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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의 正史에 남겨진 韓系, 즉 馬韓, 辰韓과 弁韓에 대한 고유명사(proper noun, proper
name)는 三韓의 언어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소급할 수 있는 귀중한 일차 자료이다. 다시 말하
자면 韓系 고유명사의 기록에 대하여 그 音譯者가 고대 중국어 화자이던 고대 한국어 화자이
던1), 그 기록이 韓系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거기에 기재된 한자들의 언어학적인 특징
을 분석하는 것은 고대 한국어의 一貌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런 편린
같은 자료를 가지고 韓系 고유명사의 언어학적인 양상 및 특징을 엿보는 것은 바로 본고의 연
구 목적이고 西晉의 陳壽(233~297)가 편찬한 『三國志』(265~300)에 있는 「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韓傳」 (이하 韓傳으로 줄임)에 기록된 韓系 78개 국명(다른 고유명사를
제외하며)은 곧 본고의 연구 대상이다.
한계 국명을 대상으로 언어학적인 연구는 종래 활발하지 않았고 연구 성과는 주로 都守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Unfinished Draft for Comments./charlottexuye@gmail.com
1) 都守熙(2008: 218)에는 당시의 중국인(漢代人)이 현지인의 발음을 한자음으로 寫音한 것으로 추정하
였고 李丞宰(2013: 73~74)에는 마한인이 한자로 기록한 것을 중국의 史家가 그대로 전재했거나 漢人
이 마한인의 발음을 직접 듣고 자신의 표기법에 따라 채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고 주장하였다. 權仁瀚(2011: 218~219, 2013: 110, 2015: 318)에는 『三國志』 東夷傳에 있는 고유
명사 표기의 대부분은 당시의 從軍者나 외국에 파견된 郡吏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된 것에 기초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분석 작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이라고 하였다. 趙大夏(2005: 224, 2009: 204~205)에 의하면 일본 학계에는 『三國志』 魏書 倭人傳
의 音譯者에 대하여 有坂秀世(1955)는 중국인이라고 주장하였고, 大野透(1962)는 일본이라고 추정하
였고, 馬淵和夫(1970)는 한국인이라고 추정하였다. 본고는 문헌 자료의 일부로서 韓系 자료가 『三國
志』 「魏書」에 속하고, 蜀漢 四川 출신의 陳壽가 편찬하였을 때 직접 3세기 중엽(265년 경)에 저술된
『魏略』을 참고하였다. 게다가 한계 고유명사의 차자표기를 보면 南豐鉉(2014:11～17)에 있는 한국의
차자표기법의 종류에 따르면 ‘音假字表記’에 속한다. 이 音假字란 한자를 음으로 읽되 그 뜻을 버리
고 표음자로만 사용하는 차자들이고 중국인들이 외래어를 표기하는 假借法과 같은 것인데 한국의 고
유명사나 官等名과 같은 漢譯(韓譯이 아님)하기 어려운 말들을 표기할 때 이 음차자표기의 방법이 사
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音假字들의 의미를 분석하면 良義性이 없는 글자인 ‘狗, 馬, 卑, 邪’
등을 취하는 것도 韓系가 아닌 기록자가 한자의 음과 뜻을 통달하고 의도적으로 주변 異民族을 비하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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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7, 1988, 1990, 1993, 2007, 2008), 俞昌均(1982, 1983a), 趙大夏 (2005, 2006,
2009), 森博達(2009a, 2010), 權仁瀚(2011, 2013, 2015), 李丞宰(2013)가 있었다.
都守熙(1980, 1987c, 1988, 1993, 2007, 2008)의 연구들은 韓傳에 있는 인명, 관명, 국명
표기들을 대상으로 궁극적으로 三韓語의 음운체계를 재구한 선구적인 업적이었지만 權仁瀚
(2011, 2013: 110, 2015: 318)에 따르면 이런 음운체계의 재구 방법론에 있어서 분포상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음소들을 음운체계에 수용하는 平面的인 처리를 함으로서 결과
적으로 漢語와 三韓語의 음운체계가 거의 동일하게 귀납되고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俞昌均(1982, 1983: 55~118)에서는 東漢代(즉 後漢代)의 漢語音을 기준으로 해석
하면 바람직하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백제 시대의 어느 지명에 비정하여
이 지역의 어떤 음을 전사하였는데, 어떤 음을 이용하였는가에 따라 고구려 지명 표기, 『日本
書紀』에 있는 표기와 비교하면서 董同龢, B. Karlgren, 周法高와 丁邦新의 漢語 再構音을 모
두 참조하면서 일일이 마한 지명의 음운체계를 분석하였다. 趙大夏(2005, 2006, 2009)은 삼한
고유명사의 표기자를 선별하고 나서 한어 상고음, 중고음, 중기조선한자음의 음운체계를 참조
하여 표기자 모음와의 대응관계를 찾았고, 다시 중고음의 운모체계를 의해서 분류하고 상고음
의 재구음에 있는 투영을 근거하여 삼한어의 6 모음체계와 유성음이 존재하는 자음체계를 재
구하였다. 權仁瀚(2011, 2013, 2015)은 『三國志』에 있는 「夫餘條~弁辰條」를 대상으로 고유명
사 표기를 수집하고 나서 수집된 자료를 扶餘系와 韓系로 나누어 森博達(1982, 1994, 1995)
에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용자들을 정리, 성모, 운모, 성
조별 분포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3세기 경 한반도의 언어, 특히 음운 상태를 고찰하였다. 李丞
宰(2013: 72～77)은 삼국시대 백제의 언어 자료로서 마한 국명의 표음자 77자를 伊藤智ゆき
(2007, 李珍昊 역(2011))에 있는 平山久雄의 漢語 中古音의 성모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계랑적
으로 전탁자가 19%, 차청자가 2.5%의 비율을 계산한 다음 이런 표기자들이 유의미한 서열
중에서 유성자음의 용례가 무성자음의 용례보다 더 많은 서열이 있는 백제어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였다.
본고의 연구 절차는 우선 문헌 자료의 정리와 검토, 즉 『三國志』 및 후대의 문헌에 나와 있
는 중출 기록과 결합하여 고증할 것이다. 한계 국명에 대한 문헌 기록은 주로 『三國志』에 전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通志』, 『翰苑』2), 『欽定滿洲源流考』, 『文獻通考』, 『遼海叢書』에도
다시 나와 있었고 이런 자료를 문헌학적으로 서료 대조하면서 고증하는 것은 연구의 전제와
기본이고 저자의 나이나 출신지와 같은 신분 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계 국명 표기자의 언어학적인 특징, 즉 형태론적, 음운론적인 특징만 한정하여
고찰할 것이다. 한자의 음을 빌어서 한계 국명을 표기한 음표자(音表字, phonograph)3)의 형
2) 『翰苑』 (卷30? 蕃夷部 百濟)에는 마한 지명이 나왔지만 誤寫가 많이 눈에 띄어서 본고는 참고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후문에 ‘邁羅城’에 관한 음운론적 대응관계를 찾을 때 『翰苑』에 있는 표기를 부
연하여 설명할 것이다. 『翰苑』은 唐 高宗·則天武 시대에 활동한 張楚金에 의한 편찬되었다. 원본은
유실되어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新唐書』와 『舊唐書』 忠義傳 중에는 그의 활동 내용과 『翰苑』
30권을 저술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일본에서 書寫한 시기는 그 書風으로 미루어볼 때 平安時期, 즉
9세기를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日本 九州 大宰府 天滿宮에 소장되어 있는 것
은 세계의 孤本이다.
3) 본고는 이왕 사용된 남풍현(1981)을 비롯한 ‘音讀’, ‘訓讀’, ‘音借’, ‘訓借’ 등 술어와 달리 문자를 빌
어 표기하는 입장에서 음표자와 훈표자라는 술어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문자 표기를 위한 한계 국명
은 그의 독법을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현대 영어의 예를 부연하자면 자주 쓰는 ‘etc.’ (‘et
cetera’ [et keːterɑ], 현재의 영어 발음은 [et'setərə]이다.)는 라틴어에서 차용된 것이지만 이 단어
를 보고 ‘and so forth’로 읽는 사람이 많다. ‘e.g.’는 원래 라틴어 ‘exampli gratia’의 축약형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for example’로 읽는다. ‘i. e.’는 라틴어의 ‘id est’인데 ‘that is’로 읽는 것이 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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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론적인

특징을

분석한

후에

우선

음운론적으로

자음체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해독

(decipher/decipherment, interpret/interpretation)할 것이다4).
형태론적인 특징은 직접 성분 분석((immediate constituent, IC))의 방법과 형태소의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찾아서

분석할

것이고

자음체계의

음운론적인

특징은

Schuessler(2009)의 최소 漢語 상고음(Minimal Old Chinese, 이하 OCM), 후한음(Later
Han Chinese, 이하 LHan), 중고음(Middle Chinese, 이하 MC) 재구음을 참조하여 계량적
분석법(quantitative analysis)과 음운론적 대응5)(phonological correspondence, sound
correspondence)을 찾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할 것이다. 계량적 분석법이란 박창원(2015:
24)에 있는 설명에 근거하면 분포의 양으로 그 존재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활용하자면 한계 국명의 음표자들이 漢語 중고음을 기준점으로 하여 성모의 분포 양상이나 존
재성을 고찰할 것이다. 그렇지만 『三國志』의 편찬 시기를 근거하여 한계 국명의 표기 시기는
정치사적으로 魏晉南北朝 시기에 속하여 있고 漢語 音韻史6)에 따르면 漢나라부터 隋나라까지

편적이다.
4) 한계 국명을 음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해독(decipherment)인지 재구(reconstruction)인지 방법론
적으로 두 술어의 차이점을 뚜렷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William Jones를 비롯하여 이어서 19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역사언어학에 있는 재구는 내적 재구(internal reconstruction)와 비교방법
(comparative method)을 포함하여, 내적 재구는 한 언어 내에 존재하는 공시적인 예외로서 과거의
모습을 재생하는 것이고 이 공시적인 체계에서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교방법은 같은 기
원이나 계통에 속하는 언어를 서로 비교하여 공통 조어로 추정될 수 있는 이전의 상태를 추측하는 것
이다. 분명히 최근까지 고대 한국어 연구의 발전을 검토해보면 이런 내적 재구와 비교방법이라는 서
양 겉옷은 어떻게 고대 한국어에다가 어울리게 입히는지 재삼 재단하거나 엄밀히 살펴보아야 된다.
본고의 방법론은 한자를 차용하여 전사된 한계 국명의 표기자들의 상고음, 후한음, 중고음을 이용하
여 궁극적으로 그 당시의 한계 국명의 음운체계(한계어도 아님)을 추측하거나 해독할 뿐이다. 게다가
박창원(2002: 25-26)과 Campbell(2013: 199-211)에 의하여 인구어를 중심으로 한 재구의 전재와 절
차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구의 전제는 (1)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어휘가 그
언어의 고유어로서 동일한 기원에서 변환한 것이어야 하고, 역시 비교 대상이 되는 언어가 동일한 계
통에 속하는 것이다. (2) 언어의 변화는 규칙적이다. (3) 언어의 공시적인 교체형은 기원적인 것이 아
니고, 통시적인 변화의 산물이다. 재구의 실제적인 작업 단계는 (1) 다른 언어나 외부적인 요소는 고
려하지 않고, (2) 특정 언어의 공시적인 불규칙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3) 변화의 유형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전의 모습을 추정하는 것이다. 비교방법의 실제 작업단계는 (1) 비교하고자 하는 언어의
동일한 기원이나 계통을 확인하고, (2) 내적 재구나 그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당해 언어의
가장 오래된 언어 형태를 재구한 다음, (3)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언어를 서로 비교하여 공통 조어
로 추정될 수 있는 이전의 상태를 재구한다.
5) 서구 印歐語에 적용되는 음운론적 대응(systematic correspondence)과 달리 한계 국명 음표자의
음운론적 대응은 한자음을 차용하여 표기한 같은 한계 국명이 중국대륙, 한반도, 일본열도에 있는 다
른 史書, 金石文, 木簡 자료 등에 중출되는 것을 가리킨다. 음표자의 음운론적인 해독은 표기된 시간
순서로 첫째로 등장한 언어의 음운체계에 근거하여 중출로 등장한 언어의 음운체계들과 결합하여 서
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본고 4.1.2.1을 참조) ‘卑離國’이라는 국명은 첫째로 중국 正史인
『三國志』(265~300)에 나타났지만 한반도의 「廣開土王陵碑文(414)」에 ‘比利城’으로, 사서인 『三國史記
(1145)』에 ‘牟良夫里縣’으로, 일본열도의 사서인 『日本書紀(720)』에 比利(ひり)로 나타났고 사학적으
로 지리적으로 같은 곳으로 비정하면 어학적으로 이런 표기들을 연결시키고 음운론적 대응으로 간주
된다. 『三國志』 시기의 漢語 음운체계를 근거하여 「廣開土王陵碑文(414)」 시기에 한국어의 음운체계,
『日本書紀(720)』 시기에 일본어의 음운체계와 결합하여 각 언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인구어의 음운론적 대응은 Trask(2000: 336)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6) Ting Pang-hsin(丁邦新, 1975: 269)에 의하면 한어 상고음부터 중고음까지의 시간 구분은 Ⅰ. 1. 上
古前期(Early Archaic Chinese)—諧聲時代; 2. 上古中期(Archaic Chinese)-周秦(?~205B.C.); 3. 上
古晚期(Late Archaic Chinese)-兩漢(206B.C.~207), Ⅱ. 古音(Old Chinese): 魏晉宋(208~478), Ⅲ.
中古音(Ancient Chinese): 1.中古前期(Early Ancient Chinese)-齊梁陳(479~589)；2. 中古中期
(Ancient Chinese)-隋唐(590~)로 나누었다. Ting Pang-hsin(1975)는 李方桂의 상고음 운모체계에
근거하여 魏晉宋(208~478) 시기의 운부변화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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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 년 동안에 漢語 韻部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魏晉南北朝의 漢語 音韻을 다시 兩漢時期
(206BC~207), 魏晉宋時期(208~478), 齊梁陳隋時期(479~617)로 구분되었다. 결국 한계 국명의
음표자들은 대응적으로 兩漢時期(206BC~207)부터 魏晉宋(208~478)까지의 漢語 재구음을 참
조하면 제일 온당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시기의 성모체계는 Coblin(1983)과 Schuessler(2009)
를 중심으로 하고, 韻部의 변화는 周祖謨, 羅常培(1958, 2007)와 丁邦新(1975)에 있는 내용과
Schuessler(2009)를 결합하면서 고찰할 것이다. 단면적으로 한계 국명의 음표자들을 계량적
으로 분석하는 것은 언어의 일모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고 중국 대륙, 한반도, 일본열도의 史
書, 金石文, 木簡 등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런 음표자들의 음운론적 대응을 찾는 방법
을 이용하면 더 전면적으로 한계 국명을 표기한 자음체계의 특징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음운론적

대응을

고찰하는

동시에

漢語의

음운사는

주로

Baxter&Sagart(2014)와

Pulleyblank(1984)를 참조할 것이고, 중세 한국어 전승한자음의 반영 양상은 주로 訓蒙字會
(1572), 光州版 千字文(1575)와

伊藤智ゆき(2007)을 참조할 것이고, 상대 일본어의 음운체계

는 주로 馬淵和夫(1999)와 Frellesvig(2010)을 참조할 것이다. 일본어 吳音과 漢音은 주로 沼
本克明(1996)을 참조할 것이다. 그리고 언어학적 연구의 전제나 기초로서 여러 한계 국명의
지리적인 비정은 한국 사학계의 주류 논의를 참조하여 각주로 표기할 것이다. 분고의 연구 결
과는 앞으로 이루어질 모음체계와 성조의 음운론적 분석과 해독을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한계 국명의 표기자 정리
한계 78개 국명의 기록은 처음으로 『三國志』 「東夷傳」에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通志』,

『文獻通考』, 『欽定滿洲源流考』, 『遼海叢書』 등에도 찾을 수 있다. 2005년과 2008년에 충청남
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百濟史資料原文集2-中國篇』과 『百濟史資料譯註集-中國篇-』에
는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百濟史資料原文集2-中國篇』의 발췌는 중국 『四庫全書』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四庫全書』 목록에 있는 자료 중 正史類는 교감이 이루어진 中華中國本
25史를 대본으로 발췌하였으며, 이외 자료는 『四庫全書』 文淵閣本을 대본으로 발췌하였다. 이
런 여러 문헌 자료들은 시대별로 여러 판본도 존재하고 판본의 고증은 바로 언어학적인 연구
의 전제이지만 본고는 일단 이 『百濟史資料原文集2-中國篇』을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
다7).
『三國志』(Sanguozhi,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는 西晋의 陳壽(232~297, 현재의
四川省 南充人)가 私撰한 삼국시대(220~265) 66년간의 정사로서 杜撰으로 평가받고 있으면서
도 魏나라가 당시의 동북아 각국과의 交流, 戰爭, 征服 등을 통하여 전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점에서 유일한 外國傳으로 실린 만큼 그 자료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通志』(Tongzhi)는 南宋의 鄭樵(1104~1162, 현재의 福建省 莆田人)가 편찬한 상고 三皇
이후 隋까지 紀傳體로 된 통사로 종합 문화사적인 역사서로서 후세에 唐나라의 杜佑가 편찬
한 『通典』과 宋末 元初의 학자 馬端臨(1254~1323, 현재의 江西省 樂平人)이 저적한 제도와
문물사에 관한 저서인 『文獻通考』(Wenxian Tongkao)과 더불어 三通이라고 한다.
『欽定滿洲源流考』(Qinding Manzhou Yuanliukao)는 淸나라 乾隆 42년(1777) 때 乾隆帝
7) 한국 사학계에 『三國志』의 판본과 「東夷傳」의 교감 등 문제에 대해서 申鉉雄(2003, 2008), 尹龍九
(2005, 2008, 2010), 盧重國(2007)에는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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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을 받아 편찬한 만주 지역의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책으로서 만주의 연혁, 근원 및 지명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만들도록 하였다. 고증에는 가치가 있지만 간혹 잘못된 것도 있
다. 乾隆帝의 명을 받은 大學士 阿桂(1717~1797, 原 滿洲 正藍旗 滿族人)와 軍機大臣 于敏
中(1714~1780, 현재의 江蘇省 金壇人) 등 43명의 학자들이 1년간의 작업을 거쳐 이 책을 편
찬하여 완성하였다. ‘欽定’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책의 제작을 처음 지시한 사람은
황제였고 학자들이 초고를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항상 황제에게 미리 올려 읽어보고 수정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遼海叢書』(Liaohai Congshu)는 1933년 10월에서 1936년 4월 遼海書社에서 신식 영인본
으로 인출했으며 총서 주편자는 金毓绂(1887~1962, 현재의 辽宁省 辽阳人)이다. 이 총서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마한 국명의
표기에 대하여 『三國志』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문헌들에서 출현하는 상황은 표로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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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國志』
爰襄國
牟水國
桑外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
臣濆活國
伯濟國
速盧不斯國
日華國
古誕者國
古離國
怒藍國
月支國
咨離牟盧國
素謂乾國
古爰國
莫盧國
卑離國
占離卑國
臣釁國
支侵國
狗盧國
卑彌國
監奚卑離國
古蒲國
致利鞠國
冉路國
兒林國
駟盧國
內卑離國
感奚國
萬盧國

『通志』
爰襄國
牟水國
桑外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
臣濆沽國
伯濟國
速盧不斯國
日華國
古誕者國
古離國
怒藍國
月支國
咨離牟盧國
素謂乾國
古爰國
莫盧國
卑離國
占離卑國
臣釁國
支侵國
狗盧國
卑彌國
監奚卑離國
古蒲國
致利鞠國
冉路國
兒林國
駟盧國
內卑離國
感奚國
萬盧國

표1. 마한국명표
『文獻通考』
愛襄國
牟水國
桑外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
臣濆沽國
伯齊國
速盧不斯國
日華國
古誕者國
古離國
怒藍國
月支國
治離牟盧國
素謂乾國
古爰國
莫盧國
卑離國
占離卑國
占釁國
支侵國
拘盧國
卑彌國
監奚卑離國
古蒲國
致利鞠國
冉路國
兒林國
駟盧國
內卑離國
感奚國
萬盧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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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定滿洲源流考』
愛襄國
牟水國
桑外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
臣濆活國
伯濟國
速盧不斯國
日華國
古誕者國
古離國
怒藍國
月支*亦作目支國
治*魏志作咨離牟盧國
素謂乾國
古爰國
莫盧國
卑離國
占離卑國
臣釁國
支侵國
勾盧國
卑彌國
監奚卑離國
古蒲國
致利鞠國
冉路國
兒林國
駟盧國
內卑離國
感奚國
萬盧國

『遼海叢書』
爰襄國
牟水國
桑外國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
臣濆活國
伯濟國
速盧不斯國
日華國
古誕者國
古離國
怒藍國
月支國
咨離牟盧國
素謂乾國
古爰國
莫盧國
卑離國
占離卑國
臣釁國
支侵國
狗盧國
卑彌國
監奚卑離國
古蒲國
致利鞠國
冉路國
兒林國
駟盧國
內卑離國
感奚國
萬盧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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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辟卑離國
臼斯烏旦國
一離國
不彌國
支半國
狗素國
㨗盧國
牟盧卑離國
臣蘓塗國
莫盧國
古臘國
臨素半國
臣雲斯國
如來卑離國
椘山塗卑離國
一難國
狗奚國
不雲國
不斯濆邪國
爰池國
乾馬國
椘離國

辟卑離國
臼斯烏旦國
一離國
不彌國
支半國
狗素國
捷盧國
牟盧卑離國
臣蘇塗國
莫盧國
古臘國
臨素半國
臣雲新國
如來卑離國
楚山塗卑離國
一難國
狗奚國
不雲國
不斯濆邪國
爰池國
乾馬國
楚離國

辟卑離國
舊斯烏旦國
一離國
不彌國
友半國
拘素國
樓盧國
牟盧卑離國
臣蘇塗國
莫盧國
古臘國
臨素半國
臣雲新國
如來卑離國
楚山塗卑離國
一難國
拘奚國
不雲國
不斯濆邪國
爰池國
乾馬國
楚離國

辟卑離國
舊*魏志作臼斯烏旦國
一離國
不彌國
支半國
勾素國
㨗盧國
牟盧卑離國
臣蘇塗國
莫盧國
古臘國
臨素半國
臣雲新國
如來卑離國
楚山塗卑離國
一難國
勾奚國
不雲國
不斯濆邪國
爰池國
乾馬國
楚離國

辟卑離國
臼斯鳥旦國
一離國
不彌國
支半國
狗素國
捷盧國
牟盧卑離國
臣蘇塗國
莫盧國
古臘國
臨素半國
臣雲新國
如來卑離國
楚山塗卑離國
一難國
狗奚國
不雲國
不斯濆邪國
爰池乾馬國
楚離國

M1爰襄國은 『文獻通考』와 『欽定滿洲源流考』에 ‘愛襄國’으로 되어 있다. M7臣濆活國은
『通志』와 『文獻通考』에 ‘臣濆沽國’으로 되어 있다. M8伯濟國은 『文獻通考』에 ‘伯齊國’으로
되어 있다. M14月支國은 『後漢書』에 있는 ‘馬韓最大, 共立其種為辰王, 都月支國’이라는 기록
과 『欽定滿洲源流考』에 있는 ‘月支*亦作目支國’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目支國의 잘못된 표기
일 가능성이 있다. M15咨離牟盧國은 『文獻通考』와 『欽定滿洲源流考』에 ‘治離牟盧國’으로 되
어 있다. M18莫盧國과 M43莫盧國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後漢書』에 있는 기록 “馬韓在
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에 의하면 마한은 54국이 있다는 것을 보면 타당하다.
계량적으로 분석할 때는 하나로 계산한다. M21臣釁國은 『文獻通考』에 ‘占釁國’으로 되어 있
다. M23狗盧國은 『文獻通考』에 ‘拘盧國’으로, 『欽定滿洲源流考』에 ‘勾盧國’으로 되어 있다.
M35臼斯烏旦國은 『文獻通考』와 『欽定滿洲源流考』에 ‘舊斯烏旦國’으로 되어 있다. M38支半
國은 『文獻通考』에 ‘友半國’으로 되어 있다. M39狗素國은 『文獻通考』에 ‘拘素國’으로, 『欽定
滿洲源流考』에 ‘勾素國’으로 되어 있다. M40㨗(同‘捷’)盧國은 『文獻通考』에 ‘棲盧國’으로 되어
있다. M42臣蘓塗國의 蘓자는 ‘蘇’와 같은 것으로 본다. M50狗奚國은 『文獻通考』에 ‘拘奚國’
으로, 『欽定滿洲源流考』에 ‘勾奚國’으로 되어 있다. M53爰池國은 『遼海叢書』에 M54乾馬國과
같이 ‘爰池乾馬國’으로 되어 있다. M48椘山塗卑離國과 M55椘離國의 ‘椘’자는 ‘楚’자와 같은
것으로 본다. 『三國志』 자료를 중심으로 마한 국명 표기자의 종류는 총 78자가 있고 중출의
횟수는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표기하고 다른 문헌에 나와 있는 異體字들은 괄호 안에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마한국명의 표기자(총192자, 78종)
感1 監1 乾2 古5 臼(舊)1 狗(拘, 勾)3 國54 鞠1 難1 內1 怒1 兒1 如1 冉1 日1 旦1 大1 塗2
池1 藍1 臘1 來1 盧8 路1 利1 離11 林1 臨1 馬1 莫1 萬1 牟4 月(目)1 彌2 半2 伯1 辟1 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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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4 卑9 斯4 駟1 邪1 山1 桑1 索2 襄1 石2 小1 素3 蘓(蘇)1 速1 水1 臣(占)4 烏1 外1 優1
雲2 爰(愛)3 謂1 一2 咨(治)1 者1 占1 濟(齊)1 支(友)3 㨗(樓)1 椘(楚)2 致18) 侵1 涿1 誕1
蒲1 奚3 華1 活(沽)1 休1 釁1
변진 국명은 『三國志』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문헌들에서 출현하는 상황은 표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文獻通考』와『遼海叢書』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
표2. 변진국명표
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三國志』
已柢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勤耆國
難彌離彌凍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冉奚國
弁辰半路國
弁(辰)樂奴國
軍彌國
弁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如湛國
弁辰甘路國
戶路國
州鮮國
馬延國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馬延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由國

『通志』
已祈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塗國
勤耆國
難彌離彌凍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冉奚國
弁辰半路國
弁樂奴國
軍彌國
弁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如湛國
弁辰甘路國
尸路國
州鮮國
馬延國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馬邪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由國

『文獻通考』

『欽定滿洲源流考』
已抵國
不斯國
弁辰彌離彌凍國
弁辰接圖國
勤耆國
難彌離彌凍國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
冉奚國
弁辰半路國
弁樂努國
軍彌國
弁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如湛國
弁辰甘路國
户路國
州鮮國
馬延國
弁辰勾邪國
弁辰走漕瑪國
弁辰安邪國
馬延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中國

『遼海叢書』

P1已柢國은 『通志』에 ‘已祈國’으로 되어 있고 『欽定滿洲源流考』에 ‘已抵國’으로 되어 있다.
P4弁辰接塗國은 『欽定滿洲源流考』에 ‘弁辰接圖國’으로 되어 있다. P11弁(辰)樂奴國은 『欽定
滿洲源流考』에 ‘弁樂努國’으로 되어 있다. P12軍彌國과 P13弁軍彌國, P19馬延國과 P23馬延
國은 같은 것으로 본다. 『三國志』에 있는 ‘弁辰韓合二十四國’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변진은 총
24국으로 보면 온당하다. P17戶路國은 『通志』에 ‘尸路國’으로 되어 있고 『欽定滿洲源流考』에
‘户路國’으로 되어 있다. P20弁辰狗邪國은 『欽定滿洲源流考』에 ‘弁辰勾邪國’으로 되어 있다.
P21弁辰走漕馬國은 『欽定滿洲源流考』에 ‘弁辰走漕瑪國’으로 되어 있다. P23馬延國은 『通志』
‘馬邪國’으로 되어 있다. 26優由國은 『欽定滿洲源流考』에 ‘優中國’으로 되어 있다. 변진 국명
8) 이승재(2013: 72-77)에는 ‘狗’자가 ‘拘’자로, ‘致’자가 ‘到’자로, ‘月’자가 ‘目’자로,
‘蘓’자가 ‘蘇’자로, ‘㨗’자거 ‘捷’자로,
‘椘’자가 ‘楚’자로, ‘釁’자가 ‘新’자로,
‘鞠’자가 ‘國’자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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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기한 한자의 종류와 중출 횟수는 다음과 같다.
(2) 변진 국명의 표기자(총 108자, 44종)
甘1 古2 狗(勾)1 國24 軍1 勤1 耆1 樂1 難1 奴(努)1 如1 冉1 湛1 塗(圖)1 瀆1 凍3 辰12 盧2
路3 離2 馬(瑪)3 彌7 半1 弁13 不1 斯2 邪3 鮮1 淳1 是1 安1 烏1 延(邪)1 優1 由(中)1 已1
資1 柢(祈, 抵)1 接1 漕1 州1 走1 奚1 戶(尸)1
(3) 한계 국명의 표기자(총 300자, 103종, 공유 19종)
感1 監1 甘1 乾2 古7 臼1 狗4 國78 鞠1 軍1 勤1 耆1 樂1 難2 內1 怒1 奴1 兒1 如2 冉2 日1
旦1 湛1 大1 塗3 瀆1 凍3 池1 辰12 藍1 臘1 來1 盧10 路4 利1 離13 林1 臨1 馬4 莫1 萬1 牟
4 月1 彌9 半3 伯1 辟1 弁13 濆2 不5 卑9 斯6 駟1 邪4 山1 桑1 索2 襄1 石2 鮮1 小1 素3 蘓
1 速1 水1 淳1 是1 臣4 安1 延1 烏2 外1 優2 雲2 由1 爰3 謂1 已1 一2 咨1 者1 資1 柢1 占1
接1 漕1 州1 走1 濟1 支3 㨗1 椘2 致1 侵1 涿1 誕1 蒲1 奚4 戶1 華1 活1 休1 釁1

3. 한계 국명의 형태론적 특징
한계 국명은 한 종류의 고유명사로서 단어 차원에 있어서 직접 성분 분석(immediate
constituent, IC)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최형용(2000: 163, 2003: 132)에 있는 Nida(1949)
와 이익섭(1965)에서 제시된 원칙을 종합적으로 한국어의 경우에 적용시키는 직접 성분 분석
의 기준을 따라서 보면 ‘가) 의미와의 연관성; 나) 보다 작은 단위에 의한 대치 가능성; 다) 통
시성; 라) 언어 全 구조에 의한 지원도’가 있다. 적어도 기준 가)와 나)는 충분히 한계 국명의
형태적인 분석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78개 국명은 한 계열체를 형성하므로 서로 계열관계
(paradigmatic relation)에 있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다. 형태소(morpheme)란 의미를 가지
고 있는(의미의 불확정성도 있지만) 최소단위이고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런 계열관계
를

찾아보고

분석해

morpheme/logographic

보면

한계

morpheme,

국명의
이하

표기자들은
훈표소)와

훈표형태소(semantographic
음표형태소(phonographic

morpheme, 이하 음표소)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음표소는 단음절 음표소(monosyllabic
phonographic morpheme)와 다음절 음표소(polysyllabic phonographic morpheme)로 구
분할 수 있다.
가. 훈표형태소-훈표소
훈표형태소란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중국식 지명의 영향이나 언어 접촉(language contact)
을 하면서(한자어로 수용하여) 한자의 훈(즉 의미, 한자의 ‘音, 形, 義’ 3 요수 중에 하나인
‘義’를 가리킨다)을 빌어서 표기한 한자들이다. 한자는 모두 단음절이기 때문에 모든 훈표소도
단음절형태소이다. 한계 국명 중에는 ‘國78, 小1(M4小石索國), 大1(M5大石索國)’만 훈표소로
확정할 수 있다. 宋基中(1992: 42-57, 1999: 7-9, 2004)에 있는 견해를 따라서 분석해 보면
이런 훈표소들이 단어의 형성에서 생산성이 높고, 의미적인 자립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예를 들면 ‘國’은 기본 의미 ‘나라’의 명사형 자립형태소이지만 그 글자가 표시하는 한국
어 단위 ‘국’은 한국어에서 ‘나라’라는 자립적 의미를 가진 명사성 의존형태소이다. 즉 여러
한계 국명에서 나타나는 ‘國’자는 문법적으로 의존형식일지라도 모두 자립적 의미를 가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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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後置成分으로 볼 수 있다9). 한계 국명 훈표소 ‘國’자는 後置成分으로, ‘小, 大’자는 前置
成分으로 볼 수 있다. M31內卑離國의 ‘內’자는 한자의 음을 빌어서 표기한 가능성이 있으므
로 확실히 훈표소로 볼 수 없다. M2牟水國의 ‘水’자, M4小石索國와 M5大石索國의 ‘石’자,
M48椘山塗卑離國의 ‘山’자는 훈표소일 가능성도 있다.
(4) 한계 국명의 훈표소(총 80자,3종)

國78, 小1, 大1
나. 음표형태소-음표소
한계 국명의 표기자 중에 훈표형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음표형태소로 볼 수 있다. 다
른 말로 음표소란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중국식 지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한계 언어
를 표기하기 위하여 한자의 음만 빌어서 표기한 한자들이다. 음표소는 직접 성분 분석과 계
열관계를 찾는 방법을 이용하면 단음절음표소와 다음절음표소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음절음
표소는 여러 국명 중에 같은 자리에 重出이 없는 한자들이고 다음절음표소는 두 글자 이상
의 한자가 여러 국명 중에 같은 자리에 중출하는 한자들이다. 78개의 한계 국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절음표소는 ?A石索2(M4小石索國, M5大石索國)은 ‘國’자 앞에만 나타나고 의
미는 확정할 수 없고, B卑離7(M19卑離國, M25監奚卑離國, M31內卑離國, M34辟卑離國, M41牟
盧卑離國, M47如來卑離國, M48楚山塗卑離國)은 ‘國’자 앞에만 나타나고 ‘평야’를 뜻하
는 의미로 백제 지역의 옛 지명에 많이 표기되고 있는 ‘夫里’, 신라 지역의 옛 지명에 표
기되고 있는 ‘伐’, ‘弗’, ‘火(불)’ 등과 同名異表記(혹은 混記)로 간주되고, ?C彌凍
3(P3弁辰彌離彌凍國, P6難彌離彌凍國, P7弁辰어資彌凍國)은

‘國’자 앞에만 나타나고, ?D

彌離彌凍2(P3弁辰彌離彌凍國, P6難彌離彌凍國)은 ‘國’자 앞에만 나타난다. ‘P7弁辰古資
彌凍國’의 誤記 가능성이 있으면 C彌凍3과 D彌離彌凍2는 합쳐서 4음절음표소로 보아도 무
방하다. ‘?A石索2, B卑離7, ?C彌凍3, ?D彌離彌凍2’는 모두 어떤 확정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로 가정할 수 있다.
나머지 한계 국명의 음표소들 중에는 음표소의 음성적인 유사성(같은 聲母나 韻攝에 속하
면)에 근거하여 다음절음표소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히 판정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 여
러 확정할 수 없는 요소는 바로 다른 한자로 음성적으로 다른 한계 국명을 차이가 있게 표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E監奚1/感奚1(M25監奚卑離國, M32感奚國)은 모두
어두에만 나타나고 ‘監’자와 ‘感’자는 모두 見母와 咸攝에 속하여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2음절음표소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F牟盧/萬盧/莫盧(M15咨離牟盧國, M33
萬盧國, M41牟盧卑離國, M18(43)莫盧國)’은 ‘國’자나 ‘卑離’ 앞에 나타나고 ‘牟’자,
‘萬’자, ‘莫’자의 성모는 모두 明母이지만 韻攝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2음절음표소로
볼 가능성이 떨어진다. 다만 다른 韻攝을 이용하여 한계 언어의 음운체계를 추측할 수 있다.
??G速盧/駟盧/斯盧(M9速盧不斯國, M30駟盧國, P25斯盧國)은 ‘國’자나 ‘不斯’ 앞에 나타
나고 ‘速’자, ‘駟’자, ‘斯’자는 모두 心母자이지만 다른 韻攝이기 때문에 같은 2음절
음표소로 확정할 수 없다. ??H不斯3(M9速盧不斯國, M52不斯濆邪國; P2不斯國)’은 ‘國’자
앞과 어두 자리에 나타나고 2음절음표소로 볼 가능성이 높다.
9) 현대 한국어에서 의미와 문법 기능으로 ‘國’은 ‘국가, 국민, 국어’와 같은 단어에서는 前置成分이고
‘외국, 미국’ 같은 단어에서는 後置成分이다. 한국어 고유어 의존형태소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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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 국명의 다음절 음표소(총52자, 8종)
?A石索2, B卑離7, ?C彌凍3, ?D彌離彌凍2, ??E監奚1/感奚1, ??F牟盧2/萬盧1/莫盧1, ??G速盧
1/駟盧1/斯盧1, ??H不斯3
훈표형태소와 다음절 음표소들을 제외하여 나머지는 모두 단음절 음표소로 간주된다.
(6) 한계 국명의 단음절 음표소(총168, 94종)
甘1 乾2 古7 臼1 狗4 鞠1 軍1 耆1 勤1 樂1 難2 內1 怒1 奴1 兒1 如2 冉2 日1 旦1 湛1 塗3
瀆1 池1 辰12 藍1 臘1 來1 盧4 路4 利1 離4 林1 臨1 馬4 牟2 月1 彌4 半3 伯1 辟1 弁13 濆2
不2 卑2 斯2 邪4 山1 桑1 襄1 鮮1 素3 蘓1 水1 淳1 是1 臣4 安1 延1 烏2 外1 優2 雲2 由1
爰3 謂1 已1 一2 咨1 者1 資1 柢1 占1 接1 漕1 州1 走1 濟1 支3 㨗1 椘2 致1 侵1 涿1 誕1
蒲1 奚2 戶1 華1 活1 休1 釁1

4. 한계 국명의 음운론적 특징
한계 국명 자음의 음운론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➀ 漢語 중고음의 성모체
계를 기준으로 하여 한계 국명 음표소의 분포 양상을 계량적으로 통계하여 분석한다. ➁ 초보
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漢語 중고음의 조음방법과 조음위치에 대한 분포 양상에 따라
서 한계 국명 음표소의 음운론적인 특징, 복수음자의 취사선택을 추측한다. ➂ 중국 대륙, 한
반도와 일본열도의 史書, 金石文, 木簡 등에 있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계 국명의 음표
소들과의 음운론적 대응을 찾고 발췌한다. ➃ 상고음부터 후한음을 걸쳐 중고음까지의 漢語
음운사와 결합하여, 한계 국명의 음표소들이 중세한국어 전승한자음의 반영 양상, 상대일본어
의 음운체계와 吳音, 漢音 등을 고려하면서 한계 국명 음표소의 음운론적인 변화와 특징을 고
찰한다. ➄ 마지막으로 자음체계의 음운론적인 체계성, 균형성 등 특징을 고려하면서 한계 국
명의 자음체계를 추측하여 해독한다.
가. 계량적 분석법에 근거한 자음의 특징
漢語 중고음의 성모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한계 국명 음표소 자음의 반영 양상을 계량적으
로 통계한 결과는 표3에 있는 수치 및 비율과 같다.

표3. 한계 국명 음표소의 중고 성모 분포도
全清
唇音
舌頭
舌

舌上

幫p
端t
知ṭ

半3, 伯1, 辟1*2/3,
不5, 卑9 (18.7)
旦1, 湛1*1/3, 凍3,
柢1 (5.3)
致1, 涿1 (2)

次清

全濁

h

辟1*1/3,

次濁
弁13,

滂p

並b

透th

定d

塗3, 瀆1, 誕1 (5)

泥n

澄ḍ

湛1*1/3, 池1 (1.3)

娘ṇ

h

徹ṭ

萬1*
1/3

濆2, 蒲1 (16.3)

明m

計

馬4, 莫1, 萬1*2/3,

53.7

牟4, 彌9 (18.7)
難2, 內1, 怒1, 奴1

(24%)
15.3

(5)

(7%)
3.3
(1%)

樂1*2/3, 藍1, 臘1,

音
半舌

來l

來1, 盧10, 路4,

33.7

利1, 離13, 林1,

(15%)

臨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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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頭

精ts
心s

湛1*1/3, 資1, 咨1,
接1, 走1, 濟1 (5.3)
斯6, 駟1, 桑1,

清tsh

侵1

從dz

漕1, 捷1 (2)
27

邪z

索2*2/3, 襄1, 鮮1,

(12%)

邪4*1/2 (2)

素3, 蘇1, 速1 (16.7)

齒上

齒

莊tṣ
生ṣ

音

初tṣh

楚2

山1, 索2*1/3 (1.7)

崇dẓ
俟

3.7
(2%)

耆1*1/2, 淳1*2/3,

正齒

章tś

者1, 占1, 州1, 支3

昌tśh

船dź

27.5

(7.2)

書ś

禪ź

水1

辰12, 石2, 淳1*1/3,

(13%)

是1, 臣4 (19.3)

日ńź

半齒

兒1, 如2, 冉2, 日1
(6)

6(3%)

感1, 監1, 甘1,

牙音

見k

乾2*1/2, 古7, 狗4,
鞠1, 軍1, 活1*1/2

溪kh

羣ɡ

乾2*1/2, 臼1,
耆1*1/2, 勤1 (3.5)

疑ŋ

樂1*1/3, 外1，月1
(2.3)

23.3
(11%)

(17.5)

喉音

影Ɂ

安1, 烏2, 優2, 一2

匣Ɣ

(7)

奚4, 戶1, 華1,

雲jw

活1*1/2 (6.5)

以ji

雲2, 爰3, 謂1 (6);
邪4*1/2, 延1, 由1,
已1 (5)

26.5
(12%)

曉x
計

休1, 釁1
(2)
84.4(38%)

3.3
(2%)

55.9(25%)

76.7(35%)

220
(100%)

한어 중고음의 성모체계를 대조물을 하여 한계 국명 음표소 자음체계의 음운론적인 특징
을 관찰하자면, 중고 한어에 조음방법에 대한 분류에 따라서 “전청(38%) > 차탁(35%) > 전
탁(25%) > 차청(2%)”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청자와 차청자의 비율은 38% VS 2%로, 전탁자
와 차탁자의 비율은 25% VS 35%로, 전청자와 전탁자의 비율은 38% VS 25%로, 무성음자(전청
과 차청)와 유성음자(전탁과 차탁)의 비율은 40% VS 60%로, 장애음자(전청, 차청과 전탁)와
공명음자(차탁음)의 비율은 65% VS 35%로 나타났다. 이는 그 만큼 한계 국명의 음표소에 차
청음자의 차용이 낮았고, 전탁자의 차용이 있었다. 그렇다면 한계 국명의 자음체계에는 차
청음(유기음)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탁음(유서장애음)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중고 한어의 조음위치에 대한 분류에 따러서 “치음(30%) > 순음(24%) >설음(23%)
> 후음(12%) > 아음(11%) ”의 순서로 나타났다. 설음에는 다시 “반설음(15%) > 설두음
(7%) > 설상음(1%)”의 순서로 나타났고, 치음에는 다시 “정치음(13%) > 치두음(12%)

>

반치음(3%) > 치상음(2%)”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만큼 한계 국명의 자음체계에 설상음,
치상음과 반치음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순음의 경우는 차청음인 滂母/ph/자의 결핍 분포가 보인다. 幫母/p/자(18.7), 並母/b/자
(16.3)과 明母/m/자(18.7)의 비율은 균일하게 나타났다. 복수음자 ‘辟’자의 경우는 ‘M34
辟卑離國’의 어두 위치에만 나타났다. 무성음이나 유성음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모두 있지
만 어두 자리에 유성음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복수음자 ‘萬’ 자의 경우는
‘M33萬盧國’의 어두 위치에만 나타났다. 체계적으로 차청음의 결핍 분포에 근거하여 徹母
자/ṭh/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순음계 음표소를 분석한 후에 한계 국명에
순음 ‘/p/, /b/, /m/’가 모두 존재했던 것을 일단 추정해도 무방하다.
설음의 경우는 차청자 徹母/ṭh/자의 겹필로 판정할 수 있고 설두음인 端母/t/자(5.3), 定
母/d/자(5), 와泥母/n/자(5)의 비율은 설상음인 知母/ṭ/자와 澄母/ḍ/자보다 높고 더 균일하
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상음의 존재 여부는 다시 4.1.2에서 사용할 음운론적
대응 관계를 찾아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설음 來母/l/자(33.7)는 한계 국명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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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존재하였다고 판정할 수 있다.
치음의 경우는 치두음인 精母/ts/자(5.3), 從母/dz/자(2), 心母/s/자(16.7), 邪母/z/자는
모두 나났나고 心母/s/자의 존재는 확실히 판정할 수 있다. 전청음 清/tsh/모자로 ‘侵’자
로 하나만 나타났기 때문에 음운론적 대응 관계를 찾아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상음
의 비율이 극히 적었고 初母/tṣh/자 ‘楚’자가 두 번 나타났고, 生母/ṣ/자는 ‘山’과 복
수음자 ‘索’만 나타났다. 정치음의 분포는 균일하지 않았고 章母/tś/자(7.2), 禪母/ź/자
(19.3)의 비율이 높고 書母/ś/자는 M2牟水國에 있는 ‘水’자로 나타났다. 이 M2牟水國의
‘水’자는 훈표자로 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치음인 日

母/ńź/자(6)는 ‘兒, 如, 冉, 日’ 자로 나타났고 어떤 음가로 추정할 수 있는지 자세한 검
토가 필요하다.
아음의 경우에 차청음인 溪母/kh/자의 결핍 분포가 보인다. 見母/k/자(17.5), 羣母/ɡ/자
(3.5), 疑母/ŋ/자(2.3)의 비율은 순음계보다 균일하지 않게 나타났고 유성음자의 비율이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복수음자 ‘乾’자의 경우는 ‘16素謂乾國’의 어중 모음 뒤에 나타
났고 ‘54乾馬國’의 어두 자리에 나타났기 때문에 유성음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복수음자 ‘活’자의 경우는 ‘7臣濆活國’의 어중 비음 뒤에 나타났고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모두 있지만 유성음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
다. 복수음자 ‘耆’자의 경우는 ‘5勤耆國’의 어중 비음 뒤에 나타났고 章母/tś/로 발음
될 가능성보다 유성음 羣母/ɡ/로 발음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疑母/ŋ/자는
‘樂, 外, 月(目)’자 3 개밖에 없고 복수음자 ‘樂’자의 경우는 ‘11弁(辰)樂奴國’의 어
중 비음 뒤에 나타났지만 ‘弁(辰)’자를 제외하면 어두 자리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樂’자는 來母/l/로나 疑母/ŋ/로 발음될 가능성이 모두 있고 來/l/모로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어두에서 /ŋ/의 제약이 존재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려울 것이다. ‘外’자의
경우는 ‘3桑外國’의 어중에만 나타났고 疑母/ŋ/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
로 아음계 음차소를 분석한 후에 한계 국명에 아음 ‘/k/, /ɡ/, /ŋ/’이 모두 존재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후음의 경우는 청음자인 影母/Ɂ/자(7)과 曉母/x/자(2), 유성음자인 匣母/Ɣ/자(6.5), 喩
母자에 속하는 雲母/jw/자(6)와 以母/ji/자(5)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복수음자 ‘邪’
자의 경우는 ‘52不斯濆邪國; 14弁辰彌烏邪馬國 20弁辰狗邪國 22弁辰安邪國’의 비음이나
모음 뒤에 나타났고 邪母/z/로와 以母/ji/로 발음 될 가능성이 모두 있지만 한 성모의 대표
자로

邪母/z/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면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以母/ji/모가 3개로

정하면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후음계 음차소를 분석한 후에 한계 국명에 후음 ‘/Ɂ/,
/x/, /Ɣ/’이 모두 존재했던 것을 일단 결론으로 내려도 무방하다.
나. 음운론적 대응에 근거한 자음의 특징
이상적인 음운론적 대응(phonological correspondence)은 한계 국명의 음표자들 중에서
한자음 자료로 동일한 국명에 대한 중국 대륙,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史書, 金石文, 木簡 등
자료에 소재하여 있는 이표기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각 음표자의 음운론적인 유연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적인 음운론적 대응을 찾고나서 漢語의 음운사, 고구려, 신라 시기에 있

는 차자표기자들과의 유연성, 중세한국어 전승한자음의 반영 양상, 상대일본어의 음운체계, 일
본 吳音, 漢音의 음운체계 등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한계 국명 음표소의 자음체계를 고려해
야 된다. 한계 국명의 자음체계는 근본적으로 한어 재구음에 의존하여 해독하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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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논의를 할 때 존재가 가능한 자음 앞에서 별표 두 개(**)로 표시한다.
1) **/p/ (확정 가능?) 半3, 伯1, 辟1*2/3, 不5, 卑9
한계 국명에 무성 자음 **/p/의 존재 여부는 먼저 전청 양순음인 幫母/p/로 반영된 음표
소를 보면 ‘半(3: M38支半國, M45臨素半國; P10弁辰半路國)’자, ‘伯(1: M8伯濟國)’자, ‘辟(1:
M34辟卑離國)’자, ‘不(부/불5: M9速盧不斯國, M37不彌國, M51不雲國, M52不斯濆邪國; P2
不斯國)’자, ‘卑(9: M19卑離國, M20占離卑國, M24卑彌國, M25監奚卑離國, M31內卑離國,
M34辟卑離國, M41牟盧卑離國, M47如來卑離國, M48椘山塗卑離國)’자가 있다. 이런 음표자들
은 「廣開土王陵碑文(414)」, 『日本書紀(720)』, 『三國史記(1145)』에서 음운론적 대응을 찾을 수
있다.
‘辟’-M34辟卑離國-辟中王-辟中(へちう)-辟支山(へキノムレ)-避城(へさし)-辟城-辟骨-碧骨-避
城
(7)
「廣開土王陵碑文(414)」 守墓人 條
a. 比利城10)三家爲看烟, 細城三家爲看烟
『南齊書』 (514~526) 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東南夷 百濟
b. 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 贊首流爲行安國將軍辟中王, 觧禮昆爲行武威將軍
『日本書紀(720)』 卷第九 氣長足姬尊 神功皇后 四十九年(249) 春三月
c. 於是其王肖古及王子貴須亦領軍來會， 時比利， 辟中11)， 布彌支12), 半古13)四邑自然降服
d. 唯千熊長彦與百濟王,

至 于百濟國,

登辟支山盟之, 復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日本書紀(720)』 卷第二十七 天命開別天皇 天智天皇 元年(662) 冬十二月 丙戌朔
e. 今可遷於避城, 避城者西北帶以古連旦涇之水, 東南據深埿巨堰之防
『三國史記(1145)』 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三
f. 金堤郡, 本百濟碧骨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四
g. 高敞縣, 本百濟毛良夫里縣14),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1145)』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
h. 古四州 本古沙夫里 五縣 平倭縣, 本古沙夫村, 帶山縣, 本大尸山, 辟城縣, 本辟骨, 佐贊縣, 本上杜, 淳牟
縣, 本豆奈只
i. 沙泮州 本另尸伊城 四縣 牟支縣, 本另尸伊村, 無割縣, 本毛良夫里, 佐魯縣, 本上老, 多支縣, 本夫只
j. 帶方州 本竹軍城 六縣 至留縣, 本知留, 軍那縣, 本屈奈, 徒山縣, 本抽山, 半那縣, 本半奈夫里, 竹軍縣, 本
豆肹, 布賢縣, 本巴老彌

10) 「廣開土王陵碑文(414)」 守墓人 條에 고구려 군이 공파한 58城의 하나이며 광개토왕릉의 수묘를 담
당하게 하였던 ‘新來韓濊’의 출신지로 ‘比利城’이 보인다. M19卑離國을 비롯하여 卑離라는 명칭이 붙
은 여러 마한소국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日本書紀(720)』 卷第九 氣長足姬尊 神
功皇后 四十九年(249) 春三月 條에 ‘比利’ 邑城과 연결시킬 수 있다. 또 ‘比利’를 『三國史記』 卷 第
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의에 ‘完山 *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라는 기사를 근거로 完山
을 현재 全羅北道 全州로 보거나 『三國史記』 卷 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三 에 ‘發羅郡’을 근거하여
현재 全羅北道 羅州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재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日本書紀』 神功皇后 四十九年 春三月 條에 있는 ‘辟中’은 『三國史記』 卷 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
理三에 ‘金堤郡 本百濟碧骨縣’과 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에 ‘辟城縣, 本辟骨’ ’이
라는 기사를 참고하면 현재 全羅北道 金堤로 보고 있다. 후문에서 백제와 왜가 맹약하였다는 ‘辟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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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M37不彌國-布彌支(ほむき(今云))-巴老彌-布賢縣
‘卑’-M19卑離國-比利城-比利(ひり)-M41牟盧卑離國-牟良夫里縣-伐-弗-火(블)
2) **/b/ (확정 불가?)

辟1*1/3, 弁13, 濆2, 蒲1

한계 국명에 유성 자음 **/b/의 존재 여부는 먼저 유성 탁음인 並母/b/로 반영된 음표소를
보면 ‘辟(1*1/3: M34辟卑離國)’자, ‘弁(13: P3弁辰彌離彌凍國, P4弁辰接塗國, P7弁辰古資彌
凍國, P8弁辰古淳是國, P10弁辰半路國, P11弁(辰)樂奴國, P13弁軍彌國, P14弁辰彌烏邪馬國,
P16弁辰甘路國, P20弁辰狗邪國, P21弁辰走漕馬國, P22弁辰安邪國, P24弁辰瀆盧國)자’자,
‘濆(2: M7臣濆活國 M52不斯濆邪國)’자, ‘蒲(1: M26古蒲國)’자가 있다.
‘弁’-弁辰
‘濆’-M7臣濆活國-M52不斯濆邪國

‘蒲’-M26古蒲國
3) **/m/ (확정 가능?)

馬4, 莫1, 萬1*2/3, 牟4, 彌9

한계 국명에 양순 자음 **/m/의 존재 여부는 먼저 양순 비음인 明母/m/로 반영된 음표소
를 획인해 보면 ‘馬(4: M54乾馬國; P14弁辰彌烏邪馬國, P19/23馬延國, P21弁辰走漕馬國)

자’, ‘莫(1: M18/M43莫盧國)자’, ‘牟(4: M2牟水國, M6優休牟涿國, M15咨離牟盧國, M41
牟盧卑離國)자’,

‘彌(9: M24卑彌國, M37不彌國; P3弁辰彌離彌凍國 P6難彌離彌凍國 P7弁

辰古資彌凍國 P12軍彌國 P14弁辰彌烏邪馬國)자’가 존재한다. 이런 음표자들은 「廣開土大
王碑文(414)」, 『南齊書』 (514~526), 한반도의 백제계 목간, 『三國史記(1145)』에서 음운론적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다.

‘馬’자
‘萬’-M33萬盧國15)-邁盧王-邁羅王-邁羅城-邁羅縣-麻斯良-馬西良-馬斯良
(8)
『南齊書(514~526)』 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東南夷 百濟

山’이 ‘辟中’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日本書紀(720)』 卷第二十七 天命開別天皇 天智
天皇 元年(662) 冬十二月 條에 있는 백제 부흥운동기에 한 때 도읍이었던 ‘避城’도 全羅北道 金堤로
보고 있다. ‘辟’字와 ‘避’字는 통용될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12) 布彌支는 현재의 全羅南道 羅州 일대로 보고 있거나 全羅北道 井邑 淨雨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런
데 『三國史記』 卷37 地理志 4에는 ‘淸音縣, 本百濟伐音支縣, 今 新豊縣’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
伐音支가 布彌支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의 公州 維鳩(즉 新豊) 지역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한계 국
명의 M37不彌國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M37不彌國도 『三國史記』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에 당이 설치한 帶方州의 屬縣인 布賢縣이 본래 ‘巴老彌’라 한 것에 근거하여 不
彌國을 ‘巴老彌’ 즉 지금의 全羅南道 羅州 일대로 비정되어 있다.
13) ‘比利, 辟中，布彌支, 半古四邑自然降服’의 판독은 ‘比利， 辟中，布彌, 支半古四邑自然降服’으로
판독하는 견해도 있다. 이 ‘支半’은 M38支半國과 연결시키고 全羅北道 扶安, 泰仁 지방으로 추정되
어 있다.
14) ‘毛良夫里縣’은 신라 武州 武靈郡 高敞縣의 백제 때 지명이고 현재 全羅北道 高敞郡 高敞邑으로 보
고 있다. 『三國史記』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에 나오는 당나라의 都督府 설치 계
획서에 따르면 毛良夫里를 都督府 沙泮州(현재의 靈光郡 靈光邑) 소속의 無割縣으로 고치려 한 적이
있었다. M41牟盧卑離國은 백제 때 이 牟良夫里縣이었던 全羅北道 高敞縣으로 비정되어 있다.
15) M33萬盧國은 『三國史記(1145)』卷 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三에 沃溝縣의 백제 때 이름인 ‘馬西良’
와 음운론적 대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全羅北道 沃溝 지역으로 비정되어 있다.

- 20 -

한계 국명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_서엽

a. 建威將軍餘歴, 忠款有素, 文武烈顯,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16)......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17), 贊首流爲
行安國將軍辟中王, 觧禮昆爲行武威將軍
b. 牟大又表曰臣所遣行建威將軍廣陽太守兼長史臣高逹, 行建威將軍朝鮮太守兼司馬臣楊茂, 行宣威將軍兼參軍臣會
邁等三人, 志行清亮, 忠款夙著......*邁 (萬)18)執志周密, 屢致勤効, 今假行廣武將軍淸河太守
扶餘 宮南池 1호 출토 295번 목간(538~663) 뒷면 2행
c. 㷌人中口四 小口二 邁羅城法利源水田五形19)

『翰苑 (7세기~9세기?)』 卷30? 蕃夷部 百濟
d. 魏志曰, 馬韓在西, 散在山海間, 無城郭, 有奚襄國, ......邁羅國, 群卑離國
『三國史記(1145)』 卷 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三
e. 沃溝縣, 本百濟馬西良縣20), 景德王改名, 今因之
f. 代勞縣, 本百濟馬斯良縣21), 景德王改名, 今會寧縣

『三國史記(1145)』 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
g. 都督府 一十三縣 嵎夷縣, 神丘縣, 尹城縣, 本悅己, 麟德縣, 本古良夫里, 散昆縣, 本新村, 安遠縣, 本仇尸
波知, 賓汶縣, 本比勿, 歸化縣, 本麻斯良, 邁羅縣, 甘蓋縣, 本古莫夫里, 奈西縣, 本奈西兮, 得安縣, 本德近
支, 龍山縣, 本古麻山

‘牟’-M2牟水國-牟水城
‘牟’-M15咨離牟盧國22)-M41牟盧卑離國-牟盧城-牟良夫里縣
(9)
「廣開土王陵碑文(414)」 永樂 6年(396) 條
a.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王躬率△軍討伐殘國, ......閣彌城, 牟盧城23), 彌沙城, △舍蔦城, 阿旦城24)......
「廣開土王陵碑文(414)」 守墓人 條
b. 牟水城25)三家爲看烟, 幹氐利城, 國烟一看烟三

16) 邁盧는 馬西良으로 보아 全羅北道 沃溝 일대로 보거나 馬斯良縣으로 보아 전라남도 長興郡 會寧
일대로 비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扶餘 宮南池의 연못에서 발견된 ‘邁羅城法利源水田五
形’이란 목간에 있는 ‘邁羅’와 동일한 가능성이 높다.
17) 邁羅는 앞의 ‘邁盧’와 유사한 곳으로 보아 全羅北道 沃溝 일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邁羅王’
은 장군의 號이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18) 會邁의 ‘邁’를 ‘萬’을 통용하는 뜻이다.
19) 이 목간의 판독문은 권인한 외(2015: 138)을 참조하였다. 이와 달리 이승재(2017: 344/594)에는 ‘歸
人 ○中口四 小口二 邁羅城法利源畓五形(邁羅城의 法利源(에 있는) 논 다섯 골)’로 판독되어 있다.
20) 沃溝縣은 신라 全州 臨陂郡의 領縣의 하나로서, 현재의 全羅北道 群山市 沃溝邑이다. 馬西良縣은
신라 全州 臨陂郡 沃溝縣의 백제 때 지명이다. 『三國史記』 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에 나오는 당나라의 都督府 설치 계획서에 따르면 麻斯良을 都督府 소속의 歸化縣으로 고치려
한 적이 있었으니, 麻斯良은 馬西良의 異表記일 가능성이 있다.
21) 代勞縣은 신라 武州 寶城郡의 領縣의 하나로서, 현재의 全羅南道 寶城郡 會泉面 會寧里 일대로 비
정되었다. 馬斯良縣은 신라 武州 寶城郡 代勞縣의 백제 때 지명이다. 『三國史記』 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에 나오는 당나라의 都督府 설치 계획서에 따르면 都督府 직속의 歸化縣은
본래 麻斯良이라고 하였다. 다만 都督府로 추정되는 扶餘邑과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곳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會寧縣은 신라 武州 寶城郡 代勞縣의 고려시대 지명이고 현
재의 寶城郡 會泉面 會寧里 일대로 비정되어 있다. ‘代勞’와 ‘馬斯良’의 어원적인 관련은
Miller(1979: 9-17), 이기문(1991: 346)에서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22) M15咨離牟盧國은 京畿道 利川市 일부 혹은 忠淸南道 瑞山市 地谷에 비정되어 있다. 牟盧’는 ‘마을’
혹은 ‘모을’의 한자 표기로 본다.

- 21 -

2018년 여름 국어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三國史記(1145)』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
c. 買忽 一云 水城
d. 水谷城縣 一云 買旦忽
e. 水入縣 一云 買伊縣

‘彌’-M24卑彌國26)-M37不彌國-布彌支(ホムキ、ほむき(今云))

4) **/t/ (확정 불가능?)

旦1, 湛1*1/3, 凍3, 柢1

한계 국명에 무성 파열음인 **/t/의 존재 여부는 먼저 설두음인 端母/t/로 반영된 음표소
를 획인해 보면 ‘旦(1: M35臼斯烏旦國)’자, ‘湛(1*1/3: P15如湛國)’자, ‘凍(3: P3弁

辰彌離彌凍國, P6難彌離彌凍國, P7弁辰古資彌凍國)’자, ‘柢(1: P1已柢國)’자가 있다.
‘旦’ -M35臼斯烏旦國27)？
5) **/d/ (확정 불가능?) 塗3, 瀆1, 誕1
한계 국명에 유성 파열음인 **/d/의 존재 여부는 먼저 설두 전탁음인 定母/d/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塗(3: M42臣蘓塗國, M48椘山塗卑離國; P4弁辰接塗國)’자. ‘瀆(1:

P24弁辰瀆盧國)’자, ‘誕(1: M11古誕者國)’자가 있다.
‘塗’-M42臣蘓塗國28)-M48椘山塗卑離國29)-P4弁辰接塗國-弁辰接圖國?
瀆1,
誕1
6) **/n/ (확정 가능？)

難2, 內1, 怒1, 奴1

한계 국명에 비음 **/n/의 존재 여부는 먼저 泥母/n/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難(2: M49一難國; P6難彌離彌凍國)’자, ‘內(1: M31內卑離國)’자, ‘怒(1: M13怒藍

23) 권인한(2015: 192)에는 백제 지명으로 판정되어 있다.
24) 阿旦城은 阿且城이라고도 표기되어졌는데, 서울의 광나루 북쪽 기슭에 있는 峨嵯山城으로 비정된다.
25) 권인한(2015: 194)에는 韓濊 지명으로 판정되어 있다. M2牟水國은 「廣開土大王碑文」에 보이는 고
구려에 정복당한 백제의 牟水城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구려 때의 買忽郡
이었고 통일신라 때 水城郡이었던 京畿道 水原市 일대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 이 입장은 ‘牟水’의
‘牟’와 ‘買忽’의 ‘買’는 음이 비슷하고, 『三國史記』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에 ‘買’
는 ‘水’로 표기되었고 ‘忽’은 ‘城’으로 표기되었으며, ‘忽’은 ‘고을’ 혹은 ‘城’을 뜻하기 때문에 모수성
과 수성군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고구려 때 ‘買省縣’이었던 京畿道 楊州郡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26) 卑彌國은 忠淸南道 舒川郡 庇仁面 일대로 비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忠淸南道 天安의 稷山으로 추
정한 견해도 있다.
27) M35臼斯烏旦國은 全羅南道 長城郡 珍原面에 비정되어 있다. 백제의 丘斯珍兮縣은 『三國史記』에 의
하면 岬城郡의 속현으로 景德王 때 珍原으로 고쳤다 한다. 이 珍原에 주목하여 長城郡으로 비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仇知只山인 全羅北道 金堤 金溝로 추정하기도 한다.
28) 蘇塗는 제사와 관련된 別邑을 지칭하기 때문에 M42臣蘇塗國은 宗敎 儀禮와 관련이 있는 蘇塗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臣’은 ‘臣智’의 ‘臣’과 마찬가지로 ‘大’의 뜻으로 해석된다. 臣蘇塗國
은 백제 때 省大兮縣이었고 신라 景德王 때에 蘇泰縣으로 고쳐진 지금의 忠淸南道 瑞山市 泰安面으
로 비정되어 있다. 반면에 기술 순서에 따라 全羅北道 高敞郡 興德面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29) M48楚山塗卑離國은 이름이 길어서 ‘楚山國’과 ‘塗卑離國’의 두 나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확실하
지 않다. 백제 때 ‘井村縣’이었던 ‘井邑’을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楚山’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全羅北道 井邑으로 비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全羅南道 珍島郡 郡內面의 옛 이름이 ‘抽山’인 점에 근
거하여 珍島郡 郡內面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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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자, ‘奴(1: P11弁(辰)樂奴國)’자가 있다.
M49一難國

M31內卑離國 M13怒藍國 P11弁(辰)樂奴國)-‘努’

7) **/l/ VS **/r/

樂1*2/3, 藍1, 臘1, 來1, 盧10, 路4, 利1, 離13, 林1, 臨1

한계 국명에 유음 **/l/의 존재 여부는 먼저 반설음 來母/l/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
면 ‘樂(1*2/3: P1弁(辰)樂奴國)’자, ‘藍(1: M13怒藍國)’자, ‘臘(1: M44古臘國)’자,

‘來(1: M47如來卑離國)’자, ‘盧(10: M9速盧不斯國, M15咨離牟盧國, M18/M43莫盧國, M23
狗盧國, M30駟盧國, M33萬盧國, M40㨗盧國, M41牟盧卑離國; P24弁辰瀆盧國, P25斯盧國)’
자, ‘路(4: M28冉路國; P10弁辰半路國, P16弁辰甘路國, P17戶路國)’자, ‘利(1: M27致利
鞠國)’자, ‘離(13번: M12古離國, M15咨離牟盧國, M19卑離國, M20占離卑國, M25監奚卑離
國, M31內卑離國, M34辟卑離國, M41牟盧卑離國, M47如來卑離國, M48椘山塗卑離國, M55椘離
國; P3弁辰彌離彌凍國, P6難彌離彌凍國)’자, ‘林(1: M29兒林國)’자, ‘臨(1: M45臨素半
國)’자가 존재한다,
‘盧’-M9速盧不斯國-M15咨離牟盧國30)-M18/M43莫盧國-M23狗盧國-M30駟盧國-M33萬盧國-M40
㨗盧國-M41牟盧卑離國-M43莫盧國-P24弁辰瀆盧國-P25斯盧國
‘盧’-M18/M43莫盧國31)

‘盧’-M23狗盧國32)-古良夫里縣 ‘盧’-M30駟盧國33)-沙尸良縣-新良

縣
『三國史記(1145)』 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三
靑正縣, 本百濟古良夫里縣, 景德王改名, 今靑陽縣
新良縣, 本百濟沙尸良縣, 景德王改名, 今黎陽縣

‘盧’-M33萬盧國-邁盧王-邁羅王-邁羅城-邁羅縣-麻斯良-馬西良-馬斯良
‘離’-M19卑離國-比利城-比利(ひり)-M41牟盧卑離國-牟良夫里縣-伐-弗-火(불) /r/?

‘林’-M29兒林國34)-任存城, 님: 二林

爾林

ニリン

ネリム

ニリム

30) M15咨離牟盧國은 京畿道 利川市 일부 혹은 忠淸南道 瑞山市 地谷으로 비정되어 있다.
31) M18/M43莫盧國은 『三國志』에 2번 기록되어 있다. 잘못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본래 서로 두 나라였
는지 알 수 없다. 기록 순서로 보아 忠淸南道 公州 부근으로 보거나 長興 大德 일대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翰苑』의 기사에 기술된 것처럼 ‘國’字가 없다면 뒤에 나오는 卑離國과 결합하여
‘莫盧卑離國’일 가능성도 높다. 이러할 추정이 옳다면 마한의 나라는 54개국이 되어 『後漢書』의 기사
와 일치한다.
32) M23狗盧國은 『三國史記』 地理志에 의하면 任城郡 領縣의 하나인 靑正縣의 백제 때 이름인 古良夫
里縣으로 비정되어 있. ‘狗盧’와 ‘古良(고라?구결자)’의 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忠淸南道 靑
陽郡 靑陽邑으로 비정되어 있다. 古良夫里縣은 신라 熊州 任城郡 靑正縣의 백제 때 지명이다. 『三國
史記』 卷37 地理志에 나오는 당나라의 都督府 설치 계획서에 의하면 이를 都督府 직속의 麟德縣으
로 고치려 한 적이 있었다. 靑正縣은 신라 熊州 任城郡의 領縣의 하나로서, 현재의 忠淸南道 靑陽郡
靑陽邑이다. 中宗 壬申刊本 『三國史記』와 『三國史節要』에는 靑正縣으로 되어 있으나, 『高麗史』 地理
志와 『東國輿地勝覽』에는 靑武縣이라고 하였으니, 『三國史記』의 ‘正’字는 ‘武’에 대한 避諱 缺筆字를
오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靑陽縣은 신라 熊州 任城郡 靑正縣의 고려시대 지명이다.
33) 沙尸良縣은 신라 熊州 潔城郡 新良縣의 백제 때 지명인데, 다른 기록에는 沙羅라 고도 나온다. 『三
國史記』卷3 新羅本紀 慈悲麻立干 17年(474) 條에 沙尸城 축성 기사가 나오고, 『三國史記』 卷6 新羅
本紀 文武王 元年(661) 9月 27日 기사에서는 沙尸山郡 太守 哲川 등이 나오는데, 그 沙尸城 및 沙
尸山郡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신라 炤知麻立干 때에 이곳이 신라의 영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되기 어렵다. 新良縣은 신라 熊州 潔城郡의 領縣의 하나로서, 현재의 忠淸南道 洪城郡
長谷面 廣城里 일대로 비정되어 있다. 黎陽縣은 新良縣의 고려시대 지명이다.
34) 兒林國은 백제의 任存城에 비정하여 忠淸南道 禮山郡 大興面으로 추정되어 있다. 任存城은 신라 景
德王 때에 任城으로 고쳤으며, 고려 때에는 大興郡이었다는 기록에 그 근거를 둔다. 이와 달리 忠淸
南道 舒川郡 韓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任存城은 신라 熊州 任城郡의 백제 때 지명으로, 다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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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s/ (확정 불가능?)

湛1*1/3, 資1, 咨1, 接1, 走1, 濟1

한계 국명에 **/ts/의 존재 여부는 먼저 치두음인 精母/ts/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
면 ‘湛(1: P15如湛國)’자, ‘資(1: P7弁辰古資彌凍國)’자, ‘咨(1: M15咨離牟盧國)’자, ‘接(1: P4
弁辰接塗國)’자, ‘走(1: P21弁辰走漕馬國)’자, ‘濟(1: M8伯濟國)’자가 있다.

‘接(1: P4弁辰接塗國)’자, ‘走(1: P21弁辰走漕馬國)’자,
‘濟(1: M8伯濟國35))’자, 百殘
9) **/dz/ (확정 불가능?) 漕1, 捷1
한계 국명에 유성음 **/dz/의 존재 여부는 먼저 전탁음인 從母/dz/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
해 보면 ‘漕(1: P21弁辰走漕馬國)’자, ‘㨗(1: M40㨗盧國)’자가 있다.
漕1, 捷1
10) **/s/ (확정 가능)

斯6, 駟1, 桑1, 索2*2/3, 襄1, 鮮1, 素3, 蘇1, 速1

한계 국명에 **/s/의 존재 여부는 먼저 心母/s/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斯(6: M9
速盧不斯國, M35臼斯烏旦國, M46臣雲斯國, M52不斯濆邪國; P2不斯國, P25斯盧國)’자, ‘駟
(1: M30駟盧國)’자, ‘桑(1: M3桑外國)’자, ‘索(2: M4小石索國, M5大石索國)’자，‘襄(1: M1爰襄
國)’자, ‘鮮(1: P18州鮮國)’자, ‘素(3: M16素謂乾國, M39狗素國, M45臨素半國)’자, ‘蘓(1: M42
臣蘓塗國)’자, ‘速(1: M9速盧不斯國)’자가 있다.
어두 **/s/ ‘駟’-M30駟盧國-沙尸良縣-新良縣
운미 **/s/‘萬’-M33萬盧國-邁盧王-邁羅王-邁羅城-邁羅縣-麻斯良-馬西良-馬斯良
11) **/z/ (확정 불가능?)

邪4*1/2 (2)

한계 국명에 유성음 **/z/의 존재 여부는 먼저 邪母/z/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邪(4: M52不斯濆邪國; P14弁辰彌烏邪馬國, P20弁辰狗邪國, P22弁辰安邪國)’자만 있다.
邪母
12) **/tś/ (확정 불가능? /s/?) 耆1*1/2, 淳1*2/3, 者1, 占1, 州1, 支3
한계 국명에 **/tś/의 존재 여부는 먼저 정치음인 章母/tś/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耆(1*1/2: P15勤耆國)’자, ‘淳(1: P8弁辰古淳是國)’자, ‘者(1: M11古誕者國)’자,
‘占(1: M20占離卑國)’자, ‘州(1: P18州鮮國)’자, ‘支(3: M14月支國, M22支侵國, M38
支半國)’자가 있다.
‘支’-M22支侵國36)-支侵(シシム, 吳音，漢音/s/)-支潯州-支潯縣-只彡村

에는 今州라고도 나온다. 현재의 충남 禮山郡 大興面 上中里와 光時面 東山里에 걸쳐 있는 鳳首山城
으로 비정되어 있다.
35) M8伯濟國은 후에 馬韓 諸國을 통합한 百濟로 성장하기 이전의 소국 단계의 백제로 본다. 그 중심지
로는 風納土城說, 夢村土城說, 京畿道廣州說, 稷山說 등이 있다. 1980년대 이루어진 夢村土城의 발
굴 결과 이곳이 백제의 왕성으로 유력하게 떠올랐으나 다량의 중국제 청자 등 빼어난 유물과 건물지
가 발견된 風納土城을 백제 초기의 왕성으로 보는 의견이 지지를 받고 있다.
36) M22支侵國은 백제 멸망 뒤 설치된 熊津都督府의 7州 가운데 하나인 支潯州의 屬縣 중에 支潯縣으
로 비정되어 있고 현재의 忠淸南道 禮山郡 大興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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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書紀(720)』 卷第十 譽田天皇 應神天皇 八年(277) 春三月
故奪我枕彌多禮及峴南, 支侵37), 谷那, 東韓之地
「難元慶墓誌銘 (723)」
曾祖珇, 仕遼爲達率官, 亦猶今宗正卿焉, 祖汗, 入唐爲熊津州都督府長史, 父武, 中大夫, 使持節支潯州諸軍事, 守
支潯州刺史
『三國史記(1145)』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 百濟
支潯州 九縣 己汶縣, 本今勿, 支潯縣, 本只彡村, 馬津縣, 本孤山, ......

13) **/ź/ (확정 불가능? ) 辰12, 石2, 淳1*1/3, 是1, 臣4
한계 국명에 유성음 **/ź/의 존재 여부는 먼저 전탁음인 禪母/ź/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辰(12： P3弁辰彌離彌凍國, p4弁辰接塗國, P7弁辰古資彌凍國, P8弁辰古淳是國, P10

弁辰半路國, P11弁(辰)樂奴國, P14弁辰彌烏邪馬國, P16弁辰甘路國, P20弁辰狗邪國, P21弁
辰走漕馬國, P22弁辰安邪國, P24弁辰瀆盧國)자’, ‘石(2: M4小石索國, M5大石索國)’자,
‘淳(1: P8弁辰古淳是國)’자, ‘是(1: P8弁辰古淳是國)’자, ‘臣(4: M7臣濆活國, M21臣
釁國, M42臣蘓塗國, M46臣雲斯國)’자가 있다.
진/신辰
14) **/k/ (확정 가능?) 感1, 監1, 甘1, 乾2*1/2, 古7, 狗4, 鞠1, 軍1, 活1*1/2
한계 국명에 무성음 **/k/의 존재 여부는 먼저 전청자인 見母/k/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
해 보면

‘感(1: M32感奚國)’자, ‘監(1: M25監奚卑離國)’자, 甘(1: P16弁辰甘路國)자,

‘乾(2: M16素謂乾國, M54乾馬國)’자, ‘古(7: M11古誕者國, M12古離國, M17古爰國, M26古
蒲國, M44古臘國; P7弁辰古資彌凍國, P8弁辰古淳是國)’자, ‘狗(4: M23狗盧國, M39狗素
國, M50狗奚國; P20弁辰狗邪國)’자, ‘鞠(1: 27致利鞠國)’자, ‘軍(1: P12軍彌國/P13弁
軍彌國)’자, ‘活(1: M7臣濆活國)’자가 있다.
‘狗’-M50狗奚國38)-古奚津(こけいのつ)-拘奚國(『文獻通考』)-勾奚國(『欽定滿洲源流考』)
『日本書紀(720)』 卷第九 氣長足姬尊 神功皇后 四十九年(249) 春三月
仍移兵西廻至古奚津

15) **/ɡ/ (확정 불가능?)

乾2*1/2, 臼1, 耆1*1/2, 勤1

한계 국명에 유성음 **/ɡ/의 존재 여부는 먼저 전탁음인 羣母/ɡ/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
해 보면 ‘乾(2*1/2: M16素謂乾國, M54乾馬國)’자, ‘臼(1: M35臼斯烏旦國)’자, ‘耆

(1*1/2: P5勤耆國)’자, ‘勤(1: P5勤耆國)’자가 있다.

37) 支侵의 지리적인 비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 가 있다. 鮎貝房之進(1931)의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馬韓條의 兒林과 같다고 보아 현 충남 大興의 옛 이름인 任城에 비정하는 견해와 末松保和
(1949)의 支侵國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 충남 洪城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38) M50狗奚國은 『日本書紀』 神功皇后 四十九年 條에 보이는 ‘古奚津’과 동일한 지명으로 비정되어 있
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康津縣條 古蹟에 보이는 ‘舊溪所’에 근거하여 狗奚國을 현재의 全羅南道 康
津郡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全羅南道 海南郡 馬山面의 옛 이름인 ‘古西伊’에 해당한다고 추
정한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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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臼’-M35臼斯烏旦國-丘斯珍兮縣-구슬?
「廣開土王陵碑文(414)」 守墓人 條
臼模盧城, 四家爲看烟
『三國史記(1145)』 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三
SG珍原縣, 本百濟丘斯珍兮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16) **/ŋ/

(확정 불가능?)

樂1*1/3, 外1，月1

한계 국명에 어두 자음 **/ŋ/의 존재 여부는 먼저 疑母/ŋ/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樂(1*1/3: P11弁(辰)樂奴國)’자, ‘外(1: M3桑外國)’자, ‘月(1: M14月(目)支國?)’자가
있다.

낙/락/악/료/요樂(1번, P11弁(辰)樂奴國),
外(1번, 3桑外國),
17) **/Ɂ/ (확정 불가능?)

安1, 烏2, 優2, 一2

한계 국명에 어두 자음 **/Ɂ/의 존재 여부는 먼저 影母/Ɂ/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安(1: P22弁辰安邪國)’자, ‘烏(2: M35臼斯烏旦國; P14弁辰彌烏邪馬國)’자, ‘優(2:
M6優休牟涿國; P26優由國)’자, ‘一(2: M36一離國, M49一難國)’자가 있다.
18) **/x/ (확정 가능?)

休1, 釁1

**/x/의 존재 여부는 먼저 曉母/x/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休(1: M

한계 국명에

優休牟涿國)’자와 ‘釁(1: M21臣釁國)’자가 있다.
19) **/Ɣ/ (확저 가능)
한계 국명에

奚4, 戶1, 華1, 活1*1/2

유서음 **/Ɣ/의 존재 여부는 먼저 匣母/Ɣ/로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해 보면 奚

(4번 25監奚卑離國 32感奚國 50狗奚國; 9冉奚國)자, ‘戶(1: P17戶路國)’자, ‘華(1: M10
日華國)’자, ‘活(1: M7臣濆活國)’자, ‘奚(4: M25監奚卑離國, M32感奚國, M50狗奚國;
P9冉奚國)’자가 있다.
‘奚’-M50狗奚國-古奚津(こけいのつ)
20) **/j/ (확정 가능?) 雲2, 爰3, 謂1; 邪4, 延4*1/2, 由1, 已1
한계 국명에

활음 **/j/의 존재 여부는 먼저 雲母/jw/와 以母/ji/ 반영된 음표소를 획인

해 보면 雲母자는 ‘雲(2: M46臣雲斯國, M51不雲國)’자, ‘爰(3: M1爰襄國, M17古爰國,

M53爰池國)’자, ‘謂(1: M16素謂乾國)’자가 있고 以母자는 ‘邪(4*1/2: M52不斯濆邪國;
P14弁辰彌烏邪馬國,

P20弁辰狗邪國,

P22弁辰安邪國)’자,

‘延(1:

國))’자, ‘由(1: P26優由國)’자, ‘已(1: P1已柢國)’자가 있다.
남아 있는 음표자들
致(1:

M27致利鞠國), 涿(1: M6優休牟涿國),

池(1: M53爰池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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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1: M22支侵國),
椘(2: M48椘山塗卑離國, 55椘離國),
山(1: M48楚山塗卑離國),
水(1: M2牟水國),
兒(1: M29兒林國), 如(2: M47如來卑離國; P15如湛國), 冉(2: M28冉路國; P9冉奚國), 日(1:
M10日華國),

5. 결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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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국명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최중호(동의대학교)

이 발표문은 『三國志』 에 기록된 韓系 고유명사의 언어학적인 양상 및 특징을 해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78종의 韓系 국명의 기록을 바탕으로 <通志>, <文
獻通考>, <欽定滿洲源流考>, <遼海叢> 등의 문헌에 나타나는 국명 기록을 비교 분석
하고 있다. 이 논문의 의의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인용되던 <三國志>의 국명 표기를
전체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발표자가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다.

1. 우선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측 자료를 기반으로 한 韓系 고유명사의 해
독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문제이다. “치음에는 다시 “정치음(13%) >
치두음(12%)> 반치음 (3%) > 치상음(2%)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만큼 한계 국명의
자음체계에 설상음, 치상음과 반치음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다. 이는 중국 음운체계 안에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韓系의 음운체계를 반영할 수 있느냐의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한어음운학에서(절운 체계와 칼그렌의 재구음을 중심으로 본다면) 日母만 복
성모로 재구된다. 이는 체계상으로 불규칙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반오운()은 역
사적 측면에서 日母의 독음 /nz/를 7세기 이후에나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풀
리블랭크(1962-3:67)은 日母의 음가를 /ń/으로 재구하고 있다.
2. 발표자는 너무 다양한 시각들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삼국지>는 중국 측 자
료이다. 그런데 발표문 곳곳에는 다분히 한국적 시각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이런 논
리가 타당하게 받아들이려면 <삼국지>의 지명 표기가 韓系 지명 표기를 중국식 표기
가 아닌 한반도 諸國의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성립이 된다.
예를 들면 ‘國’을 훈표기로 단정하면서 ‘국가’라는 후치 성분의 의미로 파악한다. 중국
측의 사가들의 ‘國’의 의미와 한반도에서 받아들이는 ‘國’의 개념이 동일한가는 의문
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國=국가’의 등식으로 훈표기라고 확정할 수 있느냐
는 의문이다. 이런 의문은 ‘小, 大’에서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3. <삼국지>는 2-3세기 경의 중국 역사이다. 따라서 <삼국지>에 반영된 한계의 고유
명사는 이 시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발표자는 중고음의 체계를 중심으
로 서술하고 있다. 각주 6번에서도 중고한음의 시기구분을 하고 있다. 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중고음으로 한계 고유명사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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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용언 형성 연구1)
한수정(부산대학교)
1. 서론
불규칙용언의 활용형 간의 음운 불일치 문제는 공시적 음운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다. 동일한
어간말음을 가진 용언이 어휘에 따라 활용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으’ 탈락과 ‘ㄹ’ 탈락은 모든 ‘으’ 말음 어간과 ‘ㄹ’ 말음 어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용언에서
만 나타나는 음운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ㅂ’ 어간말음 용언, ‘ㄷ’ 어간말음 용언,
‘ㅅ’ 어간말음 용언 등은 어휘에 따라 음운과정을 겪기도 하고, 겪지 않기도 한다. 국어학에서
는 음운과정을 겪는 용언을 불규칙용언, 그렇지 않는 용언을 규칙용언이라고 구별해 왔다. 이
논의에서는 불규칙용언 부류와 규칙용언 부류가 나타나는 것은 활용형이 겪는 통시적 변화의
확산 범위의 차이와 통시적 변화로 인한 용언 부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불규칙용언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2. 불규칙용언 활용형 간의 음운 불일치
불규칙용언 활용형의 음운 불일치2)의 공시적 설명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활용형의 통
시적 변화가 활용형 단위에서 일어나는데, 불규칙용언의 공시적 분석은 어간 단위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불규칙용언에서 나타나는 음운 불일치를 공시적 음운과정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
다. 그래서 추상적 기저형을 설정하거나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불규칙용언처럼 발화 단위와 분석 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개별 활용형의 통시적 변화가 모든
어휘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성음운론의 관점에서 기저형과 표면형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논의에서는 불규칙용언의 공시적 상태는 어휘적 연결관계를 가진 집합체(paradigm)
으로 설명할 것을 제안한다. 불규칙용언은 패러다임 내의 개별 활용형이 각기 다른 통시적 변
화를 겪게 되어 어간이나 어미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어휘적 연결관계로 인해 패러다임이 유지
된다.
현대국어의 불규칙활용이 패러다임 내에서 활용형끼리 음운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으로 ① 활
용형의 통시적 음운변화 ② 활용형 간 연결관계의 분리･병합3) 2가지를 들 수 있다. ㅂ 불규
1) 이 논의는 한수정(2014) 2장의 내용을 발전시킨 내용이다.
2) 불규칙용언은 대부분 어간 형태가 다르지만, ‘여’ 불규칙용언과 ‘ㅎ’ 불규칙용언은 어미 형태가 다르
고, ‘르’ 불규칙용언과 ‘러’ 불규칙용언은 어간의 형태가 다른지 어미의 형태가 다른지 확언할 수 없
다.
3) ‘활용형 간 연결관계의 분리와 병합’은 Bybee(1985, 1988)에서 사용된 ‘어휘적 분리(lexical split)’와
‘굴절적 분리(inflectional split)’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ybee(1985, 1988)는 단어 쌍의 두
단어나 굴절적으로 관련있는 단어들이 그 관련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어휘적 분리(lexical split)’와
‘굴절적 분리(inflectional split)’라고 하였다. 어휘적 분리는 파생어가 예측할 수 없는 의미 표상을
취함으로써 파생어와 관련된 원래 단어와의 형태론적 관련성을 잃어버리는 통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굴절적 분리는 활용 패러다임의 활용형 중에서 일부가 다른 용언의 활용형으로 대체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Lexical split describes the diachronic process by which previously related words lose
their morphological relatedness as the originally derived word takes on a nonpredictable
semantic representation." (Bybee, 198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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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용언, ㅅ 불규칙용언, ㄷ 불규칙용언은 어간말 자음의 변화로, 우 불규칙용언과 아 불규칙용
언은 모음의 변화로, ㅎ 불규칙용언은 자음과 모음의 변화로 지금의 패러다임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 러 불규칙용언과 르 불규칙용언은 활용형 간 연결관계의 분리･병합에 의해 패러다임
의 변화가 생겼다.
2.1 활용형의 음운 변화
2.1.1 자음 약화
ㅂ 불규칙용언, ㅅ 불규칙용언, ㄷ 불규칙용언은 어간말 자음의 변화로 인해 패러다임에 변화
가 생겼다.
(1) 중세국어 ㅂ 어간말음 용언의 활용 양상
가. 公이 오니 雪山이 므겁고

<두초 24:21>

주구믈 기드리노니 목숨 므거

<월곡 상:52>

그 體 구드며 므거워

<능엄 6:97>

나. 甘草 굽고 肉桂 麤 것 밧교니

<구급방 상:13>

봇그며 구  먹더니

<월석 21:54>

大附子  나 구워

<구급방 하,88>

다. 올 녁으로 히즈 눕고

<구간 2:7>

올 녀브로 누 겨시다가

<석상 23:45>

두 녀기 다 알거든 졋바 누으라

<구간 2:7>

(2) 중세국어 ㅅ 어간말음 용언의 활용 양상
가. 나랏 位 닛긔코져 더시니

<석상 11:30>

ㅇ 입시울쏘리 아래 니 쓰면

<훈언 12>

穆伯의 니으리 그츨가 저허노라

<소언 4:46>

나.  城에 머므러 집 짓고

<법화 2:235>

제 이 經 지니라 

<법화 4:197>

밥 지으라 야

<삼강 효:27>

다. 모기 븟고 손바리 고

<구급방 상:42>

모기 브 氣分이 마가

<구급방 상:43>

혀 븟고 목 브닐 고티니

<구급방 상:44>

(3) 중세국어 ㄷ 어간말음 용언의 활용 양상
가. 象이 못 걷고
수프레 거로라
나. 堂의 올라 안부를 묻오니
도기 겨실 무러
다. 耶輸ㅣ 도 듣디 아니 실씨
臣下ㅣ 말 아니 드러

<월곡 130>
<두초 25:4>
<소언 6:92>
<용가 62>
<석상 6:6>
<용가 98>

(1-3)은 용언의 어간말음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무성 장애음으로 실현되고, 모음 어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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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마찰음이나 유음으로 실현된다. 모음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에서 어간말음은 ‘모음 사이’
라는 환경에 있게 되는데, ‘모음 사이’는 전형적인 자음 약화의 환경이다. 자음의 세기는 다음
과 같다.
[그림 3]

Honeybone(2008:5)
‘ㅸ, ㅿ, ㄹ’는 각각 ‘ㅂ, ㅅ, ㄷ’보다 약한 음으로 모음사이라는 환경에서 자음 약화를 겪은
것이다. 폐쇄음의 마찰음화와 무성음의 유성음화는 일반적인 통시적 변화 과정인 연음화
(Lenition)의 일종이다.
[그림 4]

Honeybone(2008:7)
활용형에서 모음 사이 ‘ㅂ’이 ‘ㅂ > ㅸ > w’의 변화를 겪고, ‘ㅅ’이 ‘ㅅ > ㅿ > ø’의 변화를
겪어서 현재의 ‘ㅂ’ 불규칙용언과 ‘ㅅ’ 불규칙용언의 활용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ㄷ’ 불규칙용언의 활용형은 ‘ㄷ > ㄹ’의 약화의 과정만 겪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불규칙용언에서 환경 때문에 일부 활용형에서만 통시적 음운 변화가 있
어도 활용형 간의 연결관계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ㅂ’ 불규칙용언의 통시적 변화 과정
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므겁고

*므거버

*므거븐

∨

∨

∨

므겁고

므거

므거

∨

∨

∨

무겁고

무거워

무거운

일반적으로 어휘 내부에서 ‘ㅂ, ㅅ, ㄷ’가 연음화를 겪으면 재구조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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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활용형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내부에서 ‘ㅂ, ㅅ, ㄷ’의 연음화를 겪는 활용형과 그렇
지 않은 활용형이 공존하기 때문에 용언의 재구조화가 완성되지 않는다. 활용형의 집합으로
어휘항목을 이루는 용언의 특징4)으로 인해 불규칙용언이 형성된다.
2.1.2 모음 변화
‘우’ 불규칙용언과 ‘여’ 불규칙용언은 모음의 변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우’ 불규칙용
언은 어간의 형태가 변화하지만, ‘여’ 불규칙용언은 어미의 형태가 다르다.
우 불규칙에 해당하는 용언은 ‘푸다’ 하나 뿐인데, ‘푸다’는 중세국어 시기에 ‘프다, 퍼’의 활
용형으로 사용되었다.
(4)
가. 戽船 예 이슬 프다

<역보5) 46>

나. 여 가마의 퍼 담아

<염소6) 11>

중세국어 시기에 ‘더으다[加], 다[浮], 다[用, 苦], 쓰다[書], 잇그다[牽], 츠다[舞], 크다[大]’
와 같이 어간이 ‘으’로 끝나는 용언은 ‘아/어’ 어미와 결합할 때 ‘으’ 모음이 탈락하였다.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다. 그런데 한 형태소 안에서 첫음절의 양순음 뒤에 ‘으’가 ‘우’로 바뀌는 통
시적 변화가 나타나서(허웅, 1985:231) ‘프다, 프고, 프지; 프니, 픈’ 등의 ‘프다’의 자음 어미
결합형과 ‘으’ 어미 결합형도 이 변화를 겪어 ‘푸다, 푸고, 푸지; 푸니, 푼’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아/어’ 어미 결합형은 어간말음 ‘으’가 탈락되어서 첫 음절이 ‘퍼’이므로 ‘으>우’ 변화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프다’의 자음 어미 결합형과 ‘으’ 어미 결합형이 통시적 변
화를 겪어서 ‘우’ 어간말음 용언이 되었지만, ‘아/어’ 어미 결합 활용형은 통시적 변화를 겪지
않아서 ‘우’ 어간말음 용언과 다른 활용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
(5)
프고

퍼

프니

∨

∨

∨

푸고

퍼

푸니

‘여’ 불규칙용언 ‘하다’의 중세국어 시기 형태는 ‘다’였는데, ‘다’는 다른 ‘’ 어간말음 용
언과 다른 활용 양상을 보였다. ‘다’를 제외한 ‘’ 어간말음 용언이 ‘아/어’ 어미나 ‘오/우’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은 ‘’가 탈락하는 활용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다’는 반모
음 ‘j’가 삽입된 활용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4) 본 논의에서는 Haspelmath(2002:13)의 어휘항목(lexeme)과 단어형(word-from)의 정의를 따른다.
‘어휘항목은 추상적 실체이며, 단어형의 집합으로 생각된다.’ 단어형은 용언에 있어서는 활용형과 동
일한 것으로 본다. ‘단어형은 문맥에서 사용되고, 발음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다.’ 즉 용언의 어휘
항목은 각 활용형의 집합이다.
5) 역어유해보(1775)
6) 신전자취염소방언해(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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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삿기 여  거늘

<석상 12:25>

삼년이 못 차 이셔

<석상 6:4>

성불은 중생제도샬 원이 초 기드리시고

<법화 3:98>

나. 세차힌 山行 거나 노 거나

<석상 9:37>

道 詩書호 爲야 重고

<두초 24:43>

일후미 妙力이오 지숨 업스며 욤7) 업스샤

<능엄 6:24>

‘다’가 다른 ‘’ 어간말음 용언과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이는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힘들
지만 ‘다’가 ‘여’로 활용하는 것은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
어간말음 용언 중 ‘다’를 제외한 용언은 모음탈락의 방법으로 모음충돌 환경을 피하지만,
‘다’는 반모음 삽입으로 모음충돌 환경에서 벗어난다. ‘아/어’ 어미 결합형은 모음충돌을 회
피하기 위해 반모음이 삽입되면서 어미의 형태가 다른 용언과 다르게 되었다. ‘다’의 자음
어미 결합형은 모음충돌의 환경이 아니기에 반모음 삽입이 일어나지 않고, ‘으’ 어미 결합형은
‘으’가 탈락함으로써 모음충돌을 피한다.
‘야’는 이후 두 가지 통시적 변화를 겪는다. 현대국어의 ‘하여’는 모음상승을 겪은 형태이다.
‘해’는 ‘야>야>>해8)’의 통시적 변화를 겪었다.
(7)

고

야

니

∨

∨

∨

∨

고

야

야

니

∨

∨

∨

∨

고



여

니

∨

∨

∨

∨

하고

해

하여

하니

‘해’와 ‘하여’는 ‘야’가 서로 다른 통시적 변화를 겪은 형태이다. ‘해’가 ‘하여’의 축약형이라
기보다는 ‘해’와 ‘하여’ 모두 ‘하다’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3 자음과 모음 변화에 의한 형성
7) 중세국어 시기 ‘다’의 ‘아/어’ 어미 결합형과 ‘오/우’ 어미 결합형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아/어’
어미 결합형은 ‘야’만이 나타나지만, ‘오/우’ 어미 결합형은 ‘요Y’형과 ‘호Y’형 두 가지로 나타난
다. 이에 대해서 안병희(1962)는 ‘다’가 본동사로 쓰일 때 ‘요Y’형으로 나타나고, 보조동사로 쓰
일 때 ‘호Y’형으로 쓰인다고 추정하였다. 이현희(1985)는 어말어미 ‘아/어’가 선어말어미 ‘오/우’보다
훨씬 전에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아/어’ 어미 결합형은 보수형인 ‘야’만이 쓰이고, 어미 ‘아/어’
보다 후대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오/우’ 결합형은 보수형 ‘요Y’와 ‘호Y’가 모두 쓰이는 것으로 해석
했다.
8) 이 변화는 좀더 세밀하게 ‘’ 음가의 소멸 시기와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시기를 따져야하지만, 본
논의의 중심이 아니므로 문헌상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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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어의 ‘ㅎ’ 불규칙용언은 기원적으로 ‘-아/어 다’ 구문이었다. 중세국어 시기 ‘다 검
다, 븕다, 누르다, 프르다’ 등의 색채 형용사에 ‘-아/어 다’가 결합하여 ‘하야다, 거머
다, 벌거다, 누러다, 퍼러다’는 ‘상태성의 강조’를 나타낸다(이현희 1985:224～225).
(8) 중세국어 색채 형용사의 활용형 (이현희, 1985:224)
가. 物이 하야야

<두초 8:53>

하야켄 아니홀 디니라

<두초 25:50>

하여 셴 머리터리

<두중 17:8>

나.  마조 보와셔 거머호 슬코
가마케 서거
다. 블거케 구워
고  곳부리 벌거호미 이긔엿도다

<두초 20:27>
<두경 27>
<구간 3:79>
<두중 10:38>

라. 멧 雲霧ㅣ 누러도다

<두중 10:45>

노라커든  라

<구방 상 3>

누런 고지

<영가 상 116>

마. 믌 나못 그티 퍼러고
靑衣 파란 옷 니븐 각시라

<두중 6:8>
<월석 2:43>

‘형용사+-아/어 다’ 구문은 뒤에 오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 ‘ㄱ,
ㄷ’와 같은 파열음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어간과 어미에 변함이 없는 ‘누러도다, 퍼러
고’와 같은 형태와 함께 아래아가 탈락하고 유기음화가 일어나는 ‘하야켄, 노라커든’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관형형 어미 ‘-/은’이 결합될 때는 ‘하여’과 같이 아래아가 연결되면서
동음탈락이 일어난 형태와 ‘누런, 파란’과 같이 ‘’ 탈락이 일어난 형태도 나타난다. 이렇게
다양한 활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수형과 개신형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어’ 어미와 결합할 때는 ‘하야야’와 같이 반모음 ‘j’가 삽입된 형태만 나타나고, ‘오/우’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때는 ‘거머호, 벌거호미’처럼 아래아가 탈락한 형태만이 나타난다. 이
러한 15세기 ‘형용사+-아/어 다’ 구문의 활용형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가. 자음 어미(ㄱ, ㄷ) 결합형 : X고～X코 (수의적 ‘’ 탈락)
나. 아/어 어미 결합형 : X야 (반모음 ‘j’ 삽입)
다. 오/우 어미 결합형 : X호 (‘’ 탈락)
라. /은 어미 결합형 : X～Xㄴ (수의적 ‘’ 탈락)
(9)의 ‘형용사+-아/어 다’ 활용양상은 단독형 ‘다’의 활용양상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자음
어미가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가 탈락하고(9가), ‘오/우’ 어미가 결합할 때 반드시 ‘’가
탈락하고(9다), ‘/은’ 어미가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가 탈락한다는(9라) 것이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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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쓰일 때는 강한 위치인 첫음절에서 쓰이기 때문에 ‘ㅎ’와 ‘’가 모두 약한 소리더라도
‘’ 하나만 탈락하거나 오히려 반모음 ‘j’가 삽입되어서 첫음절이 변화하는 것을 막는다. 하지
만 ‘-아/어 다’ 구문에서는 ‘다’ 앞에 늘 선행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 위치는 약한
위치인 둘째 음절 이하에 위치한다. 대개 ‘’가 세째 음절에 위치한 ‘형용사+아/어 다’ 구
문에서 약한 소리인 ‘’가 필수적으로 혹은 수의적으로 탈락하고, 특히 (9라)의 유성음 사이
환경에서는 ‘’만 아니라 ‘’가 탈락한다.
ㅎ 불규칙용언도 자음 어미 결합형, ‘아/어’ 어미 결합형, ‘으(+유성음)’ 어미 결합형이 서로
다른 통시적 변화를 겪음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자음 어미 결합형은 ‘’가 탈락하고, ‘으(+유
성음)’ 어미 결합형은 ‘’가 탈락했다. ‘아/어’ 어미 결합형은 ‘다’와 같은 통시적 변화 과정
을 겪으나 추가적으로 ‘ㅎ’이 탈락했다.

(10)


∨
파라
고
～파라코
∨
∨


∨
파라
야
∨
파라
∨
9)

파라며

파란

파라코

*파라해

파라며

파란

파라코

파래

파라며

파란

파라 고

파라코

∨

파라 야

∨


∨
파라
며
～파라며
∨
파라 며

∨
∨

파라

∨

파라
～파란

∨
∨
∨

3.2 패러다임의 분리 결합
러 불규칙용언은 ‘이르다[至], 푸르다, 누르다[黃]’의 세 용언뿐이다10). 이 용언들이 중세국어
시기에 두 가지 형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르다
[至]’의 중세국어 시기 어형은 ‘니르다’와 ‘니를다’ 두 개였고, ‘푸르다’는 ‘프르다’, ‘프를다’였
으며, ‘누르다’는 ‘누르다’, ‘누를다’였다. 이 중 문헌에서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는 ‘니르다’,

9) ‘파라 > *파라해 > 파래’의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송철의(2004, 200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
철의(2008:169)에서 ‘벌개서, 벌개(지다)’가 ‘벌거서, 벌거(지다)’로부터 발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그리여, 그러여도’가 ‘그러, 그러도’ 바뀌는 과정을 들었다. 송철의
(2008:166)에 의하면 ‘X’와 같은 형태는 지방에서 작성된 간찰자료에서는 16세기 말부터 나타나고,
중앙어 자료에서는 19세기 후반에 나타난다.
‘*파라해’는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아래아의 발음이 사라지면서 ‘’의 발음은 ‘해’와 같았을 것
이고, 아래아가 표기에 쓰이지 않게 되면서 ‘’가 ‘해’로 쓰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노르다[黃]’도 있지만, ‘누르다’의 모음조화에 의한 짝이므로 여기서는 같이 다루지 않는다.

- 39 -

2018년 여름 국어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니를다’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다.
(11)
가. 우흐로 梵世예 니르게 시고

<석상 19:39>

衆生으로 一切 智예 니를에 며

<법화 5:64>

나. 諸佛 世界예 다 니르며

<석상 19:40>

諸天 等 宮殿이 有頂에 니를며

<법화 6:61>

法會예   住샤매 니르리라 니라

<원각 상1:63>

能히 밋디 못호매 니를리라

<능엄 10:91>

다. 阿鼻地獄브터 有頂天에 니르시니

<석상 13:17>

우흐로 梵世예 니르르시고

<월석 18:4>

라. 부텻긔 니르러 곳 비허 供養고

<법화 3:185>

마. 우흐로 阿迦膩吒天에 니르니

<석상 13:14>

열  스믈  쉰 예 니르더니

<월석 13:7>

度 得호 브터 涅槃애 니를

<법화 3:39>

(11)에서 자음 어미 결합형 (가)와 (나)와 ‘으’ 어미 결합형 (다)는 ‘니르다’와 ‘니를다’의 활용
형이 모두 나타나는데, ‘아/어’ 어미 결합형 (라)는 ‘니를다’의 활용형만 나타난다. (마)는 ‘니
르다’와 ‘니를다’의 활용형이 동일한 활용형들이다11). 이러한 활용 양상에 대해서 유창돈
(1959:54), 최윤현(1985:269), 배주채(2003:161)은 ‘니를다’가 기원적인 단어이고, ‘니를다’가
‘ㄹ’ 탈락의 변화를 겪어서 지금의 활용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니를다, 프를다, 누를다’가 왜 다른 ‘ㄹ’ 어간말음 용언과 다른 통시적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11라)의 ‘니르러’를 제외하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니르다’와 ‘니를다’의 활용
형이 모두 존재하다가 현대국어에서는 하나의 활용형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활용형은 중세국어 시기에 경쟁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르다’와 함께 현대국
어의 ‘러’ 불규칙용언인 ‘푸르다’와 ‘누르다’의 중세국어 활용형은 이미 경쟁 상태를 벗어난 모
습을 보인다.
(12)
가. 치 프르고 脉이 긋고 膓이 브르고

<구급방 하:56>

가마귀 검고대 이티 프르며

<月釋 11:102>

靑은 프를씨오

<월석 1:22>

 브 검프르러 알파 어즐코

<구급방 하:33>

묏 빗 프르러 하해 뗫다

<백련 11>

11) 중세국어 시기에 ‘ㄹ’ 어간말음 용언은 어미 ‘-으니’, ‘-더니’, ‘-을’와 결합할 때 어간말음 ‘ㄹ’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을 겪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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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초 솝 반 량을 누르게 봇가

<구간 1:13>

니 검디 아니며 누르며

<석상 19:7>

黃 누를씨라

<월석 1:22>

고지 이 가티 누르러

<월석 11:102>

깜짝새를 사용하여 21세기 세종계획 역사자료 말뭉치를 검색한 결과 ‘프르다/프를다’와 ‘누르
다/누를다’의 활용형으로 자음 어미 결합형, ‘으’ 어미 결합형은 모두 ‘프르다’와 ‘누르다’의
활용형만 나타나고, ‘아/어’ 어미 결합형은 ‘프를다’와 ‘누를다’의 활용형만이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근거로 볼 때 두 개의 형태를 가진 용언 ‘니르다/니를다’, ‘프르다/프를다’, ‘누르다
/누를다’는 두 개의 활용형이 모두 사용되다가 활용형에 따라 하나의 형태만 사용하게 되어
새로운 활용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용언 ‘니르다’와 ‘니를다’의 활
용형이 모두 사용되다가 활용형에 따라 남게 된 것이 달라지면서 불규칙활용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12). 이러한 과정은 활용형 간 연결관계의 분리와 병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13)

가.

니르게

니르며

니르시니

나.

니를에

니를며

니르르시니

다.

니르게

니르며

니르시니

∨

∨

∨

㉡
㉠

*니러
니르러

∨

㉡
㉠

니르러

니르니
니르니

∨

니르니

(13가)의 ‘니르다’의 활용형과 (13나)의 ‘니를다’의 활용형이 공존하다가 ㉠의 연결이 끊어지
고, ㉡이 새로이 연결되면서 (다)의 새로운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
한 패러다임의 분리와 병합이 일어난 것은 두 용언이 의미가 비슷하고, ‘니르니’ 등의 활용형
이 동일한 것이 그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어’ 어미 결합형은 ‘니를다’의 활용형을, 그
외의 활용형은 ‘니르다’의 활용형을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러’ 불규칙용언과 같이 어간말음절이 ‘르’로 끝나지만 다른 활용양상을 보이는
‘르’ 불규칙용언은 중세국어 시기에 대부분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이었다.
(14)
가. 니다[謂]
너 드로 니고  네게 소리 묻거든

<능엄 4:127>

외오고 能히 니며 니고 能히 쓰며

<법화 5:47>

口中에 災祥變異 즐겨 닐어

<능엄 9:89>

내 닐옴을 드르라

<박통 하:56>

12) ‘니르다’ 일부와 ‘니를다’의 활용형 일부가 선택되어 하나의 활용 패러다임을 형성했다고 보는 논의
로 최명옥(1988:54), 이진호(2012:47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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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르다[養]
穀食 시므리 브터 苗 기르고

<원각하 2-1:33>

이 내 아비니 우릴 나하 기르니라

<법화 5:115>

仙人이   길어내니

<석상 11:27>

다. 모다[不知]
뫼히 리여 서르 모거니

<석상 24:24>

그러나 머릴 모며 아빌 려

<원각 서:46>

도기  몰라 몯 나니

<용가 60>

오직 몰롬과 아롬괘 사게 이시며

<육조 中:65>

라. 흐르다[流]
 渭水 東으로 흐르고

<두시초 11:16>

수레 흐르며  더우미 兼니

<두시초 16:72>

東녀그로 흘러가 머므로미 업도다

<두시초 25:42>

흘롬 로 보디 몯나

<능엄 10:84>

‘/르’ 어간말음 용언은 활용 양상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아/어’ 어미 결합
형과 ‘오/우’ 어미 결합형이 ‘ㄹ-ㅇ’ 연결로 나타나는 용언(14가, 나)이고, 다른 하나는 ‘ㄹ’이
하나 더 덧붙어 ‘ㄹ-ㄹ’ 연결로 나타나는 용언(14다, 라)이다.
(15) ‘르’ 불규칙용언의 중세국어 시기 유형
가. ㄹ-ㅇ 활용형
가다(分), 거르다(濾, 闕), 게으르다(怠), 니다(起), 두르다(圍), 디다(控, 刺), 부르다(演),
쥐므르다(揉), 즈르다(徑); 고다(均, 圢), 바다(正), 오다(登); 그르다/그다(解, 誤), 기르
다/기다(養), 니르다/니다(謂),

디르다/디다(搪), 이르다/이다(早), 다(絞)

나. ㄹ-ㄹ 활용형
누르다(壓), 므르다(軟, 返), 브르다(呼, 膨); 모다(不知), 다(塗), 다(速); 구르다/구
다(跺), 다/르다(乾), 흐르다/흐다(流)
‘/르’ 어간말음 용언이 이러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 유창돈(1962)는 이들 용언의 어간이
쌍형으로, 배분활용13)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ㄷ’ 어간말음, ‘ㄹ’ 어간말음의 용언에 ‘사
동’의 의미를 더하거나 자동사 혹은 형용사로 성격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 ‘/으’가 결
합하여 ‘/르’ 어간말음 용언을 형성되었다. (유창돈, 1962:194, 196)
(16)
가. ㄷ말음+/으 형
13) “쌍형어간의 배분활용이란 곧 체언이나 용언 중 어떤 종류의 어간은 쌍형으로 분리되며 그 분리된
어간은 후속하는 어미[토 포함]를 상호 병용함이 없이 반드시 자기 종속의 어미로 분리하여 배분활용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 유창돈(196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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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 : 닫다 > 달다 > 다다

곧 : 곧다 > 골다 > 고다

붇 : 붇으다 > 불으다 > 부르다

받 : 받다 > 발다 > 바다

딛 : 딛으다 > 딜으다 > 디르다

몯 : 몯다 > 몰다 > 모다

나. ㄹ말음+/으형
살 : 살다 > 사다

돌 : 돌다 > 도다

길 : 길으다 > 기르다

졸 : 졸으다 > 조르다

문헌 증거가 많지 않아 (16)의 형성 과정이 정확히 증명되기는 힘들지만, ‘붇다[增]-부르다
[飽]’, ‘길다[長]-기르다[養]’과 같은 의미의 유사성이 한 근거가 된다(유창돈, 1962:195). 그리
고 (15)에서 보는 것처럼 ‘/르’ 어간말음 용언의 어간이 모두 2음절 이상인 점과 모음조화
에 의한 단어쌍이 존재하는 것도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모음조화에 의한 쌍형이 존재하
는 것은 어간 자체가 쌍형이 아니라 모음조화에 의한 접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이들 용언은 어원적으로 ‘어근+접미사’였다고 볼 수 있다(김무림, 1995; 장향실, 1996). 이러
한 관점은 이현희(1985)에서도 나타난다. 이현희(1985:229～230)도 접사 ‘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다. ‘프르다～프를다, 누르다～누를다’의 ‘-아/어 다’ 연결형이 ‘*프르러다, *
누르러다’로 나타나지 않고, ‘프러다, 누러다’라는 점을 들어 ‘플[草]’와 ‘*눌[黃]’에서 파
생된 ‘*플다’와 ‘*눌다’를 재구하고, 이로부터 ‘프르다’와 ‘누르다’가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하였
다.
정리하면 ‘르’ 불규칙용언도 ‘러’ 불규칙용언과 마찬가지로 두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의 분리․
병합으로 불규칙용언이 된 것이다.
(17)

가.
나.

다.

*올고

㉡
오
고
㉠
∨
오
고

올아
*오라

∨
올아

㉡
㉠



오 니


∨
오
니
오 니

15세기에 ‘ㄹ-ㅇ’ 활용과 ‘ㄹ-ㄹ’ 활용의 2가지 활용양상을 보이던 ‘/르’ 어간말음 용언은
모두 ‘ㄹ-ㄹ’ 활용으로 바뀐다. 이것은 ‘/르’ 어간말음 용언의 ‘아/어’ 어미 결합형이 원래
‘ㄹ-ㅇ’형이었다가 ‘ㄹ-ㄹ’형으로 변화해 갔음을 시사한다. (15나)의 용언들도 원래 ‘ㄹ-ㅇ’의
활용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간 말음절의 [l]의 양음절성으로 인한 겹자음화로 ‘ㄹ-ㄹ’의 활용
형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오정란, 1993:38～39). (15가)는 15세기에는 겹자음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점차 바뀌어 지금의 르 불규칙용언이 되었다.
정리하면 활용형에 따라 서로 다른 통시적 변화를 겪거나 두 개의 활용 패러다임이 하나로 합
쳐지는 패러다임의 분리, 병합을 겪음으로써 불규칙용언이 형성되었다. 각각의 활용형이 서로
다른 음운론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통시적 변화가 모든 활용형에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활용형

- 43 -

2018년 여름 국어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간의 연결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불규칙활용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연결관계에
있지 않은 활용형들이 연결관계의 분리･병합에 따라 새로운 연결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불규
칙활용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용언은 다양한 어미와의 결합이 가능한 어휘적 특징으로 인해
문법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활용형을 가지게 되는데, 활용형 간의 관계는 형태의 동일성보다
연결관계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형성 과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3. 규칙용언 부류와 불규칙용언 부류의 형성
‘으’ 탈락 용언과 ‘ㄹ’ 탈락 용언은 모든 ‘으’ 어간말음 용언과 ‘ㄹ’ 어간말음 용언에서 ‘으’ 탈
락과 ‘ㄹ’ 탈락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불규칙용언과 다르다. 같은 어간말음을 가진 용언이라도
개별 용언에 따라 활용 양상이 달라서 규칙용언과 불규칙용언으로 나뉜다14). 어휘에 따라 활
용 양상이 다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음운변화의 어휘 확산의 범위
‘으’ 탈락과 ‘ㄹ’ 탈락은 모든 ‘ㄹ’ 어간말음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ㅂ’ 불규칙,
‘ㅅ’ 불규칙, ‘ㄷ’ 불규칙은 활용형의 음운 변화, 즉 연음화가 일부 용언의 활용형에만 일어났
다.
(18) 중세국어 ㅂ 어간말음 용언의 활용 양상
가. 닙고 <석상 6:27>, 니버 <월곡 상:155>; 굽디 <원각 하3-2:90>, 구버 <월석 11:6>; 업고
<월석 10:24>, 어분 <월석 10:24>
나. 므겁고 <두초 24:21>, 므거 <월곡 상:52>; 굽고 <구급방 상:13>. 구 <월석 21:54>;
눕고 <구간 2:7>, 누 <석상 23:45>
(19) 중세국어 ㅅ 어간말음 용언의 활용 양상
가. 빗다니 <두초 16:32>, 비소라 <두초 22:1>; ㄴ. 밧고 <월석 10:17>, 바 <월석 18:51>;
솟놋다 <두시초 14:33>, 소사 <법화 4:115>
나. 닛긔코져 <석상 11:30>, 니 <훈언 12>; 짓고 <법화 2:235>, 지니라 <법화 4:197>;
븟고 <구급방 상:42>, 브 <구급방 상:43>
(20) 중세국어 ㄷ 어간말음 용언의 활용 양상
가. 걷디 <금삼 2:37>, 거더 <능엄 2:20>; 묻 <월석 10:13>; 무더 <용가 111>; 굳고 <월
석 2:56>, 구드실 <용가 49>
나. 걷고 <월곡 130>, 거로라 <두초 25:4>; 묻오니 <소언 6:92>, 무러 <용가 62>; 듣디 <석
상 6:6>, 드러 <용가 98>
2.1.1에서 살펴본 것처럼 ‘ㅂ’ 불규칙용언, ‘ㅅ’ 불규칙용언, ‘ㄷ’ 불규칙용언은 모음 어미 결합
활용형이 모음 사이 자음의 연음화로 인해 지금의 활용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14) 정경재(2015:26-27)에서 도일한 조건의 용언이 둘 이상의 활용 부류로 구분될 때 전형적인 활용 부
류에 대해 ‘정칙 활용’, 비전형적인 활용 부류에 대해 ‘변칙 활용’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 논의에서는
이에 동의하나 여기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인 ‘불규칙용언’을 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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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의 (가)에서 보는 용언은 같은 어간말음을 가졌는데도 모음 어미 결합형이 연음화를
겪지 않는다. 그 원인을 최명옥(1985)는 기원적으로 어간말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고, ‘ㅂ’
불규칙용언, ‘ㅅ’ 불규칙용언, ‘ㄷ’ 불규칙용언의 어간말음을 기원적으로 각각 ‘*β, *z, *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들 용언의 어간말음이 기원적으로 ‘*β, *z, *δ’라면 동남방언에서 규칙용언
의 활용 양상을 보이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숭녕(1967:356-361)에서 ‘ㅅ>ㅿ’과 ‘ㅂ>ㅸ’은 중부 지방에서 발생하여 그 세력이 확대되었
다고 보았다.
[그림 5]

이숭녕(1967)
‘ㅅ>ㅿ’과 ‘ㅂ>ㅸ’의 변화가 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지 않은 점,

‘ㅿ’과 ‘ㅸ’이 사용된 시기

가 짧은 점을 보아 ‘ㅅ>ㅿ’과 ‘ㅂ>ㅸ’의 변화가 모든 어휘에 적용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즉 ‘ㅅ’ 어간말음과 ‘ㅂ’ 어간말음 용언 중 ‘ㅅ>ㅿ’과 ‘ㅂ>ㅸ’의 변화를 겪은 용언은 불규
칙용언이 되고, 이 변화를 겪지 않은 용언은 규칙용언이 되었다.
3.2 음운과정 적용의 차이
‘여’ 불규칙용언은 2.1.2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음운조건에서 모음충돌 회피라는 음운론적
기제를 다른 음운과정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생겨났다. 즉 ‘다’는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모음
충돌을 반모음 삽입으로 해결했지만, 그 외의 ‘ㆍ’ 어간말음 용언은 ‘ㆍ’ 탈락으로 해결했다.
‘ㆍ’ 어간말음 용언의 활용 양상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21)
가. ‘다’
다, 니, 야 > 하고, 하니, 하여/해
나. 1음절 어간 ‘ㆍ’ 어간말음 용언
다, 니, 타 > 타다, 타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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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음절 어간 ‘ㆍ’ 어간말음 용언
골고, 골니, 골파 > 골프고, 골프니, 골파 (정경재 2015:133)
(21가) ‘다’와 (21나) 1음절 어간을 가진 ‘ㆍ’ 어간말음 용언은 ‘ㆍ>ㅏ’의 변화를 겪어서 여
전히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을 갖게 되지만, ‘ㆍ’였을 때의 서로 다른 활용양상이 유지되어 (21
나)는 규칙활용을 하는 용언이 되고, ‘하다’는 ‘여’ 불규칙용언이 되었다.
(22다)는 ‘ㆍ>ㅡ’의 변화를 겪고 ‘으’ 어간말음 용언으로 합류되고, 그 활용 양상이 ‘으’ 탈락
용언과 같아지면서 규칙활용 용언 부류가 되었다. 이렇게 통시적 변화로 인해 용언 부류가 달
라지면서 규칙용언 부류와 불규칙용언 부류가 생기는 용언이 있다.
3.3 음운변화로 인한 용언 부류의 합류
대표적으로 ‘우’ 불규칙용언이 모음의 통시적 변화로 인해 용언 부류가 달라지면서 기존 용언
부류와 다른 활용 양상을 가지게 되어 불규칙용언이 된 것이다. ‘프다’는 원래 ‘으’ 어간말음
용언으로 ‘으’ 탈락의 활용 양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ㅡ>ㅜ’ 변화로 인해 ‘우’ 어간말음 용언이
되어 불규칙용언이 되었다. 기존 ‘우’ 어간말음 용언은 ‘아/어’ 어미 결합형에서 축약형만 나
타나지 탈락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23)
가. 프다, 프니, 퍼 > 푸다, 푸니, 퍼
나. 주다, 주니, 주어/줘
‘ㅎ’ 불규칙용언도 ‘-어

다’의 형태였던 것이 통시적 변화로 인해 ‘ㅎ’ 어간말음 용언이 되

면서 원래 어간말음이 ‘ㅎ’이었던 용언과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이는 불규칙용언이 되었다.
(24)
가. ‘ㅎ’ 규칙용언
낳다, 넣다, 놓다, 닿다, 땋다, 빻다, 쌓다, 좋다, 찧다
나. ‘ㅎ’ 불규칙용언
하얗다, 까맣다,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동그랗다, 커다랗다, 조그맣다, 기다랗다, 널따랗
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어떻다
‘ㅎ’ 규칙용언은 18세기 무렵에 모음 어미 결합 활용형에서 어간말의 ‘ㅎ’이 탈락하는 통시적
변화를 겪었고, 자음 어미와의 결합형은 자음의 종류에 따라 유기음화, 비음화, 경음화를 겪는
통시적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ㅎ’ 불규칙용언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간말음이 ‘ㅎ’이 아니
라 ‘-어 다’ 형이었기 때문에 2.1.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ㅎ’ 규칙용언과 다른 통시적 변
화를 겪는다. 서로 다른 어간말음과 활용 양상을 가진 용언이 서로 다른 통시적 변화를 겪어
동일한 어간말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각각의 활용 패러다임은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활용 부
류가 된 것이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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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용언 형성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세환(영남대학교)
이 논문은 활용형에 따라 서로 다른 통시적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활용형이 통시적인 음운 변
화를 겪거나, 활용패러다임의 분리, 병합을 겪음으로써 불규칙용언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불규칙 용언의 변화는 기존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음운의 변화, 적용된 음운규칙의 변화 등
으로 인하여 공시적인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단일 기저형에서 표면형을 이끌어낼 수 없는 용언
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용언의 변화에 대하여 “활용형 간 연결관계의 분
리・병합”이라는 것을 추가한 것은 유의미한 논의라고 여겨진다. 아래에 제시된 몇 가지 의문
점을 제시하며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1.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발표문에서는 활용형 간 연결관계의 분리 병합이, 통시적 음운변화
와 함께 불규칙 용언의 형성 원인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일 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
하다. 르-불규칙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오고, 오니’가 ‘*오라’와는 연결관계가 분리되고,
‘올아’와 연결관계가 병합되었다는 설명이 보인다. 이것은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결과일 수
도 있을 것이다. 변화의 원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결과
를 보니 분리되고 병합된 것일 수도 있다. 토론자도 추후 고민을 더 해 보아야 할 듯하다.
2. 위 1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발표문에서 절의 제목을 보면 ‘자음 약화, 모음 변화, 자음과
모음 변화에 의한 형성, 패러다임의 분리 결합’ 등인데 이것 역시 불규칙 용언의 형성 원인으
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3. “우 불규칙에 해당하는 용언은 ‘푸다’ 하나”뿐 이라고 하였으나, 표기의 관점을 벗어난다면
‘아프->아푸-, 고프->고푸-’ 등이 더 있을 수 있다.
4. 발표문에서 “활용형에서 모음 사이 ‘ㅂ’이 ‘ㅂ > ㅸ > w’의 변화를 겪고, ‘ㅅ’이 ‘ㅅ > ㅿ
> ø’의 변화를 겪어서 현재의 ‘ㅂ’ 불규칙용언과 ‘ㅅ’ 불규칙용언의 활용 양상을 가지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다.”라는 서술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활용형에서 모음 사이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규칙 용언 ‘입어, 잡아’, ‘씻어, 솟아’ 등에서의 ‘ㅂ’과 ‘ㅅ’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
이때의 ‘ㅂ, ㅅ’과 ‘ㅂ > ㅸ > w’, ‘ㅅ > ㅿ > ø’ 등의 변화를 겪는 ‘ㅂ, ㅅ’의 차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다른 음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발표문에서 러 불규칙 용언의 설
명에서 “‘니를다, 프를다, 누를다’가 왜 다른 ‘ㄹ’ 어간말음 용언과 다른 통시적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참고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발표문에서도 “최명
옥(1985)은 ㄷ 불규칙용언, ㅂ 불규칙용언, ㅅ 불규칙용언의 어간말음을 기원적으로 각각 ‘*δ,
β, z’라고 보았다.”이라는 설명이 보이므로 참고가 된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
하다.
이상으로 ‘불규칙용언 형성 연구’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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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주제 발표

시상 형태 ‘--’의 쟁점과 전망
문현수(고려대학교)‧허인영(고려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현재시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해 온 ‘- -’의 쟁점과 전망
과 관련하여 고대국어1), 중세국어, 근세국어2)로 시기를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세국어의 ‘- -’는 동사와만 쓰이고 형용사와 계사에는 잘 쓰이지 않으며, 관형사형 어
미 ‘-ㄹ’과 선어말어미 ‘-리-’와도 결합제약을 갖는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 -’의 분포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를 동사에 결합할 경우 ‘현재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
미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고대국어의 ‘- -’는 이와 같은 제약을 보이지 않으므로 고대국어의 ‘- -’를 중세





국어의 ‘- -’와 같이 현재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는지, 또 중세국어의 ‘-



-’와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고대국어 ‘- -’의 기능은 대체 무엇인지 연
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 -’가 동사가 아닌 형용사에도 쓰이는 예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 -’에 대해서는 형용사가 동사로 전성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고, 고대국어와 같이 형용사에 직접 ‘- -’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 고대국어의 ‘- -’와
의 연속성에 주목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한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별 의



니라’와 ‘
니라’의 차이,

미 차이가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비상관적 장면에서 쓰인 ‘



‘잇-’의 ‘- -’ 통합 여부에 따른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근세국어 시기에는 선어말어미 ‘-었-’과 ‘-겠-’이 발달하고 새로운 종결어미가 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선어말어미 ‘- -’의 기능이 이전과 달라지고 분포가 축소되는 결과를 보이



기도 하였다. 또한 선어말어미 ‘- -’가 종결어미의 일부로 융합되는 예들도 나타나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시기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선어말어미 ‘- -’와 관련하여 크게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세국어로 시기를 나누어 그 분포와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
된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본고에서는 고려시대의 향찰, 이두, 석독구결 자료를 고대국어 자료로 다루고자 한다. 이 자료들에 반
영된 국어가 15세기 이후의 중세국어보다 고려 건국 이전의 고대국어 자료에서 나타나는 국어의 양
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13세기 후반 이후의 음독구결 자료는 15세기 이후의 중세국어보다
고형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석독구결 자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개신된 모습을 보이므로(남풍현
1998: 231-232) 전기 중세국어 자료로 간주한다.
2)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대(한)국어’ 대신에 ‘근세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학
계의 관행을 거슬러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흔히 근세국어로 다루어지는 17-19세기가 문학
이나 역사 등 기타 인문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근대(近代)’보다는 ‘근세(近世)’에 가깝다는 점과, 국어
학 내에서도 이른바 ‘근대’와 ‘개화기’로 칭해지는 시기를 동시에 다룰 때 용어의 혼동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예컨대 홍종선(2009)에서는 19세기 후반을 ‘근대 전환기’로 칭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
대국어’의 ‘근대’와 ‘근대 전환기’의 ‘근대’가 가리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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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국어의 ‘-

-’

2.1. 선어말어미 ‘-

-’의 고대국어 표기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국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자표기자로 기록된



향찰 이두 구결 자료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어말어미 ‘- -’의 고대국어 쓰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들에서 ‘- -’를 어떠한 차자로 기록했는지 살펴볼 필요
성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차자표기자로 ‘飛()’, ‘臥()’, ‘內’, ‘奴()’를
언급하고 있다.



‘飛()’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 ]라는 음가를 나타내는 차자표기자로 보고 있다. 이



는 ‘飛’의 훈(訓)인 ‘ -’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飛’를 훈가자(訓假字)로 본 것이다. 이 글
자는 향찰, 이두, 구결에서 모두 쓰이기는 하였지만, 거의 모든 예가 고려시대 석독 구결에
서 쓰였으며 향찰과 이두의 예도 대부분 고려 시대 이후에 쓰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臥()’는 모든 선행연구에서 [누]라는 음가를 나타내는 차자표기자로 보고 있다. 이 글자
의 독음은 ‘臥’의 훈(訓)인 ‘눕-’에서 온 [누]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飛’와 마찬가지로 훈
가자(訓假字)이며, 대체로 고려 시대 이후의 향찰, 이두, 구결에서 그 쓰임이 보인다.



‘內’는 [ ], [누], [아/안], [예] 등으로 추정 독법이 다양하며 지정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



다. 이 중 [아/안]은 ‘內’를 훈가자로 보아 그 독음을 추정한 것이며, [ ], [누], [예]는 ‘內’를



음가자로 보아 그 독음을 추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 ]와 [누]로 그 독법을 추정한 경우에



만 ‘內’를 선어말어미 ‘-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안]으로 추정한 경우에
는 ‘內’의 기능을 합당법의 조동사 내지 소위 확인법의 선어말어미로 그 기능을 분석하고 있
다. ‘內’는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향찰과 이두에 두루 쓰인 반면, 구결에서는 쓰인 예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

‘奴()’는 모든 선행연구에서 [ ]라는 음가를 나타내는 차자표기자로 보고 있다. 이는 ‘奴
()’를 음가자로 본 것이다. ‘奴()’는 향찰과 구결에서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두

례 찾아보기 힘들다. ‘奴()’는 ‘--’와 ‘-오-’의 결합형 내지 ‘-누-’와 ‘-오-’의

에서는 용 를

결합형으로 분석되어 왔다.

네 종류의 차자표기자 중 중세국어의 현재시상 선어말어미 ‘--’와 형태상 직접적
으로 관련시킬 수 있는 차자표지자는 ‘飛()’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飛()’를 중세국어의 ‘--’와 마찬가지로 현재시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한 바 있는데, 이와
달리 서법 선어말어미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또한 ‘臥()’는 중세국어 ‘--’와 형태는
위의

다르지만 현재시상 선어말어미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內’는 음가자로 본다

더
 혹은 [누]인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으며, ‘奴()’도 이것
이 ‘--’와 ‘-오-’의 결합형인지, 혹은 ‘-누-’와 ‘-오-’의 결합형인지는 형태만으로는 판단하
기 어렵다.
고 하 라도 그 음가가 [ ]인지

2.2. ‘-飛( )[

]-’의 기능


네 가지 차자표지가 중 먼저 중세국어의 ‘-
-’와 형태가 동일한 ‘-飛()[]-’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어말어미 ‘-飛()[]-’의 기
능에 관하여 논의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 -’의 표기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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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확인법 선어말어미: 이승재(1993), 이승재(1998)
② 현재시상 선어말어미: 정재영(1996), 백두현(1997)
③ 미완료의 동작상 선어말어미: 김영욱(1999)
④ 서법 선어말어미: 박진호(1998), 정재영(2000), 박진호(2010)[‘항상성’의 서법]

승

3



5

이 재(199 )에서는 ‘-[ ]-’를 1 세기의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어/나-’의 ‘-나-’에 대

응되는

았

승 8


어말어미, 나머지 ‘-[]-’는 이승재(1993)과 같이 확인법 선어말어미 ‘-나-’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정재영(1996)에서는 ‘-[]-’가 15세기의 ‘--’와 분포상의 차이는 있을지라
도 그 기능은 15세기의 ‘--’와 대응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백두현(1997)에서는 ‘[]-’를 대체적으로 ‘-[누]-’와 같이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고 있지만
‘-[ㄹ]’과 ‘-[리]-’와 결합한다는 점 때문에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김영욱(1999)에서는 ‘-[겨]-’를 [+완료]의 기능을 하는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하
고 ‘-[겨]-’와 ‘-[]-’가 대립을 이룬다는 점을 중시하여 [-완료]의 기능을 하는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였다. 또한 ‘-[누]-’는 직설법의 기능을 하는 서법 선어말어미로 보았
다. 그리고 ‘-[누]-’와 ‘-[]-’가 합류하여 중세국어의 ‘--’가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박진호(1998)에서는 고대국어의 ‘--’를 서법 범주의 선어말어미일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재영(2000)에서는 ‘-[]-’는 시상이나
확인법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아니며, ‘-[겨]-’, ‘-[거]-’와 대립을 보이므로 회상, 추정 등
과 대립되는 의미를 지니는 서법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보았다. 그리고 ‘-[누]-’가 중세국
어의 직설법 ‘--’에 가까우며, 김영욱(1999)의 의견과 같이 ‘-[]-’와 ‘-[누]-’가 합류
하여 중세국어의 ‘--’가 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후 박진호(2010)에서는 고대국어의 ‘--’
를 대체로 ‘항상성’을 나타내는 서법 형태소로 분석하였으며, 이것으로 설명 안 되는 예들은
다른 서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 ‘-[]-’가 다의 형태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것으로 보 다. 이후 이 재(199 )에서는 ‘-[고 ]-’의 ‘-[ ]-’는 현재시상 선

언급하였다.

1) 확인법 선어말어미설

<구인상, 02:19-23>
爾 時 諸 大衆 … 謂言 … 大覺 世尊 前 已 {我} 等 大衆
{爲} … 光讚般若波羅蜜 說 今日 如來 大光明 放
斯 何 事 作
(이러한 때에 모든 大衆은 … 謂言하기를, “…大覺 世尊은 전에 이미 우리와 같은 大衆을 위
하여 … 光讚般若波羅蜜이니 하는 것을 說하셨다. 今日에 如來가 大光明을 放하시는 것은 이
는 어떤 일을 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셨다.)
ㄴ. <구인상, 11:07>
一切 衆生 {暫} 報 住 金剛原 登 淨土 居

(2) ㄱ.



(

一切 衆生은 잠깐 報에 住하거늘 金剛原에 登하신 이어야 淨土에 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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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거]/[어]-’는 (2ㄱ)처럼 발화시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거나

건

완료상적인 용법을 보이는데,
[]-’는 이와 달리 명백한 완료상적 용법을 보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2ㄴ)처럼 사 시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3

( )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

-/-

선어말어미 ‘-

배열순서
-/-

-()--

--

--

-/-

--

--

---

① ‘-[]-’과 ‘-/[시]-’의 배열순서: 言<금광03, 15:04>
② ‘-/[시]-’와 ‘-[거]/[어]-’의 배열순서: 登<구인상, 11:07>
※ 단, 선어말어미 사이에 ‘--’가 개재하면 선어말어미 배열순서가 바뀜.
예) 無極<구인상, 11:08>, 참조) 有<구인상, 14:19>
③ ‘-[거]/[어]-’와 ‘-[고]-’의 배열순서: 不<화소35, 10:19>
④ ‘-[고]-’와 ‘-[겨]-’의 배열순서: 誦持<금광03, 09:16>
⑤ ‘-[고]-’와 ‘-[]-’의 배열순서: 如<화소35, 09:12>
⑥ ‘-[더]-’와 ‘-[겨]-’의 배열순서: 開士{爲}<구인상, 11:21>
⑦ ‘-[겨]-’와 ‘-[누]-’의 배열순서: 大師子吼<구인상, 11:22>
⑧ ‘-[누]-’와 ‘-/[오]-’의 배열순서: 作<화소35, 16:14>
⑨ ‘-/[오]-’와 ‘-[리]-’의 배열순서: 捨<화소35, 10:11>
⑩ ‘-[리]-’와 ‘-[]-’의 배열순서: 獻乎理音如<헌화가>
⑪ ‘-[리]-’와 ‘-[앗]-’의 배열순서: 無<화소35, 11:03>

배열순서는 위의 표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거]/[어]-’와 ‘-[]-’는 배열순서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
들을 고려하면 ‘-[]-’는 소위 확인법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또한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2) 현재시상 선어말어미설

4

<화엄14, 12:16>
若 一切 佛 其 前 現 則 神通深密用 了
(만약 一切 佛이 그 앞에 나타나시면 곧 神通深密用을 了할 것이며)
ㄴ. <구인상, 03:02-03>
能 答 者 無
(능히 답하실 분이 없으셨다)
ㄷ. <구인상, 15:01-02>
無 無 諦 實 無 寂滅 第一空
(無도 無한 것이어야 諦가 實한 無인 것이라서 寂滅이고 第一空이고 하며)
ㄹ. <화엄14, 02:19>
其 逼迫 免
(그 핍박을 여희소서 할 것이며)
ㅁ. <화엄14, 14:16>
{於}彼 {爲} 妙法藏 說
(거기에서는 (대중들을) 위하여 妙法藏을 說할 것이며)

(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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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 ]-’는 동사( ㄱ), 형용사( ㄴ), 계사( ㄷ)와 모두 결합 가능하며, 동명사형 어미 ‘-

4



령

[ㄹ]’과 선어말어미 ‘-[리]-’와도 결합 가능하다( ㄱ). 또한 ‘-[ ]-’는 명 형 어미 ‘-

셔

4
4
ㄱ). 그러나 중세국어의 ‘--’는 형용사나 계사에는 쓰이지 않고, ‘-ㄹ’, ‘-리-’와도 공기하지
않으며, 명령형어미나 연결어미 ‘-며’와도 공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대국어의 ‘-[]-’
와 그 분포가 다르다. 특히 ‘-[]-’가 동명사형어미 ‘-[ㄹ]’, 선어말어미 ‘-[리]-’와 공
기한다는 점은 ‘-[]-’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형태소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일한 대화문에서 쓰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현재시상 선어말어미로 보기 어렵다.
[ ]’와도 결합이 가능하며( ㄹ), 중세국어와 달리 연결어미 ‘-[며]’와고 결합이 가능하다(

3) 미완료의 동작상 선어말어미설

5

<구인상, 02:01-09>
復 五道 一切 衆生 有
(또한 五道의 一切 衆生이 있으며)
復 他方 量可 不 衆 有 …
(또한 他方의 셈 직한 것이 아닌 무리가 있으며 …)
各各 座前 花 上 量 無 化佛 有 …
(각각 자리 앞의 꽃 위에 한량없는 化佛이 계시며 …)
一一國土 中 一一佛 及 大衆 各各 般若波羅蜜 說
(하나하나의 국토 가운데에 있는 하나하나의 부처이니 및 대중이니 하는 이마다 각각 般若波羅蜜
을 이르셨다)
… 其 會 方廣 九百五十里 大衆 僉然 而 坐
(… 그 회장의 方廣는 九百五十里이거늘 대중이 첨연히 앉으셨다)
ㄴ. <화소35, 02:09>
何 等 世間 法{爲} 謂 所 色 受 想 行 識
(무엇을 세간의 법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色과 受와 想과 行과 識이다)
ㄷ. <화엄14, 18:20>
若 有 衆生 壽 量 無 煩惱 微細 樂 具足
(혹 있다, 중생이 수명이 한량없으니, 번뇌가 미세하고 즐거움을 구족하고 하는 이가.)

( ) ㄱ.

김영욱(1999)에서는 ‘-[겨]-’를 [+완료]의 기능을 하는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고 ‘[겨]-’와 대립을 이루는 ‘-[]-’를 [-완료]의 기능을 하는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하
였다. 그런데 (5ㄴ)에 쓰인 ‘-[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겨]-’가 계사 ‘-[이]-’에 결
합되었다는 점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동작상 어미인지 확실하지 않다. ‘-[겨]-’는 지금까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나 서법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거나, 혹은 쓰이는 환경에서 따라 본동사,
보조동사, 선어말어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등 그 기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3 (3)에
서 제시한 고대국어 선어말어미의 배열순서와 (5ㄱ)의 ‘-[겨]-’와 ‘-[]-’의 쓰임을 살펴
)

3) 이승재(1996)에서는 ‘-[겨]-’를 ‘-/[시]-’보다는 등급이 낮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였으
며, 박진호(2016ㄴ)에서는 ‘-[겨]-’를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서법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였다. 한편
장윤희(2015)에서는 석독구결에 쓰인 ‘-[겨]-’를 쓰이는 환경에 따라 본동사, 보조동사, 선어말어미
로 나누고 이처럼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은 ‘-[겨]-’가 당시 문법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 57 -

2018년 여름 국어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겨

열 관계를 이루는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
지만 ‘-[겨]-’의 의미기능이 불분명한 현재로서는 이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가 미
완료의 동작상 선어말어미인지 확신을 내리기는 어렵다.
보면, ‘-[ ]-’와 ‘-[ ]-’가 계

4) ‘항상성’을 나타내는 서법 선어말어미설

6

( ) ㄱ. 보편성 필연성을 띠는 조건문

<화엄14, 02:12-13>
佛子 若 諸 菩薩 善 其 心 用 則 一切 勝妙功德 獲 {於}諸
 佛法 心 礙 所 無
(佛子여 만약 모든 菩薩이 능히 그 마음을 쓰면 곧 一切 勝妙功德을 얻을 것이라서 모든 佛
法에 마음이 거리낄 바가 없으며)

ㄴ. 대화문에서 쓰인 보편적 일반적 단언문

<자비04, 19:14-19:16>
經 云 閻羅王 一念{之} 惡 便 獄事 總[次集] 自 身 苦 受
 亦 論可 不
(경에서 말하시기를, “閻羅王은 一念의 惡들로 곧 獄事를 관장하여 자신의 몸에 苦를 받되,
또한 (그 苦는) 論함 직한 것이 아니다.")

ㄷ. 가능이나 당위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 -’와의 공기(共起)

<금광03, 13:22-24>
善男子 若 得 是 金光明經 聽聞 一切 菩薩 阿耨多羅三藐三菩提
退 不
(善男子여 만약 능히 이 金光明經을 聽聞하면 一切 菩薩은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는 물러나
지 않을 수 있다.)

ㄹ. 명령형 어미 ‘- ’와 공기하는 명령문

<화엄14, 02:18-19>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家性 空 知 其 逼迫
免
(佛子여 菩薩은 在家한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이 空한 것을 알아서 그 逼迫
을 면하소서." 하는 것이며)

ㅁ. 주로 배경을 제시하는 지문

<구역 상, 02:08-19>
其 會 方廣 九百五十里 大衆 僉然 而 坐
(그 會의 方廣은 九百五十里이거늘 大衆이 僉然히 앉아 계셨다)
爾 時 … 釋迦牟尼佛 … 三界 中 照
(이러한 때에 … 釋迦牟尼佛은 … 三界의 가운데를 비추셨으며)
復 {於}頂上 千寶蓮花 出 … 佛 國土 至
(또한 頂上에서 千寶蓮花를 내시되 … 부처의 國土까지 이르게 하셨다)
時 無色界 量 無 變 大香花 雨 … 雲 {如} 而 下


때 無色界의 사람은 한량없는 변하는 大香花를 뿌리되 … (그것은) 구름과 같아 아래로

(이 에
내리며)

… 是 時 世界 其 地 六種 震動
(… 이러한 때에 世界의 그 땅은 六種으로 震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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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가지 맥락에서 등장한다. (6ㄱ-ㄹ)의 ‘-
[]-’의 경우 박진호(2010)과 같이 ‘항상성’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분석하는 데 큰 무리
가 없어 보인다. (6ㄱ)의 경우 개별적 특수적 상황보다는 ‘사람은 치명적인 독을 먹으면 죽
는다’와 같은 일반적 보편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조건-귀결’문으로 볼 수 있다. 이때 ‘-
[]-’는 대체로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에 쓰여 선행절의 사건이 발생하면 후행절의 사건이
보편적·필연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6ㄴ)의 ‘-[]-’는 화
자가 사태를 보편적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쓴 서법적인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6ㄷ)처럼 ‘-[]-’가 가능이나 당위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
와 함께 쓰이는 것도 ‘-[]-’가 가지는 보편성 필연성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ㄹ)과 같은 석독구결의 ‘-[셔]’ 용례들은 모두 <화엄 권14>에서 동일한 구
문 유형에서만 발견되는데, 모두 화자인 菩薩이 청자인 衆生에게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 일들을 명령하는 맥락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보편성 필연성의 ‘-[]-’가 쓰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성·필연성은 시간적으로는 ‘항상성’과
관련이 될 수 있다.
다만 (6ㅁ)의 경우처럼 ‘항상성’과 반대가 되는 ‘특정성’을 지니는 환경에서 쓰인 ‘-
[]-’의 예도 존재한다. 박진호(2010)에서는 이와 같은 예들을 (6ㄱ-ㄹ)과는 다른 서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를 다의 형태소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형태
가 동일한 문법 형태소가 정반대의 서법적인 의미 기능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는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는 확인법 선어말어미와 현재시상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가 미완료의 동작상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은 ‘-
[겨]-’의 기능이 불분명한 지금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가 ‘항상성’을 나타내는
서법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항상성’이 아닌 ‘특정
성’을 나타내는 예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석독구결에 쓰인 ‘-[ ]-’는 ( )과 같이 크게

있다.

2.3. ‘-臥( )[누]-’의 기능
‘-臥()[누]-’는 향찰, 이두, 구결 모두에서 쓰였는데,

균여 향가와 고려시대 이후의 이두,

그리고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쓰인다는 점에서 대체로 고려시대 이후에 등장한 차자표기자

앞서 살펴본 ‘-飛()[]-’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세국어의 ‘--’와 형태가 동일한 ‘-飛()[]-’는 현재시상 선어말어미로 볼 수 없
고, 오히려 형태가 이와 다른 ‘-臥()[누]-’가 중세국어의 ‘--’처럼 현재시상의 선어말어미
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0939년 醴泉鳴鳳寺 慈寂禪師碑陰銘>
大山是在以 別地主 無亦 在弥 衆矣 白賜臥乎 皃 如 加知谷 寺谷中 入 成造爲賜臥亦之 白臥乎
味 及白
((사람들이) “대산(大山)이므로 따로 지주(地主)가 없으며 스님들의 보고하시는 모양과 같이
가지곡(加知谷)의 사곡(寺谷)에 들어가 조성하시고 있는 바이다” 하고 (김달사에게) 사뢰는 뜻
을 (김달사가 조정에) 직접 보고하였다.)
ㄴ. <화소35, 09:15-16>

(7)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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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今 {此} 有 所 飮食 受 願 衆生 普 充飽 得
 令
(“내가 지금 이 있는 바의 飮食을 받는 것은, 원하는 것은 衆生으로 하여금 널리 充飽하는 것
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
ㄷ. <구인상, 02:23>
今日 如來 大光明 放 斯 何 事 作


(

“今日에 如來가 大光明을 放하시는

떤

것은 이는 어

다.)

ㄹ.

입 까?” 하셨

일을 지으려 하시는 것 니

<화소35, 16:04-05>
但 自 身 初 入胎 從 不淨 微形 胞段 諸 根 生老病死
 觀
(오직 스스로 몸이 처음 入胎함에 따라 不淨한 微形이라서, 胞段의 모든 根이 生老病死하는
것을 觀하며)

‘-臥()[누]-’는 계사와 형용사에 쓰이는 일 없이 (7)처럼 동사에만 쓰이며, 동명사형어미

今

今
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화문에 쓰여 발화시 기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예가 확실
히 존재한다. 아울러 (7ㄹ)처럼 사건시 기준 현재시제 및 ‘진행’의 동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도 존재한다. ‘-臥()[누]-’가 계사, 형용사와 결합 제약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포적 기능적 특징을 통해 ‘-臥()[누]-’는 중
세국어의 ‘--’처럼 현재시상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
‘-ㄹ’이나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하는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7ㄴ, ㄷ)의 ‘ ’, ‘

수의 선행연구에서도 ‘-臥()[누]-’를 현재시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고 있다.



준

혹은 사건시 기준 현재시제 및 ’진행’의
동작상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3)의 선어
말어미 배열순서를 살펴보면 ‘-[누]-’는 ‘-[]-’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겨]-’와 통합
관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와 ‘-[누]-’는 서로 별개의
형태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 ]-’에서는 발화시 기 의 현재시제,

2.4. ‘-內-’의 음가와 기능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시대 이전에는 ‘-飛()[]-’와 ‘-臥()[누]-’가 쓰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이 쓰일 법한 환경에서는 모두 ‘-內-’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4
)

8

( ) ‘-飛()-’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內-’

편성 필연성을 띠는 조건문에 쓰인 ‘-內-’
<安民歌>
君 如 臣 多支 民隱 如 爲內尸等焉 國惡 大平恨音叱如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하다)

ㄱ. 보

4) ‘內’는 음가자라는 의견과 훈가자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심지어 이 글자가 지정문자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內’가 지정문자 내지 훈가자라기보다는 음가자일 가능성이 높음에 대해서는 허인영
(2018)에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허인영(2018)로 돌리고, 여기에서는
허인영(2018)에 따라 ‘內’를 음가자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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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순서상 ‘-臥()-’ 앞에 위치하는 ‘-內-’
<0939년 醴泉鳴鳳寺 慈寂禪師碑陰銘>
師矣 啓以 僧矣段 赤牙縣 鷲山中 新處所 元 聞爲 成造爲內臥乎亦在之 白賜
(사(師)의 계(啓)에 의하면 “승(僧)의 경우에는 적아현(赤牙縣)의 취산(鷲山)에
처음 듣고 (사찰을) 조성하고 있는 바이다” 하고 보고하시었다.)

ㄴ. 선어말어미

新處所)를

신처소(

8

6

편
띠는 조건문에 쓰인 ‘-內-’의 예이다
(박진호 2010). 즉 ‘爲內尸等焉’의 ‘-內-’는 보편성 필연성 항상성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쓰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大平恨音叱如’의 ‘恨音叱如’의 경우 ‘-+--+-ㅯ-+-다’로 분
석할 수 있는데(박진호 2016ㄴ), 이 경우에 분석되는 ‘--’는 (6ㄷ)의 ‘-[다]’에
쓰인 ‘-[]-’와 마찬가지로 선어말어미 가능이나 당위의 선어말어미 ‘-[]-’와 공기
하는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8ㄱ)의 ‘-內-’는 ‘항상성’의 ‘-[]-’와 동일한 기능을 하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그 음가도 []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8ㄴ)의 ‘-內-’는 선어말어미 배열 순서상 ‘-臥-’ 앞에 위치하는데, (3)의 고
대국어 선어말어미 배열순서를 참조하면 ‘--’가 ‘--’에 선행하는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
다는 점에서 ‘-內-’와 ‘-飛()[]-’는 공통점이 있다.
( ㄱ)은 ( ㄱ)의 ‘-[ ]-’와 같이 보 성 필연성을

(9) [후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內’]

<0755년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經 寫 時中 竝 淳淨爲內 新淨衣 褌水衣 臂衣 冠 天冠 等 庄嚴令只者 二 靑衣童子 灌頂針 捧
㢱
(경을 베낄 때에 모두 깨끗한 新淨衣 褌水衣 臂衣 冠 天冠 등으로 장엄시킨 두 靑衣童子가
灌頂針을 받들며,)
ㄴ.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廬遮那佛造像記>
若 見內 人那
(혹 본 사람이나)

ㄱ.

0

(1 ) [후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
ㄱ.

<금광03, 06:01-02>
數 無 種種 妙色 淸淨{之} 寶 莊嚴{之} 具 菩薩
悉 見
(수없는 갖가지의 妙色인 淸淨한 寶로 만든 莊嚴의 具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菩薩은 다 볼
수 있다)

ㄴ.

<화엄14, 05:24>
嚴飾 人 見 當 願 衆生 三十二相 以 嚴好 {爲}
(嚴飾한 사람을 본 때에는, 반드시 원컨대 衆生은 “三十二相으로써 嚴好을 삼으소서"

하는

것이며)

편 ‘內’는 (9)처럼 형용사나 동사에 쓰여 후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용법도 존재하는
데, ‘[]’도 (10)처럼 형용사나 동사에 일종의 명사형어미처럼 쓰여 속격조사 ‘[ㅅ]’과 함
께 후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이두에서 ‘叱’에 의해 속격조사 ‘ㅅ’의 표
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서종학 1995), (9)처럼 ‘內’가
명사를 수식하는 예들은 석독구결의 ‘[]’과 관련이 깊은 용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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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臥()-’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內-’]

<祭亡妹歌>
吾隱 去內如 辭叱都 / 毛如 云遣 去內尼叱古
(나는 간다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는 것입니까?)

편 ‘-內-’는 (11)처럼 사건시 기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들도
존재하는데, 이는 앞서 검토한 선어말어미 ‘-臥()[누]-’가 보이는 특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1)의 ‘-內-’는 ‘-[]-’보다는 ‘-[누]-’와 동일한 선어말어미를 표기한 것
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한

이와 같은 ‘-內-’의 분포상 기능상의 특징으로 인해 ‘內’를 음가자로 본 선행연구에서도

(12)와 같이 그 독법과 기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악

:

65 최남희(1996), 배대온

(12) ㄱ. ‘-內-’를 ‘[ ]-현재시상’의 선어말어미로 파 한 연구 양주동(19 ),
(1997)



악한 연구: 박진호(1998, 2010), 정재영(2000)
악한 연구: 박진호(2010)

ㄴ. ‘-內-’를 ‘[ ]-서법’의 선어말어미로 파



ㄷ. ‘-內-’를 ‘[누]-현재시상’과 ‘[ ]-서법’의 선어말어미로 나누어 파

65

古音)을 [], [뇌]로 보았는데, 향가에서는 이 글자가 []
를 표기하는 데 쓰였으며 그 기능은 현재시상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파악하였다. 최남희
(1996)이나 배대온(1997)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중세국어의 ‘--’와 큰 차이가 없는 선어말
어미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박진호(1998)과 정재영(2000)에서는 ‘-內-’를 고려시대 석독구결
의 ‘-[]-’와 동일시하여 그 음가를 []로 보고 그 기능을 ‘-[]-’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상의 선어말어미가 아닌 서법의 선어말어미로 보았다.
한편 김무림(2003)에서는 음운사의 입장에서 ‘內’의 고대국어 독법은 []가 아니라 [누]로
보아야 하며 이것이 이후 차자표기의 기층이 된 한자음의 전반적인 교체로 인해 []라는
음가를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박진호(2010)에서는 ‘內’의 고대국어 독음이 [누]
일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內-’를 ‘-누-’와 ‘--’ 둘로 나누어 그 기능을 파악하였는
데, ‘-누-’를 표기할 때에는 현재시상 선어말어미로, ‘--’를 표기할 때는 ‘항상성’을 나타내
양주동(19 )에서는 ‘內’의 고음(

는 서법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였다.

김무림(2003)의 논의를 받아들일 때 음운사적 관점에서 ‘內’의 고대국어 독법은 []보다는
[누]일 것이다. 그런데 ‘-內-’와 ‘-飛()[]-’·‘-臥()[누]-’의 문법적인 대응관계를 고려하
면 ‘-內-’는 후대의 ‘-飛()[]-’와 대응되는 예도 있고 후대의 ‘-臥()[누]-’에 대응되는
예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복 대응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로는 박진호(2010)과 같이 고려시대 이전에 별개의 형태소인 ‘--’[항상성]와 ‘-누-’
[현재시상]가 모두 존재하였으며, 이것이 표기상 구분되지 않고 ‘-內-’로 표기되다가 고려시
대 이후에 각각 ‘-飛()-’와 ‘-臥()-’로 표기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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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기능
결합 제약
轉
nu 현재시상
동사만 가능
신라
內
 n 항상성/의존명사 동사·형용사·계사 모두 가능
臥()
nu 현재시상
동사만 가능
고려
飛()
 n 항상성/의존명사 동사·형용사·계사 모두 가능
[표1] 박진호(2010)의 ‘-內-’, ‘-飛()-’, ‘-臥()-’
둘째로는 허인영(2018)과 같이 고려시대 이전에 선어말어미 ‘--’는 존재하지 않고 ‘-누-’
하나만 존재하여 이것이 ‘항상성’과 ‘현재시상’의 기능을 모두 나타내다가, 고려시대에 ‘항상
성’을 나타내는 경우 [누]가 []로 감쇄되고 ‘현재시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감쇄가 이뤄지
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시대

표기

시대

표기

( 字)
누
ʌ
누
ʌ

전자

轉

( 字)

기능

결합 제약

동사만 가능
nu 현재시상
항상성/의존명사 동사·형용사·계사 모두 가능
臥()
누 nu
현재시상
동사만 가능
고려
飛()
 nʌ 항상성/의존명사 동사·형용사·계사 모두 가능
[표2] 허인영(2018)의 ‘-內-’, ‘-飛()-’, ‘-臥()-’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무엇이 더 타당성이 높은지 분명히 판단하기 어
렵다. 신라 시대에 표기와 음운의 대응이 정밀하지 못했다면 첫 번째 견해와 같이 ‘內’가
[누]와 []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어
떠한 이유에서 선어말어미 [누]와 []에서만 변별이 문자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합리
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두 번째 견해에서는 ‘항상성’의 []는 어떤 이유
에서 음운론적 감쇄를 겪었으며 ‘현재시상’의 [누]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감쇄를 겪지
않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라

內

2.5. ‘-飛( )[

누

]-’, ‘-臥()[누]-’의 합류와 ‘-奴()[노]-’의 중의성

태 흔적을 찾
아보기 어렵지만, ‘현재시상’이라는 의미적 기능은 선어말어미 ‘--’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박진호(2010)에 따르면 고대국어의 ‘--’가 지니던 ‘항상성’의 서법적 기능은 중세국
어의 ‘--’에서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5 이러한 논의가 옳다면 고대국어의 ‘--’와 ‘누-’는 고대국어 후기에 합류하여 중세국어의 ‘--’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욱(1999)와 정재영(2000)에서도 선어말어미 ‘-[]-’와 ‘-[누]-’가 고려시대
이후 합류하여 중세국어의 ‘--’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런데 고대국어의 ‘--’와 ‘-누-’의 합류와 관련하여 ‘-奴()[노]-’의 쓰임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 글자는 모든 선행연구에서 그 음가를 [노]라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그 문법
고대국어의 현재시상 선어말어미 ‘-누-’는 중세국어 시기에 이르면 그 형 적

)

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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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린다. 예를 들어, 정재영(2000)에서는 ‘-奴()[노]-’를 ‘--’와
축약으로 파악하였고, 박진호(1998)에서는 이를 ‘-누-’와 ‘-오-’의 축약으로 설명한

기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
‘-오-’의
바 있다.

3 <祭亡妹歌>
此矣 彼矣 浮良 落尸 葉 如 / 一等隱 枝良 出古 去奴隱 處 毛冬乎丁
(이에 저에 떠다니다 떨어질 잎과 같이 /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니)

(1 )

4

<화소35, 10:08_1>
汝 今 {有} 所 悉 當 我 與
(“당신은 지금 가진 바를 다 반드시 나에게 주십시오.” 한 때에
ㄴ. <구인상, 11:22-23>
我 八住 菩薩{爲} 今 {於}我 前 大師子吼
 是 {如} 是 {如} 汝 解 所 {如}
(나는 八住의 菩薩이었던 까닭에 지금 나의 앞에서 大師子吼를 한다. 이와 같으며 이와 같아
네가 解하는 바와 같다.)

(1 ) ㄱ.

노
3
이때 ‘-奴[노]-’는 자동사에 쓰여 사건시 기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누-’와 선어말어미 ‘오-’의 축약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는 ‘-[노]-’가 (14)처럼 대
화문에서 쓰인 예가 상당수 관찰되는데, 이때 ‘-[노]-’는 부사어 ‘今’과 함께 쓰여 발
화시 기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누-’와 ‘-오-’의 축약형으로 분석되는 예가 발견된다.

‘-奴()[ ]-’는 이두에서는 쓰인 바가 없고, 향찰에서는 (1 )와 같이 한 예만이 발견된다.

5

<화엄14, 02:18-19>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家性 空 知 其 逼迫
 免
(佛子여 菩薩은 在家한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이 空한 것을 알아서 그 逼迫
을 면하소서." 하는 것이며)
ㄴ. <유가20, 06:09-10>
若 無餘依涅槃界 中 般涅槃 時 名 {爲}衆苦邊際 證得
(無餘依涅槃界의 가운데 般涅槃하는 때를 일러 ‘衆苦邊際를 證得한다’ 하는 것이다.)

(1 ) ㄱ.

5

노

4

반면에 (1 )에 ‘-[ ]-’는 (1 )와 같이 ‘-누-’와 ‘-오-’의 결합형으로 분석하기

힘들다.6

)

석독구결에서 ‘-[누]-’는 현재시상 선어말어미로서 동명사형어미 ‘-[ㄴ]’과만 결합하며
동명사형 어미 ‘-[ㄹ]’이나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하지

5

노

못한다는

제약을 갖기

때문


약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는 동명사형어미
‘-ㄹ’과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쓰인 ‘-[노]-’는 ‘-누-’와 ‘-오-’의 축약형으로 분석할 수 있
는 예도 있고 ‘--’와 ‘-오-’의 축약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예도 있다. 음가적으로도 [누오]
이다. 따라서 (1 )의 ‘-[ ]-’는 ‘-누-’와 ‘-오-’의 축약형이라기보다는 ‘- -’와 ‘-오-’의 축

6) 문현수(2018)에서는 (15)의 ‘--’에 대한 고려 없이 석독구결의 ‘--’를 모두 ‘-누-’와 ‘-오-’의 축
약형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으나, ‘--’는 선어말어미 ‘--’와 공기할 수 없다는 지형률 선생님의
敎示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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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 축약형은 [ ]가 되는 것이

노

불가능하지



않으며, 중세국어의 ‘- -’와 ‘-오-’의 결합형이

참조하면 ‘--’와 ‘-오-’의 축약형이 [노]가 되는 현상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노]-’가 ‘--’와 ‘-오-’의 축약형도 되고 ‘-누-’와 ‘-오-’의 축약형도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 청자는 이에 대한 표면 음성형만으로는 이것이 ‘-누-’와 ‘-오-’의 결합형인
지 아니면 ‘--’와 ‘-오-’의 결합형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지구는 태양
의 주위를 돈다’와 같이 항구적이고 불변적인 진리를 서술하는 문장은 시제상 현재시제로
표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 지니는 ‘항상성’의 서법적인 용법은 현재시제로 재해석
되기 쉬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누-’와 ‘오-’의 축약형으로서 [노]를 발화하였더라도 청자는 이를 ‘--’와 ‘-오-’의 축약형으로 분석
하고 ‘--’를 ‘-누-’와 같은 현재시상의 선어말어미로 재분석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 ]임을

있다.



고대국어의 ‘- -’가 중세국어에 이르러 주로 현재시상의 선어말어미로 쓰이며 형용사, 계
사, 관형사형 어미 ‘-ㄹ’,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제약을 보이게 된 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현재시상의 선어말어미로 재분석된 ‘--’가 ‘-누-’를 대체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가 현재시상의 의미를 획득함에 따라 기능상으로 중복되는 구형(舊型) ‘-누-’
는 점차 그 쓰임을 잃어 갔을 것이며, 이후 ‘-누-’의 자리를 모두 차지한 ‘--’는 형용사,
계사, 동명사형 어미 ‘-ㄹ’, 선어말어미 ‘-리-’와의 결합 제약을 새롭게 얻게 되었을 것이라
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중세국어의 ‘-

까


-’




범주를 시제·상·서
법 중 어느 것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있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河野六
郞(1952)에서는 현재어간의 시칭(時稱) 으로, 허웅(1975)는 현실법8 의 보조어간으로, 이숭녕
(1981)은 현재시제이자 지속상으로, 고영근(1981ㄱ/1981ㄴ)은 직설법으로 주로 현재시제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최동주(1995/2015)는 현재의 시상 으로 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이 글에서 시제·상·서법이라는 범주
를 각각 정의하고 ‘-
-’가 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다루기는 어렵다. 다만 중세국어
‘-
-’의 주된 기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즉, 많
은 학자들은 ‘-
-’가 시제·상·서법 가운데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동사와 결합할 때 [현재]를 나타내는 요소라는 설명에는 대체로 동의하
는 듯하다. 0 우리는 표현론적 접근과 문법요소의 다의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중세국어의
이제 지 중세국어의 ‘- -’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 -’의 문법적
7)

)

9)

1 )

7) 시칭(時稱)은 ‘tense’의 번역어이나, 河野六郞(1952=2007: 237-238)에서는 중세국어의 시칭이 시간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많아 tense보다는 주관적인 mood에 가까운 범주라고 하였다.
8) 허웅(1982ㄴ: 9)에서 “15세기 한국말의 문법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때’(시간)나 그와 관련된 변두리
뜻을 나타내는 한 동아리의 형태소의 떼를 발견하게 된다. […] 이것들이 나타내는 뜻은 모두 ‘시간’
과 관련이 있다. ‘현실’은 시간의 ‘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 그래서 이 한 동아리의 형태소
들을 묶어 하나의 문법범주로 집약시켜, 이것을 ‘때매김법’이라 부르기로 한다.”라고 설명한 것을 참
고하면, ‘--’에 대해 ‘현실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때매김법’의 의미는 시제(tense)에 가
깝다고 생각된다.
9) 최동주(1995/2015: 41)은 시제·상·서법 범주는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모두 시간개념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고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변화하기도 하여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시상
형태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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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
-’에는 아직 더 설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박진호(2010)에서는 형
용사와 결합하는 ‘-
-’ 가운데 동사로의 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 초점을 맞추어 중세
이전 시기의 ‘內’, ‘飛()[
]’, ‘臥()[누]’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탐색은
중세국어에서 ‘-
-’의 주변적 용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중세 이전의 문법 체계에 대해
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세국어의 ‘-
-’가 동사와 결합하여 현재를 나타내는 요소라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 발짝 나아가, 쟁점이 될 만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동사
로 전용되지 않은) 형용사와 ‘-
-’의 결합, 비상관적 장면의 ‘
니
라’와 ‘
니라’, 이른바
존재사 ‘잇-’과 ‘-
-’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쟁점을 설명하고, 우리의 견해를 덧붙
‘- -’를 시제

11)

이고자 한다.

3.1. 형용사와 결합하는 ‘-


-’
활발하였다. 일찍이 河野六郞
포함한다고 하였다. 고영근(1981:

중세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로 전용되어 쓰이는 현상이

5

간  취하면 변화의 계기를
15)과 최동주(1995/2015: 68)에서도 형용사와 ‘-
-’의 결합을 동사전성으로 설명하였다. 이
영경(2003/2007)에서도 중세국어 형용사가 ‘-
-’와 통합되면 모두 ‘상태의 변화’와 관련되며,
현대국어로 ‘-어지다’, ‘-게 되다’와 같이 나타날 법하다고 하였다.
(19 2)에서 형용사어 이 ‘- -’를

6

 밤소 누네 디여 가 드러 브닐 고툐 밤소 니기 글혀 汁을 取야 시수 다 날  라
비록 머러도 도로 녜 니라 (又方治栗殼落眼刺入腫 栗殼煮熟 取汁洗之 盡出爲度 雖眇還如舊) <구급방
하:42a>
ㄴ. 門의 드로니 노 興心이 업니 (入門高興廢) <두시언해(초간본) 9:11a>

(1 ) ㄱ.

還如舊’, ‘廢’와 같은 한문 원문을 참고하면 ‘도로 옛날과 같아진다’, ‘높은 흥
심이 없어지는데’ 정도의 뜻이므로 [상태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박진호(2010)에 따르면 중세국어에는 동사로 전성되지 않은 채 형용사에 ‘-
-’가
결합하는 현상이 있었다. 예컨대 아래의 예는 ‘변함없이 예전과 같다’, ‘본래 다 쉽다’라는 뜻
이지, ‘예전과 같아진다’, ‘어려웠다가 쉬워진다’라는 [상태변화]의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위의 두 예는 ‘

(17) ㄱ.

病 휘 샹해 이셔  인 바 조차 기러 죽음애 니르러도 오직 녜 니라 (病根常在야 又隨所
居而長야 至死只依舊ㅣ니라) <소학언해 5:3a>

10) 중세국어를 다룬 구본관(1996), 근세국어를 다룬 류성기(1997), 홍종선(1997), 개화기국어를 다룬 김
동언(1999), 민현식(1999)에서 ‘--’의 기능으로 ‘현재시제’와 ‘직설법’ 둘 다를 언급하고 있다. ‘직설
법’을 언급하지 않은 연구는 ‘현재시상’으로 기술한 최동주(1996ㄴ)뿐이다. 최근에는 ‘-느-’를 서법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임동훈 2008; 박진호2011).
11) 표현론적(onomasiological) 접근은 어떤 의미나 개념을 나타낼 때 어떤 문법 요소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해석론적(semasiological) 접근이 어떤 문법 요소가 보이는 의미나 용
법을 중시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법요소도 어휘요소와 마찬가지로 다의적일 수
있다(박진호 2016ㄱ).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세국어에서 발화시의 사건을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요소가 ‘--’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고, ‘--’가 보이는 다양한 의미는 그것들을 무리하게
하나의 표찰로 묶기보다는 다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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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 손과 믯믜즌 마치로 갈 밧고디 아니야도 됴히 브리 사 다 쉽니라 (伏手滑槌로 不換
劔야도 善使之人 皆緫便이니라) <금강경삼가해 3:14a>

ㄴ. 어



때 이중부정 구문이 대체로
‘(무엇을) 아니하는 것/사람이 없다’라는 [일반적/보편적 사실]의 뜻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주
또한 ‘없-’은 이중부정 구문에서 ‘- -’와 결합하는 일이 많다. 이
목할 만하다.

8

三乘이 理 아로 理 窮究 아니홈 업니 (三乘이 悟理호 理 無不窮니) <선종영가집언해
상:12a>
ㄴ. 性 受며 命을 바도미 븓디 아니리 업니 (受性稟命이 莫不由之니) <원각경언해 하
1-1:23b>
ㄷ. 내 보니 일훔난 가문과 노 족쇽이 조 심며 효도며 브즈러니 며 검박호로 일워 셰디
아니리 업고 손 모딜며 박며 샤치며 오만호로 업더디디 아니리 업니 (余見名門右族
이 莫不由祖先의 忠孝勤儉야 以成立之고 莫不由子孫의 頑率奢傲야 以覆墜之니) <번역소학
6:20b>

(1 ) ㄱ.

편 고영진(2007)에 따르면 현대 제주방언에서는 형용사에 ‘-느-’가
이때 ‘-느-’의 의미기능은 [항상성], [일반적/보편적 사실]이라고 한다.
한

결합할 수 있는데,

12)

홍 림 1984)
A: 이딘 자갈밧이우다, 예. (여긴 자갈밭이군요.)
B: 이 세겐 
딱 자갈밧인다. (이 지방은 모두 자갈밭이-.)
ㄴ. (고영진 2007)
이 구둘은 지금 
다. (이 방은 지금 따뜻하다) 이 구둘은 느량 
다. (이 방은 늘 따뜻하다)
이 구둘은 지금 
은다. (이 방은 지금 따뜻하다)
이 구둘은 느량 
은다. (이 방은 늘 따뜻하다)

(19) ㄱ. ( 종

*

*

실 감안하면,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
-’의 의미 또한 [항상성],
[일반적/보편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고대국어의 ‘內’, ‘飛[
]’, ‘臥[누]’
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도 중세국어에서 동사와 결합하는 ‘-
-’에 대응할 만한 [현재시제]
의 ‘臥[누]’가 존재하는 한편, 그와는 분포가 다른 ‘飛[
]’가 존재하며 그 기능은 [항상성]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중세국어의 ‘-
-’가 고대국어의 ‘飛[
]’와 ‘臥[누]’가 합류한 결과라면(박진호 1998; 김영
욱 1999; 정재영 2000), ‘臥[누]’에 해당하는 [현재시제]의 의미만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飛[
]’에 해당하는 [항상성] 내지 [일반적/보편적 사실]의 의미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중세국어와 현대 제주방언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
-’의 예는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남미정(2014)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었-’과 통합하는 ‘-느-’를 통시적으로 다루었는데, 중
세국어의 ‘-
-’와 분포와 기능면에서 비교했을 때 고대국어의 ‘內’, ‘飛[
]’는 차이가 있으나
위의 사 들을

12) 현대 제주방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느-’를 직설법 형태소(현평효 1985), ‘화자의 경험이나 지식
에 의한 실연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요소(홍종림 1991), ‘상황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인식
양상 요소(우창현 1998), ‘지각을 통해 얻어진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어미(문
숙영 2004)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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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臥[누]’, ‘[ ]’는 유사하다고 보아 차자표기 자료에서 주로 ‘臥[누]’, ‘[누]’의 분포를 중심

았듯이 중세국어에서도 고대국어의 ‘飛[
]’에 해
당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고대국어의 ‘內’와 ‘飛[누]’를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3
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보
1 )

3.2. 비상관적 장면에서의 ‘

영


니
라’와 ‘
니 라’

8 : 66-68)에서는 [-상관성]인 장면에서 ‘

니라’와 ‘
니라’가 시제적으로 대립

고 근(19 1

하지 않고 자유변이를 보인다고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관성]인 장면’은 대화와

地文)이나 협주문(夾註文)과 같은 단독적 장면을 가리킨다.
이처럼 협주문 등의 비상관적 장면에서 ‘-
-’ 통합 여부가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은 박금자(1997)에서도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박진호(2010: 775)에서는 중세국어에도 [항
구적/일반적/보편적 사실]을 나타내는 ‘-
-’가 남아있음을 고려하면 비상관적 장면에서도
‘
니
라’와 ‘
니라’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석보상절 을 대상으로 하여 협주문의 ‘
니
라’와 ‘
니라’를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표현할 때에는 ‘

니라’가, 본문에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
니라’가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상관적 장면이 아니라 지문(

0

尊者ㅣ 날 위야 太子ㅅ 스스 외오라 【尊者 尊시니라 혼 마리니 어딘 사 고마야 尊者ㅣ
라 니라】 <석보상절 3:7b>
ㄴ. 믈 블 갈 모딘 것과 어려 石壁과 【石은 돌히오 壁은 미니 티 션 바회 石壁이라 니
라】<석보상절 9:24>
ㄷ. 阿闍世王 請야 檀越外護ㅣ외에 야 【檀越은 布施야 貧窮 바 걷낼씨니 施主를 檀越이라 
니라】 <석보상절 24:1b-2a>

(2 ) ㄱ.

각각 ‘尊者’, ‘石壁’, ‘檀越’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
다. 현대국어라면 ‘(-라고) 한다’가 쓰일 만한 맥락이다.
아래의 예에서는 본문에서 ‘三界가 어지럽다’ 또는 ‘큰 일의 因緣’이라는 표현을 어떤 이유
로 사용한 것인지를 협주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현대국어라면 ‘(-라고) 한 것이다’가 쓰일
만한 맥락이다.
위의 예에서는

三界 어즈럽고 【三界 內옛 숨 거시 사 외락  외락 야 그지업시 六趣예 두루 닐 어즈
럽다 니라】 <석보상절 3:20a>
ㄴ. 엇뎨어뇨 란 諸佛 世尊이 다  큰 잀 因緣으로 世間애 나시니 【 큰 이 一乘 妙法이니 妙
法이 둘 아니며 세 아닐 나히라 고 죠고맛 因緣이 아닐 큰 이리라 니라】 <석보상절 13:48a>

(21) ㄱ.

–협주문 간의 상관성뿐만 아니라, 협주문 내에서 상관성이 있는 문장이 이
어질 때에도 ‘
니라’를 사용하는 다음의 예는 매우 시사적이다.
이와 같은 본문

13) 남미정(2014: 59)에서는 ‘--’가 관형형어미를 선호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서 ‘-’와 ‘-ㄴ’의 의미기능 중 일부분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제약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고대국어에서 동명사어미로 사용되는 ‘內’나 ‘’의 용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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遷流야 갈 三世 잇니 【“모미 遷流야 갈 三世 잇”다 호 아니한 도 머므러 잇디 몯야
時節이 올마 흘러가면 모로매 디나건 時節와 이젯 時節와 아니왯 時節이 이실 三世 잇다 니라 【遷은
올씨오 流는 흐를씨니 時節이 올마 흘러갈 遷流ㅣ라 니라】】 <석보상절 19:10a-11a>

(22) 모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三世가 있다’고 한 이유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
니
라’가 먼저 쓰였고, 다음은 협주문 내에서 ‘遷流’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하면서 ‘
니라’를 다
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
니
라’가 사용된 예를 협주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
실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석보상절 의 협주문에서 ‘
니
라’와 ‘
니라’가 언제나 분명한 이항적 대립을 보이
는 것은 아니고, ‘

니라’가 쓰일 자리에 ‘
니라’가 쓰인 것처럼 보이는 예도 있다.
위의 예에서는

3

 緣覺 니르시며 佛子ㅣ 種種 修行야 無上智慧 求거든 【佛子 부텻 아리라 菩薩이 부
텻 法 므르미 아리 아 쳔 믈러 가쥬미  菩薩 부텻 아리라 니라】 <석보상절
13:18a>
ㄴ. 羅睺羅 려다가 沙彌 사모려 다  【沙彌 새 出家 사미니 世間앳 들 그치고 慈悲ㅅ 
뎌글 다 논 디니 처 佛法에 드러 世俗앳 디 한 젼로 모로매 모딘 들 그치고 慈悲ㅅ 뎌
글 야 릴 沙彌라 니라】 <석보상절 6:2a>

(2 ) ㄱ. 위 야



니라’가 쓰일 만한 자리에 ‘
니라’가 쓰이는 예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찾
아볼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인 빈도에서 ‘
니
라’가 ‘
니라’보다 훨씬 적게 나타
난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석보상절 의 협주문에서 ‘
니
라’는 단어나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데 쓰였고, ‘
니라’는 본문이나 협주문 내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을 사용
한 이유 등 [특정 사실]을 설명할 때에도 쓰였다. 물론 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은 한 문헌의
사례에 불과하므로, 시기별로 언해 자료의 협주문에 나타나는 ‘
니
라’와 ‘
니라’를 비교
그러나 ‘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14)

3.3. ‘잇-’과 결합하는 ‘-


-’

터 현대국어까지 이어지는 ‘-
-’(와 후대형 ‘-느-’)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잇-’과의 결합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후대에 등장하는 ‘-엇
-’에서 ‘-
-’가 출현하
는 현상은 흔히 ‘-엇-’의 기원인 ‘-어 잇-’이 ‘-
-’와 빈번하게 통합하는 ‘잇-’을 포함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설명되곤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잇-’이 ‘-
-’와 통합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 없이, ‘잇-’이 동사의 의미와 형용사의 의미를 모두 지니므로 ‘-
-’와
통합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영근(1981: 68)에서는 ‘이슈라, 이쇼라’가
‘잇노라’의 변이형으로 보일 때가 많다고 하였고, 최동주(1995/2015: 71-72), 이안구(2002:
23), 남미정(2014: 60)도 ‘-
-’ 결합형과 부재형 사이에 별다른 의미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중세국어부

14) ｢석보상절｣의 협주문에서와 유사하게, 근세국어 시기에 ‘--’의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
니라’가 [일반적 진리 표현]의 구문에서 쓰이는데, 이 또한 참고할 만하다(4.1에서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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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관련된 활용형, 통합되지 않으면 과거적인 상황과 관련된 활용형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 가운데 ‘잇-’과 결합하는 ‘-
-’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다룬 것은 이안구(2002)
와 남미정(2014)이다. 먼저 이안구(2002)에서는 중세국어의 ‘잇-’이 평서형에서 ‘머무르다’의
뜻을 갖는 동사적 용법이 아닌데도 ‘-
-’를 취하는 예를 들어, ‘잇-’이 동사와 형용사 의미
를 모두 지니고 있어 형용사 용법에서도 ‘-
-’를 취할 수 있었고 그 용법이 유추적으로 확
장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남미정(2014)에서는 중세국어에서 ‘-
-’가 결합하는 종결어미는 ‘다’를 제외하면 모두 기원적으로 관형형어미 ‘-ㄴ’을 포함하고 있고, ‘잇-’이 형용사적 용법
에서도 ‘-
-’를 취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잇-+-
-+-ㄴ(X)’라는 제약을 설정하였다. 6 모두
‘잇-’과 ‘-
-’ 통합형과 부재형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물론 중세국어에서도 ‘잇-’의 ‘-
-’ 통합형과 부재형 간의 의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예가 많고 시기가 내려가면 그런 예는 더욱 많아진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잇-’과 ‘-
-’의
통합형과 부재형이 모두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공존하거나 현재/과거의 의미 차이를 보인
다고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다. 그 한 예로, 우리가 두시언해 (초간본) 권3과 권19에서 찾아
본 ‘이시니라’와 ‘잇
니라’의 모든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 하였다.15) 한

편

희

4 : 4

이현 (1992/199 ㄴ 1 2)는 ‘잇-’이 ‘- -’와 통합되면 현재적인 상 과

1 )

4

(2 )

嵆康 됴히 주구믈 得디 몯고 孔明  알 리 이시니라 (嵇康不得死 孔明有知音) <3:57b>
ㄴ. 蹉跎야 도혀 거르믈 호미로소니 感激요 소리 알리예 잇니라 (蹉跎翻學步 感激在知音) <3:17a>
ㄷ. 큰 바래 能히 고기 낫골  업스리아  구루메  리 잇니라 (巨海能無釣 浮雲亦有梯) <3:21a>
ㄹ. 渭水 關內예셔 흐르고 終南   잇니라 (渭水流關內 終南在日邊) <3:42b>
ㅁ.  묏 미틧 솔 니 거나 리거나 호미 사 조매 잇니라 (又如隴底松 用捨在所尋) <3:57b>
ㅂ. 녜 록 忠義ᅵ 솃니 感遇ㅣ 기튼 編이 잇니라 (終古立忠義 感遇有遺編) <3:65a>
ㄱ.

5

(2 )

千秋에  번 므를 슷고 믈 니 간 곳다온 내 이시니라 (千秋一拭淚 夢覺有微馨) <19:36b>
ㄴ. 方丈山 三韓ㅅ 밧기오 崑崙山 萬國ㅅ 西ㅅ녀긔 잇니라 (方丈三韓外 崑崙萬國西) <19:13ab>
ㄷ. 兄弟ㅣ 다 혀냇건마 公輔 외와뎌 라오 제여곰 그티 잇니라 (友于皆挺拔 公望各端倪) <19:14ab>
ㄹ. 보  肺氣ㅅ 病이 더으니 이 病 젼 잇니라 (春復加肺氣 此病盖有因) <19:31a>
ㅁ. 우흰 明哲신 님금이 겨시고 아랜 敎化 行 臣下ㅣ 잇니라 (上有明哲君 下有行化臣) <19:32b>
ㄱ.

4

5
각각 ‘(제갈)공명은 그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었다’, ‘꿈을 깨니 잠깐 향기로운 냄새가 있었다’는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나타낸다.
한편 (24ㄴ-ㅂ, 25ㄴ-ㅁ)의 ‘잇
니라’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계 지식으로서) 무엇은 어디에 있다’(24ㄴ, ㄹ, 25ㄴ) ‘쓰거나 버리는 것이 사람의 찾음에
위의 예에서 (2 ㄱ, 2 ㄱ)의 ‘이시니라’는

15) 다만 최동주(1995/2015: 72)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있게 되다, 생겨나다’로 해석되는 ‘이시니라’
는 과거의 의미로 분석한다고 하였다.
처 道場애 안시니 부톄라 혼 일후미 겨시고 轉法야 涅槃 니르시니 法이라 혼 일후미 잇고
憍陳如를 濟渡샤 羅漢이 외니 僧이라 혼 일후미 이시니라 <석보상절 13:59b>
16) 남미정(2014)에서 ‘ㄴ(X)’는 ‘-냐’, ‘-ㄴ가’, ‘-ㄴ지’ 등 기원적으로 관형형어미 ‘-ㄴ’을 포함하는 어미
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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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봄

폐병이 심해지니) 이 병은 까닭이 있는 것이다’(25ㄹ), ‘위로는
명철한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는 교화 행하는 신하가 있다’(25ㅁ) 등 [일반적/보편적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 ‘잇-’과 ‘-
-’의 통합 여부에 따른 의미 차이는 [항구적/일반적] 대 [일시
적/특정적]의 대립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박진호 2010).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평서문에
서 ‘잇-’이 ‘-
-’와 직접 통합하는 경우는 ‘-다’가 아니라 ‘-니라’ 앞이라는 사실과, 의문문에
서는 ‘잇-’이 ‘-
-’와 통합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평서문의 ‘-니라’는 ‘-다’와 별 차이 없이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배후의 진실에 대
한 설명]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영근 1981의 원칙법 ‘-니-’). 기원적으로 ‘동명사어미+계
사’ 구성을 갖는 ‘-니라’는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의 ‘-은디라’나 현대국어의 ‘-은 것이다’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의 인플레이션을 겪어(Dahl
2001) 중세국어에서 일반적인 평서문 어미로 발달하였을 것이다(고영근 1981의 둘째 설명법
‘-니라’). 그리고 ‘-니라’가 갖는 이러한 [배후의 진실에 대한 설명]의 의미는 ‘-
-’가 갖는
[항상성] 내지 [보편적/일반적 사실]이라는 의미와 결합하기 쉬웠을 것이다.
의문문에서 ‘잇-’에 ‘-
-’가 필수적으로 통합하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으리라고 생각된다. 어떤 것의 유무에 대해 질문할 때, [일시적/특정적]인 대답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항구적/일반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 ‘-
-’를 통합하여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고빈도로 쓰이게 되면, 형태상으로는
‘잇-’과 필수적으로 결합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본래의 [항구적/일반적]의 의미는 희미해지게
된다. 중세국어에서 ‘잇-’의 의문문에 필수적으로 통합되는 ‘-
-’는 이러한 의미의 인플레이
션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서남방언에서는 동사 뒤에서 ‘-느-’가 거의 출현하지 않지만 ‘있-’,
‘없-’, ‘-았-’, ‘-겄-’ 뒤에서는 ‘-느-’가 활발히 쓰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17세기에는 존재했
던 서남방언의 ‘-
-’가(이기갑 1985) 다른 환경에서 사라진 것은 ‘-Ø-’의 세력 확장과 관련
될 것이고, ‘-느-’의 분포가 ‘있-’에서 ‘없-’으로 확산된 것은 유추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있-’ 뒤에서만 ‘-느-’가 쓰이는 것은 중세국어의 예외적 ‘-
-’와 관련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
-’의 연구에는 통시적인 변화와 함께 공시적인 지리적 다양성도 고
있는 것이다’(2 ㅁ), ‘( 에 또

17)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현대국어에서 ‘-느니라’의 정의가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 당연하게 여길 만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가르쳐 줌을
나타내는 말. 해라체로, 주로 옛 말투에 쓰인다.”(<고대>),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
리에 쓰여,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가르쳐 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 또한 ‘
니라’의 의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만하다. 8
1 )

17) 세계 여러 언어에서 ‘명사문+계사’ 구성이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어의 –ㄴ 것이다: A: 안색이 안 좋네? B: 감기 걸려서 그래요 / 그런 거예요 / 걸렸거든요.
영어의 It is that: A: Have you got the hives? B: No. It is that I was bitten by a mosquito.
일본어의 のだ: A: 顔色が悪いですね。 B: ちょっと風邪気味なんです。
(안색이 나쁘네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국어의 是~的: 电视坏了。是小孩子淘气鼓弄坏的。
(텔레비전이 망가졌다. 아이가 장난쳐서 망가뜨린 것이다.)
18) 이와 관련하여 박진호(2010: 775)의 “‘--’와 그 후대형이 보이는 [일반적 사실]의 용법은 [현재시
제]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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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세국어의 ‘-


-’



근세국어의 ‘- -’에 대해서는 중세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황

러한 현 은 근세국어라는 시기가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지

편이다. 이

못하고 중세국어와 현대

간 단계로 인식되어 온 탓이 크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근
세국어 전체나 일부 시기를 공시적으로 다루면서 시제 형태소를 나열하면서 ‘-
-’를 언급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근세국어의 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최
동주(1995/2015, 2002ㄱ, ㄴ)가 가장 두드러지는 업적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 시기 ‘-
-’가 경험한 변화를 ‘-
-’의 이형태 증가, 즉 형식상의 변화
국어를 잇는 중

를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한다. 다음으로는 이전 시기에 [결과지속상]이나 [연속상]의 의미를

던 ‘-엇-’이 과거시제로 문법화되는 것과 맞물려 ‘-
-’가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는
요소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분포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한다.
나타내

4.1. 형식상의 변화

느

느

태

느

태

현대국어에서 ‘- -’는 ‘- -’, ‘-ㄴ-’, ‘-는-’ 등 다양한 이형 를 갖는데, ‘- -’를 형 소

간주하는 연구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는 기본형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통시적인 이유가 있다. 중세국어 후기부터 종결어미 ‘-다’ 앞의 ‘-
-’가 모음
이나 /ㄹ/ 뒤에서 /ㄴ/으로 변하였고, 17세기 이후가 되면 몇몇 종결어미 앞의 ‘-
-’ 또한
자음 뒤에서 /
/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김완진(1975)에서는 전자의 변화를 /ㅡ/ 탈락에 의한 것으로 보고,
후자의 변화를 ‘-느-’의 중가형(重加形)인 ‘-느느-’에서 /ㅡ/가 탈락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
았다. 허웅(1987)에서는 내포문에서 시제의 표지가 분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음절의 연속을
한 음절로 줄이고 나아가 유추에 의해 ‘
’이 생겼다고 하였다. 김정아(1992)에서는 ‘ㆍ’의 동
요로 인하여 관형형어미 앞에서 ‘ㆍ > ㅡ’의 변화를 겪고, 종결어미 ‘-다’류 앞에서는 ‘ㆍ’가
탈락하여 ‘-느/ㄴ-’이라는 이형태와 나아가 ‘-
’이라는 중가형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흔히 ‘-
다 > -ㄴ다’ 변화는 16세기부터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으나, 15세기 후반 문헌인
두시언해 초간본에도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로

19)

6 뉘 닐오, “아미 오매 들 니르왇디 아니다.” 니오 (誰謂朝來不作意) <두시언해(초간본) 10:9a>

(2 )

알 수 있듯이 ‘-ㄴ다’가 통합된 내포문은 본래 ‘NP 닐오‘S-
다’ 
-’와 같
은 피인용문에서 시작하여 주절로 확산되었는데, 의미적으로는 정언학(2005: 86)에서 언급하
였듯이 [일반적 진리 표현]의 구문에서 시작하여 다른 구문으로 확산되었다. 0
위의 예에서

2 )

(27) ㄱ.

넷 말매 닐오, “고디시그니  잇고 섭섭니  패다.” 니라 (常言道, “老實常在, 脫

19) 이 예는 서울대학교 박진호 선생님의 강의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다.
20) 이처럼 [일반적 진리 표현]의 구문의 주절에 ‘--’를 포함한 ‘니라’가 사용되는 현상은 3.2에서
살펴본, 중세국어의 [일반적/보편적 사실]을 설명하는 협주문의 비상관적 장면에서 ‘니라’가 아닌
‘니라’가 사용되는 예를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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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常敗.”) <번역노걸대 하:43a>
ㄴ. 녯 사미 닐오, “셕 나하  부모의 은혜를 안다.” 니라 (古人道, “養子方知父母心.”) <번역박
통사 상:58a>
ㄷ. 常言에 닐오되, “이 밤 여믈을 엇디 못면 지디 못고 사이  財物을 엇디 못면 가여디 못
다.” 니 (常言道, “馬不得夜草不肥, 人不得橫財不富.”) <노걸대언해 상:29a>
ㄹ. 常言에 닐오, “놉흔 바독은 첫 판을 진다.” 니라 (常言道, “高棋輸頭盤。”) <박통사언해 상:23a>
ㅁ. 古人이 니로되, “親을 結홈은 곳 義 結홈이니 寸絲ㅣ 임의 定홈애 千金이라도 옴기지 못다.” 니
(古人道, “結親卽結義, 寸絲已定千金不移.”) <오륜전비언해 3:27a>
그리고 17세기를 전후하여 자음

뒤에서 ‘-
-’을 갖는 형식이 나타나게 된다.

8 常言에 닐오 만일 非理엣 일을 면 반시 그 앙화 밧다 니(常言道 若作非理 必受其殃) <박통사언
해 중:28a>

(2 )

학 005)는 이러한 평서형 종결어미 ‘-ㄴ다/
다’가 2인칭 의문형 ‘-ㄴ다’, ‘-
다’에서 기
원했다고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
다’의 출현과 비슷한 시기인 17세기부터 감탄형 종결어미 ‘-곤여/고녀/고나/고
야/괴야’ 앞에서도 ‘-
-’가 /
/으로 실현되는 예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편 15세기의 감동법
종결어미 ‘-놋다[
+옷+다]’는 ‘-놋도다 > -

다 > -

다 > -
도다’로 변화하는 모습
을 보이는데, ‘-
- > -
-’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주로 17세기~18세기 문헌에서이다.
정언 (2

21)

활을  간대로 흔나므라괴야 (這弓你卻是胡駁彈) […] 이  댱 활은 엇디 봇 아니 닙폇뇨
這一張弓為甚麼不樺了？) / 네 모고야 이 활이 장 됴흐니 上等엣 활이니 만일 봇 닙피면 살 사
이 밋디 아니 시니 사으로 여 面에 올닌 과 등 우희  힘 뵈고 갑슬 의논 후에 봇 닙
펴도 더듸디 아니리라 (你不理會的。這弓最好，上等弓，若樺了時，買的人不信；教人看了面子上的角，
背子上鋪的筋，商量了價錢，然后樺了也不遲裏。) <노걸대언해 下:28ab>
ㄴ. 네 독벼리 모
고나 <번역노걸대 上:27>
ㄴ' 네 독별이 모
고나
 <노걸대언해 上:24>
(你偏不理會的)

(29) ㄱ. 이
(

30

太子ㅣ 니샤 사 목수미 흐를 믈 야 머므디 몯놋다 시고 <석보상절 3:17a>
ㄴ. 몰애 잇 두들겐 미 나못니플 불오 구룸  매  비치 軒檻애 오놋도다 (沙岸風吹葉
雲江月上軒) <두시언해(초간본) 8:25b>
ㄷ.  남기 창의 니 이스리 바래 든다 (碧樹低窓露滴簾) <백련초해 175>
ㄹ. 애 아들히 도로혀 지져귀여 四時를 조차 노다 (咳, 小廝們倒聒噪, 按四時耍子.) <박통사언해
상:18a>
ㅁ. 漢 趙王 家令의 妻 秦羅敷ㅣ 곱거 王이 앗고져 대 羅敷ㅣ 詩 지어  使君이 南으로 조차
오니 다 이 셔셔 躊躇도다 <여사서언해 4:24b>

( ) ㄱ.

30

키 0 6 0 : 380-383)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 )과 같은 통시적인 변화에 대하여, 가와사 (2 1 /2 17

21) 정언학(2005)는 ‘-ㄴ다’는 2인칭 의문형 ‘-ㄴ다’의 의문 억양이 내포 억양으로 바뀌는 동시에 특수한
문맥에서 의문 어미의 과거시제가 일반적 진리 표현의 평서형 현재시제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고, 시제 해석에 문제가 없는 ‘-다’는 의문형 ‘-다’의 억양만 변화하여 형성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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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놋 옷 -다]
Ⅰ > -놋도다[-
-옷 -도다] (‘-도다’의 어말어미화, 잉여적 적용)
Ⅱ > -
다
[-
-
다] (‘-
-’의 투명화, 이분석으로 이형태 ‘-
다’ 형성)
Ⅲ > -

다[-
-
다] (‘-
-’ > ‘-
-’의 일반적 변화)
Ⅳ > -
도다[-
-도다] (‘-
다’~‘-도다’ 이형태 관계 해소)
- 다[- -

1

1

컨

원
옷
함 놋 잉
여적으로 적용되었고, 이후 이해가 어려워진 ‘-놋-’을 버리고 일반적으로 ‘-
-’로 이해하려
는 욕망에서 ‘

다’가 생겨났다. 그 뒤에 다시 일반적인 변화를 따라 ‘-
- > -
-’이 된
뒤, 최종적으로 이형태 ‘-
다’를 만들지 않는 ‘-
도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요 대, ‘-도다’가 하나의 종결어미처럼 인식되면서 기 적으로 ‘- -’을 포 한 ‘- -’이

4.2. 분포상의 변화





교

‘- -’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 /라는 형식을 비 적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근세국

뿐
험
과로 현대국어의 어미는 ‘-느-’ 및 ‘-었-’과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
눌 수 있게 된다.
제1유형(‘-느-’와 ‘-었-’이 모두 결합 가능한 유형): ‘-느-’와 ‘-었-’이 [현재 : 과거]의 대립
을 보인다. 3 종결어미 ‘-다’, ‘-구나’ / ‘-냐’ 4 / ‘-ㄴ데’, ‘-ㄴ지’, ‘-ㄴ가’, ‘-ㄴ걸’ / 관형형어
어 시기에 들어서면 형식 만 아니라 분포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경 하게 된다. 그 결
22)

2 )

2 )

미 ‘-ㄴ’ 등.

: Ø

제2유형(‘-었-’만 결합 가능한 유형) ‘- -’와 ‘-었-’이 [현재

네

결어미 ‘-어’ ‘-지’, ‘-거든’ / ‘- ’, ‘-니’, ‘-습니다’, 연결어미
‘-지만’, ‘-면’, ‘-면서(도)’(양보), ‘-고’(대등), ‘-거든’ 등.

3

느

제 유형(‘- -’와 ‘-었-’이 모두 결합

: 과거]의 대립을 보인다. 종
‘-니(까)’(이유), ‘-므로’, ‘-나’,

불가한 유형): 시제 대립이 없다. 연결어미 ‘-니(까)’

(발견), ‘-면서’(동시), ‘-어’, ‘-게’, ‘-지’, ‘-고(서)’(계기), ‘-자(마자)’ 등.


겪은 분포상의 변화 가운데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뽑아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의 견해를 간략히 제
이하에서는 ‘- -’가 중세국어 이후 근세국어 시기에

시하기로 한다.



1) ‘-엇 -’의 출현과 소

멸

근세국어 시기에는 ‘-엇-’이 과거시제로

굳어져 가고 있었으나, 종결법과 관형절에서는 ‘-

22) 이 글에서의 분류와 달리, 선행연구에서는 보통 형용사와의 결합 여부 및 ‘-었-’과 맺는 관계(계열/
통합)에 따라 현대국어의 ‘-느-’를 나누어 왔다. 세 부류로 나누는 견해는 한동완(1984), 김동식
(1988), 문숙영(2009), 임동훈(2010), 남미정(2014) 등이 있으며, 전후민(2011)은 네 부류로 나누었으
나 큰 차이는 없다.
23) 여기에서 결합 가능하다고 한 ‘-었-’에는 ‘-었느-’도 포함된다. ‘-었느-’를 ‘-었-’의 이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었느-’의 ‘-느-’를 공형태(empty morph)로 처리하기로 한다.
24) ‘-느-’가 통합한 형태도 쓰일 수 있으나,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먹었냐’, ‘좋았냐’처럼 ‘-느-’가 사
라지고 ‘-냐’가 자음 어미처럼 인식되는 예를 보면, ‘-냐’는 ‘-느- : -었-’ 대립에서 ‘-Ø- : -었-’의
대립으로 이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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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
-’를 유지하였다. 남미정(2014)는 기원적으로 ‘-ㄴ’을 포함하는 종결어미 앞
에 쓰인 ‘-엇
-’형에 대하여, ‘-엇-’의 기능이 무엇이든 ‘잇-’은 ‘-
-’와의 결합이 빈번하므
로 이때의 ‘-
-’는 ‘잇-’과 ‘-ㄴ(X)’ 사이에 필수적으로 개재하는 요소이고, 따라서 ‘-엇-’과
‘-
-’ 사이의 의미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국어에서 관형형어미 ‘-ㄴ’이 ‘-느-(< -
-)’와 결합하는 경우는 ‘-는’에 한정되지만,
중세국어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엇
’이 지속적으로 쓰였다(안예리
2013). 5 그러나 이 형태는 현대국어의 표준어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관형절은 중세국어와
같이 ‘Ø : 더 : 
’의 대립을 보이는 시제 체계로 되돌아갔다.
최동주(1995/2015: 188-189)는 그 원인을 관형절에서 부정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
-’의 재해석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안예리(2013)에서는 ‘-엇-’이 19세기를
지나면서 형용사나 계사에 두루 통합되어 과거시제로 확고해지면서 관형절에서 ‘-엇
-’의
소멸 또한 촉진되었다고 보았다. 남미정(2014)는 ‘은 : 
: 을’의 대립 속에서 ‘-은’이 자신
의 용법을 확고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엇
’과의 세력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추정하였다.
새로 생겨난 시제·상·서법 체계가 주절에서 먼저 확립되고, 종속절은 오랫동안 옛 체계를 유
지하는 경우가 범언어적으로 드물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최동주(1995/2015: 180-181)에서는 근세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
-’가 상황을 제
시하는 화자의 위치, 즉 시점이 발화시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고 보았다. 그러나 김영욱(2007)은 ‘시점’이라는 범주가 문법범주인지 불분명하며, 시점과 시
제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임동훈(2010)은 이러한 견해가 ‘-느-’의
다양한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엇-’

2 )

 > ‘-니’와 ‘-은> -엇

’의 변화

2) ‘- 니’





근세국어 시기에는 ‘- 니’에서 ‘- -’가 탈락하는 현상이

폭넓게

난

일어 다.

최동주

5 0 5: 183)에서는 ‘-엇-’이 과거시제 표지로 굳어지면서 ‘-엇-’이 없는 ‘-으니’가 ‘비과
거’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재해석되어 ‘-
-’가 탈락했다고 보았다. 덧붙여 15세기의 ‘-으니’
는 현대국어에 비해 폭넓은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며(허웅 1975: 522) 종결어미에 가까
운 기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이현희 1994ㄴ: 151), 17세기 이후 ‘-으니’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후행절에 대한 종속성이 강해진 것도 ‘-엇-’의 문법화 이후 ‘-
-’를 거부하게
(199 /2 1

된 이유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00 :

 >

이안구(2 2 27)은 ‘-으니’의 기능 축소에 의한 설명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잇 니

때문에 ‘-엇-’의 문법화라
는 설명만으로는 ‘-엇-’과 관련이 없는 ‘잇
니 > 이시니’ 교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주장에도 일리는 있으나, ‘-엇-’의 문법화가 상당히 진행되면 ‘-엇-’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맥락에도 ‘-
-’의 탈락이 유추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결정적이
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은
’는 ‘-엇

’를 갖게 되어 종결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은데’의
기능이 후행절에 대해 종속성이 약하여 종결어미와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는 점과, 이 형식
의 출현이 ‘-엇-’의 문법화 시기와 가깝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최동주 1995/2015:
이시니’에 대해서는 ‘-엇-’은 ‘-어 잇-’ 구성에서 문법화한 것이기

25) 오민석(2013: 142-144)은 만주어 학습서인 ｢청어노걸대신석｣의 번역에서 ‘-엇-’와 ‘-엇-’이 동일
한 만주어 의미에 대해 별 차이 없이 쓰였다고 하였다.

- 75 -

2018년 여름 국어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85 8

걸

원

함

1 -1 7). ‘-ㄴ지’, ‘-ㄴ가’, ‘-ㄴ ’과 같이 기 적으로 관형형어미를 포 하는 구성에서 유래

느

한 종결어미가 현대국어에서 모두 과거시제로 ‘-었 -’를

악

파 할 수 있을 것이다.

취하는 것

또한 유사한 관점으로

3) 기원적으로 ‘-
-’를 포함한 응축형 종결어미
원



함
생각되나,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지면
서 시제상 ‘현재 Ø : 과거 었’의 대립을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형태상으로 ‘-
-’를 확
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기여했을 것이다. 이승희(2008)에 따르면 이들 종결어미 앞에서의 시
제 대립의 발달은 다음과 같다.
‘-앗-’과 ‘-겟-’이 각각 과거와 미래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로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종결
어미 앞에서는 ‘-앗-’과 ‘-겟-’의 부재로 현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

’체는
‘-엇-’이 발달한 전기 근대국어 시기에 ‘
데/
엿: 
: 
리’의 대립을 보이다가,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 ‘-겟-’이 발달하면서 ‘
엿: 
: 
겟
’의 대립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 ‘
(
)

다’체는 전기 근대국어 시기에 ‘
(
)더이다/
엿

이다 : 
(
)
이다
: 
(오)리이다’와 같은 대립을 보이다가,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 ‘-겟-’의 등장으로 인해 ‘
엿

이다 : 


이다 : 
겟

이다’의 대립을 보이게 된다. 이들은 각각 현대국어의 ‘네’, ‘-습니다’의 기원이 된다.
최동주(1995/2015: 181)는 ‘-습니다’, ‘-네’, ‘-니’와 같은 응축형에서 ‘-
-’가 어말어미의
일부로 굳어져서 ‘-었-’은 물론 [+상태성] 상황의 경우에도 통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 ‘-느-’의 분포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기원적으로 ‘-더-’를 포
함하는 요소와 대립 관계를 이루는 것과는 별개로 현대국어 화자들은 대체로 이들 어미에
‘-느-’나 ‘-더-’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느-’의 분포가 확대되었다고 보
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들은 기 적으로 ‘- -’를 포 하고 있는 것으로

4) ‘-
-’와 무관하게 새롭게 발달한 종결어미
insubordination)로 인해 ‘-어’, ‘-지’, ‘-게’
등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결어미가 발달함에 따라(이현희 1982, 1994ㄱ) 시제 체계에도 변
화가 생기게 되었다. 즉, 보수적인 어미인 ‘-다’, ‘-구나’ 앞에서는 동사 기준으로 여전히 ‘느-’가 현재, ‘-었-’이 과거를 나타내지만, 새로 생겨난 종결어미인 ‘-어’, ‘-지’, ‘-게’, ‘-거든’
앞에서는 동사든 형용사든 ‘-Ø-’가 현재, ‘-었-’이 과거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시제
표지가 발달하면서 영 표지의 현재시제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다(Bybee et al. 1994: 92).
이처럼 새로 생겨난 종결어미는 모두 비격식체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구어에서 비격식
체가 주로 쓰이고, 격식체에서는 ‘-
-’ 응축형인 ‘하십시오’체와, ‘-느-’가 결합할 수 있으나
평서문을 제외하면 점차 ‘-느-’ 생략이 확산되어 가는 ‘하라’체 6 만 주로 쓰이는 현대국어에
서 현재시제 요소로서 ‘-느-’의 분포는 대단히 축소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 분포는
19세기에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즉

탈종속화(

2 )

26) 하라체의 의문문에서는 ‘-느냐’ 대신 ‘-(으)냐’가 훨씬 많이 쓰이는데, ‘--’ 응축형인 의문형 ‘-니’
의 영향으로 인해 자음 뒤에서도 ‘-(으)냐’가 자음어미처럼 취급되기도 한다(이기갑 1985: 248). 한편
감탄문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사 뒤에서도 ‘-는구나’ 대신 ‘-구나’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이 또한 ‘-느-’의 입지가 좁아지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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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차이가 있을지라도, 새로운 현재시제가 기 의 현재시제와 경쟁하거나

드물지 않다(Bybee et al. 1994: 144-148).

영역을

나누는 일은

5. 앞으로의 전망

까

터 근세국어까지의 ‘-
-’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국어사 연구는 중세국어를 기점으로 하여 고대국어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고적 방법을 취
하거나, 근세국어로 내려가는 전망적 방법을 취한다. 20세기 말 이전의 중세국어 연구에서는
현대국어 ‘-느-’에 대한 직관을 기반으로 중세국어의 ‘-
-’를 이해하였고, 따라서 현대국어
와 상이한 분포나 용법에 대해서는 큰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중세국어
의 ‘-
-’가 보이는 특이성이 사실은 고대국어의 ‘內’, ‘飛’, ‘臥’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
장이 제기된 것은 전적으로 자토·점토 석독구결 자료를 비롯한 차자표기 자료가 다수 발견
된 덕분이다. 한편 근세국어 연구에서는 중세국어의 시상 체계가 현대국어의 시상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근세국어를 다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
-’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지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첫째, 고대국어에서는 먼저 후기에 나타나는 ‘飛()’와 ‘臥()’의 분포와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둘은 비교적 구별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적지 않다. 따
라서 ‘飛/’와 ‘臥/’의 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內’의 분포와 기능을 확
인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內’는 ‘飛/’와 ‘臥/’의 기능을 모두 보이는 듯하므로 어
떤 맥락에서 달리 나타나는지, 또는 기원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이제 지 고대국어부

이다.

둘째, 중세국어에서는 ‘-
-’의 일반적인 분포와 기능, 즉 동사와 결합하여 현재시제를 나
타내는 용법 이외에 예외적 분포와 기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
서 다룬 ‘형용사 어간+-
-’, ‘
니
라 : 
니라’, ‘잇
니라 : 이시니라’의 예는 그야말로 단
적인 것에 불과하다. ‘-
-’의 예외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화용적인 조건에 대한 탐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근세국어에서는 과거시제 ‘-엇-’의 형성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
-’의 분포를 통사
적 환경에 따라 보다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세국어뿐만 아니라 중세국어를 아
울러 관형절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는 동안 관형
절의 시제·상·서법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체계를 잘 파악하면 고대국어의 시
제·상·서법 연구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대국어의 시제·상·서법 관련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고, 중세국어와 근세국어의 ‘-
-’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하며, 나아가 한국어의 시제·상·
서법 체계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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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형태 ‘--’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남미정(국립국어원)
이 발표는 고대국어부터 근대국어까지 각 시기별로 선어말어미 ‘--’를 둘러싼 쟁점을 정
리하되 특히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에 통합되어 현재시상의 의미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
용법에 주목하여 고대국어에서 ‘--’와 연관된 형식들이 어떻게 중세, 근대의 ‘--’로 연결
되는지 그 근원을 탐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가 주로 ‘-> -ㄴ/는-’의 형태 변화나 분포의 축소, 종결어미와의 융합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의 의미를 벗어나는 ‘--’의 용법이 어디서부터 기원한 것인지를 고대국어 유관 형식들
과의 관련성 속에서 세밀하게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고대국어 시기 ‘--’와 관련된 형태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발표문 표2).
전자

시대

표기

신라

內

누 nu

臥()
飛()

고려

(轉字)

기능

결합 제약

현재시상

동사만 가능

항상성/의존명사

동사·형용사·계사 모두 가능

누 nu

현재시상

동사만 가능

 nʌ

항상성/의존명사

동사·형용사·계사 모두 가능

이 발표에 따르면 고대국어 단계에 [항상성]을 담당하는 ‘-飛()-’와 현재시상을 담당하는
‘-臥()-’가 구분되어 쓰이다가(‘內’는 두 의미를 모두 담당) 15세기 이전 어느 시점에 형태상
합류가 일어나 15세기에는 ‘--’로 나타나며 이러한 합류로 15세기의 ‘--’는 현재시상의
의미와 [항상성]의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었고 15세기에 형용사와 결합하는 ‘--’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기되는 문제는 (1) 15세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 ‘-누-’와 ‘--’의 합류가 일
어났다고 할 때 그 형식이 왜 ‘-누-’가 아닌 ‘--’인지에 대한 것이다. 15세기의 ‘--’는 형
용사와 결합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주요하게는 현재시상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15세기 이전
시기에 이와 기능상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형태는 ‘-누(臥, )-’이므로 형태상 합류가 일어났
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발표문에서는 “‘--’가 현재시상의 의미를 획득함에 따라 기능상으로 중복되는 구형 ‘누-’는 점차 그 쓰임을 잃어 갔을 것이며 이후 ‘-누-’의 자리를 모두 차지한 ‘--’는 형용사,
계사, 선어말어미 ‘-리-’와의 결합 제약을 새롭게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항상성]의 ‘--’가 현재시상의 ‘-누-’를 밀어내고 현재시상의 의미를 획득한 후 새롭
게 형용사 등과의 결합제약을 갖게 된 것으로 변화 과정을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
능을 획득한 후 분포가 축소되는 변화의 방향성이 문법 형식의 사적 변화에서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15세기의 ‘--’는 기능이나 분포에서 고대국어의 ‘-누-’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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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국어 ‘--’의 일부 용법이 잔존해 있는 상태로 보인다. ‘--’와 ‘-누-’의 합류 혹은 ‘-’로의 대체 과정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3) 표2에 따르면 고려시대의 ‘--’와 ‘-누-’는 형태상 구별되고 기능도 달라 별개의 형태
소로 보인다. 그런데 신라시대의 ‘內’와 중세국어의 ‘--’는 하나의 형식이 [현재]와 [항상성]
의 의미를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신라시대에 하나의 형태소가 고려시대에
두 개의 형태소로 분화했다가 다시 중세국어 단계에 하나의 형태소로 합류했다고 보는 것인
지, 그렇지 않으면 신라시대와 중세국어의 ‘--’를 ‘-1-’과 ‘-2-’로 구분되는 별개의 형
태소로 보는 것인지, 관련하여 ‘--’가 담당하는 [항상성]과 [현재]의 의미를 다의 관계로 보
는 것인지 이의 관계로 보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박진호(2010)처럼 신라시대의 ‘內’가 기능에
따라 ‘누’와 ‘’로 구분되었다고 보는 것이 형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더 타당해 보인
다.
2. (1) 발표문 (24), (25)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잇니라’와 ‘이시니라’는 [항구적/일반적]
대 [일시적/특정적]의 의미 대립을 보이는데 이는 ‘잇-’과 ‘--’의 통합 여부에 따른 의미 차
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평서문 어미 ‘-니라’가 [배후의 진실에 대한
설명]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항상성], [보편적/일반적 사실]을 의미하는 ‘--’와의 결합
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니라’가 결합하지만 ‘--’가 부재한 경우
(‘이시니라’ 포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잇-’의 경우 ‘--’가 결합한 ‘잇니
라’형이 ‘이시니라’형보다 빈도상 높게 나타나 ‘--’와 ‘-니라’가 밀접히 결합된 것으로 보이
지만 다른 용언의 사례에서는 ‘--’ 개입 없이 ‘-니라’가 결합한 경우도 많다.
(2) ‘잇니라’와 ‘이시니라’가 [항구적]:[일시적]의 의미 대립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
이다. 중세국어에서 ‘잇니라’는 350여회, ‘이시니라’는 8회 정도 출현한다(남미정 2014: 52).
이러한 빈도상의 차이를 고려하면 단순히 ‘--’의 결합 유무에 따른 의미 대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래의 용례는 특정한 사건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시니라’의
용례이다.
가. 처 道場애 안시니 부톄라 혼 일후미 겨시고 轉法야 涅槃 니르시니 法이
라 혼 일후미 잇고 憍陳如를 濟渡샤 羅漢이 외니 僧이라 혼 일후미 이시니
라 <釋詳13:59b>
나. 이 이 고 즉재 波羅奈예 가니 諸法 寂滅 相 말로 펴디 몯리어늘
方便力 젼로 다 比丘 爲야 닐오니 이 일후미 轉法輪이니 곧 涅槃ㅅ 소리
와  阿羅漢괏 法僧  일후미 이시니라 <法華1:239a>
(3) 중세국어 의문문에서 ‘잇-’에 ‘--’가 필수적으로 통합하는 현상에 대해 [일시적/특정
적] 대답보다는 [항구적/일반적] 대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았는데 어떤 것의 유무에 대해 질
문할 때 특정적 대답이 요구되는 맥락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 술위 잇녀 술위 업다 <飜老上67a~b>
나. 뎜이 어 잇뇨 뎌 셧녁 그테 잇니라 <飜老上68b~69a>
3. 근대국어 시기에 ‘-ㄴ, ㄴ지, ㄴ가, ㄴ걸’ 등이 과거시제 어미로 ‘-었느-’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은데’의 기능이 후행절에 대해 종속성이 약하여 종결어미와 비슷한 속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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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과 이 형식의 출현이 ‘-엇-’의 문법화 시기와 가깝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 하였다. 관형형어미 ‘-ㄴ’을 포함한 연결, 종결어미 구문에서 시제 대립이 ‘-었느-:-느-’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4. 각 시기별로 ‘--’의 쟁점을 정리하여 시기별 쟁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어사적으로 ‘--’를 관통하는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아쉬
움이 있다. 특히 시상 형태로서의 ‘--’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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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형태 ‘-더-’의 쟁점과 전망
박부자(성신여자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통시적 관점에서 시상형태 {-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쟁점을 위주로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더-}에 대한 논의가 후기 중세국어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후기 중세국어
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물론이고 15세기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와 이후 근대국어의 자료를 다
룬 논저들까지 포함하여 다룸으로써 현대국어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국어사 분야에서 이루어
진 {-더-}에 대한 연구 전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물론 “다투어 온 내용”을 중심으
로 하였으나 “앞으로 다투어보아야 할 것”을 일부 포함하기도 하였다.
2. 쟁점

2.1.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에서의 {-더-}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에서의 {-더-}에 대한 연구는 다시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고대국어 자료에서 {-더-} 관련 차자표기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둘째, 자
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더-}의 존재가 확인되는가, 셋째, {-더-} 관련 차자표기 ‘-如-, --’
등은 ‘-더-’를 표기한 것인가

등이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고대국어 {-더-} 관련 차자표기자
고대국어의 문법을 정리한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더-} 관련 차자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논저

6
8
박진호(1998)
남풍현(2011)
홍종선(2016)
박영준(199 )
이승재(199 )

{-더-} 관련 차자표기자
如[다], 等[], 置[두]
如[더]
如[다], 頓[돈], 呑[]
如[더], 頓[던]
如[다],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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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후기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더-}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해 온 것은 아래 (1가)의 ‘-如-’이다. ‘-如-’는 아래 (1나)에서처럼 고려
시대 이두 자료에서도 {-더-}에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승재 1992)

持以攴如賜烏隱 <찬기파랑가>, 懺爲如乎仁 <보개회향가>
나. 太平二年丁丑七月卄九日 古石佛在如賜乙 重脩爲 <磨崖藥師坐像銘(977)>

(1) 가.

‘頓[돈], 呑[], 等[], 置[두]’ 등에 대해서는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하
지만 달리 해석된 경우도 적지 않다. 관련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원가>
나. 好尸曰沙也內乎呑尼 <우적가>
다. 世呂中止以友白乎等耶 <청불주세가>
라. 舊留然叱爲事置耶 <보개회향가>

(2) 가.

(2가)의 ‘頓’은 小倉進平(1974), 박재민(2009) 등을 제외하면 김완진(1980), 박진호(1998), 남
풍현(2011) 등에서 대체로 ‘울월던’, ‘울월돈’ 등으로 읽고 ‘頓’을 {-더-}와 관련된 형태로 파악
하고 있다. (2나)의 ‘呑’는 음독하여 ‘니, 다니’ 정도로 읽는 것에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김완진(1980), 이탁(1958)처럼 {-더-}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지만 감탄의 ‘-다
니’(정렬모 외 1명), 의문 어미(김준영 외 2명)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박지용 외 편 2018)
(2다) ‘等耶’는 정렬모(1965), 김완진(1980)에서처럼 ‘야’로 읽고 종결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도 있지만, 대체로 ‘-더라, -라, -드라’ 정도로 읽고 ‘等’를 {-더-}로 파악하는 견해에 있다.
근래에는 安秉禧(1967), 李賢熙(1982), 金永萬(1985), 정재영(1995), 박재민(2002), 박진호
(2008), 김지오(2012) 등에서처럼 ‘-야’로 읽는 것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다만 ‘-녀’와
관련된 것으로 보거나 석독구결의 ‘-’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2라) ‘置耶’
의 ‘置’는 ‘置耶’를 小倉進平(1974), 梁柱東(1942) 등에서처럼 ‘-더라, -두라’ 정도로 읽으면서
‘置’를 선어말어미 {-더-}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정렬모(1965), 金完
鎭(1980)에서처럼 ‘-두야, -도야’ 정도로 읽고 감탄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최근
김성주(2011), 김지오(2012) 등에서는 모두 후자의 입장에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대국어 시기 {-더-} 관련 차자표기자에 출입은 있으나 ‘-如-’
를 통해 선어말어미 {-더-}가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례가 매우 적어 세밀한
논의를 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②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의 {-더-}의 존재 여부
전기중세국어 자료 중 자토석독구결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의 존재에 대한 이견이 있기도
했다. 鄭在永(1998: 217)은 아래 (3가)에 제시한 ≪구역인왕경≫의 예를 들고 이때 ‘’는
회상법의 선어말어미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이에 이어 이승재
(1998: 59)와 박진호(1998: 173)에서는 {-더-}의 존재를 인정해 왔으나 이승재(1998: 59)에서
는 아래 (3가)의 예를 제시하면서 ≪구역인왕경≫에서만 확인된다고 하였고, 박진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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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에서는 ≪구역인왕경≫과 ≪금광명경≫의 예((3가), (3다))를 들고 중세국어의 {-더-}에 대
응되는 석독구결의 예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이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반면, 김영욱(1999ㄱ: 147)의 “≪구역인왕경≫에서는 {-더-}에 대응될만한 문법형태가 없다.”
는 지적에 이어 김영욱(2000: 70-71)에서는 “회상법으로서의 {-더-}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아
직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14세기 초 자료인 범망경이 최초인 듯하다.”라고도 하여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장경준(2007: 130)에서 ≪유가사지론≫ 권20에 기입된 구결자 ‘[다]’를 설명하
는 내용에서 ‘[다]’가 종결어미 이외에 과거 내지 회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선어말어미(‘-더
-’)가 한 예 있음이 지적되었고,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67)나 김지오(2012: 207), 문
현수(2015: 68) 등 그 후속 연구에서도 대체로 13세기 자료로 추정되는 ≪구역인왕경≫, ≪금
광명경≫, ≪유가사지론≫의 다음 예를 중세국어의 {-더-}에 대응되는 선어말어미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자토석독구결자료 ≪자비도량참법≫ 권4에도 {-더-}로 파악되는 예
가 있음이 문현수(2018)에서 지적된 바 있다.

3

善男子 {是} 月光王 已 {於}過去 十千劫 中 龍光王佛法 中 四住
開士 {爲} 我 八住 菩薩 {爲} 今 {於}
我 前 大師子吼 [선남자여, 이 월광왕은 이미 과거 십천 겁 중에 용광왕
(龍光王) 부처님 법 가운데서 사주(四住)의 보살이었고 나는 八住의 菩薩이 되어 있었사옵기
로 지금 내 앞에서 하여 大師子吼를 하였다.] <구인 上 11:22>
나. 善男子 云何 初地 而 名 歡喜 出世心 得 昔 得 未
 所 而 今 始 得 [선남자여, 어찌하여 初地를 일컬어 歡喜
라고 하느냐 하면, ①出世心을 얻으며, 예전에 얻지 못한 바인 것을 지금에야 비로소 얻으며]
<금광3, 06:22-06:23> 8
다. 昔 得 未 所 勝利 得 故 動踊 無明 因 聞
持陁羅 尼 具 不 無明 因 是 三地 障 [③예전에 얻지 못
한 바의 수승한 이익(勝利)을 얻은 까닭으로 動踊함도 無明을 因하며 聞持陁羅尼 를 갖추지
못함도 無明을 因하는 것이라, 이를 三地의 障碍라고 하며] <금광3, 07:18-07:20>
라. 請問 依 故 昔 聞 未 甚深 法義 聞 [④청해 물음을 의
지한 까닭으로, 예전에 듣지 못하였던 깊고 깊은 법의 이치를 들으며] <유가07:03-04>

( ) 가.

27)

2 )

29)

앞에 제시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의 예 가운데 (3가) ≪구역인왕경≫의 ‘’는
자토석독구결에서의 {-더-}를 인정하는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던 반면 (3나)~(3
라)의 ‘’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鄭在永(1998), 南豊鉉(1998, 1999)에서는 ‘未
’을 ‘未  ’[읫다 혼]으로읽어 ‘’를 종결어미 ‘-다’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조은주(2002)에도 이어져 (3라)의 현대어역을 “~못하였었구나 하는”으로 해석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이 부분이 ‘未 ’[읫다온]으로 재해석되면서 과거의 상
27) 현대어역은 황선엽(2013)에서 가져온 것이다.
28) (3나)와 (3다)의 현대어역은 이용(2013)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용(2013)에서는 위에 보인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을 “얻지 못한 바인 것을”로 번역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던 (바인) 것을” 정도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현대어역은 장경준(2013)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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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관련되는 선어말어미 ‘-[다]-’로 수정된 것이다. 문현수(2015: 68)는 (3라)와 관련하여
“‘’를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보지 않고 중세한국어의 과거시상(회상법) 선어말어미 ‘-더-’
로 분석한다면 ‘未’은 중세한국어이 ‘얫단(-+-아#잇-+더-+-오-+-ㄴ)’의 선
대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③ {-더-} 관련 차자표기 ‘-如-, --’의 독법
‘-如-, --’는 [더]로 읽는 견해와 [다]로 읽는 견해로 대별된다.30)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기
존 연구에서도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먼저 [더]로 읽는 견해는 후기 중세국어 ‘-더-’와의
관련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완진(1980)에서는 당시의 언어를 복원하려 하여 제시한 전
사에서 모두 ‘如’를 모두 ‘더’로 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李丞宰(1992:167)는 고려시대
이두 자료에 나타난 ‘如’를 설명하면서 “‘爲如乎’을 근대의 자료집에서 대부분 ‘다온’으로 읽
지만 이때의 ‘如’를 15세기의 ‘-다-’보다는 ‘-더-’에 대응시켜야 할 것 같다. ...(중략)... ‘던’이
나 ‘더’를 독음으로 하는 한자가 없으므로 ‘-던’이나 ‘-더-’를 표기할 때 어쩔 수 없이 如를
이용하게 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견해는 이승재(1998)의 “校里磨
崖(977)의 ‘在如賜乙’에 ‘-如[더]-’의 예가 한번 나타나기는 하나...향가에서도 ‘-더-’를 ‘如’로
표기한다.”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성주(2011: 198)에서는 ≪보개회향가≫의 ‘懺爲如乎仁’의
‘如’에 대해 “ ‘乎’와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보다는 ‘더’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지오(2012: 204 각주 208)에서도 ‘如’를 [더]로 읽고 “차자표기 자료에서
하나의 글자가 양성 음성형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흔하므로 ‘如’는 [다]음뿐 아니라 [더]음까
지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장경준 외(2015: 158)에서는 ≪유가사지론≫ 권20의
역주에서 ‘未’의 한글전사를 ‘안이읫더온’으로 제시하고 있어 ‘’를 [더]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승재(1992, 1998), 김성주(2011), 김지오(2012)에서는 향가나 이두에 나타나는 ‘如-’는 후기 중세국어에서처럼 ‘-오-’가 결합한 화합형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후기중세국어
의 ‘-다-’에 대응시킬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후기중세국어와의 연속성을 중시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지오(2012: 204 각주)에서는 [더]로 읽을 것을 제안하면서도 향가에 나
타난 ‘如’를 그대로 [다]로 파악하되 [더+오]의 결합으로 보고 ‘如乎’는 ‘-오-’가 중복표기된 것
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본자의 훈 혹은 음을 중시하면서도 후기중세
국어 ‘-다-’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것으로 ‘如’나 ‘’를 [더]로 읽는 견해와 [다]로 읽는 견해의
절충안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가나 이두의 ‘-如-’와 자토석독구결의 ‘--’
가 모든 용례에서 선어말어미 ‘-오-’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향가의 ‘持以攴如賜烏隱’
의 ‘如’나 이두 자료 ‘古石佛在如賜乙’의 ‘如’, 그리고 ≪구역인왕경≫의 ‘’의
‘’는 ‘-오-’ 결합형이 아닌 단독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충안을 생각한다면
‘-如-’와 ‘--’가 단독형의 [더]를 표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더+오]의 화합형인 [다]를 표기하
기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如-, --’를 [다]로 읽는 견해는 본자의 훈 혹은 음을 중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진
호(1998: 173)에서 “주로 ‘如’나 ‘’로 표기되므로 ‘다’로 읽을 수 있다.”고 하였고 장경준
(2007: 130), 황선엽(2013)에서는 (3)의 관련 예에 대해 그 독법을 모두 ‘다’로 제시하고 있다.
조선전기 이두 자료에 대한 연구인 오창명(1995)에서도 이두자료에 나타난 ‘如’에 대해 “ ‘-다
30) 향가를 해독한 연구에서 간혹 ‘-如-’를 ‘--’로 읽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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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히며 중세국어의 과거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의 표기이다.”라고 하였다.
2.2. 통시적 관점에서의 {-더-} 관련 형태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
{-더-}의 형태 변화는 큰 맥락에서 보면 {-더-}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
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향가나 이두 자료, 자토석독구결에 이어 13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음독구결 자료에서는
중세국어의 {-더-}에 대응되는 형태가 주로 ‘--’ 혹은 ‘--’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남풍현
(1987)에서 지적된 이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을 ‘-드-, --’로 읽는 데에
도 현재로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드]-’ 혹은 ‘-[]-’의 존재로 인해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집 우 龍이 御床 向니 寶位 실 느지르샷다 <용가 100>, 이 우리 허므
리라 世尊ㅅ 다시 아니샤다 <월석 12:3>’의 ‘-/르-’가 13세기 ‘-[드]-’ 혹은 ‘-
[]-’와 관련되며 {-더-}에 대응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다.31) 따라서 15세기에
{-더-} 관련 형태는 ‘-더-’뿐만 아니라 ‘-/드-’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드-’는
단 두 예뿐이고 모두 ‘-더-’로 실현되었다.32)
이후 근대국어 시기에 오면 {-더-} 관련 형태가 다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 -드-’
의 출현 때문이다. 근대국어 시기 {-더-} 관련 형태에 대해서는 {-더-} 이외에

‘--, -드-’

가 17세기부터 확인되며 {-더-}의 출현빈도가 높지만 ‘--, -드-’와 “임의로 변동되었다(허웅
1979: 600, 1981: 7, 23)”는 언급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는 공시적인 기술일 뿐이고 통시
적인 관점에서 {-더-}의 형태와 관련된 연구는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더-}의 형태와 관련된 통시적 연구가 이와 같이 미흡한 것은 큰 맥락에서 보면 {-더-}가 현
대국어에 이르기까지 형태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고
대국어부터 존재했던 {-더-} 관련 형태를 나열해 보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대국어

전기중세국어

향가

이두

자토석독구결

如, 頓33)

如



후기중세국어

근대국어

(, 드)34)
더

, 드
더

음독구결

[드],
[]

31) 이와 관련해서는 허웅(1956: 304)에서 “‘느지’의 ‘ㅣ’는 所謂 指定詞이며 ‘르’는 時相의 補助語幹
‘드’가 指定詞 밑에서 ‘르’로 변한 것이 아닐까 한다. ‘드, 르’의 사용예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으
나 ‘더~드’가 李朝初期에도 混同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라고 추정한 이후 남풍현(187)에서 음독구
결에서 ‘-[드]-’가 확인되다는 사실을 통해 보다 분명해졌다. 이후 이현희(1994b:92-93), 이승희
(1996:56, 71), 박진호(1998: 174)에서도 위의 두 예를 계사 뒤에서 {-더-}에 대응되는 ‘-/드-’가
‘-/르-’로 실현된 것으로 보았다.
32) 물론 ‘-더-’의 이형태 ‘-러-’, ‘-오-’와의 화합형 ‘-다-, -라-’ 등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더-’로
부터 교체된 것들이다. 이에 여기서는 이들을 포괄하여 ‘-더-’로 제시하였다.
33) 고대국어의 {-더-} 관련 차자표기는 이견이 적은 것만 제시한 것이다.
34) ( )로 제시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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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에 나타나는 ‘--, -드-’에 대해 남풍현(1987)에서는 고려시대 ‘-드-’의 “殘影”이라고
하였다. 음독구결과 15세기 자료만 놓고 본다면 타당한 언급이다.
그러나 근대국어 시기에 ‘--, -드-’가 15세기보다는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까지 고려한다
면 “殘影”이라는 언급에 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朱庚美(1990: 42)에서 근대국어의 ‘-
-, -드-’를 후기 중세국어 ‘느지르샷다’의 ‘-르-(← -드-)’와 고려시대 음독구결의 ‘-[드]-’가
관련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드
-’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 후기중세국어에서는 모두 {-더-}로 나타났고 근대국어에서 다시 ‘-드
-’로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쾌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드-’ 형태는
현대국어에까지 {-더-}의 이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기술뿐인 것이 아쉽다.
그런데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의 ‘--, -드-’에서 후기 중세국어의 {-더-}, 근대국어의 ‘-
-, -드-’를 일직선상에 놓고 그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오히려 {-더-}
계열 형태와 ‘--, -드-’ 계열의 형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지 모른다. 이
와 같더라도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왜 {-더-}만 나타나고 ‘--, -드-’가 잘 보이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如-’나 ‘--’와 ‘-[드]-, -[]-’의 관계
또한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최근 박진호(2016: 150)에서는 중세어의 선어말어미 {-더-}에 대응되는 형태도 신라어에 존재
했다고 하면서 ‘如[다], 頓[돈], 呑[]’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본래의 형태는 ‘-/드-’
였던 듯하고 이 뒤에 다른 어미가 올 때 형태음소론적 변동이 꽤 심하게 일어났던 듯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13세기 말부터 나오는 음독구결에서의 ‘-/드-’(구결자로
는 ‘, ’), 15세기 ‘아니샤이다, 느지르샷다’의 ‘-/르-’, 근대국어 시기의 ‘-/드-’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다만, 이와 같은 연속성이 파악된다
하더라도 {-더-}의 형태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좀더 깊이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후기중세국어 이후로도 통시적 관점에서 {-더-} 관련 형태에 대해 그간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문헌별, 환경별로 ‘-더-, --, -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지를 보다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어노걸대≫에서 {-더-}의 이형태
로 ‘-/드-’는 다수 출현하나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였을 때만 나타난다는 규칙성이
발견된다(아쳠든 類들이<청노7:24a>)”고 한 오민석(2013:86, 144)의 지적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쌓인다면 ‘-더-, --, -드-’에 대한 유의미한 사실이 드러날 수
도 있을 것이다.
2.3. 후기 중세국어 {-더-}의 기능과 범주적 성격
후기 중세국어 시기 {-더-}의 기능 및 범주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대략 정리하여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논저
이승욱(197 )

내용
과거(미완료 지속상, 경험적인 회상)

안병희(19 7 21 )

과거(미완된 동작을 회상하여 말할 때 쓰임)

이숭녕(19 1)
허웅(197 )
고영근(19 1)
이지영(1999)

과거미완
과거, 회상법
회상법
비발화시의 일을 발화시로 가져와 말하는 기능

3

6: 0
6
5
8

- 94 -

비고
‘-거-’와 서열 관계
‘-거-’와 서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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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병희・이광호(199 )

과거(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며 들려주는 기능)

최동주(199 , 1997)
박진호(2 11)

과거 비완료상
과거 비완망상

5
0

8

기본적으로 고영근(19 1)의 입장과 같음.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더-}의 기능 및 범주적 성격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대체로 세
갈래로 그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더-}를 서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더-}를 시제와 동작상이 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셋째는 {-더-}를 시제, 서법, 동작상의
복합체로 해석하는 것이다35).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더-}의 기능 및 범주적 성격에 대한 연
구도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를 서법적인 것으로 해석한 연구 : 허웅(1975), 고영근(1981/1998), 권용경(1990)
{-더-}를 시제와 동작상의 복합체인 시상 형태소로 해석한 연구 : 이숭녕(1961/1968), 안병
희(1967), 이승욱(1973),

최동주(1995), 박진호(2011)

{-더-}를 시제, 서법, 동작상의 복합체로 해석한 연구 : 김차균(1993/1999: 279-311)

2.4. {-더-}의 인칭제약 성립
{-더-}의 변화와 관련된 특이점 중 하나는 근대국어 시기에 인칭제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더-}는 본래 1인칭 주어의 평서문이나 2인칭 주어의 의문문에도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더-}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인칭
제약이 있다. 현대국어의 {-더-}가 가지고 있는 인칭제약은 흔히 근대국어 시기에 성립된 것
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시기나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더-}
의 인칭제약 성립을 통시적으로 연구한 논의는 최동주(1995/2015)와 이지영(19979)을 들 수
있다. 최동주(1995/2015: 191)는 이지영(1999: 4)의 지적처럼 {-더-}의 인칭제약 성립을 통시
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후 이지영(1999)의 논의는 {더-}의 인칭제약에 대해 개화기국어까지의 과정을 세밀히 추적하였다.
{-더-}의 인칭제약 성립과 관련된 문제도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
칭제약의 시기 문제, 둘째, 인칭제약이 나타난 원인에 대한 것, 셋째는 {-더-}의 인칭제약 성
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① {-더-}의 인칭제약 성립 시기
먼저 {-더-}의 인칭제약이 성립한 시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동주(1995/2015:
191-201)에서는 ≪伍倫全備諺解≫(1721), ≪朴通事新釋諺解≫(1721)에서는 화자가 주어인 설
명문과 청자가 주어인 의문문에 {-더-}가 쓰인 예가 나타나지만 ≪隣語大方≫(1790)에 이르러
이러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결형에서) 인칭제약이 생겨난 시기는 18세기 말경
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접속형 ‘-더니’에서는 ≪隣語大方≫(1790)에 이르러서도 선행
절의 주어가 화자일 때에도 ‘-더니’가 쓰일 수 있었으며 ≪隣語大方≫(1790)에서 인칭제약에
어긋나는 ‘-더니’의 예들이 ≪訂正隣語大方≫(1882)에서 ‘-엇더니’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35) 이는 고영근(2004: 328)에서 중세국어의 시제 관련 형태소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분류한 것과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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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는 늦어도 19세기 중엽 이후를 전후하여 ‘-더니’의 인칭제약이 생겨났음을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반면, 이지영(1999: 56)에서는 ≪十九史略諺解≫(1832)에서 (종결형에서) 인칭제약을 위반하는
예가 보이고 Gale(1894) ‘-더이다, ㅂ더이다, ()데다’ 등이 1인칭 대명사와 절대로 함께 쓰
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 ‘()더니’ 또한 주어로 ‘나’와 ‘우리’를 취할 수 없다고 한 것, 그러
면서도 ‘내가 눈 엇읍기 젼에는 을 잘 봅덴다’와 같은 예가 제시되어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인칭제약이 19세기 말에는 이미 싹터 있었지만 그 완성은 20세기 초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연결형 ‘-더니’의 경우 ≪華音啓蒙諺解≫(1883)에서도 인칭
제약을 위반한 예가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근대국어 시기에 아직 인칭제약이 발생하지 않았
다고 하였다. 이지영(1999)에서는 최동주(1995)에서 언급한 ≪隣語大方≫(1790)에 대해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인칭제약이 19세기 말에 싹터 있었다고 한다면 ≪隣語大方≫(1790)
에서 인칭제약을 위반하는 예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후 최동주(2002나)에서는 이지영(1999)의 견해를 일부 받아 들여 Gale(1894)의 기술이 변화
가 싹튼 정도의 상황을 관찰하고 이루어진 지적이라고 하기엔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다고 하
면서 변화는 일어났지만 화자들에게 화자(의문문인 경우는 청자)의 의식적 행위를 표현하는
데 {-더-}가 어색하다고 느껴졌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인칭제약이 19세기 말 이전에 생
긴 것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홍종선(2016)에서는 {-더-}는 근대국어 말기까지는 1인칭 주어와 공기가 가능하다고 지
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의 인칭제약이 근대국어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듯하
다.36)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와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더-}의 인칭제약과 관련한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37)

5

8

( ) 가. 1 세기 말 자료인

≪隣語大方≫(1790)에서 종결형에서 화자가 주어인 설명문과 청자가 주어인

{ }
나. ≪隣語大方≫(1790)에서 인칭제약에 어긋나는 ‘-더니’의 예들이 ≪訂正隣語大方≫(1882)에서
의문문에 -더- 가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음.

‘-엇더니’로 바뀜.

<예> 나 서 아 이오라 돌보려 고 그리 말을 더니 <인어 10:11ㄱ-ㄴ>
나 서루 아는 이라 야셔 돌보려 허고 그리 말을 얏니 <증정인어 3:5ㄱ>
다. 19세기 전반 자료인 ≪十九史略諺解≫(1832)에 종결형에서 인칭제약을 위반하는 예가 보임.
<예> 왕이 샤 내 더브러 희롱더니라 <십구 2:1ㄴ>
라. 19세기 말 Gale의 ≪과지남 Korean Grammtical Forms≫(1894)에서 종결형과 연결형에서
{-더-}가 1인칭 대명사와 쓰이지 않는다는 언급과 함께 인칭제약을 위반하는 예가 제시됨.
마. 20세기 초의 신소설 등에 인칭제약을 위반하는 예들이 나타남.
언어의 변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는 문헌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국어사 연구
에서 늘 대두되는 문제이다. {-더-}의 인칭제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더욱 다양
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지영(1999:99)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
36)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실례는 ≪老乞大諺解≫(1670)의 예를 제시하고 있어 설명과 실례가 맞지 않는
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
37) 함께 제시하는 예는 최동주(1995)와 이지영(1999)에서 관련 논의를 하면서 제시한 것을 가져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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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더-}의 인칭제약과 관련된 문제는 “단지 인칭제약을 위반하는 예들이 언제까지 발견되느
냐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더-}의 인칭제약과 관련된 기술은
언제 발생하였느냐 혹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는가보다는 언제 완성되었는가에 초점이 있게
된다. 동시에 최동주(2002나)의 지적에서처럼 인칭제약을 위반하는 예들의 출현이 인칭제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동주
(2002나)에서 일부 문헌에 국한되지만 1인칭 주어와 ‘-엇더-’의 출현을 비교한 것 등은 {-더-}
의 인칭제약 성립과 관련하여 문헌에 반영된 현상을 해석하는 하는 데에 보다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주(1995), 이지영(1999)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통시적 관점에서 인칭제약의 성립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본 논의를 찾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는 최동주(2002나)에서처럼 문헌별로 인칭
제약을 위반하는 예의 출현비율, 환경, 문헌의 특성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인칭제약의 성립 원인
{-더-}의 인칭제약이 성립된 원인에 대해서도 최동주(1995)와 이지영(1999)은 약간의 견해차
를 보인다. 최동주(1995)는 ‘-엇-’의 문법화로 인한 시상 체계 전반의 변화 때문에 {-더-}의
인칭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결형에서는 ‘-엇-’의 문법화가 완성된 이후 시제 체계의 압
력 때문에, 연결형에서는 종결법 {-더-}의 영향 때문에 인칭제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지영(1999: 55-65)에서는 ‘-엇-’의 문법화라는 원인 외에도 {-더-}의 기능변화, 즉 가정적
상황의 일을 발화시에 말하는 기능을 상실해 가는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니’와 관
련하여 인칭제약이 더 늦게 발생한 것은 전제의 기능을 가지는 ‘-니’의 영역 축소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더-}가 가정적 상황을 발화시에 말하는 기능을 잃어
버리면서 인칭제약이 확고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이수진(2018: 122)에서는 {더-}의 인칭 제약이 성립된 것은 {-더-}의 기능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논의는 모두 {-더-}의 인칭제약이 성립된 것은 ‘-엇-’의 문법화로 인한 연쇄적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를 파악
하는 데에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③ {-더-}의 인칭제약 성립이 가지는 의미
최동주(1995, 2009)에서는 {-더-}의 인칭제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더-’의 기능이 변화했음
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이지영(1999: 100)에서는 {-더-}가 서법 요소가 된 것은 ‘-엇-’의 문법
화로 인한 것이며 그 증거는 인칭제약의 발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칭제약의 문제는 {-더
-}가 서법 요소라는 점을 드러내 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님을 지적한 바 있
다.
2.5. ‘-더시-’와 ‘-시더-’ 공존형에 대한 해석
후기중세국어부터 나타나는 ‘-더시-’와 ‘-시더-’ 공존형은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의 변화가 반영
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몇 가지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더-}의 통합순서가 변화한 것인가 ‘-시-’의 통합순서가 변화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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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장에서는 {-더-}의 통합순서가 뒤로 변화하였다는 입장이고 후자의 경우는 ‘-시-’의 통
합순서가 앞으로 재배열 되었다는 입장이다. 어떤 선어말어미의 통합순서가 변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통합순서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통합순서의 변화 원인을 {-더-}와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인가 ‘-시-’와 관련
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합순서 변화의 원인을 {-더-}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입장
에서는 결국 ‘-더시-’, ‘-시더-’의 공존형이 {-더-}의 순서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
다. 반면 통합순서 변화 원인을 ‘-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들 공존형이 ‘-시
-’의 순서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통합순서의 변화 원인을 {-더-}와 {-시
-} 외의 다른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
‘-더시-’와 ‘-시더-’가 {-더-}의 순서 변화로 나타난 공존형이며 그 원인도 {-더-}와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에는 안병희(1967: 207), 이승욱(1973: 202), 안병희・이광호(1990: 236), 주경미
(1990: 160), 김영욱(1995: 163), 최동주(1995ㄱ, ㄴ), 박부자(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시-’는 고정된 성격을 지닌 것, 즉 기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통합순서의 변
화가 있기 위해서는 {-더-}의 기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영 1999)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劉昌惇(1961: 272)은 ‘-더시- > -시더-’와 ‘-거시- > -시거-’의 변화에
대해, ‘-더-’와 ‘-거-’의 과거 시상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약화해 가는데 비해 ‘-시-’의 어의
구성 역할이 점차 강대해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고, 안병희(1967: 207)에서는 시상형태
‘-거-, -더-’와의 전위는 시상어미가 기능약화로 후속하는 어미와 밀접히 결합되므로 말미암
은 것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安秉禧·李珖鎬(1990: 236)에서는 ‘-거/어-’, ‘-더-’가 기능 약
화로 어말어미와 융합되어 쓰이게 된 사실과 이들 어미와 ‘--’가 갖는 서열상의 불일치를
배제하려는 현상에 말미암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영욱(1995: 172)에서는 시제를 담당했던
‘-더-’가 양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고, 崔東柱(1995ㄱ, ㄴ)는 통합순서의 변
화 요인을 15세기 이전에 이미 ‘-더- : -거-’의 相的인 대립이 붕괴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주경미(1990: 160)는 중세국어에서 ‘-더시-, -거시-’가 16세기를 거쳐 근대국어에 오면서 이
들의 서열이 서로 뒤바뀌게 된다고 하면서 이는 {-더-}, {-거-}의 의미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더-}의 시상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본 劉昌
惇(1961:272), 안병희(1967: 207), 주경미(1990: 160) 등의 견해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엇-’의 생성 이후 ‘-더-’의 변화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기와 관련하
여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박부자(2006)은 ‘-더시-’, ‘-시더-’의 공존형이 ‘-더-’의 통합순서 변화로 나타난 것이라
는 데에는 앞에 제시한 논의들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더-’의 기능 변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
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부자(2006)은 이들 공존형에서 ‘-더-’의 의미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더-}의 기능 변화를 통합순서의 원인으로 본 기존의 논의와 다른 원인
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14세기를 지나면서 선어말어미의 목록 및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시상 혹은 서법 선어말어미들의 변화로 {-더-}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 앞에
위치하지 않게 되면서 시상 혹은 서법 선어말어미 가운데 홀로 ‘-시-’ 앞에 남아 있던 선어말
어미 {-더-}가 체계의 압력을 받아 ‘-시-’에 후행하는 것으로 통합순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았다.
‘-더시-’와 ‘-시더-’ 공존형을 선어말어미 ‘-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견해는 이
현희(1994a:149 각주 13)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확인법 + 존경법]에 나타나는 ‘-시-’와
[부동사어미 + 동사어간 ‘시-’]의 구성에 나타나는 ‘시’가 혼동되었기 때문에, [확인법 +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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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어시-’가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통합순서가 변화되었고 이에 유추되어 ‘-거-’
와 같은 서열에 있는 ‘-더-’도 ‘-시-’ 뒤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이지영
(1999)으로 이어지는데, 이지영(1999)은 [거+시]가 [시+거]의 순서로 변화하는 것이나 [더+시]
가 [시+더]의 순서로 변화하는 것의 제1차 동인(動因)이 ‘-시-’의 이중적인 성격에 있음을 논
한 바 있다. 이지영(1999:38-39)에서는 ‘-시-’는 주체를 높이는 기능 뿐 아니라 또 다른 기능
도 가지고 있는 선어말어미였고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선어말어미 ‘-시-’의 통합 순서가 {-더
-}나 ‘-거-’의 뒤였다가 점차 ‘-시-’가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로 확정되면서 ‘-시-’는 동사 어
간에 좀더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지영(1999)는 ‘-더시-’와 ‘-시더-’ 공존형이 ‘-시-’에 의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시-’가 ‘-더-’에 선행하는 것으로 재배열되었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 통합순서가 앞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입장은 이현규(1995)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
만 이현규(1995: 155)는 그 원인이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를 구성하는 선어말어미
들의 내적 질서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의 변화에 있다고
하였다. 즉 ‘--’의 통합순서 변화로 말미암아 ‘-시-’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순서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 변화는 16세기에 확인되는 것이고 ‘-더시-’와 ‘-시
더-’ 공존형은 15세기부터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 상 맞지 않는다.
셋째, 후기 중세국어 시기 ‘-더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후기중세국어의
‘-더시-’가 역사적 잔영이라는 입장과 당시의 일반적인 언어 현상이라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더-’ 통합순서의 변화가 15세기 이전 ‘-거-’와 ‘-더-’의 相적인 대립이 붕괴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본 최동주(1995/2015:58)는 15세기의 자료에 나타나는 ‘-더시-’의 형태는 비록 그것
이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잔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더시-’
가 역사적 잔영이라는 데에는 이지영(1999: 39)도 견해를 같이 한다. 이 시기의 문법체계 전
반을 고려한다면 주체 높임이 아닌 ‘-시-’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전 시대의 잔영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기의 ‘-더시-, -거시-’도 이전 시대의 잔영이 되며 ‘-시더-, 시거-’는 ‘-시-’의 자리매김이 확정적으로 되면서 즉 주체높임으로 확정되면서 나타나게 된
새로운 통합순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양정호(2003: 70-71 각주)는 한글 자료의 ‘-더시-, -거
시-’는 중세국어 이전의 고정적 배열 순서38)를 반영하고 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런데 이들 논의에서 말하고 있는 ‘잔영’이 남풍현(1987)에서 ‘-드-’의 존재를 언급하며
말한 ‘잔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김영욱(1995: 172)에서 ‘-더시-’형은 15세기 당
시에 형태 배열의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이현규(1995: 159)는 15세기의 {-더-}와 {-시-}의 통합구조는 ‘-더시-’가 보편적인 구조
라고 하였고 박부자(2006)에서는 ‘-더시-’와 ‘-시더-’의 출현 비율을 비교하면서 15세기에는
‘-더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넷째, 통합순서의 변화 시기를 언제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15세기 이전에 변화가 시작
되었다는 입장과 근대국어에 들어오면서 이들의 서열이 바뀌게 되었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다만 주경미(1990)에서는 “중세국
어에서 ‘-더시-’로의 통합을 보였으나 16세기를 거쳐 근대국어에 오면서 이들의 서열이 서로
뒤바뀌게 된다”고 하여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8) 양정호(2003: 70-71 각주)는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을 유동적 배열 순서라
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고정적 배열 순서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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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형태 ‘-더-’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황선엽(서울대학교)
이 글은 통시적 관점에서 시상형태 {-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
을 쟁점별로 분리하여 검토한 것이다. 시상형태 {-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일정
한 주제로 묶어 시기별로 정밀히 고찰하였다는 데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토론자
는 시상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 이에 글을 읽으면 떠오른 단상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우선 5쪽에서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의 ‘--, -드-’에서 후기 중세국어의 {-더-}, 근대국
어의 ‘--, -드-’를 일직선상에 놓고 그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오히
려 {-더-} 계열 형태와 ‘--, -드-’ 계열의 형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지 모
른다. 이와 같더라도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왜 {-더-}만 나타나고 ‘--, -드-’가 잘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如-’나 ‘--’와 ‘-[드]-, -[]-’의
관계 또한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중략) 후기중세국어 이후로도 통시적 관점에서 {-더-}
관련 형태에 대해 그간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문헌별, 환경별로 ‘-더-, --, -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다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어노걸대
≫에서 {-더-}의 이형태로 ‘-/드-’는 다수 출현하나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였을 때만
나타난다는 규칙성이 발견된다(아쳠든 類들이<청노7:24a>)”고 한 오민석(2013:86, 144)의
지적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쌓인다면 ‘-더-, --, -드-’에 대한 유의
미한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드’와 ‘더’를 두 가지 계열로 나누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대국어에서도 맞춤법상으로는 회상의 형태는 ‘더’로
정해 놓았지만 실제 자연발화에서는 ‘더’와 ‘드’가 공존하며 따라서 표기에서도 이 둘이 혼동
되는 일이 많다. 즉, ‘더’와 ‘드’는 두 계열의 다른 형태라기보다 수의적 변이형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음으로 ‘2.3. 후기 중세국어 {-더-}의 기능과 범주적 성격’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첫째, {더-}를 서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 둘째 {-더-}를 시제와 동작상이 복합된 것으로 보는 것,
셋째 {-더-}를 시제, 서법, 동작상의 복합체로 해석하는 것의 셋으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하였
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기술은 너무 간단하여 각 연구들의 차이
와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좀더 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를 바탕으로
한 논의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더}의 인칭제약과 ‘-더시-’에서 ‘-시더-’로 어순이 바뀌는 문제만을 논의하였는
데 {더}의 기능 및 의미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거승로
보인다. 즉 세부적인 변화에 대한 면밀한 고찰도 필요하지만 그 결과 나타나게 된 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기술하여야 이 글의 진정한 의의가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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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논문은 중세국어, 근대국어 시기의 시상형태 ‘-엇-’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성과와 전망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시상형태 ‘-엇-’은 ‘-더-’, ‘--’, ‘-리-’와는 달리 보조용언 구
성 ‘-어 잇-’의 문법화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2) 때문에 ‘-엇-’에 대한 연구는 ‘-엇-’의 형성
부터 기능 변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형성과 기능에 대
한 연구 내용 및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시상형태 ‘-엇-’에
대한 연구의 전망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현대국어에서 ‘-엇-’은 일반적으로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엇-’이 ‘과거’만을 나타
내는 것은 아니며 ‘완망상(imperfective)’이라는 상을 나타내는 표지로 이해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한국어에서 동일 형태가 시제와 상, 서법에 두루 쓰이는 현상으로 인해 시제와 상, 서법
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며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었-’이다. 때문에 ‘-엇-’이
시제를 나타내는지, 상을 나타는지에 관련한 논의부터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여러 연구에
서 무수히 지적되었듯이 한국어의 시제, 상, 서법은 엄격히 분리되지 않고 한 형태소가 이들
범주의 기능을 더불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범주가 우선인가 하는 논의부터 다양한
전개가 펼쳐져 왔다.
‘-엇-’은 ‘-어 잇- > -엣- > -엇- > -었-’의 과정을 거쳐 현대국어의 ‘-었-’이 형성되었다
는 것이 일반적인 통용되는 논의이다. ‘-엇-’의 형성은 보조용언 구성의 ‘-어 잇-’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상형태 ‘-엇-’을 논의하는 과정에
서 ‘-어 잇-’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이나 ‘-어 잇-’은 ‘-엇-’의 형성과 관련해서만 다루고자 한
다.3)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국어의 시상체계와
관련된 논의는 여기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형성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쟁점>
1. ‘-엇-’의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어 잇- > -엣- > -엇-’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가?
2. ‘-엇-’의 기능은 무엇인가?
3. ‘-엇-’의 시상형태로서의 출현 시기는 언제인가?
4. ‘-어 잇-’의 분포 변화와 ‘-엇-’의 문법화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1) 이 논문은 이수진(2018)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2) 보조 용언 ‘-어 잇-’은 ‘-어/아’, ‘잇-/이시-’ 이형태에 따라 활용형에서 다양한 이형태가 나타난다.
‘-어 잇-’ 뿐만 아니라 ‘-엣-’과 ‘-엇-’ 또한 마찬가지이나 기술의 편의상 이들 이형태의 대표형으로
‘-어 잇-’, ‘-엣-’, ‘-엇-’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다만 인용한 연구에서 쓴 형태 표기는 원문 표기를
밝혀 적기로 한다.
3) ‘-어 잇-’과 ‘-고 잇-’간의 관계나 ‘-어 잇-’ 자체의 의미 변화는 이곳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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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상형태 ‘-엇-’의 형성과 시기
시상형태 ‘-엇-’이 ‘-어 잇-’의 통사적 구성에서 비롯되었음은 지적할 필요가 없는 통설이
다. ‘-어 잇-’의 보조용언 구성은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완망상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4) ‘-어 잇-’은 향가 자료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2.1.에서는 ‘-엇-’의 형성의
근간이 된 보조용언 구성 ‘-어 잇-’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1 ‘-어 잇- > -엣- > -엇-’의 과정 논의
‘-엇-’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한 측면에서 수행되어 눈부신 성과를 거둬왔다.5) 대다수의
논의에서는 ‘-엇-’이 ‘-어 잇- > -엣- > -엇-’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 잇-’, ‘-엣-’, ‘-엇-’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서 이들 관계를 자유변이형(free variant)로 보는 견해와 세 형태가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에 대해서는 이승욱(1973), 허웅(1977), 한동
완(1986)을 들 수 있는데 15세기에 공존하는 세 형태에 대해서는 전자인 자유변이형이라고 보
는 입장이 좀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어 잇-’, ‘-엣-’, ‘-엇-’을 자유변이형으로 보는 입장에서 ‘-엣-’은 ‘-어 잇-’과 분포의 차
이를 크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1) ㄱ. 셔 도기 드러 님그미 나갯더시니 <용가49>
ㄴ. 石壁에 수멧던 녜뉫 글 아니라도 하 들 뉘 모리 <용가86>

4) 상(aspect)에 대해서 Comrie(1976)에서는 ‘상황의 내적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여러 방법들’이라고 정
의하였고, Lyons(1995: 322)에서는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의 문법화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상은
perfective와 imperfective로 나뉘는데 그간의 연구에서 perfective는 주로 완료상, 완결상 등의 용
어로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완망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기존과 차이점은 어떤 상황
의 ‘끝’에 방점을 두느냐 상황을 온전하게 시야에 넣고 바라보느냐에 있다. 박진호(2011: 304)에서는
완망상(perfective aspect)과 비완망상(imperfective aspect)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완망상은 ‘사
태를 멀리서 하나의 점처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고, 비완망상은 ‘가까이에서 사태의 내적 시간 구조
나 전개 양상에 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였다.1) Comrie(1976: 1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완전한(complete)’과 ‘완결된(Completed)’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perfective의 본질이 사태의
‘종결, 완결, 끝남’에 있지 않고 사태를 온전하게 시야에 넣고 바라보는 데에 있으므로 ‘완료상, 완결
상’으로 perfective를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동완(1984: 8)에서는 Comrie(1976)
의 용어를 번역함에 있어 ‘perfective’를 ‘완료’라고 번역할 경우 기존 영 문법 등에서 사용되어 온
‘perfect’와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perfective’는 ‘외망상’, ‘imperfective’는 ‘내망상’이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상을 어느 위치에서 조망하는가에 따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5) 15세기부터 ‘-엣-’과 ‘-엇-’이 공존하고 있음은 일찍이 파악되었으나 ‘-엇-’이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도 여러 이견이 있다. ‘-엇-’의 의미는 크게 ‘결과상태 지속’, ‘완료’, ‘과거시제’ 정도로 파악되는데
‘-엇-’이 문법화를 경험하였다고 할 때 통사적 구성 ‘-어 잇-’이 지닌 상적 의미와 시제적 의미의 전
환 내지는 발달의 단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이견이 있다. 이는 현대국어가 시제 중심
체계인지 상 중심 체계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속하는 ‘-었-’의 의미 기
능이 시제인지 상인지도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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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예는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엣-’ 형이다. 前間恭作(1924: 25)에서는 이에 대해
‘ㅅ’의 어원이 ‘잇’의 생략이라고 하면서 ‘얏’은 ‘야잇’의 축약이라고 하였다. 前間恭作
(1924: 95-96)에는 좀더 자세히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데 ‘나갯더시니’의 ‘갯’은 ‘가’에 ‘잇’이
포함된 채로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수메셔’와 ‘수멧던’도 이와 같다고 보고 있다.6) 이두에서
‘爲有去乙(야잇거늘)’, ‘爲有如(야잇더온)’, ‘爲有臥乎(야잇누운)’ 등을 보아도 ‘야- +
잇-’의 통합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두시언해』에서 ‘-엇-’ 형태로 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점차로 원형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승욱(1973: 195-196)에서는 ‘-엣-’의 발생을 ‘-더-’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중세국어 시
기 ‘-더-’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기존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엣
-’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엇-’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6
세기의 일이라고 파악하였다.
허웅(1975: 421-425)에서는 ‘-어 잇다’를 “‘어떠한 상태나 동작이 완료된 채 그대로 지속되
어 있음’을 나타내며, 으뜸풀이씨 ‘잇다’에서 온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으뜸풀이씨의 어미 ‘-아/어 잇-’의 /이/는 모음충돌을 일으키고, 이 두 말 사이에는 휴지를
둘 수 없으므로 한 음절로 축약된다고 한다. 이러한 축약된 어형은, 축약되지 않은 어형과 같
은 시기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15세기 말기에 가까워지면, /애, 에, 얘, 예/ 등의 하향이중모
음의 /ㅣ/(j)소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하야잇다’, ‘얫다’는 단순한 음
성적 축약형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얏다’의 /i/가 완전히 줄어 두 낱말의 형태
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기갑(1981: 10)에서는 ‘-아 잇-’과 ‘-앳-’이 원형과 축약형으로서 출현 환경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앳-’에서 /i/가 없이 쓰인 ‘-앗-’의 경우도 ‘지속’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음운의 차이가 반드시 기능 차이를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
고 하였다. 15세기의 공시적 관점에서 축약형 ‘-앳-’은 상태 지속적 의미의 ‘-어 잇-’의 자유
변이형(free variant)인 셈이라고 하였다.
(2) ㄱ. 부뫼 병야 잇거늘  그르디 아니며 약 제 모로매 맛보더라 <삼강 효:17>
ㄴ. 后ㅣ 아래 오래 病얫거시늘 大夫人이 占卜신대 <내훈 2:38a>
ㄷ. 아이 일즉 病엿거늘   열 번 가되 믈러와 편히 자고 <소언 6:101b>
위의 (2)는 동일한 어간과 통합하는 ‘-어 잇-’과 ‘-엣-’, ‘-엇-’의 예인데 (2 ㄴ)의 ‘-엣-’이
‘-어 잇-’이 가지고 있는 상태 지속의 의미를 그대로 보이고 있어 ‘-엣-’이 ‘-어 잇-’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어 잇-’과 ‘-엣-’의 상태 지속의 의미를 그
대로 가지고 있는 단순한 축약형으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다음 예문 (3)과 (4)를 확인
하여 보자.
(3) ㄱ. 中이 반기 어즐티 아니야 잇논  업디 아니니 <능엄 1:69b>
ㄴ. 고지 해 대예 비취옛고 됴 새 뫼해 가디 아니야 잇도다 <두해초 15:6b>
ㄷ. 네 아가 이 몯라 오니가 다 일즉 묻디 아니야 잇더니 <번노상:15b-16a>
(4) ㄱ. 그  大衆이 如來 울워 누늘 도 아니얫더니 <석보 11:16a>
6) ‘수메셔’는 ‘숨- + -어 # 이시 + 어’로 분석할 수 있고 ‘수멧던’은 ‘숨- + -어 # 잇- + -던’으로 분석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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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無量義處三昧예 드르샤 몸과 괘 뮈디 아니얫더시니 <법화 1:55a>
ㄷ. 帝 니디 아니얫더시니 皇太后ㅣ 니샤 <내훈2:40b>
ㄹ. 그듸 婚姻 아니얫더니 오 아 리 忽然히 行列이 이럿도다 <두해초
19:43a>
(3)과 (4)의 예는 ‘아니-’와 통합하는 ‘-어 잇-’과 ‘-엣-’의 예문이다. (4)에는 ‘-더-’와 통
합하는 형태가 제시되어 있는데 ‘-엣-’과 통합하는 어미는 15세기 후기로 갈수록 15세기 중기
보다 ‘-더-’와 통합하는 형태가 적게 나타난다. 이는 지속상을 가진 ‘-어 잇-’이나 ‘-엣-’이
점차 ‘-엇-’으로 발달하고 ‘-엇-’이 가진 완망상적 의미와 ‘-더-’가 가진 비완망상적 의미가
충돌하기 때문인데 ‘-더-’는 또한 경험을 나타내는 용법으로도 쓰여 상적 의미로만 쓰이지 않
는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최명옥(2002)에서는 ‘-어 잇- > -엣- > -엇- > -었-’에 대해서 형태론적 또는 형태사적 문
제에 집중하여 접근하였다. 특히 ‘-어 잇-’이 축약된 ‘-엣-’이 ‘-엇-’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합
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형태론적 논의에 집중하였다. 15세기의 과거시제 어미
의 출현 환경을 [-관형절]과 [+관형절]로 나누어 살펴보고 ‘-엣-’, ‘-엇-’중 ‘-엣-’이 일반적으
로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에시-’, ‘-어시-’중 ‘-어시-’의 예가 더 많다고 하였다.7)
최명옥(2002: 140)에서 『두시언해』가 제1기와 제2기를 구분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자료이
며 제1기에 일반적으로 실현되던 ‘-엣-’이 이 문헌에서 ‘-엇-’으로 바뀌었다고 보았다.8)

<그림 1> 15세기 ‘-어 잇-’, ‘-엣-’, ‘-엇-’의 문헌별 출현 양상

7) 후행 어미의 종류에 따라 ‘-엣-’, ‘-엇-’형과 ‘-에시-’, ‘-어시-’ 형이 나타나므로 ‘-엣-’, ‘-에시-’의
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관형절]에 ‘-엣-’, ‘-에시-’에 후행하는 어미는 ‘은, ’인데 항상 어
미 ‘-은’은 ‘-더-’를 선행하는 형태로 ‘-던’을 요구하고 있다.
8) 최명옥(2002)에서 1기와 2기의 분기점을 『두시언해』 초간본 간행에 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두시언해』 초간본에서부터 ‘-엇-’의 형태가 폭발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최명옥(2002)에서는 ‘-었-’의 형성에 참여한 ‘존재표시 어간’은 ‘-잇/이시-’로만 보지
않고 여기에 ‘-잇/이시-’의 쌍형어 ‘시-’를 포함하여 ‘-엇-’과 ‘-어시-’의 발달시기와 방향이 달랐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명옥(2002: 138)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간행 문헌을 총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기는 『몽산화상법어약록』이 간행된 1472년 이전까
지이며, 제2기는 『두시언해』 초간본 간행년인 1481년부터 『종덕신편언해』가 간행된 1700년대 후기
이전까지로 설정하였다. 제3기는 『증수무원록언해』 간행년인 1792년부터 『태상감응편도설언해』의 간
행년 1852년 이전까지로, 제4기는 『남궁계적』의 간행년 187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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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은 15세기에 나타난 ‘-어 잇-’, ‘-엣-’, ‘-엇-’의 양상을 문헌별로 제시한 것이
다. 어절 분량이 비슷한 『월인석보』와 『두시언해』에 나타난 ‘-어 잇-’, ‘-엣-’, ‘-엇-’을 비교
할 때 『두시언해』에 나타나는 ‘-엣-’, ‘-엇-’의 분량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9)
한동완(1986)에서는 ‘-엣-’이 ‘-엇-’으로 변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허웅
(1982)에서는 앞 시기의 ‘-엣-’에서 /j/가 탈락하는 과정을 거쳐서 ‘-엇-’이 되었다고 설명하
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지양(1998: 181)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설정하는 ‘-어/아 잇- > -엣/
앳- > -엇/앗-’의 변화 과정에 의문을 품는다. 아무런 조건 없는 상황에서 /j/이 생략될 수
있으리라 쉽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엣/앳- > -엇/앗-’의 변화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엣-’과 ‘-엇-’이 ‘-어 잇-’에 의한 형태이기는 하나 ‘-엣-’은 축약에 의한 융합형이
고 ‘-엇/앗-’은 모음 ‘ㅣ’의 탈락에 의한 융합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10)
김종규(1986: 259)에서는 ‘-어 잇-’과 ‘-엣-’을 모음충돌 회피로 설명하고자 한다.

형태소

경계를 넘어선 단계에까지도 모음충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잇’
의 /i/가 /j/로 반모음화 되어서 ‘-엣-’으로 축약된 것인데 단어 경계인 ‘-어 잇-’의 구성에
존재하는 휴지가 삭제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보조용언 구성의 ‘-어 잇-’이라 할지라도 그 경계에 존재하는 휴지를 수의적으로 삭제하는
규칙을 설정해야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보조용언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고 왜 ‘-어 잇-’에만 이
러한 휴지의 삭제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규(1986)에서는 모
음충돌 회피현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며 형태론적 고려가 선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어 잇-’은 단순한 보조용언 구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와
‘잇-’의 결합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나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를 획득한
하나의 문법화된 형태로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 잇-’의 문법화에 의해 휴지가 삭제되어 축약된 형태 ‘-엣-’ 형태에서 ‘-엇-’으로 발달
이 완료되려면 최명옥(2002: 137)에서 지적한 것처럼 ‘에>어’의 변화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고광모(2004: 371)에서는 최명옥(2002)에서 지적한 ‘에>어’의
변화에 대해서 ‘둘챗>둘찻’, ‘앳가>앗가’, ‘됫고마리>돗고마리’ 등의 어휘 변화를 통해 종성의
‘ㅅ’ 앞에서 j가 탈락한 예가 있음을 밝혀 최명옥(2002)에서 지적한 내용을 부정한 바 있다.
한재영(2002)에서는 ‘-어 잇- > -엣- > -엇-’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엇-’이 15세기 이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주장하였다. ‘∅’ 형태로 실현되는 과거 시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데
에서 오는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엇-’을 취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15세기 이전의
‘-엇-’의 분포는 접속구문 등에서만 나타나고 일반 서술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분포상의 제
약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고광모(2004: 373-374)에서는 한재영(2002)의 해석은 성립하
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15세기의 ‘-엇-’이 이미 과거시제 표지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5세기
9) 『월인석보』가 약 16만 2천 어절, 『두시언해』가 약 12만 7천어절인데 『두시언해』가 시가문헌이라는
특성상 ‘-어 잇-’보다 ‘-엣-’, ‘-엇-’이 더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을 시기에 따라 ‘-어 잇- > -엣- > -엇-’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는 것이 옳을
지, 문헌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파악해야 할지는 현재로서는 결론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때문에 ‘-어
잇- > -엣- > -엇-’이라는 단계 설정에서 단선적인 발달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
의 생각이다.
10) 이지양(1998: 181 주8)에서는 현대국어의 예를 들어 ‘-아 있-’이 ‘-았-’으로 줄어드는 것이 공시적
으로 가능한 일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예문은 ‘꼼짝말고 앉아 있어/꼼짝말고 앉았어’로 명
령문 ‘앉았어’에 쓰인 ‘-았-’은 과거일 수 없기 때문에 ‘-아 있-’의 단순 융합형이라는 것이다. 이는
‘-어 있-’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적 의미에 의한 것으로 상태지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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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엇다가, -엇거든’ 따위가 그 이전 시기의 과거시제 표지 ‘-엇-’의 존재를 보장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재영(2005)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공고히 하고 있다.
정언학(2007)에서는 ‘-어 잇-’, ‘-엣-’, ‘-엇-’의 세 형식을 자유변이형이라고 본 견해와 달
리 이 세 형식이 문법 층위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어 잇-’이 ‘-엣-’(1단계 변화형),
‘-엇-’(2단계 변화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월인석보』까지의 초기 문헌에서는 1단계 변화
형만이 나타나지만 1460년대 문헌부터 15세기 말까지 1단계 변화형과 2단계 변화형이 공존한
다고 하였다. 16세기부터는 일부 보수적 표기를 제외하면 전면적으로 2단계 변화형만이 나타
나게 되어 ‘-엇-’은 선어말어미로 형태화된다고 한다.11)
박영준(1998)에서는 ‘-엇-’의 통시적 변천을 논의하면서 향가 자료에 사용된 ‘-어 잇-’<혜성
가>의 ‘浮去 伊叱等邪’는 ‘-어 잇-’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하였고

‘軍置 來叱多’는

‘-어 잇-’ 형으로는 볼 수 없다 하였다. 박영준(1998)에서는 ‘-었1-’, ‘-었2-’, ‘-었3-’을 상정
하여 각기 다른 형태소로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었3-’의 경우는 ‘-어 잇-’이 가
지는 ‘현재 지속’의 의미가 아닌 이미 형태적으로 융합되어 ‘완결’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2.2. 중세국어 시기 이전에 존재한 시상형태 ‘-엇-’
‘-엇-’이 15세기 이전에 발생했다는 논의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재영(2002)에서 확인
할 수 있 수 있는데 시상형태 ‘-엇-’이 이미 15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태도를 취한
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 시기 과거는 무표적 ‘∅’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ㄱ. 夫人ㅅ 벼슬 아시고 그 蓮花 리라 시다 <석보11:31a>
ㄴ. 내 마 發心호니 엇뎨 住며 降리고 야 <금삼2:4b>

(5ㄱ)은 ‘(녹모)부인의 벼슬을 빼앗으시고, 그 연꽃을 버리라고 하셨다’로 해석된다. ‘시다’
에는 형태적 시상표지가 없는 ‘∅’를 상정할 수 있다.12) (5ㄴ)은 시간부사 ‘마’에 의해 ‘發
心’한 것이 ‘降’하는 것보다 선행함을 알 수 있고 이미 과거의 사건임을 파악할 수 있다.13)
(5)와 같이 중세국어 시기 ‘∅’로 과거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한재영
(2002)에서는 15세기 국어의 과거시제 요소로는 ‘∅’ 외에 ‘-엇-’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6) ㄱ. 傳니 마 고 노  보앗니라 <두해초21:36a>
ㄴ. 구루믈 아나 하니 치운 虛空 머리 우희 휫둘엇도다 <두해초14:22a>
(7) ㄱ. 리 답고 諾디 아니야 손애 일을 잡앗거든 <소학2:15b>
ㄴ. 관져 모시편명이니 어딘 겨집븨 일 닐엇니라 <정속5b>

11) 여기에서는 ‘-엇-/-어시-’로 표기하고 있으나 표기의 편의를 위해 ‘-엇-’으로만 나타냈음을 밝힌다.
12) 고영근(1981/1989: 13)에서는 특정한 형태소가 개입됨 없이 용언의 동작류에 따라 시제가 결정되는
것을 ‘부정법(不定法)이라고 하였다.
13) 고영근(1981/1989: 84)에서는 부정법 형태 중 내포문에서 [-상관성] 동작류를 띤 동사에 붙어 직설
법, 회상법, 추측법과 계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과거시제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정법 형태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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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7)은 시상형태 ‘-엇-’이 쓰인 예문이다. (6)과 같이 서술구문에 쓰인 ‘앗’의 예는 『두
시언해』를 비롯한 몇몇 자료에 한한다. 한재영(2002: 209)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의 ‘∅’가 과
거를 나타내는 데에 쓰였고, 그것으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데에 충분하였다면 ‘앗’의 출현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도 하였다. 한재영(2002: 210)에서는 ‘-엇-’의 출현이 ‘-어 잇- > -엣- >
-엇-’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15세기의 사건이 아님을 뜻한다고 하였다. 즉 ‘∅’ 형태를 취
할 경우에 생기게 되는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엇-’이 존재한다는 것이다.14) 한재영(200
2: 213)에서 제시한 향가의 자료를 좀 더 분석해보기로 한다.15)
(8) ㄱ.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아야 라라 갯야) <혜성가>
ㄴ. 倭理叱軍置來叱多(여릿 軍도 왯다) <혜성가>

(8)의 ‘浮去伊叱’이 ‘떠가 + -아 잇-’으로 해독이 되는 것으로 향가에서의 ‘-어 잇-’의 존재
를 보여주는 예이다.16) 한재영(2002: 213)에서는 (7ㄴ)의 ‘ 來叱多’를 ‘왯다’로 풀이한 김완진
(1980)의 해독을 따랐는데 여기에서 ‘叱’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기능을 표기하는
수단으로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시제가 과거임을 선명히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하
였고 ‘有’와 ‘有叱’의 차이를 ‘있다’와 다른 의미의 ‘있었다’를 나타내기 위한 조처로 이해하기
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앞서 제시한 ‘去伊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쉽게 납득이 되
지 않는다. ‘去伊叱’가 ‘거- + -어 잇-’17)으로 해독한다고 할 때 ‘阿叱’ 등으로 ‘-엇-’을 표기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 이승욱(1973: 189)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향가의
‘去伊叱’를 ‘갯’으로 해독할 수는 없으며 이 시기에는 ‘-엣-’형이 용인될 수 없다고 하였다.18)
14) 여기에서 중의성이란 ‘∅’라는 무표적 표지때문에 그 시제가 과거인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히 드러나
지 않는 데에서 오는 중의적 해석 여부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엇
-’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반 서술문의 경우에는 주로 ‘∅’ 형
태가 선택되지만, 접속구문 등에서 문장의 의미를 선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앗’을 취하여 분포
에 제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제한된 분포가 16세기에 들어서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지적하였다.
15) 아래에 제시한 향가는 <彗星歌>로서 한재영(2002)에서는 김완진(1980)의 해석을 따랐다.
16) 향가 해독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음을 확인하면 과거시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後
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의 해독이 학자들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ㄱ) 後句 (이) 갓더라(小倉進平)
(ㄴ) 아으  아래 갯더라(양주동)
(ㄷ) 아라 아 아 잇라(이 탁)
(ㄹ) 아야  가 잇다라(홍기문)
(ㅁ) 아으  아벌라 가 잇야(정렬모)
(ㅂ) 아으  갯드라(지헌영)
(ㅅ)
딸 아라이 갯따라(김선기)
(ㅇ) 아야 달아라 갯드라(김 준)
(ㅈ) 아으 달아라 가 잇드라(서재극)
(ㅊ) 아야 라라 갯야(김완진)
‘-어 잇-’형이 나타나는지 ‘-엣-’형이 나타나는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7) ‘-어’는 동일모음탈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18) 그 이유로는 ‘-엣-’과 같은 결합형식은 발달과정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발달 형식이라는 것
은 불완전한 형태로 통용되다가 쇠퇴하거나 안정형식의 단위로 확립되어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의 기간
이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가 이 문제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다만 ‘-엣-’이 고대국어 시기부
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면 15세기 문헌 자료의 ‘-어 잇-’과 ‘-엣-’, ‘-엇-’ 8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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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가 시대에 과거시제로서 ‘-엇-’을 표기하기 위해 왜 ‘阿叱’형태가 나타날 수 없는가? 여기에
는 쉽게 답할 수가 없다.
한재영(2002)에서 ‘叱’을 과거형의 ‘ㅅ’으로 보려고 제시한 형태는 ‘來叱多’이다. 이는 ‘왓다,
왣다, 왯다, 옷다’와 같이 해독이 같지 않은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처리한 ‘왓다, 왣다, 왯다’가
있다. 유창균(1994: 751)에서는 ‘왓다’에 선행하는 ‘왯다’가 상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거를
표기한 것이라면 마땅히 ‘來阿有叱多’와 같이 표기되었을 것이라 하였으며 ‘達阿羅浮去伊叱等
邪’가 이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어 잇-’과 같은 형태가 이 시기에 이미 발달하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하였지만 ‘來叱’을 ‘왯-’으로 표기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며 이것을 감탄형 ‘ㅅ다’로 보았다. 오히려 이 시기에 ‘-어 잇-’이 발달하고 있었다면 그 의미는 ‘有’로는 표시할
수 없는 문법적인 것이며 ‘(阿)伊叱’로 쓰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승욱(1973: 189)에서는 ‘-앗/엇-’의 형성과 발달에 관계되는 정보가 있음을 지적한다.
<彗星歌>의 ‘達阿羅浮去伊叱等邪’를 들어 이 향가의 형성 연대로 미루어 7세기의 것이라고
전제할 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완료의 부동사
어미 ‘-아/어’와 ‘잇-/이시-’(在)와의 결합형식 ‘-앳/엣-’이 15세기 국어에서 분석된다고 해서
여기 ‘去伊叱’을 ‘갯-’으로 직결시키려는 데는 주저치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앳/엣-’과 같
은 결합형식이 어원적인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의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일반론에 의해 추
측할 때 발달형식의 형태가 수세기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고 지
적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去伊叱’는 ‘가 이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적어도 향
가 자료의 시대에서는 ‘-앳/엣-’형은 용인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이승욱(1973: 194-5)에서 ‘-더-’의 성질을 이야기 하면서 시제성은 점차 가리어지는 한편,
상이 두드러지게 되어서 기능적인 지속상이 나타나며, 이것은 회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
였다. 이러한 변이의 빈자리를 위해 오래 전부터 관용되어오던 결합 형식 ‘-엣-’을 채택하게
되었고 15세기 후기가 이 일을 결정적으로 진행시켰던 시기로 보았다.
향가 자료에서 ‘-어 잇-’의 연결 관계는 고대국어의 시기에도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추적했
고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아/어’를 존재의 뜻을 가진 ‘잇-’이 받고 있는 구성으로 직선적이
며 일차적인 의미의 연결 관계라고 하였다. 향가 자료의 ‘叱’을 분석하면서 이것을 과거표지
‘-앗-’으로 해독할 여지보다는 감탄의 ‘-ㅅ다’와 관련짓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아마
같은 <彗星歌>내에 존재하는 ‘-어 잇-’의 형태 ‘去伊叱’이 보여주는 ‘-어 잇-’ 구성을무시하면
서까지 ‘叱’을 ‘-엇-’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3. ‘-엇-’의 기능과 변천
3.1. 중세국어 시기 ‘-엇-’의 기능
앞서 ‘-엇-’의 형성은 ‘-어 잇-’이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았다. 박영준(1998)에서는 이

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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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어 잇-’의 통사적 구성에서 ‘-엇-’의 형태적 구성으로 바뀌어가는 단계에 따라 ‘-었
1-’,

‘-었2-’, ‘-었3-’으로 나누었다. ‘-었1-’은 ‘-어 잇-’의 ‘현재 지속’ 의미를 가지며 ‘-어’,

‘잇-’의 기능이 병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었2-’는 ‘-어 잇-’ 구성 중 ‘-잇-’의 기능이 우세
한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었3-’은 ‘-어 잇-’이 완전한 형태적 구성으
로 융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때의 기능이 ‘완결’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이지만 ‘-었1-’, ‘-었2-’는 여전히 통사적 구성의 음성적 축약형이라는 분
석이며, ‘-었3-’이 새로운 형태소로서 ‘완결’의 의미로 과거 시제에만 사용된다고 보았다. 이러
한 처리는 ‘-었-’이라는 동일 형태소가 시제와 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재고되어야 한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승욱(1973)에서는 16세기에 들어와서 ‘-엣-’이 ‘의미․지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여 지시성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엇-’이라고 하였다. 이 어미의 출현으로 과
거시제 어미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한동완(1986)에서는 16-17세기에 형성되었다고 본
다. 그런데 ‘-어 잇-’은 존재사로서의 의미와 선행하는 서술어의 의미로 인해 ‘과거’라는 시제
표현보다 어떠한 상적 표현으로서 먼저 쓰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 잇-’이 완료
내지 상태 지속상을 지녔다고 해서 이러한 속성이 항구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안예리(2013)에
서도 ‘-엇’을 분석하여 ‘-엇-’와 ‘-은’의 통합으로 보고 상황의 동시성을 가진 ‘--’가 상
황의 선시성을 가진 ‘-엇-’과 통합할 수 있었음을 보았다. 이는 ‘-엇-’이 상태 지속상을 나타
내던 시기에 ‘-’와 통합하였고 ‘-엇-’이 과거시제의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엇’의 구성은
소멸하게 된 것으로 본 것이다. ‘-어 잇-’의 완망상이 점차 약화되어 갔지만 ‘-엇-’으로 형태
가 정립될 때까지도 일부분 완망상 내지 상태 지속상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두시언해』에서는 15세기 중기에 일반적으로 실현되던 ‘-엣-’이 ‘-엇-’으로 바뀌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필자가 정리한 ‘-엇-’과 관련된 15세기 문헌의 중 ‘-엣-’과 ‘-엇-’의 예는 다음
(9), (10)과 같았다.19) 이 중 ‘-엇-’이 출현하는 『두시언해』 이전 시기의 문헌은 『내훈』 밖에
없었다. 『두시언해』는 ‘-엇-’ 통합형이 이전 시기 문헌보다 더 많이 출현할 뿐만 아니라 ‘-엣
-’ 통합형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한 어간 뒤에 ‘-엣-’과 ‘-엇-’이 함께 출현하는 『두
시언해』의 예도 확인할 수 있었다.
(9) ㄱ. 馬ㅣ 녜 사호니 江東엣 나그내 도라가디 몯얏노라<두해초 3:43b>
ㄴ. 內竪 뫼왓 혀 臣下ㅣ라<내훈 1:36a>
ㄷ. 席帽 珠玉로 몃니 婦人 盛 吉服이라<남명 하:21b>
ㄹ. 이슬 저즌 藤蘿ㅅ 架子 고  엿 桂樹ㅅ 들구를 스치노라<두해초
19:9a>
ㅁ. 風塵이 어드워 여디 아니얏니 네 가 어느  올다 <두해초 8:37b>
ㅂ. 믌 亭子애 모다셔 醉코 雲嶠篇 그를 자밧노라 <두해초 22:55a>
ㅅ. 하로브터셔 순 히 저젓니 더위 當야 니부니 도다 <두해초 11:23a>
ㅇ.  실로 긴 고기 야 잡고 프른 수레 玉 리 조찻도다 <두해초 22:51a>
ㅈ. 조왼 긼이 페 旌旗 랏고 뎌 亭子ㅅ 가온 갈 지엿도다 <두해초 9:7b>
ㅊ. 이스레 두위티며 비 튜믈 조쳐니 펴 漸漸 펴뎟도다 <두해초 15:8a>

19) 이 예들만 출현한 것은 아니지만 ‘-엣-’과 ‘-엇-’을 동시에 보여주는 동일 서술어가 있는 예를 위주
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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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師子座ㅣ 이쇼 노 다 由旬이오  大寶로 몟더니 <법화 4:121a>
ㄴ. 智慧와 예 님금 스치샤미 드롓니 나며 드로매 諸公의게 옛도다<두해초
5:41b>
ㄷ. 每常妄心 자뱃다가 믄득 야 외다 샤 닙고 <능엄1:91a>
ㄹ. 元氣ㅣ 즐우러 야 障子ㅣ 오히려 저젯니 眞宰ㅣ 하해 올아가 할오 <두해초
16:30a>
ㅁ.  符牒 傳니 오며 가 자최 서르 조챗도다 <두해초 25:37a>
ㅂ.  대 서리예 迷亂얫거 湘娥 나죗 고 지옛도다<두해초 6:29b>
ㅅ.  부 亭榭애 버드리 간 펴뎻도다 <두해초 15:16b>
(9), (10)의 예를 확인하여 보면 문장의 구성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9ㅅ)과 (10 ㄹ)
을 비교해 보면 ‘-엣-’과 ‘-엇-’ 사이의 기능상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며, 의미 차이
를 분석할 수 있는 특징적인 문법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중세국어 시기 ‘-엣-’과 ‘-엇-’의 변
화 관계에 대해서는 최명옥(2002: 140-141)을 참고할 수 있는데 [-관형절]안의 경우 ‘-엇-’이
실현되는 예가 절대적인데 반해 ‘-엣-’이 실현되는 예는 극소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다
가 『맹자언해』 이후부터는 그 환경에서 ‘-엇-’으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엇-’은 16세기말까지는 [±관형절]안에서 실현되지만 그 이후에는 [-관형절]안에
서만 실현된다고 하였다.

3.2. 근대국어 시기 ‘-엇-’의 기능 변천
선행연구에서 근대국어 시기의 ‘-엇-’을 무엇으로 파악하였는가를 간단하게 제시한다면 허
웅(1987)에서는 15-16세기의 공존형인 세 형태 ‘-어 잇-’, ‘-엣-’, ‘-엇-’중, 근대국어 시기에
는 ‘-엣-’ 형은 나타나지 않고, ‘-어 잇-’과 ‘-엇-’이 사용되었고 여기에서 현대국어의 특색이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어 잇-’은 완결지속의 ‘지속’의 뜻이 강하고 ‘-엇-’은 ‘완결’의 뜻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며 ‘-어 잇-’, ‘-엇-’의 공존이 어떠한 종류의 말에 허용되는지, ‘-어 잇
-’의 허용 범위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근대국어
시기의 ‘-엇-’의 기능은 ‘완결’로 보기도 하나 허웅(1987)은 이를 ‘완결(지속)법’이라고 보아
그 기능은 ‘완결’ 혹은 ‘완결지속’으로 파악하였다.20)
안예리(2013: 181)에서는 ‘-어 잇-’에서 ‘-엇-’으로 형태가 정착된 시점은 17세기경이었지
만 ‘-엇-’의 상적 의미보다 시제적 의미가 강해진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19세기 이후였음을
지적하였다. 근대국어에서는 아직 ‘-엇-’의 분포가 동사 뒤로 제한되다가 19세기를 지나면서
부터 형용사나 ‘이다’에 두루 통합됐기 때문이다. 최동주(2002ㄴ: 511-512), 김유범(2007:
165-166) 등에서도 이전 시기에는 어간에 가장 가까이 자리하던 ‘-엇-’이 19세기에 들어서부
터 ‘시-’에 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무렵부터 ‘-엇-’의 과거시제적인 특성이 강화되
었다고 보았다.21)
20) 현대국어에서는 ‘-고 있-’이 완결 지속의 의미가 강하지만 19세기 이전까지는 ‘-어 잇-’이 그 기능
을 담당하였다는 점은 이미 허웅(1987) 등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21) 안예리(2013)에서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엇’의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혔는데 이렇게
‘엇-’이 과거시제로 정착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일어난 ‘엇는’의 소멸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더
나아가 현대국어 서술구성과 관형구성의 시제 체계가 이원화된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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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2013)에서는 『청어노걸대신석』에 반영된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를 노하였는데 ‘-엇
()-’는 명사절을 제외한 문장유형에서 완망상을 나타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여기에 ‘-엇-’
과 ‘-엇-’가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엇-’ 혹은 ‘-엇-’의 의미차이
가 드러나지 않음을 지적하여 ‘--’의 의미가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때의 ‘-엇-’
은 완망상으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뜻한다.22) 만주어와의 대역 관계에서도 ‘-엇-’이 완
망상으로 기능함을 보았으나 언해문에서도 완망상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11) ㄱ. 反홈을 이예 思티 아니예니   말 디엇다 <시경 3:22a>
ㄴ. 우츈이 도적을 소겨 닐오 내게 보옛 거슬 만히 아모  초앗다 고 드
여 려가 그 아븨 무덤 아래 닐을어 <동신삼 효8:57b>
ㄷ. 묵기 二十四五 日만 셔 出船 吉日은 來月 十二三 日의 뎡얏다 니 <첩
해초 5:12a>
ㄹ.

魯肅이 張昭의 등뉴들 나가믈 보고 반시 군 동을 말리라 왓다 여 각
고 황망히 드러가 孫權의게 향여 니로되 <삼역총해 3:24a>

ㅁ. 心中에 덥고 더온 一盆火ㅣ 다 尊官의  믈로 흘님을 닙엇도다 내 보니 世上에
可히 化티 못 사이 업스되 <오륜전비 5:19b>
예문 (11)의 ‘-엇-’을 살펴보면 동사의 사태가 완료되어 완망상으로 파악됨을 알 수 있다.
(11)의 ‘떨어졌다’, ‘감추었다’, ‘정하였다’, ‘군사가 일어남을 말리러 왔다’, ‘흘림을 입었도다’
등은 모두 동사와 결합하여 완망상으로 나타나는데 (11)의 예문들은 동사의 사태가 완료된 후
의 결과가 지속되거나 하는 의미는 크게 느껴지지 않으며 과거 시간에서 해당 상황을 조망함
이 가능하다. 이들이 대체로 인용문임을 알 수 있는데 ‘고’나 ‘니다’ 류의 활용에 의해 인
용하는 상황의 시점을 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 ‘-엇-’이 완망상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노걸대』 언해류의 대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 ㄱ. 뎌른 다미 다가 이시면 衰殘 프를 므던히 너겻거니라

늘근 남기 다가 이시

면 어루 고 빌리라 (短墻若在從殘草 喬木如存可假花) <두해중 8:42a>
ㄴ.  興에 아디 몯게라 믈읫 몃 마릿 그를 지으니오 衡陽앳 죠 비디 다 能히 놉
거니라 (春興不知凡幾首 衡陽紙價頓能高) <두해중 22:16b>

‘-니라’는 중세국어 시기에도 보수적인 어미로 파악된 바 있는데 ‘-거니라’와 같은 어미통합
체는 굉장히 의고적인 형태로 보인다.23) 특히 그 출현 문헌이 대부분 『두시언해』 중간본이라
22) 다만, 만주어와의 대역관계를 통해 ‘--’, ‘-(으)리-’가 비과거시제 접미사에 고르게 언해되고 있음
을 미루어 근대국어의 시제체계는 ‘과거:현재:미래’의 3분법적 시제체계를 갖는다고 파악하였다.
23) 고영근(1987/2010: 275-277)에서는 보수적인 평서형어미 ‘-으니라’가 부정법에 의해 과거시제로 해
석할 수 있는 여러 예를 들고 있다. 고영근(1987/2010)에서는 지문이냐 대화냐와 같은 문체적 특징
에 의해 시제를 규정하는 문제에 접근하는데 현재시제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
‘-니라’와 통합하여 ‘-니라’가 쓰였다 하더라도 서사세계에 쓰이는 경우 시제를 분명히 규정하기 어
렵다고 하였다. 지문에 나타난 ‘-더-’와 관련해서도 형태가 ‘-더-’라고 하더라도 ‘지문’이라는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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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도 그러하다. 이 중 (12ㄱ)의 형태는 ‘-엇거-’형태로 종결형에서
‘-엇-’과 ‘-거-’가 통합한 두 예 중 하나이다. 이수진(2018)에서는 ‘-엇-’의 발생을 ‘-거-’의
기능 변질에 따른 체계상의 공백 때문으로 파악하였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도 『두시언해』 초간
본에서 ‘-엇거니라’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서형과 통합하는 ‘-거-’에서도 시상의 기
능 변질이 포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ㄱ.

뎌 여러 나그내 뵈 갸져 가거다 우리 人蔘ㅅ 갑도 다 收拾쟈 <노언 하:59a>

ㄴ. 애 뎌 킈 저근 金舍ㅣ 것구러디거다 내 닐디 아니터냐 네 어 내게 미츠리오
<박언 중:51a>
ㄷ. 양의 고기 므라 이 밥이 닉거다 등잔블 혀 가져오라 밥 먹쟈 <박언 하:45a>
ㄹ. 졔 반시 나 거오리라 여 잇더니 오 과연 분명이 되거다 <삼역총해 4:10b>
(13)의 예문은 ‘-거-’와 ‘-다’가 통합한 것이다. ‘-니라’와 통합하는 경우보다 ‘-다’가 통합
하는 경우가 좀더 일반적이었으며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미상 완망상의 의미가 잘 포
착된다.24) (13ㄱ)은 ‘여러 나그네가 베를 가져갔다. 우리도 인삼 값을 다 수습하자’로 해석될
것이다. (13ㄴ)은 ‘저 키 작은 금사가 거꾸러졌다’ (13ㄷ)은 ‘양의 고기를 삶아라. 이 밥이 익
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3ㄹ)은 ‘오’이라는 시간부사가 쓰였는데 ‘오늘 과연 분명
히 되었다’ 해석되며 완망상의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거다’는 『노걸대』 언해류에서 근대국
어 시기에 ‘-엇다’로 대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ㄱ. 짐 시러 녀져 나리 낫 계어다 예셔 잣 으로미 오릿 길히 잇다 (打了駞馱着行｡
日頭後晌也 這裏離城有的五里路｡) <번노상:66ab>
ㄴ. 짐 시러 녜쟈 날이 낫 계엇다 예셔 잣 이 五里ㅅ 히 이시니 <노언상:59b>

(15) ㄱ. 이 술위 술윗박회 밧도리 해야디거다 살들 가져오라 (這車子 折了車網子 輻條將來
｡) <노언하:32b>
ㄴ. 이 수릐박회 여졋다 우리 後에 고치지 아니랴 <몽노7:1b>

(14), (15)의 예문은 ‘-거다/어다’가 쓰인 것이 후대에 ‘-엇다’로 대치된 것이다. 특히 (15
ㄱ)은 백화문에 ‘了’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가 완료를 나타낸다는 점과 ‘-거다’
로 나타나는 문장의 원문에 ‘了’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상적 의미를 간직
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의해 회상이나 시점과 같이 ‘-더-’가 기능한다고 보는 기능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일반
적으로 시제 문제를 상정할 때에는 그의 지적처럼 ‘발화’를 기준으로 두어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나 현재와 같은 시제를 정하게 되므로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24) 이들이 모두 대화문의 발화라는 점에서 본다면 기능상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거니라’의 경우는 『두시언해』에서만 확인되는데 시는 지문이라기보다는 발화라고 할 수 있지만 독
백에 가깝게 인식되므로 대화문에서의 ‘-거-’의 완망상 기능이 잘 느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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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엇-’의 형성 문제에서 ‘-어 잇-’으로부터 형성되었다면 현대국어의 ‘-었-’은 ‘-어 잇-’이
가지는 의미 기능인 완망상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전 시기의 자료를 볼 때에도 이
두의 ‘-去有-’과 같은 구성 등을 검토해 볼 때에도 ‘-거’와의 연관성을 아주 놓을 수는 없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어말어미 ‘-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
서도 어말어미 ‘-거’의 문제와 연관지어 본 것도 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이 나온 것은 아
니다. ‘-거-’의 소멸, ‘-더-’, ‘--’, ‘-리-’의 의미 퇴색으로 말미암은 인쇄반응 속에 완망상
의 기능을 가진 ‘-엇-’이 점차 ‘과거’의 의미로 변화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더-’, ‘--’,
‘-리-’가 가진 의미 기능이 모두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변화상에 있는 형태와 결합양상
등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해야할 것이다.
‘-엇-’의 형성 및 발달 시기는 15세기 이전으로 보이며 ‘-어 잇- > -엣- > -엇- ’의 점진
적 발달이 아니라 이들은 각기 다른 문법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엇-’
은 15세기에 이미 ‘-어 잇-’의 자유변이형이 아닌 독립된 시상형태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문
헌의 성격을 미루어 보았을 때 15세기 말에 출현하였다고 보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미 출현
하여 보수적인 문헌에 정착하여 나타난 시기가 15세기 말, 『두시언해』에서라고 생각한다. 시
가문학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는 ‘-엇-’ 형태에 대해서 단순 ‘-어 잇-’의 축약형으로만 파악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 문헌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언해의 양
상이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15세기 『두시언해』 등에 다수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대국어의 ‘-었-’이 과거시제 형태소로 인식되는데 이전 시기에 상적 기능을 담당하
던 ‘-엇-’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과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는지는 시상 체계 내의 연쇄적
인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시상형태의 기능 변화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시상형태들간의 통합 양상으로는 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하는 용언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엇-’의 진정한 의미 기능 변화를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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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형태 ‘-엇-’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이 글에서는 ‘-엇-’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한 앞선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엇-’의 형성
및 기능과 관련된 연구의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 ‘-엇-’의 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어 잇- > -엣- > -엇-’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가?
㉡ ‘-엇-’의 기능은 무엇인가?
㉢ ‘-엇-’의 시상형태로서의 출현 시기는 언제인가?
㉣ ‘-어 잇-’의 분포 변화와 ‘-엇-’의 문법화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글 전반에서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과들을 정리하고 곳곳에서 발표자의 문제의
식을 피력하셨는데, 결국 기존 연구들이 통설로 가정해 온 ‘-어 잇- > -엣- > -엇-’의 단선적
인 발달과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①~④와 같습니다. 토론을 통해 발표자의 주장이 좀 더 명확
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각의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더-’와의 결합 관계를 통해 볼 때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난 ‘-엣-’은 ‘-어 잇-’의 단순한
축약형이 아닐 수 있다. (2.1.)
[질문] 15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엣-’이 ‘-더-’와 통합하는 예가 적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엣-’이 갖는 상태 지속의 의미(‘-어 잇-’으로부터 비롯된 의미)가 약화되고 완망상
적 의미가 강화되었다는 방증이라고 보셨습니다. 발표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빈도
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당시 ‘-더-’도 문법
적 변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② 『두시언해』를 기점으로 ‘-엇-’의 형태가 급증한 것은 문법화의 단계별 진전과 관련된 시
기적 문제가 아니라 시가 문헌의 특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2.1. 각주9)
[질문] ‘-엇-’의 분포와 관련된 시가 문헌의 자료적 특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하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③ 노걸대 언해류에서 ‘-거-’가 ‘-엇-’으로 대체된 것 등을 볼 때 ‘-엇-’의 발생은 ‘-거-’의 기
능 변화에 따른 체계상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것일 수 있다. (3.2.)
[질문] 일단 ‘-거-’의 기능 변화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엇-’의 발달에
대한 통설을 전면 부정하시는 것인지, 통설에서 설정한 문법화 과정 외에도 또 다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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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달된 ‘-엇-’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도 궁급합니다. 후자라면, 두 가지 ‘-엇-’의 관계
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 것인지요?
④ ‘-엇-’의 형성 및 발달 시기는 15세기 이전이며, 중세국어 문헌에 보이는 ‘-엇-’은 ‘-어
잇-’의 자유변이형이 아닌 독립된 시상형태였다. (4.)
[질문] ‘-엇-’이 15세기 이전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발달되어 있었다는 근거를 무엇으
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밖에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질문을 추가합니다.
⑤ 발표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엇- > -었-’의 변화와 관련해, 고광모(2009)에서는1) 반
의어인 ‘없-(/업ㅆ-/)’의 발음이 영향을 주어 혼태(contamination)의 결과 ‘잇-’의 변이
형인 ‘이시-’가 ‘잇시-’로 경음화되었고, ‘-어 잇-’에서 기원한 ‘-엇-’ 역시 그에 영향을
받아 ‘-었-’으로 경음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엇-’에서 ‘-었-’으로의 변화에 대해 어떠
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⑥ 한국어의 시제 및 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념, 용어, 체계 설정 등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점은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
각됩니다. 이 글에도 발표자께서 상정하고 계신 상 체계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났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완망상’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을 느
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발표문의 각주4)를 보면 Comrie(1976)의 ‘perfective’를 번
역한 박진호(2011)의2) 용어를 따라 ‘완망상’이라는 개념을3) 사용하시고자 한 듯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기술은 이러한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 “그러나 ‘-엇-’이 ‘과거’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완망상(imperfective)’이라는 상을
나타내는 표지로 이해하는 연구자들도 있다(1.).” ⇒ 완망상(perfective)
▹ “‘-어 잇-’의 보조용언 구성은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완망상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2.).” ⇒ ‘-어 잇-’이 나타내는 ‘결과상(박진호 2011:301)’, ‘결과상태
상(이선웅 2012:402)’4)은 비완망상에 해당
▹ “‘-어 잇-’의 완망상이 점차 약화되어 갔지만 ‘-엇-’으로 형태가 정립될 때까지도 일
부분 완망상 내지 상태 지속상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3.1.).”5) ⇒ ‘상태 지속상’은
비완망상에 해당

1) 고광모(2009), “이시-/잇->있-, -어시-/-엇->-었-, -게시-/-겟->-겠-‘의 변화”, 『언어학』 53,
115-140.
2)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289-322.
3)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시간 상황 전체를 하나의 점처럼 외부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간의 내적 구조나
전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관점.
4)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5) 이수진(2018)에서는 ‘-어 잇-’의 상적 의미를 ‘완료상’ 또는 ‘상태지속상’이라고 보았음, 이수진(2018),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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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형태 ‘-(으)리-’의 쟁점과 전망
이병기(한림대학교)

1. 서론
‘-리-’는6) 출현과 소멸의 제 과정이 문헌 자료에 모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이다. 그렇기 때
문에 기원적인 모습, 전성기 때의 기능, 소멸 및 대체의 과정 등에 대하여 입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미래 시제와 양태에 관한 견해 차이와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여 ‘-리-’에 관한 고찰은 국어사 많은 영역을 넘나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리-’의 각 변화 과정과 관련이 있는 논의는 매우 많지만 ‘–리-’에 집중하여 세밀하게 고
찰한 논의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리-’에 관한 쟁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을 전망하는 데는, 선행 연구 논저를 중심으로 이들을 비교해 나가기보다 ‘-리-’의 출현과 발
달의 모습, 전성기의 모습, 소멸의 모습 순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리-’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리-’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병기(1997)에서는 시제를 사건시는 물론 인식시의 시간적
위치로까지 확대 정의하여 ‘-리-’와 이의 후신인 ‘-겠-’에 대하여 미래 시제로 보기도 했지만
시상 및 양태에 관한 대부분의 다른 논의에서는 ‘-리-’와 ‘-겠-’을 양태 범주로 보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럼에도 제목에서 ‘시상 형태’라고 한 이유는 ‘--’, ‘-더-’, ‘-엇-’과 같은 범주의
관점에서 기획된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제, 상, 서법 및 양태 범주를 시간적 관계에
서 해석하고자 하는 이병기(1997, 2006)의 관점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다.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논문의 주요 논의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
는 않기로 한다. 다만 중세국어 ‘-리-’의 의미를 고찰하는 자리에서 ‘-리-’가 현대국어 ‘-겠-’
과 비교하여 예언 및 예정의 의미가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범주에 대하여 조금 더 언급하
기로 한다.

2. ‘-리-’의 출현과 발달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 및 출현에 대하여는 이병기(1998)에서 정리한 바 있듯이 동명사
어미 ‘-ㄹ’을 기반으로 한 직간접적인 여러 논의가 있었다. 김문웅(1979: 80-82), 서태룡
(1982: 147-149), 정호완(1987: 33-36) 등은 ‘-ㄹ+이(형식명사)+이-(계사)’에서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적인 모습을 찾았다. 그리고 임홍빈(1982: 63)은 이러한 관형구성과 동명사 어미
에 계사가 직접 결합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어 문법사 기술에 활용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이후
에는 문증되는 예들을 바탕으로 ‘-리-’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진다. 석독구결에서는 구
6) ‘-리-’는 자음 뒤에서 매개모음이 개재되므로 제목에서와 같이 ‘-(으)리-’로 나타내야 하겠지만
7) ‘시상’을 시제, 상, 서법을 아우르는 TAM(Tense, Aspect, Mood) 범주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시제와 상을 아우르는 의미로 이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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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 ‘’가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리-’에 대응되는데 이 ‘’에 대하여 이승재(1995:
237-238), 백두현(1997: 58-64), 이병기(1998) 등은 ‘-ㄹ+이-(계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
다. 이에 반해 남풍현(1996ㄱ: 35)에서는 ‘’와 ‘’의 분포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가
‘-ㄹ+-이(접미사)’ 구성의 동명사어미로 ‘’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박진호
(1998: 199-200)에서는 석독구결자료에서 선어말어미 ‘-리-’를 상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결
자 ‘’에 대하여는 형식명사 ‘이’를 설명하면서 ‘-ㄹ+이(형식명사)+이-(계사)’ 또는 ‘-ㄹ+이(계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중세국어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명사 ‘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형절 뒤에서 ①구체적인 사
물이나 사람을 지시하거나 ②추상적으로 행위나 사태를 지시하여 명사형 어미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③‘관형사형 어미+형식명사+계사’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선어말
구성으로 사용된다.8) 세 번째 선어말 구성에 참여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ㄹ’ 뿐이다. 형식명
사 ‘것’은 현대국어에서 음운론적 단어로서 ①, ②, ③ 세 가지 성격으로 모두 활발하게 사용
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쓰임이 적었고, 명사형 어미의 쓰임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특히 ②의 성격으로는 매우 적게 보인다.
중세국어 한글 자료에서도 약간의 흔적으로 보이는데 고대국어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동명사
어미의 쓰임이 매우 적극적이어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도 지시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
에 형식명사의 쓰임은 훨씬 더 적었다. 더구나 ‘이’는 ‘것’과는 달리 음운록적 단어로서 관형
어와 단어 경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과 석독구결에서 형식명사로 파악하는
‘’가 대부분 계사로도 파악 가능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병기(1998)에서는 선어말어미 ‘-리
-’의 기원적인 모습을 ‘-ㄹ+이(형식명사)+이-(계사)’보다는 ‘-ㄹ+이-(계사)’로 보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쟁점은 석독구결 자료 및 그 이전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리’에 형식명사 ‘이’가 개재해 있느냐는 것과 형태적으로 선어말어미로 발달
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향가와 석독구
결에 나타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9)
향가에서 ‘-리-’는 ‘理’, ‘里’, (‘呂’)로 나타난다.
(1)

花肹 折叱可 獻乎理音如(고 것거 바도림다) <獻花 4>
나. 奪叱良乙 何如爲理古(아 엇디리고 0 ) <處容 8>
다. 西方念丁 去賜里遣(西方장 가시리견) <願往 2>
라. 蓬次叱 巷中 宿尸 夜音 叱下是(다보짓 굴 잘 밤 이샤리) <慕竹 8>
라'. 吾衣 身 伊波 人 有叱下呂(내 모마 뎌버 사 이샤리) <普皆 10
라''. 佛影 不冬 應爲賜下里(佛影 안 應샤리) <請佛 10>
가.

1 )

(1 가)의 ‘-理音如’는 ‘-리- + -음 + -다’로 분석하거나 ‘-리- + -음()- + -다’로 분석할 수
있다. 전자는 ‘音如’를 명사형 어미 ‘-음’에 의문 조사 ‘-가, -고’ 등과 계열 관계에 있는 종결

8) 중세 한글 자료에 나타나는 형식명사 ‘이’의 성격에 대하여는 이현희(1994ㄱ: 163)의 설명이 참고된다.
9) ‘-리-’의 초기 예들은 이병기(1998: 137-143)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10) 향가 해독은 김완진(1980)을 기반으로 하여 일부를 필자의 생각에 따라 수정한 것을 제시하였다.
‘奪叱良乙 何如爲理古’에 대하여 김완진(1980: 92)에서는 ‘아 엇디릿고’로 해독하였지만 여기서
는 글자 그대로 ‘리고’로 제시한 한 것이다. (1 다)의 해독도 김완진(1980)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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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 ‘-다’가 통합하였다고 보는 것이고 후자는 당위 또는 가능의 의미를 갖는 어미 ‘-음
()-’에 종결어미 ‘-다’가 통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경우로 보든 후기 중세 국어의 문
법 현상과 직접 대응되지 않아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든 ‘理’가 선어말
어미 위치에 놓여 있고 지시성을 가지는 형식명사 ‘이’가 분석되지 않는다.
(1 나)는 의문 조사 ‘-고(古)’가 ‘理’에 후행하고 있어서 선어말 어미의 출현 환경과는 다르다.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리’로 읽히는 구결자로 ‘’와 ‘’가 있는데 전자는 어미와 통합하고
후자는 조사와 통합한다.
물론 (1 가)에서 ‘音如’에 대하여 ‘ㅅ’을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듯이 (1 나)에
서도 ‘ㅅ’이 생략되었다고 보고 의문 어미 ‘-ㅅ고()’를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한글 자료는
물론이고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에 ‘’가 직접 결합하는 예는 없으므로 표기된 형태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 나)의 ‘理’는 선어말어미라기보다는 ‘-’과 형식 명사
‘이’의 결합으로 보거나 석독 구결 자료의 ‘’에 대응되는 동명사어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다)의 ‘里’는 ‘遣’을 의문 조사 ‘-고’로 보느냐 연결어미 ‘-견’으로 보느냐에11) 따라 (1 나)
의 ‘리’로 보거나 (1 가)의 ‘리’로 볼 수 있다.
(1 라)는 ‘下’를 ‘알’로 읽어 받침 ‘ㄹ’을 뒤의 ‘이’와 결합하여 ‘리’를 추출해 낸 것이다. (1
라', 라'')의 ‘里’와 ‘呂’는 ‘알’의 ‘ㄹ’에 대하여 중복 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예는 “俱夷 묻샤 므스게 시리 <月釋1:10b>”에서의 ‘-리’와 같이 뒤에 어말어미
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다’, ‘-고’ 등의 의문 조사와 계열 관계를 갖는 의문조사
‘이’나 접미사를 상정해야 할지, 동명사 어미나 형식명사 결합형으로 끝나는 명사문을 고려해
야 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단계이다.
다만 한국어를 비롯한 알타이제어는 기원적으로 명사문 종결 양식이었을 것이라는 이기문
(1961/1972: 20-21)의 설명을 참조하면 이 역시 석독 구결 자료의 ‘’와 가까운 성격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석독 구결 자료에서 선어말어미에 대응하는 ‘’의 예들이다. 향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더 다양한 결합 양상으로 출현하고 있다.
(2)

가. 云何 能熟解脫慧{之} 成熟

謂 毘鉢舍那支 成熟

故 亦 名 慧成熟 奢摩他支 成熟 故 亦 名 慧成熟
 <B유가06:14-16>
가′. 무엇을 能熟解脫慧의 成熟이라고 할까? 이른바 毘鉢舍那支가 成熟한 까닭으로
또한 이름하여 慧成熟이라고 하며 奢摩他支가 成熟한 까닭으로 또한 이름하여 慧
成熟이라고 할 것이다.
나. 信 能 最勝智 增益 信 能 一切 佛 示現 <화엄
10:07>
나‘. 信은 능히 最勝智를 增益할 것이며 信은 능히 一切 佛을 示現할 수 있다.
‘’의 출현 환경 및 의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직역을 나란히 제시하였다. (2 가)를 보면 먼
저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와 어미 앞에 나타나는 ‘’가 별도의 범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문맥에서 앞에서는 ‘’이고 뒤에서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11) 황선엽(2002)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석독 구결 자료의 ‘-’에 대응하는 ‘-견’으로 파악하였다. 그
리고 ‘去賜里遣’를 ‘가실 것이니’ 정도의 뜻으로 해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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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고 그 사이에 ‘’가 결합한 것을 통해 ‘’를 분석해 낼 수 있다.12) (2 나)에서는 ‘’ 앞
에서 ‘’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통합관계에 따른 분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 당위나 가능
을 나타내는 ‘’와 계열관계에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2)에 보이는 ‘’를 현대국어 ‘겠’
과 비교하여 ‘추측(추정)’이나 ‘의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는 없다. 굳이 나누자면 ‘의도’보다는
‘추측’에 가깝겠지만 불경의 내용적 특성상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는 관계가 없고 당위적 사실
에 기반한 예정의 의미로 파악된다.
다음 예들은 ‘’의 다양한 출현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예들이다.
(3)

가. 誼憒 離 求 不() <B화엄18:14>
가‘. {是} 名 無記法 <B화소08:18-19>
나. 若 諸 佛 授記 所 {爲} 則 一切 佛 其 前 現 若
一切 佛 其 前 現 則 神通深密用 了 <B화엄12:15-16>
나‘. 音聲 類 隨 難 思議 <B화엄13:14>
나’‘. 其 逼迫 免 ##<B화엄02:20> 父母 孝事 <

B

화

엄

02:18-19>
다. {是} 佛境界 唯 佛 能 了 <B화소24:14-15>
다‘. 世尊 希有難量 是 金光明經 <B금광13:20>
라. 是 幻諦 衆生 <B구인14:11>
마. 一切 恩愛 會[恨] 當 別離 而 {於}衆生 饒益
 所 無 <B화소12:15-16>
마’.

我 今{者} {於}四種 苦 何 等 {爲}脫 <瑜伽18:13-14>

‘’에 선행하는 선어말어미는 ‘’와 ‘’가 압도적으로 많고 , , , () 등도 복수로 나
타난다. 그리고 이들 선어말어미는 대부분 ‘’에 후행하기도 한다. (3 가, 가’)에서는 ‘’ 앞
뒤로 ‘’가, (3 나, 나’)에서는 ‘’가, (3 다, 다’)에서는 ‘()’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3
라)에서는 계사 ‘’가 ‘’ 뒤에 중복 표기된 것을 보여주고 (3 마)에서는 ‘’ 대신 ‘’가
‘’에 선행하는 것과 선어말어미 성격의 ‘’이 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마’)에서
는 (3 마)의 ‘’ 자리에 동명사 어미와 계사의 결합인 ‘’가 대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3)
(3)에서 보여주는 ‘’의 이중적이고 다양한 결합 양상은 하나의 선어말어미가 가지는 성격으
로 보기 어렵다. 기능적으로는 선어말어미와 선어말 구성의 구분이 의미가 없지만 형태적으로
석독구결의 ‘’는 선어말 구성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2 나)의 ‘’를
선어말 어미가 아닌 일종의 기형적 명사문으로14) 파악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15세기 한
글 자료에서의 ‘-리-’를 고찰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12)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나 계사 ‘’ 뒤에서 ‘다’가 ‘라’로 교체하지 않는다. 이병기(1997)에서는 다
음과 같은 예를 종결어미 ‘다’가 ‘라’로 교체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微妙 淨法 愛 無明 因 是 四地 障 <금광
07:20-21>
13) 이러한 ‘’와 ‘’의 대응은 ‘信 功德 信 能 菩提樹 生長 <B화엄10:06>’ 등에
서와 같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는 보이지 않는다.
14) 기형적 명사문의 성격 및 구조에 대하여는 이현희(1994ㄱ: 36-39, 57-62, 101-127, 1994ㄷ:
94-97)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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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세 국어(15-16 세기) ‘-리-’의 모습
이병기(1997: 27-30)에서 주목하였듯이 중세국어 ‘-리-’는 현대국어 ‘-겠-’으로 대체되지
않지만 ‘-ㄹ 것이-’로는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는 중세국어 ‘-리-’가 현대국어 ‘-겠
-’과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여러 가지 문법사적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리-’가 선어말어미로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15, 16세기 출현 양상과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 ‘-리-’의 분포와 형태
박부자(2006: 15-17)은 선어말어미의 통합순서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ㅇ이 15세기 국어 선어말어미의 통합순서를 제시하였다.
-더/거-시-(리)-/(더)-돗15)-오-리-(더)/(거)-
이 통합순서는 중층적인 출현 양상을 선조적으로 보인 것이어서 부가적인 이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주목을 받은 ‘더, 거’와 ‘시’의 결합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 외에 ‘-리-’
를 기준으로 여러 선어말어미가 고정되지 않고 앞에 결합하기도 하고 뒤에 결합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통합순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에 후행하면서 ‘-돗-’에 선행하는 자리, ‘-오-’에 후
행하는 자리 두 곳에 ‘-리-’를 위치시켰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더-’와 ‘-거-’가 ‘-리-’에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더’와 ‘돗’은 ‘리’에 선행하는 경우를 찾기 어
렵고 ‘-거-’가 ‘-리-’ 앞뒤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리-’를 중심으로 앞뒤 결합
하는 문법 형태를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4)

가. ‘-리-’ 선행: 리로/리롯(일우시리소다), 리러(시리랏), 리어(리어다16)/려다, 려니
오, 리어니/려니, 리어며;; 리어늘/려늘, 리어든, 리어니와/려니와, 리언마/련마
), 리
나. ‘-리-’ 후행: 리, 시리, 오리, 거리(닐어리로다, 야리아)

‘-거-’가 ‘-리-’ 앞뒤로 출현한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것인데 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석
독구결 자료에서는 ‘’ 앞뒤로 ‘, , ()’가 출현하였었고 ‘’는 ‘’ 앞에서 3회 나
타났다. 박진호(1998: 169)은 석독구결 자료에서 ‘-거()-’는 완료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동명사 어미 ‘-ㄹ()’과 결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일한 예외는 유가사지론의
15) 원래는 ‘ㅅ,옷,도/돗’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다른 선어말어미들은 이형태를 고려하지 않았고 ‘/’ 기호
사용이 오해의 소지가 커서 ‘돗’만을 제시하였다.
16)  번 액혼 소리 니디 마롤디어다 (不得喚作一喝리어다). 국립국어원에서 2017년에 공개한 국어
사 정제 말뭉치를 통해 언해서의 구결문과 언해문을 비교하였는데 구결에 ‘리어다’가 등장하는 예는
이 한 예이다. 그리고 구결에 ‘ㅣ어다/이어다’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모두 ‘ㄹ디어다’로 언
해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리어다’의 ‘-리어-’는 구결문의 대응 양상을 봐도 선어말어미들끼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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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 如 所受 正法 退失  <B유가03:16-17>”인데 뒷부분 ‘
’에서와 같이 석독 구결 자료 이후 ‘’와 합류된 선어말어미 ‘-겨()-’의 경우는 ‘-’
에 일반적으로 선행한다. 언해에서 ‘-리-’ 앞뒤로 ‘-거-’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
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 앞뒤에 모두 나타났던 ‘’가 ‘’로 합류되었고 이
‘-거()-’가 중세 한글 자료에서도 ‘-리-’ 앞뒤로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독구
결 자료에서 ‘’의 결합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동명사 어미와 계사의 결합 구성이라는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중세 한글 자료의 ‘-리-’ 역시 이러한 성격을 내재하
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김소희(1996: 56), 이승희(1996: 50), 박부자(2006: 186-187)에서는 다음 예들에 보이는 ‘리-’를 ‘-거-’와 ‘-더-’가 공기할 수 없다는 점과 같은 환경의 ‘닐어리로다’가 ‘닐얼디로다’로
도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관형 구성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박부자(2006: 187),
이광호(2017)은 마지막 수사의문문의 ‘어리(거리)’만을 선어말어미끼리의 통합으로 보았다.
(5)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애 살어리랏다 <악장가사, 청산별곡>
나. 이 둘헤 마차 마  업스시니 眞知로 그기 化시다 닐어리로다(今於二者
通達無礙 可謂真知冥化矣) <月釋13:44b>
나’. 어루 人과 天괏 調御師ㅣ라 닐얼디로다(可稱人天調御師ㅣ로다) <金三4:39b>
다. 어루 크게 맛나다 아니 닐어리여(可不謂之大遇乎아) <金三3:5a>
라. 天龍이 조며 花香이 리니 그 낤 莊嚴을 다 리가 <월천 상: 44a,
127장>

‘-ㄹ 것 같-’, ‘-ㄹ 듯하-’, ‘-ㄹ 것이-’ 등이 ‘-겠-’이 쓰이는 자리에 나타난다고 해서 ‘-겠-’
을 관형 구성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ㄹ디-’ 자리에 ‘-리-’가 나타난다고 ‘-리-’를
관형 구성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선어말어미 ‘거’가 ‘–리-’ 앞뒤로 결
합하고 (5 나′)의 구결문이 ‘ㅣ로다’인 점을 고려하면 (5 나)의 석가보 저경에 구결이 달린다
면 구결의 보수적인 성격상 역시 ‘ㅣ로다’가 달릴 것이라 예상된다.17) 그렇지만 이 때의 ‘-리
-’를 기능적으로 선어말어미 ‘-리-’와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관형 구성 자체로 선어
말 구성으로서 선어말 어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거리-’와 ‘-리어-’에 대하여 ‘-리-’의 내적 구조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선어말어미 결합 순서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를 구명하려는 논의가 이어졌다.
안병희ㆍ이광호(1990: 230-231), 고영근(2010: 288) 등은 순서와 무관하게 “미래의 사태에 대
한 확정적인 추측”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였고18) 최근의 이광호(2017)에서는 ‘-리어-’를 ‘추측
확인법’, ‘-거리-’를 ‘확인추측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
지만 각각의 ‘-리-’를 ‘-리1-’과 ‘-리2-’로 구분하고 석독구결 자료의 ‘’와 ‘’를 ‘-리1-’과
‘-리2-’에 대응시키고자 한 것은 ‘-리-’의 복합적인 출현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17) 다음의 구결문과 언해문의 비교를 통해서도 중세 한글 자료에 나타나는 ‘-리-’의 이중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밧글 向야 녀 求호 免티 몯리어니와  念로 經을 듣고 能히
淨信 내면 곧 제 性을 보아 바 아라 부톄 외리니(然亦未免向外馳求ㅣ어니와 一念聞經고 能
生淨信이면 即自見性야 直了成佛리니)<金三3:58b>”, “다가 한 體ㄴ댄 한 사미 외리어니
어느 體ㅣ 네 외리오(若多體者댄 則成多人리어니 何體ㅣ 爲汝리오)” <楞嚴1:67b>
18) 안병희ㆍ이광호(1990: 230-231) 는 ‘미래에 확정될 사실을 가상한 것’으로 고영근(2010)은 ‘화자 자
신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발화시나 발화시 이후의 사태를 추측’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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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수사의문문에서의 ‘-거리-’만 선어말어미끼리의 결합이라는 박부자
(2006)의 논의를 적극 활용하여 명사구에 의문조사가 결합하는 의문문을 염두에 두고 명사적
성격의 ‘’를 대응시킨 것이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석독구결 자료에서 ‘--’,
‘--’가 중세 한글 자료의 ‘-거리-’에 소급되므로 ‘–리2-’를 구분하고 이를 ‘’에 대응시
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하다.
‘-리-’의 분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은 형식명사 ‘이’의 지시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기형적 명사문이다.
(6)

가. 이 法이 뵈도 몯며 니르도 몯리니 부텻 弟子히 一切 漏ㅣ 다아 最後身에
住야도 그 히미 이긔디 몯리니 <釋詳13:41a-b>
나. 이 法이 思量야 요미 能히 아롤 거시 아니니 오직 諸佛이 能히 아시
니라(是法이 非思量分別之所能解니 唯有諸佛이 乃能知之시니라) <法華
1:176b>
다. 이 法이 甚히 기퍼 信홈 어려우며 아롬 어려우니(此法이 甚深야 難信難解니)
<金剛32b>

(6)은 모두 ‘이 法이’로 시작하는 예문들인데 (6 가, 나)는 (6 다)와 달리 호응하는 서술어가
자동사나 형용사가 아니어서 주어로 해석할 수 없다. (6 가, 나)의 ‘이 法이’를 이해하기 위하
여서는 이들 문장을 주제-평언 구조의 주제로 보거나 이현희(1994ㄱ, ㄷ)에서 설명한 기형적
명사문의 구조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기형적 명사문은 ‘NP1이 NP2’가 명사문과 명사구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인데 후자의 입장에서 (6 나)를 구조화하면 ‘[[이 法이]NP1 [[思量야 
요미 能히 아롤] 것]NP2]이 아니니’와 같다. 보통 기형적 명사문은 계사가 결합하여 어미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6 나)는 계사의 부정문이므로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6
가)를 이와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法이]NP1 [뵈도 몯며 니르도 몯] 이]NP2이니’와
같이 ‘-리-’에서 형식명사 ‘이’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식명사 ‘이’를 수식하는 관계
절의 핵심명사로 파악할 수 있다.19)
(6 가)를 기형적 명사문으로 이해하는 위에서의 분석과 선어말어미의 통합순서에 대한 앞에
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리-’ 역시 석독구결 자료에서와 같이 계사 결합
구성으로 이해할 여지가 커진다.20) 그렇지만 분석 가능성과 당시 언중들의 문법 의식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중세 한글 자료의 ‘-리-’를 선어말 어미와 선어말 구성으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당시 언중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 둘을 별 개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

19) 문숙영(2012: 57)은 현대국어 내핵관계절을 논의하면서 이현희(1994)에서 논의했던 “淨飯王 아님
悉達이라 샤리 나실 나래 <釋詳6:17a>”, “다가 사미 이 두 菩薩 일훔 알리 이시면 一切 世間
天人民이  禮拜홀띠니라(若有人이 ...者면) <法華7:151a>”과 같은 기형적 명사문의 예를 바탕으로
내핵관계절의 일종으로 파악하였소다. 내핵관계절은 핵심명사와 동일지시적인 명사구가 관형절 내에
또 하나 존재하는 특이한 관형 구성을 말하는데 “나는 [감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었다.”
에서처럼 행위 해석이 배제되고 개체 해석만 갖는 내핵구성과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기형적 명사문
에서 ‘NP1’을 관계절 내부 요소로 볼 것인지 (6)에 대한 논의에서처럼 관계절 밖의 요소로 볼 것인지
에 따라 중세국어 내핵관계절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리-’의 역사적인 이해에 있어 더
정밀하게 고찰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0) 석독구결 자료에서와 차이가 있다면 석독구결에서는 형식명사 ‘이’가 불확실하고 동명사 어미가 적
극적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형식명사 ‘이’를 분석하지 않고 중세 한글 자료에서는 형식명사 ‘이’가 확
실하고 동명사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로 변화하였으므로 형식명사 ‘이’를 상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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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는 것이다. (6 가)만 보더라도 뒤에 나오는 ‘몯리니’는 기형적 명사문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어서 앞에 나오는 ‘몯리니’와 분석적으로 다르게 이해되지만 당시 언중들
은 이 두 어절의 ‘-리-’를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6 가)에 이
어지는 구절들에서 등장하는 ‘-리-’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다음 절에서는 선어말 어미와 선어말 구성의 ‘-리-’를 구별하지 않고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
로 한다.

3.2. ‘-리-’의 의미 기능
최동주(1995: 63-65)에서는 ‘-(으)리-’에 대하여 ‘推定’, ‘未來’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특히 의도 문맥의 ‘주교리라’와 추정 내지는 염려 문맥에서의 ‘주기리라’를 비교하
여 의도는 ‘-오-’에 의해 나타나므로 ‘-리-’에는 의도의 기능을 상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병기(1997: 32-36)에서는 중세국어 ‘-리-’의 의미 기능을 ①의도, ②추정, ③그 밖의 쓰임 이
렇게 셋으로 나누고 ‘③그 밖의 쓰임’에는 ‘청유’, ‘예언’, ‘당위(금지)’, ‘수사의문’, ‘경계(염려)’
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병기(2006: 53-58)에서는 미래성 관련 의미 범주를 대분류하였기
때문에 ‘-리-’의 의미 기능을 크게 ①추측, ②의도 둘로 나누어 고찰하고 예정, 예언, 능력 등
을 모두 추측의 범주에서 논의하였다. ‘추측’과 ‘의도’는 양태의 대표적인 의미 기능이고 ‘-리
-’가 가지는 금지, 경계, 청유, 염려 등의 의미는 화용론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어서
문법 범주별로 배정하고 나누어 고찰하는 것은 중의적이고 복합적인 의미 해석까지를 고려하
면 지난하면서도 소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중세 국어 ‘-리-’의 문법 범주를 따로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 후대형인 ‘-겠-’
과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그 의미 기능을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각 의미 기능에 대한 고
찰도 성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허웅(1975: 891-895), 이병기(1997, 2006)에서 많은 예문
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몇몇 예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7)

가. 夫人하 나 브려 太子 얻과뎌 시면 命을 거스디 아니호리다(大王夫人
欲使求覓太子者 不敢違命) <月釋22:61b>
나. 그 그려기 라 올아 바회 지 도다가 나 니거늘 夫人이 보시고 매 미더
이 그려기 내 아 죽거나 살어나 一定 긔벼를 아라오려다 더시다(夫人見
已 心生恃賴 今者此鴈 其必定得我子死活定實消息) <月釋22:62a-b>

(7 가)는 부인이 선우태자와 함께 지내던 기러기에게 선우태자의 안부를 알아봐 달라고 하자
기러기가 부인에게 한 말이다. 기러기가 부인의 명을 따르겠다는 의도를 ‘-(오)리-’를 통해 나
타내므로 (7 가)의 ‘-리-’의 의미 기능은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7 나)는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부인이 마음속으로 추측하는 내용이다. 기러기의 말과 행동을 보고 ‘
매 미더’ 추측하는 것이므로 ‘-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7)의 ‘-리-’는 전형적인 ‘의도’
와 ‘추측’의 예로 모두 현대국어 ‘-겠-’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음 예들은 현대국어 ‘-겠-’으로 대체하면 어색하거나 불가능하다.
(8)

가. 어미 사라 이 저긔 닐오 날마다 五百 僧齋 노라 더니 주거 化樂天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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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리어늘 天宮에 몯 보니 이제 어듸 잇니고 (阿孃在生之日 道我日設五百
僧齋 死合生化樂天宮 天宮不見 今在何處) <月釋23:78a>
가’. 天女ㅣ 對答호 閻浮提ㅅ 內예 부텻 아 難陁ㅣ 出家욘 因緣으로  이
 와 우리 天子ㅣ 외리라 <月釋 7:11b>
나. 目連이  엇뎨 야 어미 餓鬼 여희리고 世尊이 니샤 菩薩 請
야 四十九 燈 혀고 숨 것 노코 神幡을 면 네 어미 餓鬼를 여희리라 <月
釋23:90a-b>
다. 모로매 큰 寂滅 바래 므를 거스려 나샤 衆生과 샤 妙覺이라 리라 <月
釋2:62a>
(8 가)는 목련이 부처에게 묻는 말이다. 불교의 믿음 세계 안에서는 자신의 식욕을 억누르고
‘매일 오백 僧齋’를 하면 죽어 화락천궁에 나고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 천궁에 나는 것은 예
정된 수순이다. 그런데 천궁에 어머니가 안 보이니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묻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의 ‘-리-’는 ‘예정’21) 내지는 ‘당위’의 의미를 가진다.22) (8 가′) 역시 같은 이유로 ‘예정’
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8 나)의 ‘-리-’는 부처와의 대화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추측’, 엄

밀하게는 ‘가능’의 의미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불교의 믿음 세계 안에서 부처의 대답에
나타나는 두 번째 ‘-리-’는 ‘예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석보상절 등 불교 관련 국어사 자료에
서 ‘-리-’는 추측과 의도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지만 부처의 말씀에 나타나는 ‘-리-’는 대
부분 ‘예언’의 기능을 가진다. 특히 종속절이 조건절이면 더 그러하다. 그러한 부처의 말씀을
믿고 제자나 신자가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면 그 문장에 쓰인 ‘-리-’는 ‘예정’의 기능을 가진
다. 그리고 이러한 ‘예정’은 문맥에 따라 (8 가, 다)와 같이 ‘당위’의 의미를 넘나들게 된다.
(9)

가. 相  사미 닐오 이 각시 다 轉輪聖王 나시리로다 야 <月釋
2:23a>
나. 王이 占 사 블러 무르시니 다  聖子ㅣ 나샤 輪王이 외시리니
出家시면 正覺 일우시리로소다 <月釋2:23b>
다. 虛空中에 구룸 니르와며 울에 번게 며 미 부러 서늘야 이티 種種
다 비  相이라 마 비 오려다  저긔 (……如是種種皆是雨相。諸占察人及天
文師等。悉剋此時必當降雨。) <月釋10:85b>

(9 가, 나)의 ‘-리-’는 그야말로 ‘예언’의 문맥에서 사용된 것이다. 관상을 보는 사람이나 점
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러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단순 ‘추측’으로 파

21) 이병기(2006: 23)에서는 ‘예정’을 “사태 실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발화로 ’추측‘과 비교하
여 확정성과 객관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병기(2006: 55)에서는 중세국어 예문을 분
석하면서 ’대화 참여자가 사태의 실현에 관여할 수 없고, 사태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미리 정해 있는
바에 대한 단언“이라고 부가 설명하였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종교와 같은 믿음 세계 안에서의 발
화는 기차 시간표에 따라 기차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한 발화와 같은 ‘예정’의 범주에 묶인다고 생각하
게 되었다. 한편 박재연(2018)에서는 ‘예정’을 ‘추측’과 구분되는 문법범주로 설명한다. “‘-을 것이-’
가 일부 환경에서 추측이나 의도의 양태 의미와는 구별되는 ‘예정(prospective)’, 혹은 ‘계획된 미래
(scheduled future)’의 시제ㆍ상(tenseㆍaspect) 의미로 사용되며 이때에는 ‘-겠-’이 사용되지 못한
다.” 박재연(2018: 118)
22) 이러한 의미에 후행하는 ‘-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이나 예정의
문맥에 항상 ‘-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과제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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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될 것이지만 현대에서 점치는 사람이 발화자로서 자신의 말을 예언으로서의 권위를 입히고
자 한다면 이 ‘-리-’를 추측의 ‘-겠-’으로 대체하여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8)과 (9)의 ‘리-는 ‘예정’의 의미 기능과 ‘예언’의 문맥에서 사용된 것인데 모두 현대국어 ‘-겠-’으로는 대
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ㄹ 것이-’로는 대체가 가능하다.23) 이러한 정황은 (9 다)의 현대역
을 시도할 때 여실히 드러난다. (9 다)만 놓고 봤을 때, 비 올 조짐을 보고 ‘마 비 오려다’
라고 한 것이므로 ‘오려다’를 대부분 ‘오겠다’로 현대역할 것이다. 그런데 저경의 검토를 통해
발화의 주체가 ‘諸占察人及天文師等’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올 것이다’로 현대역하고자
할 것이다.

4. ‘-리-’의 쇠퇴
15, 16세기에 매우 활발하게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되었던 ‘-리-’는 점차 ‘-ㄹ 것이
-’, ‘-겟-’ 등의 형태에 밀려 퇴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나진석(1953, 1971), 이기
갑(1987), 이병기(1997) 등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리고 최동주(2002: 509-510,
521)는 인어대방(1790)과 추사언간(19세기 전반) 등 문헌의 계량적 검토를 통해 후기 근대국
어 초기까지도 ‘-리-’가 압도적으로 많고, 19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야 ‘-겟-’이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근대국어 시기에 ‘-ㄹ 것이-’는 연결형에서 ‘-리-’를 대체
하게 되었는데 종결형에서는 19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화하여
밝혔다.
한편 나진석(1953: 90-91)에서는 ‘形態의 退化’라는 소제목으로 ‘-리-’가 ① 후행하는 문
법 형태와 축약된 것, ②‘ㅣ’가 줄어 ‘ㄹ’로 변한 것, ③ ‘린뎌’, ‘리따녀’ 등과 같이 폐어화한
것 등 세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①은 15세기에도 축약되지 않는 모습과 공존하고 표기의 문제
일 수 있으며 ③은 후행하는 어말어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②는 이후 허웅(1977, 1979),
김정수(1979), 이현희(1982, 1994ㄴ), 정유진(1998) 등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보완되는 내용인
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10)

가. -리러라 > -ㄹ러라(못러라)
나. -리러니 > -ㄹ러니(됴흘러니)
다. -리로다 > -ㄹ로다(마츨로다)
라. -리랏다 > -ㄹ랏다(소길랏다)

이러한 설명은 이후 여러 논의에서 반복되며 예가 확대되고 논의가 정밀해진다. 허웅(1977:
442), 허웅(1979: 24-26)에서 “리로다>로다>로다>다/돠‘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였고
김정수(1979: 8-10)에서는 17세기까지는 ‘-리-’의 분포 및 기능에 있어 15, 16세기의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다만 17세기부터는 (11 나)와 같이 ‘-리로다’가 ‘-ㄹ다’로 축약되어 나
타난다고 설명한다.
(11)

가. 닐오 아뫼 일로 졔늘 니 마 손디티 몯리로다 더라 <東國孝5:41b>
나.  닐오 길매 업니 가히 디 몯홀다 니 <東新烈5:27b>

23) 이병기(1997)에서는 열차 시간 등에 대한 발화를 예로 들어 ‘–을 것이-’의 의미를 예언 및 예정의
의미로서 ‘-겠-’과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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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1982: 156)에서도 ‘리’에서 ‘ㅣ’가 탈락되는 변화 형태로 (10) 외에 ‘-리로소냐, -리로
쇠’ 등을 설명하였고 정유진(1998) 역시 이와 동궤에서 근대국어 시기 ‘-리-’의 쇠퇴를 정리하
였다.
이러한 ‘-리-’의 쇠퇴 결과 현대에는 ‘-리-’가 온전한 형채로는 사유구문의 내포문이나 ‘-리
라, -리다, -리까’ 등이 일부 나타날 뿐이다. 그렇지만 통합형 어말어미에는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들에 대한 형태론적 접근이 여러 논의에서 시도되고 있다. 가령 김종록(2007)
은 현대국어 ‘-리- 통합형 접속 어미(-ㄹ라, -ㄹ라구, -ㄹ래도, -려나, -려는데, -려니 등)에
대하여 ’-리-‘의 소멸 시기를 고려하고 활용상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라는 큰 틀에서 사전 표
제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형태들에 대한 연구도 부분부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염려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ㄹ라01’에 대하여는 이현희(1994ㄴ: 74)에
서 중세국어 ‘-리라’에서 발달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서 소홀히 한 부분은 ‘려’가 통합되어 있는 어말어미들에 대한 것이라
고 생각한다.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려’로 시작하는 환원형 복합어미(려 하는데 →
려는데)의 경우 실제로는 ‘-리어-’의 단일화에 의한 결과과물들일 가능성 크다. 다시 말하면
연결어미 통합형이 아니라 ‘리어니/려니 > 려 하니’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
(12)

가. 주근 식만 너겨 제 주그려니 그만 라노라 <청주 66>,
가′ 네 무명도 봄만 너겨 무명 그티나 주려니 너기고 <청주 70>
가″, 혀 사라 이시면 나 후에 식이 이시려니 <번소 9: 71b>
나. 나도  그리호려 니 <金三3:12b>
나′. 리  져즈로 粥 쑤어 樹神 이바도려 니 <釋詳3:40a>

(12 가, 가′, 가″)에서의 ‘려’는 박부자(2006: 277)에서 ‘-리어-’의 축약형으로 이해하였다. 확
정적인 추측의 의미로 파악되어 목적, 의도의 의미로 파악되는 (12 나, 나′)의 ‘-려’와는 구분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12 나, 나′)의 ‘-려 니’는 형태적으로 ‘-려니’로 준말이 될
수 있고 (12 가, 가′, 가″)의 ‘-려니’는 경우에 따라 목적, 의도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혼동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의도의 연결어미 ‘-려’를 흔히 선어말어미 ‘-리-’와 연결
어미 ‘-어’의 결합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역시 확실하게 논의된 바 없는 듯하다.
5. 결론
<요약 생략>
<과제>
가. ‘-오리-’의 ‘-오-’와 ‘의도’의 기능 의미 상관성
나. ‘-오려’의 기원적 분석: -오-+-리-+-어
다. ‘-리-’의 쇠퇴와 ‘-겟-’의 출현 과정에서 의미 기능에 대한 정밀한 단계적 접근
라. ‘-리라’와 ‘-니라’의 기원적 관계
마. 중세 국어 ‘-리러-’, ‘-리어-’, ‘-거리-’, ‘-리로-’ 등의 의미 기능 합성과 융합 관계
바. ‘-ㄴ’. ‘-ㄹ’의 의미 대립과 ‘-리-’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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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형태 ‘-(으)리-’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석주연(조선대학교)

발표자께서는 ‘-리-’의 통시적 출현, 발달, 분포, 의미 기능 등을 중심으로 중세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로 나누어 그 연구의 쟁점과 전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리-’에 관한 고찰이 국어
사 많은 영역을 넘나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발표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
하면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내용 두어 가지에 대해 간단히 궁금한 점을 질문함으로써 토론자
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께서는 (3)과 (6) 등에 대해 ‘선어말어미’와는 별도로 ‘선어말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셨는데 용어의 사용 취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6)

의 ‘-리-’와 관련하여 분석 가능성과 당시 언중들의 문법 의식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제시하셨는데 언뜻 특정 언어 형식의 분석 가능성 여부라는 것은 당시 언중들의 문법 의식을
기반으로 할 때에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의문점 등에 대해
보완 설명을 해 주신다면 발표문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
니다.
2. 발표자께서는 (8나)에 대해 부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예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셨고 불
교의 믿음 세계를 다루는 『석보상절』에서와 같은 경우 이런 발화가 대부분 ‘예언’에 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석보상절』과 같이 불교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예
언 내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모든 불경 언
해의 경우 다 이러한 설명이 적용되는지 불경 언해가 아닌 경우엔 어떠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결국 기존의 ‘-리’를 설명하는 [예정]이라는 용어가 ‘-리’가 드러내는 의미([필
연]?)를 다 포괄하지 못한다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장의 제목이 ‘-리-’의 ‘쇠퇴’인데 이는 어떤 측면에 대한 쇠퇴를 말씀하신 것인지 좀 더
분명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리러’ 의 경우 ‘ㄹ러’로 형
식 삭감에 의한 ‘형식’의 쇠퇴는 보였겠지만 그 의미는 ‘리’의 의미가 유지됨으로써 ‘의미’의
쇠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엔 ‘-리-’가 아닌 ‘-러-’의 회상의 의미가 사
라지는 쪽으로, 즉, ‘의미’에 있어서는 ‘-리-’의 쇠퇴가 아닌 ‘러’의 쇠퇴가 일어난 것으로 봐
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10)의 예들 전반에 대해 이 부분을 명확히 짚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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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개인 발표

언간의 음운현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방법론
안주현(경북대학교)

1. 서론
일반적으로 역사언어학은 공시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기술언어학에 대비되는, 통시적 언
어연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언어학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결과를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ynon(1977, 최전승 역 1992:8-9)은 언어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첫째는 계기적인 언어 상태의 문법 기술로부터 추출된 변화의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진행 중에 있는 현상으로서 언어 변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
이다. 즉 언어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사 자료의 하나인 언간을 이용하여 국어의 음운변화가 진행되는 과정
을 살펴보는 것이다. 음운변화의 진행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음운현상이
실현되는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언간을 포함하여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
로 하는 계량적 연구는 대부분 말뭉치-기반 연구(corpus-based language study)라 할 수
있다.1) 그러나 현재는 국어사 자료로 구축된 말뭉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구축된
말뭉치도 대부분 원시 말뭉치 수준이다. 또 다양한 이표기와 이형태가 나타나는 국어사 자료
말뭉치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태영(1995), 소강춘(2001), 홍윤표(2001)에서는 국어사 자료의 정보화와 관련된 현황과 전
망을 제시하였다. 이미 15년 전에 국어사 자료를 활용한 말뭉치를 구축해야 하고 구축된 말뭉
치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
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안의정 외(2008), 남길임 외(2012), 안주현(2013) 등과 같은 연
구에서 조선시대 음식조리서를 대상으로 국어사 말뭉치를 구축하였고, 구축된 말뭉치를 분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 김남돈(2006), 김진해(2008), 황용주(2008) 등에
서는 신소설 및 고소설 말뭉치 구축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국
어사 자료를 활용한 대부분의 말뭉치 연구는 여전히 SynKDP(일명 깜짝새)나 Uniconc 따위
의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시 말뭉치를 검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말뭉치-주도 연구(corpus-driven language study)는 찾아
보기 어렵지만 이상억(2001)은 국어사 자료를 활용한 이론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국어 연구에 있어서는 음소, 음 변화부터 의미, 통사적 현상에 이르는
모든 국어학 영역의 기능 부담량(functional load)을 살펴서 국어의 계량적 연구 방법론을 정
립하고자 하였다. 또 한국어의 어휘 확산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훈민정음 언해본부터
1900년 신약전서에 이르는 400여 권의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역사 자료 말뭉치를 활용한 역사 사회언어학적 연구들이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1) 국어사 자료의 빈도를 활용한 모든 연구가 계량적 연구가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와 말뭉
치를 활용한 연구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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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말뭉치를 활용한 역사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은 Nevalainen, Terttu and
Helena Raumolin-Brunberg(2003)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고 언간을 대상으로 한 역사 사회
언어학 연구도 김주필(2011), 신성철(2014)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주필(2011)의 경우 139
건의 ‘송준길가 한글 편지’를 대상으로 그 안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발신자의
‘세대’, ‘성’,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신성철(2014)의 경우 추사·추사가 언간
(83건), 의성김씨종택 언간(167건), 영동 송병필 후손가 언간(91건), 순원왕후어필봉서·순원왕
후어필(58건), 명성황후 언간(134건) 등 19세기 언간을 대상으로 하여 ‘ㄹㄹ’ 연쇄 표기와 ‘ㅡ’
전설모음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2)
본 연구는 조선시대 언간에 나타나는 음운변화의 양상을 계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음운현상의 실현 여부를 어휘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운현상 적
용 여부를 어휘별로 계량화하면 어휘적 변이와 자유 변이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환경들을 살펴보는 데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 대상과 계량화 방법
2.1. 연구 대상
지금까지 소개된 조선시대 언간은 이래호(2015)에 따르면 모두 2,940여 건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렇게 소개된 언간 중에서 가능하면 필사 시기와 발신자가 분명하게 밝혀진 언간을 연
구 대상으로 한다. 또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언간 중에는 판독문만 존재하고 실물을 확인하
기 어려운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영인본이나 실제 언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만
연구 대상으로 하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결자(缺字)가 많은 언간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다. 새로운 언간을 소개하는 단계의 연구에서는 결자가 있더라도 전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계량적 연구를 통해 언어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는 결자 때문에 생기는 오분석(誤分析)이 통계 처리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통계 결과의 신뢰
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계에 소개된 언간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판독이 정확하고 음운변화 연구에 적합한 언간을 선정하여 계량적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 언간의 건수와 주요 언간을 세기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김한별(2015:3)에서는 이 논의들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연령’이나 ‘세대’를 제외한 사회언어학적 변
항들이 음운론적 해석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역사 사회언어학의 방법
론으로 음운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방법론적 한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대상 자료
와 연구 주제의 제한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김한별(2015)을 포함한 세 논의는 모두 500건 미
만의 한두 시기(신성철(2014)과 김한별(2015)은 19세기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김주필(2011)은
17·18세기에 작성된 문헌들이지만 전체 건수는 가장 적다)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김한별(2015)을
제외하면 살펴본 음운현상도 한두 가지에 그쳤다. 따라서 조선시대 언간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
사회언어학 연구의 효용성은 역사 사회언어학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언간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후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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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건수

대표 언간

16세기

193

순천김씨묘출토언간

17세기

595(참고 3)

현풍곽씨 언간
은진송씨 송준길가 선세언독 언간
『숙명신한첩』 언간
『숙휘신한첩』 언간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소재
언간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

18세기

236(참고 5)

추사가 언간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

19~20세기

418(참고 4)

추사 언간
『순원왕후어필』 언간
순원왕후어필봉서 언간
은진송씨 송병필가 언간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언간

합계

1442

<표 1> 연구 대상 자료 요약(세기별)

<표 1>은 연구 대상 자료의 건수와 주요 언간을 세기별로 제시한 것이다. 위 언간 중에서
왕실 언간을 제외하면 16세기에는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이하 <순천김씨언간>, 17세기에는
<현풍곽씨언간>, <은진송씨 송준길가 선세언독 언간>(이하 <선세언독>), <은진송씨 제월당 송
규렴가 『선찰』 소재 언간>(이하 <송규렴가 언간>),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이하
<송준길가 언간>), 18세기에는 <추사가 언간>,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이하 <김성일
가 언간>), 19-20세기에는 <추사언간>, <은진송씨 송병필가 언간>(이하 <송병필가 언간>)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이들 언간의 정보를 더 자세하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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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간

주요 발신자

배경 언어

<순천김씨언간>

신천
강씨(128매)
김훈(10매)
채무이(41매)3)

최대 발신자인 신천 강씨가 경상도
선산에서 출생하여 서울로 시집을 감.
김훈과 신천 강씨는 말년에 벼슬살이를
위해 省峴縣(현재의 청도)으로 내려옴.
채무이는 서울에서 살다가 청주로
세거지를 옮김.

<현풍곽씨언간>

곽주(109)
현풍곽씨(45)
진주하씨(6)
곽의창(6)4)

최대 발신자인 곽주와 그 가족들은
경상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과
논공면을 중심으로 삶.
곽주의 관직 경력은 없음.

<송규렴가
언간>

송규렴(28)
안동 김씨(89)5)

송규렴은 충청남도 회덕에서 출생하여
1654년 문과에 합격한 후 벼슬살이를
시작함.
안동 김씨는 서울에서 출생하여 안동에서
자란 후 1648년 송규렴과 결혼함(1645년
상경).

<선세언독>

진성이씨(3)
송준길(4)
배천조씨(3)
송병하(5)
은진송씨(3)
송요화(6)

<송준길가
언간>

배천조씨(23)
송요화(4)
송익흠(13)
여흥민씨(33)6)

<추사가 언간>

<김성일가
언간>
<추사언간>
<송병필가
언간>

해평윤씨(13)
김노경(23)
기계유씨(3)
김상회(2)7)
김진화(18)
여강이씨(96)
아주신씨B(13)
의성김씨②(18)
의성김씨④(21)
진성이씨B(18)8)
김정희(40)
송병필(17)
송지수(12)
은진송씨①(4)
은진송씨②(6)
전주이씨(8)
여산송씨(6)

송준길의 장인, 장모부터 송준길의
5대손인 송기연에 이르기까지 발신자가
매우 다양함.
최대 발신자는 송익흠의 아내 여흥민씨와
송준길의 큰며느리 배천조씨로 이 자료가
단순하게 충청도 방언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추사의 출생지가 충남 예산이지만
추사가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훈척
가문(勳戚家門)의 하나로 중앙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양반 계층 발신자의 대부분이 안동, 상주,
의성, 경주 등 출신으로 대체로 경상도
방언을 반영하고 있음.

최대 발신자인 송병필과 그의 아버지
송지수는 관직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충북 영동 지역의 방언을 반영.

<표 2> 대표 언간의 주요 발신자와 배경 언어

3)
4)
5)
6)
7)
8)

주요 발신자의 편지 건수는 조항범(1998) 참고.
주요 발신자의 편지 건수는 백두현(2003) 참고.
주요 발신자의 편지 건수는 이래호(2004) 참고.
<선세언독>과 <송준길가 언간>의 주요 발신자의 편지 건수는 황문환 외(2013) 참고.
주요 발신자의 편지 건수는 이병기(2013) 참고.
주요 발신자의 편지 건수는 김한별(2015) 참고. 김한별(2015)은 <김성일가 언간> 165건과 <천전파>
33건, <미공개> 62건을 합하여 총 260건을 기준으로 건수를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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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대표 언간의 주요 발신자와 배경 언어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9종의 언간 중
에서 비교적 배경 언어가 분명한 것은 <현풍곽씨언간>과 <김성일가 언간>, 그리고 <송병필가
언간>이다. 이 중에서 <김성일가 언간>의 남성 발신자인 김진화(金鎭華, 1793-1850)는 1828
년 창릉 참봉을 시작으로 한성부 판관을 지낸 후 외직으로 나가 아산 현령, 진산 현령, 무장
현령을 거쳐 능주 목사가 되었다. 따라서 김진화의 경우 배경 언어를 경상도 방언이라고 분명
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현풍곽씨언간>과 <송병필가 언간>은 위 언간 중에서 배경 언어를 가장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풍곽씨언간>의 곽주와 <송병필가 언간>의 송병필, 그의 아버지 송지수
는 관직을 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외직을 한 경험이 없고 해당 지역의 방
언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순천김씨언간>의 경우 최대 발신자인 신천 강씨가 경상도 선산에서 출생하여 대체로 경상
도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로 시집을 가 서울 출신인 남편과
함께 살았으므로 어느 정도 서울 방언도 함께 사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마찬가지로 순천김씨
의 남편인 채무이도 서울에서 살다가 청주로 세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서울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순천김씨언간>의 경우 청주 지역의 방언이 언간의 언어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 지역 방언이 배경 언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송규렴가 언간>은 대부분 송규렴과 그의 아내 안동 김씨가 작성한 언간으로 충청도 방언
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추사가 언간>과 <추사 언간>도
배경 언어를 특정하기 어렵다.

2.2.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의 구성
언간을 포함하여 역사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는 자료의 성격만 다를 뿐 말뭉치를 구축하고, 구축된 말뭉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말뭉치 언
어학의 두 방법론과 궤를 같이 한다. 보통 말뭉치 언어학은 말뭉치-기반 연구와 말뭉치-주도
연구로 나뉜다. McEnery & Hardie(2012)에서는 말뭉치-기반 연구가 이론이나 가설을 뒷받
침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말뭉치-주도 연구는 말뭉치 연구 자체가 이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즉 말뭉치를 이용한 계량적 연구는 크게 말뭉치를 가설 검증의 방법
으로 제한하여 다룰 것인가, 말뭉치 자료 자체를 이론의 근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말뭉치 언어학이 진정한 의미의 이론이 될 수 있는
가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향 모두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9) 본 절에서는 역사 자료 중 하나인 언간을 대상으로 언어 변화를 연구
하기 위한 말뭉치를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말뭉치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는 말뭉치가 특정 언어나 언어 변이를 다루기 때문에 표본화(sampling)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표성을 갖춘 말뭉치란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하고, 또 합리적인 표본 추출
과정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Tony McEnery, Richard Xiao and Yukio Tono 2006:13-21).
대표성은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같은 대규모 일반 말뭉치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것
과 같은 소규모 직접 구성 말뭉치(DIY corpora)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9) 말뭉치 언어학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은 남길임(201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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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은 ① 예비 작업, ② 구축 작업, ③ 분석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예비 작업이란 실제로 말뭉치를 구축하기 전에 연구 목적에 맞게 말뭉치를
설계하고 설계한 말뭉치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다. 만약
예비 작업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말뭉치를 수정
하고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완성도가 높은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
축 작업이란 예비 작업을 통해 결정된 방식으로 실제 말뭉치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서는 예비 작업에서 계획한 대로 전체 말뭉치를 통일성 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③ 분석 작업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절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계량적 연구를 진
행하는 과정이다. 말뭉치 연구는 기본적으로 빈도 추출을 통한 계량적 연구이다. 따라서 ‘어떠
한 빈도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추출된 빈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말뭉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2>와 같다.

① 예비 작업
말뭉치 설계
부분적 말뭉치 구축
분석 및 결과 확인
② 구축 작업
원시 말뭉치 구축
마크업(mark up) 작업
주석(annotation) 작업
③ 분석 작업
분석 도구 및 방법 결정
분석 결과 해석

<표 3> 말뭉치 구축 과정

2.2.1. 예비 작업
조선시대 언간을 계량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구성한 말뭉치도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말뭉
치의 대상 자료는 구축하는 말뭉치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말뭉치-주도 연구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1차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집 가능한, 최
대한 많은 언간 자료를 활용하여 말뭉치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정한 주제로 연구를 진
행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수집한 말뭉치가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현풍곽
씨언간」의 경우 소개된 168건 중에는 161번10) 편지처럼 전체적으로 판독이 어려운 것들도 존
재한다.
(1) 「현풍곽씨언간」 161
10) 언간의 명칭과 번호는 백두현(200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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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님 젼 샹이
문
안 그리 졍지 무궁히 알외 ········
긔후 평안신 문안을 요 ···········
와 사도 졍지  족 ··········
장 님박와시오니 새 ··········· 외노이다.
····· 외로 이긔디 ·········· 외노이다.
····· 인이 되니 병듕도 모 ········
····· 몯 드온 일 ··· 야애 ········
··· ? 오매 브리 ······· 가와 ···············
…후략…
이렇듯 판독이 어려운 언간의 경우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리’의 경우 앞뒤 문맥에 따라 ‘브리-’의 어간으로 볼 수도 있고 ‘브리(블[火]+이)’로 볼 수도
있다. 또 현재의 판독 상황에서는 둘 중 어느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말뭉치주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말뭉치를
구성한다. 따라서 「현풍곽씨언간」 161과 같이 판독 자체가 어려운 언간은 말뭉치를 구성할 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는 언간이라는 특정 장르에 속한 자료들만으로 구축된 말뭉치이기 때
문에 주제의 측면에서 내용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1세기 세종계획〉 ‘역사 자료 말뭉
치’의 경우 5,650,834어절의 원시 말뭉치를 구축하였고 이 중에서 883,120어절을 형태 분석
하여 형태 분석 말뭉치로 구축하였다. 〈역사 자료 말뭉치 구축 지침〉에 따르면 <21세기 세종
계획>의 역사 자료 텍스트 유형은 ‘시가류, 소설류, 산문기록류, 종교서류, 기술서류, 약학서
류, 교민서류, 역사서류, 운서류, 사서류, 언간 및 문서류, 기타’의 12가지로 나누어진다. 하지
만 실제 구축된 자료에서는 언간 및 문서류는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에 포함된 언간류는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과 「현풍곽씨언간(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11)두

가지밖에 없다. 이 중에서 형태 분석이 된 자료는 「현풍곽씨언간」 12,753어절이다. <21세기
세종계획>의 경우 대규모 균형 말뭉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뭉치 구축 지
침을 만들 때도 말뭉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 자료 유형을 12가지로 분류하였고 언
간은 그렇게 나누어진 대분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말뭉치 구축 단계에서는 원시 말뭉치
에서도 단 두 가지만 구축되어 대분류에서 빠지고 기타 항목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는 구축된 말뭉치의 특성상 이 말뭉치만으로 균형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구축된 말뭉치 자료인 〈21세기 세종계획 역사 자료 말뭉치〉
가 가지고 있는 균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2.2. 구축 작업
2.2.2.1. 기초 자료 입력

11)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에는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진주하씨묘 출토 간찰’로 되어 있다. 언간의
명칭은 논의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대상에서 제시한 언간 명칭을 사용한다.

- 149 -

2018년 여름 국어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말뭉치 구축 작업은 기초 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남윤진(2000: 45)에 따르면 텍
스트를 기계 가독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계 가독형으로 된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둘째는 광학 문자 인식기(Optical Character Recognizer: OCR)를
이용하는 것, 셋째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의 경우 원본
이 종이에 붓으로 쓴 필사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광학 문자 인식기를 활
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필사본 자료의 특성상 원문을 판독하는 과정이 정확한 언어 분석을 위
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미 판독되어 공개된 자료
라 하더라도 모든 판독문을 연구자가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10만 어절이 넘는 언간
자료를 개인 연구자가 하나하나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기존의 판독 자료들을 활용하여 기초 자료를
입력하였다. 조선시대 언간을 판독하여 소개하거나 주해한 연구는 김일근(1986/1988), 백두현
(2003), 조항범(1998), 황문환(2002) 등 여러 연구가 있다. 또 지금까지 소개된 여러 언간을
집대성하여 판독하고 소개한 연구로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한국학중앙연구원(2009)12), 황문
환 외(2013)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집대성하여 판독 및 대교 작업을 거친 결
과물인 황문환 외(2013)13)의 판독 결과물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황문환 외(2013)는 판독
문만 실려 있고 주해문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기존의 연구 및 주해서들도 함께
활용하였다.
필사본 언간을 활용하여 말뭉치를 구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류 없이 옛한글을 입력하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옛한글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도구에 호환되는 코드(code)로 입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료를 유니코드
(unicode)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코드에서만 실행이 되는 분석 도구가 필요할
때에는 유니코드로 입력된 자료를 해당 코드로 변환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원시 말뭉치를 구축할 때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문을 입력하는 양식이다. 홍
윤표(2001:15-21)에서는 본문의 입력 양식과 관련된 문제로 띄어쓰기, 한자음 입력, 방점 표
시, 입력파일명의 표준화, 입력 양식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방점 표시는 조선시
대 언간 말뭉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 한자음 입력의 경우 언
간에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한자어의 음을 한글로 적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초 자료를 입력할 때는 비교적 수월하다 할 수 있
다. 입력파일명의 표준화는 대규모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말뭉치를 추가할 때,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을 말뭉치로 구축할 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
시대 언간 말뭉치에서는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를 구축할 때 위에서 제시한 문제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띄어쓰기와 입력 양식의 문제이다. 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역사 자료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
지 않다. 하지만 원문 그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말뭉치를 구축하게 되면 언어학적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뭉치 구축의 의의가 없어진다. 〈21세기 세종계획〉의 역사자료 말
뭉치 구축 지침에서는 띄어쓰기의 일반 원칙으로 다음의 7가지를 제시하였다.

12)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09년에 『전주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 간찰』, 『대전 안동권씨 유회당가
한글 간찰 외』,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등 언간 주해서들을 시리즈로 출간하였다.
13) 이 연구 결과에는 친절하게도 참고한 기존 연구들의 판독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르게 판독한 경우
‘판독 대비’를 표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판독 대비’를 중심으로 영인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말뭉치를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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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세기 세종계획 역사자료 말뭉치〉의 띄어쓰기 지침
ㄱ. 고전 자료의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현행 맞춤법 규정을 준용한다.
ㄴ. 관형사와 명사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 ‘잇’, ‘이’, ‘잇’ 등
ㄷ. 어미와 조사, 파생접사는 붙여 쓴다.
ㄹ. 합성어는 의미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성어로서 굳어진 경우
는 붙여 쓴다.
【예】 성화년간, 공후거족
ㅁ. 연철은 붙여 쓴다.
【예】 하니(하는 이)
ㅂ. 한시 구절은 5자나 7자라 하더라도 모두 붙여 쓴다.
ㅅ. 한문 원문의 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인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ㄷ)과 (2ㄹ)이다. 국어에는 어미나 조사와 형태가 같은
접사나 의존명사가 여럿 존재한다. 또 언간의 경우 판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맥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그릇된 분석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2ㄹ)의 경우 합성어를 의미별
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합성어를 의미 단위별로 띄어 쓰게 되면 찾고
자 하는 요소가 포함된 단어의 빈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합성
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의미가 변하거나 약해져 하나의 의미로 바뀐 경우에는 문맥을 고려
하지 않고 단순히 형태적 차원에서만 결과를 추출하게 된다.
(3) 언간의 띄어쓰기
ㄱ. 이제란 원간 겨집죵으란 내려 두어 자내 브리소
<순천김씨언간 006>
ㄴ. 이   말 가니라 사이젓 반다이 알젓 가지가지 사셔  녀허 보내여라
<순천김씨언간 008>
ㄷ.   경업 자내 편챠 유무 보니 더옥  둘  업서 뇌
< 현풍곽씨언간 004>
(2ㄱ)의 경우 ‘겨집’과 ‘죵’이 합쳐진 합성어로 각각의 의미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 띄어 쓰
거나 붙여 쓰더라도 음운현상의 빈도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러나 (3ㄴ)에 나타나는 ‘반다이’의 경우 전철웅(1995)에서는 ‘반 다이’로 판독을 하였고 조항범
(1998), 황문환(2002) 등에서는 ‘반다이’로 판독을 하였다. ‘-다이’는 현대국어의 ‘-대로’와 유
사한 의미를 가진 접사이다. 현대국어 ‘대로’의 경우 의존 명사와 조사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
에 위와 같은 띄어쓰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ㄷ)의 ‘ 경업’는 황문환(2002)에서
는 ‘ 경 업’로 판독하였고 백두현(2003)에서는 ‘경 업’로 판독하였다. 이는
‘마음에 경황(景況)이 없다’는 뜻으로 ‘마음’과 ‘경(황)’이 합쳐진 ‘경’을 하나의 단어로 보
거나 ‘경(황)’과 ‘없다’가 합쳐진 ‘경없-’을 하나의 단어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띄어쓰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는 <21세기 세종
계획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 지침에서처럼 모든 합성어를 의미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운현상이 포함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만 합성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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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진 의미나 문맥을 고려하기 어렵다. 둘째는 현행 맞춤법 규정과 같이 합성어를 붙여 쓰
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각 항목이 합성어인지 구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 ‘경’, ‘없-’ 중에서 합성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합성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표제어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마음경’은 없지만 ‘경없다’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 경업
’와 같이 어절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입력 양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원
문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언간의 경우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하고 발신자는 수신자와의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특정한 투식
이나 양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언간에는 글자의 위치나 크기를 달리 하여 상대
방을 높이는 대두법(擡頭法)이 자주 사용된다.

<그림 1> <현풍곽씨언간>의 대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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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현풍곽씨언간> 120번으로 출가한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렇듯 손
윗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문안’의 ‘문’자를 줄을 바꾸어서 써 놓았다. 만약
이와 같은 원문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원본이 나타내고자 한 의식이나 태도까지 포함하
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계량화를 통한 언어적 분석을 전제로 하는 말뭉치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줄을 바꾸어 입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원문을 반영한 줄 바꿈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입력 양식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문장 단위의 입력이다. 홍윤표(2001:19-21)에서는 용례
검색, 특히 KWOC14) 방식의 용례 검색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장 단위 표시
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역사 자료를 입력할 때 문장 단위를 표시하는 것은 그렇
게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언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역사 자료는 현대국어 자료와 달리 분명
한 문장 맺음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마침표와 같은 구두점이 거의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용상 하나의 문장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도 종결어미를 사용하기보다는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문장 단위로 나누기 위해서는 입력자가 내용을 해석하여 문맥에 따라
임의로 나눌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장 나눔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문장 단위로 용례
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휘별로 음운현
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장 단위 표시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다.15)

2.2.2.2. 입력 자료 주석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석(annotation) 작업을 수행해
야 한다.16) 말뭉치 주석에는 품사 태깅(POS tagging), 대표화(Lemmatization), 문장 분석
(parsing), 의미 주석(Semantic annot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주석들이 말뭉치 구축에 있
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주석이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 특별한 방식의 주석을 붙일 수도 있
다. 특히 본 연구는 조선시대 언간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일반적
인 유형의 주석과는 다른 특별한 주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석은 일종의 문제
지향적 주석(Problem-oriented annotation)이다. 문제 지향적 주석은 다른 주석들처럼 전체
항목을 모두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만 직접적으로 주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음운현상별 주석뿐 아니라 대표화도 완료되어야 한
다. 대표화를 진행하지 않고 음운현상별 주석만 할 경우 동형어를 분석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화와 음운현상 주석을 중심으로 주석 작업을 진행
하였다.17)
14) KWOC: Keyword out of context. 검색 대상을 왼쪽에 제시하고, 검색 대상이 포함된 용례를 오른
쪽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15) 이 작업은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를 활용하여 다른 연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
는 작업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는 이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6)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원시 말뭉치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마크업(mark up) 작업을 진행하여
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단계의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는 마크업보다는 주석 작업이 더 중요하다. 따
라서 이 자리에서는 입력 자료를 주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국어사 자료의 마크업
방안에 대해서는 안의정 외(2008)을 참고할 수 있다.
17) 말뭉치 주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품사 태깅(POS tagging)이다. 그러나 역사 자료의 경우
매우 다양한 이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품사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규모가 매우 큰 것은 아
니지만 개인 연구로 전체 언간의 품사 태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문제 지향적 주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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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태깅, 대표화 등은 구축된 말뭉치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석 방법이다. 또 각각
의 주석은 선행 주석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석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대표화 작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절별로 입력된 원시 말뭉치에 품사 태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찬가지
로 문장 분석이나 의미 주석을 위해서는 품사 태깅과 대표화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품사 태깅과 대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주석을 진행하게 되면 동형어 여부를 의
미 주석 단계에서 다시 판단하여 태깅을 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석은 ‘음운현상 주석’이다. ‘음운현상 주석’과 같은 문제 지향적
주석도 품사 태깅, 대표화, 문장 분석, 의미 주석이 완료된 후 진행한다면 주석 작업의 정확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기
본적인 주석 작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문제 지향적 주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음운현상 주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살펴보고자 하는 음운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기계적으로 추출하였다. 대부분
의 음운현상은 그것이 공시적인 것이든 통시적인 것이든 바뀌는 소리가 있고, 음 변화를 만들
어 내는 환경이 있다. 예를 들어 구개음화 중 하나인 ‘ㄷ구개음화’는 ‘i’ 또는 ‘y’ 앞에서 ‘ㄷ’
이나 ‘ㅌ’이 ‘ㅈ’이나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따라서 전체 어절에 대한 품사 태깅과 대표화
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음운현상의 환경을 바탕으로 후보 어절을 추출할 수 있다. 김주필
(2005)에서는 18세기 역서류 문헌과 왕실 문헌에서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의 확산 과정을 살
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계량화를 위해 입력된 대상 문헌에서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의 환경
에 있는 모든 어절을 추출하여 분류 번호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김주필(2005)와 비슷
하게 특정 음운현상의 환경에 있는 모든 어절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어절 중 해당 음운현상과 관련된 어휘 항목을 대상으로 ‘음운현상 주석’을 진
행하였다. ‘음운현상 주석’은 각 음운현상의 변화 유형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원순모음화는 크게 순행 원순모음화와 역행 원순모음화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원순
모음화에 참여하는 음운에 따라 ‘ㅡ>ㅜ’ 유형과 ‘ㆍ>ㅗ’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이렇게 나
누어진 원순모음화의 유형은 다시 실현 여부에 따라 실현형과 비실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원순모음화의 ‘음운현상 주석’을 위해 변화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변화 유형
ㅡ>ㅜ
순행 원순모음화
ㆍ>ㅗ

ㅡ>ㅜ
역행 원순모음화
ㆍ>ㅗ

실현 여부

음운현상 주석

실현형

순행 ㅡ>ㅜ 실현

비실현형

순행 ㅡ>ㅜ 비실현

실현형

순행 ㆍ>ㅗ 실현

비실현형

순행 ㆍ>ㅗ 비실현

실현형

역행 ㅡ>ㅜ 실현

비실현형

역행 ㅡ>ㅜ 비실현

실현형

역행 ㆍ>ㅗ 실현

비실현형

역행 ㆍ>ㅗ 비실현

<표 4> 원순모음화의 ‘음운현상 주석’ 분류

하여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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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원순모음화의 ‘음운현상 주석’을 하기 위해 원순모음화의 변화 유형, 적용 방향에
따라 모두 8개로 주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위에 제시한 8개의 분류 외에도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 동화나 원순모음화와 관련된 음운현상으로 비원순모음화를 함께 다
룰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원순모음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교정형들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원순모음화와 관련된 전체 음운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음운현상이 어휘에 따라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음운변화 양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간다.
셋째, ‘음운현상 주석’이 완료된 항목을 대상으로 대표화를 진행하였다. 대표화는 동형어를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어형으로 실현되는 어휘들
을 하나의 항목으로 모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성원경(2007)에 따르면 〈21세기 세종계획〉
은 모두 63,632,472어절의 원시 말뭉치를 구축했지만 그 중에서 형태 분석 말뭉치는
15,293,877어절이고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는 12,691,945어절뿐이다. 즉 구축한 약 육천삼백
만 어절 가운데 계량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어절 수는 전체의 약 20%인 천이백만 어절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계량적 연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형태 의미 주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음운현상과 관련된 어휘 항목을 추출하고 추출된 어휘 항목을 형태 의
미 주석 수준으로 대표화하였다. 이때 대표화에 사용하는 표제어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4) 대표화 표제어의 선정 방법
ㄱ. 이표기 또는 이형태로 묶을 수 있는 어휘는 하나의 항목으로 대표화한다.
ㄴ. 단순한 표기법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어형은 같은 어형의 현대국어로 대표화한다.
ㄷ. 음운 규칙의 적용 여부로 설명할 수 있는 어형은 같은 어형의 현대국어로 대표화
한다.
ㄹ. 같은 어형의 현대국어가 존재하더라도 의미가 변한 경우 변한 의미의 현대국어로
대표화한다.
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한자어는 현대 한자음으로 대표화한다.
ㅂ. 동형어(동음이의어)는 어깨번호를 사용하여 대표화한다.(단, 이때의 어깨번호는 단
순히 대상 자료에서 출현한 순서로 하고 사전 표제어의 어깨번호와는 관련이 없다)
2.2,3. 분석 작업
말뭉치를 언어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① 원하는 용례를 추출하고 ② 추출
된 용례에 주석을 단 후 ③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한
분석 도구는 각각 ‘용례 추출기’, ‘형태 분석기 및 주석 입력기’, ‘빈도 측정 및 통계 계산기’
이다. 현재 국어사 자료에서 용례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synKDP와 uniconc이다. synKDP의 경우 유니코드를 활용한 텍스트 용례 검색기
이기는 하지만 대상 텍스트를 2b(바이트) 파일로 변환해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uniconc
는 유니코드(utf-16, Little-endian)로 만들어진 텍스트라면 별도의 코드 변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uniconc를 사용하지 않고
synKDP로 용례를 검색하였다. 그 이유는 음운현상과 관련된 용례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자소
검색’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uniconc의 경우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음절에서 자소 검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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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이다.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추출된 용례를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도구는 찾기 어렵다. 김진해
(2008)와 김진해 외(2009)에서 활자본 고소설 말뭉치를 형태 분석하는 방안이 소개되긴 했지
만 자동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에 국한되어 있다. 조은경, 한
영균(2016)에서도 역사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 분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
다. 하지만 이도 어휘 분석기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치중하는 논의로 실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남길임 외(2012)에서도 필사본 음식조리서를 대상으로 형태 분석 및
의미 주석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나 용례 기반 사전을 바탕으로 수동으로 형
태 분석을 진행하였다.18)
끝으로 필요한 주석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대한 빈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뭉치
의 빈도 분석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통계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중
요한 것은 원하는 결과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 도구를 제작하고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3. ‘ㆍ’의 비음운화에 대한 계량적 연구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를 활용하면 다양한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음운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기
와 음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하여야 한다. 특히 근대국어 표기는 중세국어 시기의 표기
체계보다도 통일성이 낮아 근대국어 표기를 바탕으로 음운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홍윤표(1983:87)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국어 시기의
표기법이 완전히 무질서한 것이 아니기에 일정한 표기 규칙과

표기 체계를 밝힌다면 근대국

어 시기 자료들도 음운 연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필(1998)에서는 ㄷ구개음화와 ‘ㆍ’의 변화를 중심으로 음운변화 과정에서의 표기 유형과
음성형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제시한 표기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5) ㄷ구개음화와 관련되는 표기 유형
ㄱ. ㄷ을 ㄷ으로 표기한 경우
ㄴ. ㄷ을 ㅈ으로 표기한 경우
ㄷ. ㅈ을 ㄷ으로 표기한 경우
ㄹ. ㅈ을 ㅈ으로 표기한 경우
김주필(1998: 52)에서는 먼저 (5ㄱ)과 같은 유형이 당시의 음성형을 반영한 표기인지 그렇
지 않은 표기인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결론적으로 (5ㄱ)이 음성형을 반
영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표기를 통한 음운사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구개음화가 갑작스
럽게 일시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간주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에는 음성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8)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인 작업으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정확도가 높은 형태 분석기나 어휘
분석기가 개발되면 역사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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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5ㄱ)과 같은 표기가 구개음화가 진행되는 과정 모두에서 음성형을 반영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구개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5ㄱ)이 실제 음성형을 반영
한 표기라고 보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 이 시기에 나타나는 (5ㄴ)도 실제의 음가
가 반영된 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개음화가 확산되어 대부분의 어휘에서 나타나
는 경우에도 이러한 표기가 음성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 논의에서도 그렇다면 (5ㄱ)이 언제부터 [지]로 실현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은 구개음화가 완성된 시기가 언제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구개음화가 완성된 후에는 ‘디’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그 음가는 [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최소한 근대국어의 표기와 음성 대응이 현대국어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에서는 ‘마디’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디]로만 발음
되는 것이지 [마지]로도 발음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근대국어 시기는
구개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가 어느 과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음성형을 나타낸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대국어 시기의 표기를 바
탕으로 음운변화를 살펴볼 때는 더 정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에서 표기와 음성형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개음화가 완성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김주필(1998:53-54)에서는 구개음화의 완성 시기를 추정하는 데 과도
교정 표기가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이 구개음
화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과도교정 역시 구개음화의 진행 과정에 따라 서
로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구개음화가 완전히 확산되어 완성되는 단계에
오면 과도교정은 이와는 반대로 점차 줄어들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남부 방언을 반영한 자료의 경우 19세기 후기에도 여전히 과도
교정형이 나타나며, ‘김치’와 같은 대표적인 과도교정형은 오히려 과도교정형이 표준형으로 채
택되어 현대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와 같은 규범 언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과도교정형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에는 어려움
이 있다.
표기와 음성의 대응 관계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ㆍ’ 표기와 ‘ㆍ’의 비
음운화 현상이다. 김주필(1998:58-59)에서는 『번역노걸대』에 나타나는 ‘모로, 지부로’ 등
의 예와 『노걸대언해』에 나타나는 ‘그몸, 너모’ 등의 예를 통해 이 시기의 ‘ㆍ’ 표기와 ‘ㅡ’
표기는 실제의 음성형이 표기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제는 이후의 시기에 사용된
‘ㆍ’와 ‘ㅡ’ 표기도 여전히 음성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 만약 이후
에 사용된 ‘ㆍ’가 실제의 음성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대응 관계가 바뀐 시기가 언
제인지 밝혀야 한다. 그런데 ‘ㆍ’의 경우에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여러 문헌들에서 높은 비율
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ㆍ’와 ‘ㅡ’, ‘ㆍ’와 ‘ㅏ’ 사이에서 뚜렷한 환경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ㄷ구개음화와 ‘ㆍ’ 비음운화의 또 다른 차이는 전자의 경우 음운변화가 진행된 후에도 여전
히 변별적으로 기능하는 두 개의 음이 존재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음이 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ㆍ’ 표기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것이
어떠한 음가를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언제 국어에서 ‘ㆍ’가 소멸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ㆍ’의 변화를 표기법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ㆍ’가 비음운화된 과정과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세 국어 시기의 모음 체계는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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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ㆍ’를 포함한 7모음 체계로 볼 수 있다. 비록 ‘ㆍ’의 위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ㆍ’의 비음운화가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에 변화를 야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
나 ‘ㆍ’의 비음운화 발생 시기와 완료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 꽤 차이를 보인다. 김명주
(2016:47)에서는 ‘ㆍ’의 발생 시기와 완료 시기에 대해 학자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를
여기에 다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6) ‘ㆍ’의 비음운화 발생 시기와 완료 시기
ㄱ. 발생 시기
15세기: 이숭녕(1977), 이기문(1961/1998, 1972/1997)
16세기: 송민(1985), 한영균(1994)
17세기: 최현배(1961), 김경훤(2004)
18세기: 박종덕(2004), 김유정(2012)
ㄴ. 완료 시기
17세기 초기: 이숭녕(1940, 1977), 최현배(1940, 1961)
18세기 중기: 김완진(1963), 허웅(1975, 1985/2003), 이기문(1961/1998, 1972/1997), 전광
현(1967), 곽충구(1980), 송민(1985), 백두현(1992)
19세기 초기: 김주필(2004a, 2004b, 2009), 백두현(2011), 김유정(2012), 김한별(2015).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ㆍ’의 비음운화가 언제 발생하여 언제 완료되었는지는 여전히 논란
의 여지가 있다. 이렇듯 ‘ㆍ’의 비음운화 발생 시기와 완료 시기가 학자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ㆍ’의 비음운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문헌에 나타나는 ‘ㆍ’의 사용 양상이 ‘ㆍ’의 비음운화 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ㆍ’의 사용이 증가한다거나 ‘ㆍ’가 음소로 기능했다고 보기
어려운 20세기 자료에도 여전히 ‘ㆍ’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ㆍ’의 비음운화에 대한 논의
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ㆍ’의 비음운화는 ‘ㆍ’가 음운으로서의 자격과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ㆍ’의 비음운화가 진행될수록 그 기능 부담량은 점차 감소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ㆍ’
의 비음운화는 음절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진행되었으므로 기능 부담량의 변화에 있어서
도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ㆍ’의 비음운화는 이숭녕(1940, 1959), 이기문
(1961/1998, 1972/1997) 등의 초기 연구 이래로 비어두 음절에서의 ‘>으’, 어두 음절에서
의 ‘>아’, 2단계 변화를 거쳐 완성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으’의 경우 이기문
(1961/1998:152)에서는 15세기에 변화가 싹트기 시작해서 16세기에는 완성이 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백두현(1992:63)에서도 《이륜행실도》에 나타나는 ‘사름’, ‘아’, ‘다슴 아븨’ 등을 통
해 16세기 ‘>으’ 변화가 영남 문헌어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ㆍ’의 변화 원인에 대한 연구는 한영균(1990, 1994, 2002)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
다. 한영균(1990)에서는 ‘ㆍ’의 비음운화 원인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축 대립에서 근대국어
시기의 전후 대립으로 재정립되는 모음 체계 변화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영균(1994)에서
는 실제 자료를 계량적으로 검토했을 때 비어두에서 ‘ㆍ’가 ‘ㅡ’로 변화하지 않은 예가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ㆍ’의 비음운화가 모음조화의 붕괴 원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영균(2002:39-40)에서는 ‘ㆍ’의 비음운화가 모음조화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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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동일한 음운론적 유인(誘因)에 의해 ‘ㆍ’의 비음운화와 모음조화의 붕괴가 작용했을 것
이라고 추론했다.
‘>아’ 변화는 16, 17세기 이후가 되어야 조금씩 사례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후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이 되면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기를 ‘ㆍ’ 변화가 완성된 시기로 보고 있다.
‘ㆍ’의 1단계 변화와 2단계 변화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는 백두현(1992:
274-275)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으’ 변화가 비어두에서, ‘>아’ 변화가 어두에
서 나타난 것은 음소가 가지는 음운론적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음운론적
강도를 분절적 강도와 위치적 강도로 나누었을 때, 고모음에 비해 저모음이 강도가 높고 어두
위치는 비어두 위치에 비해 강도가 높은 강위치라는 것이다. 이는 ‘ㆍ’ 변화가 서로 다른 방향
으로 나뉘어서 진행된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ㆍ’의 비음운화가 완료된 시기는 초기의 연구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18세기 중후반~19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다. 또 ‘ㆍ’의 비음운화 발생 시기도 비어두 음절의 변화를 포함하느냐의 차
이가 있을 뿐 그러한 변화가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16세기 전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ㆍ’의 비음운화 시기가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16세기 즈음에 시작하
여 19세기 즈음에 완성된 것이라면 ‘ㆍ’의 사용량도 16세기부터 시작하여 19세기까지 점차적
으로 감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억(1999:63-64)에서는 중세 국어 시기에 제1음절에 ‘ㆍ’를 가지고 있던 20개 부사 어휘
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어떤 어형으로 나타나는지 조사하여 그 빈도를 제시하였다. 이 논
의에서는, 어휘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닥’이 1575년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보아 어두 음절의
‘ㆍ’ 변화는 16세기 중·후반에 시작되었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점진적으로 ‘>아’ 변화가
확산되어 갔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1음절이 아닌 위치에 있던 ‘ㆍ’의 경우, 22개의 예는
‘>으’ 방향의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13개의 예에서는 그 반대 방향의 변화도 관찰됨을 언급
하였다. 이상억(1999)에서 보듯이, 약간의 반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제1음절에서는 ‘>아’
방향으로만 변화가 진행되었고, 제2음절 이하에서도 이 방향의 변화가 더 우세했음을 고려하
면, ‘ㆍ’의 사용 빈도는 어두 음절과 비어두 음절 관계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억(1999)는 몇 개의 어사, 그것도 부사와 같은 불변어만을 대상으로 ‘ㆍ’의 비음
운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ㆍ’의 비음운화가 표기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 줄 수는
있겠지만 ‘ㆍ’의 비음운화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먼저 본 연
구에서는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 사용된 ‘ㆍ’의 전체 빈도를 활용하여 ‘ㆍ’의 비음운화 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 나타나는 ‘ㆍ’의 사용 빈도와 그 비율을 대상 세기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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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ㆍ’ 음절

전체 음절

백분율

16세기 후반

7,334

45,175

16.2%

17세기 초반

6,993

37,691

18.6%

17세기 후반

11,037

65,957

16.7%

18세기 초반

5,121

29,460

17.4%

18세기 후반

4,092

24,327

16.8%

19세기 초반

17,421

103,352

16.9%

19세기 후반

13,716

79,710

17.2%

20세기 초반

2,914

16,617

17.5%

<표 5> 시기별 ‘ㆍ’ 사용 빈도와 백분율

<그림 2> 시기별 ‘ㆍ’의 사용 빈도와 백분율

<표 5>와 <그림2>는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서 ‘ㆍ’가 포함된 음절의 빈도를 16세기 후반
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여덟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측정한 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ㆍ’가
포함된 음절의 빈도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지만 전체 음절에서 ‘ㆍ’가 포함
된 음절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가장 높은 비율과 가장 낮은 비율의 차가 2%p가량이다.
음소의 기능 부담량이 계량적으로 측정된 사용 빈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면 ‘ㆍ’의
기능 부담량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사 연구에서는 ‘ㆍ’의 변화가 15, 16세기부터 발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부터 비음운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량적인 연구의
관점에서는 비음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는
다.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는 다수의 왕실 언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왕실 언간들은
주로 17세기와 19세기에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왕실 언간이 양반가의 언간보
다는 더 보수적인 표기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사용 빈도가 감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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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시점에 왕실 언간이 분포하고 있어 ‘ㆍ’의 사용 빈도 감소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은 왕실 언간을 제외한 후 ‘ㆍ’ 포함 음절을 전체 음절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시기별 ‘ㆍ’의 사용 비율(왕실 언간 제외)
<그림 3>에 드러난 ‘ㆍ’의 사용 비율은 <그림 2>에서 제시한 전체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
다. 그리고 전 시대에 걸쳐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2%p 내외인 것도 비슷하다. 뿐만 아니
라 시간이 흐를수록 ‘ㆍ’의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ㆍ’의 비음운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와 연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ㆍ’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동시에 그 역표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ㆍ’의 비음운화를 가정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동소(2007)에서처럼 ‘ㆍ’를 ‘비음소적 과잉 문자’로 취
급한다면 이렇게 시기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ㆍ’의 사용 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 자
리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ㆍ’의 비음운화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 나타나는 ‘ㆍ’의 사용 빈
도와 비율을 시기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단순한 사용 빈도와 비율의 측정만으
로는 ‘ㆍ’의 비음운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밝히기 어려웠다. 따라서 ‘ㆍ’의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서는 ‘ㆍ’와 관련된 더 많은 맥락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ㆍ’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환경적 조건은 ‘ㆍ’가 나타나는 위치이다. ‘ㆍ’가 어두 음절에서 나타날
때와 비어두 음절에서 나타날 때 상이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
한 환경적 조건이 ‘ㆍ’ 변화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ㆍ’의 비음운화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어두에서 ‘>으’로 변한 1단계 변화와 어두에서
‘>아’로 변한 2단계 변화가 시기적으로 차이를 두고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어
두 음절에서 사용된 ‘ㆍ’의 비율과 비어두 음절에서 사용된 ‘ㆍ’의 비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 나타나는 ‘ㆍ’의
사용 비율을 음절의 위치에 따라 제시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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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절 위치별 ‘ㆍ’ 사용 비율

‘ㆍ’의 사용 비율을 음절의 위치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비어두 위치에서 사
용된 ‘ㆍ’가 어두 위치에서 사용된 것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ㆍ’가 전반적으로 어두 위치보다는 비어두 위치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두 위치에서 사용된 ‘ㆍ’
는 점차 감소하고 비어두 위치에서 사용된 ‘ㆍ’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어두 위치에서의 ‘ㆍ’ 사용 비율 증가는 ‘ㆍ’의 비음운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하기가 어
렵다. ‘ㆍ’의 비음운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사용 비율도 점차 감소한다고 가정한다면 1단계 변
화가 주로 비어두 위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비어두 위치의 실현 비율이 어두 위치의 실현 비
율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의 사용
비율의 변화는 음절의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비어두 위치의 ‘ㆍ’ 사용 비율은
17세기 후반이 지나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어두 위치에서 사용된
‘ㆍ’의 비율이 17세기 후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기대된 결과가 나타
났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근본적으로 ‘ㆍ’의 두 가지 변화가 서로 다른 원인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신승용(2003: 164-184)에서는 ‘ㆍ’의 비음운화에 대
한 기존의 두 견해, 즉 ‘ㆍ’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변화라는 견해(이기문 1961, 1972)와 중화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견해(김완진 1963, 백두현 1992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ㆍ’의 1단계 변화
는 체계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X’ 계열과 ‘-으X’ 계열의 문법 형태소가 단일
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으’ 변화는 문법 형
태소와 어휘 형태소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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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니

120

19

122

37

25

72

30

2

-으니

62

27

141

84

18

115

109

4

비율

194%

70%

87%

44%

139%

63%

28%

50%



24
(110)

35

86

28

5(1)

55(3)

44(4)

8(1)

0

0

22

3

4

20(2)

5(15)

2(9)

NA

NA

391%

933%

150%

264%

240%

82%

(/마)
음
(마음)
비율

<표 6> ‘-니/으니’와 ‘/음’의 실현 양상

<표 6>은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서 ‘-니’와 ‘-으니’, ‘’과 ‘음’이 나타난 빈도와 비
율19)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니/으니’의 경우 16세기 후반에는 ‘-니’가 ‘-으니’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줄어들어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30% 수준
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20) 이러한 경향성은 ‘’과 ‘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음(마음)’의 경우 17세기 전반까지는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다가 17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 ‘ㆍ’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다가
20세기 전반에 와서야 처음으로 ‘음’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또 ‘’의 경우 어두 음
절이 ‘ㅏ’로 실현되는 ‘마’은 20세기 전반까지도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반면 ‘마음’은
19세기 후반이 되면 ‘음’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문법 형태소인 ‘-니’와 어휘 형태소인 ‘’의 변화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현상으
로 보기 어렵다. ‘-니’의 경우 중세국어 시기부터 ‘-으니’와 이형태 관계에 있었다. 또 대체
로 모음조화를 지키는 편이지만 오늘날의 음운론적 이형태들처럼 분명하게 환경을 달리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은 처음에는 ‘ㆍ’를 가지고 있는 단일한 형태
로만 사용되었다. 그러다 ‘ㆍ’가 점차 ‘ㅡ’나 ‘ㅏ’로 바뀌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세기가 되
면 처음으로 비어두 음절에서 ‘ㆍ’보다 ‘ㅡ’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하면
문법 형태소에서의 혼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어휘 형태소에 있는 ‘ㆍ’가 변화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신승용(2003)의 논의가 계량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제1음절이 아닌 위치에서의 ‘ㆍ’ 변화는 문법 형태소에서 먼저 혼란을 겪기 시작했으며 이후
에 어휘 형태소에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전반적인 경향성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ㆍ’가 ‘ㅡ’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그림 4>에서 나타나는
‘ㆍ’ 전체의 실현 빈도와는 맞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ㆍ’가 나
타나는 개별 어휘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으니’ 앞에 오는 용언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없-’이다. ‘업니/
19) ‘-니’, ‘’을 분자로, ‘-으니’, ‘음’을 분모로 하여 상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 여기에서는 ‘ㆍ’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 또는 접사 ‘-’ 뒤에 붙은 ‘-니’와 ‘-으니’
는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 163 -

2018년 여름 국어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업스니’는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7) ㄱ. 이제 졍시니 업니 식도 아모 것도 랑홉디 아녀 양 술  사티 어
렴픗고
<순천김씨언간-012>
ㄴ. 슬겁은 네 업니 실로 답답고 섭섭니 리 열 맛더니 엿쇈날 드러오련노라
여시니
<숙휘신한첩-022>
ㄷ. 긔특 든든오나 외오셔 볼 길이 업니 섭섭 결연기 엇지 다 뎍
<추사언간-016>
ㄹ. 어제 네 형은  노리개옛 거 슉휘지이 만히 가지되 네 목은 업스니
<숙명신한첩-001>
ㅁ. 아모 것도 업스니 호방을 무명  필을 주고 초초나마 이번은  거시 업스니 약간
여 보내라 여라
<이동표가 언간-026>
‘없-’의 경우 모음조화를 따라 ‘-으니’가 붙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실제 중세국어 자료에서
도 ‘업니’보다는 ‘업스니’로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서는 ‘업
니’가 218회 나타났고, ‘업스니’는 49회만 나타났다. ‘없니’의 경우 오히려 ‘으>’의 변화
를 겪었거나 문법 형태소의 단일화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니/으
니’가 결합된 용언 중에서 ‘없-’은 전체의 약 27%에 달하는 고빈도 어휘이다. 이렇게 빈도가
높은 어휘에서 음 변화의 방향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면 전체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러한 특별한 어휘들을 제외한다면 ‘ㆍ’의 변화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
됨을 알 수 있다.21)
‘()’은 ‘ㆍ’의 변화가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
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7세기 전반까지도 ‘()’에 있는 ‘ㆍ’는 전혀 변화를 겪지
않았다. 두 번째 음절의 ‘ㆍ’가 ‘ㅡ’로 변한 것은 17세기 후반에 처음 나타났고 첫 번째 음절
의 ‘ㆍ’가 ‘ㅏ’로 변한 것은 18세기 후반에 처음 나타났다. 또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ㆍ’의 변화를 따르지 않거나 역행하는 몇몇의
어휘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하였던 결과와 가깝게 어휘적 확산을 보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ㆍ’는 결과적으로 ‘ㆍ’의 비음운화로 진행되었지만 비음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음운론적 환경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으’ 변화와 관련하여 백두현
(1992:69-70)에서 주목한 것은 ‘으>’의 역표기 현상이다. ‘>으’의 역표기 현상은 16세기에
는 [+cor] 자음 뒤에서만 나타나다가 17, 18세기에는 [-cor] 자음 뒤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8) ‘으>’ 현상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ㄱ. [+cor] 자음 뒤에서 ‘ㆍ’가 먼저 비음운화되었기 때문에 이 자음들 뒤에서 역표기가 많
21) 또 ‘ㆍ’의 사용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동사 또는 접사 ‘-’의 사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 경우 20세기 초반 자료까지 거의 변화 없이 ‘-’로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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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다.
ㄴ. [+cor] 자음 뒤의 ‘ㆍ’가 더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cor] 뒤의 ‘ㅡ’까지도 ‘ㆍ’로 표
기했다.
(8)의 해석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 모두 ‘ㆍ’의 비음운화와 선행 자음
의 [cor] 자질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or] 자음 뒤에 사용된 ‘ㆍ’의 비율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cor] 자음 뒤의 ‘ㆍ’ 사용 비율

[+cor] 자음과 ‘ㆍ’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사용 비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다. 16세기 후반부터 전 시기에 걸쳐 ‘ㆍ’는 80%가 넘는 비율로 [+cor] 자음 뒤에서 나타났
다. 이러한 결합 관계는 다른 모음들이 [+cor] 자음과 결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의 경우 ‘ㅏ’가 [+cor] 자음과 결합하는 비율은 57.1%이고
‘ㅡ’가 [+cor] 자음과 결합하는 비율은 31.7%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ㆍ’와 ‘ㅡ’가 대립 관계
에 있었으므로 ‘ㆍ’와 [+cor] 자음의 높은 결합률은 상대적으로 ‘ㅡ’는 [+cor] 자음 뒤에서 잘
나타나지 않음을 예측하게 한다. ‘ㆍ’의 변화와 [+cor] 자음의 관계를 더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cor] 자음을 다시 분류하여 ‘ㆍ’와의 결합 비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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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ㄷ

10.9%

8.0%

5.0%

3.2%

4.2%

3.8%

2.8%

1.9%

ㅈ

7.4%

6.9%

4.9%

6.2%

5.7%

7.0%

6.2%

9.2%

ㅅ

9.1%

10.5%

11.6%

15.1%

15.9%

18.1%

13.7%

21.4%

ㄴ

16.9%

9.8%

14.6%

14.6%

16.6%

11.2%

17.0%

12.4%

ㄹ

10.9%

9.6%

6.2%

6.0%

4.0%

2.4%

1.7%

0.8%

ㅎ

28.6%

36.8%

42.8%

39.8%

39.5%

42.1%

48.4%

38.2%

<표 7> [+cor] 자음별 ‘ㆍ’의 사용 비율

\
<그림 6> [+cor] 자음별 ‘ㆍ’의 사용 비율
<표 7>과 <그림 6>은 ‘ㆍ’ 앞에 나타나는 [+cor]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실
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22) 전체적으로 ‘ㆍ’가 꾸준히 높은 비율로 실현된 가장 중요한 원인
은 ‘ㆍ’가 ‘ㅎ’ 뒤에서 꾸준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자음은 ‘ㅅ’이고 전체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ㄷ’
과 ‘ㄹ’ 뒤에서는 ‘ㆍ’의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ㆍ’의 비음운화
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ㆍ’의 전체 사용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ㅅ’과 ‘ㅎ’ 뒤에 오는 ‘ㆍ’, 특히 고빈도 어휘들과 함께 사용되는 ‘ㆍ’가 사용 비율이 감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ㆍ’의 비음운화가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중반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9세기 이
후로 나타나는 ‘ㆍ’의 사용 비율을 ‘ㆍ’의 비음운화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ㆍ’의 변화도 음운변화의 조음적 기제와 지각적 체계가 함께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라고

22) ‘ㄷ’, ‘ㅈ’, ‘ㅅ’의 격음 계열과 경음 계열은 개별 빈도가 높지 않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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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면, ‘ㆍ’ 비음운화의 경우 지각적 체계와 문자에 대한 언중의 인식이 더 강하게 반영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간을 활용해 음운변화를 계량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
다. 국어사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는 대상 자료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
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를 실제 자료에 적용하는 연구
가 꾸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조선시대 언간을 활용하여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2장에서 예비
작업, 구축 작업, 분석 작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이렇게 구축된 말뭉치를 활
용하여 ‘ㆍ’의 비음운화를 계량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여러 음운현상들 중에서 ‘ㆍ’의 비음운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
은 ‘ㆍ’의 비음운화가 계량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음운현상 중 하나이기 때
문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ㆍ’의 비음운화를 다루기 위해서 조선시대 언간 말뭉치에 나타나는
‘ㆍ’의 사용 빈도를 세기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언간이 각각 동일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기별로 제시된 사용량이 그대로 음운변화의
진행 과정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발신자의 사회적 지위나 수신자와의 관계, 배
경 방언의 특징 따위에 의해서 서로 같은 시기에 작성된 언간이라 하더라도 음운변화의 진행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음운변화에는 개별 화자의
언어 태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적인 평균만으로 결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러한 계량적 연구를 통해 음운변화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밝히거나 세부적인 변화 원인을 살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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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간의 음운현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토론문
배영환(제주대학교)

간 자료를 바탕으로 ‘ㆍ’의 변화 과정을 계량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언간
자료를 대상으로 ‘ㆍ’의 변화 과정을 계량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평소에 궁금한 것을 비롯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토론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언

간 자료를 통해 ‘ㆍ’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연구한다는 접근 방법은 새로울 수 있습니
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간을 대상으로 ‘ㆍ’
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기존의 많은 ‘ㆍ’에 대한 논의의 결과와 크게 다르
다는 인상을 받지 못 했습니다. 문헌 자료에서의 ‘ㆍ’의 변화와 언간에서의 ‘ㆍ’의 변화
의 차이에 대해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 언

실

헌 자료를 바탕으로 ‘ㆍ’의 변화 과정을 계량적으로 연구한 논의도 거
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헌 자료가 아닌 언간 자료를 중심으로 ‘ㆍ’의 변화 과
정을 계량적으로 논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 , 근대국어 문

3. 대상 자료 선정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자료를 균질적인 자료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룬 언간 자료를 처리하면서 ‘시기’라는 변수만 감안하
고 나머지 변수는 별로 감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간 자료는 발신자
의 출신지를 기준으로 보면 충청도, 경상도, 서울 등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다양
한 방언이 녹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이 발표문에서는 ‘ㆍ’의 빈도를 밝히는 데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
한 환경에서 ‘ㆍ’와 ‘ㅡ’의 실현 양상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가령, 선행 모음 뒤
의 ‘ㆍ’와 ‘ㅡ’의 분포를 검토한다든지, 양모음과 음모음 뒤의 ‘ㆍ’와 ‘ㅡ’의 실현 양상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울러 분철 표기일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본래 ‘ㆍ’인 것이 ‘ㅡ’로 실현되는 것과 본래 ‘ㅡ’인 것이 ‘ㆍ’로
실현되는 것 또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어휘형태소와 문법 형
태소를 좀 더 확대하여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5. 일부 언간에서는 ‘ㆍ’가 ‘ㅓ’로 나타나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
금합니다(‘
>허, 
>넌, 
>럴 등). 또, ‘ㆎ’의 변화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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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ㆍ’의 변화 가운데 특히 비어두에서의 ‘ㆍ’와 ‘ㅡ’의 혼란(?)이
표기법적인 문제인지, 음운론적인 문제인지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간 자료를 국어사 자료로 연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판독의 정확성이 아닐까
합니다. 판독이 정확하지 않다면 본문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간을 통한 음운론적 논의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ㆍ’의 변
화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독을 하다 보면 ‘ㆍ’인지, ‘ㅡ’인지, ‘ㅗ’인지 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언간을 국어사 자료로 연구하면서 ‘ㆍ’에 대한 논의
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판독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

7. 언

합니다.

8.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을 18세기 자료로 처리하였는데, 이 편지 가운데 1번 편지
(김광찬, 김주국 편지)만 18세기에 작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19세기에 작성된 것이므로
19세기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송준길가 언간과 추사가 언간도 각각
17~18세기, 18~19세기 등으로 가문 편지의 반 이상이 다음 세기로 넘어가서 작성된 것
입니다.
입력과 띄어쓰기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1) 성과 벼슬명: 김참봉
2) 재점 표시: 민망〃
고
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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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서관 소장 『翻譯名義集』에 대하여
서형국(전북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번역명의집』을 소개하려
고 한다. 이 책은 1906년 7권 2책의 양식으로 영국박물관(The British Museum)으로 수서되
어, 현재는 런던 킹스크로스에 소재하는 영국도서관의 아시아아프리카관(3층)에 7권 1책의 양
장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1. ‘翻譯’, ‘名義’, 『翻譯名義集』
이 책의 서명(제첨, 권수, 권말)은 ‘翻譯名義集’이고, 판심제는 ‘翻譯名義’이다. 이 책에서
‘飜譯’은 ‘梵天의 말[語]을 한족 땅에서 쓰는 말[言]로 바꾸는 일[轉成]’로 표현되어 있다.
(1)

ㄱ. 夫翻譯者 謂翻梵天之語 轉成漢地之言 音雖似別 義則大同(一ㄱ)1)
ㄴ. 言名義者 能詮曰名 所以爲義(一ㄱ)

석가세존에 대한 서술이 적힌 언어인 범어(梵語), 즉 산스크리트어를 한역(漢譯)하는 과정이
이 책에서 말하는 ‘번역’이다. 이 한역 과정에는 때로 범천의 말(梵天之語)을 뜻을 주로 감안
하여 옮기는데, 음은 때로 비슷하게 옮기기도 하고 딴판으로 옮기기도 할 수 있던 것으로 보
인다(1ㄱ). ‘名’은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일)로서 ‘義’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였다(1ㄴ).
요컨대, ‘번역명의’란 ‘불경을 집필한 산스크리트어를 뜻이 잘 통하도록 설명하여 한역한 표
현’을 말하며,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은 산스크리트어 불경 한역 가운데 좋은(잘 설명된)
번역 표현을 골라 제시한 용어집을 뜻한다.2)
(1ㄱ)의 ‘번역(翻譯)’은 ‘(梵天之)語’와 ‘(漢地之)言’로 대응시켰다. 우리는 이를 ‘한역(漢譯)’
으로 좁혀 본바, ｢釋譜詳節序｣에서도 ‘번역’을 글과 글의 대응 관계로 설명한 바 있다.
(2)

又以正音으로 就加譯解노니
(前略) 就는 곧 因야   디니 漢字로 몬져 그를 오
그를 곧 因야 正音으로  곧 因다 니라 (中略)
譯은 翻譯이니  나랏 그를 제 나랏 글로 고텨 쓸 씨라
(『月印釋譜一』, 釋譜詳節序, 5ㄴ~6ㄱ)

｢釋譜詳節序｣의 해당 주석에서는 ‘남의 나라 글’을 ‘제 나라 글’과 대응시켰다. ‘나라’를 ‘梵
天’과 ‘漢地’에 대응할 만한 상위어로 이해할 수 있다면, (1)의 이해 방식이 (2)의 이해 방식과
1) 본 발표에서 『翻譯名義集』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서명 표시 없이 장차는 한자로, 앞면과 뒷면은 각각
‘ㄱ’과 ‘ㄴ’으로 보이기로 한다.
2) ‘번역’을 ‘飜譯’처럼 쓰지 않고 ‘翻譯’으로 쓰는 것은 단순한 통용자 사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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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구성
이 책을 이루는 편절(篇節)의 내용과, 편별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체제
이 책의 구성 체제는 다음과 같다.
(3)

(序): 紹興十三年(南宋 高宗 13년, 1143년)

(4)

ㄱ. 篇者 識(“姑蘇景德寺普潤大師 法雲 編”)
ㄴ. 권별 목차
ㄷ. 篇 제목
ㄹ. 篇 해설
ㅁ. 표제항
ㅂ. 표제항 해설
ㅅ. 권말 설명(卷三 顯色篇第三十八 뒤)
ㅇ. 시주질(卷四 뒤)
ㅈ. 翻譯名義續補(卷七에 포함)

(6)

ㄱ. 御製 跋
ㄴ. 강맹경(姜孟卿) 跋
ㄷ. 신숙주(申叔舟) 跋
ㄹ. 한명회(韓明澮) 跋
ㅁ. 조석문(曹錫文) 跋
ㅂ. 한계미(韓繼美) 跋
ㅅ. 김수온(金守溫) 跋
ㅇ. 한계희(韓繼禧) 跋
ㅈ. 임원준(任元濬) 跋

(3)은 이 서적의 전체에 대하여 쓰인 내용이지만 권1에 포함되어 있다.3) 따로 ‘序’와 같은
제목이 붙어 있지도 않다. (3)의 말미에 “時大宋紹興十三年 歲次癸亥 仲秋晦日 居彌陀院 扶
病云爾”4)이란 서술이 있어 이 책이 도입된 시기를 1143년 언저리까지도 감안할 필요를 제기
한다.
이 책은 ‘翻譯名義集一’부터 ‘翻譯名義集七’까지 (4)의 체제로 구성된다. 엄밀히는 (4ㄱ)의
앞에 권수제 표시가 더하여져야 한다. 篇 해설, 표제항, 표제항 해설(4ㄹ, ㅁ, ㅂ)에는 주석이
3) 현재 통용되는 『번역명의집』 가운데는 (3)의 앞에 다음 ㄱ, ㄴ이 덧붙어 있는 이본도 있다고 한다.
ㄱ. 翻譯名義序: 宋 周敦義 述
ㄴ. 蘇州景德寺普潤大師行業記: 大德 五年(元 成宗 5년, 1301년)
(ㄱ, ㄴ)이 부재되어 있지 않은 이 책은 어쩌면 1300년 이전에 간행된 책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시사
하는 듯하다. 후술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도 같은 시기 동일한 편찬 과정을 겪은 듯 체제와 내용이
극히 유사하다. 이 이본에 대해서는 특기할 필요가 있을 때만 서술하기로 한다.
4) “때는 대송 소흥 13년 계해년 (음력) 8월 그믐에, 미타원에서 병든 몸으로 쓰다” 정도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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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기도 한다. 권말 설명(4ㅅ)은 卷三 38篇의 뒤에만 있고, 시주질(4ㅇ)은 원래 도입된 중국본
(宋本)에 있던 것인 듯, 卷四 뒤에 부재(附載)되었다. ‘續補’(4ㅈ)는 별권(別卷)으로 편집하지
않고 卷七에 포함하였다.
(6)은 세조와 권신들의 발문(跋文)으로, 중국본에는 당연히 없는 내용이다. (6ㄱ)만 대자(大
字)이고 나머지 (6ㄴ~ㅈ)은 소자(小字)로 되어 있다. (6)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 하여 다루기로
한다. 다만, (3, 4)의 판심제가 “翻譯名義一”의 방식인 데 반해, (6)은 ‘跋’로만 되어 있음은
여기서 짚어둔다. (3, 4)와 (6)이 장차(張次)를 달리 함은 물론이다.5)
2.2 표제항
이 책은 불교의 번역 용어집으로서 훈고의 사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학에서 말하는
거시구조론을 주로 짚고, 특기할 만한 사항은 2.3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2.2.1 편제(篇制)
이 책은 총 1089개 표제항을 64개 편(篇)과 1개 속보(續補)에 나누어 싣고 있다. 여기에 64
개의 편 역시 일개 표제항처럼 설명을 베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153개 항을 수록･설
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6)
2.2.1.1 권1: 13편 225항목
①十種通號第一

: ‘多陀阿伽陀’ 등

12 항목

②諸佛別名第二

: ‘釋迦文’ 등

20 항목

③通別三身第三

: ‘毘盧遮那’ 등

3 항목

④釋尊姓字第四

: ‘瞿曇’ 등

5 항목

⑤三乘通號篇第五

: ‘菩薩’ 등

10 항목

⑥菩薩別名篇第六

: ‘文殊師利’ 등

21 항목

⑦度五比丘篇第七

: ‘阿若憍陳如’ 등

⑧十大弟子篇第八

: ‘舍利弗’ 등

12 항목

⑨總諸聲聞篇第九

: ‘賓頭盧’ 등

32 항목

⑩宗釋論主篇第十

: ‘阿濕縛窶沙’ 등

33 항목

⑪宗翻譯主篇第十一

: ‘迦葉摩騰’ 등

52 항목

⑫七衆弟子篇第十二

: ‘室灑’ 등

7 항목

⑬釋氏衆名篇第十三

: ‘僧伽’ 등

13 항목

5 항목

2.2.1.2 권2: 11편 230항목
⑭八部第十四

: ‘提婆’ 등

50 항목

⑮四魔第十五

: ‘魔羅’ 등

6 항목

⑯仙趣第十六

: ‘阿斯陀’ 등

7 항목

⑰人倫第十七

: ‘摩㝹舍喃’ 등

⑱長者第十八

: ‘須達多’ 등

32 항목
6 항목

5) (4ㅈ)의 ‘翻譯名義續補’는 卷七에 포함되는 체제이므로 판심과 장차도 모두 卷七의 체제를 따른다.
6) 단, ‘續補’에 대해서는 출간 저간의 상황에 대한 메타적 설명만 베풀고 있어 여타 편 제목의 설명과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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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外道第十九

: ‘婆羅門’ 등

11 항목

⑳六師第二十

: ‘富蘭那迦葉’ 등

㉑鬼神第二十一

: ‘琰魔’ 등

53 항목

㉒畜生第二十二

: ‘底栗車’ 등

40 항목

㉓地獄第二十三

: ‘那落迦’ 등

12 항목

㉔時分第二十四

: ‘颰陀劫簸’ 등

6 항목

7 항목

2.2.1.3 권3: 14편 255항목
㉕帝王第二十五

: ‘因陀羅’ 등

24 항목

㉖皇后第二十六

: ‘摩訶摩耶’ 등

5 항목

㉗世界第二十七

: ‘他那’ 등

7 항목

㉘諸國第二十八

: ‘印度’ 등

40 항목

㉙衆山第二十九

: ‘勢羅’ 등

25 항목

㉚諸水第三十

: ‘阿伽’ 등

10 항목

㉛林木第三十一

: ‘婆那’ 등

16 항목

㉜五果第三十二

: ‘頗羅’ 등

14 항목

㉝百華第三十三

: ‘布瑟波’ 등

23 항목

㉞衆香第三十四

: ‘乾陀羅耶’ 등

23 항목

㉟七寶第三十五

: ‘蘇伐羅’ 등

21 항목

㊱數量第三十六

: ‘洛叉’ 등

18 항목

㊲什物第三十七

: ‘佉啁羅’ 등

16 항목

㊳顯色第三十八

: ‘俱蘭吒’ 등

13 항목

㊴總明三藏第三十九

: ‘修多羅’ 등

4 항목

㊵十二分教第四十

: ‘修多羅’ 등

21 항목

㊶律分五部第四十一

: ‘曇無德’ 등

6 항목

㊷論開八聚第四十二

: ‘揵度’ 등

7 항목

㊸示三學法第四十三

: ‘波羅提木叉’ 등

4 항목

㊹辨六度法第四十四

: ‘檀那’ 등

8 항목

㊺釋十二支第四十五

: ‘尼陀那’

1 항목

㊻明四諦法第四十六

: ‘豆佉’ 등

4 항목

㊼止觀三義第四十七

: ‘奢摩他’ 등

7 항목

㊽衆善行法第四十八

: ‘悉檀’ 등

2.2.1.4 권4: 10편 96항목

34 항목

2.2.1.5 권5: 6편 121항목
㊾三德祕藏篇第四十九

: ‘摩訶般涅槃那’

1 항목

㊿法寶衆名篇第五十

: ‘達摩’ 등

22 항목

四十二字篇第五十一

: ‘阿提阿耨波陀’ 등

42 항목

名句文法篇第五十二

: ‘便善那’ 등

28 항목

增數譬喻篇第五十三

: ‘阿波陀那’ 등

15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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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滿書籍篇第五十四

: ‘離佉’ 등

13 항목

2.2.1.6 권6: 4편 52항목
唐梵字體篇第五十五

: ‘卍’ 등

5 항목

煩惱惑業篇第五十六

: ‘阿梨耶’ 등

10 항목

心意識法篇第五十七

: ‘污栗馱’ 등

10 항목

陰界入法篇第五十八

: ‘寒健陀’ 등

27 항목

寺塔壇幢篇第五十九

: ‘剎摩’ 등

21 항목

犍椎道具篇第六十

: ‘犍椎’ 등

11 항목

沙門服相篇第六十一

: ‘震越’ 등

27 항목

齋法四食篇第六十二

: ‘僧跋’ 등

13 항목

篇聚名報篇第六十三

: ‘一, 波羅夷’ 등

統論二諦篇第六十四

:

翻譯名義續補

: ‘明行足’ 등

2.2.1.7 권7: 7편 110항목

9 항목
29 항목

2.2.1.8 특이 표제항
표제항 가운데는 여러 편에 중복되어 실린 표제항도 발견된다. 그 일부를 다음에 보인다.
(7)

ㄱ. 迦羅

: 時分篇第二十四, 數量篇第三十六

ㄴ. 迦蘭陀

: 畜生篇第二十二, 寺塔壇幢篇第五十九

ㄷ. 伽耶

: 畜生篇第二十二, 諸國篇第二十八

ㄹ. 伽陀

: 十二分教篇第四十, 四十二字篇第五十一

ㅁ. 佉羅騫馱

: 鬼神篇第二十一, 八部篇第十四

ㅂ. 俱蘭吒

: 百華篇第三十三, 顯色篇第三十八

ㅅ. 那伽

: 八部篇第十四, 畜生篇第二十二

ㅇ. 那羅延

: 菩薩別名篇第六, 鬼神篇第二十一

ㅈ. 尼陀那

: 十二分教篇第四十, 釋十二支篇第四十五

ㅊ. 多羅

: 林木篇第三十一, 四十二字篇第五十一

ㅋ. 摩訶鉢特摩

: 地獄篇第二十三, 百華篇第三十三

ㅌ. 摩偷

: 什物篇第三十七, 翻譯名義續補

ㅍ. 曼陀羅

: 宗翻譯主篇第十一, 百華篇第三十三

ㅎ. 末利

: 百華篇第三十三, 翻譯名義續補

2.2.2 주석
이 책의 주석은 크게 음주(音註), 내용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느 조선시대 간행본의
주석처럼 주석은 본문에 비해 한 등급 글자 크기를 작게 표현한다. <표 1>의 왼편 문헌 그림
과, 이를 옮겨 정리한 오른편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꾀하여 본다.

- 179 -

2018년 여름 국어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문헌 그림

轉字 자료

違三七日藥者約能就法盡其分齊從以日
限用療深益四盡形藥者勢力旣微故聽乆
服方能除患形有三種一盡藥形二盡病形
三盡報形

薩 裒 煞 地 西域記云

唐言虵藥佛昔爲帝釋時遭飢嵗疾疫流行
醫療無功道殣
㉠渠[㐅+宏-宀]切左傳路死人也
相屬帝釋悲慜思所救濟乃變其形爲大蠎
身㉡殭屍川谷 死 不 朽 也 空中徧告聞者感慶
相率奔赴隨割隨生療飢療疾 優 檀
那 妙玄云此云印亦翻宗印是揩定不可
改易釋名云印信也所以對物爲驗也說文
云執政所持信婆 利 或盎句奢翻曲鈎
亟 縛 屣 或名革屣

此云靴佛昔於

阿軬茶國聽著亟縛㉢'屣所綺說文皮作曰履
麻作曰㉢屨音 句

富 羅 正言腹羅譯云

短靿靴 舎 樓 伽 ㉣ 藕根是也葷 辛
此云

葷而非辛阿魏是也辛而非葷薑芥是也
＜표 1＞ 『翻譯名義集』 卷三 35ㄱ면 예시
㉠은 ‘殣’에 대한 음주(音註)를 ‘渠吝切’의 반절로 표시하고, 이에 대한 『左傳』의 뜻풀이를
더하였다. 이 주석은 본문에서 직접 주석을 들이는 방식을 취하여, 표제에 대한 설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小字)로 인쇄하되, 한 자를 내려 썼다.
㉡은 ‘殭屍川谷’에 내용 주석을 협자(陜字)로 ‘死不朽也’로 제시한 사례이다.
㉢과 ㉢'은 음주(音註)를 단 것으로서 ㉢처럼 ‘音某’의 양식을 띠기도 하고, 반절법을 ㉢'처
럼 달기도 한다. 협자로 제시된 반절법 음주는 ㉢'의 양식을 띨 뿐 ‘某某切’처럼은 달지 않았
다.
㉣은 이 사전의 내용에 수정을 더한 것인데, 첨가를 하여야 할 내용은 본문 해당 부분에 권
점을 치고, 난상에 활자나 붓으로 내용을 표시하였다.
2.2.2.1 음주(音註)
이 책에 제시된 한자음 주석은 반절법 형식으로 제시된 사례(8)도 있고, ‘音某’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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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자를 제시한 사례(9)도 있다(일부 제시).
(8)

ㄱ. 軻(苦賀): ｢軻(苦賀)地羅｣. 此譯軻空也. 地羅者破也. 名破空山.<三13ㄴ>
ㄴ. 㲉(口角): ｢迦陵頻伽｣. 此云妙聲鳥. 大論云, 如迦羅頻伽鳥. 在㲉(口角)中未出<二
34ㄱ>
ㄷ. 鎧(苦亥): ｢訶梨跋摩｣. 宋言師子鎧(苦亥). (이하 생략) <一24ㄴ>
ㄹ. 塏(口亥切): ｢祗陀｣。(중략) 西域記云, 時給孤獨願建精舍. 佛命舍利子 隨瞻揆焉.
唯太子逝多園地爽塏(口亥切). 咳尋詣太子 具以情告.<三03ㄴ>
ㅁ. 犍(巨焉): ｢大目犍(巨焉)連｣<一18ㄱ>
ㅁ'. 犍(居言切): ｢留拏｣. 此云犍(居言切)<二19ㄱ>
ㅁ". 犍(巨寒): ｢犍(巨寒)椎｣<一24ㄱ, 七05ㄴ>

(9)

ㄱ. 鍵(音虔): ｢鍵(音虔)[金咨]｣(音咨) (이하 생략) <七09ㄱ>
ㄴ. 刳(音枯): ｢毘囉拏羯車婆｣. 此云龜. 爾雅明十種之龜. 莊子曰 宋元君夢 人被髮曰
予爲清江 使者河伯. 被漁者預且得矛 元君使人占之. 曰此神龜也 乃召
預且 預且釣得白龜五尺 使獻之. 乃刳(音枯)之以卜.<二37ㄴ>
ㄷ. 觀(音官, 音貫): 謂空假中. (중략) (余昔學肆有吳教授垂訪問曰 經云作是觀(音官)者
名為正觀(音貫)

(8ㄹ)은 중국본과 달리 이 책에서만 별도로 추가한 드문 음주이다. 상고가 필요하기는 하나
중복 제시된 경우를 포함하여 (8) 유형의 반절법 음주는 201 사례가, (9) 유형의 동음자 음주
는 75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책의 음주는 성조, 발음 유형을 지시하거나(10), 음을 비롯하여 통용되는 표현을 제시하
는 경우(11)도 포함되어 있다.
(10)

ㄱ. 伽(上聲輕呼): ｢伽陀｣. 秦言底. 大品 伽字門 入諸法去者不可得故 論曰 即知一切
法底不可得故 華嚴唱伽(上聲輕呼)字時 名普安立.<五18ㄱ>
ㄴ. 觀(平呼, 去呼): ｢謂空假中｣. (중략) (余昔學肆有吳教授垂訪問曰 經云作是觀(音官)
者 名為正觀(音貫) 呼此二 音義云何辯. 余即答曰 觀(去呼)詮其體 一標能想之心,
觀(平呼)顯其用 帶召所對之境 故曰 以觀觀昏 即昏而朗)<四22ㄴ>
ㄷ. 懣(門字上聲): ｢沙門｣. 或云桑門 或名沙迦懣(門字上聲)曩. 皆訛.

(11)

ㄱ. *龜又音丘, *茲又音慈:

｢屈支｣. 西域記云 舊曰龜茲. 又音丘慈.<三11ㄴ>

ㄴ. *須亦云修, *須亦婆修: ｢須達多｣. 亦云修達多, 或婆須達多.<二20ㄴ>
ㄷ. *儴亦云霜: ｢儴(汝陽)佉王｣. 亦云霜佉.<三03ㄴ>
(10ㄱ)은 성조와 발음법이 제시된 ‘伽’의 사례이고, (10ㄴ)은 의미에 따라 음(官, 貫)과 발음
(去呼, 平呼)이 다른 ‘觀’의 사례가 확인되는 예이며, (10ㄷ)은 다른 글자의 발음을 빌리고 성
조를 표시함으로써 그 음을 제시한 사례이다.
(11)처럼 표제항의 설명 가운데 통용 표현이 확인되기도 한다. (11ㄱ)은 ‘屈支, 龜茲, 丘慈’
의 대응 관계가 확인되는 사례이고, (11ㄴ)은 ‘須, 修, 婆須’의 대응을, (11ㄷ)은 ‘儴, 霜’의 대
응이 확인된다.7)
7) 이들 사례는 모두 송대의 한자음과, 그 이전의 문헌 기록의 호환이 보고된 사례이다. (11ㄱ)은 『西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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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내용주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석 가운데는 내용을 풀이하여 주거나, 맥락을 조정하는 주석도 있다.
(12)

ㄱ. ｢修跋挐(此言金)婆頗婆(此言光)欝多摩(此言明)｣<四07ㄱ>
ㄴ. 統論二諦篇第六十四.

教傳東土(東標所至) 法本西域(西顯所出), 當聞香以尋根 故

沿流而究原.<七23ㄱ>
ㄷ. ｢舍利弗｣. 大論云 有婆羅論義師 名婆陀羅王(云云). 婦生一女 眼似舍利鳥眼, 即名
此女為舍利(云云).<一17ㄴ>
(12ㄱ)은 표제항에 대하여 음역 표현의 의미를 풀이하여 준다. (12ㄴ)은 각기 ‘東土’와 ‘西
域’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2ㄷ)은 “大論”의 내용
을 인용하면서, 표제항을 설명하는 맥락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
하였다.
2.3 시주질
이 책 권4 말미(44ㄱ)에는 시주질이 포함되어 있다. 뒷면이 공란으로 남아 있어 권4의 44장
은 이 시주질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尹山延慶庵沙門曇定回施㉠[金親]錢陸貫文足改版資悼故李十一承事往生淨土
吳江法喜院比丘如浩回施伍貫文足改版資悼先師祖機首座往生淨土
霅川潯溪楊世隆施錢伍貫文足改版洗滌罪[僭, 曰대신 心]莊嚴淨土
姑蘇崑山顔天成施錢伍貫文足改版洗滌罪[僭, 曰대신 心]莊嚴淨土
平江開元寺比丘蘊蒙回施伍貫文足改版莊嚴安養

(13㉠)은 중국본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글자이다(金변에 親을 더한 字). 이 시주질에 등장
하는 인물 가운데 마지막 5행의 “平江(府)開元寺比丘蘊蒙”은 송대의 화엄교 계통 불교 서적
간행의 지지자로 상당한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高雄義堅 1975).
2.4 발(跋)
앞서(2.1 (6))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은 세조의 어제발과 권신들의 발이 권7 다음에 덧붙어 있
다. 어제 발을 중심으로 이 책의 간행과 관련한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간행된 문헌으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소장본 『永嘉眞覺大師證
道歌』(貴413)에 실린 어제발과 비교하면, 같은 내용으로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판식으로 간행되었다(<표 2>). 지면의 제약으로 전체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발문도 내
용을 같이 하여 모두 실려 있으나 행관을 달리 하고 있다.
세조의 어제 발과 그 현대역을 다음에 제시한다(14).

記』를 인용하여 그 관계를 보고하였고, (11ㄴ, ㄷ)은 본서 저자의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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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

2ㄴ

2ㄱ

1ㄴ

1ㄱ

『證道歌』
고려대본

『翻譯名
義集』
영국

도

서관본

<표 2> 고려대본 『證道歌』와 영국도서관본 『翻譯名義集』의 어제 발
(14)

御製跋

임금이 지으신 발
昔者 我皇8)考世宗 欲得見 證道歌註解 命我遍求 不得 求之中國 亦不得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께서 예전에 『證道歌』의 주해를 구해서 보았으면 하셔서 내게 두루
구하여 보라고 명하셨으나 구할 수 없었고, 중국도 역시 구해 보지 못하였다.
遺命汝終是事
予常錄 置左右 豈敢忘之
세종께서 “너는 이 일을 끝내어라” 명을 남기셔서
내 항상 주변에 이 일을 적어 두고 있었으니 어찌 감히 잊을 수 있었을까.
壬申冬 予赴京心 求諸處 幸得琪註證道歌 而還中 因迍難9) 未遑10)顧此藏之
임신년(1453년 단종 원년) 겨울에 내가 경심(京心)에 가게 되매 모든 곳에 (이 주석을) 구하
여서, 다행히 기(彦琪) 주석본 『증도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변고를 맞은 까닭에 미처 이(주석서)를 챙겨서 간직하고 보관할 여유가 없었다.
8) 皇考: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9) 迍難: ①禍亂, 災難, ②화(禍事)를 당함. 화를 만남. 세조가 1453년 ‘경심’에 갔다 언제 귀국하였는지,
오는 도중에 만난 화란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0) 未遑: 미처 돌아볼 짬을 갖지 못함(沒有時間顧及), 이르지 못함(來不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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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之護若頭目11)幸蒙12)天之力 克靖大難 化家爲國
이 보물이 보호해 주심이 마치 사람(頭目)이 하늘의 힘을 입어 큰 난을 극복 평정하여서 한
집안을 나라로 만드시니,
天子錫命13)威加外夷國內寧謐14)
천자께서 내게 이르시어 권위를 더하여 오랑캐 나라를 내치고 나라 안으로 안정되고 평온케
하시었으니,
此豈予之智力所致 全是三寶15)密加之力
이 어찌 나의 지혜로 다다른 바이겠는가, 이는 오로지 부처와 불법과 스님의 삼보가 친밀하
게 더해진 힘이니,
而况 世尊 以正法16) 付囑國王大臣 流通眞化
그러하나 비록 세존께서 이른 불법으로 국왕과 대신에게 분부하여 진화(眞化)17)가 두루 통
하도록 하셨으되,
今正是時 負荷旣重 愧德不逮 若身若心 保無退倦
지금은 곧 짊어진 짐은 이미 무겁고 덕은 아직 미치지 않음이 부끄러워
몸이든 마음이든 지키고 물러나거나 지치지 아니하지만
世事紛擾18) 萬幾19)方浩 經綸20)數年 未卽宣揚
세상 일은 혼란스럽고 임금으로서 할 일은 두루 많은데
나라를 다스린 지 수년토록 아직 널리 (그 불법을) 펼치지 못하였다.
不弔21)無常 遄至大哀 忽臻撫膺22)慟哭
삼가고 근신함도 무상하게 급작스럽게 큰 슬픔에 이르게 되어
문득 가슴을 쓰다듬게 되고 통곡하게 되었다.

11)
12)
13)
14)
15)
16)
17)

頭目: 머리와 눈. 전(轉)하여 사람을 가리킴.
幸蒙: (은혜, 은총 등을) 입음.
錫命: 천자께서 내게 가르침(詔)이나 명을 내리심.
寧謐: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
三寶: 부처, 불법(佛法), 승(僧)을 아울러 이르는 말.
正法: 석가모니가 말로 이른 불법(佛法).
眞化: ‘眞’은 ‘妄’에 상대되는 ‘眞如, 眞空’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참됨을 뜻하는 것이고, ‘化’는 본디
는 그렇지 않았으나 참됨에 이르게 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流通眞化’는 본래 참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참되도록 변화한 대상이나 현상이 두루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18) 紛擾: 혼란이나 소요.
19) 萬幾: 온갖 사소한 일. 뜻이 발전하여서 임금이나 위정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온갖 일(政務).
20) 經綸: 실마리를 찾고 실을 가지런히 하여 조화롭게 밧줄을 만들어내는 일. 뜻이 발전하여서 국가의
대사를 구획하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일을 가리킴.
21) 不弔: 하늘이 슬퍼하고 미안해 하고 보우하시는 일을 하지 않음.
22) 撫膺: 어루만지고 쓰다듬음. 다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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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焉所及 割愛薦靈 宜先轉經
이에 미처 하게 된 바는 아낌없이 힘을 들여 영혼에 바치는 일이니,
마땅히 먼저 경전을 널리 보급하여야 하는데
今爲亡哀 印成大藏經華嚴經各一件<飜譯名義集,跋02ㄱ> 法華經楞嚴經飜譯名義各百件 地藏
經懺法 各十四件
오늘 (자식의) 죽음을 애도하여
‘대장경’과 『화엄경』을 각기 1건, 『법화경』과 『능엄경』, 『번역명의』를 각기 백 건, 『지장
경』, 『(자비도량)참법』을 각기 열네 건씩 인성(印成)하고,
寫成法華經地藏經起信論梵網經行願品 各一件 粧潢23)
『법화경』, 『지장경』, 『(大乘)기신론』, 『범망경』, ｢(普賢菩薩)행원품｣24)은 각 1건씩 사경을 만
들어 장정을 하였다.
亡哀手書 金剛經 一件
죽음을 애도하여 손수 『금강경』 한 건을 쓰고,
續寫亡哀 手書法華經一卷 一件
곧이어 죽음을 애도하여 『법화경』 1권 1건을 손수 썼다.
又請慧覺尊者信眉 演慶住持弘濬等 校定涵虛堂金剛經說義 入之五家解 爲一書
또한 혜각존자 신미와 연경사 주지 홍준 등에게 함허당의 『금강경설의』를 교정하여 『(금강
경)오가해』에 넣어서 한 책으로 만들기를 청하고,
又請校定永嘉集諸本同異
또, 『영가집』의 모든 이본에서 같고 다름을 교정하기를 청하고,
又與僉知中樞院事 金守溫 入涵虛堂說義於永嘉集
또한 첨지 중추원사 김수온과 함께 함허당의 『(금강경)설의』를 『(교정)영가집』에 넣고,
又集證道<飜譯名義集,跋02ㄴ>歌 彦琪註 宏德註 祖庭註 爲一書
또한 『증도가』의 언기의 주와 굉덕의 주, 조정의 주를 모아 한 책으로 만들어서
命印成各百件
각각 백 건씩 인쇄할 것을 명하니,

23) 粧潢: ‘潢’은 색을 들인 종이. 혹은 색지를 가지고 만든 책. ‘粧潢’은 ‘裝潢’, ‘裝璜’이라고도 함. 이는
‘색을 들인 종이’를 뜻하기도 하고, ‘장정(裝訂)’을 뜻하기도 한다.
24) 행원품은 『華嚴經』에 속해 있는 ｢普賢菩薩行願品｣을 가리키는 것으로 ｢普賢行願品｣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앞서 『화엄경』을 1건 인쇄 반행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 있는 ｢행원품｣은 사본(寫本)으로
따로 더 만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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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爲 皇考 皇妣及 祖宗列位 早證正覺
위로는 황고(세종)와 황비, 그리고 조종의 열위께 정각을 일찍이 증험하시고
次爲 亡子 永離八苦 速免三界 超出二乘? 圓成十力之願
다음으로 죽은 아들이 팔고를 영원히 떨치고 속히 삼계를 면하여 이승을 벗어나서 십력을
원성하기를 바람이니,
嗚呼 有生者必有死 樂極則悲必來
애통하다, 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즐거움이 끝에 이르면 슬픔이 반드시 오는 것이로구나.
世尊有說曰 生無不死 愛合必離 此三界之所以 爲三界也
석가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고서 죽음이 없을 수 없고 사랑하여 함께하는 데 헤어짐이
꼭 오는 것, 이것이 삼계의 이치이니, 이것이 곧 삼계라 하셨다.
予當寬懷乃能保世 汝<跋03ㄱ>亦破相能離惑業
나는 마땅히 마음에 품고서 이 세상에서 지킬 것이어늘,
너도 이승의 모습을 깨어 버리고 미혹함과 업을 벗어버릴 일이다.
願仗三寶威神 冥陽合此法 利世之 觀此者 足知予心之哀
원컨대 삼보와 위신에 의지하여 죽음과 삶(冥陽)이 이 법에 합하여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라노니, 이를 볼진댄 나의 슬픔을 족히 알지라.
위 어제 발에서는 1)세종의 『증도가』 주석본 관련 유언, 2)국내외 정치적 사회적 안정, 3)의경
세자의 죽음(세조 3년, 1457년 9월 2일, 癸亥)을 차례로 서술하고, 국내외의 안정이라는 즐거
움과 의경세자의 죽음이라는 슬픔이 모두 불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슬픔
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의 전적을 정리하고 이를 간행함으로써 그 원인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14)의 어제 발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불경 간행에 관한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16)

ㄱ. 『大藏經』

1건 인성

ㄴ. 『華嚴經』

1건 인성

ㄷ. 『法華經』

100건 인성

ㄹ. 『楞嚴經』

100건 인성

ㅁ. 『翻譯名義』

100건 인성

ㅂ. 『地藏菩薩本願經』

14건 인성

ㅅ. 『慈悲道場懺法』

14건 인성

ㄱ. 『妙法蓮華經』

1건 사성

ㄴ. 『地藏菩薩本願經』

1건 사성

ㄷ. 『大乘起信論』

1건 사성

ㄹ. 『梵網(菩薩戒)經』

1건 사성

ㅁ. 『(普賢菩薩)行願品』

1건 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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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ㄱ. 『妙法蓮華經』

1건 어사

ㄴ. 『金剛般若波羅蜜經』

1건 어사

ㄱ. 『金剛經說義(涵虛堂)』 1건?
ㄴ. 『金剛經五家解』
ㄷ. 『永嘉集』

교정본, 교정 이전본.

ㄹ. 『(永嘉大師)證道歌』

(彦琪 주석본, 1453 이전본, 宋 舒州沙門彥琪注)

『證道歌』

(宏德 주석본, 1456 이전본, 南巢竺源蘭若法慧宏德禪師註頌)

『證道歌』

(彦琪 주석본, 1456 이전본)

『證道歌』

(祖庭 주석본, 1456 이전본)

ㅁ. 『永嘉眞覺大師證道歌』 (宏德, 彦琪, 祖庭 주석의 합본, 고려대학교 소장본)
현재 우리가 보는 책은, (15ㅁ)의 『翻譯名義集』과 (18ㅁ)의 『證道歌』이다.

3. 간행
이 책의 형태 서지를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영국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007918

15026.d.3

조권 편제

3권 1책

7권 1책

책광

34.0 × 20.0 ㎝

33.1 × 19.5 ㎝

사주

사주 단변

사주 단변

반엽광곽

15.4 × 21.8

15.7 × 22.0 ㎝

행격

9행 17자 유계

9행 17자 유계

판본

을해자 활자본

을해자 활자본

상비(판심)

내향 흑어미, 백구

내향 흑어미, 백구

<표 3> 『翻譯名義集』의 이본 형태 서지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본이 3권 1책인 점을 감안하면, 이 책은 애초에 권1~권3의 1책, 권4~
권5의 1책, 권6~권7의 1책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1>).

<그림 11> 영국도서관 소장본의 서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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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서관 소장본과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본은 수정의 내용과 방식이 온전히 일치하는 것
으로 보인다. 두 이본의 수정을 몇 부분만 제시한다(<표 4>).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본

영국도서관 소장본

권2
29ㄴ

권3
1ㄱ

<표 4> 『翻譯名義集』 두 이본의 수정 부분과 그 방식

4. 유전(流傳)
권4 말미, 권7 말미에 동일한 장서인이 날인되었음을 볼 때, 영국도서관 소장본은 적어도 2
차례 개장(改張)되었다. 1책의 양장본으로 개장되어 있는 현재는 표지도 첫째 책의 표지만 남
아 있어 다른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인기(印記) 가운데 19세기의 학자 김유근(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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逌根, 1786~1856)의 장서인인 “玉磬書齋”가 제첨에 捺印되어 있어, 그가 이 책을 소장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3> 권4 끝의
장서인

<그림

24>

끝의 장서인

권7

<그림 25>
제첨의 장서인

이 책은 1887년부터 이듬해까지 영국 총영사 대리(Acting Consul-general)로 근무했던 토
마스 와터즈(Thomas Watters)의 장서가 되었다. 그는 1888년에 영국으로 귀국하여 런던 소
재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과 영국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하였다고 하나, 이때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01년 토마스 와터즈는 서런던 일링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이후 영국 박물관 도
서관(British Museum Library)에 이 책이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책에는 1906년 4
월 7일(AP. 7. 1906, BRITISH MUSIUM)자의 수서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림 26> 권1 첫장 1ㄱ의

<그림 27> 권3 끝장 39ㄴ의

영국도서관 장서인

영국도서관 장서인

<그림 28> 권4 첫장 1ㄱ의

<그림 29> 권7 끝장 跋 10ㄴ의

영국도서관 장서인

영국도서관 장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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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어사, 앞으로의 문제
이 책은 세조가 불교에 대해 가졌던 태도와 이를 매개로 하여 왕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서 행하였던 간행 사업의 일단을 일깨워 주는 문헌이다. 세조는 스스로, 그리고 부왕 세종의
뜻에 따라 불교에 대한 마음 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재위 중에 닥친 가족의 유고
를 극복하고 표현하고자 하였던 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문헌이기도 하다. 이런 태도가 비단
이 문헌으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나, 국어사적으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발표자에게는 의
미 있는 시사를 던져준다.
(19)

｢印度｣. 西域記云 天竺之稱. 異議紏紛 舊云身篤 或曰賢豆 今從正音 宜云印度(云云).
印度者 唐言月. 月有多名 斯其一稱(云云). 良以其土聖賢繼軌, 導凡御物 如月照
臨, 由是義故 謂之印度(云云)。(이하 생략) <三07ㄴ>

(20)

ㄱ. 飜譯名義예 닐오 이 無明이 緣이 외야 三細 나니 일후미 無明惑이오 境界
緣이 외야 六麤ㅣ 나니 일후미 見思惑이라 (이하 생략)<월인석보十一,74ㄴ~75
ㄱ>
ㄴ. ｢阿梨耶｣ 起信云 以依阿梨耶識故 說有無明 不覺而起(一業識相)能見(二轉識相)能
現(三現識相)能取境界起念相續故說爲意. 此明無明爲緣生三細 號無明惑, 境界爲
緣 生六麁(一智相二相續相三執取相四計名字相五起業相六業繫苦相)名見思惑. 無
明是根本惑 障中道理 當修中觀破此別惑 見思是枝末惑 障真諦理 當修空觀 破此
通惑 通別之惑如亡 真中之理自顯. <六06ㄴ>

(21)

ㄱ. 太子生時。寶藏皆現諸瑞吉祥。可立名爲薩婆悉達 /*唐言頓吉*/ <釋迦氏譜>
ㄴ. ‧나‧ 저‧긔 吉慶‧왼 祥瑞 ‧하‧시란‧ 일‧후‧믈 薩婆悉達‧이‧라 ‧‧사‧다
/* 薩婆悉達‧ ‧ :됴‧타 ‧논 :마리‧라 */ <석보상절三,2ㄴ~3ㄱ>
ㄷ. ｢薩婆悉達｣. 唐言頓. 太子生時 諸吉祥瑞 悉皆具故 大論翻爲成利. 西域記云 薩
婆曷刺他悉陀. 唐言一切義成. 舊云悉達 訛也. 此乃丗尊小字耳. <一10ㄴ>

(19)는 ‘인도’에 대하여, ‘唐言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 중의 하나로
서, (인도는) 그 땅이 좋아서 성현이 계속해서 이어 나오니 모든 문물을 이끄는 것이 마치 달
이 모든 곳에 비추어 임하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이런 뜻을 따라 인도라고 한다’고 하였다.
(20)은 『월인석보』에서 인용한 『翻譯名義集』이 권6의 ‘아리야’ 항목에 대한 서술로서, 서술
본문과 주석 부분이 모두 언해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에서는 『석보상절』의 ‘薩婆悉達’ 항목에 대한 주석이 해당 부분의 원전인 『석가씨보』에
는 ‘唐言으로 頓吉이라 함’이라고만 제시되었으나, 『翻譯名義集』에서 좀 더 자세한 내력이 설
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 됴타’고 할 만한 내용이 ‘온갖 상서로운 일/현상
이 갖추어 나타남’ 정도로만 찾을 수 있어서, 『석보상절』의 언해에 이 책이 소용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 책의 여러 배경이 본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못한 채로 남았다. 권두의 그림, 권1의 1ㄱ과
권4의 1ㄱ에 날인된 ‘法施之寶’를 비롯한 인기들도 기간의 논저로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金
剛經五家解』를 비롯한 <금강경>류 간본과 이 책과 함께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문헌(『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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乘起信論疏』, 『般若波羅蜜多心經疏』, 『妙法蓮華經』 등)을 비롯하여, 이 시기의 간본과 목판본
『翻譯名義集』도 실사하여야 한다. 수양(세조)을 비롯, 이 발문에 포함된 권신들(강맹경, 김수
온 등), 포함되지 못한 신료･학자들(정인지, 정창손, 황수신, 손수산 등) 역시 추적의 과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月印釋譜』와 『釋譜詳節』을 읽어가며 그 전거 문헌을 읽어가며 내용에 접
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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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서관 소장 翻譯名義集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하정수(동국대학교)
이 발표는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번역명의집을 소개하고 그
체재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발표는 먼저 대상 문헌의 서지사
항을 정리하고, 음주와 내용주를 포함한 주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국어사적으로 의
미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 논의이다. 국내에 현전하는 번역명의집은 활자본과 목판
본으로 서로 다른 판본이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중국본과 한국본이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번역명의집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준
데 의의가 있다.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데 있으므로 내용면에서 몇
가지 보충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1ㄴ)의 ‘言名義者 能詮曰名 所以爲義(一ㄱ)’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발표문에 “‘名’은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일)로서 ‘義’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였다(1ㄴ).”라고 풀이하고, 문헌의
이름에 있는 “‘번역명의’란 ‘불경을 집필한 산스크리트어를 뜻이 잘 통하도록 설명하여 한역
한 표현’을 말하며,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은 산스크리트어 불경 한역 가운데 좋은(잘
설명된) 번역 표현을 골라 제시한 용어집을 뜻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名’과 ‘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이며 ‘所以爲義’의 ‘所以’는 ‘所詮’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구문은 ‘名’과 ‘義’가 각각 ‘能詮’과 ‘所詮’이라는 대칭적 의미를 갖는 불교 용
어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는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의 불교사전에서 이를 검색한 것이다.
능전(能詮): ↔소전(所詮). 말로써 나타낼 의리(義理)에 대하여, 능히 나타내는 문구(文句)나 언어를
능전이라 함.
소전(所詮): ↔능전(能詮). 나타낼 바란 뜻. 이를테면 경문(經文)은 능전, 경문으로 말하여 나타내는
문구 속의 뜻은 소전.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불교사전: http://abc.dongguk.edu/ebti/c3/sub1.jsp)

둘째, 발표문의 제2장은 책의 구성 체제와 표제항 편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 부분은 대상
문헌의 다른 판본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송나라 판본,
여러 대장경에 들어 있는 판본 그리고 활자본과 목판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발표에서 제시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번역명의집 외에도 계명대학교 동
산도서관 소장 번역명의집도 논의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9쪽의 어제 발(御製跋)의 ‘壬申冬 予赴京心 求諸處 幸得琪註證道歌 而還中 因迍難 未
遑顧此藏之’의 설명인 “임신년(1453년 단종 원년) 겨울에 내가 경심(京心)에 가게 되매 모
든 곳에 (이 주석을) 구하여서, 다행히 기(彦琪) 주석본 증도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변고를 맞은 까닭에 미처 이(주석서)를 챙겨서 간직하고 보관
할 여유가 없었다.”와 이에 대한 각주 9의 설명에서 연도 등의 오류가 있다. 임신년(壬申
年)은 단종 원년 즉 단종 즉위년으로 1452년이고, 다음해인 계유년(癸酉年)이 단종 1년으
로 계유정난(癸酉靖難)이 있던 해이다. 즉 당시 수양대군은 임신년(壬申年, 단종 즉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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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에 고명사은사(誥命謝恩使)로 명나라 북경(北京)에 갔다가 다음해 계유년(癸酉年, 단
종 1년 1453)에 돌아왔다. 실록을 참조하여 연도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14쪽 <표 4>의 설명에서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수정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나가(那伽)’ 항목에서 ‘能大能小’ 부분이 송본(宋本)의 ‘能小
能大’를 수정한 것을 다른 판본의 예와 비교하고, ‘권3 1ㄱ’의 추가 사항이 대장경이나 송본
(宋本) 등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能大能小 부분

帝王第二十五 부분

발표문 14쪽

上海 商務印書館

발표문 14쪽

上海 商務印書館

<표 4>

翻譯名義集 60쪽

<표 4>

翻譯名義集 1쪽

다섯째, 발표자는 이 문헌이 세조와 세종이 가졌던 불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 준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문헌의 이전 간행인 문헌(석보상절 등)과 간행 이후 문헌(월인석
보,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등)을 포함하여 세조 재위 전후에 간행된 불교 관련 문헌의 발
문을 모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문 (21)의 ‘ 됴타’와 관련하여 이는 ‘頓吉’을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頓’자는 당시 ‘가장’으로 번역된 사례가 있고(頓敎 次第 업시  노 法을 니실 씨
라 <月釋4:46b>), 절에서는 이 글자를 ‘몰록’이라 하고 ‘한꺼번에, 순식간에’의 뜻을 갖는다
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장 됴타’로 직접 번역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釋
迦氏譜의 주석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 만약 翻譯名義集의 내용을 참조하였다면 ‘薩婆
曷刺他悉陀. 唐言一切義成. 舊云悉達 訛也. 此乃丗尊小字耳’ 부분을 설명한 주석이 추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翻譯名義集, 法雲 編, 四部叢刊初編縮本 121, 上海 商務印書館, 民國56(1967).
佛學辭書集成 9, 凡痴居士 明珂居士 肖玉芳 主編, 汕頭大學出版社, 1966.
佛學辭書集成 10, 凡痴居士 明珂居士 肖玉芳 主編, 汕頭大學出版社, 1966.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불교사전(http://abc.dongguk.edu/ebti/c3/sub1.jsp)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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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通話』(1905)와 『獨學韓語大成』(1911)을 중심으로 ―
송미영(충남대학교)

1. 서론
개화기는 국가 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신지식의 수용과 더불어 서구 문물이 유입되는 시
기이다. 한‧일 양국의 교류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朝日修好條規(1876)에
의한 부산의 개항으로 일본인 거류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한국어 학습이 필요했고, 1901년에는 한어야학회가 만들어져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하
였다. 무엇보다 양국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 일본에서 1880년부터 1926년까지 총 79종의 한
국어 학습서가 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한국어 학습서의 발간 주체는 서양인, 일본인, 조선인 등으로 나뉜다. John Ross의
『COREAN PRIMER』(1877)를 시작으로 寶迫繁勝의 『韓語入門』(1880), 문법서에 해당하는 조
선인에 의한 학습서 리봉운의 『국문졍리』(1897) 등이 있다. 개화기(1894~1910)에 일본인이 편
찬한 한국어 학습서는 19종(1894년~1899년), 37종(1900년~1910년) 등에 달한다. 이에 이 글
에서는 일본인에 의해 발간된 한국어 학습서 중, 개화기라는 시기, 편찬자, 교재의 활용도 등
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학습서라 할 수 있는 『日韓通話』(1905)와 『獨學韓語大成』(1911) 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문헌은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한 실제적 활용을 염두에 둔 교재
로, 여러 차례 간행되어 개화기의 표기와 음운 현상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화기는 표기법과 관련된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다양한 표기법적 특징이 혼
재되어 나타날 것이다. 병서 표기, 종성 표기와 어간말 자음군의 표기, 어중의 ㄹㄴ 표기, 연
철‧분철‧중철 표기 등을 세부 항목으로 삼아 기술할 것이다. 또한 두 종의 한국어 학습서는 필
수적인 단어나 회화를 싣고 있으며, 여러 판본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오랜 기간 활용되었으므
로, 음운 현상도 포함하고 있으리라 본다. 이에 구개음화, 경음화와 유기음화, 원순모음화, 고
모음화 등의 음운 현상도 함께 고려한다.
두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특징과 상이점을 분석하되, 저자의 표기 의식에 중심을
둔다. 또한 이들 문헌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함께 기술함으로써 일본 간행 한국어 학습서에
서 나타나는 개화기의 표기와 음운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개화기 일본인 편찬 한국어 학습서의 현황 및 서지 사항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신식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서당 교육에서 나아가 외국어 교
육기관이 설립된다. 일본과의 朝日修好條規(1876년) 이후 일본공사의 권고를 받아 신식일본학
당이 들어서게 되고(韓中瑄, 1994:142), 통역관 양성을 위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된다. 일본인
에 의해 일본에서 간행된 79종의 한국어 학습서는 메이지 중기(1880~1899) 27종, 메이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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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900~1912) 38종, 다이쇼기(1912~1926) 14종 등(이강민, 2016:21)으로 매우 다양하다. 초
창기 학습서는 상업과 무역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나,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을 기점으
로 군사적인 색채가 짙은 학습서 발간되기 시작한다. 특히 메이지 중기에 제작된 한국어 학습
서는 표기법이나 문법 기술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으로 보인다. <표 1>은 일본에서 간행된 주요 한국어 학습서이다.
<표 1> 일본 간행 주요 한국어 학습서

연번
교재명
편저자
발행 시기
기타
1 韓語入門 上,下
寶迫繁勝 1880(明治 13年).11.
2 日韓 善隣通語 上,下 寶迫繁勝 1880(明治 13年).11.
1843년(심수관본), 1881년(修正·增補), 1883년, 1904년1)
3
交隣須知
일본외무성판 1881(明治 14年).11. 朝日修好條規(1876년) 이후 양국 간 소통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 외무성 주도로 간행
청일
전쟁 중, 군사적 동기에 의해 제작
4 朝鮮語學獨案内
松岡馨 1894(明治 27年).12.
저자의 출신 배경 미상
5 實用韓語學
島井浩 1902(明治 35年).5.
한국에서 철도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6
韓語會話
村上三男 編 1904(明治 37年).1.
회화서 간단한 회화서 편찬
경부철도주식회사 사원
1905(明治
38年).10.
1893년(초판),
1908년(6판)
7
日韓通話
國分國夫 編
(5판)
조선어 학자
8 日韓 韓日 言語集 趙義淵·井田勤衛 1910(明治 43年).12.
44年).10.
1905(초판), 1911(7판)
9 獨學 韓語大成
伊藤伊吉 1911(明治
(7版)
교사→ 상인
<표1>은 개화기 학습서의 상호 영향 관계를 살피기 위해 이전 시기 발간된 학습서를 포함
하여 제시한 것이다. 『韓語入門』(1880)은 호세코 시게가스(寶迫繁勝)가 일본인을 위해 만든
최초의 서구식 한국어 학습서이며, 『交隣須知』나 『善隣通語』 등은 에도 시대부터 사용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일본이나 조선에서 활동했던 인물들로 대체로 실제적인 활용에 목적
을 둔 것들이 주를 이룬다. 개화기(1894~1910)에 가장 활발하게 쓰인 일본 간행 한국어 학습
서는 『日韓通話』와 『獨學 韓語大成』이라 할 수 있으므로, 두 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이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日韓通話』의 서문에서 朝日修好條規(1876) 체결 이후 일본에
서 한일 양국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습서를
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서언(緖言)에서 본서의 체재는
서양의 회화서를 참고했으며,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인의
일본어 학습이 활용하도록 학습서의 용도가 쌍방향임을 밝히고
있다. 즉 기존의 한국어 학습서를 개선한 회화서라 할 수 있다.
이는 말하기에 중점을 둔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 교재로 ‘신식회
화서’라 평가 받고 있으며, 1893년 간행되어 1908년 6판이 발행
<그림 1> 『韓語會話』 표지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개화기의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서경숙,
2018:9)라 할 수 있다.

본래 초판(1893년) 간행 시에는 21장이었으나, 22~24장과 천자문을 포함하여 증보(增補)를
1) 『交隣須知』 판본과 관련된 사항은 심보경(200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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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게 된다. 초판의 판권지를 살펴보면, ‘故 國分國夫 編’이라 기록되어 있어 고쿠부 구니오
(國分國夫)가 1장~21장을, 증보판의 22~24장은 고쿠부 쇼타로(國分象太郎)가 작성하고 교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친형제지간으로 쓰시마에서 성장하였고, 동생 구니오는 본서 발간
에 앞서 부산어학소의 교관으로 활약했으며, 형인 쇼타로는 도쿄 외국어 학교에서 한국어 습
득 후 공사관 통역관으로 재직하였다(이강민, 2016:47).2) 쇼타로의 경우 1904년부터 이토 히
로부미(伊藤博文)를 수행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인사국장으로 식민통치에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
다. 이와 같은 저자 관련 사항은 한국어 회화서로서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獨學 韓語大成』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獨學 韓語大成』의 표지에는 ‘神州紀元 二五六五年’이라 명시
함으로써 저자가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여순 함락을 기원(허재
영, 2011:6)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감시대 이후 일본
인들에 의해 저술된 조선어 학습서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반영한 교과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1905년 8월 도쿄의 마루젠(丸善)에서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로,
이토 이키치(伊藤伊吉)가 한국인 이병호(李秉昊)의 도움을 받아
저술하였다. 초판의 경우 총 596쪽의 대저(大著)로 1911년 7판까
<그림 2> 『獨學 韓語大成』 표지

지 간행되어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3)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이토는 1892년 日露韓貿易會社의 지배인으로 들어와 원산(元山)에서 활동하다가 동양
척식회사의 설립과 함께 입사하여 參事로 활동했던 인물로, 1892년 러시아어 학습서 『獨學日
露對話捷徑』이라는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이강민, 2016:171). 이토 이키치(伊藤伊吉)는 북해
도에서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휴가를 얻어 러시아, 한국 등을 다녀온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
크로 건너가 상업에 종사하게 된다. 원산(元山)에서 잡화점을 열고 大豆의 매수를 하기도 하
였고, 원산을 본거지로 두만강에서 부산항까지 연안무역에 종사하였다(박기영, 2016:135).
서문에 따르면, 러일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어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서를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1편 連語, 2편 會話, 3편 單語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편에서
문형 중심 한국어 학습을 시도하였다. 또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동일 어휘에 대한 여러 발
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日韓通話』와 『獨學 韓語大成』의 서지 사항

저자

韓語會話
고쿠부 구니오(國分國夫) 編
고쿠부 쇼타로(國分象太郎) 校正
柳苾根 朴齊尙 閱
조선어 학자, 부산 어학소 교사

獨學 韓語大成4)
이토 이키치(伊藤伊吉) 著
李秉昊 閱
교원 사직 후 상업에 종사

2) 國分國夫는 친형인 國分 象太郎과 더불어 조선어 학자였다. 서언(緖言) 부분을 통해 추측해 볼 때, 저자가 부
산 어학소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집필한 것으로 완성된 초고를 경성에 거주하던 친형인 國分 象太郎에게 교정을
부탁하였으나, 정작 저자인 國分國夫는 출판 앞두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판권지에 ‘故 國分國夫’라 제시되어
있으며, ‘故 國分國夫 編輯, 國分 象太郎 校正’이라 명시되어 있다.
3)『獨學 韓語大成』(1905, 東京․大阪: 丸善)은 小倉進平이 한국어 학습 시 사용한 학습서(정승철, 2010:166)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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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발행
간행소
판본
표기
구성
분량
판본
간행
목적
기타

1893년(明治 26年) 10월 8일
1906년(明治 38年) 8월 28일
東京築地活版製造所5)
東京築地活版製造所
1905(明治 38年) 10월 30일 5판
1911년(明治 44年) 10월 11일 7판
(국회도서관 소장본)
(政治大學 소장본)
한글, 한자, 가나의 병기
한글, 한자, 가나의 병기
1편 文字語法及連語
24장(초판 21장)
2편 會話
단어, 회화
3편 單語
(增補: 第廿二章 政治, 第廿三章 敎育, 第廿四章 (增補: 日本假名文字使用法,
官衛官職及各種職業,
船車 日韓訓點 千字文)
農事用法, 動詞活法)
685쪽(초판 596쪽)
1893년(초판), 1899년(재판), 1899년(3판),
1905(초판), 1911(7판)
1904년(4판), 1905년(5판), 1908년(6판)
강화도조약 체결 후 한일 양국 간 원활한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반영함.
의사소통의 필요성 인식하여 일본에서 제작됨.
서언에서 이 책은 구미(歐美)에서 행하는 회화편의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동일 어휘의 다른 발음까지
순서에 따라 일상 대화에 필요한 단어,
모두 수록함.
연어(連語)를 모아 전편으로 하였다고 기록함.

덧붙여 위의 두 가지 한국어 학습서는 한글 자모를 먼저 제시6)한 뒤, 여러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단어와 간단한 문장을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위와 같은 서지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는 한글 자모부터 시작하여 단어 그리고 간단한 회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어의 대표적인 표기와 현실음이 나타날 것이다. 즉 회화서라는 특징
에 따른다면 소통이 가능한 표기나 현실음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가 처음 한
국어를 습득했거나 주로 활동한 지역의 표기나 발음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을 것이다.
둘째, 일본 간행 한국어 학습서라는 발간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의 표기나 발음
을 보여줄 것이다. 실제로 내국인 학자나 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 교사 등에 의해 각자병서
표기가 보이기도 하며(사전, 교과서), 개별 문헌에 이러한 표기가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
나 여기에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표기가 드러나거나, 특정 지역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일본인에 의해 간행되었으므로, 당시 조선인 학자들의 정책과는 달리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언문철자법」(1912)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21년, 1930년 등 3차에 걸
쳐 언문철자법이 제정 및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1920년대 조선어 교과서에는 반영되지 않
고, 1930년대에 이르러 반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두 학습서는 일본인에 의해 간행되었
으므로 이와 유사한 표기나 음운 현상을 반영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 표기와 음운 현상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4) 허재영 해제(2011)에 실린 영인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사이토 아케미(齋藤明美)(2009:23)에서는 와세다 대학 도서관 소장본 제6판(1908년 10월)을 대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것은 츠시마(對馬) 코쿠부 타츠미(國分達見)에서 발간된 것으로, 동일한 시기 여러 지역에서 간행되어 활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6) 『日韓通話』(1905)의 제2장에서 ‘모음 ㅏㅑ ㅓㅕ ㅗㅛ ㅜㅠ ㅡㅣ ㆍ, 자음 ㄱㄴㄷㄹㅁㅂㅅㅈㅇㅎㅋㅌㅍㅊ’을 제
시한 뒤, 제3장에서 綴字發音法을 싣고 있다. 또한『獨學 韓語大成』(1911)에서도 제1장에서 ‘諺文’이라 하여 ‘모
음자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ㆍ, 자음자 ㄱㄴㄷㄹㅁㅂㅅㅎㅇㅈ ㅋㅌㅍㅊ’ 등을 싣고 있다. 이처럼 한글자모를 익히
는 것부터 단어와 간단한 문장 익히기로 나아가는 구성을 취하였다. 이 글에서는『日韓通話』(1905)는 ‘日韓’으로,
『獨學 韓語大成』은 ‘韓語’로 약칭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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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화기 일본 간행 한국어 학습서의 표기법적 특징
3장에서는 두 문헌을 대상으로 병서 표기, 종성 표기와 어간말 자음군 표기, 연철과 분철
표기, 중철과 재음소화 표기, 어두 ㄹ, ㄴ의 표기, 어중의 ㄹㄴ 표기 등을 살펴볼 것이다.

3.1. 병서 표기
두 문헌의 어두 표기에는 ㅅ계 병서7)가 주를 이룬다. 이는 개화기의 주된 표기가 ㅅ계인 것
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ㅅ계 병서는 어두와 비어두를 불문하고 쓰이며, 평음이 경음화되어
바뀐 기저형을 표기한 것, ㅂ계 합용병서가 경음이 된 것을 표기한 것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가. 
질(<겁질)<韓語 16:477> 
을(＜)<韓語 1:27>
랏더니<日韓 5:22> 졋쓰니[消](<디다)<日韓 5:19>
나. 
<日韓 5:15> 
<日韓 8:43> 
감<韓語 16:479> 
에<韓語 1:27>

<韓語 8:410> 겁고[痛]<韓語 16:339> 나가오<日韓 6:27> 니<日韓 5:17>
cf) 접<日韓 7:29>
다. 싹이<韓語 5:157> 
이[米](<
)<日韓 4:14> 눈썹을<日韓 8:45>
씨(<)<韓語 16:477> 씨름도<日韓 11:93>
cf) 

노<韓語 2:122>
라. 
<日韓 8:42/韓語 9:97> <日韓 7:47> 리 
이[根]<韓語 16:477>

<韓語 16:332> 졋소(<디다)<日韓 5:21> 족
<日韓 5:20>
마. 
맛(<다)<韓語 16:477> 
어[付](<딕다)<韓語 7:67> 
진다[髮]<韓語 20:561>

켯소(＜딕히다)<日韓 7:47>
(1)에서 ‘ㅺ, ㅼ, ㅼ, ㅆ, ㅽ, ㅾ’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본래 경음화를 거쳐 기저
형이 바뀐 것, 초성에 위치하며 본래 ㅂ계나 ㅄ계가 ㅅ계로 바뀐 것으로 표기한 것, 본래 ㅅ
계 병서로 표기되었던 경음 표기를 위한 것 등으로 나뉜다(이준환, 2018:13). (1가)의 ‘질
(<겁질)<韓語 16:477>’, (1마)의 ‘어[付](<딕다)<韓語 7:67>’ 등은 기저형의 평음이 경음화를
거쳐 바뀐 예에 해당하며, (1가)의 ‘을(＜)<韓語 1:27>, 졋쓰니(<디다)([消]<日韓
5:19>’ 등은 ‘ㅴ>ㅺ’으로, (3다)의 ‘이(<)[米]<日韓 4:14>, 씨(<)<韓語 16:477>’ 등은
‘ㅄ>ㅆ’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밖에 본래 기저형을 유지한 (1라)의 ‘<日韓 7:47>, 졋소
(<디다)<日韓 5:21>’ 등이 있다.
한편 ‘cf) 접<日韓 7:29>, 노<韓語 2:122>’의 경우 후행하는 ㅄ계, ㅂ계의 ㅂ이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놓였음을 통해 각각 ‘>>’와 ‘>’로 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보다 앞선 시기의 문헌인 『韓語入門』(1880)에서는 ㅂ계와 ㅅ계 병서 표기가 공존8)했으
7)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1912)의 11항에서 된시옷의 記號에는 ㅅ만 使用하고 ·까 등과 如한 書法은 取하
지 아니한다고 제시하였다. 몇몇의 문헌을 제외하고 개화기 신문, 교과서, 국역성서 등에서 대체로 ㅅ계를 사용
하였음을 보여준다.
8) 『韓語入門』(1880)에서 ㅂ계와 ㅅ계 병서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ㅂ계의 쓰임은 개화기 국어과 교과서 『國
民小學讀本』(1895), 『小學讀本』(1895), 『新訂尋常小學』(1896)과 같은 학부 편찬 교과서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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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문헌에서는 ㅅ계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각자병서의 표기를 담고
있는 리봉운의 『국문졍리』(1897)와는 차이가 있으며, 두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쓰임이 수용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2. 종성 표기와 어간말 자음군 표기
개화기는 종성의 7종성 표기가 일반적이다. 이는 여기에서도 그러하며, 관련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가. 부억<日韓 16:128>
나. 굿게[堅]<日韓 9:76> 것지<日韓 8:49> 돗기[昇]<日韓 5:16>
듯기를<日韓 8:45> 밧느냐[取]<日韓 7:35>
찻는다[尋]<韓語 6:40>
낫[面]<日韓 8:42/韓語 1:25> 숫<韓語 6:47> 숫불<日韓 5:19>
빗나오[光]<日韓 5:17> 산
<日韓 5:15> 

타<韓語 20:508>
다. 압집<日韓 16:128> 갑지<日韓 25:21> 깁소[深]<日韓 5:20>
종성 ㄷ은 ‘ㅅ’으로 표기되며, ‘ㅈ, ㅊ, ㅌ’ 등도 ‘ㅅ’으로 표기된다. 이들은 실제 발음 [ㄷ]과
달리 표기상으로 ‘ㅅ’을 취하였기 때문이며, 표음주의 표기를 취하는 「普通學徒用 諺文綴字
法」(1912)와 유사하다. 이는 개화기의 일반적인 표기이기도 하지만 회화서의 경우 발음에 따
라 적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어간말 자음군의 쓰임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대체로 축약 또
는 자음군 단순화를 거쳐 표기된다.

(3) 가. ㄶ 무셥지안소<日韓 5:17> 만코<日韓 9:69> 만치요<韓語 7:199> 만하셔<日韓 7:37>
ㅀ 실소<韓語 6:52> 
치[煮]<韓語 2:127> 
이고<韓語 16:336> 린[沸]<韓語 6:49>
나. ㄺ 진흑<日韓 5:16> 숫
이<韓語 16:328> 박소[明]<日韓 5:16>
굴근[太]<韓語 6:47> 글거<韓語 16:340> 닐거[讀]<日韓 4:13> 물거[淡]<日韓 10:85> 
근데[明]<日韓 5:16>
다. ㄻ 굴머[餓]<日韓 7:41> 졀믄<日韓 9:55> 
믄다<韓語 20:550>
라. ㄼ 밥는다[踏]<韓語 20:508>
마. ㅄ 갑시<韓語 5:158> 업스니<日韓 5:17>
바. ㅺ 삭슨[賃錢]<日韓 7:35> 닷가<日韓 5:22>
어간말 자음군의 경우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은 경우는 (3나)의 ‘숫이<韓語 16:328>’의
‘ㄺ’에 한한다. 대체로 이들은 모두 자음 어미와 결합 시 7종성으로 표기된다. 또한 ㄶ과 ㅀ은
후행하는 어미 초성과 결합하여 유기음화에 이르게 된다.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연철되
가. <韓語 上5> <韓語 上5> <韓語 上5>
<韓語 上8> <韓語 上9>
<韓語 上8> <韓語 上11> <韓語 上11> 들기<韓語 上28> 사립<韓語 上32>
나. <韓語 上33> 붓<韓語 上31> 족하<韓語 上23> <韓語 上19>
<韓語 上26> 나모<韓語 上30> 눈<韓語 上15> 뵈<韓語 上28>
다. 과<米, 尋常一16> 홈<戰, 尋常三32> 면화<種, 尋常二8>
셔<織, 尋常一7> 와<琢, 尋常二23>
그러나 대체로 다른 문헌들에서는 ㅅ계가 일반적이다.『구역 신약젼서』(1904)에 이어, 1912년 11월 30일 英
國人에 의해 간행된 『신약젼서』에서도 각자병서 대신에 다음과 같은 ㅅ계 병서 표기가 주를 이룬다(송미영
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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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ㅎ이 탈락된다. 특이점은 본래 ‘ㄺ, ㄼ’의 경우에는 자음 어미와 결합 시 『초학언문』
(1895) ‘닑고[讀], 기에[明]’, ‘여’ 등과 같이 표기됨과 달리 7종성에 따라 표기되는 특이한
경향을 보인다.

3.3. 연철과 분철 표기
파생을 거쳐 단어가 형성된 경우 체언 내부에서 주로 연철 표기가 나타난다. 또한 곡용 시
에는 주로 분철 표기를 취한다.9)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곡용에서의 연철 표기를 중
심으로 예로 들고자 한다.

(4) 가. 서른(<셜흔)<日韓 4:13> 거름[步]<日韓 8:49> 어름<日韓 5:15> 우슴만[笑]<日韓 9:70>
조름이<日韓 8:53>
나. 나제는[晝]<日韓 7:30> 나즌[晝]<日韓 7:33/韓語 4:28> 밧게[外]<日韓 6:27>
그거슬[其]<日韓 4:13> 이거시<韓語 3:25>
다. 구덕이가[蛆]<韓語 16:338> 
아기[小米]<韓語 7:399> 갑작이<韓語 7:188>
납의 나부[蝶](＜나븨/나뷔＜나뵈)<韓語 17:489>
(4가)의 ‘서른(<셜흔)<日韓 4:13>’을 제외하고 모두 명사형 어미와의 결합을 통해 파생된 단
어들이다. 이들은 연철 표기를 보이기도 하지만, (4다)에서와 같이 과잉 분철을 보이기도 한
다. 이는 접사와의 경계를 인식하여 이를 분별하기 위한 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나)의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연철 표기가 나타난다.10) 이와 달리 (4다)의 ‘납의､ 나부[蝶](＜나븨/
나뷔＜나뵈)<韓語 17:489>’과 같이 과잉 분철 표기도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용언 내부와 용언의 활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5) 가. 러졋소<韓語 7:189>
나. 더[切]<日韓 10:84> 드러[入]<日韓 4:14> 비러[乞]<日韓 9:69>
라라[磨]<日韓 10:85> 머무러[留]<日韓 6:25> 부러서[吹]<日韓 5:18> 어럿쓰니[凍]<日韓 5:21>
즌[低]<日韓 5:21> 나즌[卑]<韓語 3:25> 자근돈이[小錢]<韓語 4:152> 라라[帆]<日韓 5:18>
마져[逢]<日韓 5:19> 자[取]<日韓 6:28> 파라[賣]<韓語 3:25>
무덧스니<日韓 8:51> 버셧스니<韓語 1:27> 씨서[洗]<日韓 8:51>
쳐간다[逐]<韓語 20:508>
다. 죽으니<日韓 7:40> 먹으면<韓語 16:329> 묵으면[珍]<韓語 16:330>
갈으면<韓語 16:333> 감아라[湯]<日韓 8:50> 넘어진다[倒]<韓語 20:508>

어져셔<韓語 7:188>
라. 문어졋쓰니<日韓 16:134> 
은[乾]<韓語 17:486>
눌으지[推]<日韓 8:48> 녁여[思]<日韓 9:62> 질으고[聲]<日韓 8:51>
흘으옵늬다[流]<日韓 8:51>
(5가)는 어간 내부에서의 연철 표기를, (5나)는 활용 시 연철 표기의 예이다. (5다)에서와 같
이 어간 종성이 ‘ㄱ, ㄹ, ㅁ’인 경우에 한해 분철 표기11)를 보인다. 그러나 (5나)에서 제시한
9) 『獨學 韓語大成』1編 4章 語法及連語에서는 조사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체언의 곡용 시에 연철·분철·
중철 표기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돈은(錢), 돈이 / 나는(私), 나가 / 몸을(身體), 몸은, 몸이’ 등
은 분철 표기를, ‘갑슨(價), 갑시’ 등에서는 연철 표기를, ‘츤(花), 치 / 맛슬(味), 맛슨, 맛시’ 등은 중철 표기
에 해당한다. 이처럼 單語의 連接에서 나타나는 발음법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10)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1912) 10항에 따르면, 체언 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되면 연철 표기를 통
해 實際의 發音을 表記한다고 하였다. ‘압히(前), 나히(年齡), 갑시(價), 삭시(賃金) / 츤(花), 숫츤(炭) / 헤,
체, 밧게, 빗체’ 등에는 재음소화, 연철, 중철 표기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앞서 제시한 『獨學 韓語大成』과 유
사하다.
11)「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1912) 6항에서 ‘活用語의 活用語尾는 可及的 語의 本形과 區別하야 書함.’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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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어간 종성이 ㄹ인 경우라 하더라도 ‘머무러[留]<日韓 6:25>, 파라[賣]<韓語 3:25>’
와 같은 연철 표기를 보이기도 하여 이를 규칙적이라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5라)는 용언 내
부에서 과잉 분철 표기를 보인다. 이는 어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외에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4. 중철과 재음소화 표기
중철 표기는 16세기 문헌을 시작으로 17세기에 거쳐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두 문
헌의 경우 체언의 곡용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 등에서 중철 표기가 쓰인다. 반면 재음소화
표기는 몇 가지 예에서만 발견된다.

(6) 가. 다섯시요[五]<日韓 4:13> 맛슬<韓語 3:21> 옷시<日韓 5:19>
엿슬[飴]<韓語 2:122> 잡피고<日韓 8:43> 깁피<韓語 9:99>
나. 젓슬[牛乳]<韓語 16:333>

츨<韓語 3:21> 
치<日韓 5:20/韓語 2:125>
나무닙피<韓語 5:164> 몟치나<日韓 4:14> 밋<日韓 5:21>
별빗치[星]<日韓 5:16> 넛코<韓語 1:124> 
키오<韓語 7:200>
엿튼[淺]<日韓 5:20> 깁픈<日韓 5:20>
다. 긋치시요[止]<日韓 5:16> 죽리고<日韓 16:135> 릇쳐<韓語 2:144>
닷쳐셔<韓語 9:226> 밋친[狂]<日韓 8:55> 압푸니<日韓 8:48/韓語 9:225>
라. 압흐로[前]<韓語 9:99> 압헤<韓語 9:106> 엽헤<韓語 16:332>
중철 표기는 그 방향에 따라 순행 중철과 역행 중철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6가)는
순행 중철이며, 선행 종성을 그대로 적었으므로 완전 중철에 해당한다. 또한 (6나)는 선행 종
성은 7종성에 따라 적고, 이를 한 번 더 적었거나, 선행 종성을 후행 초성에 적고 선행 종성
은 7종성으로 적었다. (6다)는 역행 중철 표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6라)와 같이 재음소화
표기12)가 몇몇 체언에서 등장한다. 이처럼 중철 표기가 체언과 용언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발음을 염두에 두고 표기를 하였거나, 어간 기본형의 종성을 밝혀 적음과 동시에 현실음
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재음소화가 줄어든 것은 어느 정도 현대 국어로의 표기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볼 수 있다.

3.5. 어두 ㄹ, ㄴ의 표기
어두에 ㄹ, ㄴ은 ‘i’나 ‘y’와 결합 시 ‘ㅇ’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표기 경향은 19세기 중
엽 이후 보편화된다. 그러나 어두 ㄹ은 ㄴ으로 표기되며, 어두 ㄴ은 고유어나 한자어에서 그
히고 있으며, ‘어를 더로 書할 境遇’와 ‘어를 저로 書할 경우’를 예외로 두었다. 이는 주로 용언의 종성 ‘ㄱ, ㄹ’
이나, ‘ㄻ, ㄺ’ 뒤에서는 분철 표기를, ‘ㄷ, ㅈ’ 뒤에서는 연철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한
다면, (5나)에서 연철 표기, (5다)에서 분철 표기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예) 먹엇소(食) 들어간다(入) 삶어먹엇소(煮食) 붉은빗(赤色)
(예외) 바덧소(受) 어덧소(得) 덧소(攫引拔) / 바가가저젓소(袴濕) 해가느젓소(日暮)
12)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1912) 7항에 따르면 ‘左와 如한 경우에는 조사 은·을을 흔·흘로 書하야 實際의 發
音을 表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재음소화 표기는 현실음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 갓흔(同) 갓흘(同) 놉흔(高) 놉흘(高) 붓흔(附) 붓흘(附) 갑흔(報) 갑흘(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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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적는다. 또한 본래 ㄴ을 갖지 않았던 경우에도 ‘ㄴ’으로 바뀌는 혼란을 보인다.

(7) 가. 년젼년승(連戰連勝)<韓語 17:345> 노국의(露國)<韓語 17:346>
냥반은<日韓 9:62> 냥친<日韓 9:54> 뉵
<日韓 4:12>
나. 녀름[夏]<日韓 7:30/韓語 5:164> 니마[額]<日韓 8:42>
닐곱<日韓 4:12/韓語 3:17> 닙[葉]<韓語 16:477>
닛지<韓語 1:27> 니러나거라<日韓 5:16>
다.년셰가<日韓 4:13> 념녀업다[念慮]<日韓 5:21>
라. 닙
[脣]<韓語 6:391>
녕니
[怜悧]<日韓 9:55> 안령이[安寧]<韓語 1:25>
cf) 우뉴를[牛乳]<韓語 16:333>
(7가)에서 어두의 ㄹ은 ㄴ으로 표기된다. 이는 현실음에 대한 인식13)과 표기의 보수성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7나)와 (7다)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ㄴ’은 본음을 밝혀
적은 것이다. 이는 현실음보다는 표기에 중심을 둔 것이다. 이 밖에 (7라)에서 ‘닙[脣]<韓語
6:391>’은 본래의 기원형 ‘입시울’에서 과도교정을 겪은 것이다. 어두의 위치는 아니지만 ‘우
뉴를[牛乳]<韓語 16:333>’의 경우에도 ㄴ을 ‘ㅇ’으로 적는 혼기를 보인다. 이것은 개화기의 일
반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당시 외래어나 한자어의 쓰임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회화서의 경우 발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표기자의 표기 의식이 공존하는 가운데 나타
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3.6. 어중의 ㄹㄴ 표기
어중의 ㄹㄴ 표기는 16세기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7세기 문헌에서부터 활발
하게 쓰인다. 대부분의 개화기 문헌에서는 ㄹㄹ 표기가 드러나지 않는데, 두 문헌 또한 ㄹㄴ
표기로 일관하고 있다.

(8) 가. 글노<日韓 25:22> 칼노<日韓 7:47> 형벌노<日韓 25:19>
저절노<日韓 5:19> 
니<韓語 16:331>
나 눌녀[壓]<日韓 8:52> 달
다[說]<韓語 21:550> 몰나보왓소<韓語 6:51>
물녓소[延]<日韓 6:28> 불너라<韓語 6:181> 불너왓소[呼]<日韓 4:14>
풀녓스니<韓語 1:27> 틀니지<韓語 4:152> 흘너려셔<日韓 8:43>
회화서이므로 유음화를 고려한 ㄹㄹ로의 표기를 했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ㄹㄴ으로 표
기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문헌에 모습을 드러냈던 관습적인 표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개화기 일본 간행 한국어 학습서의 음운 현상
4장에서는 구개음화, 경음화, 원순모음화, 고모음화, 기타 등에 대해 다룰 것이다.

13) 『獨學 韓語大成』1編 2章 綴字法에서 어두 ㄹ의 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라(俄羅
斯), 토란(土卵)’과 달리 ‘라샤(羅紗) 나샤, 란간(欄干) 난간’이라 하여 어두 초성의 변화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리(道理), 변리(邊利)’와 ‘리익(利益), 니익, 리수(里數), 니수’ 등에서도 그러하다. 이처럼 한자음 초성 ㄹ를 ㄴ
으로 표기함으로써 발음과 가깝게 표기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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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개음화
개화기에 이르면, 보통의 문헌에서는 ㅎ구개음화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두 문헌에서는 ㅎ구개음화가 반영된 예시도 있을뿐더러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가. 흉년으로<日韓 7:41/韓語 7:399> 형님이<日韓 9:62>
나 심써여[盡]<日韓 7:31> 심을[力]<韓語 3:145> 심이<韓語 16:329>
심
[筋]<日韓 8:49/韓語 6:389>
다.힘로(심로)<韓語 16:330> 심 힘<韓語 6:389>
(9가)와 같이 ‘힘[力]’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심’으로 표기된다. 실제로 『獨學 韓語大成』에
서는 (9다)와 같이 두 가지 형태를 함께 제시해 놓음으로써 이러한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준다. 편찬자의 언어 습득이나 활동 지역 등을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나, 이것은 당시 조선인 중, ㅎ구개음화를 반영한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ㄷ구개음화는 개화기 문헌에서 대체로 적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두 문헌도 이와 유사
하다.

(10) 가. 됴코<韓語 16:335> 엄디손락<韓語 6:390>
나. 죠흘<日韓 5:17> 미다지[障子]<韓語 8:409>
다. 뎐보<韓語 3:25/韓語 7:190> 뎡거장지<韓語 6:182> 뎡녕[丁寧]<日韓 5:17>
뎡헐[定]<日韓 7:39> 디경이[地境]<日韓 7:41> 디방에셔<韓語 16:335> 디령이[地龍]<韓語 17:488>
겨류디[居留地]<韓語 7:401/日韓 9:79> 텬디<韓語 7:398> 평디<日韓 5:16> 형뎨<日韓 9:54>
텬<韓語 7:399> 텬하가<韓語 9:100> 텬
으로[天幸]<日韓 8:51>
텰도로<韓語 6:173>
라. 쳘도<韓語 8:410>
ㄷ구개음화14)는 (10나)와 같이 몇 가지 예에서만 실현된다. 특이한 것은 『獨學 韓語大成』에
서 ‘미다지[障子]<韓語 8:409>’와 같은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실현된 경우가 보인다. 한
자어의 경우 (10다)에서 어두나 비어두에 관계없이 실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10다)의
‘뎡거장지<韓語 6:182>’가 눈에 띤다.

4.2. 경음화
어두자음군의 된소리화는 17세기 중엽에 이미 완성되었고, 18세기에 사이시옷의 영향으로
후행하는 무성자음을 된소리화함으로써 후속 자음이 된소리로 남게 된다. 개화기는 현대국어
와 근접한 시기이나, 어중의 경음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문헌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경음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1) 가. 드린다[鼓]<韓語 20:574> 
나무[楮]<韓語 16:479>
부리지[曲]<日韓 8:48>
cf)질너[刺](<르다)<韓語 20:574>
14) ㄷ구개음화와 관련하여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1912) 3항에서는 ㄷ, ㅌ은 ㅏ·ㅓ·ㅗ·ㅜ列에만 使用하고 其
他列에는 ㅈ, ㅊ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적다(小), 조흔(好)’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5항에 이르면 한자음
으로 된 말을 언문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韻을 紊亂히 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라 하
였다. 즉 고유어는 구개음화를 적용하되, 한자어는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본음을 충실히 적기 위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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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군<韓語 6:181> 둘재집이요<日韓 16:129> 잠간<韓語 1:25>
둣겁게[厚]<日韓 5:21> 둣거운<日韓 16:135>
밧바<日韓 7:35> 밧버셔<韓語 7:67> 밧구어[換]<韓語 9:98> 엇덧소[何]<韓語 7:67>
싯그롭외다[擾]<日韓 8:51> 악가[日前]<日韓 7:29> 웃둑
<日韓 5:21>
밋그러진다[滑]<韓語 20:508> 붓그러운<日韓 9:69> 작구[頻]<日韓 8:48>
박급시다[換]<韓語 9:98>
다. 손락<日韓 8:42/韓語 9:224> 억<日韓 8:42> 읏
<韓語 2:127>
니쑤가[里數]<日韓 5:15> 일
<日韓 4:14> 틔
<日韓 5:16> 심
[筋]<日韓 8:49/韓語 6:389>


일<日韓 8:44> 잠
<日韓 7:29/韓語 16:376>
절구
이<韓語 2:314> 잔
<韓語 16:340> 숫
에<韓語 14:306> 들도[梁]<韓語 7:241>
역심
<韓語 6:394> 

치<日韓 7:47/韓語 9:226> 둘<日韓
 9:61>


<日韓 16:135/韓語 7:399> 수락으로<日韓 17:149/韓語 2:126> 져락으로<日韓 17:149>
린다[曲]<韓語 20:575> 
[閉]<日韓 8:52> 감[閉]<韓語 2:225> 갈
에<韓語 6:183>
헛
<韓語 21:550> 글[搔]<日韓 7:47> 살옵고[肥]<日韓 8:47>
죠흘
허오<日韓 5:17> 날
허오<日韓 7:39> 될
오<韓語 2:144>
라. 고
곳감<韓語 16:479>
cf)
국질<日韓 8:43>
(11가)는 어두경음화가 반영된 경우이다. 대체로 어두 경음은 반영되지 않는데, 이 또한 두
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11나)에서 알 수 있듯이 어중의 경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11다)와 같이 한 단어 내부뿐만 아니라 용언 어간 종성 ‘ㅁ’과 자음 어미와의
결합, 관형사형 어미 ‘ㄹ’ 뒤 등과 같이 다양한 경음화를 보여준다. 예컨대 (11나)의 ‘둘재집이
요<日韓

16:129>,

잠간<韓語

1:25>’

등은

‘둘<日韓

9:61>,

잠<日韓

7:29/韓語

16:376>’ 등으로 나타난다. 즉 동일 문헌임에도 각기 다른 표기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표기
와 발음이 혼동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현실음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cf) 질
너[刺]<韓語 20:574>, 국질<日韓 8:43>’ 등은 기원형에서 벗어난 형태이다.

4.3.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순음 아래의 ‘ɨ’가 ‘u’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16세기부터 나타난 원순
모음화는 18세기에 매우 활발한 양상을 띤다(정길남 1999: 62). 원순모음화는 17세기에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개화기에는 이를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한
다.

(12) 가. 그믈을<韓語 16:337> 믈<日韓 9:54> 스므냥<韓語 16:366> 스믈<日韓 4:12/韓語 3:18>
므니[旱]<日韓 7:39>
성픔<日韓 9:63> 하픔<日韓 8:43>
나. 물<日韓 5:15/韓語 6:47> 스무날<日韓 6:24> 져무도록[暮]<日韓 7:34>
불이<日韓 7:37> 숫풀<韓語 16:478> 언졔붓터<韓語 6:172>
다 머므러[留]<韓語 5:177>
라. 발부면<韓語 16:340> 깃분<韓語 17:358>
붓구롭습늬다<韓語 2:139> 발분다[踏]<韓語 20:508> 곱푸다<韓語 20:570>
압푸니<日韓 8:48> 놉푸고<日韓 5:16> 높푸외다<韓語 5:35> 가고시푸나[往]<日韓 7:34>
(12가), (12나)에서와 같이 적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한다. 그런데 (12다)의 용
언 내부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나, (12라)의 용언 내부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에서도 원순모음
화가 실현된다. 이는 다른 문헌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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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모음화
본래 고모음화는 음성적 실현과 관련이 있으며, 개구도의 축소를 통해 조음상의 노력을 덜
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음운 현상으로 ‘o > u’의 변화는 비어두음절에서 일어난다. ‘가마
괴 > 가마귀, 샤마괴 > 샤마귀, 여외-> 여위-’와 같이 18세기 후기 형태소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郭忠求 1980:90). 두 문헌에서는 고모음화를 겪은 예와 그렇지 않은 예가 함께 나타
난다.

(13) 가. 너모<韓語 16:333> 도모지<韓語 5:178> 모통이[角]<韓語 5:168>
얼골<日韓 8:42/韓語 6:390> 로<日韓 7:38>
나. 나무<日韓 5:18> 벼루에<日韓 10:85> 우<日韓 8:42/韓語 3:27>
cf) 피남기 피나무[樅]<韓語 16:478>
다. 
운맛[澁](<다)<韓語 16:477>
근지럽고<日韓 8:52>
(13가)에서는 고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13나)에서는 적용된다. 개화기 교과서에서 고
모음화는 적용되지 않은 형태가 보다 많다. 예컨대 ‘우<尤, 初語2:15>’보다는 ‘오<尤, 初
語1:30, 初語2:30, 新纂2:15>’가 일반적이지만, ‘벼로<硯, 初等1:26>’와 ‘벼루<硯, 新纂1:11,
初語2:1>’의 쓰임(송미영, 2017:212)과 같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韓語入門』(1880)에서 ‘
오<上39>, 벼로<上40>’ 등이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 우’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어 → 으’는 ‘리지<憚, 過火存神 8a>, 끄리나<忌, 憚 國漢話>, 으드리니<獲, 竈君靈蹟誌>’
등과 같이 음장(音長)과 관련된 음운 현상(강희숙, 2005:8)이라 할 수 있다. (13다)의 ‘운맛
[澁](<다)<韓語 16:477>’가 대표적이며, 이 밖에 ‘아 → 으’에 해당하는 ‘근지럽고<日韓
8:52>’의 예가 발견된다.

4.5. 기타
여기에서는 사잇소리 현상과 기타 음운 현상에 대해 다룬다.

(13) 가. 물<韓語 6:390> 코구멍<韓語 6:390> 뒤집[後家]<韓語 8:411>
바다물<日韓 5:15> 압내물에<韓語 16:337>
어제밤<日韓 7:30> 
나무닙<韓語 16:478>
나. 고
<日韓 16:132/韓語 8:408> 코
<日韓 8:44/韓語 6:390>
뒤
에<日韓 16:129> 손
<韓語 6:392>
웃집<日韓 16:128> 아렛집<日韓 16:128>
(13가)는 합성어를 이룰 때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았으나, (13나)에서는 ㅅ을 표기함으로써
단어에서 나타나는 현실음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경음화 현상에 해당하지만 합성어 형
성 시 나타나는 것으로 그 환경이 달라 음운 현상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개화기의
경우 대체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소릿값을 반
영한 표기와 적용되지 않는 표기가 공존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전설모음화, 비음화, 조음위치 동화, ㄹ탈락과 ㅎ탈락 등에 대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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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슨거운맛[淡](＜승겁다＜슴겁다)<韓語 16:477> 즘
[禽獸]<韓語 16:478>
거즛말면<韓語 17:346> 거즌말
다[虛言]<韓語 21:550> 거즛말만<韓語 7:60>
나. 단기기[步]<日韓 5:22> 초잇튼날<日韓 6:24> 초나흔날<日韓 6:24>
김닛가[去]<韓語 3:26> 숫
숨
[牡馬]<韓語 17:482>
다. 

허여<日韓 9:71> 톡를<韓語 16:331>
라. 노다가[遊]<韓語 6:43> 드지안소[切]<韓語 6:41>
마 싸엿스니<日韓 5:18> 실소[厭]<韓語 6:50> 
이고<韓語 16:336>
전설모음화는 근대 국어 말기에 나타난 음운 현상으로 치찰음 ‘ㅅ, ㅆ, ㅈ, ㅉ’ 아래에서 후
설 고모음 ‘ㅡ’가 전설 고모음 ‘ㅣ’로 바뀌는 현상이다. 치음 아래 ‘ㅡ’가 ‘ㅣ’로 바뀌게 되는
데, 이는 19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다. 그러나 (14가)에서와 같이 전설모음화는 반영되지 않
았다. 또한 (14나)와 같이 비음화가 반영되었는가 하면, (14다)와 같이 조음위치 동화가 적용
되기도 하였다. (14라)와 (14마)는 각각 ㄹ과 ㅎ의 탈락과 관련된 예이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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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일본 간행 한국어 학습서의 표기와 음운 현상
고찰“에 대한 토론문
박진혁(서강대학교)
이 논문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일본인에 의해 간행된 여러 한국어 학습서 중 특히 대
중적 인기가 높았던『日韓通話』와 『獨學 韓語大成』를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실려 있는 한국
어 자료의 표기 양상과 음운 현상에 대하여 다룬 논의입니다. 개화기의 문헌 자료나 이 시기
의 한국어 음운사에 대해 그리 밝지 못한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 마디를 보태는 것이 매우 조
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할까 합
니다.
1. 문헌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한국어 자료를 음운론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곧 그 표기에
반영된 음운론적 정보를 공시, 통시적으로 정밀하게 검토,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
한 작업은 곧 해당 시기의 음운 체계, 음운 현상 및 규칙 등의 기술, 통시적 변화 등을 구명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위의 두 한국어 학습서에 수록된 한국어 자료의 표기 양상을 검토하시
면서, 기왕의 음운사 관련 논의에서 이미 밝혀진 한국어의 음운 변화 및 관련 음운 현상들이
이들 자료에 반영되는 양상을 기술하는 쪽에 논의의 무게를 두고 계신 듯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이들 자료의 한국어 표기 특성에 대한 기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헌 자료에 반영된 한국어 표기의 음운론적 검토는, 곧 이를 간행한 외국인이 당시의 한국
어가 보이는 음성적, 음운론적 특성을 어떻게 간취한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자료 검토 결과가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
어오는 이 시기의 한국어 음운론 및 음운사 기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는 뚜렷하게 드러나
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음’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음운론적 정보들은 ‘한국
어’라는 총체적 개념으로 섣불리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박기영(2016) 및 선
생님의 이번 발표 논문에서도 이미 밝히고 계신 것처럼『獨學 韓語大成』에서는

함남 원산 지

역의 언어적 특징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자적 언어 체계로서의 개별 방언에 대한 이해와 정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대상 자료의
언어학적 속성을 기술하여야 이들 학습서에 반영된 한국어의 음운론적 정보들을 올바르게 다
루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예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10쪽의 ‘이것은 당시 조선인
중, ㅎ구개음화를 반영한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는 기술은 언어학적 검토가 부족한 기술이 아닌가 합니다. 곽충구(2001) 등에서 이미 ㅎ 구개
음화의 음운사적 검토 및 그 지리적 확산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런 논의와 연계하여
20세기 초의 한국어 학습서에 반영된 ㅎ 구개음화 관련 표기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온당
한 연구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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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생님께서 다루고 계신 두 학습서는 여러 판을 거듭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는 『日韓通話』는 전체 6판 중에서 5판을,『獨學 韓語大成』은 마지막 7판을 선정하셨습니다.
자료 자체의 접근성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들 판본을 굳이 선정하신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 아래에 드는 것들은 지엽적인 것들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후 논문을 완
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제넘습니다만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6쪽의 어간말 자음군의 표기에 대한 설명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
합하는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나 축약의 조건 환경이 아닙니다. 아마 오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3나)의 ‘진흑’, ‘박소’ 등은 7종성에 의한 표기가 아니
라 ㄹ계 음절말 자음군의 단순화에 의해 남은 C2가 그대로 표기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7종성
표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ㄷ : ㅅ’의 관계입니다.
둘째, 7쪽의 연철 표기에 대한 설명에서 마지막에 수정하여 보내신 ‘체언 내부’라는 술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철에 대한 기술에서도 여전히 형태소 경계, 내부 등의 조건
환경에 대한 엄밀한 술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체언 어간 내지 어근 내부라는 것인지, 아니면
파생어 중에서 파생명사 부류가 그러하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
다. 7쪽의 ‘파생을 거쳐 단어가 형성된 경우 체언 내부에서 주로 연철 표기가 나타난다.’는 기
술을 다시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역시 7쪽에서 과잉 분철과 관련하여 들고 계신 (4다)의 ‘나부’는 이것과 관계가 없는
어형이니 ‘납의’만 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라)는 ‘용언 내부’가 아니라 역시 VX
류 어미와 결합한 ‘활용’의 예들입니다.
넷째, (7가)의 ‘ㄹ ⇒ ㄴ’ 표기 관련 기술에서 ‘현실음에 대한 인식과 표기의 보수성을 보여
준다’는 말이 보이는데, 어두에서 원래의 ‘ㄹ’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표기의 보수성’
으로 보시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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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 ‘-지다’와 통사 구성의 ‘지다’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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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국어에서 ‘기름지다, 세모지다’ 등의 ‘-지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로 인정된다. 그런데 ‘기름
이 지다, 세모가 지다’ 등처럼 통사 구성을 보이는 예도 일부 등장한다. 본 발표는 이와 같이 현대국
어에서 접사 ‘-지다’가 결합한 단어가 통사 구성을 이루는 현상을 통해, 현대국어 공시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울러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와 기원이 되는 ‘지다’가 무엇인
지 등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후기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당시의 공시적인 현상을
포함하여 통시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 가능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대국어에서 ‘기름지다’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름지다’
의 ‘지다’가 접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기름지다’는 단어로 쓰이는데, 구
구성을 보이는 예가 있어 주목된다.
(1) ㄱ. 잘 먹지 못하고 공부만 하니까 뱃속에 기름이 지지 않아서 더 그런가 봐.<1985오만과몽
상(박완서),052>
ㄴ. 베슬 떨어진 수탉, 그게 게우 잽히길래 목을 비틀랬더니 …… 기름은 졌읍디다.<1981
유민(한수산),226>
ㄷ. 왜 기름이 안 져, 며칠 전에 통닭을 다 먹었는데.<1985오만과몽상(박완서),052>
(1)은 주격조사 ‘-이’, 보조사 ‘-은’, 부정 부사 ‘안’ 등이 쓰여 ‘기름이 지-, 기름은 지-, 기름이
안 지-’ 등의 구 구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 ‘지다’는 동사이다. (1ㄱ)은 ‘뱃속에’라는 성분 때문에
‘지다’가 동사이고, (1ㄴ)에서 ‘-었읍디다’1)는 동사와 결합하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으므로, (1ㄷ)은
과거 며칠이라는 시간 동안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지다’가 동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머리카락’이나 ‘배’에 대해 ‘기름지-’가 관용적으로 널리 쓰인 것을 감안할 때 (2)에서는 형
용사 ‘기름지-’가 다만 ‘기름이 지다’로 쓰인 듯도 하다.
(2) ㄱ. 필재는 숙부님이 자기 머리칼을 내던지던 장소를 살펴봤지만 삼단같이 기름이 진 머리칼
은 보이질 않았다.<1956고가(정한숙),127>
ㄴ. 원균의 뱃대기는 남산덩이만 하게 기름이 지고 살이 쪘다.<1957임진왜란(박종
화),330>
‣현대국어 ‘기름지다’와 ‘기름이 지다’에 대한 해석 가능성
⇒ ① 파생어에서 볼 수 있는 어근 분리 현상의 일부 예에 해당.
1) 표준어로는 ‘-었습디다’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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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늘이 지다’에서 유추한 것으로 ‘기름지다’와 다름.
③ ‘기름지다’의 ‘지다’를 처음부터 접사가 아닌 용언으로 볼 수도 있음.
④ 접사 ‘-지다’가 용언 ‘지다’가 된 것으로 역문법화의 예
위에서 본 특징을 모두 고려할 때 어떤 설명이 타당한가는 ‘기름지다’나 ‘지다’, ‘지다’가 결합한 어
휘의 통시적인 변화 등을 고려한 뒤에라야 결정할 수 있다.2) 왜냐하면 현대국어에서 접사 ‘지다’가
결합한 어휘 예가 다르고, ‘기름이 지다’에서 ‘지다’는 ‘그늘이 지다’의 동사 ‘지다’와 비슷한 쓰임을 보
이며, 통시적으로 ‘그늘지다’가 ‘그늘이 지다’로 나타나는 예가 있는데 이는 ‘기름지다’가 ‘기름이 지다’
로 나타나는 예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고, 후기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시기 ‘N지다’ 어휘들의 공시적인
특징과 함께 통시적인 변화를 일괄되게 설명하기에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후기 중세국어의 예에 대해 ‘지다’가 접사인지 용언인지, 또 ‘N지다’ 구성을 보이는 예가
단어인지 구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하고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하지만, 후기 중세국어나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관련 현상을 제시하는 것으
로 판단을 유보한다. 대신 18세기나 19세기에 ‘지다’가 보이는 현상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다’가 현
대국어에서와 같은 자격 또는 혼란, 이로 인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 대한 접근 태도 등은 적어도
18세기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지다’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본 발표문은 어떤 결론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기보다 ‘지다’와 관련된 여러 현상을 관찰하
고, 공시적․통시적 특징을 고려한 어휘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2. ‘지다’ 검토: 접사? 용언?
이 장에서는 현대국어 접사 ‘-지다’를 살피고, 역사적으로 ‘지다’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제시
하고자 한다.
2.1. 현대국어 사전에서 볼 수 있는 접사 ‘-지다’
(3) -지다10 「접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 또는 ‘그런 모양임’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값지다/기름지다/세모지다/멋지다. <표준국
어대사전>
접미 (일부 명사 뒤에 붙어) ① ‘그런 상태임’의 뜻을 나타냄. ¶ 값지다, 기름지다, 멋
(4) -지다6 ◯

지다, 건방지다 ② 어떤 상태나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이루어짐을 나타냄.
¶ 한숨지다, 눈물지다, 그늘지다, 빚지다. <연세한국어사전>
(3)은 <표준국어대사전>, (4)는 <연세한국어사전>의 접사 ‘-지다’에 대한 풀이 내용이다. ‘지다’가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라는 것이 일치하고, ‘기름지다’의 예가 두 사전에 모두 들어 있어
‘기름지다’의 ‘-지다’가 접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본 발표문에서는 ‘지다’가 접사인지 용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므로 편의상 ‘지다’로 통일해
서 나타내고, 연구 내용을 인용하거나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접사의 경우 ‘-지다’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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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일한 접사가 동사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같지 않다. 말하자면,
(4)의 ‘②’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늘지다’를 파생어로 다
루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합성어로 다룬다.
이로써 ‘기름지다’와 ‘그늘지다’의 ‘지다’가 동일한지, ‘지다’가 접사인지 용언인지, 왜 사전에서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연세한국어사전>의 ‘한숨지다, 눈물
지다’ 등의 예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 참고: <연세한국어사전>의 내용은 최현배(1961)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함.
최현배(1961: 673~674)에서는 접사 ‘-지다’를 설정하고 동사를 만드는 경우와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로 나누었다.

1. 이름씨 뒤에 붙어 그 감목(자격)을 바꾸는 뒷가지’
(1) 이름씨를 움직씨로 바꾸는 뒷가지: ‘-지다’
밑지다(損失), 숨지다(殞命), 뜸지다, 눈물지다(淚下), 그늘지다, 끝지다(末斷), 턱지
다, 큰물지다(洪水), 풍년지다, 흉년지다, 가풀막지다
(2) 이름씨를 그림씨로 만드는 뒷가지: ‘-지다’
건방지다, 모지다(角), 세모지다(三角), 네모지다, 기름지다(沃, 油脂), 일매지다
최현배(1961: 673~674)

2.2. ‘N지다’의 ‘지다’에 대한 견해 검토
대표적으로 ‘기름지다’와 ‘그늘지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15세기 문헌에 ‘기름지다’
와 ‘지다’(>그늘지다)3)가 모두 나타나는데, 이 둘을 자세히 언급한 논의도 없고, 기원이 같은지
에 대해서도 추측만 있을 뿐 확실한 논의가 없으며, 무엇보다 이때의 ‘지다’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지
않았다.
‣ ‘기름지다’의 ‘지다’에 대한 견해
15세기
용언
접사

현대국어
접사

⇒ ‘기름지다’의 ‘지다’에 나타난 통시적인 변화에 대한 해석
① ‘-지다’가 15세기부터 현대국어까지 접사
② ‘지다’가 15세기에는 용언이었다가 (근․)현대국어에 들어 접사로 기능
현대국어 ‘기름지다’의 ‘-지다’가 접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2.1. 참고). 15세기에 대해서는 용
언이라는 견해가 존재하는 데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5세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논의(어휘사, 파생어․합성어 연구 등)에서 ‘기름지다’를 언급한
3) 편의상 논의를 이끌어가는 설명일 때는 현대국어 ‘그늘지다’로 나타내고, 특별히 그 형태를 구별해야
할 경우에 한해 시대별 표기에 맞게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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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찾기가 어렵다.
(1) 용언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5세기의 ‘기름지다’를 ‘기름+지-’로 분석하여 ‘지-’를 용언으로 보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찾기’의 ‘국어 어휘 역사’에서 ‘기름지다’를 검색하고 ‘종
합설명’을 보면, 이때의 ‘지다’는 ‘(살이) 찌다, 많아지다’라는 의미를 갖는 ‘지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15세기 당시 ‘지다’ 또는 ‘이 지다’의 ‘지다’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2) 접사설
함희진(2008)에서는 ‘기름지다’의 ‘지다’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명사와 결합하여 ‘그런 성질이 있
음’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현대국어식으로 접근한 듯하다.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이현희(2006)에서는 접사 ‘-지다’를 제시하며 ‘기름지다’를 한 예로 들었
고, ‘-지다’는 중세국어에서부터 용례가 발견된다고 하였으나, 중세국어를 언급한 부분에서 ‘지다’
의 예를 허웅(1975)를 빌려 제시하고 있어 15세기 ‘기름지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보기 어렵
다. 이현희(2006)의 내용은 근대국어 ‘기름지다’와 ‘지다’의 ‘지다’가 동일한 접사라는 사실을 드
러내는 예이다.
‣ ‘그늘지다’의 ‘지다’에 대한 견해
15세기

현대국어

접사

접사

용언

용언

⇒ ‘그늘지다’의 ‘지다’에 나타난 통시적인 변화에 대한 해석
① ‘-지다’가 15세기부터 현대국어까지 접사
② ‘지다’가 15세기부터 현대국어까지 용언
③ 접사였다가 용언 또는 용언이었다가 접사로의 변화
현대국어에서 ‘그늘지다’의 ‘지다’에 대한 견해는 앞서 본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분석(‘그늘+지다(生)’), 후자는 명사와 접사의 결합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 논문도 이에 준한다. 주목할 점은 ‘그늘지다’를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분석할
경우 대부분 ‘그늘이 지다’라는 통사 구성에서 단어를 이룬 것으로 설명한다.
15세기에 대해서도 두 견해가 존재한다. 허웅(1975:206)에서는 ‘지다’의 ‘지다’를 접사로 보았
으나, 구본관(1998: 226)에서는 파생접미사의 변별 조건(생산성, 접사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며 제외
하였다.
⇒ 기존 논의 검토 결과(15세기의 경우)
① ‘기름지다’와 ‘지다’의 ‘지다’가 접사라고 한 논의(함희진 2008, 허웅 1975)에서 ‘지다’가 왜
접사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② 반면, ‘지다’가 용언이라고 하면 ‘기름지다’나 ‘지다’가 구인지 단어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한데, 이에 대한 판단은 확실하지 않다.
‣ ‘기름지다’와 ‘지다’의 ‘지다’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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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기름지다’와 ‘지다’의 ‘지다’에 대해 동일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기름지다’나 ‘지다’를 설명하면서 다른 ‘N지다’를 제시한 논의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구본관(1998: 226, 각주 5)에서 ‘지다’의 ‘지다’는 “기원적으로 ‘지-’, ‘지-’, ‘지-’ 등
의 ‘지-’와 관련이 있는 듯도 하다”라고 하였다.
② 함희진(2008)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히 지-,  지-, 기름지-’의 예를 들고 ‘지다’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히 지-,  지-’ 등에서 ‘지다’는 ‘생기다, 나다’라는 뜻을 갖는 본동사이며 ‘기름지
다’의 ‘지다’는 ‘그런 성질이 있음’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형용사 파생접미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접사
‘지다’는 본동사 ‘지다’와 의미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
③ 허웅(1975: 206)에서는 ‘ㅎ’이 ‘ㅎ’ 종성 체언인데 “‘ㅎ’이 ‘ㅈ’을 거센소리 되게 하지 않”은
것을 들어 원래 ‘지다’는 독립된 용언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합성어 ‘지다’(+지다)
와 비교”하라는 각주를 달았다.
※ ‘지다’는 통사적 합성어인데 통사 구성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허웅 1975: 114).
이상의 논의는 ‘지다-지다’, ‘지다-기름지다’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다’를
매개로 ‘지다’와 ‘기름지다’가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상은 15세기 이들 ‘지다’의 의미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이들 논의에서 ‘기름지다’와 ‘지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생각해 볼만
하다. 15세기에 ‘지다’가 결합한 예로는 위에 제시한 예들이 전부일 정도로 많지 않고, 두 단어는 그
중에서 가장 친숙한 단어이며, ‘지다’ 결합형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로 손꼽힐 만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기름지다’와 ‘그늘지다’에 대한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인 듯하다. 현대국
어에서 의미적 유사성은 존재하지만 두 단어의 품사가 다르고, ‘그늘지다’를 통사적 합성어로 보느냐
파생어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듯이 15세기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 본다.
또 이들 논의에서는 ‘지다’(또는 ‘히 지다’)를 빼지 않고 있는데 이는 15세기에 ‘지다’가 용언이
라고 단정할 수 있는 ‘히 지-’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4) 나머지는 ‘N지-’로 나타나 ‘지다’
가 단어인지 구인지, 단어라면 용언인지 접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들 예 중 유독 ‘지다’가 현대
국어에서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주목된다.

3. 후기 중세국어 ‘N지다’ 고찰
‣ 용언 ‘지다’
용언 ‘지다’는 ‘히 지다’나 ‘ㅎ’ 없이 ‘지다’ 단독으로 쓰인 예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지다’는 ‘비(肥)’의 의미로 ‘살이 많다, 살이 많아지다’라는 뜻이다. 성조는 평성이다. (5)와 같이 ‘
4) 용언 ‘지다’를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 예) 염글(진) (肥曰鹽骨眞 亦曰鹽骨易成),
아니염글(진) (瘦曰安里鹽骨眞)<1103계림유사,005b>. 이 예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자료에서 찾
았다. 15세기 이후 문헌에서 ‘肥’는 ‘지다’로 풀이되는데, <계림유사>에는 ‘염글지-’로 풀이되어 주
목된다. 또 ‘수(瘦)’를 의미하는 말로 ‘여위다’ 등의 독자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염글지-’를 부정하고
있는 것, 또 ‘아니’가 ‘염글지-’ 앞에 놓이고 ‘염글 아니 지-’처럼 쓰이지 않았다는 것 등이 주목된다.
진태하(1974)와 강신항(1980)에서는 ‘염글진, 염글이셔’를 전사(轉寫)한 것으로 보았다(네이버에서 참
고함). 이와 같은 예에 해당하는 말로 현대국어 ‘야무지다’가 있는데, 이는 ‘야물-+지-’의 합성어에서
출발한 단어이다. <계림유사>의 예는 ‘야무지다’류 어휘를 분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217 -

2018년 여름 국어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히 지-’로 나타나는 예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주격조사가 없는 ‘지다’ 구성으로 나타난다(아래
(7) 참고).
(5) ㄱ. 킈 젹도 크도 아니고 히 지도 여위도 아니니라<1459월인석보1:26b>
ㄴ. 히 지고 비치 조호 츄 得야 더러미 업슬씨오<1459월인석보12:31b>
(6) ㄱ. 사도  쳔 몯 어드면 가며디 몯고 도 밤 여믈 몯 어드면 지디 몯니라(人
不得橫財不富 馬不得夜草不肥)<1517번역박통사:22b>
ㄱ'. 리 밤들 몯 머그면 지디 아니고 사미  쳔곳 엇디 몯 어드면 가며디 못다
몯니라(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1517번역노걸대上:32ab>
3.1. ‘지다’와 ‘기름지다’
15세기에 ‘지다’는 다의미를 가진다. ‘지-’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ㅎ’이 붙는 경우뿐만 아
니라 식물이나 고체,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쓰였다. 대체로 ‘지-’의 예는 <두시언해>에 많고, ‘
지-’의 주어로 쓰인 명사의 종류도 다양하다.
(7) ㄱ. 魴魚ㅣ 지고 됴호 第一인디 아노니(魴魚肥美知第一)<1481두시언해(초간)16:62b>
ㄴ. 옛 진 로  勸호 져믄 사 붓그리노니(偏勸腹腴愧少年)<1481두시언해(초
간)16:61a>
ㄷ. 비예 梅花ㅅ 여르미 졋도다(肥)<1481두시언해(초간)15:9a>
ㄹ. 프리 지니 蕃엣 리 健壯고(肥)<1481두시언해(초간)23:30a>
ㅁ.  번  과 도엄  조각 지고 염글오(光明晉礬 번 一鬲 猪牙皂角 四
箇肥實)<1489구급간이방언해1:5b>
ㅂ. 뭀 모딘 사 嗜慾이 지도다(~嗜慾肥)<1481두시언해(초간)24:49b>
‘지다’와 ‘기름지다’는 한자 ‘肥’에 대응할 만큼 서로 그 의미가 가깝다. ‘지다’는 다음과 같은 경
우 ‘기름지다’와 유의 관계를 보인다. 이때 ‘지다’는 주로 관형형으로 쓰이고, ‘고기’와 어울린다.
(8) ㄱ. 진 고기와 보과 젓과 가져다가<1474내훈언해1:61a>
ㄴ. 진 고기와 큰 술로<1481두시언해(초간)25:43b>
(9) ㄱ. 모디어나 바리어나 삸미티어나 몰라 든 기름진 고기 만히 머거 브르게 면
절로 여 나리라(誤呑釘針及箭鏃多食脂肥肉令飽自裏出)<1489구급간이방언해6:14a>
ㄴ. 脂 얼읜 기르미오 腴 기름진 고기라<1461능엄경언해6:99a>
‘기름지다’의 예가 문헌에 많지 않아 그 의미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후기 중세국어의
예는 ‘고기’나 ‘음식’과 같은 음식 명사와 어울려 ‘기름지다’가 나타내는 현대국어에서의 전형적이고 기
본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또 ‘기름진’이라는 제한된 활용형을 보여 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다’가 의미가 넓어 구체적인 동물과도 어울릴 수 있는 반면, ‘기름지다’는 그렇지 않고 음식으
로 한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10) ㄱ. 스므 낫 됴 진 을 사게 라<1517번역박통사: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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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병 고티기며 댱슈기예 곡식이며 기름진 음식두곤 이거시 더으니라<1554구황촬
요(만력본),6a>
‘지다, 기름지다’는 사동사 ‘지우다, 기름지우다’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른 ‘N지다’
의 사동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후 ‘기름지우다’는 보이지 않고,5) ‘지우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살찌우다’만이 존재한다.
(11) ㄱ. 그위런 여위우고 아름뎌런 지우미 녜며<1518정속언해(초간본),16a>
ㄴ. 腸 기름지우믈 貪야<1461능엄경언해6:99b>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우다’를 ‘지-우다’로 분석하여 ‘지-’의 사동사로 등재함. ‘지우
다’에서 유추하면 ‘기름지우다’도 ‘기름지다’의 사동사로 볼 수 있음. ‘많아지게 하다’라는 의미의 ‘지우
다’가 다른 명사와 쓰인 예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지우다’가 없음. 따라서 ‘지
다, 기름지다’의 사동사일 가능성이 높음.
‘지다’ 외에 ‘지다, 찌다’ 등이 나타난다.
(12) ㄱ. 그 얼구리 .지.리.니(其形이 肥充리니)<1461능엄경언해9:106a>
ㄴ. 도티며 羊이며 거유 올히며  가히 만히 사다가 됴히 쳐 ..찌거.든<1459월인석보
23:75a>
3.2. ‘지다’와 ‘살지다’
‘지다’의 의미가 서로 유사하고, 동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경우 ‘지다’는 ‘생기다’라는 의미로 ‘N
지다’도 각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1차적인 의미만 갖는다. 15세기 문헌에서는 ‘살지다, 지
다, 살찌다’가 보인다.
※ 앞서 ‘찌다, 살찌다’ 또는 ‘지다, 지다’와 같이 ‘찌다, 지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
유가 있는가?
(13) ㄱ. 이 種種 相이 지니 이 수프리오(陰者是林)<1461능엄경언해2:48a>
ㄴ. 내  지게  대 뒷노니 能히 여곰 녀 나 서늘케 놋다(我有陰江
竹)<1481두시언해(초간)6:45a>
ㄷ. 녀르맷 진  고깃 무저게 日光 비취욤 업스면<1465원각경언해,상2-2:27a>
(14) ㄱ. 히 누르고 가치 살지고 목수미 실낫 호라<1481두시언해(초간)3:50a~50b>
ㄴ. 氣 슬며  .지.여 날와 밤과애 서르 어늘 간도 아로미 업니(氣銷容皺)<1461
능엄경언해10:82a>
ㄷ.    드로 갓과  살..쥬미.오(泥塗阤落은 皮膚之皴皺ㅣ오)<1463법화경언
해2:105b>
ㄹ. 머리 셰며 치 살찌여  오라디 몯호매 미처 가리어니<1461능엄경언해2:5b>
※ 지다: 생략함.

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기름지우다’를 ‘기름지다’의 사동사로 ‘북한어’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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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冠과  지거든 믈  시서징이다 請며 옷과 치매  지거든 믈  아징
이다<1588소학언해(도산서원본)2:7b>

(1 )

앞에서 언급한 후기 중세국어 ‘지다’가 나타나는 예와 그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

특징 1
① 유일하게 통사 구성이 나타남. 예) 히 지다

지다(15세기)

② ‘지우다’ 사동형이 있음.
③ ‘지다, 찌다’ 등 존재. ④ ㅎ: ㅎ종성 체언

살지다(15세기)

① ‘지다, 살찌다’ 등 존재. ② 살ㅎ: ㅎ종성 체언

지다(16세기)

1차적인 의미가 강함(각 구성요소의 의미).

지다(15세기)

ㅎ: ㅎ종성 체언

기름지다(15세기)

‘기름지우다’ 사동형 있음.

※ 앞에서 품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품사 정보를 나타내지 않음.
‣ 15세기 ‘기름지다’와 ‘지다’에 대한 공시적 해석의 문제
① 용언설
‘기름지다’의 ‘지다’가 ‘지다’ 또는 ‘히 지다’의 ‘지다’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되고, (통시적으로
‘기름지다’의 의미 용법이 ‘지다’의 의미 용법처럼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기름지다’와 ‘지다’
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음. 두 ‘지다’가 동일하다면 이때 ‘지다’는 용언이라는 판단이 적절해 보임.
또 ‘기름지다’가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 활용형의 제약, 사동사의 출현 등을 통해 단어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접사설
‘지다’의 ‘지다’도 ‘기름지다’의 ‘지다’와 의미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으므로, 현대국어 <연세한국
어사전>이 취하는 방식으로 접사 ‘지다’를 설정하고 명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드는 경우와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4. 근대국어 ‘N지다’의 특징
앞서 살핀 ‘지다, 기름지다, 지다’ 등의 어휘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
을 주목하고자 한다.
※ ‘지다’와 ‘살찌다’는 거의 비슷한 다의미를 갖는다. ‘기름지다’나 ‘그늘지다’는 의미 확대, ‘살지
다’는 ‘살’이 ‘주름살’ 또는 ‘주름’으로 변하면서 ‘주름지다’로 남는다. ‘ 지다’는 현대국어에서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나 ‘없어지다’라는 의미와 공존한다. 이들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음운, 형태, 의
미 변화가 눈에 띠지만 ‘지다’에 영향을 주는 큰 변화는 아닌 듯하다.
4.1. ‘N지다’의 증가: 또 선행어로 ‘명사’뿐만 아니라 어근도 가능함.
15세기부터 ‘N지다’ 구성을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특히 이전 시기와 달리 근대국어에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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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N지다’ 구성이 증가한다. 해당 어휘는 최초 출현 시기에만 적었다. 가령, ‘우물지다’는 19세
기와 20세기에 다 나타나지만, 처음 보이는 19세기의 예에만 넣고 20세기의 해당 어휘에는 넣지 않
았다.

시기

선행어 유형

15세기

명사

16세기

명사

17세기

명사

18세기

명사

예



지다, 살지다, 기름지다, 
지다, (
지다)6

지다, 골지다

지다, 거품지다, 구븨지다, 니블지다, 아롱지다, 어
루록지다/얼우럭지다, 덩이지다, 
리지다, 더덩이지다
※
지다(‘
’이 명사일 때 결합하였다는 가정 하에)
갑지다, 거플지다, 가닭지다, 각퀴지다, 각회지다, 굴
엉지다, 구무지다, 그림
지다, 구
지다, 귀지다, 너출
지다, 네모지다, 덕지다, 덧어름지다, 곳어름지다, 살얼
음지다, 모지다, 무덕이지다, 반박지다, (비)방올지다,
성에지다, 세모지다, 어혈지다, 쟝마지다, 피지다, 허긔
지다, 허믈지다, 무면지다, 주걸지다, 가마지다, (그림
지다, 봉오리지다, 시
지다, 윤지다)
고붓지다, 서늘지다, 팡파지다 (녕
지다)
가살지다, 갓탈지다, 
슈지다, 거름지다, 거방지다,
걱쿨지다, 거판지다, 건목지다, 건방지다, 걸
리지다,
구셕지다, 군획지다, 다긔지다, 
지다, 덩어리지다, 
지지다, 멍울지다, 모흉지다, 무드럭지다, 무덕지다, 밀
물지다, 밀발지다, 밀알지다, 반턱지다, 발
질지다, 방
부리지다, 벌블지다, 빗탈지다, 사모턱지다, 세모지다,
슈결지다, 숫지다, 슛지다, 시통머리지다, 싄둥지다, 얼
지다, 우물지다, 이동지다, 뎐불지다, 지믜지다, 쩍지
다, 층지다, 턱지다, 반턱지다, 틀지다, 팔모지다, 황골
지다, 흉년지다
귀셩지다, 
지다, 누지다, 너훌지다, 덜퍽지다, 데억
지다, 도습지다, 되알지다, 두동지다, 둘지다, 드레지
다, 
못지다, 실팍지다, 암팡지다, 팡지다, 야말지다,
엄방지다, 옹골지다, 츄리지다, 퍼귀지다, 후억지다, 흠
벅지다
)

7)

어근

명사

19세기

어근

위 목록은 일부 예가 생략되었거나 일부는 생략되어야 하는 오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예가 후
대로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헌상의 제약을 인정한다고 해도 18세기보다 19세기에
그 예가 더 많고, 특히 어근에 결합하는 예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지다’가 생산적으로 단어 형성에

6) ‘지다’는 중간본 <두시언해> 1권에서 문증된다. 해당 초간본(1권)이 현존하지 않아 ‘지다’가 15세
기 문헌에도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두시언해> 초간본과 중간본의 어휘 사용 양상을 고려할 때
‘지다’가 15세기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괄호로 표시를 하였다.
7) 괄호로 묶은 것은 18세기 필사본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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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면 적어도 17세기에는 ‘지다’가 단어 형성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표에서 품사를 따로 구별하지 않았는데, 위 목록에서 17세기 이후의 ‘N지다’ 들은 동사이거나 형용
사이다(때로 둘 다 가능함). ‘지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는데 이들이 서로 큰 차이
없이 인식되는 것을 보면, 기원이 같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기원적으로 15세기의 ‘기름지다’나
‘지다’와 관련지을 수 있고, 동사는 ‘그늘지다’류, 형용사는 ‘기름지다’류로 분류 가능하다. 오히려
이 시기에 ‘지다’의 의미보다는 ‘N지다’의 품사로 기원이 같았던 ‘지다’를 구별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
도 있다.
4.2. ‘N V’ 구성이 ‘N지다’로 재구조화: 눈믈 디다, 한믈 디다, 한숨 딯다 등
(1) 눈믈 디다
타동사 ‘디다’(落)는 자동사 ‘디다’와 성조에서 구별이 된다. 타동사는 상성, 자동사는 평성 또는 거
성이었다. 15세기에 ‘눈믈’은 타동사 ‘디다’와 어울렸고(예문 16), 역사적으로 이 쓰임은 계속 이어진
다(예문 17).
(16) ㄱ. 忠心로 슬허 믈 디니<1459월인석보20:54b>
ㄴ. 阿難이 듣고 다시 슬허 믈 디여(阿難이 聞已고 重復悲淚야)<1461능엄경언해
1:92b>
(17) ㄱ. 因야 눈믈을 딘대 모 본증엣 사히 눈믈 리디 아니리 업더니<1588소학언해(도
산서원본)6:64a>
ㄴ. 즘으로 여곰 … 로 눈믈을 디니 을 가져다가 야<1682마경초집언해
上:93b~94a>
그런데 (18․19)와 같이 ‘을’이 나타나지 않는 예가 관용적으로 쓰이고,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타동사
‘디다’는 앞의 표에서 본 ‘지다’로 재구조화된다. (18, 19)에서 ‘디다(>지다)’는 타동사인데, 행위주 주
어를 상정할 수 있고 대구를 이루는 절이 대체로 타동사절이기 때문이다.
(18) ㄱ. 가 사하셔 눈믈만 디고 져그나  릴 저기면 셜올 부니로다<15xx순천김씨언간
172:3>
ㄴ. 양 눈믈 디며 한숨 디흐샤 조 才人을 드리샤<1736어제내훈2:58a>
ㄷ. 玄德이 집의 드러셔 孫夫人 뵈고 만이 눈믈 지니 夫人이 니로되 지아비 므슴 연고로
셜워 우니<1774삼역총해10:13b>
(19) ㄱ. 눈을 리우고 눈믈 지고 나가더라<16xx계축일기下:40a>
ㄴ. 보라온 사이 눈믈 지지 아니 리 업더라<1774삼역총해5:18b>
ㄷ. 셰존이 머리 지시니 분신 지장이  몸에 얼의샤 셰존 눈믈 지시니<1752지장경언해
上:1b>
ㄹ. 虞美人 離別에 한슘 섯거 눈물 지고<1713악학습령,1038>
ㅁ. 或은 눈물 지고 永訣을 슬피더니… 人人이 다 悲泣야<1895국민소학독본,47a>
ㅂ. 만월영옥장하의 츄파의 눈물 지던 우미인으로 웃짐 쳐셔<1864남원고사,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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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20)에서처럼 19세기에는 ‘지다’에 대해 ‘짓다’가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판소리 소
설이라는 문헌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대국어에서 ‘눈물’이 ‘짓다’와 호응하는 것을 볼 때 일부
방언이나 문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0) ㄱ. 셔를 며 눈물 지고  말이<1892심청전(안성판21장본),8a>
ㄱ'. 셔을  며 눈물 짓고 하난 말니<1896심청전(하버드대소장본),9a~9b>
ㄴ. 눈물 지고 쇼상팔경을 다 본 후<1896심청전(하버드대소장본),20b>
ㄴ'. 졔물을 물의 풀고 눈물 짓고 발아본니<1896심청전(하버드대소장본),25b>
18․19세기 구개음화의 적용과 ‘지다’의 의미 간섭으로 인해 ‘눈믈 디다’는 ‘눈물지다’로 재구조화되
었다. ‘눈물’이 ‘짓다’와 쓰이기 시작한 것도 활용상의 동음성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여전히 현대국어에
서도 ‘눈물 짓다’를 사용하지만 이는 구로 남아 있다. 다만 ‘눈물지다’를 최현배(1961)이나 <연세한국
어사전> 등에서 접사 ‘지다’의 예로 제시한 것은 근대국어 시기 ‘지다’의 생산성과 의미 유연성으로
인해 ‘디다’가 ‘지다’에 합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한숨 딯다
15세기에 ‘한숨’은 주로 ‘딯다’와 어울려 쓰였다. ‘딯다’는 ‘디흘씨라, 디코, 디’ 등으로 활용하였다.
16세기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21) ㄱ. 愁歎은 시름야 한 디흘씨라<1463법화경언해6:33a>, 그 각시 하 울워러 한숨 디코
(妻仰天而歎)<1481삼강행실도(런던대본),烈8>, 시름야 한숨디 소리<1447석보상절
19:14b>
ㄴ. 箕子ㅣ 한숨 디허 샤<1588소학언해(도산서원본)4:24b>
그런데 17세기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한숨 디-, 한숨 지-’로 나타난다.
(22) ㄱ. 長吁短歎 한숨 디다<1690역어유해上:38a>
ㄴ. 틈틈이 안자셔 한숨 디며 셜워 닷 말 곳 이시면<16xx계축일기下:17b>
ㄴ'. 틈틈이 안자셔 한숨 지며 셜워 닷 말 이시면<16xx서궁일기,51b>
ㄷ. 아모라타 여 말 아니고 다만 기리 한숨 지더니<1774삼역총해5:23a>
ㄹ. 위 하을 우러러 한숨 디어 샤<1832십구사략언해1:23b>, 吁歎 한숨 디다<18XX
화어유초,11b>
ㅁ. 이 츈향이 니도령만 각고 츈풍도리화야와 츄우오동엽낙시의 눈물 셧거 한심
지고 식불감 침불안니<1864남원고사,13b~14a>
(22ㄷ)은 행위주가 존재하고, 선행절이 타동사 ‘말 아니-’이므로 ‘한숨 지더니’도 타동사이다. ‘딯
다(>짛다>짓다)’가 자음 어미 앞에 어간의 받침이 탈락하면서 ‘디다(지다)’로 활용한 것인데, 이 활
용형은 결국 ‘(한숨) 딯다’가 ‘지다’로 재구조화되는 요인이 된다. *<연세한국어사전>의 접사 ‘-지다’
의 예 ‘한숨지다’ 참고.
※ ‘한믈 디다’의 예 생략함. 5장의 예문 (24)의 예와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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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18․19세기에 ‘지다’는 양적인 생산성과 어휘 장악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듯하다. 증거:
‘N지다’ 구성의 어휘 증가, ‘N 동사’ 구성이 ‘N지다’로 재구조화
이렇게 ‘지다’ 결합형 어휘가 증가하고 타 동사가 ‘지다’로 재구조화될 정도로 ‘지다’의 파생력과 영
향력은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다’를 접사로 보는 데 의심이 없다. 이때 이전의 ‘N지다’의
‘지다’와 새로 생성된 ‘N지다’(N은 어근 포함)의 ‘지다’를 동일하게 볼 것인가, 다르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긴다.
4.3. ‘N지다’와 ‘N이 지다’의 통시적 실현 양상
이런 와중에 ‘그늘이 지다’, ‘세모가 지다’ 등의 통사 구성이 나타난다. ‘N지다’의 경우에 한해 가능
한 것도 특징이다. ‘지다’의 경우 선행어가 어근인 경우 어근과 ‘지다’로 분리되는 경우가 없다. 또 ‘세
모가 지다, 기름이 지다’ 등은 동사 ‘지다’의 용법이 확연해진 이후(‘그늘이 지다’ 등) 나타난다는 것이
다.

15세기

구 실현 시기

예

비고

지다

15세기

히 지다

지다

19세기 말

그늘이 지다

기름지다
(세모지다)

20세기 초

기름이 지다
(세모가 지다)

※‘발기름8)이 지다’를 인정하지
않으면 20세기 후반. 또는 ‘세
모가 지다’의 예로 20세기 초.

(23) ㄱ. 나무 근을이 지게 느라고 버들 나무를 슴어 기르더니<1897년 1월 28일 목요일 제2
권 제11호>
ㄴ. 기에 발기름이 지고 봄쳘이 되야 날이 닛가<1907고목화上,65>
ㄷ. 젊은 남녀선생들은 눈에 세모가 저서 경계가 심해지는 터에,<1932백구(염상섭),056>
※ ‘히 지다’의 예는 생략함.

5. 현대국어와 ‘지다’의 통시적 변화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지다’가 결합한 예들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아주 많다(예문
25~28). 그런데 접사 ‘지다’를 설명한 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한국어사전> 모두 ‘일부
몇몇 명사에 결합하여’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사전이 ‘디다, 딯다’ 등의
동사가 ‘지다’로 재구조화된 예를 접사 ‘지다’의 대표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는 것과 ‘디다’의 용법 등

8) 발기름: 짐승의 뱃가죽 안쪽에 낀 지방 덩어리. ¶ 뱃가죽에 발기름이 끼어 가지고 아침엔 뭐 입맛이
없으시다나….≪박완서, 도시의 흉년≫/고량진미에 파묻히어 발기름이 올랐다오.≪현진건, 무영탑≫
(국립국어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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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언 ‘지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의미와 형태의 혼동이 있었고 이를 뚜렷이 구별하지 못
했고, 이러한 내용이 규범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례로, 다음 <표준국어대사전>의 ‘낙숫물 지-’는 자동사 ‘디다’(落)일 가능성이 높다.
(24) 지다4 [Ⅰ]「동사」「1」【…에】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 나무 아래에 그늘이
지다/서산에 노을이 지다/남부 지방에 가뭄이 지다/치마에 주름이 지다/커피를
쏟아서 옷에 얼룩이 졌다./그 상처는 아직도 얼굴에 동전만 한 흉이 져서 남아
있다. (생략)
「3」【…이】물 따위가 한데 모여 모양을 이루거나 흐르다. ¶ 어느새 비가 오
기 시작했는지 뚝뚝 낙숫물 지는 소리가 들린다.≪최인훈, 가면고≫
그 시기가 필자는 문헌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18․19세기이고 실제로는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거라 판단한다. ‘그런 성질이 있다, 많아지다, 생기다’라는 의미는 ‘지다’가 대표적으로 지니고 있고 이
와 관련된 예는 ‘지다’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5) 동사(명사+지다): 가닥지다, 가랑이지다, 가장귀지다, 가탈지다/까탈지다, 구슬지다, 구김지
다, 그늘지다, 까풀지다/꺼풀지다, 너울지다(놀지다), 넌출지다, 넝쿨지다, 눈물지다, 덤불
지다, 덩굴지다, 덩어리지다, 덩이지다, 들피지다, 망울지다, 멍울지다, 무늬지다, 무리지다,
뭉텅이지다, 밀물지다, 방울지다(방울방울), 비계지다, 새우등지다, 아롱지다/어룽지다, 알
록지다, 알롱지다/얼룽지다, 어루러기지다, 얼룩지다/얼럭지다, 엉그름지다, 여울지다1, 여
울지다2, 옹당이지다/웅덩이지다, 우물지다, 위아랫물지다, 응어리지다(응지다), 이랑지다,
이슬지다1, 잔물지다, 주름지다, 줄기지다, 줄지다(금 가다), 턱지다1, 층지다(한자어), 첫
물지다, 차례지다(한자어), 턱지다2, 타래지다, 한물지다
(26) 형용사(명사+지다): 물매-지다, 앙칼지다, 가살지다, 가풀막지다, 갈퀴지다, 값지다, 건방지
다, 구렁지다, 구석지다, 구성지다, 군것지다, 기름지다, 네모지다, 능갈지다, 두겹지다, 둔
덕지다, 마디지다, 매듭지다, 멋거리지다, 멋지다, 메숲지다, 메지다, 모지다, 밀알지다, 벼
랑지다, 비탈지다, 뼈지다1,살지다, 세로지다, 세모지다, 숱지다, 숲지다, 신명지다, 쌍까풀
지다/쌍꺼풀지다, 안침지다, 알지다, 언덕지다, 오기지다, 윤지다, 을모지다, 응달지다, 틀지
다, 팔모지다, 포달지다, 한갓지다, 한올지다, 홑지다, 후미지다, 힘지다
(27) 동사(어근+지다): 거불-지다, 툭-지다
(28) 형용사(어근+지다): 거방지다, 거쿨지다, 걸까리지다, 굴지다, 귀성지다, 깐지다, 끈덕지다,
끈지다, 누지다, 대살지다, 댕가리지다, 덜퍽지다, 데억지다, 되알지다, 드레지다, 또려지다,
무덕지다, 무드럭지다, 보랏지다, 살팍지다, 숫지다, 신둥지다, 실팍지다, 암팡지다, 야발지
다, 오달지다1(=오지다), 오달지다2(올지다), 올지다, 옴팡지다, 옹골지다1, 외손지다, 외
지다1, 울멍지다, 일매지다, 짐벙지다, 짬지다, 쩍지다, 찐덥지다, 툭박지다, 푸닥지다, 흐무
지다2, 흐벅지다, 우람지다
각각 명사나 어근에 결합하여 품사가 동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된 예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 ‘고급지다’의 출현.
‘지다’가 한자어 어근에도 결합한다. 물론 ‘-스럽다’가 쓰일 자리에 잘못 쓰인 것으로 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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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동안 접사 ‘지다’가 순우리말 명사나 어근에 결합한 것이 특징이었다면 이와 대조적인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지다’의 확장은 명사에서 어근으로의 확장을 이미 근대국어에서 경험하였는데,
한자어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대국어에서 보편화될지, 개인 방언이나 유행으로 끝나고
말지는 모르는 일이다. ‘지다’의 확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국립국어원의 신
어에 등재되었다(국립국어원 보도자료_2014년 신어 조사 결과).

6. 결론
앞으로 남은 과제: ‘지다’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내용을 종합하여, 어휘 변화와 문법 변화를 일관성
있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18세기 이후 ‘N지다’ 구성의 단어가 생산적이고, ‘딯다, 디다’ 등이 일부 명사와 함께 ‘지다’로 재구
조화되고(한숨지다, 눈물지다 등), ‘그늘이 지다’와 같은 통사 구성이 19세기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이 현대국어 ‘지다’나 이전의 ‘N지다’ 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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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 ‘-지다’와 통사 구성의 ‘지다’에 대한 해석”에 대한
토론문
백채원(서울대학교)
이 발표문은 ‘N지다’가 사용된 예를 대상으로 후기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 시기의 ‘N지다’의 특성
을 고찰하고, ‘지다’, ‘기름지다’, ‘지다’의 관계 및 ‘N지다’ 구성의 증가 현상, ‘N V’ 구성이 ‘N지
다’가 되는 현상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관련 현상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
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동사가 보조동사를 거쳐 접사 및 어미가 되는 문법화의 일반적인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특
정 시기의 ‘지다’가 동사인지, 접사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 이
것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발표자께서는 서론에서 18~19세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지다’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
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19세기에는 ‘지다’의 양적 생산성과 어휘 장악력이 크
게 높아져 ‘N지다’ 구성이 증가하는데, 이를 근거로 이 시기의 ‘지다’를 접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소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과, 그 요소를 접사로 볼 수 있는 것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궁
금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데에 활발히 참여하였다고 하여 그 요소가 반드시 접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사이더라도 여러 단어를 만드는 데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발표자께서는 ‘N지다’가 구인지 단어인지, 단어라면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다고 하셨습니다(발표문 2p). 그런데 발표문 4p에서는 ‘기름지다’의 ‘지다’는 현대한국어의 사전 기술
을 고려하여 접사로 보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다’가 (1)과 같이 구 구성을 이룰 수 있음을 고려
하면, ‘지다’가 현대어 사전에서 접사로 기술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접사로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택하였다면, ‘그늘지다’의 ‘지다’와 마찬가지로, ‘기름지다’의 ‘지다’ 역
시 용언과 접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4. (8)~(9)의 예를 ‘지다’와 ‘기름지다’가 유의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문 원문
에서 (8)의 ‘진 고기’는 ‘肥肉’에 대응하고, (9ㄱ)의 ‘기름진 고기’는 ‘脂肥肉’에 대응하며, (9ㄴ)의
‘腴’는 “아랫배가 살찌다”(腹下肥也, <說文解字>)의 의미임을 고려하면, ‘지-’의 의미가 ‘기름지-’
보다 더 넓은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5. 선행 연구에서 ‘지다-지다’, ‘지다-기름지다’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발표
자께서는 ‘지다’를 매개로 ‘지다’와 ‘기름지다’가 관련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기름지
다’-‘지다’-‘지다’). 3.1에서 ‘지다’와 ‘기름지다’, 3.2에서 ‘지다’와 ‘살지다’를 묶어 다룬
것도 이를 고려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13)의 ‘지다’와 (14)의 ‘살지다’의 ‘지다’가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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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는 동의하나, (14)의 ‘살지/살찌-’는 “肥”의 의미가 아닌 “주름지다”(皺), “주
름살이 생기다”의 의미임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4ㄱ)의 예는 <病後過王倚飮贈歌>
의 일부로, 왕의 선생이 두보에게 얼굴빛이 왜 좋지 않냐고 묻자 두보가 석 달동안 학질을 앓아서 괴
로웠다는 대답을 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서술한 부분입니다. ‘머리 셰오 누니 어듭고 안자쇼매 햇
가치 둗거우미 잇니 히 누르고 가치 살지고 목수미 실낫 호라(頭白眼暗坐有胝 肉黃皮皺命如
線)’<두시언해3:50a-50b>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가치 살지고’(皮皺)는 피부에 주름이 생겼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14ㄴ)은 이치는 머무르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내용(化理不住 運
運密移)으로, “(손톱이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나며) 기가 스러지고, 얼굴에 주름이 져”(甲長髮生며
氣銷容皺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14ㄷ)은 법화경의 비유품(불난 집의 비유)의
일부로, 장자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아서 담과 벽이 헐어 넘어지고, 흙을 바른 것이 헐어서 떨어지
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14ㄷ)은 이에 대한 협주입니다. ‘墻壁이 허러 듀믄 四大 衰
야 가 가비시고    드로 갓과  살쥬미오(墻壁圮坼은 譬四大之衰謝시고 泥塗
阤落은 皮膚之皴皺ㅣ오)’<법화경언해2:105b>의 내용을 고려하면 ‘갓과  살쥬미오’는 “껍질과 살
갗에 주름이 지는 것이고”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합니다. (14ㄹ) 역시 앞의 맥락 ‘이제 나히
頹야 衰耄애 다니 얼구리 여위며 精神이 아야 머리 셰며 치 살찌여 쟝 오라디 몯호매
미처 가리어니(而今에 頹齡야 迫於衰耄니 形色이 枯悴며 精神이 昏昧야 髮白面皺야 逮將不
久커니)’<능엄경언해2:5b>을 살펴보았을 때 ‘치 살찌여’는 얼굴에 주름이 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 제4장의 시기에 따른 ‘N지다’ 출현형을 제시한 표에서, ‘디다’에서 유래한 ‘지다’는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피지다’는 ‘피 안로 디여’<구급간이방 1:78b>와 같은 예를 고려하면 ‘N
디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쟝마지다’는 ‘漲 한믈딜 ’<훈몽자회下15a>을 고려하였
을 때 혹 ‘디-’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 (16), (17)의 ‘눈믈 디다’의 ‘디다’는, ‘을’이 나타나지 않는 예가 관용적으로 쓰이고 구개음화가 적
용되어 앞서 언급한 ‘지다’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에서 ‘재구조화’가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눈물지다’의 ‘지다’가 ‘디-’(落)에서 왔다면, ‘눈물지-’의 ‘지-’를 ‘디-’
(落)의 후대형으로 보지 않고 ‘디-’가 ‘지-’에 합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 (21)은 ‘한숨 딯-’, (22)는 ‘한숨 디-’ 및 ‘한숨 지-’가 사용된 예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를 통시
적 변화로 생각하여, ‘한숨 딯-’이 자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받침이 탈락하여 ‘한숨 디-/지-’로 나타
나는 예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ㅎ’ 말음 어간을 가지는 동사가 자음 어미 앞에서 그 말음을 통째
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21)의 ‘딯-’과 (22)의 ‘디/지-’가 의미적으로는 매
우 유사하지만 혹 별개의 단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렇게 보는 방법을 따른다면
‘한숨 딯다’는 ‘N 동사’ 구성이 ‘N지다’가 되는 예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9. (6ㄱ´)의 예에서 ‘리 밤들 몯 머그면’<번역노걸대상32b>의 ‘들’은 ‘플’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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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장소 안내 ※
★숙소 및 저녁식사 장소(7월 10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9(대촌동958-3)
Tel: 062-609-05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광주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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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식사 장소(7월 11일): 전남대학교 제2학생회관

인문대학 1호관
(학술대회 장소)

제2학생회관
(아침식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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