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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초등학교 6학년의 일기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접두 파생어를 추출한 후,
표준국어대사전과 빈도 사전을 연결시키는 메타 계량적 연구를 한다. 이를 통해 6학
년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접두 파생어의 사용 양상을 밝힌다. 일기문 말뭉치는 아동
들의 심리 발달적 측면과 사용 어휘 측면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접두 파
생어에 대한 연구는 어휘 교육적 측면에서 구조군 연결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
다. 이 글은 일기문 원시 말뭉치를 U-tagger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빈도 사전(조남
호 외:2002)과 연동하여 추출한 접두사를 살펴본다. 그 결과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접두사 사용 비율은 55.4%이며 고유어계 접두사보다는 한자어계 접두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자어 계통 접두사는 대체로 명사 어기와 고유어계 접두
사는 동사와 결합하는 예가 많음을 밝힌다. 또한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사용한 Token 개체 수는 2,935이며 ‘진짜, 정말, 제일’ 등과 같은 파생어들이 Token
개체율을 높임을 알아보았다. Type 개체 수가 높으면서도 Token 개체 수도 높은 접
두사에는 ‘뒤3-, 대(大)17-, 외(外)8-’ 등이 있는데, 연결망을 구성하는 원소가 많다는
점에서 교수 학습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나타나지 않은 접두사에는 한
자어 계통 접두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대개 형용사 어기
나 동사 어기와 결합하는 파생어이다. 의미적으로 볼 때 추상적이거나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타나지 않는 고유어 계통 접두사는
파생되는 단어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며, 그 빈도도 매우 낮다.
« 주제어: 일기문 말뭉치, 메타 계량적 분석, 유-태거, 빈도 사전, 어휘량,
구조망, 사용 어휘, 한자어계 접두사, 고유어계 접두사

* 이 논문은 2013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 지원비를 받아 작성한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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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의 일기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접두 파생어를 추
출한 후, 표준국어대사전과 빈도 사전을 연결시키는 메타 계량적 연구를 통해, 6학년
아동들의 접두 파생어 사용 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일기문은 일반적으로 글쓴이의 실제 체험이나, 관찰한 내용 또는 사실적인 기술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기문 말뭉치는
국어 교육 차원에서 어휘 교수 학습 방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것은 우선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하여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고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단계 중 형식적 조작기 초기에 해당하는 데,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이 시기의 학생들의 사고 심리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형식적 조작기란 추상적인 사고를 하며, 세계에 대한 표면적인 인
식에서 벗어나 형식적으로 분석하는 시기이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
적 추론을 통해 규칙화와 분석적 사고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심리는 언어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추상적인 어휘가 많이 출현하며 이에 따라 복합어의 개체수가 증가
하게 된다. 또한 해당 복합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추 관계나 규칙화를 통하여 새로
운 단어를 생성하는 조어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복합어인 접두 파생어를 연
구하는 것은 이들의 분석 능력과 생성 능력을 알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형식적
조작기의 심리적 현상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어휘 교육에 한정하여 보면 말뭉치는 학교에서 배운 어휘를 실제로 글말(또는 입
말)로 표현하는 사용 어휘로의 전환된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자료이다1).
이해하는 능력으로서의 어휘(이해 어휘)는 수용적 지식과 수용적 사용을 뜻하며, 사
용하는 능력으로서의 어휘(사용 어휘)는 생산적 지식과 생산적 사용을 말하는데, 이
둘의 학습은 각기 다른 인지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수용적 지식과 수용적 사용
의 어휘 능력은 ‘듣고 인식하기, 읽기에서의 해당 형식의 인식, 구성 요소의 해석, 특
정 문맥에서의 의미 인식, 해당 어휘와의 관련어 인식’과 같이 인지 기능 학습과 관
련이 있는 반면, 생산적 지식과 생산적 사용 능력으로서의 어휘는 ‘말하기와 쓰기 표
현 능력, 정확한 철자 사용, 단어 형성 기능, 문맥에 맞는 변이 의미 찾고 산출하기,
동의어 및 반의어를 찾아내기, 연어 형성하기’ 등과 같은 형성 기능과 관련이 있다
1) 학교 외의 자료 예컨대 가정이나 또래 간에 발화되는 구어의 모습은 이들의 사용 어휘적
측면을 밝혀 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자료이다. 추후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할 경
우 일기문 말뭉치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사용 어휘적 측면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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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구, 2012, pp.32-40, Ellis and Beaton, 1993, pp.548-549 참조). 곧 일기문은 쓰기
기능의 한 유형에 속하므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한 문맥
에 적용하는 ‘사용 어휘로서의 어휘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갖는 사용으로서의 어휘력 중 접두 파생어는 서로 연관된 단어 어
족(word-family)를 형성하는 어휘장을 확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
알다시피 단어는 서로 고립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 연결되는 조직망을 형성한다.
(1) 시정곤(2001:178) - 등재소의 연결망
품사군
의미군

구조군
소리군

(시정곤, 2001:p178)
시정곤(2001)에서 보면 하나의 단어(등재소)2)는 정돈된 체계 속에 배치되며, 서로
비슷한 것들이 모여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며, 그 무리는 4가지(의미군, 품사군, 소리
군, 구조군) 차원으로 유형화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접사를 중심으로 한 연결 모습
은 위 4가지 중 구조군(구조군 연결망)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군 연결망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지만 접사를 중심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다
는 의견 자체는 대개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구조군 연결망과 관련된 논의
중에서 채현식(2003)과 나은미(2009)의 논의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시정곤(2001)에서는 사전 속에서의 등재 단위라는 개념으로 이를 ‘등재소’라 명칭하였다. 본
문의 채현식(2003), 나은미(2009)의 등재소도 동일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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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현식(2003:63) - 접미사 ‘-보’에 의한 파생어들의 연결망 조직
털 - 보(146)


꾀 - 보(12)


느림 - 보(12)


겁 - 보(2)


떡 - 보(1)


잠 - 보(1)


밥 - 보(0)


코 - 보(0)

울 - 보(13)


먹 - 보(7)


약 - 보(0)

곰 보(187)

늘 보(18)

째 보(5)

뚱 - 보(109)


뚱뚱 -보(54)


땅딸 -보 (75)

(3) 나은미(2009:62) - 파생어 ‘X-보’의 연결 관계
(V)
먹-다
울-다
째-다
⋮

먹-보
울-보
말-보
⋮

털-보
곰-보
뚱뚱-보
째-보
⋮

-보

겁-보
꾀-보
⋮

(N)
털
곰
뚱뚱
겁
꾀
말
⋮ 표층어휘부
심층어휘부

채현식(2003)에서는 어휘부를 구성하는 등재소들이 접사 ‘-보’를 중심으로 선행 어
기와 결합되는 관계(추상화된 유추적 틀)를 통해 구조군 연결망을 구성한다는 견해이
다. 그리고 그 결합형은 출현 빈도(Token frequency)에 따라 활성화된 단위 간에 연
결이 강화될 수 있으며, 유형 빈도(Type frequency)를 통해 묶음을 이루는 계열체가
강화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채현식 2003:65). 나은미(2009)는 여기에 더 나아가
접사 중심의 연결망 조직이 품사 패턴(‘먹다’의 ‘먹-’은 먹보와 연결됨), 의미 패턴(‘먹
보’는 ‘뚱뚱-’이라는 의미와 연결됨)과 관련되는 연결망을 제시하고 있다. 역시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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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심층 어휘부의 ‘-보’를 중심으로 이러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위는 접미 파생어에 대한 연결망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채현식(2003), 나은미
(2009)는 전체 접사 체계 간의 연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접두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풋사랑, 풋고추, 풋나물, 풋과일’ 등
과 같은 ‘구조군 연결망’은 ‘풋-’이라 접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
조군 연결망은 빈도를 통하여 상호 연결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파생어
를 안다고 하는 것은 파생어를 형성하는 접사를 중심으로 단어가 확장되기 때문에
접두사의 연결망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의 어휘량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메타 계량적 연구를 통하여 빈도를 산정하고 이를 교육적 측면과 연결하려는
접근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였다. 교육적 측면과의 연결이란 빈도를 중심으로
국어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김정은(2003), 서희정(2006), 김광해
(2003a,b) 그리고 조창규(2007) 등이 있다. 김정은(2003)은 외국인들의 학습을 위한
접두사를 등급별로 선정한 것으로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접두 파생어의 목록과 빈
도를 중심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서희정(2006)에서도 역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습자용 접두사 목록을 선정하여(60개) 이를 등급화 하였다. 김광해
(2003a,b)에서는 국어 교육용 어휘를 기초어휘, 정규 교육 이전 어휘, 정규 교육 개시,
사춘기 이후 단계의 어휘를 선정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휘가 국어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조창규
(2007)에서는 조남호 외(2002)에서 조사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를 조사한 연구물(이하 ‘조남호 외 빈도사전’이라고 명칭한다.)과 강범모 외
(2000a)4)의 접두사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1차로 194개를 선정한 후 빈도 또는 분포
가 하나인 것을 제외(37개)한 후, 최종적으로 157개의 접두사 목록을 제시하였다5).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 방식은 교과서 어휘나 제한된 학생들의 어휘를 중심으로 교
3) 한국어 교육기관 다섯 곳의 교재를 분석하여 각 교재에서 사용된 한자어 접두사와 고유어
접두사를 단순하게 제시하고 국어사전(금성출판사)에 등재된 접두사와 비교하였다(김정은,
2003, pp91-139).
4) 김흥규․강범모(2000:238)는 약 150만 어절의 말뭉치를 분석하여 체언에 붙는 접두사 40개
만을 제시하였다. 김흥규 외(2000)에서 활용한 말뭉치는 21세기 세종 계획 국어 기초 자료 구
축 2차년도 결과물이다. 또한 조남호 외(2002)에서 이용한 말뭉치와 동일하다.
5) 조창규(2007)에서는 표제 항목(조사 항목)을 매우 세분화하였다. 그 표제 항목에는 ‘접두사,
품사, 김%강, 접두사 목록, 빈도, 파생어수, 분포, 관용’과 같은 표제 항목을 설정하여 이 틀에
맞추어 어휘 교육에 필요한 접두사 목록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김%강’이란 김흥규 강범모
(2000a:238)에서 제시한 접두사 목록을 뜻하며, ‘빈도’란 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들의 합을,
‘파생어수’란 일차파생어와 이차 파생어의 합을 의미한다. 또한 ‘분포’는 조남호 외(2002)의
‘빈도’를, ‘관용’은 해당 단어가 사용된 관용표현의 개수를, 접두사의 의미 정보를 활용도란 어
휘가 활용되는 비율(LOG(2X빈도) X ((분포+파생어수)/2*0.103)을 뜻한다.

24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

육용 학습 어휘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어
휘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 성과에 비해 매우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6).
하지만 빈도 사전(또는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 성과물)이 기존에 정형화된 매체
물(교재, 교과,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등)7)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해 어휘량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8). 따라서 이와 같은
어휘들이 사용 어휘로서의 어휘량을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되는 어
휘들을 바탕으로 한 계량 연구가 후속되어야만 빈도 사전과 그 연구 결과물이 보다
더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 글은 일기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접두 파생어의
유형과 분포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용 어휘 측면이 빈도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더
나아가 기존 교육용 어휘 성과물 중 교사들이 어떠한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가르쳐
야 하는가 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겠다.
이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6학년의 일기문 말뭉치를 분석하여
그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총 76명의 6학년 학생들(송중초등학교 21명,
신창초등학교 22명, 청량초등학교 18명, 응암초등학교 15명)의 일기문 말뭉치9)를 대
상으로 하여 계량학적 분석을 시도한 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접두 파생어에 대
한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이 76명은 성적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하였
다. 원고지로는 9,973이며 단어 수는 단어로는 290,606이다.
접두 파생어 추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6) 초등학교 교육용 어휘 선정과 관련하여는 매우 일찍부터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 성
과물에, 이응백(1972, 1978), 이상금 외(1971), 박붕배(1971), 이연섭 외(1980) 등이 있다. 이응
백(1972)에서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중심으로 학습 어휘를 선정하
였다. 이응백(1978)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의 입말과 유치원 아동(5-6)의 입말을 수집 분석
하였다. 이상금 외(1971)도 아동 언어 발달의 연구 자료로서 또는 언어 지도의 기초 자료로서
만 3, 4, 5세 아동의 회화에 나타난 어휘를 수집 분석하였으나, 학습용 기본 어휘를 구축하지
는 않았다. 박붕배(1975)에서도 기초 어휘 선정을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저학년(1, 2) 학기별
5대 교과 학습(국어, 산수, 사회, 자연, 바른 생활) 기본 어휘 책정을 시도했다. 이연섭 외
(1980)는 3.0 - 5.6 아동 26명이 자발적인 발화수(문장수 총 3,512)를 수집 그중 700개 내외의
발화를 분석하여, 이어(異語) 1,553어를 얻고 이를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출현한 어휘와
아동어를 비교하여 60% 내외의 일치를 확인하였다. 이 밖에 3.6-6.5세 아동 453명을 대상으
로 하여 사용 어휘와 이해 어휘 검사를 실시한 권경안(1981), 그리고 어휘 발달의 관점에서
학습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여 학년별로 배당한 김승렬(1982)의 경우도 교육용 어휘를 구축하
고자 하는 연구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물은 교과서나 제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말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용 어휘로서의 한계가 있다. 곧 교육
용 어휘가 어떻게 선정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이전의 교재에서 나타난 어휘를 중심으로 하였
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의 어휘도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준거
가 주관적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한된 학생들의 발화를 근거로 한 어
휘 산정도 해당 발화물들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점이 제기 되기 때문에 교육용
어휘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7) 조남호 외(2002)의 조사 목록이 이에 해당한다.
8) 빈도 사전이 이해 어휘량과 관련되어 있음은 김광해(2003:1-30)에서 언급되어 있다.
9) 이는 1999-2014까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구축한 말뭉치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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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기문 원시 말뭉치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어긋나는 형식들이 많이 나타나
므로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경우 잘못된 형식들이 파생어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어절 단위 중심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게 가공하였다.
둘째, 이러한 자료를 txt 파일로 전환한 후 울산대학교에서 개발한 U-tagger(형태
소 분석 프로그램)를 구동하여 접두사가 포함된 자료만을 추출하였다. 특히 파생어
Type 개체 수와 Token 개체 수가 많은 접두사의 경우 해당 태그가 들어간 데이터들
의 전 후 성분을 함께 추출한 후 이들을 분석하여 접두 파생어 사용을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패턴(전형적인 명사 Tag 형인 NNG와 동사 Tag형인 V*유형 등)을 중심으
로 파생어를 확인하였다10).
셋째, 접두 파생어들을 기존 접사 목록(조창규 접두사 목록, 조남호 외 빈도 사전)
에 의거하여 자동 추출한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전환하였다.
넷째, 접사 형태를 기준으로 추출 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해당 어휘들의 접
사 연결 정보를 자동 비교하여 필터링하였다.
다섯째, 엑셀 파일의 주요 표제 항목은 접두사, Type 단어 개체 수, Token 단어
개체 수, 빈도 순위(조남호 외 빈도 사전 순위) 등이다.
이 글에서 기본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두사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접두사로
인정하며 조남호 외(2002)의 빈도 사전을 참조하여 일기문 말뭉치에 나타난 개별 어
휘들의 양상을 비교한다. 아울러 접두사 목록의 범위가 매우 넓고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강범모 외(2000a)의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추출된 조창규
(2007)의 접두사 목록 157개로 한정하여 이 연구를 진행한다. 하지만 조창규(2007)에
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형식을 접두사로 설정한 것도 있으며, 어떤
것들은 접두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들은 아래
와 같은 일반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접두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4) 가. 기준 1 : 형태 면에서 접두사는 형태 변화가 일어나 특정한 조건의 어기와 결합하는
의존성을 띤다(엇- : 엇가다, 엇갈리다, 드- : 드높다, 드세다).
나. 기준 2 : 분포 면에서 접두사는 분포의 제약을 나타낸다(새 책 : 새 옷, 새 집, 새 가
방, 새 책상 ↔ 이듬해 : *이듬시간, *이듬집).
다. 기준 3 : 기능 면에서 접두사는 비분리성과 수식의 제한을 보인다(외아들 : 외 작은
아들↔뭇 백성 : 뭇 착한 백성, 막내딸과 아들, 옛 집과 대문).
라. 기준 4 : 의미 면에서 접두사는 실질 형태소가 의미 변화를 겪어 추상화된 단위이다
(돌감, 돌배↔ 겉대중, 겉늙다).
10) 총 분석 소요 시간은 약 두 달이 걸렸다. 이 분석 과정은 txt 파일 전환 → U-tagger인식
시 오류 분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두점, 띄어쓰기 오류, 맞춤법 오류 등”의 수정 →
U-tagger 말뭉치 변환 → tag화된 자료에 대한 유형 분류 → Type 개체수와 Token 개체수
를 추출하기 위한 Editer 및 메크로 기능 사용 → 접두 파생어의 목록과 출현 문장 등이 포
함된 엑셀 작업 → 접두 파생어의 빈도 사전의 빈도수와 연결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의미 파
악 → 재검토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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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을 예를 통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가)의 ‘엇-’은 명사 ‘어긋’의 융합형으로 형태 변화를 겪어 의존성을 띤다11). 또한
‘드-’는 명사 어간 ‘들(다)’에서 연유하였지만 ‘ㄹ’이 탈락하는 형태 변화를 겪은 것이
다. 달리 말하면 ‘엇가다’를 ‘어긋가다’로, ‘드높다’를 ‘들높다’로 환언할 수 없다. 따라
서 기준 1에 의거 이 둘은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4나)의 ‘새-’는 뒤에 명사가 나
타날 경우 특별한 의미적인 제약만 없으면 두루 결합할 수 있다. 반면에 ‘이듬-’은
‘이듬시간, 이듬집’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제약을 찾을 수 없으므로(후행 어기(시간, 집)
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분포적인
측면에서 접두사로 볼 수 있다. (4다)의 ‘외-’는 ‘외-’와 어기 ‘아들’ 사이에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없는 비분리성을 가진다. 반면에 ‘뭇’은 ‘뭇’과 후행 어기 ‘백성’ 사이에 다
른 말(착한)을 넣을 수 있어서 분리가 가능하다. 이에 전자는 접두사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맏-’은 ‘딸’만을 수식하지 그 수식의 범위가 ‘아들’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반면에 ‘옛-’은 그 수식의 범위를 ‘대문’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접두사가
아니다. (4라)의 ‘돌-’은 특정 어기와 결합하여 ‘품질이 낮은, 야생의’ 의미의 사용되어
명사 ‘돌’의 의미가 변화하여 추상화된 경우로 기준4에 의거하여 접두사로 볼 수 있
다. 반면에 ‘겉-’은 ‘겉으로 보아 대강, 겉으로 보기에만 그러한’의 의미로 쓰여 명사
‘겉-’의 의미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접두사가 아니다12).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조창규(2007)에서 접두사로 처리한 ‘내-’(‘내놓다, 내주다, 내가다’의 ‘-내’), ‘나
-’(‘나오다, 나가다, 나들다’의 ‘나-’)는 ‘동사’로 보아야 한다13). 우선 ‘내-’ 결합 형식은
‘내어 놓다, 내어 주다, 내어 가다’와 같이 ‘어’가 환원이 가능하며, ‘음식만 내면 놓는
다, 음식만 내면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음식을 내어 가고 있다.’와 같이 분리가 가능하
며, 동사 ‘내’의 [出]이라는 의미와 다르다고 여겨지지 않는 등 ‘동사’로서의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나-’도 다음과 같이 ‘나-’와 후행 결합 어기가 공시적으로 분리
가 가능하며,
(5) 가. 주고 받고, 붙이고 떼고, 들고 나고, 맺고 끊고, 뜨거워지고 식고, 멀고 가깝고 하면
서 정은 한국인의 마음을 차지해왔다(한겨레 뉴스 2014.01.12).
나. '영광의 재인' 최명길·박민영, 코피 나고 얼굴에 멍 들고……(마이데일리, 2011.10.12).
다. 나고 들고, 다듬고… '전력 수리'는 끝났다(시사저널, 2010.033.10).
11) 이지양(1993:15)에서 ‘융합’이란 연결형에서 완전한 단어에 음절 수 줄이기가 일어나 의존
요소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12) 김동찬(1987 :57) 참조.
13) 참고로 일기문 말뭉치에 ‘내’와 관련된 단어들은 ‘내걸다(4), 내놓다(19), 내밀다(11), 내보다
(2), 내세우다(2), 내쉬다(1), 내주다(27), 내쫓다(5), 내차다(1), 내치다(1), 내뜨리다(1)’로 총 11
종류이며, 개체 수로는 72이다. 또한 ‘나(아)’가 결합한 단어들은 ‘나가다(523), 나오다(650), 나
서다(14), 나아가다(6), 나들다(2), 나들이(15), 나뛰다(1)’와 같이 총 7종류이며 개체 수는 12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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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나-’의 [안에서 바깥으로 감]의 의미와도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이 ‘내-’나 ‘-나’를 접두사로 처리하지
않고 동사 어기로 처리하며 결합한 형식은 합성어 구조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창규
(2007)에서 접두사로 제시한 ‘그러-’(그러하다)도 ‘그렇다’의 본말이이라는 점을 중시
하여 접두사 목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총 154개의 목록을 조사한다.
한편 한자어 계통의 접두사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사로 등재되지 않은 예
들(모(母)(모선박, 모가계), 암(暗)(암거래, 암녹색, 암갈색), 이(異)(이민족, 이신앙), 밀
(密)(밀거래, 밀반입), 차(次)(차세대, 차종가), 당(唐)(당피리, 당악기), 조(助)(조교수,
조감독, 조연출), 증(曾)(증손녀, 증손자), 장(長)(장거리, 장기간), 평(平)(평사원, 평신
도), 태(太)(태사자, 태황후)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예들에 대하여는 김인균
(2002:85-108)에서 제시한 아래와 같은 한자어 계통 접두사 판별 기준과 용례를 적용
하여 이들을 접두사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6) 한자어 접두사 설정 기준
가. 단음절성
나. 2음절 이상의 자립적 어기를 앞에서 수식하는 비자립 형태
다. 한자어 이외에 고유어․외래어에도 붙는 높은 생산성
라. 의미 굴절․변화․확장으로 인한 그 의미와 기능의 단일화(의미․기능의 독자성 확
보)

Ⅱ

. 본론

1. 접두 파생어 출현 양상

일기문 원시 말뭉치를 U-tagger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빈도 사전(조남호 외:2002)
과 연동하여 추출한 파생어 중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활용된 접두사는
아래에서 보듯이 총 79개이다(Type 개체 유형의 전체 양상은 결론에서 표로 제시한
다.)
<표1> 접두사 목록과 개체 수
번호 접두사
1 한13
2 뒤3

Type
27
17

Token
156
56

번호 접두사
43 장(長)40
44 명(名)11

Type Token
2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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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접두사
대(大)17
제(第)21
여(女)26
웃/윗62
왕(王)6
외(外)8
되6
참11
반(半)12
헛2
친(親)3
불(不)15
정(正)
재(再)17
무(無)11
맞1
호(胡)18
통18
맨5
군10
양(洋)27
덧4
신(新)15
고(高)28
초(超)22
초(初)
알2
생(生)6
내(來)
진(眞)34
찰3
개12
냉(冷)2
공(空)17
엿3
휘9
외동
저(低)11
직(直)
시(媤)27

Type Token 번호 접두사
11
91 45 치15
10
203 46 수(數)35
9
22 47 빗3
9
12 48 엇3
7
26 49 비(非)32
6
111 50 떠
6
34 51 막8
6
24 52 들8
6
24 53 얄
5
17 54 식(食)
5
13 55 금(今)
5
9 56 쇠6
4
891 57 부(副)22
4
14 58 최(最)3
4
13 59 과(過)13
4
5 60 암10
3
14 61 멧
2
11 62 가(假)
3
12 63 날5
3
11 64 줄11
3
11 65 단(短)21
3
6 66 백(白)10
3
6 67 강(强)21
3
3 68 가랑
3
3 69 들이3
3
3 70 수32/숫3
3
3 71 민5
3
3 72 미(未)
2
610 73 처5
2
151 74 막7
1
3 75 연(軟)23
2
46 76 건(乾)12
2
16 77 억
2
12 78 메14
2
9 79 부(不)20
2
6 80 맹(猛)5
2
5 81 급(急)5
2
4 82 미(未)
2
4 83 구(舊)24
2
3 84 중(重)

Type Token
2
3
2
2
2
2
2
2
2
2
1
102
1
30
1
20
1
14
1
9
1
9
1
8
1
7
1
7
1
6
1
5
1
3
1
3
1
3
1
3
1
2
1
2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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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사용한 접두사의 수는 84개이고.
Type 개체 수는 총 252이며, Token 개체 수는 2,945이다. Token 개체 수란 동일한
어형(Word form)을 모두 센 개체 수를 의미하며, 동일 어형이 1번 이상 출현할 때마
다 그것을 모두 셈하는 방법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총어수(Running words)’라고 부
를 수 있다. 반면에 동일한 단어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 그 단어를 반복해서 세
지 않고 이를 하나로 계산하는 경우를 ‘타입(Type: 유형)’이라 부르며 이 전체의 수
를 Type 개체 수라 정의한다. 예컨대 ‘통닭’이라는 단어가 말뭉치에서 10번이 나타났
다면 Token 개체 수는 10이지만 Type 개체 수는 1로 계산된다. 교육용 어휘를 154
개 중 실제 표본 내 초등학생 6학년 학생들에게 사용된 접두사의 수가 84개이므로
접두사 사용 비율은 55.4%에 해당한다(사용되지 않은 접두사는 후술 참고). 한편 평
균 Type 개체 수(252/84=3개)보다 높은 접두사는 (7)과 같다.
(7) 한13(27)> 뒤3(17)> 대(大)17(11)> 제(第)21(10), 여(女)26(10)> 왕(王)6(9), 웃62(9)> 떠
(8)> 나(아)(7), 외(外)8(7), 참11(7)> 되6(6), 반(半)12(6)> 헛2(5), 친(親)3(5), 불
(不)15(5)> 정(正)(4), 재(再)17(4), 무(無)11(4), 맞1(4)> 호(胡)18(3), 통18(3), 맨5(3), 군
10(3), 양(洋)27(3), 덧4(3), 신(新)15(3), 고(高)28(3), 초(超)22,(3), 초(初)(3), 알2(3), 생
(生)6(3)

위 (7)에 대하여 접두사의 의미와 Type 유형을 고려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두사 ‘한13-’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면 ‘큰’(‘한걱정, 한길, 한시름’의 ‘한’),
‘정확한’ 또는 ‘한창인’(‘한가운데, 한겨울, 한낮, 한밤중, 한복판, 한잠’의 ‘한’), ‘같은’
(‘한패, 한마을, 한집안’의 ‘한’)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동음이의어로 ‘한14-’(‘바깥’이
나, ‘끼니때 밖’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음식, 한저녁, 한점심)가 있는데 이도 표준국
어대사전에서 접두사로 처리되어 있지만 이러한 뜻을 가진 접두사가 활용된 예는 표
본 내 초등학교 6학년 일기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13-’은 주로 명사 어기와 결합
하며, 어기가 고유어냐 한자어이냐 라는 형태적 제약은 갖지 않으나, 표본 내 초등학
교 6학년 말뭉치에서는 ‘한민족, 한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고유어 어기와 결합한 단어
들이 출현하였다.
(8) 한가운데(1), 한가위(3), 한걸음(1), 한겨울(2), 한구석(1), 한끝(1), 한낮(2), 한눈(1), 한동
안(2), 한때(9), 한뜻(1), 한마디(33), 한마음(1), 한말(3), 한밤(2), 한밤중(1), 한순간(3), 한
숨(1), 한여름(2), 한입(4), 한자리(1), 한저녁(1), 한줄기(1), 한쪽(11), 한참(45), 한편(23),
한민족(1).

둘째, 접두사 ‘뒤03-’는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몹시, 마구, 온통’(‘뒤꼬다, 뒤끓다,
뒤덮다’의 ‘뒤’) 그리고 ‘반대로’ 또는 ‘뒤집어’(‘뒤바꾸다, 뒤받다, 뒤엎다’의 ‘뒤’)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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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한다. 표본 내 6학년의 일기문에서 나타난 ‘뒤03-’ 결합 어기범주는 ‘동사 어기
(덮다, 떨어지다, 엎다 등), 불구 어기(뒤뚱, 뒤적, 뒤죽 등) 또는 명사(통수14))’이다.
(9) 가. 뒤덮다(1), 뒤떨어지다(1), 뒤엎다(1), 뒤집어지다(1), 뒤늦다(2), 뒤따라가다(2), 뒤바뀌
다(2), 뒤집다(13, 뒤집개(2)포함), 뒤지다(8), 뒤돌다(6), 뒤처지다(8),
나. 뒤치락엎치락(1), 뒤뚱(2)(뒤뚱거리다(1), 뒤뚱뒤뚱(1)), 뒤적-(3)(뒤적거리다(1), 뒤적뒤
적(2)), 뒤죽박죽(2),
다. 뒤통수(3)

셋째, ‘대18-’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큰, 위대한, 훌륭한, 범위가 넓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대가족, 대선배, 대성공’의 ‘대’)로 등재되어 있는데, 대개 명사 어기가 한자어
계통으로, 일기문에서는 모두 한자어 어기만 결합한 예만 나온다.
(10) 대공원(43), 대문자(2), 대법원(1), 대부분(23), 대작전(1), 대장군(1), 대장정(2), 대주주(1),
대청소(7), 대학교(8), 대학살(2)

넷째, ‘제(第)21-’는 한자어 수사 앞에 붙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
는 접두사(제일, 제이, 제삼)이다15). 그런데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 ‘제-’를
활용한 단어에는 ‘제일(184)’이 가장 많지만, 차례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라 강
조의 뜻(‘여럿 가운데 가장’)을 나타내는 부사적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다(Token 184
개체 수). ‘여럿 가운데 첫째인 것’의 의미로는 ‘제일’ 보다는 ‘제-’와 아라비아 숫자로
결합한 ‘제1’로 나타난다. ‘제이’ 이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형식들도 마찬가지이다.
(11) 가. ‘제 16회 창작동요제’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흐렸던 어제완 달리 맑고 따스한 오
후…생략….
나. 오늘은 ‘제 21회 건강 글짓기 대회’ 가 있는 날이다.
다. 또 ‘제 38회’ 소년한국일보 미술 대회 에서 은상 탄것 도 들 수 있다.
라. 용의자 이 앞집 패거리 ○그앞집 남매 ○‘제 3의 인물’ 난 내 자전거를 꼭 다시 찾
고 싶다.
마. 덕수궁은 조선 ‘제 9대왕’ 성종의 형님인 월산대군의 사저였으나 임진왜란이 일어
난 다음해인 1593년부터…생략….
14) ‘뒤통수’의 경우 ‘앞통수’와 비교하여 ‘통수’가 분석되므로 여기에서 명사 어기로 설정하였
다.
15) 조창규(2007)에서는 ‘제(祭)’를 표준국어대사전의 21로 보고 있으나, 21은 ‘제사’ 또는 ‘축
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접두사 ‘第’에 해당되는 예는 22이다. 第는 (대다수 한자어 수
사 앞에 붙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第에 대한 예로 ‘제일/제이/제삼’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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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제-’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어기가 숫자가 오든 한글이 오든 붙여 써야 하지만,
(11)과 같이 ‘제’와 분리되어 사용된 예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12)와 같이 ‘제-’가 아
라비아 숫자와 붙어 사용된 경우도 있다.
(12) 가. 만약 이런 증세를 느끼게 되면 자신이 판단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극복해 나
가는 것이 좋다.
나. 전세계에거 또한번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다. 화장실하는데 사소한일로 싸우게되었다 그때 ‘제3자’가 기여들어 더 엉켰다.
라. ‘제5원소’ 와드래곤볼,슈퍼마리오.
마. ‘제6회’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행사 마지막 날인…생략….

하지만 ‘제-’와 결합된 예보다 그렇지 않은 분포가 약 2:1정도로 더 넓게 나타난다.
이는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제-’가 ‘접두사’가 아니라 다른 범주 예컨대
관형어 또는 의존 명사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아울러 표본 내 6학년
일기문에서 ‘제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는 출현 빈도가 매우 낮게(제2(5), 제3(6), 제
5(1), 제9(1), 제6(1), 제16(2), 제21(1), 제28(1), 제76(1)) 나타났다. 강조를 나타내는
‘제일’이 일기문에 많이 나타난 이유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강조하고자 하는 일
기문의 특성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는 ‘진짜(Token 개체 수: 139), 정말(Token 개
체 수: 888)’과 같은 강조의 표현도 많이 출현한 이유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13) 가. 그리고 엄마의 도시락은 제일 맛있었고 시장에왔을때아빠가…생략….
나. 그래서 줄넘기를 재미있게 하였는데 특히초비가 제일 웃겼다.
다.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경기는 배드민턴 아니다 수영아니다 축구가 그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다.
(14) 가. 그리고 서윤희가 나보고 바보라고 막야골렸는데 그ㅤㄸㅒㅤ 윤희를 진짜 시컨때리
고 싶고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 하였다.
나. 그리고 삼촌집에 왔는데 레또 짜장이 있어서 삼촌이 해줘서 먹었는데 찐짜 진짜
맛있었다.
다. 삼촌이 어렸을때 사진을 보았는데 진짜 모습이 달랐다.
(15) 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 홈키,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엔드, 등등을 배웠고 컴퓨터는 정말 천재라는 것을
알았고…생략….
다. 그리고 이제는우리 조 모둠이 정말 싥어졌다.

다섯째, Type 개체 수가 9인 접두사 ‘여(女2)-’는 ‘여자’(‘여배우, 여의사, 여학교’의
‘여’)의 뜻을 갖는 접두사이다. ‘여-’의 어기가 한자어(동생, 학교, 학생, 직원, 전도회,
중학교, 신, 왕)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 데, 초등학생 6학년들의 일기문에도 역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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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 어기가 붙은 단어들이 대부분 나타났다.
(16) 여동생(1), 여학교(1), 여학생(1), 여직원(7), 여전도회(1), 여중학교(1), 여고(2), 여신(5),
여왕(3) .

여섯째, 접두사 ‘우-/위-’(‘웃거름, 웃국, 웃돈, 웃어른’의 ‘-위’).는 ‘위’의 뜻을 더한
다. 이 접두사는 ‘아래’와 ‘위’의 대립이 있는 명사 앞에는 ‘윗’을 쓰는 변이형태 조건
(‘윗니’, ‘윗도리’, ‘윗목’)이 있고 일기문에 나타난 예를 보면 이러한 대립적 관계를 잘
충족시킨다(윗층↔아래층, 윗옷↔아래옷, 윗줄↔아랫줄, 윗도리↔아랫도리 등) 다만,
‘윗조끼’는 ‘아래조끼’와 같이 대립되는 형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가 아닌 ‘윗’로
쓴 예도 보인다. 아울러 ‘우-/위-’는 어기가 고유어이냐 한자어이냐 하는 제약은 없으
나, 표본 내 6학년 학생들은 ‘우-/위-’에 대부분 고유어 어기를 결합시켰다.
(17) 윗층(1), 윗옷(2), 윗줄(1), 윗몸(3), 윗도리(1), 윗접시(1), 윗조끼(1), 웃옷(1), 웃어른(1)

일곱째, 접두사 ‘왕(王)6-’은 동식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보다 큰 종류’(‘왕개
미, 왕게, 왕느릅나무, 왕모시풀’의 ‘왕’)의 뜻을 더하거나, ‘매우 크고 굵은’(‘왕겨, 왕모
래, 왕소금, 왕자갈’의 ‘왕’), 또는 ‘매우 심한’(‘왕가뭄, 왕고집’의 ‘왕’)의 뜻을 첨가한
다. 초등학교 6학년 일기문에서 특이한 점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강조하여 나타
내는 어기(재수, 수다, 짜증 등)가 다수 등장한다는 것이다. ‘왕재수, 왕수다, 왕짜증’
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신조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왕-’은
동음이의어에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는 ‘왕7-’(왕고모, 왕고모부, 왕부모)
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예는 일기문에 ‘왕고모, ‘왕손’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18) 가. ‘왕6-’: 왕재수(2), 왕수다(1), 왕짜증(1), 왕창(4), 왕따(15), 왕뚜껑(1), 왕딱지(2)
나. ‘왕7-’: 왕고모(3), 왕손(1)

접두사 ‘왕-’을 활용한 단어 중 일부를 보이면 (19)와 같다.
(19) 가. 내용이엇떴게된냐면우리가생활하는곳에서 왕따를당하는사람이만다.
나. 정말 왕재수이다.
다. 가면서 경애와신혜와 왕수다를 떨어서 집사님 들께 혼이 나 기도 했지만…생략….
라. 으 - 왕짜증!
마 배가 고플 때 먹으니 왕뚜껑 하나를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었다.
바. 그리고 과자를 왕창 사다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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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Token 개체 수가 6인 접두사에 ‘외(外)8-, 되6-, 참11-, 반(半)12-’이 있다.
‘외(外)8’은 ‘모계 혈족’나, ‘바깥’(외배엽, 외분비, 외출혈).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데,
초등학교 일기문에는 ‘모계 혈족’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만이 출현하였다.
(20) 외삼촌(27), 외숙모(21), 외사촌(1), 외할아버지(11), 외할머니(50), 외손자(1)

접두사 ‘되-’는 ‘도로’(‘되찾다, 되팔다’의 ‘되’), ‘도리어 또는 반대로’(‘되잡다, 되잡히
다’의 ‘되’), ‘다시’(‘되살리다, 되새기다’의 ‘되’)의 의미를 더한다. 일기문에 나타난 ‘되
-’의 어기는 대부분 동사이다. ‘되풀이’가 명사인 것처럼 보이나, [되+[풀이]]가 아니라
[[되풀]+이]로 분석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어기는 동사 ‘풀-’이다.
(21) 되돌다(15)(되돌리다(1), 되돌아가다(2), 되돌아보다(6), 되돌아서다(1), 되돌아오다(4)),
되돌이키다(1)), 되받다(1), 되살리다(1), 되살다(4)(되살아나다(3), 되살리다(1)), 되새기
다(5), 되찾다(3), 되풀이(5).

아울러 일기문 말뭉치에 ‘되풀이’는 ‘하다’나 ‘되다’와 같은 동사들이 주로 결합한다.
(22) 가. 아껴쓰고 절약하자’란 말같이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나. 되풀이 또 되풀이 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하였다.
다. 이 모습도 역시 되풀이 되고 있다.
라. 주위 환경 모두가 되풀이 된다 해도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다르기만 하다.

접두사 ‘반(半)17’은 ‘절반 정도’(반팔/반자동)나 ‘거의 비슷한’의 뜻(반나체/반노예/
반죽음)을 나타내는 접두사16)인데 사용된 예는 아래와 같다.
(23) 반팔(13, 반팔티(1) 포함) 반말(2), 반바지(2), 반쪽(2), 반도체(3), 반올림(2)

‘반’이 비록 한자어 계통의 접두사이기는 하나 어기가 한자어가 와야 된다는 제약
은 없다. 하지만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의 일기문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어
기는 대개 고유어(팔, 말, 바지, 쪽, 올림)이다. ‘반팔티’는 ‘[팔+티]→[반+[팔티]]’ 보다
는 ‘[반+팔]→ [[반팔]+티]’로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어서(‘티가 반팔이다’, ‘*팔티
가 반이다’), 이도 역시 1차적으로는 고유어 어기가 결합된 예에 해당한다. ‘반-’의 동
음이의어로 ‘반15(反)’(‘반인력, 반작용, 반독재, 반체제’의 ‘반’)이 있지만 일기문에 나
16) 조창규(2007)에서는 ‘반(半)’을 12로 기술하고 있지만 반12는 盤(소반, 예반, 쟁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명사이다. 접두사 ‘반(半)’는 17에 해당한다. ‘반17(半)’은 ‘절반 정도’
나 ‘거의 비슷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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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다.
접두사 ‘참-’은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 ‘품질이 우수한’의 의미를 가지며, 이
에 해당하는 예는 아래와 같다.
(24) 참기름, 참뜻(1), 참맘(1), 참배(1), 참새(13), 참외(4)

아홉째, 이 밖에 평균 이상의 Type 사용률을 보이는 접두사 활용 단어의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5) 가. 헛2(5)-: 헛되다(8), 허탕(1), 헛고생(1), 허점(2), 헛수고(5)
나. 친(親)3(5)-: 친동생(2), 친삼촌(1), 친어머니(2), 친할머니(6), 친할아버지(2)
다. 불(不)15(5)-: 불가능(2), 불공평(2), 불성실(1), 불경기(1), 불효자(2), 불안정
라. 정(正)(4)-: 정말(888), 정반대(1), 정사각형(1), 정팔각형(1)
마. 재(再)17(4)-:재시험(3), 재투표(2), 재편성(1), 재활용(8)
바. 무(無)11(4)-: 무공해(1), 무관심(3), 무승부(8), 무작정(1)
사. 맞1(4)-: 맞대다(1), 맞서다(1), 맞먹다(2), 맞서다(1)
아. 호(胡)18(3)-: 호떡(4), 호주머니(2), 호박(8)
자. 통18(3)-: 통닭(10), 통돼지(1), 통조림(1)
차. 맨5(3)-: 맨발(1), 맨손(10), 맨몸뚱이(1)
카. 군10(3)-: 군것질(7), 군고구마(3), 군밤(1)
타. 양(洋)27(3)-: 양배추(2), 양파(7), 양동이(2)
파. 덧4(3)-: 덧니(2), 덧붙이다(2), 덧니(2)
하. 신(新)15(3)-: 신기록(1), 신세대(1), 신입생(4)
거. 고(高)28(3)-: 고품격(1), 고학년(1), 고혈압(1)
너. 초(超)22(3)-: 초능력(1), 초음속(1), 초음파(1)
더. 초(初)(3)-: 초저녁(1), 초여름(1), 초겨울(1)
러. 알2(3)-: 알통(1), 알거지(1), 알몸(1)

다음에 파생어가 나타난 접두사 목록 중에서 한자어 계 접두사는 총 51개이다(대
(大)17-, 제(第)21-, 여(女)26-, 왕(王)6-, 외(外)8-, 반(半)12-, 친(親)3-, 불(不)15-, 정
(正)-, 재(再)17-, 무(無)11-, 호(胡)18-, 양(洋)27-, 신(新)15-, 고(高)28-, 초(超)22-,-,
초(初)-, 생(生)6-, 내(來)-, 진(眞)34-, 냉(冷)2-, 공(空)17-, 저(低)11-, 직(直)-, 시
(媤)27-, 장(長)40-, 명(名)11-, 수(數)35-, 비(非)32-, 식(食)-, 금(今)-, 부(副)22-, 최
(最)3-, 과(過)13-, 가(假)-, 단(短)21-, 백(白)10-, 강(强)21-, 미(未)-, 연(軟)23-, 건
(乾)12-, 부(不)20-, 맹(猛)5-, 급(急)5-, 미(未)-, 구(舊)24-, 중(重)-). 반면에 고유어
계 접두사는 총 33(한13-, 뒤3-, 웃/윗62-, 되6-, 참11-, 헛2-, 통18-, 맨5-, 군10-, 덧
4-, 알2-, 찰3-, 개12-, 엿3-, 휘9-, 외동-, 치15-, 빗3-, 엇3-, 떠-, 막8-, 들8-, 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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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6-, 멧-, 날5-, 줄11-, 가랑-, 민5-, 처5-, 막7-, 억-, 메14-)이다. 그리고 한자어 계
Type 개체 수는 132이며 고유어 계 Type 개체 수는 675이다. 한자어 계통의 파생어
Type 개체 수가 고유어계보다 많음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자어계 보다는 고유어계 접두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 냄을 알 수 있
다. 더불어 대개의 한자어 계통 접두사는 명사 어기와 결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유어계 접두사는 동사와 결합하는 접두사 계열(‘되-, 엿3-, 휘9-, 치15-, 엇-’ 등)도
다수 존재한다.
한편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사용한 Token 개체 수는 2,935개인데 평
균 Token 개체 수(2,935/84=34.9)보다 높은 접두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6) 정(正)-(891)>내(來)-(610)>제(第)21-(203)>한13-(156)>진(眞)34-(151)>외(外)8-(111)>
떠-(102)>대(大)17-(91)>뒤3-(56).

그런데 위와 같은 접두사들의 Token 개체 수를 높이는 원인에는 ‘정말(888), 내일
(592), 제일(184), 진짜(139), 외할머니(50)’와 같이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 포함되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특징은 ‘자기의 느낌을 강조하는 단어(정말, 제일, 진
짜)’, ‘다음 날의 자신의 계획이나 다짐’과 연관된 단어(내일),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외할머니)들이다.
Type 개체 수가 높으면서도 Token 개체 수도 높은 접두사에는 ‘뒤3-, 대(大)17-,
외(外)8-, 한13-’가 있다. 이는 교수 학습 측면에서 중요한 단어에 해당한다. 그 이유
는 구조 중심의 어휘장 학습은 파생어를 분석하여 접두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반으
로 다른 단어를 확대 생성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부류의 단어들은 Type 개체
수가 많아서 분석될 확률과 생성될 확률이 높고, 또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어서
출현 확률(Token)도 높기 때문이다.
2. 접두 파생어 미출현 양상

이제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일기문에 나타나지 않은 접두사를 살펴보
겠다. 먼저 한자어 계의 접두사 측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괄호’ 속의 예들은 말
뭉치에 나타난 단어들이 아니라 그 의미 파지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과
김인균(2002)에서 나타난 자료이거나 필자가 만든 자료이다. 고유어 계도 마찬가지
이다.)
(27) 가. 초(超)22(초법률적이다, 초국가적이다, 초인류적이다),
나. 탈(脫)3(탈문법적이다, 탈현대적이다, 탈권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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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汎)8(범세계적이다, 범국가적이다, 범인류적이다)
라. 몰(沒)11(몰염치하다, 몰상식적이다, 몰인정하다)
(28) 가. 피(被)13(피압박, 피지배, 피보험), 다(多)(다목적, 다방면, 다용도), 역(逆)15(역이용,
역방향, 역수출, 역효과), 호(好)17(호감정, 호경기, 호시절), 요(要)19(요시찰, 요주
의), 유(有)21(유분수, 유의미, 유지각), 난(難)11(난공사, 난문제, 난문장), 원(元/
原)(원자재, 원저자, 원줄기),
나. 폐(廢)(폐건전지, 폐타이어), 재(在)18(재미, 재일, 재외), 선(先)18(선지급, 선배급, 선
선출), 담(淡)15(담녹색, 담청색, 담황색), 경(輕)26(경범죄, 경공업, 경금속), 주
(駐)33(주러시아, 주미, 주한), 정(正)(정일품, 정이품), 종(從)1(종일품, 종이품), 당
(堂)15(당고모, 당숙모, 당질부)
다. 잡(雜): 잡생각, 잡귀신, 잡상인 // 잡것, 잡놈
(29) 암(暗)(암거래, 암녹색, 암갈색), 이(異)(이민족, 이신앙), 모(母)(모선박, 모가계), 밀(密)
(밀거래, 밀반입), 차(次)(차세대, 차종가), 당(唐)(당피리, 당악기), 증(曾)(증손녀,
증손자), 평(平)(평사원, 평신도), 태(太)(태사자, 태황후)

앞서 살펴본 한자어 계통 접두사는 대개 ‘명사 어기’와 결합하여 명사 파생어를 만
들어내지만 (27)의 ‘초-, 탈-, 범-’를 보면 ‘형용사 어기’(‘-적이다’, ‘-하다-, ‘스럽다’와
결합하여 형용사 파생어를 만드는 것들에 해당한다. 또한 (28)과 같이 어기가 ‘명사’
라고 하더라도 그 ‘명사’가 초등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상생활 어휘가 아니라
추상적인 어휘이거나(28가), 학교 이외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어휘인 것들이 대부분
이다(28나). 따라서 해당 어휘에 대하여 이해하기는 하나(이해 어휘) 그것을 활발하게
사용하기는(사용 어휘) 어려운 단어들이다. 이는 빈도 순위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예컨대, ‘폐건전지’의 경우 빈도사전 순위를 보면 19,705이며, 어기인 ‘건전지’도
30,426의 수준으로 빈도가 낮은 어휘에 해당한다.
(28다)의 접두사 ‘잡-’은 한자어계 계통의 접두사이지만 어기가 한자어(생각, 귀신,
상인)뿐만 아니라 고유어(것, 놈)도 올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단어는 모두 빈도사전
에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역시 매우 어려운 단어에 해당한다.
(29)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두사로 처리되고 있지 않으나, 김흥규․강범모
(2000), 조창규(2007), 김인균(2002)에서는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는 예들이다. 이 예들
도 역시 파생어 측면에서 볼 때는 빈도가 낮다(암거래 28,090, 이민족 14,752 등).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에 나타나지 않는 고유어 계통 접두사에는 아래와 같은 것
들이 있다.
(30) 가. 부릅(부릅뜨다), 부여(부여잡다) 거머(거머잡다), 박15(박차다), 걷(걷묻다), 몰1017)
(몰밀다), 드2(드넓다)
17) ‘모두 한곳으로’ 또는 ‘모두 한곳에’(몰몰다, 몰밀다, 몰박다), ‘모두 한곳으로 몰린’(몰매,
몰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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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맹4(맹물), 해16(해콩), 돌5(돌미역), 악(악개구리), 똥(똥맷집), 홑218)(홑바지), 진3
219)(진국, 진분홍), 한1420)(한동자, 한음식), 쪽11(쪽담, 쪽박), 강20(강기침, 강호령)

위 (30가)는 어기가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인데, 접두사로 파생되는
단어의 수가 ‘몰-, 드-’를 제외하고는 매우 한정적이며, 파생어 빈도도 매우 낮다(부
릅뜨다:11,165, 부여잡다:16,966, 거머잡다:38,803 등). 어기 측면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
로 빈도가 높다(뜨다:1673, 잡다:202,)21).
(30나)는 접두사들이 명사 어기에 주로 결합하는 예로 역시 한정적인 쓰임을 가지
고 있으며 파생어 빈도도 낮은 것들이다. 다만 한자어 접두사와 달리 고유어 접두사
는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들
도 있어서(예컨대, 맹물, 해콩, 돌미역), 6학년 학생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연적
인 빈칸인지 아니면 이 시기의 발달 상의 문제인지를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다.

Ⅲ

. 결론

이 글은 초등학교 6학년의 일기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접두 파생어를 추출한 후,
표준국어대사전과 빈도 사전을 연결시키는 메타 계량적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6
학년 아동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접두 파생어의 사용 양상을 밝혔다. 1절에
서는 일기문 말뭉치가 아동들의 심리 발달적 측면과 사용 어휘 측면을 알아볼 수 있
는 좋은 자료이며, 접두 파생어에 대한 연구는 어휘 교육적 측면에서 구조군 연결망
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기존의 빈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
육용 학습 어휘 연구물들은 이해 어휘를 측정하는 데에만 사용되었을 뿐 사용 어휘
측정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일기문 말뭉치 분석은 사용 어휘 측면이 빈도
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더 나아가 기존 교육용 어휘 성과물 중 교사들이 어떠한 것
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가르쳐야하는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2절에서는 일기문 원시 말뭉치를 U-tagger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빈도 사전(조남
호 외:2002)과 연동하여 추출한 접두사를 살펴보았다.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접두사 사용 비율은 55.4%로 평균 Type
개체 수(252/84=3개)보다 높은 접두사에는 총 32개(‘한13(27), 뒤3(17), 대(大)17(11)
등)가 있다.
18) ‘한 겹으로 된’ 또는 ‘하나인, 혼자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홑바지, 홑옷, 홑이불, 홑몸)이
다.
19) 음식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진한’(진국, 진간장, 진보라, 진분홍)
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20) ‘바깥’(한데)나 ‘끼니때 밖’(한동자, 한음식, 한저녁, 한점심)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21) 제한된 어휘라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인 연결망을 확대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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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기문의 특성으로 인해 ‘진짜, 정말, 제일’과 같이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사용된 접두사 목록 중에서 고유어계 접두사보다는 한자어계 접두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자어 계통 접두사는 대체로 명사 어기와, 고유어계 접두사는
동사와 결합하는 예가 많다.
넷째,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사용한 Token 개체 수는 2,935개이며 평
균 Token 개체 수보다 높은 접두사는 10개로 ‘정(正)-, 내(來)-, 제(第)21-’ 등이 있
다.
다섯째, Token 개체 수를 높이는 원인은 ‘정말(888), 내일(592), 제일(184)’ 등과 같
은 파생어들이 집중되어 있다.
여섯째, Type 개체 수가 높으면서도 Token 개체 수도 높은 접두사에는 ‘뒤3-, 대
(大)17-, 외(外)8-’ 등이 있는데, 연결망을 구성하는 원소가 많다는 점에서 교수 학습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곱째, 나타나지 않은 접두사에는 한자어 계통 접두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
중을 차지하며, 형용사 어기나 동사 어기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의미적으로 볼 때
추상적이거나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어가 대부분이다.
여덟째, 표본 내 초등학교 6학년 말뭉치에 나타나지 않는 고유어 계통 접두사는
접두사로 파생되는 단어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며, 파생어 빈도도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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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접두사 목록과 사용 예

번호 접두사
1

한13

2

뒤3

3

대(大)17

4
5
6
7
8

제(第)21
여(女)26
웃/윗62
왕(王)6
외(外)8

9

되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참11
반(半)12
헛2
친(親)3
불(不)15
정(正)
재(再)17
무(無)11
맞1
호(胡)18
통18

목록
Type Token
한가운데(1), 한가위(3), 한걸음(1), 한겨울(2), 한구석(1),
한끝(1), 한낮(2), 한눈(1), 한동안(2), 한때(9), 한뜻(1),
한마디(33), 한마음(1), 한말(3), 한물(1), 한민족(1), 한밤 27 156
(2), 한밤중(1), 한순간(3), 한숨(1), 한여름(2), 한입(4), 한
자리(1), 한저녁(1), 한줄기(1), 한쪽(11), 한참(45), 한편
(23)
뒤집어지다(1), 뒤치락엎치락(1), 뒤떨어지다(1), 뒤엎다
(1), 뒤덮다(1), 뒤늦다(2), 뒤따라가다(2), 뒤바뀌다(2), 뒤
집다(11), 뒤지다(8), 뒤돌다(6), 뒤처지다(8), 뒤뚱(2)(뒤뚱 17 56
거리다(1), 뒤뚱뒤뚱(1)), 뒤적-(3)(뒤적거리다(1), 뒤적뒤
적(2)), 뒤죽박죽(2), 뒤통수(3), 뒤집개(2)
대공원(43), 대문자(2), 대법원(1), 대부분(23), 대작전(1),
대장군(1), 대장정(2), 대주주(1), 대청소(7), 대학교(8), 대 11 91
학살(2)
제일(184),제2(5),제3(6),제5(1),제9(1),제6(1),제16(2),제 10 203
21(1),제28(1),제76(1)
여동생(1),여학교(1),여학생(1),여직원(7),여전도회(1),여고
9 22
(2),여중학교(1),여신(5),여왕(3)
윗층(1), 윗옷(2), 윗줄(1), 윗몸(3), 윗도리(1), 윗접시(1),
9 12
윗조끼(1), 웃옷(1), 웃어른(1)
왕따(15), 왕재수(2), 왕수다(1), 왕짜증(1), 왕뚜껑(1), 왕
7 26
딱지(2), 왕창(4)
외삼촌(27), 외숙모(21), 외사촌(1), 외할아버지(11), 외할
6 111
머니(50), 외손자(1)
되돌다(15)(되돌리다(1), 되돌아가다(2), 되돌아보다(6), 되
돌아서다(1), 되돌아오다(4)), 되돌이키다(1)), 되받다(1),
6 34
되살리다(1), 되살다(4)(되살아나다(3), 되살리다(1)), 되새
기다(5), 되찾다(3), 되풀이(5)
참기름(4), 참뜻(1), 참맘(1), 참배(1), 참새(13), 참외(4)
6 24
반팔13(반팔티(1) 포함) 반말(2), 반바지(2), 반쪽(2), 반도
6 24
체(3), 반올림(2)
헛되다(8), 허탕(1), 헛고생(1), 허점(2), 헛수고(5)
5 17
친동생(2), 친삼촌(1), 친어머니(2), 친할머니(6), 친할아버
5 13
지(2)
불가능(2), 불공평(2), 불성실(1), 불경기(1), 불효자(2), 불
5
9
안정
정말(888), 정반대(1), 정사각형(1), 정팔각형(1)
4 891
재시험(3), 재투표(2), 재편성(1), 재활용(8)
4 14
무공해(1), 무관심(3), 무승부(8), 무작정(1)
4 13
맞대다(1), 맞서다(1), 맞먹다(2), 맞서다(1)
4
5
호떡(4), 호주머니(2), 호박(8)
3 14
통닭(10),통돼지(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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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접두사
맨5
군10
양(洋)27
덧4
신(新)15
고(高)28
초(超)22,
초(初)
알2
생(生)6
내(來)
진(眞)34
찰3
개12
냉(冷)2
공(空)17
엿3
휘9
외동
저(低)11
직(直)
시(媤)27
장(長)40
명(名)11
치15
수(數)35
빗3
엇3
비(非)32
떠
막8
들8
얄
식(食)
금(今)
쇠6
부(副)22
최(最)3
과(過)13
암10
멧
가(假)
날5
줄11
단(短)21
백(白)10
강(强)21
가랑
들이3
수32/숫3

목록
맨발(1), 맨손(10), 맨몸뚱이(1)
군것질(7), 군고구마(3), 군밤(1)
양동이(2), 양배추(2), 양파(7)
덧니(2), 덧붙이다(2), 덧니(2)
신기록(1), 신세대(1), 신입생(4)
고품격(1), 고학년(1), 고혈압(1)
초능력(1), 초음속(1), 초음파(1)
초저녁(1), 초여름(1), 초겨울(1)
알통1, 알거지1, 알몸 1
생머리(1),생방송(1),생이별(1)
내일(592), 내년(18)
진짜(139), 진달래(12)
찰흙(3)
개나리(45), 개떡(1)
냉면(15), 냉병(1)
공터(1),공짜(11)
엿보다(5),엿듣다(1)
휘두르다(3), 휘날리다(3)
외동딸(4), 외동(1)
저학년(3), 저기압(1)
직사각형(3), 직각(1)
시아버지(1), 시집(2)
장거리(2), 장기간(1)
명탐정(2), 명장면(1)
치밀다(2) 치솟다(1)
수십(1), 수천(1)
빗나가다(4), 빗대다(2)
엇갈리다(1), 엇비슷하다(1)
비양심적이다(1), 비상식이다(1)
떠들다(102)
막내(30)
들뜨다(20)
얄밉다(14)
식빵(9)
금주(9)
쇠고기(8)
부회장(7)
최우수(7)
과소비(6)
암코양이(5)
멧돼지(3)
가짜(3)
날벼락(3)
줄글(3)
단거리(2)
백사장(2)
강슛(2)
가랑잎
들이마시다(1)
숫놈(1)

Type Token
3 12
3 11
3 11
3
6
3
6
3
3
3
3
3
3
3
3
3
3
2 610
2 151
1
3
2 46
2 16
2 12
2
9
2
6
2
5
2
4
2
4
2
3
2
3
2
3
2
3
2
2
2
2
2
2
2
2
1 102
1 30
1 20
1 14
1
9
1
9
1
8
1
7
1
7
1
6
1
5
1
3
1
3
1
3
1
3
1
2
1
2
1
2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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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접두사
민5
미(未)
처5
막7
연(軟)23
건(乾)12
억
메14
부(不)20
맹(猛)5
급(急)5
미(未)
구(舊)24
중(重)

민갓머리(1)
미완성(1)
처지르다(1)
막춤(1),막국수(1)
연자주색(1), 연분홍(1)
건전지(2)
억세다(1)
메밀국수(1)
부자연스럽다(1)
맹공격하다(1)
급성장(1)
미완성(1)
구시대(1)
중환자실(1)

목록

Type Token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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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ocabulary teaching of Korean with the
respect of Using Vocabulary Approach
- in the focus of prefix derivatives which are extracted from diarial
corpus of the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

Kim, MyoungKwang(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general patterns of prefix derivatives which are
appeared to diarial corpus of the sixth grade with the process of computational
measure analysis(U-tagger Program) linked to Frequency Dictionary and Grand
Standard of Korean Dictionary. Diarial corpus is good material to clarify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vocabulary which can be used in writing and speaking
context. Prefix derivatives have a role of key words constructing interconnection
network.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ratio using the prefixes(84)
compared with the number of prefixes for education(154) is 55.4%, among which the
prefixes from Sino-Korean are more occupied than Pure-Korean Prefixes from
Sino-Korean prefer to combine to the base of noun, and Pure-Korean, verbs. The
number of Token units of prefix derivatives are 2,935. The reason that make them
high is due to the diarial style words of ‘jeong-mal(888), ne-il(592), je-il(184), etc.’.
The derivatives using prefixes of 'dui3-, dae17-, woi8, etc" are high amount with the
both respect of type numbers and token ones, which play a key role on
teaching-learning methods such as mind map of structural vocabulary network
because there are many units extending the network. The base attached to prefixes of
Sino-Korean which are not appeared in diarial corpus are mainly adjective and verbal
one. the meaning of them are mainly abstract attribute ones or ones unrelated to
school life. Prefixes of Sino-Korean which are not appeared in diarial corpus have a
low productivity, the constraint of them are very strict.
Key words: diarial corpus, computational measure analysis, U-tagger,
frequency dictionary, prefix, Sino-Korean, Pure Korean, vocabulary amount,
structural network, vocabulary which can be used in writing and speaking
contex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