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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語抄錄>

韓國語의 2字 漢字語의 複合에 대한 硏究

盧 偉

  한국어의 2자 한자어의 복합으로 형성된 복합형은 구(句)를 이루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런데,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복합형이 구(句)가 아닌, 단어가 
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새로 형성된 단어는 4자어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겠지만, 2자어와 3자어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새
로 형성된 단어들을 관찰해본 결과, 입력부의 두 개의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
태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한자형태소는 입력부에는 공통적으로 
출현하지만, 출력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또는 두 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입력부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력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치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포착된다. 
  상기의 현상에 대하여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력부의 동일한 한자형태소에 대
하여 본고에서는 공통형태소라 부르기로 한다. 또한 해당 형태소가 출력부에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공유형태소라 칭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공통형태소와 
공유형태소의 설정 과정과 의미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공유형태소의 출현 여부 및 출현 횟수에 따라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
뉜다. 이는 출력부에 공유형태소가 출현하지 않는 유형(2자어), 한 번만 출현
하는 유형(3자어) 그리고 두 번 출현하는 유형(4자어)이다. 각 유형마다 입력
부에 공통형태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 기술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출력부가 새로운 2자어가 되는 경우이다. 그 하위 부류로 
입력부에 공통형태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전자는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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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2자어가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출력부를 절단합성어로 보았다. 후
자는 입력부의 두 2자어가 주로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출력부는 2자 혼
성어와 2자 두문자어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출력부가 3자어가 되는 경우이다. 입력부의 두 2자어가 계
열관계를 가질 경우에 대하여, 공유형태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자는 형태적인 유사성을 통하여 축약형을 만들 수 있
고, 후자는 계열적 유사성을 통해 전자의 단어형성 기제를 따르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입력부의 두 2자어가 통합관계를 가질 경우, 이들은 서로 연
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 사이에 어떤 통사론적인 링크가 잠재적으로 존재
하기 때문에 축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출력부가 4자어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4자어를 형성하
는 조어법에 따라 합성형과 유추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主要語:  漢字語, 字, 入力部와 出力部, 共通形態素와 共有形態素, 系列關係

 와 統合關係, 元辭竝列構造, 切斷合成語, 混成語, 頭文字語, 縮約, 
 合成, 類推.

 
學  番:  2012-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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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대상 및 주제

  한국어 연구에서 지금까지 한국어의 2자 한자어1)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
루어져 온 편이지만, 그 중 2자어와 2자어의 복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2자어와 그 2자어의 복합을 살펴보면 그 산물이 구(句)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다. 

    (1)  大學 + 生活 → 大學 生活2) 

1)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2자 한자어를 ‘2자어(2字語)’라고 칭한다. 3자 한자어와 4자 
한자어도 마찬가지로 ‘3자어(3字語)’와 ‘4자어(4字語)’라고 칭한다.

2)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호 ‘+’, ‘,’ 그리고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기호 ‘+’나 ‘,’의 전
후에 각각 2자어가 하나씩 있고 이 2자어들을 각각 ‘P’와 ‘Q’로 표시할 경우, ‘+’나 ‘,’
의 의미는 ‘P와 Q를 아우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는 통합관계(syntagmatic 
relation)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는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나타내는 기
호이다. 따라서 (1)에서는 P와 Q가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2)에서는 P와 Q가 계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호 ‘→’의 의미는 ‘P와 Q를 아울러 쓰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의도와 일치할 것이다. 
  가령, ‘大學’과 ‘生活’이라는 두 2자어가 있다면, 이 두 2자어를 아울러 쓰는 말이 
‘大學 生活’이라는 것을 ‘大學 + 生活 → 大學 生活’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한다. (1)에
서 ‘대학’과 ‘생활’은 수식과 피수식 관계, ‘국어’와 ‘강의’는 논항과 핵의 관계를 이루
고 있어 이들이 통합관계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2)에서는 ‘檢察’과 ‘警察’을 아울러 
쓰는 말이 ‘檢警’이라는 것을 ‘檢察, 警察 → 檢警’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한다. ‘검찰’
과 ‘경찰’이 계열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덧붙여, 이는 ‘검경’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된다는 것도 뜻하지 않
으며 ‘,’(통합관계인 경우 ‘+’)의 앞과 뒤에 무조건 ‘검찰’과 ‘경찰’의 분포를 가져야 한
다는 조건도 없다. 본고 논의의 주된 요지는 ‘검경’이 ‘검찰과 경찰을 아울러 쓰는 말’
이라는 것이기에 ‘검경’이 ‘검찰, 경찰’에서 온 것인지, ‘검찰, 경찰’이 ‘검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본고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 그리고 두 2자어의 앞뒤 순서
가 ‘검찰, 경찰’인지, ‘경찰, 검찰’인지도 관계가 없다. 이들의 결합 순서도 본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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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語 + 講義 → 國語 講義 
 漢字 + 工夫 → 漢字 工夫

    (2) 檢察, 警察 → 檢警   
直接, 間接 → 直間接   
氣盡, 脈盡 → 氣盡脈盡

    
  (1)은 2자어와 2자어가 결합되어 구(句)를 이루는 경우이며 (2)는 2자어와 2
자어가 결합되어 단어를 만드는 경우이다. (1)처럼 두 개의 2자어가 같이 나
열되면 구(句)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두 개의 2자어의 나열이 단어를 만드는 경우 역시 발견된다. 두 개의 2
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단어는 2음절 한자어일 수도 있고 3음절 한자어, 4음
절 한자어일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1)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구(句)
에 비해 유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의 경우에 주목하여 연구 
대상을 (2)와 같은 경우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에 연구 대상의 조건 중 하나
는 2자어와 2자어의 복합이 구(句)가 아닌 단어를 만드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점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개 2자어와 2자어가 결합할 경우 (1)에서처럼 구
(句)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기는 어렵다. 가령, 아
래의 (3)에서 동일한 단어장(單語場, 낱말밭)3)에 속한 두 개의 2자어 ‘冊床’과 
‘倚子’가 서로 결합하여 ‘*冊倚/ *冊子/ *床椅/ *床子’와 같은 2음절 한자어
나, ‘*冊倚子/ *床倚子/ *冊床椅/ *冊床子’와 같은 3음절 한자어, 그리고 ‘*倚
子冊床/ *冊床倚子’와 같은 4음절 한자어를 형성하는 일은 없다.4)

범위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3) Porzig, Weisgerber, Coseriu 등 서구의 언어학자들은 단어들의 의미관계가 ‘day/nig

ht’, ‘책/공책’, ‘밥/반찬’과 같이 포섭되기도 하고, ‘acid(酸性)/alkali(鹽基)’, ‘더하기/
빼기’와 같이 구분되기도 하면서 보다 큰 의미 영역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
여 單語場(낱말밭) 이론을 만들어 발전시켰다.(심재기 외 1984:55-72 참고)

4) ‘倚子’대신 혼종어 ‘걸상(걸-床)’이 주어지면 ‘책걸상(冊걸床)’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혼종어(混種語, hybrid word)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
은 한자어에만 한하며 혼종어에는 한자어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어도 한자어의 범주로 
넣지 않기로 한다. 2.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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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冊床, 倚子 → *冊倚/ *冊子/ *床椅/ *床子
      *冊倚子/ *床倚子/ *冊床椅/ *冊床子
      *冊床倚子/ *倚子冊床   

       
  그런데 앞서 (2)와 더불어, 아래의 (4), (5), (6)의 경우에는 두 개의 2자어
가 결합하여 2자어, 3자어, 4자어5)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4) a.  檢察, 警察 → 檢警   與黨, 野黨 → 與野
b.  收入, 支出 → 收支 / 入出   將校, 士兵 → 將兵6)

      c.  空中 + 港口 → 空港   大學 + 卒業 → 大卒7)

5) 두 개의 2자 한자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2음절 한자어, 3음절 한자어와 4음절 한자어를 
과연 ‘2자 한자어(2자어), 3자 한자어(3자어), 4자 한자어(4자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조심스럽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2자어는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을 
가리킨다. ‘學校’, ‘友情’과 같은 실재어도 있지만, ‘分明’, ‘嚴密’과 같은 잠재어도 있다
(실재어와 잠재어에 대한 설명은 각주 19 참고). 3자어는 ‘直接-的’처럼 2자어에 접사
가 붙어 형성된 것이거나, ‘圖書-館’처럼 어기에 1자 한자어 어근이 붙어 형성된 경우
를 말한 것이다. 4자어는 ‘非-合理-的’처럼 2자어의 앞과 뒤에 각각 접사를 붙여 만든 
경우도 있고 ‘一石二鳥’처럼 한문의 사자성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형성한 경우도 있다. 
2자어, 3자어, 4자어를 이와 같이 규정하면, 2자(字)로 되어 있지만 2자어가 아닌 한자
어는 2음절 한자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3음절 한자어와 4음절 한자
어도 이처럼 해석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인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2음절 한
자어, 3음절 한자어, 4음절 한자어는 엄밀히 말하자면 2자어, 3자어, 4자어가 아니고 2
음절 한자어, 3음절 한자어, 4음절 한자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으로 보
인다. 후술하겠지만 본고에서는 기존의 2자어, 3자어, 4자어의 개념을 보충하고 그 범
위를 확대하여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2음절 한자어, 3음절 한자어, 4음절 한자어 역
시 2자어, 3자어, 4자어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연구 대상을 
‘2음절 한자어, 3음절 한자어, 4음절 한자어’라고 서술해왔는데, 후반부부터 용어를 ‘2
자어, 3자어, 4자어’라고 바꾸어 서술하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전반적인 
논의 흐름과 개념 사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2음절 
한자어, 3음절 한자어, 4음절 한자어를 ‘2자 한자어(2자어), 3자 한자어(3자어), 4자 한
자어(4자어)’라 부르기로 한다.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將兵’을 ‘將校와 副士官, 士兵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해석
한 바 있다. 그런데, ‘장교’와 ‘사병’만 있는 자리에서 ‘장교와 사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 할 경우 ‘장병’이라고 하기도 한다.  

7) ‘大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① ‘大學校’의 준말(=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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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  直接, 間接 → 直間接   出國, 入國 → 出入國
       b.  老人, 弱者 → 老弱者   敎授, 講師 → 敎講師8)

        c.  國語 + 歷史 → 國語史   英語 + 文法 → 英文法9)

    (6) a.  氣盡, 脈盡 → 氣盡脈盡   多情, 多感 → 多情多感
        b.  國語 + 辭典 → 國語辭典   竝列 + 接續 → 竝列接續

           └ 입력부 ┘ → └ 출력부 ┘  └ 입력부 ┘ → └ 출력부 ┘
             
  (4)는 두 개의 2자어가 결합하여 다시 새로운 2자어가 형성된 경우인데, 

    ② ‘大學校’와 구별되는 말(= college).  
    ③ 1980년도 이후로부터 ①과 ②를 구별하지 않고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의 대학을 

 뜻하는 말.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학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학’만 쓰고 있다. 이때의 ‘대
학’은 ③과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몰론 ①과 ②를 구별하여 사용하
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③의 용법도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다루는 ‘대학’은 ③에 해당된다. 
  한편 ‘卒業하다’와 같은 경우는, 2자어 ‘卒業’에 파생접미사 ‘하다’가 덧붙여 형성된 
단어이다. 이는 ‘졸업’의 품사만 바꾸어 주었을 뿐 한자어의 의미 해석에 변화가 일어
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본고에서 접사를 제외한 나머진 한자형태소 부분(‘卒業’)
을 한자어의 범주에 넣기로 하여 한자형태소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1.1. 참고.

8) ‘敎講師’는 ‘敎授와 講師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敎師와 
講師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본고에서는 ‘교강사’라는 단어
가 ‘교수, 강사’에서 온 것인지 ‘교사, 강사’에서 온 것인지를 밝혀내는 데에는 집중하
지 않을 것이다. ‘敎師, 講師 → 敎講師’일 경우는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있는 두 2자어
의 결합이 나타난 것이고, ‘敎授, 講師 → 敎講師’일 경우는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없는 
두 2자어의 결합이 나타난 것이다. 즉, 양자는 동일한 한자형태소의 유무에 차이가 있
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 점만 염두에 두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
다. 

9) (4)의 ‘空港’은 본래 2자어이며, (5)의 ‘國語史’와 ‘英文法’은 본래 3자어이다. 본고에서 
‘空中의 港口’, ‘國語의 변화에 관한 歷史’, ‘英語의 文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空
港’, ‘國語史’, ‘英文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본래부터 2자어, 3자어인 것인 반면, ‘大卒’, ‘直間接’과 같은 경우는 본래부터 
2자어, 3자어가 아니라 입력부의 두 2자어를 아울러 쓰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표현들
이다. 출력부에 속한 단어들이 본래부터 2자어, 3자어, 4자어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두 개의 2자어를 아울러 쓰는 말이라면 본고의 연구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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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는 입력부의 두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察’, ‘黨’)가 있음을 볼 수 있
으며 (4b, 4c)의 경우는 입력부에 속한 두 개의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a, 4b)에서 입력부의 두 2자어는 계열관계(‘檢察, 警
察’, ‘收入, 支出’)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4b)에는 동일한 한자
형태소가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또한 (4b, 4c)는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가
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4b)는 계열관계(‘收入, 支出’, ‘將校, 士
兵’)를 이루고 있는 데 비하여 (4c)는 통합관계 중 수식관계(‘空中의 港口’)나 
술목관계(‘大學을 卒業하다’)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5)는 두 개의 2자어로 3자어가 형성된 경우인데, (5a)는 입력부의 두 2자
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接’, ‘國’)가 있는 경우이고 (5b, 5c)의 경우는 입력
부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자어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5a, 5b)는 입력부의 두 2자어가 계열관계(‘直接, 間接’, ‘老人, 弱者’)를 이루
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5a)의 경우 입력부에 동일한 한자형태소
(‘接’)가 있지만, (5b)의 입력부에는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한 (5b)와 (5c)는 입력부의 두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없다는 점은 공
통점이지만, (5b)의 경우는 두 2자어가 계열관계(‘老人, 弱者’, ‘敎授, 講師’)를 
나타내고 (5c)에서는 두 2자어가 통합관계(‘國語의 歷史’, ‘英語의 文法’)를 나
타내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6)은 두 개의 2자어로 4자어가 형성되는 경우인데, (6a)의 경우에는 입력
부에 속한 두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6b)의 입력부
에서는 두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6a)의 경
우 입력부의 두 2자어가 계열관계(‘氣盡, 脈盡’, ‘多情, 多感’)를 이루고 있으
며 (6b)에서는 입력부의 2자어들이 통합관계(‘國語의 辭典’, ‘竝列적 接續’)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2자어와 2자어가 결합한다는 것(입력부)은 유사해 보이지만 이로부
터 형성된 복합형(출력부)이 다양하다는 것을 통해, 이들이 입력부에서 출력부
로 형성될 때 겪는 단어형성 과정이 서로 다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입력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출력부에서 나타나지 않기
도 하고(‘檢察, 警察 → 檢警 + Ø’), 한 번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直接, 
間接 → 直間接’) 두 번 다 나타나기도 한다(‘氣盡, 脈盡 → 氣盡脈盡’)는 것



- 6 -

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입력부의 두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존재하
면서 출력부에 이와 같은 양상들이 나타나는 경우(4a, 5a, 6a)가 있는가 하
면, 입력부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일한 한자형태
소가 있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단어형성법을 따르는 경우(4b, 4c, 5b, 5c, 
6b)도 관찰된다. 따라서 본고는 두 개의 2자 한자어의 복합으로 생긴 2자어, 
3자어 그리고 4자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입
력부의 두 2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징과 통사론적인 관계를 관찰하면서 출력
부의 단어형성 과정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단어형성 과정에서 동일한 한자형
태소의 출현 여부와 출현 횟수에 따라 출력부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이 동일
한 한자형태소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한자형태소
의 출현 여부와 출현 횟수에 따른 다양한 단어형성 과정을 토대로 새로 형성
된 출력부들을 유형화시켜 2자어, 3자어, 4자어의 문법적 지위와 단어형성 기
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1.2.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한자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2자
어 3자어론과 2음절 한자어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노명희(1990)에서는 한자어에 대하여 기능소를 설정한 바 있다. 기능
소는 이질적인 요소인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 체계에 편입되면서 보이는 특성
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한자어가 고유어의 문법 체계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법적 구성에 참여하는 단위이다. 노명희(1990)의 4.2.를 정리하여 기능소의 
세 가지 유형을 나타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밑줄을 친 형식이 해당 
범주의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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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능소의 유형

기능소Ⅰ 學校, 友情, 情, 妻家, 妻...

기능소Ⅱ 分明, 嚴密, 徹底(-하다); 原始, 客觀, 實用(-적)

기능소Ⅲ
접두

기능소
대(大)-규모, 무(無)-의미, 불(不)-평등, 신(新)-개발 

접미
기능소

국가-적(的), 경영-인(人), 개방-성(性), 과학-자(者)

  기능소Ⅰ은 최소의 자립형식이며, 기능소Ⅱ는 의존형식 중에서 접미사(주로 
‘하다’나 ‘的’)와 결합하여 단어로 쓰이고 특히 ‘하다’와 결합할 때는 그 사이
에 특수조사가 끼어들 수 있는 단위이다. 기능소Ⅲ은 기능소Ⅰ, 기능소Ⅱ에 
결합하여 접사적인 성격을 나타나는 단위를 가리키며, 분포상의 위치에 따라 
접두 기능소와 접미 기능소로 나뉜다.
  노명희(1998a, 2005)에서는 기능소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자어 의존형식을 
세분하여 어근과 접사로 나누고, 어근에는 활성어근과 비활성어근이 있는 것
으로 보았다. 활성어근은 한국어 화자들이 한 단위로 인식하여 단어 형성이나 
문장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근이고, 비활성어근은 한문 문법에
서는 한 단위였으나 한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낮아 기능 단
위가 되지 못하는 어근이다. 이 중 활성어근을 다시 강활성어근과 약활성어근
으로 분류하였는데, 강활성어근은 기능소Ⅱ에 해당하고, 약활성어근은 접사성
을 지닌 어근으로 기능소Ⅲ에 해당된다. 기능소Ⅲ에는 접두사나 접미사로 굳
어진 예도 포함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밑줄을 친 
형식이 해당 범주의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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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자어 의존형식

어근 활성어근 강활성어근: 嚴密, 徹底

약활성어근: 맹(猛)-공격, 빈민-가(街)

비활성어근 국(國)-가(家), 능(能)-히, 구(救)-하다

접사 접두사 양(洋)-과자, 생(生)-고기

접미사 과학-적(的), 과학-화(化)

 
  한자어와 관련된 선행 연구 중에 노명희(1990, 1998a, 2005)와 같이 한자
어의 기능소에 대해 연구한 논의가 있는가 하면, 고영근(1993a, 1993b)와 같
이 형태소를 불규칙적이면서 비생산적인 부류와 규칙적이면서 생산적인 부류
로 구분하여 전자는 ‘구성소’, 후자는 ‘형성소’로 명명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
다. 이 논의에서는 구성소와 형성소의 구분이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에도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영근(1993a)에서는 고유어 ‘지붕’을 명사어근 ‘집’과 접미사 ‘-웅’으로 분
석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웅’은 그 쓰임이 고립적이고 불구적이어서 다른 
명사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명사를 형성하는 일이 없다. ‘지붕’의 ‘-웅’을 비
롯하여 ‘무덤, 꼬락서니’에서 나타나는 ‘-엄, -악서니’와 같은 불규칙적이고 
비생산적인 접미사들을 단어구성소라고 한다. 한편, ‘덮개’의 ‘-개’는 ‘덮다’의 
어간 ‘덮’과의 결합뿐만 아니라, ‘가리다, 꾸미다, 지우다’ 등과 같은 구조적 
자율성을 지닌 많은 동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리-개’, ‘꾸미-개’, ‘지우-개’)
를 파생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단어형성력이 높은 ‘-개’와 같이 규칙적이고 
생산적인 접사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어형성소라고 
부른다.
  고영근(1993b)에서는 고유어에 한정되어 있었던 고영근(1993a)의 논의를 
확장시켜 그 대상이 한자어까지 포함한다. 즉 고영근(1993b)에서는 한자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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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구성소와 형성소

어소

구성소 단어구성소(‘지붕’의 ‘-웅’, ‘人類’의 ‘人’)

문장구성소

형성소 단어형성소(‘덮개’의 ‘-개’, ‘韓國人’의 ‘人’)

문장형성소

도 단어구성소와 단어형성소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人’은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은 없고 대신 다
른 한자와 어울려 ‘人類, 人生’ 등과 같은 많은 어휘를 형성할 수 있다. ‘人
類’는 ‘獸類’와는 계열관계를 이루고 ‘人生’과는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
에서 각 글자는 독립된 형태소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때의 ‘人’과 ‘類’
는 한자어의 구성요소일 뿐이지 그 자체가 고유어와 어울려 합성어를 이루는 
일은 없다. 이런 한자가 합성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人類, 人生’과 같은 다
른 한자와 먼저 결합되어야 한다. ‘人類文明, 人生航路’가 그러한 예이다. ‘人
類, 人生’의 각 글자는 앞의 ‘집웅’의 ‘-웅’과 유사하게 매우 불규칙하고 고립
적이므로 단어구성소는 될 수 있지만 단어형성소는 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韓國人, 外國人’에 나타나는 ‘-人’과 같이 자립성이 있는 단어에 붙어 ‘어떤 
표지를 가진 인물’을 뜻할 때에는 접미사로서 단어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는 점에서 단어형성소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표 1-3>과 같이 정
리한다.

  한편, 김창섭(1999, 2001a, 2013)에서는 노명희(1990, 1998a, 2005)와 고
영근(1993a, 1993b)의 논의를 고려하면서 2자어와 3자어의 개념을 제시하였
다. 현대 한국어에서 1자 한자어는 의존형태소로서 존재한다. 그 앞이나 뒤에 
다른 1자와 결합하여 그 의존성이 해소될 수 있는 경우, 양방향 의존성이 해
소되지 않은 상태의 형태소를 원사(元辭)라고 한다. 이렇게 전체로서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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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소된 2자 구성이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이며 이러한 2자 
구성을 2자어라고 부른다. 예컨대 ‘直接’의 경우, 한자형태소 ‘直’과 ‘接’이 서
로 결합하기 이전에는 각각 의존성을 가진 형태소이었는데, 결합 이후의 ‘直
接’은 의존성이 해소되어 있다. 이에 ‘直’, ‘接’을 각각 원사라고 하고, ‘直接’
이란 구성을 2자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2자 한자어와 같은 기본
적인 적격 형식에 접두사나 접미사처럼 결합하여 더 큰 단위를 만드는 1자 
한자어 형태소들을 차사(次辭)라고 하고, 그 큰 단위를 차사어(次辭語)라고 한
다. 예를 들어 ‘直接’에 한자어 접미사 ‘-的’을 덧붙일 경우, ‘的’은 차사가 되
고 ‘直接的’은 차사어가 된다. 김창섭(2013)에서는 ‘원사의 원사요구, 차사의 
단어 어기 요구’라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원사는 원
사와 결합하고 차사는 2자어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자어와 관련하여 안소진(2010)에서는 ‘直間接’류의 형성과 관
련하여 한국어 화자의 2음절 한자어 구성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直間接’류
라고 명명한 특정한 한자어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요소 인식 방식을 고찰하여, 
화자는 한문 문법이나 구조적으로 분석되는 한자 형태소를 바탕으로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에 저장된 단어들의 관계에 기반하
여 한자어 구성요소를 인식하고 한자어의 의미구조를 파악한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추론의 방식으로 2자어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형성을 설명할 가능성에 대해 말하였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한국어의 2자 한자어의 복합에 대한 연구로서 전체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계기, 연구의 대상 및 목적, 이와 관련된 선
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제2장은 앞으로 본고를 전개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하여 마련된 부분이다. 우선, 한자어와 관련된 개념 중 한자어, 2자 한자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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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자어, 4자 한자어의 정의에 대한 수정 및 보충 작업을 시도해 볼 것이
다. 이어서 본고에서 설정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할 공유형태소와 원사병렬
구조에 대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형태소의 출현 여부 및 출
현 횟수와 관련된 준말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따른 한국어의 2자 한
자어의 복합 유형으로 본고의 핵심 논의 대상인 2자 한자어, 3자 한자어, 4자 
한자어를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의 복합으로 새로 형성된 2자어에 대하여 상술
한다. 입력부에 속한 두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있는 경우, 출력부에서 
그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를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입력부의 두 2자어에 동
일한 한자형태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형성된 2자어에서 한자형태소의 
삭감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
이는 출력부에 초점을 두고 그 단어형성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새
로 형성된 2자어는 절단합성어, 혼성어, 두문자어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새로 형성된 2자어가 어떤 
면에서 절단합성어인지 혹은 혼성어 또는 두문자어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자 한다. 
  제4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의 복합이 3자어를 이루는 유형에 대하여 기술
한다. 출력부가 2자어인 경우에 비하여, 입력부의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출력
부에서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입력부에 동일한 한자형태
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있는 경우처럼 유사한 조어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입력부의 두 2자어의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
기에, 제4장을 크게 계열관계 유형과 통합관계 유형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3자어를 이루는 각 한자 형태소들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하
면서 3자어 유형의 단어형성 과정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의 복합이 4자어를 이루는 유형에 대하여 기술
한다. 이들은 입력부에 속한 두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있을 경우 출력
부에서 그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모두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3장, 제4장에서 
다룬 대상들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출력부가 4자어인 경우 동일한 
한자형태소의 삭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력부는 그 단어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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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합성형과 유추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각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검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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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자어의 기본 개념과 공유형태소의 설정

  이 장에서는 한자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본고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일한 한자형태소(예컨대, 
‘出國, 入國 → 出入國’의 ‘國’)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동일한 한자형태
소의 입력부와 출력부에서의 출현 여부 및 출현 빈도에 따라 다양한 단어형
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한자형태소의 유무와 
출현 빈도에 따라 본고의 전체적인 논의의 구성이 조직되어 있기에, 이 동일
한 한자형태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입력부로부터 출력
부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준말10)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
다. 

2.1. 한자어의 기본 개념

2.1.1. 한자어

  한국어의 어종은 보통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뉠 수 있다.11) 이중 한
자어는 고유어와 외래어에 비해 한국어 어휘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한국어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12) 그리고 한자어

10) 준말에 대해서는 약어나 단어 단축, 삭감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
다. 본고는 연구의 대상과 연구의 초점을 고려하여 ‘준말’이란 용어를 택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1. 참고.

11) 심재기 외(2011:41)에 따르면, 한국어 어휘 중 본래부터 한국어에 있었던 어휘를 고유
어라 하고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와 한국어의 일원이 된 것을 차용어(借用語, loan 
word)라 한다. 차용어에는 외래 요소인 한자어와 외래어가 포함된다. 차용어와 외래어
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여 한자어를 외래어의 일종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한
자어를 외래어와 구별하여 양자가 함께 차용어의 하위 부류가 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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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유어와 외래어에 비해 여러 가지 독특한 언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 한국어 어휘론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한자어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학자마다 조
금씩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기존의 한자어 개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한자어 개념에 대해 재검토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한자어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한자로 적을 수 
있거나 또는 한자에서 유래된 말’ 정도로 막연하게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아래는 한자어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설명이다.

    (7) 우리말 가운데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모든 낱말.(심재기 2000:163)

    (8) 한자어란 그 어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단
어’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이익섭·채완 1999:80)

    (9) 한자어는 그 기원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지에 관계없이 국어 어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자로 표기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노명
희 1990:12)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공부(工夫), 학교(學校)’와 같이 중국어에서 
차용되어 한자로 표기해 한자어로 인정되는 예들도 있고 ‘시가(媤家), 감기(感
氣)’와 같이 중국에서 온 차용어가 아닌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한자어도 
있으며, ‘조립(組立), 할인(割引)’과 같이 일본에서 만들어져 한국으로 들어온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합계(전체)
개수 111.156 252.278 24.019 53.141 440.594
백분율 25.23 57.26 5.45 12.06 100

12)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주표제어가 약 44만 개 실려 있는데, 이들의 어종별 개수는 다
음과 같다.(이운영 2002)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57)과 『국어대사전』(이희승 편 1961)은 한자어의 비율

이 각각 52.11%와 69.32%로 수치의 차이가 꽤 큰 편이다.(김광해 1993a:112) 그러나 
세 사전 모두 한자어의 비율이 50% ~ 6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심재기 
외 2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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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도 있다. 그 중 중국에서 차용된 한자어는 ‘가구(家具)’와 같이 중국 고
전에서 온 한자어, ‘가격(價格)’과 같이 중국어의 구어체 글(白話文)에서 온 한
자어, 그리고 ‘가람(伽藍), 생사(生死)13)’와 같이 한역(漢譯) 불교 경전에서 온 
한자어의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14) 
  한편, ‘배추(白寀, 백채), 김치(沈菜, 침채)’와 같은 단어들도 존재하는데 이
들은 귀화어(歸化語, naturalized word)로 간주되어 왔다. 귀화어는 한국 한
자음으로 읽히지 않고 한국말로 변용되어 본래의 어형으로 복귀가 불가능하
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원래의 어형에서 멀어져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가 
그 어원을 알기 어려우므로 거의 고유어처럼 인식된다. 

    (10) 어휘항을 구성하는 개별 음절이 어떤 한자의 국어 독음과 일치하는 어휘.(송
기중 1992:3-4)

 
  (10)에 따르면 ‘학교(學校)’라는 한자어는 각 형태소에 해당되는 한국어 독
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어로 인정하는 것에 비해 ‘배추(白菜)’는 비록 중국
어의 ‘白菜’에서 기원했으나 각 한자 형태소와 한국어의 독음이 일치하지 않
기 때문에 한자어로 인정되지 않는다.15) 이와 비슷한 입장을 김규철(1997)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16) 이들은 한국어 화자의 언어 의식 속에서 거의 고유어
처럼 인식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 ‘동화어(同化語)’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고
유어에 가깝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고유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다룬 한자어는 대개 단어 단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자어는 
독립된 단어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13) ‘가람(伽藍)’은 산스크리트어가 음역(音譯)된 것이며, ‘생사(生死)’는 산스크리트어가 의
역(意譯)된 것이다.

14) 이들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중국 고전에서 온 한자어는 41%, 중국의 구어체 글에서 
온 한자어는 7%, 한역 불교 경전에서 온 한자어는 9%, 한국 자체에서 생긴 한자어(고
유명사 제외)는 17%, 근대 이후 일본어에서 온 한자어는 27%에 해당된다.(박영섭 
1995) 

15) 이익섭·채완(1999:80-81)에서는 ‘붓, 먹, 상추, 배추’처럼 중국어로부터의 차용어라 할
지라도, 한국의 한자음과 거리가 멀어 ‘筆, 墨, 常菜, 白菜’와 같은 한자로 바꾸어 표기
할 수 없는 것들은 한자어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16) 어휘항을 구성하는 개별 음절을 어떤 특정 漢字의 국어 독음과 일치시킬 수 없으면 
非漢字語가 된다.(김규철 19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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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비록 한자어라고는 하지만 이 ‘어’가 반드시 독립된 단어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실제 한자어 형태론에서는 단어의 자격이 없는 
한자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한자어의 ‘어’를 송기중
(1992)의 정의대로 ‘어휘’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일반적으로 한
자어의 단어형성이라 하지만 정확히는 ‘한자 어휘 형성’이라고 해야 옳을 것
이다.(김규철 1997:264) 

    (12) 한자어란 ‘한자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 항목
은 일반적으로는 단어이지만 단어보다 큰 관용구와 단어보다 작은 접사와 
어근일 수도 있으므로, 한자어에는 한자형태소로 된 단어, 관용구, 접사, 어
근이 모두 포함된다. 또, 어떤 한 어휘항목이 한자형태소와 비한자형태소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順하다’, ‘밥床’) 이들도 경우에 따라 해당 조
건을 붙여 한자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창섭 1999:1)

  (11), (12)에 따르면 한자어는 단어일 수도 있고 단어의 자격이 없는 한자형
태소일 수도 있으며, 단어보다 더 큰 단위일 수도 있다. 반면, 김창섭(1999)에
서는 한자형태소와 비한자형태소의 합으로 형성된 것을 경우에 따라 한자어
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자형태소와 비한자형태소의 합은 ‘順하다’
의 경우와 같이 한자 어근 ‘順’과 접미사 ‘-하다’의 결합일 수도 있고, ‘밥床’
처럼 고유어 어근 ‘밥’과 한자어 어근 ‘床’의 결합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는 한자어로 인정하고 후자는 한자어라기보다는 혼종어(混種語, hybrid 
word)17)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본다. ‘順하다’의 경우, 한자어 어근 ‘順’은 자립
적으로 쓰이지 못하여 접미사 ‘하다’와 결합한 후에야 자유롭게 쓰일 수 있
다. 본고에서는 이 경우에 대해 한자 어근들이 자유로운 통사적 활동을 위해 
파생접사와 결합하는 것이며, 일종의 문법적인 제한에서 벗어나는 수단인 것
으로 본다. 이때 한자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되어 자립성을 획득하였을 뿐, 전

17) 노명희(2011:444)에서는 혼종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한국어 어휘의 
어종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별할 때 ‘混種語(hybrid word)’는 세 어종의 어느 
하나로 명쾌하게 분류될 수 없는 어휘 부류이다. 혼종어는 서로 다른 계통의 어종, 즉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역사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들로 구성된 단어이다. 대표적인 예로 ‘밥상(-
床)’, ‘떡케이크(-cake)’, ‘식빵(食 <포> pão)’, ‘건빵(乾 <포> pão)’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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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단어의 의미와 한자 어근의 의미는 일치한다. 따라서 앞서 (4)의 ‘卒業
하다’와 더불어18), ‘强하다, 弱하다’와 같은 유형을 한자어의 범주로 넣기로 
한다. 이에 비하여 ‘밥床’과 같은 경우, ‘밥’이 접사가 아니라 어근이기 때문
에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면 다른 의미를 지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양상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혼종어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2. 2자 한자어, 3자 한자어, 4자 한자어

  일반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하나의 한자형태소는 의존형식으로 존재하는
데, 해당 1자 한자형태소의 앞이나 뒤에 다른 1자 한자형태소가 결합하게 되
면 한국어에서의 자립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2자어란 최소의 자립형이란 말과 
같다. 최소의 자립성이란 것은 노명희(1990)에서 말한 기능소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능소Ⅰ에서 2자로 되어 있는 최소의 자립형(‘學校’, ‘友情’)이 본고에
서 말하는 2자어의 범주에 속한다. 
  한편, 김창섭(2013)에서는 한국 한자어의 기본 형식은 2자어라고 말하고 있
다. 2자어는 ‘학교, 우정’과 같은 2자로 되어 있는 최소의 자립형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 적격 형식을 갖춘 잠재어(‘華麗’, ‘高貴’)도 포
함한다. 잠재어(潛在語)는 실재어(實在語)19)로 실현되기 위해서 어미의 결합을 

18) ‘卒業하다’의 경우, 앞서 논의에서 접사와 결합하게 된 한자어 형태소들을 한자어의 
범주에 넣기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각주 7 참조.

19) 잠재어(단어형성 규칙의 잠재적인 적격 출력, potential well-formed outputs of a 
WFR)와 실재어(occurring word)에 대한 설명은 김창섭(1996:18-2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의 예로는 ‘left-handed’나 ‘handed-ness’의 ‘handed’, 한국어의 예로는 
‘갈림길’의 ‘갈림’과 ‘젖먹이’의 ‘젖먹-’을 들 수 있다. 독립적으로는 나타나지 못하나 
더 큰 복합어의 내부에는 나타난다는 사실로서 이들을 ‘잠재어’라고 부른다. 실재어는 
심층구조에 어휘삽입되어 통사부의 단어로 사용되지만, 잠재어는 단어형성 규칙에 의하
여 적격한 단어로 만들어졌으나 심층구조에 어휘삽입되지 못해 통사부의 단어로 존재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잠재어는 문장 형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복합어가 아니라, 더 큰 
복합어를 만들기 위해 먼저 만들어진, 즉 단어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복합어이다. 
 한편, 동 논의에서는 잠재어와 어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냈다. 이들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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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요구하지만, 자(字) 차원에서 가지는 의존성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예컨
대, ‘高貴’에서 ‘高’와 ‘貴’는 각각 의존형태소로 존재하는데, 두 형태소의 결
합으로 인하여 그 의존성이 해소되기에 다시 의존할 상대를 구할 필요가 없
어진다. 비록 실제로 출현할 때 어미 ‘-하’와 결합해야만 형용사의 자격을 가
질 수 있겠지만, 자(字) 차원에서 가지는 의존성이 해소된다는 의미에서 단어
로서 적격하다. 따라서 2자(字)로 되어 있는 잠재어는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 
적격 형식을 갖췄으므로 2자어로 본다. 이는 노명희(1990)에서 논의한 기능소
Ⅱ도 2자어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김창섭(1999, 2001a)에서는 2字語類와 3字語類에 대해 언급하였다. ‘畵集’
과 같은 경우를 2자어로 인정하는 데 비해 ‘詩集’과 같은 경우는 ‘詩’가 하나
의 형태소로 이미 한자어의 단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자어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1자(字)로 되어 있더라도 그 1자(字)가 
‘詩’처럼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단어(word)로 인정되며 기능적으로는 
한국어 한자어의 적격 형식인 2자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단어(word) + 1자(字) 한자어형태소’는 3자어를 형성하는 원
리를 충족시키므로 ‘詩集’은 3자어류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2자어는 단
순히 두 자(字)로 표기된 단어라거나 두 형태소로 된 단어라는 뜻을 넘어, 보
다 더 광범위한 2자어의 개념 영역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명희
(1990)의 기능소Ⅰ의 1자(字) 자립형식들은 2자어류에 해당되고 이들에 1자
(字) 한자형태소가 덧붙이게 되면 그 결과물은 3자어류에 해당된다. 
  심재기(2000)에서도 2자 한자어를 기본 형식으로 인식하며 3음절 이상의 
한자어의 구조를 성립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자어 
이상의 한자어는 2자어 구성 방식에 따라 2자어의 앞이나 뒤에 1자 또는 그 
이상을 덧붙여 형성된다. 그리고 4자어나 5자어 등까지는 이러한 구성 방식으
로 계속 형성할 수 있다. 3자어는 반드시 2자와 1자로 구성되며, 4자어에서는 
기본 형식인 2자어가 둘 결합하여 형성되거나 2자어의 앞뒤에 각각 1자씩 덧

어형성만을 위한 요소로서 굴절접사와 연결되지 못하고 자립형식도 아니라는 점, 그리
고 큰 단어의 내부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의 중심부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인다. 그러나 
전형적인 한국어의 어근들(‘움직이다’의 ‘움직-’, ‘푸르스름하다’의 ‘푸르스름-’) 역시 언
제나 단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잠재어는 화용론적으로 
거기에 담길 적절한 개념만 확보되면 언제든 실재어로 쓰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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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서 형성된다. 특히 한국어에서의 사자성어의 경우는 해석하면 한 문장으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음절이 4개이기에 4자 한자어로 볼 수 있다. 5자어를 
형성하는 방법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형성 방법에서 중요한 점
은 우선 2자어를 기본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석 방식을 쓰든지 기
본적으로 2자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자어란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 
적격 형식을 말하는 것이며, 노명희(1990)에서 말한 기능소Ⅰ의 2자(字)로 되
어 있는 것과 기능소Ⅱ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3자어와 4자어 5자어 
등이 형성된다. 둘째, 노명희(1990)에서 말한 기능소Ⅰ 중 1자(字)로 되어 있
는 것은 한국어 한자어의 적격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비록 1자(字)로 되어 있
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2자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2자어류로 보
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이러한 2자어류에 다른 1자 한자형태소가 덧붙은 
것은, 비록 2자(字)로 되어 있지만 3자어류인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본고의 논의 대상, 곧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음절 한
자어, 3음절 한자어, 4음절 한자어를 과연 2자어, 3자어, 4자어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2음절 한자어의 경우, 절단(clipping)합성어와 혼성어(blend) 그리고 두문자
어(acronym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20) 우선, 2자 절단합성어를 2자어
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영어나 유럽 언어의 절단어는 절단 이전의 근거 
단어21)와 아무런 의미 차이도 없고 독립적으로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그러
나 이와는 달리, 한자어의 경우에는 절단어가 1자(字)인 경우 근거 단어의 의
미가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대개 공식적인 문서나 신문 기사, TV 방송

20) 본고의 제3장 논의에 따르면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2음절 한자어 유형은 크게 2자 
절단합성어, 2자 혼성어, 2자 두문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2자 절단합성어[← [1자 절단어, 1자 절단어]]: ‘韓美 ← [韓[←韓國], 美[←美國]]’
2자 혼성어: ‘産暇 ← 出産 + 休暇’
2자 두문자어: ‘間選 ← 間接 選擧’ 

21) 본고에서 말하는 ‘근거 단어(source word)’는 Asher, R. E.(1994:5029)의 용어를 참
고한 것이다. 후술 논의에서 다룰 ‘준말’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근거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기 이전의 본래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예컨대, 준말 ‘copter’
가 형성되기 이전의 본래 단어인 ‘helicopter’는 ‘copter’의 ‘근거 단어’가 된다. 한자
어의 경우, 준말 ‘檢’의 근거 단어는 ‘檢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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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막으로만 쓰일 뿐, 일상생활 언어에서 홀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13)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3) a. You can reserve seats over the telephone.
    You can reserve seats over the phone.
    All courses will include an examination.
    All courses will include an exam.

      국방부 美 록히드마틴 사드 구매 요청 사실무근.
            우리는 지난달에 美國 여행 다녀왔다. 
     *우리는 지난달에 美 여행 다녀왔다.

    부산을 국회로 부른 與, 부산으로 직접 간 野.
    너는 與黨을 지지하니? 野黨을 지지하니?
    *너는 與를 지지하니? 野를 지지하니?

  b. 中美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며...
    與野 원내대표, 24일 추경안처리 목표 공감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의존성이 있는 1자 형태소 둘의 결합으로 이루
어진 2자어에서 한 형태소를 잘라내게 되면, 남는 1자 한자형태소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13b)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
이 절단어인 1자 한자형태소(‘中’22))가 다른 1자 한자어 절단어(‘美’)와 결합하
면 그 복합형이 즉 절단합성어(‘中美’)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현대 한국어의 한자어에서 1자 한자어 형태소가 의존성이 강하지만 다
른 1자와 결합하여 그 의존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2자 절
단합성어 유형의 특성이 기본 적격 형식을 가지는 2자어의 특성과 동일하기
에, 본고에서는 절단합성어 유형인 2음절 한자어를 2자어의 범주에 넣기로 한
다. 그리고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가 혼성어인 경우(‘婚姻에 
의해 맺어진 親戚 → 姻戚’), 대체로 두 개의 2자어에서 각각 하나씩 한자어 

22) 나라의 이름과 같은 경우, 가령 ‘중국’의 절단어인 ‘중’은 과연 절단어로 볼 수 있을지
에 대해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16), (17)과 이에 대한 설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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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를 잘라낸 후 남은 한자어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절단합성어와 유사해 
보이지만, 각 2자어에서 선택된 1자 한자어 형태소(‘姻, 戚’)가 (13)에서 보이
는 절단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23) 이들
(‘姻, 戚’)의 의존성은 절단어보다 더 강하지만 서로 결합하면 의존성이 해소
되어 새로운 2자어인 혼성어(‘姻戚’)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한자어의 기본적
인 적격 형식을 가진 2자어의 특성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2자 혼성어도 2자
어의 범주에 넣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
가 두문자어인 경우(‘間接 選擧 → 間選’), 각각 2자어의 첫 음절을 택하여 형
성된 것으로 혼성어와 구별된다. 그러나 단어형성 과정은 유사하기에 2자로 
된 두문자어도 2자어의 범주에 분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절단합성어
와 혼성어 그리고 두문자어에 관한 논의는 제3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3자어의 경우는, 원사병렬구조(본고의 2.2.2. 참고)
와 또 다른 원사의 결합이거나 어기에 다른 1자 한자형태소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사병렬구조와 또 다른 원사의 결합은 곧 3개의 의존형태소의 집
합이므로 이를 통해 형성된 3음절 한자어는 3자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기와 다른 1자 한자형태소로 형성된 3음절 한자어인 경
우, ‘2자 어기 + 1자 한자형태소’의 조어(造語) 방식에 따르므로 3자어의 범
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4자어인 경우는 합성형과 유추형으로 나눈다. 심
재기(2000)에서는 합성형이 기본적으로 두 개의 2자어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4자어라고 서술한 바 있다. 유추형의 경우는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인데, 간단히 말해 하나의 2자어를 모델(즉 근거 단어)로 삼아 
자매형태소를 매개로 모델 단어와 동일한 단어 구조를 가진 새로운 2음절 한
자어 형태소를 유추한 후, 모델 단어와 새로 유추한 2음절 한자형태소를 결합
시킨 것이 곧 4음절 한자어이다. 유추된 2음절 한자형태소는 새로 형성된 4
음절 한자어에서 모델인 2자어와 긴밀한 조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

23) 절단어는 근거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지만 혼성어는 각 선택된 1자가 근거 단
어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단어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에 비해, 혼성어는 이를 형성하는 토대가 적어도 둘 이상의 단어이다. 하나의 
단어 안에서 혼성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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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2자어의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결합인 4음절 한자어도 4자
어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4자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다루게 될 
‘사사건건(事事件件)’과 같은 경우, 비록 한문 문법에 의해 형성된 단어이지
만, 한국어에 차용되어 한국어 단어의 일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채완
(1986:67)에서 ‘반복형 한자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반복형 한자어의 조어 방
식을 ‘2자 합성어의 반복24)’이라고 말하며 이는 결국 두 개의 2자어의 결합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사사건건’과 같은 유형도 4자어
에 해당된다. 한문 문법에 의해 형성된 4음절 한자어 중 사자성어(四字成語)
와 같은 유형도 존재한다(‘七縱七擒’). 이들이 본래부터 하나의 4음절 단어로 
사용되다가 그대로 한국어에 차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재기(2000:174)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원래는 하나의 문장 또는 어구로서 한국어 문장에서는 어
휘처럼 관용되는 것(‘熟不還生: 익은 음식은 날것으로 돌아가지 못함’)’이라고 
설명하며 4자어를 형성하는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
라서 한문 문법에서 본래부터 사자성어로 존재하며 한국어에 그대로 차용된 
4음절 한자어도 4자어의 일원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다.

          

2.2. 공유형태소의 설정

  본고에서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 3자어, 4자어에 대하여 기
술할 때, 입력부의 두 2자어에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있는 경우(‘先輩, 後輩’, 
‘檢察, 警察’)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새로 형성된 출력부에서 동일한 한자형
태소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檢察, 警察 → 檢警Ø’)가 있는가 하면 동일한 한
자형태소가 사라지지 않고 출력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先輩, 後輩 → 先
後輩’, ‘氣盡, 脈盡 → 氣盡脈盡’). 그리고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출력부에서 

24) 채완(1986:69)에서는 ‘事事件件’과 같은 단어를 ‘2자 합성어의 복합’이라고 말하고 있
다. 한자는 한 글자가 원칙적으로 한 단어에 대응되기 때문에 두 자(字) 이상이 모여 
합성어(complex)를 이룬다. 따라서 ‘事件’을 2자 합성어로 보고 ‘事事件件’은 2자 합성
어의 반복(본고의 용어로 ‘2자 합성어의 복합’)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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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때 그 중 하나만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先輩, 後輩 → 先後輩’) 두 개
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氣盡, 脈盡 → 氣盡脈盡’). 또 입력부에 동일
한 한자형태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敎授, 講師’, ‘收入, 支出’) 마치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있는 것처럼 조어 방식을 취하는 경우(‘敎講師’, ‘收支/入出’)도 
발견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찰해본 결과, 현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절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소
개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2.2.1.에서는 이 동일한 한자형태소의 정체에 대
하여 알아보고, 2.2.2.에서는 이 동일한 한자형태소와 관련하여 동일하지 않
은 형태소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2.1. 공통형태소와 공유형태소

2.2.1.1. 공통형태소와 공유형태소의 설정

  가령 ‘先輩, 後輩 → 先後輩’와 같은 경우, 입력부의 ‘선배’에도 ‘배’라는 형
태소가 포함되어 있고, ‘후배’에도 ‘배’라는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다. 두 단어
가 ‘배’라는 동일한 형태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배’와 같은 
형태소를 입력부인 ‘선배, 후배’의 공통형태소(共通形態素)라고 칭한다. 이에 
비하여 ‘선배, 후배’를 아울러 이르는 출력부인 ‘선후배’의 ‘배’는 입력부의 공
통형태소인 ‘배’와 동일한 형태소이기는 하나, ‘선후’에 공유되는 관계를 이루
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공유형태소(共有形態素)라고 칭하기로 한다. 한편, 
‘선’과 ‘후’는 입력부의 두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
에 비공통형태소(非共通形態素)라고 부르며, 출력부에서 ‘배’처럼 공유를 하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유형태소(非共有形態素)라고 부른다. 이를 다음 
<표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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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통형태소와 공유형태소의 설정

입력부 출력부

비공통
형태소

공통
형태소

비공유
형태소

공유
형태소

선 배 → 선후 배후 배

직 접 → 직간 접간 접

유 리 → 유불 리불 리

  
  본고에서는 공통형태소와 공유형태소를 ‘X’로 표기하고, ‘X’와 결합하는 다
른 비공통형태소들과 비공유형태소들을 ‘A, B, C, ...’로 표기한다.25) 따라서 
두 2자어인 ‘선배’와 ‘후배’로 형성된 복합형 ‘선후배’에 대해 논의를 할 때 
두 2자어를 각각 ‘AX’, ‘BX’로 나타내며 그 복합형을 ‘ABX’로 나타낸다. 결
국에 그 형성 과정 ‘선배, 후배 → 선후배’를 ‘AX, BX → ABX’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14a)를 (14b)로 표시해 볼 수 있다.

25) 엄밀히 말하면 공통형태소와 공유형태소는 다른 것이다. 전자는 입력부의 구성 요소
이며 후자는 출력부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동일한 한자형태소이기는 
하지만 표시를 할 때 달리 해야 한다. ‘직접, 간접 → 직간접’을 나타낼 때, ‘AX, BX 
→ CDY’가 정확한 표현이다[직(A)접(X), 간(B)접(X) → 직(C)간(D)접(Y)]. 입력부의 ‘직, 
간, 접’은 출력부의 ‘직, 간, 접’과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
하게 되면, ‘A, B, X’와  ‘C, D, Y’의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입력부를 기반으로 
형성된 출력부라는 점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알파벳으로 
이들을 표기할 때 동일한 한자형태소에 대해 동일한 알파벳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입력
부로부터 출력부가 형성될 때 한자형태소들이 어떤 단어형성 과정을 겪었는지를 파악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부르는 용어에 있어서는 입력부와 
출력부에 따라 공통형태소 또는 공유형태소로 구별하여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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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 先輩, 後輩 → 先後輩
b. AX, BX → ABX

    

2.2.1.2. 공유형태소의 분포와 설정의 타당성

  본고의 연구 대상은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 3자어, 4자어이
므로 논의를 진행할 때 입력부보다 출력부에 더 초점을 두기로 한다. 이에 공
통형태소와 비공통형태소보다는 공유형태소와 비공유형태소가 연구 진행에 있
어 더 비중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공유형태소의 분포와 이러한 분포를 
가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비공유형태소에 대한 논의는 2.2.2.에서 다루기로 
한다.   
  공유형태소의 출현 여부와 출현 빈도 그리고 분포상의 위치는 새로 형성된 
복합형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의 경우, 그 
출력부에 공유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5)  檢察, 警察 → 檢警
  與黨, 野黨 → 與野

 南韓, 北韓 → 南北
 原告, 被告 → 原被26) 
 韓國, 美國 → 韓美

26) 원피03(原被)
 「명사」  『법률』
 = 원피고.

 원-피고(原被告)
    「명사」  『법률』
   원고(原告)와 피고(被告)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원피03(原被)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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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는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의 복합이다. ‘檢警’은 ‘檢察’의 절
단어27)인 ‘檢’과 ‘警察’의 절단어인 ‘警’의 복합이라 볼 수 있다. 영어의 경우,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요소가 없어도 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
다. 예컨대 ‘advertisement’의 절단어 ‘ad’에는 ‘광고’라는 중심적인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는다. 하지만 한자어의 경우 절단된 하나의 한자형태소라도 
대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단 현상이 일어날 때 보다 단어의 중심적
인 의미를 지배하고 있는 한자형태소가 남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령 
‘檢察, 警察’에서 이들의 절단어를 ‘察, 察’로 설정한다면, 어느 ‘察’이 ‘檢察’
에 해당되고 어느 ‘察’이 ‘警察’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이는 출력부에서 공유형태소의 병렬 구조(‘察察’)만 되고 말 것이다. 만약 이
들의 절단어를 ‘檢察’의 ‘檢’과 ‘警察’의 ‘察’(혹은 ‘警察’의 ‘警’과 ‘檢察’의 
‘察’)로 설정한다면, 출력부가 입력부의 두 단어 중 하나로 되돌아가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檢, 警’이 절단어로 선택되면, ‘檢察, 警察’의 의미를 구별
해 주는 변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다. 이는 곧 ‘檢察, 警察’에서 유래
된 절단어인 ‘檢’과 ‘警’이 각각 근거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공통형태소를 절단어로 설정하면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
기가 어려우므로 절단어를 만들 때, 특히 한자어인 경우, 단어의 핵심적인 의
미를 포함하는 비공통형태소를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경찰’처럼 두 2자어에 공통형태소가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먼저 절단 
현상이 일어나고, 다음으로 비공통형태소인 두 1자 절단어들이 복합되어 새로
운 2자어가 만들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
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에 공유형태소가 출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절단 과정에서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상대적으로 변별해주지 못하는 공통
형태소를 잘라내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다음 <표 2-2>에서는 ‘검찰, 경찰 → 
검경’의 단어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7) 절단어(clipping)는 한 단어 내부에서 단어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택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예컨대, ‘檢’은 ‘檢察’로부터 형성된 절단어이다. 절단어는 근거 단어
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제3장에서 자
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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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검경’의 단어형성과정

검찰
절단어
 검

경찰
절단어
 경










합성
 검경

└ 제차단어
형성과정

 ┘   └ 제 차 단어
형성과정

 ┘

  

  (15)의 예들을 <표 2-2>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한편, 나라
의 이름과 관련하여, ‘韓’이 과연 ‘韓國’의 절단어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韓’이라는 한자어의 어원이 통시적으로 보면 고대의 ‘韓’(馬韓, 辰韓, 弁韓) 
등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능성이 성립되면 ‘한’을 ‘한₁’로 표기
할 수 있는데, ‘한₁’은 ‘한반도, 한민족, 한문화, 한국, 한국어’ 등 어휘에서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들의 공통적인 어휘의미 영역을 나타내는 단어구성소나 
단어형성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이 ‘한국’에서 온 절단어가 아니라
는 견해가 성립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한’의 어원 즉 ‘한₁’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한국’을 의미하는 절단어 ‘한₂’를 제시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한₂’는 
‘한국’에서 온 절단어로, 신문 기사나 TV 방송의 자막으로 나올 때 ‘한국’을 
가리키거나 한국과 다른 나라를 아울러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16)의 
‘한’이 ‘한₂’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16) 韓 대기업서 10년 일한 프랑스인 ‘한국인은 미쳤다’
 韓과 미얀마 차이 느끼게 하는 손흥민의 캐논슛
 팬택, 韓의 샤오미 될까? 최종 인수까지 넘을 산은...
 韓, 세계 최초로 ‘VoLTE 서비스’ 상용화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이 ‘한반도, 한민족, 한문화, 한국어’ 등으로 
해석되면 원문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에 ‘한₁’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6)의 ‘한’을 ‘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대개 신문이나 인터넷의 기사에서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따
라 ‘한’만 택하여 ‘한국’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한’이 ‘한₂’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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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에서 온 절단어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17)을 통해 ‘한₂’가 ‘한
국’의 절단어라는 본고의 입장을 더 잘 뒷받침할 수 있다.   

    (17) a. ‘현존 최강 전투기’ Su-35, 中 대량구매 예정
    日자민당, 의원들에 ‘함구령’…언론사 설문 회수율1%
    北 귀순병, 南 GP 부근서 하룻밤 보내

     美 대권주자 출마연설 길이보니 트럼프 1위, 클린턴 2위
    英 스타과학자, 여성비하로 사임한 노벨상 수상자 옹호
    埃 법원, 모르시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 확인
    주한獨대사 ‘독일, 정치적 후퇴없이 일관된 화해정책’

        b. 21세기 한-캐 전략적 파트너십 모색
    한-캐 FTA 발효후 일부 모국 상품 관세 상승
    로큰롤라디오, 프랑스 투어 마무리... 한-프28) 동시 앨범 발매 예정
    이란 외무장관, 영-프-독 외무장관과 이란 핵 ‘정치’외담 예정
    미, 러 위협 맞서 나토에 무기·병력 제공
    러 야당 ‘중국인이 러시아 극동지역 차지하게 해선 안돼’
    

  (17a)는 ‘中國, 日本, 北韓, 南韓, 美國, 英國, 埃及(이집트), 獨逸’ 등 나라
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들이다. 이때 ‘中, 日, 北, 南, 
美, 英, 埃, 獨’ 등은 각 나라의 명칭에서 첫 번째 한자형태소만 취하여 형성
한 절단어이다. 한자권 나라인 중국, 일본, 북한, 남한의 경우, 각각을 나타내
는 ‘중, 일, 북, 남’에 대해 ‘한₁’과 같은 통시적인 설명으로 유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국’의 ‘중’은 ‘華夏民族, 華夏文化’에서 유래될 수 없으며 ‘일
본’의 ‘일’ 역시 ‘大和民族’에서 유래될 수 없다. ‘북한’과 ‘남한’의 ‘한’은 통
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남, 북’은 불가능하다. 한편, 한자권 나라가 아

28) ‘프랑스’의 절단어인 ‘프’를 한자어로 표기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나 그 사용 빈도가 
아주 낮았기에, 본고에서는 한자로 표기하지 못한 나라 이름의 부류인 (17b)로 분류하
였다.

  예: 그리스·獨·佛 구제금용 타협안 도출, 유로존 정상회의 상정…… 그리스, 독일, 프
랑스 정상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경제 리포트, 2015.07.1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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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미국, 영국, 애급, 독일의 경우, 나라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이들의 출현에 대해 통시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나라
들의 이름은 통시적으로 한자가 아니라 해당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
이다. 또한 (17b)와 같은 경우 나라의 이름은 한자 표기조차 불가능하다. 이 
경우 나라 이름의 첫 음절을 택하여 해당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로 보아 
(16)이 (17a)의 절단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
여 나라의 이름의 경우 해당 나라의 명칭의 첫 음절만 택하여 절단어를 형성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의 ‘한’과 같은 경우, 비록 통시적으로 
설명 가능한 ‘한₁’이 있기는 하지만, 신문 기사나 TV방송의 자막으로 나올 때 
나오는 ‘한’은 절단어인 ‘한₂’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3자어의 경우를 보기
로 하자. 이 경우 공유형태소가 마지막 음절에서 출현하는 것(ABX)이 대부분
이며, ‘수출, 수입 → 수출입’과 같이 공유형태소가 첫음절에서 출현하는 경우
(XAB)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유형태소가 중간 음절에서 출현하는 경우는 발
견되지 않는다(*AXB). 이는 3자어에서 제한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18)  a. ABX 유형: 
           直接, 間接 → 直間接 國立, 公立 → 國公立
           離陸, 着陸 → 離着陸 近代, 現代 → 近現代

 b. XAB 유형: 
           輸出, 輸入 → 輸出入 歲出, 歲入 → 歲出入

 c. *AXB 유형: 
           直接, 間接 → *直接間 輸出, 輸入 → *出輸入

  출력형이 3자어인 경우, 공유형태소가 (18)과 같은 분포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를 아울러 표현할 때 두 개의 공유형태소
가 하나로 축약해 출력부에서 한번만 나타나는 유형을 축약형이라 한다.29) 축

29) 축약형이라는 용어는 본고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는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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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직접, 간접, 직간접’의 상호관계31)

직접  간접
추출

공유형태소
 접  ′직접 간접′의 공약수의 역할을 담당

직접  간접
공약수′접′적용

분배법칙적용
 직간  ×접직간접

축약

환원
 직접  간접

약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두 2자어가 분배 법칙30)을 통하여 새로운 3
자어를 형성하고, 거꾸로 새로운 형성된 3자어가 분배 법칙을 통하여 다시 두 
개의 2자어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축약형의 공유형태소는 공약수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직접’과 ‘간접’을 아울러 표현하는 ‘직간접’에서 
‘접’은 공약수의 역할을 담당한다. ‘직접, 간접, 직간접’의 상호관계는 <표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18a)와 같은 구조는 아주 자연스럽다. 또한 분배 법칙에서 공약수 
c는 ‘(a + b)’의 앞이나 뒤에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8b)의 구조도 허
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약수 c는 ‘(a + b)’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으
므로 (18c)의 구조는 불가능하다. 이를 <표 2-4>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어를 아울러 말할 때 두 개의 공통형태소를 하나로 축약되어 출력부에서 하나의 공
유형태소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세한 논의는 제4장 참고.

30) 분배 법칙(distributive law, 分配 法則): 대수계(代數界) S의 임의의 세 원소에 대하
여 두 개의 연산을 분배한 값이 성립하는 법칙을 말한다. ‘a × (b + c) = (a × b) + 
(a × c)’와 같은 경우가 분배 법칙을 만족시키는 예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직간접’의 ‘접’은 ‘a’에 해당된다. 

31) <표 2-3>, <표 2-4>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단순히 분배 법칙에서 사용하는 기호이
며 ‘더하기’를 의미한다. 본고의 통합관계를 나타나는 ‘+’와 다른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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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8)유형별의 공식 분석

분배 법칙  의 공식 
    × × 

두 자어로 자어가 형성되는 과정 

직접간접  직간 ×접  직간접  유형 

수출수입  수×출입   수출입  유형 

직접간접 ≠직 ×접 간  직접간  유형 

수출수입 ≠출 ×수 입 출수입  유형 

  
  마지막으로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4자어의 경우를 살
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출력부에서 공유형태소의 출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지만 그 출현 위치가 3자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1, 2, 3, 4음절에
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공유형태소의 출현 위치는 1, 3음절(XAXB)이
나 2, 4(AXBX)음절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2, 3음절(*AXXB)이나 1, 4음절
(*XABX)의 조합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19)  a. XAXB 유형 
           합성형: 各界, 各層 → 各界各層,   無窮, 無盡 → 無窮無盡
           유추형: 此日, 彼日 → 此日彼日,   此月, 彼月 → 此月彼月32)

 b. AXBX 유형
           합성형: 氣盡, 脈盡 → 氣盡脈盡,   四方, 八方 → 四方八方
           유추형: 前無, 後無 → 前無後無,   左往, 右往 → 左往右往33)

         c. *AXXB 유형
 

32) (19)에서 다루는 합성형과 유추형은 제5장 참고.
3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좌왕우왕’과 ‘우왕좌왕’을 모두 표준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각주 34, 6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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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XABX 유형 

  4자어에서 공유형태소가 (19)처럼 다양한 분포를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생
각해 보자.   
  4자어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 대다수가 합성형과 유추형이다. 합성형은 두 
개의 2자 한자어로 형성된 4자어이며, 유추형은 하나의 근거 단어 즉 2자어
와 그를 모델로 삼아 만들어낸, 비슷하거나 반대인 의미를 가진 2음절 한자형
태소의 결합이다. 예컨대, ‘氣盡’과 ‘脈盡’은 각각 2자어이며, 이 두 2자어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氣盡脈盡’은 합성형 4자어이다. 이에 비하여 ‘前無後無’의 
경우, ‘後無’라는 2자어를 토대로 자매형태소인 ‘前後’를 매개로 ‘前無’라는 2
음절 한자형태소를 만들어낸 뒤, 다시 ‘後無’와 결합시켜 4자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합성형에서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2자어는 복합 이전에 각각 가지고 있는 
구조가 동일하다. 예를 들어, ‘各界’와 ‘各層’의 구조는 ‘공통형태소 + 비공통
형태소’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의 복합은 XAXB(즉 
19a)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AXBX(즉 19b)유형의 형성 과정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유추형의 경우 두 가지 기제가 있다. 첫째, 모델인 2
자어를 통해 새로운 2음절 한자형태소를 만들어 결합시킨 것이기에, 서로 간
의 구조가 유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유추형의 구조도 AXBX 혹은 
XAXB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此日’이라는 2자어를 모델로 삼아 
만든 2음절 한자어형태소 ‘彼日’은 구조상 모델 단어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구조가 같은 2자어와 2음절 한자형태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4자어의 
구조는 AXBX 혹은 XAXB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둘째, ‘左往右往’의 경우34), 
‘이리저리’를 뜻하는 2자어 ‘左右’가 먼저 존재하고, ‘왔다갔다’를 뜻하는 1음
절 한자어 형태소 ‘往’을 ‘左右’의 오른쪽에 하나씩 넣어 만든 또 다른 일종의 
유추형이라 볼 수 있다. 이때 2자어에 삽입된 일음절 한자형태소가 공유형태
소의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 형성된 4자어의 구조는 AXBX 혹은 XAXB의 형

34) ‘좌왕우왕’과 같은 경우, 본고의 제5장에 따르면 이는 한문 문법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에 
본고의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형들은 비록 그 형성 과정은 한
문 문법에서 일어나지만 한국어에 차용하게 되어 한국어의 어휘가 되었다. 이에 이들이 갖
고 있는 단어 구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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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 반대로 (19c)와 (19d)의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두 개의 2자어가 결합하여 생성된 새로운 2자어, 3
자어, 4자어에 대해 연구할 때 공유형태소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일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공유형태소의 설정을 통해 출력부의 내부 구성을 명확하게 파
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2자어의 결합이 다양한 출력부를 산출하는 
기제가 무엇인지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 새로 형성된 2자어인 경우, 공
유형태소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자어와 같은 경우, 후술
하겠지만 ‘ABX’의 ‘X’와 ‘AB’의 관계에 따라 3자어들의 부류를 설정하는 데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력부에 공통형태소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두 2자어의 복합이 3자어를 이루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도
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통형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XBX’의 구조를 
가진 4자어를 형성하는 경우, 해당 공유형태소 X를 통해 AB의 관계를 밝혀
내어 공유형태소가 탈락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후술하게 될 것이다. 

2.2.2. 원사병렬구조

  원사(元辭)라는 용어는 김창섭(2013)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현대 한국어에서 1자 한자어는 의존형태소로서 존재한다. 그 앞
이나 뒤에 다른 1자와 결합하여 그 의존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경우, 양방향 의
존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형태소를 원사라고 한다. 이렇게 각각의 의존성
을 해소된 2자 구성이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이며 이러한 2자 
구성을 2자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원사 ‘直’과 ‘接’은 각각 의존성을 가지
고 있는 형태소인데, 이들이 결합하게 되면 의존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直’, 
‘接’을 각각 원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直接’이란 구성은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으로 인정된다. 김창섭(2013)에서는 이와 더불어 ‘원사의 
원사요구’라는 원리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원사는 원사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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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다는 것이다. ‘直接的’이라는 한자어에는 원사 ‘直’과 원사 ‘接’이 1차
적으로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的’이라는 파생접미사와 결합하
는 것으로 본다. ‘直’이 ‘接’과 결합하는 이유는 두 형태소가 모두 원사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直’이나 ‘接’이 먼저 ‘的’과 결합하지 않는 이유는 
‘的’이 원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원사의 원사요구’라는 원리에 따라 ‘的’은 원
사인 ‘直’이나 ‘接’과 결합할 수 없게 된다.
  원사라는 용어는 2자어의 문법적 지위를 식별하는 것과 단어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인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3자어의 문법적 지위와 단어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가령 ‘직접’과 ‘간접’이라는 두 2자어로 형성된 3자어인 ‘직간접’의 
경우, 의존형태소인 1자 한자어 ‘직’과 ‘간’이 결합하여도 그 의존성이 해소되
지 못하고, 거기에 제 3자(者)인 의존형태소인 1자 한자어 ‘접’이 결합해야만 
그 의존성이 해소된다. 김창섭(2013)에서 1자 의존형태소와 1자 의존형태소의 
결합으로 그 의존성이 해소된 경우를 위해 ‘원사’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이라
면, 결합 이후에도 그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直, 間 → *直
間’)에는 적용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달리 언급한 논의는 발견
되지 않기에, ‘직간접’과 같은 구성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창섭(2013)을 바탕으로 하여 ‘원사’
라는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직간접’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대개 ‘직접’과 ‘간접’을 아울러 표현하는 
과정에서 ‘접’ 하나가 생략된다는 정도에 그치곤 한다. 이에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직간접’의 내부의 한자어 형태소들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본고는 ‘직접’과 ‘간접’에 속한 두 원사 ‘직’과 ‘간’이 결합하
여 보다 더 큰 원사 ‘직간(直間)’이 형성된 후, 다시 ‘접’이라는 원사와 결합한 
것으로 본다. 설명의 편의상, 네 개의 형태소들을 각각 원사1(‘直’), 원사2(
‘接’), 원사1'(‘間’), 원사2'(‘接’)로 나타내기로 한다. ‘直間接’ 구성은 곧 ‘원사1 
- 원사1' - 원사2(원사2')’로 나타낼 수 있다.(원사2와 원사2'는 동일한 형태소
이기 때문에 임의로 ‘원사2’로 표시하기로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사1과 
원사1'의 결합, 즉 원사끼리의 결합이 더 큰 의존 단위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다. 여기서 이 두 원사끼리의 결합만으로는 그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으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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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단어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원사와 원사병렬구조37)

단일원사  단일원사 










이룸

단어형성
 자 한자어의 기본 적격형식

이루지 못함

단어형성
 원사병렬구조  단일원사

이룸

단어형성
 자 한자어

3자(者)인 원사 ‘접’의 2차적 결합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직간(直間)’
과 같은 구성을 원사병렬구조(元辭竝列構造)35)라고 부르기로 한다. 원사병렬
구조는 단지 그 구성원(構成員)인 원사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
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광범위한 원사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사병렬구조(‘直間’)와 원사(‘接’)의 결합은 넓게 보아 원사와 원사의 결합에 
속하며, 원사병렬구조와 원사의 결합은 ‘원사의 원사 요구’라는 원리에 대한 
보충이라 할 수 있다.
  원사병렬구조와 대응하는 개념은 단일원사(單一元辭)라고 한다. 단일원사는 
원사의 수(數)가 하나뿐인 원사를 말한다. ‘직간접’의 ‘접’이 전형적인 단일원
사이다. 공유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3자어인 경우, ‘원사병렬
구조 + 단일원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 공유형태소가 곧 단일원사이며 비
공유형태소의 복합은 곧 원사병렬구조이다.36) 이상의 내용을 다음 <표 2-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5) 원사와 원사의 복합 과정이 두 개의 원사를 나열한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원사
병렬구조(元辭竝列構造)라 한다. 원사끼리의 나열이 더 큰 의존 단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곧 원사병렬구조가 의존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두 원사까리의 결합만으로는 그 의
존성을 해소할 수 없고 제3자(者)인 원사 ‘접’의 2차적 결합을 요구하므로 김창섭
(2013)에서 설정한 원사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사의 원사요구’이다. 
  원사병렬구조의 원사 수(數)가 두 개일 수도 있고 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본고에
서 논의하는 2자어와 2자어의 복합에서는 원사병렬구조의 구성 멤버는 두 개이다. 다
(多)음절 한자어 간(間)의 복합인 경우 원사의 수가 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36) 공유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3자어인 경우, ‘직간접’과 같이 ‘원사병렬
구조 + 단일원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출입구’과 같이 ‘2자 어기 + 1자 한자
형태소’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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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을 통해 원사병렬구조의 첫 번째 특징인 ‘비공유형태소끼리의 
결합이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원사와 원사병렬구조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3자어에서도 분배 법칙은 지켜지고 있다.
  원사병렬구조의 두 번째 특징은 비공유형태소가 자매형태소(姊妹形態素)라
는 점이다. 자매형태소란 한국어에서 자주 인접해 쓰이며 특히 단어형성 과정
에서 거의 항상 같이 출현하여 상반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계열관계를 이루
는 두 형태소를 말한다. 고유어 ‘밤/낮, 눈/코, 손/발’ 등과 한자어 ‘氣/脈, 
內/外, 乘/下’ 등이 자매형태소에 해당된다. 심재기 외(1984:36)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언급하였다. 이들이 한 언어사회 안에서 심리적으로 동시 연상
이 가능한 한 쌍의 단어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들을 공존쌍(共存
雙, symbiotic pairs)이라 불렀다. 김창섭(1996:16)에서는 본고에서 말하는 
자매형태소의 등장 순서가 거의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
다. 이는 ‘눈치코치/*코치눈치, 손짓발짓/*발짓손짓, 기진맥진/*맥진기진, 내외
국/*외내국’ 등의 예를 통해 순서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매형태소의 
이러한 등장 순서의 규칙 때문에 두 개의 2자어를 아울러 이를 때 자매형태
소의 등장 순서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직접’과 ‘간접’을 아울러 
일컬을 때 ‘직간접’이 자연스럽고 ‘*간직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공통형태소
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대부분 3자어에서 이러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유불리/*불유리, 이착륙/*착이륙, 승하차/*하승차’). 그러나 자매형태소
의 등장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출입국’과 ‘입출국’의 경우 두 
가지 표현이 다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는 한국어 화자에게 그 중의 한 가지를 
비교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출입국 > 입출국’). 자매
형태소는 원사병렬구조를 이룬 후 다시 단일원사와 결합하여 3자어를 만들기
도 하고, 유추의 원리를 통해 4자어를 만들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
4과 제5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7) <표 2-5>에서 말한 ‘3자어’는 공유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3자어를 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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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유형태소의 유무에 따른 2자 한자어의 복합

  앞서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단어는 2자
어일 수도 있고 3자어나 4자어일 수도 있다. 입력부의 두 개의 2자어가 결합
되면 그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단어의 음절수가 이론적으로 4음절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2자어나 3자어가 되기도 한다. 이는 입력부로부터 출력부가 형
성되는 과정에서 2자어와 3자어를 대상으로 그 내부에서 일부 음절의 삭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우선 삭감 현상에 대
하여 살펴보고, 본고에서 다루는 2자어의 복합이 삭감 현상에 의하여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3.1. 준말

  삭감 현상에 대해서는 ‘shortening’(Asher, R. E. 1994), ‘subtraction’(M
anova, S. 2011), ‘약어’(김희진 1994), ‘단어 단축’(정민영 1994), ‘준말’(정
희창 2003, 박용찬 2003) 등의 용어들로 기술되어 왔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삭감 현상을 기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의 특수성과 연구의 초
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도 존재한다. 예컨대, 영어나 유럽 언어와 같은 경
우, 사람의 이름에 대해 애칭(hypocoristic)이라는 삭감 현상이 존재하며, ‘M
argaret’을 ‘Maggie’나 ‘Peggy’라고 부르고, ‘William’을 ‘Bill(y)’이나 ‘Will
(y)’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한국어와 같은 경우는 ‘철수’를 ‘*철’이나 ‘*설’
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리고 절단어(clipping)라는 삭감 현상에 대해서는, 
한국어의 고유어의 경우 ‘할아버지’를 ‘*할’이나 ‘*할아’로 줄여서 쓸 수가 없
지만 한자어의 경우에는 특정 맥락에서 ‘檢察’을 ‘檢’으로, ‘與黨’을 ‘與’로 줄
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자어와 관련하여 삭감 현상
을 기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어의 삭감 현상을 다룰 때 가장 광범위하
게 쓰이는 ‘준말’이라는 용어를 택하여 이를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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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창(2003:26)에서는 준말이란, 단어나 통사론적, 또는 심리적인 통합 관
계를 이루는 구에서 음운론적·형태론적 삭감이 일어나 음절수가 줄면서 만들
어진 단어라고 정의한 바 있다.38) 준말의 형성 규칙으로는 우선 적용 과정에
서 음절수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점이 있다. 음절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준말 
형성 규칙을 받은 것이 아니다(‘그것참 → 것참/거참’). 그리고 준말 형성 규
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언제나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리 
오너라 → 일 오너라 → 이로너라’),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금
시에 → 금세, 당초에 → 당최’). 준말의 형성 규칙과 더불어, 준말의 형성 조
건도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준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음절 이상의 
단어나 구가 입력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준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본딧말
이 현재 쓰이는 말이어야 한다. 셋째, 준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성된 준말

38) 이와 관련하여, 송철의(1993:23)과 이지양(2003:293)에서는 준말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단어나 혹은 하나의 기식군으로 묶일 수 있는 구에서 인접한 두 음절이 의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 음절로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 형식(단, 본말도 표면 음성형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함)이다.(송철의 1993:23)

  단어 또는 통합 관계를 이루는 구에서 음운론적·형태론적 삭감이 일어난 결과 음절 
수가 줄어 형성된 단어이다.(이지양 2003:193)

     한편, 김희진(1994)에서는 ‘약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약어란 줄어든 말을 뜻
하는 것으로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준말뿐만 아니라, 본말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절단된 것, 복합어를 이루고 있는 단일어의 첫음절만이 결합된 것 등을 이른다. 이는 
송철의(1993), 이지양(2003), 정희창(2003)에서 말한 ‘준말’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므
로 김희진(1994)에서 말한 약어 역시 이하의 논의에서는 ‘준말’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외국어에서도 준말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기존의 논의들을 많이 반영
하고 있는 Manova, S.(2011)에 따르면 단어 삭감(subtration)의 유형은 음운론적 축
소(phonological shortening), 역형성(back-formation), 중음탈락(重音脫落, haplolo
gy), 애칭(hypocoristics), 절단(clipping), 혼성(blends), 두음절어(acronyms) 등으로 
나뉜다. 이와 더불어, Asher, R. E.(1994:5030)에서 생력(ellipsis)에 대한 설명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장에서 다루는 2자어와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는 한자어의 범
주에 속하기 때문에 한자어의 특성상 출력부에서 음운론적 축소, 중음탈락, 애칭 현상
이 일어나지 않고 역형성, 절단, 혼성, 두음절어, 생력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앞
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2자어의 단어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영어나 다른 유
럽 언어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경우, Manova, S(2011)과 Asher, R. E.(1994)를 참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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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의 단어와 형태가 다르거나 문맥을 통해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넷
째, 특정 위치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빠른 발화가 나타나는 경우 준말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희진(1994)에서는 준말의 유형을 다음 (20)과 같이 
나눈다.

    (20)  a. 본말을 이루는 단어의 첫 음절이나 첫 철자가 결합된 것. 
    (‘國政 監査 → 國監’)

     b. 두 말 이상이 합쳐져 공통부분이 생력된 것. 
    (‘公營, 民營 → 公民營’)39)

     c. 본말의 일부가 절단(생략)된 것. 
    (‘單發銃 → 單發’)

    d. 본말을 이루는 말들의 일부가 절단된 것. 
    (‘企劃 調整室 → 企調室’)

   (20a)는 본고의 ‘頭文字語’에 해당되며, (20b)는 본고의 공유형태소가 있는 
축약형에 해당된다. (20c)는 본고의 절단어이며, (20d)는 본고의 혼성어이다. 
본고는 다양한 2자어의 복합으로 형성된 2자어, 3자어의 많은 예들을 관찰하
여 기존의 연구에 대해 보충 작업을 하기로 한다.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4
장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39) ‘公營, 民營 → 公民營’과 같은 경우,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공통부분이 생략된 것
보다는 공통부분 중 하나만 남겨두고 그 외의 공통부분을 생략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공통부분’이 생략된다고 하면 ‘公營, 民營’의 공통부분인 
‘營’이 모두 생략되어 ‘公營, 民營 → 公民’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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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자 한자어의 복합 유형

  두 개의 2자 한자어로 형성된 복합 유형이 새로운 2자어일 수도 있고, 3자
어나 4자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앞서 (4), (5), (6)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두 
2자어의 관계에 따라 출력부가 형태적 복합일 수도 있고 통사적 복합일 수도 
있다. 예컨대, (4a), (4b), (5a), (5b), (6a)는 형태적 복합에 해당되며 (4c), 
(5c), (6b)는 통사적 복합에 해당된다. 편의를 위해 이를 아래에 다시 제시하
기로 한다.

    (4) a.  檢察, 警察 → 檢警   與黨, 野黨 → 與野
b.  收入, 支出 → 收支 / 入出   將校, 士兵 → 將兵

      c.  空中 + 港口 → 空港   大學 + 卒業 → 大卒

    (5) a.  直接, 間接 → 直間接   出國, 入國 → 出入國
       b.  老人, 弱者 → 老弱者   敎授, 講師 → 敎講師
        c.  國語 + 歷史 → 國語史   英語 + 文法 → 英文法

    (6) a.  氣盡, 脈盡 → 氣盡脈盡   多情, 多感 → 多情多感
        b.  國語 + 辭典 → 國語辭典   竝列 + 接續 → 竝列接續

           └ 입력부 ┘ → └ 출력부 ┘  └ 입력부 ┘ → └ 출력부 ┘

  공통형태소와 공유형태소의 출현 여부와 출현 빈도에 따라 출력부를 유형
화시켜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다. 
  우선 입력부의 두 2자어에 공통형태소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출력부의 양
상은 다음과 같다. 출력부에 공유형태소가 출현하지 않는 경우는 복합형이 2
자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복합형이 2자어인 경우, 절단합성어와 혼성어 그
리고 두문자어의 세 하위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입력부에 공통형태소가 있
는 경우는 절단합성어에만 해당된다. 출력부에 공유형태소가 한번만 출현하는 
경우 복합형이 3자어에 해당된다. 복합형이 3자어인 경우, 이는 축약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자어에서 입력부의 두 2자어의 품사가 출력부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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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면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출력부에 공유형태소가 두 번
이나 출현하는 경우는 복합형이 4자어인 경우에 해당된다. 복합형이 4자어인 
경우 합성형과 유추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자어에 비해 4자어에서는 입
력부에서 출력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품사가 바뀌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
서 두 개의 2자어의 복합으로 형성된 3자어는 한자어의 문법적 특성을 그대
로 유지하지만, 4자어는 고유어의 문법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입력부의 두 2자어에 공통형태소가 없는 경우도 발견된다. 공통형
태소가 없으므로 출력부에 공유형태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경우 출력부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지도 살펴보기
로 한다.   

2.4. 소결

  제2장에서는 한자어의 기본 개념과 공유형태소의 설정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2.1.에서는 한자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본고에서 말하는 한
자어의 개념을 다시 제시하였다. 한자어는 한자형태소로 된 단어, 관용구, 접
사, 어근을 모두 포함하되 혼성어를 한자어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본
고의 연구 대상인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2음절 한자어, 3음절 한자어, 4음
절 한자어를 각각 2자어, 3자어, 4자어의 범주에 넣기로 한다. 
  2.2.에서는 본고의 핵심 개념인 공유형태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유형태
소의 설정을 통해 새로 형성된 2자어, 3자어, 4자어의 문법적 지위와 단어형
성 과정을 파악해 낼 수 있었다. 2자어인 경우, 출력부에 공유형태소가 나타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2자어가 절단합성어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3
자어인 경우, 출력부에 공유형태소가 한번만 출현하며, 분배법칙 원리에 따라 
ABX나 XAB의 형식을 가진다. 4자어인 경우, 출력부에서 공유형태소가 두 번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XAXB와 AXBX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식
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4자어가 대개 합성형과 유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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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유형태소와 관련하여 원사병
렬구조도 함께 제시하였다. 
  2.3.에서는 공유형태소의 출현 여부와 출현 빈도에 따라 본고의 핵심 논의
인 준말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전체적인 흐름 구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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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자 한자어의 복합으로 된 2자 한자어

  두 개의 2자 한자어로 형성된 복합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은 2자어이다. 예
컨대,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아울러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검경’이라는 단어가 그 예이다. 또한 통합관계 중 술목관계를 나타나는 ‘대학 
+ 졸업’에 대해 ‘대학을 졸업하다’를 의미하는 ‘대졸’이라는 2자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형태적으로 2자어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입력부
의 두 2자어의 관계와 새로운 2자어를 형성하는 단어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2자어와 2자어로 형성
된 새로운 2자어의 예들을 관찰하여 이들의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3.1. 절단합성어 

3.1.1. 절단어의 정의 및 유형

  
  절단(clipping)은 한 단어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근거 단어의 일부
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택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일종의 형태론적 
과정이다. 특징적인 것은 근거 단어와 새로 형성된 단어 간(間)의 의미에 변
함이 없다는 점이다.40) 

40) Manova, S.(2011:139) 참고.
  Asher, R. E.(1994:5029)에서 절단은 자주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만든다고 한다
(Clipping is one way of creating new word-forms by shortening, and it often 
produces new word meanings). 하지만 원문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절단어의 예
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문의 후술 논의에 따르면 의미상 절단 형
식은 근거 단어와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리킨다고 한다(Semantically, the clipped 
forms have the same referent)는 것으로 보아 원문에서 말하는 절단어는 Manova, 
S.(2011)와 동일한 절단어일 것이다. 즉 의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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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phone ← telephone copter ← helicopter
   photo ← photograph exam ← examination 

 flu ← influenza fridge ← refrigerator41)

    (22)  노른자 ← 노른자위 구태 ← 구태여
 곰배 ← 곰배팔이     나 ← 나이42)

  망구 ← 할망구 

    (23)  가래꾼 ← 가래질꾼 일여덟 ← 일고여덟
 낮보다 ← 낮추보다 들부수다 ← 들이부수다

    (24)  뜨거 ← 뜨거워  시끄러 ← 시끄러워
 간두다 ← 그만두다 갈잎 ← 가랑잎

    (25)  내비 ← 내비게이션(navigation)        애니 ← 애니메이션(animation)  
    슈퍼 ← 슈퍼마켓(supermarket)        메모 ← 메모랜덤(memorandum)  

 멜로 ← 멜로드라마(melodrama)        텔레비 ← 텔레비전(television)43)

  
  (21) ~ (25)는 영어, 고유어, 외래어의 절단 현상의 예이다. 영어의 절단 현
상을 보여주는 (21)의 예는 각각 앞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을 취하는 예
(‘phone ← telephone’),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을 취하는 예(‘photo ← 
photograph’), 그리고 단어의 양쪽을 잘라내고 중간 부분만 취하는 예(‘flu 
← influenza’)에 해당된다. 고유어에서는 (2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로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을 취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노른자 ← 노른자

R. E.(1994)에서의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만든다’는 것이 본고에서 말한 절단합성어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절단어 ‘검’과 절단어 ‘경’의 합성어인 ‘검경’은 1음
절 절단어 ‘검’과 ‘경’에 비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검찰과 경찰’이라는 합성
된 의미를 갖게 된다. 

41) (21)은 Manova, S.(2011)과 Asher, R. E.(1994)에서 가져온 예들이다.
42) ‘나’는 ‘나이’의 준말.

속담: 나 많은 아저씨가 져라.
어린 애하고 싸울 때 나이 많은 이가 져야 함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참조)

43) (22) ~ (25)는 정희창(2003)과 박용찬(2003)에서 가져온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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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앞부분을 잘라내 뒷부분을 취하는 경우(‘망구 ← 할망구’)도 발견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흥미로운 점은 (23), 
(24)에서 관찰할 수 있다. 즉 (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 단어 내부에서 중
간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 양쪽을 택하여 절단어(‘가래꾼 ← 가래질꾼’)를 만
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24)의 ‘뜨거’와 ‘시끄러’ 같은 경우 빠른 발화로 
인해 절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한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
니라 완성된 통사론적인 단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22)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4)의 ‘간두다’와 ‘갈잎’과 같은 경우는 빠른 발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통사론적인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음운론
적인 단축 현상이라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외래어에서는 주로 앞부분만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는 외래어가 여러 음절로 이루어져 있음에
도 하나의 형태소로 인식되어 단일어로 취급되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또한 여
러 음절로 이루어진 단일어를 쓰는 것이 비경제적이므로 일부분만 택하여 절
단어를 만들어 쓰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어에 비해 외래어의 절단어가 앞부분
만 취하는 것은 대개 앞부분만 취하는 조어 방법을 가진 고유어의 절단어의 
형성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종과 관계없이 절단을 통해 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근거 단어와 절단어 간의 의미 차이가 없다는 점과, 한 
단어 안에서만 절단이 일어나는 점이 절단어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한자어의 
절단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26) a.  檢 ← 檢察 b. 警 ← 警察
         韓 ← 韓國            美 ← 美國

    與 ← 與黨    野 ← 野黨
    原 ← 原告    被 ← 被告
    南 ← 南韓    北 ← 北韓44)

44) 본고의 연구 대상은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단어에 한하기 때문에 입력부는 
(26)과 같이 ‘검찰’, ‘여당’을 비롯한 2자어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한자어의 절단어는 
다(多)음절 한자어에서도 많이 관찰할 수 있다. 가령, 曜日을 나타나는 ‘月曜日, 火曜
日’과 같은 경우 이들의 절단어를 ‘月, 火’로 표시할 수 있고, ‘金賞, 銀賞, 銅賞’의 경
우, ‘金, 銀, 銅’을 이들의 절단어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身分證, 出入證’의 ‘證’, 
대학의 學科를 나타내는 ‘科(國文科)’나 관청, 회사의 부서를 나타내는 ‘課(財務課)’, 그
리고 ‘바람氣, 장난氣’의 ‘氣’를 다 절단어로 볼 수 있다. 
 한편, 회사나 상품을 대표하는 한자어 이름을 절단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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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에서 ‘←’의 좌측에 위치한 예들은 한자어의 절단어로 판단된다. 첫 번
째 이유는 이들이 한 단어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은 한 단어 내부에서 일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절단어로 취하는 것으
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절단 현상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의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21) ~ (26)의 모든 예에서 공통적으로 절단
어와 근거 단어가 의미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21) ~ (25)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영어, 고유어, 외래어의 경우, 근거 단어와 절단어가 모두 사용 가능하
지만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근거 단어보다 절단어가 더 자주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47 참고). 이에 비하여 한자어의 절단어는 비공식적인 환경보다 
신문이나 뉴스의 헤드라인 등에서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역시 한자어 절단어 특유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격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현대 한국어의 1자 한자형태소는 
의존형식이므로 자립성이 없어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
하기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외래어나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 형태소는 기본
적으로 하나의 형태소가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비록 의존형태소이
기는 하나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근거 단어에서 전
체적인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자어의 일부를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취해 절단어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택한 1음절 한자형태소는 의존성
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어나 외래어

대, ‘眞露소주’의 ‘眞露’, ‘三星전자’의 ‘三星’, ‘東亞일보’의 ‘東亞’ 등이 있다. 정민영
(1994)에서 이들을 단어의 단축 현상이라고 기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단축 현상 중 어
떤 부류에 속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어에서는 회사나 상품의 이름은 아니기는 하
나 어떤 시험이나 경기의 ‘마지막’을 뜻하는 ‘최종 시험’이나 ‘결승전’을 표현할 때 이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컨대, ‘a final examination in a 
course, a final race of a baseball game, a final edition of a daily newspaper’ 
등의 예에서, 이들을 다 ‘final’만 취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이 ‘final’은 절단어로 볼 
수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final’의 절단이 한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final’이 어떤 의미를 담당하
고 있는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고에서 말하는 변별적인 의미를 가진 
절단어의 성격과 맞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을 Asher, R. E.(1994:5030)에서는 생략
(ellipsis)이라고 기술한 바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생략 때문에 가장 일어나기가 쉬운 
문제적 문법 현상 중의 하나는 동음이의어(homonymy)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capital city, capital letter, capital investment’의 ‘capital’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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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존형태소와 구별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보아 이들은 준(準)자립형태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자립형태소는 아직 완전히 자립성을 갖추지는 못하
지만 자립성을 획득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록 구어에서 자유롭게 
쓰지 못하더라도 문어체에서의 사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26)의 절단어들이 
TV 방송의 자막이나 신문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현상도 해석이 가능하게 된
다.
  다음으로 2자어로부터 형성된 1자 한자어가 절단어일 때 어느 부분이 절단
된 부분으로 선택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6)의 예들을 살펴보면, (26a)와 (26b)가 짝을 이루면서 한 계열체에 속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국, 미국’은 ‘국가’의 계열체에 속하며 ‘여
당, 야당’과 같은 경우는 ‘정당’이라는 계열체에 속한다. 2자어를 ‘AB’라는 형
식으로 나타내 보면 동일한 계열체에 속한 2자어들은 B의 위치에 출현한 한
자어 형태소가 해당 계열체의 공통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A에 위치한 한자어 
형태소는 동일한 계열체에 속한 다른 단어들과 변별되는 속성을 나타낸다. 
즉, B보다 A가 유표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한국, 미국, 영국……’ 등은 나라를 대표하는 계열체 집합에 속한 
단어들이다. 이들에서 B에 위치한 ‘국’이라는 한자어 형태소는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공통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무표적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비해, A 위치에 출현한 ‘한, 미, 영……’ 등은 나라를 대표하는 계열체 안
에서 각각 나라를 구체적으로 개체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B보다 
유표적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단 현상이 일어날 때 공통적인 속성
을 나타내는 B보다는 유표적인 의미를 함유한 A가 선택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26)에서 ‘←’의 좌측에 위치한 한자어들을 절단어로 보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 절단어들로 형성된 복합형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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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검경’의 단어형성과정

검찰
절단어
 검

경찰
절단어
 경










합성
 검경

└ 제차단어
형성과정

 ┘   └ 제 차 단어
형성과정

 ┘

3.1.2. 2자 절단합성어

  다음 (27)에서 ‘←’의 좌측에 위치한 단어는 ‘←’ 우측의 2자어의 절단어들
이 복합된 결과물이라고 본다. 

    (27)  檢警 ← 檢察, 警察 
      韓美 ← 韓國, 美國

 與野 ← 與黨, 野黨
 原被 ← 原告, 被告
 南北 ← 南韓, 北韓

  (27)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 우측의 각 2자어들에서 먼저 절단 현상
이 일어난 후, 각 절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 좌측의 단어들이다. 이러한 
유형을 본고에서는 ‘2자 절단합성어’이라 칭한다. 이들의 형성 과정은 앞서 
<표 2-2>를 통해 설명하였지만 편의상 다시 인용하여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
다.

  절단합성어의 첫 번째 특징은 새로 형성된 2자어가 두 1자 절단어의 복합
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복합한 후의 2자어의 의미 영역은 복합하기 
전의 두 1자 절단어의 합(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의미적인 차이가 일어
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한국’의 절단어인 ‘한’과 ‘미국’의 절단어
인 ‘미’의 복합형인 ‘한미’는 ‘한국과 미국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해석된다. 
따라서 절단합성어의 의미는 복합 이전의 두 절단어의 합이며 복합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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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상을 함께 가리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래의 (28)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28) 姻戚 ← 婚姻 + 親戚
      産暇 ← 出産 + 休暇45) 

 空輸 ← 航空 + 輸送
 洋樂 ← 西洋 + 音樂46)

  (28)에서 ‘←’ 좌측의 새로운 2자어는 ‘←’ 우측의 두 2자어로 형성된 것으
로 보이지만, 이들은 절단합성어로 볼 수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좌측의 새
로운 2자어의 의미 영역과 우측의 두 2자어의 합산된 의미 영역이 다르다는 
점이다. ‘혼인’은 ‘marriage’를 뜻하며 ‘친척’은 ‘kinship’으로 해석되는 반면
에, 이들로 형성된 ‘인척’은 ‘in-laws’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혼인’
과 ‘친척’의 합산된 의미가 아니라 ‘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척’ 정도로 새롭게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27)에서 절단합성어는 두 2자어 사이의 관계가 계열
관계 중 병렬 관계로 파악되지만 (28)의 두 2자어들이 통합관계 중 수식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대개 앞에 위치한 2자어가 후행 2자어를 수식하여 후행 2
자어의 의미를 축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가’의 종류는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출산’이라는 2자어가 선행하면 ‘휴가’를 수식하게 
되며 ‘휴가’의 의미가 축소된다. 이와 더불어, (27)에서 두 2자어에는 공통형
태소가 있지만 (28)의 예들에는 공통형태소가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공통형태소의 유무에 대해서도 후술 논의에서 자세히 기술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유형은 절단합성어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을 ‘혼
성어(blends)’라 한다. 혼성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다시 절단어에 대
한 논의로 돌아가기로 하자. 절단어는 기본적으로 근거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유지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단어와 절단어가 결합된 복합 
유형의 의미도 기존의 두 절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 (27)에서 

45) ‘出産’과 ‘休暇’로 형성된 새로운 단어는 ‘産暇’와 ‘産休’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표준국어대사전』 참고) 

46) ‘西洋’과 ‘音樂’으로 형성된 새로운 단어는 ‘西樂’과 ‘洋樂’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표준국어대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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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어의 복합 유형이 근거 단어인 두 2자어의 의미를 그대로 합산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26)의 ‘←’ 좌측에 있는 1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절단
어임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절단어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두 개의 1음절 
절단어(‘韓 ← 韓國, 美 ← 美國’)와 이들로 형성된 절단합성어(‘韓美’) 간에 
의미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이들에는 문법적인 차이가 다
소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9)  a. 檢, 생협 간판 내걸고 ‘사무장 병원’ 불법 운영한 일당 기소.
 a'. 檢察, 생협 간판 내걸고 ‘사무장 병원’ 불법 운영한 일당 기소.

  b. 警, 농업법 위반 청주 건설 폐기물 업체 내사.
  b'. 警察, 농업법 위반 청주 건설 폐기물 업체 내사.

 c. 檢警, “김기종, 김일성의 ‘갓끈전술’ 추종한듯”

  (29a, b)의 경우, 1음절 절단 한자어가 온전한 자립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
에 실제 발화와 같은 음성적인 언어 환경에서 사용하면 아주 어색하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문이나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문자로 나타날 경우에
는 어색함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29a', b')의 경우는 음성이든 문
자이든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자
어의 절단어의 자립성이 온전한 자립성과 온전한 의존성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1음절 한자 절단어는 의존성이 있지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
능은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언어의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뉴스나 신문에서
는 근거 단어보다 절단어의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1음절 한자 
절단어가 음성적인 환경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남아 있는 의존성 
때문이다. 음성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한편, 두 개의 1자 절
단어로 형성된 2자 절단합성어는 1자 절단어에 비해 자립성을 완전히 가지게 
되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단어로 승격된다. 따라서 (29c)는 음성적인 환
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고, TV 방송의 자막이나 신문에서도 자연스
럽게 쓰일 수 있다. 절단합성어는 절단어와 근거 단어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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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영어의 경우 절단어는 음절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환경에서나 글자로 나타나는 환경에서나 절단어와 근거 단어의 사용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절단어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자주 쓰인다는 특징이 있
다.47) 한자어가 이렇게 사용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한자형태소가 음절이 아
닌, 자(字)로 되어 있으며 의존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자 절단 
한자어는 독립적으로 음성적인 환경에서 실현되지 못하지만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신문이나 TV 방송의 자막으로 사용하기도 한
다. 고유어의 경우, 음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처럼 절단어와 근거 단어의 
사용이 구어나 문어에서 모두 가능하다. ‘곰배 ← 곰배팔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영어나 한자어에 비하여, 고유어의 경우 음성적인 유사성을 통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ㅋㅋ/ㅎㅎ = 웃음’)와 상형(象形)의 원리를 통하
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ㅠㅠ = 울음’)도 있다. 이 경우 음절보다 더 작은 
단위인 자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경우는 절단어로 볼 수 없는
데, 이는 이들 자소의 출현이 근거 단어(‘웃음, 울음’)에서 일부분을 잘라내 
남은 부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기능상으로 보았을 때 음절
보다 더 작은 단위(즉 자소)를 이용해 해당 근거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절단어의 기능적인 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이들은 
음성적이나 글자로 된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쓰이지 않으며, 높은 연령층에 속
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근거 단어가 무엇인지를 추측하기가 어려워 주로 젊은 
층에서 쓰인다는 것이 영어나 한자어에 비해 유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절단합성어의 세 번째 특징은 입력부의 공통형태소가 출력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30)  a. 檢警/ *檢警察 ← 檢察, 警察 
         韓美/ *韓美國 ← 韓國, 美國

    與野/ *與野黨 ← 與黨, 野黨

47) 절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절단 형식이 문체적으로 덜 격식적인 느낌을 갖는다
는 것이다.(The most salient feature of clipping is the fact that the clipped 
form is stylistically felt as less formal.(Bauer 19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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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原被/ 原被告 ← 原告, 被告
    南北/ 南北韓 ← 南韓, 北韓

    (31)  *直間/ 直間接 ← 直接, 間接
 *有不/ 有不利 ← 有利, 不利
 *乘下/ 乘下車 ← 乘車, 下車

    (32)  a. 氣脈/ 氣盡脈盡 ← 氣盡, 脈盡
      階層/ 各界各層 ← 各界, 各層

 a'. *氣脈/ 氣盡脈盡 ← 氣盡, 脈盡
       *階層/ 各界各層 ← 各界, 各層

 b. *四八/ 四方八方 ← 四方, 八方
            *由在/ 自由自在 ← 自由, 自在

  (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2자어를 형성할 때 공유형태소가 전혀 참
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30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유형태소
가 남아 있다면 오히려 잉여적인 요소가 되어 단어가 어색해지거나 비문법적
인 표현이 되어버린다. 이는 이러한 2자 절단합성어가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새로운 2자어는 자립성을 획득함과 더불어, 각 2자어의 의
미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유형태소를 필요하지 않다. 이에 비
해 (31)은 새로운 단어가 공유형태소 하나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30)의 경우 공유형태소가 전혀 없어도 2자어가 될 수 있으나 (31)
의 경우는 공유형태소가 전부 사라지면 자립성도 없고 의미도 불투명하게 되
어 비문법적인 성분이 되고 만다. 이는 공유형태소를 전부 없앤 나머지 형태
소가 원사병렬구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원사병렬구조는 기본적으로 
의존성을 가진 단일 원사의 결합으로 그 자체가 의존성이 강하며 의미적인 
결함도 있어서, 공유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온전한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단어
가 될 수 있다. (32)에서는 공유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의 또 다른 복합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공유형태소의 출현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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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2a)와 공유형태소가 모두 필수적으로 출현해야 하는 (32b)로 나뉜다. 
(32a)의 경우, 비공유형태소가 자매형태소(‘氣脈’)이기 때문에 공유형태소가 
없어도 2자어로 존재할 수 있다. 다만, (30a)의 경우는 공유형태소가 전부 삭
감되어도 새로운 2자어의 의미와 근거 단어의 집합의 의미가 동일(‘檢警 ← 
檢察, 警察’)하지만, (32a)에서는 공유형태소가 전부 삭감되면, 2자어로서의 
존재는 가능하되(‘氣脈’), 본래 두 2자어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한다(‘氣脈 ↚ 
氣盡, 脈盡’). 이는 원래의 두 2자어 각각의 절단어끼리 복합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氣 ↚ 氣盡,  脈 ↚ 脈盡’). 따라서 (32a)에서 새로 형성된 2자
어(‘氣脈’)는 원래의 두 2자어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들
(‘氣脈’)은 자매형태소로서 원래부터 존재할 뿐이다. 이에 (31a)를 (31a')로 수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2b)의 경우, (32a)에 비해 자매형태소조차 파
악되지 않는다. 이는 두 2자어의 단순한 합성일 뿐인 것으로 본다. 한편, 
(30b)에서는 입력부의 공통형태소가 출력부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한 번만 출
현하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30b), (31), (32)에 대한 논의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2. 혼성어

3.2.1. 혼성어의 정의 및 유형

  Manova, S.(2011:142)에 따르면 혼성어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단
어를 단축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의미가 근거 단어들
의 의미로부터 제한을 받는다.48) 즉 혼성어는 근거 단어의 의미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Asher, R. E.(1994:5029-5030)에서는 혼성

48) Blending is the telescoping of usually two separate items into a new form, 
the meaning of which is restricted to the meaning of the sourse items, e.g. 
Eurovision ← European + television, smog ← smoke + fog. (Manova, S. 
20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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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통합관계를 이루는 혼성어(motel ← motor + hotel)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혼성어(smog ← smoke, fog)로 구분한다49). 전자는 형식적인 면에서만 변화
가 보이며 내용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50), 이에 비해 후자는 
형식과 내용의 면에서 모두 변화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51) 통합관계인 경
우 내용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혼성어가 근거 단어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는 것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계열관계인 경우 비록 새로 만들어진 혼성어가 
근거 단어의 지시 대상과 다른, 새로운 지시 대상을 갖지만, 새로운 지시 대
상의 의미가 근거 단어가 갖는 지시 대상의 속성을 모두 갖는다는 점에서 역
시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관계를 갖든 혼성
어는 근거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점은 후술 논의에서 다
룰 두문자어와 구별된다. 아래의 (33)에서 혼성어의 몇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33) a. brunch ← breakfast, lunch 
    smog ← smoke, fog
    geep ← goat, sheep52)

49) 임지룡(1996:194-204)에서는 혼성어를 동의적 혼성어(‘잎초 ← 잎담배, 葉草’), 등위적 
혼성어(‘아나듀서 ← 아나운서, 프로듀서’), 연어적 혼성어(‘컴팅 ← 컴퓨터 + 미팅’)로 
구분한 바 있다. 동의적 혼성어와 등위적 혼성어는 본고의 계열관계 혼성어에 해당되고 
연어적 혼성어는 본고의 통합관계 혼성어에 해당된다. 한편, 노명희(2010:264)에서는 
최근 신어에서 동의적 혼성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 등위적 혼성어가 계열관계 혼성어
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기술한 바 있다.  

50) 내용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적인 표현이다. 계열관계인 경
우, smog는 smoke도 아니고 fog도 아니다. 비록 smog는 smoke, fog와 어느 정도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기는 하나 전혀 다른 새로운 지시 대상을 갖는다. 이에 비해 통
합관계인 경우, motel은 hotel이기는 한데 motor의 수식을 받는다. 바꾸어 표현하자
면 motel은 motor의 수식을 받지만 hotel의 의미역에서 벗어나지 않아 hotel의 일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계열관계에 비해 통합관계는 내용적인 면에서 변화
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1) Sometimes two words are clipped simultaneously and united to form a 
'blend'. The two source words may be syntagmatically related, as when 
motor hotel is clipped to motel, or paradigmatically related, as in the 
combination of smoke and fog to form smog. The reduction of motor hotel 
to motel is an innovation of form but not content, whereas a blend like 
smog shows innovation of form and content.(Asher, R. E. 1994:5029-5030)

52) goat, sheep으로부터 형성된 혼성어는 geep과 shoat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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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oatel ← boat + hotel 
     motel ← motor + hotel53) 

    b. 라볶이 ← 라면, 떡볶이
    액티즌 ← action + citizen

 c. 소개팅 ← 紹介 + meeting  
    아티즌 ← 아줌마 + netizen54)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근거 단어의 일부만 취하여 새로운 하나
의 단어 즉 혼성어를 형성한다. (33a)는 계열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33a')에
서는 통합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계열관계든 통합관계든 새로 형성된 단어는 
근거 단어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전형적인 혼성어의 예에 해당된다. 한국어의 경우 
최근에는 (33b, c)의 예처럼 혼성어 신어들이 생산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데, 
이로 보아 혼성이라는 단어형성 방식이 이미 한국어에서 단어 조어법의 하나
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고의 제3장에서는 절단합성어, 혼성어, 두문자어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절단 과정과 합성 과정에서 많은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식별해주는 유표적인 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에 혼성어를 절단
어, 합성어, 두음절어55)와 비교하면서 혼성어만의 특징들을 기술한 노명희

53) brunch: 아침 겸 점심.
 smog: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안개와 같이 된 상태.
 geep: 염소와 양의 교배종.(=shoat)
 boatel: 호텔 설비를 갖춘 배.
 motel: 자동차 여행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객실 가까이에 주차장이 있는 호텔.

54) 혼성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외래어나 혼종어를 연구 대상으로 다
루고 있으며, 한자어에 한해서만 연구한 논문은 드물다. 따라서 (33)에서는 한자어의 
예들을 제시하지 않고, 본고의 3.2.2.에서 한자어의 혼성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55) 노명희(2010)에서 말한 ‘두음절어’는 고유어가 음절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字로 이루어진 한자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문
자어’로 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노명희(2010)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논의
에서 사용한 용어를 존중하여 ‘두음절어’라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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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혼성어, 절단어, 합성어, 두음절어의 비교>

정의 형성 환경 의미 변화
근거 단어와의 

비교
예

혼
성
어

 
두 개 이상의 어기 
단어가 존재하며 

이들 단어의 일부를 
잘라내고 새로운 
하나의 단어를 
만든다.(258p)

두 개의 
어기 단어가 
존재한다.

(258p)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
(258p) 

즉 의미가 
달라진다.

원래 단어의 
형태를 

예측하기가 
힘들다.(258p)

라볶이 ← 
라면 + 
떡볶이

절
단
어

원 단어에서 앞이나 
뒤의 형태를 

잘라내고 사용하는 
경우로 기존 단어의 
부분을 잘라내어 새 

단어를 만드는 
일종의 형태론적 
과정이다.(257p)

한 단어의 
내부에서만 
일어난다. 

(257p)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57p)

원래 단어와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지만 
비공식적인 
문맥에서 더 
많이 쓰인다.

(257p)

슈퍼 ← 
슈퍼마켓

합
성
어

두 단어의 형태가 
유지되므로 결합된 
단어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258p)

두 단어가 
결합한다.
(259p) 즉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한다.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를 

형성하되 근거 
단어의 의미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수식관계를 
가진다.56)

결합된 단어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258p) 
즉, 삭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벼락공부 
← 벼락 
+ 공부

(2010)의 논의를 요약하여 다음 <표 3-1>에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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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음
절
어 

구 단위라도 
고유명칭처럼 언어 
사회에서 하나의 
단위로 인식된다.

(261p)

단어나 구 
단위에서.
(262p)

두음절어는 
원래의 단어나 

구가 갖는 
의미와 줄어든 
형식의 의미가 
같다.(262p)

원래 단어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단어의 

첫음절을 따서 
만든 것.
(263p)

웃찾사 
← 

웃음을 
찾는 

사람들

  다음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한자어에 적용하여 한자어 중에 혼성어로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의 제3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므로 한자어의 혼성어도 
역시 2자 혼성어에 한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3.2.2. 2자 혼성어 

  3.2.1.에서는 혼성어의 정의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혼
성어를 형성하려고 하면 두 개의 근거 단어가 있어야 하며, 이 두 근거 단어

56) 이는 원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하지만 원문에서 든 예들을 통하여 본고에
서 그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원문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1ㄱ) schoolteacher, blackbird, 벼락공부, 곱슬머리, 꽃밭

  예(1ㄱ)에서는 합성 현상을 찾을 수 있다. 가령 두 개의 어기 단어 ‘곱슬’과 ‘머리’가 
결합하여 ‘곱슬머리’를 형성할 때 ‘곱슬’을 뜻하지도 않으며 ‘머리’를 뜻하지도 않는다. 
머리의 여러 가지 형태 중의 ‘곱슬머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합성어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 형성된 의미가 기존의 두 단어와 어느 
정도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대개 이들은 ‘수식어 + 핵’의 구
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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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취하여 만든 새로운 단어가 근거 단어와는 다른 지시대상을 가리
킨다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34) a. 空港 ← 空中 + 港口 (공중의 항구)
    學食 ← 學校 + 食事 (학교의 식당에서 한 식사)

            姻戚 ← 婚姻 + 親戚 (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척) 

  b. 師大 ← 師範 大學
    男親 ← 男子 親舊
    中退 ← 中途 退學57)

   
  (34a)는 한자어의 혼성어에 해당된다. ‘바다의 항구’를 배를 타기 위하여 마
련된 공간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이에 빗대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를 타기 위하여 마련된 출입 공간을 ‘공중의 항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일상 언어생활에서 ‘공중의 항구’라는 표현을 쓰는 일은 거의 없고 대체
로 ‘空港’이라고 많이 쓴다. ‘學食, 姻戚’도 마찬가지다. 본고에서는 (34a)와 
같은 현상을 한자어의 혼성어 현상이라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
자. 
  우선, 혼성어의 정의를 통해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어기가 존재해
야 하고 두 어기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절단 현상이 일어나 새로운 단어가 형
성되어야 한다. 또한 형성된 새 단어는 근거 단어들과 어느 정도 의미적 연관
성이 있으면서도 지시하는 대상은 근거 단어들과 다르다. ‘공항’의 경우, ‘공
중’과 ‘항구’라는 두 근거 단어가 이미 존재하는데, 이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절단 현상이 일어나 ‘공항’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공중’과 ‘항구’의 의미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공중’이나 ‘항
구’를 뜻하지는 않으며 ‘airport’이라는 새로운 지시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혼성어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34b)의 경우, 
‘師大’는 ‘師範大學’, ‘男親’은 ‘男子親舊’라는 합성어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
고 있어 다른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못한다. 

57) (34b)의 두 2자어의 사이에 기호 ‘+’나 ‘,’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각주 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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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혼성어는 혼성어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기존의 어휘가 공존하지 않는
다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라볶이’의 경우 ‘라면과 떡볶이 채소 어묵 따위를 
넣고 양념을 하여 볶은 음식’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난 기존의 어휘가 없다. 
‘*라면떡볶이’라고 해도 ‘라볶이’의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라면과 
떡볶이’라는 두 대상의 합(合)이 될 뿐이다. 길고 복잡한 의미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혼성어가 등장한 것으로 본다. ‘*레캉스, *개그운
서’와 같은 혼성어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형성되기 전에 ‘레저바캉스, 개그맨
아나운서’라는 합성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한자어
에 적용해 본다면, (34a)의 경우 새 단어가 형성되기 이전에 혼성어에 해당하
는 어휘가 없다. 이러한 혼성어가 형성된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대
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을 지닌 표현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비
해 (34b)의 경우는 혼성어로 볼 수가 없는데, 새로운 2자어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합성어나 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다. 단지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따라 해당 합성어나 구를 축약하여 표현했기
에 새로운 2자어가 형성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따라서 (34b)는 혼성어로 볼 
수 없으며 ‘두문자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게 될 것이다. 한자어
보다는 외래어나 혼종어에서 혼성어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혼성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외래어나 혼종어와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고, 고유어를 함
께 다루는 논의들이 비교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한자어 혼성어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찾기가 힘든 편이다.
  (34)의 예들에 대해 음절수가 줄어든 2자어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막연하게 
준말, 약어58)의 범주에 속한다고 기술하거나, 두음절어나 두문자어의 범주에 
넣는 것은 다소 정밀하지 못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34a)를 한자어의 혼성어, (34b) 한자어의 두
문자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혼성어가 성립되어 있을 경우, 
아래의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거의 혼성어만 사용된
다. 그러나 두문자어의 경우에 기존의 합성어나 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58) 박용찬(2003)에서는 ‘준말’. 김희진(1994)에서는 ‘약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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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a. 우리 공항에서 보자. / *우리 공중의 항구에서 보자.
    나 오늘 학식을 먹었어./ ?나 오늘 학교의 식당에서 한 식사를 먹었어.
    너와 나는 인척관계야. / ?너와 나는 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척 관계야.

 b. 사대 정문 앞에서 보자. / 사범 대학 정문 앞에서 보자.
    나 남친 생겼어./ 나 남자 친구 생겼어. 
    나 중퇴했어./ 나 중도 퇴학을 했어.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한자어의 혼성어는 대개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선
행 단어와 후행 단어는 주로 수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노명희(2010:263-4)
에서 혼성어를 계열적 혼성어와 통합적 혼성어를 구별하여 기술한 바 있다. 
계열적 혼성어는 의미상의 계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사한 의미장에 
속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형성된다. 예컨대, 영어의 ‘smog(smoke, fog), bru
nch(breakfast, lunch)’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합적 혼성어는 통합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혼성되는 두 단어가 함께 출현하여 구를 형성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선·후행 단어가 수식 관계를 가질　때 일종의 연어 관계
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陽電子’를 뜻하는 ‘positron(positive + electron)’
과 ‘소변검사’를 뜻하는 ‘urinalysis(urine + analysis)’가 이에 해당된다. 한
자어의 혼성어인 경우, 계열관계를 이루는 것보다는 아래의 (36)과 같이 통합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된다.
 
    (36) 空雷 ← 空中 + 魚雷, 高校 ← 高等 + 學校, 建材 ← 建築 + 用材

 氣速 ← 大氣 + 速度, 空輸 ← 航空 + 輸送, 分壓 ← 部分 + 壓力
 金冠 ← 黃金 + 寶冠, 閣議 ← 內閣 + 會議, 德育 ← 道德 + 敎育

  한편, 혼성어의 유형도 혼성어를 연구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노
명희(2010:267)에서는 혼성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37) AB + CD → AD 형: 
액션 + 시티즌 → 액티즌, 개그맨 + 아나운서 → 개그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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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 CD → ABD 형:
김치 + 할리우드 → 김치우드, 헬스 + 에어로빅 → 헬스로빅

 AB + CD → ACD 형:
컴퓨터 + 도사 → 컴도사, 스폰서 + 매니저 → 스폰매니저

 AB + CD → BD 형:
아줌마 + 신데렐라 → 줌마렐라

  노명희(2010)에서 주로 외래어나 혼종어를 대상으로 혼성어의 유형을 살펴
보았는데, 본고에서는 한자어의 혼성어에 초점을 두고 그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38) AD ← AB + CD 형
空雷 ← 空中 + 魚雷, 高校 ← 高等 + 學校, 建材 ← 建築 + 用材 
警政 ← 警察 + 行政, 國府 ← 國民 + 政府, 內粧 ← 內部 + 修粧 
農政 ← 農業 + 行政, 祝禱 ← 祝福 + 祈禱, 西樂 ← 西洋 + 音樂

 戰域 ← 戰爭 + 區域, 電解 ← 電氣 + 分解, 學績 ← 學業 + 成績

BC ← AB + CD 형
氣速 ← 大氣 + 速度, 空輸 ← 航空 + 輸送, 盟罷 ← 同盟 + 罷業
分壓 ← 部分 + 壓力, 産休 ← 出産 + 休暇, 糧政 ← 食糧 + 政策
重盜 ← 二重 + 盜壘, 出超 ← 輸出 + 超過, 學區 ← 通學 + 區域 
憲政 ← 立憲 + 政治

BD ← AB + CD 형
金冠 ← 黃金 + 寶冠, 閣議 ← 內閣 + 會議, 德育 ← 道德 + 敎育
産暇 ← 出産 + 休暇, 麗代 ← 高麗 + 時代, 麗謠 ← 高麗 + 歌謠59)

  이 중 ‘AD ← AB + CD’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
는데, 이는 전형적인 혼성의 구조(‘AD’)를 나타내고 있다. AD유형이 BC유형

59) (38)의 예들은 박용찬(2003)에서 부분적으로 택한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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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BD유형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임지룡(1996)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AD ← AB + CD’ 유형이 일종의 ‘욕조효과(bathtub effect)’
로 풀이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욕조효과’란 사람이 욕조 안에 누워 한쪽 
끝에는 머리를, 다른 쪽 끝에는 발을 물의 밖으로 내놓는 것을 빗댄 것이다. 
단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욕조 안의 사람처럼 단어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중간 부분보다 더 잘 기억한다. 또한 욕조에 들어간 사람의 몸 중에서 머리가 
물의 밖으로 한층 더 나와 있고 발보다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평균적으
로 볼 때 단어의 첫 부분과 끝부분이 중간 부분보다, 또한 첫 부분이 끝 부분
보다 더 잘 기억된다.(Aitchison 1994:134)60)

3.3. 두문자어

3.3.1. 두문자어의 정의 및 유형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의 마지막 유형이 두문자어이다. 3.2.
에서 예로 든 ‘師大, 男親, 中退’가 이에 해당된다. 우선, 두문자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Acronyms’에 대한 번역 용어는 학자마다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 주로 
‘두음절어’나 ‘두문자어’가 그 대표적인 용어들이다. 노명희(2010)에서는 고유
어가 음절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두음절어’라고 칭하지만, 박용찬
(2003)에서는 한자어의 준말을 논의하면서, 뜻글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
의 첫 글자를 취한 것이므로 ‘두문자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은 한자어에 해당되므로 ‘두문자어’라는 용어를 택
하기로 한다.

60) 욕조효과는 주로 단일어의 재생 실험에서 확인된다. Aitchison & Straf(1982)에 따르
면 영어의 단어 오용 실험에서 어두음은 80% 이상, 어말음은 70% 이상이 근거 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어중음과 같은 경우 그 일치 정도가 매
우 낮다고 한다.(임지룡 19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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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경우, 두문자어에 대한 정의와 유형은 다음 (39)와 같다.

    (39) 두문자어는 단어 혹은 복합된 어휘소들의 첫 음절로 이루어진다. Quirk et 
 al.(1980:1031)에 따르면 두문자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a. 두문자어는 연속적인 음절들처럼 발음한다. 
     예: alphabetisms.

  b. 음절들이 전체 단어들과 일치하다. 
     예: 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Manova, S.(2011:143)61)

  이와 비슷한 내용을 노명희(2010:2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문자어
는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같이 알파벳이 결합하
여 한 단어로 발음되는 경우와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 같이 
개별 알파벳을 발음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 두 유형은 각 영어 단어의 첫 음
절을 택한다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 형성된 단어를 하나는 한 
단어처럼 발음하고 다른 하나는 개별 음절 단위로 하나씩 발음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본고에서 다루는 한자어의 경우, 각 단어의 첫음절로 이루
어진 새 단어를 발음할 때 근거 단어에 속해 있을 때의 발음과 동일하기 때
문에 ‘NATO’의 경우처럼 새로운 발음을 가진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間選’과 같은 경우, ‘間接 選擧’일 때의 ‘間’과 ‘選’의 발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間’과 ‘選’의 조합으로 다른 발음을 가진 단어가 만들어지
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각 한자어의 첫 음절의 초성만 따서 ‘CIA’처럼 초
성만으로 새로운 단어를 이룬 것 역시 아니다. 예컨대, ‘間接 選擧’와 같은 경
우, ‘ㄱㅅ’으로 표기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자어의 두문자어를 다룰 때

61) An acronym is formed from the initial letters of words or a compound lexe
me. According to Quirk et al.(1980:1031) there are two types of acronyms: 

      a.  Acronyms pronounced as sequences of letters, i.e. 'alphabetisms'.
      b.  The letters correspond to full words: 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

 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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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자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한자어의 두문자어는 각 근
거 단어의 첫 자(字)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발음을 형성하지 않는다. 

  

3.3.2. 2자 두문자어

  한자 두문자어는 한자어나 한자어구로 이루어진 어구에서 첫 글자만 취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AC ← AB CD62)’를 충족시킨다는 점이 첫 번
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0)  勞組 ← 勞動 組合, 間選 ← 間接 選擧, 經援 ← 經濟 援助
 工團 ← 工業 團地, 共販 ← 共同 販賣, 農活 ← 農村 活動
 民放 ← 民營 放送, 物療 ← 物理 療法, 市販 ← 市中 販賣
 安保 ← 安全 保障, 聯政 ← 聯立 政府, 外資 ← 外國 資本
 原爆 ← 原子 爆彈, 義警 ← 義務 警察, 中退 ← 中途 退學
 特活 ← 特別 活動

  (40)에서 볼 수 있듯이 두문자어는 모두 각각 단어의 첫 글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 두문자어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어구에서 형성된 것
이지만, ‘勞動組合’처럼 단어에서 형성되는 것도 없지 않다. 하지만 ‘노동조
합’의 경우는 기원적으로 어구에서 유래하는 복합어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이 복합어인지 어구인지 구별이 쉽지 않아 이들을 어구로 볼 여지도 있
다. 따라서 한자어의 두문자어는 대개 어구에서 형성된 것으로 일반화하여 말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혼성어는 두 개의 근거 단어로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만들어 
새로운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데 비해, 두문자어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원래 두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곧 근거 단어와 동일한 지시

62) 두문자어의 근거 단어인 AB와 CD의 사이에는 ‘+’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두문
자어를 형성하기 이전에 그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합성어나 구(句)가 이미 존재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 단어 사이에 기호를 따로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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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가진다. 이것이 두문자어의 두 번째 특징이다. 예컨대, ‘産暇’는 ‘出産’
도 ‘休暇’도 아닌, 새로운 지시대상인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가리킨다. 반면
에 ‘勞組’는 ‘勞動 組合’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勞動 組合’을 가리
킨다. 뿐만 아니라 혼성어 특히 통합관계를 이루는 2자 혼성어의 경우, 근거 
단어는 혼성어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합성어나 구(句)가 아
니다. 반면에, 두문자어는 그것이 형성되기 이전에 근거 단어가 합성어나 구
(句)로서 이미 존재한다. 예컨대, 혼성어 ‘姻戚’이 형성되기 이전에 ‘婚姻’과 
‘親戚’이 무조건 같이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며 ‘婚姻 親戚’이라는 합성어나 
구(句)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에 의해 맺어진’이란 통사론적인 링크
를 사용해 ‘婚姻에 의해 맺어진 親戚’이라는 표현을 먼저 만든 후에야 ‘姻戚’
이라는 혼성어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師大’의 경우, 두문자어가 만들
어지기 이전에 ‘師範 大學’이라는 형태가 이미 존재하며 두 개의 근거 단어 
사이에 다른 문법적인 요소의 첨가가 없으므로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지도 않
는다. 여기에 언어의 경제성 원리가 적용되어 ‘師大’라는 두문자어가 나온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혼성어는 그 형성 과정이 불투명한 데 비해 두문자어는 
그 과정이 보다 투명하다는 특성도 지닌다.
  세 번째 특징은 언어의 경제성 원리만 고려하지 않으면, 두문자어는 두문자
어를 형성하는 한자어 어구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혼성어는 
혼성어를 형성하는 근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혼성어에 
대한 기술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예(34)와 (35) 참고) 한편, (41)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두문자어들로, 생
산적으로 신어를 생성하는 특징이 보인다. 

    (41)  燒爆 ← 燒酒 爆彈, 燒麥 ← 燒酒 麥酒, 秘番 ← 秘密 番號 
 請警 ← 請願 警察, 平殘 ← 平均 殘額, 醫保 ← 醫療 保險
 强退 ← 强制 退場, 强推 ← 强力 推薦, 名退 ← 名譽 退職
 自奉 ← 自願 奉仕, 委販 ← 委託 販賣, 移通 ← 移動 通信 
 女親 ← 女子 親舊, 男親 ← 男子 親舊, 轉訓 ← 轉地 訓練  
 證市 ← 證券 市場, 證安 ← 證券 安定, 株總 ← 株主 總會 
 物流 ← 物的 流通, 綜金 ← 綜合 金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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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은 각각 2자어의 첫 글자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두문자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혼성어처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두문
자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가령, ‘燒麥 ← 燒酒 麥酒’와 같
은 경우, 소주는 소주이며 맥주는 맥주이다. 소주와 맥주를 혼합시켜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술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새로 
만든 술의 주요 원료가 소주와 맥주이라는 점에서 ‘소맥’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예는 혼성어의 특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두문자어로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새로 형성된 2자어를 보면, 단어
를 형성한 근거 단어가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 혼성어
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혼성어와 두문자어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1)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단어들은 신어를 만
들어 쓰는 주된 젊은 계층이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얕아지고 있다는 점과 신
어의 형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발생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42)  먹튀 ← 먹고 튀는 사람 
 몰카 ← 몰래 카메라(camera)
 불백 ← 불고기 백반(白飯)
 정모 ← 정기(定期) 모임
 오삼 ← 오징어 삼(三)겹살
 설남 ← 설(설←서울) 남자(男子)
 볼매 ← 볼수록 매력있는 사람
 개콘 ← 개그(gag) 콘서트(concert)

  (42)는 몇몇 신어의 예를 든 것이다. 신어를 만드는 여러 유형 중에 어구를 
이루는 단어의 첫 음절을 취하여 형성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
한 유형은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외래어와 혼성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거 단어가 외래어나 혼성어인 경우, 첫 음절이 전체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여 근거 단어를 추적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42)의 예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제성이 높고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어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태소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1)처럼 각각 근거 단어의 첫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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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택하여 신어를 만들면, 외래어나 혼성어보다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쉽고 경제적인 간편성도 지니게 된다. 이 때문에 한자어에서는 (41)과 같은 
유형의 신어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요컨대 (41)은 일종의 신어로 볼 수 있
을 듯하다.
  그리고, (42)의 ‘불백, 오삼, 정모’의 경우, 그 안에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白飯, 三, 定期’를 한자어로 인식하지 못하고 고유어의 음절 
단위로 인식하여 고유어나 외래어와 함께 다루고 있다. 이는 젊은 층 한국어 
화자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점점 얕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시험(試
驗), 수업(授業)’과 같은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한자어 형태소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어처럼 음절 축약(‘내일 → 낼, 다음 →담’)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시험, 수업’ 따위를 ‘셤, 섭’ 따위로 줄여 
쓰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얕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한편, 한자어로 이루어진 (41)은 근거 단어를 알아내기 쉽고 의미도 투
명하지만, (42)의 신어는 비교적 임시적인 느낌이 없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43)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43) 딸: 그 사람이 은근히 볼매야. (볼매: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엄마: 나 그 사람 별로야. 더 이상 만나지마. 
딸: 왜? 엄마도 몇 번 더 대화 나눠봐. 은근 볼매라니까!
엄마: 볼매는 무슨, 볼수록 매를 들게 하는 거겠지! 
      (볼매: 볼수록 매를 들게 하는 사람.)  

  (43)에서 동일한 ‘볼매’인데 다른 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통하여 새로 
형성된 신어는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
자어 신어의 경우, 형태소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
정된 편이다. 다만 신어를 형성할 때 (42)의 형성 방식을 따르는 점으로 인하
여 (41)과 같은 두문자어도 혼성어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두문자어나 혼성어로 보지 않고 일종의 신어로 보는 태도
를 취한다. 시간이 지나 (41)과 같은 단어들이 신어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 
없어져 완전히 한국어 어휘의 일원으로 정착되면 그때 이들이 두문자어인지 
혼성어인지를 식별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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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제3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의 복합으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새로 형성된 2자어는 문법적 지위와 단어형성 과정에 따라 절단어
의 복합형인 2자 절단합성어, 2자 혼성어 그리고 2자 두문자어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그 구분의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다. 
  2자 절단합성어는 절단어의 복합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자어의 절단 형상
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나 고유어와는 달리 한자어의 절단어는 준자립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의 결합으로 완전한 자립성을 획득하여 단어로 승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혼성어의 경우, 기존의 영어나 고유어, 외래어로부터 형성된 혼성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한자어의 혼성어가 가진 독특한 점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
았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두문자어로 간주했던 한자어를 혼성어에 포함시킨 
본고의 관점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문자어의 경우, 혼성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짚으
며 둘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두문자어로 보기 힘든 2자어는 그 근
거를 제시하여 신어의 범주에 두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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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자 한자어의 복합으로 된 3자 한자어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3자어 유형이다. 3자어 유
형은 전반적으로 축약 현상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축약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3자어는 입력부의 두 2자어의 관계가 계열관계인지 통
합관계인지에 따라 단어형성의 과정이 달라지므로, 본 장의 구성을 크게 계열
관계 유형과 통합관계 유형으로 나누기로 한다. 
  계열관계 유형의 경우, 공유형태소의 유무에 따라 다시 두 하위 부류로 나
뉜다. 공유형태소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의 공유형태소가 삭감이 일어나는
데(‘直接, 間接 → 直間接’, ‘接’의 삭감) 제3장에서 살펴본 2자 절단합성어
(‘韓國, 美國 → 韓美’, ‘國’이 전원 삭감)와는 이질적인 면이 관찰된다. 이 장
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공유형태소 하나가 삭감
되는 것은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입력부에 공통
형태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력부에서 하나의 한자형태소가 삭감되는 경우
(‘敎授, 講師 → 敎講師’, ‘授’의 삭감)가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에 대
해서도 자세히 검토해 볼 것이다.
  통합관계 유형의 경우, 입력부의 두 2자어가 공통형태소를 가지고 있는 것
도 아니며,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마치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진 계열관계 유형인 것처럼 축약 현
상을 일으킨다(‘學生 + 父母 → 學父母’). 이에 대한 설명도 후술하게 될 것이
다. 

4.1. 축약
  
  두 개의 2자어가 결합하면 이론적으로 4자어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단어
의 출력부가 형태적으로 3자어로 나타나는 것을 본고에서는 ‘축약 현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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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축약 현상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단어의 유형은 ‘축약형’이라 한다. 제4
장에서는 여러 유형의 축약 현상에 대하여 다루게 될 것이므로 본격적인 논
의를 시작하기 전에 축약 현상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것이다.
  축약에 의해 형성된 축약형으로는 ‘直間接’과 같은 경우를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공통형태소를 가진 ‘직접’과 ‘간접’이라는 두 2자어가 결합되면 이
론적으로는 ‘*직접간접’(혹은 다른 배열 형식에 따라 4자어 출력부를 만들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간접직접’)이라는 4자어가 형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러나 실제로는 3자어인 ‘직간접’이 도출된다. 또한 공통형태소가 없는 두 2자
어의 복합에서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가령, ‘敎授, 講師 → 敎
講師(*敎授講師)’와 같은 경우, 공통형태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강사’라는 
축약형을 만들어낸다. 이는 공통형태소가 있는 경우를 따른 단어형성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본고의 4.2.2. 참조). 이처럼 음절의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축약형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축약형의 두 번째 특징은 축약 현상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단어들
의 의미 해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직간접’이 ‘직접과 간접을 아울러 이
르는 말’로 해석된다는 것은 곧 공유형태소 하나가 탈락된다고 해서 뜻이 달
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교강사’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생략된 부분이 공
통형태소인 것은 아니지만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축약형의 두 번째 특징을 바탕으로 한 세 번째 특징은 단어의 출력부를 다
시 입력부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직간접’이라는 출력부를 ‘직
접, 간접’이라는 입력부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형태적인 형식
이 축약형처럼 보이는 ‘출입문’의 경우에는 다시 ‘출문, 입문’으로 환원시켜줄 
수 없기에, 일반적인 3자어의 단어형성 기제인 ‘2자 한자어 어기 + 1자 한자
어 어기/한자형태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63) 
  축약형의 마지막 특징은 공유형태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유형태소의 
결합이 원사병렬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직접’과 ‘간접’으로 형성된 

63) ‘출입문’은 ‘출문’과 ‘입문’으로 형성된 축약형이 아니다. ‘출문’이 ‘문밖으로 나감’이라 
해석되며 ‘입문’이 ‘무엇을 배우는 길에 처음 들어섬’이라 해석된다. 이들이 비록 실재
어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문을 가리키는 ‘출입문’과 의미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인
다. 이런 의미에서 ‘출입문’을 형성하는 ‘출문, 입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2자 
한자어 어기 ‘출입’에 1자 한자어 어기 ‘문’이 덧붙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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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에서 비공유형태소의 결합인 ‘직간’이 원사병렬구조라는 것은 앞서 언
급한 바 있다. 이에 비하여 ‘출입문’의 경우, 축약형의 세 번째 특징인 환원 
가능성이 없음을 통해 ‘출입문’이 축약형이 아니라는 것을 식별할 수도 있지
만, 비공유형태소의 결합인 ‘출입’이 원사병렬구조가 아니라 어기라는 점을 통
해서도 축약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2. 계열관계 유형

4.2.1. 공유형태소가 있는 경우

  아래의 (44)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끼리 결합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결합 과정
은 ‘AX, BX → ABX’로 표시된다. 이들에 대하여 기술할 때 ‘직간접’을 대표
적인 예로 삼을 것이므로 (44)를 ‘직간접’류 3자어라고 부르기로 한다. 
         
    (44) ‘직간접’류 : 直間接 國公立 近現代 農漁村 獨寡占 有不利 

離着陸 靑壯年 統廢合 判檢事 乘下車 乘下船  

  우선, ‘직간접’류의 단어형성 과정을 살펴보겠다. ‘직간접’의 형성 과정에 대
해서는 이론적으로 다음 (45) ~ (48)과 같은 가설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45) 직 - 간 - 접 → 직간접
    (46) 직간 - 접 → 직간접
    (47) 직 - 간접 → 직간접
    (48) 직접, 간접 → 직(접)간접 → 직간접

  이론상으로 가능한 (45), (46), (47)의 경우 ‘직간접’의 단어형성 과정이 자
연스럽지 못한 반면, (48)은 그 단어형성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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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45) 직 - 간 - 접 → 직간접

  (45)와 같이 ‘직간접’을 ‘직, 간, 접’의 세 한자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
정해보자. ‘직접과 간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란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면 ‘직
접’과 ‘간접’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직접간접/*간접직접’이라는 어휘
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실상 두 2자어가 어떤 순서로 결
합하여 나타나도 어색하며 한자형태소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직간접’, 즉 3
음절 형태소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하나의 한자형태소가 삭제되
더라도 두 2자어의 합성 의미와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간접’이라는 
표면적인 형태 뒤에 또 다른 정보가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도서관’이나 ‘관용구’와 같은 3자어의 경우는, ‘도서관’이나 ‘관용구’의 의미
를 표현하기 위해 ‘도, 서, 관’이나 ‘관, 용, 구’ 이외에 다른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45)의 ‘직간접’이 ‘직접과 간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직, 간, 접’의 의미에 더해 ‘접’이 ‘직’과 ‘간’의 공유형
태소라는 정보도 필요하다. 

    (46) 직간 - 접 → 직간접

  김창섭(2013)의 논의에 따르면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소수의 일음절 
한자어64)를 제외하면 의존성이 해소된 2자 구성이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이다. (46)의 경우, ‘직간’의 ‘직’과 ‘간’이 서로 결합하더라도 여전히 
의존성이 해소되지 못하며, 당연히 한자어의 기본 적격 형식도 되지 못한다. 

64) 본고에서 말하는 자립성이 있는 일음절 한자어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김일병
(2000:217-218)에 따르면 완전 자립형태소는 고유어를 비롯한 전래의 비한자어 자립 
형식에서 해당 의미를 가진 것이 없는, 한자음 음절 형식의 형태소를 말한다. ‘肝, 江, 
門, 病, 燈, 床’과 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한자어에 극소수(약 100여 개)가 있을 
뿐이다. 그 이외에 대학교에서 쓰이는 ‘科’, 기업이나 관청의 ‘課’, 군대의 ‘軍’, 도청의 
‘道’, 수학이나 예식에서 쓰이는 ‘式’, 광업 종사자들이 쓰는 ‘炭’과 같은 것들을 제한적 
자립형태소이라고 부르며, ‘父, 母, 天, 地’와 같은 형태소들은 의사(擬似) 자립형태소라
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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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직접, 간접, 직간접’의 상호관계

직접  간접
추출

공유형태소
 접  ′직접 간접′의 공약수의 역할을 담당

직접  간접
공약수′접′적용

분배법칙적용
 직간  ×접직간접

축약

환원
 직접  간접

기본 적격 형식이라 할 수 없는 ‘직간’에 ‘접’이라는 어근이 결합하는 것은 3
자어의 형성 원리에 어긋난다.

    (47) 직 - 간접 → 직간접

  (47)에서 ‘간접’이라는 2자어는 한자어의 적격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에 
선행하는 ‘직’은 전형적인 접사(‘大-規模’의 ‘大-’나 ‘開放-性’의 ‘-性’)의 특징
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직’을 접두사로 볼 수가 없으므로 3자어의 형성 원
리에 맞지 않는다. 3자어 형성 방식에는 ‘潛水-艦, 對潛-戰, 旅客-船, 獨木-
舟’와 같이 ‘2자어 + 어근’의 방식도 있는데, 따라서 (47)은 ‘어근 + 2자어(직
-간접)’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艦, 戰, 船, 舟’와 같은 한자어 
형태소들은 의존형태소이지만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분명하여 ‘潛水-艦, 對潛
-戰, 旅客-船, 獨木-舟’와 같은 IC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직’은 ‘艦, 戰, 
船, 舟’ 등과는 달리 ‘직접’이라는 명확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48) 직접, 간접 → 직(접)간접 → 직간접

  마지막으로 (48)에서는 화자의 어휘부에 ‘직접’과 ‘간접’이라는 두 어휘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해석에서는 의미적, 형태적 혹은 음성적인 연
관성에 의하여 ‘직접’과 ‘간접’이 만나면서 공통형태소 ‘접’ 하나가 탈락된 것
이라 본다. 이 과정에서 ‘직접’과 ‘간접’에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직간접’이라
는 출력부를 만들어내는데, 거꾸로 출력부인 ‘직간접’을 분배 법칙을 통하여 
다시 ‘직접’과 ‘간접’이라는 입력부로 환원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형성 과정은 <표 2-3>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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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단어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원사와 원사병렬구조

단일원사  단일원사 










이룸

단어형성
 자 한자어의 기본 적격형식

이루지 못함

단어형성
 원사병렬구조  단일원사

이룸

단어형성
 자 한자어

  따라서 본고에서는 축약형의 형성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AX, BX → ABX’를 (49a)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49a')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9) a. AX, BX → (A, B) × X → ABX 
   a'. AX, BX → ABX 

  본고의 2.2.1.에서는 (49)의 공유형태소 X의 위치는 비공유형태소의 앞에 
올 수도 있다(‘輸出, 輸入 → 輸出入’)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축약형의 각 형태소들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2.2.2.에서 논의하였다. 본
고에서는 ‘直間接’ 유형을 ‘直’과 ‘間’ 두 개의 원사가 결합한 원사병렬구조
(‘直間’)에 ‘接’이라는 단일원사가 결합한 것으로 본다. ‘원사의 원사 요구’ 규
칙에 의하여 ‘直間接’의 성립은 곧 원사병렬구조 ‘直間’과 단일원사인 ‘接’이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결합 관계를 <표 2-5>를 통해 다시 
제시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단어의 공유형태소의 출현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유
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단어에서는 ‘韓國, 美國 → 韓
美’의 경우와 같이 공유형태소 ‘國’이 모두 삭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直接, 
間接 → 直間接’의 경우처럼 공유형태소 하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김희
진(1994)에서는 이들을 약어의 여러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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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들이 서로 다른 단어형성 과정을 겪었으며 문법적인 지위도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27)과 
(44)를 편집하여 (50)과 (51)로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50)  檢警 ( ← [[檢 ← 檢察], [警 ← 警察]])
      韓美 ( ← [[韓 ← 韓國], [美 ← 美國]])

 與野 ( ← [[與 ← 與黨], [野 ← 野黨]])
 原被 ( ← [[原 ← 原告], [被 ← 被告]])
 南北 ( ← [[南 ← 南韓], [北 ← 北韓]])

    (51)  直間接 ( ← 直接, 間接) 國公立 ( ← 國立, 公立) 
 近現代 ( ← 近代, 現代) 農漁村 ( ← 農村, 漁村) 
 獨寡占 ( ← 獨占, 寡占) 有不利 ( ← 有利, 不利)
 離着陸 ( ← 離陸, 着陸) 靑壯年 ( ← 靑年, 壯年) 
 統廢合 ( ← 統合, 廢合) 判檢事 ( ← 判事, 檢事) 
 乘下車 ( ← 乘車, 下車) 乘下船 ( ← 乘船, 下船)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가 복합될 때, (50)의 경우처럼 출력부에
서 공유형태소 전체가 삭감되어 비공유형태소만으로 2자어를 형성하는 것과 
(51)처럼 출력부에서 공유형태소 하나가 남아 비공유형태소와 함께 3자어를 
형성하는 것이 모두 관찰된다. 앞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50)의 경우에는 각 
2자어에서 절단 현상이 일어나 준자립성을 가진 1자 절단어를 1차적으로 먼
저 형성한다. 여기서 새로 형성된 1자 절단어는 근거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 
영역을 대표하기에 그 의미가 명확하다(‘韓 ← 韓國’). 다음으로 이 두 1자 절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2자어, 즉 2자 절단합성어를 형성한다. 2자 절단합성
어는 1자 절단어들의 집합이므로 그 의미 영역도 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2자 
절단합성어는 자립성을 획득하게 되므로 단어로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2자 
절단합성어는 공유형태소에 대한 요구가 적으며, 오히려 공유형태소를 명시하
는 것이 잉여적일 수도 있다. 공유형태소는 중심적인 의미 영역에 속하지도 
않으며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요소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3자어인 경우 출력부에서 하나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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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에 대해 필수성이 요구된다. 예컨대, (51)의 ‘직간접’과 같은 경우, 공유
형태소 전체가 삭감되면 ‘직간’만이 남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간’
은 원사병렬구조이며 의존성을 지닌 합성형태소이다. 즉, 이 경우는 비공유형
태소의 결합만으로는 자립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韓
美’는 형성되기 이전의 각 1자 한자어들의 의미가 명확한 데에 비하여, ‘直
間’은 의미적으로 불투명하다. 다만 원사병렬구조 ‘직간’에 공유형태소 하나만 
덧붙여주면 ‘직간접’이 되어 단어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분배 법칙을 
통하여 ‘적접, 간접’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 정확한 의미역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직간접’류 단어는 공유형태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직간접’류와 유사해 보이는 유형들도 존재한다. 다음(5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예들은 입력부의 두 2자어가 공통형태소를 가지고 있으며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직간접’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
서 이들이 ‘직간접’류와 구별이 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여 이
들을 별도로 ‘출입구’류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그 유표적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52)  ‘출입구’류:  出入-口 南北-韓 內外-國 冷暖-房 大小-便 先後-輩 新舊-式 
     新舊-約 原被-告 入出-金 任職-員 哀慶-事 幼少-年 靑少-年 
     公私-立 出缺-席 出缺-勤 出入-國 出入-金65) 

65) (52)는 ‘직간접’류와 혼동하기가 쉬운 단어들이다. 이들을 ‘직간접’류와 구별해주는 데
에는 비공유형태소의 자립성 여부와 의미적인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난 이들의 문법적 지위(즉 어기)와 의미를 여기에 제시하기
로 한다. 

공사04(公私): 「명사」
   「1」 공공의 일과 사사로운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정부와 민간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사회와 개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남북(南北): 「명사」
   「1」남쪽과 북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내외01(內外):  「명사」
   「1」 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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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冷暖/冷煖): 「명사」
   차가움과 따뜻함.

   대소02(大小): 「명사」
   크고 작음.

   선후02(先後): 「명사」
   「1」먼저와 나중을 아울러 이르는 말.≒후선(後先).

   신구06(新舊): 「명사」
   새것과 헌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신고03(新古).

   원피03(原被): 「명사」『법률』
   =원피고.

   입출(入出): 「명사」
   수입과 지출을 아울러 이르는 말.

   임직(任職): 「명사」
   직무를 맡김.

   애경02(哀慶): 「명사」 
   슬픈 일과 경사스러운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애경사

   유소01(幼少):
   ‘유소하다01’의 어근.

   유소하다01(幼少--): 「형용사」
   나이가 어리다.≒충유하다.

   청소01(靑少):
   ‘청소하다01’의 어근.

   청소하다01(靑少--): 「형용사」
역사가 짧고 경험이 적다.

   출결(出缺): 「명사」
   「1」 =출결근
   「2」 =출결석

   출입(出入):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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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대형 마트의 출구가 따로 있고 입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출입구’는 
‘출구와 입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 해석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 맞는 표현
이다. 이때의 ‘출입구’는 ‘출구’와 ‘입구’를 아울러 이르는 과정에서 ‘직간접’처
럼 하나의 공유형태소(‘口’)가 탈락되어 형성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형 마
트의 ‘출구’와 ‘입구’가 동일한 지시대상인 경우, 즉, 대형 마트에 드나드는 
곳이 동일할 때, ‘출입구’를 ‘직간접’류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출구와 입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기보다는 ‘드나드는 곳’이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에 ‘출입구’가 ‘출구’와 ‘입구’를 아울러 
이르는 과정에서 ‘직간접’처럼 공통형태소 ‘접’이 하나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 
‘출입’이라는 2음절 한자어 어기에 1음절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한 것으로 일
종의 통합관계(수식과 피수식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단
어형성 기제는 3자어의 단어형성 과정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조
어법이다. 이를 다음의 (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  <2음절 한자어 어기 + 1음절 한자어 형태소 → 3자어>

 a. 1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어기인 경우
    慣用-句,  漢字-冊,  國文-科

 b. 1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의존형태소인 경우
    旅客-船,  觀光-客,  形態-論

  
  (5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慣用句’의 경우 ‘慣用’이라는 어기와 ‘句’라는 
어기의 결합으로 형성된 3자어이며 ‘旅客船’의 경우는 ‘旅客’이라는 어기에 
‘船’이라는 1음절 한자형태소의 결합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입구’
가 ‘드나드는 곳’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그 단어형성 기제는 (53)을 따르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입구’류와 ‘직간접’류의 이질적인 면은 의미 해석에 의해서 관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직간접’류의 비공유형태

   「1」 어느 곳을 드나듦. ≒나들이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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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은 의존성을 지닌 원사병렬구조에 해당된다. 반면, ‘출입구’류의 비공유형
태소들은 자립성을 가진 어기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직간접’류를 
형성하는 두 2자어는 등위적 관계에서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출입구’류는 3자어의 일반적인 단어형성 기제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 한해 2
음절 어기와 1음절 형태소가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통합관
계에 속한다. 이 경우는 2자어와 1자어의 결합이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
는 조건 중의 하나인 ‘2자어와 2자어의 복합’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고에서는 ‘출입구’류와 같은 경우 발화하는 언어적 환
경에 따른 의미적 해석과 의미에 따라 달리 반영되는 단어형성 기제 그리고 
출력부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계열관계인지 통합관계인지를 고려하여 ‘직간접’
류와 구별해줄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기로 한다. 

4.2.2. 공유형태소가 없는 경우

  공유형태소가 있는 두 2자어의 복합형에서 중복되는 공유형태소가 탈락하는 
것은 언어의 경제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복합되는 두 2자어에 공
유형태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유형태소 중 하나를 생략하여 3자어의 형
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다. 

    (54)  ‘교강사’류: 敎講師( ← 敎授, 講師)  朝終禮( ← 朝會, 終禮) 
    老弱者( ← 老人, 弱者)  將士兵( ← 將校, 士兵)
    理美容( ← 理髮, 美容)  

  (54)는 두 개의 2자어가 공유형태소가 없음에도 3자어를 형성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의 단적인 예는 ‘교강사’이기에 이를 ‘교강사’류라고 부르기로 한
다. 
  ‘교강사’류의 경우, 입력부의 두 2자어는 병렬 혹은 등위적인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동일한 의미장(意味場, semantic field)에 속해 있기에, 계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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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인 개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교수’와 ‘강사’는 교육계에서 종
사하는 선생님이라는 동일한 의미장에 속해 있으며, 교수와 강사를 아울러 표
현할 때 ‘교강사’라고 한다는 점에서 두 2자어가 병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수’와 ‘강사’는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강사’류가 지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이 부류의 단어형성 과정
은 공유형태소가 있는 경우와 유사한 조어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공유형태소를 가진 두 2자어로 형성된 ‘직간접’류는 ‘직접’과 ‘간접’이 어떤 
추상적인 관계를 나타나는 동일한 의미장에 속해 있다. ‘직간접’은 ‘직접’과 
‘간접’을 아울러 표현한다는 점에서 두 단어의 병렬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직접’과 ‘간접’은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간접’류와 ‘교강사’류는 공유형태소의 유무를 제외하면 나머지 특징들은 아
주 유사하다.

    (55)  a. AX₁, BX₂ → A(X₁)BX₂ →  ABX₂
    직접, 간접 → 직(접)간접 → 직간접

     b. AY, BZ → A(Y)BZ → ABZ
       교수, 강사 → 교(수)강사 → 교강사

 c. X₁ = Y, X₂ = Z

   ‘직간접’류 단어가 형성될 때, (55a)와 같이 첫 번째 공유형태소가 탈락되
는 것으로 파악된다. (55b)의 ‘교강사’류 역시 마찬가지여서 ‘직간접’류의 단
어형성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5a)의 첫 번째 공유형
태소인 X₁가 생략되는 위치에 (55b)의 Y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강사’
류에서 생략이 일어나는 것은 비슷한 형식을 보이는 축약형인 ‘직간접’류의 
영향을 받아, ‘직간접’류에서 생략되는 공유형태소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Y가 
생략되는 것이라 추정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단어형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면, 공유형태소가 없더라도 축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직간접’류는 분배 법칙을 통하여 입력부의 ‘AX, BX’와 출력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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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X’ 간에 환원이 가능하지만, ‘교강사’류는 공유형태소가 없기 때문에 환원
이 불가능하다. 다만, 한자어 형태소는 본래의 의미를 상기하기가 비교적 쉬
운 편이다. 그렇기에 ‘교강사’류는 비록 공유형태소가 없어 다시 입력부로 환
원할 수는 없지만,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 

4.3. 통합관계 유형

  다음의 (56)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들이다. 이들은 
공유형태소가 없다는 점에서 ‘교강사’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축약 방
식이 ‘교강사’류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56)의 단적인 예는 ‘학부모’이기에 
이를 ‘학부모’류라 부르기로 한다.

    (56)  ‘학부모’류: 學父母(學生 + 父母) 必需品(必需 + 用品) 
    國語史(國語 + 歷史) 英文法(英語 + 文法)
    形態論(形態 + 理論) 

  (56)의 ‘학부모’와 같은 경우,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
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54)와의 차이점이다. 가령, ‘필수’와 ‘용품’이라는 
두 항목은 동일한 의미장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필수’와 ‘용품’으로 
형성된 ‘필수품’은 ‘필수적인 용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들이 수
식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두 2자어 사이에 어떤 
통사론적인 링크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사론적인 링크
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이 두 2자어가 같이 복합하여 
나타날 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두 2자어로 형성된 3자어의 의미는 ‘직간접’
류와는 달리 두 2자어의 의미를 합친 것이 아니라 수식을 통해 피수식어의 
의미를 축소하는 관계가 된다. 가령, ‘학부모’의 경우, ‘학생’이 통사론적인 링
크인 ‘~의’를 통하여 ‘부모’를 수식하여 부모의 여러 종류 중 ‘학생의 부모’만 
가리키게 되어, 피수식어인 ‘부모’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3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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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룬 혼성어의 특징과 유사하다. 또한 ‘학부모’류는 형성될 때 생략되는 
부분이 특정한 한 군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가령, 
‘學父母’의 경우에는 수식어인 ‘學生’의 한 형태소(‘生’)를 생략하지만, ‘必需
品’의 경우에는 피수식어의 한 형태소(‘用’)를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4.4. 소결

  이 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3자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3
자어는 계열관계 유형과 통합관계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들의 공통점과 이질
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서 축약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간략
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계열관계 유형인 3자어는 공유형태소가 있는 경우와 공유형태소가 없는 경
우로 다시 나뉜다. 공유형태소가 있는 경우를 ‘직간접’류라고 부르며 이들의 
단어형성 과정은 ‘AX, BX → (A, B) × X → ABX’와 같이 표시한다. 공유형
태소 하나가 생략되는 점과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문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AB가 먼저 원사병렬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단
일원사 X와 결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유형태소가 없는 경우를 ‘교강사’류
라고 부르며 이들이 단어형성 기제는 Y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AY, 
BZ → AYBZ → ABZ’로 표시할 수 있다. 비공유형태소인 Y가 생략된 이유는 
‘직간접’류와 동일한 단어형성 기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두 
개의 2자어 사이에 계열관계가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관계를 나타내는 ‘학부모’류는 입력부에 공통형태소가 없는 두 개의 2
자어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에서 ‘교강사’류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열관계가 아닌 통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교강사’류와는 단어형성 기제
가 다르다. 이는 입력부의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2자어 사이에 
어떤 통사론적인 링크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3자어의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 83 -

5. 2자 한자어의 복합으로 된 4자 한자어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복합의 마지막 유형은 새로운 4자어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2자어나 3자어 형성의 경우와는 달리, 2자어와 2자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4자어에서는 삭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뿐만 아니
라, 새로 형성된 2자어나 3자어는 품사가 본래의 두 2자어의 품사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4자어는 품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명사로부
터 부사를 파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자어는 단어형성 과정에 따라 합성형과 유추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합성형
은 합성의 방식에 따라 다시 ‘四方八方’類, ‘操心操心’類 그리고 ‘國語辭典’類
로 세분한다. 합성형은 입력부에 두 개의 근거 단어가 존재하지만, 유추형은 
하나의 근거 단어를 토대로 새로운 근거 단어를 유추한다는 점에서 단어형성 
기제에 차이를 보인다. 
  한편, 두 개의 2자어로 새로 형성된 4자어는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동일한 한자형태소가 있을 경우 ‘X’로 표시해 주기
로 하며 이들의 형태적인 유형은 다음(57)과 같이 제시한다. 

    (57)  a. AXBX 유형
          氣盡脈盡 非夢似夢 前無後無 四方八方 此日彼日 此月彼月 左往右往66)

        b. XAXB 유형
          相扶相助 治山治水 同苦同樂 各界各層 無窮無盡 知彼知己 三絃三竹 

    多情多感 自由自在 自給自足 自暴自棄 各樣各色 呼父呼兄 一朝一夕
    地形地物 好衣好食 愛國愛族 誠心誠意 無念無想 生年生時 百發百中 
    適材適所 難兄難弟 能小能大 隨問隨答 有耶無耶 自繩自縛 七縱七擒  

66) 후술하겠지만, ‘좌왕우왕’은 한문 문법에 의해 형성된 단어로서,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에서 어순이 바뀌어 ‘우왕좌왕’이 되었다. 한국어 화자는 ‘우왕좌왕’을 더 많이 사
용하지만 ‘좌왕우왕’도 단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본고는 ‘좌왕우왕’
이 한문 문법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고려하여 (57)에 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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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ABB 유형
          正正堂堂 坊坊曲曲 面面村村 戰戰兢兢 時時刻刻 事事件件 句句節節 

    形形色色 家家戶戶 子子孫孫 奇奇妙妙 三三五五

       d. ABAB 유형
          操心操心 次例次例 瞬間瞬間 中間中間 躊躇躊躇 如此如此 無知無知

  (57)에서 제시한 예들은 형태적인 구조로 보았을 때 모두 4자어를 형성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단어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AXBX 유형에 속한 ‘四方八方’의 경우, ‘四方’과 ‘八方’이라는 두 어기
의 합성한 4자어는 합성형에 해당되며, ‘此日彼日’은 ‘此日’이란 모델을 사용
해 ‘彼日’을 유추하여 다시 모델과 결합한 4자어, 즉 유추형인 것으로 파악된
다. ‘左往右往’도 이들과 동일한 AXBX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四方八方’과 
‘此日彼日’이 한국어 문법에 의해 형성된 것에 비해 ‘左往右往’은 한문 문법
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동일한 AXBX 유형에 속
한 단어들이지만 단어형성법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7c)
는 4자어인 채로 한국어에 차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에서 두 2자어의 
복합으로 다룰 수 없다. 이에 제5장에서는 (57)에서 제시한 예들을 단어형성 
과정에 따라 재분류해 보기로 한다. 

5.1. 합성형
 
  본고에서 말하는 4자어 합성형의 개념은 둘 이상의 실재어 또는 잠재어가 
직접 구성성분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어휘소로 기능하게 되는 구성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사방팔방’, ‘조심조심’, ‘국어사전’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
들은 동일한 합성형에 속하면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므로 합성형을 ‘사방팔방’
류, ‘조심조심’류, ‘국어사전’류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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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사방팔방’류

  ‘사방팔방’류는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실재어나 잠재어가 합성한 부류
이다. 다음의 (58)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58)  ‘사방팔방’류

  四方八方 相扶相助 治山治水 同苦同樂 各界各層 無窮無盡 
  三絃三竹 多情多感 自由自在 自給自足 自暴自棄 各樣各色 
  地形地物 好衣好食 愛國愛族 誠心誠意 適材適所 一朝一夕 
  氣盡脈盡 呼父呼兄 無念無想 生年生時67)  

  (58)의 AX, BX 혹은 XA, XB는 실재어이거나 잠재어이다. (58)에 제시된 
예들과 같이 두 개의 2자어로 4자어를 이루는 단어형성 기제는 고유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여기, 저기 → 여기저기; 이것, 저것 
→ 이것저것’처럼 고유어에서 공통형태소(‘기, 것’)를 가진 두 어기의 결합으로 
새로운 4음절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동일한 원리로 
‘사방팔방’의 경우, ‘사방’과 ‘팔방’이란 두 개의 어기로 4자어인 ‘사방팔방’을 
만들어낸다. (58)의 예들이 모두 이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氣盡脈盡’의 경우, ‘氣盡’과 ‘脈盡’이 모두 사전에서 어근으로 등재되
어 있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사방팔방’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어 화자에
게는 ‘기진’은 잘 쓰이지만, ‘맥진’은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로 인식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본고의 ‘유추형’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경우는 ‘기진’이
란 근거 단어를 모텔로 삼아, ‘맥진’이란 2음절 한자어를 유추한 다음에 다시 
근거 단어와 결합하여 ‘기진맥진’이란 4자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는 유추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합성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
서 합성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呼父呼兄, 無念無想, 生年生時’

67) 제5장에서 인용된 4자어들 중에서 ‘呼父呼兄 無念無想 生年生時’는 민현식(2004),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에서 발췌한 예들이며, 그 의외 4자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 온 예들이다. 4자어를 형성한 두 개의 2자어들은 어근이나 
어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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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4자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거 단어의 두 2자어들
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4
음절 단어로 처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4자어의 합성형으로 파악될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5.1.2. ‘조심조심’류

  합성형의 두 번째 유형은 ‘操心操心’류이다. 이 경우는 두 개의 어기로 형
성된 4자어라는 점에서 ‘사방팔방’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들을 구성하는 2자
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즉 ‘사방팔방’의 경우에는 공유형태소가 
근거 단어인 2자어의 한 형태소(‘方’)만을 반복하므로 ‘유사반복형’이라 할 수 
있으며 AXBX 혹은 XAXB의 구조를 가진다. 이에 비하여 다음 (59)에서 확인
하는 바와 같이 ‘조심조심’과 같은 경우 근거 단어인 2자어 전체(‘操心’)가 반
복되기 때문에 ‘완전반복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구조는 ABAB의 형식이다. 

    (59)  ‘조심조심’류
 操心操心 次例次例 瞬間瞬間 中間中間 
 躊躇躊躇 如此如此 無知無知    

  ‘조심조심’류의 단어형성 기제도 역시 고유어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유어의 경우 다음의 (60)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ABAB구조를 가진 단어
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형성 기제에 단어를 생산적으로 
형성해 내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심’이라는 2자어가 이러한 고
유어의 단어형성 기제의 영향을 받아 ‘조심조심’이라는 4자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60)  고유어의 ABAB 유형
 가지가지, 군데군데, 굽이굽이, 마디마디, 송이송이, 고루고루, 두루두루
 따로따로, 까칠까칠, 깜박깜박, 꼬불꼬불, 꾸벅꾸벅, 모락모락, 반짝반짝 



- 87 -

 띄엄띄엄, 주섬주섬, 소곤소곤, 빙글빙글, 살금살금, 아장아장, 와글와글
 갈래갈래, 구석구석, 살랑살랑, 쪼글쪼글, 미리미리, 오래오래, 차례차례

  한편, 한자어 중 다음의 (61)처럼 반복법에 의해 형성된 단어를 많이 발견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반복 현상을 보이지만, 합성형의 ‘조심조심’류 와 
반복의 방식은 다른 경우들이다. 이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59)를 다시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61)은 AABB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59)는 ABAB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61) AABB 유형
         a. 事事件件 戰戰兢兢 時時刻刻 家家戶戶 子子孫孫 

    形形色色 奇奇妙妙 句句節節68)

 b. 面面村村 正正堂堂 坊坊曲曲 三三五五69)

68) (61)의 4자어들 중에는 다소 생소해 보이는 예도 있어 한자에 대한 지식에 따라 다르
게 인식할 수도 있다. 이에 각주 68, 69에 이들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였다. (61a)의 경
우, 4자어를 형성하는 2자어가 어기로 존재하는데, 이들을 포함한 구나 문장은 다음과 
같다.(『표준국어대사전』 참고)

    事件: (예) 역사적인 사건.
    戰兢: (예) 효제(孝悌)의 도(道)는 비록 급작스러운 때일지라도 반드시 공구(恐懼), 계근 ( 戒

    謹)하여 전긍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헌종실록』 번역)

    時刻: (예) 해 뜨는 시각.
    家戶: (예) 돼지우리를 지을 약 8부대의 시멘트가 가호마다 나가고 미국의 잉여농산물인 

     옥수숫가루를 사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황석영, 『무기의 그늘』)
    子孫: (예) 그분은 자손이 많으시다.
    形色: (예) 영양 부족과 운동 부족으로 왕의 형색은 나날이 초췌하여 갔다.(김동인, 『대수

     양』)
    奇妙: (예) 기묘한 모습.
    句節: (예) 유명한 구절.   
69) ‘*면촌(面村)’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정당(正堂)’이라는 2자어는 아래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
정당당(正正堂堂)’이라는 4자어와 의미론적인 연관성이 없다.

    正堂: ① 한 구획 내의 지은 여러 채의 집 가운데 가장 주된 집채. 
    ② 몸채의 대청(大廳).

          ③ 불교 용어 ‘주지(住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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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ABAB 유형(‘조심조심’류)
         操心操心 次例次例 瞬間瞬間 中間中間 躊躇躊躇 無知無知 如此如此

  앞서 ‘조심조심’류에 대해 논의할 때 이들이 고유어의 ‘가래갈래, 구석구석, 
살랑살랑’과 동일한 구조, 즉 ABAB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문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비하여 (61)과 같은 경우, 
한국어 문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문 문법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 문법에서 AABB의 형식을 취하는 고유어가 없기 때
문이다. 가령, ‘까칠까칠’은 ‘*까까칠칠’의 형식을 취할 수 없고, ‘오래오래’도 
역시 ‘*오오래래’가 될 수 없다. ‘오래’의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삽입되면 ‘오
래’의 단어 구조 자체가 깨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유어 ‘고샅’과 같은 
경우 ‘?고고샅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어 화자가 한문 
문법을 잘못 모방한 것에 기인한 비문법적인 표현이라 본다. 만약 (61)과 같
은 구조가 한국어 문법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고유어에서 이와 비슷한 
조어 방식을 취한 예가 많이 존재해야 한다. 반면, (59)의 한자어들과 동일한 
단어형성법을 따르는 (60)과 같은 고유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59)는 한국어 문법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전(正殿), 왕이 나와서 조회를 하던 궁전. 
    

    正正堂堂: 태도나 수단이 정당하고 떳떳하다.(『표준국어대사전』 참고)

 그리고 ‘정정당당(正正堂堂)’과 의미론적 연관성이 있는 2자어는 ‘정당(正堂)’이 아니
라 ‘정당(正當)’이다. 

    正當: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 
    正正堂堂: 태도나 수단이 정당하고 떳떳하다.(『표준국어대사전』 참고)

 따라서 ‘정정당당(正正堂堂)’의 근거 단어로서 의미론적 연관성을 갖는 ‘*정당(正堂)’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곡(坊曲)’은 ‘이(里) 단위의 마을’을 뜻하는 2자어이다. (61a)유형과 비교해 볼 때 
‘방방곡곡’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삼오(三五)’는 ‘보름’을 달리 이르는 말로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함’을 뜻하는 ‘삼삼오오’와 별개의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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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61)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복형은 한문 문법에 의해 형성된 것
으로 한국어에서는 한자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
에 대해서는 채완(1986)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자는 한 글자가 원칙적으로 
한 단어에 대응하기 때문에 두 자 이상이 모여 합성어(complex)를 이룰 때에
도 한국어의 경우보다 결합성이 강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예컨대, 한국어에
서는 ‘작은아버지(叔父)’라는 복합어가 있을 때 ‘작은’과 ‘아버지’ 사이에 다른 
단어가 삽입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言語, 軍馬, 論駁’ 등의 복합어
들은 각 단어들 사이에 다른 단어들이 삽입될 수 있어 ‘千言萬語, 千軍萬馬, 
甲論乙駁’과 같은 표현을 이룰 수 있다. 이는 4자어를 이루는 각 한자들이 다
시 한 단어의 자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하여 ‘事件’의 사이에 다시 ‘事, 件’을 하나씩 개입시켜 형성된 
4자어는 ‘事件事件’이 아니라 ‘事事件件’이 된다. 다만, ‘千言萬語’에 비해 ‘事
件’의 사이에 삽입되는 각각의 1자어가(‘事, 件’) 근거 단어와 동일하여 ‘事事
件件’이라는 반복형이 형성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단어형성 과정에서 보
이는 삽입 방식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61a)에 적용할 수는 있으나 (61b)에는 적용하기
가 힘들다. (61a)의 경우는 4자어를 형성하는 2자 근거 단어가 단어로서 존재
하며 그 2자어의 내부에서 다시 IC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61b)는 그렇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事事件件’의 경우, ‘事件’이라는 2자어가 ‘言語, 
軍馬, 論駁’에서처럼 근거 단어로서 이미 존재하며 ‘事件’에 대해 다시 IC분
석이 가능하다. IC분석의 결과, ‘事件’은 ‘事’와 ‘件’으로 나뉘며 각각 1자어가 
되어, 해당 1자어를 각각 반복시켜 ‘事事件件’이 만들어진다. 이에 비해, 
(61b)와 같은 경우에는, 근거 단어인 ‘*면촌, *정당’이 존재하지도 않고, 이들
의 내부에 IC분석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事, 件’처럼 다시 1자어가 형성되지
도 못한다. 따라서 ‘面面村村, 正正堂堂’의 형성과정이 ‘事事件件, 時時刻刻’
의 단어형성 기제와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面面村村, 正
正堂堂’이 ‘*面村, *正堂’을 반복시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4자어가 
한 단어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70) 본고에서는 (61)을 형성하는 

70)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면면촌촌’의 경우와 유사하게 2자어의 반복처럼 보임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4자어가 고유어에서도 발견된다. ‘시시콜콜’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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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단어가 2자어로서의 존재 유무와 2자어 내부의 IC분석의 가능 여부에 
따라 다시 (61a), (61b)로 나누어 그 단어형성 기제를 설명하였지만, 이들은 
한문 문법에 의해 형성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한국어 문법에 의해 형
성된 ‘조심조심’류와 구별된다. 
  한편, ‘句句節節’과 같은 경우는 ‘句節句節’도 가능하기 때문에 ABAB 유형
과 AABB 유형 둘 다 취할 수 있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문 문법에 의해 형성된 ‘句句節節’은 한국어 문법에 의해 형성된 
‘句節句節’에 비하여 더욱 감정적 요소가 더해진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이러한 점은 반복관계에 있는 한자어들이 지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5.1.3. ‘국어사전’류   

  합성형의 마지막 유형은 ‘國語辭典’류이다. 이 경우는 ‘四方八方’류와 ‘操心
操心’류에 비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4자어를 형성하는 두 2자어에 공통형태
소가 없다는 점과 입력부의 두 2자어가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를 다음의 (62a)에서 확인할 수 있다.

    (62)  a. ‘국어사전’류
    國語 + 辭典 → 國語辭典   
    竝列 + 接續 → 竝列接續

 b. 가을 + 바람 → 가을바람
    풍년 + 거지 → 풍년거지

  가령, ‘국어사전’의 경우, 입력부의 두 2자어에는 공통형태소가 존재하지 않
는다. 그리고 이들이 ‘교수’와 ‘강사’처럼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
기에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에 관한’이라는 통사론적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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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잠재적으로 두 2자어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어사전’이라는 4자어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62b)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고유어에서 이와 같
은 단어들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아, ‘국어사전’류도 역시 한
국어 문법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국어사전’류 현상은 한국어에서만 
포착되는 현상은 아니다. 현대 중국어에서 통합관계에 놓인 두 단어가 비록 
음성적으로나 형태적으로는 아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통사론적인 링크에 의해 결합되어, 새로 형성된 복합형이 구(phrase)가 아닌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 형성
된 복합형은 처음에는 ‘구(phrase)’에 해당되는 문법적인 층위에 머무르다가 
후에 중국어 화자에 의해 그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어휘화되어 하
나의 단어로 굳어진다.71)    

5.2. 유추형

  채현식(2003b)에서는 넓은 의미로 유추(analogy)란 유사성에 기초한 추론(s
imilarity-based reasoning)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추는 통시적인 형태음운
의 변화 과정에서 흔히 적용되었다. ‘동그랗-’ 등에서 유추되어 ‘세모나-’가 
‘세모낳-’으로 바뀐 유추적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다.72) 이 원리를 단어의 형

71) 예컨대, 현대 중국어에서 ‘睡覺(잠을 자다)’라는 표현에서 ‘覺(잠, sleeping)’은 목적어
이며 ‘睡(자다, sleep)’는 서술어이다. ‘睡覺(잠을 자다)’라는 구(phrase)에서 이들이 술
목관계를 이루고 있다. ‘覺(잠)’과 ‘睡(자다)’는 이처럼 통합관계로 사용되다가 점차 ‘睡
覺(잠자다, have a sleep)’처럼 표현되게 된다. 이 경우 ‘睡覺(잠자다)’는 단어로 사용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로 ‘婚(혼인, marriage)을 結(맺다, marry) → 結婚(결혼함, 
get married); 頭(머리, head)가 痛(아프다, sick) → 頭痛(머리아픔, headache)’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통사적인 링크에 의해 사용될 때는 분포적인 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어휘화 되어 한 단어로 사용될 때는 같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이합사(離合詞)’
라고 한다.(刘月华 等(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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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하여 적용해 본다면, 유추는 기존의 단어들이 만들어진 일정한 생성
의 틀을 모델(model)73)로 삼아 새로운 단어를 생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모델은 기존의 단어에서 보이는 형태적·구조적 유사성에 의해 형성된다. 기존
의 단어들이 유추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며 이들을 근거 단어라고 
한다(각주 21 참고). 근거 단어와 비교 및 정렬 과정을 거쳐서 구조적 유사성
이 적용되는 대상 단어를 표적 단어(target word)라고 한다(채현식 2003b:53 
참고). 아래의 (63)은 4항 유추(four-part analogy)에 의해 근거 단어를 통해 
유추 과정이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63)  a. 눈 : 눈치 = 코 : X, 
            X = 코치 

         b. 內部 : 外部 = 內科 : 外科 = 內向性 : 外向性 = …… X : 外國人
            X = 內國人                                      

 (김창섭 1996:15)

  (63a)는 고유어의 유추과정이며 (63b)는 한자어의 유추과정이다. (63a)의 
‘눈코’처럼 한국어에서 자주 인접해 쓰이는 단어쌍과 (63b)의 ‘內外’처럼 한자
어에서 대립관계를 이루는 단어쌍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유추는 
영어의 유추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단어쌍은 앞서 언급한 자매형태
소에 해당되며, 한자어의 유추 과정에서는 자매형태소를 매개로 하여 새로운 
4자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글다 동그랗다 세모나다 X1 X1=세모나다

동근 : 동그란 = 세모난 : X2 X2=세모난

:
:

:
:

:
:

:
:

:
:

동글아요 동그래요 세모나요 Xn , Xn=세모나요

72) 김창섭(1996:15)재인용.

73) 본고에서 말하는 모델(model)은 Bybee(1988:135)에서 schema나 pattern과 같은 용
어로 지시한 대상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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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此 : 此日 = 彼 : X 
X = 彼日 

此日彼日

此 : 此月 = 彼 : X
X = 彼月

此月彼月74)

   

  (64)는 4자 한자어의 유추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此日’이라는 근거 단어
에서 자매형태소들인 ‘彼此’를 매개로 표적 단어인 ‘彼日’을 유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의 복합이 곧 ‘此日彼日’이란 4자어가 
된다. 이처럼 동일한 모델과 유추 과정을 통해 ‘此月彼月’이라는 4자어의 형
성도 가능하다. 4자어의 유추형은 근거 단어와 자매형태소가 어휘부에 등재되
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표적 단어는 임의로 만든 것이므로 
대개 어휘부에 등재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거 단어나 표적 단어로만 독자적으
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4자어로만 사용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4자어의 유추형은 (65)처럼 하나의 2자어(근거 단어)를 모
델로 삼아 유추의 원리를 통해 2음절 한자형태소(표적 단어)를 임시적으로 만
들어내어, 기존의 모델인 2자어와 결합시켜 새로운 4자어를 만드는 경우를 말
한다. 이러한 경우를 4자어의 유추형이라 부른다. 

    (65)  前無後無 此日彼日 此月彼月  
 

  한편, 앞서 (57)에서 ‘難兄難弟’를 비롯한 예들도 있는데 편의를 위해 이들
을 다음의 (66)과 같이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66)  左往右往 非夢似夢 難兄難弟 隨問隨答 有耶無耶 百發百中 能大能小
 自繩自縛 七縱七擒 知彼知己

       
  이들을 살펴보면, 2자어로 된 어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공통점

74) 근거 단어는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다. ‘彼此, 此日, 此月’은 실제로 어휘
부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고, 이들로부터 유추한 ‘彼日, 彼月’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단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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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75) 따라서 이들은 합성형도, 유추형도 되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이들은 
한문 문법에 의해서 먼저 유추 과정을 거쳐 4자어를 형성한 다음, 한국어로 
차용된 일종의 차용어라고 본다. 다만 해당 유추 과정은 한문 문법 안에서 일
어나기 때문에 한국어의 ‘차일피일’과 동일한 유추형으로 볼 수가 없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어기 내부에 다른 
형태소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형태소가 개입하는 즉시 어기의 구조
가 깨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한문 문법에서는 하나의 어기에 공유
형태소를 개입시켜 새로운 4자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존재한다. 소수의 접사
적인 성격을 가진 1음절 한자형태소를 제외하면, 한문 문법에서는 대부분 1음
절 한자형태소가 그 자체로서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두 개의 1음
절 한자형태소로 이루어진 한 어기 내부에서 다른 한자 형태소의 개입이 가
능해진다. 예컨대, ‘難兄難弟’와 같은 경우, ‘兄弟’라는 어기에 ‘難’이라는 동
일한 형태소를 개입시켜 4자어를 유추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어
에 차용되는 과정에서 어순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非夢似夢’), 어순이 그대
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隨問隨答’). ‘七縱七擒’의 경우, 중국 촉나라의 제갈
량이 맹획을 일곱 번이나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사자성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3. 소결

  이 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한자어의 마지막 유형인 4자어에 대
해 살펴보았다. 2자어나 3자어에 비하여, 4자어에서는 삭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품사가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파악되며, 이들을 크
게 합성형과 유추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합성형은 그 하위 부류로 ‘사방팔방’류, ‘조심조심’류 그리고 ‘국어사전’류로 
세분된다. 이중, ‘사방팔방’류와 ‘조심조심’류는 계열관계에 의해, ‘국어사전’류

75) (66)의 ‘百發百中’의 경우, ‘百發’은 2자어가 아니라 2자구(2字句)이다. 예컨대, ‘한 발
을 쐈다, 백 발을 쐈다.’의 ‘백 발’은 [X 발]이라는 구(句)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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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심조심’류에 대한 논의에서 
반복 방식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사사건건’류의 단어형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유추형에 대해서는 그 유추 과정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다. 더
불어, ‘난형난제’와 같은 경우도 함께 제시하여 이는 한문 문법에서 일어나는 
유추에 의해 형성된 단어이며 한국어에 차용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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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고는 한국어의 2자 한자어의 복합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2자 한자어와 
2자 한자어의 복합으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 3자어와 4자어에 대하여 단어
형성 과정 및 문법적 지위를 자세히 논의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소개
를 하였다. 한자어의 기본 개념을 한자어, 2자 한자어, 3자 한자어, 4자 한자
어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그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2자어, 3자
어, 4자어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공유형태소라는 새
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를 설정하는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공유형태
소를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삭감 여부에 따라 새로 형성되는 한자어들을 2자
어, 3자어, 4자어로 나누었다. 새로운 2자어에서는 공유형태소가 나타나지 않
으며, 3자어에서는 공유형태소가 한 번만 출현하고, 4자어에서는 공유형태소
가 두 번 출현한다. 공유형태소와 관련하여 원사병렬구조와 준말 현상에 대해
서도 함께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로 형성된 새로운 2자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들은 공유형태소가 전부 삭감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단어형성 과
정과 문법적 지위에 따라 2자 절단합성어, 2자 혼성어 그리고 2자 두문자어
로 분류할 수 있었다. 2자 절단합성어는 두 개의 1자 절단어의 합성이라고 
볼 수 있다. 1자 절단어들은 각각 준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2자 절단합성어는 완전한 자립성을 획득하여 단어로 승격된다. 2
자 혼성어는 두 2자어 특히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2자어의 각각 일부를 
잘라내 형성된다는 점과 새로 형성된 2자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2자 
절단합성어와 2자 두문자어로부터 구분된다. 2자 두문자어에 대해서는 혼성어
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짚었으며, 2자 두문자어로 보기 힘든 2자
어는 신어의 범주에 두기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의 복합형이 3자어를 이루는 유형에 대해 기술
하였다. 또한 3자어를 일종의 축약 현상으로 간주하여 축약에 대해 살펴보았



- 97 -

다. 그리고 축약 현상이 일어나기 전의 두 2자어의 관계에 따라 크게 계열관
계 유형인 3자어와 통합관계 유형인 3자어로 구분하였다. 계열관계 유형은 공
유형태소의 출현 여부에 따라 나뉠 수 있다. 동일한 축약 현상에 속한 ‘직간
접’류와 ‘교강사’류는 공유형태소의 유무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지만, 두 2자
어 간(間)의 계열관계로 인하여 이들의 단어형성 과정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교강사’류와 ‘학부모’류는 공유형태소가 없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지만 전자는 계열관계, 후자는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형성 기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출입구’류는 ‘직간접’
처럼 공통형태소를 가진 두 개의 2자어를 아울러 가리킬 때 나타나는 단어형
성 기제와 전형적인 3자어어의 단어형성 기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두 개의 2자어의 복합형이 4자어를 이루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았다. 2자어와 2자어가 만나 4음절이 되는 경우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 않
는 것과 품사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파악된다. 4자어를 합성형과 
유추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우선 합성형에 속한 ‘사방팔방’류, ‘조심조심’
류, ‘국어사전’류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혹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유추형은 그 유추 과정에 대해 살펴봄으로 ‘차일피
일’과 같은 4자어의 단어형성 과정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한편, 본고는 한국어의 2자 한자어의 복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나 논의의 핵심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서는 깊이 다루지 못하였다. 이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첫째, 어순과 관련된 것이다. 가령, ‘直間接, 有不利, 乘下車’와 같은 경우, 
‘*間直接, *不有利, *下乘車’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어떤 유표와 
무표, 긍정과 부정, 행위가 일어나는 순서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와는 달리 ‘出入口, 入出口; 出入金, 入出金’과 같이 비공유형태소의 배열이 
순서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1자어와 관련된 것이다. 가령, 자립성을 가진 ‘山, 詩, 情’과 같은 경
우, 단어로서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본고에서 다룬 ‘檢, 警, 
與, 野’의 경우, 절단어로서 비록 음성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이 다소 어색한 
면이 있지만, TV방송의 자막이나 신문의 기사에서 임시적으로 자립성을 가져 
홀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준자립성을 지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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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師 用’의 ‘用’, ‘홍길동 著’의 ‘著’를 비롯한 몇몇 1자어들은 어느 정도 준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1자어들의 앞에 수식 성분에 대한 요구가 필수
적이므로 ‘檢, 警, 與, 野’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학교의 규정] 上, [선생
님의 꼼꼼한 지도] 下에’의 ‘上, 下’와 같은 경우 통사적인 구성의 수식을 받
는다는 점에서 앞선 언급한 1자어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외에 접사의 
성격을 지닌, 오로지 의존형식으로만 존재하는 1자어(‘-的’)들도 있다. 이러한 
1자어들에 대하여 자립성의 강약도와 활동 범위(단어, 구, 문장) 등 여러 면에
서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자어를 넘어, 3자어나 4자어와 같은 다(多)음절 경우는 이들
의 복합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
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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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关于韩国语的2字汉字语的复合研究

首尔国立大学
国语国文学科 大学院

卢伟

    通常，韩国语的两个2字汉字语的结合所形成的复合型是词组。但是两个2字
汉字语的结合所形成的产物不是词组而是单词的情况也种种存在。由两个2字汉
字语所形成的新单词按照常规来说应该是4字汉字语，但值得关注的是，这个新
单词有的时候会以2字汉字语或者3字汉字语的形式登场。本论文在对此现象进
行观察时发现，输入部的两个2字汉字语都含有一个相同的汉字形态素。而这个
相同的汉字形态在转移到输出部之后，有时完全不出现，有时只出现一次或者两
次。
    另外，尽管输入部的两个2字汉字语不存在相同的汉字形态素，可是在往输
出部转移的过程当中，它们恰似拥有相同的汉字形态素似的，在输出部形成新的
单词 。
    本论文针对上述现象进行阐述的过程中，这个相同的汉字形态素担当着一个
很重要的角色。当这个相同的汉字形态素出现在输入部的时候称其为共同形态
素，出现在输出部的时候称其为共有形态素。本论文对共同形态素和共有形态素
这两个概念的导入过程及意义进行了详细的说明。
    基于共有形态素在输出部的登场与否及登场频率，本论文总体上将分为三个
大部分进行论述。第一，输出部里共有形态素不登场的类型，即2字汉字语。第
二，输出部里共有形态素只登场一次的类型，即3字汉字语。第三, 输出部里共
有形态素登场两次的类型，即4字汉字语。每个类型按照输入部里共同形态素的
有无又分为两个下属类型进行阐述。
    类型一，是指输出部成为新的2字汉字语类型。这个类型按照输入部共同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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态素的有无又分为两个下属类型。前者的输入部的两个2字汉字语形成一种系列
关系，由此形成的输出部是2字切断合成语。后者的输入部的两个2字汉字语主要
形成一种统合关系，由此形成的输出部是2字混成语和2字头文字语。
    类型二，是指输出部成为新的3字汉字语类型。输入部的两个2字汉字语构成
系列关系时，又将其分为共有形态素存在和不存在两种下属类型展开了论述。前
者通过形态上的类似性构成了缩约型，后者则通过系列上的类似性继承了前者的
造词法，也形成了缩约型。输入部的两个2字汉字语构成统合关系时，它们之间
表面上看起来没有任何关联，但实际上在它们的深层潜伏着一种统辞论上的纽
带，这给输入部的两个2字汉字语构成缩约型创造了可能性条件。
    类型三，是指输出部成为新的4字汉字语类型。按照4字汉字语的单词构词
法，又将其分为合成型和类推型两个下属类型展开了论述。

 
关键词：汉字语，字，输入部和输出部，共同形态素和共有形态素，系列关系和

 统合关系，元辞并列构造，切断合成语，混成语，头文字语，缩约，类
 推。

学  号：2012-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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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o-Korean Two-Character Words’ Compounding 
in Korean Language 

LU WE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usual to form phrases with Sino-Korean two-character words in 
Korean Language. But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o form not phrase 
but a new word with Sino-Korean two-character words as well. It is 
ideal to form new words with four Sino-Korean characters but 
forming compounds with two or three characters is interesting 
phenomenon too. Analyzing them, the existence of the same 
Sino-Korean morpheme in two source words of an input section is 
characteristic. Emerge of them in input section is obvious,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y do not appear in output section at all or 
appear only once or twic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detected that the same Sino-Korean 
morpheme, which does not exist in input section comes to output 
section and behaves like the same Sino-Korean morpheme.
  In description of this phenomenon, the same Sino-Korean 
morphem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thesis, the same 
Sino-Korean morpheme of input section is called as a common 
morpheme, in case of appearance of this morpheme in output 
section we call it sharing morpheme, and meaning together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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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establishing of those morphemes was proposed.
  Question of appearance of this sharing morpheme and its 
frequency is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type of no appearance of 
sharing morpheme in output section(Sino-Korean two-character 
word), the type of one time appearance(Sino-Korean three-character 
word) and two times appearance(Sino-Korean four-character word). 
Each type is again described according to the cases of existence or 
not of a common morpheme in an input section .   
  The first type becomes a new two-character word’s output 
section. The subtype is proposed according to the cases of existence 
or not of a common morpheme in an input section. In first case, 
two source words form paradigmatic relation and output section is 
seen as a clipping. In second case, two source words generally form 
syntagmatic relation and an output section is seen as a blending or 
an acronym.  
  The second type becomes a three-character word’s output section. 
If two source words of an input section have paradigmatic relation 
they were examined in cases of existence or not of a sharing 
morpheme. In first case, through morphological similarities, they 
can make an abbreviation, in second case, through paradigmatic 
similarities, they follow a word formation of the first case. If two 
source words have a syntagmatic relation in input section they do 
not seem to have a connection but between them there is a certain 
syntactic link so they form an abbreviation.
  The third type becomes a four-character word’s output section. 
According to the method of the four-character word’s 
word-formation they can be divided into a compounding form and 
an analog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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