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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은  국어에서 동사와 미사로 사용되는 ‘받-/-받-’을 통해 의미의 불분명한 

경계와 연속성을 고찰하는 데 목 이 있다. 사  처리와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동사

로 처리하기도 하고, 명사 뒤에 붙어 이를 서술어로 생시킨다고 보아 미사로 처리하

기도 하 다. 이들의 선행어는 부분 명사인데 이들은 서술성 명사와 비서술성 명사로 

나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의 용례를 통해 형태론  구성과 통사론  구성에 함께 쓰이는 

‘-받-/받-’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사와 미사로 통용되는 ‘받-/-받-’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선행 어근에 따라 그 용법이 조  달리 나타났다.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받-/-받

-’은 형태론  구성으로 사용되는 미사와 통사론  구성으로 사용되는 동사 모두로 

사용되며 이들의 용법을 연속 으로 악할 수 있었다. 반면에 비서술성 명사와 결합하

는 ‘-받-’이 형태론  구성인 미사로서의 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

주제어 : 불분명한 경계(fuzzy boundary) 용법(usage), 접미사(suffix), 동사(verb), 서술성 

명사(predicative noun), 범주 통용(categorial conversion), 형태론적 구성

(morphological construction), 통사론적 구성(syntactical construction)

 * 동국 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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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머리

이 은  국어에서 동사와 미사로 사용되는 ‘받-’과 ‘-받-’을 통해 

의미의 불분명한 경계와 연속성을 고찰하는 데 목 이 있다. 사  처리와 

선행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형태가 동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명사 뒤

에 붙어 이를 서술어로 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통사론  구성으

로 악할 것이냐 형태론  구성으로 악할 것이냐를 두고 국어학계에서 

오랫동안 쟁 이 되었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목정수 2007: 130-131). 

‘받-’과 ‘-받-’의 선행어는 부분 명사인데 이들 명사 에는 서술성 명사

와 비서술성 명사로 나  수 있다. 이들 명사는 동사의 목 어로 쓰이는 

경우와 형태론 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언어

에 따라 자를 통사론  구성으로 보아 동사로, 후자를 형태론  구성

으로 보아 미사로 볼 수 있다.

이 주제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  수 있

다. 먼  동사로만 처리한 견해는 김계곤(1969: 110)으로 조사를 매개로 하

여 분리될 수 있다는 을 들어 미사가 아닌 용언으로만 처리할 것을 

주장하 다. 다른 견해로는 동사와 더불어 미사로 처리한 견해인데, 최

배(1937/1994: 430), 고 근(1989: 502), 조용 (1996: 259)을 들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받-’과 ‘-받-’은 어근에 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

사로 처리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일반 인 용언과 같이 자립형식으로 간주

할 것을 주장하 다.

이 연구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균형말뭉치1)에서 ‘X받

다’로 쓰이는 형태론  구성과 ‘X{을/를} 받다’로 쓰이는 통사론  구성으

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으로 삼는다.

1) 2006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CD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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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존경받다

b. 존경을 받다

(1a)는 ‘-받다’가 어근에 직  결합하여 피동 형성의 미사로 사용되어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경우이고 (1b)는 ‘존경’이 동사 ‘받다’의 목 어로 사

용되었다(최 배 1937/1994: 430). 이 가 말뭉치 용례에서 ‘존경받다’는 

16회, ‘존경을 받다’는 74회 나타난다. 말뭉치의 횟수를 통해 언 들은 ‘받-’

과 ‘-받-’이 미사라기보다는 목 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더 많이 인

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말뭉치 용례를 통해 형태

론  구성과 통사론  구성으로 사용되는 ‘-받-’과 ‘받-’의 분포와 용법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  처리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받-’과 ‘-받-’에 해 논의하고 두 가지의 통용에 해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3장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나는 용례를 통해 ‘받-/-

받-’과 선행어의 결합 계를 통해 분포와 성격을 논의한다. 이를 토 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사  기술에 나타나는 불분명한 경계

사  표제어에 기술된 것을 보면 ≪우리말≫과 ≪조선말≫에서는 동사

로만 처리되어 있고, ≪표 ≫, ≪ 성≫, ≪연세≫, ≪민 ≫, ≪고 ≫2)

2) 이하 ≪우리말 큰사 ≫은 ≪우리말≫로, 성출 사 ≪국어 사 ≫은 ≪ 성≫으

로, ≪연세 한국어 사 ≫은 ≪연세≫로, ≪표  국어 사 ≫은 ≪표 ≫으로, 민

서림의≪국어 사 ≫은 ≪민 ≫으로, ≪조선말 사 (증보 )≫은 ≪조선말≫로, 

≪고려  한국어 사 ≫은 ≪고 ≫로 약칭한다. 아울러 다른 사 은 종이 사 을 

활용하 으나, ≪민 ≫은 한 과 컴퓨터사의 ‘  2007’ 로그램과 함께 들어있는 

‘한컴사 ’을 활용하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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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동사와 더불어 미사로도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동일한 형태가 

사  편찬자의 에 따라 달라진 부분인데 이 장에서는 사 에 기술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동사

먼  각 사 에서 동사로 처리된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동사 ‘받-’의 사  뜻풀이3)

≪ 성≫ ≪민 ≫ ≪표 ≫ ≪우리말≫ ≪연세≫ ≪조선말≫ ≪고 ≫

가지다 1 1 Ⅰ1 1 1ㄱ 1 2

거두다 1ㄴ 1ㄷ 2 6

잡다(공) 2 8 Ⅱ1 2 2 8 3

액체 3 7 3 3 9 11

책임아래 

두다(세 )
4 3 Ⅰ2 1ㄱ 1ㄴ

응하는 상태 5 1ㄷ 6ㄷ 5 5

찬성, 지지 3

따다( 수,학 ) 4 Ⅰ4 7(평가) 14

12:훈장

15: 수

25:학

화, 신호 6 Ⅱ4 7

맞다(손님,환자) 7 13 Ⅱ6 10 7 4 8

빛,열,바람 8 5 Ⅱ3 4 4 9

당하거나 입다 9 2 Ⅰ3 6 6ㄱ 12

1:공격

22: 향

23:은총

3) 각 사 에서 뜻풀이에 해당하는 번호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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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거나 겪다

(강의,교육)
6ㄴ 7

4:기별

19:교육

모으다/얻다

(정보)
12 10 24

상황이 자기에게 

미치다
Ⅱ2 5

13:벌

20:사형

응하다 Ⅱ5
6ㄹ( 결

,결정)
11(계획) 14:

총,칼 따 를 맞다 Ⅱ7 5 26

이어하다(가업) 12 9 6

뒤를 잇다(노래) 10 11 Ⅱ8 13 10 15 10

용납하다(응석) 11 12 13ㄱ 28

사들이다(물품) 12 6 Ⅰ5 11 8 17 29

사다(술) 13 14 Ⅱ11 14 17

출산을 돕다(아기) 14 1 Ⅱ9 9 13 13 27

씨를 받다 15 Ⅱ10 8 32

부딪치다(뿔,물체) 16 10 받다24)

들다 17

사진이 잘 나오다 18 18

들다(우산,양산) 19 9 14 11 18 16

날을 정하다 20 15 17 30

덧 어 

깁다(버선,신)
Ⅱ12 16 33

받들다/들어주다 16 31

물건을 괴다 15 19

의료 행 를 겪다 21

<표 1>은 사 에서 동사로 처리된 ‘받-’의 뜻풀이를 종합해 놓은 표이

4) ≪고 ≫에서는 표제어를 따로 설정하여 받다2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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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종의 사 에서 뜻풀이가 아주 다양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  ≪우리말≫과 ≪조선말≫은 사  표제어에서 ‘받-/-받-’을 ‘ 미

사’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의 뜻풀이에 미사의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사 에는 ‘ 미사’를 표제어

로 따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동사 항목에서 ‘ 미사’의 뜻으로 사용된 

의미를 함께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해서는 ‘3. 두 가지의 통용’에

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사 에서 표제어에 미사 항목이 

따로 설정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미사

사  표제어에 미사로 처리된 ‘받-’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a. �서술성을 가지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미사.≪표 ≫

   b. 일부 명사 아래에 붙어, ‘입다’, ‘당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 성≫

   c.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입다, 당하다’의 뜻을 나타냄.≪연세≫

   d. 명사 뒤에서 ‘입다·당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피동의 동사를 

만듦≫.≪민 ≫

   e. 일부 명사 아래에 붙어, ‘그로 인한 결과를 입다’ 는 ‘그러한 일을 

당하다’의 뜻을 더하는 동사를 만드는 말.≪고 ≫

(2)는 4종류의 사 에서 표제어에 미사 항목을 따로 설정해서 처리한 

뜻풀이이다. 선행어로서는 (2a)에서는 ‘서술성을 가지는 명사’로 표 을 했

고, 나머지 사 에서는 ‘일부 명사’ 혹은 ‘명사’로 표 을 했다. 그리고 의미

는 (2a)에서는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미사로, (2b-2d)에서

는 ‘입다, 당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 (2e)는 ‘그로 인한 결과를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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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일을 당하다’의 뜻을 더하는 동사를 만드는 말이라고 했다. 이들의 

뜻풀이에 사용된 단어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3) a. 강요받다, 버림받다.≪표 ≫

   b. 귀염받다, 버림받다, 받다, 주목받다.≪ 성≫

   c. 본받다, 버림받다, 열받다.≪연세≫

   d. 강요받다, 버림받다, 주목받다.≪민 ≫

   e. 강요받다, 고통받다, 버림받다, 향받다, 사랑받다, 혜택받다.

≪고 ≫

(3)에서 보는 것처럼 ‘버림받다’는 5종의 사  모두에 제시된 단어이고, 

‘강요받다, 주목받다’는 3종의 사 에서, ‘귀염받다, 받다, 본받다, 열받

다, 고통받다, 향받다, 사랑받다, 혜택받다’ 등은 1종의 사 에 나타난다.

3. 두 가지의 통용

이 에서는 형태론  구성과 통사론  구성으로 통용되는 ‘받-/-받-’

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  문에 사용된 (3)의 단어를 말뭉치 자료에

서 살펴보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X받다 X{을/를} 받다

버림- 6 22

강요- 34 1

주목- 95 99

- 28 109

본- 2 4

열- 1 16

<표 2> 말뭉치에 나타나는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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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88 48

향- 46 424

사랑- 76 200

혜택- - -

귀염- - -

(3)의 단어  <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혜택-, 귀염-’은 말뭉치 용례

에서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 단어는 용례가 나타난다. 이들은 사  문에

서 미사로 사용된 ‘X받다’는 형식으로 사용된 단어이지만 이를 통사  

구성으로 확장한 ‘X{을/를} 받다’는 형식으로 사용된 용례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4종의 사  모두에서 제시한 ‘버림받

다’는 실제 말뭉치에서 6회 사용되었지만 통사  구성인 ‘버림을 받다’는 

22회 사용되었다. ‘ 받다, 향받다, 사랑받다’의 경우도 ‘ 을 받다, 

향을 받다, 사랑을 받다’가 월등히 많은 용례로 사용되었다. ‘주목받다’의 

경우 ‘주목을 받다’와 거의 비슷한 용례로 사용이 되었다. 이처럼 사 에서 

‘ 미사’의 용례로 사용된 단어들 모두가 형태론  구성보다는 통사론  

구성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미사로 확

정하기는 어려운 듯해 보이는데 미사로 사용된 ‘버림받다’를 상으로 

격조사, 보조사, 부사를 삽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a. 나는 그녀에게서 버림을 받고 싶지 않다.

b. 나는 그녀에게서 버림{만/도/이야/은} 받고 싶지 않다.

c. 나는 그녀에게서 버림 {못/안} 받았다. / *{못/안} 버림받았다.

d. 는 그녀에게서 버림 받았니? , 받았어요.

(4ab)는 선행 어근 ‘버림’과 ‘받-’ 사이에 격조사, 보조사를 삽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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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별 문제 을 발견할 수 없다. 한 부정부사가 합성어 앞에 놓이면 

오히려 문장이 어색해지기는 하지만 (4c)에서는 부사의 삽입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은 체가 하나의 단어라면 설명하기가 어렵다5). 그리고 (4d)

에서 볼 수 있듯이 ‘받-’이 선행 의문문에 한 답으로 독립해서 사용될 

수 있다6). 이 상은 (4)의 ‘받-’이 하나의 독립 단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의미에서도 동사의 뜻풀이  하나인 ‘당하거나 입다’를 용시

켜도 별 무리가 없는데 이런 사실은 사 의 뜻풀이인 (5)에서도 나타난다.

(5) a.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상이 가하거나 행하는 작용이나 행동이나 

일을)당하거나 입다.≪ 성≫.

   b. 어떤 행동이나 작용의 향을 당하거나 입다≪민 ≫.

   c. 다른 사람이나 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 인 작용 따 를 당하거나 

입다≪표 ≫.

   d. 어떤 행동이나 시킴 는 끼침을 당하거나 입다≪우리말≫.

   e. 어떤 평가를 당하다≪우리말≫.

   f. 어떤 행동이나 작용의 향을 당하거나 입다≪연세≫.

(6) a. 버림을 받다, 총애를 받다, 은혜를 받다, 도움을 받다, 학 를 받다, 

놀림을 받다,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다, 어 시험에서 100 을 받다, 

손자에게 큰 을 받다

    b. 존경을 -/ 의를 -/ 귀염을 못-

    c. 막내로 집에서 귀염을 받다. 학교에서 벌을 받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다.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다. 독

재자에게 지배를 받다. 그런 싸움 뒤에 가해자가 되는 터 감 쪽이 

처벌을 받거나 퇴학을 당하는 일은 한 번도 본 이 없었던 것이다.

5) 심사과정에서 부정부사가 아닌 ‘완 히/반드시/매우’ 등의 부사가 ‘버림받았다’ 앞에 

올 수 있음을 지 해 주셨다.

6) 심사과정에서 이 문장이 용인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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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공격을-/ 벌을-/ 을-/ 명령을-/ 부탁을-/ 사랑을-/ 은혜를-/ 칭찬

을-/ 향을-

   e. 100 을 받은 학생. 최고 등 을-. 학 를-

   f. 문헌에 의하면 안성 유기는 신흥 유기의 향을 받았다고 한다. /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귀빈실이었다. / 나는 그 화를 보고 감병

을 받아 한동안 화 을 뜰 수 없었다.

(5)는 사 에 기술된 ‘동사’ 항목의 뜻풀이이고 (6)은 뜻풀이에 제시된 

문이다. (5)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 미사’ 뜻풀이인 ‘입다, 당하다’와 별

반 차이가 없다. (6)에서 보듯이 문에서도 ‘버림-, 존경-, 귀염-’ 등 미

사 뜻풀이에 사용된 단어가 그 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 사 에 기술된 내

용을 통해서는 동사 ‘받-’과 미사 ‘-받-’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

음 장에서는 말뭉치에서 ‘받-’과 ‘-받-’이 결합하는 선행어를 통해 이들의 

분포와 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선행어 결합을 통한 연속성

이 장에서는 말뭉치에서 ‘받-’과 ‘-받-’의 선행어로 나타나는 어근을 살

펴보기로 한다.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세종 균형말뭉치를 상으

로 잡이 로그램을 활용하여 형태소 ‘X받-’과 X을(를) 받-’ 구성을 추

출하 다.

서술성 명사는 범주상 명사이면서도 서술어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

는 것(남경완․유혜원, 2005:128)으로 그 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용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7) a. ‘하다’의 결합 가능성(서정수 1975, 조용  1996, 남경완․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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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b. 서술성 명사가 갖는 논항구조와 상  특성(이병규 2001, 이선웅 

2005)7).

   c. 복합서술어 형성(이호승 2008).

서술성 명사 별 방법으로 (7)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7c)는 서술

성 명사의 일차  단기 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앞의 기 을 용하고 

난 후 단이 애매한 상황에서 용할 수 있는 기 (이호승 2008: 

127-128)이라고 하 다. 이 논문의 연구 상은 말뭉치 자료에서 복합서술

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 기 은 이미 충족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면 (7ab) 두 기 이 남는데 이 논문에서는 서술성 명

사에 해 자세히 다루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기 에 의해 분

류하기로 한다8).

1. 선행어

추출한 말뭉치 자료를 정리한 목록에서 ‘받-’과 ‘-받’에 선행하는 X에 

해당하는 선행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서술성 

명사, 비서술성 명사의 세 항으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7) 이 기 을 용할 경우 명사는 [+논항, +상  특성]명사, [+논항, -상  특성]명사, 

[-논항, +상  특성]명사, [-논항, -상  특성]명사로 나  수 있다(이호승 2008: 

117쪽).

8) 이 게 할 경우 견해에 따라 서술성 명사의 기 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 

세 기 을 모두 용한다고 하더라도 서술성 명사의 정의에 해 논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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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술성 명사

말뭉치 자료에서 ‘받-/-받-’과 결합하는 명사를 상으로 추출한 목록

에서 ‘하다’가 결합할 수 있는 단어 목록은 다음 <표 3>과 같다.

빈도수 101 이상
교육, 사랑, 인정, 평가, 주목, 비난, 조사, 비 , 치료, , 고통, 충격, 우, 

지원, 선고, 훈련, 용서

빈도수 51-100

, 재 , 존경, 보호, 보장, 지배, 지지, 수술, 허가, 지 , 환 , 질문, 승인, 

보상, 허락, 부여, 자극, 취 , 구애, 지시, 연락, 제약, 공격, 출, 주, 칭찬, 

처벌, , 구원, 보고, 청, 부탁, 요구, 정, 도 , 심 , 공 , 신뢰, 오해

빈도수 

10-50

제공, 검사, 타격, 진단, 제한, 요청, 지도, 배정, 지탄, 의심, 명령, 추천, 수업, 

방해, 부축, 안내, 소개, 강요, 지 , 동의, 호평, 주문, 신청, 선물, 간섭, 로, 

천 , 발 , 선택, 인상, 제의 진찰, 통제, 수배, 임, 인사, 약속, 분양, 감동, 

서비스, 결, 인가, 칭송, 박수, 용, 피해, 발령, 침해, 탄압, 박해, 소외, 

유혹, 발부, 감사, 암시, 송, 모욕, 감시, 융자, 의뢰, 구박, 학 , 면제, 확인, 

수사, 통보, 핍박, 구제, 축복, 규제, 축복, 규제, 압박, 공인, 경고, 공천, 신고, 

침략, 신임, 분배, 억압, 추앙, 손상, 수, 조명, 청탁, 후원, 자백, 다짐, 멸시, 

이식, 수, 습격, 박, 고문, 차별, 권유, 상속, 송부, 냉 , 표창, 안, 조서, 

학습, 숭앙, 이해, 승낙, 원조, 정학, 질책, 결재, 보조, 항복, 검증, 배당, 교부, 

이송

빈도수 5-10

주의, 격려, 조, 검열, 푸 , 배치, 규탄, 사과, 찬양, 강의, 청, 통지, 상납, 

시, 제출, 지정, 수여, 하사, 할당, 결정, 방, 인 , 작용, 재수술, 배상, 

보답, 보증, 조롱, 배척, 수난, 지목, 결제, 배 , 송달, 인도, 고지, 기증, 보 , 

시인, 탁, 청부, 환불, 내사, 불신, 설움, 심문, 축하, 외면, 면허, 지명, 구속, 

우 , 찬, 내락, 제시, 주입, 고발, 단련, 사면, 상담, 재평가, 단, 환 , 

문책, 수 , 홀 , 유린, 조달, 헌납, 고무, 반환, 변제, 양도, 오인, 우송, 이양, 

이 , 인계, 증오, 할인

빈도수 3-4 

감화, 격찬, 권고, 부, 시 , 은총, 재 , 충동, 고난, 공 , 비방, 송 , 압제, 

구형, 배분, 교환, 상환, 선사, 치유, 허용, 공제, 교체, 낙 , 모독, 숭배, 약, 

유산, 추인, 통치, 할례, 할애, 교습, 구조, 담보, 당부, 보충, 부양, 선망, 시사, 

달, 존 , 통고, 호출, 규정, 낙찰, 여, 시험, 연기, 유 , 인수, 제수, 지불, 

책정, 처단, 구, 오, 흠모

<표 3> ‘받-/-받-’과 결합하는 명사  ‘하다’와 결합하는 명사

선행어로 나타나는 서술성 명사는 2가 혹은 3가9)의 서술성 명사(남경

9) 남경완․유혜원(2005: 142)에 따르면 서술성 명사를 서술어가 가질 수 있는 각 논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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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유혜원 2005: 142)이다. 체 서술성 명사  <표 3>에서는 2가와 3가

의 명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 으로 통사  구성에서 형태  

구성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목 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받-’

의 특성상 1가 서술성 명사는 나타날 수 없다10).

2) 비서술성 명사

말뭉치 자료에서 ‘받-/-받-’과 결합하는 단어 목록  ‘-하다’와 결합할 

수 없는 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향, 돈, 도움, 고통, 벌, 상처, 상, 감명, 피해, 도장, 씨, 세

(8)은 ‘-하다’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비서술성 명사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은 ‘받다’의 립어라 할 수 있는 ‘주다’와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2. 용법

이 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말뭉치 자료를 5단계로 나 어 제시하기로 

한다. 인지언어학 인 에서 언어의 쓰임은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

므로 ‘받-/-받-’의 쓰임 역시 연속 인 에서 악할 수 있다. 필자도 

이러한 을 취해 이 에서 ‘받-/-받-’의 용법도 연속 인 에서 

악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받-/-받-’의 용법을 <그림 1>과 같이 다섯 

개수에 따라 결합가를 설정하여 1가 서술성 명사, 2가 서술성 명사, 3가 서술성 명사, 

4가 서술성 명사로 나 었다. 

10) 조용 (1996: 259)에서도 {받다}는 서술성 명사가 결합하여 피동화 구성을 이룰 수 

있는 어휘항으로 다루며 자동사성 서술성 명사는 모두 {받다} 피동화가 불가능한 것

으로 보았다. 그래서 {받다} 피동화는 범주 제약으로 <타동사성> 서술성 명사만을 

취하는 것으로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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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나 어 악하기로 한다11).

미사 동사

① ② ③ ④ ⑤

<그림 1: ‘받-/-받-’의 연속성>

<그림 1>에서 ①은 미사로서의 쓰임을 나타내고, ③은 미사와 동사

의 간 단계로 쓰이고, ⑤는 동사로서의 용법을 나타낸다. 먼  ①에 해당

하는 단어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미사 용법

미사 {-받-}은 동사 ‘받다’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피동화 미사라고 

지 되어 왔다. 

(9) a. 부여(67:0), 상속(13:0), 지 (35:0), 발 (33:0), 발부(23:0), 수

(14:0), 이해(12:0), 망(10:0), 수여(9:0), 하사(9:0), 할당(9:0), 기

증(8:0), 보 (8:0), 시인(8:0), 탁(8:0), 청부(8:0), 환불(8:0)

   b. 강요(34:1), 소외(24:1), 고지(7:1)

   c. 공 (49:3), 면제(18:3), 확인(19:2), 공인(16:3), 멸시(11:3), 이식

(12:2), 숭앙(10:2)

(9a)12)는 형태론  구성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의 이고, (9b-c)는 형태

론  구성으로는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통사론  구성으로는 (9b)는 1회만 

11) 다섯 단계로 나 는 것은 인 인 나눔이다. 연속 으로 악하기 하여 단계 으

로 나 어 설명할 뿐이다. 

12) 호안의 숫자는 말뭉치에 나타나는 ‘형태론  구성 : 통사론  구성’의 용례 횟수임. 

이하 문에서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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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9c)는 3회 이하로 나타나는 이다. 그러므로 (9)은 체로 ‘받

-/-받-’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

들  ‘소외, 망’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 모두 ‘-하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이들과 결합한 ‘-하다’는 심재기(2000: 362)에 따르면 선행 명사가 지닌 의

미를 그 로 복사투 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받-/-받-’ 역시 선행어와 결

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기능을 하므로 미사로 보인다. ‘받-/-받-’이 미

사인지 검증해 보기 해 최 배(1937/1994: 429)에서 ‘받-/-받-’과 비슷

한 용법으로 논의되는 ‘-되-’를  용례에 결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10) 부여되다, 강요되다, 공 되다, 지 되다, 발 되다, 소외되다, 발부

되다, 면제되다, 확인되다, 공인되다, 멸시되다, 이식되다, 수되다, 

상속되다, 숭앙되다, 이해되다, 망되다, 수여되다, 하사되다, 할당

되다, 고지되다, 기증되다, 보 되다, 시인되다, 탁되다, 청부되다, 

환불되다

(10)에서 부분의 결합 계는 자연스럽다. 물론 ‘-받다’가 결합한 것과 

의미가 같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면에서 선행

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역할을 하는 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미사 동사

선행어근 ① ② ③ ④ ⑤

비서술성

명사

서술성

명사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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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말뭉치 용례에서 형태론  구성과 결합하는 

‘받-/-받-’의 선행 어근으로는 서술성 명사만 나타났다. 즉, 형태론  구성

의 일부로 ‘받-/-받-’에 결합하는 비서술성 명사는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

다. 이는 ‘받-/-받-’이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여 형태론  구성의 일부로 기

능하는 미사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2) 미사에 가까운 용법

다음으로 <그림 1>에서 ②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에 사용된 단어  ‘받-/-받-’에 선행하는 명사는 비서술성 명사와 서

술성 명사 모두 나타난다. 먼  비서술 명사와 ‘받다’가 결합한 용례는 다음

과 같다.

(11) a. 상처, 고통

a' 상처주다 : 상처를 주다, 고통주다 : 고통을 주다

(11a)에서 ‘상처받다’로 사용된 용례는 65회, ‘상처를 받다’로 사용된 용

례는 30회 으며, ‘고통받다’로는 88회, ‘고통을 받다’로는 48회 사용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여서 사용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

고 해서 여기에 쓰인 ‘받다’를 미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실은 (11a)에

서 사용된 동사 ‘받다’의 립어를 결합시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11a)

에 ‘받다’ 신 ‘주다’를 결합시키면 (11a')가 된다. (11a')에서 ‘상처를 주

다’와 ‘고통을 주다’가 어든 ‘상처주다’나 ‘고통주다’도 별 무리없이 사용

되는데, 여기서의 ‘주다’를 미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1a)의 ‘받다’는 기본 으로 동사로 통사론  구성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구성이 형태론  구성으로도 사용된 것이다.

다음으로 서술성 명사와 결합한 ‘받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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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인정받다

b. 인정을 받다

(12)은 ‘인정’과 결합한 ‘받다’이다. (12a)처럼 사용된 용례는 말뭉치에서 

197회 나타났으며 (12a')처럼 사용된 용례는 말뭉치에서 66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형태론 으로 단어처럼 결합된 용법이 통사론  구성보다 더 많

이 사용되는 용례를 말뭉치에서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3). 선고(97:19) 용서(91:10), 보장(73:17) 구애(56:7) 주(46:12) 구원

(37:19) 요구(34:20) 제공(44:5) 배정(34:8) 임(23:7) 소개(22:13) 

로(21:12) 천 (26:7) 선택(26:6) 분양(22:7) 침해(18:8) 학 (15:6) 

핍박(16:4) 구제(17:3) 분배, 억압, 추앙(14:4) 검증(7:4) 배당(8:3) 교

부(9:2) 이송(9:2) 사과(7:3) 찬양(8:2) 결제, 배 , 송달, 인도(6:2)

(13)의 단어들은 체 사용된 용례  미사로서의 용법이 더 많이 사

용된 로 볼 수 있는데,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 3개를 상으로 ‘되다’와 

‘주다’를 결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4) a. 인정되다 / ?인정을 주다 / 인정하다

b. 선고되다 / ?선고를 주다 / 선고하다

c. 용서되다 / ?용서를 주다 / 용서하다

(14a)에서 {-받다} 신 {-되다}를 결합시킨 ‘인정되다, 선고되다, 용서

되다’는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반면, {받다}를 신해서 결합시킨 {주다}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하다}를 결합시칸 단어는 자연스럽다. 이는 서술성 명

사에 결합한 {받다}가 미사에 가까운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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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동사

선행어근 ① ② ③ ④ ⑤

비서술성명사

서술성

명사

<그림 3>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말뭉치 용례에서 형태론  구성과 결합하는 

‘받-/-받-’의 선행 어근으로는 비서술성 명사와 서술성 명사 모두 사용되

었다.  이들은 통사론  구성의 일부로도 조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와 비교하여 보면 형태론  구성의 일부인 미사 ‘받-/-받-’에 선행하

는 어근으로 비서술성 명사는 처음 사용되고 서술성 명사는 미사로서의 

기능을 계속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성 명사에 결합한 ‘받-/-

받-’은 미사의 특성을 그 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비서술성 명사

에 결합한 ‘받-/-받-’은 미사와 동사의 특성  어느 것인지는 알기 어렵

다. 하지만 용법으로 보아서는 언 들은 통사론  구성보다는 형태론  구

성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

3) 간 용법

다음으로 <그림 1>에서 ③부분에 해당하는 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에 사용된 단어  ‘받-/-받-’에 선행하는 명사는 서술성 명사로 다음

과 같다.

(15) a. 융자(9:12)

    b. 주목(95:99), 보호(43:47), 보상(37:31), (27:29), 오해(28:23), 

방해(18:18) 약속(14:15) 칭송(18:10) 용(13:14) 박해(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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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12:10) 의뢰(10:11) 구박(11:10) 권유(6:7) 학습(6:6) 보조(5:6), 

항복(5:6) 배치(4:6) 규탄(5:5) 상납(4:5) 시(5:4) 제출(5:4) 지정

(5:4) 배척, 수난(4:4) 지목(5:3)

    c. (55:40)

(15)의 단어들은 형태론  구성과 통사론  구성이 비슷한 비율로 사용

되는 단어들이다. 즉, ‘X받다’ 구성과 ‘X{을/를} 받다’구성의 사용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15)에 ‘-하다’를 결합시켜 보면 (15a)는 ‘-하다’가 결

합할 수 없는 비서술성 명사이고 (15bc)는 가능한 서술성 명사이다. 그런

데 (15c)는 ‘-하다’뿐만 아니라 ‘주다’의 결합 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는 형태론  구성인 경우에 자연스럽고 후자는 통사론 인 용법의 경

우 자연스러운 듯하다. (15a)의 ‘융자’를 ‘받다’의 립어인 ‘주다’를 결합시

켜 보면 다음과 같다.

(16) a. 융자를 주다.

b. 융자주다

(16)에서 ‘융자’와 ‘주다’가 통사 으로 결합한 ‘융자를 주다’와 형태 으

로 결합한 ‘융자주다’ 모두 자연스럽다. 이처럼 ‘받-/-받-’의 선행 어근으로

는 비서술성 명사와 서술성 명사가 모두 나타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미사 동사

선행어근 ① ② ③ ④ ⑤

비서술성명사

서술성

명사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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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형태론  구성과 통사론  구성으로 사용되는 횟수가 비슷

한 단어를 토 로 뽑은 결과이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말뭉치 용례

에서는 ‘받-/-받-’의 선행 어근으로 서술성 명사와 비서술성 명사 모두 나

타난다.

4) 동사에 가까운 용법

다음으로 <그림 1>에서 ④부분에 해당하는 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에 사용된 단어  ‘받-/-받-’에 선행하는 명사는 비서술성 명사와 서

술성 명사 모두 나타난다. 먼  비서술 명사와 ‘받다’가 결합한 용례는 다음

과 같다.

(17) a. 향받다

b. 향을 받다

(17)의 ‘받다’와 결합하는 ‘ 향’은 말뭉치에서 470회 나타났는데 그  

(17a)처럼 형태론  구성으로 사용된 것이 46회 고, (17b)처럼 통사론  

구성으로 나타난 것이 424회 다. 이처럼 형태론  구성보다 통사론  구

성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8) 감명(6:45), 본(2:4) 세(2:4)

(18)의 들은 ‘하다’와 결합할 수 없는 단어로, ‘받다’의 립어인 ‘주다’

를 결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9) a. 향주다, 감명주다

b. 향을 주다, 감명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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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에서 ‘주다’를 결합시켜 보면 ‘받다’가 결합한 용법과 마찬가지로 형

태론  구성과 통사론  구성 모두 자연스럽다. 이는 ‘받다’가 미사일 수

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다. 하지만 ‘주다’는 앞에서 논의

한 것처럼 미사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통사론  구성( 향을 

주다, 감명을 주다)이 형태론  구성( 향주다, 감명주다)으로 어서 사용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서술성 명사를 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 a. 재 받다(10), 존경받다(16)

b. 재 을 받다(81), 존경을 받다(74)

(20)의 ‘받다’와 결합하는 말뭉치에서 ‘재 ’은 91회, ‘존경’은 90회 나타

났는데 그  (20a)처럼 형태론  구성으로 사용된 것이 10회, 16회 고, 

(20b)처럼 통사론  구성으로 나타난 것이 81회, 74회 다. 이처럼 형태론

 구성보다 통사론  구성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1) 교육(83:260), 사랑(76:200), 평가(71:180), 비난(59:102), 조사(22:131), 

비 (46:107), 치료(20:119), (28:109), 충격(7:126), 우(27:103), 

지원(33:89), 훈련(20:86), 지배(10:79), 허가(9:68), 지 (14:58), 환

(27:44), 허락(20:47), 자극(20:46), 취 (17:47), 제약(11:50), 공격

(6:54), 출(17:41), 칭찬(4:52), 처벌(22:34), 보고(12:43), 청(17:38), 

부탁(15:39), 도 (8:44), 심 (8:44), 신뢰(20:31), 검사(5:43), 진단

(6:39), 제한(15:30), 요청(5:37), 지도(6:36), 지탄(14:27), 의심(12:28), 

추천(8:30), 주문(12:22), 선물(7:26), 간섭(11:22), 수배(5:25), 버림

(6:22), 인가(7:21), 발령(9:17), 탄압(8:17), 암시(5:17), 수사(4:16), 통

보(7:13), 압박(5:14), 손상(4:13), 수(7:10), 자백(4:11), 해(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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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5:8), 냉 (2:10), 표창(2:10), 안(3:9), 조서(4:8), 승낙, 원조, 정

학, 질책(이상 2:9), 결재(3:8), 격려, 조(2:8), 검열,푸 (3:7) 결정,

방,인 ,작용,재수술(1:7), 배상,보답,보증,조롱(2:6)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미사 동사

선행어근 ① ② ③ ④ ⑤

비서술성명사

서술성

명사

<그림 5>

<그림 5>는 형태론  구성보다 통사론  구성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토 로 뽑은 결과이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말뭉치 용례

에서 ‘받-/-받-’의 선행 어근으로 서술성 명사와 비서술성 명사 모두 나

타난다.

5) 동사 용법

다음은 형태론  구성보다 통사론  구성으로 빈도수가 높은 를 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 (22a)의 ‘주고받다’는 하나의 단어이긴 하지만, 

(22b)처럼 통사  구성으로 확장되면 자우편을 주는(보내는) 행 가 있

어야 받는 행 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다’와 ‘받다’를 립어로 볼 수도 

있다. 

(22) a. 자우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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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우편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처럼 ‘받다’의 립어로 ‘주다’가 결합할 수 있는 단어, ‘주다’와 ‘하다’

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단어, ‘하다’만 결합할 수 있는 단어로 나  수 있

다. 먼  ‘주다’만 결합할 수 있는 단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돈(1:231), 도움(1: 200),  상(1:58), 피해(2:24), 도장(1:15), 씨(1:4), 박

수(1:26)

(23)의 들에 ‘주다’와 ‘받다’를 결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24) a. 돈을 {주다/받다}

b. 도움을 {주다/받다}

c. 상을 {주다/받다}

d. 피해를 {주다/받다}

e. 도장을 {주다/받다}

f. 씨를 {주다/받다}

g. 박수를 {주다/받다}

(24)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무리없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주다’와 더

불어 ‘하다’가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25) 벌(2:95) ,모욕(1:20), 감동(1:27), 연락(3:58), 경고(1:17), 주의(1:9), 통

지(2:7)

(25)의 들에 ‘주다’와 더불어 ‘하다’와 ‘받다’를 결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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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 벌을 {주다/?하다/받다}

b. 모욕을 {주다/하다/받다}

c. 연락을 {주다/하다/받다}

d. 경고를 {주다/하다/받다}

e. 통지를 {주다/하다/받다}

f. 감동을 {주다/하다/받다}

g. 주의를 {주다/하다/받다}

(26a,b)에서 ‘주다’가 결합한 ‘벌을 주다’와 ‘모욕을 주다’13)는 자연스럽

지만, ‘하다’가 결합한 ‘벌을 하다’는 부자연스러운 듯하다. 하지만 이들이 

미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벌하다’와 ‘모욕하다’는 자연스럽다. 이것

으로 보아 이때의 ‘하다’는 동사로서의 쓰임보다는 미사로서의 쓰임이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한다. (24c-e)에서 ‘연락, 경고, 통지’와 결합한 ‘주다’, 

‘하다’는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24f)에서 ‘감동’과 결합한 

‘하다’는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받다’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받다’의 립어로 ‘주다’는 결합할 수 없고 ‘하다’만 

결합할 수 있는 명사는 다음과 같다.

(27) 지지(1:80) 수술(5:76) 질문(1:67) 승인(6:62) 지시(2:60) 정(4:49) 

타격(1:46) 명령(2:37) 수업(1:36) 부축(1:34) 안내(5:30) 동의(1:33), 

호평(3:31), 신청(1:32) 인상(1:30) 제의(3:27) 진찰(3:27) 통제(3:27) 

인사(2:27) 서비스(1:27) 결(1:27) 유혹(1:22) 감사(1:21) 감시(2:19) 

축복(2:17) 규제(3:16) ,공천,신고,침략(이상 1:17) 신임(2:16), 조명, 

청탁(이상 1:14) 후원(2:13) 다짐(1:13) 손가락질(1:12) 습격(1:12) 

박(1:12) 고문(2:11) 송부(1:11) 강의(1:8) 청(1:8), 열(1:16) 

13) 실제로 말뭉치 자료에서도 ‘벌을 주-’ 패턴이 36회, ‘모욕을 주-’ 패턴이 8회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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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미사 동사

선행어근 ① ② ③ ④ ⑤

비서술성명사

서술성

명사

<그림 6>

<그림 6>은 형태론  구성으로 사용되는 횟수는 아주 미미하고 통사론

 구성으로 사용되는 횟수가 비슷한 단어를 토 로 뽑은 결과이다.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말뭉치 용례에서는 ‘받-/-받-’의 선행 어근으로 서술

성 명사와 비서술성 명사 모두 나타난다.

Ⅳ. 마무리

이 은  국어에서 동사와 미사로 사용되는 ‘받-/-받-’의 의미의 

연속성을 고찰하는 데 목 이 있었다. ‘받-/-받-’은 사  처리와 선행 연구

를 통해 살펴보면 동사로 처리하기도 하고, 명사 뒤에 붙어 이를 서술어로 

생시킨다고 보아 미사로 처리하기도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의 

용례를 통해 형태론  구성과 통사론  구성에 모두 쓰이는 ‘받-/-받-’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동사와 미사 통용되는 두 가지의 ‘받-/-

받-’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선행 어근에 따라 그 용법이 조  달리 나타났

다. 두 가지의 용법은 <그림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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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동사

선행어근 ① ② ③ ④ ⑤

비서술성명사

서술성

명사

<그림 7>

<그림 7>에서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받-/-받-’은 형태론  구성으

로 사용되는 미사와 통사론  구성으로 사용되는 동사 모두로 사용되며 

이들의 용법을 연속 으로 악할 수 있었다. 반면에 비서술성 명사와 결

합하는 ‘받-/-받-’은 형태론  구성인 미사로서의 용법은 확인할 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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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uzzy boundary of meaning ‘bat-’ and ‘-bat-’

Kim, Eok-jo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about the fuzzy boundary of meaning 'bat-' 

and '-bat-'.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examples-the morphological 

construction used as 'X-{bat}' and the syntactical construction used as 

'X{eul/leul} {bat}'-of Gyunhyung Malmungchi which constructed by the 21C 

Sejong Project.

The examples of the Malmungchi show the two kinds of the {bat} which 

used as both a verb and a suffix. The usages of the two kinds are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antecedents' roots. The {bat} which combined with 

the predicative noun is used as both a suffix of the morphological construction 

and a verb of the syntactical construction. By contrast, the {bat} which 

combined with the non-predicate noun is not used as a suffix of the 

morphological construction-it is used as only a verb of the syntactical 

construction.

Key Words : fuzzy boundary, usage, suffix, verb, predicative noun, categorial 

conversion, morphological construction, syntactical construction.

김억조

소속 : 동국 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680-190] 울산 역시 남구 무거동 굴화주공아 트 206동 1804호

화번호 : 010-3556-1962

자우편 : ukjokim@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2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