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하여
On the morphological status of ‘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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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부정 접두한자어인 '不'이 접두사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다. ‘不, 無, 非, 沒’ 등 부정 접두한자어 일반적으로 접두사로 보고 있다.
특히 ‘無-’는 일정한 서술적 의미를 지니며 후행어기의 범주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많은 연구에서 접두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고는
‘不-’이 ‘無-'와 같이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만 후행어기의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결과

연구문제 선행연구
⚫ 한자어 접두사 존재여부 문제
➢ 존재함
--이익섭(1969), 노명희(2005) √
➢ 존재하지 않음
--서병국(1975), 정민영(1994)
➢ 절충적 견해(준접두사)
--김철규(1997)
⚫ 접두사에 후행하는 한자어 어기의 범주를 판정하는 기준의 문제
➢ 후행 어기； 동작성 명사, 상태성 명사, 일반 보통 명사
--박석문(1999)
➢ [+상태성, -동작성], [+동작성, -상태성], [-동작성, -상태성]
--김혜령(2009)
➢ 어기의 범주는 ‘-하다＇와의 결합관계로 결정함. X

➢ 無
어기범주 변하지 않은 경우

無

예

[OO하](A) : 無+[OO하] -->[無+OO+하](A)

1

無慈悲

[OO하](V) : 無+[OO하] -->[無+OO+하](V)

4

無擔保, 無批判, 無抵抗, 無着陸

[OO하](X) : 無+[OO하] -->[無+OO+하](X)

無歌詞, 無個性, 無階級, 無功德

63

어기범주 변한 경우

無

예

[OO하](A) : 無+[OO하] -->[無+OO+하](X)

1

無技巧

[OO하](A) : 無+[OO하] -->[無+OO+하](V)

0

[OO하](V) : 無+[OO하] -->[無+OO+하](X)

45

無葛藤, 無感謝, 無缺席, 無缺勤

[OO하](V) : 無+[OO하] -->[無+OO+하](A)

28

無感覺, 無感動, 無經驗, 無計劃

[OO하](X) : 無+[OO하] -->[無+OO+하](A)

49

無價値, 無感情, 無權利, 無軌道

[OO하](X) : 無+[OO하] -->[無+OO+하](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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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어기범주에 영향의 비교
변
25%

불변
36%

불변
75%

➢후행 어기와의 관계

연구방법

無

不

변
64%

관형성을 지닌 것
접두사로 발달한 것

⚫ 연구대상: ‘不’를 포함한 3음절，不+OO구조인 한자어 어기 예: 不

접두한자어

可能, 不景气, 不调和 등(표준국어대사전 등재된 어휘를 기준으로

수식적인 기능을 하는 것
부사성을 지닌 것

不？？(수식관계)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것

無(서술관계), 不？？

중간단계에 있는 것

관형사로 발달한 것

서술적인 기능을 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함. 비교하는 부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온라인 우리말샘 참조)
• 다의성 OR 다기성

⚫ 연구 절차:
1. ‘不’어휘에 대하여 각 사전에 등재된 어학정보의 불이치를 통하여

➢ 한자는 표의문자이므로 차용어로 쓰인 한자어도 많은 한자의

‘不’이 접두사로서의 不安定性을 증명함

특성 유지함. 다의성은 그 중에 하나이다.

2. 전형적인 서술성을 지닌 접두사 ‘無’와 비교

예: 廢: 廢刊(VR+NR), 廢坑, 廢校(AR+NR)

3. 한자어의 多义性 혹은 多岐性을 통하여 일부 ‘不’에 후행하는
어기가 잠재적인 서술성이 있어 ‘不’에게서 서술성을 획득한 것이

規則N: 규칙+적 →규칙(A)+적,
經濟N: 경제(V)+하, 경제(A)+적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
[OO하](A/V) :不+[OO하]→[不+OO+
하]X

연구결과

‘不’과 결합한 후 어기범주 변한 경우

⚫사전에 등재된 정보의 不一致

[OO하](V/X) :不+[OO하]→[不+OO+
하]A/V

BA+’不-’→X: 可分
BV+’不-’→X: 經濟, 規律, 變更 등

BV+’不-’→A: 安定, 平均, 調和, 注意
BX+’不-’→A: 敢當, 名譽, 規則, 道德 등
BX+’不-’→V: 信用, 遇時

‘不’‘과 결합한 후 ‘-하’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게 된 결과가
필연적이지 않음. (각 사전에 등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
고, 언어학 경제적 원리로 생산할 가능성도 있음.)

‘안정적, 평균적, 조화롭-‘ →안정, 평균, 조화[+상태성, +동
작성]
‘규칙적, 도덕적, 명예스롭-’→규칙, 도덕, 명예 등[+상태성]
‘신용’→ 믿을 신, 쓸 용[+동작성]

特定하(1.A.2.V)+’不-’→불특정X

[OO하](2/1) :不+[OO하]→[不+OO+

滿足하(1.V, 2. A) + ‘不-’→불만족하(A)

하](1/2)

節制하(V) + ‘不-’ →부절제하(A, V)

특정, 만족, 절제(A, V)

(사전마다 정보 불일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불건전-하다(不健全하다)

불건전하다 [不健全--]

｢형용사｣

(대상이)건실하고 온전하지 아니하다

건전하지 아니하다.

형태분석 [=不+健全-하_다]

불명료-하다(不明瞭하다)

불명료하다 [不明瞭--]

｢형용사｣

분명하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다.

형태분석 [=不±明瞭-하_다]

불분명-하다(不分明하다)

불분명하다 [不分明--]

｢형용사｣

명백하고 확실하지 않다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못하다.

형태분석 [=不+分明-하_다]

제언 및 결론
• ‘不’은 ‘無＇와 달리 서술성이 없어 후행 어기 범주를 바꾸는
기능이 없다. 그리하여 접사성이 약하고 어근성이 더 강하다.

⚫ 不 VS 無
➢ 不
어기범주 변하지 않은 경우

불

부

총

예

[OO하](A) : 不+[OO하] -->[不+OO+하](A)

27

4

31

不可能,不可擋, 不公正

[OO하](V) : 不+[OO하] -->[不+OO+하](V)

[OO하](X) : 不+[OO하] -->[不+OO+하](X)

49

14
90

1

8
13

50

22
103

不干涉, 不堪當, 不介入

不景氣, 不品行, 不行為

어기범주 변한경우

불-

부-

총

예

[OO하](A) : 不+[OO하] -->[不+OO+하](X)

1

0

1

可分

[OO하](A) : 不+[OO하] -->[不+OO+하](V)

0

0

0

[OO하](V) : 不+[OO하] -->[不+OO+하](X)

13

1

14

經濟, 規律, 起訴, 變更, 成文

[OO하](V) : 不+[OO하] -->[不+OO+하](A)

2

2

4

安定, 平均, 調和, 注意

[OO하](X) : 不+[OO하] -->[不+OO+하](A）

8

3

11

規則, 均衡, 名譽, 相能, 相同

[OO하](X) : 不+[OO하] -->[不+OO+하](V)

2

0

2

信用, 遇時

[OO하](2) : 不+[OO하] -->[不+OO+하]（1）

2

1

3

特定, 滿足, 節制

28

7

35

• 한자어 어기의 범주 혹은 의미 자질은 동작성인지 혹은
상태성인지 ‘-하다＇와의 결합관계로 판단하는 것은 일방적인
면이 있어, 한자어의 원의미도 참조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