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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自+X’와 ‘本+X’의 문법에 대한 연구

吳 昊(오 호)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어 ‘자(自)’와 ‘본(本)’으로 시작하는 2자 한자어 ‘自
+X’와 ‘本+X’의 문법을 살펴본다. ‘自+X’, ‘本+X’의 어원,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의 
분석을 하고 ‘自’, ‘本’과 관련되는 재귀성, 지시성 등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에서 쓰이는 대부분 ‘自+X’의 어원은 고전 중국어이다. ‘자국(自國)’, ‘자당
(自黨)’, ‘자사(自社)’처럼 ‘自’와 명사적 어근의 결합은 대개 일본어에서 유래한다. 
한문 문법의 층위에서 보면 많은 ‘自+X’의 X가 동사인 것이 ‘自+X’의 특징이다. X
가 동사인 경우에 ‘自+X’의 내적 구성은 목술구성(예: 자살(自殺))과 부술구성(예: 
자각(自覺))이 있고 X가 동사 아닌 경우에 ‘自+X’의 내부 구성은 병렬구성(예: 자
아(自我)), 어근접미사구성(예: 자연(自然))과 형명구성(예: 자가(自家))이 있다. 
‘自+X’의 외부 문법을 분석해 보면 ‘自+X’는 강한 조어력을 가진다. 또한 ‘自+X’의 
재귀성은 ‘自+X’의 X가 동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에 각각 재귀적 행위를 표상하는 
동기와 3인칭 대명사가 지니는 중의성을 해소하는 동기로부터 생겨난다.
  대부분 ‘本+X’의 내부 구성은 형명구성으로, 이 구성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본가(本家)’류의 ‘本’은 ‘근본이 되는’, ‘본래의’의 뜻이고 ‘본고(本稿)’
류의 ‘本’은 말하는 이의 편에서 ‘이’의 뜻으로 쓰여 관형적 성격을 지닌 어근으로 
볼 수 있다. ‘本+X’의 외부 문법을 분석해 보면 한자 1자 ‘本’은 ‘自’와 달리 독립적
인 단어이고 명사나 관형사로 쓰일 수 있다. 또한 ‘本’은 접두사이고 한자어, 고유어
나 외래어 어근과 다 결합할 수 있다. ‘본 연구’처럼 관형사로 쓰인 ‘本’은 한자어 지
시관형사이다. ‘本+NP’는 주로 공식적인 문어체에 쓰인다. ‘本+X’는 화자와 관련되
는 것만 지시할 수 있다. ‘본인(本人)’이나 ‘본격(本格)’ 등 ‘本+X’는 재귀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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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自’와 ‘本’을 비교하면 둘 다 원사(元辭)나 차사(次辭)로 쓰이는데 ‘自’는 의존형
태소로서만 존재하는 반면 ‘本’는 자립형태소일 수 있다. ‘自’는 사전 표제어로 등재
되지 않고 ‘本’은 표제어로 등재된다. ‘自’는 한자어 형태소와만 결합해서 단어를 만
드는 데에 비해 ‘本’은 고유어나 외래어 형태소와도 결합할 수 있다. 또한 ‘自’는 동
사나 명사와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하는 반면 ‘本’는 주로 명사와 결합한다. 
  ‘自+X’와 ‘本+X’는 모두 차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自+X’의 조어력이 ‘本
+X’보다 훨씬 더 강하다. 또한 ‘自+X’와 ‘本+X’는 다 지시성이 있지만 ‘自+X’는 주
어를 지시하고 ‘本+X’는 화자를 지시한다. 

주요어: ‘自+X’, ‘本+X’, 어원, 내부 문법, 외부 문법, 재귀성, 지시성

학  번: 2013-2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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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어 ‘자(自)’와 ‘본(本)’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연구 대
상으로 삼아, ‘自+X’와 ‘本+X’의 문법을 살펴본다. 여기서 ‘自+X’와 ‘本+X’는 ‘自’, 
‘本’으로 시작하는 2자 한자어 단어를 뜻한다. 본고에서는 ‘自’, ‘本’ 뒤의 ‘自’, ‘本’과 
결합하는 1자 한자어 어근을 ‘X’로 표시하기로 한다. 본고는 ‘自+X’, ‘本+X’의 어원,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의 분석을 하고 ‘自’, ‘本’과 관련되는 재귀성, 지시성 등 문법
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한자어 단어 ‘自+X’와 ‘本+X’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自+X’와 ‘本+X’은 어느 정도로 다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자국(自國)’과 ‘본국(本國)’, ‘자사(自社)’와 ‘본사(本社)’ 등과 같이 ‘自’와 ‘本’은 같
은 한자어 어근과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自+X’와 ‘本
+X’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의문과 관심에서 출발하여 ‘自+X’와 ‘本+X’의 문
법을 연구하기로 한다.
  ‘自’, ‘本’으로 시작하는 2자어(2字語)는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사용 빈도가 높
은 단어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1)2) 또한 필요에 따라 더 풍부한 표제어를 수
1) 『연세한국어사전』 개요(https://ilis.yonsei.ac.kr/index.php 참고)에 따르면 사전 편찬의 

기본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빈도에 따른 올림말의 선정이다. 이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1960년대 이후의 오늘날의 우리 말의 실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통 크기 책 
18만 쪽 분량의 큰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며, 이에서 각 낱말의 빈도(사용 회수)에 따
라 2,000여 쪽의 사전에 올릴 낱말들의 목록을 작성한 결과, 사용 빈도 14이상이 되
는 약 5만의 낱말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 숫자는 켐브리지, 옥스포드, 코빌드, 롱맨 
등 이름난 단권 사전의 올림말 수와 맞먹는다. 사전의 실한 내용보다는 올림말의 수
에 대한 경쟁이 사전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단지 숫자를 늘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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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표준국어대사전』과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도 참고하여 그 예를 가져 오
기로 한다.3) 
  한편, ‘본 연구’, ‘본 계획’처럼 관형사로서의 ‘本’은 구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本
+NP’ 구조도 논의에 포함할 것이다. 반면, ‘自’가 전치사(前置詞)인 ‘自+X’(예: 자
금(自今), 자고(自古))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일부 명사 뒤에 붙는 ‘本’
도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 ‘책’ 또는 ‘판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本’(예: 초간본
(初刊本))과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써서 영화 필름의 수를 세는 말인 의존명사 
‘本’(예: 한 본)도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한자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自+X’와 
‘本+X’에 관련된 선행 연구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많은 연구에서 한자어의 내부 구조를 중국어나 전통 한문의 통사구조로 파
악해 왔다. 심재기(1987)에서는 한자어를 그 내부 구조에 따라 다음의 10가지로 분
류하고 있다.

(1) ㄱ. 主述構成: 天動, 地動, 家貧, 日出, 月出, 夜深 ……
ㄴ. 修飾構成: 動詞, 過程, 完璧, 長期, 特徵, 槪念 ……
ㄷ. 竝列構成: 家屋, 人民, 土地, 河川, 方法, 言語, 左右, 父母, 授受 ……

방언이나 심지어는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 낱말을 만들어 넣어 올림말의 숫자를 늘이
는 일을 우리는 지양했다. 불필요한, 또는 필요성이 극히 미약한 낱말들이 차지할 자
리를 우리 사전은 사용 빈도가 높은 낱말들에 할당하여, 선정된 낱말에 한해서는 책
임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2) 부록1은 『연세한국어사전』에 수록된 총 72개의 2자 한자어 ‘自+X’이다.
부록3은 『연세한국어사전』에 수록된 총 57개의 2자 한자어 ‘本+X’이다.

3) 부록2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총 279개의 2자 한자어 ‘自+X’이다.
부록4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총 191개의 2자 한자어 ‘本+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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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限定構成: 密接, 冷凍, 指示, 特定, 豫測, 脫出 ……
ㅁ. 補充構成: 社會, 意味, 性質, 說明, 移動, 買入 ……
ㅂ. 接尾構成: 礁子, 岐子, 人間, 空間 ……
ㅅ. 被動構成: 見奪, 所定, 被侵 ……
ㅇ. 目的構成: 避難, 殺生, 放火, 停會, 觀光, 開議 ……
ㅈ. 否定構成: 勿論, 不利, 非理, 無罪, 否決, 莫逆 ……
ㅊ. 省略構成: 懷中, 傷寒, 意外, 亡命, 避靜, 大入 ……

  김종택(1972)에서는 복합어를 통사론적인 것과 형태론적인 것으로 나누고, 통사
론적 합성어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분류하고 있다. 

(2) ㄱ. 主語+述語: 家貧, 夜深, 山高
ㄴ. 述語+副詞語: 下山, 下車, 送北
ㄷ. 副詞語+述語: 北送, 西向, 南行
ㄹ. 述語+目的語: 問病, 謀逆, 求職  

  김창섭(1999)에서는 한국어의 2자어들이 한문 문법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2자어들을 그 성분들의 문법적 관
계에 따라 분류해 본 것이다.

(3) 2자어의 유형
ㄱ. 수식 구성

老人, 流水, 光線, 市內, 急行, 獨立, 過大 ……
ㄴ. 병렬 구성

土地, 人民, 往來, 敎育, 善惡, 優良, 明白 ……
ㄷ. 접미 구성

椅子, 菓子, 拍子, 街頭, 念頭, 斷乎, 確乎 ……
ㄹ. 주어+술어 구성

家貧, 日沒, 月出, 夜深, 年少, 海溢, 氣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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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술어+목적어 구성
讀書, 開會, 避難, 作文, 建國, 斷念, 牧畜 ……

ㅂ. 술어+보어 구성
入學, 登山, 歸家, 有名, 無數, 親韓, 對韓 ……

  노명희(1990)에서는 한자어가 한국어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소를 설정한 바 있다. 기능소Ⅰ은 최소자립형태소이다. 기능소Ⅱ는 의존 형식 
중에서 고유어 접미사(주로 ‘하다’)와 결합할 수 있고 특수조사가 부착될 수 있는 
단위이다. 기능소Ⅲ은 기능소Ⅰ, 기능소Ⅱ에 붙어 일정한 접사의 기능을 하는 문법 
단위이다. 여기에는 접두 기능소와 접미 기능소가 있다.
  한편, 김창섭(1999, 2001, 2013)에서는 2자어와 3자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2자어는 단순히 두 자로 표기된 단어 또는 두 형태소로 된 단어라는 
뜻을 넘어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이다. 그리
고 3자어는 2자어의 앞이나 뒤에 다시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서 ‘小說+集’은 ‘단
어+어근’으로 된 3자어이다. ‘詩+集’은 2자로 되어 있지만 ‘단어+어근’으로 되어 있
다는 점에서 3자어와 같은 구성이므로 ‘3자어류’이다.
  ‘自+X’로 흔히 논의되는 것은 ‘자기(自己)’와 ‘자신(自身)’이다. 학자들은 ‘자기(自
己)’를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대표 형태로 설정한다(이익섭 1978). 또한 재귀대명사 
‘자기(自己)’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자신(自身)’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다(성광수 1981, 임홍빈 1987, 박진호 2007 등).
  김창섭(1999)에서 ‘本’의 관형사와 접두사 기능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4) ㄱ. 관형사 
本: 본 [반장 겸 회장]

    ㄴ. 접두사 
本: 本舞臺, 本男便, 本夫人, 本課程, 본바탕, 본마누라, 본마음, 본뜻 …… 

  노명희(2005: 126-127)에서는 ‘本’이 의미가 분화되면서 접두사적인 용법과 관



- 5 -

형사적인 용법을 동시에 갖는 접두한자어라고 설명하였다. 

(5) ㄱ. 본가(本家), 본국(本國), 본부(本部), 본심(本心)
ㄱ′. 본바탕, 본뜻, 본부인, 본마음
ㄴ. 본서(本書), 본고(本稿)
ㄴ′. 본 연구, 본 사건, 본 사회자, 본 계획서, 본 연구원

  (5ㄱ′)의 ‘本’은 (5ㄱ)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근본이 되는’의 의미를 지니며, (5
ㄴ′)의 ‘본’은 자기 자신이나 해당 기관, 해당 사건을 가리킬 때 관형적으로 쓰인 예
이다. (5ㄱ, ㄴ)은 ‘본’이 원래 2음절의 구성 형태소로 쓰일 때도 두 가지 의미가 구
분되어 쓰이는 것을 보여 준다. 
  노명희(2005)에서 (5ㄴ)은 지시관형사 ‘이’에 해당하는 ‘본’으로, 관형사적 용법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본’의 이와 같은 용법이 확대되어 (5ㄴ′)과 같이 관
형사로서의 용법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를 구분한다고 하
더러도 (5ㄱ)의 예를 완전한 접두사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하였다. (5ㄱ)에 
쓰인 예들이 접사성을 지니긴 했지만 아직 어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해, 
(5ㄴ)의 예들은 관형사로서의 용법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예는 어근과 접두사, 관형사가 엄격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
영하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현대 한국어 ‘自+X’와 ‘本+X’의 문법에 대한 연구이며, 전체 구성은 아래
와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대상 및 목적,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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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에서는 ‘自+X’의 문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한자 ‘自’의 통시적인 의미 
변천과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인 의미를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自+X’의 어원과 
어휘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自+X’의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을 살펴본다. 
그 다음 ‘自+X’의 재귀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本+X’의 문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本+X’의 어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本+X’의 어휘적 특징을 논의한다. 또한 2자어인 ‘本+X’의 내부 구
조와 외부 문법을 분석하고 ‘本+NP’의 문법적 특징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는 ‘本
+X’의 지시성과 재귀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自+X’와 ‘本+X’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각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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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X’의 문법

  이 장에서는 ‘自+X’의 어원,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 그리고 재귀성을 다루고자 한
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1절 ‘自+X’의 어원에서는 ‘自+X’의 어원은 고전 중국어인지, 일본어 한자
어인지, 한국어 한자어인지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2.2절과 2.3절에서는 ‘自+X’의 
문법을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을 나누어서 연구할 것이다. 
  2.2절 ‘自+X’의 내부 문법에서는 ‘自+X’의 내적 구성을 연구할 것이다. 『연세한
국어사전』에서 등재된 2자어 표제어 ‘自+X’(총 72 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한문 
문법의 층위에서 ‘自+X’들의 내부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2.3절 ‘自+X’의 외부 문법에서는 ‘自+X’을 한 전체로 보고 이 전체가 어떻게 더 
큰 단위를 형성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自+X’에 관련된 조어법과 명사구의 형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4절 ‘自+X’의 재귀성에서는 ‘自+X’의 재귀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 
부분은 2자어 ‘自+X’에 국한되지 않고 ‘自+X’와 관련된 명사구 등의 단위를 같이 
다룰 것이다.

2.1. ‘自+X’의 어원

  ‘自’로 시작하는 한자어 단어를 연구하려면 우선 한자 ‘自’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
다. 이 절에서는 공시적·통시적으로 한자 ‘自’의 의미와 용법을 다루고자 한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한자 ‘自’의 의미는 먼저 사전 기술을 바탕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東亞)漢韓大辭典』에서 ‘自’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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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自
스스로 자
1. 스스로, 몸소, 자기. 
2. 스스로, 저절로.
3. 어조사, ……서부터. 
4. ……부터하다, 말미암다.
5. 보다는.
6. 좇다, 따르다.
7. 쓰다.
8. 써.
9. 진실로.
10. 출처(出處).
11. 코.
12. 처음, 비롯하다.

  ‘自’와 관련된 다른 사전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7) 단어 뜻풀이4)
어떤 명사(名詞) 앞에 쓰이어 ‘……부터’, ‘……에서(……서)’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
자어(漢字語). 
시간(時間)이나 공간(空間)에 관(關)한 낱말 앞에 쓰임. 

(8) 상형문자5)
사람의 코의 모양을 본뜬 글자 → 코, 사람은 코를 가리켜 자기를 나타내므로 스스로
란 뜻으로 삼고 또 ‘혼자서’, ‘……로부터’ 따위의 뜻으로도 씀. 
나중에 ‘코’ 뜻에는 ‘鼻(비)’란 글자가 생겼음. 

4) 네이버 한자사전(http://hanja.naver.com/) 참고.
5) 네이버 한자사전(http://hanja.naver.co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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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한문에서 한자 ‘自’가 역사적으로 출현한 의미를 살피고 어떤 의미가 남
아 있고 어떤 의미가 사라졌는지 살펴보자.6)
  우선 ‘自’의 본의를 살펴보자. 갑골문 자형을 보면 한자 ‘自’는 전형적인 상형문자
이다. 그 시기에 나타나는 ‘自’는 원래 의미인 ‘코’의 뜻으로 사용된다. 『说文』에서 
나타난 ‘自, 鼻也, 象鼻形’은 그 예증이다. 갑골문에서 ‘自’가 ‘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자아’를 기록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 의미는 오늘날까지 ‘자존(自尊)’, ‘자애
(自愛)’ 등의 단어에서 계속 쓰이고 있다. 『诗·小雅·节南山』에서 ‘不自为政, 卒劳百
姓’에 나타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自’가 ‘직접’, ‘친히’, ‘몸소’, ‘본인 스스로’의 
뜻으로도 쓰인다. 이러한 뜻은 늦게서야 사라지게 되었다. ‘코’가 인체의 한 기관으
로서 냄새를 맡거나 호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듯이 ‘自’ 자가 ‘코’의 뜻으로부터 ‘사
용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尚书』의 『书·皋陶谟』 중의 ‘天秩有礼, 自我五礼有庸
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自’의 본의로부터 파생된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自’의 ‘……서부터’라는 
뜻은 복사(卜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论语·颜渊』의 ‘自古皆有死, 民无信不
立’에서의 ‘자고(自古)’처럼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이 용법을 보유하고 
있다. ‘自’의 ‘……서 부터’라는 뜻은 ‘시작’이라는 뜻도 파생하였다.7) 사물의 시작은 
항상 그 원래의 모습이어서 ‘시작’으로부터 ‘自’의 또 다른 의미, 즉 ‘원래’, ‘본래’라
는 뜻이 생겼는데, 이는 한조(漢朝)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인’, ‘연유’라는 뜻도 파생되었다8). 그리고 ‘自’의 본의는 ‘자연’이라는 뜻을 파생
하기도 하였다. 인위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이라는 의미는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이외에도 ‘自’ 자가 전치사 한자어 ‘재(在)’나 ‘우(于)’의 뜻으
로도 쓰이고 접속사 ‘가령’, ‘설사’와 비슷한 뜻으로도 쓰이며, 부사 ‘오직’, ‘단지’라
는 의미로도 쓰인다. 
  요약하자면 통시적으로 한자 ‘自’가 다양한 의미로 쓰였고, 오늘날 한국 한자어에

6) 주로 李娟(2014)를 참고하였다.
7) 知风之自, 知微之显, 可以入德矣. (『礼记·中庸』) 
8) 自我致寇, 敬慎不败也. (『易·需』)



- 10 -

서 자주 쓰이고 있는 뜻은 한자사전 뜻풀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스로, 몸소, 자
기’, ‘저절로, 자연히’, ‘……서부터’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중에 ‘……서부터’라는 뜻으
로 쓰인 ‘自’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한자어 ‘自+X’는 대부분 고전 중국어에 유래된 것들이다. 그
래서 ‘自+X’가 일단 고전 중국어에서 온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본고는 ‘自+X’의 
어원을 밝히기 위해서 말뭉치9)와 사전10)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그 단어가 고전 중국어 말뭉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이 단어
가 고전 중국어 문법, 조어법에 부합되는지 또는 한국어 한자어 단어와 해당되는 고
전 중국어와 뜻이 같은지를 확인한다. 고전 중국어에 있고 고전 중국어의 문법에 부
합되며 뜻도 같다면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
국어 문법과 조어법은 복잡하고 주요 문법과 다른 예외도 많아서 문법으로 판단하
려면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단어 의미도 한 가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고전 중국어의 문법에 어긋나거나 의미가 다르면 일본어 한자어에 유래된 것인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본어사전을 이용해서 확인한 후 일본어에서 해당 한자어 단어
가 있고 뜻도 같으면 일본어 한자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남은 단어
는 한국에서 만든 한자어 단어일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뭉치, 사전 등을 
이용해서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72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전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自+X’의 어원을 분류하는 것을 시도한다. 

2.1.1. 고전 중국어

  한자어 ‘自+X’의 대부분은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유형의 ‘自+X’를 

9) 1. 北京大學中國語言學硏究中心-CCL语料库检索系统(http://ccl.pku.edu.cn/) 참고.
   2. 北京語言大學-BCC现代汉语语料库(http://bcc.blcu.edu.cn/) 참고.
10) 王  力 等(1979, 2001), 『古汉语常用字字典』, 商务印书馆.
   吕叔湘(2005),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新村 出 編(1998), 『廣辭苑』, 岩波書店.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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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중국어 의미와 완전 일치하는 경우와 고전 중국어 의미의 일부만 쓰는 경우, 
그리고 고전 중국어 의미와 좀 다른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전 중국어 의미와 완전 일치하는 경우이다.

(9) 자강(自强/自彊), 자구(自救), 자급(自給), 자동(自動), 자비(自費), 자살(自殺), 
자성(自省), 자숙(自肅), 자신(自信), 자원(自願), 자위(自慰), 자위(自衛), 자율
(自律), 자인(自認), 자작(自酌), 자제(自制), 자조(自嘲), 자조(自助), 자존(自
尊), 자책(自責), 자청(自請), 자축(自祝), 자탄(自歎/自嘆), 자해(自害), 자활(自
活)

  위 단어들의 한국어 의미와 고전 중국어 의미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 단어들의 어
원은 고전 중국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은 현대 중국어의 의미와 같고 어떤 
단어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잘 안 쓰이는 경우도 있다.  
  둘째, 고전 중국어 의미의 일부만을 쓰는 경우이다. 아래 단어들도 고전 중국어에
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단어들의 한국어 의미와 고전 중국어 의미가 완전
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 중국어의 일부 의미만을 갖고 있다. 한국 한자어가 
가진 의미는 보통 고전 중국어의 해당 단어가 가진 주요 의미로 보여 진다.

(10) 자결(自決), 자립(自立), 자멸(自滅), 자문(自問), 자백(自白), 자부(自負), 자
생(自生), 자수(自首), 자애(自愛), 자족(自足), 자중(自重), 자진(自盡), 자진
(自進), 자칭(自稱), 자타(自他)

  ‘자결(自決)’로 예를 들면 한국어 ‘자결(自決)’의 뜻은 ‘1.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
는 것 2.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단하여 처리하는 것’ 두 가지이다. 고전 중국어에서
는 한국어의 이 두 가지 뜻 이외에 ‘제방이 스스로 터지다’라는 뜻이 있다. 중국어에
서도 이 뜻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덜 높다. 
  다음으로 ‘자립(自立)’을 보면 한국어와 고전 중국어 모두 ‘남에게 기대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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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서 한국어 ‘자립(自立)’보다 더 잘 드러나는 의미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다’
라는 것이다. 이 뜻은 현대 중국어로 발전하면서 점점 사라졌다. 
  좀 특이한 것은 ‘자타(自他)’인데 한국어에서는 ‘자기와 남’의 뜻인 데 반해, 고전 
중국어에서는 주로 불교 용어에서 ‘자기와 남’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스스로 타인으
로 여기다, 소원하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타(自他)’는 한국어에 들어올 때 
불교 용어의 뜻만 가지고 일상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이런 단어들이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되었지만 고전 중국어의 ‘自+X’
보다 의미항이 적다. 하지만 한국어에 없는 뜻은 고전 중국어에서도 사용빈도가 낮
거나 현대 중국어에 와서는 잘 쓰이지 않는 주변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고전 중국어 의미와 차이가 조금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한국어 ‘自+X’
의 의미는 고전 중국어의 ‘自+X’와 관련이 크고 의미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기에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판단할 수 있다. 단어 뜻은 조금만 차이 날 뿐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 ‘자긍(自矜)’과 고전 중국어 ‘자긍(自矜)’은 같은 의미, 즉 ‘자기 
자신에 대하여 떳떳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갖고 있다. 다만 뉘앙스가 좀 다르다. 한
국어 ‘자긍(自矜)’은 긍정적인 의미, 고전 중국어 ‘자긍(自矜)’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 단어의 용법은 고전 중국어 단어보다 더 많고 복잡한 경우가 있
다. 예를 들면 ‘자기(自己)’와 ‘자신(自身)’의 기본 의미를 보면 고전 중국어에서 유
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 재귀대명사나 강조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용법은 고전 중국어보다 더 풍부하다.

2.1.2. 일본어

  고전 중국어 말뭉치에 ‘自+X’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거나 의미가 다를 경우 일본
어 한자어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어에서 해당 단어를 확인하고 의미와 
용법이 한국어 한자어와 같으면 일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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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원래 고전 중국어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그 뜻은 일본어, 한국어, 현
대 중국어에 해당하는 한자어의 일부 뜻과만 일치한다. 일본어가 고전 중국어에서 
이런 단어들을 도입하고 그 뜻을 바탕으로 새로운 뜻을 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렇게 만들어진 일본어 한자어들이 또 다시 한국어와 현대 중국어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래와 같다. 

(11) 자각(自覺), 자기(自記), 자습(自習), 자아(自我), 자연(自然), 자영(自營), 자
유(自由), 자작(自作), 자전(自轉), 자주(自主), 자찬(自讚), 자취(自炊), 자치
(自治), 자폐(自閉), 자학(自虐)

  고전 중국어에서 보통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자전(自轉)’, ‘자폐(自
閉)’ 등은, 일본에서 근대에 정치, 과학,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도입
하거나 만들기 위해 고전 중국어에서 가진 한자어에 추상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
여한 것이다. 
  또한 고전 중국어를 이용해서 근대에 영어 등 서구어를 번역한 한자어가 있다. 
‘freedom, liberty’-‘자유(自由)’, ‘nature’-‘자연(自然)’ 등이 그 예이다. 중국과 한
국은 일본에서 만든 이런 한자어들을 수입하여 현대 중국어와 한국어 한자어에 적
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단어들은 보통 고전 중국어에서 이미 존재했던 단어나 한
문 문장에서 두 글자씩을 따서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둘째, 고전 중국어에 아예 없는 한자어나 있어도 뜻이 크게 다른 한자어는 일본에
서 만든 한자어로 판단된다. 일본에서 만든 이런 한자어는 한국에만 유입되고 현대 
중국어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2) 자가(自家), 자국(自國), 자당(自黨), 자력(自力), 자사(自社), 자전(自傳), 자
체(自體), 자택(自宅), 자퇴(自退), 자파(自派), 자폭(自爆), 자필(自筆)

  예를 들면 ‘자국(自國)’, ‘자당(自黨)’, ‘자사(自社)’, ‘자필(自筆)’ 등은 고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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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전혀 없는 단어이고 일본어에서 유입된 단어로 판단된다. ‘자가(自家)’는 중
국어에도 있으나 한국어나 일본어 한자어 ‘자가(自家)’와 달리, ‘자기의 집’이라는 뜻
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키는 지역 방언이다.
  이런 단어들의 대부분은 ‘自’가 관형어이고 X가 명사이다. 예를 들면 ‘자기 나
라’-‘자국(自國)’, ‘자기 회사’-‘자사(自社)’ 등이 있다. 여기서 ‘自’는  ‘타(他)’와 대
립되는 뜻으로 ‘자기의, 자기가 속한’의 뜻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自+X’는 
‘자국(自國)-타국(他國)’, ‘자당(自黨)-타당(他黨)’, ‘자사(自社)-타사(他社)’, ‘자파
(自派)-타파(他派)’ 등과 같이 공존쌍(共存雙)으로 존재한다. 
  ‘자퇴(自退)’는 일본어 한자어에서 ‘자주퇴학(自主退學)’의 약어(略語)로 쓰이는 
것이 한국어로 들어온 것이다.

2.1.3. 한국어

  ‘자의(自意)’와 ‘자존(自存)’과 같이 한국어에서만 쓰이는 의미는 한국에서 만들어
진 한자어로 판단된다. 먼저 ‘자의(自意)’는 일본어나 현대 중국어에는 없는 한자어
이다. 고전 중국어에서는 문장에서 ‘스스로 예측하다’, ‘스스로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뒤에 ‘예측하가나 생각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한국어
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뜻’, 즉 ‘자기의 意’라는 뜻으로 쓰인다. 
  다음으로 ‘자존(自存)’은 고전 중국어와 일본어에 모두 존재하지만, 뜻은 한국 한
자어와 다르다. 한국어에서 ‘자존(自存)’은 ‘자기의 존재’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
존하는 일’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다의어이다. 두 번째 뜻은 고전 중국어와 같지
만 첫 번째 뜻은 고전 중국어에는 없다. 일본어에서는 ‘자존(自存)’이라는 한자어가 
있지만 그 뜻은 ‘자기의 생존’으로 한국어와 좀 다르다. 그래서 ‘자존(自存)’도 한국
어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의(自意)’와 ‘자존(自存)’은 국어에서 각각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뜻’, ‘자기
의 존재’로 해석된다. 의미로 보면 ‘자의(自意)’와 ‘자존(自存)’의 구조는 관형어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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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意/存)’이다. 이는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 단어 ‘자가(自家), 자국(自國), 자당
(自黨), 자력(自力), 자사(自社)’ 등의 형식에 의해 유추되어 만들어진 단어라고 추
측된다.

2.2. ‘自+X’의 내부 문법

  이 절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등재된 2자어 표제어 ‘自+X’(총 72 개)를 
대상으로 한문 문법의 층위에서 ‘自+X’들의 내부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노명희(2006)에 의하면 한국어 한자어 문법은 두 가지 층위로 나뉘는데, 하나는 
중국식 한문 문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식 한문 문법이다. 한국어의 2음절 한자어
는 대개 전자를 따라 형성된 것이다. 
  김창섭(1999, 2001)에서도 2자어 문법은 한문 문법의 일부이며 3자어 문법은 한
국어의 문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自+X’는 다 2자어로서 이들의 
문법을 살펴볼 때 한자어의 차용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식 한문 문법을 참고해
야 한다. 고유어 문법은 2자어의 두 자를 의미 내용을 가지는 단위, 즉 형태소로 분
석할 뿐이다. 즉 고유어 문법에서 2자어의 구성 요소인 1자들이 가지는 자격은 순
전히 의미적인 것일 뿐, 품사적 자격을 비롯해서 어떤 문법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단위로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문 문법에 의해서야 2자어 
‘自+X’의 내부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는 2자어에서 한자 1자는 형태소의 자격을 가질 뿐 단어가 
되지 못한다. 즉 한국어에서는 한자 1자 ‘自’는 의존형태소로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
고 ‘自+X’의 형식으로만 쓰인다. 한문의 단어(대개 漢字 一字)들은 품사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문장 속에서 다양한 품사로 쓰인다(김창섭 2001). 고유어 문법
의 시각으로 보면 ‘自’는 형태소일 뿐이지만 한문 문법의 시각으로 보면 2.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자어 ‘自+X’에서의 ‘自’도 마찬가지로 여러 품사로 쓰인다. 본고
는 한문 문법에 의해 ‘自+X’ 내부의 ‘自’와 X가 각각 어떤 품사이고 서로 어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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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밝혀낼 것이다.
  이 절에서는 2자 한자어 단어 ‘自+X’의 내부 문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은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72개의 2자 한자어 ‘自+X’ 표제어이다. 이 단어들
의 공통점은 첫 글자는 다 ‘自’이고 두 번째 글자만 다르다는 점이다. 두 번째 글자
가 한문 문법의 관점에서 동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自+X’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일단 X가 동사인 경우와 동사가 아닌 경우를 정리하
고자 한다. 

  1) X가 동사11)인 경우:

(13) 자각(自覺), 자강(自强/自彊), 자결(自決), 자구(自救), 자급(自給), 자긍(自矜), 
자기(自記), 자동(自動), 자립(自立), 자멸(自滅), 자문(自問), 자백(自白), 자
부(自負), 자비(自費), 자살(自殺), 자생(自生), 자성(自省), 자수(自首), 자숙
(自肅), 자습(自習), 자신(自信), 자애(自愛), 자영(自營), 자원(自願), 자위(自
慰), 자위(自衛), 자유(自由), 자율(自律), 자인(自認), 자작(自作), 자작(自酌), 
자전(自轉), 자제(自制), 자조(自嘲), 자조(自助), 자족(自足), 자존(自尊), 자
주(自主), 자중(自重), 자진(自盡), 자진(自進), 자찬(自讚), 자책(自責), 자청
(自請), 자축(自祝), 자취(自炊), 자치(自治), 자칭(自稱), 자탄(自歎/自嘆), 자
퇴(自退), 자폐(自閉), 자폭(自爆), 자학(自虐), 자해(自害), 자활(自活)

  위의 X가 동사인 ‘自+X’들을 ‘自+동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2) X가 동사 아닌 경우:

(14) 자가(自家), 자국(自國), 자기(自己), 자당(自黨), 자력(自力), 자사(自社), 자
신(自身), 자아(自我), 자연(自然), 자의(自意), 자전(自傳), 자존(自存), 자체
(自體), 자타(自他), 자택(自宅), 자파(自派), 자필(自筆) 

11) 앞에서 논의한 듯이 한국어에서 X가 동사 아니지만 한문 문법으로 보면 X를 동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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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에서 우선 계열관계를 다루고, 그 다음에 통합관계를 다루는 순서대로 논의
를 진행할 것이다. 계열관계류에는 병렬구성(竝列構成)과 어근접미사구성(語根接尾
辭構成)이 있고 통합관계류에는 형명구성(形名構成)(형용사+명사), 목술구성(目述
構成)(목적어+서술어), 부술구성(副術構成)(부사+서술어)이 있다. 
  단어의 내부 구조가 관형 수식구성일 때 관형어가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
도 있다. 후자는 흔히 부술구성이라고 부른다. ‘부(副)’ 자는 품사를 가리키는 것이
고 ‘술(術)’자는 문장성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로의 지위가 다른 것이 의심스럽지
만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본고는 ‘부술구성’이라는 명칭을 흉내 내서 관형어가 
형용사인 경우에 ‘형명구성(形名構成)’, 즉 ‘형용사+명사 구성’이라고 부르기로 한
다.12)

2.2.1. 병렬구성

  ‘自’도 대명사이고 X도 대명사인 경우에 ‘自+X’의 구조는 모두 병렬구성(竝列構
成)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5) 자아(自我), 자타(自他)

  ‘자아(自我)’의 경우에 ‘自’는 ‘자기’라는 뜻이고 ‘아(我)’는 ‘나’라는 뜻이라서 병렬
구성이라 볼 수 있다. ‘자타(自他)’는 사전에서 ‘자기와 남’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
다. ‘自’와 ‘타(他)’는 각각 ‘자기’와 ‘남’이라는 인칭대명사이므로 병렬관계라고 여길 
수 있다.

12) 한문 문법에서 수식구성에 해당하는 단어 구조는 ‘편정결구(偏正結構)’이다. ‘편정단어
(偏正短語)’는 수식어(修飾語)와 중심어(中心語)로 구성한다. 수식어가 형용사일 때는 ‘정
중단어(定中短語)’라고 부르고 수식어가 부사일 때는 ‘장중단어(状中短語)’라고 부른다. 
전자는 본고의 ‘형명구성’에 해당하고 후자는 본고의 ‘부술구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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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어근접미사구성

  ‘자연(自然)’의 내부 구조는 어근접미사구성(語根接尾辭構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自然)’은 어근 ‘自’와 한자어 접미사 ‘연(然)’의 결합이다. ‘연(然)’은 접미어근
으로 ‘그렇다’, ‘어떠한 모습’의 뜻으로 쓰이는데 ‘저절로’의 뜻을 가진 ‘自’와 결합해
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2.2.3. 형명구성

  ‘自’가 관형어인 경우에는 보통 ‘자기의’, ‘자신의’, ‘스스로의’, ‘자기 혼자의’라는 
뜻으로 쓰이고 한문 문법에서 형용사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X는 
다 관형어 ‘自’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다. 여기서 관형어인 ‘自’는 한문에서는 형용사
라고 본다. 이런 단어들의 내부 구성은 형명구성(形名構成)라고 볼 수 있다. 『연세
한국어사전』에 등재된 72개의 ‘自’로 시작하는 2자 한자어 단어 ‘自+X’에서 이 경
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6) 자가(自家), 자국(自國), 자기(自己), 자당(自黨), 자력(自力), 자사(自社), 자
신(自身), 자의(自意), 자전(自傳), 자존(自存), 자체(自體), 자택(自宅), 자파
(自派), 자필(自筆)

  전술한 것처럼 위 단어들은 대부분 일본제 한자어라고 추측된다. 여기서 ‘自’는 
‘자기의, 자기가 속한’ 뜻을 가지고 있고 ‘타(他)’와 대립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즉, ‘自+X’-‘他+X’라는 반의 관계의 공존쌍을 이룬다.  
  ‘자기(自己)’, ‘자신(自身)’과 ‘자체(自體)’는 ‘自’와 ‘몸’의 뜻인 ‘기(己)’, ‘신(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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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體)’의 결합이다. 즉 다 ‘형용사+명사’의 형명관계로 볼 수 있다. 단어 의미로 
분석하면 ‘자기(自己)’와 ‘자신(自身)’은 보통 사람을 가리키고 ‘자체(自體)’는 보통 
사물을 가리킨다. 현대 한국어에서 재귀 대명사나 강조 대명사의 용법이 있다. 이들
의 대명사적 기능은 아마 ‘자기의 몸’이라는 뜻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여 진다.

2.2.4. 목술구성

  ‘自+X’의 뚜렷한 특징은 X가 동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X가 동사인 
‘自+동사’의 내부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X가 동사일 때 X의 특징과 ‘自’와 X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2자 한자어 ‘自+동사’
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7) ①자강(自强)13), 자결(自決)114), 자구(自救), 자급(自給), 자멸(自滅), 자문(自
問), 자살(自殺), 자애(自愛), 자위(自慰), 자위(自衛), 자유(自由), 자율(自
律), 자조(自助), 자존(自尊), 자중(自重), 자치(自治), 자폐(自閉), 자폭(自
爆)115), 자학(自虐)

13) ‘자강(自强)’에서 ‘강(强)’은 형용사지만 고전 중국어의 ‘사동용법(使動用法)’에 해당된다. 
‘사동용법(使動用法)’은 명사나 형용사가 동사로 쓰일 때 ‘무엇을 어떻게 만들다’라고 이
해한다. 따라서 본고는 ‘강(强)’을 ‘무엇을 강하게 만들다’라고 이해하여 타동사로 본다.

14) ‘자결(自決)’은 다의어이다. 『연세한국어사전』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1.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
   [예문] 누명의 흑백이 가려지지 않자 그 당사자가 자결을 했다고 한다.
   2.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단하여 처리하는 것.
   [예문] 오늘날 우리 경제에 있어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앞으로의 한국 경제의 자립, 

그리고 우리 문제의 자결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자결(自決)1’은 유형①에 해당하고 ‘자결(自決)2’은 유형②에 해당한다.   
15) ‘자폭(自爆)’은 다의어이다. 『연세한국어사전』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1. 자기가 타고 있는 함선, 항공기 등이 불리한 상태에 있을 때, 적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고 자기가 폭발시켜 스스로 죽는 것.
   [예문] 자폭을 해도 투항을 하지 말라!
   2. 자기가 지닌 폭발물을 폭발시켜 스스로 죽는 것.
   [예문] 혜순 자신도 박봉배의 자폭 소식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이다.
   ‘자폭(自爆)1’은 유형①에 해당하고 ‘자폭(自爆)2’은 유형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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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각(自覺), 자결(自決)2, 자백(自白), 자성(自省), 자수(自首), 자습(自習), 
자신(自信), 자영(自營), 자인(自認), 자작(自作), 자작(自酌), 자제(自制), 
자조(自嘲), 자찬(自讚), 자책(自責), 자청(自請), 자축(自祝), 자취(自炊), 
자칭(自稱), 자탄(自歎/自嘆), 자퇴(自退), 자폭(自爆)2, 자해(自害) 

③자긍(自矜), 자기(自記), 자동(自動), 자립(自立), 자부(自負), 자비(自費)16), 
자생(自生), 자숙(自肅), 자원(自願), 자전(自轉), 자족(自足)17), 자주(自主), 
자진(自盡), 자진(自進), 자활(自活)

  
  유형①과 유형②는 ‘自+동사’의 내부 구조에서 X가 타동사인 경우이며, 유형③은 
‘自+동사’의 내부 구조에서 X가 자동사인 경우이다. 그런데 유형①과 유형②는 ‘自’
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먼저 유형①부터 살펴보자. 
  유형①은 ‘自+동사’의 내부 구조에서 X가 타동사인 경우이다. 그런데 이때 ‘自’의 
역할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다. 가령 ‘자살(自殺)’은 ‘자기가 자신을 죽이
다’, 즉 ‘자살자(自殺自)’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의 ‘自’를 주어로 볼 수
도 있고 동사 ‘살(殺)’의 부사어로 볼 수도 있고 동사 ‘살(殺)’의 목적어로 볼 수도 
있다.
  马建忠(1983)에서는 ‘自’가 주어나 목적어가 다 될 수 있다고 본다.18) 그러나 
‘自’를 주어로 보면 단어 내부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중첩된다. 주어는 문장에 따
로 있기에 단어 내부의 ‘自’를 주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8) 그는 자살했다.

16) ‘자비(自費)’에서 ‘비(費)’는 명사이지만 ‘비용을 부담하다’라고 이해하여 자동사로 봐서 
유형③에 해당한다.

17) ‘자족(自足)’에서 ‘족(足)’은 형용사이지만 고전 중국어의 ‘의동용법(意動用法)’에 해당된
다. ‘의동용법(意動用法)’은 명사나 형용사가 동사로 쓰일 때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족(足)’을 ‘만족하게 여기다’라고 이해하여 자동사로 
봐서 유형③에 해당한다. 

18) ‘自’字可主可宾, 而其居宾次者, 必先于宾之者, 宾于介字者亦先焉. (『马氏文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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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과 같이 문장의 주어가 ‘그’인데 만약에 ‘자살(自殺)’ 내부의 ‘自’를 주어로 보
면 주어가 두 개가 된다. 그러므로 ‘自’를 주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呂叔湘(1979), 김용한(1998) 등 많은 학자들이 ‘自+동사’의 구조에 ‘自’를 동사 
X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부사로 본다. 왜냐하면 동사 앞에 붙은 것은 보통 그 동
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라고 보는 직관 때문이다. 또한 ‘自+동사’에서 동사가 타동사
일 경우도 있고 자동사일 경우도 있으므로 ‘自’를 부사어로 보는 것 편리하다는 이
유도 있다. ‘자살(自殺)’이라는 단어에서 ‘自’는 동작 ‘살(殺)’의 방식을 수식하고 한
정하는 부사어로 본다. ‘살(殺)’의 방식이 ‘타살(他殺)’이 아니라 ‘스스로 죽이다’, 즉 
‘자살(自殺)’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自’를 단순하게 다 부사로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다.
  첫째, 부사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다. 하지만 ‘自+형용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부사는 여러 개 같이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自+동사’에 ‘自’와 동사 사
이에 다른 부사가 삽입될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경우에 X가 타동사인 문장 안에 목적어가 없다. ‘自’를 부사로 보
면 문장 안에 목적어가 없게 된다. 
  또한 ‘자살(自殺)’을 보면 쉽게 ‘타살(他殺)’을 연상하게 되고 두 단어는 ‘살인(殺
人)’의 두 가지 방식을 가리키는 한 짝으로 본다. 이로부터 ‘자살(自殺)’의 ‘자(自)’
와 ‘타살(他殺)’의 ‘타(他)’는 다 살인의 방식을 표현하는 부사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자살(自殺)’은 흔히 ‘자살하다’의 형식으로 동사로 쓰이는데, ‘타살(他殺)’은 보통 
‘타살 사건’과 같이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동사 ‘타살하다’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살(自殺)’과 ‘타살(他殺)’을 동일시하여 ‘자(自)’나 ‘타
(他)’를 다 부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는 유형①에 속하는 ‘自+타동사’ 구조의 ‘自’는 목적어로 보고자 한
다. 즉 ‘自+타동사’의 내부 구조는 ‘목술구성(目術構成)’, 다시 말해, ‘목적어+서술
어’ 구성이라고 본다. 
  고전 중국어의 어순에 따르면 목적어는 보통 서술어 뒤에 오며, 특정한 조건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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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치(倒置)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自+동사’는 이와 달리 정상 어순대로의 
‘동사+自’는 전혀 없고 모두 도치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9) 자리이타(自利利他), 자손손타(自損損他)

  (19)는 병렬구조인 단어이다. 즉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자손(自損)’과 ‘손
타(損他)’는 대등관계이므로 내부 구조가 똑같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구조로 분
석된다.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예로 들면, ‘자리(自利)’의 ‘리(利)’는 ‘이롭게 하다’
라는 뜻의 타동사이다. 따라서 ‘이타(利他)’처럼 그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목적어 ‘自’와 동사 ‘리(利)’의 자리가 바뀌었다. 한문에서 먼 옛날
부터 ‘自+타동사’로 도치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自+타동사’의 내부 구조가 목술구성임을 설명하기 위해 ‘자살(自殺)’을 예로 들 
수 있다. ‘自’를 동사 ‘살(殺)’의 목적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살(自殺)’은 ‘누가 
죽이는 것’보다는 ‘누구를 죽이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0) 그는 자살했다.

  (20)에서 ‘그는 자기가 죽인다.’보다는 ‘그는 자기를 죽인다.’라는 정보가 더 중요
한 것으로 보인다.

19) 고전 중국어에 서술어 목적어 도치, 즉 빈어전치(宾語前置)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은 다
음과 같다.
1. 의문문. 예: 沛公安在? (패공 어디 계십니까?) （『鴻門宴』）
서술어: 在. 목적어: 安.
2. 부정문. 예: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거나 우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를 근
심하고 걱정해야 한다.) （『論語·學而』）
서술어: 知. 목적어: 己.
3. ‘시(是)’, ‘지(之)’ 구문. 예: 求! 無乃爾是過與? (구야! 이 일에 대해 너의 과오는 없다
고 여기느냐?) （『論語·季氏』）
서술어: 過. 목적어: 爾.
父母唯其疾之憂. (부모는 오로지 그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을 걱정하고 근심하신다
오.) （『论语·为政』）
서술어: 憂. 목적어: 其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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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유형①은 ‘自+X’에서의 동사 X가 타동사인 경우로 ‘목술
구성’으로 분석된다. 이 유형의 ‘自+X’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X는 타동사이다.
  둘째, 동작 X는 ‘自’에서 출발하고 ‘自’로 돌아온다. 즉 ‘自’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며 당하는 대상이다. 
  셋째, ‘자기(自)가 자기(自)를 어떻게 한다(X)’라고 해석할 수 있다. 

2.2.5. 부술구성

  다음으로 유형②와 유형③을 논의할 차례이다. 유형②는 ‘自+동사’의 동사가 타동
사인 경우이며, 유형③은 자동사인 경우이다.
  먼저 유형② ‘自+동사’에서 동사 X가 타동사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X가 타
동사라고 해서 유형①과 같이 ‘自’를 타동사의 목적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
면 ‘자백(自白)’은 ‘자기’가 ‘자신’을 고백하는 것(즉 ‘백자(白自)’)이 아니라 ‘잘못이
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는 서술어 ‘백(白)’의 목적어가 아니다. 
  고전 중국어 어순에 따르면 ‘自’는 서술어 앞, 즉 주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서술어 ‘백(白)’의 주어가 별도로 문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自’가 주어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 
  서술어 ‘백(白)’은 ‘고백하는 방식’, 즉 ‘남이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부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自’
의 기본 의미를 다른 사람이 아닌 대명사인 ‘자기’, ‘스스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
면 ‘自’는 동작의 방식을 수식하는 부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백(自白)’의 내부 
구조를 부술구성(副術構成)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自+타동사’의 특징은 아래
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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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X는 타동사이지만 X의 목적어는 ‘自’가 아니다.
  둘째, 동작 X는 ‘自’에서 출발하고 ‘自’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즉, ‘自’는 X라는 행
위를 당하는 대상이 아니다.
  셋째, ‘스스로(自) 무엇을 어떻게 한다(X)’라고 해석할 수 있다. X에 목적어가 필
요하지만 그 목적어는 잠재적일 수 있다.20) 
  
  다음으로 유형③ ‘自+동사’에서의 동사 X가 자동사인 경우를 살펴보자. 대명사 
‘自’는 ‘직접’, ‘몸소’, ‘저절로’, ‘자연히’ 등의 뜻으로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동
(自動)’은 기계나 장치 따위가 사람이 부리지 않아도 저절로 작용하거나 작동하는 
뜻으로 ‘自’가 동사 ‘동(動)’의 부사라고 볼 수 있다. 누가 작동하는가보다 어떻게 작
동하는가, 즉 작동의 방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自動)’의 내부 구조 또
한 부술구성(副術構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自+자동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X는 자동사이다.
  둘째, 외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직접 동작 X를 하는 것을 강조한다.

2.3. ‘自+X’의 외부 문법

2.3.1. 단일어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 1자 ‘自’는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고 보통 한자어 단어나 구 
내부에만 나타난다. 즉 ‘自’는 의존형태소로서만 존재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2자어 ‘自+X’는 모두 단일어이다. 사전에 따르면 ‘自’로 시작
20) 예를 들면 ‘자작(自酌)’을 하면 굳이 무엇을 ‘작(酌)’하는지를 밝히지 않아도 언어 습관

에 따라 ‘술’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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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자 한자어 ‘自+X’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부사,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72개 2자어 ‘自+X’는 전부 다 명사이다. 이 중 
‘자기(自己)’는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 ‘자기(自己)’의 품사는 『연세한국어사전』
에는 대명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대명사와 명사가 같이 등
재되어 있다. 또한 ‘자연(自然)’과 ‘자동(自動)’의 품사는 명사와 부사 두 가지가 있
다.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72개의 2자어 ‘自+X’에서 X가 명사이든 동사이든 
‘自+X’는 거의 다 자립명사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국(自國)’, ‘자신(自信)’, 
‘자습(自習)’ 등이 있다. 내부 구조와 관계없이 ‘自+X’는 거의 다 독립된 단어로 쓰
인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한다. (21)에서 보여 준 듯이 ‘자기(自記)’는 보통 독립적인 
단어로 쓰이지 않는다. 

(21) *자기(自記)가, *자기를, *자기의, *자기에, *자기로, *자기와

  ‘자기(自記)’는 관형어적 용법만 있다. ‘자기(自記)’는 보통 수식을 받은 명사와 같
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와 결합해서 ‘自X+하다’형 동사 형성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22) ㄱ. 자기(自記) 습도계, 자기 온도계
ㄴ. 자기(自記)하다

 
  김창섭(1999)에서는 관형명사에 대해 ‘[[X] [명사]]’형의 명사구를 형성할 수 있
으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단어로서의 용법이 없는 형식 X라고 정의한 바 
있다.21) 또한 관형명사의 성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21) 단 제한된 문맥에서 ‘-의’, ‘-에’, ‘-으로’, ‘-이다’ 등의 조사와 결합하여 일반명사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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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원칙적으로 합성명사·파생명사·명사구의 표제(head)가 되지 못하며 수식부
(attribute)만이 될 수 있는 2자 이상의 형식이다.

2. ‘X+하다’형 동사/형용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들도 있고 불참하는 것들도 있
다.

 
  이에 따라 관형어적 용법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자기(自記)’는 관형명사라고 
할 수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은 ‘자기(自記)’의 품사를 ‘형성소’라고 하여 관형 기능만 가진
다고 보았다.22) 즉 ‘자기(自記)’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새로운 낱말이나 구를 만드
는 데에만 쓰이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2.3.2. 복합어

  한자어는 복합어휘항을 형성할 때 고유어에 비해 풍부한 조어력을 갖는다. 한자가 
광범위한 조어력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심재기(1987)에서는 하나하나의 한자가 지
니는 통사적 기능의 다양성23)과, 의미의 대표성24), 의미의 융통성25)을 들고 있다. 
2.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自’도 심재기(1987)에서 예로 든 ‘숙(宿)’처럼 통사적 기
능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自+X’도 조어력이 강한 편이다.
  김광해(1989)에서는 한자어의 종합적 특징26)과 의미의 분화적 특성27)을 들고 있
22)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형성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홀로는 쓰이지 못하고 새로운 낱말이나 구를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것을 ‘형성소’라
고 하였다. 형성소가 구 결합에 쓰일 때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므로 그 뜻풀이도 관
형사적으로 하였다. 

23) ‘숙(宿)’이 ‘숙박(宿泊)’에서는 서술어로, ‘숙명(宿命)’에서는 관형어로 쓰임.
24) 대표되는 글자가 다른 글자와 약어를 형성하는 특성. 예컨대,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

가 ‘과기처(科技處)’로 줄어 약어를 형성함.
25) 의미가 확대된 이자어(二字語)부터는 관용적으로 특수화·전문화되는 특성. ‘삼매(三昧)’, 

‘보살(菩薩)’ 등.
26) 복합 개념을 하나의 복합어 속에 종합하여 표현하는 언어 특성. 예컨대 ‘담배를 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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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자어의 종합적 특징이나 의미의 분화적 특징은 지시나 개념의 명확성을 요구
하는 학술 용어나 번역어 등에서 한자어가 풍부한 조어력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한자어는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신어(新語)에서 고유어보
다 훨씬 더 활발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自+X’도 전문용어나 번역어 등에서 
조어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자는 조어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2자어 ‘自+X’는 자립
적인 단어이면서 다른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하여 복합어가 될 수도 있다. ‘자유(自
由)’로 예를 들면 한 단어로 쓰일 수도 있고, 합성어나 파생어의 어근으로도 쓰일 
수 있다. 

(24) ㄱ. 자유(自由)
  ㄴ. 자유주의(自由主義)
  ㄷ. 자유화(自由化)

  
  (24)에서 ‘자유(自由)’는 단일어이고, ‘자유주의(自由主義)’는 한자어 합성어이다. 
‘자유화(自由化)’의 경우에는 ‘자유(自由)’를 어근으로 하여 한자어 접미사 ‘-화
(化)’와 결합해서 형성된 파생어이다.
  한자어가 한자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합성어를 형성하여, 1차 
결합만이 아니라 여러 차를 겪어 복합어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자유
주의자(自由主義者)’는 한자어 복합어이다. 우선 어근 ‘자유(自由)’가 한자어 어근 
‘주의(主義)’와 결합하여 합성어 ‘자유주의(自由主義)’가 된다. 2차적으로 ‘자유주의
(自由主義)’가 한자어 접미사 중에 사람을 뜻한 접미사 ‘-자(者)’에 의해 파생되어
서 결국 복합어 ‘자유주의자(自由主義者)’가 된다.
  또 어근으로서의 2자어 ‘自+X’가 다른 한자어 어근과 결합한 것을 바탕으로 형성
된 합성 한자어의 경우 자립형식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들은 다시 고유어 접미사 
등 다른 요소와 결합해야 단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2자 한자어 ‘자신(自信)’이 2

사람’을 ‘애연가(愛煙家)’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일.
27) 예컨대, 고유어 ‘생각’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사고(思考)’, ‘사려(思慮)’, ‘사색(思索)’ 등 

일대다 대응이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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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자어 어근 ‘만만(滿滿)’과 결합하여 ‘자신만만(自信滿滿)’이라는 4자 한자어 어
근을 형성한다. 그 다음 이 어근이 고유어 접미사 ‘하-’와 결합하면 ‘자신만만하다
(自信滿滿-)’라는 자립적인 단어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自’로 시작하는 2자 한자어 ‘自+X’가 어근일 때, 이
들은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할 수 있고 접사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
성할 수도 있다. 즉 조어력이 강하고 복합어를 많이 생산해 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自+X’의 풍부한 조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自+X’의 
조어법은 주로 합성법과 파생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합성법은 다시 한자어 
합성어와 혼종어로 분류하고 파생법은 한자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와 고유어 접미
사와 결합할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2.3.2.1. 합성어

  1자 한자어 ‘自’는 2자 한자어와 결합해서 3자어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25) 자목적(自目的), 자부담(自負擔), 자수용(自受用), 자애통(自哀痛), 자의식(自意
識), 자진동(自振動)

  위에 든 예어들은 ‘1+2’, 즉 ‘自+2자어’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의식(自
意識)’을 ‘자+의식(自+意識)’이라고 분석되는 것이지 ‘*자의+식(自意+識)’으로 분
석되는 것이 아니다. 
  ‘自+2자어’ 식으로 형성된 3자어(즉 ‘1+2’ 구조)의 수량은 ‘自X+1자어’ 식으로 
형성된 3자어(즉 ‘2+1’ 구조)보다는 매우 적은 편이다. 다시 말해 ‘自+X’와 1자어
의 결합은 ‘自’와 2자어의 결합보다 훨씬 더 활발하다. 
  ‘自’로 시작하는 2자 한자어 ‘自+X’가 어근인 경우에 다른 1자어와 결합하여 3자
어 합성어를 만들 수 있다. 2자어 ‘自+X’가 1자어와 결합하여 3자어를 형성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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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와 같다.

(26) 자가용(自家用), 자가제(自家製), 자구책(自救策), 자국어(自國語), 자명종(自鳴
鐘), 자비심(自卑心), 자신감(自信感), 자신력(自信力), 자제력(自制力), 자전거
(自轉車), 자주국(自主國), 자주권(自主權), 자책감(自責感)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2자어 ‘自+X’의 내부 구조와 관계없이 다 1자어와 결
합하여 3자어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가용(自家用)’, ‘자국어(自國語)’ 등은 
형명구성인 ‘自+X’와 1자어의 결합이고 ‘자구책(自救策)’ 등은 목술구성인 ‘自+X’와 
1자어의 결합이다.
  2자어 ‘自+X’와 결합되는 1자 한자어는 대체로 명사적인 어근이거나 동사적인 어
근이다. 예를 들면 ‘자가용(自家用)’, ‘자가제(自家製)’ 등 일부 3자어 중 1자어는 동
사적인 어근이고 ‘자구책(自救策)’, ‘자국어(自國語)’, ‘자명종(自鳴鐘)’ 등 수많은 3
자어 중 1자어는 명사적인 어근이다.
  (26)의 예어들은 다 명사이며 추상명사와 구체명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비심(自卑心)’, ‘자신감(自信感)’, ‘자주권(自主權)’ 등은 추상명사이고 ‘자가
용(自家用)’, ‘자명종(自鳴鐘)’, ‘자전거(自轉車)’ 등은 구체명사이다.
  2자 한자어 ‘自+X’가 다시 2자 한자어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4자 한자어도 흔히 
보인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27) 자가당착(自家撞着), 자가보험(自家保險), 자기실현(自己實現), 자연주의(自然
主義), 자유주의(自由主義)

  2자 한자어 ‘自+X’가 4자어 이상의 한자어 합성어도 많이 형성한다. 이런 합성어
들은 대부분 전문용어이다.

(28) 자가성형술(自家成形術), 자동판매기(自動販賣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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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X’가 한자어와 합성한 후 그 뒤에 다시 한자어를 붙이는 2차적인 한자어 합
성어도 있다. 
 

(29) 자연법(自然法) →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

  또한 2차적 합성어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합성을 겪은 후에 다음절 한자어 합성
어를 형성할 수도 있다. 

 
(30) 자연신(自然神) → 자연신교(自然神敎) → 자연신교도(自然神敎徒)

  ‘自+X’와 결합하는 어근은 한자어일 수도 있고, 고유어나 외래어일 수도 있다. ‘自
+X’와 한자어가 결합하면 한자어 합성어를 형성하고 ‘自+X’와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하면 혼종어를 형성한다. 즉 2자 한자어 ‘自+X’는 한자어지만, 한자어와만 결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어나 외래어와도 결합할 수 있고 혼종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한자어 어근이 고유어와 결합하는 예는 아래와 같다.

(31) 자연물감(自然-), 자연물빼기(自然-), 자작논(自作-)
 
  2자 한자어 ‘自+X’와 외래어의 결합도 자유롭다. ‘自+X’가 외래어와 결합한 후에 
형성하는 혼종어들은 대부분 전문용어들이다. 예는 아래와 같다.
  

(32) 자동함마(自動hammer), 자연로그수(自然log數), 자유행정카프링(自遊行程
coupling)

  또한 2자어 ‘自+X’는 크게 X가 명사인 것들과 X가 동사인 것들로 분류할 수 있
는데 ‘自+X’의 확대는 X가 명사이든지 동사이든지 모두 실현된다. 예를 들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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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ㄱ. 자가용(自家用), 자가보험(自家保險)
ㄴ. 자살자(自殺者),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

  2자어 한자어 ‘自+X’ 중의 ‘자가(自家)’, ‘자기(自己)’, ‘자체(自體)’, ‘자아(自我)’, 
‘자동(自動)’, ‘자유(自由)’, ‘자연(自然)’ 등의 조어력이 특별히 강한 편이다. ‘자가
(自家)’, ‘자기(自己)’, ‘자체(自體)’, ‘자아(自我)’는 재귀성을 지닌 복합어나 명사구
를 많이 형성하고 ‘자동(自動)’, ‘자유(自由)’, ‘자연(自然)’은 학술 용어나 번역어 등 
전문용어를 많이 형성한다. 

2.3.2.2. 파생어

  ‘自+X’의 조어 양상을 살펴보면 합성법을 통해 합성어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접사에 의해 파생어를 형성할 수도 있다. ‘自+X’에 관련된 파생법에서는 ‘自
+X’가 한자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고유어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自+X’ 뒤에 한자어 접미사 ‘-적(的)’, ‘-화(化)’ 등을 붙여 파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자어 접미사 ‘-적(的)’에 의한 파생은 아래와 같다.

(34) 자각적(自覺的), 자조적(自嘲的), 자족적(自足的), 자주적(自主的), 자체적(自體
的), 자치적(自治的)

  또한 ‘-화(化)’에 의해서도 파생될 수 있다. 

(35) 자동화(自動化), 자유화(自由化) 
  
  한자어 ‘自+X’가 한자어 접사뿐만 아니라 고유어 접사에 의해 파생될 수도 있다. 
한자어 ‘自+X’ 뒤에 고유어 접미사 ‘-하-’가 결합한 파생은 매우 많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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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으로서의 한자어 ‘自+X’가 ‘-하-’에 의해 파생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
래와 같다.

(36) 자감하다(自甘-), 자강하다(自强-), 자거하다(自居-), 자검하다(自檢-), 자겁
하다(自怯-), 자귀하다(自貴-)

  (36)을 ‘自+X’와 ‘하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면 ‘自+X’ 중의 X는 
동사성을 지닌다. 2.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문 문법으로 볼 때 2자어 ‘自+X’ 중
의 X는 대부분 동사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에 차용된 후 단어를 형성 할 때 X의 
동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수많은 ‘自X하다’ 식의 동사가 형성될 수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自+X’ 구성의 표제어에서, X가 동사적 어근인 경
우 거의 모든 ‘自+X’가 고유어 접미사 ‘-하-’에 의해 파생될 수 있는데 ‘자폐(自
閉)’만은 그렇지 않다. ‘自+동사’는 거의 다 명사로 쓰이면서 ‘하다’와 결합해서 용
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각(自覺), 자각하다(自覺-)’, ‘자신(自信), 자신하다
(自信-)’ 등이 있다. 그러나 ‘자폐(自閉)’는 독립적인 단어로 거의 쓰이지 않고 어
근으로 쓰이고 ‘하다’와 결합할 수도 없다. 
  ‘자폐(自閉)’의 내부 구조도 ‘自+동사’이므로 ‘-하다-’ 결합이 기대되지만, 옛날
부터 있었던 많은 한자어 ‘自+동사’와 달리 ‘자폐(自閉)’는 ‘*자폐하다(自閉-)’를 실
현시키지 못한다. ‘자폐(自閉)’는 2.1.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근대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과학 기술 용어를 만들기 위해 만든 한자어일 가능성이 크다. ‘자
폐(自閉)’ 또한 자립형식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단어 내부에만 나타나거나 뒤에 명사
를 수식하여 명사구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7) 자폐성(自閉性), 자폐아(自閉兒), 자폐증(自閉症), 자폐 증상

  한편 ‘자폐증(自閉症)’ 대신 ‘자폐(自閉)’를 쓰이기도 한다. ‘자폐(自閉)’가 ‘자폐증
(自閉症)’의 약어(略語)일까 싶다. 
  또한 한자어 ‘自+X’ 뒤에 ‘-히’를 붙여서 부사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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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약히(自若-), 자연히(自然-)

  ‘-되-’에 의한 파생도 ‘-하-’처럼 풍부하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39) 자각되다(自覺-), 자급되다(自給-), 자멸되다(自滅-)
 

  ‘自+X’가 고유어 접미사 ‘-스럽다’나 ‘-롭다’에 의해 파생된 예는 드물다. 예들 
들면 ‘-스럽다’에 의한 파생은 ‘자연스럽다(自然-)’가 있고 ‘-롭다’에 의한 파생은 
‘자재롭다(自在-)’가 있다. ‘-롭다’의 부사 형식 접미사 ‘-로이’에 의한 파생은 ‘자
재로이(自在-)’를 예로 들 수 있다.  

(40) ㄱ. 자연스럽다(自然-)
ㄴ. 자유롭다(自由-), 자재롭다(自在-)
ㄷ. 자유로이(自由-), 자재로이(自在-)

2.4. ‘自+X’의 재귀성

  ‘自+X’의 재귀성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재귀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 
Marouzeau(1951)에서는 재귀 표현을 주어에서 나온 행동이 다시 주어로 되돌아가
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28) 또한 Quirk et al(1985)에서는 재귀 표현을 그것과 
동일 지시되는 문장이나 절의 어떤 명사구라고 정의한다.29) 
  이익섭(1978)에서는 한국어의 재귀대명사는 ‘자기’밖에 없으며 ‘저’, ‘당신’은 ‘자
기’의 존비 관계에 따라 달리 쓰이는 이형태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재귀화에 있어

28) 임홍빈(1987) 재인용.
29) 임홍빈(198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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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행사는 3인칭만이 가능하고 1인칭과 2인칭은 선행사가 될 수 없으며 선행사는 
반드시 주어일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임홍빈(1987)에서는 재귀사는 그 선행사에 대하여, 재귀사가 포함된 구성의 명제
적인 내용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는 언제나 3인칭 대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기’의 선행사로는 3인칭이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1인칭 대상이 ‘자기’의 선
행사가 되는 경우는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타자’의 시점을 도입하거나 ‘타자 시
점’ 자체가 ‘관찰자 시점’으로 도입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2인칭 대상이 ‘자기’의 선
행사가 되는 것은 ‘화자 시점’이 ‘관찰자 시점’으로 작용하게 되거나 다른 ‘타자 시
점’이 도입되는 경우라고 설명하며, 재귀사 ‘자기’가 가지는 의미론적인 제약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박진호(2007)에 따르면 재귀사((reflexive)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 동기로부터 생겨난다. 첫째는 재귀적 상황(reflexive situation) 또는 재귀적 
행위(reflexive action)30)를 표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3인칭 대명사나 문맥지시사가 
지니는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첫째 동기는 주어의 인칭이 1, 2, 3인칭일 때 모
두 발생하고 둘째 동기로 인해 생겨난 재귀사는 3인칭 형태만 있는 경우가 많다. 
  재귀성을 지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주어에서 출발하는 동작이 다른 대상에게 가
지 않고 자신에게 되돌아오는지를 보아야 한다. 본 절에서 ‘自+X’가 재귀성을 지니
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편의상 ‘自+X’에서의 X가 동사인 경우와 X가 명사인 경우로 
분류해서 다루고자 한다.

2.4.1. X가 동사인 경우

  ‘自+X’에서 X가 타동사인 경우 일부 ‘自+X’가 뚜렷한 재귀성을 갖는다. 이런 ‘自

30) 박진호(2007)에서 재귀적 행위란, 본래 사건 참여자(participant)가 둘인 행위인데, 주
어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행한 행위가 다른 대상에게 가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위
를 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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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동사’는 목술구성 즉 2.2.4절에서 살펴 본 유형①에 속하는 단어들이 이에 해당
한다.31) 즉 동작 X는 ‘自’에서 출발하고 ‘自’로 돌아오는 것이다. ‘自’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며 당하는 대상이므로 재귀성이 실현된다. 이는 박진호(2007)에서 재귀성이 
일어나는 첫째 동기에 해당한다. ‘자살(自殺)’로 예를 들면 죽는 사건은 본래 사건 
참여자가 ‘살인자(殺人者)’와 ‘피살자(被殺者)’ 둘이 있어야 되는데, ‘자살(自殺)’은 
주어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행한 행위가 다른 대상에게 가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온
다. 

(41) ㄱ. 지난해에 일본에서 환경청의 한 국장이 자살했다.
     ㄴ. 본인은 약을 먹고 자살을 해요.

  예문 (41ㄱ)에서 ‘자살하다’라는 행위동사의 행위주가 환경청의 한 국장이다. 그
리고 ‘자살하다’라는 동작을 입힌 사람도 환경청의 한 국장이다. 즉 ‘자살하다’라는 
행위동사를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주어에 해당하는 참여자인 
국장이 행한 행위 ‘자살’이 다른 대상에게 가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왔다. 
  예문 (41ㄴ)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약을 먹고 본인을 살해했다는 말이다. 이 ‘자
살’이라는 행위가 남에 가지 않고 스스로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살’은 
재귀성을 분명히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작을 표현하는 ‘自+타동사’가 재귀성을 지닐 때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自’의 기능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문장의 주어임을 표상해 주기 때문이
다.

(41ㄱ)′ *지난해에 일본에서 환경청의 한 국장이 국장을 자살했다.

  이 문장에서 ‘*국장을 자살했다’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목적어 ‘국장’이 이미 주어 

31) 유형①: 자강(自强), 자결(自決)1, 자구(自救), 자급(自給), 자멸(自滅), 자문(自問), 자
살(自殺), 자애(自愛), 자위(自慰), 자위(自衛), 자유(自由), 자율(自律), 자조
(自助), 자존(自尊), 자중(自重), 자치(自治), 자폐(自閉), 자폭(自爆)1, 자학
(自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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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살’ 앞에 목적어를 위치시키면 중복이 되어 비문이 된다. 
  박진호(2007)에서는 재귀적 행위를 표상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
하였다. 

(42) 박진호(2007)의 재귀적 행위 표상 방법
① 동사에 재귀성 표지를 부착하고 제2 논항을 생략하는 방법
② 재귀성을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하고 제2 논항을 생략하는 방법
③ 제2 논항 자리에 재귀사를 사용하는 방법

  ‘살(殺)’ 등 동사는 원래 타자지향적(他者志向的) 사태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自’
를 붙어서 자기지향적(自己志向的) 사태를 만든 것이다. ‘自+타동사’의 주어는 1, 
2, 3인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43) ㄱ. 난 포로가 되는 게 제일 무섭다. 포로가 될 바엔 차라리 자살하겠어. 
ㄴ. 당신은 지금 처지를 너무 비관하시지 말고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ㄷ. 체포 직전에 자살한 친구가 오히려 행복했다.

  
  (43ㄱ)에서 ‘自+타동사’의 주어는 1인칭이고 (43ㄴ)에서는 2인칭이고 (43ㄷ)에
서는 3인칭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재귀성이 현저한 유형①의 ‘自+타동사’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 동작 X가 주어 자기에서 출발하고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둘째, ‘自’는 X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며 당하는 사람이다. 
  셋째, 재귀성을 나타내는 ‘自’를 사용하고 문장 안에 서술어 ‘自+X’의 목적어가 생
략된다.

  ‘自+X’에서 X가 타동사이며 부술구성인 유형②에 해당하는 단어들도 동작 X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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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기에서 출발하고 자기에게 되돌아온다.32) 다만 유형①과 달리 ‘自+타동사’라
는 동작의 목적어는 자기가 아니다.

(44) 자습하는 아이들을 감시하듯 교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오광구……

  (44)에서 ‘자습(自習)’을 하는 사람이 아이들이고 자습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사
람도 아이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작 X가 주어 자기에서 출발하고 자기에
게 되돌아온다. ‘자습(自習)’의 ‘自’는 주어 ‘아이들’을 되돌아 지시하는 것이므로 재
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유형①과 달리 ‘자습(自習)’의 주어는 ‘아이들’이지만 ‘자습(自習)의’ 내
용은 아이들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문장 안에 서술어 ‘自+타동사’의 목적어가 별도
로 있어도 된다. 예를 들면 ‘노래 자습’, ‘영어 자습’에서 ‘노래’, ‘영어’는 ‘자습(自
習)’의 목적어이다. 
  재귀성을 지닌 유형②의 ‘自+타동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작 X가 주어 자기에서 출발하고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둘째, ‘自’는 X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지만 X의 목적어가 아니다. 
  셋째, 문장 안에 서술어 ‘自+X’의 목적어가 별도로 있어도 된다.

  ‘自+X’에서 X가 자동사인 유형③에 해당하는 단어들도 재귀성을 지닌다.33) ‘자전
(自轉)’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자. 

(45)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일 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한다.

32) 유형②: 자각(自覺), 자결(自決)2, 자백(自白), 자성(自省), 자수(自首), 자습(自習), 자
신(自信), 자영(自營), 자인(自認), 자작(自作), 자작(自酌), 자제(自制), 자조
(自嘲), 자찬(自讚), 자책(自責), 자청(自請), 자축(自祝), 자취(自炊), 자칭(自
稱), 자탄(自歎/自嘆), 자퇴(自退), 자폭(自爆)2, 자해(自害) 

33) 유형③: 자긍(自矜), 자기(自記), 자동(自動), 자립(自立), 자부(自負), 자비(自費), 자생
(自生), 자숙(自肅), 자원(自願), 자전(自轉), 자족(自足), 자주(自主), 자진(自
盡), 자진(自進), 자활(自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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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에서 ‘자전(自轉)’의 주어는 ‘지구’이다. ‘自’는 주어 ‘지구’를 되돌아 지시하는 
것이므로 재귀성이 있다. 이 경우에 문장 안에 서술어 ‘自+X’의 목적어가 없다.

2.4.2. X가 명사인 경우

  ‘自+X’에서 X가 명사인 경우(예를 들면 ‘자국(自國)’, ‘자사(自社)’ 등) ‘自+X’는 
재귀성이 있다. ‘自+명사’는 박진호(2007)에 재귀사가 생겨나는 둘째 동기, 즉 3인
칭 대명사나 문맥지시사가 지니는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동기는 보통 1, 2인칭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3인칭에서만 발생한다. 

(46)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한다.
(46)′ ?세계 각국은 국가의 이익을 가장 중시한다.

  (4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自’가 없으면 문장 속에 ‘국가의 이익’이 어느 나라
의 이익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自’를 붙이면 ‘자국’은 ‘자기 나라’로 
명시되어 중의성이 없어진다.

(47) 그 외국인은 지금 자국어를 하고 있다.

  (47)에서 ‘자국어(自國語)’에 해당되는 대상은 3인칭인 ‘그 외국인’이며 이 문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국어(自國語)’가 1인칭이나 2인칭에 쓰이면 안 된다.

(48) *나는 지금 자국어를 하고 있다.
(49) *너는 지금 자국어를 하고 있지?

  (48)과 (49)처럼 ‘자국어(自國語)’에서의 ‘自’가 1인칭 즉 화자나 2인칭, 즉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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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47)처럼 화·청자를 제외한 제3자를 가리킬 때만 
‘자국어(自國語)’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自+명사’에서 재귀성과 관련되어 많이 연구된 것은 ‘자신(自身)’과 ‘자기(自己)’
이다. ‘자신(自身)’은 박진호(2009)에서 강조의 동기로부터 재귀성 표시의 용법이 
파생된 재귀사라고 보았다.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람일 때에는 ‘자신(自
身)’이 주로 사용되고 사물일 때에는 ‘자체(自體)’가 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자기(自己)’는 보편적으로 재귀사로 받아 들여 진다. ‘자기(自己)’는 3인칭 대명
사나 문맥지시사를 공지시하는 것으로 중의성을 해소하려는 동기에서 생겨난 재귀
사이다. ‘자기(自己)’의 선행사는 보통 3인칭이다. 임홍빈(1987)에서 ‘자기(自己)’의 
선행사가 1, 2인칭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의미론적인 3인칭화’가 일어난 것으로 
처리한다. 
  ‘자기(自己)’뿐만 아니라 ‘자기(自己)’나 ‘자아(自我)’에 의해 형성된 합성어도 재
귀성이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50) 자기비판(自己批判), 자기선전(自己宣傳), 자기실현(自己實現), 자아도취(自我
陶醉), 자아실현(自我實現), 자아의식(自我意識)

  ‘비판(批判)’, ‘실현(實現)’ 등 동사는 타자지향적인 동사인데 명사 ‘자기(自己)’나 
‘자아(自我)’가 결합하면 자기지향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된다.
  결국은 ‘自+X’ 내부의 X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상관없이 모든 ‘自+X’가 다 재귀성
이 있다. ‘自’의 본의는 ‘자기’이고 대명사로 볼 수 있다. ‘自+X’의 문장 주어를 되돌
아 지시하는 기능은 ‘自’의 본의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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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本+X’의 문법

  3장에서는 ‘本+X’의 어원,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 ‘本+NP’의 문법, 그리고 ‘本+X’
의 지시성과 재귀성을 다루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3.1절에서는 ‘本+X’의 어원이 고전 중국어인지, 일본어 한문인지, 한국어 한
문인지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에 3.2절과 3.3절에서 ‘本+X’의 문법에 대하여 자세
히 다룰 것이다. 이 부분은 내부 문법과 외부 문법을 나누어서 연구할 것이다. 
  3.2절 ‘本+X’의 내부 문법에서는 ‘本+X’의 내적 구성을 연구할 것이다. 『연세한국
어사전』에서 등재된 2자어 표제어 ‘本+X’(총 57 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2장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本+X’들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自+X’처럼 한문 문법의 층위
에서 분석할 것이다. 
  3.3절 ‘本+X’의 외부 문법에서는 ‘本+X’을 한 전체로 보고 이 전체가 어떻게 더 큰 
단위를 형성할 것이냐를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本+X’에 관련된 조어법과 명사구 등
의 형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3.4절에서는 ‘本+NP’의 문법을 검토할 것이다. ‘本’과 어근의 결합 형식인 ‘本
+X’와 달리, ‘本+NP’는 지시관형사인 ‘本’이 명사나 명사구와 결합해서 형성된 명사
구를 가리킨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는 ‘本+X’의 지시성과 재귀성을 검토할 것이다. 

3.1. ‘本+X’의 어원

  ‘本’으로 시작하는 한자어 단어를 연구하려면 우선 한자 ‘本’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 절에서 공시적·통시적으로 한자 ‘本’의 의미와 용법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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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쓰이고 있는 한자 ‘本’의 의미는 사전 기술을 바탕으로 고찰할 수 있다. 
『(東亞)漢韓大辭典』에서의 ‘本’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51)
本
근본 본
1. 밑.
2. 기원(起源),근원.
3. 바탕, 밑절미, 소지(素地).
4. 나의 몸.
5. 마음, 본성(本性).
6. 선행(善行), 덕(德).
7. 조상, 부모.
8. 본가(本家), 종손(宗孫).
9. 고향, 태어난 나라.
10. 농업.
11. 본전, 원금(元金).
12. 사람, 인간.
13. 임금.
14. 본디, 원래.
15. 원래의, 예로부터의.
16. 근본으로 삼다, 근거하다, 기인하다.
17. 이. ※ 지시 대명사.
18. 본(本). ※ 초목을 셀 때의 단위. 
19. 책, 문서.

  ‘本’과 관련된 다른 사전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52) 단어 뜻풀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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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신(自身)’, ‘이’의 뜻으로 쓰는 말.
② (영화(映畫) 필름 등(等)의)한 편(篇)을 세는 단위(單位).

(53) 지사문자35)
木(목 → 나무) 아래쪽에 표를 붙여 나무의 뿌리 밑을 나타냄. 
나중에 나무에 한하지 않고 사물의 근본(根本)이란 뜻으로 씀.

  이를 바탕으로 할 때, ‘本’은 다의어로 볼 수 있다.
  이어서 통시적으로 한문에서 한자 ‘本’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 과정을 거
쳐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本’은 고대 중국어에서 하나의 지사문자이다. ‘木下
曰本. …… 本末皆于形得义. 其形一从木上. 一从木下. 而意即在是.(『說文解字·木
部』36))’라는 내용을 통해 ‘本’은 ‘초목의 뿌리’라는 최초의 뜻에서 ‘사물의 근본’, 
‘원래’ 등의 의미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전 중국어 말뭉치를 분석해 보면 ‘本’의 지시관형사적인 용법은 보다 늦게 나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근본’, ‘기본’의 의미를 가지다가 점차 ‘자기 방
면의’ 사물을 지시하는 기능으로 발전한 것이다. 자기와 관련된 것을 가리키는 ‘本
+X’로서 다소 일찍 출현한 단어는 ‘본조(本朝)’이다. ‘诸侯之士在大王之本朝者, 尽善
用兵者也. 臣是以知大王之弗为也.(『吕氏春秋』)’에서 나타난 ‘본조(本朝)’는 ‘조정
(朝廷)’을 가리킨다. 고대에 ‘조정’은 나라의 근본으로 여겨졌다. 자기가 속하는 나
라의 조정을 이르는 ‘본조(本朝)’에서 ‘本’의 ‘자기 혹은 자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지
시적인 의미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현대 한국어 한자어 단어 ‘本+X’에서 ‘本’은 주로 ‘원래(元來·原來), 본래(本來), 
본디’, ‘주(主)가 되는 것’, ‘자기 자신’등의 의미로 많이 쓰여 진다. 이제 『연세한국
어사전』에서 등재되는 57개의 ‘本’으로 시작하는 단어 ‘本+X’를 대상으로 그 어원
을 살펴보겠다.37)

34) 네이버 한자사전(http://hanja.naver.com/) 참고.
35) 네이버 한자사전(http://hanja.naver.com/) 참고.
36) 나무 밑을 ‘本’이라고 한다. ‘본(本)’과 ‘말(末)’은 다 글자 모양에서 의미를 얻었다. 그

들의 글자 모양은 각각 ‘목(木)’자의 아래와 위와 관련이 있다. 그들의 의미도 그렇다.  
37) ‘本+X’의 어원을 살펴보는 방법은 2.1절에서 언급한 듯이 ‘自+X’의 어원을 살펴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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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고전 중국어

  한자어 ‘本+X’는 대부분 고전 중국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本+X’는 다시 
고전 중국어 의미와 완전 일치하는 경우와 고전 중국어의 의미보다 넓은 것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고전 중국어 의미와 완전 일치하는 경우이다.

(54) 본가(本家), 본고(本稿), 본관(本貫), 본국(本國), 본기(本紀), 본당(本堂), 본
도(本道), 본래(本來), 본말(本末), 본명(本名), 본무(本務), 본문(本文), 본법
(本法), 본보(本報), 본봉(本俸), 본부(本部), 본분(本分), 본산(本山), 본색(本
色), 본서(本署), 본서(本書), 본성(本性), 본심(本心), 본업(本業), 본연(本然), 
본음(本音), 본의(本意), 본의(本義), 본인(本人), 본적(本籍), 본전(本錢), 본
점(本店), 본조(本朝), 본존(本尊), 본지(本旨), 본직(本職), 본질(本質), 본처
(本妻), 본토(本土), 본향(本鄕), 본회(本會)

  위 단어들은 한국어 의미와 고전 중국어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들로 어원
은 고전 중국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고전 중국어의 의미보다 넓은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본류(本流)’는 ‘간류’의 동의어로 쓰일 뿐만 아니라 ‘중심이 되는 계통
이나 유파’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는 고전 중국어에서 없는 의미 항목이다. ‘본체
(本體)’는 고전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모두 ‘한 사물의 실제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라는 뜻과 그 비유적인 의미를 쓰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물체를 이루는 중심 부분’이
라는 의미도 있다. 

법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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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일본어

  고전 중국어 말뭉치에 ‘本+X’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거나 의미가 다를 경우 일본
어 한자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원래 고전 중국어에서 있지만 일본어 및 한국어와 비교하면 그 뜻이 일부만 
일치하는 부류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55) 본관(本館), 본교(本校), 본대(本隊), 본위(本位)

  여기서 ‘本+X’의 ‘本’은 항상 ‘주가 된, 중심이 된……’이라는 뜻이다. 일본어에서 
‘주가 된, 중심이 된……’이라는 뜻의 ‘本’이 ‘本+X’류 단어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한
국어 어휘와 현대 중국어 어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는 이 종
류의 ‘本+X’를 많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본관(本館)’, ‘본교(本校)’, ‘본대(本隊)’ 등의 ‘本’은 ‘주가 된, 중심이 된……’이라
는 뜻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이런 한자어 단어들은 ‘별관(別館)’과 구별되는 ‘본
관(本館)’, ‘분교(分校)’와 구별되는 ‘본교(本校)’, ‘분대(分隊)’와 구별되는 ‘본대(本
隊)’로 쓰인다. 
  중국어에서는 ‘本’ 대신 ‘총(總)’, ‘주(主)’ 등이 더 많이 쓰여 진다. 이 경우 ‘본교
(本校)’가 ‘타교(他校)’와 상대되는 ‘우리 학교’라는 의미인지, ‘분교(分校)’와 상대되
는 ‘main campus’라는 의미인지 구별되지 않는 중의성을 피할 수 있다. 일본어에서
는 ‘이 학교, 우리 학교’의 의미이든 ‘main campus’의 의미이든 다 ‘본교(本校)’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 악센트(accent)가 달라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38) 한국어에서
는 문맥에 따라 ‘本+X’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38) 일본어에서 한자어 단어 ‘본교(本校)’를 ‘ほんこう(honkou)’ 라고 발음하는데 ‘우리 학
교’인 경우에는 ‘ほ(ho)’가 더 강하고 높게 발음되며 ‘main campus’인 경우에는 ‘ほ(ho)’
가 더 약하고 낮게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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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고전 중국어에 없거나 있어도 뜻이 전혀 다른 한자어로 일본에서 만든 한자
어라고 판단되는 부류이다. 일본에서 만든 이런 한자어는 한국과 중국에 들어와 한
국어와 현대 중국어 어휘의 일부가 된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56) 본격(本格), 본능(本能), 본론(本論), 본사(本社), 본선(本選), 본선(本線), 본
지(本紙), 본지(本誌)

  예를 들면 고전 중국어에서 ‘본능(本能)’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와 결합해서 ‘원래
는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러한 ‘본능(本能)’은 이후 근대에 들어와서 일
본에서 심리학 전문용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어와 현대 중국어에 들어오게 되었다.
  ‘본론(本論)’, ‘본사(本社)’, ‘본선(本選)’, ‘본선(本線)’에서 ‘本’은 ‘주가 된……’이라
는 의미로 쓰인다. ‘본지(本紙)’, ‘본지(本誌)’는 지시적인 기능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3.1.3. 한국어

  한국어에서 만든 한자어 ‘本+X’는 아래와 같다.

(57) 본령(本領), 본시(本是)
  
  ‘본령(本領)’은 중국어나 일본어에 다 있지만 뜻은 다르다.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는 ‘재능, 능력’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한국어에서는 ‘1. 활동의 중심이 되는 영역. 
2. 본래의 특성’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중국어나 일본어에는 ‘본시(本是)’라는 단어가 없다. 한문에서 ‘본시(本是)’는 ‘本
是我国之地(원래는 우리 나라 땅이다)’와 같이 문장에 나타나지만 단어로 쓰이지 않는
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한문 문장의 ‘본시(本是)’만을 따로 떼 내어 단어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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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本+X’의 내부 문법

3.2.1. 병렬구성

  본고의 연구 대상인 57개의 ‘본+X’ 중에 ‘본말(本末)’의 내부 구조는 병렬 구조이
다. ‘本’과 ‘말(末)’은 명사로서 어근으로 쓰이고 서로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本’
과 ‘말(末)’은 병렬 구성으로 단어를 형성한다. ‘본말(本末)’의 본의는 나무의 뿌리와 
지엽을 지칭하는데 주로 일의 처음과 끝, 사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을 비유한다. 

3.2.2. 어근접미사구성

  ‘本+X’에 ‘본연(本然)’의 내부 구조가 어근접미사구성이라고 본다. 어근 ‘本’과 한
자어 접미사 ‘연(然)’의 결합이다. ‘연(然)’을 접미어근으로 보아 ‘그렇다’, ‘어떠한 
모습’의 뜻으로 쓰인데 ‘원래의’ 뜻을 가진 ‘本’과 결합해서 ‘그대로의 상태나 모습’
을 의미한다.

3.2.3. 부술구성

  ‘本’은 보통 명사와 결합하며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드물다. ‘本’이 동사와 결합
할 때 ‘本’은 ‘본래’, ‘원래’라는 뜻을 가진 부사어로 쓰인다. 따라서 ‘本’이 동사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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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때 ‘本+X’의 내부 구조는 부술구성이다. 예를 들면 ‘본래(本來)’이다. ‘본래(本
來)’는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3.2.4. 형명구성

  한자어 단어 ‘本+X’ 내부에 ‘本’은 대부분 명사 X를 수식한다. 한문 문법으로 보
면 X는 명사라서 X를 수식하는 ‘本’은 형용사이다. 그러므로 ‘本+X’ 내부에 ‘本’이 
X를 수식하는 경우에 ‘本+X’의 내부 구조는 형명구성이다.
  형명구성의 ‘本+X’는 수량이 많은데 ‘本’의 의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58) ①본가(本家), 본국(本國), 본부(本部) ……
②본고(本稿), 본서(本書), 본지(本誌) ……

  유형① ‘본가(本家)’류와 유형② ‘본고(本稿)’류의 ‘本+X’은 다 ‘本’과 명사의 결합
형이고 이때 ‘本’은 X를 수식한다. 한문 문법으로 보면 유형①과 유형②는 다 형명
구조로 보이지만 한국어의 층위로 보면 ‘本’과 X는 다 어근이다. 한국어 문법으로 
보면 유형①은 어근 ‘本’과 명사적 어근 X의 결합이고 유형②는 관형사적 성격을 지
니는 어근 ‘本’과 명사적 어근 X의 결합이다.
  유형① ‘본가(本家)’류의 ‘本’은 주로 ‘근본이 되는’, ‘본래의’ 뜻으로 쓰여 형용사
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국어 문법의 층위에 보면 이 유형의 ‘本’은 어근이다. 한문 
문법으로 보면 ‘本’은 형용사이고 뒤의 명사 X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다. ‘本’은 초
목의 뿌리를 가리키는 명사의 용법에서 점점 형용사적인 용법이 발전되었다. ‘본래
의’, ‘원래의’, ‘본디의’ 등 뜻으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형용사적인 어근 ‘本’
은 명사와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本+X’는 아래와 같다.

(59) 본가(本家), 본격(本格), 본관(本貫), 본관(本館), 본교(本校)139), 본국(本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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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本紀), 본능(本能), 본당(本堂), 본대(本隊), 본도(本道), 본령(本領), 본
론(本論), 본류(本流), 본명(本名), 본무(本務), 본문(本文), 본봉(本俸), 본부
(本部), 본분(本分), 본사(本社)1, 본산(本山), 본색(本色), 본서(本署), 본서
(本書)1, 본선(本選), 본선(本線), 본성(本性), 본시(本是)40), 본심(本心), 본업
(本業), 본위(本位), 본음(本音), 본의(本意), 본의(本義), 본적(本籍), 본전(本
錢), 본점(本店), 본존(本尊), 본지(本旨), 본직(本職), 본질(本質), 본처(本妻), 
본체(本體), 본토(本土), 본향(本鄕), 본회(本會)1

  한문 문법의 층위에서 형용사로 쓰인 ‘本’은 본의로부터 주로 4가지 뜻으로 발전
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근본적’, ‘기본적’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본업(本業)’, ‘본위(本位)’ 등이 
있다. 여기서 ‘本’은 그 본의인 ‘초목의 뿌리’, ‘초목의 근’으로부터 ‘사물의 근본’으로 
발전되어 형사용적인 용법이 나타났다.
  둘째, ‘올바른’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본도(本道)’가 있다. 근본적, 기본적인 도
리는 올바른 도리이어야 한다. 이 의미 항목도 ‘本’의 본의에서 발전된 것이다.
  셋째, ‘원래의’, ‘본래의’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본가(本家)’, ‘본관(本貫)’, ‘본국
(本國)’, ‘본명(本名)’ 등이 있다. 예전이나 달라지기 전의 것을 뜻한다. 
  넷째, ‘주가 된 것’, ‘중심이 된 것’, ‘주요한 것’이라는 뜻이다.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의미 항목은 고전 중국어보다 일본어와 한국어 한자어 단어에서 특별
히 발달했다. 예를 들면 ‘본관(本館)’, ‘본부(本部)’ 등이 있다. 이런 단어들은 제일 
중요하고 중심 되는 것을 의미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과 대립된다. 예를 들면 ‘본관
(本館)’과 ‘별관(別館)’, ‘본교(本校)’와 ‘분교(分校)’, ‘본사(本社)’와 ‘지사(支社)’, 
39) ‘본교(本校)’는 다의어이다. 『연세한국어사전』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1. (둘 이상으로 갈라진 학교에서) 분교에 대하여 중심이 되는 학교.
[예문] 학교 교원이 완고한 노인들의 하대를 받고, 기부금을 모으느라고 봉변을 당해 가면서 
학교를 일으키고 분교를 본교가 되게 키웠다.
2.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예문] 본교의 졸업생들은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本校)1’은 ‘본가(本家)’류에 해당하고 ‘본교(本校)2’는 ‘본고(本稿)’류에 해당한다. 
‘본사(本社)’, ‘본서(本書)’, ‘본회(本會)’도 마찬가지이다.

40) 보통 부사로 쓰인 ‘본시(本是)’에서 ‘시(是)’를 ‘이, 이것’의 뜻으로 대명사로 보고 ‘본시
(本是)’의 내부 구조를 형명구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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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本線)’과 ‘간선(幹線)’이 각각 대립된다. 
  ‘本’이 형용사로 쓰인 어떤 단어에서 ‘本’은 두 가지의 의미항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본문(本文)’의 ‘本’은 셋 번째 뜻과 넷 번째 뜻으로 다 쓰인다. ‘본문(本
文)’이 셋 번째 의미항으로 쓰일 때는 ‘(번역하거나 주석을 붙인 것이 아닌) 본디의 
글’이라는 뜻이고 넷 번째 의미항으로 쓰일 때는 ‘주요 내용을 이루는 부분의 글’이
라는 뜻이다.

  유형② ‘본고(本稿)’류의 ‘本’은 ‘자기 자신의’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말하는 이의 
편에서 ‘이’의 뜻으로 쓰인다. 한국어에서 이 경우의 ‘本’을 관형사적 성격을 지닌 어
근으로 본다. 하지만 이 유형의 ‘本’은 관형사로 볼 수 없다. 여기서의 ‘本’은 2자어 
단어 내부에 존재하며 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형태적 분리성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의 ‘本’을 관형사로 보지 않고 관형사적 기능을 지니는 어근으
로 보아야 한다.
  유형② ‘본고(本稿)’류에 속하는 형명구성인 ‘本+X’의 예는 아래와 같다.

(60) 본고(本稿), 본교(本校)2, 본법(本法), 본보(本報), 본사(本社)2, 본서(本書)2, 
본인(本人), 본조(本朝), 본지(本紙), 본지(本誌), 본회(本會)2

  ‘本’이 관형사적 성격을 지닌 어근으로 쓰인 ‘本+X’는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물이
나 자기 자신의 것을 지시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본고(本稿)’는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이 논문’이고, ‘본교(本校)’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를 가리킨다. 
  일부 유형②의 ‘本’은 유형①의 ‘本’과 중첩된다. ‘본교(本校)’와 ‘본사(本社)’가 그 
예들이다. ‘본가(本家)’류에 속하는 단어와 ‘본고(本稿)’류에 속하는 단어는 각각 ‘중
심이 되는 학교, 회사’라는 뜻과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라는 뜻이 있다. 이 단어들은 다의어로 중의성을 피하려면 문맥에 따
라 적절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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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本+X’의 외부 문법

3.3.1. 단일어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 1자 ‘本’은 자립형태소로 존재한다. 즉 독립적인 단어로 쓰
일 수 있다. ‘本’은 한국어에서 명사와 관형사로 쓰인다. 
  명사로 쓰인 ‘本’은 ‘本+X’ 중 형명구성인 ‘본가(本家)’류의 ‘本’과 대체로 같은 뜻
을 가진다. 

(61) 본(本)이 어디십니까?
우리는 성이 같지만 본(本)은 다릅니다.

  여기서 ‘本’은 자립명사이고 ‘고향’이나 ‘성의 근원’을 뜻한다.
  또한 (62)와 같이 ‘本’은 남이 배워서 그대로 따라 할 만한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
다. 

(62) 남의 본(本)이 되어야지, 남이 하는 못된 짓을 배우기만 하면 못 써.

  그리고 (63)과 같이 ‘本’은 ‘옷 따위를 만드는 데 쓰는 치수와 마름질과 바느질을 
할 자리를 표시한 실물 크기의 그림’의 뜻으로도 쓰인다.

(63) 종이에 바지의 본(本)을 떠라.
  
  관형사로 쓰인 ‘本’의 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64) 본 논문, 본 사건, 본 연구, 본 반장 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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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어들과 같은 관형사로서의 ‘本’의 문법은 다음 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2자어 ‘本+X’는 다 단일어이다. 사전에 따르면 본고의 연구 
대상인 ‘本’으로 시작하는 한자어 ‘本+X’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와 부사 세 가지 있
다.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57개의 ‘本+X’는 거의 다 명사로 쓰일 수 있다. 
이 중 ‘본인(本人)’은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 ‘본래(本來)’와 ‘본시(本是)’의 품사 
표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는 명사와 부사가 같이 등재되어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57개의 ‘本+X’는 거의 다 자립형식으로 쓰일 수 있
다. 예를 들면 ‘본교(本校)’, ‘본국(本國)’, ‘본의(本意)’ 등은 ‘本+X’의 내부 구조와 
상관없이 다 독립적인 단어로 쓰인다. 다만 ‘본격(本格)’은 보통 독립된 단어로 쓰지 
않고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적인 용법만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65) 본격(本格) 문화, 본격(本格) 소설
  
  ‘본격(本格)’은 고유어 접미사 ‘하-’와의 결합은 불가능하나 한자어 접미사 ‘적
(的)’과의 결합은 가능하다. 

(66) ㄱ. *본격(本格)하다
ㄴ. 본격적(本格的)

  
  김창섭(1999)에서는 ‘본격(本格)’을 관형명사로 보았고 노명희(2005)에서 ‘본격
(本格)’을 부사적 어근으로 보았다.

3.3.2. 복합어

  2.3.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어는 풍부한 조어력을 갖는다. ‘自+X’는 그 풍부
한 조어력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本+X’의 조어 능력이 ‘自+X’만큼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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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 이 절에서는 ‘本+X’의 조어 능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3.3.2.1에
서는 ‘本+X’에 의한 합성어 형성을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3.3.2.2에서는 접두사
로서의 한자 1자 ‘本’에 의한 파생을 살펴보고, 어근으로서의 ‘本+X’와 다른 접사의 
결합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3.3.2.1. 합성어

  한자어 ‘本+X’는 한자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 수 있다. ‘本+X’와 한자어가 결
합하면 한자어 합성어가 되고 ‘本+X’와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하면 혼종어가 될 
수 있는데 ‘本+X’와 결합하는 어근은 대부분 한자이고, 고유어나 외래어는 드문 편
이다. 
  2자 ‘本+X’와 1자 한자어가 결합하여 3자어를 형성하는 예는 아래와 같다. 

(67) 본가댁(本家宅), 본국검(本國劍), 본국법(本國法), 본국어(本國語), 본국인(本國
人), 본능설(本能說), 본위음(本位音), 본위제(本位制), 본위화(本位貨), 본질파
(本質派), 본질학(本質學)

  그러나 이런 예들은 ‘本+2자어’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다. 즉 ‘2+1’로 분석해야 될 
것이지 ‘1+2’로 분석하면 안 된다. ‘본위화(本位貨)’는 ‘본위+화(本位+貨)’로 분석
될 뿐 ‘*본+위화(本+位貨)’으로 분석될 수 없다. ‘*위화(位貨)’라는 단어 자체가 존
재하지 않는다. ‘본국법(本國法)’을 보면 ‘국법(國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더라도 ‘*
본+국법(本+國法)’으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3자어에서의 ‘本’의 용법은 접
두사적인 용법이 아니다.
  또한 전술한 듯이 ‘本+X’는 주로 ‘本’이 ‘주가 된 것’, ‘본래의’라는 뜻을 가진 ‘본
가(本家)’류와 ‘本’이 ‘(말하는 이의 편에서)이’의 뜻을 가진 ‘본고(本稿)’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本+X’는 다 합성어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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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ㄱ. ‘본가(本家)’류: 본교생(本校生)1
ㄴ. ‘본고(本稿)’류: 본교생(本校生)2

  ‘본교생(本校生)’은 다의어로 볼 수 있다. 즉 ‘본가(本家)’류의 ‘본교생(本校生)’은 
‘근간이 되는 학교의 학생’이라는 뜻이고 ‘분교생(分校生)’과 대응한다. ‘본고(本稿)’
류의 ‘본교생(本校生)’은 ‘말하는 이가 공식적인 자리에 자기 학교 학생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고 ‘타교생(他校生)’과 대응한다. 
  그러나 2자어 ‘本+X’와 1자 한자어 결합하여 3자어 형성할 때 여기의 ‘本+X’는 
주로 3.2.4에서 논의했던 유형① ‘본가(本家)’류의 ‘本+X’이고 유형② ‘본고(本稿)’
류의 ‘本+X’는 보통 합성 명사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한자어 ‘本+X’가 다시 한자어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3자어 이상의 한자어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69) 본능주의(本能主義), 본래면목(本來面目), 본문정보(本文情報), 본생부모(本生
父母), 

  
  전문용어를 많이 형성할 수 있는 ‘自+X’에 비해 ‘本+X’의 생산력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 ‘本+X’가 한자어이지만 한자어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어와
도 결합하여 혼종어를 형성할 수 있다. ‘本+X’와 고유어와 결합하는 예는 아래와 같
다. 

(70) 본가집(本家-), 본래흙(本來-)

3.3.2.2. 파생어

  한자 1자 ‘本’은 2자 한자와 결합하여 3자어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예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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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71) 본궤도(本軌道), 본부인(本夫人), 본회의(本會議)
  
  (71)의 예들은 ‘本+2자어’, 즉 ‘1+2’ 형식으로 분석되며 ‘本X+1자어’, 즉 ‘2+1’ 
형식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72) ㄱ. 본+궤도(本+軌道), 본+부인(本+夫人), 본+회의(本+會議)
ㄴ. *본궤+도(本軌+道), *본부+인(本夫+人), *본회+의(本會+議)

  
  ‘本+2자어’ 구성의 ‘本’이 과연 어근인지, 접두사인지 문제가 된다. 사전에 따르면 
이 경우의 ‘本’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73) 『표준국어대사전』본(本)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바탕이 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본계약/본줄기/본회의.
「2」‘애초부터 바탕이 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본뜻/본고장/본서방.

(74) 『연세한국어사전』본(本)
접두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근본이 되는, 본디의, 원래의.
본궤도
본성품
본줄거리

  사전에서는 ‘本+2자어’ 구성에서 ‘本’을 접두사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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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本’이 어근인지 접두사인지 의심스럽다. ‘本’이 접두사인지 판단하려면 우선 한자
어 접두사 판별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김규철(1980)에서는 한자어에서 일부 학자들이 접두사로 처리한 예들을 아직도 
접사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 준접두사(prefixoid)를 설정하였다. 
준접두사는 접사성보다는 단어성이 강한 것으로, 이들을 복합어 구성소로 보아 준복
합어를 설정하였다. 
  노명희(2005)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와 관형사나 복합 한자어의 구성원인 어근의 
구별 기준을 세웠다. 관형사와 비관형사의 구분 기준은 형태적 분리성, 분포상의 제
약, 수식 범위 한정, 대치 불가능성이고, 접두사와 어근의 구분 기준은 의미 변화, 
생산성,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 대응 고유어의 접사성, 어기의 범주 변화이다. 그
리고 이런 기준들의 적용 순서는 분리불가능, 수식범위한정, 의미변화, 어기의 범주
변화, 고유어와 결합가능성이다.41)
  김창섭(1999)에서는 접두사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별한다.

(75) ㄱ. 어떤 접두사적 요소가 句 構成을 수식한다면 관형사로 판정한다. 
ㄴ. 관형사가 아닌 접두사적 요소는 접두사이거나 접두어근이다. 만일 그것이 

고유어와 다수의 결합 예를 보인다면 접두사이고, 거의 한자어와만 결합한
다면 접두어근이다. 

  (75ㄱ)의 기준에 따르면 ‘본궤도(本軌道)’ 등의 단어에서 나타나는 ‘本’은 단어 내
41) 노명희(2005):

<표> 판별 기준의 적용 순위
불리불가능

+/         \-
수식범위한정  관형사

               +/         \-
           의미변화      관형사

         +/    \-
     접두사    어기의범주변화
                +/        \-
              접두사 고유어와결합가능성
                        +/      \-
                      접두사    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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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있으므로 관형사가 아니다. 따라서 ‘本’이 접두사인지 어근인지를 판단해야 한
다.
  의미적 기준은 원단어의 의미를 상실하면 접두사로 판정하고 상실하지 않으면 어
근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자어에서는 의미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
준이 애매모호하다. 더구나 접두한자어들이 어근으로 쓰일 때와 원단어로 쓰일 때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극히 소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本’도 마찬가지로 
‘本+X’에서의 ‘本’은 원래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75ㄴ)에 따라 ‘本’과 고유어나 외래어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76) ㄱ. 본(本)고장, 본뜻, 본마누라, 본마음, 본머리, 본모습, 본바탕, 본사내, 본얼
굴, 본이름, 본줄기, 본집

ㄴ. 본미시(本missa)

  (76ㄱ)과 같이 ‘本’은 고유어와의 결합이 자유로우며 접두사로 볼 수 있다. 게다
가 (76ㄴ)이 보여 주듯이 ‘本’은 외래어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관형사가 아닌 ‘本’은 접두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접두사로서의 ‘本’은 3.2.4에서 논의한 유형① ‘본가(本家)’류 단어 내부의 
‘本’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근본이 되는’의 의미를 지니다. 접두사 ‘本’은 유형① ‘본
가(本家)’류 단어 내부의 ‘本’에서 발달된 용법으로 추측된다.

(77) ㄱ. 본가(本家), 본국(本國), 본부(本部), 본위(本位)
ㄴ. 본남편(本男便), 본부인(本夫人), 본뜻, 본마음, 본바탕 

  
  접두사로서의 ‘本’은 많은 명사와 결합해서 명사를 수식하고 그 명사의 성질을 제
한하는 기능이 있다.

(78) ㄱ. 본과정(本課程), 본궤도(本軌道), 본남편(本男便), 본무대(本舞臺), 본부인
(本夫人), 본회의(本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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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본(本)고장, 본뜻, 본마누라, 본마음, 본머리, 본모습, 본바탕, 본사내, 본얼
굴, 본이름, 본줄기, 본집

ㄷ. 본미시(本missa)

  ‘本’은 명사를 어근어로 접두파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를 어근어로 접두파
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79) 본(本)뜻다, 본받다, 본보다

  ‘本’이 접두파생법으로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本+X’도 접사에 의
해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다. ‘本+X’ 뒤에 결합하는 한자 접미사는 ‘-적(的)’, ‘-화
(化)’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한자어 접미사 ‘-적(的)’에 의한 파생은 아래와 같다.

(80) 본격적(本格的), 본능적(本能的), 본유적(本有的), 본질적(本質的)

  대부분 ‘本+X’는 명사성이 뚜렷해서 ‘-화(化)’에 의해서도 파생될 수 있지만 드
물다. 

(81) 본격화(本格化)
  
  ‘本+X’는 다 명사라서 ‘自+X’처럼 고유어 접미사 ‘-하-’, ‘-되-’, ‘-스럽-’나 
‘-롭-’ 등에 의해 파생된 예가 거의 없다.

3.4. ‘本+NP’의 문법 

  이 절에서 주로 관형사 ‘本’과 명사나 명사구의 결합형식을 다루고자 한다. 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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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이는 ‘本’의 용법은 아래와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82) ㄱ. 본 계획서, 본 사건, 본 사회자, 본 연구, 본 연구원
ㄴ. 본 반장 겸 회장, 본 피고인과 변호인, 본 살인 미수 피고인

  
  (82ㄱ)은 ‘本’과 명사의 결합이고 (82ㄴ)은 ‘本’과 명사구의 결합이다. 여기서의 
‘本’은 3.2.4에 논의한 유형② ‘본고(本稿)’류 단어 내부의 ‘本’과 같이 자기 자신이
나 해당 기관, 해당 사건을 가리키며 관형적으로 쓰인다. 유형② ‘본고(本稿)’류 단
어 내부의 ‘本’의 용법이 한국어에서 (82)와 같이 관형사로서의 용법으로 굳어진 것
으로 추측된다.
  이절에는 (82)와 같이 ‘本+NP’ 구조에서 ‘本’의 문법적인 성격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本’의 분포와 ‘本’과 결합하는 NP가 어떤 제약을 받는지 분석하고, 
‘本’의 통합 관계 분석을 통해 ‘本+NP’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3.4.1. ‘本’의 문법적인 성격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本’은 어근, 명사 또는 관형사로 다 쓰인다. 이 절에서 논의
할 ‘本’은 단어 내부에 나타나는 ‘本’이 아닌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本’이다. 
  ‘本’의 문법적인 속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本+NP’에서 ‘本’의 사전 품사 표시와 
뜻풀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83) 『연세한국어사전』본4(本)
「관형사」   (말하는 이의 편에서) ‘이’의 뜻.
본 제품은 기존 제품의 단점을 안전히 보완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84) 『표준국어대사전』본03(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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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
어떤 대상이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본 협회/본 법정/본 변호인/본 연구원/본 사건.

  
  사전에는 보통 ‘本’이 관형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本’을 관형사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本’이 관형사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한자어 관형사 판별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김선효(2011)에서는 한국어에서 한자어 관형사의 판별기준으로 통사적, 의미적, 
음운론적 기준을 세웠다.

(85) ㄱ. 통사적 기준
① 관형사 X의 수식범위가 구 구성이 가능하다.
② 관형사 X와 후행하는 Y 사이에 다른 어휘 Z가 삽입 가능하다. 
③ 관형사 X에 후행명사 Y의 제약이 심하지 않다.

ㄴ. 의미적 기준
관형사 X의 본유의 의미가 투명성을 가진다.

ㄷ. 음운론적 기준
관형사 X와 후행요소 Y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있다.

  ‘本’은 ‘본 피고인과 변호인’처럼 구 구성을 수식할 수 있으며 ‘본 살인 미수 피고
인’처럼 ‘本’과 ‘피고인’ 사이에 다른 어휘를 삽입할 수 있다. 관형사의 가장 큰 특징
은 활용하지 않고 체언을 수식하는 것인데 ‘本’은 활용하지 않는다. 또한 관형사의 
주된 기능은 ‘수식’, 또는 ‘한정’ 기능인데 ‘本’은 뒤에 붙인 체언을 ‘자기 방면의……’,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本+NP’ 구조의 ‘本’이 
관형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형사는 보통 의미적 특징과 구문적 특징에 따라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량
관형사로 나뉜다. 서정수(1996)에 따르면 지시관형사는 뒤따르는 체언을 단순히 가
리키거나 지정하는 구실을 하고, 피수식어의 수량이나 속성을 한정하지 않는다.
  ‘本’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시 기능을 지니는 지시사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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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말하는 이가 다니거나 일하는 학교를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本’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지시관형사에 속한다.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지시관형사를 다시 고유어 지시 관형사와 한자어 지
시 관형사로 분류하였다. 고유어 지시 관형사는 ‘이, 그, 저, 요, 고, 조, 이런, 그런, 
저런, 어느, 무슨, 웬……’ 등이며, 한자어 지시 관형사는 ‘해(該), 귀(貴), 본(本), 동
(同), 현(現), 전(前), 모(某)……’ 등이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도 한자어 관형사를 따로 분류하였으며 ‘귀(貴)(신문사, 
회사), 본(本)(법정, 사건), 동(同)(회사, 시험장), 전(前)(대통령, 방송국 아나운서, 
시인 협회 회장), 전(全)(학기, 시대), 현(現)(대통령, 대입 제도), 모(某)(일간지, 
소식통)……’ 등을 다시 지시관형사로 하위분류하였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本’을 ‘이’로 뜻풀이 하였다. 하지만 ‘本’을 ‘이’와 같은 
대명사로 보기가 어렵다. ‘本’이 관형사인지 대명사인지는 수식을 받는 후행 체언의 
존재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수식을 받는 체언이 존재하면 관형사이고, 수식을 
받는 체언이 존재하지 않고 조사 등이 바로 결합되어 있으면 대명사이다. ‘本’이 독
자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낼 수 없으며 ‘本’ 뒤에 체언이 있어야 
지시대명사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本+NP’ 결합체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을 지시할 수 있다.
  ‘本’의 속성은 대표적인 고유어 지시사 ‘이, 그, 저’와 다르다. 품사통용의 관점으
로 볼 때 ‘이, 그, 저’는 대명사 겸 관형사일 것이다. 이와 달리 ‘本’은 지시관형사일 
뿐 대명사는 아니다. 지시 기능을 가진 ‘이, 그, 저’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어사
(語辭)와 결합하여 사물을 지시할 수 있는데, 한자어 지시관형사 ‘本’은 꼭 다른 어
사와 결합해야만 사물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관형사는 독자적으로 지시 
대상과 지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피수식 체언 요소와 결합해야만 비로소 지시 대상
을 지시할 수 있다. 

3.4.2. ‘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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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에서는 한자어 지시관형사 ‘本’의 분포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本’
은 주로 어떤 것과 결합하고, 어떤 것과 결합할 수 없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지시관형사 ‘本’은 명사나 명사구와 결합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86) ㄱ. 본 계획서, 본 법정, 본 변호인, 본 사건, 본 사회자, 본 연구, 본 연구원, 
본 협회

ㄴ. 본 반장 겸 회장, 본 피고인과 변호인, 본 살인 미수 피고인

  어원으로 보면 한자어 지시관형사 ‘本’은 주로 한자어와 결합할 것이다. ‘本+NP’ 
구조에서 NP는 (87ㄱ)과 같이 대부분 한자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本’은 (87ㄴ, 
ㄷ)과 같이 고유어와 외래어와도 결합할 수 있다. 

(87) ㄱ. 본 계획서, 본 법정, 본 변호인, 본 사건, 본 사회자, 본 연구
ㄴ. 본 말뭉치
ㄷ. 본 세미나

 
  ‘本+NP’를 살펴보면 ‘本’과 2자어의 결합형이 흔하다. ‘本’은 한자어와 제일 많이 
결합하고 한자어 명사가 2자어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88ㄱ)과 같이 ‘本’은 1자
어와 결합할 수도 있다. 또는 2자어 이상의 명사와 명사구와도 결합할 수 있다.

(88) ㄱ. 본 장, 본 절
ㄴ. 본 논문, 본 사건
ㄷ. 본 계획서, 본 사회자

  다음으로 ‘本’과 결합한 NP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이다. 박병선(2004)에서
는 지시관형사는 공통적으로 일반명사 특히 구체적인 사물 명사일 경우에 잘 어울
린다고 설명하였다. 지시관형사 ‘本’도 마찬가지다. ‘本’과 NP의 결합은 그 NP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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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명사구, 기구를 가리키는 명사나 명사구, 사물을 가리키
는 명사나 명사구라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89) ㄱ. 본 사회자
ㄴ. 본 연구원
ㄷ. 본 계획서, 본 사건, 본 연구

  ‘本’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와 결합할 때, 그 NP는 주로 사람의 직위, 사회적 지
위 등과 관련한 명사이다. ‘本’은 문어에서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을 소개하거나 가리킬 때 자기의 직위를 붙여서 자주 쓰인다.
  ‘本’이 기구를 가리키는 명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주로 화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기
구를 가리키거나 소개할 때 쓰인다. 
  ‘本’이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와 결합할 때, 그 NP에 해당하는 사물은 보통 두루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물 명사이어야 한다. ‘本’과 일반명사
가 결합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本+NP’는 대개 상품 설명서나 판매자가 상품 소
개할 때 쓰인다. ‘本+NP’ 뒤의 내용은 상품의 성능과 특징 등에 대한 내용일 것이
다. 예를 들면 ‘本 제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本+NP’에서 ‘本’은 모든 명사나 명
사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분포상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뭉치에서 ‘本+NP’ 구조를 살펴보면 ‘本’과 NP의 결합은 아래와 같은 규칙을 준
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고유명사는 ‘本+NP’ 중의 NP가 될 수 없다. 

(90) *본 철수, *본 한국 

  왜냐하면 고유명사는 원래 지시성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
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시관형사인 ‘本’의 수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 대명사는 ‘本+NP’ 중의 NP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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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본 이, *본 그, *본 나, *본 해(該) 

  지시관형사 ‘本’은 구체적인 지시 대상과 결합해야 되는데, 대명사와 결합하면 둘 
다 지시 기능이 있으므로 무엇을 지시하는지가 오히려 불명확해진다. 
  셋째,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명사는 ‘本+NP’ 중의 NP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구름’, ‘눈’, ‘바람’, ‘비’ 등이 있다. 

(92) *본 무지개, *본 바람

  왜냐하면 자연현상은 자연계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화자 자신과 관
련이 없고 자연현상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시 기능을 지
니는 ‘本’은 자연현상 명사와 결합해서 의미 있는 ‘本+NP’ 구조를 만들 수 없다.
  넷째, 방위명사는 ‘本+NP’ 중의 NP가 될 수 없다. 방향 또는 위치를 표시하는 명
사는 ‘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93) *본 동남, *본 상 

  방위도 자연현상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유일한 것이라서 특별히 지
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체부위나 기관을 가리키는 명사는 ‘本+NP’ 중의 NP가 될 수 없다. 예
를 들면 ‘눈썹’, ‘머리’, ‘어깨’ 이 있다. ‘本’은 항상 자기와 관련이 되는 것과 결합하
지만 본인의 신체부위나 기관을 가리키는 명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94) *본 다리, *본 혀

  여섯째, 친족관계를 가리키는 호칭 명사는 ‘本+NP’ 중의 NP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누나’, ‘어머니’, ‘오빠’ 등이 있다. ‘本’은 항상 자기와 관련이 되는 것과 결합
하지만 본인의 친족을 가리킬 때에는 ‘本’으로 친족관계 호칭을 수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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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본 삼촌, *본 아버지

  지금까지 ‘本’의 분포적 특징을 통해 ‘本+NP’는 구체적인 것과 특정적인 것을 지
시하고, 주로 논문, 공고, 안내문, 설명서 등 공식적인 문체에 쓰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판매하거나 판매 촉진을 하는 제품을 가리킬 때에는 지
시관형사 ‘本’은 일반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고유어 지시관형사 ‘이’와 비교하면 둘 다 특정적인 것을 지시하는데 ‘本’과 결합
하는 NP는 주로 한자어이고 ‘이’와 결합하는 NP는 한자어일 수도 있고 고유어나 외
래어일 수도 있다. ‘本+NP’는 주로 공식적인 문체에 쓰이고 ‘이+NP’는 구어체와 문
어체에 다 쓰인다.  

3.4.3. ‘本+NP’의 통합관계

  전술하였듯이 ‘本’은 명사와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기준인 명사구
와도 결합할 수 있다. ‘本’과 명사구 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96) ㄱ. 본 발표와 토론, 본 피고인과 변호인
ㄴ. 본 살인 미수 피고인

 
  (96ㄱ)에서 ‘本’은 병렬관계인 명사구를 수식하고, (96ㄴ)에서 ‘本’은 통합관계인 
명사구를 수식한다. 
  ‘本+NP’ 구조의 NP는 내적 확대가 가능하다. 

(97) ㄱ. 본 살인 미수 피고인
ㄴ. *본 좋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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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97)과 같이 ‘本+NP’ 구조에서 NP가 내적 확대를 할 때 보통 한자어만 
허용되고 고유어가 허용되는 것은 어렵다. 이는 한자어 지시관형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NP와 관련되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本+NP’ 구조 내부에 끼어들 수 없다. 

(98) ㄱ. *본 번 희의, *본 편 논문
ㄴ. 이 번 회의

  
  여기서 ‘本’은 고유어 지시관형사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번 회의’
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본 번 회의’라고 할 수는 없다. 
  ‘本+NP’는 수량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또한 ‘本’과 NP의 사이에도 수량사가 끼어
들 수 없다.

(99) ㄱ. *본 논문 한편
ㄴ. *한 본 제품
ㄷ. *본 번 회의, *본 편 논문

  ‘本+NP’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

(100) ㄱ. *새 본 제품
ㄴ. *저 본 연구

  
  (100)을 통해서 ‘本+NP’는 지시관형사나 성상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本+NP’의 통합관계를 통해 ‘本+NP’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
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성. 보통 명사나 명사구는 사람이나 사물을 두루 가리키는데 ‘本+NP’는 
구체적이거나 특정적인 사람이나 사물만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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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주관성. ‘本+NP’는 주로 화자 자신과 관련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
다. 
  셋째, 공식성. ‘本+NP’는 주로 학술논문, 공고, 안내문, 설명서 등 공식적인 문체
에 쓰이는 특징이 있다. 구어체보다 문어체에 더 많이 쓰인다.
  넷째, 경제성. ‘本+NP’의 형식은 간결하지만 많은 정보를 담는다. ‘우리+NP’ 등의 
표현을 ‘本+NP’로 바꾸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3.5. ‘本+X’의 지시성 및 재귀성

3.5.1. ‘本+X’42)의 지시성 

  지시관형사적인 성격을 지닌 ‘本’이 들어가는 ‘本+X’는 ‘(말하는 이의 편에서)이 
X’의 뜻으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수 있다. 즉 고유어 지시관형사 ‘이’와 
달리 ‘本+X’는 화자와 관련되는 것만 지시한다.  

(101) 시중에서는 30만원 대에 판매되는 본 제품을 18대 한정 16만 5,000원에 판
매한다.

  (101)에서 ‘본 제품’은 아무 제품이나 지시할 수 없고 꼭 화자가 개발하거나 판매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자기’와 관련되는 ‘本+X’를 재귀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고는 이를 재귀사가 
아니라 화자지향적(話者指向的)인 지시사라고 본다. 
  ‘本+X’는 화자와 관련된 것만 지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자 본인을 지시한다. 예를 들면 ‘본인(本人)’이다.
42) 3.5.1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本’으로 시작하는 2자어 단어 외에 ‘本+NP’도 포함되어 있

다. 편의상 다 ‘本+X’로 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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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화자가 속하는 기관을 지시한다. 예를 들면 ‘본사(本社)’ 등이다.
  셋째, 화자로 인해 형성된 것을 지시한다. 예를 들면 ‘본고(本稿)’, ‘본 연구’ 등이
다.
  넷째, 화자가 발화할 때의 시간을 지시한다. ‘본년(本年)’, ‘본월(本月)’, ‘본일(本
日)’ 등의 ‘本+X’는 발화할 때의 시간을 가리켜서 간접적으로 화자와 관련이 있다.

3.5.2. ‘本+X’의 재귀성 

  ‘본인(本人)’, ‘본격(本格)’ 등 일부 ‘本+X’는 재귀성을 지닌다.
  ‘본인(本人)’은 박진호(2007)에서 제시한 재귀사가 생겨나는 두 번째 동기, 즉 3
인칭 대명사나 문맥지시사가 지니는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에서 생겨난 재귀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本人)’은 1, 2, 3인칭에 모두 쓰여 재귀성을 나타낸다.
  ‘본인(本人)’이 1인칭을 가리킬 때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102)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의견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본인(本人)’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때의 ‘본인(本人)’은 ‘(저) 본인’, ‘(나) 본인’로 볼 수 있고 ‘저 자신’의 뜻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本人)’은 1인칭 주어를 가리키고 재귀성이 있다
고 본다. 선행사 ‘저’, ‘나’와 같은 1인칭 주어는 항상 생략된다. 
  ‘본인(本人)’은 2인칭으로 쓰일 때도 재귀 현상이 발생한다.

(103) 본인 생각은 어때요?

  (103)에서 ‘본인(本人)’은 ‘너 자신’의 뜻으로 2인칭 ‘(너) 본인’, ‘(당신) 본인’을 
가리킨다. 1인칭과 마찬가지로 ‘본인(本人)’은 재귀성이 있고 선행사 ‘너’, ‘당신’ 등
은 항상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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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本人)’이 3인칭을 가리킬 때의 예는 아래와 같다.

(104) 제발 본인의 사정을 좀 들어 주시오. 

  여기서 ‘본인(本人)’은 3인칭으로 해석된다. 가령 ‘(철수) 본인’ 또는 ‘철수 자신’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본인(本人)’은 재귀성이 있고 선행사 ‘철수’는 항
상 생략된다. 
  최경도(2012)에서는 ‘본인’이 다른 재귀대명사와 그 쓰임이 약간 다르다고 설명하
였다. 왜냐하면 문장 내에서 대체로 선행사가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선행사는 불특정 다수를 뜻하거나 문맥상 문장밖에 존재하면서 생략되어 쓰이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안내문이나 공지문에 많이 쓰인다고 지적하였
다.

(105) ㄱ.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ㄴ. 신분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직접 와서 수령해야 한다.43)

  위에서 ‘본인(本人)’은 재귀사로 볼 수 있고 선행사는 항상 생략된다. 이는 한국어
에서 굳어버린 숙어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43) 예문(105)는 최경도(2012)에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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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自+X’와 ‘本+X’의 비교

4.1. 공통점

  이절에서는 ‘自+X’와 ‘本+X’의 공통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自’와 ‘本’은 다 원사(元辭)일 수도 있고 차사(次辭)일 수도 있다.44) 
  

(106) ㄱ. 자+가(自家), 자+의식(自意識)
ㄴ. 본+가(本家), 본+부인(本夫人)

  의존형태소인 1자 한자어 ‘自’와 ‘本’은 의존형태소 1자 ‘가(家)’와 결합해서 ‘자가
(自家)’와 ‘본가(本家)’라는 독립적인 단어를 형성하여 의존성이 해소된다. 여기의 
‘自’와 ‘本’은 다 원사로 볼 수 있다.
  또한 ‘自’와 ‘本’은 ‘자+의식(自意識)’, ‘본+부인(本夫人)’처럼 다 2자어 단어에 붙
어서 3자어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차사로 볼 수 있다. 
  둘째, 단어 ‘自+X’와 ‘本+X’는 다 차사와 결합할 수 있다. 즉 ‘自+X’의 구조는 
[[自X]+차사], ‘本+X’의 구조는 [[本X]+차사]로 분석된다. 

(107) ㄱ. 자국+어(自國+語)
ㄴ. 본국+법(本國+法)

44) 김창섭(2013)에서 현대 한국어에서 1자 한자어는 의존형태소로서 존재한다. 그 앞이나 
뒤에 다른 1자와 결합하여 그 의존성이 해소될 수 있는 경우, 양방향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형태소를 원사(元辭)라고 한다. 2자어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에 접두사나 접
미사처럼 결합하여 더 큰 단위를 만드는 1자 한자어 형태소들을 차사(次辭)라고 하고, 그 
큰 단위를 차사어(次辭語)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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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어인 ‘자국(自國)’과 ‘본국(本國)’은 각각 차사 ‘어(語)’와 ‘법(法)’과 결합하여 
3자어를 형성한다.
  셋째, ‘自+X’와 ‘本+X’가 의미 중첩되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면 ‘자국(自國)’과 
‘본국(本國)’이 있다.

(108) ㄱ. 그는 자국(自國)으로 돌아갔다.
 ㄴ. 그는 본국(本國)으로 돌아갔다.

  (108ㄱ)과 (108ㄴ)에서 ‘자국(自國)’과 ‘본국(本國)’은 다 주어 ‘그’의 조국을 가
리키고 같은 의미를 가지며 서로 대체될 수 있다. (108ㄱ)에서 ‘자국(自國)’의 ‘自’
는 재귀성이 있어서 문장의 주어인 ‘그’를 지시한다. 반면 (108ㄴ)의 ‘본국(本國)’의 
‘本’은 ‘말하는 이의 편에서의 이’의 뜻을 가지는 지시관형사가 아니라 ‘본래의’ 뜻을 
가지는 어근이다. 따라서 (108ㄴ)에서의 ‘본국(本國)’은 화자지시 기능이 없다. 
(108ㄴ)의 ‘본국(本國)’은 ‘본래의 나라’, 즉 ‘조국’의 뜻이며 마침 문장 주어를 지시
하는 ‘자국(自國)’과 같은 의미(‘그’의 조국)를 갖게 된다.
  넷째, ‘自+X’와 ‘本+X’는 다 지시성이 있다. 2.4절 ‘自+X’의 재귀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自+X’는 재귀적 지시 기능을 가지고 문장주어를 되돌아 지시할 수 있다. 
3.5절 ‘本+X’의 지시성 및 재귀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本+X’도 화자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다.  

4.2. 차이점

  이절에서는 ‘自+X’와 ‘本+X’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自’는 의존형태소로서만 존재하는데 ‘本’은 자립형태소일 수 있다. ‘自’는 독
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本’은 독립적인 단어로 쓰인다. 전술하였듯이 한국어에서 ‘本’
은 명사45) 또는 관형사46)로 쓰인다. 하지만 ‘自’는 명사나 관형사로 다 쓰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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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어 내부의 어근으로만 쓰인다.

(109) ㄱ. 본(本)이 어디십니까?
종이에 바지의 본(本)을 떠라.

ㄴ. 본 계획서, 본 사건, 본 사회자, 본 연구, 본 연구원
본 반장 겸 회장, 본 피고인과 변호인, 본 살인 미수 피고인

  
  김창섭(1999)에서는 한문 어휘부의 1자어들이나 2자 파생어, 합성어들, 그리고 
통사부의 2자로 된 구, 문장이 국어에 하나의 단어로 차용될 때에는 어떤 여과를 거
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단어형성론에서 말하는 저지(blocking)와 유사한 
기제가 언어 간의 차용에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 기존
어가 없으면 단어로서의 한자어가 들어오고 한국어에 기존어가 있으면 대응 한자는 
단어로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송기중(1992)에서는 어떤 개념에 대해 고유어가 존재하면 그에 대응하는 한자 형
태소는 한국어에서는 비자립형식으로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립형식으로 존
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 바 있다. 
  한문 어휘부의 1자어인 ‘自’와 ‘本’는 한국어에 단어로 차용될 때 ‘自’는 여과되었
고 ‘本’은 한국어의 단어로 차용되었다. ‘스스로’, ‘저절로’ 등 고유어 형태소가 존재
하므로 그들에 대응하는 한자 형태소 ‘自’는 한국어에서 의존형태소로만 존재하고, 
해당하는 고유어가 딱히 없는 한자 형태소 ‘本’은 자립형태소로 존재한다. 
  둘째, 사전에서는 보통 ‘自’는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고 ‘本’은 표제어로 등재한
다.4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自’는 의존형태소로서만 존재하고 ‘本’
은 자립형태소로도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自’는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고 보통 한자어 단어나 구 내부에만 
나타난다. 이런 한자어 ‘自’에 대해서 한국어 언중들은 보통 ‘자’라는 음을 가지는 한

45) ‘本’의 명사적인 용법은 3.3.1에서 검토하였다.
46) ‘本’의 관형사적인 용법은 3.4에서 검토하였다.
47) 여기서 말하는 사전은 한자어 사전이나 자전(字典)이 아니라 『연세한국어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국어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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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형태소로만 보고 ‘自’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통 국어사전에는 의존적인 한자어 형태소 ‘自’가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고 한자어 사전이나 자전(字典)에만 수록된다.
  ‘自’와 달리 ‘本’은 한국어에서 자립형식이고 1자어 한자어 단어로 차용되어서 국
어사전에 등재된다. ‘本’은 한국어 언중들에게 구체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특정
한 형태소라고 인식되는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本’은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하기
도 한다. 
  셋째, 아래 (110)처럼 ‘自’는 한자어 형태소와만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데에 비
해 ‘本’은 고유어나 외래어 형태소와도 결합할 수 있다. 

(110) ㄱ. 자목적(自目的), 자부담(自負擔), 자수용(自受用), 자애통(自哀痛), 자의식
(自意識), 자진동(自振動)

ㄴ. 본(本)고장, 본뜻, 본디, 본마누라, 본마음, 본머리, 본모습, 본바닥, 본바
탕, 본사내, 본얼굴, 본이름, 본줄기, 본집, 본미사(本missa)

  이를 통해 ‘本’의 접두사적인 성격을 볼 수 있다. ‘自’는 ‘本’만큼 자유롭게 고유어
나 외래어와 결합하지 못해서 파생접두사로 보기 어렵고 어근으로 볼 수 있다.
  셋째, ‘自’는 동사나 명사와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할 수 있는데 ‘本’은 주로 명사와 
결합한다. 

(111) ㄱ. 자각(自覺), 자강(自强/自彊), 자결(自決), 자구(自救), 자급(自給), 자긍
(自矜), 자기(自記), 자동(自動), 자립(自立), 자멸(自滅), 자문(自問), 자
백(自白)

ㄴ. 자가(自家), 자국(自國), 자당(自黨), 자사(自社) 

  (111)에서와 같이 ‘自’는 수많은 동사적 어근과 결합할 수 있다. ‘自’와 명사의 결
합은 ‘自’와 동사의 결합형만큼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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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ㄱ. 본래(本來)
ㄴ. 본가(本家), 본고(本稿), 본관(本貫), 본관(本館), 본교(本校), 본국(本國), 

본명(本名), 본무(本務), 본문(本文), 본보(本報), 본사(本社), 본서(本書), 
본선(本線)

  
  ‘本’과 동사의 결합은 ‘自’만큼 풍부하지 못하고 ‘본래(本來)’밖에 없다. 하지만 대
부분의 ‘本+X’에서 ‘本’은 명사와 결합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 
  넷째, 내부 문법을 보면 동사와 결합하는 목술구성이나 부술구성인 ‘自+X’는 매우 
많은데 동사와 결합하는 부술구성인 ‘本+X’는 극히 드물다. 
  다섯째, ‘本+X’는 다 명사라서 ‘自+X’처럼 고유어 접미사 ‘-하-’, ‘-되-’, ‘-스
럽-’나 ‘-롭-’ 등에 의해 파생된 예가 거의 없다. 
  여섯째, 외부 문법을 보면 ‘自+X’의 조어력이 ‘本+X’보다 훨씬 더 강하다. 특히 
합성명사와 명사구의 조어 능력이 ‘本+X’보다 강한 편이다. ‘自+X’가 수많은 전문용
어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강한 조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곱째, ‘自+명사’와 ‘本+명사’는 다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데 ‘自+명사’는 재
귀적 기능이 있고 ‘本+명사’는 화자지향적 지시 기능이 있다. 즉 ‘自+명사’는 주어
를 가리키고 ‘本+명사’는 화자를 가리킨다. 

(113) ㄱ. 스포츠 용품 업체들은 유명 선수가 자사의 제품을 착용하는 대가로 후원
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ㄴ. 본사에서는 이번에 혁신적인 성능의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113ㄱ)에서 ‘자사(自社)’는 문장 주어나 문장 주어가 속하는 회사, 즉 ‘스포츠 용
품 업체’를 가리키고 (113ㄴ)에서 ‘본사(本社)’는 말하는 사람이 속하는 회사를 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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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의 ‘自’와 ‘本’으로 시작하는 2자 한자어 ‘自+X’
와 ‘本+X’의 문법을 살펴보았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대상 및 목적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고 
의 연구 대상은 ‘自’, ‘本’으로 시작하는 2자어(2字語)인 『연세한국어사전』표제어
이다. 또한 관형사로서의 ‘本’과 명사나 명사구가 결합한 구 구성, 즉 ‘本+NP’도 본
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제2장에서는 ‘自+X’의 문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한자어 ‘自+X’에서 나타
나는 한자 ‘自’의 통시적인 의미 변천 과정과 지금도 쓰고 있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그라고 ‘自+X’의 어원을 고전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분류해서 다루었다. 이와 
동시에 한자어 어원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어원을 가지는 ‘自+X’의 어휘적 특징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自+X’의 내부 문법을 분석했다. 본고는 한문 문법의 층위에서 2자어 
단어 ‘自+X’의 내적 구성을 분석하였다. ‘自+X’의 특징은 많은 경우 X가 동사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X가 동사인 경우와 동사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X가 동사인 경우에 ‘自+X’의 내부 구성은 목술구성(예: 자살(自殺)), 부술구성(예: 
자각(自覺))이 있었다. X가 명사인 경우에 ‘自+X’의 내부 구성은 병렬구성(예: 자아
(自我)), 어근접미사구성(예: 자연(自然))과 형명구성(예: 자가(自家))이 있었다.  
  2.3에서는 ‘自+X’의 외부 문법을 분석하였다. 외부 문법 분석은 단어 형성의 방식
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어서 ‘自+X’의 조어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단일어
를 논의할 때 한자 1자 ‘自’는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고 단어 내부에만 나타나는 의
존적인 형식이라고 보았다. ‘自+X’는 대부분 다 독립된 명사로 쓰일 수 있는데 ‘자
기(自記)’는 독립된 명사로 쓰이지 않고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명사로 쓰
인다고 보았다. 합성어를 형성할 때에는 ‘자+의식(自+意識)’처럼 한자 1자 ‘自’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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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자어와 결합할 수도 있고 ‘자가+용(自家+用)’처럼 2자 한자어 ‘自+X’가 다른 
1자 한자어 어근과 결합할 수도 있었다. 또한 ‘自+X’는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어
근과 다 결합할 수 있고 수많은 합성명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매우 강한 
조어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생어를 형성할 때에는 많은 ‘自+X’의 X가 
동사이고 ‘自+X’는 동사성을 지니며 고유어 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동사를 형성
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自+X’는 한자어 접미사와도 많이 결합하는 것도 짚
어 보았다.  
  2.4에서는 ‘自+X’의 재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自+X’의 재귀성은 ‘自+X’의 X
가 동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에 각각 재귀적 행위를 표상하는 동기와 3인칭 대명
사가 지니는 중의성을 해소하는 동기로부터 생겨나며, 결국은 모든 ‘自+X’들은 다 
재귀성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自’의 본
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제3장에서는 ‘本+X’의 문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本+X’의 문법을 다룰 때도 제 2
장 ‘自+X’의 문법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다.
  3.1에서는 ‘本+X’에서 나타나는 한자 ‘本’의 의미 변천 과정과 현대 한국어에서 
쓰고 있는 의미에 대해 정리했다. 또는 ‘本+X’의 어원과 어휘적 특징을 논의했다. 
  3.2에서는 ‘本+X’의 내부 문법을 분석했다. ‘本+X’의 내부 구성은 병렬구성(예: 
본말(本末)), 어근접미사구성(예: 본연(本然)), 부술구성(예: 본래(本來))과 형명구
성(예: 본가(本家), 본고(本稿))이 있다. 이 중의 형명구성인 ‘本+X’는 ‘本’의 특징
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가(本家)’류의 ‘本’은 ‘근본이 되는’, 
‘본래의’의 뜻이고 ‘본고(本稿)’류의 ‘本’은 말하는 이의 편에서 ‘이’의 뜻으로 쓰여 
관형적 성격을 지닌 어근으로 보았다. 
  3.3.에서는 ‘本+X’의 외부 문법을 분석하였다. 우선 단일어를 논의할 때 독립적인 
단어로 쓰이는 한자 1자 ‘本’의 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2자어 ‘本+X’들 중에 ‘본격
(本格)’은 독립적인 명사로 쓰이지 않은 관형명사로 보았다. 많은 ‘본가(本家)’류의 
‘本+X’는 1자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3자어 형성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본국+
법(本國+法)’이 그것이다. ‘本+X’는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本+X’의 조어력은 ‘自+X’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파생어를 논의할 때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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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접두사이고 한자어 어근과 결합할 수도 있고(예: 본회의(本會議)) 고유어
(예: 본마음(본-))나 외래어와(예: 본미사(本missa)) 결합할 수도 있었다. 
  3.4에서 ‘本+NP’의 문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처럼 관형사로 쓰인 ‘本’은 한자
어 지시관형사로 보았다. 또한 ‘本+NP’의 분포와 통합관계를 분석한 결과 ‘本+NP’
는 주로 공식적인 문체에 쓰이고 화자와 관련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本+X’의 지시성과 재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本+X’는 화자지향
적인 지시기능이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본인(本人)’이나 ‘본격(本格)’ 등 ‘本
+X’의 재귀성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自+X’와 ‘本+X’를 비교하여 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각자의 특징을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自+X’와 ‘本+X’는 다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自’는 의존형태소로서만 존재하는 반면 ‘本’은 자립형
태소일 수 있다. 또한 ‘自’는 한자어 형태소와만 결합하는 데에 반해 ‘本’은 고유어나 
외래어 형태소와도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自+X’의 조어력이 ‘本+X’보다 훨씬 더 
강하다. 마지막으로 ‘自+명사’와 ‘本+명사’는 다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데, ‘自+
명사’는 재귀적 기능이 있고 ‘本+명사’는 화자지향적 지시 기능이 있다.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의 ‘自’와 ‘本’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구 구성을 살펴보았는
데, 외부 문법을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自’와 ‘本’뿐만 아니라 
‘기(己)’, ‘아(我)’, ‘오(吾)’ 등 한국어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되는 다른 한자어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自’, ‘本’과 관련있는 ‘당(當)’에 대한 논의도 
기대된다. ‘자국(自國), 본국(本國), 당국(當國)’, ‘자사(自社), 본사(本社), 당사(當
社)’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도 흥미로운 논의가 될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청자를 지시하는 ‘귀(貴)’와 제3자를 지시하는 ‘해(該)’에 대한 논의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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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세한국어사전』에 수록된 ‘自+X’, 총 72 개

자가(自家), 자각(自覺), 자강(自强/自彊), 자결(自決), 자구(自救), 자국(自國), 자
급(自給), 자긍(自矜), 자기(自己), 자기(自記), 자당(自黨), 자동(自動), 자력(自
力), 자립(自立), 자멸(自滅), 자문(自問), 자백(自白), 자부(自負), 자비(自費), 자
사(自社), 자살(自殺), 자생(自生), 자성(自省), 자수(自首), 자숙(自肅), 자습(自
習), 자신(自身), 자신(自信), 자아(自我), 자애(自愛), 자연(自然), 자영(自營), 자
원(自願), 자위(自慰), 자위(自衛), 자유(自由), 자율(自律), 자의(自意), 자인(自
認), 자작(自作), 자작(自酌), 자전(自轉), 자전(自傳), 자제(自制), 자조(自嘲), 자
조(自助), 자족(自足), 자존(自存), 자존(自尊), 자주(自主), 자중(自重), 자진(自
盡), 자진(自進), 자찬(自讚), 자책(自責), 자청(自請), 자체(自體), 자축(自祝), 자
취(自炊), 자치(自治), 자칭(自稱), 자타(自他), 자탄(自歎/自嘆), 자택(自宅), 자퇴
(自退), 자파(自派), 자폐(自閉), 자폭(自爆), 자필(自筆), 자학(自虐), 자해(自害), 
자활(自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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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自+X’, 총 279 개

자가(自家), 자가(自歌), 자각(自刻), 자각(自覺), 자감(自甘), 자강(自强/自彊), 자
객(自槪), 자거(自居), 자거(自據), 자검(自檢), 자겁(自怯), 자견(自牽), 자견(自
遣), 자결(自決), 자겸(自謙), 자경(自剄), 자경(自耕), 자경(自敬), 자경(自經), 자
경(自警), 자계(自戒), 자고(自高), 자고(自顧), 자곡(自曲), 자공(自供), 자공(自
貢), 자과(自科), 자과(自過), 자과(自誇), 자괴(自愧), 자괴(自壞), 자교(自校), 자
구(自求), 자구(自灸), 자구(自救), 자구(自懼), 자국(自國), 자굴(自屈), 자궤(自
潰), 자귀(自貴), 자금(自今), 자금(自禁), 자급(自給), 자긍(自矜), 자기(自己), 자
기(自起), 자기(自記), 자기(自棄), 자기(自欺), 자기(自期), 자내(自內), 자념(自
念), 자농(自農), 자다(自多), 자단(自斷), 자담(自擔), 자답(自答), 자당(自當), 자
당(自黨), 자대(自代), 자대(自待), 자대(自隊), 자독(自督), 자독(自瀆), 자동(自
動), 자득(自得), 자락(自落), 자락(自樂), 자래(自來), 자량(自量), 자력(自勵), 자
력(自力), 자료(自了), 자류(自流), 자율(自律), 자리(自利), 자립(自立), 자만(自
慢), 자만(自滿), 자망(自望), 자매(自媒), 자매(自賣), 자맥(自脈), 자멸(自滅), 자
멸(自蔑), 자명(自明), 자명(自鳴), 자모(自侮), 자몽(自懜), 자문(自刎), 자문(自
問), 자박(自縛), 자반(自反), 자발(自發), 자백(自白), 자벌(自伐), 자벽(自辟), 자
변(自辨), 자별(自別), 자복(自服), 자복(自腹), 자봉(自奉), 자부(自負), 자분(自
分), 자분(自奔), 자분(自焚), 자분(自噴), 자분(自憤), 자불(自不), 자비(自比), 자
비(自批), 자비(自卑), 자비(自備), 자비(自費), 자사(自社), 자살(自殺), 자상(自
上), 자상(自相), 자상(自傷), 자색(自色), 자생(自生), 자서(自序), 자서(自書), 자
서(自敍), 자서(自署), 자설(自說), 자성(自性), 자성(自省), 자성(自醒), 자소(自
疏), 자소(自訴), 자송(自訟), 자수(自手), 자수(自水), 자수(自守), 자수(自首), 자
수(自修), 자숙(自肅), 자술(自述), 자습(自習), 자승(自乘), 자승(自勝), 자시(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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恃), 자시(自是), 자신(自身), 자신(自信), 자신(自新), 자실(自失), 자아(自我), 자
안(自按), 자애(自愛), 자액(自縊), 자약(自若), 자약(自藥), 자양(自養), 자억(自
抑), 자언(自言), 자여(自如), 자여(自餘), 자연(自然), 자영(自營), 자온(自溫), 자
용(自用), 자운(自運), 자원(自願), 자위(自爲), 자위(自慰), 자위(自衛), 자유(自
由), 자유(自有), 자율(自律), 자은(自隱), 자의(自意), 자익(自益), 자인(自刃), 자
인(自引), 자인(自印), 자인(自因), 자인(自認), 자임(自任), 자자(自刺), 자자(自
恣), 자작(自作), 자작(自酌), 자재(自在), 자재(自裁), 자저(自邸), 자저(自著), 자
적(自適), 자전(自全), 자전(自專), 자전(自傳), 자전(自轉), 자절(自切/自截), 자정
(自淨), 자제(自制), 자제(自製), 자조(自助), 자조(自照), 자조(自嘲), 자족(自足), 
자존(自存), 자존(自尊), 자종(自從), 자죄(自罪), 자주(自主), 자주(自走), 자주(自
做), 자주(自註), 자중(自重)1, 자중(自重)2, 자증(自證), 자지(自知), 자지(自持), 
자진(自進), 자진(自盡), 자찬(自撰), 자찬(自讚), 자책(自責), 자처(自處), 자천(自
薦), 자청(自請), 자체(自體), 자초(自招), 자초(自礁), 자총(自銃), 자축(自祝), 자
충(自充), 자취(自取), 자취(自炊), 자치(自治), 자치(自致), 자침(自沈), 자침(自
鍼), 자칭(自稱), 자타(自他), 자탄(自彈), 자탄(自歎/自嘆), 자택(自宅), 자통(自通), 
자퇴(自退), 자파(自派), 자파(自罷), 자판(自判), 자판(自辦), 자편(自便), 자평(自
評), 자피(自廢), 자피(自斃), 자포(自抛), 자포(自暴), 자폭(自爆), 자필(自筆), 자
하(自下), 자학(自虐), 자학(自學), 자한(自汗), 자할(自割), 자해(自害), 자해(自
解), 자핵(自劾), 자행(自行), 자허(自許), 자허(自詡), 자헌(自獻), 자현(自現), 자
협(自狹), 자형(自形), 자호(自號), 자홀(自惚), 자화(自火), 자화(自畫), 자활(自
活), 자회(自晦), 자획(自劃), 자횡(自橫), 자효(自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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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연세한국어사전』에 수록된 ‘本+X’, 총 57 개

본가(本家), 본격(本格), 본고(本稿), 본관(本貫), 본관(本館), 본교(本校), 본국(本
國), 본기(本紀), 본능(本能), 본당(本堂), 본대(本隊), 본도(本道), 본래(本來), 본
령(本領), 본론(本論), 본류(本流), 본말(本末), 본명(本名), 본무(本務), 본문(本
文), 본법(本法), 본보(本報), 본봉(本俸), 본부(本部), 본분(本分), 본사(本社), 본
산(本山), 본색(本色), 본서(本署), 본서(本書), 본선(本選), 본선(本線), 본성(本
性), 본시(本是), 본심(本心), 본업(本業), 본연(本然), 본위(本位), 본음(本音), 본
의(本意), 본의(本義), 본인(本人), 본적(本籍), 본전(本錢), 본점(本店), 본조(本
朝), 본존(本尊), 본지(本紙), 본지(本誌), 본지(本旨), 본직(本職), 본질(本質), 본
처(本妻), 본체(本體), 본토(本土), 본향(本鄕), 본회(本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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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本+X’, 총 191 개

본가(本家), 본가(本價), 본각(本覺), 본간(本幹), 본갱(本坑), 본거(本據), 본건(本
件), 본격(本格), 본견(本絹), 본경(本經), 본고(本稿), 본과(本科), 본관(本官), 본
관(本貫), 본관(本管), 본관(本館), 본교(本校), 본구(本具), 본국(本局), 본국(本
國), 본궁(本宮), 본권(本權), 본근(本根), 본금(本金), 본급(本給), 본기(本紀), 본
년(本年), 본념(本念), 본능(本能), 본답(本畓), 본당(本堂), 본당(本黨), 본대(本
隊), 본댁(本宅), 본도(本島), 본도(本道), 본동(本洞), 본동(本棟), 본란(本欄), 본
래(本來), 본련(本練), 본령(本令), 본령(本領), 본론(本論), 본루(本壘), 본류(本
流), 본류(本類), 본리(本利), 본말(本末), 본망(本望), 본맥(本脈), 본명(本名), 본
명(本命), 본모(本貌), 본목(本木), 본무(本務), 본문(本文), 본문(本門), 본물(本
物), 본반(本半), 본방(本方), 본방(本邦), 본방(本房), 본범(本犯), 본범(本帆), 본
변(本邊), 본병(本兵), 본병(本病), 본보(本報), 본보(本譜), 본복(本服), 본봉(本
俸), 본봉(本縫), 본부(本夫), 본부(本府), 본부(本部), 본분(本分), 본불(本佛) 본사
(本寺), 본사(本社), 본사(本事), 본사(本師), 본산(本山), 본상(本相), 본상(本像), 
본상(本賞), 본색(本色), 본생(本生), 본서(本書), 본서(本署), 본서(本誓), 본선(本
船), 본선(本線), 본선(本選), 본설(本說), 본성(本姓), 본성(本性), 본성(本城), 본
세(本稅), 본소(本所), 본소(本訴), 본수(本倅), 본쉬(本倅), 본습(本習), 본시(本
始), 본시(本是), 본시(本時), 본식(本式), 본신(本身), 본실(本室), 본심(本心), 본
악(本樂), 본안(本案), 본액(本額), 본양(本樣), 본업(本業), 본연(本然), 본염(本
鹽), 본엽(本葉), 본영(本影), 본영(本營), 본원(本院), 본원(本員), 본원(本源), 본
원(本願), 본월(本月), 본위(本位), 본유(本有), 본율(本律), 본의(本衣), 본의(本
意), 본의(本義), 본이(本二), 본인(本人), 본일(本日), 본작(本作), 본장(本場), 본
적(本迹), 본적(本籍), 본전(本傳), 본전(本殿)1, 본전(本殿)2, 본전(本錢), 본점(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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店), 본정(本情), 본제(本第), 본제(本堤), 본제(本題), 본조(本朝), 본조(本調), 본
족(本族), 본존(本尊), 본종(本宗), 본종(本種), 본죄(本罪), 본주(本主), 본주(本
州), 본주(本柱), 본증(本症), 본증(本證), 본지(本支), 본지(本旨), 본지(本地), 본
지(本志), 본지(本紙), 본지(本誌), 본직(本職), 본진(本陣), 본진(本震), 본질(本
疾), 본질(本質), 본처(本妻), 본처(本處), 본청(本廳), 본체(本體), 본초(本初), 본
초(本草), 본촌(本村), 본칙(本則), 본친(本親), 본태(本態), 본택(本宅), 본토(本
土), 본판(本板), 본포(本圃), 본포(本鋪), 본행(本行), 본형(本刑), 본형(本形), 본
회(本會), 본회(本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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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自+X”和“本+X”的语法研究

吴 昊

本文主要研究了现代韩语中以汉字“自”和“本”开头的双音节汉字词“自+X”和

“本+X”的语法。本文旨在分析“自+X”和“本+X”的内部语法和外部语法，进而揭示

与“自”、“本”相关的反身性（재귀성）和指示性（지시성）等语法特征。

韩语中大部分“自+X”的词源是古汉语。如“자국(自國)”,“자당(自黨)”,“자
사(自社)”等，“自”和名词性词根结合的形式基本来源于日语。从古汉语语法的角度

看来，多数“自+X”中的X为动词是“自+X”的特点。X为动词时，“自+X”的内部结构

为宾动结构（如“자살(自殺)”）或状中结构（如：“자각(自覺)”），X为非动词时，

“自+X”的内部结构为并列结构（如“자아(自我)”），词根后缀结构（如：“자연(自

然)”）或定中结构（如：“자가(自家)”）。由“自+X”的外部语法可见“自+X”的造

词能力颇强。此外，当X为动词时，“自+X”的反身性源于对反身行为的表现，当X为名

词时，“自+X”的反身性则来源于对第三人称代词所产生的歧义的消除。

大多数“本+X”的内部结构为定中结构，这种结构又可以分为两种类型。“본가(本

家)”类词中的“本”意为“根本的，本来的”，“본고(本稿)”类的“本”相当于话者

方面的“这”，可看作是具有冠形词（관형사）性质的词根。通过对“本+X”的外部语

法的分析可知 ，单音节汉字“本”不同于“自”，可作为独立的词或冠形词使用 。

“本”还可用作前缀，能够与汉字词、固有词或外来语词根结合。像“본 연구（本研

究）”一样作冠形语使用的“本”属于汉字词指示冠形词（한자어 지시관형사）。“本

+NP”主要用于正式的书面语。“本+X”用于指示与话者相关的事物。“본인(本人)”、

“본격(本格)”等“本+X”则具有反身性。

通过对“自”和“本”的比较，我们发现两者皆可作元辞（원사）或次辞（차사）

使用。然而“自”仅作依存形态素，而 “本”则可作独立形态素使用。“自”字未被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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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收录，而“本”则作为词条被收录在了词典中。“自”只与汉字词形态素结合形成

词，而“本”还可与固有词或外来词形态素结合。相比于与动词性和名词性词根均能结

合成词的“自”，“本”主要与名词性词根相结合。

“自+X”和“本+X”都能与次辞结合。但“自+X”的造词能力远比“本+X”强。“自

+X”与“本+X”都存在指示性，但“自+X”指示句子主语，“本+X”则指示话者。

关键词：“自+X”，“本+X”,词源，内部语法，外部语法，反身性，指示性

学  号：2013-2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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