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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국어 음절축소형에 대한 연구

박 보 연ㆀ

  본고는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축소형(音節縮小形), 즉 음절 수가 줄어든 

어형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의 목적은 음절 축소의 조건과 방식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음절축소형이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겪어 단일어화된 어형이 될 수 있

음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음절축소형과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음절 축소의 과정만 다루어 

왔으며, 또한 음절의 축소 과정을 음운론적 측면에서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음

절축소형은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뿐 아니라 의미적 변화나 통사적 변화를 

입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에 있어서도 

음운론적인 조건 외에 다양한 조건들이 관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

다. 

  2장에서는 ‘음절축소형’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음절축소형’은 ‘준

말’과 ‘단일어화된 어형’을 포함한 용어이다. 이 작업은 그동안 음절이 축소된 

어형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사용된 용어와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불일치로 인

한 혼란을 줄이고, 원형식의 단위로 음운론적 단어를 새롭게 상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3장에서는 음절 축소의 조건과 방식을 살폈다. 음절 축소 조건에서는, 음운론

적인 면 외에도, 의미론적, 통사론적 조건, 나아가 문체적 성격, 사용 빈도 등이 

음절 축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음절 축소 방식에서는 

일부 어형들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가 의미적 변화와 통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전제로, 음절축소형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음절축소형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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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다른 새로운 어휘 의미나 문법 기능을 획득하여 새롭게 단일어화된 어

형이 되거나, 음절축소형 구성의 일부 또는 그 전체가 문법형태화하는 경우가 

있음을 살펴보았고,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축소형은 의미적, 통사적 변화의 

진행 정도가 다른 통시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음절축소형, 단일어화된 어형, 준말, 음운론적 단어, 문법형태화,

사용 빈도

학  번: 2002-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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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축소형(音節縮小形)’,1) 즉 음절 수가 줄어든 어

형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의 목적은 음절 축소의 조건과 방식을 체계적으로 살피

고, 음절축소형이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겪어 단일어화된 어형이 될 수 있음을 밝

히는 것이다. 

  현대국어에 음절축소형은 적지 않게 존재하며,2) 이러한 어형에 대해 국어 화자는 

음절축소형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음

절축소형이 임의적으로 우연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국어학의 연구 대상이 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음절축소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주로 어떤 요소가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한 형성 방식에 초점을 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생각한다.3)

  그러나 음절축소형은 이러한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뿐 아니라 의미적 변화나 

통사적 변화를 입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4) 어떤 언어 형식에서의5) 

음절 축소가 어휘 의미의 변화나 문법 기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음절축소형과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음절 축소의 과정만 

1)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2) 특히 통신 언어에서 이런 어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통신 언어는 통신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지만,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 통

신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서로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통신 언어가 흔히 구어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도 이러한 동일 언어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통신 언어와 구어체 언어 모두에서 나타나는 예들로 김성규(2001:83)에서 인용한 것이다.

   
 같구(같고), 정말루(정말로), 안대(안돼), 머지(뭐지), 없앨려고(없애려고), 넘(너무), 땜(때문), 첨(처음)

3) 음절 축소의 방식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우민섭(1974), 김동언(1986), 이승명(1987), 이재현

(1997) 등이 있고, 송철의(1993ㄴ), 김성규(1999ㄱ), 김영기(2000), 송민규(2000), 정희창(2004) 

등은 음운론적 해석을 덧붙여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4) 의미적 변화는 어휘 의미의 변화를 일컫고, 통사적 변화는 문법 기능의 변화를 일컫는다. 이는 

4.1.에서 고찰될 것이다.

5) 본고는 앞으로 ‘음절이 축소되기 이전의 원래 형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원형식(原形式)’을 사용한다. 

여기서 ‘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음절 축소가 일어나는 단위가 단어뿐 아니라 통사적 구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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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 왔으며, 또한 음절의 축소 과정을 음운론적 측면에서만 고려하였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의미적 변화나 통사적 변화를 살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6) 

대부분 일부 어형에 국한되었다.7) 

  또한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에 있어서 음운론적인 조건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

이 관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존 논의들이 대부분 음절축소형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범주화시키지 못하고, 음절 축소를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음절 축소 과정에서 음운론적 측면만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축소형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음절 축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볼 것인데, 조건에 있어서는 음운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측면 모두에서 다양

하게 살피고, 나아가 문체적 성격과 사용 빈도 등이 음절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원형식과 의미 차이를 보이는 음절축소형의 고찰을 통

해, 원형식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음절축소형이 새롭게 단일어화된 어형임을 보

이고자 한다.8)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와 음절축소형의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서는 우선 음절축소형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

존에 음절이 축소된 어형을 지칭했던 용어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본고가 음절

축소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논할 것이다. 그리고 원형식의 단위에 있어

서 기존의 통사론적 단위 구분을 폐기하고 음운론적 단어를 원형식의 단위로 새롭

게 상정할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먼저 

음절축소형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용어들과 음절축소형을 구분하는 과정

을 통해, 그동안 음절이 축소된 어형을 지칭했던 용어와 개념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절 축소 현상의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음운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인 조건 및 문체의 성격, 사용 빈도 등이 종합적으로 음절 축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절 축소라는 형식의 변

6) 강병학(1995)와 이지양(1998ㄱ, 2003), 최형용(2003ㄴ)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7) 대표적인 논의는 1.3.에서 언급할 것이다. 

8) 본고의 ‘단일어화’란 구본관(1998)에서 제시한 ‘단일어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어떤 어형이 의미적 

변화를 입어 단일어(simple word)로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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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야기해 음절축소형이 새로운 단어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 음절축소형의 조어론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축소형이 모두 동일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의미적, 

통사적 변화의 진행 정도가 다른 통시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음절축소형’은 ‘음운론적 단어에서 음운론적 기제로 음절 수

가 줄어든 어형’이다. 이는 ‘준말’과 ‘단일어화된 어형’을 아우르는 용어이다.9) 본고

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루는 이유는, 이 두 어형이 공시태 속에 포착된 

통시태로서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고의 음절축소형을 정의하기에 앞서 기존의 사전 및 논의들에서 음절이 

축소된 것으로 다루어 온 어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대상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줄어든 말’, ‘준말’ 또는 ‘잘못’으로10) 기술된 어형과 기존에 음절 축

소와 관련된 연구 및 자료에서 제시된 어형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정의된 

용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음절축소형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음절 축소의 조건에서는 사용 빈도를 고려한다.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의 사

용 빈도는 말뭉치에서 각 어형의 사용 빈도를 직접 조사하거나 국립국어연구원의 

≪현대 국어 사용빈도 조사≫를 참고한다.

  또한 음절축소형의 변화는 음절축소형과 원형식의 쓰임 차이를 통해 살피게 되는

데, 그 방법으로는 동의어 검증 방법 중 하나인 교체 검증을 사용할 것이다.11) 교

9) ‘준말’은 원형식과 교체가 가능한 어형이고, ‘단일어화된 어형’은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입어 더 이

상 원형식과 교체가 불가능한 어형이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10) ‘잘못’으로 표시된 어형을 다루는 이유는 음절축소형으로 보이는 어형들이 ‘잘못’으로 기재된 경우

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연세한국어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새다’와 

‘피다’를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지새우다’, ‘피우다’의 ‘준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둘 

다 ‘잘못’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1) 교체 검증(substitution test)은 문맥 속에서 한 어휘를 다른 어휘로 바꾸어 봄으로써 상대적 동의

어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이는 Ullmann(1962:143-5)에서 문맥과 관련한 동의어 검증 방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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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검증은 실제로 음절축소형이 사용된 문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음절축소형

의 쓰임은 21세기 세종계획 기초 자료 구축분과에서 구축한 ‘현대국어 균형말뭉치’

와12) KAIST 말뭉치를 대상으로 살필 것이다. 그리고 기본 자료는 중앙어를 대상

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방언형도 참고한다. 방언형의 추출은 21세기 세종계획

에서 제공한 ‘2002 한민족 언어정보화의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을13) 이용한다. 

으로 대립 검증, 배열 검증과 함께 제시된 바 있다. 다음은 임지룡(1992:141)에서 가져 온 교체 검

증의 예이다. 

 
    ㄱ. 학교를 향해 줄곧 달렸다. / 학교를 향해 줄곧 뛰었다.

    ㄴ. 말이 달린다. / 말이 뛴다.

    ㄷ. 택시가 달려 온다. / *택시가 뛰어 온다.

   ㄱ과 ㄴ은 두 어휘의 교체가 가능하며. ㄷ은 교체가 불가능하다. ㄴ의 경우 교체가 가능하더라도 ‘뛰

다’가 [수평][수직]의 두 방향이 가능하므로 [수평]일 경우에만 동의어가 된다.

12) 이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의 2000년도 국어 기초자료 구축 사업 중 ‘연구․교육용 말뭉치 제작 

및 배포’ 개발 연구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규모는 1000만 어절이며, 제시된 장르와 장르별 구성비

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문  어(90%): 신문(20%), 잡지(10%), 책-정보(35%), 책-상상(20%), 기타(5%)

  (2) 순구어(5%)

  (3) 준구어(5%)

13) 이 프로그램은 남한의 방언과 북한의 방언 및 세계 전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방언을 컴

퓨터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방언 자료의 출처로 남한 방언 검색 시스템에 등재된 표준어 

목록은 모두 19,445개이며, 다음 목록의 방언 자료집을 주로 참고하여 방언 자료를 제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 김영태(1975), 경상남도 방언연구(I), 진명문화사.

(2) 이기갑 외(1997), 전남방언사전, 전라남도.

(3) 현평효 외(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 (1-9).

(5) 이상규(2000), 경북 방언사전, 태학사.

(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연구실(1997), 방언자료집.

(7)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관련 자료.

(8)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관련 자료.

(9) 국어대사전(금성사)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관련 자료.

(10) 한영목(1999), 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11)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2) 김영배(1997), 평안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13) 김태균(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 출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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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 연구의 검토

  음절축소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음절축소

형의 용어와 관련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음절 축소의 방식과 관련된 연구이며, 

나머지 하나는 음절축소형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이다.

  음절축소형의 용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준말’, ‘약어(略語)’, ‘융합형(融

合形)’, ‘두음절어(頭音節語)’, ‘절단어(切斷語)’ 등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고,14)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음절축소

형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용어의 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용어의 개념 정

립이 중요함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용어의 개념 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논의 대상은 여전히 일관성이 

없었다. 이승명(1987), 강병학(1995), 이정미(1997) 등은 줄어든다는 공통점 하나

만으로 성격이 다른 ‘두음절어’, ‘절단어’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우민섭(1974), 김

동언(1986), 이승명(1987), 강병학(1995), 이지양(1998ㄱ) 등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음절이 축소되지 않은 어형들, 즉 원형식으로 보이는 어형보다 역사적으로 먼저 존

재했던 어형이나, 독자적으로 형성된 어형까지 음절축소형에 포함시켜 왔다. 그리

고 원형식의 단위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원형식의 

단위를 ‘단어 또는 단어결합’, ‘단어나 구’, ‘단어 또는 하나의 기식군’, ‘낱말이나 어

절 또는 구’ 등과 같이 통사론적 단위를 사용하거나 ‘A 또는 B’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음절축소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절 축소의 방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들이 그 형성 방

식에 따라 유형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도 음절 축소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지니게 된 이유는, 음절의 축소 과정을 일반적인 음운현상

처럼 음운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과 동일시한 데 있다. 즉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음운론적인 조건 외에도 의미론적, 

통사론적 조건, 그리고 문체적 성격 및 사용 빈도 등이 관여할 수 있음을 간과한 

14) 각 용어에 해당하는 어형들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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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규칙화하기 쉽지 않은 음절축소형의 형성에서 일

반적인 경향성을 찾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고, 음절축소형의 형식면에

서의 논의는 우민섭(1974), 김동언(1986) 등에서처럼 단순한 기술에 그치는 데 만

족해야 했다. 다만 음운론적 해석을 덧붙여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송철의(1993

ㄴ)과 김성규(1999ㄱ), 그리고 형성 조건과 형성 방식을 고찰한 이지양(1998ㄱ)과 

이지양(2003)의 논의가 보다 체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절축소형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그다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음절이 축소된 어형에 관한 연구

는 음절 축소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어떻게 줄어들었는가를 관찰하는 

형식면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15) 그러나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를 겪은 음

절축소형이 의미적 변화나 통사적 변화를 입는 경우가 있으며, 음절축소형의 변화 

양상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의미적 변화나 통사적 변화를 살

피는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 논의로 안명철(1990), 이승재

(1992), 강병학(1995), 이지양(1998ㄱ), 이지양(2003), 최형용(2003ㄴ)을 들 수 있

다. 하지만 정원수(1988), 손세모돌(1996), 이희자(2000ㄱ), 주경희(2000ㄱ,ㄴ), 이

지양(2003) 등의 논의와 같이 대부분 일부 어형에 국한된 논의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16) 또한 강병학(1995)는 어휘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음절축소형을 분류

한 의의가 있으나, 두음절어, 절단어 등을 포괄하였으며, 이지양(1998ㄱ)은 융합형

에 관한 논의로 단일어의 음절축소형은 제외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형용(2003ㄴ)은 

완전히 단일어화한 어형만을 다루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4. 논의의 구성

  2장의 주 목적은 음절축소형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15) 대표적 논의로는 우민섭(1974), 김동언(1986), 이승명(1987), 송철의(1993ㄴ), 이재현(1997), 김성

규(1999ㄱ), 김영기(2000), 송민규(2000), 정희창(2004)등이 있다.

16) 정원수(1988)와 손세모돌(1996)은 ‘-지 않-’구성과 ‘-잖-’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며, 이희자(2000

ㄱ)은 ‘가지가지’와 ‘갖가지’의 선행성분과 후행성분의 차이를, 주경희(2000ㄱ,ㄴ)은 ‘조금’과 ‘좀’의 

차이를 논의한 것이다. 이지양(2003)에서는 ‘좀’, ‘젤’ 등의 몇 어형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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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음절이 축소된 어형에 사용된 용어들을 검토하여, 본고의 음절축소형과 구

분을 시도하고, 이어 음절축소형의 범위와 음절축소형의 원형식 단위에 대해 고찰

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의된 음절축소형의 음절 축소 조건과 방식을 살피게 된다. 

이 작업은 공시적 음운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처럼, 음절 축소 현상 자체의 

규칙을 밝혀내는 것은 아니다. 공시태 속에 보이는 음절축소형들이 모두 같은 시기

에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형식과의 비교

를 통해 음절이 축소될 때 보이는 일반적 경향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리

라 본다. 음절 축소의 조건은 음절 축소를 야기하는 음운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조건과 문체적 성격, 사용 빈도 등이 음절 축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음절 축소의 방식에서는 모음의 탈락, 모음의 축약, 모음의 활음화

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가 의미적 변화와 통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전제로, 음절축소형의 변화를 고찰한다. 그리고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겪은 

음절축소형이 결과적으로 단일어화된 어형이 되거나, 음절축소형 구성의 일부 또는 

그 전체가 문법형태화 됨을 확인하고, 이들이 새로운 단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됨

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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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용어 비고 원형식 단위 형성 방식 예

현대

조선말사전
준말19) ----

단어나

단어결합

 일부 말소리

가 줄어듦

맘(마음)

국영(국영백화점)

우리말

큰사전

준말
----

소리마디나 

형태소
줄어듦

갈(가을)

노조(노동조합)약어(略語)

2. 음절축소형의 범위와 개념

  음절축소형(音節縮小形)은 말 그대로 현대국어에 함께 존재하는 원형식(原形式)에

서 음절의 수가 줄어든 어형을 일컫는다. 그러나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 음절축소형과 관련된 논의들이 저마다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다루는 대상이 동일하지 않았

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어디에서, 어떻게 음절 수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충분

한 고찰 없이, 음절 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어형들을 함

께 다루거나, 같은 성격의 어형들을 따로 나누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음절축소

형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음절축소형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먼저 음절이 축소된 

어형을 지칭하는 용어와 그 대상이 달랐던 사실을 바탕으로, 각각의 용어들을 검토

하여, 본고의 음절축소형과의 구분을 시도한다. 이어 음절축소형의 범위를 한정하

고, 음절이 축소되기 이전의 원형식 단위에 대해 고찰한다.

2.1. 음절축소형과 관련된 용어

  다음은 사전17) 및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음절 축소와 관련된 용어와 그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18) 

[표1] 음절 축소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

17) 사전의 서지 정보는 참고 문헌의 ‘1. 사전’ 참조.

18)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의 개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설명 부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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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대사전
준말

---- 둘 이상의 음절
첫음절만 따서 

만듦

전축(전기축음기)

U.S.A(United Sta

tes of America)약어(略語)

표준

국어대사전

준말
---- 단어

일부분이

줄어듦

새(사이)

잘각(잘가닥)약어(略語)

연세

한국어사전

준말 ---- 단어
한 부분이 

줄어듦
좀(조금)

약어(略語) ---- 어떤 단어나 구

일부분을 

떼어내어 짧게 

만듦

씨티(컴퓨터 단층 

촬영)

우민섭

(1975)

약어(略語)

20)

같은 시대에 

원어와 항시 

같이 쓰이며, 

원어와 상호

교체 가능함

----

생략, 탈락, 

변이, 축약에 

의해 음이나 

음절이 줄어듦

난(나는)

따님(딸님)

날다(나르다)

김동언

(1986)
준말

현재 원어가 

사용되지 않

아도 원어를 

분명히 인식

하면 됨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를 

갖는 어형

탈락, 축약, 

반모음화에 

의해 줄어듦

붴(부엌)

얘(이 애)

괭이(고양이)

주루룩(주룩주룩)

이승명

(1987)
준말

본디말과 상

호 교체 가능

함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말

음절이나 

형태가 줄어듦

갈(가을)

국산(국산품)

대흐약비(대체로 

흐리고 약간 비가 

오겠다)

안명철

(1990)

융합형

(融合形)

문법적, 의미

적 기능에 변

화가 생김

특정한 문법적 

환경

두 단어 이상

이 줄어듦

송철의

(1993ㄴ)
준말

의미 변화를 

초래하지 않

음

단어나 혹은 

하나의 기식군

으로 묶일 수 

있는 구

인접한 두 음

절이 한 음절

로 줄어듦

갈(가을)

쨈새(짜임새)

울엄마(우리엄마)

얘(이 애)

강병학

(1995)
준말

본딧말과 공

시적으로 개

념의 차이 없

이 교체해 쓰

임

본딧말이라 

생각되는 말

음운줄이기, 

자르기, 

따오기에 의해 

음절 수 줄어듦

쟤(저 아이)

주루룩(주룩주룩)

달각달각(달가닥

달가닥),며늘아기(

며느리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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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1997)
준말 ----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낱말이나 어절 

또는 구

원형식보다 한 

음절 이상 

줄어듦

난(나는)

같잖다(같지않다)

밭(바깥)

고교생(고등학교 

학생)

이희자

(1997)

준말

원래의 꼴과 

동일한 의미

단어 일부를 줄임 애(아이)

준 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형태

하나의 형태로 

줄어듦

게(것이)

-대(-다고 해)

줄어서 된 

말

원래의 꼴과 

다른 의미를 

지님

단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형태

준말, 준 꼴의 

방법

그럼(그러면)

맹세코(맹세하고)

김성규

(1999ㄱ)

음절 수 

줄이기

공시적 변화

로, 동일한 문

법적, 의미적 

기능을 지님

---- 음절 수 줄어듦

그니까(그러니까)

엳따(여기다)

암말(아무말)

이지양

(1998ㄱ)

융합형

(融合形)

원래 구성으로

의 환원 여부

에 따라 단순

융합형과 진전

된 융합형으로 

나뉨

연결형

완전한 단어

에 음절 수 

줄이기가 일

어나 의존요

소로 재구조

화됨

암말(아무말)

-단다(다고 

한다)

-었-(-어 있-)

이지양

(2003)
준말

본말과 의미

가 달라도 연

관성을 밝힐 

수 있으면 됨

단어 또는 

통합관계를 

이루는 구

음운론적,형태

론적 삭감에 

의해 음절 수 

줄어듦

갈(가을)

울엄마(우리엄마)

같잖다(같지않다)

최형용

(2003ㄴ)
줄임말

그 이전과 구

별되는 독자

적 의미 지님

어휘적 단어 형식이 줄어듦
그럼(그러면)

째지다(째어지다)

정희창

(2004)
준말

의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단어나 구, 또는 

의존형식

음운론적,형태

론적 삭감에 

의해 음절 수 

줄어듦

젤(제일)

일테면(이를테면)

뉘웇다(뉘우치다)

점잖다(젊지않다)

19) ≪현대조선말사전≫에서는 ‘약어’가 표제항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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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보듯이 사전 및 음절이 축소된 어형과 관련된 기존 논의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1) 준말, 준 꼴, 줄어서 된 말, 줄임말, 융합형(融合形), 약어(略語)21)

  이 중 ‘준말’은 대부분의 사전과 논의에서 사용된 것으로, 음절이 축소된 어형을 

일컫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준말’은 두 가지 면에서 서로 달리 

정의되고 있다. 하나는 원형식과의 교체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원형식의 단위이

다. 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 원형식과 교체가 가능한 것만을 준말로 보는 입장과 

원형식과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도 ‘준말’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이승

명(1987), 송철의(1993ㄴ), 강병학(1995), 김성규(1999ㄱ)은 원형식과의 교체가 가

능한 것만을 ‘준말’로 제한한 반면, 김동언(1986), 이지양(2003), 정희창(2004)는 

원형식과 어느 정도 의미가 달라진 것도 ‘준말’로 보고 있다.

  이렇듯 원형식과의 교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준말’이 달리 정의된 이유는, 

음절이 축소된 어형이 원형식과 단순히 형식 변화만 일어나느냐 아니면 의미 변화

까지 일어나느냐를 고려했던 데에 있다. 원형식과 교체해서 쓰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면에서의 차이만이 아니라 의미 차이까지도 생겼다는 뜻인데, 이

렇게 준말이 원형식과 의미가 달라지면, 더 이상 두 어형은 서로 관련을 맺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음절이 축소된 어형은 원형식을 전제할 필요가 사라지고, 그 자체가 

변화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단어로 인식된다. 

  그러나 준말은 그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대로 ‘줄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므로, 이

를 포착할 수 있으려면 원형식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형식과의 관

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준말과 원형식의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원형식과 교체가 불가능한 어형은 준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준말’의 개념을 원형식과 교체 가능한 것이라 강하게 표명하였던 논의에

서도 실제 논의 대상에는 의미 변화가 일어나 원형식과 교체가 불가능한 어형까지 

20) ‘약어’란 용어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협의의 약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원어(밑말)’와 ‘약어

(준말)’라고 표기해 약어와 준말을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대부분 ‘준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민섭(1975)에서는 ‘약어’를, 안명철(1990), 이지양

(1998ㄱ)에서는 ‘융합형’을, 그리고 최형용(2003ㄴ)에서는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고, 이희자(1997)

은 ‘준말’ 외에 ‘준 꼴’, ‘줄어서 된 말’을 더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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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원형식과 의미가 동일한 

어형이 통시적으로 의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시적으로 포착되

는, 원형식으로 교체가 가능한 어형과 원형식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어형은 변화의 

순서를 보여주는 통시태의 한 단면인 것이다.22) 

  본고는 원형식과 의미가 동일한 어형과 의미 변화가 일어난 어형 둘 다를 아우르

르는 용어로 새로이 ‘음절축소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원형식과 의미가 동일하여 원

형식과 교체가 가능한 어형을 기존 용어 그대도 ‘준말’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 

원형식과 교체가 불가능한 어형을 의미론적으로 ‘단일어화된 어형’으로 부르고자 

한다.23) 여기서 ‘단일어화된 어형’은 이희자(1997)의 ‘줄어서 된 말’, 최형용(2003

ㄴ)의 ‘줄임말’과 유사한 것으로 의미적 변화를 입어 단일어로 인식된 어형을 말한

다.24) 

  다음으로 원형식의 단위면에서 준말이 어떻게 달리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사전은 모두 ‘준말’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25) 그 대상에 있어서는 

22) 강병학(1995:13-4)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앞서의 개념 규정대로라면 사전적 의미의 분화가 뒤따른 것은 준말이라 할 수 없겠지만, 본고의 목적상 이하

의 논의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준말의 한 가지로 포함시켜 다룬다.

23) 의미론적으로 ‘단일어화된 어형’이란 의미적 변화를 입어 단일어(simple word)로 인식된 어형을 

말한다. 여기서 ‘단일어’란 ‘단어’의 하위어로 복합어(complex word)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단일어

화’란 구본관(1998)에서 제시한 ‘단일어화’와 유사한 개념이다. 구본관(1998)은 ‘복합어가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변화를 입어 화자가 단일어로 인식하게 된 것’을 ‘단일어화’로 보고 있는데, 본

고는 이를 더 확장해 변화를 입기 전의 어형이 복합어가 아닌 경우도 ‘단일어’로 인식되면 ‘단일어

화’로 본다. 즉 단일어도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면 또 다른 단일어가 되므로 ‘단일어화’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굴절형이나 통사적 구성에 음절 축소가 일어난 어형의 경우도 의미적 변화를 입어 단

일어로 인식되면 단일어화한 것이다.

                                                              단일어화된 어형
                                                                    ↑
    혼자 이사 하기가 만만찮다(=만만하지 않다). vs  반대 의견이 만만찮게(*만만하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편 Bauer(1983:48-50)에서는 ‘단어가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변화를 입어 공시적으로 

설명될 수 없게 되는 것’을 ‘어휘화(lexicalization)’로 제시하고 있으며, 김성규(1987), 송철의

(1992) 등에서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어휘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본관(1998)과 같이 기

존의 ‘어휘화’를 ‘단일어화’로 보는 견해에서는 ‘어휘화’를 ‘어휘부 밖에 있는 요소가 어휘부에 등

재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24) 그러나 이희자(1997)의 ‘줄어서 된 말’은 ‘두음절어(頭音節語)’, ‘절단어’도 포함하고 있는 점이, 최

형용(2003ㄴ)은 원형식이 단어인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본고의 ‘단일어화된 어형’과 다르다.

25) 사전에서는 대부분 ‘약어’가 ‘준말’의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으며, 뜻풀이는 ‘준말’에만 되어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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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원형식의 단위를 

‘단어’로 제한하고 있고, ≪현대조선말사전≫에서는 ‘단어나 단어 결합’으로 단어 이

상의 단위도 원형식으로 보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희자(1997)에서만 원형식의 단위를 ‘단어’ 하나로 보고 있고, 다른 논의에

서는 하나의 단위로 제시하지 않고, ‘A 또는 B’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중 ‘A’는 

모두 ‘단어’인데 반해, ‘B’는 논의마다 ‘형태소 경계를 갖는 어형’, ‘통합관계를 이루

는 구’, ‘의존형식’, ‘구’, ‘어절’, ‘기식군’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원형식의 단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음절 축소라는 동일한 현

상이 나타나는 단위가 하나의 단위로 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음절 축소가 음운론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음절 축소가 일어나는 단위를 음운론

적 단위가 아닌 통사론적 단위로 제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표준국어대사전

≫, ≪연세한국어사전≫,26) 이희자(1997)27) 등에서와 같이 원형식의 단위를 ‘단어’

와 ‘단어보다 큰 단위’로 구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구분이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원형식의 단위가 통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어를 기준으로 원형식의 단위를 구분하는 것은, 음절 축소라는 음운론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큰 의미가 없다. 원형식의 단위가 단어인 경우와 단어보다 큰 

단위인 경우 둘 다, 음절 축소가 적용되는 단위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위를 새롭게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고는 그 단

위로 음운론적 단어를 제시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서는 ‘2.3. 원형식의 단위’에서 

보다 자세히 논할 것이다.

  다음으로 ‘융합형’은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검토해보자. 기존에 ‘융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준말’과 ‘약어’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말’은 다른 사전의 ‘준

말’과 동일하고, ‘약어’는 본고의 ‘두음절어(頭音節語)’와 유사하다.

26) 사전에서는 원형식의 단위가 ‘단어보다 큰 단위’인 경우 뜻풀이에서 ‘준 말’로 기술하고 있다.

27) 이희자(1997)은 원형식이 ‘단어’인 음절축소형을 ‘준말’로, ‘단어보다 큰 단위’인 음절축소형을 ‘준 

말’ 또는 ‘준 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희자(1997)의 ‘준말’은 단위는 단어이지만, ‘균(세균)’ 

등과 같은 성격이 다른 ‘절단어’의 예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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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안명철(1990)

     특정한 문법적 환경에서 두 단어 이상이 줄어서 한 단어로 됨과 동시

     에 문법적, 의미적 기능에 변화가 생겨서 발생하는 현상

  ㄴ. 이승재(1992)

     기원적으로는 여러 형태가 배열되는 문법적 구성이었지만, 언어의 통 

     시적 변화에 따라 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굳어져 더 이상 공시적 분

     석이 불가능해지는 현상

  ㄷ. 이지양(1998ㄱ)

     연결형에서 완전한 단어에 음절 수 줄이기가 일어나 의존요소로 재구 

     조화되는 현상

  ‘융합’에 대한 이들 정의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명철(1990)과 이승재

(1992)는 ‘융합’이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본 반면, 이지양(1998ㄱ)에서는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융합형’에는 형식 축소만 일어나 원래 구성으로의 환원이 가

능한 ‘단순융합형’과 의미와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 원래 구성으로의 환원이 불가능

한 ‘진전된 융합형’ 두 가지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안명철(1990)과 이지양

(1998ㄱ)은 ‘융합’은 형식적인 축소를 가져온다고 보았으나, 이승재(1992)는 ‘-어#

으-’가 ‘-어뜨리-’로 되는 것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형식적인 축소를 염두에 두

고 있지 않다. 또한 이지양(1998ㄱ)은 ‘융합’을 연결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았

으나, 안명철(1990)과 이승재(1992)는 문법적 환경, 문법적 구성에서 일어나는 것

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통사적 구성이 형태적 구성으로 바뀌어 새로운 문법 기능을 

하는 ‘-어 잇- > -었-’과 같은 경우가 흔하게 있어 왔다. 이런 예들은 단순한 축소

로 볼 수 없는 까닭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융합(fu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문법형태소는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없고, 항상 

어휘형태소와 결합형으로 나타나므로 ‘융합’이 일어나는 환경을 문법형태소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의미, 기능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안명철(1990)과 이승재

(1992)에서, 음절 축소를 야기한다는 점을 안명철(1990)과 이지양(1998ㄱ)에서 수

용하고, ‘융합’이 일어나는 원형식의 대상에 있어서는 이지양(1998ㄱ)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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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융합형’은 ‘연결형에서 음절 수가 

줄어서 문법적, 의미적 기능에 변화가 생긴 어형’이다.

  이러한 ‘융합형’은 앞서 언급한 ‘단일어화된 어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융합

형’은 ‘융합’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어형의 결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형식이 ‘단일어’인 어형은 제외된다. ‘융합형’에 대한 논의인 이지양(1998ㄱ)과 

‘준말’을 대상으로 한 이지양(2003)은 논의 대상에 있어서 원형식이 단어인 경우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차이만이 있는 것을 볼 때, 이지양(1998ㄱ)은 본고

와 같은 개념으로 ‘융합형’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약어’를 살펴보자. ‘약어’는 대부분 ‘준말’과 동의어로 처리되고 있다. 

사전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만이 ‘약어’를 ‘준말’과 동의어로 보지 않고 따로 표

제어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28) 관련 논의에 있어서도 이들의 구분은 거의 없었

다.29)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현대 국어의 약어 목록≫과 ≪현대 국어의 준

말 목록≫역시 그 둘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사용

된 용어를 살펴보면 ‘준말’과 ‘약어’의 차이는 단순히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로만 

인식된다.30)

28) 약어의 정의는 ‘어떤 단어나 구 등에서 일부분을 떼어내어 짧게 만든 말’로 되어있고, ‘씨티’(컴퓨

터 단층 촬영)를 예로 들고 있다.

29) 우민섭(1974)에서는 ‘약어’란 용어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협의의 약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원어(밑말)’와 ‘약어(준말)’라고 표기해 약어와 준말이 동일함을 앞서 살핀 바 있다.

30)  다음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된 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준말’의 항목에서 사용

된 용어를 살펴본 것이다.

    1933년 - 한글 마춤법 통일안: 제5장 약어 (조선어학회)

    1937년 - 한글 마춤법 통일안 고친판 5판: 제5장 약어 

    1940년 -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새판: 제5장 약어 

    1948년 -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글판: 제5장 준말 (한글학회)

    1958년 - 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 용어수정판: 제5장 준말 (약어) 

    1980년 - 한글맞춤법: 제4장 준말 

    1988년 - 한글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절 준말

    1933년 제정된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는 ‘약어’로 되어 있지만,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

글판’에서부터는 ‘약어’가 ‘준말’로 바뀌었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준말’의 개념이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용어가 바뀐 시기는 학회 명칭이 ‘조

선어학회’에서 ‘한글학회’ 개칭되는 시기와도 일치하며, 이미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세부적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준말’과 ‘본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준말’과 ‘약어’

의 개념 차이는 없던 것으로 여겨지며, ‘준말’과 ‘약어’의 관계는 단순한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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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대국어의 ‘약어’는 ‘준말’과 다소 차이가 느껴지기도 한다. 

 

(3) 햄 교신 때 통하는 약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학자들이나 씀직한 말이나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면…

  기술적 약어들에 대해 시간을 투자해 외우는 것이…

  water closet의 약어로 화장실 앞에 W.C.라고 쓰여 있는 곳이…

  위 예문에서 ‘약어’는 이미 기호화된 어형을 일컫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

게 특수화된 기호로서의 ‘약어’는 따로 그 의미를 익혀야 하는 임의적인 축소 형식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어’를 ‘준말’과 동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의적

으로 축소된 어형에 대해서는 2.2.에서 논의한다.

  이상으로 음절이 축소된 어형과 관련된 용어로 ‘준말, 준 꼴, 줄어서 된 말, 줄임

말, 융합형(融合形), 약어(略語)’ 등을 검토해 보았다. 관련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

된 이유는 원형식과의 교체 가능 여부와 원형식의 단위 구분에 의한 것이었다. 그

러나 논의를 통해 이러한 기준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구분 없이 

모두를 통합하는 용어로 ‘음절축소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2.2. 음절축소형의 범위

  음절축소형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음절축소형에 포함되어 온 어형 중 음절축소

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음절축소형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반드시 음절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

는 음운론적 기제가 아닌 임의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는 앞서 [표1]에서 제시한 어형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31)

(4) ㄱ. 마음→맘, 우리엄마→울엄마, 같지않다→같잖다

31) ‘→’는 원형식에서 음절 축소가 일어나 형성된 것을 의미하고, ‘:’는 음절 축소에 의해 형성되지 않

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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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까막까치:까마귀까치, 며늘아기:며느리아기

  ㄷ 부헝:부헝이, 뉘웇다:뉘우치다, 날다:나르다

  ㄹ 밭:바깥, 괭이:고양이

  ㅁ 주루룩:주룩주룩, 덜걱덜걱:덜거덕덜거덕

  ㅂ. 전기축음기→전축, 노동조합→노조

  ㅅ. 국산품→국산, 국영백화점→국영

  두 어형이 음절 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서는 (4ㄱ)부터 (4ㅅ)까지 함께 묶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성격은 동일하지 않다. (4ㄱ)만이 본고의 음절축소형에 해당

하는 것이고, (4ㄴ)부터 (4ㅁ)까지는 음절 수가 적은 쪽이 음절 축소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며, (4ㅂ)과 (4ㅅ)은 임의적이고 기계적인 형성 기제에 의해 음절이 축소

된 어형으로 본고의 음절축소형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먼저 음절이 축소되지 않은 어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음절축소형은 원형식에서 

음절이 축소된 어형이어야 한다. 즉 원형식에서 형성되지 않은 어형은 음절축소형

이 아닌 것이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으나, 음절 수가 차이 나는 

두 어형의 형식적인 면만을 보고,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어형들

이 다소 존재하며, 종종 기존의 연구에서 그러한 어형들을 음절축소형으로 다루어 

왔다.32)

  음절이 축소되지 않은 어형에는 관념상 원형식을 상정한 어형, 음절이 늘어난 어

형, 통시적으로 다른 과정을 겪은 어형, 반복에 의해 형성된 어형 등이 있다. 이를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4ㄴ)은 관념상 원형식을 상정한 어형들로서, 현대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원형식

처럼 보이는 어형은 쓰이지 않고 있으며,

(5) *까마귀까치, *며느리아기

역사적으로도 다음과 같이 음절축소형처럼 보이는 어형만이 발견된다.

32) 대부분의 논의에서 음절이 축소되지 않은 어형들이 포함되었던 이유는 각 어형에 대한 충분한 검

토 없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논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송철의(1993ㄴ)은 어떤 

형식이 준말인가 아닌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형태론적 정보나 국어사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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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ㄱ. 가막가치 烏鵲    ≪국한회어 2≫ 

     오 아 가막가치 깃비 우루믄…    ≪두시언해 5:11a≫  

  ㄴ. 싀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벽 바흘 구루지 마오    ≪청구영언_진본≫

     아들 글 니르고 며늘아기 뵈 는듸…    ≪가곡원류 505≫

  이는 ‘까마귀’와 ‘까치’, ‘며느리’와 ‘아기’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탈락이 일어

나 ‘까막까치’와 ‘며늘아기’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의미적, 음상적 유사

성에 이끌려 ‘까막까치’와 ‘며늘아기’에 대해 각각 ‘까마귀까치’와 ‘며느리아기’를 새

롭게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원형식으로 보이는 

어형에서 음절축소형으로 보이는 어형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4

ㄴ)은 음절축소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3) 

  (4ㄷ)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으로부터 음절 수가 줄어들어 형성된 것이 아니

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음절 수가 늘어나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음절 

수가 적은 쪽을 음절축소형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부헝:부헝이’와 ‘뉘웇다:뉘우

치다’ 등은 모음 ‘ㅣ’의 유무로 인해 음절축소형으로 오인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오

인은 실제 음절이 축소될 때 ‘ㅣ’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34)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이’가 결합되어, 음절 수가 늘어난 어형들이다. ‘부헝’을 비

롯한 ‘두텁, , 굼벙, 올창’ 등은 ≪훈민정음 해례≫의 〈용자례〉에 나오는 동물이

름이며, 이들은 80여 년 뒤의 문헌인 ≪훈몽자회≫에서 몇 개를 제외하고 모두 ‘부

헝이, 두터비, 리, 굼이, 올이’와 같이 ‘-이’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구본관 1997, 황선엽 1997 참조).35) ‘뉘웇다:뉘우치다’ 역시 동사에 ‘이’가 결합된 

것이다. ‘뉘우치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역사적으로 ‘뉘읓->뉘웇->뉘우치-’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36) ‘뉘웇-’형이 먼저 형성되고, 거기에 ‘-이-’가 붙어 ‘뉘우치-’

33) 강병학(1995)와 김성규(1999ㄱ)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이와 같은 예들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34) ‘내일→낼, 게임→겜’ 등이 대표적이며, 이에 대해서는 3.1.에서 논의한다.

35) 구본관(1997:121-3)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에 결합되는 ‘-이’는 동물 이름 명사를 만드는 파생접

미사로 보고 있다. 국어에서 의성어나 의태어는 문법범주상 부사에 속하므로 동물 이름의 명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15세기에 ‘-이’를 갖지 않는 형이 동물명으로 쓰이는 경우는 훈민정음에서 

단독형으로 제시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속격형뿐임을 지적하고, 속격형에서 ‘-이’가 결합되지 않는 

형이 나타나는 것은 속격형 앞에서의 ‘-이’의 탈락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광호

(1986)에서는 동물 이름에 나타나는 ‘-이’에 대해서 의성어나 의태어는 명사적 속성을 갖는 데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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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것이다.37) ‘뉘웇-’, ‘그릋-’, ‘맟-’등이 현대어에서 활발히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형 ‘뉘웇-’은 사라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

다.38) ‘날다:나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모음 ‘ㅡ’의 유무로 인해 음절

축소형으로 오인되는 것인데, 이러한 오인 또한 실제 음절이 축소될 때 ‘ㅡ’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39) 이는 재분석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나40) 

유추에 의한 형성으로 볼 수 있는 어형들로 ‘날다’, ‘풀다’에서 오히려 음절 수가 늘

어나 ‘나르다’, ‘푸르다’가 된 것이다.41) 

36) ‘뉘우치다’의 형태사(形態史)는 다음과 같다.

    . 뉘읓- (15C)

      알픳 罪쬥 뉘으처 禁금戒갱 바다 디니리니    ≪월인석보 25:32a≫

      鹿母夫人 걋 허므를 뉘으처 니샤     ≪석보상절 11:33a≫

      시 수 거츠러 아라도 마 뉘으초미 어려오니라  ≪내훈 1:30a≫

    . 뉘웇- (16C)

       블겨 뉘웃고 붓그려 만히 사하 둣 거슬 히 흗과녜      ≪번역소학 8:27b≫

      이윽고 뉘우처 오      ≪소학언해 4:4b≫  

      수이 거츠디라 라도 이믯 뉘웃기 어려우니라       ≪소학언해 5:18b≫

    . 뉘우치- (19C)

      悔뉘우치다     ≪광재물보 8a≫

      뉘웃치고 뉘웃치고 뉘웃쳐 면 가업 복에 바다가     ≪삼성훈경 교유문 2a≫

      늙도록 뉘우치지 아니 니 ≪이언언해 2,33b≫

37) 이현희(1987)은 이러한 어형들을 의미나 문법 범주를 바꾸지 않는 ‘-이-’와 결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선행어기의 동작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박홍

길(1998:16)도 ‘다>갖추다, 늬읏다>뉘우치다’ 등을 문법의식의 강화로 문법소가 끼어든 예로 들

고 있으며, 구본관(1997:137)에서는 특히 이 ‘-이-’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교체기에 많이 나타

남을 지적하면서 ‘-이-’가 피동이나 사동 파생접미사 ‘-이-’에 유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38) 구본관(1997:133)는 15세기 국어에서 존재한 능격동사는 ‘(替)-’이 현대국어에서 ‘갈-(타동사)’

과 ‘갈리-’로 쓰이는 것처럼 현대국어에서 능격동사가 타동사로 남고 자동사의 기능은 피동사가 담

당하게 된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흗-(혹은 흩-)’처럼 능격동사가 현대국어에서는 타동사로만 쓰이

게 되고 자동사적인 용법은 잃어버린 예나 중세국어 이후에 아예 없어진 예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39) ‘마음→맘, 다음→담’ 등이 대표적이며, 이에 대해서는 3.1.에서 논의한다.

40) 어간의 재구조화란 King,R.D.(1969:39)에서 ‘기저형에 있어서의 변화’라 명한 것을 의미한다. 최명

옥(1993)에서도 어떤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그 변화가 변화 후에 

존재하는 공시적 규칙으로써 설명될 수 없는 경우를 ‘재구조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41) 김창섭(1996:16)은 유추를 촉발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의미론적 공통성을 들면서, ‘풀다’의 긴형식 

‘푸르다’가 유의어 ‘끄르다’에 유추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끈을)풀고, 풀면, 

풀어라’에 대해 새로 형성된 ‘푸르고, 푸르면, 풀러라’는 ‘묶인 것, 얽힌 것 등을 원래 상태로 하다’라

는 구체적인 행위의 의미에서만 성립하고, 추상적인 행위에는 ‘문제를 풀어라(*풀러라)’처럼 여전히 

‘풀-’만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 의미만을 갖는 유의어 ‘끄르다, 끄르고, 끄르면, 끌러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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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ㄹ)은 서로 다른 통시적 과정을 겪어 형성된 어형으로 두 어형 사이의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어느 한 어형에서 다른 어형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므로, 음절축소형이 될 수 없다. 이 

중 ‘밭’과 ‘바깥’을 살펴보면, ‘바깥’은 ‘밧곁((外)+곁(邊))>바깥’의 변화에 의해 형

성된 것이고, ‘밭사돈’의 ‘밭’은 현대어 ‘밖’으로 재구조화된 ‘’이 화석으로 남아있

는 어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밭’은 ‘밧’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의 

오표기로 인해 ‘밭사돈’과 ‘바깥사돈’ 등의 어형에서 ‘밭’이 ‘바깥’의 준말로 잘못 인

식되는 것으로 보인다(송철의 1998 참조). 

  (4ㅁ)은 음절 수가 차이 나는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음절 수가 적은 쪽을 음절축

소형으로 보는 예들이다. 그러나 ‘주룩주룩’과 ‘주루룩’을 보면, 후자는 다음 예문에

서와 같이 접촉면이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전자는 그렇지 못하다.

(7) 눈물이 주루룩(*주룩주룩) 흘렀다.

  비가 주룩주룩(*주루룩) 내렸다.

 이 경우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음절 수가 차이 나는 두 어형은 그 의미가 서로 다

르므로, 각기 다른 어형으로 볼 수도 있다.42) 이 밖에도 의성어, 의태어에서 음절 

수가 차이 나는 두 어형을 음절 수가 적은 어형이 먼저 존재하고 그 어형의 반복에 

의해 음절 수가 많은 어형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43) 음절 수가 많은 어형은 

음절 수가 적은 어형에 접사가 첨가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44)

  그러나 그 해석이 다양하더라도 공통적인 사실은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음절 수가 

차이 나는 두 어형은 둘 중 어느 하나가 음절이 축소되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유추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현(2003:79)에서도 ‘풀-, 푸르-’ 역시 ‘날-, 나르-’와 같

이 재분석에 의한 변화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문제해결’ 등의 추상적 의미를 지닌 ‘풀-’은 변

화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식적 분석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재분석이 주된 요인이라고

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42) 일례로 이병근(2000:79)에서는 ‘삐주룩, 삐죽’, ‘푸드득, 푸득’ 등은 분명히 어감의 차이가 있는 어

휘로 인식되므로, 어느 것이 원형식인지 가리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두 어형은 어감을 달리하는 별

개의 단어인지 방언차를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보았다.

43) 일례로 ‘둥실’과 ‘두둥실’을 살펴보면, ‘두둥실’은 ‘둥실’의 첫 음절 초성과 중성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으로, ‘둥실’은 음절축소형이 될 수 없다(채완 1986, 1993, 박창원 1993 참조).

44) 접사 첨가설에 대해서는 안상철(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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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김성규(1999ㄱ)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본고도 이들을 음절축소형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4ㅂ)과 (4ㅅ)을 보자. 이들은 음절 수가 적은 쪽이 음절 수가 많은 쪽

에서 형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음운론적 기제에 의해 음절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임의적으로 몇 음절을 잘라내거나 또는 기계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만을 따서 

만든 것이다.45)

  (4ㅂ)은 단어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든 ‘두음절어(頭音節語)’로,46) 그 형태만 보고 

의미와 내적 구조를 알기 어렵다. 또한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에서 나타나는 두음절

어는 언어유희적인 요소가 강해(예: 아더메치유←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

하고, 유치하다),47) 일반적인 언어현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4ㅅ)은 

‘절단어(clipping)’로 단순한 음절의 축소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생략되는 것

으로 음절축소형과 동궤의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송철의 1993ㄴ:3-4, 이지양 

2003:24-5 참조).

  이들은 본고에서 다루는 음운론적 성격의 음절 축소와는 그 기제가 다른 것으로 

다른 어형들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는 이런 ‘두음절어’와 ‘절단어’

까지 포함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경우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대부분 단순한 기

술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 본고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몇 음절을 잘라내거나 또는 

기계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만을 따서 만든 어형들은 음운론적 기제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음절축소형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음절축소형의 범위를 관련 개념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5) 이들을 모두 포함한 ‘준말’ 논의에서도 형성 기제의 측면에서 ‘음운줄이기’, ‘자르기’, ‘따오기’ 등으

로 세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승명(1987), 강병학(1995), 이재현(1997) 등이 있다.

46) 흔히 인구어에서 논의되던 ‘Acronym’을 뜻하는 것으로 국어는 음운이 아닌 음절로 형성되므로 두

음절어(頭音節語)라 부르기로 한다. 송철의(1993ㄴ), 이지양(1998ㄱ)에서는 이를 두자어(頭字語)라 

칭하고 있다.

47) 이 예는 이승명(1987:207)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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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말 

 음절축소형  

          단일어화된 어형    융합형

      음절 수가 줄어든 어형 

          두음절어(≒약어)

          절단어

[표2] 음절축소형과 관련 용어들의 관계

2.3. 원형식의 단위

  원형식의 단위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층위의 문제이

고, 다른 하나는 범위의 문제이다.

  먼저 층위의 문제를 살펴보자. 다음은 ‘디디다’와 ‘딛다’의 활용 패러다임이다.48)

(8) 딛다:디디다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면 디디니 디뎌

딛다 딛고 딛지 딛으면 딛으니 ?딛어

  ‘디디다’의 활용 패러다임은 완벽한데 반해, ‘딛다’는 ‘딛어’의 쓰임이 다소 부자연

스러워 불완전 패러다임을 갖는다.49) 이는 기저형이 아니라 표면형, 즉 활용형 자

48)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aradigm(언어변화계열): 하나의 어기(base)를 공통으로 갖고, 이에 첨가할 수 있는 접사를 첨가  

                          해서 얻어지는 일련의 어휘 (이정민, 배영남 1990) 

     Paradigm: 동일 어근이나 어간에서 파생된 굴절형의 집합 (Jeffers, R.J. & Lehiste, I. 1979)

49) 송철의(1993ㄴ)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딛어’를 실현되지 않는 활용형으로 보고 있고, ≪표

준국어대사전≫은 ‘딛어’ 외에도 ‘딛으면’, ‘딛은’ 등의 활용형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딛다’의 활용형들의 쓰임을 살펴봤을 때 ‘딛으면’, ‘딛은’은 물론이거니와 ‘딛어’의 경우도 많지

는 않지만 실현되는 예들이 발견되며, 배주채(2003:42)에서도 매개모음어미 활용형 ‘딛으면’과 모음



- 23 -

체에서 음절 축소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어간 ‘디디-’에서 ‘딛-’이 형성되어 

어미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형 ‘디디고’에서 ‘딛고’가 형성되는 것이다. 만약 

어간 ‘딛-’에 어미들이 결합한 활용형이 나타난다고 보면, 실현되지 않거나 그 실현

이 자연스럽지 않은 활용형을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데리다’와 같은 불구동사도 

존재하지만, 원형식의 어간이 모든 어미와 결합이 가능했다면 음절축소형의 어간 

역시 모든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딛-’의 경우 ‘-어’와의 결합형만은 자연

스럽게 실현되지 않는다.50)

  이렇듯 음절축소형의 패러다임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음절의 축소가 어간의 기저

가 아닌 활용형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1) 용언이 변화될 때, 용언 어

간은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변화가 적용되는 단위는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언어 변화가 표면형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기존 논의에서 언

급된 바 있다(최명옥 1985, 박창원 1986, 이진호 2002ㄱ 참조). 이는 활용형 자체

가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용형의 화석형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푸다’의 활용형인 ‘퍼’는 공시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설명할 수 없고, 어간을 

분석해 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전 시기의 활용형의 화석으로 해석해 왔다. 

한편 최명옥(1985, 1988)에서는 곡용과 활용에서 어간의 교체를 보이는 어형들을 

어미 활용형 ‘딛어’가 모두 쓰인다고 보고 있다. 본고는 ‘딛으면’은 실현 가능한 어형으로, ‘딛어’는 

실현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연스러운 어형으로 보고자 한다.

50)  이런 어형들은 음절축소형이 폐음절 어간인 경우이다. 개음절인 경우 ‘괴다(←고이다)’처럼 두 어

형 다 패러다임이 완전하다. 

    

고이다 고이고 고이면 고이니 고이어/고여

괴다 괴고 괴면 괴니 괴어/괘

    ‘외’로 끝나는 용언 중 상당수는 ‘고이다>괴다, 꼬이다>꾀다, 보이다>뵈다, 쏘이다>쐬다, 조이다>죄

다, 쪼이다>쬐다’ 와 같이 음절 축소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배주채 2003:146 참조).

51) 여기서 ‘딛으면’, ‘딛으니’ 등의 활용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어간 ‘딛-’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음절축소형 ‘딛고’의 영향을 받아 어미의 유형별로 

변화를 달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음변화에 의해 개신이 일어날 때 음운환경이 같은 활용형

들끼리 함께 행동하므로, 모든 활용형이 개신된 어간이 있는가 하면 자음어미 활용형만 개신된 어간

도 있고, 자음어미 활용형과 매개모음어미 활용형만 개신된 어간도 있는 것이다(배주채 1997 참조). 

배주채(1997)에서는 고흥방언의 용언어간 축소에 대해 자음어미, 모음어미, 매개모음어미의 활용형

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형별로 제시한 어간은 다음과 같다.

   모든 활용형이 개신된 어간 : 디디->딛-, 질기->짉-, ‘리’어간>ㄹ어간(건드리-), ‘르’어간

   자음어미 활용형과 매개모음어미 활용형이 개신된 어간 : 때리- ~ 땔-:, ‘러’어간

   자음어미 활용형만 개신된 어간 : 성가시- ~ 성갓-, 빠지- ~ 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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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형 각각의 어간을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공시적 결합에 있어 후행어미가 선택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어형에 대해 전자와 같이 통시적인 설명과 

후자와 같이 공시적인 기술이 모두 가능한데, 후자는 각각의 어간 기저형을 기억해

야 하고, 또 그에 맞는 어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굴절

형 자체, 즉 표면에 실현되는 어형 자체가 등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항상 결합된 형태로 출현하고 용언의 활용형은 

학교문법에서 자립성을 띤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듯이 굴절형 자체의 등재 가능성

이 높다.

  ‘가파르다’의 경우, 활용형 ‘가팔라서’ 대신 ‘가파르기 때문에’가 많이 사용되는 것

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다른 용언 어간에 어미 ‘-어서’가 붙듯이, 어간 ‘가파르

-’에 어미 ‘-어서’가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형 ‘가팔라서’를 쉽게 만들

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활용형이 어간과 어미의 결합보다는 그 자체의 사용에 

따른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Bybee(2001:§2)에서도 한 번이라

도 사용된 적이 있는 ‘exaggerated’는 ‘한 단위’로서 어휘부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휘부는 각 어형들의 복잡한 연결망(network)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단어는 독립적인 단위가 아니라 조직화된 구조 속에 서로 연결 관계를 이루

고 존재하게 되는데, ‘exaggerated’는 ‘exaggerated’를 구성하는 두 부분, 

‘exaggerate’, ‘-ed’와 연결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단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다음으로 원형식의 단위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 [표3]은 앞서 [표1]에서 제

시했던 것 중 원형식 단위만을 다시 인용해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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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원형식 단위

현대조선말사전 단어나 단어결합

우리말큰사전 본디의 소리마디나 형태소

국어대사전 둘 이상의 음절

표준국어대사전 단어

연세한국어사전 단어

김동언(1986) 형태소내부나 형태소경계를 갖는 어형

이승명(1987)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말

안명철(1990) 특정한 문법적 환경

이승재(1992) 여러 형태가 배열되는 문법적 구성

송철의(1993ㄴ) 단어나 혹은 하나의 기식군으로 묶일 수 있는 구

강병학(1995) 본딧말이라 생각되는 말

이재현(1997)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낱말이나 어절 또는 구

이지양(1998ㄱ) 연결형

이희자(1997)
준말 단어

준 말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형태

이지양(2003) 단어 또는 통합관계를 이루는 구

최형용(2003ㄴ) 어휘적 단어

정희창(2004) 단어나 구, 또는 의존형식

[표3] 원형식 단위

  위 [표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사전이나 논문에서는 ‘본딧말이라 생각되는 

말’, ‘2음절 이상으로 된 말’ 등 원형식 단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원형

식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단어’, ‘구’, ‘어절’, ‘기식군’ 등 그 용어

가 같지 않았다.

  이렇게 원형식의 단위에 대한 기술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일한 

음절 축소가 일어나는 단위가 하나의 단위로 제시되지 못하고, ‘A 또는 B’식으로 

기술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원형식의 층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단어’

와 ‘구’는 통사론적 단위이고 ‘어절’은 정서법상의 단위이며, ‘기식군’은 음운론적 단

위로, 서로 층위가 다른 단위들이 뒤섞여 있어서 원형식의 단위가 하나의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형식의 단위는 음절 축소가 일어나는 음운론적 단위로서, 하나의 단위

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음운론적 단어’를 원형식의 단위로 제



- 26 -

안하고자 한다. 음운론적 단어란 자립성과 분리성, 휴지(休止)의 유무만으로 결정되

는 단위로, 음운론적으로 하나의 단어와 같이 행동하는 단위를 말한다. 이러한 음

운론적 단어는 대체로 정서법상의 어절과 일치하며, 판별 기준은 전통적으로 단어

를 판별했던 기준과 동일하다. 유필재(1998)은 기존의 어절 개념에 의존명사 구

성,52) 보조용언 구성, 부정부사와 후행용언을 포함시켜 음운론적 단어로 보았으며, 

‘때문, 안, 밖, 속, 겉’ 등처럼 선행체언에 의존성이 강한 어형들도 음운론적 단어의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성규(1999ㄱ)는 ‘할 듯하다’와 ‘먹는 척하다’

의 휴지가 [할듯#하다], [먹는척#하다]와 같이 실현됨을 근거로 잠재적 휴지는 형

태소의 자립성 여부로 판별해야 한다고 보았다.53) Bybee(2001)도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은 ‘구성(constructions)’요소로54) 행동하게 되고, 공기 현상이 보편화될수록 

52) 유필재(1998:357)에서는 의존명사가 완전한 의존형식임의 증거로 한자어 의존명사가 ‘몇 리나 더 

가야되나요?’에서와 같이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들고 있다. 또한 의존명사는 다음과 같이 

계사 생략에 있어 자립명사와 차이를 보임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인 줄 몰라? / 우리나라가 반돈 줄 몰라? 

   우리나라가 반도인 사실을 몰라? / * 우리나라가 반돈 사실을 몰라?

53) 김성규(1999ㄱ)는 잠재적 휴지는 항상 실현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휴지는 감정과 정서 및 

말의 속도 외에도 문장구조나 의미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 즉 동일한 발

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유필재(1998)의 음운론

적 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잠재적 휴지의 요인 중 초점이나 강조, 중의성, 정서 등을 

제외하고 문법적인 요인으로 김성규(1999ㄱ:855)에서 인용한 것이다.

   (1) 문장이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

   (2) 연결어미 뒤

   (3) 주어 뒤

   (4) 목적어 뒤에 타동사가 바로 오지 않을 경우

   (5) 부사어 뒤에 꾸밈을 받는 용언이 바로 오지 않을 경우

   (6) 관형어 뒤에 꾸밈을 받는 체언이 바로 오지 않을 경우

   (7) 보어 뒤에 ‘되다, 아니다’가 바로 오지 않을 경우

   (8) 독립어 뒤 

54) Bybee(2001:§7)은 처리 단위로서 구성(constructions)을 논하고 있는데, 이 구성은 고빈도 사용이

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특별한 의미적 또는 기능적 관계를 가진 형태소 

혹은 단어의 연쇄로 보고 있다. 다음은 일반적인 구성의 유형과 프랑스어에서 liaison이 나타나는 

구성이다.

   일반적 구성의 유형

   (1) 굳어진 어구(I don't know/ c'est a dire) 빈칸없는 어구

   (2) 전치사+구(문법적 요소+개방된 빈칸)

   (3) 두 개 이상의 개방된 빈칸(명사+복수표지+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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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들이 서로 더 밀접해지고, 이러한 고빈도의 구와 구성은 음운론적으로 단

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원형식이 음운론적 단위인 ‘음운론적 단어’로 제시되어야 하는 이

유, 즉 통사론적 단위로 제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음운론적 단어가 음절

이 축소될 수 있는 단위로서 유의미한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의 원형식의 단위를 통사론적 단위로 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

보자. 다음은 전통적 개념의 단어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55) 

[그림1] 전통적 개념의 단어 체계

  단어의 ①은 단어냐 아니냐의 논쟁 속에 휘말려 온 부분이다. 학교문법에서 어미

의 경우 어미 자체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어간과의 결합형을 단어로 본 것

과 조사의 경우 품사의 단위로 조사를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단어의 체계에 조사

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라 하겠다(최현배 1955, 남기심․고영근 

1993:58-70, 192 참조). 이는 전통적으로 굴절어의 단어 개념인 최소 자립 형식

(minimal free form)의 정의에 너무 기댄 탓이다.56) 

  하지만 통사론에 있어서 단어는 음운론적 자립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음

운론적으로 의존적인 언어 단위일지라도 그것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해 통사적으로 

   프랑스어에서 liaison이 나타나는 구성

   한정사+명사, 접어적 대명사+동사, 명사(복수표시)+형용사, 굳어진 어구(pas encore) 등

55) ‘통사원자’라는 용어는 박진호(1994)에서 인용한 것이고, ‘문법적 단어’, ‘어휘적 단어’라는 용어는 

최형용(2003ㄱ:29-35)에서 가져온 것이다.

56) ‘최소 자립 형식’이라는 정의는 Bloomfield(1933:178)에서 인용한 것이다. Hockett(1958:166-8)

에서도 단어를 ‘휴지가 가능한 자리 사이에서 묶여 있는 모든 분절의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

서 말하는 자립성과 휴지(休止)는 음운론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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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단위) ← 단위 범위에 따른 순서 → (큰 단위)

통사론적 차원의 단위  형태소 단어(통사원자) 구 절 문장

음운론적 차원의 단위57) 분절음 음절 음운론적단어 음운론적구58) 발화

기능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단어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박진호(1994:4-6)에서는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론적인 단위인 통사원자의 분리를 제시했다. 기존에 단어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던 자립성과 분리성, 휴지(休止)의 유무 등은 음운론적 단어를 

구별하는 기준이며, 통사론적 단위의 판별은 통사적 기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현식(2000:6)에서도 단어를 박진호(1994)와 동일하게 통사원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조사, 어미를 단어로 보고 있다. 또한 Aronoff(1994:9)에서도 

그동안 단어(word)가 어떤 단어의 음성형식(sound form of a word), 문법적 단어

(grammatical word), 어휘소(lexeme)의 개념을 아우르는 모호한 것이었음을 지적

하고 있으며, 최형용(2003ㄱ:29-35)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단어를 음운론적 단어, 

어휘적 단어, 문법적 단어로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홀로 자립해서 쓰이지 못하는 문법적 단어를 포함하는 통사원자로서의 

단어는 음절 축소가 일어나는 음운론적 단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원형식

의 단위로서 단어를 상정한 경우에는 자립성과 휴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어휘적 단

어만을 염두에 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단어라는 용어의 모호성만을 제거

한다면 어휘적 단어로서 원형식의 단위가 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음절 축소가 

일어나 음절축소형이 형성되는 단위는 그보다 더 큰 단위가 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존의 어미를 따로 단어로 보지 않고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을 단어로 본 

것과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의존성을 갖는 단어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자립성을 

띠게 되고, 그 결합형이 음절축소형이 형성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림2]는 통사론적 차원의 단위와 음운론적 차원의 단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다.

[그림2] 통사론적 차원의 단위와 음운론적 차원의 단위 범위 비교

57) 이숙향(2002:96)는 운율단위로 발화문장(Utterance),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악센트구

(Accentual Phrase) 그리고 그 하위층에 운율단어(Phonological word)와 음절이 있다고 보고 있다.

58) 유필재(1998:369)에서는 최대단위인 발화와 최소단위인 음운론적 단어의 중간 단위로 음운론적 

구를 상정하고, 이는 기식군과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발화가 그 하위의 구성성분으로 나누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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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음운론적 단어가 음절 축소가 일어나는 단위로서의 자격을 갖는가를 생

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는 음운론적 단어가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단위인가로 확대

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음운론적 단어는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단위가 되는 것으

로 보인다. 관형사형어미 ‘-ㄹ’뒤의 경음화 실현 여부가 음운론적 단어냐 아니냐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형사형어미 ‘-ㄹ’뒤의 경음화는 기저를 ‘ㄹㆆ’로 잡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음운론적 단어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유필재(1998:376-80)에서는 관

형사형 어미에 후행하는 요소의 경음화 실현 여부를 음운론적 단어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관형사형 어미의 후행 요소가 의존명사가 아닌 

자립명사일 경우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고(예: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딸 가망(*까망)이 

있나요?) 다른 수식어가 있을 경우에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예로 들고 있

다(예: 선 볼 그(*끄) 사람). 신지영(1999)에서도 실제 발화에서 운율 단위에 따라 

이 현상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동일한 문법 구조를 가지는 ‘세워질 다리’

가 [세워질다리]로 인식되면 [세워질따리]가 될 수 있는 반면, [[세워질][다리]]는 

경음화되기 어렵다고 보았고, 그 증거로 ‘세워질 그 다리’가 [[세워질][그다리]]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와 후행요소가 하나의 음운론적 단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봉원(2002:174)도 이와 동일하게 같은 

관형구성일지라도 수의적인 경음화 현상은 관형사형 어미에 후행하는 요소의 의존

성과 자립성 정도, 그리고 사용 빈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59) 또한 의존명

사 ‘거’의 경우 ‘-할 거예요’의 표기가 ‘-할꺼예요’로 경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는 사실은 이를 방증하는 또 다른 예로 보인다. 즉 자립명사보다 의존명사가 관형

사형어미와 더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음화 실현의 차이도 음운론적 단어로 인식되느냐 안 되느냐

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것이 단순히 기식의 용이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통사적, 의미적 제약이 상당히 관여함을 

뜻하는 ‘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59) 음운론적 단위로 인식되는 데에는 사용 빈도가 작용하기도 한다. 원형식의 높은 사용 빈도는 자립

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데(Bybee 1985, 1999, 2001 참조), 이는 3.1.5. 사용 빈도 조건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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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놔#둬 → 놔둬

     [놔둬]   [놔뚸]

  ㄴ. 놓아#둬 ↛ 놓아둬

     [놓아둬]   *[놓아뚸]

  (9ㄱ)은 ‘놓아’가 이미 ‘놔’로 음절이 축소되어 ‘놔둬’가 하나의 음운론적 단어를 

이루기 쉬운 반면, (9ㄴ)은 ‘놓아’와 ‘둬’ 사이에 휴지가 있어서 ‘놓아둬’는 하나의 

음운론적 단어가 되기 어렵다. 음운론적 단어로 인식된 (9ㄱ)은 경음화가 나타나기

도 하는데 다음 예에서도 동일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10) ㄱ. 집 밖에 누가 있어.

     [집바께]

  ㄴ. 내가 쉴 곳은 집밖에 없어.

     [집바께], [집빠께]

  (10ㄱ)은 ‘집’과 ‘밖에’ 사이에 휴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론적 단어가 되기 

힘든 반면, (10ㄴ)의 ‘밖에’는 조사로서 선행 명사와 하나의 음운론적 단어를 이룬

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경음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박승윤(1997)에서도 ‘밖

에’가 장소의 의미를 지닌 후치사구(postpositional phrase)가 선행 명사와 결합력

이 강한 한정조사(delimiter)가 되면서 경음화라는 음운론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

고 있다. 

  지금까지 음절 축소가 일어나는 원형식의 단위는 기존의 통사론적 단위를 폐기하

고, 음운론적 단위로서 유의미한 음운론적 단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론적 단위의 단어를 비교한 그림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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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언+조사

용언어간+어미

지시관형사+명사

보조용언 구성

의존명사 구성

굳어진 구성

③

[그림3]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론적 단어의 비교

  ②의 어휘적 단어는 통사적 개념의 단어와 음운론적 단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

로 기존 논의 및 사전에서 전형적인 원형식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③의 어형들은 

일부 논의에서 원형식으로 여겨 온 것이나 그 단위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단어결합’, ‘의존형식’, ‘통합관계를 이루는 구’, ‘어절’, ‘기식군’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본고는 ②와 ③을 음운론적 단어로 묶고, 이를 원형식의 단위로 제시한

다.

  지금까지 본고는 음절축소형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기존에 음절이 축

소된 어형을 지칭하는 용어들의 개념을 살펴, 음절이 축소되기 이전의 원형식 단위

는 무엇이며, 그 형성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논하는 음절축소형의 정의 및 음절축소형의 정의가 함의

하는 바와 그에 따른 어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1) 정의: 음운론적 단어에서 음운론적 기제로 음절 수가 축소된 어형

  원형식 단위: 음운론적 단어

  해당 어형: 어휘적 단어, 굴절형, 통사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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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절 축소의 조건과 방식

  음절이 축소되는 조건과 방식을 살피는 작업은 공시적 음운 현상에서 규칙을 찾

아내는 것처럼, 음절 축소 현상 자체의 규칙을 밝혀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

시태 속에 보이는 음절축소형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을 만족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의 비교를 통해, 어떤 조건 하

에서 음절이 잘 축소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음절이 축소되는지 등의 일반적 경향성

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3.1. 음절 축소의 조건

  음절 축소에는 다양한 조건들이60) 관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음절 축소를 야기하는 음운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문체와 사용 빈도가 음절 축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3.1.1. 음운론적 조건

  음절 축소의 음운론적 조건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2) ㄱ. 음운론적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

  ㄴ. 모음이 충돌되는 경우

  ㄷ. 유사한 음절이 연쇄되는 경우

  (12ㄱ)은 앞서 2.3.에서 원형식의 단위를 음운론적 단어라 하였음을 상기할 필요

60)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만족하기만 하면 모두 다 형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음절

축소형을 형성하는 ‘조건’이 만족스럽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음절축소형이 형성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즉 ‘조건’은 음절축소형이 형성되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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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울엄마 사이→새 비디오→비됴

VCVVCCV→VCVCCV CVV→CV CVCVV→CVCyV

   [ㅣ+ㅓ]     [ㅓ]     [ㅏ+ㅣ] [ㅐ]   [ㅣ+ㅗ]   [ㅛ] 

가 있다. 원형식이 음운론적 단어라는 사실은, 통사적 단위로 각각 어휘적 단어, 굴

절형, 통사적 구로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이 음절 축소 현상에 있어서는 내부에 휴지

를 둘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음운론적 단어에

서 음절 축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한꺼번에’, ‘이리로’와 같은 예처럼 일반적인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 하나의 단위

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채현식 1994:58-64 참조).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인식한

다는 것은 그 단위 자체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이리로’ 등은 체언과 조

사가 통합된 특정한 굴절형이 부사처럼 기능하는 것들이며, 실제로 ≪표준국어대사

전≫에서도 이들은 부사로 등재되어 있어 통사적으로도 하나의 단위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인식된 ‘한꺼번에’, ‘이리로’에서는 ‘한껍에’, ‘일로’ 등

과 같이 음절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지양(1998ㄱ:84-5)에서도 융합의 문법적 위치로 음운론적 구조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3) 심층구조 → 표면구조 → 음운론적 구조 → 실제 발화

           A           B               C

  즉 융합은 C 위치에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본고의 음운론적 단어와 일치하

는 것으로 보인다.

  (12ㄴ)은 모음이 충돌되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 또는 활

음화되거나, 두 모음이 축약되어 음절 축소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모음 충돌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4)

 

  원형식에서 인접한 음절 사이에 모음 연쇄가 있으면 이를 피하기 위해 음절 축소

가 일어난다. ‘울엄마’의 경우 모음이 탈락하였고, ‘새’의 경우 두 모음이 하나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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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가→얻다가 할머니네→할먼네 이리로→일로

[ㄷ+ㅣ+ㄷ]→[ㄷ+ㄷ] [ㄴ+ㅣ+ㄴ]→[ㄴ+ㄴ] [ㄹ+ㅣ+ㄹ]→[ㄹ+ㄹ]

음으로 축약되었으며, ‘비됴’의 경우는 활음화가 일어났다. 음절 축소는 모음 충돌

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음의 탈락, 축약, 활음화 등에 의해 음절이 축소된 

후에는 모음 충돌 환경이 사라지게 된다.

  다음으로 (12ㄷ), 유사한 음절이 연쇄되는 경우를 보자.

(15)

  유사한 음절이 연쇄될 때, 그 유사성은 (15)와 같이 자음의 동일함에 있다. 즉 유

사한 음절의 연쇄는 인접한 음절에서 모음을 사이에 두고 동일한 자음이 연쇄되는 

경우이다. 이 때 두 자음 사이에 있던 모음은 탈락하고 동일한 자음끼리 직접 연결

된다. ‘할머니’와 ‘아주머니’는 ‘할머니네’, ‘아주머니네’와 같이 ‘-네’와 결합하는 경

우에만 수의적으로 ‘할먼’과 ‘아주먼’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16)처럼 음절 축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6) 할아버지네↛할아번네, 아저씨네↛아전네

  이러한 사실은 음절의 유사성이 음절의 축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이지양(1998ㄱ), 송철의(1993ㄴ)에서도 이러한 예들이 음절의 유사성으로 축소

된 것이라 보고 있다.

3.1.2. 의미론적 조건

  의미론적으로 음운론적 단어가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 음절 수가 쉽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17) ㄱ. 구성 요소의 원래 의미가 사라진 경우

  ㄴ.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경우

  ㄷ. 상위-하위 관계를 갖는 다의어에서 하위어로 쓰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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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ㄱ)의 예로 ‘가락’이 결합된 복합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갈’로 줄어든 

어형이 쓰이는 경우와 ‘갈’로 줄어든 어형이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ㄱ. 숟갈←숟가락, 젓갈←젓가락, 머리칼←머리카락

  ㄴ. *손갈↚손가락, *발갈↚발가락, *갈지↚가락지, *윷갈↚윷가락,

      *엿갈↚엿가락, *갈국수↚가락국수

  ‘가락’의 사전적 정의는 ‘가늘고 길게 토막이 난 물건의 낱개’로 되어 있다. (18

ㄴ)과 같은 어형은 이러한 ‘가락’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가락’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는 음절 축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18ㄱ)과 같이 더 이상 ‘가

락’의 의미를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어형은 ‘가락’이 ‘갈’로 줄어들 수 있다. ‘숟가

락’은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의 의미가, ‘젓가락’은 ‘음식을 집어 먹거나, 

물건을 집는 데 쓰는 기구’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가늘고 긴 물건’이라는 의

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의 경우도 ‘머리칼’로 음절 축소될 수 

있는 것은 ‘머리’로 교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9) ㄱ. 이거 봐, 국에 머리카락(*머리칼) 있잖아.

  ㄴ. 방바닥에 머리카락(*머리칼)이 도대체 몇 개니?

  (19)에서 ‘머리칼’이 쓰이지 않는 것은 ‘머리카락’에 낱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

다. (20)처럼 낱개의 의미가 아니라 머리털 전체의 의미로 쓰일 때만 ‘머리카락’ 대

신 ‘머리’가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머리칼’로의 교체도 가능하다.

(20) ㄱ. 아이가 싫은지 엄마의 머리카락(머리칼, 머리)을 잡아당깁니다.

  ㄴ. 땀에 젖은 승환의 머리카락(머리칼, 머리)을 넘기다가, 불쑥 일어난다.

  ㄷ. 영국 뮤지션은 휘황찬란한 옷, 오렌지색 머리카락(머리칼, 머리),…

  Bybee(2001:§3)은 하나의 단위로 처리, 저장되는 고빈도 구성(constructio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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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처음에는 각 부분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구성’이 점차 

각 부분의 원래 어형의 의미가 사라져 연결 고리를 끊어지게 되면, 더욱 고빈도로 

사용되면서 축약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61) 

  다음으로 (17ㄴ)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경우를 살펴보자.

(21) 제일(第一), 주인(主人), 애인(愛人), 개인(個人)

  위 어형들은 원래 한자어였던 어형이 각 음절의 개별 한자 의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하나의 어형으로 간주되는 것들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음절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

(22) 젤←제일, 쥔←주인, 앤←애인, 갠←개인62)

  한자어 ‘제일(第一)’의 경우 원형식이 관형사, 수사, 명사, 부사로 모두 쓰이는 반

면, ‘젤’은 부사로만 쓰인다. 이는 ‘첫번째’라는 한자의 의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음절이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지양(2003:312)에서도 ‘제일과(第

一課)’, ‘제일장(第一章)’을 ‘젤과’, ‘젤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제일’을 한자어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젤’은 [쩰]로 경음화되어 나타나기도 하

는데, 이는 ‘제일’이 부사로 쓰일 때만 수의적으로 [쩨일]과 같이 경음화가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 즉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어두에 경음이 제한되기 때문에,63) 경음의 

실현은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ㄷ)는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음절축소형이 

61) 음운론적 음절 축소가 진행되면서 원형식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게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는 순환적인 것으로, 어느 것이 먼저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62)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어디가 젤 뻔뻔스러운데?

    모의하기에 앞서 쥔장, 약속 하나 합시다.

    시집갈 나이네 앤 없어? 괜찮은 총각아는데 선봐라.

    갠적으로 좋아하는 여자 머리스타일.

63) 송기중(1992)에서는 한자어의 초성 체계로 ‘/ㄱ/,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ㅋ/, /ㅌ/, /ㅍ/, /ㅎ/’를 제시하고, ‘/ㄸ/, /ㅃ/, /ㅉ/’는 존재하지 않으며, ‘/ㄲ/, /ㅆ/, /ㅋ/’는 일

부 어형에 한정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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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식의 일부 의미만을 갖는 경우이다. 

                
             
           원형식 

         

      　 음절축소형

                      

          

  이는 원형식이 작은 원 부분에서만 음절이 축소된 것인지, 큰 원 전체에 해당하

는 음절축소형이 모두 존재하다가 작은 원 부분의 음절축소형만 남게 된 것인지 판

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작은 원 외의 부분에서 쓰이는 음절축소형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는 이러한 유형을 음절축소형이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 작은 원 안에서만 음절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은 임지룡(1992)에서 설명하는 다의어에서의 상위, 

하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임지룡(1992:156)에서 인용한 상위어

와 하위어 간에 다의어가 공존해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즉 ‘animal’

이 세 층위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은 상위어-하위어 관계를 이루

고 있다.

[그림4] 다의어 ‘animal’의 상위-하위 관계

생물 무생물

식물 동물(animal)

…
…

조류 어류 곤충류 포유류(animal)

… 사람 짐승(animal)

  이에 해당하는 어형으로는 ‘새(←사이)’, ‘쌈(←싸움)’, ‘얘기(←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차례대로 검토해 보자. 

[1] 새(←사이)

  ‘사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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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ㄱ.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나 공간

  ㄴ. 한 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ㄷ. 어떤 일에 들이는 시간적인 여유나 겨를

  ㄹ. 서로 맺은 관계, 또는 사귀는 정분

  이 중 (23ㄹ)의 의미로는 다음 예문처럼 ‘새’가 쓰이지 않는다. 

(24) 흥보와 놀보는 형제 사이(*새)면서도 여러 면에서 서로 대조된다.

  이렇듯 ‘사이’가 시․공간적인 간격과 친분 또는 어떤 관계에 모두 다 사용되는 것

에 반해, ‘새’는 친분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지 않고, 시․공간적인 간격에

만 사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사이’와 ‘새’가 [+시간적 간격]과 [+공간적 간격]을 공통적 성분을64) 가

지더라도 두 어형은 [+좁은 간격]으로 그 의미가 변별되며, 다음 예문과 같이 쓰

임의 차이를 보인다.

 

(25) ㄱ. 틈사이(새)가 벌어졌다.

  ㄴ. 모니터와 키보드 사이(*새)에 마우스가 있다.

  (25ㄱ)은 ‘사이’가 쓰인 문장과 ‘새’가 쓰인 문장이 모두 자연스럽다. 하지만 (25

ㄴ)에서 ‘새’가 사용된 문장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는 ‘새’가 [+좁은 간격] 

이라는 성분을 갖는 것과 달리, ‘사이’는 [±좁은 간격] 성분을 갖기 때문이다. 즉 

마우스가 있을 정도의 공간은 [-좁은 간격]이어야 하는데, [+좁은 간격] 성분을 

가지는 ‘새’가 사용되면 어색해지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새’가 들어간 합성어가 ‘사이’로 환원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에서일 것이다.

64) 공통적 성분(common component)은 임지룡(1992:60)에서 가져온 용어로, 두 어휘가 공유하고 있

는 의미 성분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어떤 의미 분야 안에서 서로 다른 어휘를 구별해 주는 의미 성

분은 시차적 성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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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새치기, *사이치기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사이’와 ‘새’도 마찬가지이다.

(27) ㄱ. 그 사이(새)를 못 참고, 다 먹었어?

  ㄴ. 니가 나간 사이(새) 무슨 얘기했는 줄 알어? 

  ㄷ. 눈깜짝할 사이(새) 벌어진 일이예요.

  위 예문에서는 ‘사이’와 ‘새’의 교체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는 ‘새’가 

사용된 문장이 어색하다.

(28) ㄱ. 1시에서 2시 사이(*새)에 도착할 거같아.

  ㄴ. 한두 시간 정도 더 해야되는데, 그 사이(*새) 책 좀 보고 있을래?

  이는 ‘1시에서 2시’라는 시간과 ‘한두 시간 정도’가 결코 [+좁은 간격]을 의미하

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9) ㄱ. 그새 또 말을 배우셨어요?

  ㄴ. 몇 년 못 봤더니 그새 키가 많이 컸구나.

  ㄷ. 나 고향 떠날 때 요만했는데, 그새 이렇게 컸나. 

  ㄹ. 너희들, 그새 마야와 정이 들었나 보구나.

  ㅁ. 사람 앞날 정말 모르겠군. 그새 천삼백억원 죄 썼어?

  (29)를 보면, 물리적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화자가 느끼기에는 상대적으

로 짧은 시간으로 느낄 때 ‘그새’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29ㄷ)은 고향을 떠나 

있던 시간이 오래걸렸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이렇게 키가 클 정도는 아니라는 의

미를 담고 있다. (29ㄹ)은 정이 들 만큼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이 들었다는 의미이고, (29ㅁ)은 천삼백억원을 다 쓸 만한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음

에도 불구하고 다 썼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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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쌈(←싸움)

  ‘쌈’과 ‘싸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싸움’은 [±구체적 대상]에 다 쓰이는 반

면, ‘쌈’은 [+구체적 대상]인 경우에만 쓰인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싸움’은 싸우는 대상이 (30ㄱ,ㄴ)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 

즉 ‘시간, 정권, 재단, 확률’인 경우는 물론이고, ‘사람’일 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쌈’은 (30ㄷ,ㄹ)처럼 싸우는 대상이 구체물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30) ㄱ. 전부다 싸움이 기계의 싸움이야. 기계 대 기계의 싸움.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나서고…

  ㄴ. 그 남잔 뭐하는 남잔데 그렇게 싸움을 잘 해.

  ㄷ. 下士官과 船員의 쌈이 벌어진다.

  ㄹ. 이 부족들이 서로 쌈을 계속 쌈을 해 가지고…

  다음은 ‘싸움’이 결합한 복합어인데, 모두 ‘쌈’으로 줄어들어 사용될 수 있다. 이

는 복합어가 의미하는 싸우는 대상이 구체물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1) 말쌈(싸움), 몸쌈(싸움), 눈쌈(싸움), 닭쌈(싸움), 쌈(싸움)닭, 쌈(싸움)꾼

  김창섭(1996:138)은 이렇게 ‘쌈’이 ‘싸우다’의 극히 일부 개별 의미에만 대응한다

는 이유로 사실상 ‘쌈’이 ‘싸우다’의 ‘-음’ 파생명사 자격을 가지지 못함을 언급한 

바 있다.65) 이는 ‘싸우다’에서 직접 ‘쌈’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음절 축

소가 일어나 ‘쌈’이 형성됨을 간과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싸움’은 싸우는 대상이 

‘사람’으로만 쓰일 때에만 음절 축소가 일어나 ‘쌈’이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65) 김창섭(1996)에서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1) ㄱ. {복동이와의, *호랑이와의, *강팀과의, *독재와의} 쌈에서 이겼다.

ㄴ. {복동이와, *호랑이와, *강팀과, *독재와} 쌈(을) 했다.

(2) ㄱ. {복동이와의, 호랑이와의, 강팀과의,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ㄴ. {복동이와, ?호랑이와, ??강팀과, *독재와} 싸움(을) 했다.

(3) {복동이와, 호랑이와, 강팀과, 독재와}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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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얘기(←이야기)

  다음 예문은 ‘이야기’, ‘얘기’ 대신 ‘말’로 바꾸어 써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야기’와 ‘얘기’의 교체가 가능하다. 

(32) ㄱ.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친구가 있다는 것이 기쁘고…

  ㄴ. 그날 있었던 일두 엄마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ㄷ. 무도회에 우리 학교 일학년 전원이 초대됐다는 얘기 들었니?

  그러나 (33)은 ‘이야기’와 ‘얘기’의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

(33) ㄱ. 적절한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이야기 또는 서사라고 부른다.

  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ㄷ. 주몽의 이야기 등 옛 설화나 전설을 컴퓨터 게임화하려는 작업도…

  (33ㄱ)에서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문학의 한 장르로 보인다. 이는 하나의 ‘술

어’로 정착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로 바꿔쓸 수 없다. 그리고 (33ㄴ)의 경우 ‘읽었

던’이라는 서술어를 통해 여기서 ‘이야기’는 말이 아닌 글임을 알려준다. 또한 (33

ㄷ)에서 ‘이야기’를 ‘얘기’로 바꾼다면, ‘주몽 설화’라는 의미보다는 ‘주몽이 한 말’이

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쉽다. 

  이런 예들을 통해, ‘이야기’의 음절축소형 ‘얘기’는 ‘이야기’가 ‘단순히 주고 받는 

말’의 의미로 사용될 때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듣다’와 ‘읽다’라는 동사

와의 호응 관계를 볼 때도 알 수 있다. ‘듣다’의 경우 ‘이야기를 듣다’와 ‘얘기를 듣

다’ 모두 가능한 반면, ‘읽다’는 ‘이야기를 읽다’는 가능하지만, ‘얘기를 읽다’는 불

가능하다.66) 

  이상으로 의미론적 조건 (17ㄷ), 다의어인 원형식의 일부 의미에서만 음절 축소

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새(←사이)’, ‘쌈(←싸움)’, ‘얘기(←이야기)’ 등을 살

66) 구어말뭉치에서 ‘얘기’가 13530회 출현하였으나 그 중 ‘읽다’ 동사가 사용된 예는 한 번도 없었다. 

반면 ‘이야기’는 3102회 출현한 중, ‘읽다’ 동사가 사용된 예는 4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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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5]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의 어휘 의미 영역 대응(1)

 사이                     싸움                     이야기

       [-좁은 간격]            [-구체적 대상]            [문학장르,-말] 

      

 

            새                       쌈                       얘기

       [+좁은 간격]            [+구체적 대상]              [담화,+말]

                                     

  이들은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이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위, 하위 

관계를 갖는 다의어인 원형식의 일부 의미에서만 음절 축소가 일어나는 것이다.

3.1.3. 통사론적 조건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원형식이 갖는 일부 문법 

기능에서만 음절이 축소된 경우가 있다.

                

           원형식

         

         음절축소형

               

          

  이는 의미론적 조건에서 살펴본 ‘상위-하위 관계를 갖는 다의어에서 하위어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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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우’와 동일하다. 원형식이 두 가지의 문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중 

2차적 기능으로 쓰일 때 음절이 축소되기 쉽다.

  실제로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이 사용된 문장을 통해 살펴보자.

[1] 짐(←지금)

  ‘지금’은 (34ㄱ)처럼 명사로도 쓰이고, (34ㄴ)처럼 부사로도 쓰인다.

(34) ㄱ. 그냥 지금의 느낌을 말로 한번 표현을 하는 거야.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같은 형태의 재벌은 반드시 해체될 것…

  ㄴ. 우리 사회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그러나 ‘짐’의 쓰임은 다음과 같이 부사적 용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35) ㄱ. 우리 짐 프로젝트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ㄴ. 국내외적 조건이 짐 현재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원형식이 명사적, 부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2차적 기능으로 보이는 부사적 

기능에서만 음절축소형이 ‘짐’이 나타나고 있다.

[2] 젤(←제일)

  ‘제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일’이 다음과 같이 ‘으뜸’, ‘가장’ 등의 의미로 

(36ㄱ)처럼 명사로, (36ㄴ)처럼 부사로 모두 쓰이는 반면,

(36) ㄱ.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가운데 제일은 교육입니다.

     천하 제일은 결코 자칭이 아니라 공인된 것이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쉬는 게 제일이다.

  ㄴ. 정말 제일 가고 싶은데.

     내게는 이게 제일 귀중한 것이거든.



- 44 -

‘젤’의 쓰임은 주로 부사로만 나타난다. 

(37) ㄱ. 내 생각은 그냥 밥 먹는 게 젤로 좋을 거 같애.

  ㄴ. 제가 젤 어리구 다 나이 있는 언니 오빠들이 있었어.

  ㄷ. 그 분이 젤 미인이시던데.

[3] 근데(←그런데)

  ‘그런데’는 앞 문장의 대용적 기능과 단순한 접속의 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음절축소형인 ‘근데’는 접속 기능으로 쓰일 때만 나타난다.

(38) ㄱ. 동생은 벌써 숙제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근데) 저는 숙제가 남아  

   서 놀 수가 없어요. 

   ㄴ. 그 친구 말투가 원래 그런데(*근데) 어떡하니? 네가 참아라

  (38ㄱ)과 같이 접속 부사로 사용될 때는 ‘그런데’와 ‘근데’가 모두 보이고 있으나, 

서술어 ‘그러하다’의 의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38ㄴ)에서와 같이 ‘그런데’만 보이

며, ‘근데’로 교체한 문장은 어색하다. 

[4] 게다가(←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는 음절 축소 단계에 따라 ‘거기다가’와 ‘게다가’ 두 어형이 다 나타

난다. 다음은 ‘거기에다가’가 사용된 예문이다.

(39) ㄱ. 3부쯤 잘라낸 엉거주춤한 바지, 거기에다가 빨간 양말

     최씨는 종손에다 나이는 34살이며, 거기에다가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ㄴ. 오래 전부터 제가 거기에다가 자리 하나를 부탁해두었어요.

     설명을 듣고 거기에다가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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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는 (39ㄱ)과 같이 ‘그뿐 아니라’의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의 기능과 

(39ㄴ)과 같이 장소부사구의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다음은 ‘거기다가’가 사용된 예문인데, 이 역시 ‘거기에다가’와 동일하게 두 기능

을 다 가지고 있다. 

(40) ㄱ. 단정하고 정갈해 보였다. 거기다가 환한 노란색의 양단 치마…

      말똥말똥 뜬 눈으로 바라보며 거기다가 비시시 웃기까지 하는 바람에…

  ㄴ. 거기다가 어제 무슨 요일이었는지 쓰세요.

     주방 거기다가 테이프를 놓아.

  그러나 ‘게다가’는 그렇지 않다.

(41) 버는 쪽쪽 다 니꺼잖아. 게다가 애들한테 받는 이잣돈만 해두 얼마니?

  부장님을 좋아하죠. 지혜롭구, 의리 있구, 게다가 따뜻하니까.

  니가 막내잖아. 게다가 아들 너 하나지?

  ‘게다가’는 (41)과 같이 ‘그뿐 아니라’의 의미의 쓰임만이 보일 뿐이다. 이렇듯 장

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게다가’의 쓰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거기다

기’의 또 다른 음절축소형 ‘걷다가’의 존재로 인해 쓰임이 제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 쌈(←싸움), 부끄럼(←부끄러움)

  ‘싸움’과 ‘부끄러움’은 용언 어간에 ‘-음’이 붙은 것이다. 이 ‘-음’에 대해서는 명

사형 어미로 보거나, 명사 파생 접사로 보는 등의 의견이 있지만, 이는 본고의 관

심 대상이 아니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음’의 문법적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

에, ‘싸움’과 ‘부끄러움’이 존재하고 거기서 각각 ‘쌈’과 ‘부끄럼’이 형성된 것임에 

주목한다. 그런데 ‘쌈’과 ‘부끄럼’은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싸움’과 ‘부끄러움’이 사

용되는 일부 환경에서만 나타난다.67)

67) 명사형 어미와 파생 접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울음’과 ‘욺’의 차이처럼 ‘으’탈락과 ‘싸움’과 ‘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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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ㄱ. 노래 도중 옆 친구와 싸움(*쌈).

  ㄴ. 계속 싸움(쌈)을 해 가지고…

(43) ㄱ. 나의 치기가 부끄러움(*부끄럼).

  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부끄럼) 없기를…

  ‘싸움’과 ‘부끄러움’은 사전에 각각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42ㄱ)

과 (43ㄱ)처럼 명사형 어미로서 서술 기능을 가지기도 하는데, ‘쌈’과 ‘부끄럼’은 

(42ㄴ), (43ㄴ)에서 보듯이 명사로만 사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ㅂ불규칙 용언의 ‘-음’ 결합형에서 대부분 나타난다.68)

(44) 무섬(무서움), 어지럼(어지러움), 두렴(두려움), 귀염(귀여움)

  그리고 이 중 ‘무섬’, ‘어지럼’, ‘두렴’은 ‘-증(症)’과 결합해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

는 명사를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원형식이 사용되지 않는다.

(45) 무섬(*무서움)증, 어지럼(*어지러움)증, 두렴(*두려움)증

  지금까지 검토한 어형들은 원형식이 두 가지 문법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

로, 이 중 2차적 기능으로 획득한 부사적 기능, 접속 기능, 부사 기능으로 쓰일 때

만 음절 축소가 일어남을 보았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차이처럼 음절 축소를 들기도 한다(송철의 1992:152). 그러나 ‘싸우-’와 ‘-음’이 결합할 때 ‘쌈’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쌈’이 형성되는 것임을, 그리고 원형식 ‘싸움’이 서술 기능과 명사

적 기능을 모두 지닌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68) ‘-스럽-’과 ‘-답-’은 예외가 되는데, ‘-스럽-’의 경우 ‘-스러움’ 자체가 용언의 명사형으로만 사용

되어 이러한 특징을 음절축소형에서 논할 수 없으며, ‘-다움’은 ‘-담’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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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의 문법 기능 영역 대응(1)

 

         
지금/젤

             
그런데/거기에다가           싸움/미끄러움

      [명사적 기능]           [+대용적 기능]           [용언의 명사형]

         

         짐/젤                  근데/게다가                쌈/미끄럼

      [부사적 기능]           [-대용적 기능]             [명사적 기능]  

3.1.4. 문체적 조건

  언어는 음성 또는 문자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구어’와 ‘문

어’로 구분되어 왔다.

  구어와 문어의 차이로는 흔히 구어에서보다 문어에서 문법이 좀더 정확히 지켜지

고, 문어에서보다 구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차이는 언어의 표현 수단이 음성이냐 문자냐보다는, 언어의 성격이 음성언어적

이냐 문자언어적이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언어가 음성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실현된다고 하여도 그 성격이 문자언어적인 경우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69)

  따라서 단순히 언어 표현 수단인 ‘구어’, ‘문어’의 구분이 아니라, 언어 성격에 따

른 구분이 요구된다. 그동안 이러한 구분은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장소원(1986),70) 고영근(1993),71) 김성규(2001)72) 등이 있다. 본고는 이들 논의 

69) 김영기(2000)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은 김영기(2000)에서 일부 인용한 것

이다.

   … Zwicky(1972)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형태가 반드시 빠른 발화 현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어

떤 사람들은 보통의 발화 속도에서도 불명확하게 발음하는 반면 텔레비전의 기상 캐스터나 스포츠 

캐스터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빨리 말할 때조차 매우 정확하게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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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장소원(1986)을 따라 음성언어적 성격을 지닌 언어와 문자언어적 성격을 지닌 

언어를 각각 ‘구어체’, ‘문어체’로 구분하고, 사용 빈도의 문체별 비교를 통하여 구

어체와 문어체라는 문체적 성격이 음절 축소에 영향을 주는지 고찰할 것이다. 

  다음은 접속부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과 각 어형들의 음절축

소형 사용 빈도를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결과에서 인용한 것이다.73) 음절축

소형은 빗금친 항목에서와 같이 문어체보다 구어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표4] ‘그러니까’와 해당 음절축소형의 문체별 사용 빈도

항목 빈도 개수
문어

구어 기타
교재 교과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그까 99 5 0 0 0 0 0 0 0 99 0

근까 5 2 0 0 0 0 0 0 0 5 0

그니까 185 8 0 0 0 0 0 0 0 185 0

근니까 1 1 0 0 0 0 0 0 0 1 0

그러니까 279 63 25 7 38 83 5 14 14 82 11
 

  ‘그러니까’의 경우 원형식 ‘그러니까’를 제외한 음절축소형 네 가지 형태들, ‘그

까’, ‘근까’, ‘그니까’, ‘근니까’ 등이 모두 구어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70) 장소원(1986)에서는 언어를 ‘구어’와 ‘문어’로 나누고, ‘구어’를 다시 ‘구어체 구어’와 ‘문어체 구어’

로, 문어를 ‘구어체 문어’와 ‘문어체 문어’로 나누고 있다. 

71) 고영근(1993)의 구분을 도식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두어(현대의 음성 표준어) 서사어(현대의 문자 표준어)

음성언어 문자언어 음성언어 문자언어

표준구두어, 

일상회화어, 

방언회화어

문학 작품의 대화문
연설, 보도문, 

소견발표, 구두 광고

신문기사, 소설 지문, 

일기문, 공고문, 

메모, 광고 등

72) 김성규(2001)이 도식화한 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음성 언어 층위 문자 언어 층위

1차 실현 2차 실현 1차 실현 2차 실현

일상 대화, 강의 등
영화 대사, 시 낭송, 

뉴스 보도 등

논설문, 뉴스기사문, 

영화대본, 시, 

통신언어 등

대화 기록문 등

73) 표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빗금과 음영을 주었고 ‘문어’는 필자의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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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그러면’과 해당 음절축소형의 문체별 사용 빈도

항목 빈도 개수
문어

구어 기타
교재 교과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그럼01 445 85 117 20 33 113 2 13 77 65 5

그면 11 2 0 0 0 0 0 0 0 11 0

그러면 345 89 57 26 68 42 6 28 3 82 30

  ‘그러면’은 ‘그면’가 ‘그럼’ 두 가지 형태의 음절축소형을 볼 수 있는데, ‘그면’은 

모두 구어에서 사용되었고, ‘그러면’과 의미, 기능의 차이를 보이는 ‘그럼01’은 원형

식과 유사한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야기하다’와 ‘얘기하다’의 문체별 사용 빈도이다. 

[표6] ‘이야기하다’와 해당 음절축소형의 문체별 사용 빈도

항목 빈도 개수
문어

구어 기타
교재 교과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얘기하다74) 294 58 13 0 19 36 5 31 27 150 13

이야기하다 396 80 24 173 84 63 10 14 0 11 17

  ‘얘기하다(←이야기하다)’의 경우 구어에서 사용되는 빈도의 비율은 ‘얘기하다’는 

51%, ‘이야기하다’는 3%로 그 차이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즉, 원형식과 음절축소

형이 의미적, 통사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문체적 차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음절축소형의 경우 구어체에서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럼01’과 

같이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겪은 어형은 문체상의 빈도 차이를 크게 보이지는 않

는다. 

  이는 음절축소형의 형성이 문어체보다 구어체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지양(1998ㄱ:128)도 융합의 처음 출발은 항상 구어체

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융합형은 구어체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며, 

나아가 의미나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 융합형들은 더이상 문체와 관계 없이 쓰이고 

74) ‘얘기’와 ‘이야기’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는 어형이나, ‘얘기하다’와 ‘이야기하다’는 그 의미가 동일

하다고 하겠다. ‘얘기’와 ‘이야기’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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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로 사용 고빈도로 사용

원형식

(통사적 구성)
→

원형식

(음운론적 단어)
→ 음절축소형

[[큰일][나다]]
음운론적 

단어화
[큰일나다]

음절의

축소
[클나다]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성규(1999ㄱ)에서는 빠른 발화에서 음절 수가 줄어드는 

어형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일상어에서75) 빠른 속도로 발화를 할 경우에 수의적인 

음절 축소가 일어나며, 이 때의 어형은 원형식의 예측이 가능하며, 원형식과의 의

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3.1.5. 사용 빈도 조건

  원형식의 사용 빈도가 높으면 음절 축소가 잘 일어난다. 이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용 빈도가 높으면 음운론적 단어로의 인식이 강해진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인식된 음운론적 단어에서 음절 축소가 일어나기 쉬워진

다는 것이다. 음절 축소가 음운론적 단어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전자는 

필수 조건이고, 후자는 충분 조건이 되는 셈이다. 

  ‘큰일 나다’를 예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7] 고빈도 사용에 따른 ‘큰일 나다’의 변화 양상

  통사적 구성이던 ‘큰일 나다’가 고빈도로 사용되면서, 중간에 휴지를 갖지 않는 

음운론적 단어가 되고, 음운론적 단어인 ‘큰일나다’에서 음절 축소가 일어나 ‘클나

다’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빈도 사용의 증거로 ‘큰일’과 ‘나다’의 결합 

빈도가 제시될 수 있는데, ‘큰일’과 ‘나다’의 결합형은 구어말뭉치에서 ‘큰일’이 총 

221회 출현하는 중 145회나 된다. 그만큼 ‘큰일 나다’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75) ‘일상어’는 본고의 구어체와 유사한 개념이다. 김성규(1999ㄱ)에서는 ‘구어체’, ‘문어체’ 대신 ‘일상

어’, ‘서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를 ‘빠른 발화’와 동일시한 점이 본고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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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할 수 있다.76)

  단어의 사용 빈도가 음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Bybee(1994, 1999, 2001)

에서 찾아볼 수 있다. Bybee(1994:297)에서는 ‘will not’이 ‘won't’로 축약되는 요

인 중 하나로 빈도를 들고, 높은 빈도는 이러한 어휘적 자율성을 가능케 함에 따라 

‘won't’가 독립적인 의미적, 문법적 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Bybee(1999:220-1)은 

음성적 약화(reduction)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단어 빈도의 예를 제시하면서 고빈도 

단어는 저빈도 단어보다 음변화를 빨리 겪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음성적 설명이 

불가했던 현상들을 빈도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77) Bybee(2001:§6)은 단어

가 고빈도로 공기하여 나타날 경우, 음운론적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행동하며, 여기

에 음성적 변화가 일어남을 보이고 있다.78) 그 예로 ‘don't’의 축약은 대명사 ‘I’에

서만 일어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I’에 후행하는 동사는 여러 개이고,79) ‘I’와 

‘don't’ 사이에 부사가 개재하면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 점을 볼 때, ‘I don't’가 

‘don't know’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연구로는 어휘의 빈도와 분절음 탈락과의 상관성 실험을 한 차재은(2003)

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고빈도 어휘로 ‘다음’과 ‘마음’을, 저빈도 어휘로 ‘가을’과 

‘마을’을 각각 선정하여 /ㅡ/모음의 탈락 비율을 관찰하여, 어휘의 빈도가 분절음 

76) 동일한 말뭉치에서 ‘클나다’는 12회 출현하였고, 일부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잘되긴 뭐가 잘돼. 클날 뻔 했지.

    클났다. 인제.

77) Bybee(1999:221)에 제시된 ‘단어 빈도에 따른 t/d 탈락(deletion) 비율’ 표이다.

   

탈락된 것 탈락되지 않은 것 탈락비율

고빈도

저빈도

898

137

752

262

54.4%

34.3%

78) Bybee(2001:§1)에서 제시한 반복에 의해 형성되는 언어현상은 다음과 같다. 

   (1) 반복은 어휘적 강도를 낳음: Thank you - you're welcome (자동화된 응답)

   (2) 반복은 형태의 축소를 낳음: how are you - hi, going to - gonna 

   (3) 반복은 의미의 축소를 낳음: ne...pas (원래 ne는 강조의 의미였으나 지금은 부정의 의미를 지   

  니게 되어, 동일한 의미를 지닌 pas만 쓰이는 경우가 있음) 

   (4) 반복은 이탈을 낳음: 원래 의미 기능 잃어버림(hi에 how are you 의미 없음)

   → 반복은 문법을 형성하는 기본

79) Bybee(2001)에서 제시한 표는 다음과 같다.

  

don't 선행 개별빈도수 유형빈도수 don't 후행 개별빈도수 유형빈도수

I

total

88

138 14

know

total

39

1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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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험 결과를 얻고 있다.80) 또한 이봉원(2002:177)에

서는 동일한 관형구성일지라도 수의적인 경음화 현상은 관형사형어미에 후행하는 

요소의 의존성과 자립성 정도 외에도 사용 빈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

어 ‘몹쓸 사람’과 ‘몹쓸 시인’의 경우 관형형 뒤에 오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 경

음의 실현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은 ‘몹쓸 사람’이 ‘몹쓸 시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음절 수가 동일하고 관형형 ‘-ㄹ’ 뒤의 음운

이 ‘ㅅ’으로 동일하고, 의존성과 같은 통사적 조건이 같더라도 경음화 여부가 서로 

다른 것은 빈도 효과가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음절 축소에 사용 빈도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우를 보자.

(46) ㄱ. 좀전(쫌전)에 왔다갔어.  /  조금 전(쪼금 전)에 왔다갔어.

  ㄴ. *좀후에 올께요.  /  조금 후(쪼금 후)에 올께요. 

  (46ㄴ)을 (46ㄱ)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조금후’가 ‘좀후’나 ‘쫌후’로 음절이 

축소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어말뭉치에서도 ‘좀후’ 또는 ‘쫌후’는 단 

한번도 출현하지 않는다.81)

  이는 원형식의 사용 빈도로 설명될 수 있다. ‘조금 전’은 230여 회 나타난 반면, 

‘조금 후’의 용례는 구어말뭉치에서 10여 회만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이따’, ‘이따

가’가 350여 회, ‘잠시후’는 340여 회 나타나고 있다. ‘조금 후’가 쓰일 수 있는 문

맥에서는 ‘이따, 이따가’ 혹은 ‘잠시후’ 등이 훨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즉 ‘조금 

전’과 ‘조금 후’의 이러한 빈도 차이로 인해, 빈도가 높은 ‘조금전’은 ‘좀전’의 음절

축소형이 존재하는 반면, 빈도가 낮은 ‘조금후’는 ‘좀후’가 어색하게 되는 것으로 해

   탈락, 실현

80) 차재은(2003)에서의 고빈도와 저빈도의 기준은 절대 순위로, 말뭉치 상에서 어휘의 절대 순위를 

매긴 후 십단위 순위이면, 고빈도로, 백단위 순위이면 저빈도로 보았다, 차재은(2003)에서 제시한 

어휘 빈도에 따른 /ㅡ/의 실현과 탈락 비율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81)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주경희(2000ㄴ:388)에서는 서로 다른 어휘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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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될 수 있다. 

3.2. 음절 축소의 방식

  음절 축소 방식에 대한 고찰은 공시적인 음운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처럼, 

일관성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공시적 직관으로 음절축

소형과 원형식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구어체 언어, 통신 언어 등에서 

음절축소형이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때,82) 음절 축소의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 

경향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음절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음절핵이 사라져야 하는데, 음절핵이 사라지기 위해서

는 음절핵이었던 모음이 탈락하거나 다른 모음과 축약하거나 모음이 활음화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음이 탈락하거나 축약, 활음화해서 음절핵이 사라지

는 음운론적인 조건은 모음 충돌 회피이지만, 음절 축소의 경우는 모음 충돌의 일

환으로만 음절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즉 두 모음 사이에 자음이 개재해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이 모음의 탈락, 축약 또는 활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

는 모음이 충돌하는 경우와 자음이 개재된 경우를 나누어 모음의 탈락, 모음의 축

약, 모음의 활음화를 살펴보고자 한다.83)

82) 통신 언어는 통신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지만, 구어체 언어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 통신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서로 무관하

다고만은 할 수 없음을 1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83) 김동언(1986)은 준말의 유형 중 탈락과 축약에 의한 것을 음운론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논의로, 

형성 방식에 따른 유형을 ‘모음 충돌된 어형의 준말’과 ‘모음간 자음이 개재된 어형의 준말’로 나

누고, 그 음운론적 기제는 ‘① 반모음화, ② 축약, ③ 약모음탈락’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송철의

(1993ㄴ)은 ‘모음탈락, 모음축약, 활음화’의 기제에 따라 음절축소형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김

성규(1999ㄱ)에서는 ‘① 자음탈락(ㄱ,ㅁ), ② 음절탈락(보상적 장모음화 수반), ③ 모음탈락, ④ 모음

축약, ⑤ 예외(고약한>고얀, 생원님>샌님)’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송민규(2000)에서는 제약 위계

로 음절 수 감소 방식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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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구조 탈락모음 예

(C)V＄VC→(C)V∅C84)

ㅣ 월요일→월욜85), 내일→낼86), 게임→겜, 제일→젤

ㅡ 다음→담, 처음→첨, 고을→골87)

ㅜ

서울→설

싸움→쌈, 무서움→무섬, 부끄러움→부끄럼

자랑스러운→자랑스런, 구운→군

*ㅓ88)
(미끄러워)미끄러어→미끄러, 

(시끄러워)시끄러어→시끄러

3.2.1. 모음의 탈락

  모음이 탈락해서 음절핵이 사라지는 음운론적 조건은 앞서 언급했듯이 모음 충돌 

환경의 성립이다. 즉 모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충돌된 두 모음 중 하나의 모음

이 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음절축소형은 모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에도 모음 탈락이 일어나 형성되기도 한다.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

  ㄱ. 모음이 충돌하는 경우

84) ＄는 음절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이하 모두 동일하다.

85) ‘일요일→일욜’은 ‘yV＄VC→yV∅C’의 음절구조이나, ‘y’가 반모음, 반자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자음과 동일하게 본다.

86) ‘내일→낼’은 ‘낼’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순행동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젊은층의 

구어체에서 장음이 명확하게 실현되지 않으므로 다른 어형과 동일하게 탈락으로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87) 이는 ‘>올>고올>골:’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고을’에서 음절이 축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 해

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모음 탈락이라는 동궤의 설명이 가능한 어형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본고는 

‘고을>골’로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고모음 탈락으로 보는 견해로는 김봉국(2004)를 들 수 있다.

88) ‘*’는 뒤에서 일반적 경향성을 따르지 않는 예외 어형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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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구조 탈락모음 개재자음 예

(C)V＄CV→(C)VC∅

ㅣ

ㄹ

이리로→일로, 저리로→절로, 

그리구→글구

우리엄마→울엄마, 건드리다→건들다

ㅁ 재미나→잼나

ㄴ 할머니네→할먼네, 그니까→근까

*ㄷ 디디고→딛고, 어디다→얻다

*ㅈ 가지고→갖고

ㅡ

ㄹ
가르치다→갈치다, 건드리다→건들다

모르겠다→몰겠다

ㄴ 어느놈→언놈

*ㅅ 자습서→잡서

ㅜ
ㅁ

아무튼→암튼, 사무실→삼실, 

너무→넘

*ㄷ 거두다→걷다

*ㅓ
ㄹ

까무러치다→까물치다

그러케(그렇게)→글케, 

그러치(그렇지)→글치

ㅁ 거머쥐다→검쥐다

*CV＄yVC→C∅yVC ㅣ y활음
기역→격, 미역→멱, 아니요→아뇨, 

아니야→아냐

  ㄴ. 모음 사이에 자음 개재된 경우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 있다(김동언 1986, 송철의 

1993ㄴ, 김성규 1999ㄱ 참조).

(48) ㄱ. 연쇄하는 모음 중 대체로 ‘ㅣ’, ‘ㅡ’, ‘ㅜ’ 등의 고모음이 탈락한다.

  ㄴ. 음절구조가 (C)VC의 폐음절 구조로 변한다.89)

  ㄷ. 개재자음 및 음절말음이 대체로 ‘ㄹ’이나 ‘ㄴ’, ‘ㅁ’ 등의 공명음이다.

  그러나 *표시한 어형에서 보듯이 예외가 나타난다. (48ㄱ)의 예외로는 ‘ㅓ’가 탈

89) 강창석(1984)는 ‘개음절+약자음+약모음’이 매우 불안정한 음절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 모음이 탈락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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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는 경우가 있고, (48ㄷ)의 예외로는 음절말에 공명음이 아닌, 장애음 및 활음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 어형들은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재 자음이 장애음인 경우, ‘디디다’와 ‘자습서’의 ‘디’, ‘다’와 ‘습’, ‘서’처럼 유사

한 음절이 연쇄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음절의 유사성이 음절 축소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90) 또 활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ㅣ’모음 탈락만 나타나므

로, 활음 ‘y’와의 유사성에 의한 ‘ㅣ’ 탈락으로 본다.

  탈락 모음이 ‘ㅓ’인 경우, 본고는 ‘미끄러워→미끄러’의 과정을 ‘미끄러워→미끄러

어→미끄러’와 같이, 어말 ‘워’가 ‘어’로 바뀐 후 동모음 연쇄로 인한 ‘ㅓ’ 탈락으로 

보았다. 이는 같은 ㅂ불규칙 용언 중 어간말음이 ‘ㅜ’인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누

워→눠’ 역시 ‘누워→누어→눠’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91) ‘누워→눠’

와 같은 경우는 ‘미역→멱’과 동일하게, 활음과 선행모음의 유사성으로 선행모음이 

탈락한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이진호 2002ㄱ:165 참조), 이 경우 어간말음이 

‘ㅓ’인 것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아 보인다.92) 

  다음은 모음이 탈락할 때, 자음도 같이 탈락하는 경우이다. 모음과 자음이 탈락

하는 경우는 먼저 자음이 탈락한 후에 모음충돌 환경이 형성되어서 모음이 탈락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0) 앞서 3.1.1. 음운론적 조건에서 살펴본 바 있다.

91) 김현(1999:213-4)에서도 ‘구워→구어→궈’의 단계로 보고 있다.

92) 그러나 ㅂ불규칙 용언 중 어간 말음이 ‘ㅗ’나 ‘ㅏ’인 경우에, ‘도와→도아↛*돠’로 음절이 축소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김현(1999:213-4)에서는 ‘곱-’을 

예로 들어, w가 탈락한 ‘ㅗ아’가 일시적 연쇄이기 때문에 ‘과’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간말음이 ‘ㅗ’인 경우도 어미를 ‘ㅏ’로 선택하든 ‘ㅓ’로 선택하든 ‘고마워→고마어

↛?’, ‘고마와→고마아↛*고마’ 음절축소형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ㅂ불규칙 용언 중 어간 

말음이 ‘ㅗ’나 ‘ㅏ’인 어형은 어떤 활용형에서도 음절 축소가 일어나지 않는데(예: ‘고마움↛*고맘’, 

‘고마운↛*고만’), 이는 어간 말음이 ‘ㅏ’나 ‘ㅓ’인 경우(예: ‘자랑스러움→자랑스럼’, ‘자랑스러운→자

랑스런’)와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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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구조 탈락모음 개재자음 탈락자음 예

(C)V＄CVC→(C)V∅∅C

ㅣ *ㅈ ㅈ 그까짓→그깟

ㅡ

ㄹ ㄹ 이를테면→일테면

ㄱ ㄱ 조금→좀, 지금→짐

*ㅈ ㅈ 짜증→짱

*ㅓ ㄹ ㄹ
그런데→근데, 

그럼→금,

*ㅏ ㅎ ㅎ
(간다고한다)간다한다

→간단다

CVC＄VC→C∅∅VC ㅡ ㄹ ㄹ 들입다→딥다
CVC＄VC→CV∅∅C ㅡ ㅎ ㅎ 좋은→존

CV＄CVC→CVC∅∅ ㅜ ㅁ *ㄴ 때문에→땜에

(C)V＄CyVC→CVC∅∅∅ ㅕ ㅁ ㄴ

일테면→일템, 

그러면→그럼

하면→함, 

먹으면→먹음

(49) 모음과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위 어형들은 대부분 ‘(C)V＄CVC→(C)V∅∅C’의 음절구조를 가진다는 면에서, 

음절전부(音節前部)가 탈락된다는 특징을 꼽을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이는 국어 

음절구조가 좌분지(左分枝) 계층적 음절구조, 즉 onset과 nucleus의 관계가 

nucleus와 coda와의 관계보다 긴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들입

다’, ‘좋은’, ‘때문에’의 경우는 음절전부(音節前部)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어,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모음 충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정리해 볼 수 있을 

듯하다.

(50) ㄱ. 대체로 ‘ㅣ’, ‘ㅡ’, ‘ㅜ’ 등의 고모음이 탈락한다.

  ㄴ. 음절구조가 (C)VC의 폐음절 구조로 변한다.

  ㄷ. 대체로 개재 자음이 탈락한다.

  ㄹ. 대체로 탈락 자음은 공명음이나 ‘ㄱ’, ‘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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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음절이 ‘러’인 경우 그러니까→그니까, 그러치만→그치만

탈락 음절이 ‘우’인 경우

깨우치다→깨치다

일깨우다→일깨다

태우다→태다, 치우다→치다, 배우다→배다, 새우다→새다

탈락 음절이 ‘어’인 경우 들어오다→들오다, 째어지다→째지다

  여기서도 몇 가지 예외가 발견되는데, 이 역시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50ㄱ)의 예외로 보이는 ‘그런데’의 ‘ㅓ’탈락과 ‘간다한다’의 ‘ㅏ’탈락을 보자. 

전자는 단순히 ‘ㅓ’탈락이라기보다는 ‘러’의 탈락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

나→그나’, ‘그러치만→그치만’, ‘그러니까→그니까’ 등의 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리고 후자는 ‘ㅏ’의 성격문제라기보다는 동모음 탈락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50ㄴ)과 (50ㄷ)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때문에’인데, 표에서 제시한 것은 (50

ㄷ)의 예외만 보이고 있지만, ‘때문에→때메’(CVC＄V→C∅∅V)로 보게 되면, 개재

자음이 탈락자음과 동일하게 되어 (50ㄷ)은 만족하는 반면, 음절구조가 CVC가 아

닌 CV로, (50ㄴ)의 예외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예외로 처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50ㄹ)의 예외로 보이는 ‘짜증→짱’은 설명이 명쾌하지 않고, 통신 언어에

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구어체 언어가 아닌 통신 언어의 특수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짱’은 구어말뭉치에서 3회 출현을 보이고 있어, 구

어체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며, 이는 음절의 유사성이 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음 탈락으로 인한 음절 축소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음절 전체가 탈락하

는 어형들이 있다.

(51) 음절이 탈락하는 경우

  여기서 ‘우’가 탈락하는 것은 모음의 탈락에서 살펴본 ‘싸움→쌈, 무서움→무섬’ 

및 ‘자랑스러운→자랑스런, 구운→군’의 ‘ㅜ’탈락과 동일한 것이고, ‘러’의 탈락도 앞

서 모음과 자음 탈락에서 살펴본 ‘그런데→근데’와 같은 것이다. ‘어’의 탈락은 합성

동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합성동사 형성 후 ‘V1-어+V2’ 구조에서 연결어미였던 

‘어’가 탈락하는 것이다. 합성동사가 형성되고 나면, ‘V1-어+V2’ 구조에서 탈락이

나 축약, 또는 활음화가 일어나 음절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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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모음의 축약

  모음의 축약은 두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모음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모음의 

축약에는 이중모음의 축약과 단모음의 축약이 있다. 이 중 음절 축소에 관여하는 

것은 인접한 단모음이 합쳐져서 다른 단모음으로 바뀌는 단모음의 축약이다. 따라

서 가능한 모음 축약의 경우는 ‘ㅏ+ㅣ, ㅓ+ㅣ, ㅗ+ㅣ, ㅜ+ㅣ’에 한정된다.

(52) 모음이 축약하는 경우

  ㄱ. 모음이 충돌하는 경우

음절구조 축약모음 예

(C)V＄V(C)→(C)V(C)

ㅜ+ㅣ축약 주인→쥔, 누이다→뉘다

ㅗ+ㅣ축약 조이다→죄다

ㅏ+ㅣ축약 아이→애, 사이→새, 사나이→사내

  ㄴ. 모음 사이에 자음 개재된 경우

음절구조 축약모음 예

CV＄CV→C∅V ㅓ+ㅣ축약 거기→(거이)→게

  모음 축약에 의한 음절축소형은 이미 문어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해 때, 모음 축약은 음절 축소 방식 중 통시적 성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 ’의 소실로 ‘ᆡ’가 ‘ㅐ’로 변하고, 그 후에 

‘ㅐ’[ay]는 ‘ㅐ’[ɛ]로 단모음화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음절 축소 방식은 공시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1.에서 음절 축소에는 음운론적 조건 외에도 의미론적, 통사론적 조건이 관여하

고, 구어체에서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음절 축소가 더 쉽게 일어남을 확인

하였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통시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적으로 음절 

93) 김창섭(1996:91)에서는 그 예로 ‘갈아앉다>갈앉다’, ‘들어오다>들오다’, ‘일어나다>인나다’, ‘껴안다

/*끼어안다’, ‘껴입다/*끼어입다’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접속, 보조동사, 내포 구성의 ‘-어’

에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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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게임→겜’과 같은 어형들도 모두 통시적으로 형성

되는 것이다. 다만 ‘아이→애’와 ‘게임→겜’은 그 통시적 기간에 있어서 길고 짧음이 

있을 뿐이다. 

3.2.3. 모음의 활음화

  모음의 활음화는 단모음이 활음(滑音)으로 변하는 것을 일컫는다. 활음은 음성학

적으로는 모음과 비슷하나, 모음과 달리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점에서는 자

음과 비슷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모음이 활음이 되면 성절성을 잃어버리고, 음절이 

축소된다. 현대국어의 활음에는 단모음 ‘ㅣ’와 성격이 유사한 ‘y’활음과 단모음 ‘ㅗ,

ㅜ’와 유사한 ‘w’활음이 있다. 현대국어 활음의 종류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

자.94)

94) 현대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단모음 체계를 빌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설평순모음 전설원순모음 후설평순모음 후설원순모음

상향이중모음

y

고모음
×

(동질성 중복회피)
× × ㅠ yu

중모음 ㅖ ye × ㅕ yə ㅛ yo

저모음 ㅒ yɛ - ㅑ ya -

w

고모음 ㅟ wi × ×
×

(동질성 중복회피)

중모음 ㅞ we × ㅝ wə ×

(동질성 중복회피)

저모음 ㅙ wɛ - ㅘ wa -

하향이중모음 y 고모음 ㅢ ɨy
 
 ‘ㅢ’의 경우 또 다른 반모음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일단 본고에서는 하향이중모음으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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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구조 ㅗ/ㅜ후행모음 예

CV＄V(C)→CwV(C)

ㅓ

부엌→붴, 구어→궈

수업→쉅(섭)96), 

재수없어→재쉅서(재섭서)

ㅏ
꼬아→꽈, 보아주다→봐주다

(구워)구어→궈

(53) y 활음인 경우

  ㄱ. 모음이 충돌하는 경우

음절구조 ㅣ후행모음 예

CV＄V(C)→CyV(C)
ㅓ

기억→격, 기어→겨, 

(시원하다)시언하다→션하다95)

ㅏ 미안→먄, 같지않다→같잖다

(C)V＄V→(C)yV
ㅗ 라디오→라됴

ㅐ 이 애→얘, 그 애→걔

음절구조 ㅣ선행모음 예

CV＄V→CVy ㅡ 뜨이다→띄다

  ㄴ. 모음 사이에 자음 개재된 경우

음절구조 ㅣ후행모음 개재자음 예

CV＄CV(C)→Cy∅V(C)
ㅓ

ㅎ
시험→(시엄)→셤

ㅏ 무지하게→무쟈게

(54) w 활음인 경우

  ㄱ. 모음이 충돌하는 경우

95) 앞서 ‘미끄러워→미끄러어→미끄러’와 같이, 어말 ‘워’가 ‘어’로 바뀐 것으로 보았는데, 이 역시 동

일한 것으로 본다. 어말 위치는 아니지만 ‘우’모음이 탈락하는 예가 많음을 볼 때, ‘ㅜ’와 유사한 ‘w’

활음의 탈락으로 인해 모음 충돌 환경이 만들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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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모음 사이에 자음 개재된 경우

음절구조 ㅗ/ㅜ후행모음 자음 예

CV＄CVC→Cw∅VC ㅏ ㅁ 고만두다→관두다

  그러나 이 외에도 현대국어의 모음 체계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활음화가 

하나 더 있다. ‘ч’활음화가 바로 그것인데,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된다는 점에서는 

‘w’활음과 비슷하지만, 발음의 위치가 전설모음과 비슷하다는 점에서는 ‘y’활음과 

비슷하다.97)

(55) ч 활음인 경우

음절구조 예

CV＄V→CчV ㅟ 모음의 활음화
뛰어→98), 사귀어→사

쉬엄쉬엄→

  ‘ч’활음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찰이 요구되나, 본고에서는 ‘ㅟ’를 단모음으로 보

고, 이들이 ‘ㅓ’와 연쇄될 때, 음절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자 

한다.99)

96) 이는 ‘CV＄VC→C∅VC’로 ‘ㅜ’탈락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어형에서 나타나는 ‘ㅜ’와 ‘ㅓ’의 변

화가 활음화로 나타나는 것에 따라 ‘수업’도 ‘쉅’으로 활음화되었다가 다시 활음탈락이 일어나 ‘섭’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97) 현대국어에서 ‘ㅟ’가 모음 체계상 단모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중모음 [wi]로 인식되고, 발음되

는 경향이 있다. ‘ㅟ’를 이중모음으로 본다면, 음절 축소 양상은 ‘CwV＄V→CwyV’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활음 연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그래서 본고는 활음 ‘w’와 ‘y’의 특성을 지닌 활음 

‘ч’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반대로 유필재(2001:196)와 같이 활음 /ч/의 설정 자

체의 문제점을 고려해 /wy/로 보는 경우도 있다.

98) 한글맞춤법 제4장 제5절 ‘준말’에 ‘ㅚ’가 ‘어’등과 어울려 ‘ㅙ’등으로 줄 적에 준 대로 적는다는 규

정이 있으나, ‘ㅟ’가 ‘ㅓ’등과 어울려 줄어든 어형에 대한 언급 및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한글표기를 어떻게 할지 정해진 바가 없으나, ‘w’활음이 ‘ㅗ,ㅜ’로 표기되고, ‘y’활음이 짧은 선으로 

표기되는 것을 감안해 두 활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ч’활음이 결합된 ‘чa’와 ‘чə’는 ‘ㅘ’와 ‘ㅝ’

에 각각 짧은 선을 표기해 ‘ㆇ’, ‘ㆊ’로 나타낸다. 이진호(2002ㄱ)과 배주채(2003)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를 제안하고 있다.

99) ‘ч’활음에 대해서는 이혁화(200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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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절축소형의 변화

4.1. 변화의 양상

  음절축소형은 형식뿐 아니라 의미론적 측면과 통사론적 측면에서도 원형식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음절축소형이 원형식과 어휘 의미가 달라지고, 문법 기능

을 달리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는 단순한 형식상의 차이를 뛰어 넘은 것이다.

  국어학에서 음절축소형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음절의 형식적인 축소에 주로 관심

을 가져 왔다. 이는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을 단순히 형태적 줄임의 관계로 보고, 이

들이 나타내는 의미적, 통사적 차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어휘 의

미의 차이는 ‘융합’의 측면에서 통시적으로만 간헐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음

절축소형의 어휘 의미와 문법 기능의 변화를 비교적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강

병학(1995), 이지양(1998), 최형용(2003ㄴ) 등이 있고, 손세모돌(1996), 이희자

(2000ㄱ), 주경희(2000ㄱ,ㄴ), 이지양(2003) 등에서 몇몇 어형에 국한된 논의가 있

었음을 1.3.에서 살펴본 바 있다.

  본장에서는 음절축소형이라는 형식 변화가 의미적 변화와 통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전제로, 음절축소형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의미적 변화에서는 음절축

소형이 원형식의 어휘 의미와 달라짐을 살피고, 통사적 변화에서는 음절축소형의 

문법 범주가 원형식의 문법 범주와 달라짐을 관찰한다.

4.1.1. 의미적 변화

  의미적 변화는 어휘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대국어에 원형식과 음절

축소형 두 어형이 공존할 때,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두 어형이 어휘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휘 의미적 관

련성을 자세히 관찰하면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이 동일한 어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지만, 음절축소형의 어휘 의미가 원형식과 다른 어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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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Heine et al(1991:111)에서 인용한 문법화의 모형 중 하나인 중복모형이

다. 중복 모형은 중복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로 인해 한 형태가 여러 의미를 가지기

도 하고, 한 의미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으로써 의미의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6) 초기개념 > 후기개념

     

  이성하(1998)에서는 이러한 중복 모형이 문법화뿐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변화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음절축소형도 이런 중복 단계를 갖는다. 언

어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에는 늘 이전 단계와 그 이

후 단계 사이에 중복기를 갖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이런 중복 단계의 음절축소형들을 나타낸 것이다.100) 

                                                   

             음절

     원형식  축소형    또는   원형식 음절축소형 

    

  본고는 이같은 유형의 음절축소형을 대상으로, 음절축소형이 원형식과 동일한 어

휘 의미 외에 새로운 어휘 의미를 획득한 경우를 살펴본다.

100) 그림은 3.1.2.과 3.1.3.에서 살펴본 원형식의 일부 의미에서만 형성된 음절축소형이 새로운 의미

를 획득한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는 심재기(2000:37)에서 제시된 모형 중 각각 (2)와 (3)에 해당

하는 것이다. 심재기(2000:37)은 집합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동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1)
A B

   (2) 

 B 

  A    (3)

 A

B

    (1)은 두 어형 A, B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이고, (2)는 포섭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A는 상위어, B

는 하위어가 되며, (3)은 부분 동의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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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아이) 

  ‘애’는 기존 논의 및 사전에서 ‘아이’의 단순한 준말로 보았던 어형이다. 그러나 

‘애’와 ‘아이’는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57ㄱ)처럼 의미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57ㄴ)처럼 서로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57) ㄱ. 아리랑은 어린 아이(애)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부를 수 있   

   는 노래이다.

     아이(애)를 낳고, 아이(애)를 받고, 아이(애)가 커서… 

  ㄴ. "그애(*아이),여자지?" 여자의 육감으로 단박에 알아차린 듯 물었다.

     남자애(*아이)가 무슨 목걸이를 했니?

     무식한 애(*아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감히…

  (57ㄴ)의 ‘애’는 ‘여자의 육감’, ‘목걸이’, ‘지식’ 등의 표현을 볼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단순히 또래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보인다. 이 경우 ‘애’

는 ‘아이’로 바꿔쓰기 어렵다.

  다음 예문도 ‘애’를 ‘아이’로 바꿔 쓰기 어려운 것으로, 원형식으로 보이는 ‘기집

아이’, ‘아이송이’, ‘아이어른’이 존재하지 않는다. 

(58) ㄱ. 지금 기집애(*기집아이) 뒤꽁무니나 쫓아다닐 때니? 

     기집애(*기집아이) 성깔은 있어 가지구.

  ㄴ. 젖비린내나는 애송이(*아이송이)는 상대 안 해.

  ㄷ. 걘 완전 애어른(*아이어른)이야. 

  (58)과 같은 어형들은 합성어가 이미 단일어화된 것으로 보인다.

[2] 사내(←사나이)

  ‘사내’ 역시 ‘사나이’의 단순한 준말로 인식되었던 어형이다. 그러나 ‘사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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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다운 남자’를 의미하는 반면, ‘사내’는 단순히 남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9)의 예문을 보면, 연령이 낮은 사람을 지칭하는 ‘녀석’, ‘아이’, ‘새끼’ 등과 결합

한 ‘사나이녀석, 사나이아이, 사나이새끼’ 등이 실현되지 않는다. 

(59) ㄱ. 사내녀석(*사나이녀석)이 참을성이 있어야지. 

  ㄴ. 사내아이(*사나이아이) 약을 바를 때마다 입술을 깨문다.

  ㄷ. 이번에는 빨간 고추를 달고, 사내새끼(*사나이새끼)였으면 좋겠디?

  이는 ‘사나이’는 남자다운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남성성이 두드

러지지 않는 어형과는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0)과 같이 남

자다움을 드러내는 경우에 ‘사나이’는 ‘사내’보다 자주 사용된다.

(60) 사나이의 의리를 배신한 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악당도 어떤 면에서는 사나이다워서 참 멋있구나.

  다음은 영화, 도서 등의 제목으로, ‘사내’와 ‘사나이’의 의미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61) ㄱ. 기막힌 사내들 / 사내들만의 미학 / 사내는 수요일에 낚시를 간다 

  ㄴ. 사나이 중의 사나이 / 진짜 사나이 / 아스팔트 사나이 / 서부의 사나이

     6백만불의 사나이 /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61ㄱ)에서 보듯이 ‘사내’가 들어간 제목의 경우 대부분 단순한 남자를 의미한다. 

그 중 ‘기막힌 사내들’이란 표현은 영화 내용상 ‘실패만 하는 어설픈 도둑과 그들을 

잡으려는 형사, 자살 중독자, 불행한 죄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자다운 것과는 거리

가 멀다. 반면, 사나이의 경우 (61ㄴ)에서 제시한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강한 남성의 이

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이라는 광고 멘트에는 ‘가장 강해 

보이는 사나이까지 울리는 매운 라면이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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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좀(←조금)

  ‘좀’은 (62ㄱ)과 같이 ‘적은 양’이나 ‘적은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62ㄴ)과 같

이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조금’과 교체해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62) ㄱ. 좀(조금) 다쳤어, 괜찮아.

  ㄴ. 좀(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그러나 (63)처럼 두 어형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기존 논의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왔듯이,101) 

(63) ㄱ. 책 좀(*조금) 빌려주세요.

  ㄴ. 세상이 좀(*조금) 좋은가? 

  ㄷ. 눈이 좀(*조금) 오네. 가기 힘들 거 같아.

  ㄹ. 좀(*조금)처럼 얼굴을 볼 수가 없네.

         

(63ㄱ)과 같은 ‘좀’은 ‘제발’이라는 의미로, 완곡한 부탁의 기능이 있고,102) (63ㄴ,

ㄷ)과 같은 ‘좀’은 ‘무척 많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좀’은  

‘적은 양’,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조금’과 교체될 수 없다. (61ㄹ)의 경우도 ‘좀처

럼’은 하나의 부사로서 ‘여간해서는’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조금’과의 관련

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62)와 (63)을 종합해 볼 때, ‘좀’은 ‘조금’이 가지는 의미 외에 새로운 의

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63)의 ‘좀’은 현대국어에서 ‘조금’과 의미적으로 

101) 주경희(2000ㄱ,ㄴ)은 ‘좀’의 용법을 (1) ‘조금’과 동일한 ‘적은 정도나 분량’을 표시하는 ‘좀’, (2) 

비교적 많은 양을 나타내는 ‘좀’, (3) 기능어의 구실을 하는 ‘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런 ‘좀’의 

용법이 조사와의 공기제약에서도 구별됨을 보여준다. (2)와 (3)의 의미로 쓰일 때는 어느 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으며,(예: 창문 *좀씩 열어주세요 / 돈 *좀만 있으니까 유학시키지) ‘좀’이 조사와 결합

한 상태로 쓰이는 경우는 ‘비가 조금(좀)씩 온다’처럼 (1)의 의미를 나타내고, 조사를 생략한 ‘비가 

좀 온다’는 ‘비가 꽤 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1)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102) 손세모돌(1996:486)에서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좀’이 청자 배려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68 -

관련짓기 어려우므로 별개의 어형으로 보아야 한다. 사전에서는 (62)의 ‘좀’과 (63)

의 ‘좀’을 형태만 동일한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103)

  그런데 (63ㄹ)은 ‘*조금처럼’의 어형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예들과 성

격을 달리한다. ‘조금’에 조사가 결합한 어형과 그 음절축소형을 보자.

(64)  

     

조금(쪼금)도 조금(쪼금)밖에 조금(쪼금)은 조금(쪼금)씩 조금(쪼금)만

쫌도 쫌밖에 쫌은 쫌씩 쫌만  

  ‘조금’과 조사의 결합은 ‘*조금처럼’을 제외하고, (64)처럼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이들은 ‘좀처럼’에서 경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달리, 모두 경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는 ‘조금’이 실제 발화에서 ‘쪼금’, ‘쪼끔’ 등으로 발화되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의 경우 경음화되지 않는 것은 ‘조금’과 ‘처럼’의 

결합형에서 음절 축소가 일어나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좀처럼’은 ‘좀+

처럼’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다른 어형들은 ‘조금’과 조사의 결합형이 먼저 존재하

고, 그 다음에 경음화된 후 음절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그쯤(←그즈음), 이쯤(←이즈음)

  사전에서는 ‘즈음’과 ‘쯤’을 별개의 어형으로 처리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65) ㄱ. 즈음 
    『관형사 ‘이’, ‘그’ 따위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일이 어찌 될 무렵.

  ㄴ. -쯤2 접사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103)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기술한 ‘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예문 생략)

ㄱ. 좀2 명사  -  ‘조금<동형어번호=1>1’의 준말.

ㄴ. 좀3 부사  -  ‘조금<동형어번호=3>3’의 준말.

ㄷ. 좀4 [좀ː] 부사  -  [수사 의문문에 쓰이어] 그 얼마나. 오죽.

ㄹ. 좀5 감탄사  -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말 가운데 버릇처럼 쓰이어] ‘조금, 잠시’의 뜻.

                          [무엇을 시키거나 청할 때 간곡한 뜻을 더하여] ‘제발, 미안하지만’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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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쯤’과 ‘이쯤’도 ‘그즈음’과 ‘이즈음’에서 음절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보

는 것이 아니라, ‘그+쯤’, ‘이+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65ㄱ)의 의미로 ‘그쯤’, ‘이쯤’이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그

+쯤’이 아니라, ‘그즈음→(그즘)→그쯤’의 과정으로 나타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65ㄴ)의 의미로 해석되는 현대국어의 ‘얼마쯤’은 역사적 출현 형태도 ‘그쯤’을 ‘그

즈음’의 음절축소형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얼마쯤’에 대응되는 어형은 

19세기에 되어서야 나타나는데, ‘얼마’이 3회, ‘얼마즘’이 20회 나타나고 있다. 여

기서 ‘얼마즘’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쯤’이 (65ㄴ)의 의미가 형성된 후 ‘얼마’와 

결합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66) ㄱ. 노래가 끝날 즈음, 저만치서 동업과 숙희가 등장한다.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될 즈음에 우리도 알게 됐다.

  ㄴ. 돼지 밥때가 훨씬 넘었을 쯤에 느닷 없이 기습작전을 펴는데…

     어느 정도 편안한 생활을 할 쯤, 아이 엄마는 온다간다 말 없이…

(67) ㄱ. 1996년 하반기 즈음, 홍대 앞과 신촌 지역 클럽들은…

     매년 육해공군 장교는 사월 달 즈음에 해서 이미 합격자 발표를 해서…

  ㄴ. 고 프로그램을 한 열한 시쯤 라디오로 들었는데…

     아 지금 점심 시간쯤 됐구나.

   (66ㄱ)은 관형형 어미 ‘-ㄹ’ 뒤에 ‘즈음’이 사용된 것이고, (67ㄱ)은 명사 뒤에 

‘즈음’이 사용된 것이다. 이 경우 (66ㄴ)과 (67ㄴ)처럼 ‘쯤’의 사용이 나타난다. 그

러나 (66ㄴ)의 ‘쯤’은 ‘정도’가 아닌, ‘-할 무렵’을 의미하고, (67ㄴ)의 경우는 ‘정도’

의 의미로 해석하든 ‘무렵’의 의미로 해석하든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7ㄴ)에서는 경음화된 ‘쯤’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갈 사람

[갈싸람]’과 같이 관형형어미 ‘ㄹ’ 뒤에서 ‘즘’이 ‘쯤’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그즈음’과 ‘그쯤’은 원형식과 음절축소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국어에서 ‘그쯤’은 원형식에 없는 ‘정도’의 의미를 새롭게 지니게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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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그즈음’과 ‘그쯤’이 사용된 예문이다. 

(68) ㄱ. 요즘은 아니구 한 작년인가 그쯤(그즈음)이었는데…

     젊은이들이 신나게 놀다 가곤 하던 것도 그쯤(그즈음)부터 시작되었다.

  ㄴ. 그쯤(*그즈음) 사과를 했으면 받아들이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쯤’은 (68ㄱ)처럼 ‘그 무렵’과 (68ㄴ)처럼 ‘그만한 정도’를 다 의미한다. 그러나 

‘그즈음’은 (68ㄱ)과 같이 ‘그 무렵’의 의미로만 사용된다. ‘이즈음’과 ‘이쯤’도 마찬

가지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69)  ㄱ. 달력을 들춘다. 이쯤(이즈음)이면 겨울나무도 꿈을 꾼다던가…

   ㄴ. 이런 일로 시간낭비할 거 없어. 이쯤(*이즈음)하지.

  (69ㄱ)의 예문처럼 ‘이 무렵’과 (69ㄴ)의 예문처럼 ‘이만한 정도’의 의미로 다 사

용되는 반면, ‘이즈음’은 ‘이 무렵’의 의미로만 사용된다.104) 

  다음은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문이다. 

(70) ㄱ. 주무시기 전에 한 두 시간쯤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일주일에 몇 시간쯤은 자연의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는…

  ㄴ. 우당탕탕 계단 중간쯤까지 내려와 고개 내밀고…

     낯선인물이 객석 앞 쯤 이르렀을 때.

  ㄷ. 김밥을 정신 없이 집어먹는다. 세개쯤 남았는데 문득 말순이 생각난다.

     육십 세 이후 노후에는 한 삼십팔만 원쯤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ㄹ. 얻은 게 그만큼 있다면은 그거쯤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쯤 사과를 했으면 받아들이실 만도 하지.

       광고 대행사쯤이라면 간단하게 인수해 버릴 수도 있어.

104) ‘즈음’과 ‘무렵’은 각각 ‘일이 어찌 될 무렵’. ‘대략 어떤 시기와 일치하는 즈음’으로 ≪표준국어대

사전≫에 뜻풀이가 되어 있어,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즈음’은 관형형 어미 ‘-ㄹ’ 

뒤에서만 가능한 반면, ‘무렵’은 ‘-ㄹ’뿐 아니라, ‘-ㄴ’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따라서 ‘즈음’은 ‘무렵’

보다 ‘추정’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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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예문들은 모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나, (70ㄱ)은 시간, (70ㄴ)은 공간, (70

ㄷ)은 실제적인 양, (70ㄹ)은 가치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뜻하는 바가 다르

다. 또한 (70)에 사용된 ‘쯤’은 이미 ‘즈음’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여기서의 

‘쯤’은 이미 사전에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접사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진 어형이다. 접사 ‘쯤’은 ‘즈음’이 이미 다른 어휘로 발달한 것이라 하

겠다.105)

  여기서 ‘쯤’의 발달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즈음’과 동일한 의미로 ‘무렵’을 

뜻하던 것이 (68), (69)와 같이 ‘무렵’과 ‘정도’의 의미의 모호성을 지닌 것으로, 그

리고 (70)과 같이 점차 ‘정도’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밤새(←밤사이)

  3.1.2. 의미론적 조건에서 ‘사이’와 ‘새’의 의미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공간적인 

의미나 시간적인 의미 모두에서 ‘사이’와 달리 ‘새’는 작은 간격, 짧은 시간을 의미

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즉 ‘사이’가 [±좁은 간격] 성분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새’

는 [+좁은 간격] 이라는 성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형식의 일부 의

미로만 ‘새’가 사용될 수 있었음을 보았다. 

  그러나 ‘밤사이’와 ‘밤새’의 경우는 반대로 ‘밤새’가 사용되는 문맥에 ‘밤사이’가 

쓰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예문을 보자.

(71) ㄱ. 어느날 밤새(밤사이) 갑자기 죽었대

  ㄴ. 밤새(*밤사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 

     밤새껏(*밤사이껏) 놀아보자구.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는 ‘사이’의 경우 (71ㄱ)같은 문장에서는 ‘밤사이’와 ‘밤새’

105) ‘쯤’의 의미 확장의 순서에 있어서 안주호(1997:274-9)는 ‘공간>시간>양태’로 본고와 다르게 보

고 있으며, 또한 여기서 제시한 예문은 이미 ‘정도’의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서 ‘즈음’과 교체가 불가

능해 보인다.

   

공간의미 절반쯤 감은 신분의 눈으로 
‘즈음’으로 복원 가능

시간의미 십여 분쯤 쪼그리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양 그쯤은 이제 불평을 할 건덕지도 못 되었다.
즈음으로 대치 불가

(낮게 평가하는 양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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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차이를 느끼기 어려우나, (71ㄴ)의 문장에서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밤새’는 ‘밤 내내, 밤새도록’의 의미를 갖는 반면, ‘밤사이’는 (71ㄱ)과 마찬

가지로 ‘밤 동안의 어느 한 순간’을 의미한다. (71ㄴ)의 ‘밤새’는 ‘밤사이’가 가지지 

않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71ㄴ)의 경우 ‘밤새다’ 동사 어간의 부사화, 또는 ‘밤새도록’에서 ‘-도록’

이 생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지

만, 다른 동사들과 비교해 볼 때, 어간의 부사화나 어미 ‘-도록’의 생략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72)에서 보듯이 경음화의 여부는 ‘밤새’가 ‘밤사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106)

(72) 밤새 [밤쌔], 밤사이 [밤싸이], 밤새다 [밤새다]

[6] 할먼네(←할머니네), 아주먼네(←아주머니네)

  ‘할머니’와 ‘아주머니’는 ‘할머니네’, ‘아주머니네’와 같이 ‘-네’와 결합하는 경우에

만 ‘할먼’과 ‘아주먼’으로 실현되는데,107) ‘-네’는 명사 뒤에 붙어서 일반적으로 그 

명사가 속한 무리, 집안이나 가족 전체 또는 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러나 ‘할먼네’와 ‘아주먼네’의 경우,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할머니’, ‘아주머니’ 각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73) ㄱ. 네놈들은 할먼네든 어린애든 치마만 두르면 용두질하려고

  ㄴ. 저 할먼네가 땅을 그저 가지고 힘에 부친 농사를 지신다면…  

  ㄷ. 양복 윗저고리를 입은 아주먼네가 유명 빈대떡을 지지고 있다.

  (73ㄱ,ㄴ)의 경우 ‘할먼네’를 ‘할머니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으나, (73ㄴ)의 서

106) 발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를 인용한 것이다.

107) 다른 어휘들과 ‘-네’가 결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음절 축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아번네(할아버지네), *아전네(아저씨네)   

    이는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니’가 ‘네’와 음운적 유사성을 지녔기 때문에 쉽게 음절 축소가 일어  

 나는 것임을 앞서 3.1.1. 음운론적 조건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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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에 ‘시’가 사용되어 ‘지신다면’으로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할머니댁’이 

아닌 ‘할머니’ 한 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례가 극히 한정

적이므로, ‘할먼네’와 ‘할머니네’의 쓰임 양상이 다르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남아 있다.

[7] 얘(←이 애←이 아이) 

  ‘얘’는 ‘이 아이’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 애’에서 줄어든 것이다. 그러므로 

‘얘’는 이미 ‘아이’와 ‘애’의 의미 차이를 갖고 있는 음절축소형이다.

  그러나 ‘이 애’가 ‘이 아이’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것과는 달리, ‘얘’에서는 ‘아

이’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걔(←그 애)’, ‘쟤

(←저 애)’ 등과 같은 유사한 음절축소형에서도 나타난다.108) 

(74) ㄱ. 걔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거든? 학부모야 학부모.

  ㄴ. 나도 쟤가 의사가 될 줄은 몰랐어. 

  ㄷ. 그런데 얘가 결혼까지 하고 새삼스럽게…

  또한 ‘이 애’가 대화상에서 제3자 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과 달

리, ‘얘’는 (75)와 같이 대화 당사자, 즉 상대방을 가리키기도 한다.

(75)  너 저리 가서 자,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실제루, 야 실제루 그런 일이 어딨니, 얘가 현실하구 뭘 착각해.

   얘가 얘가 미쳤어, 지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응.

  이는 지시대명사 ‘이’가 표면형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얘’는 (76ㄱ)과 같이 부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며, (76ㄴ)처럼 놀라운 사

108) ‘저 애→쟤’ 와 ‘그 애→걔’는 정상적인 축소 과정을 생각한다면 ‘재, 개’가 되어야 할텐데 y가 첨

가되어 ‘쟤, 걔’로 실현되고 있다. 송철의(1993ㄴ:45)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얘’에 유추된 것으로 보

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기상의 문제에 국한한 것으로 보인다. 발음상으로 ‘개’나 ‘걔’ ‘재’나 ‘재’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 ‘재’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애→얘’와 동궤의 음절축소

형으로 본다. 



- 74 -

실을 말하는 경우 문말 위치에 출현하기도 한다. (76ㄴ)의 경우 다른 ‘얘’들과 달리 

장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76) ㄱ. 얘, 너 우리 엄마 특기가 뭔지 아니?

     어머, 얘, 얘, 준혁아.

  ㄴ. 불쌍하다 얘, 근데 손버릇이 그렇게 안좋대매?

     넌, 화끈하게 바람필 성격도 못돼. 얘,

     비디오를 보라고 하면 지겨워 죽을 뻔했는데, 얘, 그게 아니더라

[8] 만만찮다(←만만치않다), 같잖다(←같지않다)

  ‘-(하)지 않-’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대부분 원형식과의 교체 

여부에 따라 그 부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찮/잖-’이 단순한 준말로 쓰

이는 경우와, ‘괜찮다’, ‘하찮다’ 등처럼 단일어화된 어형으로만 쓰이는 경우, 그리고 

준말과 단일어화된 어형 모두로 쓰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77) ㄱ. 그야 그렇지… 니 나이두 만만찮은데(만만하지 않은데)…

     올 때마다 용돈 주니 그게 또한 만만찮지(만만하지 않지). 

     근데 비행기표 구하기가 만만찮드라(만만하지 않드라). 

  ㄴ. 얘도 만만찮은(*만만하지 않은) 싸가지구만.

     가부장제의 잔재도 아직 만만찮게(*만만하지 않게) 남아 있고…

     비판도 만만찮은(*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77ㄱ)은 ‘만만하다’의 부정의미 ‘쉽지 않다’, ‘보통이 아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만만하지 않-’과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77ㄴ)은 ‘정도가 지나치다’

는 의미로 사용되어 원형식과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같잖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78ㄱ)처럼 ‘같지않다’와 

교체가 가능한 것이 있고, (78ㄴ,ㄷ)과 같이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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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ㄱ. 인생 따분한데 뭔가 하나 미쳐야 그래두 사는 것 같잖냐(같지 않냐)?

     작가 선생님 앞에선 어쩐지 그래도 괜찮을 거 같잖아요(같지 않아요)?

  ㄴ. 아니 이거 주걱 우리 집 주걱이랑 똑같잖아(*똑같지 않아).

     꼭 싸우는 것 같잖아(*같지 않아). 원래 사이가 나쁜가.

  ㄷ. 남자들이 워낙 같잖아야지(*같지 않아야지). 워낙.

     웃기구 있어. 같잖다는(*같지 않다는) 듯 보지마.

  여기서 원형식과 교체가 불가능한 (78ㄴ,ㄷ)의 경우 그 의미가 다소 다르다. (78

ㄴ)은 ‘같다’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78ㄷ)은 ‘형편없다’는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여기서 (78ㄴ)에 사용된 ‘-잖-’은 새롭게 ‘확인’, ‘강조’ 등의 선어말어미

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109)

  또한 (78ㄴ)처럼 ‘확인’,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잖’은, 다음 예문처럼 매우 생산

적이나 뒤에 오는 어미가 ‘-아, -아요, -니’ 등으로 제한되어 나타난다.

(79)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있잖아요/있잖니/*있잖다). 

  우린 아직 젊잖아(젊잖아요/젊잖니/*젊잖다).   cf. 점잖다110)

109) 이지양(1998ㄱ:187)에서도 ‘-잖-’이 ‘-지 않-’으로 환원되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의미를 가지며, 

‘확인’의 의미는 ‘-지 않-’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잖’이라는 형태소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110) 이지양(2003)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논저에서 ‘점잖다’를 ‘젊지않다’의 축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서로 다른 통사 구조를 지닌 어형들로 볼 수 있다. ‘졈지 아니-’는 18세기에 처음 나타나

며. 이는 ‘젊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런 놀나온 일은 업외 졈지 아닌 사이 졀믄 사과 詰亂여  ≪인어대방 2:11b≫

나히 졈지 아닌 사을 草虫쳐로 아라셔 져리 薄待니  ≪인어대방 6:16a≫

  그리고 ‘점잖다’는 의미로 사용된 ‘졈’은 19세기에 처음 나타난다.

졍부 관인들과 젼국 대쇼 인민이 다 실이 졈코 의복 음식거쳐가 긋 며  ≪독립신문≫

영국 사 첫놋코 긔 몸을 졈히 지지 아니 사이 업스며  ≪독립신문≫

 이는 ‘점잖다’가 ‘젊지 않다’가 아닌 ‘점잔다’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점잔’이라는 명사의 존재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잔다’에서 ‘점잖다’가 되는 것은 

‘만다’에서 ‘많다’가 되는 것과 동궤의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지 않다’ 구성의 ‘젊잖다’는 [점짠

타]인 반면, ‘점잖다’는 [점잔타]로 그 발음에 있어서도 경음 여부의 차이가 나는 것을 통해 두 어형

이 서로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영진(1995:161-7)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

나, 남기심(1983:195-7)을 따라 ‘점잖다’가 기원적으로 ‘젊다’를 부정하는 표현인 ‘젊지 아니하다’가 

축약이 되어 만들어진 신형임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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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인’의 의미로 ‘-잖-’이 사용되는 반면, ‘-찮-’의 사용은 나타나지 않는

다. ‘-찮-’은 ‘-하지 않-’의 단순한 음절축소형으로 ‘부정’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1) 이에 대해 손세모돌(1996)에서는 부정문의 ‘-지 않-’이 ‘-

잖-’으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일은 드물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축약형 ‘-잖-’이 이

미 ‘확인’이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 않-’의 형식적인 축약형인 

‘-잖-’과 구태여 동음이의를 이루어 의미 구분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언중들은 형태소화한 ‘확인’의 ‘-잖-’을 택하고 단순축약형인 ‘부정’

의 ‘-잖-’을 ‘-지 않-’으로 남겨 둠으로써 이들의 동음화를 막는다는 것이다. 그러

나 (78ㄱ)의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상으로 원형식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음절축소형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도식

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11) 손세모돌(1996:226)에서는 ‘-찮-’을 ‘-하지 아니/않-’의 축약형으로, 아직 대부분 형식적인 축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의 ‘잖’처럼 다른 의미 기능을 갖지 않으며, 더욱이 ‘괜찮다’의 ‘찮’

처럼 완전하게 어휘화한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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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의 어휘 의미 영역 대응(2)

 

             애/사내                     좀                        그쯤

  아이/사나이                  조금       [많은양,      그즈음  

 [한정적의미]   [보편적    [적은양,정도]   정도,       [그 무렵]    [그만한

                 의미]                   화용적                    정도]

                                         의미]

                                              

      

                밤사이       밤새         할머니네    할먼네   

  
                [사이]      [내내]        [집안]      [개인]   

 

               이 아이       얘           같지않다     같잖다

               [3인칭]     [2인칭]        [부정]      [단순

                                                       형용]

4.1.2. 통사적 변화

  본항에서는 원형식과 차이가 나는 음절축소형의 통사적 변화를 고찰한다.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음절축소형이 원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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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획득한 경우를 살펴본다.

               음절                                     

     원형식   축소형   또는    원형식 음절축소형 

                                            

  이는 원형식에서 음절축소형으로의 형식 감소가 문법 기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갖가지(←가지가지)

  ‘가지가지’와 ‘갖가지’는 (80ㄱ)과 같이 명사적 기능을 갖는 경우와 (80ㄴ)과 같

이 관형사적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다.

(80) ㄱ. 눈부신 쌀밥에 반찬도 가지가지(갖가지), 한 쪽에는 계란이 있다.

     재담의 구성이 복잡하고 그 기교도 가지가지(갖가지)이다. 

     돈 뺏는 방법도 가지가지(갖가지)로구나. 

  ㄴ. 대표성과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가지(갖가지) 대응 조처를…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가지가지(갖가지) 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가지가지(갖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그러나 ‘가지가지’의 경우는 (80ㄱ)에서처럼 서술어 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갖가지’의 경우 (80ㄴ)처럼 수식의 기능을 주로 갖게 된다. 서술어 기능을 갖는 경

우는, ‘가지가지’는 150여 회, ‘갖가지’가 20여 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80ㄴ)의 경우, ‘갖가지’와 ‘가지가지’의 통사적 결합 양상이 다소 차이가 난

다. (81)을 보도록 하자.

(81) ㄱ.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갖가지 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갖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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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가지 인권침해 사건을 저지르고 있다.

     갖가지 비리 파헤치던 일…

  ㄴ. 온갖 빛깔의 떡, 식혜, 과일, 거기다가 가지가지의 바다 생선…

     외아들인 석이를 위하여 가지가지의 약을 구해 썼고

     그들이 입고 있는 가지가지의 옷차림이, 밝은 웃음소리와 어울려…

     사고 팔고, 빌려주고 바꿔주는 가지가지의 광고문들을 뒤지며… 

  ‘갖가지’는 (81ㄱ)처럼 바로 후행성분으로 명사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가지가지’는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사용되는 용례가 많다. ‘가지가지’는 

총1000여 회 출현에서, ‘갖가지’는 총 5000여 회 출현에서, ‘가지가지의’와 ‘갖가지

의’ 모두 160여 회로 나타났다. 이희자(2000ㄱ:92-4)는 ‘가지가지’가 관형어로 쓰

일 때에는 피수식어가 단어 정도로, 구 이상이 되면 이 형태는 쓰이지 않게 되며, 

‘가지가지’로 이런 구 단위를 수식할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의’를 첨가하여 ‘가지가

지의’의 꼴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112)  

[2] 요새(←요사이)

  ‘요새’는 다음 예문처럼 명사로 사용되며, ‘요사이’와 교체해서 쓰일 수 있다.

(82) 예전에는 방학 때면 한권씩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 요새(요사이)는 해를 

넘겨 1권씩 내는 정도예요. 

  또한 부사적으로 기능하는 ‘요새’와 ‘요사이’도 교체해서 쓰일 수 있다.

(83)  요새(요사이)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요새’가 관형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 ‘요사이’로 교체될 수 없다. 

112)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수식어에 있어서 단위의 차이를 명백히 밝히기는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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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ㄱ.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요새 많이 해요

  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요새 애들이.

(85) ㄱ.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요사이 많이 해요.

  ㄴ. *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요사이 애들이.113) 

  

  ‘요새’는 (83), (84) 예문에서와 같이 부사적으로도 쓰이고, 관형사적으로도 쓰인

다. (83)은 (84ㄱ)과 (84ㄴ) 둘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러나 ‘요사이’는 (83), 

(85)에서 보듯이 부사적으로만 쓰이고 있다. (83)의 문장에서 ‘요사이’는 바로 뒤에 

오는 ‘애들이’를 수식하지 않는다. (85ㄴ)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는 음절축소형 ‘요새’가 ‘요사이’가 가지지 못한 관형사적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3] 그럼(←그러면), 어쩜(←어쩌면)

  ‘그러면’과 ‘그럼’은 다음 예문과 같이 대용적 기능과 접속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86) ㄱ. 너 자꾸 그럼(그러면) 때려 줄 거다.

     거기서 그럼(그러면) 안 된다.

     상태가 그럼(그러면) 큰일이네.

  ㄴ. 이 길을 따라 가라. 그럼(그러면) 목적지가 나올 거다.

      마을이 종착지라고 대답하게. 그럼(그러면) 의심을 안 할 테니.

  그런데 ‘그럼’은 이러한 기능 외에 또 다른 기능으로도 사용된다.

(87) ㄱ. A: 벌써 다 끝냈어? 

B: 그럼(*그러면), 다 끝냈지.

113)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요사이, 애들이’와 같이 ‘요사이’와 ‘애들이’ 사이에 분명한 휴지가 있

다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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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A: 어쩌나 해도 봄이에요.

B: 그럼요(*그러면요). 아침에 춥다가도 낮 동안에는 따뜻하잖아요.

  ㄷ. 차가 필요해요. 그럼요(*그러면요). 절대적이죠. 

  (87)에서 ‘그럼’, ‘그럼요’는 ‘물론’, ‘아무렴’의 의미를 지닌 감탄사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지니는 경우, ‘그러면’과의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는 ‘그럼’이 

새로운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88) ㄱ. 아! 이 일을 어쩜(어쩌면) 좋소.

  ㄴ. 생화를 말렸는데요. 어쩜(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선명한지 모르겠어요.

  ㄷ. 여러분, 어쩜(어쩌면) 당분간 여러분을 못 볼지도 몰라요. 

  (88ㄱ)은 ‘어찌하면’의 의미로 서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88ㄴ)은 ‘어떻

게’의 의미로, (88ㄷ)은 ‘추측하건대’, ‘아마도’의 의미로 부사 기능을 가지는 것이

다. 이들은 모두 ‘어쩜’과 ‘어쩌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예문과 같이 놀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될 때는 ‘어쩌면’

과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89) 어쩜(*어쩌면), 내 마음에 꼭 들어요. 이걸로 사겠어요.

  어쩜(*어쩌면), 어린애가 그런 소릴…… 그럼 어디 이율 말해 봐. 응! 어서!

  그를 보듯 반가왔다. 어쩜(*어쩌면), 편지를 다 했을까. 

[4] 땜에(←때문에)

  ‘때문에’는 ‘-기 때문에’ 혹은 ‘N 때문에’ 구성을 갖고 있다. 음절축소형 ‘땜에’도 

이와 같은 구성으로 쓰인다. 

(90) ㄱ. 당사자가 아니라 제삼자이기 때문에(땜에) 초연한 태도를 가진다. 

  ㄴ.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땜에) 고민을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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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은 의존 명사로 ‘때문에’는 항상 이러한 구성으로 의존적으로만 사용되는데, 

최근 들어 문장의 앞에서 자립적으로 쓰이는 예들이 관찰된다(안주호 2001:107-8 

참조). 구어말뭉치에서 ‘때문에’가 총 8366회 출현한 데서 문두에 온 것은 87회이

며, 그 용례는 (91)과 같다.

(91) ㄱ. 처음 우승한 이후 벌어진 체급별 대회에서 다소 부진했습니다. 때문  

    에 이번 대회에 대비,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았지요.

  ㄴ. 죽은 금붕어를 비닐 봉지에 싸서 버린 대문 밖 쓰레기통과도 같다. 때

     문에 작품 속에 묘사된 세상은 온통 더럽고 일그러진 풍경뿐이다.

  그러나 ‘땜에’는 총 290회 출현 중 문두 출현은 한 번도 없다. 이는 ‘땜에’의 경

우 휴지를 두게 되면 매우 어색해진다. 이는 [[-기][때문에]], [[N][때문에]]의 구

조에서 [[-기때문에]], [[N때문에]]의 구조로 인식되어 [-기땜에], [N땜에]가 형

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연희(1999:316)에서도 ‘-때문에’ 구성의 인식 변화 

단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92) ㄱ. ‘하는 때문에’ → ‘하기 때문에’ → ‘하기때문에’ → ‘하기땜에’

      관형형+명사  >   접속어구   >   접속사

  ㄴ. ‘너 때문에’ → ‘너때문에’ → ‘너땜에’

        접속사   >    조사    >   조사

  즉 ‘때문에’는 ‘의존명사+조사’의 구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땜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조사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5] 관두고(←고만두고)114), 갖고(←가지고), 델구(←데리구)

  ‘관두다’는 (9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고만두다’의 의미와 동일하게 ‘하던 일을 

114) 이와 동일한 의미의 어형으로 ‘그만두고’도 존재한다. 원형식이 ‘그만두고’와 ‘고만두고’ 두 개가 

있는 반면, 음절축소형은 ‘관두고’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두고’에서 음절 축

소가 일어난 ‘간두고’가 ‘관두고’와 발음상 크게 변별되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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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다’는 동사로 사용되며, 선행어는 멈추는 대상이 된다.

(93) 그는 직장을 관두고(고만두고)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고만두고’의 음절축소형 ‘관두고’는 그 쓰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94) ㄱ. 쏘련은 관두고 미국은?

  ㄴ. 외국 영화의 시사회 등은 관두고라도 국내의 개봉관에서… 

  ㄷ. 도대체 기독교인은 관두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일이다.

  ㄹ. 선생은 관두고 선혜언니나 찾아가 볼까?

  (94) 예문들의 경우 ‘고만두다’와 동일한 동사로 해석하면, ‘소련을 관두다’, ‘외국 

영화의 시사회 등을 관두다’는 문장이 되는데, 이는 성립되기 어렵다. 이들은 ‘관두

고’의 선행어를 A라 할 때 ‘관두고’의 의미는 ‘A가 아니고’, 혹은 ‘A 말고' 정도로 

해석된다. (94ㄴ)의 경우 (95)와 같이 ‘고만두고’로 바꾼다면,

(95) 선생은 고만두고 선혜언니나 찾아가 볼까?

‘선생이라는 가르치는 일을 고만둔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처음 문장이 지녔던 ‘선

생이 아닌 선혜언니’와는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이는 ‘관두고’가 ‘고만두고’와 

달리 ‘말고’, ‘아니고’와 같은 보조사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지다’의 활용형 ‘가지고’의 음절축소형 ‘갖고’의 경우도 ‘관두고’와 비슷하다. 

원형식 ‘가지다’의 활용형 ‘가지고’는 보조동사 ‘-어 가지고’의 형태로 상태 유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음절축소형도 ‘-어 갖고’와 같이 원형식과 같은 양상을 띄게 된

다. 

(96) ‘-어 갖고’

  ㄱ. 버릇 없이 자라면 안 된다 그래 갖고, 되게 엄하게 키우셨어요.

  ㄴ. 근데 내가 재수가 없어 갖고 그런데 끼지 못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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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지고’가 특정 조사와 결합하여 본래 의미로 해석이 안 되는 형태인 ‘-을 

가지고’로 나타나, 수단, 방법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이 역시 ‘-을 갖고’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97) ‘-을 갖고’ 

  ㄱ. 나름대로의 근거와 근거 갖고 한 것이지. 

  ㄴ. 솔직히 그거 갖고 뭘 술을 마시라 그러는데…

  ㄷ. 괜히 가만있는 사람 갖고 왜 그래.

  그러나 ‘-을 갖고’의 경우 조사 없이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지고’와 대

치해서 쓰이는 게 어색한 경우도 있다. (97ㄴ)의 경우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 ‘-으로’와 교체가 가능하며, (97ㄷ)은 앞에 오는 말이 

대상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데리다’ 동사는 (98)과 같이 ‘데리고, 데리러, 데려’의 활용형만 나타난다. 

(98) ㄱ. 대개 운전기사겸 비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ㄴ. 아빠 나중에 데리러 오셔야 해요.

  ㄷ. 애가 아주 맛이 가 가지구 걔 집에 데려다 주는데 진짜 힘들어.

  그 중 ‘-를 데리고’는 ‘데리다’ 동사의 의미를 벗어나서 (99)처럼 ‘-을 가지고’의 

대상, 수단의 의미로 바뀌어 쓰임을 볼 수 있다.

(99) 고양이가 쥐를 데리고 놀듯이 얼러대는 동작으로…

  이러한 ‘-를 데리고’는 음절축소형 ‘-를 델고’를 가지는데, 표면 실현형은 대부분 

‘데꼬’로 타난다.

(100) 여자애들 데꾸 하믄 재밌겠다.115)

115) ‘데리고’는 ‘데리구’로, ‘데꼬’는 ‘데꾸’로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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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조사로 쓰이는 ‘갖고’와 마찬가지로 다음 예문처럼 조사 없이 바로 선행 

명사 뒤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6] 요컨대(←요하건대), 원컨대(←원하건대)

  ‘요하건대’, ‘원하건대’는 ‘요하-’와 ‘원하-’에 각각 ‘-건대’라는 연결어미가 결합

한 활용형이다. 이 어형들은 ‘-하건대’가 ‘-컨대’로 축소되어 ‘요컨대’, ‘원컨대’ 등

으로 쓰인다.

(101) ㄱ. 우리 안전(眼前)에 전개한 대광경이란 것도 요컨대(요하건대) 이 몇  

    가지 요소에 벗어날 것은 없다.

  ㄴ. 원컨대(원하건대) 이제부터라도 한어를 잘 하고…

  이렇듯 ‘-하건대’가 ‘-컨대’로 축소되는 어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더 들 수 

있다.

(102) ㄱ. 기억컨대(기억하건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 

  ㄴ. 핵우산에는 비유컨대(비유하건대) ‘큰 우산’과 ‘작은 우산’이 있다.

  ㄷ. 미루어 짐작컨대(짐작하건대) 어머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ㄹ. 청컨대(청하건대) 소신의 머리를 베어 줍소서.

  ㅁ. 아마도 추측컨대(추측하건대) 별명이 무다리인가 봐요.

  이 경우 ‘-하건대’와 결합하는 명사는 ‘기억(記憶)’, ‘비유(比喩)’, ‘짐작(斟酌)’, ‘청

(請)’, ‘추측(推測)’ 등 모두 한자어이다.

  다음과 같이 고유어와 결합한 경우 ‘-컨대’로의 축약은 가능하지 않다.

(103) ㄱ. 이 우려는, 거듭하건대(?거듭컨대) 어디까지나 서구 예술 의식의…

  ㄴ. 당신한테만 귀띔하건대(*귀띔컨대) 강한 것은 부러지기도 쉽다고 했어.

  ㄷ. 자신 있게 말하건대(*말컨대) 방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ㄹ. 이 말을 풀이하건대(*풀이컨대), 소외현상에 대한 법칙적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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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한자어의 경우 후행 동사가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

이 없지만, 고유어의 경우 ‘-컨대’로 축소되어 ‘하다’라는 후행 동사가 실현되지 않

으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요컨대’와 ‘원컨대’의 경우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음절축소형의 쓰임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부사로 사용된다. 실제로 ‘요(要)컨대’, ‘원(願)컨대’ 등은 ≪표준국

어대사전≫에서 부사로 등재되어 있다.116) 이는 ‘-컨대’가 ‘-하건대’에서 온 준말임

에 분명하지만, 분석의 입장에서 더 이상 ‘하-’와 연결어미 ‘-건대’의 결합형이 아

닌, 부사 파생 접사로 볼 수 있다. 이는 ‘결단코’, ‘기어코’ 등의 ‘코’가 부사 파생 

접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이상으로 원형식과 다른 문법 기능을 획득한 음절축소형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9]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의 문법 기능 영역 대응(2)

    

             가지가지    갖가지             그러면       그럼   

              /요사이      /요새                     

            [명사,부사]  [관형사]           [대용어,    [감탄사]  

                                             접속사]

  

             때문에       땜에               요하건대    요컨대  

            /고만두고     /관두고

           [곡용,활용형]  [조사]             [활용형]    [부사]

116) 이 외에도 ‘-컨대’가 붙은 어형 중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예(例)컨대’, ‘비(比)컨대’ 등이 부사

로 등재되어 있다.



- 87 -

4.2. 변화의 결과

  원형식에 음절 축소가 일어나 음절축소형이 형성되면,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이 동

의어로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형식이 사라질 수도 있고, 

원형식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던 음절축소형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도 있다.117)

  이 중 원형식이 사라진 경우는 공시태 속에 하나의 어형만 존재하므로, 음절축소

형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축소형은 원형

식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어형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어형뿐이다. 이 두 어형을 

2.1.의 [표2]를 인용해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4)

            준말 (원형식과 교체 가능)

   음절축소형  

            단일어화된 어형 (원형식과 교체 불가)

  (104)의 준말은 원형식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어형이고, 단일어화된 어형은 새로

운 의미나 기능을 획득한 어형이다. 

  4.1.은 음절축소형과 원형식의 어휘 의미, 문법 기능을 비교하여,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입은 음절축소형의 존재를 확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4.1.에서 검토한 

어형들은 (104)와 같은데, (105ㄱ)은 음절축소형이 새로운 어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 (105ㄴ)은 새로운 문법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동일한 원형식에 

대해 준말과 단일어화된 어형이 모두 존재하는 어형이었다. 도식화하면 (106)과 같

이 됨을 앞서 [그림8], [그림9]에서 확인하였다.

117) 심재기(2000:39)에서는 동의어끼리 충돌은 다음 다섯 가지 유형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1) 공존하는 경우, 예: 메아리-산울림

(2) 한쪽이 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 예: 백-온

(3) 동의 중복이 되는 경우, 예: 틈새, 가마솥

(4)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 예: 얼굴 (形體 > 顔)

(5) 의미 가치가 바뀌는 경우, 예: 보람 (標 > 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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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ㄱ. 의미적 변화

애(←아이), 사내(←사나이), 좀(←조금), 그쯤(←그즈음)류,

밤새(←밤사이), 할먼네(←할머니네)류

얘(←이 애)류, 만만찮다(←만만치않다)류

  ㄴ. 통사적 변화

갖가지(←가지가지), 요새(←요사이)류, 그럼(←그러면)류

땜에(←때문에), 관두고(←고만두고)류, 요컨대(←요하건대)류

(106)

           

                                                   

               음

                절

     원형식     축

                소

               형   

                         

  이는 음절축소형이 원형식과 완전 동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음절축소형의 

의미 영역이 원형식보다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106)에서 원형식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음절축소형은 원형식이 가지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 어

형으로 공시태만으로는 원형식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106)에서 원형식

과 동일한 부분의 음절축소형만 원형식의 준말로서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 이 중 

‘애’와 ‘아이’의 경우를 다시 보면, ‘애’는 ‘아이’와 동일하게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

칭할 때 사용될 뿐 아니라, 단순히 또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전자의 ‘애’는 ‘아이’의 준말에 해당하고, 후자의 ‘애’는 ‘아이’

와 교체해서 쓸 수 없는 단일어화된 어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1.에서 검토한 (105)의 음절축소형들은 (106)의 그림처럼 새로운 어휘 의미나 

문법 기능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원형식의 준말로서 원형식과 서로 교체가 가능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준말에도 원형식과 완전히 동일하게 교체될 수 있는 어형이 있

는가 하면, 원형식의 일부 의미에서만 부분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어형이 있다. 후

자는 앞서 3.1.2.와 3.1.3.에서 살펴본 것으로 그 일부 어형과 도식화한 그림을 다

시 보이면 (107), (10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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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ㄱ. 원형식의 일부 의미만 지니고 있는 음절축소형

새(←사이) 쌈(←싸움) 얘기(←이야기)

  ㄴ. 원형식의 일부 의미만 지니고 있는 음절축소형

근데(←그런데)류, 짐(←지금)류, 미끄럼(←미끄러움)류

(108)

           

                

          원              

    음절   형

   축소형  식

                                          

  해당 어형 중 ‘새’와 ‘사이’를 다시 보면, ‘사이’는 [±좁은 간격]에 다 나타나는 

반면, 음절축소형 ‘새’는 [+좁은 간격]일 경우, 즉 (108)에서 보듯이 원형식의 일부 

부분에서만 사용된다.

  이러한 음절축소형들을 원형식과의 비교를 통해 유형 분류한 것이 [그림10]이다. 

[그림10] 음절축소형의 유형

A            원형식=준말            

              원형식

      

               준말

B

                     단
                       일
          원형식=준말   어
                        화
                       된
                     어형

         원형식  준 단일어화
                 말  된어형

C                        원형식          단일어화된
                                          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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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0]에서 보듯이 4.1.에서 검토한 (105)의 어형들은 음절축소형의 유형 중 

B단계에 속하며, 3.1.에서 검토한 (107)의 어형들은 A단계에 속한다. 또한 C단계에 

있는 것은 B에서 원형식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던 음절축소형이 사라지고 음절축소

형 중 단일어화된 어형만이 남은 것이다. 이런 C단계의 어형은 원형식과 공유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시태만으로는 더 이상 원형식과 관련짓기 어렵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109)와 같은 것이 있다.

(109) 생원님>샌님,118) 귀하지않다>귀찮다, 고약한>고얀

  즉 [그림10]의 A단계, B단계, C단계는 음절축소형의 통시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음절축소형이 A>B>C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A단계에 머물 

수도 있고, B단계를 거쳐 C단계까지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국어에서 서

로 다른 단계의 어형들을 포착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그림10]에서 단계를 셋으로 구분하듯이, 실제로 A, B, C단계를 구분하기

는 쉽지 않다. 그리고 B단계에서도 원형식과 동일한 의미가 있어서, 단일어화된 어

형의 의미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준말과 단일어화된 어형을 그림

과 같이 분명히 나누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B단계 어형들이 A단계 음절

축소형처럼 준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 논의에서도 단일어화된 어형을 준

말로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119) 

  그런데 이렇게 음절축소형이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입어 새롭게 단일어화된 어

형이 되는 것 외에, 음절축소형의 변화 속에서는 문법형태화를 관찰할 수 있음이 

주목된다.120) 

118) ‘샌님’은 사전에 ‘생원님’의 준말로 되어 있으나, ‘생원님’과는 다른 ‘얌전한 사람, 고루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별개의 어휘로 보아야 한다. 

119) 이러한 단계별 구분은 융합형을 다룬 논의들에서 ‘환원적 융합’과 ‘비환원적 융합’, ‘단순융합형’

과 ‘진전된 융합형’으로 설명이 되었던 것이며, 음절축소형 논의에서도 ‘꼴음절축소형’, ‘양면음절축

소형’, ‘뜻바뀜음절축소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강병학 1995 참조). 

120) ‘문법형태화’란 일반적으로 ‘문법화(Grammaticalization)’라 일컫는 것으로, ‘문법형태’가 되는 것

을 의미하므로 ‘문법화’대신 ‘문법형태화’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성하(1998)에서 제시한 ‘문법화’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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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축소형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문법형태화에는 접사화, 조사화, 어미화 등

이 있다. 먼저 접사화의 경우, 4.1.에서 살펴본 ‘그쯤’을 예로 들 수 있다. ‘그즈음’

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그쯤’의 ‘쯤’은 이미 사전에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다. 아직 접사에 대한 인식이 강하

지 않은 ‘울’의 경우도 이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110) ㄱ. 울엄마(←우리엄마)

  ㄴ. 울오빠, 울학교, 울까페, 울동아리, 울집

  (110ㄱ)과 같이 원형식 ‘우리엄마’에서 음절 축소가 일어나 형성된 ‘울엄마’에서 

‘울’이 따로 접사로 인식되어, (110ㄴ)의 경우 ‘오빠, 학교, 까페, 동아리, 집’ 등에 

직접 ‘울’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송철의(2001)에서 제시한 접사 목록 중 음절축소형과 관계된 일부를 인

용한 것이다. 이들에서도 ‘*마주고함’, ‘*기어하고’, ‘*종일하도록’ 등이 성립되지 않

는 것을 볼 때, ‘맞고함’, ‘기어코’, ‘종일토록’의 원형식이 존재했다기보다는 ‘맞’, 

‘코’, ‘토록’과 바로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있다. 

(111) ㄱ. 맞(마주): 맞고함, 맞담배, 맞들다, 맞바꾸다

  ㄴ. 코(하고): 기어코, 결단코, 맹세코, 한사코

  ㄷ. 토록(하도록): 종일토록, 평생토록

  이와 같이 접사화하는 경우 외에, 활용형이 조사화하는 예가 있다. 4.1.에서 검토

한 ‘관두고’류가 그것이다. ‘관두고’의 선행어를 A라 할 때 ‘관두고’의 의미는 ‘A가 

아니고’, 혹은 ‘A 말고’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

될 때, ‘고만두고’와의 가 자연스럽지 않으며, 또 바로 선행 명사와 결합한다는 점

에서 보조사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절 축소가 어미화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ㄹ터이다’ 구성에서 ‘-ㄹ테

다’로 음절이 축소될 수 있는데, 여기서 ‘ㄹ테’가 하나의 어미로 인식된다. 안주호

(1997)에서도 ‘터’의 문법화를 논하면서 ‘-ㄹ테’를 선어말 어미로 간주하였고, 최형

용(2003:203)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면서 ‘ㄹ텐데’를 하나의 어미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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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문
법
적
단
어

①
통
사
론
적
단
어

어미

형식적 감소에 의한 ⇐
단어 형성
(애←아이)

의
미
적
․

통
사
적

변
화

음
운
론
적
단
어

단일어 어
휘
적
단
어

②

 ⇒ 형식적 변화가 없는
        단어 형성
 ⇒ 형식적 증가에 의한
        단어 형성복합어

(파생어+합성어)

형식적 감소에 의한 ⇐
단어 형성

(같잖다←같지않다)

체언+조사

용언어간+어미

③
지시관형사+명사

보조용언 구성

의존명사 구성

굳어진 구성

다.

(112) 만약 차가 있다면 오늘 집에 갈 수 있을 터인데(텐데)

  막 나가려던 터인데(*텐데), 전화가 울렸다.

  이상으로 음절축소형이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입어 나타나는 결과를 논의하였

다. 음절축소형이 원형식과 다른 어휘 의미나 문법 기능을 획득해 단일어화된 어형

이 됨을 확인하고, 음절축소형의 구성 일부 또는 전체가 문법형태화됨을 살폈다.

  전자의 사실은 단어 형성 측면에서 음절축소형의 의의를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최형용(2003ㄴ)에서도 기존의 단어 형성이 형식적 증가에 의한 것이라면 음절이 

축소되어 형성된 단어는 형식적 감소에 의한 것이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감이라

는 틀 속에서 단어의 체계를 논하였다. 본고에서 논한 음절축소형을 최형용(2003

ㄴ:198)의 단어 체계를 참고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11] 음절축소형을 포함한 단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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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음절축소형의 변화 결과, 그 구성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문법형태화된다는 사

실은 (113)의 일반적인 문법형태화의 연속 변이의 단계와 일치하는데,

(113) Hopper＆Traugott(1993:7-14)에서 제시한 문법성과 어휘성의 연속 변

이(cline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문법성의 연속 변이 : 내용어 > 문법적 단어 > 접어 > 굴절접사

   ㄴ. 어휘성의 연속 변이 : 통사적 구조 > 합성어 > 파생접사

      (예: a basket full(of egg) > a cupful(of water) > hopeful)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는 이러한 변이 단계에서 문법형태화를 더 가속시킬 수 있

는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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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말 (원형식과 교체 가능)

   음절축소형  

            단일어화된 어형 (원형식과 교체 불가)

5. 결론

  본고는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축소형에 대한 연구로, 음절 축소의 조건과 방

식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음절 축소라는 형식 변화가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수반

해 음절축소형이 단일어화된 어형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음절축소형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했으며, 이에 2장

에서 음절축소형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음절이 축소된 어형과 

관련된 용어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용어를 본고의 음절축소형과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개념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원형식과 교체가 가능한 ‘준말’과 의미적, 통

사적 변화를 입어 원형식과 교체가 불가능한 ‘단일어화된 어형’을 포함하기 위해, 

‘음절축소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밝혔다. 또한 원형식의 단위에 있어서 기존의 

통사론적 단위 구분을 폐기하고, 음운론적 단어를 원형식의 단위로 새롭게 상정하

였다. 이에 따른 본고의 음절축소형에 대한 개념과 하위 어형은 다음과 같다.

(114) 음절축소형: 음운론적 단어에서 음운론적 기제로 음절 수가 축소된 어형

(115)

  3장에서는 2장에서 정의된 음절축소형의 음절 축소의 조건과 방식을 살폈다. 음

절 축소의 조건에서는 음절 축소를 야기하는 음운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조건은 

무엇인지, 문체적 성격과 사용 빈도는 음절 축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논의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116) ㄱ. 음운론적 조건

     음운론적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

     모음이 충돌되는 경우

     유사한 음절이 연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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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의미론적 조건

     구성 요소의 원래 의미가 사라진 경우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경우

     상위-하위 관계를 갖는 다의어에서 하위어로 쓰이는 경우

  ㄷ. 통사론적 조건

     원형식이 두 가지의 문법 기능을 가질 때, 두 기능 중 2차적 기능

으로 쓰이는 경우

  ㄹ. 문체적 조건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에서 음절 축소가 잘 일어남

  ㅁ. 사용 빈도 조건

     원형식의 사용 빈도가 높으면 음절 축소가 잘 일어남

  또한 3.2.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음절이 축소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모음의 탈

락, 모음의 축약, 모음의 활음화가 모음 충돌 환경은 물론이고, 자음이 개재된 경우

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음의 탈락에서는 일부 어형들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117) ㄱ. 연쇄하는 모음 중 대체로 ‘ㅣ, ㅡ, ㅜ’ 등의 고모음이 탈락한다.

  ㄴ. 음절구조가 (C)VC의 폐음절 구조로 변한다.

  ㄷ. 대체로 개재 자음이 탈락한다.

  ㄹ. 개재자음 및 음절말음이 ‘ㄹ,ㄴ,ㅁ’ 등의 공명음이나, ‘ㄱ,ㅎ’ 등이다.

  4장에서는 음절축소형이라는 형식 변화가 의미적 변화와 통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전제로, 음절축소형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4.1.에서 음절축소형이 원형식

과 다른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음절축소형의 의미

적, 통사적 변화의 결과는 4.2.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18) ㄱ. 변화를 입은 음절축소형이 새롭게 단일어화된 어형이 됨

  ㄴ. 음절축소형 구성의 일부 또는 그 전체가 문법형태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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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음절 축소가 단어 형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을, 그리고 문법형태화를 더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고의 논의를 도식화한 것이다.

(119) 음절 축소의 조건과 방식

음운론적 조건   의미론적 조건   통사론적 조건

↘            ↓            ↙

 ⇒  모음의 탈락, 축약, 활음화에 의한  ⇒

 음절 축소

↗            ↖

문체적 조건      사용 빈도 조건

(120) 음절축소형의 변화

                 A            또는

원형식=준말

                              

                                

                                 
â

               B          

원형식

준말

                         

     

    의미적, 통사적 변화

   â

                  C           또는

                단

                  일

     원형식=준말    어

                 화

              된

        어형

 D

    원형식  준말  단일어화
                   된어형

음운론적 단어 음절축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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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고는 음절축소형의 개념을 ‘음운론적 단어에서 음운론적 기제로 음절 수

가 축소된 어형’으로 정립함으로써, 그동안 음절이 축소된 어형에 사용되었던 용어

들의 혼란을 줄이고, 원형식의 단위로 새롭게 ‘음운론적 단어’를 제안하였다.

  둘째, 음절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음운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측면 및 

문체의 성격,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음절 축소에 어느 하나의 조건만이 작용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축소형이 모두 동일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의미

적, 통사적 변화의 진행 정도가 다른 통시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을 살펴보

았고, 음절 축소라는 형식의 변화가 의미적, 통사적 변화를 야기해 새로운 단어로

서의 지위를 얻게 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음절 축소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각각의 

조건마다 깊이 있는 고찰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원형식과 음절축소형의 의미적, 통

사적 차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했다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현대국어 음절축소형에 대한 본 연구는 음운론이든, 의미론이든, 

통사론이든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통합적 고찰을 요구로 하는 것이

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그 깊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어떤 식으

로든 이렇게 통합적인 고찰이 시도될 필요는 있다. 보다 면밀한 관찰과 설명은 앞

으로의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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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축소형 원형식 음절축소형 원형식

어형 사전등재 어형 품사 어형 사전등재 어형 품사

갈앉다 동사 가라앉다 동사 가렴 × 가려움 명사

갈치다 동사 가르치다 동사 갈 명사 가을 명사

갖다 동사 가지다 동사 갖가지 명사 가지가지 명사

건들다 동사 건드리다 동사 갠 × 개인 명사

걷다 동사 거두다 동사 게름 명사 게으름 명사

검쥐다 동사 거머쥐다 동사 겜 × 게임 명사

게다 잘못 게우다 동사 격 × 기억 명사

관두다 동사 그만두다 동사 골 명사 고을 명사

괴다 동사 고이다 동사 그새 명사 그사이류 명사

까물치다 동사 까무러치다 동사 그쯤 명사 그즈음 명사

깨나다 동사 깨어나다 동사 글음 명사 그을음 명사

껴들다 동사 끼어들다 동사 나 명사 나이 명사

꾀다 동사 꼬이다 동사 놀 명사 노을 명사

꿇앉다 동사 꿇어앉다 동사 담 명사 다음 명사

내딛다 동사 내디디다 동사 땜 명사 때문 명사

냅두다 × 내버려두다 동사 라됴 × 라디오 명사

뉘다 동사 누이다 동사 말 × 마을 명사

<부록: 음절축소형 목록>

  음절축소형의 목록은 원형식의 단위에 따라 ‘어휘적 단어의 음절축소형’121), ‘굴절

형의 음절축소형’, ‘통사적 구의 음절축소형’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목록의 배열은 원

형식이 어휘적 단어인 경우 동일 품사 안에서, 원형식이 굴절형 또는 통사적 구인 

경우, 동일 구성 안에서 원형식의 가나다순(順)을 기본으로 한다.

1. 어휘적 단어의 음절축소형

121) 원형식이 굴정형이나 통사적 구인 경우에도, 이미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 사전에 등재된 

어형은 ‘어휘적 단어의 음절축소형’에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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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뛰다 동사 들이뛰다류 동사 맘 명사 마음 명사

들오다 동사 들어오다 동사 먄 × 미안 명사

디밀다 동사 들이밀다 동사 머리칼 명사 머리카락 명사

딛다 동사 디디다 동사 멜 × 메일 명사

때다 동사 때우다 동사 멱 명사 미역 명사

띄다 동사 뜨이다 동사 밤새 명사 밤사이 명사

머물다 동사 머무르다 동사 부끄럼 명사 부끄러움 명사

메치다 동사 메어치다 동사 붴 명사 부엌 명사

배다 × 배우다 동사 비됴 × 비디오 명사

뵈다 동사 보이다 동사 사내 명사 사나이 명사

북돋다 동사 북돋우다 동사 삼실 × 사무실 명사

뺏다 동사 빼앗다 동사 사타귀 명사 사타구니 명사

새다 동사 새우다 동사 새 명사 사이 명사

쌔다 동사 쌓이다 동사 샘 × 선생님 명사

쐬다 동사 쏘이다 동사 섭 × 수업 명사

씌다 동사 쓰이다 동사 숟갈 명사 숟가락류 명사

외다 동사 외우다 동사 시누,시뉘 명사 시누이 명사

인나다,일나다 ○122) 일어나다 동사 셤 × 시험 명사

재다 동사 재우다 동사 쌈 명사 싸움 명사

줴박다 동사 쥐어박다 동사 애 명사 아이 명사

짱나다 × 짜증나다 동사 암껏 × 아무것 명사

째지다 동사 째어지다 동사 앤 × 애인 명사

째지다 동사 째어지다 동사 엊저녁 명사 어제저녁 명사

클나다 × 큰일나다 동사 오누,오뉘 명사 오누이 명사

태다 ○123) 태우다 동사 올만 × 오랜만 명사

틔다 동사 트이다 동사 요새 명사 요사이 명사

패다 동사 파이다 동사 월욜 × 월요일류 명사

피다 동사 피우다 동사 얘기 명사 이야기 명사

헛딛다 × 헛디디다 동사 잡서 × 자습서 명사

션찮다 형용사 시원찮다 형용사 젤 명사 제일 명사

션하다 × 시원하다 형용사 쥔 명사 주인 명사

잼있다 형용사 재미있다 형용사 즘 명사 즈음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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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가리 부사 가리가리 부사 쨈새 명사 짜임새 명사

걍 × 그냥 부사 첨 명사 처음 명사

골고루 부사 고루고루 부사 틈바귀 명사 틈바구니 명사

그까 × 그러니까 부사 함 × 한번 명사

그나저나 부사
그러나저러

나
부사 게 대명사 거기 대명사

그럼,금
부사,

감탄사
그러면 부사 예 대명사 여기 대명사

근데 부사 그런데 부사 열분 × 여러분 대명사

글구 × 그리구 부사 맬 × 매일 명사, 부사

글케 × 그렇게 부사 좀 부사 조금 명사, 부사

낄끼리 부사 끼리끼리 부사 짐 × 지금 명사, 부사

넘 × 너무 부사 다다음 × 다음다음 명사, 부사

더더욱 부사 더욱더욱 부사 할먼네 × 할머니네 ×124)

되레 부사 도리어 부사 그깟 관형사 그까짓 관형사

드뎌 × 드디어 부사 딴 관형사 다른 관형사

딥다 부사 들입다 부사 이깟 관형사 이까짓 관형사

 쉬엄쉬엄 부사 저깟 관형사 저까짓 관형사

암튼 부사 아무튼 부사 그치,글치 × 그렇지 감탄사

애최 ○125) 애초에 부사 아냐 감탄사 아니야 감탄사

얼마큼 ○126) 얼마만큼 부사 아뇨 감탄사 아니요 감탄사

여튼 × 여하튼 부사 아무렴 감탄사 아무려면 감탄사

외려 부사 오히려 부사 어쩜
부사,

감탄사
어쩌면 부사,감탄사

이저리 부사 이리저리 부사

일테면 부사 이를테면 부사

하튼 × 하여튼 부사

한껍에 부사 한꺼번에 부사

122) ≪표준국어대사전≫에 방언형으로 등재되어 있다.

123) ‘태우다’의 ‘잘못’으로 기술되어 있다.

124) ‘할머니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형식이 ‘명사+접사’ 구성이므로 어휘적 단어에 넣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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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축소형 원형식 원형식의 구성 음절축소형 원형식 원형식의 구성

관두고 고만두고 어간+어미 미끄럼 미끄러움류 어간+어미

글쿤 그렇군 어간+어미 온 오너라 어간+어미

그쵸 그렇죠 어간+어미 요컨대 요하건대 어간+어미

그치만 그렇지만 어간+어미 일케 이렇게 어간+어미

궈 구어 어간+어미 존 좋은 어간+어미

데따 데려다 어간+어미 청컨대 청하건대 어간+어미

데꾸 데리구 어간+어미 걷다(가) 거기(에)다(가)류 대명사+조사

 뛰어 어간+어미 글로 그리로 대명사+조사

자랑스런 자랑스러운 류 어간+어미 땜에 때문에 명사+조사

먹음 먹으면 어간+어미 얼로 어디로 대명사+조사

몰겠다 모르겠다 어간+어미 얻다(가) 어디(에)다(가) 대명사+조사

무서 무서워 류 어간+어미 일로 이리로 대명사+조사

무쟈게 무지하게 어간+어미 절로 저리로 대명사+조사

음절축소형 원형식 원형식의 구성 음절축소형 원형식 원형식의 구성

걔 그아이 관형사+명사 게나예나 거기나여기나 대명사+조사

얘 이아이 관형사+명사 게다가 거기(에)다가 대명사+조사

쟤 저아이 관형사+명사 거 그거 대명사+명사

암말 아무말 류 관형사+명사 울엄마 우리엄마 류 대명사+명사

네미 네어미 관형형+명사 인내,일내 이리 내 부사+동사

제미 제어미 관형형+명사 재섭다 재수없다 명사+형용사

언놈 어느놈 류 관형사+명사 여깄다,옜다 여기있다 대명사+형용사

얼마큼 얼마만큼 명사+조사 만만찮다 만만하지않다 장형부정문구성

간단다 간다한다 인용문구성 같잖다 같지않다 장형부정문구성

2. 굴절형의 음절축소형

3. 통사적 구의 음절축소형

125) ≪표준국어대사전≫에 ‘줄어든 말’로 기술되어 있으며, 품사는 부여되지 않았다.

126) ≪표준국어대사전≫에 ‘줄어든 말’로 기술되어 있으며, 품사는 부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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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duced Form in Current Korean

Park, Bo-yeonㆀ

  This is a study on reduced 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ditions and manners of syllable reduction, and to 

identify the possibility that reduced forms can become simple word 

forms by changes in their meaning and function.

  Most existing studies only describe the process of reduction in terms 

of phonology. We need to consider that the number of syllables can be 

decreased by various effects, and reduced forms change not only the 

form but also the meaning and function. 

  In chapter 2, reduced form is defined as the form, the number of 

syllables decreases by phonological mechanism in phonological words. 

This study solves the confusion between term and subject of term, and 

proposes phonological word as a unit of original form. 

  In chapter 3, the various conditions which affect the actual phonetic 

shape of the original form are investigated. The manner of reduction is 

generalized into some common rules.

  In chapter 4, we examine the changes in meaning and function of 

reduced forms. Reduced form is changed into other word and reduced 

form or the part of reduced form is changed into grammatical form. 

There are three groups of reduced forms. The first is able to recover 

the original form, because the meanings of the original form and the 

reduced form are the same. The second is able to recover the original 

form only in some special environments. The last no longer has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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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with the original form.

Keywords: reduced form, simple word form, reduced word,

           phonological word, grammaticalization, frequency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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