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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용언의 단음절 한자 어근에 대한 통시적 연구
張 會 見

  현대한국어에 나타나는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에는 ‘급(急)하다’, ‘탐
(貪)하다’와 같은 ‘X하다’ 형과 ‘겁(怯)나다’, ‘이(利)롭다’와 같은 ‘Xy다’형이 있다. 
그런데 중세한국어 시기의 단음절 한자 어근 용언은 대부분 ‘겁(怯)다’, ‘이(利)
다’과 같이 ‘X다’형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에서 출발하여 용언의 어근
이 될 수 있는 단음절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형태·통사·
의미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가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간의 연구에서는 한자의 본래 품
사와 상관없이 명사 상당어로 한국어에 차용된다는 관점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X
(하)다’ 용언은 명사 X에서 파생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예: 怯 ➜ 怯다). 원
어에서 체언(명사)과 용언 두 가지 용법을 가진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로 들어올 때 
먼저 체언(명사)으로 차용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어에서 용
언으로만 쓰인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에 차용되면서 체언(명사)의 쓰임을 가지게 되
는 현상은 지금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통사적 차원에서 외래어 수용 
과정을 바라볼 때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에는 차용 과정에서 품사 변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품사의 변용 현상은 한국
어의 한자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자 ‘X다’ 용언이 ‘Xy다’ 용언으
로 변화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통사적 차원에서 한자가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단음절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품사 변용 현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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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세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나타난 ‘X다’ 용언을 수집
하여 이들이 근대한국어와 현대한국어에서 쓰인 형태와 비교함으로써, 통시적 어형 
변화에 따라 ‘X다’ 용언들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유형 단어들의 사용 양상의 
변천을 살펴보면서, ‘X다’ 용언이 ‘Xy다’ 용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자 형태소
의 통사적 지위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흔히 ‘X하다’ 용언이 명사 ‘X’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
만, 본고에서는 ‘X’가 단음절 한자 형태소일 때 ‘X다’ 용언이 명사 ‘X’보다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하여 명사 ‘X’가 ‘X(>하다)’에서 역
형성된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논의 과정에서 중세 및 근대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가능한 한 한문 원문(漢文 原
文)을 참조하고자 하였으며, 한문 원문을 그대로 언해한 직역체(直譯體) 자료를 되
도록 피하고 비교적 자연스러운 중세·근대 한국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주요어: 한자어, 용언, 단음절 한자 어근, ‘X다’, ‘Xy다’, 통시적, 외래어 수용, 어형 
변화(語形 變化), 의미 변화(意味 變化).

학  번: 2011-2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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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한국어 용언의 어근이 될 수 있는 단음절 한자 형태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한국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형태·통사·의미적 변화를 살핌으로
써, 한자어(외래어)1)가 한국어에 수용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태상 단음절 한자는 한국어에 차용된 후에 중세한국어 시기에 주로 ‘-다’와 
결합하여 ‘X다’2)로 나타난다.3) 중세한국어 시기에 쓰였던 ‘X다’ 중 일부는 현대
한국어에서 사라졌는데, 일부는 계속 쓰이고 있다. 계속 쓰이는 것들 중에는 중세한
국어와 같은 어형인 ‘X하다’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하-’ 대신 ‘-되-, -나-, -

1) 본고에서 ‘외래어’는 고유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다른 나라 언어에서 한국어로 차용된 
단어를 통칭하는 것이다. 원어가 중국어이든 중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이든 그것이 한국
어에 수용될 때는 비슷한 과정을 겪을 터이므로, 본고에서는 외국어를 한국어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려고 한다. 하지만 본고의 주요 논
의 대상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외래어 중에서 한자어를 강조하려고 할 때에는 ‘외래어(한
자어)’라는 표현을 쓰고, 한자어에 대한 논의지만 그것을 외래어에 확장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는 ‘한자어(외래어)’라는 표현을 쓴다.

2) 본고에서는 기술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단음절 한자 어근+-(>하)다’로 구성된 용언
을 ‘X(>하)다’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와 대응하여 현대한국어에서 ‘-하다’ 이외에 다른 
접미사(동사)를 취하는 한자어 용언들을 ‘Xy다’로 칭할 것이다. 

       또한 현대한국어에서 한자어 용언 ‘Xy다’는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는 통사적 합성어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동사+동사’식으로 비통사적인 구성을 가진 경우도 있다(예: 
역(逆)겹다, 험(險)궂다, 연(連)잇다, 연(連)닿다, 연(連)대다). 단음절 한자어 용언의 경
우는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앞에서 제시한 것이 전부
임) 본고에서는 이들을 ‘Xy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즉, 본고에서 논의하고자하는 ‘Xy다’
는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는 통사적 합성어에 한정할 것이다. X와 y의 문법적 성격이 다
르다는 뜻으로 ‘y’를 소문자로 표기한다. 

3) 중세한국어 시기에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으로 ‘X다’외에 ‘X다, X다…’ 등
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산성은 ‘X(>하)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세한
국어 부분의 연구 대상을 ‘X다’ 용언에 한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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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치-’ 등과 결합하여 ‘Xy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X다’ ➜ ‘Xy다’). 이 
연구에서는 통시적으로 어형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따라 ‘X다’ 용언들을 유형화하
여, 각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의 공통 특징을 찾아보려고 한다. 
  통사적 특징의 변화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자립성이 없고, 용언 어근으로만 
쓰이던 한자 형태소4)가 현대한국어에서 자립성을 가진 체언으로 쓰이는 현상에 주
목하려고 한다(‘X-’ ➜ ‘X’).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자 형태소의 통사적 지위 변화
와 ‘X다’가 ‘Xy다’로 변화하는 현상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의미 면에서는, ‘X다’가 ‘Xy다’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자 형태소 ‘X(-)’가 겪는 
의미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한자 형태소 ‘X(-)’의 의미 변화를 후행 요소인 ‘-
(>하)다’와 ‘-y다’ 간의 의미 차이와 연관 지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종래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에 관한 연구는 주로 ‘X(>하)다’의 생존
력에 집중되어 있거나, ‘Xy다’ 단어들의 조사에 의한 분리성과 관련하여 한자에 후
행하는 요소가 접미사의 자격을 갖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한자 형
태소의 통사적 지위 변화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아서, ‘X(>하)다’가 ‘Xy다’로 바뀐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또한 어근으로 쓰인 한자 형태
소의 의미와 자립 형식으로 쓰인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통틀
어 ‘서술성 명사’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논의해 왔다. 본고에서는 ‘X(>하)다’가 
‘Xy다’로 바뀐 현상에 주목하여,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한자 형태소 
‘X(-)’의 통사적 지위 변화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한자 형태소 ‘X(-)’
가 통사적 지위 변화를 겪음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한국어가 한자어(외래어)를 수용할 때 먼저 그것
을 명사 상당어로 받아들인 후, 명사에서 동사(형용사) ‘X(>하)다’가 파생된다.’
4) ‘-(>하>y)다’와 결합하는 한자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한자’, ‘한자어’, ‘한자 형태소’, 

‘한자어 형태소’, ‘한자 어근’, ‘한자어 어근’…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용어가 학자
마다 달라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자립성이 없어 하나의 단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자 어근과 자립성이 있어 하나의 단어가 된 한자 명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한자어’는 ‘어휘’ 측면에서만 쓴다. 반대로 단어 자격을 갖추지 못
한 어근에는 ‘한자어’라는 용어는 쓰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X(>하>y)다’의 ‘X’를 ‘한자 어근’으로 칭하고, 자립적으로 쓰인 명사 ‘X’와 
‘X(>하>y)다’를 ‘단음절 한자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는 ‘X(-)’를 통칭할 
때는 ‘한자 형태소’라는 용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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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던 기존의 관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래어(한자어) 차용 이론이고, 또 하나는 한자어에 대한 형태·통사·의
미적 연구들이다. 

① 외래어(한자어) 차용 이론

  한국어가 고대한어(古代漢語) 용언을 차용할 때 그 용언들을 먼저 명사로 받아들
였다는 점은 주시경(1910: 103-4)부터 일찍이 지적되었다. 최현배(1937/1971: 
673)에서는 이를 모든 외래어(용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확장시켰다. 따
라서 원어에서 ‘X’의 품사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X(>하)다’ 용언이 명사 ‘X’에 
파생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X(>하)다’ 용언 대부분이 조사에 의하여 ‘X+조사+(>하)다’로 분리될 
수 있다는 한국어 화자의 직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명사 
‘X’가 용언 ‘X(>하)다’보다 문헌 자료에서 늦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X
(>하)다’의 생성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자 한다. 
  또한 종래 외래어 연구가 어휘 차원에만 치중되어 통사적 차원의 외래 요소 차용
에 대해서는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민현식(1998: 92)에서 지적
한 바 있다. 통사적 차원의 연구는 외래어 연구의 시야를 넓혀 줄 뿐더러 외래어가 
한국어에 정착되는 과정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기존의 외래어 수용 이론에서는 외국어의 용언이 그 원어의 품사와 상관없이 우선 
명사로 수용된다고 보았지만, 최근 노명희(2012)에서는 체언으로 수용된 외래어들 
중에는 원어에서 체언과 용언의 용법을 모두 가진 단어가 한국어에 수용될 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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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언(명사)으로 수용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원어에서 용언의 용법만 가지다가 한국
어에 차용되면서 체언(명사)의 용법을 가지게 된 ‘품사 변용 현상’에 더 많은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노명희(2012)는 영어 외래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지
만 외래어 수용 과정의 품사 변용 현상은 한자어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
는 한국어에 수용 과정에서 품사 변용 현상을 보이는 단음절 한자어(‘X다’와 ‘X’)
를 살펴보고자 한다. 

② 한자어에 대한 연구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2음절 이상의 한자어
(이익섭 1968, 1975, 任洪彬 1979, 1989, 김규철 1980, 1997, 김창섭 1996, 
1997, 1999, 2001a, 2001b, 이서란 1998 등), 혹은 한자어 접두사·접미사(노명희 
1998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자어의 형태 연구는 대부분 ‘漢字가 國語의 一員으
로서는 語根의 자격밖에 갖지 못한다(이익섭 1968: 476)’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
어졌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전체 한자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외에 송민(2013: 3-40)에서는 한문에서 단음절 한자 형태소가 언해문에서 2음절 
한자어로 대치된 현상을 통하여 개별적인 한자 형태소는 한국어에서 자립성이 미약
하여 단독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단음절 한자 형태소는 한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가지는 지위가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하여 한국어 연구의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살아남은 단음절 한자어는 수량이 많지 않지만 사용빈
도 면에서는 2음절 한자어 못지않게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5) 그뿐만 아니라, 현
대한국어에서 2음절 한자 어근이 주로 ‘-하다’와 결합하여 ‘한자어답게’ 나타나는 
반면에 단음절 한자 어근의 후행 요소는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즉, 단음절 한자 

5) 국립국어원 <사용빈도조사2>에 의하면, 사용빈도가 1000위 안에 들어간 단어 중에서 
단음절 한자어 용언과 2음절 한자어 용언은 각각 열네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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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이 ‘-하다’ 외에 ‘-나다, -내다, -들다, -치다…’ 등 고유어 계열에 주로 나타
나는 문법요소들과 결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Xy다’가 
한국인 화자에게 덜 ‘한자어 같다’는 느낌을 주면서 강한 생존력을 가지게 되어 살
아남았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단음절 한자어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한국어 한자어의 어휘 체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본고의 논의 대상과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는 沈在箕(1998)부터 시작된다. 沈在箕
(1998)는 ‘한자 單一字와 單一字 反復의 어근’이 ‘-하다’와 결합하여 구성된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생성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중 특히 ‘이(利), 의
(義), 폐(弊), 해(害)’ 등과 같은 단음절 한자 형태소가 ‘-하다’ 이외의 접미사와 결
합하는 현상을 주목하였다. 沈在箕(1998)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단음절 한자 형태소
가 ‘一般名詞로서의 地位를 확립했기 때문’이라고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본고의 핵심 내용인 단음절 한자 형태소가 자립성을 확립하는 현상을 일찍이 언급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현희(2005)에서는 성조 측면을 고찰한 결과, 중세한
국어의 ‘행(行)다’가 [동작성]을 가지는 어기 ‘행(行)(평성)’에 접미사 ‘-다’가 
통합한 것이고, 명사 ‘행(行)(거성)’에 접미사 ‘-다’가 통합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
였는데, 이것은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예가 된다. 그 외에 안희제(2002)는 
현대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단음절 한자어가 2음절 한자어나 고유어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중시하여, 살아남은 단음절 한자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안희제
(2002) 이후에도 단음절 한자 형태소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나타나지만, 대체로 의
미 중심 연구였기 때문에, 형태적·통사적 연구에서 새로운 논의는 없었다.

1.3. 논의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중세한국어에 있는 ‘X다’ 단어가 현대한국어에서 ‘Xy다’형으로 
바뀐 현상에 주목하여,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를 비교함으로써, 단음절 한자 형태
소가 형태·통사·의미적으로 겪는 변화에 대해 통시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 6 -

  2장에서 먼저 한자 형태소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 명시한 다음에, 연구 대상의 목
록을 확정할 것이다. 이때,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목록을 수집하였다. 현대한국어 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
한국어사전』을 사용하여 대상 어휘를 선정하였다. 중세한국어 부분은 『釋譜詳
節』, 『月印釋譜』, 『三綱行實圖』를 기본 코퍼스로 삼아서 연구 대상의 목록을 
선정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확정한 두 목록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두 목록을 
비교한 결과 우선 어형 변화에 따라서 ‘X다’를 ‘탐(貪)다’류[追加], ‘겁(怯)다’
류[變形], ‘취(醉)다’류[同形], 그리고 ‘배(倍)다’류[消滅] 네 가지 부류로 나눌 
것이다. 
  단음절 한자 형태소에 대해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는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이 어형 면에서 겪는 변화이고, 둘째는 단음절 
한자 형태소의 문법적 지위의 변화이다. 셋째는 ‘X다’가 ‘Xy다’로 바뀌면서 발생하
는 한자 형태소 ‘X’의 의미변화이다. 4장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탐(貪)다’류
[追加], ‘겁(怯)다’류[變形], ‘취(醉)다’류[同形], 그리고 ‘배(倍)다’류[消滅] 
단어들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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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논의

2.1. 한자 형태소 및 후행 요소의 문법적 지위

  ‘X(>하)다’와 ‘Xy다’ 용언에 대해 검토하기 전에 먼저 한자 형태소, 또한 그에 
후행된 요소가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어떤 문법적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1.1. 한자 형태소

  한국어 어휘체계에서 한자 형태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판단은 한자어를 고유
어와 같은 체계 안에서 다룰 것이냐 고유어와 별개의 체계로 다룰 것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간 다양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대체로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아
래에 해당 논의를 제시한다. 

① 이익섭(1968)
  a. 漢字語를 비롯한 많은 借用語가 固有語와 함께 다같이 國語의 一員으로서 그 造語法도 어떤 

同一한 體系로 究明되어야 한다. 
  b. 모든 漢字가 語幹(곧 單語)을 代表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國語의 一員으로서는 語根의 자격밖

에 갖지 못한다.

② 沈在箕(1987)
  a. 한국어의 한자 형태소는 語根 또는 語基를 이루는 音節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자 형태소

가 지니는 語幹形態素的 특질은 한국어 체계 안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대표적인 현상은 略
語). 

  b. 略語的 특성과 語根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체계 안에서의 한자 형태소를 準語幹形
態素라는 용어로 정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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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宋基中(2007)
  a. 모든 한자음 음절들을 고유어나 기타 어휘들을 구성하는 형태소들과 구별되는 ‘한자어형태소’

로 범주화하기를 제안한다.
  b. 한자어 의존형식의 문법적 기능이 자유로운 이유는 ‘자립적 의미’를 시현하는 데 있다. 

①~③에서 각 a항은 한자어를 고유어와 같은 체계 안에서 다룰 것이냐에 대한 주장
이고, b항은 이에 따라 한자 형태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다. ①의 이
익섭(1968)은 한자어를 고유어와 아울러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에
서 대부분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에서 어근이 된 것을 지적하였다. 이 관점은 후대 
한자어 형태 연구에 크게 영향을 주어 대부분의 후대 연구가 이 기초에서 이루어지
게 되었다. 반면에 ③의 宋基中(2007)은 한자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것이 고유
어와 별개의 체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②의 심재기(1987)은 한자 
형태소가 약어적(略語的) 특성과 어근으로서의 특성을 겸하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
어 체계 안에서의 한자 형태소를 ‘준어간형태소(準語幹形態素)’라는 범주로 보았다. 
심재기(1987)은 위의 두 관점의 중간적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세 가지 제안은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지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지 판단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정한 검토 대상을 기술할 때 더 유
용하고 경제적인 것과 덜 유용하고 비경제적인 것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
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이 지닌 형태·통사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제일 유용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은 2음절 이상의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보다 
형태·의미·통사적 측면에서 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한자어 용언에 관한 
연구에서 흔히 언급하던 ‘관계문(關係文)화’, ‘후행 요소가 특정한 문장 환경에서 생
략되는 현상’ 등은 대부분 2음절 한자어에서만 일어난다. 먼저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이러한 특징을 기술하는 데 위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이 제일 유용한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1) [동사] 구(救)하다
a. 이번 홍수로 피해 입은 수재민을 구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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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번 홍수로 피해 입은 수재민을 구를 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쳤다.
c. *구(救)가

[형용사] 험(險)하다
a. 길이 의외로 험하고 협소해서 차체가 심하게 상하로 흔들렸다.
b. *길이 의외로 험을 하고 협소해서 차체가 심하게 상하로 흔들렸다.
c. *험(險)이

(2) [동사] 인(因)하다, 인(因)
a. 부주의로 인한 사고.
b. *부주의로 인을 한 사고.
c. 인을 캐어 과를 논할 바 아니나, 한 뜻으로써 칠십 평생을 걸어왔다는 것이 못내 

거룩하도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형용사] 선(善)하다, 선(善)
a. 선한 일을 한다.
b. *선을 한 일을 한다. 
c.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

(3) [동사] 벌(罰)하다, 벌(罰)
a. 사람을 죽인 죄인은 엄하게 벌하여야 한다.
b. ?사람을 죽인 죄인은 엄하게 벌을 하여야 한다.
c. 나는 오늘 숙제를 안 한 벌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다.

[동사] 벌(罰)주다, 벌(罰)
a. 죄지은 자를 벌주다.
b. 죄지은 자를 벌을 주다.
c. 나는 오늘 숙제를 안 한 벌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다.

위의 각 예문에서 a는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의 일반 용례이고, b는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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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와 후행 요소의 분리성을 검증하는 예문이며, c는 개별 한자 형태소의 자립성
을 검증해 주는 용례이다. (1)에서 나온 용언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한자 형태소와 
후행 요소를 분리할 수 없고, 한자 형태소가 홀로 쓰일 수도 없다. (2)에서 보인 용
언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한자 형태소와 후행 요소가 조사에 의하여 분리될 수 없지
만 특정한 문맥에서는 한자 형태소가 홀로 쓰일 수 있다. (3)의 예에서 보이는 용언
은 (1)과 (2)보다 더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한자 형태소가 홀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의하여 한자 형태소와 후행 요소가 분리될 수도 있다. 
  위의 검증 방법은 모든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에 적용하여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3) 중 어느 한 경우에 속할 것이다. 이 검증에서 보이는 것은 단
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의 중요한 통사적 특징이자 본고에서 주목하려고 하
는 현상이다.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의 통사적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한
다.  

①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은 때로 그것을 구성하는 한자 형태소와 후행 요소가 
조사에 의하여 분리될 수도 있고(특히 후행 요소가 ‘-하다’가 아닌 다른 형태일 경우 
이러한 분리성(分離性)6)을 더 잘 가진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② 용언 어근으로 쓰인 단음절 한자 형태소는 경우에 따라 홀로 완전한 자립어간(自立語
幹)이 되기도 하고 어근의 상태에 머물기도 한다. 

  이제 한자 형태소의 문법적 지위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위와 같은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의 특징을 잘 기술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자 
형태소를 ‘어근’으로 볼 것인지, ‘한자어형태소’ 혹은 ‘준어간형태소’의 범주를 설정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6) 본고에서 말하는 ‘분리성(分離性)’은 ‘X하다’ 한자어 연구에서 흔히 말하는 ‘용언의 어근 

분리현상’이 아니다. ‘용언의 어근 분리현상’은 任洪彬(1979)을 비롯하여 여러 논문들에
서 언급되어 왔는데, 그것은 ‘X하다’ 용언의 선행요소 ‘X’가 ‘-을/를’이나 ‘-은/는’에 의하
여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때 ‘-을/를’은 비대조적 대립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은/는’은 대조적 대립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주제화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任洪彬
(1979)에서 지적하였다. 하지만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의 경우는 후행 요소가 
‘-하다’일 때 분리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다’ 이외의 다른 후행 요소일 경
우에 분리 현상이 잘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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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자 형태소를 어근으로 보는 관점을 따르면, ‘벌(罰)주다 ➜ 벌(罰)을 주다’
류 단어들을 기술할 때 ‘벌(罰)’에 대해 어근과 명사 두 개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어근은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
(이익섭 1975)’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罰)주다’의 ‘벌(罰)-’과 ‘벌(罰)을 주다’의 
‘벌(罰)’에 서로 다른 문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벌(罰)주다 = 벌(罰)을 주다’를 설
명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에서 어근의 자격밖에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 한자어를 
봤을 때 대부분의 한자 형태소가 한국어에 유입되면서 자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한자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2음절 이상의 한자어(‘愛國
하다’ 따위)에 대해, 한자 형태소 재분석 여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준다. ‘「愛國」의 
「愛」와 「國」이 모두 語根이라는 사실을 안 以上, 이들이 動詞 다음에 目的語가 
온 독특한 構成方式으로 이루어진 複合語라는 式의 記述이 不可하다 함(이익섭 
1968:477)’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의 경우는 2음절 어근처럼 재분석 문제가 
없을 뿐더러, 그것이 자립성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위의 ①과 
②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자 형태소를 어근에 한정하는 것이 2음절 한자어
를 기술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을 기술하는 데
는 오히려 번거로움을 가져올 듯하다. 
  그러면 모든 한자음 음절들을 고유어나 기타 어휘들을 구성하는 형태소들과 구별
하여 ‘한자어형태소’로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관점을 취하면 단음절 한자 어근
을 취하는 용언에서 일어나는 ‘조사에 의한 분리성’ 문제와 ‘개별 한자의 자립성’ 문
제를 모두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충분히 한자 형태소의 특수성
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유어와 완전히 다른 체계 안에서 한자어를 다
루는 것은 현재로서의 한국어 어휘론 체계에 부담을 준다. 또한 ‘특수성’ 하나로 한
자어에 보이는 특별한 조어 양상이 감춰지기도 한다.
  한자 형태소를 어근 또는 어기를 이루는 음절로 보는 동시에 그들이 지니는 어간 
형태소적 특질도 인정해 주는 ‘준어간형태소’설이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
을 기술하는 데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자 형태소를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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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어간형태소’로 보게 되면, 한자 형태소가 경우에 따라 완전한 자립어간이 되기도 
하고 어근의 상태에 머물기도 한다는 특징을 합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한자어가 한국어 전체 어휘 체계 안에서 갖는 위치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기 때
문이다.  

2.1.2. 후행 요소

  이제 한자에 후행된 요소의 문법 범주를 살펴볼 것이다. 현대한국어에서 한자에 
후행될 수 있는 문법요소는 ‘-하다’가 대부분인데, ‘-하다’ 외에 다른 형태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수록된 다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
언의 목록에서 한자 어근에 후행하는 문법 요소들을 뽑으면 아래와 같다. 

① -하-;
② -되-, -스럽-, -롭- , -답-;
③ -나-, -내-, -치-, -보-, -짓-, -잡-, -없-, -들-, -먹-, -내리-, -차-, 

-쓰-, -주-, -받-, -겹-, -르-, -좋-, -많-, -잇-, -가-, -서-, -뜨-, 
-죽-, -찍-, -익-, -두-, -궂-, -붙-, -찾-, -돌-, -얻-, -달-, -닿-, 
-대-, -검-, -붉-, -잦-, -괴-, -좁-, -지-, -쫍-, -놓-, -짜-, -찮-, 
-업-.

①과 ②에서 제시한 후행요소들은 대체로 파생접미사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는 
우선 다른 접미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생산성으로 ‘-되-’, ‘-스럽-’, ‘-럽-’, 
‘-답-’와 구별되어서 ①에 따로 분류하였다. 또한 의미적으로도 접미사 ‘-하-’가 
아무 의미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②의 접미사와도 구별해야 한다.7) ③의 후
행 요소들은 종래 연구에서 대체로 낮은 생산성과 조사에 의한 분리성 때문에 접미
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요소들이다. 본고에서는 단음절 한

7) 접미사 ‘-하-’가 아무 의미도 담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沈在箕(1982), 김창섭
(1997)를 참조.



- 13 -

자 형태소의 통사·의미적 변화에 주목하려고 하기 때문에 ③에서 제시한 요소들이 
접미사인지 본동사인지에 대해 깊게 따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나-’, ‘-내-’, ‘-
치-’, ‘-보-’ 등이 ②의 ‘-되-’, ‘-스럽-’, ‘-롭-’, ‘-답-’ 못지않게 높은 생산성
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③의 후행요소들을 접미사로 보든 본동사로 보든, 
그것이 ‘-하-’와 달리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
서 ③의 요소들은 ②에 있는 요소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2. 연구대상 목록의 확정

2.2.1. 현대한국어

  현대한국어 부분 ‘X하다’ 용언의 목록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
전』에서 수집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용빈도와 상관없이 일단 사전에 실릴 
만한 공인된 단어들을 모두 등재하고 있어 양이 풍부하다. 그러나 등재어들 중에는 
현대한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말이나 전문 용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연세한국어사전』은 코퍼스를 기반으로 편찬된 사전이라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
어들이 등재되어 있다.
  이 두 사전은 현존 한국어 사전 중에 제일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편찬 방법과 
사전의 성격상 서로 상보적인 특성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
록된 단어들을 기본 목록으로 간주하되, 2차적으로 단어를 분석할 때 『연세한국어
사전』을 참조하였다. 그 이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X하다’ 용언 수는 
총 581개로, 현재 나와 있는 대사전들 중 분량 면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가장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
국어대사전』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나 한정적인 영역의 전문 용어도 많이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2차로 자료를 분석할 때 『연세한국어사전』을 사용하여 단어의 사
용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 단어의 구체적 사용 양상을 고찰할 때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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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부분에 제공되어 있는 <문어>와 <구어> 코퍼스 자료를 사용하였다. 

2.2.2. 중세한국어

  중세한국어 부분의 경우는 현대한국어처럼 완전한 표제어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
는 사전이 없기 때문에 문헌 자료를 기본 코퍼스로 삼아서 연구 대상의 목록을 선
정해야 한다.8) 본고에서는 불경 자료 『釋譜詳節』, 『月印釋譜』와 유교 교화서 
『三綱行實圖』에 한정하여 중세한국어 부분의 목록을 수집하였다. 이 세 권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편찬 시기를 고려할 때, 통시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른 
시기의 문헌 자료는 가치가 높다. 따라서 중세한국어 문헌 자료 중에서『釋譜詳節』
과 『月印釋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三綱行實圖』는 그의 간행 연대가 성
종조(成宗朝 1481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성서년대(成書年代)가 세종조(世
宗朝)일 가능성이 높다고 志部昭平(1990)에서 지적된 바 있다.9)  
  둘째, 자료의 내용상 현존 중세한국어 문헌 자료는 불경 자료와 유교 교화서 자료
가 그 대부분이다. 이 두 분야의 문헌을 골고루 검토 자료에 포함시켜야 수집되는 
단어가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치게 되는 폐단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불경을 언해한 
문헌의 경우, 불교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
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유교 교화서 등 다른 문헌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예를 하나 살펴보자. 한자 형태소 ‘탐(貪)’이 중세한국어 자료에서 쓰이
는 양상을 살펴보면 (4), (5)와 같다. 

8) 이에 대해 『우리말 큰사전 4(옛말과 이두)』에 수록된 단음절 한자어를 집계한 결과 
122개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5세기 문헌 자료 『月印釋譜』, 
『釋譜詳節』, 『三綱行實圖』에서 검색된 ‘X다’ 용언만 해도 218개에 달한다.

9) 志部昭平(1990)는 번역 양상, 표기법, 그리고 언어적 특징 등 여러 측면에서 『三綱行實
圖』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그것이 성종조(成宗朝)의 다른 문헌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으면
서 세종조(世宗朝) 및 세조조(世祖朝) 초기의 문헌 자료의 기본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혔다(志部昭平 1990: 4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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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오직 財物을 貪야 싸하두고 흗디 아니며 <月釋23:4b> (法滅:1119a07(04) 但

貪財物積聚 不散不作福德)
b. 利 즐기며 왼 이 미고 貪고 淫亂고 災禍 즐기며 (好利飾非 貪淫樂禍) 

<內訓1:25a> 

(5) 
a. 聖人은 貪 그츠샤 六情 주으류믈 더르실 出家 사 除饉이라 니 <月

釋23:55b> (釋迦:55b04(03)聖人斷貪 除六情饉飢 故號出家爲除饉)
b. 어늬 受苦ㅣ며 어늬 모미며 어늬 貪인고 몰라 오직 모 몰라 物을 조차 도라오디 

아니야 <月釋12:26a> (法華:12c04(23) 不知何者是苦 何者是身 云何爲貪 但迷
己逐物火馳不返)

c. 惑 곧 煩惱ㅣ니 닐오 貪과 瞋과 癡히라 <圓覺下3-1:61b>

15세기 자료에서 ‘탐(貪)’은 대부분 (4a, b)와 같이 ‘탐(貪)다’식으로 용언 어근으
로 쓰였다. 명사 ‘탐(貪)’의 용례는 ‘탐(貪)다’보다 양이 훨씬 적고, 불경 자료에서
만 나타났다. (5)의 예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문 저경(漢文 底經)과 앞뒤 문
맥을 참고하면서 볼 때, (5)에서 나타나는 명사 ‘탐(貪)’은 일상 언어의 ‘탐(貪)
다’와 대응하는 명사가 아니라, 불교 용어로 판단된다. (5a)의 ‘貪 그츠샤’는 ‘斷
貪’을 번역한 것인데, ‘斷貪’이라는 것은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수행 생활에 들
어가기 전에 꼭 겪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뜻으로, 불교 용어인 것을 문맥에서 
짐작할 수 있다. (5c)에서는 ‘탐(貪)’이 ‘진(瞋)’과 ‘치(癡)’와 같이 일종의 불교도가 
극복해야 할 ‘혹(惑)’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탐(貪)’, ‘진(瞋)’, ‘치(癡)’는 현대 불교 
용어에서도 계속 쓰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중세한국어 시기에 한자 형태소 ‘탐
(貪)’은 주로 용언 어근으로 쓰였다고 봐야 한다. 
  셋째, 문헌 자료의 번역 양상(飜譯 樣相)을 고려할 때, 직역(直譯)으로 된 문헌보
다 의역(意譯)으로 된 문헌을 선택해야 한다.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 자료는 한문 
원전(漢文 原典)을 근거로 하여 언해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문 원전을 축자
역(逐字譯)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체 문헌 자료들이 그 당시의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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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발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10). 축자역의 과정에서 
언해자(諺解者)가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하면, 한문에 있는 한자를 그대로 쓰고 뒤
에 ‘-다’만 붙여서 용언을 임시로 만들어 언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 
구별 없이 모든 중세한국어 문헌에서 발견되는 ‘X다’ 용언을 뽑는다면 선정되는 
단어의 수는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 당시의 현실어(現實語)가 아닌, 한문을 
번역할 때만 등장하는 표현들이 여과 없이 논의에 포함될 것이다. 본고는 가능하면 
당시에 실제로 사용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므로 직역 문헌은 
배제하였다. 축자역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a. 갓 쇼 잇내야 아 玩好앳 거시 외니 <月釋 13:28a> (法華要:295c14(01) 

徒以像牛 為幼稚玩好之具) 
b. 갓 쇼 像야 아 노샛 거시니 <法華二 68a> (法華要:295c14(01) 徒以像

牛 為幼稚玩好之具)

(7) 
a. 六種 震動호 六識을 브터 無明야 료 表니라 <月釋11:34a> (所以六震者 

表依六識飜破無明) 
b. 여슷 가지로 震호 六識을 브터 無名을 드위야 료 表니라 <法華

1:58a> (所以六震者 表依六識飜破無明) 

(8) 
a. 나히 마 라 <月釋13:7a> (法華:16b27(00) 年旣長大) 
b. 나히 마 長大야 <法華二:183b> (法華:16b27(00) 年旣長大) 

10) 志部昭平(1990:432)에서는 『三綱行實圖』의 번역 양상을 같은 시기의 다른 문헌 자료
들과 비교하면서 대부분 중세 문헌 자료들이 한문 원문의 축자역(逐字譯)인 점을 지적하
였다. 그리고 비교적 자연스러운 중세한국어를 반영하고 있는 문헌 자료로 『龍飛御天
歌』,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月印釋譜』, 『三綱行實圖』등 다섯 가지를 제
시하였다. 또한 『三綱行實圖』에서도 이야기를 서술하는 부분은 의역이지만,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한시(漢詩) 부분은 축자역의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여 본문과 한
시의 번역 양상에 차이가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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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譜詳節』, 『月印釋譜』, 『法華經諺解』가 모두 『妙法蓮華經』을 저경(底經)
으로 언해하는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같은 한문 저경(漢文 底經)이 세 권의 책에
서 다르게 번역된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金英培 1975, 1976; 
南星祐 1991, 1993, 1996, 1997, 1998 등). 南星祐(1991)은 『釋譜詳節』과 『月
印釋譜』가 한문 저경을 당시 한국어 화자에게 비교적 친숙한 말로 의역한 것이며 
『法華經諺解』는 한문 저경의 직역(直譯)이라고 지적하였다. 志部昭平(1990)에서
도 그 당시 한국어의 자연 발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釋譜詳節』과 『月
印釋譜』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金英培(1975)에서는 『釋譜詳節』보다 『月印
釋譜』의 번역이 한자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11) (6)~(8)은 같은 한
문 저경이 『月印釋譜』와 『法華經諺解』에서 다르게 번역된 예들이다. 
  (6)의 한문에 있는 동사 ‘像(…와 본뜨다)’이 『月印釋譜』에서는 ‘잇내야’로 번역
되어 있는 반면에 『法華經諺解』에서는 ‘像야’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이 언해자
(諺解者)가 한자어를 선호하는지 고유어를 선호하는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15세
기 문헌 자료 전체를 봐도 ‘像다’가 『法華經諺解』에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은 무
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像다’는 그 당시 한국어 화자에게 친숙한 
단어가 아니었다고 본다. 단지 한문 원문에 있는 한자 ‘像’ 뒤에 ‘-다’를 붙여서 
그대로 언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2) (7)의 ‘震다’의 예도 마찬가지로, 『法華經
諺解』에서는 한문 ‘六震者’를 그대로 ‘여슷 가지로 震호’으로 번역했고, 『月印釋
譜』에서는 ‘六種 震動호’으로 번역하였다. 『月印釋譜』에서는 한문의 단음절 동
사 ‘진(震)’을 ‘진동(震動)다’로 의역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진(震)하다’보다 ‘진동
(震動)하다’가 당시에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震
다’도 ‘像다’와 같이 『法華經諺解』에서만 나타났고 다른 15세기 문헌 자료에서 
11) 金英培(1975:56)에서 통계한 결과, 『釋譜詳節』에서 고유어로 번역되어 있던 것이 

『月印釋譜』에서 한자어로 바뀐 것은 206개, 『釋譜詳節』에서 한자어로 번역되어 있던 
것이 『月印釋譜』에서 고유어로 바뀐 것은 13개가 있었다. 이에 따라 『月印釋譜』가 
『釋譜詳節』을 편입시키면서 『釋譜詳節』에 썼던 고유어를 한자어로 대폭 바꿨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12) 중세한국어 16세기 문헌 자료에서도 ‘像다’는 한 번 나타난다. 그것도 역시 한문 원문
에 있는 동사 뒤에 ‘-하다’를 붙여 한문 원문을 축자역(逐字譯)한 것이다. 

      (1) 象이란 거슨 이를 像 거시라 (象者 像也) <周易6:3a>



- 18 -

찾을 수가 없었다. (8)의 ‘長大-’는 2음절 한자 어근의 예이지만 그것도 역시 한문 
원문에 있는 한자 뒤에 ‘-다’를 붙어서 그대로 직역하는 현상이 『法華經諺解』
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이 주로 직역체 문헌에서 많이 나타
나기 때문에 기본 코퍼스 자료를 선정할 때 직역(直譯)보다 의역(意譯)체 문헌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간행 시기, 내용, 번역 양상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 부분의 연구 대상 목록을 확정할 때 사용할 불경 자료로 『釋譜詳節』과 
『月印釋譜』를 택하였다. 두 책은 자연스러운 중세한국어 발화를 반영하는 문헌 자
료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저경(底經)의 내용을 번역할 때 『釋譜詳
節』은 고유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月印釋譜』는 같은 뜻의 한자어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검토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法華經諺
解』는 원칙상 연구 대상 목록을 추출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月印釋
譜』, 『釋譜詳節』과 같은 저경(底經)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대조
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참고할 것이다. 그리고 유교 교화서 자료로는 『三綱行實圖』
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三綱行實圖』의 성서년대(成書年代)가 『釋譜詳節』 
및 『月印釋譜』와 비슷한 데다가 의역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 책을 기본 코퍼스로 삼아서 중세한국어의 ‘X다’ 용언을 모두 233개 수집
하였다. 이 중에서 불교 용어와 유교 용어로 판단된 것을 제외하면 중세한국어 부분
의 연구 대상은 218개가 된다.13)
  218개 한자어들은 협주(夾註)에서 그 의미가 풀이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양분되는데, 후자가 대체로 전자보다 그 당시 한국어 화자에게 더 친숙한 한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14)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협주에서 뜻풀이가 달려 있는 것들이 
13) 부록을 참조. 
14) 李浩權(2001:193-4)에서는 『釋譜詳節』의 한자어를 당시 한국어 화자에게 친숙했던 

정도에 따라 아래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제1類:정음 표기로 된 한자어와 정음/한자 혼용 표기 한자어.
    제2類:석보상절에서 한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15세기 문헌에서 정음으로 

표기된 한자어.
    제3類: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한자어 중에, 협주에서 그 의미가 풀이되지 않은 것.
    제4類: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한자어 중에, 협주에서 그 의미가 풀이 되는 것. 
제1類에서 제4類로 갈수록 그 한자가 당시 언중들에게 덜 친숙한 한자어이며 제1類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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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이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모두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
다. ‘一 나히라 <月釋1:釋序4a>’와 같은 협주를 보면, 완전히 생소한 한자에만 
뜻풀이를 한 것은 아닌 듯하기 때문이다. 특히 『月印釋譜』에서 나타나는 몇 페이
지에 연속된 장형 협주의 경우, 그 앞에 있는 한자의 기본적 의미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 의미와 불교의 교리 안에서 생긴 의미까지 함께 풀이하는 경우가 많
다(권화숙2010).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협주에서 뜻풀이된 한자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만, 협주가 달려 있는 것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 단지 자료를 분석할 
때 협주가 달려 있지 않은 것이 더 자주 쓰인 한자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
이다. 
  이렇게 중세한국어 부분의 목록을 확정한 결과, 『釋譜詳節』, 『月印釋譜』, 『三
綱行實圖』에서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은 모두 20415)개를 수집하였는데, 
이 중 112개 단어가 협주의 뜻풀이 없이 쓰인 것이고, 나머지 92개는 협주 뜻풀이
가 달려 있다. 

제2類에 속하는 한자어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의 경우, ‘위(爲)다’와 ‘심(甚)다’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제3類와 제4類에 속하
는 것이라 본고에서는 이렇게 세분하지 않고, 협주에 뜻풀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분(二分)할 것이다. 

15)『釋譜詳節』, 『月印釋譜』, 『三綱行實圖』에서 수집한 ‘X다’ 용언이 233개이고, 이 
중에서 불교 용어로 판단된 것은 29개다. 본고에서는 불교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204개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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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한국어와 중세한국어의 비교

3.1.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의 유형 분류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를 비교하면,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들이 어형 
변화를 겪었음이 우선적으로 눈에 띈다. 예를 들면 ‘해(害)다’가 ‘해(害)치다’로, 
‘겁(怯)다’가 ‘겁(怯)나다, 겁(怯)내다’로, ‘니/리(利)다’가 ‘이(利)롭다’로 바뀐 
것 등이 그것이다. 한 단어에서 형태상 변화가 보이면 일반적으로 그 내부구조도 변
화를 겪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되지만, 본 장의 목표는 우선 ‘어형의 변화’만을 근거
로 하여 두 목록에서 나온 단어들을 분류하는 것이다.  

3.1.1. 분류의 기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같은 의미를 가진 한자 형태소가 구성
하는 단어끼리만 비교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한
자어에 다의어(多義語)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자
는 한 글자가 여러 뜻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특징은 한국어에 차용된 한자어
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의어의 다른 의항(義項, sense)을 가진 단어끼리, 
혹은 동음이의어들끼리 비교하여 어형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은 무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자 형태소를 취하더라도 중세 및 현대한국어 코퍼스
를 통해 그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살펴보
자.

(9) 동음이의어: 약(藥)다, 약(藥)하다
a. 殷保 아비 病야 도라와 藥며 옷 밧디 아니더니(尹父嘗病 卽歸奉藥 衣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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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帶) <三綱孝35 [殷保感烏_本國]> 
b. 그위예셔 藥고 李氏  어엿비 너기고 그 主人 티라 시다(官爲賜藥封瘡 

厚恤李氏 而笞其主人) <三綱烈16 [李氏負骸_五代]> 
a′. D그룹의 차남 000씨는 수년 간 약을 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행되었다. 
b′.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약한다더니 사람이 영 이상하네…

(10) 다의어의 다른 의항을 취하는 단어: 결(決)다, 결(決)하다
a. 佛子ㅣ 이제 對答야 疑心 決야 기긔 고라 <釋詳13:25b> (法

華:03c05(00) 佛子時答 決疑令喜)
b. 文殊아 모 疑心 決고라 <釋詳13:24b> 　(法華:03c04(00) 佛子文殊 願決衆

疑) 
c. 이제 죠고맛 疑心이 이셔 決고져 노다 <月釋25:45b> (法苑:561c09(00) 

今有少疑欲有所決) 
d. 엇던 因緣으로 諸聲聞이 이런 決을 得거뇨 더니 <月釋15:33a>
a′. 뜻을 결하다.
b′. 승부를 결하다.

(9a, b)의 ‘약(藥)다’와 (9a′,b′)의 ‘약(藥)하다’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이다. 한
자 형태소 ‘약(藥)’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명사로 많이 쓰였지만 동사 어근으로 쓰이
기도 하였다. 예문 (9a, b)가 용언 ‘약(藥)다’의 용례이다. (9a)는 “殷保의 아버지
가 병들었는데, 殷保가 집에서 아버지께 약을 먹여 드리느라(간호해 드리느라) 옷을 
벗지도 못하더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약(藥)며’와 대응하는 한문 원
문은 동사구 ‘奉藥’이다. 그리고 (9b)에서는 한문 ‘賜藥’을 ‘그위예셔 藥고’로 번역
하였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약(藥)다’는 ‘병을 치료해주는 약을 주다’, 혹은 ‘아픈 
사람에게 약을 먹여주다’의 뜻을 가진 용언이다.16) 또한, 현대한국어에서는 흔히 
16)아래 예를 통하여, 15세기에 ‘약(藥)다’가 비교적 잘 쓰이는 단어였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1) 豪華호란 녜 디나간 사 이 보고 藥야 머구므란 冥搜호매 브텻노라(豪

華看古往 服食寄冥搜) <杜詩14: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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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하다’라는 뜻으로 ‘약하다’가 쓰인다(9a′, b′). 이 ‘약하다’는 중세한국어에 쓰
였던 ‘약(藥)다’와 나란히 ‘어형의 변화’ 차원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 두 단어가 전
혀 다른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일 뿐이기 때문이다. 
  (10)의 ‘결(決)다’와 ‘결(決)하다’는 다의어의 다른 의항을 가진 단어들의 예이
다. (10a)는 ‘佛子가 그때 대답해주고, (중생)의 疑心(의문)17)을 풀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 중에서 ‘疑心 決야’는 한문의 ‘決疑’와 
대응된다. ‘결(決)다’는 ‘해결하다’의 뜻이다. 중세한국어 자료에서 ‘결(決)다’와 
대응하는 한문은 항상 ‘決疑(혹은 決....疑)’인데, 이것은 (10b) ‘決衆疑’, (10c) ‘疑
欲有所決’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한국어에서 ‘결하다’의 의미는 (10a′, b′)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일을 결단하거나 결정하다’ 혹은 ‘승부를 내다’의 뜻이다. 한자 
‘결(決)’은 원래 ‘물이 나가게 하다(決 行流也 从水从夬 《說文解字》)’의 뜻을 가지

   한문 원문에 ‘약(藥)’이라는 한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번역할 때 ‘약(藥)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약(藥)다’와 대응하는 한문 원문인 ‘服食寄冥搜’는 중
국 선진(先秦)시기의 시가 『古詩十九首』에서 ‘服食求神仙 多為藥所誤(神仙이 되려고 여
기저기 약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를 인용한 것이
다. 

     ‘약(藥)’자를 포함하지 않은 한문을 ‘약(藥)다’로 번역한 것은 ‘약(藥)다’가 그 당시
에 흔히 사용되던 단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17)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이 예문에서 ‘疑心’이라는 단어를 현대한국어에서 쓰이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의 뜻이 아니라, ‘의문(疑問)을 가진 마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疑心 決다’가 쓰이는 문맥을 아래와 같다. 

佛子 文殊아 모 疑心 決고라 四衆이 울워러 仁과 날와 보니 世尊이 엇던 
젼로 이런 光明을 펴시뇨 佛子ㅣ 이제 對答야 疑心 決야 기긔 고라 
므슴 饒益으로 이런 光明을 펴거시뇨 부톄 道場애 안샤 得샨 妙法을 닐오려 
시가 授記 호려 시가 한 佛土애 衆寶ㅣ 싁싀기 조호 뵈시며  諸佛을 
보게 샤미 이 져고맛 因緣이 아니시니 文殊아 아라라 四衆이며 龍과 鬼神괘 仁
者 보니 므슷 이 닐오려 시뇨 <釋詳13:26a> (法華:03c03(00) 佛子文殊 
願決衆疑 四衆欣仰 瞻仁及我 世尊何故 放斯光明 佛子時答 決疑令喜 何所饒益 演斯
光明 佛坐道場 所得妙法 爲欲說此 爲當授記 示諸佛土, 衆寶嚴淨 及見諸佛 此非小緣 
文殊當知 四衆龍神 瞻察仁者 爲說何等)

   앞뒤 문장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이 문단은 문수 보살(文殊 菩薩)과 중생이 주고받는 
‘질문-대답’의 대화이다. ‘世尊何故 放斯光明’, ‘何所饒益 演斯光明’, ‘佛坐道場 所得妙法 
爲欲說此 爲當授記 ’… 등은 모두 중생들이 불법(佛法)에 대해 던진 질문이지 부처님에게 
의심을 품은 것은 아니다. 사실 고대 한어에서도 ‘의문을 해결해 준다’라는 뜻으로 ‘決疑’
라는 단어가 쓰인다(卜以決疑 不疑何卜 《左轉·桓公十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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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는데, ‘결단(決斷)하다’, ‘판결(判決)하다’, ‘해결(解決)하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다의어가 되었다. 이는 《漢語大字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決)다’와 ‘결(決)하다’는 ‘決’이 서로 다른 의항을 취하는 단어들이다. 두 
의항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決)다’와 ‘결(決)하다’도 ‘어형의 변
화’ 측면에서 함께 두고 고찰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같은 한자 어근을 취하는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를 비교할 때, 그들의 공동 한
자 어근은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하고, 동음이의어이거나 다의어의 다른 의항
을 가지는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 이것이 어형의 변화를 살펴볼 때 지켜야 할 원칙
이다. 

3.1.2. 분류 양상

  앞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의미의 한자 어근’을 취하는 단어들끼리만 어형 
변화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제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중세한국어
와 현대한국어를 비교해 보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자 형태소는 여러 차원에서 
변화를 보이지만, 본 장에서는 일단 ‘어형의 변화’만을 근거로 하여 두 목록에서 나
온 단어들을 분류할 것이다. 통사·의미 측면의 변화보다 단어의 겉으로 보이는 형태
적인 변화가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각 부류와 그 대표적 예를 
보자.  

① ‘탐(貪)다’류 [追加]
탐(貪)다 → 탐하다, 

탐나다, 탐내다, 탐지다, 탐스럽다.
합(合)다 → 합하다, 

합치다
해(害)다 → 해하다, 

해되다, 해치다. 
② ‘겁(怯)다’류 [變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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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怯)다 → 겁나다, 겁내다, 겁먹다, 겁주다.
병(病)다 → 병나다, 병내다, 병들다.
의(義)다 → 의롭다.

③ ‘취(醉)다’류 [同形]
취(醉)다 → 취하다.
곤(困)다 → 곤하다.
반(反)다 → 반하다.

④ ‘배(倍)다’류 [消滅]
배(倍)다 → 소멸.
약(藥)다 → 소멸.
단(斷)다 → 소멸.

우선 ①의 ‘탐(貪)다’류는 중세한국어에서는 ‘X다’만 쓰였으나 현대한국어에서 
‘X하다’형도 유지되면서 ‘Xy다’식 어형(語形)도 추가된 경우이다. 이에 속한 단어들
이 가지는 형태적 변화의 특징은 ‘추가(追加)’로 개괄한다. ②의 ‘겁(怯)다’류는 중
세한국어에서 쓰이던 ‘X다’가 현대한국어에서는 ‘Xy다’형만으로 쓰이게 되는, 변형
(變形)이 일어난 경우이다. ‘탐(貪)다’류와 ‘겁(怯)다’류에 속하는 단어들은 용언 
어형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가 보인다. ③의 ‘취(醉)다’류는 중세한국어에서 쓰이
던 ‘X다’가 현대한국어에서도 같은 형태인 ‘X하다’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에 속하
는 단어들이 가지는 형태적 변화의 특징은 ‘동형(同形)’이라고 개괄할 수 있다. ④의 
‘배(倍)다’류는 중세한국어에서 쓰이던 ‘X다’가 현대한국어에서는 소멸된 경우이
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각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그 유형을 칭할 것이다. 이렇게 일
단 어형의 변화를 겪었는지에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인 ‘X다’ 용언을 분류하였
다. 4장에서는 각 부류에 속하는 단어들의 통시적 사용 양상을 살핌으로써 ‘X다’ 
용언 중 ‘Xy다’로 변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통사·의미적 차이점을 검토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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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래어의 수용 과정

  고대한어(古代漢語)의 동사와 형용사가 한국어에 차용될 때, 우선 명사로 수용된
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주시경의 『國
語文法』에서 아래와 같은 기술을 한 바가 있다. 

임본엇
  졍하  졍은 漢字 精의 音인데 精字는 純漢文으로 엇옴이나 우리 나라 말에는 漢
字音은 다 임몸으로 씀으로 그 임몸 되는 졍에 하를 더하여 비로소 엇옴으로 쓰니 
하는 임몸 졍을 엇몸 되게 하는 것.

임본움
  동하 동은 漢字 動의 音인데 動字는 純漢文으로 움몸이나 우리 나라 말에는 漢
字音은 다 임몸으로만 씀으로 그 임몸 되는 動에 하를 더하여 비로소 움몸으로 쓰
니 하는 임몸 동에 더하여 움몸되게 하는 것.

주시경(1910), 『國語文法』 103-4

밑줄 친 부분은 ‘모든 한자어가 한국어에 명사로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사나 형용사 ‘X(>하)다’는 명사에 ‘(>하)다’를 더하여 형성된 것이
다. 한자 수용에 대한 이러한 기술은 최현배 『우리말본』에서는 모든 외국어가 한
국어에 정착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확장시켰다. 

  한자(漢字)로서의 그 본의(本義)가 임자씨인 것은 물론이요, 설혹 그 본대가 분
명히 움직씨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말이 될 적에는 반드시 이름씨로 보고 그
것에 다시 뒷가지 ‘하다’를 붙이어서 비로소 움직씨나 그림씨로 만드나니; 이는 일
반으로 다른 나라 말을 우리말로 만드는 데에 한 보편적(普遍的) 법칙이 되느니
라. 

최현배(1935/1971), 『우리말본』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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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외국어의 동사와 형용사가 한국어에 수용될 때 먼저 명사로 수용된다는 견
해는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일반 명사(원어에서 명사인 것이 한국
어에서도 명사로 수용된 것. 예: 國家)와 비교했을 때, ‘-하다’에 선행하는 명사가 
원어의 서술성 특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명사와 분명히 다르
다(예: 國家 c.f. 水泳). 따라서 ‘X(>하)다’ 용언의 형태론 연구에서 ‘X’를 ‘서술성 
명사’나 ‘동작성 명사’, ‘상태성 명사’ 등으로 기술하는 경우도 많다. 기존 연구에서
는 ‘서술성 명사’라는 용어를 자주 쓰지만 그것에 대한 기술은 거의 ‘서술성을 지닌
다’ 정도에만 머물고 대부분의 연구는 ‘(-)하다’ 동사(접미사)에 집중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X(>하)다’의 형성과정을 ‘X’의 서술성과 연관시켜서 검토하려고 한다. 
우선 노명희(2012)에서 언급되었던 현대한국어의 영어 차용어 ‘오픈(open)’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1) 차용어 ‘open’의 예
a. 그 가게는 오늘 오픈한다. 그 가게는 아직 오픈하지 않았다. 
b. 그 가게는 오픈이 좀 시간이 걸린다. 그 가게는 오늘 오픈이 좀 힘들다. 
c. 오프닝 쇼, 오프닝 행사, 오프닝 부분에서 잘못을 저지르다.

영어 ‘open’은 한국어에 들어와서 (11a)처럼 ‘오픈하다’로 쓰이기도 하고, (11b)처
럼 명사 ‘오픈’으로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를 기존 외래어 수용 이론으로 기
술하면 ‘open’은 명사 ‘오픈’으로 한국어에 수용된 후에 ‘-하다’와 결합해서 ‘오픈하
다’가 파생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노명희(2012)에서는 영어 ‘open’이 원어에
서 명사로 쓰이지 않지만 한국어에 수용된 후에 명사의 용법이 생긴 현상을 중시하
여 ‘오픈’이 ‘오픈하다’에서 역형성(back formation)과정을 거쳐서 생긴 것이라 보았
다. 이 두 가지 기술은 다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오픈’과 ‘오픈하다’ 사이의 선후 관
계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힘들다. 
  영어 외래어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국어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헌 
자료상으로 어떤 어형이 먼저 쓰였는지 선후관계를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한자어의 
경우는 다르다. 한자어에도 ‘오픈, 오픈하다’처럼 세트로 존재하는 명사와 동사(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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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예가 많이 있는데, 이들이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현대한국어 시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는 선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겁(怯)’의 
용례를 통하여 서술성을 지닌 한자가 한국어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2) 15~16세기
a. 이 婆羅門이 怯고 사오납도소니 <月釋20:37a> (報恩:150b04(06) 此婆羅門怯

而且羸) 
b. 부톄 이  怯고 사오나  아라 <月釋14:80a> (法華:26a18(03) 佛知是

心怯弱下劣) 
c. 便安야 怯 업게 니라 <月釋13:24a> 

(13) 17세기
a. 박이 겁야 긔운이 톄 병을 고티니 침을  촌 세분을 줄니라 <馬經

上:62b>
b. 죠곰도 두려 겁디 아니코 셜워기 <東新烈6:52b>
c. 진짓 븟 불의 겁이 나 나감 니 엇디 혈육지인의  이리리오 <서궁14a>

(14) 18세기
a. 극진히 엳와 보오리 자네 답이 셔 겁 양이로되 <改捷5:39a> 
b. 반시 긔 쟝박야 스로 의심과 겁이 나미니 <闡義4:42a>
c. 일죵 모든 사이 스로 겁을 내여 그 몸의 니티 아니가 저허야 <闡義

2:38a>
d. 죄인의 거동은 다 겁내고 셜워야 공히 비 형상이라 <을병연행록2>

(15) 19~20세기
a. 호랑이 본 것 치 겁을 내고 뎨 륙은 여셧 면 쥬인을 병뎡의게다 붓친 일이라 

엿다더라 <독립신문>
   김복길이가 공도라 가기에 놀납고 겁이 나셔 그 시신을 뭇지 못고 <독립신문>
b. 모군  명은 겁을 먹어 구러진즉 <독립신문>
   겁이 만히 잇서 아모가 쇼만 크게 질너도 가이 두근거려지고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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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에 무셥고 겁나고 근심되고 답답야 샤 <성경직해>
   겁내지 말고 그 아감을 잡아 언덕에 끄으러 올니라 <쥬년쳠례광익>
d. 쥬장이 업셔 담긔 겁고 이 소활야 져기 어려온 바 당 <易言

3:29a>
   김모가 리모의게 그 젼 말을 듯고 대단히 겁고 두려워 야 <매일신문>

(12)부터 (15)까지의 예들은 각 시기 문헌에서 한자 형태소 ‘겁(怯)’이 사용된 양상
을 보여준다. 예문 (12a, b)에서 본 바와 같이 15~16세기 문헌에서 한자 형태소 
‘겁(怯)’은 주로 ‘겁(怯)다’식으로 나타났다. 한문 저경(漢文 底經)을 참조하여 ‘겁
(怯)다’가 ‘겁이 많다’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다. (12c)의 ‘怯 업게’는 15~16세기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겁(怯)’의 용례 중 유일하게 ‘겁(怯)’을 명사로 볼 수 있는 
용례다.18) ‘겁(怯)다’와 명사 ‘겁(怯)’이 나타나는 용례의 양적 차이를 고려할 때, 
한자 ‘겁(怯)’이 한국어에 차용되어 먼저 ‘겁(怯)다’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17세
기에 와서는 ‘겁이 나다(13c)’의 형태가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겁이 나다’가 ‘겁(怯)
다(13a, b)’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에는 ‘겁이 나다’의 
용례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겁(怯)다’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문헌에서는 ‘겁(怯)다(14a)’의 용례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겁이 나다
(14b)’와 ‘겁을 내다(14c)’의 용례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조사의 생략에 의
하여 어휘화된 ‘겁내다(14d)’도 나타났다. 19~20세기 문헌에서는 명사 ‘겁(怯)’의 
용례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들은 ‘겁이 나(>겁나)다’와 ‘겁을 내(>겁내)다’(15a)에 
한정되지 않고 ‘겁을 먹다’, ‘겁이 많다’(15b)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겁(怯)다’의 용례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주로 언해문에
서 발견된다. 
  한자 형태소 ‘겁(怯)’의 시대별 출현빈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명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검토 방법은 격조사와의 결합 현상 검토와 관형
사의 수식 가부 검토인데, 이 두 가지 현상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겁(怯)-’에서 모두 찾
을 수가 없다. (12c)에서 보인 ‘겁(怯) 업게’가 유일하게 명사로 볼 수 있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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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형태소 ‘겁(怯)’의 사용 양상 변천을 바탕으로 외국어(용언)가 한국어에 수
용되는 과정을 다음의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① 한국어에서 외국어(용언)를 수용할 때 이를 먼저 명사로 수용한다. 명사에 파생 접미
사 ‘-하다’를 붙여서 동사나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즉,      외국어                                 한국어

Xn; Xv/adj         ➜                 Xn; X(>하)다        
Xv/adj             ➜                 Xn  ➜ X(>하)다 

② 한국어 화자는 외국어(용언)를 빌려 쓸 때 그것을 잠재(潛在)적으로 명사라고 인식하
는 경향이 있지만 그 자체를 먼저 독립적인 명사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인 
명사의 인식 때문에 ‘X하다’ 용언에서 명사 ‘X’가 역형성된 것이다.
즉,      외국어                                 한국어

Xn; Xv/adj         ➜                  Xn; X(>하)다        
Xv/adj             ➜                 X(>하)다  ➜  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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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를 온전한 명사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잠재(潛在)적 명사로 받아들인 것
인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이 ‘X(>하)다’의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
문이다. ①의 가설을 따르면, 한자 ‘怯’은 우선 명사로 한국어에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다’가 붙어서 ‘겁(怯)다’가 된 것이다. 영어 ‘open’도 먼저 
명사인 ‘오픈’으로 한국어에 들어오고 그 뒤에 ‘-하다’가 붙어서 ‘오픈하다’가 생긴 
것이다.
  반면에 ②의 가설에서 출발하면, 한자 ‘怯’은 활용을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겁
(怯)다’로 수용된다. 이때 ‘밥하다’를 ‘밥을 하다’로 풀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에
서 ‘-하다’의 선행 요소는 명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는 ‘겁(怯)’을 잠
재적으로 명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자 ‘怯’이 먼저 명사로 한국어에 받아들여
지고 ‘겁(怯)다’가 명사 ‘겁(怯)’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잠재(潛在)적인 명사’
라는 인식의 영향 하에서 자립성이 없는 ‘겁(怯)-’이 자립성을 얻게 되어 체언 ‘겁
(怯)’이 생긴 것이다. 명사 ‘겁(怯)’이 생긴 후에 ‘겁이 나다’, ‘겁을 내다’ 등의 구 
구성에서 조사의 생략에 의하여 ‘겁나다’, ‘겁내다’가 어휘화하였다.
  역사적으로 17세기 이전에는 명사인 ‘겁(怯)’의 용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용언 
어근인 ‘겁(怯)-’이 주로 쓰이는 것을 고려할 때 ①보다 ②가 더 합리적인 설명이
다. 즉, 외래어(한자어)의 동사(형용사)를 한국어에 수용할 때는 그것을 잠재적인 
명사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자체를 독립적인 명사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겁
(怯)다’가 명사 ‘겁(怯)’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명사 ‘겁(怯)’이 ‘겁(怯)다’에
서 역형성(back formation)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명사가 동사(형용사)에서 역형
성되는 현상은 현대한국어의 일부 신조어(新造語)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동사 
‘토(吐)(>하)다’는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현대한국어 시기까지 변화 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대한국어 화자의 구어에서는 ‘토
(吐)(가) 나오다’, ‘토(吐)(가) 쏠리다’ 등의 표현도 흔히 볼 수 있다. ‘겁(怯)나다’
의 과정을 참조해서 ‘토(吐) 쏠리다’도 지속적으로 쓰이다보면 어휘화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토(吐)(>하)다’로부터 ‘토(吐)(가) 나오다, 토(吐)(가) 쏠리다’라
는 표현이 생긴 과정에서 한자 형태소 ‘토(吐)’가 자립성을 획득하였다. 
  한자어와 영어 외래어가 어원(語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외래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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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한국어에 수용될 때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오픈하다’와 ‘오픈’의 예는 ‘겁(怯)다’와 ‘겁(怯)’처럼 문헌 자료
를 통하여 확실한 선후관계를 규명할 수 없지만, ‘원어에서 명사의 용법이 없는 단
어가 한국어에 수용되면서 명사의 용법이 새로 생겼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몇몇 단어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
라19), 외래어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앞에서 ‘겁(怯)’을 검토한 것처럼, ‘X다’ 단어 각 유형의 사용 양상에 대해 통시적
으로 살펴볼 것이다.  

19) 김창섭(1997)에서 ‘cut’와 ‘mark’의 예를 제시한 바가 있다. ‘cut’와 ‘mark’도 ‘open’처럼 
원어에서는 동사로만 사용되지만, 한국어에 차용된 후에는 ‘커트’와 ‘커트하다’, ‘마크’와 
‘마크하다’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되고 있다. ‘오픈’과 ‘오픈하다’, ‘커트’와 ‘커트하다’, ‘마크’
와 ‘마크하다’ 등의 단어 쌍에서 어느 쪽이 선대형(先代形)이고, 어느 쪽이 후대형(後代
形)인지 현존 문헌 자료를 통하여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怯’과 같은 한자가 한국어에 수
용되는 역사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어(용언)가 한국
어에 수용될 때 그것이 ‘X(>하)다’로 수용된 후에 선행 요소인 ‘X’가 명사화하는 과정
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명사화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자어의 경우는 본고 4장 각 절에서 검토하는 ‘자립성을 획득하는 경우’에 나온 한자 
형태소들이 모두 ‘X(>하)다’에서 명사 ‘X’가 역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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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한국어 어형 현대한국어 어형
X하다 Xy다

겸(兼)다 겸하다 ?20)겸치다
궐(闕)다 궐하다 ?궐나다 ?궐내다
벌(罰)다 벌하다 벌서다, 벌주다, 벌받다(미등재)21), ?벌쓰다
사(赦)다 사하다 ?사놓다
순(順)다 순하다 ?순되다
실(實)다 실하다 실차다, 실없다, ?실답다
욕(辱)다 욕하다 욕되다, 욕먹다, 욕보다
책(責)다 책하다 책잡다
청(請)다 청하다 ?청쫍다
탐(貪)다 탐하다 탐나다, 탐내다, 탐스럽다, ?탐지다
표(表)다 표하다 표나다(연세)22)
*23)한(恨)다 한하다 한스럽다, 한많다(미등재)
합(合)다 합하다 합치다
해(害)다 해하다 해되다, 해치다
計: 14개24)

[표 1] ‘탐(貪)다’류

4. 유형별 검토

4.1. ‘탐(貪)다’류 [追加]

  ‘탐(貪)다’류는 중세한국어에서 ‘X다’형으로 나타났고, 현대한국어에서는 ‘X하
다’ 형과 더불어 ‘Xy다’형도 추가되어 나타난 경우를 유형화한 것이다. ‘탐(貪)다’
류에 속하는 단어들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20) ‘?’로 표시된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잘 쓰이지 않고, 
『연세한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은 단어들이다. 단어의 생성과 단어의 생존력은 별
개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 새
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것은 어떤 조어 규칙의 생산력에 달려 있지만, 생성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조어 규칙보다 개별 단어의 음운·의미
적 특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로 표시된 단어들은 실제로 잘 쓰이지 않지만, 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조어 규칙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단지 이들을 사용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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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의 한자 형태소들은 현대한국어에서 용언으로 ‘X하다’형과 ‘Xy다’형을 모두 
가진다. ‘Xy다’ 용언들은 모두 ‘X+조사+y다’의 구에서 어휘화한 것임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예: 탐(貪)이 나다 ➜ 탐(貪)나다). 즉, [표 1]에 속하는 한자 형태소들
은 현대한국어에서 용언으로 ‘X다’형과 ‘Xy다’형이 쓰일 뿐만 아니라, 한자 형태소 
‘X’가 홀로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25) 그러나 이들이 중세한국어 
시기에 모두 명사로 쓰였던 것은 아니다. 한자 형태소 ‘X’가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명사의 용법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명사의 용법이 생긴 것인지에 따라 [표 
1]에 있는 한자 형태소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것이다. 

높은 단어와는 구별해야 해서 ‘?’로 표시하여 어형 변화의 각 목록에 올리기로 한다. 
21) ‘미등재’로 표시된 것은 현존 사전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코퍼스에

서 거의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처럼 쓰이는 단어들이다. 
22)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의 성격상 『표준』에 실린 단어가 『연세』

에 실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연세』에 수록된 단어들은 대부분 모두 『표준』에 등재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도 없지 않다. 『연세』에 등재되어 있지만 『표준』에는 등재되
지 않은 단어들은 ‘(연세)’로 표기할 것이다.

23) ‘*’로 표시된 것은 현대한국어의 ‘Xy다’ 용언에 근거하여 중세한국어의 어형을 역추적
(逆追跡)해서 추가한 예이다. 본고는 중세한국어 당시의 현실어(現實語)를 반영하는 자료
를 중점적으로 살피느라 한정된 문헌 자료(『釋譜詳節』, 『月印釋譜』, 『三綱行實圖』)
만을 검토해 <중세한국어 부분의 목록>을 수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쓰였던 단
어이지만 <중세한국어 부분의 목록>에 실리지 못한 단어들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검토 대상의 보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형 변화가 일어난 현대한국어들이 중세
한국어 및 근대한국어 시기에 어떤 어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역추적(逆追跡)하여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대한국어에서 ‘Xy다’식으로 존
재하는 단어들이 검토 대상을 보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24) ‘탐(貪)다’류에 속하는 용언 어형 중에는 현대한국어에서만 용례가 발견되고 현대한국
어 시기 이전에 간행된 현존 문헌 자료에서 그 사용 양상의 구체적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예컨대 현대한국어에는 ‘면(面)’을 어근으로 취하는 용언으로 ‘면나
다, 면내다, 면치다, 면보다, 면하다’가 있고(『표준국어대사전』) ‘면(面)다’를 중세한
국어 자료인 17세기 문헌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面)다’도 ‘탐(貪)다’류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면나다, 면내다, 면치다, 면보다’ 등의 어형이 언제부터 나타
나는지는 문헌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상세한 문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고의 본문에서 다루지 못하고 부록에서만 제시하기로 한다. 이들을 자세한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탐(貪)다’류 [추가] 단어와 구별하는 의미로 ‘?추가’로 표시할 것이다. 

     앞으로 ‘겁(怯)다’류[變形], ‘취(醉)다’류[同形], ‘배(倍)다’류[消滅] 단어를 논의
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것이다. 

25) 여기 예외가 하나 있다. [표 1]에 나열된 ‘Xy다’ 단어는 거의 다 ‘X+조사+y다’로 풀 수 
있지만 ‘순(順)되다’는 ‘*순(順)이 되다’로 풀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4.2.3. ‘겁(怯)
다’류의 소결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兼’은 현대한국어에서 명사가 아닌 의존 명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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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자립성을 획득하는 경우

  먼저 살펴볼 것은 한자 형태소 ‘X’가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명사로 쓰이지 않고 ‘X
다’ 용언으로만 나타났는데, 현대한국어에서는 용언으로 ‘X하다’와 ‘Xy다’가 쓰이
고, ‘X’가 체언(명사)의 용법도 가지는 경우이다. 이에 속하는 한자 형태소는 자립성
을 획득하는 과정을 겪었다. ‘탐(貪)다’, ‘궐(闕)다’, ‘책(責)다’, ‘표(表)다’, 
‘겸(兼)다’가 이에 해당된다. 

① 탐(貪)

(16) 15~16세기
a. 오직 財物을 貪야 싸하두고 흗디 아니며 <月釋23:4b> (法滅:1119a07(04) 

但貪財物 積聚不散不作福德)
b. 산 것 주겨 맛 貪야 <月釋23:3b> (法滅:1118c19(02) 殺生貪味)
c. 비록 나히 늙고도  貪야 앗기노라 <月釋13:15b> (法華:16c25(01) 我雖年

朽 猶故貪惜)

(17) 15~16세기
a. 聖人은 貪 그츠샤 六情 주으류믈 더르실 出家 사 除饉이라 니 

<月釋23:55b> (釋迦:55b04(03) 聖人斷貪 除六情饉飢 故號出家爲除饉)
b. 어늬 受苦ㅣ며 어늬 모미며 어늬 貪인고 몰라 오직 모 몰라 物을 조차 도라오

디 아니야 <月釋12:26a> (法華:12c04(23) 不知何者是苦 何者是身 云何爲貪 
但迷己逐物火馳不返)

c. 惑 곧 煩惱ㅣ니 닐오 貪과 瞋과 癡히라 <圓覺下3-1:61b>

15~16세기 문헌에서 한자 형태소 ‘탐(貪)’은 주로 예문 (16)에서 보이는 것처럼 
‘탐(貪)다’식으로 나타난다. 명사로 쓰인 ‘탐(貪)’의 용례도 없지 않지만, 그것이 
양적으로 적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사로 쓰인 ‘탐(貪)’은 그 의미 면에서도 일
상용어라기보다 불교 용어에 가깝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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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18세기
a. 새 보 貪다가 머리 도로혀 사 對答호 그르호라 <杜重10:5a>
b. 이녁이 술을 貪면 醉 사을 앗긴다 니라 <老乞重上38b>
c. 仁을 欲야 仁을 得야니  므슴 貪이리오 (欲仁而得仁 又焉贪) <論栗4:77a> 

17~18세기의 문헌에서도 역시, ‘탐(貪)다’가 주로 쓰였다(18a, b). 명사 ‘탐(貪)’
의 용례는 (18c)와 같이 하나뿐인데, 이것도 역시 한문 원문과 나란히 대응되어서 
축자역(逐字譯)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즉,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자 형태소 ‘탐
(貪)’의 사용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부터는 한자 형태소 ‘탐
(貪)’에 새로운 용법이 생겼다. 19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탐(貪)’의 사용 양상은 
아래와 같다. 

(19) 19세기
a. 만일 뢰물을 탐여 법을 굽히고 은 셩을 글그며  이 잇거던 젼례를 빗

쵸여 죄를 다려샤 <독립신문>
b. 그 권리가 그리 탐이 나셔 이런 위 일들을 엇지리요 <독립신문>
c. 혹시 빗난 음식을 보고 탐을 내지 말나 너의 죠샹이 낙시에 물녀 쥭엇다 <독립신

문>
d. 다만 에 탐이 만하 련야 조곰식 용야 <성경직해85b> 
e. 貪을 懲호 財로 濟 則 利 心이 自然이 澹니 <소학독본14b>
f. 그 금을 탐내여 크게 란리를 니켜 싸홈야 <사민필지129>
g. 탐스럽다 可貪 <한불507>

우선 ‘탐다’는 19세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19a). 단지 그 전 시기만큼 절대
적인 우세를 보이지는 않고, 군데군데 나타나는 정도이다. 또한 명사로 쓰인 ‘탐
(貪)’이 ‘나다(19b)’; ‘내다(19c)’; ‘많다(19d)’ 등 다양한 동사와 결합하여 아주 활
발하게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조사의 생략에 의하여 ‘탐내다(19f)’도 나타나
기 시작했고 ‘탐(貪)스럽다’가 1880년에 출간된 『한불자뎐』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26) 2.2.2. 중세한국어 목록의 확정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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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요컨대, 형태(어형) 측면에서, 한자 형태소 ‘탐(貪)’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주
로 ‘탐(貪)(>하)다’로 나타난다. 19세기부터 ‘탐(貪)내다’, ‘탐(貪)나다’, ‘탐(貪)스
럽다’ 등 새로운 어형이 생겼는데, 이들이 ‘탐(貪)하다’와 아울러 쓰이기 시작했다. 
‘탐(貪)하다’, ‘탐(貪)내다’, ‘탐(貪)나다’, ‘탐(貪)스럽다’가 공존하는 양상이 현대한
국어까지 유지되어 있다.
  통사적 지위 면에서, 한자 형태소 ‘탐(貪)’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주로 비자립
적인 어근으로 나타난다. 19세기에 한자 형태소 ‘탐(貪)’의 자립적인 명사 용법이 
새로 생겼다. 명사인 ‘탐(貪)’이 생긴 후에야 ‘탐(貪)내다’, ‘탐(貪)나다’, ‘탐(貪)스럽
다’ 등의 새로운 어형이 나타난다.  
  의미 면에서, 어근으로 쓰인 ‘탐(貪)-’은 명사로 쓰인 ‘탐(貪)’과 차이가 있다. ‘탐
(貪)(>하)다’를 ‘탐(貪)을 하다’로 풀 수 없는 것을 보면 ‘-(>하)다’가 아무 의
미도 담당하지 않고, ‘탐(貪)(>하)다’의 의미가 모두 ‘탐(貪)-’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탐(貪)(>하)다’ 전체는 서술어 자리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동작성(상태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동작성(상태성)도 어근인 ‘탐(貪)-’이 담당하
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명사인 ‘탐(貪)’은 항상 다른 동사와 같이 구를 구성해야 
서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명사 ‘탐(貪)’과 같이 나타나는 동사(그것을 동사로 보
든 접미사로 보든) ‘(-)나다’, ‘(-)내다’, ‘(-)많다’… 등은 ‘-하다’와 달리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확실하다. 명사 ‘탐(貪)’이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의 뜻
으로 어근인 ‘탐(貪)-’이 가졌던 [동작성(상태성)]을 잃게 되면서 상실된 [동작성
(상태성)]의 의미는 명사 ‘탐(貪)’과 결합하는 다른 동사에 의하여 채워진다. 

② 궐(闕)

(20) 15~16세기
a. 三分에  分이 闕 오직 八百 功德이니 <月釋17:56b> (法華要:341b05(05) 

皆三分闕一 故唯八百功德)  
b. 王이 그리 라 야시 두 물 內예셔  나콤 闕티 아니더니 <月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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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a> (成道:07b12(00) 王善其辭 遂俞所請 其兩群內 日輪一鹿 未嘗敢失)
c. 갑새 오리 업슬 구틔여 마 보내디 몯고 供上 闕실까 야 내 오다 <月

釋4:65a> (成道:07b18(00) 我今不忍 又慮失供 故自赴廚)

(21) 15~16세기
a. 엇뎨  三分의 闕와 八百의 劣이리오 <法華6:26b> (法華要:341b11(06) 何復

三分之闕八百之劣耶) 
a′. 엇뎨  세 分에 闕며 八百 사오나리오 <月釋17:57b> (法華

要:341b11(06) 何復三分之闕八百之劣耶)

15~16세기 문헌에서 한자 형태소 ‘궐(闕)’은 거의 다 ‘궐(闕)다’로 나타난다(20). 
‘궐(闕)다’와 대응하는 한문 원문을 확인하면, ‘闕’자뿐만 아니라 동사 ‘失’자도 ‘궐
(闕)다’로 번역한 현상이 눈에 띈다. (20b)는 ‘왕이 그의 의견을 허락하셔서 두 
무리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사슴 한 마리를 잡는다. 하루도 빠트리지 않는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未嘗敢失(빠트리지 않았다)’가 ‘闕티 아니더니’로 번역되
었다. (20c)에서도 ‘失供(供養이 모자란다)’이 ‘供上 闕실까 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우선 ‘궐(闕)다’가 당시 한국어 화자에게 비교적 낯익은 단
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문 원문의 ‘실(失)’자를 
‘궐(闕)다’로 번역하는 현상은 그 자료의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飜譯者)가 당시의 
현실어(現實語)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명사 ‘궐(闕)’은 중세한국어 문헌 중 『法華經諺解』에서만 한 예가 나타났는데 
(21a)에서 ‘三分之闕’을 ‘三分의 闕’로 번역한 예가 그것이다. 그러나 같은 저경(底
經)을 가지는 『月印釋譜』에서는 ‘세 分에 闕며’로 번역되어(21a′) 이와 대조가 
된다. 명사 ‘궐(闕)’도 역시 그 용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한문에 있는 ‘闕’자를 그대
로 언해문에 옮긴 것이다. 명사 ‘궐(闕)’은 17세기 문헌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22) 17~18세기
a. 이런 젼로 工夫 엇디 못여 拜望을 闕니 (目此不得工夫闕拜望) <朴通下

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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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袞職이 闕이 잇거든 (袞職有闕 維仲山甫补之) <詩經18:34b>
c. 改過기 貴히 너기며 사이 闕이 업슴을 貴히 아니 너기고 <伍倫8:8a>

(23) 19~20세기
a. 【궐-과】(闕課) 名 일과를 궐하는 것 <조선어사전>
b. 슌검이 궐이 잇시면 학도 즁으로 쟝졍을 면강 야 고 <매일신문>
c. 궐이 잇슬 에 학력을 시야 보츙이 당연거 <대한매일>
d. 만일 궐이 나면 그를 젼츙  당에 <독립신문>
e. 【결원】(缺員) 名 일정한 인원에서 궐이 난 것 <조선어사전>
f. 십삼도 관찰부 쥬들을 궐나 로 셩균관 학도로만 젼츙 기로 쟉뎡이 되엿다

니 <매일신문>

17~18세기 문헌에서 ‘궐(闕)다’는 계속 출현한다. 특히 구어적 성격이 강한 『朴
通事諺解』에서도 ‘궐(闕)다’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궐(闕)다’가 이 시기까
지도 한국어 화자에게 친숙한 단어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명사인 ‘궐(闕)’이 ‘궐
(闕)이 있다’(22b), ‘궐(闕)이 없다’(22c) 등 구 구성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19~20세기에도 이러한 양상이 유지됐는데 명사 ‘궐(闕)’뒤에 나타나는 동사가 다양
해졌다. ‘궐(闕)이 나다’와 ‘궐(闕)나다’가 모두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23). 
  요컨대, 형태(어형) 측면에서는 한자 형태소 ‘궐(闕)’이 15~16세기에 주로 ‘궐
(闕)다’로 나타난다. 그리고 19세기부터 ‘궐(闕)나다’의 어형이 생겨서 ‘궐(闕)하
다’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궐(闕)나다’가 나타나기 전에 17세기부터는 명사 
‘궐(闕)’이 참여하는 구 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자 형태소의 통사적 지위의 변화를 보면, ‘궐(闕)’은 15~16세기에 주로 동사 
어근으로 쓰였고 17세기부터 자립적인 명사인 ‘궐(闕)’의 용법이 새로 생겼다. 명사
의 용법이 생긴 후에 ‘궐(闕)이 나다’에서 ‘궐(闕)나다’로의 어휘화 현상이 일어났다. 
  의미상 보았을 때, 어근인 ‘궐(闕)-’은 ‘여러 개체가 구성하는 전체에서 일부 개
체가 빠지다’의 뜻이다(20). 이와 달리 (22c)의 ‘袞職이 闕이 잇거든’에서 명사 ‘궐
(闕)’은 ‘비어 있는 일자리’를 뜻하고 (22d)의 ‘사이 闕이 업슴을 貴히 아니 너기
고’에서 ‘궐(闕)’은 ‘사람의 성격상 부족한 점’을 뜻한다. 즉, 명사 ‘궐(闕)’은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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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빠진 부분’이라는 의미만 가지므로 어근 ‘궐(闕)-’이 가졌던 [동작성(상태성)]을 
잃었다.  

③ 책(責)

(24) 15~16세기
a. 그제 世尊이 나 責샤 네 엇데 神足 이리 나토다 <月釋25:122a> (釋

迦:80b17(11) 時世尊責我 正法那得現神足如是)

(25) 15~16세기
a. 一夫ㅣ 제 所 得디 몯야도 님금의 責이라 (一夫不得其所 君之責也) <內訓2下

43b>
b. 孟子ㅣ 샤 人의 그 言을 易히 홈은 責이 업이니라 (人之易其言也 無責耳

矣) <孟子7:32b>

(26) 17세기
a. 能히 命을 天애 責냐 <서전2:71b>
b. 너 三王은 이 丕子ㅅ 責을 天애 두어 겨시니 <서전3:48a> (《尙書·周書·金縢·第

八》 若爾三王是有丕子之責于天)
c. 小子ㅣ 位예 잇디 아님과 同시니 키 우리 責이 업스랴 <서전4:66b> (《尚書·

周書·君奭·十二》 小子同未在位 诞無我責收)

15~16세기 자료에서 한자 형태소 ‘책(責)’은 주로 ‘책(責)다’로 나타난다(24). 명
사 ‘책(責)’의 용례는 『釋譜詳節』, 『月印釋譜』, 『三綱行實圖』에서 찾을 수가 
없고, 그 외에 자료에서 세 예가 발견된다(25). 이 세 예도 역시 한문 원문과 나란
히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중세한국어의 현실어(現實語)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
는지는 의심스럽다. 특히 (25b)의 경우는 한문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도 
못한 채 직역한 것이다. (25b)는 한문 원문에 있는 ‘無責耳矣’를 말 그대로 ‘責이 업
이니라’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無責’이라는 것은 원문에서 ‘책(임)이 없다’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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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책하지 않다’의 뜻으로 쓰였다. 고대 중국어에서 ‘無’는 흔히 후행 동사를 
부정해주는 부사로 쓰였는데, ‘無責耳矣’도 역시 이에 해당되는 용례이다.27) ‘人之易
其言也 無責耳矣’의 뜻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책하지 않기 때문이다.’인데, (25b)에서 그것을 ‘責이 업이니라’라고 번역한 것은 
마땅치 않은 직역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16세기 한자 형태소 ‘책(責)’은 
‘책(責)다’로 실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17세기에도 그 전 시기와 같은 양상이 유지된다. 주로 ‘책(責)다’가 쓰이는 가
운데 명사 ‘책(責)’의 용례가 두 개 발견된다(26). 이 두 예도 역시 한문 원문의 의
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직역(直譯)체로 판단된다. (26b)는 ‘責于天’을 ‘責을 
天애 두어’로 번역했다. 사실 원문의 문맥을 고려할 때 ‘若爾三王是有丕子之責于天’
은 ‘너희 세 왕이여, 만약에 하늘(에 계신 신들) 앞에서 네 아들(周武王)을 지켜주
는 책임을 담당하려면’28)이라는 의미이므로 ‘責을 天애 두어’는 원문을 완전히 직역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6c)에서는 ‘诞無我責收’가 ‘우리 責이 업스랴’로 번역되었
다. 이것도 역시 원문의 의미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직역이다. ‘無我責收’는 ‘無責
收我’의 도치(倒置)구성이고, 이 문장은 ‘나를 책하지도 않고, (내 잘못을)고쳐 주지
도 않는다면’29)이라는 뜻이다. (26b)에서 ‘우리 責이 업스랴’라고 번역한 것은 한문 
27) ‘無+동사’ 구조에서 ‘無’가 부사로서 후행 동사를 부정해주는 의미를 가지는 예는 아래

와 같이 더 들 수 있다. 
(1) a. 臣是以無請也.(《韓非子·喻老》)

b. 請無攻宋矣.(《墨子·公輸》)
c. 不若無聞.(《呂氏春秋·慎行論》)
d. 可以無悔矣.(王安石《遊褒禪山記》)

28) ‘若爾三王是有丕子之責于天’은 《尙書·周書·金縢·第八》에서 나온 문장인데, 주공(周公)
이 병에 걸린 주무왕(周武王)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세 왕(夏禹王, 商湯, 周文王)에게 기
도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주공(周公)은 자신의 목숨으로 주무왕(周武王)의 목숨을 대신
하여 죽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한문 원문은 아래와 같다. 

若爾三王, 是有丕子之責于天, 以旦代某之身. 《尙書·周書·金縢·第八》
문맥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責于天’은 세 왕(三王)이 하늘(에 계신 신들)에게 책임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三王들이) 하늘에서 어떤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
다.

29) ‘收’는 ‘고쳐 주다’의 뜻이다. (《尚書易解》：“收，當讀爲糾，《周禮》 ‘大司馬以糾邦國’ 
郑注：糾，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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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 의미와 차이가 많이 나는 직역인 것이 명백하다. 즉, 한자 형태소 ‘책(責)’은 
17세기까지 주로 ‘책(責)다’로 실현되었다. 

(27) 18세기
a. 責을 닙어도 일즉이 아니 닙으니와 티란 말이 <女四2:35a>
b. 子ㅣ 샤 몸의 스스로 厚히 고 人의게 責을 薄히 면 怨을 멀리 리라 

(躬自厚而薄責於人 則遠于怨矣) <論栗4:8a>

(28) 19세기
a. 英擧國이 此를 和야 責랴 니 <대조선독립협회회보>
b. 姑의 責이 愈甚니 <대조선독립협회회보>

(29) 20세기
a. 【벌책】 (罰責) 名 죄를 책하여 가볍게 벌하는 것 <조선어사전>
b. 損害 受 者의게 賠償 責을 任이라 <경향보감1:36>
c. 이난 예수를 책잡어 송사하랴 함일너라 <신학월보4:217>

18세기 문헌에서는 ‘책(責)을 닙다’(27a), ‘책(責)을 다(27b)’ 등의 구 구성이 나
타난다. 이러한 용례들도 언해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문의 축자역(逐字譯)인지 의
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7a)에서는 명사 ‘책(責)’이 고유어 동사 ‘닙다’과 결합
하고 있고, (27b)에서는 명사 ‘책(責)’과 ‘다’ 사이에 부사어가 개입되어 있다. 이
러한 양상을 보면, 18세기에 나타나는 명사 ‘책(責)’의 한문에 대한 의존성(依存性)
은 그 전 시기보다 덜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확실한 명사의 용례를 19세기의 신문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28b).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책(責)하다’와 ‘책(責)’이 공존
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휘 ‘책(責)잡다’가 나타났다(29c). 
  요컨대, 형태(어형) 측면에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한자 형태소 ‘책(責)’은 ‘책
(責)다’로 실현된다. 18~19세기에는 ‘책(責)다’나 명사 ‘책(責)’이 참여하는 구 
구성이 나타난다. 20세기에는 ‘책(責)잡다’가 새로 나타나, ‘책(責)하다’와 명사 ‘책
(責)’이 참여하는 구 구성과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 42 -

  한자 형태소의 통사적 지위의 변화 측면에서는, 자립성이 없고 어근으로 쓰이던 
‘책(責)-’이 19세기에 와서 자립성을 얻게 되어 자립적인 명사의 자격을 가지게 되
었다. 
  의미 면에서는, 어근으로 쓰인 ‘책(責)-’이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
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동작성(상태성)]을 가지는 반면에 명사인 ‘책(責)’은 ‘책임
(責任)’을 뜻하고 [동작성(상태성)]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④ 표(表)

(30) 15~16세기 
a. 天衣化生샤 一切法이 다 곡도   表시니 <月釋14:68a>
b. 豁然히 貫通홈애 니르면 衆物의 表와 裏와 精과 粗ㅣ 니르디 아니미 업고 (一旦豁

然贯通 則众物之表裏精粗無不到) <大學10ㄴ> 

(31) 17~18세기
a. 在下ㅣ 年幼니 德이 可히 表 거시 업고 (在下年幼 無得可表) <朴通下58b>
b. 風化 터 자브샤 壼範을 六宮애 表시며 母儀 天下애 낫타내시니 <女四

3:45b>

한자 형태소 ‘표(表)’는 15~16세기 문헌에서 주로 ‘표(表)다’로 나타난다. ‘표(表)
다’는 (30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협주에서 나타나, 다른 동사의 뜻을 
풀이할 때 많이 쓰인다. 명사로 쓰인 유일한 예는 (30b)와 같이 『大學諺解』에서 
나타났다.30) (30b)에서 ‘众物之表’를 ‘衆物의 表’로 나란히 대응하여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명사 ‘표(表)’의 쓰임이 한문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후속된 17~18세기 자료에서도 ‘표(表)다’만 나타나고, 명사의 용법은 찾을 수가 
30) ‘문장 형식의 일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명사 ‘표(表)’는 『月印釋譜』에서도 나타났는

데, 그것은 ‘표(表)다’의 ‘표(表)’와 다른 뜻이다. 즉, 다의어(多義語)의 다른 의항(義
項)을 취하는 것이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1) 그 表애 로 (表曰) <月釋2: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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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자 형태소 ‘표(表)’는 주로 ‘표
(表)다’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2) 19~20세기
a. 인민이 다 학문잇게 되거드면 긔의 유식 표가 드러나지 아니 가 두려워 

고 <독립신문>
b. 놉고 나즌 말의 음을 표가 업셔도 분간이 되지 <독립신문>
c. 세 가지 표가 잇시니 첫재는 마암 속에 죄가 잇는 증거요 <신학월보4:151>
d. 진실(眞實Veracitas)을 나타내 표가 되 것이니라 <경향보감3:426>
e. 그 부협판으로 여곰 의론 참예케 되 표나게 쓰 권은 업이라 <독립

신문>

19세기에 와서 ‘표적(表迹)’이라는 뜻으로 쓰인 명사 ‘표(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32)의 예문들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명사 ‘표(表)’가 ‘드러나다(32a)’, ‘없다
(32b)’, ‘있다(32c)’, ‘되다(32d)’ 등 다양한 동사와 결합하여 나타났다. (32e)는 조
사의 생략에 의하여 나타나는 ‘표나다’의 용례이다. 
  요컨대, 형태(어형) 측면에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자 형태소 ‘표(表)’는 ‘표
(表)다’로 실현된다. 19세기부터 명사 ‘표(表)’가 여러 동사와 결합하는 구 구성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했는데, 구 구성에서 조사의 생략에 의하여 새로운 어형인 ‘표
나다’가 생겼다. 
  한자 형태소의 통사적 지위 변화 면에서 자립성이 없는 ‘표(表)-’는 19세기쯤에 
자립성을 획득하여 명사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미 변화 측면에서, ‘표(表)(>하)다’의 ‘표(表)-’는 ‘태도나 의견 따위
를 나타내다’의 의미로 [동작성(상태성)]을 가졌는데, 명사인 ‘표(表)’는 ‘표적(表
迹)’이라는 뜻으로 쓰여 [동작성(상태성)]을 가지지 않는다. 명사 ‘표(表)’는 [동작
성(상태성)]을 나타내주는 ‘(-)나다’, ‘드러나다’, ‘있다’, ‘없다’ 등의 동사(접미사)와 
결합해야 서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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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겸(兼)

(33) 15~16세기
a. 法藏이 長安二年에 셔욼 淸禪寺애 經 飜譯 餘暇애 마초아 司禮部 兼 檢校 雍州長

史 滎陽 鄭公이 淸白며 簡略호미 性이 일며 忠孝ㅣ  브트며 金柯玉葉 됴
 고지며 <般若66b>

b. 큰 므레 믄 디 風災 兼시니라 <月釋19:11b> (法華:56c10(06) 大水所漂 
意兼風災)

c. 滿月은 웃 두 德을 兼시고 大力은 큰 法을 지여 메시고 <月釋11:23b> 

(34) 17~19세기
a. 屍ㅣ 遍身이 微히 븕고 口眼이 다 열니엿고 兼야 피 나미 잇고 두 손이 쥐엿고 

肚腹이 脹니라 <無寃錄3:88a>
b. 됨이 沈鷙고 兼야 智慧 잇스니 <국민소학독본28b>

15~16세기에 한자 형태소 ‘겸(兼)’은 우선 (33a)에서 본 바와 같이 ‘둘 이상의 명
사 사이에 쓰여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용법이 현대한국어까지 변화 없이 이어져왔다. 그 외
에 15~16세기에 ‘겸(兼)다’도 쓰였는데, 그 예는 (33)과 같다. 한자 형태소 ‘겸
(兼)’의 이러한 양상은 19세기까지 유지되었다. 예문 (34)가 17~19세기 ‘겸(兼)
(>하)다’의 용례이다. 

(35) 20세기
a. 【충효:-쌍전】 (忠孝雙全) 名 충성과 효행을 겸하는 것 <조선어사전>
b. 굿도 볼 겸 <대한매일>

20세기 문헌에서부터 ‘겸(兼)하다’뿐만 아니라(35a), 의존명사로 쓰인 ‘겸(兼)’의 용
법이 발견된다(35b). 현대한국어에도 동사인 ‘겸(兼)하다’와 의존명사인 ‘-겸(兼)’
이 있어 두 가지 용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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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한자 형태소 ‘겸(兼)’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주로 ‘겸(兼)(>하)다’
로 실현되고 어근의 자격밖에 안 되었지만, 20세기에 와서는 의존명사인 ‘겸(兼)’이 
생겼다. ‘겸(兼)다’는 앞에서 다루었던 ‘탐(貪)다’, ‘궐(闕)다’, ‘벌(罰)다’, 
‘표(表)다’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겸(兼)’이 완전한 자립성을 가지는 데 이르
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4.1.2. 자립성이 유지되는 경우

  다음으로 ‘탐(貪)다’류 단어에서 그 한자 형태소는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자립적
으로 사용되었고, 현대한국어 시기까지 이러한 자립성이 유지된 것들을 볼 것이다. 
‘벌(罰)다’, ‘사(赦)다’, ‘실(實)다’, ‘욕(辱)다’, ‘합(合)다’, ‘해(害)다’, 
‘한(恨)다’, ‘청(請)다’가 이에 해당하다. 이러한 경우는 한자 형태소의 통사적 
지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욕(辱)다’ 하나의 예를 대표로 보기
로 한다. 

(36) 15세기 용언 (동사)
a. 狗盜아 사 辱호려 니 리 주구미 내 디라 야 주기니라 (狗盜乃欲辱人 

速死吾志也 乃見害) <三綱烈 15 [魏氏斬指_唐]> 
b. 師傅 辱다 모로매 주규리니 (小臣廷辱師傅 罪死不赦) <三綱忠 7 [朱雲折檻_

漢]> 

(37) 15세기 용언 (형용사)
a. 罪 니블 며 녀나 그지업슨 어려 일와 辱 일와 슬픈 일와 시름다 이

리 다와댓거든 <釋詳9:9a> (本藥:258b10(03) 或當刑戮及餘無量災難陵辱 悲愁煎
迫身心受苦)

b. 忍辱仙은 辱 일  仙人이라 <月釋4:29b>

(38) 15세기 (체언)
a. 구짓 辱 구디 샤 <釋詳19:3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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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辱 드르샤도 怒호 모샤 <月釋17:76b>

15세기 문헌에서 한자 형태소 ‘욕(辱)’은 용언 어근으로도 나타나고 명사로도 나타
난다. 어근 ‘욕(辱)-’이 참여하는 용언으로는 ‘욕(辱)다’와 ‘욕(辱)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동사인 경우는 ‘욕(辱)다’가 쓰이고, 형용사면 ‘욕(辱)다’가 쓰이
는 것으로 보인다. (36a)에서는 ‘辱人’을 ‘사 辱호려 니’로 번역했고, (36b)에
서는 ‘辱師傅’를 ‘師傅 辱다’로 번역했다. 두 예의 ‘욕(辱)다’는 모두 명확한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동사인 것이다. 반면에 (37a)에서 ‘어려 일와 辱 일’
은 한문 원문에 있는 ‘災難 陵辱’을 번역한 것이다. ‘辱다’는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형용사이다. 명사로 쓰인 ‘욕(辱)’은 (38)에서 본 바와 같이, ‘(-)
다’ 이외에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마침 앞 절에서 봤던 자립성
이 없는 어근이 자립성을 획득한 후에 다른 동사와 같이 동사구를 구성하는 현상과 
일치한다. 단지 본 절과 앞 절에서 논의한 한자 형태소들은 명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의 선후 차이가 있다. 명사의 용법이 중세부터 있든 후대에 생기든 한자 형태소
가 자립성을 가지는 것은 그의 후행 동사가 다양해지는 필수조건이다.  
  의미상 명사인 ‘욕(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욕(辱)다’의 ‘욕(辱)’도 명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욕(辱) 다’의 용례가 하나도 없는 만큼 ‘욕(辱)다’
의 어근과 접미사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근인 ‘욕(辱)-’과 명사인 ‘욕(辱)’은 역시 [동작성(상태성)]을 가지는지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31)  

31)중세한국어 ‘욕(辱)다’의 의미는 현대한국어 ‘욕하다’와 다르다. 중세한국어의 ‘욕(辱)
다’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남을 부끄럽게 하다’의 뜻이다. 예를 보면,

(1) 狗盜아 사 辱호려 니 리 주구미 내 디라 야 주기니라(狗盜乃欲辱
人 速死吾志也 乃見害) <三綱烈 15 [魏氏斬指_唐]> 

   여기서 ‘욕(辱)다’를 ‘욕설을 하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앞의 문맥을 같이 참조하면 
‘욕(辱)다’가 ‘욕설하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한문의 앞부분을 함께 
보이면 아래와 같다.

(2) 魏曰夫亡不死 而逼我管絃 禍由我發 引刀斬其指 軍伍欲疆妻之 固拒不從 乃刃擬頸
曰 從我者不死 魏厲聲曰 狗盜乃欲辱人 速死吾志也 乃見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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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통시적 변화
중세 현대 통사적

(한자 형태소) 형태적 의미적
(한자 형태소)

4.1.1. 어근 어근
명사 자립성 획득 X다 ➜ X하다, Xy다

      ➜ X
동작성(상태성) 

상실
4.1.2. 어근

명사
어근
명사 자립성 유지 X다 ➜ X하다, Xy다

X     ➜ X ‘X-’와 ‘X’의미 다름

중세한국어 
어형 현대한국어 어형

겁(怯)다 겁나다, 겁내다, 겁먹다, 겁주다
공(空)다32) 공치다, ?공때리다 ?공뜨다, ?공먹다, ?공얻다, ?공돌다,?공놀다
*농(弄)다 ?농치다, ?농트다
니/리(利)다 이롭다, ?이보다
*망(望)다 ?망보다
*별(別)다 별나다, 별스럽다, 별다르다
병(病)다 ?병나다, ?병내다, ?병들다
상(賞)다 ??상주다33)
*열(熱)다 열나다, 열띠다

[표 2] ‘겁(怯)다’류

4.1.3. 소결

4.2. ‘겁(怯)다’류 [變形]

  ‘겁(怯)다’류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X다’로 나타나다가 현대한국어 시기에 ‘Xy
다’로 쓰이게 된 단어들의 유형을 말한다. ‘겁(怯)다’류에 속하는 단어들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魏氏’가 ‘辱’이라고 가리킨 것은 ‘軍伍欲疆妻之(장병이 나를 처로 삼으려고 강요하다)’라
는 사건이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욕하다’를 ‘욕설하다’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중세한국어는 ‘구짖다/구짇다(>짖다>꾸짖다)’이다. 

32) ‘공하다’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연세한국어사전』에는 등



- 48 -

*윤(潤)다 ?윤나다, ?윤내다
의(義)다 의롭다
잡(雜)다 잡되다, 잡스럽다
점(占)다 점치다 
*축(縮)다 축나다, 축내다, ?축가다, ?축지다
*흠(欠)다 ?흠되다, ?흠나다, ?흠내다, ?흠지다, ?흠잡다, ?흠뜯다
計: 15개

‘겁(怯)다’류 단어들의 한자 어근은 ‘별(別)-’과 ‘잡(雜)-’을 제외하면 모두 현대
한국어에서 독립적인 명사로 사용된다. 이 사실은 앞서 제시된 ‘한자 형태소가 자립
성을 가져야 그 후행 요소가 다양화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좋은 근거
가 된다. 따라서 ‘겁(怯)다’류에 속하는 한자 형태소도 그것이 언제부터 자립적인 
명사로 쓰였는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중세한국어 시기에 어근으로
만 쓰이고 자립성이 없었던 한자 형태소들의 경우를 볼 것이다.

4.2.1. 자립성을 획득하는 경우

  본 절에서는 ‘겁(怯)다’류 단어들 중에서 한자 형태소가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어근으로만 쓰였는데, 현대한국어 시기에 독립된 명사로 쓰이게 된 것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에 속하는 한자 형태소는 통시적으로 자립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겪었다. 
‘겁(怯)다’34), ‘공(空)다’, ‘점(占)다’, ‘윤(潤)다’, ‘농(弄)다’, ‘망(望)다’ 
‘축(縮)하다’가 이에 해당된다.

재되어 있지 않다. 『21세기세종계획말뭉치』에서도 ‘공하다’의 용례를 찾지 못했다. 따라
서 ‘공(空)다’는 ‘겁(怯)다류’[變形]에 포함시킨다.  

33) ‘상주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한국어사전』에 모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한국어 코퍼스 자료에서 다수 발견되며, 실제 발화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이를 하나의 단어로 보기로 한다. 

34) 한자 형태소 ‘겁(怯)’의 통시적 사용 양상은 3.2. ‘외래어 수용 이론 및 문제점’ 부분에
서 이미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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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空)

(39) 15~16세기
a. 매 念야 空히 디내디 아니면 能히 受苦 滅리라 <月釋19:42b> (法

華:57c16(00) 心念不空過 能滅諸有苦)

(40) 15~16세기
a. 色이 곧 이 空이니 眞境이오 空이 곧 이 色이니 <月釋8:31b> 
b. 空 受苦ㅣ 本來 뷜 씨오 無我 내라 혼 것 업슬 씨라 <月釋7:53a>

15~16세기 문헌에서 ‘헛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한자 형태소 ‘공(空)’은 주로 ‘공
(空)히’ 형태로 쓰였다(39). ‘공(空)’이 명사로 쓰인 예도 있지만, (40)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불교 용어이다. 따라서 15~16세기에 한자 형태소 ‘공(空)’은 ‘헛되다’라
는 의미의 자립성이 없는 어근으로만 쓰였다고 볼 수 있다. 

(41) 17세기~18세기
a. 昊天애 吊이디 몯니 우리 師를 空케 홈이 宜티 아니리라 (不吊昊天 不宜空

我师) <詩經11:14a>
b. 大風이 隧ㅣ 이시니 空 大谷이로다 (大风有隧 有空大谷) <詩經18:19a>
c. 子ㅣ 샤 回 그 거의오 로 空니라 (回也其庶乎 屢空) <論栗3:10a>

(42) 19~20세기
a. 四面의 冷 氣가 流進야써 空 處를 補니 <대조선독립협회회보>

(43) 현대한국어
a. 공으로 생긴 돈.
b. 오늘 일이 그냥 공친 것은 아닙니다.
c. 비가 와서 장사를 공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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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41), (42)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한자 형태소 ‘공(空)’의 사용 양상을 보
여준다. 20세기까지 한자 형태소 ‘공(空)’은 ‘공(空)(>하)다’로만 실현되고 명사로 
쓰인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현대한국어에서 ‘공(空)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코퍼스에서 용례를 찾을 수 없다. 현대한국어에서는 ‘공(空)
하다’ 대신, 동사 ‘공(空)치다’와 명사 ‘공(空)’이 쓰인다(43). 
  요컨대 형태(어형)상, 한자 형태소 ‘공(空)’은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공(空)
다’로만 나타났는데, 현대한국어에서 ‘공(空)치다’, ‘?공(空)때리다’, ‘?공(空)뜨다’, ‘?
공(空)먹다’, ‘?공(空)얻다’ 등 새로운 어형들이 쓰이면서 ‘공(空)(>하)다’가 쓰이
지 않게 되었다.
  통사적 지위의 변화를 봤을 때, 한자 형태소 ‘공(空)’은 20세기까지 자립성 없이 
사용되었는데 현대한국어에서는 자립적인 명사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空)다’에서 ‘공(空)치다’ 등으로 바뀌는 과정은 문헌 
자료를 통하여 상세하게 볼 수 없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용언들의 어근인 ‘공(空)-’
이 자립성을 획득한 후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의미 변화 측면에서도 ‘공(空)-’이 자립성을 획득하면서 [동작성(상태성)]을 상실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空)(>하)다’에서는 ‘공(空)-’이 모든 서술의 
의미를 담당하고 [동작성(상태성)]을 가지는 반면에, ‘공(空)치다’, ‘?공(空)때리다’, 
‘?공(空)뜨다’ 등에서는 ‘공(空)-’에 후행된 요소들이 분명한 [동작성(상태성)]을 가
지므로 ‘공(空)’은 그저 ‘아무도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② 점(占)

(44) 15~16세기
a. 王이 占 사 블러 무르시니 <月釋2:23b> (釋氏:89a04 召明占者)
b. 動홈앤 그 變을 觀야 그 占을 玩니 (動則觀其變而玩其占) <周易5:5b>

『釋譜詳節』, 『月印釋譜』, 『三綱行實圖』에서는 한자 형태소 ‘점(占)’이 한 번밖
에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형태는 ‘점(占)다’였다(44a). 그리고 현존하는 15~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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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모든 문헌을 검토해 보아도 한자 형태소 ‘점(占)’은 주로 ‘점(占)다’로 실현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사 ‘점(占)’의 용례는 (44b)와 같이 16세기 『周易諺解』에
서 한 예만 발견되는데, ‘玩其占(점을 보다)’를 ‘占을 玩니’로 언해한 것이다. 그
러나 이 번역문도 역시 한문 원문과 나란히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명사인 
‘점(占)’이 과연 16세기부터 나타난 것인지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45) 17세기~18세기 
a. 寢야 興야 내 을 占니 (乃寝乃兴 乃占我梦) <詩經11:8b>
b. 내 각 일을 점치디 아니코 이리 오니 <捷解初1:6a> 

(46) 19세기35)~20세기
a. (卜師) 名 점을 치는 사람 <조선어사전>
b. (算筒) 名 장님이 점을 칠 때에 쓰는 점대를 넣는 통 <조선어사전>
c. 問卜 筮短龜長 점치다 <1895국한회어>
d. 【산:명:-선생】 (算命先生) 名 명수(命數)의 길흉을 점하는 사람 <조선어사전>
e. 【복불습길】 (卜不襲吉) 名 처음에 길조(吉兆)을 얻으면 더 다시 점할 것이 없다

는 것 <조선어사전>

17~18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는 명사 ‘점(占)’의 용례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17
세기 『捷解新語』에서 ‘점치다’라는 형태가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45b). 19~20세
기 문헌에서는 ‘점(占)하다’와 ‘점(占)치다’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20세
기 문헌에서는 ‘점(占)치다’를 ‘점(占)을 치다’로 표기하는 경우도 보인다. 지금까지 
‘Xy다’ 단어들은 조사 생략 후에 어휘화한 것으로 보아왔는데 ‘점을 치다’가 ‘점치다’
35) 19세기 문헌에서는 ‘점복(占卜)’의 뜻으로 쓰인 한자 형태소 ‘점(占)’의 용례를 찾지 못

했다. 이 시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점(占)하다’의 ‘점(占)’은 모두 ‘차지하다’의 뜻인데, 
‘점복(占卜)’의 ‘점(占)’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이다. ‘차지하다’의 뜻으로 쓰인 ‘점(占)
하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a. 亞洲西部에 占 斐尼西亞（후이니사）國으로붓터 發音文字 發明니 <대조선
독립협회회보>

b. 大陸이라 稱 거슨 全地球 四分의 一을 占고 水라 稱 거슨 四分의 三을 
占지라 <대조선독립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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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뒤늦게 나타나는 것은 이에 대한 반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Xy다’가 ‘X을/를 y다’ 구 구성보다 일찍 나타나는 경우는 ‘점
(占)치다’와 후술될 ‘망(望)보다’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필자가 살펴볼 수 
있는 코퍼스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
  ‘점(占)치다’와 ‘점(占)을 치다’가 출현하는 선후 관계를 현존 자료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사적 지위의 변화를 봤을 때 한자 형태소 ‘점(占)’이 자립성 없이 쓰였
다가 나중에 자립성을 획득한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의미 변화의 측면에서는, ‘점(占)을 보다’의 ‘점(占)’이 ‘점(占)(>점)다’의 
‘점(占)-’에 비해서 [동작성(상태성)]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윤(潤)

(47) 16~18세기
a. 富는 집을 潤고 德은 몸을 潤디라 (富潤屋 德潤身) <大學12b> 
b. 道애 洽고 政이 治야 澤이 生民애 潤야 (道洽政治 泽潤生民) <서전5:59a>
c. 子張이 明을 問대 子ㅣ 샤 浸야 潤 譖과 膚의 受 愬ㅣ 行티 몯

면 可히 明타 니디며 (子张问明 子曰 浸潤之譖 肤受之愬 不行焉 可谓明也已
矣) <論栗3:24a> 

한자 형태소 ‘윤(潤)’은 15세기 문헌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 중세한국어 
부분 연구 대상을 확정할 때 ‘윤(潤)다’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한국어에
서 ‘윤(潤)나다’, ‘윤(潤)내다’와 같은 ‘Xy다’형 단어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선대형(先代形)을 역추적(逆追跡)하였다.36) 한자 형태소 ‘윤(潤)’은 16세
기의 경서 언해에서부터 나타난다(47). 16~18세기 자료에서는 ‘윤(潤)다’의 형태
로 계속 나타나는데, 그 예들은 모두 한문의 번역문이기 때문에 ‘윤(潤)다’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된 단어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9세기 신문
자료에 ‘윤(潤)다’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19세기에는 ‘윤(潤)다’가 한국

36)각조 2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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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화자에게 친숙한 단어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48) 19세기
a. 水를 蓄야 雨를 成야써 土地를 潤케 야 植物노 茂盛케 니 <대조선독립

협회회보>

(49) 20세기   
a. 【빛-나다】 自 ① 빛이 환하게 비치다 ② 윤이 나다 ③ 영광이 되다 <조선어사

전>
b. 【구두-약】 名 구두에 발라서 윤을 내는 물건 <조선어사전>

(50) 현대한국어
a. 윤이 흐르다. 가구에 윤을 내다.
b. 그는 항상 반짝반짝 윤나는 구두를 신었다.
c. 매장에는 자동차 윤내는 데 쓰이는 왁스가 여러 종류 비치되어 있었다. 

19세기 자료에서는 ‘윤(潤)(>하)다’만 나타났다(48). 그러나 20세기 자료에서부
터는 ‘윤(潤)(>하)다’가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윤이 나다’(49a), ‘윤을 내
다’(49b) 등의 구 구성이 나타난다. 즉, 명사인 ‘윤(潤)’만 보인다. 20세기까지는 ‘윤
이 나다’, ‘윤을 내다’가 ‘윤나다’, ‘윤내다’로 어휘화 되지 않았지만 현대한국어에서
는 ‘윤(潤)나다’, ‘윤(潤)내다’가 어휘화되었다(50). 

④ *농(弄)

(51) 17세기
a. 여러가지 唱詞 이 이시며  막대 弄 이 이시니 (有諸般唱詞的 也有弄棒

的)<朴通中1a>

(52)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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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디나가며 디나오리 나를 弄되 <朴新1:40a>
b. 사을 弄여 렵게 다 <伍倫7:17a>

‘농(弄)’도 현대한국어의 ‘농(弄)치다’, ‘농(弄)트다’ 어형을 바탕으로 그것의 선대형
(先代形)을 역추적(逆追跡)한 것이다. ‘농(弄)다’는 17세기 자료에서부터 나타났
는데 17~18세기 문헌에서 모두 ‘농(弄)다’의 형태만 발견된다(51, 52). 

(53) 19세기~20세기
a. 그런 무례 말노 농을 나냐 <매일신문>
b. 【기롱】 (譏弄) 名 실없는 말을 하는 것 농하는 것 <조선어사전>

(54) 현대한국어
a. 농이 심하다. 농을 걸다. 농을 던지다. 농으로 한 말이니 화내지 마라. 
b. 그는 친구들에게 농치는 듯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
c. 그들은 아직 농틀 정도로 친숙하진 않다.

명사 ‘농(弄)’의 용법은 19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주로 ‘농을 하다’ 식으로 나
타났다(53a). 이때부터 20세기까지는 ‘농(弄)(>하)다’와 명사 ‘농(弄)’이 공존하
는 시기이다. 현대한국어의 경우, ‘농(弄)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
지만 실제 코퍼스에서는 그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명사 ‘농(弄)’과 새로운 
용언 어형인 ‘농(弄)치다’(54b), ‘농(弄)트다’(54c)가 발견된다. 
  요컨대 형태(어형)상, 17~20세기에 ‘농(弄)(>하)다’만 나타나고, 현대한국어에
서는 ‘농(弄)하다’가 잘 안 쓰이는 대신에 ‘농(弄)치다’, ‘농(弄)트다’ 등 새로운 여
형이 나타난다. 이런 어형상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한자 형태소 ‘농(弄)’이 자립성
을 획득하는 과정은 19세기에 완성되었다. ‘농(弄)’이 자립성을 가진 후에 새로운 
어형이 생긴 것이다. 의미상 보았을 때도 자립성이 없는 ‘농(弄)-’은 ‘다른 사람을 
놀리다’의 뜻을 가지는데, 명사인 ‘농(弄)’은 ‘농담(弄談)’의 뜻을 가지므로 [동작성
(상태성)]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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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망(望)

(55) 16세기
a. 王은 民을 視샤 傷 걷티 시며 道 望샤 見티 몯시 더시다 

(王视民如伤 望道而未之见) <孟子8:12b>

(56) 16세기
a. 民의 望이 되시고 <孟子8:31a>
b. 民이 望을 失티 아니니라 <孟子13:6b> 
c. 六四 月이 거의 望이니 馬匹이 亡면 咎ㅣ 업스리라 <周易4:61a>

(57) 17세기~18세기
a. 子夏ㅣ 오 君子ㅣ 세 번 變호미 잇니 望호매 儼然고 (君子有三變 望之

俨然) <論栗4:62b> 

‘망(望)’도 현대한국어의 ‘망(望)보다’ 어형을 바탕으로 그것의 선대형(先代形)을 역
추적(逆追跡)한 것이다. 한자 형태소 ‘망(望)’은 16세기의 경서 언해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16세기 문헌 자료에서는 동사인 ‘망(望)다’(55)와 명사 ‘망(望)’(56)의 
용례가 모두 보인다. (55)에서 ‘望道而未之見’의 번역문에 ‘望다’가 쓰였는데, 이때 
‘望다’는 현대한국어의 ‘망(望)’과 같은 ‘보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예문 (56)에서 
명사로 쓰인 ‘망(望)’은 현대한국어 ‘망(望)보다’의 ‘망(望)-’과 동음이의어(同音異
義語)이다. (56a, b)의 ‘망(望)-’은 ‘기대(企待), 기망(企望)’의 뜻이고37), (56c)의 
‘망(望)’은 천문학 용어이다.38) 이들은 모두 ‘상대편의 동태를 알기 위하여 멀리서 
동정을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진 현대한국어의 ‘망(望)보다’와 의미가 다르다. 이런 
양상은 18세기까지 유지되었다(57). 그러나 18세기까지 ‘望다’가 모두 경서 언해 

37) 17세기 문헌에도 이와 같은 의미의 명사 ‘망(望)’의 용례가 있다. 
(1) 室家의 望이 이시니 <女四3:53b>  (《內訓》有室家之望焉)

38) 『표준국어대사전』 망(望)08; 태양, 지구, 달이 순서대로 한 직선 위에 놓이는 때. 또
는 그때의 달. 달의 반구(半球) 전체가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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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望다’가 그 때 현실어에서도 쓰였는지 판단하기가 어
렵다. 19세기 자료에서는 한자 형태소 ‘망(望)’의 용례를 찾지 못했다. 

(58) 20세기 
a. 셩환과 안셩군 이에 잇 계촌에 의병의 망보 쟈가 잇고 <대한매일>
b. 【수루】 (戍樓) 名 적군의 동정을 망보기 위하여 성 위에 만든 누각 <조선어사

전>

(59) 현대한국어
a. 서리하는 동안에는 꼭 한 아이가 망을 보고 있어야 했다.
b. 상대편에서 우리 진영을 망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c. 오늘 밤에는 네가 망을 서는 것이 좋겠다.

20세기부터는 ‘망(望)하다’가 소멸된 대신에 ‘망(望)보다’가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58). 현대한국어에서는 ‘망(望)보다’를 ‘망(望)을 보다’로 표기하기도 한다(59a). 
그리고 ‘망(望)보다’뿐만 아니라, ‘망(望)을 서다’도 쓰인다.39) ‘망(望)을 보다’가 ‘망
(望)보다’보다 후대 자료에서 발견되는 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점(占)치다’의 경우와
도 비슷한데 이것도 역시 코퍼스의 한계 때문이라고 본다. 
  요컨대, 한자 형태소 ‘망(望)’도 자립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용언 어
형인 ‘망(望)보다’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의미상 ‘망(望)다’의 ‘망(望)-’보다 자립
적인 ‘망(望)’은 ‘상대편의 동태를 알기 위하여 멀리서 동정을 살피는 일’의 뜻을 가
진 명사로서 [동작성(상태성)]을 가지지 않는다.

⑥ *축(縮)

(60) 16세기
a. 스스로 反야 縮면 비록 千萬人이라도 내 王호리라 시니라 (自反而缩 虽千万

39) 그 외에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았지만, 구어에서는 ‘망(을) 때리다’와 같은 표현도 흔히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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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吾往矣) <孟子3:11b>

(61) 17세기
a. 그 繩이 곧 直거 版을 縮야  載니 (其绳則直 缩版以载) <詩經16:11a>
b. 絞는 橫이 三이오 縮이 一이오 廣이 幅 지오 <家禮5:26b> (《儀禮》 绞横三缩

一 广终幅)

한자 형태소 ‘축(縮)’은 15세기 자료에서 용례를 발견할 수 없는데 현대한국어에서 
‘축(縮)나다’, ‘축(縮)내다’ 등의 어형이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그 것들의 선대형(先
代形)인 ‘축(縮)다’를 역추적(逆追跡)하였다. ‘축(縮)다’는 16세기 문헌 자료에
서 처음으로 나타났다(60). 17세기 문헌 자료에서는 ‘축(縮)다’(61a)와 명사 ‘축
(縮)’(61b)의 용례가 모두 나타나는데, 명사 ‘축(縮)’은 면적(面積)을 표현할 때 사
용하는 전문 용어일 뿐 ‘축(縮)다’의 ‘축(縮)-’과 같은 형태소가 아니다. 『家禮諺
解』 원문에서 ‘縮은 縱포ㅣ니’40)라고 달린 협주를 보면 명사 ‘축(縮)’의 의미를 알 
수 있다.

(62) 18세기 
a. 스스로 反야 縮면 비록 千萬人이라도 내 往호리라 시니라 (自反而缩 虽千万

人吾往矣) <孟栗2:12b>
b. 졔 드러가도 縮이 만히 되게 여시니 아니 민망온가 <隣語1:21b>

(63) 19세기
a. 鬆즉 漲고 緊즉 縮 거시 <대조선독립협회회보>

(64) 20세기
a. 【결손】{-쏜} (缺損) 名 축난 것. <조선어사전>
b. 【축미】(縮米) 名 일정한 수량에 부족이 난 쌀의 분량 축난 쌀. <조선어사전>

40) 여기서 ‘縮’이 면적을 표시하는 명사이라는 것은 《家禮》의 한문 원문의 협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縮, 纵也。横者二幅，纵者一幅，析其末令可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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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현대한국어
a. 며칠 앓더니 얼굴에 축이 갔다.
b. 식량이 축나다. 그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축났다.
c. 밥을 축내다. 그는 공부하느라고 몸을 축내었다.

‘축(縮)’은 18세기부터 자립적인 명사로 쓰이기 시작했고, 20세기에는 ‘축(縮)나다’
라는 새로운 어형이 생겨났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축(縮)나다’, ‘축(縮)내다’와 아울
러 명사 ‘축(縮)’도 쓰인다(65). 
  요컨대 한자 형태소 ‘축(縮)’은 17세기까지 자립성 없이 어근으로 쓰였다가 18세
기부터 자립성을 획득하였다. 자립성을 획득한 후에 ‘축(縮)나다’, ‘축(縮)내다’라는 
새로운 어형이 생겼다. 의미상, ‘축(縮)다’는 ‘무엇이 흠축되다’의 뜻으로 그 어근
인 ‘축(縮)-’이 [동작성(상태성)]을 가진다. 그런데 ‘축(縮)’이 자립성을 획득한 후
에는 ‘(물건의) 흠축’이나 ‘(사람이) 근심이나 병으로 몸이 야윈 것’의 뜻을 가지게 
되어 [동작성(상태성)]을 잃었다.

4.2.2. 자립성이 유지되는 경우

  본 절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명사로 쓸 수 있었던 한자 형태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속하는 한자 형태소는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자립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자립성은 현대한국어까지 유지되었다. ‘병(病)다’, ‘이(利)다’, ‘상(賞)다’, 
‘열(熱)다’, ‘의(義)다’가 여기에 포함된다. 

① ‘병(病)’

(66) 15세기 체언
a. 有情히 病을 어더 비록 그 病이 가얍고도 醫와 藥과 病 간슈리 업거나 <釋

詳9:35b> (本藥:262a27(02) 有諸有情得病雖輕 然無醫藥及看病者)
b. 이 經은 閻浮提ㅅ 사 病엣 良藥이니 다가 사미 病이 이셔 이 經을 드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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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이 즉재 消滅야 늙디 아니며 죽디 아니리라 <月釋18:59b> (法
華:54c25(03) 此經則爲閻浮提人 病之良藥 若人有病 得聞是經 病卽消滅 不老不死)

(67) 15세기 용언
a. 須達이 病얫거늘 부톄 가아 보시고 <釋詳9:35b> (釋迦:66b11(16) 給孤獨長者

疾病 佛往看疾)
b. 衆生이 種種 분벼릐 보채요미 외야 長常 病야 시드러 음담 몯고 <釋詳

9:30a> (本藥:261b11(30)有諸衆生 爲種種患之所困 厄長病羸 瘦不能飮食) 

(68) 15세기
a. 百姓이 病을 거나 어려厄이어든 <釋詳9:34b> (本藥:262a05(13) 梨庶爲病所

苦及餘厄難)
b. 優塡王이 世尊 그리 病을 야 <釋詳11:10b> (釋迦:66c16(04) 優填王波斯匿

王 思睹如來遂得苦患) 
c.   남거늘 王이 病을 호 오 모미 고 더러 내 나거 <釋詳24:50a> 

(釋迦:81c05(02) 歲餘王忽遍身患臭)

한자 형태소 ‘병(病)’은 15세기부터 명사 용법과 동사 어근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
었다. 또한 ‘병(病)을 다’와 같은 형태로도 쓰였다(68). 그러나 ‘병(病)다’가 ‘병
(病)을 다’에서 온 것이라고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병
(病)’과 비슷한 사용 양상을 보이는 한자 형태소 ‘행(行)’의 쓰임을 볼 필요가 있다.
  중세한국어에는 명사 ‘행(行)’, 동사 ‘행(行)다’, 그리고 구 ‘행(行) 다’가 모
두 존재했다. 이런 경우 ‘행(行)다’가 ‘행(行)을 다’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조 측면을 고찰해 보면, ‘행(行) 다’에서 명사 ‘행(行)’은 거성이
지만 ‘행(行)다’의 어근 ‘행(行)-’은 평성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李賢熙(2005)에
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행(行)다’가 ‘행(行)을 다’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명사인 ‘병(病)’과 동사 어근인 ‘병(病)-’은 성조상 차이가 없어서 ‘행(行)’과 
‘행(行)-’처럼 성조를 통하여 검증할 수는 없지만, 한자 형태소 ‘행(行)’의 쓰임을 
고려할 때, ‘병(病)다’와 ‘병(病) 다’도 별개의 구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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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한자를 한국어에 먼저 명사로 수용한다는 종래의 외래어 수용 이론에서는 ‘X다’
를 ‘X을/를 다’에서 온 것이라고 보아왔다. 하지만 본고에서 검증한 많은 예를 보
면, 명사 ‘X’와 용언 ‘X다’는 따로 따로 한국어에 수용되거나(원어에서 X가 명사와 
용언 두 개 용법을 겸하는 경우), ‘X다’가 먼저 수용되어 ‘X-’가 잠재적인 명사로 
인식되다가 추후에 온전한 명사인 ‘X’가 생긴다(원어에서 ‘X’가 용언의 용법만 있는 
경우)는 기술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利)

(69) 15세기 용언
a. 衆生 너비 利케 호리니 <月釋10:31a> (報恩:151a26(00) 廣利諸衆生)
b. 後宮ㅅ 德이 根機 純히 利코 <月釋19:82a> (法華要:357b21(00) 後宮之德根機純

利)
c. 四果ㅣ 凡位 여희디 아니얫거늘 支佛이 第一이니 根이 利니라 <月釋

18:50a> (法華要:349c01(00) 四果未離凡位而支佛爲第一 以根利故)

(70) 15세기 체언
a. 드러 디녀 自在德을 아래 일우니옷 아니면 能히 이 利 나왇디 몯리라 <月釋

18:62a> (法華要:350b18(00) 非宿曾成就聞持自在之德 不能發起是利)
b. 藥師瑠璃光如來  부텻 일훔 念 네 이런 功德 됴 利 어드리오 야 <月

釋9:47a> (本藥:261a18(17) 云何但念藥師琉璃光如來一佛名號便獲爾所功德勝利) 

(71) 17~18세기
a. 故로  번 녀 됴티 아닌 저글 만나면 주려 주그리서 니엇니 利며 害로오

믈 기피 싱각야 <警民重13b> 
b. 념불면 이 주를 알게 권뇌다<念海일사본13a>
c. 그 利 求리오 禮예 悖고 義예 傷호미 <家禮7: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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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자료에서 한자 형태소 ‘이(利)’는 용언 어근(69)과 명사(70)로 모두 나타났
다. ‘이(利)’가 용언 어근으로 쓰이는 경우, 한문 원문에서 ‘利’가 동사일 때는 ‘利케 
다’로(69a), 형용사일 때는 ‘利다’로 번역되었다(69b, c). 17~18세기 문헌 자료
에서도 체언 ‘이(利)’와 용언 ‘이(利)다’가 공존하는 양상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利)’와 ‘해(害)’가 반의어인데도 불구하고, 17~18세기에 ‘해(害)롭다’는 쓰이고 
‘이(利)롭다’가 쓰이지 않아 흥미롭다(71a).

(72) 19세기 
a. 각각 그 힘을 써여야 가히 써 이롭게 건너리니 <독립신문>
b. 우리 동포 형뎨의 의를 이롭게 이라 <독립신문>
c. 일본 무셩 북해도국에셔 그 토죵의게 이롭도록 련 규칙을 여셔 <독립신
문>

(73) 현대한국어
a. 담배는 몸에 이로울 것이 없다.
b. 그 돈이 결국 우리 마을 안에서 빙빙 돌면서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게 될 테니까

요. <한승원, 해일>
c. 남에게 이가 되는 일. 이가 많이 남는 장사. 이를 보다.

19세기부터는 한자 형태소 ‘이(利)’가 사용된 형용사로 ‘이롭다’로 쓰이기 시작했다
(72). 그 전 시기에 ‘이(利)하게 다’로 쓰였던 형태가 ‘이롭게 하다’(72a, b), ‘이
롭도록 하다’(72c)로 나타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몸에 이한 약’을 예로 들
면서 ‘이(利)하다’를 등재하고 있지만, ‘이(利)하다’는 현대한국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 되었다. 대신, ‘이(利)롭다’와 명사 ‘이(利)’가 주로 나타난다.41)
  요컨대 한자 형태소 ‘이(利)’는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비자립적인 어근과 자립적인 
명사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어근인 ‘이(利)-’는 ‘이(利)다’ 어형으로 실
현되었다. 19세기부터는 비자립적인 어근인 ‘이(利)-’가 새로운 어형인 ‘이(利)롭다’

41) 지역 방언에는 형용사 ‘이하다’가 남아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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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어형인 ‘이(利)롭다’가 나타나는 전제는 한자 형태소 
‘이(利)’가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의미 측면에서 어근인 ‘이(利)-’는 ‘이익(利
益)이 되다, 이익(利益)이 있다’의 뜻으로, 명사 ‘이(利)’보다 [동작성(상태성)]을 가
지고 있다. 

③ 상(賞)

(74) 15세기~16세기 
a. 厚賞 둗거 賞씨라 <月釋22:17a> 
b. 즉재 瓔珞이 갑시 千萬이 니 바사 내야 賞고 王이 大臣 眷屬 리고 <月釋

25:95b>
c. 象 어더 오면 너를  賞호리라 <月釋20:64a>

(75) 15세기~16세기
a. 깃부로 賞을 더으디 아니며 <內訓2下53b> (列女傳1:083:05 故不以喜而加

賞)
b. 三年에아 大國에 賞이 잇도다 (三年有賞于大國) <周易4:74b>

(76) 17세기~18세기
a. 내 만히 너를 賞錢을 주마 小人이 엇디 敢히 賞을 라리오 응당 效勞 거시니이

다 <朴新1:57b>   
b. 收拾기를 잘면 내 반시 만히 만히 네게 賞리라 <朴新3:34a> 

『釋譜詳節』, 『月印釋譜』, 『三綱行實圖』에서는 한자 형태소 ‘상(賞)’이 사용된 
용언은 ‘상(賞)다’만 나타났다. 명사로 쓰인 ‘상(賞)’은 (75)에서 본 바와 같이 앞
의 세 권의 책 이외의 언해문 자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중세한국어의 현실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42) 그런데 17~18세기 문헌 중 구어성이 강한 문헌인 『朴通事新

42) 본고에서는 명사 ‘상(賞)’의 출현 빈도가 ‘상(賞)다’와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상(賞)
다’의 ‘상(賞)’을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 시기에 모두 명사로 쓸 수 있다고 보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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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諺解』에서 한자 형태소 ‘상(賞)’이 명사와 용언의 용법으로 모두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명사 ‘상(賞)’과 동사 ‘상(賞)다’가 어느 시기부터 수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18세기에는 둘 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단어였다고 판
단할 수 있다. 

(77) 19세기
a. 외국 긔로 치 학원들을 아 상을 주 <독립신문>

(78) 20세기
a. 공이 잇는 자의게 상을 주며 죄가 잇는 자의게 벌을 주는 것 <신학월보3:191>
b. 다만 상줄 자의게 상주고 죄 줄 자의게 죄를 뎡하야 일호도 사정이 업게 하면 

<신학월보3:192>
c. 【포상】 (褒賞) 名 칭찬하여 상주는 것 <조선어사전>

19세기부터는 자료에서 ‘상(賞)다’를 찾을 수 없다. ‘상(賞)다’가 쓰이던 자리에 
대신 ‘상을 주다’가 주로 나타난다(77). 20세기 문헌에서는 ‘상을 주다’에서 어휘화
된 ‘상주다’가 나타난다(78b, c).
  요컨대, 명사 ‘상(賞)’과 어근인 ‘상(賞)-’은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상(賞)다’는 19세기까지만 쓰였고, 20세기부터 ‘상(賞)주다’라는 새로
운 어형이 생겼다. ‘상(賞)주다’가 나타나기 위한 전제는 자립적인 ‘상(賞)’의 쓰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의미 측면에서도 어근 ‘상(賞)-’은 ‘상(賞)을 주다’의 뜻으
로, ‘상품(賞品)’이라는 의미인 명사 ‘상(賞)’과 비교할 때, [동작성(상태성)]이 분명
하게 느껴진다. 

④ *열(熱)

(79) 15세기~16세기

유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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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이 죽고 壯히 熱닐 白礬 半斤 믈 두 마래 글혀 노겨 허튀 
면 즉재 사니라(又方卒死而狀熱者 用白礬半斤以水二[豆斗]煮消以漬腳即活) 
<救急方上26a> 

b. 七氣湯 虛冷야 氣分이 오니와 寒과 熱와 怒와 깃붐과 시름햇 氣分이 안
헤 모다 구두미 잔 야 <救急方上13a>

‘열(熱)다’는 『釋譜詳節』, 『月印釋譜』, 『三綱行實圖』에서 나타나지는 않았
다. 다만 현대한국어에서 ‘열(熱)나다’, ‘열(熱)띠다’ 등의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므로 
중세한국어 시기에 한자 형태소 ‘열(熱)’이 어떤 사용 양상을 보였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79)는 15세기 의학서 『救急方諺解』에서 찾은 ‘열(熱)다’의 용례이다. 
여기서 ‘方卒死而狀熱者’를 ‘과이 죽고 壯히 熱닐’로 번역했는데, ‘열(熱)다’를 
‘몸에서 열(熱)이 생기다’의 뜻으로 파악한 것이다.43) 이것은 현대한국어에서 사용
하는 ‘열(熱)나다’의 ‘열(熱)’과 같은 의미이다. ‘신열(身熱)’의 뜻으로 사용된 명사 
‘열(熱)’의 용례는 (79b)와 같다. 

(80) 17~18세기
a. 속의 熱이 이셔 이러지 물을 오니 <隣語9:12b>
b. 과실도 만히 먹고 집의 오니 熱여 一身에 衣服을 다 벗고 (來到家裏害熱

時 把一身衣服都脫了) <朴通中15b>

43) 한자 ‘熱’도 다의어이다. 『救急方諺解』의 한문 저본을 살펴보면, ‘몸에서 열이 생기다’
의 뜻으로 쓰인 ‘熱’도 있고, ‘덥다, 뜨겁다’의 뜻으로 쓰인 ‘熱’도 있다. 전자는 한문에서 
동사이고, 후자는 형용사이다. 『救急方諺解』에서는 전자의 경우만 ‘열(熱)다’로 번역
하고 후자의 경우는 ‘열(熱)다’를 쓰지 않았다. (1b~d)는 같은 책 『救急方諺解』에서 
‘뜨겁다’나 ‘덥다’의 의미인 ‘열(熱)’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1) a. 더운 므레 손바 고미 됴니 거든 다시 라(以熱湯浸手足妙冷再換) 
<救急方上29b> 

b. 블근  半 되  므를 덥게 야 瘡 마 시수  세 버니나  버
니나 라(赤小豆半升煮汁熱浸洗瘡日三五次) <救急方上6b>

c. 더운 과 봇 더운 로 복 우희 두프면 됴니라(以熱土及熬熱灰土壅其臍
上佳) <救急方上9a>

‘熱湯’이 ‘열(熱) 湯’으로(1a), ‘熱浸’은 ‘므를 덥게 야’로(1b), ‘熱土及熬熱灰土’는 ‘더
운 과 봇 더운 ’(1c)로 번역되었다. 즉, ‘덥다’나 ‘뜨겁다’의 뜻으로 ‘열(熱)다’가 
쓰이지 않고 ‘몸에서 열이 생기다’의 의미로만 ‘열(熱)다’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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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9~20세기
a. 열흘 동안에 열이 나니 <독립신문>
b. 셰계를 위나나 각으로 어지 열이 나게 지라도 <대한매일신보>

(82) 현대한국어
a. 머리에 열이 난다.
b. 그렇게 열나는 몸으로는 아무 데도 못 간다. 
c. 열나게 찾다
d. 열띤 경쟁.

17~20세기에는 ‘열(熱)(>하)다’의 의미가 ‘덥다’로 바뀌기 때문에 『救急方諺
解』에서 나왔던 ‘熱다’와는 다른 단어로 파악해야 한다(80b, 81c). ‘신열(身熱)’
이나 ‘열성(熱性)’의 뜻으로는 명사구 ‘열(熱)이 나다’만 쓰인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어휘화된 ‘열나다’가 쓰이고(82b), 새로운 어형인 ‘열(熱)띠다’도 나타난다(82c). 
  요컨대 한자 형태소 ‘열(熱)’은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자립성을 가졌는데, 이러한 
자립성은 현대한국어까지 유지되어 왔다. ‘열(熱)’이 자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열이 
나다’의 구 구성도 가능하고, 그 후에 ‘열나다’, ‘열띠다’ 등의 어형 출현도 가능한 
것이다. 의미상 15세기 어근인 ‘열(熱)-’과 명사 ‘열(熱)’은 [동작성(상태성)]을 지
니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⑤ 의(義) 

(83) 15세기 
a. 義 사 이시며 업소로  고티디 아니니 (義者不以存亡易心) <三綱

烈 [令女截耳_魏]>
b. 그위예셔 義 너겨 府에 닐어 門 紅門 셰오 집 完護니라 (官義之 上府 旌門

復家) <三綱烈 [義婦臥氷_元]> 

(84) 15세기
a. 孔子ㅣ 仁 일우니라 니시고 孟子ㅣ 義 取ㅣ라 (孔曰成仁 孟曰取義)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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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忠 [天祥不屈_宋]>  
b. 큰 義로 제 아 주기도다 (大義滅親) <三綱忠 [石碏純臣_衛]> 
c. 내 나랏 큰 恩惠 닙 義예 주 디니 엇뎨 (吾受國厚恩 義在致死) <三綱忠 

[桓彛致死]>
한자 형태소 ‘의(義)’는 15세기부터 용언 어근 용법과 명사 용법을 모두 보인다. ‘의
(義)-’를 어근으로 취하는 용언에는 ‘의(義)다’와 ‘의(義)다’가 있다. (83a)는 
‘의(義)다’의 용례이고 (83b)는 ‘의(義)다’의 용례이다. ‘의(義)다’와 ‘의(義)
다’의 차이는 각각 대응하는 한문 원문의 품사에 있다. (83a)에서 ‘義 사’과 
대응하는 한문은 ‘義者’이다. 형용사 ‘의(義)’가 ‘의(義)다’로 번역된 것이다. 
(83b)에서는 ‘그위예셔 義 너겨’와 대응하는 한문이 ‘官義之’이다. 여기서는 동
사 ‘義’를 ‘義 너겨’로 번역하였다. 『三綱行實圖』에서는 ‘의(義)다’가 두 번 
나타나는데 두 번 모두 ‘義 너겨’ 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문 원문에 있는 동사 
‘의(義)’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한국어에서는 한자 형태소 ‘의(義)’가 참여하
는 동사가 없고, 형용사인 ‘의(義)롭다’만 존재한다.

(85) 16세기
a. 君子ㅣ 義로  質을 삼고 禮로  行며 <論語4:8a>
b. 義면 義티 아니리 업고 君이 正면 正티 아니리 업니 <孟子7:32a>
c. 義 사은 사라시며 <飜小9:63a>
d. 義 이 이시며 <小學6:58a>

(86) 17세기
a. 그 利 求리오 禮예 悖고 義예 傷호미 <家禮7:15b>
b. 罰을 殷彛로 蔽호 그 義 刑과 義 殺로 고 <서전3:75a>

(87) 18세기
a. 언을 삼가 닷그며 의로온 학당을 베퍼 <敬信64b>
b. 나히 數十이 디나되 咸恒의 義 아디 몯매 니니 <어제훈서22b>
c. 君이 仁면 仁티 아니리 업스며 君이 義면 義티 아니리 업스며 <孟栗4: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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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통사적
(한자어 형태소) 형태적 의미적

(한자어 형태소)중세 현대
4.2.1. 어근 어근

명사 자립성 획득 X다 ➜ Xy다, 
   ➜ X 동작성(상태성) 상실

4.2.2. 어근
명사

어근
명사 자립성 유지 X다 ➜ Xy다,

X ➜ X
‘X-’와 ‘X’ 의미 

다름

16세기에는 명사 ‘의(義)’와 ‘의(義)다’의 쓰임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의(義)
다’의 용례는 찾을 수가 없다. 17세기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18세기 문헌
에서는 다시 ‘의(義)(>롭)다’, ‘의(義)(>하)다’와 명사 ‘의(義)’가 공존하는 양
상이 나타난다. 15세기에 쓰이던 ‘의(義)다’가 16, 17세기에는 쓰이지 않다가 18
세기에 다시 쓰이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오히려 남아 있는 
16~17세기 문헌이 한정되어 있어 ‘의(義)롭다’의 용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즉, 16, 17세기 문헌에서 ‘의(義)롭다’의 용례를 찾지 못한 것
은 코퍼스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88) 19세기~20세기
a. 벼을 드려 죽기 밧고매 義의 닛기 어렵도다 <고문진보 고려서림>
b. 국가에 츙신이요 인민의게 의로온 형뎨요 <독립신문>
c. 관원이라 착고 의로온 사이니 <신학월보1:214>

19~20세기에는 ‘의(義)다’가 나타나지 않는다. 18세기까지 ‘의(義)(>한) 자’로 
번역되던 ‘義者’가 20세기 신문 자료에서는 ‘의로온 사’으로 번역되었다(88c). 
  요컨대 한자 형태소 ‘의(義)’는 15세기부터 ‘의(義)다’, ‘의(義)(>롭)다’, 그리
고 명사 ‘의(義)’의 세 가지 용법이 있었다. 그런데 19세기부터는 ‘의(義)다’가 사
라졌다. 의미상 용언 어근으로 쓰인 ‘의(義)-’와 명사로 쓰인 ‘의(義)’는 의미가 다
르다.

4.2.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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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사적 합성어 ‘Xy다’는 ‘X+조사+y다’의 구 구성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현대한국
어에서 ‘Xy다’와 ‘X+조사+y다’는 원칙적으로 볼 때 쌍으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탐(貪)다’류와 ‘겁(怯)다’류는 현대한국어에서 ‘X다’형이 
존재하는지에 차이가 있지만 ‘Xy다’형 용언을 가지는 한자 형태소가 모두 현대한국
어에서 독립적인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점에서 같다. 단지 한자 형태소의 독립적인 
용법이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존재했는지 후대에 생긴 것인지에 따라 ‘자립성을 획득
하는 경우’와 ‘자립성이 유지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탐(貪)다’류에 속하
는 한자 형태소 ‘순(順)’과, ‘겁(怯)다’류에 속하는 ‘별(別)’과 ‘잡(雜)’이 현대한국
어에서 독립적인 명사의 용법이 없는데 ‘Xy다’형 용언을 가지는 것은 예외이다. ‘순
(順)되다’ ‘별(別)나다’, ‘잡(雜)되다’라는 단어는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 ‘*순
(順)이 되다’, ‘*별(別)이 나다’ ‘*잡(雜)이 되다’로는 쓸 수 없다. 본고는 이 세 예를 
‘예외’로 보고, 더 이상의 깊은 논의는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현상은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 중, ‘순(順)되다’ ‘별(別)나다’와 ‘잡(雜)되다’에서만 보이는 현
상이기 때문이다. 조사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는 ‘Xy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후
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4.3. ‘취(醉)다’류 [同形]
  
  ‘취(醉)다’류는 중세한국어에서 쓰이던 ‘X다’가 현대한국어에서도 계속 ‘X하
다’로 쓰이는 경우, 이러한 단어들을 유형화 해 일컬은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단
어들의 어형 변화에 있어서의 특징은 ‘동형(同形)’이라고 개괄할 수 있다. ‘취(醉)
다’류 단어는 양이 많아서 그 중의 일부만 [표 3]에 제시해 두었다.44) 

44) ‘취(醉)다’류[同形]에 속하는 단어들의 전체 목록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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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한국어 어형 현대한국어 어형
구(救)다 구(救)하다
권(勸)다 권(勸)하다
망(亡)다 망(亡)하다
면(免)다 면(免)하다
변(變)다 변(變)하다
상(傷)다 상(傷)하다
임(臨)다 임(臨)하다
취(醉)다 취(醉)하다
통(通)다 통(通)하다
향(向)다 향(向)하다
… …
計: 92개

[표 3] ‘취(醉)다’류 

[표 3]에서 제시한 단어는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에서 모두 용언으로 쓰일 수 있
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현대한국어에서 용언뿐만 아니라,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
는 점에서 다른 단어들과 구별된다. 예컨대 한자 형태소 ‘권(勸)’은 중세한국어 시기
에 ‘권(勸)다’로 실현되었고 현대한국어에서도 ‘권(勸)하다’로 쓰인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는 용언 ‘권(勸)하다’외에 명사 ‘권(勸)’도 존재한다. 우선 중세한국어 시기
와 현대한국어 시기에 아무 변화 없이 모두 어근으로만 쓰이는 경우를 살펴본 다음
에, 현대한국어에서 용언뿐만 아니라, 체언의 용법도 가지는 한자 형태소들을 살펴
볼 것이다. 

4.3.1. 자립성에 변화가 없는 경우

  ‘취(醉)다’류에 속하는 단어들은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현대한국어 시기까지 그 
용법에 아무 변화 없이 모두 ‘X(>하)다’로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한자 
형태소들은 아무런 통사적 지위의 변화를 겪지 않았지만, 다소간의 의미상 변화는 
겪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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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구(救)
a. 비로 늘근 어미 잇니 救쇼셔 (吳以老母在堂乞救護) <三綱孝29 [吳二免禍_

宋]> 
a′. 극빈자를 구하다.

(90) 험(險/嶮)45)
a. 嶮 길헤 드르샤 崛山로 가시더니 <月釋10:28a> (報恩:150c25(01) 單獨一

己而入嶮路 往至崛山)
a′.길이 멀고 험하다.

(91) 곤(困)46)
a. 이 무렛 사 즌 며 므거 돌 지야 漸漸 困며 漸漸 므거 자곡마

다 깁니 <月釋21:102b> (地藏:784a02(00) 如履泥塗負於重石 漸困漸重 足步
深邃)

a′. 연일 과중한 업무로 몸이 곤해서 그런지 그저 어디 가 한숨 잤으면 하는 생각뿐
이다.

b′. 하루 종일 일한 탓에 그는 잠자리에 들자 곧 코를 골며 곤한 잠에 빠졌다.

45) 『月印釋譜』, 『釋譜詳節』, 『三綱行實圖』 이외의 15세기 문헌에서 ‘險’이 명사 용법
으로 쓰인 용례는 두 개가 있다. 아래의 (1), (2)가 그 예이다.

(1) 衆生이 窮야 福慧 업서 險에 러디여 苦 맛냇거든 <法華1:232b>
(2) 險을 平히 시며 야료 마시며 사 시며 쇼 건네샤 <楞嚴

5:69b> (楞要:828c17(00) 平險防損 代人濟牛)
   (1)은 직역체(直譯體) 문헌 『法華經諺解』에서 나타난 것이고, (2)의 ‘險을 平히 다’

는 뒤에 제시한 한문과 대조해서 봤을 때, ‘平險’을 직역(直譯)한 것이다. 
      이 용례들이 나타나는 자료의 성격과 출현 빈도를 고려할 때, ‘險’이 중세한국어에서 

명사 용법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즉, ‘險’은 자립성이 없는 용언의 어근으로 
쓰인 것으로 본다.

46) 중세한국어에서 ‘곤(困)다’는 ‘곤란해지다’라는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예문 1), 
그것은 ‘기운이 없이 나른하다’나 ‘잠든 상태가 깊다’와는 하나의 다의어가 가지는 서로 
다른 의항(義項)이다. 그러므로 현대한국어의 ‘곤(困)하다’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1) 나히 라 窮困야 四方애 밥 求호 五道애 困야 四生애 녀 <月釋1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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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한국어 현대한국어
X하다 명사 (예)

권(勸)다 권하다 친구의 권으로 볼링을 배웠다.
득(得)다 득하다 득을 보다, 득이 된다, 득이 많다, 득이 되는 일.
렴(斂)다 염하다 염이 시작되다, 염이 끝나다.
허(虛)다 허하다 허를 찌르다.
計: 4개

[표 3-1]

(89)와 (90)은 한자 형태소의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고, (91)은 다소간의 
의미 변화가 일어난 예이다. (91a)의 ‘곤(困)다’는 ‘(긴 시간의 지속적인 체력운동 
때문에) 기운이 없이 나른하다’라는 의미인데, (91a′)에서 보인 현대한국어의 ‘곤하
다’도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91b′)의 ‘곤한 잠’에서 ‘곤하다’는 ‘몹시 고단하여 잠
든 상태가 깊다’라는 뜻이다. ‘기운이 없이 나른하다’에서 ‘자고 싶다’나 ‘잠든 상태
가 깊다’라는 의미로, ‘곤(困)(>하)다’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한자 
형태소 자체의 의미변화도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본고의 핵심적인 논의거리와는 거
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그치기로 한다. 

4.3.2. 자립성을 획득하는 경우

  본 절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자립성 없이 어근으로만 쓰이던 한자 형태소가 
현대한국어 시기에 와서 용언 어근뿐만 아니라, 자립적인 명사의 용법도 겸하여 갖
게 된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X다’ 어형으로만 쓰이고 
현대한국어에서도 계속 ‘X하다’ 어형을 가져 ‘취(醉)다류 [同形]’에 속하지만, 현
대한국어에서 ‘X하다’ 용언 외에 명사 ‘X’의 용법도 있어서 앞 절에서 보았던 단어
들과는 구별된다. 이 유형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목록은 [표 3-1]과 같다. 

① 권(勸)

(92) 15세기~16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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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臣下란 忠貞을 勸시고 子息으란 孝道 勸시고 나라란 大平을 勸시고 
지브란 和호 勸시고 <月釋8:29a-b> 

(93) 17세기~18세기
a. 寧王의 德을 勸샤 <서전4:64a>
b. 女子 勸야 말 믈 들으라 <女四2:5b>

(94) 19세기~20세기
a. 第二課 호기 勸이라 <신정심상3목록1a>
b. 寰을 俯察샤 특별이  甄錄야  世人의 勸을 삼으시니 <伍倫8:41b>

(95) 현대한국어
a. 아버지는 나에게 해외 유학을 권했지만 자신이 없어 받아들이지 못했다.
b. 영수는 좌중의 권에 못 이겨 노래를 불렀다.

한자 형태소 ‘권(勸)’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용언 어근으로만 쓰였고(92), 17~18세
기 문헌에서도 ‘권(勸)다’만 보인다. 그런데 19세기부터 자립적인 명사인 ‘권(勸)’
의 용법을 보이기 시작했다. (94b)의 ‘勸을 삼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자 형태
소 ‘권(勸)’의 용언 어근과 명사 두 가지 용법은 현대한국어까지 유지되었다.
  요컨대 형태(어형)상 ‘권(勸)(>하)다’는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현대한국어 시기
까지 변화 없이 사용되어 왔다. 통사적 특징의 변화를 보면, 어근인 ‘권(勸)-’이 19
세기에 와서 자립성을 획득하여 독립된 명사의 용법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의미
상, 명사로 쓰인 ‘권(勸)’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김,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라는 
의미로 [동작성(상태성)]을 지니지 않지만, 용언 어근 ‘권(勸)-’은 [동작성(상태
성)]을 지니고 있다. 

② 득(得)

(96) 15세기~16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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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淸淨을 得게 호려 샤 世間애 나시며 衆生 그 부텻 知見을 뵈요리라 <釋詳
13:48b> (法華:07a24(00) 使得淸淨故 出現於世) 

b. 그  諸梵天王이 偈로 부텨 讚歎고 各各  願 世尊이 法輪을 轉
샤 一切 世間 諸天 魔梵沙門 婆羅門이 다 便安호 어더 度脫 得게 쇼셔 
<月釋14:27b> (法華:24b04(00) 時諸梵天王 一心同聲以偈頌曰 唯願天人尊 轉無
上法輪 擊于大法鼓 而吹大法螺 普雨大法雨 度無量衆生 我等咸歸請 當演深遠音) 

c. 天下엣 英才 得야 敎育홈이 세 樂이니 <孟子13:14b>

(97) 17세기~18세기
a. 내 聞호니 닐오 能히 스스로 師를 得 者 王고 人을 己ㅣ 디 몯니라 

<서전2:8b>
b.  사의게 을 得면 <御內2:10a>

한자 형태소 ‘득(得)’은 15~16세기에 주로 ‘득(>하)다’로 나타난다. (96b)의 예
에서는 ‘度無量衆生’을 ‘一切 世間 諸天 魔梵沙門 婆羅門이 다 便安호 어더 度脫 
得게 쇼셔’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月印釋譜』가 언해되는 과정에서 언해자(諺解
者)가 한문 저경을 되도록 그 당시의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의역(意譯)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동시에 한문에 ‘得’자가 없는데도 언해문에서 ‘得다’가 나타나는 것
을 통하여 ‘得다’가 그 당시 한국어 화자에게 친숙한 단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18세기에도 계속 ‘득(得)다’만 쓰이는 양상이 유지된다(97). 

(98) 19세기 이후
a. 만일 權勢로 得 者 그 根이 植지 못야 <소학독본>
b. 배운 만큼 득이 된다.

19세기부터는 ‘득(得)(>하)다’ 외에 명사인 ‘득(得)’의 용례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자 형태소 ‘득(得)’ 역시 자립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겪었다. 현대한국어에서는 ‘득
을 보다’, ‘득이 되다’ 등 구 구성에서 명사 ‘득(得)’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용언 ‘득
(得)하다’도 쓰인다.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명사 ‘득(得)’은 ‘소득’이나 ‘이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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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라 [동작성(상태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지만 ‘득(得)하다’의 어근 ‘득(得)-’은 
‘이득을 얻다’라는 뜻이라 [동작성(상태성)]을 지닌다.

③ 렴/염(殮/斂)

(99) 15세기
a. 여 나래 斂니 치 산 더라 (凡八十日乃就殮 顔色如生) <三綱忠19 

[劉韐捐生_宋]> 

(100) 16세기
a. 春애 耕을 省야 不足을 補며 秋애 斂을 省야 不給을 助니 (春省耕而

补不足 秋省斂而助不给) <孟子2:15a> 

(101) 17세기~18세기
a. 故로 斂야 葬 거시니 <家禮7:17a>  
b. 棺을 사 담아 殮호 아직 굿게 못박디 말고 <無寃錄1:56b>

(102) 현대한국어
a. 염이 시작되다.
b. 시신을 염하다. 

‘렴/염(斂/殮)’도 15세기~18세기 자료에서 모두 ‘斂/殮(>하)다’로 나타난다(99, 
101). 예문 (100)과 같이 16세기 자료에서 명사로 쓰인 ‘斂’도 보인다.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렴/염(斂/殮)다’의 ‘렴/염(斂/殮)’과는 달리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100)은 맹자가 왕에게 권유하는 말인데 ‘봄에 백성들이 경작하는 일을 살펴
보아 그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도와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일을 살펴보아 수확이 
좋지 않은 사람을 구제한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명사 ‘렴/염(斂)’은 ‘수
확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렴/염(斂/殮)다’의 ‘렴/염(斂/殮)-’과는 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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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어(同音異義語)이다. 즉, 18세기까지는 ‘斂/殮(>하)다’로만 쓰였다. 19~20세
기 자료에서는 한자 형태소 ‘렴/염(斂)’의 용례를 찾지 못했지만, 현대한국어에서는 
명사 ‘염(殮)’과 ‘염(殮)하다’가 모두 쓰인다. 즉, 한자 형태소 ‘렴/염(斂/殮)’도 자립
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④ 허(虛)

(103) 15세기~16세기
a. 내 두  료로 다 부텻 金色 모 得호리니 이 말옷 虛티 아니딘댄 

<釋詳20:19b> (法華:54a06(07) 我捨兩臂 必當得佛金色之身 若實不虛) 
b. 諦 虛티 아니야 實 씨오 <月釋2:22d>
c. 君子ㅣ 以야 虛로 人애 受니라 (君子以虚受人) <周易3:2b>

(104) 17세기~18세기
a. 黃金의 貴호 虛히 랑며 <杜重22:42a>
b. 그 일을 虛히 디 아니다 호니 <御內2:26a>

(105) 19~20세기
a. 허 은  비 겁거 <태평광기언해>
b. 만일 허 것을 반진 <신학월보>

(106) 현대한국어
a. 허를 찌르다.
b. 마음이 허하다.
c. 적의 허한 틈을 타서 공격하다.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한자 형태소 ‘허(虛)’가 주로 ‘허(虛)(>하)다’로 나타났
다. 16세기 『周易諺解』에서 명사 ‘허(虛)’의 용례가 하나 보이지만 그것이 한문과 
나란히 대응하는 데다가 후속 시기 문헌에서도 명사 ‘허(虛)’의 용법은 찾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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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어근 통사적
(한자어 형태소) 형태적 의미적

(한자어 형태소)중세 현대
4.3.1. 어근 어근 변화 없음 ‘X다’ ➜ ‘X하다’ 변화 없음
4.3.2. 어근 어근

명사 자립성 획득 ‘X다’ ➜ ‘X하다’
        ➜ ‘X’

동작성(상태성) 
상실

없기 때문에 한자 형태소 ‘허(虛)’는 20세기까지 어근으로만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현대한국어에서는 ‘허(虛)’가 자립성을 획득하여 명사 ‘허(虛)’가 동사 ‘허(虛)
하다’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106). 의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명사 ‘허(虛)’는 
‘허점’의 뜻으로, ‘비어 있다’의 뜻을 가진 어근 ‘허(虛)-’보다 [동작성(상태성)]이 
희미하다.

4.3.3. 소결

  ‘탐(貪)다’류와 ‘겁(怯)다’류를 다루면서 ‘한자 형태소가 자립성을 가지는 것은 
후행요소가 다양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앞서 수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자 형태소가 자립성을 가진다고 해서 모두 새로운 후행 요소와 결합하여 ‘Xy다’형 
용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취(醉)다’류의 경우, 일부 한자 형태소가 자립
성을 획득하여 독립적인 명사로 쓰일 수 있지만 ‘Xy다’형 용언은 가지지 못한다. 즉, 
‘한자 형태소가 자립성을 가지는 것’은 ‘후행요소가 다양해지’는 필수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4.4. ‘배(倍)다’류 [消滅]

  ‘배(倍)다’류는 중세한국어에서 ‘X다’로 나타나지만 현대한국어에서는 용언으로 
쓰이지 않는 유형의 단어들을 말한다. 상당히 많은 수의 단어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표 4]에서 그 중 일부를 제시한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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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한국어 현대한국어
강(降)다 항복(降服)하다
개(改)다 고치다, 바꾸다.
소(小)다 작다
수(守)다 지키다
제(祭)다 제사(祭祀)하다
침(侵)다 침략(侵掠)하다
… …
計 86개

[표 4] ‘배(倍)다’류

‘배(倍)다’류에 속하는 단어들은 현대한국어에서 어떤 형태(어형)로든 용언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어들의 일부는 그 한자 어근이 현대한국어에서 독립된 
명사로 쓰일 수 있어서 나머지 단어들과 구별된다. 예컨대 ‘배(倍)다’의 어근인 
‘배(倍)-’는 현대한국어에서 ‘배(倍)하다’나 ‘배(倍)y다’ 형태로 실현되지 않지만, 
‘물가가 배로 올랐다’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명사 ‘배(倍)’로 아주 흔히 사용된다. 이
들은 ‘소(小)다’의 어근과 같이 현대한국어에서 용언으로든 어근으로든 체언으로
든 전혀 쓰일 수 없는 것들과는 구별이 된다. 따라서 ‘배(倍)다’류의 단어도 그것
이 취하는 한자 형태소가 현대한국어에서 완전히 사라졌는지, 아니면 용언이 아닌 
체언의 형태로 유지되었는지에 따라서 둘로 나뉜다.

4.4.1. ‘X(>하)다’가 폐어(廢語)가 된 경우

  [표 4]에 제시한 ‘배(倍)다’류 단어들은 현대한국어에서 완전히 폐어(廢語)가 
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생존력이 약하여 동의어(同義語), 동음어(同音語) 관계
에 있는 어휘들과의 충돌 및 경쟁에서 밀려 소멸하게 된 것이다. 소멸된 ‘X(>하)
다’의 자리는 현대한국어에서 주로 2음절 한자어나 고유어가 채우고 있다.48) 
47) ‘배(倍)다’의 전체 목록은 부록을 참조.  
48) 어떤 조건을 갖춘 단음절 한자어가 2음절 한자어나 고유어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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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한국어 어형 현대한국어
감(感)다 감이 안 오다, 감이 멀다, 감이 좋지 않다.
배(倍)다 배로 오르다, 두 배나 들다, 속도가 네 배로 빨라졌다, 

두 배나 되다
제(祭)다 제를 지내다, 제를 올리다

[표 4-1]

(107) 2음절한자어로 대치되는 경우
a. 漢王이 楚애 降시다 야 (漢王降楚) <三綱忠5 [紀信誑楚_漢]>
b. 報應理 性命의 微호매셔 나니 <月釋19:121a>

(108) 고유어로 대치되는 경우
a. 藏 小코 拙니 大예 通티 몯 <月釋14:68b>
b. 사로미 義 守야 주그니만 몯니라 (越義而生 不如守義而死) <三綱烈1 [伯姬

逮火_宋]>
c. 預流 改야 後果애 나샤 가비니라 <月釋13:25b>

(107)은 ‘X(>하)다’가 현대한국어에서 2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으로 대치
된 예들이다. (107a)의 ‘항(降)다’는 현대한국어에서 ‘항복(降服)하다’로 쓰이고, 
(107b)의 ‘미(微)다’는 ‘미소(微小)하다’로 대치되었다. (108)의 예들에 등장하는 
‘배(倍)다’류 단어들은 현대한국어에서는 고유어로 대치되었다. (108a)의 ‘소(小)
다’는 ‘작다’로, (108b)의 ‘수(守)다’는 ‘지키다’로, (108c)의 ‘개(改)다’는 ‘고
치다’로 대치되어 쓰인다. 

4.4.2. 자립성을 획득(유지)하는 경우

  이제 ‘배(倍)다’의 어근 ‘배(倍)-’처럼, 현대한국어에서 용언 어근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독립된 체언으로는 쓰이는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속하는 단어들의 목
록은 [표 4-1]과 같다. 

는지에 대해서는 안희제(200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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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에 제시된 단어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자립성 없는 어근이 자립성을 
가지는 명사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표 
4-1]에 속하는 각 형태소의 통시적 사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① 배(倍)

(109) 현대한국어
a. 물가가 배로 올랐다.
b. 힘이 세 배나 들다.

(110) 15~16세기
a. 東녁 十萬 由旬에   바리 이쇼 그 苦ㅣ 이셔 倍며 <月釋21:26a> 

(地藏:779a06(00) 海東十萬由旬 又有一海 其苦倍此)
b. 이제  地를 倍고 仁征을 行티 아니면 이 天下ㅅ 兵을 動홈이니이다  (今

又倍地而不行仁政 是動天下之兵也) <孟子2:33a>

(111) 17~18세기
a. 네 의 투틔예셔 倍케 고 술로 려 와 實케 라 <家禮8:13b>
b. 사이 父母ㅣ 업면 生日에 맛당이 悲痛이 倍니 <伍倫4:13b>

현대한국어에서 배수(倍數)를 표현할 때는 주로 (10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숫
자)배로+동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배(倍)하다’가 표
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배(倍)하다’를 수록되지 않았
다. 『21세기세종계획말뭉치』가 제공하는 코퍼스에서도 ‘배(倍)하다’의 용례는 검
색되지 않았다. 그런데 15~16세기의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배수를 표현할 때는 ‘倍
히, 倍倍히, 十倍야, 倍코…’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 오로지 동사 ‘배(倍)다’
만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명사로 쓰인 ‘(숫자)倍로’의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 
예문(110a, 110b)는 각각 15, 16세기 ‘배(倍)다’의 대표적인 용례이다. 동사 ‘배
(倍)다’의 용법은 근대 문헌 자료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는데 (111)은 그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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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문이다. 명사로 쓰인 ‘배(倍)’는 19세기 문헌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112) 19세기
a. 龍蛇의 蟄은 存에 利이오 尺蠖의 屈은 倍에 利이라 니라 <소학독

본28a> (《易·系辞下》 尺蠖之屈 以求信也 龙蛇之蛰 以存身也)
b. 그 슈셰 보다 몃 배나 셩의게 더 릭익될 것을 졍부에셔 보죠 여 <독립신문>

(113) 20세기
a. 녀인이 남자보다 배나 더 잘  수 잇스니 <신학월보2:572>

19세기 문헌 자료에서는 용언인 ‘배(倍)다’(112a)가 체언으로 쓰인 ‘배
(倍)’(112b)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112a)를 보면, ‘倍다’의 용례가 한문의 
번역문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한문 원문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라고 판
단된다. 한문 원문 ‘尺蠖之屈 以求信也’49)에 ‘배(倍)’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번역
문에서 한문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배(倍)다’를 사용해 의역(意譯)하는 모
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을 볼 때, ‘배(倍)다’는 19세기까지 한국어 화자에
게 친숙한 단어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0세기부터는 문헌에서 ‘배(倍)(>하)다’
는 찾을 수 없게 되고, 명사 용법으로 쓰인 ‘배(倍)’만 발견된다(113a).
  한자 형태소 ‘배(倍)’의 통시적 사용 양상을 비교해 보면, 형태(어형)상 15세기부
터 활발하게 쓰였던 ‘배(倍)다’는 19세기까지만 나타나고, 19세기부터는 명사인 
‘배(倍)’가 참여하는 구 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세기부터는 ‘배(倍)
(>하)다’의 소멸에 따라 명사인 ‘배(倍)’만 나타난다. 이런 추세는 현대한국어에도 
유지되었다.
  통사적 지위 측면에서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자 형태소 ‘배(倍)’가 자립성 
없이 어근으로만 나타났다. 19세기에 와서는 ‘배(倍)’가 자립성을 획득하였다.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배(倍)다’의 ‘배(倍)’는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

49) ‘尺蠖之屈 以求信也 龙蛇之蛰 以存身也’는 《易·系辞下》에서 나온 말이다. ‘尺蠖(벌레의 
일중)이 더 멀리 가려고 해서 몸을 구부리고, 용이나 뱀 같은 신성한 동물들도 자신을 보
존하려고 잠깐 숨기도 한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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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분명한 [동작성(상태성)]을 지닌다. 그런데 명사인 ‘배
(倍)’는 [동작성(상태성)]이 없고, 순수하게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을 뜻
할 뿐이다. ‘배(倍)다’의 ‘배(倍)-’가 가졌던 [동작성(상태성)]은 명사 ‘배(倍)’에 
후행하는 동사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② 감(感)

(114) 15세기~16세기
a. 瓦礫과 荊棘과 雜 미 感호미오 便利 조티 아니호 더러  感호미오 

<月釋13:62b>
b. 地大 感야 마가 通티 몯야 妙明을 릴 諸佛이 得道 제 다  뮈우

며 放光샤 <月釋14:17b>
c. 聖人이 人心을 感호매 天下ㅣ 和平니 <周易3:2a>

(115) 17세기
a. 神을 感곤 며 이 有苗ㅣ녀 禹ㅣ 昌言을 拜야 <서전1:36a>

(116) 18세기
a. 내 情을 感티 아니여시되 이예 能히 날을 爲여 義로 汚辱을 밧디 아니여시

니 <伍倫7:39b>

한자 형태소 ‘감(感)’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모두 ‘감(感)다’
로 실현된다. (114a)의 ‘미 感다’, (114b)의 ‘地大 感다’, (114c)의 ‘人心
을 感다’, (115a)의 ‘神을 感다’, 그리고 (116)의 ‘情을 感티 아니여시되’에서 
‘감(感)다’는 모두 그에 선행된 목적어를 ‘느끼다’의 뜻이다. 

(117) 현대한국어
a. 오늘은 감이 좋지 않아서 바다에 나가는 일을 쉬었다.
b. 신부가 떠나는 것을 구경하러 온 아낙들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신랑 인물을 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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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도록 칭송하는 것이었다. <박경리, 토지>
c. 따뜻한 봄 햇살이 정원의 잔디밭을 비추고 있어 실내는 좀 무더운 감이 들었다. 

<최인호, 처세술 개론>

19세기 자료에서는 한자 형태소 ‘감(感)’의 용례를 찾지 못했지만 20세기 자료 및 
현대한국어에서 모두 명사 ‘감(感)’을 찾을 수 있었다. 한자 형태소 ‘감(感)’의 사용 
양상을 살필 수 있는 19세기 자료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20세기 이후의 자료
에서는 명사 ‘감(感)’의 용법만 보이기 때문에 ‘감(感)다’의 정확한 소멸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자 형태소 ‘감(感)’이 포함
되어 실현된 어형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감(感)다’뿐이었다는 것과 19~20세
기쯤에 ‘감(感)다’가 사라지고 명사인 ‘감(感)’만 남았다는 사실이다. 현대한국어에
서는 명사 ‘감(感)’이 ‘좋다’(117a), ‘있다’(117b), ‘들다’(117c) 등 다양한 동사와 
결합하여 구 구성으로 나타난다.
  통사적 지위의 변화를 보았을 때, 자립성이 없던 ‘감(感)-’이 자립성을 획득하였
다. 
  의미상의 변화도, 어근인 ‘감(感)-’은 ‘느끼다’의 뜻으로 분명한 [동작성(상태성)]
을 가지고 있지만, 명사 ‘감(感)’은 ‘느낌’의 뜻으로 [동작성(상태성)]을 가지지 않는
다.

③ 제(祭)

(118) 15세기~16세기 
a. 큰 祭 호려 노니 모로매 이 각시로 릴 잠 도로 보내여든 祭고 도로 

보내요리라 迦尸王이 보내야 祭 차 使者 브려 보내오라 야 <月釋
7:15b> (釋迦:61a09-10(00) 欲設大祀須得此女 暫還放來後當更遣 時迦尸王卽遣
歸還　大祀已訖遣使還索)

b. 墓애 禮로 祭고 모다 수울 머구려 거늘 (親舊皆携酒禮祭士玄于墓 祭畢 衆欲行
酒) <三綱烈26 [王氏經死_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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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7세기~18세기
a. 이제 이 七月이니 立秋 엿고 社神 祭여시니 (今這七月立了秋 祭了灶神) <朴

通上16b> 
b. 祭 者ㅣ 비록 임의 服을 버나  엇디 祭애 참與홈이 害로오리오 <家禮

9:22b>
c. 祭 敎의 本이라 <女四3:67b>

한자 형태소 ‘제(祭)’는 15세기부터 명사와 용언 어근의 두 가지 용법이 있었다는 
점에서 앞의 ‘배(倍)’나 ‘감(感)’과는 다르다(118). 15세기 문헌에서는 ‘祀’와 ‘祠’ 등
의 번역으로 ‘제(祭)’, ‘제(祭)다’가 쓰인다. 이를 통하여 ‘제(祭)’와 ‘제(祭)다’가 
중세한국어 시기에 비교적 잘 쓰이는 단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祭)’와 ‘제
(祭)(>하)다’가 공존하는 양상은 17세기까지 유지되었다. 17~18세기의 구어성이 
강한 문헌 자료 『朴通事諺解』에 ‘제(祭)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시기까지
도 ‘제(祭)다’가 빈번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119a). 19~20세기 자료에서는 
명사로든 용언 어근으로든 한자 형태소 ‘제(祭)’의 용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현대한
국어에서 ‘제(祭)’는 ‘제를 지내다’. ‘제를 올리다’ 등과 같이 명사 ‘제(祭)’로만 쓰인
다. 동사 ‘제(祭)다’는 17~18세기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형태(어형)상 한자 형태소 ‘제(祭)’는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18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용언 어근과 체언으로 모두 쓰였는데, 현대한국어에서는 체언의 용법
만 남았다. 통사적 성격의 변화를 보았을 때, ‘제(祭)’는 ‘배(倍)’, ‘감(感)’과 달리 
자립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의미 면에서, 명사 ‘제
(祭)’는 [동작성(상태성)]이 없고, 어근 ‘제(祭)-’는 [동작성(상태성)]을 가져 차이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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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통시적 변화
중세 현대 통사적

(한자 형태소) 형태적 의미적
(한자 형태소)

4.4.1. 어근 소멸 소멸 X다 ➜ 소멸 소멸
4.4.2.

어근 명사 자립성 획득 X다 ➜ X 동작성(상태성) 상실
어근
명사 명사 자립성 유지 X다 ➜ 소멸

X     ➜ X ‘X-’와 ‘X’의미 다름

4.4.3. 소결



- 85 -

5. 결론

  본고는 단음절 한자 어근을 취하는 용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한국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형태·통사·의미상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한자어(외래어)가 
한국어에 수용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형태면에서, 단음절 한자는 한국어에 차용된 뒤 중세한국어 시기에 주로 ‘X다’
로 나타나는데, 현대한국어 시기에 들어서 ‘X하다’ 이외에 ‘Xy다’ 어형이 생기기도 
한다. ‘X다’ 용언은 이런 어형의 변화를 겪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탐(貪)다’류, 
‘겁(怯)다’류, ‘취(醉)다’류, ‘배(倍)다’류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탐(貪)다’류는 현대한국어에서 ‘X하다’형을 유지하면서, ‘Xy다’형도 추가(追加)로 
생긴 유형이다. ‘겁(怯)다’류는 현대한국어에서 ‘X다’ 어형은 사라졌지만 ‘X다’
를 대신하여 ‘Xy다’형이 쓰여서 변형(變形)이 일어난 경우이다. ‘취(醉)다’류는 중
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 시기에 같은 어형을 유지하는 유형이다. 마지막 ‘배(倍)다’
류는 현대한국어에서 소멸된 유형이다. 
  위와 같은 형태(어형)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한자 형태소의 문법적 지위 
변화에 있다. ‘Xy다’ 어형을 가지는 한자 형태소 ‘X’는 모두 자립적인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자 형태소 ‘X’의 이러한 자립적인 명사 용법은 중세한
국어 시기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후대에 가면서 획득되었을 수도 있다. 자립적인 
‘X’는 ‘하다’ 이외에 다른 동사(y다)와 구(句)를 구성해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한
다. 그리고 ‘X’가 참여하는 구 구성에서 조사가 생략되고, 어휘화 현상이 발생하면 
‘Xy다’가 생긴다. 따라서 한자 형태소 ‘X’가 자립성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Xy다’ 어
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립적인 ‘X’가 구 구성에만 참여하고, 그 구성이 
어휘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다. 즉, 한자 형태소 ‘X’가 자립성을 가
지는 것은 ‘Xy다’ 어형이 생기는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통사적 지위 변화를 겪은 단음절 한자 형태소를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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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어형) 통사
(한자형태소)

의미
(한자 형태소) 計(역추적)중세 현대

‘탐(貪)다’류
[追加] X다

X 하 다 , 
Xy다, X 자립성 획득 동작성(상태성) 상실 5
X 하 다 , 
Xy다, X 자립성 유지 ‘X-’와 ‘X’의미 다름 8(1)

‘겁(怯)다’류
[變形] X다 Xy다, X 자립성 획득 동작성(상태성) 상실 7(4)

Xy다, X 자립성 유지 ‘X-’와 ‘X’의미 다름 5(1)
‘취(醉)다’류
[同形] X다 X하다 변화 없음 변화 없음 88

X 자립성 획득 동작성(상태성) 상실 4
‘배(倍)다’류
[消滅] X다

폐어 소멸 소멸 83
X 자립성 획득

자립성 유지 동작성(상태성) 상실 3

  단음절 한자 형태소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한자어(외래어)가 한국어에 수
용되는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었다. 종래 외래어(한자어) 수용 이론
에 따르면, 외국어(용언)는 한국어에 수용될 때 우선 명사로 수용되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하)다’가 붙어서 ‘X(>하)다’가 생긴다. 그러나 본고에서 고찰한 
단음절 한자 형태소들 가운데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어근으로만 쓰이고, 나중에 명
사의 용법이 생긴 예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위와 같은 기
술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외래어(한자어)를 한국어에 수용할 때, 외래어(한자어)는 
잠재적인 명사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자체를 독립적인 명사로 수용하는 것
은 아니다. 
  통사적 지위가 바뀐 전후에 한자 형태소의 의미 변화도 일어났다. 어근으로 쓰인 
한자 형태소는 [동작성(상태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립적인 명사로 쓰인 한자 형태
소는 [동작성(상태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상실된 [동작성(상태성)]은 
자립적인 ‘X’와 결합하는 새로운 동사 ‘y다’가 담당하게 된다. 
  본고에서 살펴본 각 유형의 단어들이 겪는 형태·통사·의미적 변화 규칙을 정리하
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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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关于韩国语谓词的单音节汉字词根的历时研究
张会见

  众所周知，韩国语词汇中60%以上是从古代汉语借用而来的汉字词。由于隶属孤立语
的汉语和隶属黏着语的韩国语语言特征上的不同，汉字在被韩国语借用的过程中多不能
直接使用，而是要附加上一定的语尾。古代汉语的动词和形容词借用到韩国语中，初期
（中世韩国语）主要以‘汉字+하다（X다）’的形式出现。但是在现代韩国语中，单音
节汉字谓词以不仅仅以单音节汉字谓词不仅仅以‘X하다’的形式出现，也有很多汉字词根
与‘-하다’之外的语尾结合，以‘Xy다’的形式出现.（例如：表示‘畏惧’的‘怯’字在中世韩国
语中的形态是‘怯하다’但在现代韩国语中普遍使用的动词是‘怯나다’和‘怯내다’）本文就是
从这种现象入手，试图探索单音节汉字谓词发生这种形态变化的原因，同时进一步揭示
这种现象背后所遵循的韩国语借用外来词的一般性规律。
  韩国语在借用古代汉语的动词和形容词时，一般是将其作为名词借用，然后从名词上
派生出‘X(>하)다’谓词的说法是目前韩国语形态领域的主流观点。这是因为古代汉语
中的相当一部分动词（形容词）也兼有名词的词性，对于它们而言，名词首先被借用的
观点不难接受。但是对于少部分在古代汉语中不兼有名词用法的动词（形容词）而言，
它们在韩国语中为什么会产生名词的用法，以及在借用过程中发生词性变化所带来的影
响至今仍未得到韩国学者的关注。
  本文搜集了中世韩国语文献中所出现的‘X다’谓词和现代韩国语词典中收录的‘X하
다’，‘Xy다’动词，通过对比，按照词形是否发生变化将其分为‘追加型’‘变形型’，‘同形型’
和‘消灭型’四种类型，并分别考察了各类型单音节汉字词从中世，经近代，到现代的变迁
过程，发现大部分的‘X다’谓词是早于名词‘X’出现的。通过这些从史料上找到的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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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认为，韩国语在借用古代汉语动词和形容词时，并不是将其先作为名词使用之后在
再名词上派生出谓词的，而是先以谓词‘X(>하)다’的形式借用，之后由‘X(>하)다’
逆向派生出了名词‘X’。这一变迁过程也是‘X하다’在现代韩国语中时常被‘Xy다’代替使用
的根源。因为‘Xy다’谓词原则上是由‘X+y다’短语词汇化而来，而这种词汇化发生的前提
条件就是‘X’必须是具有独立性的名词。
  本文在史料选择上注意避开中世韩国语中一些对汉语原文直译痕迹明显的材料，而选
择了比较贴近当时的现实语言的意译资料《释普详节》，《月印释普》和《三纲行实
图》作为分析的基本材料。

关键词：汉字词，谓词，单音节汉字词根，‘X다’, ‘Xy다’, 历时研究，外来词，语形变
化，语义变化。

学号：2011-2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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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형태소

중세한국어 현대한국어
변화

용언 체언 X하다 용언 Xy다 용언 체언

가(加) 가(加)다 --- 가하다 --- --- 동형
각(刻) 각(刻)다 --- ?각하다 --- --- 동형
각(覺) 각(覺)다 (불) --- 각하다(불) --- 명사(불) 동형
갈(渴) 갈(渴)다 --- 갈하다 --- --- 동형
감(感) 감(感)다 --- --- --- 명사 소멸
감(減) 감(減)다 --- 감하다 --- --- 동형
강(强) 강(强)다 --- 강하다 --- --- 동형
강(剛) 강(剛)다 --- 강하다 --- --- 동형
강(降) 강(降)다 --- --- --- --- 소멸
개(改) 개(改)다 --- --- --- --- 소멸
개(開) 개(開)다 --- --- --- --- 소멸
겁(劫) 겁(劫)다 (불) 명사 (불) --- --- 명사(불) 소멸
겁(怯) 겁(怯)다 --- --- 겁나다;겁내다;겁먹다; 겁주다 명사 변형
결(決) 결(決)다 명사 --- --- --- 소멸
결(結) 결(結)다 명사 --- --- --- 소멸
겸(兼) 겸(兼)다 --- 겸하다 ?겸치다 의존명사 추가
경(輕) 경(輕)다 --- 경하다 --- --- 동형
고(告) 고(告)다 --- 고하다 --- --- 동형
곤(困) 곤(困)다 --- 곤하다 --- --- 동형
공(空) 공(空)다 --- ?공하다 ? 공 뜨 다 ; ? 공 먹 다 ; ? 공 얻 다 ; 공 치 다 ; ?공돌다; ?공놀다 명사 변형
관(觀) 관(觀)다 (불) 명사 (불) ?관하다(불) --- 명사(불) 동형
교(巧) 교(巧)다 --- 교하다 --- --- 동형
구(救) 구(救)다 --- 구하다 --- --- 동형
구(求) 구(求)다 --- 구하다 --- --- 동형
굴(屈) 굴(屈)다 --- 굴하다 --- --- 동형
권(勸/權) 권(勸/權)다 --- 권하다 --- 명사 동형
궐(闕) 궐(闕)다 --- 궐하다 ?궐나다;  ?궐내다 명사 추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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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貴) 귀(貴)다 --- 귀하다 --- --- 동형
급(急) 급(急)다 --- 급하다 ?급스럽다 --- ?추가
기(記) 기(記)다 (불) 명사 (불) ?기하다 --- --- 동형
길(吉) 길(吉)다 --- 길하다 --- --- 동형
난(難) 난(難)다 --- ?난하다 --- --- 동형
념(念) 념(念)다 (불) 명사 (불) --- --- 명사(불) 소멸
노(怒) 노(怒)다 명사 노하다 --- --- 동형
노(老) 노(老)다 --- --- --- --- 소멸
논(論) 논(論)다 명사 논하다 --- --- 동형
능(能) 능(能)다 명사 능하다 --- 명사 동형
니/리(利) 니/리(利)다 명사 ?이하다 이롭다; 이보다 명사 변형
단(斷) 단(斷)다 (불) 명사 (불) --- --- --- 소멸
당(當) 당(當)다 --- 당하다 --- --- 동형
대(大) 대(大)다 (불) 명사 (불) --- --- 명사 소멸
대(對) 대(對)다 --- 대하다 --- --- 동형
도(度) 도(度)다 --- --- --- --- 소멸
도(謟) 도(謟)다 --- --- --- --- 소멸
독(毒) 독(毒)다 명사 독하다 ?독나다; ?독스럽다 명사 ?추가
돌(咄) 돌(咄)다 --- --- --- --- 소멸
동(動) 동(動)다 명사 동하다 --- --- 동형
동(同) 동(同)다 --- --- --- --- 소멸
둔(屯) 둔(屯)다 --- --- --- 명사 ?소멸
둔(鈍) 둔(鈍)다 --- 둔하다 ?돈스럽다 --- ?추가
듕(重) 듕(重)다 --- 중하다 --- --- 동형
득(得) 득(得)다 --- 득하다 --- 명사 동형
등(等) 등(等)다 --- --- --- --- 소멸
래(勑) 래(勑)다 (불) --- --- --- --- 소멸
렴(斂) 렴(斂)다 --- ?염하다 --- 명사 동형
령(靈) 령(靈)다 --- 영하다 --- --- 동형
령(領) 령(領)다 --- --- --- --- 소멸
논(論) 논(論)다 명사 논하다 　 명사 동형
류(流) 류(流)다 (불) 명사 (불) --- --- --- 소멸
만(滿) 만(滿)다 --- --- --- ---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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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末) 말(末)다 명사 --- --- 의존명사 소멸
망(亡) 망(亡)다 --- 망하다 　 --- 동형
망(罔) 망(罔)다 --- --- --- --- 소멸
면(免) 면(免)다 --- 면하다 --- --- 동형
멸(滅) 멸(滅)다 --- 멸하다 --- --- 동형
명(命) 명(命)다 명사 명하다 --- 명사 동형
모(模) 모(模)다 --- ?모하다 --- --- 동형
몰(沒) 몰(沒)다 --- --- --- --- 소멸
묘(妙) 묘(妙)다 명사 묘하다 --- 명사 동형
문(聞) 문(聞)다 명사 --- --- --- 소멸
미(獼) 미(獼)다 --- --- --- --- 소멸
미(微) 미(微)다 --- --- --- --- 소멸
미(迷) 미(迷)다 (불) 명사 (불) --- --- --- 소멸
미(密) 미(密)다 --- --- --- --- 소멸
반(反) 반(反)다 --- 반하다 --- --- 동형
반(叛) 반(叛)다 --- 반하다 --- --- 동형
발(發) 발(發)다 --- 발하다 --- --- 동형
방(方) 방(方)다 (불) 명사 (불) --- --- --- 소멸
배(倍) 배(倍)다 --- 　 --- 명사 소멸
벌(罰) 벌(罰)다 명사 벌하다 벌 쓰 다 ; 벌 서 다 ; 벌받다; 벌주다 명사 추가
범(犯) 범(犯)다 명사 범하다 --- --- 동형
변(變) 변(變)다 (불) 명사 (불) 변하다 ?변스럽다 명사 ?추가
병(病) 병(病)다 명사 --- 병 나 다 ; 병 내 다 ; 병들다 명사 변형
보(報) 보(報)다 (불) 명사 (불) --- --- --- 소멸
보(普) 보(普)다 --- --- --- --- 소멸
복(復) 복(復)다 --- --- --- --- 소멸
봉(封) 봉(封)다 --- 봉하다 --- --- 동형
분(分) 분(分)다 명사 ?분하다 --- 명사 동형
빙(聘) 빙(聘)다 --- --- --- --- 소멸
사(邪) 사(邪)다 (불) 명사 (불) --- --- ?명사 소멸
사(謝) 사(謝)다 --- ?사하다 --- --- 동형
사(赦) 사(赦)다 명사 사하다 ?사놓다 명사 추가
사(辭) 사(辭)다 --- 사하다 --- --- 동형
상(傷) 상(傷)다 --- 상하다 --- --- 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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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想) 상(想)다 (불) 명사 (불) --- --- 한정명사 소멸
상(賞) 상(賞)다 명사 --- ?상주다 명사 변형
생(生) 생(生)다 명사 ?생하다 --- 명사(불) 동형
선(善) 선(善)다 명사 선하다 --- 명사 동형
설(設) 설(設)다 --- --- --- --- 소멸
섭(攝) 섭(攝)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섭(涉) 섭(涉)다 --- --- --- --- 소멸
성(盛) 성(盛)다 --- 성하다 --- --- 동형
소(塑) 소(塑)다 --- --- --- --- 소멸
소(小) 소(小)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소(消) 소(消)다 --- --- --- --- 소멸
속(屬) 속(屬)다 --- 속하다 --- --- 동형
손(損) 손(損)다 --- --- --- --- 소멸
송(頌) 송(頌)다 명사 ?송하다 --- ?명사 동형
수(守) 수(守)다 --- --- --- --- 소멸
수(修) 수(修)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수(受) 수(受)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수(授) 수(授)다 --- --- --- --- 소멸
순(純) 순(純)다 --- --- --- --- 소멸
순(順) 순(順)다 명사 순하다 순되다? --- 추가
술(述) 술(述)다 --- --- --- --- 소멸
승(勝) 승(勝)다 명사 승하다 --- 명사 동형
시(施) 시(施)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시(是) 시(是)다 --- --- --- --- 소멸
신(信) 신(信)다 명사 --- --- --- 소멸
실(實) 실(實)다 명사 실하다 실 차 다 ; 실 없 다 ; 실답다 명사 추가
심(甚) 심(甚)다 --- 심하다 --- --- 동형
악(惡) 악(惡)다 명사 악하다 ?악스럽다 명사 ?추가
안(安) 안(安)다 --- --- --- --- 소멸
약(藥) 약(藥)다 명사 --- --- 명사 소멸
어(御) 어(御)다 --- --- --- --- 소멸
여(如) 여(如)다 --- 여하다 --- --- 동형
연(緣) 연(緣)다 (불) 명사 (불) --- --- ---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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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永) 영(永)다 --- --- --- --- 소멸
영(靈) 영(靈)다 --- 영하다 --- --- 동형
욕(欲) 욕(欲)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욕(辱) 욕(辱)다 명사 욕하다 욕 되 다 ; 욕 먹 다 ; 욕보다 명사 추가
원(圓) 원(圓)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원(願) 원(願)다 명사 원하다 --- 명사 동형
위(爲) 위(爲)다 --- 위하다 --- --- 동형 
유(留) 유(留)다 --- 유하다 　 --- 동형
응(應) 응(應)다 (불) 명사 (불) 응하다 --- --- 동형
의(義) 의(義)다 명사 --- 의롭다 명사 변형
이(異) 이(異)다 --- --- --- --- 소멸
인(仁) 인(仁)다 명사 --- --- --- 소멸
인(因) 인(因)다 명사 인하다 --- 명사 동형  
임(臨) 임(臨)다 --- 임하다 --- --- 동형  
자(資) 자(資)다 --- ?자하다 --- --- 동형
잡(雜) 잡(雜)다 --- 　 잡되다;  잡스럽다 --- 변형
장(將) 장(將)다 --- --- --- --- 소멸
장(葬) 장(葬)다 --- --- --- --- 소멸
재(齋) 재(齋)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저(著) 저(著)다 --- --- --- 한정명사 소멸
적(寂) 적(寂)다 --- --- --- --- 소멸
전(專) 전(專)다 --- --- --- --- 소멸
전(傳) 전(傳)다 --- 전하다 --- --- 동형
전(轉) 전(轉)다 (불) --- --- --- --- 소멸
점(占) 점(占)다 --- 점하다 점치다 명사 변형
접(接) 접(接)다 --- 접하다 --- --- 동형
정(正) 정(正)다 명사 정하다 --- 명사 동형
정(精) 정(精)다 명사 정하다 --- 명사 동형
제(祭) 제(祭)다 명사 --- --- 명사 소멸
조(照) 조(照)다 --- --- --- --- 소멸
족(足) 족(足)다 --- 족하다 --- --- 동형
존(尊) 존(尊)다 --- --- --- --- 소멸
졸(拙) 졸(拙)다 --- 졸하다 --- --- 동형
종(從) 종(從)다 --- --- --- ---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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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住) 주(住)다 --- --- --- --- 소멸
주(呪) 주(呪)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주(周) 주(周)다 --- --- --- --- 소멸
주(奏) 주(奏)다 --- ?주하다 --- --- 동형
증(增) 증(增)다 --- --- --- --- 소멸
증(證) 증(證)다 명사 --- --- --- 소멸
증(贈) 증(贈)다 --- --- --- --- 소멸
지(至) 지(至)다 --- --- --- --- 소멸
지(止) 지(止)다 --- --- --- --- 소멸
직(直) 직(直)다 --- ?직하다 --- --- 동형
진(盡) 진(盡)다 --- 진하다 --- --- 동형
진(鎭) 진(鎭)다 --- --- --- --- 소멸
질(質) 질(質)다 --- --- --- --- 소멸
착(着) 착(着)다 --- --- --- --- 소멸
찬(讚) 찬(讚)다 --- ?찬하다 --- --- 동형
참(懺) 참(懺)다 --- ?참하다 --- --- 동형
책(責) 책(責)다 --- 책하다 책잡다 명사 추가
척(斥) 척(斥)다 --- --- --- --- 소멸
천(賤) 천(賤)다 --- 천하다 --- --- 동형
첨(諂) 첨(諂)다 --- 첨하다 --- ?명사 ?동형
청(請) 청(請)다 명사 청하다 ?청쫍다 명사 추가
체(體) 체(體)다 --- --- --- --- 소멸
촉(觸) 촉(觸)다 (불) 명사 (불) --- --- --- 소멸
추(醜) 추(醜)다 --- 추하다 --- --- 동형
추(麤) 추(麤)다 명사 ?추하다 --- --- 동형
취(取) 취(取)다 --- 취하다 --- --- 동형
취(醉) 취(醉)다 --- 취하다 --- --- 동형
칙(勅) 칙(勅)다 명사 --- --- --- 소멸
친(親) 친(親)다 명사 친하다 ?친좁다;  ?친쪼다 접사 ?추가
침(侵) 침(侵)다 --- --- --- --- 소멸
쾌(快) 쾌(快)다 --- 쾌하다 　 --- 동형
탁(托) 탁(托)다 --- --- --- --- 소멸
탄(彈) 탄(彈)다 --- --- --- --- 소멸
탄(歎) 탄(歎)다 --- --- --- --- 소멸
탐(貪) 탐(貪)다 --- 탐하다 탐 나 다 ; 탐 내 다 ; 명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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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다; 탐스럽다
토(吐) 토(吐)다 --- 토하다 --- ?명사 ?동형
통(統) 통(統)다 --- --- --- --- 소멸
통(通) 통(通)다 --- 통하다 --- --- 동형
파(破) 파(破)다 --- --- --- --- 소멸
판(判) 판(判)다 --- --- --- --- 소멸
패(敗) 패(敗)다 --- 패하다 --- ? 명 사 ;  의존명사 ?동형
편(遍) 편(遍)다 --- --- --- --- 소멸
평(平) 평(平)다 --- --- --- --- 소멸
폐(廢) 폐(廢)다 --- 폐하다 --- --- 동형
포(褒) 포(褒)다 --- --- --- --- 소멸
표(表) 표(表)다 --- 표하다 표나다 명사 추가
품(品) 품(品)다 명사 --- --- --- 소멸
피(避) 피(避)다 --- 피하다 --- --- 동형
핍(乏) 핍(乏)다 --- 핍하다 --- --- 동형
합(合) 합(合)다 명사 합하다 합치다 명사 추가
항(降) 항(降)다 --- --- --- --- 소멸
해(解) 해(解)다 명사 --- 　 --- 소멸
해(害) 해(害)다 명사 해하다 해되다; 해치다 명사 추가
행(行) 행(行)다 명사 행하다 --- --- 동형
향(向) 향(向)다 --- 향하다 --- --- 동형
허(虛) 허(虛)다 --- 허하다 --- 명사 동형
허(許) 허(許)다 --- 허하다 --- --- 동형
헐(歇) 헐(歇)다 --- 헐하다 --- --- 동형
험(嶮) 험(嶮)다 --- 험하다 --- --- 동형
현(現) 현(現)다 --- --- --- --- 소멸
현(賢) 현(賢)다 명사 --- --- --- 소멸
현(顯) 현(顯)다 --- --- --- --- 소멸
호(好) 호(好)다 --- --- --- 한정명사 소멸
호(護) 호(護)다 --- --- --- --- 소멸
혹(惑) 혹(惑)다 (불) 명사 (불) 혹하다 --- 명사(불) 동형
화(化) 화(化)다 --- 화하다 --- --- 동형
화(畵) 화(畵)다 명사 --- --- --- 소멸
화(和) 화(和)다 --- 화하다 --- --- 동형
회(會) 회(會)다 명사 회하다 --- --- 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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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熏) 훈(熏)다 명사 훈하다 --- --- 동형
　 　 　 　 　 　 　
*한(恨) *한(恨)다 명사 한하다 헌스럽다; 한많다 명사 추가
*별(別) *별(別)다 --- ?별하다 별 나 다 ; 별 스 럽 다 ; 별다르다 --- 변형
*열(熱) *열(熱)다 명사 ?열하다 --- 명사 변형
*축(縮) *축(縮)다 --- ?축하다 축나다; ?축내다; ?축가다; ?축지다 명사 변형
*흠(欠) * 흠(欠)다 명사 ?흠하다 흠 되 다 ; 흠 나 다 ; 흠 내 다 ; 흠 지 다 ; 흠잡다; 흠뜯다 명사 ?변형
*윤(潤) *윤(潤)다 --- 윤하다 윤나다; ?윤내다 명사 변형 
*농(弄) *농(弄)다 --- --- ?농치다; ?농트다 명사 변형
*망(望) *망(望)다 --- --- ?망보다 명사 변형
*면(面) *면(面)다 명사 ?면하다 ? 면 나 다 ; ? 면 내 다 ; ?면치다; ?면보다 명사 ?추가

① ‘*’로 표시된 것은 역추적 하여 추가된 예이다.
② ‘?’로 표시된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빈도 낮은 단어이다.
③ ‘?추가’와 ‘?변형’로 표시된 것은 중세한국어의 어형보다 현대한국어의 어형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은 현존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이다.
④ (불)로 표시한 것은 불교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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