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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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관용어 혹은 관용표현， 숙어 혹은 축어표현， 축어문 대 자유문 퉁이 어떤
정의로 쓰일 컷언가부터 분명히 하자.

관용어 혹은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는 흔히 폭넓은 개념으로 일부 합성어
나 다의어， 속담， 구 풍을 다 포괄할 수 있겠다. 관용어를 의미의 전용이란
면에서 본다면 단일어 가운데에도 관용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단얼어

로 된 것을 단순히 그 단어가 의미 확대를 일으킨 다의어 용법이라고 보아
야좋겠다.

숙어 혹은 축어표현이라는 용어도 정의를 내리기에 따라 관용어 혹은 관
용표현과 다름없이 “물 이상의 단어 결합인 일정한 구의 형태가 통사적으
로 굳어진 채 사용되고， 의미상 그 결합 요소들 각개 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제 3 의 의미를 지니게 된 특수한 표현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그
러나 본고에서는 구별올 지어 푸르기 좋게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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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 26 회 어학연구회의 기획논문 “전산처리를 위한 국어 판형표현의
연구” 중의 하나로， 김청남 석사의 협조가 컸다.
語學陽究 第

29 卷

第

3 號， 1993. 9. 0254-4474/327-344

327

。l

328

상

억

즉 관용표현이라 하면 폭넓게 점션으로 표시한 바와 갈이 단일어까지도
포괄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숙어표현이라고 할 때는 합성어의

일부인 융합

(또는 외섬)합성어 1들은 물론 숙어적인 종속합성어와 병립합성어를 포함한
위에 그보다 큰 구， 절， 문장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쓰려 한다. 즉 단어의 대
부분을 논외로 하며 숙어적 합성어부터만 포함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이 포

괄척 용어로서， 합성어에 대립시켜 구， 절， 문장 형식의 표현올 푸를 때 (합
성어 이상의 긴 단위들을) 각각 숙어구， 숙어절， 숙어문이라고 불러 보자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문장이 다 숙어척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상
에서 축어문이 아닌 여타의 자유문을 빼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구에서도

숙어구가 되는 것과 아닌 것들을 구별해야 하며 절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예시될 대상들올 보면 단순히 합성어로 분류할 것들과 (융합합성
어를 위요한) 숙어표현으로 분류해야 할 것들이 었으며， 이 두 가지를 통청

할 필요가 있을 혜는 관용표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본고의 제목도 이러한
정의로서 해석해 받아들여야 한다.

2.

합성어와 숙어표현의 관계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비융합)합성어 형태로 되어 있는 관용표현이 있

는떼， 이것이 숙어 형태로 된 관용표현과 이루는 관계가 애매하다는 점이
다. 가령 ‘장대버’ 또는 ‘장대 같은 비’를 관용표현으로 볼 때 전자는 비융합

합성어 3 후자는 숙어구의 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많은 예들이 구와 구별
되기 어려운 통사척 합성어 (syntactic compound) 로 포착된다.

통사척 합성어는 ‘첫-사랑， 돌아-오다’처렴 한 단어로 된 형태들이며， 각
성분이 어절을 이뤄 각각 따로 쓰일 수 있는 형태다. 또 ‘첫 방학， 접어 오
1

융합합성어란 물 이상의 형태소， 또는 두 어기나 단어로 구성된 결합 방식

중에 두 요소가 새로운 뭇올 가진 한 단위로 융합된 일치관계의 합성어를 말한
다. 예:

춘추(나이)， 돌아가다(죽다). 한편 두 요소가 각기

제 뭇올 유지하되

하나가 다른 하나를 수식하는 주i종속관계의 합성어(예: 돌아가다(돌아서 가
다))와 두 요소가 각기 대둥하게 놓여진 병럽관계의 합성어(예

: 춘추 (봄과 가

을))가 있다.
외섬(外心 exocentrÌc) 합성어란 의미의 중심이 되는 머리어 (head語)가 없어，
춘추(나이)， 밤낮(늘)과 같이 제 3 의 의미가 생긴 것들이다. 한편 머리어가 있어

서 전체 합성어의 기본 의미률 주는 내심(內心 endocentric) 합성어가 었다. 예:
갓바위.
2

비융합척 합성어라연 주1 에서 언급한 종속관계와 병립관계가 있는데， ‘장대

버’는 종속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 뒤에 나융 ‘마역국’은 직설척 의미로는 역시
종속합성어지만， ‘낙방’ 동의 의미로는 융합합성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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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처럽 보통 두 단어가 배열된 구와 결합방식이 같아셔 구별하기 어렵다.
‘장대비’ 같은 예들이 실제로 국어사전에 합성어로 인정되어 풍록된 수는
펙 제한되 어 었다. 한편 arc-en-ciel과 갇이 ‘장대-칼은-버’식으로 하이픈을
넣어 쓰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Textverarbeitung처럼 ‘장대같은버’
라고 다 붙여 쓰는 방법도 어색하다고 보아서인지 숙어구로도 풍재되어 있
지 않다.

합성어인지 구 이상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예들은 사전 둥재 및 읽
기， 띄어쓰기 또 그 의미의 정의도 어렵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현상올

어떻게 정리해서 본 연구과제의 취지에 맞는 툴을 세울 것인지

~3 이후에

서 연구해 보게 될 것이다.

3.

사전 등재의 문제

관용어 혹은 관용표현올 사전에 둥재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동재향이

하나의 어휘소로 기능함올 의미한다. 예컨대 “미역국(올) 먹다”는 ‘미역국’
과 ‘벅다’라는 별개의 어휘요소의 직셜적 의미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실제
로 국올 먹는 경우)이 아니라 ‘낙방하다’와 지시의미가 통일할 때에라야만

“미역국(을) 먹다”가 하나의 굳어진 관용표현으로 사전의 둥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야다.

물론 “미역국(올) 먹다”를 투물게 독렵된 표제향으로 사전에 올리고 있
는 경우가 있지만 혼히 ‘미역’ 아래의 ‘미역국’이란 표제항 내부에 관련항목

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미역국’의 뭇풀이 자체에 ‘낙방， 해고， 거절，
탈락’ 등의 뭇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는 사전이 거의 전부이지만， 실제는

‘먹다’를 붙여 쓰지 않고도 “너는 미 역국이다”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미 역
국’은 ‘미역’과 ‘국’이 합성되어 전혀 제 3 의 뭇올 나타내는 융합합성어가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바가지(를) 쓰다”와 “바가지(를) 긁다”에서 ‘바가지’
가 각각 ‘비싼 대가， 손해， 책임’과 ‘힐난， 불명， (아내의)잔소리’란 뭇으로

쓰이고 있다. “바가지 싸움”이란 말도 ‘바가지’의 다의어척 의미를 쓰고 있
는 예다. 다만 ‘바가지’는 ‘박’에 ‘아지’란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이므로 앞서
부터 말해 온 융합합성어는 훨 수 없다.

사전올 더 풍부하게 갖춰 나가려면 이러한 다양한 용혜들올 다 포함하고
였는 내용올 분류 척시해 주는 체재를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창고로 이희
승 편 ‘국어대사전(1 961) ’과 그 수청충보판(1 982) ， 그리고 신기철 • 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사전’(1 986， 수청충보판)에서 ‘미 역’ 판련항올 다음에 보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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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1 961)
미역 l 團뱃물이나 바닷울 강은 떼에 들어가 몸을 씻는 일.
미역 2 團 〔식 )[Undaria 짜nnatifida] 강조류(빼훌類) 곤포과(昆布科)에
속하는 해조(i훌훌) 뿌리는 성유상(앓維狀)이고 줄기는 한 개가 현
왼형이며 다시 상부에 lOcm 가량 맹어 잎의 중액(中版)올 형성함 .
잎은 폭이 넓고 길이 1-2rn 의 난형(째形)에 우상(깨
•1'狀)으로 째지고 빛은 혹갈색 또는 황강색이며 표연에
~.~‘).
정상(點狀)의 정액 세포(ttiì!l細뼈)가 있음 . 줄기의 화 ~l ~
우에 한 장씩의 익상(훌狀)의 성실엽(成흩쫓)이 잘게 룡‘
포개에져 있고 상푸의 잎에 자냥군(子훌群)이 났읍. 봉
걷암휩
· 여름에 우성 세대(無性世代)가 번성하고 늦용 · 첫여
'(;f
릎에는 성설엽에 사상체(絲狀짧)를 형성하여 수정란(受

精øß) 올 빨아(쩔흉 ) 함. 저조선((，많朝없) 이하의 앙상(岩

“

〈 미 역'>

上)에 부착하는예， 북해도 • 일본 · 한국 냥부 · 중국 동부 해안에 분
포함. 칼숭의 함유량이 많아 산부(훌橋) . 아동 둥의 식용으로 좋고，
반찬용임. 강꽉(람훌). 해채(海菜).

미:역 3( 未홉) 圖아칙 역질(훨훗)을 치르지 아니함하다탬텔헬
미역 감다 [-따] 댐 뱃물이나 강울 장은 뎌l 서 옴을 당그고 씻다
미역 →국 圓 미역을 울에 를아 장울에다 끓인 국. 강곽탕(캅훌뼈) .
미역국 먹 다 댐 φ 미역으로 끓인 국을 먹다. @ ( 속 〉 직장(職樓)강은
데서 해고(解홈) 당하다. Q)( 속 〉 시험(試뚫) 갈은 것을 치러서 떨
어지다 . *업학 시험애서

미역국 먹이다 띤훌 CD 미역으로 끓인 국올 억게 하다. @ (속 〉 칙장
갈은 대셔 칙왼을 해고 시키 다. Q)(속〉 시험 같은 데서 웅 시자를 옐
어지게 하다
미역뀌 圖 미역의 대가리. 팍이(훌耳).

이희숭(1 982)
미역 l 빼뱃물이 냐 강물 강은 대에 들어가 옴올 셋는 일.~ 역.
미역(율)감:다[-따]댐뱃율이냐 강물 같은 데서 옴올 당그고 씻다.
$ 역 강다
미역 2 圖〔식 )[Undaria 야nnatifida] 강조류(짧훌類) 곤포과(昆布科)에
속하는 해조(海훌) . 뿌리는 성유상(훌維狀)이고 줄기는 한 개가 편
원형(扁圓形)이며 ， 다시 상부에 l Ocm 가량 뻗어 잎의 중액(中服)올
형성함. 잎은 폭이 넓고 질이 1-2rn 의 달갈괄에 깃 모양으로 째지
고， 빛온 혹갈색 또는 황강색이며 표변에 정상(，.!狀)의
정 액 세포 (fli ì!l細뼈)가 있읍. 줄기 의 좌우에 한 장씩 의
i .J,."J
날개 모양의 성실엽〈成責쫓)이 잘게 포개어져 있고 상
@“
부의 잎에 자냥군(子훌훌)이 났옴. 옴 · 여름에 우성 세 (;:혼 l "-rl\.
대(無性世代)가 번성하고 늦옴 · 첫여릉에는 성실엽에 t생~!tl자

사상체(~‘狀뼈)를 형성하여 수정란(受精뼈)을 딸아(發

흉 ) 함. 저조선(j!\;i햄線) 이하의 앙상(岩上)에 부착하는
뎌L 훗까이도오 · 일본 · 한국 남부 · 중국 동부 해안에
분포항 . 칼숨의 함유량이 많아 산부(훌隔)와 발육기의
어련이에게 좋음 국을 끓이거나 여러 가지로 조리하여
먹읍. 강곽(납훌) 해채(海쫓). 용역

、ζX‘ 1

rli\

C훌i t:훗"7

〈 미역' )

미:역 3 ( 未홈] 圖아칙 역질(俊흉 ) 을 치르지 아니함하다탬댄헬
01: 역‘ 【 未譯 】 圖 아직 번역되지 아니함
미역 →국 圖 미역올 울에 탤아 장울에다 끊인 국 강꽉탕(1:t I:i，융) . 곽
탕(훌j훌). 힘 역국，

【미역국 먹고 생선 가시 내랴 l 불가능한 일올 우겨댐을 이르는 말.
미역국 먹다 댄 〈속 > éY 직장 갇은 데서 해고(解屬) 당하다 @시험
(試I!) 둥올 치러서 떨어지다.@퇴짜맞다.
미역국 먹이다 탬 〈 속〉 미역국 벅게 하다.
미역뀌 圓 미역의 대가리. 팍이(훌耳).

신기철 · 신용철(1 986)
미역 l 圓〔뱃율이나 바닷물 풍에서〕 율 속에 장가서 씻는 얼， 또는 물
속에 옴올 장그고 혜영치거나 씻거냐 하며 노는 일 .e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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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감기[-끼] 圓미역을 강는 일~I\
미역 감다[-따] 댐뱃풀이냐 강물 강은 뎌내 흔、~l lJ !'JYJ、

옴올 장그고 씻다. 용역 강다. 검둥개 미역 감돗 월 ~:μι6
〔감기돗〕탬 녕경 퉁개.
ξ=흔든형Lε;1

미역 2 명 {식 )(Undaria rinnat뼈) 잘조류(縣 노청~윷í\
類) 에 딸린 바닷말. 잎은 넓고 연펑하며， 날개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아랫부분은 기둥 모양의

f

0
-

‘J~o/

“‘

자루로 되어， 바위에 붙어 있읍. 빛깔은 흑갈색
〔미 역')
또는 청갈색. 용 길 이 1-2m , 폭 6 0cm쯤잉. 대체로 가올에서 져울

동안 자라고， 늦봉 · 첫여름에 훌써로 번식함 . 저조선(低뼈緣) 이하
의 바위애 빼지어 불어 사는데 우리 나라 냥해안 · 북해도 • 중국 동
부 해안 동에서 많이 냥. 예로부터 식용으로 넬라 이용하였으며 요
오드 • 칼융의 함유량이 많아 발육이 왕성한 어련이와 산￥(훌빼)의
영양에 매우 좋음. 국올 끓이 거냐 식초에 우쳐 억옴. 보통 이른 용
청에 채취항. 강곽 c "!t훌). 해채(海菜) . x 얘역 흉억 혜산 미억 길
다 탬→ 해산.
미역묵 圓미역을 넣고 끓인 국. 강팍당(납흩뼈). 꽉탕(훌훌).

e

역국.

미역국(율) 먹다 용@미역으로 끓인 국을 억다.@ (속〕칙장(홉행)
의 칙위에서 떨리어 나다. Ql(속〕시험(試앓)이나 선딴 둥에 들지
뭇하다.
미역구{ 뼈마역의 대가리. 곽이(훌耳).

4.

사전배얼의 문제

위의 사전 설례에서도 보였듯이

‘미역’ 밑에

‘미역국’ 또는 ‘미역국(을)

먹다’를 배열하는 단순한 자모순의 방식이 있고， 구성소 중 더 핵심척 의미

를 가진 단어의 밑에 넣는 방식도 있어， 가령 ‘장대비， 보슬비， 가랑비’ 는
‘비’의 일종이므로 ‘비’ 밑에서 자모순으로 분류해 넣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

는 핵심적 구성소를 찾아내는 어떤 기준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연 구성소의

일부가 다의어인

경우， 또는 피수식

위치의

머리어

(head語)인 경우에는 그 단어 밑에 배열한다는 식이다. 다의어일 경우는 그
부류의 세부항들은 어차피 한 군데 배열하므로 그곳까지 찾아낸 뒤에는 혜
멜 이유가 없으나， 가령 우측머리 (right-head) 가 원칙적인 국어에서 자모순

으로 배열하면 우측에 있는 머리어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 천상 구성소들 중 우측 단어들은 그 자모순 위치에서 모조리 흙어 보
아야 할 것이다. ‘밥 먹다， 겁 먹다， 나이 벅다， 버짐 먹다， 귀 먹다’ 둥의 용

례를 배열할 때는 우측머리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먹다’ 항목에 집결
시켜 배열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진다. 처음 ‘먹다’

3 용례는 다의어척이고

‘버짐 먹다’와 ‘귀 먹다’는 제 2 ， 제 3 의 동형이의어라고 흔히 분류된다. 어쨌
든 이들은 ‘먹다’ 밑에 총접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결코 선행된 영사들을

위주로 배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큰집， 큰소리， 큰손， 큰애기’ 퉁올 놓고 볼 때는 ‘크다’ 항목 밑에
단순 배열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집， 소리， 손， 애기’ 동에 흩어 놓

는다면 ‘먹다’의 예에서 ‘밥， 겁， 나이， 버짐， 귀’ 둥에 배열할 경우보다 더
냐빠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소위 “속담이나 성구어”는 찾기 쉽도록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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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말의 주석 다음에 행을 바꾸어 싣고 있다.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다’는 ‘소’항에， ‘울며 겨자 먹기’는 ‘울다’항에 싣는 원칙올 대부분 따르고
있다.

5.

관용표현의 중의적 혹성

대부분의 관용표현들은 관용적 의미 이외에 칙셜척 의미， 즉 구성요소들
각 의미의 단순한 합으로도 해석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화용론척이며 문액의존적인 경우가 많다. 가령 합성어인 ‘목매다’는 ‘자살하
다’와 ‘절박하게 매달리다’ 그리고 직셜척 의미언 ‘목을 끈 둥으로 묶다’의

의미들이 다 가능하여， 이 중 첫째 · 툴째 경우가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 의
미들은 문액의폰적으로 선택되며， 사전에 퉁재될 때는 이 세 정보가 다 반

영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이 단어를 독립된 합성어 항목으로
보는 이회숭편 ‘국어대사전’(1 961) 에서 둘째， 셋째

(일차척)의미는 풀이하

고 있지 않다. ‘목’이란 표제항 내부에 ‘목(을) 결다’식의 하위부류가 많이
수록된 다른 사전들도 ‘목매다’는 별도의 합성어로 세웠고 둘째， 셋째 의미
는 역시 무시하고 있다. 한편 ‘목’ 표제향 내에 ‘목(을) 매다’를 넣은 신기

철 · 신용철편 ‘새우리말 큰사전’도 둘째， 셋째 주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어대사전(1 982)
목l 圓 φ〔생〕머리와 몸의 사이흩 잇댄 찰륙한 #푼 . ~-이 아프다.
(2))'옥구명. ~-이 애어 융다.(3)모든 물건의 옥 삐애 혜당하는 푸
분. ~손 - j터선-. @(식〕 곡식의 이삭이 달린 ￥분 . @다른 곳으

로 와져 냐가는 중요한 걸의 좁온 곳.

’

길-. @)'옥소리.

【옥 맨 송아지] 남의 제어(힘um 흘 받아 몰려 다나는 쳐지라는 말.
【목 마른 송아지 우율 들여다 보듯】 얘타게 가지고 싶은 것올 보고
만 있으려니 더욱 안타깝다는 말. [옥마른 자가 우물 환다] 자기가
급하고 요긴하여야 셔흘러셔 얼율 시작한다는 말. [옥앤 개 겨 당
<:~)하듯】 강당할 힘도 없으연셔 파분한 일을 하려 하거나， 욕싱융
l휴리는 컷을 가리키는 옐.
목에 거미흩 치다 탬 「업얘 거미중 치다」와 장옹 땅.

륙에 핏대톨 깨우다 댐 몹시 노하거나 흥분하여， 목애 횟줄이 훌뚝
E 러나게 하다.
록율 겉:다 탬 @옥숭을 내어 놓기로 하고 내기흘 하다. ~옥숭융
바청 각요로 얼을 하다. @ 혜고(흙톰)의 위험올 우륨쓰고 얼융 하
다.@어떤 얼에 얽매이다.
묵2 圓 〔광〕팡산에서， 금방아흘 쩡고 나서 광석을 항지로 얼어셔 금융
장율 때 나오는， 냥 · 온 같온 것이 섞이어 있는 훈광(해훌).

목-매기 圓 / 옥얘기 송아지.
목매기 송아지 圓아칙 코흩 뚫지 아니하여 옥얘 고빼흩 앤 송아지 .
~ 목얘기.
목꽤:다 탬탬/목매달다.

혹-매:달다 탬탬 딛훨 @축으려고 끈이냐 출 장온 것으로 높온 대에
옥융 걸어 얘어 당다. 절항(結項)하다.(2)옥숨율 의지하다. 용옥매
다.

육꽤아지 g 아칙 물혜흩 씌우지 아나하여 옥올 고의로 벤 망야지 .
용옥매지 .
목-매자 [木훌子] 1)(식] 검옹옐기
목-매지 1))'옥애아지.

관용표현과 함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새우리말 큰사전(1 986)
목 1~αX 생)퉁뼈동물의 머리와 웃통융 잇는， 옴의 한 푸분. 물고기우
리와 물붙동물 따위는 분화(分化)되지 않았으냐， 새 우리냐 젖빨이
동물에 있어서는 장 발탈되어 어느것이나 옥둥뼈얘 의지혜서 머리
운동융 자유륨게 함. 낮온 모가지 <D. • 벌은 ~을 조르다. 수건으로
~올 동이다. @ ==<목구앵 . • -에어 우는 아가써. @ 어떤 사물에서，
‘ 옥 lφ얘 혜당하는 〔비슷한〕 푸분. 경부(願部) . • 뱅~까지 참기릉을
당았다 @통로의 딴 곳으로 따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 .
*옹이꾼들은 노루 다니는 ~을 지킨다. @ ==<목소리 목 마튿 송
아지 우물 를여다 보돗 탬 무엇이나 애타게 가지고 상은 것을 보고
만 있으려 니 더욱 안타깡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소금억은 소 굴우
율 들여다보듯) . 목마튿 자가〔놈이 ] 우물 판다 용쩨 얼 급하고 갤실
허 휠요로 하는 사랑이 그 일을 먼저 서둘러서 한다는 말〔갑강한
놈이 우물 판다〕 목멘 개 겨 탐하돗 댐 자기 분수롤 돌보지 않고
분수에 겨운 일올 바란다는 말. 목 안 소리 아주 작온 소리. 목에
핏대톨 세우다〔올리다 〕 강청이 몹시 격하였음의 H1 유. 확 쩔온 강아
지 것섭 넘어다보돗 힌다탬 키 작은 사랑이， 앞이 가려져 장 안 보
이는 것올 보려고 목을 때늘이고 발돋웅하여 보는 모양올 이르는
말. 급 ðl 먹는 압이 목이 멘다 띔녕급하다 자라 목이 되다 탬 킹 자
라.

목(이) ζ멜거리다댐 @죽을 고비에 칙연하다 (2)( 어떤〕 칙장에서
옐려나게 되다.
묵(이) 길리다 댐 옥소리가 거철게 쉬다.

목(율) 곁다 댐 틸헬 옥숨을 결다.
묵(이) 곧다뼈 억지가 셰어 남얘게 좀처럼 호락호락 굽히지 아니하
다. 옥강(木꿇)하다.
목(을) 놓다 댐마냥 올다 울때 소리롤 크게 내다 . • 옥놓아 융다.
준식이는 어머니의 풍애 안겨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요’라는 말을
가까스로 털어놓곤 옥놓아 울었다.
목(율) 따다 댐→목쩌르다
목(이) 뭘어지다〔달아나다 • 낱이나다〕댐 φ죽음올 당하다 .@ 어연
직위에서 그만두게 되다.

목(이 ) 마르다圓 틸헬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상태에 있다. 잘하
다 @아쉬워서 무엇을 주기를 몹시 얘타게 바라는 상태에 었다
‘목마르게’형으로 쓰임 .
목(이) 막히다 댐→목(이) 에다.

목(음) 매:다 탱뺨

= 옥(올)

매달다.

목(율) 매:담다 탬탬 볕헬 죽으려고 끈이냐 줄 갇은 것으로 옥을
걸어 높은 대에 에어 달다. 결항(結項)하다. 용 옥(을) 매다.
목(이) 맺히다 맨 설움이 북받청 때 치솟는 기운이 목구멍에 영기
어 막허다. 옥(이) 매다@
목 (01 ) 메:다 댐 @옥구영에 우엇이 악히다. (2) =목(이) 맺히다 . •
꿈에 그리던 고국 땅올 밟는 순간 ‘대한 독립 만세!’를 목에어 외쳤
다. x 옥이 막히다.
목(이) 블어 있다 [!](i)살아 〔 남아〕 있다 .@ 어떤 직위에 겨우 머물
러 있다.
목(이) 빠지게〔빠지도륙〕 탬 썩 안타깝게. 턱(이) 떨어지게 〔 ‘기다
라다’가 뒤애 붙어 쓰임).
목(이) 쉬·다 땐 병이냐 성대의 파로로 성대애 이상이 생겨서 목소
리가 변하거나 제대로 나지 아니하다. 실음(失훌)하다.
목(을) 지르다 맨탬 르면 @목을 빼다 . @(속 〕 해고(解용)하다.
목(이) 잠기다 댐 옥이 쉬어셔 옥소리가 찰 나오지 않게 되다.

묵(율) 찌르다 댐 르변 목을 찰 강은 것으로 찌르다. 옥따다. 달훌
역(을) 찌르다.

묵(울) 혹이다 댐 목이 말라서 물 강은 것을 마시다.
목2 뼈{ 고쩨) 조세(租행)을 계산하기 위한 토지 연척(面훌)의 단위.
백 징， 곧 얼만 파(把) . 결(結)<D
목3 圓(광) 팡석을 함지질할 때얘 냐오는 금 · 낭 · 동 • 온 따위가 섞
이어 있는가루광석 .
록(율) 잘다 댐 (팡)항지질할 때애 나오는 냥이나 온이나 새 따위
가 섞여 있는 가루 팡석올 따로 모으다.

333

。l

334

상

억

금성판 국어대사전(1 991 )
목 1 l!l (1)[ 생〕 머리와 옴용올 잇는 장룩한 부분. 경 j휴(짧部). ~-이
긴 여인 j - 을 웅츠리다j - 을 베다j - 율 조르다j - 을 내멀다.@
〔생〕 옥안이냐 옥구멍을 이르는 말. ~-이 쉬다j - 올 흑이다j - 이
아프다j- 애 가시가 결리다 .@우슨 물건에서 옥과 비슷한 후분. 매
손〔발 )-j 명-.@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통로의 좁
은 곳. ~ 길 - j다렷 - j노루가 잘 다니는- . @ (비유적으로) 칙책，
목숨. ~-이 닿아나다/이 얼을 옷해 내거든 대신 내~을 내놓겠네.

목(이) 강리다탬 목소리가 거청께 쉬다
륙(이) 익히다탬 @옥구영이 우엇으로 악히다. @설융이 북받쳐 목
구명이 막히는 듯하다.
륙에 핏대톨 세우다탬 융시 노하거나 흥분하다. ~ 옥에 핏대용 세우
고대들다.

록율 곁다댐 @옥숭올 바철 각요롤 하다. ~ 목을 걸고 앵세하다 .@
해고의 위험올 우륭쓰다.
륙이 ?]를거리다탬 @죽을 고 비에 칙연하다. φ 어떤 칙장에서 옐려
나게 되다.
목이 월어지다 탬@죽옴을 당하다.@어떤 직위에셔 그만두게 되다
목이 붙어 있다댄 @살아〔냥아〕있다.@어면 칙위에 겨우 머물러
있다.
묵이 뻐지계 기다리다댄융시 안타깡게 기다리다.
묵(올) 자르다면 @옥을 베다.@(기업 · 직장 둥에서) 해고(解뭘)
하다.

록(이) 집기다면 목이 쉬어 소리가 잘 냐오지 않다.
목(이) 타다 탠 융시 잘충을 느끼다. ~빵을 많이 훌혔더니 옥이 딴
다/ 인청은 옥이 탔으나 물은 고사하고 쉬어 갈 만한 곳도 없었다
(훌順元 B fl).
북율 파다 댄=옥(올) 찌르다.
목2 圓 〔광〕광식을 항지질할 때 나오는 긍 · 냥 • 은 따위가 섞여 있는
가루광석 .

목-매기 [용-]뼈 u 옥 '+/ 매='+-기 ' ) ‘옥매기 송아지’의 준말
목매기 송아지[용- ]I!J아직 코뚜혜툴 째지 않고 옥얘 고뼈흘 앤 송
아지 .e목매기.
목-매다 [몽-] 홈 (자)(타) ‘옥매달다’의 준말. ~ 새끼에 목매어 죽
다.
[목맨 숭이지] 남의 체어(힘IJIY:j흘 받아 끌려 다니는 쳐지라는 말.
목-매달다[용-- ] 홈(자)(타) (- 매다니매다요 〉 죽거냐 죽이려고
옥을 줄로 걸어 애달다. ~ 최수톨 목매달아 죽이다 . 훌옥매다.
목-매이지 [용] 圓(/ 목'+ / 매='+-아지〕 아직 굴혜흘 씌우지 않
고 옥올 고뼈로 앤 앙아지 용목매지.
목-매지 [몽 - ] 圖·옥애아지’의 준알.

6.

숙어적 합섬어의 분석 사례

심재기(1 986) 의 숙어에 대한 분류 중에는 명사숙어로 다음 예들올 들고
있다.

1. 들은-풍월， 입찬-소리， 큰-집， 깐깐-오월

3

(관형명사숙어)

바지 -저 고리， 위-아래， 앞-뒤

(병립명사숙어)

3. 밥→줄， 밤「손념 ， 코-방귀
4. 업에-풀칠， 엎드리연-코닿올-데

(합성명사숙어)

2.

3

(통합명사숙어)

심재기(1 986) 에는 원래 ‘복합명사숙어’라고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복합어

를 단일어에

대럽되는 개념으로 쓰고， 복합어라는 유개념

볕에 합성어와 파생

어라는 종개념올 두기로 하니까 ‘복합명사숙어’의 수식어를 ‘합성명사숙어’로 바
꿔 쓰는 것이다.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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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은 합성어라고 하는 범위에 들며， 4는 사실 ‘」이 쓰일 수 없

는 숙어구 또는 성어다.

1,

3은 종속합성어 t 2는 병립합성어인데 여기 보인

예들은 숙어척이지만 모든 종속/병립합성어가 다 그렇지는 않다(그에 비해
융합합성어는 본질적으로 제 3 의 의미를 지니게 되어 모두 숙어적이다).

3

은 주종관계가 나타내지는 사。1 시옷 현상(‘밥 λ 줄’ 풍)， 즉 종속합성어만의
특정올 보여 준다.
다음은 동사숙어의 예를 일부만 옮겨 보겠다.

5. 가난(이) 툴다， 오갈(이) 플다， 물(이) 가다.
6. 가물(을) 타다， 손끝(을) 맺다， 편(을) 들다.
7. 날고-거다， 넘겨-짚다， 몸에-배다.

(꿇主동사숙어)

(冠텀동사숙어)
(冠副동사숙어)

또 이 가운데 5와 6 의 주격과 목척격이 교체되어 야형태가 동시에 사용

되는 8 의 예나， 주격과 목척격이 한 명사의 다의어를 만드는 9 의 예도 지척
하였다.

8. 자리(가) 잡히다.+→자리(를) 잡다. 요정(이) 나다.←+요정(올) 내다.
9. 손(이)-가다， 업(이)-결다，
마음-먹다， 등.
손(올)-대다，

업(을)-씻기다，

잡아-먹다， 둥.

업(에)-담다.

합성어와의 관계에 대해 “‘퍼-붓다， 넘겨-짚다， 잡아-먹다’ 같은 冠副動詞
熟語는 複合語[原文대로]로 취급해도 無妹한 것들이며 ‘톰-내다， 업-다물

다， 속-태우다’ 같은 것도 意味의 變換이 두드러지지 않아 역시 樓合語의
領城에 놓아 두어도 좋은 것들이다. 이러한 事實을 통하여 우리는 援合語와
熟語의 境界가 斷總된 것이 아니라 連續된 것임올 알게”띈다고 하였다(성
채기

1986: 42).

또한 “우리는 動詞熟語가 形않過程에 있어서나 意味作用

에 있어서 熟語가 아닌 統離的 -般語句 또는 擾合語와 連훌훌性올 가지고 把
握되는 特珠한 語薰項텀 임을 確認하였다"고도 하였다(동상

43). 이와 갈이

합성어(원문에서는 복합어)가 숙어와 연결된 것이며 연계성올 가졌다는 。 l

야기는 이미

~ 1-2 에서 더 분명하게 기술된 바에 따라 재분석될 필요가

었다. 즉 앞서 명사숙어에서 행했던 바와 같이 융합/종속/병립합성어 풍의
규준에 따라 이 통사숙어들도 채분류해 보고 그 가운데 의미의 변환여 명백

히 느껴지는 것(예: 요청(올) 내다 풍)들은 숙어로 확인하면 훨 것이다.

안경화(1 987: 16) 도 상당수의 숙어들이 구성요소간의 결합이 굳어져서
복합어[원문대로]로도 쓰인다. 따라서， 숙어와 관용척 복합어의 구분이 뚜
렷한 것은 아나다"라고 하였다. 이혜 ‘관용척’ 복합어라고 한 것은 숙어척
인 합성어로서 일반척 합성어와 구별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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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동사’나 ‘명사+명사’의 연쇄를 합성어로 보느냐 구로 보느냐를 고
심하면서 다음과 갈은 예를 검충하고 었다.

10. -'. 거들떠 보다[아는 체하다 1
L. 덮어 두다[모르는 체하다J.
C. 뒤집어 엎다[(일올)망쳐 놓다J.

11. -'. 거들떠는 보다.
L. (이번에) 덮어는 두겠지.
C. 일을 완전히 뒤집어서 엎였다.

12. -'.

깨소금 맛[고소함]

L. 달갈 노른자위[귀중한 컷]

13. -'.

깨소금의 맛

L. 달갈의 노른자위

위에서 내적 웅집을 깨는 ‘는/서/의’ 풍을 첨가하면 [
관용의미로 읽기에 11 의

] 속에 나타낸

E 은 펙 어색하지만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이들은 합성어라는 ‘덮어두다’식의 표기로 단일어향 취급을

할 수 있으나， 구로도 쓰일 수 있는 “연결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듯하다(안
경화

1987:

18)"고 할 수 었다. 실제로 ‘덮어두다’는 사전에 독립 표제향으

로 되어 있지만， ‘덮어는 두겠지’에서 보았듯이 구로도 전환되는 것이다.

반대로 “숙어는 흔히 조사가 생략된 채로 사용된다. 이 점이 숙어를 복합
어화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동상 37) 는 경우도 었다.

예 : 목올 자르다→목자르다[해고하다]. 실제로 사전에 ‘목자르다’가 “@목
을 베다 ~<속〉해고하다" (이회숭 ‘국어대사전’(1 961)) 의 두 뭇올 가진 독

립향으로 풍재되어 었다. 이 경우는 합성어에 조사/어미를 첨가해 보는 것
과 정반대의 삭제 방향이다. 주로 주격 • 목적격 • 속격조사들은 기저형으로
셜정하였다가 삭제하는 방향이 옳겠고， ‘-는/셔’ 둥은 첨가 검충을 해 볼 때
더 넣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서술어로 쓰이는 숙어구나 절들이 원래 구성요소 사이의 조사가 없어져
긴밀히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자동사， 타통사， 형용사 둥으로 합
성어화한다.
으로

14. 끼. 시집 { 에
L.

}

가다

{오다 }

(직셜의미)

시집올 가다/오다(칙셜의미와 관용의미 공존)

C. 시집가다， 시집오다

(관용의며[여자가 결혼하다]만 있는 합성어)

많은 숙어가 사전에 합성어로 수록되게 되며 혼히 자동사 및 척게는 타동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사， 형용사의 문법범주를 취한다(안경화

1987: 4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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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14 의 예들도

구로부터 합성어로 연속되는 단계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의미론척 측면에셔 고려해 보면 직설의미로는 버합성적이나， 관용의미면
에서는 꽤 합성척이다. “술어의 관용의미는 단순히 어휘의미의 합은 아니나
전척으로 자의(恐意)척은 아닌 방법으로 나왔다. 대부분의 숙어가 의미변에

서 투명하다. 즉 직설의미와 관용의미 간에 유연성(有緣性)을 지니고 있
다."(동상 56) 는 기술은 위 14 에서도 확인되고， “국수(를) 먹다 [(남이 )
결혼하다]" 둥에서도 업중된다.
홍재성(1 991) 에 의하면， ‘흰소리， 들은풍월， 꿀먹은벙어리’들을 ‘형용사+

명사’ 구조의 합성명사로 보았는데 실제로 현용 사전들에는 ‘흰소리’는 붙여
쓴 합성명사로 ‘들은 풍월’은 띄어쓴 합성명사로 (단 ‘들은-귀’라는 유사한
표현은 붙여 쓰게 함.)， 그러나 ‘꿀 먹은 벙어리’는 어느 사전도 독렵항으로

잡지 않고 붙여쓰지도 않으며 합성명사가 아닌 속담으로 처리하고 있다.
“꿀 먹은 벙어리요， 침 먹은 지네”라는 표현의 일부로 간주하여， 속생각이

나 서러움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않는 경우를 두고 말한다. ‘꿀 먹은 벙어리’
라고 붙여쓴 한 합성명사로 다루려는 생각은 부사삽입(*꿀 많이 먹은 벙어
리)， 하위수식어 삽입(*단 꿀 먹은 벙어리)， 동의어대체(*꿀 마신 벙어리)
둥이 불가능하고 성분이 고정되었다는 근거에서 발상된 듯하다. 앞으로 사
전편찬자들이 혹시 속담에서 유래하여 길이가 길고 구성성분이 복잡하다

하여서 6음절의 이런 단어는 단일한 합성명사로 보지 않는다면， 이 같은 시
도는 계속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 같은 표현도 ‘*새빨간 유언비어*새빨간 허위사실’ 등으

로 확산시킬 수 없어서 ‘새빨간’과 ‘거짓말’의 결합관계가 유일하기 때문에
한 합성명사로 보려고 했다. 그러나 현용 사전에서는 ‘새빨간’은 관형사라는

독립항으로 잡아 ‘아주 터무니 없는’이란 돗풀이 끝에 ‘~ 거짓말’이란 용례
를 보이는 식으로 처리하였다. 결국 한 합성명사로 보지 않고 ‘새빨간 거짓
말’처럼 띄어 썼다. ‘들은 풍월’ 경우에는 한 합성명사로 보면서도 역어썼는
데， 사실 전체를 한 단위의 명사(그러니까 합성명사)로 본 이상 붙여썼어야

했다. ‘새빨간거짓말’도 결속관계가 공고하다면 붙여쓰고(홍재성 1991 에는
떡어썼음.) ‘들은풍월’과 같이 한 합성명사로 둥록시키자고 해야 한다.

다음은 합성형용사에 대한 논의로서 ‘닭똥같은 눈물’ 중에 ‘닭똥같은’은
명사를 수식하는 불구성 합성형용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통상 137) 고 했
다. 현용 사전에는 이 표현이 독립표제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닭의 똥 같은

눈물’이라는 용례로서 보여진 갱우가 있을 뿐이다. 아직 합성어로까지 퉁록
시키기에는 이르다고 본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뼈를 깎는 아픔’에서 ‘뼈를
깎는’이 명사+대격+동사의 통사적 구성을 외형척으로 가지고 있어 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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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로 분석될 수 없고 다만 축어척이긴 하므로 ‘숙어형용사’로 보자고 했

다(동상

137).

‘뼈깎는’이라고 줄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흔히 대격올 넣고

쓰는 편이 자연스럽다. 확실히 ‘꿀올 먹은 벙어리’라고 했올 떼 어색한 것과
는 정반대의 어감이 었다. 창고로 ‘빼아프다， 뼈저리다’는 합성형용사로 이

미 독렵되었고， ‘뼈(가) 빠지게， 뼈(가) 휘도록’은 부사로서 ‘뼈’라는 항목
속에 열거한 것이 흥미 있는 대조를 이룬다. 신기철 • 신용철(1 986) 참조.
그러나 ‘뼈깎는’은 보통 사전에 나와 있지 않다.

숙어와 합성어는 서로 교차되는 개념이지만 모든 숙어가 다 합성어일 수

없고 모든 합성어가 다 숙어얼 수 없다. 일부 숙어적 합성어가 았으나， 순
수한 숙어와 순수한 합성어가 각각 자기 영역을 이루고 있어 분류의 미묘한
경계를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숙어적 합성어 속에 축어쩍 합성명사나 숙어
척 합성형용사가 있게 되지， 그냥 숙어명사나 숙어형용사라는 범주는 그 명
칭이 애매모호하다. 잘못하면 축어적연 합성명사와 숙어적 명사구나 절을
혼동시길 것이다. 따라서 ‘뼈를 깎는’을 ‘숙어형용사’로 부른 것이 숙어적 합

성형용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면 결국 숙어적 형용사구에 지나지 않을 것
이다. ‘숙어형용사’라는 용어는 축어척 합성형용사에만 써서 합성성이 견고
한 경우를 가리키고， 새로 ‘숙어적

형용사구/절’이란 더

정확한 술어로서

‘뼈를 깎는’ 동의 예를 지청하는 것이 좋겠다. 원래 숙어에는 어휘척 숙어

(lexical idiom) 과 구절척 축어 (phrase idiom) 4 이 었으므로 위와 같은 구분
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7.

숙어적 합성어의 형태와 분류

합성어의 형태로 되어 판용표현(좁게는 숙어표현)은 합성명사류와 합성
동사류로 크게 나뉘며， 전자는 어기의 결합방식에 따라 종속합성어， 병럽합

성어로， 또 머리어의 유무에 따라 내섬합성어， 외심(융합)합성어로 나뉘고，
후자는 주어一술어구조， 목척어一술어구조， 부사어-술어구조 둥으로 나쉰다.
합성어에 대한 위와 같은 형태론척/통사론척 분류는 앞서의 기술에서 어

는 정도 다뤘기에

5

이제부터는 주로 의미론척 측면에서 분류를 해 보기로

4 어휘척 숙어는 knucklehead , turncoat 퉁이며， 구철척 축어는 How goes the
enemy? [What time is it?] Has the cat got your tongue? [Why do you not
speak?] 둥이다.
5 숙어를 통사론척 특정올 잡아 분류활 때 “Gross에 따르면 8，000 여 개 숙어

문울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제한된 수에 불과하다."(한청길

… 통사척
1986:

특이성올 보이는 숙어문의 例는 극허
50) 는 발은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판사

생략 둥의 톡이제약은 전 대상의 2-3% 에 활과한 것으로 접계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로 통사척 특이성올 캐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그 기준으로는 실상 많은

대다수의 행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올 강조해야겠다는 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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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A. 합성명사류
1) 은유나 직유 풍이 기제로 작용한 듯 보이는 예들
수식성분은 비유에 있어서의 보조관념이 되고 펴수식성분은 본래
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 욱통자， 구슬땀， 개구리혜엄， 호랑이선생님， 무우다리， 장대비，

영꼬부부， 회오리바람( 첫 3 예는 사전에도 퉁재 됨.).

2) 대유(代應)척으로 사용된 단어들
여렷 가운데 대표적언 것올 드는 제유(提鷹)에 의한 표현과 속성
을 단척으로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환유(換應)표현이 었다.
예: 다홍치마， 국물， 화이트칼라， 사각모， 단발머리， 까까머리(여

기까지는 사전에 둥재 됨.)， 가시방석， 형광동， 푼구름， c f. 띄
어쓴 숙어로서 관련될 만한 내용인 것들: 옴실의 화초， 새발
의 피， 수박겉 활기.

3) 의미전용
어느 정도의 유연성(有緣性)은 았으나 의미의 전용에 의해 지시
내용이 바뀌게 된 경우들이다.

예: 공부벌례， 업방아， 콧방귀， 꿀밤， 흰소리， 큰얘기(큰며느리)，
옷걸이， 암닭.

4) 의미의 확대 및 축소
확대의 예: 콧펴기， 피죽. c f. 들은 풍월.
축소의 예: 바지저고리， 큰집， 큰소리， 큰아버지.

5)

의미의 추상화 및 미화
추상화의 예 : 골머 리， 낯가죽， 콧대， 납작코， 눈독， 까막눈， c f. 그
림의 떡.
미화의 예 : 밤손념， 양상군자， 여드름박사.

6) 기타
예: 눈먼돈， 가는귀， 업찬소려.

B.

cf.

제눈에 안경.

합성동사류

1) 다의어즐 포함한 경우
예: 위아래없다， 앞뒤모르다， 목자르다， 벼락맞다， 다리놓다.

2) 결합과정에서 의미전용이 얼어난 경우
예 : 머 려깎다， 옷벗다， 날새다， 국수먹다， 손가락걸다.

3) 특수한 통사와 결합하는 구조
예 : 거드름피우다， 오해사다， 귀벅다， 발버둥치다.
다.

cf.

구들장올 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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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론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갇은 정들올 주목하였다.

1) 관용표현은 유개념으로 숙어표현이라는 종개념 위의 포괄척 용어로
쓴다. 관용척 의미가 감지되는 것이면 단일어부터도 관용표현이라 할 수 있

다. 숙어적 용법은 척어도 융합합성어， 숙어적인 종속/병럽합성어들에서 제
3 의 의미가 합성될 때 인정한다. 물론 관용표현이나 숙어표현 둘 다 구， 절，
문장의 단위에서도 언청펀다.

2) 모든 합성어， 구， 절， 문장이 다 관용/숙어표현은 아니며 그 일부에서
이런 특성올 확인할 수 있다. 현용 사전들에서도 그 관계에 꽤 혼선을 일으
키고 있어 앞으로 둥재항목을 잘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관용표현에는 관용의미와 칙셜의미가 공존하여 중의성을 보이는 경우
가 많다. 조사의 첨삭 둥으로 2 의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었다. 이 2 의미
는 서로 유관하며 구 • 절로부터 합성어로 연속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4) 숙어명사， 숙어형용사라는 식의 애매한 용어는 정밀한 기술을 위하여
축어적 합성명사， 숙어척 합성형용사로 부르거나 또는 그 대상이 구， 절이
면 숙어척 명사구/절， 축어척 형용사구/철이라고 해야겠다. 숙어통사도 위

와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
끝으로 이상과 갇은 존재가 어휘부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며 어떻게 처
리될까에 대한 단상(斷想、)올 제안하여 둔다. 현재 제시된 어휘음운론의 여
러 모렐 가운데 필자는 일부러 Kiparsky(1982) 의 어휘부에 대한 구조 셜계
를 보이려고 한다. 그의 원래 설계를 약간 변경한 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갈

이 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 언곱한 합성의 위상이 어휘부 내의 2차 형태론
쯤에 셜청되고 또 어휘부 밖의 어디쯤에서 관용표현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
는지 표시될 것이다.
어

휘

부
미도출 어휘항목

충위

1

1 차 형태론

충위

2

2차 형태론
(합성 포함)

관용의미

해석장치

후 어휘부음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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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식은 물론 더 세련되게 만들어， 특히 ‘관용의미 해석장치’의 내부
를 더 정세하게 셜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속에는 의미론척， 화용론척 고려
를 충분히 하여， 직설의미 위에 관용의미가 솟아나는 비결올 포함시격 놓아
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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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Idiomatic Expressions &
Compounds and Their Lexical Treatment
Sang-강ak

1.

Lee

Intr여uαion

The term “ idiom" or “ idiomatic expression" is a very broad concept
which can include such things as proverbs and polysemy. If one considers
idioms merely from the viewpoint of shift in meaning there are many single
words which can be classified as idioms, but 1 treat these as polysemy, a
simple semantic expansion of a single word, and exclude them from the
present discussion. In addition, 1 consider “ phrases of two or more words
frozen syntactically and used with a third meaning that ís not the simple
sum of the meanings of the constituent parts" to be idiom.
The main emphasis of this discussion is on idiomatic expressions in the
form of compounds, but the distinction between compounds and idiom
varies from definition to definition. If we consider 장대 같은 버， or 장대버
to be an idiomatic expression, many similar examples fall under the heading
of ‘syntactic compound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phrases. However,
these examples are very rarely included in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as
compounds. The reason for this exclusion from dictionaries appears to be
that the use of hyphens as in English (장대-같은-비) is not accepted , and
writing such compounds as a single word (장대같은비) is seen as awkward. How these phenomena can be classified and a framework in line with
this research topic can be established is a matter for further research. Items
difficult to classify as either phrases or compounds create problems in the
areas of dictionary listing, reading, orthography, and definition.
2. The Problem of Dictionary Listing
The listing of an idiom or idiomaticjexpression in a dictionary implies

that the lemmafheadword functions as a lexeme. For example, the exp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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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n 미 역 국 먹 다 can only be listed in a dictionary as a frozen idiomatic expression if the referential meaning is equivalent to “ fail" , and not merely
the sum (‘ to eat seaweed soup') of the meaning of two individual lexical
items 미 역 국 (‘seaweed soup') and 먹 다 ( ‘ to eat’).

3. The Problem of Word Ordering Within a Dictionary
In addition to the current alphabetical system for listing lexical items in a
dictionary (e.g. , listing 장대 비 under 장대 ), one can imagine a system of
listing words under the consituent part with the more central meaning (e.
g. 장대 비 under 비 ), but in this case a standard would need to be established for finding the ‘central constituent'. For example, if one of the parts
is a pol:';fsemy, or is the head of a modifier, the item could be listed under
that part.

4. The Ambiguous Nature of ldioms
Most idiom can also be interpreted as the simple sum of the meaning of
their constituent parts, making their meaning very pragmatic and context
reliant. To take the compound 목매 다 as an example, the meaning ‘ to tie
the neck, as with a string', ‘to commit suicide', and ‘to h없19 tensely’ are all
possible, the distinction among them is wholely context reliant, and only the
second and third meanings are idiomatic. It is my view that this kind of information must be reflected in the dictionary listing of a compound. In
actuality, the third of these definitions is not currently listed in Korean dictionarí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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