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의 소위 평가 접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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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나 형용사나 동사의 정도나 심각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원래 그 요소를 꾸며 주는 다른 품사들, 곧 형용사
나 부사를 사용한다. 하지만, 로망스언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에는 이 방법 이외에는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에 직접
결합할 수 있는 접사로써도 단어를 꾸밀 수 있다.
이탈리아어 ‘Tavolo(탁자)’라는 명사의 예를 보겠다. 기본 명사인 ‘Tavolo(탁자)’에서 출발하여 크기에 따라
‘Grande(크다)’나 ‘Piccolo(작다)’와 같은 형용사의 수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접사로 명사를 활용시키 방법도
있다. 즉, 이탈리아어에는 기본 명사의 ‘-one’와 같은 접미사를 결합시키면 원래 개념보다 ‘큰’의 성질을 드러내고
접미사 ‘-ino’를 결합시키면 원래 개념보다 ‘작은’의 성질을 드러낸다. 따라서 ‘Tavolo(탁자)’에서 ‘Tavolone(큰 탁
자)’와 ‘Tavolino(작은 탁자)’와 같은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두 번째 형태는 한국어와 비교하여 한국어에
서 정도나 심각성을 나타내는 접사의 상황을 한 번 서술하고자 한다.
이런 접사들은 영어로 ‘Evaluative Affixes’, 한국어로 ‘평가 접사’로 불린다. 이런 접사들은 명사와 결합하여 그
의 본래 의미에 새로운 어감을 더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의 소위 ‘평가 접사’의 결합형과 의미를 서술할
것인데, 먼저 ‘평가 접사’ 용어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탈리아어에는 ‘평가 접사’로 축소사, 확대사, 애정사, 경멸사 총 4가지 접사가 있다. Dossena M.(1998)에 의
하면 영어에는 축소나 확대나 애정이나 경멸의 뜻을 더하는데 접사는 단 축소사 혹은 확대사만 있다고 언급하였
다. 즉, 이탈리아어에는 별개의 4가지 접사 유형으로 나타는 축소사, 확대사, 애정사, 경멸사는 영어에는 단지 축
소사나 확대사 총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영어에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의 뜻을 나타내려고 할
때 굉장히 한정된 접사를 쓰이며 주로 공간적이고 감정적인 뜻을 더하기 때문에 ‘Evaluative affixes’라는 용어가
적절하겠지만 한국어에는 접사가 영어보다 많고 비교적 생산성이 강하므로 영어의 접사를 가리키기 위한 용어를
번역하여 ‘평가 접사’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탈리아어의 분류 기준을 쓰는 것이 한국어의 접사
를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어에는 명사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접사는 4가지가 있는데, 곧 ‘축소
접사’, ‘확대 접사’, ‘애정·애칭 접사’, ‘경멸 접사’가 있다. ‘축소 접사’와 ‘확대 접사’는 어떤 사실을 그대로 이실직
고하므로 ‘진술 접사’라고 불리고 ‘애정·애칭 접사’와 ‘경멸 접사’ 어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평가를 나타내
므로 ‘평가 접사’라고 불린다. 다 합쳐서 이 접사들은 ‘Alterated Nouns(변형시키는 접사)’로 불린다. 본 연구에는
‘변형시키는 접사’를 줄여서 ‘변형 접사’라고 부를 것이다.
한국어에는 대표적인 지소사 중에 ‘-아리’, ‘-아지’, ‘-앙이’와 같은 접미사들이 있는데 현대한국어에는 이들은
생산적이지 않아서 더 이상 ‘변형 접사’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에는 이런 문제와 이 접미사들의 통시적 변
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현대한국어에는 생산적으로 쓰이는 개-9, 고-28(高), 과-13(過), 강
-22(強), -내미(?), -님4, 드-, 대-18(大), 떡-4, 맹-4(猛), 소-19(小), 왕-6(王), 애-8, 저-11(低), 초-23(超) 들을 이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어에는 축소, 확대, 애정, 경멸을 나타내는 접사가 많고 이 연구
에는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리고 어떤 접사들이 다른 접사보다 생산적으로 쓰이는 것을 밝혔다. 더구나 위에서 언
급한 접사들은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와도 결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어에서도 로망스언어에
서처럼 ‘변형 접사’가 잘 성립하는 언어로 인정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에서 유래한 많은 접사가 있어서 축소사뿐만 아니라 확대사, 애정사, 경멸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바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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