, ‘-앟/엏-’, ‘-직하-’, 
‘-쭉하-’, ‘-즉하-’ 등에 대해 다룬다. 

4.1. 감각형용사 파생 
감각형용사파생접미사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감각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

다. 

4.1.1. ‘-ㄱ-’

(1) 딱다(따갑다, 熱), 쓱다(쓰다, 苦), 짝다(짜다, 鹹), 착다(차다, 冷)

(1)은 ‘따-ㄱ-, 쓰-ㄱ-, 짜-ㄱ-, 차-ㄱ-’으로 분석된다73). 여기서 ‘-ㄱ-’은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감각형용사를 파생하는 역할을 한다. ‘ㄱ’은 
한국어의 역사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믈>믉, 블>븕’에서와 같이 파생접미
사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와 ‘-/윽-’처럼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적 어근
을 형성하는 것, 강세의 첨사 ‘-ㄱ’이다(이기문 1972: 148, 이현희 1987: 136-13
8). 그러나 이들은 감각 용언에 결합된 ‘-ㄱ-’과는 그 문법 기능이 다르다(곽충구 
1985: 10-11). 

이들은 ‘ㅂ>ㄱ’변화로 볼 수 없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ㅂ>ㄱ’변화
는 ‘솝>속, 거붑>거북’ 등과 같이 전방언권에서 변화를 보인 어사가 있는가 하면 
‘새뱅이~새갱이’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변화를 겪은 어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73)‘딱-’을 ‘따-’와 ‘-ㄱ-’으로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따-’는 다른 감각형용사의 원형에 근거한 것

으로 그 기원형을 ‘*-’로 설정할 수 있을 듯하다. (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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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근 2004, 곽충구 1985: 10-11). 또한 ‘그립-’과 같은 예는 ‘-ㄱ-’이 결합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뜨겁-’의 방언형인 ‘딱-’, ‘따갑-’ 외에 ‘뚜겁-’, ‘뜨겁-’, 
‘따갑-’만이 분포하지 ‘땁-(뜹-)’, ‘따밥-’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헌
이나 방언에서 ‘땁-’, ‘따밥-’과 관련될 듯한 어사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곽충
구 1985: 11-12).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ㄱ-’을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감각형용사를 파생하는 하나의 파생접미사로 보려고 한다. 

4.1.2. ‘-굴-’

(2) 내굴다(내다, 煙), 시굴다(시다, 酸)

(2)는 ‘내-굴-, 시-굴-’로 분석된다. ‘-굴-’은 모음으로 끝나는 ‘내-’와 ‘시-’
에 결합한 것으로 ‘시굴고, 시굴면, 시굴어서, 시굴다’와 같이 활용한다. ‘시굴다’와 
비슷한 의미로 ‘시구다’, ‘시쿨다’도 사용되는데 ‘시구다’는 후행하는 치조음 앞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로 볼 수도 있고 ‘-굴-’을 ‘-구-’와 ‘-ㄹ/을-’로 분석할 수도 
있다. ‘-굴-’을 ‘-ㄱ-’과 ‘-을-’이 결합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때의 ‘-을-’이 어
떠한 기능을 가진 형태였는지 명확하지 않다(곽충구 1985: 19-20).74) 이에 대하여 
곽충구(1998: 19)에서는 이때의 ‘-을-’은 [+상태성]을 지닌 형용사를 [+동태성]
을 갖도록 하는 접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시굴-’, ‘내굴-’의 ‘-굴-’
을 하나의 접사로 보려고 한다. ‘시쿨다’는 ‘시굴다’가 유기음화된 것으로 이는 표현 
효과의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일종의 강음화 현상이다(곽충구 1998: 19). 

‘-굴-’은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감각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이다. 

74) ‘-을-’에 대하여 ‘씁쓸하-’, ‘구불구불’에서와 같이 반복의 첩어를 형성하는 요소로 보거나(송
철의 1992), ‘잇글-, 베플-’처럼 15세기 중앙어 이후 단계에 나타나는 ‘-을-’로 보는(이현희 
1987: 139) 등의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을-’이 모두 ‘시굴-, 내굴-’의 
‘-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곽충구 198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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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ㅂ-’

(3) ㄱ. 그립다(그립다), 놉다(노엽다)
ㄴ. 냅다(내다, 烟), 맵다(맵다, 辛), 씁다(쓰다, 苦), 짭다(짜다, 鹹), 찹다(차

다, 冷) 

(3ㄱ)은 ‘그리-ㅂ-, 노-ㅂ-’로 분석할 수 있고 (3ㄴ)은 ‘내-ㅂ-, *매-ㅂ-, 쓰
-ㅂ-, 짜-ㅂ-, 차-ㅂ-’로 분석된다. ‘-ㅂ-’은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어
기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접미사 ‘-ㅂ-’은 동
사에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3ㄱ)의 경우 동사에서 
형용사가 파생된 것이지만 (3ㄴ)은 형용사에 ‘-ㅂ-’이 결합하여 다시 형용사가 파
생한 것이다75). (3ㄱ)의 ‘그립다’는 동사 ‘그리다’에 ‘-ㅂ-’이 결합되어 형용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놉다’는 ‘노다>노홉다>놉다’의 변화를 거쳐 형용사를 파생시킨 
것이다(이현희 1986). (3ㄴ)의 ‘냅다’는 ‘내-’에 ‘-ㅂ-’이, ‘맵다’는 ‘*매-’에 ‘-ㅂ
-’이, ‘씁다’는 ‘쓰-’에 ‘-ㅂ-’이, ‘짭다’는 ‘짜-’에 ‘-ㅂ-’이, ‘찹다’는 ‘차-’에 ‘-ㅂ
-’이 결합하여 감각형용사를 파생한 것이다. 이때의 ‘-ㅂ-’에 의한 파생인 ‘씁-’, 
‘짭-’, ‘찹-’과 ‘-ㄱ-’ 의한 파생인 ‘쓱-’, ‘짝-’, ‘찹-’은 어기와의 결합과 문법 기
능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ㅂ-’에서 변화한 것이 ‘-ㄱ-’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곽충구 1985: 10-13).

4.1.4. ‘-스르하-’와 ‘-으스르하-’

(4) 납작스르하다(납작하다), 맵스르하다(맵싸하다), 씁스르하다(씁쓸하다), 얍스르
하다(얄찍하다), 짭스르하다(짭짤하다)

(4)는 ‘납작-스르하-, 맵-스르하-, 씁-스르하-, 얍-스르하-, 짭-스르하-’로 
75) 형용사에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ㅂ-’은 잉여적인 요소이고 이러한 변화는 유추 변화

의 양상이다(곽충구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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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다. ‘-스르하-’는 폐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속
성이 조금 있음’의 의미를 더해주는 파생접미사이다76). ‘-스르-’는 근대한국어의 
색채어와 결합하였는데(안병희·이광호 1990/2012: 138) 함북방언에서는 ‘납작스르
하다’와 ‘얍스르하다, 짭스르하다’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결합하는 경우
도 있다. ‘납작스르하다’는 ‘조금 납작한 듯하다’의 의미를, ‘맵스르하다’는 ‘조금 매
운 느낌이 있음’의 의미를 ‘얍스르하다’는 ‘약간 얇은 느낌이 있음’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은 ‘납작스르하다’, ‘맵스르하다’, ‘씁스르하다’가 사용된 예문이다. 

(5) 그거 납작스르하게 눌러가꾸 오라므.(그것을 납작하게 눌러서 올래?)
(6) 요거 맵스르한게 고게 맛있다야.(이거 매콤한게 맛있네.)
(7) 이거 너무 씁스르해서 못 먹겠다.(이거 너무 씁슬해서 못 먹겠다.)

(8) 거무스르하다(거무스름하다), 누르스르하다(누르스름하다), 맑으스르하다(말그스
름하다)

(8)은 ‘검-으스르하-, 누르-으스르하-, 맑-으스르하-’로 분석할 수 있다. ‘-으
스르하-’는 모음이나 비음, ‘ㄺ’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빛깔이 옅거나 그 형
상과 비슷하다’의 의미를 더해주는 파생접미사이다. ‘검무스르하다’는 ‘빛깔이 조금 
검은 듯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누르스르하다’는 ‘빛깔이 조금 누른 듯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말그스르하다’는 ‘조금 맑은 듯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이다. ‘-스르하
-’는 근대한국어의 색채어에 결합하는 ‘-스러-’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데 ‘-
스러-’에서 ‘-스르하-’로의 변화가 있다. 이는 함북방언에서 ‘ㅡ’와 ‘ㅓ’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르하-’는 폐쇄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하는 어기의 속성

76) 송철의(1992: 231-233)에서 ‘-직-, -음직-, -작/적-, -음-, -으스름-, -숙-’ 등은 ‘-하
-’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기도 하고 ‘-이-’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하기도 한다고 하였
다. 이들을 어간형성의 접미사로 볼 수도 있지만 편의상 ‘-직하-’, ‘-으스름하-’ 등을 ‘-직-’
과 ‘-하-’, ‘-으스름-’과 ‘-하-’로 분석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접미사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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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의 의미를 가지는 감각형용사를 파생하는 역할을 한다. ‘-으스르하-’는 모
음, 유음, ‘ㄺ’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빛깔이 옅거나 그 형상과 비슷하
다’의 의미를 더해준다. ‘-스르하-’는 대부분 ‘짭-, 맵-’ 등과 같은 감각형용사에 
결합하는 반면 ‘-으스르하-’는 ‘검-’과 같은 색채를 나타내는 색채형용사에 결합한
다. 

4.1.5. ‘-압/업-’

(9) 놀랍다(놀랍다), 반갑다(반갑다), 아깝다(아깝다), 즐겁다(즐겁다) 

(9)는 ‘놀리-압-, 반기-압-, 아끼-압-, 즐기-업-’로 분석할 수 있다. ‘-압/업
-’은 모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77). ‘-업
/압-’이 결합할 때는 어기의 ‘이(i)’가 탈락한다(허웅 1975: 184-185). ‘놀랍-’은 
‘놀리-’에 ‘-압-’이 결합되고 ‘이’가 탈락한 것으로 그 의미는 중부방언의 것과 같
다. 이는 즉 ‘감동을 일으킬 만큼 훌륭하거나 굉장하다’, ‘갑작스러워 두렵거나 흥분 
상태에 있다’, ‘어처구니없을 만큼 괴이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반갑-’은 
‘반기-’에 ‘-압-’이 결합되고 ‘이’가 탈락한 형태이다. ‘아깝-’은 ‘아끼-’에 ‘-압-’
이 결합한 후 ‘이’가 탈락한 것이다. ‘즐겁-’은 ‘즐기-’에 ‘-업-’이 결합된 후 ‘이’가 
탈락한 것이다. 선행어기의 모음이 모두 ‘이’였음에도 ‘-압-’이 결합되는 것이 있고 
‘-업-’이 결합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그 선행하는 어기의 첫 음절의 모음과 관련 
있는 듯하다. 

(10) ㄱ. 간지럽다78)(간지럽다), 내구럽다(내다), 매구럽다(맵다), 미덥다(미덥다) 
ㄴ. 따갑다(따갑다), 무겁다(무겁다), 쓰겁다(쓰다), 짜갑다(짜다), 차갑다(차

다) 
77) 중세한국어시기에는 ‘-/-’은 ‘앗가(月釋八, 91), 답거늘(月釋二, 51)’에서와 같이 ‘앗

기-(惜), 답-(悶)’ 등 ‘ㅣ’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켰다(安秉禧·李珖鎬
1990/2012: 139). 

78) ‘간질다’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간지럽다’ 외에 ‘간조롭다/간즈럽다(간지럽다)’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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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은 ‘간질-업-, 내굴-업-, 매굴-업-, 믿-업-’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의 ‘-압/업-’은 유음이나 폐쇄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
키는 역할을 한다. ‘간지럽다’는 동사어기 ‘간질-’에 ‘-업-’이 결합된 것으로 ‘무엇
이 살에 닿아 가볍게 스칠 때처럼 견디기 어렵게 자리자리한 느낌이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간질다’는 함북방언에서 다음과 같이 쓰인다. ‘내구럽다’는 ‘내다’의 함북방
언형인 ‘내굴-’에 ‘-업-’이 결합된 것으로 ‘연기가 눈이나 목구멍을 자극하여 숨막
히게 맵고 싸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매굴업다’는 ‘매-’에 ‘-굴-’이 결합한 후 ‘-업
-’이 결합한 것이다. ‘미덥다’는 중부방언의 ‘미덥다’와 쓰임이 같다. 다음은 ‘간지럽
다’가 사용된 예문이다. 

(11) 니 내르 그렇게 간질무 내 간지러바서 아이댄다.(니가 나를 그렇게 간질이면 
나는 간지러워서 힘들다.)

(10ㄴ)은 ‘딱-압-, 묵-업-, 쓱-업-, 착-압-’으로 분석된다. ‘무겁다’는 어기 
‘묵-’에 ‘-업-’이 결합된 것이다79). 함북의 함북방언에는 ‘무게’의 방언형으로 ‘묵
시’가 사용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묵-’이라는 어기를 설정한 것이다. ‘따갑다’는 ‘딱
-’에 ‘-압-’이 결합된 형태이다. ‘쓰겁다’는 ‘쓰-(苦)’에 ‘-ㄱ-’이 결합한 후 ‘-업
-’이 결합된 것이고 ‘짜갑다’와 ‘차갑다’도 마찬가지이다. 기주연(1994: 227)에서는 
‘-압/업-’은 중세한국어에서 동작동사의 어기에만 결합되었으나 근대한국어에 와서
는 동작동사 어기뿐만 아니라 형용사어간 또는 불규칙 어근의 어기와도 결합되어 
감정형용사를 파생시키고 있다고 하였는데 (10ㄴ)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압/업-’은 모음 ‘이’나 유음으로 끝난 동사어기와 폐쇄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
기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 

이상의 감각형용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79) 김계곤(1996: 170)에서 ‘무겁-’은 ‘묵-업-’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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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기원형 -ㄱ- -굴- -ㅂ- -압/업- -스르하-

짜-(鹹) 짝- 짭- 짜갑- 짭스르하-
쓰-(苦) 쓱- 씁- 쓰겁- 씁스르하-
시-(酸) 시굴- 시굴업-
*매-80)(辛) *매굴- 맵- 매굴업- 맵스르하-
내-(煙) 내굴- 냅- 내굴업-
차-(冷) 착- 찹- 차갑-
*-(熱) 딱- *-81) 따갑-

표 6 감각형용사의 파생양상

위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감각형용사파생접미사 ‘-ㄱ-’과 ‘-굴
-’은 배타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과 ‘-압/업-’은 ‘ㄱ/굴’을 사이에 두고 간접통합
(조남호 1988: 44)82)을 하는 접미사라는 것이다. 즉 ‘짜갑-’, ‘쓰겁-’, ‘차갑-’, ‘따
갑-’은 ‘-ㄱ-’을 사이에 둔 간접통합의 예이고 ‘시굴업-’, ‘매굴업-’, ‘내굴업-’은 
‘-굴-’을 사이에 둔 간접통합의 예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매-’와 ‘*
-’의 설정은 추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곽충구(1998a: 6-7)에 의하면 ‘*-’가 존
재하지 않는 것은 우연한 공백83)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매-’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우연한 공백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십-’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우연
한 공백으로 볼 수 있다. ‘내굴다’와 ‘시굴다’에서 ‘ㄷ’앞 ‘ㄹ’탈락한 형태인 ‘시구다’, 

80) 허웅(1975: 184)에서는 ‘-’이 ‘*-’에 ‘ㅸ’이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중세한국어에서는 
‘-(猛)’가 확인되나 근대한국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小倉進平(1944)에 따
르면 ‘매굽-’은 강원도 동부 해안 지역(통천, 고성, 간성, 주문진)에 분포한다고 한다(곽충구 
1985: 11). 

81) 곽충구(1998a: 13)에서는 ‘딱-’의 말자음 ‘ㄱ’은 ‘ㅂ’으로부터 변화한 것으로 보고 선행형태를 
‘*-’으로 재구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재구하였을 경우 15세기 중앙어의 ‘-(溫)’, ‘-’, 
‘-’의 ‘-’과 관련지어 그 분화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82) 조남호(1988: 44)에서는 명사파생접미사 ‘-질’을 다루면서 ‘감침질, 꿰맴질, 섞음질’과 같이 동
사어기와 ‘-질’은 ‘-ㅁ’을 사이에 둔 간접통합의 예라 하였다. 

83) 곽충구(1998a: 7-8)에서는 어기와 접사가 맺는 계열관계 및 통합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방언
형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에 대하여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어기의 자질에 따라 접사의 결합이 
제약을 받는 파생어 형성에서의 결합 제약에 말미암은 체계적 공백(systematic gap)이거나 둘
째, 접사가 겪은 음운 변화 또는 하나의 접사에 또 다른 접사가 결합됨으로써(어휘적 파생 혹은 
통사적 파생) 공시적으로는 방언형이 존재하지 않게 된 우연한 공백(accidental ga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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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다’도 존재한다. 

4.2. ‘-다마-’
(12) 너르다마다(널따랗다), 약하다마다(꽤 날씬하다), 크다마다(크다랗다) 

(12)는 ‘너르-다마-, 약하-다마-, 크-다마-’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다마
-’는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정도가 꽤 뚜렷하다’의 의미를 나
타낸다84). ‘너르다마다’는 중부방언의 ‘널따랗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꽤 넓다’의 의
미를 가진다. ‘약하다마다’는 ‘날씬하다’의 방언형인 ‘약하다’의 어기 ‘약하-’에 ‘-다
마-’가 결합한 것으로 ‘꽤 날씬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크다마다’는 중부방언의 ‘크
다랗다’와 같다. 다음은 ‘약하다’와 ‘약하다마다’가 사용된 예문이다. 

(13) 니느 진짜 약하다야, 다리두 약하구 허리도 약하구.(너는 진짜 날신하네. 다리
도 날씬하고 허리도 날씬하구.)

(14) 자느 약하다마한게 그래두 힘이 쎄다야.(저 애는 날씬한데 힘이 세네.)

다음은 자음어기에 ‘-다마-’가 결합된 예들을 제시한 것이다.

(15) 가느다마다(가느다랗다), 기다마다(기다랗다), 깊다마다(깊다랗다), 낮다마다
(나직하다), 솔따마다(좁다랗다), 얕다마다(얕다랗다)

(15)는 ‘가늘-다마-, 길-다마-, 깊-다마-, 낮-다마-, 솗-따마-, 얕-다마-’
로 분석된다. 이때의 ‘-다마-’는 유음, 폐쇄음, 파찰음으로 끝난 형용사어기 뒤에 

84) 김창섭(1985: 165)에서는 [+空間, +量]의 의미자질을 갖는 형용사만이 ‘-다랗-’파생의 어기
가 될 수 있음을 밝혔고 송철의(1992:223-224)에서도 ‘-다랗-’은 형용사 중에서 공간형용사 
중 量을 문제삼는 것들 뒤에 결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송철의(1992: 225)에서는 ‘-다랗-’
파생어들이 활용상 특이한 양상을 보여 준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 활용상 ‘-하-’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양상과 동일한데 이는 ‘-다랗-’이 
‘-다라하-’로 부터의 발달이기 때문인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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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선행어기의 정도가 꽤 뚜렷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가느다마다’와 ‘기다마다’는 각각 ‘가늘-’과 ‘길-’에 ‘-다마-’가 결합한 것인데 ‘ㄷ’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낮다마다’는 형용사어기 ‘낮-’에 ‘-다마-’가 
결합된 것으로 중부방언의 ‘나직하다’와 같고 ‘깊다마다’도 중부방언의 ‘깊다랗다’와 
쓰임이 같다. ‘솔따마다’는 ‘솗-’에 ‘-다마-’가 결합된 후 폐쇄음 뒤의 경음화를 겪
은 것이다. ‘얕다마다’는 ‘얕-’에 ‘-다마-’가 결합되어 얕은 정도를 강조해주는 역
할을 한다. 다음은 함북방언에서 ‘솗-’과 ‘얕-’의 용례들이다.

(16) 이 바지 내한테 너무 솔아서/솔바서 못 입겠다[모딥겓따].(이 바지 나한테는 너
무 좁아서 못 입겠다.)

(17) 땐쓰 소리 좀 얕게 하므 아이대니?(티비 소리를 조금 낮추면 안 되?)

‘-다마-’는 모음 또는 유음, 폐쇄음, 파찰음으로 끝난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선
행어기의 정도가 꽤 뚜렷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4.3. ‘-답-’, ‘-롭-’, ‘-스럽-’
4.3.1. ‘-답-’

(18) 도적답다(도둑답다), 어른답다(어른답다), 아름답다, 정답다/졍답다(정답다)

(18)은 ‘도적-답-, 어른-답-, 아름-답-, 정~졍-답-’로 분석된다. ‘-답-’은 
비음, 폐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속성이 있음’이라는 의미
의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도적답다’는 ‘도둑’의 함북방언형인 ‘도적’에 ‘-답-’이 결
합되어 ‘도둑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거지답다’와 마찬가지로 긍
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어른답다’는 ‘어른의 속성을 갖추고 있음’의 의미를 가진
다. ‘아름답다’는 어기 ‘아름’에 결합된 것이고 ‘정답다~졍답다’는 명사어기 ‘정’에 결
합하여 ‘어기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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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거지답다(거지답다), 남자답다(남자답다), 사나이답다(사나이답다)

(19)는 ‘거지-답-, 남자-답-, 사나이-답-’으로 분석된다. 이때의 ‘-답-’은 모
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속성이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거지답다’는 ‘거지’라는 유정명사에 결합하여 긍정적인 나타낸
다. ‘남자답다’는 ‘남자’라는 속성이 풍부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사나이
답다’도 마찬가지이다. 

(18)과 (19)에 쓰인 ‘-답-’은 중세한국어에서 ‘-/답-’이 있었는데 ‘아-
(釋詳十三, 9), 곳답-(杜初七, 2), 법답-(飜小八, 11)’과 같은 것이다(안병희·이광
호 1990/2012: 136-138). 이들은 일정한 조건 즉 후행하는 어미가 모음이면 ‘-다
와-’, 자음이면 ‘-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함북방언에서는 후행하는 모음과 상
관없이 모두 ‘-답-’으로 나타난다86). 

‘-답-’은 모음이나 비음, 폐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속
성이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유정명사에 결합하면 긍정적
인 의미를 나타낸다. 

4.3.2. ‘-롭-’

(20) 슬기롭다(슬기롭다), 새롭다(새롭다), 페롭다(폐롭다), 경사롭다(경사롭다), 행
기롭다(향기롭다)

(20)은 ‘슬기-롭-, 새-롭-87), 페-롭-, 경사-롭-, 행기-롭-’로 분석된다. ‘-
85) 함북방언에서 ‘벅차다’, ‘막막하다’ 정도의 의미로 ‘아름차다’를 사용하고 있다. 
86) 김창섭(1984: 150)에서는 ‘-답-’을 선행형식의 범주가 句範疇 NP에 결합한 ‘(챔피언을 지낸) 

선수답다’나 ‘어른답다’와 같은 예들을 ‘-답1-’로 보고 이때의 ‘-답-’은 파생접미사가 아니라 
선행어기를 形容詞句化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정답다, 꽃답다, 아름답다’와 
같은 예들은 語彙範疇 N에 결합하는 것인데 이때의 ‘-답-’을 ‘-답2-’로 보고 이는 파생접미사
의 일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7) ‘새롭-’의 ‘새’는 현대한국어에서는 관형사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다른 명사어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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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은 모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슬기롭다’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내는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어기 ‘슬기’에 ‘-롭-’이 결합하여 그 
속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새롭다’는 ‘새’에 ‘-롭-’이 결합하여 ‘이미 있던 것이 아니
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페롭
다’는 ‘폐롭다’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남에게 끼치는 신세나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
지는 ‘폐’에 ‘-롭-’이 결합되어 그런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경
사롭다’는 명사어기 ‘경사’에 ‘-롭-’이 결합된 것이다. ‘행기롭다’도 명사어기 ‘향기’
에 ‘-롭-’이 결합되어 ‘향기>행기’의 단모음화를 겪은 후 파생된 형태이다. 

‘-롭-’은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受苦요미(月釋一, 21), 孝道다(三綱孝, 
16)’처럼 어미의 두음이 모음이면 ‘-/-’, 어미의 두음이 자음이면 ‘--’으
로 실현되었는데 현대한국어에서는 모두 ‘-롭-’으로 실현되고 있다(안병희·이광호
1990/2012:136-137). ‘폐롭다’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는데 중부방언에서는 ‘폐스럽
다’에 밀려 死語가 되고 있는(김창섭 1984: 150) 반면 함북방언에서는 아직 쓰이고 
있다. 

‘-롭-’은 모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속성이 있음’의 의미를 
파생시킨다. 

4.3.3. ‘-스럽-’

(21) 공포스럽다(공포스럽다), 구차스럽다(구차스럽다/구차하다), 꾀스럽다(슬기롭
다), 성가스럽다(성가시다), 챙피스럽다(창피하다) 

(21)은 ‘공포-스럽-, 구차-스럽-, 꾀-스럽-, 성가-스럽-, 챙피-스럽-’로 분
석된다. 이때의 ‘-스럽-’은 모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특징적 
속성에 접근했음’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이다. 

분류했다. 또한 허웅(1975: 201)에서는 ‘새롭다’를 명사어기에 ‘-롭-’이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
생시키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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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스럽다’는 ‘공포’라는 명사어기에 ‘-스럽-’이 결합되어 형용사를 파생시킨 것으
로 ‘두렵고 무서운 데가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구차스럽다’는 ‘구차’에 ‘-스럽-’이 
결합하여 ‘살림이 몹시 가난하다’ 또는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하다’
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함북방언에서도 두 가지 의미 모두 쓰인다. 
‘꾀스럽다’는 ‘슬기롭다’와 비슷한 말로 모두 ‘일을 잘 꾸며 내거나 해결해 내거나 하
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이 있다’의 의미를 가지지만 비하의 의미도 있다. ‘성가스럽
다’는 ‘성가시다’의 함북방언형이다. 선행어기인 ‘성가’의 의미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
른 어기들을 볼 때 어근이거나 명사어기임은 분명하다. ‘챙피스럽다’는 한자어어기 
‘창피’에 ‘-스럽-’이 결합된 것으로 그 쓰임은 중부방언의 것과 같다. 

(22) 고생스럽다(신고스럽다), 밉깡스럽다(밉광스럽다), 머절스럽다(바보스럽다), 복
스럽다(복스럽다), 왠/웬스럽다(바보스럽다)

(22)는 ‘고생-스럽-, 밉깡-스럽-, 복-스럽-, 자랑/쟈랑-스럽-, 왠/웬-스럽-, 
머절-스럽-’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스럽-’은 비음이나 유음, 폐쇄음으로 끝
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특징적 속성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음’을 의
미하는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생스럽다’는 한자어 명사 ‘고생’에 ‘-
스럽-’이 결합하여 ‘보기에 일이나 생활 따위에 어렵고 고된 데가 있다’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비슷한 의미의 것으로 ‘신고스럽다’도 사용된다. 
‘밉깡스럽다’는 ‘밉광스럽다’의 방언형으로 ‘보기에 말이나 행동이 남에게 몹시 미움
을 받을 만한 데가 있다’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이다. ‘밉깡-’은 ‘밉광’이 평폐쇄음 
뒤의 경음화와 활음탈락을 겪은 형태인데 이는 다시 ‘밉-광’으로 분석할 수 있을 듯
하다. 

‘밉살스럽다, 밉광스럽다’ 등 비슷한 의미의 형용사들을 비교하면 ‘-스럽-’이 결
합된 형태의 앞에 형용사 ‘밉-’과 어근파생접미사 ‘-살, -광’ 등이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스럽-’은 명사어기를 선행어기로 하는데 ‘밉-’은 형용사로 직접 ‘-스럽
-’의 어기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머절스럽다’는 ‘머절이, 머절싸하다’에서
와 같이 ‘머절-’이 어기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머절스럽다’는 ‘똘똘하지 못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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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석으며 수줍기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이다. ‘복스럽다’는 한자어 명사 
‘복’에 ‘-스럽-’이 결합하여 ‘모난 데가 없이 복이 있어 보이는 데가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함북방언에서 ‘바보’를 ‘왠이/웬이’라고 부르는데 ‘왠/웬스럽다’는 중부방언의 
‘바보스럽다’와 같다. ‘밉깡스럽다’, ‘머절스럽다’가 사용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23) 니느 어째 그리 밉깡스럽게 노니?(너는 왜 그렇게 밉광스럽게 놀아?)
(24) 저 머절이 같은게 맨날 저렇게 머절스럽게 구니까 그리지.(저 바보같으니라구 

저렇게 바보처럼 행동하니까 그렇지.)

‘-스럽-’은 모음이나 비음, 유음, 폐쇄음으로 끝난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
기의 특징적 속성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답-’, ‘-롭-’, ‘-스럽-’은 모두 ‘선행어기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김창섭(1984: 151-152)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의
미 차이를 논의하였다. 즉 첫째, ‘무엇이 X답/롭다’라고 하면 그 주체의 존재가 반드
시 전제되지 않고 그 판단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암시되지 않는 반면 ‘무엇이 X스
럽다’라고 하면 판단하는 주체의 존재가 강하게 암시되고 그 판단이 주관적 판단이
라고 암시된다고 하였다. 함북방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4. ‘-싸/써하-’
‘-싸/써하-’는 모음이나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

미사이다.

(25) 꾸불써하다(구부스름하다), 머절싸하다(멍청하다), 부실싸하다(멍청하다), 삐뚤
써하다(삐뚜름하다)

(25)는 ‘꾸불-써하-, 머절-싸하-, 부실-싸하-, 삐뚤-써하-’로 분석된다. ‘ㄹ’
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이다. ‘꾸불써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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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구분 느낌이 있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머절싸하다’는 ‘머절-’이라는 어기
에 ‘-싸하-’가 결합된 것으로 ‘멍청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부실싸하다’는 ‘바
보같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삐뚤써하다’는 ‘약간 삐뚠 느낌이 있는’의 의미를 
타낸다. 

‘-싸/써하-’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파생
접미사이다. 

4.5. ‘-앟/엏-’
(26) 까맣다(까맣다), 꺼멓다(꺼멓다), 노랗다(노랗다), 멀겋다(멀겋다), 벌겋다/빨갛

다(빨갛다), 하얗다(하얗다), 

(26)은 ‘까마-앟-, 꺼머-엏-, 노라-앟-, 멀거-엏-, 벌거-엏-, 빨가-앟-, 하
야-앟-’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앟/엏-’은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색채형용사들과 
결합하여 ‘매우 ~’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이다88). (26)의 예들을 보면 ‘-앟/엏
-’은 모음조화에 따라 선행어기가 양성모음이면 ‘-앟-’이, 음성모음이면 ‘-엏-’이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6)의 예들은 중부방언의 것과 쓰임이 같다. 

88) ‘-앟/엏-’은 통시적으로 ‘-아/어-’로부터 발달한 것이다(송철의 1983: 545). ‘-앟/엏-’은 
부사형어미 ‘-아/어-’와 ‘--’가 축약되어 통시적으로 형성된 파생접미사인 셈이다. 이는 부사
형 어미 ‘-아/어-’와 ‘있-’이 축약되어 과거시제 어미 ‘-았/었-’으로 발달한 것과 동궤의 현상
일 것이다(송철의 1992: 227-228). 그러나 이희승(1955: 276-277), 고영근(1974: 
108-109), 심재기(1982: 401)에서는 ‘-앟/엏-’ 접미사의 통시성을 고려하여 ‘-아/어-’를 선
행소의 부정형 어미로 보고 ‘-ㅎ-’은 ‘-하-’의 축약형으로 보이기에 ‘까맣-, 말갛-, 동그랗-, 
노랗-, 파랗-’ 등을 ‘까마+하-, 맑아+하-, 동그라+하-, 노라+하-, 파라+하-’의 축약으로 
간주하여 ‘-앟/엏-’을 접미사로 보지 않고 있다(정의향 2010: 134 재인용). 이현희(1985)에서
는 중세한국어에서 ‘용언어간+-아/어 -’는 용언의 성질을 강조하는 구문이라고 해석하면서 
‘-아/어 -’가 동사어간에 결합되면 형식적인 기능밖에 못하는 듯하지만 사실 동사의 행동성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기제(機制)역할을 해주며 ‘-아/어 -’가 형용사(주로 색채형용사)에 결합
되면 비록 품사는 변하지 않지만 어감의 차이 즉 ‘상태성의 강조(色感의 정도)’ 가령 ‘누러다’
류가 ‘누르다’류보다 색감이 더 진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하치근(1989: 281)에서
는 통시나 공시를 뒤섞는다면 접미사 설정 기준이 모호해지고 기술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에 이들을 독립된 개별 형태소로 정착했다는 점에서 접미사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하치
근 1989: 281).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현희(1985), 하치근(1989), 송철의(1992) 등의 견해
에 따라 ‘-앟/엏-’을 하나의 접미사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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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벌겋다/빨갛다’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 ‘새-’가 
결합되는 ‘새빨갛다’ 외에 ‘재-’가 결합된 ‘재빨갛다’도 쓰인다89). ‘재빨갛다’와 ‘새빨
갛다’는 모두 정도가 짙다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재빨갛다’의 ‘빨간 정도’가 더 강하
다. 그러나 ‘재-’는 ‘빨갛다’ 외 다른 색채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앟/엏-’은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다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4.6. ‘-직하-’와 ‘-ㅁ직하-’
(27) 묵직하다~묵죽하다(묵직하다) 

(27)은 ‘묵-직하-’로 분석된다. 여기서 ‘-직하-’는 ‘꽤’ 정도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미사이다. 중부방언에서는 ‘높직하다, 길찍하다’와 같이 주로 공간형용사를 어기로 
취하지만 함북방언에서는 공간형용사가 아닌 어기에 결합하였다90). ‘-직하-’는 폐
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28) 꺼림직하다(꺼림직하다), 먹음직하다(먹음직하다), 믿음직하다(믿음직하다)

(28)은 ‘꺼리-ㅁ직하-, 먹-음직하-, 믿-음직하-’로 분석된다. 이때의 ‘-ㅁ/음
직하-’은 모음이나 폐쇄음으로 끝나는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꺼림직하-’는 ‘사물이나 일 따위가 자신에게 해가 될까 하여 피하거나 싫어하다’, 
‘먹음직하-’는 ‘음식이 보기에 맛이 있을 것 같다’의 의미를 가지고 ‘믿음직하다’는 
‘어떤 사람이 매우 믿을 수 있을 것 같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의 ‘-ㅁ/음직하-’는 
‘-ㅁ/음직스럽-’이 쓰여도 무관하다. 

‘-직하-’와 ‘-ㅁ직하-’는 동사나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
미사이다. 
89) ‘재빨갛다’가 사용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문: 어우야, 저 고치까리 재빨간게 영 매바보인다야.(어우, 저 고춧가루가 새빨간 것 보니 아주 

매워보이네.)
90) 물론 중부방언에도 ‘늙직하다, 묵직하다, 늙직하다, 굵직하다’와 같은 예들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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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쭉하-’
(29) 길쭉하다[길쭈가다](길쭉하다)

(29)는 ‘길-쭉하-’로 분석된다. ‘-쭉하-’는 유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결합
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길쭉하-’는 중부방언의 ‘길쭉하-’와 그 쓰
임이 같다. 

‘-쭉하-’는 유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어기에 선행어기의 정도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이다. 

4.8. ‘-즉하-’
(30) 굴쯕하다[국쯔가다](굵직하다), 널쯕하다[널쯔가다](널찍하다), 높즉하다[놉쯔

가다](높직하다), 얄쯕하다[얄쯔가다](얄찍하다)

(30)은 ‘굴-쯕하-, 널-쯕하-, 높-쯕하-, 얄-쯕하-’로 분석된다. 이때의 ‘-쯕
하-’는 유음, 폐쇄음으로 끝난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느낌이 꽤 있는 
듯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굴쯕하-’는 형용사어기 ‘굵-’에 ‘-
즉하-’가 결합한 후 자음군단순화와 평폐쇄음 뒤의 경음화를 겪은 것이다. ‘널쯕하
다’는 ‘넓-’ 또는 ‘너르-’에 ‘-즉하-’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파생어들
을 살펴보면 ‘넓-’에 파생접미사가 결합된 예들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너르-’의 활
용형인 ‘널-’에 결합하였기 때문에 ‘널-’에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
하다. ‘높쯕하다’는 ‘높-’에 ‘-즉하-’가 결합되어 평폐쇄음 뒤 경음화를 겪은 형태
이다. ‘얄쯕하다’는 ‘얇-’에 ‘-즉하-’가 결합된 것인데 ‘얄따, 얄바서, 얄꼬’로 활용
하는 것으로 보아 자음군단순화와 평폐쇄음 뒤의 경음화를 겪은 것이다. 이들은 모
두 평폐쇄음 뒤의 경음화를 겪은 예들이다. 이렇게 보면 ‘멀르쯕하다’는 예외적인 단
어가 되는 것이다. 중부방언에서는 ‘-직하-’가 결합되는 파생어들인데 함북방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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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결합양상
-ㄱ- [A]모음
-굴- [V]모음
-다마- [A]모음, ㄹ, ㅍ, ㅈ, ㄼ, ㅌ 
-답- [N]모음, ㄱ, ㄴ, ㅁ, ㅇ
-롭- [N]모음
-ㅂ- [V]모음
-스럽- [N]모음, ㄱ, ㄴ, ㄹ, ㅇ
-스르하/으스르하- [A]ㄱ, ㅁ, ㅂ, ㄺ
-싸/써하- [R]
-압/업- [V]모음, ㄹ, ㄷ

[A]ㄱ
-앟/엏- [A]모음

-직하/ㅁ직하- [A]ㄱ
[V]모음, ㄱ, ㄷ

서는 ‘-즉하-’가 결합되어 파생어를 만든다. 또한 중부방언에서는 평폐쇄음 뒤에서 
‘ㅎ’은 유기음화를 겪지만 함북방언에서는 ‘ㅎ’이 탈락한다.

(31) 멀르쯕하다[멀르쯔가다](멀찍하다)

(31)은 ‘멀르-쯕하-’로 분석된다. 이때의 ‘-쯕하-’는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
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멀르쯕하-’는 중부방언의 ‘멀찍하다’에 해당하는 것이
다. ‘멀-’과 ‘-쯕하-’사이에 ‘르’가 삽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쯕하-’는 유음, 폐쇄음이나 모음으로 끝난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어기의 
느낌이 꽤 있는 듯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4.9. 소결
4장에서는 ‘-ㄱ-’, ‘-굴-’, ‘-다마-’, ‘-답-’, ‘-롭-’, ‘-ㅂ-’, ‘-스럽-’, ‘-스

르하-’, ‘-싸/써하-’, ‘-압/업-’, ‘-앟/엏-’, ‘-직하-’, ‘-쭉하-’, ‘-즉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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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하- [A]ㄹ
-즉하- [A]ㄹ, ㄺ, ㄼ, ㅍ

표 7 형용사파생접미사의 결합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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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사파생접미사

5.1. ‘-껏’
‘-껏’은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1) 능력껏(능력껏), 마음껏(마음껏), 힘껏(힘껏) 

(1)은 ‘능력-껏, 마음-껏, 힘-껏’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껏’은 비음, 폐
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그것이 닿는 데까지’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
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91). ‘능력껏, 마음껏, 힘껏’은 그 쓰임이 중부방언의 것
과 같다. 

(2) 기껏(기껏), 재주껏(재주껏)

(2)은 ‘기-껏, 재주-껏’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의 ‘-껏’은 모음으로 끝나는 명
사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껏, 재주껏’은 그 쓰임이 중
부방언의 것과 같다. 여기서 ‘기껏’은 [기:껏]으로 발음되는데 ‘기’가 한자어 ‘氣’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허나 다른 어기들을 참고하면 명사어기일 가능성
이 크다.

요컨대 ‘-껏’은 모음, 비음, 폐쇄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그것이 닿는 
데까지’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를 파생시킨다. 이들 부사가 함북방언에서의 쓰임은 
중부방언의 것과 쓰임이 같다. 

5.2. ‘-나/으나’
91) 심재기(1987: 409)에서 ‘-껏’은 중세한국어 ‘(邊, 端), 귿(端, 末)’에 기원하는 것으로 ‘그것

이 닿는 데까지’의 뜻을 나타내며 현대한국어의 후치사 ‘-까지’와 같은 어원의 접미사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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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으나’는 부사어기에 결합하여 부사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접미사이다. 

(3) 게구나(겨우, 가까스로), 꽤나(꽤)

(3)은 ‘게구-나, 꽤-나’로 분석할 수 있다. ‘-나’는 모음으로 끝난 부사어기에 결
합하여 부사의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함북방언에서 ‘겨우’의 의미
로 ‘게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사어기를 ‘게구’로 보고 거기에 ‘-나’가 접미한 것으
로 보았다. ‘꽤나’는 ‘꽤’에 ‘-나’가 결합하여 그 정도를 강화시킨 것이다. ‘야, 이거 
꽤나 멋있다야’와 ‘야, 이거 꽤 멋있다야’를 비교하면 ‘꽤나’가 쓰인 것이 맛있는 정
도를 더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함북방언에서 ‘게구’와 ‘게구나’의 쓰임은 다음과 
같다. 

(4) 밥으 너무 마이 퍼서 게구/게구나 다 먹어치웠다야.(밥을 너무 많이 퍼서 겨우 
다 먹었다.)

(5) 퍽으나(퍽)

(5)는 ‘퍽-으나’로 분석된다. ‘-으나’는 자음으로 끝난 ‘퍽’에 결합하여 선행하는 
어기의 정도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나/으나’는 부사어기에 결합하여 선행하는 부사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
다.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는 ‘-나’가 결합하고 자음으로 끝난 어기에는 ‘-으나’가 
결합한다. 

5.3. ‘-ㄹ로/루/르’
(6) 별로/별루(별로), 불쎌루(갑자기), 수실르(수시로), 실로/실루(실로), 임실르(임

시로), 재빌르(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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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 ‘별-로/루, 불쎌-루/르, 수실-르, 실-로/루, 재빌-르’로 분석할 수 있다. 
‘-로/루/르’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별로’는 한자어어기 ‘별’에 ‘-로’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로 ‘이렇다 하게 따로, 또
는 그다지 다르게’, ‘따로 별나게’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별루’도 쓰이는데 이는 +
환경 ‘로’가 ‘루’로 되는 고모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불쎌루’는 한자어어기 ‘불시(不
時)에’에 ‘-루’가 결합된 것으로 ‘갑자기’의 의미를 나타낸다. ‘불쎌루’와 마찬가지로
‘수실르’는 한자어어기 ‘수시(隨時)’에 ‘-르’가 결합되고 ‘ㄹ’이 첨가된 것이다. ‘실로’
는 ‘실(實)’에 ‘-로’가 결합된 것으로 그 쓰임은 중부방언의 것과 비슷하다. ‘실루’는 
‘실로’에서 ‘로’가 ‘루’로의 고모음화를 겪은 것이다. ‘임실르’는 한자어어기 ‘임시(臨
時)’에 ‘-르’가 결합된 것이다. 역시 ‘ㄹ’이 첨가되었다.

‘-로/루/르’는 유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킨다. 

5.4. ‘-우’
‘-오/우’는 형용사어기나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7) 재우~재우재우(빨리) 

(7)은 ‘재-우’로 분석된다. ‘-우’는 모음으로 끝난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재우’는 ‘빠르다’의 함북방언인 ‘재다’에 ‘-우’가 결합되어 
‘빨리’라는 의미로 쓰인다. 함북방언에서 ‘재우’가 사용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8) 재우 갔다오라(빨리 다녀오너라)

(9) 도로~도루(도로)

(9)는 ‘돌-오/우’로 분석된다. 동사어기 ‘돌-’에 ‘-오’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
킨 것이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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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는 형용사나 동사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5.5. ‘-이’
‘-이’는 명사나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이다.

(10) ㄱ. 가깹이~가차이~가챕이(가까이), 고이(고이), 길이(길이), 마:이(많이), 빙
긋이(빙긋이)

ㄴ. 틈틈이(틈틈이), 짬짬이(짬짬이) 

(10ㄱ)은 ‘가깹~가챕-이, 길-이, 많-이, 빙긋-이’로 분석된다. 이때의 ‘-이’는 
폐쇄음, 유음, 비음, 마찰음으로 끝난 형용사어기 또는 어근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
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가깹이~가챕이’는 ‘가깝-’ 또는 ‘가찹-’에 ‘-이’가 결
합되고 움라우트를 겪은 것이다. ‘가깝-’은 함북방언에서 ‘가찹-’으로 쓰이기도 한
다. ‘가차이’는 ‘가찹이’에서 ‘ㅂ’이 탈락한 형태이다. ‘고이’, ‘길이’, ‘빙긋이’는 그 쓰
임이 중부방언과 같다. ‘마:이’는 ‘많이’에서 비모음화가 적용된 형태로 그 쓰임은 중
부방언과 같다. 

(10ㄴ)은 ‘틈틈-이, 짬짬-이’로 분석된다. 명사어기 ‘틈’과 ‘짬’이 반복된 형태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이때의 ‘-이’는 명사어기에 직접 통합하
지 못하고 반복된 형태만을 어기로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정의향 2010: 
155). 이때의 반복된 명사어기는 주로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다(정의향 
2010: 155).

‘-이’는 폐쇄음, 유음, 비음, 마찰음으로 끝난 형용사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
시키는 역할을 한다. 

5.6. 소결
92) 이현희(2006: 224)에서는 ‘-오/우’에 의한 파생어는 이미 중세에 거의 다 나타나 형태상의 변

화만 있을 뿐 현대한국어에서는 부사파생의 기능을 하던 ‘-오/우’가 더 이상 새로운 단어를 생
산해내기 어려우며 부사로 굳어져 사용되므로 완전한 어휘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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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결합양상
-껏 [N]모음, ㄱ, ㅁ
-나/으나 [ADV]모음, ㄱ
-로/루/르 [N]모음, ㄹ

-우/오 [A]모음 
[V]ㄹ-이 [A]ㅁ, ㅂ, ㄹ, ㅅ, ㄶ

표 8 부사파생접미사의 결합양상

5장에서는 ‘-껏’, ‘-나/으나’, ‘-ㄹ로/루/르’, ‘-우’, ‘-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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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대표적인 분포 기능 대표적인 예 참고
-가리 N 사물명사 솔가리(말라서 땅에 떨어진 솔

잎) 2.2.1.

-개 V
V

유정명사
사물명사

홀리개(사기꾼)
디디개(발판) 

2.1.1.
2.2.2.

-기
V
V
A

사물명사
행위명사
척도명사

밥푸기(밥주걱)
나누기(나누기)
밝기(明)

2.2.3. 
2.3.1. 
2.4.1.

-꾸러기 N 유정명사 잠꾸레기(잠꾸러기) 2.1.2.
-꾼 N 유정명사 떼꾼(떼쟁이) 2.1.3.
-내기 N

V+ㄹ
유정명사
행위명사

남내기(남한에서 온 사람)
달릴내기(달리기)

2.1.4
2.3.2.

-대 N 사물명사 떡국대(가래떡) 2.2.4.
-데기 N

A
유정명사
사물명사

부엌데기(부엌데기)
숯검데기(숯검정)

2.1.5.
2.2.5.

-때/띠 N
N+ㄹ 기타: 비하 귀띠(귀, 耳)

열때(열쇠)
2.5.1.
2.2.6.

-때기 N 기타: 비하 귀때기(귀, 耳) 2.5.1.
-마/매 V

V
사물명사
행위명사

가림마~가림매(가르마)
거두매(설거지, 뒷정리)

2.2.7.
2.3.3.

-막 V 사물명사 내리막(올리막) 2.2.8.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咸北方言辭典≫에 나타나는 예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단어
를 어기와 접사로 나누어 파생접미사들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명사파생접미사, 3
장에서는 동사파생접미사, 4장에서는 형용사파생접미사, 5장에서는 부사파생접미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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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N 
N+V

유정명사 
사물명사

쩔뚜배기(절름발이)
턱배기(턱받이)

2.1.6.
2.2.9.

- 뱅 이 ( -
배:) N 유정명사 가난배:(가난뱅이) 2.1.7.
-보 N 유정명사 뚱보(뚱뚱이) 2.1.8.
-씨 A

N
척도명사
기타

묵씨(무게)
마음씨

2.4.2.
2.5.2.

-아리/어리 N 기타 끝어리(끝) 2.5.3.
-아지/어지 N 기타: 비하 손목아지(손목) 2.5.4.
-악/억 N 기타 밥주걱(밥주걱) 2.5.5.
-악지/억지 A

R
척도명사
기타

기럭지(길이, 키, )
개구락지(개구리)

2.4.3.
2.5.6.

-앙대기 N 기타 꼬랑대기(꼬리) 2.5.7.
-애 V 사물명사 뽑애(서랍) 2.2.10.
-어기 N 기타 털에기(털) 2.5.8.
-어미 N 기타 실꾸레미(실꾸리) 2.5.9.
-우지 N 기타 말뚝우지(말뚝) 2.5.10

-이
N
V
N+V 
A

유정명사 
사물명사 
행위명사
척도명사

서댕이(서당에 다니는 아이)
뽑이(서랍)
밭갈이(밭갈이)
높이(高)

2.1.11.
2.2.11.
2.3.4.
2.4.4. 

- 쟁 이 ( -
재:) N 유정명사 그림재:(그림쟁이) 2.1.12.

-질 N 행위명사 선생질(선생님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 2.3.5.

표 9 명사파생접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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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대표적인 
분포 기능 대표적인 예 참고

- 이 - , 
-이우-

V
V. A

피동
사동

깎이다(깎이다), 채우다(蹴)
눕이다(눕히다), 채우다(차게 하다, 冷)

3.1.1. 
3.2.1.

- 히 - , 
-히우-

V. A
V. A

피동
사동

닑히다(읽히다), 궂히다(궂히다)
식히다(식히다), 넓히다(넓히다)

3.1.2.
3.2.2.

- 리 - , 
-리우-

V
V

피동
사동

매달리다(매달리다), 발리우다(발리다)
살리다(살리다), 몰리우다(모르게 하다)

3.1.3. 
3.2.3.

- 기 - , 
-기우-

V
V

피동
사동

날기다(날리다, 飛), 물기우다(물리다, 
嚙)
굴기다(굴리다, 轉), 신기우다(신기다)

3.1.4.
3.2.4.

-키- V 사동 개키다(개이다, 이불을 ~) 3.2.5.
-우- V

V. A
피동
사동

가리우다(가려지다)
곰치우다(숨기다)

3.1.5.
3.2.6.

-구- V
V

피동
사동

끄슬구다(그을리다)
간줄구다(간질이다)

3.1.6.
3.2.7.

-후- A 사동 늦후다(늦추다) 3.2.8. 
-거리- V. AD 반복 들락거리다(들락날락하다) 3.3.
-버리- V 완료 깨버리다(깨트리다) 3.4.
- 트 리 /
뜨리- V 강세 마사뜨리다(부수다) 3.5.

표 10 동사파생접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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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대표적인 
분포 기능 대표적인 예 참고

-ㄱ- A 감각형용사 쓱다(쓰다, 苦) 4.1.1.
-굴- V 감각형용사 시굴다(시다, 酸) 4.1.2.
-다마- A 형용사 파생 너르다마다(널따랗다) 4.2.
-답- N 형용사 파생 도적답다(도둑답다) 4.3.1.
-롭- N 형용사 파생 행기롭다(향기롭다) 4.3.2.
-ㅂ- V 감각형용사 찹다(차다, 冷) 4.1.3.
-스럽- N 형용사 파생 공포스럽다(공포스럽다) 4.3.3.
-스르하/으스
르하- A 감각형용사 씁스르하다(씁슬하다) 4.1.5.
-싸/써하- R 형용사 파생 부실싸하다(멍청하다) 4.4.
-압/업- V. A 감각형용사 내구럽다(내다) 4.1.4.
-앟/엏- A 형용사 파생 까맣다(까맣다) 4.5.
-직하/ㅁ직하- V. A 형용사 파생 꺼림직하다(꺼림직하다) 4.6.
-쭉하- A 형용사 파생 길쭉하다(길쭉하다) 4.7. 
-즉하- A 형용사 파생 높즉하다(높직하다) 4.8.

표 11 형용사파생접미사  

형태 대표적인 분포 기능 대표적인 예 참고
-껏 N 부사 파생 능력껏(능력껏) 5.1.
-나/으나 AD 부사 파생 개구나(겨우) 5.2.
-로/루/르 N 부사 파생 수실르(수시로) 5.3.
-우/오 V. A 부사 파생 재우(빨리) 5.4.
-이 A 부사 파생 가차이(가까이) 5.5.

표 12 부사파생접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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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rivational suffixes of Hambuk dialect
based on ≪dictionary of Hambuk dialect(함북방언사전)≫

Yim, Hongye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derivational suffixes of Hambuk 
dialec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vocabulary given in ≪dictionary of Hambuk 
dialect(함북방언사전)≫(1986) dictionary. The forms of the word were 
analyzed, a list of suffixes was established and it was examined how they are 
used according to function and distribution.

This thesis used actively all examples loaded in ≪dictionary of Hambuk 
dialect≫ and analyzed them to the maximum. Examples were analyzed from 
synchronic and diachronic point of view. 

This thesis divided the vocabulary into bases and affixes, and in case of the 
same form of the suffix, a part of speech of the base and suffix’s meaning was 
explained and divided. If the part of speech of the preceding base as well as 
suffix’s meaning were the same it was considered that the suffix is the same, 
but in case if one of them was different it was considered as homonymy. 

This thesis consist of six chapters beginning from the introduction to the 
summary. First chapter reveals the goals and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basic 
discussion. Second chapter deals with noun derived suffixes, third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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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s verb derived suffixes, fourth chapter examines adjective derived 
suffixes and fifth chapter finally shows adverb derived suffixes. Base and suffix 
of each word is analyzed and suffix’s function and distribution is examined.  

Key Words: Hambuk dialect, suffixes, noun derived suffixes, verb derived 
suffixes, adjective derived suffixes, adverb derived suffixes 

Student Number: 2012-2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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