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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국어 어간말 자음군 연구

김 수 영 

  이 논문은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어간말 자음군의 자음군단순화와 재구조화 양상
을 기술하고, 그 방언분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별 방언에
서 발생한 어떤 음운현상 또는 변화가 인접한 방언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추정
하였다.
  현대국어의 방언들에는 체언 7개, 용언 18개의 어간말 자음군이 확인된다. 이 논
문에서는 먼저,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자음군에 대해 그 자음군단순화 양상의 방언분
포를 보였다. 이어서 변화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자음군에 대해 그 변화의 양상
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전 시기로부터의 변화 과정과 현재의 방언분포를 
기술하였다. 그 세 가지는 어간말음이 단일 자음으로 바뀌는 유형, 어간말에 모음이 
첨가되는 유형, 다른 자음군으로 바뀌어 새로운 자음군이 형성되는 유형이다. 변화 
과정에 대한 기술은 다른 방언 및 문헌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들 자음군의 변화를 통해 방언 전파와 음운 변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자음군이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활용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출현한 변이형은 다른 환경에서보다 기저형의 변화를 이끌 가능
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발생과 전파 과정을 통해 
현재의 방언분포를 설명함으로써, 어떤 음운현상이 한 방언에서 인접 방언으로 전파
되는 과정 및 그에 관여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주요어: 어간말 자음군, 자음군단순화, 재구조화, 방언분포, 방언접촉, 음운변화
학  번: 201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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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주제 및 목적

  국어의 어간을 끝맺는 자음군은 기저 층위에 존재한다. 표면에서는, 음절말에 둘 
이상의 음이 실현될 수 없다는 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
의 자음만이 어간말에 남게 된다. 그 방법에는 두 개의 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 
두 개의 음 중 하나가 후행하는 음과 결합하여 음운 현상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다.  
  이 ‘어간말 자음군’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면, 두 개의 음 중 탈락하는 자음이 어
떻게 결정되는가(자음군단순화), 후행하는 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음운 현상을 보이
는가(유음화, 비음화, 경음화, 축약), 탈락하는 자음의 결정과 후행하는 음과의 음운 
현상 중 어느 쪽이 선행하는가 등을 다루게 되기 마련이다. 또 어간말 자음군을 가
진 체언과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기저에 자음군을 가
졌던 어간들이어도 이런 저런 방향으로 기저형이 변하거나, 혹은 교체의 증가로 복
수기저형이 생성된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 방향이 어떻게 결
정되는가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들 가운데
서 ‘자음군단순화’와 ‘어간의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ㄺ,ㄼ,ㄿ’을 제외한 다른 자음군의 경우에는 음운론·음성학적 관점에서 탈락 자음
이 결정되는 요인에 관해 조명된 바 있다.1)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탈락 자음 결정 
요인’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ㄺ,ㄼ,ㄿ’의 탈락 자음 결정 요인은 여타
의 자음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셈이다. 즉 다른 자음군

1)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가 있다. 이승재(1980), 이병근(1989)에서는 개별 자음의 
자질, 배주채(1989)에서는 음운론적 강도의 개념을 사용해 탈락 자음의 결정 요인을 설명했
고 이진호(2010)는 음성학적 측면에서 장애음을 포함한 자음군, 비음을 포함한 자음군 등의 
탈락 자음 결정 요인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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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자음 중에서 하나를 탈락시키는 규칙만이 적용 가능한 셈이지만 ‘ㄺ,ㄼ,ㄿ’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ㄺ,ㄼ,ㄿ’에 대해 ‘ㄹ을 탈락시키는 규칙’과 ‘ㄹ이 아닌 음을 탈락시키는 규칙’을 
선택하는 데 있어 확인되는 방언 간 차이는 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차
이는 이들 자음군에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던 시기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자음군의 탈락 자음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자음군단순
화 양상의 방언분포를 기술하고, 분포 양상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 대부분의 방언에 존재하는 자음군들
을 대상으로 자음군단순화 양상의 공시적인 방언분포를 보이고, 과거로부터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음군단순화가 공시적인 음운현상이라면 어간의 재구조화는 통시적인 변화에 해
당한다. 자음군을 가진 어간은 재구조화를 겪어 변화하기도 하는데, 그 하위 유형은 
‘탈락’, ‘첨가’, ‘대치’로 포괄할 수 있다. ‘탈락’은 어간말에 단일 자음만이 남아 자음
군이 소멸하는 변화이고, ‘첨가’는 어간말에 모음이 첨가되어 어간의 음절 수가 늘어
나는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대치’는 본래 존재했던 자음군에서 새로운 자음군이 형
성되는 변화를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재구조화 양상을, 방언분포를 고
려하여 살펴보고 그 변화에 관여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다루어 본
다. 하나는 새롭게 형성된 자음군의 형성 과정 및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표면형이 기
저형의 변화를 이끄는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음 탈락 규칙의 발생과 그 전파 과정을 방언끼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추측
하는 것이다. 이는 자음군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인식’의 문제 혹은 ‘방언의 전
파’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3 -

1.2 연구대상 및 범위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어간말 자음군’, 즉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에 
위치하는 두 개 이상의 자음의 연쇄이며, 이들 어간이 보이는 곡용과 활용 양상이
다.2) 더불어 이전 시기에는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간이나, 이전 시기에는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가지
고 있는 어간들이 모두 논의 대상이 된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어간말 자음군’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들도 넓은 의
미에서는 ‘자음의 연쇄’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보여주는 패러다임 또한 흥미롭다. 

  (1) 중세국어 시기 ‘비자동적 교체’를 보였던 어간: 낭ㄱ-(木) 
  (2) 다중 기저형을 가진 어간의 경우, 모음 어미 앞에서의 어간말 자음군: ‘르’ 불규칙 

활용 어간(흐르-/흘ㄹ-)
  (3) 활용형 도출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음군: 살-(으)ㅂ디다 → 삽디다, 살-는 → 사는  

  
  (1)의 경우 일부 지역어에서 ‘낭게, 낭그로’ 등의 곡용형이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중세국어 시기 비자동적 교체를 보였던 어휘가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곡용형
들에 대해 공시적인 어간말 자음군을 설정하지 않고, 이러한 곡용형 자체가 어휘부
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는 모음 어미 앞에
서만 어간의 기저형에 어간말 ‘ㄹㄹ’이 존재한다 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생성되는 자음군인데, 어간말 자음군과 달
리 ‘ㄹ’ 탈락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나, 어간의 기저에 존
재하는 자음군이 아니므로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 글은 현대국어의 제 방언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으로는, 대방언 및 각 방
언권에 속하는 지역어가 모두 기술의 대상이 된다. 시간적으로는 현재의 언어 사실
을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중세국어 및 근세국어도 포괄한다. 
2) 체언 단독형은 엄밀하게는 ‘곡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음군단순화에 있어서 체언 단독형과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형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
니면 체언 단독형을 ‘곡용형’과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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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시 조사 장소 제보자 
2011.7.17~18 충청북도 괴산군 여(81세), 남(54세)

2012.8.19 경상북도 김천군 여(81세)
2013.1.27 전라남도 순천군 여(89세)
2013.1.28 전라남도 여수시 여(81세)

1.3 논의의 구성 및 대상 자료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2장에서는 어간말 자음군의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자음군을 가진 체언과 용
언의 곡용과 활용 양상을 보이고, 그 양상의 지리적 분포를 언급하기로 한다. 3장에
서는 자음군단순화 양상을, 4장에서는 자음군을 가진 어간의 재구조화 양상을 기술
한다. 2장에서 제시한 목록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방언에 존재하는 자음군들을 대상
으로 하여 자음군단순화 및 재구조화 양상의 방언분포를 보인다. 더불어 이들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 및 해당 변화의 조건을 살핀다. 이어서 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
탕으로,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과 유음이 선행하는 ‘ㄺ’, ‘ㄼ’을 대상으로 해 몇 가
지 문제들에 대해 다룬다. 새로운 자음군의 형성 과정과 그 조건, 단어의 유형에 따
른 방언분포,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전파 및 확산이 주된 논의 내용이 된다. 6장은 
결론이며,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을 자료는 다음과 같다.3) 현대국어의 방언 자료는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에서 펴낸 <韓國方言資料集(1987~1995)>을 주요 자료로 
삼는다.4) 더불어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012)>5), 김형
규(1974), 최학근(1978), 김영배(1997), 김이협(1981), 김태균(1986)은 보조 자료
로써 사용한다. 또한 각 방언을 대상으로 한 석·박사 학위논문 및 연구서, 직접 조
사한 자료 등도 참고한다. 직접 조사한 자료의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정보 
3) 한편 이 글에서는 문헌 자료 또한 인용한다. 인용한 문헌 자료의 문헌명 및 약호 등은 검색 

프로그램 UNICONC를 따랐다.
4) 이 글에서 <韓國方言資料集(1987~1995)>을 칭할 때에는 <자료집>이라 한다. 
5) 이 글에서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012)>를 칭할 때에는 <지역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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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간말 자음군의 목록

  이 장에서는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어간말 자음군의 목록을 지역별로 제시할 것이
다. 체언에는 7개, 용언에는 18개의 자음군 목록이 확인되는바 ‘장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의 순서로 그 용례를 
살피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중세국어, 근세국
어, 현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예를 제시할 것이다.6) 이어서 각 자음군의 
대표 어간을 대상으로 현대국어의 방언들에 나타나는 곡용 예와 활용 예를 소개하
고, 이들의 지리적 분포를 보인다. 2.1에서는 체언을, 2.2에서는 용언을 다룬다. 

2.1 체언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체언 어간말 자음군은 총 7개인데, 장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으로 ‘ㄱㅆ, ㅂㅆ’, ‘ㄹ’이 선행하는 자음군으로 ‘ㄺ, ㄻ, ㄼ, ㄽ(ㄹㅆ), ㄹㅋ’이 있으며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은 존재하지 않는다.7) 
  먼저 장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중에서 ‘ㄱㅆ’, ‘ㅂㅆ’의 예를 보고자 하는데, 다음 
(1), (1′), (2), (2′)와 같다. (1)과 (2)는 중세국어 문헌의 예이고, (1′)과 (2′)는 각
각 ‘삯’, ‘값’을 예로 들어 현대국어의 방언들에 존재하는 곡용 양상을 보인 것이다. 

6) 중세국어 및 근세국어 시기 자음군의 형성과 변화 과정 및 그 예는 주로 이진호(1997), 임
보선(2004) 등을 참고하고, 각 시기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으로 안병희(1978), 곽충구(1980), 
송철의(1987), 홍윤표(1991b) 등도 따랐다. 

7) ‘ㄽ’은, ‘ㅅ’이 경음화되어 ‘ㄹㅆ’로 나타나는 지역과 ‘ㄽ’이 나타나는 지역이 공존하기에 ‘ㄽ’
과 ‘ㄹㅆ’을 함께 언급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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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넉시(월석 21:27a), 삭슬(번박 11b)
   (1′) ㄱ. 삯: 삭씨, 삭또 
        ㄴ. 삭: 사기, 사글 
        ㄷ. 삭씨: 삭씨가, 삭씨도 (전남 광산·영암)   
   (2) 값(법화 2:187b), 갑시(번노-하 5b)
   (2′) ㄱ. 값: 갑씨, 갑또 (경기, 강원, 동남방언)
        ㄴ. 갑: 가비, 갑또
        ㄷ. 갑씨: 갑씨가, 갑씨도 (충남 논산·금산, 전북 고창, 전남 서부)
    
(1)에서는 ‘ㄳ’이, (2)에서는 ‘ㅄ’이 확인된다. 이는 중세국어 혹은 그 이전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장애음 뒤 경음화가 발생한 이후에는 (1′), (2′)와 같
이 기저에 ‘ㄱㅆ’와 ‘ㅂㅆ’이 형성되었다.8) 
  현대국어에서 ‘ㄱㅆ’을 가진 대표적인 어간에는 ‘넋, 삯, 몫’ 등이 있고, ‘ㅄ’을 가
진 어간에는 ‘값’이 있다. ‘ㄱㅆ’을 가진 어간은 ‘ㄱ’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
화를 겪는다(1′ㄱ). <지도 1>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지역에는 (1′ㄱ)과 같은 곡용이 
분포한다. 그 외 지역, 즉 음영으로 표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1′ㄴ)을 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어간말에 ‘-이’가 첨가된, (1′ㄷ)과 같은 예가 보인
다. ‘ㅂㅆ’을 가진 어간인 ‘값’은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어간말에 ‘ㅂ’을 남기게 되는
데(2′ㄱ), <지도 2>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지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ㄱㅆ’와 
마찬가지로, 음영으로 표시하지 않은 곳에는 대체로 (2′ㄴ)이 분포한다. 어간에 ‘-
이’가 첨가된 (2′ㄷ) 또한 일부 지역에서 보인다.

8) 경음화는 중세국어 시기 관형형 어미 ‘ㄹ’ 뒤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장
애음 뒤의 경음화로는 ‘ㅅ’ 뒤의 경음화가 ‘ㄱ’ 또는 ‘ㅂ’ 뒤에서보다 먼저 발생했다고 한다. 
정승철(1997), 김현(201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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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1> 체언 어간말 ‘ㄱㅆ’의 분포       <지도 2> 체언 어간말 ‘ㅂㅆ’의 분포 

  다음으로는 유음이 선행하는 ‘ㄺ’, ‘ㄻ’, ‘ㄼ’, ‘ㄽ(ㄹㅆ)’, ‘ㄹㅋ’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ㄺ’의 예는 다음과 같다.

  (3) 두들게(월석 2:68b), 기슬게(능엄 2:29a)
  (3′) ㄱ. 닭: 달기, 닥또 (강원, 충북 북부)
      ㄴ. 닭: 달기, 달도 (경북) 
      ㄷ. 닥: 다기, 닥또 (경기, 충청, 전라, 서부 경남)
      ㄹ. 달: 다리, 달도 (동부 경남)      
      ㅁ. 달기: 달기가, 달기도 (함경)

(3)은 중세국어의 예로, 체언 어간말 ‘ㄺ’은 중세국어 혹은 그 이전 시기부터 존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ㄺ’을 가진 어간에는 ‘기슭, 까닭, 닭, 삵, 칡, 
흙’ 등이 있는데, ‘닭’을 예로 들어 ‘ㄺ’의 곡용 양상을 보인 것이 위의 (3′)이다. ‘ㄺ’
을 가진 어간은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어간말에 ‘ㄱ’을 남기기도 하고(3′ㄱ), ‘ㄹ’을 
남기기도 한다(3′ㄴ). 
  아래 <지도 3>에 이들의 분포 지역을 보였다.9) 전국적으로 ‘ㄺ’ 말음 어간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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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는 지역보다 ‘ㄱ’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지역이 더 넓은데, 즉 이 지역에는  
(3′ㄷ)과 같은 곡용 양상이 주로 보인다.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ㄹ)과 같이 
‘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 ‘ㄱㅆ’, ‘ㅂㅆ’와 마찬가지
로 어간말에 ‘-이’가 첨가된 (3′ㅁ) 역시 동북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지도 3> ‘닭’의 방언분포

  이제 체언 어간말 ‘ㄻ’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4)는 문헌에서 확인되는 
‘ㄻ’의 예인데, (4ㄱ)은 중세국어의 것이며 (4ㄴ)은 19세기 후기의 예이다. (4′)에서
는 현대국어의 곡용 예를 확인할 수 있다.

  (4) ㄱ. 어메(번소 9:22a) 
      ㄴ. 삶을(성직 1:50a)
  (4′) 삼:두, 살:미란 (서울) 

9) 이 글에서 제시하는 <지도>는 모두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북
한방언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도, 지도에는 그 분포를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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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ㄱ)의 ‘ㄻ’은 중세국어 시기 존재하였다가 곧 소멸하였는데, 19세기 후기에 다시 
확인된다(4ㄴ). 현대국어에서 ‘ㄻ’을 가진 어간은 (4ㄴ)의 ‘삶’이 유일한데, 위의  
(4′)가 그 예이다.10) ‘삶’은 서울방언 또는 <성경직>와 같은 19세기 후기의 성경 
번역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부방언에서 형성된 듯하다.
  다음 (5)와 (5′)에서는 체언 어간말 ‘ㄼ’의 예를 들었다. 
 
  (5) 열여들베(두초 8:19a), 삷(신유상 28b)
  (5′) ㄱ. 여덟: 여덜비, 여덜도 (강원 삼척·원주·양양·평창·홍천, 경기 포천, 전북 무주, 

경남 울주·남해)
      ㄴ. 여덜: 여더리, 여덜도
      ㄷ. 여덥: 더비, 덥또 (제주)

(5)는 중세국어의 예이며, (5′)는 ‘여덟’의 곡용 양상을 보인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ㄼ’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은 ‘여덟’뿐이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ㄼ’을 가진 체언 
어간이 여럿이었다. 이후 개별 어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덟’은 남아 있다. (5′ㄱ)
은 ‘여덟’이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예이며, 일부 지역에 산발
적으로 나타난다. (5′ㄴ)과 같이 ‘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하며 제주에서는 ‘ㅂ’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5′ㄷ). 
  이제 ‘ㄽ(ㄹㅆ)’의 예를 다루기로 하는데, 다음 (6), (6′)이 그 예이다.

  (6) 돌시어든(번박 57a) 
  (6′) ㄱ. 돐: 돌시, 돌또 (경기 김포·남양주·가평·시흥·광주·양평, 경북 영풍·봉화·금릉·   

선산·영일·경산, 경남 통영)
       ㄴ. 돌ㅆ: 돌씨, 돌또 (경기 양평·광주, 강원 화천)
       ㄷ. 돌: 도리, 돌도 
       ㄹ. 돗: 도시, 돋또 (제주)
       ㅁ. 돌시, 돌씨: 돌씨가 (충북 괴산)

10) 유필재(2000b: 162)의 예이다.



- 10 -

(6)은 ‘ㄽ’을 가진 체언 어간 ‘돐’의 중세국어 곡용 예이다. 이는 현대국어에 이르러 
(6′)과 같은 곡용 양상을 보이는데, 제주를 제외한 전 방언에서는 (6′ㄷ)과 같이 
‘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양상을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ㄹ’을 남기는 방향
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데(6′ㄱ),11) (6′ㄴ)과 같이 후행하는 ‘ㅅ’이 경음화되어 
‘ㄹㅆ’을 보이는 지역도 있다. 다른 자음군과 같이 어간말에 ‘-이’가 첨가된 어형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확인된다(6′ㅁ). 
  ‘ㄺ’을 가진 어간은 일부 방언에서 그 말음이 ‘ㄹㅋ’ 또는 ‘ㅋ’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7) ㄱ. : 달키, 닥또 (경북 선산·칠곡·성주·청도·경산)
      ㄴ. 닼: 다키, 닥또 (충북 단양·보은, 경북 김천·문경, 경남 거창·함양·산청·창녕·합

천, 전남 여천·승주·광양·고흥·화순)

위의 (7)은 어간말 ‘ㄹㅋ’의 예이다. 이는 (7)에 제시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ㄺ’의 곡용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현대국어의 방언에 존재하는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곡용 양상과, 그 지
리적 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
대국어의 제 방언들에는 장애음이 선행하는 ‘ㄱㅆ, ㅂㅆ’, 유음이 선행하는 ‘ㄺ, ㄻ, 
ㄼ, ㄽ(ㄹㅆ), ㄹㅋ’의 7개 자음군이 보인다. 그 양상은 크게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것, 재구조화를 겪은 것으로 구분된다. 재구조화의 결과 대부분 자음군이 소멸하지
만, ‘ㄹㅋ’은 오히려 새로운 자음군이 형성된 것이어서 언제나 그렇다고는 할 수 없
다. 그 지리적 분포는 자음군을 막론하고, 재구조화를 겪은 어간이 분포하는 지역이 
기존의 자음군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보다 넓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어간말 자음군의 목록을 지역별로 
보이면 다음 <표 2>와 같다. 

11) (6′ㄱ)의 분포 지역은 <자료집>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지역어>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모두 (6′ㄷ)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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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도)         자음군
               

ㄱㅆ ㅂㅆ ㄺ ㄻ ㄼ ㄽ ㄹㅋ

함경도
평안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표 2> 지역별 체언 어간말 자음군 목록(음영: 존재함, 빈칸: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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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언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용언 어간말 자음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장애음이 
선행하는 ‘ㅂㅆ’, 비음이 선행하는 ‘ㄵ, ㄴㅌ, ㄶ, ㅁㅁ, ㅁㅆ, ㅇㄱ, ㅇㄲ, ㅇㅈ, ㅇㅋ, 
ㅇㅎ’, 유음이 선행하는 ‘ㄺ, ㄻ, ㄼ, ㄿ, ㄾ, ㅀ, ㄹㄲ’가 보인다. 여기에서는 체언의 
경우와 같이, 이들의 활용 양상과 지리적 분포를 제시할 것이다. 
  먼저 장애음이 선행하는 ‘ㅂㅆ’의 활용 예와 그 지리적 분포를 보기로 한다. 다음 
(8), (8′)에서 ‘ㅂㅆ’를 제시한다.

  (8) 업스례다(월석2:5b), 업고(월석1:42a)  
  (8′) ㄱ. 업ㅆ-: 업써, 업꼬, 업찌
      ㄴ. 엄ㅆ-: 엄써, 엄꼬, 엄찌 (경남 남부)
      ㄷ. 엇-: 어성, 얻꼬 (제주)

(8), (8′)에서 보이는 것처럼 ‘ㅂㅆ’을 가진 어간은 ‘없-’이다. (8)은 중세국어의 용
례인데, 이로써 ‘ㅅ’이 경음화를 겪기 전에는 ‘ㅄ’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는 ‘ㅂㅆ’을 가진 용언 어간의 활용 양상이다. (8′ㄱ)은 어간말에 ‘ㅂ’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예인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한다. 경남 남
부에는 (8′ㄴ)과 같이 ‘ㅁㅆ’을 가진 어간도 보인다. (8′ㄷ)은 제주방언의 예인데, 어
간말음이 ‘ㅅ’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다음으로는 비음이 선행하는 ‘ㄵ’, ‘ㄶ’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ㄵ’의 예는 다음 
(9), (9´)와 같다. 

  (9) 앗(석상19:6a), 안자셔(월석 23:79a), 엿(월석 4:21b), 연니(월석4:21b)
  (9′) ㄱ. 앉-: 안자, 안꼬 
      ㄴ. 앙ㄱ-: 앙거, 앙꼬(전남 남부)
      ㄷ. 앙ㅈ-: 앙자, 앙꼬 (전북 부안, 전남) 
      ㄹ. 앚-: 아즈라, 앚지[아찌]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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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ㄵ’은 ‘ㅈ’ 앞에 ‘ㄴ’이 첨가되어 형성된 자음군이다. 15세기에는 ‘앗’12)과 
‘안자셔’처럼 ‘ㅈ’ 말음 어간과 ‘ㄵ’ 말음 어간이 공존하였는데, 점차 ‘ㄵ’ 말음 어간
만이 남게 되었다. 현대국어에서 ‘ㄵ’을 가진 어간으로는 ‘앉-’, ‘얹-’이 대표적이고, 
제주를 제외한 전 방언에 분포한다. 이들의 활용 양상을 ‘앉-’을 대표로 삼아 제시
한 것이 (9´)이다. 전국적으로 (9′ㄱ)과 같이 ‘ㅈ’을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자음군단
순화를 겪은 예가 보인다. 전남 남부에서는 ‘ㅇㄱ’이 나타나며(9´ㄷ), (9′ㄴ)과 같이 
‘ㅇㅈ’을 가진 어간도 보인다. 한편 제주방언에는 이전 시기 어형인 ‘앚-’이 남아 있
어 ‘ㄵ’이 형성되기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다(9′ㄹ).  
  다음 (10), (10´)에는 ‘ㄶ’의 예를 제시하였다. 

  (10) 만타라(월석10:23a), 코(오륜1:50a), 허지디(오륜4:21b) 
  (10′) 끊-: 끄너, 끈코, 끈는다 

(10)은 ‘ㄶ’의 용례이다. ‘많-’과 ‘않-’은 각각 ‘만-’, ‘아니-’에서, 중세국어 시
기 형성되었다. 이들의 자음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은, ‘’ 탈락 및 ‘ㅎ’ 축약으로 형
성된 ‘만코’, ‘만타라’ 등인데, 이로부터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나 ‘ㄶ’이 형성된 것
이다(이진호 1997: 17). (10)과 (10′)에서 보이는 ‘-’은 근세국어 시기 형성된 
어간이다. ‘그치-’로부터 ‘ㄴ’이 첨가되어 ‘근치-’, ‘치-’ 등이 형성되고, 이 용언 
어간이 ‘ㄶ’에 유추되어 ‘끊-’으로 재인식된 것(곽충구 1980: 63)이라 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ㄶ’을 가진 어간에는 ‘끊-’, ‘많-’, ‘않-’ 등이 있으며, 제주를 제외
한 전 방언에 분포한다. ‘끊-’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이들 어간의 활용 양상을 보인 
것이 (10´)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비음(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어간말에 ‘ㄴ’을 남기고, 비음 이외의 자음과 결합할 때에는 ‘ㅎ’이 후행하는 
자음과 축약되는 격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ㄶ’을 가진 어간 가운데 ‘끊-’의 활용 
양상은 다른 어간보다 다양하다. 다음 (11)에 ‘끊-’의 활용 예를 제시하였다.

12) ‘앗’은 기저의 ‘ㅈ’이 음절말에서 ‘ㅅ’으로 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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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ㄱ. 끈-: 끄너, 끈꼬(강원 홍천, 충북 영동, 충남 공주·연기·서천, 전북 순창·남원, 
전남, 경북 문경, 경남 합천·산청·거제, 제주)

       ㄴ. -: 껀´터서, 껀´터모, 껀떠´라, 껑´꼬(경남 산청)
       ㄷ. 껑ㅋ-: 껑커, 껑찌, 껑커라(경남 거제)

(11ㄱ)은 ‘끈-’으로 재구조화된 예인데, 제주방언은 ‘ㄶ’으로부터 재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ㄶ’이 형성되지 않아 (11ㄱ)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13) (11ㄴ), (11ㄷ)
은 각각 어간말에 ‘ㄴㅌ’, ‘ㅇㅋ’을 가진 예이다. 
  이제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중에서, 현대국어 시기 새로이 형성된 ‘ㅇㄲ’, ‘ㅇㅎ’
의 예를 보기로 한다. 다음 (12), (13)과 같다. 

  (12) 영ㄲ-, 뭉ㄲ-, 깡ㄲ-: 영꺼, 영찌(경남, 전북, 전남 남부)
  (13) 땅ㅎ-(辮), 찡ㅎ-(搗): 땅´코, 땅는´다, 땅´으머 (경북 월성·청송, 경남 거창) 

(12)는 ‘ㅇㄲ’을 가진 용언 어간 ‘엮-’, ‘묶-’, ‘깎-’에서 형성되었다. ‘ㅇㄲ’이 분포
하는 지역에는 이들 어간의 활용형 ‘여꺼’, ‘무꺼’, ‘까꺼’ 등의 첫 음절에, 비음 ‘ㅇ’
이 첨가되어 생긴 ‘영꺼’, ‘뭉꺼’, ‘깡꺼’ 등의 활용형(김소영 2013: 62-63)이 확인
된다. 이로부터 ‘ㅇㄲ’이 기저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영ㄲ-, 뭉ㄲ-, 깡ㄲ-’가 형
성된 듯하다. (13)은 ‘땅ㅎ-(辮)’, ‘찡ㅎ-(搗)’에서 확인되는 자음군으로, 활용형 
‘따아’에서 일어나는 모음충돌을 회피하고자 자음 ‘ㅇ[ŋ]’이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김세환 2012: 110-111). 
  이제 유음이 선행하는 ‘ㄺ’, ‘ㄻ’, ‘ㄼ’, ‘ㄿ’, ‘ㄾ’, ‘ㅀ’, ‘ㄹㄲ’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ㄺ’의 예는 다음 (14), (14′)과 같다.

13) 물론 제주방언에서는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정승철 2013a: 
169), ‘끄너, 끈고’ 등의 활용형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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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글글(훈몽-하 10), 굴근(월석1:28b)
  (14′) ㄱ. 밝-: 발가, 박꼬, 박찌 (동북·서남·서부경남·제주방언, 중부방언) 
        ㄴ. 밝-: 발가, 발꼬, 발찌 (서북·경북·동부경남·강원 영동방언)
        ㄷ. 밝-: 발가, 발꼬, 박찌 (경기의 일부 지역, 충북 청주·괴산·단양, 경남 합천)
        ㄹ. 발그-: 발근다, 발그지 (강원 정선, 전북 장수·임실·남원·순창, 전남 서남부)

<지도 4> ‘밝고, 밝지’의 방언분포

(14)는 중세국어 시기의 예로, 어간말 ‘ㄺ’이 보인다. 현대국어에서 ‘ㄺ’을 가진 어간
에는 ‘갉-’, ‘굵-’, ‘늙-’, ‘맑-’, ‘밝-’, ‘읽-’ 등이 있으며, 전 방언에서 나타난다. 
그 중 ‘밝-’을 예로 들면, (15′)와 같은 활용 양상이 확인된다. (14´ㄱ)과 (14´ㄴ)은 
각각 어간에 ‘ㄱ’,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예이다. (14´ㄷ)은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리 결정되는데,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는 ‘ㄹ’을, 그 외 어미 앞에서는 ‘ㄱ’을 남긴다. (14´ㄹ)과 같이, 어간에 ‘-으-’가 덧
붙은 활용 또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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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ㄻ’의 예인데, 아래 (15), (15´)와 같다.

  (15) 졀머든(이륜 1: 24a), 옮길씨오(월인서 23b) 골믈(훈몽-상 15b), 올마(번노-
하 45b)

  (15′) ㄱ. 닮-: 담꼬, 달마 
        ㄴ. 달므-: 달므고, 달므지(전북 부안, 전남 신안·화순·진도·강진·고흥·보성·완도)
        ㄷ. 담ㅁ-: 담머, 담꾸(충북 영동, 경북 영덕·월성·영일, 함북 회령·부령, 함남 삼수)

‘ㄻ’은 (1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 또는 그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였는
데, 구체적인 형성 시기는 어간마다 다르다. 특징적인 것으로 ‘젊-’이 있는데, ‘졂-’
은 ‘ㅁ’ 말음 어간 ‘졈-’이었다가 근세국어에 이르러 형성된 어간이다.14) ‘졂-’과 
‘졈-’은 18세기 이후까지 공존하다가 점차 현대국어의 ‘젊-’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국어에서 ‘ㄻ’을 가진 어간에는 ‘굶-’, ‘닮-’, ‘삶-’, ‘옮-’, ‘젊-’ 등이 있으며, 
전 방언에 걸쳐 분포한다. 이들 중 ‘닮-’을 예로 들어 그 활용 양상을 제시한 것이 
(15´)이다. (15´ㄱ)은 어간말에 ‘ㅁ’을 남기는 방향으로 단순화된 예이며, 전국적으
로 분포한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15´ㄴ)과 같이 어간말에 ‘-으-’가 첨가된 예 
또는 (15´ㄷ)과 같이 ‘ㅁㅁ’ 말음 어간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 (16), (16´)은 ‘ㄼ’의 예이다. 
 
  (16) 엷고(노걸-하 23a)
  (16′) ㄱ. 떫-: 떨버, 떨꼬, 떨찌(서북방언, 중부방언, 동부경남방언, 경북방언)
        ㄴ. 떫-: 떨버, 떱꼬, 떱찌(동북방언, 서남방언, 서부경남방언, 제주방언)
        ㄷ. 떨브-: 떨브고, 떨브지(경북 영풍, 전남 해남·강진·진도·고흥)  

14) ‘졂-’의 형성에 대해, ‘ㄻ’에 대한 자음군단순화의 역작용(이진호 1997: 49-50)이라 설명하
였는데 유사한 것으로 ‘읖- > 읊-’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ㅁ’ 또는 ‘ㅍ’
을 말음으로 하는 용언 어간 중에 ‘졂-’이나 ‘읊-’에 대해서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까닭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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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떫고, 떫지’의 방언분포

(16)의 ‘ㄼ’은 중세국어 시기 ‘ㄹㅸ’을 가졌던 용언 어간이 ‘ㅸ’의 소멸로 인해 비자
동적 교체를 보이다가, ‘ㄼ’을 가진 어간으로 바뀜으로써 형성되었다.15) 다만 ‘넓-’
과 ‘짧-’은 이와 다른 형성 과정을 보이는 듯하다. ‘넓-’은 중세국어 어형인 ‘너르
-’와 ‘넙-’의 혼효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완진 1973: 57). ‘짧-’은 현대국
어 초기까지 전 방언에서 ‘짜르-’로 나타나므로, 그 후 ‘ㅂ’이 첨가되어 형성된 것이 
아닐까 한다.
  현대국어에서 ‘ㄼ’은 전 방언에 분포하며, 이를 가진 어간에는 ‘넓-, 떫-, 밟-, 
얇-, 엷-’ 등이 있다. (16′)는 이들 중 ‘떫-’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그 활용 양상을 
보인 것인데, (16′ㄱ)과 (16′ㄴ)에서 알 수 있듯이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와 
‘ㅂ’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는 방언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또 (16′ㄷ)처럼 어간말
에 ‘-으-’가 첨가된 어형도 보인다. 

15) 이 변화가 완료된 것은 17세기 후기에 이르러서였다. 즉 ‘ㄼ’을 가진 용언 어간은 저마다 
그 형성 시기가 조금씩이나마 달랐다. 현재 ‘ㄼ’을 가진 용언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이 어간마
다 차이가 있는 것에는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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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ㄿ’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17), (17′)과 같다.

  (17) 읇프며(여사 2:25b)
  (17′) ㄱ. 읊-: 을퍼, 을꼬, 을찌 (동부경남방언, 경북방언)
        ㄴ. 읊-: 을퍼, 읍꼬, 읍찌 (경기, 충북 중원·제원)
        ㄷ. 을프-: 을프고, 을프지 (경기, 강원 인제·영월, 경북 울진·영덕·청송·영일·월

성, 경남 사천·의령·진양·함안, 충북 진천·음성·괴산·보은·옥천, 충남, 전라, 제주)
        ㄹ. 읖-: 으퍼, 읍찌 (강원 인제·고성·명주·양양·삼척, 경남 거창)

‘ㄿ’을 가진 유일한 용언 어간은 ‘읊-’인데, 이는 (17′)에서처럼 근세국어 시기부터 
확인된다. 본래 ‘읖-’이었다가 ‘ㄹ’이 첨가되어 형성된 점이 ‘졂-’과 유사하다. (17′)
는 현대국어 ‘읊-’의 활용 양상이다. (17′ㄱ)과 (17′ㄴ)에서는 자음군단순화 양상이 
보이는데, 그 방언분포는 ‘ㄼ’과 유사한 편이다. (17′ㄷ)은 ‘-으-’가 첨가된 예인데, 
그 분포 지역이 다른 어간에 비해 넓다. (17′ㄹ)은 ‘읊-’ 형성 이전의 어형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예이다.
  다음은 ‘ㄾ’의 예로, (18), (18′)를 살펴볼 것이다. 

  (18) 훌며(마경-하 83b), 할트니(경신 40a)
  (18′) ㄱ. 훑-: 훌터, 훌꼬
       ㄴ. 훌트-: 훌트고, 훌트지 (강원 고성, 전북 및 전남의 일부 지역, 제주)
 
(18)의 ‘ㄾ’은 근세국어 시기 형성된 자음군이다. 중세국어의 ‘핧-(할하, 월석
22:13a)’이 ‘핥-’로 변하고, ‘훑-’이 새로 추가되면서 형성되었다. 현대국어에서 ‘핥
-’과 ‘훑-’은 제주를 제외한 전 방언에 분포하는데, (19′ㄱ)과 같이 어간말에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또한 (19′ㄴ)과 같이, ‘-으-’가 첨가된 어
형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어서 ‘ㅀ’, ‘ㄹㄲ’의 활용 예를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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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일티(월석 1:13b), 할 뎨(훈몽-하 7a), 슬커든(번노-하 61a)
  (19′) ㄱ. 끓-: 끌른다, 끌코
        ㄴ. 끄르-: 끄르고, 끄르지
  (20) 홀ㄲ-(惑): 홀´까야,  홀´꺼모 (경남 산청)

(19)에서는 ‘ㅀ’을 확인할 수 있다. ‘ㅀ’을 가진 어간 중 ‘꿇-’과 ‘뚫-’은, 중세국어 
시기 각각 ‘-(고, 소언 6:24a)’과 ‘듧-(듧고, 법화6:154b)’이었다가 후대에 이
르러 형성된 것이다. ‘꿇-’은 19세기 이후에 보이며 이전 시기의 어형인 ‘꿀-’, ‘
-’ 등과 공존하기도 한다. ‘뚫-’은 근세국어 시기부터 보인다. 그 형성 과정에 대하
여는 음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거나(곽충구 1980: 61-62), ‘ㅂ>ㅎ’이라는 음변화 
과정을 전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앙어의 ‘뚫-’이 방언에서 차용된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이진호 1997: 57). 
  현대국어에서 ‘ㅀ’은 제주를 제외한 전 방언에 분포하는데, ‘곯-, 끓-, 꿇-, 닳-, 
뚫-, 싫-, 앓-, 잃-’ 등이 대표적인 어간이다. (19′)은 ‘끓-’을 예로 들어 이들의 
활용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자음군단순화
를, 그 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격음화를 겪는다(19′ㄱ). (19′
ㄴ)은 어간말에 ‘-으-’가 첨가된 어형인데, 강원 북부·경북 일부 지역·경남 서부·제
주 등에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은 경남 산청에서 확인되는 ‘ㄹㄲ’의 예이다. 이는 ‘호리다’의 경
남 방언형 ‘홀기다’에서 형성된 듯한데, 정확한 형성 과정은 알 수 없다.
  이제까지 현대국어의 제 방언들에 분포하는 용언 어간말 자음군과 그 활용 양상
을 살펴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국어 용언 어
간말 자음군은 장애음이 선행하는 ‘ㅂㅆ’을 제외하면 모두 비음 또는 유음이 선행한
다. 비음이 선행하는 ‘ㄵ, ㄴㅌ, ㄶ, ㅁㅁ, ㅁㅆ, ㅇㄱ, ㅇㄲ, ㅇㅈ, ㅇㅋ, ㅇㅎ’와 유
음이 선행하는 ‘ㄺ, ㄻ, ㄼ, ㄹㅍ, ㄹㅌ, ㅀ, ㄹㄲ’이 존재한다. 활용 양상은 체언과 
마찬가지로, 크게 자음군단순화와 재구조화로 구분된다. 자음군단순화 양상에 있어
서 ‘ㄺ’, ‘ㄼ’은 방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다르지만, 다른 자음군들은 대체로 방언 간 
탈락 자음이 동일하다. 한편 자음군을 가진 어간에 모음이 첨가되거나, 새로운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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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군
지역  ㄵ ㄶ ㄺ ㄻ ㄼ ㄿ ㄾ ㅀ ㄴㅌ ㅁㅁ ㅁㅆ ㅇㄱ ㅇㄲ ㅇㅈ ㅇㅋ  

함경도
평안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군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를 겪는다. 자음군을 유지하고 자음군단순화 양상
을 보이는 어간이, 재구조화를 겪은 어간보다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별 용언 어간말 자음군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 <표 3>

과 같다.16) 

<표 3> 지역별 용언 어간말 자음군 목록(음영: 존재함, 빈칸: 존재하지 않음)

16) <표 3>에서는 대부분의 방언에 분포하는 자음군들을 먼저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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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음군단순화와 방언분포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어간말 자음군의 목록을 바탕으로, 현대국어에 존재
하는 자음군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을, 방언분포를 고려하여 살펴본다. 이때의 자음군
은 체언과 용언을 아울러 ‘ㄱㅆ, ㅂㅆ, ㄵ, ㄶ, ㄺ, ㄻ, ㄼ, ㄾ, ㄿ, ㅀ’의 10개로, 이
들은 대부분의 방언에 분포하여 자음군단순화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음
군들이다. 
  한편 이 장에서는 어간말 자음군을 두 부류, 즉 ‘ㄺ, ㄼ, ㄿ’와 그 외의 자음군으
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양자는 자음군단순화 양상에서 방언 간 탈락 자음에 차
이가 있는가의 여부로 구분된다. 전자의 ‘ㄺ, ㄼ, ㄿ’을 가진 어간에는 ‘ㄹ’을 탈락시
키는 규칙과 ‘ㄹ’ 외의 자음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모두 적용 가능하여, 어떤 규칙이 
선택되는가에 따라 자음군단순화 양상이 방언마다 달라진다. 이와 달리 그 외 자음
군, 즉 ‘ㄱㅆ, ㅂㅆ, ㄵ, ㄶ, ㄻ, ㄾ, ㅀ’은 전국적으로 탈락 자음이 동일하다.
  이 장에서 다룰 체언 어간말 자음군은 ‘ㄺ’과 ‘ㄱㅆ, ㅂㅆ’이며, 용언 어간말 자음
군은 ‘ㄺ, ㄼ, ㄿ’과 ‘ㄱㅆ, ㅂㅆ, ㄵ, ㄶ, ㄻ, ㄾ, ㅀ’이다. 용언보다 체언의 자음군 수
가 적은 것은, 체언 어간이 대체로 재구조화를 겪어 대부분의 방언에서 자음군이 소
멸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ㅂㅆ’은 체언과 용언에 모두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ㅂㅆ’을 가진 ‘값’의 경우, 어간말음이 ‘ㅂ’으로 재구조화된 ‘갑’을 대부분의 
방언에서 볼 수 있다. 방언에 따라 ‘값’과 ‘갑’이 공존하거나, ‘값’이 소멸되기도 한
다. 반면 ‘ㅂㅆ’을 가진 ‘없-’의 경우, 제주방언을 제외하고는 재구조화를 겪지 않았
다. 따라서 제주를 제외한 전 방언에서 어간말에 ‘ㅂ’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
화를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서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3.1에서는 체언의 자음군단순화를, 3.2에
서는 용언의 자음군단순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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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체언

  이 절에서는 체언 어간말 자음군 중에서 대부분의 방언에 분포해 있는 ‘ㄺ, ㄱㅆ, 
ㅂㅆ’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한다. ‘ㄺ’은 방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리 결정되며, 
‘ㄱㅆ, ㅂㅆ’은 모두 선행하는 장애음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는 
차이가 있다. 3.1.1에서는 ‘ㄺ’을, 3.1.2에서는 ‘ㄱㅆ’, ‘ㅂㅆ’을 다룬다. 

3.1.1 ㄺ

  먼저 체언 어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1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ㄺ’을 가진 체언 어간에는 ‘기슭’, ‘까닭’, ‘닭’, ‘삵’, ‘칡’, ‘흙’ 등이 있다. 
이 어간들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은 방언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닭’을 예로 들어 그 
양상의 유형을 보이면 다음 (1)과 같다.

  (1) ㄱ. 닭: 달기, 닥또, 닥만[당만] 
      ㄴ. 닭: 달기, 달도,17) 달만

  즉 (1)은 기저에 ‘ㄺ’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다. (1ㄱ)은 자음어미 또는 휴지와
의 결합에서 어간말음에 ‘ㄱ’을 남기는 방향으로 단순화를 겪는 유형, 즉  ‘(ㄹ)ㄱ’
형이고, (1ㄴ)은 어간말음에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단순화를 겪는 유형, 즉 ‘ㄹ
(ㄱ)’형이다.
  다음 <지도 6>에는 체언 어간말 ‘ㄺ’의 방언분포를 나타내었다. 동북방언과 서북
방언, 고성·인제·양양·홍천을 제외한 강원의 전 지역, 청송·영천·월성·달성·금릉·영양
을 제외한 경북의 전 지역, 충북 제천·충주·괴산·청주에서 기저에 존재하는 ‘ㄺ’을 확
인할 수 있다.18) 자음군단순화와 관련하여, 이 중 동북방언과 강원, 충북방언에는 
17) 일부 방언에서 보이는 ‘달또’는, 해당 방언에 체언 어간말음 ‘ㄹ’ 뒤의 자음이 경음화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이진호 201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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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ㄱ’형이, 서북방언과 경북방언에는 ‘ㄹ(ㄱ)’형이 분포한다.   

 <지도 6> 체언 어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

이들 체언 어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간 재구조화를 겪었거나, 파생접사로 보이는 
‘–아지’, ‘-앙이’, ‘-(으)락’ 등이 붙어 파생어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한 까닭에 
<지도 6>에서 보듯 기저에 ‘ㄺ’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다지 넓은 범위
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18) ‘까닭’은 다른 체언 어간들에 비해 어간말 자음군을 유지하는 지역의 분포가 매우 넓다. 아
마도 이는 이 어간이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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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그 외 자음군 

  이제 체언 어간말 ‘ㄱㅆ, ㅂㅆ’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ㄱㅆ’을 가진 어간에는 ‘넋, 삯, 몫’ 등이 있고, ‘ㅂㅆ’을 가진 어
간으로는 ‘값’이 대표적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 넋(魂): 넉씨, 넉또, 넉만[넝만] 
  (3) 값(價): 갑씨, 갑또, 갑만[감만]  

  ‘ㄱㅆ’을 가진 체언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은 전 방언에 걸쳐 동일하게, ‘ㄱ’을 남기
는 것으로 위의 (2)와 같다. ‘ㅂㅆ’을 가진 체언 역시 모든 방언에서 어간말에 ‘ㅂ’
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데 그 예는 (3)과 같다. 이들의 분포는 2.1
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다시 다음 <지도 7>, <지도 8>에 제시한다.

        

    <지도 7> 체언 어간말 ‘ㄱㅆ’의 분포             <지도 8> 체언 어간말 ‘ㅂㅆ’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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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7>을 보면, ‘ㄱㅆ’는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그 외 지역에서는 ‘ㄱ’으로의 재구조화를 겪었다. <지도 8>은 ‘ㅂㅆ’의 지도인데, 이
를 통해 보면 해당 자음군은 강원 및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ㄱㅆ, ㅂㅆ’와 같이 장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의 경우, 선행하는 장애음의 폐쇄 
구간 때문에 후행하는 자음을 발음할 기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예
외 없이 후행하는 자음이 탈락한다고 한다(이진호 2010: 569). 이들 자음군이 전국
적으로 동일한 단순화 방향을 보이는 것 또한 이를 입증해 준다.20)

19) <지도 7>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에 ‘ㄱㅆ’이 분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료
집>에 기반한 것이다. <지역어>에 따르면 경기 화성·포천·파주·양평·이천, 경북 청도·경주·상
주 등에서 ‘ㄱㅆ’이 보인다. 

20) 반면 제주방언에서 용언 어간말 ‘ㅂㅆ’은 ‘ㅅ’으로 재구조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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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언

  이 절에서는 용언 어간말 자음군 중에서 대부분의 방언에 분포해 있는 ‘ㅂㅆ, ㄵ, 
ㄶ, ㄺ, ㄻ, ㄼ, ㄾ, ㄿ, ㅀ’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한다. 체언의 경우와 같이 방언에 
따라 탈락 자음에 차이를 보이는 ‘ㄺ,ㄼ,ㄿ’을 3.2.1에서 먼저 다루고, 전국적으로 탈
락 자음이 동일한 그 외의 자음군을 3.2.2에서 살펴본다. 

3.2.1 ㄺ, ㄼ, ㄿ   

  용언 어간말 ‘ㄺ, ㄼ, ㄿ’은 탈락 자음이 방언에 따라 다르다. 3.2.1.1에서는 ‘ㄺ’
을, 3.2.1.2에서는 ‘ㄼ, ㄿ’을 다룬다. 

3.2.1.1 ㄺ

 ‘ㄺ’을 가진 어간에는 ‘갉-’, ‘굵-’, ‘늙-’, ‘맑-’, ‘밝-’, ‘읽-’ 등이 있다. 이들 중 
‘밝-’을 예로 들어, 자음군단순화 양상을 보이면 다음 (4)와 같다.

  (4) ㄱ. 밝-: 발가, 박꼬, 박찌
      ㄴ. 밝-: 발가, 발꼬, 발찌
      ㄷ. 밝-: 발가, 발꼬, 박찌

위의 (4)에서 알 수 있듯이 용언 어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은 크게 셋으로 
갈린다. 먼저 (4ㄱ)과 (4ㄴ)은 체언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음어미 앞에서 각각 ‘ㄱ’
과 ‘ㄹ’을 남기는 예이다. (4ㄷ)은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다른 것
인데,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ㄹ’이 남고, 그 외 어미 앞에서는 ‘ㄱ’이 남
는다. (4ㄱ)은 ‘(ㄹ)ㄱ’형, (4ㄴ)은 ‘ㄹ(ㄱ)’형, (4ㄷ)은 ‘ㄹㄱ’형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들의 방언분포는 다음 <지도 9>와 같다. ‘(ㄹ)ㄱ’형은 동북·서남·서부경남·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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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 중부방언에 분포하고, ‘ㄹ(ㄱ)’형은 서북·강원 영동·경북·동부경남방언, ‘ㄹㄱ’형
은 경기의 일부 지역과 충북 청주·괴산·단양, 경남 합천에서 보인다.21)
 

       <지도 9> 용언 어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

  이제 후행 어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리 결정되는 ‘ㄹㄱ’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은 ‘ㄺ’에 대한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기 시작한, 근세국어
의 문헌 자료에서부터 확인된다. 또한 19세기 후기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에도 분포
한다(최명옥 1998c: 405). 이를 보면 ‘ㄹㄱ’형은 자음군단순화 적용 초기부터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음군단순화의 결과 어간말에 남게 된 ‘ㄱ’과 후행하는 어미 ‘ㄱ’이 같은 자
음이므로, 동일 자음의 결합이 저지되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형에까지 
ㄱ을 남기는 규칙이 확장되지는 않았기 때문인 듯싶다.22) 즉, ‘ㄱ’으로 시작하는 어

21) 경남 합천의 예는 박덕철(1993)을 참조하였다. 
22) ‘ㄹㄱ’형과는 반대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ㄱ’을 남기고, 다른 어미 앞에서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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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의 결합에서만큼은 ‘ㄹ’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아닌 ‘ㄱ’을 탈락시키는 규칙을 적
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다른 규칙을 적용하게 되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자음의 연쇄에 대한 청취 효율성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자음의 연쇄에 대해 청취 실험을 한 윤민(2008)에 따르면, ‘ㄹㄲ’ 연쇄를 다른 자
음의 연쇄로 혼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ㄱㄲ’ 연쇄는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한다(윤민 2008: 28~29). 이는 ‘ㄱㄲ’ 연쇄보다 ‘ㄹㄲ’ 연쇄를 선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어간말음의 ‘ㄺ’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ㄱ’이 탈
락하는 듯하다. 덧붙여 ‘ㄱㄲ’와 같이, 폐쇄음이 선행하고 선행하는 폐쇄음과 동일한 
조음 위치의 경음이 후행할 때, 폐쇄음이 탈락하는 동일 자음 탈락이 일어나기도 한
다. 이는 ‘ㄱㄲ’와 같은 자음의 연쇄를 저지하고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기의 일부 지역과 전북 무주 등에서는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익꼬(읽-고)’와 같은 
표면형이, ‘ㄱ’을 탈락시킨 ‘이꼬(읽-고)’ 등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 역시 ‘ㄱㄲ’ 
연쇄가 선호되지 않는다는 증거라 할 만하다.23)
  한편, 이들 ‘(ㄹ)ㄱ’형과 ‘ㄹ(ㄱ)’형의 경계 지역에는 방언접촉 현상이 확인된다. 
이를 나타낸 지도는 다음 <지도 10>이다.

을 남기는 식의 양상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추측의 근거가 된다.  
23) 이와 대조적인 현상으로 제주방언의 ‘복사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음식[한국끔식], 

맏아덜[맏따덜]’ 등 하나의 기식군 안에서, 선행하는 요소가 폐음절어이고 후행하는 요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형태소일 때 선행어의 종성을 후행어의 첫 음절 초성 자리에 복사
하여 발음하는 현상이다(정승철 2013a: 167-168). 즉 이 현상으로 ‘ㄱㄲ’, ‘ㄷㄸ’ 등의 자음
연쇄가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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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0> 용언 어간말 ‘ㄺ’의 방언접촉 양상 

  용언 어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에서 방언접촉 양상은, 크게 ‘혼효’와 ‘편입’으로 
나누어진다. ‘혼효’는 경남 합천에서, ‘편입’은 경북 김천, 충북 단양, 강원 인제·양
양·평창·횡성 등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의 ‘혼효’란 ‘활용형의 혼효’를 가리킨다.24) 이 혼효의 양상은 후행 어미
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다른, ‘ㄹㄱ’형과 같다. 즉 그 활용의 예는 (4ㄷ)과 같은 것이
다. 그러나 자음군단순화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이 지역어의 양상은 
중부방언에서와 달리, ‘(ㄹ)ㄱ’형과 ‘ㄹ(ㄱ)’형의 혼효로 보아야 할 듯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 시기 경남 합천에는 ‘ㄹ(ㄱ)’형이 분포했
을 것이라 추측된다.25) 그 이후 서남방언에 분포하는 지속적인 ‘(ㄹ)ㄱ’형의 영향으
24) ‘활용형의 혼효’란 서로 다른 계열(패러다임)에 속하는 활용형들이 섞여 쓰이는 것(정승철 

2013a: 232-233)을 말한다.
25) 백두현(1992)에 따르면, 동남방언의 경우 ‘ㄹ(ㄱ)’형이 분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서

부인 경남 남해, 진주 등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서도 대체로 ‘ㄹ(ㄱ)’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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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와 같이 ‘ㄹㄱ’형이 분포하는 듯하다. 서남방언의 ‘(ㄹ)ㄱ’형은 서부경남방언
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경남 합천 등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 전파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경남 합천에서 확인되는 ‘ㄹㄱ’형은 이 지역이 서부경남방언과 동부경남
방언의 경계 지역이라는 점에서, 방언접촉의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ㄹ)ㄱ’형과 ‘ㄹ(ㄱ)’형의 경계에 위치하는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어
가 속한 방언과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른 방언에 편입된 결과
인 듯하다. 다음 <지도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북 김천, 충북 단양, 강원 인제·
횡성·평창·양양 등이 이에 속한다.

                  

<지도 11> 용언 어간말 ‘ㄺ’의 편입 양상  

  경북 김천은 인접한 중부 및 서남방언과 같이 ‘(ㄹ)ㄱ’형을 보인다. 이전 시기에는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단순화되었을 듯한데, 이후 중부 및 서남방언의 영향으로 인
해 ‘(ㄹ)ㄱ’형에 편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북 단양은 ‘ㄹ(ㄱ)’형을 보이는데, 이
는 경북방언에 편입된 것인 듯하다. 강원 인제·양양은 <자료집> 시기의 자료에서는 
‘ㄹ(ㄱ)’형이었다가, <지역어> 시기의 자료에서 ‘(ㄹ)ㄱ’형 쪽으로 편입된 양상을 
보이며, 평창과 횡성은 반대로 ‘(ㄹ)ㄱ’형이었다가 ‘ㄹ(ㄱ)’형 쪽으로 편입되었다(김
유겸 2010: 106-107). 이를 통해 이 지역이 ‘(ㄹ)ㄱ’형과 ‘ㄹ(ㄱ)’형의 접촉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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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충북 괴산 및 청주의 노년층은 ‘ㄹㄱ’형을 보이지만, 50대는 ‘ㄹ(ㄱ)’형에 
완전히 편입된 양상을 보이는 것 또한 이 지역어에 경북방언이 영향이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26)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용언 어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을 요약하기로 
한다. 중부방언에는 ‘(ㄹ)ㄱ’형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ㄹㄱ’형이 분포한다. 동북방
언, 서남방언, 서부경남방언에는 ‘(ㄹ)ㄱ’형이, 서북방언, 경북방언, 동부경남방언, 강
원 영동방언에서는 ‘ㄹ(ㄱ)’형이 보인다. 또 남한을 기준으로 ‘ㄹ(ㄱ)’형과 ‘ㄹ(ㄱ)’형
의 접촉 지역이 확인된다. 혼효 및 편입 양상을 보이는 서부경남과 동부경남의 경계
에서부터,27) 경북 김천, 충북 청주·괴산·단양, 강원 평창·인제·횡성·양양 등을  ‘(ㄹ)
ㄱ’형과 ‘ㄹ(ㄱ)’형의 접촉 지역이라 할 수 있다.

3.2.1.2 ㄼ, ㄿ

  용언 어간말 ‘ㄼ, ㄿ’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은 다음 (5)와 같다. 이들을 가진 어간
에는 ‘넓-’, ‘떫-’, ‘밟-’, ‘얇-’, ‘엷-’, ‘읊-’ 등이 있는데 이 중 ‘떫-’을 예로 든
다.28) (5ㄱ)은 ‘(ㄹ)ㅂ’형, 즉 어간말에 ‘ㅂ’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
는 유형이며, (5ㄴ)은 ‘ㄹ(ㅂ)’형, 즉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유형이다.29)

26) 박경래(1985), 곽진섭(1988)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언급된 바 있고,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
료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27) 현재 존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경남 합천뿐이지만, 잠정적으
로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을 모두 접촉 지역으로 간주한다.

28) ‘ㄿ’을 가진 유일한 용언 어간인 ‘읊-’은 ‘(ㄹ)ㅂ’형에 속하는 경우 ‘을퍼, 읍꼬, 읍찌’ 등의 
양상을 보이고 ‘ㄹ(ㅂ)’형에 속하는 경우 ‘을퍼, 을꼬, 을찌’ 등의 양상을 보인다.

29) ‘ㄼ’도 ‘ㄺ’처럼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ㅂ’을 탈락시키고, 그 외 어미 앞에서는 
‘ㄹ’을 탈락시키는 유형(‘ㄹㅂ’형)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는 ‘밟-’의 활용에서만 보이고, 그 
출현 지역 또한 경기 화성, 충북 제원·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대덕·천안·연기 등으로 중
부방언의 일부에 속한다. 19세기 후기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에 ‘ㄹㅂ’형이 보였던 것(최명옥 
1998c: 405)을 고려하면, 그 분포가 극히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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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ㄱ. 떫-: 떨버, 떱꼬, 떱찌
      ㄴ. 떫-: 떨버, 떨꼬, 떨찌
  
  이들의 방언분포는 다음 <지도 12>과 같다. ‘ㄹ(ㅂ)’형은 서북방언, 중부방언과 
경북·동부경남방언에 분포하므로 ‘(ㄹ)ㅂ’형보다는 그 분포 지역이 훨씬 넓다. ‘(ㄹ)
ㅂ’형은 동북방언, 서남방언과 서부경남방언, 제주방언에 주로 분포하는데, 부분적으
로 충남 부여·논산과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에서 나타난다.30) 
  이러한 분포는 체언 어간말 ‘ㄼ’의 자음군단순화 및 재구조화 양상과도 궤를 같이
한다. 현대국어에서 ‘ㄼ’을 가진 유일한 체언 어간인 ‘여덟’의 경우, 자음군단순화 적
용 초기에는 ‘ㅂ’ 쪽으로 단순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이진호 1997: 79). 그런데 
이후 전국적으로 ‘ㄹ’ 쪽으로 재구조화된 것을 보면(4.1 참조), 어느 시기부터 ‘ㄼ’의 
자음군단순화에 있어서 ‘ㄹ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우세하게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
다.31)

30) 다만 ‘밟-’의 경우에는 강원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ㄹ)ㅂ’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어간들과 동일한 분포 양상을 보인다. 한편 ‘읊-’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을프-’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경기와 충북 중원·제원 등에
서는 ‘(ㄹ)ㅂ’형을 보인다.

31) 자음군단순화 적용 초기에는 ‘ㄹ’을 탈락시키는 자음군단순화와 ‘ㅂ’을 탈락시키는 자음군
단순화가 공존하면서, 이들 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어간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후대에 이르러 ‘ㄼ’에 대해 ‘ㄹ’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확산되고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5.2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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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2> 용언 어간말 ‘ㄼ’의 자음군단순화

    
  한편 ‘ㄺ’과 마찬가지로, ‘ㄼ’ 역시 ‘(ㄹ)ㅂ’형과 ‘ㄹ(ㅂ)’형이 분포하는 경계 지역, 
즉 충남 공주·서천, 경북 김천·고령에서 방언접촉 현상이 확인된다. 위의 지도를 좀 
더 확대하여 지도에 나타낸 것이 다음 <지도 13>이다. 

   

<지도 13> 용언 어간말 ‘ㄼ’의 병존·편입 양상 



- 34 -

위의 <지도 13>에서는 ‘ㄼ’의 방언접촉 현상으로 ‘ㄹ(ㅂ)’형과 ‘(ㄹ)ㅂ’형의 공존(‘병
존’), 다른 방언으로의 ‘편입’ 양상을 보여준다. 충남 공주·서천에는 ‘ㄹ(ㅂ)’형과 
‘(ㄹ)ㅂ’형이 병존한다. 경북 김천·고령은 ‘ㄺ’와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에는 ‘ㄹ(ㅂ)’
형을 보였을 것이다.32) 그러나 현재는 ‘(ㄹ)ㅂ’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인접한 중부 
및 서남방언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 듯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용언 어간말 ‘ㄼ’의 자음군단순화는 서남방언과 제주
방언에서 ‘ㄹ’을 탈락시키는 ‘(ㄹ)ㅂ’형을, 그 외 방언에서 ‘ㅂ’을 탈락시키는 ‘ㄹ(ㅂ)’
형을 보인다. 또한 ‘ㄹ(ㅂ)’형과 ‘(ㄹ)ㅂ’형의 접촉 지역인 충북 단양, 충남 공주·서
천, 경북 김천·고령 등에서는 방언접촉 양상(병존, 편입)이 확인된다.  

3.2.2 그 외 자음군

  전국적으로 탈락 자음이 동일한 자음군은 장애음이 선행하는 ‘ㅂㅆ’, 비음이 선행
하는 ‘ㄵ, ㄶ’, ‘ㄹ’이 선행하는 ‘ㄻ, ㄾ, ㅀ’이다. 아래의 예와 함께 각 자음군단순화
의 방언분포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ㅂㅆ, ㄵ, ㄻ’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없-: 업써, 업꼬, 업찌
  (7) 앉-: 안자, 안꼬, 안찌
  (8) 삶-: 살마, 삼꼬, 삼찌

‘ㅂㅆ’을 가진 용언어간에는 ‘없-’ 등이 있다. 제주방언을 제외하고는 체언의 ‘ㅂㅆ’
과 같이, ‘ㅂ’을 남기고 ‘ㅆ’을 탈락시키는 자음군단순화 양상이 (6)처럼 나타난다. 
(7)은 ‘ㄵ’을 가진 용언 어간의 활용 양상이며, (8)은 ‘ㄻ’의 활용이다. 이처럼 비음
을 포함한 자음군의 경우, 비음은 음절말에 함께 놓인 다른 자음보다 상대적으로 음
향적 효과가 강하기에, 비음이 아닌 자음이 탈락하게 된다고 한다(이진호 2010: 
577). ‘ㄵ’은 거의 모든 방언에 존재하며, 어간말음에 ‘ㄴ’을 남기는 자음군단순화 
32) 백두현(1992)를 따르면 그러리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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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인다. (8)과 같이 ‘ㄻ’ 또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어간말에 ‘ㅁ’을 남기는 방
향으로 단순화되는 것은33) 이러한 견해를 입증해 준다.
  이제 ‘ㄶ’의 활용 양상을 보기로 하자. 다음 (9)와 같다. 

  (9) ㄱ. 끈코(끊-고)
      ㄴ. 끄너(끊-어)
      ㄷ. 끈씀니다(끊-습니다)
      ㄹ. 끈는다(끊-는다)

‘ㅎ’을 가진 어간말 자음군의 활용 양상은 ‘ㅎ’이 가진 음운론적 특성 때문에, 후행하
는 어미에 따라 달라진다. ‘끊-’을 예로 들어 이들 자음군의 활용 양상을 정리해 보
면 위의 (9)와 같다. (9ㄱ)은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평폐쇄음(ㄱ,ㄷ,ㅂ,ㅈ)인 예이
다. 이 경우 ‘ㅎ’과 후행 자음이 축약되어 각각 ‘ㅋ,ㅌ,ㅍ,ㅊ’로 되는 축약 현상이 일
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 자음군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9ㄴ)에서처럼 후행
하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어서 (9ㄷ)과 같이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ㅅ’이면, ‘ㅎ’이 탈락하고 ‘ㅅ’이 경음
화한다.34) 즉 (9ㄱ), (9ㄴ), (9ㄷ)의 환경에서는 ‘ㄶ’을 가진 어간에 대해 자음군단
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9ㄹ)은 ‘ㄶ’을 가진 용언 어간에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 예로, 
이 경우 어간에 ‘ㄴ’이 남는 것은 자음군단순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ㄶ’을 가
진 방언에서는 동일하게 확인되는 현상이다. ‘ㅎ’을 가진 자음군은 이처럼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만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이어서 ‘ㄾ’, ‘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0)은 ‘ㄾ’, (11)은 ‘ㅀ’의 예이다.
33) 백두현(1992: 359)에서는 ‘옮-’의 경우 동남방언에서 ‘올-’, ‘올리-’ 등의 방언형이 존재하

는 것으로 미루어, 동남방언에서는 ‘ㅁ’을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34) 이 때 ‘ㅅ’이 경음화되는 까닭에 대해서는 같은 듯 다른 다음 두 견해가 있다. 먼저 ‘ㅎ’이 
평폐쇄음화되어 ‘ㄷ’이 되고, 후행하는 ‘ㅅ’을 경음화했다는 견해(송철의 1990, 배주채 
1992)가 있다. 다음으로 이진호(2003: 177)에서는 ‘ㅎ’이 구강 내 조음 위치를 가지지 않은 
자음이기 때문에,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아 ‘ㄷ’으로 실현되고 이 ‘ㄷ’
이 후행하는 ‘ㅅ’을 경음화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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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핥-: 할타(핥-아), 할꼬, 할찌
  (11) 잃-: 일른다(잃-는다)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ㄾ’을 가진 어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물론 후행하는 ‘ㅌ’이 평폐쇄음화를 거쳐 ‘ㄷ’으로 
바뀐 뒤에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어 (10)의 ‘할꼬, 할찌’와 같은 표면형이 실현된다. 
  ‘ㄾ’을 가진 어간에는 ‘핥-’, ‘훑-’이 있다. ‘핥-’에 대해, 전북 옥구·정읍·순창, 강
원 양구·화천, 경남 거창 등에서 어간말에 ‘ㅀ’을 가진 예들이 보인다(할코, 할트라). 
‘핥-’의 중세국어 어형이 ‘핧-’이었고 근세국어 이후 ‘핥-’이 생겨났다는 점을 고려
하면(2.2 참조), 이 예들은 중세국어의 어형이 남아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제
주방언의 ‘할르고, 할라’ 등은 제주방언의 어간말자음 유추변화 규칙(‘ㅡ’ 삽입),35) 
공명음 사이 ‘ㅎ’ 탈락, ‘ㄹ∅>ㄹㄹ’ 변화36)를 겪은 것(정승철 1995: 197-198)이
라 한다. 
  (11)은 ‘ㅀ’이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예이다. 앞서 ‘ㄶ’을 다룰 때에 언급하였듯이 
‘ㅎ’을 포함한 자음군을 가진 어간은, ‘ㅎ’의 특성으로 인해 후행하는 어미가 비음으
로 시작할 때에만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ㅀ’을 가진 방언에서는 (11)과 같은 양
상이 나타난다.
  ‘ㅀ’을 가진 어간들 중 ‘꿇-’과 ‘뚫-’에는 다른 어간과 달리, 여러 방언형이 존재
한다.37) 그 방언형과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 (12), (13)과 같다.38) 

35) 제주방언에는 다음과 같은 어간말자음 유추변화 규칙이 존재한다(정승철 1995: 194). 
    ∅> ㅡ / C [-voc]  C    ] v.stem  
36) ‘ㄹ∅>ㄹㄹ’의 변화는 최명옥(1982: 87-88)에서 언급된 것으로 공명자음과 모음 사이의 

‘ㅎ’이 탈락하면 선행하는 공명자음을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복사하는 음운론적 과정에 의
한 것이다(정승철 1995: 141).

37) ‘앓-’의 경우 경북 청송·월성·영천 등에서 ‘앍-’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알꼬, 알가서, 알거
니끼네’ 등으로 활용한다. 경남 합천·김해·통영·고성에서는 ‘알꼬, 알런다, 아라서’ 등의 활용
형을 보인다. 이 경우 ‘앓-’이 ‘알ㆆ-’으로 재구조화된 것인지, ‘앍-’의 활용형과 ‘앓-’의 활
용형이 섞여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38) 이들 어간의 방언형 중에는 ‘-으-’ 첨가의 변화를 겪은 것들도 있다. 이는 4.2.2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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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ㄱ. 꿇-: 꿀코, 꾸러, 꿀른다(경기, 충청, 전북, 전남)  
       ㄴ. 꿀ㆆ-: 꿀꼬, 꾸러, 꿀른다(강원 고성·양양, 충북 괴산·보은, 충남 청양·논산, 

전북 진안·무주·장수·남원·정읍, 전남 보성·고흥, 경북 상주·울진·영덕·
영일·성주) 

       ㄷ. 꿀-: 꿀고, 꾸러(강원 남부, 경북 내륙지방, 경남 동부, 전남 서해안)
  (13) ㄱ. 뚫-: 뚤코, 뚜러 (경기, 충남, 전북, 전남) 
       ㄴ. 뚤ㆆ-: 뚤꼬, 뚜러 (강원 정선, 전남 고흥, 충남 금산·공주) 
       ㄷ. 뚧-: 뚭꼬, 뚤버 (충북, 강원 고성·인제·영월, 경남 서부, 전남 동부)
       ㄹ. 뚧-39): 뚤꼬, 뚤버 (강원 강릉·삼척, 경북, 경남 동부, 충북 음성·진천·청주)   

‘꿇-’과 ‘뚫-’은 모두 중세국어 시기 각각 ‘꿀-’과 ‘듧-’이었다가, 근세국어에 이르
러 ‘ㅀ’을 가지게 된 어간들이다. ‘꿇-’의 경우, 전국적으로 (12ㄱ)의 ‘꿇-’이 분포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어에서 (12ㄴ)의 ‘꿀ㆆ-’이, 경북과 강원 남부를 중심으
로 (12ㄷ)의 ‘꿀-’이 나타난다. ‘뚫-’의 경우, 남한의 서부에 (13ㄱ)의 ‘뚫-’, 동부
에 (13ㄷ,ㄹ)의 ‘뚧-’이 넓게 퍼져 있으면서 (13ㄴ)의 ‘뚤ㆆ-’이 부분적으로 보인
다. ‘꿇-’과 ‘뚫-이 방언의 차용에 의해 중부방언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이진호 
1997: 57), 현재의 방언분포에 근거했을 때 ‘꿇-’과 ‘뚫-’은 한반도의 남서부에서 
형성되어 근세국어 이후 중부방언에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꿀ㆆ-’과 ‘뚤ㆆ-’의 형성에 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즉 ‘ㅀ’로
부터 재구조화를 겪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ㅎ’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과 ‘ㆆ’
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은,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격음과 경음이라
는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그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김현 
2001: 108). 따라서 본래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이 ‘ㆆ’으로 재구조화될 가능
성이 있다. 하지만, 이로써는 ‘ㅀ’을 가진 어간 중 ‘뚫-’과 ‘꿇-’에 대해서만 재구조
화가 일어난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방언형 간 간섭의 결과 ‘꿀ㆆ-’과 ‘뚤ㆆ-’이 형성되었다고 

39) 경북은 <자료집>에서 ‘뚤:꼬, 뚤:런다’ 등의 활용형을 보여, 그 기저형이 ‘뚧-’인지 ‘뚤ㆆ-’
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지역어>에서는 경북 의성·청송·고령·경주 등에서 ‘뚧-’을 확인할 수 
있어(뚤:꼬, 뚤:버도) (14ㄹ)에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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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12)의 경우, ‘ㄹ’ 뒤의 경음화를 인정한다면 ‘ㅀ’의 ‘ㄹㆆ’로의 재구조
화가 아니더라도, ‘꿀-’로부터 ‘꿀꼬, 꿀찌’ 등과 같은 활용형이 도출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40) 현재 (12ㄴ)의 ‘꿀ㆆ-’이 확인되는 지역이 (12ㄷ)의 ‘꿀-’이 분포
하는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은 근거가 될 만하다. (13ㄴ)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만 나타난다. ‘뚫-’이 형성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13ㄷ,ㄹ)과 같은 ‘뚧-’이 분포
하였을 것이라 한다면, ‘뚧-’과 ‘뚫-’은 동일한 방언 내에서 공존하였을 것이다. 그
렇다면 (13ㄴ)의 ‘뚤꼬, 뚤찌’ 등은 이전 시기의 ‘뚧-’이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형성
된 활용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13ㄴ)이 일부 지역어에서만 나타나므로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다.

40) 동남방언에서는 ‘ㄹ’ 뒤 경음화를 겪은 ‘발또(발-도)’, ‘달또(달-도)’와 같은 예가 확인된다
(방언연구회 편 2001: 192). 신승용·안미애(2012)에서는 유성 자음 뒤의 경음화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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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간 재구조화와 방언분포

  이제까지 제 방언들의 어간말 자음군 목록을 제시하고(2장), 이를 바탕으로 어간
말 자음군을 가진 어간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을 살펴본 뒤 그 방언분포를 기술하였
다(3장). 이 장에서는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체언과 용언 어간의 재구조화 양상을 
다루기로 한다. 즉 ‘탈락’, ‘첨가’, ‘대치’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양상을 보
이고 해당 양상의 방언분포를 기술할 것이다. 
  ‘탈락’은 자음군단순화의 결과 실현되는 표면형이 기저형으로 재구조화되는 변화
이고, ‘첨가’는 어간말에 모음이 덧붙어 음절수가 늘어난 변화를 가리킨다. 마지막으
로 ‘대치’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자음군으로부터 새로운 자음군이 형성된 변화를 말
한다. 
  3장에서 다룬 자음군단순화의 방언분포에서 체언과 용언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
이듯, 재구조화 역시 그러하다. 이 장에서는 체언과 용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이
러한 차이를 확인하기로 한다. 자음군을 가진 체언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탈락’의 변
화를 겪어 재구조화되었으나, 자음군을 가진 용언은 주로 ‘대치’의 변화를 겪어 재구
조화되었다. 체언 어간말 자음군 가운데서 ‘대치’를 겪어 형성된 자음군은 하나뿐이
며, ‘탈락’의 변화를 겪은 용언 어간은 극히 일부이면서 산발적으로 분포한다.41)   
즉 체언 어간은 용언 어간에 비해 어미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기 때문에,42) 자음 
어미에 선행하는 체언 어간의 표면형을 기저형으로 재인식하기가 쉬운 것이다.
  한편 각 유형의 어간들이 변화하는 데에는 방언접촉, 어휘의 간섭 및 확산과 같은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조건이 관여한다. 이 장에서는 ‘탈락’, ‘첨가’, ‘대치’라는 각 
유형에 따라 해당 재구조화의 조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방언분포에 이르
41) 체언 어간말 ‘ㄹㅋ’이 ‘대치’의 변화를 겪어 형성되었으며, 용언 어간말 ‘ㅂㅆ’과 ‘ㄶ’은 일

부 지역에서 ‘탈락’의 변화를 겪었다. 자세한 것은 4.3.1을 참조할 수 있다.
42) 동일한 자음군이어도 체언과 용언이라는 문법 범주에 따라, 자음군단순화 규칙 및 후행하

는 음 연쇄에서 적용되는 음운규칙 적용 순서가 달라진다. 이를 체언 어간의 독립성과 용언 
어간의 의존성으로 설명한 이진호(2010)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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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과정을 짚어보기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4.1에서는 ‘탈락’의 변화를, 4.2에서는 ‘첨가’의 변화를, 
4.3에서는 ‘대치’의 변화를 다루어 볼 것이다.

4.1 탈락 

  이 절에서는 어간의 재구조화 유형 중 ‘탈락’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탈락’이란, 
간단히 말해서 ‘탈락’의 범주에 속하는 음운현상을 겪은 어간이 그대로 기저형으로 
굳어지는 변화를 말한다. 대부분은 자음군단순화의 결과 실현되는 표면형이 기저형
으로 재인식되는 것이고 이로써 자음군이 소멸하게 된다. 4.1.1에서는 체언 어간을, 
4.1.2에서는 용언 어간을 다룬다. 

4.1.1 체언

  2.1에서 제 방언들에 존재하는 체언 어간말 자음군 목록을 제시한 바 있는데, 장
애음이 선행하는 ‘ㄱㅆ, ㅂㅆ’, ‘ㄹ’이 선행하는 ‘ㄺ, ㄻ, ㄼ, ㄽ, ㄹㅋ’이 그것이다. 이 
중 탈락의 변화를 겪은 어간은 ‘ㄱㅆ, ㅂㅆ, ㄺ, ㄼ, ㄽ’를 가진 어간이며, ‘ㄻ, ㄹㅋ’
을 가진 어간은 그 형성 시기가 비교적 최근인 만큼 재구조화된 예를 찾기 어렵다. 
이 절에서는 이들 5개 자음군의 재구조화 양상과 그 방언분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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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ㄱㅆ, ㅂㅆ

 
  ‘ㄱㅆ’와 ‘ㅂㅆ’은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후행하는 ‘ㅆ’이 탈락하는데, 이는 전국적
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ㄱㅆ’와 ‘ㅂㅆ’을 가졌던 어간은 각각 어간말음이 ‘ㄱ’과 ‘ㅂ’
으로 재구조화되며, 대부분의 방언에서 이 변화를 겪었다. 그 예는 다음 (1), (2)와 
같다.

  (1) 삭: 사기, 삭또, 삭만[상만]
  (2) 갑(價): 가비, 갑또, 갑만[감만]

‘ㄱㅆ’을 가지고 있는 ‘삯, 넋, 몫’ 등의 어간은, 대부분 (1)과 같이 재구조화되었다. 
(1)은 경기의 전 지역과 충북의 일부 지역, 당진·예산·부여·금산을 제외한 충남, 부
안·임실·고창·남원을 제외한 전북, 영암을 제외한 전남, 강원, 경북, 동부 경남 등에 
분포하고 있다. ‘ㅂㅆ’을 가진 체언 어간 ‘값’은, ‘탈락’의 변화로 기저형이 (2)와 같
이 바뀌었다. (2)는 충남·전라·제주에 분포하고 있다.
  ‘ㄱㅆ’의 재구조화는 ‘ㅂㅆ’의 재구조화보다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그 까닭을 명확
히 알 수는 없지만, 용언 어간말 ‘ㅂㅆ’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 즉 용언 
어간말에 ‘ㄱㅆ’이 존재하는 방언은 없는데, 용언 ‘ㅂㅆ’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
다. 더불어 용언 어간말 자음군은 ‘탈락’의 변화를 겪지 않기에, 동일한 자음군을 가
진 체언 어간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43) 

43) ‘ㄱㅆ’을 가진 어간에는 ‘넋, 삯, 몫’ 등이 있는 반면, ‘ㅂㅆ’을 가진 체언은 ‘값’뿐이라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두 자음군이 형성된 시기도 이러한 변화의 전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만 2.1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두 자음군은 중세국어 시기(혹은 그 이
전)부터 보이기에 구체적인 형성 시기의 차이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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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ㄺ

  ‘ㄺ’은 자음군단순화에 있어서, 방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리 결정된다. ‘탈락’의 
변화 양상도 이와 같이 방언 간 차이를 보인다. 자음군단순화에서 ‘ㄹ’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우세했던 방언에서는 어간말음이 ‘ㄱ’으로 재구조화되었으며, ‘ㄱ’을 탈락시키
는 규칙이 우세했던 방언에서는 ‘ㄹ’로 재구조화되었다. ‘ㄱ’형 즉 어간말음이 ‘ㄱ’으
로 재구조화된 유형과 ‘ㄹ’형 즉 로 재구조화된 유형의 예를 보이면 다음 (3)과 같다.

  (3) ㄱ. 닥(鷄): 다기, 닥또, 닥만[당만]
      ㄴ. 달(鷄): 다리, 달도, 달만 

  (3ㄱ)의 ‘ㄱ’형이 기저형으로 굳어진 지역은 경기·충남·전북·전남, 서부경남, 충북 
옥천·영동·진천·음성, 강원 고성·인제·양양·홍천, 제주에 해당한다.44) 이는 주로 중부
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이다. 이로써 이들 방언에는 과거 어간말 자음군으로 ‘ㄺ’
을 유지하였을 때에,45) ‘ㄹ’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활발하게 적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ㄴ)의 ‘ㄹ’형을 보이는 지역은 경북 청송·영천·월성, 경남 양산·김해에 해당
한다. 이 지역 역시 본래 ‘ㄱ’을 탈락시키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이었
을 것이다. 이들의 방언분포를 나타내면 다음 <지도 14>와 같다. 

44) 제주방언에 체언 어간말 ‘ㄺ’이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세한 것은 정승철
(1995:187)을 참조할 수 있다.  

45) 현재 체언 어간말 ‘ㄺ’이 남아있는 지역은 강원, 경북, 충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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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4> 체언 어간말 ‘ㄺ’의 재구조화

4.1.1.3 ㄼ, ㄽ 

  (4) ㄱ. 여덜(八): 여더리, 여덜도, 여덜만  
      ㄴ. 여덥(八): 더비, 덥또 (제주)

  ‘ㄼ’을 가진 유일한 체언 어간인 ‘여덟’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어간말음이 ‘ㄹ’로 
재구조화되어(4ㄱ)을 보인다. 제주방언만이 ‘ㅂ’으로 재구조화되어 다른 방언과 구
별된다(4ㄴ). 현재의 분포는 체언 어간말 ‘ㄼ’이 자음군단순화를 겪을 때, 제주방언
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ㅂ’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적용되었고 그후 어간말음
이 ‘ㄹ’로 재구조화되어 형성된 것이다. ‘ㄹ’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우세한 ‘ㄺ’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ㄽ(ㄹㅆ)’을 보기로 한다. 아래의 (5)가 그 예이다. 

  (5) ㄱ. 돌: 도리, 돌도 
      ㄴ. 돗: 도시, 돋또 (제주)



- 44 -

(5)의 ‘ㄽ’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ㄹ’로(5ㄱ), 제주방언에서 ‘ㅅ’으로 재구조화되었다
(5ㄴ). 따라서 이제 ‘ㄽ’은 소멸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4ㄴ)과 (5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에서는 다른 방언과 구별
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4ㄴ)의 ‘여덥’은 ‘ㄹ’을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고 재구조화된 예이다. 자음군단순화 적용 초기에는 체
언 어간말 ‘ㄼ’에 대해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방언
은 이 규칙이 적용되고 그 후 변화를 겪지 않았으므로 (4ㄴ)과 같은 곡용 양상이 
나타나는 듯하다. (5ㄴ)의 ‘돗’도 비슷한 경우다. 제주방언에는 이전 시기에 자음군 
가운데 선행 자음이 탈락하는 규칙(정승철 1995: 188)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 재구
조화되어 현재와 같은 곡용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4.1.2 용언

  용언의 경우, 체언과 달리 탈락의 변화를 겪은 어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산
발적으로 확인되는 ‘끈-(切)’과, 제주방언의 ‘엇-(無)’이 전부인 듯하다. 아래 (6), 
(7)이 그 예이다.

  (6) 끈-(切): 끄너, 끈꼬, 끈찌 (강원 홍천, 충북 영동, 충남 공주·연기·서천, 전북 순
창·남원, 전남, 경북 문경, 경남 합천·산청·거제, 제주) 

  (7) 엇-(無): 어성, 얻꼬, 얻찌 (제주)

  (6)은 ‘ㄶ’을 가졌던 어간인 ‘끊-(切)’의 활용 양상이다.46) 위의 활용은 모음어미 
앞에서의 표면형 ‘끈-’이 다른 어미 앞에까지 확대되어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46) ‘ㅀ’에서 ‘ㄹㆆ’이 형성되듯, ‘ㄶ’에서 ‘ㄴㆆ’이 형성되고 위 (6)의 기저형은 ‘끈ㆆ-’일 수 있

다. 이진호(2008: 86-87)에서는 이 활용에 대해,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존재하므
로 기저형을 ‘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존재하지 않는 방언에서 이러한 활용형이 확인된다면 그 경우에 기저형을 ‘끈-’으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존재하지 않는 방언에서 ‘끈꼬’ 등
이 확인되지는 않기 때문에 ‘끈-’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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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주방언의 ‘끈-’은 ‘끊-’으로부터 재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본래 ‘ㄴ’ 말음 어간
이었던 듯하다(정승철 1996: 739-740).
  (7)의 ‘엇-’은 제주방언의 예이다. 이는 ‘없-(無)’으로부터 재구조화를 겪은 어간
인데 다른 방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어간은 ‘있-(有)’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데, 의미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잇-’에 유추되어 ‘엇-’으로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으
로 알려져 있다(고동호 1993: 11, 정승철(1995: 192)에서 재인용). 



- 46 -

4.2 첨가

  이 절에서는 어간의 재구조화 유형 중 ‘첨가’를 다루기로 한다. ‘첨가’란, 자음군을 
가진 어간말에 모음(체언은 ‘이’, 모음은 ‘으’)을 첨가하여 어간의 기저형이 변한 것
을 말한다. ‘첨가’의 변화를 겪은 어간 형태소 내부에서는, ‘탈락’의 변화와는 달리 
자음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4.2.1에서는 체언 어간말의 ‘이’ 첨가를, 4.2.2에서는 용언 어간말의 ‘으’ 첨가를 
살펴본다.
 

4.2.1 체언 

  체언 어간은 어간말에 모음 ‘이’가 첨가된 형태로 어간의 재구조화를 겪는다. 그 
예는 다음 (8)~(11)과 같다. (8)은 ‘ㄱㅆ’, (9)는 ‘ㅂㅆ’, (10)은 ‘ㄺ’, (11)은 ‘ㄽ’의 
예이다.

  (8) ㄱ. 넋: 넉씨가, 넉씨도 
      ㄴ. 삯: 삭씨가, 삭씨도 (전남 광산·영암)
      ㄷ. 몫: 목씨가, 목씨도 (충남 천안·부여·금산·논산, 전북 남부, 전남, 경북 청도)
  (9) 값: 갑씨가, 갑씨도 (충남 논산·금산, 전북 고창, 전남 서부)
  (10) ㄱ. 기슭: 기슬기가, 기슬기도 (충남 서부, 전북 남원, 경북 의성) 
       ㄴ. 닭(鷄): 달기가, 달기도 
       ㄷ. 삵: 살기가, 살기도 (경북 영풍·봉화·울진·영덕·영일, 강원 영동)
       ㄹ. 칡: 칠기가, 칠기도 (충북 단양, 경북, 경남 밀양·울주·양산, 강원 남부)
       ㅁ. 흙: 흘기가, 흘기도 
  (11) 돐: 돌씨가, 돌씨도 (충북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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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첨가는 어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남부방언에서 확인된다. (10ㄷ, ㄹ)
의 ‘살기, 칠기’ 등은 동남방언에 분포하는 반면, (8ㄷ), (9)의 ‘목씨, 갑씨’ 등은 서
남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달기, 흘기’는 동북방언에 주로 분
포하고 남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동북방언에는 자음군을 가진 어간뿐 아니라, 
어간말음이 단자음인 경우에도 어간말음에 ‘-이’가 첨가된 듯한 어형들이 분포한다
(살-사리). 
  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에 ‘-이’가 첨가되는 이러한 변화는 어간말 자음군이 ‘탈
락’의 변화를 겪기 전, 기저에 자음군이 있었을 때 발생한 변화일 것이다.47) 이는 
중세국어 시기 잉여적으로 덧붙은 ‘-이’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중세국어의 
‘-잇기’, ‘털-터리’ 등의 변화처럼, ‘명사+주격조사’의 통사적 구성이 어휘화된 것
(구본관 1997: 137)일 수 있다. 

47) 동북방언에는 ‘너기, 네기(넋)’ 등 ‘탈락’의 변화를 겪고 나서 ‘-이’가 첨가된 듯한 어형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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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용언 

  자음군을 가진 용언 어간은 어간말에 ‘-으-’를 첨가하는 변화를 겪는다.48) 주로 
‘ㄹ’을 포함한 자음군이 어간말음일 경우에 그러하다. 아래 (12)~(17)과 <지도 15>

에 나타나 있듯이, ‘-으-’가 첨가된 어형은 주로 강원 북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칠
곡·고령·달성, 경남 서부, 전북, 전남, 제주 등에 분포한다.

  (12) ㄱ. 일그-: 일근다, 이른다 
       ㄴ. 늘그-: 늘근다
       ㄷ. 글그-: 글근다, 글그거따 
       (강원 정선, 전북 장수·임실·남원·순창, 전남 서남부)
  (13) 살므고, 골므지 (전남 신안·화순·진도·강진·고흥·보성·완도)
  (14) ㄱ. 볼브-: 볼브지, 볼븐다
       ㄴ. 널브-: 널브다 
       ㄷ. 얄브-: 얄브다 
       (경북 영풍, 전남 해남·강진·진도·고흥)  
  (15) 을프-: 을프고, 을프지, 을픈다 
       (경기, 강원 인제·영월, 경북 울진·영덕·청송·영일·월성, 경남 사천·의령·진양·함안, 

충북 진천·음성·괴산·보은·옥천, 충남, 전라, 제주)  
  (16) ㄱ. 할트-: 할트고, 할트지
       ㄴ. 훌트-: 훌튼다, 훌트고 
       (강원 고성, 전북 장수·임실·순창·남원, 전남 장성·담양·나주·신안, 제주)
  (17) ㄱ. 뚜르-: 뚜른다, 뚜르지
       ㄴ. 꾸르-49): 꾸른다, 꾸르지
       (강원 북부, 경북 문경·김천·칠곡·고령·달성, 경남 서부, 제주)

48) 이러한 활용형에 대해 어미에 ‘-으-’가 첨가된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으-’계 어미에 
유추되어 자음어미 앞에도 ‘-으-’가 첨가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이병근(1985), 
김 현(2006)을 참고할 수 있다. 

49) ‘꾸르-’는 중세국어 어형이었던 ‘꿀-’에 ‘-으-’가 첨가된 것인지, ‘꿇-’에 ‘-으-’가 첨가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49 -

<지도 15> ‘-으-’ 첨가의 분포50) 

  이 변화는, 단일 자음 어간말에 ‘-으-’가 첨가되는 현상과 관련을 갖는다. 단일 
자음 어간말에 ‘-으-’가 첨가되는 예는 다음 (18)과 같다.51)

  (18) ㄱ. 다끄-(닦-), 까끄-(깎-), 무끄-(묶-)
       ㄴ. 야트-(얕-), 여트-(옅-), 더프-(덮-), 노프-(높-) 
  
위의 (18ㄱ)은 경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 ‘-으-’가 첨가된 예이고, (18ㄴ)은 격
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 ‘-으-’가 첨가된 예이다. (18)과 같이 단일 자음 어간
말에 ‘-으-’가 첨가되는 예는, 주로 경음 또는 격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서 확
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래 ‘ㅡ’를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 ‘ㅡ’의 선행음으로 경음
과 격음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김 현 2006: 173), 이에 이끌려 형성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50) (15)의 ‘을프-’는 <지도 15>에서보다 넓은 지역에 분포하지만, 전체 어간을 대상으로 ‘-으

-’ 첨가가 활발히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보이고자 하였기에 ‘을프-’만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에 나타내지 않았다. 

51) (18)의 예는 백은아(2013: 59-60)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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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군의 두 번째 자음이 격음인 (15)와 (16)이 (12), (13), (14)보다 분포하는 
범위도 넓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로 자음군을 가진 어간과 ‘-으-’가 첨가된 어간이 공존하는 반면, (16)의 ‘을프-’
는 ‘읊-’과 공존하기보다 단일 기저형으로 존재하는 방언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주목
할 만하다. 즉 자음군을 가진 어간 중에서는 격음을 가진 ‘읊-’, ‘핥-’, ‘훑-’ 등에 
‘-으-’ 첨가의 변화가 먼저 확산되고, 이후 다른 자음군들로 확장된 것이 아닐까 
한다. 
  방언분포를 고려하면, ‘ㄺ, ㄻ, ㄼ’을 가진 어간인 (12)~(14)는 분포하는 지역이 
(15), (16)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에는 주로 (15), 
(16)이 함께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을프-’, ‘할트-’, ‘훌트-’ 등 ‘-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유추되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52)
  한편, 일부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형이 보인다. 

  (19) ㄱ. 너릅-(넓-): 너르워, 너릅꼬, 너릅찌
       ㄴ. 짜릅-(짧-): 짜르워, 짜릅꼬, 짜릅찌
       ㄷ. 떠릅-(떫-): 떠르워, 떠릅꼬, 떠릅찌
       ㄹ. 야릅-(얇-): 야르워, 야릅꼬, 야릅찌 

(19)의 활용은, 어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금산·
대전, 전남과 전북 등에 분포한다. (19ㄱ)의 ‘너릅-’의 형성 과정을 통해 ‘-읍-’ 첨
가의 확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너릅-’은 ‘-읍-’이 첨가된 어간들 가운데 가장 넓은 지리적 분포를 보인다. 이를 
보면 어간들 중에서 ‘너릅-’이 먼저 형성되고, 이와 유사한 어간들에까지 ‘-읍-’을 
첨가한 형태가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너릅-’이 어떻게 형성되었

52) 특히 제주방언의 경우, 단일 자음 어간에도 ‘-으-’가 첨가된 어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정
승철(1988)에서는 이에 대해 용언 어간말 ‘-으-’ 탈락 규칙에 유추되어 단일 자음 어간에 
‘-으-’가 첨가된 것이라 보았다. 그뿐 아니라 젊은층의 제주도방언 화자들은 ‘ㅎ’ 말음을 제
외한 어간말음 ‘으’ 삽입이 활발히 나타난다(정승철 1995: 181)는 점을 미루어,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에 전반적으로 ‘-으-’ 말음 어간이 다른 방언에 비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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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살피기 위해 ‘넓-’의 방언형과 그 분포를 다음 (20)과 <지도 16>에 제시하
였다. 

  (20) ㄱ. ‘ㄹ(ㅂ)’형: 널따, 널꼬, 널버 (강원 북부, 중부방언)
       ㄴ. ‘(ㄹ)ㅂ’형: 넙따, 넙꼬, 널버 (경남 일부)
       ㄷ. ‘너르다’형: 너르다, 너르고, 너러 (강원 남부, 경북, 경남)
       ㄹ. ‘넙다’형: 넙따, 넙꼬, 너버 (강원 삼척, 경남 거창, 제주)
       ㅁ. ‘너릅다’형: 너릅따, 너릅꼬, 너르워 (서남방언,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도 16>  ‘넓-’의 방언분포

 
‘넓-’은 중세국어 시기의 ‘너르-’와 ‘넙-’의 혼효로, 근세국어에서 비로소 형성되었
다고 알려져 있는데(김완진 1973: 57), 분포를 보면 그 전파는 중부방언에 그쳤음
을 알 수 있고 중부방언에서 형성되어 그 세력을 넓힌 듯하다. ‘너릅-’은 이와 달리 
서남방언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중부방언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
로 보아 서남방언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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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중부방언에서 ‘너르-’와 ‘넙-’의 혼효로 ‘넓-’이 생겼다고 본 것과 같이, 서남
방언에서는 ‘너르-’와 ‘넙-’의 혼효로 ‘너릅-’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53) 또한 이 
형태가 ‘ㄼ’을 가진 다른 어간들에도 확산되어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룬 듯하다. ‘-
읍-’을 가진 어간들 중에서, ‘너릅-’ 다음으로 자주 확인되는 어간은 ‘짜릅-(짧-)’
이다. ‘짧-’의 중세국어 및 근세국어 어형이 ‘뎌르-’, ‘져르-’ 등이며 현대국어 초기
까지 ‘짜르-’54)가 우세했으므로, 이 형태가 ‘너르-’와 유사하여 다른 어간들보다 이 
변화를 보다 빠르게 수용했으리라 추측된다.

4.3 대치 

  이 절에서는 ‘대치’의 변화를 다룬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자음군으로부터, 즉  
자음군을 가진 어간의 활용형으로부터 새로운 자음군이 형성되고, 이 새로운 자음군
이 기존의 자음군을 대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언어 외적으로 방언형 
간 간섭이나 접촉, 언어 내적으로 어간 활용형의 유추 등이 관여한다. ‘대치’의 변화
를 겪은 자음군들로는 체언 어간말 ‘ㄹㅋ’과, 용언 어간말 ‘ㅁㅁ, ㅁㅆ, ㅇㅈ, ㅇㅋ’이 
있다. 4.3.1에서는 체언을, 4.3.2에서는 용언을 살펴본다.

53) 한편 ‘너릅-’의 ‘ㅂ’을 중세국어 시기 존재하였던 형용사 파생 접미사 ‘ㅂ’이라 볼 수도 있
다. ‘그립-’, ‘믭-’, ‘애닯-’ 등에서 확인되는 ‘ㅂ’은 음운론적으로 교체되는 ‘’, ‘브’, ‘오’, 
‘’, ‘ㅸ’ 등의 이형태를 가지는, 생산적인 파생접미사이다. 또한 ‘-은 느낌이 있다’의 의미
를 더하며, 여러 어휘에 반복적으로 선택된다(구본관 1998: 199-210). 이는 15세기에 생산
적으로 기능하였던 접미사이며 16세기 이후로는 잘 쓰이지 않는데, 특히 근세국어 이후에는 
‘압’으로 대치되기도 한다(‘깃겁-’, ‘미덥-’, ‘부럽-’, ‘우솝-’, ‘두렵-’ 등). 이와 함께 현재 
‘너릅-’의 모음어미 앞 활용형이 ‘너르워’, ‘너르워서’ 등인 것을 고려하면, 중세국어 시기에 
‘너르-’에 ‘ㅂ’이 덧붙어 ‘너릅-’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어간이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 점, 현재의 분포가 서남방언에 밀집되어 있는 것 등을 염두에 둔다면 ‘너릅-’
의 ‘ㅂ’을 형용사 파생 접미사라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  

54) 현재 ‘짧-’의 방언분포는 중부방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짜르-’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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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체언

  체언 어간말 ‘ㄺ’을 가진 어간은 일부 방언에서 다음 (21)과 같은 예를 보인다.55) 
(21ㄱ)의 ‘ㅋ’형은 기저에 어간말음 ‘ㅋ’을 가지고 있으며, 자음어미와의 결합에서는 
‘ㄱ’으로 평폐쇄음화를 겪는 유형이다. (21ㄴ)의 ‘ㄹ(ㅋ)’형은 ‘ㄹㅋ’을 가지고 있으
며, 자음어미와의 결합에서 어간말음에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단순화를 겪는 유형
이다.

  (21) ㄱ. 닼(鷄): 다키, 닥또 (충북 단양·보은, 경북 김천·문경, 경남 거창·함양·산청·창
녕·합천,전남 여천·승주·광양·고흥·화순)

       ㄴ. (鷄): 달키, 달도 (경북 선산·칠곡·성주·청도·경산)

<지도 17> 체언 어간말 ‘ㄹㅋ’의 방언분포 

55) 대표적으로 ‘닭’을 들었지만, ‘ㄺ’을 가진 대부분의 어간에서 (21)과 같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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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지도에 표시하면 위의 <지도 17>과 같다. <지도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ㅋ’형과 ‘ㄹ(ㅋ)’형이 분포하는 지역은 체언 어간말 ‘ㄺ’이 탈락의 변화를 겪은 뒤, 
‘ㄹ’을 탈락시킨 방언과 ‘ㄱ’을 탈락시킨 방언의 경계 지역이다.56) 이 지역에는 ‘ㄺ’
을 가진 체언 어간에 대해 여러 방언형이 공존하기에, 새로운 어형이 출현할 동기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비교적 분명하다. 따라서 방언접촉의 결과로, ‘ㄱ’형 또는 ‘ㄹ’형
에서 변형된 형태인 ‘ㅋ’형과 ‘ㄹ(ㅋ)’형이 분포하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ㅋ’형과 ‘ㄹ(ㅋ)’형 중 어느 하나의 형태가 먼저 생겨나고, 이후 선행
한 형태의 영향으로 다른 하나의 형태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먼저 ‘ㅋ’형
과 ‘ㄹㅋ’형 중 어떤 형태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 시기부터 ‘ㅋ’형과 ‘ㄹ(ㅋ)’형이 분포하는 지역에 존재하였던 ‘ㄺ’으로부터 ‘ㄹ
ㅋ’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22), (23)은 이와 관련된 예이다.

  (22)  지붕: 지붕키(지붕-이, 강원 평창), 지붕크로(지붕-으로, 강원 삼척)        
  (23)  ㄱ. 읽-: 일코 (읽-고, 경북 의성·청도)
        ㄴ. 갉-: 깔코 (갉-고, 경북 의성·청도·고령)
        ㄷ. 밝-: 발코 (밝-고), 늙-: 늘코(늙-고) (경북 경주)
        
(22)은 ‘지붕ㄱ-’의 곡용형 ‘지붕기, 지붕그로’ 등과 공존하는데, 유성음 사이에서 
‘ㄱ’(음성적으로는 유성장애음)이 ‘ㅋ’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23)은 어
간말 ‘ㄺ’을 가진 용언의 활용형인데,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어간말에 남은 ‘ㄹ’의 영
향으로, 후행하는 ‘ㄲ’이 ‘ㅋ’으로 바뀐 예라 할 수 있다.57) 
  어떤 음성학적 작용에 의하여 유성음에 후행하는 ‘ㄱ’ 또는 ‘ㄲ’이 ‘ㅋ’으로 교체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다면 (21ㄴ)의 ‘달키’ 
역시 ‘달기’의 ‘ㄱ’이 ‘ㅋ’으로 바뀌어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23
ㄱ,ㄴ,ㄷ)에서 ‘ㄹㅋ’ 연쇄가 확인되는 지역은 (21ㄴ)에서 ‘달키’가 확인되는 지역과 

56) 체언 어간말 ‘ㄺ’의 재구조화는 4.1.1.2을 참조하여 방언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57) ‘읽-고’에서 활용형 ‘[일꼬]’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규칙의 적용순은 경음화가 자음군단순화

에 선행한다. 따라서 규칙의 순서를 염두에 둔다면 ‘[일코]’의 ‘ㅋ’은 경음화된 ‘ㄲ’에서 변한 
것이라 하여야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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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이제 이로부터 ‘ㅋ’형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즉 ‘ㄹ(ㅋ)’형의 형성이 ‘ㅋ’
형보다 선행하였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기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헌
자료에서 ‘ㅋ’형은 보이지만(닥히, 嶺三 19:13a), ‘ㄹ(ㅋ)형’은 그렇지 않다. 또한 현
재 ‘ㄹ(ㅋ)’형이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가 ‘ㅋ’형이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보다 좁다. 
이는 ‘ㅋ’형이 ‘ㄹ(ㅋ)’형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ㄹ(ㅋ)’형이 선행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ㄹ’ 또는 유성 자음 뒤에서의 유
성장애음 또는 경음이 격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이다.58)
  한편 ‘ㅋ’형의 형성 과정에는 서로 다른 방언형들 간 혼효가 관여했을 것이라 여
겨진다.59) 즉 ‘ㄹㅋ’이 형성된 뒤에 이 지역에는 ‘닭’에 대해 ‘ㄺ’을 가진 ‘달기, 달
도’, ‘ㄹㅋ’을 가진 ‘달키, 달도’, 인접한 전북방언 및 서부경남방언의 ‘다기, 닥또’ 등 
여러 방언형이 공존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방언형들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방언형들 간 접촉으로 새로운 어형이 
출현하기 쉽다. 따라서 ‘ㄹㅋ’을 가진 ‘달키, 달도’ 등과, 어간말음이 ‘ㄱ’으로 재구조
화된 ‘다기, 닥또’ 등의 혼효로 ‘다키’ 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로 다른 
기저형을 가진 어간에서 비롯된 곡용형의 혼효다.60) 이후 기저형이 ‘닼’으로 재구조
화되어 현재와 같은 패러다임을 보이는 듯하다. 
  이에 근거하여 추론해 볼 때 ‘ㅋ’형이 최초로 형성된 지역은 ‘ㄹㅋ’형이 존재하는 
경북의 선산·칠곡·성주·청도·경산 일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여겨진다.61) 이후 현재 
58) 유성음에 후행하는 평음이 격음으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형태

소 내부에서도, 많은 방언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면 ‘혼차(혼자)’, ‘먼처(먼저)’, ‘만친다(만지
다)’ 등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기슭’의 강원 영월·평창 방언형인 ‘지실카리’ 및 
경기 포천의 ‘기슬카리’ 역시 각각, ‘지실가리’ 또는 ‘기슬가리’에서 교체되어 나타난 듯하다.  

59) 또는 ‘ㄹㅋ’을 가진 어간에서부터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뒤 재구조화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최명옥 2000: 115), 이것이 타당하려면 ‘ㅋ’형과 함께 ‘ㄹㅋ’을 가진 어간이 
‘ㅋ’을 남기는 방향(표면형은 ‘ㄱ’)으로의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적용받은 어간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곡용형은, 적어도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60) 이 글에서는 변화의 단초가 되는 곡용형을,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한 곡용형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어느 조사와의 결합형일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와의 결합형임은 분명하다. 

61) 이와 관련하여, 백두현(1992: 359)에 언급된 ‘닥히’가 확인되는 문헌 자료는 대구에서 간행
된 것(<嶺南三綱錄(1939)>)임을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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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형이 분포하는 지역은 그 후 일종의 언어 개신인 ‘ㅋ’형을 수용하였던 것 같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 개신을 수용할 만한 배경은 이 지역이 서로 다른 방언형 간 간
섭이 활발한 접촉 지역이라는 데 있다. 즉 ‘ㅋ’형은 아래로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의 
경계로 전파되었고, 위로는 경북 김천과 충북 단양에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와 같은 
방언분포를 이루게 되었다.

4.3.2 용언 

  ‘대치’의 변화를 겪어 형성된 용언 어간말 자음군에는 비음이 선행하는 ‘ㅁㅁ, ㅁ
ㅆ, ㅇㅈ, ㅇㅋ’이 있다. 먼저 ‘ㅁㅁ, ㅁㅆ, ㅇㅈ, ㅇㅋ’의 예 및 분포를 기술하고, 이
어서 각 자음군의 형성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아래 (24)~(27)과 <지도 18>에 그 
예 및 방언분포를 제시하였다.

  (24) -(젊-): 점꾸, 점머 (충북 영동, 경북 영덕·월성·영일, 함북 회령·부령, 함남 삼
수) 

  (25) 엄ㅆ-(없-): 엄써, 엄꼬, 엄찌 (경남 남부) 
  (26) 앙ㅈ-(앉-): 앙저라 (전북 부안, 전남)
  (27) 껑ㅋ-(끊-): 껑커, 껑찌, 껑커라 (경남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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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8> 용언 어간말 자음군의 대치

  <지도 18>와 위의 (24)~(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ㅁㅁ, ㅁㅆ, ㅇㅈ, ㅇㅋ’은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즉 이들 자음군의 형성 및 기존의 자음군을 대치하는 변화
가 널리 확산되지는 않은 것이다. 
  (24)의 ‘ㅁㅁ’은 ‘ㄻ’을 대치하여 쓰이는데, ‘삼ㅁ-, 굼ㅁ-, 점ㅁ-’ 등의 어간이 
확인된다. 최명옥(1980: 230)에서는 ‘ㅁㅁ’의 형성을 ‘ㄻ>ㅁㅁ’의 음변화에 의한 것
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가 될 만한 예로 ‘썰물>섬물, 밀물>밈물’ 등의 변화를 들었
다. 이진호(2008: 157)에서는 활용형 ‘살므고, 살마’ 등에 ‘ㅁ’이 복사된 후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듯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ㅁ’의 복사 결과 형성된 자음군 ‘ㄻ’이 자음
군단순화를 겪으면 ‘ㄹ’이 아니라 ‘ㅁ’이 남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와 달리, 본래 ‘ㅁ’ 말음 어간이었던 ‘졈-’의 활용형 ‘져믄, 져머’ 등에서 어간말
에 ‘ㅁ’이 복사되어 ‘졈ㅁ-’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국어의 ‘젊-’은 중세
국어 시기 ‘졈-’이었는데, 이는 다음 (24′)에서처럼 18세기까지 확인된다.

  (24′) 져머실 (오륜 1:12a), 져머셔(종덕-하 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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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 ‘졈ㅁ-’이 보이지는 않으나 현재 ‘점ㅁ-’이 분포하는 경북 영덕·월성·영일 
등에는, ‘담마(담아)’처럼 용언 어간 ‘Xㅁ-’이 ‘Xㅁㅁ-’으로 재구조화된 예가 몇 존
재한다(최명옥 1980: 230).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졈ㅁ-’가 형성되고, 그것이 현
재까지 남아 ‘점ㅁ-’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62)     
  (25)의 ‘ㅁㅆ’은 용언 ‘없-’의 활용에서,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였을 때
의 표면형 ‘엄-’이 모음어미와 기타 어미 앞에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정연찬 1980: 43). ‘단일 기저형에서 도출된 이형태들 사이의 혼효라는 점에서 독
특하다(김 현 2006: 120)’고 할 수 있다. 이는 활용형의 각 음절이 형태소 경계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각각 결합했다는 것인데,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를 제외한 다른 해석이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26)의 ‘ㅇㅈ’은 전남 방언형인 ‘ㅇㄱ’ 말음 어간과, ‘ㄵ’ 말음 어간의 혼효로 형성
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안저(앉-어)’, ‘앙거(앙ㄱ-어)’의 혼효형으로 ‘앙저
(앙ㅈ-어)’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ㅇㅈ’의 연쇄가 자음군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27)의 ‘ㅇㅋ’은 ‘껂-’의 표면형 ‘껑코(껂-고)’의 ‘ㅇㅋ’ 연쇄가 자음군으로 
재인식되어 기저형의 변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치’의 변화를 겪어 새로이 형성된 용
언 어간말 ‘ㅁㅁ, ㅁㅆ, ㅇㅈ, ㅇㅋ’은 자음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음 어미와 결합
한 활용형에서 보이는 자음의 연쇄를 새로운 자음군으로 인식하여 형성되었다는 점
은 동일하다. 또한 이들 자음군의 지리적 분포는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다.

62) 물론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이렇게 형성된 ‘ㅁㅁ’이 ‘ㄻ’을 가진 다른 어간들에까지 
확산되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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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음군과 방언분포

  
  이제까지 현대국어의 제 방언들에 존재하는 어간말 자음군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자음군의 자음군단순화와 재구조화 양상을 보였다. 각각의 양상에 대해 방언분포를 
언급하고, 이를 설명함으로써 현대국어에서 자음군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가졌던 
어간들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어간말 자음군 가운데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과 유음이 선행하는 
‘ㄺ’, ‘ㄼ’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간
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5.1에서는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을 다룬다. 현대국어에 이르러 새로 형성된 자
음군은 대부분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이다. 따라서 이들의 형성 과정 및 조건을 검
토함으로써 ‘새로운 자음군의 형성’에 관여하는 요인 및 조건 등을 밝힐 수 있을 것
이라 여겨진다. 한편 5.2에서는 ‘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구체적으로는 ‘ㄺ’과 ‘ㄼ’
을 살펴본다. 5.2.1에서는 체언 어간말 ‘ㄺ’을 대상으로 하여, 단일어와 파생어라는 
단어의 유형에 따라 ‘ㄺ’을 가지고 있는 어형의 방언분포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로 한다. 5.2.2는 탈락 자음이 방언에 따라 달라지는 ‘ㄺ’, ‘ㄼ’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음 탈락 규칙의 전파 및 확산의 관점에서, 이들의 방언분포가 보이는 차이점을 기술
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요인을 밝혀 볼 것이다.



- 60 -

5.1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현대국어에는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이 여럿 있는데, ‘ㄵ, ㄴㅌ, ㄶ, ㅁㅁ, ㅁㅆ, 
ㅇㄱ, ㅇㄲ, ㅇㅈ, ㅇㅋ, ㅇㅎ’이 그 예이다. 이들은 중세국어 시기 또는 그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은, 형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자음군, 즉 
장애음이 선행하는 ‘ㅂㅆ’, ‘ㄱㅆ’ 또는 유음이 선행하는 ‘ㄺ’, ‘ㄼ’ 등보다는 어렵지 
않게 그 형성 과정이 추측된다. 또한, 현대국어 시기 새로 형성된 자음군은 ‘ㄹㄲ’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음이 선행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형성되는 자음군의 특징과 형
성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의 형성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들은 어
간말음이 자음군이 아닌 어간에서 형성된 부류와, 본래 자음군이었던 어간에서 형성
된 부류로 구분된다. 어간말음이 자음군이 아닌 어간에서 형성된 ‘ㄵ’, ‘ㅇㅎ’, ‘ㅇㄲ’
를 5.1.1에서, 자음군이었던 어간에서 형성된 ‘ㅁㅆ’, ‘ㅇㅈ’, ‘ㅇㅋ’을 5.1.2에서 다룬
다. 

5.1.1. ㄵ, ㅇㅎ, ㅇㄲ

  다음 (1)~(4)에 자음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간으로부터 형성된 자음군을 제시
한다.63) ‘ㄵ’, ‘ㄶ’, ‘ㅇㅎ’, ‘ㅇㄲ’이 그 예이다. 

  (1) ㄵ: 앉- 
  (2) ㄶ: 많-  
  (3) ㅇㅎ: 땅ㅎ-(辮) (경북 월성·청송, 경남 거창)
  (4) ㅇㄲ: 영ㄲ- (경남, 전북, 전남 남부)

63) ‘ㅁㅁ’은 4.3에서, 기존의 ‘ㄻ’에서 재구조화되었을 가능성과 ‘ㅁ’ 말음 어간에 ‘ㅁ’이 첨가
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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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와 4.3에서 논의한 바대로 이들의 형성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 ‘ㄵ’은 ‘ㅈ’ 말음 어간에 ‘ㄴ’이 첨가되어 형성되었으며, 중세국어 시기 ‘ㅈ’ 말음 
어간과 공존한다. (2)의 ‘ㄶ’은 ‘만-’, ‘아니-’에서 축약되어 ‘많-’, ‘않-’ 등이 
형성된 것이다. (3)의 ‘ㅇㅎ’는 ‘땋-’의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 ‘따아’의 첫 음절에 
‘ㅇ’이 첨가되고, ‘ㅇㅎ’이 기저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의 ‘ㅇㄲ’은 ‘엮-’의 활용형 ‘여꺼’의 첫 음절에 ‘ㅇ’이 첨가되고, ‘ㅇㄲ’을 기저의 자
음군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자음군은, (2)의 ‘ㄶ’을 제외하고 모두 비음이 첨가되는 과정을 겪는다.64) 
즉 자음으로 끝나는 1음절 어간이 모음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형을 형성할 때, 첫 음
절의 말에 후행하는 음과 유사한 혹은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이 첨가되는 과정을 
선행한다. 이러한 비음 첨가는 다양한 환경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다. 이는 
첨가되는 비음이 후행 폐쇄음을 조음하는 데에 필요한 ‘폐쇄 과정’을 쉽게 하는 데
에 기여할 가능성(김소영 2013: 74)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비음 첨가’를 겪은 활용형에서의 자음 연쇄를, 하나의 자음군으로 인식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계기를 국어의 음소 분포와 
관련해 보고자 한다. 한성우(2006)에서는 국어 고유 단일어의 음소 분포를 품사별
로 살펴보았는데, 품사에 관계없이 종성 위치에서 공명음의 비율이 높으나 어말 위
치에서라면 공명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였다(한성우 2006: 
169-172).65) 즉 비음 첨가로 형성된 자음군의 활용형은 종성에 비음이 위치하는 
예가 되는데, 이는 국어 음소 분포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비음 첨
가가 이 경향을 따라 활발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그 관련성만
을 언급해 둔다.

64) (2)의 ‘ㄶ’은 ‘만-’, ‘아니-’에서 ‘’의 탈락에 이은 후행하는 어미의 자음과 ‘ㅎ’의 축
약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위의 예들과는 구별된다. 다만 ‘ㄶ’을 가진 어간 중 ‘끊-’은, 2.2에
서 언급한 바대로 ‘긏-’, ‘그치-’로부터 ‘ㄴ’이 첨가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의 예
들과 포괄하여 보아도 무관할 듯하다.

65) 한성우(2006: 169-172)에서는 기저에 있는 종성과 실제 발음되는 종성(ㄱ,ㄴ,ㄷ,ㄹ,ㅁ,ㅂ,
ㅇ)을 모두 검토하였는데, 공명음의 비율은 이 두 경우에 모두 높다. 기저에 있는 종성의 경
우 ‘자음군’이 따로 검토되었는데,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이며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음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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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비음이 선행하는 ‘ㄵ, ㅇㅎ, ㅇㄲ’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들은 주로 단일 자음 어간이었다가, 모음 어미와의 활용형에서 첫 음절의 말에 후행
하는 음과 유사한 혹은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이 첨가되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
성된 자음의 연쇄가 새로운 자음군으로 인식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어에 비음으로 
끝나는 음절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과 관련을 짓고자 하였다. 

5.1.2 ㅁㅆ, ㅇㅈ, ㅇㅋ

  이제 본래 자음군이었던 어간에서 형성된, ‘ㅁㅆ’, ‘ㅇㅈ’, ‘ㅇㅋ’을 살펴보기로 한다. 

  (5) ㅁㅆ: 엄ㅆ-(無) (경남 남부)
  (6) ㅇㅈ: 앙ㅈ-(坐) (전남)
  (7) ㅇㅋ: 껑ㅋ-(切) (경남 거제)

‘ㅁㅆ’, ‘ㅇㅈ’, ‘ㅇㅋ’의 형성 과정은 4.3에서 주로 언급되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5)의 ‘ㅁㅆ’은 ‘없-’으로부터 형성된 자음군인데, 비음 앞에서 ‘엄’으로 
교체된 첫 음절이 확장되어 쓰여 그러한 활용이 나타난 것(정연찬 1980: 43)이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형태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변화이기는 하지만, 그변화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6)의 ‘ㅇㅈ’은 전남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전남
의 ‘앙ㄱ-’와 ‘앉-’의 혼효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7)의 ‘ㅇㅋ’은 ‘껀코(껂-고)’ 
등이 연구개음화를 겪어 ‘껑코’로 실현되고, 선행 음절 종성의 ‘ㅇ’과 후행 음절 초성
의 ‘ㅋ’의 연쇄가 하나의 자음군으로 인식되어 형성된 듯하다.
  그렇다면 다양한 자음군 가운데, 이들만 새로운 자음군으로 재구조화된 까닭을 살
펴보기로 한다. 즉 새로이 출현한 표면형으로 기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변
화가 확산된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5)의 ‘ㅁㅆ’은, 그 형성 과정이 분명
하지는 않으나 앞서 살펴본 바에 근거하면 적어도 ‘ㅂㅆ’보다 ‘ㅁㅆ’이 그 조음 과정
의 측면에서 선호될 가능성은 있을 듯하다. 그러나 (6)의 ‘ㅇㅈ’과 (7)의 ‘ㅇ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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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선행 자음이 비음이었던 자음군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ㅁㅆ’과 동일한 방
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들은 각각 ‘ㄵ’, ‘ㄶ’으로부터 생긴 것인데, ‘ㄵ’을 가진 어간은 ‘앉-’, ‘얹-’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ㅇㅋ’은 ‘끊-’의 방언형에서만 관찰된다. 즉 이들의 공통점은, 
각 자음군을 가진 어간의 수는 많지 않지만 각 어간에 해당하는 방언형이 여럿이라
는 점이다. 다음에 ‘ㄵ’을 가진 어간과 ‘끊-’의 이전 시기 어형 및 현대국어의 방언
형을 다시 제시한다. ‘ㄵ’을 가진 어간 중에서는 ‘앉-’을 대표 어간으로 삼는다. (8)
과 (8′)은 ‘앉-’, (9)과 (9′)은 ‘끊-’의 예이다. 

  (8) 앗(석상 19:6a) 안자셔(월석 23:79a) 
  (8′) ㄱ. 앉-: 전국적으로 분포
      ㄴ. 앙ㄱ-: 전남 남부
      ㄷ. 앙ㅈ-: 전북 부안, 전남
      ㄹ. 앚-: 제주
  (9) 그촐(금삼 3: 55b), 근처디디(마경-상 19a)   
  (9′) ㄱ. 끊-: 전국적으로 분포
       ㄴ. 끈-: 강원 홍천, 충북 영동, 충남 공주·연기·서천, 전북 순창·남원, 전남, 경북 

문경, 경남 합천·산청·거제, 제주
       ㄷ. -: 경남 산청
       ㄹ. 껑ㅋ-: 경남 거제
      
(8)과 (9)에서처럼, ‘ㄵ’ 말음 어간과 ‘끊-’은 이전 시기에 자음군 말음 어간이 아니
었으며, 방언형을 여럿 가지고 있다. 국어의 자음군 가운데 이와 유사한 예를 더 찾
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ㄼ’이 있다. ‘ㄼ’을 가진 어간들은, ‘ㄹㅸ’을 가지고 있다가 ‘ㅸ’이 음소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면서 어간말음의 기저형이 ‘ㄼ’으로 바뀌어 형성되었다. 따라서 방언
에서 이전 시기 어간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66) 또한 ‘ㅀ’을 가진 ‘꿇-’, ‘뚫-’과 
66) ‘넓-’의 방언형인 ‘너르-’, ‘너릅-’, ‘넙-’ 등과, ‘짧-’의 방언형인 ‘짜르-’, ‘짜릅-’ 등은 

4.2.2에서 언급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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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ㄾ’을 가진 ‘핥-’, ‘ㄹㅍ’을 가진 ‘읊-’ 역시 각각 ‘꿀-’, ‘듧-’, ‘핧-’, ‘읖-’이었다
가 현재의 어간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다음에 ‘꿇-’, ‘뚫-’, ‘읊-’을 대상으로, 이
전 시기의 어형과 현재의 방언형들을 제시한다. 이는 2.2와 3.2.2에서 이미 언급되
었던 것이다.

  (10) 고(소언 6:24a)
  (10′) ㄱ. 꿇-: 경기, 충청, 전북, 전남
        ㄴ. 꿀ㆆ-: 강원 고성·양양, 충북 괴산·보은, 충남 청양·논산, 전북 진안·무주·장

수·남원·정읍, 전남 보성·고흥, 경북 상주·울진·영덕·영일·성주
        ㄷ. 꿀-: 강원 남부, 경북 내륙지방, 경남 동부, 전남 서해안
  (11) 듧고(법화 6:154b) 
  (11′) ㄱ. 뚫-: 경기, 충남, 전북, 전남
        ㄴ. 뚤ㆆ-: 강원 정선, 전남 고흥, 충남 금산·공주
        ㄷ. 뚧-: 강원 고성·인제·영월·강릉·삼척, 충북, 경상, 전남 동부          
  (12) 이퍼셔(두시 8:43a)
  (12′) ㄱ. 읊-: 전국적으로 분포
        ㄴ. 읖-: 으퍼, 읍찌 (강원 인제·고성·명주·양양·삼척, 경남 거창)

  위의 어간들 역시 ‘ㄵ’ 말음 어간과 ‘끊-’처럼 다양한 방언형을 보인다. 이처럼 
(8′)의 ‘ㄵ’ 말음 어간, (9′)의 ‘끊-’, (10′)의 꿇-, (11′)의 뚫-, (12′)의 ‘읊-’이, 
다른 자음군 말음 어간들보다도 다양한 방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 어간에 대
해 이전 시기의 어형과 자음군을 가진 어형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의 
논의 대상인 (8′ㄷ)의 ‘ㅇㅈ’, (9′ㄹ)의 ‘ㅇㅋ’는 각각 ‘ㄵ’과 ‘ㄶ’의 활용으로부터 형
성된 새로운 자음군이다.67) 즉 같은 의미를 가진 다양한 방언형들이 공존하는 환경
에서, 새로운 자음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이제 이들 간의 간섭
으로 새로운 표면형이 나타날 가능성과, 표면형이 기저형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ㅇㅈ’, ‘ㅇㅋ’의 지리적 분포를 근거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
67) ‘꿀ㆆ-’, ‘뚤ㆆ-’의 형성은 3.2,2에서 언급된 바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제외한다. 3.2.2에서

다양한 방언형끼리의 간섭이 이들 어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리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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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먼저 ‘ㅇㅈ’을 살펴보기로 하자. 국어의 방언들 가운데 ‘ㄵ’의 방언형이 가장 다양
하게 나타나는 방언은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남 방언이다. 즉 ‘ㅇㅈ’ 말음 어
간을 제외하고라도 ‘ㄵ’ 말음 어간과 ‘ㅇㄱ’ 말음 어간이 공존한다. 같은 의미를 가진 
‘ㄵ’ 말음 어간과 ‘ㅇㄱ’ 말음 어간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혼효로, 모음 어미 
앞에서 ‘ㅇㅈ’을 말음에 가진 것처럼 보이는 활용형 ‘앙저’ 등이 나타났다고 가정한
다. 그러한 상황에서 화자들은 ‘ㅇㅈ’을 ‘ㄵ’, ‘ㅇㄱ’ 등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자음
군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같은 의미를 가진 ‘안저’, ‘앙거’, ‘앙
저’가 모두 존재할 때, ‘ㄵ’, ‘ㅇㄱ’과 평행하게 ‘ㅇㅈ’ 역시 기저에 있는 자음군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ㅇㅈ’ 말음 어간이 전남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된 것도 그 근거
가 된다.  
  이제 ‘ㅇㅋ’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끊-’의 방언형은 (9′)에서 보인 것처럼 
서부경남방언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ㅇㅋ’ 말음 어간을 제외하면 서부경남의 
산청에서 ‘ㄴㅌ’ 말음 어간이 확인되고, ‘ㄴ’ 말음 어간인 ‘끈-’역시 경남에서는 합
천·거제·산청 등 서부경남지역에 보인다. 이어서 ‘ㄶ’의 방언형인 ‘ㅇㅋ’이 서부경남
지역인 거제에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와 같이 같은 의미를 지닌 방언형들이 다양할
수록68) 표면형이 새로운 기저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된다. ‘끊-’, 
‘-’, ‘끈-’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끙코(끊-고)’ 등이 출현하고 그 발화 횟수가 많
다고 하자. 그러한 경우, 이미 이 방언에 ‘끊-’의 의미를 가진 다양한 방언형들이 
공존하기에 오히려, ‘ㅇㅋ’ 연쇄 또한 음운 과정을 거쳐 산출된 표면형이 아니라, 본
래 기저에 있던 자음군으로 오인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ㅇㅋ’이 이 지역
에서 새로운 자음군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제까지 비음이 선행하는 ‘ㅁㅆ’, ‘ㅇㅈ’, ‘ㅇㅋ’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음군이 형성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ㅁㅆ’은 5.1.1에서 다룬 대로 ‘ㅂㅆ’보다 조음이 용이하여 
확산된 것으로 보았으나 충분한 설명은 하지 못하였다. ‘ㅇㅈ’, ‘ㅇㅋ’은 활용형의 혼
효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출현한 새로운 표면형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기저형으로 잘
못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성된 자음군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이 
68) 각 방언형에 의미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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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유사한 예들을 검토하고, 활용형의 혼효가 보이지만 
새로운 기저형이 출현하지 않는 경우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2 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이 절은 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 ‘ㄺ,’ ‘ㄼ’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5.2.1에서는 어
간말에 ‘ㄺ’을 가진 체언이 보이는 양상을 보다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앞서 체언 어
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를 다룰 때에, ‘기슭, 삵, 칡’ 등은 파생접사가 결합한 듯한 
방언형이 여럿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3.1.1 참조). 이 때문에 자음군단순화와 
재구조화에 대한 ‘ㄺ’의 방언분포는 이들을 제외한 ‘까닭, 닭, 흙’의 방언형 위주로 
기술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5.2.1에서는 ‘기슭, 삵, 칡’의 방언분포를 보이고 앞서 
다룬 ‘ㄺ’의 방언분포와 비교한 뒤, 이들의 분포가 보이는 공통된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5.2.2에서는 자음군단순화의 방언분포가 변화해 온 통시적인 과정을 살펴본다. 
‘ㄺ’, ‘ㄼ’의 자음군단순화는 그 방언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다. 3.2에서 살펴본 바대
로 동남방언에서는 ‘ㄱ’ 또는 ‘ㅂ’이 탈락하고, 서남방언과 제주방언에서는 ‘ㄹ’이 탈
락한다는 점이 같다. 물론 중부방언에서는 ‘ㄺ’의 경우 ‘ㄹ’이, ‘ㄼ’의 경우 ‘ㅂ’이 탈
락한다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두 자음군의 방언분포는 유사해 보
인다. 이와 더불어, 탈락 자음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자음군단순화는 
함께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는 중부방언에서 ‘ㄺ’의 경
우 ‘ㄹ’이, ‘ㄼ’의 경우 ‘ㅂ’이 탈락하는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피기 어렵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5.2.2에서는 두 자음군의 방언분포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발생과 전파의 측면에서 이들이 보이는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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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체언 어간말 ‘ㄺ’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어간말에 ‘ㄺ’을 가진 체언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에
는 ‘까닭, 닭, 흙’이 속하고 다른 부류에는 ‘기슭, 삵, 칡’이 속한다. 전자는 전국적으
로 자음군을 가진 어간과 ‘탈락’의 변화를 겪어 재구조화된 어간이 공존하는 반면, 
후자는 자음군을 가진 어간과 파생접사가 결합한 듯한 어형이 모두 보인다.69) 여기
에서는 ‘기슭, 삵, 흙’의 방언형을 유형화하고 이들의 방언분포를 보인 뒤, 3.1에서 
보인 체언 어간말 ‘ㄺ’의 방언분포와 비교하기로 한다. 
  ‘기슭’을 예로 들어 방언형들의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3) 기슥, 기슬가지, 기슬카리, 기스락, 기슬갱이, 기스래기

이러한 방언형들은 형태상으로 파생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보이지만, 형태만을 근
거로 이들을 파생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70) 또한 이들 중에 ‘기슭’, ‘기슬’, ‘기슥’ 
따위를 선행 요소로 간주하고 후행 요소를 분리하는 것 또한 그 후행 요소의 지위
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4.2.1 참조),  ‘-아
지’, ‘-앙이/앵이’ 등만을, ‘기슭’, ‘삵’, ‘칡’에 결합한 파생 접사로 간주하고 그 방언
형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 아래의 (14)를 보자.71)

69) ‘기슭’, ‘삵’, ‘칡’에만 유독 파생접사가 결합한 듯한 방언형이 많이 보이는 까닭은 명확히 
알 수 없다.

70) 이들을 파생어로 보기 위해서는, 국어의 전 방언들에 분포하는 파생접사 목록이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글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아니다.

71) (14)에서는 자음군을 가진 어간에 파생접사가 결합한 형태만을 제시하였지만,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이는 어간에 파생접사가 결합해 형성된 예 또한 보인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로는 다음의 두 예가 전부다. ‘지시리(지슭, 전남 함평)’, ‘시키지(삵, 경남 진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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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ㄱ. 기슭, 삵, 칡
       ㄴ. ‘이’형: 기슬기, 살기, 칠기
       ㄷ. ‘아지’형: 기슬가지, 쌀가지, 칠거지
       ㄹ. ‘앙이’형: 기슬강이, 살강이, 칠강이 

이들의 방언분포는 다음 <지도 19>과 같다.72) (14ㄱ)과 같이, 자음군을 가지고 있
거나 ‘탈락’의 변화를 겪어 재구조화된 어간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73) 남부
방언의 경우 주로 (14ㄴ), (14ㄷ), (14ㄹ)이 확인되는 편이다. (14ㄴ)의 ‘이’형은 
강원 영동과 경북방언, 경남의 동부지역인 울산·김해·양산 등에서 보인다. (14ㄷ)의 
‘아지’형은 충북의 서부 지역과 충남, 전라에 분포하며 (14ㄹ)의 ‘-앙이’형은 산발적
으로 나타난다.74) 강원 영서와 경기에서는 (14ㄱ)만 있고, 그 외의 유형은 찾아보
기 어렵다.

72) <지도 19>에서, ‘ㄺ’ 말음 어간이 분포하는 지역에는 편의상 ‘기슭’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제시하였다. 

73) ‘기슭, 삵, 칡’의 방언형 가운데 ‘ㄺ’ 말음 어간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다른 체언 어간들
(까닭, 닭, 흙 등)과 함께 3.1에서 그 분포가 제시된 바 있다.

74) ‘삵’의 방언형 ‘살괭이, 살쾡이’ 등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데, 이들을 ‘앙이’형에 분류할 수 
있다면 ‘삵’은 ‘앙이’형을 주로 보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삵’에 ‘고양이’의 방언형 
‘괭이(이병근 2004: 120-121)’가 결합해 생긴 어형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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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19> ‘기슭’의 방언분포

 
  이제 (14)의 방언분포를, ‘ㄺ’을 가진 다른 체언 어간과 비교해 본다. 다음 <지도 20>

은 3장과 4장에서의 논의를 정리하여, 체언 어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와 재구조화 
양상을 하나의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75) 

75) ‘ㄹㅋ’과 ‘ㅋ’ 말음 어간의 분포는 <지도 20>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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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0> 체언 어간말 ‘ㄺ’의 방언분포

<지도 20>에서 보듯이, 경북·동부경남방언은 체언 어간말 ‘ㄺ’에 대해 ‘ㄹ’을 남기는 
자음군단순화를 보이거나, ‘ㄹ’로 재구조화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중부·서남·제주방
언 등에서는 ‘ㄱ’을 남기는 자음군단순화가 확인되거나 ‘ㄱ’으로 재구조화된 양상이 
뚜렷하다. 즉 ‘ㄺ’의 자음군단순화와 재구조화에 대해, 경북·동부경남방언을 같은 특
징을 보이는 하나의 권역으로, 그 외의 방언들을 다른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4)의 방언분포와, 체언 어간말 ‘ㄺ’의 방언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경북·동부경남방언은 ‘기슭, 삵, 칡’의 방언형 가운데 ‘이’형을, ‘ㄺ’의 자
음군단순화에서 ‘ㄹ’을 탈락시키는 규칙을 공유한다. 반면 경기와 충북의 북부 지역
을 제외한 중부·서남방언은 ‘아지’형과 ‘ㄱ’을 탈락시키는 규칙을 공유한다. 물론 경
기·강원·충북 북부를 포함한 중부방언에 ‘ㄺ’의 파생어들이 분포하지 않아 충분한 설
명은 되지 못한다. 다만, 이를 통해 체언 어간말 ‘ㄺ’을 가진 단일어와 파생어가 비
교적 유사한 방언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체언 어간말 ‘ㄺ’을 가지고 있는 어형들의 방언분포를 살펴보았다. 어간
말에 ‘ㄺ’을 가지고 있는 단일어와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가 공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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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들은 유사한 분포를 보여준다.76) 따라서 ‘ㄺ’을 과거에 가졌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단어의 유형에 관계없이 방언 특질을 공유하는 방언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2.2 ㄺ, ㄼ

  어간말 ‘ㄺ’, ‘ㄼ’의 자음군단순화는 방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리 결정된다는 점
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글의 3장에서도 이를 따라 ‘ㄺ’, ‘ㄼ’과 
그 외의 자음군으로 나누어 자음군단순화의 양상을 기술하였다. 3.2에서 밝혀진 바
에 따르면 ‘ㄺ’, ‘ㄼ’의 자음군단순화는 각 방언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서남·
서부경남·제주방언에서는 ‘ㄹ’을 탈락시키는 반면, 경북·동부경남방언에서는 ‘ㄱ’ 또
는 ‘ㅂ’을 탈락시킨다는 점이 같다. 
  이들의 방언분포가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부방언에서 ‘ㄺ’은 ‘ㄹ’을, ‘ㄼ’은 
‘ㅂ’을 탈락시킨다는 점이다.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밝힌다면 이제까
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ㄺ’과 ‘ㄼ’의 자음군단순화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ㄺ’과 ‘ㄼ’의 방언분포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
이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혀 본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는 각 자음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중부방언을 제외
한 다른 방언들, 서남방언 혹은 동남방언에서 각각 발생하여 전파(이진호 2010: 
572-573)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언급에 
기대어, 자음군단순화 양상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자음 탈락 규칙의 발생
과 전파 과정을 추론해 볼 것이다.77) 구체적으로는 각 자음군에 대해 자음군단순화 
적용 초기의 양상, 19세기 후기의 양상, 현대국어의 양상을 각각 언급한다. 이어서 

76) 파생 접사 ‘-이’와 ‘-아지’의 분포가 체언 어간말 ‘ㄺ’의 분포와 유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자음군과의 결합에서는 ‘-이’의 분포가 달라진다. 따라서 항상 ‘ㄺ’에서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4.2.1 참조).

77) 이진호(1997), 임보선(2004)에서 다룬 어간말 자음군의 통시적 변화 과정과, 최명옥(1998c)
에서 다룬 어간말 자음군의 19세기 후기 방언분포 양상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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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적용된 초기부터, 현재의 방언분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어간말 ‘ㄺ’을 살펴보기로 한다. ‘ㄺ’에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된 초기의 곡용형
은 16세기 초 경상도에서 간행된 문헌(呂氏鄕約諺解)에서 보이는데(이진호 1997: 
74), ‘ㄹ(ㄱ)’형을 보인다. 용언 어간은 근세국어 초기에 이르러 자음군단순화를 겪
는데, 경상도 방언을 반영하는 문헌(杜詩諺解 重刊本)에서는 ‘ㄹ(ㄱ)’형이, 그 외의 
문헌에서는 ‘(ㄹ)ㄱ’형이 주로 나타나(이진호 1997: 78) 방언차를 알 수 있다. 후행
하는 어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리 결정되는 양상(‘ㄹㄱ’형)도 이 시기부터 확인된
다. 따라서 ‘ㄹㄱ’형은 자음군단순화 적용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후기에는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에서 ‘ㄹㄱ’형이 확장되어 나타났다. 동남방
언에서는 ‘ㄹ(ㄱ)’형이 보이는데, 이는 근세국어 초기의 모습과 같다(최명옥 1998c: 
405). 현대국어에 이르면 중부·서남·제주방언에 ‘(ㄹ)ㄱ’형이 보이고, 동남방언에 ‘ㄹ
(ㄱ)’형이 분포한다. ‘ㄹㄱ’형은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음 <지도 21>는 19세기 후기의 방언분포를, <지도 22>은 현재의 방언분포를 다시 
나타낸 것이다.78) 

78) 현대국어의 경우에는, 편의상 용언 어간말 ‘ㄺ’의 지도를 제시하였다. ‘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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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1> 19세기 후기 어간말 ‘ㄺ’, ‘ㄼ’의 자음군단순화

<지도 22> 용언 어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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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ㄺ’에 대한 자음 탈락 규칙의 발생 및 그 확산 과정을 추론해 보
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초 경상도에서 체언 어간말 ‘ㄺ’에 대해 ‘ㄱ’이 탈락하는 규
칙이 발생하였고 이는 곧 경상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경상도와 
인접한 서남방언과 중부방언에, 체언과 용언에 모두 ‘ㄱ’이 탈락하는 규칙이 전파되
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는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어서 시간차를 두고 서남방언에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ㄹㄱ’형이 나타나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ㄹ’이 탈락하는 규칙은 ‘ㄱ’을 제외한 
어미에서부터 주로 적용되어, 19세기 후기에는 후행 어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다른 
‘ㄹㄱ’형이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중부방언 역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ㄹ’이 탈락하는 규칙을 적용받았는데 그 시기가 
서남방언보다 뒤였던 듯하다. 
  이제 어간말 ‘ㄼ’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ㄼ’은 중세국어 시기 체언에서만 보였
다.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초기의 곡용형은, 16세기 후기 전라도에서 간행된 문헌(恩
重經諺解)에서 나타나며(이진호 1997: 75), ‘(ㄹ)ㅂ’형을 보인다. 용언 어간에는 근
세국어 초기부터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었는데, 초기에는 체언과 마찬가지로 ‘(ㄹ)
ㅂ’형을 보이다가 점차 ‘ㄹ(ㅂ)’형을 보이게 된다.79) 19세기 후기에는 ‘ㄺ’과 마찬가
지로 중부와 서남방언에서 ‘ㄹㅂ’형을 보이고 동남방언에서 ‘ㄹ(ㅂ)’형을 보인다. 현
대국어에 이르면 서남·제주방언에서 ‘(ㄹ)ㅂ’형, 중부·동남방언에서 ‘ㄹ(ㅂ)’형을 보
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세기 후기의 방언분포는 위의 <지도 21>를 참고할 
수 있고, 아래의 <지도 23>에는 현재의 방언분포를 다시 제시하였다.

79) 그런데 용언 어간말 ‘ㄼ’은 ‘ㄹㅸ’ 말음 어간이 점차 ‘ㄼ’ 말음 어간으로 변하면서 형성된 
것이어서, 그 변화가 완료된 것은 18세기 후기에 이르러서였던 듯하다(이진호 1997: 51). 
즉 ‘ㄼ’을 가진 용언 어간은 저마다 그 형성 시기가 조금씩이나마 달랐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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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3> 용언 어간말 ‘ㄼ’의 자음군단순화

  ‘ㄺ’과 마찬가지로 ‘ㄼ’에 대해서도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적용 과정에 대해 추측해 
보기로 한다. ‘ㄼ’은 자음군단순화 적용 초기, 체언 어간에 ‘ㄹ’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먼저 적용되었거나 혹은 ‘ㅂ’ 탈락 규칙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ㄼ’을 가진 
‘여덟’, ‘삷’ 등의 어간은 대체로 지역에 관계없이 ‘ㄹ’이 탈락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가 일어난 듯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ㄺ’처럼, 초기부터 서로 다른 음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방언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용언 어간 또한 근세국어 초기에는 ‘ㄹ’ 탈락 규칙이 적용된 예가 주로 보이므로, 
체언과 마찬가지로 ‘ㄹ’ 탈락 규칙이 먼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근거될 
만한 것으로 ‘밟-’이 있다. ‘밟-’은 현재 강원도에서 ‘ㄹ’이 탈락하는 방향으로 자음
군단순화를 겪는데, 다른 어간말 ‘ㄼ’이 해당 방언에서 ‘ㅂ’을 탈락시키는 것과는 반
대의 양상이다. 문헌에서 ‘ㄼ’을 가진 어간 가운데 ‘밟-’만이 주로 나타나는데(이진
호 1997: 52), 이는 ‘밟-’의 변화가 ‘ㄼ’을 가진 다른 용언 어간보다 먼저 완료되었
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 강원도에서 보이는 ‘밟-’의 ‘(ㄹ)ㅂ’형은, 초기에 
‘ㄹ’ 탈락 규칙이 적용되고 확산된 결과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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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 후 ‘ㅂ’ 탈락 규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근거
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ㄺ’의 경우와 같이, 동남방언에서부터 ‘ㅂ’ 탈락 규칙이 세력
을 확장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한편 다른 방언에 ‘ㅂ’ 
탈락 규칙이 전파되는 데는 ‘ㄺ’의 간섭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ㄼ’을 가진 용언 
어간의 목록이 현재와 같이 확정되는 것은 18세기 후기에 이르러서인데(이진호 
1997: 51), 당시 ‘ㄺ’에 대해서는 ‘ㄹㄱ’형이 중부와 서남방언에 세력을 넓히고 있었
으리라 보인다. 즉 ‘ㄼ’을 가진 용언 어간의 변화보다 ‘ㄹㄱ’형의 확장이 이른 시기에 
진행된 것 같다. 그러면서 ‘ㄼ’을 가진 어간들 역시 ‘ㄹㄱ’형에 영향을 받아,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부터 ‘ㄹㅂ’형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한다.80) 현재 ‘ㄹ
ㅂ’형 중 ‘밟-’만이 일부 지역에서 ‘ㄹㅂ’형을 보이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 즉, ‘발
꼬(밟-고)’는 ‘발꼬(밝-고)’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수 있다. 
  이후 현대국어에 이르면 서남방언은 ‘(ㄹ)ㅂ’형으로 단일화되고, 중부방언에서는 
‘ㄹ(ㅂ)’형을 주로 보이게 된다. 서남방언은 상대적으로 ‘ㅂ’ 탈락 규칙의 영향을 적
게 받았으리라 생각되며, 이는 ‘ㄺ’과 같다. 중부방언에 ‘ㄹ(ㅂ)’형이 주로 보이는 까
닭은, ‘ㅂ’ 탈락 규칙의 확산과 ‘ㄼ’을 가진 용언 어간의 형성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
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다른 용언 어간의 변화가 완료되던 때에 중부방
언에는 ‘ㅂ’ 탈락 규칙이 확산되었으므로 그 결과 현재 ‘ㄹ(ㅂ)’형이 분포하는 것이
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강원도 방언의 ‘밟-’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제까지 어간말 ‘ㄺ’, ‘ㄼ’을 대상으로, 자음군단순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게 된 것은 ‘ㄺ’과 ‘ㄼ’의 방언 분포가 보이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방언 분포의 차이가 비롯된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ㄺ’을 가진 어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ㄼ’을 가진 어간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 있다. 이 때문에 ‘ㄼ’의 자음군단순화는 일
정한 방언분포를 보이면서도, 개별 어간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각 자음의 탈락 규칙이 활발히 적용되던 시기가 달랐으므로 방언분포가 달라졌으리

80) 실제로 ‘넓-’과 ‘짧-’은 중세국어 시기 ‘너르-’, ‘넙-’, ‘짜르-’ 등 자음군을 가진 어간이 아
니었으므로, 오랫동안 자음군을 가진 어간과 이전 시기의 어간이 공존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간말 ‘ㄼ’을 가졌던 어간은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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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았다. ‘ㄺ’은 ‘ㄱ’ 탈락 규칙이, ‘ㄼ’은 ‘ㄹ’ 탈락 규칙이 먼저 세력을 넓혔고 이
후 ‘ㄹ’ 탈락 규칙과 ‘ㅂ’ 탈락 규칙이 각각 우세하였으리라 추정하였다. 이 때문에 
중부방언에서 ‘ㄺ’은 ‘(ㄹ)ㄱ’형을, ‘ㄼ’은 ‘ㄹ(ㅂ)’형을 주로 보인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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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제까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체언과 용언의 곡용과 활용 양상을, 방언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시적인 음운현상으로서의 ‘자음군단순화’와 통시적인 음운변
화로서의 ‘재구조화’ 양상을 함께 다루며 이들의 방언분포를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
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
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국어에 존재하는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군 목록을 제시하고, 이
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 부류는 방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리 
결정되는 자음군들이고, 다른 부류는 전국적으로 탈락 자음이 동일한 자음군들이다. 
전자에는 ‘ㄺ, ㄼ, ㄿ’이 속하고, 후자에는 그 외의 자음군들이 속한다. 
  먼저 방언 간 탈락 자음이 다른 ‘ㄺ, ㄼ, ㄿ’의 활용 양상과 방언분포를 다루었다. 
이들 자음군은 자음군단순화와 재구조화 양상에서 모두 뚜렷한 방언차를 보여준다. 
즉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동남방언에는 ‘ㄹ’이 남고,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에는 ‘ㄹ’이 아닌 자음이 남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가 진행되어 온 듯하
다. 재구조화 또한 자음군단순화와 무관하지 않다. ‘탈락’의 변화에서 경상도를 중심
으로 한 동남방언에는 ‘ㄹ’로의 재구조화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방언에는 ‘ㄱ’ 
또는 ‘ㅂ’으로의 재구조화가 확장된 양상이 그러하다.
  한편 이렇게 탈락 자음이 다른 두 권역의 접촉 지역에서는 다양한 방언접촉 양상
이 확인된다. 서로 다른 음 탈락 규칙이 공존하는 ‘병존’, 다른 탈락 규칙에 포함된 
‘편입’,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다른 ‘곡용형·활용형의 혼효’, 이전까지와
는 다른 형태로 대치되는 ‘변형’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방언접촉 양상은 
체언과 용언이라는 문법 범주에 따라, 또는 자음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ㄺ, ㄼ, ㄿ’을 제외한 자음군들의 방언분포를 살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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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자음군단순화 양상을 보이며, 재구조화 양상 중 ‘탈락’의 변화 또한 그러하
다. 다만 일부 자음군(ㅄ, ㄽ 등)은 제주방언에서 다른 방언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를 제외한다면 이들 자음군의 방언분포는 방언에 따른 차이 없이 전
국적으로 동일하므로, 방언접촉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어간의 재구조화 양상을 ‘탈락’, ‘첨가’, ‘대치’의 세 유
형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체언 어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탈락’의 변화는 자음 어미 
앞의 표면형을 어간의 기저형으로 재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음군단순화와 연관
하여 그 방언분포를 설명하였다. 반면 ‘첨가’와 ‘대치’는 자음군단순화의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된 변화다. ‘첨가’는 어간말에 모음을 첨가하여 기저형을 재구조화하는 변
화인데,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대치’의 변화는 활용형의 재분석을 통해 새
로운 자음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어에만 머물러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변화의 조건 및 요인을, 방언분포를 고려하며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국어에 존재하는 자음군 가운데,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과 유음이 
선행하는 ‘ㄺ’, ‘ㄼ’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국어에 이르러 새로 
형성된 자음군 중 대부분은 비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이므로, 이들의 형성 과정을 살
펴봄으로써 자음군이 새로 형성되는 조건과 환경을 알 수 있으리라 보았다. 활용형
의 혼효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출현한 새로운 표면형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기저형으
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운 자음군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유음이 선행하는 체언 어간말 ‘ㄺ’에 대해서는,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들까지 포함하여 그 방언분포를 폭넓게 다루었다. 그 결과 체언 어간
말 ‘ㄺ’은 단일어와 파생어라는 단어의 유형에 관계없이, 강원 영동·경북·동부경남방
언과 충북·충남·전라방언을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구획할 수 있었다. 한편 어간말 
‘ㄺ’, ‘ㄼ’이 보이는 방언분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들 자음군단순화의 변
화 과정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ㄺ’을 가진 어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ㄼ’을 가진 어간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과, 각 자음의 탈락 규칙
이 활발히 적용되던 시기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 
  어간말 자음군은 짧은 시기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어간말 자음군의 변
화는, 어떤 음운변화가 한 방언에서 시작하여 인접한 방언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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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측해 보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어간의 곡용과 활용 양상을 자세히 기술하고, 과거로부터의 변화 과정 및 변화 
조건에 대해 살피고자 하였으나,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방
언 특질의 전파와 관련한 언어 외적 요인 및 다른 현상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
토할 필요성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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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tem-final Consonant Clusters in Korean

Kim, Sooyoung

  This papaer describes the stem-final consonant clusters in Korean, mainly on 
dialectal distribution of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and restructuring. Also, 
this paper has purpose on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spreading phonological 
variation from one dialect to another.   
  In Korean, there are 7 nouns and 18 verbs which have clusters. This paper 
displays dialectal distribution of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on the 25 
clusters. Also, on the stems which have been changing, this paper classifies 
them into 3 groups, and investigates distribution and change of each group. The 
change is described by comparison to other dialects, and also consideration of 
historical data. 
  According to this argument, two issues on dialectal diffusion and phonological 
change get noticed. First, new variants have a possibility to be accepted in a 
region where various forms exist. Second, this paper explains application and 
diffusion of the simplification rule through describing dialectal distribution of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It makes possible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spreading certain phonological phenomenon.

Key-words: stem-final cluster,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restructuring, 
dialect distribution, dialect contact, phonolog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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