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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명사 연쇄 구성 내 다의 현상에 대한 연구

최 희 주

본 연구는 어떤 명사가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

이는 현상을 다의 현상의 일종으로 관찰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명사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명사가 특정 구성 내에서 새로 얻게 된 의미인 구성 의존적 의미는 

관습화를 거치면서 크게 두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의미의 구성 의존성

이 강화되면서 구 단위 이상에는 절대 출현하지 않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구성 의존성이 약화되면서 자립적으로 쓰일 때도 구성 의존적 의미를 드러

낼 수 있게 된다. ‘단어형성 전용 요소(김창섭 1996)’, ‘의사접사(송원용)’는 

이와 같은 현상의 일부만 다룬 것임을 지적하고, 본고에서는 구성 의존적 

의미 획득과 예상되는 관습화 과정 모두를 포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대상 명사의 구성 의존성이 약화되는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

에, 대상 명사의 통사적 특성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을 수집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와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신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명사가 구성 요소인 구성을 

수집하였고,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모두의 말뭉치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합성명사와 명

사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명사 연쇄 구성’을 설정하고 그 외연을 밝혔다. 

또한, 의미 투명성 정도에 기초한 명사 연쇄 구성의 의미해석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투명 유형에서 보이는 ‘구성 의존적 의미’의 개념에 대해 밝

혔다. 구성 의존적 의미의 유발 요인으로는 ‘은유’, ‘환유’, ‘번역 차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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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는데, 번역 차용은 사실 비유의 일종이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선행명사와 후행명사로 나누어 수집한 자료를 바

탕으로 구성 의존적 의미를 갖는 명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중 몇 개를 

골라 구성 내 명사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공시 속에서의 

짧은 통시’를 염두에 두고 짧은 시간 안에서의 의미 분화를 포착하고자 하

였다. 또한, 대상으로 하는 명사가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어떠한 의미적 

특성을 보이는지 더 나아가 문장 차원에서는 어떠한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지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구성 의존적 의미를 지니면서 명사 연쇄 구성 형성에 활발

하게 참여하는 명사는 다의 분화를 겪은 것으로 본다. 앞서 말했듯이, 구성 

의존적 의미로서의 용법이 더 이상 구성에 매이지 않고 문장에서 독립적으

로도 쓰이기도 하고, 여전히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만 쓰이기도 한다. 전자

에 대해서는 의미의 의존성을 상실하고 의미의 자립성을 획득했다고 해석할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구성 의존적 의미의 분포가 계속해서 제한적임에 

따라 ‘명사>관형사’ 내지는 ‘명사>의존명사’, ‘명사>접사’와 같은 재범주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사실 ‘의미 변화’ 내지는 ‘다의 분화’는 아주 긴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통시적 과정이다. 본 연구는 통시적 과정을 공시적 관점에서 관찰

한 것으로 변화 과정의 일부를 포착하여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히 ‘관습화’와 관련하여 직관에 기초하여 예측에 불과한 기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실험적 연구나 개별 단어를 

중심으로 역사적 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어 : 명사 연속 구성, 합성명사, 단어형성 전용 요소, 의사접사, 

단어형성, 다의 현상, 다의어, 의미 전이, 의미의 의존성

학  번 : 2020-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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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에서는 어떤 명사가 특정한 구성 내에서 비유에 의한 의미로 쓰이는 

현상에 대해 합성명사와 명사구를 아우르는 개념인 명사 연속 구성1)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명사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밝혀 볼 것이다.

어떤 명사가 특정한 구성 내에서 비유에 의한 의미로 쓰이는 현상이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합성어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김창섭 1996, 최지

훈 1999, 김은혜 2000, 송원용 2005, 채현식 2006, 정한데로 2015). 그중

에서도 김창섭(1996)과 송원용(2005)에서는 주로 구성 내에 존재하는 비유

적 의미를 단어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며 그러한 현상을 보

이는 명사의 단어형성론적 독자성을 위주로 기술하였다.2) 그러나, 본고에서

는 위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명사 연속 구성이 공시적으로 ‘합성어’임을 확

실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단어형성론적인 현상으로만 국한해서 살

펴보는 것에서 벗어나 관찰하고자 하였다. 즉, 이와 같은 현상을 명사 연속 

구성 안에서의 ‘다의 현상’으로 보고,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명사 자체에 주

목하여 그것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1) 본 논의에서 명사 N1과 명사 N2가 격조사 없이 결합 가능한 ‘N1+N2’들을 ‘명사 

연속 구성’이라고 부른다. 명사 연속 구성의 정의와 범위는 2.1.에서 자세히 다룬다.

2) 김창섭(1996)과 송원용(2005)에서 위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명사에 대해 각각 단어

형성 전용 요소, 의사 접사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단어형성 과정에 보이는 독자성에 

더 집중한 논의이기 때문에 대상 명사 자체의 분포적 특성이나 의미적 특성은 살피

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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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명사 연속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보이는 명사이다. 주

로 비유에 의해 다의 분화를 겪은 것이며, 분화된 의미는 명사 연속 구성의 

구성 요소로 쓰일 때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명사는 앞선 연구에서 ‘단어형

성 전용 요소(김창섭 1996), 의사 접사(송원용 2005)’로 다루어져 온 것이

다.

(1) ㄱ. -샘[분비선(分泌腺)]: 가슴샘, 눈물샘, 땀샘, 젖샘, 소화샘, 목밑샘, …

ㄴ. -집[갑(匣)]: 권총집, 대팻집, 벼룻집, 안경집, 칼집, 활집, …

ㄷ. -벌레[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 공부벌레, 돈벌레, 밥벌

레, 일벌레, 책벌레, …

ㄹ. -세례(洗禮)[한꺼번에 뒤집어쓰거나 쏟아짐]: 몽둥이세계, 물세례, 밀

가루세례, 오물세례, 질문세례, …

ㅁ. -천국[상호(商號)]: 시네마천국, 비디오천국, 장난감천국, 팬시천국, 호

프천국, …

(2) ㄱ. 소나기-[세찬 기세, 또는 한꺼번에 연이어 일어남]: 소나기골, 소나기

땀, 소나기매, 소나기밥, 소나기술, 소나기여행, …

ㄴ. 황금-[고가치]: 황금연휴, 황금어장, 황금시장, 황금시간대, 황금프로, 

…

ㄷ. 실-[폭이 좁고 가는]: 실개천, 실골목, 실구름, 실국수, 실눈, 실핏줄, 

실뱀장어, 실눈썹, …

ㄹ. 벼락-[갑작스럽게 하는]: 벼락공부, 벼락김치, 벼락부자, 벼락스타, 벼

락인기, 벼락출세, …3) [채현식(2006:15)의 예]

(1)은 명사 연속 구성의 후행명사가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지시 

3) 예문 (1-2)는 채현식(2006:15)에서 최지훈(1999), 김은혜(2001)의 예를 바탕으로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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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속성 중 일부를 지닌 실체 또는 상태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2)는 

명사 연속 구성의 선행명사가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지시 대상의 

속성을 의미하며 주로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1-2)와 같은 명사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 대상 명사

들이 비유에 의해 지시적 의미에서 속성적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을 다의 분

화로 간주하며, 주로 구성 요소로 쓰일 때 나타나는 확장된 의미를 가리켜 

구성 의존적 의미4)라 부를 것이다.

4) 본 논의에서 사용한 ‘구성 의존적 의미’라는 술어는 Booij(2010)의 매인 해석(bound 

interpretation of nouns in compound constructions)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 2.2.1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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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

앞서 밝혔다시피, 본 연구의 대상은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보

이는 명사이다. 먼저, 이 명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

다. 다의어인 명사 연쇄 구성 요소의 문법적 지위를 부여한 연구로 김창섭

(1996), 송원용(2005), 시정곤(2008)을 들 수 있는데, 본고의 명사 연쇄 구

성을 합성명사로 보고 진행된 연구이다.

먼저, 김창섭(1996)에서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합성어 내에서만 나타나고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단어를 단어형성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여 단어형성 전용 요소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측면

에서는 분명 자립명사이지만, 단어형성 측면에서는 파생접사 성격을 띠는 

중간적 요소에 문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인데, 김창섭(1996)은 단어형성 과

정에 중점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접사의 성격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5). 즉, 단어형성 전용 요소는 합성명사의 제1요소나 제2요소로 고

정되어 쓰이므로 일반적인 입력부가 모두 변항인 합성명사 형성 규칙6)의 

입력부가 될 수 없다고 하며, 파생어 형성 규칙에 상수로 고정된 접사와 같

5) 김창섭(1996: 22)에서 말 그대로의 단어형성 전용 요소는 물론 파생접사들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아직 파생접사화가 완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단어로 인정되는 형

식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6) 김창섭(1996)에서는 통사부에서 만들어진 구의 단어화를 인정하면서도 합성명사에 

대응하는 통사적 속격 구성의 구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들은 아래와 같은 합성명사 

형성 규칙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합성명사 형성 규칙(김창섭 1996: 16)>

ㄱ. <A가 B의 형상>

고추잠자리：*[고추]NP의 잠자리, *[붉게 익은 고추]NP(의) 잠자리

밤[栗]고구마：*[밤]NP의 고구마, *[달콤한 밤]NP(의) 고구마

ㄴ. <A가 B의 재료>

쌀밥：*[쌀]NP의 밥, *[우리 나라 쌀]NP(의) 밥

돌집：*[돌]NP의 집, *[단단한 돌]NP(의) 집

ㄷ. <A가 B의 수단·방법>

불고기：*[불]NP의 고기, *[숯에 붙은 불]NP(의) 고기

칼국수：*[칼]NP의 국수, *[새로 사온 칼]NP(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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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력부의 상수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송원용(2005)에서는 합성, 파생 등으로 형성된 단어의 일부분이 의미의 

특수화를 겪거나 재분석되어 단어형성 과정의 중추적 직접 성분으로 참여하

는 유추 과정을 의사파생으로 정의하며, 이때 중추적 직접 성분 역할을 하

는 요소를 가리켜 의사접사라고 명명하였다. 의사파생을 거쳐 형성된 단어

의 유형을 그 내부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N1+N2’ 구성은 

그 유형 중 하나이다. 다만, ‘N1+N2’ 유형에서는 선행 요소의 의미가 은유

적으로 확장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N2의 의미 특수화에 대해선 다루

지 않고 있다. 이 논의에서 제안한 의사접사는 김창섭(1996)의 단어형성 전용 

요소와 유사하지만, 전자는 명사와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쪽에서 규정된 것이지

만 후자는 단어형성론적 독자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송원용 2005: 185).7)

시정곤(2008)에서는 단어형성 전용 요소와 의사접사에 대해 검토하며 한계를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요소에 대해 단어형성 차원의 용어인 고정소로 규정하였

다.8) 다만, 접사이든 어근이든 또한 의미 특수화가 있든 없든 단어형성 과정이 

생산적인 요소를 모두 고정소로 보았다는 점에서 본 논의의 대상과 그 외연이 

다르다.9) 고정소의 의미 특수화 관련해서는 은유에 의한 고정소의 의미파생 과

정으로 보며, 의미파생 이전의 고정소화 의미파생을 거친 고정소는 ‘거점-위성 

거점’ 관계10)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7) 파생과 합성 관련하여 단어형성 전용 요소와 의사접사 설정의 타당성을 고찰한 최윤

지(2013)와 어기와 접사의 경계와 관련하여 단어형성 전용 요소와 의사접사와 같은 

제3부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담은 주지연(2019)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8) 시정곤(2008)에서는 어근과 접사는 분석과 등재의 차원의 것임을 밝히고, 단어형성 

차원의 개념인 ‘참여소’와 ‘고정소’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어형성에 참여

하는 모든 요소는 참여소이며, 참여소 중 생산적인 요소는 고정소가 된다.

<참여소와 고정소(시정곤 2008:99)>

단어 형성 → 참여소+참여소→ 생산성 획득 → 참여소+고정소/고정소+참여소

9) ‘품사가 명사이며 비유에 의한 다의 분화를 겪은 고정소’ 정도를 본 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 단어형성 과정을 자연현상에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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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 대상 명사의 다의 분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연구로 정한데로

(2015)과 채현식(2006)이 있다. 전자는 단어형성 과정을 규칙 중심으로 보

는 입장에서 진행된 연구이고, 후자는 단어 형성 과정을 유추를 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정한데로(2015: 315-318)에서는 복합어 형성 당시에 추가된 ‘상황 맥락 

정보 ɑ ’11)가 복합어 분석 과정에서 [구성요소+ ɑ ]로 고정화되면서 복합

어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도둑글, 도둑눈, 

도둑빨래, 도둑장가’와 같은 단어는 ‘도둑+{글/눈/빨래/장가}+ 비유ɑ(몰래) ’

와 같은 결합과정에 의해 형성되고, 이 단어들을 분석할 때 ‘[도둑+ 비유

ɑ(몰래) ]’과 같이 분석이 되면서, ‘도둑’에 확장된 의미( ɑ )가 고정화되게 

된다는 것이다.

채현식(2016ㄱ)에서는 대부분 합성 과정에서 의미 전이(transfer)가 일어

하며, 네트워크는 거점과 위성으로 구성되는 연결망이라고 하였다. 이때, 거점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의미파생을 거쳐 새로운 거점으로 기능하며 위성을 갖게 된다면, 

의미 파생을 거친 거점은 ‘위성 거점’이라 명명한다. 예를 들어, ‘거품 목욕, 거품 비

누, 거품 치약, 거품 샤워’는 ‘거품+X’의 위성들이며 ‘거품+X’는 거점이다. 여기에 

은유에 의한 의미 파생을 거쳐 형성된 ‘거품 경제’와 같은 단어가 ‘거품 경기, 거품 

성장, 거품 가격’ 등의 위성도 갖게 된다면 ‘거품 경제’는 위성 거점이라는 것이다(시

정곤 2008: 101-102). 

11) 정한데로(2015)의 상황 맥락 정보   ɑ  는 화자가 특정 개념과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명명 동기에 따라 구성성분 이외의 맥락 정보를 말하며 합성명사 형성 과정에 

부과되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의미는 형성 현장과 밀접한 언어 외적 요소로 백과사

전적(encyclopedic) 지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하위 유형으로 추가  ɑ  , 선택  ɑ  

, 비유  ɑ  와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표1-1> 정한데로(2015: 215), 복합어에서의 3가지   ɑ  유형

유형 함수 예

① 추가   ɑ  f(A,B) = A + B + ɑ 구두닦이, 때밀이, 종이배

② 선택   ɑ  

ⓐ f(A,B) = A + B

ⓑ f(A,B) = A + B

ⓒ f(A,B) = A + B

주름투성이, 고무신, 물방아

대짜배기, 빗질, 보리차

놀이, 떨이, 가죽집, 돌다리

③ 비유   ɑ  

ⓐ f(A,B) = A + B

ⓑ f(A,B) = A + B

ⓒ f(A,B) = A + B

ⓓ f(A,B) = A + B

도둑글, 색시비. 총알택시

귀동냥, 눈요기

사발농사, 입씨름, 공주병

가시밭, 가위질, 이름값, 쥐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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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 이때 획득한 은유 표현과 동일한 유형(type)을 보이는 구성원의 수

가 늘어나면 생산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확장된 의미만 지니는 틀(schema)

가 추상된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성 과정에서 발생한 의미 전

이가 관습화되면 근원어의 어휘적 의미 일부로 고착화된다고 하였다. 즉, 

전이된 의미가 고도로 관습화되어(conventionalized) 다의성(polysemy)을 획

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박영순 2000: 50).

본 논의의 대상 명사가 참여하여 형성된 복합어가 은유 또는 환유에 형성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최지훈(1999), 김은혜(2000), 이양혜(20

05), 강병창(2013), 김진해(2014) 등을 들 수 있다. 최지훈(1999)에서는 이

를 ‘전의(轉義) 합성명사’라 명명하였고, 김은혜(2000)에서는 ‘은유적 합성명

사’로, 이양혜(2005)에서는 ‘다의적 합성어’ 정도로, 강병창(2013), 김진해(2

014)에서는 ‘은유적 합성명사’로 명명하였다.

최지훈(1999)에서는 사전 등재어를 자료로 삼아 Lakkoff&Johnson(1980)

의 은유 분류 체계12)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논

의는 인지의미론적 입장이므로, 은유에 의한 합성명사의 의미를 이미 존재

하고 있는 한 단어의 여러 의미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성공간 안에서 기본의미로부터 은유나 환유에 의해 전이되는 것으

로 본다(김은혜 2000:10).

이와 달리, 김은혜(2000)에서는 은유에 의한 합성명사는 구성 요소 중 어

느 하나가 은유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비유어와 원의(어)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관계를 통해 합성명사의 심층적인 의미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떤 종류의 합성명사 구성요소들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어 합성

명사를 형성하는데 있어 생산적인 결합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합성명사들은 의미 예측가능성이 큰 경우라고 하였다.

이양혜(2005)에서는 비유에 의한 합성어를 다의적 합성어라고 명명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합성어가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합성

어의 의미 변화는 기존 대상과 새로운 대상에서 찾아낸 공통 영역을 중심으

12) 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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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비유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비유의 공통 영역 중 유사

성은 은유로, 인접성은 환유로 작용하여 새로운 언어 창조로 이어진다고 하

였다.

강병창(2013)에서는 비유적 합성어(은유적 합성어, 환유적 합성어, 은유-

환유 상호작용적 합성어를 포괄하는 합성어)는 종래의 유형 구분에 따르면 

융합 합성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유적 합성어 중 

은유적 합성어에만 국한하여 의미구성 유형13)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살펴

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김진해(2014)에서는 명사+명사 구조를 갖는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며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

가 그것과 결합하는 서술어와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3) 은유가 작용하는 구성요소와 이들의 의미 관계 양상에 따른 5가지 유형

① 수식부가 은유적인 유형 � 머리말, 새끼손가락, 줄기세포

② 수식부가 머리를 은유하는 합성어 � 가마솥더위, 도끼눈, 총알택시

③ 머리가 은유적인 유형  � 술고래, 팔씨름, 교통지옥, 곡식바다

④ 수식부와 머리가 은유적인 유형 � 꽃뱀, 꿈나무, 솜방망이, 칼바람

⑤ 전체가 은유인 유형 � 숨구멍, 입맛, 코딱지, 콩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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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갖는 명사의 분포와 의미

를 살펴보기 위해, 기준에 맞는 명사 연쇄 구성을 수집하여 귀납적으로 관

찰하는 해석론적 관점을 취하였다. 대상 명사가 참여한 구성은 크게 두 가

지 기준을 세우고 수집하였다.

(3) 대상 수집 기준

ㄱ. 명사 연쇄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어떤 대상의 실체/상태를 표의하면

서, 동시에 대상의 속성 또는 속성의 일부를 지닌 실체/상태를 표의

하기도 하는 명사인 경우.

ㄴ. 대상 명사가 참여하여 형성된 명사 연쇄 구성이 [대상 명사(N1)+X], 

[X+대상 명사(N2)]와 같이 패턴으로 추상될 수 있는 경우.14)

14) 이는 단어형성 규칙(rule) 또는 틀(schema)로 추상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

겠다는 말이다. 패턴이라는 술어를 사용한 이유는 단어형성의 기제로 규칙과 유추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본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생성형태론식 규칙에 한정된 

방식으로 규칙을 이해하지 않고, Haspelmath(2002/2010)와 같이 규칙을 ‘기존 단어

들을 일반화(generalization)한 결과’로 이해한다면 규칙과 틀은 모두 어휘부에 저장

된 단어를 대상으로 추론한 귀납적인 개념일 것이다. 즉, 규칙과 틀 모두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식1-1> ‘유추, 규칙, 틀’의 관계(정한데로 2016)

형식적·의미적 유사성

유추(analogy) 불규칙적(irregular) 개체 형성

ê(일반화·추상화)

규칙(rule)

A+B

틀(schema)

[AB]
규칙적(regular) 패턴 형성

통합관계 기반

(결합)

계열관계 기반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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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은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보이는 명사를 수집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

이다. 또한, (3ㄴ)은 구성 의존적인 의미가 N1과 N2의 결합 과정에서 추가

되는 의미가 아니라, 관습화되어 N1 또는 N2의 어휘 내항에 추가된 것으

로 볼 수 있는 예들로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다.

(3)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최지훈(1999), 김은혜(2000), 송원

용(2005), 채현식(2006), 정한데로(2015), 노명희(2020), 오민석(2021), 송현

주(2022), 남길임·안진산(2022) 등에 실린 예와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2차적으로는 1차로 수집한 예와 비슷한 부류의 

것을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에서 추가로 수집하였으며15), 이에 해

당하는 추가적인 유형(type)은 모두의 말뭉치(웹, 구어, 문어 대화)와 인터넷 

기사 제목 검색을 통해 확보하였다.

본고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명사가 통사 원자로서 어떠한 쓰임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주된 분포가 명사 연쇄 구성 내 선행명사 자리 또는 후행명

사 자리이지만, 문장에서 그 외의 쓰임을 보이지는 않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분포를 살필 때는 지시적 의미로 쓰일 때와 비교하여 의미에 따

른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상 명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다의 분화 양상이 어떠한지, 그

것과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부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논의와 관련된 기본

적 개념에 대해 살핌으로써 논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설

정한 ‘명사 연쇄 구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설정한 이유를 밝힐 것이며, 

‘다의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밝히며 다의 현상과 관련한 개념 ‘다의 

15) 본고에서는 공시적으로 구성 의존적 의미를 갖는 단어를 다의 분화를 겪고 있는 

(혹은 겪은) 다의어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다수에게 이미 다의

어로 인정받고 있는 예보단, 동요를 보이고 있는 예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았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동요를 보이는 예를 관찰하기에 임시어와 신어만큼 좋

은 것이 없다고 보아, 추가적인 예를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https://www.dcinside.com)에서 수집하였다. 추가적으로, 정한데로(2013)의 말을 빌

려 임시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임시어는 사회적 숭인 이

전, 즉 단어 외부의 요인에 의해 걸러지거나 변화를 겪기 이전에 포착된 언어 대상

이라는 점에서 때 묻지 않은 ‘살아 있는’ 단어 형성의 결과물이다(정한데로 

2011/201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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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다의성, 다의어’를 본 논의에 맞게 정의해 볼 것이다. 또한, 다의 분화

를 일으키는 요인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의 선행명사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먼저,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보이는 선행명사와 그것이 참여하여 형성된 명사 연

쇄 구성의 예 목록을 제시한다. 또한 다의어인 선행명사의 분포적 특성과 

그것의 통사적 분포가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며, 다의어인 선행명사의 의미 

또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의 후행명사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인데, 장 구

성은 3장과 같다. 후행명사 자체의 분포적 특성과 통사론적 분포, 그리고 

후행명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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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명사 연쇄 구성의 외연

2.1.1. 명사 연쇄 구성의 정의

본고에서는 단어로서의 자립적인 명사와 구로 확장 가능한 명사를 모두 

명사(N)라고 부르고 명사 N1과 명사 N2가 격조사 없이 결합 가능한 

‘N1+N2’들을 명사 연쇄 구성이라고 부른다.16) 명사 연쇄 구성은 어떠한 

개념을 명명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

단어로서의 자립적인 명사는 통사 원자17)로서 문장 형성에 제약 없이 참

여하는 명사를 가리키는데, 그 내부구조가 ‘V+음/기/이’로 분석되는 것은 

제외한다. ‘V+음/기/이’를 명사로 볼지 명사형으로 볼지 이견이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18) 구로 확장 가능한 명사는 내부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명사

를 가리키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가 그러하다. ‘학교 운동장’만 보면 

N1+N2가 결합한 명사 연쇄 구성이지만, ‘학교’는 ‘우리 동네 학교’와 같이 

16) ‘N1+∅(격조사 개재 불가)+N2’ 구성과 ‘N1+(의)+N2’ 구성이 본고의 명사 연쇄 

구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비실현 가능한 관형격 조사 ‘의’가 실현된 구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본 논의에서 설정한 명사 연쇄 구성의 범위는 2.1.2.에서 언급

하였다.

17) 통사 원자는 Di Sciullo & Williams(1987)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국내 연구에선 

박진호(1994)에 처음 사용한 것이다. 박진호(1994)에서는 기존의 ‘단어’ 개념에 음운

론적 기준과 통사론적 기준이 섞여 있어 정합적인 언어 기술을 하지 못함을 밝힌 

후, 통사 현상은 통사론적 기준에 따른 단위를 사용하여 기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사론의 기본 단위로 ‘통사 원자’를 제안하였다(이선웅 2012: 212).

18) 특히, ‘N1+V+-이/음/기/개’와 같이 ‘V+-이/음/기/개’가 명사 연쇄 구성의 후행성

분으로 올 경우에 이것의 내부구조 분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고기

잡이, 책받침, 줄넘기, 병따개’를 [고기[잡이]], [책[받침]], [줄[넘기]], [병[따개]]로 분

석할지, [[고기잡-]이], [[책받치-]음], [[줄넘-]기], [[병따-]개]로 분석할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이/음/기/개’를 명사 파생 접미사로 보는 

견해이며, 후자의 경우는 ‘-이/음/기/개’를 명사형 전성어미로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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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능하고 ‘[[우리 동네 학교] 운동장]’이라는 구조를 가지므로 엄밀히 

말하면 ‘학교’는 ‘명사구(NP)’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학교 운동장’과 같은 

확장 이전의 구성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구별하지 않고 ‘명사(N)’라

고 부르겠다.

명사 연쇄 구성은 필자가 새로 만든 개념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최경봉

(1998), 김창섭(2008)의 논의가 있는데, 최경봉(1998)에서는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어 이루는 구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명사 연결 구성’이라 하였고, 

김창섭(2008)에서는 명사 N1과 N2가 결합한 ‘N1+N2’와 ‘N1+의+N2’들을 

‘명사연속구성’이라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구성 내부의 통사 또는 의미 

관계를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구성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명사구’임을 전제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구로 확장 가능한 명사끼리 결합한 구성을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확장 이전 구성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의 유사 개념과 그 외연이 다르므로 명사 연쇄 구성을 새롭게 정의하였

다.19)

또한, 본 논의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을 합성명사와 명사구를 아우르는 개

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외연은 Bauer(1997)의 ‘sequence of two 

nouns’ 내지는 ‘noun+noun collocation’과 유사하다.20) 두 대상을 포괄하는 

19) ‘연쇄(sequence)’라는 용어 역시도 본고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데, 성분의 결합이 계

속해서 이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연결’, ‘연속’보다는 ‘두 명사의 결합체 또는 덩

어리’임을 의미하는 ‘연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 Bauer(1997)에서는 두 개의 명사가 나란히 놓이는 구성이 합성명사인지 명사구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sequence of two 

nouns’, ‘noun+noun collocation’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용어와 

외연을 그대로 빌려와 N+N 구성의 합성명사와 명사구를 (언어학적으로 완전히 경

계를 나눌 수 없기에) 구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명사 연쇄 구성’이라고 하

였다. 다만, Bauer(1997)에서 명사 연쇄 구성을 설정한 의도는 본 논의와 다르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Bauer(1997)에서는 합성명사와 구가 구별이 잘 되진 않지만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가장 원형적인 합성명사와 명사구가 무엇인지 

밝히는 논의 진행에 앞서 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참고> Bauer(1997:67-78)의 통사적 구성과 합성어 구별 기준

ㄱ. compounds are listed

ㄴ. compounds are written as a single word

ㄷ. compounds have fore-stress

ㄹ. the first element in a compound is syntactically is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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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설정한 이유는 합성명사와 명사구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해

서가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둘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딱 잘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4)는 김창섭(2001: 150)에서 제시한 합성어와 구의 구별 기준이다.

(4) ㄱ. 의미론적 기준: N1+N2가 한 개념을 나타내면 한 단어

ㄴ. 문법론적 기준: N1이나 N2가 독자적으로 어떤 통사론적 행위를 하

여서는 안 되므로 ①N1에 가외의 문법 요소가 결합한다는가, ②N1, 

N2 중의 하나라도 외부 요소의 수식을 받는다든가, ③외부 요소와 

대등하게 접속된다든가, ④생략된다든가, ⑤대명사로 받아질 수 있

다면 ‘N1+N2’는 구로 판정된다. (숫자, 밑줄 필자 추가)

의미론적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 기준의 적용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

입할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구이지만 단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관용어’의 

경우를 들면서 의미론적 기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법론적 

기준은 구임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합성어임을 확인해 주진 못한다고 하

였다. 이를 종합하여, 어떤 ‘N1+N2’가 합성어임을 증명할 일반적인 방법은 

찾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는 생산적인 합성어 형성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합성어임을 증명할 수 없는 불충분한 구별 기준에 더해, (5)와 같은 ‘구의 

단어화’와 (6)의 단어들을 형성한 ‘[X방]N’과 같은 ‘단어형성 틀로서의 구 

구조(문숙영 2021: 79-86)’를 인정한다면 합성어와 구의 구별은 더욱이 어

려워질 것이다.21)

(5) ㄱ. 입때(이+), 접때(뎌+)

ㄴ. 스승의 날, 학생의 날, 국군의 날,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

ㄷ. 아가방(商號) 형성 당시 ‘할아버지 방, 철수 방’과 동일한 구조의 구22)

ㅁ. compounds do not permit co-ordination

ㅂ. the head in a phrase can be replaced by one

21) 위의 예 (5), (6)은 김창섭(1996)의 (6~8), (30) 예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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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날개∅방(옷가게), 머리∅방(미장원), 혼수∅방(혼수용품점), 노래∅방

(노래연습장), 맵시∅방(옷가게), 놀이∅방(소규모 탁아소), 빨래∅방

(동전을 넣어 세탁기를 사용하는 신형 세탁소),공부∅방(학원의 새 

형태), 커피∅방(다방), 농∅방(가구점), 비디오∅방(칸막이된 비디오 

감상실), 선물∅방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N1+N2’ 구성의 문법적 지위가 합성어인

지 구인지 딱 잘라 구별할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를 무리하게 구별하려

는 시도는 박진호(2010)에서 지적한 언어학에서의 과잉범주화에 속한다고 

본다. 실제 화자들은 ‘N1+N2’ 구성이 합성어인지 명사구인지 

all-or-nothing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든 ‘합성어’ 또는 ‘명사

구’ 둘 중 하나로 결판을 내버리는 건 과잉범주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문법적 지위 판단에 유보적인 개념인 ‘명사 연쇄 구성’을 설정하였

다.

정리해 보자면, 본고에서 정의한 명사 연쇄 구성은 어떠한 개념을 표현하

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통사 원자인 명사 두 개가 격조사 개재 없이 나란

히 놓인 구성이다. 이 구성의 문법적 지위는 합성명사일 수도 있고, 명사구

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깔끔하게 범주화할 수 없는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에 다소 거칠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다. 이 정의의 모호함

은 언어 현실 자체다.23)24)

22) 밑줄 친 내용 필자 추가.

23) 명사 연쇄 구성은 오규환(2016)에서 제안한 ‘어휘 단위(lexical unit)’의 일종이다.

§ 어휘 단위(lexical unit)

오규환(2016)에서 화자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성한 단위가 통사적 구성

인지 단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안한 언어학적 단위이다. 기존의 단

어 형성론에서 통사적 구성으로 가리켰던 임시 표현, 복합 구성, 관용 표현 등과 같은 

다단어 구성을 어휘적 구성으로 가리키고 어휘적 구성과 어휘적 단어를 아울러서 어휘 

단위라고 하였다. (밑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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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논의에서 명사 연쇄 구성을 주로 ‘명사 연쇄 구성’ 내지는 ‘구성’

이라고 명명할 것이지만, 명사 연쇄 구성이 어휘부의 등재 단위가 될 수 있

다는 점을 미루어 ‘단어’라고도 부를 것이다.25)

통사 

원자

문법적 단어

(조사 및 어미)

어휘적 단어

(단일어, 복합어)

어휘적 구성

(관용 표현, 복합 구성, 임시 표현)

어휘 단위

<도식2-1> 어휘 단위와 통사 원자(오규환 2016: 15)

24) 즉, 명사 연쇄 구성은 합성어와 명사구의 범주적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 다만, 둘 이상의 통사원자로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이 자주 쓰임에 따라 하나의 

통사원자로 굳어지는 원자화(박진호 1994: 13)를 겪고 통시적으로 명백한 ‘합성명사’

의 지위를 얻게 될 수도 있다.

25) 박진호(1999: 328-329)에서는 ‘단어’라는 개념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속성들

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복합개념이라고 하였다. 아래의 속성 중 어느 것도 단어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① 홀로 발화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다(블룸필드 L. Bloomfield 1933).

② 문자언어에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

③ 그 내부에는 휴지를 둘 수 없고 그 앞이나 뒤에만 잠재적 휴지를 둘 수 있다(호

키트 C.F. Hockett 1958).

④ 두음법칙, 음절말 자음군단순화 규칙, 음절말 평폐쇄음화 규칙 등의 적용 영역이 

된다. 

⑤ 중세국어에서 ‘거성불연삼(去聲不連三)’이라는 성조 율동 규칙의 적용 영역이 된

다. 

⑥ 중세 문헌어에서 연철의 단위가 된다. 

⑦ 통사론의 최소 단위이자 형태론의 최대 단위이다. 

⑧ 통사부에서는 그 내부구조를 참조할 수 없다. 즉 이른바 어휘 고도 제약이 적용되

는 단위이다.

⑨ 조응의 섬(anaphoric island)이 된다. 즉 단어의 내부에 있는 요소와 밖에 있는 요

소가 조응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⑩ 어휘부의 등재 단위가 된다.

이에 따른다면, 본 논의에서 ‘명사 연쇄 구성’을 어휘부의 등재 단위가 된다는 이유

로 ‘단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치밀하지 못한 기술이다. 이러한 결함을 인정하긴 

하지만, 본 논의 내에서 약정적으로 명사 연쇄 구성을 ‘단어’라고 명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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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명사 연쇄 구성의 범위

앞 절에서 명사 연쇄 구성의 정의와 개념 설정의 이유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의 범위를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명사 두 개가 

조사 개재 없이 나란히 올 수 있는 구성의 유형은 다음 <표 2-1>, <표 

2-2>와 같다. <표 2-1>는 두 명사가 결합하는 방식과 합성어 구조 내부 

핵이 의미론적 핵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나눈 합성어의 유형과 그 예이고, 

<표 2-2>은 이선웅(2008)에서 제시한 명사구형 중 명사가 나란히 오지 않

는 유형인 ‘명사구 상당어26)’를 제외하고 예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기준 유형 예

두 명사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대등 합성어 논밭, 손발, 물불, 앞뒤, 위아래, 총칼, 피땀 등

종속 합성어

(=내심 합성어)

쌀밥, 칼국수, 돼지고기, 햇빛, 눈사람 등

(합성어 대다수)
구성 내 

의미론적 

핵의 유무에 

따라
외심 합성어

물불[어려움이나 위험], 밤낮[매일, 늘], 쥐꼬리[아주 

조금], 피땀[노력과 정성]27), 돌부처[감정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 등 

<표 2-1> 합성어의 유형

26) 명사구 상당어는 X′-이론과 투사원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한 후, 명사 핵이 

없거나 있어도 그것의 투사로 볼 수 없는 구성이 명사구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가리

킨다(이선웅 2008: 56). 대표적인 예는 아래의 밑줄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이선웅

(2008: 49-55)을 참조.

ㄱ. ‘번거롭다’가 무슨 뜻이에요?

ㄴ.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하였다.

ㄷ. 그가 돌아온 것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였다.

ㄹ.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간에

27) ‘피땀’은 대등 합성어에도 속한다고 분류하였는데, 대등 합성어로서의 ‘피땀’과 외심 

합성어로서의 ‘피땀’의 의미는 다르다. 전자는 ‘피와 땀’의 의미이며 후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력과 정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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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ㄱ-ㄴ>은 구성 성분 중 하나가 다른 성분에 종속적이고 후행 

명사가 핵이라는 점에서 종속 합성어와 유사하고, 구성 성분이 대등하게 이

어진 <표 2-2 ㄷ>은 대등 합성어와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표 2-2 ㄷ> 병렬형 명사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명사 연쇄 구

성의 범위로 삼을 것이다. 이를 제외한 이유는 나열 명사구의 경우 하나의 

개념을 명명하기 위한 구성이 아니기 때문이고, 동격 명사구29)의 경우는 하

나의 개념을 명명하긴 하지만 총칭적(generic)이지 않고 특정한 대상을 지시

28) 논항은 1차적으로 술어의 의미적 구현에 개념적으로 꼭 필요한 의미적 요소이고 2

차적으로 술어의 통사적 구현에 꼭 필요한 통사적 요소이다(이선웅 2008: 38). 이는 

어떤 단어 혹은 단어보다 큰 구성이 자신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요소

로 정의되는(김창섭 2011: 47) ‘보충어’라고도 불린다. 보충어 혹은 논항을 필요로 

하는 요소는 핵(head)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박진호(1994)에서는 의미론적 논항

을 요구하는 요소를 가리켜 ‘함수자(functor)’이라고 하였다.

29) 동격 명사구는 논의에 따라 관형 구성으로 보기도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김창섭

(2008)에서는 이를 주종 구성 중 일부인 관형 구성(관형어+핵) 구성으로 보고 있다.

ㄱ. 논항+핵 

명사28)

술어

명사구

X N : 관계 (친구 관계)

� 발전, 관련

X(-의) N : 변화(형태소(의) 변화)

� 지연, 충격, 전망, 구실, 노릇, 대신

비술어

명사구

X N � 영수 형, 인터넷 세대, 장난감 천지

X(-의) N

� 철수(의) 아버지, 영수(의) 형, 신제품(의) 가격

ㄴ. 부가어+명사구

명사구 수식 명사구 � 시골 학교

관형명사 수식 명사구

� 간이 식당, 구급 약품, 급진 정책, 온건 정책, 당면 과제

ㄷ. 병렬형 명사구

나열 명사구 � ‘공책, 연필, 지우개’ 

동격 

명사구

완전 동격 명사구: 자(字), 호(號)+고유명사

� 율곡 이이, 충무공 이순신

부분 동격 명사구: 호칭어, 지칭어, 특징 표현+고유명사

� 시인 유하, 사장 홍길동, 나라꽃 무궁화, 명기 황진

이

<표 2-2> 이선웅(2008) 명사구형 중 명사 연쇄 구성이 가능한 명사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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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명백한 통사적 구성이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여, 명사 연쇄 구성의 범위에 대해 밝히면 아래와 같다.

대등 구성

논항(보충어)+핵 명사

명사 연쇄 구성
내핵 

구성

부가어(관형어)+핵 명사

외핵 

구성

<도식 2-2> 명사 연쇄 구성의 범위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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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명사 연쇄 구성의 의미 해석

본 논의에서는 해석론적 관점에서 명사 연쇄 구성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

다.30) 구성의 의미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형성 과정에 추가되는 정보에 기초한 가능한 모든 해석31)’에 

집중하기보단 ‘어느 정도 관습화되어 선호성 내지 경향성을 보이며 맥락 중

립적으로도 가능한 해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맥락 중립적인 상황에서 해석한 어떤 구성의 의미에 대해 ‘의미 투명성

(Transparency)’을 따져볼 수 있다. 의미 투명성이란 ‘구성 요소의 의미가 

단일어나 복합어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김의수·김건영 2019)’을 말한다. 

본 논의에서는 의미의 투명성을 구성 요소의 구성 내 의미 전이(transfer) 

여부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명사 연쇄 구성 요소가 구성 내에서만 

전이된 의미로 쓰인다면, 그 명사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의 의미 투명성에 따라 

30) 명사 연쇄 구성의 의미 해석은 해석론적으로 접근하느냐 표현론적으로 접근하느냐

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 전자는 기존 단어의 형태 분석을 통해서 관련 

의미를 ‘해석’해 내는 방식의 접근 방식이고, 후자는 특정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형

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탐색하는 접근 방식이다(정한데로 2021: 430 참고). 

명사 연쇄 구성의 의미를 해석할 때 해석론적 접근에서는 언어 형식에서 도출 가능

한 의미가 무엇인지 추론한다. 반면, 표현론적 접근에서는 구성의 의미는 상황과 맥

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며 구성 형성 당시 의도한 명명 목적이 어떻게 형식

화됐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정한데로(2021)에서는 표현론적 접근 방식의 의의를 다

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표현론적 접근에서는 특정 개념(의미)을 표현하고자 한 동기

에서 출발하기에 명명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실현 가능한 여러 관계를 열

어 놓고 탐색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을 취하면 공인화된 고정적 

의미 이외의 다양한 표현적 가능성을 포함하여 형태와 의미 문제를 논할 수 있다(정

한데로 2021: 432 참고).”

31) 이와 같은 해석은 표현론적 접근에 기초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표현론적 

접근에서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을 고려하여 구성의 의미를 확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박마차’의 경우 ‘호박으로 만든 

마차’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호박마차’를 동화 속에서 요정이 호박에 마법을 부려서 

만든 마차를 명명하고자 형성했다는 발화 상황 맥락 정보를 고려한다면 ‘호박에 마

술을 부려 만든 마차’라는 정교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채현식 2000: 160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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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게나마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해석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명사 연쇄 구성의 선행명사와 후행명사의 의미 전이 여부를 가지고 거칠

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7) 구성요소의 의미 전이 여부에 따른 투명성 분류32)

의미 전이 여부
후행명사

O X

선행명사

O ㉠ 불투명 ㉡ 반투명

X ㉢ 반투명 ㉣ 투명

투명성이 가장 낮은 불투명(1-㉠)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8)과 같이 융합 합성어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다. 즉, 어떤 구성이 전체 

구성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구성이 이에 속한다.

32) 거칠게 ‘㉠ → ㉡, ㉢ → ㉣’ 순으로 의미 투명성이 높다고 분류하였지만, 의미 투

명성은 정도의 개념이므로 스펙트럼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 

양 끝점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되어 구성 요소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구성과 합

성성의 원리에 따라 구성 요소의 합만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구성이 놓일 것이

다.

    또한, 투명성은 스펙트럼 내에서 항상 고정불변한 위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단어의 

의미가 관습화된 정도에 따라, 또는 개인의 머릿속 사전에 실린 정보에 따라 언제든

지 달라질 수 있다.

<도식 2-3> 의미 투명성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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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ㄱ. 물불: 어려움이나 위험

ㄴ. 밤낮: 매일, 늘

ㄷ, 쥐꼬리: 아주 조금

ㄹ. 피땀: 노력과 정성

ㅁ. 돌부처 : 감정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음으로 투명성이 가장 높은 투명(1-㉣)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명사 연쇄 구성 중 (9)와 같이 구성 요소가 대등 접속 관계를 이

루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별도의 추론 과정 없이 온전히 합성성의 

원리에 따라 구성 요소의 합만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구성이 여기

에 포함된다. 

(9) ㄱ. 봄가을: 봄과 가을

ㄴ. 눈비: 눈과 비

ㄷ. 비바람: 비와 바람

ㄹ. 똥오줌: 똥과 오줌

ㅁ. 논밭: 논과 밭

또한, 아래와 같은 구성도 구성 요소가 의미 전이를 겪지 않았다는 점

을 고려하면 투명(1-㉣) 유형에 포함할 수 있다. (10)은 통사적 구성의 

성격이 강한 명사 연쇄 구성으로 [핵-논항] 관계를 취하고 있는 구성이

며, (11)은 일반적으로 합성명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속합성어로 분

류될 수 있는 구성이다.

(10) ㄱ. 시골 공기: 시골의 공기

ㄴ. 고대(古代) 음악: 고대 시기의 음악

ㄷ. 철수 건물: 철수 소유 건물

ㄹ. 나라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것

ㅁ. 국어 공부: 국어를 공부하는 것

ㅂ. 이불 세탁: 이불을 세탁하는 것



- 23 -

(11) ㄱ. 쌀밥: 쌀로 지은 밥

ㄴ. 칼국수: 칼로 면을 썰어 만든 국수

ㄷ. 돼지고기: 식용으로 하는 돼지의 고기

ㄹ. 눈사람: 눈으로 만든 사람 형상

구성 요소가 의미 전이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10)과 같은 구성을 의미

적 투명성이 높은 유형으로 보긴 했지만, (9)와 같은 대등 접속 구성에 비

하면 상대적으로 덜 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구성에 형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구성 요소의 문법적 기능이나 관계에 대해 추론 과정을 통해 파악하여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명사 연쇄 구성의 구성 요소 간 의미 관계

는 모두 셀 수 없으며 불규칙한 것인데, 의미 관계 추론을 통한 의미 해석

을 거치는 위와 같은 구성을 ‘비교적 투명한 구성’이라고 보아도 될지 고민

스럽다. 이 문제는 후고의 과제로 남기고, 본고에서는 ‘어느 정도 관습화된 

의미 관계’33)34)에 따른 해석은 투명하다고 본다. 

33) 명사 연쇄 구성의 의미해석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구성 요소 간 의미 관계에 대해 

꾸준히 다루어왔다(이재인 1991, 김창섭 1996, 최경봉 1998, 김인균 2002, 채현식 

2003나). 이 중 대표적으로 김창섭(1996)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 

간 의미 관계를 사이시옷 개입 및 비개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형식화하였다.

(1) ㄱ. <병렬구성>: 손발, 논밭, 눈비, 물불 …

(2) ㄱ. <A가 B의 형상>: 반달, 실비, 여우볕, 뱀장어, …

ㄴ. <A가 B의 재료>: 쌀술, 도토리묵, 금가락지, 종이배, …

ㄷ. <A가 B의 수단·방법>: 도끼집, 물두부, 불고기, 칼국수, …

ㄹ. <A가 B와 동격>: 구리쇠, 계수나무, 별똥별, 누이동생, …

ㅁ. <A(유정체언)가 B의 소유주/기원>: 개다리, 쥐불, 개구멍 …

(3) ㄱ. <A가 B의 시간>: 아침ㅅ밥, 밤ㅅ잠, 어제ㅅ밤, 겨울ㅅ밤, 오후ㅅ반, …

ㄴ. <A가 B의 장소>: 강ㅅ달, 안ㅅ방, 뒤ㅅ집, 아래ㅅ집, 들ㅅ개, 촌ㅅ사람, … 

ㄷ. <A(무정체언)가 B의 기원/소유주>: 솔ㅅ방울, 초ㅅ불, 밀ㅅ가루, …

ㄹ. <A가 B의 용도>: 고기ㅅ배, 잠ㅅ자리, 담배ㅅ가게, 구경ㅅ감, 숨ㅅ구멍, …

    김창섭(1996)에서는 (3)과 같이 사이시옷의 개입은 위와 같은 의미론적 관계와 관

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사이시옷이 개입하지 않는 구성 (2) 중에서도 (2 ㄱ-ㄷ) 

같은 경우는 대응하는 통사적 구성이 없는 의미 관계라고 하며 합성명사 형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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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구성 요소의 일부만 투명한 반투명(1-㉡, 1-㉢)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아래 (12)와 같이 선행명사가 비유에 의한 의

미 전이를 겪은 경우이거나 후행명사가 비유에 의한 의미 전이를 겪은 

경우이다. 이 반투명 유형에 속하는 구성들은 ‘은유 표현 합성명사, 은유

적 합성명사’ 등으로 불린다.

(12) ㄱ. 소나기밥: 갑자기 많이 먹는 밥

ㄴ. 벼락부자: 갑자기 된 부자

ㄷ. 딸기코: 빨개진 코

ㄹ. 벼룩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꾸 자다가 깨는 잠

(13) ㄱ. 허영주머니: 허영심이 많은 사람

ㄴ. 돈세탁: 돈을 정당한 것처럼 탈바꿈하는 것

ㄷ. 볼펜똥: 볼펜의 볼에 달라붙은 잉크 찌거기

(12)와 같이 선행명사가 의미 전이를 보이는 경우는 대체로 후행명사

와 [수식어-핵어] 관계를 보이는데, 이때 수식어가 지니고 있는 현저한 

의미 속성이 부각됨으로써 그 의미가 핵어에 대해 ‘은유적으로’ 해석된

다고 볼 수 있다(이찬영 2022: 560 참고). 또한, (13)과 같이 후행명사

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밝혔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명명

(naming)하기 위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명사 연쇄 구성까지 고려하면, 위의 의미 

관계는 일부일 뿐 전체는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관습화된 의미 관계의 목록 정도

로는 이해할 수 있겠다.

34)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특정 맥락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의미 관계가 불규칙한 새

로운 합성명사를 즉흥적으로, 그것도 빈번히 만들어 쓴다. 그러나 그 합성명사 중 사

회적 공인을 얻는 합성명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 상황에서만 의미 해석

이 가능한 불규칙한 합성명사는 사회적 공인을 받을 만한 정보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즉흥적이고 불규칙한 합성명사에서의 의미 관계를 

목록화하기는 어렵다. 반면 사회적 공인을 얻은 대부분의 합성명사는 그 의미 관계

를 어느 정도 목록화할 수 있어 보인다. 어떤 새로운 합성명사가 사회적 공인을 얻

는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합성명사들 중에서 의미와 형태상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들과 연결된다. 그렇게 기존의 합성명사와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합성명사가 쉽게 

망각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합성명사들끼리 

연결됨으로써 등재된 합성명사의 의미 관계 유형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게 된다(채현

식).” (밑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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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미 전이를 보이는 경우 역시도 후행요소의 속성적 의미 중 하나가 

부각됨으로써 선행요소에 결부되어 비유적인 해석이 이루어진다. 즉, 반

투명 유형에 속하는 구성은 해석 상황 즉석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사

상(mapping)하여 획득한 의미를 활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해석 상황 즉석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사상(mapping)하여 획득한 의

미는 곧 구성 요소의 전이된 의미를 말한다. 이처럼 명사의 전이된 의미는 

구성 내에 분포하고 문장에서 홀로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즉석에서 만든 일시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

습화되어 어휘적 의미로 굳어지더라도 제한된 분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가 많다.

(14) ㄱ. -주머니[~로 가득한 사람이나 상태]: 고생주머니, 병주머니, 꾀주머니, 

근심주머니, 허영주머니, 심술주머니, 슬기주머니, …

ㄴ. *허영 가득한 주머니가 쇼핑을 하러 갔다.

ㄷ. *근심이 가득한 주머니를 만났다.

ㄹ. *이 환자는 병이 가득한 주머니입니다.

(14ㄱ)은 ‘주머니’가 구성 내 후행명사 자리에서 의미 전이를 보이는 

예인데, 이때 ‘주머니’는 어느 정도 계열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관습화

된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어휘의 내재적 의미로 인정할 법

한 의미이긴 하지만, 여전히 구성 내에만 존재한다. 예문 (14ㄴ-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이된 의미의 ‘주머니’가 의미론적 논항으로 요

구하는 의미를 보충절을 활용하여 보충해 주었음에도 문장에서 주어, 목

적어, 서술어로 쓰일 때는 ‘주머니’의 전이된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 어색

한 문장이 된다.

이처럼, 명사 연쇄 구성 요소의 전이된 의미가 주로 구성 내에만 나타나

고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있다. 즉, 주로 구성 내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를 가리켜 ‘구성 

의존적 의미’라고 할 것이다. 구성 의존적 의미는 Booij(2010)의 매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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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 interpretation of nouns in compound constructions)에서 착안

한 개념이다. 다음 (15)는 Booij(2010)의 예이다.

(15) 네덜란드어 dol [미친, mad] 

ㄱ. dol-blij 'very happy', dol-gelukkig 'very happy’

ㄴ. [[dol]A [x]Ai]Aj ↔ [very SEMi]j

Booij(2010)에서는 네덜란드어 ‘dol’이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mad’라는 

의미를 갖지만, 구성 내부 요소로 쓰일 때는 ‘very’라는 강화 의미를 지

닌다고 하였다. 즉, 어떤 단어가 복합어에 내포될 때, (15)와 같이 새로

운 ‘매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35)

앞서 언급했듯이, 구성 의존적 의미는 자주 사용되다 보면 관습화될 수도 

있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동일한 의미 전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다수의 

유형을 확보하게 된다면, 때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를 비유적으로 사

상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단 어휘 내항에 그 의미를 저장하는 것이 인지 처리 

측면에서 경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36)

(16) ㄱ. 총알배송: 매우 빠른 배송

ㄱ′. 총알 서브, 총알 송구, 총알슛, 총알차, 총알택시 …

ㄴ. 총알오징어: 덜 자라 크기가 작은 오징어 

(16ㄱ) ‘총알’의 구성 의존적 의미는 ‘총알처럼 매우 빠른’ 정도로 이

해할 수 있고, (16ㄴ) ‘총알’의 구성 의존적 의미는 ‘총알처럼 크기가 작

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총알처럼 매우 빠른’이라는 구성 의존

35) 이런 현상은 별의성(heterosemy)이라고도 불리는데, 다의 어휘 항목들의 특정 해석

들이 형태론적 또는 통사론적인 특정 구성에 결부되는 현상으로 이는 교차언어적인

(cross-linguistic) 현상이라고 하였다(Lichtenberk 1991).

36) 이는 다음 박진호(2010:200)의 견해에 따른 생각이다. “함축을 유발하는 상황이 매

우 빈번히 반복되고 그 때마다 특정 언어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때그때마

다 해당 함축을 연산해 내는 것보다는 해당 함축을 특정 언어요소의 내재적 의미로 

흡수해서 저장(storage)·기억(memory)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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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의 ‘총알’이 선행명사로 쓰인 (16ㄱ′)과 같은 구성이 어느 정도 

유형을 확보하여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통해 이와 같은 구성 의

존적 의미는 비교적 관습화된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16ㄴ) ‘총알’의 

구성 의존적 의미는 즉석에서 추론한 의미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구성 의존적 의미가 관습화되어 어휘 내항에 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구성 내 명사가 다의 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7) 구

성 의존적 의미의 관습화는 일종의 연속선을 이루는데 그 한쪽 끝에 새로운 

은유 표현이 있다면 다른 한 쪽 끝에는 다의어가 위치해 있다(채현식 2016

ㄱ에서 재인용: Gentner et al. 2011: 228). 즉, 즉석에서 추론한 구성 의존

적 의미가 관습화되다 보면 어떤 명사의 내재적 의미로 자리하게 되고 이것

이 결국 다의 분화라는 것이다.

다음 (17-19)은 비교적 관습화된 구성 의존적 의미를 지닌 명사를 축

(pivot)으로 여러 유형을 갖는 구성의 예이다. 이는 김인균(2002)에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예의 일부이다.38)

(17) ㄱ. 소나기땀, 소나기술, 소나기밥, 소나기골, 소나기매, 소나기여행, 소

나기지원, … (한꺼번에 많이 치러 내는 일)

ㄴ. 환경전쟁, 속도전쟁, 경제전쟁, 취재전쟁, 입시전쟁, 취업전쟁, 교통

전쟁, … (극심한 혼란 상태)

ㄷ. 밥주머니, 똥주머니, 병주머니, 고생주머니, 허영주머니, 심술주머니, 

슬기주머니, …(~로 가득한 사람)

ㄹ. 시험지옥, 입시지옥, 지옥취재, 지옥훈련, 지옥길, … (견디기 어려운 

상황)

ㅁ. 규제타령, 사랑타령, 꽃타령, 예산타령, 요금타령, 용돈타령, 돈타령, 

37) 구성 내 명사가 다의 분화했다는 것이 단의어였던 명사가 다의어가 됐다는 뜻은 아

니다. 다의성이 자연 언어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미 다의

어였던 것이 다의어가 된 것도 다의 분화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참고] 단의어는 전문어를 제외한 일상적인 자연 언어에서는 거의 없을 정도로, 단어

가 단 하나의 고정적 의미를 갖지 않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은 자연 언어 단어 의미의 중요한 특성이다(강범모 1999:84, 윤평현 2008: 425).

38) 비유 의미로 쓰인 (17)은 김은혜(2001), (18)은 송원용(2001), (19)은 채현식(2000)

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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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령, 차타령, 옷타령, 아가씨타령, … (자꾸 일삼아 되풀이 하는 

일)

ㅂ. 산허리, 코허리, 말허리, 추녀허리, … (중간 부분)

ㅅ. 황금프로, 황금연휴, 황금시간대, 황금골목, 황금어장, 황금시장, 황

금발, … (고가치)

(18) ㄱ. 물고구마, 물병장, 물사마귀, 물방망이, …

ㄴ. 고양이세수, 고양이걸음, 고양이밥, …

ㄷ. 노루귀, 노루발, 노루걸음, 노루글, 노루잠, …

ㄹ. 황소고집, 황소걸음, 황소바람, 황소울음, …

ㅁ. 여우별, 여우비, 여우콩, …

ㅂ. 무당개구리, 무당거미, 무당게, 무당벌레, …

ㅅ. 폭탄선언, 폭탄발언, 폭탄주, 폭탄증언, …

(19) ㄱ. 신랑감, 며느릿감, 사윗감, 장군감, … (자격을 가준 사람)

구경감, 놀림감, 땔감, 양념감, 안줏감, 웃음감, 장난감, … (대상이 

되는 도구, 사물, 사람, 재료)

ㄴ. 골칫덩어리, 심술덩어리, 애굣덩어리, … (어떤 성질을 가지거나 어

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 사물)

ㄷ. 열등생딱지, 총각딱지, 시보딱지, 계약직딱지, … (어떤 사물에 대한 

평가나 인정)

ㄹ. 교통망, 연락망, 점포망, … (조직, 짜임새)

ㅁ. 사회물, 서울물, 외국물, 미국물, 농촌물, … (어느 장소에서의 경험

이나 영향)

ㅂ. 구김살, 주름살, 눈살, 이맛살, … (주름이나 구김으로 생기는 금)

ㅅ. 교사상, 어머니상, 대통령상, … (모범, 본보기)

(17-19) 구성에서 축이 되는 구성 의존적 의미의 명사는 이전의 연구에

서 ‘단어형성 전용 요소’, ‘의사접사’ 등으로 불렸다. 본고와 마찬가지로 두 

개념 모두 명사 연쇄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의미 전이를 보이는 현상에 주

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조점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두 개념 모두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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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구성 의존적 의미의 명사를 단어와 접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요소로 

본다.39)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어떤 요소의 의미가 특수화되었으며 그 분포

가 단어 내부로 제한적이라는 특성은 접사가 지닌 속성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관습화된 구성 의존적 의미를 지닌 요소를 ‘명사와 접사의 중간

적인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변화의 끝점을 ‘접사’로만 한정하여 관찰한 결

과인 듯하다.40) 구성 의존적 의미를 지닌 요소가 접사로만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도식<2-4>를 살펴보자.

<도식 2-4> 구성 의존적 의미의 변화 방향

구성 의존적 의미의 변화 방향에 대해 도식 <2-4>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41) 우리가 주목하여 관찰하고 있는 과정은 관습

화②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선행 연구에서 염두에 두고 있듯이, 구성 

39) 단어형성 전용 요소는 ‘단어형성 과정에서만 쓰이는 의미’를, ‘의사접사’는 ‘전의된 

의미의 명사가 단어형성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40) 끝점으로 구성 의존성 강화만 고려한다면, ‘단어형성 전용 요소’ 및 ‘의사 접사’의 

수가 과도하게 많을 것이다. 단어형성 전용 요소와 의사 접사는 명사와 접사의 중간

적 요소이지만 이 중에서 통시적으로 언중에게 ‘접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

히 일부일 것이다.

41) 관습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적인 기술에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과도기적 현상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확

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한계 또한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안고 확

정적이지 못한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어느 정도 보편적인 직관에

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맞추어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이 한계에 대해선 좀더 치

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고 후에 수정을 기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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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 의미가 점점 (ㄴ) 방향으로 관습화되면 구성 의존성이 더욱 강해

지면서 접사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습화② 과정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는 (ㄱ) 방향으로 관습화될 수도 있다. 즉, 관습화 과정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가 구성 의존성을 잃고, 분포적 제한이 없더라도 현저

히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관습화② 과정에 있는 구성 의존적 의미를 지닌 요소를 관찰

할 때, (ㄱ), (ㄴ) 방향 모두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구성 의존적 의미를 지

닌 요소 중 철저히 단어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을 골라내 어떤 특별한 지위

를 부여하려고 하기보다는 체계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구성 의존적 의미와 

그 분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술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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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성 의존적 의미의 유발 요인

은유와 환유를 구성 의존적 의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사고 체계 자체가 은유 또는 환유라는 주장에 기대어, 다의 

분화의 주된 요인을 은유와 환유로 본다.42)여러 연구에서 지적한 바대로 은

유와 환유는 매우 포괄적인 인지적 원리이므로 그 구별이 쉽지 않긴 하지

만, 그럼에도 다수의 논의에서 은유와 환유를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43)

(20) 은유와 환유의 개념적 차이44)

ㄱ. 은유와 환유는 다른 종류의 과정이다. 은유는 원칙적으로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유의 중요한 기

능은 이해이다. 반면에 환유는 1차적으로 지시의 기능을 갖는다 Lak

koff&Johnson(1980/노양진·나익주 역 1995: 63-64).

ㄴ. 은유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상적 인지 모델(ICM)45) 또는 틀

(frame)의 병치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환유는 단일 이상적 인지 

모델 또는 틀 내 관계에 그려지는 것이다(Littlemore 2017: 409).

ㄷ. 개념적 환유란 동일한 개념 영역 안에서 인접성을 확보하여 개념적

42) Lakkoff&Johnson(1980/노양진·나익주 역 1995: 21, 68)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 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라고 하며, 우리

의 사고 방식, 경험 대상, 일상 행위 등은 매우 중요한 은유의 문제라고 하였다. 환

유 또한 은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태도, 행동을 구조

화한다고 하였다.

43) Barnden 2010, Dirven and Pörings 2003, Goossens 2003, 박재연 2021: 166 참

고. 해외 논저는 Littlemore(2017: 413)을 재인용한 것이다. 특히, Goossens(2003)에

서는 부분적으로 환유가 실제로 많은 은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환유와 은유를 구

별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며 은환유(metaphtonomy)을 제안한 바 있

다. 여기서는 은유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환유로부터의 은유, 은유 내 환유, 은유 

내에서 탈환유화, 환유 내 은유’를 제시하였다.

44) 밑줄 필자.

45) ICM(Idealized cognitive model 이상적 인지 모델)은 추상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사

람들이 삶에서 ‘전형적인’ 상황에 대해 가지는 것이다. 이는 백과사전적이고, 유연하

며, 다소 특이한데, 사람들이 가진 문화적 지식과 필수적이지 않은 ‘현실 세계’의 반

영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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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저한 실체인 ‘매체(vehicle)’를 통해 또 다른 개념적 실체인 

‘목표(target)’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해 주는 인지적 전략이며, ‘개념

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란 다른 개념 영역 간에 유사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근원영역(source domain)’으로써 추상적인 ‘목

표영역(target domain)’을 개념화하는 인지적 전략이다(임지룡 

2010:24).

ㄹ. 은유는 하나의 영역 모체로 아우를 수 없는 다른 영역모체의 영역들 

사이의 사상인 반면, 환유는 동일한 영역모체 내의 두 하위영역 사

이의 사상이다(김종도 2005: 163).

ㅁ. 일반적으로 환유는 동일한 영역의 인접한 하위 영역에서 인접성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고 은유는 독립된 두 영역에서 유

사성(similarity)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으로 구별된다(박

재연 2014: 5).

(20)을 종합하면, 은유는 서로 다른 영역을 유사성에 기초하여 사상하

는 인지적 과정이고, 환유는 하나의 영역 내에서 인접성에 기초하여 사

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도 위의 주장들을 고려하여, 은

유와 환유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2.3.1. 은유

은유는 ‘원관념과 유사성을 지닌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은유는 시적인 언어 사용의 한 방법으로 

“시의 한 부분”, “비유적 표현” 정도로 정의되며, 언어적 현상의 일부로 인

식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첫째, 은유는 언어적 단어

의 특성이며 둘째, 은유는 예술적·수사적 장치이고, 셋째, 은유는 서로 닮은 

두 가지 실체에 기초를 둔다. 넷째, 은유는 단어에 대한 의식적이고 의도적

인 사용이며 다섯째, 은유는 없어도 괜찮은 것이다(김동환 2013: 142).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Lakoff&Johnson(1980) 이래로, 은유가 수사적 

효과를 위한 일탈적인 말하기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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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는 개념적 차원의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은유는 

경험의 한 영역인 근원영역(source domain)으로써 목표영역(target domain)

을 개념화하는 인지 사상(cognitive mapping)이라는 것이다.

근원영역(source domain) 목표영역(target domain)

여행 사상(mapping) 사랑

여행객 연인

차량 사랑 관계

여행 사랑 관계의 사건

여행 거리 진척, 과정

장애물 난관

길 선택 해야 할 일 선택

여행의 목적지 사랑 관계의 목적

<표 2-3> 개념적 은유 [사랑은 여행이다](LOVE IS A JOURNEY)의 근

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사상(Kövecses 2009: 9)

<표 2-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랑은 여행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

해 각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대응(인지언어학에서는 사상)

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추상적 개념인 ‘사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 이때, (개념적) 은유는 [사랑은 여행이다]라는 사고방식이며, 이러한 사

고가 반영된 언어 표현 ‘우리 관계는 더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We 

aren’t going anywhere).’와 같은 것은 은유적 표현이다.

은유가 언어 현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체계 전반을 아우

르는 개념적인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언어 현상을 관찰하는 입장

에서 개념적 은유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념적 은유 이론의 

본질은 그것이 반영된 언어 표현을 탐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앞서 말한 

[사랑은 여행이다]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적 은유를 찾는 것에 있기 때문이

다(김동환 2013: 189). 우리는 개념적 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긴 

하되, 언어 현상을 관찰하려는 목적에 맞게 은유를 ‘원관념과 유사성을 지

닌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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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은유는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며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것이다.

2.3.2. 환유

환유는 원관념과 인접성을 지닌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지시하는 것

이다. 전통적으로 환유 역시도 문학적 장식물 또는 일탈적인 언어 표현 정

도로 보긴 했지만, 은유와 달리 전통적 견해 내에서 환유를 기술할 때 개념

들을 다루었다. 즉, 환유 표현의 부류를 기술할 때 ‘생산자는 생산품을 대표

한다’, ‘장소는 사건을 대표한다’, ‘장소는 기관을 대표한다’, ‘부분은 전체를 

대표한다’, ‘전체는 부분을 대표한다’ 같은 개념적 관계에 의존하였다(Réka 

Benczes 2006/김동환·이미영 역 2014: 93).

현대 인지언어학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은유와 마찬가지로 환유를 개념

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연구자마다 환유의 개념이 달리 정의되긴 하지만, 

인지언어학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유는 본질적

으로 개념적이며 경험에 근거하고 인접한(contiguous) 요소를 포함하는 것

이다(Littlemore 2017:408).

환유 또한, 언어 현상을 관찰하려는 목적에 맞게 본고에서는 환유를 원

관념과 인접성을 지닌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

고자 한다. 이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동일한 영역에 있는 것이고, 환유는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지시함으로써 더 적은 단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3.3. 번역 차용

다의 분화는 은유와 환유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본 연구가 한국

어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외국어의 영향을 하나의 요

인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번역 차용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비유에 의해 다의 확장을 거친 외국어가 번역 차용되면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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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어휘 항목이 결과적으로 다의어가 된다는 것이다.

(21) 번역 차용에 의한 다의 확장 과정

ㄱ. 영어에서 다의 확장: 풀, 나무, 산과 초록색(green)의 색채 유사성에 

기초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을 생각하는’ 정도의 의미가 분화되었을 

것.

� green politics(환경을 생각하는 정치), green movements(자연

보호 운동), green cars(친환경 자동차)

ㄴ. 한국어에서 다의 확장: ‘친환경적인, 자연을 생각하는’ 정도의 의미

를 지닌 영어 ‘green’이 ‘녹색’으로 번역 차용되면서, 색깔만을 의미

하던 ‘녹색’이 다의어가 됨.

(21ㄱ)과 같은 비유에 의한 다의 분화 과정을 인정하지만, 차용 이전

에 분화된 것이므로 한국어 내에서 발생하는 다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에선 (21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즉, 한국어에서 ‘녹색’이 

다의어가 된 요인은 번역 차용 곧 외국어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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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사 연쇄 구성에서 다의성을 띠는 선행명사

명사 연쇄 구성에서 다의성을 띠는 선행명사는 명사 연쇄 구성에서 구

성 의존적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선행명사를 말한다. 아래 (22) 구성의 

‘총알’을 예로 들 수 있다.

(22) 총알배송

ㄱ. 총알을 배송하는 것 [지시적 의미]

ㄱ′. 그는 군사 훈련에서 총알배송을 도맡았다.

ㄴ. 매우 빠른 배송 [구성 의존적 의미]

ㄴ′. 오후 두 시 전까지 주문하면 물건을 총알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

구성 의존적 의미는 곧 어떤 의미에서 전이된 의미라는 점에서 구성 의존

적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명사는 필연적으로 다의성을 띠기 때문이다. 다만, 

구성 의존적 의미의 분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다의성은 특정한 자리에

서만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구성 의존적 의미는 명사 연쇄 구

성에 매인 의미이므로, 선행명사 자리에서만 다의성을 띠는 명사와 후행명

사 자리에서만 다의성을 띠는 명사를 각각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 장에서는 선행명사 자리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로 나타날 수 있

는 명사 곧 선행명사 자리에서만 다의성을 띠는 명사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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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상 명사의 목록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명사는 다음 (23)의 ‘유리’와 같이 명사 연쇄 

구성 내 N1 자리에서 구성 의존적인 의미를 보이는 명사이다.

(23) ㄱ. 유리[‘유리’ 실체]: 유리구슬, 유리그릇, 유리 벽, 유리잔, 유리 제품

ㄴ. 유리[깨지기 쉬운, 약한]: 유리 멘탈, 유리 몸, 유리 어깨, 유리 팔46)

ㄷ. 유리[투명한]: 유리 봉투, 유리 지갑, 유리 테이프47)

(23)의 명사 연쇄 구성은 N1이 모두 ‘유리’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유리’가 표의하는(denote)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23ㄱ)의 유리는 ‘투명하고 단단하며 잘 깨지는 속성을 가진 물질’의 

실체를 의미하고 (23ㄴ)은 유리의 ‘잘 깨지는 약한 속성’을 (23ㄷ)은 유

리의 속이 비치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때, ‘유리’는 (23ㄱ)과 같이 실체

를 지시하는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이지만, 명사 연쇄 구성 내 N1 

자리에서 (23ㄴ-ㄷ)과 같이 어떤 실체의 속성을 의미하는 구성 의존적 

쓰임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 3-1>은 본 연구의 대상 N1 목록으로, 위 (23) ‘유리’와 같

이 명사 연쇄 구성 내 N1 자리에서 구성 의존적인 의미를 보이는 명사

들이다.

46) <우리말샘> 뜻풀이 (밑줄 필자)

유리 멘탈: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멘털이라는 뜻으로, 대범하지 못한 성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리 몸: 부상이 잦은 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리 어깨: 야구에서, 던지는 힘이 약한 선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리 팔: 야구에서, 매우 약하여 자주 부상을 당하는 투수의 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7) <우리말샘> 뜻풀이 (밑줄 필자)

유리 지갑: 수입이 다 드러나 있는 봉급생활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리테이프: 접착면이 얇고 투명하여 반대 면이 비치는 접착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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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구성 의존적 의미 명사 연쇄 구성 �

강철- 매우 강하고 튼튼한
강철 멘탈, 강철 인간, 강철 턱, 강철 

체력, 강철 위장, 강철 피부, 강철 무릎

게릴라- 갑작스러운
게릴라 유세, 게릴라 인터뷰, 게릴라 

산불, 게릴라 할인, 게릴라 특가

골수- 중심적인, 골몰한
골수 우파, 골수 좌파, 골수 운동권, 

골수팬

곰보- 모양이 울퉁불퉁한 곰보 유리, 곰보 철판, 곰보천, 곰보판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거나,

그렇다고 인정하는
국민가수, 국민엠씨, 국민개그맨

깨알- 작은, 실속있는
깨알 웃음, 깨알 재미, 깨알 힌트

깨알정보, 깨알팁, 깨알제보, 깨알자랑

꼬마- (크기가) 작은 꼬마김밥, 꼬마빌딩, 꼬마전등, 꼬마전구

꽃- 아름다운, 멋진 꽃미남, 꽃미녀, 꽃중년, 꽃할배, 꽃할매

꿀-
가성비 좋은 꿀근무지, 꿀강의, 꿀보직, 꿀알바

강조 꿀재미

냄비- 쉽게 끓어오르는 냄비근성, 냄비언론, 냄비여론

냉장고- 시원한
냉장고 

{바지/팬티/속옷/섬유/셔츠/원피스}

녹색- 친환경적인 녹색 가전, 녹색 개발, 녹색 에너지

대포- 불법의, 차명(借名)의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계좌, 대포차

똥- 별로인, 저품질의
똥고집, 똥군기, 똥볼, 똥멍청이

똥차, 똥캐, 똥컴, 똥손, 똥매너,

랜선- 인터넷상의
랜선 남친, 랜선 맘, 랜선 실세, 랜선 

애인

마약- 중독성 있는 마약팬츠,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먹- 먹같이 어두운 색깔의 먹감, 먹도미, 먹구렁이, 먹치마, 먹구름

모태- 타고난, 처음인 모태솔로, 모태배우, 모태미녀, 모태비만

무당- 알록달록한 무당개구리, 무당거미, 무당게, 무당벌레

무지개- 알록달록한, 다양한 무지개떡, 무지개송어, 무지개 옵션

물-
쉬운 물면허, 물수능, 물시험, 물수학

효과 없는 물주먹, 물백신,  

번개- 매우 빠른 번개 건축, 번개 골, 번개 쇼핑, 번개슛

불- 어려운 불수능, 불시험, 

살인- 매우 혹독한 살인 더위, 살인 물가, 살인스케줄

소나기- 갑자기 많이 소나기땀, 소나기술, 소나기밥, 소나기골

송곳- 뾰족하고 날카로운 송곳검증, 송곳질의, 송곳질문, 송곳패스

식물- 무력한 식물대통령, 식물국회, 식물인간

실- 얇은 실개천, 실골목, 실구름, 실국수, 실눈

<표 3-1> 대상 단어 목록-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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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작은 아들덩굴, 아들 바퀴, 아들벼, 아들이삭

안방-
(스포츠) 홈 지역 안방 경기, 안방 관중, 안방팀, 안방 팬

집 안 안방극장

여우- 잠깐 여우 눈, 여우별, 여우비, 여우불

유리-
약한 유리몸, 유리멘탈, 유리어깨

투명한 유리지갑, 유리봉투, 유리테이프

인생- 인생에서 제일인 인생게임, 인생곡, 인생골, 인생 맛집

자연-
저절로 자연 건조, 자연 분해, 자연치유

본래 자연 면역, 자연 미남, 자연 미인

장롱- 활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장롱달러, 장롱면허, 장롱예금, 장롱폰

좁쌀- 좀스러운, 작은 좁쌀눈, 좁쌀땀, 좁쌀영감, 좁쌀정치

찰떡-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 찰떡 코디, 

처녀- 처음의, 첫
처녀 출판, 처녀 등정, 처녀비행, 처녀 

우승

칼- 정확하며 신속한 칼퇴근, 칼출근, 칼대답, 칼송금

폭풍- 매우 많이, 강조 폭풍감동, 폭풍칭찬, 폭풍애교, 폭풍수다

해적- 불법 복제의 해적판, 해적방송, 해적CD, 해적파일

핵- 강조 핵짜증, 핵재미

황금- 고가치의 황금연휴, 황금주식, 황금채널

회색- 중간의, 모호한 회색분자, 회색파, 회색선전

흑색- 허위적인, 모략을 담은 흑색광고, 흑색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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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행명사의 구성 의존적 의미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구성 의존적인 의미를 획득하여 결과적으로 다의 

현상을 보이는 선행명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의 뜻풀이를 

기준으로 삼아 다수에게 통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미를 확인하고, 명

사 연쇄 구성의 용례를 분석하여 구성 의존적 의미를 보이는 구성 내 의미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살펴보자.

� 녹색

(24) ‘녹색’의 사전 뜻풀이

ㄱ. ≪표대≫

① 파랑과 노랑의 중간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 =초록색.

②『미술』 기본색의 하나. 먼셀 표색계에서는 0.1G 5.2/6.2에 해당한

다.

ㄴ. ≪고려대≫

① 청색(靑色)과 황색(黃色)의 중간색.

② 기본색의 하나. 먼셀 표색계에서는 5G 5/10에 해당한다.

ㄷ. ≪연세≫

① 파랑과 노랑의 중간 색깔.

② 자연 환경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일.

(24)의 사전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녹색’은 주로 지시적인 의

미인 [초록색]을 뜻한다. 이와 같은 지시적 의미는 명사 연쇄 구성 내에

서도 드러날 수 있고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때도 드러날 수 있다.

(25) ㄱ. 녹색등(綠色燈), 녹색미(綠色米), 녹색비둘기, 녹색섬광48), 녹색시49)

48) ≪우리말샘≫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햇살 가운데 긴 파장의 빛보다 짧은 파장의 

빛이 크게 굴절하여 해의 위쪽 테두리에 몇 초 동안 보이는 녹색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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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녹색이 많아 그런지 답답한 느낌이 없었다.

ㄷ. 겉잎이 연한 녹색을 띠고 있다.

그러나,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는 ‘녹색’이 [초록색]뿐만 아니라 또 다

른 의항을 갖기도 한다. 다음 (26-27) 명사 연쇄 구성에서 선행명사 

‘녹색’이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 살펴보자.

(26) 녹색-[초록색 신고 용지>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ㄱ. 녹색납부, 녹색납세, 녹색법인, 녹색업체

ㄴ. 녹색신고: 행정 납세자가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자

진 신고하여 납세하는 일. 납세 신고 용지가 녹색인 데서 비롯된 

말이다.

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전번 신고에서 누락, 혹은 불성실한 신

고를 한 업체의 재신고를 허가하겠다고 말하고 녹색신고를 성실히 

하지 못한 업체도 다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매일

경제 1966년 8월≫50)

먼저, (26ㄱ)은 1960년대에 시행된 세액을 자진 신고하여 납세하게끔 

하는 제도인 (26ㄴ) ‘녹색신고’를 근거 단어 삼아 형성된 구성들이다. 근

거 단어 ‘녹색신고’의 ‘녹색’은 [초록색 납세 신고 용지]를 표의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26ㄱ)구성 내 ‘녹색’의 의미는 [세금을 자진 신

고하는] 정도의 의미로 재분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대략 50년 

전만 해도 현저한 구성 의존적 의미였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녹색신

고’ 제도 자체가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

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가 소멸했다고까지 하긴 어렵지만, (26ㄱ) 구성

에서 ‘녹색’의 의미를 위와 같이 파악하기 위해선 즉석에서 추론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시적으로 녹색의 의항으로 ‘세금을 자진 신

고하는’은 인정되지 않는다.

49) ≪우리말샘≫ 모든 물체가 녹색으로 얇게 착색되어 보이는 시각 장애.

50) 띄어쓰기 필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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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7)은 ‘녹색’이 [친환경적인]이라는 용법으로 쓰인 예이다.

(27) 녹색-[친환경적인, 자연을 보호하는]

ㄱ. 녹색가게, 녹색가전, 녹색건물, 녹색공간, 녹색빌딩,

녹색상품, 녹색세제, 녹색식품, 녹색신문, 녹색제품

ㄴ. 녹색교통, 녹색기술, 녹색기업, 녹색도시, 녹색물류, 

녹색보험, 녹색복지, 녹색사회, 녹색산업, 녹색에너지, 

녹색전력, 녹색화학, 녹색환경

ㄷ. 녹색개발, 녹색건축, 녹색경영, 녹색구매, 녹색성장, 

녹색생활, 녹색소비, 녹색운전, 녹색인쇄, 녹색정치, 녹색투자

(27ㄱ)과 같이 구체명사 앞에 붙을 수도 있고, (27ㄴ)과 같이 추상명

사 앞에 붙을 수 있으며, (27ㄷ)과 같이 서술성 명사 앞에 붙을 수도 있

다. 이때 ‘녹색’은 (27ㄱ-ㄴ) 구성에서는 [친환경적인]이라는 의미로 후

행명사를 수식하고, (27ㄷ) 구성에서는 [친환경적으로]이라는 의미로 후

행명사를 수식한다. 관형사적 쓰임인지, 부사적 쓰임인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친환경]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녹색’이 색채의 유사성에 기반한 의미인 [자연]에서 확

장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외국어의 영향 곧 번역 차용이 더 직접적

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7)의 ‘녹색’은 ‘그린’과 경쟁 관계

에 있기 때문이다. 

(28) 그린-[친환경의]

ㄱ. 그린리더십51), 그린빌딩52), 그린에너지, 그린컴퓨터53), 그린프로젝

트54)

51) ≪우리말샘≫ 고유가, 기후 변화 협약 문제, 식량 및 원자잿값 폭등, 에너지 안보 

문제 따위의 국제적인 환경과 관련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

자로서의 능력.

52) ≪우리말샘≫ 설계부터 철거까지의 전 과정이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되는 건물.

53) ≪우리말샘≫ 환경 보호 기능을 강화한 컴퓨터. 전력을 적게 소모하도록 설계되며 

재활용 가능 소재를 많이 사용하여 제작된다.

54) ≪우리말샘≫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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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녹색리더십, 녹색빌딩, 녹색에너지, 녹색컴퓨터, 녹색프로젝트

ㄴ. 그린상품, 그린소비자, 그린제품, 그린주택

ㄴ′. 녹색상품, 녹색소비자, 녹색제품, 녹색주택

(28ㄱ)과 같이 ‘그린’은 주로 외래어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

만, (28ㄴ)과 같이 한자어와도 결합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린’은 (27)의 

‘녹색’과 대치하여 쓸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명사 연쇄 구성 내 ‘녹색’의 의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29) 명사 연쇄 구성 내 ‘녹색’의 의항들

① 초록색

② 친환경적인(eco-friendly)

③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1960년대~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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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30) ‘꿀’의 사전 뜻풀이

ㄱ. ≪표대≫

① 꿀벌이 꽃에서 빨아들여 벌집 속에 모아 두는, 달콤하고 끈끈한 

액체. 그 성분은 대부분 당분(糖分)이며 식용하거나 약으로 쓴다.

ㄴ. ≪고려대≫

① 꿀벌이 꽃에서 빨아들여 벌집에 저장하여 둔 매우 달콤하고 끈끈

한 액체. 영양가도 높고 약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ㄷ. ≪연세≫

① 꿀벌이 꽃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벌집 속에 모아두는 달고 끈끈한 

액체, 또는 그 액체를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한 것.

(30)의 사전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꿀’은 주로 지시적인 의미

인 [실체로서의 ‘꿀’]을 뜻한다. 지시적 의미인 [실체로서의 ‘꿀’]은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도 드러날 수 있고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때도 드

러날 수 있다.

(31) ㄱ. 꿀가르게55), 꿀곽56), 꿀농사, 꿀단지

ㄴ. 꿀떡, 꿀물, 꿀빵, 꿀차 [꿀이 재료인 음식]

ㄷ. 꿀이 매우 달콤하다.

ㄹ. 와플에 꿀을 듬뿍 뿌려 먹었다.

그러나,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는 ‘꿀’이 지시적인 의미뿐 아니라 또 다른 

의항을 갖기도 한다. 명사 연쇄 구성의 선행명사 자리에서 보이는 ‘꿀’의 다

양한 용법을 살펴보자.

먼저, (32)에서 ‘꿀’은 꿀의 맛이 달콤하다는 속성이 활성화된 의미로 

55) ≪우리말샘≫ 『농업』 벌집이나 벌통에서 꿀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구.

56) ≪우리말샘≫ 벌통에서 떠낸 꿀을 모아 담는 큰 통. 보통 굵고 긴 통나무를 가로누

이고 속을 파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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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예로, [맛이 꿀처럼 달고 좋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32) 꿀-[맛이 꿀처럼 달콤한]

꿀고구마, 꿀꽈배기, 꿀딸기, 꿀사과, 꿀수박, 꿀참외, 꿀토마토

(33) ㄱ. OO사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에서 당도가 높고 과즙이 뛰어

나 ‘꿀사과’로 불린다.≪대구신문 2018년 1월≫

ㄴ. 보통 수박보다 당도가 훨씬 높고 재배기간이 짧은 속칭 「꿀수박」이 

개발돼 농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연합뉴스 1991년 7월≫

이때, (32)는 (31ㄴ) 구성과 그 내부구조가 ‘꿀+([음식] 명사)’라는 

점에서 같지만, (31ㄴ)은 꿀이 재료로 쓰인 음식이며 (32)는 실제로 꿀

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31ㄴ) 역시

도 각각을 ‘꿀처럼 단 떡’, ‘달콤한 물’, ‘달콤한 빵’, ‘달콤한 차’로 해석 

가능하다. 구성 의존적 의미를 지닌 명사의 다의성이 결국 명사 연쇄 구

성 전체의 의미를 다의적으로 해석하게끔 이끈 것이다.

(34)의 ‘꿀잠’은 ‘단잠’을 근거 단어로 하여 유추적으로 형성된 단어로 

보인다.

(34) 꿀-[정서적 느낌으로 달콤함]

꿀잠, 꿀낮잠, 꿀음색, 꿀목소리, 꿀성대

(35) ㄱ. 꿀잠을 위해서는 침실 온도 24도 이하, 습도 약 50%의 쾌적한 환경

을 유지하고 뒤척임을 방해하지 않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서울신문 2015년 4월≫

여기서 ‘꿀’은 ‘편안하고 포근하다’ 정도의 [정서적 느낌으로서 달콤함]을 

의미한다. (34)에 실린 구성 내 ‘꿀’ 역시도 [정서적 느낌으로서 달콤함] 정

도를 의미하는데, 이때 ‘꿀’은 더 추상화되어 [좋은] 정도로 느껴지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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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6)은 ‘꿀’이 비교적 추상화된 의미인 [좋은] 정도로 쓰이는 구

성의 용례이다.

(36) 꿀-[좋은]

ㄱ. [좋은]:

꿀가격, 꿀궁합, 꿀날씨, 꿀맛, 꿀매물, 꿀방법, 꿀자리, 꿀주말,

꿀정보, 꿀조합, 꿀좌석, 꿀팁, 꿀편집, 꿀휴가, 꿀휴무, …

ㄴ. [가성비가 좋은]: 

꿀강의, 꿀교양, 꿀근무지, 꿀대진, 꿀보직, 꿀알바, 꿀직장, …

(37) ㄱ. 뚜렷한 음악 색깔과 함께 대중성까지 겸비하며 ‘믿고 듣는’ 가수로 

떠오르고 있는 두 사람이 ‘꿀조합’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엑스포

츠뉴스 2015년 11월≫

ㄴ. 국세청은 19일 연말 정산 시 납세자가 알아 둬야 할 꿀팁을 공개했

다.≪서울경제 2016년 10월≫

(38) ㄱ. 이들은 ‘학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쉽게 고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꿀강의’를 찾는 것이다.≪매일경제 2016년 7월≫

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은 일반인보다 ‘꿀보직’에 배치받을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6년 9월≫

‘꿀’이 좋고 나쁨을 따져볼 수 있는 후행명사 앞에 붙어 [긍정]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꿀’이 ‘방법, 정보, 팁’ 앞에 붙어 그것의 유용

성 측면에서 [좋다]는 의미를 더해 주고, ‘궁합, 조합’ 앞에 붙어 그것의 관

계 측면에서 [좋다]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57)

그런데, 여기서 (36ㄴ) 구성의 ‘꿀’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38)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36ㄴ) ‘꿀’은 단순히 [좋다]

는 의미라기보다, ‘투입하는 노력, 시간 등에 비해 이득이 커서 좋다’는 

의미이다. [가성비가 좋은]이라는 의미의 ‘꿀’이 선행명사인 (36ㄴ) 구성

이 어느 정도 계열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은]이라는 

57) [좋다]라는 의미의 ‘꿀’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다.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꿀「007」매우 뛰어나거나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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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관습화된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의미를 별개의 의항

으로 인정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긍정]의 의미를 더하는 ‘꿀’은 더 나아가 단순히 [강조]의 의미만을 

더하기도 한다.

(39) 꿀-[단순 강조]

꿀공감, 꿀귀염, 꿀만족, 꿀명당, 꿀이득, 꿀인정,

꿀재미, 꿀행복, 꿀혜택, …

주로, 후행명사에 대해 [+긍정]의 방향으로 그 정도가 강하다는 의미를 

덧붙여 준다. ‘꿀명당’은 ‘좋은 장소’라는 의미의 ‘명당’에 ‘꿀’이 붙어 ‘아주 

좋은 장소’를, ‘꿀이득’은 ‘보탬이 되는 이익’이라는 의미의 ‘이득’에 ‘꿀’이 

붙어 ‘매우 보탬이 되는 이익’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꿀공감, 꿀만족, 꿀

귀염’에서 ‘꿀’은 ‘공감, 만족, 인정’과 같은 서술성 명사 앞에서도 ‘매우, 아

주’ 정도의 강조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꿀’처럼, 지시적인 의미의 명사가 다른 명사 앞에 붙어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또 다른 예로 ‘핵’을 들 수 있다.

(40) 핵-[단순 강조]

ㄱ. [+긍정]: 핵감동, 핵공감, 핵귀염, 핵만족, 핵명당, 핵이득, 핵인정, 

핵재미

ㄴ. [+부정]: 핵불편, 핵소름, 핵우울, 핵잔소리, 핵진상, 핵짜증, 핵피곤

(41) ㄱ. 핵덥다-핵춥다

공항 밖을 나가니 핵덥다.

오늘 핵춥다고 해서 패딩을 입고 나갔다.

ㄴ. 핵비싸다-핵싸다

쿠키가 맛있긴 했는데 핵비싸서 못 사왔어.

바나나 한 송이에 2000원이라니 핵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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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핵좋다-핵싫다

주말에 친구와 분위기가 핵좋은 카페에 다녀왔다.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하기 핵싫다.

‘핵’은 ‘꿀’보다 다양한 어기를 취한다. (40ㄱ)처럼 [긍정]의 의미를 담

은 명사에 붙어 [+긍정]의 방향으로 [강조]의 의미를 더하기도 하고, 

(40ㄴ)처럼 [부정]의 의미를 담은 명사에 붙어 [+부정]의 방향으로 [강

조]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또한, (41)에서처럼 용언에도 결합하여 

‘긍정, 부정’과 관계없이 ‘매우, 아주’ 정도의 강조 의미를 더하는 용법으

로도 쓰인다.

‘꿀’과 ‘핵’의 [단순 강조] 용법은 명사의 지시적 의미는 완전히 탈색되고 

[강조]라는 아주 추상적인 의미만 남게 되었을 때 쓰일 수 있는 용법이다. 

이와 같은 쓰임은 의미의 구성 의존성이 강력한 용법이다. 고도로 추상화되

어 어휘적 의미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립적 쓰임을 기대하긴 어

렵기 때문이다. 즉, [강조]의 ‘꿀’은 의미 투명성을 완전히 잃고 구성 의존성

이 비교적 강한 용법이라는 점에서 훗날 접사로 인정될 만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선영(2017: 413)에서도 [강조]의 ‘꿀’을 ‘핵-’이나 ‘개-’처럼 강조 

접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되, 아직 접사화된 것은 아니고 접사로의 

변화 가능성을 지닌 요소로 보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명사 연쇄 구성 내 ‘꿀’의 의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42) 명사 연쇄 구성 내 ‘꿀’의 의항들

① 지시적 의미의 ‘꿀’

② 달콤한

③ 가성비가 좋은 (투입할 노력이 적어도 되는)

④ 좋은

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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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의 의항들은 가족유사성(familiy resemblance)을 보인다. ‘꿀’이 

보이는 다양한 용법 중 [꿀]과 [달콤하다]가 유사하고, [달콤하다]와 

[좋다]가 유사하지만 [꿀]과 [좋다] 사이의 유사성은 비교적 약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꿀]과 [강조] 사이의 유사성은 더더욱 느껴지지 않

는다. 이는 아래와 같은 확장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식 3-1> 명사 연쇄 구성의 선행명사 ‘꿀’의 의미 확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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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43) ‘꼬마’의 사전 뜻풀이

ㄱ. ≪표대≫

① 어린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② 조그마한 사물을 귀엽게 이르는 말.

③ 키가 작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ㄴ. ≪고려대≫

① ‘어린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②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크기가 작은 것.

③ 키나 몸집이 작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ㄷ. ≪연세≫

① (귀엽게 이르는 말로) 어린아이.

②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린 사람.

③ ['꼬마 ~'의 꼴로 써서] 크기가 작은 것.

(43)의 사전 뜻풀이 중, ‘꼬마’의 원형적인 의미는 [어린 아이]라는 지

시적 의미일 것이다. 뜻풀이에 제시된 다른 의항들은 지시적 의미의 일

부 속성이 부각된 속성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지시적인 의미가 

먼저 있고 그것의 속성이 부각된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이다.

‘꼬마’의 [어린 아이]라는 지시적인 의미는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도 드러

날 수 있고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때도 드러날 수 있다.

(44) ㄱ. 꼬마산타, 꼬마농부, 꼬마요리사, 꼬마작곡가, 꼬마해녀

ㄴ. 놀이터 의자에 꼬마가 앉아있다.

ㄷ. 길에서 옆집에 사는 꼬마를 만났다.

위와 같은 지시적 의미 외에도, ‘꼬마’는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크기가 

작은]과 같은 속성적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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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ㄱ. 꼬마게, 꼬마고구마, 꼬마귤, 꼬마돼지, 꼬마마늘, 꼬마새우,

꼬마양배추, 꼬마전복, 꼬마주꾸미, 꼬마참외, 꼬마호박, …

ㄴ. 꼬마간식, 꼬마군밤, 꼬마김밥, 꼬마김치, 꼬마만두,

꼬마붕어빵, 꼬마육포, 꼬마주먹밥, …

ㄷ. 꼬마기차, 꼬마빌딩, 꼬마전등, 꼬마전구, 꼬마등, 꼬마배, 꼬마버스, 

꼬마병, 꼬마역, 꼬마음료, 꼬마열차, 꼬마로켓, 꼬마소방차,

꼬마뱅크, 꼬마SUV, 꼬마공원, 꼬마비행기, 꼬마빌딩, …

‘꼬마’는 (45ㄱ)과 같이 동․식물 명사 앞에 붙을 수도 있고, (45ㄴ)과 

같이 음식 명사 앞에 붙을 수도 있으며, (45ㄷ)과 같이 무생물 명사 앞

에 붙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구성에서 ‘꼬마’는 핵명사(후행명사)의 크

기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보다 작다는 의미를 더한다. 이러한 의미

적 특성에 비롯하여 [크기가 작은]의 용법으로 쓰이는 ‘꼬마’는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명사 모두에 결합할 수 있다.

‘꼬마[크기가 작은]’와 같은 용법은 생산성이 높아 현저히 인식되기 때문

인지 ≪고려대≫, ≪연대≫에 별도의 의항으로 실려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전 모두에서 의미의 분포와 관련된 제약 정보를 함께 실었다는 것이다. 

즉,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놓이는 명사 연쇄 구성에서 선행요소로 쓰일 때만 

위와 같은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실린 이러한 정보는 어

떤 명사가 구성 내에서만 갖는 특정한 의미가 즉, 구성 의존적 의미가 존재

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52 -

� 칼

(46) ‘칼’의 사전 뜻풀이

ㄱ. ≪표대≫

①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 날과 자루로 이루어져 

있다.

ㄴ. ≪고려대≫

① 금속의 한쪽 또는 양쪽 모서리에 날을 세워 어떤 대상을 깎거나 

베거나 썰거나 찌르는 데 쓰는 연장.

ㄷ. ≪연세≫

① 물건을 베거나 깎거나 써는 데 쓰는, 날이 날카로운 도구.

(46)의 사전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칼’은 주로 지시적인 의미

인 [실체로서의 ‘칼’]을 뜻한다. 지시적 의미의 ‘칼’은 명사 연쇄 구성 내 

요소로 쓰일 수도 있고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47) ㄱ. 칼금, 칼끝, 칼날, 칼솜씨, 칼싸움, 칼자국, 칼자루, 칼집, 칼춤

ㄴ. 상자에 칼이 들어 있으니 조심해라.

ㄷ. 서랍에서 칼을 꺼내어 사과를 깎았다.

‘칼’은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비유적 확장을 겪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

다. 먼저, ‘칼’은 구성 내에서 [날카로운]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다음 

(48) 구성을 보자.

(48) 칼-[빳빳한, 날카로운]

칼능선, 칼주름, 칼발, 칼벼랑, 칼콧대

다음으로 (49)의 ‘칼’은 [날카로운]이라는 의미에서 확장된 듯한 [정

확한]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날카로움→예리함

→정확함’ 정도의 확장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의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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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칼-[정확한] 

ㄱ. 칼퇴근, 칼출근, 칼군무, 칼제구, 칼박수, 칼정답

ㄴ. 칼답/칼대답, 칼업데이트, 칼거절, 칼결정, 칼종료, 

칼차단, 칼삭제, 칼입금, 칼출금, 칼정산, 칼탑승

(50) ‘칼같다’의 사전 뜻풀이

ㄱ. ≪우리말샘≫ 칼같다

① 마음이나 의지, 약속 이행 따위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다.

ㄴ. ≪고려대≫ [관용구] 칼 같다

① (바람이) 몹시 차다.

② (말 따위가) 정곡을 찌르다.

ㄴ. ≪연세≫ 칼 같다

① 바람이 몹시 차다.

② (말이) 정곡을 찌르다.

‘칼’의 의미적 속성 중 (49)와 같은 속성적 의미가 구성 내에서 현저

해지면서 ‘칼같다’의 맥락 중립적인 의미로 자리잡게 된 듯하다. 이는 꽤 

관습화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50)에서와 같이 현저한 의미를 사전에

서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추론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명사 연쇄 구성 내 ‘칼’의 의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51) 명사 연쇄 구성 내 ‘칼’의 의항들

① 사물로서의 ‘칼’

② 모양이 날카로운, 날렵한

③ 정확한

④ 신속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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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명사 연쇄 구성에서 다의성을 띠는 선행명사의 

특성

이 절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에서 다의성을 띠는 선행명사의 의미적 특성

과 통사적 특성에 대해 밝힐 것이다. 이때, 명사 연쇄 구성에서 다의성을 

디는 선행명사는 곧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이는 선

행명사를 가리킨다. 본 논의에서는 어떤 명사가 구성 의존적 의미를 획득하

는 것을 다의 분화로 보기 때문에,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이는 명사는 필연

적으로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3.1. 의미적 특성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띠는 선행명사의 의미적 특성은 몇 가지 명사를 대

상으로 구성 의존적 의미를 상세히 기술한 3.2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3.3.1에서는 3.2에서 확인한 여러 의미적 특성 중 특징적인 것

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띠는 선행명사는 주로 지시적 의미에서 전이

된 속성적 의미로 쓰이며 후행명사를 수식한다.

(52) ㄱ. 냉장고: 식품 등을 차갑게 저장하기 위한 장치.

ㄴ. 냉장고-[시원한 소재의]: 

냉장고바지, 냉장고팬티, 냉장고섬유, 냉장고셔츠, 냉장고원피스

(53) ㄱ. 송곳: 작은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도구.

ㄴ. 송곳-[뾰족하고 날카로운]: 

송곳검증, 송곳질의, 송곳질문, 송곳패스

(54) ㄱ. 좁쌀: 노랗고 알이 작은 곡식

ㄴ. 좁쌀-[작은, 좀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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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눈, 좁쌀땀, 좁쌀영감, 좁쌀정치

(55) ㄱ. 먹: 검은 물감을 만드는 재료

ㄴ. 먹-[먹같이 어두운 색깔]

먹감, 먹도미, 먹구렁이, 먹치마, 먹구름

어쩌면 위와 같은 특성은 선행명사이기 때문에 갖는 특성일 수도 있다. 

명사 연쇄 구성의 선행명사가 속성적 의미로 쓰이며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어왔다. 명사 연쇄 구성의 선행명사

의가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며 지시 대상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주로 명사 연쇄 구성 내 요소 사이에 관형격 조사 ‘의’의 

실현 여부와 관련한 논의에서 언급되었다. 한정 수식 관계를 이루는 명사 

연쇄 구성 내에 관형격 조사 ‘의’의 실현을 불허하는 경우, 선행명사 N1은 

주로 지시 대상의 속성을 가리킨다고 하였다(최경봉 1998, 정희정 2000).

(56) ㄱ. 강물, 개다리, 우리나라

ㄴ. 소금물, 보리차, 실바람, 시멘트바닥, 영어책

(57) ㄱ. 강의 물: 전체와 구성소(강의 일부로서의 물)

강물: 속성과 대상(흐르는 물의 종류)

ㄴ. 시멘트바닥: 속성(재료)과 대상(목적물)

*시멘트의 바닥 (불가능)58) [최경봉(1998: 235)의 예]

또한, 정희정(2000)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에서 N2가 N1의 한 부분을 나

타내는 의미 관계일 경우,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지시 대

상이 실체 또는 행위나 상태인 [관형성1] 자질을 가진 명사로 보고, 같은 명

사는 지시 대상이 대상의 속성인 [관형성2] 자질을 가진 명사라고 하였다.59)

58) 예문 (56)과 (57)은 최경봉(1998: 235)의 (26)과 (27-28)을 재구성한 것이

다. (56)의 경우 원문의 예 목록은 수정하지 않았고, 중심어(N2)와 속성어(N1) 

사이에 포함 관계가 형성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ㄱ, ㄴ으로 분류하였다. ㄱ은 포

함 관계, ㄴ은 포함 관계가 아니다. (57)의 경우는 원문에서 의미 관계 관련한 

내용만 추려 실었다.

59) 정희정(2000: 39-44)에서는 명사의 의미로 인한 통사적인 특성을 명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로 보고, 명사는 [명사성], [관형성], [부사성], [서술성], [문법소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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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띠는 선행명사 하나에 속하는 구성 의존적 

의미는 하나가 아니다.

의미는 유연한 것이므로 언제든 확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명사가 지

닌 다양한 속성이 후행명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방사형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고, 또한 현저하게 인식되는 구성 의존적 의미가 연쇄적으로 변화를 

거치며 프로세스형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다음은 ‘깨알’의 방사형 의미 

확장 과정과 ‘꿀’의 프로세스형 의미 확장 과정을 도식으로 그려낸 것이다.

<도식 3-2> ‘깨알’의 방사형 의미 확장 과정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모든 명사는 명사구의 핵이 될 수 있는 

자질인 [명사성]뿐만 아니라 [관형성]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하였고, 경우에 

따라 [부사성], [서술성], [문법소성]도 함께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관형성]을 명사

가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자질 중 하나로 본 이유는 [관형성] 자질을 지시 대상

이 ‘실체 또는 행위나 상태’인 [관형성1] 자질과 지시 대상이 ‘속성’인 [관형성2] 자질

로 하위 분류하여 모든 명사의 관형적 쓰임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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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3-1> 명사 연쇄 구성의 선행명사 ‘꿀’의 의미 확장 과정

셋째,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띠는 선행명사의 구성 의존적 의미는 소멸할 

수도 있고, 구성 의존성의 정도와 관련하여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모

든 단어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구성 의존적 의미 역시도 잠깐 관습화된 것 

같더라도 일시적 유행에 그치고 소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하지 않고 더

욱 관습화되어 다수의 언중에게 어휘의 내재적 의미로 공인될 수 있다. 이

와 같은 관습화 과정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구성 의존성이 

강화되는 경우와 약화되는 경우이다. 구성 의존성이 강화되면, 바로 위에서 

본 ‘꿀’의 [단순 강조]용법과 같이 구성에 더욱 매이게 되며 접사화될 수도 

있다. 반면 구성 의존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관습화되기도 한다. 구성 의

존성이 약해지면 문장에서 자립적으로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관습화

되어 ‘구성 의존적 의미>자립적 의미’로 쓰이게 된 명사에 대해 3.3.2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58 -

3.3.2. 통사적 특성

앞서, 구성 의존적 의미가 구성 의존성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관습화되면 

문장에서 자립적으로도 쓰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3.3.2에서는 

이와 같은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요소와 결합하고 어느 자리에 쓰이는지를 

중심으로 통사적 특성을 밝히겠다.

첫째,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띠는 선행명사의 구성 의존적 의미는 곧 속

성적 의미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올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다. 박재연

(2021)에서 언급했다시피, 속성적 용법으로 쓰이는 명사는 통사적으로 명사

의 성격이 있으나 명사의 전형적인 출현 위치인 주어와 목적어 자리가 아닌 

형용사가 주로 출현하는 위치인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자리에서 주로 나

타난다. 이중 관형어 자리에서 명사는 격조사 결합 없이 쓰이거나 격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명사 연쇄 구성 내 선행명사 자리이

므로 제외해야 하고, 후자는 어떤 속성적 의미로 쓰일 땐 관형격 조사와 결

합하지 못하므로60) 제외해야 한다. 정리하면, 의존적 의미의 N1의 통사적

인 분포는 부사어와 서술어 자리뿐이며 부사어보단 서술어로 쓰임이 더 잦

다.

(58) 강철[매우 강하고 튼튼한]

ㄱ. 강철 멘탈, 강철 인간, 강철 턱

ㄴ. 철수의 턱은 강철이다.

60) 어떤 명사가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속성적 의미로 쓰일 때는 관형격 조사를 불허

하고 지시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관형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ㄱ. 무당-[알록달록한] *무당의 개구리, *무당의 거미

ㄱ′. 무당 [여성 무속인] 무당(의) 개구리, 무당(의) 거미

  [무당이 소유한 개구리/거미]

ㄴ. 꼬마-[(크기가) 작은] *꼬마의 김밥, *꼬마의 빌딩

ㄴ′. 꼬마[아이] 꼬마(의) 김밥, 꼬마(의) 빌딩

  [꼬마가 소유한 김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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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강철[탄소의 함유량이 0.035~1.7%인 철]

ㄱ. 강철 문, 강철관, 강철봉, 강철판

ㄴ. 영수가 생산한 강철은 싸고 품질도 좋다.

ㄷ. 자동차를 만들 때 이 톤짜리 강철을 쓴다.

ㄹ. 이 문은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ㅁ. 이것은 강철이다.

(58)은 구성 의존적 의미인 ‘강철’, (59)는 지시적 의미인 ‘강철’의 통

사적 분포이다. (58)의 ‘강철’은 실체나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주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고, 서술어 자리에만 올 수 있다. 반면, (59) ‘강

철’은 주어, 목적어 자리를 포함해서 부사어, 서술어 자리에도 제한 없이 

올 수 있다.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구성 의존적 의미의 명사는 주로 ‘이다’, ‘같다’와 

결합하여 쓰인다.

(60) ㄱ. 배송이 총알이다.

ㄱ′.배송이 총알 같다.

ㄴ. 오징어가 총알이다.

ㄴ′.오징어가 총알 같다

(61) ㄱ. 이 코디는 나한테 찰떡이다.

ㄱ′.이 코디는 너한테 찰떡 같다.

ㄴ. 저 책상이 찰떡이다.

ㄴ′.저 책상이 찰떡 같다.

(60-61)은 구성 의존적 의미의 ‘총알’과 ‘찰떡’이 ‘이다’, ‘같다’와 결

합하여 쓰인 예이다. 여러 연구에서 ‘이다’의 기능으로 속성적 구문을 형

성한다는 점을 밝혀 왔다(양정석 1986, 남길임 2004, 박재연 2021). 또

한, 위와 같은 ‘같다’에 대해서도 선행명사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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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김건희 2007, 김창섭 2012). 이를 미루어 보

면, (60-61) 구성에서 ‘총알’과 ‘찰떡’을 구성 의존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두 명사가 가진 특성 때문이 아닌 ‘이다’와 ‘같다’가 가진 기

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0-61)에 해당하는 문장을 맥락 중

립적으로 해석할 때, 많고 많은 속성적 의미 중 (60)의 총알은 ‘빠른’으

로 (61)의 찰떡은 ‘잘 어울리는’으로 해석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

다’, ‘같다’의 기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창섭(2012: 226)에서는 다음

과 같이 속성적 의미와 결합하는 ‘같다(비유문)’와 관련하여 다음 (62)

와 같이 언급했다.

(62) 대부분의 표현은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현저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비유문의 논항으로 쓰이기 어렵다. 단, 화자가 문맥을 조

정하여 그 표현의 어떤 속성을 현저 속성으로 조정해 놓는다면 그 

때에는 임시적으로 그 표현도 비유문에 쓰일 수 있다.

(각주 14) 예를 들어, ‘옆 동네 영수는 ……한 것으로 유명하다. 철수는 우

리 동네에서 영수와 같은 아이이다’와 같은 문맥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문맥 조정을 통해 특정 속성적 의미로 해석을 유도할 순 있지만, 그

렇지 않고서는 ‘같다’ 앞에 놓이는 속성적 의미의 명사가 고정적인 해석을 

갖긴 어렵다. 속성적 의미의 명사가 ‘이다’, ‘같다’와 결합한 서술어의 일반

적인 특성은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문맥에 

의해 고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맥락 중립적으로 (60)의 총알은 ‘빠른’으로 (61) 찰떡은 

‘잘 어울리는’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을 ‘구성 의존적 의미의 관습화’

로 설명하고자 한다. (60ㄱ) ‘총알’이 ‘빠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총알배송’을 비롯하여 ‘총알 서브, 총알 송구, 총알슛, 총알차, 총알택시, 

…’와 같은 여러 유형의 계열체(유추적 틀)에서 획득한 ‘구성 의존적 의

미’가 관습화되어 위와 같은 문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60ㄴ)을 명사 연쇄 구성으로 환언했을 때 ‘총알X[빠른 X]’ 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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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더라도 어휘부 내에 현저한 계열체를 이루는 의미인 ‘빠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61)의 ‘찰떡’도 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서술어 자리에서 속성적으로 사용된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부사어의 수식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박재연2021: 

144).

(63) ㄱ. 이 옥수수는 정말인 마약이다. 

ㄴ. 이 옥수수는 {정말로/아주} 마약이다.

(63)에서 서술어로 쓰인 ‘마약’은 ‘중독성 있는’ 정도의 속성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63ㄱ)이 비문은 아니지만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고, (63

ㄴ)은 매우 자연스럽다.

(64) ㄱ. 이것은 마약이다.

ㄴ. 이것은 {아주/진짜/완전} 마약이다.

이처럼, 속성적 의미의 명사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는 점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정도 부사는 피수식 명사가 일반적인 문자적

(literal) 쓰임이 아님을 보여 주는 표지로 볼 수 있다(박재연 2021: 

159). (64ㄱ)은 ‘이것’이 받는 대상이 문자적 의미의 ‘마약’인지 속성적 

의미의 ‘중독성 있는 것’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즉, 맥락이 

있어야만 (64ㄱ)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반면, (64ㄴ)은 ‘지시하는 

대상이 중독성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만 해석되는데 이는 (64ㄴ)의 ‘마

약’을 수식하고 있는 정도 부사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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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사 연쇄 구성에서 다의성을 띠는 후행명사

이 장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일 수 있는 후행

명사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선행명

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3장과 평행한 구조로 구성했다.

4.1. 대상 명사의 목록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명사는 다음 (65)의 ‘바다’와 같이 명사 연쇄 

구성 내 후행명사 자리에서 구성 의존적인 의미를 보이는 명사이다.

(65) 바다[海]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밤바다, 청정바다

(66) 바다[무언가 넓게 퍼진 상태/장소]

ㄱ. [장소]: 곡식바다, 꽃바다, 나무바다

ㄴ. [상태/모양]: 물바다, 별바다, 불바다, 피바다

ㄷ. [추상적 상황]: 눈물바다, 울음바다, 웃음바다

(65-66)의 명사 연쇄 구성은 후행명사가 모두 ‘바다’라는 점에서 형

식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바다’가 표의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5)의 바다는 ‘지구에서 육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실체를 의미하

고 (66)는 바다의 속성 중 ‘많고 넓음’ 정도의 속성만 활성화된 실체 또

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바다’는 (65)과 같이 실체를 지시하는 용법

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이지만, 명사 연쇄 구성 내 후행명사 자리에서 

(66)과 같이 일부 속성만 활성화된 실체 및 상태를 의미하는 구성 의존

적 쓰임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 4-1>은 본 연구의 대상 N2 목록으로, 위 (66)의 ‘바다’와 

같이 명사 연쇄 구성 내 N2 자리에서 구성 의존적인 의미를 보이는 명



- 63 -

사들이다.

단어 구성 의존적 의미 명사 연쇄 구성 �
감 재료 구경감, 놀림감, 양념감, 안줏감, 장난감

고개 금전적 어려움
월급고개, 코로나 고개, 산불고개, 용돈 

고개

고자 ~을 잘 못 하는 사람 셀카 고자, 연애 고자, 요리고자

공방 ~을 파는 곳, 영업소 커피 공방, 떡공방, 식빵공방, 와플공방

공화국 ~이 성행하는 나라 복권 공화국, 성형 공화국, 짝퉁 공화국

깡패
~의 실력/질 따위가 

뛰어난 사람
어깨깡패, 실물깡패, 비율깡패

꼬리 뒷부분 말꼬리, 글꼬리, 눈꼬리, 입꼬리

난민
~와 관련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경제 난민, 기후 난민, 노후 난민

단지 ~한 사람/상태 [비하] 애물단지, 눈물단지, 맹물단지, 반찬단지

대가리 ~한 사람/상태 [비하] 겁대가리, 멋대가리, 맛대가리

대란 어지러운 상태 교통 대란, 마스크 대란, 물류 대란

대전 경쟁 가요대전, 아이돌 대전, 입법 대전

대통령
~에 대표인 또는 최고인 

사람/상호(商戶)
솥밥 대통령, 주름대통령, 고기대통령

덩어리 ~한 사람/상태 [비하] 짜증덩어리,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

덩이 ~한 사람/상태 [비하] 짜증덩이, 근심덩이, 걱정덩이, 골칫덩이

딱지 ~한 사물/상태 [비하] 고물딱지, 곰보딱지, 심술딱지

맛집 유명하거나 좋은 곳 광고맛집, 단풍맛집, 색조 맛집

물 어떠한 경험 사회물, 서울물, 외국물, 농촌물

미아 ~을 잃어버린 사람 FA 미아, 톤미아

바가지 ~한 사람/상태 [비하] 똥바가지, 오만바가지, 능글바가지

바다 ~이 넓게 퍼진 상태 꽃바다, 나무바다, 눈물바다, 웃음바다

바보
~을 매우 아끼는 사람 딸바보, 아들바보, 조카바보, 손자바보

~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수학바보, 영어바보, 코딩바보

박사
~을 잘 알거나 잘하는 

사람
과일박사, 화장실박사, 컴퓨터박사

밭 ~이 많이 보여 있는 곳 무덤밭, 낱말밭, 버섯밭, 별밭

백화점 ~이 많은 곳/판매점 혼수백화점, 한우백화점, 귀금속백화점

벌레 ~에 몰두한 사람 공붓벌레, 책벌레, 돈벌레

부대 ~가 모여있는 무리
셔츠부대, 아줌마부대, 엄마부대, 

소녀부대

부자 ~가 많은 사람 빌딩 부자, 주식 부자, 딸부자, 흥부자

<표 4-1> 대상 단어 목록-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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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을 얻으려는 행위 노을사냥, 화장품사냥, 마카롱사냥

살
주름이나 구김으로 생기는 

금.
구김살, 주름살, 눈살, 이맛살.

성지 ~과 관련하여 좋은 곳 휴대폰 성지, 차박 성지, 벚꽃성지

세례 무언가 흠뻑 쏟아진 상태 몽둥이세례, 주먹세례, 물세례

세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을 

바꾸는 것
돈세탁, 통장세탁, 학벌세탁, 이름세탁

수저 ~한 계급(경제적 계층)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근수저

순례
~과 관련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 것

맛집 순례, 커피순례, 도시락순례, 

캠핑순례

숲 ~이 빽빽한 상태 빌딩숲, 다시마숲, 태극기숲

영접 ~을 마주하는 것(긍정적) 실물 영접, 피자 영접, 붕어빵 영접

올림픽 경진 대회 산림 올림픽, AI 올림픽, 기능올림픽

유목민
~을 선택하는 것에 

갈팡질팡하는 사람

기저귀 유목민, 쿠션 유목민, 화장품 

유목민

은행
~을 보관 및 정리해 

놓은 장소
문제 은행, 세포 은행, 안구 은행

장벽 장애물 언어 장벽, 관세 장벽

장인 ~을 잘하는 사람 영어장인, 셀카 장인, 애교 장인

재벌 ~을 많이 가진 사람 피지재벌, 모공재벌, 

재질 사람과 관련한 ~한 느낌 첫사랑 재질, 미소년 재질, 인싸 재질

전도사 ~을 잘 전하는 사람 웃음 전도사, 행복 전도사, 건강 전도사

전쟁 경쟁 공약 전쟁, 광물 전쟁, 귀경/귀성 전쟁

종자 ~한 사람[비하] 관심종자, 분탕종자, 좌익/우익 종자

주머니 무엇이 유난히 많은 사람
고생주머니, 병주머니, 꾀주머니, 

근심주머니

집 ~을 보관하는 작은 상자(匣) 대패집, 벼루집, 안경집, 칼집, 권총집

참사 안 좋은 상황 인사(人士) 참사, 댓글 참사, 실물 참사

천국
상호명(商戶名)

~이 많은 곳
시네마천국, 비디오천국, 장난감천국

천재 ~을 잘하는 사람
얼굴 천재, 몸매 천재, 비율 천재, 비주얼 

천재

코인
~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페미코인, 보수/진보코인, 우익/좌익 

코인

킬러 ~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 도넛킬러, 회킬러, 맥주 킬러

터 ~의 자리, 장소 놀이터, 흉터

테러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행위

댓글 테러, 문자 테러, 쌩얼 테러, 고막 

테러

폭격 ~이 많이 쏟아지는 상태 잔소리 폭격, 감동 폭격, 웃음 폭격

폭탄 ~이 많은 상태 잔소리 폭탄, 감동 폭탄, 웃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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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폭력성이 전혀 없는 정신적 

자극
팩트 폭력

폭행
폭력성이 전혀 없는 정신적 

자극
심장 폭행, 팩트 폭행

표 ~이 만든, ~에서 파는 엄마표, 할머니표, 백화점표, 시장표

허리 중간, 중심 말허리, 경제허리, 길허리, 산허리

호강 ~에 좋은 것 눈호강, 귀호강, 혀호강, 입호강

회로 ~에 대한 생각 희망회로, 행복회로, 사고회로, 절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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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후행명사의 구성 의존적 의미

� 세탁

(67) ‘세탁’의 사전 뜻풀이

ㄱ. ≪표대≫

① 주로 기계를 이용하여 더러운 옷이나 피륙 따위를 빠는 일.

② 자금, 경력 따위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바꿈하는 

일.

ㄴ. ≪고려대≫

① 때묻은 옷이나 가죽 따위를 물이나 약품 따위에 빠는 일.

ㄷ. ≪연세≫

① 빨래.

(67)의 사전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탁’의 기본적 의미는 [빨

래]이다. 이때 ‘세탁’은 서술성 명사이기 때문에, 선행명사와의 관계는 

[핵-논항] 관계로 볼 수 있다.

(68) 세탁[빨래]

ㄱ. 물세탁, 손세탁, 초벌세탁, 건식세탁, 단독세탁, 살균세탁

ㄴ. 가방세탁, 이불세탁, 신발세탁, 의류세탁, 속옷세탁

‘세탁’이 [옷 따위를 빠는 일, 빨래]라는 기본적 의미로 쓰인 (68) 구

성에서 (68ㄱ) ‘세탁’은 ‘빨래 방법’과 관련된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고, 

(68ㄴ) ‘세탁’은 ‘빨래의 대상’과 관련된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였다.

한편, ‘세탁’이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다음 (69)에서와 같이 [누군가

를 속이려는 의도로 탈바꿈하는 일]과 같은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이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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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세탁[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로 탈바꿈하는 일]

돈세탁, 자금세탁, 현금세탁, 비자금세탁, 신분세탁, 국적세탁,

과거세탁, 경력세탁, 원산지세탁, 호적세탁, 녹색세탁61)

(70) ㄱ. 이혼 삭제-본관 수정 「호적세탁」18명 적발.≪조선일보 1995년 4월≫

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개인의 신상 기록을 변조하는 ‘호적 세탁’

이 성행하고 있다.≪조선일보 1995년 5월≫

ㄷ.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 워낙 치밀한 국적 세탁을 거쳤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지는 못했다.≪매일경제 1996년 7월≫

(69) 구성에서 ‘세탁’은 선행명사로 ‘탈바꿈하려는 대상’을 취하였다. 

보통, 탈바꿈의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고 무언가의 ‘출

처’나 ‘어떤 사실’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성 의존적 의미의 

‘세탁’이 취하는 논항의 의미 부류는 기본적 의미 ‘세탁’이 취하는 논항

의 의미 부류와 차이를 보인다.

한편, (69) 구성에서 ‘세탁’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탈바

꿈하는 것이라면, (70) 구성의 ‘세탁’은 결과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의 

탈바꿈이다.

(71) -세탁[긍정적 방향으로 ~을 탈바꿈하는 일]

이미지세탁, 학벌세탁, 학력세탁, 학번세탁, 학점세탁, 취향세탁,

인성세탁, 타율세탁, 골세탁

(72) ㄱ. 학생 40%는 편입,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학벌 세탁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2006년 7월≫

예를 들어, ‘학점 세탁’은 낮은 학점을 받은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올

리는 방향으로 탈바꿈하는 일이다. 이때, 학점을 탈바꿈하는 행위는 누군가

를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과목의 학점을 올려 전체 학점을 관리하려는 

61) ≪우리말샘≫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탈바꿈하는 일. 

    이때, 명사 ‘녹색’은 선행명사 자리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였다. 이처럼 ‘구성 

의존적 의미+구성 의존적 의미’인 명사 연쇄 구성의 경우 둘 중 하나는 공시적으로 

명확히 인식되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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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일 것이다. (71) 구성의 ‘세탁’은 ‘학점세탁’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탈

바꿈’하려는 의도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며 탈바꿈의 방향은 긍정적이다. 

이처럼 [긍정적 방향으로 ~을 탈바꿈하는 일]과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것도 

별개의 의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71) 구성 중 ‘이미지세탁’은 ‘탈바꿈’의 의도가 부정적인 경우에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가 사람들을 꾀어내기 위해 

자신들이 원래 쓰던 명칭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수정했다고 하자. 이때, 

사이비 종교 단체가 한 행동 즉, 명칭을 가치 중립적으로 수정한 행위를 

‘이미지 세탁’이라고 할 수 있다. ‘탈바꿈’의 결과는 행위주의 입장에선 긍정

적일 수 있겠지만, 의도는 다소 부정적인 성격을 띤다. 이처럼 ‘이미지 세

탁’의 ‘세탁’은 두 구성 의존적 의미 모두에 걸쳐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73) 명사 연쇄 구성 내 ‘세탁’의 의항들

① 빨래

② 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로 ~을 탈바꿈하는 일

③ 긍정적 방향으로 ~을 탈바꿈하는 일

위와 같은 ‘세탁’의 구성 의존적 의미는 다음 <도식 4-1>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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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4-1> 명사 연쇄 구성의 후행명사 ‘세탁’의 의미 확장 과정

세탁의 [빨래]라는 기본적 의미가 지닌 속성 중 오염 따위를 제거하여 깨

끗하게 한다는 속성이 은유적으로 영향을 끼쳐 [무언가를 탈바꿈]한다는 의

미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본 논의에서는 ‘번역 차용’이라는 가능성 또

한 염두에 둔다.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인 ‘세탁’이 참여하여 형성된 구성의 

초기형은 ‘돈세탁’인 듯하다. 이는 외국에서 먼저 비유 기제에 의해 조어된 

‘money laundering’ 내지는 ‘money washing’이 국내에 ‘돈세탁’으로 번역 

차용되면서 ‘세탁’이 위와 같은 구성 의존적 의미로 분석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74) ㄱ. 리베이트 등을 이들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추궁중이다. 한겨례 2000.09.03.

ㄴ. OOOO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세탁된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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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75) ‘벌레’의 사전 뜻풀이

ㄱ. ≪표대≫

①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어떤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 ≪고려대≫

① 여러 무척추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어떤 일에만 몰두하거나 열심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ㄷ. ≪연세≫

①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조개 등을 제외한 작은 동물. 꿈틀거리

며 기어다니는 작은 동물과 곤충.

(75)의 사전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벌레’는 주로 [동물의 일종인 

곤충류]를 지시하는 용법으로 쓰인다. 이와 같은 용법의 ‘벌레’는 명사 연쇄 

구성 내 요소로 쓰일 수도 있고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76) ㄱ. 가을벌레, 개똥벌레, 땅벌레, 무당벌레, 바퀴벌레, 애벌레, …

ㄴ. 벌레가 창밖에서 들어왔다.

ㄷ. 과일에 붙어있던 벌레를 보았다.

(76ㄱ)의 예와 같이, ‘벌레’가 지시적 용법으로 명사 연속 구성 내에 쓰일 

때 선행명사로 속성적 용법으로 쓰이는 즉,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이는 명

사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무당벌레’에서 ‘무당’은 벌레의 색깔이 알

록달록하다는 것과 무당의 옷이 알록달록하다는 것 사이의 색채적 유사성에 

기초한 속성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한편, ‘벌레’는 명사 연속 구성 내에서 [무엇에 몰두한 사람]과 같은 구성 

의존적 쓰임을 보인다.

(77) ㄱ. 돈벌레, 밥벌레, 점수 벌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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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공부벌레, 연습벌레, 일벌레, 책벌레

(77ㄱ)과 (77ㄴ)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내포하는 의미가 살짝 다르다. 

(77ㄱ)과 같은 구성의 ‘벌레’는 몰두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의미만 

두드러진다. 사람을 벌레에 빗대는 것 자체가 비하이기 때문에 ‘벌레’가 [부

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반면, (77ㄴ)과 같은 구성의 ‘벌레’는 어떤 사람이 몰두하는 행위에 대해 

긍정(혹은 중립)적인 평가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부정 평가 의미를 내포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부벌레’는 [공부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데 맥락에 따라 ‘공부에 몰두하는 행위’가 긍정(혹은 중립)적으로 해석될 수

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78) ㄱ. ‘공부벌레’로 알려져 있는 ○○공대생들을 (기업체에서) 서로 모셔가

기 위해 …≪연합뉴스 1998년 1월≫63)

ㄴ. ○○○의 한 고등학교 구내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공부벌

레’를 급우들이 목매달아 살해하려던 충격적 사건이 발생.≪연합뉴

스 1993년 8월≫

(78ㄱ)에서는 ‘공부벌레’가 ‘여러 기업이 앞다투어 회사로 데려오고 싶은 

인재’로 긍정 평가를 내포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78ㄴ)에서는 ‘공부벌

레’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부정 평가를 내포하는 사람으

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은 ‘벌레’의 구성 의존적인 용법은 신어에서 접사처럼 쓰이는 ‘-

충’에도 영향을 끼친 듯하다. 이선영(2017: 415)에서는 ‘진지충, 설명충, 급

식충’의 ‘-충’은 어느 정도 비하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사실이나 단순히 [사

람]만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한편, ‘벌레’는 [~에 몰두하는 사람]과의 의미적 유연성이 잘 느껴지지 않

62) ≪우리말샘≫ 점수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63)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 내용 필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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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용례도 없어, 어느 속성이 활성화되어 형성

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bookworm’을 ‘책벌레’로 번역차용한 

이후에 재분석된 의미일 것이다. 1900년대 뉴스 자료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X벌레] 구성 중 ‘책벌레’가 가장 먼저 나타난 유형으로 보인다. 또한 

‘책벌레’만 다수 쓰이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양한 ‘X벌레’ 유형이 등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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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명사 연쇄 구성에서 다의성을 띠는 후행명사의 

특성

이 절에서는 명사 연쇄 구성에서 다의성을 띠는 후행명사의 의미적 특성

과 통사적 특성에 대해 밝힐 것이다. 이때, 명사 연쇄 구성에서 다의성을 

디는 후행명사는 곧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이는 후

행명사를 가리킨다.

4.3.1. 의미적 특성

명사 연쇄 구성에서 후행명사의 구성 의존적 의미는 의미론적 논항64)을 

요구하는 의미이다. 즉,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띠는 명사가 온전한 의미는 

선행명사를 취해야만 실현된다. 다음 (79)와 같은 예를 살펴보자.

(79) ㄱ. 주머니

복주머니, 돈주머니, 신주머니, 약주머니, 콩주머니 [주머니에 넣는 대상]

속주머니, 안주머니, 뒷주머니, 앞주머니, 겉주머니 [주머니의 위치]

ㄴ. -주머니

고생주머니, 병주머니, 근심주머니, 음흉주머니, 똥주머니, 꾐주머니, 

이야깃주머니, 허영주머니, 꾀주머니, 청승주머니, 빚주머니, 말주머

니, 욕주머니, 웃음주머니

(79ㄱ) ‘주머니’는 지시적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무엇을 보관하기 위한 

작은 물건 또는 옷의 부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머니’가 참여하여 형

성된 구성의 선행명사는 부가어로, 지시적 의미의 ‘주머니’를 수식해 주는 

기능을 한다. 때문에, 선행명사가 함께 쓰이지 않더라도 ‘주머니’의 지시적 

64) 의미론적 논항은 핵 명사의 온전한 의미적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미적 요소이며 

보충어와 동일한 개념이다(이선웅 200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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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79) ‘주머니’는 [무엇이 유난

히 많은 사람]이라는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여, 선행명사를 반드시 요구한

다. 이때, 선행명사는 구성 의존적 의미의 ‘주머니’를 의미론적 핵으로 하는 

논항으로 기능한다. 즉, ‘무엇’이 많은 사람인지 선행명사를 통해 보충하면 

‘주머니’를 [무엇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후행명사의 구성 의존적 의미로의 전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의미론적 논항

을 요구하지 않던 의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미로 전이를 겪은 유형

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의미론적 논항을 요구하던 의미였지만, 비유에 의

해 다의 분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의미부류의 논항과 결합하는 명사가 된 유

형이다.

먼저, 전자 유형에 속하는 예는 아래와 같다.

(80) ㄱ. 전도사: 개신교의 목사 안수 이전 성직자

ㄴ. -전도사[~을 잘 전하는 사람]: 

웃음 전도사, 행복 전도사, 건강 전도사

(81) ㄱ.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운동 경기 대회.

ㄴ. -올림픽[~관련 경진 대회]

산림 올림픽, AI 올림픽, 기능올림픽

(82) ㄱ. 은행: 금융 기관의 하나

ㄴ. -은행[무엇을 보관 및 정리해 놓은 장소]

문제은행, 세포은행, 안구은행, 정자은행

(83) ㄱ. 부대: 일정한 규모로 편성된 군대 조직을 이르는 말

ㄴ. -부대[무엇이 많이 모여있는 무리]

셔츠부대, 아줌마부대, 엄마부대, 소녀부대, 아빠부대

(84) ㄱ. 물: [수(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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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물-[무엇에 대한 경험]

사회물, 서울물, 외국물, 농촌물

(80-84)의 예 중 ‘전도사’를 살펴보자. 완전히 지시적 의미인 (80ㄱ)의 

‘전도사’는 따로 논항을 취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여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교적 추상적 의미인 (80ㄴ)의 전도사는 [성직자]의 의미는 완

전히 사라진 ‘~을 전하는 사람’ 정도로 쓰이면서 ‘전하는 대상’과 관련된 의

미론적 논항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여기에는 ‘웃음, 행복, 건강’과 같은 ‘전

하는 대상’이 선행요소로 주어져야만 온전한 의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의미론적 논항을 요구하게 된 명사 중 ‘바다’와 같이 의미 확장을 겪은 

비술어 명사가 이전과 달리 논항을 실현시키는 현상에 대해 이선웅(2005: 

164)에서도 주목하였다.

(85) ㄱ. {기름, 불, 피, 쓰레기}(의) 바다

ㄴ. 장난감{*의, ∅} 천지

ㄷ. {과자, 눈}(의) 나라

이선웅(2005)에서는 ‘바다, 천지, 나라’는 지시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

라고 하면서65),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특징지을 수 있는 보충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의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66) 본 논의의 

입장에서 다시 풀어 설명해 보면, 이선웅(2005)에서 언급한 비유적 의미의 

65) ‘바다’는 육지에 있는 사물과 관련해서도 쓸 수 있고 ‘천지’는 하늘과 땅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있으며 ‘나라’는 어떤 특징을 많이 지닌 곳으로 쓰여 지시적 의미에서 

매우 추상화되어 있다고 하였다(이선웅 2005:164).

66)이선웅(2005)에서는 비유적 의미인 ‘바다’가 그것을 특징지을 수 있는 ‘기름, 불, 피’

와 같은 보충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의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국립국

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천지’와 ‘나라’만이 은유적 의미로서 다의

어 처리가 되어 있고 ‘바다’는 다의어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는

데, 흥미롭게도 현재는 ‘「002」썩 너른 넓이로 무엇이 많이 모여 있는 곳’과 같은 

의미가 등재되어 있다. 이는 구성 의존적 의미가 한 단어의 어휘 내항에 추가되는 

다의 분화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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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천지, 나라’는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인 후행명사이고, 자립적으로 쓰

일 때와 달리 그 구성 의존적 의미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선행명사를 논항

으로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단어에 대해 다의

어로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했는데, 본고의 입장과 동일하다.

다시 돌아가서, 후자 유형 곧 ‘비유에 의해 다의 분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의미부류의 논항과 결합하는 명사가 된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86) ㄱ. -단지[~한 사람/상태(비하)]: 애물단지, 눈물단지, 맹물단지, 요물단지

ㄴ. 단지: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지시적 의미인 (86ㄴ)의 ‘단지’는 의미론적 논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명사

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내용물을 논항으로 취하는 명사로 

본다. 즉, ‘고추장 단지, 꿀단지 술 단지’와 같이 내용물을 논항으로 취하면 

좀 더 온전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고 본다. (86ㄱ)의 ‘단지’도 논항을 필요

로 한다는 점에서 (86ㄴ)과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시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공기하지 않는 의미부류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86ㄱ)의 ‘단지’는 ‘야발(야살스럽고 되바라진 태도)’ 추상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거나, ‘맹물(야무지지 못하고 싱거운)’과 같이 속성적 용법으로 쓰인 명

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등 일반적으로 단지의 내용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을 

논항으로 취한다.

지금까지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띠는 후행명사가 명사 연쇄 구성에서 의미론

적 논항을 요구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의미론적 

논항을 요구하는 구성 의존적 의미가 관습화되면서 구성 의존성은 약화되어 

구성 내에 매이지 않고 문장에서 자립적으로도 위에서 획득한 의미로 쓰이

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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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통사적 특성

구성 내에서 다의성을 띠는 후행명사가 명사 연쇄 구성 내 요소로만 쓰이

다가도 관습화 정도와 방향에 따라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게 될 수도 있

다고 하였다. ‘구성 의존적 요소>자립적 요소’ 과정을 거친 명사가 문장 내

에서 어떤 요소와 결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통사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의성을 띠는 후행명사는 의미적으로 불완전한 편이기 때문에, 구성 내 

선행명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충절을 통해 보충해 주어야 한다.

(87) 집[匣]

대패집, 벼루집, 안경집, 칼집, 활집, 권총집

ㄱ. [칼 넣는] 집]이 없다.

ㄴ.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보관하는] 집]을 하나만 받아와.

ㄷ. 위험하니 칼을 [[칼 넣는] 집]에 넣어두어라.

ㄹ. 저건 [[벼루를 보관하는] 집]이다.

(88) 집[~을 파는 곳, 영업소]

수선집, 이불집, 빵집, 술집, 연탄집, 기름집

ㄱ. 우리 동네에 [[커피 파는] 집]이 벌써 5개야.

ㄴ. 지훈이는 [[와플 파는] 집]을 차렸다.

ㄷ. 다솜이는 [[떡 파는] 집]에 들렸다.

ㄹ. 저 건물 1층에 있는 건 [[식빵 파는] 집]이다.

(87-88)은 구성 의존적 의미의 ‘집’이 보충절의 보충을 받으면서 문장에

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로 쓰이는 예이다. 언뜻 위와 같은 보충절

은 수식어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충절을 삭제하면 ‘구성 의존적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 보충어이다. 그렇다면,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이는 후행명사 모두에 (88)과 같이 보충절을 활용하여 선행명사 관련 정

보를 보충해 주면 모두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일까? 다음 구

성 의존적 의미의 ‘공방’과 ‘유목민’이 보충절의 수식을 받으면서 문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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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로 쓰이는 예 (89-90)을 보자.

(89) 공방[~을 파는 곳, 영업소]

커피 공방, 떡공방, 식빵공방, 와플공방

ㄱ. ?우리 동네에 [[커피 파는] 공방]이 벌써 5개야.

ㄴ. ?지훈이는 [[와플 파는] 공방]을 차렸다.

ㄷ. ?다솜이는 [[떡 파는] 공방]에 들렸다.

ㄹ. ?저 건물 1층에 있는 건 [[식빵 파는] 공방]이다.

(90) 유목민[~을 못 정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기저귀 유목민, 쿠션 유목민, 화장품 유목민, 생리대 유목민

ㄱ. ?[써본 쿠션만 10개가 넘는] 유목민]이 ○○회사 제품을 선택했답니

다.

ㄴ. ?마트에서 [[구매해본 기저귀 종류만 10개라고 하는] 유목민]을 봤

다.

ㄷ. ?이건 [[생리대를 못 고르고 있는] 유목민]한테 추천할 만하다.

ㄹ. ?건우는 [잘 맞는 화장품을 못 찾은 [유목민]]이다.

이는 완전히 비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문이라고 하기에도 

다소 어색하다. 이때, 어색함의 정도는 각각의 구성 의존적 의미를 얼마만

큼 익숙하게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보충절을 사용하여 구성 

의존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보충해 주었음에도, ‘공방’과 

‘유목민’의 구성 의존적 요소를 모르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화자들에겐 어

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열체를 이루는 구성 의존적 의

미이더라도 아래 도식의 관습화② 단계를 거치지 않은 구성 의존적 의미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보충절의 수식을 받더라도 문장에

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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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2-4> 구성 의존적 의미의 변화 방향

본 논의에서는 후행명사에 초점을 맞춰서, 후행명사가 구성 내에서 다의

성을 띠는 요소인 경우 선행명사를 후행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이라고 해석하

였다. 즉, 후행명사를 의미론적으로 불완전한 명사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

데 관점을 살짝 달리하면, 선행명사를 후행명사가 속성적인 의미임을 드러

내는 표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Jean Aitchison(2003/홍우평 역 

2004: 289-296)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참사(disaster)’는 사전에서 ‘막대한 

재산피해나 인명 손실을 야기하는 사고 혹은 자연적 재해와 같은 급작스러

운 사건’로 정의되는 것인데, ‘95명의 생명을 앗아간 Hillsborough 축구 경

기 참사’와 같이 심각한 사고를 나타내는 용법 외에 주변적인 용법들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국립 말뭉치(BNC)에서 나타나는 참

사의 용례를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심각(많은 사람의 죽음을 야기한 사

건)-중간(심각한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것)-사소(사회적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문어와 구어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을 밝혔다.

심각 중간 사소

구어 n=185 48% 14% 35%

문어 n=589 43% 20% 36%

<표 4-2> 참사(disaster)의 심각성에 따른 유형별 문어·구어에서의 출현 비율

이러한 관찰 과정에서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변 문맥(선행

하는 요소)이 어떤 수준의 ‘참사(disaster)’가 의도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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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참사는 주

로 발생 장소를 뜻하는 명사와 공기하고 중간적 수준의 참사는 참사의 유형

을 밝혀주는 명사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이 논의의 견해에 따르면 후행명사가 다의어인 명사 연쇄 구성에서 

선행명사는 후행명사를 구성 의존적 의미로 해석하도록 이끄는 ‘표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의 ‘테러’를 살펴보겠다.

(91) ㄱ. -테러[안 좋은 영향을 주는 행위]: 댓글 테러, 문자 테러, 고막 테러

ㄴ. 테러: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92) (음치인 사람이 고성방가에 가까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

ㄱ.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테러다.

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진짜/정말/완전} 테러다.

ㄷ.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고막 테러다.

(91ㄴ)의 ‘테러’와 달리, (91ㄱ)의 ‘테러’는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이면서 

덜 위협적이다. 즉, 이는 비유에 의해 ‘테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한 의미로 확장을 겪은 것이다. (9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상황 정

보가 있을 때는 (92ㄱ)과 같이 단독으로 쓸 수 있지만, (92ㄱ)보단 (92ㄴ)이 

(92ㄴ)보단 (92ㄷ)이 ‘테러’의 추상적인 의미를 잘 드러낸다. 즉,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단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이,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

보다 N1에 어떤 테러인지 한정할 수 있는 명사를 취하는 것이 ‘테러’의 추

상적인 의미를 잘 드러낸다는 것이다. 특히, N1에 오는 명사는 지시적 의미

의 ‘테러’와 공기하지 않는 ‘문자, 댓글, 고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의 

분화를 더욱 쉽게 포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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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에서는 어떤 명사가 명사 연쇄 구성 내에서 ‘구성 의존적 의미’로 쓰

이는 현상을 다의 현상의 일종으로 관찰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명사

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밝혀 보았다. 본고의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단어형성 전용 요소(김창섭 1996)’, ‘의사접사(송원용 2005)’로 불

려왔던 것은 단어형성론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두 개의 명사가 나란히 오

는 합성어와 구를 아우르는 명사 연속 구성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확인

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명사의 의미를 가리켜 ‘구성 의존적 의미’라고 

명명하였다. 의미의 구성 의존성이 강화되면, 구 단위 이상에는 절대 출현

하지 않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구성 의존성이 약화되면, 자립적으로 쓰일 

때도 구성 의존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상 명

사의 구성 의존성이 약화되는 방향까지 고려하였기에 대상 명사의 통사적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 구성 내에서 구성 의존성을 갖는 선행명사의 의미적 특성은 첫째, 

속성적 의미로 쓰이며 후행명사를 수식한다. 둘째, 한 명사의 구성 의존적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셋째, 의미의 구성 의존성은 변화한다. 다음으로 후

행명사의 의미적 특성은 대체로 선행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유사하지만, 의

미적 핵으로 쓰이며 의미적 논항으로 요구한다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 내에서 구성 의존성을 갖는 명사가 자립적으로 쓰이게 

됐을 때의 통사적 특성이다. 선행명사의 통사적 특성은 첫째, 문장에서 ‘부

사어’, ‘서술어’ 자리에만 쓰인다. 둘째, ‘같다’,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더라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구성 의존적 의미가 있다. 셋째, 정도 부사

의 수식을 받는다. 후행명사의 통사적 특성 역시도 선행명사의 특성과 유사

하며, 후행명사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관습화된 경우에만 보충절

을 선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실 ‘의미 변화’ 내지는 ‘다의 분화’는 아주 긴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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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통시적 과정이기 때문에 직관에 기초하여 기술한 부분이 많다. 특

히 ‘관습화’와 관련하여 직관에 기초하여 예측에 불과한 기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실험적 연구나 개별 단어를 중심으로 

역사적 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저한 속성적 

의미 중 어떤 것이 구성 의존적 의미에서 비롯한 것인지 밝히지 못했음에도 

그럴 것이라는 예측 아래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본고의 미진한 점으로 남

기고 후에 보완을 기약한다.

이러한 한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는 통시적 과정을 공시적 관점에

서 관찰한 것으로 변화 과정의 일부를 포착하여 기록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

고자 한다. 또한, 합성어와 구의 접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단어형성 과정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조망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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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lysemy Phenomenon

in Korean Serial Noun Construction. 

Choi, Heeju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observed a phenomenon in which a noun is used in a 

construction-dependent meaning of two sequenced nouns as a kind of 

polysemy phenomenon, and aimed to elucidate the semantic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nouns exhibiting such a phenomenon.

Construction-dependent meaning, which is newly acquired when two 

nouns are juxtaposed, is established through two directions by 

customization. As the construction dependence of meaning is 

strengthened, it becomes a meaning that never appears over the phrase 

unit level, but as construction dependence is weakened, 

construction-dependent meaning can be revealed even when used 

independently. Word formation element(Kim 1996), pseudo-affix(Song 

2005) has been said to deal with only a part of this phenomenon, but 

both the construction-dependent acquisition of meaning and the 

expected customization process were includ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nouns can be revealed only if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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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consider the direction of weakening the construction dependence of 

noun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ollect the subjects of the study,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new word survey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the composition of two-nouns-sequence that 

show the above phenomenon was collected, and data for each 

corresponding type was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Internet and the 

corpus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chapter 2, concepts related to this study are established. First, 

‘serial noun construction’ was established as a concept encompassing 

compound nouns and noun phrases, and its extension was revealed. In 

addition, while explaining the semantic interpretation process of the 

serial noun construction based on the degree of semantic transparency, 

the concept of ‘construction-dependent meaning’ seen in the translucent 

type was revealed. Processes such as ‘metaphor’, ‘metonymy’, and 

‘translational borrowing’ were suggested as triggering factors for 

construct-dependent meaning. Actually translation borrowing is seen as 

a kind of metaphor.

  We examines the items of preceding and following nouns in Chapter 

3 and Chapter 4.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 list of nouns with 

construction-dependent meanings was presented, and some of them 

were selected and the meanings of the nouns in the serial noun 

construction were analyzed and described in detail. This paper tried to 

capture semantic differentiatio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or in 

other words, to capture ‘short diachrony within synchrony’. 

Furthermore, it was analyzed and described what semantic 

characteristics the noun shows within the serial noun construction and  

what syntactic characteristics in the sentence level.

  This paper regarded nouns that have constructio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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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formation of serial noun 

construction as the ones that have undergone the differentiation of 

polysemy. The usage as a construction-dependent meaning is no longer 

bounded to the construction and shows a distribution that is used 

independently in a sentence, and still shows a limited distribution that is 

used only within the serial noun construction. As for the former, it will 

be interpreted that it has lost its dependence on meaning and acquired 

its independence. As for the latter, it will be interpreted that it may 

suffer from recategorization such as  ‘noun>adnominals’ or 

‘noun>bound noun’, ‘noun>affix’, as the distribution of 

composition-dependent meanings continues to be limited.

  In fact, ‘meaning change’ or ‘meaning differentiation’ is a diachronic 

process that progresses gradual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study 

will capture and record a part of the change process by observing the 

diachronic process from a synchronic perspective. 

Key Word: compound nouns, word formation element, pseudo-affix, 

    polysemy phenomenon, meaning transfer, 

    construction-dependent meaning

Student Number: 2020-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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