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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4, 469-484.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blending of names in English. Using data of pairing names from the Internet 

fandom sites of the Harry Potter series, this study describes the phonological and 

morphological features of name blends in English and compares them with those 

of lexical blends. It is shown that name blending is constrained by similar 

phonological constraints regulating lexical blending such as maximization of input 

segments and segmental overlaps.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out that the 

length of name blends generally corresponds to that of the longer source words, 

not to that of the right-hand source word. From the morphological perspective, it 

is pointed out that name blending shows the development of paradigms possibly 

leading to putative splinters, just as lexical blending. (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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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단어인데 합성어와 달리 

기저단어 일부가 탈락하고 남은 부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잘 알려진 영어의 예

로는 smog(<smoke+fog), boatel(<boat+hotel), fantabulous(<fantastic+fabulous), 

crocogator(<crocodile+alligator) 등이 있다. 혼성어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른 어형성 과정과 달리 두 개의 기저단어가 결합할 때 첫 단어의 시작 부분과 두 번째 

단어의 마지막 부분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혼성어 형성 과정은 Kubozono(1990)의 제안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1) [AB]기저단어1 + [CD]기저단어2 → AD

(이때 B나 C는 둘 중 하나는 0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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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칙은 [AB]로 이루어진 기저단어1과 [CD]로 이루어진 기저단어2가 혼성어를 형성할 때, 기저단어1의 시작 부분

인 A와 기저단어2의 마지막 부분인 D는 항상 혼성어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 중간 부분인 B나 C는 삭제될 수도 있다

는 것이다.1) 

전통적으로 혼성어 형성은 발화 실수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규칙적인 언어현상

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어에서는 Bryant(1974), Algeo(1977), Cannon(1986), Warren(1990)등이 혼성어 형성과정의 규

칙성과 생산성에 주목하고, Kubozono(1990)가 영어와 일본어의 혼성어 형성을 운율음운론(Prosodic phonology)의 틀 

안에서 규칙적인 언어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Bat-El(1996; 2006), Hong(2004; 2005), Jin(2005), Kang(2009), Kang과 

Kim(2014) 등이 영어의 혼성어를 최적성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혼성어 형성 연구가 인지적, 의미

적, 운율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코퍼스를 이용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Gries, 2004; 2012).

일반적인 어휘 혼성어 형성과 더불어 영어에서 특정 영역에서 생산적인 혼성어 형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로 인터

넷 팬덤 사이트의 팬픽션에서 발견되는 페어링 이름(pairing name)을 들 수 있다.2) 3) 팬픽션이란 팬들이 자신들이 좋아

하는 유명인이나 유명 작품의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창작한 이야기인데, 특히 등장인물들을 짝을 지어 원작과 다

른 이야기를 창작할 때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설정하고(shipping)4), 그들의 이름을 합하여 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것을 페어링 이름(pairing name)이라고 한다.5) 이 이름은 팬덤 사이트에서 팬들이 결정하는 것으

로, 예를 들어 Harry Potter 팬덤에서 Harry와 Draco의 페어링 이름은 Drarry이고, Bellatrix와 Voldemort의 페어링 이름

은 Bellamort인데 이들은 혼성어이다. 물론 모든 페어링 이름이 혼성어인 것은 아니지만 혼성어가 대다수이다. 

본 논문은 인터넷의 팬덤사이트에서 Harry Potter 시리즈를 중심으로 영어 팬픽션에 나타난 페어링 이름의 형성 

방식을 살펴보고, 특히 혼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페어링 이름과 어휘 혼성어를 비교하여 형성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팬픽션에 나타나는 페어링 이름의 특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Harry Potter 시

리즈 팬픽션의 페어링 이름 형성 방식과 이름 혼성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어휘 혼성어와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살펴본다. 4장에서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살펴보고, 5장에서 전반적인 논의와 결론을 제시

한다. 

1) 이 형식은 영어의 혼성어가 축약합성어(clipped compound)와 달리 양 가장자리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sci fi (science+fiction)나 

kidvid (kid+video)처럼 각 기저단어의 첫 부분만 남은 경우는 혼성어로 분류하지 않는다. 

2) 팬덤(fandom)과 팬픽션(fan fiction), 팬픽(fanfic)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오픈사전인 �우리말샘�

(https://opendic.korean.go.kr/)에는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팬픽션과 팬픽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a. 팬덤(fandom): 팬덤 ｢001｣｢명사｣가수, 배우, 운동선수 따위의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b. 팬픽(fanfic): 팬픽 ｢001｣｢명사｣�영상�팬 스스로가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이나 유명 작품을 주인공으로 삼아 창작한 이야기.

c. 팬^픽션(fan fiction): 팬^픽션 ｢001｣�영상�팬 스스로가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이나 유명 작품을 주인공으로 삼아 창작한 이야기.

3) 팬픽션 뿐만 아니라 만화영화의 경우 등장인물의 이름을 정할 때 배경이나 특성 등의 정보전달과 이미지 생성을 쉽게 하려고 의도하는 과

정에서 이름을 혼성어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The Incredibles라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인물 중 한 명인 Incrediboy라는 이름은 

Incredible 가문의 일원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소년의 별명으로, 소년의 인물 특성을 묘사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름

으로 사용된다. 이런 경우가 다수는 아니지만, 역시 혼성어 형성과정을 보인다(Balteiro, 2013; Gorčević et al., 2016).

4) 팬픽션에서 ship 은 relationship의 줄임말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이제는 명사로도 동사로도 사용되어, ship, shipping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5) 한국 팬픽션에서는 ‘페어링’과 ‘커플링’이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지만, 영어에서는 ‘pairing name’만 사용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페어링 

이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Pairing Name Blending in English ∙ 471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5, No. 4, 2020

2. 팬픽션과 페어링 이름

팬픽션 혹은 팬픽은 유명한 TV 드라마, 영화 혹은 문학작품의 팬들이 원전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한 이야기로 보통 인

터넷에 게시된다. 역사상 독자들이나 작가들이 원작품과 다른 이야기를 창작하는 경우는 항상 존재했었고, 혹자들은 코

난 도일이 셜록 홈즈 시리즈의 연재를 끝낸 이후에 독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창작해 나갔다든가, 미국 TV 

드라마인 Star Trek 의 팬들이 팬진(fanzine)을 만들어 내고 등장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야기를 계속 창작해 나갔다

든가 하는 데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흔히 오늘날 팬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터넷의 발전에 힘입어 눈부시게 

양적·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 팬픽션의 폭발적인 확장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J.K. Rowling의 

Harry Potter 시리즈(1997-2007)6)가 있다. 이 작품들은 독자들의 폭넓은 연령대와 광범한 등장인물, 그리고 인터넷의 확

장과 맞물려 엄청난 팬픽션의 양적 증가와 폭넓은 전파에 이바지하게 된다(Burt, 2017). 

팬픽션은 누구라도 참석하여 생산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데, 이렇게 생성되는 팬팩션을 구별하여 지칭하는, 일종

의 제목과 같은 장치로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나 특성을 이용하여 페어링 이름을 생성하여 사용하게 

된다. 

페어링 이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는데, DiGirolamo(2012)는 온라인 서치를 통해 작성한 페어링 이름 리

스트에서 Drarry처럼 Draco와 Harry의 혼성어를 만드는 경우, Linsay/Cindy에서 LinCin으로 축약합성어를 만드는 경

우, Frankie And Bianca에서 FAB로 두음자어를 만드는 경우, 그리고 Liz/Tess에서 Catfighters처럼 관계를 묘사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혼성어라고 지적한다.

페어링 이름이 대체로 팬팩션을 작성한 팬의 작명으로 이루어지지만, 팬덤의 참가자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는 점에서 언어집단의 의식적인 어형성 과정임을 알 수 있다. DiGirolamo(2012)는 실제로 2009년 5월 방영된 미국의 

TV 뮤지컬드라마인 Glee의 팬덤에서 제시된 페어링 이름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제안이 나왔으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가능한 이름의 후보를 설정하고 온라인 투표로 결정한 예를 보여준다. 문제의 커플은 Rachel Berry와 Quinn 

Fabray 였는데, 원래 제안된 이름은 Quichel이었다. 이름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철자 때문에, 그리고 독립된 단어인 

quiche [kiʃ]의 영향으로 의도된 발음인 [kwɪʧəɫ]이 아니라 [kiʃəɫ]로 잘못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저단어가 불확실해

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논란은 온라인 투표로 이어졌고, <그림 1>은 이 온라인 투표의 결과를 보여준다. 

투표 결과에 따라 결국 Quichel은 성을 이용한 페어링 이름인 Faberry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자들이 적극적

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하여 페어링 이름 형성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괏값으로서

의 혼성어 형성에 대해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본 논문에서는 팬픽션의 기능이나 작품 자체의 특성보다는 페어링 이름의 형성 방법 가운데 혼성어 형성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그 양과 전파에 있어서 팬픽션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Harry Potter 시리즈의 팬픽션에서 보이

는 페어링 이름의 예를 통해 혼성어 형성과정의 음운론적·형태론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6) Harry Potter 시리즈는 J.K. Rowling이 1999년부터 2007년에 걸쳐 쓴 총 7편의 연작소설로,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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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achel Berry와 Quinn Fabray의 페어링 이름에 대한 온라인 투표(DiGirolamo, 2012: 233)

3. Harry Potter 시리즈의 페어링 이름

3.1 페어링 이름 형성

페어링 이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관례는 사선(the Virgule, slash)을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페어링 이름은 사선으

로 연결된 형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Harry와 Ginny가 주인공인 팬팩션은 Harry/Ginny로, Harry와 Draco가 중인공인 경

우는 Harry/Draco로 표기한다. 서구의 팬픽션에서는 이름의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Harry/Draco나 

Draco/Harry는 별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원전(Canon)에서 중요도가 높은 사람이 앞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작품을 창작하는 팬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한다.7) 

페어링 이름에는 대체로 성을 제외한 등장인물의 이름(first name)이 많이 사용되지만 성(last name)이 사용되기도 한

다. 특히 원전에서 이름보다 성으로 많이 등장하는 Professor Snape나 Professor Lupin은 Lupin/Harry나 Harry/Snape처

럼 성이 페어링 이름에 자주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Professor Severus Snape은 146건의 페어링 이름에서 총 18건을 차

지하는데, 이름인 Severus가 3건인 반면 성인 Snape가 15건으로 나타나 성이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팬덤과 팬픽션이 여타 인터넷 사이트들과 연결되면서 특히 Tumblr 사이트에서 사선을 이용한 페어링 이름을 지원하

지 않게 되자 사선을 이용하는 보편적인 방식 외에 추가적인 이름을 생성하게 되는데 (2)에 제시된 예는 Harry Potter 시

리즈의 페어링 이름을 통해 페어링 이름을 생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7) 웹이나 SNS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의 팬픽션에서는 순서를 중요시해서 앞에 쓰이는 인물이 더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독자들이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의들이 있으나 구체적인 비교를 할 정도의 연구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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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rry Potter 시리즈 팬픽션 페어링 이름 형성 방식8) 

a. 축약합성어를 사용하는 경우

Albumin (<Albus/Minerva)

b. 묘사하는 의미의 합성어를 사용하는 경우

Quidditch Girlfriends (<Ginny/Cho), Seekerchasing (<James/Regulus), Candyshipping (<Harry/Ron)

Red Moon (<Ron/Luna), Wolfstar (<Remus/Sirius), Orange Crush (<Harry/Ginny)

c. 기존 단어와 일치하는 이름인 경우

Harmony (<Harry/Hermione), Nottgood (<Theodore/Luna)9), Je T’aime (<Teddy/James), Snack (<Snape/Black), 

d. 혼성어를 형성하는 경우

Deamus (<Dean/Seamus), Drarry (<Draco/Harry)

(2a)는 이름의 앞부분을 떼어 합성한 축약 합성어이다. Harry Potter 시리즈의 팬덤에서는 (2a)가 유일한 예로, 축약 합

성어 형성이 페어링 이름 생성에서는 생산적인 과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간혹 페어링 이름이 (2b)에 제시된 것처럼 등장

인물들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합성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Ginny/Cho의 경우 둘 다 뛰어난 Quiddich 선수이므로 

Quiddich Girlfriends라는 이름을, Ron/Luna는 Ron의 머리카락이 빨간색이고 Luna라는 이름이 달을 의미하므로 Red 

Moon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Remus/Sirius의 페어링 이름은 Wolfstar인데 원전에서 Remus Lupin은 늑대인간

(werewolf)이고 Sirius Black은 검은 개로 동물 변신하는 특성에 근거한 합성어이다. Remus/Sirius의 페어링 이름은 이

외에도 Puppies, The One True Way 등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원전에 익숙한 팬덤 내에서는 쉽게 이해되지만, 그 외의 대

중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작명으로, 팬픽션의 배타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2c)에 제시된 예들은 일종

의 언어유희처럼 발음이 유사한 단어나 표현을 페어링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페어링 이름으로 합성어를 사용하거

나 유사발음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2b)와 (2c)에 제시된 예가 전부로, 소수에 불과하다.

사선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페어링 이름의 절대다수는 (2d)에 제시된 예와 같은 혼성어이다. 이것은 둘 이상의 

이름을 합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드는 방식으로, 기저단어는 성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지만, 단어의 내부에서 일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1)에 제시한 혼성어의 정의와 부합한다. 

3.2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음운적 특성

영어의 일반적인 어휘 혼성어10) 형성과정과 페어링 이름을 만드는 혼성어 형성과정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 음운론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페어링 이름은 146단어로 이 리스트는 부록에 제시한다. 

8) 이 페어링 이름은 fanlore 웹사이트의 페어링 이름 리스트(https://fanlore.org/wiki/List_of_Harry_Potter_Pairing_Names)와 Harry Potter 

fandom 사이트의 Harry Potter wiki (https://harrypotter.fandom.com/wiki/Fanon)를 참고한 것이다.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예는 소수이고, 

흔히 다뤄지는 근친상간(incest) 이야기는 Blackcest처럼 ‘이름+cest’가 결합하는 형태이므로 혼성어로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이들을 배

제하고 이 논문에서 다루는 페어링 이름은 총 146건을 대상으로 한다. 

9) Nottgood은 Theodore Nott와 Luna Lovegood의 페어링 이름으로, 성과 이름을 모두 이용하여 ‘not good’과 같은 발음을 가진 이름을 생

성한 것이다. 

10) 어휘 혼성어(lexical blends)란 발화 실수에 의한 혼성어가 아니라 화자가 의도적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규칙적인 어형성 과정을 거쳐 생

성된 혼성어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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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어 형성과정의 첫 번째 특성으로 두 개의 기저단어의 공통음운 부분의 중복 여부와 혼성어 형성의 관계를 들 수 있

다. 영어의 혼성어는 공통음소 부분의 중복(overlapping)이 관여하는 혼성어와 중복은 없이 절단(clipping)만 관여하는 

혼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Algeo, 1977; Lehrer, 1996, 2007; Bat-El, 1996, 2006; Hong, 2004; Gries, 2004, 2012). 예를 

들어, (3a)는 중복이 관여하는 혼성어로 guesstimate는 [ɛs] 부분이, fantabuous의 경우는 강세 모음인 [ᴂ] 부분이 서로 

겹친다. 이것은 [AB(C)]기저단어1와 [(D)BE]기저단어2가 결합하여 공통부분인 [B]를 중심으로 [ABE]라는 혼성어를 만드는 

것이다. 기저단어가 공통적인 음소나 음소의 연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혼성어 형성에서는 이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기저단어에서 다음 기저단어로 바뀌는 전환이 일어난다. 반면 (3b)는 중복은 없이 절단만 관여한 경우로 [AB]기저단어1와 

[CD]기저단어 2가 결합하여 [AD]를 만든다. 

(3) a. guesstimate < guess + estimate   [ɛs]

fantabulous < fantastic + fabulous   [ᴂ]

b. fanzine < fan + magazine

absotively < absolutely + positively

Hong(2004)은 영어 혼성어 분석을 통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혼성어가 전체 445단어 리스트 가운데 256개(57.5%)

를 차지하고 절단만 나타나는 경우는 189개(42.4%)라고 보고하고 있다.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단어들 사이의 음운적 유사

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Gries(2004; 2012) 역시 일치하며, 일반 어휘 혼성어의 경우는 중복이 관여하는 혼성어 형성이 더 다

수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기저단어 간의 공통음소나 공통음소의 연쇄가 혼성어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페어링 이름 혼성어에서도 중복이 관여하는 경우와 중복되는 공통음운 부분 없이 절단만 관여하는 경우가 다 관찰된

다. (4a)는 두 기저단어 사이에 중복되는 공통음소나 공통음소의 연쇄가 있을 때 이 부분이 기저단어1에서 기저단어2로 

전환되는 부분(switch point)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공통음운 부분은 음소 하나일 수도 있고 음소의 연쇄일 수도 

있다. (4a)와 달리 (4b)는 기저단어들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기저단어1과 기저단어2가 각각 절단되어 결합한 형

태로 기저단어1의 앞부분과 기저단어2의 뒷부분이 결합했다는 점에서 혼성어라 볼 수 있다. 

(4) 중복과 페어링 이름 혼성어

      a. 중복(overlapping)이 관여하는 경우11)

Dumblewald <  Dumbledore/Grindelwald [l]12)

Seamione <  Seamus/Hermione [m]

Frangelina <  Frank/Angelina [ᴂn]

      b. 절단만 관여하는 경우

Dransy <  Draco/ Pansy

Lilcissa <  Lily/Narcissa

Nevannah <  Neville/Hannah

11) 밑줄 친 부분은 혼성어에 실현된 부분을 나타낸다. 

12) 중복되는 공통음소 혹은 음소의 연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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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어휘 혼성어와 달리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경우, 혼성어 형성으로 생성되는 페어링 이름 혼성어 146개 가

운데 공통음소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24개로 전체의 15.8%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반 어휘와 페어링 이름은 혼성어 형성

에서 중복이 관여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휘 혼성어는 50% 이상이 중복이 관여한 혼성어인 데 반

하여 페어링 이름 혼성어에서는 15.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형성과정에서 기저단어의 유사성이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

유는 무엇일까? 일반 혼성어의 경우,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기저단어들은 이미 서로 음성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가 많

다(Gries, 2004; 2012). 기저단어 사이의 공통부분이 많으면 혼성어에서 기저단어를 회복하여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이

다. 하지만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경우 이런 선정 과정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미 기저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집합

이 원전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상, 이름의 유사성이 혼성어 형성 여부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을 보고 혼성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름을 이용하여 혼성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페어링 이름 혼성어 형성에 중복이 작용하는 정도는 일반 혼성어와 차이가 나지만, 

공통음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혼성어의 전환부분(switch point)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인다.

영어의 혼성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기저단어의 음절 수와 혼성어의 음절 수 사이의 상

관관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저단어의 길이와 혼성어의 길이에 관한 경향성을 말한다. Kubozono(1990: 18)는 그의 

“길이규칙(Length Rule)”에서 혼성어의 길이는 오른쪽 기저단어, 즉 기저단어2의 길이와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길이는 음절 수로 확인한다. 이 주장은 단어의 오른쪽 요소가 일반적으로 음운론적인 핵으로 작용한다는 Righthand 

Headed Rule (Williams, 1981)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Bat-El(1996; 2006)은 영어와 Hebrew어의 혼성어 연구를 통해 혼성어의 길이는 기저단어 가운데 더 긴 단어의 

길이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Kubozono(1990)의 주장과 달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저단어의 길이 자체

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성의 손실이 일어나는 혼성어 형성 과정에서는 기저단어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동기로 

설명될 수 있다. 

Gries(2004)와 Hong(2004)은 말뭉치를 이용한 혼성어의 분석을 통해 이 두 주장이 모두 어느 정도 타당함을 보인다. 

Gries(2004)는 그가 수집한 1,011개의 영어 혼성어 가운데 기저단어2의 음절 수와 혼성어의 음절 수가 일치하는 경향이 

57.5%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Kubozono(1990)의 주장을 지지한다. 

한편 Hong(2004)은 기저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총 445개의 영어 혼성어 가운데 기저단어1과 기저단어2의 

음절 수가 같은 경우가 29.96%, 기저단어1이 기저단어2보다 긴 경우가 15.4%, 기저단어2가 기저단어1보다 긴 경우는 

57.6%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어휘 혼성어의 경우 오른쪽 기저단어, 즉 기저단어2의 길이가 긴 경우가 기저

단어1이 긴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어링 이름 혼성어에서, 혼성어와 기저단어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것은 혼성어에 참여한 기저단어1과 

기저단어 2의 음절 수를 비교한 것이다. 기저단어1과 기저단어2의 음절 수가 같은 경우가 53개(36.3%)이다. 기저단어1

과 기저단어2가 길이가 다른 경우, 기저단어1이 더 긴 예는 39개(26.7%)이고, 기저단어2가 길이가 긴 혼성어는 54개

(36.9%)이다. 이것은 페어링 이름 혼성어 역시 Kubozono(1990)와 Hong(2004), Gries(2004)가 일반 어휘 혼성어 분석에

서 관찰한 바와 같이 혼성어의 오른쪽 기저단어가 더 긴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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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저단어 1과 기저단어 2의 음절수 

기저단어1 

음절수

기저단어2 음절수

1 2 3 4

1 2 ◯18 ◯4 ◯11

기저단어2 > 기저단어1

 = ◯54

2 ▢14 38 ◯3 ◯14

3 ▢4 ▢10 8 ◯4

4 ▢4 ▢4 ▢3 5

기저단어1 > 기저단어2 = ▢39
기저단어 1=기저단어2 

= 53 

기저단어의 길이와 혼성어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a)>는 두 개의 기저단어의 길이가 같은 경우로 

총 146개의 페어링 이름 혼성어 가운데 53개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기저단어의 길이와 혼성어의 길이가 같은 것이 34개

(64%)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기저단어들 사이의 길이가 다른 경우 어떤 기저단어가 혼성어의 길이를 결정하는가하는 문제이다. 

<표 2> (b) 와 (c)는 두 개의 기저단어의 길이가 다른 경우 기저단어와 혼성어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표 2. 기저단어와 혼성어의 음절 수 

기저단어와 혼성어의 관계 예

a. 기저단어1 = 기저단어2 
53

(36.3%)

기저단어 = 혼성어 34

Darry (Harry/Daphne)

Lucissa (Lucius/Narcissa)

Hermidora (Hermione/Nymphodora)

기저단어 ≠혼성어 19
Nevaco (Nevill/Draco)

Andromione (Hermione/Nymphodora)

b. 기저단어1 > 기저단어2 
39

(26.7%)

기저단어1 = 혼성어 25
Snarry (Harry/Snape)

Lucarry (Lucius/Harry)

기저단어2 = 혼성어 5 Ronks (Remus/Tonks)

기저단어1 ≠ 기저단어2 ≠ 혼성어 9
Bellaginny (Bellatrix/Ginny)

Heruna (Hermione/Luna)

c. 기저단어1 < 기저단어2 
54

(36.9%)

기저단어1 = 혼성어 2 Hercy (Percy/Hermione)

기저단어2 = 혼성어 39
Drastoria (Draco/Astoria)

Perciver (Percy/Oliver)

기저단어1 ≠ 기저단어2 ≠ 혼성어 8
Billdora (Bill/Nymphodora)

Arthucius (Arthur/Lucius)

146

두 기저단어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 혼성어의 길이를 살펴보면, 기저단어의 위치와 관계없이 기저단어의 길이가 혼성

어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저단어의 길이가 긴 쪽이 혼성어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표 2(b)>

에서 알 수 있듯이, 기저단어1이 더 길 때는 혼성어의 길이는 기저단어1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총 39개 중 25개). 이

때 기저단어2가 혼성어의 길이와 일치하는 것은 2개에 불과하다. 반면, <표 2(c)>는, 기저단어2가 더 길 때 페어링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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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어의 길이는 기저단어2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총 44개 중 39개). 역시 다른 기저단어가 혼성어의 길이와 일

치하는 경우는 2개에 불과해 대안이 되지 못한다.13) <표 2> (b)와 (c)는 두 개의 기저단어의 길이가 다른 혼성어 총 93개 

가운데 64개가 길이가 긴 기저단어의 음절 수와 혼성어의 음절 수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68.8%에 달한다. 

이것은 혼성어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기저단어의 위치보다 길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은 Kubozono(1990)의 주장과 달리 혼성어의 길이를 오른쪽 기저단어, 즉 기저단어2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

며, 오히려 Bat-El(1996)의 주장처럼 길이가 더 긴 기저단어가 혼성어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Gries(2004)

는 기저단어의 상대적인 길이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규모가 더 큰 어휘리스트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저단어의 길이가 다

른 경우 기저단어2가 길이를 결정한다는 Kubozono(1990)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만약 혼성어에서 기저단어2의 길

이가 일반적으로 더 길다면, 혼성어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기저단어2의 길이인지, 더 긴 단어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경우에는, 두 기저단어의 상대적 길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위치와 상관없이 더 긴 기저단

어의 길이와 혼성어의 길이가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길이가 더 긴 단어와 혼성어의 길이가 일치하는 것은, 혼성어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보존하고자 하는 동기인  입력

형의 최대보존(Maximization of the input segments)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혼성어 형성 과정은 그 정의상 단어 내부

의 일부분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혼성어로부터 기저단어를 회복해 낼 수 있느냐 하

는 회복가능성(Recoverability)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통음소를 부분을 활용한다든가, 길이가 긴 단어와 혼성어

의 길이가 일치한다는 것은 음운적 손실을 줄이고 가능한 한 기저단어들과 혼성어와의 유사성을 확보하여 회복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목적이라 볼 수 있다.

4. 페어링 이름 혼성어와 형태론: 파편

혼성어 형성 과정은 자율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어형성 과정이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혼성어 형성 과정

에 참여하게 되면 그 단어가 참여하는 혼성어들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고, 이 패러다임에서 기저단어의 일부분이 떨

어져 나와 반복적으로 어형성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형태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굳어진 형

태와 의미가 부여되어 일종의 의존형태소로 발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hocoholic, spendaholic의 -(a)holic, Irangate, 

Clintongate의 –gate, cityscape, riverscape의 –scape, digirati, Twitterati의 –ati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어근, 어간, 

접사등 기존의 형태소 분류 가운데 어느 하나로 분류되기 어려워 파편(splinter)이라고 불린다(Bauer et al., 2013). 

파편이 관여하는 어형성 과정을 혼성어 형성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일단 파편이 형성되면 파편은 혼성어 형성

처럼 형태가 자유롭게 변이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편으로 형성된 요소는 마치 형태와 의미가 부여

된 다른 형태소와 마찬가지로 그 모양을 유지한다. 

13) 혼성어의 길이가 기저단어1이나 기저단어2 둘 다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휘 혼성어에서도, 페어링 이름 혼성어에서 나타나는 현상

으로, 개별적으로 가능한 동기를 찾을 수는 있다. Table 2의 Nevaco (<Nevill/Draco)나 Arthucius (<Arthur/Lucius), Bellaginny 

(<Bellatrix/Ginny)는 모두 기저단어2 또는 오른쪽 기저단어의 강세와 운율패턴을 지키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cf. Bat-El and 

Cohen, 2012; Kang and Kim, 2014), Andromione (<Hermione/Nymphodora)는 4절에서 다루는 것처럼 Hermione가 –mione로 절단

되어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파편(splinter)화 되는 현상으로, 형태적인 동기가 음운적인 동기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들로 일반성 있는 설명을 부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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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페어링 이름 혼성어는 어휘 혼성어처럼 어떤 기저단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같은 이름이라도 형태가 변화

한다. 예를 들어 Draco가 형성하는 페어링 이름 혼성어에서 Draco의 형태는 (5)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Draco에서 

혼성어에 남아있는 부분은 진하게 밑줄로 표시한다. 

(5) Draco의 페어링 이름 혼성어 

a. Drinny  < Draco/Ginny

b. Ginaco < Ginny/Draco

c. Dracuna < Draco/Luna

d. Draville < Draco/Neville

d’. Nevaco < Neville/Draco

페어링 이름 혼성어 형성에서 Draco는 (5a)에서는 Dr-, (5b)에서는 -aco, (5c)에서는 Drac-로 변화한다. (5d)와 (5d’)은 

같은 기저단어인 Draco와 Neville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혼성어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Draco는 (5d)에서는 Dra-

로, (5d’)에서는 -aco로 나타난다. 분명한 것은 페어링 이름 형성과정에서 일반 혼성어 형성과 마찬가지로 기저단어의 상

대적인 길이, 기저단어의 분절음의 극대화, 또는 기저단어의 강세나 운율구조의 보존 등 다양한 음운론적 원리가 상호작

용하여 탈락하는 부분과 남는 부분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혼성어 형성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러나 모든 페어링 이름 형성이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Hermione는 혼성어 형성에 참여할 때 다음과 같은 양상

을 보인다. 

(6) Hermione의 페어링 이름 혼성어: X-mione

a. Fremione (< Fred/Hermione), Chomione (< Hermione/Cho)

b. Dramione (< Draco/Hermione), Lunmione (< Hermione/Luna)

c. Sevmione (< Severus/Hermione), Minmione (< Hermione/Minerva)

d. Andromione (< Hermione/Andromeda)

일반적으로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경우 팬픽에서 사선으로 연결된 이름이 제시되는 순서대로 혼성어에 나타난다. 이것

은 (5)에 보인 바와 같다. 하지만 (6)의 예들은 Hermione가 기저단어1인지 혹은 기저단어2인지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형태인 –mione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것은 Hermione와 결합하는 단어의 음절 수나 형태와도 관계가 없

다. (6a)는 1음절 단어와, (6b)는 2음절 단어, (6c)는 3음절 단어, (6d)는 4음절 단어와 결합하지만 결과는 모두 –mione가 

결합한 형태이다. Hermione가 사용된 페어링 이름 혼성어 35개 가운데 29개가 –mione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무려 

82.8%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6)의 단어들이 일종의 –mione 패러다임(paradigm)을 형성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Hermione가 항상 이렇게 정해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7)의 예에서는 Hermione가 Her-, Herm-, 

Hermi-등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Hermione가 여전히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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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Hermidora <Hermione/Nymphodora

b. Heruna < Hermione/Luna

c. Hercy < Percy/Hermione

d. Hermaise < Blaise/Hermione

위의 (6)과 (7)의 예들은 서로 엇갈리는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 보인다. (6)의 예는 Hermione가 결합하는 기저단어와 관계

없이 –mione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반면 (7)을 보면 여전히 Hermione가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들은 아직 -mione가 온전히 Hermione에서 분리되어 사용되는 파편의 지위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Hermione의 경우가 흥미로운 것은, 비록 페어링 이름 혼성어는 그 수가 적고 기저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의 수가 적은 

닫힌 집합이지만 일반적인 어휘 혼성어 형성에서 보이는 파편의 생성과 유사한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혼성어 형성

이 증가하고 생산적이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혼성어 형성이 단지 언어적 유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형태와 의

미를 지닌 새로운 형태소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형태소를 생성하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고 있다(Warren, 1990; Ramat, 1992; Plag, 2003; Bauer et al., 2013; Kang, 2016, 2018). 페어링 이름으로 혼

성어가 형성되는 경우 역시 shipping 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패러다임의 형성과 더불어 이름의 일

부분이 파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어형성 과정으로서의 혼성어 형성이 보이는 발전 방향

에서 페어링 이름 혼성어와 일반적인 어휘 혼성어 형성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논의와 결론

이상에서 영어 소설인 Harry Potter 시리즈의 팬픽션의 페어링 이름을 중심으로, 주요한 페어링 이름 생성방법인 혼성

어 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페어링 이름은 팬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화자들의 적극적인 어

형성 지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혼성어 형성 과정이 가장 빈번하고 생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보였다.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경우, 정해진 등장인물 집합 내에서 고유명사인 이름을 입력형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영역으로 보이지만, 

음운론적·형태론적 특성을 보아 어휘 혼성어 형성 과정과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페어링 이름 혼성어

도 기저단어들의 공통부분을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 혼성어를 형성하는 중복 혼성어를 생성한다는 점, 기저단어들이 

결합할 때 길이가 긴 기저단어의 길이가 전체 혼성어의 길이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 그리고 반복되어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이름은 혼성어로부터 파편(splinter)이 형성되듯이 형태의 변화가 없는 파편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인

다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페어링 이름 혼성어 형성은 일반적인 어휘 혼성어 형성과정과 차이점도 보이는데, 무엇보다 공통음소 부분을 

공유하는 중복혼성어가 일반 혼성어와 비교할 때 소수이다. 일반 혼성어의 경우 57.5%가 중복이 관여하는 혼성어지만 

Harry Potter 시리즈 팬픽션의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경우 중복이 관여한 혼성어는 15.8%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혼성

어 형성이 형식적 유사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진 입력형에서 혼성어를 만들어내는 페

어링 이름의 경우는 특별한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복이 관여한다는 것은 다른 어형성 과정과 구별

되는 혼성어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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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링 이름 혼성어와 일반적인 혼성어의 차이로 또 하나 지적된 것은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경우 기저단어의 순서와 

관계없이 긴 단어의 음절 수와 혼성어의 음절 수가 일치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혼성어의 경우 혼성

어의 길이는 기저단어 가운데 긴 단어가 결정하기도 하고, 길이와 관계없이 오른쪽 단어가 결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혼성

어가 의미상 두 기저단어의 의미가 동등한 병렬적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예: ginormous < gigantic+enormous), 기저단

어1이 기저단어2를 수식하는 한정적 관계 (예: breathalyser < breath+analyser)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특히 한정적 의미

인 경우 오른쪽 기저단어가 의미적 핵(semantic head)의 역할을 하므로 기저단어의 순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페어

링 이름 혼성어의 경우는 모두 병렬적 관계를 이루므로 기저단어 중 어느 한 단어가 핵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

서 혼성어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기저단어의 많은 부분을 혼성어에 포함하

고자 하며, 따라서 기저단어의 위치와 무관하게 길이가 긴 기저단어가 혼성어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형태론적인 면에서 어휘 혼성어와 마찬가지로 페어링 이름 혼성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이름은 패러다

임을 이루는 경향이 있으며 의존형태소인 파편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록 적은 

수의 이름 혼성어 리스트에서 파편으로 굳어진 형태는 아니지만, 특히 Hermione의 예를 들어 –mione가 파편으로 발전

하는 혼성어의 발전과정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본 논문은 Harry Potter 시리즈의 페어링 이름 혼성어에 국한하여 인터넷 팬덤을 중심으로 한 팬픽션에서 나타나는 혼

성어 형성과정이 일반적인 어휘 혼성어의 형성과정과 비교하여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혼성어

의 형태나 양상은 유사하나 중복 음운 부분의 관여 여부나 길이 규칙의 적용 등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을 보였다. 페어

링 이름의 기저단어가 고유명사라는 특이점과 병렬적 구조의 혼성이라는 특성이 이런 차이점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팬픽션을 중심으로 더욱 많은 예를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런 차이점이 특정 팬덤의 

특징인지, 페어링 이름 혼성어의 일반적인 특성인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래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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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lend Source word 1 Source word 2 Characters

Andromione Hermione Andromeda Hermione Granger/Andromeda Tonks

Arthucius Arthur Lucius Lucius Malfoy/Arthur Weasley

Bellaginny Bellatrix Ginny Bellatrix Lestrange/Ginny Weasley

Bellamione Hermione Bellatrix Hermione Granger/Bellatrix Lestrange

Bellamort Bellatrix Voldemort Bellatrix Lestrange/Lord Voldemort

Billaco Bill Draco Draco Malfoy/Bill Weasley

Billdora Bill Nymphadora Nymphadora Tonks/Bill Weasley

Blaphne Blaise Daphne Blaise Zabini/Daphne Greengrass

Bleur Bill Fleur Fleur Delacour/Bill Weasley

Bluna Luna Blaise Luna Lovegood/Blaise Zabini

Cedrarry Harry Cedric Cedric Diggory/Harry Potter

Charmione Charlie Hermione Hermione Granger/Charlie Weasley

Charry Harry Cho Cho Chang/Harry Potter

Chomione Hermione Cho Cho Chang/Hermione Granger

Cissamione Hermione Narcissa Hermione/Narcissa

Cissily Lily Narcissa Lily Evans/Narcissa Malfoy

Darry Harry Daphne Daphne Greengrass/Harry Potter

Deamus Dean Seamus Seamus Finnigan/Dean Thomas

Deanuna Luna Dean Luna Lovegood/Dean Thomas

Delatonks Fleur Nymphodora Fleur Delacour / Nymphadora Tonks

Doramione Hermione Nymphodora Hermione Granger/Nymphadora Tonks

Dracuna Luna Draco Luna Lovegood/Draco Malfoy

Dramione Draco Hermione Hermione Granger/Draco Malfoy

Dramus Draco Remus Draco Malfoy/Remus Lupin

Dransy Draco Pansy Draco Malfoy/Pansy Parkinson

Drarry Harry Draco Draco Malfoy/Harry Potter

Drastoria Draco Astoria Astoria Greengrass/Draco Malfoy

Draville Neville Draco Neville Longbottom/Draco Malfoy

Drinny Draco Ginny Draco Malfoy/Ginny Weasley

Druna Luna Draco Luna Lovegood/Draco Malfoy

Dumblewald Dumbledore Grindelwald Albus Dumbledore/Gellert Grindelwald

Duna Luna Dean Luna Lovegood/Dean Thomas

Fleurdora Fleur Nymphodora Fleur Delacour / Nymphadora Tonks

Fleurmione Hermione Fleur Fleur Delacour/Hermione Granger

Fralice Alice Frank Alice Longbottom/Frank Longbottom

Frangelina Fred Angelina Angelina Johnson/Fred Weasley

Fremione Fred Hermione Hermione Granger/Fred Weasley

Georgelina Angelina George Angelina Johnson/George Weasley

Geormione Hermione George Hermione Granger/George Weasley

Ginaco Draco Ginny Draco Malfoy/Ginny Weasley

Ginadora Ginny Nymphodora Nymphadora Tonks/Ginny Weasley

Ginetrix Bellatrix Ginny Bellatrix Lestrange/Ginny Weasley

Ginius Lucius Ginny Lucius Malfoy/Ginny Weasley

Ginmione Ginny Hermione Ginny Weasley/Hermione Granger

Ginsy Ginny Pansy Pansy Parkinson/Ginny Weasley

Gintonks Ginny Tonks Nymphadora Tonks/Ginny Weasley

Ginuna Ginny Luna Luna Lovegood/Ginny Weasley

Giucius Lucius Ginny Lucius Malfoy/Ginny Weasley

Grindeldore Dumbledore Grindelwald Albus Dumbledore/Gellert Grindelwald

Hansy Harry Pansy Pansy Parkinson/Harry Potter



Pairing Name Blending in English ∙ 483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5, No. 4, 2020

Blend Source word 1 Source word 2 Characters

Hanville Neville Hannah Hannah Abbott/Neville Longbottom

Haphne Harry Daphne Daphne Greengrass/Harry Potter

Harbus Albus Harry Albus Dumbledore/Harry Potter

Harlie Harry Charlie Harry Potter/Charlie Weasley

Harrius Sirius Harry Sirius Black/Harry Potter

Harthur Arthur Hermione Hermione Granger/Arthur Weasley

Hercy Percy Hermione Hermione Granger/Percy Weasley

Hermaise Blaise Hermione Hermione Granger/Blaise Zabini

Hermidora Hermione Nymphodora Hermione Granger/Nymphadora Tonks

Herminny Ginny Hermione Ginny Weasley/Hermione Granger

Heron Ron Hermione Hermione Granger/Ron Weasley

Heruna Hermione Luna Hermione Granger/Luna Lovegood

Hinny Harry Ginny Harry/Ginny

Honks Harry Tonks Harry Potter/Nymphadora Tonks

Hoomerta Rosmerta Hooch Rolanda Hooch/Madam Rosmerta

Huna Harry Luna Luna Lovegood/Harry Potter

Jamus James Remus Remus Lupin/James Potter

Jeverus James Severus James Potter/Severus Snape

Jily James Lily James Potter/Lily Evans Potter

Larcissa Lucius Narcissa Lucius Malfoy/Narcissa Black Malfoy

Lavarti Lavender Parvati Lavender Brown/Parvati Patil

Lilcissa Lily Narcissa Lily Evans/Narcissa Malfoy

Lillius Scorpius Lily Scorpius Malfoy/Lily Luna Potter

Lilymus Remus Lily Lily Evans/Remus Lupin

Linny Ginny Luna Luna Lovegood/Ginny Weasley

Lovander Luna Rolf Luna Lovegood/Rolf Scamander

Lucarry Lucius Harry Lucius Malfoy/Harry Potter

Lucissa Lucius Narcissa Lucius Malfoy/Narcissa Black Malfoy

Lumione Lucius Hermione Hermione Granger/Lucius Malfoy

Luna/Pansy Pansy Luna Luna Lovegood/Pansy Parkinson

Lunaco Luna Draco Luna Lovegood/Draco Malfoy

Lunansy Pansy Luna Luna Lovegood/Pansy Parkinson

Lunarry Harry Luna Luna Lovegood/Harry Potter

Luneville Neville Luna Neville Longbottom/Luna Lovegood

Lunmione Hermione Luna Hermione Granger/Luna Lovegood

Luparry Lupin Harry Remus Lupin/Harry Potter

Marthur Arthur Molly Arthur Weasley/Molly Prewett Weasley

Minmione Hermione Minerva Hermione Granger/Minerva McGonagall

Nevaco Neville Draco Neville Longbottom/Draco Malfoy

Nevannah Neville Hannah Hannah Abbott/Neville Longbottom

Nevinny Neville Ginny Neville Longbottom/Ginny Weasley

Ninny Neville Ginny Neville Longbottom/Ginny Weasley

Nuna Neville Luna Neville Longbottom/Luna Lovegood

Nymphinny Ginny Nymphodora Nymphadora Tonks/Ginny Weasley

Nymphione Hermione Nymphodora Hermione Granger/Nymphadora Tonks

Olimione Oliver Hermione Hermione Granger/Oliver Wood

Paninny Ginny Pansy Pansy Parkinson/Ginny Weasley

Panmione Hermione Pansy Hermione Granger/Pansy Parkinson

Parry Harry Pansy Pansy Parkinson/Harry Potter

Parvender Lavender Parvati Lavender Brown/Parvati Patil

Perciver Percy Oliver Percy Weasley/Oliver Wood

Permione Hermione Pansy Hermione Granger/Pansy Parkinson

Pudley Dudley Piers Dudley Dursley/Piers Pol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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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 Source word 1 Source word 2 Characters

Rarry Harry Ron Harry Potter/Ron Weasley

Remadora Remus Nymphadora Remus Lupin/Nymphadora Tonks

Remily Remus Lily Lily Evans/Remus Lupin

Remione Remus Hermione Hermione Granger/Remus Lupin

Reverus Regulus Severus Regulus Black/Severus Snape

Romione Ron Hermione Hermione Granger/Ron Weasley

Rona Luna Rolf Luna Lovegood/Rolf Scamander

Ronaco Ron Draco Draco Malfoy/Ron Weasley

Ronks Remus Tonks Remus Lupin/Nymphadora Tonks

Ronsy Ron Pansy Pansy Parkinson/Ron Weasley

Ronuna Ron Luna Luna Lovegood/Ron Weasley

Rosius Scorpius Rose Scorpius Malfoy/Rose Weasley

Runa Ron Luna Luna Lovegood/Ron Weasley

Scorbus Scorpius Albus Scorpius Malfoy/Albus Severus Potter

Scorlily Scorpius Lily Scorpius Malfoy/Lily Luna Potter

Scorose Scorpius Rose Scorpius Malfoy/Rose Weasley

Seamione Seamus Hermione Seamus Finnigan/Hermione Granger

Sevmione Severus Hermione Hermione Granger/Severus Snape

Sily Sirius Lily Sirius Black/Lily Evans

Sirimione Sirius Hermione Sirius Black/Hermione Granger

Snaberforth Snape Aberforth Aberforth Dumbledore/Severus Snape

Snack Snape Black Sirius Black/Severus Snape

Snaco Snape Draco Draco Malfoy/Severus Snape

Snagrid Snape Hagrid Rubeus Hagrid/Severus Snape

Snamione Snape Hermione Hermione Granger/Severus Snape

Snanger Snape Granger Hermione Granger/Severus Snape

Snapledore Snape Dumbledore Albus Dumbledore/Severus Snape

Snarry Harry Snape Harry Potter/Severus Snape

Snermione Snape Hermione Hermione Granger/Severus Snape

Sneville Snape Neville Neville Longbottom/Severus Snape

Snily Snape Lily Lily Evans/Severus Snape

Snockhart Snape Lockhart Gilderoy Lockhart/Severus Snape

Snucius Snape Lucius Lucius Malfoy/Severus Snape

Snumbledore Snape Dumbledore Albus Dumbledore/Severus Snape

Snupin Snape Lupin Remus Lupin/Severus Snape

Tedromeda Ted Andromeda Andromeda Black Tonks/Ted Tonks

Thaise Theodore Blaise Theodore Nott/Blaise Zabini

Thansy Theodore Pansy Theodore Nott/Pansy Parkinson

Tominny Tom Ginny Tom Riddle/Ginny Weasley

Tomione Tom Hermione Tom Riddle/Hermione Granger

Tonkmione Hermione Nymphodora Hermione Granger/Nymphadora Tonks

Tracodore Theodore Tracey Theodore Nott/Tracey Davis

Vikmione Viktor Hermione Hermione Granger/Viktor K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