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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한국 한자어 ‘성(性)’의 형태·의미 연구

劉佳(유가)

  본 논문은 현대 한국어 한자어 ‘성(性)’의 형태론적 특성과 의미론적 특성을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性)’은 명사, 어근, 접사 세 가지 기능을 지닌다. 한

자어 ‘성(性)’은 한국어에서 단독적으로 명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근과

접사로서도 생산성이 높아 조어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성(性)’은 대표적인

접미사로 인정받았지만 이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性)’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자어 ‘성(性)’은 일반 명사로 기능할 때 중국어에서와 같이 주로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육체적 특징’ 또는 ‘남녀의 육체적 관

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성(性)’이 명사 구성 어근으로 쓰일 때는 놓인 위치에 따라 [성(性)+X] 구조와

[X+성(性)] 구조로 구성된 2음절 한자어를 형성한다. ‘성(性)’으로 결합된 [성+X]

구조는 주로 ‘주술구성’, ‘목술구성’, ‘수식구성’, ‘어근접미구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성(性)’은 ‘성질’과 ‘남녀의 구별, 또한 남녀의 육체적 특징 또는 관계’ 등의

의미를 가진다. [X+性] 구성은 ‘수식구성’, ‘술목수성’, ‘병렬구성’으로 나눌 수 있으

며 ‘수식구성’에서 ‘성(性)’은 주로 명사성 어근, 형용사성 어근, 동사성 어근의 수

식을 받는다. 모든 [X+性] 구성에서 ‘성(性)’은 ‘성질’ 또는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

진다. 또한 ‘성(性)’이 1음절과 결합하여 [X+性] 구성을 형성했을 때 ‘남성성, 감성

화, 본성적’처럼 여기에 다시 다른 접미 한자어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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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접미사 ‘-성(性)’과 ‘-성(性)’ 파생어를 형태론적 특징과 의미론적

특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4장에서 접미사 ‘-성(性)’의 형

태론적 특징을 어기의 어휘적 성격과 어기의 품사에 따라 관찰한다. 한편, ‘-성

(性)’은 접미사로 기능할 때 ‘성질’의 의미를 지니는데, 다양한 어기와 결합함으로

써 ‘특성’, ‘상태’, ‘성향이나 경향’, ‘정도’, ‘성품’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5장에서 ‘-성(性)’ 파생어의 의미론적 특징을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간의 관계에 입각하여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성(性)’ 파생어에는 관

형어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을 모두 가지는 경우와 주로 명사적 용법을 기능하고

관형적 용법은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접미사 ‘-성(性)’으로 형성된 신어는 주로

관형적 기능을 가진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주요어: 한자어, ‘성(性)’, ‘-성(性)’, 파생어, 형태론적 특성, 의미론적 특성, 어

근, 접사, 기능

학 번: 2016-2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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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 연구 목적

지금까지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개별 한자어 형

태소에 대한 연구는 그 양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그간의

개별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어 한자어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한자어 형태소로서 단어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성(性)’

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성(性)’이 현대 한국어의 단어 형성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립어인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한 단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性’

도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는데, 명사로 기능하기도 하고, 접미사의

기능을 겸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중국어에서 명사로 기능하는 ‘性’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의 본성. 또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 또는 성능’이며 고대 중국어에서부터 이미 독립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1) 이 외에도 중국어에서 ‘성(性)’은 ‘성정(性情) 또는 성깔’, ‘남

성과 여성의 구별 또는 생식(生息), 성욕(性欲)과 관련된 것’, ‘어휘의 속성: 양성

(陽性), 음성(陰性), 중성(中性)’, ‘사물의 본질’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면서 문장에

서 단독적으로 쓰인다. 한편, 중국어의 ‘性’은 복합어 형성에서 구성 요소로 기능

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어에서 접미사로도 기능하는 ‘性’은 그 쓰임이 매우 활발

하며, 생산력이 강해서 아직도 새로운 단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어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성(性)’은 세 가지 용법을 지닐

1) ≪现代汉语词典(현대한어사전)≫에서 ‘性’의 기본 의미는 ‘人的本性或者事物的性质或性能’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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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중국어에서의 용법과 비슷하여 명사로 기능하는 경

우이다. 두 번째는 ‘성(性)’이 한국어로 유입되어 단어를 형성할 때 중국어 문법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성(性)’이 오랜

세월에 걸쳐 한국어 고유 문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어 체계 속으로 동화된 경

우이다. 이때 ‘성(性)’은 고유의 형태론적·의미론적 특징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위와 같은 가설 하에 본 연구는 사전 및 말뭉치 자료에서 ‘성(性)’의 용법을 검

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성(性)’을 ➀ 자립성을 가진 경우(즉 일반 명사

와 어근으로 쓰이는 경우) ➁ 의존성을 가진 형태소로서 자립형식의 뒤에 붙어

접미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2 . 연구 배경

한국어의 어종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뉜다. 이 중 한자어는 한국어 어

휘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한국어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한

자어는 고유어와 외래어에 비해 여러 가지 독특한 언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 한국어 어휘론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한자어는 단어이므로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는 대체로 한 음절로 되어 있는 편이다. 이때 하나의 한자

는 그 자체로 한자어 구실을 하기도 하고, 반드시 다른 한자와 어울려야 한자어

구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를 ‘자립한자어’라고 하고 후자를 ‘의존한

자어’라고 한다.

한자어와 관련하여 김창섭(2001, 2013)에서는 2자어(2字語)와 3자어(3字語)라는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자 1자는 한국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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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소의 자격을 가질 뿐 단어가 되지 못한다.2) 즉 일부 한자를 제외한 1자

한자어는 의존형태소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2자어는 단순히 2자로 표기된 단어

또는 두 형태소가 결합된 단어라는 뜻을 넘어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

식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3자어류(3字語類)는 특정한 1자가 1자어

나 2자어를 적용 영역으로 삼아 그 앞이나 뒤에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3) 고

유어 문법에서의 ‘단어+어근’ 구성(예를 들면 ‘小說+集’)은 3자어이다. ‘詩+集’과 같

은 단어는 2자로 되어 있지만 ‘단어+어근’으로 분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3

자어와 같은 구성이므로 ‘3자어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자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연구에서 한자어의

내부 구조를 중국어나 전통 한문의 통사구조로 파악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심재기(1987)에서는 한자어를 내부 구조에 따라 열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심재기(1987:32)의 한자어 분류

➀ 主述構成: 天動, 地動, 家貧, 日出, 夜深, 國立 ......

➁ 修飾構成; 動詞, 過程, 長期, 特徵, 槪念, 人品 ......

➂ 竝列構成: 人民, 土地, 河川, 方法, 言語, 父母 ......

➃ 限定構成: 密接, 冷凍, 指示, 特定, 豫測, 聯合 ......

➄ 補充構成: 社會, 意味, 性質, 說明, 移動, 買入 ......

➅ 接尾構成: 硝子, 樵子, 椅子, 人間, 空間 ......

➆ 被動構成: 見奪, 所定, 被侵 ......

➇ 目的構成: 避難, 殺生, 放火, 停會, 觀光, 開議 ......

2) 송기중(1992:46)에서는 수만 개의 한자 중에서 1자로서 단어 자격을 가지는 것은 ‘山’, ‘詩’, 

‘請’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수도 백여 개 남짓한 수에 불과하여 형태론적인 예외라고 한 

바 있다. 

3) ‘3자어류’에 대해서는 김창섭(2001:178~180, 2013:168~173)을 참조할 수 있다. 김창섭

(2001:179)에서는 ‘上+中+下’와 같은 구성은 3자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潛

水+艦’은 3자어이고, 그 준말 ‘潛艦’은 2자어이다. ‘對艦’도 2자어이다. ‘潛水+艦’, ‘對艦+

戰’, ‘對潛水艦+戰’은 모두 3자어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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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문법에서의 

구성법

고유어 문법에서의 자격 2자어

竝列 構成
일반명사 天地, 父母, 意味, …

서술명사 敎育, 往來, 明白, 巨大, 健康, …

修飾 構成
일반명사 高山, 非理, 講師, …

서술명사 再審, 不參, 未納, 最適, 不安, …

述目 構成 서술명사 作曲, 愛國, 通話, …

述補 構成
서수명사 入學, 歸家, 有名, 廣範, 被檢, 被襲, …

관형명사 駐韓, 親韓, 反韓, …

前目 構成
부사 於焉, 于今, 自古, …

관형명사 對民, 對人, 對韓, …

主述 構成
서술명사 日沒, 月出, 氣絶, …

관형명사 또는 서술명사 王立, 夜深, 年少, …

➈ 否定構成: 勿論, 不利, 非理, 無罪, 否決, 莫逆 ......

➉ 省略構成: 懷中, 傷寒, 意外, 亡命, 避靜, 大入 ......

  김창섭(2001)에서는 한국어 2자어가 한문 문법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2자어들을 성분들의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2) 김창섭(2001:190)에서 제시한 2자어의 유형

  접미 한자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노명희(1990:31~43)은

한자어가 고유어에 동화된 면과 한자어 고유어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면을

강조하였는데, ‘접미 기능소’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접미

기능소’는 자립형식의 뒤에 붙어 접사적 기능을 하는 단위를 가리키는데, 한자어

형태소가 음절 단위가 아닌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서 행동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또한 노명희(2005:99~108)에서는 접미 한자어의 설정 기준에 대해서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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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에 대해 의존성을 지닌 것 ➁ 어기의 통사 범주를 바꿀 수 있는 것 ➂ 

의미론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휘 의미가 약화된 것 ➃ 접미 한자어가 동일한

의미로 단어의 첫음절에 쓰이지 않은 것 ➄ 단어 이상의 단위를 어기로 취할 수

있는 것 ➅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인 것 ➆ 생산성이 높은 것 ➇ 어기의

비자립성(의존형식인 어근을 어기로 취할 수 있는 접미한자어는 의존명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음) ➈ 접미 한자어가 결합된 단어가 후행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

➉ 접미사는 어근보다 뒤에 결합해야 하는 것’ 등의 열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자어 접미사의 설정 기준은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위의 제시된

일부 기준을 적용하여 논의할 것이다.

1.3 . 연구 대상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의 한자어 ‘성(性)’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 다

루는 한자어 ‘성(性)’의 예들은 주로 김민수 외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1998),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1999), 이희승 편 ≪엣센스 국어대사전≫(2003),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200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

전≫(2009)에서 수집하였다.4) 물리, 화학, 생물, 역사, 법률 등의 분야에서 통용되

는 전문어와 북한어는 다루지 않았으나 그 중에서도 일반 한국어 화자에게 전문

어로 여겨지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높은 빈도로 쓰이는 몇몇 단어들은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7,364,815 어절)에서

‘성(性)’이 사용된 예문들을 검색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삼았다.5)

4) 필요에 따라 ≪우리말 큰사전≫(1992)를 참고하였다. 

5) 이하 이 사전들은 ≪표준≫, ≪연세≫, ≪고려≫, ≪금성≫, ≪우리말≫, ≪민중≫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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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참고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사전류: 

    가.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김민수 외 편. 

    나. ≪연세한국어사전≫(199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편. 

    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편.

    라. ≪엣센스 국어대사전≫(2003) 제5판, 이희승 편, 민중서림.

    마. ≪우리말 큰사전≫(2005), 한글학회 편.

    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말뭉치 자료: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http://sejong.or.kr 

‘성(性)’은 본래 중국어에서 들어온 한자어이기 때문에 형태․의미적 특징을 보

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詞典編輯室(중국사회과학원어

언연구소사전편집실) 편 ≪現代漢語詞典≫(2002)을 비롯한 여러 중국어 사전 및

民衆書林編輯局 편 ≪現代漢語詞典≫(2010)을 비롯한 한·중 사전을 참고하였다.

1.4 논의 구성

이후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성(性)’의 문법적 기능 및 한자어 ‘성(性)’의 형태·의미론적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의 기본 관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자립성을 가진 ‘성(性)’, 즉 일반 명사로 기능하는 ‘성(性)’과 어근

고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세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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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쓰이는 ‘성(性)을 다룬다. 제2절에서 명사를 구성하는 어근 ‘성(性)’, 즉 2자

한자어를 구성하는 [성+X] 구성과 [X+성] 구성에 대해서 다루고 제3절에서 어근

‘성(性)’과 접사 ‘-성(性)’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이

를 판별한다.

제4장은 먼저 형태론적 측면에서 결합 가능한 어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접미

사 ‘-성(性)’의 특징을 살펴보고, ‘-성(性)’이 다양한 어기와 결합되면서 더 구체적

인 의미를 갖는 양상을 관찰할 것이다. 또한 ‘-적(的)’을 비롯한 일부 접미사와 ‘-

성(性)’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측면에서 ‘-성(性)’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제5장에서는 ‘-성(性)’ 파생어의 어기 의미와 파생어 의미 사이의 몇 가지 관계

를 유형화시켜 접미사의 의미 형성 원리를 다루며, 관형어적 기능과 명사적 기능

을 비롯한 ‘-성(性)’ 파생어의 형태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본고의 남은 문제와

앞으로 더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부록으로는 ‘성(性)’이 어근으로서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형성한 [성+X] 구성과

[X+성] 구성의 단어, ‘-성(性)’이 접미사로서 다양한 어기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

어 목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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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세≫ ≪고려≫ ≪금성≫ ≪우리말≫ ≪민중≫

명사 O O O O O O

접미사 O O O O O X

<표 1> 사전별 형태소 ‘성(性)’에 대한 처리 방법

2. 기본 논의

2.1 . 연구사

사전에 등재된 ‘성(性)’의 품사(또는 접사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위의 <표 1>을 통하여 사전은 대체로 모두 ‘성(性)’의 품사를 명사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중≫을 제외한 모든 사전이 ‘-성(性)’의 접사성을 인정하여 접미사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性)’을 다룬 연구로는 노명희(1990, 2005, 2014), 배주채(2003b), 이광호(2007),

김소은(2010), 김창섭(2013), 이슬기(2016)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성(性)’은 접미사의 판별 기준과 목록 설정에서 언급되었다. 노명희(1990)

에서는 기능소 유형Ⅲ을 소개하면서 이에 속하는 기능소는 다시 접두사적 기능과

접미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뉜다고 하였다.6) 또한 기능소 유형Ⅰ과 유형Ⅱ의

뒤에 붙어 접미사적 기능을 하는 한자어는 기능소의 자격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6) 노명희(1990)에 의하면 기능소Ⅰ은 최소의 자립형식이며, 기능소Ⅱ는 의존형식 중에서 접미

사(주로 ‘하다’나 ‘的’)와 결합하여 단어로 쓰이고 특히 ‘하-’와 결합할 때는 그 사이에 특수

조사가 끼어들 수 있는 단위이다. 기능소Ⅲ은 기능소Ⅰ, 기능소Ⅱ에 결합하여 접사적인 성

격을 나타내는 단위를 가리키며, 분포상의 위치에 따라 접두 기능소와 접미 기능소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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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性) : 개방성(開放性), 논리성(論理性), 목적성(目的性),

         방향성(方向性), 소모성(消耗性), 일관성(一貫性)…

이러한 기능소들은 일부 형식 명사적 기능을 아울러 가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에 대한 근거로 ‘한자·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1985)’에서 제시된, ‘-성(性)’을 포함

한 빈도수 100 이상인 몇 가지 예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기능소 유형Ⅰ과 유형Ⅱ에 연결될 때에만 기능소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고 하면서, ‘성격(性格), 심성(心性)’ 등에서처럼 기능소의 유형Ⅲ에

속하는 ‘성(性)’도 기능소 유형Ⅰ, 기능소 유형Ⅱ에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기능소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김소은(2010:52~78)은 다섯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성(性)’이 접미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7) 한자어 접미사는 그것이 나타내는 한자의

의미에서부터 그 기원과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였고, 의미에 따라 ‘-성(性)’을 비롯한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 접미사 22개를 한 묶음으로 분류하였다.

이슬기(2016)에서는 일곱 가지 기준을 통하여 접미 한자어를 자립명사, 접미사,

접미 어근으로 분류하였다. 접미사 혹은 접미 어근과 자립명사를 구별할 때 쓰이

는 기준은 선행 어근에 대한 의존성 여부이며 2음절 한자어 뒤에 나타나는 1음절

한자어가 항상 다른 단어에 형태적으로 의존한다면 접미사 또는 접미 어근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접미사와 접미 어근을 식별하는 기준은 ‘접미 한자어가 2음절

한자어를 구성하는 어근과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가, 선행 어근의 속성을 변화시

7) 김소은(2010:27~29)에서는 한자어 접미사의 설정 기준으로 ‘➀ 한자어 접미사는 선행어근에 

의존적으로 결합함; ➁ 한자어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

라, 구에도 가능함; ➂ 한자어 접미사는 한자의 본래 의미에서 떨어져 쓰임; ➃ 한자어 접미

사는 어근을 구체화시킴; ➄ 한자어 접미사는 준단축적(準短縮的)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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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16(工), -관18(官), -금14(金), -기40(記), -성17(性), -작10(作), 

-장43(場), -체10(體), -촌04(村), -품08(品)

(3) ① ㅅ 전치성 ‘-성(性)’

시성(詩性), 가능성(可能性), 경제성(經濟性), 공간성(空間性), 규범성(規

範性), 동물성(動物性), 사교성(社交性), 사실성(事實性), 사회성(社會性), 

상품성(商品性), 선천성(先天性), 세균성(細菌性), 시간성(時間性), 역사성

(歷史性)

② 기타

감성(感性), 강성(强性), 개성(個性), 건성(乾性), 경성(硬性), 만성(慢性),

수성(水性), 연성(延性), 유성(油性), 이성(理性), 인성(人性), 중성(中性),

지성(知性), 지성(脂性), 천성(天性), 타성(惰性), 품성(品性)

키는 문법적 의미를 갖는가, 접미한자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복합어가 조사 결합

에 제약을 보이는가’라는 것인데, 어근과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갖거나 선행 어

근의 속성을 변화시키거나 복합어의 조사 결합에 제약을 가져오면 접미사로 처리

한다고 하였다. 즉, 이들 중 하나의 기준만 만족시키면 접미사이다. 이러한 기준

으로 ‘성(性)’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형태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자립명사로 등

재되었으나 자립명사와 의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접미 어근으로 처리된다고 하

였다.

  둘째, 한자어 ‘성(性)’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특징 및 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배주채(2003b:272)는 접미 한자어 형태소가 선행요소와의 가지는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경음화 여부를 통하여 접미 한자형태소의 형태론적 자격을 구별하면서

한자어 ‘성(性)’의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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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당성(黨性), 암성(癌性), 폐성(肺性)

나. 껌성(gum 性), 비즈니스성(business 性), 디지털성(digital 性), 림프관

성(lymph 管性), 박테리아성(bacteria 性), 스트레스성(stress 性), 인사

배주채(2003b:272)에서는 ‘성(性)’을 그 의미 또는 기능에 따라 ‘인간성(人間性),

창조성(創造性), 역사성(歷史性)’ 등의 ‘성’처럼 [썽]으로 발음되는 ‘ㅅ(사이시옷)

전치성 형태소’와 ‘산성(酸性), 신성(神性)’ 등처럼 그렇지 않은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시성, 인간성’과 같이 ‘성(性)’이 발음상 형태

그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경음화가 일어난다면 이 같은 단어의 구성은

‘어근+접미사’의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음화 여부에 따라 그 접미 한자

형태소가 접미사의 성격이 부여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ㅅ’(사이시옷)의 개입에 의한 경음화 현상이 아닌 한 통사론적·의미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차이가 접미사 여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노명희(2005:102)는 수식 기능을 하면서 어휘 의미가 약화되는 예로 ‘-적(的)’과

‘-성(性)’을 제시하였다. ‘-적(的)’은 원래 어휘적 의미가 약해서 전형적 접미사로

인식되어 온 것이며 ‘-성(性)’의 경우도 접미사로 쓰일 때는 ‘어떤 성질이나

특성’의 의미에서 ‘어기와 관련된, 또는 어기의 성질을 지님’의 의미와 같이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노명희(2014:178~180)에서 ‘성(性)’은 1음절 어기에

결합할 때는 경음화되지 않고 2음절 어기에 결합할 때는 경음화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접미사로 다루어져 왔다고 하면서 이 현상은 음운론적 환경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여 선행어의 음절수라는 차이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광호(2007:68~74)에서 제시한, 1음절 한자어에 결합한 ‘성(性)’의 예 가운데

자립성이 있는 단어 뒤에 결합한 예는 아래 (4가)이고, (4나)는 외래어 어기에

결합한 예이다. 이 예들은 모두 [썽]으로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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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성(insider 性), 캠페인성(campaign 性), 아메바성(amoeba 性), 아

미노산성(amino 酸性), 아시아성(asia 性), 아웃사이더성(outsider 性)

노명희(2014:180)는 위의 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음운 현상의 차이는 화자가

어기의 음절수(2음절)와 자립성에 따라 ‘성(性)’의 차이를 인식한 결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즉 (4가)처럼 1음절 어기가 자립성이 있는 명사이면 [썽]으로

발음되고, (4나)와 같은 외래어는 어기의 음절수와 상관없이 모두 [썽]으로

발음되는데, 모두 자립적인 어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창섭(2013:178~181)에서도 ‘성(性)’의 경음화 현상을 확인하였다. ‘성(性)’은

원사(元辭)와 차사(次辭)의 용법을 다 가지고 있으며, 평음과 경음의 차이로

구별된다.8) 즉 단어 용법이 없는 1자 ‘X’에 결합한 ‘성(性)’은 반드시 [성]으로

발음되고(‘만성, 양성, 유성’ 등), ‘원시성, 국제성, 역사성, 해양성’과 같이 언제나

단어로만 분석되는 ‘X’에 결합한 ‘성(性)’은 [썽]으로 발음된다. X가 단어로

분석되는지에 따라 [성]과 [썽]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더불어 ‘병(病)성,

시(詩)성, 죄(罪)성, 당(黨)성’과 같이 1자 단어에 결합한 예들도 대다수의 화자가

[썽]으로 발음한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방향옥(2011:139~140)에서는 한자어와 중국어에 모두 쓰이는 한․중 공통 접미

사로 ‘-성(性)’을 포함한 15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한자어에서는 접미사 15개

에 의한 접미파생어가 모두 파생 명사라고 하였다. 또한 한자어에서 명사를 파생

시키는 접미사는 모두 ‘[N+Sfn]N’의 구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성(性)’은

‘성질 또는 성향’의 의미를 가진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분석하였다.

톈위(2016:31)은 접미사 판정 기준 가운데 ‘분포의 제한성’과 관련해서

8) 김창섭(2013:170)에 따르면 용법에 따라 한자어 형태소를 분류하면 2자어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자와 접두사나 접미사처럼 한자를 작용 영역으로 하여 쓰이는 특

별한 자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자’와 ‘특별한 자’를 각각 ‘원사’와 

‘차사’로 부르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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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어에서 파생 접사가 제한적인 분포를 갖는다는 점이 한자어 파생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자어 접미사는 선행 어기와의 결합이

선택적이나 한자어 접미사 중에 ‘-성(性)’, ‘-적(的)’, ‘-화(化)’ 등은 파생

접미사로서 매우 생산적이라면서 이들이 어기와 결합할 경우 제한성은 그리

뚜렷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권순구(1995:50)는 분포의 제한성은

기준이라기보다는 파생 접사의 특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성(性)’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성

(性)’에 대한 본고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 기본 관점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性)’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전은 모두 일반 명사로 처

리하고 있고, 접미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성(性)’이 한국어에서 높은 생산력을 지닌 접미사인 것은 틀림없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사전 및 선행 연구들의

기본 관점을 수용하여 진행하고자 한자.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자립성을 가

진 ‘성(性)’과 의존성을 가진 ‘-성(性)’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김창섭(2001)에서 정의한 ‘2자어’나 ‘3자어’는 글자의 수에 의거하여 정의되는 것

이 아니라 ‘2자어’와 ‘3자어’를 구성한 요소의 기능에 근거하였다. 본고도 김창섭

(2001)의 ‘2자어’ 및 ‘3자어’의 정의를 따라 ‘성(性)’의 결합형을 크게 2자어 구성과

3자어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성(性)’은 어근으로서 다른 어근과 함께 결합하여 [性+X] 구성과 [X+性] 구성

을 비롯한 2자어 구성을 구성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性+X] 구성과 [X+性] 구

성이 가지는 구성 성분의 유형과 ‘성(性)’의 의미에 따라 ‘성(性)’이 결합된 2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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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분류하고 이 구성들의 내부 문법을 살펴보겠다.

‘-성(性)’은 의존형식인 접미사로서 다양한 어기와 결합하여 3자어 구성을 형성

하기도 한다. 접미사로서 ‘-성(性)’은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국어 파생어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인정하여 ‘-성(性)’이 한국

어 파생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성(性)’의 의미적, 기능적 특징을 살펴보려

고 한다. 접미사 ‘-성(性)’은 다양한 어기와의 결합을 통하여 ‘성질’이라는 의미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 본고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접미사 ‘-성

(性)’의 의미도 살펴보는 한편, ‘-성(性)’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명사 파생접미사

‘-적(的)’, ‘-도(度)’, ‘-감(感)’, ‘-화(化)’ 등을 비교하여 이 접미사들 사이에 어떤

의미적 또는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접미사 ‘-성(性)’의 특징과 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5 -

3. 명사와 어근으로 기능하는 ‘성(性)’

  전술하였듯이 한국어에서 ‘성(性)’은 명사, 어근, 접미사의 용법을 지닌다. 그러

나 명사와 어근으로 기능하는 ‘성(性)’은 비교적 제한된 예에서만 발견되는 데에

반해 접미사로서 ‘-성(性)’은 현대 한국어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이에 본고는

명사와 어근으로 기능하는 ‘성(性)’과 접미사로 기능하는 ‘-성(性)’을 각각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한자어 형태소 ‘성(性)’의 유형을 자립형식인 일반 명사, 그리고 의

존형식인 어근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특성과 용법을 밝힐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性)’의 자립성과 의존성을 재검토하여 ‘성(性)’의 다기능적(多機能的) 특징을

밝히면서 ‘성(性)’의 생산 범위도 파악할 것이다.

3.1 . 명사로 기능하는 ‘성(性)’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한자어의 자립형식과 관련해서는 ‘성(性)’뿐만

아니라 다른 한자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다. 한 한자어의 자립형식에 대

해 더 이상 분석하지 않은 것이다. 한자어 단어 형성에서 자립형식을 가진 한자

어 형태소는 단어로만 기능하므로 유형 분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

자어의 자립형식 형태소가 명사로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깊이 연구

할 필요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에 반해 비자립형식인 한자어 형태소는 한

국어의 단어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시 합성어 구성 요소와 파생어

구성 요소로 나누어지는 등 하위 유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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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어에서 대체로 명사로 기능하고 있

으며 1음절이라도 자립형식인 단어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형태소 ‘성

(性)’이 아직도 그러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어에서처럼

단어로, 구체적으로는 명사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근의 자격으로 주로

의존형식으로서 단어 형성에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性)’은 중국어에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기본 의미로

쓰이다가 한국어와 일본어에 차용되었다. 陈汝立(1986:89)에서는 王力의 ≪汉语史

稿(한어사고)≫를 인용하면서 근대 이후 일본이 서양 문명어를 번역할 때 ‘-ty’,

‘-ce’, ‘-ness’라는 접미 성분에 대응하는 것으로 ‘-성(性)’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 용법이 중국어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9) 또한 근대 한·중·일 세 나

라 사이에서 일어난 문화 전파의 경로를 감안할 때 한국어에서 쓰이는 접미사 ‘-

성(性)’도 역시 일본에서 전해온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한국어에

서 ‘성(性)’이 명사로서 기능할 때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는 점점 약화되어 사

라졌고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성(性)’이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0) 이 세 가지 기준은 명사가 가지고 있는 가

장 기본적인 특징과도 부합하기에 명사 판별 기준으로 삼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

각된다.

9) 王力(1980:231~232)에서는 “1919년에 일어난 5·4운동을 계기로 현대 중국어는 서양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品’, ‘性’, ‘度’를 비롯한 명사 접미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性’은 대

체로 영어의 ‘-ty’, ‘-ce’, ‘-ness’ 등 접미 성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용법은 일본 번역

문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 단어 ‘possibility’를 ‘可能性’으로, ‘importance’

를 ‘重要性’으로, 그리고 ‘impermeability’를 ‘不浸透性(不可浸透性)’으로 번역하였고, 우리

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丁树生은 ≪现代汉语语法讲话(현대한어어법강화)≫ 224쪽에서 현대 중국어에서의 

‘性’과 ‘化’를 모두 근대 이후 외국어 번역어에서 생겨난 접미사라고 보았다. 

10) 이선웅(2014:40)에서는 명사류의 문법적 특성을 일반적으로 위에 제시된 (1가)와 (1나)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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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격조사 결합 여부

나. 관형어의 수식 여부

다. 계사 ‘이-’ 결합 여부

(2) 가. 調達이 性이 모딜 <月印 上46>

나. 그  여슷 太臣이 이쇼 性이 모디러 <釋譜 11:18>

다. 오직 金剛經을 디니면 곧 제 性을 보아 바 成佛호 알리라 시더

라 <六祖 상5>

라. 孟子ㅣ 性의 善홈을 道샤 <宣孟 5:1>

마. 夫子의 性과 다 天道를 닐샤믄 可히 시러곰 듣디 몯이니라 <宣

論 1:45>

바. 相ㅅ 根源이 性이오 <釋譜 13:41>

(3) 가. 프랑스는 이 지경으로까지 성이 개방되어 있었고 문란했지만, 영국은 

먼저 위의 세 가지 검증 기준을 예문 (2)에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중세 한국

어에 ‘성(性)’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에 제시된 예문들은 모두 15, 16세기에 간행된 문헌에서 ‘성(性)’이 나타난 문장

이다. (2가~바)에서 ‘성(性)’ 뒤에 격조사가 붙는다는 것과 계사 ‘이-’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써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성(性)’이 하나의 자

립형식으로 기능해 왔다는 것, 즉 하나의 명사로 기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성(性)’은 주로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성이나 본바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문맥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성(性)’이 명사로서의 기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

는지 아니면 명사 자격이 상실되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먼저 ‘성(性)’이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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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비교적 나은 편이었다.

나. 왜냐하면 한 인간에게 두 성이 함께 있다는 관점은 이미 이러한 구분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다. ‘성은 불결하다’라고 부정적 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 대부분의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성을 금기시한다. 

마. 성에 일찍 눈이 떠지는 모양이다. 

바. 요즘은 성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사. 신세대가 솔직하게 살고 솔직하게 사랑을 한다면 아주 바람직하다. 그

것은 성도 마찬가지다. 섹스는 감추어야 할 것이고 그냥 둘만 안 보는 

곳에 놔두기만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참으로 커다란 오산

이다.

위에 제시된 예문 (3)을 보면 ‘성(性)’이 자립적으로 문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3가)와 (3나)는 ‘성(性)’이 주격조사 ‘이’와 결합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3다)는 ‘성(性)’ 뒤에 보조사 ‘은’이 쓰인 예이다. 그리고 (3라)는 ‘성(性)’이

격조사 ‘을’과 결합할 수 있고 (3마)는 ‘성(性)’이 속격조사 ‘의’와 결합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며, (3바)는 ‘성(性)’이 ‘에’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3사)에서 ‘성(性)’ 뒤에 조사 ‘도’가 쓰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3가), (3나), (3다), (3바), (3사)의 ‘성(性)’은 명사의 자격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육체적 특징’의 의미를 지니고, (3라)와 (3마)의 ‘성

(性)’은 주로 ‘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러

한 의미를 가진 명사 ‘성(性)’은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

(性)’이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한자어 ‘성(性)’이 명사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도 한국어에 잘 동

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문장에서 단독적으로 쓰인 ‘성(性)’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지

를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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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프랑스가 개방된 성 때문에 문란했고, 이 지경까지 왔다.

나. 이러한 성 의식으로 인하여 여성이 많은 어려움이 당했다.

다. 왜냐하면 한 인간에게 두 성이 함께 있다는 관점은 이미 이러한 구분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5) 가. 공리성은 문학의 교훈적 성격이고 오락성은 아름다움에 의한 쾌락 성

이다. 

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욕구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먹

고 사는 것과 배고픔, 사랑, 그리고 성이다.

위의 예문 (4가~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성(性)’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4가)와 (4나)에서 ‘성(性)’은 각각 동사 ‘개방되-’와

형용사 ‘이러하-’ 뒤에 활용 어미 ‘-ㄴ’가 붙은 관형형 ‘개방된’, ‘이러한’의 수식을

받는다. (4다)를 보면 ‘성(性)’은 수관형사인 ‘두’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性)’이 계사 ‘이-’와 결합할 수 있는지 다음 예문 (5)를 통하여

확인해 보기로 한다.

(5가)와 (5나)와 같은 예문에서 ‘성(性)’이 계사 ‘이-’와 결합하는 것으로 볼 때 ‘성

(性)’은 체언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 또는 남성이나 여

성의 육체적 특징’ 내지 ‘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의 의미를 가

진 ‘성(性)’은 한국어에서 자립적인 지위를 가져 일반 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성이나 본바탕’의 의미를 가진 ‘성(性)’이 들어간 예문

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로 볼 때 현대 한국어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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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아이는 우유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계속 울어 댔다.

나. 그녀는 사윗감이 성에 차지 않았다.

다. 전에 만세 부를 때 봐도 동오는 선생으로 눌러 있기는 성이 안 차겠던

    걸.

<송기숙, 암태도>

‘성(性)’은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명사로 기능하는 ‘성(性)’은 관용구의 형성에도 참여한다. 그 예로 ‘성

에 차다’ 또는 ‘성이 차다’를 들 수 있다. 먼저 이 관용구의 구체적인 쓰임을 통하

여 ‘성(性)’이 여기서 어떠한 의미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관용구 ‘성이(성에) 차다’는 사전에 ‘흡족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

다. 주지하다시피 관용어는 구성 낱말의 뜻과는 별개의 뜻을 가진 어휘 복합체가

문장 내에서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는 언어 단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관용

어는 비유적 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이다가 하나의 굳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관용어의 뜻은 구성 어휘의 개별적 뜻을 합해도 알 수 없

다.11) 홍미랑(1990)에서는 한국어 관용어에서 ‘N(명사) + V(동사)’의 구성을 가진

많은 경우를 다의어에 의해 이루어진 의미구조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해

당한 세 가지 유형 중의 한 가지로 ‘선행 요소의 다의적 쓰임을 통한 화석화’를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이(성에) 차다’의 ‘성(性)’도 다의적 쓰임을 가지

는데, 이 중에서도 ‘본성 또는 성질’ 혹은 ‘남녀의 구별’ 등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

이다. ‘성이(성에) 차다’의 후행 요소 ‘차다’는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하게 되

다’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성이(성에) 차다’가

문장에 쓰였을 때 실제로는 기본 꼴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안’이나 ‘않다’ 등 부

11) 박영준·최경봉(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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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와 함께 쓰여 ‘성이(성에) 차지 않다’ 또는 ‘성이(성에) 안 차다’의 형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3.2 . 어근으로 기능하는 ‘성(性)’

  ‘성(性)’은 어근으로 쓰일 때 주로 2음절 한자어를 구성한다.12) ‘성(性)’을 포함

한 2음절 한자어는 ‘성(性)’이 놓인 위치에 따라 다시 [性+X] 구성과 [X+性] 구성

으로 나누어진다. 이 절에서 먼저 [性+X] 구성과 [X+性] 구성을 구성 성분에 따

라 나눈 후, ‘성(性)’이 각 구성에서 어떠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3.2.1 . [性+X] 구성

  ‘성(性)’은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주로 명사를 만들고 일부의 경우에는 용언 어

근, 또는 형용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명사의 경우, ‘性質’과 같은 [性+X] 구성은

하나의 단어로 쓰여서 각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性)’의 결합형은 2음절 한자어 명사의 내부 문법에 따라 ‘병렬구성(竝列構

成)’, ‘주술구성(主述構成)’, ‘목술구성(目述構成)’, ‘수식구성(修飾構成)’, ‘어근접미구

성(語根接尾構成)’ 등의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性+X] 구성의 구성 성

분은 다음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2) ‘성(性)’이 앞에서 나타나 고유어 동사 ‘마르-’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한 예도 있다.

13) 「명」 ➀ 사람의 성질과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➁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아울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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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방식 [性+X] 구성

병렬구성
성질(性質), 성격(性格), 성능(性能), 성미(性味), 성상(性狀)13), 

성정(性情), 성품(性品)

주술구성 성악(性惡), 성급(性急)

목술구성 성교(性交)

수식구성
가. 성벽(性癖)14), 성향(性向), 성체(性體)15)

나. 성감(性感), 성기(性器), 성별(性別), 성병(性病), 성욕(性慾)

어근

접미구성
성깔(性깔)16), 성적(性的)

<표 2> [性+X] 구성의 내부 문법

명사 구성 어근으로 쓰이는 ‘성(性)’은 몇 가지 부분에서 고유어 문법과 다른

점을 가진다. 먼저 ‘성질’, ‘성능’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성(性)’은 다른 어근

과 결합하여 병렬구성으로 쓰인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는 이 단어들의 뜻풀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능’의 경우는 ‘성질이나 기능’이라고

해석되며 ‘성미’가 ‘성질, 마음씨, 비위, 버릇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

를 지닌다. 이처럼 병렬구성을 가진 [性+X] 구성은 ‘무엇이나 무엇’, ‘무엇과 무엇

아울러 이르는 말’의 형식으로 풀이된다. 이때의 ‘성(性)’은 주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술구성과 목술구성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은 주로 ‘하-’와 결합하여 용언을

만드는 단어이다. 그러나 주술구성에서의 [性+X] 구성은 모두 ‘어근’의 신분으로

‘하-’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하는 것으로만 쓰이는 데에 반해 목술구성은 명사

14) 「명」 ➀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➁ 선천적 또는 주관적으로 정욕(情欲)의 만족을 지향하는  

소질.

15) 「명」 마음의 본체.

16) 「명」 거친 성질을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 또는 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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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여자가 달랠수록 아기는 성마르게 운다. 

나. 그는 성마른 표정을 지으며 마른침을 삼켰다.

다. 범수는 성격이 성말라 친구가 별로 없다.

라. 내가 성말라 죽는 걸 보고 싶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안으로 

가 ‘하-’와 결합하여 동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주술구성과 목술구성에서 나타난

‘성(性)’은 각각 ‘인간의 마음’과 ‘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표 2>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性+X] 구성으로 구성된 2음절 한자어 중

에는 ‘性’이 뒤에 따르는 명사성 어근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성벽’이나 ‘성향’,

‘성체’에서의 ‘性’은 뒤에 오는 어근 ‘벽(癖)’, ‘향(向)’, ‘체(體)’를 수식하는데, 이때

각각 ‘굳어진’, ‘버릇된’ 또는 ‘성질에 따른’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 특히

‘성체’의 ‘성(性)’은 더 나아가서 ‘마음’의 뜻을 지니기도 한다.

이 외에도 ‘성(性)’은 어근으로서 뒤에 ‘상태 또는 바탕의 뜻을 더하는’의 의미

를 지닌 접미사 ‘-깔’ 또는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련된, 또한 그 상태로 된’의

의미를 가진 접미사 ‘-적(的)’과 함께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기도 하며 이때

전자의 ‘성(性)’은 주로 ‘성질’이라는 뜻, 후자는 ‘남녀 간의 육체적 특징 또는 관

계’라는 뜻을 지닌다.

어근 ‘성(性)’의 뒤에 동사 어간 ‘마르-’가 붙어 형용사 ‘성마르-’가 형성되기도

한다. ‘마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이고, ‘감정이

나 열정 따위가 없어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성질’의 의미를 지닌 ‘성(性)’

과 결합하여 형용사 ‘성마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성마르-’의 뜻은 ‘참을성

이 없고 성질이 조급하다’이다. ≪세종≫과 사전 예문을 통해 형용사 ‘성마르-’의

특징은 수식어로만 쓰인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예문 (7)을 통해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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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방법 [X+性] 구성

수식구성

가. 남성(男性), 여성(女性), 동성01(同性)17), 이성(異性), 수성(-

性), 암성(-性), 무성(無性), 양성(兩性), 웅성(雄性)18), 자성

(雌性)19)

나. 수성(水性), 근성(根性), 모성(母性), 본성(本性), 부성(父性), 

상성(商性)20), 수성(獸性), 습성(習性), 식성(食性), 심성(心

性)21), 양성(陽性), 음성(陰性), 염성(鹽性), 오성(五性)22), 유

성(油性), 인성(人性), 자성(磁性,) 적성(敵性), 주성(酒性), 영

성(靈性), 토성(土性)23), 혈성(血性)24), 지성(脂性)

다. 가성(假性), 강성(强性), 건성(乾性), 경성(硬性), 극성(劇性)25), 

급성(急性), 만성(慢性), 소성(素性)26), 습성(濕性), 실성(實

性), 악성(惡性), 야성(野性), 양성(良性), 열성(劣性), 타성(惰

<표 3> [X+性] 구성의 내부 문법

들어가자. 

위의 예문 (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성마르-’가 어말어미와 결합한 예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문장에서 주로 ‘성마르게’, ‘성마른’, ‘성말라’ 또는 보조 용언과

의 결합형으로 ‘성말라 죽는’과 같이 용언 활용형과 결합하는 양상만 보인다.

3.2.2 . [X+性] 구성

  앞에서 ‘성질(性質)’과 같은 [性+X] 구성으로 형성된 단어들을 살펴보았다. 여기

에서는 [X+性] 구성으로 형성된 2음절 한자어를 검토하고자 한다. ‘성(性)’은 2음

절 한자어의 뒷부분에 위치할 때 주로 수식을 받는 가능을 하고 있다. [X+性] 구

성의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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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27), 특성(特性), 항성(恒性)28), 관성(慣性), 유성(有性)29), 

동성02(同性)30), 원성(原性)

라. 감성(感性), 용성(溶性)31), 용성(容性)32), 이성(理性), 인성(靭

性)33), 인성(引性)34), 적성(適性), 침성(沈性), 지성(知性), 활

성(活性)

마. 남성(男性), 여성(女性), 중성(中性)

술목구성 양성(養性)35), 실성(失性), 변성(變性)36)

병렬구성 정성(情性), 품성(品性)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X+性] 구성으로 형성된 예들도 [性+X] 구성과 같이

고유어 문법과 다른 점을 가진다. 이 예들은 대체로 ‘수식구성’, ‘술목구성’, ‘병렬

구성’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17) 「명」 성(性)이 같은 것. 남성 쪽에선 남성을, 여성 쪽에선 여성을 가리킨다.

18) 「명」 ➀ 같은 말: 수컷(암수의 구별이 있는 동물에서 새끼를 배지 아니하는 쪽). ➁ 수컷의  

성질.

19) 「명」 ➀ 같은 말: 암컷(암수의 구별이 있는 동물에서 새끼를 배는 쪽). ➁ 암컷의 성질.

20) 「명」<법률> 상(商) 개념의 성격을 표시하는 특질.

21) 「명」 ➀ 타고난 마음씨. ➁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체.

22) 「명」 사람의 다섯 가지 성정(性情). 기쁨, 노여움, 욕심, 두려움, 근심을 이른다.

23) 「명」 흙의 성분이나 성질. 입자 크기와 조성에 따라 분류한다.

24) 「명」 ➀ 의협심과 혈기가 있는 성질. ➁ <의학> 혈액과 관련된 성질.

25) 「명」 극렬한 성질. 

26) 「명」 본디 타고난 성질. 

27) 「명」 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  

태하게 굳어진 습성. ➁ <무리> [같은 말] 관성.

28) 「명」 ➀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는 성질. ➁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공통적인 성품.

29) 「명」 <생물> 같은 종(種)의 개체에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는 것.

30) 「명」 성질이 같음. 또는 같은 성질.

31) 「명」 물 따위에 녹는 성질. 

32) 「명」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려는 성질.

33) 「명」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성질. 

34) 「명」 끌어당기는 성질.

35) 「명」 ➀ 천성(天性)을 기름. ➁ 성품을 잘 수양하는 양생 방법.

36) 「명」 ➀ 성질이 변함. ➁ 생체의 조직이나 세포가 이상 물질을 만나 그 모양이나 성질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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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실성한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멍하니 그를 바

라보았다.

나. 사막의 신기루는 목이 말라 지쳐 버린 사람들을 실성하게 만드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

  먼저 수식구성에서 ‘성(性)’은 수식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3>의 ‘수식구성’에서 (가)의 ‘남성’, ‘여성’과 같은 단어의 ‘성(性)’은 ‘남성

과 여성의 구별. 또는 남녀의 육체적 특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앞에 위치한

어근 ‘남(男)’, ‘여(女)’ 등이 이를 수식한다. (나), (다), (라)에서의 ‘성(性)’은 모두

‘성질 또는 성격, 경향’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앞에 어근은 주로 서술성을 지니고

뒤의 ‘성(性)’은 명사성을 지녔다. 즉 ‘성(性)’은 각각 앞에서 나타난 명사성 어근

(예: ‘수성’의 ‘수(水)’, ‘근성’의 ‘근(根)’ 등), 형용사성 어근(예: ‘강성’의 ‘강(强)’,

‘급성’의 ‘급(急)’ 등), 그리고 동사성 어근(예: ‘감성’의 ‘감(感)’, ‘적성’의 ‘적(適)’

등)의 수식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마)의 ‘성(性)’은 결합한 어근의 수식을

받는데, 이때 형성된 ‘남성’, ‘여성’, 또는 ‘중성’의 ‘성(性)’은 더 이상 ‘남녀의 육체

적 특징이나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인도·유럽어에서의 특정적인 문법 범

주’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X+性] 구성으로 형성된 명사에는 술목구성인 단어들도 존재한다. 이때, ‘성

(性)’은 명사성을 지니며 앞에서 나타난 서술성을 지닌 어근, 다시 말하면 동사성

을 가진 어근과 결합하여 ‘양성’, ‘실성’, ‘변성’과 같은 명사를 형성한다. 또한 ‘실

성’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 본정신을 잃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여기의 ‘성

(性)’은 ‘성질’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술목구성으로 이루어진 명사는 주로 ‘하-’

와 결합하여 다시 용언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아래 예문 (8)과 같이 ‘실성’에 ‘하

-’를 붙여 동사 ‘실성하-’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렬구성으로 이루어진 [X+性] 구성에서의 ‘성(性)’은 대체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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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남성성(男性性), 여성성(女性性), 양성성(兩性性), 이성성(理性性), 감

성성(感性性)

나. 남성화(男性化), 여성화(女性化), 중성화(中性化), 특성화(特性化), 만

성화(慢性化), 활성화(活性化), 감성화(感性化), 개성화(個性化), 산성

화(酸性化)

다. 남성적(男性的), 여성적(女性的), 양성적(陽性的), 감성적(感性的), 개

성적(個性的), 만성적(慢性的), 모성적(母性的), 본성적(本性的), 야성

적(野性的)

(10) *시성적(詩性的), *문화성적(文化性的), *투명성적(透明性的), *전문성화

(專門性化), *규범성화(規範性化), *대표성성(代表性性) 

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단어는 주로 ‘무엇과 무엇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꼴로

풀이된다.

‘성(性)’이 1음절과 결합하여 [X+性] 구성을 형성했을 때 추가로 다른 접미 한

자어와도 결합할 수 있다. 다음 예 (9)를 통해 확인해 보자.

위의 예 (9)는 2음절인 [X+性] 구성이 접미사 ‘-성(性)’, ‘-화(化)’, 그리고 ‘-적(的)’

과 결합한 경우이며 이러한 방식의 결합이 상당히 자유로운 것을 위의 예를 통하

여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접미사로서의 ‘-성(性)’과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 [X'+性]은 다른 접

미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의 예 (10)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37)

37) [X'+性] 구성 중에 ‘X'’은 [X+性]에서 1음절이며, 어근으로 기능하는 ‘X’와 달리 자립성을 

    가진 어기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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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어근 ‘성(性)’과 접사 ‘-성(性)’의 구별

  한국어 단어 형성에 사용되는 ‘성(性)’은 어근으로 쓰일 때 의존 어근의 성격을

보이고, 접사로 쓰일 때에는 접미사로 나타난다. ‘성(性)’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

에서 ‘성(性)’이 어근으로 기능하는지, 접미사로 기능하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판별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노명희(2005)에서 제시한 몇 가지 기준을 검토해 보

기로 한다.

노명희(2005:99~108)는 한자어 접미사와 어근을 구분하기 위한 판별 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➀ 어기에 대해 의존성을 지닌 것

➁ 어기의 통사 범주를 바꿀 수 있는 것

➂ 의미론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휘 의미가 약화된 것

➃ 접미 한자어가 동일한 의미로 단어의 첫음절에 쓰이지 않은 것

➄ 단어 이상의 단위를 어기로 취할 수 있는 것

➅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인 것

➆ 생산성이 높은 것

➇ 어기의 비자립성

➈ 접미 한자어가 결합된 단어가 후행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

➉ 접미사는 어근보다 뒤에 결합해야 하는 것

  이상에서 제시된 한자어 접미사의 설정 기준을 ‘성(性)’에 적용해 볼 것이다. 노

명희(2005)에서는 열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성(性)’은 접미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으며 이 장에서는 접미사 ‘-성(性)’과 어근 ‘성(性)’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주된 목적이므로 여기에서는 ‘어기와의 결합 대상, 형태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등 세 가지만을 적용하여 확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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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남성(男性), 여성(女性), 양성(兩性), 동성01(同性), 이성(異性), 수

성(-性), 암성(-性)

나. 수성(水性), 근성(根性), 식성(食性), 습성(習性), 급성(急性), 인성

(人性), 유성(有性), 지성(知性), 우성(優性), 품성(品性)

다. 시성(詩性), 덕성(德性), 당성(黨性), 암성(癌性), 독성(毒性), 폐성

(肺性)  

라. 가능성(可能性), 창의성(創意性), 대표성(代表性), 문화성(文化性), 

민족성(民族性), 인간성(人間性), 견고성(堅固性), 진지성(眞摯性), 

타당성(妥當性), 도발성(挑發性)

어근과 접사는 일차적으로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사는 남기심·고

영근(1993:191)에 따르면 ‘복합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형식형태소’로 정의되어 있

다. 이 말은 즉 복합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실질형태소를 ‘어근’으로 간주하기 때

문에 도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실질’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의미

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런데 ‘성(性)’이 쓰인 개별 예들을 검토했을 때 ‘성

(性)’의 형태론적 지위를 의미론적 측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김창

섭(2001)에 따르면 2자어를 대상으로 삼으면 어근이나 접사를 구별하는 것이 어

렵고 때로는 판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명희(2005)에서도 접

사성을 띠는 한자어가 어근과 동일한 어휘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복

합어로 볼 것이지 아니면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볼 것인지의 문제를 단순히

‘의미의 허실(虛實)’과 같은 의미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의 예 (11)을 검토하면서 개별 예들에서의 ‘성(性)’의 지위를 판별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의미적 측면에서 볼 때, (11가)의 모든 단어에 나타난 ‘성(性)’은 ‘육체적, 심

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특질’, 즉 흔히 말하는 ‘성별’의 의

미를 가지고 있는데, (11나~11라)에서의 ‘성(性)’은 모두 ‘성질(性質)’이라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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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가능하다. 사전 정의에 따르면 접미사로 기능하는 ‘-성(性)’은 ‘어기의 성

질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11가)의 ‘성(性)’은 접미사가 아니고 어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11가)의 ‘수성’, ‘암성’에서의 ‘수-’,

‘암-’ 등을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접두사와 접미사는 함께 결합할 수 없으므

로 이 입장으로 보더라도 ‘수-’, ‘암-’과 결합한 ‘성(性)’은 접미사로 볼 수 없다.

즉 (11가)에서 ‘성별’의 의미를 가진 ‘성(性)’은 어근으로 기능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예 (11나~11라)에서 나타난 모든 ‘성(性)’은 ‘성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접미사로 기능하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한자어가 2음절 또는 그

이상의 어기와 결합할 때, 즉 3자어를 형성할 경우 의미 변화의 기준과 출현 위

치에 따라서 접사를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11라)처럼 ‘성(性)’이 3자어를 형성

할 때에는 어근인지 아니면 접사인지가 쉽게 구분된다. (11라)의 ‘성(性)’은 접미

사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1나)와 (11다)의 구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의미적

기준으로 ‘성(性)’의 성격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결

합 어기의 자립성 여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11나)의 ‘수성(水性)’, ‘개성

(個性)’과 (11다)의 ‘당성(黨性)’, ‘시성(詩性)’에서의 ‘성(性)’은 모두 ‘성질’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수성’, ‘개성’의 ‘성(性)’은 어근으로, ‘당성’, ‘시성’의 ‘성(性)’은 접미

사로 판정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수성’, ‘개성’의 ‘수

(水)’나 ‘개(個)’는 자립성을 가지지 않으며 어근으로만 쓰이는 데에 비해 ‘당성’,

‘시성’의 ‘당(黨)’이나 ‘시(詩)’는 자립성을 가지며 독립적인 명사로도 사용된다. 그

리하여 위에 제시된 (11나)의 모든 단어에서 ‘성(性)’은 어근으로, (11다)의 모든

‘성(性)’은 접미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결합 어기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성(性)’의 지위가 달라지는 양

상은 특정한 음운 현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송기중(1992:22)에서는 ‘성(性)’이 1음

절 어기에 결합할 때는 경음화되지 않고 2음절 어기에 결합할 때는 경음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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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수성[-성], 근성[-성], 관성[-성], 개성[-성], 이성[-성], 인성[-

성], 유성[-성], 지성[-성], 우연[-성], 품성[-성]

나. 가능성[--썽], 국제성[--썽], 창의성[--썽], 대표성[--썽], 문화

성[--썽], 민족성[--썽], 인간성[--썽], 정체성[--썽], 경제성

[--썽], 논리성[--썽], 도발성[--썽]

(13) 당성[-썽], 암성[-썽], 폐성[-썽], 시성[-썽], 미성[-썽]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접미사로 다루어져 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위의 예 (12)에서 ‘수성, 근성, 개성’ 등처럼 1음절에 결합한

‘성(性)’은 반드시 [성]으로 발음되고, ‘가능성, 국제성, 인간성’과 같이 언제나

단어로만 분석되는 어기에 결합한 ‘성(性)’은 [썽]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경우에

1음절과 결합하여 [성]으로 발음된 ‘성(性)’은 어근이고, 자립성을 지니는 단어와

결합하여 [썽]으로 발음된 ‘성(性)’은 접미사이다.

그러나 1음절이라 하더라도 자립성을 가지는 1음절 단어가 ‘성(性)’과 결합할

때 ‘성(性)’은 [썽]으로 발음된다. 이때 뒤에 결합된 ‘성(性)’은 접미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명희(2014:180)는 위의 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음운 현상의 차이는 화자가

어기의 음절수와 자립성에 따라 ‘성(性)’의 차이를 인식한 결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즉 (13)에서처럼 1음절 어기가 자립성이 있는 명사이면 ‘성(性)’은

[썽]으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결합 어기의 종류도 하나의 판별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결합

어기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외래어인지가 모두 어근과 접사의 구별과 관련이

있다. 김창섭(1999:25)에서는 접사는 어근에 비하여 더 문법적인 요소라는 점을



- 32 -

강조하였으며 김창섭(2001)에서는 접사 판정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고유어와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성(性)’은 명사를 구성하는 2자어

구성, 즉 [性+X] 구성과 [X+性] 구성에 쓰일 때에는 거의 한자어와만 결합하고,

고유어와 결합하여 형성한 명사의 예는 매주 제한적이다.38) 이에 반해

한자어(黨性, 可能性, 創意性, 文化性, 共同體性 등), 고유어(먹性, 꼼꼼性, 귀염性,

해바라기性 등), 그리고 외래어(gossip性, business性, allergy性 등)를 비롯한

다양한 어기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수도 있다.39) 전자의 경우에

‘성(性)’은 어근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노명희(2005)에 의하면

고유어와 잘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한자 본래 질서에서 이탈하여 한국어

고유어의 단어 형성 원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38) ‘성(性)’과 고유어가 결합하여 2자어를 구성하는 경우는 ‘수성(-性)’, ‘암성(-性)’을 비롯한  

    예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39) 이에 대해서는 4.1.1.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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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
어기 법주 

변화

의미 

변화

첫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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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제약

판

정

성(性) + + + + - +

접

미

사

<표 4> 접미사로서의 ‘-성(性)’의 특징

4. 접사로 기능하는 ‘-성(性)’

  본 장에서는 의존성을 가진 ‘-성(性)’, 다시 말해 접미사로 기능하는 ‘-성(性)’이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접미사 ‘-성(性)’은 현

대 한국어에 쓰이는 한자어 접미사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접미사 ‘-성(性)’을 어근 ‘성(性)’과 비교하면 보다 다양한 선행 요소와 결합할 수

있으며 파생어의 의미 형성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성(性)’ 파생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특징도 이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노명희(2005), 이광호(2007) 등에서는 ‘-성(性)’을 접미사로 인정하여 다룬 바 있

다.40) 노명희(2005:205~206)에서는 ‘-성(性)’은 ‘-적(的)’과 함께 대표적인 접미 한

자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나 기능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 ‘성(性)’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

음의 <표 4>와 같다.

40)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한자 접미사의 생산성이나 판별 기준에 관한 언급을 할 때 접미  

    사 ‘-성(性)’을 예로 들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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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자어+ ‘-성’

당성(黨性), 덕성(德性), 가능성(可能性), 경제성(經濟性), 창의성(創意性), 대표

4.1 . 형태론적 특징

  이 장에서는 접미사 ‘-성(性)’과 결합할 수 있는 선행 어기41)의 형태론적 특징

을 살펴보겠다. ‘-성(性)’ 파생어의 형태론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자어, 고

유어, 외래어 등 ‘-성(性)’과 결합한 어기의 어휘적 성격과 명사, 용언 어근, 그 외

다른 구성 등 ‘-성(性)’과 결합한 어기의 품사 종류로 논의를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4.1.1 . 어기의 어휘적 성격에 따른 분류

  접미사 ‘-성(性)’은 다양한 성격의 어휘들과 결합한다.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

어, 외래어와도 두루 결합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혼종어(混種語)와의 결합도 가능하

다. 이러한 결합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대표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성(性)’이 한자어와 결합한 예이다.

41)  파생어와 관련하여 접사에 결합하여 단어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요소를 ‘어기(語基)’로 보

는 견해와 ‘어근(語根)’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익섭(1975)에서 진행된 논의는 전자

에 해당되고 후자에 대한 견해로는 고영근·남기심(1985)가 있다. 이익섭(1975)에서 처음

으로 ‘어기’라는 개념을 ‘어근과 어간을 묶는, 접미사에 대가 되는 것.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접사에 대 되는 형태소’로 정의하였다. 또한 ‘어기’에 대하여 ‘어기 중 어미와 직

접 결합될 수 없고 또 자립형식도 아닌 것만을 국한하여 지칭하는 용어’라고 밝힌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이익섭(1975)의 견해를 수용하여 접사에 결합하는 요소를 ‘어기’로 보고, 접

     미파생어의 구성에 대해서 ‘어기+접미사’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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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代表性), 대중성(大衆性), 정체성(正體性), 인간성(人間性), 예술성(藝術性), 

특수성(特殊性), 심각성(深刻性), 합리성(合理性), 돌연성(突然性), 공동체성(共

同體性), 가부장성(家父長性), 자기중심성(自己中心性), 다종다양성(多種多樣性) 

(2) 고유어+ ‘-성’

춤성(-性), 살성(-性), 먹성(-성), 거짓성(--性), 거품성(--性), 걸림성(--

性), 견딜성(--性), 고임성(--性), 꼼꼼성(--性), 귀염성(--性), 주변성

(--性), 되돌이성(---性), 거르기성(---性), 해바라기성(----性) 

(3) 외래어+ ‘-성’
가십성(gossip性), 니코틴성(nicotine性), 박테리아성(bacteria性), 비즈니스성

예 (1)은 ‘-성(性)’이 한자어를 어기로 삼아 파생어를 형성하는 예이다. 예 (1)에서

와 같이 ‘-성(性)’ 앞에 결합된 한자어는 각각 1음절(‘黨’, ‘德’), 2음절(‘經濟’, ‘藝

術’), 3음절(‘共同體’, ‘家父長’), 4음절(’自己中心’, ‘多種多樣’) 등 다양한 음절수를

가질 수 있으며 명사(‘黨’, ‘經濟’, ‘共同體’), 용언 어근(‘深刻하-’의 어근 ‘深刻’), 부

사(‘突然’) 등의 품사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자어와 결합할 때의 제약은 비

교적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성(性)’이 고유어와 결합한 예이다.

예 (2)는 ‘-성(性)’이 한국어 고유어를 어기로 삼아 파생된 것으로, ‘-성(性)’은 명

사(일반 명사 또는 파생 명사), 용언(‘먹-’), 용언 어간과 전성 어미의 결합형(‘되돌

이’, ‘거르기’), 부사(‘꼼꼼’) 등 다양한 어기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

록 ‘-성(性)’이 고유어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의 수는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다

양한 결합 양상은 작게나마 ‘-성(性)’이 가지고 있는 높은 생산성을 입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성(性)’이 외래어와 결합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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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성격 어휘 빈도 비율

한자어 825개 86.2%

고유어 42개 4.4%

외래어 73개 7.6%

혼종어 17개 1.8%

<표 5> 어기의 성격에 따른 ‘-성(性)’ 파생어 유형 및 빈도

(business性), 바이러스성(virus性), 알레르기성(allergy性), 개그성(gag性)

(4) 혼종어+ ‘-성’

늘품성42)(-品性), 무알코올성(無alcohol性), 단기아민성(短期amine性), 간텍스

트성(間text性), 겉인사성(겉--性), 화풀이성(火--性)

       

예 (3)은 외래어 어기 뒤에 ‘-성(性)’이 붙는 예이다. ‘-성(性)’은 외래어 어기와 결

합하여 주로 신어를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 후술하겠지만 특히 외래어와 ‘-성(性)’

이 결합하여 파생된 어휘의 상당 부분은 명명적(命名的) 요구 등에 의하여 만들

어진 것이다.

다음은 ‘-성(性)’이 혼종어와 결합한 예이다.

위의 예 (4)에서 ‘-성(性)’과 결합한 혼종어들 중에 ‘늘품’처럼 고유어 동사 어간

‘늘-’과 한자어 접미사 ‘-품(品)’이 결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형성한 것이 있고, ‘무

알코올’처럼 한자어 접두사 ‘무(無)-’와 외래어 ‘알코올(alcohol)’이 결합하여 형성

된 단어도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성(性)’ 파생어 유형의 어휘 빈도와 비율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2) 「명」 앞으로 좋게 될 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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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57개43) 100%

<표 5>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자어를 어기로 삼아 결합한 ‘-성(性)’ 파생어는

8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에 반해 혼종어 어기와 결합하여 파생된

어휘는 1.8%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외래어 어기와 고

유어 어기는 각각 7.6%,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性)’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어기로 취하는 데에는 별 다른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고유어 어기를 취하는

예는 극히 소수로 다소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은 ‘-성(性)’에 잔존해 있는 외래

어적 속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1.2 . 어기의 품사에 따른 분류

  사전에는 일부 명사, 서술어의 명사형, 관형사형 등의 ‘-성(性)’과 결합하는 어

기에 대한 품사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44) 그러나 실제로 자료에 나타난 결합 양

상을 살펴보면 ‘-성(性)’과 결합하는 어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다음은 접미사

‘-성(性)’에 붙는 어기를 품사 성격별로 나누어 ‘-성(性)’ 파생어의 형태론적 특징

을 논의하겠다.

    

4.1.2 .1 . 어기가 명사인 경우

43) ‘-성(性)’ 파생어의 개수는 전술한 여섯 개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와 말뭉치 자료에서 검색

되는 단어들을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어휘 외에도 일시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44) ≪표준≫과 같은 경우, ‘-성(性)’은 일부 명사 뒤에 붙는 접미사라고 명시하였고, ≪고려≫

    에서는 접미사 ‘-성(性)’이 일부 명사나 서술어의 명사형, 관형사형과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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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산성(高山性), 고미성(苦味性), 사막성(沙漠性), 광물성(鑛物性), 식물

성(植物性), 대륙성(大陸性), 난해성(暖海性)

(6) 도덕성(道德性), 공간성(空間性), 목적성(目的性), 사상성(思想性), 대중성

(大衆性), 역사성(歷史性), 문화성(文化性)

  먼저 명사를 어기로 취하는 ‘-성(性)’ 파생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위의 예 (5)는 일반 명사가 어기로 기능하여 접미사 ‘-성(性)’과 결합한 예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때 ‘-성(性)’은 분명한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성질’

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성(性)’이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와 결합한 예도 많은데 다음 예 (6)

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예 (6)에서 ‘공간성’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간으로서의 특성’으로 해석

되는 것처럼 추상 명사와 결합하는 ‘-성(性)’은 ‘어기의 성질이나 기질’이라기보다

‘어기의 특성이나 경향’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강한 추상성

을 가진 명사가 ‘-성(性)’과 결합할 때 파생어의 의미는 단순히 어기의 의미를 그

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의미를 강화하게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성

(性)’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성(性)’ 파생어들이 공유하는 의미의 틀은 ‘……의 성질, 특성’이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추상 명사를 어기로 하는 ‘-성(性)’ 파생어들의 경우, 이러

한 의미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확인된다. 다음 몇 가지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 39 -

(7) 가. 니코틴성(nicotine性), 바이러스성(virus性), 알코올성(alcohol性)   

파생어 뜻풀이 용례

사회성

집단을 이루어 살려는 성질 개미의 사회성

사회생활에 잘 어울리는 성질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향
문학의 사회성

종교성

종교가 가지는 특성 유교의 종교성

사람이 가지는 종교적 성질이나 

감정

신을 찾게 하는 본능적 종교성이 있

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음악성

음악적인 성질

판놀음에서 판소리는 음악성보다는 

연극성에 더 치중하여 관중들의 흥미

를 끌었다. 

음악적인 감성이나 소질
그녀는 뛰어난 음악성과 무대 장악력

으로 독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표 6> 추상 명사로 형성된 ‘-성(性)’ 파생어의 의미 및 용례

위에 제시한 ‘사회성, 종교성, 음악성’은 추상성을 지닌 명사가 어기로 기능한 파

생어이며 모든 파생어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을 가진 것이다. 어기에 따라 그 두

가지의 의미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종교성’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종교’로서의 성질 또는 ‘종교’가 가지는 성질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는 주체, 즉 사람(인간)들이 가지는 성질 또는 감정을 나타낸다. ‘음악성’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악’을

향유하는 대상, 즉 사람(인간)이 가지는 성격 또는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해

석될 수 있다.

다음은 외래어 명사 뒤에 ‘-성(性)’이 붙어 파생어를 형성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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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건강성(健康性), 안정성(安定性), 우월성(優越性), 애매성(曖昧性), 

    잔인성(殘忍性)

나. 결합성(結合性), 공격성(攻擊性), 낭비성(浪費性), 도발성(挑發性), 

    독립성(獨立性), 선택성(選擇性), 생산성(生産性), 율동성(律動性), 

    연속성(連續性), 충격성(衝擊性), 정체성(停滯性), 활동성(活動性)

다. 연관성(聯關性), 고립성(孤立性), 오염성(汚染性), 전염성(傳染性)

나. 스트레스성(stress性), 비즈니스성(business性), 코믹성(comic性), 

   게릴라성(guerrilla性) 

(7가)는 ‘-성(性)’이 주로 어떤 물질을 나타내는 외래어를 어기로 삼아 파생된 예

로 ‘그 물질의 성질’을 의미하게 된다. (7나)는 주로 신어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예

로, 이때의 ‘-성(性)’은 ‘어기의 특성화된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예 (5~7)은 모두 자립 명사를 어기로 취하여 파생된 단어이며

파생어들도 역시 명사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성(性)’은 ‘어기의 성질

이나 기질’이라는 분명한 어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성(性)’이 ‘하-’나 ‘되-’와 결합 가능한 명사를 어기로 삼은 예이다.

위의 (8가)는 ‘하-’와 결합하여 상태 동사로 쓰이는 상태성 명사를 어기로 삼은

예이다. (8나)는 주로 ‘하-’와의 결합이 가능한 동작성 명사를 어기로 삼은 예이며

(8다)에서는 ‘되-’와 결합할 수 있는 동작성 명사가 어기로 쓰였다. 위의 예에서

‘-성(性)’은 ‘성질’이라는 뜻으로 쓰여 기본 의미에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접미사 ‘-성(性)’은 신체 부위나 질병 명칭 등과 관련된 단어 뒤에 결합하여 의

학 관련 어휘를 활발하게 형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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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결핵성(結核性), 기생충성(寄生蟲性), 세균성(細菌性), 내인성(內因

性), 종양성(腫瘍性), 바이러스성(virus性)  

나. 결석성(結石性), 궤양성(潰瘍性), 수포성(水疱性), 출혈성(出血性), 

    질식성(窒息性), 면역성(免疫性) 

다. 대뇌성(大腦性), 심장성(心臟性), 신경성(神經性), 전신성(全身性)   

라. 백혈병성(白血病性), 괴혈병성(壞血病性)

‘세균성 식중독(細菌性 食中毒), 궤양성 대장염(腫瘍性 大腸炎), 출혈성 뇌졸중(出

血性 腦卒中), 신경성 위염(神經性 胃炎), 백혈병성 구내염(白血病性 口內炎)’ 등에

서 볼 수 있듯이 (9가~라)에 제시된 단어들은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으로 주

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45) (9가)의 예들은 모두 파생어의 어기가 후행 명사의

원인이 된다. ‘결핵성, 바이러스성’과 같은 경우 어기가 질병 명칭이기 때문에 이

때 ‘-성(性)’은 ‘그 병균으로 말미암아 발병하는 성질’, ‘어떠한 병균에 의해 일어

나는 성질’의 뜻을 지니게 된다. 또한 ‘내인성(內因性)’은 ‘어떤 병의 원인이 몸속

에 있는 성질’의 뜻을 가지며 ‘세균성(細菌性)’은 ‘세균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 해

석되어 이 단어들은 후행 명사와 결합할 때 주로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나타내

준다.

(9나)에 제시된 ‘결석성(結石性), 궤양성(潰瘍性)’은 대개 ‘돌같이 단단해진 상태’

나 ‘어디에 궤양이 생기는 성질’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수포성(水疱性), 출혈성

(出血性)’과 같은 예는 ‘수포를 일으키는 성질’과 ‘출혈이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의

미로 해석된다. 이 외에 ‘질식성(窒息性)’, ‘면역성(免疫性)’은 ‘질식시키는 성질’과

‘면역이 되는 성질’ 또는 ‘면역을 가지고 있는 성향’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예들의 공통점은 후행 명사와 결합하여 그 질병의 증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석성, 궤양성, 수포성, 출혈성’ 등의 단어는 후행 명사(어떤

질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반영하고, ‘질식성, 면역성’은 주로 그 질병으로 인하여

45) 이와 같이 ‘-성(性)’ 파생어가 새로운 합성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내용은 4.3.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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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매성(高邁性), 간결성(簡潔性), 견고성(堅固性), 다급성(多急性), 명료성

(明瞭性), 소중성(所重性), 시급성(時急性), 민첩성(敏捷性), 모호성(模糊

性), 진지성(眞摯性), 쾌적성(快適性), 타당성(妥當性), 항구성(恒久性),

준엄성(峻嚴性), 심각성(深刻性), 우아성(優雅性), 은밀성(隱密性), 위대성

(偉大性), 용감성(勇敢性), 협애성(狹隘性), 예리성(銳利性)

(11) 가독성(可讀性), 가방성(可紡性), 가사성(可使性), 가소성(可塑性), 가인

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9다)는 신체 부위와 관련된 단어가 어기로 결합된 파생어의 예인데,

이러한 구성의 단어는 주로 어느 부위의 이상(異常)으로 인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9라)에서 ‘백혈병성(白血病性), 괴혈병성(壞血病性)’은 단어가 형성되면서 파생어

가 어기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어기와 비슷하거나 닮은 성질’이라는 의

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4.1.2 .2 . 어기가 어근인 경우

  다음은 어근을 어기로 취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0)은 자립성이 없고 ‘하-’와 결합하여 상태 동사로 쓰이는 어근에 ‘-성(性)’이 결

합한 예이다. 이러한 어기들은 ‘하-’와 결합할 수 있는 한편, ‘-적(的)’과는 결합할

수 없다. 또한 ‘-성(性)’과 결합할 때는 분포상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

서의 ‘-성(性)’은 대체로 ‘어기의 성질이나 정도’의 뜻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다음 (11)은 ‘하-’와 결합할 수 없는 어근에 접미사 ‘-성(性)’이 결합

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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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可認識性), 과산성(寡産性), 구용성(枸溶性)46), 기경성(氣硬性), 난

연성(難燃性), 난용성(難溶性), 난용성(難鎔性), 내건성(耐乾性), 내광성

(耐光性), 내동성(耐凍性), 내마모성(耐磨耗性), 내약품성(耐藥品性), 내

비성(耐肥性), 내유성(耐油性), 내추성(耐皺性)47), 내파성(耐波性), 내폐

성(內閉性), 내후성(耐朽性), 다산성(多酸性), 다지성(多脂性), 발수성(拔

水性)48), 배태성(背胎性)49), 불가상성(不可想性), 속건성(速乾性), 속연

성(速燃性), 수경성(水硬性)50), 심근성(深根性)51), 유용성(油溶性), 완효

성(緩效性), 저산성(低山性)52), 정색성(整色性)53), 지연성(支燃性)54), 지

행성(趾行性)55), 친북성(親北性), 투기성(透氣性), 함기성(緘氣性)56), 호

탕성(好糖性), 호염성(好鹽性)57), 후유성(後遺性)

위에 제시된 예들의 어기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어에서 먼저 사용되었다가 그대

로 한국어에 유입되어 한국어 단어 형성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어기

는 주로 접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일부 합성어를 형성하는 구성 성분으로 쓰인

다. 또한 이 중의 ‘수경, 정색, 지연’을 비롯한 일부 어기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만

든 어근이며 접미사 ‘-성(性)’과만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성’도 ‘성질’

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46) 「명」 묽은 산(酸)에 녹는 성질.

47) 「명」 옷감에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성질.

48) 「명」 작물 따위의 표면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성질.

49) 「명」 아이나 새끼를 밸 수 있는 성질.

50) 「명」 석회나 시멘트처럼 물에 의하여 굳어지는 성질.

51) 「명」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가는 성질.

52) 「명」 산이 아주 낮은 특성.

53) 「명」 색깔을 가려서 작용하는 성질.

54) 「명」 물질을 잘 연소(燃燒)시키는 성질.

55) 「명」 포유류가 걷는 방식 가운데 하나. 개나 고양이처럼 두 발가락 마디만을 땅에 대고 걷

    는 것을 이른다.

56) 「명」 공기가 통하지 아니하여 보온을 유지하는 옷감의 성질.

57) 「명」 짠 것을 좋아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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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이’: 넘늘이성58), 되돌이성59)

나. ‘-기’: 거르기성60)

다. ‘-ㅁ/음’: 무름성61), 질김성62), 두름성63), 늘림성64), 돌림성65), 우김

             성66), 죄임성67), 붙임성68)

4.1.2 .3 . 어기가 ‘용언 어간 + 전성 어미’인 경우

  다음 예는 ‘-성(性)’이 주로 용언 어간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이’, ‘-기’, ‘-ㅁ/음’

이 결합한 구성을 어기로 삼은 예이다.

김창섭(1996:19)에서는 ‘갈림길’ 중의 ‘갈림’과 같은 구성 요소를 잠재어(潛在語)라

고 정의한 바가 있다. ‘갈리-+-ㅁ’은 통사부에서는 단어로 사용되지 못하나, 단어

형성론적으로는 ‘동사 어간+어말어미’로 분석되므로 단어로서 적격하다고 하였다.

위의 예는 모두 이러한 잠재어 구성과 접미사 ‘-성(性)’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접미사 ‘-성(性)’은 명사인 어기와 자주 결합하기 때문에

용언도 명사형으로 바꾼 형태로 쓰이는 게 아닌가 한다. 또한 이때 파생어는 대

체로 ‘어기(실질적으로는 용언 어간)의 성질’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어기에 의

미 변화가 일어나 비교적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예도 몇 개 있다. 예를

58) 「명」 점잔을 지키면서도 말이나 행동을 흥취 있게 하는 재주나 성질.

59) 「명」 『물리』 =복원성. 

60) 「명」 『화학』 =여과성.

61) 「명」 =연성05(軟性)「1」

62) 「명」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성질.

63) 「명」 =주변성. 

64) 「명」 『물리』 =연성01(延性).

65) 「명」 =주변성. 

66) 「명」 잘 우기는 성질. 

67) 「명」 어떤 일을 속으로 몹시 바라고 기다려 바싹 다그쳐지는 마음.

68) 「명」 남과 잘 사귀는 성질이나 수단. ≒붙임붙임[Ⅰ]「1」ㆍ붙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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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돌연72)성(突然性), 항상73)성(恒常性), 꼼꼼74)성(--性), 울뚝75)성(--

性)

(13) 견딜성, 지닐성69), 참을성, 내뛸성70), 냅뜰성71)

들면 ‘붙임성’은 동사 어간 ‘붙-’의 여러 의미 가운데 ‘사람이 서로 바짝 가까이하

다’의 의미가 ‘-성(性)’과 결합하면서 추상화되어 ‘남과 잘 사귀는 성질이나 수단’

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돌림성’은 어간 ‘돌-’의 의미 중 ‘무엇의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다’의 의미가 추상화되어 ‘일을 주선하거나 변통하는 성질’이라는

의미를 획득했다.

이 외에도 용언 어간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형성된 구성이 어기로 쓰인

경우도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위의 예 (13)처럼 용언의 관형형을 어기로 삼는 파생어는 한국어에서 매우 드문

것이다. ‘-성(性)’이 강한 명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들이 이를 일종의 명

사로 여겨 앞에 관형어 ‘참을’, ‘지닐’ 등의 수식을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때 ‘-성(性)’은 ‘......하는 성질’의 의미를 갖는다.

4.1.2.4. 어기가 부사인 경우

  다음은 ‘-성(性)’이 부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69) 「명」 아는 것이나 가진 것을 오래 지니는 성질. 

70) 「명」 ① 명랑하고 활발하여 나서기를 주저하거나 수줍어하지 않는 성질. ≒냅뜰성「1」. ② 

    무슨 일에나 나서서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성질. ≒냅뜰성「2」.

71) 「명」 ① =내뛸성「1」. ② =내뛸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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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먹성(-性), 욱성(-性)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는 부사가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몹시 제한적이다. 접

미사 ‘-성(性)’ 파생어 중에 부사를 어기로 삼는 예도 몇 개 정도만이 존재한다.76)

위의 ‘돌연성(突然性), 항상성(恒常性)’은 한자어 부사 ‘돌연(突然), 항상(恒常)’에

접미사 ‘-성(性)’이 결합한 단어이고 ‘꼼꼼성(--性), 울뚝성(--性)’은 부사 ‘꼼꼼,

울뚝’에 접미사 ‘-성(性)’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이 파생어들은 본래 ‘돌

연히 나타나는 성질’, ‘항상 유지되는 성질’, ‘꼼꼼히 챙기는 성질’, ‘울뚝하는 성질’

등으로 나타나야 하는 구성인데 서술어가 생략되어 부사만 남은 것이다. 또한 ‘돌

연성, 꼼꼼성’이 가진 ‘갑작스러운 성질이나 특성’,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

러운 성질’이라는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사와 결합할 때 접미사 ‘-성(性)’의

의미는 ‘성질’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4.1.2 .5 . 기타

  ‘-성(性)’이 접미사로 기능할 때 고유어 동사 어간을 어기로 삼는 예는 제한적

이나 완전히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예 (15)는 동작 동사 어간에 ‘-성(性)’이 붙는 것이다. 어간인 ‘먹-’과 ‘욱-’의 결합

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시 ‘-성(性)’을 일종의 명사로 인식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

72) 「부」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급히. ≒돌연히.

73) 「부」 언제나 변함없이. ≒상상06(常常).

74) 「부」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모양. ≒꼼꼼히.

75) 「부」 성미가 급하여 참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 우악스러운 모양.

76) 사전에서 예 (14)에 제시된 모든 어기들이 부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본고는 이를 모두 부 

    사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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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반문화성(反文化性), 반사회성(反社會性), 반국가성(反國家性), 반민

중성(反民衆性); 반연속성(反連續性); 반체제성(反體制性), 반정부성

(反政府性)  

나. 비생산성(非生産性), 비타협성(非妥協性), 비합리성(非合理性), 비현

실성(非現實性), 비투기성(非投機性), 비경제성(非經濟性); 비공식성

(非公式性), 비금속성(非金屬性), 비영리성(非營利性) 

다. 불가피성(不可避性), 불균형성(不均衡性), 불안정성(不安定性), 불충

실성(不充實性), 불투명성(不透明性), 불합리성(不合理性), 불확정성

(不確定性)

라. 무규율성(無規律性), 무계획성(無計劃性), 무방향성(無方向性), 무연

관성(無聯關性), 무자비성(無慈悲性), 무책임성(無責任性)

마. 탈규범성(脫規範性), 탈도덕성(脫道德性), 탈근대성(脫近代性), 탈역

사성(脫歷史性), 탈경계성(脫警戒性), 탈형식성(脫形式性)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동사 어간+접미사’의 구조는 한국어에서 아직까지 생산

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며 노명희(2005:213)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구조는 비생산적

인 단어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유형 외에도 다른 접사를 포함하는 ‘-성(性)’ 파생어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들의 경우 직접 성분 분석(IC 분석)이 문제될 수도 있다. 다음

예를 통하여 살펴보자.

(16가~마)에서처럼 파생어 속 접두 한자어는 모두 서술성을 가진 접두사이다. (16

가)는 관계 접두사 ‘반(反)-’과 ‘-성(性)’ 파생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든 것이

다. 접사와 결합하는 어기를 ‘X’라고 할 때, ‘반문화(反文化), 반사회(反社會), 반국

가(反國家), 반민중(反民衆)’77)과 ‘문화성(文化性), 사회성(社會性), 국가성(國家性),

77) 노명희(2005:169)에서 관계 접두사 ‘친(親), 반(反)’류 중에 일부 결합형이 약간의 자립성을 

    얻어서 제한적이나마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사전에 

    서 이들과 같은 결합형을 단어로 등재하고 있으며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



- 48 -

민중성(民衆性)’, 즉 ‘반-+X’와 ‘X+-성’ 구성이 모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서 [[반

-+X]+-성]과 [반-+[X+-성]]으로의 두 가지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접두사

‘반(反)-’의 기능을 고려하면 두 가지 분석이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반-’ 결합

형만으로는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쓰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반(反)-’이 결합한

‘반문화, 반사회, 반국가, 반민중’ 등은 서술적 의미를 지녀 자립성이 약한데, 여기

에 접미사 ‘-성(性)’이 결합하면서 어휘적 안정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연속성(反連續性)’은 ‘연속성(連續性)’만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X+-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반체제성(反體制性)’과 ‘반정부

성(反政府性)’은 ‘반체제(反體制)’와 ‘반정부(反政府)’ 등 ‘반-+X’ 구성만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X]+-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6나)는 부정 접두사 ‘비(非)-’가 ‘-성(性)’ 파생어와 관련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예이다. ‘비(非)-’는 ‘-적(的)’과 같은 접미사가 참여한 파생어와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性)’이 결합한 파생어와도 매우 생산적으로 결합할 수 있

음을 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경우 ‘-성(性)’ 파생어에 접두사 ‘비(非)-’가

결합한 [비(非)-+[생산(生産)+-성(性)]]과 같은 구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

다. ‘*비생산(非生産), *비타협(非妥協), *비합리(非合理), *비현실(非現實), *비투기

(非投機), *비경제(非經濟)’와 같은 결합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노명희(2004:163~167)에서는 접두사 ‘비(非)-’가 부정 접두 한

자어 중 어기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파생어나 복합 한자어뿐

만 아니라 단어 이상의 성분을 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 ‘비공식성, 비금속성, 비영리성’과 같은 파생어는 ‘비공식(非公式), 비금속(非

金屬), 비영리(非營利)’과 ‘공식성(公式性), 금속성(金屬性), 영리성(營利性)’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의미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파생어는 [[비-+X]+-성]으

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예를 들어 만약 ‘비금속성’을 [비(非)-+[금속(金

    하여 ‘반문화, 반사회, 반국가, 반민중’ 등을 단어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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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성(性)]]으로 분석하면 접두사 ‘비(非)-’의 의미에 따라 이 단어는 ‘금속성이

아님’이라고 풀이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단어가 지니는 뜻은 이렇지 않다. 이

에 반해 [[비(非)-+금속(金屬)]+-성(性)]으로 분석하면 ‘비금속(非金屬)’은 금속이

아닌 것에 대한 총칭이 되고, 이에 접미사 ‘-성(性)’이 붙으면 ‘금속이 아닌 것이

지니는 성질’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16다)의 접두사 ‘불(不)-’ 결합형의 경우에는 [[불(不)-+안정(安定)]+-성(性)]뿐

만 아니라 [불(不)-+[안정(安定)+-성(性)]]으로 분석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불안정(不安定)’과 ‘안정성(安定性)’이라는 단어가 모두 존재하고 의미상

으로도 ‘안정하지 않은 성질’과 ‘안정한 성질이 아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 의미를 지닌 한자어 접두사 중에서 ‘비(非)-’를 제외한

다른 접두사들은 어기와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후자보다 전자로 해석하여 어

기 ‘안정’에 ‘불(不)-’이 결합한 후 어휘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 ‘-성(性)’이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노명희(2005:163, 214)에서는 ‘불합리성(不合理性)’을 예로 들어 분석하였다. ‘불

합리성’의 경우 ‘하-’ 결합형인 ‘불합리하-’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합리하-’는 불가

능한데 ‘불-’이 결합하면서 ‘불합리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이 예는 ‘불

합리’에 ‘하-’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불합리성’도 ‘불합리

+-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합리하-’78)라는 단

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즉 이에 대한 분

석 결과는 인정하되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합리성’과 같은 경우

의미 면에서 접근하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이론이나 이치에 맞지 않은 성질’이라

서 먼저 ‘불-’과 ‘합리’가 결합하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성’이 결합한 것으로 볼

78) ≪표준≫과 ≪고려≫에 ‘합리하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논리』 논리적 원리나 법칙에 잘 부합하다. 

    「형」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다. (모든 법칙이 합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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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일부 과학자는 자신들의 높아진 위상을 이용하여 ‘전문가성’을 무책

임하게 행사하려는 경우를 더 쉽게 보게 된다. 

나.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그 복종관계에 있어야 근로자성을 인

수 있을 것이다. (15라)의 예도 이와 비슷하다. 이들을 [무-+[계획+-성]], [무-+[자

비+-성]], 또는 [무-+[책임+-성]]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무-+계획]+-성], [[무-+자

비]+-성], 그리고 [[무-+책임]+-성]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16라)는 서술적 용법을 지닌 관계 접두사인 ‘탈(脫)-’이 결합한 예인데, 이 경

우는 접두사 결합형에 ‘-성(性)’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보통 관계

접두사와 어기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탈규범성(脫規範性)’을 [[탈

(脫)-+규범(規範)]+-성(性)]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전에서 비록 ‘탈규범(脫規範),

탈역사(脫歷史), 탈형식(脫形式)’과 같은 단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관계 접두사 ‘탈(脫)-’의 속성 때문이다. ‘탈(脫)-’은 어기와

결합하면서 어기의 범주를 바꾸는데 이렇게 형성된 ‘탈(脫)-’ 파생어는 의존적으

로만 쓰이게 되면서 ‘-성(性)’과 같은 접미사와의 결합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79)

앞서 접두사가 포함된 ‘-성(性)’ 파생어를 살펴봤다면, 다른 접미사가 결합한 복

합형을 어기로 삼아 ‘-성(性)’이 다시 결합한 예들도 존재한다. 이때 결합 제약이

다소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명희(2005:214)에서는 ‘전문

가성(專門家性)’과 ‘언어학자성(言語學者性)’을 예로 들어 ‘-성(性)’은 ‘-적(的)’과

달리 이러한 구성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실제로는 화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性)’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기도 하다.

79) 노명희(2005:177)에서는 2음절 어근이었던 ‘탈(脫)’이 단어 앞에 결합하여 접두한자어로 쓰

    이면서 후행 어기의 범주자질을 바꿔 ‘탈(脫)’이 결합한 전체 구성은 자립적 용법을 상실하 

    고 다른 파생 접미사의 어기가 되거나 관형적으로만 쓰이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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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가장 귀중한 기준이다. 

(18) 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요소비료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킨 [환경 친

    화]성(環境 親和性) 질소비료를 개발했다. 

<영남일보, 2016년 10월 6일>

나.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과 정책은 [민원 해결]성(民願 解決性) 정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2018년 6월 7일>

다. 지식기반 경제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을 경쟁력을 갖춘 산업 

    단지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성(方向 提示性) 개념이다.

<매일경제, 2003년 5월 25일>

나. 균형형은 리더십, 봉사, [자기 주도]성(自己主導性), [문화 친화]성

    (文化 親和性) 부분에서 골고루 뛰어난 인재를 뽑는 반면, 재능형은 

    한 분야에 특출한 인재를 선발한다.

<중앙일보, 2012년 8월>

예문 (17)에서 ‘전문가성(專門家性)’, ‘근로자성(勤勞者性)’과 같은 단어가 형성되는

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앞의 접미사 결합형이 명사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기로 기능한 명사는 외현되는 어떠한 성질을 지녀야 한다

는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접미사 ‘-성(性)’과 결합하는 어기는 주로 명사이기 때문

에 명사성 접미사 ‘-자(者)’, ‘-가(家)’ 등과 결합하여 명사인 어기를 형성하여야 ‘-

성(性)’과 결합할 때 제약이 조금이라도 더 약화될 수 있는 듯하다. ‘전문가성’, ‘근

로자성’과 같이 이전에는 결합이 어려웠던 접미 결합형과의 결합도 점점 가능해

지는 이유는 접미사 ‘-성(性)’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높은 생산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성(性)’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접미사 결합형과 결합하여

새로운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성(性)’이 다른 명사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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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 [환경 친화]성, [자기 과시]성, [후진 사회]성, ?[시대 착오]성, ?[상

식 파괴]성

나. ?형태론은 [음운론과 통사론의 중간분야]성을 지닌다.

다. ?[교구 사제단의 연합체]성을 띤 것이 ...

  노명희(2005:215)에서도 아래 (19)와 같이 ‘-적(的)’과 결합 가능한 명사 상당어

구가 ‘-성(性)’과의 결합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의 제시된 (19가~다)는 원래 접미사 ‘-적(的)’과 결합하는 예이며 ‘-적(的)’이 명

사 상당어구를 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이다. 이 예들에 ‘-적(的)’

대신 ‘-성(性)’을 교체해 넣어 보면 결합 가능성이 조금 달라진다. (19가)는 화자

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환경 친화성’ 등과 같

이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구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19나)와 (19다)

는 전형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며 이들 모두 ‘......적인 성질’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

였다. 이를 통하여 구를 어기로 삼아 결합하는 데에 있어 접미사 ‘-성(性)’은 ‘-적

(的)’보다 제약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性)’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의미

때문에 화자들이 필요에 따라 이러한 구성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

다.80)               

                   

4.2 . 의미론적 특징

80) 노명희(2005:215)에서는 접미사와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한다는 관점에서 입각하여 본다면 

    명사 상당어구와의 결합에서 비교적 더 심한 제약을 받는 접미사 ‘-성’은 오히려 ‘-적’보다 

    접미사로서의 본래의 특성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이 ‘-적’보

    다 어휘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갖는 데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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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품사 뜻풀이 용례

≪금성≫ 접미사
명사 밑에 붙어, 그러한 성질, 경향을 나

타내는 말.

인간성/적극성/ 

순수성/진실성

≪우리말≫ 접미사
일부 뿌리에 붙어, 그러한 ‘성질·성향 또

는 성과’를 나타냄.

인간성/적극성/ 

생산성/참을성

≪연세≫ 접미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 경향’의 뜻

을 나타낸다.

도덕성/인간성/ 

민족성

≪표준≫ 접미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의 뜻을 더

하는 접미사.

순수성/신축성/ 

양면성

<표 7> 사전별 ‘-성(性)’의 처리 

어느 한자어 형태소를 접미사로 설정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의미의 상실 여부’는 접미사 설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된다. 한자어에 적용한다면 어떤 접미사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한자의 본

래 의미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노명희(2005)에서는 ‘자연적(自然的), 유동성(流動

性)’에 나타나는 ‘-적(的), -성(性)’을 어근과 결합하여 후행 명사에 대해 수식 기

능을 하면서 어휘 의미가 약화된 접미사로 본다고 하였다. ‘성(性)’은 원래 한자에

서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 바탕’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대중성’이나 ‘필요성’

에서처럼 선행 어기 뒤에 결합하여 어기의 ‘성질’을 나타나는 접미사로 쓰인다는

것이다.

최형용(2000:216~217)에서는 접미사의 의미는 본유적인(직접적으로 간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분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의되는 성질의 것이라

고 하였다. 이는 하나의 접미사의 의미는 우선 이와 결합한 파생어의 존재를 전

제로 하고 파생어의 내부 구조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어 접미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한국어 사전에서는 ‘성(性)’을 접미사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뜻풀이와 용례에 대한 기술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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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접미사

일부 명사나 서술어의 명사형, 관형사형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나 경향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생산성/인간성

(20) 접미사 ‘-성(性)’의 의미

어기의 성질

(21) 감각성(感覺性), 개방성(開放性), 경제성(經濟性), 거품성(--性), 계획

성(計劃性), 대중성(大衆性), 오염성(汚染性), 차광성(遮光性), 투쟁성(鬪

爭性), 필요성(必要性), 휘발성(揮發性)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접미사 ‘-성(性)’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일부 명사 뒤에 붙

어) ‘성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 7>에서처럼 사전에서

부여하고 있는 접미사 ‘-성(性)’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려≫에서는 ‘일

부 명사나 서술어의 명사형, 관형사형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나 경향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접미사 ‘-성

(性)’의 기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접미사 ‘-성(性)’의 예를 보자.      

⓵ ‘성질’의 의미

  먼저 접미사 ‘-성(性)’은 대부분 명사 또는 명사성을 지닌 어기와 결합하여 분

명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때 ‘-성(性)’은 주로 ‘어기의 성질’이라는 기본

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의 예 (21)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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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 계절성(季節性), 공간성(空間性), 대표성(代表性), 문제성(問題性), 

보도성(報道性), 사회성(社會性), 사상성(思想性), 상업성(商業性), 

시간성(時間性), 역사성(歷史性), 예술성(藝術性), 창의성(創意性)   

나. 간명성(簡明性), 긍정성(肯定性), 맹목성(盲目性), 다양성(多樣性), 

심중성(深重性), 세련성(洗練性), 우월성(優越性), 정착성(定着性), 

창조성(創造性)

(21)의 ‘감각성, 대중성’에서의 ‘-성(性)’은 ‘성질’의 의미를 가지므로 두 파생어는

각각 ‘자극 따위를 느껴 깨닫는 성질’과 ‘일반 대중이 친숙하게 느끼고 즐기며 좋

아할 수 있는 성질’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접미사 ‘-성(性)’이 다양한 어기와 결합하면서 ‘성질’이라는 의미만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결합한 어기의 특성에 따라 ‘-

성(性)’은 조금 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접미사의 의미

는 ‘성질’에서 멀어지면서 어기의 특성과 특정 서술어와의 공기 양상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유형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⓶ ‘특성이나 속성’의 의미

먼저 위의 예 (22)에서 ‘-성(性)’은 일부 어기와 결합하여 ‘어기의 특성 또한 어기

의 특성화된 성질’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성(性)’과 결합한 선행 어기는 대체로

추상성을 가진 명사와 일부 서술성을 가진 명사들이다. 예를 들면 (가)에서 ‘예술’

이나 ‘공간’과 같은 명사는 모두 추상성을 가지므로 ‘예술성’은 ‘예술 작품이 지닌

예술적인 특성’, ‘공간성’은 ‘공간에 대한 관념이나 공간으로서의 특성’으로 해석된

다. 이처럼 ‘-성(性)’은 대체로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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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 공통성(共通性), 균일성(均一性), 낙후성(落後性), 모순성(矛盾性), 

소극성(消極性), 영세성(零細性), 후진성(後進性), 희소성(稀少性)

나. 불연속성(不連續性), 불충실성(不充實性), 불투명성(不透明性), 불확

실성(不確實性), 불확정성(不確定性) 

(24) 가. 경향성(傾向性), 목적성(目的性), 당파성(黨派性), 독립성(獨立性), 

추상성(抽象性), 혁명성(革命性)

나. 관련성(關聯性), 군거성(群居性), 면역성(免疫性), 미숙성(未熟性), 

보수성(保守性), 선택성(選擇性), 잔인성(殘忍性), 저항성(抵抗性), 

침체성(沈滯性)

⓷ ‘상태’의 의미

위에 제시된 예 (23)의 접미사 ‘-성(性)’은 일부 상태성을 지니는 어기와 결합할

때 그 파생어는 주로 ‘......한/......하는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를 지닌다. (23가)에서

의 어기 ‘공통’, ‘낙후’, ‘희소’ 등은 상태성을 지닌 명사로서 ‘하-’나 ‘되-’와 결합할

수 있다. 이때 파생어는 ‘어기의 성질’의 의미와 더불어 ‘어기의 상태’라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 (23나)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性)’이 상태성을 나타내는 어기

와 결합하여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를 가진다.

⓸ ‘경향, 성향’의 의미

위의 예는 접미사 ‘-성(性)’이 쓰여 파생어가 주로 ‘......적인 경향이나 성향, 또는

......하는 경향’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24가)에서 제시된 ‘-성(性)’은 추상

명사인 어기와 결합한 예인데, 전술하였듯이 ‘-성(性)’은 추상 명사와 결합할 때

‘......적인 경향 또는 성향’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는 ‘목적성이 강하다’, ‘목적

성이 짙다’, ‘당파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등 파생어와 특정 서술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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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능성(可能性), 가망성(可望性), 기능성(機能性), 문화성(文化性), 유연성(柔軟

性), 수익성(收益性), 정확성(正確性), 주목성81)(注目性), 신빙성(信憑性), 생산

성(生産性)

공기 현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어기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

으로 나아간다’의 의미상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성’과 ‘당파

성’은 각각 ‘무엇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상태나 경향’, ‘당파적인 경향’의 뜻으로 해

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접미사 ‘-성(性)’은 (24나)에서처럼 서술성을 지닌 어

기와 결합하면서 ‘......하는 경향 또는 성향’의 의미로 파악되기도 한다. ‘보수성이

강하다/짙다’, ‘면역성을 기르다’ 등은 뒤에 파생 명사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파생어도 자연스럽게 ‘어떠한 경향 또는 성향’이라는 의

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⓹ ‘정도나 수준’의 의미

예 (25)에서 ‘-성(性)’ 파생어는 주로 ‘어기의 정도나 수준’의 뜻을 지닌다. 예를

들면 ‘가능성’은 ‘앞으로 실현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의 의미를

지니며, ‘가능성이 높다/낮다’ 등 정도와 관련된 용언과 공기하는 양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수익성을 높이다’, ‘수익성이 뛰어나다’ 등과 같은 공기 관

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익성’에서의 ‘-성(性)’도 ‘성질’이라기보다 ‘정도’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때 ‘-성(性)’과 결합한 어기는 ‘가능성이 크다/낮다, 신빙성이 있다/

높다’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가치 또는 기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요구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성’과 같은 경우, ‘➀ <경제> 단위 노동을 들

여 만들어 낸 생산물의 양. ➁ <경제>토지, 자원, 노동력 따위 생산의 여러 요소

들이 투입된 양과 그것으로써 이루어진 생산물 산출량의 비율. ➂ <언어> 형태

81) 「명」 색이나 빛에서, 자극이 강하여 눈에 잘 띄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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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겸손성(謙遜性), 경박성(輕薄性), 위엄성(威嚴性), 성실성(誠實性), 소박

성(素朴性), 근로성(勤勞性), 근면성(勤勉性), 존귀성(尊貴性)

(27) 고기능성(高技能性), 과학성(科學性), 장래성(將來性), 간사성(幹事性), 

붙임성(--性), 귀염성(--性), 작품성(作品性), 사업성(事業性), 음악

성(音樂性), 당돌성(唐突性), 당성(黨性)

론, 특히 조어법에서 어떤 접사가 새로운 어휘를 파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의미

를 가지는데 이 단어에서의 ‘-성(性)’은 ‘......의 양, 또는 비율, 정도’ 등 다양한 의

미를 가지기도 한다.

⓺ ‘성미나 품성, 성품’의 의미

위의 예 (26)에서 제시된 파생어는 모두 ‘......한 또는 ......하는 성미나 품성’의 의미

로 해석된다. 즉 접미사 ‘-성(性)’은 ‘성미(性味), 품성(品性) 또는 성품(性品)’이라

는 의미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어기는 위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긍

정적인 의미를 지닌 형용사 어근인 경우가 가장 많다. ‘겸손(謙遜), 성실(誠實), 근

면(勤勉)’과 같은 사람의 긍정적인 성품 또는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어

기 때문에 이들과 결합하는 ‘-성(性)’은 ‘성질’보다 ‘성미나 성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⓻ 기타

예 (27)은 접미사 ‘-성(性)’이 어기에 따라 앞서 제시한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

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예를 들면 ‘고기능성’, ‘과학성’, ‘장래성’에서

‘-성(性)’은 각각 ‘효율성’, ‘정확성이나 타당성’,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간



- 59 -

(28) 접미사 ‘-성(性)’의 의미

어기의 성질이나 경향, 정도 또는 어기의 성미나 성품 등의 뜻을 

나타냄. 

사성’의 ‘-성(性)’은 ‘소질이나 수완’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성(性)’

은 ‘귀염성’에서는 ‘바탕이나 성질’, ‘작품성’과 ‘사업성’에서는 ‘가치’의 의미로 해석

되며 ‘음악성’이 ‘음악적인 성질, 또는 음악적인 감성이나 소질’을 나타내는 것처럼

‘감성’ 또는 ‘소질’의 의미를 같이 가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당돌성’이나 ‘당성’은

각각 ‘당돌한 마음이나 바탕’, ‘당원이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하여 거의 무조

건 가지는 충실한 마음이나 행동’을 뜻하는데, 이때의 ‘-성(性)’은 ‘마음이나 바탕’

또는 ‘마음이나 행동’으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접미사 ‘-성(性)’의 의미를 관찰해 보았을 때 ‘-성(性)’은 기본적으로

‘성질’의 의미를 가지지만 결합 어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접미사 ‘-성(性)’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 . 접미사 ‘-성(性)’과 유사한 한자 접미사

  ‘-성(性)’은 때때로 다른 접미사와 교체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성

(性)’과 다른 유사한 의미 또는 용법을 가진 한자 접미사들을 비교함으로써 ‘-성

(性)’의 의미를 더욱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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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접미사 ‘-적(的)’의 의미

가. 어기의 성질·상태가 있음.

나. 어기의 관한 것임.

4.3.1. ‘-적(的)’

  ‘-성(性)’과 더불어 명사 파생접미사로서 높은 생산력을 보이는 것으로 ‘-적(的)’

을 들 수 있다. ‘-성(性)’과 ‘-적(的)’은 모두 중국어에서 차용(借用)하여 온 것이므

로 중국어적 속성을 다소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한국어에 동화되면서 제

각각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명사 파생접미사로서 ‘-적(的)’과 ‘-성

(性)’의 의미와 이 접미사들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의 문법적·기능적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조남호(1988:54~55)에서는 접미사 ‘-적(的)’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

다.

  위에 제시된 ‘-적(的)’의 정의 가운데 ‘-성(性)’과 유사한 부분은 ‘어기의 성질

또는 상태가 있음’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性)’ 파생어와 ‘-적

(的)’ 파생어의 의미는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인간성(人間性)’과 ‘인간적(人間的)’의 예를 들어 비교해 보기로 한다. 두

단어의 사전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성’은 ‘➀ 사람의 타고난 본질이나 속성. ➁ 사

람의 됨됨이’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비해 ‘인간적’은 ‘➀ 사람의 성격·인격·감정

따위에 관한 것. ➁ 사람다운 성질이 있는 것’의 의미를 지닌다. ➁의 의미로 쓰

이는 ‘인간성’과 ➁의 의미로 쓰이는 ‘인간적’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인간성’과 ‘인간적’이 쓰인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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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 각 민족의 예술에 민족성이 나타나는 것도 예술 창작자가 민족의 

(30) 가. 그녀는 인간성이 좋다. 

나. 아버지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이시다.

        

‘인간적’이 ‘사람다운 성질이 있는 것’의 의미, 즉 ‘마음이나 됨됨이, 하는 행동이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사람의 사람다운 품성’

의 의미를 지닌 ‘인간성’과 의미가 유사하다. 이에 따라 (30나)의 예문도 ‘아버지

는 인간적이다’를 ‘아버지는 인간성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인간성’과 ‘인간적’은 모두 사람의 성격, 인간으로서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➀의 의미를 지닌 ‘인간성’과 ‘인간적’은 의미적 관련성이 떨어진

다. ➀의 의미를 가진 ‘인간적’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인간성’의

의미와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어기를 가진 모든 ‘-성(性)’ 파생어와 ‘-적(的)’ 파생어가 이러한 의미적

인 관련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일부 ‘-적(的)’ 파생어는 (29)의 의미를 모두 가지

고 있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적’은 ‘개인에 속하거나 관계되

는 것’의 의미만을 가지는데 (29가)의 의미를 수용하지 않고 ‘어기에 관한 것’이라

는 의미만 받아들이므로 ‘개인적’은 ‘어기의 성질’의 의미를 지닌 ‘-성(性)’ 파생어,

즉 ‘개인성’과 그 아무런 의미 유사성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적(的)’과 ‘-성(性)’으로 형성된 파생어는 모두 명사 또는 명사적 기능을 수행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파생어들이 문장에서 기능할 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성(性)’ 파생어가 문장에서 명사의 자격으로 기능하는 예를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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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인 동시에 전달의 대상인 예술의 수용자도 민족 자신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이다.

나. 한편으로 강력한 교육열은 노동의 질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원천이다.

다. 행동은 육체의 공간에의 확산의 가능성이다.

(32) 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 본 적이 없다.

나. 원유는 해외에서 사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해외에서 개발해 도

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막무가내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인간적

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33) 가. *경제적이, *경제적을, *정제적의, *경제적과, *경제적에

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공개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경제적이다/ 가정적이다/ 공개적이다/ 경험적으로

예문 (31)에서 ‘-성(性)’ 파생어는 격조사 ‘이’, ‘을’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으며

계사 ‘이-’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적(的)’ 파생어는 동일하게 명사의 자격으로

인정받았더라도 문장에서 ‘-성(性)’ 파생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 예문 (32)와 같이 ‘-적(的)’ 파생어는 주로 부사격조사 ‘으로’와 결합하거나 계

사 ‘이-’를 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적(的)’ 파생어는 곡용의 불완전성을 지

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명희(2005:188)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한 바 있다.

‘-적(的)’ 파생어는 (33)에서 볼 수 있듯이 격조사 ‘이’, ‘을’, ‘의’, ‘과’, ‘에’와의 결

합이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결합할 수 있는 조사는 ‘으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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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 치명적 손실, 획일적 성향, 개괄적 설명, 잠재적 능력, 집약적 경영 

나. 오락성 프로그램, 과학성 논란, 역사성 문제, 예술성 논쟁 

다. 범죄성/범죄적 행위, 정치성/정치적 발언, 역사성/역사적 문제  

(34) 가. 강인하다, 타당하다, 모호하다, 심각하다, 진지하다, 쾌적하다

나. 강인성, 타당성, 모호성, 심각성, 진지성, 쾌적성

다. *강인적, *타당적, *모호적, *심각적, *진지적, *쾌적적

  또 다른 차이점으로 ‘-성(性)’은 ‘하-’와 결합하여 상태 동사로 쓰이는 어근과

결합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적(的)’은 이들과 결합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34)의 어기들은 본래 어근만으로 쓰이는 것인데 ‘-성(性)’과 결합하여 명사적 용

법을 얻으면서 명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적(的)’ 파생어

는 주로 명사적 기능과 관형적 기능을 담당한다. (34가)에서 ‘하-’와 결합한 어근

이 (34다)와 같이 ‘-적(的)’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파생 동사에 수식의 기

능 부담량이 쏠려 있어 ‘-적(的)’ 파생어가 수식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적(的)’ 파생어와 ‘-성(性)’ 파생어는 모두 후행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적(的)’ 파생어는 대부분 (35가)에서처럼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이

에 반해 ‘-성(性)’ 파생어는 (35나)에 제시된 예의 정도만이 관형적 기능을 담당한

다. 그런데 (35다)에서처럼 ‘-성(性)’의 본래 의미가 약화되면서 관형적인 기능을

하는 문법적 의미가 강화되어 ‘-적(的)’과 비슷한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도 발견된

다. 이때 ‘-성(性)’은 의미 차이 없이 ‘-적(的)’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문장 속에 나타나는 ‘-성(性)’ 파생어가 명사적 기능 이외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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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 在谈判和辩论中，他习惯性的做法不是在一开始就去压倒他们，而是先

    听别人要说什么。

    협상이나 토론할 때, 그의 습관적인 행동은 시작할 때부터 바로 상

    대에게 압박을 주는 것을 대신해 먼저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나. 学习，尤其是创造性的学习，精神上常常感到非常愉快。

    학습, 특히 창조적인 학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기쁨을 느

    끼게 해준다.

다. 人们往往在维持传统观念的前提下，习惯性地选择一种可以直接带来利

    益的实现行为目标的方式。

    사람들이 항상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한 채, 습관적으로 직접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 목표를 이룬다.

라. 他从小善于独立思考，常常能够创造性地分析问题和解决问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서 항상 문

    제를 창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성’이 아닌 ‘~

적’, 즉 ‘-적(的)’ 파생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강두원(2014:44)에서는 ‘X性(성)’ 구성

이 수식어 기능(관형어 기능과 부사어 기능을 포함), 체언성 기능(주어 기능과 목

적어 기능을 포함)과 용언성 기능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82)

특히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과 부사어 기능을 수행할 때 한국어로 번역하면 적

지 않은 경우에 ‘-적(的)’ 파생어로 대체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 (36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 ‘X性(성)’ 구성은 조사 ‘的’을

수반할 때 관형어 기능을 수행하며,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X性(성)+的’ 구

성은 ‘X性(성)의’ 또는 ‘X性(성)적’ 대신에 ‘~적인’의 관형형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82) 여기의 ‘X性(성)’은 바로 본고의 ‘-성(性)’ 파생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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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 청결성, 유연성, 정확성, 신빙성(信憑性); 건조성, 건강성, 투명성  

나. 청결도, 유연도, 정확도, 신빙도(信憑度); 건조도, 건강도, 투명도

또한 (다)와 (라)에서처럼 ‘X性(성)’ 구성이 ‘地’와 결합하여 문장 속에 쓰일 때 ‘X

性(성)+地’는 한국어에서 ‘~적으로’로 번역될 수 있다. 또한 강두원(2014:72)에 따

르면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X性(성)’ 중의 후치 성분 ‘성(性)’은 의미 측면에

서 ‘성질’이라는 의미가 점점 허화(虛化)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중국어 ‘X性

(성)’ 구성이 용언성 기능을 수행할 때도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마찬가지로 ‘~성’이

아닌 ‘~적이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한편 중국어의 ‘X的(적)’ 구성은 한국어에서

항상 ‘~적’에 대응된다.  

4.3.2. ‘-도(度)’, ‘-감(感)’, ‘-화(化)’

  4.2.에서 살펴보았듯이 접미사 ‘-성(性)’은 다양한 어기와 결합하면서 ‘성질’의

의미 외에도 ‘정도’, ‘능력’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성(性)’ 파생어가 명

사 파생접미사 ‘-도(度)’, ‘-감(感)’과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

능할 경우 이 접미사들 간의 의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

다.

먼저 ‘-성(性)’과 ‘-도(度)’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83) ‘-성(性)’과 ‘-도(度)’가 동일

한 어기를 갖는 예는 다음과 같다.

83) ‘정도’의 의미를 지닌 ‘도(度)’가 접미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차를 보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도(度)’가 지니는 높은 생산력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접미사로 간주하기

    로 한다. ≪고려≫에서는 ‘-도(度)’를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정도나 정도를 나타내

    는 값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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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트리스는 다른 침구류와 달리 쉽게 세탁할 수 없어 청결도를 유지하

기가 어렵다.

<한겨레> 2012년 2월

위의 예 (37)은 ‘-성(性)’과 ‘-도(度)’가 모두 같은 어기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

한 예이다. ‘-성(性)’이 ‘정도’의 의미를 가질 때 ‘-성(性)’ 파생어와 ‘-도(度)’ 파생

어는 교체하여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통해 ‘-성(性)’과 ‘-도(度)’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기로 한다.

위의 예문에서 ‘청결도’는 ‘깨끗한 정도’라는 뜻으로, ‘청결성’으로 바뀌어 써도 문

장 의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청결성’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깨끗한 성질’과

더불어 ‘그 깨끗한 성질 또는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가령, 어느 식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조사 중에 식당의 청결 여부에 대한 항목을 ‘청

결도’나 ‘청결성’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정해도 설문 응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유연성/유연도’, ‘정확성/정확도’, ‘신빙성/신빙도’의 예는 모두 이러한 경우에 속한

다. 모두 접미사 ‘-성(性)’의 의미가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37)의 예는 모두 상호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투명성’

과 ‘투명도’는 어기가 같지만 ‘투명성’은 주로 추상적인 의미로서 ‘어떤 사실이나

생각 따위가 의심받을 만한 점이 없이 모두 알려져 있는 성질’을 나타내고, ‘투명

도’는 ‘호수나 바닷물의 환히 비치는 정도’의 의미를 가져 동일한 문맥에서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없다. 이것은 접미사 ‘-성(性)’과 ‘-도(度)’ 고유의 의미 영역 분담

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性)’은 추상 명사

어기와 결합하는 데에 반해 ‘-도(度)’는 구체 명사 어기와 결합하는 접미사이다.

이러한 고유의 의미 영역을 확보 또는 분담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면 동일한 어기

라 할지라도 ‘-도(度)’는 기본적이며 구체적인 의미와 결합하며 ‘-성(性)’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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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 우월성, 건조성, 개방성; 민족성, 대표성, 심각성, 쾌적성 

나. 우월감, 건조감, 개방감; 긴장감, 안도감, 불안감, 분노감

(40) 가. 객관성, 근대성, 대중성, 사회성, 전문성, 가소성(可塑性), 가용성(可

溶性)

나. 객관화, 근대화, 대중화, 사회화, 전문화, 가소화, 가용화

추상적인 의미와 결합하는 등 결합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접미사 ‘-성(性)’과 ‘-감(感)’의 차이를 살펴보자.

예 (39)의 ‘우월성/우월감’, ‘건조성/건조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접미사 ‘-성(性)’

과 ‘-감(感)’도 동일한 어기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

의한 ‘-성(性)’과 ‘-도(度)’의 경우와 달리 ‘-성(性)’ 파생어와 ‘-감(感)’ 파생어에는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접미사 ‘-감(感)’은 주로 ‘느낌’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다

소 주관적인 뜻을 나타내는 데 비해 ‘성질’의 의미로 쓰이는 ‘-성(性)’은 상대적으

로 객관적인 의미로서 더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 어기의 성격을 통

하여도 알 수 있다. ‘-감(感)’과 결합하는 어기 중에 ‘긴장, 안도, 불안, 분노’ 등은

‘하-’와 결합하여 주로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 동사를 만

든다. 이러한 어기가 ‘-감(感)’과 결합하여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의미가 강한 ‘-성(性)’은 이러한 어기와의 결합이 불가능하

다. 예를 들어 ‘*안도성, *불안성, *분노성’은 쓰이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미사 ‘-성(性)’과 ‘-화(化)’의 차이를 살펴보자.

위의 (40가)와 (40나)는 ‘-성(性)’과 ‘-화(化)’가 동일한 어기에 결합한 예인데 ‘객

관성’과 ‘객관화’, ‘근대성’과 ‘근대화’ 등 대립되는 파생어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비록 ‘객관화, 근대화, 대중화’와 같은 파생어에도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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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 있어 ‘-화(化)’는 ‘-성(性)’과 비슷해 보이지만 ‘-화(化)’는 ‘그렇게 만

들거나 됨’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로서 [변화]를 주요 의미 자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성(性)’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하여 ‘-화(化)’ 파생어는 ‘어기의 성질이나

상태로 됨’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성(性)’ 파생어보다 ‘어기인 성질로

되거나 어기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는, ‘바꾸어 달라지거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다’의 [변화] 내지 [발전]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화(化)’ 파생어는 ‘하

-’나 ‘되-’와 결합하여 동사를 형성할 수 있어 ‘-성(性)’ 파생어보다 강한 서술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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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미사 ‘-성(性)’의 의미

어기의 성질이나 경향, 정도 또는 어기의 성미나 성품

5. ‘-성(性)’ 파생어

  본 장에서는 접미사 ‘-성(性)’이 참여하여 형성된 파생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의 의미론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다양한 예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미적

특징을 살펴볼 때 그동안 대부분 연구는 어기 쪽이 아니라 파생어 쪽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기와 파생어의 의미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파

생어의 의미가 어기의 의미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만 집중해 왔다.

그러나 본고는 ‘-성(性)’ 파생어가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 어기 의미가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2.에서는 ‘-성(性)’

파생어를 후행 명사 수식 여부와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5.1 . 의미론적 특징

  앞서 4.2.에서 접미사 ‘-성(性)’의 의미를 다음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발견되는 ‘-성(性)’ 파생어들의 뜻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위에

제시한 의미 (1)만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예들이 적지 않다. 일차적으로 파생

어의 의미는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의 합(合)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이

광호(2008:39~40)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이 단어 형성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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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파생어)

= ➀ X (어기) + Y (접사)

= ➁ [ X (어기) + Y (접사) ]′

= ➂ [ X (어기) + Y (접사) ]″

……

<표 8> 파생어의 구성 성분과 파생어의 의미 관계

다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파생어의 의미가 어기와 접사의 의미 합만

으로 정연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분의 의미 합으로 전체의 의미가

설명되지 않는 파생어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

여 파생어의 구성 성분과 그 의미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송철의(1992)에서는 파생어 형성에서의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를 논의하

면서 파생어에는 어기 의미 가운데 일부만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어기

의미가 파생어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장

에서는 ‘-성(性)’ 파생어의 의미 형성에서 어기 의미가 참여하는 양상을 관찰함으

로써 파생어의 의미와 어기의 의미 사이에 나타난 관계를 유형화시키고 각 의미

관계의 형성 요인을 기술하고자 한다.84)  

  최형용(2000)은 ‘-적(的)’ 파생어와 어근의 의미 관계를 ‘-적(的)’ 파생어가 그

어근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 ‘-적(的)’ 파생어의 의미가 더 많은 것으로 명

세된 경우, 반대로 어근(본고의 어기)의 의미가 더 많은 것으로 명세된 경우, 마

지막으로 명세된 의미의 수는 같지만 서로 대당되지 않는 경우 등의 네 가지 유

형으로 나누었다. ‘-성(性)’도 ‘-적(的)’처럼 높은 생산력을 지닌 접미사이며, 이 두

84) 박진호(2016)에서 하나의 기호로서의 단어가 하나의 의항(sense)만을 갖는 형상을 단의    

    (monosemy)로, 둘 이상의 의항을 갖는 현상을 다의(polysemy)로 정의한 것처럼, 이 장에 

    서 말한 의미는 의항을 가리킨다. 즉 사전에서 하나의 단어를 의미에 따라 배열된 항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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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는 모두 파생어의 의미적 투명성이 높아 해당 파생어 집합의 기본적․무표

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예를 비교적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최형용(2000)에서 제시한 의미 관계를 참고하여 ‘-성

(性)’의 의미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다만, 최형용(2000)과 달리 본고는 파생어와

어기의 의미 가짓수를 비교하는 분석 방법은 수용하지 않고 파생어 형성 과정에

서의 어기의 의미와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다.

  이에 본고는 ‘-성(性)’ 파생어를 그 어기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여 새로운 단

어를 형성한 경우(즉 어기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파생어의 의미가

그 어기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자 한다.85) 후자는 다시

어기의 의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즉 결과적으로 파생어에서 어기가 차

지하는 의미가 줄어드는 경우), 반대로 ‘-성(性)’ 파생어가 더 많은 뜻을 가진 경

우(즉 파생어에서 의미가 새로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파생어의 의미와 그 어기

의 의미가 서로 대당되지 않는 경우(즉 서로 무관해지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도 파생어와 어기의 의미 가짓수와 의미의 성

질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의 처

리를 종합하여 분석 및 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86)   

5.1.1 .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85) 송철의(1992)에서는 한 접미사가 파생어 형성에 어떤 기능(어휘적 의미만 갖는 것,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모두 갖는 것, 혹은 문법적 의미만을 갖는 것)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어기 의미가 파생어에서 제약되는 정도에 차이가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접미사 

    ‘-성(性)’은 주로 어휘적 의미가 강하므로 이에 의한 파생어 형성에서 어기의 의미가 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性)’ 파생어가 어기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86) 사전마다 각 어휘 항목에 대한 의미 기술이 조금씩 차이가 보이고 제시된 뜻풀이의 수도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예들을 통하여서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어미 사이에 관계를 유형화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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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가치: 가치성(價値性), 개별: 개별성(個別性), 고원: 고원성(高原性), 

국지: 국지성(局地性), 근대: 근대성(近代性), 뇌물: 뇌물성(賂物性), 

단계: 단계성(段階性), 대상: 대상성(對象性), 도의: 도의성(道義性), 

목적: 목적성(目的性), 민족: 민족성(民族性), 법칙: 법칙성(法則性), 

사막: 사막성(沙漠性), 선천: 선천성(先天性), 진리: 진리성(眞理性), 

차이: 차이성(差異性), 창의: 창의성(創意性), 체계: 체계성(體系性), 

내향: 내향성(內向性),  대륙: 대륙성(大陸性), 늘품: 늘품성(-品性)

나. 강대: 강대성(强大性), 겸손: 겸손성(謙遜性), 내정: 냉정성(冷靜性), 

    다양: 다양성(多樣性), 단순: 단순성(單純性), 도발: 도발성(挑發性),

    반항: 반항성(反抗性), 세련: 세련성(洗練性), 소중: 소중성(所重性), 

심각: 심각성(深刻性), 안정: 안정성(安定性), 애매: 애매성(曖昧性), 

우울: 우울성(憂鬱性), 우월: 우월성(優越性), 정직: 정직성(正直性), 

정체: 정체성(停滯性), 정확: 정확성(正確性), 침략: 침략성(侵略性), 

쾌적: 쾌적성(快適性), 탁월: 탁월성(卓越性), 편리: 편리성(便利性), 

포용: 포용성(包容性), 폭발: 폭발성(爆發性), 필요: 필요성(必要性), 

확실: 확실성(確實性), 흥분: 흥분성(興奮性), 결백: 결백성(潔白性), 

경직: 경직성(硬直性), 섬세: 섬세성(纖細性), 순결: 순결성(純潔性), 

침윤: 침윤성(浸潤性), 파동: 파동성(波動性), 명랑: 명랑성(明朗性), 

욱하다: 욱성        

다. 꼼꼼: 꼼꼼성, 울뚝: 울뚝성

일차적으로 파생어의 기본 의미는 어기의 의미와 파생접사의 의미로부터 나온

다. 최형용(2000:215)에서는 접미사의 생산성은 그 의미와 상관적이어서 흔히 생

산성이 높은 접미사는 의미면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한 바 있다. ‘-성(性)’도

생산력이 높은 접미사 중 하나이므로 ‘-성(性)’ 파생어들 중 상당 부분이 그 의미

적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몇 가지 예를 통해 확인해 보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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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 (2가~다)에 제시한 어기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파생어의

의미가 어기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 (2)의 모든 파생

어들은 그 의미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2가)는 명사 어기 뒤에 접미사 ‘-성(性)’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들이다. 예

를 들면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

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의 의미로 등재되어 있는데 파생어 ‘뇌물

성’은 그 의미면에서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사람을 매수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돈

이나 물건 따위를 건네는 성질’이라는 의미를 획득하였다. ‘국지: 국지성’, ‘창의:

창의성’ 등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는 예이다. ‘내향’은 사전에 ‘➀ 안쪽으로 향

함. ➁ 마음의 작용이 자신에게만 향함’으로 풀이되어 있는데, ‘내향성’은 ‘➀ 안쪽

으로 향하는 성질. ➁ 『심리』=내향형. 모든 인격의 활동이 내부로 향하고 외부

의 인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인 성격 유형’의 의미로 등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2나)의 모든 예는 서술성을 가진 어기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성(性)’

파생어의 예이다. 가령 (2가)에서의 ‘도발(挑發)’은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함’이라는 뜻으로 등재되어 있고 ‘도발성’은 자연스럽게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

나게 하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예들도 파생어의 전체 의미는 사전에

등재된 어기의 의미와 전술한 ‘-성(性)’의 의미[(1)]가 단순히 합쳐진 경우이다. 따

라서 (2)의 예들은 파생 전후에 의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하여 ‘무기력성(無氣力性)’, ‘쾌적성(快適性)’이 어기인 ‘무기력(‘무기력하-’의

어근)’, ‘쾌적(‘쾌적하-’의 어근)’에 ‘-성(性)’의 의미, 즉 (1)의 내용을 더하여 각각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는 성질’과 ‘시원하고 기분 좋은 느

낌이 드는 성질’의 의미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나)의 ‘침윤성’에서 어기 ‘침윤’은 ‘➀ 수분이 스며들어 젖다. ➁ 사상이나

분위기 따위가 사람들에게 번져 나가다. ➂ 『의학』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다’의 세 가지 의미로 등재되어 있고 ‘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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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➀ 수분이 스며들어 젖는 성질. ➁ 사상이나 분위기 따위가 사람들에게 번

져 나가는 성질. ➂ 『의학』 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

나 세포에 침입하는 성질’의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역시 파생어로서의

의미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2다)는 부사를 어기로 삼은 파생어의 예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파생어에서도

어기의 의미가 투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전에서 어기인 부사 ‘꼼꼼’은 ‘빈틈

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모양’의 의미로 등재되어 있고, 파생어 ‘꼼꼼성’은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여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성질’이라는 뜻을 가

지게 되었다.

위에 제시된 예들 중 ‘뇌물성’처럼 단순히 어기 ‘뇌물’과 접미사 ‘-성(性)’의 의

미가 합하여 파생어의 의미를 형성하는 예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기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되 전체 파생어의 의미가 단순히 어기의 의미와 접미사 ‘-성(性)’의

의미를 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목적성(目的性)’은 단

순히 ‘목적의 성질’이 아니라, ‘문화의 목적성/강한 목적성을 띠다’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체 ‘목적이 되는 성질’ 또는 ‘무엇을 이루려는 나아가는 그러한 상

태나 성향’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어기인 ‘목적’과 파생어 의미 중의 ‘목

적’은 동일한 외연(外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목적: 목적성’과 같은 유형

도 어기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1.2 . 어기의 의미가 더 많은 경우

  ‘-성(性)’ 파생어 가운데에는 어기가 가지는 뜻을 파생어가 모두 이어받지 못하

고 그 가운데 일부만을 취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송철의(1992)에서 어떤 다의적

(多義的)인 어기로부터 파생어가 형성될 때 그 어기의 모든 의미가 파생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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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 건조성(乾燥性), 견고: 견고성(堅固性), 결벽: 결벽성(潔癖性), 결실: 

결실성(結實性), 귀일: 귀일성(歸一性), 기능: 기능성(技能性), 기생: 기생

성(寄生性), 노퇴: 노퇴성(老退性), 민숙: 만숙성(晩熟性), 생동: 생동성(生

動性), 연대: 연대성(連帶性), 영세: 영세성(零細性), 외향: 외향성(外向

性), 이동: 이동성(移動性), 자동: 자동성(自動性), 장식: 장식성(裝飾性), 

전형: 전형성(典型성), 정착: 정착성(定着性), 조종: 조종성(操縱性), 즉효: 

즉효성(卽效性), 처녀: 처녀성(處女性), 투쟁: 투쟁성(鬪爭性), 풍토: 풍토

성(風土性), 흡수: 흡수성(吸收性), 먹다: 먹성(-性)

(4) 가. 건조하다:「동」 물기나 습기를 말려서 없애다.

              「형」 ➀ 말라서 습기가 없다. 

                    ➁ 분위기, 정신, 표현, 환경 따위가 여유나 윤기 없

                       이 딱딱하다. 

    건조성:「명」 ➀ 건조한 성질. 

                 ➁ 건조해지기 쉬운 성질. 

반영되어 나타나지 못하는 현상을 ‘파생어에서의 어기의 의미제약’이라고 불렀는

데, 본고에서는 그 중 하나로 어기 의미 중 기본적인 의미 또는 본질적인 의미87)

만이 유지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위의 예 (3)에서 파생어의 의미는 어기의 의미보다 줄어들었다. 이 유형은 어기에

기본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가 존재할 때 파생어가 그 중 기본적인 의미만을 수용

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87) 한국어 사전들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 하나의 어휘항목을 기술할 때, 그 여러 가지

    의 의미를 어떠한 순서로 배열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각 어휘항목에 ➀로 등재된 의미가 그 어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또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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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착하다:「동」 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살다. 

                  ➁ 다른 물건에 단단하게 붙어 있다. 

                  ➂ 새로운 문화 현상, 학설 따위가 당연한 것으로 사회  

                     에 받아들여지다. 

    정착성:「명」 어떤 물건이나 장소 따위에 착 들러붙어 떨어지지 아니

                 하는 특성.

다. 먹다: [1]【…을】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➁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 

                    ➂ 연기나 가스 따위를 들이마시다. 

                    ➃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➄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 

                    ⑭ 매 따위를 맞다. 

                    ⑮ 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

         [2]【…에】➀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

                       나 하는 작용을 하다. 

                    ➁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 

                    ➂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지다. 

                    ➃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거나 쓰이다. 

   먹성:「명」 ➀ 음식의 종류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➁ 음식을 먹는 분량. ≒먹새02「2」.

라. 노퇴하다:「동」 늙어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다.

    노퇴성:「명」 늙어서 쇠퇴하는 성질. 

예 (4가)에서 ‘건조하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두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다. 형용사

로 쓰일 때의 ‘➁ 분위기, 정신, 표현, 환경 따위가 여유나 윤기 없이 딱딱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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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는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며 추상적인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건조하

다’의 어근 ‘건조’를 어기로 하는 파생어 ‘건조성’은 ‘건조’의 기본적인 의미만 수용

했을 뿐, 확장된 용법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4나)도 마찬가지로 ‘정착성’의 의미

를 보면 어기 의미 가운데의 ➀, ➁만 수용하고 보다 추상적인 의미인 ‘➂ 새로운

문화 현상, 학설 따위가 당연한 것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지다’의 의미는 받아들이

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파생어가 어기의 의미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

의미와만 파생 관계를 가질 때에는 어기의 기본적인 의미와 가장 먼저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송철의(1992:85)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통시적 측면에서 하나의 단어가 다의성을 띠는

근본 원인은 그 단어가 통시적 의미 확장을 겪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파생어도 어기의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가능

성이 비교적 더 높다는 것이다. 둘째, 공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새로 형성된 파

생어는 가능한 한 의미가 쉽게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어야 하기에 모든 화자가

가장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파생어를 형

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다)의 ‘먹성’은 앞에 두 가지 예와 조금 다른 사정을 보인다. ‘먹-’의

19개의 의미 중 ➀에 해당되는 의미, 즉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

보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만이 파생어 ‘먹성’의 의미와 관련되고 있을 뿐, 나머지

의미들은 파생어와 아무런 연관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파생어의 의미 자체

도 어기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화용적인 의미가 추가되

어 ‘음식 종류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질’88)과 ‘음식을 먹는 분량’89)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88) ‘먹성이 까다롭다’, ‘먹성이 좋다’ 등의 예문을 통하여 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89) 이는 ‘먹성이 크다’, ‘먹성이 대단하다’ 등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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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결: 간결성(簡潔性), 건실; 건실성(健實性), 구체: 구체성(具體性), 단발: 

단발성(單發性), 로비: 로비성(lobby성), 매판: 매판성(買辦性), 맹목: 맹목

성(盲目性), 보수: 보수성(保守性), 보편: 보편성(普遍性), 분열: 분열성(分

裂性), 빈약: 빈약성(貧弱性), 수동: 수동성(受動性), 심중: 심중성(深重

性), 연계: 연계성(連繫性), 예리: 예리성(銳利性), 융통: 융통성(融通性), 

자위: 자위성(自慰性), 유기: 유기성(有機性), 진보: 진보성(進步性), 충격: 

충격성(衝擊性), 파행: 파행성(跛行性), 허구: 허구성(虛構性), 협애: 협애

성(狹隘性), 후진: 후진성(後進性) 

(4라)도 어기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앞의 (4가~다)와 비슷하게 보이

지만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파생어 ‘노퇴성’은 단순히 ‘늙어서 쇠퇴하다’

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즉 모든 상황(신체적 노화, 관직 등)에서 쇠퇴하는 모

습을 다 가리킬 수 있다. 이에 비해 어기 ‘노퇴’의 의미에는 ‘관직에서 물러나다’는

한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한정적인 의미가 추가

된다 하더라도 파생어가 어기의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수용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예들도 ‘건강: 건강성’과 같은 부류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김진해(1997)은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접사에 결합하는 어기의 의미

가 기본적인 의미로만 제약받는 것이 아니며 다의적 의미도 파생어의 의미에 반

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형 의미(즉 기본 의미)가 아닌 다의적으로 확장된

의미가 접사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 예에는 ‘풀이’, ‘삐뚤이’, ‘삐딱이’, ‘서방

질’90) 등이 있는데 이들 중 두 개 이상의 갈래뜻을 동시에 가지는 단어는 없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 (5)는 파생어가 어기 의미 가운데 추상적인 의미만을 유지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90) 여기서 예로 든 단어 중 일부는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어기의 기본적인 의미가 아닌 확장된 의미만이 파생어의 의미에 수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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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명」➀「경」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

                   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

                   회적 관계. 

           ➁「경」 = 경제학. 

           ➂ 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임.

경제성:「명」 재물, 자원, 노력, 시간 따위가 적게 들면서도 이득이 되는 

             성질. 

(5)의 예 중에서 어기 ‘간결(簡潔)’은 ‘➀ 간단하고 깔끔하다. ➁ 간단하면서도 짜

임새가 있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간결성’은 ‘글이나 말 따위에 군더

더기가 없이 간단하고 깔끔한 성질’의 의미만을 가지어 ‘간결’의 ➁의 의미를 수

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후자의 의미는 전자가 추상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명사 ‘로비’는 ‘호텔이나 극장 따위에서 응접실, 통로

등을 겸한 넓은 공간’이라는 의미와 ‘국회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은 방’이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

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이라는 추상적이고 화용적인 의미

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파생어 ‘로비성’은 세 가지 의미 중에 기본적인 의미

가 아닌, 보다 추상적인 의미를 수용하였다. 한편 ‘파행(跛行)’도 ‘➀ 절뚝거리며

걸음. ➁ 일이나 계획 따위가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됨을 비유적으로 이

르는 말. ➂『의』=절뚝거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행성’은 ‘일이나 계획 따

위가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되는 성질’의 의미만을 가져 ➁의 의미가 수용되고 있

다. 이것은 보다 기본적인 의미인 ➀이 추상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

에 ‘간결: 간결성’과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다.

(6)의 파생어 ‘경제성’과 같은 경우도 역시 어기인 ‘경제’의 세 가지 의미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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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통: 계통성(系統性), 교감: 교감성(交感性), 구원: 구원성(久遠性), 극

명: 극명성(克明性), 난해: 난해성(難解性), 낭만: 낭만성(浪漫性), 능동: 

능동성(能動性), 다발: 다발성(多發性), 동일: 동일성(同一性), 무책임: 무

책임성(無責任性), 부식: 부식성(腐蝕性), 불임: 불임성(不稔性), 생장: 생

장성(生長性), 선차: 선차성(先次性), 순응: 순응성(順應性), 엄정: 엄정성

(嚴正性), 완만: 완만성(緩慢性), 원만: 원만성(圓滿性), 잡식: 잡식성(雜

食性), 절박: 절박성(切迫性), 직립: 직립성(直立性), 치밀: 치밀성(緻密

性)

(8) 가. 구원하다:「형」 ➀ 아득하게 멀고 오래되다. ➁ 영원하고 무궁하다.

    구원성:「명」 아득하게 멀고 오랜 성질.

나. 계통:「명」 ➀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통일

                 적 조직. 

               ➁ 일의 체계나 순서. 

               ➂ 일정한 분야나 부문. 

지막으로 확장된 의미인 ‘➂ 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임’의 의미만 취하여 파

생어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새로 형성된 파생어 ‘경제성’의 의미는 ‘경제’의 ➂의

의미와 비교하면 ‘이득이 되다’라는 추가적인 의미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송철의(1992), 김진해(2007)에서 제시되지 않은 한 가지 부류가 있는

데 이는 다음 예 (7)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 (7)은 파생어와 어기의 의미를 비교할 때 전형적인 파생어의 의미가 어

기 의미보다 줄어든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어기의 여러 의미를 기

본적인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구별해 내기가 어려워 각 의미들을 대등한 지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에 몇 가지를 예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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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➃ 하나의 공통적인 것에서 갈려 나온 갈래. 

               ➄『생』같은 조상을 가지며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

                  의 모임.

    계통성:「명」 ➀ 일정한 체계에 따라 관련되어 통일된 성질. 

                 ➁ 동일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성질. 

  

먼저 (8가)에서 어기인 ‘구원’은 두 가지 대등한 지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

성(性)’과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 ‘구원성’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어받지 못

하고 그 중의 ➀만 수용하였기 때문에 ‘아득하게 멀고 오랜 성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계통: 계통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대등한 관계인

다섯 가지 의미에서 ➀과 ➃를 수용하되 파생어의 두 번째 의미인 ‘동일한 조상

에서 갈라져 나온 성질’은 ➃보다 조금 더 한정된 의미를 부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성(性)’ 파생어가 어기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어기

의미보다 줄어든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다의적인 어기의 의미 중에 기본적

의미는 물론이고 의미 하나 하나가 모두 파생어 의미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잠

재적인 선택항이 되기 때문이다. 즉 어기가 접미사와 결합하여 전체 의미를 형성

할 때 어기의 모든 의미가 파생어 의미 형성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어기의 여러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일부만이 수용되어 파생어

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생어의 의미 영역이 어기의 영

역보다 작은 예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5.1.3 . 파생어의 의미가 더 많은 경우

  어기가 가지는 뜻보다 ‘-성(性)’ 파생어가 가지는 뜻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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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방: 개방성(開放性), 공리: 공리성(功利性), 관료: 관료성(官僚性), 되돌

다: 되돌이성(---성), 노인: 노인성(老人性), 사교: 사교성(社交性), 사

회: 사회성(社會性), 생산: 생산성(生産性), 선심: 선심성(善心性), 선택: 

선택성(選擇性), 소시민: 소시민성(小市民性), 시간: 시간성(時間性), 양극: 

양극성(兩極性), 인사: 인사성(人事性), 조화: 조화성(造化性), 폐쇄: 폐쇄

성(閉鎖性), 탄력: 탄력성(彈力性), 해바라기: 해바라기성(-性)

(10) 가. 노인:「명」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노인성:「명」 병 따위가 노인들에게 잘 일어나는 성질.

나. 사교:「명」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사귀는 것.

    사교성:「명」 ➀ 남과 사귀기를 좋아하거나 쉽게 사귀는 성질. 

                 ➁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성. 

다. 양극:「명」 ➀『물리』양극과 음극. ≒이극01(二極)「1」. 

               ➁『지리』북극과 남극. ≒이극01「2」. 

    양극성:「명」 자석의 두 극처럼 하나가 두 극으로 나누어지는 성질. 

                 서로의 존재나 주장, 태도 따위가 맞서고 동시에 서로

                 가 상대를 자기의 존재 조건으로 하는 관계에 있다.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예 (9)와 같은 경우는 파생어에 새로 부여된 의미가 어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의

미와 동일하지 않은데, 파생어의 의미가 어기의 기본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도출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나 파생어와 어기의 의미가 전혀 관련

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 제시한 예 가운데 몇 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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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해바라기: 「명」 ➀ 추울 때 양지바른 곳에 나와 햇볕을 쬐는 일. 

                  ➁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 ≒규곽ㆍ규화03「2」ㆍ

                     향일화. (Helianthus annuus) 

    해바라기성: 「명」 절대 권력에 아부하거나 빌붙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속성(屬性)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10가)에서 어기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이에 접미사 ‘-성(性)’이 결합하여 ‘병 따위가 노인들에게 잘 일어나는 성질’의

의미를 가지게 된 파생어 ‘노인성’은 ‘노인’에서 직접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노인

성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 문맥에서의 쓰임을 통하여 어기 의미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확장이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 파생어의 어미

와 어기의 의미가 전혀 무관해진 것이 아니다. ‘노인’과 ‘-성’이 결합하여 만들어

진, ‘노인과 관련된 성질’이라는 의미가 일종의 화용적 혹은 문맥적인 쓰임의 확

대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사교성’과 ‘양극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기 ‘사교’와 ‘양극’의 기본적인 의

미인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사귀는 것’과 ‘➀ 『물리』양극과 음극. ➁ 『지리』

북극과 남극’에 화용적인 의미가 덧입혀지면서 파생어가 ‘➀ 남과 사귀기를 좋아

하거나 쉽게 사귀는 성질. ➁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성’과 ‘자석의 두 극처

럼 서로의 존재나 주장, 태도 따위가 맞서고 동시에 서로가 상대를 자기의 존재

조건으로 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에 파생어와 어기의 의미적 관련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파생어가 독자적인 하나의 단어로서 동시적인 의미의 확장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파생어 의미가 어기 의미를 토대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경우는 다음 예

(11)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 84 -

나. 사회: 「명」 ➀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 

              ➁ 학생이나 군인, 죄수들이 자기가 속한 영역 이외의 영

                 역을 이르는 말.

              ➂『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사회성(社會性): 「명」 ➀ 남과 사귀거나 집단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거

                           나 잘해 나가는 경향이나 능력.

                        ➁ 사회에 관련된 성질. 

                        ➂ 집단을 만들어서 생활하려는 기본적 특성. 

위의 예 (11)에서의 ‘해바라기성’, ‘사회성’과 같은 예들은 화용적인 의미가 지배적

인 작용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 파생어가 새로 획득한 의미도 어기의 의미에서

조금이나마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성’의 어기 ‘해바라기’는

‘추울 때 양지바른 곳에 나와 햇볕을 쬐는 일’과 ‘국화과의 한해살이풀’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해바라기성’은 ‘절대 권력에 아부하거나 빌붙어 혜

택을 누리고자 하는 속성을 비난조(非難調)로 이르는 말’의 의미를 갖는다. 파생

어가 어기 ‘해바라기’의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수용하였다고 보기 힘드나 환유

를 통하여 어기 의미에 문학적인 의미가 부여되면서 파생어가 새로운 의미를 얻

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 어기 의미와 파생어 의미 간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5.1.4 . 서로 의미가 무관해지는 경우

  ‘-성(性)’ 파생어의 의미 유형에서 다소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성(性)’ 파

생어의 의미가 어기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파생어와 어기의

의미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이다. 즉 파생어의 의미가 어기의 의미와 멀어져

서 공시적으로는 파생어가 어기의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수용하였다고 단정하

기가 어려워지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파생어는 어기 의미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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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공식(共食): 「명」 『사회』 토템이나 숭배 대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동식

                    물을 함께 나누어 먹던 미개인의 의식. 이를 통하여 

                    동일 종족끼리 융합이 이루어지고, 또 숭배 대상과

                    도 생명의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공식성: 「명」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는 습관.

나. 냉혈(冷血): 「명」 ① 『한의학』찬 기운으로 인하여 배 속에 뭉친 피. 

                    ② 사람의 성품이 인정이 없고 냉정함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

    냉혈성: 「명」 『동물』 =변온성. 즉 외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성질.

무관한 의미로 쓰이게 된다. 이러한 파생어의 예는 몇 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다

음 예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예 (12)에서 제시된 두 개의 예는 어기 의미와 파생어 의미 사이에 연관성을 전

혀 찾을 수 없고 문맥적 혹은 화용적인 의미의 작용도 받지 않았다. 예를 들면

‘냉혈’의 의미 중 ‘배 속에 뭉친 피’의 의미나 ‘사람의 성품이 인정이 없고 냉정함’

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과 ‘냉혈성’의 의미인 ‘외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

는 성질’은 아무런 의미적 연관성도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식성’과 ‘공식’ 사

이에서도 의미적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의 의미 변화는 이미 있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바뀌었다고 보기보

다는 어떠한 문맥에서의 의미적 빈칸을 채우기 위하여, 즉 사용의 필요성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성(性)’ 파생어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설명력이 더 높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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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과학성(科學性), 시민성(市民性), 인간성(人間性), 경제성(經濟性), 법칙

    성(法則性)

나. 과학성을 지닌다. 시민성이 부족하다, 인간성을 파괴한다, 경제성을 

    높이다, 법칙성을 찾아내다

다. 한글의 과학성, 민주주의와 시민성, 사람의 인간성, 사업의 경제성, 

    언어의 법칙성

라. *과학성 난제, *시민성 용기, *인간성 매력, *예술성 작품, *법칙성 

    설명

(14) 가. 목적성(目的性), 범죄성(犯罪性), 정치성(政治性), 역사성(歷史性)

나. 목적성을 가진 행동, 범죄성이 짙다, 정치성이 강하다, 역사성을 띠다

다. 목적성 발언, 범죄성 행위, 정치성 발언, 역사성 논란 

라. *목적적 발언, 범죄적 행위, 정치적 발언, 역사적 논란

5.2 . 형태론적 특징

  접미사 ‘-성(性)’은 선행 어기와 결합하여 새로운 파생 명사를 형성한다. 그러나

‘-성(性)’ 파생어는 파생 명사일지라도 단어에 따라 다른 형태론적 기능을 수행하

는 양상을 보인다. ‘-성(性)’ 파생어에는 명사적 용법과 관형적 용법을 모두 가지

는 부류와 주로 명사적 용법으로 기능하고 관형적 용법이 다소 제한적인 부류가

있다. 다음 두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예 (13)에 속한 ‘-성(性)’ 파생어는 주로 명사적 용법으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관형

적 용법으로는 제한이 보이는 데에 반해 (14)에 속한 ‘-성(性)’ 파생어는 명사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13가)

에서 제시된 파생어들은 (13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와의 결합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 ‘시민성 향상(向上)’, ‘인간성 회복(恢復)’,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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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강인성(强靭性), 견고성(堅固性), 다급성(多急性), 명백성(明白性), 모호

성(模糊性), 민첩성(敏捷性), 섬세성(纖細性), 순박성(淳朴性), 심각성

(深刻性), 유연성(柔軟性), 음탕성(淫蕩性), 진지성(眞摯性), 친근성(親

近性), 쾌적성(快適性), 타당성(妥當性), 탁월성(卓越性)  

나. *강인성 의지, *견고성 물질, *다급성 용무, *명백성 증거, *섬세성 

마음, *심각성 상황, *유연성 자세, *진지성 태도, *쾌적성 환경, *타

당성 논리, *탁월성 효과  

다. 강인한 의지, 견고한 물질, 다급한 용무, 명백한 증거, 섬세한 마음, 

심각한 상황, 유연한 자세, 진지한 태도, 쾌적한 환경, 타당한 논리, 

탁월한 효과

성 분석(分析)’ 등의 구조를 분석할 때, ‘시민성’, ‘인간성’, ‘경제성’ 등의 파생어가

‘향상’, ‘분석’ 등의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파악할 여지도 있겠으나, 실제로 이와

같은 구조는 ‘회복(하)-’, ‘분석(하)-’ 등의 타동사 어간이 ‘-성(性)’ 파생어를 목적

어로 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13가)의 파생어들은 후행 명사가 서술성

을 지닌 명사일 때만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결합을 제외하고서는 이들

파생어가 단순히 일반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14)의 ‘-성(性)’ 파생어는 (14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性)’의 본래 의미가

약화되고 관형적인 기능을 하는 문법적 의미가 강화되면서 ‘-적(的)’과 비슷한 의

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성(性)’은 큰 의미 차이 없이 ‘-적

(的)’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원래 ‘목적성을 가진 발

언, 범죄성을 지닌 행위’ 등이라고 말하여야 하는 것을 ‘목적성 발언, 범죄성 행위’

등으로 생략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와 결합하여 상태 동사, 즉 형용사로 사용되는 어근에 ‘-성(性)’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는 대부분 명사적 기능만 가진다. 이는 다음 예 (15)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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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능성(可能性): 가능성 분포, 가능성 제약; 가연성(可燃性): 가연성 물질, 

가연성 가스; 다양성(多樣性): 다양성 관리, 다양성 속성; 성장성(成長性):

성장성 비율, 성장성 지표; 식물성(植物性): 식물성 기관, 식물성 기름; 연

속성(連續性): 연속성 원리, 연속성 장애; 정당성(正當性): 정당성 위기; 

대표성(代表性): 대표성 전락, 대표성 편견; 창의성(創意性): 창의성 훈련; 

합리성(合理性): 합리성 기준, 합리성 검사 

(17) 가. 결핵성(結核性), 세균성(細菌性), 종양성(腫瘍性), 바이러스성(virus性), 

궤양성(潰瘍性), 수포성(水疱性), 출혈성(出血性), 질식성(窒息性), 심

장성(心臟性), 신경성(神經性), 백혈병성(白血病性) 

나. 결핵성 골수염(骨髓炎), 세균성 바이러스, 종양성 석회증(石灰症), 바

이러스 귀밑샘염(---炎), 궤양성 대장염(大腸炎), 수포성 고막염(鼓膜

炎), 출혈성 복수(腹水), 질식성 기관지염(氣管支炎), 심장성 간경화

(肝硬化), 신경성 구토증(嘔吐症), 백혈병성 구내염(口內炎)

위의 예 (15)에서 볼 수 있듯이 파생어의 어기가 용언의 어근인 경우 그 자체가

명사로만 기능할 뿐 어떠한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인성 향상(向上)’, ‘유연성 훈련(訓練)’ 등의 결합이 가능

하지만 이는 파생어가 서술성을 지닌 명사와 결합하는 예이다. 그러므로 (15가)에

서 제시된 예는 일반 명사를 수식할 수 없는 파생어에 해당한다. 상태성을 나타

내는 어근들이 ‘하-’와 결합하여 파생 용언이 만들어졌을 때 이들이 보통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性)’ 파생어가 관형적 용법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필요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성(性)’ 파생어가 다시 새로운 명사구의 형성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서 4.1.2.1의 예 (9)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性)’은 신체 부위나 질병 명칭과

결합하여 의학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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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화풀이성(火--性), 도배성(塗褙性), 혐오성(嫌惡性), 사기성(詐欺性), 

특혜성(特惠性)

나. 화풀이성: 화풀이성 국민청원(國民請願), 화풀이성 폭언(暴言), 화풀이

성 범죄(犯罪); 도배성: 도배성 게시물(揭示物), 도배성 문의글(問議-); 

혐오성: 혐오성 발언(發言), 혐오성 폭력(暴力); 사기성: 사기성 투자

(投資), 사기성 기사(記事); 특혜성: 특혜성 군면제(軍免除), 특혜성 채

용(採用) 

신체 부위나 질병 명칭과 결합하여 형성된 ‘-성(性)’ 파생어는 명명적(命名的) 요

구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17나)에서 볼 수 있듯이 (17가)의 예들도 단어

로서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후행 명사

를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식 기능을 수행할 때 파생어의 의

미는 ‘결핵성, 바이러스성’에서처럼 ‘그 병균으로 말미암아 발병(發病)하는’의 뜻으

로 질병의 원인을 나타내고, 때로는 ‘궤양성, 수포성’에서처럼 ‘무엇이 생기는’, ‘무

엇을 일으키는’의 뜻으로 후행 명사의 대표적인 증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질식성,

면역성’과 후행 명사가 결합할 때 ‘질식시키는’ 또는 ‘면역을 생기게 하는’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노명희(2005:208)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성(性)’

이 지닌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성(性)’이 다양한 어기와 결합하면서

어기의 종류에 따라 그 결합형에도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형적 용법으로 기능하는 ‘-성(性)’ 파생어는 ‘성질이나 특성’이라

는 고정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보다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

는 것이 더 합리적인 듯하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새로 만들어진 ‘-성(性)’ 파생어는 주로 관형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관찰되고, 명사적 기능만을 가지는 ‘-성(性)’ 파생어에는 신어

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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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예를 통해 필요에 따라 ‘-성(性)’ 파생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필요는 관형적 기능과도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비록 (18)과 같은 예들은 현재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출현 빈도

도 그리 높지 않지만 ‘-성(性)’의 높은 생산성과 의미 전달에서의 간결성 및 명확

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높은 빈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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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의 한자어 형태소 ‘성(性)’을 대상으로 하여 자립성을 가

진 일반 명사 ‘성(性)’, 어근 ‘성(性)’, 접미사 ‘-성(性)’으로 나누고 형태론적 특징

과 의미론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한자어 ‘성(性)’은 한국어에서 단독적으로 명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근과 접사로서도 생산성이 높아 조어 과정에 활발하

게 참여한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자립성을 가지는 ‘성(性)’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는 세 가지 기준

을 적용하여 ‘성(性)’은 일반 명사로도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대 한국어

에서 ‘성(性)’은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 더 이상 중국어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 따

위의 본성이나 본바탕 또는 성질’의 의미로 쓰이지 않고 주로 ‘남성과 여성, 수컷

과 암컷의 구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육체적 특징’ 또는 ‘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성(性)’이 어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먼저 [性+X]

구성은 ‘주술구성’, ‘목술구성’, ‘수식구성’과 ‘어근접미구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때 ‘성(性)’은 ‘성질’과 ‘남녀의 구별, 또한 남녀의 육체적 특징 또는 관계’ 등 의미

를 가진다. [X+性] 구성은 ‘수식구성’, ‘술목수성’, ‘병렬구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식구성’에서 ‘성(性)’은 주로 명사성 어근, 형용사성 어근, 동사성 어근의 수식을

받는다. 모든 [X+性] 구성에서 ‘성(性)’은 ‘성질’ 또는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성(性)’이 1음절과 결합하여 [X+성] 구성을 형성했을 때 여기에 다시 다른

접미 한자어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의존성을 가지는 접미사로 기능하는 ‘-성(性)’의 특징을 살펴보았

다. 먼저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볼 때 접미사 ‘-성(性)’과 결합한 어기의 어휘적 성

격과 어기의 품사에 따라 ‘-성(性)’ 파생어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성(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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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 어기, 고유어 어기, 외래어 어기, 혼종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다. 특히 국

어사전과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성(性)’ 파생어에서 한자어를 어기로 삼는 ‘성

(性)’ 파생어가 전체의 8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미사 ‘-성(性)’과 결합한 선행 어기의 품사와 특징을 검토한 결과, ‘-성(性)’

파생어의 어기가 되는 요소 중에 명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명사

와 결합할 때 ‘-성(性)’은 주로 ‘어기의 성질이나 기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

을 확인했다. 추상 명사도 ‘-성(性)’과 결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성(性)’

의 의미는 ‘어기에 관련되거나 어기가 될 만한 그러한 성질’로 다소 추상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性)’은 신체 부위나 질병 명칭 등과 관련된 단어와 결합

하여 의학 관련 어휘를 많이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때 ‘-성(性)’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었다.

‘-성(性)’의 앞에 용언 어근이 어기로 기능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어기

는 접미사 ‘-적(的)’과 결합할 수 없는 반면에 접미사 ‘-성(性)’과는 분포상의 제약

이 없었다. 용언 어근을 어기로 삼는 ‘-성(性)’은 대체로 ‘어기의 성질이나 정도’의

의미로 파악된다. 이 외에 접미사 ‘-성(性)’은 ‘하-’와 결합이 불가능한 명사성 어

근과도 결합할 수 있다.

  접미사 ‘-성(性)’의 어기는 ‘용언 어간 + 전성 어미’일 수도 있다. 먼저 ‘-성(性)’

이 용언 어간과 명사형 전성 어미의 결합형을 어기로 삼아 결합하는 경우에 어기

는 단어 형성론적으로 단어로서 적격하나 더 큰 단어의 성분으로만 나타나는 ‘잠

재어(潛在語)’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파생어는 대체로 ‘어기의 성질’의 의미

를 지니는데 몇 개의 예는 의미 변화가 생겨 의미가 추상화되었다. 이 밖에도 용

언 어간과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결합형을 어기로 삼은 예도 같이 살펴보았는데

‘-성(性)’은 그 자체로 강한 명사성을 가지므로 화자들이 이를 일종의 명사로 여

겨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부사 어기가 접미사 ‘-성(性)’과 결

합한 파생어도 몇 개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서술어가 생략되어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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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접미사 ‘-성(性)’은 접두 한자어가 참여한 결합

형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성(性)’은 다른 접미사가 참여한 결합형 내지 다른 명사구를 어기

로 삼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지만 사용상의 필요성과 접미사 ‘-성(性)’이 가지

고 있는 생산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性)’은 접미사로 기능할 때 ‘성질’의 의미를 지니는데, 다양한 어기와 결합함

으로써 ‘특성’, ‘상태’, ‘성향이나 경향’, ‘정도’, ‘성품’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

로 접미사 ‘-성(性)’을 ‘어기의 성질이나 경향, 정도 또는 어기의 성미나 성품의

뜻을 더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정의하였다. 4.3.에서는 접미사 ‘-성(性)’과 ‘-

적(的)’을 비롯한 유사 한자 접미사를 형태, 통사, 의미론적 측면에서 함께 살펴봄

으로써 다른 측면에서 접미사 ‘-성(性)’의 특징을 관찰하였다.

  제5장에서 ‘-성(性)’ 파생어의 의미론적 특징을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간의 관계에 입각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성(性)’의 의미를 ‘어기의 성질이나 경

향’으로 정의하였다. 높은 생산력을 지닌 ‘-성(性)’은 그 의미 투명성이 확보되어

대부분의 파생어가 어기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다 가능

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이러한 예외를 살펴보기 위해 어기와 파생어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어기의 의미가 줄어드는 경우’, ‘파생어 의미가 추가되는 경우’, ‘서로

무관해지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예를 들어 보았다. 어기의 의

미가 축소되는 경우에 어기로부터 수용된 파생어의 의미 속성에 따라 다시 이를

‘어기 의미 가운데 기본적인 의미만이 수용된 경우’와 ‘추상적인 의미만을 수용한

경우’, ‘어기 의미 중 서로 대등한 의미를 수용한 경우’로 세분하였다. 이 같은 분

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어기의 의미 하나하나가 모두 파생어 의미 형성에 참여

할 때 잠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의미가 우선적으로 파생어에 반영

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경우와 필요에 따라 어기의 여러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일부만이 수용되어 파생어의 의미를 형성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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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기 의미에 더해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는 유형은 어기 의미에 문맥적 또는

화용적 의미가 추가되는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 의미가 서

로 무관해지는 경우를 논의하였다. 이는 어떠한 문맥에서 의미적 빈칸을 채우기

위하여 일어난 의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성(性)’ 파생

어에는 관형어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을 모두 가지는 경우와 주로 명사적 용법을

기능하고 관형적 용법은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접미사 ‘-성(性)’으로 형성된 신어

는 주로 관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고는 위와 같이 현대 한국어 한자어 ‘성(性)’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다. 첫째, ‘성(性)’은

중국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한국어에 쓰일 뿐만 아니라 일본 등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에서도 상당히 자주 쓰인다. 각 언어마다 사용되는 ‘성(性)’에는 용법상 공통

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필자 역량의 한계로 다루지

못하였다. 둘째, 본고에서 제시한 분류는 일차적인 작업에 불과한데 파생어의 의

미 유형에 대한 더 세분화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 유형이 나타난 원인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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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어

한자

표기
품사 뜻풀이

성감 性感 명 성교할 때에 느끼는 생리적 쾌감.

성걸 性- 명 성격이 매우 급함.

성격 性格 명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심리』환경에 대하여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유지

하고 발전시킨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 각 개인이 가진 남과 다

른 자기만의 행동 양식으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하

여 형성된다.

성결 性- 명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 ≒결02「1」.

성교 性交 명
남녀가 성기(性器)를 결합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음. ≒교구02(交媾)

ㆍ교합01(交合)「1」ㆍ구합04(媾合)ㆍ구합05(遘合)「2」ㆍ성행위.

성근 性根 명 타고난 성질.

성급 性急 어근 ‘성급하다02’의 어근.

성기 性器 명 ‘생식 기관’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성깔 性- 명 거친 성질을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 또는 그 성질.

성능 性能 명 기계 따위가 지닌 성질이나 기능.

성도 性度 명 성품(性品)과 도량(度量)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성래 性來 명 본디의 성질(性質).

성령 性靈 명 영묘(靈妙)한 성정(性情).

성명 性命 명
인성(人性)과 천명(天命)을 아울러 이르는 말.

‘목숨’이나 ‘생명(生命)’을 달리 이르는 말.

성미 性味 명 성질, 마음씨, 비위, 버릇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성벽 性癖 명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심리』선천적 또는 주관적으로 정욕(情欲)의 만족을 지향하는 소

질.

성별 性別 명 남녀나 암수의 구별.

성병 性病 명
『의학』주로 불결한 성행위(性行爲)에 의하여 전염되는 병. 매독,

임질, 무른궤양, 클라미디아(chlamydia) 따위가 있다.

성상 性狀 명
사람의 성질과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아울러 이르는 말.

부 록

[性+X] 구조와 [X+性] 구조로 된 2음절 한자어 목록

[性+X]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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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 性腺 명

『생명』배우자를 형성하는 기관. 수컷에서는 정소, 암컷에서는 난소

를 말하는데, 척추동물이 이곳에서 성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게 되었다.

성설 性說 명
『철학』중국 철학에서, 사람의 본성(本性)에 관한 이론. 성선설(性善

說)과 성악설(性惡說), 선악 혼효설(善惡混淆說) 따위가 있다.

성술 性術 명 온당하지 아니하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

성심 性心 명 『불교』사람들이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깨끗한 마음.

싱식 性息 명 = 성정(성질과 감정).

성악 性惡 어근 ‘성악하다’의 어근.

성욕 性慾 명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

성유 性柔 어근 ‘성유하다’의 어근.

성적 性的 명&관용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여성의 육체적 특징과 관련된. 또는

그런 것.

성조 性燥 어근 ‘성조하다’의 어근.

성질 性質 명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성징 性徵 명

『생명』남과 여,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는 형태적, 구조적, 행동적

특징. 생식소(生殖巢)와 이에 딸린 생식 기관의 차이를 제1차 성징,

그 이외의 남녀ㆍ암수의 성별을 나타내는 형질을 제2차 성징이라고

하며, 정신 활동이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성적 특이성이나 혼인색

(婚姻色) 따위를 제3차 성징으로 구분한다.

성정 性情 명 성질과 감정. 또는 타고난 본성.

성차 性差 명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

성표 性表 명
일부 동물이 이성(異性)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지니고

있는 표지(標識).

성품 性品 명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성’을 점잖게 이르는 말.

성품 性稟 명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성향 性向 명 성질에 따른 경향.

성희 性戲 명 성적(性的)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

표제

어

한자

표기

품

사
뜻풀이

가성 苛性 명 동식물의 세포 조직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깎아 내거나 삭게 하는 성질.

가성 家性 명 한집안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품성.

가성 假性 명 사물이나 현상이 실제와 비슷한 성질.

[X+性]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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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 肝性 명 『의학』어떤 병이 간 기능의 장애 때문에 생기는 성질.

감성 感性 명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강성 剛性 명
『물리』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도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아니하는 단단한 성질.

강성 强性 명

센 성질.

열등감이 없고 낙관적이며 자신만만하고 전투적인 성격.

분노나 증오 따위의 감정 상태.

개성 個性 명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건성 乾性 명

공기 중에서 쉽게 마르는 성질.

수분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성질.

『의학』염증이나 종양 따위가 마른 상태로 있는 성질. 병의 명칭 앞에 붙

여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쓴다.

견성 堅性 명
『농업』단단한 성질 또는 특성. 과실 따위의 경도(硬度)를 표현할 때 사용

한다.

경성 硬性 명 단단한 성질.

경성 傾性 명
『식물』식물에 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일부 기관이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성질.

고성 固性 명
『물리』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도 모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아니하는 단단한 성질.

공성 孔性 명
『물리』분자 사이에 빈틈이 있는 물질의 성질. 설탕이나 소금 따위가 물

에 녹는 것은 물의 이 성질 때문이다.

관성 慣性 명
『물리』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보통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관성이 크다.

굴성 屈性 명

『식물』식물체의 일부가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 방향에 관계

되는 쪽으로 굽는 성질. 자극이 주어진 방향으로 굽는 것과 그 반대 방향

으로 굽는 것이 있다.

극성 極性 명

『화학』전극의 양극과 음극, 자석의 남극과 북극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

른 성질.

『생명』생체 내의 세포나 조직이 어떤 축을 따라 형태적ㆍ생리적으로 서

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일.

극성 劇性 명 극렬한 성질.

근성 根性 명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

급성 急性 명
병 따위의 증세가 갑자기 나타나고 빠르게 진행되는 성질.

급한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사람.

기성 氣性 명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질.

기성 記性 명 사물을 기억하는 능력.

나성 懶性 명 게으른 성질.

남성 男性 명 성(性)의 측면에서 남자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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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ㆍ유럽 어족에서, 단어를 성에 따라 구별할 때 쓰는 말의 하나.

내성 耐性 명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하는 현상.

『생명』세균 따위의 병원체(病原體)가 화학 요법제(化學療法濟)나 항생 물

질의 계속 사용에 대하여 나타내는 저항성.

환경 조건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생물의 성질. 내열성(耐熱性), 내한성(耐

寒性) 따위가 있다.

냉성 冷性 명 찬 성질.

노성 駑性 명 둔하고 어리석은 성질.

단성 單性 명 『생명』생물이 암수 어느 한쪽의 생식 기관만을 가지고 있는 것.

도성 盜性 명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버릇.

독성 篤性 명 인정이 많은 성향.

동성 同性 명
성질이 같음. 또는 같은 성질.

성(性)이 같은 것. 남성 쪽에선 남성을, 여성 쪽에선 여성을 가리킨다.

마성 魔性 명 사람을 속이거나 현혹하는 악마와 같은 성질.

막성 膜性 명 『의학』막으로 된 성질. 또는 그런 물질.

만성 慢性 명
버릇이 되다시피 하여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는 상태나 성질.

『의학』병이 급하거나 심하지도 아니하면서 쉽게 낫지도 아니하는 성질.

만성 蔓性 명 『식물』식물의 줄기가 덩굴지는 성질.

만성 蠻性 명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데가 있는 성질.

면성 綿性 명 『동물』누에가 허물을 벗기 위해 자는 잠에 관계된 성질.

멸성 滅性 명 부모의 상사(喪事)를 당하여 너무 슬퍼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을 잃음.

모성 母性 명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적ㆍ육체적 성질. 또는 그런 본능.

『문학』페미니즘 비평에서,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

무성 無性 명 『생명』같은 종(種)의 개체에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는 것.

물성 物性 명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화학』물질의 전기적ㆍ자기적ㆍ광학적ㆍ역학적ㆍ열적 성질 따위를 통틀

어 이르는 말.

『철학』자아에 대립된 물건의 보편적인 성질.

민성 民性 명 백성의 성질.

반성 伴性 명
『의학』어떤 병의 형질이 성염색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성질.

벽성 癖性 명 편벽한 성질.

변성 變性 명 성질이 변함.

병성 병성 명 병의 성질.

병성 竝性 명 『생명』보리에서 와성과 대립하는 형질.

본성 本性 명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사물이나 현상에 본디부터 있는 고유한 특성.

부성 附性 명 『철학』사물의 현상적 성질.

부성 父性 명 남성이 아버지로서 가지는 정신적ㆍ육체적 성질. 또는 그런 본능.

부성 賦性 명 타고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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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성 分性 명 물질이 더 작게 나누어질 수 있는 성질. = 가분성

산성 酸性 명
『화학』수용액에서 이온화할 때 수산 이온의 농도보다 수소 이온의 농도

가 더 큰 물질의 성질.

삼성 三性 명 『불교』사람의 세 가지 성품. 선성(善性), 악성(惡性), 무기성(無記性)이다.

상성 相性 명 『민속』성질이 서로 맞음. 또는 그 성질.

상성 商性 명 상(商) 개념의 성격을 표시하는 특질.

상성 常性 명 일반적인 성질.

상성 喪性 명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됨.

선성 善性 명 착한 성질.

성성 聖性 명

소성 素性 명 본디 타고난 성품.

소성 塑性 명
『물리』진흙이나 플라스틱처럼 어떤 모양을 빚어서 만들기에 좋은 물질의

성질.

속성 俗性 명 속된 성질.

속성 屬性 명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철학』사물의 현상적 성질.

솔성 率性 명
타고난 성질.

천성을 좇음.

송성 鬆性 명

『물리』물체의 조직 사이에 틈이 있는 성질. 고체ㆍ액체가 기체를 빨아들

이고 고체가 액체에 녹는 것은 이 성질 때문이다.

『지구』토양 수분의 함량 변화에 따른 토양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질의 하

나.

수성 -性 명 수컷의 본성이나 수컷다운 성질.

수성 水性 명
물의 성질.

물에 녹기 쉬운 성질.

수성 獸性 명

짐승의 성질.

짐승과 같은 육체의 욕정.

야만적이거나 잔인한 성질.

숙성 淑性 명 얌전하고 착한 성질.

순성 順性 명 성질을 좇음. 또는 본성(本性)에 따름.

순성 馴性 명
사람을 잘 따르는 짐승의 성질.

남이 하자는 대로 잘 따르는 성질.

습성 習性 명
습관이 되어 버린 성질.

동일한 동물종(動物種) 내에서 공통되는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

습성 濕性 명

공기 중에서 잘 마르지 않고 젖어 있는 성질.

『의학』염증이나 종양 따위에 진물이나 체액 같은 물기가 많이 고여 있는

성질.

식성 食性 명

음식에 대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동물』동물의 먹이에 대한 습성. 초식성, 육식성, 잡식성, 부식성, 단식성,

다식성, 협식성, 광식성 따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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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 失性 명 정신에 이상이 생겨 본정신을 잃음.

실성 實性 명 사물이나 현상에 본디부터 있는 고유한 특성.

심성 心性 명 타고난 마음씨.

악성 惡性 명
악한 성질.

어떤 병이 고치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함.

안성 安性 명 눈에 나타나는 성질이나 특성.

암성 -性 명 암컷의 본성이나 암컷다운 성질.

액성 液性 명 부피는 있으나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액체의 성질.

야성 野性 명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성질이나 성향.

양성 良性 명

어질고 착한 성질.

『의학』어떤 병의 낫기 쉬운 상태나 성질. 특히 종양의 경우에 수술로 완

치될 수 있는 상태를 이른다.

양성 兩性 명

남성과 여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물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

『생명』암컷의 성질과 수컷의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

『화학』물질이 산 또는 염기 어느 쪽과도 반응하는 성질.

양성 凉性 명 『한의』약재의 서늘한 성질. 음(陰)을 보하고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양성 陽性 명

양(陽)의 성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질을 이른다.

볕을 좋아하는 성질.

『의학』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화학적ㆍ생물학적 검사를 한 결과 특정한

반응이 나타나는 일.

『화학』원자가 다른 원자와 화학 결합 할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약한 성질.

양성 養性 명
천성(天性)을 기름.

『한의』성품을 잘 수양하는 양생 방법.

여성 女性 명

성(性)의 측면에서 여자를 이르는 말.

『언어』서구어(西歐語)의 문법에서, 단어를 성(性)에 따라 구별할 때에 사

용하는 말의 하나.

연성 延性 명
『물리』물질이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

연성 軟性 명
부드럽고 무르며 연한 성질.

『법률』보통의 방법으로도 개정할 수 있는 헌법 따위의 기본법의 성질.

열성 劣性 명
열등한 성질.

『생명』대립 형질 중에서 잡종 제1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형질.

열성 熱性 명

걸핏하면 흥분하기 쉬운 성질.

열과 관련된 특성이나 성질.

『한의』약재의 더운 성질.

염성 鹽性 명 소금기가 있거나 소금기를 좋아하는 성질.

영성 靈性 명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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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 五性 명 사람의 다섯 가지 성정(性情). 기쁨, 노여움, 욕심, 두려움, 근심을 이른다.

오성 悟性 명 『철학』지성이나 사고의 능력.

온성 溫性 명 『한의』약재의 따뜻한 성질.

왜성 倭性 명
『생명』생물의 크기가 그 종(種)의 표준 크기에 비하여 작게 자라는 특성.

또는 그런 특성을 가진 품종.

용성 容性 명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려는 성질.

용성 溶性 명 물 따위에 녹는 성질.

우성 偶性 명
독립할 수 없는 성질.

『철학』사물이 일시적으로 우연히 가지게 된 성질.

웅성 雄性 명 수컷의 성질.

원성 原性 명 본디의 성질.

유성 有性 명 『생명』같은 종(種)의 개체에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는 것.

유성 油性 명 기름의 성질.

음성 陰性 명

음(陰)의 성질.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성질.

소극적이며 내숭스러운 성질.

그늘을 좋아하는 성질.

『생명』동식물이 외계의 자극에 대하여 그것을 피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

『보건 일반』바이러스, 세균 따위의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하여 생화학적,

세균학적, 면역학적 검사를 행하였을 때 피검체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반응을 나타내는 일.

이성 理性 명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감각적 능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다.

『철학』참과 거짓, 착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알아보아 바르게 판단

하는 능력.

『철학』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이성 異性 명
성질이 다름. 또는 다른 성질.

성(性)이 다른 것. 남성 쪽에선 여성을, 여성 쪽에선 남성을 가리킨다.

이성 彛性 명 타고난 떳떳한 성품.

인성 人性 명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인성 引性 명 끌어당기는 성질.

인성 靷性 명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성질.

인성 靭性 명
『물리』재료의 질긴 정도. 외부에서 잡아당기거나 누르는 힘 때문에 갈라

지거나 늘어나지 않고 견디는 성질을 이른다.

임성 稔性 명
『수의』수정을 통하여 새끼를 밸 수 있는 능력.

『식물』식물이 수정 과정을 통하여 싹틀 수 있는 씨를 이루는 일.

입성 立性 명 『식물』식물의 지상부가 지면에 꼿꼿하게 서서 자라는 성질.

자성 資性 명 본래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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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雌性 명
암수의 구별이 있는 동물에서 새끼를 배는 쪽.

암컷의 성질.

자성 磁性 명 『전기·전자』자기(磁氣)를 띤 물체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성질.

적성 敵性 명 서로 적대되는 성질.

적성 適性 명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

전성 展性 명 『전기·전자』두드리거나 압착하면 얇게 펴지는 금속의 성질.

점성 粘性 명

차지고 끈끈한 성질.

『물리』흐르는 성질의 물질이 형태를 바꾸려고 할 때에, 그 물질 내부에

마찰이 생기는 성질.

정성 定性 명 물질의 성분이나 성질을 밝히어 정함.

정성 情性 명 인정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주성 主性 명
『가톨릭』하느님이 지니고 있는 특성. 곧 신령성, 전능성, 전지성, 공의성,

지선성을 이른다.

주성 走性 명

『생명』생물이 외계에서 받는 자극에 대하여 행하는 방향성이 있는 운동.

자극원(刺戟源)으로 향하는 경우를 양(陽), 그 반대를 음(陰)이라고 하며 자

극의 종류에 따라 주광성(走光性)ㆍ주촉성(走觸性)ㆍ주화성(走化性)ㆍ주류

성(走流性) 따위로 나눈다.

중성 中性 명

서로 반대되는 두 성질의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 성질.

『물리』원자, 소립자 따위가 양전하나 음전하 가운데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생명』암수딴몸이나 암수딴그루인 생물의 개체에 암수 두 가지 형질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일.

『언어』인도ㆍ유럽 어족이나 셈 어족에서 문법상의 성(性)의 하나.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이른다.

『전기·전자』같은 수의 전자와 양자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가 양전기도 음

전기도 아닌 상태.

『화학』산성이나 염기성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수용액.

지성 至性 명 매우 착한 성질.

지성 知性 명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

는 정신 작용. 넓은 뜻으로는 지각이나 직관(直觀), 오성(悟性) 따위의 지적

능력을 통틀어 이른다.

『심리』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맹목적이거나 본능적 방법에 의하

지 아니하고 지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그 상황에 적응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성질.

지성 脂性 명 기름기가 많이 있는 성질.

진성 眞性 명 사물이나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성질.

천성 天性 명 본래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

체성 體性 명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사물이나 현상에 본디부터 있는 고유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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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가의 개성과 문학 작품의 형태.

추성 趨性 명 『생명』생물이 외부 자극에 대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성질.

축성 軸性 명

『생명』생체 내의 세포나 조직이 어떤 축을 따라 형태적ㆍ생리적으로 서

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일.

『언어』도식적 범주 가운데 하나로, 방향성을 지닌 공간이나 시간의 흐름

이 축을 따라 구조화되는 방식.

취성 脆性 명
『물리』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소성 변형을 거의 보이지 아니하

고 파괴되는 현상.

침성 沈性 명 가라앉는 성질.

타성 惰性 명
『물리』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보통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관성이 크다.

탄성 彈性 명
『물리』물체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피와 모양이 바뀌었다가, 그 힘을

제거하면 본디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토성 土性 명 흙의 성분이나 성질. 입자 크기와 조성에 따라 분류한다.

통성 通性 명 여럿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특성 特性 명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

퍅성 愎性 명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로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

품성 品性 명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

품성 稟性 명 타고난 성질.

한성 寒性 명 『한의』약재의 찬 성질.

합성 合性 명

『민속』성질이 서로 맞음. 또는 그 성질.

『민속』암수 두 성이 합함.

『민속』오행역학에서, 성(性)이 서로 맞음. 또는 그 성.

항성 恒性 명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는 성질.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공통적인 성품.

향성 向性 명

『동물』고착 생활을 하는 동물의 어떤 부분이 외부의 자극에 일정한 방향

으로 움직이는 성질.

『심리』사람의 흥미나 관심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성질. 외향성과 내향

성으로 구분한다.

혈성 血性 명
의협심과 혈기가 있는 성질.

『생명』혈액과 관련된 성질.

형성 形性 명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육신과 타고난 성품.

혜성 慧性 명 민첩하고 총명한 성질.

화성 化性 명
성질을 변하게 함.

『동물』곤충이 한 해에 몇 세대를 되풀이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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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한자

표기

품

사
뜻풀이

가능성 可能性 명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가독성 可讀性 명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 활자체,

글자 간격, 행간, 띄어쓰기 따위에 따라 달라진다.

가동성 可動性 명 움직이거나 옮길 수 있는 성질.

가망성 可望性 명 가망이 있는 상태나 정도.

가방성 可紡性 명 솜이나 고치 따위의 실을 뽑을 수 있는 성질.

가변성 可變性 명 일정한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성질.

가분성 可分性 명 물질이 더 작게 나누어질 수 있는 성질. ≒분성01(分性).

가사성 可使性 명 일을 시킬 만한 성질.

가소성 可塑性 명
고체가 외부에서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 형태가 바뀐

뒤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가십성 gossip性 명
신문, 잡지 등의 기사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흥미 본위로 다룬 성질.

가연성 可燃性 명 불에 잘 탈 수 있거나 타기 쉬운 성질.

가용성 可溶性 명 물질이 액체에 잘 녹는 성질.

가용성 可鎔性 명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잘 녹는 금속이나 고체의 성질.

가융성 可融性 명 녹거나 녹일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가인식성
可 認 識

性
명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가축성 可縮性 명 오그라들거나 줄어드는 성질.

가취성 可取性 명 취할 만한 데가 있는 성질.

가치성 價値性 명 값이나 보람, 쓸모가 있는 성질.

가혹성 苛酷性 명 몹시 모질고 혹독한 성질.

간결성 簡潔性 명 글이나 말 따위에 군더더기가 없이 간단하고 깔끔한 성질.

접미사 ‘-성(性)’이 결합한 파생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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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교성 奸巧性 명 간사하고 교활한 성질.

간명성 簡明性 명 간단하고 분명한 특성.

간사성 幹事性 명 일을 맡아서 잘 주선하고 처리하는 소질이나 수완.

간악성 奸惡性 명 간사하고 악독한 성질.

감각성 感覺性 명 자극 따위를 느껴 깨닫는 성질.

감격성 感激性 명 마음속 깊이 감동이나 고마움을 느끼는 성질.

감동성 感動性 명 감정적 자극에 반응하는 데 요구되는 성질.

감상성 感傷性 명 쉽게 슬퍼하거나 쓸쓸해하는 성질.

감수성 感受性 명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강단성 剛斷性 명 강단이 있는 성질.

강대성 强大性 명 강대한 특성이나 성질.

강의성 剛毅性 명 의지가 굳세고 강직하여 굽힘이 없는 성질.

강인성 强靭性 명 억세고 질긴 성질.

강제성 强制性 명
권력이나 위력(威力)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

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성질.

개방성 開放性 명 태도나 생각 따위가 거리낌 없고 열려 있는 상태나 성질.

개별성 個別性 명
사물이나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각각 따로 지니고

있는 특성.

개인성 個人性 명 =개성03(個性).

개장성 開張性 명 사물이 넓게 퍼지는 성질. ≒퍼짐성.

객관성 客觀性 명

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대상 자체에 속하여 있는

성질.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

는 성질.

거대성 巨大性 명 거대한 특성.

거르기성 ---性 명 =여과성.

거만성 倨慢性 명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성질이나 특성.

거주성 居住性 명
집의 구조, 설비, 장식, 주위 환경, 사회적 분위기 따위가 사는

데에 편리하고 쾌적한 성질.

거품성 --性 명 액체를 그릇에 넣고 흔들 때 거품이 일어나는 성질

건강성 健康性 명 주로 정신적인 면에서 건전하고 밝은 상태의 성질.

건망성 健忘性 명 일 따위를 잘 잊어버리는 성질.

건실성 健實性 명 생각, 태도 따위가 건전하고 착실한 특성.

건전성 健全性 명 온전하고 탈이 없이 튼튼한 상태의 성질.

건조성 乾燥性 명
건조한 성질.

건조해지기 쉬운 성질.

게으름성 ---性 명 게으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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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성 激烈性 명 몹시 세차고 사나운 성질.

견결성 堅決性 명 의지나 태도가 굳센 성질.

견고성 堅固性 명 굳고 단단한 성질.

견딜성 --性 명 잘 참아 견디어 내는 성질.

견실성 堅實性 명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한 성

질.

견인불발

성

堅 忍 不

拔性
명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질.

견인성 堅忍性 명 굳게 참고 견디는 성질.

결단성 決斷性 명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질.

결백성 潔白性 명 결백한 성질.

결벽성 潔癖性 명 유난스럽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질.

결실성 結實性 명 열매를 맺는 성질.

결합성 結合性 명 두 개 이상의 물체나 현상이 하나로 어울리려는 특성.

겸손성 謙遜性 명 겸손한 품성.

경각성 警覺性 명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태도. ≒각성06(覺

醒)「3」.

경박성 輕薄性 명 경박한 성미나 품성.

경제성 經濟性 명
재물, 자원, 노력, 시간 따위가 적게 들면서도 이득이 되는 성

질.

경직성 硬直性 명

몸 따위가 굳어서 뻣뻣해지는 성질.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

고 엄격한 성질.

경향성 傾向性 명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

리는 성향.

계급성 階級性 명 「1」일정한 사회 계급의 계급 의식이나 사상에 맞는 특성.

계속성 繼續性 명 끊이지 않고 이어 나가는 성질.

계승성 繼承性 명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가려는

성질.

계절성 季節性 명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성.

계집편성
--偏性 명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성질을 낮잡아 이르는

말.

계통성 系統性 명
일정한 체계에 따라 관련되어 통일된 성질.

동일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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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計劃性 명 모든 일을 계획을 짜서 처리하려고 하는 성질.

고결성 高潔性 명 고상하고 순결한 성품이나 특성.

고귀성 高貴性 명 훌륭하고 귀중한 특성.

고기능성
高 技 能

性
명 기계 제품 따위가 가지는 고기능의 효율성.

고립성 孤立性 명 고립되어 있는 상태. 또는 고립되려는 특성.

고매성 高邁性 명 높고 빼어난 성질이나 품성.

고미성 苦味性 명 쓴맛을 지닌 성질.

고산성 高山性 명
식물 따위가 높은 지대의 기후나 환경에서 자라거나 활동할

수 있는 성질.

고식성 姑息性 명
뚜렷한 해결 대책 없이 임시적인 변통으로 그때그때의 안정

만을 바라는 성질.

고원성 高原性 명 고원에 나타나는 특유의 성질이나 상태.

고유성 固有性 명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그 사물 특유의

속성.

고임성 --性 명 남의 눈에 들게 하는 성미나 성질.

공간성 空間性 명 공간에 대한 관념이나 공간으로서의 특성.

공격성 攻擊性 명
상대편에게 적대적 행동을 취하고 공격을 하며 파괴적 행동

을 하는 성질.

공고성 鞏固性 명 단단하고 튼튼한 성질.

공공성 公共性 명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

련되는 성질.

공리성 功利性 명
공명(功名)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질.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유용한 성질

공식성 共食性 명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는 습관.

공익성 公益性 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

공정성 公正性 명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

공통성 共通性 명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럿 사이에 두루 통하는 성질이나 상태.

과감성 果敢性 명 과단성이 있고 용감한 성질.

과격성 過激性 명 정도가 지나치게 격렬한 성질.

과단성 果斷性 명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성질.

과민성 過敏性 명 감각이나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한 특성.

과산성 寡産性 명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 특성.

과학성 科學性 명 과학적인 면에서 본 정확성이나 타당성.

관대성 寬大性 명 관대한 성격이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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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關聯性 명 서로 관련되는 성질이나 경향.

관료성 官僚性 명
관료들이 하는 방식과 같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의 성

질.

광과민성 光 過 敏

性
명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화면 같은 데서 나오는 광전자에 지나

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성질.

광물성 鑛物性 명
광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지닌

것.

굄성 -性 명 남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성. ≒굄02「2」.

교감성 交感性 명
서로 접촉하여 마음이 따라 움직임. 또는 그렇게 일어나는 성

질.

교대성 交代性 명 번갈아 나타나는 성질.

교활성 狡猾性 명 간사하고 꾀가 많아 교묘하게 잘 둘러대는 성질.

교훈성 敎訓性 명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나 성질.

구용성 構溶性 명 묽은 산에 녹는 성질.

구원성 久遠性 명 아득하게 멀고 오랜 성질.

구체성 具體性 명 구체적인 성질.

국민성 國民性 명
어떤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 양식, 사고

방식, 기질 따위의 특징.

국제성 國際性 명 국제적인 성질.

국한성 局限性 명 =국소성.

군거성 群居性 명 무리를 지어 사는 성향.

굴신성 屈伸性 명 늘고 줄고 하는 성질. ≒굽혀폄성「1」.

굽혀폄성 ---性 명 =굴신성「1」.

귀염성 --性 명 귀염을 받을 만한 바탕이나 성질.

귀인성 貴人性 명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될 타고난 바탕이나 성질.

귀일성 歸一性 명
여러 가지 다른 것이나 여러 갈래로 갈린 것이 하나로 합쳐

지는 성질.

국지성 局地性 명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성질

규범성 規範性 명 규범이 되는 성질이나 특성.

규정성 規定性 명 규정하는 성질.

규칙성 規則性 명 규칙에 맞는 성질. 또는 규칙이 있는 성질.

균일성 均一性 명 한결같이 고른 성질이나 상태.

균질성 均質性 명 성분이나 특성이 고루 같은 성질.

균형성 均衡性 명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한 성질.

극명성 克明性 명 더없이 자세하고 분명한 특성.

근대성 近代性 명 근대적인 성질이나 특징.

근로성 勤勞性 명 부지런히 일하는 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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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성 勤勉性 명 부지런한 품성.

근사성 近似性 명 거의 같은 특성.

근실성 勤實性 명 부지런하고 진실한 성질.

금속성 金屬性 명

쇠붙이가 지니는 성질. 고체 상태에서 전성(展性)ㆍ연성(延性)

및 금속광택을 지니며 전기ㆍ열의 양도체이고, 쉽게 기계 공

작을 할 수 있다.

쇠붙이와 비슷한 성질.

긍정성 肯定性 명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되는 성질이나 특성.

바람직한 성질이나 특성.

기경성 氣硬性 명 공기 중에서 굳어지는 성질.

기능성 機能性 명 기능이 가지는 역할과 작용 효과의 정도.

기동성 機動性 명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특성.

기만성 欺瞞性 명 남을 속여 넘기려는 성질.

기민성 機敏性 명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쌘 성질.

기생성 寄生性 명
제 스스로 살지 못하고 다른 생물로부터 양분을 섭취하고 이

익을 보면서 사는 성질.

기포성 起泡性 명
액체를 그릇에 넣고 흔들 때 거품이 일어나는 성질. ≒거품

성.

기형성 奇形性 명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닌, 정상과 다른 모양으로 된 특성.

꼼꼼성 --性 명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성질.

나약성 懦弱性 명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약한 성질.

나태성 懶怠性 명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른 성질.

낙후성 落後性 명 낙후한 상태.

난대성 暖帶性 명
난대의 성질.

난대 지방에서 자라는 성질.

난류성 暖流性 명 난류의 성질을 가짐. 또는 난류에 적응하는 성질.

난연성 難燃性 명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 ‘불안탈성’, ‘불에 안 타는’으로

순화.

난용성 難溶性 명 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잘 녹지 않는 성질.

난용성 難鎔性 명 광물이나 금속 따위가 불에 잘 녹지 않는 성질.

난치성 難治性 명 고치기 어려운 성질.

난폭성 亂暴性 명 난폭한 성질.

난해성 暖海性 명 따뜻한 바다에 적합한 성질.

난해성 難解性 명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성질이나 요소.

낭만성 浪漫性 명 매우 정서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려는 성질.

낭비성 浪費性 명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성질.

낭패성 狼狽性 명 계획한 일이 실패하거나 잘못될 성질.



- 114 -

내건성 耐乾性 명 가물을 타지 않고 견디어 내는 성질.

내광성 耐光性 명 빛에 견디는 성질.

내구성 耐久性 명
물질이 원래의 상태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오래 견

디는 성질.

내동성 耐凍性 명
얼지 아니하고 견디는 성질. 특히 농작물 따위가 동해(凍害)

에 대하여 가지는 저항성을 이르는 말이다.

내뛸성 --性 명

명랑하고 활발하여 나서기를 주저하거나 수줍어하지 않는 성

질. ≒냅뜰성「1」.

무슨 일에나 나서서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성질. ≒냅뜰성

「2」.

내륙성 內陸性 명 내륙적인 특성.

내마모성
耐 磨 耗

性
명 마찰에도 닳지 아니하고 잘 견디는 성질.

내비성 耐肥性 명 작물이 비료가 끼치는 해를 견디어 내는 성질.

내산성 耐酸性 명 산에 잘 견디어 내는 성질.

내수성 耐水性 명 수분을 막아 견디어 내는 성질. ≒물견딤성

내습성 耐濕性 명 습기에 견디어 내는 성질.

내약품성
耐 藥 品

性
명

화학 반응이나 용매 작용에 의한 손상을 견디어 내는 고체

물질의 성질.

내열성 耐熱性 명 높은 온도에서도 변하지 않고 잘 견디어 내는 성질.

내유성 耐油性 명 기름의 작용을 잘 견디어 내는 성질.

내재성 內在性 명 어떤 사물이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성질.

내추성 耐皺性 명 옷감에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성질.

내파성 耐波性 명 배 따위가 파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성질.

내폐성 內閉性 명 자기 자신 속에 틀어박혀 현실에서 도피하는 상태≒자폐성.

내한발성
耐 旱 魃

性
명 가뭄을 견디는 성질.

내한성 耐寒性 명 추위를 견디어 내는 성질. 또는 그런 능력.

내향성 內向性 명
안쪽으로 향하는 성질.

『심리』=내향형.

내후성 耐朽性 명 잘 썩지 않는 성질. ‘안 썩는’, ‘안 썩을성’으로 순화.

냅뜰성 --性 명
=내뛸성「1」.

=내뛸성「2」.

냉담성 冷淡性 명 태도나 마음씨가 동정심이 없이 차가운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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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상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성질.

냉정성 冷靜性 명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차분한 성질.

냉철성 冷徹性 명 냉철한 성질. 또는 그런 특성.

냉한성 冷寒性 명 차고 추운 성질이나 특성.

냉혈성 冷血性 명 『동물』외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성질. ≒변온성

냉혹성 冷酷性 명 인정이 없고 가혹한 성질.

넘늘이성 ---性 명
점잔을 지키면서도 말이나 행동을 흥취 있게 하는 재주나 성

질.

노인성 老人性 명 병 따위가 노인들에게 잘 일어나는 성질.

노임성 勞賃性 명 일을 한 날의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성질.

노퇴성 老退性 명 늙어서 쇠퇴하는 성질.

논리성 論理性 명
논리에 맞는 성질.

논리의 확실성.

뇌물성 賂物性 명
사람을 매수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건네

는 성질.

늘림성 --性 명 =연성01(延性).

늘품성 -品性 명 앞으로 좋게 될 품성.

능동성 能動性 명
자신의 생각이나 뜻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런 행동이 다른 것

에 작용하는 성질.

다감성 多感性 명 감정이나 느낌, 감수성 따위가 풍부한 성질이나 특성.

다급성 多急性 명 일 따위가 바싹 닥쳐서 몹시 급한 특성.

다기성 多岐性 명 가닥이나 줄기가 많은 특성.

다기성 多技性 명 여러 가지 기교에 능한 특성.

다면성 多面性 명 여러 방면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다발성 多發性 명 여러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는 성질.

다변성 多辯性 명 말을 많이 하는 성질.

다산성 多産性 명 동물이 새끼나 알을 평균보다 많이 낳는 성질.

다산성 多酸性 명 산(酸)이 많은 성질.

다식성 多食性 명 동물의 식성 가운데 여러 종류의 생물을 먹는 식성.

다양성 多樣性 명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

다의성 多義性 명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현상이나 특

성.

다종다양

성

多 種 多

樣性
명 가짓수나 양식, 모양이 여러 가지로 많은 성질.

다지성 多脂性 명 기름기가 많은 성질.

단결성 團結性 명 많은 사람이 한데 뭉치는 성질.

단계성 段階性 명 일정한 단계를 거쳐 나아가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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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 短期性 명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성질.

단발성 單發性 명 어떤 일이 단 한 번만으로 그치는 성질.

단백성 蛋白性 명 단백질의 성질.

단순성 單純性 명 단순한 성질이나 특질.

단열성 斷熱性 명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막는 성질.

단의성 單義性 명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을 가지는 현상. 또는 그런 특성. 학술

용어 따위의 중요한 특성이 된다.

단일성 單一性 명 단일한 성질.

단조성 單調性 명 단순하고 변화가 없는 성질.

담백성 淡白性 명 담박한 성질.

당돌성 唐突性 명 당돌한 마음이나 바탕.

당성 黨性 명
당원이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하여 거의 무조건 가지는

충실한 마음과 행동.

당위성 當爲性 명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

당파성 黨派性 명
당파적인 경향.

『정치』계급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들어 있는 당파적인 성향.

대담성 大膽性 명 일을 대하는 데 담력이 크고 용감한 성질.

대륙성 大陸性 명
대륙적인 성질. 민족성으로는 인내력이 강하고 끈기가 있으

며, 기후는 기온의 차가 심하다.

대립성 對立性 명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성질.

대상성 對象性 명 대상(對象)의 속성이나 특성.

대중성 大衆性 명 일반 대중이 친숙하게 느끼고 즐기며 좋아할 수 있는 성질.

대표성 代表性 명 어떤 조직이나 대표단 따위를 대표하는 성질이나 특성.

덕성 德性 명 어질고 너그러운 성질.

도덕성 道德性 명
도덕적 품성. 곧 선악의 견지에서 본 인격, 판단, 행위 따위에

관한 가치를 이른다.

도발성 挑發性 명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성질.

도서성 島嶼性 명 섬과 관련된 특성.

도박성 賭博性 명
노름을 좋아하는 성질.

도박과 비슷한 경향이나 성질.

도식성 圖式性 명 이미 있어 온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성질 또는 특성.

도의성 道義性 명 도의적인 성질.

도피성 逃避性 명
「1」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성질.

「2」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에 몸을 사려 빠지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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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獨立性 명
남에게 의지하거나 속박되지 아니하고 홀로 서려는 성질이나

성향.

독성 毒性 명
독이 있는 성분. ≒독력01(毒力).

독한 성질.

독자성 獨自性 명 다른 것과 구별되는 혼자만의 특유한 성질.

독재성 獨裁性 명 모든 일을 독단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려는 성질.

독창성 獨創性 명 독창적인 성향이나 성질.

독특성 獨特性 명
특별하게 다른 성질.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성질.

돌림성 --性 명 =주변성.

돌발성 突發性 명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일어나는 성질이나 특성.

돌연성 突然性 명 갑작스러운 성질이나 특성.

동물성 動物性 명
동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의 것.

≒동물질「2」.

동심성 同心性 명 중심을 같이하는 성질.

동요성 動搖性 명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성질.

동일성 同一性 명 두 개 이상의 사상(事象)이나 사물이 서로 같은 성질.

동조성 同調性 명 주위 사람과의 사이에 벽을 두지 아니하고 잘 어울리는 성질.

동질성 同質性 명 사람이나 사물의 바탕이 같은 성질이나 특성.

되돌이성 ---性 명 =복원성.

두름성 --性 명 =주변성.

등질성 等質性 명 질이 같거나 균일한 성질.

로비성 lobby性 명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성질.

마음성 --性 명 마음을 쓰는 성질. ≒마음새.

만숙성 晩熟性 명 성장 발육이 더딘 성질.

매염성 媒染性 명 물들게 해 주는 성질.

매판성 買辦性 명

식민지나 반식민지 또는 후진국에서, 외국의 독점 자본과 결

탁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고 제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특

성.

맹독성 猛毒性 명 매우 독한 성질.

맹목성 盲目性 명 원칙과 주관, 신념이 없이 일을 하는 성질이나 특성.

먹성 -性 명 음식의 종류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면밀성 綿密性 명 세밀하고 꼼꼼한 성질이나 특성.

면역성 免疫性 명
면역이 되는 성질.

어떤 개체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 성향.

면피성 免避性 명 면하여 피하는 성질.

멸균성 滅菌性 명 =살균성. 살균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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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성 明朗性 명 명랑한 특성.

명료성 明瞭性 명 뚜렷하고 분명한 성질.

명백성 明白性 명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한 성질.

명확성 明確性 명 명백하고 확실한 성질.

모방성 模倣性 명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으려는 성질.

모순성 矛盾性 명 서로 어긋나는 성질이나 상태.

모험성 冒險性 명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성질.

모호성 模糊性 명
여러 뜻이 뒤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운 말의 성질.

목적성 目的性 명 무엇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상태나 경향.

무규율성
無 規 律

性
명 일정하게 지키도록 정해 놓은 규율이 없는 성향.

무극성 無極性 명 극성을 가지지 않는 성질이나 상태. ≒비극성01.

무계획성
無 計 劃

性
명

할 일의 방법, 순서, 규모 따위에 대하여 미리 세워 놓은 것

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나가는 성향.

무기력성
無 氣 力

性
명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는 성질.

무름성 --性 명 =연성05(軟性)「1」.

무모성 無謀性 명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질이나 성품.

무방향성
無 方 向

性
명 방향을 가지지 않는 성질이나 특성.

무사상성
無 思 想

性
명 아무런 사상이 없는 상태나 특성.

무알코올

성

無

alcohol

性

명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성질.

무연관성
無 聯 關

性
명 서로 연관이 없는 특성.

무원칙성
無 原 則

性
명 원칙이 없는 성질.

무익성 無益性 명 이롭거나 도움이 되지 못할 성질.

무자비성
無 慈 悲

性
명 무자비한 성질.

무책임성
無 責 任

性
명 무책임한 성질.

무한성 無限性 명 무한한 성질.

문제성 問題性 명 문제로 삼을 만한 성질이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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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성 問責性 명 문책의 의도를 담고 있는 성질.

문학성 文學性 명 문학 작품으로서의 예술성.

문화성 文化性 명 문화의 정도나 수준.

물견딤성 ---性 명 =내수성(耐水性).

미숙성 未熟性 명 어떤 일에 익숙하지 못한 성향.

민감성 敏感性 명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른 성질.

민족성 民族性 명 한 민족의 고유한 성질.

민첩성 敏捷性 명 재빠르고 날쌘 성질.

민활성 敏活性 명 날쌔고 활발한 성질.

믿음성 --性 명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밉성 -性 명
밉살스러운(보기에 말이나 행동이 남에게 몹시 미움을 받을

만한 데가 있다.) 성질이나 상태.

바끄럼성 ---性 명 바끄러워하는 성질.

반국가성
反 國 家

性
명 국가의 방침이나 시책에 반대하거나 어긋나는 성질.

반동성 反動性 명 반동적인 성격.

반박성 反駁性 명 반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질.

반체제성
反 體 制

性
명 기존의 사회와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성질.

반항성 反抗性 명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성질.

발수성 撥水性 명 직물 따위의 표면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암성 發癌性 명 어떤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암을 일으키는 성질.

발열성 發熱性 명 열을 내는 성질.

발작성 發作性 명 어떤 증상이나 동작 따위가 갑자기 세차게 일어나는 성질.

발전성 發展性 명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발화성 發火性 명 일정한 온도에서 불이 쉽게 일어나거나 타는 성질.

방부성 防腐性 명 물질이 썩거나 삭아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성질.

방사성 放射性 명 물질이 방사능을 가진 성질.

방수성 防水性 명 물이 스며들거나 배어들지 못하게 하는 성질.

방향성 方向性 명 방향이 나타내는 특성. 또는 방향에 따라 제약되는 특성.

방향성 芳香性 명 좋은 향기를 내는 성질.

배수성 排水性 명 물이 빠지는 성질.

배타성 排他性 명 「남을 배척하는 성질.

배태성 背胎性 명 아이나 새끼를 밸 수 있는 성질.

벌칙성 罰則性 명 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규칙의 성질.

범속성 凡俗性 명 평범하고 속된 성질.

범죄성 犯罪性 명 범죄가 될 만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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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하는 성격이나 성질.

법칙성 法則性 명 법칙의 성질. 또는 법칙에 맞는 성질.

변동성 變動性 명 바뀌어 달라지는 성질.

변별성 辨別性 명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성질.

변통성 變通性 명
형편과 경우에 따라서 일을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나 능력.

병립성 竝立性 명 나란히 서는 성질.

보도성 報道性 명 새로운 정보나 소식 따위를 널리 전달하고 알리는 특성.

보수성 保守性 명
새로운 것이나 진보적인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따르

고 지키려는 성향.

보온성 保溫性 명 주위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성질.

보편성 普遍性 명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복잡성 複雜性 명
갈피를 잡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거나 어수선한

성질.

봉건성 封建性 명
봉건주의나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따위에 나타나는 여

러 가지 성질.

부끄럼성 ---性 명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질.

부당성 不當性 명 이치에 맞지 않는 성질.

부도덕성
不 道 德

性
명 도덕에 어긋나는 성질.

부동성 浮動性 명

물이나 공기 중에 떠서 움직이는 성질.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성질.

사상이나 태도가 확고하지 못하고 동요되는 성질.

부식성 腐蝕性 명
화학적인 작용에 의하여 금속이 표면에서부터 삭거나 녹슬거

나 하여 변질되어 가는 성질.

부자연성
不 自 然

性
명 부자연스러운 성질이나 특성.

부정성 否定性 명
그렇지 아니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하는 특성이나 성질.

바람직하지 아니한 특성이나 성질.

부정의성
不 正 義

性
명 정의가 아닌 성격. 또는 그런 특성.

부정직성
不 正 直

性
명 마음이나 언행 따위가 바르지 아니하며 곧지 아니한 성질.

부진성 不振性 명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세나 힘이 활발하지 아니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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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성 腐敗性 명

「1」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하는 성질.

「2」『화학』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

의 유기물이 분해되는 성질.

분산성 分散性 명 갈라져 흩어지는 성질.

분열성 分裂性 명 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뉘는 성질.

분절성 分節性 명

언어에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지고 결합할 수 있는 특성.

언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

어서 표현하는 특성.

분지성 分枝性 명 식물 따위가 원래의 줄기에서 가지를 치는 성질.

불가능성
不 可 能

性
명 가능하지 않은 성질.

불가분리

성

不 可 分

離性
명 뗄 수 없는 성질.

불가상성
不 可 想

性
명 =불가해.

불가측성
不 可 測

性
명 미리 알 수 없는 성질.

불가침성
不 可 侵

性
명 =불가입성.

불가침성
不 可 避

性
명 피할 수 없는 성질.

불견실성
不 堅 實

性
명 견실하지 아니한 성질.

불공정성
不 公 正

性
명 공평하고 올바르지 아니한 성질.

불굴성 不屈性 명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꿋꿋이 나아가는 성질.

불규칙성
不 規 則

性
명 규칙에서 벗어나는 성질. 또는 규칙이 없는 성질.

불규등성
不 均 等

性
명 고르지 아니하여 차별이 있는 성질.

불규형성
不 均 衡

性
명 균형이 잡히지 아니하고 치우치는 성질.

불멸성 不滅性 명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성질.

불명확성
不 明 確

性
명 명백하고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 122 -

불법성 不法性 명 불법의 상태를 띤 성질.

불변성 不變性 명
변하지 아니하는 성질.

딴 속셈이 있어 참되지 못한 성질.

불순성 不純性 명
순수하지 아니한 성질.

딴 속셈이 있어 참되지 못한 성질.

불안전성
不 安 全

性
명 안전하지 못한 성질.

불안정성
不 安 定

性
명 안정성이 없거나 안정되지 못한 성질.

불연성 不燃性 명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불연속성
不 連 續

性
명

사물의 현상이 서로 실질적으로 구별되며 시작과 끝을 가지

고 있는 상태.

불임성 不稔性 명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질.

불용성 不溶性 명 액체에 녹지 않는 성질.

불철저성
不 徹 底

性
명 철저하지 않은 성질.

불충실성
不 充 實

性
명 충실하지 못한 성질. 또는 그런 상태.

불침몰성
不 沈 沒

性
명 물에 가라앉지 아니하는 성질.

불투명성
不 透 明

性
명

일의 상황이나 성질 따위가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

불투수성
不 透 水

性
명 물이 스며들기 어렵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성질.

불패성 不敗性 명 지지 아니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는 특성.

불합리성
不 合 理

性
명 이론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성질. 또는 그런 요소.

불확고성
不 確 固

性
명 확실하고 굳건하지 못한 성질.

불확실성
不 確 實

性
명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또는 그런 상태.

불확정성
不 確 定

性
명 확실히 정하지 아니한 성질. 또는 그런 상태.

붙임성 --性 명 남과 잘 사귀는 성질이나 수단.

비극성 非極性 명 =무극성.

비극성 悲劇性 명 비극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성.

비금속성 非 金 屬 명 비금속이 가지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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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비범성 非凡性 명 보통과는 달리 뛰어난 특징이나 성질.

비사회성
非 社 會

性
명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성

질. 또는 집단생활을 파괴하려는 성질.

비생산성
非 生 産

性
명

물질적 생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적 생산에 참가하지 아

니하는 성질. 또는 그런 특성.

비열성 卑劣性 명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졸렬한 성질.

비육성 肥育性 명 고기로 쓸 가축 따위가 살이 찌는 성질.

비적성 非敵性 명 서로 적대되지 아니하는 성질.

비타협성
非 妥 協

性
명 타협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성질이나 특성.

비합리성
非 合 理

性
명 비합리적인 성질. 또는 그런 요소.

비현실성
非 現 實

性
명 현실과는 동떨어진 성질.

비활성 非活性 명
열역학 따위의 이유로 다른 화합물과 쉽게 반응하지 않는 성

질. ≒불활성.

빈약성 貧弱性 명 형태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성질.

빙하성 氷河性 명 빙하의 끝머리와 밑바닥에서 나오는 얼음이 녹는 성질.

사교성 社交性 명
남과 사귀기를 좋아하거나 쉽게 사귀는 성질.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성.

사귐성 --性 명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사귀는 성품.

사막성 沙漠性 명 사막 지대의 특성.

사상성 思想性 명 어떤 사상의 경향이 있는 특성.

사실성 寫實性 명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려고 하는 경향을 띤 특성.

사업성 事業性 명 사업으로서의 가치.

사치성 奢侈性 명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

는 성질.

사회성 社會性 명

남과 사귀거나 집단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잘해 나가는

경향이나 능력.

사회에 관련된 성질.

집단을 만들어서 생활하려는 기본적 특성.

『언어』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성.

산란성 産卵性 명 알을 낳는 성질.

산만성 散漫性 명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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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성 散發性 명
전염병 따위가 일시적으로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

기 때때로 발생되는 성질.

살균성 殺菌性 명 살균하는 성질. ≒멸균성(滅菌性).

살성 -性 명 살갗의 성질.

상관성 相關性 명 두 가지 사건이나 사물 사이에 서로 관계되는 성질이나 특성.

상등성 相等性 명 두 개의 사물이 분량이나 특징에 서로 차이가 없는 성질.

상대성 相對性 명
사물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물

과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질.

상보성 相補性 명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성질.

상업성 商業性 명 상업으로 이윤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성.

상징성 象徵性 명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성질.

상품성 商品性 명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성질.

생동성 生動性 명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성질.

생산성 生産性 명

『경제』단위 노동을 들여 만들어 낸 생산물의 양.

『경제』토지, 자원, 노동력 따위 생산의 여러 요소들이 투입

된 양과 그것으로써 이루어진 생산물 산출량의 비율.

『언어』형태론, 특히 조어법에서 어떤 접사가 새로운 어휘를

파생시킬 수 있는 정도.

생신성 生新性 명 생기가 있고 새로운 성질.

생장성 生長性 명 자라는 성질이나 특성.

생활성 生活性 명 생활과 관련된 양상이나 특성.

서술성 敍述性 명
단어 또는 단어의 결합이 문장에서 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

서정성 抒情性 명 서정적인 특성.

선동성 煽動性 명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성질.

선심성 善心性 명 남의 마음을 사려는 의도로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의 성질.

선정성 煽情性 명 어떤 감정이나 욕정을 북돋워 일으키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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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성 線條性 명 언어 요소인 음운, 음절 따위가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질.

선차성 先次性 명 차례에서 먼저가 되는 성질.

선천성 先天性 명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니고 있는 성질.

선택성 選擇性 명
화학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여러 물질 중에서 특정의 물질만

을 선택하여 반응하는 경향.

섬세섬 纖細性 명
가냘프고 가는 성질.

매우 찬찬하고 세밀한 성질.

성관성 誠款性 명 남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마음.

성실성 誠實性 명 정성스럽고 진실한 품성.

세균성 細菌性 명 세균의 성질이 있는 것.

세련성 洗練性 명 사물이 세련된 특성.

세밀성 細密性 명 일 따위를 자세하고 꼼꼼히 하는 성질.

소극성 消極性 명 소극적인 성질이나 상태.

소낙성 --性 명 비나 눈이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여 갑자기 멎는 성질.

소박성 素朴性 명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수수한 품성.

소시민성
小 市 民

性
명

한 사회에서 소시민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동적(浮動的)이며

중립적인 성질.

소심성 小心性 명 옹졸하고 좁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성질.

소중성 所重性 명 소중한 요소나 특성.

속건성 速乾性 명 어떤 액체가 공기 중에서 빨리 말라 버리는 성질.

속사성 速射性 명
단위 시간 동안 발사한 수로 정해지는 포의 사격 속도. 보통

분을 단위로 한다.

속연성 速燃性 명 불에 빨리 타는 성질.

수경성 水硬性 명 석회나 시멘트처럼 물에 의하여 굳어지는 성질.

수동성 受動性 명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이는 성질.

수지성 樹脂性 명 나뭇진과 같은 성질.

순결성 純潔性 명 순결한 성질.

순박성 淳朴性 명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순수하며 인정이 두터운 성질.

순수성 純粹性 명 순수한 성질.

순응성 順應性 명 생물이 외계의 상태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성질.

습관성 習慣性 명 습관이 되어 버린 성질.

시간성 時間性 명 일정한 시간 내에 하여야 하는 특성.

시급성 時急性 명 시각을 다툴 만큼 절박하고 급한 상태의 성질.

시기성 時機性 명 일정한 시기를 필요로 하는 특성.

시대성 時代性 명 어떤 시대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

시사성 時事性 명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시대적 성격 및 사회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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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詩性 명
시가 본디 가지고 있는 성질.

시에 공통되는 듯한 성질.

시장성 市場性 명

가격의 안정으로 유가 증권 따위가 언제든지 시장에서 매매

될 수 있는 융통성. 또는 어떤 재화나 용역의 판매로 이윤이

생길 가능성.

식물성 植物性 명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지닌

것. ≒식물질「2」.

식물에서 얻어지는 것.

식육성 食肉性 명 동물성 먹이를 먹는 동물의 성질. ≒육식성.

식이성 食餌性 명 먹는 음식물과 관련된 특성.

신경성 神經性 명
신경 계통의 이상으로 인하여 어떤 병이나 증세가 나타나는

성질.

신기성 新奇性 명 새롭고 기이한 성질.

신뢰성 信賴性 명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믿음성.

신비성 神秘性 명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기하고 묘한 성

질.

신빙성 信憑性 명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

신성 神性 명 신의 성격. 또는 신과 같은 성격.

신속성 神速性 명 매우 빠른 성질.

신장성 伸長性 명 길게 늘어나는 성질.

신중성 愼重性 명 매우 조심스러운 성질.

신축성 伸縮性 명
물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질.

실용성 實用性 명 실제적인 쓸모가 있는 성질이나 특성.

실증성 實證性 명 사실로써 증명할 수 있는 성질.

실천성 實踐性 명 실제로 해내거나, 해낼 수 있는 성질.

실현성 實現性 명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실효성 實效性 명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

심각성 深刻性 명 심각한 상태를 띤 성질.

심근성 深根性 명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가는 성질.

심중성 深重性 명 생각이 깊고 침착한 특성.

아담성 雅淡性 명 아담한 성질이나 성품.

아열대성
亞 熱 帶

性
명 열대와 온대의 중간 지대 성질.

악랄성 惡辣性 명 악독하고 잔인한 성질.

악착성 齷齪性 명 악착스러운 성질이나 특성.

안일성 安逸性 명 애쓰지 아니하고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성질이나 상태.

안전성 安全性 명 안전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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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安定性 명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알코올성
alcohol

性
명 알코올이 들어 있는 성질. 또는 알코올에서 기인되는 성질.

암성 癌性 명 어떤 병이나 증상이 암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성질.

암시성 暗示性 명
무엇이라고 꼭 집어 밝히지 아니하고 넌지시 알려 주거나 깨

우쳐 주는 성격.

애국성 愛國性 명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성질.

애매성 曖昧性 명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성질.

애연성 曖然性 명 어둠침침하고 희미하여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야만성 野蠻性 명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데가 있는 성질. ≒만성05(蠻性).

교양이 없고 무례한 데가 있는 성질.

야생성 野生性 명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생긴 강한 성질.

약성 藥性 명 약재의 성질.

양극성 兩極性 명

자석의 두 극처럼 하나가 두 극으로 나누어지는 성질. 서로의

존재나 주장, 태도 따위가 맞서고 동시에 서로가 상대를 자기

의 존재 조건으로 하는 관계에 있다.

양면성 兩面性 명 한 가지 사물에 속하여 있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

어렴성 --性 명 남을 두려워하거나 조심스럽게 여기는 기색. ≒어림새.

억압성 抑壓性 명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성질.

엄격성 嚴格性 명 매우 엄하고 철저한 성질 또는 특성.

엄밀성 嚴密性 명
조그만 빈틈이나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할 만큼 엄격하고

세밀한 성질.

엄숙성 嚴肅性 명 엄숙한 성질이나 특성.

엄정성 嚴正性 명 엄격하고 바른 성질.

엄포성 --性 명 엄포를 놓는 성질.

역사성 歷史性 명

역사적인 성질.

『언어』언어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가 변화하는 특성.

연계성 連繫性 명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질.

연고성 緣故性 명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에 따른 성질이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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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 聯關性 명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

연대성 連帶性 명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

연속성 連續性 명 끊이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성질이나 상태.

연장성 延長性 명 늘이어 길게 할 수 있는 성질.

열대성 熱帶性 명 열대 지방의 특유한 성질.

열심성 熱心性 명 어떤 일에 골똘하게 마음을 기울이는 성질.

염류성 鹽類性 명 염류를 포함하고 있는 성질.

염색성 染色性 명 옷감이 염료를 흡수하여 빛깔을 띠는 성질.

염착성 鹽着性 명 실이나 천 따위의 물이 잘 드는 성질.

영구성 永久性 명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성질.

영리성 營利性 명 =수익성.

영세성 零細性 명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는 성질이나 상태.

영속성 永續性 명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

영원성 永遠性 명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성질.

영향성 影響性 명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성질.

예리성 銳利性 명 관찰이나 판단이 정확하고 날카로운 성질.

예속성 隸屬性 명 독자적이지 못하고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는 성질.

예술성 藝術性 명 예술 작품이 지닌 예술적인 특성.

오락성 娛樂性 명 오락으로서 즐길 수 있는 성질.

오염성 汚染性 명 제품에 때가 끼어서 더럽게 되는 성질.

온대성 溫帶性 명 온대 지방 특유의 성질. 또는 온대에 순응한 성질.

완결성 完結性 명 완전히 끝을 맺은 상태나 특성.

완고성 頑固性 명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센 성질.

완만성 頑慢性 명 모질고 거만한 성질.

완만성 緩晩性 명 느린 성질이나 상태.

완벽성 完璧性 명 완벽한 성질이나 상태.

완효성 緩效性 명 효력(效力)이 느린 성질.

외교성 外交性 명 외교적인 성질.

외재성 外在性 명 사물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성질.

외향성 外向性 명 바깥쪽을 향하는 성질.

용감성 勇敢性 명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찬 성질.

용공성 容共性 명 공산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그 정책에 동조하는 성질.

용단성 勇斷性 명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는 성질이나 특성.

용맹성 勇猛性 명 용감하고 사나운 성질이나 특성.

용서성 容恕性 명 용서하여 주는 성품이나 성질.

용이성 容易性 명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쉬운 성질.

우김성 --性 명 잘 우기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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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매성 愚昧性 명 어리석고 몽매한 성질.

우수성 優秀性 명 여럿 가운데 뛰어난 특성.

우아성 優雅性 명 우아한 특성.

우연 偶然性 명 =우성06(偶成). 우연히 이루어짐.

우울성 憂鬱性 명 우울한 성질.

우월성 優越性 명 우월한 성질이나 특성.

욱성 -性 명 욱하는 성질.

운동성 運動性 명 운동하는 성질.

울뚝성 --性 명 참지 못하고 성을 잘 내는 성격. 또는 그런 짓.

원만성 圓滿性 명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성질.

원칙성 原則性 명 원칙을 잘 지키는 성질. 또는 원칙이 되는 성질.

월동성 越冬性 명 겨울 추위를 잘 견디어 내는 성질.

위대성 偉大性 명 도량이나 능력, 업적 따위가 뛰어나고 훌륭한 특성.

위엄성 威嚴性 명 위엄이 있는 성품.

유기성 有機性 명 따로 떼어 낼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성질.

유념성 留念性 명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

는 성질.

유독성 有毒性 명 독이 있는 성질.

유동성 流動性 명
액체와 같이 흘러 움직이는 성질.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변동될 수 있는 성질.

유사성 類似性 명 서로 비슷한 성질.

유연성 有緣性 명 서로 관련이 있는 성질.

유연성 柔軟性 명 딱딱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성질. 또는 그런 정도.

유용성 有用性 명 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

유용성 油溶性 명 기름에 녹는 성질.

유인성 柔靭性 명 부드럽고 질긴 성질.

유전성 遺傳性 명
유전하는 성질. 특정한 형질이 어버이에서부터 자손에게 유전

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유해성 有害性 명 해로운 성질이나 특성.

유행성 流行性 명 일시적으로 널리 퍼지는 성질.

유형성 類型性 명 어떤 유형에 속하는 성질.

육식성 肉食性 명 =식육성. 동물성 먹이를 먹는 동물의 성질.

율동성 律動性 명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변화하여 움직이는 성질.

융통성 融通性 명
금전, 물품 따위를 돌려쓸 수 있는 성질.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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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

은밀성 隱密性 명 은밀한 특성.

음란성 淫亂性 명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가진 성질.

음악성 音樂性 명
음악적인 성질.

음악적인 감성이나 소질.

음탕성 淫蕩性 명 음탕한 성질.

음해성 陰害性 명 남을 해치는 성질.

음흉성 陰凶性 명 음흉한 성질이나 특성.

의존성 依存性 명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성질.

이동성 移動性 명 한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주 옮겨 다니는 성질.

이상성 理想性 명

이상이 가지는 성질.

이상에 근거를 두거나 이상의 의의를 강조하는 성질.

이완성 弛緩性 명 풀려 늦추어지는 성질이나 특성.

이용성 利用性 명 이용할 수 있는 성질.

이융성 易融性 명 낮은 열에도 쉽게 녹는 성질.

이익성 利益性 명 =수익성.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도.

이적성 利敵性 명 적을 이롭게 하는 성질. 또는 그런 것.

이중성 二重性 명 하나의 사물에 겹쳐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질.

이질성 異質性 명 서로 바탕이 다른 성질이나 특성.

이해성 理解性 명 사정이나 형편을 잘 헤아리는 성질.

익명성 匿名性 명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인간성 人間性 명
인간의 본성.

사람의 됨됨이.

인격성 人格性 명
개인마다 특유한 특성과 행동 양식으로 이루어진 인격의 속

성. 성격과 소질로 이루어진다.

인내성 忍耐性 명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성질.

인사성 人事性 명 예의 바르게 인사를 차리는 성질이나 품성.

인화성 引火性 명 불이 잘 붙는 성질. ≒인화질.

일과성 一過性 명 어떤 현상의 일시적인 성질. 또는 그런 일.

일관성 一貫性 명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

일면성 一面性 명 한 방면으로만 치우치는 성질.

일반성 一般性 명 전체에 두루 해당하는 성질.

일상성 日常性 명
인간 본연의 자세.

날마다 반복되는 성질.

일시성 一時性 명 일시적인 특성이나 성질.

일체성 一體性 명 한 몸이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성질.

일치성 一致性 명 비교되는 두 개의 내용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맞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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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一回性 명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성질.

자각성 自覺性 명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

는 품성.

자극성 刺戟性 명
신경이나 감각 따위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성질.

일정한 외부의 작용에 반응을 일으키는 성질.

자기중심

성

自 己 中

心性
명

자기를 중심으로 사물을 받아들이고 남의 일을 생각하지 아

니하는 성질.

자동성 自動性 명 스스로 움직이는 성질.

자립성 自立性 명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서려는

성질.

자명성 自明性 명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직관을 통하여 직접 진리

임이 밝혀지는 성질.

자발성 自發性 명
남의 교시(敎示)나 영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내부의 원

인과 힘에 의하여 사고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

자신성 自信性 명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데 대하여 스스로 굳게 믿을 만한 근거. 또는 그렇게 믿는 특

성.

자연성 自然性 명 자연 그대로의 성질.

자위성 自慰性 명 자기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특성.

자율성 自律性 명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

『생물』생물체의 조직이나 기관이 중추 신경과 연락이 끊

어져도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성질.

자의성 恣意性 명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

자족성 自足性 명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성질.

작품성 作品性 명 작품이 가지는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

잔악성 殘惡性 명 잔인하고 악독한 성질.

잔인성 殘忍性 명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진 행동을 태연하게 하는 경향이나 성질.

잔포성 殘暴性 명 =잔학성.

잔학성 殘惡性 명 잔인하고 포학한 성질. ≒잔포성.

잔혹성 殘酷性 명 잔인하고 혹독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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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 潛在性 명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성질.

잡식성 雜食性 명
동물성 먹이와 식물성 먹이를 가리지 않고 다 먹는 동물의

성질.

장기성 長期性 명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성질.

장래성 將來性 명 앞으로 성공하거나 크게 잘될 수 있는 가능성.

장식성 裝飾性 명 보고 즐기기 위한 용도로서의 쓰임새.

장진성 將進性 명 =장취성.

장취성 將就性 명 앞으로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장진성.

저산성 低山性 명 산이 아주 낮은 특성.

저속성 低俗性 명 품위가 낮고 속된 성질이나 특성.

저열성 低劣性 명 품격이 낮고 보잘것없는 특성이나 성질.

저장성 貯藏性 명 오래 보관하여도 상하지 아니하는 성질.

저항성 抵抗性 명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성

질.

생체가 자기에게 유해한 상황, 즉 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 약

제의 작용, 미생물의 침입, 이종 세포나 조직의 이식 따위로

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성질.

『언론』수용자가 어떠한 설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도 잘 받

아들이지 아니하려는 성향.

적격성 適格性 명 어떤 일에 알맞은 자격을 지닌 성질.

적극성 積極性 명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성질.

적대성 敵對性 명 적으로 여겨지는 성질.

적법성 適法性 명 법에 어긋남이 없이 맞는 것.

적응성 適應性 명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알맞게 변화하는 성질.

적정성 適正性 명 알맞고 바른 특성.

적지성 適地性 명
어떤 일을 하기에 그 땅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아니한가 하는

성질.

적합성 適合性 명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은 성질.

전근대성
前 近 代

性
명 근대 이전의 시대가 보여 주는 특성.

전망성 展望性 명 어떤 일을 헤아려 내다볼 수 있는 가능성.

전문성 專門性 명 전문적인 성질. 또는 특성.

전염성 傳染性 명 남에게 옮아가는 성질.

전의성 轉意性 명 근본 뜻에서 바뀌어 변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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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轉移性 명

『언어』동사로 표현되는 행동이 다른 대상에 직접 옮아가는

특성.

『의학』몸의 다른 곳에서 난 것이 옮아와서 어떤 병을 일으

키는 성질.

전일성 全一性 명
완전한 성질. 또는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성

질.

전지성 全知性 명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느님의 특성.

전체성 全體性 명
여러 사물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

는 성질.

전형성 典型性 명 같은 부류의 것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

절대성 絶對性 명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 성질.

비교하거나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성질.

절박성 切迫性 명 어떤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급한 성질.

점액성 粘液性 명 점액의 성질. 또는 점액과 같은 성질.

점이성 漸移性 명 차차 옮아가는 성질.

점조성 粘稠性 명 끈기가 있고 밀도가 조밀한 성질.

점착성 粘着性 명 끈끈하게 착 달라붙는 성질.

접근성 接近性 명

통행 발생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

는 가능성. 일반적으로 거리ㆍ통행 시간ㆍ매력도 따위에 의하

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것이 높을수록 교통량이 많아진다.

접착성 接着性 명 두 물체가 서로 달라붙는 성질.

정당성 正當性 명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

정밀성 精密性 명 정밀한 특성.

정색성 整色性 명 색깔을 가려서 작용하는 특성.

정직성 正直性 명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특성.

정착성 定着性 명
어떤 물건이나 장소 따위에 착 들러붙어 떨어지지 아니하는

특성.

정체성 正體性 명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아이덴티티「1」.

정체성 停滯性 명
사물이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곳에 머물러

있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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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政治性 명 정치에 관계되는 성질.

정통성 正統性 명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권력 지배를 승인하고 허용하게 하는

논리적ㆍ심리적인 근거.

정확성 正確性 명 바르고 확실한 성질. 또는 그런 정도.

제약성 制約性 명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하는 성질이나 특성.

제한성 制限性 명 일정한 제한을 가지게 되는 특성.

조금성 躁急性 명 조급해하는 성질.

조숙성 早熟性 명 쉽게 자라고 일찍 익는 성질.

조심성 操心性 명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성질이

나 태도.

조잡성 粗雜性 명 거칠고 잡스러운 성질.

조종성 操縱性 명 자동차 따위를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게 하는 특성.

조형성 造形性 명 조형 예술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

조화성 造化性 명 서로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잘 어울리는 성질.

존귀성 尊貴性 명 높고 귀한 성질이나 성품.

존업성 尊嚴性 명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

존재성 存在性 명 존재하는 특성.

졸속성 拙速性 명
일 따위를 차근차근 제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빨리만 하려

는 성질.

종교성 宗敎性 명
인간의 종교적 성정.

종교가 가지는 독특한 성질.

죄임성 --性 명 어떤 일을 속으로 몹시 바라고 기다려 바싹 다그쳐지는 마음.

주관성 主觀性 명
주관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받는 일. 주관의 소산으로 객관

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주기성 週期性 명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성질.

주도성 主導性 명 주도적 입장에 서는 성질이나 특성.

주목성 注目性 명 색이나 빛에서, 자극이 강하여 눈에 잘 띄는 정도.

주밀성 周密性 명 허술한 구석이 없고 세밀한 특성.

주변성 周邊性 명 일을 주선하거나 변통하는 솜씨. ≒돌림성ㆍ두름성.

주선성 周旋性 명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는 성질이나 재간.

주요성 主要性 명 주요한 성질이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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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성 鑄造性 명
쇠붙이가 녹는점이 낮고 유동성이 좋아, 녹여서 거푸집에 부

어 물건을 만들기에 알맞은 성질.

주체성 主體性 명
인간이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

질.

준법성 遵法性 명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성질.

준비성 準備性 명 준비를 제대로 잘하는 성질.

준엄성 峻嚴性 명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매우 엄격한 성질.

준열성 峻烈性 명 매우 엄하고 매서운 성질.

중간성 中間性 명

서로 대립하는 두 사물의 사이에서 어느 것에도 치우쳐 속하

지 아니하는 성질이나 성품.

서로 대립하는 두 사물의 특성을 고루 갖춰 절충하는 성질이

나 성품.

중대성 重大性 명 어떤 일의 중요한 성질이나 특성.

중독성 中毒性 명

먹거나 들이마시거나 접촉하면 목숨이 위험하게 되거나 병적

증상을 일으키는 성질.

중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

중립성 中立性 명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는 성질.

중립국이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는 성

질.

중요성 重要性 명 사물의 중요한 요소나 성질.

중의성 重義性 명
한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

상이나 특성.

즉효성 卽效性 명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성질.

즉흥성 卽興性 명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감흥이나 기분에 따라하는 성질.

지구성 持久性 명 오래도록 버티어 견디는 성질.

지닐성 --性 명 아는 것이나 가진 것을 오래 지니는 성질.

지방성 地方性 명
그 지방에만 있거나, 그 지방 사람에게만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특유한 성질.

지방성 脂肪性 명 지방으로 되어 있거나 지방과 같은 성질.

지북성 指北性 명 북쪽을 가리키는 성질.

지속성 持續性 명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성질.

지역성 地域性 명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

지연성 支燃性 명 물질을 잘 연소(燃燒)시키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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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성 趾行性 명
포유류가 걷는 방식 가운데 하나. 개나 고양이처럼 두 발가락

마디만을 땅에 대고 걷는 것을 이른다.

지향성 指向性 명

『물리』빛이나 전자기파, 음파 따위의 세기가 방향에 따라

변하는 성질. 파장이 짧을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철학』=지향성01.

지향성 志向性 명
의식이 어떤 대상을 향하는 작용 일반. 모든 의식은 항상 일

정한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지형성 地形性 명 땅이 생긴 모양이나 형세에 관계되는 성질.

지효성 遲效性 명 효력이나 효능이 늦게 나타나는 성질.

직립성 直立性 명 꼿꼿하게 바로 서는 성질.

직업성 職業性 명 직업과 관련된 성질.

직접성 直接性 명 중간에 제삼자나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성질.

진리성 眞理性 명 진리가 갖는 성질. 또는 진리가 되는 특성.

진보성 進步性 명
진보적(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또는 그런 것)인 성

질이나 상태.

진실성 眞實性 명 참되고 바른 성질이나 품성.

진지성 眞摯性 명 참되고 착실한 특성이나 성질.

진취성 進取性 명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일을 이룩하는 성질.

진취성 進就性 명 어떤 일 따위를 차차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성질.

질김성 --性 명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성질.

질식성 窒息性 명 질식시키는 성질.

차광성 遮光性 명 빛을 막는 성질.

차단성 遮斷性 명 가로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

차이성 差異性 명 두 개 이상의 사상(事象)이나 사물이 서로 다른 성질.

착화성 着火性 명 불이 붙는 성질.

참신성 斬新性 명 새롭고 산뜻한 특성.

참을성 --性 명 참고 견디는 성질.

창의성 創意性 명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

창조성 創造性 명 창조하는 성질. 또는 창조적인 특성.

처녀성 處女性 명 처녀로서 지니고 있는 특성. 특히 성적 순결을 이른다.

천박성 淺薄性 명 생각이나 지식이 모자라 조심성 없이 가볍게 행하는 성질.

천재성 天才性 명 천재적인 특성.

천해성 淺海性 명 얕은 바다에만 있는 특별한 성질.

체계성 體系性 명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룬 특성이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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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식성 草食性 명 식물성 먹이를 먹는 동물의 성질.

초월성 超越性 명
일정한 영역이나 한계를 넘어서 그 밖에 또는 그 위에 존재

하는 성질.

총명성 聰明性 명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성질.

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성질.

최루성 催淚性 명 눈물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성질.

추상성 抽象性 명 실제로나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성질. 또는 그런 경향.

추잡성 醜雜性 명 말이나 행동 따위가 지저분하고 잡스러운 성질이나 특성.

춤성 -性 명

춤이 고유한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율동적이고 조형적인 성

질.

춤의 특성.

충격성 衝激性 명 서로 세차게 부딪치는 성질.

충격성 衝擊性 명 사람의 마음을 충격하는 성질

충직성 忠直性 명 충성스럽고 정직한 성질이나 특성.

취약성 脆弱性 명 무르고 약한 성질이나 특성.

치밀성 緻密性 명 자세하고 꼼꼼한 성질

친근성 親近性 명 사귀어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까운 성질.

친밀성 親密性 명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성질.

친북성 親北性 명 북한에 친근하거나 동조하는 성질.

친화성 親和性 명 =친화력「2」.

침략성 侵略性 명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본성이나 특성.

침윤성 浸潤性 명

수분이 스며들어 젖는 성질.

사상이나 분위기 따위가 사람들에게 번져 나가는 성질.

침착성 沈着性 명 행동이 들뜨지 아니하고 차분한 성질.

침체성 沈滯性 명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

는 경향이나 상태.

코믹성 --性 명 웃음을 자아내는 익살스러운 성질. 또는 그런 일.

쾌적성 快適性 명 시원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성질.

타당성 妥當性 명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타율성 他律性 명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하여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

직이는 성질.

탁월성 卓越性 명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난 성질.

탄력성 彈力性 명 『경』원인 변수의 값이 1% 변할 때, 그 영향을 받는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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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퍼센트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따위가 있다.

『물』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튀기는 힘이 있는 성

질.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처하는 성질.

탈락성 脫落性 명 떨어지거나 빠지는 성질.

통기성 通氣性 명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통속성 通俗性 명 통속적인 성질.

통유성 通有性 명 여럿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통성03(通性).

통일성 統一性 명 다양한 요소들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서 파악되는 성질.

통합성 統合性 명 여러 개의 사물이 굳게 뭉쳐 하나의 사물로 기능하는 특성.

투기성 投機性 명 시세 변동에 따른 큰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성질.

투기성 透氣性 명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투수성 透水性 명 물이 스며들게 하는 성질.

투쟁성 鬪爭性 명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하여 싸우려는 성질.

특수성 特殊性 명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과 다른 성질.

특유성 特有性 명 특별히 가지고 있는 성질.

특이성 特異性 명
두드러지게 다른 성질.

=특성01(特性).

파동성 波動性 명 파동하는 성질이나 현상.

파산성 破産性 명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는 특성.

파행성 跛行性 명 일이나 계획 따위가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되는 성질.

패륜성 悖倫性 명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성질.

퍅성 -性 명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로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

퍼짐성 --性 명 =개장성.

편리성 便利性 명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특성.

편의성 便宜性 명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은 특성.

편집성 偏執性 명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성질.

편파성 偏頗性 명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성을 잃는 성질.

편향성 偏向性 명 한쪽으로 치우친 성질.

편협성 偏狹性 명 한쪽에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성질이나 특성.

평등성 平等性 명 여러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같이 다루는 특성.

평이성 平易性 명 쉬운 성질이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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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閉鎖性 명
태도나 생각 따위가 꼭 닫히거나 막히어서 외부와 통하지 않

는 성질.

포악성 暴惡性 명 사납고 악한 성질.

포용성 包容性 명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는 성질.

폭력성 暴力性 명 폭력의 내용이 담긴 성질.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성질.

폭발성 爆發性 명 폭발할 수 있는 성질.

풍자성 諷刺性 명 풍자의 성격을 지닌 특성.

풍토성 風土性 명 어떤 풍토가 지니는 독특한 특색.

피복성 被覆性 명 다른 물체에 잘 발라지거나 퍼지는 성질.

필연성 必然性 명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나 성질.

필요성 必要性 명 반드시 요구되는 성질.

한계성 限界性 명 한계를 가지는 성질이나 특성.

한류성 寒流性 명 한류의 성질을 가짐. 또는 한류에 적응하는 성질.

한해성 寒海性 명 한대 지방의 바다에 적합한 성질.

함기성 緘氣性 명 공기가 통하지 아니하여 보온을 유지하는 옷감의 성질.

함수성 含水性 명 어떤 대상이 수분을 함유하는 성질.

함축성 含蓄性 명 말이나 글이 많은 뜻을 담고 있는 성질.

합리성 合理性 명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합법성 合法性 명 법령이나 규범에 일치하는 성질. ≒합법칙성「1」.

항구성 恒久性 명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가는 성질.

항균성 抗菌性 명 항생 물질 따위가 균에 저항하는 성질.

항의성 抗議性 명 항의하는 성질.

해독성 害毒性 명
좋고 바른 것을 망치거나 파괴하여 손해를 끼치는 성질이나

특성.

해바라기

성
----性 명

절대 권력에 아부하거나 빌붙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속성

(屬性)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해양성 海洋性 명 바다의 성질. 또는 바다가 가지는 특별한 성질.

해학성 諧謔性 명 해학적인 성질. 또는 그런 특성.

행동성 行動性 명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성질이나 특성.

향상성 向上性 명 향상되고자 하는 성질.

허구성 虛構性 명 사실에서 벗어나 만들어진 모양이나 요소를 가지는 성질.

혁명성 革命性 명 혁명을 실현하거나 지향하는 성향.

현대성 現代性 명 현대에 알맞은 특성.

협동성 協同性 명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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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애성 狹隘性 명
지세가 좁고 험한 성질.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소견이 좁은 성질.

형상성 形象性 명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인간의 생활을 현실 그대로 그려

내는 문학예술의 특성.

형평성 衡平性 명 형평을 이루는 성질.

호탕성 好糖性 명 단것을 좋아하는 성질.

호염성 好鹽性 명 짠 것을 좋아하는 성질.

호재성 好材性 명 좋은 재료가 되는 성질.

화농성 化膿性 명 종기가 곪아서 고름이 생길 성질.

확신성 確信性 명 굳게 믿거나 믿게 할 만한 성질.

확실성 確實性 명 확실한 성질.

확증성 確證性 명 확실히 증명될 만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성질.

환금성 換金性 명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

활동성 活動性 명
몸을 움직여 행동하거나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

쓰는 성질.

회피성 回避性 명 어떤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피하는 성질.

회화성 繪畫性 명 회화가 가지는 특성. 또는 회화적인 특성.

효율성 效率性 명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 높은 특성.

후유성 後遺性 명 어떤 병을 앓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일정한 특성.

후진성 後進性 명 일정한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그보다 뒤떨어진 상태.

후차성 後次性 명 차례에서 나중이 되는 성질.

후천성 後天性 명
태어난 뒤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에 의하여 지니게 된

성질.

휘발성 揮發性 명 보통 온도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어 날아 흩어지는 성질.

흉악성 凶惡性 명 흉악한 성질이나 특성.

흉포성 凶暴性 명 흉악하고 포악한 성질.

흡수성 吸收性 명 빨아서 거두어들이는 성질.

흡습성 吸濕性 명 물질이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

흡혈성 吸血性 명 피를 빨아들이는 성질.

흥분성 興奮性 명 흥분하는 성질.

희생성 犧牲性 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성질.

희소성 稀少性 명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 충족 수단이 질적ㆍ양적으

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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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现代韩语汉字词“性”字的形態·意義硏究

劉佳(유가)

    本文以考察现代韩国语汉字词“性”字的形态特征及语义特征为目的。“性”字有名

词，词根，词缀三个功能。韩语中的汉字词“性”不仅可以作为名词，还可以作为词根

及词缀使用，并被高效地运用到单词的形成过程中。“性”作为最具有代表性的词缀之

一，虽然其作用已得到广泛认同。但迄今为止，把“性”字作为对象的研究并不多。本

文将以新的观点对现有的有关“性”字的研究进行修正与补充。

    汉字词“性”字在韩语中作名词使用时，主要具有“男性与女性，雄性（公）与雌性

（母）之间的区别。男女性之间身体方面的特征”以及“男女肉体间的关系，或者于此

相关的事情”等意思，这一点与中文中的“性”用法几乎相同。

“性”字作为名词词根时，按它所在位置不同可分为[性+X]结构和[X+性]结构，构

成双音节汉字词。其中，[性+X]结构的双音节汉字词主要有“主谓结构”，“宾谓结

构”，“修饰结构”以及“词根词缀结构”等四种结构。此时，“性”字的主要意思则是“性

质”或是“男女的区别，男女身体方面的特征或关系”; 而[X+性]结构汉字词则主要可以

分为“修饰结构”，“谓宾结构”以及“并列结构”三种结构，并且所有[X+性]结构中的“性”

字都具有“性质”或者“本性”的意思。同时，[X+性]结构的双音节汉字词后面还可以随

意地和其他词缀相结合形成新的派生词。关于词根的具体分析将在第二章进行陈述。

本文中重点从形态以及意义两方面考察了汉字词“性”字作为词缀，以及由词缀

“性”所产生的派生词的特征。第四章中，从词根的词汇特征以及词性两个方面观察了

“性”字作为词缀时所具备的形态特征。此外，一般情况下“性”作为词缀，其主要意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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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性质”。但是随着与不同意思和性质的词根相结合，在具体的派生词中，词缀“性”

还有可能具有“特性”，“状态”，“趋向或者倾向”，“程度”以及“品性、品格”等具体多样

的意思 。

第五章主要是从词根的意思与派生词的意思两者之间的关系作为切入点来考察由

词缀“性”所构成的派生词的语义特征。整体上来看，由词缀“性”所构成的派生词在使

用时按照其所起的功能可以分为以下两种类型：第一种是名词性功能与冠形词性功能

（即修饰性功能）两种用法兼具的类型，第二种是主要起名词性功能，而冠形词功能

比较具有局限性的类型。而由 由词缀“性”所构成的新词汇大部分都是具有冠形词性功

能的派生词。

本文的第六章为总结分析的内容，并指出仍有待解决的问题。

关键词: 汉字词, “性”字，派生詞, 形态特征，句法特征，词根，词缀，功能

学 号: 2016-2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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