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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 목적

연구 방법

• 유추의 유형 세분화
– 신어 자료에서는 기존의 ‘표면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나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라는 유추의 체계로는 설명
할 수 없는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들이 발견됨.
– 이에 유추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단어 형성의 전반을 아우
를 수 있는 유추의 유형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추의 구조화
– 기존에는 표적 단어(target word)와 근거 단어(source
word)가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 하나의 표적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유추의 유형 역시 하나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 그러나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는 다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곧 하나의 표적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유추
라는 기제가 다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
로 보임. 이에 본 연구에는 다중 유추의 개념을 제안하도
록 함.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유추 체계

• 표현론적 접근 기반
– 단어 형성은 화자의 즉각적인 필요에 따라 새로운 명명 단
위를 만들어 내는 과정임.
– 단어 형성론의 본질이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
음에 주목할 때, 신어 자료는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
하거나 외국어,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다듬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표현론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연구 대상
• 한국어 신어 자료
– 최근에 보이는 신어 자료에서 유추의 양상이 매우 역동적으
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신어의 특성에 주목하여 한국어의 신
어 자료를 대상으로 삼음.
–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어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말샘>과 ‘빅카인즈(뉴스빅데이
터 분석 서비스)’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선행연구 검토: 유추 유형의 세분화 필요
기존 유추 체계의 한계

•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의 분류(채현식 2003)
– 단어 형성 기제로서 유추를 살펴본 채현식(2003)에서는 유
추 과정에 작용하는 유사성을 표면적(superficial) 유사성과
구조적(structural) 유사성으로 나눔.
– 이때 표면적 유사성은 불규칙적이고 고립적인 단어의 형성
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 구조적 유사성은 개별 단어에 기반
한 경우도 있지만 유추의 틀에 기반하여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표면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

불규칙하고 고립적인 유추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

개별 단어에 의한 유추

• 유추 유형 간의 모호성
– 표면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에 의하여 형성된 단어와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에 의하여 형성된 단어 간
구별 근거가 모호함.
① ‘눈 : 눈치 = 코 : X, X=코치’
② ‘팔 : 팔찌 = 귀 : X1 = 목 : X2, X1=귀찌, X2=목찌’
– ‘[X-치]’와 ‘[X-찌]’ 형식을 공유하고 있는 단어들의 유형
빈도가 모두 낮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찌‘만을 접미사로
간주하여 ②를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의 예로 판
단할 근거가 미약함.

유추의 틀에 의한 유추

선행연구 검토: 유추의 틀의 형성
기존 유추 체계의 한계
• 유추의 틀의 형성 문제
– 유추의 틀은 동일한 패턴을 가진 단어들이 어휘부 내에서
높은 유형 빈도를 보이면서 계열체를 이룰 때에 이러한 단
어들이 공유한 특성으로부터 추상된 구조적 틀을 가리킴.
–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의 하위 유형으로 제시된 유추
의 틀에 의한 유추의 층위에 대한 재론이 필요함.
– 표면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에 의하여 형성된 단어라고 할
지라도 그 유형 빈도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유추의 틀이 추
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
유추의 개념
• 유추: 유사성에 기반한 추론
– 단어 형성에서 유추(analogy)는 어휘부에 존재하는 기존
단어들에 기반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함.
– 기존 단어들에서 포착되는 형식적, 구조적 속성을 통하여
새로운 단어 형성에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논의에서는 ‘표면적 유사성’과 ‘구조적
유사성‘.을 유추의 기반으로 보아 왔음.
– 한편 어휘부에 저장된 단어들은 어휘부 내에서 서로 여러
층위에서 연결 관계를 보이는데, 연결 관계로 맺어진 단어
들은 하나의 계열체를 형성할 수 있음.
– 이러한 계열체로부터 나타나는 구조적 공통성을 통하여
추상화된 이른바 ‘유추의 틀’이 포착될 수 있음.
– 유추의 틀이 포착되면 단어와 단어 간의 비례 관계가 아닌
유추의 틀에 기반하여 유추 과정이 일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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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형성의 절차
단어 형성의 인지적 절차

단어 형성
동기
(표적 확인)

근거 단어
탐색

표적 탐색

근거 단어와
표적 분석

표적 단어
형성

새로운 단어의 형성

1. 단어 형성 동기(표적의 확인): 새로운 개념
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새로운 단어(표적 단
어)를 만들고자 하는 단어 형성 동기의 발현
2. 근거 단어 탐색: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 단
어들 중 표적 단어를 형성하는 데 근거가 되
는 단어 탐색
3. 표적 탐색: 근거 단어를 통하여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정보를 활용하여 표적
의 범위 제한
4. 근거 단어와 표적 분석: 근거 단어의 의미와
형식, 표적의 의미와 형식을 분석하여 근거
단어와 표적 간의 공통성 포착
5. 표적 단어 형성: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포착
된 추상적 관계를 표적에 사상하여 새로운
단어 형성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유추의 기제: 유사성의 세분화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음운론적 유추

음절수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

형태론적 유추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

의미론적 유추

반의관계에 기반한 유추

유의관계에 기반한 유추

동음이의관계에 기반한 유추

• 음운론적 유추
①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
–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의 음성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표적 단
어를 형성함.
② 음절수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
– 근거 단어의 음절수에 근거하여 표적 단어를 형성함.
–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 간에 동일한 음절수 유지 외에는 다른
유사성을 포착하기 어려움.
– 근거 단어와 근거 단어로부터 형성된 ‘결과’로서의 표적 단어
에서 확인되는 유사성이라는 점에서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와 층위가 구분될 수 있음.
• 형태론적 유추
①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
–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가 서로 동일한 내적 구조를 공유하여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표적 단어를 형성함.
• 의미론적 유추
① 반의관계에 기반한 유추
–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에서 대치되는 요소 간의 반의관계에
기반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함.
– 이때 반의관계는 비양립관계와 같은 다항적 대립관계를 포함
함.
② 유의관계에 기반한 유추
–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에서 대치되는 요소가 서로 유의관계
를 보임.
③ 동음이의관계에 기반한 유추
– 근거 단어에서 대치될 수 있는 요소를 동음이의관계에 기반
하여 재분석함.
–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기 이전에 근거 단어의 재분석에 작용
하는 것으로서, 역시 층위가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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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단어 형성 음절수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
단어 분석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
반의관계에 기반한 유추

유추의 틀에 의한 유추

유의관계에 기반한 유추
단어 해석 동음이의관계에 기반한 유추
개별 단어에 의한 유추

유추의 유형: 다중유추의 제안
단어 연결망 조직
• 어휘부의 단어 연결망
– 어휘부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연결망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
고 있음.
– 채현식(2003a)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화자의 어휘부 속에서
단어들은 규칙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최형용(2019)은 개별 단어 차원에서 단어 연결 모형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단어들은 각 단어
가 가진 공통 요소를 중심으로 여러 단어와 연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곧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단어들끼리도 연결망
조직 속에서 서로 간접적인 연결 관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
함.

울–보
털–보

먹–보

꾀–보

약–보

느림 – 보
겁–보
떡–보
잠–보
밥–보

뚱–보

코–보

뚱뚱 – 보
땅딸 – 보

단일유추와 다중유추
• 다중유추의 개념

채현식(2003a)의 연결망 조직

① 불금, 불일, 불목, 〮〮〮 → [불-X]
② 놀토, 일토, 〮〮〮 → [X-토]
– ‘불토’는 ‘[불-X]’과의 계열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도 있고, ‘[X-토]’와의 계열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불-X]‘ 유형 단어들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다면 ‘불토＇는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X-토]’ 유형
단어들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다면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때 ‘[X-토]’ 유형과의 의미적 유사성은
‘[불-X]’ 유형보다 느슨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하나의 표적 단어가 유추에 의하여 여러 근거 단어
와 연결 관계를 맺을 수 있음.
– 이러한 표적 단어와 근거 단어의 일대다(一對多)의 관계를 ‘다
중유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기존의 표적 단어와 근거 단어의 일대일(一對一)
의 관계에 주목하였던 유추의 개념을 ‘단일유추’로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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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2019)의 어휘 연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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