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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어 시간 명사의 역사적 연구
  본고는 시간성을 지닌 여러 언어적 표현 중 시간 명사에 한하여 그에 대한 통시
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 명사 전반에 걸친 연구는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시
간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며 한국어의 시간 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은 시간 개념에 대한 인식과 그를 반영한 시
간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관찰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고는 시간 명사들을 통해 한국어의 시간 체계와 시간 개념을 살펴본 후, 각 시대별
로 등장하는 시간명사들의 형태ㆍ의미론적 특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는 각 시대별로 형태ㆍ의미론적 변화에서 보이는 체계나 유형적 특징을 고찰하고 
미시적으로는 개별 시간 명사들의 형태ㆍ의미론적 변화에서 보이는 세부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장에서는 본고의 목적, 논의 대상 및 연
구 방법, 기존의 연구사, 논의의 구성을 밝힌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시간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선별하기 위해 
시간의 개념을 정리하고 시간 명사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문법 단위의 
측면과 품사적 측면에서 판별하여 시간 명사 목록을 확정한다.
  3장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로부터 현대국어 시기에 걸쳐 등장하는 여러 시간 
명사들 중에서 시간 단위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통해 시간을 매기는 역할을 하는 
명사들이 어떤 체계를 보이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명사들은 흐름의 연속체라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한 길이로 나누었을 때에 각각의 시구간을 지칭한다. 또한 각 
시기별로 공시적으로 보이는 시간 체계를 고찰한 후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살핀다.
  4장에서는 각 시기에 출현하는 시간 명사들 중 복합어의 내적 구조를 형태ㆍ의
미론적 관점에서 살핀다. 각 시기별로 복합어의 구성 요소들을 분류하고 직접 구성 
성분 분석에 따라 의미 관계를 살핌으로써 복합어로서의 시간 명사의 단어 형성 절
차를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복합어들이 결합 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을 시기별로 살
펴본 후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정리한다.
  5장에서는 시간 명사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각 시기별로 새로 출현하는 어휘와 
사어화하는 어휘, 그리고 의미의 변화를 보이는 어휘들을 고찰한다. 새로운 어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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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현 및 소멸, 의미 변화에서 보이는 시기별 특징과 통시적인 변화 양상 및 이
러한 변화 양상의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6장은 결론으로 각 장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정리한다.

주요어 : 시간 명사, 시 매김 체계, 시간 단위 명사, 복합어 시간 명사, 시간 명사의 
출현 및 소멸, 시간 명사의 의미 변화

[학번 : 2005-30899]



- iii -

차   례

1. 서론 ·····························································································································  1

1.1. 연구목적 ···············································································································  1

1.2. 연구대상 및 방법ㆍ······························································································  2

1.3. 연구사 ···················································································································  7

1.4. 논의의 구성 ········································································································  11

2. 기본적 논의 ·············································································································  13

2.1. 시간어의 범위 ····································································································  13

2.1.1. 시간의 여러 개념 ·························································································  13

2.1.2. 시간 명사의 범위 ························································································  17

2.2. 시간 명사의 판별 ······························································································  19

2.2.1. 문법 단위의 판별 ························································································  19

2.2.2. 품사의 판별 ··································································································  32

2.3. 시간 명사의 목록 ·····························································································  45

2.3.1. 가나다 순별 목록 ·························································································  45

2.3.2. 출현 시기별 목록 ························································································  49

3. 시간 명사의 시 매김 체계 ··················································································  51

3.1. 후기 중세국어 ···································································································  51

3.1.1. 三分 체계 ······································································································  51

3.1.2. 단위 체계 ······································································································  58

3.2. 근대국어 ·············································································································  72

3.2.1. 三分 체계 ······································································································  72

3.2.2. 단위 체계 ······································································································  77

3.3. 개화기국어 이후 ·······························································································  92



- iv -

3.3.1. 三分 체계 ······································································································  92

3.3.2. 단위 체계 ······································································································  95

3.4. 소결 ···················································································································  107

4. 시간 명사의 형태적 통시성 ··············································································  116

4.1. 후기 중세국어 ·································································································  116

4.1.1. 파생어 ··········································································································  116

4.1.2. 합성어 ··········································································································  117

4.1.3. 통사적 결합어 ····························································································  125

4.2. 근대국어 ···········································································································  127

4.2.1. 파생어 ··········································································································  127

4.2.2. 합성어 ··········································································································  128

4.2.3. 통사적 결합어 ····························································································  137

4.3. 개화기국어 이후 ·····························································································  138

4.3.1. 파생어 ··········································································································  138

4.3.2. 합성어 ··········································································································  139

4.3.3. 통사적 결합어 ····························································································  153

4.4. 소결 ···················································································································  154

5. 시간 명사의 의미적 통시성 ··············································································  159

5.1. 후기 중세국어 ·································································································  159

5.1.1. 어휘의 출현 ································································································  159

5.1.2. 어휘의 의미 변화 ······················································································  162

5.1.3. 어휘의 소멸 ································································································  179

5.2. 근대국어 ···········································································································  181

5.2.1. 어휘의 출현 ································································································  181

5.2.2. 어휘의 의미 변화 ······················································································  193

5.2.3. 어휘의 소멸 ································································································  200

5.3. 개화기국어 이후 ······························································································  202



- v -

5.3.1. 어휘의 출현 ································································································  202

5.3.2. 어휘의 의미 변화 ······················································································  205

5.3.3. 어휘의 소멸 ································································································  215

5.4. 소결 ···················································································································  216

6. 결론 ························································································································  221

6.1. 요약 ···················································································································  221

6.2. 의의 및 한계 ···································································································  227

<참고 논저> ············································································································  230

<부록> ······················································································································  243

<ABSTRACT> ···········································································································  254



- 1 -

1. 서론

1.1. 연구 목적

  시간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왔
으며 국어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철학에서 시작된 시간에 대한 관심은 과학, 심리학으
로 이어져 왔고 언어학으로 확대되어 왔다. 
  시간을 주제로 한 국어학적 연구는 주로 시제와 관련한 문법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
으며, 그로 인해 어휘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간 부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이는 인간의 언어생활을 통하여 시간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제와 그와 관련한 시간 부사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어학에서의 시간에 대한 연구가 이 두 부류에 치우쳐 있다 
보니 어휘적 측면에서 그 밖의 시간 어휘-특히 시간 명사와 같은-에 대한 연구는 많
지 않다. 그렇지만 ≪鷄林類事≫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령(時令)이나 시간을 지시하
는 어휘들에 대한 수집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어휘와 관련한 자료집
에서 시간을 지시하는 어휘들의 언급이 빠지는 예는 거의 없었다. 이는 한글로 쓰여 
있는 문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후기 중세국어로부터 근대국어, 개화기국어로 이어지는 
어휘 자료집에서도 시간을 지시하는 어휘들의 목록은 필수적으로 등장한다. 본고의 논
의 대상은 이러한 시간을 지시하는 명사로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문헌에서 계속하여 발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하
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주목적이다.  
  시간 명사 전반에 걸친 연구는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시간 개념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국어에서의 시간 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은 시간 개념에 대한 인식과 그를 반영한 시간 체계가 어
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어 내에서의 언어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유형론이나 인지언어학과 같이 국어 혹은 언어학 외의 다른 언어 혹은 분야와 
접목된 연구들을 행할 때 그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국어에서 시간 
명사, 특히 시간을 지시하는 명사들 모두를 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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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단어들을 통해서 국어의 시간 체계와 시간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 시대별로 등장하는 시간 명사들의 형태ㆍ의미론적 특징들을 고
찰하고자 한다. 거시적으로는 각 시대별로 형태적, 의미적 변화에서 보이는 체계나 유
형적 특징을 고찰하고 미시적으로는 개별 시간 명사들의 형태나 의미 변화에서 보이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고의 주 논의 대상은 시간성을 지닌 명사이며 이들 명사들을 
어휘론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시간성]이란 
엄밀히 말해서 ‘시간 지시성(時間 指示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 명사란 단어의 어
휘 내적인 의미가 시간을 지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전의 국어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던 시대구분에 따라 각 시기별 
로 이러한 [시간성]을 지닌 명사들의 목록을 확정한다. 확정된 목록을 바탕으로 이들 
시간 명사들이 보이는 형태나 의미 유형들의 각 시기별 특징을 살피고 통시적 변화 양
상을 함께 고찰한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로부터 현대
국어 시기 동안의 한글로 쓰인 것들로 이들 각 시기의 문헌자료와 말뭉치자료를 통해 
얻어진 시간 어휘의 목록이나 용례가 주 논의 대상이 된다.
  본고는 먼저 ‘시간’의 개념과 시간의 하위 속성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시간 명사
가 가지게 될 [시간성]이란 자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한다.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시간 명사를 선별하기 위해 우선 현대국어사전류와1) 고어사전류를2) 검색하여 
시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표제어들을 추출하였다. 이들이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쓰이
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국어사 자료 말뭉치와 검색프로그램, 세종계획 말뭉치 자료와 
검색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용례를 검색하였으며 국어사 자료의 경우에는 원전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문헌 자료의 연대와 약호는 다음과 같다.

1) 본고에서 참고한 현대국어 사전은 ≪금성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우리말큰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등이다.

2) 본고에서 참고한 고어사전에는 ≪고어대사전≫, ≪교학 고어사전≫, ≪우리말큰사전 4 옛
말과 이두≫, ≪이조어사전≫, ≪17세기국어사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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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문헌명 간행(필사)년도
訓諺
釋詳 
龍歌 
月千 
月釋 
楞嚴
法華 
永嘉
圓覺 
救急方 
牧牛子
蒙法  
內訓 
杜初
三綱(런던)
金三 
南明 
觀音 
救簡
六祖
勸供

訓民正音諺解   
釋譜詳節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月印釋譜       
楞嚴經諺解     
法華經諺解     
禪宗永嘉集諺解 
圓覺經諺解   
救急方諺解        
牧牛子修心訣    
蒙山法語        
內訓            
分類杜工部詩 初刊本   
三綱行實圖 런던本
金剛經三家解    
南明集諺解      
觀音經諺解         
救急簡易方      
六祖大師法寶壇經
眞言勸供

1447
1447
1447
1447
1459
1461
1463
1464
1465
1466
1467
1467
1475
1481
1481
1482
1482
1485
1489
1496
1496

약호 문헌명 간행(필사)년도
三綱(동경) 
순천
長壽
飜老
飜朴 
老朴
飜小

三綱行實圖 東京大本
順天金氏諺簡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陁羅尼經
飜譯老乞大             
飜譯朴通事  
老朴集覽           
飜譯小學               

15--
15--
15--
1517
1517
1517
1518

<15세기>

<16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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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문헌명 간행(필사)년도
계녀서
癸丑
痘經
馬經
셔궁
서전
곽씨
은진宋奎濂
痘瘡
胎産
練兵
시경
東新 烈
東新 忠
東新 孝
병자 
산성
家禮

계녀서: 우암션계녀셔   
癸丑日記
痘瘡經驗方
馬經抄集諺解
셔궁일긔
서전언해
현풍곽씨언간
은진송씨 송규렴가문 한글간찰
諺解痘瘡集要
諺解胎産集要                    
練兵指南
시경언해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女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臣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병자일기
산성일기
家禮諺解

16--
16--
16--
16--
16--
16--
16--
16-- - 17--
1608
1608
1612
1613
1617
1617
1617
163-
163-
1632

簡辟 
訓蒙
瘟疫
六字
蒙六
七大
禪家
呂氏(화산)
呂氏(일석)  
百聯 
類合 
小諺
孟子

簡易辟瘟方             
訓蒙字會               
分門瘟疫易解方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
蒙山和尙六度普說諺解 
七大萬法    
禪家龜鑑諺解                 
呂氏鄕約諺解(화산문고본)
呂氏鄕約諺解(일석문고본)
百聯抄解                     
新增類合                     
小學諺解     
孟子諺解 

1525
1527
1542
1560
1567
1569
1569
156-
1574
1576
1576
1588
1590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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杜重
권념
辟瘟
語錄初
女訓 
警民
老諺
捷解初
朴諺
譯語 
煮硝
類合  

重刊杜初諺解
권념요록
辟瘟新方 
語錄解 初刊本
女訓諺解
警民編諺解 重刊本
老乞大諺解
捷解新語 初刊本
朴通事諺解
譯語類解 
新傳煮硝方諺解
類合(영장사판) 

1632
1637
1653
1657
1658
1658
1670
1676
1677
1690
1698
1700 

약호 문헌명 간행(필사)년도
先行
응진 
三譯
伍倫
三綱(英)
千字 송광사
御內 
常訓   
改捷
同文
孟栗
論栗
地藏
御訓
闡義
種德 
警問
警問續
朴新 

先朝行狀
응진경언해
三譯總解
伍倫全備諺解
三綱行實圖(英祖版)
千字文(松廣寺版)
御製內訓 
御製常訓諺解 
改修捷解新語
同文類解
孟子栗谷諺解 
論語栗谷諺解   
地藏經諺解
御製訓書諺解
闡義昭鑑諺解
종덕신편언해            
御製警世問答諺解
御製警世問答續錄諺解
朴通事新釋諺解 

17--
17--
1703
1721
1726
1730
1737 
1745 
1748
1748
1749
1749
1752
1756
1756
1758
1761
1763
1765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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譯語補
念海
八歲
明義       
續明
方言(申部)
倭類
御製 濟州
字恤
경상 윤음
호서 윤음
호남 윤음 
兵學
가체
蒙老
蒙類 
隣語
捷蒙
無寃錄
重老
敬信
五倫

譯語類解補
念佛普勸文海印寺版 일사본
八歲兒
明義錄諺解
續明義錄諺解
方言類釋 方言(申部) 
倭語類解
御製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字恤典則
유경상도관찰사급진읍수령윤음
유호서대소민인등윤음
유호남민인등윤음 
兵學指南(壯營藏板本)
가체신금사목
蒙語老乞大
蒙語類解 
隣語大方
捷解蒙語
增修無寃錄諺解
重刊老乞大諺解
敬信錄諺釋佛嚴寺版
五倫行實圖

1775
1776
1777
1777
1778
1778 
1781
1781
1783
1783
1783
1783 
1787
1788
1790
1790 
1790
1790
1792
1795
1796
1797

약호 문헌명 간행(필사)년도
廣物
太平
징보
한중록
太感
주년
閨閤
韓佛
進敎

廣才物譜     
太平廣記諺解 
징보언간독
한중록
太上感應篇圖說諺解  
쥬년쳠례광익
閨閤叢書            
韓佛字典 
進敎節要

18--
18--
18--
18--
1852
1865
1869
1880
1883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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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문헌명 간행(필사)년도
신학 
대한매일 
경감
경향  
빈상설
홍도화
구의산
화의혈
황금탑
눈물
演經 

신학월보   
대한매일신보    
경향보감   
경향신문 
鬢上雪
紅桃花
九疑山
花의血
황금탑 
눈물
演經座談     

1901 - 1909
1904 
1906 - 1910
1907 
1907
1908
1911
1912
1912
1913
1923

易言
蠶桑
성전 
쥬교
성직 
훈아  
국한 
국소
독립 
신정 
조계 
한영 
매일 
협성
신약 

易言諺解
蠶桑輯要      
성전 
쥬교
성경직해 
훈아진언 
국한회어 
국민소학독본
독립신문   
新訂尋常小學 學部 刊本    
증남포목포각국죠계쟝졍
한영자전       
매일신문   
협성회회보
신약전서   

1883
1886
1887 
1887
1892 
1894 
1895 
1895
1896
1896 
1897
1897
1898
1898
1900

<20세기>

1.3. 연구사 

  국어의 시간 표현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는 문법론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어
휘론적 측면에서의 논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홍종선(1991)에 따르면 시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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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통사적 문법 범주를 설정하여 시간
적 선후 관계를 문법소로 감당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현상적인 시간 위치의 의미를 가
진 어휘소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전자를 시제, 후자를 시간어로 보았다. 이 중에
서 후자만이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국어 시간어와 관련한 그간
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시간 표현에 대한 연구는 크게 ①  
개별 시간어에 대한 연구, ② 여러 시간어들을 품사별로 분류하고 이들의 문법적ㆍ의
미적 특징을 밝히는 데 주목한 연구, ③ 마지막으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로 
나뉜다.
  첫째 부류의 논의는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하나는, 시간어의 계열관계의 
확인과 어원해석이다. 이에 해당하는 논의에는 김태준(1934), 이숭녕(1940ㄱ, ㄴ), 김
완진(1957), 남광우(1954), 유창돈(1971), 심재기(1976), 이남덕(1978), 서재극
(1984), 이병선(1984), 최창렬(1986), 민현식(1998ㄴ) 등이 있다. 김태준(1934)에서
는 당시 1월부터 12월로 통용되는 월칭어가 조선 시대에는 고유어로는 어떤 것이 있었
는지를 추정하였으며, 이숭녕(1940ㄱ, ㄴ)에서는 년(年), 월(月), 일(日), 연령(年齡)
을 가리키는 단어가 구체적 표준 내지 척도를 가지고 발달함을 언급하였다. 김완진
(1957)에서는 ‘’와 ‘’가 기원적으로 같은 어원을 가졌으며 후에 국어에서 ‘’>‘’, 
‘*’>‘’로 분화했다고 보았다. 유창돈(1971)에서는 ‘오늘’을 중심으로 한 전후(前後)
의 일칭명사와 ‘하루’에서 ‘열흘’까지의 일칭어에 대한 계열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차자표
기의 음가를 재구하여 ‘내일’의 고유어를 ‘*올제’라 보고 이들에 대해 어원론적인 해석
도 덧붙였다. 심재기(1976)에서는 중세국어의 시령어 중 ‘엳’, ‘뎌녁’, ‘아래’, ‘글피’의 
어원문제를 다루어 이들이 공간개념으로부터 시간 개념화한 것들이라 했다. 뿐만 아니
라 한글 창제 이전 시기의 시간어를 담고 있는 계림유사 연구를 통해 다른 일칭어와 
달리 한자어로만 나타나는 ‘내일’의 고유어를 재구하고자 하는 논의도 서재극(1984)를 
비롯하여 다수 존재한다.3)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논의들이 주로 몇몇 개별 시간어들
에 대한 것에 그쳤다면 어원론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전 시간 명사에 걸쳐 대대적으로 
펼친 최창렬(1986ㄱ, ㄴ)이 있다. 최창렬(1986ㄱ, ㄴ)은 일칭어가 조어론적으로 공통
점을 지닌다는 입장에서 공통된 단어소를 찾아내 그것을 기준으로 일관된 분석을 시도
하였다는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자의적인 해석이 많고 의미론적인 관점에만 
치우쳐 어원을 해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3) 서재극(1984) 외에도 유창돈(1954, 1971), 강신항(197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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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부류 중 나머지 한 갈래로는 시간어에 해당하는 개별 단어들의 국어학적 특징, 
다시 말해 형태ㆍ통사ㆍ의미론적 특징을 밝힌 것들이 있다. 이들도 다시 세 갈래로 나
뉘는데 첫째, 시간어의 유의 관계와 관련한 것으로 김진수(1985ㄱ, ㄴ), 봉미경
(2005), 이인섭(1986) 등이 있으며 둘째, 사전에서 본말과 준말로 기술되어 있는 시간
어가 형태ㆍ의미론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는 정동경(2010), 
한정한ㆍ유소영(2010)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시간어가 가지는 국어학적 특징을 
서술한 논의로는 부사 ‘안’류가 통사ㆍ의미론적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고찰한 이지영(2006, 2010), ‘전(前)’이 선행하는 구문의 통사적 특징의 변화와 그 의
미를 고찰한 장윤희(2008), 시간어 ‘나잘’의 의미 변화 양상을 고찰한 정동경(2008), 
형용사 ‘오래다’의 문법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이영경(2008) 등이 있다. 
  둘째 부류는 몇몇 시간어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시간어 전반에 관해서 이들
의 국어학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펼친 것들인데 논의 대상이 대부분 시간 부사에 치우
쳐 있다. 시간 부사에 대한 여러 논의 중 시간 부사의 정의를 내린 것에는 최현배
(1937/1971), 김선희(1987), 민현식(1989), 서정수(1995) 등이 있다. 또한 여러 논의
에서 시간 부사를 시간의 속성에 따라 하위분류하였는데 최현배(1937/1971), 김선희
(1987), 홍종선(1991), 서정수(1995) 등에서는 현대국어 시간 부사를, 이주행(1989), 
민현식(1989) 등에서는 중세국어 시간 부사를 분류하였다.4) 이러한 시간 부사의 정의
와 분류를 바탕으로 시간 부사에 대한 다각도의 국어학적 연구를 한 것들에는 주경희
(1985), 김선희(1987), 민현식(1991/2004), 김상태(2005) 등이 있다. 
  시간 부사에 대한 논의 외에 시간 명사와 시간 동사 혹은 형용사에 대한 논의도 일
부 있다. 시간 명사에 대한 논의로는 윤용경(1994), 정동경(2005) 등이 있는데 전자의 
논의는 시간 표현으로 쓰이는 형식명사에 대한 것으로 시간 표현 형식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상위문서술어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능, 조사 결합 정도 등을 밝혔으며 형식
명사에 선행 성분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형식명사 간의 의미차이를 서술했다. 후자
는 현대국어 이전의 한글 문헌에서 나타나는 시간 명사 중 고유어를 대상으로 하여 형
태ㆍ통사ㆍ의미론적 특징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시간 동사나 형용사 전반을 다룬 논의
를 찾기는 어렵지만 김선영(2011)에서 하나의 용언이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모두 쓰이
는 용언을 형용사ㆍ동사 양용 용언이라 하여 이들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중 일

4) 시간 부사의 정의와 시간 속성에 따른 시간 부사의 하위분류에 대한 연구사적 논의는 2
장과 3장에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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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서 시간 표현으로 쓰인 양용 용언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민현식(1998ㄴ)이 있다. 민현식(1998ㄴ)에서는 시간체언ㆍ
수식언ㆍ용언을 모두 아울러 시간어를 시제어와 시상어로 분류하고 이들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시간어의 어원과 의미, 각 단어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형태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 부류로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인지하고 그를 언어로 구체화하는 일련의 방
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단어에 대해 논의한 것들이 있다. 그 중 임지룡(2002)에서는 
인지언어학의 체험주의 및 민간모형의 관점에서 시간의 개념화 양상을 밝히기 위하여 
관습적으로 쓰이는 시간 표현의 은유적ㆍ환유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수련(2007)에서
는 시간 지시사에 대해 인지론적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유사
성에 의해 [시간은 공간이다]라는 은유가 성립함을 들어 시간 지시사의 존재론적ㆍ이
동론적 해석을 하였다. 
  이렇게 시간을 인지하는 여러 기제 중 많은 학자들은 시간적 표현의 의미바탕에 있
어서 공간적 표현과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숭녕(1940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공간의 간극을 뜻한다”는 언급을 비롯해 심재기(1976)에서도 대
체로 공간개념에서 시간 개념화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펼쳤다. 임지룡(1980)
에서는 국어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개념은 상대 관계로 파악되므로 그 체계의 기술 역
시 유기적인 상관관계로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한 단어가 시간 표현과 공간 표현에 공
존하는 경우는 공간어의 구체성이 감각적 인식의 유추에 의해 정신적 인식인 시간어로 
전이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민현식(1990, 1991)에서는 공간어의 시간어화 현상을 고
찰하기 위해 공간명사, 공간대명사, 공간수사가 시간 명사, 시간대명사, 시간수사로 기
능하는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공간체언의 시간어화 정도가 공간차원 지시성을 띤 
공간명사류가 가장 높고 공간대명사는 전혀 시간어화를 보이지 않음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인간명사, 사물명사, 공간명사, 시간 명사 등으로 품사를 하위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길본일(1997)에서는 국어에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인식되어 
표현되는지를 살폈는데 시간을 1차원적인 공간 혹은 이동하는 물체처럼 인식하고 표현
함을 보았다. 신은경(2002ㄱ)에서는 시ㆍ공간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서 ‘간극
(間隙)’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에 한정하여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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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은 본고의 목적과 연구 대상 및 방법, 기존의 연구사를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시간어를 선별하기 위하여 시간의 개념을 정리하
고 본고에서 의미하는 시간 명사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 다음으로 시간 명사란 문
법 단위의 측면에서는 단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명사의 목록에 포함시킬 것
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로서의 시간 표현과 단어보다 크거나 작
은 문법단위로서의 시간 표현을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명사와 다른 품사-특히 부사-
의 경계에 걸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명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들의 경우에 품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로부터 현대국어 시기에 걸쳐 등장하는 여러 시간 명
사들 중에서 흐름의 연속체라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한 길이로 나누었을 때에 각각의 
시구간을 지칭하는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어떤 체계를 보이는지를 고찰한다. 
각 시기별로 공시적으로 보이는 시간 체계를 고찰한 다음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
여 왔는지를 살핀다.
  4장에서는 각 시기에 출현하는 시간 명사들 중 복합어들이 형성되는 데에 있어서 어
떠한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각 시기별로 복합어 시간 명사가 
어떠한 단어 형성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복합어를 형성한 구성 요소의 문법적 
특징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고, 이들 각각의 직접 구성 성분들이 어떠한 의미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여 있는지를 살핀다. 먼저 복합어 시간 명사들 보이는 결합 관계에 있어
서의 특징을 각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시간 명사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각 시기별로 새로 출현하는 어휘와 사어
화하는 어휘, 그리고 의미의 변화를 보이는 어휘들을 살피고자 한다. 그를 통해서 새로
운 어휘들이 출현하는 양상이 각 시기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어
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핀다. 또한 사어화하는 어휘의 경우에는 사어가 되는 이
유에 대해 고찰한다. 통시적으로 의미의 변화를 보이는 어휘들은 다른 의미영역에서 
시간어로 파생되거나, 시간어 외에도 다른 의미영역으로 더 파생된 것, 혹은 시간 의미 
영역 안에서 의미의 확장이나 축소를 경험하는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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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보이는 의미 변화를 살피고 통시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 변화의 동
기는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6장은 결론으로 각 장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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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시간어의 범위

  본고의 논의 대상을 [시간성]을 지닌 명사라고 하였을 때에 이 절에서는 시간 개념
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한 시간 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성]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나아가 이러한 [시간성]이 어휘에 반영된 것들 중에
서 어떤 것들이 본고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1.1. 시간의 여러 개념1)

  인간은 일상적으로 시간의 존재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시간을 정의하고자 할 
때에는 한없이 추상적이기만 하여 쉽게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최용호(2000: 95)에서
는 Augustine의 고백 속에 나타난 시간의 아포리아가 인식 대상으로서의 시간과 체험
된 시간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2) 
  최용호(2000: 96~106)에 따르면 시간 개념은 크게 물리적 시간, 심리적 시간, 연대
기적 시간, 언어학적 시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첫째, 최용호(200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적 시간은 측정 가능한 시간으로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정
한 간격으로 나뉘며, 이렇게 나뉜 간격들을 하나하나 세는 것이 곧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된다. 국어에서도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는 연속된 시간을 나누어 대표가 되는 단
위와 수사를 이용하거나 고유한 이름을 만들어 각각의 시구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뉜 시구간의 수를 세어서 시간을 측정하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1) 이 절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Ricoeur(1983, 1984, 1985)와 최용호(2000: 95~107) 

및 소광희(2003)에서 언급한 시간의 여러 개념들을 발췌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러 시간 
개념을 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2) 최용호(2000: 95)에서 언급한 Augustine의 고백을 다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만약 누구도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이 무
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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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1시, 2시, 3시, … , 24시
    ㄴ. 50분이면 될 거리를 폭설로 인해 다섯 시간이나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

(1ㄱ)은 ‘하루’라는 시구간을 일정한 길이를 가진 선으로 표시하였을 때에 그를 24개의 
동일한 길이를 가진 더 작은 시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을 차례로 순서를 매겨 이름을 붙
인 것이다. (1ㄴ)의 ‘다섯 시간’은 이렇게 나뉜 시구간의 수를 세었을 때에 그 개수가 
다섯 개임을 의미한다.
  물리적 시간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그의 시간 개념은 사물
의 운동과 관련된다. 물론 사물의 운동은 멈출 수 있지만 시간은 멈출 수 없다는 점에
서 사물의 운동은 시간과 구별된다. 하지만 사물의 운동은 시간을 통해서 진행되며, 시
간은 사물의 운동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사물의 운동과 시간의 측정이 밀접하
게 연관된 대표적인 예가 천체의 움직임과 그를 통한 시간 단위의 구성 및 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와 같은 시간의 단위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
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한 달’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다. 즉, 시간이 사물의 운동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가 되기 이전에 사물의 운동이 연속체로서의 시간을 일정한 단위로 나누기 
위한 기준이 되었고,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시간 단위는 다시 사물의 운동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이러한 사물의 운동, 즉 움직임은 움직이기 이전의 상태와 운동을 통하여 변화된 이
후의 상태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시간적 개념으로 풀자면 ‘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
전인 과거와 그 이후인 미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지금은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일종의 점(點)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적 시간의 핵
심적인 특성은 ‘순간(instatnt)’으로, 두 개의 순간이 있어 그 두 순간이 제한하는 간격
을 셀 수 있다고 본다(Ricoeur 1985: 33). 시간 개념 속에서 현재는 그저 점에 불과하
며 과거와 미래는 전ㆍ후 관계로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점으로서 인식되는 시간은 언
어학적으로는 시점(時點)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홍종선(1991)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점
은 위치개념으로 파악되는 시간을 “일종의 지점(地點)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시간을 파악하였을 때에 아래와 같은 시간 표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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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은 12월 13일, 크리스마스까지 12일이 남았다.

12월을 24시간의 길이를 가진 31개의 시구간으로 나누었을 때에 ‘13일’은 열세 번째 
시구간을 가리키고 ‘크리스마스’는 스물다섯 번째 시구간을 가리킨다. 이때에 ‘13’일과 
‘25일’을 일정한 길이를 가진 시구간으로 인식한다면 정확히 말해서 이 둘 사이의 거리
는 ‘11일’보다는 길고 ‘13일’보다는 짧은 시간적인 길이-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2일 
0시 정각까지 11일 열네 시간 24분 30초 남았다”와 같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이때 ‘13일’이나 ‘25일’은 일정한 길이를 가진 시구간이 아닌 점으로 받아들여지
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심리적 시간이란, 최용호(2000)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체험된 시간으로서 시
간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의 길고 짧
은 정도, 시간 경과의 빠르고 느림 정도를 다 다르게 느낀다. 또한 심리적 시간은 과거
에 대한 회상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현재에 대한 느낌을 통해 삶의 체험 공간을 형성
하게 한다. 회상 또는 기억에 의해서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한다면 기대에 의해
서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이동한다. 이러한 심리적 시간에서의 현재는 물리적 시간
에서와는 달리 일정한 길이 혹은 두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시간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Augustine으로 앞서 언급했던 시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언어 행위에서 
찾는다(Ricoeur 1983: 33). 즉, Augustine은 사람들이 과거는 “있었고”, 미래는 “올 것”
이며,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언급한다. 심리적 시간 개념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인식 또한 현재를 중심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처럼 선으로 표현되는 연속체가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그 둘레를 싸고 있는 복합체라고 본다.
  이러한 심리적 시간의 개념이 언어로 표현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 ㄱ.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ㄴ. 시간이 너무 안 간다.

(4) 어서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3)은 외부 세계와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구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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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내면화된 시간은 각자 다르게 인식됨을 표현하는 예이다. (4)는 미래의 시간을 
현재의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최용호(2000)에서는 연대기적 시간이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달력을 바탕으로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으로 고려되기도 하고, 인간
의 경험과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체험된 시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서, 달력에서의 연(年), 월(月), 주(週), 일(日)과 같은 시간 단위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전과 후를 헤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물리적 시간과 관련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 사건을 전후로 한 변화를 인간이 
인식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때를 측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연대기적 
시간은 체험된 시간으로서 심리적 시간과 관련된다. 
  연대기적 시간은 사건의 시간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음을 뜻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과 후가 달라졌기 때
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날에 이름을 부여한다.

(5) ㄱ. 입춘(立春), 동지(冬至)
ㄴ. 광복절(光復節)
ㄷ. 기원전(紀元前), 기원후(紀元後)

(5ㄱ)의 ‘입춘’, ‘동지’는 어떤 특정한 자연 현상이 시작되거나 일어나는 시점을 인식하
고 그를 기억하기 위하여 각각의 때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때를 중심으로 전과 후에 
변화될 사건들에 대비한다. (5ㄴ)의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으
로부터 독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5ㄷ)은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념하여 생겨난 것으로, 그 해를 기준으로 하여 전과 후로 시간이 나뉜다.
  심리적 시간이 개인적 체험으로 이루어진 반면 연대기적 시간은 공통의 체험을 바탕
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과 
오늘을 전후로 한 어제, 내일을 측정 가능케 하는 동시에, 상호주관적인 공통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달력이다. Benveniste(1974: 
87~89)에 따르면 달력은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이 출발점을 제공하는 기준이 되
는 때로부터 비롯된다(정태적 statique). 다음으로 정태적 조건으로부터 기준이 되는 
시점의 전과 후를 가리키는 지향적(directive) 조건이 생겨난다. 마지막으로 천체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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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는 일정한 간격을 지칭하기 이한 측정단위들의 목록이 생겨나
는데 이를 측정적(mensurative) 조건이라 한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 생겨난 지표가 
사건의 객관적 위치를 제공하고 이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의 위치를 규정해 준다.
  넷째, 최용호(2000: 105)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어학적인 시간 개념이란 시제를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Benveniste(1974)의 관점을 따른 것으로 발화순간을 말한다. 
Benveniste(1974: 90~96)에 따르면 언어적 시간의 중심은 현재에 있다. 언어활동에는 
단 한가지의 시간적 표현인 현재만이 사용되며 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과 발화하는 
순간이 동시적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발화하는 순간 자체가 현재를 만들어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말하기 전과 후, 과거와 미래, 어제와 내일이 구분되게 된다. 언어는 시
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의 시제뿐만 아니라 부사나 그 밖
의 다른 품사 등도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지들은 
바로 발화자가 발화하는 그 순간을 중심으로 정렬된다. 화자의 두뇌 속에 잠재해 있던 
언어는 ‘나, 여기, 지금’이라는 말하는 순간의 좌표를 통해 하나의 언어적 사건으로 현
실화된다. 즉, 언어 행위는 상호주관적인 사건으로, 말한다는 것은 말하기 전과 말한 
후를 뚜렷하게 구분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학적 시간은 사건
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과 후를 구별하여 인식한다는 면에서, 또한 이러한 사건이 상
호주관적이라는 점에서 연대기적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1.2. 시간 명사의 범위

  앞서 언급한 여러 시간 개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언어로 표현될 
때에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서 측정 가능한 것이든, 개인의 내적인 체험이나 사
회적으로 상호주관적인 체험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발화하는 순간을 중심으로 하여 
전과 후가 구별되는 것이든 간에 시간은 외부 세계-자아나 사물 혹은 사회-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표현 자체가 내적으로 시간 개념
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표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어 외적으로 시간성
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 ㄱ. 계란-병아리-닭
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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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태아-영아-유아-어린이-청년-장년-노년
ㄹ. 흡연-폐암

(6ㄱ)에 속하는 각각의 단어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살펴보면 이들 각 단어 자체에는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계란’, ‘병아리’, ‘닭’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놓
고 각 단어들의 갖고 있는 자질을 분류하라고 하였을 때에 그 중 하나의 자질로 시간
성이 포함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셋을 차례로 열거하면 이들 단어들 사이의 관계
를 통해서 시간성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계란이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
화하여 병아리가 되고 또 병아리가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닭이 되기 때문이
다. (6ㄴ)의 경우에는 (6ㄱ)과는 다르게 각각의 단어를 떼어 놓고 살펴보면 각각의 단
어가 어떤 정해진 때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를 “아동들에게 기본
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 만 6세의 어린이가 입학하여 6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곳”이라고 하였을 때에 이와 같은 식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명하게 
되면 각각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시구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들 
단어들이 배열되었음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6ㄷ)을 살펴보면 (6ㄴ)의 단어들이 
인위적인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시간성을 획득하는 것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가는 인간의 모습을 연령이나 그 시기의 주된 특징을 근거로 하여 구분해 놓았
다는 점에서는 (6ㄱ)과 유사하지만 (6ㄱ)과는 달리 각각의 단어들을 떼어 놓고 살폈을 
때에도 이들 각각의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시간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하고 점에
서 차이가 있다. (6ㄹ)은 두 단어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를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인과
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는 예이다. 각각의 단어는 시간성을 그 속성으로 갖고 있지 않
지만 이 두 단어의 관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속성이 생겨나게 되고 원인과 결과는 
결국 먼저 행해진 사건과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어 시간적인 선후관
계가 생겨나게 된다. 
  본고의 논의에서는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서 시간성을 획득하는 
예들은 제외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시간의 개념
을 어휘 내적 속성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다. 즉, 물리적 개념에서의 시간과 같이 선으
로서 표현되는 시간을 나누었을 때에 나뉜 시구간을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이나 단위 
명칭들, 또는 시구간의 위치나 길이, 혹은 시구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심리적 시간 개념이 명사에 반영된 예를 찾기는 어렵지만, ‘내일(來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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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未來)’와 같이 현재 이후의 시간을 가리킬 때에 미래에서 현재로 시간이 이동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단어들이 그에 속한다고 할 수는 있다. 다음으로 연대기적 시간 개념
이 반영된 것으로서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통해 형성된 시간 표현들을 자연이나 사회
에서의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여 이름을 붙인 절기어(節氣語), 명절어(名節語), 기념일
어(紀念日語)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과 후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본고의 논의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언어학적 시간의 
측면에서 화자가 발화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이나 후를 나타나는 시간 표현, 
예를 들어, ‘어제, 오늘, 내일’, ‘이때, 그때, 접때’와 같은 표현들이 포함된다. 즉, 본고
에서 논의하는 대상으로서의 시간어란 엄밀히 말해서 “어휘 내적인 의미가 시간을 지
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2.2. 시간 명사의 판별

  이 절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하게 될 시간 명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단어로서의 시
간어와 단어가 아닌 시간 표현을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시간성을 가진 단
어 중에서 시간 명사만을 논의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사와 부사의 경계에 있는 시간
어들 중에서 명사 혹은 부사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이들 시간어
들의 품사를 다시 정리하기로 한다.

2.2.1. 문법 단위의 판별3)  

  본고의 논의 대상은 시간 명사이기 때문에 문법 단위로서는 단어에 해당한다. 따라
서 시간성을 가진 단어를 단어보다 큰 단위인 구와, 그보다 작은 단위인 접사, 보조사 
등의 문법 단위로부터 가려내어야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단어’라고 하였을 때에 단어
란 일반적으로 “최소의 자립형식(이익섭ㆍ채완 1999: 56)”이라 정의된다. 이렇게 단독
으로 쓰일 수 있는 언어형식을 단어라고 하였을 때에 어절에서 최소의 자립형식인 체
언을 분리해 내었을 때에 남는 조사도 단어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있어 왔다. 본고에서

3) 이익섭ㆍ채완(1999: 14)에 따르면 문법 단위란 좁은 의미의 문법-음운론과 의미론 분야
를 제외한,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다루는 분야-에서 다루는 언어 단위(linguistic unit)들
로서 형태소, 단어, 구, 문장 등이 대표적인 문법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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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어
단어

파생어
복합어

합성어

음운론적 단어
단일어어휘적 단어단어 파생어
복합어 합성어

통사적 결합어문법적 단어

는 시간 명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고
에서 의미하는 단어란 최형용(2003)의 ‘어휘적 단어’에 해당한다. 이는 최형용(2003: 
30)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Aronoff(1994: 9)에서 단어가 ‘어떤 단어의 음성 형식’이
나 ‘문법적 단어’ 혹은 ‘어휘소’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모호한 개념으로 쓰인다고 하
였을 때에 이 중에서 ‘어휘소(lexeme)’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어휘
적 단어는 남기심ㆍ고영근(1985/1993: 190)이나 이익섭ㆍ채완(1999: 64)에서 단일어, 
복합어처럼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논의할 때의 단어와 같은 개념이며 이와 같은 단어 
개념에는 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최형용(2003: 34)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모호한 개
념으로서의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 단어의 체계

ㄱ. 남기심ㆍ고영근(1985/1993)    ㄴ. 최형용(2003:34)

(7)을 보면 (7ㄱ)의 남기심ㆍ고영근(1985/1993)에서의 단어는 (7ㄴ)의 최형용(2003)
의 ‘어휘적 단어’에 속하며 기존의 논의에서 단어로 분류되었던 조사는 어미와 함께 
‘문법적 단어’에 해당된다. 본고에서 ‘단어’라고 하였을 때에는 문법 단위 중에서는 구
나 절보다는 작고 형태소보다는 큰 단위로서 최형용(2003)에서 논의한 단어의 갈래 
중 ‘어휘적 단어’를 의미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2.2.1.1. 구와 단어의 판별

  홍종선(1991: 226)에서는 시간어라고 했을 때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시간
을 나타내는 구나 절 이상의 단위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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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ㄱ. 그가 집에 갔을 때, 돌이는 이미 떠났다.
ㄴ. 우리는 돌이가 집에 올 때를 안다.

 
(8)에서 밑줄 친 부분은 시간 표현으로 쓰인 절일 뿐 시간 명사는 아니다. 다만 이 절
에서 ‘때’만을 시간 명사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래는 파생어로 보아 시간 명사 목록에 넣을 수 있는 예이다.

(9) 기, 부희여기4)

(9)의 두 단어는 모두 “이른 새벽”을 뜻하며 이들은 [[부희여]이], [[]이]로 분
석할 수 있다.5) 이는 ‘부사어+서술어’의 구조가 굳어져 합성 동사로 쓰이고 거기에 명
사 파생접미사 ‘-이’가 통합하여 형성된 파생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명사의 목
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6) 
  합성어 가운데서 구성부분의 배열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배열법과 같은 합성어
를 통사적 합성어(syntactic compound)라 한다(남기심ㆍ고영근 1985/1993: 208).7) 
이미 알려진 것처럼 통사적 합성어는 구와 구성방식이 같아서 합성어인지 구인지를 판
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 시간 명사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시간 표현의 경우 그것을 합성어로 보아 시간 명사 목록에 넣어야 할지 구로 
보아 제외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사적 합성어와 구를 구별해내기 위
한 여러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둘 이상의 성분이 통합하여 하나의 형
식을 이루었을 때에 전체 의미가 각각의 성분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합된 전체 구성이 각각의 성분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면 구로, 그렇지 않으면 
4) 문헌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ㄱ. 기예 나귀 타 나(平明跨驢出) <杜初 8:32a> 
ㄴ. 다 비에 내 고 부희여기예 뵈와 므스거슬 자실고 묻와(皆佩容臭

고 昧爽而朝야 問何食飮矣오 야) <小諺 2:4b> 
5) 자세한 분석은 4.1에서 다룬다.
6) 고영근(2010:199)에서도 '기'를 '부사어+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합성어에 다시 

접미사 '-이'가 통합된 파생어로 보았다. 
7) 본고에서는 남기심ㆍ고영근(1985/1993)을 따라 상위개념인 complex word를 ‘복합어’, 

하위개념인 compound word를 ‘합성어’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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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 합성어로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0)ㄱ. 동지, 짓날, , 밤
    ㄴ. , , 날 
    ㄷ. 아니한 덛, 아니한 
    ㄷ'. 져근 덛
     

(10ㄱ)은 결합한 두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10ㄴ)은 수관형사 
‘’에 시간 단위명사 ‘, , 날’이 통합된 것, (10ㄷ, ㄷ')은 [용언의 관형사형 + 시
간 명사] 구성으로 분석되는 것들이다.
  먼저 사이시옷이 통합되어 있는 구성이 합성어인지 구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중
세국어 시기의 사이시옷은 통사적 요소로서 무정체언이나 존칭의 유정체언과 결합하여 
관형격조사의 용법을 보인다. 그런데 최형용(2003: 182)에서는 15세기의 사이시옷은 
이러한 통사적 요소로서만이 아니라 합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하여 
아래의 예들을 들었다. 

(11)ㄱ. 머리터럭 론 (燒髮灰) <救簡 3:62a>
    ㄱ'.  낱 머릿터러글 모 하히 얻 十億天에 供養니 <月千 91>
    ㄴ. 애 드르시니 믌결이 갈아디거늘 <月千 107>
    ㄴ'. 미 그처도 믓겨리 오히려 솟고(風停야도 波尙湧고) <牧牛 24b>
    ㄷ. 치위옛 고 어즈러운 픐서리예 그고(寒花隱亂草) <杜初 11:44a>
    ㄷ'. 거츤 프서리예 녀름지  秋成호미 잇도다(荒榛農復秋) <杜初 23:15a>

(11ㄱ, ㄱ')은 동일한 성분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의 실현이 수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다. (11ㄱ)의 구성은 사이시옷의 개재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간의 의미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11ㄴ')은 사이시옷으로 연결된 두 단어 가운데 선행 단어의 ‘ㄹ’이 탈
락하는 경우, (11ㄷ')은 사이시옷의 결합이 수의적인 까닭에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행단어의 ‘ㄹ’까지 탈락한 경우이다. 최형용(2003: 187)에서는 이러한 예
들이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할 때 속격표지가 아니라 합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사이시옷
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사이시옷에 대해 통시적으로 살펴본 권용경(2001)에
서도 복합어표시로서의 ‘ㅅ’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관형격조사 ‘ㅅ’과 별개의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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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에 현대국어의 ‘ㅅ’은 후기 중세국어의 관형격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관형격조사 ‘ㅅ’이 나타나는 시간 명사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2)ㄱ. 마다 冬至ㅅ나래 기리 나그내 외요니(年年至日長爲客) <杜初 11:36a>
ㄴ. 내 오던  병 구월브터 시작여셔 시월 동지 서 졍이월지 살 셰 

업서 <순천 168:2>

(13)  爲酉時之類  <訓彦 49> 
 
(14)ㄱ. 그몸날의 보름날 밤만  가온  환곰 라(晦望夜半庭中燒一丸) <瘟疫 

12b> 
ㄴ. 듕에   주겨 피 마셔 盟誓니(中宵斬白馬盟㰱) <杜初 6:38a>
ㄷ. 中에 怨讐ㅅ노미 와 머리 버혀 가아(夜半仇家果至 斷頭持去) <三綱(런

던) 烈5>
ㄷ'. 밤에 원슛노미 와 머리 버혀 가 <三綱(동경) 烈5a> 

(12)~(14)는 ‘ㅅ’이 통합되어 있는 시간 표현들이다. 먼저 (12ㄱ, ㄴ)의 ‘동짓날’, ‘동
짓’은 “절기가 동지인 날”과 “동지가 속해 있는 달, 음력 11월”을 뜻한다. 이들은 ‘ㅅ’
의 선행어와 후행어가 모두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로서 의미상 서로 간에 속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동지’와 ‘날’ 혹은 ‘달’이 결합할 
때에 사이에 ‘ㅅ’이 결합한 예만이 나타나지만 근대국어 시기에 오면 아래와 같이 ‘ㅅ’
이 결합하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 ‘ㅅ’ 결합형과 공존한다.

(12)'ㄱ. 경 동지날노  고(京師則以冬至日爲限) <가체 10a>
ㄴ. 이러 이예 동지이 거이 되엿더니 텬복이 닙을 것 업세라 <癸丑 下

28b>

  관형격조사 ‘ㅅ’은 본래 무정명사나 유정존칭명사에만 통합하는데 (13)는 ‘ㅅ’이 유정
명사에 통합된 구성으로 이때에도 선행어인 ‘’과 후행어인 ‘’ 사이에는 속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십이 지지를 이용하여 때를 나타낸 시간 명사로 볼 수 있다. 또한 보
통 ‘듕(中)’이 선행사로 명사나 용언의 관형사형을 취할 때에 “~하는(어떤 상태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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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14)의 ‘듕’은 “밤인 동안”을 의미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
는 “밤이 깊은 때”를 의미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 합성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들은 모두 ‘ㅅ’이 수의적으로 통합되는 예들로8) 이들 명사통합구성에 있어서 ‘ㅅ’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그 의미에 있어서도 구 구성
일 때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합성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시간 명사가 수관형사나 용언의 관형사형을 취하여 구로도 통사적 합성어로
도 볼 수 있는 예들이다. 먼저 수관형사가 시간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의 용례를 보이
면 아래와 같다.

(15)ㄱ. 子ㅣ 샤 날로   날이 네게 長다 나 날로  말라(子ㅣ曰 以吾
ㅣ 一日長乎爾나 毋吾以也라)  <論語 3:14b>

ㄱ'. 보 심군 禾苗ㅣ 九月 예 비치  치와 날 늙니라(春苗九月交顔
色同日老) <杜初 5:35a> 

ㄴ. 술와 고기와 뫼 야   로소니(酒肉如山又一時) <杜初 3:53b> 
ㄴ'. 太子ㅣ 도라올 디 업스실 車匿이 와  울오 도라오니라 <釋詳 

3:32a> 

(15ㄱ, ㄴ)의 ‘ 날’이나 ‘ ’는 각각 “하루” 혹은 “한 때”를 나타내어 참여하는 구
성요소의 의미가 투명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단어가 아닌 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5ㄱ')이나 (15ㄴ')과 같은 경우에는 의미의 비합성성을 보이는데 (15ㄱ')은 “같은 
날”, (15ㄴ')는 ‘一時’가 “한 때”에서 “같은 때”를 거쳐 “함께, 더불어”와 같은 의미를 가
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아래는 [용언의 관형사형+시간 명사] 구성을 보이는 것들의 용례이다.

(16)ㄱ. 미 답답고 뒤조치 거스리 올아 가매 다와텨 아니한  고티디 아니
면(心頭迷悶胎衣逆上衝心須臾不治) <救簡 7:48a>

ㄴ. 아니한 더데 五百 羅漢이 虛空로셔 려오나 <月釋 25:60b> 

8) 물론 이때 결합한 ‘ㅅ’이 선행명사의 종성뿐만 아니라 후행명사의 초성에 위치하기도 하
기 때문에 관형격조사 ‘ㅅ’이나 사이시옷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표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
다. 후에 4장에서 합성명사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합성명사에서 나
타나는 ‘ㅅ’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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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초애 담번을 라 져고매 이베 머구머시면 져근 덛 춤 나면 즉재 됴리라
(醋磨膽礬少許口噙片時涎出立愈) <救簡 2:77b>

ㄷ'. 잠 더디나 짐 브리왓다가 두 잔 술 먹고 믄득 디나가져(暫時間 御下行李
來 喫幾盞酒 便過去) <飜老 上62b-63a> 

(16)의 ‘아니한 ’, ‘아니한 덛’, ‘져근 덛’을 민현식(1991/2004: 229)에서는 단기 
지속상에 속하는 시간 부사로 “대개 구 형식”이라 밝히고 있음에도 시간 명사의 목록에 
포함시켰다.9) 하지만 본고에서는 각각의 구성 요소의 의미가 이들이 통합한 전체 형식
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아니한’ 대신에 ‘져근’을, ‘’ 대신에 ‘덛’을 서로 바
꾸어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때에 이들 표현이 아직 단어화에 이르지는 않았다
고 할 수 있다. 이들을 통사적 합성어가 아닌 구로 보아 시간 명사의 목록에서 제외하
기로 한다.

2.2.1.2. 어휘적 단어와 문법적 단어의 판별 

  이제 시간 명사 목록의 작성을 위해 시간 표현 중에서 단어보다 더 작은 문법 단위
의 것들을 구별해 내고자 한다. 본고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시간 명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세기의 한글문헌으로부터 현대국어 말뭉
치 자료에 이르는 비교적 긴 시기 동안 출현하는 시간 명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
서 일부 시간 명사의 경우에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자립명사로서 시간 명사 목록에 
포함되는 데에 문제가 없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문법화함에 따라 시간 명사의 목록
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한다. 특히 문법화 과정의 경계에 있어 어휘
적 단어인 형식명사에도 문법적 단어인 조사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아 시간 명사의 목
록에 넣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그 중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 명사 
‘’에서 변화한 ‘께’와 ‘즈’에서 변화한 ‘쯤’이다. 이들은 현대국어 사전류에서는 모두 
접미사로 기술되어 있으나 논의에 따라서는 형식명사 내지 의존명사로 보기도 하고 보
조사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문법적 지위를 판별하기 위해 먼저 의존명사와 보
조사, 접사의 구분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먼저 살피기로 한다. 
  최형용(1997)에서는 이전의 논의들에서 형식명사와 보조사, 접미사를 판별하는 기준

9) 정동경(2005)에서도 이들을 시간 명사의 목록에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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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범주가 가지는 원형성을 밝혔다. 즉, 각각의 범주에서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속성을 밝히고 그 속성들을 최대한 많이 가질수록 원형적인 구
성원으로 보았다. 최형용(1997: 7~49)에서 밝힌 형식명사, 보조사, 접사의 원형성은 
다음과 같다.

(17)ㄱ. 형식명사의 원형성: 형식명사들은 문장 속에서 홀로 설 수 없는 ‘의존성’을 
본질적으로 가진다. 따라서 ‘관형어의 선행’이 필수적이다.

ㄴ. 보조사의 원형성: 선행어로 명사(및 명사 상당의 구나 절)뿐만 아니라 부사나 
어미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ㄷ. 접미사의 원형성: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키지만 통사적 과정에는 참
여하지 않는다. 

  
  호정은(2008)에서는 의존명사와 접미사, 의존명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판별기준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8)ㄱ. 의존명사와 접미사의 판별기준: 의존명사는 구 단위 이상이 선행하여 결합될 
수 있으나 접미사는 그렇지 못하다(호정은 2008: 146).

ㄴ. 의존명사와 (보)조사의 판별 기준: (보)조사는 관형어구 이외에도 명사구, 체
언-부사격조사 결합형, 용언 연결어미 등의 단위와 통사적 관련을 맺으면서 
실질적 의미 없이 기능적인 면만을 수행한다(호정은 2008: 135).

(18ㄴ)에서 알 수 있듯이, 호정은(2008)도 최형용(1997)과 마찬가지로 의존명사의 범
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명사구가 아닌 관형어구의 선행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자면 의존명사와 접미사, 보조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이들에 선행 성분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선행 성분이 구 
이상의 단위인 경우는 형식명사 혹은 보조사로, 선행 성분이 단어 이하의 문법 단위인 
경우는 접미사로 구분한다. 또한 의존형식이 구 이상의 단위를 선행시키는 경우에는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 어미를 선행어로 취하는 용례를 보이는 것들에 한하여서만 의존
명사로 보고 이들을 선행어로 취하는 예를 발견할 수 없으면서 명사구만을 선행 성분
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보조사로 처리하기로 한다.

①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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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중세국어 시기 문헌에 나타나는 ‘께’의 용례이다. ‘께’라는 어형은 중세국어에
서 근대국어에 이르는 시기의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께’의 선대형으로 볼 
수 있는 ‘’류가 중세국어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10) 15세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
류는 선행 성분으로 용언이 ‘-ㄴ/ㄹ’의 관형사형 어미를 취한 형식이 올 수 있다.

(19)ㄱ. 工夫ㅣ 다가 흐워기  디위 고 서의히  디위 야 滋味 업슨  니르
거든(工夫ㅣ 若到濃一上淡一上야 無滋味時어든) <蒙山 38b>

ㄴ. 묏 나조  구루미 모다시니 도라갈  길흘 迷失가 전노라(山晩浮雲合 
歸時恐路迷) <杜初 8:51b>  

(19ㄱ, ㄴ)의 ‘’는 모두 “어떠한 행동을 한 때 혹은 할 때”를 의미하여 이때의 ‘’는 
모두 ‘때’와 같은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들어서부터 ‘’류가 시간 명사(구)를 선행 성분으로 취한 예를 보이기 시
작한다.

(20)ㄱ. 이  스므날 길 나리다(這月二十頭起身) <飜朴 8b> 
ㄴ. 나 함챵을 가면 그믐 가셔 열 와셔 보 올라 가고져 뇌 <순천 

52:16>
    

(20)과 같이 ‘’류가 시간 명사구를 선행 성분으로 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의미
가 “~할(한) 때”보다는 “쯤”이나 “무렵”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류 앞에 시간 명사가 아닌 성분이 통합하는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1)ㄱ. 그 太子ㅅ 나히 漸漸 라거시 <釋詳 3:5a>
ㄴ. 아 사괴야 노더니 다 업스니 喧卑 世俗ㅅ 이레 잇겨 니노라(童孺交

遊盡 喧卑俗事牽) <杜初 24:53b>
ㄷ. 아 서르 돌오던 사미 다니 宇宙에 이 人生이 도다(兒童相顧盡 宇

宙此生浮) <杜初 24:47b> 

10) 정동경(2005)에서 ‘’는 ‘’에 특이처격조사인 ‘의’가 결합한 형태가 어휘화하여 생겨
난 것으로 ‘’가 현대국어의 ‘께’의 직접적인 소급형이 된다고 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정
동경(2005)를 참고하기를 바라며 본고도 같은 입장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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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경(2005)에서는 (21ㄱ)와 같은 용례에서 보이는 ‘그’는 ‘’와 같은 의존명사에 
지시관형사가 결합한 어형이 대명사로 굳어진 것이라 하였다. (21ㄴ, ㄷ)은 명사나 조
사통합명사구에 ‘’가 결합한 것으로 [명사+명사] 혹은 [명사+ㅅ+명사]와 같이 통사
적 구성으로 구 형식을 띠고 있으나 “어린 시절” 정도를 뜻하여 한 단어로도 볼 수 있
다. 이때의 ‘’류는 (19)와 마찬가지로 “때” 혹은 “시절”을 의미한다. 
  아래는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류의 용례이다.

(22)ㄱ. 그 병이 됴 일도 잇올 시니 아니 뵈오링잇가 <捷解初 2:5b> 
ㄱ'. 그은 病氣ㅣ 平愈거든 뵈오리이다 <改捷 2:8b> 
ㄴ. 오기 어 나 고 <은진宋奎濂 57>
ㄷ. 路次 處處의 일 힐 덧도 아므  아므  對馬島 나실 양으로 닐러시

니 <捷解初 6:12a> 
ㄹ. 녜날 내 알 부쳬 이셔 스므날 브터 머글 것 여 주고 <병자 366> 

(22)'ㄱ. 나 브듸  일로 쳥숑의 일로 가니 월 열흘로야 오로쇠 <곽씨
102-9>

ㄴ. 방이 초닷쇗 이 날 거시니 혀 과거옷 면 이 그믐로 려 가고 
과거옷 몯 면 이  보름로 려 가리로쇠 <곽씨 152-6>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17세기 문헌에서는 ‘’류가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 성분으
로 취한 용례를 ≪杜初諺解≫ 중간본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를 볼 때에 이 시기에는 
이미 ‘’류가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 성분으로 취하는 용법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
다. 그 외 ‘’류가 지시사, 의문관형사를 취한 일부 예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선행 
성분으로 시간 명사(구)를 취한 예만이 나타났다. 18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지시관형
사와 ‘’류가 결합한 형이 굳어져 단어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류는 현대국어에서의 
‘께’의 용법과 같이 선행어로 시간 명사구만을 통합하고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용례
를 살펴보면 시간 명사구가 아닌 다른 성분에 통합한 경우에는 ‘’류가 “~한 때” 혹은 
“~할 때”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시간 명사구에 통합했을 경우에만 “~즈음, ~무렵”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22)'은 근대국어 시기에 보이는 예로서 ‘’류가 격조사 ‘이’나 ‘의’가 통합하여 굳어
진 어형이 아닌 원래의 ‘’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 몇 안 되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며 이러한 용례는 <현풍곽씨언간>에서만 주로 나타난다. 이때의 ‘로’ 혹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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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동일한 시기에 보이는 ‘’류와 같이 “~무렵, ~쯤”의 의미를 갖고 있다. ‘’류가 
‘’에 부사격조사를 결합한 것과 평행하게 이때에는 ‘’ 혹은 ‘’에 모두 부사파생접
미사인 ‘-로’를 결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과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류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
다.

(23)ㄱ. 이 쵸 칠팔일 쟈 가거드면   변리로 혹 밧 거슨 무방다 
지나 <독립 1897년 5월 11일자>

ㄴ. 미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이 공사가 자리를 뜬 지 20여 분이 지난 저녁 
8시15분께 백 대령과 함께 클럽문을 나서던 김씨에게 접근했다. <한국일보 
96-11 칼럼>

(23ㄱ)과 같이 개화기 문헌에 이르러는 ‘’의 후대형으로서 현대국어의 ‘께’로 이어지
는 ‘’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용법이 이어져 현대국어에서도 ‘께’가 명사구를 취하면 
“~쯤, ~무렵”을 의미한다. 그런데 ‘’류가 “~무렵, ~즈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경우에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까지는 [시간성]을 가지는 명사구만을 선행 성분으로 취하는 
예만이 보였는데 아래와 같이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시간성]을 가지지 않은 명사구
도 선행 성분으로 취하는 예도 나타나게 된다.

(24)ㄱ. 시간 때문에 가봉 과정이 생략되어 제작된 제이슨의 예복은 허리께가 약간 
컸다. <푸른 수염의 첫번째 아내>

ㄴ. 대문께를 벗어나 큰길로 향하는 효철의 뒷모습을 수혜는 집 앞에 선 채로 지
켜보았다. <아름다운 그 시작>

현대국어 이전의 문헌에서는 ‘’가 시간 명사구가 아닌 다른 의미 영역에 속하는 명사
구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시간성]을 띠었던 것과는 달리 현대국어
에서 [시간성]을 갖고 있지 않은 명사구를 취하였을 경우에 ‘께’는 [시간성]보다는 [공
간성]을 띤다. (24)의 예처럼 시간 명사(구)가 아닌 다른 명사구를 취한 경우는 공간
적으로 개략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이를 정리하면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때”를 의미하
던 ‘’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대략적인 시점을 나타내는 “쯤, 무렵”의 의미를 거쳐 시
간성을 나타내지 않는 예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선행 성분으로 용언의 관형사형을 취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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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의존명사의 용법을 보였으나 근대국어 시기 이후로는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 성
분으로 취한 예는 발견할 수 없고 시간 명사(구)만을 선행한 예만이 보여 의존명사로
서의 용법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국어 시기 이후에 ‘’류는 접미사 혹
은 보조사로서의 용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행 성분으로 단어 이상의 명사
구를 선행하기 때문에 ‘께’는 접미사보다는 보조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② ‘쯤’
 
  이제 현대국어 사전류에서 접미사로 처리되어 있는 ‘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동경
(20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쯤’은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출현한 ‘즈’류가 
형태ㆍ의미적인 변화를 겪어 그 결과로 19세기에 출현한 ‘’을 그 선대형으로 갖고 있
는 단어이다. 
  현대국어 사전류에서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쯤’을 접미사로 본 논의에는 고영근
(1989: 515), 임동훈(1991: 12~16), 안주호(1997: 275~279)가 있다. 고영근(1989: 
515)에서는 ‘쯤’이 체언과의 통합관계는 매우 자유로운 편이지만 ‘쯤’의 앞에 어떠한 
조사도 삽입될 수 없어 체언과의 밀착도가 조사에 비하여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접미
사로 분류하였다. 임동훈(1991)에서는 시간의 ‘쯤1’은 접미사로, 비하의 ‘쯤’은 특수조
사로 구별하였다. 안주호(1997) 또한 고영근(1989)에서와 마찬가지로 ‘쯤’에 선행 명
사에 제약이 없으므로 ‘접사’보다는 ‘조사’에 가깝지만 ‘쯤’ 앞에 다른 조사가 올 수 없
다는 점 때문에(*학생이쯤, *학생을쯤, *학생에게쯤, *학교에서쯤) ‘쯤’을 접사로 처리
하기로 했다. 
  이와 다르게 임홍빈(1987: 404), 이현희(1994)에서는 ‘쯤’을 의존명사 혹은 형식명
사로 보았다. 임홍빈(1987: 404)에서는 ‘쯤’이 명사가 아닌 명사구 뒤에 연결되고 이렇
게 연결된 구성에서 선행 명사구는 관형성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관형성분에 의하
여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의 하나로 취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쯤’을 조사로 본 논의에는 신지연(1999)가 있다. 이 글에서는 조사 설정
의 경계에 있는 단어군을 나누어 ‘쯤’을 ‘들, 씩, 깨, 짜리’와 함께 특수조사와 접미사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대부분의 체언과의 통합이 가능하며 ‘[한 달에 한 번]
쯤’처럼 단일 체언 이상의 구나 절 단위에도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굴절접사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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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국어 이전 시기의 문헌들에서와 현대국어 말뭉치 자료를 살펴보면 현대국어의 
‘즈음’과 ‘쯤’은 둘 다 ‘즈’에서 출발하여 형성된 것이지만 ‘즈음’류는 지시관형사, 명
사구, 관형사절, 관형격조사가 통합되어 있는 명사구를 선행 성분으로 취하는 것과 달
리,11) ‘’류는 지시관형사와 명사구만을 선행 성분으로 취한다.

(25)ㄱ. 치옴 더외 變移 즈음을 當야 더옥  늣기믈 더으니 <家禮 10:48b>
ㄴ. 옥지 나조히 도록 고로이 기리며 의심 즈음에(玉之竟夕苦待疑訝之間) 

<東新 烈 3:21b>

(26)ㄱ. 그 마을 뒤 바회틈으로셔 암물이 흘너 돌움물에 두어 그릇 가득여 잇
 <대한매일 1907년 11월 9일자>

ㄴ. 아마 십이월 십오일 태평양으로 발 듯다더라 <대한매일 1907년9
월4일자>

ㄴ'. 그게 그해 팔월 스무날께쯤 되었었는지 빗방울이 뚝뚝 듣는 초가을날 오후이
었다. <만세전>

ㄷ. 여성지를 좇던 내 눈은, 사내가 말을 마치고 내 대답을 기다릴 때쯤, 분석된 
내 성격 앞에 이르렀다. <문학과지성사 2002>

(25)는 ‘즈음’이 선행 성분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는 예이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부
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즈음’에 선행 성분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합하는 예가 다
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에 ‘’은 (26)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구를 선행하
는 예가 대부분이다. (26ㄴ, ㄴ')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과 현대국어 말뭉치 용례에
서 ‘’가 ‘’에 선행한 예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 선행 성분으로 명
사구만이 통합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를 보조사로 본다면 그 뒤에 오는 성분은 
의존명사나 접미사일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안주호(1997: 277)에서 ‘쯤’ 앞에 다른 조사가 올 수 없다는 형태적
인 면 때문에 ‘쯤’을 접사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동경(2010: 120)에서는 “우리 
여기(에)서쯤 길을 건널까?”와 같이 극히 제약적이지만 ‘쯤’이 조사를 선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에)서’를 격조사라 한다면 ‘쯤’ 또한 격조사에 선행하는 예가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격조사에 후행하는 예도 보인다는 점, (26ㄴ, ㄴ')처럼 ‘께’가 보
조사라면 그 뒤에 통합한 ‘쯤’은 의존명사나 접미사일 수 없다는 점에서 ‘쯤’을 보조사

11) ‘즈음’에 선행 성분들에 관한 그 밖의 용례들은 정동경(201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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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할 수 있다.

2.2.2. 품사의 판별

  그동안의 시간어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시간 명사와 시간 부사를 구별하는 기준
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오늘’, ‘내일’과 같이 격조사의 통합 없이 문장 안에서 
수식 기능을 담당하는 시간어들을 여러 논의에서 시간 부사로 언급하고 있는데 본고에
서는 이런 시간어들을 명사에 귀속시키고자 한다. 그를 위해 이 절에서는 이들 단어들
이 명사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들 단어들이 격조사의 통합 없이 부사처럼 쓰이
게 된 이유를 통시적인 문법 현상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본고에서 명사와 부사를 가르는 판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전의 
논의에서 언급되었던 명사와 부사의 품사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명사
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정희정(2000), 이병규(2006), 이규호(2008ㄱ)이 있
다. 정희정(2000: 27-36)은 명사구와 명사의 특성을 나누어 설명했는데, 명사구는 조
사와 결합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문장의 한 성분이 되며, 명사에 따라 관형어와 결합하
기도 하며 홀로 나타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명사는 일반적으로 조사 없이 후
행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사 없이 부사로 쓰일 수도 있으며, ‘이다’, ‘하다’
와 함께 서술어로 쓰인다. 이 논의에서는 명사가 이렇게 조사 없이도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명사 자체에 관형성, 부사성,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며 이러한 기능은 명사의 의미적인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병규
(2006)에서는 명사를 다른 품사와 구별시켜 주는 특징으로 형태론적으로는 격조사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 통사론적으로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문장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의미론적으로 사람, 사물, 장소, 사태 등
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이규호(2008ㄱ)에서는 명사의 격조사 통합과 
관련하여 모든 격조사와 통합한다고 하여 이를 명사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주격조사
나 목적격조사는 보조사적인 용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 판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게, 로’, 관형격조사 ‘의’와 그런 관계를 보
여주는 ‘-인’, 접속조사 ‘와/과’에 선행하는 경우에만 명사로 보았다.
  다음으로 이전의 논의에서 나타난 부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최현배(1937/1961: 
587~593)에서는 부사는 용언의 앞에 쓰여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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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다른 수식언이나 부사, 구나 절 앞에서 수식 기능을 가짐을 언급했다. 또한 부사 
단독으로 수식 기능을 감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가 통합되어 부사 기능을 수행
하기도 함을 언급한다. 심재기(1982/2000: 403)에서는 ‘부사(副詞)’라는 용어의 ‘부
(副)’에서 알 수 있듯이 기원적으로 대부분의 어휘가 다른 단어, 명사나 동사로부터 파
생되어 부차적으로 생성되었으며 통사적으로도 동사구나, 동사, 문장을 수식 한정하여 
동사구 구성이나 문장 구성상 부차적 기능을 한다고 했다. 고영근ㆍ남기심(1985/1993: 
403)에서는 부사의 기능을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제한해 주는 것
이라 했다. 
  이상을 종합해 보자면 명사와 부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27) 명사 판별 기준12)
 ㄱ. 명사는 관형어(관형사, 관형사구, 관형절)가 자유롭게 선행할 수 있어야 한다.
 ㄴ. 명사는 부사격조사 ‘에’, ‘(으)로’ 등에 선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외에도 관형

격조사 ‘의’, 접속조사 ‘와(과)’의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28) 부사 판별 기준
ㄱ. 부사는 용언, 기타 수식언, 구나 절의 앞에 쓰여 이들을 수식한다.
ㄴ. 부사는 단독으로 수식 기능을 감당하지만 조사가 통합되어 부사 기능을 수행

하기도 한다. 
ㄴ'. 부사에 통합되는 조사에는 (보조사나 부사격조사, 속격조사, 접속 조사를 제

외한) 격조사가 있다.

  본고에서 명사인지 부사인지 판별해 보고자 하는 시간어들은 다음과 같다.13)

(29)ㄱ. 오, 
ㄴ. 이제, 그제2, 저제

12) (27)의 명사 판별 기준은 부사로부터 명사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에 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존명사와 같이 필수적으로 선행어를 취하는 경우에는 부사로도 
쓰이는 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27ㄴ)의 조사 통합과 관련한 판별 기준은 의존명사에
는 해당되지 않는다.

13) 본고에서는 (27), (28)의 기준에 따라서 (29)에서 보인 시간어들 외에도 다른 시간어
들이 보이는 통시적인 문법적 양상에 따라서 각각 시간 명사와 시간 부사로 분류하여 3
장에서의 시간 명사와 시간 부사 목록을 확정하였다. (29)의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어들이 명사 혹은 부사로 품사를 정해지게 된 과정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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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어제, 그제1, 어젓긔, 그젓긔, 그럿긔
ㄷ. (每日), 년(每年), 삭(每朔), , 쥬(每週), 매해

 
(29)의 시간어들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부통용어로 올라 있는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격조사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명사로, 격조사가 통합되지 않고 단
독으로 문장 안에서 수식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부사로 분류된 것들이다. (29ㄱ)은 직
관적으로 명사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합 없이 문장 안에서 수식 기능을 한다 하
여 여러 논의들에서 부사로 분류된 것들이다. (29ㄴ, ㄴ')은 현대국어 이전 시기의 문
헌에서 부사격조사 통합과 관련하여 “때”를 의미하는 ‘적’, ‘’의 격조사 통합양상과 비
슷한 모습을 나타내던 것들이다. (29ㄷ)은 관형사 ‘(每)’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명
사와 통합하여 합성어를 이룬 것이다. 

2.2.2.1. ‘오’, ‘’

  먼저 ‘오’이 단독으로, 혹은 격조사를 통합한 채로 나타나는 예를 시대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0)ㄱ. 起屍餓鬼中에 나리라 더니 내 오 起屍餓鬼中에 냇노라 <月釋 9:36-2a> 
ㄴ. 내 佛道 爲야 無量土애 처브터 오 니르리 諸 經 너비 닐오(我爲佛道

야 於無量土애 終始至今히 廣說諸經호) <法華 4:145b>
ㄷ. 내 이제 마 觀世音菩薩이 나 授記샤 닙와 오로브터 永永히 너와 

원슈디 아니호리라 니고(我此時旣䝉觀世音菩薩與我受記了 從今永不與汝爲
寃道了) <觀音 11b> 

ㄷ'. 내 오브터 외야 뎌글  조초 아니며 <釋詳 21:47b>  
ㄹ. 우리 長夜애 부텻 조 戒 디니다가 처 오에 果報 得호며(我等이 

長夜애 持佛浮戒다가 始於今日에 得其果報며) <法華 2:254b>
ㄹ'.  房 딕 비 야 오  얻과라 깃거 더니 <月釋 7:9a> 
ㅁ. 오리 스므이트리로소니 새배 히  리로다(今日是二十二 五更頭 正

有月明) <飜老 上25a>

(30)은 모두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의 용례들이다. 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오’은 
다양한 격조사와의 통합이 자유롭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30ㄱ, ㄴ)의 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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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을 부사로 분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30ㄷ~ㄹ')에 이르는 
예들을 보면 동일한 환경에서 관형격조사 ‘ㅅ’, 부사격조사 ‘로’, ‘에’가 수의적으로 통합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0ㄱ, ㄴ)을  (30ㄷ~ㄹ')과 마찬가지로 ‘오애’로 
쓰일 수 있는 환경에서 ‘애’를 생략하고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30ㄹ)의 ‘에’를 제외하고는 ‘오’에 ‘애(에)’를 통합하고 나
타나는 예를 찾을 수가 없다. 
  다음은 근대와 개화기 문헌에서의 ‘오’의 용례이다.

(31)ㄱ. 오에 다라 섭섭기 올 양도 업오니 <捷解初 8:26b>
ㄱ'. 지금 판국이 단단기가 반셕과 흐니 오에 입회면 일에 관찰군슈

가 슈즁에 잇다 <대한매일 1907년 7월 21일자>
ㄴ. 비록 그러나 오과 일과 밋 후날에 내가 맛당히  거시니 <신약 누

가복음 13:33> 

(31ㄱ, ㄱ')은 ‘오’에 부사격조사 ‘에’가 통합한 예이다. 이뿐만 아니라 접속조사 ‘와/
과’가 통합한 (31ㄴ)과 같은 예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32)ㄱ. 일 디나거 션 톄엿 고기 머거도 므던타  <순천 141:3>
ㄴ. 나 일사 갈가 시븨 <순천 118:1>

    ㄷ. 來日엔 너를 드려 宮人 사모리라 고(來日入爾爲宮人) <三綱(런던) 烈30>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 ‘來日’이 ‘’, ‘’, ‘일’ 등과 같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에’가 통합한 예는 찾을 수 없다. 다만 (32ㄷ)과 같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에’가 통합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32ㄱ)은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단독
으로 실현된 예이며 (32ㄴ)은 ‘에사’에서 ‘에’가 생략된 채로 보조사 ‘사’만 실현된 예이
다.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면 ‘’은 더 많은 격조사와 통합된 예들이 나타난다.

(33)ㄱ. 나 일로 가려 졍여 이시니 사을 장 일 보내소 <곽씨 13-6>
ㄴ. 오날 그 돈 쓸 각만 고 그러케 써 버런즉 일이 되거드면 낫기 로

에 오날만도 못 지라 <독립 1896년 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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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보라 너희 말 쟈 오날과 혹 일에 쟝차 아무 셩에 가  거긔이서 
댱사여 돈 남길이라 나 <성전 야고보서 4:13>

  이현희(1995: 537)에서는 이렇게 ‘오’이나 ‘’과 같은 어휘들에서 부사격조사 
‘에’가 통합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단독으로 부사어 역할을 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 외에도 ‘ㄹ’ 말음을 가지는 일부 명사류에서 처격조사 ‘애’나 ‘에’의 통합
이 저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14) 또한 ‘오’, ‘’과 같이 품사의 통용현상
을 보이는 것으로 언급되는 예들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들이 명사와 
부사로 쓰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이렇게 유독 ‘오’과 ‘’에서만 ‘애/에’통합이 저지되는 현상으로 인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을 부사로 인식하고 그렇게 분류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위에
서 확인한 예들을 통해 ‘오’이나 ‘’과 같은 성격의 어휘들에서 ‘에’가 통합되지 않
고 단독으로 쓰여 부사로 분류되었던 것들은 이들이 부사여서가 아니라 본래 명사에 
부사격조사가 통합된 것에서 ‘에’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오’, ‘’은 본래 명사지만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에’ 통합의 
저지현상으로 말미암아 단독으로 쓰이는 용례가 많았으며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부사격조사나 접속조사 등의 결합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이들
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많은 것은 이전의 제약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이들을 부사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현대국어 말뭉치 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관형어가 ‘오늘’이나 ‘내일’을 수식하는 용례를 찾을 수 있어 이것 또한 이들이 명사임
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15) 따라서 이들을 명사로 보고 단독으로 실현된 경
14) 이현희(1995: 537)에서 언급했듯 후기 중세국어에서 시간 개념을 가지면서 ‘ㄹ’ 말음을 

가지는 명사구라고 해서 반드시 처격조사 ‘에’의 통합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다. ‘今日에
’, ‘正月에’, ‘섯래’, ‘오나래’, ‘오나래’, ‘녯나래’, ‘날애’, ‘일나래’와 같이 ‘ㄹ’ 
말음명사에 조사 ‘에’가 통합된 예는 많다.

15) ‘오늘’과 ‘내일’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이때 ‘오늘’과 ‘내일’
은 직시적(deictic) 표현이 아닌 각각 ‘현재’와 ‘미래’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
였음을 알 수 있다.

ㄱ. 윤회의 노래 다음의 어느 시인의 노래를 통해, 아픈 오늘이 더 성숙된 내일로, 
아쉬운 이생의 삶이 더 영근 내생의 삶으로 연결되어, 영원히 살아 갈 수 있
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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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엔 명사로서의 ‘오’, ‘’이 부사성을 띠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2.2.2.2. ‘이제, 그제2, 저제’, ‘어제, 그제1, 어젓긔, 그젓긔, 그럿긔’

  명사가 부사가 되거나 혹은 부사성을 띠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규호(2008ㄱ: 78)에서는 어떤 명사가 접속조사와 결합했을 때와 부
사격조사와 결합했을 때는 명사성의 정도에서 차이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사가 부
사가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때 명사와 부사격 조사 
‘로, 에’의 결합형이 부사어로 기능함에 따라 이 전체 구성이 가진 부사성이 명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보았다.

(34)ㄱ. 명사의 부사화 1단계: 명사는 부사격조사와 결합하면 얼마간 부사적 성격도 
띠게 된다.

   ㄴ. 명사의 부사화 2단계: ‘명사+로, 에’ 구성에서 조사가 생략됨으로써 부사성 
명사가 부사로 굳어진다.

이규호(2008ㄱ)의 논의에 따르면 ‘오늘, 내일’이 부사격조사 ‘에’ 등과 통합하여 부사성
을 띠게 되고 이에서 부사격조사가 생략된 단독형에 그 부사성을 전가하게 되어 ‘오늘, 
내일’ 자체가 부사로 인식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 비교될 만한 어휘들이 앞서 언급한 (29ㄴ)의 것들이다. ‘오늘’, 
‘내일’의 부사성은 격조사 생략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29ㄴ)은 부사격조사 통합형
이 그대로 굳어져 부사성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동경(2005)에서는 시간 명
사에 부사격조사 ‘/의’가 통합한 형태가 굳어져 쓰이거나(//>), ‘자음+ㆍ/ㅡ’
의 연쇄적 탈락에 의하여 변형된 형태가 명사로 굳어진 후 새로이 단어의 자격을 얻어 
부사격조사 ‘예’의 통합을 저지하고 단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살핀 바 있는데16) 
    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성장해 온 교회 역시 반생명적인 죽음의 문화에 처해진 오

늘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과 그 해결을 모색하려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봐
야 한다. <평화신문> 

16) 이현희(1995: 536)에서는 이를 “‘예’ 통합의 저지현상”이라 하였다. 박진호ㆍ황선엽ㆍ이
승희(2001)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의미를 지닌 명사들 중 ‘새박/새배’와 같이 어휘적으
로 관련이 있는 두 어형이 공존하는 어휘들에서 후자의 어형이 전자의 어형에 부사격조
사가 결합된 형태에서 전자어형의 어말자음과 모음 ‘ㆍ/ㅡ’의 탈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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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제’, ‘저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29ㄴ)의 어휘들은 모두 지시관형사 ‘이, 그, 저’와 때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제’가 
결합한 것들이다. 먼저 ‘이제’와 관련하여 ‘적’에 조사 ‘의/’가 통합한 예들부터 보기로 
한다.

(35)ㄱ. 이저긔 여러 經에 여 내야 <月釋 1:釋序 4a> 
    ㄴ. 이적의 니조참판 뎡은이 국셔의 칭신믈 보고 분통야 샹소니 <산성 

89> 

(35)는 “이때” 또는 “지금”을 뜻하는 ‘이적’에 특이처격조사인 ‘의’가 통합한 것들이
다.17) 이들은 모두 부사격조사 ‘의’가 통합하여 부사어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이제’의 후기 중세국어 시기 문헌의 용례이다. 부사격조사 ‘예’가 통합되어야 
할 자리에 부사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예’ 통합의 저지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예’가 통합된 용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6)ㄱ. 地藏菩薩이 오란 劫브터 오매 이제 니르리 衆生 度脫호 <月釋 21:64a>
ㄴ. 天地예 니 이제와 녜와애 반기 듀미 업서 分明히 눈 알 잇도다

(塞天地니 今古애 應無墜야 分明在目前이로다) <金三 4:12b> 
ㄷ. 그러나 이제로 녜 보건댄 모 해 어긔니(然이나 以今視昔건댄 稍多違戾

니) <楞嚴 1:22b>
ㄹ. 낫나치 威嚴이 河嶽 드러치며 비치 녜와 이제예 소사(一一威振河嶽며 輝

騰古今야) <金三 序9a> 
ㅁ. 나도 나갈  다고 이제사 시긔 일 몯로다 <순천 144:14> 

‘이제’는 부사격조사 ‘로’, 접속조사 ‘와’ 등 다양한 조사들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유독 부사격조사 ‘예’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는 (36ㄱ, ㅁ)과 같이 생략되어 나타나지 

17) 이숭녕(1980)에서는 중세국어의 특이처격 ‘/의’가 기초어휘, ‘신체, 방위, 천문·시령, 
지리·광물, 식물, 음식, 가옥, 가구, 수사, 운송수단’을 의미하는 어휘에 통합된다고 하였
다. 이 중 시간 명사로는 ‘새박, 아, 낫, 나조, 밤, 봄, , 적, 그젓긔, 어젓긔, , 
느지, , 아젹, 날, 설’이 있다. 이렇게 관형격조사 ‘/의’가 특이처격으로 사용됨으로 인
해 이들 어휘에 관형격조사를 통합해야 할 경우에는 합성어를 이루거나 어간을 변형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안병희ㆍ이광호(1990)에서는 관형격조사 ‘/의’와 같은 
형태로 처격을 나타내는 ‘/의’가 사용되는 환경으로 특수 곡용을 제외하고 자음으로 끝
나는 명사라는 음운론적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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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부사격조사 ‘예’가 통합된 유일한 예로 찾을 수 있는 것이 (36ㄹ)인데 이때에
는 ‘예’가 ‘이제’에 통합되었기보단 ‘[녜와 이제]예’와 같이 구에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박진호ㆍ황선엽ㆍ이승희(2001)의 논의를 토대로 ‘이적의’에서 ‘ㄱ+으’가 탈락되어 
굳어진 것이라 설명할 수 있는 ‘이제’는 단순히 ‘이적의’가 뜻하는 “이때에”가 아니라 
“바로 이때” 혹은 “지금18), 현재에” 등으로 의미의 변화도 일으켰다. 
  다음은 근대와 개화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이제’의 용례이다.

(37)ㄱ. 요한복음 쟝에  닐샤 날이 니르럿니 이제가 이 라 셧니 <신
학 7:65> 

  ㄴ. 대개 셩이 신이 강야 사이 되엿다 말을 듯기를 깃버일너니 이제
에 니러 구셰교가 인도국에 드러가매 <신학 7:45> 

‘이제’의 말음이 /j/이기 때문에 주격조사 ‘이’가 통합되지 않은 채로 주어 역할을 했던 
이전 시기와 달리 (37ㄱ)과 같이 개화기 문헌에서는 주격조사 ‘가’와 통합한 예도 보이
고 (37ㄴ)과 같이 부사격조사 ‘에’와 통합한 예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의 용례
에서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채로 부사어로 사용되는 예가 압도적이다.
  다음은 ‘그적’에 특이처격조사가 통합한 ‘그저긔’와 ‘ㄱ+으’가 탈락한 형인 ‘그제’의 
용례이다.

(38)ㄱ. 그저긔 王이 宮中에 드러 랑샤 <月釋 20:105b> 
    ㄱ'. 그제 王이 라 越姬 마 恭敬샤 蔡姬  親히 더시다(於

是예 王이 寤샤 敬越姬之言샤 而猶親嬖蔡姬也ㅣ러시다) <內訓 2:29b> 
    ㄴ. 여러 날 몯 다 머거 그저긔 제 아티 더라(母食之積日不盡 於是心悟 

撫延如已生) <三綱(런던) 孝19>
    ㄴ'. 安樂國이 온  고 往生偈 외온대 王이 그제 太子 고 아시고 

<月釋 8:101a>

‘그제’는 ‘이제’보다 조사 통합에 있어서 훨씬 자유롭지 못했던 듯하다. 보조사 ‘’나 
‘’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사와 통합된 예를 찾기 힘들다. 또한 ‘이저긔’와 ‘이제’가 
의미상 차이가 있었던 것과 달리 ‘그저긔’와 ‘그제’는 의미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저긔’나 ‘그제’가 ‘이저긔’, ‘이제’에 비해 사용의 제약을 갖게 된 것에는 후에 언급할 
18) 今은 이제라 <月釋1: 月釋序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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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를 의미하는 ‘그젓긔’나 ‘그제’ 때문인 듯하다.
  마지막으로 ‘뎌제(저제)’의 경우에는 전 시기를 통틀어 그 예가 많지 않다.

(39)ㄱ. 뎌젯 四衆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ㅣ(彼時옛 四衆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
婆夷ㅣ) <法華 6:88a>

ㄴ.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과거에 급제하기를 기다리는 아내는 정성껏 뒷바라지
를 했다.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39ㄱ)의 ‘뎌제’는 한문 원문의 ‘彼時예’에 대응하는데 이를 통해 ‘제’가 ‘적’과 부사격
조사 ‘의’의 결합형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뎌제’ 혹은 ‘저제’ 등의 예를 찾을 수 없으며 현대국어에서도 ‘이제
나 저제나’와 같은 관용표현으로만 나타나서 그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오늘, 내일’류가 부사격조사 ‘에’의 통합이 저지됨으로써 부사어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서 단독으로 실현되어 이들이 부사성을 띤 것으로 보았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 
그제, 저제’의 경우에는 부사격조사가 통합된 형이 재구조화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진 
어휘들이다. 이들은 어원적으로 내부에 부사격조사를 이미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
격조사의 통합이 저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이들이 처음에는 부사로 기능해 조
사통합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았으며 후대로 내려오면서는 어원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
게 되어 이들을 명사로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이전 시기에 보였던 조사통합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이제, 그제, 저제’는 각각 그 어휘화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제’의 경
우에는 형태변화뿐 아니라 의미 변화까지 겪으면서 새로운 어휘로 발전하여 조사 통합
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그제’는 “그저께”를 의미하는 ‘그제’와의 경쟁에서 
밀려 새로운 뜻을 가진 어휘로까지 발달하지 못하고 그 쓰임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으
며 ‘저제’도 현대국어 이전 시기나 현대국어 시기에서 굳어진 표현 외에는 거의 사용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로부터 그 용법이나 세력에 있어서 
꾸준히 일관성을 보여 온 ‘’와의 경쟁에서 ‘적’이나 ‘제’가 밀려나 그 세력이 축소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사격조사를 통합하여 형태변화를 겪어 새로이 형성된 
어형이 보이는 세력의 축소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에서도 보인다. ‘새벽’의 선
대형인 ‘새박’에 부사격조사 ‘/의’가 통합하여 이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새로이 생겨
난 어형이라 할 수 있는 ‘새배’나 “저녁”을 뜻하는 ‘나조’에 부사격조사 ‘/의’가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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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겨난 ‘나죄’는 현대국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모두 현대국어 이전 시기에 사어화 
했다. 이는 모두 이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 혹은 어형과는 달리 음절말 
/j/로 인해 조사 통합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음운상의 제약을 보이는 데에다가 더욱
이 부사격조사가 통합된 어형으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격조사 통합 저지 
현상과 같은 여러 문법적 제약이 뒤따르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부터 이미 부사격조사의 통합이 가능했던 
‘이제’, ‘나죄’, ‘새배’와 같은 어형들은 모두 명사로 처리하기로 하고 부사격조사가 통합
되지 않고 단독으로 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용례는 이들 어형의 형성 과정에 
따른 제약이라고 처리한다. ‘그제’와 ‘저제’ 또한 그 용례가 극히 한정되어 있지만 ‘이
제’와 같은 성격, 즉 동일한 내적 구성을 가지고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
관되게 명사로 처리하고자 한다.
  (29ㄴ)의 부류가 부사격조사 통합형의 재구조화로 인해 어휘화됨으로써 부사격조사
의 통합이 저지됨에 따라 기존 논의들에서 부사로 인식되었던 것이라 한다면, (29ㄴ')
의 부류는 이러한 변화를 겪지는 않았지만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였던 부사격조사 
‘예’ 통합 저지현상으로 인해 단독으로 부사적 용법을 보이던 것이 현대국어에까지 이
어진 결과로 부사라 인식되는 것들이다. 

(40)ㄱ. 그젓긔 오마 고 엇지 오지 아니다 <捷蒙 2:14a> 
    ㄱ'. 양쥬 사 윤션달이라  사이 그젓게 션혜쳥안 싸젼에셔 돈 삼쳔량을 

차져 가지고 셔빙고로 가셔 <매일 1898년8월19일자>
    ㄴ. 내 어저 다가짓 믈 우니 <月釋1:17a>
    ㄴ'. 동경에 류엿던 리규완 시 쳐를 거나리고 어젹게 밤에 환국엿다더라 

<대한매일 1907년7월3일자> 
    ㄷ. 前年 그럿긔 <方言(申部) 7a> 

(40)은 현대국어 이전 문헌에서의 ‘그저께, 어저께, 그러께’의 선대형들이 보이는 용례
이다. 문헌상으로는 이들이 부사격조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격조사와 통합하는 예 또
한 찾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 시간 명사의 말음이 ‘ㅢ/ㅔ’로 끝나기 때문에 
주격조사 ‘이’나 관형격조사 ‘의’의 통합도 저지되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 통합
의 저지현상까지 보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그저께’와 ‘어저께’는 동일한 의미
를 가지는 ‘그제’와 ‘어제’가 공존하고 있었고, ‘그럿긔’는 언어 대역 어휘집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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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례조차 찾을 수 없어 용례 출현 빈도가 낮음으로 인해 격조사를 통합한 예를 더
욱 찾기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현대국어에서는 ‘어저께’와 ‘그저께’를 (27)의 판별 기
준에 따라 명사로 볼 수 있는 용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41)ㄱ. 어저께가 삼우제였어요. <잠자는 갈매기>
    ㄴ. 그러다가 신문에 영구 같은 이름이 나 있더란 말을 들은 것은 바로 어저께의 

일이었다. <피리부는 소년>. 
    ㄷ. 이것은 그러니까 바로 34시간쯤이나 지나간 그저께 오후에 운동장에서 시멘

트 벽돌을 만지다가 튀어 들어간 것이다. <이오덕의 교육일기1>

‘어저께’는 (41ㄱ, ㄴ)처럼 주격조사와 통합하여 주어로 쓰이거나 관형격조사가 통합하
기도 하고 (41ㄷ)처럼 [명사+명사] 구성을 이루기도 한다. 또한 ‘어제’의 현대국어 이
전 용례에서도 격조사와 통합한 예를 ‘어저께’에 비해 많이 찾을 수 있다.

(42)ㄱ. 姜侯ㅣ 鱠 베푸미 치운 겨를 當니 어제와 오왜 다 하  부놋다
(姜侯設鱠當嚴冬昨日今日皆天風) <杜初 16:61b>

    ㄴ. 그 무덤에 어제지도 예수 슬타 던 무덤도 잇 거시오 <신학 1:158> 

이상의 (29ㄴ')의 부류의 용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도 (29ㄴ)의 것들과 마찬가지
로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부사격조사 ‘예’의 통합이 저지된 것으로 해석하면 이들
은 모두 명사-부사 통용어가 아닌 명사로 처리할 수 있다.

2.2.2.3. ['(每)' + 시간 명사]

  먼저 [(每)+시간 명사]로 분석되는 단어들 중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는 ‘(每
日)’의 용법을 살피기로 한다. ‘매일’의 선대형인 ‘’은 15세기 문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43)ㄱ. 每日에  그테셔  술 醉코 도라오노라(每日江頭盡醉歸) <杜初
11:19b> 

ㄴ.  바 누을 제  수레 프러 반 홉곰 머그라(每夜臥時用溫酒調服半合) 
<救簡 6:8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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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ㄱ)은 ‘每日’에 부사격조사가 통합한 예로서 ‘매일’이 명사임을 알 수 있는 예이다. 
이 시기에는 한글 표기형으로는 (43ㄴ)의 예만이 나타난다. 이때 ‘ 바 누을 제’
는 [ [바 누을 제]] 혹은 [[ 밤] 누을 제]와 같이 의미상 두 가지 분석이 
모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밑줄 친 부분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을 보면 ‘每夜
臥時’로 되어 있어 ‘ 밤’은 ‘每夜’를 언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부사인 ‘’
이 명사인 ‘밤’을 수식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명사+명사] 구조로서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5세기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의 용례는 (43)의 예밖에 없지만 16세기에 가
면 ‘’의 용례가 늘어난다.

(44)ㄱ. 史記 에  권이며 반 권 이을 닐거 비로소 효를 볼 거시니(史
記 每日에 須讀取一卷며 或半卷以上야 始見功이니) <飜小 8:35a>  

    ㄱ'. 일에 디녀 렴호 그치디 아니면 일히 관음을 친히 보오며(每日持念
不絶면 必得親見觀世音菩薩고) <六字 25a>

    ㄴ. 일 아 머리 비서 오 빈혀 고자 섬 아래 가 절고 의 올아 싀어마
니 졋 머기더니(每旦애 櫛縰笄야 拜於階下고 卽升堂야 乳其姑더니) 
<飜小 9:29b>

           
(44ㄱ, ㄱ')은 ‘(일)’에 부사격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이고 (44ㄷ)은 ‘일’과 ‘아
’이 통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 것으로 이때의 ‘’은 모두 명사로서의 용법을 보인
다.
  다음은 근대국어와 개화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매일’의 용례이다.19)

(45)ㄱ. 일애 일 즁의 식을 펴되(每日애 設一百僧齋호)<권념 18a>
    ㄴ. 날마다 조고마 고로옴을 밧으면 일의 죄 보쇽이 될 거시오 <성직 

19) ‘’의 다른 형태로 두 번째 음절인 ‘/일’의 ‘ㅣ’ 모음의 영향으로 선행 음절의 ‘ㅣ’가 
수의적으로 탈락한 ‘일’과 같은 형도 나타나는데 이때엔 ‘일’에 조사가 결합한 용례는 
찾을 수 없다.

병난 저기 업니 근심 노힌 저기 업고 일 내 수이 주그로타 니 민망여이다 
<곽씨 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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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b>

(46)ㄱ. 남만쥬 텰도회샤의 슈입금을 됴샤즉 일에 삼만 칠오십일원에 달다
더라 <대한매일 1907년11월9일자>

    ㄴ. 아니 힌 일을 일일히 긔야 일로 평론니 <독립 1999년9월1일자 > 

‘매일’이 격조사와 통합된 예만을 보이면 근대국어 시기에 들어 부사격조사 ‘에/애’ 외
에도 (45ㄴ)과 같이 관형격조사 ‘의’와 통합한 예도 찾을 수 있다. 또 개화기국어 시기
에 이르면 (46ㄴ)과 같이 시간 명사에 통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인 ‘-로’가 
결합한 예도 찾을 수 있다.20) 부사격조사와 결합한 ‘일에, 일로’는 모두 “날마다”를 
뜻하며 관형격조사와 통합한 ‘일’은 “한 날 한 날, 하루하루, 각각의 날” 정도의 뜻을 
가진다.
  현대국어에 이르면 ‘매일’은 더 많은 격조사와 통합되어 나타난다.

(47)ㄱ. 매일이, 계절이, 또 한 해가 그렇게 오고 또 간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사랑
의 이름으로>

    ㄴ.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황금의 감사 리스트' <동아일보 
2002년 기사:  문화>

    ㄷ. "헨리, 자네의 매일 수입 가운데, 보잘것없는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있었으
면……" "아, 매일의 수입 말인가! <세계문학문학선(1)>

(47ㄱ, ㄴ)은 각각 ‘매일’에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통합되어 서술어의 주어나 목적
어 역할을 하는 예이고 (47ㄷ)은 ‘매일’이 관형격조사 ‘의’를 통합하거나 혹은 생략한 
채로 명사를 수식하는 예이다. 이들은 기능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일반적인 명사의 
기능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의미상으로는 이들 용례에서 ‘매일’은 “하루하루, 한 날 
한 날”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47ㄱ)의 경우에는 ‘매일’을 그냥 ‘하루’로 바꿔 말해도 

20) ‘일’에 결합된 ‘로’는 도구나 수단을 의미하는 ‘로’가 아닌 ‘날로, 달로’에서의 ‘로’와 같
은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이현희(2010)에서는 ‘날로, 달로’를 어휘화하여 이미 굳어진 
형태가 아닌 명사 ‘날, 달’과 파생접미사 ‘-로’가 통합하여 부사가 된 파생어로 보았는데 
(46ㄴ)에서 ‘일’에 통합된 ‘-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
사 파생접미사 ‘-로’는 시간 명사에 결합하여 부사를 형성하는 기능뿐 아니라 “~마다” 정
도의 의미도 덧붙여주는 기능을 했는데 이미 관형사 ‘(每)’로 인해서 “~마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일’에 통합된 ‘-로’는 의미에 있어서는 잉여적인 파생을 보여준다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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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차이가 없으며 (47ㄴ)에서도 ‘하루하루’로 바꾸어 써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매일’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현대국어 말뭉치 자료에 이
르기까지 명사로서의 용법을 꾸준히 보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용례를 확인하
면 ‘매일’이 조사를 통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례가 격조사를 통합한 예보다 
더 많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상과 같이 ‘매일’이 명사로서 기능하는 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단독으로 나타나는 ‘매일’은 다른 단어들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래 부사격조사가 통합되어 부사어로서 기능하던 것들이 부사어로서의 기능을 명사에
게 넘기고 그 후 조사가 생략되어 명사가 부사성을 띠고 기능하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에 비해 후대에 출현하는 ‘년’, ‘매’, ‘삭’, ‘매주’ 등과 같은 단어들
도 ‘’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이들 모두를 명사로 
처리한다.21)

2.3. 시간 명사의 목록 
 

2.3.1. 가나다 순별 목록 

  시간 명사의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22)

21) ''가 시간 단위명사와 통합한 단어들이 부사격조사와 통합한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
다.
ㄱ. 년의 술 고기 쟝만여 일향 사을 뫼화 잔여(每年盛辦酒肉會飮鄕人) 

<東新 孝6:16b>
ㄷ. 하현은 삭 이십이일이나 이십삼일이나 이십일의 되나니라 <응진 4a> 
ㄷ. 쳔쥬는 그 학도에 퇴학는 슈와 슈를 라 매에 이십원식 증봉기로 

다는 <매일신문 1898년5월2일자> 
ㄹ. 아조 금점판에 권능도 잇다 하며 매주로 호의호식하다가 <신학 4:208>

22) 각 시기별로 다양한 표기형을 보이는 어휘의 경우에는 최초 출현형만을 보이고 각 어휘
의 다양한 표기형은 뒤에 부록으로 붙인다. 현대국어 시기에 새로이 보이는 것으로 국가 
기관이나 민간 단체 등에서 정한 국경일이나 기념일, 종교 기념일 등은 주로 ‘~절(節)’, 
‘~철’, ‘~일(日)’, ‘~날’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 시간 명사에 속하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
하지만 통시적 고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고의 논의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
문에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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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배일(嘉俳日), 가월(嘉月), 가위, 가윗날, 가을날, 가을밤, 가을봄, 가을철, 각(刻), 간
밤, 개날, 개년(改年), 개동(開冬), 개월(個月), 개추(開秋), 객년(客年) 객세(客歲), 거
년(去年), 거번(去番), (거셰, 거세)(去歲), 거야(去夜), 거월(去月), 거일(去日), 겁(劫), 
겨, 겨ㅎ, 겨을날, 겨울밤, 겨울철, 결, 경(頃刻), 경간(頃刻間), 경쟈(頃者), 경
칩(驚蟄), 계동(季冬), 계명(鷄鳴), 계츄(季秋), 계츈(季春), 계하(季夏), 고금(古今), 고
세(故歲), 고왕금(古往今來), 곡우(穀雨), 공부(工夫), 과셰(過歲), 구정(舊正), 구월
(九月), 구츄(九秋), 국월(菊月), 궁납(窮臘), 그그럿긔, 그글픠, 그날, 그덧, 그럿긔, 그
몸, 그몸, 그몸날, 그믐밤, 그믐칠야(--漆夜), 그, 그, 그시(-時), 그이, 그저긃
픠, 그적, 그젓긔, 그제, 그, 근간(近間), 근년(近年), 근(近來), 근일(近日), 글픠, 금
고(今古), 금년(今年), 금동(今冬), 금만(今晩), 금명(今明), 금명간(今明間), 금셕(今
夕), 금소(今宵), 금시(今時), 금야(今夜), 금음밤, 금월(今月), 금일(今日), 금(今者), 
금츄(今秋), 금츈(今春), 금하(今夏), 긋그적, 긋그제, 긔한(期限), 긔년(朞年), ㅎ, 
졀, 기, 츈(開春), 두벽, 니, 끼니때

ㄴ. 나날, 나잘, 나조ㅎ, 나죄ㅎ, 나조곁, 내죵(乃終), 나날, 나, 날, 날, 납날, 납동(臘
冬), 납삭(臘朔), 납월(臘月), 납평, 납향날, 낮, 낫밤, 낮전(-前), 낫, 내주(來週), 냥, 
녀름, 녀름날, 녁, 년(年), 년셰(連歲), 년월일(年月日), 년월일시(年月日時), 네댓새, 년
대(年代), 년도(年度), 년일(年日), 념간(念間), 염내(念內), 념일(念日), 염전(念前), 념
후(念後), 녜, 녯날, 녯, 녯, 녯적, 뇽날, 누년(屢年), 누년(累年), 누삭(屢朔), 누월
(累月), 누일(累日), 뉵월(六月), 느날, 늦가을, 늦겨울, 늦여름, 늦저녁, 니건, 닐웨, 
닐웻날, 닙담간, (內), 두(來頭), (來日) 

ㄷ. 다년(多年), 다년간(多年間), 다새여새, 다엿쇄, 다음, 다음날, 다음번 단석(旦夕), 단오
(端午), 단오날, 단월(端月), 담, 닷쇄, 닷쇈날, 당금(當今), 당년(當年), 당시(當時), 당
야(長夜), 당초(當初), 대낫, 대보름(大--), 대서(大暑), 대설(大雪), 대소월(大小月), 
대한(大寒), 덛, 뎌, 져녁, 뎌, 뎌적, 뎌뎍, 뎌제, 뎌즈, 뎌즘, 도월(桃月), 돌, 
돋날, 돗날, 동(冬), 동섯, 동기(同期), 동년(同年), 동시(同時), 동안, 동야(冬夜), 동
야(同夜), 동월(同月), 동일(冬日), (동졀, 동절)(冬節), 동지(冬至), 동지섣달(冬至--), 
짓날, 동지, 동천(冬天), 됴셕(朝夕), 됴모(朝暮), 뒤ㅎ, 듀야(晝夜), 듕(中), 듕삭(仲
朔), 듕츈(仲春), 듕하(仲夏), 등시(登時), 등시(等時), 디, 디금(只今), 디제, 모(旦
暮), 슈(-數), , 날, , 우리 

ㄹ. 류두(流頭), 류두일(流頭日), 립동(立冬), 립츄(立秋), 립츈(立春), 립하(立夏), 년(來
年), 월(來月)

ㅁ. 마, 만, 만간(晩間), 만기(晩期), 만졀(晩節), 말(末), 말복(末伏), 말, 망(望), 망
간(望間), 망일(望日), 망죵(芒種), 매단(昧旦), 매분(每分), 매시(每時), 매시간(每時
間), 매야(每夜), 매일없이, 매초(每秒), 매해, 며츨, 며날, 명년(明年), 명됴(明朝), 명
일(明日), 명절(名節), 명절날, 명효(明曉), 모년(某年), 모, 모월(某月), 모일(某日), 
목금(目今), 묘시(卯時), 묘일(卯日), 무근, 무렵, 무시(無時), 문, 물, 믄동, 미(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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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 미시(未時), 미명(未明), 미일(未日), 날(馬-), 일(馬日), ㅎ, , 
년(每年), 달(每-), 삭(每朔), 상(昧爽), (每日), 월(每月), 쥬(每週), 
날, 동(孟冬), 하(孟夏) 

ㅂ. 반공일(半空日), 반공일날(半空日-), 반날(半-), 반년(半年), 반(半-), 반밤(半-), 반
삭(半朔), 반셰(半歲), 반소(半宵), 반야(半夜), 반야삼경(半夜三更), 반오(半午), 반향
(半晌), 밤, 밤낫, 밤(-中), 밤저녁, 밥, 밥, 범날, 보롬, 보롬날, 보롬, 복(伏), 
복날(伏-), 본년(本年), 본월(本月), 본일(本日), 봄, 봄가을, 봄날, 봄문, 봄밤, 봄여름, 
봄졀, 봄쳘, 불수년(不數年), 불수일간(不數日間), 불원간(不遠間), 불일간(不日間), 불일
(不日內), 븐(分), 부희여기, 비래(比來), 암날, 노(白露), 오(百五), 일(百
日), 죵(百種), 쥬(白晝), , , , 니, ,  

ㅅ. 사나, 사시사철(四時四-), 사일(巳日), 사쳘, 사, 사날, 삭1(朔)23), 삭2(朔)24), 삭
망(朔望), 상강(霜降), 삼(三更), 삼경반야(三更半夜), 삼명일(三明日), 삼동(三冬), 삼
잰날, 삼츄(三秋), 삼츈(三春), 삼칠일(三七日), 삼하(三夏), 삽시(霎時), 삽시간(霎時間), 
삿기낫, 상고(上古), 상년(上年), 상슌(上旬), 상오(晌午), 샹원(上元), 상원일(上元日), 
상월(霜月), 상한(上澣), 새박, 새배, 새벽녘, , 명일(四名日), 샹년(上年), 샹한(上
澣), 석년(昔年), 석세(昔歲), 셕역(夕-), 선년, 섣달그믐, 설, 설밑, 섨날, 섯, 서, 
성기(星期), 성동(盛冬), 성하(盛夏), 세기(世紀), 셕년(昔年), 션년(先年), 셰말(歲末), 
셰밋ㅊ, 셰시(歲時), 셰초(歲初), 셍야(星夜), 쇼경(少頃), 쇼날, 쇼만(小滿), 쇼서(小暑), 
쇼설(小雪), 쇼한(小寒), 수릿날, 숙년(宿年), 숙석(宿夕), 순시각(瞬時刻), 술일(戌日), 
슈삭(數朔), 슉셕(夙昔), 슉야(夙夜), 슌(旬), 슌간(旬間), 슌여(旬餘), 슌일(旬日), 슐시
(戌時), 스므날, 슻, 시(時), 시간(時間), 시(時刻), 시샹(時常), 시월(十月), 시일(時
日), 시졀(時節), 시(時在), 식경(食頃), 식시(食時), 신(申刻), 신년(新年), 신새벽, 
신셕(晨夕), 신셰(新歲), 신시(申時), 신원(新元), 신일(申日), 신졍(新正), 신츄(新秋), 
신츈(新春), 신후(申後), 심야(深夜), 심츄(深秋), 십(十載), 경(四更), (巳各), 
시(四時), , 졀(四節), 복(三伏), 달, , , (日) 

ㅇ. 아닌밤, 아래, 아릇문, 아침결, 아침나절, 아침녘, 아침참, 아설, 아설날, 아설날밤, 
아, 아나조ㅎ, 아져녁, 아래, 아랜날, 안(ㅎ), 안날, 안해, 앒, 애저녁, 야(夜
間), 야경(夜更), 야반(夜半), 야밤(夜-), 양월(陽月), 어나이, 어느날, 어느, 어느적, 
어느제, 어덧, 어둑새벽, 어슴새벽, 어름, 어젓긔, 어제, 어날, 어젯밤, 언머덧, 언
제, 얼넌덧, 엊그저께, 엇그제, 엊저녁, 여닐웨, 여래, 여랜날, 여름밤, 여름철, 여시
(餘時), 여일(餘日), 엿샛날, 영일(另日), 영일(永日), 여래아흐래날, 엳, 열, 염쇼날, 
엿쇄, 엿쇗날, 예니레, 오(午), 오간(午間), 오(五更), 오경두(五更頭), 오(五時), 오
뉵월(五六月), 오늘내일, 오, 오날, 오밤, 오동지(-冬至), 오말(午末), 오밤중(--
中), 오시(午時), 오월(五月), 오일(午日), 오전(午前), 오정(午正), 오중(午中), 오초(午

23) 초하루
24)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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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 오후(午後), 온날, 온밤, 온종일, 왼, 올ㅎ, 옰녀름, 올ㅎ, 올, 옰겨을, 옰봄, 
왕년(往年), 왕일(往日), 요, 요조, 요제, 우명일(又明日), 우슈(雨水), 원월(元月), 
월(月), 월여(月餘), 월일(月日), 유년(有年), 유시(酉時), 유일(酉日), 윤날(閏-), 윤년
(閏年), 윤(閏-), 윤월(閏月), 윤일(閏日), 이날, 이듬날, 이듬, 이암, 이, 이래
(以來), 이마작, 이번, 이, 이사, 이이, 이, 이적, 이젼(以前), 이졔, 이졧날, 이즈
음 이터, 이틀, 이틄날, 이 인일(寅日), 인일(人日), 인졔, 읻, 일됴(一朝), 일시(日
時), 일일(日日), 일일일야(一日一夜), 일젼(日前), 일후(日後), 임시(臨時)

ㅈ. 자일(子日), 작금(昨今), 작년(昨年), 작동(昨冬), 작됴(昨朝), 작세(昨歲), 작셕(昨夕), 
작야(昨夜), 작일(昨日), 잠간(暫間), 잠, 잠시(暫時), 잠시간(暫時間), 잡순(帀旬), 장
도막(場--), 장반(將半), 장야(長夜), 쟝(將來), 쟝일(長日), 저녁녘, 저녁참, 저번, 
저우룸날, 저제, 적, 적일(積日), 적일백천(赤日百千), 전년(前年), 전번(前番), 전세(前
歲), 전재(前載), 전전(前前), 전주(前週), 전해, 전후(前後), 점심, 점심나절, 점심때, 점
심시간, 점심참, 접때, 정각(正刻), 정시(定時), 정이월(正二月), (젼, 전)(前), (졈, 점)
(點), 제, 져녁, 젼녁나잘, 져녁, 져년ㅎ, 져뎍, 져졍, 젹년(積年), 젹셰(積歲), 젼
(前), 젼년(前年), 젼두(前頭), 절긔(節氣), 졀일(節日), 졉, 졍게, 졍됴(正朝), 졍삭(正
朔), 졍오(正午), 월(正月), 졍일(正日), 졔석(除夕) 조년(徂年), 조신(早晨), 조조(早
朝), 조조(朝朝), 조(造次), 종일(終日), 죠셕(朝夕), 죵시(終始), 주(週), 주간(週間), 
주말(週末), 주야(晝夜), 주일(週日), 주초(週初), 중복(中伏), 중양(仲陽), 중양절(重陽
節), 중추절(仲秋節), 쥐날, 쥬년(周年), 쥬소(晝宵), 즁야(中夜), 즁양(重陽), 즁원(中
元), 즈, 즉금(卽今), 즉시(卽時), 즉일(卽日), 즘, 지, 지금, 지, 지난밤, 지난번, 
지난여름, 지난해, 지월(至月), 지지, 직금(卽今), 직급, 진일(盡日), 진일(鎭日), 진
일(辰日), 진종일(盡終日), 고급금(自古及今), 시(子時), 간시, 시(暫時), 명년
(再明年), 명일(再明日), 작(再昨), 작년(再昨年), 작야(再昨夜), 작일(再昨
日), 

ㅊ. 차(次), 찰나(刹那), 참, 창월(暢月), 처, 천고(千古), 천년만년(千年萬年), 첫날밤, 첫
겨울, 첫새벽, 첫어름, 첫여름, 첫, 청명(淸明), 쳐서(處暑), 쳠, 쳣가을, 쳥명날(淸
明-), 쳥신(淸晨), 초(初), 초가을, 초겨울, 초경(初更), 초나흘, 초나날, 초닐웬날, 초
다쇈날, 초다엿쇄, 초닷, 초두(初頭), 초복(初伏), 초사흘, 초사흔날, 초삭(初朔), 초슌
(初旬), 초(初生), 초아흐레, 초아흐랫날, 초어스름, 초여닐웨, 초여랫날, 초여름, 초
열흘, 초열흘날, 초엿샌날, 초이레, 초이렛날, 초이날, 초져녁(初--), 초츄(初秋), 초팔
일(初八日), 초하(初夏), 초혼(初昏), 초, 초날, 촌각(寸刻), 촌음(寸陰), 추(鞦), 
축일(丑日), 츈(春), 춘추(春秋), 춘하(春夏), 춘하추동(春夏秋冬), 츄(秋), 츄간(秋間), 
츄긔(秋期), 츄동(秋冬), 츄량(秋涼), 츄분(秋分), 츄셕(秋夕), 츄야(秋夜), 츄일(秋日), 
츄졀(秋節), 츄후(追後), 츈문(春-), 츈분(春分), 츈소(春宵), 츈야(春夜), 츈양하일(春
陽夏日), 츈일(春日), 츈졀(春節), 츈하(春夏), 칠셕(七夕), 칠셕날(七夕-), 칠야(漆夜), 
칠월(七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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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세 근  대 개 화 기 현 대
유형 ①-1
유형 ①-2
유형 ①-3
유형 ①-4
유형 ②-1
유형 ②-2
유형 ②-3
유형 ③-1
유형 ③-2

ㅋ. [예 없음]
ㅌ. 톧기날, 튝시(丑時)
ㅍ. 팔월(八月), 팔월, 편(片刻), 편시(片時), 평단(平旦), 평명(平明), 평셕(平昔)
ㅎ. 하(夏), 하간(夏間), 하루낮, 하루하루, 하야(夏夜), 하오(下午), 하완(下脘) 하일(夏日), 

하졀(夏節), 하지(夏至), 하추간(夏秋間), 하한(下澣), 한가위, 한겨을, 한로(寒露), 한식
(寒食), 한식날, 한낮, 한밤, 한밤중, 한설날, 한여름, 한일(限日), 한즈음, 한즈음게,  해
거름, 해일(亥日), 해종일, 향년(向年), 향일(向日), 향(向者/嚮者), 협순(挾旬/浹旬), 
혜음, 호홀, 혼야(昏夜), 회일(晦日), 효신(曉晨), 후(後), 후년(後年), 호홀, 후망(後望), 
후제, 훗날, 훗보롬, 훗, 희월(喜月), , 날, 밤, 아, 겻, 나잘, 
날, , , 시(-時), 적, 참, 창, , 날, 일(亥日), 낫

2.3.2. 출현 시기별 목록

  아래에 제시한 목록은 각각의 시간 명사가 현대국어 이전의 문헌에서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는 다양한 표기형들을 보인 것이다. 전체 시간 명사 표기형 목록은 
뒤에 부록으로 붙이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그 실례를 보이기 위하여 일부 시간 명사에 
한하여 이들의 표기형을 시대별로 보이기로 한다. 
  이들 표기형은 어느 시기부터 출현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부터 출현하는 표기형은 어느 시기까지 출현하느냐에 따라 ‘①-1’에서 ‘①-4’
유형으로, 근대국어 문헌에서부터 출현하는 표기형은 ‘②-1’에서 ‘②-3’유형으로, 개화
기국어 문헌에서부터 출현하는 표기형은 ‘③-1’, ‘③-2’유형으로, 마지막으로 현대국어
에서만 보이는 표기형은 ④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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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④
<표 1. 시간 명사 표기형의 시대별 출현 유형>

  시간 명사의 출현 시기에 따른 유형별 목록을 일부 보이면 아래와 같다.25)

유형①-1 (각, 刻) (거월, 去月), (겁, 劫), 更點, 古今, (구월, 九月), 그날, 그믐날, 그적, 
그제, (근간, 近間), 近年, 近來, 今春, 期限 

유형①-2 겨, 겨을, 그뭄, 그믐, 그, 긔, 을 
유형①-3 (겨올, 겨, 겨, 겨ㅎ), 그몸날, (그, 그), 그젓긔, (ㅎ, , 

ㅎ), 기 
유형①-4 (겨, 겨슬), 그믐, 그저긃픠, 고젓긔, , 기 
유형②-1 가을, 간밤, 開春, (거년, 去年), (거번, 去番), (거야, 去夜), 거일, 겨울, 결, (경

칩, 驚蟄), (계명, 鷄鳴), 계춘, 고금, 古往, (곡우, 穀雨), 過歲, 九秋, (국월, 菊月), 그
덧, 그시, 근년, (근일, 近日), 글피, 금고, (금년, 今年), 今來, (금명간, 今明間), 今夕, 
(금시, 今時), 今夜, (금월, 今月), (금일, 今日), 朞年 

유형②-2 결을, 경, 경쟈, 구츄, 그글픠, (그뭄날, 금음날), 그이, (그, 그), 그젹긔, 
그졔, (근, 근), 금셕, 금음, 금음, 긋그제, 긔한, 츈 

유형②-3 (가올, 가울, 가), (거셰, 去歲), (게을, 겨으, 겨우), (겨늘, 계을), 겨을날, 경
간, 경쳡, 고왕금, (공부, 工夫), 괘셰, (궁납, 窮臘), (그그럿긔, 긋그럿긔), (그럿긔, 
글헉긔), 그몸, (그믐, 그몸, 그뭄), 글, 글픠, 금음밤, (급, 긋긔), (급, 긋
, 긋, ), (긋그적긔, 긋그적, 긋그져, 긋그젹긔), 졀 

유형③-1 (개월, 個月) 去日, 경칩, 季春, 그글피, 今古, 금명, 금야 
유형③-2 가울, 경츱, 계을[겨울], 금음, (그젹게, 그저, 그젹, 그졋긔), 그젹, 금, 금

츄, 금츈, 긋그젹, 월 
유형④ (가배일, 嘉俳日), (가월, 嘉月), 가위, 가윗날, 가을날, 가을밤, 가을봄, 가을철, (개

년, 改年), (개동, 開冬) (개추, 開秋), (객년, 客年) (객세, 客歲), 겨울날, 겨울밤, 겨
울철, (경각, 頃刻), (경각간, 頃刻間), (경자, 頃者), (계동, 季冬), (계하, 季夏), (고
세, 故歲), 古往, (구정, 舊正), (국월, 菊月), 그믐께, 그믐밤, 그믐칠야, 그저께, 그해, 
(금동, 今冬), 今來, (금만, 今晩), 今明, (금소, 今宵), 今者, 今秋, (금하, 今夏), 기년, 
꼭두새벽, 끼니, 끼니때 

25) 시간 명사와 시간 부사는 각 시기별로 'ㄱ'으로 시작하는 시간 명사만을 보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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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 명사의 시 매김 체계1)

 
3.1. 후기 중세국어 

  이 절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시간 명사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그 시기
에 시간을 어떤 체계로 나누어 사용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본고에서 살핀 바에 따르
면 시간을 매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단순히 말하는 시점이나 언
급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과 그 이전 시점 그리고 이후 시
점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때를 매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나 달과 같은 천체의 운
행이나 자연의 변화 등을 기준 삼아 시간을 일정한 시구간을 가지고 있는 단위로 나누
어 때를 매기는 것이다.

3.1.1. 삼분(三分) 체계

  먼저 기준시 이전의 때를 나타내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시간 명사들을 보이면 아
래와 같다.

(1) 過去, 녜, 녯날 녯, 뎌, 아, 앒, 前, 이젼 

(1)에서 보인 시간 명사들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때나 언급하거나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때를 가리키는 시간 명사들이다. 이들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
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용례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이 장의 제목에서 ‘시 매김’이란 “시간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구간으로 나
누고 그 나뉜 때 각각을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최현배(1937/1971)를 비롯한 기존의 논
의들에서 쓰이는 ‘때매김’이란 용어는 ‘시제(時制)’와 같은 표현으로 쓰였는데 ‘시제’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라 하였을 때에 
본고에서의 ‘시 매김 체계’는 문법 범주가 아닌 어휘 범주로서 시간선상의 위치를 표시한
다는 점에서 구별이 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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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三世 過去와 未來와 現在왜니 過去는 디나건 劫이오 <釋詳 13:50a>
ㄱ'. 부톄 니샤 過去에 부톄 겨샤 일후미 雲雷音王多陁阿伽度阿羅訶三藐佛

陁ㅣ러시니 <釋詳 20:45b> 
ㄴ. 對答 녜 졈던 사도 오라면 늙니 人生애 免리 업스니다 <釋

詳 3:17a> 
ㄴ'. 니블 일도 녜  오 여도 깃거더니 이제 샹더기라 너겨 옷마다 나

라고 <순천 80:1> 
ㄷ. 뎌  번 우 後에 오나래 몃 사미 사랫니오(他時一笑後 今日幾人

在) <杜初 11:29b>

(2ㄱ)에서와 같이 시간의 체계를 삼분하였을 때에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
로서 대표되는 ‘過去’는 (2ㄱ')에서처럼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또한 현대국어에서 주로 ‘옛날에, 예전에’로 바꾸어 쓰이는 ‘녜’는 (2ㄴ)과 같
이 기준이 되는 어느 시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어느 때를 가리키기도 
하며 (2ㄴ')과 같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쓰
이기도 한다. (2ㄷ)의 ‘뎌’는 지시관형사 ‘뎌’가 결합한 것으로 현대국어에서 과거시
점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그때’와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시점을 나타내던 것에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을 나타내
기도 하고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을 나타내기도 하는 
시간 명사들이 있다. 이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3) ㄱ. 이 모 比丘ㅣ 아 나 조차 室羅筏城에 摶食 조차 비러 祇陀林에 도라
오니(是諸比丘ㅣ 適来예 從我야 室羅筏城에 循乞摶食야 歸祇陀林니) 
<楞嚴 1:53b> 

ㄱ'. 后ㅣ 아 메 하 지시니(后ㅣ 嘗夢捫天시니) <內訓 2:61b> 
ㄴ. 알 묻오샤 엇뎨 護待리고 실 이제 對答샨 데 니샤(前

問云何護持실 今荅意云샤) <圓覺 下3-2:87a> 
ㄴ'. 文이 세히니 처믄 알 印샤 後를 나토샤미오(文三이니 初 印前顯後ㅣ

오) <圓覺 上2-2:41a> 
ㄷ. 모 煩惱ㅣ 自性을 여희디 아니야 定慧 平等히 디녀 無相菩提 일워 

前에 根機 어더니와 다시 差別 업스면(諸煩惱ㅣ 不離自性야 定慧等持야 
成就無上菩提야 與前機勝과 更無差別면) <牧牛子 38a> 

ㄷ'. 녯 나라핸 서릿 前에  그려기 오니라(舊國霜前白鴈來) <杜初 11:28b>  
ㄹ. 이젼에 고 뎌근 것 다 이 혜져(已前盤纏了的火帳) <飜老 下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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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에 모로매 이젼에 혼 사 닷쇗  니  쉰 닐흔 번을 닐거 
모로매 외오게 고(又每日에 須連前三五授야 通讀五七十遍야 須令成謂이
오) <飜小 8:35a> 

위의 예문에서 보이는 ‘아’, ‘앒’, ‘前’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모두 기준시 이전 시점
을 가리키던 것으로, ‘아’의 경우에는 시간 명사로서의 용법만을 보이나 ‘앒’이나 ‘前’
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간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공간 명사와 시간 명사의 용법을 
모두 보인다. ‘아’ 또는 ‘아래’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활발히 쓰였으나 근대국어 시
기 중반에서부터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데 문헌상에서 성조가 소멸되기 전까
지는 RH성조로서 ‘:아·’와 ‘:아·래’로 나타나 공간어인 LH 성조의 ‘아·래’와 구분이 가
능하였다. (3ㄱ)의 ‘아’는 부처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가리
키고 (3ㄱ')은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점의 이전을 가리킨다. ‘앒’은 격조사 ‘’와 
통합하여 “전에, 예전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용례가 이 시기에 다수 나타나는데 (3
ㄴ)과 같이 말하는 시점(‘이제’)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3ㄴ')과 
같이 선후관계를 가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때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시
기에 ‘앒’이 격조사 ‘’와 통합하여 과거를 가리키는 용례가 활발히 쓰였던 것과는 달
리, ‘앒’의 유의어라 할 수 있는 한자어 ‘前’은 (3ㄷ)과 같이 쓰인 예가 상대적으로 훨
씬 적다. 다만 (3ㄷ')과 같이 기준이 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선행어를 동반하여 “서리가 
내리기 전에”와 같이 문맥이나 담화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점을 명시하고 나타나는 
예가 대부분이다. ‘이젼’은 (3ㄹ, ㄹ')에서 알 수 있듯이 ‘前’을 언해한 것으로 (3ㄹ)에
서는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앞선 시점을, (3ㄹ')에서는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앞선 시점을 각각 가리킨다.
  다음으로 시점을 삼분하였을 때에 말하는 시점이나 언급하고 있는 시점과 동일한 때
를 나타내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시간 명사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4) ㄱ. 現在, 엳, 지금 
ㄴ. 그, 그적, 그제1 
ㄴ'. 이, 이적, 이제 

(4ㄱ)과 달리 (4ㄴ, ㄴ')은 지시관형사와 “때”를 의미하는 시간 명사들인 ‘, 적, 제’가 
결합되어 기준이 되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키는 시간 명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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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現在’와 ‘엳’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 ㄱ. 現在예  安樂며 未來世 百千萬生애 녜 端正야 尊貴 지븨 나리라  
<月釋 21:100a>

ㄴ. 古 녜 고 今 엳 금 <訓蒙 下1b> 
ㄷ. 赤島 안 움흘 至今에 보니 王業 艱難이 이러시니 <龍歌 5> 
ㄷ'. 내 지금 두터온 져구리 업서 그 열온 거 니버 치오 몯 미처 도라 노

라 <순천 17:6> 

시간을 삼분하였을 때에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와 동일한 때
를 나타내는 ‘현재’는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주로 불경 언해서에서 나타나며 특히 
(5ㄱ)처럼 ‘과거’, ‘미래’와 같은 시간 명사들과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고유어로는 
(5ㄴ)과 같이 ‘엳’이 있어 한자어 ‘今’에 대응됨을 알 수 있는데 ‘엳’이 문헌상에서 쓰인 
용례를 찾기 어려워 단언할 수는 없으나 말하고 있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켰을 것
으로 짐작된다. ‘엳’은 이후의 문헌에서도 그 용례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시기에 이미 
사어화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한자 표기형으로는 동음이의어인 
‘只今’과 ‘至今’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只今’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를 의미하며, ‘至今’은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至今’은 (5ㄷ)에서와 같이 15세기
의 문헌인 ≪龍飛御天歌≫에서부터 보이며 한글 표기형인 ‘지금’은 (5ㄷ')에서와 같이 
16세기의 문헌인 <순천 김씨 언간>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지시관형사+시간 명사]로 분석되는 (4ㄴ, ㄴ')의 시간 명사들 중에서 지
시관형사 ‘그’가 결합한 것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 ㄱ. 世尊이 엇던 젼로 甚深微妙 아로미 어려 法을 브즈러니 일라 讚歎
시니고 그 부톄 舍利弗려 니샤 말라 말라 구틔여 다시 니디 마
라 리라 <月釋 11:105a> 

ㄴ. 손조 목 야 주고 어려이 아니 너겨 더니 그적 나히 스믈닐굽이러라(遂
自縊而死 欣然若不以死爲難者 年二十七) <三綱(동경) 烈23b> 

ㄷ. 乾陀尸利國王 太子ㅣ 榮華 즐기디 아니샤 뫼해 逃亡야 가 겨시더니 그
제 기픈 고래 주으린 버미 닐굽 삿기 나하 눈 하 오거늘 <月釋 1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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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시관형사 ‘그’가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 명사들이 가리키
는 때는 모두 앞서 언급하고 있는 문맥이나 담화상의 시점과 동일하다. 즉, (6ㄱ)의 
‘그’는 “舍利佛이 부처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를 가리키며 (6ㄴ)의 ‘그적’은 “明秀가 
목매고 죽은 때”를 가리키고, (6ㄷ)의 ‘그제’는 “乾陀尸利國王 太子가 산으로 도망하여 
머물고 있을 때”를 가리켜 모두 앞선 문맥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거나 언급하고 있는 시
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지시관형사 ‘이’가 시간 명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 ㄱ. 王이 百官 뫼호시고 [百官 온 그위니 한 臣下 니니라 이 부텻 나히 
닐구비러시니 昭王ㄱ 셜흔둘찻  庚申이라] 니샤 <釋詳 3:7a> 

ㄱ'. 미 것거뎌 이  寸도 업스니 길 迷失커니 어느 해 三秦을 보리오
(心折此時無一寸 路迷何處見三秦) <杜初 11:36b>

ㄴ. 令女의 아자비 언여 曹氏와 혼인을 거졀고 구틔여 令女를 려 가니라 
이적의 文寧이 梁 나랏 이 되엿더니(領女叔父ㅣ 上書야 與曹氏絶婚고 
彊迎令女歸니라 時예 文寧이 爲梁相이러니) <飜小 9:61a> 

ㄷ. 녯 사미 마 겨 석 래 足호 니 나히 져무매 이제 萬卷 나모 여
렛도다 (古人已用三冬足 年少今開萬卷餘) <杜初 7:31b> 

ㄷ'. 이제  도 업고 지미 월 스므날 후에사 져그나 올 거시니 <순천 
120:10> 

(6)의 ‘그’와 결합한 시간 명사들이 모두 문맥상에서 언급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지시하
는 때를 가리킨 것과는 달리 위의 예에서 보이는 ‘이’와 결합한 시간 명사들은 그 기준
이 되는 때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7ㄱ, ㄱ')의 ‘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말하고 있는 시점과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시점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ㄱ)
에서처럼 ‘이’는 문맥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7
ㄱ')의 ‘이’는 시라는 텍스트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적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과 사
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동일하며 그와 같은 때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이적’은 ‘그적’과 
마찬가지로 (7ㄴ)에서와 같이 문맥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나 언급되고 있는 
시점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7ㄷ, ㄷ')에서와 같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
과 동일한 때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삼분하였을 때에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나중의 때를 가리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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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명사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8) ㄱ. 未來
ㄴ. 後, 아래2

기준시보다 앞선 때나 기준시와 동일한 때를 나타내는 시간 명사에는 지시관형사가 결
합한 것들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기준시보다 뒤선 때를 나타내는 시간 명사에는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시관형사가 결합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으며 ‘未來’와 공간어로
부터 파생된 ‘後’, ‘아래2’만 나타난다.
  이들 시간 명사 중 ‘後’, ‘아래2’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9) ㄱ. 믄 가히 주겨 머리옛 골슈 내야 면 후에 다시 발티 아니리라(殺所咬
犬取腦傳之後不復發) <救簡 6:40a> 

ㄱ'. 許遠이 洛陽애 보내야 가도앳더니 後에 주기니라(生致遠於洛陽 囚之客省  
及安慶緖北走 使嚴莊害之) <三綱(런던) 忠14> 

ㄱ". 반만녕은 무명오시 이제 아니 니블 거시라 후예 보내마 <순천 186:9>
ㄴ. 宗室에 鴻恩이시며 모딘 相 니실 千載 아래 盛德을 니 <龍歌 76>

공간어에서 파생된 ‘앒’이 시간 명사로서 이 시기에 활발히 쓰였던 것과는 달리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뒤’가 시간 명사로서 쓰인 용례를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찾기 어
렵고, 대신 한자어 ‘後’가 시간 명사로 쓰인 용례만이 다수 나타난다. ‘後’는 (9ㄱ, ㄱ')
에서와 같이 문맥상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나중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9ㄱ")에
서와 같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나중의 때를 가리키기도 한다. LH성조를 가지
는 하(下) 개념의 공간어 ‘아래’가 시간 명사로 쓰인 예는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 (9
ㄴ)과 같이 한 예만이 나타나며 이때엔 문맥상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나중의 때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시간을 삼분하였을 때에 그 중 어느 한 때를 가리키는 시간 명사 외에 가
리키는 때를 알지 못함을 의미하는 미지사(未知詞)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부정사(不定詞)로서 쓰이는 시간 명사들이 있다. 이 중 먼저 미지사에 해당
하는 ‘언제’의 용례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

(10)  ㄱ. 錫杖 디퍼 언제 예 오니오  미 마 스르르 부놋다(錫杖何來此秋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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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颯然) <杜初 9:24a>
ㄴ. 네 언제 王京의셔 난다 내 이  초날 王京의셔 나라(你幾時離了王

京 我這月初一日離了王京) <飜老 上1a>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때를 묻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언제’는 15세기의 문헌에서부
터 나타난다. ‘언제’는 ‘어느 저긔’와 같은 조사통합명사구로부터 ‘어느 제’를 거쳐 ‘언
제’로 완성되었으리라 짐작되는데 이미 15세기 문헌에서 ‘어느 저긔’나 ‘어느 제’의 용
례보다 ‘언제’가 쓰인 예가 훨씬 더 많음을 볼 때에 ‘어느 저긔’에서 ‘언제’로의 변화는 
그 전 시기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언제’와 같이 “때를 알 수 없음”을 의미하는 구 단위의 시간 표현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1)ㄱ. 머므러셔 늘근 病을 슬노니 어느 저긔 兵馬ㅣ 그추믈 보려뇨(留滯嗟哀疾何時
見息兵) <杜初 23:45b> 

ㄴ. 이 거시 兵氣예 關係니 어느 제 나그내 시르믈 免려뇨(是物關兵氣何時免
客愁) <杜初 17:20b> 

ㄷ. 아디 몯리로다 滄海ㅅ 우희셔 하히 여곰 어느  돌아 보낼고(不知蒼
海上天遣幾時回) <杜初 23:27a> 

(11)'ㄱ. 舊國을 보 어느 날오(舊國見何日) <杜初 11:44a>
ㄴ. 萬里옛 戎王子ㅣ 어느 예 月支 여희여 오니오(萬里戎王子何年別月支) 

<杜初 15:8a> 
ㄷ. 十方 異生이 本來 佛道 일우고 後에 無明이 니롤딘댄 一切 如來 어느 時

節에 다시 一切 煩惱 내시리고(十方異生이 本成佛道고 後起無明인댄 一
切如來 何時예 復生一切煩惱시리고) <圓覺 上2-3:3b> 

(11)에서와 같이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 나타나는 ‘언제’와 같은 뜻을 지니는 구 단위 
시간 표현에는 ‘어느’가 ‘적, 제, ’와 통합한 것들이 있으며 이 외에도 (11)'과 같이 
‘어느’가 ‘날’, ‘’, ‘時節’과 같은 시간 명사들과 통합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부정사로서 쓰인 시간 명사에는 ‘아모’가 ‘적’이나 ‘제’, ‘’, 
‘’, ‘날’ 등과 결합한 구 단위의 시간 표현들만이 존재한다. 

(12)ㄱ. 授記 네 아모 저긔 부텨 외리라 미리 니실씨라 <月釋 1: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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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새 반 을 라  돈곰  수레 프러 아모 제나 머그라(雀兒糞半兩爲
末每服一錢匕溫酒無時服) <救簡 7:80a> 

(12)' 아모  아모  아모 날(某年 月 日) <飜老 下16a-17b>

미지사와는 달리 부정사로 쓰인 시간 표현은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결합한 
예는 찾을 수 없으며 시간 명사 ‘적’이나 ‘제’와 통합한 예만이 보인다. 또한 16세기 문
헌에서부터는 (12)'에서와 같이 시간 명사 ‘’, ‘’, ‘날’과 통합하여 정해지지 않은 어
떤 때를 가리키는 표현도 쓰이기 시작한다. 

3.1.2. 단위 체계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때를 매길 때에 해나 달과 같은 천체의 움직이는 주기나 
그 안에서의 자연의 변화나 흐름의 특징을 잡아서 시간의 흐름을 일정한 시구간으로 
나누어 하나의 단위로서 시간을 매기는 체계가 이용된다. 시 매김의 단위가 되는 시간 
명사들은 크게 년(年), 계절(季節), 월(月), 주(週), 일(日), 시(時)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 절에서는 각각의 시간 단위에 속하는 시간 명사들의 출현 양상과 용례를 통하
여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시 매김 체계의 특징을 고찰하기로 한다.

3.1.2.1. 년(年)
 
  앞서 살펴보았던 삼분 체계에 속하는 시간 명사와는 달리, 단위가 되는 시간 명사를 
이용하여 때를 매기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독립적으
로 때를 매기는 시간 표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시점과의 선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들 표현 자체가 하나의 기준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해(年)’를 매기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준이 되는 시점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를 매기는 경우와 기
준이 되는 시점과의 선후 관계를 따져서 해를 매기는 방법이 그것이다. 앞으로 살펴볼 
다른 시간 단위 명사에서도 이러한 시 매김 체계를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편의상 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A유형 시간 단위 명사, 후자에 해당하는 것을 B유형 
시간 단위 명사라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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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A유형 연칭어(年稱語)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3)ㄱ. 乙酉年 봄지히 긋디 아니거늘(至乙亥春不熄) <簡辟 序2a> 
ㄴ. 神龍 二年 上元日에 則天中宗이 詔書야 니샤(神龍二年上元日에 則天中

宗이 詔云샤) <六祖 下31b-2> 
ㄷ. 嘉靖 四年 乙酉 正月 二十五日 <簡辟 序3a> 
ㄷ'. 洪武 壬申 三月에 太祖ㅣ  타아 디옛거시(太祖 洪武 壬申 三月 太祖墮

馬) <三綱(런던) 忠33> 
ㄹ. 羅雲이 出家호미 부텻 나히 셜흔 세히러시니 穆王 닐굽찻 丙戌이라 <釋詳 

6:11b>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해’를 매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13ㄱ)에서와 
같이 60간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를 가리키는 이름을 천간과 지지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60간지를 이용하여 ‘해’를 매기게 되면 60년마다 같은 이름을 가진 
해가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해가 정확히 언제
를 가리키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추측해 내어야만 한다. 둘째, (13ㄴ)에서와 같이 연호
(年號)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법이 있다. 민현식(1998ㄴ: 60)에 따르면, 연호는 한 왕
이 자기 통치의 연수(年數)를 나타내기 위해 붙이는 것으로 정치적 이상, 나라의 상서
로운 현상, 고전의 글귀에서 땄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라 법흥왕 23년에 ‘建元’
이란 연호를 처음 쓰기 시작했으며 고구려는 광개토왕 때 ‘영락’이란 연호를 썼고, 조
선시대 초기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13ㄴ)은 당나라 중종의 연호
로 “706년”을 가리킨다. 또한 (13ㄷ, ㄷ')과 같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결합
하여 해를 매기는 예도 나타난다. 60간지를 이용하여 해를 매길 경우에 가리키는 해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연호와 함께 사용하여 그 해가 가리키는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자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호를 이용하여서도 충분히 연도를 나
타낼 수 있었겠지만 60간지를 이용하여 해를 매기는 방법이 당시 언어생활에서 보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례들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3ㄹ)과 
같이 연호를 사용하여 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해를 매길 때에 고유어 ‘’보다는 ‘年’이 
사용된 용례가 문헌상으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 ‘’가 사용된 경우에는 (13ㄹ)에
서처럼 과거에 통치했던 왕의 존호(尊號)나 시호(諡號)를 직접 사용하여 나타내는 방



- 60 -

법이 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B유형의 시간 명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B유형의 시간 명사들은 기준이 되는 시점을 참고로 하여 그 앞이나 뒤 혹은 그
와 같은 때를 가리키는 것들로 이들은 기준시가 무엇이냐에 따라 더 세분된다. 즉 기
준이 되는 시점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인 경우와 문맥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거나 
언급되고 있는 시점인 경우로 나뉜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B1유형으로, 후자를 B2유형으
로 더 세분하여 살피기로 한다. 먼저 B1유형에 속하는 연칭어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4)ㄱ. 내 쇼로니 올히 마니오 칠월 열닐왯날 인시예 나라(我是屬牛兒的 今年四
十也 七月十七日寅時生) <飜老 下71ab>

ㄱ'. 巴東애 病야 눕건 디 오라다니 올 고파 도라가 짓노라(臥病巴東久
今年强作歸) <杜初 23:18b>

ㄴ. 니건예 行宮이 太白山 當야 겨시거(去年行宮當太白) <杜初 25:31b> 
ㄴ'. 내 젼년 正月에브터 와 뵈 가져 셔울 가 다 오(我從年時正月裏 將馬和布

子 到京都賣了) <飜老 上15ab> 
ㄴ". 네 아바니미 져년 겨을브터 어냐글 호 <순천 91:1> 
ㄷ. 나도 아마 올겨올 년 보 살면 견여 저 구 양이나 보고 희나 

가고져 노라 <순천 42:14> 

(14)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때를 매기는 연칭어로는 
‘올ㅎ’, ‘올’, ‘니건’, ‘져년’, ‘젼년’, ‘년(來年)’이 있다.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속해 
있는 해를 가리키는 ‘올ㅎ(올)’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앞선 해를 가리키는 것에는 
‘니건’, ‘져년’, ‘젼년’이 있으며, 그 바로 다음 해를 가리키는 년’이 있다. 문헌상으
로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연칭어가 이후 시점을 가리키
는 연칭어보다 더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B2유형에 속하는 연칭어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5)ㄱ. 이듬예 建康애 옮겨 가도더니(明年徙囚建康) <三綱(런던) 烈19> 
ㄴ. 太后ㅣ 그예 오래 病샤(太后ㅣ 其年에 寢病샤) <內訓 2:54a>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연칭어 중에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를 매긴 것에는,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준이 되는 해의 다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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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는 ‘이듬’와 문맥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 속해 있는 해를 가리키는 
‘그’가 나타난다. 
 

3.1.2.2. 계절(季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1년을 4개의 계절로 나누어 때를 매기는 시간 명사로는 고유
어 ‘봄’, ‘녀름’, ‘ㅎ’, ‘겨ㅎ’과 한자어 ‘春’, ‘夏’, ‘秋’, ‘冬’이 있다. 이들 계절어들
은 계절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단독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 어휘와 결합
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6)ㄱ. 三時殿은 세 時節에 사 지비니 봄  사 집과 녀르메 사 집
과 겨레 사 지비라 <釋詳 3:5a> 

ㄱ'. 永平 三年 春에 有司ㅣ 長秋宮 셰요 엳와(永平 三年 春에 有司ㅣ 奏立
長秋宮이어늘) <內訓 2:40a> 

ㄴ. 公都子ㅣ 오 冬日이면 湯을 飮고 夏日이면 水 飮니(公都子ㅣ 曰 
冬日卽飮湯고 夏日則飮水니) <孟子 11:9b> 

ㄴ'. 봄낤   두들게 즈믄 甘子ㅅ 남기 두 이럼만  위안히로다(春日淸江
岸千甘二頃園) <杜初 15:19b>

ㄷ. 濕生衆生 봄쳘와 녀름쳐레 덥듯 氣分에 축축 해셔 햐근 衆生이 飜生
야 <蒙六 9b>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16ㄱ, 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고유어 계절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계절어도 다른 시간 어휘를 동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계절을 나타낼 수 있었
다. 또한 (16ㄴ~ㄷ)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日’, ‘날’, ‘쳘’과 같은 시간 어휘와 결합한 
형식이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들 계절어는 1년을 넷으로 나누었을 때에 각각 세 달의 시구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각 계절어가 나타내는 시구간을 삼분하여 각각을 가리키는 이름도 발달하게 
되었다.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7)ㄱ.  節이 아 나릴 九夏ㅣ오 大陽 오  節이 석 릴 三秋ㅣ라 
니라 <金三 1:23a> 

ㄴ. 孟冬애 뵈야로 길 아(孟冬方首路) <杜初 19:29b> 
ㄴ'. 첫녀르메 엇뎨 모로매 氣運이  거니오(首夏何須氣欝蒸) <杜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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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b>
ㄷ.  두들게 마 仲春이오 곳 아래   새배로다(江已皐仲春 花下復淸

晨) <杜初 10:5a> 
ㄷ'. 한겨을 盛 치위예 몸애 샹녜 암 옷시 업소 어버이 맏난 마슬 極히 

더라(隆冬盛寒애 體常無全衣而親極滋未더라) <小學6:26a>
ㄹ. 暮春에 鴛鷺ㅣ 믌 솃니(暮春鴛鷺立) <杜初 10:18b> 
ㄹ'. 季秋에 時節이 마 半이로소니(季秋時已半) <杜初 11:27a>
ㄹ". 立春에 조샹을 祭며  아게 祭며(立春애 祭先祖며 季秋애 

祭禰며) <小諺 5:40b>

(17ㄱ)을 통해 각각의 계절이 달로는 세 달, 날로는 아흔 날에 이르기 때문에 각 계절
어의 앞에 ‘九’나 ‘三’을 결합하여서 ‘九夏’, ‘三秋’와 같은 단어를 만들어 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각 계절어를 삼분하였을 때에 각 시기의 처음, 중간, 끝에 해당하
는 시구간을 가리키는 명칭이 존재함도 (17ㄴ~ㄹ")의 예를 통해 확인된다. 후기 중세
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한자어의 경우에는 ‘孟-’, ‘仲-’, ‘暮-’ 혹은 ‘季-’가 각각의 계
절어에 결합하여 (17ㄴ, ㄷ, ㄹ, ㄹ')과 같이 각 계절의 첫부분, 중간부분, 끝부분을 가
리키고, 고유어의 경우에는 (17ㄴ', ㄷ', ㄹ")과 같이 ‘첫’, ‘한’, ‘’이 결합하여 각 계
절의 중간과 끝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으로 B유형에 해당하는 계절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8)ㄱ. 녯 예  업시 가니 옰보  오 오도다(昔年에 無偶去니 今春에 
還獨歸로다) <三綱(런던) 烈12> 

ㄴ. 니건겨레 묏도기 와 주기며 아 거 기튼 거시 업도다(去冬山賊來殺奪
幾無遺) <杜初 25:37b>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B유형의 계절어로 말하는 시점이 기준이 되는 B1유
형의 것들만이 발견된다. (18)에서와 같이 말하는 시점이 속해 있는 해의 계절을 나타
낼 때는 [올(+ㅅ)+계절어] 형식으로,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하나 앞선 해의 계절을 
나타낼 때에는 [니건+계절어] 형식으로 나타난다. (18ㄱ)의 ‘옰봄’이나 ‘니건겨’에 
대응하는 한자어인 ‘今春’과 ‘去冬’은 이 시기에 언어생활에서 실제 쓰였을 것으로 짐작
되지만 이 시기의 한글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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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월(月)

  A유형에 속하는 월칭어도 다양한 시 매김 체계로 나타난다. 후기 중세국어로부터 현
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월칭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자어 계열의 수사를 이
용한 것(一月, … , 十二月), 십이지에 따른 것(인월:寅月=正月, 묘월:卯月..), 식물이 피
는 달에 따라 매겨진 것(국월: 菊月=음력 9월..), 동물 활동에 따른 것(잠월: 蠶月=3
월), 태양의 운동과 관련한 것(지월: 至月=11월) 등이 있다(민현식 1998ㄴ: 62). 먼저 
이 시기에 보이는 A유형 월칭어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9)ㄱ. 어마님 短命시나 열이 랄 七月ㅅ 보롬애 天下애 리시니 <月千   
12a> 

ㄴ. 正月에 곳고리 우 그티(正月喧鶯末) <杜初 15:16a>
ㄷ. 臘月이 업서 가거  귿 기블 고(臘破思端綺) <杜初 14:8b> 
ㄹ. 시월 동지 서 졍이월지 살 셰 업서 <순천 68:2>
ㅁ.  비치 프른 묏그테 갓갑거든 래 반□ 菊花 워 (秋光近靑岺 

季月當泛菊) <杜初 25:4a>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한 해를 열둘로 나누어 각각의 달을 칭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
적인 것은 (19ㄱ)에서처럼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어 계열의 수사와 ‘月’을 결합한 
형식으로서 ‘一月, … , 十二月’이 있다. 이 외에도 한자어 계열의 월칭어에는 “음력 1
월”을 뜻하는 ‘정월’과 “음력 12월”을 뜻하는 ‘납월’이 있다. 고유어 계열의 월칭어는 한
자어 계열의 월칭어에 비해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
을 수 있는 것으로는 (19ㄹ)에서와 같이 “음력 11월”을 뜻하는 ‘동짓과 “음력 12월”
을 뜻하는 ‘섯’이 있다. 또한 (19ㅁ)의 ‘’은 한문 원문의 ‘季月’을 언해한 것이
다. ‘季月’은 한 해의 마지막 달, 즉 12월을 뜻하거나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인 음력 3월, 
음력 6월, 음력 9월, 음력 12월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다. (19ㅁ)에서의 ’은 ‘
 빛’을 참고하건대 “음력 9월”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B유형의 월칭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0)ㄱ. 이 十五日에 四衆을 너비 뫼화 師 爲야 머리 갓고(是月十五日에 普會
四衆야 爲師難髮고) <육조上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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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거월 열후브터 심증 나셔 스므날부터 누어 알호 <순천 60:4>
ㄴ'. 누는  어느  어드울고 귀 니건브터 머구라(眼復幾時暗 耳從前月聾) 

<杜初 3:54a>
ㄷ. 나 즉시 갈 거시로 댱니 반도 몯 바다시니 월 열 나 될가 시

브니 민망예 <순천 51:17>
ㄹ. 딕월이 마 잇가 그 매 약의 손 고야 그 버근 딕월을 맛디라

(直月掌之月終則以告于約正而授其次) <呂氏(일석) 2a> 
ㅁ.  월 초 모다 긔약 닐글 례 아래티 노라(又爲月旦集會讀約之

禮如左方) <呂氏(일석) 37a> 

(20)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B유형의 월칭어들로 (20ㄱ~ㄷ)은 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달을 매기는 B1유형 월칭어이며, (20ㄹ)은 문맥상에서 언급
하고 있는 시점이 속한 달을 가리키는 B2유형 월칭어이다. 마지막으로 (20ㅁ)과 같이 
각각의 달 하나하나를 모두 가리키는 ‘월’과 같은 월칭어도 이 시기에 나타난다. 이 
시기의 문헌에서 B1유형에 속하는 한자어 계열의 ‘去月’과 고유어 계열의 ‘니건’은 화
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 전을, 한자어 계열의 ‘월’
은 한 달 후를 가리킨다.

3.1.2.4. 주(週)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현대국어와 같이 하루하루의 날들을 7일(七日) 단
위로 묶어서 주(週)로 나타내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지는 않았으나 이 시기에도 
7일을 단위로 하여 날을 묶어서 매기는 용례들이 일부 나타난다. “일곱번째 날” 혹은 
“일곱 날”을 뜻하는 ‘닐웨’나 ‘七日’을 단위로 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들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1) 첫 닐웨 中에 十方如來와 諸大菩薩와 阿羅漢ㅅ 일후믈 至誠으로 頂禮야 [중
략] 둘찻 닐웨 中엔 티 向야 [중략] 세찻 닐웨 中엔 十二時예 티 
向야 부텻 般怛囉呪 디니면(於初七中에 至誠頂禮十方如來와 諸大菩薩와 阿
羅漢號야 [중략] 第二七中엔 一向專心야 [중략] 第三七中엔 於十二時예 一
向持佛般怛囉呪면) <楞嚴 7:23a> 

(21)'ㄱ. 無常大鬼 期約 업시 다면 아히 노니 神이 罪福 몰라 七 七日 內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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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귀머근  야 <月釋 21:109a> 
ㄴ. 닐웻 內예 부텨를 보 한 相好 明白히 몰랫다가 세 닐웨 後에 다 

보며 <月釋 8:54a> 

주를 매기는 시간 표현은 이 시기에 단어로까지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구 형식으로서 
고유어 서수사와 '닐웨'가 결합하여 때를 매기는 방법이 있었음을 (21)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른 시간 단위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21)'과 
같이 시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서도 ‘닐웨’나 ‘七日’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2.5. 일(日)

  먼저 A유형의 일칭어를 살펴보면, 동일한 때를 가리키는 데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날을 매김을 알 수 있다. 첫째, 날을 매기는 방법에는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여 이름
을 붙인 경우가 있는데 농업 문화 기반에서 이루어진 절기를 나타내는 일칭어, 민속 
절기를 명절로 삼아 그 날을 가리키는 일칭어가 이에 속한다.2) 이 중 전자에 해당하는 
일칭어들만을 민현식(1998ㄴ: 52)을 따라 살펴보면, 1년 24절기의 구분에 따른 용어
들이 대표적이다. 태양이 황도상의 24기점을 통과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만든 일종의 태양력으로 농사 역법에 유용하게 쓰였다. 소광희(2001: 112)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직의 막대기를 세워서 정오에 그 그림자가 1년 중 가장 
긴 날을 동지(冬至)라 하고 가장 짧은 날을 하지(夏至)라고 하여 황도상의 태양의 위
치를 정했는데,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 계절의 네 축을 정한 뒤에 태양의 평균 황
경이 약 15일마다 15°씩 나아가는 것을 고려하여 24절후를 구상하였다 한다. 24절기
의 이름과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 나타나는 절기어들의 일부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2) 우슈(雨水) 경칩(驚蟄) 츈분(春分) 곡우(穀雨) 립하(立夏) 쇼만(小滿) 하지(夏
至) 쇼서(小暑) 대서(大暑) 쳐서(處暑) 노(白露) 츄분(秋分) 한로(寒露) 상강
(霜降) 립동(立冬) 쇼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쇼한(小寒) 대한(大寒) 

2) 민속명절로서 날을 일컫는 시간 명사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것들에는 ‘元日=歲
時=설=섨날=한설날(음력 정월 초하루), 아ᄎᆞᆫ설날(음력 섣달 그믐날), 端午=수릿날
(음력 5월 5일), 人日(음력 정월 초이렛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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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冬至예 처엄 조샹을 祭며 立春에 조샹을 祭며(冬至예 祭始祖며 立春애 祭
先祖며) <小諺 5:40b> 

  둘째, 현대국어 이전 시기에는 태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달의 기울고 차는 정도”에 
따라 생기는 달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일칭어로 쓰이기도 한다.
 

(23)ㄱ. 어마님 短命시나 열이 랄 七月ㅅ 보롬애 天下애 리시니 <月千 
12a>

ㄱ'. 二月ㅅ 보롬나래 모딘 미 니러 <釋詳 23:22a> 
ㄴ. 虛空애셔 닐오 네 아비 목수미 다아 잇더니 네 하 情誠일 그무메 가 주

그리라 니 그무메 가아 죽거늘(俄聞空中聲曰 聘君壽命盡 不復可延 汝誠禱旣
至 故得至月末 晦而易亡) <三綱(런던) 孝21>

ㄴ'. 이 닐굽 가짓 약을 사라 블근 깁쟐 녀허 十二月 그믐날 낫만 우믈 가온
 믿 다케 갓다가(右七味㕮咀絳袋盛以十二月晦日中懸沈井中令至泥) 
<簡辟 9b> 

ㄷ. 殷保ㅣ 朔望이어든  스의 무더메도 祭더라(至朔望猶尊張墳) <三綱
(런던) 孝35> 

ㄹ. 내 七月ㅅ 초애 나라(我七月初頭離了) <飜老 下3b> 

(23)에서 보듯이, 달의 공전주기나 모양과 관련한 일칭어에는 ‘보롬’, ‘그몸’, ‘望’, ‘朔’, 
‘초’ 등이 있다. ‘보름’과 ‘望’은 음력 매달 15일을, ‘그몸’, ‘晦’는 음력 매달 마지막 날
을, ‘朔’은 음력으로 매달 초하룻날을 가리키며, ‘초’은 새 달이 시작되는 처음 며칠 
동안을 가리키는 시간 명사이다.
  셋째, 10간을 이용해 날을 매기는 법이 있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4)ㄱ. 입츈 디난 첫 나래(立春後庚子日) <瘟疫 4b> 
ㄴ. 立春秋 後 다찻 戊日이 社ㅣ라 <楞嚴 8:121b> 

(24)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10간과 12지지를 이용하여 날을 매길 때에는 절기어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몇 번째 XX날 또는 X日’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일수사를 이용하여 날을 매길 수 있다. 한 달을 이루는 각각의 날들을 
일컫는 데에 있어서 한자어 계열로는 ‘一日, 二日, …’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고유
어 계열로는 “1일”을 가리키는 ‘’를 대표로 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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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ㄱ. 조 머리옛 돌  라 므레 프러  술옴 야  세 번 머그라
(石首魚頭石 爲末水服方寸匕日三) <救簡 3:76b> 

ㄴ. 믈읫 긔약 참예 사이  초마다 몯거든(凡預約者月朔皆會) <呂氏
(화산) 37a>

ㄷ. 나래 두 번  브리고 사래 번 돗글 다호라(一日兩遣僕三日一共
筵) <杜初 22:53b>

ㄹ. 월 초날 곳 오  퓌오고(歲一日燒香散花) <長壽 75b>

일수사를 이용하여 날을 매기는 유형은 (25)와 같이 ① 일수사, ② [일수사+ㅅ+날]이 
대표적이고 1일에서 10일까지의 일수사는 ③ [初+일수사], ④ [初+일수사+ㅅ날] 유
형이 더 있다. 유형①은 (25ㄱ)과 같이 주로 시간적 위치(時點)보다는 시구간의 길이
(時域)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점어로 쓰인 1일에서 10일까지의 일수사의 경
우에는 문헌에서 유형①을 찾을 수 없었고 유형③만이 나타난다. 또한 나머지 일수사
에서도 시점어로 쓰일 때에는 유형①보다는 유형②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리
고 유형④는 시점어에만 나타난다. ‘하루’가 나타나는 위와 같은 형식이 모두 A유형에 
속하는 것에 비해 다음의 예는 조금 다르다.

(26)ㄱ.  새 뵈 주머니예 블근  녀허 우므레 이틀만 가 둣다가(又方新布袋盛
赤小豆沈井二日) <簡辟 15a>

ㄴ. 友ㅣ 듣고 츠기 너겨 이틄날 아 主人려 닐오 <月釋 22:52b>
ㄷ. 삼월 초이틀 모 <은진宋奎濂 83>
ㄹ. 월 초이날 <순천 137:15>

(26ㄱ, ㄹ)의 예는 ‘’와 다를 것이 없지만 (26ㄴ)의 ‘이틄날’의 경우에는 문맥에서 
언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날을 가리켜 B2유형에 속하는 일칭어임을 알 
수 있다. ‘초이틀’은 (26ㄷ)처럼 근대국어 시기부터 나타난다. 
  다음으로 B1유형에 해당하는 일칭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7)ㄱ. 그제우터 나니 라와 견듸디 몯얘라(從前日箇出來 痒的當不得) <飜朴

13a>
ㄴ. 엇그제 보내고 션그미 내 모 의지고 인노라 <순천 41:21> 
ㄷ. 姜侯ㅣ 鱠 베푸미 치운 겨를 當니 어제와 오왜 다 하  부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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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侯設鱠當嚴冬 昨日今日皆天風) <杜初 16:61b> 
ㄹ. 다하 일 모뢰 가포마 니니 모로리로다 몃 린고(只說明日後日還我 知

他是幾箇明日) <飜朴3 5a> 
ㄹ'. 明日애 東郭氏의게 出야 吊더시니(明日애 出吊於東郭氏러시니) <孟子 

4:4b> 

(27)에서 보는 것처럼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속해 있는 날을 가리키는 ‘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그제’, ‘그젓긔’와 ‘어제’, ‘어젓긔’가 각각 ‘오
’보다 이틀 앞선 날과 하루 앞선 날을 가리키는 일칭어로 나타나며 이에 대응하는 한
자어 계열의 일칭어는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을 기준으
로 하여 그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일칭어에는 ‘오’의 다음날을 가리키는 ‘’과 그 
다음날을 가리키는 ‘모뢰’가 있다. 다른 일칭어들이 모두 고유어 계열임에 비해 ‘오’
의 바로 다음날을 가리키는 일칭어로는 한자어만이 보이며 ‘’ 외에도 (27ㄹ')와 같
이 ‘명일’도 나타난다.
  그 외에 16세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칭어도 있다.

(28) 네 언제 온다 / 그저긃픠 오라(你幾時來 大前日來了) <飜朴 51a>

(28)의 ‘그저긃픠’는 문맥이나 한문원문을 참고로 했을 때에 과거시점을 나타내는 일칭
어임이 틀림없다. ‘大前日’은 현대국어의 ‘그끄저께’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대국어에서 
‘글피’가 미래시점을 가리키는 일칭어로 쓰이는 것과 다른 용법을 보여 흥미로운 예이
다. (28)의 ‘그저긃픠’까지 포함하면 이 시기에 B1유형의 시간 명사는 모두 ‘그저긃픠-
그제(그젓긔)-어제(어젓긔)-오-(明日)-모뢰’의 체계를 보여 ‘오’을 중심으로 
미래시점보다 과거시점의 일칭어가 더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B2유형에 해당하는 일칭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9)ㄱ. 부톄 이 法華 니샤 한 사미 歡喜케 시고 미조차 곧 이나래 天人衆의게 
니샤(佛說是法華샤 令衆歡喜已시고 尋卽於是日에 告於天人衆샤) 
<法華 1:121b> 

ㄱ'. 이 八月 보름날 仲秋節에 돈 거두워  완 노리 져 우리 그나래 각각 
큰 셰 닐어  됴 뎨 지면 엇더고(這八月十五日仲秋節 歛些 做翫
月會 咱就那一日 各自說箇重誓 結做好弟兄時如何) <飜朴 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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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아바 말 거스러 나디 아니샤 卽日에 들 일우시니 <月釋 22:15b>
ㄴ. 므레 여 드러 주거 이틄나래 아비 안고 니라(遂投江而死 抱父屍而出) 

<三綱(런던) 孝8>

(29ㄱ, ㄱ')은 지시관형사 ‘이’, ‘그’와 ‘날’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문맥상에서 언급
하고 있는 시점이 속한 날을 가리킨다. 이 외에도 같은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 한자어 
계열에서는 (29ㄱ")의 ‘卽日’이 발견된다. 또한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날의 바로 
다음날을 가리키는 일칭어로 앞서 언급한 (29ㄴ)의 ‘이틄날’과 같은 것이 있다. 
  아래의 용례들에서 보이는 시간 명사들은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날을 매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맥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날을 매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30)ㄱ. 前日의 受티 아니심이 是면 今日의 受심이 非고(前日之不受ㅣ 是則
今日之受ㅣ 非也ㅣ오) <孟子 4:11b>

ㄱ'. 孝子ㅣ 快走커 後日레 道人ㅣ 出定야 보니 제 다리 버돗더라 <禪家 
18a> 

ㄴ. 每日에  그테셔  술 醉코 도라오노라(每日江頭盡醉歸) <杜初 
11:19b> 

(30)의 예에서 보이는 ‘前日’, ‘今日’, ‘後日’은 B1유형의 시간 명사로 볼 수도 있으며 
또 그와는 다르게 B2유형의 시간 명사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3.1.2.6. 일분(日分)

  하루를 더 작은 시간 단위로 나눌 때에 각각의 하위 단위에 속하는 시간 명사들은 
같은 길이의 시구간으로 일정하게 나눌 수도 있고 각각의 시구간의 길이나 경계를 명
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나눌 수도 있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수사를 이용하여 때를 매기는 법은 발달하지 않았고 민현식
(1998ㄴ: 7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시법(等時法)과 부등시법(不等時法)을 이용한 
시 매김 체계가 발달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선 등시법은 조선 효종 시대까지는 12支에 
따른 12지 100각 체계를 따랐고 1653년(효종 4년)에 시헌력3)이 채택된 이후 조선말



- 70 -

까지 12지 96각 체계를 따랐다. 1일 12시 체계란 온 하루인 자정부터 다음 자정까지 
12개의 균등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십이지의 이름을 붙여 ‘자시(子時), 튝시(丑時), 인
시(寅時), 묘시(卯時), …, 해시(亥時)’로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1각은 현재의 14분 
24초에 해당하는데 96각 체계로 바뀐 뒤로는 매시는 8각으로 1각은 15분을 나타낸다. 
부등시법은 시간의 길이가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하룻밤을 경(更)과 점(點)으로 
나누는 시간법이 이에 해당한다. 하룻밤에 대하여 해가 수평선 밑으로 떨어진 후 2.5각 
동안인 혼(昏)과 다음날 해가 수평선 위로 올라오기 전 2.5각인 신(晨)의 시각을 뺀 
나머지 시간을 5등분하여 다섯 개의 경으로 나누고 매 경을 다시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어 하룻밤을 모두 5경 25점으로 나누었다. 
  먼저 등시법에 해당하는 ‘時刻’ 체계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1)ㄱ. 아 偶然히 나 卯時로브터  酉時예 밋과라(朝來偶然出 自卯將及酉) 
<杜初 15:42b> 

ㄴ.  爲 酉時 <訓諺 49>
ㄷ. 두 시극 만 야 귀우니 붑바티면 즉재 살리라(兩時氣急卽活) <救簡 1:62b>
ㄷ'. 여희요 닐오미 머믈 時刻이 업스니 온 가짓 시르미  서르 려 오다

(告別無淹晷 百憂復相襲) <杜初 22:50b> 
ㄹ. 여듧 刻  時라 <金三 1:34b>  

(31ㄱ~ㄷ)은 시(時) 체계의 용례이고, (31ㄹ)은 각(刻) 체계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31ㄱ, ㄴ)에서처럼 12지의 시간 체계는 주로 한자어 계열의 시분어들이 주로 쓰이며 
고유어 계열의 시분어는 문헌상으로 그 용례가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쓰였는지 분
명치 않다. (31ㄷ)의 ‘시극’은 시간적 위치보다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두 時 정도의 시간이 지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 ‘시극’이 나타내는 시구간의 길
이는 ‘時’의 길이와 같음을 한문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 (31ㄷ')에서 ‘時刻’은 한문 원
문의 ‘晷’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는 시간, 세월”을 뜻한다. (31ㄹ)은 ‘刻’이 ‘時’를 8등
분한 시구간의 길이, 즉 “15분”을 가리킴을 보여주는 용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등시법에 해당하는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밤이 가리키는 시구간을 나누는 
경점 체계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 시헌력은 서학 전래와 함께 중국에 들어온 서양 역법에 따라 독일인 천주교 신부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이 만들었다고 한다(민현식 1998ㄴ: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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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ㄱ. 更點이 기프니 氣運이 실낫 도다(更深氣如縷) <杜初 25:13a>
ㄴ. 말 몯 거든 회홧 고 구스게 니기 봇가 삼 후에  우희 졋바뉘이

고 조초 머기라(失音 槐花 炒香熟三更後床上仰臥隨意服) <救簡 1:16b> 
ㄷ. 니건 이  御床 받와 五更 三點에 鵷鷺ㅅ 行列에 드노라(去歲玆辰捧

御床五更三點入鵷村) <杜初 11:34b>

(32ㄱ)의 ‘更點이 기프니’는 “밤이 깊으니”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밤’이 나
타내는 시구간의 한가운데를 차지해 “한밤중”을 의미하기도 하는 (32ㄴ)의 ‘삼경’과 
‘밤’을 다섯으로 나누었을 때에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가리켜 “해 뜨기 직전의 이른 새벽”
을 의미하기도 하는 (32ㄷ)의 ‘五更’이 보인다. 
  이렇게 ‘시각’과 ‘경점’ 체계가 각각에 해당하는 시구간을 더 작은 시구간의 단위로 
나눌 때에는 같은 길이로 나누어 각각의 시구간의 시작과 끝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였
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하루를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나눌 때 대략적으로 나
누어 시구간의 길이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시분어들도 있다. 이들을 민현식(1998ㄴ)
의 용어를 따라 ‘개략적 시분어’라 칭하고 이들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시분어들의 용례를 참고로 하자면 이 시기에 하루를 
세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해가 떠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낮’
과 해가 져 어두운 시구간을 가리키는 ‘밤’으로 이분하는 방법과 ‘낮’을 더 세분하여 
‘새박(새배)', ‘아’, ‘낮’, ‘나조ㅎ, 나죄’, ‘밤’과 같이 오분(五分)하는 방법이 있다. 이
들의 용례를 각각 보이면 아래와 같다.

(33)ㄱ. 서 되 取야 머구무 나 대엿 번 바 세 번 라(取三升含之日五六夜
三) <救急方 上66b> 

ㄱ'. 내 녜 낫바  이 이 야(我常於日夜애 每思惟是事야) <法
華 2:21b> 

ㄴ. 새배 하 儀仗 조차 들오 나조 御香 버므려 도라가노라(曉隨天仗入 
暮惹御香歸) <杜初 21:14b>

ㄷ. 아브터 나죄 니르며(從朝至暮며) <牧牛子 18b> 
ㄹ. 오직 어린 사미 새배 華 보다가 (但以愚人이 晨旦애 見華다가) <圓覺 上

2-3:27b> 

(33ㄱ, ㄱ')은 이분법으로 쓰인 ‘낮’과 ‘밤’의 용례이며, (33ㄴ, ㄷ)은 ‘낮’을 넷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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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을 때에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한낮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시구간을 차지하는 ‘새
배’, ‘아, ‘나조ㅎ(나죄)’의 용례들이다. 이 시기에는 현대국어의 ‘저녁’과 같은 의미로 
‘나조ㅎ’, ‘나죄’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개략적 시분법으로는 식사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낮을 삼등분하는 것도 가능하
다.

(34)ㄱ. 오직 어린 사미 새배 華 보다가 食時예 누니 됴하 華 어즈러이 나며 어
즈러이 滅호 보고(但以愚人이 晨旦애 見華다가 食時예 眼差야 見華의 
亂生亂滅고) <圓覺 上2-3:27b> 

ㄴ. 이티  밥만 면 곧 氣分을 어더 숨쉬니라(如此一飯時卽得氣呼吸矣
却) <救急方 上77b>

(34ㄱ)의 ‘食時’은 “밥 먹을 때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시간을 밥 먹는 때
를 중심으로 하여 낮을 삼등분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그 기원이 
될 만한 것으로 ‘食時’, ‘밥’ 정도가 나타난다. (34ㄴ)은 시간적 위치보다는 시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밥 먹을 만큼의 시간 동안”을 뜻하는 ‘食頃’
과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계절어가 한 해를 4등분한 것으로서 B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 해의’ 계절과 ‘그 다음 해의’ 계절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었듯이 시분어
도 이와 유사하다. 이들 시간 명사들을 기준시로 하여 그 앞과 뒤를 나타내는 B유형의 
시간 명사는 없고 이들 시분어가 속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 날의’ 때나 ‘그 다음 
날의’ 때와 같은 구 형식으로만 나타난다. 

3.2. 근대국어 

3.2.1. 삼분(三分) 체계

  기준이 되는 때를 중심으로 하여 시간을 삼분하여 나타냈을 때에 기준시 이전을 가
리키는 때를 나타내는 시간 명사들에는 ‘過去’, ‘아’, ‘녜’나 ‘녜’가 결합한 복합어, ‘去
-’, ‘向-’과 같은 한자어 어근이 결합한 것, 공간어에서 파생된 ‘前’이나 ‘앒’, 지시관형
사 ‘뎌, 저’가 결합한 것들이 있다. 먼저 ‘과거’, ‘아’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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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ㄱ. 우리 귀왕이 이 사름을 공경야 녜되 과거 현 미 졔불티 야 쇼귀
을 틱야 <地藏 中24a> 

ㄴ. 아 向來 <語錄初 5b>  曾 아 <語錄初 10b> 

근대국어 시기에 보이는 ‘과거’의 용례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로 불경 언해류에
서 나타나며 그 외의 문헌에서는 찾기 어렵다.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이전을 
가리키던 ‘아’는 근대국어 시기에서는 17세기의 ≪語錄解≫와 같은 문헌에서만 찾을 
수 있어 이 시기에 사어화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녜’, ‘向-’, ‘去-’가 통합하여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명사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6)ㄱ. 녯날 국모라 시던 일을 각 시니 감격거니 <癸丑 上29b> 
ㄱ'. 니 바 다 미 도로혀 그고 녯적 현란던 거시 이제 져기 열니이

디라(所謂覺者今友誤矣昔之眩者今少開矣) <警問續 4b>  
ㄱ". 우리 대대왕 신이 녯 뉵년 츈방의 시강기 장 오래 와 업듸여 

보건대 <闡義 2:37a>
ㄴ. 져즘 向者 <韓佛 555> 
ㄴ'. 或 上官의 뎨 觀望야  從違 [협주 생략] 삼으며 或 向來의 成案을 

[협주 생략] 모 벗겨  내 일만 려 니(或觀望上官之批語야 以爲
從違며 或描寫向來之成案야 以完己事니) <無寃錄 1:57b> 

ㄷ. 내 거번 우연히 각고 대신들의게 의논니(日前偶然思及議于大臣) <字恤 
2b> 

(36ㄱ, ㄱ', ㄱ")의 ‘녜’가 결합한 시간 명사들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나 문맥에
서 언급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훨씬 더 이전을 가리키는 것에 비해 (36ㄴ, 
ㄴ')과 (36ㄷ)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여 멀지 않은 앞선 때를 가
리킨다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前’, ‘앒’이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예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37)ㄱ. 수일 후의 그 아이 드러와 보고 나간 후 언와 긔이 젼과 크게 달나  
<明義 卷首下존현각일긔:47a> 

ㄴ. 이젼에  일즉 서로 아지 못니(向來又不曾相識) <重老 上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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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ㄱ)의 ‘젼’은 문맥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선 때를 가리키는 것이
고 (37ㄴ)의 ‘이젼’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前’이 
다양한 기준시를 참고로 하여 그보다 앞선 때를 나타내는 용례는 이전 시기보다 더 많
이 나타난다. 그와는 반대로 이전 시기에 단독으로 기준시보다 앞선 때를 나타내어 ‘알
’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높았던 ‘앒’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시간 
명사로서 기준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용례를 찾기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지시관형사 ‘뎌(져)’가 결합하여 기준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용례를 보이
면 아래와 같다.

(38)ㄱ. 졉 오래 만나지 못오니 (頃日者 久久御意得不) <改捷10 下15a> 
ㄴ. 뎌 일은 외간도  반시 알디라 <闡義 2:34a>
ㄴ'. 져 거월 초칠일 륜음에 분등믈 기려 <호남 윤음 05a>
ㄷ. 이믜 이러면 져즘 네  니되 首領官이 초를 그라 당샹 드리니(旣

是這般 那幾日你又說首領官纔稿呈堂) <朴新 2:51a> 

(38)의 ‘졉’, ‘져’, 져즘‘는 모두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
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준이 되는 시점과 멀지 않은 때로서의 이전 시점을 가리킨
다.
  다음으로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준시와 동일한 때를 가리키는 
시간 명사에는 ‘現在’, ‘-今’이 결합한 것, 지시관형사 ‘그’, ‘이’가 결합한 것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現在’와 ‘-今’이 결합한 시간 명사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9)ㄱ. 우리 귀왕이 이 사름을 공경야 녜되 과거 현 미 졔불티 야 쇼귀
을 틱야 <地藏 中24a> 

ㄴ. 당금의 폐단이 힌 곳의 병근이 친 곳을 잡아 헤쳐 <易言 跋02b> 
ㄴ'. 옛 부인은 나물을 치슈로 탄 말이 지금지 언젼니 졍 것 밧게 업니

라 <계녀서>  
ㄴ". 卽今 어 가다 내 北京으로 向야 가노라(如今那裏去 我往北京去) <蒙

老 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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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ㄱ)의 ‘現在’와 (39ㄴ, ㄴ')의 ‘당금’, ‘지금(只今)'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포
함되어 있는 때로서 비교적 넓은 시구간을 가지고 있다. 반면 ‘卽今’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과 동일한 바로 그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앞선 시간 명사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구간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시관형사 ‘그’, ‘이’가 결합한 시간 명사들로 기준이 되는 시점과 같은 때
를 나타내는 시간 명사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40)ㄱ. 그은 病氣ㅣ 平愈거든 뵈오리이다 <改捷 2:8a> 
ㄱ'. 두 어린 아린 아 두고 션왕이 업오시니 그 내 죽을 거시로 <셔궁 

22a> 
ㄱ". 김시 그 아 긔지와 긔지의 안해 박시 더브러 서 잇그러 강의 뎌 주

그니 박시 그적 나히 열아홉이러라(金氏與子器之器之妻朴氏相携投江而死朴氏
時年十九) <東新 烈2:89b> 

ㄴ. 능히  거도 나아오디 못고 셩 듕의 냥식이 진니 이 당야 대병
으로 셩을 치기 서리외 람이 을 풀닙을 거두치고 <산성 143> 

ㄷ. 님 보고 계 뵈여 왈 이제 나가면 죄를 벗고 궐듕의 이시면 죄 더을 
거시니 <癸丑 上4b> 

ㄹ. 입예 혹 놀라 고 딜 자 이 역증이니(此時或發驚搐窒塞者此則逆
也) <痘經 23b> 

ㄹ'. 간밤 만흔 술의 장 야 입지 인를 히지 몯기의 <改捷10 
下21b> 

ㅁ. 이번의 오디 못여시니 이제 더욱 올 긔약이 업 거시니 <은진宋奎濂 
120> 

(40ㄱ, ㄱ', ㄱ")과 같이 지시관형사 ‘그’가 결합한 시간 명사는 모두 문맥상에서 사건
이 기술되고 있는 시점이나 언급하고 있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킨다. 그에 비해 
‘이’가 결합한 시간어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달라지는데 (40ㄴ, ㄹ)은 
지시관형사 ‘그’가 결합한 시간어들과 마찬가지로 문맥상으로 사건이 일어나거나 언급
되고 있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키지만 (40ㄷ, ㄹ', ㅁ)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와 동일한 시점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준시보다 이후의 때를 가리키
는 시간어들은 한자어 어근 ‘來’가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어들과 공간어로부터 파생된 
‘뒤’나 ‘후’와 관련한 시간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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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41)ㄱ. 비록 미 알고 셩경 심오 뜻을 통달고 <성직 15a>
ㄴ. 나 將來 일을 각여 萬全之計를 여 드리되 <隣語 2:9a>  
ㄷ. 이제를 미처 닐으지 아니면 두에 비록 여러 갑졀을 감이 이셔도 쇼민

의 과 피임의 다엿고 <호서 윤음 4a> 

(41)에서와 같이 ‘미래’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나 문맥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
점을 기준으로 하여 나중의 때를 나타내며 ‘將來’, ‘두’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때를 가리킨다.4)
   다음으로 공간어 ‘後’, ‘뒤’가 시간어로 쓰여 기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예를 보
이면 아래와 같다.

(42)ㄱ. 그 잇틀날 여 다슌 데 펴셔 두면 일졔니 다 날 거슨니 먼져 난 뒤에도 할
우은  먹니지 말고 후에 난 것과 갓치 먹니은 거시 죠은니라 <蠶桑 9b> 

ㄴ. 훗날 혀 만나면 별로 은혜 밋게 리라 <三譯 2:13b> 
ㄷ. 이런 예 모든 下人들도 帖子나 셔야 후제 아모 일을 당여도 힘을 

아니 쓰니읻가 <隣語 2:8b>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뒤’가 시간어로 쓰인 용례를 찾기 극히 어려웠던 것과
는 달리 근대국어 문헌에서는 (42ㄱ)과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하여 선행어가 가
리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의 때를 가리키는 용법을 보인다. ‘후’는 (42ㄱ)에서
처럼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점보다 나중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42ㄴ, ㄷ)과 
같이 ‘날’이나 ‘제’와 같은 시간 어휘와 결합하여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이후의 
때를 가리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미지사와 부정사로서의 시간어 
4) ‘두’는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두’, ‘래두’, ‘來頭’와 같은 표기형을 보이는데 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ㄱ. 본군에 응용 경비 즁에셔 몬죠 취여 쓰고 두에 도로 울 방약은 죵당 다시 보

겟노라 <독립신문 1897년2월27일자>
ㄴ. 래두 來頭 <국한 92>
ㄷ.  前에 來頭의 歲月이 만흐니 아모 일이라도 아즉 늣지 안타 고 마음에 미덧더

니 <신정 2: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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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43)ㄱ. 어느 에 국의 집에 갓던다 <續明 1:35b> 
ㄱ'. 언제 何時 <韓佛 21> 

(44)ㄱ. 너만 아랏다가 아모 제나 무던이 넉여 두시게 면 환이 업리라 <癸丑 
下17b> 

ㄱ'. 아모  아모  아모 날(某年 月 日) <老諺 下15b>
ㄴ. 某年 月 日에 집 셰 낸 사 <朴諺 中39b>  
ㄴ'. 奉 某月 某日 制書호니 <家禮 1:32b> 

(43)은 미지사로서의 시간어, (44)는 부정사로서의 시간어의 용례를 보인 것으로 이전 
시기에 보이던 ‘어느 , 어느 적, 어느 제’와 같은 시간 표현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
에서는 ≪杜詩諺解≫중간본에서만 나타나 이 시기부터는 쓰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
며 (43ㄱ)과 같이 ‘어느 ’와 같은 형식만이 나타난다. 또한 부정사의 용법을 보이는 
시간 표현이 이전 시기에는 구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한자어 
‘某年, 某月, 某日’과 같은 시간 명사가 문헌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某年, 某月, 某日’은 
이 시기에 새로이 나타난 것이기 보다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언해서에서 한문 원문
에서는 보였던 것들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엔 이들을 모두 ‘아모’를 통합한 구 형식으로 
언해하였는데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이들이 한글 문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3.2.2. 단위 체계
 

3.2.2.1. 년(年)

  먼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A유형에 해당하는 시간 표현의 용례를 보이
면 아래와 같다.

(45)ㄱ. 弘治 庚戌에 予ㅣ 命을 받와 府에 낫더니 <女訓 上18b>
ㄴ. 계년 졍월 초 삼일의 죽은 인의 죵을 다 잡아 내라 거 <癸丑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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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b> 
ㄷ. 윤년 閏年 <韓佛 73> 

근대국어 시기에도 중세국어 시기와 마찬가지로 해를 매길 때에 중국의 연호와 60간지
를 이용하였다. (45ㄷ)의 ‘閏年’은 태양력과 관계된 시간어이다. 이전 시기의 시 매김 
체계에서 보이는 시간어들은 대부분 음력과 관계된 것이었는데 19세기 후반의 사전류
에서부터 ‘윤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아, 이 시기에 이미 해를 매길 때에도 태양
력이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B1유형에 해당하는 연칭어들의 목록 중에서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속해 있
는 해를 가리키는 시간어를 먼저 보이면 아래와 같다.

(46)ㄱ. 今年 올 <譯語 上 3b-4a> 今年 올 <方言(申部) 7a> 
ㄱ'. 今年에 아모  아모 날 小人을 집의셔 도적이 뵈 一百 疋을 도적여 가믈 

닙으니 (今年某月某日 小人家下被賊竊去布一百疋) <朴新 3:50b>

(46)에서와 같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때가 속한 해를 가리키는 시간어에는 ‘올’, ‘올
’, ‘今年’이 있다.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와는 달리 근대국어 시기에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선 해와 나중 해를 매기는 시간어들이 매우 많이 나타난다. 먼저 ‘올’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앞선 해를 가리키는 시간어가 출현하는 문헌과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
다. 

(47)ㄱ. 大前年 그그럿긔 <方言(申部) 7a> 
ㄴ. 大前年 글헉긔 <譯語補 3a> 
ㄴ'. 그럿긔 去年 <韓佛 171> 젼젼년 前前年 그럭게 <韓佛 548> 샹샹년 上上

年 젼젼년 <韓佛 382> 
ㄷ. 舊年 디난, 往年 디난, 年時 젼년, 前年 젼년 <譯語 上4a>
ㄹ. 去年 샹년 前年 그럿긔 <蒙類 上03b> 

(47)의 예들을 보면 ‘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해를 매기는 것들로 고유어에는 
‘디난’, ‘그럿긔’, ‘그그럿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디난’는 ‘니건(年時)’의 후대형
으로서 ‘往年’에 대응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47)을 보면 ‘그그럿긔’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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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긔’에 대응하는 한자어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한자어 ‘前年’, ‘上年’, ‘去年’
은 (47ㄱ, ㄹ)의 예를 참고하자면 서로 같은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이들에 대응
하는 고유어가 (47ㄴ', ㄹ)에서는 ‘그럿긔’에 (47ㄷ)에서는 ‘작년’의 동의어라 할 수 있
는 ‘디난’에 각각 해당된다. 이러한 오류는 ‘前’을 기준시점보다 한 단위 앞선 시점과 
그보다 한 단위 더 앞선 시점에 대응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이후 살펴볼 월칭어나 일칭어에서도 나타나며 모두 외국어 학습서에서 한어와 국어 
어휘를 대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아마도 ‘오늘’을 기준으로 하여 이틀 뒤를 
가리키는 일칭어 ‘後日’과, ‘올’를 기준으로 하여 2년 뒤를 가리키는 연칭어 ‘後年’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용례를 종합하여 볼 때에 한자어의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올’의 바로 전 해를 가리키는 시간어로 ‘前年, 去年, 上年, 昨年’이 있으며 
그보다 한 해 앞선 때를 가리키는 연칭어로는 ‘大前年, 前前年, 上上年, 再昨年’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해를 가리키는 연칭어들의 목록과 출전이
다.

(48)ㄱ. 今年 올 明年 년 後年 후년 <方言(申部) 7a> 
ㄴ. 明年 년 <方言(申部) 7a> 명년 明年 <倭類 上03a> 
ㄷ. 後年 후년 <方言(申部) 7a> 년 來來年 <韓佛 273> 명년 再明年 

<韓佛 537>  
ㄹ. 후년 來後年 <韓佛 271> 훗훗 來後年 <韓佛 118> 후후년 後後年 <韓

佛 116> 

(48)에서 알 수 있듯이 ‘올’를 기준으로 하여 이후의 해를 매기는 연칭어는 한자어계
열의 단어만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올’를 기준으로 하여 바로 다음 해를 가리키는 
연칭어에는 ‘년’과 ‘명년’이 있으며 그 다음해를 가리키는 것에는 ‘후년’과, ‘내년’과 
‘명년’에 각각 ‘來-’, ‘再-’를 결합한 ‘년’, ‘명년’이 있다. 또한 그보다 한 해 다음
을 가리키는 것에는 ‘후년’에 ‘來-’나 ‘後-’를 결합한 것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B1유형에 속하는 시간어로 지시관형사가 결합한 것에는 ‘이’와 ‘져년ㅎ’
이 있다. 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49)ㄱ. 동 촌님네나 족하님네 양 모다 이러구러 디내니 셔 이도 거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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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 134> 
ㄴ. 져년 듕병을 디내여시니 제  다 그러가 녀겻더니 <은진宋奎濂 42> 

(49)에서 보듯이 ‘이’는 ‘올’에 ‘져년’은 ‘지난’에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B2유형에 해당하는 연칭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0)ㄱ. 當年 그 本年 <譯語補 3a> 
ㄱ'. 當年에  唐僧이 이셔 西天을 향여 經 가질라 갈 제(當年有箇唐僧往西天

取經去) <朴新 3:21b>
ㄱ". 本年 아모  아모 날 小人이 아모 곳에 가더니(本年某月某日 小人前往某

處) <朴新 3:52a> 
ㄴ. 익년 翌年 <倭類 上03a>
ㄴ'. 이듬 가지 살고  의 닐오 다 살면 됴흔 일 보시리라 더니 <셔

궁 71b> 
ㄷ. 새 新年 <韓佛 367> 
ㄷ'. 새 되여시되 긔별을 모니 답답여 서운 이 이업서 더니 <은

진宋奎濂 50> 
ㄷ". 무근 인도 젼페여 만나보지 못 듯오니 <징보 9> 
ㄹ. 삼 년을 매  아비 죽으니 쳑기 녜예 넘게 더라 이 녀의 

큰 람 블고 물의 만이 오니 즘이 죽고 초목이 거디되(母服初闋 復丁父
憂 悲毁過禮 是年夏 風雹所經處 禽獸暴死 草木摧折) <三綱(英) 孝25> 

ㄹ'. 나라만 잡더니 이라 밋디 아녀 모다 먹으니 그 겨의 절로 죽으니
라 <癸丑 下44a> 

위의 예들은 모두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칭어들
로 (50ㄱ)의 ‘當年’은 B2유형의 ‘그’로도, ‘本年’과 같은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맥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다음 해를 가리키는 연칭어로는 (50ㄴ, ㄴ')의 ‘翌年’과 ‘이듬’가 있다. 마지막으
로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다가오는 해와 그 
이전의 해를 가리키는 시간어로는 (50ㄷ~ㄷ")의 ‘새’와 ‘무근’가 있다.

3.2.2.2. 계절(季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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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비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더 많은 계절어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A유형에 해당하는 고유어 계절어는 이전 시기에 비해 새로이 생겨난 시
간어들을 별로 찾을 수 없으나 한자어 계절어는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시간어들이 다
수 발견된다.
  먼저 A유형인 고유어와 한자어 계절어들의 직접구성요소를 대응시켜 보면 아래와 같
다.

(51)  고유어(봄 녀름 ㅎ 겨ㅎ) 對 한자어(春, 夏, 秋, 冬) (계절명=s)
  ㄱ. s 對 s
  ㄴ. [s+-졀(節)]  對 [s+-절(節), -계(季)]
  ㄷ. [s+날] 對 [s+일(日)]
  ㄹ. [초-+s] 對 [초(初)- 또는 맹(孟)-+s]
  ㅁ. [한-+s] 對 [중(仲 또는 中)-+s] 
  ㅂ. [늦-+s] 對 [계(季)- 또는 모(暮)-+s]

  (51ㄱ~ㄷ)과 같이 각각의 계절을 가리키는 시간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2)ㄱ. 겨 치위에도 슈의 모욕고(皆聽誣說冬月浴冷) <痘經 10a>  
ㄴ. 녀름날 더온 하이며 <明義 卷首上:14a> 
ㄴ'. 시방 졀이 다라시니 동당으로 야곰 을 업게 못리라 고 <太平 

36a> 
ㄷ.  三年ㅅ 春애 키 孟津애 會시다(三年春애 大會于孟津시다) <서전 

3:1a> 
ㄹ. 春日이 遲遲혼 디라(春日遲遲라) <시경 9:20a> 
ㄹ'. 秋節이 되여시매 思鄕之情이 甚오되 <隣語 4:11b> 
ㄹ". 츈계 春季 <韓佛 612>  

먼저 (52ㄱ~ㄷ)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계절어들을 살펴보면 고유어 계절어는 ‘봄’, ‘녀
름’, ‘’, ‘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節’, ‘날’과 같은 시간 어휘를 결합하여 
새로운 계절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한자어 계절어의 경우에도 ‘-節’, ‘日’ ‘-季’를 결
합하여 새로운 계절어를 만들기도 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계절을 세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때를 가리키는 계절어는 (52ㄹ~
ㅂ)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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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ㄱ. 每歲ㅅ 孟春애 遒人이 木鐸으로  路애 徇호(每歲孟春에 遒人이 以木鐸으
로 徇于路호) <서전 1:80a> 

ㄱ'. 初春과 다 冬月은 초 히며 술 강 복기 덥게 라(初春與冬月은 煮
醋炒糟 令熱라) <無寃錄 1:19b> 

ㄱ". 반시 첫봄의 침 주어 혈긔로 고로게 야 럼우 셩게 아니면(必於春首
애 針刺야 分調血氣야 不致太盛면) <馬經 上51a>

ㄴ. 仲春이면 그 民은 析고 鳥와 獸 孶며 尾니라(仲春이면 厥民은 析
이오 鳥獸 孶尾니라) <서전 1:2b>

ㄷ. 莫春에 春服이 이믜 일거든(暮春者애 春服이 旣成이어든) <論栗 3:17b> 
ㄷ'. 마내 生日이 季秋애 이심을 만나니 九月 十五日이니라 <家禮 10:41a> 

(53)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계절을 삼분한 시간
어들은 주로 한자어만이 나타난다. 한자어 계절어는 ‘春, 夏, 秋, 冬’ 각각에 ‘初-’, ‘孟
-’을 결합하여 세 개의 시구간 중에 가장 첫 번째 시구간을 가리키는 계절어를 만들어 
내고, ‘仲-’이나 ‘中’을 결합하여 가운데 시구간을, ‘暮-’, ‘季-’를 결합하여 마지막 시
구간을 가리키는 계절어를 각각 형성한다. 그에 비해 이 시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고유
어 계절어의 경우에는 (53ㄱ")과 같이 ‘첫’이 계절어에 결합한 예만을 찾을 수 있다.
  이제 B유형에 해당하는 계절어를 살펴보면 이들도 크게 고유어와 한자어 계열로 나
뉘는데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4)ㄱ. 前春에 郊와 廟애 禮샤(前春禮郊廟) <杜重 4:21a> 
ㄱ'. 명츄 明秋 명츈 明春 <韓佛 237> 
ㄴ. 어느 시절의 만나볼고 며 올을로 나올가 니 못 오리라 니 더옥 이

업며 <은진宋奎濂118>
ㄴ'. 거년 봄의  쟝 동영  가셔 놀녀  <易言 跋2a> 
ㄷ. 이듬 봄의 션 보오시고 긔특이 너겨 니오시되(明年春宣廟見而奇之曰) 

<先行 2> 

(54ㄱ~ㄴ')은 B1유형에 속하는 계절어들의 용례이고 (54ㄷ)은 B2유형에 속하는 계절
어의 용례이다. (54ㄱ, ㄱ')과 같이 한자어 계절어의 경우에는 화자가 속해 있는 계절
보다 그 전 해의 계절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前-’과, 그 다음 해의 계절을 가리키는 경
우에는 ‘明-’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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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해 있는 해의 계절을 가리키는 시간어로는 ‘今-’이 결합한 예들이 보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다. 고유어 계절어의 경우에는 ‘올해’의 
선대형인 ‘올ㅎ’이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어로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속해 있는 
해의 계절을 가리키는 시간어가 발달하였으며 그 이전이나 다음 해의 계절을 가리키는 
시간 표현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단어로까지 발달하지 않았다. B2유형에 속하는 
계절 표현 역시 단어로까지 발달하지 않고 구 형식으로만 나타난다. 

3.2.2.3. 월(月)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A유형의 월칭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5)ㄱ. 졍월 正月 이월 二月 삼월 三月 월 四月 오월 五月 륙월 六月 칠월 七月 
팔월 八月 구월 九月 십월 十月 십일월 十一月 십이월 十二月 <倭類 上3b>

ㄴ. 긔묘 원월 건 병인 긔미 삭 음 니 긔록랴 <병자 288> 
ㄷ. 冬至月 동지ㅅ 臘月 섯 <方言(申部) 7b>  
ㄷ'. 납월 초뉵일 이후의 년야 봉화 두 로 혀 <산성 16> 
ㄷ". 지월 념칠일 조모 <은진宋奎濂 120> 
ㄹ. 윤월 십팔일 구 <은진宋奎濂 19> 
ㄹ'. 그 윤오월 십일이간이라 <한중록 252> 

근대국어 시기에도 (55ㄱ)과 같이 수사를 이용하여 달을 매겼으며 각 달들 중 특히 음
력 1월이나 11월, 12월과 같은 달은 (55ㄱ~ㄷ")에서와 같이 다양한 별칭들이 존재한
다. (55ㄹ)의 ‘윤’, ‘윤월’과 같은 월칭어는 이 시기에 시간 체계로서 태음력을 사용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앞서 각각의 계절을 삼등분하였을 때에 각각의 
시구간을 가리키는 계절어들이 월칭어로도 사용된 용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6)ㄱ. 孟春 下旬 처엄의 仲月 三旬의 각  되 <家禮 10:2a> 
ㄴ.  歲 乙丑 季夏 八日애 쓰노라(峕歲乙丑季夏八日애 題노라) <常訓 44b>
ㄷ. 반시 첫봄의 침 주어 혈긔로 고로게 야 럼우 셩게 아니면(必於春首

애 針刺야 分調血氣야 不致太盛면) <馬經 上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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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의 ‘季春’, ‘季夏’는 “늦봄”, “늦여름”을 뜻할 수도 있지만 위의 용례에서 일칭 관련 
표현과 함께 쓰인 것을 볼 때에 각각 “음력 3월”과 “음력 6월”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또한 (56ㄷ)의 ‘첫봄’도 “봄이 막 시작되는 때”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음력 1월”을 가
리키기도 한다.
  이제 B1유형에 해당하는 월칭어들의 목록과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7)ㄱ. 前月 거거월 <方言(申部) 7b>
ㄱ'. 去月 지난 <譯語補 3b> 前月 거월 <譯語 上3b> 去月 거월 <方言(申部) 

7b>
ㄱ". 다만 젼월 초칠일 샹참신 후 셜홰 저희 무리의 몬져 안배된 고로 <明義 

卷首上:62a> 
ㄱ"'. 심양 니참의 거월 열이튼날 난 유뮈 와시되 우리 유무 아니 와시니 답답

다 <병자 98> 
ㄴ. 금 今 금월 <韓佛 165> 
ㄴ'. 초계 동의 살 므 날은 이 스므아랜날도 극히 됴코 삼월 초날도 

됴타 니 <곽씨 48-5>  
ㄷ. 을히면 다 올라가고 월이면 네 아바님도 갈 거시니 <은진宋奎濂 116> 
ㄷ'. 出月 월 下月 <譯語補 3b> 명월 明月 <韓佛 235>

(57)의 예에서 보이듯이 근대국어 시기의 B1유형의 월칭어 또한 한자어 계열이 고유어
에 비해 훨씬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달을 가리키는 월칭어로 (57ㄴ)의 ‘今月’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로는 지
시관형서 ‘이’가 결합한 ‘이’이 있다. ‘今月’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의 때를 나타내는 
월칭어로는 (57ㄱ, ㄱ')의 ‘去月’, ‘前月’, ‘去去月’이 있다. ‘前月’이 (57ㄱ, ㄱ')에서 보
듯이 일부 문헌에서는 ‘去去月’에 대응하기도 하고 ‘去月’에 대응하기도 하는데 일반적
으로는 ‘今月’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이전의 달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去月’에 대응하는 고유어 월칭어로는 (57ㄱ')과 같이 구 형식이 단어화하여 형성된 ‘지
난’이 있다. 또한 ‘今月’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의 달을 가리키는 월칭어로는 (57ㄷ, 
ㄹ)의 ‘來月’, ‘明月’이 있다.
  아래는 B2유형의 시간어들의 용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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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ㄱ. 당월 當月 <倭類 上04a>
ㄴ. 동월 동일 同月 同日 <韓佛 488>
ㄷ. 本月 그 <方言(申部) 7b>
ㄷ'. 그 후 셩노가 긋치디 아니오셔 그 십오일 챵의궁의 거동시고 <한중록 

138>
ㄹ. 국운이 불야 뎡셩셩모 승하오신 이듬달의 인원셩뫼  녜쳑오시니 

<한중록 72> 

(58)에서 보듯이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달을 가리키는 월칭어로는 한
자어 ‘當月’, ‘同月’, ‘本月’이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고유어 월칭어로는 ‘그’이 있다. 
또한 문맥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 속한 달의 바로 다음달을 가리키는 월칭어로 
(58ㄹ)의 ‘이듬달’이 이 시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3.2.2.4. 주(週)

  근대국어 시기에 7일을 시간 단위로 끊어 날을 매기는 시간 표현은 이전 시기와 마
찬가지로 새로운 체계로까지 발달하지는 않았으며 ‘七日’을 날을 세는 단위로서 사용한 
용례만이 나타나는데 그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9)ㄱ. 빙텬오신 이칠일 만의 형을 외쳑으로 두 간야 논계게 야 노코 <癸
丑 上4a> 

ㄴ. 년화 곳붕이예 들어 칠칠일을 잇다가 (蓮花之中以蓮苞爲身過七七日) <念海 
7a>

(59)에서 보듯이 ‘이칠일’이나 ‘칠칠일’은 각각 ‘14일’과 ‘49일’의 다른 표현으로서 시간
적인 위치를 가리키지는 않고 시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나타난다. 

3.2.2.5. 일(日)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일칭어로서의 시간 표현도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먼저 A유형에 속하는 일칭 표현 중에서 일수사가 쓰인 경우에 근대
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체계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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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ㄱ. 이  일일 <地藏 中12b> 對 뉵월 초일일 모 <은진宋奎濂 39>
ㄴ. 십월 십이일 모 <은진宋奎濂 32> 對 팔월 슌이일 모 <은진宋奎濂 100> 
ㄷ. 월 이십이일 모 <은진宋奎濂 23> 對 납월 념이일 모 <은진宋奎濂 68>

(6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근대국어 시기의 일수사를 이용한 한자어 일칭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들을 셋으로 나누어 1일부터 9일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은 (60ㄱ)과 같이 ‘初’가 결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10
일부터 19일까지를 나타내는 일칭 표현은 (60ㄴ)과 같이 ‘십(十日)’과 ‘슌(旬日)’에 한
자리 일수사를 결합하는 경우로 나뉘며, 20일에서 29일까지를 나타내는 한자리 일수사
에 일칭어는 ‘이십(二十)’과 ‘념(念日)’이 결합한 경우로 나뉜다.5) 
  다음으로 12지지를 이용하여 날을 매긴 표현이 이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난다.

(61)ㄱ. 졍월은 쇼날이오 이월은 범날이오 삼월은 톳기날이오 월은 뇽날이오 오월
은 암날이오 뉵월은 날이오 칠월은 염쇼날이오 팔월은 납날이오 구월은 
날이오 십월은 개날이오 동지은 돗날이오 섯은 쥐날이라(正月丑日이오 
二月寅日이오 三月卯日이오 四月辰日이오 五月巳日이오 六月午日이오 七月未
日이오 八月申日이오 九月酉日이오 十月戌日이오 十一月亥日이오 十二月子日
이라) <馬經 上49a> 

ㄴ.  반시 亥日과 밋 이 分이 至로 아닐디니라 <家禮 10:3b> 

(61)의 예는 날을 매길 때에 12지지를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고유어와 한자
어 일칭어가 모두 나타난다.
  또한 태음력을 사용하였던 이 시기에 달의 모양이나 공전주기와 관련하여 날을 매기
는 표현으로는 17세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망일’, ‘회일’이 나타난다. 이들을 포함하여 
고유어 계열의 일칭어와 한자어 계열의 일칭어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 이 외에도 한 달을 삼등분 하여 ‘旬’을 단위로 하여 각각의 시구간을 가리키는 시간어가 
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인다.

ㄱ. 主人이 香을 픠오고 珓 쏘여 上旬 날로  命야 오 <家禮 9:30b> 
ㄴ. 吉티 아니거든 다시 中旬 날을 졈卜고 <家禮 10:2b> 
ㄷ.  吉티 아니거든 下旬에 날을 라 <家禮 9: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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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ㄱ. 방이 초닷쇗 이 날 거시니 혀 과거옷 면 이 그믐로 려 가고 
과거옷 몯면 이  보름로 려 가리로쇠 <곽씨 152-6> 

ㄴ. 오월 대 초삭 대우 <병자 84> 
ㄷ. 田禾다가 다 거두어 븨면 八月 初生에 긔동러라(把田禾都收割了時 八月

初頭起) <朴諺 上48a> 
ㄹ. 십 망일 쳥 <병자 126> 
ㅁ. 졍월 회일 모 <은진宋奎濂 88>

(62)에서 알 수 있듯이 달의 공전주기와 관련한 고유어 일칭어로는 ‘보름’, ‘그믐’이 있
으며 한자어 계열의 일칭어로는 ‘초삭’, ‘초’, ‘망일’, ‘회일’이 있다.6)
  다음으로 B1유형에 해당하는 일칭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3)ㄱ. 今日 오 <譯語 上3a> 금일 今日 <倭類 上4b> 
ㄴ. 昨日 어제 <譯語 上3a> 작일 昨日 <倭類 上4b> 
ㄴ'. 前日 그제 <譯語 上3a> 작일 再昨日 <倭類 上4b> 
ㄴ". 大前日 긋그제 <譯語 上3a> 긋그져 再再昨日 <韓佛 172>
ㄷ. 明日 일 <譯語 上3a> 
ㄷ'. 後日 모뢰 <譯語 上3a> 명후일 明後日 <倭類 上4b> 명일 再明日 <韓佛 

537> 
ㄷ". 外後日 글픠 <譯語 上3a> 
ㄷ"'. 그글픠 來後日 <韓佛 164>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때를 매기는 B1유형의 시
간어에서 연칭어와 월칭어에 비해 일칭어가 폭넓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63ㄱ)의 고유
어 계열의 ‘오늘’, 한자어 계열의 ‘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63ㄴ~ㄴ")의 것들은 그 이전
의 날들을 나타낸다. 고유어로는 ‘어제(어젓긔)’, ‘그제(그젓긔)’, ‘긋그제(긋그젓긔)’와 
같이 ‘오늘’보다 3일 앞선 때로부터 바로 전날까지를 나타내는 시간어들이 나타나며 그
에 대응하는 한자어로는 ‘어제’와 ‘그제’에 대응하는 ‘작일’, ‘작일’이 있다. 연칭어와 
월칭어에서 ‘前年’이나 ‘前月’이 가리키는 때가 문헌마다 일치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일

6) 이 외에도 보름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 중 보름보다 이전의 때를 나타내는 시간어와 그 
이후를 나타내는 시간어가 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인다.

ㄱ. 大明 正德 戊辰 春王 正月 上澣 日에 스노라 上澣은 망젼이라 <女訓 上29b> 
ㄴ. 샹지 오년 신츅 계하 하한의 통졍대우 <御製 濟州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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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어 ‘前日’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들에서 일정하게 고유어 ‘그제’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7)
  다음으로 B2유형에 해당하는 일칭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4)ㄱ. 當日 그날  <譯語 上3a> 本日 그 <方言(申部) 8b>
ㄱ'. 나도 그날에 手帕 드린 후에 (我也那一日遞了手帕之後) <朴諺 上58b> 
ㄱ". 이날에 술 먹디 말며 고기 먹디 말며 풍뉴 듣디 말며 <家禮 10:44a>
ㄴ. 즉일 卽日 <倭類 上4b>
ㄴ'. 孩兒ㅣ 卽日에 곳 起程리이다(孩兒卽日便起程) <伍倫 2:30a> 
ㄷ. 익일 翌日 <倭類 上4b>
ㄷ'. 翌日의  써 儒臣으로 여곰 原篇과 아오로 繕寫야 刊印고(翌日又題令

儒臣竝與原編繕寫刊印) <御訓 稼穡篇 3b> 
ㄷ". 次日 이튼 <方言(申部) 8b>

(64ㄱ~ㄴ')은 문맥상에서 언급되거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날을 가리키는 일칭어로 
‘當日, 卽日, 本日’과 같은 한자어 외에도 지시관형사 ‘그’나 ‘이’가 결합한 ‘그날’, ‘이날’
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의 바로 다음날을 가리키는 일칭어로는 (64ㄷ)
과 같이 한자어 ‘翌日’과 고유어 ‘이튼’이 있다.

3.2.2.6. 일분(日分)
  
  근대국어 시기에도 A유형의 시각어들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12등분하여 

7) (ㄴ')의 용례 외에도 ‘前日’이 ‘그제’나 ‘그젓긔’에 대응하는 용례는 아래과 같은 것들이 
있다.

前日 그제 <方言(申部) 8b> 前日 그젓긔 <蒙類 上3a> 
   그런데 실제 ‘前日’이 문맥이나 담화상에서 사용되었을 때에 ‘그제’에 대응한다고 확언할 

수 있는 용례들은 찾기 어려우며 현대국어에서는 B2유형에 해당하는 시간어로서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이전의 어느 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나타난다. 그 용례를 보이면 아래
와 같다.

ㄱ. 님시 오 아자븨 주그미 젼일 지아븨 주금과 디라(林氏曰叔之死猶前日夫之死
也) <東新 烈 8:14b> 

ㄴ.  니가뎌모 젼일 밤에 예수의게 나아왓던 쟈ㅣ라 <훈아 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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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지의 이름을 사용하여 때를 매긴 것과 밤에 해당하는 시구간을 나눈 경점체계가 
사용되었다. 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5)ㄱ. 시 子時 츅시 丑時 인시 寅時 묘시 卯時 진시 辰時 시 巳時 오시 午時 
미시 未時 신시 申時 유시 酉時 슐시 戌時 시 亥時 <倭類 上5b> 

ㄴ. 경뎜 更點 <韓佛 157> 초경 初更 <韓佛 605> 이경 二更 <韓佛 38> 삼경 
三更 <韓佛 370> 경 四更 <韓佛 389> 오경 五更 <韓佛 52> 

  이 외에도 ‘오시(午時)'의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正午時’와 그를 기준으로 하여 앞과 
뒤를 가리키는 시간어가 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인다. 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
와 같다.

(66)ㄱ. 셰샹에 계신 지 십 일에 일이십 인 압흘 당야 졍오시에 승텬시니라 
<進敎 17a> 

ㄴ. 십구 야 오젼지 비 만히 오다 <병자 348>  
ㄷ. 오후의 형님 부음이 오니 <병자350>
ㄷ'.  임의 午後ㅣ 되엿고(日頭已到午後了) <老重 上60a>   

(66)에서 보는 것과 같이 12시에 해당하는 정오를 기준으로 하여 낮을 그 이전의 때
와 그 이후의 때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체계가 근대국어 시기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
다.8) 
  이와 함께 하루를 나눈 시구간을 가리키는 시간 단위 명사들이 시간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시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사용되었음을 보이는 용례들이 이 시기에
도 나타나는데 먼서 ‘시’과 ‘時間’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7)ㄱ. 도 리란 거시  시도 쉴 이 업시 두루 거시니(猪尾無一時休息) 
<痘瘡 下28b> 

8) ‘오후(午後)’와는 달리 ‘오젼’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午前’과 같이 한자로 표기된 
예를 찾을 수 없다. 문헌상으로 ‘오젼(午前)’과 ‘오후(午後)’는 17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출
현한다. 아래의 예에서처럼 15세기의 문헌인 ≪구급간이방언해≫의 한문원문에서 ‘午後’
를 찾을 수 있지만 언해문에서는 ‘낫 후’로 번역되어 있다.

밥 아니 머거셔 머그면 낫 후만 야 안히 글흐면 모딘 거시 나 됴리라(空腹
食之至日午後腹中如雷鳴當下惡物爲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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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내 명이 시에 이시니 원컨대  말만 고 죽으리라(今數刻之人耳 願一言
而死) <五倫 忠35b> 

ㄴ. 맛당히 일도 더듸게 못 거시오매 <闡義 1:3b> 
ㄷ. 신유슐 시간에 슬은 알은 온젼 긔운을 바다 츙실고 슐시 휴에 슬은 알은 

쓰지 못헐 거신니 <蠶桑 16a> 

(67ㄱ, ㄱ')의 예들은 시간의 길이를 세는 단위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시
간” 혹은 “頃刻”과 같은 뜻으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68ㄴ)에서처럼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에 ‘일(一刻)’이 있다. 한편, (67ㄷ)과 같이 19세기 후반의 문헌에서부터 
‘時間’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의 ‘시간’은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사
이, 동안”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7ㄱ)에서 보인 ‘시’의 용례와 같은 의
미로 쓰인다.

(68)ㄱ. 왼밤을 半點 도 엇디 못니(一夜不得半點覺) <朴新 2:24a>  
ㄴ. 或 소음부티에 적셔  식경만 덥헛다가(或錦絮之類야 一飯久ㅣ라가) <無

寃錄 1:35a> 
ㄴ'. 이의 심지 박은 지 셔 식경이 넘은지라(將紙撚已入一?) <太感 5:58a> 

반면, 更點체계는 때에 따라서 시구간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를 세는 
단위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68ㄱ)과 같이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만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밥’와 같은 표현으로 이 시기에 ‘식경(食頃)’이 나
타나는데 “밥을 먹는 동안의 짧은 시간”을 가리킨다[68ㄴ, ㄴ']. 
  다음으로 각각의 시구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개략적 시분어들을 살펴보면 17세
기의 문헌에서부터 ‘나조ㅎ’, ‘나죄’와 동의어로서 새로이 ‘져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하루를 다섯 개의 시구간으로 나누었을 때의 체계는 ‘새벽, 아, 낮, 나조ㅎ
(나죄) 혹은 저녁, 밤’과 같이 되었다. 이들 시분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들의 용례와 ‘져
녁’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9)ㄱ. 코 어더오나 셔 거의 져녁라 <병자 42> 
ㄴ. 믈 긷 길히 심히 어녑거 코 비니 이 즉시 소사나고 아져녁 졔

 잔의 술이 다 더라(汲道甚艱黙禱泉卽湧出朝夕奠杯酒輒乾) <東新 孝
3:77b> 

ㄴ'. 朝夕애 誨를 納야  나의 德을 輔라(朝夕애 納誨야 以輔台德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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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 2:57a>
ㄷ. 제 밤낫  이셔 입지 잇다가 주그니 가지가지 참혹고 <은진宋奎濂 

112>
ㄷ'. 아븨 상의 시묘 낫밤의 울기 심히 슬피 니(父喪廬墓晝夜哭甚哀) 

<東新 孝5:52b>  
ㄷ". 나라흔 대군과 본겻틀 위야 쥬야 우오시며 죽으려 오시니 <셔궁  47a> 

다른 단위의 시간어들과 달리 개략적 시분어의 경우에는 고유어 체계가 더 발달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개략적 시분어는 다양하게 나
타나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쓰이지는 않으며 (69ㄴ)과 (69ㄷ, ㄷ')의 ‘아져녁’과 ‘밤
낫’, ‘낫밤’은 ‘아’과 ‘져녁’, ‘낮’과 ‘밤’마다 어떤 일을 행함을 뜻하는데 이에서 더 나
아가 ‘밤낫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을 뜻하게 되었다. 특히, ‘낫밤’은 ‘밤낫’과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예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까지 나타나는데 이는 어순이 동일한 한
자어 ‘晝夜’의 영향으로 생겨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낫밤’은 18세기의 문헌에서는 
‘낫밤 없-’과 같은 표현으로만 나타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을 뜻하였으며 19세
기의 문헌에서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69ㄴ')이나 (69ㄷ")과 같이 하루 
중에서 가리키는 위치가 서로 대응되는 한자어 어근이 결합한 ‘朝夕’이나 ‘晝夜’와 같은 
시간어들이 나타난다.
  시분어 중 시각어의 경우에는 단어로까지 발달한 B유형의 시간어들을 발견할 수 없
다. 개략적 시간어의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시분어가 가리키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바로 이전의 때와 이후의 때를 가리키기보다는 시구간이 속해 있
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날 중의 어느 한 때나 그 이후의 날 중의 어느 한 
때를 가리키는 시간어만이 나타난다. 그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0)ㄱ. 목하 소견이 젼박을 이긔지 못더니 거야부터 긔 크게 나샤 <明義 卷首
上:41b>

ㄱ'. 昨夜 우리도 술의 여 각디 못거니와 <捷解初 9:9b> 
ㄴ. 간밤의 天氣 됴치 아니오니 <改捷10 中09a> 
ㄴ'. 어젯밤 애 화야 간 겨지비 의탁을 닐위여 거(昨夜夢애 化去之妾이 

許致起㞐云호) <권념 23a>  
ㄷ. 今夕이 엇던 夕고(今夕何夕고) <시경 6:6b> 
ㄷ'. 우리 오밤의 어듸 자고 가료(咱們今夜那裏宿去) <老諺 上9a> 
ㄹ. 늣게야 本을 나오면 明朝에 일 旨意 나오더니(晩進本明朝早㫖意出來) <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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倫 5:33b>

(70ㄱ~ㄴ')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때를 나타내는 시분어의 경우에는 ‘去-’, ‘昨-’이나 ‘어제’가 결합하고, 기준이 되는 시
점과 같은 때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今’이나 ‘오’, 그 이후의 때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明-’이 결합함을 알 수 있다.

3.3. 개화기국어 이후
  
3.3.1. 삼분(三分) 체계

  기준이 되는 시점과 동일한 때와 그 이전, 이후로 나누는 삼분체계에서 이전의 시기
와 비교하였을 때에 크게 달라진 점은 ‘앞’이 가리키는 시점의 변화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앒’은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활발히 
사용된 바 있었다. 그러나 근대국어 시기부터 그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용례를 찾기 
어려워졌으며 개화기국어 시기에 이르러서는 기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을 갖
게 되었다. 먼저 이 시기에 ‘앞’이 기준시 이전 시점으로 쓰이는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1)ㄱ. 완젼이 밧친 써 후에 년  셰를 일월 열흘이나 혹 열흘 압 몬져 완젼
야 밧치기를 긔약며 <조계 5> 

ㄴ. 어려로브터 과거 보기 위야 글 공부 다가 수년 젼브터 을 닥
고 위 바로게  공부 엿이다 <경감 1:92> 

ㄴ'. 로 헌병 륙명을 모집야 한국에 로 파송야 젼에 잇던 헌병 이명
과 합야 팔명의 헌병를 편셩 터인 <대한매일 1907년10월6일자>

(71)' 그러나 박사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략]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
려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교육학과)>

(71ㄱ)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압ㅎ’의 용례이고 (71ㄴ, ㄴ')은 같은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젼’의 용례이다. ‘압ㅎ’이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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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는 (71ㄱ)과 같이 시간어구를 선행한 경우에만 나타나며 선행 성분 없이 단독으로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던 용법은 (71ㄴ')과 같이 ‘젼’에게 넘겨주었음을 알 수 있
다. 현대국어에서도 (71)'에서와 같은 예가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용법으
로 쓰일 때에는 ‘앞’보다는 ‘前’을 더 선호한다.
  개화기국어 이후 시기의 문헌에서 ‘압ㅎ’이 기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사용된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2)ㄱ. 이 가 어나 기에 오 압일을 장 엇지들 시려오 <매일 1898년4월
15일자>

ㄴ. 아브라함의 년긔 그  칠십오셰니 오히려 압흐로 년은 더 살 년긔가 잇
셧니라 <신학 1:376> 

(72)'ㄱ.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기를 기원하면서 펜을 
놓는다. <고려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교육학과)> 

ㄴ. 이어서 결혼을 앞 둔 다음번 신부후보 친구에게 부케를 던지는 사진이 연출
된다. <한국민속의 세계 2권> 

ㄷ. 새 봄의 벽두가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ㄹ. 이렇게 눈앞의 계절을 바라보며, 무더위를 식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책이다. <한국현대수필을 찾아서>

이전 시기와는 달리 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72)과 같이 ‘압ㅎ’이 기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용례가 나타난다. 현대국어 시기에 이르면 (72)'에서와 같이 기준시보다 나중
의 때를 가리키는 시점을 가리키는 용례들이 많아진다.9)

9) 이렇게 기준시 이전 시점을 의미하던 ‘앒’이 기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게 된 데에는 아
래와 같은 공간 표현에서 쓰이는 ‘앒’의 용법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ㄱ. 우리 알프로 하뎜에 가든 밥 사 먹고  졈글어든 잣 안해 드러가져 <飜老 
上59ab> 

ㄴ. 만일 압흐로 더 갈 길이 업더면 효시의 집에셔 오래 류랴  번엿이다 
<텬로1 53b>

ㄷ. 일향 침몰 인가 혹 디리샹이나 력샹의 발젼됨을 러셔 졈졈 압흐로 진보
가 될가 일폭 디도를 잡고 쟝의 을 말노라 <대한매일 1910년2월20일
자>

   (ㄱ)에서 ‘村’이나 ‘하뎜(夏店)’은 화자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앞에 놓인 것으로서 이때
의 '앞'은 공간 표현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앞’이 방향을 나타내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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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이전 시기까지 지시관형사 ‘뎌(져)’가 ‘’와 결합하였을 때에 기준시 이전 
시점을 나타내던 것에서 개화기 국어 시기에 오면 ‘졉’는 기준시 과거 시점을, ‘뎌
(져)’는 기준시와 동일한 시점을 가리키게 된다. 개화기와 현대국어 시기에서 보이는 
‘뎌(져)’가 결합한 시간명사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3)ㄱ. 卽今은 물가온 許多 입히 잇스나 졉 가 더진 입히 여러 번 도라 다
니다가 나종에 다 물에 이여 들어갓소 <신정 2:23a>

ㄴ. 이제 우리가 류리로 보 것 치 지 못나 뎌에 니러 깁히 아러 
쥬가 우리 아 것 치 며 <신학 3:177> 

ㄴ'. 엇지 이것으로 바울의 의견이 이와 뎌가 지 아니을 증험리오 <신
학 7:26>

(73)'ㄱ.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엿보는데 자료화면이 나가는 시간이 됐다. <뉴스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딸꾹!>

ㄴ. 망둥이를 데리고 온 가자미는 아까부터 목이 말라, 이때나 술 한 잔 얻어 마
실까 저때나 얻어 마실까 기다리다가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73)는 개화기 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용례로 (73ㄱ)과 같이 ‘졉’는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킴을 알 수 있으며 (73ㄴ, ㄴ')은 지시관형사 ‘져’가 화자가 언급하거
나 문맥상에서 언급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 
시기에 이르면 ‘저제’나 ‘저때’와 같이 지시관형사 ‘저’가 결합한 시간명사의 쓰임은 매
우 축소되어 (7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나 ‘이때’와 함께 대구를 이루어서만 주로 
쓰인다. 이때의 ‘저제’나 ‘저때’는 기준시 이전 시점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특정하지 않
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으로만 나타난다. 
 

3.3.2. 단위 체계

사 '으로'와 결합한 공간 표현이 (ㄴ, ㄷ)처럼 공간과 시간 표현 둘 다로 해석될 수 있는 
용례들을 만들어 내면서 미래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의 과거시점으로서의 용법과 미래시점으로서의 용법은 조사 결합에 있어서 차이를 보
이는데 과거시점을 가리키는 ‘앒’은 처소를 나타내는 ‘’와, 미래시점을 가리키는 ‘앒’은 
목적지나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으로’와 함께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앞서 사건이 일
어난 과거는 어느 한 시점으로서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 반대로 미래는 도착해야 
할 목적지로서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의 통합을 보여주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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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년(年)

  먼저 A유형의 연칭어들을 살펴보면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이전 시기에 보였
던 해를 매기는 체계를 포함하여 시대의 변화와 함께 더 다양한 연칭 체계를 보이게 
된다. 우선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60간지를 이용하여 해를 매기는 방법
이 계속 유지되는데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4) 류보영 씨 본 셔울 사으로 갑오년 이후에 농업에 유의야 <매일 1898년
8월20일자> 

  둘째로 연호와 관련하여서 근대국어 시기까지는 조선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쓰지 않
았으나 조선말에 이르러 1894년을 ‘개국 503年’이라 하는 식의 ‘개국 기원’의 연호를 2
년간 썼으며 1896년에 태양력 채택과 함께 ‘건양’이란 연호도 사용하였다(민현식 1998
ㄴ: 60). 

(75)ㄱ. 국 오 륙년 칙령 뎨 구호 문 무관 봉급 감급 령을 광무 이년도에 이어 
시  <독립 1898년1월18일자>

ㄴ. 건양 원년 칙령 뎨륙십일호 호구 됴사 규측은 본법 시 날브터 폐지
이라 <경감 3:317>

ㄷ. 영묘죠 이십륙년 긔사에 영국에 졈나 씨라  사이 나셔 <독립 1896년5
월8일자>  

(75ㄱ)에서 ‘개국 506년’은 “1897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75ㄴ)과 같이 ‘건양’이란 연
호를 쓴 후에도 (75ㄱ)과 같은 개국 기원을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897년 고
종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광무(光武)’라는 연호를 썼고 순종 때는 ‘융희(隆熙)’
라는 연호를 썼는데(민현식 1998ㄴ: 60), (75ㄱ)의 ‘광무 2년’은 1898년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서 이 시기에 동일한 해를 가리키는데 연호가 세 가지나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75ㄷ)과 같이 과거에 통치했던 왕의 존호(尊
號)나 시호(諡號)를 직접 사용하여 해를 매기기도 하였다.
  연칭 체계에 있어서 개화기국어 시기에 보인 가장 큰 변화는 예수가 탄생한 해를 기
원으로 하는 서력이 채택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국어 시기에서도 공식적으



- 96 -

로 서력이 사용되는데 다음의 예문을 통해 개화기국어 문헌에서부터 서력이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76)ㄱ. 영국 왕족은 본 셔력 一千六百八十八년에 덕국셔 난 사이오 <경감 

2:210> 
ㄴ. 공가 하셰시니 슈 七十三 셰요 이  셔력 젼 四百七十八년이더라 

<신학 7:83>     
ㄷ. 년 쥬후 二十六년 三월 요한 一 ○ 十九―노 三十六― <신학 7:37>

(76)과 같이 서력을 사용하여 연도를 나타낼 때에는 ‘서력’이라는 용어 외에도 ‘쥬 후’
도 사용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연칭어로서 ‘년’과 같은 용법을 보이는 단어로 ‘년도(年度)’가 등장
한다. 그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7)ㄱ. 칙령 뎨삼호 뎨일죠 즁 찬졍 년봉 삼쳔원 금년 반을 감은 건양 이년도에 
계쇽 시이라 <독립 1897년1월26일자>

ㄴ. 일천구백이년도 지방회에 평양 북방 지방회에 속한 회당과 갑슬 조사하온즉 
<신학 3:343>

(77)에서 보듯이 ‘년도’를 사용하여 해를 매길 때에는 ‘건양’과 같은 연호를 사용한 경
우와 서력을 이용하여 해를 매기는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이전 시기와는 달리 개화기국어 시기에서부터 한 해보다 더 큰 단위를 나타내는 시
간 단위 명사도 생겨나게 되는데 ‘셰긔(世紀)'와 ‘년(年代)'가 있다. 먼저 ‘셰긔’의 용
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8)ㄱ. 일셰긔(一世紀)로 말면 년이 곳 일셰긔인 <신학 7:1> 
ㄴ. 그러나 보건대 긔독교의 결과ㅣ 이믜 십구 셰긔가 지나도록 샹되어 <경감 

4:82> 
ㄷ. 뎨六 셰긔(世記)에 졔르마니아(덕국) 민족이 브리다니아(영국)를 침입(侵入)

고 <경감 2:258> 

(78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0년을 묶어 하나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시기
에는 (78ㄴ, ㄷ)과 같이 한자어 기수사나 서수사를 선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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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년’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9)ㄱ. 한국의 력가 잇슨 후ㅅ년로만 말야도 이믜 쳔여 년이 될지라 <대한
매일 1910년1월9일자>

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랑 신부의 야외 촬영은 일부 계층의 특이한 문화였
다. <사회를 보는 논리>

ㄷ. 90년대 유럽계 은행들의 합병 3건 중 한 건은 외국은행과의 합병이었으며 
<조선일보 2001년>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79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B2유형으로 쓰인 용법만을 
보이지만 현대국어 오면 (79ㄴ, ㄷ)에서와 같이 10년을 하나로 묶어서 나타내는 용법
으로 A유형의 시간 표현으로도 쓰이게 된다.
  개화기국어 시기 이후의 문헌에서 보이는 B1유형의 연칭 체계는 그 전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출현한 시간어인 ‘년도’와 관련하여서만 그 용례를 보
이면 아래와 같다. 

(80)ㄱ. 뎨 이 호포 륙십 팔만 팔쳔 륙 칠십 원 영이 될터이나 젼년도 슈입
을 경험야 <독립 1898년2월1일자>

ㄱ'. 디방 각 군슈의 포폄을 관보에 게야 션악을 드러내게 다가 작년도브터 
그 젼례를 폐지엿 <대한매일 1910년1월16일자>

ㄴ. 일본 금년도 예산이 궁부 삼 만원 <독립 1897년1월7일자> 
ㄴ'. 휼금 일구십삼냥을 본년도 례산즁에 드지 못엿스나 <독립 1897년2월20

일자>
ㄷ. 졍부에셔 년도 졍을 보츙기 위야 본일 국고 채권 이쳔 일 만방

을 발다더라 <대한매일 1910년3월20일자>
ㄷ'. 일본 졍부에셔 명년도 외부 예산에 일 오십 만원을 더 넛 <독립 

1896년12월29일자>

(80)에서 보는 것처럼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과 동일한 해를 가리키는 시간어에는 
‘금년도’와 ‘본년도’가 있으며 그보다 앞선 한 해 전을 가리키는 시간어에는 ‘젼년도’와 
‘작년도’가 있다. ‘금년도’의 바로 다음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년도’와 ‘명년도’가 
발견된다. 이전 시기까지 ‘본년’은 B2유형에 속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B1유형으로 쓰인 
용례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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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유형의 연칭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81)ㄱ. 일은 각 익년도(翌年度) 대 한국의 셰입과 비용을 몬져 쥰비야 <독립 
1897년11월16일자>

ㄴ. 二十三셰에 졸업쟝원이 되매 그 다음 에 교가 되엿 <신학 2:579> 
ㄷ. 양력 새에 모홀 긔회 업셔도 음력 새에 모홀 수가 잇니 <신학 

1:75> 

(81ㄱ, ㄴ)은 모두 문맥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점의 바로 다음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익년도’와 같이 단어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과 통합하여 구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 또한 이전 시기까지는 태음력을 사용하여 때를 매겼던 체계에서 1894년 이후로 태
양력을 사용하여 때를 매기는 체계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양력’과 ‘음력’과 같은 용어
를 사용하여 해를 구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나 혹은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맞이하게 되는 해를 의
미하는데 (81ㄷ)은 쓰이는 체계가 음력이냐 양력이냐에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이 달라짐
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3.3.2.2. 계절(季節) 

  계절을 나타내는 시간어들의 체계는 개화기국어 시기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節'의 차용어인 ‘철’이 계절의 수를 세는 단위로 쓰인 예들이 나타난다. 그 용례를 보
이면 아래와 같다.

(82)ㄱ. 다 명에 잇서든 병을 약써셔 곳치기로니 몃 쳘 살겟소 <매일 1898년7월1일
자>

ㄴ. 가마귀 쳘이오 졔비 쳘이라 <협성 1898년2월5일자>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각각의 계절을 삼등분 하였을 때 각각의 시구간을 가리키는 
계절어들이 한자어의 경우에는 체계를 가지고 발달하였음에 비해 고유어는 그렇지 못
함을 확인한 바 있다. 개화기국어 시기에 이르면 근대국어 시기에 보였던 ‘첫’이 결합
한 것들 외에도 계절의 첫부분을 가리키는 새로운 계절어들이 등장한다. 한자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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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와 결합한 계절어가, 계절의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계절어로 ‘한-’이 결합한 예가, 
계절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키는 계절어로서 ‘늦-’이 결합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83)ㄱ. 그 지방은 태양이 한여름 동안에 지지 안는 고로 그 는 어두운 곳시 업는
지라 <신학 4:110> 

ㄴ. 음력 3월은 늦봄으로 청명(淸明)과 곡우(穀雨)가 해당된다. <과천향토사> 
ㄴ'. 필자는 현재의 한국정치를 늦겨울에서 초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에 비

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한자어 계절어가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어 계절어가 
‘初’, ‘한’, ‘늦-’과 같은 어휘들을 선행한 체계 발달하게 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면 한
자어 계절어의 쓰임은 축소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고유어 계절어가 더 선
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3.2.3. 월(月)

  A유형의 월칭어도 이전 시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새로이 달수를 세는 단위
로서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개월(個月)’이 등장하고 또한 태양력의 도입으로 인
해 달을 매길 때에도 양력과 음력을 구분하는 용례들이 보인다.

(84)ㄱ. 경셩에 쥬 미국 총령 월 샹슌에 귀국야 삼 개월 후에 도라온다
더라 <대한매일 1910년3월20일자>

ㄴ. 이 월보 보시 쳠군들은 년 양력 동지 마막 쥬일에 회당에 모혀 
<신학 1:5>

ㄷ. 음력 칠월 이십일일 밤에 <독립 1896년9월17일자>
 

(84ㄱ)은 달수를 세는 표현으로 새로이 등장한 ‘개월’의 용례로 이전 시기까지는 고유
어 수관형사와 ‘’이나 ‘삭(朔)’이 통합한 형식이 쓰였었는데 이 시기부터 ‘個月’이 새
로이 등장하여 ‘朔’을 대신하여 달수를 세는 데에 쓰이게 된다. 태양력의 도입에 따라
서 일자를 표현할 때에 양력과 음력을 구분하여 쓰게 되었음은 앞서 언급하였는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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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에서와 같이 음력 11월을 가리키는 ‘동지’이 태양력으로 일자를 나타내는 형식에 
쓰였음이 인상적이다. 현대국어에 와서는 ‘동짓달’은 음력 11월만을 가리킬 뿐 양력으
로 날을 나타내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B1유형의 월칭어 중에서 이 시기에 새로이 보이는 것으로는 ‘달’과 같은 시간어와 
‘다음 ’과 같은 구 형식의 시간 표현이 보인다.

(85)ㄱ. 쥬파의 말이 션갑시 비사다고 돈을 달 초 닷날노 쥬마니 <매일 
1898년7월22일자>

ㄴ. 이어 잭 스미스 GM 회장도 다음 달 초순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1년 기사: 경제>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과 ‘다음 달’은 모두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이후의 때를 가리킨다.  

3.3.2.4. 주(週)

  개화기국어 시기의 시간 체계 중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주(週)’와 관
련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서양력의 도입으로 인해 날을 7일로 묶어서 한 주로 나타내
는 주 개념이 체계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레’나 ‘칠일’ 대신에 
‘쥬일(週日)’이 7일을 하나로 묶은 시간 단위를 일컫는 용어로 새로이 나타나 주를 세
는 단위로서 쓰인 데 그쳤을 뿐,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한 달 중의 몇 번째 주와 같이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체계로까지 발달하지는 못하였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
다.

(86)ㄱ. 이런 時間은 다 時計로 혬 거시니 날 슈가 七日이 되면 一 週日이라 稱
고 <신정 1:5a>

ㄴ. 리한긍 림샹쵸 쥬번 직무에 태만 이 잇기로 두 쥬일 즁 근신에 쳐고 
<독립 1898년4월2일자>

(86ㄱ)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시기에 일수사인 ‘닐웨’나 ‘칠일’을 대신하여 ‘一 週日’이
란 시간어가 새로이 만들어졌으며, ‘쥬일’을 사용하여 (86ㄴ)과 같이 이전 시기에 ‘두 
닐웨’나 ‘이 칠일’로 표현하던 것에서 ‘두 쥬일’과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



- 101 -

다.
  현대국어 시기에서부터 ‘주’와 관련하여 시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체계가 생겨나게 
되는데 한 달을 범위로 하여 그 안에서 주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달을 선
행하여 [[X월] [서수사+주]]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
와 같다. 

(87)ㄱ. 특히 한국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내셔널 이쿼티 펀드의 경우 11월 첫주 
자금유입분이 2억달러를 넘어, 최근 몇달새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 2001년 
기사: 경제>

ㄴ. 서울 중랑구 묵동, 태릉가는 길목에 위치한 대중목욕탕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 
건물밖에 "오늘은 남자는 여탕에서, 여자는 남탕에서 목욕을 하는 날입니다"는 
플래카드를 내건다. <주간경향>

 B유형에 속하는 주칭어의 용례를 보이며 아래와 같다. 

(88)ㄱ. 후곡청구아파트 49평형이 전주보다 500만원 떨어진 1억5000만～1억6500만
원. <동아일보 2002년 기사: 경제>

ㄴ. 금주 중에 다시 만나 재론키로 했다. <경향신문> 
ㄷ. 김대통령 내주 초 TV국정연설 <경향신문, 종합(96)>

(88)'ㄱ. 주가가 지난 주 급락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기술적 반등을 보일 것이다. 
<조선일보 2001년 기사: 경제> 

ㄴ. 공모절차 없이 바로 다음 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01년 
기사: 경제>

(88)은 B1유형에 속하는 주칭어로서 한자어 ‘前’, ‘今-’, ‘來-’가 결합하여 현대국어 시
기에는 단어로까지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구 형식의 주칭 표현으로
는 (88)'의 것들이 있다. 

3.2.2.5. 일(日)

  개화기국어 시기에 특징적인 일칭 체계의 변화는 크게 태양력과 서양력의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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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생겨난 것들로 먼저 일자를 매길 때에 양력과 음력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연칭어와 월칭어에서도 발견된 바 있
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89)ㄱ. 각 임원 체임은 의례히 륙삭이 되면 체임 고로 양 륙월 이십일 하오 
팔점 종에 회장 최봉현씨가 회시고 <신학 4:438> 

ㄴ. 양력 一千九百七年 三月 一日 /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졍월 십칠일 <경향 
1907년2월15일자>

(89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력으로 날짜를 매길 때에는 ‘양’이나 (89ㄴ)의 ‘양력’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89ㄴ)과 같이 양력과 음력으로 매긴 날짜를 모두 표시
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와 동일한 시 매김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주칭 체계가 새로이 생겨남에 따라 ‘요일’을 시 매김 단위로 
하여 각각의 날을 가리키는 시간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이
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90)ㄱ. 월요일 月曜日, 화요일 火曜日, 슈요일 水曜日, 목요일 木曜日 <한영> 
ㄴ. 금요일 金曜日 <국한 47> 토요일 土曜日 <국한 320> 일요일 日曜日 <국

한 238> 
ㄷ.  금셰에 미국셔 마다 동지 마막 목요일이면 감샤일(感謝日)이라 

며 직히고 만민 셩들이 각곳 회당에 모히고 <신학 1:5>

(90ㄱ, ㄴ)은 한 주의 구성원인 7일 각 날의 이름이고 이들 요일 또한 한 주를 기본으
로 한 것이기 때문에 (90ㄷ)에서와 같이 주를 기준으로 하여 때를 매기고 있음이 확인
된다. 이는 주 체계가 해당하는 달을 기준으로 때를 매겼던 것과 마찬가지다.
  B1유형에 해당하는 요일 체계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91)ㄱ. 젼젼 일요일 독립 협회 토론회 회즁에셔 동의고 <독립 1898년4월7일자>
ㄴ. 요젼 목요일은 덕국 황뎨 윌림 뎨 이셰 폐하의 삼십 구년 탄일이요 <독립 

1898년1월29일자>
ㄷ. 미국군 십이만명이 지 월요일에 샹항을 나 려 송국으로 향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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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898년9월5일자>
ㄹ. 도라간 금요일에 회즁 잡지를 포고 에 <매일 1898년6월18일자>
ㅁ. 다음 일요일은 회즁에 긴급히 의결 일이 잇오니 <매일 1898년5월11일

자>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화기국어 시기에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요일을 가리킬 때에 다양한 표현을 선행한 구 형식으로 나타난
다. (91ㄹ)의 경우에는 ‘주(週)’가 “돌다, 회전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
으로 보이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주로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와 
같은 시간 표현을 선행하여서 나타난다. 

3.2.2.6. 일분(日分)
  
  개화기 국어 시기에 오면 19세기 후반의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時間’의 용
례가 더욱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時刻’과 ‘時間’과 관련한 용례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92)ㄱ. 오  시 이에 죽 사이 얼마 되 줄을 모로 그 즁에 년을 기
리다가 디옥에 드러간 이가 무수지니 <쥬교 77a> 

ㄴ. 다시 예수의 고난과 공로 닛지 아니키 위야 구 쟈들은 시과 쥬야
 혜아리지 말고 졀히 긔구을 라노라 <경감 1:206> 

ㄷ. 아무리 졈이 용타 들 인간 이 엇지 비 올 시과 치슈를 알니오 <당태
종전 경판26장본 고소설판각본전집1 03a> 

(93)ㄱ. 故로 每日 一二 時間을 讀書 時로 定야 그 동안 專心야 讀書고 다른 
일을 도라보지 아니지니라 <국소 22b> 

ㄱ'. 졸업 긔한은 여셧 인 공부 시간은 일 여시로 브터 새로 다셧시지 
더라 <독립 1896년4월16일자>

ㄴ. 그 시계 안에 박휘 나고 바눌 나 이 직무를 못 거드면 그 시계가 시간
을 쵸지  터인즉 <독립 1898년3월3일자>

ㄴ'.  안진 네 사이 쟝국밥 사 먹을 로 밧긔 나간 시간이 두어 각에 지
지 아니 엿다니 <독립 1898년2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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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 생각하자면 ‘時間’은 시구간의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時刻’은 ‘시간’ 중의 어느 한 시점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 (92)는 ‘시각’의 용례로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92ㄱ)과 같이 시구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 (92ㄴ)과 같이 일반
적인 “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며, (92ㄷ)과 같이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
기도 한다. 이 시기에 ‘시간’도 ‘시각’과 유사한 용법을 가지고 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93ㄱ, ㄱ')과 같이 어떤 사건이 지속되는 시구간이 가리키는 길이의 동안이나 사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93ㄴ, ㄴ')과 같이 ‘시각’과 같은 뜻으로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기도 
한다. 현대국어에서 ‘시각’이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용례로 주로 쓰이지만, ‘시간’은 
시구간의 길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을 대신하여 어느 한 시점
을 가리키는 표현 모두로 쓰이는 것은 이와 같은 개화기 국어 시기부터 보여 온 용법
이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국어 시기에도 여전히 이전 시기에 보였던 12지시나 경점 체계의 용례가 나타
나는데 ‘졈(點)’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예가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94) 오후 八졈죵(슐시) 후로브터 그 잇흔 오젼 四졈 五十분 (인시 말)지 <독립 
1898년5월13일자>

오경(五更)과 오점(五點)체계는 밤을 나누는 단위로 사용되던 것인데 개화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졈’은 (94)에서와 같이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오젼 四졈 
五十분’에서 ‘四졈’은 ‘인시 말’이라 한 것으로 보아 ‘오전 네 시 오십분’을 가리키는 것
으로 보인다. ‘오후 8점죵(點終)’이 ‘슐시’인 것 역시 이 때의 ‘졈’이 현대국어의 ‘時’와 
같은 뜻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개화기국어의 문헌에서부터 현대국어와 같은 시간 체계가 나타나는데 그 용례를 보
이면 아래와 같다.

(95)ㄱ. 하오 여 시에 이르러 시죠와 잡가를 식히 <매일 1898년5월17일자>
ㄴ. 저녁 십이 시지 열녀 잇쇼 <독립 1896년4월7일자>

현대국어에서는 ‘1시’에서 ‘12시’ 사이의 시간을 읽을 때에 고유어 수관형사 ‘한, 두, … 
, 열두’가 주로 사용되는데 (95ㄴ)과 같이 개화기 문헌에서는 한자어 수관형사도 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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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하루를 24시로 나누었을 때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앞과 뒤의 시간을 나타
내는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96)ㄱ. 이달 이십일일 샹오 열두 시에 <독립 1897년1월28일자>
ㄴ. 매일 오젼 구시 삼십 분이고 <독립 1897년3월20일자>
ㄷ. 새벽  시나 되야 <독립 1896년5월19일자> 
ㄹ. 아 열  시에 <독립 1896년10월27일자>

(97)ㄱ. 하오 七시 반에 각각 도라와 보고 <신학 5:81>
ㄴ. 이 다음 일요일 오후 시에 회원들이 모혀 <독립 1898년4월2일자> 
ㄷ. 일월 이십칠일 새로 네시에 <독립 1897년1월30일자>
ㄹ. 저녁 십이시지 열녀 잇쇼 <독립 1896년4월7일자>
ㅁ. 이달 십오일 밤 십일 시즘 <독립 1896년12월22일자>
ㅂ. 날마다 밤즁 두시 반에 니러나 <경감 3:246>

현대국어에선 정오 12시 이후 자정까지의 시간을 ‘13~24시’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개
화기 문헌의 용례에서는 (97)과 같은 유형만이 나타난다. 이들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정오 12시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정오를 기준으로 ‘상오’와 ‘하오’로 
나누는 법[96ㄱ], [97ㄱ]과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 법[96ㄴ], [97ㄴ], 그 외에도 개
략적 시분어를 이용하여 ‘시’를 밝히는 법[96ㄷ, ㄹ], [97ㄹ~ㅂ]이 있다. 이때 (96ㄷ)
과 (97ㅂ)처럼 ‘시’가 ‘두시 반’보다 앞섬에도 ‘시’는 새벽으로 ‘두시 반’은 ‘밤즁’이
라 한 것은 개략적 시분어가 그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분명치 않음으로 인해 동일한 시
간이라 하더라도 보는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시역에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
겠다. 단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시각어는 A유형만이 나타나는 반면, 기준시를 참고로 
하여 시점을 나타내는 B유형 시각어는 단어보다 큰 문법 단위인 구 형식으로만 나타난
다.
  또한 이 시기에 각 시간의 정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졈죵(點終)’이 쓰였다.

(98) 쥬 강 일쳔구년 십월 십구일 샹오 십이 졈죵에 회쟝 민찬호씨가 회시
고 <신학 4:537>  



- 106 -

(98)에서와 같이 ‘졈죵’은 현대국어의 ‘정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졈’이 이 
시기에 ‘時’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생겨났던 시간어로 현대국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 이르러서 한 시간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눈 ‘分’과 ‘初’ 체계의 용례가 보이
기 시작한다.

(99) 1년을 12개월로 쪼개고 평균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고, 그 중 1일을 24시간으
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 1초를 눈 한번 깜박할 사이로 세분하여 
흘러가는 시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경각심 역시 인간의 머리로 창출
해 낸 지혜이다. <월간 에세이>

  마지막으로 개략적 시분어의 체계를 살펴보면 개화기국어 시기에는 ‘나조ㅎ(나죄)'가 
사어화함에 따라 ‘져녁’이 대신하여 하루를 5분하는 체계로 정리가 되었으며, 밥을 먹
는 때인 ‘아’, ‘졈심’, ‘져녁’을 기준으로 하여 낮 시간을 삼분하는 체계도 생겨났다.   
  본래 개략적 시분어로서 하루 중 어느 한 때를 가리키던 ‘아침’과 ‘져녁’이 개화기국
어 시기에서부터 식사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용례를 보
이면 아래와 같다.

(100)ㄱ. 긔우당이 아을 먹은 후에 에셔 완보더니 <매일 1898년1월22일자>
ㄴ. 영국 공와 공 부인을 위야 져녁을 졉엿다더라 <독립 1897년4월

1일자>

 이와는 반대로 ‘뎜심’은 “낮에 끼니로 먹는 음식”을 뜻하던 것에서 후대에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이나 때”도 의미하게 되었다. 아래는 ‘뎜심’의 용례이다.

(101)ㄱ. 오 뎜심으란 마고 나죄 세 밥만 여 두소 <순천 27:3>
ㄴ. 각결은 밧졔 안희 졈심밥을 공경여 밧드러 드리기를 놉흔 숀 졉덧 

니 <계녀서>
ㄷ. 이니 음식 됴케 여 머기시고 졈심여 주쇼셔 <곽씨 164-5> 
ㄹ. 오시 대포 일본군 령부에셔 뎜심  대포 놋난 <경향 1907년1월11

일자>
ㅁ. 그렇게 그와 그의 가족이 경북 영덕에 도착하여 점심 무렵 어느 식당엘 갔

을 때 일이었다. <서른다섯, 행복한 도전자들> 



- 107 -

‘뎜심’은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개화기국어 시기에 이르도록 ‘뎜심’이 
단독으로 때를 의미하는 예는 찾을 수 없다. (101ㄱ~ㄷ)과 같이 식사를 의미하는 예
만을 보이다가 개화기 문헌에서 ‘’와 통합하여 시간을 의미하는 용례가 나타나기 시
작하고 현대국어에서는 (101ㅁ)과 같이 때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변화를 통해서 현대국어에 이르면 아래와 같이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낮을 나누는 예를 찾을 수 있다. 

(102)ㄱ.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15분씩 규칙적으로 빠른 속도로 걸으며 많은 
호흡을 할 것. <조선일보 과학(93)>

ㄴ.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다섯 번의 기도 소리, 같은 시간 모두 다 손을 
놓고 함께 우는 나라!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2/3)>

(102ㄱ)은 밥을 먹는 때가 하루를 나누어 어떤 일을 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고 (102ㄴ)은 하루의 낮 시간 동안을 다섯 개의 시구간으로 나누었을 때에 ‘점심’
이 그 한가운데 시구간을 차지함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3.4. 소결

  3장에서는 이상과 같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로부터 현대국어 시기까지 나타나는 국어
의 시 매김 체계와 관련된 시간명사와 이들 시간 명사가 포함된 여러 시간 표현을 고
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에 있어서 시 매김 체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정리하기로 한다.
 
(1) 삼분 체계의 특징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각 시기별 삼분 체계를 기준이 되는 시점이 화자가 말하고 있
는 시점인가, 문맥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거나 언급되고 있는 시점인가에 따라 각각 B1
유형과 B2유형으로 나누어 이들 각 유형에 속하는 시간 명사들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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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중 세 국 어 근 대 국 어 개 화 기 국 어 현 대 국 어

과
거

B1
過擧 녜  녯 날  녯   
뎌  아  앒  前 以

前 向來

過擧 녯 날  녯 적  녯   
져  아  압 ㅎ  前 以

前 向者 向來 日前 졉
 져 즘  

過擧 녜  녯 날  녯 적  져
 졉  압 ㅎ  前 以前 

向者 向來 日前 

過擧 前 以前 예  옛
날  옛 적  앞  저 제 向者 

向來 日前 前 접 때  

B2
過擧 녜  녯 날  녯 
뎌  아  앒  前 以

前

過擧 녯 날  녯 적  녯   
져  아  압 ㅎ  前 以

前

過擧 녜  녯 날  녯 적  져
 압  前 以前

過擧 前 以前 예  옛
날  옛 적  앞  저 제

현
재

B1
現在 엳  지 금  이  
이 제  

現在 지 금  이 제  이 번  
이  입 

現在 지 금  이 제  이 번  
입  이 

現在 지 금  이 제  이 번  
이 때  입 때

B2
現在 이  이 적  그
, 그 적  그 제  뎌 제

現在 그  그 적  그 제  
이   

現在 그 때  그 적  그 제  
이  뎌 

現在 그 때  그 제  이 때
저 때  저 제

미
래

B1 未來 後 日後
未來 後 훗 날  후 제  日

後 將來 두  
未來 後 훗 날  日後 將

來 두  압 ㅎ
未來 後 日後 훗 날  
앞  將來 來頭 

B2 未來 後 아 래 2 未來 後 훗 날  후 제  뒤 未來 後 훗 날  뒤  압 ㅎ 未來 後 훗 날  뒤  앞  

<표1. 삼분 체계 시간 명사의 시대별 목록>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삼분하는 체계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뉜다. 첫째, ‘앞’, ‘뒤’, ‘前’, ‘後’와 같은 전후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기준시보
다 이전 혹은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어로 쓰이거나 시간어의 구성 성분으로 나타
난다. ‘앞’이나 ‘前’과 관련한 시간 명사는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표현으로 
쓰이며, ‘뒤’나 ‘後’와 관련한 시간 명사는 기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표현으로 
쓰인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화기국어 시기 이후로는 ‘앞’이 기준
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예도 나타난다.  
  둘째, ‘向’, ‘來’와 같이 이동이나 이동 방향과 관련한 한자어 어근이 시간 명사의 구
성 성분으로 참여한 것들이 있다. 한자어 어근 ‘向’이 구성 성분으로 참여한 시간 명사
의 경우에는 기준시, 특히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시점을 
가리키며, 한자어 어근 ‘來’가 구성 성분으로 참여한 시간 명사의 경우에는 기준시, 특
히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시점을 가리킨다. 
  셋째, 지시관형사 ‘이’, ‘그’, ‘저’와 시간 명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 명사들이 있다. 
지시관형사 ‘이’와 ‘그’는 기준이 되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서로 
같은 용법을 보이는 듯 하지만 이들의 시간적 위치를 매기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점이 무엇인가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과 문맥상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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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중 세 국 어 근 대 국 어 개 화 기 국 어 현 대 국 어

년

① (60 간 지 )年
② 연 호  XX年

  연 호  [서 수 사 +]

③ 연 호 (X X 년 ) 6 0간 지

① (6 0간 지 )年
② 연 호  X X年

③ 연 호 (XX 년 ) 6 0간 지

① (6 0간 지 )年
② 개 국  X X年(度)
② '건 양  X X年(度)
② "{광 무 , 융 희 } XX 년
(도 )
③ 연 호 (XX 년 ) 6 0간 지
④ (서 력 /쥬 후 ) X X XX 년
(도 )
⑤ 世紀

① (60 간 지 ){年, 해 }

④ {A D ,BC } X X XX 년 (도 )
⑤ 00世紀 (X X )X X 년 대  

계 절

봄  녀  
ㅎ  겨 
ㅎ  
첫 - / 한 - / 
-

春 夏 秋 

冬

孟- /仲- /暮
(季)-

봄  녀  
ㅎ  겨 
ㅎ  
첫 -/한 - 

春 夏 秋 

冬

孟 ( 初 ) - / 仲

-/暮(季)-

봄  녀  
ㅎ  겨
ㅎ   
첫 -/한 - 

春- 夏-  
秋- 冬-

孟(初) - / 仲
-/暮(季)-

봄  여 름
가 을  겨 울

첫 ( 초 ) - / 한
-/늦 -

春- 夏-  
秋- 冬-

孟( 初) - / 仲
-/暮(季)-

월

① 기 수 사 +月

② 동 지  서  / 正月  

  臘月 

③ 季月

① (윤 )+ 기 수 사 +月

② 동 지  서  / 正月,  
  臘月 

③ {孟- , 仲- , 季- }+ 계 절

① (양 력 /음 력 )기 수 사 +
月

② ( 양 력 / 음 력 ) 동 지  
서  / 正月, 臘月 

① (양 /음 ) 기 수 사 + 月

② (음 ) 동 짓 달 , 섣 달  / 
正月, 臘月 

되는 시점 모두를 기준시로 하지만, ‘그’는 문맥상에서 언급되는 시점만을 기준시로 하
여 그와 동일한 때를 가리킨다. 지시관형사 ‘뎌(>저)’가 시간명사 ‘’, ‘’와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 명사는 시기에 따라, 결합하는 시간 명사에 따라 기준이 되는 시점과 시
간적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근대국어 시기까지는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용
례만이 나타나며 ‘뎌(>저)’가 ‘제’와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명사의 경우에는 문맥상에서 
언급되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키는 용법을 보인다.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
터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졉’만
이, 그 외에 ‘뎌’, ‘저제’ 등은 문맥상에서 언급하거나 가리키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동일한 때를 나타낸다.  

(2) 단위 체계의 특징

 ① A유형 시 매김 체계의 특징

  시간을 나누는 단위 ‘년, 계절, 월, 주, 일, 시’를 중심으로 한 A유형에 해당하는 각각
의 시 매김 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10 -

어  / 첫 + 계 절 어

주

① 서 수 사 + 닐 웨  
② 기 수 사 + 닐 웨  
  기 수 사 +七日

기 수 사 + 닐 에  
기 수 사 + 七日

기 수 사 + 닐 에
기 수 사 + 七日

기 수 사 + 週日

① X 월  X 째  주
② 기 수 사 + 이 레  
  기 수 사 +七日

  기 수 사 +週(日)

일

① 일 수 사 ; 일 수 사 +  
(ㅅ )+ 날 ;초 + 일 수 사  ; 
초 + 일 수 사 (ㅅ )+ 날

① '열 + 일 수 사 (ㅅ )+ 날
① " 스 므 + 일 수 사 ( ㅅ ) +

날
② 한 자 어 기 수 사 +日

③ 10간 + 날 / 10간 + 日

④ 보 롬 (날 ), 그 몸 (날 ) /  
朔, 初生, 望, 晦日

⑤ 12지 지 (고 )+ 날 / 12
지 지 (한 )+日

① 일 수 사 ;일 수 사 + (ㅅ )+
날 ;초 + 일 수 사 ;초 + 일
수 사 (ㅅ )+ 날

① '열 + 일 수 사 (ㅅ )+ 날
① "스 므 + 일 수 사 (ㅅ )+ 날
② 한 자 어 기 수 사 + 日

② '旬+ {一,… ,九}+日

② "念+ {一,… ,九}+日

③ 10간 + 날 / 10간 +日

④ 보 롬 (날 ) 그 몸 (날 ) /  
初朔 初生 望(日) 晦

日

⑤ 12지 지 (고 )+ 날  / 1 2
지 지 (한 )+日

(양 /음 ) 
① 일 수 사 ; 일 수 사 +

(ㅅ ) + 날 ;초 + 일 수 사 ;
초 + 일 수 사 (ㅅ )+ 날

 열 + 일 수 사 (ㅅ )+ 날
 스 므 + 일 수 사 (ㅅ )+ 날
② 한 자 어 기 수 사 + 日

③ 보 롬 (날 ), 그 몸 (날 ) /  
初生 

(양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曜日

(양 /음 ) 
 한 자 어 기 수 사 + 日

(음 ) 
① 일 수 사 ; 일 수 사 +

( ㅅ ) + 날 ;초 + 일 수사 ; 
초 + 일 수 사 (ㅅ )+ 날

 열 + 일 수 사 (ㅅ )+ 날
 스 므 + 일 수 사 (ㅅ )+ 날
② 보 롬 (날 ), 그 몸 (날 )  

초 승 (날 )

(양 )
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②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요 (일 )

시

① 12지  100각 (96각 )
② 五更 五點

① 12지  100각 (96각 )
② 五更 五點

③ 午前 午後

① 12지 시
② 五更

③ 午前/上午

  午後/下午

④ 一 時 ( 點 ) ~ 十 二 時

(點)/  一分~ 六十分

① 午前/上午 

  午後/下午

② 1시 ~ 24시
③ 1분 ~ 60분
④ 1분 ~ 60초

① 낮  밤
② 새 박  아  낮  나 조

ㅎ  밤

① 낮  밤
② 새 박  아  낮  나 조 ㅎ

/져 녁  밤

① 낮  밤
② 새 박  아  낮  져 녁  
밤

① 낮  밤
② 새 벽  아 침  낮  저 녁  

밤
③ 아 침  점 심  저 녁

<표2. 단위 체계 시간 명사 A유형의 시대별 목록>

위의 표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시간 단위 명사의 시 매김 체계가 보여 온 통시적인 변
화 양상을 정리해 보면 크게 시간 체계에서 사용되었던 시 매김 방식의 변화, 한자어
와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의 선호도 변화, 주칭 체계의 발달 정도의 변화가 발견된다.
  개화기국어 시기에 서양력, 태양력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春分’과 같은 24절기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국어의 시간 체계는 태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기본적
으로 시간을 매기는 데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개화기국어 이전 시
기의 국어에서 보이는 시간 체계는 10간과 12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연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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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10간과 12지지를 결합한 60간지를 이용한 시 매김 법을, 시각어의 경우에는 
12지지를 이용한 시 매김 법을, 일칭어의 경우에는 10간이나 12지, 혹은 60간지를 이
용한 시 매김 법을 각각 만들어 사용하였다. 둘째 각각의 시간 단위 명사들을 기본 단
위로 하여 수사를 이용하여 때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호를 사용하여 해를 나
타낼 때나, 월칭어, 한자어 계열의 일칭어, 경점체계 등은 수사를 이용하여 때를 매겼
다. 마지막으로 계절어나 개략적 시분어와 같은 시간 단위 명사에서는 각각의 시구간
을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 매김 체계는 개화기 이후에 
공식적으로 서양력을 채택함에 따라 각각의 시간 단위 명사들을 기본 단위로 하고 수
사를 이용하여 때를 매기는 체계로 단순화되었다. 그렇다고 이전 시기에 보였던 태음
력 체계가 아예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계절어와 개략적 시분어에는 이러한 양
상이 적용되지 않았다.
  한자어 계열의 시간 체계와 고유어 계열의 시간 체계가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이전 시기와 달리 개화기국어 시기 이후로는 이러한 공존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 
계절어나 개략적 시분어, 달의 공전주기와 관련한 일칭어와 같이 각각의 시구간을 나
타내는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의 쓰임이 더 우
세해졌지만, 한자어 계열의 시간어들은 사어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이에 반하여 그 외의 시간 단위 표현의 경우에는 한자어 계열의 시간어의 쓰임
이 더 우세해지고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의 쓰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서양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週’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후기 중세국어 시기와 
근대국어 시기에도 ‘닐웨’, ‘칠일’을 단위로 한 시 매김 체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날수를 세는 용도로만 쓰이던 것에서 개화기국어 시기 이후에는 때를 매기는 
단위로도 사용되게 되고 주에 속한 각 날을 일컫는 명칭도 ‘요일’을 단위로 하여 생겨
나게 된다.  
  
 ② B유형의 시 매김 체계의 특징

  여기에서는 B유형의 시간 명사들 중에서 나름의 체계를 갖고 있는 B1유형 시간 명사
의 시 매김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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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중 세 국 어 근 대 국 어 개 화 기 국 어 현 대 국 어

년

올 /올 ㅎ
올  / 올
ㅎ

今年 올  今年 올 해 금 년

니 건  前年

그 그 럿 긔
 
그 럿 긔

디 난 

再昨年/前前年

/上上年

前年 / 去年 / 上

年/昨年

그 그 럭 긔
 
그 럭 게

(지 난 )

去去年

再昨年/前前

年

前年 ( 度) / 去
年 / 上年 / 昨

年(度)

그 끄 러 께

그 러 께

지 난 해

三昨年/再再

昨年

再昨年

昨年,…

來年

훗 훗 ᄒ ᆡ

來年/明年

後年 / 來來年 /
再明年

來後年/後後年

來年 ( 度) / 明
年(度)
後年/再明年

/來明年

來後年

來年/明年…

後年/再明年

/來明年

來後年

계 절

옰 /올 - (今- ) 옰 /올 - (今- ) 올 - 今- 올 - (今- )

니 건 - (去- ) 前- 지 난 - 前- 지 난 - (前/去- )

明- 明- (明- , 來- )

월

이  이  今月 이  今月 이 (번 )달 (今月)

니 건  去月 지 난  前月/去月

지 지 난 
지 난 

去去月

前月/去月

지 지 난 달
지 난 달  

去去月

前月/去月

來月 來月/明月 來月/明月 내 달 來月/明月

주

今週

前週

來週

일

오  今日 오  今日 오  今日 오 늘 今日

그 저 긃 픠
그 제
어 제 前日

긋 그 제
그 제
어 제

再再昨日

再昨日

昨日

긋 그 제
그 제
어 제

再再昨日

再昨日

昨日

긋 그 제
그 제
어 제

再再昨日

再昨日

昨日

모 뢰

來日/明日

모 뢰

글 픠
그 글 픠

來日/明日

再明日/明後日

來後日

모 뢰

글 픠
그 글 픠

來日/明日

再明日/明後

日

모 레

글 픠
그 글 픠

來日/明日

再明日/明後

日

三明日

<표3. 단위 체계 시간 명사 B1유형의 시대별 목록>

  표3을 보면, 단어로까지 발달한 B1유형의 시간 표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자어 
계열의 시간어의 수가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의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
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문헌상의 제약인 것으로 보인다. 근대국어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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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보다 한자어 계열의 시간어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
난다. 현대국어에도 이들 시간 명사의 대부분이 사어화하지 않고 이어지기는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자어 계열보다는 고유어 계열의 시간 명사를 선
호하며 고유어 계열의 시간 명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 형식의 고유어 시간 표현을 한자
어보다 더 선호한다.
  B1유형의 시간 명사들이 보이는 전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화자가 말한 시점을 기
준으로 하여 이전 시점의 시간어가 이후 시점의 시간어보다 더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
다.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들의 경우에 특히 그러한데 일칭어를 제외한 모든 시간 단위 
명사들에서 기준시를 포함하여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표현이 단어로 형성된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모두 ‘이(번)’이나 ‘다음’과 같은 어휘와 시간 단위 명사를 통합한 구 
형식으로만 나타난다. 기준시보다 앞선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단위 명사의 경우에도 
연칭어를 제외하고는 ‘니건, 지난’과 같은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한 구 형식이 단어로 
굳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유독 일칭어인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자어보다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가 더 잘 발달되어 있으며 기준시 
이전 시점보다 이후 시점의 일칭어가 더 발달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른 계열의 시간 
단위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오’의 바로 다음 날을 가리키는 ‘일’이 그것과 대응하는 
고유어 계열의 일칭어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시점이 속해 있는 ‘해’, ‘달’, ‘날’의 바로 다음을 가리키는 단위 시점어, 즉 ‘
년(來年)’, ‘월(來月)’, ‘일(來日)’에 대응하는 고유어 계열의 연칭어, 월칭어, 일칭
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준이 되는 시간 단위 명사의 바로 그 전 ‘날, , ’를 가
리키는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가 ‘지난’과 같은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들은 주로 “가다, 지나다”의 의미를 가진 ‘去’
나 ‘지난’과 같은 어휘를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미래 시점의 
고유어 계열 단위 시점어를 만들자면 ‘가다, 지나다’에 반대되는 ‘오다’를 구성요소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다’에 관형사형 어미 ‘-ㄹ’을 통합하여 ‘올’과 같은 모습으
로 시간 단위 명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면 “올해”를 뜻하는 ‘올ㅎ’과 
발음이 유사해지므로 그 둘을 통합하여 만들어내는 각각의 단어들을 발음상으로 구별
해 내기 어려워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년(來年)’, ‘월(來月)’, ‘일(來日)’
에 대응하는 고유어가 발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10)

10) <鷄林類事>에서 '내일'에 대응하는 고유어를 '轄載'로 기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읽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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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 매김 체계와 시간 인식 태도

  마지막으로 이들 시 매김 체계로부터 한국인의 시간을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
다.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앞선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어들은 모두 ‘去, 지난’과 결합하
여 형성되었고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나중의 때를 가리키는 시간어들은 모두 ‘來’와 결
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화자가 미래를 향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시
간이 미래에서 과거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vans & 
Green(2006: 92)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태도를 “이동적 시간 인지모형(moving time 
model)”이라 하여 시간은 미래로부터 자아(ego)를 향해 이동하고 자아를 지나 과거로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때 자아는 언어에 따
라 과거나 미래 중 어느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영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에서는 자아
가 미래를 향해 있고 과거는 그 뒤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
역에서 사용되는 아이마라어(Aymara)에서는 자아가 과거를 향하며 미래가 그 뒤에 있
는 것으로 개념화한다고 한다. 
  그런데 기준시보다 앞선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어에 ‘前’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나 시
간을 삼분하였을 때에 ‘앒’이 기준시보다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 예들은 이
와는 다른 해석을 낳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아를 포함하지 않고 시간적 사건을 먼
저 일어나는 것과 나중에 일어나는 것과 같이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로 인해서 
먼저 일어나는 과거시점을 ‘앞(前)’, 나중에 일어날 미래시점을 화자의 ‘뒤(後)’라고 말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Evans & Green(2006: 92)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태도를 “시
간적 순서 인지모형(temporal sequence model)”로 설명하였다.11) 
  한편, ‘앒’과 관련한 시간 인식 태도는 개화기 국어 시기에 일부 달라지는 모습을 보
인다. 근대국어 시기까지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던 ‘앒’이 개화기국어 시기부터 기
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게 되는 것은 시간적 순서 인지모형이나 이동적 시간 인지모

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유창돈(1971), 이남덕(1978)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轄載'를 '올제'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또한 
각 시간단위어 중 한자어 '내일', '내년'에 대응하는 B1유형의 미래시점어가 고유어로 존
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11) 앞서 설명한 “이동적 시간 인지모형”과 후에 설명할 “이동적 자아 인지모형(moving 
time model)”은 “자아 토대적 모형(ego-based model)”에 속한다면, “시간적 순서 인지모
형”은 “시간 토대적 모형(time-based model)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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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앒”이 기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게 
된 것은 격조사 ‘으로’와 결합한 ‘앒으로’와 같은 표현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 
화자가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이후에 도달하게 될 목적지를 “앞”에 둔 상태로 그를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은 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전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vans & Green(2006: 92)에서는 이를 “이동적 자아 인지모형”이라 하였는데, 시간은 
위치로 개념화되고, 자아는 특정한 시간적 순간과 사건을 향해 이동하며, 이때 시간은 
자아가 넘어 이동하는 풍경이 된다. 이렇게 동일한 과거 시점을 서로 상대적인 개념인 
‘앞’과 ‘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시간 인지 모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12) “이동적 자아 인지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어에는 ‘向’
이 참여하여 형성된 시간 명사들도 있다. 개화기 국어 시기의 ‘앞’이 기준시 이후 시점
을 가리키는 용법의 경우에 자아가 미래를 향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는 ‘向’ 결합 시간 명사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
대로 자아가 과거를 바라보고 서서 그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말한 B1유형의 시간어가 각 단위 명사별로 기준시 이후 
시점보다 기준시 이전 시점이 더 발달되어 있거나 한자어 어근 ‘向’이 참여한 단어들이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현상은 한국인의 시간 인식 태도가 미래보다
는 과거 지향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인식 
태도는 서양력, 태양력이 도입되는 시점과 비슷한 때인 개화기국어 시기에 일부 변화
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과거 지향적이었던 한국인의 시간 인식 태도가 
미래 지향적인 서양 문물이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앞’이 과거 시점보다는 미래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시청할 때에 앞서 보았던 장면을 다시 보기 위하여 테이프를 
다시 감을 때에 “뒤로 다시 돌려봐” 혹은 “앞으로 돌려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같은 상
황에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앞’과 ‘뒤’를 사용해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도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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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명사의 형태적 통시성
 
4.1. 후기 중세국어

  이 절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시간복합어들의 내적구조를 유형별로 묶
어 고찰하기로 한다. 단어의 형성과정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본고는 최형용(2003)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영근ㆍ남기심(1985/1993)의 체계에서 말
하는 ‘단어’란 ‘문법적’ 단어가 아닌 ‘어휘적’ 단어이다. 최형용(2002: 31)에서는 이에 
덧붙여 ‘음운론적 단어’와 ‘문법적 단어’를 추가로 명세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문
법적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조사와 어미로, 단어를 형성할 때에 어휘적 단어만이 참여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단어도 어휘적 단어형성에 참여한다. 예
를 들어 ‘공짜로, 꿈에도’, ‘갈수록, 오래도록’과 같은 단어들은 조사나 어미가 단어 형
성에 참여한 것으로 이들 조사와 어미가 선행 요소와 결합한 전체 구성이 굳어져 하나
의 단어를 형성했다고 보아 이러한 것들을 파생어나 합성어와는 별도로 통사적 결합어
라 칭했다. 본고에서도 최형용(2003)의 용어를 빌려서 조사와 어미가 결합되어 굳어진 
단어들을 통사적 결합어로 분류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게 될 복합어로서
의 시간 명사의 단어 구조는 크게 파생어와 합성어, 통사적 결합어로 나뉜다.

4.1.1. 파생어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파생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기, 부희여기 

(1)은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이른 새벽”를 가리키는 시간어이다. 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 ㄱ. 기예 나귀 타 나(平明跨驢出) <杜初 8: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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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양 기예 믄득 쟈근 집의 니거든(每平旦애 輒出至小齊어든) <小諺 
6:94b> 

ㄴ. 다 비에 향내 고 부희여기예 뵈와 므스거슬 자실고(皆佩容臭고 
昧爽而朝야 問何食飮矣오 야) <小諺 2:4b> 

이들은 모두 아침이 되기 전 “이른 새벽”을 나타내는 시간어들로 위의 예에서 보이는 
‘기’와 ‘부희여기’는 [부사어+용언어간] 구성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들이 [[][기]]와 같은 구조가 아닌 [[-]-이]의 구조로 분석되는 근거가 될 
만한 예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3)  으며 시작야 나죄 긋치니(始於天明到晩方止) <煮硝 18b> 

문헌상으로 용언인 ‘-’이 ‘-이’와 결합한 ‘기’가 명사로 쓰이는 용례는 찾을 수 없
는 반면에, (3)과 같이 ‘ -’과 같은 동사구 구성은 찾을 수 있다. 

4.1.2. 합성어

① [관형사+명사]N

  합성어인 시간 명사 중 단어를 하위 분석했을 때에 [관형사+명사]의 구조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들은 통사적 합성어로서 구 구성과 구분이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로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대국어 이전 시기, 특히 중
세국어 시기에는 합성어가 아닌 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관형사와 결합한 
명사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현대국어 이전 시기에서 보이는 이들 형식들을 구 구성과 
단어로 구분하고자 한다. 관형사에 후행하는 형식이 자립명사인 경우에는 의미 변화를 
겪지 않은 이상 구 형식일 가능성이 높고 관형사에 후행하는 형식이 의존명사인 경우
에는 관형사와의 긴밀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
어로 보기로 한다. 또한 관형사와 자립명사가 결합하였을 때 형태상의 변형이나 의미
의 변화가 포착된다면 이 역시 합성어로 처리한다.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관형사+명
사]의 구조를 가지는 합성어들을 관형사의 속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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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ㄱ. 그, 그적, 그이 ; 그날 그
ㄱ'. 뎌, 그저긃픠 
ㄱ". 이, 이적, 요, 요조, 요제 ; 이날 이
ㄴ. 날,  
ㄴ'. 첫어름

(4)의 예에서 ‘;’ 뒤에 오는 단어들은 당시에 구 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대국어 
사전에서는 단어로서 등재된 것들이다. (4ㄱ~ㄱ")은 지시관형사가 시간 명사에 선행한 
예이고 (4ㄴ, ㄴ')은 수관형사 ‘’과 ‘첫’이 고유어 시간 명사 ‘날’, ‘’, ‘어스름’와 결
합한 예이다. 
  먼저 지시관형사 ‘이, 그, 뎌’가 시간 어휘에 통합한 예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지시관
형사+명사]와 같은 구조로 분석이 되며 이들 시간 표현을 단어가 아닌 구 구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예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사적 구성이 굳어져 단어화하였
다고 할 수 있다.

(5) ㄱ. 王公이 그 거러와 罪 請대 將次ㅅ 해 責罰호리라 터시니라(公時徒步至
請罪將厚責) <杜初 24:13a>

ㄱ'. 그 世尊이 이 들 다시 펴러 샤 偈 니샤(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
샤 而說偈言샤) <楞嚴 5:9a>

ㄴ. 이 疣贅 호 보노니 骨髓ㅣ 幸혀 디 아니얫노(於時見疣贅 骨髓幸
未枯 <杜初 6:40b>

ㄴ'. 이 집 主ㅣ 門 밧긔 셔셔 사미 닐오(是時宅主ㅣ 在門外立야셔) <法
華 2:134a>

ㄷ. 뎌 어러이 로 催促딘 이 호니 病에 시름 업슬 저기 업더라(憶
昨狂催走 無時病去憂) <杜初 8:34b> 

ㄷ'. 내 뎌 다가 我相이 잇더든 다 瞋恨 내리러니라(我ㅣ 於彼時예 若
有我相이러든 應生瞋恨이라) <金三 3:29a>

ㄹ. 네 언제 온다 / 그저긃픠 오라(你幾時來 大前日來了) <飜朴 51a> 

(5ㄱ~ㄷ')은 지시관형사 ‘이, 그, 뎌’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자립명사였던 ‘’가 
부사격조사 ‘의’와 결합하여 단어화한 ‘’가 결합한 예들이다. (5ㄱ', ㄴ', ㄷ')은 한문
원문에서 이들 시간어들에 대응하는 한자어들을 살펴보면 ‘이, 그, 뎌’가 각각 ‘爾, 是, 
彼’에 대응하고 있어 이들을 그대로 언해한 것으로 구 형식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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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ㄱ, ㄴ, ㄷ)의 예에서 한문 원문을 살펴보면 이들 지시관형사에 대응하는 한자를 찾
을 수 없고 이들 시간어 전체가 각각 ‘時, 於時, 昨’에 대응하여 이들을 구가 아닌 단어
로 파악할 수 있다. (5ㄹ)은 지시관형사 ‘그’와 ‘저’가 ‘긃픠’에 결합한 예이다. 앞서 3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긃픠’는 근대국어 이후의 문헌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3일 후
를 가리키는데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지시관형사 ‘그저’와 ‘긃픠’가 결합한 
시간어가 이와는 반대로 ‘오늘’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전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시관형사 ‘저’의 통합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나 ‘이’는 문맥이나 대화상에서 
말하고 있는 시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가리킨다 
말하기 어렵지만 ‘저’의 경우에는 유독 화자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의 때를 
가리키는 예를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4ㄴ, ㄴ')은 수관형사 ‘’과 ‘첫’이 고유어 시간 명사 ‘날’, ‘’, ‘어름’와 결합한 것
이다. 이들은 구 구성을 이루는 듯 보이나 다음과 같은 용례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에 이들도 합성어라 할 수 있다.

(6) ㄱ. 보 심군 禾苗ㅣ 九月 예 비치  치와 날 늙니라(春苗九月交顔
色同日老) <杜初 5:35a> 

ㄱ'. 녜 디나가며 이제 오매 다  니 人生애 萬事ㅣ 잇디 아니 거시 
업도다(古往今來共一時 人生萬事無不有) <杜初 25:9b> 

ㄴ. 믈 안직 기픈 해 묏구룸 첫어름로다(江水最深地山雲薄暮時) <杜初 
11:44a>

(6ㄱ, ㄴ)에서의 ‘’은 “같은”의 뜻으로 쓰여, (6ㄱ)의 ‘날’은 “같은 날, 함께”로 (6ㄱ
')의 ‘’는 “같은 때”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는 지시관형사와 결합한 시간 명사가 한자어인 예이다.

(7) 져년ㅎ, 이번 

‘져년ㅎ’은 ‘올해’보다 한 해 앞 선 해를 뜻하는 것으로 위의 다른 시간 명사들과 마찬
가지로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가리킨다. 그에 비해, ‘이번’은 앞서 
‘이’와 결합한 시간 명사들이 발화하는 시점이나 문맥상에서 언급되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켰던 것과는 달리 발화하는 시점과만 관련을 맺어 “곧 돌아오거나 이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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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때나 차례”를 가리킨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8) ㄱ.  네 아바니미 긔벼○시 이번 졍예 나니 업니 년○○ 날가 식브다 
니 <순천 99:2> 

ㄴ. 양 닛디 몯여 이번 동 갈 제 제 항것려 달라 니 <순천 92:2> 

(8ㄱ)에서는 ‘이번’이 “지나간 때”를 가리키고 (8ㄴ)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어
느 때”를 가리킨다.
  아래는 수관형사로 쓰인 한자어 ‘半’이 시간 명사와 결합한 예이다.

(9) ㄱ. 옷 거든 다시 라 반날만 면 즉재 살리라(灰冷更易半日卽活) <救簡 
1:75b> 

ㄴ.  심애 머고 반만 그치디 아니면 그 이 내내 발티 아니리
라(每日空心腹之不絶半月其疾永不發動) <救簡 1:94a> 

ㄷ. 예 와 이 일즉 자니 서르 머므로미 어루 半나 도다(到此應當宿相留
可判年) <杜初 15:13a>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반’이 주로 고유어 시간 명사와 결합한 예들만이 나타난다. 이
때 ‘반날’은 ‘반일(半日)’, ‘나잘’의 동의어이고 ‘반’은 ‘보름’의 유의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나의 모든, 각각의”란 의미를 가지는 관형사 ‘(每)’가 시간 명사
와 결합한 예가 나타난다.

(10)ㄱ. 每日에  그테셔  술 醉코 도라오노라(每日江頭盡醉歸) <杜初 
11:19b>

ㄴ.  바 누을 제  수레 프러 반 홉곰 머그라(每夜臥時用溫酒調服半合) 
<救簡 6:89b> 

ㄷ. 일에 디녀 렴호 그치디 아니면 일히 관음을 친히 보오며(每日持念
不絶면 必得親見觀世音菩薩고) <六字 25a>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10)에서와 같이 ‘매’가 시간 명사 ‘일(日)’과 결합한 예만이 나
타나는데 이때 ‘매일’은 “날마다, 각각의 모든 날”을 뜻한다.
 

② [명사+ㅅ+명사]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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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명사와 명사 사이에 ‘ㅅ’이 통합된 구성이 굳어져 형
성된 시간 복합어들의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1)ㄱ. , , 수릿날, 
ㄴ. 녯날, 녯, 어젯밤, 오밤, 옰봄, 아, 밤 
ㄴ'. 섯
ㄷ. 오날, 이틄날, 섨날, 초날
ㄷ'. 오날, 이날
ㄷ". 오날, 이틋날, 며날, 사날 ; 나날, 사날, 이튼날, 
ㄹ. 날, 엿쇗날, 닐웻날,
ㄹ'. 닐웬날, 엿쇈날, 여랜날, 아랜날 초날 

(11ㄱ)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중 하나만이 시간어인 예이고 (11ㄴ~ㄹ)은 선행 명
사와 후행 명사가 모두 시간어인 예이다. (11ㄴ)은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시역을 
한정시켜주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11ㄷ, ㄹ)은 후행 명사가 결합되었을 때의 시간
성과 결합하기 이전의 시간 명사가 나타내는 시간성에 차이가 없어 후행 명사의 결합
이 의미에 있어서는 잉여적인 예이다. (11ㄱ)처럼 결합하는 명사 중 하나가 시간어가 
아닌 경우에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결합할 때에 둘 중 어느 것도 형태의 변형을 
겪지 않은 채로 결합된다. 또한 둘 다 시간 명사이면서 (11ㄴ)처럼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시구간을 한정하는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경우에도 ‘ㅅ’과 결합한 선행 명사나 후
행 명사가 형태적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것으로 (11ㄱ')의 ‘섯’이 있는데 
‘섯’은 본래 ‘섨’에서 선행 명사의 자음이 탈락되어 형성된 것이지만 이 시기에는 
이미 단일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11ㄷ)의 예들은 선행 명사의 마지막 음절
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11ㄷ")과 같이 선행 명사의 두 번째 음절의 종성이 탈락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11ㄱ, ㄴ)과는 달리 (11ㄷ)의 부류들은 
선행 명사가 가진 시간의 속성과 같은 의미를 후행 명사가 가지고 있어 선행 명사의 
형태를 변형하여도 본래 변형되기 이전의 선행 명사가 갖고 있는 의미나 형태를 쉽게 
1)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ㅅ’이 관형격조사로서 ‘ㅅ’이 통

합한 경우에는 단어가 아닌 구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통사적 성격을 띠는 관형격조사로서의 ‘ㅅ’ 외에도 이 시기부터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사
이시옷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사적 결합어에서 다루지 않고 이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ㅅ’이 결합하지 않은 시간어들이 속한 합성명사 안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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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해 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래는 직접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이 한자어인 예이다.

(12)ㄱ. 동지 ; 밤ㅅ中, 듕
ㄱ'. 짓날 
ㄴ. 간, 잠 

(12ㄱ)는 선행 혹은 후행 명사가 한자어인 것들이고 (12ㄴ)은 두 개의 한자어 어근 
사이에 ‘ㅅ’이 결합되어 있는 예이다. 이들 어형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보이는데 ‘ㅅ’
이 결합하지 않은 ‘잠간’과 같은 어형도 아래와 같이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13)ㄱ. 하 바차 이무 잠간 노라 <순천 145:11> 
ㄴ. 잠간 사 乍 <百聯 17b>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한자로 표기된 ‘暫間’이나 ‘暫ㅅ間’과 같은 어형은 나타나지 않는
다. 이들은 ‘ㅅ’이 (13ㄱ)과는 다르게 (13ㄴ)과 같이 ‘ㅅ’이 선행 한자어어근이나 후행
한자어어근에 자유로이 결합하여 쓰이는 것으로 볼 때에 ‘간’ 혹은 ‘잠’은 이미 이 
시기에 고유어화하는 중이라 할 수 있다.

③ [명사+명사]N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명사와 명사가 통합하여 굳어진 합
성명사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4)ㄱ. 밥, 나조곁, , 아모제, 저우룸날
ㄴ. 봄날, 오밤, 아
ㄴ'. 그몸날, 그믐, 뎌즈, 보롬날, 보름, 오날, 봄쳘, 초열흘날

(14ㄱ)은 결합한 두 성분 중 하나가 시간어가 아닌 것들이고, (14ㄴ)은 모두 시간어로
서 선행 성분이 후행 성분을 의미상으로 수식하는 구조를 보이는 것들, (14ㄴ')은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 사이에 의미상으로 수식구조가 아니며 선행 성분만으로 그 의미가 
충분하여 후행 명사는 의미에 있어서 잉여적인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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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이 의미적으로 시간어로서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들이 
대등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어들이다.

(15)ㄱ. 날, 다새여새, 낫밤, 밤낮, 아나조ㅎ, 아나죄 
ㄴ. 나 이사, 사나, 사나, 엇그제, 여닐웨  

(15)' 至日 

(15ㄱ)은 두 시간 명사가 형태가 변형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고 (15ㄴ)은 선행 명사의 말음이나 첫 번째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이 탈락되거나 
변형된 채로 후행 명사와 결합한 예들이다. (15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시간어들
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유사한 음운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15)'은 
‘冬至日’이나 ‘夏至日’의 첫음절이 생략된 형태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冬至
日’이나 ‘夏至日’과 같은 어형이 나타나는 예는 찾을 수 없다.2)

④ [어근+명사]N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합성명사 중에는 선행 성분이 자립성을 갖고 있지 않
은 어근의 자격으로 후행 명사와 결합한 예들이 있다.

(16)ㄱ. 이듬 
ㄴ. 읻

(16)은 수사 ‘둘’과 관련한 뜻을 지니는 어근 ‘이듬-’, ‘읻-’이 명사‘’와 결합하여 “다
음 해”, “두 해”를 뜻하는 시간어들이다.
  먼저 ‘이듬-’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 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至日’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先王이 以야 至日애 關을 閉야 商旅ㅣ 行티 아니며 后ㅣ 方을 省티 아니
니라(先王以 以야 至日에 閉關야 旅ㅣ 不行며 后不省方니라) <周易
2:48a> 



- 124 -

(17) 이듬예 도기  永州 티며 邵州 헤튜(明年에 賊ㅣ 又攻永破邵호) 
<杜初 25:39a> 

“다음, 두 번”을 의미하는 ‘이듬-’은 이 시기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고유어계열 시간 명
사 ‘’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 예만을 찾을 수 있다. ‘이듬’의 생산성이 높지 않아 
‘’와 결합하여 형성된 ‘이듬’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듬’를 단일어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근대국어 시기에 ‘이듬-’이 다른 시간 명사들과 결합
하여 단어를 형성한 예가 보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보기로 한다.
  ‘이듬-’과 형태나 의미에 있어서 유사한 형태소로는 ‘읻-’이 있다. ‘읻-’이 참여하여 
형성된 단어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8)ㄱ. 阿彌陁佛ㅅ 일후믈 디니 리어나 이트리어나 사리어나 나리어나 다
쐐어나 여쐐어나 닐웨어나  고기 머거 섯디 아니면 <月釋 7:71a> 

ㄴ. 읻 東都애 나그내 외야(二年客東都) <杜初 19:46a> 

“다음날”이나 “두 번째 날” 혹은 “하루가 두 번 있는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이틀’은 이
미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단일어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읻
(ㅎ)-’과 날을 의미하는 ‘*/을’로 분석할 수 있다. “두 해”를 뜻하는 ‘읻’ 또한 접두
성 어근 ‘읻-’에 ‘’가 결합한 것으로 ‘읻-’이 참여하여 형성된 단어 또한 ‘이듬-’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어 ‘읻’ 외에 새로운 단어를 파생한 용례를 찾을 수 없으며 이후 
시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읻’는 이 시기에 이미 단일어화하고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자어 어근 ‘초(初)-’가 결합한 것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9)ㄱ. 초
ㄱ'. 초열흘날 
ㄴ. 初八日

  (19)에서 보듯, 한자어 어근 ‘初-’는 한자어뿐만이 아니라 고유어 계열의 시간 명사
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初-’가 일수사와 결합한 예들만이 나타
나는데 이때의 ‘初-’는 시간 명사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에 항상 선행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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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때문에 접두성 어근이라고 볼 수 있다.3) (19ㄱ)의 ‘초’에서 ‘初’는 “첫번
째”를 의미해 30일로 이루어진 한 달에서 세 번 찾아오게 되는 하루, 열하루, 스무하루 
중 “첫 번째 하루”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19ㄱ')은 이렇게 형성된 [初+일수사]N가 
‘날’ 혹은 ‘ㅅ’과 통합하여 후행하는 ‘날’과 결합한 구성이 굳어져 이루어진 것들로 [명
사+명사]의 구조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19ㄴ)은 한자어 일수사와 결합한 예이다. 
  아래는 한자어 어근 ‘頭’가 시간 명사에 후행하는 예이다.

(20)ㄱ. 쥬하 네 블 무드쇼셔 우리  오두에 나가리라(主人家 你種着火 我明
日五更頭早行) <飜老 上25b> 

ㄴ. 오리 스므이트리로소니 새배 히  리로다(今日是二十二 五更頭 正
有月明) <飜老 上25b>

(20ㄱ)은 ‘五更’을 어기로 하여 ‘頭’가 결합한 것으로 “오경쯤” 정도를 뜻한다. 이는 ≪
老乞大≫류의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20ㄴ)과 같이 동일한 문헌에서 원문의 ‘五
更頭’를 “새벽”을 뜻하는 ‘새배’로 번역한 예도 보인다.

-관형사 -어근
분리불가능 -관형사 -고유어와의 결합가능성

+수식범위한정 -어기의 범주변화 +접두사
+의미 변

화
+접두사

+접두사

3) 일음절 한자어가 어근인가 혹은 접두사인가 아니면 관형사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노명희(2005: 79-88)에서 논의한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노명희(2005)에서 관형사와 
비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형태적 분리성, 분포상의 제약, 수식 범위 한정, 
대치 불가능성이고, 접두사와 어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의미 변화, 생산성, 고
유어와의 결합가능성, 대응 고유어의 접사성, 어기의 범주 변화이다. 노명희(2005: 88)에
서 이상의 기준을 우선적인 순위에 따라 계층적으로 적용한 표를 옮겨 보이면 다음과 같
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初-' 외에도 이후에 기술하게 될 '大-'는 고유어와의 결합이 가능하
기 때문에 접두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는 
'再-'는 한자어와만 결합이 가능하여 어근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결합하는 명사의 앞에
만 위치하여 결합하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접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노명
희(2005: 90)에서는 '再-'를 접두사로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어근보다는 접사에 가까운 
것으로 판별하였고 기존의 현대국어 사전류에서도 '再-'를 모두 접두사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본고에서는 일단 접두성 어근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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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통사적 결합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통사적 결합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
이 있다.

(21)ㄱ. (나조ㅎ+의>)나죄, (+의>), (+이>), (새박+의>)새배, 그제1, 이제 
ㄴ. 아설날, 니건, 한겨을, 한설날 

(21ㄱ)은 본래 시간명사에 격조사가 통합한 형태를 기원으로 한다. 이들의 형성 절차
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종성 자음이 탈락된다. 
다음으로 선행명사와 후행조사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 ‘/
으’가 탈락된다.4) 
  (21ㄴ)은 관형사형 어미 결합어로 [[[용언의 어간]+-ㄴ]#[명사]]와 같은 통사적 
구성이 그대로 굳어져 단어가 된 예들이다 ‘아’은 “적다, 드물다”를 의미하는 ‘앛-’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통합한 것으로, ‘아설날’은 ‘작은설’ 혹은 ‘동지’의 옛말이다. 
‘니건’은 “다니다, 가다”를 뜻하는 ‘녀-’의 이형태 ‘니-’에 선어말어미 ‘-거-’와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ㄴ’이 통합한 것이다. ‘니건’는 여기에 시간 명사 ‘’가 통합한 구 
형식이 굳어져 형성된 것으로 “지난해, 去年”과 동의어이다. 
  “큰” 또는 “한창”임을 나타내는 ‘한’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다양한 어
기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이루었다. 본래 ‘한’은 “많음”을 의미하는 ‘하-’의 관형사형으
로 ‘한’과 명사가 통합한 구성 또한 구 형식인지 단어화한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
다. 명사와 함께 구 형식을 이루는 ‘한’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2)ㄱ. 하  한 뫼해 외로온 플로 니욘 亭子ㅣ로소니(天畔群山孤草亭) <杜初 
3:36b>

ㄴ. 萬里예  슬허셔 녜 나그내 외요니 百年ㅅ 한 病에 올로 臺예 올
오라(萬里悲秋常作客 百年多病獨登臺) <杜初 10:35b> 

4) 이들의 내적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2장에서 기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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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서 ‘한’은 한문 원문에서 “무리” 혹은 “많음”을 나타내는 ‘群’이나 ‘多’에 대응된
다. 이때에는 ‘한 뫼ㅎ’나 ‘한 病’이 ‘群山’이나 ‘多病’을 그대로 언해한 것으로 이들은 
단어가 아닌 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는 ‘한’이 “큰”, “한창”을 뜻하는데 한문 원문에서 일대일로 대응되는 
한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22)의 예와는 차이를 보인다. 

(23)ㄱ. 이제 반기 녯 法으로 여희여 後園에 가릴 셜워 한호니(今當以舊典으로 
分歸外園일 慘結增歎호니) <內訓 2:69b> 

ㄴ. 陶潛 世俗 에여 니 한아비니(陶潛避俗翁) <杜初 3:58b> 
ㄴ'. 우리 祖上애셔 쏘더신 화리 초아 이쇼 [祖 한아비니 祖上 한아비롯 

우흘 無數히 티 닐온 마리라] <釋詳 3:13b> 

(23)의 예를 통해 ‘한’과 ‘한아비’는 한자어 ‘歎’과 ‘老翁’를 언해한 것이다. 이때 ‘한
’은 ‘한’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찾을 수 없어 구가 아닌 단어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3ㄴ)에서 “노인”을 뜻하는 ‘翁’이 ‘한아비’에 대응되고, 그에서 더 
나아가 (23ㄴ')처럼 ‘한아비’가 친족 관계에서의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22)의 ‘한 뫼ㅎ’, ‘한 病’과는 달리 이미 단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이 결합한 시간 명사는 아래와 같이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보인다.

(24)ㄱ. 열 마곰 비여 한설날 기예(以大歲日平旦) <簡辟 18b> 
ㄴ. 한겨을 盛 치위예 몸애 샹녜 암 옷시 업소 어버이 맏난 마슬 極히 

더라(隆冬盛寒애 體常無全衣而親極滋未더라) <小學6:26a>

  ‘한설날’은 “작은설 혹은 동지”를 가리키는 ‘아설날’에 대응되는 표현이다. '아'이 
앞서 말한 것처럼 “작은”을 뜻한다면 ‘한’은 이와 반대로 “큰”을 뜻하여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이라는 명절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24ㄴ)의 ‘한’은 “한창인, 깊은” 정도의 
뜻을 가지며 이때 ‘한겨을’은 “겨울이 한창일 때”를 뜻한다. 

4.2. 근대국어 

4.2.1. 파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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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파생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25) 우리 

(25)은 앞선 시기의 문헌에서 ‘기’나 ‘부희여기’와 같이 [부사(어)+서술어]에 파
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했던 것과 유사한 구조로서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한 어기가 [주어+서술어]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이 문
헌에서 보이는 용례는 아래와 같다.

(26)ㄱ. 우리예 니러 딕흰 사이 곤여 조다가 여 브니 주건 디 이 오
라더라(至雞鳴守者困睡覺而呼之死已久矣) <東新 烈 6:41b> 

ㄴ.  울어든 니러 즉재 가져(鷄兒呌 起來便行) <飜老 上25b>

(26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자어 ‘鷄鳴’을 언해한 것으로 “닭이 우는 때” 
즉 “이른 아침”을 뜻한다. 이때 (26ㄴ)은 ‘우리’를 [[][[울-]-이]]가 아닌 [[울
-]-이]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사어가 서
술어와 통합하거나 주어와 서술어가 통합한 통사적 구성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어
를 만든 예는 시간 표현에 한하여 볼 때에 이들 한 두 예밖에 나타나지 않아 생산적인 
파생어 형성 규칙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단어 형성 규칙은 17세기
의 문헌에까지만 나타나고 이후의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다. 

4.2.2. 합성어
① [관형사+명사]N

  다음으로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구가 단어화한 것으로
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27)ㄱ. 이 ; 인졔, 입 
ㄴ. 그덧, 그 ; 긋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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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글픠, 그그럿긔 ; 긋그적, 긋그제 
ㄷ. 졉 
ㄹ. 나잘, , 겻
ㅁ. 첫봄 ; 첫

(27ㄱ~ㄷ)은 지시관형사 ‘이, 그, 저’가 시간 명사와 통합한 구가 단어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27ㄱ)은 지시관형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들로 ‘이’가 
‘인졔’와 ‘입’와 같이 ‘ㄴ’첨가와 ‘ㅂ’첨가와 같은 음운 변화를 보임으로써 단어화하였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그’, ‘져’가 시간 명사와 통합한 예들에서도 발견되는데 
(27ㄴ)의 ‘긋, 급’, (27ㄷ)의 ‘졉’는 본래 ‘’나 ‘’의 이전 표기형이 ‘’, ‘’와 
같이 초성에 자음군을 형성하고 있던 것에서 ‘ㅂ’이 선행하는 관형사의 종성으로 이동
한 채로 굳어져 화석형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27ㄴ')의 ‘글픠’나 ‘그럿긔’에 결
합한 ‘그’는 지시관형사로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이와는 달리 후행 명사의 첫음절을 
반복하여 본래의 시간어가 가리키는 시점보다 더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긋그적’와 ‘긋그제’의 경우에는 ‘그적’나 ‘그제’가 어원적으로 지시관형사 
‘그’를 구성 성분으로 한다고 할 때에 이들에 선행하는 ‘그’ 역시 지시관형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ㅅ’는 정확히 그 성격을 규명할 수는 없으나 ‘엇그제’에서 ‘어제’의 준말
로 볼 수 있는 ‘엇’의 ‘ㅅ’에 의해 유추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27ㄹ, ㅁ)은 수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들로 (27ㄹ)은 기수사 ‘’이, (27ㅁ)
은 서수사 ‘첫’이 결합하였다. 여러 수사들 중에서 고유어의 경우에는 “일(一)” 혹은 
“첫 번째”를 뜻하는 수사만이 단어 형성에 참여한 것이 흥미롭다. 
  먼저 수관형사 ‘’이 결합한 시간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8)ㄱ. 一晌田 나잘 가리 <同文 下1a> 
ㄴ.  시도 닛칠 적이 업서 노라 <은진宋奎濂 55>  
ㄷ. 겻 半日 <한불 87>

(28ㄱ)의 ‘나잘’은 “하루의 낮 동안”을 뜻하는 것으로 본래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나잘’이 선행 성분을 취하지 않고 자립명사로서 “하루의 낮 동안”을 의미하였는데 18
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이렇게 수관형사 ‘’이 결합한 ‘나잘’이 ‘나잘’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쓰이게 되었다. (28ㄴ)의 ‘’, ‘시’도 “짧은 시간”을 뜻해 구가 아닌 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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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잘’과 같은 의미로 “하루의 낮 동안”을 가리켰던 ‘겻’이 있
다. 이때의 ‘겻’은 이전 시기에서 ‘나조곁’ 혹은 ‘나좃겻’의 ‘곁(겻)’과 동일한 것이다.5) 
  다음으로 서수사 ‘첫’이 결합한 시간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9) 첫봄에 비 이이 로 리오고 <八歲11b> 

‘첫’은 본래 “첫 번째의, 맨 처음의”라는 뜻으로서 순서를 나타내는 관형사인데 (29)의 
‘첫봄’은 “첫 번째의 봄”이 아닌 봄이 갖고 있는 시구간 중에서 처음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시작되는 첫머리”를 뜻한다.
  아래는 합성어를 형성하는 구성 성분 중의 하나가 한자어인 것들이다.

(30)ㄱ. 그시(-時)
ㄴ. 半年, 半月, 半日, 半時, 반
ㄷ. 년, 월, 삭

(30ㄱ)은 지시관형사 ‘그’가 한자어 ‘時’와 결합하여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키는 예이다. (30ㄴ)은 한자어 ‘반’이 시간 명사와 결합하여 후행하는 
시간 명사가 가리키는 시구간의 길이 중 반에 해당하는 시구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전 시기에서는 고유어 시간 명사와 결합한 예만이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근대국어 시
기의 문헌에서는 후행 명사가 한자어인 예들이 많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30ㄷ)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보이는 것들로 ‘일’ 외에도 관형사 ‘’가 시간 명
사와 결합한 것들이 여러 개 나타난다. 이때 ‘每’는 ‘半’과는 달리 근대국어 시기의 문
헌에서도 한자어 시간 단위 명사와만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명사+ㅅ+명사]N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찾을 수 있는 ‘ㅅ’이 통합된 시간어 합성명사의 용
5) ‘나조곁’과 ‘나조겻’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내 일 아 밤 일 먹고 션산셔 부 보고 오나 나조겨 니이게 호야 
<순천121:3> 

ㄴ 傍午 나조ㅅ겻 <譯語補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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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1)ㄱ. 나조ㅅ겻, 나좃겻 
ㄴ. 녯, 녯적 
ㄷ. 닷쇈날 
ㄷ'. 몃날 

(31ㄱ)은 ‘ㅅ’을 사이에 두고 시간 명사와 시간어가 아닌 명사가 결합한 예이다. ‘나조
ㅅ겻’은 “한낮으로부터 저녁 사이의 시구간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에 앞부분”을 가리키
는 것으로 한자어로는 ‘傍午’에 대응한다. (31ㄴ)은 시간 명사와 시간 명사가 결합한 
예이며 (31ㄷ)은 ‘ㅅ’ 통합 합성명사 중에서 ‘ㅅ(ㄷ)’의 자음동화를 반영한 표기형을 보
인 것이고, (31ㄷ')은 ‘ㅅ’에 선행한 명사의 종성이 탈락함과 함께 ‘ㅅ’의 음운동화도 반
영된 표기형을 보인 것이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시간 명사와 시간어가 아닌 명사
가 결합한 경우에는 음운 탈락이나 음운의 변화를 반영한 표기형을 찾을 수 없으며, 
(31ㄷ')과 같이 후행 명사의 의미가 잉여적일 때에는 선행 명사의 두 번째 음절의 종
성이 탈락된 형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31ㄷ')과 같이 후행 
명사의 의미가 잉여적인 합성어의 경우에 ‘ㅅ’의 선행 명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은 채로 
결합한 단어들은 찾기 힘들고 ‘ㅅ’에 선행한 명사의 둘째 음절의 종성이 탈락된 단어들
의 수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아래는 구성요소에 한자어가 포함된 합성명사이다.

(32)ㄱ. 冬至月 동지ㅅ <方言(申部) 7b> 
ㄴ. 밤만 다거든  여긔 둘로 여곰 라 도라 오게 여(到半夜前後 却着

這裏的兩箇 替廻來) <老諺 上51a> 
ㄴ'. 밤ㅅ듕에 다거든 우리 둘히  너희 츠라 가마(到半夜裏 我兩箇却替

你去) <重老 上 52b> 
ㄷ. 훗날 밤의 도적이  와 과 쟝을 주고 가니라(後夜盜又至給米醬而去) <東

新 孝7:75b> 

(32)는 한자어와 고유어 혹은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에 ‘ㅅ’이 결합한 시간어들로 ‘ㅅ’의 
위치가 (32ㄱ, ㄴ)과 같이 선행명사와 후행명사의 사이에 위치하기도 하고 (32ㄴ)과 
같이 한자어인 후행명사의 초성에 위치하거나 (32ㄷ)과 같이 선행명사의 종성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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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③ [명사+명사]N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보이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어들
의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33)ㄱ. 돗날 밥, 삿기낫, 새, 달 
ㄴ. 올봄, 올녀, 올ㅎ, 녜날 
ㄴ'. 로날, 닐에날, 녀름날 

(33)의 예들은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시역을 한정해주는 예들로 (33ㄱ)은 선행 명
사가 시간어가 아닌 것들이고 (33ㄴ, ㄴ')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모두 시간어인 
것들로 (33ㄴ)은 앞서 살펴 본 (31ㄴ)과 같은 유형의 것들이고 (33ㄴ')은 (31ㄷ, ㄷ')
과 같은 유형의 것들이다. 
  먼저 (33ㄱ)의 ‘돗날’은 ‘亥日’의 동의어이고, ‘밥’는 “밥을 먹는 때”를 의미하며 ‘밥
’의 후대형이다. ‘삿기낫’은 “정오에 아직 이르지 않은 낮”을 가리킨다. 이 외에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사가 되었지만 후기 중세국어 시기만 하더라도 명사였던 ‘새’와 시간 
단위 명사 ‘달’, ‘’가 통합한 시간어가 발견된다. 근대국어 시기에도 ‘새’가 아래와 같
이 명사로 쓰인 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달’은 [명사+명사]의 구조로 분
석된다.

(34) 시 의복을 지어 새로  니 라 죵신토록 폐티 아니니라(造四時衣服 
以新替舊終身不廢) <東新 烈2:29b> 

  아래는 구성 성분 중의 하나가 한자어인 것들이다.

(35)ㄱ. 동지, 동지월, 후제
ㄱ'. 지월
ㄴ. 동지날, 동지일
ㄷ. 밤듕, 금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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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에서와 같이 이들 시간어들은 모두 구성성분이 시간어로서 (35ㄱ)은 모두 선행 
성분이 후행 성분의 시역을 한정하는 것에 비해, (35ㄴ)은 후행명사의 의미가 잉여적
인 예이다.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동지월’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의 ‘至日’과 마찬
가지로, (35ㄱ')에서와 같이 선행 성분의 한 음절을 생략한 예도 나타난다.6) (35ㄷ)은 
후행 성분이 선행 성분의 시구간의 위치나 길이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는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명사와 명사가 대등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명사들이다. 

(36)ㄱ. 낫밤, 밤낮, 아나조ㅎ, 아나죄 
ㄴ. 잇사, 사나, 다엿쇄, 여닐웨, 엇그제 
ㄴ'. 오뉵월, 오뉴월, 동섯

(36ㄱ)은 하루 중 가리키는 시구간이 서로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시간 명사끼리 결합
한 예들로 이들은 형태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이에 비해 (36ㄴ)은 의미적으로 시간적
인 위치나 시간적인 길이에 있어서 잇달아 나타나는 것들로 이들은 선행 명사의 첫음
절 이후의 나머지 부분이 생략된 채로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틀’과 ‘사’이 결
합한 ‘잇사’의 경우에는 ‘잇’과 같은 표기형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같은 
시기의 문헌에서 ‘이틀’의 첫 번째 음절의 표기형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7)ㄱ. 잇틀 잇흘 二日 <한불 46> 
ㄴ. 니위 지에 일만이쳔이오 잇사에 지에 일만이쳔이오 <성전 요한묵시록 

7장 7절>

(37)과 같은 예들은 이전 시기에도 존재하였던 ‘이사’과 같은 합성명사가 그대로 이
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요소가 보이는 각 시기의 표기형을 반영하여 형성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6ㄴ')은 구성성분 중 하나 이상이 한자어인 예이다. 

6)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지월(至月)’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신튝 지월 금음 납월 초의 신이 샹검려 닐너 오되 <闡義 2:4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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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ㄱ. 아야아야 우 소 오뉵월 가온대 억머구 소로다 <念海 32b> 
ㄱ'. 오뉴월 이예 수세외 효근 너출에 손을 거더(五六月間取絲瓜小小蔓藤絲) 

<痘瘡 上6a> 
ㄴ. 동섯로 리 무거  식 주그로다 니 <곽씨 47-1> 

(38ㄱ)은 수관형사 ‘오뉵’이 ‘월’과 결합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오월뉵월’에서 선행 명
사와 후행 명사의 공통 성분인 선행 명사의 ‘월’을 생략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8ㄴ)
은 대부분의 생략형들이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의 음운이 유사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이 음운적인 유사성이 없음에도 선행 성분의 두 
번째 음절이 생략된 채로 결합한 것이다. 이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단어를 구성하는 음
절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문 문법에서는 단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어근+명사]N

  마지막으로 자립성이 없는 어근과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예를 보이면 아
래와 같다. 

(39) 이듬, 이듬달

(39)는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두 번째”를 뜻하는 ‘이듬’이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보였던 ‘’ 외에도 시간 명사 ‘달’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 것이다.

(40)ㄱ. 이듬 이듬다 이듭 二歲數 <한불 46> 
ㄴ. 국운이 불야 뎡셩셩모 승하오신 이듬달의 인원셩뫼  녜쳑오시니 

<한중록 72>

(40ㄱ)을 보면 ‘이듬’이 한자어 ‘二歲數’에 대응하여 ‘두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이 시기에 ‘이듬’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예는 발견되지 않으며 “논밭을 두 번째 
갈거나 매다”를 뜻하는 ‘이듬다’와 같은 단어만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듬’이 단독으로 
쓰인 예는 찾을 수 없고 단어를 형성하는 성분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어근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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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국어 사전류에서는 ‘이듬’은 “논밭을 두 번째 갈거
나 매는 일”을 뜻하는 명사로만 기술되어 있다.  
  아래는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로 한자어 ‘초(初)-’가 접두성 
어근으로서 시간 명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41)ㄱ. 초칠일, 초팔일 
ㄱ'. 초오, 초뉵
ㄱ". 초사흘
ㄴ. 초경, 초슌 
ㄷ. 초어읆, 초전역 

이 시기에 “이른, 첫 번째의” 정도를 의미하는 ‘초-’가 결합한 시간 명사는 크게 세 가
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 (41ㄱ)과 같이 ‘초-’와 결합하는 어기가 ‘一(日)’, … , ‘九
(日)’, ‘’, … , ‘아래’와 같은 일수사로서 이들과 결합하여 한 달을 열흘씩 나누었
을 때에 첫 번째 열흘에 해당하는 각각의 날들을 다시 일컫는 일수사가 있다. 둘째, 
(41ㄴ)과 같이 ‘초-’가 한자어 시간 단위 명사인 ‘旬’이나 ‘更’과 결합하여 한 달을 열
흘씩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첫 번째 열흘, 밤을 다섯으로 나누었을 때의 첫 번째 
시구간을 가리키는 시간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41ㄷ)처럼 ‘초-’가 ‘어읆(어스름)’, ‘전
역’과 같은 개략적 시간어와 결합하여 이들 시간어가 나타내는 시역이 막 시작되는 첫
머리 부분을 가리키는 것들이 19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아래는 일수사에 ‘초-’가 선행하는 예이다.

(42)ㄱ. 납월 초구일 모 <은진宋奎濂 36> 
ㄴ. 重陽 구월 구일 <方言(申部) 8a> 
ㄷ. 초구 음 이날 햐쳐의 오다 의 녕감 보오니 <병자 84> 
ㄷ'. 모츈 초칠과 하 초의 그 능히 녜필고 샹시의 층계 층을 혜여 승강니 

(暮春初七孟夏初四其能禮畢而常時於層階計級陞降) <警問續 43b>

(42ㄱ, ㄴ)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X일’과 같은 한자어 일
수사에 ‘初-’가 선행한 형태나 (42ㄴ)처럼 ‘初-’가 결합하지 형태가 함께 나타난다. 근
대국어 문헌에서는 새로이 (42ㄷ)과 같이 ‘日’이 생략된 형태가 발견된다. 이들은 <병
자일기>, <산성일기>와 같은 기록문에서 날짜를 간단히 기록할 때에나 (42ㄷ')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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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날짜가 대구를 이루는 방식으로 쓰일 때에 나타난다.
  아래는 한자어 어근 ‘(再)-’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43)ㄱ. 명년, 명일, 작년, 작일 
ㄴ. 작 再昨 

한자어 어근 ‘(再)-’가 결합한 합성어들은 이 시기에 새로이 보이기 시작한다. ‘초-’
가 고유어 시간 명사에도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再)-’는 한자어 
시간 명사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보인다. 

(44)ㄱ. 명년에 다시 갑신을 만나니(再明年重逢甲申) <警問續 35a>
ㄴ. 명일에 당히 죵묘와 경모궁에 나아가 젼알 겟다 셧더라 <독립 

1898년5월7일자> 

(45)ㄱ. 령남  [농란 말이라] 작년[그럭란 말이라]에 크게 흉년 들고 <경
상 윤음 1a> 

ㄴ. 작일의 비망을 뎡원의 리와 오샤 <明義 卷首上:6b>
ㄴ'. 금일이  작 니(今日亦如再昨) <警問續 10b> 
ㄷ. 군부대신 리병무 씨가 작야로브터 신병이 잇셔 어졔 진치 못엿다더라 

<대한매일 1907년8월7일자>

(44)는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어에 결합한 ‘-’의 용례이고, (45)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어에 결합한 ‘-’의 용례이다. ‘-’가 시간어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
하는 용례는 18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인다. 한자어 접두사 ‘-’는 원래 “다시 하는” 
혹은 “두 번째”를 의미하는 것인데 한자어 시간 명사에 결합하였을 때에는 “어기가 되
는 시간 명사가 가리키는 시점보다 한 시점 이전 혹은 이후”를 나타낸다. 앞서 ‘초-’가 
일수사에 결합했던 합성어와 마찬가지로 ‘-’가 ‘어제’를 뜻하는 ‘작일’과 결합한 합성
어의 경우에는 ‘일’이 생략된 (45ㄴ')과 같은 형태도 보인다.
  그 밖에 한자어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46)ㄱ. 대보름, 윤 
ㄴ. 졀 
ㄷ. 경간, 삽시간, 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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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금명간, 旬望間 
ㄷ". 조만간

(46ㄱ)은 접두성 어근 ‘대(大)-’나 ‘윤(閏)-’이 단어형성에 참여한 예로 ‘대보름’은 
“보름달의 크기가 가장 큰 날”을 의미하고, ‘閏-’은 천체의 공전주기나 자전주기가 하
루나 한 달, 혹은 한 해가 나타내는 시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남는 
시간으로 인해 생기는 을 가리킬 때에 쓰인다. (46ㄴ)은 접미성 어근인 ‘-졀’이 결
합한 시간어로 이전 시기까지는 한자어 계열의 수관형사가 결합한 ‘졀’만이 나타났는
데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과 같이 계절을 나타내는 고유어 시간 명사에
도 결합한 예가 보인다. (46ㄷ~ㄷ")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미사로 기술된 ‘-間’
과 명사 혹은 명사성 어근이 결합한 시간 명사의 예이다. (46ㄷ)은 ‘경’, ‘삽시’, ‘잠
시’와 같이 짧은 시구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시간 명사에 “동안, 사이”를 의미하는 ‘間’
이 결합하여 “짧은 시간 동안”을 의미하고, (46ㄷ')은 두 개의 시구간을 아울러 표현하
는 시간 명사에 ‘間’이 결합함으로써 “오늘 내일 사이, 열흘에서 보름 사이” 정도의 뜻
을 의미한다. (46ㄷ")은 “이름과 늦음”을 아울러 일컫는 뜻의 ‘조만(早晩)’에 ‘간(間)’이 
결합한 것으로 “멀지 않은 때”를 의미한다. 

4.2.3. 통사적 결합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통사적 결합어로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 형식이 굳어서 단어화한 예들만이 나타나는데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47)ㄱ. 온날, 왼날, 왼밤, 왼
ㄴ. 간밤, 지지, 무근

(47ㄱ)은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이 시간 명사와 통합하여 구 형
식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굳어진 형태로서 단어화한 것이다. “온전한, 전체의”를 뜻하
는 관형사 ‘온’은 “온전하다”를 의미하는 ‘오다’에서 파생된 것이다. ‘오다’, ‘오올다’
는 각각 17세기7), 19세기까지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으며 그의 관형사형인 ‘오’과 ‘오
온’8)은 각각 16세기와 19세기의 문헌에까지 나타난다. 한편, ‘오다’와 ‘오올다’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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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성조가 ‘평성-거성’인데 이의 축약형인 ‘올다’의 어간 ‘올-’은 상성을 띤다. 형용
사 ‘올-(R)’의 관형사형인 ‘온’은 15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올-’이 사어화한 뒤
에도 관형사로 굳어져 계속 쓰이고 있다. ‘온’이 갖고 있던 상성의 성조 또한 장음으로 
그 성격이 변하여 이어져 오고 있다. 시간 명사와 결합한 관형사로는 ‘오’이나 ‘오온’
은 나타나지 않고 ‘온’만이 나타난다. 한편, 17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온’의 이형태인 
‘왼’이 나타난다. ‘왼’이 시간어가 아닌 다른 명사들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도 발견되지만, ‘왼’이 시간 명사와 결합한 예는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
에서만 발견된다. (47ㄴ)은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기준시보다 앞선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어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관형사형 어미 ‘-
ㄴ’이 갖고 있는 의미론적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3. 개화기국어 이후

4.3.1. 파생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까지 발견되던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
생어 유형이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9) 그 외에도 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접미사 파생 시간 명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 시기에 용언 
‘하다’가 사어화함에 따라 “큰, 한창의”를 뜻하던 관형사형 ‘한’에 대한 문법적 지위의 
재해석이 불가피해졌다. ‘한-’이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 명사의 대표적인 것만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8)ㄱ. 한여름

7) <두시언해> 중간본에서 한 예만이 나타나 이 시기에 이미 사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관형사 '오'과 '오온'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王이 病을 호 오 모미 고 더러 내 나거늘 <釋詳 24:50a>
ㄴ. 뵈옷 니븐 두 열 사미  오온 城을 려 사니라(布衣數十人 亦擁專城居) 

<杜初 6:38a> 
9) 송철의(1997/2008: 345)에서도 ‘기’와 ‘우리’와 같은 단어들은 ‘-’과 ‘울-’

과 같은 동사에 명사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때”를 뜻하는 명사를 파생시켰음을 언
급하면서 현대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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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한가위 
ㄴ'. 한낮 한밤 한밤중 한겨울 

(48ㄱ)은 개화기국어 시기에, (48ㄴ, ㄴ')은 현대국어 시기에 보이는 시간어들이다. 
(48ㄱ)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도 보였던 유형으로 계절어를 어기로 하는 것이다. (48
ㄴ)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었던 ‘한설날’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한’이 “추
석”의 동의어인 ‘가위’와 결합한 형태인데 현대국어에서는 ‘가위’보다는 ‘한가위’가 압도
적으로 많이 쓰여10) ‘한’과 ‘가위’로 분석되기 보다는 거의 단일어처럼 인식되어 쓰인
다. (48ㄴ')의 ‘한-’은 어기가 되는 명사가 갖고 있는 [시간성]을 더욱 강조하여 “(어
기가 되는 시간어가 갖는 속성이)한창인, 절정인”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의 ‘한-’
은 결합하는 어기의 문법 단위가 단어에 한정되어 있고 용언 ‘하다’는 이 시기에 이미 
사어화하였기 때문에 ‘한-’은 접두사로 볼 수 있으며 결합하여 어기가 갖고 있는 시간
성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4.3.2. 합성어

① [관형사+명사]N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과 현대국어 시기의 자료에서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형
성된 시간 명사 중에서 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9)ㄱ. 이다음, 요다음, 그다음 ; 이번, 저번  그시 
ㄴ. 겻, 나잘, 참 ; 첫겨을, 첫벽
ㄴ'. 한겻, 한나절, 한참, 열나절, 세나절 ; 첫겨울, 첫새벽 

(49ㄱ)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는 시간어들로 지시관형사 ‘이’나 ‘그’가 
고유어 ‘다음’, 한자어 ‘-番’, ‘時’와 결합한 예이다. (49ㄴ, ㄴ')은 각각 개화기국어 시
기와 현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수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것이다. 

10)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 한자어 ‘추석’이 쓰인 예가 가장 많고 고유어인 ‘가위’나 ‘한가위’
가 쓰인 예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가위’(3개)와 ‘한가위’(46개)의 용례 수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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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수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시구간의 길이를 나타내고 서수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후행 명사가 나타내는 시구간 안에서 앞부분을 가리킨다.
  아래는 기수사인 ‘’, ‘세’, ‘열’이 명사에 결합한 예이다.

(50)ㄱ. 겻 半日 (반 반) (날 일) -> 나졀 <한영>
ㄱ'. 나졀 當午 (맛당 당) (낫 오) -> 겻 <한영>
ㄴ. 안이 차자 오고 어 가셔 셰나졀은 잇다가 인제 와셔 그게 무슨 소리야 <빈

상설 140> 
ㄴ'. 열나절이나 꾸물거리다. <민중국어대사전>
ㄷ. 참 一站 ( 일) (참 참) <한영>
ㄷ'. 님군이 그거 보고 참 웃다가  영리도다 <신학 2:321> 

(50ㄱ, ㄱ')에서와 같이 ‘겻’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나졀’과 동의어로 “하
루 낮”을 의미하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50ㄴ)은 ‘나
졀’이 수관형사 ‘셰’나 ‘열’을 선행 성분으로 취한 예이다. 이들은 축자적 의미인 “한나
절의 세 배” 혹은 “한나절의 열 배”를 뜻하기보다는 “꽤 긴 시간 동안”을 뜻해 시구간
의 길이를 강조한다. (50ㄷ)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참(站)’이 본
래 장소를 나타내던 것에서 시간 명사로 전용(轉用)된 예이다. ‘참’은 “참과 참 사이
의 거리”를 뜻하던 것에서 단어화하면서 “꽤 긴 시간”을 뜻하게 되었다.11) 
   아래는 수관형사 ‘첫’이 명사와 결합한 예이다. 

(51)ㄱ. 이재 첫겨을에 졀셔 교  즈음을 당야 <독립 1897년11월25일자>
ㄴ. 지난에 의쥬 탑하리 최신곡씨 집에 쳥인 네히 와 자다가 그 잇흔날 첫벽

에 칼노 그 쥬인의 외 너 거의 다 죽게 되엿다더라 <경향 1907년4월
26일자>

(51ㄱ)은 ‘첫’이 계절어인 ‘겨울’과 (51ㄴ)은 ‘첫’이 개략적 시분어인 ‘벽’과 결합한 
예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첫’이 계절어와 결합하게 되면 계절어 세 달 중의 첫 번
째 달을 가리킨다. 그에 비해 (51ㄴ)과 같이 ‘첫’이 시구간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명확
하지 않은 개략적 시분어인 ‘새벽’과 결합하게 되면 ‘새벽’이 갖는 [이름(早)]이라는 속

11) ‘겻’과 ‘참’의 의미 변화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5장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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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여 “새벽이 막 시작되는 이른 시간”을 가리킨다.
  아래는 이 시기에 선행하는 직접 구성 요소의 문법적 성격이 변함에 따라 단어 구조
의 분석도 달라지는 경우이다.

(52)ㄱ. (開) 달, 올겨울 (現) 새해, 올여름 
ㄴ. (開) 녯날, 녯, 녯적 (現) 옛날, 옛적 
ㄷ. (開) 온, 온밤, 온죵일 (現) 온해, 온밤, 온종일

(52ㄱ)의 시간어들은 이전 시기까지 [명사+명사]의 구조로 분석되던 것인데 ‘새’와 
‘올’이 명사적 용법을 잃고 관형사화함에 따라 [관형사+명사]의 구조로 새로이 분석되
는 것들이다. (52ㄴ)은 이전 시기에는 [명사+ㅅ+명사]의 구조로 분석되었으나 ‘녯’이 
합성명사의 제1요소에 사이시옷이 고착된 채 그대로 관형사형으로 발달하게 됨으로써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명사]의 구조로 분석하게 되는 것들이다(김창섭 1996: 64). 
(52ㄷ)은 이전 시기까지 [용언의 관형사형+명사]와 같은 통사적 결합어로 분류되었으
나 용언 ‘올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사어화함에 따라 그 이후에도 계속 발견되는 ‘온’은 
관형사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들은 [관형사+명사]의 구조로 새로이 분석
된다. 
  먼저 ‘새’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3)ㄱ. 이졔로 별노  쳐쇼를 셜야 새와 녯젹 법식을 졀츙여 모든 법규를 일
통으로 이루게 되 <독립 1897년3월27일자>

ㄴ. 쥬파의 말이 션갑시 비사다고 돈을 달 초 닷날노 쥬마니 <매일 
1898년7월22일자>

(53ㄱ)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용례로 ‘새’가 접속조사 ‘와’와 통합하
였음을 볼 때에 이 시기에도 ‘새’는 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12) 하지만 ‘새’의 명사
적 용법은 현대국어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져 관형사적 용법만을 갖게 되었고 ‘새로’와 
같이 명사 ‘새’에 부사격조사 ‘로’가 통합한 경우에는 그대로 굳어져 부사화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53ㄴ)은 ‘’가 ‘달’과 결합하여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속해 

12) 이때 ‘새와 녯젹 법식’을 ‘새 법식과 녯젹 법식’과 같은 구조에서 ‘와’에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에서 반복되는 ‘법식’을 생략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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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달의 다음 달”을 뜻하는 예이다.
  ‘올’의 동의어인 ‘올ㅎ’이 명사적 용법을 갖는 예는 아래와 같이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4)ㄱ. 일본 졍부에셔 국즁에 항구셋슬 더 열어 외국과 쟝를 게끔 올 안으로 시
쟉을 다더라 <독립 1897년2월20일자>

ㄱ'. 경긔 강원 두도가 올에 곡식이 잘되지 못 가 만히 잇서 곡식이 귀나 
<독립 1897년11월27일자>

ㄴ. 일본 젼환국에셔 지난 십월 쵸일일브터 올 일월 이십일지 금젼 지흔 것이 
일쳔 칠 칠십 삼만 륙천 구 칠십원이요 <독립 1898년2월8일자>

ㄷ. 영국 녀왕 폐하 등극 지 륙십년 경츅회를 올가을에 론돈셔 셰치  터인 
<독립 1897년2월20일자>

(54ㄱ, ㄱ')은 ‘올’이 명사적 용법을 보이는 예로서 현대국어서도 (54ㄱ)과 같은 표현
은 구어체에서 여전히 쓰이지만 (54ㄱ')과 같이 부사격조사가 직접 통합한 예는 찾을 
수 없다. (54ㄴ)은 ‘올’이 ‘지난’에 대응하는 것으로 ‘일월 이십일’과 같은 명사구를 수
식하여 관형사적 용법을 보인다. 현대국어에 오면 ‘올’의 명사적 용법은 극히 축소되어 
가고 관형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예가 훨씬 많아진다. 이에 따라 이전 시기에 [명사+명
사] 구조로 분석되던 ‘올가을’은 현대국어 시기에 [관형사+명사] 구조로 분석되게 된
다. 
  아래는 이전 시기에 용언의 관형사형이었던 ‘온’이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쓰이
는 예이다.

(55)ㄱ. 사이 촉북을 혀셔 말 아래 두지 아니고 오직 초 우헤 두기 온 집안 
사을 빗최게 이니 <신약 마태복음5장15절> 

ㄴ.  져믈   곳에 니러 온밤을 그 곳에셔 유고자 야 <신학 1:453>
ㄴ'. 이와 치 셩경공부와 보통과 연쇽히 야 온 지내면 쥬일 학당에 큰 

유익을 엇을지니라 <신학 2:154> 
ㄴ". 너희들은 엇지야 온죵일 이 곳에셔 한가히 서 잇뇨 <演經 129>

(55ㄱ)은 ‘온’이 명사구를 수식하여 접두사가 아닌 관형사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55
ㄴ, ㄴ')에서는 ‘온’이 시간 명사와 결합하여 시간 명사가 나타내는 시구간의 전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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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다. (55ㄴ')의 ‘온’는 “일년 내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대국어 사전류에서
는 “하루 온종일”을 뜻한다. 이렇게 두 시기 사이에 ‘온’가 의미 변화를 보이게 되는 
유는 ‘’가 “일년”과 “태양”, 두 단어의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55ㄴ")과 같이 ‘온’이 한자어 ‘죵일’에 선행하여 “하루 종일 내내”를 뜻하는 용례
도 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아래는 합성어의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이 한자어인 예이다.

(56)ㄱ. (開) 반밤 
ㄱ'. (現) 반공일(半空日)
ㄴ. (開) 달, 매해, 매주일(每主日), 매주일(每週日), 매주 
ㄴ'. (現) 매시간(每時間) 

(56ㄱ)은 수관형사에 해당하는 ‘반(半)-’이 시간 명사와 결합한 합성어로서 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7)ㄱ. 다시 눈을 드디 아니고 가지로 단좌여 반밤의 니매 스로 오 그
고 자리의 나아가니 <쌍천기봉 56b>

ㄴ. 이른 아참 빗이 동창으로 빗취 방 속에 아모것도 보이 것이 업시 방
이 고요 반밤이 비 오듯 흘닌 눈물은 벼 우에 아직 마르지 안코 <눈
물 919>

(57)은 고소설과 신소설류에서 발견되는 ‘반밤’의 용례이다. (57ㄱ)처럼 “한밤중”을 뜻
해서 밤이 가리키는 시구간 중의 어느 한 위치를 가리키기도 하고, (57ㄴ)처럼 “하룻
밤의 반 동안”을 뜻해서 밤이 가리키는 시구간의 반 정도의 길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② [명사+ㅅ+명사]N

  아래는 개화기국어와 현대국어 시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어들 중에서 명사와 명사 
사이에 ‘ㅅ’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다.

(58)ㄱ. (開) 나흔날, 이튼날, 닷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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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現) 나흗날, 이튿날, 닷샛날
ㄴ. (現) 가윗날, 하룻날, 아흐렛날, 여드렛날, 엿샛날, 동짓날, 동짓달
ㄴ'. (現) 하룻밤 

(58ㄱ, ㄴ)은 각각 두 시간 명사 사이에 위치한 ‘ㅅ’이 형태 변화를 일으킨 것과 형태
를 그대로 유지하는 예이다. ‘나흔날’, ‘이튼날’과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선행명사의 경
우에는 말음인 ‘ㄹ’ 탈락이 일어나고 이에 결합한 사이시옷의 형태도 변한 것이다. 이
들은 ‘ㅅ’이 음절 말에서 ‘ㄷ’으로 중화됨에 따라 자음동화를 반영한 표기형도 가능해졌
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현대국어에서는 (58ㄱ')처럼 ‘나흗날’, ‘이튿날’을 맞춤법
에 맞는 표기형으로 정함에 따라 ‘닷샛날’과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선행 명사와 ‘ㅅ’이 
결합한 어형과는 달리 그 어원과의 연관성이 적어졌다. 
  아래는 현대국어에서 새로이 보이는 시간 명사의 예이다.

(59)ㄱ. 곗날, 두렛날
ㄴ. 국군의 날

현대국어에 오면 선행 명사가 시간어가 아닌 경우에 (59ㄱ)처럼 ‘ㅅ’+‘날’을 결합하여 
형성되거나 (59ㄴ)처럼 관형격조사 ‘의’가 통합된 다음 ‘날’을 수식하는 [[N+의][날]]
과 같은 구 형식으로 나타나 기념일의 명칭으로 쓰인다.

③ [명사+명사]N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것들 중에서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합성
어의 의미가 선행 명사의 의미와 같아서 후행 명사는 의미에 있어서 잉여적인 예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60)ㄱ. (開) 그믐날 보름날 복날 설날 오날 로날 동지날 (現) 오늘날 명절날 반
공일날(半空日-)

ㄴ. (開) 봄쳘 (現)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ㄷ. (現) 아침때 점심때 저녁때 점심시간 
ㄷ'. (現) 밤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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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ㄱ)은 선행 명사가 일칭어인 것으로, 일칭어의 단위가 되는 ‘날’과 결합한 뒤에도 
선행 명사가 가리키는 시간적 의미를 합성어에서 그대로 유지한다. (60ㄴ)은 선행 명
사가 계절어인 것으로, 계절어의 단위가 되는 ‘쳘’과 결합한 뒤에도 선행 명사가 가리
키는 시간적 의미를 합성어가 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60ㄷ)은 선행 명사가 개략
적 시분어인 것으로, ‘때’나 ‘시간’과 같이 단위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시간어를 후행하
였을 때에 선행 명사의 의미가 합성어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런데 (60ㄷ)의 선행 명사는 개략적 시분어뿐만 아니라 식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서 ‘때’나 ‘시간’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면 “식사를 하는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1)ㄱ. 저녁때 물 주러 온 아기가 갸우뚱한 봉선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사슴과 
사냥개> 

ㄴ. 하지만 혼자 밥 먹기가 싫었던 나는 항상 저녁때면 밥통에 있는 밥을 모두 
퍼서 옆집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다. <좋은생각 1999년5월호>

(60ㄱ)은 ‘저녁’과 마찬가지로 “해가 질 무렵”을 의미하고 (60ㄴ)은 “저녁밥을 먹을 
때”를 가리킨다.
  이에 반해 (60ㄷ')은 동일한 단위의 계열에 속하는 두 시간어가 결합한 것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위의 것들과는 다르게 의미적으로 한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62) 어젯밤 꿈자리가 어지럽더니 밤저녁에야 액땜을 하네그려. <객주5>

“잠들기 전의 그다지 늦지 않은 밤”을 뜻하는 ‘밤저녁’은 ‘밤’이 일정한 시구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시구간 내에서 ‘한밤중’이나 ‘새벽’보다는 ‘저녁’에 가까운 때를 가
리킨다. 대부분의 [명사+명사] 구조에서는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시역을 한정하는 
것에 비해 ‘밤저녁’은 후행하는 ‘저녁’이 선행하는 ‘밤’을 수식하는 관계에 있다는 특징
을 보인다. 
  아래는 선행 명사가 가리키는 시구간과 후행 명사가 가리키는 시구간의 단위가 일치
하지 않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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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ㄱ. (開) 봄밤, 오밤 (現) 여름밤, 겨울밤, 그믐밤, 섣달그믐 
ㄱ'. (開) 로밤, 하로아침 (現) 하룻밤, 하루아침 
ㄴ. (開) 동지, 동지월 (現) 동짓달, 동지월, 지월 

(63)의 시간어는 모두 선행 명사가 나타내는 시구간이 후행 명사가 나타내는 시구간보
다 큰 단위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때에 선행 명사가 나타내는 시구간 내에 후행 명사
가 가리키는 시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행 명사는 선행 명사가 가리키는 시구간 내
에서의 어느 한 위치로 시구간을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예들도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나타내는 시구간의 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인데 대부분 후행 명사가 보이는 통시적인 변화로 인해서 전체 합성어의 의
미에도 변화를 보인다.

(64)ㄱ. (開) 금음, 보름 (現) 그믐께
ㄴ. (現) 아침나절, 아침참, 낮참 
ㄷ. (現) 새벽녘, 저녁녘 
ㄷ'. (現) 아침결 
ㄹ. (開) 밤즁 (現) 밤중

(64ㄱ)의 ‘’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때”를 의미하던 것으
로 여러 문법단위의 관형어들을 선행할 뿐만 아니라 자립명사로서의 용법도 갖고 있었
으나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는 자립명사로서의 용법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선행어로 명사구만을 취하게 되었고 의미도 “~쯤, 무렵”으로 변하게 되었다.13) (64
ㄴ)의 시간어 ‘나절’이나 공간어 ‘참’도 본래는 자립명사이던 것이 의존명사로 쓰이게 
됨에 따라 “(선행 명사가 가리키는 때의) 무렵이나 그 즈음, 혹은 동안”을 의미하게 되

13) ‘’류가 선행한 성분들의 유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관’은 관형사형을, 
‘어’는 용언의 어간이 관형사형 어미를 통합한 것, ‘명’은 명사구, ‘ㅅ’은 명사구에 관형격
조사 ‘ㅅ’이 통합한 조사통합명사구를 뜻한다).

      

중세 근대 개화기
 관/어/ㅅ/명 관/어/명 관/어/ㅅ/명
 관/명 명 관/-ㄴ/명 명
 관/명 관/명 명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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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64ㄷ)은 본래부터 의존명사로서의 용법만을 보였던 공간 표현 ‘녘’이 시간어와 
결합하여 “~무렵이나 즈음”을 뜻하게 된 것들이다. (64ㄹ)의 ‘밤즁’은 이전 시기와 마
찬가지로 “밤이 가리키는 시구간 가운데 어느 한 때”가 아니라 “밤이 깊은 때”를 의미
한다.
  아래의 것들은 시간 명사와 시간어가 아닌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한 예이다.

(65)ㄱ. (開) 밥 (現) 다음날, 애저녁, 해종일
ㄱ'. (開) 류두일 (現) 한글날, 김장철, 가뭄철, 가배일(嘉俳日) 
ㄴ. (現) 낮곁 

(65ㄱ)은 선행 명사가 시간어가 아닌 예이고 (65ㄴ)은 후행 명사가 시간어가 아닌 예
이다. 현대국어에서는 (65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 영역에 속하는 명사들
이 선행하여 합성어를 형성하는데 (65ㄱ')에서와 같이 선행 명사가 시간어가 아닌 경
우에 ‘날’이나 ‘일’, ‘철’과 결합하여 기념일이나 어떤 일을 하는 때 혹은 시기를 가리키
는 시간어들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예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65ㄴ)은 ‘나조곁’의 
후대형으로 “한낮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의 시간을 둘로 나눈 그 전반(前半)부”를 가리
킨다.
  한편, ‘애저녁’은 남한의 현대국어 사전에서는 후에 언급할 ‘초저녁’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애저녁’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각각 ‘초저녁’과 ‘애초’로 고쳐
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66) 애저녁 ｢명｣
① 〓 초저녁. | 애저녁 누르무레한 노을 속에서 잠긴 바다는 이날따라 류달리 

잔잔했다. ≪장편소설 '정복자들'≫ 
② ('애저녁에'로 쓰이여) '애초에'를 비겨 이르는 말. | 이렇게 될 줄 알았더면 

애저녁에 집어치울걸.  

이때 “애저녁”의 “애”는 “이름(早)”을 뜻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후에 언급할 ‘오동지’의 
유의어인 ‘애동지’의 ‘애’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오동지’는 “음력 11월 10일 채 못 되
어 드는 동지”를 뜻하며 유의어로 ‘아기동지’, ‘애동지’가 있다고 사전류에 기술되어 있
다. 그렇다면 ‘아기’의 준말인 ‘애’가 ‘동지’와 결합하였을 때에 “아직 동지가 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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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기에 동지가 들었음”을 뜻한다면, ‘애저녁’이 저녁이 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을 
가리켜 ‘애저녁’의 ‘애’와 ‘애동지’의 ‘애’의 의미가 통함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개화기 문헌에서 ‘주(週)’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새로이 생겨난 
단어들이다. 

(67)ㄱ. (開)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ㄱ'. (開) 월요 화요 수요 목요 금요 토요 일요
ㄱ". (現)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 개념이 생겨나면서 (67ㄱ)과 같이 일주일의 각 날을 이르는 ‘요일’과 그 날들을 
지칭하는 이름인 ‘월, … , 토, 일’이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어들이 생겨났다. 또한 ‘일’이 
생략된 (67ㄱ')과 같은 표현도 개화기국어의 신문류에서 나타난다. 

(68)ㄱ.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일월 이십구일 토요 쟝 갑 돈 <독립 1898년1월29
일자>

ㄱ'. 대한 광무 이년 구월 이십일 토요일 <매일 1898년9월24일자>
ㄴ. 6일 은행들 첫 토요 휴무 <중앙일보 2002년 기사 경제>

(68ㄱ, ㄱ')에서 보듯이 ‘토요’가 개화기국어의 문헌에서는 ‘토요일’을 대신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에 오면 ‘토요’는 (68ㄴ)과 같이 명사 앞에만 나타나 관형사적 용법
을 보이고 ‘X요일’을 대신하는 표현으로는 (67ㄱ")에서처럼 ‘요일’을 생략한 형태로 나
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결합하는 것들로 아래와 
같은 시간어들이 보인다.

(69)ㄱ. (開) 밤낫 (現) 가을봄, 봄가을, 아침저녁, 일일일야(一日一夜), 대소월(大小月) 
ㄱ'. (現) 갈봄 
ㄴ. (現) 봄여름, 오늘내일, 동지섣달 
ㄴ'. (開) 엇그제 (現) 엊그저께, 사날, 네댓새, 대엿새, 예니레, 오뉴월, 정이월

(正二月) 
ㄷ. (現) 하루하루 
ㄷ'. (現) 사시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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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대등한 관계로 결합하는 합성어들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가리키는 시구간
의 단위가 같다. (69ㄱ)은 시구간의 위치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결합한 것이다. (69
ㄴ)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시구간이 선후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로,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69ㄴ')과 같이 선행 명사의 두 번째 음절이 생략된 채로 결합한 예들이 
나타난다. (69ㄷ)은 동일한 시간어가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고 (69ㄷ')은 형태가 동일
하지는 않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동일한 시간어가 반복된 합성어이다.
  아래는 합성어의 구성 성분 중 하나가 한자어인 예이다.

(70) (現) 낮전(-前), 전해(前-) 

(70)의 것들은 이전 시기까지 ‘오전(午前)’, ‘전년(前年)’과 같이 고유어인 구성 성분이 
한자어로 나타나던 것들이다. 이 시기에도 ‘오전(午前)’, ‘전년(前年)’이 ‘낮전’이나 ‘전
해’보다 훨씬 더 많은 용례를 보여 ‘낮전’이나 ‘전해’와 같이 어원이 서로 다른 계열의 
시간어가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 명사보다는 이전 형태가 더 잘 쓰임을 알 수 있다.

④ [어근+명사]N

  아래는 선행 성분이 명사성 어근이라 할 수 있는 것들로 개화기국어와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시간어 합성명사이다.

(71)ㄱ. (開) 이듬, 이듬날 (現) 이듬해 
ㄴ. (開) 두새벽 (現) 어슴새벽, 꼭두새벽

(71ㄱ)과 같이 ‘이듬’이 결합한 합성명사로 후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에 ‘이듬’
와 ‘이듬‘이 각각 출현했던 것에 이어 개화기 문헌에서 ‘이듬날’이 발견된다. ‘이듬날’
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72)ㄱ. 이듬 : 翌年 이듬날 익,  년 <한영> 
ㄴ. 이듬날 : 翌日 이듬날 익, 날 일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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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에서와 같이 문맥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점이 속한 날의 다음날을 가리키는 ‘이
듬날’이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만 보이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이듬해’만이 그 명맥
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듬날’은 동의어인 ‘이튿날’과의 경쟁에서 패하여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아래는 ‘두새벽’의 용례이다.

(73)ㄱ. 웨 이러케 두벽에 이러나셔々 남도 잠을 못자게 구셔오 <황금탑 50> 
ㄱ'. 아침엔 꼭두새벽부터, 낮엔 열두시도 채 치기 전에 진지 재촉을 하시는데, 꼭 

뱃속에서 무두질을 한다느니, 배창자가 오그라붙는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말만 
골라서 하신다. <박완서 단편선> 

‘두새벽’의 ‘두’는 현대국어의 ‘꼭대기’와 그 어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개화기국어 시
기의 문헌에서 ‘두’가 “머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는 용례가 보인다.14) ‘두’가 결합
한 시간 표현으로는 ‘두새벽’ 외에도 이른 시간임을 강조하는 ‘두식젼’이 개화기국
어 시기의 문헌인 신소설에서 나타난다.15) 
  아래는 ‘어슴새벽’의 용례이다.

(74)ㄱ. 샐녘의 어슴한 시간에 일어나서는 변두리 동네의 빈 공한지, 그것마저도 가장 
끝에 자리 잡은 자신들의 집 뒤꼍에 거적을 뒤덮어 만든 마구간에 말을 닦는 
일로 아침을 시작했다. <한평 구홉의 안식> 

ㄴ. 여느 날이나 다름없이 오늘도 그는 아침 물때를 보려고 어슴새벽 녘에 나갔
었다. <잠자는 갈매기> 

‘어슴’은 ‘어스름’의 준말일 것이라 짐작되는데 실제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과 현대국
어 시기의 문헌에서 ‘어스름’의 의미로 쓰인 ‘어슴’의 용례를 찾을 수 없으며 (74ㄱ)과 
같이 ‘어슴하다’나 ‘어슴푸레하다’에서처럼 자립성을 갖지 못한 용례만을 찾을 수 있다.
  위의 예들이 명사성 어근이 명사에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명사의 예라면 아래의 것들
은 형용사 어근이 명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명사의 예이다.

14) 뒤통수 腦後 (곡두 노) (뒤 후) <한영>
15) 하인이 이 두식젼의 엇지 왓단 말이냐 무슨 일이 잇다던냐 <비파성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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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現) 늦가을, 늦겨울, 늦여름, 늦저녁, 어둑새벽  

이들은 모두 현대국어 시기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로 ‘늦다’의 어간인 ‘늦-’이나 ‘어
둑하다’의 어근인 ‘어둑-’이 명사와 결합한 것으로 현대국어 시기에서는 비통사적 합성
어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76)ㄱ. 늦가을 제법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공원은 한산했었다. <펭귄의 날개>
ㄴ. 나는 할 일 없는 늦저녁을 방바닥에 드러누워 빈둥거리고 있었다. <시간속의 

도적> 

현대국어 사전류에서는 ‘늦-’을 접두사로 기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김창섭(2008: 
460)의 논의를 따라 ‘늦-’을 어근으로 보기로 한다. 김창섭(2008: 460)에서는 접두사
가 되기 위해서는 ① 접두사가 갖게 되는 새로운 의미가 기존 단어나 어근이 갖고 있
던 의미와의 유연성이 작고 ② 생산성이 있어서 ③ 독자적인 단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④ 어휘적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기술했다. ≪표준국어대사전≫
에서 기술한 형용사로서의 ‘늦다’의 의미 중에서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나 “시
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 또는 시기가 한창인 때를 지나 있다”와 같은 의미가 
(76)의 시간어에 결합한 ‘늦-’의 의미와 유연성이 크고 ‘늦-’이 결합한 시간어는 계절
어나 ‘저녁’ 정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 또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접두사보다
는 어근으로 보기로 한다. 
  아래는 한자어 어근이 시간 명사와 결합한 합성어들의 예이다.

(77)ㄱ. (開) 금명간, 순망간, (現) 하추간(夏秋間) 
ㄴ. (開) 죠만간, 불수일간(不數日間), 불원간(不遠間), 불일간(不日間) 
ㄷ. (開) 삽시간(翣時間), 경각간(頃刻間) (現) 다년간(多年間).

(78)ㄱ. (開) 명년(再明年), 명일, 작년(再昨年), 작일(再昨日), 작야 
ㄱ'. (現) 삼작일, 삼명일(三明日)

(79)ㄱ. (開) 초로, … , 초열흘
ㄱ'. (開) 초일일, … , 초십일
ㄴ. (開) 초여름, 초가을 (現) 초봄, … , 초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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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開) 초저력 (現) 초어스름 

(80)ㄱ. (開) 봄졀 
ㄴ. (現) 가평절, 개천절, 중추절(仲秋節)

(77)은 접미성어근 ‘-間’이 결합한 시간어로서 (77ㄱ)과 같이 두 개의 시구간을 아울
러 표현한 시간 명사나 (77ㄴ)과 같이 명사에 가까운 어근, (77ㄷ)과 같이 시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 명사에 결합하여서 “~사이, ~동안”을 뜻한다. (78)은 앞선 시기
의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시간어로 ‘-’가 결합한 것들인데 이들보다 하나 더 
앞선 때나 이후의 때를 가리킬 때는 (78ㄱ')과 같이 수관형사 ‘삼(三)’이 결합한다. 
(79)는 ‘초-’가 시간 명사에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들로 (79ㄱ, ㄱ')처럼 고유어 일수
사나 한자어 일수사에 결합하여 “첫번째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79ㄴ)과 같이 계절
어에 결합하여 계절을 삼분하였을 때의 첫 시구간이나 계절이 시작되는 무렵을 뜻하기
도 한다. 또한 (79ㄷ)과 같이 개략적인 시구간을 나타내는 시분어에 결합하여 “~이 시
작되는 첫머리, ~이 시작될 무렵”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80)은 한자어 어근 ‘-졀(節)’
이 시간 명사에 결합한 합성어로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까지는 고유어 시간 명사와 
결합한 예들이 나타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한자어와만 결합하여 절기 혹은 기념일, 국
경일 등을 나타낸다.
  아래는 시간 명사에 결합한 성분들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81) (開) 대낫 (現) 신새벽, 오동지, 오밤중

(81)의 ‘대낮’은 “환히 밝은 낮”을 뜻하는데 이때의 ‘낮’으로부터 ‘대’를 분리해 낼 수 
있으나 이때의 ‘대-’가 한자어 어근 ‘大-’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의 고유
어인지 알 수가 없다. ‘아기동지, 애동지’의 동의어인 ‘오동지’는 “음력 11월 10일이 채 
못 되어 드는 동지”를 뜻하는데 이때의 ‘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오밤
중’의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오-’가 한자어 ‘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
되어 있지만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그러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오밤중’도 ‘한밤
중’과 같이 “밤이 깊은 때”를 의미하는데 이때의 ‘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분명
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신새벽’은 현대국어사전류에서 사전마다 기술을 달리한다. ≪표준국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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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과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어둑새벽’으로 고쳐야 한다고 기술하고 ≪조선말대
사전≫에서는 ‘어둑새벽’과 동의어로 기술하였다. 한편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아래
와 같이 기술하였다.

(82) 신새벽(新--) 
① 어둠이 밝기 전 어둑어둑한 새벽녘. ¶ 그녀는 시집 온 다음날 신새벽부터 행

주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가야 했다.
② 새로운 출발이나 새 시대의 시작. ¶ 비록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현실 속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새벽은 어둠 속에 밝아 오는 새벽의 몸짓으
로 다가오고 있다. 

다른 사전류에서 ‘신새벽’의 ‘신’을 한자어로 기술하지 않은 것에 비해 이 사전에서는 
이를 “새로운, 처음”을 뜻하는 ‘新’으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85②)와 같이 새로이 파생
된 의미도 함께 기술하였다. ‘신’이 ‘新’ 혹은 ‘새벽’을 뜻하는 ‘晨’을 가리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사전류에서 
‘신새벽’을 모두 ‘어둑새벽’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을 볼 때에 ‘어둑어둑하다’는 뜻을 
지닌 접두사나 어근일 가능성도 있다.

4.3.3. 통사적 결합어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사나 어미가 결합한 통합체가 굳어져서 단어화한 것으로
는 개화기국어 시기와 현대국어 시기에 아래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시간어가 보인다.

(83)ㄱ. (開) 간밤 디난 지  
ㄴ. (現) 묵은해 지난밤 지난번 지난여름 지난해

개화기국어와 현대국어 시기에 보이는 이들은 모두 선행 성분이 용언 중에서도 동사인 
것들로 형용사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늦-’ 결합형 합성어와 같이 형용사 어간이 직
접 명사와 결합한 비통사적 구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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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중 세 국 어 근 대 국 어 개 화 기 국 어 현 대 국 어

파 생 어

접 미 파 생 어  
① [[부 사 어 +동 사 어 간 ]-
이 ]

접 미 파 생 어  
 ① [ [ 부 사 어 + 동 사 어

간 ]-이 ]
 ② [[주 어 + 동 사 어 간 ]-

이 ]

접 두 파 생 어  
 (용 언 의 관 형 사 형 > 접

두 사 ) ‘한 -’+명 사

접 두 파 생 어  
 ‘한 -’+명 사

합 성 어

[관 형 사 +명 사 ]
 ① 지 시 관 형 사
 ② 수 관 형 사  
 ③ 관 형 사  ‘(每-)’

[관 형 사 +명 사 ]
 ① 지 시 관 형 사
 ② 수 관 형 사  
 ③ 관 형 사  ‘(每-)’

[관 형 사 +명 사 ]
 ① 지 시 관 형 사
 ② 수 관 형 사  
 ③ 관 형 사  ‘(每-)’
 ④ (용 언 의 관 형 사 형 > ) 

관 형 사

[관 형 사 +명 사 ]
 ① 지 시 관 형 사
 ② 수 관 형 사  
 ③ 관 형 사  ‘(每-)’
 ④ (용 언 의 관 형 사 형 >) 

관 형 사
 ⑤ (명 사 >)관 형 사
 ⑥ (명 사 +ㅅ >)관 형 사

[명 사 +ㅅ +명 사 ]
 ①時+ㅅ +時

   先 時 域 = 後 時 域   

(잉 여 )
   先 時 域 ≠ 後 時 域    

(한 정 )  
 ②非時+ㅅ +時 (한 정 )

[명 사 +ㅅ +명 사 ]
 ①時+ㅅ +時

   先 時 域 = 後 時 域   

(잉 여 )
   先 時 域 ≠ 後 時 域    

(한 정 )  
 ②非時+ㅅ +時 (한 정 )  
 ③時+ㅅ +非時(한 정 )

[명 사 +ㅅ +명 사 ]
 ①時+ㅅ +時

   先 時 域 = 後 時 域   

(잉 여 )
   先 時 域 ≠ 後 時 域    

(한 정 )  
 ②非時+ㅅ +時 (한 정 ) 
 ③時+ㅅ +非時(한 정 )

[명 사 +ㅅ +명 사 ]
 ①時+ㅅ +時

   先 時 域 = 後 時 域   

(잉 여 )
   先 時 域 ≠ 後 時 域    

(한 정 )  
 ②非時+ㅅ +時 (한 정 )  
 ③時+ㅅ +非時(한 정 )

[명 사 +명 사 ]
 ①時+時

   先時域=後時域

   (잉 여 or대 등 )
   先時域>後時域 

   (한 정 ) 
 ②非時+時 (한 정 )
 ③時+非時 (한 정 )

[명 사 +명 사 ]
 ①時+時

   先時域=後時域

   (잉 여 or대 등 )
   先時域>後時域 

   (한 정 ) 
 ②非時+時 (한 정 )

[명 사 +명 사 ]
 ①時+時

   先時域=後時域

   (잉 여 or대 등 )
   先時域>後時域 

   (한 정 ) 
 ②非時+時 (한 정 )
 ③時+非時 (한 정 )

[명 사 +명 사 ]
 ①時+時

   先時域=後時域

   (잉 여 or대 등 )
   先時域≧後時域 

   (한 정 ) 
 ②非時+時 (한 정 )
 ③時+非時 (한 정 )

[어 근 +명 사 ]
 ① (고 ) 명 사 성  어 근
 ② (한 ) 접 두 성  어 근
 ③ (한 ) 접 미 성  어 근

[어 근 +명 사 ]
 ① (고 ) 명 사 성  어 근
 ② (한 ) 접 두 성  어 근
 ③ (한 ) 접 미 성  어 근

[어 근 +명 사 ]
 ① (고 ) 명 사 성  어 근
 ② (한 ) 접 두 성  어 근
 ③ (한 ) 접 미 성  어 근

[어 근 +명 사 ]
 ① (고 ) 명 사 성 어 근
 ② (고 ) 형 용 사 어 근
 ③ (고 ) 형 용 사 어 간

4.4. 소결

(1) 시대별 단어 형성 유형 및 특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복합어들의 유형과 각 구성성분 간의 의미관계를 각 시기별
로 정리하여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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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유 일 형 태 소  ④ (한 ) 접 두 성  어 근
 ⑤ (한 ) 접 미 성  어 근
 ⑥ 유 일 형 태 소

통 사 적  결 합 어

어 미 통 합 결 합 어
 ① 동 사 어 간 + 관 형 사

형 어 미  ‘-ㄴ '
 ② 형 용 사 어 간 + 관 형

사 형 어 미  ‘-ㄴ '

어 미 통 합 결 합 어
 ① 동 사 어 간 + 관 형 사

형 어 미  ‘-ㄴ '
 ② 형 용 사 어 간 + 관 형

사 형 어 미  ‘-ㄴ '

어 미 통 합 결 합 어
 ① 동 사 어 간 + 관 형 사

형 어 미  ‘-ㄴ '

어 미 통 합 결 합 어
 ① 동 사 어 간 + 관 형 사

형 어 미  ‘-ㄴ '

<표1. 복합어 시간 명사의 단어 형성 유형 및 내적 구조>

  위의 표에서 발견되는 각 시대별 단어 형성 유형의 특징 중 가장 큰 변화는 후기 중
세국어에서 근대국어 시기로 옮겨갈 때에 [어근+명사] 유형에 속하는 합성어 형태의 
시간어들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어에 결합하는 한자어 어근의 수가 많
아짐에 따라 생겨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접두성 어근이라 할 
수 있는 ‘初-’와 접미성 어근이라 할 수 있는 ‘頭’가 시간어와 결합한 예만이 나타났었
다. 이때 결합하는 시간어도 ‘초’의 경우에는 거의 일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頭’는 
‘五更’과 결합한 예만이 나타난다.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에 오면 새로이 접두성 어근 
‘再-’가 시간어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예가 많아지고, 그 외에도 ‘大-’, ‘閏-’과 
같은 어근들이 한자어 혹은 고유어 시간어와 결합한 합성어가 새로이 등장한다. 또한 
이전 시기부터 보였던 ‘初-’도 일수사 외에 개략적 시분어에 속하거나 계절어에 속하
는 어휘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간어를 형성한다. 근대국어 시기에 가면 접미성 어근
의 수도 늘어나는데 ‘-頭’가 시간어와 결합한 예는 발견되지 않지만 ‘-節’이나 ‘-間’과 
같은 어근들이 시간어에 결합한 예가 새로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서 개화기국어 시기로 이행할 때에 보이는 변화는 대부분 복합어 구
성 요소들의 문법적 지위가 변함에 따라 비롯되는 것들이다. 먼저 파생어에서는 용언 
“많다, 크다”를 뜻하는 ‘하다’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관
형사형인 ‘한’이 단어 형성에 참여하였을 때에 이를 통사적 결합어로 분류할 수 있었지
만, 개화기국어 시기에는 용언 ‘하다’가 사어화함으로써 동일한 형태를 접두사화한 것
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합성명사에서는 ‘오다’, ‘올다’의 관형사형
인 ‘온’이 복합어 형성에 참여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전 시기까지 ‘온’이 결합한 
시간어들은 통사적 결합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근대국어 시기 이후로 
용언 ‘오다’, ‘올다’가 사어화함에 따라 명사구에 선행 가능한 ‘온’이 시간어와 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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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형성된 복합어는 [관형사+명사]의 구조로 분석될 수밖에 없어 개화기국어 시기부
터는 합성어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이전 시기에 명사의 자격을 가졌던 단어들이 어근
의 자격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예들이 보이는데 ‘두벽’의 ‘두-’가 이에 해당
한다. 유일형태소라 할 수 있는 것들도 발견된다. 그 어원이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
으면서 시간어 단어 형성에 참여한 ‘대낮’의 ‘대-’가 바로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현대국어 시기에는 개화기국어에서 보인 단어 형성 유형의 특징들이 이어지면서 더
욱 확대되었다. 단어 형성 요소로서의 문법 자격이 변화되면서 이 시기에 새로이 등장
하는 것에는 ‘새’와 ‘올’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개화기국어 시기까지는 명사로 쓰인 용례
를 보여주는데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적 용법만을 보여 [관형사+명사]로 새로이 분석
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옛’과 같이 이전 시기까지는 ‘예+ㅅ’으로 분석되던 것이 이제
는 관형사화하여 이와 결합한 시간어들을 [명사+ㅅ+명사]에서 [관형사+명사]로 내적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그 밖에 현대국어에 오면 ‘늦봄’과 같이 형용사의 어간이 명사
에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도 나타나고 ‘신새벽’의 ‘신-’, ‘오동지, 오밤중’ ‘오-’
와 같이 유일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도 더 늘어난다. 이들의 경우 그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서 단어 형성에 참여한 예도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직접 구성 성분 사이의 의미관계

  단어를 형성하는 성분들의 의미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① 선행 성분이 후행 성분의 
시역을 한정하는 경우나 ② 후행 성분이 선행 성분의 시역을 한정하는 경우, ③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의 의미가 대등하게 결합한 경우, ④ 후행 성분이 의미상 잉여적으로 
결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접두 파생어, [관형사+명사], [명사+ㅅ+명사]나 [명사+
명사] 중에서 선행 성분의 시간 단위와 후행 성분의 시간 단위가 일치하는 경우나 후
행 명사가 시간 어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어근+명사], 통사적 결합어는 ①
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명사+ㅅ+명사]나 [명사+명사]이면서 선행 명사는 시간어이
고 후행 명사가 시간어가 아닌 경우는 ②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명사+명사]에 속하는 
시간 어휘 중에서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동일한 시간 단위의 하위어로서 시구간을 
나누었을 때에 각각의 시구간 중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예를 들어, 하루에 속
하면서 하루보다 작은 단위로 나뉜 ‘새박, 아, 낮, 나조, 밤’ 중에서 결합한 ‘아나
조’, ‘밤낫’과 같은 단어들-는 ③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올’, ‘그믐날’ 등과 같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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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사와 전체 합성어의 의미가 일치하여 후행 명사의 의미는 잉여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④에 해당한다.

(3) 직접 구성 성분의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의 형태 변화 여부

  이들 복합어들은 그 의미 관계에 따라서 결합하는 구성 요소 중의 일부가 생략되거
나 탈락한 채로 결합하기도 하는데 특히 합성명사의 일부에서 그러한 예들이 나타난다. 
합성어 중 ‘ㅅ’이 결합되어 있는 [명사+ㅅ+명사]의 경우에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형태 변형 여부가 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관계는 크게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중의 어느 하나만이 시간 명사인 경우와 둘 
모두가 시간 명사(인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ㅅ’을 사이에 두고 결합할 때에 둘 
중 어느 하나의 형태도 바뀌지 않는다(예. ‘’, ‘나좃겻’).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이 
두 명사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형태 변형 여부가 달라진다. 선행 명사가 후행명
사의 시구간을 한정하는 수식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태의 변형을 겪지 않는다(예. 옰
봄, 오밤). 반면에 후행 명사의 의미가 잉여적이어서 후행 명사가 생략되어도 그 의
미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 명사의 형태가 변형되어 일부 
종성이 생략된 채로 결합한 예들이 나타나게 된다(예. 이날, 오날). 이에 대한 설
명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의 두 경우처럼 선행하는 명사와 후행하는 명
사의 의미 영역이 다르거나 혹은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선행 명사의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단일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뒤의 경
우는 후행 명사가 선행 명사 의미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되더라
도 원래의 모습을 재구하거나 예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결합할 때에 형태의 변형을 겪는 예들은 [명사+명사]의 
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대등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것들이다. 그러나 ‘아나조’와 같이 형태도 다르고 의미도 서로 반대되는 시구
간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형태의 변형을 겪지 않는다. 반면에 ‘날’, ‘어제그제’, ‘사흘나
흘’과 같이 동일한 시간 단위에 속하면서도 서로 선후관계를 형성하고 그 형태나 어원
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선행 명사의 형태가 변형을 입는다. 이때에도 음절수에 따
라 변형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날’과 ‘’처럼 1음절 명사끼리 결합한 경우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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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사의 종성이 생략되어 ‘나’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반면, 2음절 이상의 명사끼리 
결합한 경우에는 선행 명사의 두 번째 이하의 음절이 모두 생략되거나 중성와 종성이 
생략되고 초성만 남은 ‘사나’이나 ‘엇그제’와 같은 어형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 
역시 이들 합성어가 형태의 변화를 입었을 때에 원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재구해 내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생략형들은 한자어에서 나타난다. ‘동지월’ 대신 ‘지월’이 쓰이거나 ‘금명간’, 
‘경각간’과 같이 ‘-間’이 결합한 합성어들에서 ‘금명’, ‘경각’처럼 ‘간’이 생략된 경우, 
‘월요일’과 같은 요일을 나타내는 일칭어들에서 그 단위가 되는 ‘요일’이 생략된 채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본래 한 음절 자체가 한문문법에서 단
어 역할을 하며 한 음절마다 의미를 갖고 있어형태의 변형을 겪는다 해도 고유어에 비
해 더 쉽게 본래의 어형을 유추하고 재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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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 명사의 의미적 통시성
 
5.1. 후기 중세국어 

5.1.1. 어휘의 출현

  본고의 논의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를 시작으로 하며 이 시기부터 나타나는 한글문헌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보이는 어휘들을 이전 시기와 비교하
여 새로이 출현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15세기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16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그 이후의 시기까지 나타나는 시간어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래의 시간어들은 15세기의 문헌에서는 고유어로 쓰였을 법한 것들이 16세기
의 문헌에서는 한자어로 쓰인 예이다.

(1) ㄱ. 거월 열 후브터 심증 나셔 스므날부터 누어 알호 <순천 60:4> 
ㄱ'. 누는  어느  어드울고 귀 니건 브터 머구라(眼復幾時暗 耳從前月聾) 

<杜初 3:54a> 
ㄴ. 公都子ㅣ 오 冬日이면 湯을 飮고 夏日이면 水 飮니(公都子ㅣ 曰 

冬日卽飮湯고 夏日則飮水니) <孟子11:9b> 
ㄴ'. 봄나래 고기와 새왜 하고(春日䌓漁鳥) <杜初 10:15a>

(1ㄱ)의 ‘거월’과 (1ㄴ)의 ‘冬日, 夏日’은 16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
어로 이들은 (1ㄱ')이나 (1ㄴ')을 참고로 하였을 때에 이전 시기에도 이미 존재하였으
나 문헌상으로는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로 언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아래의 것들은 15세기의 문헌에서 등장한 같은 계열의 시간어들에 이어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2) ㄱ. 이 시졀의 맛게 고  월 초 모다 긔약 닐글 례 아래티 노
라(又爲月旦集會讀約之禮如左方) <呂氏(일석) 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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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바 누을 제  수레 프러 반 홉곰 머그라(每夜臥時用溫酒調服半合) 
<救簡 6:89b>

ㄴ. 나옷 거즈마리면 이젼 만낫던 무살귀게 자피고(我依前無常鬼逼) <長壽 
32a>

ㄴ'. 올타 올타 이 後에 佛法이 너 브터 키 行리라(如是如是타 以後에 佛法이 
由汝大行리라) <六祖 上50a-3>

(2ㄱ)의 ‘월’과 (2ㄴ)의 ‘이젼’은 15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인 ‘’과 ‘이후’와 각각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들로 15세기에 이들 단어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월’과 ‘이젼’이 ‘’과 ‘이후’에 비해 늦은 시기의 문헌에서 출현하기 시
작하고 이들 네 단어가 모두 발견되는 16세기의 문헌에서도 먼저 출현한 ‘’, ‘이후’
의 용례가 ‘월’, ‘이젼’보다 더 많이 확인됨을 볼 때에 ‘’, ‘이후’에 비해 ‘월’, 
‘이젼’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출현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아래는 절기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3) ㄱ. 동지예 처 비르서 난 조샹을 졔며 닙츈에 조샹을 졔며(冬至예 祭始祖
며 立春애 祭先祖며) <飜小 7:7b> 

ㄴ.  블근 수글 짓날 자바 오로 외여 둣다가 립츈나래 마 머고 다 
사람 주디 말라(又方雄赤鷄冬至日作腊至立春煮食勿分他人) <瘟疫 5a> 

ㄷ. 아설날 의  두닐굽과 열  두닐굽 낫 집안 사 머리터럭 져기 
조쳐  뫼화 우믈 가온 두고(歲暮夕四更中豆子二七枚麻子二七개家人頭髮
少許合投井中) <瘟疫 4a> 

ㄹ.  한섯날 아 파와 염규와 마와 와 과 머그라(又方元日食五辛
葱韭蒜薤薑) <簡辟 15b> 

(3)의 예에서와 같이 이들 단어들은 ≪飜譯小學≫이나 ≪分門瘟疫易解方諺解≫, ≪簡
易辟瘟方諺解≫와 같은 일부 문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15세기의 문헌이 주로 불경 
언해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의 문헌에서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기 
어려웠으리라 짐작되지만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도 ‘冬至’와 같이 절기를 나타내는 시간
어들이 출현하였음을 볼 때에 이들이 이 시기에 새로이 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문헌상
의 제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는 ‘오’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를 가리키는 시간어들로 16세기의 문헌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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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는 것들이다.

(4) ㄱ. 내 고젓긔 묻조오이다 浩의 욘 이리라 며 니더이다(臣이 曏問호니 皆
云浩所爲라 더이다) <飜小 9:46a>

ㄴ. 하 과시미 굴고 자내도 보내라  엇그제 보내고 션그미 내 모 의지
고 인노라 <순천 41:21> 

ㄷ. 그제 둘 뎜심 아니 머그니와 어제 뉴원 아뎜 아니 머그니 엇디 그런
고 <순천 44:1> 

ㄹ. 모뢰 天赦日이니(後日是天赦日) <飜朴 9b> 
ㄹ'. 모 드 양이면 일 가셔 자고 오리 <순천129:8> 

‘오’을 포함하여 그 하루 전과 하루 후를 가리키는 ‘어제’, ‘어젓긔’, ‘’은 15세기
의 문헌에서부터 보임에 비해 ‘오’의 이틀 전과 이틀 후를 가리키는 ‘그것긔’, ‘그제’, 
‘모뢰(모)’는 16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들은 주로 <순천 김씨 언
간>과 ≪飜譯小學≫, 혹은 ≪飜譯朴通事≫와 같은 문헌에서 주로 보이는데 이들은 화
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과 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나 
대화와 유사한 발화 상황이 가능한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제약을 보인다.1)
  그 밖에 16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출현하는 시간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5) ㄱ. 내 일 아 밤 일 먹고 션산셔 부 보고 오나 나조겨 니이게 호야 
<순천 121:3> 

ㄴ 우리  오두에 나가리라(我明日五更頭早行) <飜老 上26a> 
ㄷ. 이러면 내 요 도로 가고쟈 니 며나리 됴고(這們時 我待近日迴程 

幾日好) <飜老 下72a> 
ㄷ'. 며츠를 셜웝리러뇨 낫 사 밤 사  거시라(說幾箇日頭 說三日三宿) 

<飜朴 75a> 
ㄹ. 濕生衆生 봄쳘와 녀름쳐레 덥듯 氣分에 축축 해셔 햐근 衆生이 飜生

야 구믈구믈 치니 <蒙六 9b> 

1) “오늘로부터 이틀 전”을 뜻하는 ‘그제’와 “오늘로부터 이틀 뒤”를 가리키는 ‘모’가 한글
로 표기된 예는 16세기의 문헌에서 처음으로 보이지만 이미 ≪계림유사≫와 ≪조선관역
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前日 曰 記載, 後日 曰 母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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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한겨을 盛 치위예 몸애 샹녜 암 옷시 업소 어버이 맏난 마슬 極히 
더라(隆冬盛寒애 體常無全衣而親極滋未더라) <小學6:26a>

ㅂ. 양 닛디 몯여 이번 동 갈 제 제 항것려 달라 니 <순천92:2> 
ㅂ. 네 디 져년 몯 다 드려 니건  지최 몯  것 여 주어 <순

천 15:14> 
 

(5ㄱ)은 현대국어의 ‘낮곁’의 선대형이고, (5ㄴ)의 ‘오두’는 16세기의 ≪飜譯老乞大≫
와 17세기의 ≪老乞大諺解≫에서만 나타나는 어휘로 이때의 ‘頭’는 같은 문헌에서 ‘귿
(>끝)’이나 ‘첫’ 등으로 언해된다.2) ‘五更’에 결합해서는 “오경쯤, 오경이 시작되는 첫
머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5ㄷ, ㄷ')은 각각 날짜를 가리키거나 날수를 나타내는 
의문대명사이다. ‘쳘’은 한자어 ‘節’의 차용어로서 16세기의 문헌에서 등장하는데 (5ㄹ)
과 같이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에 결합하여 쓰이기 시작한다. (5ㅁ)은 ‘하다’의 관형사
형이 계절어와 결합하여 “계절이 한창인 때”를 의미하게 되는 예이며, (5ㅂ)은 “차례, 
순서”를 나타내던 ‘번(番)’이 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지시관형사와 결합하여 때를 가
리키게 되는 예이다. (5ㅅ)의 ‘져년ㅎ’은 16세기의 문헌에서는 <순천 김씨 언간>에서
만 그 용례를 찾을 수 있으며 ‘올’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해, 아마도 ‘작년’을 가리키
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관형사 ‘져’가 한자어 ‘年’과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 결합어에서 ‘ㅎ’ 종성 체언으로 쓰여 고유어처럼 행동하
는 것이 특이하다. 

5.1.2. 어휘의 의미 변화

2) ≪老乞大≫류의 한문원문에서 나타나는 ‘頭’가 결합한 단어들과 그에 대응하는 고유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你這月盡頭 네 이 그믐 <飜老 上2a> 
ㄴ. 師傳上頭畵着花押 스이 우희 쳐 두니라 <飜老 上4b>
ㄷ. 東頭西頭 녁귿 셧녁귿 <老朴 單字解:7a>
ㄹ. 頭館 첫관 頭鷄 첫 <老朴 單字解:7a>

   위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頭’는 (5ㄴ)의 ‘五更頭’나 각주 예문의 (ㄱ)에서와 같이 시
간어와 결합하여 “~쯤, ~께, ~무렵” 정도를 뜻하기도 하고 공간 표현으로 쓰일 때에는 
(ㄴ)처럼 “~편, ~쪽, ~방향”을 뜻하거나 (ㄷ)처럼 “끝”을 뜻한다. 또한 그 외의 명사 앞
에 쓰일 때에는 (ㄹ)과 같이 “첫번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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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고유명사 -설날, 대보름,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 
<사물명사 파생어>: 해, 달, 月, 日, …

시간보통명사 <공간명사 파생어>: 앞, 뒤, 안, 밖, 가운데, 틈, 사이, … 
<시간 명사 전담어>: 때, 시간, 현재, 미래, 올해, 작년, 오늘, 어제, …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시간 명사들을 살펴보면, 본래부터 [시간
성]을 갖고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본래는 [공간성]을 갖고 있던 단어가 시간 표현
으로 전용(轉用)되어 쓰이는 것들도 있고, 본래는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였던 것이 시
간 표현으로 전용되어 쓰이는 것들도 있다. 민현식(1990: 50)에서는 명사를 내용별로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 명사류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 개념을 “인간”이 우주라는 
“공간”에 존재하면서 온갖 “사물”의 현상 속에서 살되 “시간”의 흐름에 매여 있는 존재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인간, 사물, 공간, 시간의 네 영역으로 나누었다. 민현
식(1990)은 시간 명사를 [+시간성]의 자질을 갖는 시간 지칭 관련 명사라고 정의한 
다음, 이를 크게 시간 고유명사와 시간 보통명사로 나누고 시간 보통명사의 경우에는 
사물명사로부터 파생된 것, 공간명사로부터 파생된 것, 시간 명사의 의미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었다.

<표1. 시간 명사의 분류(민현식 1990: 51)>

  이 절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 명사들을 민현식
(1990)의 논의에 따라 시간고유명사와 시간보통명사로 나누고 시간보통명사를 기원에 
따라 사물명사 파생어, 공간명사 파생어, 시간 명사 전담어로 나누어 이들 항목에 포함
되는 시간 명사들의 의미나 의미 파생의 방법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5.1.2.1. 시간전담(時間全擔) 명사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 명사 
중에서 다른 영역의 의미를 갖지 않고 시간어로서만 쓰이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 중에서 5.2와 5.3의 논의와 관련하여 통시적으로 의미의 변화를 보이거
나 현대국어 이전의 어느 시기에 사어화하는 것들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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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

  이미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아’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그 용
례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17세기 문헌에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후의 문헌에서는 찾기 
어려워진다. 앞서 3장에서 보였던 중세국어 시기의 용례를 다시 옮기면 아래와 같다.

(6) ㄱ. 이 모 比丘ㅣ 아 나 조차 室羅筏城에 摶食 조차 비러 祇陀林에 도라
오니(是諸比丘ㅣ 適来예 從我야 室羅筏城에 循乞摶食야 歸祇陀林니) 
<楞嚴 1:53b> 

ㄴ. 后ㅣ 아 메 하 지시니(后ㅣ 嘗夢捫天시니) <內訓 2:61b>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는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앞선 때로 기준이 되는 시점으
로부터 멀지 않은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② ‘나잘’, ‘나조ㅎ, 나죄’

  ‘밤’에 반대되는 시구간을 가리키는 시간어로 ‘낮’과 같이 해가 떠 있는 동안 혹은 그 
중 어느 때를 가리키는 시간어에는 ‘나잘’, ‘나조ㅎ’, ‘나죄’가 있다. 먼저 ‘나잘’의 용례
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 ㄱ.  브레 라 나잘만 야 븘독이 업거든 해 내야 로 둡고  나잘만 
커든 애 라(大火煆半日 去火後取出於地上 以盆蓋之 又半日許 細硏) <救
簡 1:112b>  

ㄴ. 오계 나 녜 먹 으로 라 됴 수레 나잘만 마 둣다가(烏雞一
頭治如食法以好酒淸之半日) <救簡 2:18a>

(7)의 한문 원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나잘’은 ‘半日’에 대응하는 고유어이다. 이때의 ‘반
일’은 ‘日’이 가리키는 시구간의 반으로 ‘日’이 “하루”를 뜻할 수도 있고, “낮”을 뜻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나잘’은 하루의 반으로 “낮”을 의미하거나 혹은 “낮의 반”을 의미하게 
된다. 
  다음으로 ‘낮’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이 시기에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던 “저
녁”을 의미하기도 하는 시간어로 ‘나조ㅎ’와 ‘나죄’가 있다. 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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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8) ㄱ. 노피 벼개 볘여 나죄 虛히 조오노니(高枕虛眠晝哀歌欲和誰) <杜初 3:7a>
ㄴ. 내 일 아 밤 일 먹고 션산셔 부 보고 오나 나조겨 니이게 호야 

<순천 121:3> 

(9) ㄱ. 나조  예 큰 남 일흐니 (晩來江間失大水) <杜初 10:41b> 
ㄱ'. 아 벽 일을 손 드러 집 밧긔 옴기고 나조 도로 드려 집 안해 옴기

더니(輒朝雲百甓於齋外고 暮運於齋內더니) <飜小 10:7b>
ㄴ. 오 뎜심으란 마고 나죄 세 밥만 여 두소 <순천 27:3> 

(8)은 ‘나조ㅎ’와 ‘나죄’가 “낮”을 의미하는 예이다. (8ㄱ)은 문헌의 한문 원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나죄’가 ‘晝’에 대응하고, (8ㄴ)의 ‘나조’ 또한 ‘낮’을 가리킨다. ‘나조ㅎ’
나 ‘나죄’가 이렇게 “낮”을 의미하는 용례는 많지 않다. 
  그에 비해 (9)처럼 ‘나조ㅎ’와 ‘나죄’가 “저녁”을 의미하는 용례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9ㄱ, ㄱ')과 같이 한문 원문의 ‘晩’, ‘暮’에 대응하여 “해가 저물 
무렵”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9ㄴ)도 마찬가지로 ‘뎜심’이 “낮에 먹는 끼니”라고 했을 
때에 ‘나죄’는 “저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덛’, ‘만’, ‘슻’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시간전담명사로서 선행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존명사로서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나 동안”을 나타내는 것들에는 ‘덛’, ‘만’, ‘슻’이 있
다. 먼저 ‘덛’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0)ㄱ. 초애담번을 라 져고매 이베 머구머시면 져근 덛 춤 나면 즉재 됴리라(醋
磨膽礬少許口噙片時涎出立愈) <救簡 2:77b>

ㄴ. 아래 度脫혼 弟子ㅣ 다 와 모리라 니 아니한 더데 五百 羅漢이 虛空
로셔 려오나 <月釋 25:60b> 

ㄷ. 믈 넉 되와   되와  니기 달혀 거든 문에 브라 밥 머글 덛
만 면 즉재 보리라(水四升蜜一升合煮熟冷灌下部中一食頃卽通) <救簡 3:6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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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덛’은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 성분으로 취하여 “짧은 시간 동안”을 의미하는데 이때 
선행 성분으로는 (10ㄱ, ㄴ)의 형용사 ‘젹다’, ‘아니하다’와 같이 시간의 동안이 짧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취하거나 (10ㄷ)의 동사구 ‘밥 먹다’를 취하여서 같은 의미를 갖게 되
는데 이때의 ‘밥 머글 덛’은 “밥을 먹을 동안의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食頃’을 언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은 선행어로 명사구나 관형격조사 ‘ㅅ’을 통합한 명사구를 취하여 아래와 같이 나
타난다.

(11)ㄱ. 열 마내 왼녁 피 男子ㅣ 외오 <月釋 1:8a> 
ㄴ. 두  마내 싀어미 病얫거늘(又二年姑患風不能起) <三綱(런던) 孝31>
ㄷ. 그 後 사나 마내 王이 臣下 리시고 뒷 東山애 드러 노 시며 <釋詳 

11:31a>
ㄹ. 人生 잇비 뇨 다 언마 만고(勞生共幾時) <杜初 22:26b>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은 선행 성분이 나타내는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일
어남을 나타낸다. (11ㄱ, ㄴ)은 각각 “열 달이 흐른 후에”, “두 해가 지나서”를, (11ㄷ)
은 “그 후로 사나흘이 되어서” 정도를 뜻한다.
  다음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시간어로 ‘’의 유의어
인 ‘슻’이 있다. 그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2)ㄱ. 南北東西예 그츤 스치 업거늘(南北東西예 無閒斷커늘) <南明 上14a> 
ㄴ. 세찻 닐웨예 時節이 歇 슷 업스며 第三七日에 時無閒歇며) <楞嚴 7:24b>
ㄷ. 間 슷 간 <訓蒙 下15a> 

‘슻’은 (12ㄱ, ㄴ)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행어로 용언의 관형사형을 취한 예만을 
찾을 수 있으며 “겨를”이나 “사이”와 같은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슻’은 그 예가 
많지 않은데 모든 예에서 “~할 새가 없다”와 같은 뜻으로 [[- 슷(슻)]이 없-]과 같
은 고정된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5.1.2.2. 공간파생(空間派生)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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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ㅎ’, ‘아래’ 

  3차원의 공간을 나누는 좌표가 되는 상하, 전후, 좌우 중에서 상하개념을 시간어에 
가져온 것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는 ‘우ㅎ’와 ‘아래’
가 있다.3) 한자어인 ‘상’과 ‘하’가 형태소의 자격으로 복합어를 형성하는 데에 주로 쓰
였다면 ‘우ㅎ’와 ‘아래’는 이들과 선행 성분이 통합한 전체 구성이 시간 표현으로 쓰였
다. 먼저 “어떤 기준보다 더 높은 쪽, 또는 사물의 중간 부분보다 더 높은 쪽”을 의미
하는 ‘우ㅎ’의 용례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3)ㄱ. 城 우희 브리 뷘  업스니 <月釋 21:42a> 
ㄱ'. 삼 년 무근 수의 머리 벼셋 피 약애 라 그 우희 고(取三年雄鷄冠

血和藥傳其上) <救簡 1:25b> 
ㄴ. 千世 우희 미리 定샨 漢水北에 累仁開國샤 卜年이  업스시니 <龍歌 

125> 

(13ㄱ, ㄱ')은 공간어로서의 ‘우ㅎ’의 용례이고 (13ㄴ)은 시간어로서의 ‘우ㅎ’의 용례이
다. ‘우ㅎ’가 시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경우는 현대국어 이전의 문헌에서 거의 찾기 
힘들고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13ㄴ) 정도만이 나타난다. (13ㄴ)은 언급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오래된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공간어 ‘아래’가 시간어로 쓰인 예를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 시기에 공간어 ‘아래’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성조가 다른 시간 명사인 ‘아
래’(RH)가 있었다. 이는 한문 원문의 ‘曾, 嘗’ 등을 언해한 것으로 시간어임이 분명하
다. 이렇게 성조는 다르지만 철자가 같은 시간어가 존재했기 때문에 공간어 ‘아래’(LH)
가 시간어로 쓰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래’(LH)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4)ㄱ. 城門 아래 가니 두 玉女ㅣ 玻瓈 시를 뷔어늘 <月釋 22:44a> 
ㄴ. 宗室에 鴻恩이시며 모딘 相 니실 千載 아래 盛德을 니 <龍歌 76>

(14ㄱ, ㄱ')은 공간어로 쓰인 ‘아래’의 용례이고, (14ㄴ)은 공간어인 ‘아래’가 시간 표현

3) 이 시기에 한자어 ‘上’이나 ‘下’가 형태소로서 단어 형성에 참여한 것에는 ‘上元’, ‘上元日’ 
정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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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된 예이다. (14ㄴ)은 (13ㄴ)의 ‘千世 우희’에 정반대가 되는 표현으로 언급하
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시점을 가리킨다. 이렇
게 공간어인 ‘아래’가 시간 표현으로 쓰인 경우에는 미래 시점을 가리켜 과거시점을 가
리키는 ‘우ㅎ’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② ‘앒’, ‘뒤ㅎ’, ‘젼(前)’, ‘후(後)’

  전후개념 공간 표현이 시간어로 전용된 경우에는 상하개념에 비해 시간 표현으로 쓰
이는 예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고유어 ‘앒’, ‘뒤ㅎ’와 한자어 ‘젼(前)’, ‘후(後)’가 모두 
형태소가 아닌 단어로서 시간 표현으로 쓰이는데 먼저 고유어 ‘앒’과 ‘뒤ㅎ’를 살펴보기
로 한다. 아래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앞’의 용례이다. 

(15)ㄱ. 城 밧긔 마라 나가 무로 아기씨여 알 부텨 업스시고 뒤헤 님 업거늘 
뉘게 절다 <月釋 23:74b>

ㄱ'. 七寶 瓔珞 空中에 드리워 棺 둡고 류 초아 供養며 金棺 알
 七寶花香과 眞珠 瓔珞이 虛空애 기 듣더라 <釋詳 23:24b>

ㄱ". 그 겨지비 놀라  겨신 알셔 긔졀거(其女驚愕悶絶王前王) <長壽 
39a> 

ㄴ. 알 묻오샤 엇뎨 護待리고 실 이제 對答샨 데 니샤(前
問云何護持실 今荅意云샤) <圓覺 下3-2:87a> 

(15ㄱ~ㄱ")은 공간어로서의 '앒'의 용례이고 (15ㄴ)은 시간어로서의 '앒'의 용례이다. 
‘앒’은 (15ㄱ, ㄴ)과 같이 선행 성분을 취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공간어와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모두 갖지만 (15ㄱ', ㄱ”)과 같이 명사구나 용언의 관형사형과 같
은 선행 성분을 취하였을 때에는 이 시기에는 공간어로서의 용례만이 나타난다.
  아래는 ‘뒤ㅎ’의 용례이다.

(16)ㄱ. 아기씨여 알 부텨 업스시고 뒤헤 님 업거늘 뉘게 절다 <月釋 
23:74b>

ㄴ. 白鹽 노 묏 뒤콰 赤甲 녯 城ㅅ 東녀긔 平 해  내 安穩니  노 
뫼 네 面이 가지로다(白鹽危橋北赤甲固城東平地一川穩高山四面同) <杜初
7: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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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 같이 ‘뒤ㅎ’는 선행 성분을 취하지 않고 자립어로 쓰이거나 선행 성분을 취하여 
의존형식으로 쓰일 때 모두 공간어로서의 용법만이 나타난다. 
  아래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젼(前)’의 용례이다.

(17)ㄱ. 우리 某甲 等이 이 病人 爲야 經像 前에 對야 이것 리노다커나 
<月釋 21:92b> 

ㄴ. 나랏 菩薩이 아 다 나랏 無數諸佛을 供養고 밥 前에 도라오리니 
<月釋 8:63a> 

ㄴ'. 得道 몯 前에 모매 橫病 업스며 목수미 즐어죽디 아니며(未得道前에 身
無橫病며壽不中天며) <永嘉 下134b> 

ㄴ".   곧 前에 닐굽 고대 외오 아론 거시라(攀緣心 卽前七處에 
妄認者ㅣ라) <楞嚴 1:82b> 

(17ㄱ)은 공간어, (17ㄴ~ㄴ")은 시간어로서의 ‘前’의 용례이다. (17ㄱ)과 같이 명사구
를 선행 성분으로 취한 경우에만 일부 공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이며 (17ㄴ~ㄴ")과 같
이 명사나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 성분으로 취하였을 때에는 선행 성분이 가리키는 
시점보다 앞선 때를 뜻하기도 하고 자립명사로서 “이전에, 과거에”를 뜻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한자어 ‘후(後)’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8)ㄱ. 이 三昧 논 젼로 意生身 得야 後 向야 能히 妙應身信身 得
리니(以此三昧故로 得意生身야 向後야 能得妙應身信身리니) <蒙法 49a> 

ㄴ.  사미 中 後에 파내야 <月釋 10:25b>
ㄷ. 大慈力 젼로 命終 後에 梵天에 나리라 <月釋 10:71a> 
ㄹ. 가히 주겨 머리옛 골슈 내야 면 후에 다시 발티 아니리라(殺所咬犬

取腦傳之後不復發) <救簡 6:40b> 

앞서 언급했듯이 ‘젼(前)’이 공간 표현으로 쓰인 예를 찾기 어려운데 ‘후’가 공간 표현
으로 쓰인 예는 더욱 찾기 힘들다. (18ㄱ)은 현대국어의 ‘향후(向後)에’로 바꾸어 쓸 
수 있어 공간 표현이 시간 표현으로 전용된 예라 볼 수 있다. (18ㄴ~ㄹ)처럼 용언의 
관형사형이나 시간 명사구를 선행 성분으로 취하거나 선행 성분 없이 나타나는 경우에
는 시간 표현으로만 쓰인다.4)

4) 한자어 ‘상’과 ‘하’가 시간 표현으로 쓰일 때에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한자어 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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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듕(中)’, ‘안ㅎ’, ‘(內)’

  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어떤 정해진 공간이나 시간의 범위에 속하는 때”를 가
리키는 시간어로는 ‘듕(中)’, ‘안ㅎ’, ‘(內)’가 있다. 먼저 '듕(中)'의 용례를 보이면 다
음과 같다. 

(19)ㄱ.  無量百千慾界天子히 各各 眷屬과로  오 天上微妙香華 가지며 하
 류야 虛空 中에 머므러 이시며 <月釋 20:11b>

ㄱ'. 그저긔 仙人山 中에 獼猴王이 이쇼 <月釋 7:16b> 
ㄴ. 中에 比丘려 警戒시고 <釋詳 23:31a>  

(19ㄱ, ㄱ')은 공간 표현으로 쓰인 ‘듕’의 용례로서 선행어인 ‘허공’이나 ‘산’이 나타내
는 공간의 범위에 속해 있는 어느 지점을 가리킨다. (19ㄴ)은 시간어와 함께 쓰인 ‘듕’
의 용례로서 “한밤, 밤이 깊은 때”를 의미하여 밤이 나타내는 시구간에 속해 있는 어느 
때를 가리킨다.
  위의 ‘앒’, ‘젼’, ‘뒤ㅎ’, ‘후’에서 고유어의 경우 공간어로서의 용법이 우세하고 한자어
의 경우 시간어로서의 용법이 우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ㅎ’과 ‘內’도 유의 관계에 
있으면서 앞의 단어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고유어 ‘안ㅎ’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0)ㄱ. 宮室을 지오 안팟 분변야나 밧 잇고 겨집은 안해 이셔(爲宮室
호 辨內外야 男子 居外고 女子 居內야) <小諺 2:50a>

ㄴ. 실 안해 각별이 차반 달홀 를 그랏더니(於齋內예 別立廚帳이러니) <小
諺 5:46b> 

ㄴ'. 各各 五里 안햇  方草木 줄기와 닙과 가지마다 各 半 줌을 요(各於
五里內採一方草木莖葉每種各半把) <救急方 上81a> 

으로서 단어 형성에 참여한 예만이 나타났는데 이와는 반대로 ‘전’, ‘후’는 공간 표현으로 
쓰일 때에 자립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거의 없고 아래와 같이 어근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
한 예들이 주로 보인다.

ㄱ. 계전(階前), 궁전(宮前), 당전(堂前), 면전(面前), 전면(全面) 
ㄴ. 산후(山後), 후면(後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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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籠  그 안해  무리 잇게 야 여 드려 시러곰 여나디 몯게 라
(織籠曹其內 令入不得擲) <杜初 17:13b> 

ㄷ'. 이 듕에 어엿브고 니 디로니 부모 보내시고 그 안히 엇디시뇌 
<순천 3:17> 

ㄹ. 사 주근 닐웨 안해 사긔로온 일란 올히 너기고 부텨 신 대뎐으
란 거즛도이 너기고(或有亡者七日之內信邪倒見不信佛法大乘經典) <長壽 14b>

 
‘안ㅎ’은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다양한 용례를 보인다. 자립명사로서 선행어를 
동반하지 않고 나타나기도 하고(20ㄱ), 선행어로 명사구나(20ㄴ, ㄴ'), 용언의 관형사
형(20ㄷ), 지시관형사(20ㄹ, ㄹ')와 공기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안ㅎ’이 나타내는 
의미도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20ㄴ, ㄷ)과 같이 구체적인 공간의 내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20ㄱ, ㄷ')처럼 추상적인 공간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집안, 가정(家庭)”이나 
“마음 속”을 가리키기도 한다. ‘안ㅎ’이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이는 경우는 그다지 많
지는 않은데 (20ㄹ)과 같이 시간 명사(구)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인다. 
  아래는 ‘內’의 용례이다.

(21)ㄱ. 고올 예 금은텰을 모동아(集州中金銀銅鐵) <三綱(동경) 忠28a> 
ㄱ'. 四洲와 八方 內옛 玉龍ㅅ 맷 므리니 <勸供 27b> 
ㄴ.   예 삼 피 다 (於是一月之內 三百匹絹足) <三綱(동경) 孝

11b>
ㄴ'. 브름 난 날로셔 사 예 면 열헤 열히 다 살오(爲上一日三日十炙十活) 

<救簡 3:47a> 

(21ㄱ, ㄱ')은 ‘’가 공간 표현 명사구를 선행 성분으로 취하여 공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이는 예이고 (21ㄴ, ㄴ')은 시간 표현 명사구를 선행 성분으로 취하여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이는 예이다.

④ ‘’, ‘즈’, ‘’, ‘틈’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물에서 사이가 벌어져 생긴 공간
이나 두 사물 사이에 생긴 공간으로부터 시간 표현으로 파생된 것에는 ‘’,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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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이 있다. 먼저 ‘’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2)ㄱ. 汝陽 讓帝ㅅ 아리니 눈썹  眞實로 하 사미로다(汝陽讓帝子 眉宇
眞天人) <杜初 24:23a> 

ㄴ. 모 이 서 격○○ 이리 이실고마 <순천 189:3>  
ㄷ. 阿育王이 부텨를 셤기니 자  어더 宮殿을 드러다가 須彌山 아래 

노코 <釋詳24:30b>
ㄹ. 諸菩薩 種種 讚法으로 부텨 讚歎샤미 이 時節ㅅ  五十 小劫이 디나더

니 <法華 5:87b> 
ㅁ. 보 심군 禾苗ㅣ 九月 예 비치  치와 날 늙니라 (春苗九月交  

顔色同日老) <杜初 5:35a> 

(22ㄱ, ㄴ)은 공간적 용법, (22ㄷ~ㅁ)은 시간적 용법을 보이는 ‘’의 용례이다. (22
ㄱ)은 두 개의 눈썹 사이에 생긴 구체적인 공간을 가리키고, (22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간을 가리킨다. (22ㄷ)의 ‘이’는 
‘시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나 겨를”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2ㄹ, ㅁ)의 ‘’는 후대의 문헌에서 등장하는 ‘동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데 선행하는 시간어가 갖고 있는 시간적인 길이를 뜻한다. ‘’는 공간어로서는 주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을 나타낸다면 시간어로는 한 시점에
서 다른 시점까지 지속되는 시구간 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남을 뜻한다.  
  다음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즈’은 공간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특히 ‘즈
츠다’, ‘즈다’와 같은 용언으로 쓰여 공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예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23)ㄱ. 라가 나죗 구루메 즈츨가 다시 전로라(更恐歸飛隔暮雲) <杜初 17:21b>
ㄴ. 河水 즈야 되 닐 보니 믄드기 數百 무리로다(隔河見胡騎 倏忽數百

羣) <杜初 5:28a>
ㄷ. 쇠와 나모와 믈와 블와 과  섯기여 하  즈메 뷘  업시 

야 려 잇니 <七大 14a>
ㄹ. 동관 즈음과 교 이 兄弟의 義ㅣ 이시니(同僚之契와 交承之分이 有兄弟之

義니) <小諺 5:78a> 
ㅁ. 우리 가짓 톄 모 사히 친 뎨도 말 즈 아니니(我

一們不會體例的人 親弟兄也不隔話) <飜老 上16b-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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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ㄱ, ㄴ)의 ‘즈츠다’, ‘즈다’는 한문 원문에서 한자어 ‘隔’을 언해한 것이다. 민
현식(199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즈음’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간격 지시개념(間隔 
指示槪念)의 공간어로 쓰였다. ‘隔’은 언해문에서 “막히다, 사이가 뜨다(隔하다)”라는 
의미의 ‘즈츠다, 즈티다’, “사이에 두다”라는 의미의 ‘즈다’, “사이에 끼다”라는 
의미의 ‘즈음다’로 언해되었다. (23ㄷ, ㄹ)은 공간적인 간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23ㄹ)은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구체적 공간이 아닌 추상적인 공간개념으로 쓰였
다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3ㅁ)과 같이 추상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용법도 나타난다. 
(23ㅁ)은 “우리들은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이니 친동생 형제도 말을 가려서 아니하거
든”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서, 현대국어에서 “격(隔)을 두다”라는 표현과 유사한 용
법으로 이때의 ‘즈음’은 추상적인 거리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즈음’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시간어로 쓰인 예를 보이면 아래
와 같다.

(24)ㄱ. 百餘 年 주메 災變티 아니야 叔孫 禮樂이오 蕭何 律令이러니라(百餘
年間未災變 叔孫禮樂蕭何律) <杜初 3:62a>

ㄴ. 져근 덛 즈음에 능히 렴야 저허 조심야 스스로 자바시라(造次克念야 
戰兢自持라) <小諺 5:91b>

이때의 ‘즈음’은 시간적 길이, 기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4ㄱ)은 “백여 년 
사이에, 백여 년 동안에)”를, (24ㄴ)은 “잠깐 사이에, 잠깐 동안에”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시간 표현으로 쓰인 용례 중에서 “간격”이 아닌 의미로 쓰인 예들
도 찾을 수 있다.

(25)ㄱ.  엇디 이 즈메  온다(却怎麽這時間纔來到) <飜老 下3b>
ㄴ. 술 닷 되식 몯토와 술 빋쟈 시더니 수이 보내소 나죄 즈음 가 보고 옴새 

<순천 161:1>

(25)의 예에서도 ‘즈음’은 시간 표현으로 쓰였다. (25ㄱ)는 “이 무렵에야, 이때에야”를, 
(25ㄴ)는 “저녁 무렵”을 의미하여 이때의 ‘즈음’은 시간적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나타내
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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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즈음’은 공간 표현, 시간 표현으로 쓰이는 외에도 정도 표현으로 보이는 예
가 나타난다.
 

(26) 옷고 볘 三秋ㅅ 그테 平 받 온 이럼 즈미로다(香稻三秋末 平田百頃間) 
<杜初 7:38a>

(26)은 수량 표현을 선행 성분으로 취한 예인데 이때의 ‘즈’은 “쯤, 가량”의 뜻이 아
닌 것을 위의 한문 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온 이럼 즈’은 ‘百頃間’을 언해한 것으
로 “백 이랑 사이”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계사문이지만 부차적으로 존
재문의 의미를 가져 “향기로운 벼가 늦가을 평평한 밭의 백이랑 사이로다(=사이에 있
다)”를 뜻한다. 따라서 위의 표현은 정도 표현이 아닌 공간 표현이라 할 수 있다.5)
  위에서 언급한 공간어들이 두 사물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면 이제 살펴 
볼 단어들은 두 사물 사이의 공간뿐 아니라 어떤 한 사물이 터지거나 갈라져 생긴 공
간을 일컫는 것들이다. 

(27)ㄱ.  爲隙之類 <訓諺 48>  
ㄱ'. 淸陽이 하해 올아 [淸陽 라] 비치  안해 드러 空中엣 모 드틀 相

 내야 기면(淸陽이 升天야 光入隙中야 發明空中엣 諸有塵相면) 
<楞嚴 1:105b> 

ㄴ. 다 가지로 목며여 바비 리디 아니커든 돌 에 지  머구머셔 젹젹 
면 즉재 됴리라(五噎不下食崖蜜含微微嚥之卽差) <救簡 2:85a> 

후기 중세국어 시기엔 (27)과 같이 현대국어의 ‘틈’의 선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 혹
은 ‘’이 나타난다.6) ‘()’은 이 시기에 주로 공간 표현으로 쓰인 예들이 보인다.
  15세기 문헌에서 공간적으로 벌어진 간격을 나타내던 ‘, ’은 민현식(1990ㄴ: 
60), 신은경(2002ㄱ: 20~2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을 거쳐 ‘틈’으로 어형이 
변화하였으며 ‘틈’의 용례는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발견된다.

5) 정동경(2010)에서는 이를 정도 표현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본고에서 이와 같이 수정하
기로 한다.

6) 신은경(2002ㄱ: 20)에서는 ‘틈’이 ‘~ > ~ > 틈’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 > 틈'의 과정에 대한 타당한 설명은 찾기 어렵지만 이 논의에서는 의미적 유
연성이 있는 ‘(>뜸)’과 변별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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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ㄱ. 隙 틈 극 <類合 下61a>
ㄴ. 이 츄 금독과 은독괘 밧과 안히 틈 업슨 거셔(這箇是核桃 金甕兒 銀甕

兒 表裏無縫兒) <飜朴 40b>

(28)은 ‘틈’의 용례이다. 후기 중세국어의 문헌에서부터 보이는 ‘틈’은 (28ㄱ)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이나 시간적인 간격을 나타내는 ‘隙’에 대응하는 고유어로서 ‘’, ‘’과 
마찬가지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공간 표현으로서의 예만을 보인다.

5.1.3.1. 사물파생(事物派生) 명사

  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 명사 중에서 사물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것들
이 있다. 이들은 주로 해(the sun)와 달(the moon)과 같은 천체의 운행과 관련한 것들
이다. 먼저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태양”을 가리키는 ‘날’과 ‘’의 용례를 보
이면 아래와 같다.7)

(29)ㄱ. 녜 아 날 아니 도 제 됴  라(恒以平旦日未出時爲之以差) 
<救急方 下37b> 

ㄴ. 學者ㅣ 禮義를 리면 브르 먹고 날을 졈글워 계교야  배 업서 하품 
셩으로 더블어 가지라(學者ㅣ 捨禮義則飽食終日야 無所猷爲야 與下民
一致라) <小諺 5:92b> 

ㄷ. 날이 다도록 시러곰 쉬디 몯야(盡日不得息야) <小諺 6:92a>  

(30)ㄱ. 나리 져므러  디거늘 세 분이 프리예셔 자시고 <月釋 8:93b> 
ㄴ. 오 나조 엇던 나조코  디나가니 更點이 길오(今夕何夕歲去徂更長) 

<杜初 11:39b> 

(29ㄱ), (30ㄱ)은 ‘날’과 ‘’가 시간어가 아닌 ‘태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들 각각의 
단어가 태양의 자전과 공전 주기를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에 그 길이를 나타내는 (29
ㄴ)의 “하루”를 뜻하는 ‘날’과 (30ㄴ)의 “일 년”을 뜻하는 ‘’로 파생되었다.

7) 민현식(1990: 52)에서는 Ramstedt(1949: 159)에서 ‘날’이 몽고어에서 “태양”을 뜻하는 
‘naran’과 알타이어 계통상 같다고 한 것을 근거로 하여 ‘날’을 사물파생명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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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뿐만 아니라 달(the moon)의 공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시간어로 파생된 것에
는 ‘’도 있다. 

(31)ㄱ. 부톄 百億世界예 化身야 敎化샤미 리 즈믄 매 비취요미 니라 
<月釋 1:1a> 

ㄱ'. 뫼히 놉고 바리 기프며  돋고 리 디놋다(山高海深며 日生月落놋
다) <金三 4:45a> 

ㄴ. 夫人도 목수미 열  고 닐웨 기터 겨샷다 시고 <月釋 2:13a> 

(31ㄱ, ㄱ')은 사물 개념으로서의 ‘’의 용례이고 (31ㄴ)은 시간 개념으로서의 ‘’의 
용례이다. 
  또한 한자어 ‘日月’에 대응하는 고유어인 ‘날’은 “해(the sun)와 달(the moon)”을 
뜻할 뿐 아니라 “날(a day)과 달(a month)”을 뜻하거나 “날과 달이 흘러가는 시간”을 
뜻한다. 그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2)ㄱ. 日月이 秦樹에 얫고 乾坤이 漢宮에 횟돌앳도다(日月低秦樹 乾坤繞漢
宮) <杜初 5:42a> 

ㄱ'. 뇨매 구룸  하히 어위니 겨 무텨슈메 날리 놋다(漂蕩雲天闊沈
埋日月奔) <杜初 8:64b>

ㄴ. 날이 거늘 어마님이 毗藍園을 보라 가시니 <月千 7a> 
ㄴ'. 여희여 오매 날리 더니(別來頻甲子) <杜初 10:3a>
ㄴ". 내 모미 하 허고 미 간  업서 가기 나로 더어 가니 <순천73:15>  

(32ㄱ, ㄱ')은 ‘日月’이 사물명사로서 쓰인 예이고 (32ㄴ, ㄴ')은 시간어로 쓰인 예이다. 
‘날’은 (32ㄴ)과 같이 “날”과 “달”을 아울러 가리킬 뿐만 아니라 (32ㄴ')처럼 “일정한 
시간이나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
  천체와 같은 구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물명사가 아닌 어떤 행동이나 상태와 같은 추
상적인 표현으로부터 파생된 시간어들도 있는데 먼저 ‘녀름’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3)ㄱ. 楞嚴法會 녀름브터 겨레 가니(楞嚴法會ㅣ 自夏徂冬니) <楞嚴 1:17a>
ㄴ. 녀름지 이 마다 리 고  흐 므른 두듥마다 깁도다(農務村

村急春流岸岸深) <杜初 1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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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름’은 이 시기의 문헌에서 네 계절 중의 한 때를 가리키는 시간어로서의 용법과 “농
사”와 같이 어떤 일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용법 모두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지구상에서 바라본 천체의 모습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 현
상으로부터 파생된 시간 명사들도 있다. 먼저 전자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4)ㄱ.  보 시며(面如圓月시며) <六字 9b> 
ㄴ. 네차힌 눈서비 놉고 기르시고 初生ㅅ티 엇우브시고 <月釋 2:55b> 

(34)'ㄱ. 그듸옷 나그내를 티 아니더든 그몸나래  시르믈 더으리랏다(非君愛
人客 晦日更添繡) <杜初 15:31b> 

ㄱ'. 네 이  그믐 北京의 갈가 가디 몯가(你這月盡頭 到的北京麽 到不得) 
<飜老 上2a> 

ㄴ. 그저긔 東土앤 周穆王이 셔엣더시니 二月ㅅ 보롬나래 모딘 미 니러 집도 
야리며 <釋詳 23:22a> 

ㄴ'. 어마님 短命시나 열이 랄 七月ㅅ 보롬애 天下애 리시니 <月千 
12a>

ㄷ.  초애 쳔신며 시졔 가온 래 며(月朔애 必薦新며 時祭예 用
仲月며) <飜小 7:7b> 

(34)와 (34)'은 ‘달’의 모양과 관련한 표현들로 ‘달’이 둥글게 차 있는 것을 ‘보롬’이라
고 했을 때에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보롬’이 ‘’과 같은 명사를 후행 성분으로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어로 쓰이는 용례만이 나타나며 사물명사로 쓰일 때에는 ‘’과 결
합하여서만 나타난다. ‘그믐’은 “저물다”는 뜻을 가진 ‘그믈-’의 명사형으로 ‘그믐’이 사
물명사로 쓰인 예는 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없으며 시간어로서의 용례만이 보인
다. ‘初生’은 ‘보롬’과 마찬가지로 (34ㄴ)과 같이 ‘’과 결합하여서는 사물명사로 쓰이
고 (34'ㄷ)과 같이 ‘’과 결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간 명사로 쓰인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 현상의 특징을 시간어로 전용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35)ㄱ. 믈 안직 기픈 해 묏구룸 첫어름로다(江水最深地山雲薄暮時) <杜初 
11:44a>

ㄱ'. 새배며 어메 어버게 문안홈을 마디 아니더니(晨昏不廢더니) <飜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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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a> 
ㄴ. 기예 나귀 타 나(平明跨驢出) <杜初 8:32a>
ㄷ. 다 비에 내 고 부희여기예 뵈와 므스거슬 자실고 묻와(皆佩容

臭고 昧爽而朝야 問何食飮矣오 야) <小諺 2:4b> 

(35ㄱ')은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 어둑어둑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35ㄱ)의 ‘어스름’이 
그러한 때를 나타내는 시간어로 전용된 예이다. 또한 반대로 해가 돋을 무렵이 되어 
빛이 지평선에 넓게 퍼지면서 날이 밝아오는 현상을 시간어로 전용한 예로 (35ㄴ)의 
‘기’와 (35ㄷ)의 ‘부희여기’도 있다. 
  앞서 언급한 시간어들은 모두 사물 명사에서 시간 명사로 그 의미가 파생된 것이라
면 반대로 시간 명사에서 사물 명사로 의미가 변화한 것도 있다. “때”를 의미하여 자립
명사 혹은 의존명사의 용법을 보였던 ‘’는 한편으로는 부사격조사를 통합하여 형성된 
‘’로 나타나 현대국어에서는 “즈음, 무렵”을 뜻하는 보조사 ‘-께’로 변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주격조사 ‘이’를 통합하여 형성된 ‘’로 나타나 밥을 먹는 횟수나 그 밥을 의
미하는 ‘끼’로 변하였다. 식사와 관련한 의미를 갖게 된 ‘’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
다.

(36)ㄱ. 다 나랏 十萬億弗을 供養고 즉자히 밥 머 로 믿 나라해 도라와 밥 
먹고 두루 니니 <月釋 7:65b> 

ㄴ. 每常 밥어나 다가 中夜애 잇거나(每以食時어나 若在中夜ㅣ어나) <楞嚴 
7:16b> 

ㄷ. 어옛비 너겨 우리를  ㅅ 밥 와  머글 딥과 을 밧괴여 주 엇더
고(可憐見 糶與我一頓飯的米 和馬草料如何) <飜老 上52b-53a> 

(36ㄱ)에서는 “때”를 의미하는 ‘’가 ‘時로’나 ‘로’와 같이 “~마다”를 의미하는 ‘-로’
와 결합하여 “밥 먹을 때마다”를 의미한다. (36ㄴ)도 ‘’와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가 ‘밥’을 선행 성분으로 취하여 (36ㄱ)과 마찬가지로 “때”를 의미함을 보여
준다. 이들은 모두 15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용례들로 이 시기에 ‘’류는 “때”를 의미
하였으나 이와 같은 환경이 ‘’류가 식사와 관련한 의미를 가지도록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36ㄷ)과 같이 16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류가 수관형사를 선행 성분으로 취
하여 식사의 횟수를 세는 단위로서 쓰이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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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어휘의 소멸

  아래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만 발견되는 시간 명사들이다.

(37)ㄱ. 今 엳 금 <訓蒙 下1b> 
ㄴ.  爲酉時之類 <訓諺 49> 
ㄷ. 네 언제 온다 / 그저긃픠 오라(你幾時來 大前日來了) <飜朴 51a> 
ㄷ'. 네 언제 온다 / 긋그적 왓노라 <朴諺 上46a> 
ㄹ. 다 비에 향내 고 부희여기예 뵈와 므스거슬 자실고 묻와(皆佩容

臭고 昧爽而朝야 問下食飮矣오 야) <小諺 2:4b> 
ㅁ. 立春에 조샹을 祭며  아게 祭며(立春애 祭先祖며 季秋애 

祭禰며) <小諺 5:40b> 
ㅂ. 簡易辟溫方의 월 첫 저우름날 뒷간 앏 검주를  가온 면 덥단 긔

를 업게 니라 <瘟疫 5b> 
ㅂ'. 聖惠方의 시긔 셕  고툐 새박을 월 첫 저우룸날 디허 체로 처  

라 <瘟疫 8b>
 

(37ㄱ)은 “지금”을 뜻하는 고유어인 ‘엳’이다. ‘엳’이 문장에서 쓰인 용례를 발견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한자의 음과 뜻을 기록한 ≪訓蒙字會≫에만 나타나 이 시기에 이미 
‘엳’은 사어화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7ㄴ)은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종성의 합용병서의 예로 쓰였다. ‘’는 이 시기의 이 문헌에서만 발견되어 이 시기
에 언어 생활에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문헌에서 ‘’를 제외하고는 12지
지를 이용하여 때를 나타내는 고유어 시간 표현을 찾을 수 없다. (37ㄷ)의 ‘그저긃픠’
는 (37ㄷ')에서 알 수 있듯이 “그끄저께”를 뜻하는 것으로서 ≪飜譯朴通事≫에서만 예
를 찾을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 이후의 문헌에서 ‘글픠’가 ‘오’을 기준으로 하여 3일 
후를 뜻하는데 ‘그저긃픠’는 ‘오’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전을 뜻한다. 이후 시기부터는 
‘긋그젓긔’가 새로이 나타나 ‘그저긆픠’는 사어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7ㄹ)은 “어
둑새벽”을 뜻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나고 이후의 문헌부터는 한자어 
‘昧爽’이 쓰인다. (37ㅁ) 또한 “늦가을”을 뜻하는 것으로 이후 시기의 문헌에서는 ‘늦가
을’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한자어 ‘季秋’ 등으로만 나타난다. (37ㅂ)의 ‘저우름날’에서 
‘저우름’은 “범, 호랑이”를 뜻하는 것으로, ‘저우름날’은 “寅日”을 뜻하는데 ≪分門瘟疫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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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方諺解≫과 ≪簡易辟瘟方諺解≫에서만 보인다.8) 
  아래는 “지나다”를 뜻하는 ‘니-’가 시간어와 결합하여 형성된 복합어의 용례이다.

(38)ㄱ. 니건겨레 묏도기 와 주기며 아 거 기튼 거시 업도다(去冬山賊來 殺
奪幾無遺) <杜初 25:37b> 

ㄴ. 누는  어느  어드울고 귀 니건브터 머구라(眼復幾時暗 耳從前月聾) 
<杜初3:54a> 

ㄷ. 네 디 져년 몯 다 드려 니건  지최 몯  것 여 주어 <순
천 15:14>

ㄹ. 니건  中補右ㅅ 벼슬로 上元ㅅ 처믜 警蹕을 뫼오니라(往時中補右扈蹕
上元初) <杜初 20:41b> 

ㄹ'. 디난  郇瑕ㅅ 해셔 여희유니 이제 마 로다(往別郇瑕地 于今四十年) 
<杜初 21:13a>  

(38ㄱ~ㄷ)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발화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계절이나 ‘’, ‘’를 가리킬 때에 ‘니-’와 선어말어미 ‘-거-’가 통합한 용언의 관형사
형인 ‘니건’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니-’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
헌에서만 쓰이며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니-’ 대신에 ‘디나-’가 쓰이게 된다. 그
로 인해 “去月”, “昨年”을 뜻하는 ‘니건’, ‘니건’는 모두 ‘디난’, ‘디’로 대체되
어 자연스레 사어화의 길을 걷는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시간 명사와 결합
한 ‘디나-’의 관형사형이 쓰인 예는 (38ㄹ')만이 나타난다.

5.2. 근대국어

5.2.1. 어휘의 출현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어휘가 등장한다. 특히 고
유어 보다는 한자어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 어휘가 모두 근대국어 시기에 새

8) 한글 문헌 이전에서는 ≪朝鮮館譯語≫의 干支門의 세 번째 항에서 “寅 則卜論荅 引”이 나
타난다. 백두현(2002)에서는 ≪十九史略諺解≫와 ≪分門瘟疫易解方諺解≫ 등과 같은 문
헌에서 ‘寅’을 ‘저우롬, 저우룸, 저우름’으로 언해한 것과 ‘則’, ‘卜’, ‘論’이 표상하는 공통음
을 근거로 하여 ‘則卜論’의 음가를 ‘*저룸’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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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생겨났다 할 수는 없고 이전 시기에도 실제로는 쓰였지만 문헌상의 제약으로 나
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는 어휘들이 출현하
게 되는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같은 계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단어구조로 분석되는 다른 어휘들
이 이미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등장한 것들이 있다.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처음 
출현하는 시간어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39)ㄱ. 九秋, 닙츄 
ㄴ. 芒種, 하 

(39ㄱ)은 17세기, (39ㄴ)은 18세기의 문헌에서 처음 발견되는 시간 명사들이다. 하지
만 아래에서와 같이 이들과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시간 명사가 이미 이전 시기에 등장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ㄱ.  節이 아 나릴 九夏ㅣ오 <金三 1:23a> 
ㄴ. 닙츈에 조샹을 졔며(立春애 祭先祖며) <飜小 7:7b> 
ㄷ. 孟冬애 뵈야로 길 아(孟冬方首路) <杜初 19:29b> 

(39)'에서와 같이 ‘九秋’와 같은 계열의 단어인 ‘九夏’가 15세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며, 
‘닙츄’나 ‘芒種’은 24절기어인 ‘立春’이나 ‘冬至’가 이미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인다. 또한 ‘하’와 같이 각 계절의 첫 부분을 가리키는 시간어가 (39'ㄷ)에서와 같
이 이미 이전 시기에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39)의 시간 명사들은 근대국어 시기에 
새로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 시기에서부터 쓰였는데 문헌상의 제약으로 인해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라 해석된다.
  둘째,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언해서의 한문 원문에는 등장하지만 언해문에서는 고유
어로 번역되었던 시간 명사들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한자어로 그대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40)ㄱ. 경, 今年, 今夜, 昧爽, 某年, 某月, 某日, 일됴  
ㄱ'. 今月, 今夕, 當年 
ㄴ. 去年, 거야, 明朝, 食頃, 昨夜, 月餘
ㄴ'. 去番, 昨夕, 昨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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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계명시(鷄鳴時)

(40ㄱ, ㄱ')은 17세기, (40ㄴ, ㄴ')은 18세기, (40ㄷ)은 19세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발
견되는 시간어들이다. (40ㄱ, ㄴ, ㄷ)의 것들은 모두 이전 시기의 문헌의 한글 문헌에
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언해문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에서 발견된다. (40ㄱ', ㄴ')은 그 
출현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40ㄱ, ㄴ)의 어휘들과 같은 내적 구조를 갖고 있어 이전 
시기에도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40ㄱ~ㄷ)의 어휘들이 한문 원문에 나타나는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41)ㄱ. 아니한 예 믈인 로셔 누른 므리 다 나면(頃刻咬處出黃水盡) <救簡 
6:51b> 

ㄱ'. 셔명션의 과 화복이 경 이의 이시리니 가히 위도다 <明義 卷首
下존현각일긔:42b> 

ㄴ. 巴東애 病야 눕건 디 오라다니 올 고파 도라가 짓노라(臥病巴東久
今年强作歸) <杜初 23:18b>

ㄴ'. 이스른 오바 조차 니(露從今夜白) <杜初 8:36b>
ㄷ. 부희여기예 뵈와(昧爽而朝야) <小諺 2:4b> 
ㄷ'. 先王이 昧爽애 키 顯샤 坐야  旦를 待시며(先王이 昧爽애 丕顯샤 

坐以待旦시며) <서전 2:21a> 
ㄷ. 아모 아모 아모날(某年 月 日) <飜老 下16a-17b> 
ㄹ. 소리와 일훔괘 일로브터 크니 뎻던 모 아 펴니라(聲名從此大汨

沒一朝伸)<杜初 16:5a>
ㄹ'. 엇디 이십오년을 내 식으로 빌려 겨셔 모의 은졍을 일됴의 업시뇨 

<병자 384> 
ㅁ.   야   고(月餘尹感異夢) <三綱(런던) 孝35> 
ㅁ'. 월여의 은뵈 고이 을 고 리 도라오니(月餘尹感異夢) <五倫 孝 

66a>

(41)' 어느 時節에 薊北을 훤히 고 當日에 關西애 알외리라(幾時通薊北 當日報關西) 
<杜初 3:33b> 

(42)ㄱ. 니건예 行宮이 太白山 當야 겨시거(去年行宮當太白) <杜初25:31b> 
ㄴ. 四十이  아 디나가니  나죗 기우도다(四十明朝過飛暮景斜) 

<杜初 11:3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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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밥 머글 덛만 면 즉재 보리라(一食頃卽通) <救簡 3:68a> 
ㄹ. 어젯바  미 漢ㅅ 關塞예 드니(昨夜秋風入漢關) <杜初 10:30a>

(43)  울 예 머기면 새배만 얼읜 피 나리라(鷄鳴時服至曉取下瘀血) <救簡 1:78b>

(41)은 17세기, (42)는 18세기, (43)은 19세기 문헌에 새로이 발견되는 시간 명사들
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의 한문 원문에서 나타나는 예를 보인 것이다. ‘頃刻’은 
‘아니한 ’, ‘今年’은 ‘올’, ‘今夜’는 ‘오밤’, ‘某年, 某月, 某日’은 ‘아모, 아모, 
아모날’, ‘一朝’는 ‘아’, ‘月餘’는 ‘  야’로, ‘去年’은 ‘니건’, ‘明朝’는 ‘
아’, ‘食頃’은 ‘밥 먹을 덛’, ‘昨夜’는 ‘어젯밤’으로, ‘鷄鳴時’은  울 때’로 언해되었
음을 알 수 있다. ‘當年’은 문헌에서 출현여부를 알 수 없지만 (41)'의 ‘當日’과 같은 
예를 볼 때에, ‘今月, 今夕’, ‘去番’, ‘昨夕, 昨日’은 ‘今年, 今夜’, ‘去年, 去夜’, ‘昨夜’ 등
과 같은 예를 볼 때에 근대국어 시기 이전에도 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선 예들과는 달리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 새로이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어들
을 살펴보면 우선 1음절 한자에 ‘日’이나 ‘節’이 결합하여 생겨난 것들이 있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44)ㄱ. 동졀, 하졀, 츄졀, 
ㄴ. 졀일, 망일, 望日, 회일, 昨日, 념일, 翌日

(45)ㄱ. 엇디디 계튝 동졀이로 내여 가디 아니대 난이 나날 지저 닐오 <癸
丑 下14b> 

ㄱ'.  소션도 못야 오시다가 하졀의 서너 을 오시니 <셔궁 6a> 
ㄴ. 이십 일 어듀로셔 슈라의 쟝을 드리오니 곳 츄졀 신미라 <闡義 2:25a> 
ㄷ. 츈졀 春節 <한불 612> 

(46)ㄱ. 양 졀일을 만나 반시 딜 거리고 몸소 무덤의 올라(每遇節日必率子
姪躬上塚) <東新 烈1:47b> 

ㄴ. 望日의 酒 設티 말며 신主 내디 말고 <家禮 1:26b>
ㄷ. 월 회일의 드려 보내다 <癸丑 下35a>
ㄹ. 昨日 어제 <譯語 上3a> 
ㅁ. 납월 념일 모 <은진宋奎濂 102> 
ㅂ. 익일 翌日 <倭類 上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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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ㄱ)은 계절을 가리키는 한자어 ‘春, 夏, 秋, 冬’에 절기나 계절을 가리키는 한자어 
‘-節’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단어가 17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해 ‘츄졀’은 18세기, ‘츈졀’은 19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발견된다. 절기를 나타내는 
시간어를 형성할 때에 쓰이는 ‘-節’ 외에도 일수사 대신에 날을 가리키는 ‘望’, ‘晦’, 
‘昨’, ‘念’, ‘翌’에 ‘日’이 결합하여 일칭어로 쓰이는 것들도 새로이 나타난다. 이들은 대
부분 17세기의 문헌에서부터, ‘翌日’은 18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발견된다. 특히 “스무날”
대신에 ‘念’을 사용하여 일칭 표현을 만드는 예는 근대국어 문헌에서 새로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근대국어 시기에 보이는 한자어 계열의 시간어들 중에서 ‘初-’, ‘向-’, ‘念
-’, ‘旬-’ ‘再-’와 같은 한자어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9)

(47)ㄱ. (17) 초경, 초삭, 초슌, 초혼 (18) 초하, 초동 (19) 초츄 
ㄴ. (18) 향일, 향년 (18) 향 
ㄷ. (17) 념일 (18) 념간 (19) 념후
ㄹ. (17) 슌, 上旬, 中旬, 下旬 (18) 슌일, 일슌 (19) 슌간
ㅁ. (18) 명년, 작년, 작, 작일 (19) 명일 

(47ㄱ)의 ‘初-’는 접두성 어근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일수사에 결합하여 
쓰인 것 외에는 시간어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이러한 예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쓰인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48)ㄱ. 위엄 가진 세자만 위고 날난 각도 아니고 저 초경의 건너고 나 삼
경의야 건네니 <癸丑 下12a> 

ㄴ. 오월 대 초삭 대우 <병자 84> 
ㄷ. 초슌 밀산군 뎨 산셩 가신다 여 <병자 54>
ㄹ. 십삼 쳥 초혼의 비 시작여 밤드도록 오다 <병자 116> 

(49)ㄱ. 계츈과 초하의 몸소 대졔 믄 이  혬 밧기라(季春初夏躬行大祭是亦
料表) <警問續 44b> 

ㄴ. 칠년을 시탕오와 기리 금딕에 잇다가 경 초동에 져로 믈러오고 신튝 

9) (47)의 ‘(17), (18), (19)’와 같은 표기는 각 단어들이 문헌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세기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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듕츄에 뎌위 니으니(七年侍湯長在 禁直而庚子初冬退邸) <警問 02b> 
ㄷ. 계유 초츄의 뎨 됴관빈 친국오실  <한중록 58> 

(48)은 17세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것들로 ‘초경’은 ≪癸丑日記≫, ≪병자일기≫, ‘초삭, 
초슌, 초혼’은 ≪병자일기≫에서 나타난다. (49)는 ‘初-’가 계절어에 결합한 것으로 
(49ㄱ, ㄴ)은 18세기의 ≪御製磬世問答≫과 ≪御製磬世問答續錄≫에서만 보이고 (49
ㄷ)은 19세기의 문헌인 ≪한중록≫에서만 나타난다. 이들은 각 시기에 출현하는 문헌
이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후술하겠지만 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을 
기록하는 문헌들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다.
 (47ㄴ)은 한자어 어근 ‘향(向)’이 결합하여 과거의 어느 때를 가리키는 시간어들로 후
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접때”를 뜻하는 ‘向來’가 발견된 이래,10) 근대국어 문헌
에서는 18세기부터 고유어 표기의 ‘향’ 외에도 새로이 ‘향일’, ‘향년’, ‘향’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0)ㄱ. 연이 깁피 삷허 그 향일의 그른 거슬 곳쳐 <응진 1b> 
ㄴ. 오회라 향년 일을 오히려 다시 아 니랴 <闡義 2:64b> 
ㄷ. 향의 삼뵈 셔양국의 나려가 군민을 소요여 쥭은  만여 인이라(三保

下西洋時勞櫌軍民死者萬計) <太感 4:06b> 

(50)의 시간어들은 모두 현재로부터 멀지 않은 과거의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
향을 뜻하는 ‘向’이 과거시점을 가리키는 것은 시간선 위에서 사람이 과거를 향하여 서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7ㄷ)과 (47ㄹ)은 ‘열흘’과 ‘스무날’을 대신하는 한자어들로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
에서부터 출현한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1)ㄱ. 旬 열흘 슌 <類合 2b> 
ㄴ. 主人이 香을 픠오고 珓 쏘여 上旬 날로 命야 오 [중략] 다시 中旬

에 날로 命고  吉티 아니거든 下旬에 날을 라 <家禮 9:30b>
ㄷ.  슌일을 머므로니 지 로 촉나  듯디 아닛디라 <種德 上36a>

10) ‘向來’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向來예  우희셔 소니 어즈러우니(向來江上手分分) <杜初 15: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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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쥬상 셩두 신지월 회간의 셔 납월 슌간의 츌장시니 <한중록 80>

(52)ㄱ. 념칠 죵일 우 <병자 146> 
ㄴ. 팔월 념일 모 <은진宋奎濂 41>
ㄷ. 올 졍월 념간의 적지 손조 흉셔 쓸 의 <闡義 4:5a> 
ㄹ. 셔신 후 이십여일만의 월 념후 도라오시니 <한중록 226> 

앞서 3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일수사 ‘십일’, ‘이십일’ 혹은 
‘열흘’, ‘스무날’만이 날짜를 나타내는 데에 쓰였는데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 새로이 등
장한 ‘슌(旬)’과 ‘념(念)’으로 인해 날짜를 기록하는 데에 두 종류의 일칭 표현이 사용
되게 되었다. ‘슌’과 ‘념’으로부터 ‘슌일’, ‘념일’뿐 아니라 이들 한자어가 포함된 ‘上旬, 
中旬, 下旬’, ‘슌간, 념간’, ‘념후’ 등의 시간어들이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再)-’가 결합한 시간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3)ㄱ. 작일의 비망을 뎡원의 리와 오샤 <明義 卷首上:6b> 
ㄱ'. 금일이  작 니(今日亦如再昨) <警問續 10b> 
ㄴ. 작년의 광텰이 와 신을 보고 되 <闡義 4:46b> 
ㄷ. 명년에 다시 갑신을 만나니(再明年重逢甲申) <警問續 35a>
ㄹ. 명일 再明日 <한불 537>

이들은 모두 18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들로 ‘昨-’과 ‘明-’이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어에 ‘再-’가 결합하여 그보다 하나 앞선 때와 뒤선 때를 가리킨다. ‘再昨
日’이나 ‘再明日’은 ‘그젓긔’나 ‘모뢰’와 같은 고유어 일칭어에 대응하는 것으로 고유어 
일칭어들은 이미 이른 시기부터 활발히 쓰이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꽤 늦은 시기에 
이들에 대응하는 한자어들이 새로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록한 문헌에서 주로 보인다.
  이렇게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보이게 되는 시간어들은 여러 문헌에서 동
시다발적으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기보다는 몇 안 되는 문헌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경
우가 많다. 17세기에 새로이 보이는 단어들은 일기나 편지 혹은 외국어 회화서와 같은 
글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한글로 된 편지나 일기에 편중되어 처음으로 출현
하는 시간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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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ㄱ. 나도 일젼 하라비 리고 가려 뇌 <곽씨 2-9> 
ㄴ. 동섯로 리 무거  식 주그로다 니 <곽씨 47-1> 
ㄷ. 후제 뒤에 사 올 제 ? 보내소 <곽씨 90-8> 
ㄹ. 경진 원월 초삼일 모 <은진宋奎濂 62>
ㅁ. 연의 당학과 네 수 즉금에 다시 엇더니 <은진宋奎濂 29> 
ㅂ. 날도 져믈고 밥라 셔니 〃다 <은진宋奎濂 64> 

(55)ㄱ. 샹년의 쇼방이 일을 그야 이에 니니 <산성 55> 
ㄴ.  드니 남왜 쇼식이 블호다 니 젼두 이리 아라 줄 몰라 <병자 

162>
ㄷ. 회일 쳥 미명의 의원의 가시다 <병자 396> 

(54)의 ‘일젼’, ‘동섯’, ‘후제’, ‘원월’, ‘즉금’, ‘밥’, ‘동안’과 같은 것들은 17세기의 
문헌 중에서 <현풍 곽씨 언간>과 <은진 송규렴 간찰>에 편중되어 나타나며 (55)의 
‘샹년(上年)’과 ‘젼두(前頭)’, ‘미명(未明)’은 ≪산성일기≫나 ≪병자일기≫에 편중되어 
나타난다. 편지나 일기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른 사건의 기록을 주목적으로 하는 글들
에서 새로운 시간어들이 출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중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와 관련된 문헌에서 새로이 출현하는 시간어
들이다.

(56)ㄱ. 當今에 聖主ㅣ 큰 福이 하과 즉야 風調雨順고 國泰民安(當今聖
主 福齊天 風調雨順 國泰民安) <朴諺 上1a> 

ㄴ. 限을 周年에 니게 여(限至周年) <朴諺 上31b> 
ㄷ. 네 언제 온다 긋그적 왓노라(你幾時來 大前日來了) <朴諺 上46a> 
ㄷ'. 내 一百 疋 을 몰고 긋그제 올와 들흘 다 잘 가져온다(我赶着一百疋馬 

大前日來了) <朴諺 中13b> 
ㄹ. 언제 와 가져 가료 글픠 와 가져 가라(幾時來取 外後日來取) <朴諺 中5a> 
ㄹ'. 外後日 글픠 <譯語 上3b>
ㅁ. 年終 歲末 <譯語 上4a>
ㅂ. 小상午 삿기낫 <譯語 上4b> 
ㅅ. 舊年 디난 往年 디난 <譯語 上4a> 
ㅇ. 자네 그 을 저오려 각 됴 양으로 긔걸시소 <捷解初 7:19b> 
ㅈ. 처엄 귿 初頭 <語錄初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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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ㄱ~ㄹ)은 ≪朴通事諺解≫와 같은 중국어 회화서에서 나타나는 시간어들로 한자어 
‘當今’, ‘周年’ 외에도 ‘그젓긔(그제)’, ‘모’보다 하나 더 앞선 때와 뒤선 때를 가리키는 
고유어 ‘긋그적’, ‘긋그제’가 새로이 나타난다. (56ㄹ'~ㅇ)은 중국어 어휘사전인 ≪譯
語類解≫에서 출현하는 시간어들로 ‘글픠’ 외에, “한 해의 끝”을 의미하는 ‘歲末’, 이전 
시기의 ‘니건’의 후대형인 ‘디난’가 새로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학습서인 
≪捷解新語≫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있다.
  위의 시간어들이 편지나 일기, 혹은 외국어 관련 서적과 같은 문헌 중 하나에 편중
되어 나타났다면 아래의 것들은 이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종류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시간어이다.

(57)ㄱ. 언제 집의 와 편히 동안이나 이실고 더니 벼이 이시니 대로 못 
거시오 <은진宋奎濂 60> 

ㄱ'. 동안 (一間) <語錄初 5b> 
ㄴ. 무인 원월 대건 갑인 을튝 삭 쳥 <병자 162>
ㄴ'. 경진 원월 초삼일 모 <은진宋奎濂 62> 
ㄷ.  드니 남왜 쇼식이 블호다 니 젼두 이리 아라 줄 몰라 이업 

회푀로다 <병자 162> 
ㄷ'. 젼두의  시 一 年 二 年은 아니오 <捷解初 4:26a> 
ㄹ. 녕감은 오 저녁의 낙동 집으로 건너오시고 <은진宋奎濂 63> 
ㄹ'. 이후브터 쇼쥬방 마루 아래셔 아 소로 슬피 울고 한숨 소 하 나니 져

녁 면 그 다히 사이 마 드러 가디 못며 <셔궁 35a>
ㄹ". 晩夕 져녁 下晩 져녁 <譯語 上5a> 

(57ㄱ)의 ‘동안’은 17세기의 문헌 중 편지와 외국어 학습서에서 나타나며, (57ㄴ)의 
‘元月’은 일기와 편지류, (57ㄷ)의 ‘前頭’는 일기와 외국어 학습서, (57ㄹ)의 ‘져녁’은 
편지, 일기, 외국어 학습서에서 모두 나타난다.
  그 외에 아래와 같은 어휘들이 17세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보인다.

(58)ㄱ. 뉴월 첫 복날 죠롱박 연 너출과 손조 차 스므나 여(六月上伏採葫蘆
嫰蔓及絲數十根) <痘瘡 上6b> 

ㄴ. 긔운이 도로혀 여샹히 운 후제야 복 그츠라(氣迴啼哭如常然後方可斷臍) 
<胎産 6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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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윤곳 만나 졀긔 보와 화 라(若値閏月看節氣分用) <胎産 63b> 
ㄹ. 우리예 니러 딕흰 사이 곤여 조다가 여 브니 주건 디 이 오

라더라(至雞鳴守者困睡覺而呼之死已久矣) <東新 烈6:41b> 
ㅁ. 朞 三百이오  六旬이오  六日이니 閏月을 야 四時를 定야 歲를 成

야(朞三百有六旬有六日이니 以閏月이라사 定四時成歲야) <서전 1:5a> 
ㅂ. 졍월은 쇼날이오 이월은 범날이오 삼월은 톳기날이오 월은 뇽날이오 오월

은 암날이오 뉵월은 날이오 칠월은 염쇼날이오 팔월은 납날이오 구월은 
날이오 십월은 개날이오 동지은 돗날이오 섯은 쥐날이라(正月丑日이오 
二月寅日이오 三月卯日이오 四月辰日이오 五月巳日이오 六月午日이오 七月未
日이오 八月申日이오 九月酉日이오 十月戌日이오 十一月亥日이오 十二月子日
이라) <馬經 上49a> 

(58)의 시간 명사들은 모두 17세기의 문헌에서는 한 문헌에 편중되어 나타난다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날을 칭할 때에 10간을 
이용한 일칭 체계만이 발견되는데 근대국어 문헌에서는 (58ㅂ)과 같이 12지지를 이용
하여 날을 가리키는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가 ≪馬經抄集諺解≫에서 발견된다.
  다음으로 18세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시간어들은 아래와 같이 외국어 학습
과 관련한 문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59)ㄱ. 前年 그럿긔 大前年 그그럿긔 <方言(申部) 7a>
ㄴ. 新年 新年 <譯語補 3a>
ㄷ. 往前些 이마작 <譯語補 58a> 
ㄹ. 一晌田 나잘 가리 <同文 下1a> 
ㅁ. 四書를 강지 아니며 翻譯기를 치지 아니고 왼를 이런 좀말를 

쳐 므슴리오 <捷蒙 2:2b> 
ㅁ'. 어제 몸에 虛汗이 流水 가지 여 왼밤을 半點 도 엇디 못니(夜來身

上虛汗如流水一般 一夜不得半點覺睡) <朴新 2:23b> 
ㅁ". 整日家 왼날 <譯語補 3b> 
ㅂ. 魚價米 대롭지 아니니 됴흔 을 今明間 드려 주소 <隣語 1:3b>
ㅅ. 간밤의 天氣 됴치 아니오니 <改捷10 中09a> 

(59)의 시간어들은 모두 ≪方言集釋≫, ≪朴通事新釋諺解≫, ≪蒙語類解≫, ≪同文類解
≫, ≪捷解蒙語≫, ≪譯語類解補≫, ≪隣語大方≫, ≪改修捷解新語≫와 같이 중국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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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어, 일본어 학습과 관련된 서적에서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작년’과 같은 뜻
의 고유어 시간어인 ‘그럿긔’과 그보다 앞선 해를 가리키는 ‘그그럿긔’가 이 시기에 나
타났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나타난 ‘작년’이 나라에서 백성에게 알리는 글에 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그럿긔’나 ‘그그럿긔’는 외국어 학습 서적에서 나타나 서로 출현하
는 문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전 시기까지는 자립명사로의 용법만을 보였던 ‘나
잘’이 이 시기에 ‘’을 선행 성분으로 하여 의존명사의 용법을 보이는 예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4장에서 언급한 대로 ‘올다’의 관형사형인 ‘온’이 결합한 시간어들에서 ‘온’이 
‘왼’으로 표기된 어형들이 이 시기에 이들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59ㅅ)의 ‘간밤’은 한자어 ‘去夜’와 동의어로서 ‘去夜’가 18세기의 한글 문헌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같은 시기에 ‘간밤’도 함께 쓰이게 되었다.11)
  그 외에 18세기의 문헌에 새로이 발견되는 것들로 이 시기에 한 두 문헌에만 편중되
어 나타나는 시간 명사가 있다. 이들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0)ㄱ.  임의 심동이 되어시니 비록 심츄와 초동이라도 오히려 능히  거 견
디 못거든(亦已深冬雖深秋初冬猶不能耐冷) <警問續 31a> 

ㄴ. 입시 의 젼후 비망긔와 밋 디난밤 비지 다 도로 드리다 <闡義 1:36b> 
ㄴ'. 궁이 디난 후로브터 식음을 젼혀 믈니시고 톄루 샹 흘니오시니 
<續明 2:26a> 

(61)ㄱ. 인야 왕일의 죄 다 들어내여 소일통을 들고 <敬信 30a> 
ㄱ'. 우리 往日에 관원을 조차 닐 제 어 雨雪陰晴을 알리오(吾們往日跟官

的時莭 那裡管雨雪陰晴) <朴新 3:19a> 
ㄴ. 목금에 국  만회키 어려온디라(目今國事亦難挽回) <警問續 14a> 
ㄴ'.  머리 가지 실노 목금의 고폐 되오니 가히 이제 밋처 변통 아니치 못

리이다(髢䯻一事實爲目今痼弊 不可不及今變通矣) <가체 4a> 

(60)의 ‘深冬’, ‘深秋’, ‘디난밤, 디난’은 각각 ≪御製警世問答續錄≫과 ≪明義錄諺解
11) ‘去夜’가 18세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용례는 아래와 같다. ‘간밤’이 외국어 학습서에서만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거야’는 외국어 학습서가 아닌 문헌에서 예가 등장한
다.

 
목하 소견이 젼박을 이긔지 못더니 거야부터 긔 크게 나샤 새벽이 다도록 
능히 팀슈 못오시니 <明義 卷首上: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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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續明義錄諺解≫에서만 그 예를 찾을 수 있으며 (61)의 ‘往日’과 ‘目今’ 또한 각각 
≪敬信錄諺釋≫과 ≪朴通事新釋諺解≫, ≪御製警世問答續錄≫과 ≪가체신금사목≫의  
두 문헌에서만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앞서 살펴본 시간 명사들은 새로이 발견되는 시기에는 극히 적은 수의 문
헌에 편중되어 적은 용례만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아래의 것들은 새로이 출현하는 시기
에서부터 여러 문헌에서 다양하게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62)ㄱ. 훈쟝이 댱막의셔 자거든 슈텽 집로   타 살해면 두의 연 됴흔 
긔 이시리라 <闡義 4:43b> 

ㄴ. 이 길을  번 열면 일후의 비록 북문의 변이 잇올디라도  뎨방 길히 
업올 거시니 <闡義 1:38b>

ㄷ. 요이 京奇가 이시되 人蔘을 계요 收拾여 近日 問下送랸노라 엳오
니 <隣語 4:27a> 

(62)의 시간어들은 앞서 살펴본 단어들과는 달리 18세기에 여러 문헌에서 고르게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이 출현 시기부터 여러 문헌에서 다양한 예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來頭’와 ‘日後’는 각각 동의어인 ‘前頭’, 반의어인 ‘日前’이 17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쓰임으로 인해서, 또한 ‘近日’은 ‘近年’과 같이 단어 내적 구조가 동일한 단어가 이전 
시기부터 쓰임으로 인해서 ‘來頭’, ‘日後’, ‘近日’이 언중들 사이에서 낯설게 느껴지지 않
아 그 쓰임이 쉽게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19세기에 처음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17세기나 18
세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생겨난 어휘들의 영향을 받아 출현하게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63)ㄱ. 셰 신튝 신츈 십삼일 호동방 필셔 <한중록 378>
ㄴ. 이 의 다시 못 만나게 오니 무근 젼별고 를 마 형후 일만번 

길심을 라이다 <징보 9>
ㄴ'. 사이 음식과 졀긔와 달과 사밧날 위물 너희 시비치 말나 <성전 

골로새서2장16절>
ㄷ. 과연 심야의 졍신이 어둑오셔 뇌셩보화텬존이 뵌다 시고 <한중록  

142>
ㄹ. 귀비 현종려 닐오 시방 졀이 다라시니 동당으로 야곰 을 업게 

못리라 고 <太平 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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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조희로 봉야 온돌에 두되 가령 초전역에 두면 계명시에 아 노아 닉히고 
<閨閤 19b> 

ㅂ. 그글픠 來後日 <한불 164> 

18세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보인 ‘新年’과 같이 ‘新’이 시간어를 형성하는 요소로 참여하
게 됨으로써 이후로 (63ㄱ)과 같이 계절을 가리키는 한자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또한 (63ㄴ)과 같이 ‘新年’은 동의어라 할 수 있는 고유어 ‘’
가 새로이 생겨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의 반의어라 
할 수 있는 ‘무근’이 통합한 시간 명사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렇
게 ‘新’의 고유어인 ‘’가 시간어에 결합하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 (63ㄴ')과 같이 ‘
달’과 같은 시간 명사도 새로이 생겨났다. (63ㄷ)은 “깊음”을 뜻하는 ‘深-’이 시간어를 
형성하는 요소로 참여한 것으로 이러한 단어의 형성은 ‘깊다’가 ‘밤’이나 계절어와 결합
하여 [밤이 깊-], [이 깊-]과 같은 구문을 만들어내는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고 할 수 있다.12) (63ㄹ)도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인 ‘秋節’과 같이 한자어 계절
어에 ‘-節’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들의 영향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데 ‘-졀’이 단
어형성에 참여하는 예가 이후 시기의 문헌에서는 한자어로 그 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졀’과 같이 고유어 시간 표현과 결합한 예는 찾기 어려워진다. (63ㅁ)은 17세기에 
‘저녁’이 새로이 생겨나고 이와 같은 시기에 ‘초-’와 결합하는 어기의 의미 영역이 일
수사 외에도 계절어나 개략적 시분어로 확장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글픠’ 역시 ‘글픠’가 17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새로이 보이고 ‘그젓긔’나 
‘그제’에 ‘그’가 선행함으로써 어기가 가리키는 시점보다 더 이전을 나타내는 시간어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단어형성 절차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그글픠’와 같은 단어도 새로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9세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보이는 시간어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
다.

12) 이들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甲兵 닐언 數ㅣ 하니 賦斂 바티고 바미 깁거늘 도라오놋다(甲兵年數久 賦歛

夜深歸) <杜初 11:45b> 
ㄴ. 亂 後에 이제 서르 보니 히 깁거늘  머리 녀가놋다(亂後今相見 秋深復

遠行) <杜初 23:4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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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ㄱ. 上元 대보름 <廣物 天道4b> 
ㄴ. 겻 半日 <한불 87> 

(64ㄱ)은 “음력 1월 15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전 시기에는 ‘上元’이 주로 쓰였으나 
이 시기부터 고유어인 ‘대보름’이 출현해 이후로는 ‘上元’보다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겻’은 ‘나잘’와 동의어로 19세기의 문헌에서는 ≪한불사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다.

5.2.2. 어휘의 의미 변화
 

① ‘이’, ‘즈음’, ‘동안’, ‘덧’, ‘틈’, ‘’, ‘’,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 사이의 길이나 거리, 간격”을 나타내는 시간어들은 앞선 시
기와 마찬가지로 공간적 용법과 시간적 용법을 모두 보인다. 먼저 ‘이’가 시간어로 
쓰인 용례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5)ㄱ. 哭호믈  업시 라 朝夕 이예 슬프미 니거든 喪次의셔 哭라 <家禮 
7:2a> 

ㄴ. 밀기올  되로 초로 젓게 석거 여곰 고로게 야 복가 덥거든 쟈
에 녀허 허리 우희 텨되 밤을 이 두어 리라(用麵麩一升야 以醋로 拌
濕令勻야 炒熱入帒中야 搭於腰上호 隔宿去之라) <馬經 下41b> 

ㄷ. 쇼쥬방 하인이 진지 바드라 간 이 타 듕환이 망보거든 경츈이 문 문
골희 고 바리 내여다가 가히 쥬다 <癸丑 上45a> 

ㄷ'. 쇼쥬방 하인이 진지 바드라 갈 이예 듕환은 망보고 경츈은 문 창 골희 
틀고 바리 내여다가 가히 주다 <셔궁 33a> 

ㄹ. 나도 일이나 침을 더 마텨 보아셔 스므이튼날 이 다리고 가려 뇌 <곽
씨 168-6>

ㄹ'. 나 과거 자 보고 나와 이시니 방이 초닷쇗 이 날 거시니 <곽씨 
152-6> 

ㅁ. 비록 造次ㅅ 이와 燕閒 라도 이 이 替티 아니호 <常訓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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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가 시간어로 쓰일 때엔 주로 “동안, 일정한 시간의 길이”
를 뜻하는 용법을 보였다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그 의미가 더 다양해졌다. 
(65ㄱ~ㄷ)은 ‘이’가 ‘틈’과 마찬가지로 한 시점과 다른 시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
격이나 거리를 의미하는 용법의 예이고 (65ㄹ)은 ‘즈음’과 마찬가지로 개략적인 시간적 
위치를 의미하는 용법의 예이다. 또한 (65ㅁ)의 ‘이’는 선행 성분이 갖고 있는 시구
간이 지속되는 동안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즈음’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6)ㄱ. 일호만 즈음딤이 태산을 즈음딤 고 (隔一毫如隔泰山이요) <馬經 上55a>
ㄴ. 直으로  養야 害홈이 업스면 天地ㅅ 즈음에 塞니라(以直養而無害면 

則塞雨天地之間이니라) <孟栗 2:16a>

(67)우리 여러 날 즈음하여 다시 와 가져 가미 무던다(我們隔幾日再來取罷了) <朴
新 1:20a>

(67)'ㄱ. 檢覆 즈음애 可히 仔細히 여 히디 아니티 못띠니라(檢覆之際애 不
可不仔細辨明이니라) <無寃錄 3:55a>

ㄴ. 망극 일은 신시초 즈음 나고 아조 망극야지기 유시초 즈음이오 <한중
록 524>

(68)ㄱ. 므릣 붑을 드므리 티믄 이 군라 호미니  소예 스므 거름 즈음 가
고(凡點鼓是行營一聲約行二十步) <兵學 5b>

ㄴ.  돈 즈음을 더인 술에 먹으면 곳 죽으(錢許를 熱酒眼則死호) <無寃錄 
3:64b> 

(66)은 공간 표현, (67)은 시간 표현, (68)은 정도표현으로 쓰인 ‘즈음’의 용례이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공간 표현으로 쓰인 ‘즈음’의 용례는 많이 줄어들고 시간 표현이나 
정도표현으로 쓰인 ‘즈음’의 용례는 늘어난다. (66ㄱ, ㄴ)은 공간적인 거리나 간격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다. (67), (67)'은 시간 표현
으로 (67)의 ‘즈음’은 한자어 ‘隔’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간격을 
의미함에 비해, (67)'의 ‘즈음’은 “~할 때, 시기” 정도를 뜻하여 개략적인 시간적 위치
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것으로 (68)과 같이 ‘즈음’이 정도표현으로 쓰이는 예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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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68)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새로
이 보이는 ‘즈음’의 용법이다. 이 시기에 ‘즈음’이 수량 표현을 선행 성분으로 하여 “~
정도, ~가량”을 뜻하는 예가 새로이 발견된다.
  ‘즈음’의 다른 표기형인 ‘음’이 17세기와 18세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데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9)ㄱ. 일 東萊 올라가 모뢰 음 드리려니와 므슴  몃 이나 가고 <捷解
初 4:7a> 

ㄴ. 左道의 漂泊 가 오도 몯올 줄 아더니 巳時 음 여 風殘여 이야 
曳船을 여러  부쳐 도라오 <隣語 6:8b>  

‘음’은 시간 명사구에 ‘ㅅ’이 통합한 조사통합명사구에서 ‘ㅅ’이 후행하는 ‘즈음’의 초
성으로 이동함으로 생겨난 어형이다. 그로 인해서 ‘음’은 선행 성분으로 (69)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명사구만을 선행한 예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음’의 용법이 후대의 ‘’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은 19세기 중반
의 문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정도, 가량”의 의미를 가진 예가 가장 먼저 나타난
다.

(70)혹 피덩이가 뫼혀 반 된 것도 잇셔(或血團一塊者) <太感 5:24b> 

‘’은 ‘음’과 마찬가지로 명사구를 선행 성분으로 하는 예만이 나타나며 (70)에서와 
같이 개략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용법을 보인다.
 ‘이’나 ‘즈음’과 관련하여 본래 공간어로서의 용법만을 보이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이
르러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에는 ‘녘’이 있다.

(71)ㄱ. 空中에 右ㅅ녁 白虎ㅣ 블근 符節로 고온 겨지블 혀 가놋다(空中右白虎 赤節
引娉婷) <杜初 19:36a>

ㄴ. 西ㅅ녁 뫼  北녀긔 버므럿고 南녃  집 東녀긔 둘엣니라(西嶺
紆村北 南江繞舍東) <杜初 19:9a>

ㄷ. 外戚은 어믜 녁 아미라 <內訓 2:45a>
ㄹ.  氣分을 막고 다 사미  굼그로 벌에 업슨 녁 귀를 불에 라(又方閉

氣令人以蘆管 吹無虫一耳) <救急方 下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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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사밧일 첫날 일즉이   녁에 무덤에 가서 <성전 마가복음16장3절>

(71)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녁’의 예로서 이 시기에는 방향이나 어
느 한 편이나 쪽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72)는 시간어로 쓰인 
“무렵이나 즈음”을 뜻하는 ‘녘’의 예로서 이렇게 ‘녘’이 시간어로 쓰인 예는 19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그 외에도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새로이 보이는 어휘로 ‘동안’이 있다. 근대
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보이는 ‘동안’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3)ㄱ. 언제 집의 와 편히  동안이나 이실고 더니 벼이 이시니 대로 못 
거시오 <은진宋奎濂 60> 

ㄱ'.  동안 (一間) <語錄初 5b> 
ㄴ. 醋와 糟로 덥허 부텨  時ㅅ 동안을 기려 앗고(罨以醋糟야 候一時久除

고) <無寃錄 3:18a> 
ㄷ. 예 이실 동안은 病色이 뵈지 아니더니 <隣語 4:7a> 
ㄹ. 예셔 夏店 동안이 오히려 十里 이시니 가지 못리라 <蒙老 3:12a> 

 
‘동안’은 “사물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동’과 ‘內’의 동의어인 ‘안’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공간 개념으로 먼저 쓰이던 것이 시간 개념으로 전용되어 쓰였을 것으로 짐작
되지만 문헌상으로는 시간 개념으로 쓰인 예가 먼저 나타난다. (73ㄱ, ㄱ')에서와 같이 
‘동안’은 17세기 문헌에서 수관형사 ‘’을 선행 성분으로 취하고 나타났는데 꽤 긴 시
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후 18세기의 문헌에서부터는 (73ㄴ, ㄷ)과 같이 ‘ㅅ’통합 명
사구나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 성분으로 취하여 선행 성분이 가리키는 시간적 길이가 
지속됨을 나타내었으며 (73ㄹ)에서와 같이 공간 표현으로 쓰인 예도 나타나기 시작하
는데 이때에는 “두 지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정도나 거리”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짧은 시간 동안”을 의미하였던 ‘덛’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4)ㄱ. 만일 暑月이면 내나 敗가 저허 饌믈 設홈을 밥 머글 덛만 야 업시 고 
<家禮 7:2a> 

ㄱ'. 져근 덛도 상복 벋디 아니고(須臾不脫喪服) <東新 烈 2:7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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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잠 덧이나 짐 브리웟다가 두어 잔 술 먹고 믄득 디나가쟈(暫時間 御下行
李來 喫幾盞酒 便過去) <老諺 上56b> 

ㄴ. 연의 당학과 네 수 즉금에 다시 엇더니 셰이 덧업서 제 일이 디나
고 쇼샹이 갓가와 오니 쇽졀이 이시랴 <은진宋奎濂 29> 

ㄷ. 不覺的 얼넌덧 <蒙類 下 42a> 
ㄷ'. 光陰이 장 라 얼런덧   해 되여 正月에 니럿지라 <捷蒙 2:7b> 
ㄷ". 어 어이 那間 <한불 20> 

(74)는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덛’의 용례로 (74ㄱ~ㄱ")에서와 같이 이전 
시기의 용법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시기에 새로이 (74ㄴ)과 같이 ‘없-’와 결합
하여 복합어를 형성함으로써 “시간이 매우 빠름”을 나타내거나 (74ㄷ)과 같이 현대국
어의 ‘어느덧’과 같은 의미로 쓰인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르는 동안”을 나타내는 
‘얼넌덧(얼런덧)’과 같은 표현이 새로이 나타난다. 또한 19세기 문헌에서는 이와 동일
한 의미를 가진 (74ㄷ")의 예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 외에 두 개의 사물이나 지점이 떨어져 있는 정도나 거리를 나타내는 것에는 아래
와 같은 것들이 있다. 

(75)ㄱ. 이 城에셔 이 三十 里  名山이 이시되(這離城三十里來地 有箇名山) 
<朴諺 中32a>

ㄱ'. 閣애셔 이 언메나 머뇨(離閣有多少近遠) <老諺 上43b> 
ㄴ. 화병  명은 거마작을 들고 두 수 의 이셔 수 조차 므르며 나며 

라(火兵一名持拒馬柞在兩車之間隨車進退) <練兵 2a> 
ㄴ'. 棺의 어우론 매 松脂로 면 이 굿고 남기 굿다 <家禮 5:7a> 

근대국어의 문헌에서 새로이 보이는 ‘’이나 ‘’은 모두 공간 표현으로 쓰인 예만을 
찾을 수 있다. (75ㄱ, ㄱ')은 현대국어에서 주로 ‘뜸하다’로 쓰이는 용언의 어근에 해당
하는 ‘뜸’의 선대형이다. 근대국어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은 현대국어 이전의 문
헌에서는 공간어로서의 용례만이 나타나는데 (75ㄱ, ㄱ')에서처럼 ‘-’나 ‘-’의 파
생명사인 ‘’, ‘’의 예가 보인다. 이때의 ‘뜨다’는 현대국어의 ‘동안이 뜨다’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뜨다’에서 파생된 명사가 ‘하-’의 
어간이 되어 ‘뜸하다’가 된 것으로 보인다. (75ㄴ)의 ‘’은 의미상으로는 ‘’이나 ‘틈’
과 비슷하며 형태상으로는 ‘즈음’, ‘’과 관련된다. 위의 예에서와 같이 ‘’은 두 개의 



- 198 -

사물, 즉 한 수레에서 다음 수레까지 떨어져 있는 공간이나 하나의 사물, 즉 관의 나무
와 나무 사이에 벌어져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용법을 보인다.
  다음으로 하나의 사물이 벌어져 생긴 공간을 뜻하는 시간 명사들을 살펴보면 이 시
기에 보이는 것으로는 ‘틈, ’이 있다. 먼저 ‘틈’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6)ㄱ. 남뎡 고간은 관이 문이며 지게며 둔테 박고 문틈을 다 고 드러셔 <癸
丑 下38a>

ㄱ'. 본겻과 아기시 안부 알녀 오시 틈이 업서 다가 용 사 어더 만나기 
쉬오리잇가 <셔궁 40a> 

ㄴ. 도적이 그 을 앗겨 죽이디 아니고 사으로 딕희니 됴시 죽을 틈이 업서
(賊愛其色不殺 多使人守之 趙知不脫) <五倫 烈34b>

ㄴ'. 틈틈이 안자셔 한숨지며 셜워닷 말 이시면 내 법을 다 거시니 <셔궁 
51b> 

(76ㄱ, ㄱ')은 공간적 용법을 보이는 ‘틈’의 예로서 (76ㄱ)은 물리적인 공간을, (76ㄱ')
은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낸다. (76ㄴ, ㄴ')은 시간적인 용법을 보이는 ‘틈’의 예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겨를”을 뜻한다. 또한 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76ㄴ')과 같이 ‘틈’이 반복합성어를 형성하여 “겨를이 있을 때마다”를 뜻하는 부사를 
만든 예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7)ㄱ.  隙 <한불524> 나다 生隙  두다 有間 <한불 525> 
ㄴ. 션와 바리인이 사밧일에 곳치가 엿보와  어더 죄 주고져 니 <성

전 누가복음6장7절>

(77ㄱ)과 같이 “틈이나 겨를”을 뜻하는 ‘隙’과 같은 뜻을 가진 ‘’은 공간 표현으로도 
쓰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에서 ‘’이 공간 표현으로 쓰인 용례
를 찾기 힘들고 (77ㄴ)에서와 같이 시간 표현으로 쓰인 용례만을 찾을 수 있다.

② ‘참(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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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站’은 사물명사로서 16세기의 문헌에서 장소를 가리키는 예가 발견되는데13) 17세기
의 문헌에서부터는 공간 표현으로 쓰인 ‘참’의 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78)ㄱ. 站에셔 붑 티니 使臣이 왓다 엇디  聽事리도 업뇨 <朴諺 中5a>
ㄴ.  아홉 站식 열 站식 녜거늘 <朴諺 中8a>
ㄷ. 這站箇 이 번 [或云 여긔셔] 那站箇 그 번 [或云 거긔셔] <譯語 下52b>

(79)ㄱ. 巡使道 營을 셔 떠나 계시되   참식 오시고 站站의셔 支應을 매 
여드레 만의 東萊府에 드시 <隣語 1:6a> 

ㄴ. 初一站 초 十五站 보롬 <蒙類 上03a> 

(80) 腰站 졈심 <廣物 人道7a> 

(78)은 ‘참’이 공간 표현으로, (79)는 시간 표현으로 쓰인 예이고, (80)은 식사를 뜻하
는 ‘참’의 용례이다. (78ㄱ)은 앞서 언급한 “역관(驛館)”의 뜻으로 쓰인 ‘참’의 용례이고 
(78ㄴ)에서처럼 수관형사를 선행하게 되면서 거리를 나타내는 공간어로서 쓰일 수 있
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78ㄷ)은 백화문에서 나타나는 ‘站’을 고유어로는 공간 표현으
로 번역한 예이다. (79ㄱ)은 ‘참’이 공간 표현과 시간 표현으로 모두 쓰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79ㄴ)에서는 백화문에서 ‘站’이 참여하여 형성된 단어를 
고유어로는 시간 표현으로 번역한 예이다. 한 참에서 다른 참까지의 거리가 말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하루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와 같기 때문에 ‘一站’, ‘十五站’과 
같은 공간 표현이 ‘’, ‘보름’과 같은 시간 표현으로 쓰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
지막으로 (80)은 백화문에서의 ‘站’이 고유어로는 식사와 관련한 단어로 번역된 예이
다. 이러한 표현으로부터 후대에 끼니 중에서도 일하다 쉬는 동안에 먹는 끼니나 간식
을 가리킬 때에 ‘참’이 단어 형성에 참여하여 ‘새참’, ‘밤참’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③ ‘나잘’

  다음으로 ‘나잘’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쓰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3) 站 역 참 <訓蒙 中5a>



- 200 -

(81)ㄱ.  도간의 녀코 즌 라 뢰여 블에 나잘이나 와 내고(入鑵內塩泥固濟
燒存性)<痘瘡 下56a> 

ㄴ. 一晌田 나잘 가리 <同文 下1a>
ㄷ. 나잘 正午 亭午 <국한 55> 나졀 午 <한불 270>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나잘’은 ‘半日’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루의 반을 뜻하여 주로 “하
루 낮 동안”과 시간적인 길이를 나타내는 용법을 보였는데 (81ㄱ)에서와 같이 그 용법
이 계속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나잘’이 자립명사로서의 쓰임만을 보였던 이전 시기와
는 달리 (81ㄴ)에서처럼 수 관형사를 선행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81ㄷ)
과 같이 ‘나잘’이 ‘正午’나 ‘午’와 같은 한자어에 대응하여 “한낮”을 뜻해 시간적인 길이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용법으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5.2.3. 어휘의 소멸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까지만 나타나고 이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간
어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82)ㄱ. 기, 슻
ㄴ. 낫밤 아설, 아설날, 아나조ㅎ, 아나죄
ㄷ. 졀, 나조, 나죄, 온날

(82ㄱ)은 17세기, (82ㄴ)은 18세기, (82ㄷ)은 19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 시간어들이다.
  먼저 17세기의 문헌에까지만 나타나는 시간어 중 ‘슻’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83)다시 긔별 모와 드온 슷도 닛디 몯고 <곽씨 45-6> 

“이른 새벽”을 뜻하는 ‘기’와 ‘사이’와 같은 뜻을 가진 ‘슻’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도 그 용례가 매우 적었는데 ‘기’의 경우에는 17세기의 문헌에서도 ≪杜詩
諺解≫ 중간본에서만 나타나 중세국어 시기 이후에는 거의 사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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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슻’은 17세기의 문헌에서는 (83)의 예만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18세기의 문헌에까지만 나타나는 시간어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84)ㄱ. 그날부터 낫밤 업시 념불며(於是日夜精勤念佛)<念海 13b>  
ㄴ. 守歲 아설밤 쇠오다 <方言(申部) 7a> 
ㄴ'. 除夕 아설날밤 <方言(申部) 8a>
ㄷ. 이  안 모해 當야 아나죄로 보아 경계홈을 삼노라(書此當座隅야 

朝夕視爲警노라) <御內 1:22a> 
ㄷ'. 아나조 나디 말고 탕 달히며 믈 데이며 병증 무로라(早起晩夕 休離了 

煎湯煮水 問候着) <老乞 下42b>
ㄷ". 츈궁의 덕을 길너 아져녁으로 강논이 불과 경셔와 긔이니 <明義 

2:12b> 

(84ㄱ)의 ‘낫밤’은 동일한 의미의 ‘밤낮’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함께 나
타났다. ‘낫밤’은 18세기에는 ≪念佛普勸文諺解≫에서만 나타나며 그 이후의 문헌에서
는 발견되지 않으며 ‘밤낮’만이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다. (84ㄴ, ㄴ')의 ’아설‘, ’아
설날‘도 이 시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나는데 “작다”를 뜻하는 ‘앛-’의 관형사형이 굳어진 
‘아’이 이 시기의 문헌에서까지만 보이고 그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사어화함에 따라 
‘아설’과 같은 시간어도 함께 사어화한 것으로 보인다. (84ㄷ, ㄷ')은 “朝夕”과 동의어
인 고유어로서 ‘나조ㅎ, 나죄’와 동의어인 ‘져녁’이 17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나
조ㅎ, 나죄’는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져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됨에 따라 18세기의 
문헌에서부터 (84ㄷ")과 같이 ‘아져녁’의 용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같은 
시기에 보였던 (84ㄷ, ㄷ')과 같은 시간어들은 이후 시기의 문헌에서부터는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아래는 19세기의 문헌에까지만 나타나는 시간어의 용례이다.

(85)ㄱ. 인신이 임의 다면 엇디 부뷔 되며 부쳬 된 휘면 서 조미 맛당니 엇
디 나죄 니별리오 <太平 26a> 

ㄱ'. 셩 미가엘이 쇽 신을 거려 왕의 셩을 벌야 로져녁에 온나라 맛아
을 다 죽이고 사로잡힌 이 노케 니라 <주년 37a> 

ㄴ. 나죄 셕 <千字 송광사 27a> 
ㄴ'. 오 나조 믈결이 고 이 그니 졍히 그윽 졍을 여럼즉 도다 <太

平 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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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우리들은 온날의 즁과 뜨거옴을 졋거 뎌들을 우리 등의게 일톄로 도
다 <성직 70b>

‘하루아침’과 동일한 표현으로 “갑작스러울 정도의 짧은 시간”을 뜻하는 ‘나죄’는 
근대국어 시기에 출현하였다가 ‘나조, 나죄’가 ‘져녁’에 의해 세력이 축소됨에 따라 사
어화의 길을 걸었다. 대신에 ‘로져녁’이 18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새로이 나타나 19세
기의 문헌에까지 ‘나죄’와 함께 나타난다. ‘나죄’는 ‘나조, 나죄’가 같은 시기에 
사어화함에 따라 함께 사어화했으며, ‘로져녁’ 역시 같은 뜻을 가진 ‘로아’이 후
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꾸준히 세력을 유지함에 따라 ‘로져녁’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나고는 금방 사어화하게 되었다.

5.3. 개화기국어 이후
5.3.1. 어휘의 출현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등장하는 시간어들은 앞서 3장과 4장에서의 논의와 
중복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출현하는 시간어들의 목록과 출현 양상의 특징
만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과 현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출현하는 어휘들 중에서 먼저 시간 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어휘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86)ㄱ. (開) 쥬, 쥬일 
ㄱ'. (現) 前週, 來週, 週間, 週末, 週初
ㄴ. (開) 午前, 上午, 下午, 午正, 正午, 午初, 午中, 졈죵 (現) 正刻 
ㄷ. (現) 分, 秒
ㄹ. (開) 개월, 슈, 년도, 년대, 셰긔 

(86ㄱ)은 개화기국어 시기부터 ‘주(週)’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생겨난 어휘들이다. (86
ㄴ, ㄷ)은 하루를 나눌 때에 12지지를 이용한 ‘시각(時刻)’ 체계와 ‘경점(更點)’ 체계가 
사용되던 것에서 수사를 이용한 ‘시분(時分)’ 체계로 변함에 의해 새로이 생겨났다. 
(86ㄴ)은 낮 12시가 ‘오시(午時)’의 한가운데와 일치함으로 인해서 낮 12시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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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시간의 구분이 ‘오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어휘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
이고 (86ㄷ)은 ‘시(時)’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눌 때에 ‘각(刻)’이 사용되었던 이전 시기
와는 달리 ‘분’이나 ‘초’가 사용됨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86ㄹ)과 같이 
‘’의 개수를 세는 표현으로 ‘개월’과 ‘슈’와 같은 어휘가 이 시기에 새로이 보이고 
그 외에도 ‘’를 나타낼 때에 한자어 ‘년’ 외에도 ‘년도’, 10년을 단위로 하는 ‘년대’, 
100년을 단위로 하는 ‘셰긔’가 새로이 나타났다.
  아래는 이전 시기에서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내적 구조를 가진 동의어들이 존재하는 
시간어들이다.

(87)ㄱ. (開) 반밤, 봄졀, 사쳘 (現) 낮전 
ㄴ. (開) 신셰 (現) 삼작일, 삼명일

(87ㄱ)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한자어로 된 동의어가 존재하던 것들로 이들 단어의 
형성 요소 중 하나가 고유어로 된 예들이다. ‘반밤’은 이전 시기의 ‘半夜’에, ‘봄졀’은 
‘春節’에, ‘사쳘’은 ‘四節’에, ‘낮전’은 ‘午前’에 대응한다. (87ㄴ)은 이전 시기에 동일한 
내적 구조를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신셰’는 동의어라 할 수 있는 ‘新年’이 이
미 이전 시기에 나타났고, ‘삼작일’, ‘삼명일’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났던 ‘작
일’, ‘명일’과 동일한 내적 구조를 가진 단어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화기와 현대국어 시기에는 본래 “어느 때나 무렵”을 의미하는 의존명사나 의
존명사와 같은 용법을 가진 자립명사가 수관형사 혹은 시간 명사에 결합하여 시간어를 
형성한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88)ㄱ. (開) 참 (現) 낮참, 아침참, 점심참, 저녁참 
ㄴ. (開) 반나절, 아참나절, 젼녁나절 (現) 점심나절 
ㄷ. (開) 져녁 (現) 아침때, 점심때 
ㄹ. (開) 새벽녁 (現) 아침녘, 저녁녘 
ㅁ. (現) 아침결, 점심결, 저녁결
ㅂ. (現) 점심, 점심시간 

(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때나 무렵, 혹은 동안, 또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를 뜻
하는 ‘참’, ‘나절’, ‘’, ‘녘’, ‘결’ 등이 수관형사 혹은 시간 명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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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복합어를 형성하였는데 주로 ‘아, 점심, 저녁’과 같이 식사하는 때와 겹치는 시구
간을 가리키는 시간어나 그 외의 개략적 시분어에 결합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시간 명사는 나타내는 시구간의 시작과 끝의 경계나 시구간의 길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이와 결합한 ‘나절, , 녘, 결’ 또한 가리키는 시구간의 위치나 길
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아, 져녁’과 같은 경우에는 ‘’나 ‘나졀’ 
등을 결합함으로써 본래 갖고 있던 시구간을 나타내는 의미 외에도 아니라 식사시간과 
관련하여 “식사를 하는 때 혹은 동안, 사이”를 의미하게 된다.
  아래의 것들은 각각 개화기국어와 현대국어 시기에 새로이 나타나는 시간어들로 어
기가 되는 시간어에 접두성 어근이 결합함으로써 시간성이 더 강조되는 것들이다.

(89)ㄱ. (開) 온죵일 (現) 해종일 
ㄱ'. (開) 盡日,  
ㄴ. (開) 첫새벽, 두벽 (現) 꼭두새벽, 어둑새벽, 어슴새벽 
ㄷ. (開) 한밤즁 (現) 한가위, 한낮, 한밤, 한여름 
ㄹ. (開) 초져녁 (現) 애저녁 
ㅁ. (開) 야밤(夜-) (現) 하루하루, 그날그날

(89ㄱ)은 모두 “하루의 낮 동안 혹은 내내”를 뜻하는 ‘죵일’에 ‘온’이나 ‘해’가 결합함으
로써 하루 동안 시간이 지속되고 있음을 더 강조하게 되는 표현이다. ‘죵일’의 유의어
로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진일’은 ‘’과 동의어인데14) ‘’과 ‘죵
일’이 혼효되어 ‘해종일’과 같은 어휘가 만들어졌으리라 짐작된다. (89ㄴ)은 ‘벽’이 
하루 중 가장 이른 때임을 감안할 때에 ‘첫’, ‘두’ 등의 어근이 결합함으로써 [이름
(早)]과 같은 시간성을 더 강조한다. (89ㄷ)은 ‘한-’이 시간어와 결합하여 어기가 되
는 시간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더 강조하게 되며 (89ㄹ)의 ‘초-’나 ‘애’는 [이름(早)]
을 뜻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처음부터, 애초에’와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 (89ㅁ)은 
동일한 의미나 동일한 형태의 시간어를 반복하여 합성함으로써 시간성이 강조되는 것
으로 ‘야밤’은 “밤의 깊은 정도”를 더 강조하며, ‘하루하루, 그날그날’은 ‘하루’와 ‘그날’
과 같은 시구간이 반복됨을 강조한다. 
14) ‘진일’과 ‘’이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盡日 窮日之力 <국한 346> 
 盡日 ->죵일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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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로이 보이는 시간어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90)ㄱ. (開) 불일, 불일간, 불일
ㄱ'. (開) 차(次) 
ㄴ. (現) 늦가을, 늦겨울, 늦여름, 늦저녁 
ㄴ'. (現) 무렵, 물

(90ㄱ)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90ㄴ)은 현대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다. 개화기 국어 시기에는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며칠 걸리지 않는 동안”을 의미
하는 ‘不日’과 관련한 표현 외에도 본래부터 “차례나 순서”를 의미했던 ‘次’가 이 시기
에서부터 “어떤 때나 순간”을 의미하여 시간어로 쓰이게 되었다.15) 현대국어 시기에는 
앞서 3,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늦-’이 시간 명사와 결합한 시간어가 새로이 생겨
났으며 ‘무렵’이 새로이 생겨나 ‘즈음’이나 ‘사이’와 유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5.3.2. 어휘의 의미 변화

① ‘이’, ‘즈음’, ‘’, ‘녁’, ‘동안’, ‘무렵’, ‘틈’, ‘’

  ‘이’와 ‘즈음’은 근대국어 시기에 보인 용법을 개화기국어와 현대국어에서도 그대로 
잇고 있다. 그 외에 ‘이’와 ‘즈음’에서 파생된 ‘’이 이 시기에 새로이 보이는 의미를 
가진 예들만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91)ㄱ.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다 <푸른 수염의 첫번째 아내>
ㄴ. 제이슨과 챙,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푸른 수염의 첫번째 아

내>
ㄷ. 이런 일로 이웃 간에 사이가 떠서야 되겠나 <표준국어대사전>

15) ‘차(次)’가 시간 표현으로 쓰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남대문에 이른즉 문이 발셔 닷쳣기로  길 업셔 문 열기를 기리든 차에 엇더 
외국사이 와 문을 두리며 열기를 쳥 <1898매일 1>



- 206 -

(92)ㄱ. 김가의 말이 내가 김홍륙 대감의 아우  아라샤에 인젹 엿스니 여간 대
한 슌검은 마고 잡아 가지 못 리라  <매일 1898년5월12일>

ㄴ. 주리 틀고, 물 먹이는 것쯤은 차라리 양반 대접입니다. <숨은 사랑>
ㄷ. 그런 것쯤이야 눈 감고도 한다.

(91)은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사이’의 용례이고 (92)는 개화기 문헌에서부터 보이는 
‘’의 용례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 용법 외에도 사
람과 사람 사이의 추상적인 공간인 관계를 의미하는 용법을 보여 [이가 隔-], [
이가 멀-], [이가 가깝-]와 같은 표현이 있었다. 그 외에 새로이 [동안이 뜨-]와 
같은 공간 표현에서 유추된 [사이가 뜨-]와 같은 구문이 생겨났고, 이러한 공간 표현
으로부터 파생된 표현 외에도 [이가 좋-], [이가 나쁘-]와 같이 ‘이’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의미하던 것에서 “사람과 사람의 친한 정도”를 의미하는 용법도 생
겨났다. ‘’은 19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출현한 이후로 후대로 내려올수록 공간이나 시
간적인 위치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보다 “일정한 분량이나 수준에 이름”을 뜻하는 정
도 표현이 많아지게 되었다.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수량이나 시간적 길이나 
공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구를 선행하지 않고 쓰였을 때에는 “~정도”를 뜻하는데 
선행 명사구가 요구하는 수준이 화자의 능력이나 기대치보다 낮음을 함축하여 그를 비
하하는 듯한 의미로 쓰이게 된다. 
  다음으로 19세기에 와서야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였던 ‘녘’이 개화기국어와 현대국
어에서 쓰이는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93)ㄱ. 그 잇흔날 새벽녁케 졔쟝 무리들과 셩의 쟝로들이 가지로 모의 후 
<演經 183> 

ㄴ. 晨 샐 녁 신 <부별천자 4a>

(94)ㄱ. 저물 녘이면 강변에 천막을 치고 밥을 지어 먹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ㄴ. 내일 밝은 녘에 볏섬을 푼다더니 한밤에 베란간 배를 옮기는건 무어요?" <먼
동1>

ㄷ. 한은옥 역시 자정녘이 가까운 그 시간에 나를 보자 반가워서 <슬픈 시인의 
바다>

ㄹ. 단정한 이마에 파란 힘줄이 돋으면서 조그만 입이 해거름녘의 나팔꽃처럼 오
므라드는데 <연꽃과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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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문헌에서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하여 ‘녘’이 “~할 즈음, 무렵, 때”를 뜻하는 
예를 찾을 수 있었는데 개화기국어 이후의 문헌에서는 용언의 관형사형 외에도 시간 
명사를 선행하는 예가 나타난다. 이때 ‘녘’은 “(선행하는 시간 명사가 가리키는 시구간)
의 즈음이나 무렵”을 의미하여 ‘녘’이 통합한 명사구가 개략적 시분어와 같이 하루보다 
작은 단위의 시구간을 가리키게 된다.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동안’은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먼저 보
인 후에 공간어로서의 용법도 보였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개화기국어 이후의 문헌에서
도 이러한 예들이 계속 나타나며 현대국어에서 새로이 보이게 되는 구문으로 앞서 언
급한 [사이가 뜨-]와 마찬가지로 [동안이 뜨-]가 있다.

(95)ㄱ. 날짜는 잘 알 수 없으나 꽤 동안이 뜬 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난 듯하다.
<적도> 

ㄴ. 응석 피듯 대답 안 되는 대답을 한마디 하고 주만은 어머니와 동안이 뜨게 
주저앉았다. <무영탑> 

‘이’나 ‘동안’은 모두 본래 공간 표현과 시간 표현으로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데 [사이가 뜨-]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뜻하여 시간이나 공간 
표현으로 쓰이지 않음에 비해, ‘사이’의 유의어인 ‘동안’은 ‘뜨다’와 공기하여 [동안이 
뜨-]와 같은 구문을 만들어내었을 때에 시간 표현과 공간 표현으로 쓰이는 예만이 나
타난다.
  한 사물에서 벌어진 공간이나 두 사물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틈’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공간어와 시간어의 용법을 모두 보이며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틈’과 유의 관계에 있는 ‘’의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96)ㄱ.  隙 <국한 250> 
ㄱ'.  隙 ->틈 <한영> 
ㄴ. 이 間間 <한영>
ㄴ'. 틈틈이 안자셔 한숨지며 셜워닷 말 이시면 내 법을 다 거시니 <셔궁 

51b>
ㄷ. 션와 바리인이 사밧일에 곳치가 엿보와  어더 죄 주고져 니 <성

전 누가복음6장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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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ㄱ. 어떻게 오늘 저녁에라도 짬 있으시면 한번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왕십
리>

ㄴ. 심마니는 커다란 돌 짬에서 자란 약초를 조심조심 파냈다. <처를 때리고>

(96), (97)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과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의 용례이다. (96ㄱ, 
ㄱ')의 예를 볼 때에 ‘’이 이 시기에도 공간어로 쓰인 용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만 실제로 문헌상으로는 (96ㄷ)과 같이 시간어로 쓰인 예만이 발견된다. (96
ㄴ)의 ‘이’는 근대국어 초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틈틈이’의 동의어로서 이에
서 유추되어 생겨난 것이라고 짐작된다. 현대국어 시기에 이르면 ‘짬’이 (97ㄴ)과 같이 
‘틈’과 같이 공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이는 예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시점이나 지점 사이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던 ‘’이 개화기국
어 이후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98)ㄱ. 낮은 담벼락에 매달린 가로등마저 뜸한, 넓은 들녘을 피해 산기슭에 자리 잡
은 기와집. <경성애사> 

ㄴ. 또한 하객들은 그 의례를 계기로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친지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사회를 보는 논리>

이전 시기에 자립명사로서의 용법을 보였던 ‘’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그 
용례를 찾을 수 없다. 현대국어 시기에서도 시간어나 공간어로서의 ‘뜸’이 자립명사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없으며 (9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주 있던 왕래나 소식 혹은 일
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나타나는 사물 따위가 한동안 없음”을 뜻하는 ‘뜸하다’의 어근으
로만 나타난다. 이는 한의학에서의 치료 방법 중의 하나를 일컫는 ‘’과 음운과 형태
가 동일한데다가 ‘’, ‘틈’, ‘동안’, ‘이’ 등 다양한 어휘들과 유의관계를 갖고 있음으
로 인해서 ‘’이 세력을 유지할 명분을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개화기국
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시간 공간 표현으로서의 ‘’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음에 비해 의
학 용어로서의 ‘’은 그 용례를 다수 찾을 수 있다.
 

② ‘나잘’, ‘나졀’, ‘반나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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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하루 낮 동안”을 뜻하는 시구간의 길이를 의미하였던 ‘나잘’이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正午, 午’와 같이 ‘한낮’과 같은 시구간의 위치도 의미하게 되
었는데 개화기국어 시기에 오면 그 의미에 또 변화를 보이게 된다. 먼저 ‘나잘’이 개화
기국어 이후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99)ㄱ. 반나졀 半日晌 <국한 130> 반나졀 半晌 <한영> 
ㄴ. 半日 (반) (날) ->나졀 <한영> 
ㄷ. 나졀 當午 -> 겻 <한영>
ㄹ. 안이 차자 오고 어 가셔 셰나졀은 잇다가 인제 와셔 그게 무슨 소리야 <빈

상설 140>
ㅁ. 복단이가 어졔 아참나졀에 나간 것이 다시 죵젹도 업스닛가 <빈상설 531> 
ㅁ'. 아참나잘 나아가 젼녁나잘 들어오닛가 <홍도화 62> 
ㅂ. 쵀호방 외가 그졔야 마을 놋코 역시 잠이 혼곤히 드럿다가 가 한나졀

은 되야 여보니 <화의혈 5> 
ㅂ'. 내가 당부 못얏지마는 져도 소견이 잇지 집에셔 자던 버르장이로 한나졀

지 자고 잇지 <구의산 上56>

이전 시기에 자립명사로 쓰였던 ‘나잘’은 근대국어 후기부터 ‘’과 결합한 예가 나타나
기 시작하면서 점점 의존명사화하게 된다. 개화기 문헌에서는 ‘나잘’이 가리키는 시
구간의 반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리키는 ‘반나졀’이 나타난다. (99ㄴ, ㄷ)의 예를 통해
서 이 시기에 ‘나졀’이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하루의 반에 해당하는 “하루 낮 동안”
을 의미하기도 하며 ‘한낮’을 가리키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구간의 길이 혹은 
시구간의 위치를 의미하는 용법은 (99ㅂ, ㅂ')에서와 같이 신소설과 같은 개화기 후기
의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현대국어 시기에 오면 ‘한나절’은 시구간의 길이를 나타
내는 용법만을 주로 보인다. 수관형사 ‘’이나 ‘반’만을 통합하여 시구간의 길이를 나
타내던 ‘나졀’은 개화기 후기의 문헌에서 ‘셰’, 현대국어에서 ‘열’과 같은 수관형사와 결
합하여서 “꽤 오랜 시간 동안”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99
ㅁ, 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낮을 나누었을 때의 각 시구간을 가리키는 개략적 
시분어인 ‘아참’, ‘젼녁’ 등과 결합하여 “~한 때, ~한 무렵”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각각 “하루 낮 동안”, “하루 낮의 반 동안”이라는 시구간의 길이를 가
리키던 ‘한나절’, ‘반나절’이 현대국어 시기에서는 그 단어들이 가리키는 시구간의 길이
가 반으로 줄어 각각 “하루 낮의 반 동안”, “하루 낮의 1/4 동안”을 의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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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00) ㄱ. 한나절 : 
      (1) 하룻낮의 반(半). ≒반나절(2)ㆍ반날ㆍ반오01(半午)ㆍ반일03(半日)(1).
      (2) 하룻낮 전체.

ㄴ. 반나절 :
     (1) 한나절의 반. ≒반상04(半晌)ㆍ반향02(半晌)ㆍ한겻(1).16) 
     (2)=한나절(1).

(100)' 한겻 : 
 (1) =반나절(1).
 (2)『방언』‘한낮’의 방언(평남).

(100)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한나절’과 ‘반나절’의 정의이다. 이들은 각각 크
게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2)는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까지 보였던 기존의 
의미를 기술한 것이고, (1)이 현대국어 시기에 새로이 발견되는 의미이다. 이렇게 가리
키는 시구간의 길이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100)'의 ‘한겻’을 비롯한 ‘일향
(一晌), 반일(半日), 반날’ 등과 같은 유의 관계에 있는 시간어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겻’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나졀’과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99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의 ‘나졀’과 ‘한겻’은 “한낮”과 같은 시간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겻’의 (2)가 그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
겻’이 시구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에는 현대국어 시기에 와서 “하루 낮의 1/4 동안”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는 ‘나조곁’, 즉 현대국어의 ‘낮곁’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낮곁’은 “한낮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의 시간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전반(前半)”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간적 길이로는 하루 낮의 1/4을 뜻한다. 이때 ‘나조
곁’, ‘낮곁’의 ‘곁’이 현대국어에 와서는 형태가 달라졌지만 그 기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한겻’의 ‘겻’의 의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나절’, ‘반나절’은 
유의 관계에 있는 시간어들이 통시적으로 보인 의미 변화의 영향을 입어 이들의 의미
도 변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17)

16) 현대어에서 ‘晌’은 ‘一晌’은 ‘일향’으로 ‘半晌’은 ‘반상’으로 읽힌다.
17) 이 외에도 이들과 유의 관계에 있었던 ‘一晌’, ‘半晌’과 관련한 논의는 정동경(2008: 

73~74)를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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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압ㅎ’
  
  공간파생명사인 ‘압ㅎ’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이전의 어느 
때를 가리켰는데 개화기 문헌에서 새로운 용법을 보이게 된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01)ㄱ. 년  셰를 일월 열흘이나 혹 열흘 압헤 몬져 완젼 야 밧치기를 기약
며 <독립 1897년11월23일자>

ㄴ. 이 가 어나 기에 오 압일을 장 엇지들 시려오 <매일 1898년4월
15일자>

ㄷ. 아브라함의 년긔 그  칠십오셰니 오히려 압흐로 년은 더 살 년긔가 
잇셧니라 <신학 1:376> 

(101ㄱ)은 ‘압ㅎ’이 시간 명사구를 선행 성분으로 취하여 선행 명사구가 가리키는 시점
보다 이전의 때를 의미하여 이전 시기와 같은 용법을 보이는 예이다. 그런데 같은 시
기의 문헌에서 ‘압ㅎ’이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미래의 어느 때를 가리키는 용법이 출현
하게 된다. (101ㄴ)의 ‘압일’은 “미래의 일”로 해석이 가능하며 (101ㄷ)의 ‘압흐로’는 
“장차 올 시간”을 뜻한다. 
  현대국어에서는 과거시점을 가리키는 ‘앞’의 용례는 거의 ‘전(前)’에게 넘겨주고 일부 
용례에서만 확인이 되는데 미래시점을 가리키는 '앞'의 용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102)그러나 박사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략)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
려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교육학과)>

(103)ㄱ.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기를 기원하면서 펜을 
놓는다. <고려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교육학과)> 

ㄴ. 이어서 결혼을 앞 둔 다음번 신부후보 친구에게 부케를 던지는 사진이 연출
된다. <한국민속의 세계 2권> 

ㄷ. 새 봄의 벽두가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ㄹ. 이렇게 눈앞의 계절을 바라보며, 무더위를 식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책이다. <한국현대수필을 찾아서>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래 공간어에서 파생된 동의어인 ‘앒’과 ‘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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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과거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을 보였던 ‘앒’의 
용법은 모두 ‘젼’에게 넘겨주고 근대국어 시기에는 주로 공간어로서의 용법만을 보인
다. 그런데 개화기국어 시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이되 과거가 
아닌 미래시점을 주로 가리키게 되어 ‘젼’과는 독자적인 의미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④ ‘참’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보이기 시작했던 ‘참’은 이전 시
기의 문헌에서는 ≪蒙語類解≫와 같은 외국어 학습서에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표기된 외국어 어휘로서의 예만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
서부터는 한글 표기형으로 쓰인 예들이 대부분으로 고유어화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먼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용례는 아래와 같다.

(104)ㄱ. 한참 一站  <국한 344>
ㄱ'. 셩모이신 마리아가 참 져시다가 에 각 <演經 11>
ㄴ. 밤참 夜食 <국한133>

(104ㄱ)의 ‘한참’은 본래 한 참에서 다른 참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그 거리가 
짧지 않기 때문에 ‘한참’이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의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
식이나 식사를 의미하는 예도 (104ㄴ)과 같이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참’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105)ㄱ. 그가 앉아 있는 책상 앞에는 밤참으로 내온 돼지머릿고기와 특별히 맥주도 
두어 병 놓여 있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ㄱ'. 오후에 먹는 참은 대개 오후참ㆍ오후새로 부르며 간혹 저녁참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민속의 세계 1권>

ㄴ. 나는 지금 마악 서른 개째의 역을 지날 참이다. <월간 에세이>
ㄴ'. 여경은 그의 고집에 막 짜증이 나려던 참이었다. <경성애사>
ㄷ. 새벽참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팥죽 같은 땀을 흘리고 나더니 정신이 좀 맑

아지는지 마른밥을 찾았다. <멋진 한세상> 

(105ㄱ, ㄱ')은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이나 끼니때가 되었을 때에 먹는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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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본래 ‘참’이 공무 중에 쉬어 가는 장소를 가리켰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래 자립명사였던 ‘참’은 현대국어 시기에 이르면 의존명사로서의 용
법을 보이기 시작한다. (105ㄴ, ㄴ')은 ‘참’이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 성분으로 취하여
서 “무엇을 하는 경우나 때”를 의미함을 보여준다. (105ㄷ)은 ‘참’이 시간 명사구를 선
행 성분으로 취한 예로 이때의 ‘새벽참’은 ‘새벽녘’과 같은 뜻으로 쓰여 “~할 때쯤, 무
렵”을 의미한다.

⑤ ‘아’, ‘져녁’, ‘니’

  하루 낮을 나누어 때를 가리키는 것 중에서 하루 세 끼니 때와 관련된 어휘로 ‘아
’, ‘뎜심’, ‘져녁’이 있다. ‘아’과 ‘져녁’은 본래 하루 중 어느 한 때를 의미하던 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식사와 관련된 의미를 더 가지게 되었다. 먼저 식사와 관련한 ‘아
’의 용례부터 보이기로 한다.

(106)ㄱ. 아 머그면 밥만 야 돌히 나리라(朝服至食時當下石出) <救簡 3:110 
a> 

ㄴ. 아 먹논 거시 이 나못불휘오 나죄 먹논 거시 나못 거프리로다(朝餐是木根 
暮食乃木皮) <杜初 25:37a> 

ㄷ. 덩이나 나못 그티나 기동이나 창이나 볼딘댄 아 飮食 먹고 <七大 22b> 
ㄹ. 열 쳥 녀 윤셔방 와 아 진지 <병자 296>
ㅁ. 早飯 아밥 晩飯 져녁밥 <酉部方言 29a> 
ㅂ. 긔우당이 아을 먹은 후에 에셔 완보더니 <매일 1898년1월22일자>

개화기국어 이전의 문헌에서 ‘아’이 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용례는 (19ㄴ)밖
에 찾을 수 없는데 이 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 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대구를 이루
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에 대응하는 것이 ‘저녁에’를 뜻하는 ‘나죄’로 이때 ‘아’
은 식사를 의미하기보다는 때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후 근대국어 시기까지 ‘아 
飮食’, ‘아밥’이나 ‘아 진지’와 같이 식사를 의미하는 단어들과 병기하여 쓰이기 시
작하면서 ‘아’만으로도 식사를 대표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이 식사를 의미하는 예는 (19ㅂ)과 같이 개화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아래는 ‘져녁’의 용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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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ㄱ. 어제 젹이 나아 져녁밥도 퍽 먹고 나아다 니 <은진宋奎濂 103> 
ㄴ. 심진 의셔 저녁 진지고 편쥬여 겨집 죵 왓더라 <병자 46> 
ㄷ. 화완이 면이 여토야 감히 곡졀을 뭇지 못더니 져녁 후부터 긔이 여

샹더라 <明義 卷首下존현각일긔:40b> 
ㄹ. 영국 공와 공 부인을 위야 져녁을 졉엿다더라 <독립 1897년4월

1일자>
ㅁ. 이젼에 져녁 먹을 에 예수 품에 의지야 <신약 요한복음21장20절>

(107)에서 알 수 있듯이, ‘져녁’이 단독으로 식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과 마찬가지로 
개화기국어의 문헌에서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밥’, ‘진지’ 등의 단어와 병기하여 나타난 
것 또한 ‘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107ㄷ)과 같이 ‘져녁 후’가 “저녁 식사 
후”를 의미할 수도 “저녁때 이후”를 의미할 수도 있는 용례가 개화기 이전의 문헌에서
는 한 예만 나타난다.
  ‘아’, ‘져녁’과는 반대로 ‘뎜심’은 먼저 “식사”를 의미하다가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
이나 때”도 의미하게 되었다. 아래는 ‘뎜심’의 용례이다.

(108)ㄱ. 오 뎜심으란 마고 나죄 세 밥만 여 두소 <순천 27:3>
ㄴ. 각결은 밧졔 안희 졈심밥을 공경여 밧드러 드리기를 놉흔 숀 졉덧 

니 <계녀서>
ㄷ. 이니 음식 됴케 여 머기시고 졈심여 주쇼셔 <곽씨 164-5> 
ㄹ. 客官아 므슴 차를 먹으며 므슴 點心을 먹을(客官吃甚麽茶吃心麽點心) 

<朴新 3:32a>
ㅁ. 오시 대포 일본군 령부에셔 뎜심  대포 놋난 <경향 1907년1월11

일자>
ㅂ. 아침에는 허둥지둥 식사 제대로 못하고, 점심에는 간단한 인스턴트 식품, 그

리고 수업 마치고는 자율학습과 학원 등에 몸과 마음을 시달리는 학생들 
<우리교육 중등용 9월호> 

‘뎜심’은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개화기 문헌에 이르도록 ‘뎜심’이 단
독으로 때를 의미하는 예는 찾을 수 없다. (108ㄱ~ㄹ)과 같이 식사를 의미하는 예만
을 보이다가 (108ㅁ)과 같이 개화기 문헌에서 ‘’와 통합하여 시간을 의미하는 용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현대국어에서도 ‘점심’은 거의 식사를 의미하는 용례가 많고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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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과 같이 부사격조사 ‘에’를 통합한 경우에만 “때”를 의미하며 이때에도 “점심을 먹는 
때”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국어의 ‘끼니’의 선대형인 ‘니’도 앞서 언급했던 식사의 횟수를 
나타내는 ‘’와 마찬가지로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시간을 뜻하던 것에서 식
사를 뜻하는 사물 명사로 통시적 변화를 겪은 예를 보인다. 아래는 '니'류의 용례이
다.

(109)ㄱ. 니 마 다니 의 바 주쇼셔 <月釋 25:124a> 
ㄴ. 밤낫 여슷 로 [여슷 니 낫 세 밤 세히라] <月釋 7:65a>
ㄷ. 時 니 시 <訓蒙 上1b> 
ㄹ. 네가 이 일의 필요을 아뇨 니마다 필요 것 외에는 더 먹지 안뇨 

<신학 5:192>  

‘’가 식사의 횟수를 의미하는 용례를 이미 중세국어 시기부터 보였던 것과는, 달리 
‘’에서 파생된 ‘니’는(이광호1995: 261) 20세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109ㄱ~ㄷ)과 
같이 “때”를 의미하는 용례만을 찾을 수 있다. ‘니’가 식사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는 (109ㄹ)과 같이 20세기 문헌에서 한 예만이 보이며 현대국어에 와서는 ‘끼니’
가 단순히 “때”를 의미하는 예는 찾을 수 없으며 주로 “식사”나 “식사를 하는 때” 정도
의 의미로만 쓰인다. 

5.3.3. 어휘의 소멸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까지 출현하다가 현대국어 시기 이전에 사어화한 시간어로
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10)ㄱ. 능역 방쟝고 봄졀셔 임의 느졋스니 <독립 1897년4월15일자>
ㄴ. 향년 니별 의도 오히려 가히 지 만더니 엇지 여러 가 못되여 필

경 이치 빈핍엿뇨? <진쥬탑 太原誌1:14>  

(110ㄱ)과 같이 ‘졀’이 고유어와 결합하여 시간어를 형성한 예는 현대국어 시기에 오면 
나타나지 않고 고유어에는 ‘절’의 차용어인 ‘쳘’이 결합한 예만이 나타난다. 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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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向年’은 고소설류까지만 나타나고 현대국어에서는 ‘向日’, 
‘向者’와 같은 어휘만이 나타난다.18)

5.4. 소결

  이상의 내용의 종합하여 어휘의 출현과 소멸, 의미 변화에 있어서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대별 어휘 출현의 특징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서 근대국어 시기로 이행하였을 때에 가장 많은 어휘들이 나타
난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전 시기부터 보인 어휘들이 다양한 어형으로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이전 시기의 한글 문헌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어휘들도 등장하는데 
이들이 출현하는 양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전 시기의 한글 문헌에서는 
고유어로 번역되었으나 근대국어 시기의 한글 문헌에서는 다시 한문 원문의 한자어들
이 그대로 발견되는 경우다. 근대국어에 와서는 이렇게 고유어로 언해되었던 것들 중 
대다수의 시간 표현들이 한자어로 바뀌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이전 시기에 일음절 
한자어로 한문 원문이나 언해문에서 나타나던 시간 어휘들이 ‘-日’이나 ‘-節’과 같은 
한자어휘와 결합하여 단어가 된 것들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에서 단어로 기능하기 힘
든 일음절 한자어가 문장에서 사용되기 위해 겪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동일한 계열의 
의미를 가진 시간 단위 명사와 결합함으로써 단어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근대
국어 시기에 출현하는 어휘 중 다수의 최초 출현 시기가 어느 한 특정 문헌에 편중되

18) 신소설류와 현대국어 시기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向日’과 ‘向者’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네 그거슨 향일 밤에 부탁신 분부로 겟슴니다 <행락도 788>
ㄱ'. 향일 부의 보낸 금교 초상집에서 천왕동이더러 와서 일을 보아 달라고 청하더

란다. <임꺽정> 
ㄴ. 져의 말을 드 향(向者) 구숑뎡의셔 졍혼 의 일졈 빙믈(聘物)이 업셧

다 니 이 말이 진 모호도다 <진쥬탑 185>
ㄴ'. 향쟈에 그아이 혜경과 인졍이 흡々것을 일죵 불괘눈으로써 보앗스나 <두

견성55> 
ㄴ". 거기 대해서는 향자에 안 주사가 요구하신 대로 드리지요.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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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바로 <현풍 곽씨 언간>이나 <은진 송규렴 간찰>과 같은 편지글이나 ≪老乞
大諺解≫, ≪蒙語老乞大≫ 등과 같은 외국어 학습서가 그것이다. 이들 문헌은 화자와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어 대화에 준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나 ≪癸丑日記≫ 등의 
일기글이나 ≪明義錄諺解≫, ≪閑中錄≫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건을 기록
해 놓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문헌들에서 새로운 시간 어휘들이 주로 발견되는 
것은 대화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국어 후기에 이르면 이전 시기에 나타나는 시간 어
휘들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내적 구조나 의미 계열에 속하는 어휘들이 다양하게 나타
나게 된다. ‘신(新)-’이나 ‘새’, ‘심(深)-’이나 ‘-졀(節)’이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어들이 
이에 속한다.
  개화기국어 시기에는 현대국어의 그것에 거의 일치하는 시간 단위 체계가 성립됨에 
따라서 그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어휘들이 등장한다. 주칭(週稱) 체계가 새로이 생겨
나면서 ‘주’나 ‘요일’과 관련한 새로운 어휘들이 등장하게 되고 시각과 경점체계가 ‘시, 
분, 초’ 체계로 재편됨에 따라서 새로이 ‘정오(正午)’, ‘정각(正刻)’과 관련한 어휘들이 
생겨나게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없던 어휘들이 새로이 서양 달력의 도입과 함
께 생겨난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각’체계의 명칭들이 일부 반영되
어 있다. 그 외에도 이전 시기의 시간 단위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단위의 시간 어휘
들이 생겨난다. 또한 개화기와 현대국어 시기에는 본래 “어느 때나 무렵”을 의미하는 
의존명사나 의존명사와 같은 용법을 가진 자립명사가 수관형사 혹은 시간 명사에 결합
함으로써 시간어로 형성된 것들이 다수 나타난다. 어기가 되는 시간어에 접두성 어근
이 결합함으로써 시간성이 더 강조되는 것들도 다수 나타난다.

(2) 의미 변화 유형과 특징

  시간 어휘의 의미 변화는 그 시기나 정도에 있어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기
별로 나누어 특징을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의미 변화의 방향에 따라 ① 다른 의미 영
역에 속하는 단어가 시간의 의미도 갖게 된 경우와 ② 반대로 시간어였던 것이 다른 
의미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더 갖게 된 경우, ③ 시간어가 갖고 있는 [시간성]에 변화
가 생긴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에 속하는 대부분의 시간어들은 공간어로부터 
파생되었다. 아래와 같은 단어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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앒, 뒤ㅎ, 젼(前), 후(後), 이, 즈음, 틈, 녁, 

이들은 모두 본래 공간어에 속하는 것들이 시간성의 의미도 더 갖게 되어 공간어로도 
시간어로도 사용되는 것인데 서로 유의 관계에 있는 것들의 경우에 그 의미 변화 의 
시기와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앒’과 ‘젼’은 둘 다 본래 사람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는 공간 표현이었는데 시간어로 쓰일 때에는 과거 시점을 가리켰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단독으로 쓰일 때에 ‘앒’이 ‘젼’보다 시간어로 쓰인 용례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근대국어 시기에 오면서 ‘앒’이 과거 시점을 의미하는 용법의 
대부분을 ‘젼’에게 넘겨주고 그 용법이 축소되었다. 공간어로 쓰인 예가 훨씬 더 우세
하게 나타나고 ‘젼’은 시간어로 쓰인 예가 많아진다. 개화기국어 시기에 이르러 ‘앒’은 
미래 시점을 가리키는 예가 새로이 생겨나게 되어 시간어로서 ‘젼’과는 다른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 ‘뒤ㅎ’와 ‘후(後)’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뒤ㅎ’가 시간어로 쓰인 예는 발견
하기 어렵고 주로 ‘후’만이 시간어로서 미래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뒤ㅎ’도 시간어로서 ‘후’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가리키게 되어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지는데 ‘뒤’는 주로 공간어로서의 용법을 많이 보이고 ‘후’는 시간어로서의 용법을 
많이 보인다. 이 외에도 ‘이’, ‘즈음’, ‘틈’ 등은 사물 사이의 떨어져 있는 공간을 가리
키는 공간어에서 두 시점 사이의 떨어져 있는 간격을 가리키는 시간어의 용법을 더 갖
게 된 경우다. ‘이’는 “두 시점 사이의 어느 때”를 주로 가리키는 것에 비해 ‘즈음’은 
“대략적인 어느 시점의 무렵이나 때”를 가리킨다. 이와 달리 ‘틈’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나 겨를”을 의미하여 시간어로서의 의미에 차이가 나타난다. 방향을 가리키는 
‘녁’의 경우에는 자립명사로서의 쓰임은 보이지 않고 의존명사로서만 기능하기 때문에 
선행 성분의 의미에 따라서 ‘녁’의 의미도 차이를 보인다. 주로 공간어만을 선행하여 
“~쪽, ~편”을 의미하던 것에서 시간어를 선행하거나 용언의 관형사형을 선행하여 “~ 
무렵, ~때”를 의미하게 되었다. 공간어로부터 파생된 시간어 외에 사물명사로부터 파생
된 것으로는 ‘참(站)’이 있다. ‘참’은 사물명사기는 하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공간 표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참과 참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던 표현들이 시간
어로 전용된 경우이다. “공무차 길을 떠나 중간에 쉬어 가는 장소”라는 데에서 그 의미
가 파생되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때”를 의미하게 되었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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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로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이나 때”를 의미하게 되었
다.
  다음으로 ②와 같은 통시적 의미 변화를 보인 것에는 ‘동안, , 아, 져녁, , 
니’가 있다. 이 중에서 ‘동안’이나 ‘’은 문헌상으로 시간어로 쓰인 용례가 먼저 나타나
고 후대에 공간어로 쓰인 용례가 나타난다. 대부분 공간어에서 시간어로 의미 파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과는 반대이다. 이는 ‘간격’을 나타내는 시간어들의 영향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동안’이나 ‘’이 생겨난 근대국어 시기에 ‘틈, , 이, 즈음’과 같이 유
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공간어와 시간어의 용법을 모두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들의 영향으로 ‘동안’과 ‘’도 시간어의 의미 외에도 공간어로서 ‘간격’을 의미하는 예
들이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 져녁’과 같은 개략적 시분어와 “때”
를 의미하는 ‘’로부터 파생된 ‘’와 ‘니’는 모두 시간어로 쓰이던 것들이다. 개화기
국어 시기에 이르러 시간어로서의 용법 외에 식사나 식사의 횟수 등을 의미하는 예들
이 생겨난다.
  마지막으로 ③에 해당하는 의미 변화를 보인 것에는 ‘나잘’이 있다. ‘나잘’은 후기 중
세국어 시기로부터 현대국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의미의 변화가 계속되어 왔다. 본래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하루 낮 동안”과 같이 해당되는 시구간만큼의 시간
이 지속됨을 의미하였는데 근대국어 시기에 오면 이전 시기의 의미에 더하여 “한낮”과 
같은 시구간의 위치를 가리키는 용례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 두 의미는 개화기국어 시
기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근대국어 시기부터는 ‘’이나 ‘반’과 같은 수사와 결합하여 
자립성을 잃어 가더니 개화기국어 시기엔 ‘아’이나 ‘져녁’과 같이 하루 낮 중의 어느 
때를 가리키는 개략적 시분어와 결합하여 “선행하는 시간어가 가리키는 시구간이 지나
는 동안 혹은 그러한 때”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시구간의 길이도 변화를 겪는다. ‘나
졀’이 “하루 낮 동안”, ‘반나졀이 “하루 낮의 반 동안”을 가리켰지만, 현대국어에 와서는 
가리키는 시구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어 각각 “하루 낮의 반 동안”, “하루 낮의 사
분의 일 동안”이 되었다. ‘半日’, ‘一晌’, ‘겻’ 등과 같은 유의 관계에 있는 시간어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어휘의 소멸 양상 및 이유

  어휘의 소멸과 관련한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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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일으킨 어휘들과는 달리, 현대국어 이전에 사어화한 어휘들은 유의 경쟁에서 패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 어휘들은 유의관계에 있던 시간어의 영향을 받아 그 의
미에 변화를 입었고, 그로 인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현대국어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사어화한 ‘엳, 부희여기, ㅎ, 저
우름날’과 같은 고유어들은 한자어 ‘只今, 昧爽, 季秋, 寅日’와의 경쟁에 패한 경우이다. 
반대로 ‘봄졀’, ‘졀’은 ‘節’의 차용어인 ‘철’이 결합한 ‘봄쳘’, ‘쳘’이 생겨남에 따
라 사어화하였다. ‘슻’은 ‘서리, 이, 즈’이 갖고 있는 여러 용법 중의 일부를 보여 
유의어들과의 경쟁에서 패함으로써 사어화하였고, ‘나조ㅎ, 나죄’는 근대국어 시기에 등
장한 ‘져녁’과 오랜 시간 경쟁하다가 결국 사어화하였다. 둘째, 사어화한 시간어들로는 
‘니건, 아설’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니-’, ‘앛-’와 같은 용언이 사어화함에 
따라 이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도 함께 사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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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요약 
  
  본고는 시간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의 시간 체계와 시간 
명사들의 형태 ․ 의미적 특징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국어의 시간 체계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그 체계는 어떤 통시적 변화를 보여 왔는지, 시간 명사들의 단어 형성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시기별로 보이는 특징들은 어떠한지, 각 시기별로 새
로이 출현 혹은 사어화하거나 의미 변화를 보인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휘의 
출현 및 의미 변화, 사어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를 2장에서 5장까
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간 명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시간 명사들을 판별해 내기 위하
여 시간의 여러 개념을 먼저 살펴보았다. 시간은 크게 물리적 시간, 심리적 시간, 연대
기적 시간, 언어학적 시간의 관점에서 그 개념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각 개념들
이 반영된 명사를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간 명사 중에서도 어휘 내적으
로 시간을 지시하는 속성을 갖는 것들을 논의 대상의 범위로 정하였다. 다음으로 시간 
명사의 목록에 포함될 어휘들의 문법적 지위를 판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우선 단어보
다 크거나 작은 문법 단위에 해당하는 시간 어휘들을 시간 명사에서 제외하였다. 그리
고 명사와 부사의 경계에 걸쳐 있는 어휘들 중 명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 
여러 논의에서 이들이 명사-부사 통용어로 일컬어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각 시간
어들이 통시적으로 보인 문법적 특징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시간 명사를 통해 한국어에서의 시간을 매기는 데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기준이 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하
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삼분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된 시구간을 일정한 길이의 
하위시구간으로 나누어 때를 매기는 시간 단위 체계이다. 또한 때를 매길 때에 기준이 
되는 시점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위 시간 명사를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누어 
살폈다. B유형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인 경우와 문
맥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거나 언급되고 있는 시점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 B1유형과 B2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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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나누었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삼분하는 체계에 속하는 시간 명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
뉜다. 첫째, ‘앞’, ‘뒤’, ‘前’, ‘後’와 같은 전후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기준시보다 이전 
혹은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어로 쓰이거나 시간어의 구성 성분으로 나타나는 경우, 
둘째, ‘向’, ‘來’와 같이 이동이나 이동 방향과 관련한 한자어 어근이 시간 명사의 구성 
성분으로 참여하는 경우, 셋째, 지시관형사 ‘이’, ‘그’, ‘저’와 시간 명사가 결합하여 형성
된 경우가 그것이다. ‘앞’이나 ‘前’과 관련한 시간 명사는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표현으로 쓰이며, ‘뒤’나 ‘後’와 관련한 시간 명사는 기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 표현으로 쓰인다. 한자어 어근 ‘向’이 구성 성분으로 참여한 시간 명사의 경우에
는 기준시, 특히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시점을 가리키며, 
한자어 어근 ‘來’이 구성 성분으로 참여한 시간 명사의 경우에는 기준시, 특히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시점을 가리킨다. 지시관형사 ‘이’와 ‘그’는 
기준이 되는 시점과 동일한 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준이 되는 시점이 무
엇인가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점과 문맥상에서 언급되는 시점 
모두를 기준시로 하지만, ‘그’는 문맥상에서 언급되는 시점만을 기준시로 하여 그와 동
일한 때를 가리킨다. 지시관형사 ‘저’가 시간명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 명사는 근대
국어 시기까지는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용례만이 나타났다. 그런데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졉’만이, 그 외에 ‘뎌
’ 등은 기준시와 동일 시점, 다시 말해서 화자나 문맥 상에서 언급하거나 가리키고 
있는 시점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시간 단위 명사를 이용하여 시를 매기는 체계는 크게 연, 계절, 월, 주, 일, 
시를 기준으로 한 것들이 있다. A유형에 해당하는 시간 체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시간 체계에서 사용되었던 시 매김 방식의 변화, 한자어와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의 선
호도 변화, 주칭 체계의 발달 정도의 변화를 찾아 볼수 있다. 개화기국어 시기에 서양
력, 태양력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국어의 시간 체계는 태양력을 바탕으로 한 ‘춘분’ 등
의 24절기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태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
로 크게 10간과 12지지를 이용한 체계, 각각의 시간 단위 명사들을 기본 단위로 하여 
수사를 선행 성분으로 취한 체계, 계절어나 개략적 시분어와 같은 시간 단위 명사에서
는 각각의 시구간을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을 사용한 체계로 나뉜다. 개화기국어 시기 
이후 계절어와 개략적 시분어를 제외한 모든 시간 단위 명사들은 각각의 시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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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을 기본 단위로 삼고 수사를 이용하여 때를 매기는 단순화된 체계를 가지게 되었
다. 개화기 국어 시기 이후로 한자어 계열의 시간 체계와 고유어 계열의 시간 체계가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이전 시기의 모습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계절어나 개략적 
시분어, 달의 공전주기와 관련한 일칭어와 같이 각각의 시구간을 나타내는 고유한 명
칭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고유어 계열의 쓰임이 더 우세해지는 반면 그 외의 시간 
단위 명사들의 경우에는 한자어 계열의 쓰임이 더 우세해진다. 마지막으로 주칭 체계
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양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은 ‘週’ 개념이 도입
되기 전인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칠일’, ‘닐웨’를 단위로 한 주 개념은 분명 존
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날수를 세는 용도로만 사용될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개화기국어 시기 이후에는 때를 매기는 단위로도 사용되게 되고 주에 속한 각 날을 일
컫는 명칭도 ‘요일’을 단위로 하여 생겨나게 된다.
  또한 비교적 체계적이라 할 수 있는 B1유형의 시간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반적
으로 한자어 계열의 시간어의 수가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의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
으며 화자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시점의 시간어가 이후 시점의 시간어보
다 더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 가장 특기할 만하다. 그런데 유독 일칭어의 경우에는 한
자어보다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가 더 잘 발달되어 있으며 기준시 이전 시점보다 이후 
시점의 일칭어가 더 발달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른 시간 단위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오
’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 ‘일’에 해당하는 고유어 계열의 일
칭어만은 이 시기에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다른 시간 단위 명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
게 시점이 속해 있는 ‘해’, ‘달’, ‘날’의 바로 다음을 가리키는 단위 시점어, 즉 ‘년(來
年)’, ‘월(來月)’, ‘일(來日)’에 대응하는 고유어 계열의 연칭어, 월칭어, 일칭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준이 되는 시간 단위 명사를 중심으로 바로 그 전 ‘날, , ’를 
가리키는 고유어 계열의 시간어가 ‘지난’과 같은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하여 형성되었
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보았다. ‘가다, 지나다’에 반대되는 ‘오다’를 구성요소로 가지게 
되면 '올'과 같은 모습으로 단위 시점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게 될 테
고 “올해”를 뜻하는 ‘올ㅎ’과 발음이 유사해서 이 둘이 통합하여 만들어내는 각각의 단
어들을 발음상으로 구별해 내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년(來
年)’, ‘월(來月)’, ‘일(來日)’에 대응하는 고유어가 발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
았다.
  마지막으로 이들 시 매김 체계로부터 한국인의 시간을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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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Evans & Green(2006: 92)의 시간 인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앞선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어들은 모두 ‘去, 지난’과 결합하여 형성되었고 기
준이 되는 시점보다 나중의 때를 가리키는 시간어들은 모두 ‘來’와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화자가 미래를 향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이동적 시간 인지모형(moving time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기준시보다 앞선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어에 ‘前’이 결
합되어 있는 경우나 시간을 삼분하였을 때에 ‘앒’이 기준시보다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 예들은 시간적 사건을 먼저 일어나는 것과 나중에 일어나는 것과 같이 상
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인식태도는 “시간적 순서 인지모형(temporal 
sequence model)”로 설명 가능하다. 그런데 ‘앒’과 관련한 시간 인식 태도는 개화기 국
어 시기에 일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근대국어 시기까지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
키던 ‘앒’이 개화기국어 시기부터 기준시 이후 시점을 가리키게 되는 것은 ‘앒으로’와 
같은 표현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 화자가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면서 이후에 도
달하게 될 목적지를 “앞”에 둔 상태로 그를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은 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전이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동적 자아 인지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말한 B1유형의 시간어가 각 단위 명사별로 기준시 이후 
시점보다 기준시 이전 시점이 더 발달되어 있거나 한자어 어근 ‘向’이 참여한 단어들이 
기준시 이전 시점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현상은 한국인의 시간 인식 태도가 미래보다
는 과거 지향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인식 
태도는 서양력, 태양력이 도입되는 시점과 비슷한 때인 개화기국어 시기에 일부 변화
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과거 지향적이었던 한국인의 시간 인식 태도가 
미래 지향적인 서양 문물이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앞’이 과거 시점보다는 미래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시간 명사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복합어 시간 명사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에 초점을 두고 복합어를 이루는 시간 명사를 크게 파생어와 합
성어, 통사적 결합어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먼저 이전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이행할 때
에 보이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어 형성 유형에 있어서 후기 중세국어에
서 근대국어 시기로 옮겨갈 때에는 합성어 중에서 [어근+명사] 유형에 속하는 시간어
들이 크게 늘어난다. 근대국어 시기에서 개화기국어 시기로 이행할 때에 보이는 변화
는 복합어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들의 문법적 지위가 변함에 따라 생기는 것들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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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하다’, ‘올다’와 같은 용언이 사어화하면서 이들의 관형사형인 ‘한’과 ‘온’이 각
각 접두사와 관형사로 문법적 지위가 변하게 되었고 이들이 구성요소로 쓰인 단어들의 
구조 분석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이전 시기에 명사의 자격을 가졌던 단어들이 
개화기국어 시기에서는 어근의 자격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예가 보인다. 현대국어 
시기에는 개화기국어에서 보인 단어 형성 유형의 특징들이 이어지면서 더 확대되는 특
징을 보인다. 이전 시기에 명사로 쓰였던 ‘새’와 ‘올’이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적 용법
만을 보이게 되었고, ‘녜+ㅅ’으로 분석되었던 ‘녯’의 후계형인 ‘옛’도 현대국어 시기엔 
관형사화하였다. 그 외에도 현대국어에 오면 ‘늦봄’과 같이 형용사의 어간이 명사에 직
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가 새로이 보이고 ‘신새벽’의 ‘신-’, ‘오동지, 오밤중’ ‘오-’
와 같은 유일형태소, 즉 그 성격을 알 수 없으면서 단어 형성에 참여한 예도 많지 않
은 것들이 더 늘어난다.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의미관계에 있어서는 ① 선행 성분이 후행 성분의 시역을 
한정하는 경우나 ② 후행 성분이 선행 성분의 시역을 한정하는 경우, ③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의 의미가 대등하게 결합한 경우, ④ 후행 성분이 의미상 잉여적으로 결합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접두 파생어, [관형사+명사] 외에도, [명사+ㅅ+명사]나 [명
사+명사] 중에서 선행 성분의 시간 단위와 후행 성분의 시간 단위가 일치하는 경우나 
후행 명사가 시간 어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어근+명사], 통사적 결합어는 
①에 해당한다. [명사+ㅅ+명사]나 [명사+명사]이면서 선행 명사는 시간 어휘이고 후
행 명사가 시간 어휘가 아닌 경우에는 ②에 해당한다. [명사+명사]에 속하는 시간 어
휘 중에서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동일한 시간 단위의 하위 계열을 이루면서 시구간
을 나누었을 때에 각각의 시구간 중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는 ③에 해당하고, 
선행명사와 전체 합성어의 의미가 일치하여 후행명사의 의미가 잉여적인 경우는 ④에 
해당한다.
  이들 복합어들이 보이는 의미 관계에 따라서 결합하는 구성 요소 중의 일부가 생략
되거나 탈락한 채로 결합하는 예들이 일부 합성명사에서 발견된다. 합성어 중 ‘ㅅ’이 
결합되어 있는 [명사+ㅅ+명사]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명사의 일부 종성이 생략된 채로 
결합한 예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의미의 잉여성을 기반으로 한다. 후행 명사
가 선행 명사와 같은 시간 단위 계열에 있으면서 그 의미를 잉여적으로 갖고 있어 후
행명사가 생략되어도 의미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사+명
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 단위에 속하는 시간어 중에서 순서상으로 선후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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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그 형태나 어원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선행명사의 형태가 변형을 입는다. 
그 외에 한자어에서도 음절수에 따른 형태 변형이 확인된다. 2음절 한자어와 1음절 한
자어가 결합하였을 때에 2음절의 한자어의 첫음절이나 후행하는 1음절 한자어가 생략
된 것이 관찰되었다. 1음절 한자어와 2음절 한자어가 결합하였을 때에는 후행하는 2음
절 한자어가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후행한자를 생략하고 단일어로 나타나기도 한
다. 이렇게 선행명사와 후행명사가 결합하면서 형태의 변형을 입은 시간어들은 모두 
의미상으로 후행 명사의 의미가 잉여적이거나 형태나 어원이 동일해 본래의 모습을 예
측하고 재구해 내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5장에서는 시간 명사들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이는 통시적인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는데 각 시기별로 새로이 출현하는 어휘와 의미의 변화를 보이는 어휘, 사어
화하는 어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휘의 출현에 있어서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서 근
대국어 시기로 이행하였을 때에 가장 많은 어휘들이 나타나는데 이들 출현 양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전 시기의 한글 문헌에서는 고유어로 번역되었으나 근대
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다시 한문 원문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후기 중세국어 시
기의 문헌에서는 한문 원문에 쓰인 한자어 시간 명사가 언해문에 그대로 사용되지 않
고 고유어로 언해되었다면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는 이들 고유어 시간명사의 대다수가 
한자어로 바뀌어 나타나게 된다. 둘째, 이전 시기에 일음절 한자어로 한문 원문이나 언
해문에서 나타나던 시간 어휘들이 ‘日’이나 ‘-節’과 같은 한자어휘와 결합하여 단어로 
나타난다. 이는 국어 문법에서 일음절 한자어가 단어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동일한 
계열의 의미를 가진 시간 단위 명사와 결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근대국
어 시기에 출현하는 어휘 중 다수가 처음 출현하는 시기에 있어서 어느 한 특정 문헌
-특히 편지글이나 외국어 회화서처럼 화자와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어 대화에 
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나 일기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건을 기
록해 놓은 글-에 편중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헌들에서 새로운 시간 어휘들이 주로 
발견되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대화를 하는 데에 있어서, 또 어떤 사건을 기록하
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근대국어 후기
에 이르면 이전 시기에 나타나는 시간 어휘들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내적구조나 의미 
계열에 속하는 어휘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신(新)-’이나 ‘’, ‘심(深)-’이나 
‘-졀(節)’이 결합하여 형성된 시간어들이 이에 속한다. 개화기국어 시기에는 현대국어
의 그것에 거의 일치하는 시간 단위 체계가 성립됨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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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들이 등장한다. 주칭(週稱) 체계나 ‘셰긔(世紀)’, ‘년(年代)’, ‘시(時), 분(分), 초
(秒)’ 체계와 관련한 어휘들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개화기국어와 현대국어 시기에는 
본래 “어느 때나 무렵”을 의미하는 의존명사나 의존명사와 같은 용법을 가진 자립명사
가 수관형사 혹은 시간 명사에 결합하여 시간어를 형성한 것들이 다수 나타나며 그 외
에도 어기가 되는 시간어에 접두성 어근이 결합함으로써 시간성이 더 강조되는 것들이 
다수 나타난다.
  시간 어휘의 의미 변화는 ① 다른 의미 영역에 속하는 단어가 시간의 의미도 갖게 
된 경우와 ② 반대로 시간어였던 것이 다른 의미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더 갖게 된 경
우, ③ 시간어가 갖고 있는 [시간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에 
속하는 대부분의 시간어들은 공간어로부터 파생되었는데 ‘앒, 뒤ㅎ, 젼(前), 후(後), 
이, 즈음, 틈, 녁’ 등이 있으며 서로 유의 관계에 있는 것들의 경우에 그 의미 변화의 
시기와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공간어로부터 파생된 시간어 외에 사물명사로부
터 파생된 것에는 ‘참(站)’이 있다. ②와 같은 통시적 의미 변화를 보인 것에는 ‘동안, 
, 아, 져녁, , 니’가 있다. 이 중에서 ‘동안’이나 ‘’은 문헌상으로 시간어로 쓰
이는 예가 먼저 보이고 후에 공간어로 쓰이는 용례가 나타나며 ‘아, 져녁’과 같은 개
략적 시분어와 “때”를 의미하는 ‘’로부터 파생된 ‘’와 ‘니’는 모두 시간어로 쓰이
던 것들로 개화기국어 시기에 이르러 이들이 시간어로서의 용법 외에 식사나 식사의 
횟수 등도 추가로 의미하게 되었다. ③의 의미 변화를 보인 것에는 ‘나잘’이 있다. ‘나
잘’은 본래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하루 낮 동안”과 같이 해당되는 시구간만큼의 시
간이 지속됨을 의미하던 것에서 “한낮”과 같은 시구간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고 후에 
“선행하는 시간어가 가리키는 시구간이 지나는 동안 혹은 그러한 때”를 의미하게 된다. 
한편 수관형사가 결합한 ‘나졀’과 ‘반나졀’은 각각 “하루 낮 동안”, “하루 낮의 반 동
안”의 시구간을 가리켰지만, 현대국어에 와서는 그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어 각각 “하루 
낮의 반 동안”, “하루 낮의 사분의 일 동안”이 되었다. 이는 유의 관계에 있는 시간어가 
영향을 준 결과이다.
  현대국어 이전에 사어화한 어휘들은 크게 유의 경쟁에서 패함으로써 사어화한 것과 
단어의 구성요소 중의 일부가 사어화함으로써 이에서 형성된 복합어 역시 사어화한 것
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들 중 ‘엳, 부희여기, ㅎ, 저우름날’은 
한자어와의 경쟁에서, ‘봄졀’, ‘졀’은 ‘졀’의 차용어인 ‘철’이 결합한 단어들과의 경쟁
에서 패함으로써 사어화하였으며, ‘슻’과 ‘나조ㅎ, 나죄’는 유의 관계에 있는 고유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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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패함으로써 사어화하였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니건, 아설’ 등이 
있다.

6.2. 의의 및 한계

  지금까지 시간을 주제로 한 국어학적 논의들은 주로 시제와 시간 부사에 치우쳐 있
거나 주로 현대국어나 현대국어 이전의 어느 한 시기를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대부
분이었다. 그로 인해 시간 명사를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간 명사 전반에 걸친 연구는 시간 부사나 시
제를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어 시간 체계의 특징과 그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한국인의 시간 개념을 고찰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어느 한 시기
만이 아닌 한글 문헌이 등장한 후기 중세국어 시기로부터 현대국어 시기까지의 역사적 
연구는 시간 개념에 대한 인식과 그를 반영한 시간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정리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시간을 주제로 한 국어학적 연구에서 
기초적인 작업에 불과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 세부 분야와 타 학문과 연계
된 국어학적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
닌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가 국어 연구의 한 축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서는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이 논문은 한글문헌만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문헌이나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계속 간행되었던 
문헌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이들 문헌들은 다양한 차자 표기의 시간 표현들
을 포함하고 있다. 한글 창제 이전의 고대국어나 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 자료의 
수가 한글 창제 이후의 문헌 자료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적은 수의 문헌이나마 
해독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문헌을 통해서 그 시기의 시간어나 시간 체
계를 파악하는 일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림유사>나 <조
선관역어>와 같은 문헌들에서 시간어들이 발견되고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차
자자료나 한문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시간어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본고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 시간 표현들 중 단어에만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이들 시간 명사가 참여하여 생겨나는 구문들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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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 명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시간 표현을 보이는 구나 절들이 있고 또한 이
른바 문법적 연어라고 하는 구성에서도 시간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어 층위를 넘
어서 구나 문장 층위에서의 시간 표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본고는 한국어로서의 시간 표현 및 시간어를 연구하는 것에서 그쳤지만 다른 언어
들과 비교하여 유형론적으로 한국어의 시간어나 시간 체계 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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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시간어의 목록

   시간 명사의 목록을 각각의 시간어가 가진 다양한 표기형과 함께 정리하여 가나다 
순으로 나타낸다.19) 

1. 시간 명사

ㄱ. 가배일(嘉俳日), 가월(嘉月), 가위, 가윗날, 가을날, 가을밤, 가을봄, 가을철, 각(刻), 간
밤, 개날, 개년(改年), 개동(開冬), 개월(個月), 개추(開秋), 객년(客年) 객세(客歲), 거
년(去年), 거번(去番), (거셰, 거세)(去歲), 거야(去夜), 거월(去月), 거일(去日), 겁(劫), 
(겨, 겨늘, 결, 결을, 계을, 겨를), (겨ㅎ, 겨슬, 겨올, 겨을, 겨, 겨ㅎ, 게을, 겨
으, 겨우, 겨울), (겨을날, 겨울날), 겨울밤, 겨울철, 결, (경, 경, 경각)(頃刻), (경
간, 경각간)(頃刻), (경쟈, 경자)(頃者), (경칩, 경츱, 경쳡)(驚蟄), 계동(季冬), 계명(鷄
鳴), (계츄, 계추)(季秋), (계츈, 계춘)(季春), 계하(季夏), 고금(古今), (고왕금, 고왕
금래)(古往今來), 곡우(穀雨), 공부(工夫), (과셰, 괘셰, 과세)(過歲), 구정(舊正), 구월
(九月), (구츄, 구추)(九秋), 국월(菊月), (그그럿긔, 긋그럿긔, 그끄러께), (그글픠, 그글
피), 그날, 그덧, (그럿긔, 글헉긔, 그러께), (그몸, 그뭄, 금음, 그믐), (그몸, 그믐, 
그믐, 금음, 그믐, 그뭄, 그믐께), (그몸날, 그뭄날, 금음날, 금음, 그믐날), 그
믐밤, 그믐칠야(--漆夜), (그, 그, 급, 긋긔), (그, 그, 급, 긋, 긋, 
, 그때), 그시(-時), (그이, 그사이), 그저긃픠, (그적, 그젹), (그젓긔, 고젓긔, 그젹
긔, 그젹게, 그저, 그젹, 그졋긔, 그저께), (그제, 그졔), (그, 그해), 근간(近間), 
근년(近年), (근, 근, 글, 근래)(近來), 근일(近日), (글픠, 글피), 금고(今古), (금
년, 금연)(今年), 금동(今冬), 금만(今晩), 금명(今明), 금명간(今明間), (금셕, 금석)(今
夕), 금소(今宵), 금시(今時), 금야(今夜), (금음밤, 그믐밤), 금월(今月), 금일(今日), 
(금, 금자)(今者), (금츄, 금추)(今秋), (금츈, 금추)(今春), 금하(今夏), (긋그적, 긋
그젹긔, 긋그젹, 그끄저께), (긋그제, 그끄제) (긔한, 긔, 기한)(期限), (긔년, 기년)
(朞年), (ㅎ, , ㅎ, 을, , 가올, 가울, 가, 가을), 졀, (기, 
기), (츈, 개춘)(開春), (두벽, 꼭두새벽), (ᄞᅵ니, 니, 끼니), 끼니때

ㄴ. 나날, (나잘, 나졀, 나절), (나조ㅎ, 나됴, 나죠ㅎ, 됴ㅎ, 조ㅎ, 죠ㅎ) (나죄ㅎ, 
죄), (나조곁, 나조ㅅ겻, 나좃겻, 나조겻ㅌ, 나조겻ㅎ, 낮곁), (내죵, 나죵, 나둉, 낭죵, 
죵, 죵, 나중), (나날, 나흔날, 나날, 나흘날, 나흗날), (나, 나, 나흘), (날, 

19) 하나의 어휘가 여러 개의 표기형을 갖고 있는 경우에 표기형 사이의 순서는 최초의 표
기형을 맨 앞에, 현대국어 형을 포함한 최후의 표기형을 맨 뒤에 쓰고 그 사이에 출현한 
표기형들은 가나다 순에 따라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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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랄, ), (날, 나, 나달), 납날, 납동(臘冬), 납삭(臘朔), 납월(臘月), 납평, (납향
날, 랍향날), (낮, 낟, 낫, 나읒, , ㅈ, ), (낮밤, 낫밤), 낮전(-前), (낫, 낮참), 
내주(來週), (냥, 양), (녀름, 녀, 녈음, 여롬, 여렴, 여, 여, 여람, 여럼, 여름), (녀
름날, 녀날, 여날, 여름날), (녁, 녘), 년(年), 년셰(連歲), (년월일, 연월일)(年月日), 
(년월일시, 연월일시)(年月日時), 네댓새, 년대(年代), 년도(年度), 년일(年日), (념간, 
염간)(念間), 염내(念內), (념일, 염일)(念日), 염전(念前), (념후, 염후)(念後), (녜, 
예), (녯날, 녜날, 옛날), 녯, 녯, (녯적, 녜적, 예적, 옛적), (뇽날, 용날), 누년(屢
年), 누년(累年), 누삭(屢朔), 누월(累月), 누일(累日), (뉵월, 뉴월, 류월, 유월)(六月), 
느날, 늦가을, 늦겨울, 늦여름, 늦저녁, 니건, (닐웨, 닐에, 닐헤, 일레, 일에,  일웨, 
일헤, 이레), (닐웻날, 닐에날, 닐웬날, 닐헤날, 일웬날, 이렛날), 닙담간, (, 내)(內), 
(두, 두, 내두, 래두)(來頭), (, , , 일, 일, 일, 日, 내일)(來日) 

ㄷ. 다년(多年), 다년간(多年間), (다새여새, 다엿쇄, 대여새, 대여쇄, 대엿새, 다엿쇄, 대엿
새), (다음, 암), 다음날, 다음번 단석(旦夕), 단오(端午), 단오날, 단월(端月), 담, (닷
쇄, 다쐐, 닷, 닷쌔, 댓쇄, 닷새), (닷쇈날, 닷샌날, 닷날, 닷샛날), 당금(當今), 당년
(當年), 당시(當時), (당야, 장야)(長夜), 당초(當初), (대낫, 대낮), 대보름(大--), (대
셔, 대서)(大暑), (대셜, 대설)(大雪), 대소월(大小月), 대한(大寒), (덛, 덧), (뎌, 덧
, 뎌, 뎟, 져, 졉, 접때), (져녁, 저력, 젼역, 전역, 제넉, 져력, 져역, 졔녁, 제
력, 젼역, 젼녁, 젼악, 졔역, 저녁), (뎌, 뎌, 뎌), (뎌적, 뎌뎍, 뎌젹, 져뎍, 져젹), 
뎌뎍, (뎌제, 져제, 저제), (뎌즈, 뎌주, 뎌주움, 뎌주움, 뎌즈음긔, 뎌즈음
, 뎌즘긔, 뎌즘, 뎌즘음, 뎌음긔, 뎌음, 뎌긔, 뎌, 져졈게, 져주움, 저
즈음게, 저즈음긔, 저즘, 져즈음게, 져즈음계, 져즈음긔, 져즈음, 져즘게, 져즘긔, 져
즘, 져음긔, 져긔, 져, 져의, 저즘게, 져지음긔, 저즘께), (뎌즘, 저즘), 도월
(桃月), 돌, (돋날, 돗날), 동(冬), 동섯, 동기(同期), 동년(同年), 동시(同時), 동안, 동
야(冬夜), 동야(同夜), 동월(同月), 동일(冬日), (동졀, 동절)(冬節), 동지(冬至), 동지섣
달(冬至--), (짓날, 동지날), (동지, 동지, 동지ㅅ, 동지, 동짓달), 동천(冬
天), (됴셕, 조석)(朝夕), (됴모, 조모)(朝暮), (뒤ㅎ, 뒤), (듀야, 쥬야, 주야)(晝夜), 
(듕, 즁, 중)(中), (듕삭, 중삭)(仲朔), (듕츈, 즁츈, 중춘)(仲春), (듕하, 즁하, 중하)(仲
夏), 등시(登時), 등시(等時), (디, 지), (디금, 지금)(只今), 디제, (모, 단모)(旦暮), 
(슈, 달수)(-數), (, 달), (날, 닭날), , (우리, 달구리) 

ㄹ. (류두, 뉴두, 유두)(流頭), (류두일, 유두일)(流頭日), (립동, 닙동, 입동)(立冬) (립츄, 
닙츄, 입추)(立秋), (립츈, 닙츈, 입춘)(立春), (립하, 닙하, 입하)(立夏), (년, 년, 래
년, 내년)(來年), (월, 월, 내월)(來月)

ㅁ. (마, 듸, ), (마막, 즈막, 마지막), 만, 만간(晩間), 만기(晩期), (만졀, 만
절)(晩節), (말, )(末), 말복(末伏), 말, 망(望), 망간(望間), 망일(望日), (망죵, 
망종)(芒種), 매단(昧旦), 매분(每分), 매시(每時), 매시간(每時間), 매야(每夜), 매일없
이, 매초(每秒), 매해, (며츨, 멷츨, 몃츨, 몃, 메칠, 며칠), (며날, 몃날, 며칟날), 



- 245 -

명년(明年), (명됴, 명조)(明朝), 명일(明日), 명절(名節), 명절날, 명효(明曉), 모년(某
年), (모, 모러, 모뢰, 모릐, 모레), 모월(某月), 모일(某日), 목금(目今), 묘시(卯時), 
묘일(卯日), (무근, 묵은해), 무렵, 문, 물, (믄동, 먼동), (미, 미래)(未來), 미시(未
時), 미명(未明), 미일(未日) (날, 마날)(馬-), (일, 마일)(馬日), ㅎ, 
, (년, 매년)(每年), (달, 매달)(每-), (삭, 매삭)(每朔), (상, 매상)(昧爽), 
(, 일, 마일, 일, 매일)(每日), (월, 매월)(每月), (쥬, 매주)(每週), 날, 
(동, 맹동)(孟冬), (하, 맹하)(孟夏) 

ㅂ. 반공일(半空日), 반공일날(半空日-), 반날(半-), 반년(半年), (반, 반달)(半-), 반밤
(半-), 반삭(半朔), (반셰, 반세)(半歲), 반소(半宵), 반야(半夜), 반야삼경(半夜三更), 
반오(半午), 반향(半晌), 밤, (밤낫, 밤낟, 밤낮), (밤, , 밤듕, 밤ㅅ中, 밤ㅅ듕, 밤
ㅅ즁, 밤즁, 밤중)(-中), 밤저녁, 밥, (밥, 밥때), 백로(白露), 범날, (보롬, 보, 보
름), (보롬날, 보날, 보, 보름날), (보롬, 보롬긔, 보름, 보긔, 보, 보
끠, 보, 보, 보름께), 복(伏), 복날(伏-), 본년(本年), 본월(本月), 본일(本日), 
봄, 봄가을, 봄날, 봄문, 봄밤, 봄여름, 봄졀, (봄쳘, 봄철), 불수년(不數年), 불수일간(不
數日間), 불원간(不遠間), 불일간(不日間), (불일, 불일내)(不日內), (븐, 분)(分), 부
희여기, 비래(比來), (암날, 뱀날), (노, 백로)(白露), (오, 백오)(百五), (일, 
백일)(百日), (죵, 백종)(百種), (쥬, 듀, 주, 백주)(白晝), (, ), (, , 
, , 께), (, , , 끼), (니, 니, 끼니), (, , , , , 때),  

ㅅ. (사나, 사나, 사날, 사나흘), 사시사철(四時四-), 사일(巳日), (사쳘, 사철), (사, 
사, 흘, 살흘, 사흘), (사날, 사날, 사흗날), 삭(朔), 삭(朔), 삭망(朔望), (삼, 
삼경)(三更), 삼경반야(三更半夜), 삼명일(三明日), 삼동(三冬), (삼잰날, 삼짇날), (삼
츄, 삼추)(三秋), (삼츈, 츈, 삼춘)(三春), 삼칠일(三七日), 삼하(三夏), 삽시(霎時), 삽
시간(霎時間), (삿기낫, 새끼낮), 상고(上古), 상년(上年), (상슌, 상순)(上旬), 상오(晌
午), (상원일(上元日), 상월(霜月), 상한(上澣), (샹강, 상강)(霜降), (샹원, 상원)(上元), 
(새박, 사벽, 벽, 벼, 새, 벽, 박, 새벽), (새배, , 사볘, 새볘, 새, 베), 
새벽녘, (, 새해), (샹년, 상년)(上年), (샹한, 상한)(上澣), 석년(昔年), 석세(昔歲), 
셕역(夕-), 선년, 섣달그믐, 설, 설밑, (섨날, 셜날, 설날), (섯, 서, 섯, 서, 셧
달, 섣, 셧달, 셧, 섣달), 성기(星期), 성동(盛冬), 성하(盛夏), 세기(世紀), (셕년, 석
년)(昔年), (션년, 선년)(先年), (셰말, 세말)(歲末), (셰밋ㅊ, 셰미ㅎ, 세밑), (셰시, 세
시)(歲時), (셰초, 세초)(歲初), (셍야, 성야)(星夜), (쇼경, 소경)(少頃), (쇼날, 소날), 
(쇼만, 소만)(小滿), (쇼셔, 소서)(小暑), (쇼셜, 소설)(小雪), (쇼한, 소한)(小寒), 수릿
날, 숙년(宿年), 숙석(宿夕), 순시각(瞬時刻), 술일(戌日), (슈삭, 수삭)(數朔), (슉셕, 숙
석)(夙昔), (슉야, 숙야)(夙夜), (슌, 순)(旬), (슌간, 순간)(旬間), (슌여, 순여)(旬餘), 
(슌일, 순일)(旬日), (슐시, 술시)(戌時), (스므날, 슴으날, 스무날), (슻, 슷), 시(時), 시
간(時間), (시, 시극, 시, 시걱, 시각)(時刻), (시샹, 시상)(時常), 시월(十月), 시일
(時日), (시졀, 시절)(時節), (시, 시재)(時在), 식경(食頃), 식시(食時), (신, 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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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刻), 신년(新年), 신새벽, (신셕, 신석)(晨夕), (신셰, 신세)((新歲), 신시(申時), 신원
(新元), 신일(申日), (신졍, 신정)(新正), (신츄, 신추)(新秋), (신츈, 신춘)(新春), 신후
(申後), 심야(深夜), 심츄(深秋), (십, 십재)(十載), (경, 사경)(四更), (巳各), 
(명일, 샤명일, 사명일)(四名日), (시, 사시)(四時), (, 이, 이, 의, 니, 
히, 이, 사이), (졀, 사절)(四節), (복, 삼복)(三伏), (달, 새달), (음, , 
츰, 쯤), (, 틈), (, 일)(日) 

ㅇ. 아닌밤, (아래, 아, 알, 알에), 아릇문, 아침결, 아침나절, 아침녘, 아침참, (아설, 아
설), (아설날, 아섯날, 아츤설날, 아설날), 아설날밤, (아, 아츰, 아참, 앗, 
, 아뎍, 아적, 안, 아쳑, 아젹, 아침), (아나조ㅎ, 앗나조, 아나죄), (아져
녁, 아침저녁), (아래, 아흐래, 아흐레), (아랜날, 아흐렛날), 안날, (안ㅎ, 안), 안해, 
(앒, 압ㅎ, 앏ㅎ, 앞ㅍ, 앞ㅎ, 앞), 애저녁, (야, 야간)(夜間), 야경(夜更), 야반(夜半), 
야밤(夜-), 양월(陽月), (어나이, 어느새), (어니날, 어날), (어느, 어), (어느
적, 어적), (어느제, 어나졔, 어늬제, 어제), (어덧, 어느덧), 어둑새벽, 어슴새벽, 
(어름, 어, 어슬음, 어슬음, 어, 어으름, 어음, 어, 어스름), (어젓긔, 어저, 어
적게, 어저께), (어제, 어재, 어졔, 어, 어져), (어날, 어졔날, 어젯날), (어젯밤, 어
밤), 언머덧, (언제, 언, 언졔, 언져, 은졔), (얼넌덧, 얼런덧, 어덧), 엊그저께, (엇그
제, 엇그져, 엇그졔, 엊그제), 엊저녁, 여닐웨, (여래, 여애, 여드, 여드의, 여드레), 
(여랜날, 여드렛날), 여름밤, 여름철, 여시(餘時), 여일(餘日), 엿샛날, 영일(另日), 영
일(永日), 여래아흐래날, 엳, (열, 열흘), (염쇼날, 염소날), (엿쇄, 여쇄, 여쐐, 엿, 
엳쇄, 엿새), (엿쇗날, 엿쇈날, 엿샌날, 엿샛날), 예니레, 오(午), 오간(午間), (오, 오
경)(五更), 오경두(五更頭), 오(五時), (오뉵월, 오뉴월)(五六月), 오늘내일, (오, 오
날, 오늘), (오날, 오날, 오날, 오날, 오놀날, 오늘날), (오밤, 오밤, 오늘밤), 
오동지(-冬至), 오말(午末), 오밤중(--中), 오시(午時), 오월(五月), 오일(午日), 오전
(午前), 오정(午正), 오중(午中), 오초(午初), 오후(午後), (온날, 왼날, 왼), (온밤, 왼
밤), (온종일, 왼종일), (왼, 온해), (올ㅎ, 올을, 올가을), 올ㅎ, (올, 올해), 
(옰겨을, 올겨울), (옰녀름, 올녀름, 올여름), (옰봄, 올, 올봄), 왕년(往年), 왕일(往
日), (요, 요이, 요사이), (요조, 요조, 요조, 요주, 요조옴, 요조움, 요주
움, 요, 요즈음), 요제, 우명일(又明日), (우슈, 우수)(雨水), 원월(元月), 월(月), 월
여(月餘), 월일(月日), 유년(有年), 유시(酉時), 유일(酉日), 윤날(閏-), 윤년(閏年), (윤
, 윤달)(閏-), 윤월(閏月), 윤일(閏日), (이날, 이), 이듬날, (이듬, 이듬해), (이
암, 이다암, 이다음), (이, 이담), 이래(以來), (이마작, 이마, 이마적), 이번, 이, 
(이사, 이사흘, 이사), (이이, 이이, 이사이), (이, 입, 잇, 잇, 이때, 입
때), (이적, 이젹), (이젼, 이전)(以前), (이졔, 이재, 이, 이제), 이졧날, 이즈음 이터, 
(이틀, 잇틀, 이, 잇), (이틄날, 이날, 이틋날, 이튼날, 이날, 니튼날, 이튼, 읻
튼날, 잇틀날, 잇날ㅎ, 잇날, 잇튼날, 잇흔날, 잇흔, 이튿날), (이, 이해), 인일(寅
日), 인일(人日), (인졔, 인, 인제), (읻, 잇, 이태), (일됴, 일조)(一朝), 일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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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일일(日日), 일일일야(一日一夜), (일젼, 일전)(日前), 일후(日後), 임시(臨時), 입
동(立冬), 입하(立夏) 

ㅈ. 자일(子日), 작금(昨今), 작년(昨年), 작동(昨冬), (작됴, 작조)(昨朝), 작세(昨歲), (작
셕, 작석)(昨夕), 작야(昨夜), 작일(昨日), (잠, 간, 잠간, 잠관, 간, 잔간, 간, 잠
깐), 잠시(暫時), 잠시간(暫時間), 잡순(帀旬), 장도막(場--), 장반(將半), 장야(長夜), 
(쟝, 장래)(將來), (쟝일, 장일)(長日), 저녁녘, 저녁참, 저번, (저우룸날, 저우름날), 
저제, (적, 쩍, , 젹, , 뎍), 적일(積日), 적일백천(赤日百千), 전년(前年), 전번(前
番), 전세(前歲), 전재(前載), 전전(前前), 전주(前週), 전해, 전후(前後), 점심, 점심나
절, 점심때, 점심시간, 점심참, 접때, 정각(正刻), 정시(定時), 정이월(正二月), (젼, 전)
(前), (졈, 점)(點), (제, 졔), (져녁, 저녁), (젼녁나잘, 저녁나절), (져녁, 젼역, 젼
녁, 저녁때), 져년ㅎ, (져뎍, 져적), 져졍, (젹년, 적년)(積年), (젹셰, 적세)(積歲), 
(젼, 전)(前), (젼년, 전년)(前年), (젼두, 전두)(前頭), (절긔, 절기)(節氣), (졀일, 절
일)(節日), (졉, 접때), 졍게, (졍됴, 정조)(正朝), (졍삭, 정삭)(正朔), (졍오, 정오)
(正午), (월, 졍월, 정월)(正月), (졍일, 정일)(正日), (졔석, 제석)(除夕) 조년(徂年), 
조신(早晨), 조조(早朝), 조조(朝朝), (조, 조차)(造次), 종일(終日), (죠셕, 조석)(朝
夕), (죵시, 종시)(終始), 주(週), 주간(週間), 주말(週末), 주야(晝夜), 주일(週日), 주초
(週初), 중복(中伏), 중양(仲陽), 중양절(重陽節), 중추절(仲秋節), 쥐날, (쥬년, 주년)
(周年), (쥬소, 주소)(晝宵), (즁야, 중야)(中夜), (즁양, 중양)(重陽), (즁원, 중원)(中
元), (즈, 주, 즈음, 암, 주움, , 쥬음, 지음, 져음, 제음), 즉금(卽今), 즉시(卽
時), (즉일, 즈일)(卽日), 즘, 지금(只今), (지, 지달, 지난달), 지난밤, 지난번, 지
난여름, 지난해, 지월(至月), (지지, 지지난달), 직금(卽今), 직급, 진일(盡日), 진일
(鎭日), 진일(辰日), 진종일(盡終日), (고급금, 자고급금)(自古及今), (시, 자시)(子
時), 간시, (시, 잠시)(暫時), (명년, 재명년)(再明年), (명일, 재명일)(再明日), 
(작, 재작)(再昨), (작년, 재작년)(再昨年), (작야, 재작야)(再昨夜), (작일, 
쟉일, 재작일)(再昨日), (, , 짬)

ㅊ. 차(次), 찰나(刹那), 참, 창월(暢月), 처서(處暑), (처, 처, 쳐, 쳐엄, 처, 쳐음, 
음, 처음), (쳐셔, 처서)(處暑), 첫날밤, 첫겨울, 첫새벽, 첫어스름, (첫어름ᄢᅵ, 첫
어으름ᄢᅵ), 첫여름, (첫, 첫해), 청명(淸明), (쳠, 첨), (쳣가을, 첫가을), (쳥명날, 청
명날)(淸明-), (쳥신, 청신)(淸晨), 초(初), 초가을, 초겨울, 초경(初更), 초나흘, (초나
날, 초나흔날, 초나흗날), (초닐웬날, 초닐원날, 초니엣날, 초닐웬날, 초이렛날), (초다
쇈날, 초닷샌날, 초다샌날, 초닷쇈날, 쵸닷날, 초닷샛날), 초다엿쇄, (초닷, 초닷새), 
초두(初頭), 초복(初伏), 초사흘, (초사흔날, 초사날, 초사흗날), 초삭(初朔), (초슌, 초
순)(初旬), (초, 초생, 초승)(初生), 초아흐레, 초아흐랫날, 초어스름, 초여닐웨, (초여
랫날, 초여랜날, 초여앳날, 초여래날, 초여애날, 초여드렛날), 초여름, 초열흘, 
(초열흘날, 초열흔날), (초엿샌날, 초여샌날, 초엿쇈날, 초엿샛날), 초이레, 초이렛날, (초
이날, 초이튼날, 초이튿날), (초져녁, 초젼역, 초저녁)(初--), (초츄, 초추)(初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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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팔일, 초파일)(初八日), (초하, 쵸하)(初夏), 초혼(初昏), (초, 초ㄹ, 초하로, 초
로, 쵸하루, 초하루), (초날, 초날, 초날, 초로날, 초날, 초하룻날), 
촌각(寸刻), 촌음(寸陰), 추(鞦), 추분(秋分), 춘분(春分), 축일(丑日), (츈, 춘)(春), 춘
추(春秋), 춘하(春夏), 춘하추동(春夏秋冬), (츄, 추)(秋), (츄간, 추간)(秋間), (츄긔, 추
기)(秋期), (츄동, 추동)(秋冬), (츄량, 추량)(秋涼), (츄분, 추분)(秋分), (츄셕, 추석)
(秋夕), (츄야, 추야)(秋夜), (츄일, 추일)(秋日), (츄졀, 추절)(秋節), (츄후, 추후)(追
後), (츈문, 춘문)(春-), (츈분, 춘분)(春分), (츈소, 춘소)(春宵), (츈야, 춘야)(春夜), 
(츈양하일, 춘양하일)(春陽夏日), (츈일, 춘일)(春日), (츈졀, 춘절)(春節), (츈하, 춘
하)(春夏), (칠셕, 칠석)(七夕), (칠셕날, 칠석날)(七夕-), 칠야(漆夜), 칠월(七月) 

ㅋ. [예 없음]
ㅌ. (톧기날, 토끼날), (튝시, 축시)(丑時)
ㅍ. 팔월(八月), 팔월, (편, 편각)(片刻), 편시(片時), 평단(平旦), 평명(平明), (평셕, 평

석)(平昔)
ㅎ. 하(夏), 하간(夏間), 하루낮, 하루하루, 하야(夏夜), 하오(下午), 하완(下脘), 하일(夏日), 

(하졀, 하절)(夏節), 하지(夏至), 하추간(夏秋間), 하한(下澣), 한가위, (한겨을, 한겨울), 
(날, 한날), 한낮, 한로(寒露), 한밤, 한밤중, (한설날, 한섯날, 한선날), 한식(寒食), 
(寒食날, 한식날), 한여름, 한로(寒露), 한일(限日), 한즈음, 한즈음게, 한참, 해일(亥日), 
향년(向年), (향, 향래)(向來), 향일(向日), (향, 향쟈, 향자)(向者/嚮者), 협순(挾旬/
浹旬), 혜음, 호홀, 혼야(昏夜), 회일(晦日), 효신(曉晨), 후(後), 후년(後年), 후망(後
望), 후제, 훗날, (훗보롬, 훗보름), 훗, 희월(喜月), (, ㄴ, ㄹ, 하로, 로, 할
ㄴ, , 르, 로, 오, 할의, 하루), (날, 로날, 하룻날), (밤, 로밤, 
롯밤, 밤, 밤, 하로밤, 하룻밤), (아, 아, 하로아, 로아, 하로
앗, 하루아침), (겻, 한겻), (나잘, 한나절), (날, 한날), (, , 한, , 
한때), (, ), (시, 한시)(-時), 적, (창, 한창), (, 해), 해거름, 날, 해
종일, (일, 해일)(亥日), 낫 

<부록 2> 시간어의 목록(시대별 출현 표기형) 

  부록에서 제시하는 시간어 어형 목록은 동일한 단어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기형을 시
대별 출현 유형에 따라 괄호로 묶어 가나다순으로 제시한다. 앞서 3장에서 보였던 시
간어 표기형의 시대별 출현 유형을 다시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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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세 근  대 개 화 기 현 대
유형 ①-1
유형 ①-2
유형 ①-3
유형 ①-4
유형 ②-1
유형 ②-2
유형 ②-3
유형 ③-1
유형 ③-2

유형 ④
<시간어 표기형의 시대별 출현 유형>

유형①-1(각, 刻) (거월, 去月), (겁, 劫), 更點, 古今, (구월, 九月), 그날, 그믐날, 그적, 그
제, (근간, 近間), 近年, 近來, 今春, 期限, 날, 날포, 臘月, 낮, 內, 來日, (년, 年), 多
年, 端午, (당시, 當時), 冬日, 冬至, 뒤, 때, 만, 晩節, (매일, 每日), 孟冬, (명일, 明
日), 暮春, 卯時, (무시, 無時), 미시, 未來, 반날, 밤, 밤낮, 白晝, 보름, 보름날, 本月, 
봄, 사이, 사흘, (삭망, 朔望), 三更, 三冬, 三秋, 三七日, 上元, 上澣, 설, 섣달, 수릿날, 
夙夜, 旬, 戌時, (시, 時), (시월, 十月), 時日, (시절, 時節), 食時, 안, 어제, 언제, 열
흘, 엿새, 예, 午時, 오경, 오늘, (오월, 五月), (월, 月), 酉時, 이날, (이래, 以來), 이
번, 이제, 이틀, (일, 日), 立春, 子時, 잠간, 暫時, 將來, 長夜, 적, 前, 前年, 點, 正月, 
正朝, 제, 朝暮, 朝夕, 造次, 終始, 終日, 晝夜, 中夜, 仲春, 仲夏, 즈음, 卽今, (즉시, 卽
時), 卽日, 刹那, 初生, 初八日, 寸陰, 春夏秋冬, 七夕, (칠월, 七月), 틈, (팔월, 八月), 
片時, 平明, 平昔, 夏日, 寒食, (하지, 夏至), 向來, (후, 後) 

유형①-2 겨, 겨을, 그뭄, 그믐, 그, 긔, 을, 나잘, 나죵, 낫만, 낫, (녀름, 녀), 
녜, 녯날, 뉴월, , (년, 년), (일, 일), 립츈, 됴셕, 듕, , 막, , 
일, 반, 밤낫, 밥, 보롬, 보름, 봄쳘, , 섯, 슌, 시졀, (이, 이), 시, 
졀, , (아, 아츰), 안ㅎ, (어젓긔, 어저), 엇그제, (오, 오날), 오날, 오밤, 
올, 요이, 이, 이듬, 이젼, 이졔, 이틋날, 이튼날, 이, 잠, 젼, 젼년, 졍월, 
졍일(正日), 졔, 쳐엄, 초, 초열흘날, (寒食날, 한식날)

유형①-3 (겨올, 겨, 겨, 겨ㅎ), 그몸날, (그, 그), 그젓긔, (ㅎ, , 
ㅎ), 기, 나날, 나, 나조ㅎ, 나죄, 내죵, (나, 랄), 낫밤, 來年, 념일, 녯, 뉵
월, 월, 니건, (닐웨, 닐에), 닐웬날, 닙츈, 일, 닷쇄, 덛, 뎌, 동지, 듀야, 디, 
며츨, (모뢰, 모), 문, 밤, 보롬날, 보, (보, 보롬), (, , , ), (, 
), 사나, (사, 사), 사날, 새박, 새배, (서, 섯), 섨날, 스므날, 스므엿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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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슷, (시걱, 시), (아래, 아), 아모제, (아설날, 아셧날), (아나조ㅎ, 아
나죄), 아젹, 아래, 아랜날, (앏ㅎ, 앒), 어느, 어느적, (어느제, 어늬제), 어으름, 
어재, 여닐웨, 여래, 여랜날, 열아랜날, 열, 열날, (엿쇄, 여쇄), (엿쇗날, 
엿쇈날), 午, (오경두, 五更頭), 오날, 오밤, 올ㅎ, 옰봄, 이, 이적, 이날, 간, 
져년ㅎ, 월, 처, 첫어으름ᄢᅵ, 초나날, 초닐웬날, 초여랜날, (초, 초ㄹ), 
(초날, 초날, 초날), 한설날, (ㄴ, ㄹ), 아, 날, 밤, 
, 

유형①-4 (겨, 겨슬), 그믐, 그저긃픠, 고젓긔, , 기, 나조곁, 나, (날, 나
), 낟만, 낫맛감, 류월, 닐웨, 닐웻날, (, , ), 다새여새, 다쐐, (뎌즈
, 뎌주), 짓날, , , 며날, , ㅎ, 처, , (밤, 
, 밤ㅅ中), 밥, 부희여기, , , 사나, 사날, 삼, 서, 스므이날, 슻, 
시극, , , , 아섯날, 앗나조, (알, 알에), (어름, 어), 여애, 여쐐, 
엳, 오, (오날, 오날), 요, (요조, 요조, 요조, 요주), 요제, 이사, 
(이틄날, 이날, 이날), 읻, (저우룸날, 저우름날), 쩍, 졔, (즈, 주, 암), 
(처, 처, 쳐), 첫어ᅀᅳ름ᄢᅵ, 초닐원날, 초다쇈날, 초다엿쇄, 초이날, 한겨을, 
(한섯날, 한선날), 아 

유형②-1 가을, 간밤, 開春, (거년, 去年), (거번, 去番), (거야, 去夜), 거일, 겨울, 결, (경
칩, 驚蟄), (계명, 鷄鳴), 계춘, 고금, 古往, (곡우, 穀雨), 過歲, 九秋, (국월, 菊月), 그
덧, 그시, 근년, (근일, 近日), 글피, 금고, (금년, 今年), 今來, (금명간, 今明間), 今夕, 
(금시, 今時), 今夜, (금월, 今月), (금일, 今日), 朞年, 나흘, 납월, (납평, 臘平), 來月, 
年日, 念間, (누년, 屢年), 流頭, 다년, 旦暮, 단오, 달포, 닷새, (당금, 當今), (당년, 當
年), 대보름, 大雪, (대한, 大寒), 덧, 돌, 동안, (동월, 同月), (동일, 同日), 동일[冬
日], 동지, 登時, 馬日, 末伏, (망일 望日), 芒種, 每年, 每月, (명년, 明年), 明朝, 명효, 
(모년, 某年), (모월, 某月), (모일, 某日), 목금, 묘시, (미명, 未明), 未時, (반년, 半
年), (반야, 半夜), (반오, 半午), (반향, 半晌), 白露, 복날, 本年, (본일, 本日), 봄날, 
四更, 사나흘, 四名日, (삭, 朔), 삼경, 삼동, 삼명일, 三春, 삼칠일, (삼하, 三夏), (삽
시, 霎時), (삽시간, 霎時間), 霜降, 上年, 上旬, 晌午, 상원, 昔年, (상원일, 上元日), 
새벽, 설날, 歲末, 歲時, 小滿, 小雪, 小寒, 旬望間, 시일, 식경, 新年, (신시, 申時), (심
야, 深夜), 十載, 아침, (야경, 夜更), (야반, 夜半), 어스름, 어젯밤, 여드레, 여름, 連
歲, 念間, 念日, 念後, (오간, 午間), 五更, 오시, (오후, 午後), 올봄, (왕일, 往日), 雨
水, 월여(月餘), (원월, 元月), 유시, (윤월, 閏月), 이즈음, 立秋, 立夏, 日後, 自古, 及
今, (작년, 昨年), (작동, 昨冬), 昨夕, (작야, 昨夜), (작일, 昨日), 장반, 再明年, 再昨
年, 再昨日, 저녁, 積年, 積歲, 前頭, 前番, 節氣, 정월, 조만간, 종일, 中伏, 重陽, 中元, 
仲秋, (즉금, 卽今), 즉일, 지, 지월, 찰나, 참, 처음, 處暑, 淸晨, (초경, 初更), 初伏, 
秋分, 초칠일, 초팔일 초하, (초혼, 初昏), 秋期, 秋分, 秋夕, 追後, 春分, 春日, 春夏, 
丑時, (칠야, 漆夜), 片刻, 평명, 하한, 한식, 향일, 亥日, 혼야, (회일, 晦日) (후년,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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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後來, 후제, 훗날
유형②-2 결을, 경, 경쟈, 구츄, 그글픠, (그뭄날, 금음날), 그이, (그, 그), 그젹긔, 

그졔, (근, 근), 금셕, 금음, 금음, 긋그제, 긔한, 츈, 나졀, 나흔날, 납향날, 
(냥, 양), 년일, 념간, 념일, 녯, 녯적, 닐헤, , 죵, 단오날, 닷샌날, 닷, 대셜, 
뎌녁, 동지날, (동지, 동지ㅅ), 디, , , 포, 류두, 립동, 립츄, 립하, 월, 
(마, 듸, ), 망죵, 멧날, 모츈, 미, (밤ㅅ즁, 밤즁), 보날, 불일, 죵, 
쥬, (사벽, 벽, 벼, ), 삼츄, 삼츈, 샹원, (샹년, 上年), 셍야, 셧달, 셰말, 셰시, 
셰초, 쇼셜, 쇼한, (순시각, 瞬時刻), 슈삭, 슉야, 슌간, 슐시, 시, (심야, 深夜), 경, 
의, 흘, 달, (아참, 앗, ), 아흐래, 압ㅎ, (어니날, 어날), 어졔, 어날, 
(언, 언졔), 여, 엿, 온날, 요조옴, 우슈, 이암, 이, (이마작, 이마), 이
이, 이, 이재, 일됴, 일슌, 일웬날, 일칠일, 일헤, 일젼, 일후, 잇틀, (잇튼날, 잇흔날), 
잇, (전역, 제넉, 져녁, 져역, 졔녁), 져즘, 젹, 젹년, 젼번, 젼역, 졀일, 졉, 졍오, 
죠셕, 죵시, (쥬년, 周年), 쥬야, 쥬음, 즁양, 즁츄, 즁하, 직금, 시, 간, 시 명
년, 명일, 작년, 작일, 쳐음, 음, (초두, 初頭), (초여랫날, 초여앳날), (초
하로, 초로), 초로날, 초슌, 츄동, 츄분, 츄셕, 츄후, 츈일, 츈분, 츈하, 칠셕, 편시, 
평셕, (하로, 로), 하로앗, 한식날, (향년, 向年), 향, 향, 로날, 로밤, 
겻, 나잘, , 창   

유형②-3 (가올, 가울, 가), (거셰, 去歲), (게을, 겨으, 겨우), (겨늘, 계을), 겨을날, 경
간, 경쳡, 고왕금, (공부, 工夫), 괘셰, (궁납, 窮臘), (그그럿긔, 긋그럿긔), (그럿긔, 
글헉긔), 그몸, (그믐, 그몸, 그뭄), 글, 글픠, 금음밤, (급, 긋긔), (급, 긋
, 긋, ), (긋그적긔, 긋그적, 긋그져, 긋그젹긔), 졀, (나됴, 됴ㅎ), 
(나둉, 낭죵, 죵), (나읒, 낟, , ㅈ, ), 나졀, (나조ㅅ겻, 나좃겻, 나조겻ㅌ, 나
조겻ㅎ), 나날, (납동, 臘冬), (녀름날, 여날), 년셰, (녈음, 여롬, 여렴), 념후, 
녜날, 뉴두, 느날, (니튼날, 이튼, 읻튼날, 잇틀날, 잇날ㅎ, 잇날), 닐에날, 닙
담간, 닙동, 닙츄, 닙하, (조ㅎ, 죠ㅎ), 죄, 포, 두, (다엿쇄, 대여새, 대여쇄, 
대엿새), 닷쇈날, (닷쌔, 댓쇄), 당야, 대엿새재, (덧, 뎌, 뎌, 뎟, 져, 졉), 
(뎌, 뎌), (뎌적, 뎌젹, 져뎍, 져젹), (뎌제, 져제), (뎌주움, 뎌주움, 뎌즈음긔, 
뎌즈음, 뎌즘긔, 뎌즘음, 뎌음긔, 뎌음, 뎌긔, 뎌, 져주움, 저즈음게, 
저즈음긔, 저즘, 져즈음게, 져즈음계, 져즈음긔, 져즈음, 져즘게, 져즘긔, 져음긔, 
져긔, 져, 져의), 뎌즘, (뎍, ), 돗날, 동섯, (동시, 同時), 됴모, 듕츈, 듕
하, 디금, 모, 우리, 랍향날, 마날, (마일, 일)[每日], 만간, 만졀, (메칠, 멷츨, 
몃츨, 몃), 몃날, 명됴, 모릐, 무근, 미, 동, 하, 반셰, 밤낟, (밤듕, 밤ㅅ
듕), 보, (보롬긔, 보름, 보), 봄문, 노, (듀, 주), (, ), (, ), 
(니, 니), [쯤], (사볘, 새볘, 새, 새, 벽, 박), 살흘[사흘], 삿기낫, 상
슌, 샤명일, 샹강, 샹한, 셕년, 셜날, 섣, (셰미ㅎ, 셰밋ㅊ), 쇼만, 슌여, 슌일, 슴으날, 
시, 신, 신셕, 신졍, 신츄, 신츈, 신후, 심츄, 십, , 니[사이], 명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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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주움, ), , (아뎍, 아적, 안)[아침], 아릇문, (아츤설날, 아설날), (아
설, 아설), (어슬음, 어, 어), 어졔날, 어, 어밤, 언머덧, (언제, 언져), (얼
넌덧, 얼런덧), 엇그져, 여래아흐래날, 엳쇄, 엿샌날, 예적, 오, 오놀날, 오뉵월, 
(올을, 올ㅎ), (올녀름, 올녀, 옰녀름), 올, 옰겨을, (왼날, 왼), 왼밤, 왼
, (요조움, 요주움, 요), 윤, 이다암, (이사흘, 이사, 잇사), 이젹, (이, 
인), 이졧날, (이, 잇), 인졔, 일레[이레], (입, 잇), 작됴, 작셕, 잔간[잠깐], 
쟝, (제력, 져력, 젼악, 졔역)[저녁], (져뎍, 져적), 져졍, 젹셰, 젼두, 졍게, 졍됴, 
졍삭, 조, 즁야, 즁원, 즈일, 지지, 고급금, 간시, , 첫 쳠[처음], 쳣가을, 
쳥명날, 쳥신, (초니엣날, 초닐웬날), (초닷샌날, 초다샌날, 초닷쇈날), 초닷, (초사흔
날, 초사날), 초사흘, 초삭, 초아흐랫날, 초여닐웨, 초여래날, (초엿샌날, 초여샌날, 
초엿쇈날), 초열흔날, 초이튼날, 초전역, 초츄, 초날, 츄야, 츄일, 츈문, 츈소, 츈야, 
츈양하일, 칠셕날, 튝시, 편, 하로밤, 하로아, 한, 한즈음, 한즈음게, (할ㄴ, , 
르, 로)[하루], 향쟈, 혜음, 호홀, 후, (훗보롬, 훗보름), 훗, (롯밤, 밤), 
(결, 결), 시 , 적, 밤, , 일, 낫[대낮]

유형③-1 (개월, 個月) 去日, 경칩, 季春, 그글피, 今古, 금명, 금야, 나중, 來頭, (년대, 年
代), (년도, 年度), 다음, 달, (대서, 大暑), 대설, 대한, 등시, (망간, 望間), 매년, 매
달, (매삭, 每朔), 매시, 매월, (매주, 每週), 孟夏, 明曉, 모레, 目今, 미래, 반밤, 백로, 
본년, 본월, 불일, 불일간, 不日內, 삼작일, 상강, (상고, 上古), 상년, 상오, 世紀, 歲初, 
소만, 小暑, 소설, 소한, 數朔, 순망간, (시간, 時間), 食頃, 신년, 新歲, (심야, 深夜), 
앞, 야밤, 午末, (오전, 午前), (오정, 午正), 午中, 午初, 온밤, 올겨울, 우수, 윤달, (인
일, 寅日), 전, 전번, 점, 正朔, 正午, 晝宵, 週, 週日, 지금[只今], (진일, 盡日), (차, 
次), (창월, 暢月), 첫날밤, 初旬, 初秋, 촌음, 하루, (하오, 下午), 하일, (한로, 寒露), 
한참, 후망 

유형③-2 가울, 경츱, 계을[겨울], 금음, (그젹게, 그저, 그젹, 그졋긔), 그젹, 금, 금
츄, 금츈, 긋그젹, 월, 나달, 나졀, 녁, 녜적, 노념, 日, 닐헤날, 다엿쇄, 닷날, 
대낫, 대셔, (뎌녁, 저력), (뎌즘, 져즘), 디금, 디제, 모, 슈, 래년, 래두, 류
두일, 마즈막, (몃츨, 메칠), 믄동, 반, 보, (보끠, 보), 봄졀, 불일, 사
쳘, 삼경반야, 션년, 셧, 셰긔, 쇼셔, 순시각, 신셰, (히, 이)[사이], 츈, 베, 
, , , 아참나잘, 아쳑, (앞ㅍ, 앞ㅎ), 어덧, 어적게, 어져[어제], 엇그졔, (여드
, 여드의), (여, 여람, 여럼), 은졔, 잇, 잇흔, 잠관, (저즈음긔, 저즘게, 져지음
긔), 절긔, (제음, 져음), 젼녁, 젼녁나잘, 졀일, 졈, 죠만간, 쥬, 쥬소, 쥬일, 즁츈, (지
, 지달), 지음, 작, 작야, 쟉일, 쳐셔, 초나흔날, 초여애날, 초저력, 쵸닷
날, 츄긔, 츄량, 팔월, 하로밤, 할의[하루], 後望, 로아, 시, 참 , 날, 


유형④ (가배일, 嘉俳日), (가월, 嘉月), 가위, 가윗날, 가을날, 가을밤, 가을봄, 가을철, (개
년, 改年), (개동, 開冬) (개추, 開秋), (객년, 客年) (객세, 客歲), 겨울날, 겨울밤,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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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철, (경각, 頃刻), (경각간, 頃刻間), (경자, 頃者), (계동, 季冬), (계하, 季夏), (고
세, 故歲), 古往, (구정, 舊正), (국월, 菊月), 그믐께, 그믐밤, 그믐칠야, 그저께, 그해, 
(금동, 今冬), 今來, (금만, 今晩), 今明, (금소, 今宵), 今者 今秋, (금하, 今夏), 기년, 
꼭두새벽, 끼니, 끼니때, 나날, 나절, 나흗날, 납날, (납삭, 臘朔), 낮곁, 낮밤, 낮전(-
前), 낮참, 내일, (내주, 來週), 네댓새, 녘, (누월, 累月), (누일, 累日), 늦가을, 늦겨
울, 늦여름, 늦저녁, 다년간(多年間), 다음날, 다음번, (단석, 旦夕), 旦暮 (단월, 端
月), 담, (당초, 當初), 대낮, (대소월, 大小月), (동기, 同期), (동년, 同年), (동야, 同
夜), 동지섣달, 동짓날, 동짓달, (동천, 冬天), 등시[登時], (등시, 等時), (만기, 晩期), 
(말, 末), (매단, 昧旦), (매분, 每分), 每時, (매시간, 每時間), (매야, 每夜), (매주, 
每週), (매초, 每秒), 매해, 며칠, (명절, 名節), 명절날, (묘일, 卯日), 무렵, 묵은해, 
물, (반공일, 半空日), 반공일날(半空日-), 半歲, 밤저녁, 밤중(-中), 백주, 봄가을, 봄
밤, 봄여름, (분, 分), 불수년(不數年), 불수일간(不數日間), 불원간(不遠間), 不日間, 
불일내, (비래, 比來), 사날, 사시사철, 사흗날, 三明日, 삼짇날, (상월, 霜月), 새벽녘, 
새해, (석세, 昔歲), 先年, 섣달그믐, (성기, 星期), (성동, 盛冬), (성하, 盛夏), 세기, 
(숙년, 宿年), (숙석, 宿夕), 旬間, 旬餘, 旬日, 時在, 식시, 晨夕, 신새벽, (신원, 新元), 
(신일, 申日), 新正, 新秋, 新春, 申後, 深秋, 아침결, 아침나절, 아침녘, 아침저녁, 아침
참, 아흐레, 아흐렛날, 안날, 애저녁, (양월, 陽月), 어둑새벽, 어슴새벽, 어저께, 엊그
저께, 엊그제, 엊저녁, 여드렛날, 여름날, 여름밤, 여름철, (여시, 餘時), (여일, 餘日), 
(연월일, 年月日), (연월일시, 年月日時), 엿샛날, (영일, 另日), (영일, 永日), 예니레, 
오뉴월, 오늘날, 오늘내일, 오동지, 오말, 오밤중, 오전, 오정, 오중, 오초, 온밤, 온종
일, 올가을, 올여름, 올해, 월일, (유년, 有年), 윤날, 윤달, (윤일, 閏日), 이다음, 이듬
해, 이레, 이태, 이튿날, 이해, (일시, 日時), (일일, 日日), (일일일야, 一日一夜), (임
시, 臨時), (작금, 昨今), (작세, 昨歲), 昨朝, (잡순, 帀旬), 장도막, 將半, 再昨, 저녁
나절, 저녁녘, 저녁때, 저녁참, 저번, (적일, 積日), (적일백천, 赤日百千), 전전(前前), 
(전주, 前週), 전해, (전후, 前後), 節日, 점심, 점심나절, 점심때, 점심시간, 점심참, 접
때, (정각, 正刻), (정시, 定時), 정오, 정이월(正二月), 正日, (조년, 徂年), (조조, 早
朝), (조조, 朝朝), 주간(週間), 주말(週末), 주야(晝夜), 주일, 주초(週初), 중, (중양, 
仲陽), (중양절, 重陽節), (청명, 淸明), (청명날, 淸明-)(중추절, 仲秋節), 즘[즈음], 
지난밤, 지난번, 지난여름, 지난해, 至月, (진일, 鎭日), 진종일, 첫겨울, 첫새벽, 첫여
름, 초(初), 초가을, 초겨울, 초나흘, 초닷새, 초닷샛날, 초사흗날, 초아흐레, 초어스름, 
초여름, 초열흘, 초엿샛날, 초이레, 초이렛날, 초이튿날, 초저녁, 初夏, 초하룻날, (촌
각, 寸刻), (추, 鞦), 秋冬, 秋夜, 秋日, 春宵, 추석, 春夜, 春陽, (춘추, 春秋), 춘하, 춘
하추동, (하간, 夏間), 하루낮, 하루아침, 하루하루, 하룻날, 하룻밤, (하완, 下脘), 夏
日, (하추간, 夏秋間), 下澣, 한가위, 한겨울, 한낮, 한밤, 한밤중, 한여름, 한일(限日), 
해, 해거름, 해종일, 향래, 向日, (협순, 挾旬/浹旬), 昏夜, (효신, 曉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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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emporal Nouns in Korea

Jung, Dong Ky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evolution of temporal nouns and the 
change of temporal system diachronically: from post-medieval Korean to modern 
Korean. A study on temporal nouns in general enables us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emporal ideas and systems. And The historical study on 
them enables us to know the aspects of the change of Korean temporal ideas and 
systems. 
  In Chapter 1, I illuminated the aim of this thesis, the subject and method of 
discussion, the history of previous studies, the formation of discussion.
  In Chapter 2, I mentioned several concepts of time and distinguishes words 
from other linguistic units to confirm the list of temporal nouns, and arranges 
criteria to classify parts of speech.
  In Chapter 3, I discussed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a 
temporal-noun-system. The systems of temporal nouns are divided into a 
three-part-system and a temporal-unit-system. The temporal unit is subdivided 
into the year-unit, the season-unit, the month-unit, the week-unit, the 
day-unit, and the smaller unit than day. It examines how systems of temporal 
nouns have changed, and what makes the change of them.
  In Chapter 4, I discussed syntagmatic relations of temporal nouns, periodically. 
Complex temporal nouns are divided into derivatives, compounds, and 
morpho-syntactic words, morphologically. It examines how word-forms of 
temporal nouns have changed, and what makes these morpholog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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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hapter 5, I discussed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temporal nouns’ 
meanings. It mentions the appearance of words, the semantic change of words, 
and the extinction of words, periodically and examines how they have changed 
semantically, and what makes these semantic changes.
  Chapter 6 is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t sums up the discussion of each 
chapter and mentions the value and limits of this thesis. 

Key words: temporal nouns, the systems of time-setting, temporal units,          
              word-formation of temporal nouns, the appearance and extinction of  
              temporal nouns, the semantic change of temporal nouns.

Student number : 2005-3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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