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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이 글에서는 형태론의 단위와 체계에 대하여 이숭녕(1956)과
허 웅(1975)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폈는데,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한국어 형태론에서 단어의 외연은 단어관의 차이나 통사 이론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그런데 이숭녕(1956)과 허 웅(1975)는 각각 종합적 체
계와 절충적 체계에 속하지만, 형태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단위는 동일하
다. 이숭녕(1956)에서는 어절과 동일시되는 단어이고, 허 웅(1975)에
서는 어절이다. 필자는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단어가 아니라, 어절로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절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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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녕(1956)에서는 굴절법이나 조어법의 어기로 ‘어간’을 설정했다. 그
러나 허 웅(1975)에서는 조어법의 어기는 ‘뿌리’(어근)으로 설정하고,
굴절법의 어기는 ‘뿌리*’(조어법으로 형성된 말)로 설정했다. 허 웅
(1975)에서는 ‘뿌리(*)’를 ‘줄기(어간)이라는 용어로 가리키기도 했다.
그리고 필자는 어절의 성분 구조를 형태소, 어절의 직접 성분, 단어라는
세 국면을 설정하고, 각 국면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달리 분석하고,
그 성분[범주]의 이름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주제어: 단어, 어절, 형태소, 어간, 어기, 어근, 접사, 굴절, 파생, 성분
구조, 계층적, 선조적

1.

들어가기
1.1. 지금까지 한국어 형태론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도 충분히 축
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생각으로는 형태론의 체계나 단위에 관
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형태론의 기본적 문제들
가. 형태론의 연구 대상
나. 굴절법과 조어법의 체계
다. 형태적 구성의 성분 구조
라. 융합 형식의 분석

(1가)의 문제는 형태론 연구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 있는 문제
로서, (1나-다)의 문제들은 (1가)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또 (1가)의
문제는 (1나-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확인해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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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논의의 편의상 형태론과 통사론의 연구 대상을 각각 ‘형태적 구
성’과 ‘통사적 구성’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형태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다면, 형태론의 단위 설정의 문제는 통사적 구성의 최소 단위인 ‘통사소’ 설정
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1라)의 문제는 (12나-다)의 문제와는
성질이 조금 다르지만, 역시 (1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
다.

1.2. 현재의 형태론 연구들에서 (1)의 문제들이 좀 더 정교한 형태로 정리
되고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통문법이나 구조문법에서 제기된 문제
점들의 많은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까닭 가운데 하나는 앞선 시기의 문법, 곧 전통문법이나
구조문법의 연구가 남긴 문제점들의 핵심을 재대로 정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
고, 그 결과 그들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여 극복하지도 계승하지도 못
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전통문법과 구조문법, 특히 이숭녕(1933, 1956, 1960)과 허 웅

(1963, 1975)의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어 형태론에서 제기되는 (1)의 문제들
을 그들은 어떻게 다루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 문제들
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거꾸로
현재의 형태론 연구의 성과를 비추어 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형태론의 연구 대상
2.1. 어절 또는 단어
2.2.1. 현재 한국어 형태론은 거의 형태론의 최대 단위를 단어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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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2)

형태론은 단어를 연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전통문법이나 구조문법, 변형문법에 이르기까지 단어가 어떤 언어
형식을 가리키는지 분명한 기준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어를 정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많은 문법들에서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정의된 개념에 의거해서 단어에 대응하는 언어 형식의 외연
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전통문법에서 현대의 문법에 이르
기까지 단어의 분류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3)

단어의 분류
꽃이

피었다

종합적 체계

꽃이

피었다

절충적 체계

꽃

이

피었다

분석적 체계(A)

꽃

이

피

었다

분석적 체계(B)

꽃

이

피

었

다

종합적 체계는 정렬모(1927-8, 1946), 이숭녕(1956) 등의 체계이고, 절충
적 체계는 최현배(1937)과 허 웅(1975)의 체계이며, 분석적 체계(A)는 김두
봉(1916), 김윤경(1948)의 체계이며, 분석적 체계(B)는 서정수(1975)의 체
계이다.

2.2.2. 이숭녕(1956)은 단어는 어절에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숭녕
(1956)의 형태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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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태론은 단어(=어절)을 연구하는 부문이다.

블룸필드(1933: 178)에서는 단어를 최소자립형식(=어절)로 정의했는데,
이숭녕(1956)의 단어의 정의는 이러한 구조문법의 정의와 일치한다.

(5)

단어는 더 작은 둘 이상의 자립형식으로는 구성되지 않은 자립 형식
이다. 간략히 말하면, 단어는 최소자립형식이다.

그러면 절충적 체계인 허 웅(1975)은 형태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허 웅

(1975)에서는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단어가 아니라 어절로 보았다.

(6)

형태론은 어절(≠단어)을 연구하는 부문이다. (허 웅

1975)

이를 보면, 허 웅(1975)의 형태론의 연구 대상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숭녕

(1956)과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둔다.

(7)

이숭녕(1956)과 허 웅(1975)의 형태론의 단위
꽃이

피었다

이숭녕(1956)

단어

단어

허 웅(1975)

어절

어절

이렇게 처리한 이숭녕(1956)과 허 웅(1975)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둘 다 ‘꽃이’와 ‘피었다’의 형태론의 단위로서의 구조적 동일성을 파악했으나,
이숭녕(1956)에서는 그러한 동일성을 단어란 용어로 지칭하였고, 허 웅

(1975)는 어절이란 용어로 지칭한 것이다. 그 결과 이숭녕(1956)과 허 웅
(1975)는 다른 단어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태론의 단위로서는 동일한 것을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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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단어의 분류에서 분석적 체계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형태론의
단위를 단어로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단어관에 따라 형태론
의 연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절(=최소자립형식)을
형태적 구성의 최대 단위로 설정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진다.
어절은 자립형식들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언어형식을 가리키는데,
어떤 문법 이론에서도 동일한 외연을 유지할 수 있는 용어이다. 구조 문법에
서는 형태론의 최대 단위이며 통사론의 최소 단위(통사소)는 단어인데, 단어
는 최소자립형식(=어절)로 정의된다. 또 변형문법에서 체언과 용언의 어간
이 굴절접사(조사,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중심어[핵] 이동의
결과로 파생되는 언어 형식에 대한 적절한 범주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사실 이 범주는 영어 문법에서는 단어이며, 이 글의 어절
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절은 학교 문법에서도 잘 정의되어 있는 용어
이기도 하다.
만일 어떤 단어관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형태론의 대상은 동일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1)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단어가 아니라, 어절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

2.2.3. 최형용(2013)에서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2)

이에 대하여 통사론의 연구 대상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사
론의 연구 대상은 통사적 구성이며, 통사적 구성은 문장과 절과 구이다. 어떤 통사 이론
에서도 연구 대상은 동일하다. 이 논문에서는 통사론의 연구 대상과 마찬가지로, 형태론
의 연구 대상을 학자들의 문법관의 차이와 무관하게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
하는 것이다.
익명의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시하였다. “형태론의 모형과 무관하게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른 체계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듯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상과 같은 어절의 지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어절을 형태적 구성의 최대 단위로 설정한다면, 형태
론 체계의 단순함과 효율성을 제공할 뿐만 하니라, 형태론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정확
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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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형용(2013)의 단어의 분류




음운적단어
단순어
파생어
합성어
단어어휘적단어
복합어통사적결합어
영파생어

내적파생어
문법적단어







위에서 음운적 단어는 종합적 체계의 단어(=어절), 어휘적 단어와 문법적
단어는 각각 분석적 체계의 몸씨(으뜸씨)와 토씨(조사와 어미)에 대응한다.
이들에 대한 간단한 예들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9)

최형용(2013)의 단어 분류의 예
꽃

이

어휘적

문법적

음운적

피

었다

어휘적

문법적

음운적

많이
어휘적
음운적

이를 단어와 굴절법과 조어법과의 관계를 최형용(2013)의 단어에 의거하
여 정리래 보면 다음과 같다. 굴절법은 음운적 단어의 구조에 관한 것이고,
조어법은 어휘적 단어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어휘적 단어와 문
법적 단어는 굴절법이 없다. 굴절접사가 결합하지 않는 관형사와 부사, 감탄
사는 음운적 단어이면서 동시에 어휘적 단어이다.
이상과 같은 최형용(2013)의 논의는 분석적 체계와 종합적 체계의 단어의
개념을 한 체계 안에 수용하고, 단어의 개념을 하위분류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분석적 체계와 단어의 개념과 종합적 체계의 단어의
개념이 양립하면서 생기는 혼란을 극복하는 한 방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렇지만 최형용(2013)의 논의는 ‘단어’라는 용어의 외연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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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형태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의 관계
2.2.1. 단어관의 논쟁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
는 문제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논의의 편의상 최형용(2013)의 단어의 개
념에 따라 대강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적 체계는 어휘적 단어와 문법적 단어를 둘 다 통사소(통사론의 최소
성분)으로 분석하였다. 종합적 체계는 어휘적 단어와 문법적 단어의 통합체
인 음운적 단어(=어절)를 통사소로 분석하였다. 절충적 체계는 통사소는 종
합적 체계와 동일하지만 단어의 분류는 통사소와 다른데, 용언은 음운적 단
어를 단어로 간주하고, 체언은 어휘적 단어와 문법적 단어를 각각 단어로 보
았다.3)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한국어 연구사에서 한국어 통사론은 어떤 언어 형식
을 통사소로 보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어휘주의와 비어휘주의 두 가지 문법
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통사론의 어휘주의와 비어휘주의
꽃이

피었다

어휘주의

꽃이

피었다

비어휘주의

꽃

이

피

었

다

어휘주의는 종합적 체계와 절충적 체계의 통사론으로서 대개 구조주의 문
법론의 분석 방식과 일치한다.4) 비어휘주의는 전통문법의 출발점에 선 주시
경(1910)에서 시작되었으나 구조문법의 연구에서 사라졌다가, 최근의 변형문
법에서 다시 논의된 방식이다.5) 여기서 통사론의 어휘주의와 비어휘주의의
체계의 일관성으로만 본다면, 절충적 체계는 분석적 체계나 종합적 체계에 비하여 일관
성이 모자란다고 할 수 있겠다.
4) 중심어 주도 구 구조 문법(HPSG)도 어휘주의에 바탕을 둔 문법 모형이다. 이 문법 모형
으로 한국어 문법론을 수립한 연구로는 김종복(2004), 서민정(2009) 등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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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각각 통사론의 종합적 체계와 분석적 체계라 할 만하다.
단어의 정의와 형태론의 단위 설정의 문제는 통사론의 통사소의 설정과도
관계가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하나는, 어떤 문법 모형에서든 간에, 형태
론의 단위와 통사소를 일 대 일로 대응시켜 파악하려는 관점이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형태론의 단
위 설정과 체계의 구축에 영향을 끼쳐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사론의 최소
단위(통사소)를 형태론의 단위인 단어로 정의할 때, 이러한 단어의 외연도
통사론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2.2.2. 사실 형태론의 단위나 체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통사론의 통사소를
설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형태론에서 어떤 단위를 설정하든지 간에
통사론은 통사론의 어떤 단위를 설정할 수 있고, 거꾸로 통사론에서 어떤 단
위를 설장하든지 간에 형태론은 형태론의 어떤 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만일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형태론과 통사론의 가능한 모형의 짝을 여
섯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

형태론과 통사론의 가능한 모형들
형태론
A

종합적

B
C

분석적

D
E
F

5)

절충적

통사론
어휘주의
비어휘주의
어휘주의
비어휘주의
어휘주의
비어휘주의

전통문법의 비어휘주의에서는 안맺음토(선머말이미)를 맺음토(어말어미)의 일부로 파
악했으나, 변형문법의 비어휘주의는 한 통사소로 분석하였다. 비어휘주의도 어떤 언어
형식을 어떤 성분 구조로 분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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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섯 가지 경우 가운데, 앞선 연구에서 실제로 등장한 모형은 A와 D, F
의 세 가지이다. 여기서 빠진 다른 세 가지를 포함시켜 형태론의 단위와 통사
론의 단위의 관계를 논의한다면, 형태론의 단위로서의 단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한층 복잡해 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벗어나려면, 형태론의 단위에 대한 논의는 첫째, 형태적
구성에 대한 성분 구조 분석의 단위는 통사적 구성에 대한 성분 구조 분석의
단위와 독립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둘째, 형태론의 모형들의 차이와도 무관
하게 단위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곧 어떤 형
태론과 통사론 모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형태론의 연구 대상인 단
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굴절법과 조어법의 체계

3.

3.1. 굴절법과 조어법의 어기
3.1.1. 이제 굴절법과 조어법으로 형성되는 언어형식의 어기의 범주에 대
하여 논의하기로 한다.6) 이 글에서는 일단 형태론의 최대 단위를 이숭녕

(19565, 1960)과 허 웅(1975)에 견해에 따라 어절(=단어)로 간주하기로 한
다. 그리고 이숭녕(19565, 1960)과 허 웅(1975)의 굴절법과 조어법의 어기에
관한 논의를 비교하기로 한다.

3.1.2. 이숭녕(1956, 1960)의 굴절법과 조어법의 어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숭녕(1956, 1960)에서는 굴절법인 체언과 용언의 어
절의 구조를 어간과 어미로 분석하였으며, 조어법에서도 어간이라는 단위를
설정하였다.7)
6)

7)

여기서 ‘어기’는 어떤 형태적 구성의 직접 성분 가운데 그 구성의 기저가 되는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숭녕(1956)과 이숭녕(1960)에서 굴절법과 조어법에 관한 논의의 부분을 목차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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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숭녕(1956, 1960)의 굴절법의 논의를 보기로 한다. 이숭녕(1956:

52-53, 1960: 55)의 ‘품사분류론’에서 보면, 체언과 용언에서 어휘적 형태소
로 구성된 부분을 ‘어간’이라 하였다. 그리고 체언의 격을 나타내는 굴절접사
를 ‘격어미’라 하고, 용언에 붙는 굴절접사를 ‘활용어미’라 하였다. 그리고 체
언의 어간에 격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격변화’라 하고, 용언의 어간에 활용어
미가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 하였다. 격변화와 활용은 각각 곡용법과 활용
법에 대응하는데, 이 둘을 묶는 용어는 없다.

(12)

이숭녕(1956,

의 굴절법의 체계

1960)

꽃+이
?

피+었다

어간+(격)어미

어간+(활용)어미

격변화

활용

다음에는 이숭녕(1956, 1960)의 조어법의 논의를 보기로 한다. 이숭녕

(1960)에서는 조어법에서도 어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숭녕(1960:
32)에서는 조어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3)

이숭녕(1960)의 조어법의 정의
새 어간을 형성함을 연구하는 학문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4)

① 어간(A)

검다”의 어간은 “검”

“

하면 다음과 같다.

이숭녕(1956)
제3편
형태

제1장 형태의 분석
제2장 품사분류론

이숭녕(1960)
제3편 조어
제4편 제1장 어간과 어미
형태
제2장 품사분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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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엉

-

② 어간(A)+접미사

=

검-

엉 → 거멍(C)

+ -

그리고 이숭녕(1960: 35)에서는 합성어8) ‘콧날’의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
이 분석하고 있다.
콧날’의 형성 과정

(15) ‘

① 어간(A) → 어간(A)
② 어간(A)

+

ㅅ”(X)

+ “

어간(B) → 어간(A)

+

접미사(X)

+

어간(B)

한편, 이숭녕(1956: 34-44)에서는 ‘아깝다, 아깝고’ 등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하고 있다.
아깝-다, 고, 며’의 분석

(16) ‘

용언

앆
어근

이, 압/아우
어간형성의 부분

어간

다, 고, 니, 는/ㄴ
어미

이러한 분석은 ‘아깝-’을 파생어로 분석한 것인데, 어간의 핵심 성분인 형
태를 어근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숭녕(1956)에서는 어간과 어근이 같은 경우
가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는 ‘물, 잡-’과 같이 어간이 어간 형성 부분이 없이
한 개의 어근으로만 구성된 경우이다. 이러한 어간과 어근의 용법은 이숭녕

(1933)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이숭녕의 논의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숭녕(1933, 1956, 1960)
은 어절의 성분 구조를 ‘어간 + 어미’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굴절법에 해당하
는 것이다. 조어법은 어간의 성분 구조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어간의 기저도

8)

이숭녕(1960:

의 용어로는 ‘복합어’이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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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이라 하고, 단순 형식인 어간9)은 어근이라 하였다.

3.1.3. 허 웅(1975)에서는 굴곡법과 조어법의 체계는 ‘뿌리’와 ‘가지’라는
형태소를 기준으로 세웠다. 굴절법은 뿌리에 굴곡의 가지(토씨, 씨끝)이 결합
하는 방법이며, 조어법은 뿌리에 가지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이라
고 정의하였다.10)

(17)

허 웅(1975)의 형태론의 체계
굴곡법
조어법

*

준굴곡법

뿌리 +토씨

순수 굴곡법

뿌리*+씨끝

파생법

뿌리+파생의 가지

합성법

뿌리+뿌리

그런데 이러한 허 웅(1975)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조
어법의 문제를 살피기로 한다. 조어법에서 ‘거짓-말, 나무-다리, 붙-잡-; 맨주먹, 덮-개; 잡-히-, 새-파랗-’ 등과 같이 두 개의 어휘적 형태소로 구성된
것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 개 이상의 어휘적 형
태소로 구성된 것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18)

거짓-말-투성이, 외-나무-다리, 붙-잡-히-

이러한 예들은 직접 성분으로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로 분
석된다.11)
9)

10)

11)

어절(단어)를 최소자립형식이라 정의하는 방식에 따른다면, 어근은 ‘최소 어간’이라고
도 할 수 있겠다.
허 웅(1975)에서는 ‘뿌리’와 ‘가지’는 어근과 접사에 대응하는 용어이고, ‘토씨’와 ‘씨끝’
은 조사와 어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거짓말투성이, 외나무다리’는 [거짓-[말-투성이]], [[외-나무]-다리]로 분석되지 않는다.
‘붙잡히-’는 [붙-[잡-히-]]로도 분석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준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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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거짓-말]-투성이], [외-[나무-다리]],

[[

붙-잡]-히-]

[[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14)의 ‘거짓말, 나무다리, 붙잡-’이 어근이 아니라,
어근과 어근의 통합체이거나 어근과 파생접사의 통합체라는 것이다. 이것들
은 단순형식이 아니라 복합형식이기 때문에, 단순형식(형태소)의 이름인 뿌
리라는 용어로 가리킬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세 개 이상의 어휘적 형태소로
구성된 성분이 복합형식인 어떤 (중간) 단위를 가리키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어법에서 사용한 ‘뿌리’의 용법 문제점은 굴절법에서도 이어진다. 굴절법
에서는 ‘뿌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법은 어절에서 굴절접사를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이 단순어뿐만 아니라 복합어를 포함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
이다. 그런데 이 용어도 기본적으로는 ‘뿌리’가 형태소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복합형식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들은 허 웅(1975)에서 사용된 ‘줄기’12)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허 웅(1975)에서 굴절법과 조어법의 체계 설정
에서는 ‘줄기’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용언을 기저로 하는 단어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때나, 용언의 활용을 설명할 때는 어절에서 씨끝을 제외한 부
분을 ‘줄기’라 하였다. 따라서 ‘줄기’란 용어를 용언의 굴절법이나 조어법의
체계 설정의 단위로 사용한다면, 용언의 형태론의 체계를 설명하는 데는 위
에서 제기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줄기’란 용어를 체언의 경우에
도 사용할 수 있다면,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이다.

3.2. 어절의 성분 구조
3.2.1. 앞에서 살핀 굴절법과 조어법에 관한 문제의 초점을 명확히 정리하

의는 최규수(2016)을 참고하시오.
줄기’는 어간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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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의 구조를 살피기로 한다.

(20)

암사자에게는, 붙잡혔다.

(20)의 성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21)

ㄱ. 형태소의 수와 종류
ㄴ. 어절의 수와 종류
ㄷ. 통사소의 수와 종류
ㄹ. 단어의 수와 종류

(21)의 질문에서,

ㄱ과 ㄴ의 질문은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어떤 문법 모형

을 선택하는가와 무관하게, 예컨대 다음과 같은 거의 동일한 대답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22)

형태소의 수와 종류
ㄱ. 암-사자-에게-는: 파생접사-어근-굴절접사-굴절접사
ㄴ. 붙-잡-히-었-다: 어근-어근-파생접사-굴절접사-굴절접사

(23)

어절의 수와 종류
ㄱ. 암사자에게는

1

개, 체언의 주격 형식(주어)

ㄴ. 붙잡히었다

1

개, 용언 ‘붙잡히-’의 [과거, 종결] 형식

형태소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형태소의 이름은 달리 불릴 수도 있겠지
만, 기본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13)
13)

물론 ‘암사자가 붙잡혔다’라는 예에 한정하여 논의할 때의 이야기다. 만일 어떤 형식이
다른 방식으로 분석될 수도 있는 어휘적 문법적 특징을 가진 언어 형식이라면 그 수와
종류에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달라짐은, 단어관의 차이나 통사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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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의

ㄷ과 ㄹ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문법 모

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곧 형태론에서는 분석적 체계와 종합적 체계,
절충적 체계에 따라 달라지며, 통사론에서는 어휘주의적 관점과 비어휘주의
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형태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단위는 통사소나 단어를 기준으로 설정
할 수 없으며, 형태소와 어절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숭녕(1956, 1960)에서는 단어를 어절과 일치하니 형태론의 대상을
단어로 정의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허 웅(1975)에서는 형태론의 연구 대상
이 되는 단위를 단어를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어절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보면, 어절은 형태론의 최대 단위이며, 형태소는 형태론의 최소 단
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절은 선조적으로는 형태소들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틀
림없지만, 계층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어절은 한 개 이상의 어휘적 형
태소로 구성된 부분과 한 개 이상의 문법적 형태소로 구성된 두 개의 직접
성분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23)

어절의 직접 성분
ㄱ. 암-사자-에게-는:

[[

파생접사-어근]-[굴절접사-굴절접사]]

ㄴ. 붙-잡-히-었-다:

[[

어근-어근-파생접사]- [굴절접사-굴절접사]]

이숭녕(1956, 1960)에서는 (23)에서 어휘적 형태소로 구성된 부분을 ‘어간’
이라 하고, 문법적 형태소인 굴절접사로 구성된 부분을 ‘어미’라 한 것이다.
곧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것이다.

(24)

이숭녕(1956,

의 어간과 어미의 예

1960)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데, 동일한 단어관이나 동일한 통사 이론에서도 기준에 따라
달리 분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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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암사자-에게는

[

어간-어미]

ㄴ. 붙잡히-었다

[

어간-어미]

이렇게 보면 이숭녕(1956, 1960)에서는 단어(=어절)의 성분 구조를 계층적
인 구조로 먼저 어간과 어미로 나누고, 다시 어간을 어근과 접미사(라는 형태
소)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산으로, 잡았다’와 같이 어간이 한
개의 어근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어간이 어근과 일치한다. 사실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절의 전체 체계에서 볼 때는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허 웅(1975)에서는 조어법의 체계에서는 ‘뿌리’와 ‘파생의 가지’라는 형태
소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두 개 이상의 어휘적 형태소로 구성된 복
합형식을 지칭하는데도 사용하였다. 그런데 특정한 용언 복합어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줄기’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굴절법에서는 ‘뿌리*’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2.2. 이제 이숭녕(1960)의 조어법 체계에 따라, 복합형식으로 된 어간의
성분 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붙잡히-’는 ‘붙잡-히-’로 분석할 수도 있고, ‘붙-잡히-’로 분석할 수도 있다.
‘붙잡-히-’로 분석하는 경우에, 그것의 형성 과정을 이숭녕(1960)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붙잡 [히]]로 분석하는 경우

(25) [[

① 어간(A)

“

붙다”의 어간은 “붙-”

② 어간(B)

“

잡다”의 어간은 “잡-”

③ 어간(A)+어간(B)= 붙④ 어간(C)
접미사

+

잡- → 붙잡-

(C)

붙잡다”의 어간은 “붙잡-”

“

히-”

“-

⑤ 어간(C)+접미사

=

붙잡-

히- → 붙잡히-(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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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성 과정을 직접 성분 구조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14)
어간(D)

(26)

어간(C)

파생접사

어간(A)

어간(B)

붙

잡

히

‘거짓말투성이, 돈벌이’도 동일한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분 구조로 표
시된다.
어간

(27)

어간
어간

어간

거짓

말

투성이

어간

(28)

어간

돈

14)

파생접사

어간
어간

파생접사

벌

이

이숭녕(1960)의 접미사를 파생접사로 고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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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녕(1956)에서 예롤 든 어간과 어근이 동일한 경우는 ‘산에’, ‘잡다’와
같이 어간이 한 개의 어근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그런 경우의 성분 구조는 다
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단어(=어절)

(29)

어간

어미

어근

에

산

그런데 이숭녕(12960)의 복합어의 형성 과정을 고려한다면, ‘돈벌이’의 ‘돈’
과 ‘벌-’도 본래는 한 개의 어근으로 된 어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
면, ‘돈벌이’의 성분 구조에서 어간과 어근을 동시에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도 있겠다.
어간

(30)

어간

어간
어간

어근

어근

돈

벌

파생접사
이

허 웅(1975)의 조어법 체계에서는 ‘돈벌이’와 ‘붙잡히-’는 다음과 같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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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구조로 분석된다.15)

(31)

ㄱ.

어근*

ㄴ.
어근*

어근
어근
돈

벌

어근*
어근*

어근

파생접사
이

어근
붙

잡

파생접사
히

그런데 이러한 분석에서 ‘벌이’와 ‘잡히-’는 복합형식인데도 단순형식(=형
태소)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용어 체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그런데 이숭녕(1960)에서는 복합어의 어기를 어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어간과 어근을 각각 복합어의 어기와 형
태소의 종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하여, 용어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서 복합어의 성분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

3.2.3. 이숭녕(1960)의 체계에 따르면, 용언과 체언은 다음과 같은 직접 성
분 구조로 분석된다.
단어(=어절)

(32)

어간

어미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어간과 어미의 통합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두기로 한다.
어근’은 허 웅(1975)의 용어로는 ‘뿌리’이다. 그렇지만 이숭녕(1956,
편의를 위하여 한자말로 표시하기로 한다.

15) ‘

과의 비교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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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간과 어미의 통합 관계
ㄱ. 어간의 종류에 따라 어간에 붙는 어미(굴절접사)의 종류가 다르
다.
ㄴ. 한 개의 어간에 한 개 이상의 어미(굴절접사)가 결합한다.

ㄱ

(33) 에 대하여, 이숭녕(196)에서는 체언에 붙는 굴절접사는 ‘격어미’, 용
언에 붙는 굴절접사는 ‘활용어미’라 하여 구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둘을
모두 ‘어미’라는 동일한 범주를 설정하여, 용언과 체언의 굴절법이 기본적으
로는 동일한 것임을 드러내었다.
허 웅(1975)에서는 용언과 체언(+조사)은 다음과 같은 직접 성분 구조로
분석된다.

(34)

ㄱ.

풀이씨

어근*

잡

ㄴ.

씨끝

고

임자씨(+토씨)
어근*

토씨

산

에서

여기서 ‘어근*’은 단순어의 어근과 조어법으로 만들어진 복합형식을 함께
표시하는 단위이다. 그런데 용언의 경우에는 만일 이 용어를 ‘줄기’(=어간)
라는 용어로 대치하면, 이숭녕(1960)의 분석과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체언의
경우에는 ‘줄기’라는 용어로 대치할 수 없다. 따라서 허 웅(1975)에서는 굴절
법의 체계만 보아서는, 용언과 체언의 굴절법이 구조적 동일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데 허 웅(1975)에서 토씨나 씨끝은 둘 다 굴절접
사이기 때문에, 형태소의 종류를 따져 본다면, 용언과 체언의 굴절법의 구조
적 동일성은 확인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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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태적 구성의 세 국면
3.3.1. 이제 이숭녕(1956, 1960)과 허 웅(1975)의 형태론의 체계를 용어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숭녕(1956, 1960)은 단어(=어절)의 직접
성분 구조(굴절법)를 ‘어간 + 어미’로 분석하고, 단어의 어기인 어간의 성분
구조(조어법)을 ‘어근/어간 + 파생접사’로 분석하였다. 허 웅(1975)은 형태
소를 ‘어근, 파생접사, 굴절접사’로 나누고, 그것들이 결합하여 복합형식을 형
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어근과 어근 또는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어근*’
을 형성하는 것(조어법)으로 보고, ‘어근*’에 굴절접사(토씨, 씨끝)이 결합하
여 ‘어절’을 형성하는 것(굴절법)으로 보았다. 허 웅(1975)의 ‘어근*’은 이숭
녕(1956, 1960)의 ‘어간’에 대응한다.
이제 이숭녕(1956, 1960)과 허 웅(1975)를 비교해 보면, 형태론의 최대 단
위(형태적 구성)를 각각 단어와 어절로 보았는데, 그 대상은 동일하다. 그런
데 그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종합적 체계와 절충적 체계라는 단어관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분석적 단어관을 보탠다면, 또 다른 차이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단어관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없애려면, 어절과 단어의 두 국
면을 분리하고, 형태적 구성을 ‘어절’로 고정하고, 단어는 단어대로 따로 규정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굴절법(과 조어법)의 어기가 복합형식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
근, 파생접사, 굴절접사’라는 단순형식(=형태소)의 종류와 구별하는 다른 충
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이숭녕(1960)에 따라서 ‘어간,
어미’라 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

형태적 구성의 세 국면
ㄱ. 형태소의 종류: 어근, 파생접사, 굴절접사
ㄴ. 어절의 직접 성분의 종류: 어간, 어미
ㄷ. 단어의 종류: 단어관에 따른 언어 형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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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라 ‘꽃을, 본다’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6)
꽃을 본다’의 분석

(36) ‘

꽃을

본다

형태소

어근, 굴절접사

어근, 굴절접사

어절의 직접 성분

어간, 어미

어간, 어미

분석적

명사, 조사

동사, 조사

종합적

명사

동사

절충적

명사, 조사

동사

단어

사실 형태적 구성의 세 국면은 다른 문법 현상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다른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예컨대, 어절을 어간과 어미
로 분석하는 것과 어미를 한 단어로 설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다
른 문제라는 것이다.

3.3.2. 위에서 ‘어간’과 ‘어미’라는 용어는 이숭녕(1960)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먼저 ‘어간’은 ‘단어의 어간’이다. 그런데 예컨대 절충적 체계에서는

‘꽃, -을, 본다’가 단어이기 때문에, ‘꽃, -을’에는 단어의 어간이라는 것을 설
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숭녕(1960)에서는 ‘단어=어절’이기 때문에, ‘어간’을

‘단어의 어간’이 아니라 ‘어절의 어간’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기
않는다.
한편 이숭녕(1960)에서는 ‘어간’은 조어법의 어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곧
조어법을 어간에 어간 형성의 부분(접미사)가 결합하여 새 어간을 만드는 법
이라 하였다.

‘어미’의 용법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숭녕(1960)에서는 어절의 직접 성분인
조사’는 고유어로 ‘토씨’라 한다. 그런데 분석적 체계에서는 체언에 붙는 토(굴절접사)
와 용언에 붙는 토를 묶어 ‘토씨’라 하였으나, 절충적 체계에서는 체언에 붙는 토만
토씨로 설정하였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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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를 형태소의 종류인 굴절접사를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데 굴절접사가 곧 어미가 되니까, 이 두 용어는 혼용하여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석적 체계나 절충적 체계에서 체언의 경우 굳이 어미
란 용어를 쓰기 싫다면, 굴절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굴
절접사는 형태소의 종류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어미는 어절의 직접 성분으로
서 어간에 대응하는 용어이므로, 어절의 직접 성분의 용어로서는 굴절접사보
다는 어미란 용어가 적합할 것이다.

5.

마무리
이 글에서는 형태론의 단위와 체계에 대하여 이숭녕(1956)과 허 웅(1975)

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폈는데,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먼저 한국어 형태론의 연구 대상인 단위에 대하여 단어관에 따라 살폈다.
한국어 형태론에서 단어의 외연은 단어관의 차이나 통사 이론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그런데 이숭녕(1956)과 허 웅(1975)는 각각 종합적 체계와 절충적
체계에 속하지만, 형태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단위는 동일하다. 이숭녕(1956)
에서는 단어가 연구 대상인데, 단어는 어절을 가리키는 것이다. 허 웅(1975)
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통합체는 두 개의 단어이지만, 형태론에서는 한 개의
어절로 보았다. 필자는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단어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어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절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살폈는데, 굴절법과 조어법의 어기는
이숭녕(1956)과 허 웅(1975)에서 차이가 있다. 이숭녕(1956)에서는 굴절법
이나 조어법의 어기로 ‘어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허 웅(1975)에서는 조어법
의 어기는 ‘뿌리’(어근)으로 설정하고, 굴절법의 어기는 ‘뿌리*’(조어법으로
형성된 말)로 설정했다. 그런데 조어법의 어근도 실제로는 ‘뿌리*’이다. 허 웅

(1975)에서는 ‘뿌리(*)’를 ‘줄기(어간)이라는 용어로 가리키기도 했다.
그리고 필자는 어절의 성분 구조를 형태소, 어절의 직접 성분, 단어라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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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을 설정하고, 각 국면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달리 분석하고, 그 성
분[범주]의 이름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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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rphological Unit and System
in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 On the Point of Lee sung-njeong and Heo-ung -

Choi Kyu-soo(Pusan National Univ.)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the unit and system of morphology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Lee Sung-nyeong (1956) and Heo ung (1975).
First of all, the study object of morphology are the same in Lee (1956) and Heo
(1975). In Lee (1956), the word is the study object, but the word is minimum free
form. In Heo (1975), the integrated body of noun and postposion is two words, but
in morphology, it is described as 'minimum free form.'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word inflection and word formation. Lee (1956)
has set up a stem as a term of word inflection and word formation, and called a
root if the stem is composed of a single stem. However, in Heo (1975), the term
of the word formation was set as 'root' and the term of word inflection was set as
'root*'.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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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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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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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the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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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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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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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can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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