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용언에서의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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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근 분리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은 모두 어근과 후행 요소의
1)

분리성의 문제로만 언급되고 있다. 1)보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정소 ‘안’을 중심으로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현상이 아님을 지적하고, 부정소 ‘안’ 삽입의 특징적인 면을 합성용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이
는 어근 분리와의 비교를 통해 부정소 삽입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부정소 ‘안’ 삽입과 관련되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용언과
어휘형태소끼리 결합한 합성용언이 있다.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기초자료 분과의 형태소 분석
자료에는 파생용언과 합성용언의 예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개방되다, 걱정하다, 겁나다, 고려하
다, 고생하다, 답장하다, 말씀하다, 반대하다, 배고프다, 보장되다, 복직되다, 사용하다, 상관하다,
생각하다, 소개하다, 소멸되다, 소화되다, 손대다, 수입하다, 시행하다, 신고하다, 연락하다, 의논
하다, 의심하다, 이해되다, 일하다, 작동하다, 잠재우다, 제출하다, 지각하다, 참석하다, 추적하다,
타결되다, 포장되다, 해결되다, 화장하다, 확대되다, 힘들이다’ 등이 부정소 ‘안’이 삽입되어 있는
예로 검색되었는데, 이 중 ‘겁나다, 배고프다, 손대다, 잠재우다, 힘들이다’는 합성용언의 예이고
* 가톨릭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 초빙교수
1) 임홍빈(1979/1998, 2007), 허철구(1998, 2001) 등이 어근 분리와 부정소의 삽입을 동일 선상에서 함께 다
루고 있는 대표적인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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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모두 ‘-하다’와 ‘-되다’에 의한 파생용언의 예이다.
부정소 ‘안’ 삽입과 관련해서는 세종계획의 결과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생용언이 주를 이
루고 합성용언의 예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와 함께 합성용언의 부정소 삽입 문제는 활발하
2)

게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그러나 합성용언에서 부정소 ‘안’이 삽입되는 문제가
파생용언의 경우보다 가볍게 다루어질 수는 없다. 파생용언의 경우에는 접미사 ‘-하다’나 ‘-되다’
결합형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합성용언의 경우에는 후행하는 동사의 다양성이 보장되
기 때문에 후행 요소에 따른 부정소 삽입의 특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성용언
중 후행하는 용언이 무엇이냐에 따라,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관계에 따라 부정소 ‘안’의 삽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합성용언에서 부정소 ‘안’의 삽입과 어근 분리가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는 없으나 그
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먼저 2장에서는 어
근 분리와 부정소 ‘안’ 삽입 문제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합성용언에 부정소 ‘안’이 삽
입되거나 어근이 분리되는 문제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특히, 합성용언의 부
정소 ‘안’ 삽입 문제를 합성용언에 따라 세분화하여 다룰 것이다.

2.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의 전제 조건
어근 분리와 부정소 ‘안’의 삽입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논의의 전제가 되는 ‘어근’의 개
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근’의 개념과 범위는 연구자의 논의 내용에 따라 차이
가 있고 ‘어근’ 이외에도 ‘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용어와 범위에 대한 정리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이익섭(1975)에서는 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
심부를 어근(root)이라고 하고, 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부를 어간(stem)이라고 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복합어의 형성에 나타나는
어휘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형태소이지만 명사
는 아닌 성분과 명사를 어근에 모두 포함한 것이다. 명사가 아닌 성분에는 접사와 결합하는 동
사의 어간 부분도 포함된다.3)

3)

2) 합성용언의 부정소 ‘안’ 삽입 문제는 구종남(1993), 허철구(1998, 2001), 박형우(2003) 등을 통해 다루어졌
을 뿐이다.
3)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stem)’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남기심․고영근(1993:13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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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 접사를 다룬 임홍빈(1989/1998)에서는 형태소나 단어의 자격을 가진 것을 포괄하여
‘어기(base)’로 설정하고 단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어근’으로 처리하고 있다. ‘어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또 다른 논의인 최형강(1996)에서는 접사와 결합하는 어근과 명사구를 포괄하는
용어로 ‘어기’를 설정하였다. 여기서의 ‘어기’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형태소뿐만이
아니라 명사, 명사구 등 접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성분을 의미하고, ‘어근’은 어기 중에서 명
사는 아니지만 접사와는 결합할 수 있는 성분을 의미한다. 허철구(1998)에서는 문장에서 독립되
어 쓰일 수 있는 명사인 경우에는 어간으로, 의존적인 경우에는 어근으로 구분하고 어근과 어간
을 포괄하는 용어로 ‘어기’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어근 분리’라는 용어를 ‘어기 분리’로 대치하
여 사용하고 있다.
김창섭(2002)에서는 ‘어근’이라는 용어에 대해 세 가지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어근3’은
‘복합적인 단어의 의미 중심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김창섭(2002)에서는 ‘어근3’에 해당
하는 정의를 취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용언의 어간 부분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남기심․고영근(1993)은 동사의 어간까지 어근에 포함하였으므로 어근 분리와 관련해서는 적절
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익섭(1975), 임홍빈(1989/1998) 등은 명사가 아닌 어휘형태소에
한정하여 어근을 정의하였으므로 합성용언의 선행 요소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게 된다. 여기서
는 가장 포괄적으로 어근을 정의한 김창섭(2002)의 개념과 범위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단어의 의
미 중심부인 형태소나 단어’를 ‘어근’으로 지칭하기로 하겠다. 단, 단어의 의미 중심부인 형태소
4)

나 단어 중 명사류와 부사류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4)어근 분리와 부정소 ‘안’의
삽입을 모두 다루려면 ‘어근’에는 명사류나 부사류의 형태소와 단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동사류는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사류까지 모두 어근으로 지칭한다면
합성용언의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구별하여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허철구(1998)에서는 선행 요소가 부사인 경우를 고려하여 ‘어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
으나, ‘어근’을 복합적인 단어의 의미 중심부인 형태소나 단어로 정의하면 어기라는 용어의 도입
없이도 부사를 포함하여 논의를 할 수 있다. 부사 역시도 단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임홍빈
(2007)에서도 부사와 ‘-거리다’의 결합형인 ‘덜컹거리다’가 ‘덜컹을 거리다’와 같이 어근이 분리되
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암묵적으로 ‘어근’의 개념이 확대되어 단어의 의미 중심부인 형태소
나 단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합성용언의 경우, 선행하는 요소들이 대개 명사류나
부사류로서 단어의 형식을 띠고 있음은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명사구의 형태
는 활용의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을 어간(stem)으로 보고 파생의 중심을 어근(root)으로 보고 있으나, 이
익섭․채완(1999:62-63)에서는 어기를 자립 어기와 의존 어기로 나누고 그 중 의존 어기를 어미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어간과 어근으로 나누고 있다.
4) 명사류에는 명사 상당의 어휘형태소가 포함될 수 있고, 부사류에는 부사 상당의 어휘형태소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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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 사전에 등재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여기서는
단어에 한정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다.5)

5)

본고는 주로 합성용언을 다루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어근’이라는 용어 대신에 ‘선행 요소’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어근 분리에 대한 논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 연구의
용어를 고려하여 ‘어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부정소 ‘안’의 삽입 문제를 다루면서는 ‘어
근’이라는 용어 대신에 ‘선행 요소’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위와 같은 어근의 개념과 범위를 고려하면, ‘어근 분리’는 복합적인 단어의 의미 중심부인 형
태소나 단어가 복합적인 단어의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어근을 동사나 형용사에 선행하는 명사류나 부사류에 한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사류나 부사류가
후행하는 동사나 형용사와 분리되는 것을 어근 분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안희제(2007)에
서는 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를 단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통사론적 연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
로 처리하고 있으나 어근 분리가 단순히 ‘하다’나 합성용언의 문제가 아니라 ‘-스럽다, -거리다’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용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어근 분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단어 내부에도 주제화를 통한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어근 분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조사’가 있다. 부정소 ‘안’의 삽입이 어근 분리와 유
사하기는 하지만 부정소의 삽입은 부정문의 형성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측면에서 조사를 통해 이
루어지는 단어 내부 요소의 주제화와 관련된 어근 분리와는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서 다루겠지만 어근 분리와 부정소 ‘안’ 삽입의 허용 여부는 합성용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어근 분리와 동일한 원리로 부정소 ‘안’의 삽입이 함께 다루어질 수는 없다.
합성용언은 그 결합 구조에 따라 어근이 분리될 때 결합하는 조사에 차이가 있다. 합성용언
의 후행 요소, 즉 동사의 기원이 타동사일 때에는 어근이 분리되면서 ‘을/를’과 같은 조사를 가
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합성용언의 후행 요소가 자동사이거나 형용사에서 출발한 경우에는 ‘이/
가’와 같은 조사로 분리될 수 있다. 선행 어근이 부사류일 경우에는 ‘을/를’이나 ‘이/가’와 같은
조사로 분리되기 어렵지만 ‘은/는’이나 ‘도’ 등과 같은 조사로는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어근 분
6)

리에 동원되는 조사들은 모두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이다. 6)동사의 논항으로서 격을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어근이 분리되면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원래의 구성에 있던 조사가 보
7)

조사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7)구종남(1993)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격
5)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 중 단일어인 명사뿐만이 아니라 합성어인 명사도 합성용언을 이루는 경우에
는 논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겠다. 즉, ‘빈틈, 쓸데, 쓸모’ 등의 합성명사도 ‘없다’와 결합하여 ‘빈틈없다,
쓸데없다, 쓸모없다’와 같은 합성용언을 이루는데, 이들 예를 ‘없다’ 결합형 합성용언에 제시할 것이다.
6) 임홍빈(1979/1998:445-446), 이광호(1988:176-191), 허철구(1998:188) 등에서도 어근 분리에 도입되는 조
사들을 주제화를 위한 보조사로 처리하고 있다.
7) 어근 분리에서 선택되는 조사들이 원래의 구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이광호(1988:181)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방이 깨끗을 하다.’는 가능하지만 ‘*철수가 얼굴이 빛을 난다.’는 불가능한데, 이를 ‘-하다’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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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보고 있는데, 이들을 격조사로 본다면 합성용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또, 부사류 어근
을 가진 합성용언의 경우도 어근 분리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어근 분리의 과정에서 도입되는 조
사는 보조사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교정보다’와 같은 합성용언이 조사 ‘을/를’이나 ‘은/는’, ‘도’ 등에 의한 분리를 경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리의 결과가 통사론적인 연쇄가 아니라 합성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형태
론적인 분리 현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교정은 보다’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통사론적 연쇄일 뿐이라면 ‘명사류 어근+동사’ 구성의 합성용언은 존재할 수가 없
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근 분리의 핵심은 선행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선행 요소에 따라 어근 분리는 좌
우되는 것이다. 선행 요소인 어근의 의미가 투명하고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로 나눌 수만 있다
면 어근 분리는 가능하게 된다. 어근의 의미만 투명하면 되는 것일 뿐, 후행 요소의 독립성 여
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근이 후행 요소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과 어근이나 후행
요소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후행 요소가 독립적이지 않아도 선행 요소인 어근과
후행 요소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요소라고 확인만 되면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파생
용언에서 어근 분리가 가능한 것도 후행 요소의 독립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소 ‘안’의 삽입은 분리성이 아니라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후행 요소의
독립성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선행 요소의 독립성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
로 이러한 독립성은 형태․통사론적 독립성이지만, 명사류나 부사류인 단어가 선행 요소로 제시되
는 합성용언에서는 의미론적 독립성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의미론적인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은 선행 요소에 있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후행 요소의 독립성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룰 때
8)8)

에는 부정소 ‘안’이 사이에 놓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다’를 중심으로 부정소의 삽입 조건을 다룬 허철구(1998)에서는 부정소에 의한 어기 분리의
조건으로 합성동사의 한 성분이 의미적으로 비어 있거나 낮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성분과 의미적으로 비어 있는 성분이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
가 기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동사로서의 성격이 ‘을/를’을 배당하여 ‘을/를’ 주제화 성분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깨끗하다’에서 ‘-하다’의 선행 요소는 목적어가 아니지만 ‘-하다’가 ‘을/를’ 주제
화 성분과 관련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철수가 얼굴이 빛이 난다.’와 같이 ‘나다’는 ‘이/
가’ 주제화와 특징적으로 관련되므로 ‘을/를’ 주제화 성분이 선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깨끗하다’
와 같은 파생형용사가 ‘-하다’의 기원 때문에 ‘을/를’ 주제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때의 ‘을/를’이
격조사가 아니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8) 본고에서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개별적인 의미의 합이 합성용언의 의미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하는
어근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어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의미가 합쳐져서 그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합성용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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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계가 인식되어 부정소 ‘안’에 의한 어기 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성동사에서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의미적으로 온전한 경우가 대부
분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비어 있는 요소의 앞에 ‘안’이 놓인
다는 설정 역시 ‘하다’에는 적용 가능할지 몰라도 합성용언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합성용
언의 후행 요소인 동사가 의미적으로 비어 있는 요소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X하다’
구성은 파생용언의 구성이며 합성용언의 예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근 분리와 부정소 ‘안’의 삽입은 완전히 동질적인 것은 아니어도 합성용언의 내부에
적용되는 현상들로서 선행 요소의 투명성 유지 여부가 어근 분리와 부정소 ‘안’의 삽입을 제한하
9)

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9)선행 요소의 의미가 불투명하면 선행 요소
10)10)

와 후행 요소의 경계가 불투명해지므로 어근 분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선행 요소의 의미가

불투명하면 후행 요소에 의존적이 되어 후행 요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선행 요소의 의미가 불투명하거나 추상화되면 후행 요소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므로 어
근 분리가 일어나기 어렵고 부정소 ‘안’의 삽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어근 분리는 어근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면 가능하므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하나
의 의미 단위를 이루었을 때에도 허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경우, 즉 선행 요소의 의미를 후행 요소와 결합한 합성용언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부정소 ‘안’의 삽입은 이루질 수 없지만, 어근 분리는 후행하는
용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예가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근 분리 이후에 부정소 ‘안’의 삽입이 더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음은 지적될 필
요가 있다. 임홍빈(1979/1998)에서는 용언의 어근이 보조사에 의해 분리되었을 때 어근과 접미
사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합성용언에서도 어근 분리에 의해 어근과 후행하는
동사의 거리가 더 멀어져서 다른 요소의 삽입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다시
다루게 될 ‘본받다’는 ‘*본 안 받다’와 같이 부정소 ‘안’이 삽입될 수 없는 합성용언인데 ‘본을 받
?

다’와 같이 어근이 분리된 이후에는 ‘ 본을 안 받다’와 같이 부정소 ‘안’의 삽입이 가능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소 ‘안’의 삽입이 구종남(1993)의 설명과 같이 전적으로 부정소 ‘안’이 명사
9) ‘투명성(transparency)’은 김정남(2007:2-3)에 따라 ‘파생어나 합성어 등 복합어의 형성 과정에서 그 구성
요소의 본래적인 의미가 복합어 형성 후에도 유지되는 정도’나 ‘구성요소의 의미가 화자에게 분명하게
인지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합성에 참여한 두 구성요소가 기본적인 의미를 그대
로 유지한다면 그 합성용언은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의미가 추상
화되거나 비유성을 가지게 되어 그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면 그 합성용언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10) 임홍빈(2007:557)에서도 어근 분리가 가능한 어근의 조건으로 어근이 인지 가능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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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식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동사만을 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
다. 합성용언 중에는 ‘안 끝나다’ 등과 같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용언의 앞에 부정소 ‘안’이 놓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판이 안 나다’와 같이 어근 분리 이후에도 부정소 ‘안’의 삽입이 전혀
허용될 수 없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단지 어근 분리로 인해 분리된 후행 요소가 형태․의미론적
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부정소 ‘안’의 삽입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의 적용
1) 논의 대상의 한정
합성용언의 부정소 삽입 문제에서 단순히 합성용언의 모든 유형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어근 분리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명사류나 부사류가 선행 요소로 오는
합성용언의 예들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명사류나 부사류를 선행 요소로 하고 동사나
형용사를 후행 요소로 하는 합성용언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어근 분리와 부
정소 삽입의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하여 구종남(1993), 허철구(1998) 등에서 다룬 ‘V+아/어 V’
등과 같이 선행 요소가 동사나 형용사이면서 어미로 연결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허철구(1998)에서는 ‘X하다’를 중심으로 합성용언의 어근 분리 문
제를 다루고 있는데, ‘X하다’는 파생용언의 문제이지 합성용언의 문제가 아니므로 ‘X하다’는 합성
용언의 예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허철구(1998)에서는 ‘*자랑 안 스럽다’와는
달리 ‘공부 안 하다’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것을 ‘하다’가 동사, 즉 용언이라는 증거로 보고
‘X하다’를 합성용언의 문제로 가져온 것인데, ‘하다’는 선행 요소에 따라 동사, 형용사로 그 기능
이 좌우되고 논항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용언으로 보기 어렵다. ‘청소’와
같은 [+동작성]을 가진 선행 요소와 결합하면 타동사로 기능하고 ‘깨끗’과 같이 [+상태성]을 가진
선행 요소와 결합하면 형용사로 기능하므로 ‘X하다’의 ‘하다’가 용언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
다. 또, ‘하다’가 용언이라면 ‘청소하다’가 요구하는 논항과 ‘깨끗하다’가 요구하는 논항의 차이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합성용언의 부정소 ‘안’ 삽입에서 ‘X하다’의 문제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의미가 투명하고 논항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합성
용언을 이루는 경우들을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먼저, 앞서 다루었던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기초자료 분과의 말뭉치에 등장하는 합성용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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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삽입을 허용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배고프다’와 같은 합성용언은 ‘배’라는 실체성
명사와 ‘고프다’라는 형용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 때에는 부정소 ‘안’이 삽입되어 ‘배
?

안 고파’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고 ‘ 안 배고파’는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쓰일 수는 있다. ‘겁나
?

11)11)

다’도 ‘겁 안 나다’와 ‘ 안 겁나다’가 모두 가능하다.

‘손대다, 잠재우다, 힘들이다’ 등은 모두 선

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안’이 삽입될 수는 있지만 ‘손대다, 잠재우다, 힘들이다’의 앞에
‘안’이 놓이기는 어렵다.
합성용언의 경우, ‘배고프다’와 같이 선행 요소가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여서 그 의미
가 명백할 경우에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안’이 삽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본
받다’와 같이 선행 요소가 추상명사여서 후행 요소가 선행 요소의 의미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즉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할 때에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안’이 삽입될 수 없다.
이렇게 선행 요소의 의존성이 추상성이나 비유성과 관련되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하나
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지 여부가 부정소 ‘안’의 삽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본받
다’의 ‘本’과 같이 ‘철나다’의 ‘철’도 추상명사이나 ‘나다’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지는 않으므로
‘*본 안 받다’와는 달리 ‘철 안 나다’로 부정소 ‘안’이 삽입되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합성용언의 예를 통해 ‘안’의 삽입 문제를 살펴보자. 위에 제시된 세종계획의
결과물을 참조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있다, 없다, 보다, 받다, 쓰다, 나다, 가다’
12)12)

와 결합한 합성용언의 예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합성용언의 예 검토
위에 제시한 순서에 따라 먼저, ‘있다’와 결합한 합성용언의 예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1) ㄱ. 값있다, 관계있다, 맛있다, 멋있다, 빛있다, 상관있다, 재미있다 등
ㄴ. 가만있다 등
ㄷ. 뜻있다 등

11) 이 때의 ‘겁 안 나다’는 ‘겁이 안 나다’와 같은 주어와 서술어 구성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경우라고는
?
할 수 없다. 부정소가 서술어의 앞에 쓰인 ‘ 안 겁나다’와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겁 안
나다’와 ‘?안 겁나다’를 함께 다루기 위해서는 ‘겁나다’가 합성용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다. 다른 경우들도 합성용언이라는 전제가 주어져야만 논의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12) ‘있다, 없다, 보다, 받다, 쓰다, 나다, 가다’는 김흥규․강범모(2000:136-141)에 제시된 고빈도 용언 중에서
합성용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용언들이다. 이렇게 합성용언을 구성할 수 있는 고빈도 용언이 명사류나
부사류와 결합하여 합성용언을 이루는 예들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여 추출하였다. 이들 용언
의 순서는 고빈도순은 아니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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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ㄱ)에 제시된 ‘있다’ 결합형 합성용언은 대부분 장형 부정만 허용할 뿐, 단형 부정은 허용하
지 않는다. ‘*안 값있다, *값 안 있다’와 같이 단형 부정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없다’에 의한
13)13)

반의어가 가능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

단, ‘맛있다, 재미있다’는 ‘ 안 맛있다, 안 재

미있다’가 가능한데 이것은 출현빈도가 높은 합성용언의 경우 ‘없다’의 반의어로 ‘있다’를 분리해
내지 않고 ‘맛있다, 재미있다’를 하나의 단위로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바꾸어 말
하면, ‘맛있다, 재미있다’의 ‘맛, 재미’는 다른 예들보다 ‘있다’에 더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1ㄱ)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보조사 ‘이/가’에 의한 어근 분리를 경험할 수 있다. 즉, ‘값이 있
다, 관계가 있다’ 등이 가능한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이렇게 어근 분리에 동
원되는 ‘이/가’는 보조사일 뿐, 격조사로 볼 수 없다. 합성용언 내에 삽입되는 조사일 뿐, 용언
‘있다’의 논항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보조사인 ‘은/는’이나 ‘도’에 의한 어
근 분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1ㄴ)과 같이 ‘가만있다’는 부사 ‘가만’과 ‘있다’의 결합형으로서 명사와 결합한 다른 예
?

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렇게 다른 예들과는 차별적인 ‘가만있다’의 경우에는 ‘ 안 가만있다’와
‘가만 안 있다’가 모두 가능한데,14) 이러한 차이는 ‘없다’에 의한 반의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인
14)

것으로 보인다. ‘가만있다’의 경우, ‘가만은 있다’와 같이 어근 분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사류 어근 결합형에 적용될 수 있는 어근 분리의 예는 어근 분리의 결과가 용언과 그 용언이
가질 수 있는 논항으로 구성된 통사론적 연쇄가 아니라 합성용언의 내부에 적용되는 주제화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ㄷ)의 ‘뜻있다’는 사전에 ‘없다’에 의한 반의어가 존재하지 않는 예로 단형 부정이 가능하지
도 않다. 일상생활에서 ‘뜻 없이 던진 말’과 같이 ‘뜻 없다’가 쓰일 가능성은 있으나 사전에서는
15)15)

‘뜻없다’를 합성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뜻없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뜻있다’

는 부정소 ‘안’의 삽입과 보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뜻은
있다’와 같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경계가 인식되어 어근 분리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뜻’과
‘있다’가 제한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면서 ‘있다’의 독립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아서 부정소 ‘안’
이 삽입될 수 없는 예이기 때문이다.
아래에 제시할 ‘없다’ 결합형 합성용언에는 ‘있다’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없다’
결합형 합성용언을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박형우(2003:342-346)에서도 ‘있다’ 등과 같은 용언은 그 용언의 부정이 곧 그 용언의 반의어로 귀결되
기 때문에 부정문 형성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14) ‘?네가 안 가만있으면 어쩔래?’와 같은 예에서는 ‘?안 가만있다’가 쓰일 수 있다.
15) 표준국어대사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말큰사전에도 ‘뜻없다’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적인
쓰임을 고려하면 ‘뜻있다’에 대응하는 합성용언 ‘뜻없다’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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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가없다, 값없다, 거침없다, 경황없다, 관계없다, 기탄없다, 꾸밈없다, 끊임없다, 끝없다,
다름없다, 대중없다, 두말없다, 두서없다, 막힘없다, 맛없다, 맥없다, 멋없다, 문제없다,
물색없다, 밥맛없다, 버릇없다, 볼품없다, 분별없다, 분수없다, 빈틈없다, 빛없다, 빠짐없
다, 사정없다, 상관없다, 소용없다, 속없다, 손색없다, 숨김없다, 스스럼없다, 실없다, 싹
수없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아낌없다, 아랑곳없다, 어김없다, 어림없다, 어이없다, 어처
구니없다, 여지없다, 염치없다, 영락없다, 유감없다, 유례없다, 재미없다, 정신없다, 주책
없다, 지각없다, 채신없다, 철없다, 턱없다, 틀림없다, 한량없다, 한없다, 허물없다, 형편
없다, 힘없다 등
ㄴ. 까딱없다, 꼼짝없다, 꿈쩍없다, 끄떡없다 등
ㄷ. 느닷없다, 뜬금없다, 서슴없다, 속절없다, 자발없다, 하릴없다, 하염없다 등
ㄹ. 시름없다, 외상없다, 일없다 등

(2ㄱ)은 대부분 선행 요소의 의미가 투명한 명사류인 ‘없다’ 결합형 합성용언의 예이다. 사전
16)16)

검색 결과로는 ‘있다’ 결합형과 대응되는 ‘없다’ 결합형이 대부분 존재한다.

‘있다’와 반의 관계

를 이루는 예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예들에서 단형 부정이 불가능하다. 부정소 ‘안’이 합성
용언의 앞에 놓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안’이 합성용언의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사이에 놓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있다’ 결합형에서와는 달리 ‘맛없다, 재미없다’는 ‘*안 맛없다, *안 재미없다’로
쓰일 수 없다.
다른 예들은 모두 조사 ‘이/가’가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분리될 수
있으나 ‘가없다’와 ‘실없다’는 ‘이/가’에 의한 분리가 자연스럽지 않다. ‘*가가 없다, *실이 없다’로
분리되면 ‘가’나 ‘實’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즉, 국어에서 1음절
단어인 ‘가’나 ‘實’이 가진 불투명성으로 인해 ‘가없다, 실없다’ 전체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같은 1음절 단어라도 의미가 투명한 ‘끝없다, 철없다’의 경우에는 ‘끝이 없다, 철이
없다’로 어근이 쉽게 분리될 수 있다.
(2ㄴ)은 선행 요소가 부사인 경우인데17) 앞의 ‘있다’ 결합형과는 달리 부사와 후행하는 용언
17)

사이에 ‘안’이 놓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형 부정 자체가 불가능한 예들이다. ‘있다’에 대응하
는 ‘가만없다’와 같은 합성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까딱없다, 끄떡없다’는 ‘까딱도 없다, 끄떡도
없다’와 같이 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가 가능한데 이러한 예들 역시 부정소 ‘안’의 삽입과 어근
16) ‘멋없다, 빛없다’는 ‘멋있다, 빛있다’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반의어라고 하기 어렵다. ‘멋있다’는 ‘보기에 좋
거나 훌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멋없다’는 ‘격에 어울리지 않아 싱겁다’를 의미하고, ‘빛있다’는 ‘곱
거나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빛없다’는 ‘생색, 명목, 보람이 없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7) ‘까딱, 꼼짝, 꿈쩍’은 그 의미가 투명한 경우이고 ‘끄떡’은 그 의미가 불투명한 경우이다. 부사 ‘끄떡’은
‘고개를 아래위로 가볍게 한 번 움직이는 모양’을 의미하지만 ‘끄떡없다’는 ‘아무런 변동이나 탈이 없이
매우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끄떡없다’의 ‘끄떡’은 ‘고개의 움직임’이 ‘상황의 움직임’으로 그
의미가 추상화되면서 불투명하게 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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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없음을 傍證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ㄷ)은 선행 요소가 불투명한 경우이고, (2ㄹ)은 다른 ‘없다’ 결합형과는 다른 의미 구조를 가
18)18)

지거나 선행 요소의 의미가 추상화된 경우이다.

(2ㄷ)의 ‘느닷, 뜬금, 서슴, 속절, 자발, 하릴,

하염’ 등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이 ‘없다’의 어근으로만 쓰이는 불투명한 경우이다. 즉, ‘느닷, 뜬
금, 서슴, 속절, 자발, 하릴, 하염’이 ‘없다’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것이다. ‘느닷,
뜬금, 서슴, 속절, 자발, 하릴, 하염’의 의미와 ‘없다’의 개별적인 의미가 합성용언의 의미를 구성
하는 것이 아니라 ‘느닷, 뜬금, 서슴, 속절, 자발, 하릴, 하염’과 ‘없다’ 결합형 전체를 통해서 합
성용언의 의미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뜬금없다, 서슴없다, 속절없다, 자발없다’ 등은 ‘뜬금이 없
다, 서슴이 없다, 속절이 없다, 자발이 없다’ 등으로 어근 분리가 가능하지만 부정소의 삽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들은 어근 분리가 부정소의 삽입보다는 덜 제약적임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ㄹ)의 ‘시름없다, 외상없다, 일없다’는 그 의미를 유지하면서 ‘*시름이 없다, *외상이 없다,
*일이 없다’로 어근이 분리될 수 없다. 어근의 추상적인 불투명성이 어근 분리마저도 허용할 수
없게 만드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단형 부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단형 부정 자
체가 아예 불가능하므로 부정소 ‘안’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사이에 놓이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선행 요소의 의미가 불투명하거나 추상적인 경우에는 ‘없다’와의 결속력이 더 강해져서 부정소
‘안’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놓이기보다는 합성용언의 앞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다면 (2ㄷ, ㄹ)의 합성용언 앞에 ‘안’이 놓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예상은 현실화되기 어
렵다. ‘없다’ 결합형 합성용언의 경우, 부정소 ‘안’이 합성용언의 앞에 놓일 수도 없고 합성용언의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놓일 수도 없는데, 이것은 합성용언의 후행 요소인 ‘없다’로 인
해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정 서술어가 합성용언 안에 포함되면서 부정소 ‘안’에 의한
직접적인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19) 또 다른 부정 서술어인 ‘모르다’ 역시 ‘*안 모르다’가
19)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보다’와 결합한 합성용언을 살펴보자.
(3) ㄱ. 교정보다, 대변보다, 맛보다, 망보다, 본보다, 선보다, 소변보다, 소피보다, 손보다, 욕보
다, 흉보다 등
ㄴ. 쉬이보다 등
18) ‘시름없다’는 ‘시름으로 맥이 빠지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다른 예들과는 다른 의미 구조를 보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시름없다’의 ‘시름’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외상없다’가 가지는 ‘조금도 틀림이나 어김
이 없다’, ‘일없다’가 가지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외상, 일’이 추상화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추상적인 상황으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 직접적으로 부정소 ‘안’이 놓이는 단형 부정은 불가능하지만 장형 부정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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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와 결합한 합성용언의 경우, ‘교정 안 보다, 대변 안 보다, 맛 안 보다, 망 안 보다, 선
안 보다, 소변 안 보다, 소피 안 보다, 손 안 보다, 욕 안 보다, 흉 안 보다’와 같이 ‘안’이 선행
20)20)

요소와 ‘보다’의 사이에 삽입되어 단형 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

부사와 ‘보다’가 결합

한 ‘쉬이보다’ 역시 ‘쉬이 안 보다’와 같이 선행 요소와 ‘보다’의 사이에 ‘안’이 삽입되는 것이 자
연스럽다.21) 이렇게 부정소가 삽입될 수 있는 예들은 어근 분리도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다.
21)

부정소의 삽입은 선행 요소의 투명성과 후행 요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부정소의 삽
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분리성만 보장되면 적용될 수 있는 어근 분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보다’ 결합형의 예들 중 ‘본보다’는 부정소 ‘안’과 함께 쓰이기 어렵다. 다른 예들과는
달리 ‘本’과 ‘보다’가 모두 추상화된 의미를 가져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형 부정이 성립되지 않
는 경우이다. ‘*안 본보다’도 자연스럽지 않고 ‘*본 안 보다’도 쓰이기 어렵다.22) ‘본보다’의 ‘本’은
22)

다른 선행 요소와는 달리 의미가 투명하지 않은 추상적인 1음절 한자어인데, ‘보다’ 역시 일반적
23)23)

인 ‘보다’가 가진 의미와는 달리 특수화되어 ‘本’과 ‘보다’의 결합이 더 공고해졌기 때문에 ‘本’과
‘보다’의 사이에 ‘안’이 삽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을 보다, *본도 보다’와 같이 어
근 분리가 쉽지 않은 것이 ‘본보다’라는 합성용언 내에서 어근 ‘本’이 가진 불투명성과 비분리성
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받다’ 결합형 합성용언 역시 ‘보다’ 결합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4) 강요받다, 내림받다, 버림받다, 본받다, 인정받다, 죄받다 등

‘받다’가 결합한 합성용언의 경우는 대부분 선행 요소의 의미가 투명하고 ‘받다’의 독립성이 강
조되어 있으므로 ‘*안 버림받다’와 같은 단형 부정은 이룰 수가 없고 ‘버림’과 ‘받다’의 사이에 ‘안’
이 삽입되어 ‘버림 안 받다’와 같은 단형 부정만 가능하다. 다른 예들 역시 ‘강요 안 받다, 내림
안 받다, 인정 안 받다, 죄 안 받다’와 같은 형식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받다’ 결합형 합성용
20) 박형우(2003:365-366)에서는 부정소 ‘안’이 삽입되어 부정문을 형성하는 것이 아직 합성어로서의 형태
고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합성용언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면 부정소
‘안’이 삽입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합성용언에서 부정소 ‘안’의 삽입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합성용언
에서의 부정소 삽입을 합성 단계의 미비함으로 처리한다면 합성용언으로 등재될 수 있는 경우는 극소
수에 불과할 것이다.
21) 박형우(2003:341)에서도 ‘명사 어근+어근’이나 ‘부사 어근+어근’으로 구성되는 통사적 합성어의 경우에는
어근과 어근 사이에 부정소가 개입되어 부정문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2) ‘*동생이 형의 행동을 안 본보았다.’가 쓰일 수 없고, ‘*동생이 형의 행동을 본 안 보았다.’도 쓰일 수 없
는 것이다.
23) ‘본보다’는 ‘모범으로 삼아 따라 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 때의 ‘보다’의 의미는 ‘보다’가 가진 기본의
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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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에서 ‘받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이나 작용을 당하거나 입다’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본받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녀 단독으로 쓰였을 때에는 의미가 불투
명한 1음절 한자어 ‘本’과 결합함으로써 ‘받다’의 의미도 불투명해지면서 선행 요소와의 결합이
공고해진 경우이다. ‘본받다’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이나 작용을 당하거나
24)24)

입다’라는 ‘받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추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

이 때에는 ‘本’과 ‘받다’의 사이에
25)25)

‘안’이 삽입될 수 없고 ‘ 안 본받다’와 같은 단형 부정만 가능하다.

그러나 ‘본을 받다’와 같이 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는 가능하다. 이는 부정소 삽입과 어근 분리
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받다’는 선행
요소인 ‘本’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받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받다’의 독립성이 약화되었으
므로 ‘本’과 ‘받다’의 사이에 ‘안’이 삽입될 수 없지만, ‘本’과 ‘받다’의 경계는 확인되므로 ‘본을 받
다’와 같은 어근 분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는 허용하지만 부정소의
삽입에는 제약이 있는 ‘본받다’는 어근 분리의 출발점이 부정소 ‘안’의 삽입이라는 허철구(1998)의
주장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어근 분리가 부정소 ‘안’의 삽입보다는 더 쉽게 허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본받다’는 어근 분리의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소 ‘안’의 삽입이 가
능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어근 분리를 허용할 수 있지만, 어근 분리가 가능한 예라도 후행 요
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면 부정소 ‘안’의 삽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본을 받다’와 같이 어근 분리가 적용된 이후에는 부정소가 삽입되어
?

‘ 본을 안 받다’가 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이 다른 문법 현상임을 傍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결
과를 위한 문법 현상이 하나의 합성용언에 두 번 적용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부정소 ‘안’의 삽입은 ‘쓰다’와 결합한 합성용언에서도 용이하게 일어난다.
(5) 꾀쓰다, 떼쓰다, 손쓰다, 애쓰다, 용쓰다, 힘쓰다 등

‘쓰다’ 결합형의 합성용언은 ‘꾀 안 쓰다, 떼 안 쓰다, 손 안 쓰다, 애 안 쓰다, 용 안 쓰다,
힘 안 쓰다’와 같이 ‘쓰다’와 선행 요소 사이에 ‘안’이 삽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쓰다’의 선행
요소는 모두 의미가 투명하고, ‘쓰다’는 독립성을 가진 동사이므로 ‘쓰다’의 앞에 ‘안’이 놓이는 것
24) ‘본보다’의 ‘보다’가 ‘본받다’의 ‘받다’보다는 더 추상화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본받다’의 ‘받다’가 가진 ‘따
라하다’라는 의미는 ‘작용에 영향을 입다’라는 ‘받다’의 기본의미를 통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본보다’의 ‘보다’가 가진 ‘따라하다’는 ‘보다’의 기본의미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의미이다.
25) ‘?동생이 형을 안 본받았다.’는 가능하지만 ‘*동생이 형을 본 안 받았다.’는 쓰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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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또, ‘꾀를 쓰다, 떼를 쓰다, 손을 쓰다, 애를 쓰다,

용을 쓰다, 힘을 쓰다’와 같이 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쓰다’와
결합한 합성용언의 경우,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경계가 확실하고 ‘쓰다’의 독립성도 뚜렷하게
확보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다’에 의한 합성용언은 그 수가 많고 단형 부정의 형식도 분류가 필요하다.
(6) ㄱ. 결딴나다, 결말나다, 결판나다, 골나다, 광나다, 구역나다, 끝장나다, 냄새나다, 노망나다,
27)27)

녹나다, 땀나다, 맛나다,

바닥나다, 바람나다, 병나다, 부도나다, 불나다, 살인나다, 살

판나다, 샘나다, 생색나다, 성나다, 성질나다, 소문나다, 손해나다, 야단나다, 열나다, 욕
심나다, 윤나다, 의심나다, 이름나다, 작살나다, 정분나다, 조각나다, 진력나다, 철나다,
축나다, 탐나다, 틈나다, 피나다, 혼꾸멍나다, 화나다, 흠나다 등
ㄴ. 겁나다, 기억나다, 끝나다, 생각나다, 혼나다 등
ㄷ. 빛나다, 어긋나다 등
ㄹ. 불티나다, 판나다 등

‘나다’의 예들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6ㄱ)의 예들은 ‘*안 결판나다, *안 냄새나다, *안 불나다,
*안 살인나다, *안 흠나다’ 등과 같이 합성용언의 앞에 ‘안’이 놓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대부
분 ‘결판 안 나다, 냄새 안 나다, 불 안 나다, 살인 안 나다, 흠 안 나다’와 같이 ‘나다’의 선행
요소와 ‘나다’의 사이에 ‘안’이 삽입되는 것을 허용할 뿐이다. 선행 요소의 의미가 투명한 경우,
후행하는 동사 ‘나다’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정소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
럽다. 이렇게 부정소 ‘안’의 삽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6ㄱ)의 예들은 조사 ‘이/가’나
‘은/는’, ‘도’ 등에 의한 어근 분리도 쉽게 허용할 수 있다.
(6ㄴ)에 제시된 ‘겁나다, 혼나다’ 등은 부정소 ‘안’이 합성용언의 앞에 올 수도 있고 선행 요소
와 ‘나다’의 사이에도 삽입될 수 있다. 물론, (6ㄴ)의 예들도 합성용언의 사이에 부정소 ‘안’이 삽
입되는 것이 부정소 ‘안’이 합성용언에 선행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박형우
(2003)에서는 ‘혼나다’와 같은 합성용언에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사이에 ‘안’이 놓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성용언의 앞에 부정소가 놓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적인 예에서
26) 임홍빈(1979/1998:437)에서는 ‘안 깨끗하다’가 ‘깨끗 안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
다’에 ‘용언성’이 두드러지고 어근의 개념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깨끗하다’는 접미사 ‘-하다’
에 의해 형용사로 파생된 것이므로 이 설명은 합성용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7) ‘맛나다’는 ‘맛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파생용언으로 쓰일 때에는 부정소 ‘안’이 ‘맛나다’에 선행해서
만 쓰일 수 있다. 물론, ‘맛나다’에 대해서 ‘?안 맛나다’가 쓰이기보다는 ‘안 맛있다’가 쓰이는 일이 더 빈
번하다고 할 수 있다. ‘맛 안 나다’와 같이 ‘안’이 ‘맛’과 ‘나다’의 사이에 삽입될 때에는 ‘맛나다’는 합성용
언으로서 ‘맛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음식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맛이 생기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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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성용언의 앞에 부정소가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혼나다’를 박형우(2003)에 제시된 것처럼 ‘*
그 학생은 선생님께 안 혼났다.’와 같이 작위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쓰면 그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확연히 떨어지지만 ‘그렇게 하면 안 혼나길 뭘 안 혼나!’나 ‘오늘 학교에서 안 혼났어.’와 같이 일
상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면 ‘안 혼나다’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진다.
박형우(2003)에서는 합성용언 중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 마치 단일어처럼 여겨지는 일부의 합
성용언에 한정하여 부정소가 합성용언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6ㄴ)에 제시
된 모든 합성용언들은 어근 분리가 가능하므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단일어로 인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 (6ㄴ)의 ‘끝나다, 혼나다’는 ‘안 끝나다, 안 혼나다’로 쓰일
수 있지만 (6ㄱ)의 ‘끝장나다, 혼꾸멍나다’는 ‘*안 끝장나다, *안 혼꾸멍나다’로 쓰일 수 없는데,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합성용언이라도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맺는 관계에
따라 동사에 대한 의존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이 부정소가 합성용언의 앞에 놓일 수
있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6ㄷ)은 합성용언의 앞에 부정소 ‘안’이 놓이는 일이 가능하지만 부정소 ‘안’이 합성용언 사이
에 삽입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예들이다. ‘빛나다’는 ‘?아직도 안 빛나네.’ 정도의 문장에서 ‘?안
빛나다’가 쓰일 수 있다. ‘빛’은 불투명한 어근은 아니지만 ‘나다’에 대한 의존성은 높은 어근이라
고 할 수 있다. ‘빛’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가 한정적이어서 ‘나다’와 특징적으로 높은 결속력을
통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므로 ‘??빛 안 나다’와 같이 부정소가 ‘빛’과 ‘나다’의 사이에 삽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빛이 나다’와 같이 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는 쉽게 일어난다. ‘빛’ 자체
는 불투명하거나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긋나다’의 ‘어긋’은 선행 요소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의미도 불투명한 경우이다.
??

‘ 어긋 안 나다’와 같이 후행 요소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부정소 ‘안’의 삽입이 자연스럽지 않고,
선행 요소의 의미가 불투명하므로 조사에 의한 어근 분리도 적용되기 어렵다. ‘어긋’ 자체의 의
미가 불투명하여 ‘어긋’ 단독으로는 어떠한 의미 기능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어근 분리가 자연스
럽지 않은 것이다. ‘어긋나다’는 ‘어긋’의 의미가 불투명하여 ‘어긋나다’ 전체가 하나의 의미 단위
?

를 이루므로 부정소 ‘안’이 삽입되기는 어려우나 ‘ 안 어긋나다’와 같이 부정소가 합성용언의 앞에
놓일 수는 있다.
(6ㄹ)은 부정소 ‘안’이 선행 요소와 ‘나다’의 사이에 삽입될 수도 없고, ‘안’이 선행 요소와 ‘나
다’ 결합형의 앞에 놓일 수도 없는 예들이다. 즉, ‘안’에 의한 단형 부정은 불가능하고 장형 부정
만 가능한 예들이다.
‘불티나다’는 다른 예들과는 달리 비유적인 표현을 이루면서 ‘불티’와 ‘나다’가 원래 가지고 있
던 의미보다 추상화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상화로 인해 ‘불티’와 ‘나다’의 의미는 예측
이 불가능해져서 불투명한 것이 된 것이다. ‘불티나다’의 ‘불티’는 ‘타는 불에서 튀는 작은 불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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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요나 말썽의 원인’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때의 ‘나다’도 ‘현상이나 감정, 작용이 일어나다’로
해석할 수 없다. ‘불티나다’가 합쳐져서 ‘물건이 내놓기가 무섭게 빨리 팔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28)28)

때문이다.

이렇게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추상화된 의미를 가지고 결합하여 ‘불티나다’ 자체

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 경우에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독립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정소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삽입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단형 부정이
아예 불가능하다. 앞서 ‘본보다’에서 확인하였듯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의미가 추상화되어
불투명할 경우에는 단형 부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술할 ‘판나다’와 함께 ‘불티나다’는 ‘불티가 나다’, ‘판이 나다’와 같이 조사에 의해 선
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분리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것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조사에 의
해 분리되는 것과 부정소 ‘안’이 삽입되는 것이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어근 분리는 ‘불티, 판’이 어떤 의미를 가진 어근임이 확인만 되면 가능한 것
이지만 부정소 ‘안’의 삽입은 ‘불티, 판’이 후행하는 ‘나다’와 독립되어서도 그 의미를 유지할 수
있어서 ‘나다’가 독립적인 동사임을 보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불티, 판’이 후행하는 ‘나다’와 하나
의 의미 단위를 이루어서 ‘나다’의 독립성마저 확보할 수 없으면 부정소 ‘안’은 삽입될 수 없다.
이는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근 분리가 부정소 ‘안’의 삽입보다는 좀 더 느슨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맺는 개별적인 관계에 따라서 부정소 ‘안’의 삽입이 좌우된다는 것
은 동의어들로 구성된 ‘나다’ 결합형이 서로 다른 부정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6ㄱ)의 ‘결말나다, 결판나다, 끝장나다’는 선행 요소와 ‘나다’ 사이에 ‘안’의 삽입을 허용하
고, (6ㄴ)의 ‘끝나다’는 ‘안’이 선행 요소와 ‘나다’의 사이에 삽입될 수도 있고 ‘안’이 선행 요소와
‘나다’ 결합형의 앞에 놓일 수도 있다. (6ㄹ)의 ‘판나다’는 두 가지의 단형 부정 방식을 모두 허용
하지 않는다. ‘나다’와 결합하는 ‘결말, 결판, 끝장, 끝, 판’은 공통적으로 ‘어떤 행위가 결과(마지
막)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명사들이지만, 이들이 ‘나다’와 결합하여 부정소 ‘안’과 관련을 맺는
방식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판나다’의 경우, 다른 예들과는 달리 ‘판’이 원래 가지고 있
던 ‘일이 벌어진 자리’라는 실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의 마지막’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
면서 ‘나다’와의 결합이 공고해져 부정소의 삽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말, 결판, 끝장, 끝’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의 마지막’을 의미하므로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 의미가 투명하
29)29)

고 ‘나다’와의 결속력이 ‘판’보다 공고하지 않으므로 부정소의 삽입을 허용할 수 있다.

28) ‘불티나다’는 ‘불티’와 ‘나다’의 의미를 합성어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렇게 두 구성요소가 모
두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불투명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관용어를 중심으
로 다루기는 했지만 임지룡․윤희수 역(1989:50-51)에서도 구성요소 중 일부가 원래의 의미를 지시하는
경우보다 구성요소 중 어느 것도 원래의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의 불투명성이 더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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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류나 부사류를 선행 요소로 하면서 사전에 등재된 ‘가다’ 합성용언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다’ 결합형 합성용언은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7) ㄱ. 도망가다 등
ㄴ. 축가다, 흠가다 등
ㄷ. 한물가다 등

이동동사인 ‘가다’ 합성용언 중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도망가다’는 합성용언의 앞에 부정소가
놓여 ‘안 도망가다’도 쓰일 수 있고, 합성용언의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부정소가 놓여
‘도망 안 가다’도 쓰일 수 있다. ‘안 도망가다’가 가능한 것은 선행 요소인 ‘逃亡’이 후행 요소 ‘가
다’와 제한적인 결합을 보임으로써 의존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망을 가다’
와 같이 어근 분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동동사는 아니지만 또 다른 ‘가다’ 합성용언 중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축가다, 흠가다’는
‘*안 축가다, *안 흠가다’를 허용하지 않는다. ‘축가다’는 ‘*축 안 가다’와 같이 부정소가 선행 요소
?

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놓이기 어렵지만, ‘흠가다’는 ‘ 흠 안 가다’와 같이 선행 요소와 ‘가다’ 사
이에 ‘안’이 삽입되는 것을 허용한다.30) ‘흠가다’의 선행 요소인 ‘欠’보다는 ‘축가다’의 선행 요소인
30)

‘縮’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여 후행 요소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부정소의 삽입이 자연
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축이 가다’, ‘흠이 가다’와 같이 조사 ‘이/가’에 의한 어근 분리는 자
연스럽게 허용한다.
??

(7ㄷ)의 ‘한물가다’는 부정소 ‘안’이 합성용언의 앞에 놓여 ‘*안 한물가다’로 쓰일 수 없고, ‘ 한
31)31)

물 안 가다’와 같이 부정소 ‘안’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놓이기도 어렵다.

‘한물가

다’는 ‘한물’의 의미가 ‘逃亡’이나 ‘欠’보다 추상적이어서 불투명하고, ‘가다’의 의미도 추상화되어
있는 예이다. ‘한물가다’의 ‘가다’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다’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 때의 ‘가다’의
의미는 이동동사로서의 ‘가다’의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투명성
과 추상성은 ‘한물가다’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요소의 불
투명성과 함께 이동동사로서의 특성을 잃은 채 추상화된 ‘가다’가 공고하게 결합하여 단형 부정
자체가 어려운 합성용언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물이 가다’와 같은 어근 분리를 경험
하므로 ‘한물’이 어근이라는 경계 의식은 살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9) ‘결말 안 난 일, 결판 안 난 일, 끝장 안 난 일, 끝 안 난 일’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으나 ‘*판 안 난
일’은 쓰이기 어렵다.
30) ‘?흠 안 간 접시’는 쓰일 수 있으나 ‘*축 안 간 살림’은 쓰이기 어려운 것이다.
31) ‘*안 한물간 생선’은 쓰일 수 없고, ‘??한물 안 간 생선’도 자연스럽게 쓰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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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다’나 ‘한물가다’와 같은 예들은 부정소의 삽입과 어근 분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경우라도 어근 분리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합성용언의 여러 예들을 통해 합성용언의 부정소 ‘안’ 삽입 문제를 다룬 논의이다. 부
정소 ‘안’ 삽입의 문제와 함께 자주 논의되었던 어근 분리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
작하였는데, 여기서는 어근 분리와 부정소 ‘안’의 삽입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보았다.
어근 분리는 선행 요소인 어근의 의미가 투명하고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로 나눌 수만 있다
면 이루어질 수 있다. 어근의 의미만 투명하면 되는 것일 뿐, 후행 요소의 독립성 여부까지 고
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어근 분리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분리만 된다면 가능하고
후행 요소의 독립성은 상관이 없으므로 후행 요소가 독립적이지 않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소 ‘안’이 삽입되는 데에는 후행 요소의 독립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후행 요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행 요소 역시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부정소 ‘안’의 삽입이 허
용되는 것이다. 선행 요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후행 요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면, 부정소 ‘안’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사이에
삽입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소 삽입에는 ‘독립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부정소 ‘안’의 삽입이 가능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어근 분리가 허용될 수 있지만, 어근 분리가 가능해도 후행 요소의 독
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면 부정소 ‘안’의 삽입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본고에서는 ‘있다, 없다, 보다, 받다, 쓰다, 나다, 가다’ 결합형 합성용언을 통해 위에 제시한
사실들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보다, 쓰다’ 결합형의 예들과 동사의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있다, 없다’ 결합형의 예들
을 제외하면, ‘받다, 나다, 가다’ 등의 결합형에서 부정소 삽입과 어근 분리가 적용되는 데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받다’ 결합형의 예부터 살펴보면, 추상적인 의미를 지녀 그 의미가 불투명한 한자어 ‘本’
과 결합한 ‘본받다’는 ‘本’과 ‘받다’의 사이에 ‘안’이 삽입될 수 없다. 그러나 ‘본을 받다’와 같이 조
사에 의한 어근 분리는 가능하다. ‘본받다’는 선행 요소인 ‘本’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받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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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이 높아지고 ‘받다’의 독립성이 약화되었으므로 ‘本’과 ‘받다’의 사이에 ‘안’이 삽입될 수 없
지만, ‘本’과 ‘받다’가 각각 다른 요소로 분리됨으로써 ‘본을 받다’와 같은 어근 분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나다’ 결합형의 예인 ‘불티나다, 판나다’ 역시 어근 분리는 허용하지만 부정소의 삽입은 허용
하지 않는다. ‘불티나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이루면서 ‘불티’와 ‘나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보
다 추상화된 예인데, 추상화된 의미를 가지고 결합하여 ‘불티나다’ 자체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어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독립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정소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삽입되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판나다’의 ‘판’도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
여 ‘나다’와 결합함으로써 ‘나다’와의 결합이 공고해져 부정소의 삽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가다’ 결합형 합성용언인 ‘축가다, 한물가다’도 어근 분리는 허용하지만 부정소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사이에 놓이기 어려운 예이다. ‘축가다’의 ‘縮’은 그 의미가 불투명한 한자어 1음절
어근이어서 후행 요소인 ‘가다’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부정소의 삽입이 이루어지기 어
렵다. ‘한물’도 그 의미가 불투명하고 ‘가다’의 의미도 이동동사로서의 ‘가다’의 의미가 추상화된
경우이다. 이러한 불투명성과 추상화로 인해 ‘한물가다’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임으로써 ‘가다’
의 독립성이 결여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요소의 불투명성과 함께 추상화된 ‘가다’가 공고하
게 결합하여 부정소 삽입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처럼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이 허용되는 데 차이가 있는 예들을 통해 부정소 삽입이 어
근 분리보다 더 제한적인 문법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는 출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출발에 머물렀지만, 합성용언에서의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
입은 더 많은 예들을 통해 그 차이가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부정소, 어근, 어근 분리, 합성어, 독립성, 불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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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ot-Separation and the Insert of Negative Element in
Compound Verb
Choe, Hyeong-gang *
32)

The insert of negative element “an(안)-” is related to independence of verb in
compound verb. In the compound verb, negative element “an-” can modify verb
which has morphological and semantical independence.
The condition of root-separation is not same as the condition of insert of negative
element. The insert of negative element “an-” can control root-separation but converse
is not always true.
Specially the independence of verb in compound verb influences the insert of
negative element. The semantic opacity of root obstructs root-separation and the
insert of negative element in common. If root and verb are fused in meaning, the
negative element can not be inserted in compound verb.

Key Words : negative element, root, root-separation, compound verb, independence,
o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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