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동사유래복합명사의 형성 및 의미 해석의 원리

김혜진(동경외국어대학 비상근강사)

일반적으로 동사유래복합명사란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를 후행요소로 가지는 복합명사를 뜻한다. 예를 들어 동
사 ‘잡다’에서 유래된 ‘잡이’를 후행요소로 취하는 복합명사로 ‘고기잡이, 총잡이, 손잡이, 외잡이, 맏잡이, 마주잡
이’ 등이 있다. 이 중 ‘고기잡이, 마주잡이’는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능동사 ‘하다’와 공기하여 본래 동사의 성질
인 동작성을 띠므로 동작성명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복합명사가 가지는 동작성에 주목하여
한국어 동사유래복합명사의 형성 원리 및 의미 해석의 원리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한
국어기초사전’ 약 6만 표제어를 대상으로 한국어 동사유래복합명사를 그 유형과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하고
자 한다.
먼저 한국어 동사유래복합명사를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동사유래복합명사의 형성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제
약을 살펴볼 것이다. 동작성을 가질 수 있는 동사유래복합명사를 그 유형에 따라 크게 ‘명사+동사(N+V:고기잡이,
총잡이, 손잡이), 접두사+동사(Pref+V:외잡이, 맏잡이), 부사+동사(Adv＋V:마구잡이, 마주잡이)의 세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이 중 ‘N+V’형이 가장 생산적이므로 그 수가 많으며 동작성을 띠는 예도 많다. 그에 비해
‘Pref+V’형은 그 수가 적고 후행요소가 자립적인 명사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작성을 띠는 예는 매우 드물다.
‘Adv＋V’형 역시 비록 그 수는 적으나 대체로 동작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생산적인 유형인
‘N+V’형은 다시 ‘주어+술어(N이 V)’의 주술관계(예: 해돋이), ‘목적어+술어(N을 V)’의 목술관계(예: 고기잡이),
‘부사어+술어(N에 V, N으로 V 등)’의 수식관계(예: 손잡이)의 세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술관계에 있는 복
합명사의 후행동사는 자동사이며 특히 비능격동사는 올 수 없고 비대격동사만이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목술
관계에 있는 복합명사의 후행동사는 타동사로 2항 동사 혹은 3항 동사가 주로 온다. 마찬가지로 수식관계에 있는
복합명사의 후행동사는 주로 타동사이며 2항 동사 혹은 3항 동사가 올 수 있다. 한편 ‘Pref+V’형 및 ‘Adv＋V’형
의 후행동사로는 자동사 및 타동사가 모두 나타나며 특히 ‘Adv＋V’형의 후행동사에는 비대격자동사뿐만 아니라
비능격자동사도 복합명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예: 높이뛰기, 오래달리기 등).
다음으로 한국어 동사유래복합명사를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동사유래복합명사가 복합명사의 구성요소와 관
련하여 어떠한 특정한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동사유래복합명사는 각 구성요소의 의미가 투명할 때
는 주로 동작성을 띤다. 예를 들어 ‘고기잡이(를) 하다’는 ‘고기를 잡는 행위’를 나타내며 ‘마주잡이(를) 하다’는
‘마주 잡는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의 의미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실체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때 동사유래복합명사는 대체로 ‘행위자(예: 고기잡이, 맏잡이), 도구(예: 바람막이), 대상(예: 목걸이, 마주잡이), 결
과(예: 계란말이, 뻥튀기), 장소(예: 물굽이), 시간(갓밝이)’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 해석은 동사유래복합
명사의 유형 및 후행동사의 종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N+V’형 복합명사에서 후행동사가 3항
동사일 경우에는 동작성을 가지기 힘들며 ‘장소(옷걸이)’ 혹은 ‘대상(목걸이)’의 실체성의 의미만을 가진다. 또한
이때 복합명사는 후행동사의 의미역 중 복합명사의 구성요소가 채우지 못한 필수논항(‘옷걸이’ {N에 옷N을 걸다V}
의 경우에는 {N에}에 해당하는 장소역, ‘목걸이’{목N에 N을 걸다V}의 경우에는 {N을}에 해당하는 대상역)의 의미
로 해석된다. 이처럼 한국어의 동사유래복합명사가 가지는 동작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복합명사를 고찰함으로
써 복합명사의 유형 및 후행동사의 종류가 복합명사의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keyword): 복합명사(complex noun), 단어 형성(word formation), 동작성(dynamic),
동사유래명사(deverbal noun), 의미 해석(semantic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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