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에 관한 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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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어 형성 기제로서 작용하는 유추에 관하여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신어를 주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포착하지 못하였던 유추의 역동적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추’는 유사성에 기반한 추론으로서, 단어 형성에서 유추는 어휘부에 저장된 어휘 항목 간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를 다룬 기존 논의
들에서는 유추를 표면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와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의 두 가지로 나누고, 표면적 유사
성에 기반한 유추를 다시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와 의미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로 나누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유추 체계로는 포괄할 수 없는 예들을 확인하여 유추의 유형을 크게 음운론적 유추, 형태론적 유
추, 의미론적 유추의 셋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의미론적 유추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의미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반의 관계나 유의 관계, 상하 관계, 동음이의 관계와 같은 의미 관계가 유추의 기반으로 작
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유추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단어 형성 논의에서 부차적인 부문으로 다루어졌던 ‘의미’ 또는 ‘의미 관계’라는 측면에서 단어의 형성
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표적 단어가 형성될 때에 작용하는 유추의 유형이 하
나가 아닐 수 있음에 주목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유추가 단일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다중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가 서로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
고, 근거 단어에 표면적 유사성이나 구조적 유사성 중 하나의 유사성이 작용하여 새로운 표적 단어를 만들 수 있
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는 단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즉 하나의 표적 단어가 하
나의 근거 단어로부터 여러 유형의 유추에 기인하여 형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표적 단어가 여러 근거 단어와 연
결 관계를 보이며 여러 유형의 유추에 기인하여 형성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중유추와 복합유추로 설
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단어 내부의 구성 요소를 축으로 한 연결망을 제
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망을 통하여 어휘부 구조와 단어 형성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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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formation),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 의미 관계(semantic relation),
재분석(re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