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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명사 ‘것’에 대한 통시적 연구

김 정 주

이 논문의 목적은 중세한국어 시기와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명사 ‘것’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더불어 의미적 특징이 변화하는 양상

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에 있다. ‘것’은 합성명사, 의존명사, 보문명사, 대용어 등 여

러 범주에 걸쳐 논의되는 요소이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시대별로 기능하

는 바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것’의 어떠한 기능이 발달하는지, ‘것’

에 대한 제약, ‘것’의 분포 영역 및 의미가 발달해 나아가는 현상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것’의 의미・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것’은 의존명사로서 시기에 따라 자립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것’은 선행어 ‘X’와 결합하여 ‘X것’ 형태의 합성명사를 형성하며, 그 기본 의미는

“물건(物)”이다. 통사적 구조에서 ‘것’은 의존명사 및 보문명사로 기능하며, 이때 ‘것’

은 Schmid(2000)에서 언급하는 논의를 도입하여 ‘사실성(factual)을 지니는 의미'들

로 쓰이는 것으로 본다.

3장에서는 ‘것’의 형태적 특징에 대하여 논의한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은 ‘X’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형성한다. ‘것’은 [+가산성], [+복수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X것’ 합성명사는 “물건(物)” 외에 “부류”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 많은 수의 합성명사들은 소수 문헌에 낮은 빈도로 기능하며,

근대한국어 시기에 들어오면서 대폭 사라지게 된다. 근대한국어 후반기로 가면서 ‘X

것’ 형태의 합성명사는 대부분 사라지고 ‘것’이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생산성은 거의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것’이 형태적 기능을 상실해감과 동시에 통사적 기

능이 활발해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4장에서 논의된다.

4장에서는 ‘것’의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다루었다. 중세 및 근대한국어 시기에 ‘것’

은 여러 유형의 명사구를 구성하고, 관형사절과 결합하여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을 구

성한다. ‘것’이 명사구를 구성하는 양상과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양상이 중세 및 근대

한국어 시기에 얼마나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

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명사구를 구성하는 ‘것’이 쓰이던 자리에는 근대한국어 후반으

로 갈수록 다른 어휘가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것’

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서술어와 결합제약, 한정된 의미(대체로 “물건(物)”)로 쓰이지

만 쓰이다가 근대한국어 후반기로 가면서 점차 분포 양상도 확대되고 더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것’의 기능이 활발해지는 양상에 대해서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5장에서는 본문의 요약 및 남은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의존명사, 문법화, 의미확장, 합성명사, 문법요소, 보문명사, 사실성, 관형사절

내포문, 관계절 구성, 명사구 보문 구성, 대용어

학번: 2011-2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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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많은 언어에서 다의어로서 기능하는 어휘요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문법

적 기능을 하는 문법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휘요소의 의미가 파생되

어 또 다른 어휘요소를 생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법요소가 시대의 변

화에 따라 더욱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떠한 문법요소가

겪어 나아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문법화’라고 칭한다.

현대한국어에서 ‘것’은 보통 통사적으로 ‘의존명사’, ‘보문명사’ 등과 같은 기능을 하고,

의미적으로는 ‘대용어’, ‘포괄명사’와 같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보편적 의존명사’라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연구시기를 현

대한국어로 한정시켰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징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그 이전 시기에 나타나는 ‘것’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연구 방법이다. 즉 현대한국어 시기

보다 이전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기에 ‘것’이 지니는 형

태・통사・의미적 특징에 대한 공시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어 ‘것’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논의들은 중세・근대한국어 시기의 ‘것’을 현대한
국어의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 시기에 따른 차이점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본

고는 중세한국어 시기와 근대한국어 시기까지를 연구범위로 삼아 ‘것’의 형태・통사・
의미적 특징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목적을

좀 더 세분화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중세한국

어에서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은 의존명사인가 자립명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둘

째는 첫 번째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것’이 역사적으로 문법화를 겪은 문법요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셋째는 ‘것’이 정말 “사물(事物)”의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것’의 공시적 특징 및 통사적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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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논 문 ‘것’의 의미

중세한국어 시기

이숭녕(1975) 事物의 凡稱(物, 事, 事件, 무형의 諸般現象)

홍사만(2006) 물건(物), 사실(事)

황경수(1999) 사, 물, 소유, 품목, 제품, 존재, 행위 등

근대한국어 시기
왕문용(1988) 사물(것1), 사람(것2)

이광호(2004) 物

주목하여 분석하면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근대한국어의 ‘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것’의 특징이 변화

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것’의 통시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을 메울 수 있으리라 본다.

언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형태・통사・의미적 특징의

변화를 겪는 양상과 더불어 변화 시기 및 원인들 간의 유기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것’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러

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2. 선행 연구

기존의 논의에서 충실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의 ‘것’에 대한

특징을 다룬 기존의 논의는 세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것’의 의미적

특징에 대한 논의들이며, 둘째는 ‘것’이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형태적 특징에 대한 논의

이다. 마지막 셋째는 ‘것’이 의존명사 및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 통사적 특징에 대한

논의들이다. 다음에서 ‘것’의 의미・형태・통사적 특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차례대
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의 ‘것’의 의미적 특징을 다룬 논의는 이숭녕(1975), 왕문용

(1988), 황경수(1999), 이광호(2004), 홍사만(2006) 등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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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통하여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것’은 “물건”1)과 “사실”의 의미를 기본

으로 하여 “현상”, “존재”, “행위” 등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휘들 간의 의미층위에 대하여 Nida(1975)에서는 공통성분을 공유하고 있는

한 집단의 어휘들은 하나의 의미영역(Semantic Domain)에 속해 있으며, 이 어휘들

의 의미영역은 계층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 의미 층위 중에서

의미영역이 가장 큰 제1차적인 의미영역은 ‘object’, ‘events’, ‘abstract’이며, 이들은

각각 ‘object’는 “物”, ‘events’는 “事態”, ‘abstract’는 “抽象”에 대응된다. 이때 “物”의 의미

상의 하위범주는 “유정물(animate beings)”, “식물(plants)”, “인공물(artifacts)”, “물질(masses)”

등이라고 설명하며, 이들 또한 더 작은 영역의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Nida(1975)의 논의에 따르면 “物”은 의미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층위에 속하는 어휘

이며, 이에 따라 의미영역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것’이 구체적이면서 추상적

인 의미까지 아우르는 어휘로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2)

“물건”의 의미와 더불어 “사실”도 상당히 높은 층위의 의미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것’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추상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것’이 모든 시기에

걸쳐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

다. ‘것’이 문법화 되었다는 기존의 논의들을 전제로 한다고만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의

미에도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것’이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

웅(1967), 성기철(1969), 강성일(1972), 홍사만(2006) 등에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예를 통

1) 중세한국어 시기와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것’은 대체로 한문 원문의 “物”에 해당하며, ‘物 것

믈 <石千17b>’, ‘物 갓 믈 <訓蒙 下:1b>’과 같은 문헌상의 기록이 그 근거가 된다. 때문에 ‘것’의 기

본 의미는 “물건(物)”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갓’은 ‘것’의 기원이 되는 어형이자 ‘것’과

모음교체를 기반으로 한 어사분화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호완(1983)에서는 ‘것’이 어느 시기부터 “사실”이란 의미로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허사와 같은 기

능이 강해진 것도 바로 “사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이란 의미가 ‘것’의 의미장 가운데서 가장 넓은 사용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이란 의미와

“사물”이란 의미가 대립적으로 쓰임에 따라서 의미의 추상도가 높아져 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본고에서는 ‘것’이 언제부터 “사실”이라는 의미로 쓰이

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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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것’이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와 달리 이숭녕(1975)에서는 ‘귓것’, ‘자븐것’, ‘므스것’, ‘것’ 등과 같은 합

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을 ‘접미사’로 취급한다. ‘X것’ 형태의 어휘들을 파생어의 상위범주

인 ‘복합어’에 속한다고 정의한다. 나아가 ‘귓것’, ‘거즛것’, ‘雜것’, ‘아모것’의 ‘것’은 “物” 또

는 “事”로 볼 수 없으며, ‘선행어의 의미를 강화하고 그 의미의 具顯物로서의, 또는 그 의

미의 具象化하는 구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사를 형성하는 ‘것’을 ‘접

미사’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선행어와 ‘것’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

ㅅ’은 합성명사 표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3) 김규선(1970), 임홍빈(1981), 성광수

(1988), 김창섭(1996) 등에서도 ‘것’이 합성명사를 구성할 때 선행어와 ‘것’ 사이에 결합하는

‘-ㅅ’에 대하여 대체로 ‘합성어를 형성하는 표지’ 또는 ‘어휘들 간에 의미적으로 먼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언급한다. 반면에 남미정(2012)에서는 중세한국어의 ‘합성명사

표지’라는 용어의 범주적 성격에 대해 비판하면서 ‘-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논의와는 달리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이 의존명사로서 통사적

방식으로 합성명사를 형성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호완(1987)에서는 ‘것’이 구성하는

합성명사에 대하여 ‘통어론적 합성어’라고 한다. 의존명사가 통어론적 합성어로 형

성될 때 그 의존명사는 선행하는 체언과 형태적으로 결합한다고 하며, 다음의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의존명사 자립명사 조사, 접미사, 어미

자립성이 없고 선행환경자질이 필

수적임

자립성이 있고 선행환경자질이 수

의적임

자립성이 없고 선행환경 자질이 필

수적임

굴절의 핵이 될 수 있음 굴절의 핵이 될 수 있음 굴절의 핵이 될 수 없음

보문소의 수식을 받아 관형화 구

성의 표제명사가 되며, 하위문을

상위문에 연결하는 기능이 있음

보문소의 수식을 받아 관형화 구성

의 표제명사가 되며, 하위문을 상위

문에 연결하는 기능이 있음

하위문을 상위문에 연결하는 기능

이 없음

실질의미가 없음 실질의미가 있음 실질의미가 없음

대용성이 있음 대용성이 있음 대용성이 없음

수사와의 공기관계를 맺지 못함 수사와의 공기관계를 맺음 수사와 공기관계를 맺지 못함

3) 황경수(2002)에서는 ‘의존명사와 자립명사’, ‘의존명사와 조사’, ‘의존명사와 접미사’, ‘의존명사와

어미’의 관계를 종합하여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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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N+것]N

귓것 <月釋4:11a, 釋祥21:4b> / 노샛것 <法華2:68> / 풍륫갓4) <月釋8:14>

빌믯것 <法華2:114> / 옷것 <小諺6:130> / 아것 <杜初7:36> / 것 <金三2:13>

(2)에 대하여 정호완(1987)에서는 선행하는 체언류는 한정소가 되고 뒤따르는 의존

명사는 피한정소가 되는데, 의존명사가 자립명사처럼 곡용어미를 취하는 까닭에 통

어론적 합성어로 다룬다. 뿐만 아니라 ‘것’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체언류는 한

자어계나 고유어계 모두 가능하며, 통합 시 ‘-ㅅ’의 결합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존명사들은 일반적으로 곡용어미를 취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구성한 후에 각각의 어휘들이 본래 지닌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는 점에서 ‘명사+명사’ 구성의 합성명사라고 논의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성환(2004: 2)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통어론적 합성어라는 형태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2)의

예시들 중 ‘노샛것’과 ‘아것’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합성명사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

고 제외되는 어휘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논의들을 통하여 본고에서는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재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을 자립명사의 기능을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합성명사를 구

성하는 ‘것’은 자립하여 문두에 쓰이지 않으며, 합성명사 ‘X것’의 의미가 형성되는 데에

있어서 ‘것’이 어떠한 의미적 영향을 끼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것’이 의존명사와 보문명사로 기능하는 통사적

특징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본다.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것’의 통사적 특징은 관

형어와 결합하는 ‘것’과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관형어와 결합하는 양상은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관형사절

4) 중세한국어에서 ‘갓’은 ‘풍륫(풍류+-ㅅ)’과만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풍

륫갓(<釋詳6:39a>, <月釋4:5b>)’은 한문원문의 ‘樂(器)’, ‘伎樂’ 등의 한자어에 해당되며, “악

기”를 뜻한다. ‘갓’은 15세기 문헌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그와 동시에 ‘것’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다. 즉 ‘갓’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며, 중세한국어에서는 ‘갓’은 소멸하

고 ‘것’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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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하는 양상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타난다. ‘것’의 통사적 특징은 대체로 의존명사 전

체를 다루는 논의에서 다른 의존명사들과 함께 다루어졌다. 의존명사 ‘것’은 유창돈(1965,

1975), 허웅(1973ㄱ, 1973ㄴ), 고영근(1982), 정호완(1987), 전정례(1990), 황경수(2002) 등에서 논

의되었으며, 김두응(1983), 이주행(2009) 등에서는 현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특징

들도 다루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의존명사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도 김두응(1983)에서 제시하는 의존명사 판별기준이 다른 논의들에서 제시하

고 있는 판별기준들을 포괄하고 있다. 다음의 (3)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불자립명사의 특징

ㄱ. 불자립명사는 심한 통사적인 제약을 갖는다.

ㄴ.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른 제약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불자립명사가 관형사형에

통합될 수 있다. 용언의 관형사형이 시제를 나타낸다고 볼 때 ‘-(으)ㄹ’, ‘-(으)ㄴ’,

‘-는’ 관형사형에 따른 제약은 의미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ㄷ. ‘수’는 소위 수량단위를 나타내는 불자립명사 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ㄹ. 지시대명사 ‘이’ 등이나 소유격 조사 ‘의’, 성상관형사 ‘새’, ‘헌’ 등은 소수의 불자립

명사에만 통합될 수 있다.

ㅁ. 불자립명사 중에는 체언 다음에 통합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현

상은 못되고 소수에 불과하다.

(3)은 현대한국어에서 불자립명사가 지니는 특징이다. 김두응(1983)에서는 위의 특징과 더

불어 불자립명사(의존명사)는 일반명사(자립명사)5)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환경 중 그것들이

분포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3)에 제시된 각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것’은 모

든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것’이 다른 의존명사들에 비하

여 통사적으로 제약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의 ‘것’의 쓰임을 살펴보면, ‘것’은 상

당히 자유롭게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립명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

다는 것은 현대한국어의 ‘것’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중세・근대한국
5) 김두응(1983)에서는 ‘의존명사’는 ‘불자립명사’, ‘자립명사’는 ‘일반명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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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것’이 현대한국어에서처럼 완전히 의존명사와 같은 성질만을 지닌 어휘는 아니었

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 보여준다.

‘것’은 관형사절과 결합하여 관계절과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것’의 이러한 특징을 다룬 논의들은 대체로 현대한국어를 범위로 한 것들이며, 중

세・근대한국어에서 ‘것’이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양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안명철(1989)에서는 ‘것’ 명사구와 ‘고’ 보문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것’이 사실성을 지닌다고 논의하였고, 이현희(1994)와 한재영(1996)에서 중세한

국어의 구문 구성을 통하여 ‘것’이 분포하는 범위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을 뿐이다.

‘것’이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이홍식(1990), 김기혁(1999), 문숙영

(2012), 연재훈(2012) 등에서 언급되었다. 이 논의들에서는 ‘것’이 관계절을 구성한다고 파

악하고 있다. 반면에 이홍배(1970), 조규태(1978), 윤용선(1989), 서정수(1989), 민현식・왕문
용(1993) 등에서는 ‘것’을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사로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희

(1986)에서는 간접인용구문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완형보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것’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인용구문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 방법 및 인용 자료

본고는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중세한국어 시기와 17세기부터 19세기 말(갑오경장 이

전)까지의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문헌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우선적으로 연구 주

제인 ‘것’과 관련하여 논의에 필요한 내용들은 중세・근대한국어 말뭉치 자료6)를 기반으
로 선별하였다. 그렇게 발췌한 자료들은 한문 원문과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불경 언

해 문헌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한문 低經으로 추정되는 경전을 찾아 참고하였다.7) 논의를

위하여 인용한 <時代別 引用文獻>과 <佛經 低經>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6)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에 의하여 만들어진 UniConc Program을 활용하여 이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후 필요한 내용들을 참고하였다.

7) CBETA 중화전자불전협회(http://www.cbeta.org)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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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기 】
간행년도 문헌명 약 호

1446 訓民正音解例本 訓解

1447 釋譜詳節 釋詳

1447 龍飛御天歌 龍歌

1447 月印千江之曲 月千

1459 月印釋譜 月釋

1461 楞嚴經諺解 楞嚴

1463 妙法蓮華經諺解 / 法華經諺解 法華

1464 金剛經諺解 金剛

1464 般若心經諺解 般諺

1464 阿彌陀經諺解 阿彌

1464 禪宗永嘉集諺解 永嘉

1465 圓覺經諺解 圓覺

1466 救急方諺解 救方

1467 牧牛子修心訣 牧牛

1467 蒙山和尙法語略錄諺解 蒙法

14758) 內訓 內訓

1481 分類杜工部詩諺解 初刊本 杜初

1481 三綱行實圖(成宗版(런던대本)) 三綱成

1482 金剛經三家解 金三

1482 南明集諺解 南明

1485 佛頂心多羅尼俓 / 觀音經諺解 觀音

1489 救急簡易方諺解 救簡

1496 眞言勸供 勸供

1496 六祖法寶壇經諺解 六祖

1497 神仙太乙紫金丹 神仙

【 16세기 】

간행년도 문헌명 약 호

1514 續三綱行實圖 續三剛

1517 蒙山法語(孤雲寺本) 蒙法孤

1517 老朴集覽 老朴

1517 飜譯老乞大 飜老

1517 飜譯朴通事 飜朴

1518 飜譯小學 飜小

1518 二倫行實圖(玉山書院本) 二倫玉

<時代別 引用文獻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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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正俗諺解(이원주本) 正俗

1522 法集別行綠諺解 法集

1525 簡易辟瘟方 簡辟

1527 訓蒙字會(叡山文庫本) 訓蒙예산

1541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牛馬

1542 分門瘟疫易解方 分門

1548 十玄談要解 十玄

1554 救荒撮要 救撮

1563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恩重

1569 七大萬法 七大

1569 禪家龜鑑諺解 禪家

1576 百聯抄解(東京大本) 百聯동경

1576 新增類合 新合

1577 蒙山法語(松廣寺本) 蒙法松

1577 初發心自警文諺解 初發心

1579 警民編 重刊本 警民重

1579 三綱行實圖(宣祖版(東京大本)) 三綱宣

1579 朱子增損呂氏鄕約諺解(華山文庫本) 呂氏화산

1581 續三綱行實圖 重刊本 續三重

1583 千字文(石峰千字文) 千字石

1588 小學諺解 小諺

1588 詩經諺解 詩諺

1590 論語諺解 論語

1590 孝經諺解 孝經

1590 中庸諺解 中庸

1590 孟子諺解 孟諺

1598 武藝諸譜 武譜

16세기 順天金氏諺簡 順天

16세기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壽經

【 17세기 】

간행년도 문헌명 약 호

1608 諺解痘瘡集要 痘瘡

1608 諺解胎産集要 胎産

1612 練兵指南 練兵

1613 東醫寶鑑湯液編 東醫

1617 東國新續三綱行實圖 東新

1632 家禮諺解 家禮

1635 新傳煮取焰硝方諺解 焰硝

1635 火砲式諺解 火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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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勸念要錄 勸念

1653 辟瘟新方 辟新

1657 語錄解 初刊本 語錄初

1658 警民編 改刊本 警民改

1658 女訓諺解 女訓

1660 新刊救荒撮要(윤석찬本) 新救윤

1661 千字文(七長寺版) 千字七

1664 類合(七長寺版) 類合七

1669 語錄解 改刊本 語錄改

1670 老乞大諺解 老諺

1676 捷解新語 初刊本 捷新初

1677 朴通事諺解 朴諺

1686 新刊救荒撮要(嘉藍文庫本) 新救가람

1690 譯語類解 譯語

1698 新傳煮硝方 煮硝

17세기 戒女書 戒女

17세기 癸丑日記 癸丑

17세기 西宮日記 西宮

17세기 書傳諺解 書傳

17세기 玄風郭氏諺簡 郭氏

17세기 山城日記 山城

17세기 丙子日記 丙子

【 18세기】

간행년도 문헌명 약 호

1703 三譯總解 三譯

1721 伍倫全備諺解 伍倫

1726 三綱行實圖(英祖版) 三綱英

1730 千字文(松廣寺) 千字松

1736 女四書諺解 女四

1737 御製內訓諺解 御內

1744 御製小學諺解 御小

1748 同文類解 同解

1748 改修捷解新語 捷新改

1749 論語栗谷諺解 論栗

1749 孟子栗谷諺解 孟栗

1749 中庸栗谷諺解 中栗

1752 地藏經諺解 地藏

1752 註解千字文 註千

1756 御製訓書 訓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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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闡義昭鑑諺解 闡義

1758 種德新編諺解 種德

1760 普賢行願品 普賢

1761 御製經世問答 經問

1764 念佛普勸文(桐華寺本) 念普桐

1765 朴通事新釋諺解 朴新

1764 御製警世編 警世

1765 淸語老乞大 淸老

1765 念佛普勸文(興律寺本) 念普興

1768 松江歌辭(關西本) 松江關

1772 十九史略諺解 十九

1774 三譯總解 重刊本 三譯重

1775 譯語類解補 譯補

1776 念佛普勸文(海印寺本) 念普海

1777 小兒論 小兒

1777 明義錄 明義

1777 八歲兒 八歲

1778 續明義錄 續明

1778 方言類釋(=方言集釋) 方類

1780 才物譜 才物

1781 倭語類解 倭語

1781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濟州

1782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京等

1782 諭中外大小臣庶綸音 大小

1783 字恤典則 字恤

1783 諭京畿民人綸音 京人

1783 諭湖南民人等綸音 湖南

1783 諭慶尙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金載

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 慶尙

1783 御製諭咸鏡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 咸民

1783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 六道

1787 兵學指南 兵學

1790 隣語大方 隣語

1790 蒙語類解 蒙解

1790 捷解蒙語 捷蒙

1792 增修無冤錄諺解 無冤

1794 湖南六邑民人等綸音 南六

1795 正俗諺解(一簑文庫本) 正俗일사

1796 重刊老乞大諺解 重老

1797 敬信錄諺釋 敬信

1797 五倫行實圖 五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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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先朝行狀 先朝

18세기 乙丙燕行錄 乙丙

【 19세기 】

간행년도 문헌명 약 호

1832 十九史略諺解(영영판) 史略

1852 太上感應篇 太感

1865 周年瞻禮廣益 周年

1880 過火存神 過火

1880 韓佛字典 韓佛

1881 竈君靈蹟誌諺解 竈君

1882 聖敎切要 聖敎

1882 斥邪綸音 斥邪

1882 女小學 女小

1883 易言諺解 易言

1883 進敎切要 進敎

1886 增補諺簡牘 增補

1887 聖敎全書 예수

1889 女士須知 女士

1892 聖經直解 聖經

1894 天路歷程 天路

19세기 淸語老乞大 淸老

19세기 太平廣記諺解 太平

19세기 閑中錄 閑中

문헌명 약 호 CBETA약호(T =『大正新修大藏經』)

大方便佛報恩經 報恩 T03 No.156

太子須大拏經 須大 T03 No.171

妙法蓮華經 蓮華 T09 No.262

佛說觀無量壽佛經 觀無 T12 No.365

佛說阿彌陀經 阿彌陀 T12 No.366

大般涅槃經後分 涅後 T12 No.377

地藏菩薩本願經 地藏 T13 No.412

佛說無上依經 無上 T16 No.699

本願藥師經古跡 本藥 T38 No.1770

釋迦譜 釋迦 T50 No.2040

<佛經 低經 目錄>

8) 『內訓』의 원간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조 6년(1573)의 중간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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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의 구성

본고에서는 ‘것’의 의미・형태・통사적 특징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근대한국어

시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현대한국어 시기의 ‘것’이 지니는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중세 및 근대

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의 의미・형태・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기본 논의를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것’의 형태적 특징에 대하여 기술한다. 중세한국어 및 근대한국어

에서 ‘것’의 형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을 기존의 논의들에서와 같이 자립명사라고 정

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고찰한다. 즉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것’의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기술한다. ‘것’은 기본적으로 의존명

사로 쓰인다. 그리고 이는 중세한국어 및 근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의 통사적 특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것’이 의존명사와 더불어 보문명사로

서 기능하고 있다는 특징을 파악한 후, 다른 어휘요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것’이 후대

로 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한 바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추후 더 연

구해 보아야 하는 과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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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논의

2.1. ‘것’의 의미적 특징

‘것’의 형태・통사적 특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것’의 의미적 특징
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술하였던 바와 같이 ‘것’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것’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것’의 의미를 시기 및 기능에 따라 최대한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논의된 ‘것’의 의미를 바탕으로 ‘것’의 기능을 형태

· 통사적으로 분석한다면, 그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도 더욱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현대한국어에서 ‘것’은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로서 기능하는 바, 그것이 자립적으로 실

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의하여 그 의미가 결정된다.『표준국어대사

전』9)에서는 각 문장에서 쓰이고 있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ㄱ. 아직 멀쩡한 것을 왜 버리느냐?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일컬음)

ㄴ. 새파란 것이 어른에게 대든다. (사람을 비칭하거나 동물을 일컬음)

ㄷ. 이 우산은 언니 것이다. (선행명사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말)

ㄹ. 좋은책은좋은독자가만드는것이다.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

ㅁ. 그런 마음은 열 번도 더 먹었을 것이다. (말하는 이의 전망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소신)

ㅂ. 손을 깨끗이 씻을 것. (명령이나 시킴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음)

(4)에서와 같이 현대한국어에서 ‘것’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기능하기 보다는 상당히 추상

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다. 최경봉(1998)에서 의존명사는 樣式名詞의 하위범주에 속

하며, 의존명사는 ‘불완전명사(의존명사)’와 ‘보문명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한

9) 본고에서 참고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 웹사이트(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서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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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이와 더불어 의존명사 ‘것’, ‘수’, ‘줄’, ‘바’, ‘리’, ‘척’ 등은 어휘적인 자립성이 없으며

어휘적 의미 실현은 선행하는 요소와의 결합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4)를

통하여 ‘것’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4)에서 쓰이는 ‘것’의 의미 및

그 의미들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추상적11)이기 때문이다. 안효경(2001: 44)에서는 현대한

국어의 ‘것’이 문맥에 따라 지니게 되는 의미를 (5)와 같이 제시한다.

(5) ㄱ. 어제 산 것은 불량품이다. (물건)

ㄴ. 바보 같은 것이 또 운다. (사람)

ㄷ. 토끼를 잡는 것은 호랑이다. (동물)

ㄹ. 얼음이 언 것을 보았다. (현상)

ㅁ. 네가 찾아 온 것은 3일 전이었다. (사실)

ㅂ.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 옳다. (판단)

ㅅ. 네가 괴로운 것을 알고 있다. (심정)

(5)와 같이 ‘것’의 의미는 문맥 및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문맥에 따라서 ‘것’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들로 쓰일 수 있다. (5ㄱ)~(5ㄷ)에서와 같이 구체명사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5ㄹ)~(5ㅅ)와 같이 추상명사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것’이 추상명사의 의미

로 쓰일 때 그 의미를 모두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 의미들을

하나의 의미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것’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12) 현대한국어에서 ‘것’의 의미는 (6)과 같이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다.

10) 예문 (4)에서 ‘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ㄹ)~(4

ㅁ)의 ‘것’은 보문명사로도 기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ㄴ 것’과 ‘-ㄹ 것’이 통사적 구성을

넘어 형태적 구성을 이루어 양태적 의미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통사적 특징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11) 최경봉(1998: 92)에서 의존명사는 일정한 대상이나 추상적인 개념 등을 가리키는 데에 있어

서 실체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상’의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추상’

이란 Postal(1968: 273)에서 논의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어휘항목(lexical item)이 지시할 수 있는지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명

사의 사건 내항(dictionary entries of nouns)이나 다른 범주의 선택제한에서 지정된다. 이

와 더불어 Chomsky(1965: 230)에서 ‘추상명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순수추상명사(true

abstract nouns)는 [-abstract], [-count]의 성질을 지니는 물질명사(mass nouns)와 대조적

으로 [+abstract], [-count]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dea는 [+abstract],

[+count]의 성질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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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ㄱ. 성광수(1975) : 사실, 소문, 물건(thing), 모습, 동작, 상황, 상태, 모양, 경우.

ㄴ. 이기백(1982) : 事, 物.

ㄷ. 김두응(1983) : 일반사물, 행위. 후행하는 서술어에 따라 달라짐.

ㄹ. 최규일(1985) : 사물, 사실, 중립적 의미 특성을 지님.

일, 경우, 처지, 쪽, 선택, 담화 내용 등등 매우 많음.

ㅁ. 김흥수(1993) : 활동, 일, 문제, 상황 속의 대상(특히 물체).

ㅂ. 손춘섭(1997) : 사실, 모양, 소리, 모습, 태도, 자세, 상황 등.

(6)은 현대한국어에서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의들인데, 각 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의 의미들 간에는 일관성이 발견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의미들은 모

두 의존명사 ‘것’이 통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 지니게 되는 것들이다. (6)에서 제시한

논의들 외에도 의존명사 ‘것’이 문맥에 의하여 부여받는 추상적인 의미들은 모두 “사실”

이라는 의미영역에 속한다(최경봉 1998)는 논의도 있다. 홍사만(2006)에서는 ‘것’이 통시

적으로 “물건(物)‘과 ”사실(事)’의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가시적인 ‘物’과 비가시적인 ‘事’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즉 ‘物’은 “萬物”을 의미하는격이된다는것이다.13)

앞에서 ‘것’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중세・근대한국어 시기에 합성명사 ‘귓
것’, ‘거즛것’ 등을 형성하는 ‘것’이 “물건” 또는 “사실(또는 ‘사실’의 의미영역에 속하는 의

미)” 외의 의미로도 쓰였음을 확인하였다.14) 다음의 (7)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중세・
12) 이주행(2009)에서는 중세한국어의 후기부터 현대한국어 시기까지 모든 의존명사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 중에 ‘것’의 의미에 대하여 “후기중세한국어에서 현대한국어에 이르기까지 ‘것’의 원형적인 의미인

‘어떤 대상’은 변하지 않고 그 확장적인 의미만이 다양한 문맥의 쓰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것’의

원형적인 의미가 ‘어떤 대상’이므로 후기중세한국어에서 현대한국어에 걸쳐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와

공기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것’이 의미하는 바가 확장

양상은 후기중세한국어 시기부터 현대한국어 시기까지 순서대로 {말, 물건, 일, …} → {물건, 일, 말,

현상, 사람, …} → {일, 물건, 사람, 소리, 형상, 상태, …}와 같다고 제시하고 있다.

13) 홍사만(2006)에서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14) p.2에서 ‘것’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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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것’의 의미와 그 의미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합

성명사들을 제시한 것이다.

(7) ㄱ. 물건(物) : 솝것 <丙子64>, 雜것 <釋詳13:38b>, 사의 것 <老解 下:38>,

이것, 저것, 그것, 어것, 아모것(사물대명사)

ㄴ. 생명체 : 두 발  것 <釋詳19:3>, 賤 것 <家禮2:12>, 어린 것 <內訓宣1:24a>

ㄷ. 존재 : 거즛것(假) <法華1:3>, 아모것(物) <朴諺 上:61>, 귓것(鬼物) <杜初1:38>

ㄹ. 事物의 凡稱: :  것(一物),  것(甘旨) <朴諺 上:55>, 믈읫 것(凡物) <東新烈1:53>

ㅁ. 사실(事) : 녜 혼 거슬 詢問호니 <杜初24:59b>

如來ㅅ壽量 智力慧光 오래 닷가 得샨 거시니 <月釋17:32b>

(7ㄱ)의 “물건”은 ‘것’의 기본의미라고도 할 수 있으며,15) ‘것’에 의하여 형성된 지시대명사들

은 보통 ‘물건’이 그 지시대상만이 된다. 특히 중세한국어에서는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

문대명사를 형성하는 ‘것’은 대체로 “물건”의 의미로만 쓰였다. (7ㄴ)의 ‘것은 “생명체”, 즉 ‘사

람’, ‘동물’과 같은 대상들을 의미한다.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생명체”의 의미로 쓰이

는 ‘것’은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것’의 특이한 양상으로 판단하

거나 ‘것’의 의미로 다루지 않고 있다. (7ㄷ)~(7ㄹ)은 이숭녕(1975)에서만 언급되는 ‘것’의 의미

이다. 이숭녕(1975)에서는 다른 논의들에 비하여 ‘것’의 의미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정

의하고 있다. 마지막 (7ㅁ)은 ‘것’은 “사실”의 의미로 쓰인다고 언급된다. “사실”은 중세한

국어와 근대한국어를 연구범위로 하여 대부분의 논의에서 “물건(物)”과 더불어 ‘것’의 의

미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예문에서 쓰이고 있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각각 “內容”과

“壽命”이다. 여러 논의에서 ‘사실’과 ‘事’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사실’이 ‘행

위, 모습, 내용, 태도’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의미장의 상위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본다. ‘사실’의 의미와 ‘事’, 즉 ‘일’은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실’은 어떠한

‘상태성’을 지닌 어휘 및 의미를 포괄하지만, ‘일’은 ‘동작성’을 지닌 어휘 및 의미를 포

15) 중세한국어 시기와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것’은 대체로 한문 원문의 “物”에 해당하며, ‘物 것

믈 <石千17b>’, ‘物 갓 믈 <訓蒙 下:1b>’과 같은 문헌상의 기록이 그 근거가 된다. 때문에 ‘것’의 기

본 의미는 “물건”이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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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한다. 뿐만 아니라 ‘일(事)’은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사

실’은 보통 어떠한 어휘와 결합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자립적으로 쓰인다.16)

‘것’이 추상명사의 의미로 쓰이는 양상은 근대한국어의 후기로 갈수록 급격하게 발달한

다.17) 본고에서는 통사적 구성에서 ‘것’이 “사실”이라는 추상명사의 의미로 쓰인다고 정

의하기보다는 ‘사실성(factual)’을 지니는 의미로 쓰인다고 파악하고자 한다. Schmid(2000:

72)에서는 ‘사실성(factual)’을 지닌 의미들로 쓰이는 문법적 어휘인 보문명사(Shell

nouns)에 대하여논의한다. ‘사실성’을 지닌 의미는 다음의 (8)에서와 같이 여섯 가지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그것들의 하위의미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는 ‘것’이 보문명사로서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

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것’이 보문명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과 그 의미기

능이 발달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物’의 의미 예 문

1 수량사(量詞) 羞用百有二十品，珍用八物，酱用百有二十瓮。『周礼․天官·膳夫』

2 넓게는 ‘萬物’을 가리킴(泛指萬物) “誠者物之終始。” 鄭玄注: “物, 萬物也。”『禮記․中庸』

3 다른 물건(別的東西) “其本在人心之感於物也。”『禮記․樂記』

4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물품을 지칭함

(指具體的或個別的物品)
“凡有貌像聲色者,皆物也。”『列子․黃帝』

5 종류(種類) “辨六馬之屬, 種馬一物, 械馬一物, 齊馬一物, 道馬一物,”『周禮․夏官․校人』

6 일, 사정(事務, 事情) “二曰物, 物以權官。” 『逸周書․五權』

7 사물의 내용(事物的內容, 實質) “君子以言有物而行有恒。”『易․家人』

8 색깔(顔色) “以五雲之物, 辨吉凶。”『周禮․春官․保章氏』

9 분별, 식별. 선택(辨識, 選擇) “度厚薄, 仞溝洫, 物土方。” 杜豫注: “物, 相也。”『左传․昭公七年』

10 사람, 군중(人, 衆人) “不能救陈，又不能救蔡, 物以無親。”『左传․昭公十五年』

11
‘도깨비, 귀신, 요괴’를 가리킴

(特指鬼魅精怪)
‘有萬物蛇。’ 顔注云: ‘物謂鬼神也。’『漢書․政祀志』

16) 이와 같이 ‘것’은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고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양상은 ‘것’에 해당되는 한문 원문

의 ‘物’자가 지니는 의미로부터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것’이 형성하는 합성

명사들이 의역체 문헌보다는 직역체 문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

거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세・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것’에 해당되는 한문 원문의 한자인

‘物’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세・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들은 한문 원문을 언
해한 것으로, 이 시기의 한문 원문들은 모두 文言文, 즉 고대 한자로 쓰여진 글이었던 것이다. 다

음의 표를 통하여 고대 한어에서 ‘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해보자.

위의 표를 통하여 고대 한어에서 ‘物’이 ‘물건’, ‘사람’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뿐 아니라 ‘색깔’,

‘일’, ‘선택’, ‘도깨비’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도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이에 대해서는 각 장의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세히 다룬다.

18)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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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실성’을 지닌 의미 하위 의미

중립적 쓰임 물 건 물건, 초점, 사실, 현상

인과적 쓰임

이 유 이유, 원인, 배경

결 과 결과, 효과

연 관 연결, 연관

보 상 보상, 배상

증거적 쓰임 증 거 증거, 증명, 신호

비교적 쓰임 차 이 차이, 유사

부분적 쓰임

양 상 양상, 기호, 요소

부 분 부분, 기본, 바탕

예 시 예시, 예외

태도를

나타내는

쓰임

문 제 (예상 밖의) 문제

이 점 이점, 이익

반 어 반어, 중요함, 새로움(/참신함)

비 극 비극, 수치심

기 적 기적, (자극을 받은) 느낌, 마음

(8)

(8)에서는 ‘사실성’을 지닌 의미들과 더불어 그 하위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사실성’이 포괄하는 기능과 의미는 매우 넓고 다양하며, 그 의미들

은 모두 추상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물건”은 중립적인 의미기능을

하며, 다른 의미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영역을 이루며, 그 하위 의미로

는 ‘물건(object)’, ‘초점(point)’, ‘현상(phenomenon)’, ‘사실(fact)’ 등이 있다. 강범모(1983:

62)에서는 한국어의 보문명사들의 특징을 [사실성]과 [명제성]을 기준으로 하여 파

악하고 있다. 그 중에서 ‘것’은 유일하게 [0사실성], [0명제성]의 특성을 가지며, 이

는 ‘것’은 가장 중립적이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명사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즉 모든 명사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物 것 믈 <石千17b>’을 통하여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物)”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본다. 나아가 시대에 따라 ‘것’의 특성이 변화해 감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것’의 의미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

는 것과 더불어 의미가 변화하게 되는 원인 또는 경향성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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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것’의 형태적 특징

‘것’의 형태적 특징은 중세 및 근대한국어에서의 특징과 현대한국어에서의 특징으로 나

누어 논의할 수 있다. 중세・근대한국어에서의 ‘것’은 상당히 활발하게 합성명사를 형성하
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대한국어에서의 ‘것’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형태적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전시기에 형성되어 화석화된 몇몇 합성명사가 남아 있을 뿐이다.

중세・근대한국어의 ‘것’에 대한 기존 논의(정호완 1987, 이병모 1991 등)를 종합해
보면 ‘것’은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자립명사로 쓰이고, 역사적으로 자립성을 잃고 문법

화 과정을 겪어 현대한국어에서는 의존명사로만 기능한다고 다루어진다. 이와 관련하

여 본고에서는 ‘것’이 자립성을 지닌 자립명사로서 합성명사를 형성한다는 논의에 대

하여 재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의 차이 및 합성명사와 구

(句)의 차이를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들은 (9)와 같다.

(9) ㄱ. 잡것, 질것19), 쇠것

ㄴ. 상것, 천것

ㄷ. 귓것, 時節ㅅ것, 자것

(9ㄱ)~(9ㄴ)은 현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이다. 이들은 대

체로 이전 시기에 형성된 후 화석화되어 현대한국어의 방언형으로서 쓰이는 어휘

들이다. (9ㄷ)은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이다. 이들은 현대한국어

에서 쓰이는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들과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9ㄱ)의 ‘것’은 “물건”의 의미로 쓰이며 (9ㄴ)의 ‘것’은 “사람”의 의미로 쓰인

다. (9ㄷ)의 경우에는 ‘時節ㅅ것’과 ‘자것’의 ‘것’은 “물건”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하

지만 ‘귓것’의 ‘것’은 “부류”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즉 이때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

니는 자립명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것’이 15세기 문헌 자료에

서 그것이 어두에 자립적으로 쓰이는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것’은

19) 중세한국어에서 ‘딜것(딜엇)’으로 쓰였으며, 음운교체를 겪어 현대한국어에서는 ‘질것’으로

쓰인다. 이는 “질흙으로 구워 만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 21 -

의존명사 ‘X것’의 ‘것’ 자립명사

자립성이 없고 선행요소를 필

수로 함.

자립성이 없고 선행요소를 필수적

으로 필요로 함.

자립성이 있고 선행요소가

선택적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의미기

능을 하는 경우도 있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님.

수사와 결합할 수 없음.

중세・근대한국어 시기:
수사와 결합할 수 있음.

현대한국어 시기:

수사와 결합할 수 없음

수사와 결합할 수 있음.

대부분의 의존명사들은 지시대

명사, 소유격조사, 성상관형사

등과 결합하지 않음.

지시대명사, 소유격조사, 성상관형

사 등과 상당히 제약이 없이 결합

함.

지시대명사, 조사, 관형사 등과

자유롭게 결합함.

선행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성명사를 형성할 수 있고 ‘것’의 의미도 더욱 명확

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것’이 자립명사로서 기능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20)

한국어의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에 대해서는 고영근・남기심(1983), 이주행(1988), 최
형용(1997), 민현식(1998), 최경봉(1998), Adams(2001) 등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논의

가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의존명사와 자립명사를 다

음의 (10)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의존명사와 자립명사의 차이점을 이

해하고, ‘것’이 지니는 특징이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자.

(10)

(10)을 통하여 ‘것’은 기본적으로는 의존명사에 속하지만, 기능하는 바에 따라 자립명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것’이 자립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양상은 중

세한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나타나며 후대로 가면서 점차 사라지지만 일부는 현대한국어에

서까지 남아있기도 하다. ‘것’의 의미는 대체로 그것과 결합하는 요소 또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0) 字釋類 文獻에서 ‘物 것 믈 <石千17b>’, ‘物 갓 믈 <訓蒙 下:1b>’과 같이 쓰이는 양상을 통하여

‘것’이 자립명사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것’이 이렇게 어두에서 자립적으로 쓰이는

양상은 字釋類 외의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시는 중세한국어 시기 이전인 고대한국어

시기에는 ‘것’이 의존명사뿐만 아니라 자립명사로도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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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명사 명사구

새로운 의미의 형성 새로운 의미가 없음

어휘화의 실현 명사(구)들 간의 결합(/연속체)

구성요소들 사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 없

음(=내적확장 불가)

구성요소들 사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 있음

(=내적확장 가능)

구성요소들의 분리가 불가능함 구성요소들 간의 분리가 가능함

둘 이상의 명사들이 연속한 구성과는 구별되는

형태들임

핵요소(head element)가 쓰이는 자리를 대용어가

대신할 수 있음

‘것’이 합성명사를 형성할 때 그것과 결합하는 요소들은 자립명사, 관형사, 속격조사 등으

로 분류된다. 즉 ‘것’과 결합하는 요소들은 대체로 자립명사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고, 이를 통하여 ‘것’이 보통의 의존명사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닌 의

존명사임이 파악된다. 중세・근대한국어 시기에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는 ‘X것’ 형태로 이루
어져 있는데, 우리는 ‘X것’이 합성명사와 명사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1)은 합성명사와 명사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Adams 2001: 79~80)으로 ‘X것’이 합성명

사인지 명사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된다.

(11)

(11)을 통하여 합성명사와 명사구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서 ‘X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 명사구 구성을 이루던 요소들이 점차 어휘화 되어 합성명사가 되는

것은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다. ‘X것’을 합성명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합성명사

로 형성되면서 ‘X것’이 하나의 어휘로서 기능할 수 있고, 그것 스스로 고유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X것’ 중에 ‘산것’과 ‘숨

것’이 있다. 이는 모두 용언의 활용형(X)과 ‘것’이 결합한 합성명사 ‘X것’으로, 모두

“생명체”를 의미한다. 반면에 이들을 명사구로 파악하면 ‘산것’과 ‘숨것’은 각각 “살

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관형사형이 결합한 선행요소

‘X’와 ‘것’이 결합하여 “생명체”의 의미로까지 쓰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합

성명사를 형성하는 요소들 사이에는 다른 어떠한 요소도 삽입될 수 없으며, 이들이

분리되어 쓰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X것’이 합성명사라는 것을 파

악하는 데에 (11)을 참고할 것이며, (12)는 이러한 합성명사 ‘X것’ 형태의 예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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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ㄱ. 귀(鬼神) + -ㅅ + 것 = 귓것 (귀신의 부류)

ㄴ. 時節(時節/時期) + -ㅅ + 것 = 時節ㅅ것 (節期에 맛있는 음식)

ㄷ. 숨- + -ㄴ+ 것 = 숨것 (생명체)

(12)의 ‘X것’은 모두 중세한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쓰이는 합성명사들이다. ‘귓것’,

‘時節ㅅ것’, ‘숨것’에서 ‘것’에 선행하는 ‘귓(귀+-ㅅ)’, ‘時節ㅅ’, ‘숨-(숨-+-ㄴ)’은

모두 통사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은 점차 단어화 되어 합성명사가 된다.

‘X’와 ‘것’ 사이에는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도 없고, 합성명사 ‘X것’이 분리된 후에

는 합성명사로 기능할 때의 양상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

‘것’은 자립명사 또는 용언의 활용형과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이루고, 이 과정에서 합성

명사를 의미하는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다. ‘명사+명사’와 같은 구성의 합성명사는 두 요소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각 명사가 본래 지니던 의미를 상실하고 더욱 ‘추상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 (Ullmann 1970, Adams 2001). 김일병(2000)에서는 ‘의존명사+의존명사’ 구성의 합

성명사를 별도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합성명사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둘 이상이

거나 합성명사의 구성 요소들이 기존에 지니던 의미들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언급한다. 앞에서 중세・근대한국어 시기에 ‘것’은 자립명사와 같은 기능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특징도 同類의 의존명사들에 비하여 ‘것’이 합성명

사를 활발하게 형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3. ‘것’의 통사적 특징

현대한국어에서 ‘것’은 의존명사로 기능한다는 통사적 특징을 지닌다. ‘것’이 통사적

기능을 하는 양상은 크게 관형어와 결합하는 경우와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경우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의존명사 ‘것’이 관형어와 결합하는 양상은 다음의 (13)과 같다.

(13) ㄱ. 새 것, *순 것, *한 것

ㄴ. 내 것, 동생의 것, 학교 것, 영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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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ㄱ)의 ‘것’은 성상관형사 ‘새’와는 결합하여 쓰일 수 있지만, ‘순’과 수관형사 ‘한’과

결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13ㄴ)에서는 ‘것’이 관형격조사 ‘의’와 결합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는데, ‘의’는 생략되어도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현대한국어에서는 ‘것’이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모습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것’은 그에 선행하는 절(節)의 구성 양상에 따라

(14)와 같이 관계절 또는 명사구 보문을 구성한다.

(14) ㄱ. 새파란 것, 작은 것, 웃는 것, 헌 것, 떠난 것

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적어 놓았다.

ㄷ. 미정이는 영미가 이번 주에 서울로 돌아{온 것/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ㄹ. 방금 들은 것은 아영이의 목소리다.

(14ㄱ)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관계절에 ‘것’이 결합한 명사구이다. (14ㄴ)～

(14ㄷ)도 ‘것’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 것인데, 각 예문에서 ‘것’은 관계절과 명사

구 보문을 구성한다. (14ㄴ)의 ‘것’은 관계절을 구성하고 있으며, (14ㄷ)의 ‘것’은 명사

구 보문을 구성한다. 명사구 보문 구성은 불구보문구성과 완형보문구성의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현대한국어에서 ‘것’은 이들을 모두 구성할 수 있다. (14ㄹ)

은 분열문으로, ‘A는 B이다’와 같이 구성된 절(節)이다. 이렇게 (14)를 통하여 현대한국

어에서 ‘것’이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통사적 구성에서 기능하는 ‘것’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것’은 ‘대용

어’(anaphora)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에서 ‘것’이 대용어로

서 기능하는 것에 대하여 김광회(2011)와 양명희(2006)에서 언급한다. 이들 논의에서는

Bloomfield(1933)의 ‘Substitute’를 받아들여 ‘대용’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이

때 ‘대용’은 김광회(2011)에서와 같이 “한 문장 안에서 혹은 두 문장이 연결된 접속이

나 내포문에서 반복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어휘가 동시에 나타날 때 반복되는 어떤

어휘를 어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것’은 (14ㄹ)과 같이

문장에서 반복되는 어휘를 대용하기도 하는 반면에 (14ㄱ)～(14ㄷ)에서와 같이 문장에

서 나타나지 않는 어휘를 대용하는 기능을 하는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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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문맥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어휘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대용’은 “Anaphora”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것’이

‘대용어(Anaphor)’로서 기능하는 양상에 대하여 ‘것’을 ‘대용명사’(장석진 1984),

‘포괄명사’(김영희 1984)라고 한다. 나아가 김영희(1984)에서는 ‘대용어의 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언급한다.

(15) 대용어의 문법

ㄱ. 대용어는 형태적 간략성이나 어휘 의미론적 대치성만을 가진 어휘 항목이 아니라

지시성(지시 기제)을 으뜸으로 하는 어휘 항목이다.

ㄴ. 대용어는 의미론적으로나 의미・형태론적으로 지시 범주와 개념 범주로 구성된 어
휘 항목이다.

ㄷ. 이 글에서 내린 위의 세 가지 결론은 주시경(1910: 69~72) 이래로 잘못 인식되

어 오고 있는 의존명사 ‘것, 바, 이’ 따위에 대한 대명사 설에도 적용된다. 즉

이들 의존명사는 최현배(1955:216)의 지적처럼 대명사가 아니라 실질 명사이되

내포 의미가 극히 적은 반면 외연 의미가 매우 큰 포괄명사(이를 형식명사라고

도 부른다)이다.

‘것’은 위와 같은 대용어의 문법적 특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어휘라고도 할 수 있다.

중세・근대한국어에서 ‘것’이 명사구를 구성하고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경우 대용어로

쓰이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것’이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사로서 활발하

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문맥에서 ‘것’이 지니는 의미영역이 매우 확장된다.

이렇게 중세한국어에서 근대한국어로 갈수록 ‘것’의 문법적 기능은 발달한다. 그리

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여러 논의들에서 ‘것’은 문법화 된 문법요소로 다루어진다.

‘것’이 문법화되었다는 것은 Bybee et al.(1994)의 ‘단일방향성(unidirectionality hypothesis)’

으로 설명할 수 있다.

(16) ㄱ. 의미: 구체적 > 추상적

ㄴ. 음운: 자립적 > 의존적

ㄷ. 기능: 어휘적 > 문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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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은 어떠한 어형이 문법화 과정을 겪을 때 의미나 음운형태, 그리고 기능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Bybee et al. 1994).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한국어 ‘것’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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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것’의 형태적 특징

3.1. 합성명사 ‘X것’

3.1.1. 중세한국어 시기

중세한국어에서 ‘것’은 선행하는 ‘X’와 결합하여 ‘X것’ 형태의 합성명사를 이루며

‘것’이 선행하는 *‘것X’와 같은 형태의 합성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X것’은 ‘X’에

따라서 크게 ‘자립명사+(-ㅅ)+것’ 및 ‘용언의 활용형+것’, 그리고 ‘관형사’의 세 가

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X것’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을 모두 합성명사로 처리할 수

는 없다. 그들 중에는 합성명사 외에 명사구 구성이라 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X것’ 형태들을 그 예시들을 통하여 합성명

사와 명사구 중 어느 것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21)

합성명사의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X것’이 합성명사인지 명사구인지 분별할 때에는

‘X것’을 형성하는 ‘X’와 ‘것’의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X’와

‘것’의 결속 정도를 통하여 ‘X것’으로 어휘화된 것인지에 대하여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의 (17)에는 본고에서 중세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X것’ 형태들 중 합성명사로

보는 것들을 제시한다. 각 항목은 ‘X’의 특징에 따라 분류된 것이며, ‘X것’ 형태의 합성

명사와 비교 가능한 명사구 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시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17) ㄱ. 깁것 <小學3:22a>, 집것 <法華3:67b>, 잡것 <釋詳13:38b>, 솝것 <順天 153:10>,

맛것 <三綱宣 孝:19b>, 밧것 <法華7:109b>, 거즛것<楞嚴4:100a>, 진짓것 <飜老

下:64ab>, 옷것 <小學6:130a>, 딜것<救方 上:75a>

귓것 <釋詳24:22a>, 시졀것 <續三重 孝:25a>, 풍륫갓, 一切것 <月釋25:126b>

ㄴ. 것 <小學2:13b>, 자븐것 <飜老 上:58b-59a>, 자것 <三綱成 烈:2>, 숨것

<釋詳3:20a>, 산것 <內訓1:9a>, 것 <續三綱 忠:5a>

ㄷ. 이것 <月釋21:92b>, 뎌것 <杜初11:13b>, 그것 <救方 下:63a>, 므스것 <小學2:4b>,

아모것 <飜朴 上:61b>

21) p.22에 기술한 합성명사와 명사구의 차이점을 참고하여 ‘X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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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을 통하여 중세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는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은 적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17ㄱ)은 ‘자립명사(+-ㅅ)+것’ 형태의 합성명사 ‘X것’이다. 이때 ‘X’

자리에는 ‘깁’, ‘집’과 같은 구체명사가 쓰이기도 하고, ‘맛’, ‘밧’, ‘거즛’, ‘진짓’ 등과 같은

추상명사가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것’과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다. ‘X것’을 이루

는 요소들 사이에는 다른 요소가 개입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X것’이 하나

의 단어가 되고 ‘X’는 더 이상 ‘것’을 수식하는 관형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에 ‘명사’와 ‘것’이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기도 하며, ‘부텻 것’. ‘그

윗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들 ‘X’와 ‘것’은 명사구를 구성하는 것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하며, 이들 간에는 다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텻 것’은 ‘부텨

(+-ㅅ)+것’이 결합하고 “부텨의 물건(소유물)”을 의미하는 명사구이다. 하지만 ‘부텨’와

‘것’이 결합한 ‘부텻것’에는 가령 ‘부텻 알 것’, ‘부텻 바래 것’ 등과 같이 쓰이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본다. (17ㄴ)은 ‘용언의 활용형+것’ 형태의 합성명사 ‘X것’이다. 통사

적 구성을 이루어 관형사로 기능하던 용언의 활용형이 ‘것’과 결합하면서 그 전체가 하

나의 단어로 어휘화한다. 또한 (17ㄱ)에서와 같이 ‘X것’의 구성요소들 사이에는 다른

요소가 개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것’이 관형사형 구성과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이룬다

는 사실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자립명사와도 같은 기능

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용언의 활용형+것’ 구성의 명사구도 존재한다.

‘헌 것’, ‘어린 것’, ‘졔 것’, 등이 그것이며, 명사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결속 정도도 약

하고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통사적 구성을 이룬다. (17ㄷ)은 관형사와 ‘것’이 결합하여 이

루어진 합성명사 ‘X것’이다. 이들은 합성지시대명사로서 기능하며, ‘것’에 의하여 명사

화 된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므스’와 ‘아모’는 다른 명사들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형

사로서 기능하여 명사구를 구성하지만, ‘것’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모두 어휘화 되어 합

성명사로서 기능한다. ‘므스’와 ‘아모’는 ‘것’과 결합할 때 그것들이 본래 지니던 관형사

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며, 합성지시대명사 ‘므스것’, ‘아모것’과 같이 쓰인다. 이 또한 (17

ㄴ)에서와 같이 ‘것’은 자립명사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며주며, 이 합성지시대

명사들은 모두 “물건”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상으로 중세한국어 시기에 출현하는 합성명사 ‘X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존명

사 ‘것’은 선행하는 ‘X’와 결합하여 어휘화 된 ‘X것’ 형태의 합성명사를 이룬다. ‘X’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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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선행어
합성명사 ‘X것’ 명사구 ‘X 것’

ㄱ
자립

명사

(+-ㅅ)

솝것, 깁것, 집것, 잡것(雜것),

맛것, 거즛것, 진짓것,

옷것(옻것), 딜것(딜엇)

귓것(鬼ㅅ것), 시졀것(時節ㅅ것),

一切ㅅ것, 풍륫갓, 밧것

부텻 것, 그윗 것, 아 것, 빌믯 것

ㄴ
용언의

활용형

것, 자븐것, 자것, 숨것, 산것,

것22)
헌 것, 어린 것, 졔 것,  것, 긔 것

ㄷ 관형사
이것, 뎌것, 그것,

므스것(므슷것, 므것), 아모것

므 것, 온갓 것,

무틧 것, 므릣 것

리에 쓰이는 ‘명사’, ‘용언의 활용형’, ‘관형사’가 여느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형사

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지만, ‘것’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어휘화 되어 합성명사를 형성

한다. 합성명사를 이루는 ‘X’와 ‘것’ 사이에는 다른 요소의 개입이 불가능하며, ‘것’에

선행하는 형태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쓰이지 못한다. 합성명사 ‘X것’과 동일한 구성

의 명사구들이 존재하는데 명사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들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전과 동일하게 쓰이며, 결합 후의 결속 정도가 약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를 표로 정

리해 보면 다음의 (18)과 같다.

(18)

22) 기존의 논의에서는 ‘것’의 어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다고 언급되었다. 안병희・이광
호(1994: 121)에서는 ‘것’의 ‘-’을 파생접두사로 보고, ‘것’에 결합하여 체언을 형성하는 것으로 다

룬다. 김완진(2000: 144)에서는 최남선(1943: 191)에서 쓰이고 있는 ‘한것(한(大)+것)’이 ‘것’의 동화작

용을 입은 형태라고 보았다. 하지만 중세한국어에서 계속해서 ‘것’이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卑

稱’하는 대상을 의미하였는데, ‘것’은 모두 ‘尊稱’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합성명사이다. 따라서 ‘것’

의 ‘것’은 예외적인 의미로 쓰였거나 ‘尊稱’하는 대상을 의미하기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무리가 따

른다. 그리고 ‘것’이 ‘한+것’과 같은 구성의 합성명사라면 한문 원문에서 ‘大物’과 같은 한자어에 해

당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것’의 어원을 고대

한어를 통하여 추측해보고자 한다. 고대 한어에서 ‘大物’은 “천하 또는 제위(황제 또는 임금의 자

리)(指天下或帝位)”를 의미한다(夫有土者，有大物也 『庄子·在宥』). 고대 한어에서도 “物”은 ‘卑稱’

하는 사람을 의미할 때 쓰였던 한자였는데, ‘大物’의 ‘物’은 예외적으로 尊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를 형성할 때에 쓰였던 것이다. 중세한국어에서 ‘것’은 본래 ‘한(大)+것(物)’으로 쓰였던 것이

음운현상에 따라 변화한 결과이며 한문 원문의 존칭의 대상을 언해하는 경우에 ‘것’이라고 번역

하였던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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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18)을 통하여 ‘X것’ 형태의 합성명사와 명사구를 살펴보았고,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합성명사 ‘X것’

이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1.1. 합성명사 형성

중세한국어에서 합성명사 ‘X것’의 ‘X’는 ‘것’과 결합함으로서 몇 가지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합성명사 ‘X것’을 형성하는 ‘것’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

하여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은 의존명

사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으나, 자립명사의 특징도 지닌다. ‘것’은 ‘物 것 믈

<石千17b>’과 같이 “물건”을 의미하고, 이는 ‘것’이 [가산성]을 지니는 ‘구체명사’로

서의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것’의 기본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것’이 합성명사 ‘X것’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살펴볼 (19)은 ‘것’이 명사

외에 관형어 또는 활용형과 결합하는 양상이다.

(19) ㄱ.  날 쩨 집거시 믄득 뷔더니 이제 劫名 有寶ㅣ오(又其生時예 家物이 忽空더니

今에 劫名有寶ㅣ오) <法華3:67b>

ㄴ. 며리 아뫼나 飮食과 衣服과 뵈과 깁과 것과 슈건과 茝와 蘭[다 긔로온 플이라]

을 주어든 곧 받아 싀부모 드리올디니(婦或賜之飮食 衣服 布帛 佩帨 茝蘭 則受而獻

諸舅姑) <小學2:13b>

ㄷ.  브려 류호 붑 티며 角貝 불며 簫와 뎌콰 琴과 箜篌와 琵琶와 鐃와 銅鈸와 [다

풍륫가시라] 이  한 微妙 소리 다 가져 供養커시니(使人作樂호 擊鼓吹耻僞角

具며 簫笛琴箜篌와 琵琶鐃銅鈸와 如是微妙音을 盡持以供養커나) <法華1:221b>

ㄹ. 王이 술위 브리여 蓋 앗고 城門에 迎逢야 그 귓것23)려 무로 <釋詳24:22a>

(王下輿却蓋迎之於城門 問其所欲得 鬼曰吾欲噉人 <釋迦:78a25-6>)

23) ‘魅 귓거시라 <法華2:109a>’에서 ‘魅’이 ‘귓것’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문을 통

하여 ‘것’이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요소로 쓰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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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것’은 모두 (18)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19ㄱ)의 ‘집것’은 “집안의 소유물”, 즉 “資産”을 의미한다. 이와 변화 양상이 유사한 합

성명사로는 ‘솝것’, ‘깁것’, ‘옷것’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속옷”, “비단으로 만든 물건

(옷)”, “옻으로 만든 물건”을 의미한다. (19ㄴ)의 ‘것’은 “장신구”, “노리개”를 의미하

며, ‘-’의 활용형인 ‘-’과 ‘것’이 결합한 합성명사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합성

명사 ‘X것’으로는 ‘자것’과 ‘자븐것24)’, ‘산것’, ‘숨것’, ‘것’이 있다. ‘자것’과 ‘자

븐것’은 ‘잡-+-# 것’과 ‘잡-+-은+# 것’ 구성의 합성명사인 것으로 보이며, 사전 상

에서는 “연장”, “기구”를 의미하는 이형태처럼 다루어져 왔으나25), ‘자것’은 “재화”,

“재물”의 의미로 쓰이고, ‘자븐것’은 “짐”, “보따리”, “모든 물건”의 의미로 쓰여 각기

의미하는 바에 차이가 있음이 파악된다. ‘산것’과 ‘숨것’은 “생명체”를 의미하며,

‘것’은 “주인”, “지아비”, “上典”, “웃어른” 등을 의미하며, 한문 원문에 해당되는 한자

는 ‘主’, ‘長者’, ‘輩’, ‘家長’ 등이다.

(19ㄷ)의 ‘풍륫갓’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유일하게 ‘갓’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합

성명사이다.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 자료에서 ‘것’의 이형태로 볼 수 있는 ‘갓’은

‘풍륫갓’이 쓰이는 소수의 예문에서만 발견된다.26) (19ㄷ)에서 ‘풍륫갓’은 그에 선행

하는 악기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며, 한문 원문의 ‘樂器’, ‘伎樂’, ‘箏’ 등에 해당된

다. 나아가 이렇게 본래 추상명사인 ‘풍류’가 ‘갓’과 결합하여 구체명사가 되는 것을 통

하여 ‘것’이 [+가산성]을 지니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도 ‘것’이 지닌

24) 아래와 같이 『飜譯小學』과 『小學諺解』의 대조를 통하여 ‘자븐것’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ㄱ. 만믈이 면 모로매 쇠고(物盛則必衰) <飜小6:27b>

ㄱ´. 자븐거시 盛면 반시 衰고 <小學5:25b>

『飜譯小學』에는 ‘만믈(物)’로 쓰이던 것이 『小學諺解』에는 ‘자븐것’으로 쓰인다. 이 문

헌들이 각각 의역체와 직역체라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동일한 한자어를 통하여 번역한

결과이며, ‘자븐것’이 ‘萬物’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25) 『고어사전』(남광우, 2009)에는 이 세 단어가 동의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말 큰사

전』(한글학회, 1992)에도 마찬가지이다.

26) 이를 통하여 고대한국어 시기에는 ‘갓’과 ‘것’이 함께 쓰이다가 중세한국어 시기로 들어오

면서 ‘갓’이 쓰이는 양상이 점차 줄어들고 ‘것’은 더욱 발달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는 고대한국어 시기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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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풍륫갓’과 유사한 ‘X것’ 형태의 합성명사는 ‘맛것’,

‘밧것’, ‘잡것(雜것)’ 등이 있다. ‘맛것’은 “맛있는 물건(음식)” 또는 “맛있는 물건의 부류”

를 의미하며, 대체로 ‘滋味’에 해당되어 쓰인다. 이는 ‘맛있는 것’ 또는 ‘맛난 것’과 같

은 명사구와는 다른 합성명사 형태의 어휘이다. ‘밧것’은 “재산과 옷과 먹을 것 등을

모두 포함한 갖가지 물건 혹은 재물”을 의미하며, 대체로 한문 원문의 ‘外物’에 해당

된다. ‘잡것’은 “가지가지의 물건”을 의미하며, 소수의 예문을 통하여 그 쓰임이 문증된

다. (19ㄹ)의 밑줄 친 ‘귓것’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합성명사 ‘X것’ 중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인다. ‘귓것’은 “귀신의 부류” 또는 “귀신의 총칭”을 의미하며, 이와 유사한

합성명사는 ‘진짓것’, ‘거즛것’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진짓’의 부류”, “‘거즛’의 부류”를

의미한다. 이들 합성명사들을 통하여 ‘것’이 [+복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이상으로 합성명사 ‘X것’이 어떠한 성질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것’은 기본

적으로 “물건(物)”의 의미를 지니며, ‘것’과 결합하는 ‘X’에 따라 ‘것’이 [+가산성] 및 [+

복수성]을 지닌 명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것’은 (20)와 같이 관형사와 결합하여 합성지시대명사와 합성부정대명사도 형성한다.

(20) ㄱ. 너 어느 方 사미 므스거슬 求호려 다 <六祖 上:22a>
ㄴ. 이제 졍신 업니 식도 아모것도 랑홉디 아녀 양 술  사티 어렴

픗고 이시니 <순천12:10>

ㄷ. 우리 이  글워를 어느제 벗기려뇨 이거시 므슴 어려운 고디 잇뇨 (我這馬契

幾時稅了 這的有甚麽難) <飜老 下:18b>

ㄹ. 어르누근 지치 고 다딜어 뎌거시 自得니(繡羽衝花他自得) <杜初11:13b>

ㅁ.  프른 뵈 되오 라 노 아 그것 녁 그틀 블 브텨 대에 녀허(又方青

布急卷爲繩止一物燒一頭燃內竹筒中) <救方 下:63a>

(20)에서는 관형사와 ‘것’이 결합한 ‘X것’ 형태의 지시대명사와 부정대명사가 쓰

이고 있다. (20ㄱ)에 쓰이는 ‘므스것’의 ‘므스’는 ‘므슥’, ‘므슴’, ‘므슷’, ‘므’의 형

27) Booij(2005)에서 명사복수화(noun pluralization)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것’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합성명사andjt를 형성하는 ‘것’은 명사복수화의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귀-귓것’, ‘시졀-시졀것’, ‘집-집것’ 등과 같이 ‘것’과 결합하는 선행명사

를 복수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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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도 쓰이고, 이들 중 ‘므스’, ‘므슷’, ‘므’는 관형사로 쓰인다. 하지만 이들이

‘것’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형사로서의 기능을 잃고 지시대명사 “무엇”의 의미

로만 쓰인다. (20ㄴ)의 ‘아모것’의 ‘아모’는 未定대명사로 ‘아못’의 형태로도 쓰인

다. ‘아모’, ‘아못’ 역시 대체로 명사와 결합하여 관형사로 기능하지만 ‘것’과 결

합하는 경우에는 未定합성명사가 된다. 즉 ‘므스’와 ‘아모’는 ‘것’과 결합하는 경

우에는 관형사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고 반드시 합성대명사로만 쓰이게 되는

것이다. (20ㄷ)~(20ㅁ)에서는 관형사 ‘이’, ‘그’, ‘뎌’가 ‘것’과 결합한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뎌것’이 쓰인다.

이렇게 형성된 합성지시대명사 ‘X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X’로 쓰일 때와는

달리 ‘물건’에 속하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세한국어 시기에 출현

하는 지시대명사 ‘므스것’, ‘아모것’, ‘이것’, ‘그것’, ‘뎌것’은 관형사 ‘므스’, ‘아모’,

‘이’, ‘그’, ‘뎌’와는 달리 ‘물건’을 지시하는 대명사로서만 기능한다. 이러한 특징을

통하여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에 의하여 형성되는 합성명사 ‘X것’의 의미가 ‘것’의

기본 의미인 “물건”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중세한국어 시기에 합성명사 ‘X것’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것’과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요소들은 크게 ‘명사(+-ㅅ)’와 용언의 활

용형, 그리고 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다. ‘것’은 [+가산성], [+복수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X것’은 이러한 특징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

3.1.1.2. 합성명사의 출현 양상

중세한국어에서 ‘것’은 상당히 다양한 어휘들과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형성한다. 하

지만 상당수의 ‘X것’은 낮은 빈도로 소수의 문헌에만 편중되어 분포하는 경향성이 나

타난다. 합성명사 ‘X것’들이 분포하는 양상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28)

28) (21)에 나열한 합성명사 ‘X것’은 (18)에서 언급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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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것 빈도

분포 양상

문헌의

수
문헌명

ㄱ

옷 것 1 1 <小諺>

깁 것 2 2 <飜小>, <小諺>

솝 것 6 1 <順天>

집 것 2 2 <金三>, <法華>

잡것(雜것) 3 3 <釋詳>, <球方>, <救荒>

맛 것 3 3 <金三>, <三綱宣>, <初發心>

거즛것 25 16 <六祖>, <三綱>, <楞嚴>, <法華> …

진짓것 2 1 <飜老>

딜것(딜엇) 2 2 <月釋>, <石千>

밧긧것 2 1 <飜小>

ㄴ

귓것(鬼ㅅ것) 140 23 <三綱>, <月釋>, <釋詳>, <杜諺> …

시졀것(時節ㅅ것) 5 3 <法華>, <續三綱初>, <續三綱重>

一切ㅅ것 2 2 <月釋>, <法集>

풍륫갓 3 2 <法華>, <十玄>

ㄷ

 것 1 1 <小諺>

자븐것 4 3 <飜老>, <小諺>

자것 6 3 <月釋>, <三綱成>, <呂氏화산>

숨것 6 2 <月釋>, <釋詳>

산 것 27 8 <月釋>, <釋詳>, <內訓>, <小諺>, <長壽經> …

 것 11 3 <月釋>, <續三剛初>, <警民重>,

ㄹ

므스/므슴것 58 15 <月釋>, <釋詳>, <牧牛>, <三綱成> …

아모것 25 4 <月釋>, <釋詳>, <救簡>, <順天>

이 것 20 13 <內訓>, <杜諺>, <球撮>, <金三> …

그 것 3 3 <順天>, <十玄>, <球方>

뎌 것 1 1 <七大>

(21)

(21)을 통하여 중세한국어에서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 중 ‘귓것’29), ‘므슴/므스것’, ‘이것’,

‘거즛것’, ‘산것’, ‘아모것’ 등의 소수의 합성명사들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30)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은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29) ‘것’과 결합하여 합성명사로 기능하는 것들 중에서도 동일한 구성의 합성명사일지라도 사용

빈도에는 차이가 있다.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 중 소수의 것들만 활발하게 쓰였고, 그 중 ‘귓

것’이 유난히 많이 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魅 귓거시라 <法華2:109a>’와 같은

협주에서 ‘귓것’은 합성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것’이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요소로 쓰였다는 근거가 된다.

30) ‘것’이 구성하는 합성명사들이 낮은 빈도로 출연하는 양상은 ‘것’이 구성하는 합성명사가

중세한국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다가 근대한국어에 들어가서 급격히 소멸하게 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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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었다. Booij(2005: 250)에서 합성어의 존속 여부는 상대적 빈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한다.31) 이와 더불어 Hay(2001)에서는 합성어의 사용빈도가 그것을 이루는 요소

들이 단일어32)로 쓰일 때에 비하여 낮은 빈도로 쓰인다면, 합성어는 더욱 빠르게 쇠

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33)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합성명사 ‘X것’은

보통 합성명사들보다는 그것을 형성하는 요소들 간의 합성도가 낮고, 합성명사 ‘X것’

은 지속 가능한 어휘였다기보다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것’은

상당히 활발하게 합성명사를 형성하였지만, 소수를 제외한 합성명사들은 상당히 불

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소수의 합성명사들 중에서도 유난히 활발하게 쓰이던 합성명사

가 있었는데, ‘귓것’이 그것이다. ‘귓것’은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들

중 의미 변화를 보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헌에서 높은 빈도로 쓰인다.

우리는 ‘귓것’을 그것의 유의어라 할 수 있는 ‘귀신’과 비교해봄으로써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더욱 선명하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의 (22)는 중

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자료에서 ‘귀신’과 ‘귓것’이 쓰이는 예문이다.

(22) ㄱ. 사라셔 대 사미 도외오 주거 대송 귀신 도외니 므섯로 이 모 시스려뇨

<三綱宣 烈20b>

ㄴ. 녜로브터 오매 귓것 마라 가 사 해 才名의 외오 로미 외예니라

(從來禦魑魅 多爲才名誤) <杜初21:38a>

ㄷ. 妖怪ㅅ 귓것 티 야 알 사미 아디 몯야(若妖魅야 前人이 未詳야

<楞嚴9:117a>

한 원인이 된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1) 이와 달리 합성명사의 사용빈도는 단어의 길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

도 있다(Andrea et. al. 1999).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들을 보면, 대체로 그 길이가 2~3

음절 정도로 길지 않다. 따라서 음절수가 사용빈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의는 ‘것’이 구성

하는 합성명사에는 적용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2) 여기에서 ‘단일어’는 합성어를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33) 영어에서도 dazzlement(dazzle+ment)는 빈도수가 낮은 단어이고, government(govern+ment)

는 단일어로까지 취급될 정도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이다. 두 단어 모두 동사에 접미사

‘-ment’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들이며, 빈도수가 낮을수록 쉽게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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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ㄱ)의 ‘귀신’은 중세한국어에서 단순히 “귀신(죽은 자의 넋, 혼령)”의 의미로만 쓰

이며,34) 나타나는 빈도수도 상당히 낮다. 반면에 (22ㄴ)~(22ㄷ)의 ‘귓것’은 “귀신”, “도

깨비(魑魅)”, “夜叉” 등을 포괄하여 “귀신의 부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35) 뿐만 아

니라 중세한국어에서 ‘귓것’은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들 중에서 쓰이는 빈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통 ‘귀신’은 한문 원문의 ‘鬼(神)’에 해당되고, ‘귓것’은 한

문 원문의 ‘鬼’, ‘鬼物’, ‘鬼神’, ‘魑魅’, ‘魅’ 등에 해당된다. 즉 ‘귓것’은 ‘귀신’을 포함한

‘도깨비’, ‘유령’, ‘야차’와 같은 것까지 통칭하는 것이다. 홍사만(2006)에서는 15세기 자

료에서 ‘귓것’ 외에도 한자어 ‘귀(鬼)’와 ‘귀신(鬼神)’이 혼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귓것’은 ‘것’에 의하여 보편적인 ‘귀신’류의 것들을 총괄하는 명사가 아닌가 싶다고 하고,

‘것’의 이러한 기능은 ‘귓것’에서만 발견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것’이 ‘거즛것’, ‘진짓것’

등과 같은 합성명사를 구성할 때에도 ‘귓것’의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즉 ‘X것’ 형태

의 합성명사들은 대체로 선행어의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파악된다.

지금까지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것’은 상당히 생산적으로 합성명사를 구성하였으며, ‘X것’ 구성의 합성명

사는 대체로 직역체 문헌에서 나타난다. 이때 ‘것’은 대체로 한문 원문의 ‘物’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것’도 의존명사로 정의한다. 그 이유는 첫째, ‘것’이

구성하는 바가 명사구가 아닌 합성명사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것’이 자립적으로 문두

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의미로 쓰이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합성명사

‘X것’의 의미는 ‘것’과 결합하는 ‘X’에 의하여 확실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34) 중세한국어 문헌에서 ‘귀신’은 ‘鬼神[조을 닐음이라] <小學2:45b>’에서와 같이 “조상”을 일

컫는다. 하지만 ‘귀신’이 이렇게 “조상”의 의미로 쓰이는 양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고유어로 쓰일 때 “조상”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

는 것 같다. ‘귓것’이 18세기부터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귓것’이 쓰이던 자리에 ‘귀신’이

쓰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을 아래의 예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ㄱ. 주거 가아 다 모딘 귓것 외야 도 주규리다 고(死當爲厲鬼以殺賊) <三綱成 忠:14>

ㄴ. 주거 가 이 모딘 귓것 도외야 도 주규이다 고 <三綱宣 忠:14>

ㄷ. 죽어 맛당이 모진 귀신이 되여 도적을 죽이리이다 고 <三綱英 忠:14>

35) 이는 초월자로서 하늘에는 ‘神’이, 땅에는 ‘祗’가, 사람에게는 ‘鬼’(“조상신”의 의미)가 존재

하였는데, 이러한 다른 의미를 가지던 것이 후대에는 ‘천신’, ‘지신’, ‘귀신’ 등의 합성개념어로

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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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근대한국어 시기

근대한국어에 해당되는 시기는 상술하였듯이 17세기를 시작으로 하여 19세기 말엽

까지로, 약 300년간의 한국어를 일컫는다. 중세한국어에서 나타났던 언어학적 현상들

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지만, 근대한국어의 후기로 갈수록 중세한

국어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양상들도 많이 발견된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나타나

는 ‘X것’ 형태의 합성명사에 대하여 기존에 상세하게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대한국어 시기의 합성명사 ‘X것’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합성명사를 형성

하는 ‘것’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던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이 근대한국

어 시기에는 서서히 소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동시에 소멸된 합성명사들을 대신

하기 위하여 새로운 어휘가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된 합성명사와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어휘에 그 합성명사의 의미가 흡수되기도 한다. ‘것’의 형태적 특징 중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은 근대한국어에서 ‘것’이 조사 및 계사와 결합하여 준말 형태로 쓰인다

는 것이다. ‘것’의 준말 형태는 ‘것’이 다른 문법요소와 결합하는 경우, 의미는 동일한

채 음운론적 변화에 따라 그 음절의 수가 줄어들어 형성된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것’

이 지니는 형태적 특징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3.2.1.1. 합성명사의 특징

근대한국어에서 ‘것’이 형성하는 합성명사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근대한국어 시기까지 ‘것’이 구성하는 합성명사들 중

에서 18세기 이후 사라지는 것들로, 여기에는 중세한국어 시기에서부터 쓰였던 합성명사

와 근대한국어 시기에 새롭게 나타난 합성명사가 모두 포함된다. 두 번째 부류는 기존의

합성명사가 사라지면서 유의적 특징을 지닌 다른 어휘에 흡수되거나 기존의 모습 그대

로 화석화되어 후대에도 쓰이게 되는 것들이다.

(23)의 밑줄 친 합성명사들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출현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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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ㄱ. 믈읫거시 셩코 맛나면 반시 쳔신고 모미 도록 내 나  아니 먹으며

<東新 烈1:53b>

ㄴ. 차 마시 별양 쳥녈고 향긔로오니 차 범것과 다 법이 잇거니와 <乙丙3:90>

ㄷ. 그 듕이 부체와 됴희 쳐 오 이런 좀거로 만 야 주니 <乙丙2:159>

ㄹ. 奉行로셔 보낸 거 주노라  배 감격기 받고져 건마 거시

아니오니 아모리 여도 니심을 졷기 어렵소이다 <改捷8:31a>

(23ㄱ)의 ‘믈읫것’은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출현하기 시작하는 합성명사이며,

“모든 물건”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23ㄴ)의 ‘범것’은 “일반적인 것(차)”을, (23ㄷ)의

‘좀것’36)은 “보통의 흔한 물건”을 의미한다. (23ㄹ)의 ‘것’은 소수의 예문에서 그

쓰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私物’을 말하는 것으로, “사사로운 것” 혹은 “개인의

소유물”을 의미한다.37)

이렇게 근대한국어 시기에 형성된 합성명사들을 살펴보면, ‘것’과 결합하는 어휘들

이 추상명사라는 특징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형성된 합성명사

‘X것’의 ‘X’가 지니던 특징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는 원인은 근대한국어에서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의 특징에만 주목할 것이 아닌

이 시기에 ‘것’의 통사・의미적 특징과 함께 살펴보아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3)에 제시한 합성명사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형성된 합성명사들과 더불어 소수

의 합성명사를 제외하면 약 18세기 정도부터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이들 합성명사들이 소멸하는 원인은 합성명사 ‘X것’은 대체로 소수의 문헌에서 낮

36) ‘좀’은 중세한국어에서는 ‘蠱’, ‘蠹’와 같은 “벌레”를 의미하였으며, ‘좀것’은 쓰이지 않는다. ‘좀것’은

근대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좀’은 “벌레”의 의미로 ‘것’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것’과

결합하여 합성명사 ‘좀것’을 이루고 “보통의 것”,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것’은

대체로 “물건”을 의미하며, 현대한국어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사전상에도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현

대한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좀것’에 해당되는 한문 원문의 한자인 ‘平常的’이 『方言類釋』(1778)에서는 ‘平常的 녜것 <戌部

方言21a>’으로 풀이된다. 즉 ‘좀것’은 “보통의 물건”, “일상적 물건”을 의미하는 합성명사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좀것’은 ‘細物’에 해당되어 쓰이기도 하며(좀것 細物 <韓佛571>), ‘좀톄

細物 <韓佛571>’과 같이 쓰이는 양상도 발견된다. 이뿐만 아니라 ‘좀놈(細人) <韓佛571>(보

통사람)’, ‘좀말 <捷蒙2:1>(잡말, 웬만한말)’과 같은 어휘들도쓰인다.

37) 근대한국어에서 ‘(私)’는 ‘말(私語)’, ‘고(私庫)’, ‘(私心)’, ‘일(私事)’ 등

과 같이 다양한 명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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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빈도로 쓰였다는 것과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에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어휘는 지속적으로 쓰이고, 낮은 빈도를 보이는

어휘는 좀 더 쉽게 사라진다(Booij 2005). 이는 어휘의 존속여부에 형태보다 사용빈도

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합성명사, 즉 어휘는 일반적으로 명확

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높은 빈도로 활발하게 쓰이기 마련인데, 추상적이거나 모호

한 의미를 지니는 ‘X것’은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합성명

사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합성명사 ‘X것’의 이러한 특징들이 그들의 빠른 쇠퇴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3.2.1.2. 합성명사의 변화 양상

근대한국어 시기에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과는 달리 몇

몇 합성명사들은 (24)~(27)과 같이 그것과 유의어적 관계를 맺는 다른 어휘에 흡수되

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24) ㄱ. 이 쟉도 이 우리 권당의 집거시니(這斫刀是我親眷屬家的) <老乞 上:17a>

ㄴ.  늣도록 나가면 장 져거도 서너냥 은을 니 후에  셰간이 漸漸消磨여

(一日子到晩出來 很少也使三四兩銀子 後來使的家私 漸漸的消磨了) <重老 下:51b>

(25) ㄱ. 늘근 몸으로 여곰 편면왜란 을 고 아형랑[항거 어린 아이라]을

안고 가니 <太平27b>

ㄴ. 만일 쥬인의 셰간을 맛하 다리거든 <聖經39a>

ㄷ. 宗子ㅣ 제昏면 族人의 얼운으로 主 사라 <家禮4:2a>

(26) ㄱ. 모시 텬익 모시 겹옷 홋옷 겹바디 젹삼 솝것 누비 오로기 <丙子64>

ㄴ. 젹삼 고의 裸肚 等 속옷으란 아직 닐디 말려니와 <朴通 上:25a>

(27) ㄱ. 거듭 보 일이 업고 엄동이로 겹거 닙고 을 흘니니 <乙丙1:117>

ㄴ. 겨울날의 겹오 닙고 을 흘니니 <乙丙3:44>

(24ㄱ)의 ‘집것’38)은 중세한국어에서보다 근대한국어에서 더 활발하게 쓰인다. ‘집것’에

해당되는 한문 원문의 한자는 ‘家的(东西)’39)으로, 18세기 말 무렵에 합성명사 형태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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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게 되면서 그것과 의미가 유사한 (24ㄴ)의 ‘셰간’이 그 의미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40) 이어서 (25ㄱ)의 ‘항것’은 중세한국어에서 “주인”, “존경받는 대상”을 의미하

며, 한문 원문의 ‘主’, ‘主人’, ‘輩 ’, ‘長者’, ‘家長’에 해당된다. ‘항것’의 쓰임은 17세기에

급격히 감소하고, 18세기 말엽을 기점으로 하여 그것이 쓰이던 자리에는 (25ㄴ)~(25

ㄷ)의 ‘쥬인’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41)

(26)과 (27)에서 쓰이고 있는 ‘솝것’과 ‘겹것’의 쓰임도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더불어 ‘훗것, 소옴것 <敬信67b>’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들은 모두 ‘옷(衣)’과 관련된 것으로, 후대에 ‘속옷(<솝옷)’, ‘겹옷’, ‘훗

옷’, ‘솜옷’에 그 의미기능이 흡수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은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이었다. 반면에

근대한국어 시기에 점차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하는 ‘X것’ 형태의 합성명사도 존재한다.

‘것’이 관형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지시대명사들은 후대로 갈수록 계속해서 발달한다. 다

음의 (28)에서 근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X것’ 형태의 지시대명사를 살펴볼 수 있다.

(28) ㄱ. 여러 가지 珍味 이걷 뎌걷 慇懃히 신 양이 御禮예 너믄 양이로소이다

<捷解初7:3b>

38) 중세한국어 시기에 (24ㄱ)와 동일한 문헌에서 ‘집것’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句’형태의 표현

이 발견된다. ‘집의  거시(家私) <老乞 下:49b>’가 그것이며, 중세한국어 시기에 문증되는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에서 쓰는 물건(/살림살이)”을 의미하며, ‘집것’과 유사한 의미로 쓰

인다. 이러한 표현이 쓰이던 자리에도 후대로 가면서 ‘셰간’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라 본다.

39) ‘집것’에 해당되는 한문 원문의 한자는 ‘家的’이다. 이렇게 ‘것’에 해당되는 한자는 ‘的’으로 나타

남에 따라 왕문용(1997: 48)에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에 해당되는 한자들의 목록에 ‘的’을 포

함시켰다. 하지만 ‘的’은 중국어문법에서 어휘적 요소가 아닌 문법적 요소이다. ‘家的’에서 ‘的’은

한국어에서 속격조사 ‘-의’로 기능하고 있으며, ‘的’ 뒤에 “물건”을 의미하는 ‘東西’가 생략되어 있

다. 이러한 ‘的’의 용법에 대하여 朱德熙(2000)에서는 ‘명사성 어법 단위의 후접성분(名詞性語法單

位的后附成分)’이라고 설명한다. 이때에 ‘的’ 뒤에 생략되어 있는 명사는 ‘事物’이며, 따라서 이는

보통 “~의 것”, “~의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의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家的’은 중국어

에서도 “집안의 물건” 또는 “집안의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40) ‘셰간’은 중세한국어에서도 그 쓰임이 나타난다. 대체로 ‘家産’을 의미하며, 한문 원문의 ‘財

業, ‘財’, ‘私藏’, ‘産’ 등에 해당된다. 이는 ‘집안의 재산’ 및 ‘금전’과 관련된 의미로 쓰인다.

41) 근대・현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항것’의 쓰임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대한
국어의 제주 방언에 이것이 화석화되어 쓰이고 있다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

원)에 등재되어 있는 ‘항것’(마마「3」)은 “천연두(媽媽)”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쓰이던 ‘것’이 화석화된 것으로 본다면 ‘마마「4」’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 뒤에 붙어)존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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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果然 내 므스거 제 먹지 아니며 므스거 제 가져가지 아니여시리오

<捷蒙2:13a>

(28)에서 나타나는 ‘이것’, ‘뎌것’, ‘그것’은 중세한국어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중

세한국어 시기에는 ‘이것’의 출현빈도가 ‘뎌것’,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근대한국어에서는 이들 모두가 활발하게 쓰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근대한국어에서는 (28ㄱ)에서와 같이 ‘이것’, ‘그것’의 음절말 자음에서 ‘ㅅ-ㄷ’의 혼기

가 발생하며, 후대에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각각의 지시대명사들이 지시하

는 대상은 ‘음식’이며, 이는 ‘것’의 기본의미인 ‘물건’의 의미영역에 속한다. (28ㄴ)의 ‘므

스’가 ‘것’과 결합하여 “무엇”을 의미하는 양상은 근대한국어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

고, 18세기 말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근대한국어에서는 대체로 ‘므스것’이 쓰이

는 자리에 ‘무엇’이 쓰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의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근

대한국어에서도 중세한국어에서와 동일하게 이러한 지시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 및

‘것’이 의미하는 범위는 모두 “물건”의 의미영역에 속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상당수의 ‘X것’ 형태의 합성명사들

이 사라지고, ‘헛것’, ‘잡것’과 같은 소수의 합성명사들만이 후대로 가면서 화석화 된다.

3.2. 준말 형태의 출현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소수의 ‘것’의 준말 형태가 출현한다. 따라서 ‘것’의

준말 형태는 약 19세기에 들어서, 즉 후기근대한국어 시기가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것’의 준말 형태가 출현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그 의의

를 두고자 한다.

송철의(1993)에서는 준말에 대하여 ‘단어(파생어와 복합어 포함)나 혹은 하나의 기

식군으로 묶일 수 있는 句에서 인접한 두 음절이 의미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

음절로 줄어들어 형성된 언어형식(단, 본말도 표면음성형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함)’

이라고 정의한다. 준말 형성의 주된 基劑는 모음탈락(노을→놀:), 모음축약(보이다→

뵈:다), 활음화(가꾸었다→가꿨다)이며, 이러한 기제에 의하여 인접한 두 음절이 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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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축약됨으로써 준말이 형성된다고 한다. 반면에 이희자(1997)에서는 ‘준말’과 ‘준

꼴’을 구분하여 ‘-건(-거나)’은 준말(X가 줄어서 된 말)이지만 ‘게(것이)’는 준 꼴(XY

가 줄어든 꼴)이라고 한다. 즉 이 논의에 따르면 ‘것’과 조사가 결합하여 축소된 양상

은 준말이 아니라 단순히 ‘줄어든 꼴’이라는 것이며, ‘것’과 조사의 결합형을 준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것이→게’의 축소는 자음 ‘ㅅ’의 탈락뿐 아니라 ‘ㅓ+ㅣ→ㅔ’

의 음운현상에 의하여 한 음절로 줄어든 현상이기 때문에 준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지양(2003)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 준

말에 대하여 ‘같지 않다>같잖다’, ‘머무르다>머물다’와 같이 ‘단어 또는 통합관

계를 이루는 句에서 음운・형태론적 삭감이 일어난 결과 음절수가 줄어 형성

된 단어’라고 정의한다. 더불어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

이점이나 자음만의 탈락으로 생성되는 준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근대한국어에서 ‘것’이 조사와 결합하여 축약된

형태를 이루는 ‘것’의 준말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한국어에서는 ‘것’이

조사 ‘-이’, ‘-은’, -‘을’ 및 계사 ‘이-’와 결합하여 ‘-게’, ‘-건’, ‘-걸’, ‘-게’와 같은

‘준말 형태’로 쓰이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42) 다음의 (29)에서 그 쓰임을 확

인할 수 있다.

(29) ㄱ. 이 부친의 소리지르넌걸 듯고 쪼서 부친 던 호믜럴 지고 범의 골얼

처서 죽이고 <女小463>

ㄴ. 죠군 권션문이 가경 을묘년 하 오월 이십일 슐시의 니곤화 병즁의 입으로 지은게

라 <竈君9b>

(29)에서는 근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것’과 조사가 결합하여 축약된 준말 형태가 쓰

42) 송철의(1993), 이지양(2003)에 따르면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것’의 음절말 ‘-ㅅ’이 탈락

하여 ‘-거’로 쓰이는 것은 준말 형태라고 하기 어렵다.

ㄱ. 볼 거 뎍어 홍명복의게로 보내여 친히 간검야 난화 주게 니 <乙丙5:61>

ㄴ. 나 큰 것도 능히 고 져근 거도 능히 니 <乙丙7:116>

ㄷ. 각쳐에셔 그들을 기리 거도 알겟 고로 내가  닐노라 <天路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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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29ㄱ)의 ‘것’은 조사 ‘-을’과 결합하여 ‘것을 → -걸’로 축약되어 쓰이고

있고, (29ㄴ)의 ‘것’은 계사 ‘이-’와 결합하여 ‘것이 → -게’와 같이 축약된다. 하지만

근대한국어에서 ‘것은 → -건’과 같은 준말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것’의 준말 형태는 19세기 말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

후 초기개화기한국어 시기의 자료인『독립신문』에서부터 ‘것’의 준말 형태는 매

우 활발하게 나타난다.43) 그리고 이렇게 ‘것’이 조사와 결합하여 어미와 같은 기능을 하

는 준말 형태가 쓰이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것’이 문법화를

겪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43) 따라서 ‘것’이 준말 형태로 활발하게 쓰이는 현상에 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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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선행어 선행어의 구성 요소
관
형
어

관형사(구) (ㄱ) 지시관형사
(ㄴ) (나열명사구#) 수관형사

속격조사구 (ㄷ) 명사+속격조사
(ㄹ) 명사+복합조사(처격+속격)

4. ‘것’의 통사적 특징

4.1. 관형어와 ‘것’의 결합

4.1.1. 중세한국어 시기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에 후행하여 결합하는 요소들은 조사 또는 계사로 한정되어

있다.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조사 및 계사의 생략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것’이

쓰인 다음에는 종종 休止가 형성된다. 현대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한국어에서도

‘것’에 관형어가 반드시 선행한다. 중세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의 통사적 특징을 아

래의 (30)과 같이 관형어와 결합하는 경우와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30)

중세한국어에서 ‘것’은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관형사(구) 또는 속격조사구

와 결합한다. 중세한국어에서 ‘것’은 관형어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한다.

4.1.1.1. 관형사와의 결합

중세한국어에서 ‘것’은 관형어들 중에서도 ‘관형사(구)’와 매우 활발하게 결합하여

쓰인다. 그리고 ‘것’과 결합하는 관형사(구)는 그 구성 요소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시관형사와 ‘것’이 결합하는 양상이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은 ‘엇던’, ‘어느’, ‘어’, ‘여러’와 같은 관형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이어서 두 번째 유형인 수관형사와 결합한 ‘것’ 구성은 선행요소들의 양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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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분할 수 있다. 수관형사와 ‘것’이 결합하여 ‘아우름 명사구’를 형성하고, 명사

들이 나열된 ‘나열 명사구’가 그에 선행하여 두 명사구가 결합된 명사구를 구성하

기도 한다.44)

본 절에서는 이렇게 관형사와 ‘것’이 결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것’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31)은 관

형사와 ‘것’이 결합하는 양상이다.

(31) ㄱ. 아이 뫼해셔 엇던 거슬 머그며 므슷거슬 니버 사더니야 <月釋20:57b-58a>

ㄴ. 어느 거시 이 며 더운 滋味오 <金三1:23a>

ㄷ. 屠者이 닐오 뎌 소나 어 거시 精티 아니료 야 <禪家4b>

ㄹ. 나도 무히 인노라 녀느 거 짐 무거워 몯 보내노라 <順天125:2-4>

ㅁ. 王이 髻 中엣 明珠 글어 주야 여러 거슬 다 깃거 주(王鮮髻中 明珠

야 射之야 諸皆喜賜호) <法華5:67b>

(31ㄱ)의 ‘엇던 것’은 모두 “어떤 것”을 의미한다. 중세한국어에서 ‘엇던’이 ‘것’과 결합

한 구성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1ㄴ)~(31ㄷ)에서는 관형사 ‘어느’와 ‘어

’와 ‘것’이 결합하여 “어느 것”의 의미로 쓰인다. ‘어느’와 ‘어’는 모두 미정의 사물을

이른다. (31ㄹ)의 ‘녀느’는 “(남아있는) 다른”을 의미하여, ‘녀느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

며, 소수의 예문에서 문증된다. (31ㅁ)의 ‘여러’는 보통 한문 원문의 ‘諸’에 해당되며, “다

양한” 또는 “많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여러 것’은 선행하는 “明珠”를 포함한 다른

것들을 뜻한다.

(31)의 예문들을 통해 ‘것’이 다양한 관형사와 결합하여 “물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것’이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관형사와 결합

하여 명사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것’이 중세한국어 시기보다 이전 시기에는 자립

명사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것’이 관형사과 결합하는 두 번째 유형은 수관형사와 ‘것’이 결합하는 양상이다.45) 그리

44) 아우름 명사구와 나열 명사구에 대한 것은 이현희(1994: 31~35)를 참조한다.

45)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수관형사와 공기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이숭녕(1975)과 홍사만(2006)에

서도 언급되었다. 이숭녕(1975)에서는 ‘ 것도 업-’과 같은 구문에 초점을 두어 한문 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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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구성을 이룰 때 ‘것’은 ‘분류사(Classifier)’로 기능한다. Lyons(1977: 461)에서는

분류사에 대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기준에 따라 어떠한 부류를

이루는 명사들이 일정하게 범주화되는 언어 형태”라고 언급한다. 더불어 Allan(1977:

285)에서는 “분류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쓰이는 어휘이며, 분류사의 대상이 되는 명

사는 그것이 함축하는 바가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지 명확하게 나타낸다.”라고 기술하고 있

다. 즉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분류사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관형사와

공기하는 것과 더불어 ‘것’의 대상이 되는 명사들이 동일한 범주 내에 존재하며 분류사를

통하여 그 명사들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것’이 분류사로 기능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명사들은 ‘가지’, ‘닢’, ‘곶’, ‘여름’, ‘막대’

와 같은 보통명사들이지만, ‘色’, ‘受’, ‘想’, ‘行’, ‘識’과 같은 셀 수 없는 추상명사들도 포함된다.

즉 ‘것’은 ‘사람’을 제외한 가산명사와 더불어 추상명사까지도 셈할 수 있는 분류사로서 기능

하였다. 이렇게 ‘것’이 상당히 넓은 범주의 명사들을 셈하는 분류사로서 기능하였다는 것

과 더불어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근대한국어에서 출현하는 분류사 ‘개(個/介/箇)’가

쓰이는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분류사 ‘개’는 선행명사의 의미론적 제약이 매우 미약하여 중립분류사(Neutral Classifier)(김

영희 1981, 유동준 1983, 임동훈 1991) 또는 일반분류사(General Classifier)라고도 한다(오상룡

1944・1995). Greenberg(1978)에서는 분류사가 있는 언어에서 중립분류사(Neutral

Classifier)라 하는 것은 의미적 측면에서 소위 ‘사물’이나 ‘개체’와 같은 비인간 혹

은 무정체언에 제한되어 있다고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중세한국어에서

분류사 ‘것’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류사 ‘개(個)’는 의존명사

범주에서의 ‘것’만큼 쓰이는 분포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가 차용되어 쓰이기

이전 시기에 ‘것’이 ‘개’의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46) 나아가 이 두

분류사들 간의 관련성 및 분류사 ‘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2.1.3.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

한자를 통하여 ‘것’의 의미를 파악한다. 홍사만(2006)에서는 이러한 구문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것’이 분류사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46) 현대한국어에서의 분류사(Classifier)는 임동훈(1991: 58)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통 선행

하는 명사구의 자질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석되기 어렵다. 하지만 중세한국어에서 분류사가 쓰

이는 양상을 살펴보면 근대 및 현대한국어에서와 분류사의 종류, 선행하는 명사 및 수사와의

어순관계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량사구의 구성 또한 차이가 존재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채완(1992, 1993)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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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기로 한다.

수관형사와 ‘것’이 결합하는 양상도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구성은 수관형사와

‘것’이 결합하여 ‘아우름 명사구’를 이루는 것이다. 먼저 수관형사 ‘’과 ‘것’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면, ‘ 것’은 보조사 ‘-도’와 결합하여 ‘ 것도 업-’ 혹은 ‘ 것도 몯-’의 구

문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한 개도 없-”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분류 대상은 대체로

‘가지’, ‘닢’, ‘곶’, ‘여름’과 같은 가산명사이다. 하지만 ‘ 것도’가 하나의 구 형태로 기능

을 할 때에는 부정어 ‘-도’가 연결됨으로서 최소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게 되어서 ‘’에 대응되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것’은 15세

기에 활발하게 쓰이다가 16세기에 들어 그 쓰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에 제

시되는 (32)에서는 ‘ 것’이 ‘-도’를 비롯하여 여러 조사들과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32) ㄱ. 가지와 닙과 곳과 여름괘 러디며 거프리 디며 읏드미 漸漸 이우러  것도

업긔 것드르니라 <釋詳 23:18a> (枝葉 花果 皮幹悉皆爆裂墮落 漸漸枯悴 摧折

無餘 <涅後:905a11-2>)

ㄴ.  심〃니 대되 봐라 민셔방은  것도 몯 여 주노라 무명도 셔방 갈

제 보내마 <順天17:9-10>

ㄷ. 우리  거슬 밧고 엇더뇨(咱有一件東西對換如何) <飜朴 上:72a>

ㄹ. 두 되 외어든 화 머그라  것곰 머거도  됴니라(取二升分服單用亦得)

<救簡2:60b>

(32ㄱ)과 (32ㄴ)에서는 ‘ 것도’에 ‘아니-’, ‘업-’, ‘몯-’이 후행한다. ‘ 것도’는 모두

“한 개도” 또는 “하나도”를 의미하며, ‘것’의 분류 대상은 모두 ‘물건’이다. 예문 (32ㄷ)

의 ‘것’은 ‘ 것’에 해당되는 한문 원문의 한자는 ‘一件東西’이다. 마지막 예문인 (32

ㄹ)의 ‘것’은 보조사 ‘-곰’과 결합하며, “한 개씩”을 의미한다. 결국 (32)에서 ‘것’은 분

류사로 기능하며, 현대한국어로는 ‘개’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것’의

분류 대상은 모두 ‘물건’이다.

이어서 살펴볼 (33)에서는 ‘둘’ 이상의 수관형사와 ‘것’이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여기에

서 수관형사가 셈하는 대상은 명사 또는 명사상당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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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ㄱ. 블근 입과 구슬 매왜 두 거시 다 괴외니 晩年에 弟子ㅣ 芬芳호 傳도다

(絳脣珠袖兩寂寞 晩有弟子傳芬芳) <杜初16:48a>

ㄴ. 안팟 相이  므스글 브터 일리오 根 브트며 境을 브터 옷 議論이 마 외

오 두 거시 어우러 識界 이러 가온 位 외디 몯리니 <楞嚴3:42b>

ㄷ. 曾子ㅣ 샤 몸이란 거슨 父母의 기티신 얼굴이니 父母 기티신 얼굴을 가져 

뇨 敢히 티 아니랴 해 이숌애 엄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님금 셤

굠애 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구의를 디늘어 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

며 벋의게 믿비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싸홈 싸호는 딘에  업슴이 효도ㅣ

아니니 다 거슬 일우디 몯면 홰 그 어버의게 믿츠리니 敢히 티 아니

랴(曾子曰，身也者父母之遺體也 行父母之遺體 敢不敬乎 居處不莊非孝也 事君不忠

非孝也 莅官不敬非孝也 朋友不信非孝也 戰陳無勇非孝也 五者不遂 烖及於親 敢不敬
乎 遂 成也) <小學2:35a>

(33ㄱ)에서 ‘두 것’의 ‘것’은 ‘입’과 ‘매’를 총칭하는 분류사로서 기능하며, (33ㄴ)에서는

‘根’과 ‘境’을 일컬어 ‘두 것’이라 한다. (33ㄷ)에서는 ‘것’이 다섯 가지 행위를 설명하는 서

술절의 수를 총칭하는 분류사로서 기능한다. 즉 ‘것’은 ‘(스스로) 엄졍다’, ‘님금 셤굠에

튱셩다’, ‘구의를 디늘어 공경다’와 같은 다섯 가지 ‘행위’를 총칭하고 있는 것이다.

(33)의 ‘것’은 한문 원문의 ‘者’47), ‘物’에 해당되며, ‘두 것’은 ‘兩’자에 해당된다.

수관형사와 분류사 ‘것’이 결합하여 이루는 두 번째 구성은 ‘아우름 명사구’ 앞에

‘나열명사구’가 결합하는 양상이다. ‘나열 명사구’는 명사들이 나열되어 하나의 명사구

를 이루는 구성이다(이현희 1994). 다음의 (34)를 통하여 아우름 명사구에 나열명사구

가 선행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4) ㄱ. 色과 受와 想과 行과 識과 다 거시48) 體 이러 微妙히  거슬 리올

 닐오 五陰이라(色受想行識五者成體蔭蔽妙明曰五陰) <楞嚴2:108b>

47) ‘것’이 분류사로 기능할 때 ‘物’ 외에 한문 원문의 ‘者’에 해당되는 예문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周

法高(3300: 536)에서는 고대 한어에서 ‘者’가 數詞에 후행 결합하여 수량사로 기능한다고 한다. 따라서

‘一者’, ‘二者’와 같이 쓰이면이는 ‘第一件’, ‘第二件’으로 해석할수 있다고설명한다.

48) 현대한국어로는 ‘~와(/과) 같은 다섯 개의 것이’ 혹은 ‘~와(/과) 같은 다섯 개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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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八音은 쇠와 돌콰 실와 대와 박과 과 갓과 나모와 여듧 거싀 소리라 <金

三1:21b>

(34ㄱ)의 ‘다 것’은 ‘色’, ‘受’, ‘想’, ‘行’, ‘識’을 아우르며, (34ㄴ)의 ‘여듧 것’은 선행하는

‘八音’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아우른다. 즉 나열되는 명사들이 각각 공동격조사와 결합하

여 나열 명사구를 구성하고 있고, 그에 후행하여 아우름 명사구가 결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류사 ‘것’의 기능은 복합수관형사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35)의

예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문증되는 유일한 예이다.

(35) 그 시도 〃 나명 명 여 서너 거 ○○니 나 거시 업세라 <順天 153:14>

(35)의 ‘것’은 ‘복합수관형사’와 결합한다. 중세한국어에서 복합수관형사는 다양한 분류

사와 결합하여 쓰였는데,49) 중세한국어에서 ‘것’과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는 거의 발견

되지 않는다.

이상으로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것’이 분류사로서 기능하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중세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분류사

‘낯(箇)’과 ‘것’의 관계 및 근대한국어 시기에 출현하는 분류사 ‘개’에 대한 것이 그것

이다. 채완(1996)에서는 중세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분류사 ‘낯(箇)’이 후대에 출현하는

‘개’의 의미기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16세기 문헌들 중 특히『飜譯老乞大』에서

나타나는 ‘낯’이 ‘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이다.50)

49) 중세한국어에서도 복합수관형사는 ‘두 잔 <救方 下:58a>’, ‘두세 번 <順天170:4>’, ‘서너 낯

<救簡3:58a>’, ‘다엿 되 <順天5:3>’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류사와 결합하여 쓰였다.

50) 채완(1996)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여 중국어의 ‘箇’를 중세한국어의 ‘낫/낯’으로

번역 및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ㄱ. 돈 스므 나치요(二十箇錢) <飜老 上:23a>

ㄴ. 일 낫 돈애(一百箇錢) <飜老 上:53b>

ㄷ. 콩은 쉰 낫 돈에  마리오(黑豆五十箇錢一斗) <飜老 上:18a>

이에 더불어 ‘낫’이 ‘箇’와 대응되어 쓰이지 않는 예외의 경우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ㄱ. 죡졉게 일 낫(鑷兒一百把) <飜老 下:67b>

ㄴ. 솟동 일 낫(馬纓一百顆) <飜老 下:6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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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예외의 출현이 적지 않다. 또한 ‘것’이 분류사로 기능한다는 것을 ‘낯’과 관련시켜 살

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한국어의 분류사에 관련된 논의들 중 ‘것’과 ‘개’가

관련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류사 ‘것’과 ‘낯’의 차이점을 예문을 통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차이점은 ‘낯’은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의 수관형사와 모두 결합하여 쓰

였으나, ‘것’은 작은 수의 수관형사와만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낯’의 쓰임을 살펴보

면 ‘파  낫 <救方 上:69b>, 츄 두 낫 <救撮6b>, 돈 스므 낫 <飜老 上:23a>, 일

 낫 돈애 <飜老 上:53b>, 三千 낫 銅錢 <朴諺 上:47a>’과 같으며,『飜譯老乞大』에

서는 대체로 ‘돈(錢)’을 셈하는 단위로 쓰였다. 하지만 ‘것’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대체로 한 자릿수, 즉 적은 수의 수관형사와만 결합하여 쓰인다.

두 번째 차이점은 ‘낯’은 그에 직접적으로 선행하는 명사들만을 셈하지만, ‘것’은 직접

적으로 선행하지 않는 명사뿐 아니라 명사구, 명사 상당어까지도 셈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것’과 ‘낯’은 그들이 분포하는 양상과 더불어 그에 선행하는 수관형사 및

명사들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은 근대한국어에서

분류사 ‘개(箇)’와 관련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다양한 관형어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러한 양상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것’

은 대체로 “물건”의 의미로 쓰인다.

위의 예에서 쓰이고 있는 수량사 ‘把’는 ‘자루’의 의미로 쓰이며, ‘顆’는 작고 동그란 물건을 셀

때 사용하는 수량사이다. 따라서 ‘箇’에 대응되어 쓰이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즉 분

류사 ‘낫’이 쓰이는 영역과 ‘箇’가 쓰이는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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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조사(구)와의 결합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조사(구)와 결합하는 예는 ‘것’이 관형어와 결합하는 것만큼 빈

번하게 나타난다. ‘것’과 조사(구)가 결합하는 양상은 ‘명사’와 ‘속격조사’가 결합한 구성과

‘명사’와 ‘복합조사’가 결합한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명사와 속격조사가 결합한 조사구에 ‘것’이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속격조

사는 체언과 체언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성분으로(안병희・이광호
1994), 속격조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는 ‘것’은 대체로 속격조사에 선행하는 요

소의 소유물의 의미로 쓰인다. 다음의 (36)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속격조사51)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36) ㄱ. 여러 마리 百姓의 것 버혀 아 힘 야 反側가 시름홀 餘暇ㅣ 업도다

(庶官務割剝 不暇憂反側) <杜初22:49a>

ㄴ. 다 사 거슬 티 말며  것근 바도 가지디 말며  올니 외니 니

디 말라(別人東西休愛 別人折針也休拿 別人是非休說) <飜老 下:42a-43b>

ㄷ. 그 時節에 金輿 侍衛던 녯 거슨 올로 잇닌 돌 리로다(當時侍金輿 故

物獨石馬) <杜初6:1b>

ㄹ. 이트렛 種種 여러 가짓 거스로 供養야도 <月釋18:30b> (如是等種種諸物供養<法

華:53b14(04)>)

ㅁ. 六塵은 빗과 소리와 내옴과 맛과 다횸과 가지가짓 것괘니 <十玄18b>

(36ㄱ)~(36ㄴ)의 ‘의()’는 속격조사의 일반적인 기능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선・후행
명사가 소유관계를 이룬다. (36ㄷ)의 ‘녯’은 중세한국어에서 ‘녜+-ㅅ’으로 분석되며, 후

대로 가면서 관형사 ‘옛’으로 굳어져 쓰이게 된다. ‘옛 것’은 ‘녯 物(舊物) <杜初

17:28b>’과 같이 쓰이기도 하였다. (36ㄹ)~(36ㅁ)의 ‘여러가짓 것’ 및 ‘가지가짓 것’의 속

51) 안병희・이광호(1994)에서 속격조사는 체언과 체언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성분이라
고 정의한다. 중세한국어에서 속격조사는 ‘-ㅅ’과 ‘-/의’가 존재한다. 속격조사의 선행체언이 유정

물 지칭의 평칭이라는 의미특성을 지니면 속격조사 ‘-/의’가 결합하고 무정물 또는 유정물 지칭의

존칭체언이면 속격조사 ‘-ㅅ’이 결합한다. 속격조사와 공기하여 명사구를 구성하는 ‘것’은 선행하는

명사의 ‘소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것’이 ‘物’, 즉 “물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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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 ‘-ㅅ’은 후대에 통사적 기능을 상실하면서 탈락한다.

(36ㄱ)~(36ㄷ)의 ‘것’은 속격조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룬다. 보통 속격조사에 후행

하는 ‘것’의 의미는 선행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선행어는 보통 사람 또는 시간 표

현, 분류사가 쓰이며, 이들과 속격이 결합하여 조사구를 구성한다. (36ㄹ)은 아우름 명

사구로서, 같이 ‘가지’와 같은 분류사와 속격조사가 결합한 구성에 ‘것’이 후행한다. 이

때 ‘것’이 아우르는 대상들은 모두 ‘물건’의 의미영역 속하는 것들이며, (36ㄱ)~(36ㄷ)의

‘것’도 “물건”을 의미한다. (36ㅁ)의 ‘것’도 선행하는 ‘육진’52)(六塵)에 속하는 대상들을 아

우르는 기능을 하면서 아우름 명사구를 이룬다. 이때 ‘것’은 ‘육진’에 속하는 것들을 포함

한 다른 대상들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것’은 ‘물건’에 속하는 대상 외에 추상

명사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사와 복합조사가 결합한 조사구와 ‘것’이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여기

에서 복합조사는 처격조사 ‘-애/에’와 속격조사 ‘-ㅅ’이 결합한 ‘-앳/엣’이다. 기존의 논의

들에서는53) 이러한 구성 및 의미와 관련하여 ‘NP1+-앳/엣+NP2’과 같은 구성을 설정하

여 논의하고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NP1+-앳/엣+NP2’ 구성의 복합조사 ‘-앳/엣’은 일반

적으로 ‘~의 것’ 또는 ‘~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구성이 ‘것’과 결합하는 경우에

는 ‘-앳/엣’ 형태가 처격조사와 속격조사의 결합에 따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데, 이선영(2006)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앳/엣’에 제3의 의미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다음의 (37)은 ‘명사’와 ‘복합조사’로 구성된 조사구와 ‘것’이

결합한 명사구 구성이다.

(37) ㄱ. 아바님 겨 저긔 쳔랴 그지 업더니 이제 庫앳 거시 다 뷔여 갈 <月釋

23:72b> (阿爺在日 錢財無數 卽今庫藏 竝欲空虛 <釋迦:72b02>)

ㄴ.  七寶로 걔 莊嚴샤 구스리며 莊嚴엣 거시 다 光明을 내더니 <月釋

10:27b> (亦以七寶而自莊嚴，珠環嚴具皆出光明 <報恩:150c24>)

ㄷ.  다리며 性 치기로 근본을 삼아 즐기 거시며 욕심을 젹게 며 滋味

52) 六塵은 ‘六境’과동일한것으로 6識으로인식하는 ‘對境’, ‘色境’, ‘聲境’, ‘香境’, ‘味境’, ‘觸境’, ‘法境’을말한다.

53) 이선영(2006)에서는 ‘NP1+-앳/엣+NP2’와 ‘NP1+-ㅅ+NP2’의 두 구성에 대하여, 이승희(2009)에서는

‘NP1+-앳/엣+NP2’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두 논의 모두 이 구성에서 ‘NP2’에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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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거슬 엷게 며  말와 급거 비치 업스며(治心養性爲本 寡嗜慾 薄滋

味 無疾言 遽色 無窘歩 無惰容) <小學6:121b>

(37ㄱ)의 밑줄 친 부분은 “창고에 있는 것”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쓰이고 있

는 ‘-앳’은 제3의 의미가 아닌 “~에 있는”을 의미하는 반면에 (37ㄴ)~(37ㄷ)의 ‘-앳/엣’

은 ‘것’과 결합할 때 제3의 의미로 쓰인다. (37ㄴ)의 밑줄 친 부분은 “莊嚴하는데 쓰이

는 물건들의 부류”를 의미하고, (37ㄷ)에서는 ‘滋味옛 것’이 쓰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滋味’는 “자양분이 많고 맛도 좋은 음식”을 의미하고, 더불어 ‘것’은 “부류”를 의미한

다. 위 예문에서 ‘것’은 (37ㄱ)~(37ㄴ)에서는 “물건”의 의미로 쓰이고 (37ㄷ)에서는 “부

류”의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구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것’은 (38)과 같이 ‘명사구’

와 ‘조사’가 결합한 구성과 결합하여 조사구를 이룬다.

(38) ㄱ. 혀 긴히 소내 잇거든 디 말오 리 구스리어나 율믯 여름 트렛 거슬 들워 긴헤 

여(若線猶在手中者莫引之但急以 珠璫若薏苡子莗穿貫著) <救簡6:14b-15a>

ㄴ. 諸子ㅣ 各各 種種앳 珍異玩好앳 거슬 뒷더니 아바니미 阿耨多羅三藐三菩提 일

우시다 듣고 다 보 리고 부텻게 가거늘(諸子ㅣ 各有種珍異玩好之具더니

得成阿耨多羅三藐三菩提고 皆捨所珍고 往詣佛所커) <法華3:96b>

ㄷ. 이 비단과 고로와 깁과 사와 로 햇 것 네 다 보와니 네 히 므슴 비단을 고

져 다(這段疋綾絹紗羅等項 你都看了 你端的要買甚麽緞子) <飜老 下:26b>

(38)의 ‘-앳/엣’은 선행하는 명사구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하며, 그와 결합하는 ‘것’

은 “물건”을 의미한다. 명사구를 구성하는 명사들은 모두 가산명사들이다. ‘것’이 ‘명

사구+-앳/엣’ 구성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앳/엣’은 선행하는 명사구의 범위를 확대 및

포괄하는 기능을 하며, “~와 같은” 혹은 “~따위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상으로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이 구성하는 명사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것’은 통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물건”과 같은 구체명사를

의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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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근대한국어 시기

근대한국어에서 ‘것’과 관형어와 결합하는 양상은 중세한국어에서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한다. 약 18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것’과 관형어의 결합 양상에 변화가 나

타나기 시작한다.

근대한국어에서도 ‘것’이 관형어와 결합하는 양상은 관형사와 결합하는 경우와 조

사(구)와 결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관형어와 ‘것’이 결합하는 빈도

는 중세한국어에서보다 상당히 줄어든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것’이 쓰이던 자리

에 근대한국어 시기에 출현하는 어휘들이 쓰이게 되는데, 복합조사와 결합하여 ‘것’

이 쓰이던 자리에는 의존명사 ‘류(/뉴)’가,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것’이 쓰이던 자리에

는 근대한국어 시기에 차용되는 분류사 ‘개’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4.1.1.1. 관형사와의 결합

‘것’이 관형사와 결합하는 양상은 중세한국어에서부터 나타나던 것과 근대한국어에

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39)는 중세한국어에서부

터 나타나는 ‘것’과 지시관형사의 결합 양상이다.

(39) ㄱ. 몌조 올 어들  업더니  젹이 몌조 브텨 가져오니 장 둇타 이런

거시 므슴 稀罕홈이 이시리오 <朴諺 中:17b>

ㄴ. 글 을 닐러 보라 어 거슬 소겻니 <三譯總解6:13a>

ㄷ. 을에 서리 리면 군 발부 처창 맘이 잇너니 치워서 그런 거시

니요 <女小4:312>

ㄹ. 그 씨 심으 심을 때에 엇던 거 길가희 더러지매 히기도 며 <聖經

86b-87a>

(39)에서와 같이 지시관형사 및 不定관형사와 ‘것’이 결합한 구성은 중세한국어에서부

터 나타난다. (39ㄱ)의 ‘이런 것’은 중세한국어에서보다 활발하게 나타나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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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의 의미로 쓰인다. (39ㄴ)의 ‘것’은 ‘어(어떤)’와 결합하여 “말(言)” 또는

“내용”의 의미로 쓰인다. (39ㄷ)과 같이 ‘것’에 ‘그런’이 결합하여 쓰이는 양상은 늦게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런 것’은 선행하는 ‘일’을 지시하며, ‘것’은 “뜻”의 의

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비하여 (39

ㄹ)의 ‘엇던 것’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다.54) 이때 ‘것’은 선행하는 “씨앗”, 즉 “물

건”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것’은 ‘다른 것 <闡義2:26a>’, ‘뎌런 것 <乙丙2:41>’, ‘져런

것 <乙丙4:36>’과 같은 명사구를 구성하기도 한다.55)

이상의 예문에서 지시관형사와 결합하는 ‘것’이 ‘물건’ 외에 “사실”, “말(言)”, “뜻”과

같은 ‘사실’의 의미영역에 속하는 대상들까지도 포괄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것’이 중세한국어 시기에 대체로 “물건”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만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에 비하여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그것이 문맥에서 의미 및

지시하는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지시관형사와 더불어 ‘것’은 수관형사와도 결합하여 쓰인다. 중세한국어에서는 매

우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것’은 분류사로서 기능하였다. 후기

근대한국어 시기에 이러한 구성의 명사구는 점차 줄어들다가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다음의 (40)은 근대한국어에서 수관형사와 ‘것’이 결합하여 쓰이는 양상이다.

(40) ㄱ. 졔상 우희 향합을 일헏더니 두 만의 가마괴  거 므러 라와 무덤 압

두니 <東新 孝:4b>

ㄴ.  按호니 註疏애 衰와 負版 辟領 세 거싀 義 새겨시니( <家禮6:22a>

54) 관형사 ‘엇던’은 중세한국어에서도 쓰이고 있지만, ‘것’과 결합한 ‘엇던 것’이 쓰이는 예문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이 ‘엇던 것’이 나타나는 빈

도수가 상당히 높아진다. 반면에 중세한국어에서 ‘엇던 것’의 의미로 쓰였던 ‘므슷 것’은 근대한국어

에서는 더 이상 ‘엇던 것’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55) 이러한 명사구가 쓰이는 예문은 아래와 같으며, 예문이 나열된 순서에 따라 ‘것’은 “마

음”, “사람”, “물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ㄱ. 그 이 나라흘 위 젹팀으로 나 단단이 다른 거시 업니 <闡義1:14b>

ㄴ. 너희도 비록 한군이나 근본은 한인과 가지라 뎌런 거 보거든 각별이 불샹히 너

기라 <乙丙2:41>

ㄷ. 나흘 가져 가도  거 어더 가 거시 올흐니 져런 거 다가 무어 리오

<乙丙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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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형뎨와 붕우 그 몸이 둘히오 그 령혼이 둘히라 연고로 그 합이 두 거 합

 야 <聖經75a>

(40)에서는 ‘것’이 근대한국어 시기에도 여전히 분류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ㄱ)의 ‘(향합)  것’은 ‘한 개’를 의미하며, (40ㄴ)의 ‘것’은 수관형사와

아우름 구성을 이루고, 그에 나열명사구가 선행하여 명사구를 구성하고 있다. (40ㄷ)

에서도 선행하는 ‘형뎨’와 ‘붕우’를 셈하여 ‘두 것’이 쓰이고 있다. 이 예문의 ‘것’은

19세기 문헌에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동시대의 문헌에서 유일하게 문증되는 예이다.

‘것’이 분류사로 쓰이는 양상은 (40ㄱ)~(40ㄴ)과 같이 17세기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41)에서처럼 17세기 문헌에서 분류사 ‘것’이 쓰이던 자리에 ‘가지’가 대

체되기도 하는 양상이 이미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41) 안쥬 치과 념통과 두 가지로셔  그세 겻드려 노케 소 <郭氏35-3>

(41)을 통하여 중세한국어 시기에 분류사 ‘것’이 쓰이던 자리에 분류사 ‘가지’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보통 분류사 ‘개’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56) 더불어 이렇게 ‘것’이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유형

의 명사구 구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것’의 자립명사와 같은 의미기능

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1.1.2. 조사(구)와의 결합

근대한국어 시기에 ‘것’은 중세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관형사와 결합하는 것 외에

조사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기도 하며, 이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명사’와 ‘속격조사’가 결합한 구성이고, 둘째는 ‘명사’와 ‘복합조사’가 결합한 구성

이다. ‘명사’와 ‘속격조사’가 결합한 구성에 ‘것’이 결합하는 양상은 현대국어에서까지도

매우 많이 나타나며, 속격조사는 종종 생략된다.57) 반면에 중세한국어 시기에 나타났던

56) ‘것’이 쓰이던 자리에 ‘개’가 대체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4.1.1.3.에서 상세하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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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嚴엣 것’, ‘滋味옛 것’ 등과 같은 ‘명사’와 ‘복합조사’가 결합한 구성과 ‘것’이 결합하는

명사구는 근대한국어 시기에 점차 사라진다.

근대한국어 시기에도 ‘南京ㅅ 것(是南京的) <重老 下:27b>’, ‘망녕의  <警民重

39a>’, ‘두 가짓 것<朴通 上:29a>’ 등에서와 같이 ‘것’이 명사구를 구성하는 경우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활발하게 쓰이던 속격조사 ‘-ㅅ’이 나타난다. 하지만 근대한

국어 시기의 후반부로 가면서 속격조사 ‘-ㅅ’의 기능이 약화되고 부사격조사 ‘엣’

의 기능도 더불어 약화된다(김선효 2009: 117).58) 그리고 ‘명사+복합조사’로 구성

된 조사구와 ‘것’이 결합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중세한국어에

서 복합조사 ‘-앳/엣’은 “~에 속하는”, “~와 같은 부류”를 의미하고, 이 구성의

조사구와 결합하는 ‘것’은 “물건”의 의미로 쓰였다. 이에 비하여 (42)에서는 ‘명

사+복합조사’ 구성의 조사구와 ‘것’이 결합하는 양상이 근대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42) ㄱ. 山을 알면 山읫 거 먹고 믈을 알면 믈엣 거 먹다 니라(管山喫山

管水喫水) <朴諺 下:37b>

ㄴ. 믈읫 졍퇴 외예 곡물은 이제 독과 병엣 거시 진치 아니 를 미처 각각 맛

당히 힘을 라 일즉이 바치게 라 <京人6b>

ㄷ. 親生 아 小名은 神奴ㅣ오 시방 나히 五歲엣 거슬다가 아모 大官人의 집의 

라 주어 養活게 호되(親生之子 小名 神怒 現年五歲 賣與某大官人宅下 養活)

<朴新2:19a>

(42ㄱ)의 ‘믈엣 것’은 “물에서 사는 생물들”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42ㄴ)

의 ‘독과 병엣 것’은 “독과 병에 담긴 것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42ㄷ)의 ‘五

57) 중세한국어에서는 속격조사 ‘-ㅅ’이 생략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사’와 ‘것’이 결합한

형태는 대체로 합성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한국어 시기에 ‘-ㅅ’은 점차 격조사로

서의 기능을 잃고 합성명사 표지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근대한국어 시기에 ‘명사’와 ‘것’이 결합

한 구성은 속격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구성인 경우가 많다.

58) 근대한국어 시기로 들어와 속격조사 ‘-ㅅ’은 통사적 기능을 상실하고 주로 단어 형성을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어 합성명사의 표지로 쓰이게 되었다(이기문1972: 200, 홍종선 1998: 27)는 논의에 대

체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근대한국어 시기 중에서도 후반기에 들어가서야 ‘-ㅅ’이 속격조사로서의 기

능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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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엣 것’은 ‘(나이가) 5세가 된 사람(/아이)’를 의미한다. 문맥상 ‘것’은 어린 아이

를 의미하기 때문에 卑稱의 대상이다. 하지만 ‘-ㅅ’의 통사적 기능이 약화됨에 따

라 조사구와 ‘것’이 결합하는 양상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18세기 중엽

에 이르면 속격조사 ‘-ㅅ’이 거의 ‘의’로 나타나는데(김선효 2009: 117), 하지만 ‘것’이

복합조사와 결합하여 명사구 구성을 이루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한국어 시기 중에서도 근대한국어 시기의 후반으로 접어

들면서는 ‘것’과 복합조사가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던 유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다. 복합조사의 쓰임이 점차 사라짐으로 인하여 ‘것’과 결합하여 이루는 명사구 사라

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과 동시에 ‘것’이 쓰이던 자리에는 새로운 단어가 대체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근대한국어에서 관형어와 ‘것’이 결합하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관

형어 및 조사구는 일반적으로 자립명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데, ‘것’은 그러한

명사들이 쓰이는 자리에 쓰여 다양한 명사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사적 특

징만으로 ‘것’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다른 의존명사들에 비하여 자립명사와 같은 특징

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한국어 시기의 통사적 구성에서 ‘것’은 중세한국

어에서와는 달리 “물건” 외에 다른 다양한 의미로도 쓰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것’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기 위하여 선행어나 문맥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립명사가 쓰이던 자리에 ‘것’이 쓰여 의미

기능을 하던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은 ‘것’이 문법요소로서 자리를 잡아가

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1.1.3. 대체 어휘의 출현

‘것’이 구성하는 명사구들의 유형이 줄어들게 되면서 ‘것’이 쓰이던 자리에 다른 어휘

들이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분류사 ‘것’이 쓰이던 자리에는 분류사 ‘개(箇)’가, 복

합조사에 결합하는 ‘것’이 쓰이던 자리에는 의존명사 ‘류(類)’가 쓰이는 경향이 나타나

는 것이다. 먼저 분류사 ‘것’이 쓰이던 자리에 ‘개’가 대체되는 것을 살펴보고, 이어서

복합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쓰이던 자리에 의존명사 ‘류’가 대체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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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로 기능하는 ‘것’이 쓰이던 자리에 중국어에서 차용된 분류사 ‘개(箇)’가 쓰이

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59) 기존의 논의에서 분류사 ‘개’는 20세기 이후에야 쓰이게 되

었으며, 분류사 ‘개’의 분류 대상이 되는 명사들은 보통 ‘물건’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한

다(채완 1996: 205). 다음의 (43)은 근대한국어에서 분류사 ‘개’가 쓰이는 양상이다.

(43) ㄱ. 과 닐흔 다 개 <乙丙2:21>, 탄 이 구십 륙 개 <易言3:51b>

다 개 보리떡 <聖經82a>, 열 네 개 銘酒 <警世9a>, 두 개 고기 <訓言20b>

ㄴ. 수 개 풍경 <乙丙4:87>

ㄷ. 몃 개 벗 <訓言24a>

(43)에서 근대한국어 시기에 ‘개’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ㄱ)에서 제시한 18세기

문헌에서 ‘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는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분류

사로서 기능하며, 큰 수와 작은 수의 수관형사와 모두 결합한다. (43ㄱ)에서 ‘개’의 분

류 대상은 모두 ‘과’, ‘탄’, ‘떡’, ‘銘酒’, ‘고기’와 같은 자립명사들이다. (43ㄴ)에서는

‘개’가 ‘풍경’과 같은 추상명사와도 결합하고 있으며, (43ㄷ)에서와 같이 “사람”을 의미

하는 ‘벗’과 결합하기도 한다.

분류사 ‘개’는 18세기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것’이 작은 수의 수관형사

와만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비하여 ‘개’는 ‘닐흔 다’, ‘이 구십

륙’, ‘수’ 등과 같이 큰 수의 수관형사와도 결합하여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개’는

구체명사부터 추상명사,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류사로서 기능하

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의 분류 대상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것’

이 분류사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는 시기와 중국어에서 차용된 ‘개’가 분류사로서 기

능하는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것’과 ‘개’가 대체될 수 있

59) 郭秋雯(2000)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는 물건이나 일의 종류를 표시하는 단위 및 ‘個(箇, 介)’를

‘중립분류사’라고 칭한다. 분류사 ‘개’는 고대중국어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상당히 포괄적

인 범위의 대상들을 분류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분류사를 선택하기 어렵거나 선

택할 수 없는 명사는 ‘개’를 분류사로 택할 수 있다. 심지어 다른 분류사가 쓰일 자리에 ‘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류사의 쓰임을 잘 모르기 때문

에 막연히 ‘개’를 사용하다보니 ‘개’가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

한다. 이러한 중국어 분류사 ‘개’의 특징은 중세한국어의 ‘것’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후 근

대한국어 시기에 차용된 ‘개’는 중세한국어의 ‘것’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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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근대한국어 시기에 ‘것’이 수관형사와 결합

하는 것 외에 (44)와 같이 수사 및 관형사로 쓰이는 ‘첫재’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기

능하는 것이 발견된다.60)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발견되는 시기는 ‘것’이 분류사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해가는 시기와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4) ㄱ. 第一 첫것 第二 둘재 第三 셋재… <同文 下:21a>, <蒙類 下:16b>

ㄴ. 나흔 스스로 편안홈을 구며 … 둘재 션의 術을 아디 못며 … 셋재 제

몸애 나으니 아쳐고 … (其一은 自求安逸며 … 其二은 不知儒術며 … 其三

은 勝己者 厭之고…) <御內1:25b>

ㄷ. 너 나 차 첫 場을 지으라 너 나 차 둘째 場을 지으라 너 나

차 셋재 場을 지으라 어듸 넷재 場이 이시리오(你替我做頭場 你替我做二場

你替我做三場 你替我做四場) <伍倫2:33b>

ㄹ. 네  아과 둘재 아노 볼모 삼고 <山城119>

(44)에서는 ‘첫재’가 수사로서 확립되기 전에 그것을 대신하여 쓰이던 어휘들이다.

‘둘재’, ‘셋재’는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재’가 쓰일 자리에는 다른 단어들이 쓰

였던 것이다.

(44ㄱ)에서는 ‘첫것’이 쓰이고 있다. 이는 ‘것’이 접미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첫것’은 당시의 사전류 문헌에서만 나타날 뿐 문장에서는 발견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첫것’은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데 사용되지는 않는 단어였

던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44ㄴ)에서는 ‘첫재’가 쓰일 자리에 ‘나ㅎ’가 쓰이

고 있으며, ‘나ㅎ’의 쓰임도 중세한국어 시기의 소수의 문헌에서 문증된다. 이 외

에 (44ㄷ)과 같이 ‘첫’이 쓰이기도 하고, (44ㄹ)에서처럼 형제지간에 서열을 정할 때

에는 ‘’이 쓰이기도 한다. 이들 어휘들은 ‘첫재’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어

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사・관형사로 기능하는 다른 어휘들과는 달리 ‘첫

60)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첫재’가 쓰이는 자리에 보통 아래의 예문에서와 같이 ‘낟재’ 또는

‘낫재’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며, 한문 원문의 대응되는 한자는 ‘一’이었다.

낟재 온 여가짓 德이니 … 재 온 여슷 가짓 실이니 … 셋재 온 여

가짓 죄니 <御小1: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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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아직 그 입지가 확립되지 않았던 어휘였던 것이다. 이후 근대한국어의 후반기로

가면서 (45)와 같이 ‘첫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45) 첫재 우리로 률법을 좃게 심이오 둘재 우리 신샤 형벌을 밧으신 거시니

<天路18b>

(45)에서와 같이 19세기에 ‘첫재’가 출현한다. ‘첫재’를 제외한 ‘둘재, 셋재, 넷재…’의

서수들은 중세한국어에서부터 쓰이고 있는 반면에 ‘첫재’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것’(첫것)의 기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것’이 근대

한국어의 후반기에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양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사와 결합하는 기

능을 완전히 잃었다고 판단될 때쯤 ‘첫재’가 적극적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것’이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는 기능을 상실해가는 것과

더불어 ‘것’이 조사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할 때 ‘것’이 쓰이던 자리도 다른 어

휘로 대체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상술하였듯이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속격조사 ‘-ㅅ’이 통사적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복합조사 ‘-앳/엣’이 쓰이던 자리를 점차 ‘의’가 대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명사’와 ‘-앳/엣’이 이루는 조사구에 ‘것’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앳/엣’ 대신에 ‘의’를

쓸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보통 ‘-앳/엣’은 사라지고, ‘것’이 쓰이던 자리를 의존명사

‘뉴(類)’가 대신한다. ‘뉴’는 근대한국어 시기에 처음 나타나며, 중국어의 ‘類’를 차용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조남호 1997). 이는 “(~와 같은) 부류, 따위, 종류”와 같은 의미

로 쓰이며, 이와 결합하는 ‘것’은 사람 외에 “물건”의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다음의

(46)에서 ‘뉴(/류)’의 쓰임을 살펴볼 수 있다.

(46) 온화평담 약은 형개 박하 방풍 셔졈 감초 뉴엣 거시라 <痘瘡 上:39b>

(46)에서와 같이 ‘것’이 구성하는 명사구 구문은 중세한국어에서는 빈번하게 나타

나지만, 근대한국어에서는 문증되는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47) ㄱ. 녜 사 뉴의 섯기여시되 사이 디 못엿더니 <闡義4: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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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돗과 양과 노로와 사슴 류라 <敬信81a>

ㄷ. 다만 茶와 酒와 果믈의 뉴를 두고 仍여 덥디니라 <家禮7:2a>

ㄹ. 牀이며 帳이며 薦席이며 屛풍이며 벼개며 옷시며 니블 류 다 사라신 적티

라 <家禮5:35a>

ㅁ. 길 사들의 말을 드면 아와 무식 뉴들은 다 우며 <乙丙2:132>

(47)은 중세한국어에서 복합조사와 ‘것’이 결합하여 쓰이던 자리에 ‘뉴’가 대체되는 양

상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47ㄱ)~(47ㄴ)에서는 나열명사구와 ‘뉴(/류)’가 결합한다.

(47ㄷ)에서는 중세한국어의 ‘것’과 결합하는 복합조사 ‘-앳/엣’이 속격조사 ‘의’로 변화

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47ㄹ)~(47ㅁ)의

‘뉴(/류)’는 근대한국어 시기에 처음 나타나는 구성인 것으로 보인다. 용언의 활용형

이 ‘뉴’에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앳/엣 것’이 쓰이던 자리에 ‘뉴/류’가 쓰여 기

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류의 문헌에

서 ‘뉴/류’는 ‘類 물 류 <類合30a>’, ‘類 등뉴 뉴 <類合30a>’, ‘輩 뉴들 <同文 下:51a>’과 같

이 기술되어 있으며, 모두 “부류”, “종류”, “무리”를 의미한다. 왕문용(1988, 1997)에서는

‘類(뉴/류)’가 ‘놈, 년, 자(者), 분, 것’ 등과 함께 ‘사람’을 의미하는 의존명사로서, 근

대한국어 시기에 유행어처럼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소멸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을 통하여 고찰해본 바, ‘뉴’는 사람뿐 아니라 유정・무정물
과 결합하여 “종류”, “부류”의 의미로 쓰인다. 뿐만 아니라 근대한국어 시기를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을 때에도 그 쓰임이 후대로 가면서 계속 발달한다.

이상으로 근대한국어 시기에 출현하는 ‘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근대한국어 시기

에 복합조사와 ‘것’이 결합하여 쓰이던 자리에 다른 어휘요소가 대체되면서 자립명사

가 쓰이는 자리에 ‘것’이 나타나는 양상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와 동시에 ‘것’은 문

법적 요소로서 점차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 절에서 ‘것’이 의존명사 외에 보문

명사로서 발달해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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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형사절과 ‘것’의 결합

한국어에서 의존명사는 언어의 간결성을 위하여 어떤 단어를 대용하여 하위문을 상

위문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한국어의 의존명사는 복문(複文)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우형식(1987)에서는 언어표현에서 실제적 필요에 따라 단순한 문장뿐만

아니라 내포와 접속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복문을 구성해야 상황이 전개되는데, 한국어

의 복문 중에서 관형사절을 내포하는 형식은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것’은 관형

사절 내포문을 이루어 복문의 상위문과 하위문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주요 문법요

소이다. ‘것’은 관형사절과 결합하여 관계절과 명사구보문61)을 구성하고, 의미적으로는

‘대용어(anaphor)’로서 기능한다. 이어서 이러한 ‘것’의 통사적 기능이 각 시기별로 어

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4.2.1. 관계절 구성

4.2.1.1. 중세한국어 시기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관계절을 구성하는 양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과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다. 본고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선어말어미 ‘-오-’가 ‘것’과 수의적

으로 결합한다고 보고 그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들(허웅 1973ㄱ

/1975, 정호완 1987, 전정례 1991ㄱ, 양정호 1999)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과 선어말어

미 ‘-오-’의 통합 양상이 대체로 규칙적 또는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에 해당되지 않는 예문들은 예외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외로 처

리된 것들 중에는 출현 빈도가 낮지 않은 것들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정말 예외로 다루

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61)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의 두 구성 중 수식하는 절의 한 성분이 비어 있고 그것이 보문명사와

공지시하면 관계절로, 수식하는 절의 성분이 다 채워져 있거나 보문명사를 수식하는 절 내부의

성분으로 상정할 수 없으면 보문으로 분류한다(문숙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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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것’의 분포 및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권재일(1985: 184~6)에서는 의존명사 구문인 관형화 내포

문 구성이 상위문에 목적어로 내포되든 아니면 주어 등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내포되든

의존명사와 상위문의 동사 사이에는 공기 제약이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더하여 순수

하게 명사구로 기능하는 경우는 상위문 동사와 제약이 없으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

는 의존명사는 ‘이’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호완(1987), 홍사만(2006)에서

는 ‘것’을, 정호완(1987), 황경수(1999)에서는 ‘이’에 대하여 권재일(1985)과 동일한 견

해를 기술하고 있다. 이 논의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중세한국어의 ‘것’을

현대한국어의 ‘것’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중세한국어에서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며, 변화를 겪는

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며, 기존의 논의들은 필요에 따라 참고한다.

중세한국어 시기 중 15세기에는 ‘것’의 쓰임이 문헌의 협주62)에서 많이 나타난다.

(48) ㄱ. 冠 쓰 거시니 <釋詳3:5b>

ㄴ. 几 답 거시라 <月釋2:39a>

ㄷ. 四生 네 가짓 나 거시니 <釋詳3:23b>

ㄹ. 人 非人 사과 사 아닌 것과 논 마리니 <釋詳9:1b>

ㅁ. 法華 三乘엣 檃栝이며 [구븐 것 고티 거슨 檃이오 方 것 正 거슨 栝이

라] <法華1:9b>

(48)은 15세기 문헌에서 ‘것’이 쓰이는 협주문의 유형들이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문

장 구조는 (48ㄱ)으로, ‘A B(VP) 거시라’와 같이 구성된 문장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문 구성이라 할 수 있는 ‘A B다’에서 한 차례 파생된 문장 구조로 본

다(박금자 1997: 162). 문장의 A에는 구체명사뿐만 아니라 추상명사도 쓰이며, ‘것’은

대체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주제문에 쓰인다. (48ㄱ)~(48ㄹ)에서 ‘것’이 쓰이는 문장

은 모두 주제문이며, 의미풀이대상(A)이 주어 자리에서 보조사 ‘-/’과 결합한다.

하지만 (48ㅁ)에서는 의미풀이대상에 관계절이 선행하는데, 둘 이상의 문장을 구분하

62) 15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협주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금자(1997: 103~4)를 참고한다.



- 65 -

고자 할 때 이러한 문장을 구성한다.63) 중세한국어에서 (48ㄹ)의 인용명사 ‘말’이 쓰

이는 자리에 ‘것’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64) (48)의 예문들을 통하여 ‘것’이 주

제문(명제문)에서는 구정보를 제시하다가, 점차 관계절을 구성하는 기능을 하게 되

면서 새정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다음 절에서는 ‘것’이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양상이 변화하는 원인 및 양상을

통하여 ‘것’의 통사적 기능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4.2.1.1.1.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

중세한국어에서는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 ‘바’, ‘줄’, ‘’, ‘’ 등의 의존명사가 선어말

어미 ‘-오-’와 통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의존명사 ‘것’은 다른 의존명사들

에 비하여 선어말어미 ‘-오-’와 규칙적으로 통합한다. 다음의 (49)에서 중세한국어 시기

중 15세기 문헌자료에서 나타나는 ‘것’과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48) ㄱ. 지블 라 香華와 供養 것 너비 求야 부텻 塔寺애  供養더니

<月釋21:20b>

ㄴ. 泥 즌 기니 香泥 香로 즌  티 론 거시라 <釋詳23:50b>

ㄷ. 드릇 밧긔셔 받논 것 업수믈 아쳗디 말오(莫嫌野外無供給乘) <杜初22:5b>

ㄹ. 衆生  行논 거슨 곧 三乘ㅅ 性의 고져 논 거시니 <月釋13:44a>

63) Peterson(1987)에서는 초점(Focus)와 명제(Presupposition)에 대하여 설명한다. 명제문은

‘것’이 쓰이는 주제문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래의 두 문장 구성 간의 명제의

차이는 전형적으로 동명사를 사용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강조구문

을 통해서도 명제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문장에서는 Mary가 명제문(ㄱ)에서는 구정보(old information)로서, 강조구문(ㄴ)

에서는 신정보(new information)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49ㄹ)과 (49ㅁ)에

서 나타난다.

ㄱ. Mary(stress) stole a bicycle.

ㄴ. It was Mary(stress) that stole a bicycle. (※ stress=focus)

64) 현대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말’ 또는 ‘’이 쓰이는 자리에 ‘것’이 쓰인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에서는 그 자리에 ‘것’이 쓰이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즉 ‘것’의 분포 가능 위치에

대한 제약이라 할 수 있으며, ‘것’이 출현하여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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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내 모매 本來 뒷논 거슬 아니 各別히 새로 일운 奇特이 업슬 <南明 上:10b>

(49)에서 ‘것’은 관계절을 구성하며, 관형사형 내포문에서 목적어로 기능한다. 타동

사 ‘供養-’, ‘-’, ‘받-’, ‘行-’, 두-’는 관계절의 서술어로서 ‘것’과 결합한다.

(49ㄱ)~(49ㄷ)의 ‘것’은 모두 “물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중 (49ㄴ)의 ‘것’은 선

행하는 ‘香泥’를 대용한다. (49ㄹ)의 ‘것’은 “일(事)”의 의미로 쓰이고, (49ㅁ)의 ‘것’

은 “마음”의 의미로 쓰인다. 이 시기에 관형사형 내포문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는

‘것’은 선어말어미 ‘-오-’와 규칙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것’은 보통 “물

건”을 뜻하지만, 위의 예와 같이 “일(事)”, “마음”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50)에서와 같이 ‘것’이 관형사형 내포문에서 목적어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

(50) ㄱ. 다가 地와 水와 火와 風괘 畢竟에 제 得디 몯리라 닐오 性이空야得

것업수미라 <圓覺上2-2:29b>

ㄴ. 이生劫엣緣이아니라無始브터오매念念에熏受거시니 <楞嚴7:4a>

ㄷ. 七寶ㅣ며 오시며 飮食이며 藥이며 며 一切衆生 얻고져  거시 

 조초 비흐리니 <月釋22:41b> (七寶 衣被 飲食 病瘦醫藥 音樂倡伎 總要

而言 一切衆生所須之物 隨意能雨 <報恩:144b27-報恩:144c01>)

ㄹ. 識 能히 듣 거시오 소리 듣논 거시니 <楞嚴3:42a>

(50)에서 ‘것’이 구성하는 관계절은 관형사절 내포문에서 목적어로 쓰인다. 관계절에서 ‘것’

과 ‘得-’, ‘受-’, ‘얻-’과 같은 타동사가 결합하는 양상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36)과 동일

하지만, 여기에서의 ‘것’은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나타난다. 15세기

에 소수의 예문에서 이렇게 ‘것’과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다.

(50ㄱ)의 ‘것’은 선행하는 ‘地水火風’의 의미로 쓰인다. 이들은 각각 “(상징적인) 요

소”들로서,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들이다. (50ㄴ)의 ‘것’은 선행하는 ‘薰’,

즉 ‘훈습’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는 “일(事)”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50ㄷ)의 ‘것’도 역시 선행하는 ‘七寶’, ‘옷’, ‘飮食’, ‘藥’, ‘풍류’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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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에 속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때 선행하는 대상들 중 ‘七寶’, ‘옷’, ‘飮食’은 “물건”

에 속한다. 하지만 ‘풍류’는 한문 원문의 ‘音樂倡伎’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악기를 다

루고 노래를 하는 재주”를 의미한다. 즉 “물건”의 의미가 아닌 어떠한 “행위”를 의

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것’은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기능을 하는 것으

로 본다. (50ㄹ)의 ‘것’도 모두 관형사절 내포문에서 목적어로 쓰인다. 나열된 두 문장은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지 않고 후

행하는 ‘것’은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여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때 ‘것’은 모두 “일”을

의미한다.

(50)을 통하여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은 “물건”과 더불어 “요소”, “일”, “행위”와 같은

사실성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은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의 의미는 선어말어미 ‘-오-’의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15세기 문

헌자료에서부터 “물건”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뿐 아니라 “일”, “마음”과 같은 추상적인 의

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15세기 문헌자료에서 관형사절 내포문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것’이

관계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의미를 쓰이는 양상이 상당히 분명하

게 나타난다. 반면에 16세기 문헌자료에서는 관형사절 내포문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것’이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는 양상이 급격히 줄어든다. 더불어 ‘것’의 의미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51)에서 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1) ㄱ. 曾子ㅣ 샤 君子ㅣ 道理예 귀히 너기논 거시 세히니(曾子ㅣ 曰 君子ㅣ 所貴

乎道者ㅣ 三이니) <飜小4:6b-7a>

ㄴ. 어미를 닙피며 머규 어믜 몸애 편안히 너기 거시 다 유여더라(以供母 便

(母)身之物莫不畢給) <飜小9:20b>

ㄷ. 하히 命샨 거 닐온 性이오 性 率  닐온 道ㅣ오 道 닷글  닐온

敎ㅣ니라(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오 修道之謂敎ㅣ니라) <中庸1a>

ㄹ. 하히 주샨 양로  시 道이오 道 닷게 혼 거시 敎ㅣ라 <七大11a>

ㅁ. 祭라 혼 거슨 반시 남진 겨집이 친히 니  밧과 안햇 소임을 초 배니

(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内之官也 官備則具備) <小學2:25b>

(51)은 16세기 문헌자료에서 ‘것’과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는 양상이 문증되는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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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문들이다. 이와 같이 16세기 문헌자료에서 ‘것’과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는 양

상이 15세기에 비하여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51ㄱ)을 제외한 예문에서는 선어말어미

‘-오-’가 탈락된 ‘너기 것’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때 ‘것’은 “행동”의 의미

로 쓰인다. (51ㄴ)은 (51ㄱ)과 동일한 문헌에서 나타나며 내포절에 (51ㄱ)과 동일한 서술

어가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어말어미 ‘-오-’가 탈락된 채 ‘것’과 결합하고 있다.

여기에서 ‘것’은 “물건”의 의미로 쓰인다. (51ㄱ)~(51ㄴ)은 ‘것’과 선어말어미 ‘-오-’가 통

합되는 양상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51ㄷ)의 ‘것’은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여 쓰이고 있으며, 이때 ‘것’은 “일(事)”의 의

미로 쓰인다. (51ㄹ)에서 ‘것’은 분열문을 구성하고 있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이 관계절

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러한 분열문을 구성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 (51ㄹ)의 ‘道 닷게

혼 거시 敎ㅣ라’에서 ‘것’은 ‘敎’를 강조하기 위하여 분열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때 ‘것’

은 “원인”의 의미로 쓰인다. (51ㅁ)의 ‘-+-오-+-ㄴ# 것’ 구성은 중세한국어 시기 중 15

세기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16세기에 들어와서는 선어말어미 ‘-오-’가 탈락하여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것’은 “말(言)”의 의미로 쓰이며,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자료에

서 이렇게 ‘N+인용어미# 것’과 같은 구성에 보조사 ‘(/)’이 결합하여 주제문으로 쓰이는

양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통사적 구성에서 ‘것’의 의미적 특징은 (49)에서와 마

찬가지로 선어말어미 ‘-오-’와의 통합여부에 관계없이 “물건” 외에 “일(事)”, “원인”, “말

(言)” 등의 사실성을 지닌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5세기에 비하여 16세기에는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과 통합하던 선어말어미 ‘-오-’가 급격

히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의 통사

적 기능의 발달과 ‘것’과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여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

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중세한국어 후반기로 가면서 ‘것’이 통사적 구조에서 분포하는 양상이

점차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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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2. ‘것’의 분포영역 및 의미 확장

중세한국어에서 관계절과 결합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건(物)”을 기

본으로 하여 “종류”및 “일(事)”, “마음”과 같은 사실성을 지닌 의미로도 쓰인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중에서도 15세기에 간행된 문헌자료들만을 한정하여 살펴보면, ‘것’이 형태

적 기능을 하는 경우와 더불어 통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물건”의 의미로 쓰

인다. 즉 중세한국어에서 ‘것’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는 하였지만, 중심

의미는 “물건(物)”이었던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각 시기에 따라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의 출현 빈도가 확장되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것’이 의미하는 바에 변화가 나타

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15세기와 16세기에 간행된 문헌자료를 통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것’의 특징 및 변화 양

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세한국어 시기에 동일한 한문 원문을 각기 다른 시기에 두 차

례 이상 언해한 『飜譯小學』(1518) 과 『小學諺解』(1588), 『三綱行實圖』의 成宗版

(1481)과 宣祖版(1579)을 연구 및 분석 자료로 삼는다.65)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의 분

포 영역 및 의미가 변화하는 현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것’과 유사한 의미기능을 하는 자립명사 및 의존명사가 소멸하거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것’이 그 자리에 대체되는 것이다.66) 둘째는 문헌을 번역하는 방법

의 차이에 의하여 ‘것’의 분포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는 언해본이 한문 원문을

직역과 의역 중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여 번역하였는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65) 이숭녕(1975), 손주일(2000)에서도 각기 다른 시대에 간행된 중세한국어 문헌자료에 쓰이는

‘것’을 비교하면서 ‘것’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하지만 이 논문들에서는 소수의 문헌

및 예문을 대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때문에 그러한 양상들을 일반화 하는 것

이 어렵고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것’의 의미 ‘것’과 의미상 관련된 의존명사

물 건 갓(物), 곧, 바(所), 치(物), 하(/)

사 실 줄, , 쟋(/쟉), , 

사 람 자(者), 놈, 이

66)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과 의미상 관계를 맺고 있는 의존명사들이 상당히 많았다. 의존명사 ‘것’은

“물건”, “사실”, “사람”의 의미로 쓰이던 의존명사들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의존명사들의 목록을

아래의 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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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쓰이던 어휘가 후대로 가면서 소멸 또는 변화하거나 문헌에 대한 번역

자의 번역 태도에 의하여 동일한 한문원문에 대한 언해 방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미 자리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15세기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및 선어말어미가 기능상의 변화를 겪어 후대에는 그들

이 쓰이던 자리에 ‘것’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예문을 통하여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52)에서 첫 번째 현상에 대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52) ㄱ. 호 모로매 안야 리오 조 모로매 화 리니(夫學須靜也 才須學

也) <飜小6:16b>

ㄱ′. 홈 모롬애 안야  거시오 조 모롬애 화야 디라 <小學5:15b>

ㄴ. 어디디 몯니 凶이라 닐오미니라(不善也者 凶之謂也) <飜小6:29a-b>

ㄴ′. 어디디 몯홈이란 거 凶홈을 닐옴인 줄을 알디니라 <小學5:27b>

ㄷ.  을 보내여 제 아를 주고 유무여 닐오 네 아 나죄 머굴 이레 몸

뉴미 어려올(送一力給其子書曰 汝旦夕之費 自給爲難) <飜小9:92a>

ㄷ′.  을 보내여 그 아을 주고 유무여 오 네 아 나죄  거 스스로

만홈이 어려올 <小學6:85b>

ㄹ. 사오나온 이리어든 젹다 고 디 말며 어딘 이리어든 젹다 고 아니디 말라

시니라(勿以惡小而爲之 勿以善小而不爲) <飜小6:15b>

ㄹ′. 사오나온 거시 젹다 야  디 말며 어딘 거시 젹다 야  디 말며

<小學5:14b>

(52)에서 『飜譯小學』에서는 의존명사 ‘이’와 자립명사 ‘일(事)’이 쓰이던 자리에『小

學諺解』에서는 ‘것’이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15세기에 보통 “물건”의 의미로

만 쓰이던 ‘것’이 “일(事)”의 의미로 쓰이는 양상을 볼 수 있는 예시이다. (52ㄱ)에서는

『飜譯小學』에서 “일(事)”의 의미로 의존명사 ‘이’가 쓰이던 자리에 『小學諺解』에서

는 ‘것’이 쓰이게 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52ㄴ)에서 의존명사 ‘이’는 “일(事)”의 의미로

쓰인다. (52ㄷ)~(52ㄹ)에서도 『飜譯小學』에서 자립명사 ‘일(事)’이 쓰이던 자리에

『小學諺解』에서 ‘것’으로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것’이 15세기에 비하여

16세기 문헌에서는 ‘일(事)’과 같은 사실성을 지닌 추상명사의 의미로 활발하게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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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도 하나의 현상일 뿐, ‘것’

이 “일(事)”와 같은 사실성을 지닌 의미로 쓰이는 양상은 여전히 매우 소극적으로 나

타난다. 다음의 (53)이 이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53) ㄱ. 지븨 뫼화 드리 것과 벼슬 사 노글 다  고애 뫼화 사 혀여 나날이

바 거슬 주며(猶同居共爨 及有官者俸祿 皆聚之一庫 計口日給餉) <飜小9:108a>

ㄱ′. 집셰 거둔 바와 믿 벼슬 둔는 이의 월과 祿을 다  庫애 뫼화 사 혀여

날로 먹일 거 供給며 <小學6:100b>

ㄴ. 曾子ㅣ 샤 君子ㅣ 道理예 귀히 너기논 거시 세히니(曾子ㅣ曰 君子ㅣ 所貴

乎道者ㅣ 三이니) <飜小4:6b-7a>

ㄴ´. 曾子ㅣ 샤 君子ㅣ 道애 貴히 너기 배 세히니(曾子曰 君子所貴乎道者

三) <小學3:6a>

(53)에서는 『飜譯小學』에서 ‘것’이 쓰이던 자리에 『小學諺解』에서 ‘바(所)’로 대체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이 “일(事)”의 의미로 쓰이는 의존명사로서

기능하는 양상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3ㄴ~ㄴ′)에서는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이 15세기 문헌에서는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지만 16세기에

선어말어미 ‘-오-’가 탈락하게 되는 모습도 확인된다. 다음의 (54)에서 “일(事)”을 중심

의미로 하는 의존명사 ‘바’가 쓰이는 위치에 ‘것’이 쓰이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54) ㄱ. 남진 죽거든 아 조차 간도 절로 일오 배 업스니라(夫死從子 無所敢自遂

也) <內訓1:85a>

ㄴ. 시혹  爲야 說法거든 香 듣고 다 能히 알며 잇 方마닷 世尊이 一切 恭敬

 배라(或爲人說法거든 聞香고 悉能知며 在在方世尊이 一切所恭敬이

라) <法華6:50a>

ㄷ. 녀가매 同티 몯호 슬노니 논 바 베풀 말 업도다(于邁恨不同 所思無由

宣) <杜初22:54b>

ㄹ. 스 되니로 칠 바 알에 하며 뎨로서 홀 바 알에 노라(爲獅者知

所以學 弟子知所以學) <小諺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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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의 ‘일오-(成)’, ‘恭敬-’, ‘랑-’와, ‘치-’와 더불어 ‘放逸-’, ‘붓그리-’와 같

은 부류의 서술어들이 중세한국어에서는 의존명사 ‘바’와 결합하여 쓰인다. 이 서술어들

은 모두 구체적인 행위 및 실체를 나타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타동사들로서, ‘것’과 결

합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것’이 “일(事)”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들

서술어와의 결합에 있어 제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54)의 문헌들은 모두 직역체의

문헌들로서, ‘바(所)’는 문맥에 따라 “일(事)”, “마음” 등의 의미로 쓰인다.67) 또한 중세

한국어 시기에 의존명사 ‘것’이 “일(事)”를 포함한 사실성을 지니는 의미로 쓰이는 양상이

드물게 나타났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시기에 그러한 의미로 활발히 쓰이는 ‘바’, ‘줄’, ‘이’

그리고 ‘’, ‘’68) 등과 같은 다른 의존명사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의존명사 ‘것’의 분포영역 및 의미가 확장되는 첫 번째 현상은

추상명사 ‘일(事)’과 의존명사 ‘이’가 쓰이던 자리에 ‘것’이 대체되는 것임을 알 수 있

었다. 두 번째 현상은 한문 원문을 번역할 때에 문체 및 번역자의 태도에 차이가 존재함

에 따라 ‘것’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飜譯小學』과 『小學諺解』는 각각 의역체, 직

역체 문헌이다. 직역체 문헌이 한문 원문의 한자에 더욱 충실하여 언해되어 있는(남

성우 2007)만큼 직역체로 번역된 『小學諺解』는 『飜譯小學』에 비하여 한문 원문의

한자에 충실하여 언해되어 있다. 문체의 변화는 당시에 쓰이던 어휘의 생성과 소멸, 의

미 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55)에서 ‘것’의 쓰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5) ㄱ. 사 졉기 티 믿비 야 내게 리 일와 해로온 이를 야 며

말며 디 아니고(其事上遇人 一以自信 不擇利害爲趨捨) <飜小10:21ab>

ㄱ′. 사을 졉홈애 티 스스로 민 거스로 야 利며 害를 야 나아

67) 현대한국어 화자의 인식으로는 ‘바’가 쓰이는 자리에 ‘것’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근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가서야 의존명사 ‘것’과 (54)의 서술어들이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쓰이는 모

습이 발견된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4.2.1.2.에서 살펴본다.

68) 중세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와 ‘’는 원시 추상명사이다(홍사만 2003). 먼저 ‘’는 ‘줄’과

함께 양태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존명사 ‘’, ‘이’와 함께 논의되곤 한다. 그리고

후대에 이 의존명사들이 쓰이던 자리에 ‘것’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특

히 ‘’, ‘’는 중세한국어 시기에도 ‘것’이 쓰이던 동일한 위치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 접사로 문법화 된 형태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들이 쓰이던 자리는 ‘줄’ 또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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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임을 디 아니고 <小學6:120a>

ㄴ. 龐公이 받 가리를 그치고 두던 우희 잇거를(夫妻相敬如賓 劉表候之 龐公釋耕於壟

上) <飜小9:91a>

ㄴ′. 龐公이 두던 우희 가 받 가던 거 그치고 <小學6:84b>

ㄷ. 혹 므레 가 고기 자바 브세 드러 차반을 맛나게 오(或水而漁 入厨具甘旨)

<飜小9:99a>

ㄷ′. 或 믈에 고기 잡놋다 브세 들어 고 만난 거 초고 <小學6:92a>

(55)에서는 번역한 문체에 의하여 ‘것’의 분포영역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

다. (55ㄱ~ㄱ′)는 어휘의 소멸에 따라 번역 방법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며, (55ㄴ~ㄴ′)

의 밑줄 친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동일하지만 번역자의 태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다. 이하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번역양상에 차이가 나는 현상도 (55ㄴ~ㄴ′)에서와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은 다음의 (56)에서와 같이 중세한국어에서 선어말어미 ‘-리-’

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 자리에 ‘-ㄹ 것’이 쓰이는 것이다.

(56) ㄱ. 節女ᅵ 너교 아니옷 드르면 아비 주그리오(女念不聽則殺父) <三綱成 烈:5>

ㄱ′. 졀녜 너교 아니옷 드르면 아비 주글 거시오 <三綱宣 烈:5>

ㄴ. 그듸 忠臣이 외어든 나 忠臣의 겨지비 몯 외리여(君爲忠臣 我獨不能爲忠

臣之婦乎) <三綱成 烈:20>

ㄴ′. 그 신이 도외어든 나 신의 겨지비 몯 도욀 것 <三綱宣 烈:20>

ㄷ. 내 다 朱泚 자바 주규리니 몯야 주구리라 니(我當搏泚殺之 不克則

死) <三綱忠16>

ㄷ′. 내 당이 쥬 자바 주규니라 몯면 내 주글 거시라 더니 <三綱宣忠16>

(56)에서는 선어말어미 ‘-리-’가 쓰이던 자리에 ‘-ㄹ 것’이 쓰이게 되는 현상이 확인된

다. 15세기 문헌에서 선어말어미 ‘-리-’는 미래성을 지니며, “추측”, “의도” 등의 의미

를 지닌다(이병기 2006).69) 하지만 16세기를 시작으로 하여 선어말어미 ‘-리-’가 쓰이

69) ‘-(으)리-’의 세력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하여 16세기부터 ‘추정’의 의미로 쓰였던 ‘-게 엿-’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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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리에 점차 ‘-ㄹ 것’이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선어말어미 ‘-리-’는 미래성을

지닌다는 기본적인 특징과 더불어 양태적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선어말어미 ‘-리-’는

(56ㄱ)~(56ㄴ)에서는 “추정”, (56ㄷ)에서는 “의도”라는 양태적 의미로 쓰인다. 후대시기

의 이본에서 선어말어미 ‘-리-’가 쓰이던 자리에 대체되는 ‘-ㄹ 것’은 자연스럽게

미래성과 양태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대별로 간행된 문헌

에서 선어말어미 ‘-리-’가 쓰이던 자리에 ‘-ㄹ 것’이 대체되는 양상은 나타나지만,

‘-ㄹ 것’이 쓰이던 자리에 선어말어미 ‘-리-’가 대체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듯하다.

이상으로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것’의 분포영역 및 의미가 확장되는 현상

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것’은 직역체 문헌

을 중심으로 하여 의역체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것’은 한문 원문의 ‘物’, ‘具’, ‘身’,

‘者’, ‘東西’ 등에 대응되어 쓰였으며, 중세한국어 시기는 통사적 기능을 하는 ‘것’이

서서히 발달해 나아가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4.2.1.2. 근대한국어 시기

근대한국어 시기에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왕문용(1988), 홍종선(2006)

에서 논의되었다. 왕문용(1988)에서는 후기근대한국어의 의존명사들을 전반적으로 살

펴보면서 ‘것’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근대한국어에서 ‘것’이 조사들과 결합하는 양

상과 더불어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종선(1998)에서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를 후기근대한국어 시기라고 설정하고 근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특징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것’에 관련된 논의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 더불어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들에 쓰이는 ‘것’

을 분석하여 ‘것’의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 ‘것’의 통

사적 기능이 점차 강화되는 현상과 19세기에 문법화를 겪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면

능상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의(권재일 1987, 이기갑 1987)가 있다. 그 중 이기갑(1987)에서는

‘-리-’와 관련하여 ‘-ㄹ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ㄹ 것’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재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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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분석해 보고자 하며, ‘것’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근대한국어에서 ‘것’이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양상은 중세한국어에서와 동일하게

‘것’이 관계절을 구성하는 경우와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중세한국어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근대한국어 시기에 ‘것’이 관형사절과 결합

하는 양상은 급격히 발달한다. 그리고 이는 곧 ‘것’이 문법적 요소로서 자리 잡게 되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근대한국어에서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중세한국어에서는 관계절과 ‘것’이 결합할 때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 편이었던 반면에 근대한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가 ‘-오-’가 대체로

탈락하게 되고 불규칙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근대한국

어에서 ‘것’은 문법적 요소로서 문맥에 의지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영역 및 분포하는

영역이 급격히 확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한국어에서 ‘것’이 이러한 발달 과정

을 겪게 되는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러한 양상이 ‘것’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

는지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4.2.1.2.1. 선어말어미 ‘-오-’의 탈락

근대한국어에서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과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는 양상은

소수의 예문을 통하여 문증된다. 다음의 (57)을 통하여 근대한국어에서 관계절을 구성

하는 ‘것’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는 예문을 살펴보고, ‘것’과 서술어가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57) ㄱ. 溫公을 보와 을 다며 몸을 行홀 종요ㅣ 可히  몸이 도록 行홀 거

뭇온대(劉忠定公見溫公 問盡心行己之要 可以終身行之者) <御內1:13a>

ㄴ. 天이 命샨 거 닐온 性이오 性을 率 거 닐온 道ㅣ오 道 修 거 닐온

敎ㅣ니 <中栗1a>

ㄷ. 집을 라 향화와 공양홀 걷 너비 구야 <地藏 上:9a>

ㄹ. 내 좌측의 즙믈과 장과 궤 혼 거슬 처의 버려 노흐미 업니 <明義卷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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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45a>

(57)은 모두 18세기 초・중엽의 문헌의 예문들이며, 의존명사 ‘것’과 선어말어미 ‘-오-’
가 통합하고 있다. 각 예문에서 ‘것’은 관형사절 내포문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관계절을 구성할 때에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한다. ‘것’과 결합하는 서술어가 모두

타동사이기는 하지만, 문증되는 예문의 수가 예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그들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7ㄱ)~(57ㄴ)의 ‘것’은 “일(事)”의 의미로 쓰이고, (57ㄷ)~(57ㄹ)의 ‘것’은 “물건”의 의

미로 쓰이고 있다. 앞에서 16세기 문헌에서도 ‘것’이 선어말어미 ‘-오-’와의 통합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의 의미와 더불어 사실성의 의미를 지닌 추상명사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근대한국어에서는 ‘것’이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여 쓰

이는 양상이 중세한국어 시기에 비하여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근대한

국어 후반기로 가면서는 완전히 탈락하게 된다.

(58) ㄱ. 아 나죄로 빗뎝이며 셰슛물이며 奉養 거 設야 <家禮5:20a>

ㄴ. 몸이 밧긔 이셔 각별이 쟝만 것 업서 각별히 生계 분별야(臣身在外야 別

無調度야 不別治生야) <御內3:47b>

ㄷ. 평의 착 일 가히 긔록 것 업므로 <敬信57a>

ㄹ. 내 몸과 의 유익을 어드매 어진 사의 주 거 바든 배 젹디 아닐지라

<乙丙8:69>

ㅁ. 遼東의 다 도록 텬하의 빗겨 으로  거시 진짓 큰 사나희 생각이라

<三譯8:16b>

(58)은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과 통합하던 선어말어미 ‘-오-’가 탈락한 모습이다. ‘것’

과 결합하는 서술어는 모두 타동사이며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선어말어미 ‘-오-’와 통

합하였던 것들이다. (58ㄱ)~(58ㄴ)의 ‘것’은 모두 “물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58

ㄷ)~(58ㅁ)의 ‘것’은 각각 “일(事)”, “말(言)”, “모습”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은 중세한국어 시기에도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이 선어

말어미 ‘-오-’의 통합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주요 의미로 하여 “일(事)”, “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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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미로도 쓰였던 것과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것’이 이러한 변화를 겪는 시기에 ‘것’과 통사 및 의미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바(所)’, ‘줄’, ‘양’과 같은 의존명사들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의존명사들

이 ‘것’보다 더 후대까지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여 쓰이는 양상이 발견된다.70)

(59) ㄱ. 네 키 度ㅣ 업스니 내 너를 動논 주리 아니라 네 邑으로 브테니라 <書傳4:47b>

ㄴ. 너희 多士아 우리 小國이 敢히 殷命을 弋혼 주리 아니라 <書傳4:43b>

ㄷ. 그러나 求논 배 아당며 고온톄 야 苟챠히 親요 닐오미 아니라(然이

나 所求者 亦非佞媚苟親也ㅣ라) <御內2:10a>

ㄷ´. 그러나 求논 배 阿黨며 아다온 야 苟苴히 親요 닐온디 아니

라(然所求者 亦非謂佞媚苟親也) <內訓宣 上:11b-12a>

ㄹ. 엇디 우흐로 우리 님금을 져리며 아로 혼 바 져림이 아니리오(豈

不上負吾君下負所學) <伍倫5:1b>

ㅁ. 다만 오래 사라 시졀 사의 결단나 양을 보고뎌 노라 <闡義4:8a>

(59ㄱ)~(59ㄴ)에서는 의존명사 ‘줄’과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양상이 나타나고, (59ㄷ)에

서는 의존명사 ‘바’와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의존명사가 이루는

관형사절 내포문이 목적어로 기능하는 (59ㄱ)~(59ㄹ)의 상위 서술어는 타동사이며, 따라서

‘것’과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고 있다. 반면에 (59ㅁ)의 경우는 자동사이기에 ‘것’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의존명사 ‘바’, ‘줄’, ‘양’이 선어말어

미 ‘-오-’와 통합하는 양상이 ‘것’에 비하여 더욱 후대까지 규칙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59ㄱ)~(59ㄴ)에서 ‘줄’은 각각 “일(事)” 또는 “의도”의 의미로 쓰이며,

후대로 가면서 이 자리에는 ‘것’이 자연스럽게 대체된다. (59ㄷ)의 ‘바’는 각각 “일(事)” 또

는 “방법”의 의미로 쓰인다. 이는 (59ㄷ′)과 같이 중세한국어 시기의 이본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난다. 그리고 (59ㄹ)의 ‘바’와 (59ㅁ)의 ‘양’은 각각 “일(事)”과 “방법” 또는 “뜻”의

의미로 쓰인다.

70) 전정례(1991ㄱ), 양정호(1999), 정수현(2012) 등의 기존 논의에서는 ‘것’은 명사성이 가장
강한 의존명사로서 가장 후대까지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여 쓰인다고 언급한다. 하지
만 당시의 문헌 자료를 분석해보면 본고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것’보다 더 후대까지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여 쓰이는 의존명사들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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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를 통하여 18세기 문헌에서 ‘것’ 외에 의존명사 ‘줄’, ‘바’, ‘양’도 선어말어미 ‘-오

-’와 통합하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의존명사들이 지니는 공통점은 이들 의존명

사들이 “일”, “의도”, “방법” 등과 같이 사실성을 지닌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러

한 양상은 소수의 예문에서 문증되기에 나타나는 현상에 따른 규칙의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쉽지 않다. 선어말어미 ‘-오-’는 관계절을 구성하는 의존명사들 중에서도 ‘것’

과 가장 늦은 시기까지 통합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줄’, ‘바’, ‘양’도 비슷한 시기

에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 ‘-오-’의 결합여부의 의미를 확

실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하지만 ‘-오-’가 의존명사들과 결합하는 양상을 살

펴보면 구체적인 의미로 쓰이는 의존명사들에 비하여 사실성을 지니는 의미, 즉 추상

명사의 의미로 쓰이는 의존명사들과 가장 후대까지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절에서는 근대한국어에서 관계절을 구성

하는 ‘것’이 발달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4.2.1.2.2. ‘것’의 분포영역 및 의미 확장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중세한국어 시기와는 달리 다양한 많은 문헌들이 간행되었

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에서와 같이 각기 다른 시기에 간행

된 문헌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근대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근대한국어 후반기에 간행된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전 시기의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근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의 의미 및 기능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부류의

문헌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첫 번째 부류는 중세한국어 시기와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

된 대표적인 會話書라 할 수 있는 『老乞大』언해류(『老乞大諺解』(1670), 『重刊老乞大諺

解』(1795))와 『朴通事』언해류(『朴通事諺解』(1677), 『朴通事新釋諺解』(1765))이다.

『老乞大』언해류 중 『飜譯老乞大』(1517)와 『老乞大諺解』(1670)는 동일한 한문 원

문에 대한 번역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重刊老乞大諺解』(1795)는 한어본(漢

語本) 『重刊老乞大』를 언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에 간행된 두 문헌들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번역 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또 다른 회화서로는『朴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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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언해류가 있으며, 그 중 17세기에 최세진에 의하여 간행된『朴通事諺解』가 있다.

이후 18세기에 김창조 등에 의하여 漢語本 『朴通事』를 18세기 근대한국어 체계에 맞

게 내용을 수정하여 『朴通事新釋』을 간행한 후 그것을 언해하여 『朴通事新釋諺解』

를 간행하였다. 따라서 두 언해류 모두 한문 원문의 차이에 따라 번역서의 내용 및 문

법 체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71)

연구 자료 중 두 번째 부류는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의 모습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유교서로, 각기 다른 시기에 간행된 부녀자들의 훈육에 목적을 둔 여훈서이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여훈서로는 『女訓諺解』(1658), 『御製內訓』(1737), 『女四書』(1737), 『女

小學』(18세기), 『女士須知』(1889) 등이 있다. 이 중 본고에서는 『內訓』(1573)과 『御製

內訓』(1737)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 문헌들은 여성들을 훈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

으로, 모두 왕실에서 간행되었다. 따라서 국어학적 특징들이 나타나는 경향들도 보수성

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문체 또한 구어체보다 문어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문헌들이 16세기와 18세기의 국어학적 특징들을 각 시대에 따라 있

는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럼 지금부터 위의 두 문

헌들을 비교함으로써 ‘것’의 기능 및 의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것’의 분포영역 및 의미가 확장되는 현상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그 현상과 더불어 각 시기에 따라 ‘것’이 변화해 가는 모습에 대

하서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것’과 의미상 유사한 의존명사들이 소멸하거나 의미가 축소됨에 따라 ‘것’이

71) 『老乞大』와 『朴通事』에서와 같이 異本들이 각기 다른 한문 원문을 바탕으로 다른

시기에 改刊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문 원문의 중국어 문법에 따라 언해문들

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즉 한문 원문의 변화에 따라 언해방식 및 내용이 변화하게 되는

데, 이때 ‘것’이 발달하는 양상의 아래와 같이 발견할 수 있다.

ㄱ. 그 免帖 우희 세 번 마즈믈 면라 여 쓰고(那免帖上寫着“免打三下”) <老乞 上:4a>

ㄱ′. 그 免帖에  거시 이 세 번 치믈 免리라 고(那免帖上寫的是免打三下) <重老

上:4a>

ㄴ. 네 칼이 드냐 무되냐(你的刀子快也鈍) <朴諺 上:39b>

ㄴ′. 네 칼이 이 드 거시냐 이 무된 거시냐(你刀子是快的 還是鈍的呢) <朴新1:04b>

ㄷ.  아므란 쳔도 업스니 그놈들히 우리 여 므엇리오(又沒甚麽錢本 那廝們待要我甚

麽) <老乞 上:24b>

ㄷ′.  아모란 銀錢 가져온 거시 업스니 곳 져 만나도 관계치 아니다(又沒甚麽金錢帶來

的 就逢見了他不相干) <重老 上: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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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 대체되는 것이다. 둘째는 선어말어미 ‘-리-’, ‘-니-’가 쓰이던 자리에 ‘-ㄹ

것’, ‘-ㄴ 것’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문헌이 간행되는 시기 및 그 특성에 따라

번역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것’이 대용어로서

활발하게 기능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 중 중세한국어에서와 동일한 현상들은 근

대한국어 시기에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것’이 대용어로서 기능하는

양상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들어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어서 이러한 현상들을 예문

을 통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것’과 의미상 유사성을 띠는 다른 의존명사들이 소멸하거나 의미가 축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것’이 그 자리에 대체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것’은 (60)과

같이 분포하는 범위가 확장되고 의미 또한 다양해진다.

(60) ㄱ . 오니 거즛거시오 갑이야 진짓거시라(討的是虛 還的是實) <老乞 下:20a>

ㄱ′. 오거슨이헷거시오주거시야이진짓거시라(討的是虛還的是實) <重老下:21a>

ㄴ. 장 니아 菜玉이오 장 놉프니 羊脂玉이오(最低的是菜玉 最高的是羊脂玉) <老

乞 下:46b>

ㄴ′. 장 즌 거슨 이 菜玉이오 장 놉흔 거슨 이 羊脂玉이오(最低的是菜玉 最高的是羊

脂玉) <重老 下:48b>

ㄷ. 뎌 디새 여디니 잇거든 새로 밧고 네 날회여 니라(看瓦若有破的時 換箇新的)

<朴諺 中:40a-b>

ㄷ′. 뎌 디새 야진 것 잇거든 곳 여러 낫 새 거슬 밧고라(看瓦若有破的時 換箇新的)

<朴新2:46a>

ㄹ. 이  등엣 져기 즉 이 닐곱 돈식이라(這一等較低些的七錢家)<老乞 下:53b-54a>

ㄹ′. 이 지 거슨 닐곱 돈이라(次的五錢) <重老 下:56a>

ㅁ. 네 이 집의셔 나힌 이가 본 사니가 내하 본 사니라(你的馬是家生的那元

買的 我是元買的) <老乞 下:14a>

ㅁ′. 네 의 이 집의셔 나흔 것가 도로혀 이 사온 것가 내거슨 본 이 사온 거시

라 <重老 下:15a>

(60)에서 의존명사 ‘이’가 쓰이던 자리에 ‘것’이 대체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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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예문에서 ‘것’의 의미는 ‘무정체언’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며, 대다수의 예문에서

“물건”을 뜻한다. (60ㄱ)과 (60ㄴ)의 ‘이’는 각각 “값”, “물건”을 의미하며, (60ㄱ′)과

(60ㄴ′)에서는 모두 ‘것’으로 대체된다. (60ㄷ)에서는 “물건”의 의미로 쓰이는 의존명

사 ‘이’와 명사 ‘새’가 쓰이고 있다. 하지만 (60ㄷ´)의 ‘이’는 ‘것’으로 대체되고 중세한

국어에서부터 관형사, 명사와 더불어 부사로 기능하던 ‘새’가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

에서는 ‘것’과 결합하여 ‘새 것’으로 쓰이고 있다. 더불어 이는 ‘새’가 명사의 성질을 잃

어가고 관형사화 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60ㄹ)의 의존명사 ‘이’가 쓰이던 자리

에 18세기 문헌에서는 ‘것’으로 대체되며, 이떄 ‘것’은 “물건”의 의미로 쓰인다. 마지막

예문인 (60ㅁ)에서 의존명사 ‘이’는 선행하는 “말(馬)”을 의미한다. 이는 유정체언의

의미로 쓰이는데, 후대 문헌에서는 ‘것’으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

세한국어에서 쓰이던 의존명사 ‘하(/)’는 인칭대명사 뒤에서만 쓰였으나 이 자리에

도 ‘것’이 대체되어 쓰이게 된다. 때문에 ‘내하’의 ‘하’가 쓰이는 위치에서 ‘하’가 소멸

함에 따라 ‘것’이 대체되어 쓰이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이상으로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이본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의존명사 ‘이’가 쓰

이던 자리에 ‘것’이 대체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세한국어에서

부터 가장 다양한 의미로 쓰이던 의존명사 ‘이’가 점차 “물건”, “일(事)”의 의미를 잃

고 의미가 축소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와 동시에 ‘것’이 “일(事)”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세한국어 시기에도 그랬듯이 근대한국어 시기에도 몇몇 의존명사들은 ‘것’과 유

사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문헌의 간행시기에 따라 의존명사들 간의 교체 양

상을 보면 ‘것’이 여느 의존명사들이 쓰이던 자리에 대체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

타나지만 반대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老乞大』언해류와 『朴通事』언해류가 會

話書라는 특징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두 부류의 문헌에서 ‘바(所)’가 쓰이는 문

장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老乞大諺解』에서는 ‘치’, ‘하’ 등의 의존명사가 나

타나지만 『重刊老乞大諺解』에서는 모두 ‘것’으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다. 『朴通事諺

解』와 『朴通事新釋諺解』의 경우에는 의존명사 ‘이’가 쓰이던 자리에 ‘것’으로 대체되

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두 부류의 문헌에서 가장 활발하게 대체 양상을 보이는 의존

명사는 ‘이’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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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에서 살펴본 ‘이’와 ‘것’의 관계 외에도 중세한국어 시기에서부터 근대한국어

시기까지 ‘것’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의존명사들이 여럿 존재하였다. 즉 근대한국

어에서도 ‘이’, ‘바’, ‘줄’ 등의 의존명사가 쓰이던 자리에 후대문헌에서는 ‘것’이 쓰이

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전대 문헌에서 “물건”의 의미로 쓰이던 의

존명사들이 후대 문헌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거나 의존명사 자체가 사라진다. 즉 “물

건”의 의미로 쓰이는 의존명사들 간에 발생하는 의미충돌에 의하여 ‘것’ 외의 의존명사

들이 “물건”의 의미로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Anttila(1972: 187)에서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는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고 한다. 즉 “물

건”의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것(物)’의 세력이 중세 및 근대한국어 시기에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것’ 외에 “물건”의 의미로 쓰이는 의존명사들이 더 이

상 “물건”의 의미로 쓰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61)에서는 전대 문헌에서 의존명사 ‘줄’, ‘양’, ‘치’,

‘하’가 쓰이던 자리에 후대 문헌에서 ‘것’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1) ㄱ. 내 너희를 재디 아니려  줄이 아니라(我不是不教你宿) <老乞 上:43a>

ㄱ′. 내 너 재오지 아니려  거시 아니라(我不是不要你宿) <重老 上:43b>

ㄴ. 송고 고 노 굴그니 라 잇 양이 분외에 구드니 보기 됴트라(錐兒細

線粗 上的分外的牢壯好看) <老乞 下:48a>

ㄴ′. 송곳슨 고 실은 굵으니 론 거시 分外에 牢壯여 보기 죠라(錐子細線

粗上的分外的牢壯好看) <重老 下:50a>

ㄷ. 이 비단 南京 치오 외방 치 아니니(這緞子是南京的不是外路的) <老乞下:26b>

ㄷ′. 이 비단은 이 南京ㅅ 거시오 다 셔 온 거시 아니라(這紬子是南京的 不是

別路處來的) <重老 下:27b>

ㄹ. 나 은 내게도 업고 내 하 다 細絲官銀이라(低銀我也沒 我的都是細絲官銀)

<老乞 下:12b-13a>

ㄹ′. 나 은은 내  업스니 내 거슨 다 이 細絲 紋銀이라(潮銀子我也沒有 我的都

是細絲紋銀) <重老 下:13b>

(61ㄱ)의 ‘줄’은 “까닭”, “이유”를 의미로 쓰이는데, 18세기에 간행된 이본에서는 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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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61ㄱ′)에서와 같이 ‘것’이 대체되어 쓰이고 있다. 근대한국어의 ‘줄’은 왕문용

(1988: 104)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사실(事)’의 의미영역 중에서도 인지대상사

태를 인지하는 것으로, “물건(物)”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61ㄴ~ㄴ′)에서는 의

존명사 ‘양’이 쓰이던 자리에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의존명사 ‘양’은 “모습” 또는

“모양”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근대한국어에서 ‘것’이 “사실”의 의미로 활발하게 쓰

이게 됨에 따라 18세기 문헌에서는 “모양”, “모습”과 같은 의미를 갖는 의존명사가

쓰이는 자리에도 ‘것’이 쓰이게 된다. (61ㄷ~ㄷ′)에서는 의존명사 ‘치’가 쓰이던 자

리에 ‘것’이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61ㄹ~ㄹ′)의 의존명사 ‘하’가 쓰이던 자

리에는 ‘것’으로 대체된다. 의존명사 ‘하(/)’는 중세한국어에서 인칭대명사와만 결합

하여 쓰이며 모두 “물건”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쓰이던 자리에 ‘것’의 대체

가 가능한 것이다. 후대로 가면서 ‘치’는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72)로 기능하고,

‘하’는 대명사 뒤에 쓰여 사람을 나타내는 옛말로 굳어져 버렸다.

둘째는 선어말어미 ‘-리-’, ‘-니-’가 쓰이던 자리에 ‘-ㄹ 것’, ‘-ㄴ 것’이 쓰이는 것이

다. 중세한국어에서 선어말어미 ‘-리-’가 ‘-ㄹ 것-’으로 바뀌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근대한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니-’, ‘-리-’가 ‘-ㄴ 것’과 ‘-ㄹ 것’으로 바뀌는

양상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ㄴ 것’과 ‘-ㄹ 것’이 자리를 잡

아가는 행보를 달리하는데, ‘-ㄴ 것’의 ‘것’은 보문명사로서 기능하게 되지만 ‘-ㄹ 것’의

‘것’은 보문명사가 쓰이는 자리에는 쓰이고 있을지라도 ‘-ㄹ’과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적

단위로서 양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중세한국어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지

만 출현하는 단계이기에 극히 소수의 예문에서만 그 쓰임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근대한

국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난다.

(62) ㄱ. 올니 우리 어버이 날로 여 호라 니라(是我爺娘敎我學來) <老乞 上:5b>

ㄱ′. 올니 우리 父母ㅣ 날로 여 가 호라  거시라(是我父母敎我去學的) <重老 上:5b>

ㄴ. 내 衙門에 가 公座簿에 일홈 두고 곳 오리라(你且停一停，我到衙門押了公座便

来) <朴諺 上:66b>

ㄴ′. 내 衙門에 가 文書를 드리고 즉시 올 거시니(你且停一停我到衙門去投了文书就

72) 현대한국어에서 접미사 ‘-치’가 결합한 어휘로 ‘날림치’, ‘당년치’, ‘중간치’, ‘버림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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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来) <朴新2:10b>

ㄷ. 客人들토 날을 精細타 닐리라(客人們也道我精細) <朴諺 中:45a>

ㄷ′. 客人들도 내 收拾기를 精緻히 엿다 니를 거시니(客人們也道我收拾得精緻) <朴

新2:50a>

ㄹ. 이 네히 겨지븨 큰 德이라 업수미 몯리니(此四者 女人之大德而不可乏者也)

<內訓宣1:15a>

ㄹ′. 이 네히 겨집의 큰 德이오 可히 업디 못 거시라(此四者ㅣ 女人之大德而不可之者也

ㅣ라) <御內1:12b>

(62)에서는 전대 문헌에서 선어말어미 ‘-니-’, ‘-리-’가 쓰이던 자리에 후대 문헌에서는

‘-ㄴ 것-’, ‘-ㄹ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62ㄱ)에서와 같이 관형

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는 ‘것’은 보문명사로서 기능한다. 더불어 (62ㄴ)~(62ㄹ)에서 ‘-

ㄹ 것-’은 각각 “의도”, “예정”, “단언”과 같은 양태적 의미로 쓰인다.73)

셋째는 각기 다른 시기에 간행된 문헌들의 번역 방법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異本들 간에 ‘것’에 대응되는 한문 원문의 한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번역자의 번역 방식

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老乞大』언해류와 『朴通

事』언해류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다음의 (63)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63) ㄱ. 이 뵈 다 밋 셔  오고 내  일즙 긋 버히디 아녓고 두 머리에 보람 두엇

니라(這布都是地頭織來的 我又不曾剪了稍子 兩頭放着印記裏) <老乞 下:55b>

ㄱ′. 이 뵈 다 밋 셔 온 거시오 내  일즉  버히지 아니엿고 두 머리에 보

람 두엇니라(這布都是地方織來的 我又不曾剪去了稍子 兩頭放着印記裏) <重老 下:57b>

ㄴ. 네 이리 漢ㅅ 글을 홀 쟉시면 이 네 으로 호다 네 어버이 널로 야 호

라 냐(你這般學漢兒 文書時 是你自心裏學來 你的爺娘敎你學來) <老乞 上:5b>

ㄴ′. 이 네 으로 호려  것가 도로혀 네 父母ㅣ 너로 여 가 호라  것

가(是你自心裏要學來啊 還是你的父母敎你去學的麽) <重老 上:5b>

ㄷ. 이  실은 져근 모시뵈도 이믜셔 고져 야 가노라(這馬上駝着的些小毛施

布 一就待賣去) <老乞 上:7b>

73) 다음 절에서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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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이  시른 약간 모시 뵈도  다 려  거시니(這馬上駝着的些小毛

施布 一倂都是賣去) <重老 上:8a>

(63ㄱ)은 의역체로 번역한 문헌으로서, ‘… 땅에서 짜오고’와 같이 기술하지만, 직

역체로 번역한 (63ㄱ′)에서는 ‘… 땅에서 짜온 것이오’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어서 (63ㄴ)은 중세한국어에서는 2인칭 주어가 쓰이는 경우에 의문형어미가 ‘-ㄴ

다’로 쓰이는 것이 규칙적이었기 때문에 ‘네 … 호다’와 같이 쓰인다. 하지만

근대한국어로 오면서 그 문법적 특징이 사라지고 (63ㄴ′)에서와 같이 ‘-것인가’로

쓰이고 있다. (63ㄴ)에서 의문문 어미로 ‘-냐’가 쓰이는 경우에도 (63ㄴ′)에서와

같이 ‘-것가’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63ㄷ)의 밑줄 친 부분은 ‘팔고자 하여 간다’로

쓰였는데, (63ㄷ′)에서는 ‘팔려고 하는 것이니’와 같이 쓰이고 있다. 번역 양상이

달라도 구문의 의미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것’에 해당되는 한문 원문의 한자

도 동일하기 때문에, 언해문의 차이는 번역자의 번역방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방법에 따른 차이는 다음의 『內訓』과 『御製內訓』에서도 나타난다.

(64) ㄱ. 物이 義 아니어든 取티 아니며 賢닐 親히 호(物非義不取) <內訓宣1:24b>

ㄱ′. 物이 올 거시 아니어든 가지디 아니며 어딘 이 親히 호 <御內1:20a>

ㄴ. 貴 飮啖과 盛 차바  머그며 사과 다 이바디며 즐겨 호미 可티

아니니(不可恣食珍羞盛饌及與人燕樂) <內訓宣1:70a-b>

ㄴ′. 귀 음식과 盛 반찬을 방恣히 먹으며 밋 사과 더블어 잔며 즐겨디

못 거시니 <御內1:57a>

ㄷ. 져머셔브터 學 講習호  다리며 性을 養호로 根源을 삼더니 즐겨호

 져기 며 滋味 열이 며(自少講學，卽以治心養性爲本 寡嗜慾，薄滋味)

<內訓宣1:27b>

ㄷ′. 졈어셔브터 學을 講호 곳 을 다리며 性을 치기로  本을 삼아 즐기

거시며 욕심을 젹게며 滋味 엿거 엷게 며 <御內1:22b>

ㄹ. 李氏女戒예 닐오 매 초아슈미 情이오 이베 내요미 마리니(李氏女戒曰 藏

心爲情 出口爲語 言語者 榮辱之樞機 親踈之大節也) <內訓宣1:1b>

ㄹ′. 李氏女戒예 오 에 촌 거시 情이오 입에 나 거시 말이니 <御內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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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에서는 문헌이 간행된 시기에 따른 번역방법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문헌

중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은 직역체로 번역이 되었으나 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은

의역체로 번역된 것이다. 때문에 이본 중 중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이 한문 원문의 한

자에 더 충실하여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각 예문에서

추가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4ㄱ~ㄱ′)에서는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표기법의 차이 및 언해

방법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중세한국어 문헌에서 한자로 표기하던 것들을 근대한

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한글로 풀어서 언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64ㄴ)~(64ㄷ)에서는

번역 방법에 따라 두 문헌에서 쓰이는 어휘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

또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부사인 ‘可히’, ‘能히’는 중세한국어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한

국어에서도 활발하게 쓰인다. (64ㄷ)~(64ㄹ)은 중세한국어에서 매우 활발하게 쓰이는 명

사형어미 ‘-(오/우)ㅁ’이 쓰이던 자리에 ‘-ㄴ 것’ 또는 ‘-ㄹ 것’이 대체되는 양상이다.

마지막 넷째는 ‘것’이 대용어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內訓』과『御製內訓』에서

는 ‘일(事)’이 쓰이던 자리에 ‘것’이 대체되는 양상만 나타난다. ‘것’의 대용어적 기능

은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를 비교할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며, 중세한국어에

서와는 달리 두 음절 이상의 자립명사들을 대용하는 기능을 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것’은 보통 문장에서 선행하는 명사가 반복되거나 문맥을 통하여 명사 자리에 위

치할 어휘를 추정할 수 있을 때에만 대용어로서 기능하며 그 예는 (65)와 같다.

(65) ㄱ.  근 고기를 사되 장 지니란 말고 녑팔지 브튼 고기를 사다가 편 굵게 싸

흐라 봇가 가져 오라(買一斤肉着 休要十分肥的 帶肋條的肉買着 大片兒切着 炒

將來着) <老乞 上:19a>

ㄱ′.  근 고기 사되 장 진이란 말라 녑팔지 브튼 거시 곳 죠흐니 편 굵게

흐라 복가 오라(買一斤肉着 不要十分肥的 帶肋條的就好 大片切着 炒來罷)

<重老 上:19a>

ㄴ. 이 활이 장 됴흐니 上等엣 활이니(這弓最好 上等弓) <老乞 下:28b>

ㄴ′. 이 활이 장 죠하 이 上等엣 거시니 (這弓最好 最上等的) <重老 下:30a>

ㄷ. 當世옛 이 議論며  글희여 제 모미 마 아논 이리 젹고  홈 이

쇼 아쳘시라(論當世而解頤 身旣寡知 惡人有學) <內訓宣1: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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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當世 옛 일을 의논홈애 을 프러여 몸이 임의 아 거시 젹고 의 홈이

이숌을 아쳐니라 <御內1:26b>

ㄹ. 大凡디 사 나미 하  靈 긔운을 며(凡人之生 稟天地之靈) <內訓宣 序:2b>

ㄹ′. 므륻 사의 나미 하과 의 靈 거슬 며 <御內 序:2b>

(65ㄱ)에서는 자립명사 ‘고기’가 반복되어 쓰이고 있으나 (65ㄱ′)에서는 어휘의 반

복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것’이 대용어로서 쓰이고 있다. (65ㄴ)~(65ㄷ)에

서도 주어 자리에 ‘활’과 ‘일’이 쓰이고 있는데, 이들의 반복 기술을 피하기 위하여

후대문헌에서는 ‘것’이 쓰이고 있다. 반면에 (65ㄹ~ㄹ´)에서는 전대 문헌에서 자립명

사 ‘긔운’이 쓰이던 자리에 후대 문헌에서 대용어 ‘것’이 쓰이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

한 (65ㄹ´)을 통해서는 ‘것’이 대용하고자 하는 자립명사가 반드시 선행하고 있지 않

아도 문맥을 통하여 대용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근대한국어 시기에 ‘것’의 분포 영역 및 의미가 확대되는 네 가지 원인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근대한국어에서는 ‘것’이 문맥에 따라 사실성의 의미를 지

니는 추상명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증가한다. 근대한국어에서 ‘것’은 동위관계

를 지니는 여느 의존명사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대용어로서의 기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통사적 구조에서 ‘것’이 분포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고, ‘것’은 문

법요소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2. 명사구보문 구성

한국어 ‘것’은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사(Shell Noun)로서 기능하며, ‘것’의 이

러한 기능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것’이 구성하는 명사구보문은

보문의 모습을 완전하게 갖춘 ‘완형보문구성’과 보문의 종결어미가 존재하지 않는 ‘불

구보문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74) 이익섭・임홍빈(1983: 283)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보문을 취할 수 있는 보문명사는 ‘사실’, ‘약점’, ‘것’ 등이 있다고 설

74) ‘완형보문구성’은 ‘인용구문구성’이라 하고, ‘불구보문구성’은 ‘동격구문구성’이라고도 한다.



- 88 -

명한다. 보통은 완전명사가 두 유형의 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데, 그

자리에 ‘것’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것’이 자립명사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중세한국어 및 근대한국어를 범위로 한 연

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이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

사로서 기능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것’과 통사・의미적으로 관련된 의존명사들

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중세 및 근대한국어의 보문명

사 ‘것’에 대한 내용은 명사구보문의 구성 및 보문명사 ‘것’의 역사적 변화를 파

악하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2.2.1. 중세한국어 시기

4.2.2.1.1.선어말어미 ‘-오-’의 통합

중세한국어 시기에 보문자 ‘-ㄴ’, ‘-는’에 후행 결합하는 ‘것’은 보문명사로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75) 보문명사 ‘것’은 내포문의 명사를 구성하며, ‘것’이 구성하는 명사구보

문은 보통 상위문의 주어 또는 목적어로 기능한다. 이때에도 ‘것’은 대용어(anaphora)로

서 기능한다. 기본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보문명사는 문맥에 따라 추상적인 의미76)로 쓰

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 ‘것’도 문맥에 따라 대체로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보문명사 ‘것’의 의미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형태소와 같이 발달하여 ‘物’, ‘事’ 또는 ‘所屬의

品目’, ‘單位的인 凡稱’ 등을 의미하는 구실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소와 교체되면서 그 세

력을 확장해 나아간다(이숭녕 1975: 11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세한국어 시기에 보문명

사 ‘것’이 추상적인 의미 중에서도 어느 범위로까지 확장되어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75) 남기심(1973), 강범모(1983), 장경희(1987)에서도 형태적 기준으로 ‘-다는’을 취하는 보문구성

을 완형보문구성으로, ‘-는’, ‘-은’, ‘-을’을 취하는 보문구성을 불구보문구성으로 분류한다.

76) 본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것’이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기본논의에서 살펴보

았던 것과 같이 ‘것’이 문맥에서 “‘사실성’을 지니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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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66)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사로 쓰이고 있다.

(66) ㄱ. 境은 오직  變혼 거시라 <圓覺 上:1-1:99b>

ㄴ. 菩提 衆生과 부텨왜 가지로 本來 뒷논 거시라 <金三4:42a>

ㄷ. 허리 아랫 寶玦 프른 珊瑚로 론 거시로소니(腰下寶玦靑珊瑚) <杜初8:1b>

ㄹ. 世尊 세 고대  傳샨 거슨 禪 리오 <선가3b>

(66)의 보문명사 ‘것’은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고 있으며, 모두 15세기 문헌에서 나타

나는 예문들이다. (66ㄱ)에서 ‘것’은 협주에서 쓰이고 있으며, “뜻”의 의미로 쓰인다.77)

(66ㄴ)의 ‘것’도 협주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때는 문장의 주어자리에 있는 ‘菩提’를 단순

히 대용하는 기능을 한다. 협주에서 문장의 어말어미와 함께 쓰이는 ‘것’의 경우에는

(66ㄱ)~(66ㄴ)과 같이 “뜻” 또는 “말(言)”의 의미로 쓰이거나 대용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문장에서 보조사 ‘-은(/는)’과 결합하여 주어 자리에 쓰이고 있는 명

사는 보통 ‘주제어’로서 기능한다. 협주에서 주제어로 쓰이는 명사는 본문에서 쓰이고,

바로 이어지는 협주문의 주어 자리에 쓰인다. 따라서 주제어는 속성상 문장에서 언급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내용, 즉 ‘신정보’라기보다는 이미 아는

77) Schmid(2000)에서는 보문구조에서 실현되는 보문명사들은 추상적인 개념 및 관계를 나타낸다

고 한다. 보문명사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포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문명사’라고 하는 것이

며, 추상명사가 보문과 공기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어휘 속성이 없어서 지시대상의 범위가 정해지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보문명사들은 관형사절이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을

때 그 지시의미가 명확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보문명사의 특징은 한국어 보문명사 ‘것’의 특징

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아래의 두 예문은 P. and C. Kiparsky(1971)에서 ‘사실성(factive)’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는 부

분의 내용이다. 이는 Schmid(2000)에서의 논의와 함께 한국어에서 보문명사이자 “사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분석하는 데에 적용시켜볼 수 있다.

ㄱ. I regret {that/the fact that} John smokes cigers.

ㄴ. I believe {that/*the fact that} John smokes cigers.

(ㄱ)에서는 ‘the fact that’을 간단하게 ‘that’으로 쓸 수 있는데, 이는 오직 서술어가 ‘사실성’의 의미를

가질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것’은 각 문장의 ‘that'에 해당되며, “사실”의 의미로 쓰인다. 더불

어 통사적 구조를 세분화하여 'it'과 'that', 그리고 ’것‘의 통사적 기능을 분석 및 비교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본고에서는추후연구해야할과제로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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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구정보’를 담기 마련이다(이정훈 2011). 그렇기 때문에 주어에 주제어가 쓰이는

문장(주제문)에서는 주제어의 의미를 풀이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장에서

‘것’이 “뜻”, “말”, “사실”과 같은 의미가 아닌 특별한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66ㄷ)의 ‘것’은 선행하는 ‘寶玦’을 대용하며 “물건”의 의미로 쓰

인다. 또한 (66ㄹ)에서 ‘것’은 “말씀”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이 구

성하는 문장 구성들 중 분열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66)의 보문명사 ‘것’은 문

맥에 따라 대체로 “‘사실성’을 지닌 의미”라는 보문명사의 속성을 지닌 추상적인 의미

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모습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이 문맥에 따라 의미기능을 하는 바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66)에서 언급된 15세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보문명사 ‘것’과는 달리 (67)과 같이

16세기 문헌에서는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것’이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지 않는 양상

이 더 두드러진다. 선어말어미 ‘-오-’가 탈락하는 현상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

같으나,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나타난다.

(67) ㄱ. 太子ㅅ 法은 거즛마 아니시 거시니 구쳐 시리다 <釋詳6:24b> (太子

法不應妄語 妄語欺詐 <釋迦:64c14>)

ㄴ. 天地의 性[萬物이 天地  거시 性이라]에 사이 貴니 <孝經13b>

(67ㄱ)의 ‘것’은 15세기의 문헌에서 쓰이는 양상으로, 선행하는 ‘太子ㅅ 법’을 대용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67ㄴ)의 ‘것’은 16세기 문헌의 협주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때 ‘것’

은 후행하고 있는 “性”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장은 곧 “性 萬物이 天地

 거시라.”와 같은 주제문으로도 문장 구성을 변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문장 구성을

달리하니 (67ㄱ)과 동일한 문장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다. 주제문에서 어미

와 함께 쓰이는 ‘것’이 선행하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용어로서 기능하게 되는 이유는 협

주자나 주석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해석을 보다 확실히 전달하려는 심리동

기에서 설명 부분에서 주제어를 반복한 것(박금자 1997)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사 ‘것’은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과는 달리 추상적인 의미로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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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유는 상술하였듯이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은 보문명사가 지니는 의미 및

성격에 따라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보문명사 ‘것’이 의미기능을

하는 양상은 선어말어미 ‘-오-’와의 통합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4.2.2.1.2. ‘것’의 기능의 확대

중세한국어에서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 ‘것’은 “물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

만, 대부분의 문장에서 사실성을 지닌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것’이 사실성을 지닌 의

미로 쓰이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중세한국어에서 사실성을 지닌 의미로 쓰이는 다른

의존명사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후대로 갈수록 ‘것’이 보문명

사로서 활발하게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사실성을 지닌 의미로

쓰이는 보문명사들 중 ‘것’과 의미 및 통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의존명사가 존재하는

데, ‘줄’, ‘바’, ‘이’가 그것이다.78) 이들 중 ‘바’와 ‘줄’은 사실성을 지닌 의미 중 “사실”,

“일”의 의미로 쓰이는 대표적 의존명사이다. 뿐만 아니라 중세한국어 시기에 가장 다

양한 의미기능을 하던 의존명사 ‘이’도 “사실”의 의미로 쓰였다. 이 의존명사들이 보문

명사로서 기능하는 양상을 다음의 (68)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8) ㄱ. 뎌 人家ㅣ 사미 만 주를 보면 즐겨 자게 아니리니 둘흘 야 짐 보게 

고 우리 둘히 무르라 가져(那人家見人多時 不肯教宿 着兩箇看行李 我兩箇問去)

<飜老 上:46b-47a>

ㄴ. 믈읫 이 聖人이  男女ㅅ  順케 시며 婚姻ㅅ 始作 重히 논 배시

니라(凡此聖人所以順男女之際 重婚姻之始也) <內訓宣1:87b>

ㄷ. 너희 祿  일 호 警戒노니 어딘 일와 조와 브즈러니 홈만 니

78) 중세한국어에서 의존명사로 ‘이’와 ‘줄’은 ‘것’과 더불어 다른 요소와 통사적 결합에 있어서 제약이

없고 자립명사와 같은 의미기능을 한다. 이들이 보문명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전

정례(1991ㄱ)에서는 ‘명사성이 강한 의존명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명사성이

강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상당히 추상적인 기술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 이유는 이들의 의미가 설정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고 생각한다. 즉, “사실”의 의미로 쓰이는 어휘들은 보통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쉽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특징은 보문명사의 특징으로도 설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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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니라 <飜小6:22a>

(68ㄱ)의 ‘줄’은 보문명사로 기능하고 있으며, “상황”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중세한국어 시

기에 의존명사 ‘줄’은 ‘이’와 함께 불구형 내포문을 형성할 때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 기

능을 하였으며, 제약이 없는 ‘보통의 불완전명사’(최현배 1980, 정호완 1987)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물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의존명사인 ‘것’과 함께 ‘줄’도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사물을 의미하는 의존명사라고 논의되고 있다(유창돈 1978). 이에 반하여

홍사만(2003)에서는 중세한국어에서 ‘줄’은 대체로 “사실”에 근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 보며,79) “능력(가능)”의 의미로도 널리 쓰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존명

사 ‘줄’이 “사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것’과 의미가 통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예문 (68ㄴ)의 ‘바[所]’는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하여 “사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후대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의존명사 ‘바’가 쓰이던 자리를 ‘것’이 차지하게 된다. 마지막

(68ㄷ)에서는 ‘이’가 보문명사로서 기능한다. 중세한국어에서 ‘이’는 ‘것’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하였으며, 보문명사로도 쓰였다. 하지만 ‘이’의 경우에는 “사실”을 의미하며 보문명사로서 기능

하는 양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며, (68ㄷ)에서 보문명사 ‘이’는 “일(事)”의 의미로 쓰인다.

이상으로 (68)에 제시된 예문들을 통하여 중세한국어에서 ‘이’, ‘바’, ‘줄’이 모두 보문명사

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80) 더불어 이들이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대체

로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것’은 관형사형 어미 ‘-

ㄹ’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보문명사로서의 쓰이지만, ‘것’이 ‘-ㄴ’과 결합할 때와 기능상의 차

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것’이 관형사형 어미 ‘-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보문명사로서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기능을 하지만, 관형사형 어미 ‘-ㄹ’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보문명사로 기능하면서 ‘-ㄹ 것’

이 문법적 연어와 같이 쓰여 양태적 의미기능까지 하는 것이다.81) 뿐만 아니라 이렇게 ‘-

79) “사실” 외에도 “사태”, “상황”, “경우”, “처지” 등과 “능력”, “방도”, “방법”, “이치”, “이유”, “방식”, “가능”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여느 의미들을 포괄하는

한 단계 높은 층위의 어휘이기 때문에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였을 때, 상당히 다양한 의미들로 해

석될 수 있는 것이다. 홍사만(2006)에서는 “사실”이 지니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실”의 의미

로 쓰이는 ‘줄’이 위의 의미들 중에서 어느 것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각 문장의 문맥

과 발화 상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80) ‘이’, ‘바’, ‘줄’은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할 때에만 보문명사로서 기능을 하며, 중세한국어 시기

에 ‘-ㄹ’과 결합한 경우에는 대체로 관계절을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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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것’이 하나의 단위로서 의미를 지니고 쓰이는 현상은 이들이 통사적인 구조에서 형태적인

구조로 바뀌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문법화 과정을 겪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럼 다음의 (69)를 통하여 ‘-ㄹ 것’이 쓰이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69) ㄱ. 봄과 相과 어루  거시니 섯근 거시 므슴 얼굴오(見과 相과 可辯인 거시

니 雜 거시 何形像고) <楞嚴2:97a>

ㄴ. 사이 잇거든 특별이 받오 위두손 받시 호 그 손은 답례 아니

거시라 <呂氏화산25b>

ㄷ. 내 멀니 귀향 갈 거시니 필연이 여갈 사의게 더러이미 되리니(我應例配遠方必爲

押去者兩汚) <續三重 烈:13a>

ㄹ. 슬프다 너 三犀ㅣ 經濟 몯 거시로소니(嗟 爾三犀不經濟) <杜初3:72a>

(69)의 ‘것’은 관형사형 어미 ‘-ㄹ’과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적 구성을 이루고 양태적 의미

를 지닌다. ‘-ㄹ 것’은 (69ㄱ)과 (69ㄴ)에서 ‘당위’를 의미하고 (69ㄷ)에서는 ‘예정’을 의미

한다. 마지막 예문인 (69ㄹ)에서 ‘-ㄹ 것’은 ‘추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중세한

국어에서 보문명사 ‘것’이 ‘-ㄹ’과 결합하여 ‘-ㄹ 것’으로 쓰이는 양상은 적지 않게 나타

나며, ‘당위’, ‘예정’, ‘추정’의 의미로 쓰인다. 서정수(1987)에서는 ‘-ㄹ 것’이 ‘추정’의 의미

로 쓰이는 시기를 16세기 말이나 17세기 초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69)의 예문들을

통하여 15세기부터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절을 구성할 때와 명사구 보문을 구성할 때 나타나는 ‘-ㄹ 것’의 차이점

은 무엇일까. 두 구조를 구성하는 ‘-ㄹ 것’들 간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은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 ‘-ㄹ’과 분리되어 자체적

으로도 대용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은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 ‘-ㄹ’과 분리될 수 없으며, ‘-ㄹ’과 ‘것’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없다. 즉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은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의존명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ㄹ 것’은 상술하였듯이 하나의 형태적 단

위가 되어 양태적 의미기능을 한다. 둘째는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에는 계사 ‘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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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다양한 조사들이 후행한다. 하지만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에는 계사 ‘이-’만

후행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과 결합하는 서술어들 중, 소수

를 제외한 나머지 서술어들은 ‘것’이 관계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제외대상에 속하는 서술어들은 ‘아니-’, ‘몯-’ 등이며, (69)에서 ‘것’과 결합하고

있는 ‘-(擇)’ 또는 ‘가-(去)’와 같은 서술어들이 관계절을 구성하는 ‘것’과 결합하는

양상은 쉽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82)

이상으로 중세한국어에서 ‘것’이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것’은 句節을 구성하고, 형태・통사・의미적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것’이 관계절을 구성하는 기능과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

는 기능의 발달상황이 눈에 띄게 비대칭하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

히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이 ‘-ㄹ’과 결합할 때 양태적 의미로 쓰이는 특징은 이

를 제외한 ‘것’과는 달리 상당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

는 ‘-ㄹ 것’은 ‘것’의 또 다른 기능 및 특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중세한국어 시기에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의 기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것’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있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4.2.2.2. 근대한국어 시기

근대한국어에서는 ‘것’이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사로 기능하는 양상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다. ‘것’이 보문명사로서 기능하고 사실(fact) 및 그 하위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

로 쓰인다(Schmid 2000)는 것을 내포한다.83) 보문명사 ‘것’은 중세한국어에서와 마찬

82) 사실 ‘-ㄹ’이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것’과 결합하여 쓰이는 분포 및 빈도가 관계절을 구성하

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즉 ‘것’이 중세한국어 시기에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 바가 소극적

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을 동등한 층위에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공시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공시적으로도 그들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

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3) Schmid(2000: 66)에서는 의미장에서 제3층위에 속하며 ‘추상적 관계(Abstract Relations)’를

구성하는 의미로는 “사실(fact)”, “생각(idea)”, “태도(utterances)”가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사실”은 “사건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하위부류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사실”의 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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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근대한국어에서도 여전히 불구보문만을 구성하는 기능을 하지만, 완형보문에

가까운 보문을 구성하는 모습도 소수의 예문을 통하여 발견된다.

4.2.2.1.1.선어말어미 ‘-오-’의 탈락

근대한국어에서는 보문명사 ‘것’과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다. 중세한국어에서도 보문명사 ‘것’과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는 양상은 소수의

예문에서만 나타났으며,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것’은 관형사절을 구성하는 ‘것’과는

달리 선어말어미 ‘-오-’의 결합여부와 관계없이 보문명사의 특징에 따라 “사실”의

의미로 쓰였다. 중세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한국어에서도 ‘것’은 명사구보문

중에서도 불구보문만을 구성하며, 중세한국어에서와 비교하였을 때에 ‘것’이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양상이 상당히 발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보문명사 ‘것’이 위치하는 자리에는 대체로 명사화어미 ‘-(오/우)

ㅁ’이 쓰이고 있었지만, 선어말어미 ‘-오-’의 혼란 및 탈락과 함께 명사화어미의 세

력도 약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근대한국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ㄴ’ 또는 ‘-ㄹ’과

‘것’이 결합한 ‘-ㄴ 것’과 ‘-ㄹ 것’이 그 자리에 대체된다. 먼저 다음의 (70)을 통하여

‘-ㄴ 것’의 쓰임을 살펴본다.

(70) ㄱ. 肉脯 다 이 우리 집 太爺ㅣ 朝鮮으로셔 가져온 거시매 특별이 老太太의게 져

기 보내니 져금을 혐의치 말라 <朴新2:25b>

ㄴ. 이 그시 내 옥 담 거시러니 일헌 디 셔 스므 갑라 <太平1:56>

ㄷ. 뎌   官人들이 衣服에 다 더레인 거시 이 즌이라(那騎馬的官人們 衣服上

都染的是泥) <朴新2:56b>

(70)에서 ‘것’은 모두 보문명사로서 기능한다. 먼저 (70ㄱ)에서 ‘것’은 보문명사로 “물

건”의 의미로 쓰이며, 선행하는 ‘육포’를 대용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70ㄴ)의 ‘것’

위부류들 중에서도 특히 양태적 보문명사(Modal shell nouns)는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거나

가능세계에서의 사실이다. 나아가 ‘보문명사’는 개념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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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행하는 ‘그릇’을 대용하기에 “물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마지막 (70ㄷ)의 ‘것’

도 “물건”의 의미로 쓰이며, 후행하는 ‘진흙’을 대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70)의 ‘것’은 모두 보문명사이자 대용어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것’의 분포영역 및 의미 확장의 원인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들 중 ‘것’이 대

용어로서 기능하는 것에 대한 과정을 보여준 (68)의 예문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70)에서와 같이 보문명사 ‘것’이 “물건”의 의미로 쓰이는 양상은 17세기 문헌

에서 소수의 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18~19세기 문헌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

다. 후기근대한국어 시기에 보문명사 ‘것’은 “사실”의 의미로 매우 활발하게 쓰이며

(71)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1) ㄱ. 하인들이 서 슈작 양을 보니 말 모양이 젼의 아던 것과 만히 다니 <乙

丙1:85>

ㄴ. 네 이 漢 글을 호 거시 흑 네 任意로 호냐 <淸老1:7b>

ㄷ. 죵이 샹젼 셤기 것치 고  샹간과 녈을 톄결야 <明義2:5a>

ㄹ.  뭇 사 어엽비 네기 거시 뎌덜이 나과 사흘  여 먹 거시 업

사니 <예수15:32>

ㅁ. 유인이 달은 나라 사과 친며 나아가 거시 맛당치 이 줄 너희 아

바라 <예수10:28>

(71)에서 보문명사 ‘것’은 모두 “모습”, “이유”, “태도”, “일(事)”, “행동” 등과 같은 의

미들로 쓰인다. (71ㄱ)의 보문명사 ‘것’은 “이유”, “원인”의 의미로 쓰이며, (71ㄴ)의

보문명사 ‘것’은 “일(事)”의 의미로 쓰인다. (71ㄱ)~(71ㄴ)은 17세기의 문헌에서 나타

나며, 보문명사 ‘것’이 “물건”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쓰이는 빈도가 높지만, 역

시나 소수의 예문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으로 (71ㄷ)의 보문명사 ‘것’은 “모습”, “일(事)”을 의미하며, (71ㄹ)은 “일(事)”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일”과 “태도”는 모두 ‘사실’의 하위의미라는 공통점을 지닌

다. 추상명사는 고유 속성으로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용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차준경 2009)는 것과 보문명사는 개념적으로 불완전하다(Schmid 2000)는 사실은 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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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것’의 의미적 특징을 뒷받침해준다. 즉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것’은 보문명사이

자 추상적 의미를 지니는 명사로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고, ‘것’이 문맥에

따라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예문인

(71ㅁ)에서 보문명사 ‘것’은 “행동” 또는 “사실”을 의미한다.

(71)에서 ‘것’은 사실성을 지니는 의미들로 쓰이고 있으며, 중세한국어에서보다

‘것’이 보문명사로서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사실”의 의미로

쓰이는 보문명사 ‘것’은 17세기를 지나 18세기 중・후반 이후, 즉 후기근대한국어 시
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4.2.2.1.2. ‘것’의 기능의 확대

근대한국어에서도 중세한국어에서와 동일하게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 ‘것’이 관형사

형 어미 ‘-ㄹ’과 결합하여 통사론적 구성을 넘어 형태론적 구성으로 실현되어 나타났

다. 이렇게 구성된 ‘-ㄹ 것’이 쓰이는 양상은 중세한국어에는 극히 소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근대한국어 시기 중에서도 특히 후기근대한국어 시기에 상당히 활

발하게 쓰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근대한국어에서 보문명사 ‘것’이 관형사

형 어미 ‘-ㄹ’과 결합하여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84)

다음에 제시된 (72)를 통하여 근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ㄹ 것’의 쓰임을 살펴보

도록 한다.

(72) ㄱ. 내 너 銀을 줄 거시니 곳 사라 가라 <朴新2:21a>

ㄴ. 아직 머므러든 우리 잠  잔 술 먹어 마지 아니 가 <老乞下6a>

84) 현대한국어에서 ‘-ㄹ 것’은 대체로 ‘-겠-’과 함께 논의가 되었다. 따라서 성기철(1976), 서정수(1978),

이병기(1997), 이남순(1981), 안효경(2001), 임동훈(2001)에서는 중세및현대한국어의 ‘-겠-’과 ‘-ㄹ것’

간의의미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 논의들에서는 대체로 ‘-ㄹ 것이’에 대하여 미래를 나타내는표

현의 한 방식으로서, 의미적 기능을 하는 것과 분리하여 별도의 문법기능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ㄹ

것’이 지닌 기능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관점과는 달리 박진호(2011: 297)에서는 ‘-ㄹ 것’을 양태적 용법

과 미래시제 표지로서의 용법 모두를 포괄하는 다의적 문법요소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고에서도 ‘-ㄹ 것’에 대하여 반드시 어느 하나의 문법기능을 하는 구성이라기보다는 둘 이상의 문

법기능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다중 기능을 하는 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복수의 의미 및

기능을 하는 문법요소를 접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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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男이 可히 아비와 스승의 치믈 받디 아니티 몯 거시며 女ㅣ 可히 夫와 스

승의 치믈 받디 아니티 몯 거시니 <女訓 上:46a>

ㄹ. 내 이제 너희 칠 시니 모롬이 드르라 <伍倫1:34b>

ㅁ. 위와 며느리예 셩과 가법얼 살피고 부귀만 취지 말 꺼시니 <女小216>

ㅂ. 과 이 치 합여야 이에 진짓 랑을 증거 거시오 <聖經19b>

(72)의 ‘것’은 보문명사가 쓰이는 위치에서 관형사형 어미 ‘-ㄹ’과 결합하여 다양한 양태

적 의미로 쓰인다. 먼저 (72ㄱ)~(72ㄴ)의 ‘-ㄹ 것’은 ‘의도’의 의미로 쓰이고, (72ㄷ)의 ‘-

ㄹ 것’은 ‘추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72ㄹ)에서도 ‘-ㄹ 것’이 ‘의도’의 의미로 쓰인다

고 할 수 있으며, 명령문에서 ‘-ㄹ 것’이 ‘의도’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예문인 (72ㅁ)에서 ‘-ㄹ 것’은 “당위”의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당위”의 의미로 쓰이는

양상은 후기근대한국어 시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예문인 (72ㅂ)의

‘-ㄹ 것’은 “추정”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이때 ‘-ㄹ 것’은 단순한 ‘풀이 기능’85)을 하

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으로 (72)을 통하여 보문명사 ‘것’이 ‘-ㄹ’과 결합하여 ‘-ㄹ 것’이라는 형태적 구

성을 이루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ㄹ 것’은 중세

한국어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양태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후기근대한국어에서는 ‘-ㄹ 것’이 간접발화기능을 하는 서술어와 결합하여 완형

보문구성에 조금 가까워진 구성을 이루기도 하는데, (73)에서 그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73) ㄱ. 이 사은 가히 죠졍의 일등 인물이라 니를 거시오 <明義 下:존현각일긔6b>

ㄴ. 나라흘 잘 다리면 가히 혜로온 쟈ㅣ라  거시오 <聖經79a>

(73)의 두 예문은 후기근대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난다. 여전히 완형보문을 구성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73)의 예문에서는 인용표지 ‘-라 닐-’과 ‘-라 -’에 ‘-

ㄹ 것’과 결합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73ㄱ)의 ‘닐-’은 간접화법을 표현하기 위한 기

능을 하는 대표적인 동사라고 할 수 있으며,86)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접화법을 표현하

85) 서정수(1978)에서는 현대한국어의 “이 물통은 못 쓸 것입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ㄹ 것’

이 단순한 “풀이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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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상당히 활발하게 쓰인다. 나아가 후대로 올수록 이러한 인용어미들이 탈락

하게 되면서 ‘것’이 완형보문을 구성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때 (73)의 ‘-ㄹ 것’은

(72)에서와 같이 양태적 의미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명하는 기능을 하

기도 한다.

지금까지 근대한국어의 ‘것’이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사로서 기능하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근대한국어 시기는 ‘것’이 보문명사로서 적극적으로 쓰이기 시작하

는 시기였다. 불구보문만을 구성하였던 ‘것’이 근대한국어 시기의 끝 무렵에 간행된 문

헌을 통하여 완형보문을 구성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명사구 보문을 구성한

다. 비록 극소수의 예문에서 발견되지만,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문명사 자리에 쓰이는 ‘것’이 관형사형 어미 ‘-ㄹ’과 결합

하여 형태적 구성을 이루고 양태적 의미로 쓰이는 양상도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것’이 문법요소로서의 성질이 더욱 강화되는 원인 및 과정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6) Dixon, R. M. W. and Aikhenvald, A. lu.(2006: 112)에서는 보문화 전략(Complementation

strategy)라고 하여, 보문화는 간접화법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보문을 구성하는 것

은 ‘that 절’이며, 보문화 전략이 즉 'that절‘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ex. He asked that I

should rub him). 이러한 내용을 한국어에 적용시켜보면, 영어에서 보문을 구성하는 ’that절‘의

’that‘과 같은 기능을 한국어에서는 ’-ㄴ 것‘, ’-ㄹ 것‘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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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남은 문제

본고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근대한국어 시기까지 한국어 ‘것’이 형태・통사
・의미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에 해당되는 3장과 4장에서

는 서로 다른 시기의 문헌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의 쓰임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고자 한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은 형태・통사적 기능을 하며, ‘것’은 한문 원문의 ‘物’字에 해
당되어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者’, ‘東西’, ‘身’, ‘的’ 등의 한자와도 대응되어 쓰인다.

3장에서는 ‘것’이 합성명사 ‘X것’을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것’의 형태적 특징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이 쓰이는 양상을 살펴보면, 이는 형태

적으로는 일부 자립명사의 성질을 지닌 의존명사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것’

은 ‘X’가 없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X’에 의하여 ‘것’의 의미가 구체화 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X’는 ‘것’과 결합하여 [+가산성], [+복수성]

을 지니는 합성명사를 형성하는데, 합성명사 ‘X것’은 대체로 소수의 문헌에만 치중되

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합성명사가 사용되는 빈도는 낮다. 합성명사 ‘X

것’의 이러한 특징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들어와 이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현상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것’의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것’이 관형어와 결합하여 다

양한 유형의 명사구를 구성하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

과 같이 관형사(구) 및 조사(구)와 자유롭게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는 의존명사

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것’이 쓰이는 통사적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일발적인 의존명사들에 비하여 자립명사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세한국어 시기에 ‘것’이 관계절을 구성하는 양상도 매우 활발

하게 나타난다. ‘것’이 명사구 보문을 구성하는 보문명사로 쓰이기 시작하는 현상은

‘것’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통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문명사 ‘것’에 관형사형

어미 ‘-ㄴ’과 ‘-ㄹ’이 결합하여 ‘-ㄴ 것’과 ‘-ㄹ 것’으로 쓰인다. 이 중에서도 선어말어

미 ‘-리-’가 쓰이던 자리에 대체된 ‘-ㄹ 것’은 그것이 하나의 형태적 단위로 기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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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ㄴ 것’과 ‘-ㄹ 것’ 중에서 ‘-ㄹ 것’이 ‘-ㄴ 것’에 비

하여 더욱 빠르게 발달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ㄴ 것’과 달리 ‘-ㄹ 것’은 이른 시기에

문법화 되었다가 어휘화를 겪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선어말어미 ‘-니-’가 쓰이

던 자리에 대체되는 ‘-ㄴ 것’의 ‘것’은 보문명사로서 기능하게 되며, 이러한 양상은 근

대한국어 후반기로 가면서 점차 발달하게 된다. 반면에 선어말어미 ‘-리-’가 쓰이던

자리에 대체되는 ‘-ㄹ 것’의 ‘것’은 보문명사가 쓰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

만 양태적 기능을 하는 데에 그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논의한 ‘것’의 특징에 대하여 요약해 보았다. 이들 논의와 더불

어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다음에 제

시한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첫째, 분류사와 관련하여 좀 더 정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세한국어

및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한자 차용에 의하여 생겨난 분류사와 명사가 문법화 되어 분

류사의 기능을 하게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어휘의 소멸과

생성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포괄적으로 쓰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을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은 한국어 분류사 체계와 어휘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근대한국어 시기 이후에 개화기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개화기한국어라 함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을 일컫

지만 중세한국어 및 근대한국어 시기와는 달리 신문, 소설, 성경, 교과서 등 다양한

방면의 자료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후기근대한국어 시기는 ‘것’의 통사 및 의미

적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화기한국어 시기에는 ‘것’이 의존명사로서 확

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 기능이 발달해 나아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셋째, ‘것’이 대용어로서 기능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대

용어 ‘것’을 영어의 'one', 중국어의 ‘东西’, 일본어의 ‘の’와 함께 그 쓰임을 비교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개화기한국어 시기를 범위로 한 ‘것’에 대한 연구가 존재

하지 않기에 그 필요성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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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chronic Study about the noun 'ges(것)'

Kim, Jung-Jo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korean materials written from the middle korean period to the modern

korean perio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diachronic study in morphic,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Korean Noun 'ges(것)'. Although 'ges(것)' is considered in

many category; complex noun, bound noun, shell noun(head noun), anaphor etc. As

the period went by, there are differences of their each functions. So I focus on

function, limitation, semantic function and distribution of grammatical boundary of

'ges(것)' to understanding development phenomenon of 'ges(것)'.

In Chapter 2, there are summarized basic concepts which are semantic, morphic,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Noun 'ges(것)'. Diachronous in terms of thing as

a noun is by the time-dependent features such as dependent nouns. 'ges(것)' is

combine with 'X' and it'll be a form compound nouns 'X것‘. 'X것' means "things

(物)". Syntactic structure, 'ges(것)' is a function dependent on the bound nouns and

head nouns, where 'it' is Schmid(2000)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o the

discussion of meaning of shell nouns which having 'factual'.

In Chapter 3, there are discussion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ges(것)'. 'ges

(것)' is the form a complex noun by being bound to 'X' in the middle korean period.

The one of the characteristic of ges(것) is it has a [+addictivity].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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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X' that syntactic noun enclosing the meaning "kind" in addition to

'ges(것)' of if there are in many cases. Of these, the synthesis of many nouns, it

functions less frequently, so disappear easily. The 'ges(것)', a synthetic form of

the noun "X" of what can be productivity to form a complex noun disappear

almost disappeared almost while in the second half of the modern Korean. That

'ges(것)' is lost morphological features in this way, be a form of inverse

proportion drilled through features of the 'ges(것)' is to development can be.

In Chapter 4, we focus on syntactic feature of 'ges(것)'. 'ges(것)' consist to

the noun phrase more than one type of 'ges(것)' constitutes a noun phrase and

NP complement in combination with adnominal clause in time of the Middle and

modern Korean period. We examined separately the type surface that binds to

adnominal clause upport clause to a plane 'ges(것)' constitutes a noun phrase

about what is displayed actively how much time modern Korean and Middle

period. As the more the latter half of the modern Korean, other vocabularies

have been replaced appears in the seat that make up the noun phrase the time

of the Middle period Korean 'ges(것)' has been used. On the other hand

combined with adnominal clause support 'ges(것)' a combination of constraints

and predicate, is used limited sense the time of the Middle period Korean , but it

has been used, but modern Korean while in the second half, the distribution

aspects be gradually expanded , and used in many ways further.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also modalities function of 'ges' is activated.

In Chapter 5, we mentioned the problem of rest and summary of the text .

Key words: bound noun, grammaticalization, semantic expending, complex noun,

grammatical element, factual, adnomimal phrase, relative clause,

anaphor

student number: 2011-2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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