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派生接離의 分析限界

홉 永 根

I 머리맡 

文法맑究에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단어의 절정에 무게롤 두어 

品웹짧 중심의 운법을 엮을 수도 있고 形態構造를 드러내는 쪽￡로 방향율 

잡을 수도 있다. 또 문장구성의 질서 발굴에 힘을 주는 방향의 태도도 취 

할 수 있다. 어떤 方向올 취하든지 單語와 形態素는 문법연구의 기본단위가 

된다. 특히 單語形成과 文章構成에서 차지하는 형태소의 역할은 애우 중요 

하다. 

형태소의 定立基準은 무엇이며 그 분석한계는 어디일까? 이 문제에는 단 

어나 운장의 경계를 정렵하는 기준 이상의 어려움이 가로놓일 째가 많다. 

필자는 몇 해 전 屆折接鷹를 중심으로 이 물음에 대한 解答올 제시한 일이 

있다(高永根 1978). 우선 하나의 좁聲連結體가 형태소가 되려면 다른 음성 

연결체와 마주선다든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야 한다. 이 련 자격 

올 하나라도 갖추고 있으연 그런 음성연결체들은 형태소가 될 수 있고 필연 

적으로 일청한 意味·機能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형태소를 最小의 有意

的 單位로 볼 때의 개념이지만 단순한 음운현상의 공통성에 근거해서도 형 

태소를 설청할 수 있다. 필자가 시도했던 接尾解의 目緣作成(高永根 1974) 

도 궁극적으로는 앞의 原理에 기댄 것이었다. 이를헤면 ‘먹이다， 먹히다’에 

서 ‘-이-. -히-’를 析出하는 것은 ‘먹-다’라는 환경에서 두 훌素가 마주서 

는 관계〔系列關係)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위의 두 어휘에서 ‘이， 히’ 

가 떨어진 ‘먹다’가 큰 의미의 변통없이 寶.:Ð:하는 관계(鏡合關係)률 이루는 

것도 분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파생첩사의 定立基績올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 물론 공통펀 음운현장에 기댄 형태소 인식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다. 오늘 이곳에서는 앞날 만들었던 첩미사를 중심으로 분석 

기준을 자세히 논의하고 당시 숙제로 남져 두었던 -連의 諸윷에 대한 분석 

가능성을 더 깊이 따져 보기로 한다. 01 와 함께 최근의 造諸法 연구에서 논 

의되고 있는 문제첨에 대해서도 필자 나름의 생각을 붙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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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分析의 싫제 

2.1. 派호接짧의 分析 閒훌 

(1) -끼 리 (우리 -), -들(사람-)， -쯤(내 일-) 

(1)은 語根 형태소와의 분리가 자유홉고 비교적 많은 수의 훌훌훌와 결합환 

다고 하여 초사 또는 의존명사의 테두리에 넣는 일도 있다 ‘-끼리’는 그 

앞에 ι들’이 올 수 있다는 첨에서 分離性이 강하다. ‘-들’은 셉의 대상이 

되는 어휘에는 보펀객으로 붙으며 ‘-쯤’은 ‘그 사랑들쯤’과 같이 ‘들’ 뒤에 
붙기도 한다. 위의 항목들은 선행체언과의 분리성이 강하므로 분석에 아무 

런 어려움이 없다. 

(2) 가질(손-， 가위-)， -꾼(짐-， 일-) 

나프리 다(넘 -(어 )-), -거 리 다(철 령 -) 

다랍다(어 른-)， -흐다(앓-)， -쌓다(강-)， -엽 다(간질-) 

라이 (높-， 깊-) 

(2)의 항목들은 국어 파생볍 연구에서 전형적 접사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2가)의 첩사는 명사즐 다른 명사로 파생시킨다. ‘-질’과 ‘-꾼’이 독렵펀 

형태소가 되는 것은 선행어근이 명사로서 自律的 機能을 발휘하기 때푼이다. 

어근의 이러한 특정을 “構造的 自律뾰”이라 부르기로 한다. (2냐)의 청사는 

동사를 파생시 킨다. ‘-뜨리 다’ 는 동사를 동사로， ‘-거 리 다’ 는 상정 부사를 

동사로 파생시킨다. ‘-도리다’가 분석되는 것은 반대의 기능을 띤 ‘-지다’ 

와 맞설수 있고 또 어근 ‘념-’이 통사로서 구조적 자울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리다’가 분석되는 것은 ‘철랭’이 ‘철령철령’과 같이 상정부사로서 구조 

척 자율성 이 확인되기 때문이 다. (3다)의 청 사는 형 용사를 파생 시 킨다. ‘-브 

다답다쌓다업다’가 接尾解가 되는 것은 선행어근이 명사(‘어른’)， 

동사〈‘앓-’)， 형용사(‘감-’)와 같이 구조적 자윷성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렇게 품사가 분명한， 구조적 자율성을 지닌 어근을 “規則的 語根”이라고 한 

다 2 어근이 규칙척이연 거기에 붙는 첩사는 독렵펀 형태소의 자격이 충분 

하다. 

接尾뺨 가운데는 품사가 분명 하지 않은， 곧 구조적 자율성 이 缺如된 어 근 

에 붙는 것이 적지 않다. 앞의 (2)의 첨마사들이 그러하다. 

(2) 가’질 (무두-)， -군(배 상-) 

1 세 항목의 구초껴 륙정에 대하여는 홉永根(1974:15-17)융 보라. 
2 어근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에 대한 개념은 청인송(1965)과 홉永根(1974:32)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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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려 다(쓸-(어 )_)3， _거 리 다(바 아냥-) 

다답다(아름-)， -브다(낮-)"， -쌓다(팔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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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의 ‘우두-， 배 상’ 은 (2가)와 비 교하면 그 어 근이 명 샤일 가농성 이 

없지 않으나 자율성 이 확인되지 않는다. (2나')의 ‘쓸-은 ‘어 ’ 를 고려 할 때 

통사얼 가농성이 없지 않으나 같은 돗의 ‘쓸-’ 이 통사로 구조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일이 없다. (2다')의 ‘비아냥’은 장정부사일 가농성이 없지 않으 

나 이런 부사는 實:(E하지 않는다. (2다')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아름’은 

(2다)의 ‘어른-’과 비교하연 명사일 가능성이 없지 않A나 명사로 쓰이는 

엘이 없다. ‘낮-’은 (2다)의 ‘앓-’과 벼교하면 통사얼 가능성이 없지 않으 

나 같은 뜻의 ‘낮-’이 동사로 쓰이는 일이 없다. ‘팔-’은 (2다')의 ‘강-’과 

비교하면 형용사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형용사로 나타나는 일이 없다. 이 

렇게 품사가 분명하지 않은， 구조척 차윷성 이 缺如펀 어 근올 “不規則的 語

根"6이라고 한다. 어근이 불규칙척언 경우는 규칙적 어근에 붙는 첩사가 확 

인원다고 해도 분석이 쉽지 않다. (2)에서 첩미사를 식별한 기준이 션행어 

근의 구조척 자윷성 이 었는데 (2')에서는 그런 특정 이 발견되지 않으니 분석 

을 보류할 수도 있다. 실제로 (2다')와 같은 어휘를 파생어로 보지 않고 단 

얼어로 보는 일이 있다 그러나 캡사의 體系的 目鐵作成을 위하여는 불규 

칙어근에 붙는 접사도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랍다’에서 

는 ‘사랍’ 의 구조적 자율성 에 근거 하여 ‘-답-’ 을 분석 하연서 ‘아름답다’ 에 

서 는 ‘아름’ 에 구조적 자율성 이 인청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분석하지 않는다면 

접 사 ‘-답-’ 의 分布記述에 구멍 이 생 긴다. (2')와 같이 불규칙 적 어 근에 접 

미사가 붙은 어휘릎 “제 l 차적 파생어”와 보고 첩미사를 식멸하는 것이 온 

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펀 (2)와 같이 규칙적 어근에 첩미사가 붙은 어휘는 

제 2 차적 파생어이다 8 

규칙적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첩마사는 의태어 풍 

의 상징부사에도 나타난다. 

(3) -신 -신 (녹- 녹-)， -실 -실 (굽- 굽-)， 

a 철자장으로는 ‘쓰러뜨리다’이다. 
4 청언승(1965)의 분석이다. ‘날」으로 척어도 좋다. 
5 철자상으로는 ‘파렇다’ 이 다. 

8 어근의 규칙 • 불규칙성은 정인송(1965)에서 벌어온 것이다. 이런 어근을 허웅 
(1975:36)에 서 는 “가장척 뿌리 ”라 하였고 깅 체 곤(1969)에 서 는 “독럽 정 이 없는 어 근” 
이라 하였다. 

7 이를돼연 ‘아릎답다’를 허웅(1983:186)에서 단얼어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사 
실이다. 

8 필자는 이며 홉永根(1974:64)에셔 이런 해컬 방식을 끌어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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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악(교물- 꼬물-)， -앙 -앙(간들- 간들_)9， 

-작 -작〈값- 칼-) 

위의 첩사들은 어근의 음성상정적인 交替에 따라 陰性母音 系列로 바뀌기도 

한다. ‘-악 -악앙 -앙작 -작’ 이 ‘-억 -억 영 -영 척 -척 ’ 으로 바 

뀌는 것이 그러하다. ‘-악 -악앙 -앙’만 장정부사에 붙었고 나머지는 동 

사어근에 붙었다. 위의 첩사는 다음과 같은 불규칙척 어근에도 나타난다. 

(3') -신 -신(깜- 캅-)， -실 -실(꼼- 곰-)， 

-악 -악〈깜- 깜_)10， _앙 -앙(고실- 고실_)10， 

-작 -착〈깜- 깡_)11 

위의 예를 (3)과 비교하면 어근의 구조척 자율성을 전혀 인청할 수 없다. 이 

러한 경우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單一語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규칙적인 어 

근에 붙은 接解와 의마 장의 同一뾰이 파악펼 가농성 이 충분하묘로12 같은 系

列의 접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3')도 앞의 (2')와 같이 

제 1 차적 파생어로 처리된다. 

2.2. 훌홉홈l휩의 分析間뭘 

상정부사 가운데는 어근 상당의 요소가 하나 이상의 첩사 상당의 요소와 

결합되는 것이 많다. 

(4) 가. 움직움직， 움질움절， 우물우물(<움을 움을) cf. 움실 움실 
나. 궁질꿈실， 궁툴궁틀， 구물구물 cf. 궁실 굽설 

(4가)에서는 ‘움’을 (4나)에서는 ‘궁’올 析出할 수 있다. 그것은 ‘움’ 

과 ‘꿈’이 구조적 자율성은 없지만 공통펀 意味를 며고 있는 하나 이상의 

接解 상당의 요소와 결합되기 때문이다 13 이 가운데서 ‘움실움실’ ‘굳실꿈 

실’ 에 나타나는 ‘-질 -설’ 은， (3)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 규칙 척 어 근에 결 

합된다는 정에 유의하며 그것이 붙어 이루어진 말올 제 2 차척 파생어로 쳐 

리 한 바 있다. 그러 나 (4가， 나)에 나타나는 ‘-직 -직 14 절 -질을 -을’ 

9 현설척 철자는 ‘꼬우락 꼬우략， 간드랑깐드랑’ 이 다. 
10 현질쩍 언 철자는 .까막껴악， 고시 광고시 량’ 이 다. 
11 ‘깜작깜작’에 눈의 강는 행위와 관련환 의미가 없치 않으나 ‘깡다’가 흥사로 

.æ하는 일이 없으므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다루었다. 
12 (3), (3’)에 붙는 정사의 의미는 사천에 구체척으로 청의되어 있지 않다. 
13 周時짧(1910:29)에 나오는 동사플 뜻하는 ‘움’ 은 ‘움직 이 ’ 의 ‘웅’ 윤 따온 것 

이다. ‘움’이 ‘動’융 의미하는 어근이라는 생각이 "1 쳐 취한 조처앨 수도 었다. 
14 필자는 高永根(1974:119)에서 ‘굵직굵직， 웅칙움칙’에 나타냐는 ‘-칙-직’을 

같은 첩사로 쳐리하였으냐 의미상의 공홍성올 찾기 어렵다는 갱옹 고려하여 분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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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칙척 어근에 붙는 일이 없다. 그러나 ‘움， 궁’이 하나의 독렵펀 형태 

소로 분리되는 사청을 감안할 째 ;웹사의 대첩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 

면 (4)의 예도 제 1 차척 파생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예는 상당히 많이 들수 

있다. 

(4') 깡총깡총(cf. 깡짱깡짱)， 강장강창(cf. 강동강동)， 까막까막(cf. 깜 

박 깡박)， 간을 간들(cf. 간탱 간탱)， 번쩍 번쩍 (cf. 번묵번뜩) 

특히 마지막의 ‘번쩍번쩍’에 나타나는 ‘번’은 명사 ‘벤개’에서도 실현되어 

있어 어근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상징부사 가운데는 (4)와는 달리 접사 상당의 요소가 하나 이상의 어근 

상당의 요소에 붙는 일이 있다. 

(5) 까딱까딱(cf. 발딱발딱)， 간닥간닥(cf. 노닥노닥)， 갈근갈근(cf. 나 

근나근)， 되 롱되 룡(cf. 발롱발롱)， 까들막까들막(cf. 달막달막)， 꼬 

박꼬박(cf. 또박또박)， 날캉날캉(말캉말캉) . 

(5)에서는 ‘-딱 -딱닥 -닥’ 등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어근 상당의 요소에 

분포되어 있으으로 어근과 첩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역시 제 1 차척 파생어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련 방식으로 상 

징부사를 분석하면 국어 상정부사의 구성적 측면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 

는 利點이 있다(p.109 붙임 말 참조). 

2.3. A名形成의 接짧 分析間題

현대국어에는 특히 받침 있는 體言에 접미사 ‘-이’를 붙여서 명사로 파생 

시키는 조어법이 널리 확인된다 15 그 어근의 갈래는 명사， 동사， 형용사， 

상정부사와 같은 규칙적 어근은 물론， 구조적 자율성이 없는 불규칙적 어근 

도 있다. 이밖에 문법학자들 사이에 더러 지적되어 온 것으로 A名에 나타 

나는 ‘-이’가 있다. 이곳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A名에 나타나는 

‘-이’이다. 

A名의 ‘이’ 接尾形에 대하여 정인승(1956:89)에서는 ‘념， 씨’와 대랩시 

켜 낮추어 일컬을 해 쓰인다고 하였다. 곧 ‘선생 닝 박수남념， 박수남써’ 

에 나타나는 ‘닙， 씨’를 높이는 첩사로 보고 ‘박군， 박수남군， 수남이’에 

나타냐는 ‘군i 이’를 앞의 ‘남， 써’에 대렵시켜 낮추는 첩사로 보고 있다. 

‘이’를 ‘군’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을 뿐， 분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로 한다. 천자는 나직나직<<낮직낮직)과 같은 계열로도 폴 수 있다. ~훌永根(1974: 
115)에셔는 ‘나직나칙’을 ‘낮익낮익’으로 분석한 바 있다. 

15 高永根(1974:112-1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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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이 없다. 한펀 허웅(1975:39)에서는 중세국어 A名 아래 쓰이는 예를 중 

심으로 “비슷한 가지"(유사첩사)로 처리하였다. 선행명사의 소리를 고루기 

위하여 ‘이’가 첨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가지”는 될 수 없고 “비슷한 

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r 현대국어의 ‘복동’과 ‘복통이’를 例로 들어 

‘。1 ’ 接尾形과 非 ‘이 ’ 接尾形을 異形態의 관계로 파악하고 후자가 전자보 

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이’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단순한 낮춤의 接解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리고룸에 지나지 않는 것인 

지， 또 이런 접사가 다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지 그 분포와 기능을 면밀 

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는 보통명사를 고유명사로 바꾸는 기능을 때고 있다. 

(6) 가. 돌이 가 있다. 

나. 훌훌福이가 온다. 

(6)의 ‘돌이 , 홉福이 ’ 는 다음과 같은 보통명 사에 ‘-이 ’ 가 붙어 고유명 사가 

된 것이다. 

(6) 가 돌이 있다. 

나 譯福이 온다(淡뺏이 가고)， 

수사에 ‘-이 ’ 가 붙은 다음과 같은 A數도 같이 해 석 된다 16 

(7) 풀이， 셋이 몇이， 여렷이 

‘둘， 셋’은 물건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데 대하여 ‘이’接尾形 ‘풀 

이， 셋이’는 사람의 수효를 與同的으로 가리키는 특정이 었다. 

(6)에 나타나는 ‘이 ’ 가 단순한 主格助詞가 아니 라는 사실은 ‘이 ’ 뒤 에 조 

사가 붙는다는 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8) 가. 돌이가， 는， 를， 에게， 만 ... 

나. 震福이가， 는， 를， 에게， 만 ... 

문제는 접미사 ‘이’가 받침 있는 體言에만 질현되고 ‘돌쇠， 昌洙’ 동 모 

음으로 끝나는 체언 아래에서는 냐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곧 ‘이’와 

‘@’의 양상을 보여준다. 실현환경이 배타적이면 意味·機能의 차이가 있을 

수없는데 앞에서와 같이 固有名詞化의 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받침 있는 A 

名이라고 해서 항상 정미사 ‘이’괄 취하지는 않는다. ‘이’接尾形과 非 ‘이’ 

接尾形은 사용초건이 같지 않다.'- 전자는 언급되는 인물이 未成年￡로 파악 

16 이와 관련펀 설명은 高永根(1968)올 보라. 



iI.R生接蘇의 分析限界 103 

될 때 선택된다. 

(9) 가. 어머니는 수복이를 집에 두고 시장에 가셨다. 

나. “빨리 수복이를 데려 오너라" 

(9가)는 소설의 지푼에 나올 수 있는 예인데 작자는 ‘수복’을 未成年으로 

파악하었기 때운에 ‘이’接尾形을 썼다. (9나)는 대화에서 흔히 듣는 예인례 

화자는 수복을 未밟年￡로 보아 낮추는 돗￡로 썼다. 

‘이’接尾A名 앞에 姓이 쓰이면 사용초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10) “전수복이 를 불러 오너 라” 

成年이라 하더라도 非公式的 狀況에서 언급되는 인물을 낮추고자 할 째는 

‘이’를 붙인다. 그러나 낮추는 뭇이 없이 평범하게 언급하거나 상황이 公的

이면 非‘이’接尾形을 쓸 수도 있다. 

(11) 가. “전수복은 책임지고 물러가라" 

나. 주시경은 1910년 「국어문법」을 썼다. 

(11가)는 데모대의 구호나 프래카드， 신문사설의 제목으로 쓰일 수 있는 표 

현이다. 이경우에 ‘이’接尾形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1나)는 
학술논문， 설명 ·기사운 동의 운장체에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接尾 

形이 불가능하다. 이 름의 ‘이 ’ 接尾形은 (9가)와 같이 문창체에도 쓰이 는데 
姓名의 ‘이’첩미형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접마형이 未成年과 낮춤의 자질이 주어지는 상황에 쓰인다는 사실을 

뒷받칭 하는 예는 雅號에서 찾을 수 있다. 아호는 학자나 문언， 예술가들이 

本名 밖에 즐걱 쓰는 號稱인데 이런 경우에는 받침이 있어도 ‘이’接尾形올 

취하지 않는다. 

(12)은 아호와 이릎이 같은 경우 格助詞를 어떻게 취하는가를 보인 것이 

다. ‘상백’ 은 작고한 사회 학자 李相{百 박사의 아호 ‘想白’ 을 한글로 옮긴 

것이 다. 옆의 ‘상화’ 는 이 박사의 實兄안 시 인 李相和의 아호 ‘相火’ 를 한글 

(12) 접사 ‘이’와 아호 및 이름 

| 이 름 

| 상백이가， 상화가 
l 상백이에게， 상화에게 
| 상백。h 상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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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겨 받첨 없는 경우와 비교한다는 뭇에서 제시한 것이다. ‘장뼈’을 보 

면 아호일 째는 非 ‘이’接尾形을 취하여 바로 격조사가 붙고 呼格에서는 格

形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상백’이 이름얼 째는 ‘이’接尾形올 

취하여 여기에 격조사가 붙되 호격에셔는 ‘이’가 떨어진 다음， 조사가 붙는 

다. 받침이 없는 ‘상화’는 어느 경우이건 형태가 같다. 아호는 원래 成年

이상의 어느 청도의 知的 條件율 갖춘 名土들에게 주어지는 稱號이묘로 ‘이’ 

가 붙지 웃함은 당연하다. 雅觀의 검로블 통하여 우리는 人名 아래 붙는 첩 

미사 ‘-이’의 기놓을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었다. 

A名의 ‘이’接尾形은 〔未成年〕이나 〔낮춤〕의 자질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쓰인다고 청리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장은 R륙折法에서도 발견펀다. 하 

오 •. 합쇼체의 ~짧法과 疑問法은 ‘-(으)오소’와 ‘-읍니다， 읍니까; 슐니 

다슐니까’의 두 갈래로 인정되어 「한글맞춤법통얼안J(1933) 이래 작년까지 

表記上에도 그 차이점이 반영되어 왔다. 곧 받침 있는 어간 아래에는 ‘_0 

오읍니다읍니까’와 ‘-소습니다습니까’의 두 系列의 어마가 기 

농장의 차이를 가지고 쓰언다는 사실이다. 후자는 非公式的 狀況에 더 어울 

리고 전자는 문장체나 공식적 상황에 더 적합하다는 해석이 옳다면17 앞의 

‘이’接尾形과 같이 상황에 따라 ‘人’의 첨가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 

다. 이는 비공식척 상황에서 ‘이’接尾形이 ‘낮춤’의 자질이 부여될 째 샤용 

되는 것과 병행한다고 생각한다. 

2.4. 接尾짧와 音훌훌現훌 

필자는 홉永根(1978)에서 중세국어의 ‘오’系列의 어lJl 를 비롯하여 현대국 

어의 ‘려， 어’ 系列의 어미를 음운흔척 顯現樣相의 공통정에 근거하여 형태 

소의 자격을 준 일이 있다. 형태소란 오래동안 最小의 有意的 單位로 갱의 

되어 왔다. 그런 전통적 개념에 대하여 음운흔적 현혐양상의 공통성을 형태 

소 정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Aronoff (1976)에서 제안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형태소가 어느 청도 일반성을 별 수 있을는지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공통된 음운양상을 보여 주는 형태소를 형태음운론적￡로 기솔 

하는데 펀리한 첨이 많다. 이를테면 ‘-어서어다가어도어야었-’ 
풍의 一連의 어마에 나타나는 ‘어’에 형태소의 자격을 주면 이의 형태음운 

론을분산시키지 않고한군데서 처리할수있는利願이 있다. 사전펀찬에서 
도 한 單住로 언청하면 많은 이득이 었다. 중세국어의 先語末語尾 ‘-오-’는 

형태소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먼저 ‘-오-’를 표제어로 동 

17 갱언송(1960:127， 187)에는 ‘-습니다’쪽이 ‘-읍니마’쪽에 비하여 친근하고 겸 
손하며 대화체에 많이 쓰인다고 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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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그에 後行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오’계열의 어마즐 한 군 

데서 처리할 수 있다 18 

파생첩사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13) -악 -악(교물-1ïI.물-)， -암〈막-)， -압다(보들-)， -앙 -앙〈간툴-

간들-)， -양다(맑_)19 

위의 첩마샤들은 모두 양성모음 아래 쓰인다. 음성모음 아래에서는 ‘-억 -억， 

-염엽다영 -영렇다’로 교체펀다. ‘-압다’는 특수어근 아래에서는 

‘-엽 다’ 로 교체되 며 ‘-양다’ 는 母룹으로 끝나는 어 근 아래에 서 ‘-쌓다영 

다’로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2。 이플 첩사에는 母률 ‘아， 어， 여’가 공통되 

어 있다. 이들 母륨은 그 자체로는 有意的 單位가 될 수 없다. 그러냐 이들 

은 파생 법 특유의 母룹調和規則에 따른 공통펀 음운현상을 보여 준다. ‘-어 

다가어서었-’의 ‘어’에 나타나는 공통펀 음운현상을 고려하여 형태소 

의 자격을 주는 것과 칼은 방식이다. (13)의 앞부분올 음운론적 현현방식의 

공통성에 따라 형 태 소의 자격을 준다면 우션 이 들의 形顯홉題홉움을 한 군데 

서 처리할 수 있고 사전펀찬에서도 공통펀 모음 ‘아’를 중심으로 후행요소 

‘ ì , u , l:l, 0 , 승’을 배열할 수 있다. 이런 처리는 음운부로 들어가는 충위 

에서만 의의가 있고 파생어의 분석에서는 후행요소와 합쳐서 하나의 첩사로 

처리해야 한다. 

2.5. 接짧의 分析에 있어서 훌훌根의 훌味 

파생첩사의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붙는 語根의 의마가 구조 

적 자율성을 띨 때와 어느 청도 얼치해야 하는가 하는 챔이다. 이를혜면 파 

생어 ‘벅이’는 ‘먹다’의 여러 의미 가운례셔 껴본적인 의미와 일치하기 때 

문에 ‘벅다’에서 파생펀 어휘로 볼 수 있다 21 필자(1974)의 파생첨미사 목 

록은 어근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의 직정척 관련정을 고려한 바탕 위에셔 

확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종전의 국어 파생법 연구에서는 그런 정을 고려하 

지 않은 분적이 보인다. 

18 劉昌뽑(1964)에서 비슷한 처리를 볼 수 있다. 표제항목 s-오-， s-거-， s-어-， 
s-냐-롤 보라. 先行뚫尾란 이름 아래 이플로부허 시작화는 어며률 툴고 用%를 제시 
하고 있다. 

19 (13)의 예들은 철자상으로는 “꼬우학꼬우락， 마강’과 같이 원형을 밝혀 척지 
않는다. 

20 구체적 보기는 홉永根(1974)의 “接尾廳目錄”의 해당 항목올 보라. 
21 파생어 형성에 있어 의미문제는 宋喆嚴(198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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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래끼， 할퀴다， 한갓 

김계곤(1969)에 기대연 (14)의 셰 어휘를 비롯하여 ‘물매， 나수다， 꺼풀， 

얼레， 들키다’ 풍을 파생어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다래끼’(눈의 부스렴) 

는 동사 ‘달다’에서 파생펀 것으로 보았으나 양자에 意味上의 공통성이 인 

식되지 않는다. ‘눈에 달려 있는 부스럼’으로 해석했올 가능성이 없지 않a 

나 거리가 너무 멀기때문에 단일어로 보아야 한다. ‘할퀴다’에서는 ‘할’을 

‘활다’와 관련시시고 있는데 어원척으로 천혀 관련이 없다. ‘한갓’에서 ‘한’ 

을 ‘하나’의 관형사로 보아 ‘한’과 ‘갓’￡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역시 意、味

上의 關聯性을 맺기 어렵다. (14)의 예들은 더 이상의 분석을 허용하지 않 

은 단일어에 지나지 않는다. 

2.6. 同홉的 훌훌의 처리문제 

종전의 파생첩사의 분적에서 EE.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형태로 되어 

있A연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검계곤(1969)에 기대면 아 

래와 같은 어휘를 파생어로 보고 있다. 

(15) 가. 나부끼다， 베끼다 

나. 영기다， 제커다 

(15)는 독렵성이 없는 어근， 곧 구조적 자율성이 缺如펀 어근에서 파생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l57})에는 ‘끼다’가 공통되어 있지마는 기놓이 전 

혀 다르다. ‘나부끼다’는 自動詞언 데 대하여 ‘베끼다’는 다통사이다. (15 

나)에는 '71 다’가 공통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자동사이고 후자는 타동사 

이다. (15)의 예들은 (5)와 비슷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5)는 상 

정부사에 분포되어 기능상의 공통성이 언식되지마는 (15)는 그런 정이 전혀 

언식되지 않으묘로 단일어로 쳐리해야 한다. 

김계곤(1969)에는 다음과 같은 어휘도 파생어로 보고 분석하고 있다. 

(16) (족)대커다， (천)렵다， (멍텅)구리， (휘뚜)루， (당)그다， (꽁)수， 

(덩)어리 

괄호 안의 요소가 어근이고 괄호 밖의 요소가 첩사인데 독렵성이 없는 어근 
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 분석기준은 전혀 논의되어 있지 않다. 

2.7. 짧遍的 分析과 派生짧 

최근 지금까지 파생어로 쳐리되어 온 다음 어휘를 단일어로 쳐리해야 한 
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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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중， 거스략 

成光洙(1988)에 기대연 (17)의 어휘를 ‘맞+웅， 기숨+악’으로 분껴하는 

것은 어원폰이지 형태혼이 아니라고 비판올 가하고 있다. ‘사랑， 어른’올 

‘잘+암， 얼+은’으로 분석하는 것도 비슷한 예로 보고 있다. ‘-웅’과 ι악’ 

은 불뮤칙척 청사로서 새로운 단어파생에 기여하지 못한다. 단어형정의 관 

점이라면 몰라도 단어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형태소 분석의 관첨에서는 어 

근과 첩사로 분석될 수 있다， ‘마중’의 어근 ‘맞-’과 ‘가스락’의 어근 ‘기 

숨’(>기슬)은 구조적 자율성이 인식되으로 충분히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랍’과 ‘어른’에서는 그런 사실올 언식할 수 없다. ‘사람’융 ‘살+암’으 

로 분석할 때 어근 ‘살-’이 구조적 자윷성올 띤 ‘살-’과 의미상의 관련성이 

인식되지 않는다. ‘어른’을 ‘옐+은’으로 분석할 때 ‘얼-’에 ‘어른’에서 장 

혀지는 ‘성장하다’란 의며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원척인 분적은 ‘샤랍， 어 

른’에는 해당할지 모료나 (17)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11 휘 갑 

필자는 지금까지 파생첩사를 중심￡로 형태소 분석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 

하여 보았다. 논의펀 컬과를 종합해 보커로 한다. 

(1) 어근과의 분리성이 강하여 명사나 조사의 속성까지 드러내는 첩사에 

-대하여는 분석에 큰 운제가 없었다((1)의 예). 규칙성을 띤 첩사의 경우는 

어근이 구조척 自律性을 발휘할 때는 분석에 흔 푼제가 없으나 ((2) , (3)의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분석이 쉽지 않았다((2’)， (3’)의 예). 그러나 接蘇體

系 전반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구조척 자율성이 확인되는 

어근에 붙으면 제 2 차적 파생어이고 그렇지 않으연 제 1 차척 파생어로 처리 

하였다. 제 1 차적 파생어에도 차이가 었다. 특히 상정부사에서 어근의 구초 

적 자율성은 없지만 하나 이상의 첩사와 결합되거나((4) ， (4')) , 역시 어근 

의 구조적 자율성은 없으나 거기에 붙는 첩사가 둘 이장의 어곰과 결합되면 

((5)), 이들도 제 1 차척 파생어의 범주에 들 수 있다. 그러나 규칙척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에 두루 붙는 (2'), (3’)보다는 파생어로서의 성격이 희박하다. 

(2) 받침 있는 A名에 붙는 ‘이’는 未成年과 낮춤의 자질이 주어지는 상 

황에서 나타난다. ‘이’는 음운흔적언 제약을 받는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보 

통명사를 A名化하고 거기다가 末成年과 낮춤의 자절을 부여한다. 이헌 기 

능만 없으연 단순한 調聲母륨￡로 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첩사 자격의 

문제가 논의띈다. 음운흔척 제약에 기댄 ‘이’接尾形은 과연 파생법에서 다 

루어야 옳은지， 음운흔적 제약이 주는 有意味的 特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는치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더 갚이 구명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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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생어가 되는 조건은 적어도 어근의 의미가 구조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와 의미상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語 이상의 의마가 

없다고보아야 한다. 

(4) 불규칙성을 띤， 구조적 자율성이 缺如된 어근에 붙는 요소가 첩사의 

자격을 얻A려면 기능상의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단얼어로 쳐리되어야 한다. 

(5) 아우리 접사가 불규칙적이고 바생산적이라 하더라도 어근의 의미가 

구조척 자율성을 띨 째와 알치하연 분석해야 한다. 

複合語는 단일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두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 

어를 가리킨다 22 복합어는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될 수 있다. 하냐는 구성 

성분올 분해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태 

도이다. 전자에서는 분해되는 부분야 의미를 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까지 사용해 온 “형태소”란 개념의 설정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 

미의 형태소의 개념은 단어형성과정의 설명에는 그렇게 유효하지 못하다. 

이러한 뭄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語棄素” 또는 “의미부”를 설청하는 일이 

있다 23 이 개념은 필자의 다소 규칙적인 첩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불 

규칙 첩사가 붙은 말 전부를 한 單位로 보는 등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많다. 

그것은 어쨌든 복합어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의 단위를 상정하는 것은 의의가 커 보인다. 그형다고 분석적 측면을 소·‘흉 

히 해서는 안 된다. 사질 “어휘소”와 “형태소”를 구분하는 커준도 그리 명 

빽하게 세워지지 않는다. 복합어의 구조와 그 형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분석적 방볍과 종합척 방법이 병행될 때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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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말] (p.10l) 

북한 뭄법에서는 상정부사를 조어법상의 특정과 통사론적 기농의 특수성 

에 근거하여 “상정사”라는 독렵된 품사를 인정하기도 한다(렵종률， 푼화어 

형태론， 1980). 한펀 상정사를 고유한 상징사와 파생적 상정사로 가르고 후 

자에서 상정사 파생의 첩사들을 찾커도 하였다(고신숙， ‘현대조션어 상징사 

의 구조적 특성에 대하여，’ 조선어운 1, 1965). 이들 엽적은 상정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a킨 것만은 틀렴없으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후일을 기 약한다. 상정부사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 연구는 D.Fündling, 

한국어 의 성 • 의 태 어 연구(Koreanische Onomatopöie) , 탑출판사， 1985 참조. 

ABSTRACT 

Some Problems on Analysis of Derived W ords in Korean 

Yong-Kun Ko 

It is not easy to decide whether a word is a simple word or a derived 

one. Even if it is regarded as a derived word, its nature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according to whether the affixes are productive or not. If the 

affixes are productive, they tend to be derived words, otherwise they are 

similar to the nature of simple words. If the roots have structural auto

nomy, they could be treated as derived words. Korean derivational affi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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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also be identified in symbolic adverbs. Furthermore, phonological 

alternant -i occurring after the consonant-stem of a person’s name could 

also be identified as a derivational suffi.x. In derivational suffi.xes, as with 

inflectional suffi.xes, common phonetic strings, which do not have meaning, 
could also be identified as morphemes. In analyzing derived words, both 

the meaning of roots and the function of affi.x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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