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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과 맨 이 흔 히 접두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단어들 속에 파묻히어 이들 자체의 특유한
뜻들은 큰 관심사가 되어 오고 있지 옷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자세히
면，

살펴보

이것들을 그저 접두어라고만 치워버리기에는 너무나 비중이 크다. 막과 맨이 부사로도

쓰이는 것을 보면， 접두어가 되기 이전에는 형용사적 구실을 했었읍을 추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막과 맨의 원초적 뭇 (proto-meaning) 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데에 그 목적

이 있다. 이들의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서 두가지 접근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一語
多義 方法 ( polysemy approach) 이 고， 다른 하냐는 核心意味 方法 ( core-meaning a pproach) 이

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대상들을 전자의 방법으로 다루려고 하연， 문제 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들 개개의 의미기술을 하면 작업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 방법￡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核心意味를 찾아내야 하며， 그 핵심의미가
적 쓰임 (actual uses) 으로 되는가를 설영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적
후자

어떻게 구체

따라서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

되는 동시에， 그만큼 흥미있는 작업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막과 맨이 어떠한 핵심적 뭇 (core-meaning) 즉 원초적 뭇 (proto-meaning)

을 가지며，

이 뜻과 話用的 應用 (pragmatic application) 이 합해져서 구체적인 실제적

쓰임

(actual uses) 이 파생 하는 것 을 보이 려 고 한다.

2. 1.

‘ 막’으| 뜻

막의 뜻을 파내 기 위 하여 다음의 자료 을 살펴 보자.

(l) 가. 막걸리， 막국수
냐.

막도장，

다.

막말， 막쓰기

막노동

라.

털도 안 뜯고 막 먹는다.

마. 지금 막 끝났다.
바.

막차，

막판，

막 시작한다.

막내， 막물

( 가) 에서 ( 다) 까지는 막이 접두어로 쓰이고 있는 형태 이며， ( 라) 와 ( 마) 는 부사로 쓰이고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 바) 는 다른 것들과는 다른 뜻드로 쓰인 보기이다.

지막의 준 꼴이다. 즉 막차는 마지막 차， 막판은 마지막 판， 따위와

같다. 따라서 (바)의

보기틀은 이 논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자는 (가)부 터 (마) 까지의 막의 뭇을 다음과 같이 성갱하려고 한다‘
45

( 바) 의 막은 마

語學맑究 第 20卷 第

46

l

號

(2) 막의 원초적 뭇
가.

과정
//

\\

시작
나.

끝

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함

어떤 일에 있 어서， 시작과 끝과 과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을 뭇하는 것이 막의 원초적 뜻이라고 본다.
이러한 원초척 뜻을 설갱했으면， 과연 막의 뭇을 올바르게 파악했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생산성 (productivity) 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2.2. 검증 및 생산성
위에서 섣갱한 원초적

돗을 검증해 보자.

막걸리의 경우， 고급주와는

극히 단순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A 로 불리운다.

런 일을 히려면
지

않는다.

달리

막노동의 경우는，

제조과갱이

어떠한 고급스

그 과정이 고도의 기솔과갱이 요구되지만 막노동은 그러한 과정을 요구하

막말의 경우를 보면， 보통의 경우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를 고려해서 세련

과갱 (refining process) 을 통하여 여 과시 켜 서 말을 발하게 되 는데 ,

이 러 한 세 련 과정 을

생 략

하고 하는 말은 자연히 거칠고 원색적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망난이 는 옛날에 참수형
집행인을 뭇한다고 하는데 (고영근교수지적) , 필자의 해석은 이 말은 막난이 에서 온 것으로
본다.

사람이 태어나려연 여러가지 절차가 요구되는데，

그러지 못한 쳐지에 태어난 사람은

자연히 그 신분이나 성장과정이나 성장후의 직종에 있어서 신통하지

다.

않을 것은 뻔한

일이

이와 같이 볼 때에， 위에 설정한 막의 원초적 뭇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막 이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문을 생각해 보 자.

(3) 가. 막 바로 들어 간다.
나.

곧 바로 올아 온다.

다.

인사도 없이

라.

거간도 없이 막 팔고 산다.

막 떠난다.

마.

지금 막 떠났다.

바.

막 떠낭니다.

(가)와 ( 나)에서 바로 와 곧 은 “直”을 뭇하며 ，

어떤 과정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뭇

한다. 따라서 막과 어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다) 와 (라)의 경우는，

‘무엇 무엇도 없

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어떤 과갱을 생략한 것올 나타낸다. 따라서 막과 어울리는
가 된다.

이유

(마)와 ( 바) 의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현재와 과거 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함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되므로， 시간의 지체 를 배제하는 뭇이 된다.

이

와 같이 막의 원초적 뭇을 (2) 처럼 설정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 적용핍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막의 원초적 돗이 어휘 형성 에 있어서 과연 어느 갱도 생산성을 갖나
보자.

막이 이러한 뭇으로서 생산성이 매우

높으며， 그

정도는

話用的

살펴

許容 (pragmatic

compatibility) 범 위 내 에 서 는 생 산성 이 허 용된다고 본다. 즉 현실세 계 가 허 용하는 한은 생
산척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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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설사약 이란 말은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설사를

청지시키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설사시키는 약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현실세계가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감기약 이 란 말은 현재로서는 강기를 치료하는 약부로만 쓰이고 있지만， 만약

감기에 걸리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생긴다연， 이 말이 감기에 걸리게 하는

앞으로

약 이라는 뭇

으로도 쓰이게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지만 어떠한 적절한 환경에서 쓴다면，

아주 자

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4) 가. 막신， 막우산
나.

막논문드 좋으 나 꼭 발표해 달라고 해서 마지 옷해 맨 헛소리인 줄 알면서 도 이
렇게 발표합니다.

막신의 경우， 그 제작과정이 단순화된 것이기도 하고， 또는 신는 것을 허드레로 신는 경우

도 돗한다. 막우산의 경우는 요즈음 형펀없는 비닐우산을 생각해 보면 그냥 납득 이

막논문의 경우는 ，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슨 뭇인지 모르겠지만， (4 나)와

간다.

같은 환경에

서는 어떠한 표현보다도 가장 적절한 표현임을 알게 펀다. 이와 같이 話用的 許容의

범위

내에서 막의 돗이 생산성을 갖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3. 1. ‘ 맨 ’ 의 뜻
맨 의 원초적 돗을 파내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생각해 보자.

(5) 가. 맨손， 맨발， 맨주먹， 맨머리， 맨옴
나.

맨바닥， 맨땅-

다.

맨밥，

라.

맨단내 ， 맨속

맨물

마. 맨끝， 맨앞， 맨먼저
바. 맨입， 앤갱신

사. 맨 헛소리만 한다. 맨 거짓말뿐이다.
(가)부터 ( 바)까지 는 맨 이 접두어로 쓰인 보기이며，

(사)는 맨 이 부사로 쓰인 경우이다.

필자는 맨의 원초적 뭇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6) 맨 의 원초적 뭇
가. 부착 또는 동반할 수도 있는 것을 부착 또는 동반하지 않는 것
나

3. 2.

따라서，

대상의 강조

검증 및 생산성

먼저 검증해 보자.

맨 {발， 손，

머리，

몸}의 경우，

발에 신을 신지 않는 것，

손에 아무

것도 을지 않는 것， 머리에 아우 것도 쓰지 않는 것， 옴에 옷을 결치지 않는 것， 따위를 뭇
한다.

맨 { 바탁， 당}의 경우는 바 닥이나 땅에 아무 것도 깔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맨밥은

반찬 없는 밥을 뭇하고， 맨물 은 물에 아무 것도 타지 않은 순수한 물을 뭇한다. 앤물은 보

통은

맹물로 발음된다.

만탄내 는 무엇인가가 타는 냄 새인데，

어떤 목적으로 태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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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그저 흔자 타는 것의 냄새이다. 맨속은 음식을 먹지 않은 반 속을 뭇한다. 맨먼저

나 맨묻 은 앞이나 두|에 아무 것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뭇이 자연스럽게

추리된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위에 설정한 맨의 원초적 뭇이 합당함올 알 수 있다.
맨중간이란 말은 앞과 뒤가 있으니까 위에 설정한 원초적 뜻과는 다른 뜻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반증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먼처음과 맨끝 과 더불어 유추과정에서 발생한
때문이다. 그런데， 맨세번째 와 같은 표현을 안 쓰인다. 그 이유는 위에 설정한
적 뭇과는 어울려지 않기 때문이다.

것이기

맨 의 원초

(5 사) 는 맨이 부사로 쓰인 경우인데， 맨 이 수식하는 초

점이 되는 대상명사의 뒤에 한정사 만이나 뿐이 붙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뭇을 이해하연 그 이유를 그냥 알 수 있다.

만이나 뿐의

따라서 맨 이 대 상명사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맨 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생산성은 실제세계가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생산적이다.

컨대 ， 맨 {코， 구1 ， 입술}의 경우， 코나 귀나 입술에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은

예

상태를 뜻한

다. 맨입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 아무 것도 먹지 않고’에서 결국은 ‘ 반대급부 없이 ’
라는 뭇이 되었다. 어느 회사에서 라디오와 시계를 부착한 제품만을
오와 시계를 별개로만 만들게 됐다면， 그앤

맨라디오 ， 맨시계라는

만들어 내다가， 라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질 것이다.

4.

맺

음

말

첫째， 막과 맨 의 의미분석에 있어서 一語多議 方法 (polysemy approach) 보다는

核心意味

方法 (core -meaning approach ) 이 설명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둘째，

막 과 맨이 그 의미 즉 쓰엄 ( use) 에 있어서 다양하지만， 이것은

원초적 뜻 (proto-

meaning) 과 話用的 廳用 (pragmatic application ) 이 결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

이다.

세째， 이 논문에서 설정한 막 과 맨 의 원초적 뭇의 어휘형성에 있어서의 생산성 (producti-

vity) 은
네째，

話用的 許容 (pragmatic

범 위 내 에 서 는 매 우 생 산적 이 다.

이 논문에서 시도한 의미분석의 요령은 다른 현상에서도 적용성이

막이나 맨 과 비 숫한
군밥，

compatibility) 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군의 의미분 석도

군일， 군식구 ， 군소리，

군말， 군불，

군살 ，

높다.

예컨대，

꼭 같은 원리로 분석가능하다.

군더더기 ，

아낸다면， 군과 함께 쓰이 는 명 사가 어 떤 일에 있어 서 ‘잉 여 적 (redundant) 엄 ’ 을 뭇한다.

한 합성동사의 의미분석에 있어서도， 원초작 뜻의 파악이 필요하다. 예컨데，
리다， 묻내버리다，

(2) 앉아주다， 해주다 ， 따위에서 버리다나 주다의 원초적 뜻을

이 논문에서 펼자는 “막 말로 앤 헛소리만” 했읍니까?

참

고

문

또

(1) 먹어 버

면 전체 합성동사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끝으로，

즉

따위에서 군의 원초적 뭇을 잡

헌

Perkins , Michael R. (1982) ‘ The Core Meanings of the Eng 1ish Modals ,’ JL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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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mantics of Two Korean Lexemes mak and maen
In -Seok Yang
The two Korean lexemes mak and

maeπ

have been treated just as prefìxes , and

have

received no semantic analysis. This paper draws linguists' attention to the neglected objec 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ir proto-meanings. Two semantic
approaches are available : one is the polysemy approach and the other the core-meaning
approach. If we follow the former , the lexical items containing the lexemes will receive
separate individual semantic interpretations. This gives us nothing interesting and significan t. If we follow the latter , on the other hand , the actual uses of lexical items containing the lexemes will result from the pragmatic application of the proto-meanings , that
1S: “ proto-meaning + pragma tic a ppli cations •
actual uses.>> This approach seems to reflect
our cogmtlve structure.
This paper sets up the proto-meaning of mak as: the omissioπ or simplificatioη 01 the
( refiπ ing)

process , and that of maen as: the detachment 01 the (probable)

accompaηimeη t.

These proto-meanings combined with the pragmatic contexts will give the actual uses of
the lexical items containing these lexemes.
Concerning the productivity of these proto-meanings with reference to the word-formation , they are very productive to the extent that pragmatic contexts allow.
The core-meaning approach has its theoretical implication to the effect that the exploration of proto-meanings is one of the significant jobs to be done for semantic explorations
of natural languages.
(The English version of the title of
version intends to ex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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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oes not express what th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