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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TATION 
 Derivatives play an important part in expanding the Korean vocabulary of Uzbekistan leaners. Therefore, 

Korean language curriculums that are taught in Uzbekistan should systematically teach derivatives, an 

consequently,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ethods are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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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명사파생어는 명사접두파생어와 명사접미파생어로 나뉜다. 명사 

어기와 결합하는 접두사와 그 파생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접두사들은 사람의 자질을 지니는 명사 어근과 결합한다.  

가) 넛-: 넛손자, 넛할머니, 넛할아버지 

나) 맏-: 맏아들, 맏며느리 / 맏물  

다)  핫-: 핫아비, 핫어미 

라) 불-: 불깍쟁이, 불망나니 

마) 여-: 여비서, 여의사, 여학생 

바) 남-: 남학생, 남편, 남직원 

사) 외-: 외삼촌, 외숙모, 외할머니 

아) 친-: 친남매, 친부모, 친아들 

가)의 '넛-'은 '아버지의 외숙이나 외숙모의 자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다른 친족관계 어휘들과의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에 '맏-'은 

'서열상 첫째'라는 의미로 서열과 관계된 친족관계 어휘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또한 

사람의 자질이 아닌 '간, 물, 내'의 어근과 결합하는데 이떼에도 '첫째'의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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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핫-'은 '짝을 갖추고 있음'을, '여-'는 한자어로 '여자'의 뜻을 가지는 

접두사이다. 마찬가지로 '남-'도 한자어로 '남자, 남성'의 뜻을 지니는 접두사이다. 

'외-'는 '모계의 혈족 관계'를 나타내는 접두사인데 이는 친족 관계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은 '혈연관계로 맺어짐'을 표시하고 이와 결합하는 명사들은 

'외-'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 명사이다.  

다음의 접두사들은 자연 생물에 속하는 명사어기와 결합하는 것들과 무생물 

및 일부의 동물과 식물, 인간에 속하는 명사어근과의 결합하는 것들이다.  

가) 군-: 군소리 / 군일, 군식구 

나) 막-: 막국수 / 막소리 / 막차 

다) 메(멥)-: 메밀, 멥쌀 

라) 참-: 참께, 참새 / 참뜻 

마) 암-: 암꽃, 암닭, 암컷 

바) 수(숫)-: 수나무, 수탉 / 숫염소 

사) 둘-: 둘염소, 둘암닭 

아) 알-: 알밤/ 알부자 / 알뚝배기 

자) 외-: 외곬, 외상, 외출 

차) 홑-: 홑껍데기, 홑눈, 홑치마    

위의 예시들은 동물, 식물 등 이름을 명명하는 예시이다. 한국은 농경사회 

풍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접두사가 많다. '군-'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각각 '정도가 지나친, 쓸데없는', '가외로 더한' 또는 '덧붙은' 뜻을 

지니며, 결합하는 어기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아주 생산적인 접두사이다. '막-'은 

'거친 또는 품질이 낮은', '닥치는 대로', '마지막'을 의미이고, '메-'는 '끈기가 없고 

찰기도 없이'의 의미이다. '참-'은 '제대로 된' 또는 '충실한', '품질이 썩 우수한'의 

의미이다. '암-', '수(숫)-'는 여성, 남성의 특징을 제시한다. '둘-'은 '새끼나 알을 

낳지 못하는' 뜻의 의미이고, '알-'은 '겉을 덮어 싼 것이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 

'작은', '진짜 또는 알짜'라는 의미한다. '외-'와 '홑-'은 '혼자인, 하나인' 또는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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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 사물, 동물 등과 결합이 

가능하다.  

명사 접미파생어는 어근이 명사인 경우와 어근이 명사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근이 명사가 아닌 경우는 동사어근, 부사어근, 불완전어근 등이 

있으며 어근별로 그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어근 → 명사파생어 

가) –꾸러기: 걱정꾸러기, 욕심꾸러기, 장난꾸러기 

나) –꾼: 낚시꾼, 사냥꾼, 이야기꾼 

다) –동이(둥이): 막내둥이, 바람둥이 

라) –매: 몸매, 입매 

마) –새: 걸음새, 머리새, 모양새, 짜임새 

바) –쟁이: 멋쟁이, 겁쟁이, 고집쟁이 

사) –질: 가위질, 걸레질, 바느질 

아) –찌(지): 팔찌, 발찌, 가락지 

위의 접미사들은 어근의 의미를 제한할 뿐인데 어근의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으로 쓰이는 접미사이다. '-

꾼'은 '어떠한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동이(둥이)'는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매'는 

'생김새' 또는 '맵시'의 뜻을 의미하는 접미사인데 생산성이 낮은 편이라고 본다. '-

새'는 '됨됨이, 상태, 모양, 정도, 행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일반명사와의 결합은 

생산적인 접미사로 여겨진다. '-쟁이'는 명사 어근 아래 쓰여 '그 속성을 많이 

지니거나 그 명사 어근의 그 명사 어근의 행위를 잘하거나 하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접미사'로 역시 생산적인 접미사이다. '-질'은 주로 명사어근과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 주로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떠한 행위/그런 일, 그런 행위와 그것과 관련된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찌(지)'는 일부의 신체명사와 결합하여 '끼는 장식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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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접미사들은 주로 한자어 파생접미사로 구성된 접미사들이다.  

가) –가: 문학가, 예술가, 정치가 

나) –기: 기름기, 화장기 / 녹음기, 소화기 

다) –단: 기자단, 선수단, 축구단 

라) –별: 나이별, 수준별, 학교별 

마) –사: 변호사, 요리사, 미용사 

바) –원: 공무원, 연구원 / 대학원 

사) –자: 유전자 / 과학자, 노동자 

아) –증: 가려움증, 궁금증 

 

'-가'는 '그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분야에 뛰어나게 잘 하는 

사람'을 일으킨다. 접미사 '-사, -원, -자'는 한자어로서 어떠한 직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동사어근 → 명사파생어 

아래의 접미사들은 동사어근을 취해서 명사파생어의 형성을 보여 준다.  

가) –개(게): 날개, 지우개, 덮게 

나) –거리: 먹거리 

다) –기: 달리기, 듣기, 말하기, 보기, 살리기 

라) –(으)ㅁ: 가르침, 느낌, 이름, 볶음, 웃음 

마) –막: 오르막, 내리막 

바) –뱅이: 앉은뱅이 

사) –이: 걸이, 놀이, 설거지, 풀이 

 위의 접사들은 동사어근을 취하여 명사파생어를 형성하는 예시인데 이때의 

접미사들은 어근의 통사범주를 바꾸기도 한다. 동사어근에서 명사파생어를 

생성하는 접사 가운데 '-깽이, -막, -매, -뱅이, -어지, -에기, -저지' 등은 생산성이 

낮은 접사에 속한다. '-뱅이'의 의한 파생어 '앉은뱅이'는 동사어근 '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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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어미 '-은'을 붙인 형태로 엄격히 말하면 동사어근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한국어 파생어 중에 극소수이고 '용언의 관형사 + 접미사'로 정리된다.  

'-개(게)'와 '-기'는 동사어근과 결합하여 명사파생어를 만들어 내며 파생의 

분포가 아주 넓으므로 생성적인 접미사로 인정된다. 접미사  '–(으)ㅁ'은 동사어근과 

결합하여 행위명사, 사물명사, 목적명사로 각각 만들어지며 생산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접미사 '-이'도 동사어기에 붙어 명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접미사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어근 → 명사파생어 

가) –기: 굳기, 세기, 크기 

나) –다리: 늙다리, 작다리 

다) –동이 (둥이): 검둥이, 흰둥이 

라) –(으)ㅁ: 기쁨, 아픔, 슬픔 

마) –이: 길이, 넓이, 높이 

바) –정 (장/엉/ㅇ): 검정, 노랑1, 파랑2 

사) –챙이: 잔챙이 

위와 같이 접미사들은 형용사 어근을 취해서 명사파생어를 만들어 낸다. 이 

접사들은 형용사 어근의 통사범주를 바꾼다. '형용사+접미사' 형태의 명사 파생어를 

만들어 내는 예시는 많지 않지만 이 가운데는 '-지, -뱅이, -막, -보, -정이, -챙이' 

등 파생접미사의 예시가 자극히 적기 때문에 생산성을 잃은 접미사로 여긴다. '-기, 

-(으)ㅁ, -이' 접미사들은 형용사어근과의 결합은 비교적 생산적인 접미사로 할 수 

있다.  

부사어근 → 명사파생어 

가) –이: 개구리3, 뚱뚱이, 얼룩이 

                                                           
1
 노핳- +-앙 

2
 파랗-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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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쇠:덜렁쇠 

다) –부리: 딱뿌리 

라) –질: 딸꾹질, 해작질 

위의 접미사들은 부사어근을 취하여 명사파생어를 만들어 내는 예들이다. 

이는 주로 의성어, 의태어를 어근으로 취함을 알 수 있고 자립성을 띠는 부사가 

되므로 부사어근으로 분류하게 된다. 

불완전어근 → 명사파생어 

앞에 살펴본 네 가지의 명사 접미파생어 이외에 '불완전어근 + 접미사'의 

경우도 있다.  

가) –쟁이: 개구쟁이, 꼼꼼쟁이, 만만쟁이 

나) –질: 다툼질, 숨바꼭질 

다) –내기: 수월내기 

라) –아지: 미꾸라지4 

마) –이: 까불이, 멍청이, 얌전이 

위의 접사들은 불완전어근을 취하여 명사파생어를 형성한다. 이 중에 많은 

어근들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접미사와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 내는 기능으로 

불완전어근으로 해당한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우즈벡 학습자들의 어휘 학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돕기 위하여 어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파생어와 파생접사, 즉 

명사파생어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명사파생어는 우즈벡어 명사파생어와 같이 다른 

품사들에 비하면 넓게 쓰인다. 명사 접두사 중에서 '막-, 알-, 날-, 암-, 수 (숫)-, 

한-' 등이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명사파생접미사 중 '-꾼, -질, -쟁이, -개(게), -이, 

                                                                                                                                                                                     
3
 개굴 + -이 

4
 미꿀 +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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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등을 전형적이고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명사 접두파생어 

중 사람의 자질을 의미하는 어근과 결합하는 접사들이 대수이다. 이러한 접사 

중에서 '낫-, 맏-, 외-, 친-' 등은 친족 관계를 나타나는 명사를 파생한다. 명사 

접미파생접사 경우는 명사어근과 명사가 아닌 어근 (동사어근, 부사어근, 

불완전어근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생산한다. 명사어근과 결합하는 접미사 

가운데 '-꼬, -뜨기, -아리, -악서니, -짝, -지(찌), -팽이, -포' 등은 생산성이 높아 

많은 양의 단어를 만든다. 또한, 명사어근에 붙어 명사를 파생하는 접사 중 한자어 

파생접미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어 파생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 접미사 가운데 '-사, -인, -자, -원' 등은 어떠한 직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접사이고 생산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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