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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하-’의 어간교체에 대한 통시적 연구

윤 예 진

‘하-’는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높은 빈도수로 사용되는 용언이다. 이때 ‘하
-’는 다른 용언들과 달리 ‘생각하지~생각치’와 같이 수의적인 어간교체(하-~ㅎ-, 
하-~∅-)를 겪는다. 본고는 이러한 ‘하-’의 어간교체 양상의 통시적 변화를 기술
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모든 구성에서의 ‘하-’가 동일한 어
간교체를 겪는 것이 아닌 바, 형태구조에 따라 ‘하-’를 분류하여 어간교체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하-’를 형태구조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하
였다. 먼저 크게 단어 구성에서의 ‘하-’와 통사 구성에서의 ‘하-’로 나누었다. 이 과
정에서 「X하-」와 「X를 하-」가 문제가 되었으나, 내부 구조 차이에 초점을 두
어 전자는 단어 구성, 후자는 통사 구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단어 구성에서의 
‘하-’는 다시 선행요소가 서술성 명사류인 것과 비명사류인 것으로 나누고, 선행요
소의 사태, 어종, 음절수, 음절말음에 따라 분류하였다. 통사 구성에서의 ‘하-’는 주
로 구성 전체의 형태와 기능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분류를 바탕으로, 단어 구성과 통사 구성에서
의 ‘하-’의 어간교체를 기술하였다. 단어 구성에서의 ‘하-’가 통사 구성에서의 ‘하
-’에 비해 어간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기술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어간교체 양상과 어
간교체 변화 양상에 따라 ‘하-’와 관련된 구성을 나누고 각 유형의 공통점을 고찰하
였다. 중세국어에서 어간교체가 자음어미 앞에서만 나타나던 것들은 현대국어에 오
면서 어간교체의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반면 중세국어에서 매개모음어미나 모음어미 
앞에서도 어간교체가 일어나던 것들은 현대국어에 오면서 어간교체의 환경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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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이 중 일부 단어 구성은 재구조화되어 ‘하-’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
게 되었다. 이러한 구성들의 공통점은 단어 구성이면서 선행요소가 고유어이고, 대
체로 상태성 사태를 나타내는 단음절이라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가 다른 용언과 달리 어간교체를 겪는 것은 
‘하-’가 내용어가 아닌 기능어 혹은 문법적인 단어에 가깝기 때문이라 보았다. 그러
나 ‘하-’도 구성에 따라 기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간교체 양상이 달리 나
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문법화의 측면에서 볼 때, 문법화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어간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형태 구조와 분석가능성으로 나누어 이들이 문법화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본고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주요어: ‘하-’, 어간교체, 활용, 국어사, 통시적 변화, 단어, 문법화, 형태음운론

학  번: 2014-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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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현대국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에 있어서도 동사 「-」는 빈도
수가 높은 동사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이 동사에 대한 정확한 형태론적 이해
는 중세국어를 아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안병희 1962:18)

안병희(196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나아가 현대국어에서도 용언 
‘하-’는 높은 빈도수를 지닌 중요한 동사이다. ‘하-’1)는 불규칙한 교체와 다양한 형
태구조로 실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교문법에서 여-불규칙이라 불리는 불
규칙한 교체 양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ㅎ-’, ‘∅-’과 같이 어간의 일부분이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교체형(이하 탈락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락형으
로의 교체는 모든 형태구조의 ‘하-’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하-’
의 형태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나아가 이들의 교체 양상은 통시적으로 변화
하기도 한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의 각 형태구조에서 어간교체의 통시적 변
화 양상을 기술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간교체와 형태구조의 상
관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하-’의 어간교체, 특히 어간의 일부가 탈락한 형태로 교

체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앞선 연구에서 ‘어간 교체’(안병희 1962, 이현희 1985a, 

1) 용언 어간 ‘하-’는 역사적으로 ‘-’ > ‘하/허-’의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하/허)-’ 등으
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논의의 편의상 ‘하-’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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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어간 모음 탈락 현상’(이광호 1985)2), ‘융합형’(정경재 2015)으로 다루어
진 것으로 용언 ‘하-’의 활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1) ㄱ. 願컨대 <伍倫8:23b>, 흔치 <독립 1898.3.17>
對答디 <楞嚴10:24b>, 맛커늘 <金三1:10a>

ㄴ. 阿難이 經藏 모도게 터니 <月釋25:9b>
ㄷ. 여 ‘아 라’ 코져 컨마 <杜詩25:37b>
ㄹ. 阿難이 經藏 모도게 터니 <月釋25:9b>
cf. 원건대 <서궁73b>, 그 니를 올마 오게 더니 <東新續孝5b>

(2) ㄱ. 그러다 > 그러하다~그렇다, 엇더다 > 어떠하다~어떻다
ㄴ. 그리다 > 그리하다~그러다
ㄷ. 아니다 > 아니하다~않다

(3) ㄱ. 노라다 > 노랗다
ㄴ. 만다 > 많다, 올다 > 옳다, 슬다 > 싫다

(1)은 ‘-지, -디, -더-’와 같은 자음어미 앞에서 일어나는 어간의 교체로, 참조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의적인 것이다. (1)
과 달리 (2)는 자음어미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수의적으로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수의적인 교체는 (3)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수의적이
지 않고, 형태구조 속의 ‘하-’가 분석이 불가능하다. (2), (3)은 정경재(2015) 등의 
선행 논의에서 어간 재구조화로 다루고 있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1)~(3)을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현상을 본고에서는 안병희(1962)에서 사용한 
용어인 ‘어간교체’로 지칭하도록 할 것이다.3) 즉, 본고의 연구대상은 용언 ‘하-’의 
어간교체에 해당한다.4)

2) 엄밀히 말하여 이광호(1985)의 ‘어간 축약 현상’ 역시 논의의 초점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어간 
축약 현상은 ‘만->많-’과 같은 사례를 가리키는데, 이는 결과적으로는 어간의 재구조화와 유
관한 바, 분석이 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활용형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하-’의 어간교체는 보통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일반적인 조건교체와는 차이가 있다. ‘하-’와 
‘ㅎ-’ 등이 같은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배주채(2011:60)에서 무조건교체로 
설명하는 ‘가지-~갖-’과 유사하며 수의적인 교체라 할 수 있다. 

4)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간교체 중에서도 통시적으로 변화를 겪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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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모든 ‘하-’를 전수 조사하여 그 활용형을 분석하여 어간교체를 정리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형태구조에 따라 
유형화하여 ‘하-’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형태구조의 어간교체의 통시적 변
화를 기술할 것이다. 이때 교체하는 탈락형의 종류에 따라 ‘하’형, ‘하~ㅎ’형, ‘하~
∅’형, ‘하~ㅎ~∅’형으로 어간교체 실현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5)

‘하’형은 어떤 환경에서도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의 
‘[..양]하-’는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6) 앞에서 모두 ‘[..양]하-’로만 나타
나고 ‘*[..양]ㅎ-’나 ‘*[..양]-’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하’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하~ㅎ’형은 ‘하-’가 ‘ㅎ-’으로 교체하는 경우(‘만만하다’, ‘만만치’), ‘하~∅’형은 
‘하-’가 ‘∅-’로 교체하는 경우(‘간다 하더니’, ‘간다더니’)를 가리킨다. 이들이 합쳐
져서 나타나는 ‘하~ㅎ/∅’형도 존재하는데 이는 같은 환경에서 ‘ㆍ’가 탈락한 ‘ㅎ-’
와 ‘’가 탈락한 ‘∅-’가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ㅎ~∅’형과 혼
동될 수 있다. 그러나 ‘하~ㅎ/∅’형이 ‘ㅎ-’과 ‘∅-’가 같은 환경에서 실현되는 것임
에 반해, ‘하~ㅎ~∅’형은 ‘ㅎ-’과 ‘∅-’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차
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는 현대국어에서 ‘생각하-’가 자음어미인 ‘-지’와 결합하
여 ‘생각지’와 ‘생각치’7)를 모두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나, 후자는 현대국어에서 

들어 중세국어 ‘-’의 경우 모음어미인 ‘-아/어’, ‘-오/우-’ 앞에서는 활음 ‘y’가 붙은 ‘-’로 
교체한다(‘야’, ‘요’). 그러나 이들은 ‘-오/우-’가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통시적으로 변화를 
겪지 않았다(‘야/여>하여’는 음변화와 모음조화의 문제이지 어간교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그러나 ‘야/여>’는 통시적으로 변화를 입었기 때문에 논
의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5) 각각의 유형은 기본적으로는 후행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나지만, 일부 선행요소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존재 그러한 경우에는 ′로 표시할 것이다. 

6) 현대국어 학교 문법에서 ‘하여’의 경우 ‘하-’와 모음어미 ‘-아/어’의 이형태 ‘-여’와의 결합으로 
본다. 그러한 해석을 따를 시에는 엄밀하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활음으로 시작하
기 때문에 ‘모음어미’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와 다른 어간과 결합을 고려
했을 때, 모음어미라고 표현하도록 할 것이다.

7)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이지만, 개정된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생각치’와 같은 어형을 인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발음에서는 왕왕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하
지 않고 논의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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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적 필수적
교체하는 
이형태들 1: 자음어미 2: 자음, 

매개모음어미 3: 모든 어미 재구조화
(모든 어미)

하- 하
하-~ㅎ- 하~ㅎ1  하~ㅎ29) 하~ㅎ3 하~ㅎ4
하-~∅- 하~∅1 하~∅2 하~∅3 하~∅4
하-~ㅎ-~∅- - 하~ㅎ~∅2 하~ㅎ~∅3 하~ㅎ~∅4

<표 1> 어간교체 실현의 유형

‘그러하-’가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그렇고’에서와 같이 ‘그렇-’으로 교체할 수 있
고,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그런’에서와 같이 ‘그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
과 관련이 있다.

 또한 ‘하’형을 제외한 유형은 어간교체가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8) 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하~ㅎ1’, ‘하~∅1’), 두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우(‘하~ㅎ2’, ‘하~∅2’, 
‘하~ㅎ~∅2’), 자음, 매개모음, 모음 어미(=모든 환경)에서 탈락형이 나타나는 경
우‘(하~ㅎ3’, ‘하~∅3’, ‘하~ㅎ~∅3’)로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환경에서만 어
간교체가 실현되는 경우는 자음어미에서만 실현되는 경우가 많고, 두 환경에서 어간
교체가 실현되는 경우는 자음어미와 매개모음어미에서만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특기하지 않는 한 1형은 자음어미에서 어간교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2형은 자
음어미와 매개모음어미에서 어간교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앞선 유형에서 어간교체의 실현이 수의적이었던 것에 반해, 모든 환경에서 어간교
체가 필수적이 되어 더 이상 ‘하-’가 분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많다’, ‘노
랗다’ 등).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ㅎ’형, ‘∅’형, ‘ㅎ~∅’형으로 볼 수 있으나, 어간교
체가 실현되는 정도가 극도로 높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따라서 1~3형과의 연관성
을 고려하여, 소위 재구조화가 일어난 해당 유형을 ‘하~ㅎ4’, ‘하~∅4’, ‘하~ㅎ~∅4’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 <표 1>과 같다. 

8) 여기서 1~4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탈락형이 어간교체에 어느 정도로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가
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어사는 특정 환경에서 탈락형으로의 교체가 실현은 되지만 아주 적거
나 일부 문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반대로 ‘하-’형의 비탈락형이 특정 환경에서 
실현이 거의 되지 않다시피 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를 붙
여서 나타낼 것이다. 예를 들어 ‘하~ㅎ2-’는 ‘하~ㅎ2’보다 매개모음어미에서의 탈락형이 적거
나, 특정 문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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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의 형태구조를 주로 선행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 형태구조의 
어간교체가 시기별로 <표 1>에서 제시한 어간교체 실현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
지 기술할 것이다. 이때 3장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단어목록은 《李朝語辭典》의 표
제어를 바탕으로 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술한 바를 정리하여 그 상관성에 대해서 고
찰할 것이다. 중세국어부터 근대국어까지의10) 자료는 21세기 세종기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역사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다. 현대국어는 기본적으로 21세기 세종기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하였다11).  

9) ‘하~ㅎ1’과 ‘하~ㅎ2’는 매개모음이 ‘/으’이던 시기에는 그 활용형만으로는 차이를 알 수가 없
는데, ‘>으’변화가 있고 나서 차이를 알 수 있다. 

10) 이때 시대 구분은 이기문(1998)을 따라 크게 15~16세기를 중세국어(후기 중세국어), 17세기 
초~19세기 말까지를 근대국어로 보았다. 그러나 20세기 초 개화기 시기의 문헌 중 일부는 근대
국어의 자료로 다루었다. 

11)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나타나지 않는 용례가 다소 존재한다. 이는 특히 탈락형으로 교체한 사
례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직관과 검색을 바탕으로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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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 논의

2.1. 선행 연구 검토
  ‘하-’는 국어 연구의 초창기부터 주시경(1910), 박승빈(1935), 최현배(1937) 등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하-’라는 용언 자체에만 관심을 둔 것
이 아니라, 국어의 문법을 기술하면서 ‘하-’의 특이한 성격을 고찰한 것이다. 본고
의 목적은 ‘하-’의 어간교체를 자세히 규명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어
간교체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검토 중에 드러날 것이나, 비
록 활용이 형태·음운론적 현상이지만 그것이 ‘하-’라는 용언의 통사론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하-’의 통사론적 성격에 대한 선행 연구 또한 검토하고자 한
다. 

2.1.1.  ‘하-’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하-’의 어간교체에 대한 정밀한 연구의 시초는 안병희(1957, 1962)에 의해서 이
루어졌다. 안병희(1962)에서는 중세국어 ‘-’의 어간교체에 대해 다루었는데, 먼저 
형태구조상으로 단독으로 어간이 되는 경우를 단순어간, 그렇지 못하고 명사나 부사
에 복합되어 어간을 형성하는 경우를 복합어간으로 나누어서 그 어간교체가 다르다
는 것을 밝혔다. 이때, 단순어간을 다시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현희(1985ab, 1986, 1994ab)는 ‘하-’의 어간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술하였
다. 이현희(1985a)에서는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의 어간교체와 다른 교체를 보
이는 ‘누러다’류’ ‘엇더다’류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어서 이현희(1986)에서는 자
음어미 앞에서의 교체 현상에 대해, 음성학·음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특수교체가 일어나는 원인을 ‘-’가 선행 어사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이라 설
명하였다. 또한 이현희(1985a)에서 제시한 ‘누러하다’류와 ‘엇더하다’류에 덧붙여 
‘아니하다’류를 제시하여 특수교체의 유형을 크게 4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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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사+-’와1) 같이 구문과 관련된 ‘-’에 대해서는 이현희(1985b, 
1994a, b)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었다.
  이광호(1985)는 통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현대국어의 ‘하-’ 활용양상을  설명하
였다. 특히 ‘NP+하다’를 합성어로 보고, 이때 ‘하다’가 선행 NP를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와 동사화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이러한 통사적 특성이 어간교체에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동사화의 경우에만 ‘ㅏ’ 삭제 후 유기음화 현상이 일어난
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용언의 활용형을 중심으로 한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한 정경재(2015) 또
한 일부 ‘하-’의 어간교체를 다루었다. ‘하-’의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와 재구조화를 
다루면서 특히 ‘-어 다’와 ‘그러하다’, ‘그리하다’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
때 재구조화의 원인으로 제시한 어휘화로 인한 형태적 융합과 인지적 융합이라는 
기제가 대단히 설명력이 있다. 

이외에도 이지영(2004, 2008), 송철의(2004), 배주채(1995), 배영환(2011) 등이 
‘하-’와 관련된 어사의 어간교체와 그 변화를 상세히 다루었다. 이는 해당 어사를 
기술·설명하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1.2.  ‘하-’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

  위에서 볼 수 있듯, ‘하-’의 어간교체는 형태론적 혹은 음운론적 층위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의 종류, 선행 어사와의 결합관계 등이 총체적으로 고
찰되어야만 온전한 서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의 이러한 통사론적 특성에 대한 
앞선 연구자들의 관찰 역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본고는 서론에서 밝혔듯 ‘하
-’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자 하므로 ‘하-’의 기능과 그 분류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
를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서정수(1975)에서는 ‘하-’를 크게 기능에 따라 형식동사와 대동사로 나누었다. 
전자에서는 주로 선행요소가 [-실체성]인 것들이 와서 ‘하다’가 그 문법적 형식을 
1) 이하 본고에서 ‘+’ 기호는 형태소경계 표지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어 형식 간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 8 -

갖추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후자에는 [+실체성]인 것들이 오고 ‘하-’가 
특정한 의미의 서술어를 대신한다고 보았다. 전자는 다시 사태에 따라 [±상태성]으
로 나누고, 그 중 [-상태성]을 다시 [동작성], [과정성] 등으로 나누었다. 

심재기(1980)에서는 서정수(1975)에 대해 형식 동사의 사태를 나누는 것을 비판
하고, 형식 동사를 크게 기능에 따라 서술 기능 완결의 역할로, ‘실체성 명사+하-’
의 구성을 관용적 숙어로 보아 이때의 ‘하다’는 서술 기능 대행의 역할을 한다고 보
았다. 이는 ‘하다’의 기능에 대한 통찰력 있는 관찰로 이후 양명희(1990)에서 보다 
발전되었다. 

양명희(1990)에서는 심재기(1980)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정밀화하여 ‘하-’의 기
능을 서술성 완료(I), 서술성 완료(Ⅱ), 서술성 대행, 서술성 이행으로 세세하게 나
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에서 ‘하-’가 나타나는 모든 구성을 통사론적으로 
설명하였다.

김영희(1984)에서는 주로 서정수(1975)의 대동사 기능의 ‘하-’에 대해,  ‘하-’는 
전형적인 대동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로 비판하였다. 나아가 ‘하-’는 의
미론적으로 모든 단어의 상위어에 해당하는 포괄동사라 보았다.2)

고재설(1999)은 ‘하-’를 접미사나 동사로 보는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하-’
는 접미사가 아닌 단어이며, 동사 ‘하-’와 형용사 ‘하-’가 각각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타당하지만 ‘선행요소+하-’에서 ‘하-’만이 그 구성의 성격을 결정짓
는다고 보는 것은 술어명사문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있다. 

김창섭(2002)은 주로 ‘X하-’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찰하였는데, ‘X(를) 하-’와 ‘X
하-’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였다. 복합적 단어나 V^의 의미 중심부인 어근3을 설정
하여 어근3과 결합하는 접미경동사 ‘하-’(‘공부하다’)와 관형 수식이 가능한 사태 명
사와 결합하는 불가능한 타동경동사 ‘하-’(‘공부(를) 하다’)를 구별하였다. 전자의 
경우 부사절에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불가능한 것 등 두 ‘하-’는 통

2) 그러나 김영희(1984)의 주장과 같이 ‘하-’가 전형적인 대동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자명
하지만, 상위 관계에서 존재하는 이행성이 ‘담배를 피다 > 먹다 > 하다’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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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론적 행동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대동사로 설명해왔던 ‘실체성 명
사+하-’(‘나무(를) 하다’)는 타동중동사로 설명하였다. 주로 경동사와 중동사의 경
계에 대해 고찰을 하였기 때문에, 중동사로 분류된 ‘하-’ 자체의 분류나 기능을 자
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논의인 정연주(2015)에서는 구문문법의 입장에서 ‘하-’를 기능에 따
라 자리채우미와 대용어로 분류하였다. 이 때 자리채우미란 박진호(2008)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빈자리들을 가지는 구문에 기반하여 언어 형식이 들어갈 서술어 자
리를 형식적으로 채우는 요소이다(정연주 2015:216). 이 자리채우미를 잉여성의 원
인이 ‘의미적 서술성이 구문 속 다른 요소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V자리가 의미적으
로 잉여성을 띠게 되었는지’ 혹은 ‘구문 속의 다른 요소를 단서로 삼아 예측 가능해
져서 V자리가 의미적으로 잉여성을 띠게 되었는지’에 따라 둘로 나누었다. 특히 이 
중 후자의 ‘하-’의 용법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이는 기존에 대동사 혹은 대용어로 
분류되었던 ‘하-’에서 자리채우미라는 개념을 통해 구문 속 ‘하-’를 구분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2.2. ‘하-’ 분류
본 연구는 앞서 2.1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를 유형화하여 어

간교체를 기술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유형화를 할 것
인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통사론적 분류 기준과 형태·음운론적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안병희(1962)에서 지적하였듯, ‘하-’는 형태구조에 따라 단순어간으로 쓰였을 때
(‘하-’만 단독으로 쓰였을 때)와 복합어간으로 쓰였을 때(명사·부사에 복합되어 어
간 형성)로 나눌 수 있다. 여러 통사론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하-’의 양분 내비 삼
분의 경향은 동일하여, 크게 전자를 통사 구성에서 사용되는 ‘하-’로 대동사로 분류
하였고 후자를 서술성과 관련되어 논의하였다. 그러나 연구마다 두 ‘하-’의 경계와 
기능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란이 되는 이들 ‘하-’
의 통사적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은 5장으로 유보하고, 2장에서는 먼저 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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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합성어
의미론적 종속 명사가3) 지시적일 수 있음

핵(head)이 대명사로 대체 가능
종속 명사는 거의 항상 총칭적
핵(head)이 대명사 대체 불가

음운론적 덜 응집적임(less cohesion) 많이 응집적임(greater cohesion)
e.g. 강세 부여, 모음조화의 영역   

형태론적 전혀 응집적이지 않음(no cohesion) 많이 응집적임(greater cohesion)
e.g. 접사가 붙는 영역

통사론적
분리가능
종속 명사가 확장이 가능함
대등 접속 시 생략이 가능함

분리불가능
종속 명사가 확장이 가능하지 않음
대등 접속 시 생략이 불가능함

<표 2> Haspelmath and Sims(2010:195)의 구 대 합성어

희(1962)에서와 같이 형태구조를 바탕으로 ‘하-’를 분류할 것이다. 즉, ‘하-’가 포
함된 구성이 통사부에서 형성되는 구인지 혹은 형태부에서 형성되는 단어인지가 중
요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크게 단어 구성에서의 ‘하-’와 통사 구성에서의 ‘하-’
로 나눌 것이다. 

어떠한 ‘하-’가 포함된 구성이 단어 구성인지 통사 구성인지를 나누는 것은 ‘하-’
의 통사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다. 그러나 어떤 
복합 구성이 합성어인지 혹은 통사적인 구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완전하게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구성의 분류를 2.2.1과 2.2.2에서 자세히 논의
할 것이다. 

2.2.1. 단어 구성과 통사 구성의 분류 기준

앞서 밝혔다시피 어떤 구성이 단어 구성인지 통사 구성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떤 
특성을 주요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단어는 어
휘 고도 제약과 조응의 섬이 된다는 것과  Haspelmath and Sims(2010:195)에서 
제시한 다양한 기준을 중시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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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본동사4) ‘하-’가 존재한다. 때문에 모든 ‘하-’가 포함된 구성은 기
본적으로 ‘하-’를 서술어로 하는 통사 구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어떠한 ‘하-’가 통사 구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어떠한 ‘하-’가 통사 구
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즉 단어 구성임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나
아가 ‘하-’가 본동사 혹은 대동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과 같다. 

‘그러하다’류(‘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등)와 ‘그리하다’류(‘어찌하다’ 등)와 부정서
술어인 ‘아니하다’, ‘못하다’의 경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노라다
류는 현대국어에서는 재구조화되어 한 단어로 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
만, 깃거다류, 기뻐하다류는 ‘하-’를 보조용언으로 보면 통사 구성으로 볼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이 문장이 아닌 선행하는 용언에 결합하여 복합형
용사 혹은 복합동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다.5) 따라서 이 ‘-어 하-’ 구성들을 단
어 구성에서의 ‘하-’와 함께 다루도록 할 것이다. 이는 ‘노라다>노랗다’와 같이 
통시적으로 재구조화되어 완전히 하나의 단어가 된 구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명사구+하다’나 ‘-거나 –거나하다’와 같은 ‘중첩 어미 구성+하다’의 경
우가 문제가 된다. 이는 통사부에서 형성되는 단위인 구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형태
부에서 형성되는 단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김창섭(2002:254)에서 밝
혔듯 이들은 ‘하-’ 앞을 제외한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관형어나 목
적어 등 명사구로 쓰이도록 발달할 가능성이 없다. 선행요소가 명사적 성격을 지니
지 못하고 어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전체 구성은 ‘명사+하-’의 
구 구성이 아니라 ‘어근+하-’인 단어 구성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X가 명사일 때,6)「X하-」(e.g. 공부하

3) 이는 ‘dependent noun’로 한국어학에서의 ‘의존명사’가 아니라, 합성어나 통사적 구에서 핵
(head)을 수식하는 명사를 말한다.

4) 이때 ‘본동사’는 ‘하-’가 어떠한 특정 어휘의미를 가지고 쓰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장 내의 주
된 서술어가 ‘하-’로 실현되었을 때의 ‘하-’를 가리킨다. 

5) 보조용언 중에서도 ‘-어 하-’ 구성은 선행하는 용언을 대용하는 것이 어렵고, 대등 접속 시에 
생략하는 것 또한 어렵다. ‘-어 하-’는 용언의 어간에 통합되어 하나의 용언처럼 기능하게 되는 
것인데(장경준 1998), 따라서 통사 구성에서 다루는 ‘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6) X가 자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어근인 경우에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어 구성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하다’는 ‘요구하다’와 ‘X하다’ 구조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선행요소의 차
이로 인해 전자는 단어 구성인 것이 확실하지만 후자는 ‘요구(를) 하다’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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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하다)와 「X(를) 하-」(e.g. 공부를 하다, 건강을 하다)의 구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항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2.2.2. 「X하-」와 「X(를) 하-」의 상관 관계

많은 연구들이 이 두 구성이 X가 서술성명사(또는 사태명사, 술어명사)일 때 이
들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7) 따라서 두 구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간단하게나마 ‘술어명사’와 ‘서술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다.

 서정수(1975)에서는 서술성명사에 가까운 개념을 형식 동사와 결합하는 비실체
성([-실체성]) 선행요소8)로 제시하고 있다. 비실체성 선행요소에 대해 ‘형태적으로
는 명사류나 어근 등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작성, 과정성, 상태성의 의미적 특질을 
가진 것들을 통칭한다.’(서정수 1975:144)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의미적 특
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을 나누는 명백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김창섭(2001a, 2002, 2006a) 등에서는 서술성 명사를 서술성 어근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접미경동사와 결합하여 파생어적 구성(‘X하다’)을 형성하고, 
후자는 타동경동사와 결합하여 구[‘X(를) 하다’]를 형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
나 이들은 모두 서술성을 가지고 [사태]의 의미를 가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창섭(2002:245)의 각주 (4)를 참고하면, 이러한 부류의 명사들은 여러 경동사와 
함께 복합적인 서술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9)

이와 관련하여 이현희(2005)에서도 중세국어의 ‘行-’와 ‘行 -’가 전자는 동사성을 가지
는 어근 ‘行(평성)’에 ‘--’가 통합한 것이고, 후자와 같이 명사성을 가진 ‘·行(거성)’에 ‘-’
가 통합한 통사 구성에서 바뀐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7) 김창섭(2002)에서 소단어로 제시하고 있는 ‘이룩’, ‘자처’의 경우, 제한적인 명사화를 겪어 ‘X를 
하-’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8) Lyons(1966)의 제 2종 명사류(Second-order nominals)에 해당한다. Lyons(1969:346~349)의 
명사류 분류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제 1종 명사류(First-order nominals): 실체적(substantival) 명사류로 사람, 동물, 물체, 장 
소 등을 지시하는 ‘명사다운(noun-like) 명사류’-‘개체(entity)’를 지시하는 경향이 있음.
- 제 2종 명사류(Second-order nominals): ‘실체(substance)’를 지시하지 않음. 어휘부에 등록
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나, 대개 문장 핵(sentence-nuclei)에서 파생된 것임.-‘사건(event)’을 
지시하는 경향이 있음.

9) 김창섭(2002)의 각주(4)는 사태명사(서술성 명사)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른 서술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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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2008:4)에서는 자리채우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를 ‘술어에 해당하
는 요소가 명사로 실현될 경우 통사적으로 지지해 주기 위해 들어가는 허수아비 동
사’로 보았는데, 이때 ‘술어에 해당하는 요소가 명사로 실현’된 문장이 술어명사문이
고 그때의 명사가 술어명사라 할 수 있다. 

이선웅(2005)에서는 ‘술어’ 개념을 정의하여 보다 명확하게 ‘술어 명사’를 정의하
고자 하였다.  

(5) ㄱ. 술어: 의미적으로 논항을 요구하고 상적 특성을 지니면서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의미적 실체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

ㄴ. 술어명사: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로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서술어 역
할을 수행함.

그러나 이때 ‘술어’는 의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모호한 면이 있다. 
강범모(2000), 이병규(2009) 등은 이러한 ‘의미적인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문

법적인 기준을 통해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병규(2009)에서는 술어명
사를 형태·통사·화용론적으로는 명사이지만 의미론적으로 동사라고 보고, 이 때 [서
술성]을 “어떤 언어 단위가 어휘상적인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통사적
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논항을 필요로 하고 그 논항에 의미역을 할당해 주는 속성”
(이병규 2009:220)으로 정의하여 보다 상세화하였다. 여전히 의미론적인 기준이지
만 이를 바탕으로 여러 문법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어휘상적
인 의미 특성’을 가진다는 것([+어휘상])은 ‘(도)중, 순간, 속’과 같은 상명사와 ‘시
작하다, 계속하다’ 등의 상동사, 시간성 의존명사 ‘시(時)’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문
법적인 특성을, ‘의미역 할당’은 보충 관형어와 술어 명사구를 형성한다는 것을, [-
지시성]은 지시 관형사와 통합이 어렵고, ‘들’, ‘마다’와 결합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론적 특성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들을 기준으
로 삼는다면, ‘X는 A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술어명사이다.’와 ‘X가 술어명사이기 
때문에 A라는 특성을 가진다.’로 결국 순환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적인 

논항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태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14 -

기준으로 이러한 문법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술어명사가 아님을 보일 수 
있다. 

많은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서술성명사(술어명사, 사태명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미적으로 상적 속성과 논항을 가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문법적으로 ‘하-’를 포함한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하-’와 결합하여 서술어를 이룬다는 것은 이호승(2003), 김경열
(2015)의 복합서술어 개념과 유사하다. 이호승(2003)의 복합서술어는 문장에서 전
체가 단어처럼 논항을 요구하는 기능을 지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구를 이루는 것
이다.10) 그러나 이는 명사구 밖에 실현되는 논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X를 하-’
에서 X가 둘 이상의 논항을11) 가지고 있을 때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正坐를 하-’
의  ‘正坐’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 동작주(Agent) 논항만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
에 ‘Y가 正坐를 하다’의 주어 Y는 ‘하-’의 주어일 수도 있고, ‘正坐를 하-’ 전체
의12) 주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X의 주어 외의 논항이 명사구 밖
으로 실현되는 것이 확인되는 복합서술어는 김창섭(2002, 2006a)의 ‘하다 명사구
(를)+타동경동사 하-’의 일부의 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김창섭(2002)의 ‘하다 명사구’와 ‘일반 명사구’는 결국 의미적 서술성의 차
이에 기반한다. 즉 의미적으로 서술적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호승(2003:25~26)의 비판과 같이 상적 속성은 문법적으로 
복합서술어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상징을 하다’ 혹은 ‘상징하다’
는 상적 속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상 논항을 요구한다. 따라서 의미적 서술
성은 논항을 요구한다는 것이 가장 주된 요점이 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의미적 속성에 따른 분류는 뚜렷한 기준이 있다고 하기 보
다는 어느 정도 직관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김창섭(2002:268)
의 각주(39)에서 지적한 ‘사태명사화’13)와 같이 논항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던 

10) 김창섭(2002)에서 ‘X하다’로 다루어지는 ‘공부하다’도 ‘공부를 하다’와 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이 두 구성은 내부 구적인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후술하겠다.

11) 이는 주어가 되는 논항과 더불어 다른 논항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이는 달리 설명하자면 ‘正坐’에서 전수된 ‘하-’의 논항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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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가 특정 문장에서는 서술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세국어의 
‘울ㅎ(籓籬)’는 명사 자체 의미만으로는 논항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나 ‘울
다’라는 동사를 형성하고 ‘다리우리 데여 두 녁 녀블 울라’<구급방상24b>와 
같이 문장에서 논항을 지배할 수 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김창섭(2002:269)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타동경동사 구문의 경우도 중동사적인 해석을 유도하는 원인이 있
을 경우 타동중동사로(즉 ‘하-’가 문장의 서술어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논항을 가진다는 것도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임에 틀림없다. 명
사구 바깥에서 주어 외의 논항이 실현될 경우에는 문법적으로도 서술성이 있기 때
문에 의미적으로도 서술성이 있다고 보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관에 의
지할 수밖에 없다.

다시 「X하-」와 「X(를) 하-」의 문제로 돌아오면, 많은 통사론적 논의들에서 
이 둘을 딱히 구별하지 않거나 구별하더라도 하나의 구성에서 다른 하나의 구성이 
도출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들이 외부적으로는 하나의 단어같이 행동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은 사실
이다. 이호승(2003)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문장 내에서 실현되는 (주어 외의) 논항
은 X의 논항이지, ‘하-’의 논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사의 논항이 
명사구를 넘어가서 실현되는 것은 문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의 도움을 받
아 하나의 단위로서 논항을 부여한다. 이는 일반적인 문장에서 하나의 동사가 서술
어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먼저 김창섭(2002)에서 지적하였다시피,「X하
-」와 「X(를) 하-」는 결과상태상의 결합14)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동사의 경우 
‘-어 있다’가, 타동사의 경우 ‘-고 있다’가 결합한다. 이때 「X하-」는 ‘正坐해 있
13) ‘흘러가는 잎이나 마음해 보아요’라는 문장에서 ‘마음하다’는 ‘마음’이 사태명사가 아니지만 사

태명사화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일찍이 김창섭(1997:205~206)에서 지적된 것으로 ‘근거하다’에
서 ‘근거’에 새로운 의미인 ‘-를 둠’이 부여되고, 임시적으로 서술성을 가지게 된 것이 고정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14) 김창섭(2002:247~248)에서는 결과상태상을 나타내기 위해, 자동사의 경우 ‘-어 있다’가 타동
사의 경우 ‘-고 있다’가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때 타동경동사 ‘하-’의 경우 ‘正坐(를) 
하고 있다’와 같이 후자가 사용되어 타동사라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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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같이 ‘-어 있다’와 결합하여 결과상태상을 나타내는 반면, 「X(를) 하-」는 
‘正坐를 하고 있다’와 같이  ‘-고 있다’와 결합하여 결과상태상을 나타낸다. 이는 전
자와 달리 후자는 ‘하-’가 타동사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X 하-」나 「X를 하-」가 다시 대격을 취하는 일은 중세국어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현희 1986)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 어휘 고도 제약에 있어서도
「X(를) 하-」는 선행 명사 X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등 「X하-」에 비해 더 구
의 성격을 지닌다. 김창섭(2002)의 지적과 같이 두 구성의 X는 다른 구성에서는 자
립성이 있는 명사일지라도 통사적 지위가 달라, 「X하-」에서는 어근이고15) 「X
(를) 하-」에서는 명사구인 것이다.16) 또 전자의 경우 ‘하-’는 더 이상 독립적인 
동사로 기능하여 주어를 포함한 논항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X가 논항을 부여
한다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이때 X는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서술적이라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두 구성은 모두 단어 구성으로 볼 수 있는 면과 통사 구성으로 볼 수 있
는 면18)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X하-」는 단어 구성의 성격이 더 강하고 「X
(를) 하-」는 통사 구성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전자는 단어 구성으로 후
자는 통사 구성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두 구성이 기원적으로 둘 중 하나에서 형태·통사론적 과정을 거쳐 형성
된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보아야 한다. 김창섭
(2006a :297~300)은 모든 「X하-」가 「X(를) 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생

15) 여기서의 ‘어근’은 앞서 사용한 이익섭(1975)의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아니라, 복합적인 단어
나 V^의 의미 중심부에 해당한다.

16) Grimshaw and Mester(1989)에서는 한국어의 ‘X하다’에 상당하는 일본어의 ‘Xする’를 명사 포
합(noun incorporation)으로, ‘X를 하다’에 상당하는 ‘Xを する’를 복합서술어(complex 
predicate)로 다루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전자가 ‘깨끗을 하다’와 같은 어근 분리 현상을 겪어 
대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X가 명사일 경우에 ‘X를 하다’는 두 가지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가능성을 인정하느냐는 연구자에 따라 달라, 이호승(2003)에서와 
같이 임홍빈(1979)에서 ‘수학을 공부를 하다’를 어근 분리로 보는 입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대격 중출 구문(혹은 이중 대격 구문)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 ‘X하다’에서 어근 분리된 ‘X를하다’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7) 따라서 3장에서 서술성 명사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8) ‘X하-’역시 일반적인 파생어와는 차이가 있다. 중첩 어미 구성과 같이 단어 이상의 통사 단위

에 결합한다는 점이나, 약간의 분리가능성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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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편입설’을 따를 경우에는 X가 어근인 「X하-」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상태성 사태를 표현할 경우에는 「X(를) 하-」(‘건강을 
하다’)가 「X하-」(‘건강하다’)에 비해 유표적라는 사실 역시 지적하였다. X가 소단
어인 ‘이룩하- : 이룩을 하-’나 ‘자처하- : 자처를 하-’는 ‘휴식하- : 휴식을 하-’
와 같은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모든 「X(를) 하-」가 「X하-」에서 형성되었다는 극단적인 어기 분리설 
역시 「X(를) 하-」로는 존재하지만, 「X하-」로는 존재하지 않는 예가19) 존재하
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 역시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는 바이며, 두 구
성은 적어도 중세국어 시기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본다.20) 

2.2.3. 하위 구성 분류

단어 구성에서의 ‘하-’는 형태구조에 따라, 크게 선행요소가 명사인 경우와 명사
가 아닌 경우로 나눌 것이다. 이는 다시 선행요소의 사태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이는 형용사와 동사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태성](형용사)과 [-상태성]
(동사)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들은 서정수(1975)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에서21) 나
눈 방법과 일맥상통한다. 이때, [-상태성]의 경우 그 사태를 다시 [행위], [작
용]22)으로 나누기도 한다. 각각의 부류가 통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창
섭(2002, 2006a)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분명하나, 본 연구의 중점이 활용형에 있기에 
지나치게 자세한 분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심재기(1980), 양명희(1990)과 같이 
본고는 크게 형용사와 동사를 나눌 수 있는 [±상태성]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반면 
통사 구성에서의 ‘하-’는 해당 구성의 구조에 따라 나눌 것이다. 
19) ‘철수는 형 노릇/역할을 하였다. *철수는 형을 노릇/역할하였다.’(김창섭 2006a:299)
20) 이와 관련하여 이현희(2005)에서 중세국어의 ‘行하다’의 ‘행’은 동사적으로 ‘행을 하다’의 명사

적인 ‘행’과 구분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후자에서 조사가 생략되어 전자로 나타난 것이 아
니라 개별적인 두 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1) 심재기(1980), 양명희(1990), 김창섭(2002, 2006a) 등의 ‘하-’의 분류에서 모두 선행요소의 
사태의 성격에 따른 구분을 만들었다. 

22) 이는 김창섭(2002)의 분류로, 각기 서정수(1975)의 동작성, 과정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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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음운론적 기준은 특히 단어 구성에서의 ‘하-’의 어간교체에 잠재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많다. 첫 번째로 선행요소의 어종을 꼽을 수 있는데, 
한자어인 경우와 고유어인 경우 어간교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23) 두 번
째로 정경재(2015), 김창섭(2001a, 2006a)24)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다시피, 선행요
소의 음절수 역시 어간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병희(1962)에서 
일찍이 지적되었듯, 선행요소의 음절 말음에 따라 어간교체가 달리 실현된다. 따라
서 위 세 요소를 모두 분류 기준으로 삼아 ‘하-’를 분류할 것이다.

이상의 분류를 종합하여 <표 3>과 같은 ‘하-’의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 이들의 어간교체와 그 변화를 기술하도록 할 것
이다. 

23) 이는 이현희(1986)에서 익히 언급되었으며, 서정수(1975)를 비롯한 여러 통사론 논의에서도 
어종에 따라 구별하였다.

24) 김창섭(2001a, 2006a)에서는 특히 어기활용형(“철수는 열심히 공부, 서울대에 합격했다.”)과 
관련하여 1음절의 경우 이러한 어기활용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기활용형을 활용형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였기에 다
루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통사론적 현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음절수가 ‘하-’와 관련하여 모종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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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구성에서의 ‘하-’

명사류

상태성

단음절(고유어/한자어)+하다
e.g. 흔하다/착하다/善하다/弱하다
다음절(고유어/한자어)+하다
e.g. 마땅하다/넉넉하다

便安하다/有益하다
명사구
+하다

[..만]하다 
e.g. 볼 만하다
[..듯]하다
e.g. 자는 듯하다

동작성

단음절(고유어/한자어)+하다
e.g.절하다/다/願하다/得하다
다음절(고유어/한자어)+하다
e.g. 장만하다/생각하다

恭敬하다/對答하다
명사구
+하다

[..양]하다 
e.g. 가는 양하다
[..노릇]하다 
e.g. 아비 노릇하다

비명사류

(-지) 아니하다 / (-지) 못하다
-어 하다
(‘깃거다’류, ‘기뻐하다’류, ‘노라다’류)
‘그러하다’류
‘그리하다’류
중첩 어미 구성 -거나 –거나하다

-락 –락하다

통사 구성에서의 ‘하-’

인용 구문
의도·목적 구문 -고자 하다

-오려 다, -려(고) 하다
결과 구문
어순 재배치 구문
-이나 하다 정도 e.g. 값이 만원이나 한다

선택 e.g. 공부나 해야지
X를 하다

<표 3> ‘하-’의 유형 분류



- 20 -

3. 단어 구성에서의 ‘하-’의 어간교체

3.1. 서술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
서술성 명사류1)는 그 사태의 의미적 분류에 따라 동사와 같이 상태성 명사와 동

작성 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에 ‘하-’가 결합하여 각각 형용사와 동사의 역할
을 수행한다. 이들 각각의 어간교체를 어종과 음절수에 따라 기술할 것이다. 자료는 
앞서 제1장에서 언급하였다시피, 《李朝語辭典》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2)

3.1.1. 상태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

  상태성 명사류는 서술성 명사류 중에 그 사태가 Chafe(1970), 서정수(1975), 김
창섭(2002)의 [+상태성]([+stative])인 것들로 이 서술어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역
만 요구하는 것이다. ‘하-’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음절수에 따라 다시 단음
절과 다음절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둘은 다시 어종에 따라 조금씩 어간교체가 달라
질 수 있다. 

먼저 단음절 상태성 명사류와 ‘하-’의 결합부터 살펴보기로 한다.3)

1) 본고의 서술성 명사류는 김창섭(2006:283)의 서술성 명사류와 같은 개념으로, 서술명사, 서술명
사 구, 서술성 형식명사구, 서술성 소단어, 서술성 어근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명사만이 아니
라 명사구와 단어적 어근을 모두 포함한다. 

2) 그러나 일부 예에서는 등재되어 있는 단어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당 유형의 단어를 더 첨가하였다. 

3) 앞으로 어간교체 실현 양상을 표로 나타낼 것이다. 이때 각 칸에 대각선으로 표시된 것은 해당
하는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 시기의 모든 행(환경)을 통합하여 대각선으로 
표시된 것은 해당 시기에 그 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기를 통틀어 해
당 용례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점선으로 대각선을 표시하였다. 이들은 표이지만 (1
ㄱ, ㄴ, ㄷ, ㄹ, ㅁ)처럼 예문 번호를 통해 한 번호에 속한 것들의 관련성을 포착하기 위해 예문
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표>는 실제 용례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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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흔거늘<月釋7:28a>
훤고<月釋2:7a>

흔더냐<淸老1:12a>
훤더라<杜重3:39a>
번다<譯語補24b>

흔하구
환하지도

흔커<內訓3:33a>
훤케<救簡2:20b>

흔타<朴通中13a>
훤케<蒙老4:10a>
번케<杜重13:38b>

흔치
?훤케4)

매개
모음 훤<釋詳6:27b> 훤<蒙類補,3a> 흔한

훤한
모음 훤야<南明下24a> 훤야<杜重25:31a>

훤여<杜重15:51a>
(훤하여)
훤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만고<釋詳6:35b> 만다<매일신보 1898.9.9>
만케<月釋14:16b> 만타<隣語3:10a> 많게

매개
모음 만<法華1:9b> 만니<伍倫3:7a>

만흔<山城,63> 많은

모음
만야<月釋1:16b>
만여<順天67:5>

만여<朴通上:9b>
만야<독립 1898.5.31>

만하<順天67:6>5) 만하<家禮4:6b> 많아

(1) 단음절 고유어 상태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1): 음절말음 공명음

ㄱ. ‘훤하다’류: 흔하다, 훤하다, 환하다, 번하다 등

ㄴ. ‘만다(>많다)’

4) “수경이 맑아야 바닷속을 훤케 볼 수 있는 것이므로”와 같은 용례가 존재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뒤에 상술할 것이나 이는 다음절에 비해 용례가 아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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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조티<法華2:110a>
매개
모음 조면<楞嚴9:86a> 조니<杜重3:25a>

조<辟瘟,7b>

모음 조야<月釋11:96a> 조야<어제경세 45a>
조하<金三4:52b>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올타<龍歌,107> 올코<經問,03b> 옳지

매개
모음

올<釋詳23:7b> 올<史略2:60a>6)

올흐며<小學6:86b>7) 올흔<戒女,311>
오른<明聖,22b> 옳은

모음 올야도<內訓1:7b> 올야도<家禮2:8b>
올여도<女四1:17b>
올아<매일 1898.6.14>8) 옳아

ㄷ. ‘조다(淸)’

ㄹ. ‘올다(>옳다)’

5) 이 두 어형은 《順天金氏諺簡》에서만 나타난다. ‘X여/야’는 ‘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사
에서도 발견되는데에 비해, ‘X하’는 ‘만하’만이 나타난다. 

6)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올흐X’로 대체된다. 관형사형에서 ‘오른’으로 나타나는
데, 특히 右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휘화된 경우 더욱 그러한 표기로 나타난다.

7) 《小學諺解》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이다.
8) 이 경우 ‘∅-’형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추세로 미루어 보아 어간은 ‘ㅎ-’이나 활용

형에 ‘ㅎ’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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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됴고<杜詩21:22b>9)

됴커든<救簡6:35b>
됴코<東國孝4:42b>
죠라<老乞重下,50a>
조타<國漢,278>

좋게

매개
모음

됴니라<釋詳13:24b>
됴<史略1:55b>
죠<예수성교_로스>
조<蒙老1:21a>

됴흔<飜老下:52ab>
됴흔<感應4:9a>
죠흐니<老乞重上,9b>
조흔<天路序:11a>

좋은

모음
됴야<飜老下:4b>10)

됴하<月釋21:214a>
됴하<經問,26b>
조하<독립 1896.4.7>
조아고<竈君,23a>

좋아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착다<聖直,33b> 착하구
착다<闡義1:52a>
착지<聖直, 52b> (?착지11))

매개
모음 착<癸丑下1:5a> 착한

모음 착야<聖直100a>
착여도<閑中:386>

착하여
착해

ㅁ. ‘됴다(>좋다)’

(2) 단음절 고유어 상태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1): 음절말음 장애음

ㄱ. ‘착하다’

9) ‘됴-’가 자음어미와 결합한 유일한 예이다. 
10) 16세기의 《飜譯老乞大》, 《飜譯朴通事》에서만 일부 예가 존재한다. 
11) 1909년의 ‘이 착지 못게 넉이 연고라 ’<신학7:17>가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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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거시<釋詳3:41a>

게<月釋11:4b> 디<地藏中,9a> 같지

매개
모음

니라<龍歌6>
니라<月釋9:40b>
니라<飜朴30b>

니<御內3:20b>
니<新全:마22-39>
<家禮1:30a>
니<詩諺14:19a>
흐니<매일 1898.9.3> 
튼<老乞下:56b> 같은

모음
야<小學3:20b>
야<飜小6:24b>

야<念海4a>
야<詩諺,44b>
야<詩諺9:12a>
여<家禮5:23a>
여<闡義2:62b>
셔<독립 1896.9.12>

같애

터<女小54> 같아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게<구급방하20b>

cf. 게<救簡1:86b>
게<家禮7:21b>
게<馬經下,35b>

매개
모음

<月釋2:34b>
<구급방하84b>
<救簡3:113a> <납약,28b>

모음 얏닌<救簡1:41b>12)

ㄴ. ‘다(>같다)’

ㄷ. ‘다’

(1ㄱ)은 선행요소가 단음절 고유어이면서 음절말음이 공명음(ㄴ, ㄹ, ㅁ, ㆁ)인 대
부분의 경우로, 크게 통시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훤치/케’, 

12) 모음어미와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 유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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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치/케’, ‘환치/케’ 등은 ‘흔치’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13) 이는 현
대국어에서 ‘하~ㅎ1’>‘하’14)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
나 현대국어 전반적으로는 어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ㅎ1-’형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1ㄴ-ㅁ)의 경우 어간교체가 특이하다. (1ㄴ)은 ‘하~ㅎ1’(‘만하’라는 어형이 유일
한 예에 가까우므로) > ‘하~ㅎ3’ > ‘하~ㅎ4’으로 어간교체가 점차 환경이 확대되
었고, 필수적이 되었다.

(1ㄷ)은 현대국어의 ‘깨끗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조다’,로 중세국어에서 
모든 환경에서 어간교체가 일어날 수 있었다. 특히 자음어미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어
났는데, 때문에 ‘하~ㅎ3+’형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
어에서는 많은 용례가 보이지는 않지만, 중세국어와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1ㄹ)은 ‘올다’의 어간교체 양상으로 ‘슬다(厭)’ 역시 거의 같다.15) 중세국어 
어간교체 실현 양상은 1~4형으로 나눈 기존의 유형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매개모음 결합형에서 ‘올흐며’와 같은 예는 ‘-’
의 활용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ㅎ2’형보다는 탈락형으로의 어
간교체가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교체가 일어나지 않
는다는 점에서 ‘하~ㅎ3’형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하~ㅎ
2’형과 ‘하~ㅎ3’형의 중간적인 어간교체 실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ㅎ
2+’형[자음어미 필수탈락, 매개모음어미에서 탈락(‘올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오른’이 등장하여 ‘-’에 대한 인식이 더 약해졌음을 알 수 있
13) 인터넷 포털 구글(www.google.com)에서 검색한 결과, 소수의 용례(‘흔치’를 제외하고는 3개 

이하이지만)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2음절 이상
의 단어들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고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다는 인상을 준다. 

14) 이 변화는 현대국어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흔치 않다’ 등 ‘흔하다’와 같은 어사에서는 
아직 ‘하-~ㅎ-’의 어간 교체가 장애음 어미 앞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많은 어간에서 자연스럽
지 않은 경우가 많다. 

15) ‘슬다’의 경우 ‘슬희다’가 쌍형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논의가 약간 복잡하지만, ‘하-’의 어간교
체를 살펴보는 본고의 논의에서 벗어나는바 그러한 쌍형어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슬하
다’ 역시 ‘슬티’<法華1:126b> /‘슬니라’<月釋1:月釋序22b>,‘슬흔’<法華5:147a>/ ‘슬야’<釋
詳13:18a>와 같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자음어미 결합 시에 ‘*슬하고’가 문증되지 않으며 ‘*슬허’
도 부재하다. ‘슬허’가 17세기 《諺解胎産集要》에서 부터 문증되는데, 근대국어 이후 ‘하~ㅎ3’
의 어간교체를 보이는 것 역시 ‘올하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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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다’의 어간교체의 통시적 변화

다. 또한 ‘올아’가 존재하여 ‘하~ㅎ3’형의 양상을 보인다. 반면 현대국어에서는 완전
히 재구조화되어 ‘하~ㅎ4’형의 어간교체 양상을 가진다(‘하~ㅎ2’+>‘하~ㅎ3’>‘하~
ㅎ4’).

(1ㅁ)은 ‘됴다’로 이 경우에는 중세국어 시기에도 모든 어미 앞에서 ‘둏-’으로 
어간교체가 일어났으며, 자음어미 앞에서는 거의 필수적이었다. 근대국어 이후에는 
모든 환경에서 ‘둏-’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하~ㅎ3+’>‘하~ㅎ4’>‘하~ㅎ4’
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의 변화를 보인다.

반면 (2)는 장애음 말음으로 끝나는 경우로, 일음절 고유어 장애음 말음 선행요
소를 가지는 단어는 매우 적다.16) 근대국어부터 나타나는 ‘착하다’(2ㄱ)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경우 (-) > ‘하~∅1’ > ‘하’로 어간교체 실현 양상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2ㄴ)의 ‘다’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어간교체를 가진다. 여러 어간교
체를 ‘-’에 대한 인식 여부와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17)

16) 《李朝語辭典》의 표제어 중에 ‘숫다’, ‘다’ 등 장애음 말음으로 끝나는 일음절 상태성 명
사류를 어근으로 취하는 단어가 존재했으나, 용례가 아주 적고 어간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통사 구성에서는 ‘하’형으로 보는 구성들도 충분한 용례가 확보되어 어간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다고 단언할 수 있지만, 단어 구성에서는 이와 같이 너무 적은 용례에서만 나타나는 단어는 어
간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17) 표에서 ‘=’는 해당하는 용례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는 그에 비해 적은 용례만 나타
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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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들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이 크게 ‘하~ㅎ’형과 ‘하~∅’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면, ‘하~ㅎ’형에 가깝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자음어미가 후행하는 경우에
는 ‘하~∅’형과 같은 활용형을 보이며, ‘하~ㅎ’형과는 달리 후행하는 어미와 결합하
는 것이 아니라, 선행요소인 ‘/’과 결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다’는 
‘하~ㅎ′’형으로 처리할 것이다. 출현 환경에 따른 유형은 중세국어(15, 16세기)에는 
2형에 가깝다. ‘야’같은 어형은 ‘X-’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나, ‘야’와의 유
사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의 활용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국어(17세
기~20세기 초반)에서는 표기가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모음어미에서 더 이상은 ‘
-’의 활용형이라 할 수 없는 ‘하’와 같은 용례가 나타나므로 3형에 달하였다 할 
수 있다. 현대국어는 4형이지만, 여전히 ‘같애’라는 활용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1ㄴ, 
ㄹ)과 다르다. 따라서 ‘하~ㅎ′2+’>‘하~ㅎ′3’>‘하~ㅎ′4-’19) 의 어간교체의 변화를 
겪었다고 본다.

(2ㄷ)은 이현희(1986a:368)과 구본관(2004:111)에서 다룬 ‘다’의 예이다. 후
에 (6)에서 다룰 떳떳하다류와 관련이 있는데, ‘다’가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
다. ‘다’의 경우 ‘게’라는 어형이 나타나며 현대국어의 ‘따습다’가 ‘-+-
ㅂ-’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중세국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했으리라 본다.20) 만약 
‘다’가 ‘+-’에서 온 것이라고 해도 재구조화가 중세국어시기에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 같은 활용형은 ‘-’의 교체형인 ‘-’혹은 ‘
18) ‘하니’도 나타난다.
19) ‘같애’가 여전히 ‘하여~해’와 유사한 활용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 ‘하-’의 활용형이라고 볼 여지

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20) 또한 일부 방언에서 나타나는 ‘뜨시다’, ‘따시다’ 등 역시 의미와 형태적으로 해당 어사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하-’활용의 특징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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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善고<孟諺13:7a>
심거<三綱동경忠10a>
重고<논어2:32a>
過도다<논어4:17b>

善고<小讀18a>
實고<家禮8:14a>
甚도다<女四3:18a>
重고<淸老3:9a>

선하다
실하다
심하잖아
중하게

善커든<月釋14:76a>
實티<金三2:34a>
甚토다<永嘉下53b>
듕커<小學6:27a>
過티<周易2:15a>

善티<孟栗4:47b>
實티<論栗2:50a>
甚케<無寃錄3:49b>
듕커<東國孝7:81b>
過티<시경3:16a>

편치

매개
모음

善<楞嚴8:74a>
實<月釋10:117a>
심<類合下58b>
듕<正俗16b>
過리니라<맹자8:19a> 

善<小讀,14a>
實면<無寃錄2:16a>
甚샤<御內2:26a>
重가<改捷2:7b>
過며<소학독본25b>

선한
실한
심하면
중한
과할

모음

善야<孟諺3:37b>
實야<法華5:140a>
甚야<法華2:65a>
重야<月釋13:48b>
過야<논어4:47b>

션여도<聖直,54a>
實얏도다<시경4:2b>
甚야<御內2:96a>
重야<伍倫7:27b>
過야<서전1:68a>

선했다(선하여)
실했는데(실하였다)
심해(심하였다)
중해(중하였다)
과했나(과하였다)

ㅎ-’이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한 것인지, ‘-’가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다’의 활용형이라고 보고, ‘다’를 (2ㄱ)의 
‘착다’와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다.21) 

다음으로 단음절 한자어 상태성 명사류가 선행요소로 오는 경우를 말음에 따라 
살펴보겠다.

(3) 단음절 한자어 상태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1): 공명음 말음

21) 혹은 이들을 어간 자체의 특성으로 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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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약고<二倫옥산23a>
급고<小學5:117a>

약게<易言4,54b>
족하다<국한, 93>
급고<明聖,35b>

약하지
급하게

弱거늘<法華2:153b>
急디<맹자6:7b>

약지<예수_로스>
급디<闡義1:10a>

매개
모음

약<石千24a>
급<類合下14a>

약며<東國孝8:59b>
급<感應1,12b>

약한
급하니까

모음 弱야<南明下31a>
急야<法華2:134a>

약야<馬經下,28a>
急여<隣語4:17b>

약했거든요
급해서(급하였다)

(4) 단음절 한자어 상태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2): 장애음 말음 

한자어의 경우 역시 고유어와 유사한데 (3ㄱ)은 점차 어간교체가 나타나지 않게 된
다. 이때 ‘편하다’와 같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ㅎ1’ > ‘하~ㅎ1’ > ‘하~ㅎ1’
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1ㄱ)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들은 다음절에 비
하면 그 출현 빈도도 낮고, 상대적으로 어색한 인상을 준다. 특히 빈도수가 높은 ‘흔
치’, ‘편치’ 등은 일부 관용적인 표현이나 구성(‘흔치 않-’, ‘편치 않-’)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음운론적 환경만으로는 이들의 차이점을 규명할 수가 없는데, 따라서 
이때의 탈락한 형태를 현대국어에서는 활용에 남아 있는 화석형(김성규 1989)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2) 더욱이 ‘당치도 않다’, ‘가타부타’과 같은 표현에서 ‘당하다’
나 ‘부하다’는 현대국어에서는 해당 표현에서만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화석형
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ㄱ), (3)의 어간교체 양상의 변화는 모두 
‘하~ㅎ1’ > ‘하~ㅎ1’ > ‘하~ㅎ1-’라 할 수 있다. 장애음이 말음일 경우에는 (2ㄱ), 

22) 현대국어에서 ‘하-’가 ‘ㅎ-’로 어간교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A형), ‘편치, 흔치’ 등을 김
성규(1989)의 활용에서의 화석형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왜 이러한 어형들만이 화석
형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현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중세에도 해당 어미들의 경우 거의 그 활용형이 탈락형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선행요소에 대해서는 역시 빈도수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빈
도수가 높은 ‘求하다’의 경우 왜 탈락형이 남지 않았는가도 의문시된다. 어종이나 어말 자음과 
유관할 수 있다는 추정은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고 극소수이나 
‘훤치, 흔케’ 등도 존재하므로 변화가 진행 중이라 보았다.



- 30 -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맛다<釋詳13:12b>
우거<釋詳24:19b>
어즐도다<金三3:7a>

맛당거<매일1898.6.17>
므던다<老乞下12b>
싀훤고<한중록160>
어즐고<납약,7b>

마땅하다
무던하고
시원하고
만만하다

맛케<月釋11:99a>
므던커니<飜老上53b>
싀훤타<月釋22:31a>
어즐커<원각하3-1:96a>
번거코<小學凡1b>

맛당타<明義 卷首上:28b>
무던커늘<伍倫4:2b>
싀훤케<捷蒙4,4a>
어즐커든<胎産51b>
번거케<가체,3b>

마땅치
만만치
시원찮은

매개
모음

맛<孝經6b>
므던니<牧牛子24a>
싀훤<순천73:15>

맛당<御內3:1b>
므던니<朴通中4a>
싀훤쇠<계축하36a>

시원한
무던한

모음 맛야<蒙山심원사19a>
싀훤야<內訓1:15b>

맛당야<主敎43a>
어즐여<改捷6:13a>

마땅해
시원하여

(4)와 같이 모두 (‘하~∅1’)> ‘하~∅1’ >‘하’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고유어 다음절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절의 어간교체 양상은 단음절과 전

반적으로 비슷하나 현대국어에서도 자음어미 앞에서 어간교체를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다(‘하~ㅎ1’, ‘하~∅1’). 물론 선행요소가 다음절인 경우에도, 현대국어에서는 중
세국어나 근대국어와 비교하면 자음어미와 결합 시에 어간교체가 적게 일어난다. 그
러나 단음절에 비해 다음절 탈락형의 활용형이 더 수용성이 높고, 비록 말뭉치에 나
타나지 않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근대국어 시기의 어
간교체 양상이 ‘하~ㅎ1’ 혹은 ‘하~∅1’이었다면, 현대국어에서는 그보다는 탈락형이 
교체에서 덜 영향력을 가지는 ‘하~ㅎ1-’, ‘하~∅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음절
에 비해 ‘하’형으로 완전히 어간교체가 불가능한 어사는 그다지 많지 않다.23) 

(5) 다음절 고유어 상태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1): 공명음 말음 

23) ‘스마트하다’ 등의 외래어에서 비롯된 신조어의 경우, ‘?스마트치 않다’와 같은 구문이 수용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하-’의 탈락형을 형성하는 ‘ㅏ’ 혹은 ‘하’탈락 규칙이 현대국어에서는 완
전히 생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자어 계통의 신조어는 그보다는 수용성이 높다는 점
에서 다음절에서는 생산성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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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고<法華6:135a>
번득고<원각하2-1:23b>
어득고<小學5:28b>

가득거늘<南宮,13b>
갑갑게<한중록104>
어득다<蒙類上:18a>

가득하고
깝깝하더라
넉넉하게

거든<月釋8:71a>
번득디<法華6:31a>
어득거<杜詩9:20b>

게<家禮5:34a>
더니<병자448>
넉넉디<種德中36b>
넉넉케<예수성교_로스>
어득고<丙子,56>

?가득게
가득케
갑갑게
넉넉지
넉넉치

매개
모음

니<楞嚴7:90a>
번득리라<永嘉上108b>
어득<楞嚴2:18b>

가득<五倫經,6a>
갑갑<隣語9:19a>
어득<捷蒙1:9b>

가득한
갑갑한
넉넉한

모음
야<七大4a>
번득야<楞嚴9:54a>
어득야<月釋21:105a>

여<東新忠1:87b>
갑갑여<한중록402>
어득여<丙子,210>

가득해요(하였다)
넉넉해서(하였다)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덛덛도다<南明下9b>
믯믯거<小學6:28b>
롣도다<杜詩23:42b>
옷곳도다<권공14a>

덧덧다<聖直,57a>
밋밋다<국한 128>

떳떳하게
밋밋하다가

덛덛디<杜詩15:46a>
믯믯게<구급방하39a>
롣고<간벽21b>

덧덧디<念海,38a>
지<독립신문1896.11.10>
롯고<胎産75a>

떳떳치
떳떳지
밋밋지
밋밋치

매개
모음

덛덛<楞嚴4:122a>
믯믯니<救荒3a>

<戒女>
롯<馬經上,68b> 떳떳한

(6) 다음절 고유어 상태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2): 장애음 말음 

ㄱ. ‘넉넉하다’류: 가득하다, 넉넉하다, 어득하다 등

ㄴ. ‘떳떳하다’류: 그윽하다, 떳떳하다, 밋밋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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롣<飜朴38b>
옷곳<釋詳13:39a> 우묵<蒙類補,3a>
덛더든<楞嚴1:85b>
믯믜즌<金三3:14a>
로<救簡2:14a>
옷고<杜詩6:10b>
우무근<구급방상76a>

모음 덛덛야<楞嚴10:12b>
믯믯야<三綱동경孝21a>

믯믯야<杜重7:39b>
우묵야<두창하13a>

떳떳해
(하였다)
밋밋해서
(밋밋하였다)

(5)는 전형적인 ‘하~ㅎ1’>‘하~ㅎ1’>‘하~ㅎ1’의 예로, 단음절과 달리 다음절 선행요
소를 가진 ‘하-’는 현대국어에서도 자음어미 앞에서도 어간교체가 일어난다. 그러나 
선행요소 말음이 장애음인 (6ㄱ, ㄴ)의 경우, 19세기부터 일부 어사에서 ‘넉넉케’와 
같이 ‘하~ㅎ1’의 사례를 보이는 예가 소수 발견된다. 따라서 ‘하~ㅎ/∅1’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간교체 양상의 변화는 ‘하~∅1’ > ‘하~ㅎ/∅1’24) > ‘하~ㅎ/
∅1-’으로 볼 수 있다. 1988년에 제정되어 현재도 시행 중인 《한글맞춤법》에서는 
제4장 제5절 제40항 [붙임2]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하~∅1’인 ‘생각지, 떳떳지, 어
득지’만을 준말로 인정한다.25)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하~ㅎ1’ 어간교체를 보이는 
‘장애음말음 선행요소+하-’가 많이 나타난다. 

(6)은 (6ㄱ)이 대부분이고, (6ㄴ)이 특수한 경우이다. 구본관(2004:111~112)에 
서 제시한 예를26) 포함하여 일부 장애음으로 끝나는 선행요소인 ‘/그/떳떳/밋
24) D로 볼 수 없는 까닭은 C1, ‘하~ㅎ1’이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같

다’의 활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C1의 활용양상과 ‘하~ㅎ1’의 활용양상이 모두 있다고 
본다.

25) 다음과 같은 항목이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
에는 준 대로 적는다.”와 그에 대한 해설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
는 형식을 말하는데,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하~ㅎ1’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장애음 말음
인 경우 C1의 어간교체를 보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6) 믯믯~믯믯’의 ‘옷곳~옷곳, ~, 그~그, 우묵~우묵, 믯믲~예가 제시되어 



- 33 -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艱難고<月釋9:22b>
便安고<月釋1:25b>
렴고<飜小6:13b>

艱難거늘<시경15:7b>
편안더니<三譯1:15b>
청렴게<易言4,14a>

가난하구
편안하게

가난코<杜詩21:25b>
편안킈<釋詳21:52b>
렴코<飜小10:30b>

偶然티<御內2:94a>
편안케<敬信,33a>
청렴코<御內3:52a>
각별티<병자406>

편안치
청렴치
확실치

매개
모음

艱難<원각상1-2:178b>
편안면<小學4:45a>
렴며<小學5:32a>

편안<易言2,32a>
각별<東新忠1:41b>

가난하니
편안한

모음
艱難야
<개법2:30a>
편안야<警民重,11b>

艱難여<朴新1:52a>
편안야<警民重,11a>

가난해
가난하였냐
편안해서

밋/록/옷곳/우묵’이 결합한 구성에서 매개모음어미 결합 시에도 ‘덛더든’과 같은 
‘∅-’로 어간교체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을 어간교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
는다. 《李朝語辭典》에서는 해당하는 선행요소를 동사어간으로 보았다. 즉 ‘덛더든’
은 ‘덛덛-’의 활용형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면 ‘떳떳하다’는 용언어간에 ‘하-’
가 결합한 구성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나 ‘따스하다’와 같은 어사가 ‘-+-
-’의 비통사적 합성어이듯, 용언어간에 ‘하-’가 결합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할 수 없다. 또 이들을 어간교체로 파악한다면, 음운론적 혹은 형태·통사론적으
로는 어떤 선행요소가 중세국어에서 ‘하~∅1’ 교체양상을 가지고 어떤 선행요소가 
‘하~∅2’ 교체양상을 가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어 어휘 개개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6ㄴ)의 해당하는 것들은 어간교체 실현 양상으로
는 (6ㄱ)과 다름이 없다고 보았다.

 
(7) 다음절 한자어 상태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1): 공명음 말음 

있다. ‘다(溫)’에 대해서도 매개모음 앞에서 ‘~~’의 교체를 한다고 밝혔다. 구본
관(2004:135)에서 ‘ 兩을 라 粉티 라  수레’<救方上:17b>의 ‘’을 ‘-’의 
활용형으로 보았다. 이는 ‘게’라는 어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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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豊樂고<月釋20:103b>
유익고<小學2:67a>
迷惑고
<楞嚴6:70b>

유익고
<독립1896.12.26>
미혹다<성직 18a>

유익하다
시급하고

有益디<釋詳9:17a>
미혹고<釋詳11:6a>
시급디<飜小3:47b>

유익지<自省編外,44b>
미혹지<훈아 29b>
혼잡치<여사수지 23b>
미혹케<예수성교_로스>

유익지
유익치
정확치
성숙케

매개
모음

有益니라<六祖上:64a>
미혹<訓蒙下13a>
시급<여씨화산36b>

유익니<聖直,52a>
시급<闡義4:50b>

유익한
시급한

모음
有益야<金三2:20b>
미혹야<金三4:41a>
시급야라
<三綱동경忠14a>

유익야<聖敎,49a>
미혹야<地藏上,31b>

유익해(하였다)
미혹해(하였다)

(8) 다음절 한자어 상태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2): 장애음 말음 

고유어에서와 달리 한자어 다음절 명사류에서는 (6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
는다. (7)은 ‘하~ㅎ1’>‘하~ㅎ1’>‘하~ㅎ1-’, (8)은 ‘하~∅1’ >‘하~ㅎ/∅1’>‘하~ㅎ/
∅1-’의 어간교체 양상의 변화를 겪는다. 

다음으로 상태성 명사구에 ‘하-’가 결합한 경우의 어간교체를 살펴보겠다. 형태구
조상으로 단어와 구를 구별하여 다루는 편이 나을 듯하여 구별하여 다룬다. 상태성 
명사구 + ‘하-’의 명사구의 핵이 되는 요소는 현대국어에서 ‘만’, ‘듯’, ‘법’, ‘뻔’이 
있다(양명희 1990). 이 중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만’27), ‘듯()’ 이 있
다. 

27)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만’은 주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전 시기에는 현대국어에서 보조
사 ‘만’이 가지고 있는 한정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오 [얼굴 릴 
만]고’<月釋25:16a>(현대국어로 ‘옷을 얼굴 가리기만 하고’ 정도에 해당한다.)와 같이 타동사 
상당의 구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상태성 명사구로 다루는 것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만’에 
한한다.



- 35 -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民이 [免 만]고
<論語1:9b>

[..니 만]고
<御內1:6b> [..볼 만]하던데

밥 [니글 만]커든
<救簡2:105b>

매개
모음

[..알 만]나
<永嘉下:70a>

[..긔록 만]니
<無寃錄1:61a> [..끌릴 만]한

모음 [..五里예 갈 
만]야<救方上:38a>

[..보낼 만]야사 
<無寃錄2:8b>

음식은 [먹을 
만]해
([..봐 줄 만]하였다)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구룸  ]다가
<楞嚴6:97a>
[..혼침 듯]도다
<恩重7a>

[..디 ]거든
<痘經,40b>
[..  듯]다
<譯語補,24a>

감독도 [시간이 빨리 
가는 듯]하게

[..리 녀 ]도다 
<杜詩3:18a>28)

매개
모음

[..고지 픈 ]니
<釋詳13:24b>
[..醉 듯]며
<救方上:4b>

[..그  보 ]
<御製經世,6b>
[..믈 부은 듯]면
<馬經上,31a>

[약간 야한 
듯]하면서

모음

[..드른 ]야 
<飜小6:13a>
[..사디 
]여이다
<恩重,17b>29)

[..  ] 야
<太平, 54a>
[..오활 듯]여
<독립 1897.9.21>

[..내는 듯]해서
([..갈 듯]하였다)

(9) 상태성 명사구 + ‘하-’의 어간교체

ㄱ. [..만]하다

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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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절고<月千29a>
과디<內訓1:72b>
고져<杜詩11:36b>

절다<國漢, 43>
<續明,1:40a>

절하잖아
꾀하다

절커나<法華1:221b>30) 절치<예수_로스>31)

매개
모음

절며<小學6:24a>
과며<三綱런던烈20>
쇡리오<杜詩15:57a>

절면<家禮2:19a>
과샤<御內3:23a>
<易言4,50a>

절하면

모음
절야<釋詳23:6a>
과야<月釋1:14a>
에야셔<釋詳9:29b>

절야<論栗2:63b>
야<東新忠1:32b>

절했어
절하여

(9ㄱ)은 ‘하~ㅎ1’ > ‘하’ > ‘하’, (9ㄴ)은 ‘하~∅1’  > ‘하’ > ‘하’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어간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3.1.2. 동작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

동작성 명사류에 ‘하-’가 결합하면 문장 내에서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상태성 
명사류와 달리 이 경우에는 대상역이 아닌 동작주역이나 경험주역을 요구한다. 동작
성 명사류 역시 3.1.1과 마찬가지로 음절수와 어종, 음절말음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
도록 할 것이다. 

(10) 단음절 고유어 동작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1): 공명음 말음

ㄱ. ‘절하다’류: 절하다, 꾀하다, 과다, 에다, 울다

28) 16세기에 그 예가 급감하여 ‘[마리 거두오 외 드리딘 ]게’<飜小4:10b-11a> 정도만
이 등장한다.

29) ‘[너희 본 ]여’ <順天90:3>가 나타나는데, 이는 문헌의 영향이 큰 듯하다.
30) 16세기에는 《順天金氏諺簡》에만 나타난다. 15세기에도 그 예가 많지 않다. 
31) 유일하게 《예수聖敎全書》로스본 에서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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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슬커든<飜老下23a> 슬케<인과곡13b>

실커든<朴通下53a> 싫거든

매개
모음

슬니라<月釋1:月釋
序22b> 슬시셔든<곽씨42-5>

슬흐샤<杜詩22:31b> 슬흔<敬信,3b>
실흔<천로역정,176a> 싫은데

모음
슬야<釋詳13:18a> 슬여<女四1:12b>

슬허고<진교절요,28b>
실허지네<천로역정,160b> 싫어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매개
모음 딕라<月釋7:6a>

모음 딕야<釋詳21:51b>
딕여<三綱동경忠:29a>

ㄴ. ‘슬다(厭)’

cf. 슬희여<원각상1-1:90a>32)
슬희다<韓佛 412>33), 슬희여<三譯總解8,18b>

(11) 단음절 고유어 동작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2): 장애음 말음

32) 배영환(2011:222)의 지적에 따르면 이들은 ‘슬희여 -’에서만 나타난다. 
33) 배영환(2011:228)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슬희-’가 자음어미 앞에서 나타난 유일하게 나타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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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딕희디<中庸,5b>
딕킈디<小學6:68a>

딕히다<譯語上61a>, 
딕킈디<東新忠1:89b>, 
디키디<女訓下30a>, 
지키지<예수_문광:요11-56>

지키고

매개
모음

딕희라<小學6:22b>
딕킈라
<三綱동경烈:21a>

딕히라<痘經14b>, 
딕킈니<東國孝5:22b>, 
지키면<예수성교_로스>

지키니까

모음 딕희여<月釋9:29a>

딕여<女四,7a>34), 
딕희여서<癸丑上43b>, 
딕킈여<東國孝8:3b>, 
디키여<家禮2:1b>, 
지켜<예수성교_로스>

지켰다

cf. ‘딕희/딕킈다’

고유어 단음절 동작성 명사류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공명음 말음은 그나마 ‘절하다, 
다, 과다, 에다, 슬다, 울다35)’ 정도로 어간교체 양상을 파악할 수는 있
지만, 장애음 말음으로는 ‘딕다’ 정도만 존재한다.36) 이때 공명음 말음의 대부분
은 (10ㄱ)의 ‘절하다’와 같이 어간교체 양상의 변화가 (1ㄱ), (3ㄱ)과 유사하나, ‘흔
치’ ‘훤케’ 등과 달리 ‘절치’ 등은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하~ㅎ1’ > ‘하~ㅎ1-’ >
‘하’).

(10ㄴ)은 ‘슬다(厭)’로 ‘하~ㅎ2+’ > ‘하~ㅎ3+’ > ‘하~ㅎ4’의 교체 양상의 변
화를 겪는다. 이때, ‘*실-’는 존재하지 않고 ‘슳-’로 재구조화된 이후에 전설모음
화로 ‘싫-’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1)의 경우 ‘하-’가 유지되는 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딕다’의 경우 모음 어

34) 이러한 예가《女四書諺解》에서만 나타난다.
35) ‘울다’는 김창섭(1997:205~207)에서 ‘근거하다’에서 ‘근거’가 ‘근거(를 둠)’으로 해석 되었던 

것처럼, 임시적으로 ‘울ㅎ(울타리)’에 ‘울타리(를 침)’이라는 의미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36) 《李朝語辭典》에 ‘다, 다, 굿다, 깃다, 즛다’ 와 ‘ 다, 삭 다, 앏 다’ 등

이 더 나타나는데, 전자는 용례가 너무 적어 유일례에 가깝고, 후자는 (용례도 적지만) 하나의 
단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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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求거든<法華2:211b>
願다니<孟諺5:32b>
怒거시든<小學4:20a>

願다<蒙類上,17a>
노거늘<사략2:33b>
구디<東新忠1:7b>

원하고
응하지
구하던

願커늘<月釋14:40b>
怒티<法華6:71a>
求티<中庸,13b>

願치<淸老6:4a>
怒티<시경13:18b>
求티<孟栗3:7a>39)

원컨대
응치
*구치

매개
모음

願니 <法華1:77a>
怒며<牧牛子18b>
求리고<楞嚴4:123b>

願면<예수_문광:마11-14>
怒<女四2:33b>
應샤<法華6:149a>

원하면
응한
구하니까

모음
願야<月釋13:5a>
怒야<釋詳24:27a>
求야<小學5:117a>

願야<詩諺2:28b>
원여<捷蒙2,8b>
怒야<蒙老3:21b>
應야<金三2:64a>

원했지
원하여
응했는지
노하여

미 등을 고려하면 ‘-’와 유관해 보이나, ‘다’와 마찬가지로 일찍이 중세국어부
터 ‘딕희다, 딕킈다’와 함께 등장한다. 따라서 굳이 따지자면 B′유형의 어간교체에 
가깝다. 그러나 자음어미와 결합한 형태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딕디’와 같이 ‘’ 
탈락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딕-’와 ‘딕희/딕킈-’에 대해서
는 ‘하-’의 어간교체 문제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도록 한
다.37)

1음절 한자어 동작성 명사류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는 많이 존재하였으나, 현
대국어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중세국어에서는 자립성이 강하고 조
사와 바로 결합할 수 있는 1음절 한자어가 많았으나, 현대국어에서는 많은 수가 어
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38)   

(12) 단음절 한자어 동작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1): 공명음 말음

ㄱ. ‘願하다’류: 願하다, 怒하다, 應하다 등

37) 근대국어 이후의 활용형 중 ‘딕면’을 제외하면 ‘딕-’가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기 때문이
다. 

38) 그러한 예로 樂, 亂, 直, 祭, 學, 言, 信, 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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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得하긔<釋詳21:2a>
惑더니<內訓序4a>

得고<大栗,25a>
혹게<천로,110b> 혹하구

得디<孟諺14:29a>
惑게<楞嚴7:47b>

得지<尋常33a>
惑디<論栗3:69b>
득케<地藏中,28a>40)

매개
모음

得<周易3:56b>
惑리니<楞嚴10:23a>

得리로다<詩諺5:21b>
혹리라<예수성교_로스> 혹함

모음
得야<觀音,5b>
得여<孟諺14:29a>
惑야<內訓序3b>

得얀<論栗4:41b>
혹여<感應4,23b> 혹해서

(13) 단음절 한자어 동작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2): 장애음 말음

(12)를 살펴보면, 현대국어에서 어간교체 양상이 ‘하~ㅎ1’이거나 ‘하’인 것을 알 수 
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셈인데 그 구별은 분명하지 않다. 특히 ‘권커니 자커
니41) 하다’ 등의 관용구나 성경 등의 의고적 표현으로 인해 남아있는 많은 예들이 
문제가 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2)과 같은 부류의 ‘원하다, 청하다, 면하다’ 
등은 ‘하~ㅎ1’>‘하’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12)는 
앞서 본 (1), (3)과 같이 ‘하~ㅎ1’ > ‘하~ㅎ1’ > ‘하~ㅎ1-’이다. (13)은 ‘하~∅1’  
> ‘하~∅1’ /‘하~ㅎ1’ >‘하’이다.  

다음절의 경우는 상태성 명사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9) 이는 19세기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신문》, 《매일신문》, 《협성회회보》에 각각 한 예만이 
등장한다. 19세기의 다른 예는 모두 《聖經直解》, 《예수聖敎全書》등의 기독교 문헌이다. 

40) 《地藏經諺解》에 2 개 용례가 나타난다. 
4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권커니 잣거니’로 표시하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잣거니’에 대해서 어

원도 불분명한데다가 ‘잣-’이라는 동사가 더는 현대국어에서 생산적이지 않으므로 소리나는 대
로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자커니’라는 발음을 ‘잣거니/잡거니’에서 공시
적인 음운 현상으로는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 역시 그러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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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쟝고<續三열21a>
쟝만니라<小學6:106a>
쟈나다<南明上69b>
시름고<杜詩23:14a>

쟝만더라
<東新烈5:29b>
자랑고<가체,2b>
시름고<東新烈2:15b>

장만하더니
자랑하기
시름하고

쟝만코<小學5:56a>
시름케<小學6:93b>

쟝만티<家禮10:31b>
자랑코져<感應4,18a>
시름케<杜重11:15a>

장만케
자랑컨대
시름치

매개
모음

라<月釋11:29b>
쟈랑며<內訓1:27a>
시름샤<선가13a>

쟝만<독립 1897.3.20>
자랑<매일 1898.7.8>
시름랴<한중록,580>

장만하십시다
자랑하라고

모음
야<飜朴37a>
쟈야<楞嚴9:70b>
시름야<月釋13:29b>

쟝만야<太平, 38b>
쟝만여<朴新1:05b>
시름야<伍倫6:33a>

장만해야
자랑했다
자랑하였습니다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각건댄<金三2:2b>
다고<杜詩9:11a> 각거<東國孝3:6b> 생각하고

생각하는

각디<楞嚴7:46a>
디<楞嚴2:15a>

각건대<伍倫2:18a>
각대<伍倫6:33b>
각케<예수_문광: 요14, 
26>

생각건대
생각컨대

매개
모음

각며<小學2:26b>
<南明上23a> 각<三譯7,10b> 생각한

모음
각여<月釋15:35a>
‘각’<順天59:5>42)
야<楞嚴10:10a>

각야<易言3,22b>
각여<隣語10:12a>
각<독립 1896.7.25>

생각했어
생각하여

(14) 다음절 고유어 동작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1): 공명음 말음

(15) 다음절 고유어 동작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2): 장애음 말음

42) ‘각여’<順天38:8>와 함께 《順天金氏諺簡》에서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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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恭敬더니<楞嚴1:34b>
背叛거든<釋詳11:36a>

공경고<매일 1898.9.23>
背叛다<蒙類上,35a>

공경하고
배반하는
의논하지

恭敬케<圓覺上2-2:117b>
背叛코<楞嚴4:44b>
의논컨댄<법집56b>

공경치<竈君,9a>
반티<五倫烈,41a>
의론치<성직,57b>

공경치
배반치
의논케

매개
모음

恭敬면<內訓1:16b>
背叛리가<三綱런던烈14>
議論며<永嘉下34a>

공경<地藏中:10b>
배반면<독립1896.5.11>
의론지라도<易言1,42b>

공경할
배반한
의논하니까

모음
恭敬야<月釋21:107a>
背叛야<원각상1-2:159b>
의논야<正俗8a>

恭敬야<尋常,32a>
의론야<敬信,51a>
의론셔<독립1896.4.13>

공경해서
공경하여
배반했다
배반하였다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답고<小學2:15b>
굴복<小學2:53a>

답고<闡義4:46a>
굴복<御內1:69a>
시작다<계축하5b>

대답하잖아
시작하기

對答디<楞嚴10:24b>
시작디<牛馬3a>

답게<敬信,60b>
굴복지<독립1897.11.18>
시작지<三譯總解8,2a>
답치<예수_로스>
굴복케<독립1896.4.1>

대답도록
굴복게
?시작게
대답토록
굴복토록
시작케

매개
모음

답며<恩重,13b>
始作<月釋2:62a>

답니<西宮16b>
시작니<捷蒙4,2a>

대답할
시작하면

모음
對答야<圓覺上1-2:45a>
굴복야<小學5:3a>
始作야<七大17b>

답야<馬經上,50b>
굴복엿시니<성직,39a>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시작하야

(16) 다음절 한자어 동작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1): 공명음 말음

(17) 다음절 한자어 동작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2): 장애음 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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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아론 ]고

<飜朴,25a>
[..착 양] 더냐 
<癸丑下:15a> [..사람인 양]하고

매개
모음

[..말 한 ]리오
<飜朴,74a>

[..모진 양]니
<西宮46b>
[..有 양]며
<論栗2:24a>

[..가는 양]하면

모음 [..고온 ]야
<선가51a>

[..니즌 양]여
<가곡,440>

[..자들인 양]했다
[..버겁다는 양]하여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문증되지 않음)43)
[作東家 쥬인 노롯]다 
<譯語補:33a> [가장 노릇]하고[왕 노릇]코져 
<예수성교_문광:눅19, 14>44)

매개
모음

[..兇險 노]니와
<法華5:25a>

[..의 나라에 죵 노릇]
<협성 1898.2.30> [수족 노릇]한

모음 [아 노]야
<개법1:76b>

[외숀 노]엿노라 
<閑中 526> [간호사 노릇]했대요

큰 양상은 (5), (6), (7), (8)에서 살펴본 상태성 명사류와 큰 차이가 없는데, 현대
국어의 자음어미 앞 어간교체가 동작성 명사류+‘하-’가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14), (16)은 ‘하~ㅎ1’>‘하~ㅎ1’>‘하~ㅎ1’, (15), (17)은 ‘하~∅1’ >‘하~ㅎ/∅
1’>‘하~ㅎ/∅1’와 같은 어간교체 실현 양상의 변화를 겪는다. 

상태성 명사구를 따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작성 명사구 역시 따로 살
펴보도록 하겠다. ‘[..양]’, ‘[..노릇]’ 등이 동작성 명사구에 상당한다.

(18) 동작성 명사구 + ‘하-’의 어간교체
 

ㄱ. [..양]하다

ㄴ. [..노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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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성 명사구의 경우, 용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어간교체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18ㄱ)은 ‘하’ > ‘하’ > ‘하’, (18ㄴ)은 ‘하’ > 
‘하’(‘하~ㅎ1’) > ‘하’로 변하였다. 3.1.2에 비해서 확연하게 탈락형이 나타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서술성 비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
3.2절에서 다룰 단어 구성의 선행요소들은 대체로 3.1절에서 다룬 단어 구성의 

선행요소 형식이 명사류이었던 것에 반해, 그 형식이 용언의 활용형, 부정 부사 등
으로 다양하다. 이들 구성은 대체로 부사어+’하-’의 성격을 가지지만 중첩 어미 구
성의 경우를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45) 때문에 ‘비명사류’라는 부
정적인 정의로 묶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공통점에 의해 분류된 것이 아니라 ‘명사
류’를 제외한 나머지 형식이기 때문에, 소분류 간에는 뚜렷한 공통점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선행요소의 형태구조에 따라 (-지) 아니/못+‘하-’, 동
사/형용사-어+‘하-’, ‘그러하다’류, ‘그리하다’류, 중첩 어미 구성+ ‘하-’ 구성의 어
간교체를 차례대로 기술할 것이다.

3.2.1. (-지) 아니/못 + ‘하-’의 어간교체

국어의 장형 부정문을 만드는 것으로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가 있다. 이 중 
‘하-’와 관련된 ‘아니하다’와 ‘못하다’의 주된 의미는 부정 보문소 ‘-지’를 포함한 
‘아니/못’까지에 있고, ‘하-’는 형식적이다. 먼저 ‘아니하다’의 어간교체부터 살펴보고

43) 놀+→노 이기 때문에, ‘놀이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만 존재하고, 현대국어와 같은 용
법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44) 《예수성교전서》에서만 나타나는 예로, 장애음 말음인데도 ‘하~∅1’ 의 활용도 없이 ‘하~ㅎ1’
의 어간교체가 나타난다. 

45) 또한 부사+‘하-’나 ‘-게 하-’ 등은 어순 재배치 구문으로 통사 구성에서 다루는 바, 모든 부
사어+‘하-’의 구성이 다 서술성 비명사류 + ‘하-’에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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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아니고<救方하74a> 아니고<癸丑상17b> 아니하고
아니하는

아니케<釋詳11:37b>
아닌니라<楞嚴2:118a>
47)
아닏니라<小學2:64b>
아닛녀<飜老上6b>

아니코<五倫經,10a>
아닌<敬信,49b>
아닛<三譯總解2:1b>

아니게<개법2:75b>
아니닌<禪家,28b>

아니고<東新烈6:71b>
아니<自省編首序,03a>

매개
모음

아니며<楞嚴1:4a> 아니니<西宮,14b> 아니하리라
아니니라<楞嚴1:19b> 아니리라<訓兒,14a>

모음
아니야<小學4:12b>
아니여<二倫옥산45a>

아니야도<痘經21b>
아니여<闡義3:22a>

아니하였도다
아니했다

아냐<禪家,20b>
아녀셔<續三重烈:2a> 

아냐<易言3,50a>
아녀<家禮2:15a>

자 하는데, ‘아니하다’의 어간교체를 논하기 위해서는 ‘안하다>않다’도 논의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어간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례를 제시한 후, 교체형
을 좀 더 자세하게 시기별로 정리해 보겠다.46)

(19)  ‘아니하다’, ‘안하다’의 어간교체

ㄱ. 아니하다

46) 표에서는 해당하는 환경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을 추려서 기록하였다. 이는 가와사키 
케이고(2011)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유사하다. 

47) ‘아니-+--’의 경우 이현희(1994b:63)에 따르면 ‘아니ㅎ-+-- → *아닣- → 아닏
-→아닌-’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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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
15세기 아니~아니ㅎ 아니~아니 아니야
16세기
~18세기 전반 아니~아니ㅎ~아니 아니~아니 아니야~아냐

아니여~아녀
18세기 후반 아니~아니ㅎ

(*안)~(안ㅎ50))
아니~아니
안

아니야~아냐
아니여~아녀

19세기
~20세기 전반

아니~아니ㅎ
안~안ㅎ

아니~아니
안

아니야~아냐
아니여~아녀
안여~안야
안하~안아

20세기 후반~ 아니하
안ㅎ

아니하
안흐

아니하여, 아니해
안하~안아

<표 5> ‘아니하다, 안하다, 않다’의 어간교체의 변화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안고<독립1896.6.27>48)
안<독립1896.5.11>
안코<廣才物性:3b>49)
안지라<독립1896.5.8> 않고

않는안고<예수성교_로스>
매개
모음

안면<독립1896.6.27>
안하니라<女小632>
안흐리오<죠션협회보1896.10.19> 않은데

모음 안여<독립1896.4.14>
안아도<예수성교_문광 요16:26> 않아

ㄴ. 안하다

상기 자료를 시기를 세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48) 현풍곽씨언간에 ‘죄로 나고  드나니 용서 안 고 음식도 아니 먹□ 열재 일 몯고’ <郭
氏46-6>와 같은 구문에서의 ‘안고’는 ‘용서고’에 부정부사 ‘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모든 예는 19세기 후반에야 나타난다. 

49) 《廣才物譜》와 《女小學》을 비롯한 19세기 문헌부터 나타난다. 
50) 이와 관련하여 이지영(2008:48)에서 ‘-디/지 않-’의 축약형인 ‘-댠/쟌-’을 ‘안ㅎ-’의 활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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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아니>안 ㄱ. 아니- ㄴ. 아니ㅎ-

ㄷ. 안- ㄹ. 않-

<표 6> 아니-, 아니ㅎ-, 안-, 안ㅎ

여기서 현대국어의 ‘아니하다’와 ‘않다’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지
영(2008:35~50)은 ‘아니->안->않-’의 변화를 상정하였고 19세기에 ‘안-’
가 확인되기 때문에 ‘만->많-’의 형용사 재구조화와 같이 ‘안->않-’일 것이
라 보았다. 그 의견에 따르면 ‘아니하다’와 ‘안하다(>않다)’의 어간교체는 따로 기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때 난점은 18세기에 ‘않-’의 용례는 존재하지만, ‘안-’
의 용례는 부재한다는 점이다.51)

이지영(2004)에서도 밝혔듯이 1단계 변화로 상정한 ‘아니->안-’와 2단계 
변화로 상정한 ‘안->않-’(재구조화)은 동궤의 변화가 아니다. ‘아니’라는 선행요
소가 줄어드는 것과 ‘-’에서 ‘ㆍ’가 탈락하는 것은 같은 원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즉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

이때 ㄹ의 ‘않-’의 성립은 ‘만- > 많-’의 변화와 부분적으로는 일치할 가능성이 
있으나(ㄷ>ㄹ),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ㄴ>ㄹ).52) 본고 
역시 ‘안다’가 현대국어에서 ‘하~ㅎ4’형 어간교체 양상을 가지게 된 것, 즉 ‘않다’
로 재구조화된 것은 ‘많다’의 과정과 같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18세기에 나타난 ‘안
ㅎ’의 활용형들이 ㄷ>ㄹ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것은 의심스럽다. 즉, ㄱ>
ㄴ>ㄹ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안ㅎ-’가 존재하였으리라 본다. 

‘안ㅎ-’이 먼저 성립하였다는 근거로,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X댠/쟌ㅎ-’에서 
‘않-’이 나타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타나는 18세기 후반 《奠

이라 보았다. 
51) ‘안-’로도 ‘않-’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용례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18세기에 두 어형이 공

존하기 때문이다. 
52) 이지영(2008:44)에서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가로축의 변화에 비해 세로축의 

변화가 선행했으리라 보았다. 첫째, ‘아니-> 않-’은 단어 내부 긴밀성에 의한 형태 축소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긴밀성이 더 높은 단일 형태소 내부의 ‘아니’가 먼저 ‘안’으로 변화한다. 
둘째, ‘만->많-’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안-’가 직접 선행요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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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因果曲》에 ‘X댜/쟈니ㅎ-’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 18세기 후반의 ‘X댠/쟌ㅎ-’, ‘X댜/쟈니ㅎ-’

ㄱ. 애욕망에 깁히 드러 형뎨투 마댠니 <念普해인사, 41b>
셰 광음 머쟈니코 시졀 풍흉 고로쟌코 병고 <奠說슈션곡:1a>
소 形相 보히댠 <奠說참선곡:4b>

ㄴ. 손경덕이 목 버힐제 념불고 죽댜니니 <念普해인사, 45b>
아만 고집 긔샹 셰워 남의 말 듯쟌니코 <奠說권션곡:3b>
거즛말 짓쟈니면 <奠說슈션곡:2a>
올녀 안쳐  거도 옴댜녀셔 <奠說인과곡:15a>

(20ㄱ)은 이지영(2008:39)에서 제시된 예로 18세기 후반의 《念佛普勸文》(해인사
본)의 <回心歌稿>와 《奠說因果曲》에 나타나는 예이다. 그러나 (20ㄴ)에서 볼 수 
있다시피, 동일 문헌에 ‘X댜/쟈니-’ 역시 같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X댜/댜니고, *X댜/쟈니면, *X댜/쟈니야’와 같은 활용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X댜/쟈니-’는 ‘하~ㅎ/∅4’형의 어간교체 양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환경에서 ‘댜/쟈니ㅎ-’ 또는 ‘댜/쟈니-’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어간교체 양상을 바탕으로 (20ㄱ)이 도출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고로
쟌코’는 ‘고로지 안코’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고로쟈니코’에서 줄어든 것이다.53) 
즉 ‘안-’의 활용형으로 보이지만, ‘아니다>안다’가 아닌 별개의 생성원인(‘댜/
쟈니ㅎ->댠/쟌ㅎ-’)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을 이렇게 별도로 처리하면 ‘아니
다>안다>않다’의 형성 시기가 명확해진다. 즉 ‘아니하다’와 ‘안하다’가 계기적으
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어사를 분리하여 어간교체를 기술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따
53)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않다’가 재구조화되어 완전한 단어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

면 ‘*아닣다’의 경우 (26)의 문헌들에서는 온전한 패러다임을 갖춘 것 같았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ㅎ-’형의 활용형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설명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의 어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지영(2008)의 설명과 같이 ‘안-’의 등장의 영
향이 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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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몯거든
<救簡1:85b>

몯게<御內3:27b>
못게<老乞上:45a> 못하고

몯거나<法華6:51b>
몯거<地藏上:1b>55)
못게라<太平,27b>
몯케라<論栗2:49a>

매개
모음 몯니<飜老上53a> 몯며<馬經上,18b>

못<警民音,3a> 못하면

모음 몯야<月釋1:47a>
몯여<飜小8:38b>

몯야셔<兵學指南,10a>
몯여<隣語6:3b>
못야<女四3:5b> 
못여<易言4:42b>
몯엿니<東新烈6:72b
> 못<독립1896.2.20>

못했던
(못하였다)

라서 표를 바탕으로 ‘아니하다’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 변화는 ‘하~ㅎ~∅3’> ‘하~
ㅎ~∅3’ > ‘하’, ‘안다’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의 변화는 는 (-) > ‘하~ㅎ3’ > 
‘하~ㅎ4’와 같다. 

‘못하다’의 경우 장형 부정문에 쓰인다는 점에서 ‘아니하다’와 유사하면서도, 그 
활용양상은 전혀 달리 전개된다. 이 장에서 다루는 ‘못하다’는 열등구문의 형용사 
‘못하다’와는54)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21) ‘못하다’의 어간교체

‘못하다’의 경우 앞서 다룬 서술성 명사류와 그 교체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몯>못’의 변화는 ‘-’의 어간교체와는 상관이 없고, 어말의 ㄷ의 재구조화와 관련
이 있다. 근대국어 시기부터 점차 어간교체가 ‘-디 몯게라’와 같은 구성에서만 나타
나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 ‘몯라, 몯케라, 못케라’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활용양상
을 보인다.56) 어간교체 실현 양상의 변화는 ‘하~∅1’  > ‘하~ㅎ/∅1-’ > ‘하’와 같
54) ‘X는 Y만 못하다’의 ‘못하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55) ‘-지 못/몯게라’가 20세기 초반까지 등장하지만, 그 외에 어간교체는 18세기 후반부터 전혀 나

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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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2.2. ‘-어 하-’의 어간교체

‘-어 하-’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중세국어에서도 
‘-어 -’가 쓰이는 여러 구성에서 그 기능이나 형태구조가 서로 같지 않다. 먼저 
현대국어의 ‘-어 하-’가 중세국어에 비해 더 단순한데, 주로 심리 용언에 결합한다. 
장경준(1998)에서는 이러한 현대국어의 ‘-어 하-’를 동작성의 정도가 낮은 심리동
사와 심리형용사에 통합하여 동작성의 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장경
준(1998)은 나아가 이러한 ‘동작성의 정도를 높여주는 ‘-어 하-’의 의미기능이 중
세국어의 심리용언에 통합하는 ‘-어 -’와 같다고 보았다. 이는 역사적으로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을 ‘-어 하-’와 ‘-어 -’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 같은 구성의 통시적 변화라고 보기에는 의문
점이 존재한다. 

중세국어의 ‘심리동사+-어 -’로 인해 형성된 어사가 현대국어에서는 ‘심리동
사+-어 하-’로 분석이 되지 않는다. 중세국어에서 심리동사나 ‘심리동사+-어 
-’의 구성이 담당하였던 상당 의미를 현대국어에서는 ‘심리형용사+-어 하-’가 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모두에 존재하는 심리동사 
‘즐기다’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심리형용사 ‘즐겁다’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이현
희(1994a:229~230)에서 명확하게 서술되었다. 심리동사는 [NP1이 NP2를 V]와 같
은 구문 구조를 보이는데, 이때 ‘NP1’는 정서나 심리 상태를 겪는 경험주를 표시하
는 명사구이고 ‘NP2’는 정서나 심리 상태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는 대상을 표시하
는 명사구이다. 반면 심리형용사는 [NP이 V]의 구문 구조를 가지고, 이때의 ‘NP’는 
정서의 대상을 표시하는 명사구이다. 

이들에 ‘-어 하-’가 통합하면 각각 ‘즐겨하다’, ‘즐거워하다’가 형성된다. 두 구성 
모두 현대국어에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같지 않다. 예를 들어 “그는 볼링을 즐겨하
56) 이러한 사실은 이지영(2008)에서 지적되었다. 이지영(2008)은 이를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져 

가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 51 -

였다.”와 “그는 볼링을 즐거워하였다.”는 서로 의미가 다른 문장이다. 전자의 주어인 
‘그’는 더 이상 정서나 심리 상태를 느끼는 경험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이 이 둘의 의미의 정확한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다
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즐겨다’는 전자의 의미가 아닌 후자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심리동사+-어 -’는 현대국어의 ‘심리
동사+-어 하-’와 동일한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57) 따라서 현대국어의 ‘-어 하-’
는 기본적으로 심리형용사와 결합하는데, ‘감격해 하다’ 등 일부 심리동사에 ‘-어 
하-’가 결합하는 것은 심리형용사의 용법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즉 본고에서
는 중세국어는 ‘심리동사+-어 -’에 현대국어는 ‘심리형용사+-어 하-’가 [NP1이 
NP2를 V]을 이루는 원형적인 구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 둘만을 기술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의 경우 엄밀한 의미로는 하나의 구성의 통시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것
은 아니다. 

다음으로 중세국어에 존재하는 색채형용사에 결합하는 ‘-어 -’가 존재한다. 이
들의 의미 기능은 이현희(1986)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색채 혹은 상태성의 강조에 가
깝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심리용언에 ‘-어 하-’가 통합하는 것을 동작성의 강화, 
색채형용사에 ‘-어 -’가 통합하는 것을 상태성의 강화로 파악할 것이다.

먼저 동작성 강화의 ‘-어 하-’의 두 부류 즉 중세국어의 ‘깃거다’류와 현대국어
의 ‘기뻐하다’류의 어간교체는 아래와 같다.

57) 물론 두 구성의 ‘하-’는 장경준(1998)의 지적과 같이 비슷한 의미 기능을 보이고, 두 구성은 
형태구조상으로도 유사하다. 본고는 가능한 한 분석적으로 분류하고자 이 둘의 어간교체를 달리
하지만, 이 두 구성을 하나로 본다는 입장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님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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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깃거더니<釋詳24:44a>
슬허거늘<續三충5b>
저허고<백련4a>

깃거고<聖直,99a>
슬허다가<感應3,18a> 저어하다58)

깃거티<小學2:75a>59)
슬허코<杜詩3:3b>
저허커<육조上13a-4>

깃거티<御內3:35a>60)
슬허케<杜重4:32b>61)
저허치<여사수지,19a>

매개
모음

깃거며<論語3:43b>
슬허시니<小學4:25b>
저허며<논어2:17b>

깃거니<孟栗3:57b>
저허니<祖訓,04a> 저어하니

모음
깃거야도<釋詳19:9a>
슬허야<續三重효29a>
저허야<飜小7:25b>

깃거야<自省編內,20b> 
깃거여<感應3,56a> 저어하여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62)

깃버더라<훈아,27b>
슬퍼기를<東新烈5:51b> 기뻐하고

매개
모음

깃버니<매일 1898.4.12>
슬퍼다고<독립1896.4.7> 기뻐하면서

모음
깃버엿가<독립 
1896.11.21> 
슬퍼야도<신약전서>

기뻐했건만
(기뻐하여)

(22) ‘깃거다’류와 ‘기뻐하다’류의 어간교체

ㄱ. ‘깃거다’류

ㄴ. ‘기뻐하다’류

58) 현대국어에서 심리동사+‘-어하다’는 생산적이지 않다. ‘저어하다’는 어휘화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59) 1588년 《小學諺解》부터 16세기 후반부터 등장한다.
60) 17세기《重刊 杜詩諺解》(1회), 《家禮諺解》(2회), 18세기《御製內訓》(1회) 총 4회 나타난

다.
61) ‘슬ㅎ-’는 《杜詩諺解 重刊本》에만 나타난다.
62) 16세기 말부터 ‘슬퍼더라’<續三重충5b> 등의 예가 소수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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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퍼러고<內訓2:61b>
벌거도다<南明下19a>
하야고<南明下19a>

퍼러고<御內2:55a>
벌거고<두경45a>

퍼러커늘<南明上20b>
노라커든<구급방상3b>
발가라코<月釋1:27b>

퍼러타<國漢, 174>
벌거케<朴通中1a> 파랗고

매개
모음

퍼러니<杜詩15:18b> 프러<痘瘡下:28a>
거머며<두창상34a>

파란<月釋2:43b>
퍼런<永嘉上116a>

퍼런<예수_로스>
누러면<閨閤,18a> 파란 

모음
노라야<六祖上73a-5>
퍼러야<杜詩17:25b>

퍼러여도<南原37a>
거머야<두경29b>
퍼래지다<조선어사전1> 파래

(22ㄱ)은 ‘하~ㅎ1’ > ‘하~ㅎ1’- > (없음), (22ㄴ)은 (없음) > A > A의 어간교
체를 지니고 있었다. (22ㄱ)과 (22ㄴ)은 거의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나, 19세기 말
부터 20세기 초에 같이 사용되었었는데, 의미나 용법상의 차이는 많지 않다.

상태성 강화로 다루는 색채어+‘-어 -’의 ‘누러다’, ‘파라다’ 등의 어간교체
에 대해서는 이현희(1986)와 정경재(2015)에서 상세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은 특히 현대국어에서 ‘앟/엏’-불규칙(학교문법의 ‘ㅎ’불규칙) 용언이 된
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19세기 말에 일어난 ‘야/여 > ’ 변화 이
후63) 일어난 축약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노래, 누래, 파래, 퍼래’64)가 특징적이다. 

(23) ‘누러다’류의 어간교체65) 

63) 16세기의《順天金氏諺簡》과 <이응태묘 출토편지>에서 ‘’가 이미 나타난다.(송철의 2004, 
유의진 2009) 그러나 일부 지역 방언을 반영한 문헌이며, 두 문헌에서만 시기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음어미와 결합하여 ‘’가 된 것은 이현희(1994b)와 같이 19세기 후기 국
어에 이르러서라고 볼 수 있다. 

64) 이들의 표기에 관하여 송철의(2004:168~169)에서는 음성모음의 경우 ‘누레, 벌게, 퍼레’ 등으
로 표기하자는 국립국어원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들이 본래 ‘누러 > 누’에서 왔기에 ‘누래’
라는 표기가 맞다 보았다. 본고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음성모음형의 
경우도 ‘퍼래’ 등으로 나타나지 ‘*퍼레’로 나타나지 않는다. 

65) ‘색채어+하다’를 이현희(1985a)나 정경재(2015)에서 ‘누러다’를 대표형으로 취하였기에 본
고에서 역시 ‘누러다’류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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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
15세기
~19세기 중반 누러~누러ㅎ 누러~누러 누러야~누러여
19세기 후반~ 누러ㅎ 퍼러 누레

<표 7> ‘누러하다’류의 어간교체 변화

모음어미에서의 ‘퍼래’와 같은 활용형은 ‘*퍼러해’에서 축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의 어간이 무엇인지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정경재(2015:186)에 따
르면 19세기 말부터 모음어미에서의 결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 이상 
‘하-’의 일반적인 활용형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퍼러ㅎ~퍼러’의 활용형이라고 보
았다.66) 따라서 ‘누러다’류는 ‘하~ㅎ~∅2’ > ‘하~ㅎ~∅3’ > ‘하~ㅎ~∅4’의 변화
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67) 

3.2.3. ‘그러하다’류, ‘그리하다’류의 어간교체

‘그러하다’류와 ‘그리하다’류는 모두 서로 짝이 되는 어사를 가지고 있다.(그러하
다-그리하다, 어떠하다-어찌하다)68) ‘그러하다’류는 현대국어에서 ‘앟/엏’ 불규칙과 
같은 어간교체를 갖는 ‘그렇다’, ‘어떻다’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누러다’류와 유사
하다. 그러나 ‘그러하다’나 ‘어떠하다’의 경우 ‘*누러하다’, ‘*파라하다’가 현대국어에
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달리, 어간이 탈락하지 않은 활용형이 탈락형과 공존하고 있
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들 역시 이현희(1985a, 1986), 정경재(2015)에서 
자세히 다뤄졌다. 

66) 이는 후술할 ‘그러하다’류 역시 매한가지이다. 
67)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정경재(2015:172~189)에서 앟·엏 변칙 활용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며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엇디다 엇더다 ?엇뎌다 엇뎨다 *엇도다
그리다 그러다 ?그려다 *그례다 그로다
아리다 아라다 ?아려(랴)다 아례다 *로다

68) 이와 관련하여 이현희(1985a:15)에서 ‘아라다’까지 포함하여 중세국어에서의 도표를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중 공백이 없는 ‘그리다’형과 ‘그러다’형만이 현대국어까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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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그러거니와<孟諺1:26b>
이러거시뇨<釋詳23:38b>
엇더더뇨<楞嚴2:8b>

그러다<孟栗3:8a>
이러거든<警民音,6a>
엇더고<伍倫8:25a>

그러하기에
어떠하겠다

그러코<法華6:29a>
이러커니<釋詳19:8a>
아라타<장수24a>
엇더터신고<月釋20:41b> 

그러티<闡義2:60a>
이러케<신약마:2,5>
엇더타<易言4,59a>

그렇고
아무렇게
어떻게

매개

모음

그러면<楞嚴4:5a>
이러니<小學5:75a>
엇뇨<周易4:66a>

그러나<家禮2:15a>
이러니<국문9a>
어<尋常27b>

그러하니까
아무러하면
어떠한

그러니라<원각하2-1:23b>
아란<飜朴53b>
엇더니고<內訓2:20a>

그런<隣語10:29b>
엇던<經問,10a>

그러니
어떠니

모음

그러야도<釋詳11:28b>
이러야<月釋25:108a>
엇더여<孟諺14:28a>

그러야<聖直13b>
엇더야<서궁24a>
엇더여<山城75>

그러하였다
그러해
엇더하였다
어떠해

그러<戒女> 
그<매일 1898.6.15>
엇셔<신학4:527>

그래
어때

(24) ‘그러하다’류의 어간교체

앞서 ‘누러다’와 같이 ‘그러다’류의 어간교체를 정리한 것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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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
15~19세기 중엽 그러~그러ㅎ 그러~그러 그러야
19세기 중엽 그러~그러ㅎ 그러~그러 그러여

~그러
19세기 후반~ 그러~그러ㅎ 그러~그러 그러여~그러~

그

<표 8> ‘그러다’류 어간교체의 변화

‘그러하다’류의 어간교체의 변화는 ‘하~ㅎ~∅2’ > ‘하~ㅎ~∅3-’ > ‘하~ㅎ~∅3’으
로 앞서 말하였듯, ‘누러다’류와 유사하지만 현대국어에서 차이가 있다. 

‘누러하다’류와 ‘그러하다’류는 모두 형용사이며 그 선행요소가 형태상으로도 ‘어’
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하다’의 선행요소 역시 상
태성 사태를 나타내는 서술성 요소에 준하는 것69)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하다’류의 선행요소를 ‘*글-어’, ‘*-어’ 등으로 ‘누러다’류의 용언 활용형 
같이 분석하는 것은 다른 활용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나치다.70)

‘그러하다’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그리하다’류이다. 이들은 ‘그러하다’와는 
달리 동사인데, 이는 선행요소인 ‘그러’류와 ‘그리’류의 의미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71) 이는 ‘그러’류는 중세국어에서 일부 부사로 사용된 예가 보이나 금방 사
라진 것에 반해 ‘그리’류는 부사로 계속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다’류는 ‘그러하다’류에 비해 더욱 복잡한 어간교체를 보이는데, ‘아니
하다’와도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69) 이들은 처소의 의미와 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와 결합하지 않고 드물게 쓰이기도 한다.(이
현희 1985a:14)

70) 이현희(1985a)에서는 ‘이/그/저’에 접미사 ‘-러’가 붙어서 ‘이러/그러/저러’가 형성되고, 마찬가
지로 ‘엇’에 접미사 ‘-더’가 붙어서 ‘엇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때 ‘-더’와 ‘-러’는 음운
론적으로 조건된 교체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이현희 1985a:23)

71)  ‘그러’류가 상태성이 더 강하고, ‘그리’류가 동작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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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
15~19세기 중엽 그리~그리ㅎ 그리~그리 그리야~그려
19세기 중엽 그리~그리ㅎ 그리~그리 그러여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그리~그리ㅎ
~그리~그러

그리
~그리~그러

그러여
~그리해~그래

20세기 후반~ 그리하~그러 그리하~그러 그리하여~그리해~
그래

<표 9> ‘그리하다’류의 어간교체의 변화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그리다가<釋詳11:40b>
엇디거뇨<순천149:7>

그리고<천로,41b>
엇디디<伍倫5:2a>

그리하다가
어찌하다

그리케<法華5:40a>
엇디커뇨<순천192:12>

그리티<家禮3:2b>
(이리고<눈물,42>72))
그러고<독립1897.10.7>

그러고
어쩌고

매개
모음

그리면<飜朴66a>
엇디면<맹자12:34b>

그리니<種德下36a>
엇지리오<蒙老3:5a>

그리하면
어찌하면

그리니라<圓覺上2-2:69a>
엇디니고<맹자8:27b>

그리나<두창상16a>
그러시요<독립1897.9.4>

그러면
어쩌면

모음
그리야<法華3:41a>
엇디야<飜老上26b>

그리엿다<明義2:54a>
엇지야<易言跋,05b>
그리
<독립 1896.10.13>

그리하였다
그리했다
어찌하였는지
어찌해서

그려도<救簡7:11b> 그렛던지<독립1899.10.14> 그래서
어째서

(25) ‘그리하다’류의 어간교체

그러나 ‘그리하다’류는 본고의 어간교체 유형으로 기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매개모음어미 결합 시에 나타나는 ‘그러니’, ‘그러면’을 ‘그리하니’, ‘그리하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ㅎ~∅3’ > ‘하~ㅎ~∅3’(근대: 19C 중엽)까지는 확

72) 정경재(2015:200)에서 재인용하였다. 정경재(2015:200)에서는 ‘그리고’형태가 20세기 초 신소
설류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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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제 쓰거나 사 라쳐 
쓰거나]고
<月釋17:41a>

[..해 더으거나 
악언으로 
쵹범거나]거든<聖
直 96a>73)

[받거나 못 
받거나]하게

[..살어나 죽거나]코져 
노라 
<杜詩8:35a>74)

매개 [..쎠 나거나 이제 나거나 [..듯거나 [치거나 

실하나, 이후의 변화는 ‘하-’의 어간교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개입하여 일어
나서 ‘하-’의 어간교체 유형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3.2.4. 중첩 어미 구성+‘하-’의 어간교체

중첩 어미 구성은 서술성 비명사류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이다. 오히려 서술성 명
사류와 닮은 면이 많은데, 김창섭(1997)에서는 ‘하-’와 결합하는 중첩 어미 구성에 
대하여 “접속구성의 내부를 향한 기능을 가질 뿐 외부를 향한 기능을 가지지 않으므
로 [중략] 비통사적 단위 즉 어근이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김창섭 1997:203)”
라고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형태구조상으로는 조어법의 대상이 되는 단어가 아
니지만 ‘하-’가 결합한다는 점에서 3.1.3에서 살펴본 명사구+‘하-’와 유사하다. 본
래 접속 구성의 용언 활용형이기에 당연히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 사태의 성격은 어
미 앞에 오는 어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항에서는 이러한 중첩 어미 구성 중, ‘-거나 –거나’ 와 ‘-락 –락’을 살펴볼 것
이다. 다만 ‘-락’의 경우 현대 국어에서는 생산성이 없고, ‘오락가락’, ‘쥐락펴락’ 등
의 어근에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26) 중첩 어미 구성 + ‘하-’의 어간교체

ㄱ. [..거나 ..거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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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나거나]리라
<阿彌26b> 보거나]<念海, 20b> 때리거나]하면

모음
[..가라 어나 발  
가라 
어나]야<釋詳20:20b>

[..或 놉거나 或 
크거나]야<無寃錄2:1
1a>
[..침 맛거나 
디거나]여<痘瘡하6
1b>

[..거나 
..거나]해/하였다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75)

자음
[..하락 져그락 
업스락 이시락] 
거니와<七大5a>

[..붉으락 누락] 거늘
<남원고사> 붉으락푸르락하고

매개
모음

[..빌락 저히락] 
면<온역4a>

[..오르락 나리락] 
며<易言1,53b>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모음 [..가락 오락] 
야<永嘉上70a>

[..오락 
가락]여<납약,11b> 오락가락하여

오락가락했다

 
ㄴ. [..락 ..락]하-

(26ㄱ)의 경우, 중세국어의 예가 많지 않아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하~ㅎ1’- > 
A > A의 변화를, (26ㄴ)은 A > A > A로 변하지 않았다. 어미 앞에 오는 선행요
소가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어간교체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76)

73) ‘[..오래 너와 다 살어나 죽거나]코져’<杜重8:35a>는 근대국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29
ㄱ)의 중세국어 예([..살어나 죽거나] 코져 노라 <杜詩8:35a>)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라 보았다.

74) ‘[..어미 아로 죽거나  어미와 子息괘 다 죽거나]커든’<觀音經6b>의 두 예만이 존재한다. 
75) 현대국어에서는 ‘붉으락푸르락하-’, ‘오락가락하-’, ‘오르락내리락하-’ 등에서만 남아 있다.
76) (27ㄱ)의 B형 활용형이 나타난 두 용례에서 ‘–거나’의 선행요소가 모두 동사이다. 그러나 용례

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선행요소가 동사이기 때문에 탈락형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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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사 구성에서의 ‘하-’의 어간교체

4.1. 인용 구문의 어간교체
정연주(2015:3.1)에서는 인용 구문은 덩어리로 처리되는 단위로, 인용 구문 내의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의 부류는 다른 구문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
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용 구문 속의 예측 가능
한 서술어 자리를 채우는 ‘하-’의 어간교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1) 
그에 앞서 인용 구문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중세국어의 인용 구문에 대해 이현희(1985b)에서는 크게 원형적인 인용 구문인 I
형과 한어의 영향을 받은 인용 구문인 Ⅱ형으로 나누어 살핀 바 있다. 

(1) 이현희(1985b)의 인용 구문의 분류

Ⅰ형 인용문: [NP1-X-피인용문[NP2-Y-V2]-(-)-V1]
ㄱ. S-야-니다

“’스 어마니미 이 잇다’ 야 뉘 니르더니고”<月釋23:84b>
ㄴ. S-니다

“如來 녜 우리 ‘아리라’ 니시니다” <月釋13:32ab>

Ⅱ형 인용문: [NP1-X-(V1오)-피인용문[NP2-Y-V2]-(-)]
ㄷ. 닐오-S-다

이런로 니샤 ‘나 업다’ 시니라 <楞嚴3:74a>
ㄹ. 닐오-S

닐오 “우리 이제 안 出家 말오 지븨 닐굽  이셔 五欲 

1) 5장에서 통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살필 것이지만, 이러한 ‘서술어의 자리를 형식
적으로 채우기 위한 ‘하-’’는 정연주(2015)에서 자리채우미로 구별된 것으로, 통사 구성에서도 
‘하-’도 기능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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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後에 出家져” <月釋7:1b-2a>
ㅁ. S-다

“‘如來ㅅ 正法이 언제 滅리라’ 더시뇨” <釋詳23:31b>

위 인용문의 형식 중, ‘하-’와 유관한 것은 크게 (1ㄱ, ㄷ, ㅁ)이다. 이들은 이현희
(1985b)에서 (1ㄱ)에서의 ‘야’는 선행요소인 인용문을 부사어로 만들기 위한 요
소, (1ㄷ, ㅁ)에서의 ‘-’는 대동사로 서로 다른 요소로 구분되었다. 후자의 ‘-’
가 본고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통사 구성의 ‘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먼저 
후자의 ‘하-’의 어간교체를 살펴본 후, 전자의 ‘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화를 고
찰하고자 한다. 

안주호(1991, 2003)에서는 (1)에서 제시한 유형의 인용문 분류와 유사한 분류를 
바탕으로 그러한 분류의 인용문이 중세국어만이 아니라 근대국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보였다. 현대국어의 인용문은 대체로 (1ㄴ) 이나 (1ㅁ)과 같은 구성으로 나타
난다. 이때 (1ㅁ)에 대해서 정연주(2015:52)에서는 Ⅱ형(한어 영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1ㄴ)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이는 중세국어 언간 자료에서 ‘S 니
다/다’의 구성이 빈번하게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통시적 변화를 거쳐 현대의 인용문에 이르는 것은 I형의 인용문이며 특히 ‘S
(인용보문소) 인용동사/하다’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일상어인 언간류에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중세국어 문헌은 대부분 언해류이기 때문에 한어의 영향을 받아 Ⅱ형의 
‘닐오 S (-)’형이었으나, 일상어의 영향을 받아 차차 ‘S 니다/다’로 변화하
였다는 것이다(정연주 2015).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I형의 ‘S 인용동사/
하다’를 중심으로 어간교체의 변화를 기술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와 인용동사에 초점을 두어 피인용문과 서술어 부분만 언급하였
으나, 인용 구문의 전체적인 틀은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장 형식을 갖추고 있
다. 중세에서 현대까지 전형적인 인용 구문의 틀을 기술한다면 ‘[NP{발화자}-이 
(NP{수신자}-게) S[NP2-Y-V2]{피인용문}-{인용보문소} V1{인용동사}]’로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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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쳡 사모마 셔코 어더
다 고<순천164:14>

그 아 형뎨가 졔 아비 
원슈 갑다 고
<독립1896.7.9>

자기 다리 튼튼하니까 
걸어다닌다고 하겠죠

너도 병이 듕타코<順天
67:6>
스승이 올타거든
<法語고운사12b>

보옴을 오라코
<改捷1:32b>2)

매개
모음

원 이번 유무 아니타 
시고 유무 말라 니
<順天8:4>
王이 두리샤 엇뎨 우는
다 신대 <釋詳3:2a>

면쥬와 무명을 노코 어
 거시 사치오 어 거
시 사치 아니오잇가 
니<閑中 94>

뭐 굳이 차이를 말하
라고 하면
그거를 없애버려라 하
면

모음
舜이 瞽瞍 보시고 그 
容이 蹙홈이 잇다 야
 <孟諺9:14a>

일본 사들이 달나고
야<독립1896.9.24>
알파 못 가노라 여
<癸丑上:47a>

정체성들을 이제 나타
내고 있다고 하였습니
다
선물로 인제 주는 거
라고 했다

(2) 인용 구문 속 ‘하-’의 어간교체

인용문은 통시적으로 ‘하~ㅎ1’ > ‘하~ㅎ1’ > ‘하’로 어간교체 양상이 변화하였다. 
이는 근대 이후에 사라지는 한어의 영향을 받은 인용문 역시 다르지 않다. 

(1ㄱ)의 ‘야’에 대해서 이현희(1986b)에서는 ㄱ의 ‘야’는 후행 인용동사와 피
인용문을 연결해 주는 요소(=전이어)로, 이현희(1994a:347)에서는 ‘너기다’를 대신
하는 것으로 보았다. 후자의 입장이라면 그 기원은 위에서 다룬 통사 구성의 ‘하-’
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연주(2015)는 의미적 잉여성을 띤 (1ㄷ)의 ‘-’가 빈번히 
쓰이면서 문법화되어 ‘야’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이 요소가 ‘-고’를 거쳐 인
용표지 ‘-고’로 문법화된다(이현희 1994b:68). 

2)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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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과 관련하여 특이한 현상이 존재한다. 이 현상은 상위문 동사 ‘-’ 탈락 
현상으로3) 이현희(1994b:77~78)에서 설명된 바 있다. 

(3) 이현희(1994b)의 상위문 ‘-’ 탈락 과정

0단계: ‘S 논 말’이 ‘Sㅅ 말’, ‘Sㄴ 말’로도 표현되어 나왔음.

1단계: 자음어미 ‘--’ 앞에서 ‘S 논’에서 ‘S’ 형성되었음.
‘-려 노라 > -렷노라~-렫노라~-련노라~-려노라’
cf. ‘아니니라 > 아닛니라~아닏니라~아닌니라~아니니라’

2단계: ‘Sㄴ’과 ‘S’이 착종되어, 상위문 동사 ‘하-’가 탈락한 것으로 언중들이 
인식.
‘-련/렷 말’, ‘-려 논 말 >-려 말’
‘민들랴면’<교정교린,160>, ‘반랴다가’<교정교린,173>

3단계: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인용구문에도 확대됨.
‘오더래도’<교정교린,21>, ‘드러가더래도’<교정교린,135-6>

이때 본고에서는 1단계 변화를 어간교체로 다루었다. 이현희(1994b)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피인용문과 상위문 동사 사이의 단어 경계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2~3단계 변화를 거쳐 형성된 것은 어간교체의 영역으로 다룰 수 없
는 것으로 보인다. 

3) 본고에서 사용하는 ‘탈락형’은 음운변화로 ‘’나 ‘ㆍ’가 탈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 
-’탈락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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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 구문 속 ‘-’의 생략과 축약

ㄱ. 자음어미: -라/다/자고 더니 > -라/다/자 더니 > -래/대/재더니
-라/다/자고 더니 > -라/다/자 더니 > -래/대/재더니

 그가 근일에 님군의게 갓다더니<신학2:319>

ㄴ. 매개모음어미:-라/다/자고 면 > -라/다/자 면 > -라/다/자면
-라/다/자고 면 > -다 면 > -래/대/재면
벼을 엿다면<독립1896.12.22>
죵으로 여곰 이 라면<예수_로스>

ㄷ. 모음어미: -라 해도 > -라도
-라고 해도 > -래도
보드라 허여도<백석교린 166>, 
오더래도<교정교린>, 
드러가더래도<교정교린 136>4) 

ㄷ′. 모음어미: -다 해 > -대, -라 해 > -래,
-냐 해> -냬,5) -자 해 > -재 

이들은 안명철(1991), 이지양(1998)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표면적으로 음성적 축
약을6) 동반한다.7) (4ㄱ, ㄴ)의 ‘-래/대/재’ 등이 방언간의 차이 혹은 어간 재구조화
에 의한 것인 반면, 모음어미에서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아마도 형태적으로 
4) (4ㄷ)의 예는 이현희(1994b:79)에서 재인용하였다. 
5) 앞서 ‘퍼래’의 표기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는데, ‘-냐 해’가 ‘-냬’로 준다는 것은 언뜻 ‘*퍼레’

로 표기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이 경우에 기술이 다소 작위적일 수 있으나, 선행요소의 모음
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 즉 /ny/가 남아 있었기에 /nyɛ/가 형성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6) 이지양(1998) 등에서의 축약은 음운론에서 축약으로 다루는 것과 탈락으로 다루는 것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7) 이러한 축약은 ‘고’가 생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지양(1998:194)과 김성규(1999:127)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음운론적으로 ‘ㅎ’탈락 이후 음절수 줄이기를 겪기 위해서는 ‘고’가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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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누러다’류와 ‘그러하다’류의 모음어미 결합형의 축약의 영향을 받은 것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어간교체로 다룰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상만을 놓고 보
면, ‘하-’가 ‘∅-’으로 수의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라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19세기의 이러한 현상들을 어간교체로 본다면, ‘하~ㅎ1’ > (‘하~ㅎ1’>‘하~∅2’ ) 
> ‘하~∅2’ 와 같은 어간교체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
상이 ‘-려고 하-’와 ‘-다/자/라/냐고 하-’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이들이 
‘-고 하-’의 생략과 유관하다는 것이 분명하다.8) 따라서 이들은 어간교체가 아닌 
생략 현상으로 보도록 할 것이다.9)

4.2. 의도·목적 구문 속 ‘하-’의 어간교체
의도·목적 구문에는 대표적으로 ‘-고자 하-’, ‘-려고 하-’가 있다.10)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에는 ‘-고져 -(>-고자 하-)’와 ‘-오려 -’가 의도나 목적을 표
현하기 위해 널리 쓰였고, 현대국어에서는 이와 함께 ‘-오려 -’에서 형성된 ‘-려
고 하-’가 쓰이고 있다.

4.2.1. ‘-고자 하-’의 어간교체

소망·의도·목적 등을 나타내는 ‘-고져 -’ 구성은 인용문에서와 같이 원형적인 I
형과 한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Ⅱ형으로 나뉘는데, 인용문에서와 같이 I형의 어간
교체를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이 구문은 [NP{사유자}-이 S{의
8) 이현희(1990)에서는 보문화와 관련하여 ‘-고 하-’ 생략으로 다룬 바 있다.
9) 이들 중에 본래 구성과 의미가 달라진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이지양(1998)과 안명철

(1991)에서 융합으로 설명되었다. 
10) 정연주(2015)에서는 ‘-도록 하-’도 목적 구문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도록 하-’는 ‘-고자 

하-’, ‘-오려 -’와는 성격이 달리 본래 본고에서 어순 재배치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구문으
로 보인다. 즉 ‘-게 하-’와 같이 어순 재배치 현상에 의해 형성된 장형 사동 구문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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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블옷 얻고져] 
거든<釋詳11:26b>

아비 졍허공이 [판의 
삭이고져] 다가 
<敬信,40b>

[실연을 하고자] 
하구요

내 [正히 니고져] 커늘
<月釋23:97a>
어미  [놀 고기 
먹고쟈] 커늘<續三효2a>
던 거시나 
얻고젼노라<순천159:5>

[..비린 피을 
먹고져]컨마 
<地藏中,25b>

매개
모음

[..立고져] 며
<孟諺1:31a>
내 [仁코쟈] 면
<論語2:24b>

젹이 [가디고져] 면  
<種德下20a>
或 [원슈 갑고쟈] 
며
<明義2:42a>

[내용을 담고자] 한 
것입니다.
[..알고자] 합니다

모음

무리 그기 [나 
害코져] 
야<南明上42b>
[..모 害코져] 여
<釋詳21:5b>
[므어슬 고쟈] 여
<小學5:99a>

남기 [고요고져] 
여도 <五倫孝,05b>
或 [물을 도모코쟈] 
야<無寃錄1:4b>

왜 [그런 걸 
하고자] 했는지
(고자 하였다)

도·목적내용}고져 하-]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정연주 2015). 아래의 (6)과 같이 
‘하~ㅎ1’ > ‘하~ㅎ1-’ > ‘하’의 어간교체 양상의 변화를 겪는다.

(6) ‘-고자 -’의 어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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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虢을 伐호려] 
거<孟諺9:36b>

내 [낙양으로 가려] 
다가<種德中6a>

[너무 깊은 걸 많은 
걸 알려] 하지마

兄弟 맛당히 [서 
랑고 서 
호려] 
티<小學5:75b>
[..머고련]노라
<순천136:5>

네 [사지 아니려]커든
<朴新3:03a>
[내 능히 고티렷]노라
<太平, 29b>
[..내여다가 죽이련]노라
<계축하25b>
[..귀양 보내려]노라11)
<明義卷首上:23a>

매개
모음

겨지비 [아기 여셔 
나호려] 
<救簡7:45b>

너희들이 만일 [즐겨 
진실로 날을 죽이려] 
면<伍倫6:11a>

[집에 가려] 하다

모음 [衆生 便安케 호려]  
야<法華3:39b>

[..당려] 야
<五倫烈,11a>,
[..술 먹으려] 여
<朴新2:03a>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요수를 건너려] 
하였다

4.2.2. ‘-오려 -’, ‘-려(고) 하-’의 어간교체

‘-오려 -’는 앞서 4.2.2에서 다룬 ‘-고자 하-’와 유사하다. 즉 ‘[NP{사유자}-
이 S{의도·목적내용}고져- V{사유동사}]’의 구문을 형성한다. 

(7) ‘-오려 -’의 어간교체

(7)은 (6)과 비슷한 어간교체 양상을 보인다. 18세기 중엽까지 ‘하~ㅎ1’의 어간교
체를 꾸준히 보이다가, 그 이후 ‘하’의 어간교체를 보인다. 둘 다 어간교체 실현 양
상의 변화는 ‘하~ㅎ1’ > ‘하~ㅎ1-’ > ‘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려고’는 ‘-오려 고 > -(으)려 고 > -(으)려고’로 17세기에 ‘-려고 
11) 해당하는 예는 ‘-련노라’에서 종성이 탈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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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하였다. ‘-려고 하-’의 경우 ‘-오려 -’와 마찬가지로 단순 사태의 의
도를 표현하는 것에도 쓰일 수 있으나, ‘[NP{행위자}-가 S{의도내용}-려고 VP
{의도적 행동}]’의 구문에서와 같이 구별되는 복합적인 사태 표현의 구문(의도 행
동 구문)을 가진다. 이 경우 단순 사태 의도 구문과는 달리 서술어에 올 수 있는 요
소가 사유동사에 한정되지 않고 더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 행동 구문에서 
‘하-’가 쓰일 수 있게 된 것은 거의 20세기에 가까이 와서이다. 이전의 ‘-려고 
-’ 구문은 모두 ‘-고져 -’로 대체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단순 사태 의도 구문
에 지나지 않는다. 

(8) 근대국어 의도 행동 구문 속 ‘하-’

사이 황도 환미를 작젼야 쓰려고도 며<독립 1899.9.5>
홍욱씨가 말을 려고 면 <매일 1898.5.24>

(8)과 같은 구문에서 ‘-’는 ‘원하다’, ‘바라다’, ‘너기다’ 등의 사유동사가 아닌, ‘애
쓰다’, ‘노력하다’ 등의 행동동사가 올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예는 많지 않아
서, 그 어간교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단순 사태의 
‘-려고 -’에서도 어간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바, 이 경우에도 ‘하’형 어간교체 양
상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4.3. 결과 구문 속 ‘하-’의 어간교체
정연주(2015:109~110)에서는 ‘NP를’ ‘NP로’와 관련된 구문 중에서 ‘하-’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자격 지정 구문, 대상 선택 구문, 상태 조정 구문을 제시하였다. 이
들은 그 형식이 유사하고 서로 의미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는 ‘NP로’의 부사어가 어떤 사태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들을 통틀
어 결과 구문이라고 부르도록 할 것이다.12) 그러나 이중 대상 선택 구문과(‘교과서



- 69 -

를 교학사로 했다.’), 상태 조정 구문에 ‘하-’가 개입하는 현상은 현대국어에만 존재
한다. 이들은 모두 ‘[..을 ..로] 하고/하니/하여~해’로 ‘하’형 어간교체 양상을 보인다. 
그에 비해 자격 지정 구문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도13) 그 예가 적지만 존재하
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자격 지정 구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들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어순 재배치 구문의 두 번째 유형인 [NP로 -]와 
형식이 같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두 구문이 모두 [NP1{VP-음, 명사}를 NP2로 
-]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어순 재배치 구문의 경우는 대체로 [NP2를 
VP1-]이나 [NP2로 NP1+하-]가 성립한다(이현희 1994:85). 그러나 자격지정 구
문의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 두 문장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의를 으뜸으로 하다’
라는 문장과 ‘으뜸으로 의를 하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9) 자격지정 구문 속 ‘하-’

중세국어:  다리며 본 길우믈 읏듬으로 더니<飜小10:23a>
근대국어: 두 羊을 읏듬으로 고<朴通下14a> 

내 늙으니를 늙으니로 야 <양로무농윤음 6b>
의 웃듬으로 여 <三譯2,5b>

그 예가 적어 온전하게 모든 환경 어간교체의 용례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현재 주어
진 자료를 바탕으로는 ‘하’ > ‘하’ > ‘하’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하
는 추측이 가능하다

12) 자격 지정 구문에서는 ‘자격’이 결과, 대상 선택 구문에서는 ‘대상’이 결과이다. 이는 정연주
(2015)에서 정보 구조상으로 지시적 주어짐성에서 ‘NP를’이 상대적으로 구정보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유관하다. 자격 지정 구문에서는 ‘(떠한 대상을)자격을 지정함’, 대상 선택 구문에서는 
‘(어떠한 자격으로)대상을 선택함’이 해당 사태의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태 조정의 경우 
역시 상태 조정의 결과가 ‘NP로’로 나타난다. 

13) 정연주(2015:143)에서 16~18세기 자료에서 추출된 사례가 11개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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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어순 재배치 구문 속 ‘하-’의 어간교체
 본 절에서 다루는 어순 재배치 구문은 이현희(1994b: 83-87)에서 논의된 것으

로, 계사 분열문과 함께 어순 재배치 현상으로 인해 형성되는 구문이다. 형식적으로
는 ‘[{VP-옴-, VP-오, NP-} 부사어 -]’의 구성을 갖춘 문장으로, 본래 
‘부사어 VP’정도에서 어순이 바뀌어 형성된 문장이다. ‘[VP-옴- 부사어 -]’와 
‘[VP-오 부사어 -]’의 구성이 먼저 형성되고14), 이후에 일반 명사구의 ‘[NP-
 부사어 -]’ 구성이 형성되었다(이현희 1994a:85).

여기서 부사어 자리에는 여러 형식이 올 수 있다. ‘VP-이’나 ‘VP-게’가 많이 들
어가고 ‘VP-도록’도 나타난다. 이들은 사동의 의미와 관련이 있어, 특히 ‘VP-게’가 
포함된 구문은 이후에 장형 사동문으로 발전한다. 현대국어에서 ‘VP-이 하-’와 일
부 ‘VP-도록 하-’의 일부는 여전히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듯하지만, ‘VP-게 하-’
와 ‘VP-도록 하-’의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이들은 서서히 사동이나 목적만을 나타내
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단일 부사나 앞 절에서 논의하였다시피 ‘NP로’가 오기도 한
다. 

현대국어의 ‘부사어 + 하-’의 구성은 대개15) 이 어순 재배치 현상에서 기원한 
것인데, 현대국어에서는 ‘잘하다, 다하다, 더하다, 거듭하다, 너무하다’와 같이 본래 
재배치되기 이전의 어순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16) 이러한 경우는 어
휘화되었기 때문이고, 본래 해당 구성이 만들어진 것은 어순 재배치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여기서는 부사어에 따라 (10ㄱ, ㄴ, ㄷ) (11), (12ㄱ, ㄴ)으로 나누어 그 어간교
14) 이는 명사형 어미 ‘-옴’이 ‘-기’로 대체되는 시기에는 ‘[VP-기 부사어 -]’로 나타난다.
15) 열등구문의 ‘못하다’나 ‘가득하다’, ‘잘못하다’와 같이 선행요소가 서술성 명사인지 아니면 부사

인지가 모호한 것들은 이러한 어순 재배치로 형성되었다 보기 어렵다. 
16) 이들은 현대국어에서 단어 구성에서의 ‘하-’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부사의 서술

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목정수·연재훈(2000)에서 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에 대
해 논의하였으나, 상징부사를 ‘하-’의 생략형으로 파악하는 입장(김창섭 2000)은 그마저도 부정
한다. 그러나 어휘화한 후에는 재분석되어 ‘부사’가 서술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
창섭(2002)에서도 ‘철수는 실수를 거듭, 최악의 점수를 얻게 되었다.’와 같은 문장의 ‘거듭’등은 
이후에 재분석되어 V^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보는데, 본고 역시 이러한 입장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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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호 더욱 
도타이 
더니<內訓3:41b
>

글 앗기기 더옥 
부즈런이 
고<敬惜,7a>

너무 합격 기대를 많이 
하고

리츄믈 됴히 커 
<杜詩3:26b>18)

매개
모음

度脫 만히 쇼셔
<月釋14:30b>

손 놀니기 완완이 
면
<閨閤,24b>

아빠가 되게 일을 많이 
하셔

모음
 便安히 
야<원각하2-1:1
7a>

림을 급히 야
<馬經下,75b>
약 기를 과도히 
여
<납약,26a>

그 얘기를 같이 했나
수시지원을 많이 
하였나요?

체를 기술할 것이다. 

(10) ‘VP-이/게/도록17) 하-’의 어간교체

ㄱ. ‘VP-이 하-’

17) 이들을 묶어서 용언의 부사형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VP-이’의 경우 파생부사인지 용언의 부
사형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은 지양할 것이다. 

18) 이 외에 ‘아비 親히 컨마’<月釋13:26a>, ‘자최  疎히 케 거녀’<杜詩21:25b>, ‘奉養
 薄히 코져 시고 賢 養호 豊히 코져 시니’<內訓2:109a>, ‘賢 養호 豊히 코져 
시니’가 존재한다. 이때 부사어가 모두 ‘단음절+이’ 구성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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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글 닐기 탹게 
고<飜小6:6a>

슬허 샹훼믈 녜에 
넘게 더라
<東國孝6:22b>
슉셰의 일을 알게 
거든 <地藏中,21b>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게 하기

내 本來 誓願 세요 
一切 衆으로 날 야 
달옴 업게 코져
여러 房舍 조케 커늘
<개법2:84b>

무함이 쉽게 코져 
이라<聖直104a>20)

매개
모음

金으로 해 로  
업게 
면<釋詳6:24b>

봄 라 가기 
더게 니<太平, 
14a>

주례를 서게 하래는 
거야

모음 身命布施호 河沙게
야도<金三3:15a>

역적의게 붓좃  
더욱 굿게 야
<明義2:16b>
너 만히 受苦케 
여<蒙老8:20b>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였다
말을 하게 해서

ㄴ. ‘VP-게 하-’19)

19) 연한 글씨로 된 부분은 본래 어순교체 현상에 의해 형성된 구문에서 의미가 확장된 구문들에 
해당한다.

20) 17세기 이후 근대국어에서는 ‘-게코져’로만 등장한다. 이는 자주 쓰이는 구성이기 때문이라 추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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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문증되지 않음)

밧긔 셰워두기 날이 
기우도록 고 
<계축상12b>
죠션 인민을 웅터리 
쇽에셔 나오도록 
기를<독립1896.11.
10>

숏컷이 미치도록 
하고싶다.
눌어붙지 않도록 하기

매개
모음

 뫼 졔호믈 죽도록 
니 <續三重효14a>

됴셕의 졔기 몸 
도록 니라 
<東新烈2:49b>
졍부 규모와 규칙을 
엄히 직히도록 며
<독립2.2.5>

죽도록 할 때는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넘겨주도록 
하세요

모음
 밀 봇고 
검도록야
<구급방하12a>

문의도 드러내지 
못고 시측기를 
날이 도록 야 
<明義卷首上:59a>
씻겨 가지 안토록 
여<독립 
1897.8.24>

같은 색칠을 밤새도록 
했다
공과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

ㄷ. ‘VP-도록 하-’21)

21) (10ㄴ)과 같이 연한 글씨로 기록된 부분은 본래 어순교체 현상에 의해 형성된 구문에서 의미
가 확장된 구문들에 해당한다. 이때 ‘-도록’의 의미차이가 있는데, 어순교체 현상에 의해 형성된 
본래 구문은 ‘-까지’의 의미를 갖는 ‘결과적 한계’(정연주 2015)의 의미지만, 위 구문에서 ‘-도
록’의 의미가 목적이나 사동의 의미로 확장되어 연한 글씨로 되어 있는 구문을 형성하게 된 것
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에서는 ‘-도록 하-’자체도 드물지만, 확장된 의미를 가진 ‘-도록 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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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江淮옛 조 옮교 
任意로 고
<杜詩25:25b>

싀아비 싀어미 
셤기기 능히 
졍셩으로 
더니<東新烈5:17b
>

여자가 운전을 교대로 
하자고 

매개
모음

供養호 날마다 
香花로 며 
<觀音經8a> 

텬하 다리기 
문명과 덕교로 
니<易言3:63a>

표현을 영어로 하면

모음
송장 졔뎐을 
졍셩으로 
야<續三重효:12a>

그 미기 밧그로 
야 <家禮6:15a> 평가를 스스로 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말 잘더니 
<釋詳3:18b>

간슈기를 잘 고 
<痘瘡하38b> 연기를 잘 하던데요말 

잘코<法華7:136b>22)
매개
모음

해온 일란 업게 호 
잘 며<여씨화산4b>

날 졉기 잘 
면<伍倫2:9a> 대화를 잘 하려면

모음 쉽디 몯 이 잘 
야<月釋7:77a>

도적 잡기 잘 야 
<種德下55b>
더욱 기 잘 
엿니라<老乞重上
,24a>

수비 라인에서 뽈 
잡았을 때 뽈 처리를 잘 
해 줘야죠

(11) ‘NP로 하-’의 어간교체

(12) ‘부사 하-’의 어간교체

ㄱ. ‘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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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슬허호믈 녜에 너모 
더라<續三重효27a>

恭을 너므 기 
<論栗1:53a>

갈망을 너무 하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결
혼너무 하고 싶던데

매개
모음

가포 그 分에 너무 
면<楞嚴8:124b>

슬후믈 너무 
가<杜重16:52b>

아이유 속보이는 짓을 
너무 하니까

모음
론 자 것  
너모 야 <呂氏화산, 
9b>

슬퍼기 너모 
야<東國孝7:74b>
슬퍼기 너모여 
<東新烈5:51b>

자랑을 너무 해서

ㄴ. 너무 하다

이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어간교체 양상을 보이는데, (10ㄱ)은 ‘하~ㅎ1-’ > ‘하’ 
> ‘하’, (10ㄴ)은 ‘하~ㅎ1’ > ‘하~ㅎ1’ > ‘하’, (10ㄷ)은 ‘하’ > ‘하’ > ‘하’의 어간
교체 실현 양상의 변화를 보인다. (11)은 ‘하’ > ‘하’ > ‘하’의 어간교체 양상의 변
화를 보인다. (12ㄱ)은 전반적으로는 (12ㄴ)과 같이 ‘하’ > ‘하’ > ‘하의 어간교체
를 보이나 일부 (10ㄱ)과 유사하게 ‘하~ㅎ1-’ > ‘하’ > ‘하’의 어간교체 양상의 변
화를 보이기도 한다.

4.5. ‘-이나 하-’의 어간교체 
형식상으로 ‘NP이나 하-’를 갖고 있는 구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조사 ‘-이나’의23) 의미와 관련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나’는 (13)과 
같이  다의어로 정의되고 있다.24)

22) 중세국어 자료에서 유일한 예이다. 
23) 체언 말음이 모음인 경우에는 이형태로 ‘-나’를 가진다. 
24) 항목 [1]이 보조사이고 [2]가 접속조사인데 ‘-이나 하-’는 보조사인 ‘-이나’와 관련이 있고 

접속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牧牛子修心訣諺解》에 ‘이 微妙 디 비록 이 모 사
 分上이나(而此妙旨ㅣ 雖是諸人分上이나)’에 ‘다가’가 연결되어서 나타나지만, 이는 ‘-이
나 하-’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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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나’의 정의
「조사」
[1]
「1」((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마음

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
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인 것처럼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한다.
¶ 그것이나 가져라./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2」((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마치 현실의 것인 양 가정된 가장 좋
은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빈정거리는 뜻이 드러난다.
¶ 자기가 무슨 대장이나 되는 것처럼 굴더라.

「3」((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수량이 
크거나 많음, 혹은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
다.
¶ 벌써 반이나 끝냈다./백 명이나 모였다고?/그녀는 퍽이나 상냥했다.

「4」((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수량이나 
정도를 어림잡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몇이나 될까?/열 살이나 되었겠다.

「5」((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말 뒤에 붙어))많지는 않으나 어
느 정도는 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그 사람은 돈푼이나 있다고 거만하다./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오?
「6」((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

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맨 뒤에 나열되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
다.
¶ 그는 문학이나 음악이나 모두 소질이 있다./산이나 들이나 모두 초만원이다.

「7」((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뒤 절
에는 결국 같다는 뜻을 가진 말이 온다.
¶ 자식 말만 믿고 아들을 타국으로 보냈으나 이제는 엎지른 물이나 진배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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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선택’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1, 2, 6)과 ‘정도’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3, 
4, 5)으로 나눌 수 있다.25) 이때 ‘-이나 하-’ 역시 ‘-이나’의 의미에 따라 서로 다
르게 나타난다. 이 두 구문 중 어느 하나가 먼저 형성되고 다른 구문으로 확장이 된 
것인지, 독립적으로 두 구문이 따로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도’의 ‘-이나 
하-’는 중세국어부터 나타난다.26) 그에 비해 ‘선택’의 ‘-이나 하-’와 같은 예는 중
세국어에서는 《순천김씨 언간》에만 소수 나타난다. 

(14) 중세국어에 나타난 두 ‘-이나 하-’ 구성

ㄱ. 션히 일 쳔이나 더니(學徒ㅣ 天數ㅣ러니) <飜小9:9b>
서르 본을 혀니 일이나 더니(各相援據니 乃至百人이러니) <飜小
9:69a>
호 물이 쳔이나 니(學徒ㅣ 天數ㅣ러니) <小學6:9a>

ㄴ. 안자셔 마리나 고 이시니<순천28:6>
가져 간 놈 바비나 여 머기소<순천72:10>

(14ㄱ)과 같은 정도의 ‘-이나 하-’는 원문과 비교해보면 ‘양이 많다’를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후행하는 ‘하-’는 전혀 기능이 없고 단지 ‘NP이나’가 독립적
으로 문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개입되는 요소이다. 이들은 [NP-이/가 NP(수
량)-이나  하-]와 같은 구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4ㄴ)은 ‘-이나’가 없
다면 ‘앉아서 말 하고 있으니’와 같은 문장으로, 본래 문장은 「X(를) 하-」와 거의 
같다. 이때의 ‘-이나 하-’는 독립적인 구문이라기보다는 다음 절에서 언급할 타동 
구성 ‘-를 하-’에 보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27) 즉 선택의 ‘-이나’가 ‘하
-’가 도입되는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정도의 ‘-이나 하-’와 선택의 ‘-이나 하-’의 
25) 「7」의 의미는 두 의미의 중간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모두 ‘주관량’으로 

정도의 ‘-이나’를 주관대량으로 선택의 ‘-이나’를 주관소량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6) ‘언마+이나’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언매나’에서 이러한 구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언메

나/언매나 하-’를 제외한 예는 《飜譯小學》과 《小學諺解》에 집중되어 있다. 
27) 이는 ‘잠이나 자-’와 ‘잠을 자-’의 관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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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션히 일 쳔이나 

더니<飜小9:9b>
큰 년고지 놉픠 여 
쳑이나 고 
<太平, 53a>

지름이 5미터나 하고 

매개
모음

호 물이 쳔이나 
니 <小學6:9a>

기리리 萬千 
人이나 니 
<朴通下61a>

한 계단의 높이가 
30센티나 하니까

모음 문증되지 않음
거믄 뇽이 두어 
길이나 야 <太平, 
57a>

책 한 권이 5500원이나 
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마리나 

고<순천28:6>
침션과 방젹이나 다가
<매일1898.8.13> 공부나 하고

매개
모음

힘  마리나 면
<순천90:16>

벼살이나 가
<한중록,574> 체육이나 할 걸

모음
바비나 여 머기소
<순천72:10>
됴리나 여
<순천127:2>

무역이나 야
<易言3,08a> 생각이나 해주구

어간교체를 구별하여 살피도록 할 것이다.28) 

(15) 정도의 ‘-이나 하-’의 어간교체

(16) 선택의 ‘-이나 하-’의 어간교체

(15)와 (16)은 모두 어간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하’ 형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28) 어순 재배치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시 기 반 나 니’ <太平, 37a>와 같은 문장이 형
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은 다루지 않는다.



- 79 -

4.6. ‘-를 하-’의 어간교체
「X를 하-」는 앞서 논의하였듯 X는 명사이고 이들이 문장 내에서 하나의 서술

어를 이루는 것이다.29)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실체성/비서술성/비사태 명사 + 하
-’로 논의되었던 것들은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하-’가 어떤 동사
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이른 바 대용어로 ‘하-’가 사용된 타동사 구문으로 볼 수 있
다.30) 이 두 구문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전체 문장의 논
항 구조를 ‘하-’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앞서 본 ‘正
坐를 하다’와 같이 논항이 하나인 서술성 명사는 겉으로는 ‘하-’가 서술어인 문장과 
차이가 없다. 또 논항이란 기본적으로 의미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국어에서라면 직관을 바탕으로 문장의 논
항 구조를 파악하거나 다양한 예문을 만들 수 있지만, 통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는 
그러한 작업이 어렵다. 따라서 전자는 먼저 한문 원문에 하나의 서술어를 나타내기 
위해 언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논항이 명사구 
밖에서 실현되거나 전후맥락에서 논항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의미론적으로 존재하
는 것으로 보이는 예를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하-’가 단독으로 서술어인 문장은 의미적으로도 서술성이 없고 문장에서도 논항
이 명사구 밖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31) 
29) 엄밀하게 말하면 동사를 이룬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X하-」구성이 사용

되고 김창섭(2006a)에서와 같이 동작을 나타내는 「X를 하-」에서 재분석되어 임시 구조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仁을 -’이다. ‘仁을 -’는 ‘富 면 仁
티 몯고 仁을 면 富티 몯 다(爲富면 不仁矣오 爲仁이면 不富矣라)’<맹자5:9b>와 같은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爲仁’에 해당하여 ‘인한 행동을 하면’ 정도로 해석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내 仁을 코져 면 仁이 니를리라(我欲仁이면 斯仁이 至矣니라)’<內訓1:14a>
에서 欲을 ‘欲 고져  씨라’와 같이 풀이하는 것으로 보아, 위 구문에서도 ‘欲’의 영향으
로 「X를 하-」가 형성된 것이다. 

30) 그러나 본고는 「X(를) 하-」역시 본래는 타동사 구문에서 형성되었으리라 추정한다. 자세한 
것은 제5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31) 의미적 서술성이 없는 것은, 이병규(2009)에서 제시한 문법적인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떤 
단어가 술어성을 가진다면 A라는 특성을 가진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면 ‘A라는 특성이 없다면 
술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명제가 함께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기준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울다’와 같이 논항을 같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명사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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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
음

時或 버릇업슨 말 
거늘(或嫚言無禮)
<三綱런던忠25>
너 려  마 
다니 <순천172:4>

쳐의게 거만 말 고 
<독립 1896.11.24>
겨집이 날려 말을 
고<병자402>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모딘 말 코 
의여(惡口而顰蹙야)
<法華4:199b>32)

매
개
모
음

 말 린(他設者)
<楞嚴9:39a>
내 므슴 마 
리오(予何言哉리오)
<맹자4:17b>

친니다려 이 말 
니<한중록,558>
두 사려 이 말을 
며<천로,125a>
(cf. 이왕 지낸 일을 다시 
말을 야 지라
<독립 1897.3.27>33))

친구한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모
음

어미 몯 말 야 
(母嚚야)<小學5:36b>
더브러 말 여 
보고(與共言고)
<飜小10:6b>

우리가 리익이라고 말을 
엿
<독립1896.1.12>

그 후배한테 그런 
말을 해서 

(17) 「X를 하-」의 어간교체

도, 임시적이나마 서술성 명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통은 논항을 요구하지 않
는 실체성 명사로 사용되는 것들이지만 문장에서 서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인 것들 중, 논항
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다.

32) 이는 (17)과 (18)을 통틀어 ‘仁이 머녀 내 仁을 코져 면 仁이 니를리라 니 이 니니라
(仁遠乎哉아 我欲仁이면 斯仁이 至矣니라)’<內訓1:14a>의 예와 딱 두 개만 나타난다. 

33) 이러한 ‘X를 말을 하-’ 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말하-’가 이 시기
에 새롭게 성립되었고 이는 ‘X를 말하-’가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기 분리에 의
해서 ‘X를 말을 하-’가 형성된다고 보는 해석이다. 또 다른 해석은 복합 서술어의 ‘말을 하-’
가 대격 중출의 제약이 약화됨에 따라 대상 논항을 명사구 밖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관형 수식어가 가능한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X를 어떠한 말을 하-’가 가능한 
문법을 가졌다면, 그때는 후자의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진실을 힘든 말을 해’
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전자와 같이 해석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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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자음

모 식이 다  
음식을 더니
<小學6:95b>

장 도부넌 모양을 
거널<女小,124> 컴퓨터를 하구

매개
모음

져근 리어든 수을 
라<救簡6:71b>

텬쥬교 라
<주교요지,69b>
노래  소래 
니<고문진보>34)

백숙을 한

모음 公孫弘이 뵈로 니블을 
야<小學6:128b>

콩  
여<계축상:40b>

대통령을 해 보겠다
National Honor 
Society의 회장을 
하였다

(18) 대용어 ‘하-’의 어간교체

시기별로 (17)은 ‘하~ㅎ1-’ > ‘하’ > ‘하’, (18)은 ‘하’ > ‘하’ > ‘하’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17)과 (18)의 구문은 아주 확실한 몇몇을 제외한 많
은 경우 구별이 쉽지 않다. 이는 어떤 명사든지 결과를 나타낼 때와 과정을 나타낼 
때 서술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35) ‘하-’가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에도 ‘추리의
미’를 가지는데(김창섭 2002:267~268), 이것이 과연 「X를 하-」에서 ‘하-’가 가
지게 되는 ‘투영의미’와36)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김창섭(2002:269)에서도 
사태명사(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는 일반적으로 투영의미를 가지지만, 중동
사 구문(‘하-’가 서술어인 구문)으로의 해석을 유도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추리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추리의미에서 시발되어 투영
의미를 가지는 「X를 하-」가 생겼다고 본다. 이때 그러한 변화는 의미적으로 논항
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구문이 「X하다」와의 관련
성을 통해 문장 전체에 명사의 논항구조가 투사된 것으로 해석 가능해졌으리라 본

34) ‘제 몸을 언 의 므기  듀야 고’와 같은 문장은 대격 중출보다는 어순 재배치 현상
과 보조사 ‘-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5) Grimshaw and Mester(1989)에서 ‘과정’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문법적으로 서술성을 갖고, ‘결
과’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문법적으로 서술성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36) X에서 전이, 전수, 투사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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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37) 이는 선택의 ‘-이나 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자세한 것은 5장에서 통사적 기능을 논하
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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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적 필수적
교체하는 
이형태들 1: 자음어미 2: 자음, 

매개모음어미 3: 모든 어미 재구조화
(모든 어미)

하- 하
하-~ㅎ- 하~ㅎ1  하~ㅎ238) 하~ㅎ3 하~ㅎ4
하-~∅- 하~∅1 하~∅2 하~∅3 하~∅4
하-~ㅎ-~∅- - 하~ㅎ~∅2 하~ㅎ~∅3 하~ㅎ~∅4

<표 1> 어간교체 실현의 유형

5. 어간교체 분석 및 원인 고찰

5.1. ‘하-’의 어간교체의 정리
변화 양상과 상관성이 있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3장~4장까지 살펴본 어

간교체들의 변화를 간결하게 정리해야만 할 것이다. 1장에서 논의한 활용 유형에 따
라 표시하였다. 어사가 해당 시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없음을 표
시하였다. 정리에 앞서 유형을 다룬 <표 1>을 다시 제시하였다. 

※ ‘하~ㅎ/∅1’형: 하나의 환경에서 ‘하-’가 ‘ㅎ-’로도, ‘∅-’으로도 교체

5.1.1. 단어 구성에서의 ‘하-’의 어간교체

3장에서는 크게 선행요소가 서술성 명사류인 경우와 서술성 비명사류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세히 분류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표를 둘로 나눠서 제시할 
것이다. <표 10>은 서술성 명사류+‘하-’의 어간교체의 변화를39), <표 11>은 서
술성 비명사류+‘하-’의 어간교체의 변화를 정리한 표이다.

38) ‘하~ㅎ1’과 ‘하~ㅎ2’는 매개모음이 ‘/으’이던 시기에는 그 활용형만으로는 차이를 알 수가 없
는데, ‘>으’변화가 있고 나서 차이를 알 수 있다. 

39) 진한 색으로 표시된 경우가 선행요소 말음이 장애음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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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근대 현대

상태성 명사류

단음절
고유어

‘흔하다’류 하~ㅎ1 하~ㅎ1 하~ㅎ1-
‘만다>많다’ 하~ㅎ1 하~ㅎ3 하~ㅎ4
‘조다’ 하~ㅎ3+ 하~ㅎ3+
‘올다>옳다’ 하~ㅎ2+ 하~ㅎ3 하~ㅎ4
‘됴다>좋다’ 하~ㅎ3+ 하~ㅎ4 하~ㅎ4
‘착하다’‘다’ 하~∅1 하
‘다>같다’ 하~∅′2+ 하~∅′3 하~∅′4-

한자어 ‘善하다’류 하~ㅎ1 하~ㅎ1 하~ㅎ1-
‘弱하다’류 하~∅1 하~∅1 하

다음절
고유어

‘마땅하다’류 하~ㅎ1 하~ㅎ1 하~ㅎ1-
‘넉넉하다’류‘떳떳하다’류 하~∅1 하~ㅎ/∅1 하~ㅎ/∅1-

한자어 ‘便安하다’류 하~ㅎ1 하~ㅎ1 하~ㅎ1
‘有益하다’류 하~∅1 하~ㅎ/∅1 하~ㅎ/∅1-

명사구 [..만]하다 하~ㅎ1 하 하
[..듯]하다 하~∅1 하 하

동작성 명사류

단음절
고유어 ‘절하다’류 하~ㅎ1 하~ㅎ1- 하

‘슬다’ 하~ㅎ2+ 하~ㅎ3+ 하~ㅎ4

한자어 ‘願하다’류 하~ㅎ1 하~ㅎ1 하~ㅎ1-
‘得하다’류 하~∅1 하~ㅎ/∅1 하

다음절
고유어 ‘장만하다’류 하~ㅎ1 하~ㅎ1 하~ㅎ1

‘생각하다’류 하~∅1 하~ㅎ/∅1 하~ㅎ/∅1
한자어 ‘恭敬하다’류 하~ㅎ1 하~ㅎ1 하~ㅎ1

‘對答하다’류 하~∅1 하~ㅎ/∅1 하~ㅎ/∅1
명사구 [..양]하다 하 하 하

[..노릇]하다 하 하(하~ㅎ1) 하

<표 10> 서술성 명사류 + 하-의 어간교체 변화

<표 10>을 참고하면 어간교체는 서술성 명사류는 ‘만다’, ‘올다’, ‘됴다’, ‘
다, 슬다’와 같은 어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탈락형의 영향력(숫자)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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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근대 현대

부정
‘아니하다’ 하~ㅎ~∅3 하~ㅎ~∅3 하
‘안하다’ 하~ㅎ3 하~ㅎ4
‘못하다’ 하~∅1 하~∅1- 하

-어 하-
상태성 ‘누러하다’류 하~ㅎ~∅2 하~ㅎ~∅3 하~ㅎ~∅4
동작성 ‘깃거하다’류 하~ㅎ1 하~ㅎ1-
동작성 ‘깃버하다’류 하 하

그러하다그리하다 상태성 ‘그러하다’류 하~ㅎ~∅2 하~ㅎ~∅3- 하~ㅎ~∅3
동작성 ‘그리하다’류 하~ㅎ~∅3 하~ㅎ~∅3 하~ㅎ~∅?

중첩 어미구성 ‘[..거나 거나]하다’ 하~ㅎ1- 하 하
‘[..락 ..락]하다’ 하 하 하

<표 11> 서술성 비명사류 +‘하-’의 어간교체 변화

거나 유지된다. 이때 변화의 폭은 상태성 명사류가 동작성 명사류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절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는 것에 반해, 단음절의 경우 
어간교체 양상의 변화가 크다. 

이때 대부분의 단음절 서술성 명사류를 어기로 하는 단어 구성에서 ‘하-’의 어근 
교체는 현대국어에서 화석형에 가까운 형태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극히 소수지만 
몇몇 어사에서는 어간교체가 필수적으로 나타나며 더 이상 ‘하-’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재구조화되어 단일어로 행동하게 된다. 

<표 11>의 ‘서술성 비명사류+하-’는 전반적으로 서술성 명사류에 비해 어간교체
가 많이 나타나고, 시간에 따라 탈락형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어사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형태구조의 공통점이 <표 10>의 ‘서술성 명사류+하-’
에 비해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형태구조의 영향보다는 선행요소의 형식 그 자체의 
유사성의 영향이 큰 듯하다. 특히 ‘누러하다’류와 ‘그러하다’류, ‘아니하다’와 ‘그리하
다’류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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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근대 현대
인용 구문 하~ㅎ1  하~ㅎ1 하

의도·목적구문
-고자 하다 하~ㅎ1 하~ㅎ1 하
-오려 다-려고 하다

하~ㅎ1 하~ㅎ1- 하
하

결과구문
대상선택 하
상태조정 하
자격지정 하 하 하

어순재배치 구문

(-을) -이 하다 하~ㅎ1- 하 하
(-을) -게 하다 하~ㅎ1 하~ㅎ1

(-을) -도록 하다 하 하 하
(-을) -로 하다 하 하 하
(-을) 부사 하다 하~ㅎ1- 하 하

-이나 하다 정도 하 하 하
선택 하 하 하

-를 하다 「X를 하-」 하~ㅎ1- 하 하
대용어 하 하 하

<표 12> 통사 구성에서의 하-의 어간교체 변화

5.1.2. 통사 구성에서의 ‘하-’의 어간교체

통사 구성의 경우 ‘하-’의 교체뿐 아니라 생략까지 포함시킨다면 많은 변화를 겪
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본고의 중점인 어간교체만을 논하자면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상당히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중세에서 현대까지 어간교체 양
상이 ‘하~ㅎ1’형에서 ‘하’형으로 변하거나 ‘하’형 어간교체 양상을 유지한다. 대체로 
‘하~ㅎ1’형이었던 ‘하-’의 교체 양상이 ‘하’형으로 변하는 것은 19세기 무렵이다. 이
는 ‘-고 하-’ 생략 현상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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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어간교체 양상 분석
5.1의 정리를 바탕으로, 각 형태구조별 어간교체를 분석할 것이다. 먼저 어간교체

가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인 중세국어 시기의 어간교체를 바탕으로 <표 10>, 
<표 11>, <표 12>의 구성에서의 ‘하-’를 나누어 보겠다. 그리고 어간교체의 통시
적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유사한 것들을 나눌 것이다. 

5.2.1. 중세국어 어간교체 분석

<표 10>, <표 11>, <표 12>의 어간교체가 어떠한 이형태를 가질 것인지(‘하~
ㅎ’형인지 ‘하~∅’형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안병희(1962)에
서 밝혔듯이 선행요소의 말음이 공명음인 경우에는 ‘하~ㅎ’형의 어간교체가, 선행요
소의 말음이 장애음인 경우에는 ‘하~∅’이 나타난다. 때문에 그러한 어간교체가 어
떤 환경들에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는 곧 <표 1>
의 세로축보다 가로축이 더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를 어간교체 실현 양상에서 탈락형이 나타나는 환경
(혹은 탈락형의 영향력)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세국어에도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하’형: 어간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음.
ㄱ. 동작성 명사구+하-: [..양]하다, [..노릇]하다
ㄴ. 중첩 어미 구성 중 일부: [..락 ..락]하다
ㄷ. 자격 지정 구문

어순 재배치 구문 중 일부: ‘(-을) VP도록 하다’, ‘(-을) NP로 하다’
-이나 하다: 정도, 선택 모두
-를 하다: 중 특히 추리의미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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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 ‘하~ㅎ1-’형과 같이 아주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 어간교체를 겪지 않
는 것들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이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하’형과 ‘하~ㅎ1-’형: 거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음
 ㄱ. ‘동작성 명사구+하-’: [..양]하다, [..노릇]하다

ㄴ. 중첩 어미 구성: [..거나 ..거나]하다 [..락 ..락]하다
ㄷ. 자격 지정 구문
ㄹ. 어순 재배치 구문의 대부분: [예외: ‘(-을) VP게 하다’]
ㅁ. -이나 하다: 정도, 선택 모두
ㅂ. -를 하다: 투영의미·추리의미를 갖는 ‘하-’

이때 단어 구성에서의 ‘하-’는 (1′ㄱ, ㄴ)에서만 어간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반해, 통사 구성은 (1′ㄷ, ㄹ, ㅁ, ㅂ)의 많은 구성에서 어간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하~ㅎ1’, ‘ㅎ~∅1’과 같이 자음어미 앞에서만 어간교체가 일어나는 경
우를 살펴보자. 

(2) ‘하~ㅎ1’, ‘하~∅1’: 자음어미 앞에서만 어간교체가 일어남
ㄱ. ‘상태성 단음절 명사류+하-’의 대부분: 

(예외)‘만다’, ‘조다’, ‘올다’, ‘됴다’, ‘다’
ㄴ. ‘동작성 단음절 명사류+하-’의 대부분:

(예외)‘슬다’
ㄷ. ‘상태성 다음절 명사류+하-’
ㄹ. ‘동작성 다음절 명사류+하-’
ㅁ. ‘상태성 명사구+하-’: [..듯]하다, [..만]하다
ㅂ. ‘못하다’
ㅅ. ‘깃거다’류
ㅇ. 인용구문
ㅈ. 의도·목적 구문: -고자 하다, -오려 다, -려고 하다
ㅊ. 어순재배치 구문의 예외: -게 하다



- 89 -

대부분의 ‘하-’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수에 해당한다. 이
는 단어 구성과 통사 구성에 두루 나타나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변화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유형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이 어간교체의 디폴트값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하~ㅎ2’형, ‘하~∅2’형과 ‘하~ㅎ~∅2’형인데 어간 교체에서 앞선 ‘하~ㅎ’
형과 ‘하~∅’형은, ‘하~ㅎ~∅’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후자는 선행요소만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때 ‘하~ㅎ
2’나 ‘하~∅2’ 유형은 다시 두 가지 유형(2, 2+)으로 나눌 수 있다.

(3) ‘하~∅2’: 어간교체가 자음어미와 매개모음어미에서 일어남
‘상태성 단음절 고유어 장애음 말음+하-’ 중 하나: ‘다’

`
(4) ‘하~ㅎ2+’: 자음어미 앞에서 필수적으로, 매개모음어미 앞에서 수의적

ㄱ. ‘상태성 단음절 고유어 공명음 말음+하-’ 중 하나: ‘올다’
ㄴ. ‘동작성 단음절 고유어 공명음 말음+하-’ 중 하나: ‘슬다’

이 두 유형은 (3)에 비해 (4)에 속하는 것들은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형이 아
닌 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올코’, ‘*슬코’). (3)과 (4)의 이러한 차
이는 선행요소 말음에 말미암는 것으로 보인다. 

(5)는 ‘하~ㅎ~∅2’형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을 가지는 것들로, 자음어미 앞에서 
‘Xㅎ-’로 매개모음어미 앞에서 ‘X-’로 교체한다. 

(5) ‘하~ㅎ~∅2’: 자음어미 앞에서 ‘하~ㅎ’, 매개모음어미 앞에서 ‘하~∅’
ㄱ. 상태성 ‘-어 하-’인 ‘누러다’류
ㄴ. (상태성) ‘그러하다’류

이들은 모두 형용사이며 형태가40) 유사하다.

40) 형태구조가 아님에 주의해야한다. ‘그러’, ‘어드러’, ‘아라’ 등은 어미 ‘-어’와는 무관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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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모음어미까지 탈락형이 나타나는 ‘하~ㅎ3’과 ‘하~ㅎ~∅3’형을 각각 살
펴보겠다. ‘하~ㅎ’형의 어간교체는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 앞에서는 수의적인 것에 
반해 자음어미 앞에서는 필수적이다. 즉 ‘하~ㅎ3+’의 어간교체이다. 반면 ‘하~ㅎ~
∅3’은 자음어미 앞에서 ‘하~ㅎ’, 매개모음어미와 모음어미 앞에서 ‘하~∅’의 교체를 
보인다.

(6) 하~ㅎ3+: 자음어미 앞에서 필수적,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 앞에서 수의적
‘상태성 단음절 고유어+하-’ 중 일부: 조다, 됴다

(7) 하~ㅎ~∅3: 자음어미 앞 ‘하~ㅎ’, 매개모음, 모음어미 앞 ‘하~∅’
ㄱ.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
ㄴ. (동작성) ‘그리하다’

(6)은 (4)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7)은 (5)와 비슷하게 형태의 유사
성이 눈에 띄는 점이다. 

이상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어간교체는 
주로 통사 구성에서의 ‘하-’보다 ‘단어 구성에서의 하-’에 일어난다. 단어 구성에서
도 통사적인 구가 선행요소로 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간교체가 잘 일어나지 않
는다. 

어간교체가 일어나더라도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어간교체가 일어나는 환
경은 자음어미 앞과 매개모음어미 또는 모음어미 앞 간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음어미 앞에서만 어간교체가 일어나는 유형과 그 이외의 환경에서도 어간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
다. 

첫째, 자음어미 앞 이외의 환경에서 어간교체가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고유어이
다. 둘째, 자음어미 앞 이외의 환경에서 어간교체가 일어나는 것들은 ‘다’를 제
외하고 모두 선행요소가 공명음 말음을 가진다. 셋째, 자음어미 앞 이외의 환경에서 
(4)의 ‘슬다’와 (7)을 제외하면 자음어미 앞 이외의 환경에서 어간교체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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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은 모두 상태성을 가진다. 셋째, (5)와 (7)을 제외하면 자음어미 앞 이외의 
환경에서 어간교체가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단음절이다. 

5.2.2. 어간교체 실현 양상의 변화 분석

앞서 5.2.1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떠한 이형태로 교체하느냐보다는 어떠한 환경에
서 교체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어간교체가 나타나는 환경이 증가
한 경우 혹은 어간교체의 필수성이 강해진 경우’와 ‘어간교체가 나타나는 환경이 줄
어든 경우’, ‘어간교체가 나타나는 환경이 그대로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8) 어간교체가 나타나는 환경이 증가한 경우
ㄱ. 상태성 단음절 고유어 일부: ‘만다’, ‘올다’, ‘됴다’, ‘다’
ㄴ. 동작성 단음절 고유어 중 ‘슬다’
ㄷ. 부정 서술어 ‘안하다’
ㄹ. 상태성 ‘-어 하-’: ‘누러다’류
ㅁ. (상태성)‘그러하다’류
cf. (동작성)‘그리하다’류

이들은 모두 (3)~(7), 즉 중세국어에서 자음어미 앞 이외의 환경에서도 어간교체가 
일어나는 것들과 ‘아니하다’를 제외하면 거의 일치한다.41)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나아가 단음절의 예외가 더 줄었다. 

어간교체가 나타나는 환경이 늘어난 경우는 현대국어에서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어간교체가 더 이상 ‘교체’가 아니고 모든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된 경우는 단일어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보아야한다. (8ㄱ, ㄴ, ㄷ, ㄹ)이 이
렇게 재구조화된 반면, (8ㅁ)과 참조는 아직 재구조화되지 않아 어간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전자에는 선행요소가 다른 단어에서 전혀 쓰이지 않게 되었다는 공통
41) 그조차도 사실 ‘아니하다’에서 ‘안하다’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외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하

다’의 경우 ‘하-’가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것은 줄었다는 점에서는 어간교체가 일어나는 환경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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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음절수 어종 선행 말음
상태성 단음절 고유어 공명음 ‘흔하다’류
상태성 단음절 한자어 공명음 ‘善하다’류
상태성 단음절 한자어 장애음 ‘弱하다’류
상태성 다음절 고유어 공명음 ‘마땅하다’류
상태성 다음절 고유어 장애음 ‘넉넉하다’류
상태성 다음절 한자어 공명음 ‘便安하다’류
상태성 다음절 한자어 장애음 ‘有益하다’류
상태성 명사구43) 명사구 공명음 [..만]하다
상태성 명사구 장애음 [..듯]하다
동작성 단음절 고유어 공명음 ‘절하다’류
동작성 단음절 한자어 공명음 ‘願하다’류
동작성 단음절 한자어 장애음 ‘得하다’류
동작성 다음절 고유어 공명음 ‘장만하다’류
동작성 다음절 고유어 장애음 ‘생각하다’류
동작성 다음절 한자어 공명음 ‘恭敬하다’류
동작성 다음절 한자어 장애음 ‘對答하다’류
- 단음절 고유어 장애음 ‘못하다’
- 중첩 어미 구성 공명음 ‘[..거나 ..거나]하다’

<표 13> 단어 구성에서의 ‘하-’ 중 1형 어간교체 양상 어사의 변화 

점이 있다.
반면 어간교체가 나타나는 환경이 줄어든 것은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2)의 ‘하

-’(‘하~ㅎ1’ 또는 ‘하~∅1’형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을 가지던 것들)의 어간교체가 
없어지거나, 관용적인 표현에서 제한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42) 그렇다면 
그 결과가 ‘하~ㅎ1-’형 또는 ‘하~ㅎ/∅1-’형인 것들과 아예 어간교체가 나타나지 
않는 ‘하’형인 것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어간교체가 부자유스
럽지 않고 어느 정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시켜 살펴보겠다. 

42) (3)~(7)과 같이 매개모음이나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교체가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어간교체
가 일어나는 환경이나 필수성이 더 높아졌다. 

43) 명사구와 중첩 어미 구성은 음절수와 어종과 무관하여 ‘명사구’로 두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다
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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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하기에는 어사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이 경우에는 <표 10>, <표 11>의 
해당 부분을 골라 진하기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표>로 나타낸다면 공통점을 
포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진한 것은 어간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 연한 
것은 제한적이나마 존재하는 것, 하얀 것은 여전히 비교적 자유롭게 어간교체를 하
는 것들이다.44) <표 13>을 보면 먼저, 동작성 사태를 나타내는 단어 구성에서의 
‘하-’가 상태성 사태를 나타내는 것보다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교체가 자유롭게 나
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선행 요소가 다음절인 경우가 단음절보다 더 어간교
체가 많이 나타나고, 한자어인 경우가 고유어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선행요소 
말음을 제외하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 자음어미 이외의 환경에서 어간교체가 
나타나는 어사들의 특징과 정반대이다. 

반면 통사 구성에서의 ‘하-’는 모두 현대국어에서 어간교체를 하지 않는다. 이는 
<표 13>에서도 중첩 어미 구성이나 명사구가 선행요소로 올 때, 어간교체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내부적으로만 통사 구성이더라도) 일부라도 통사 구성
으로 인식될 때에는 현대국어에서는 어간교체를 더는 하지 않는다. 

5.3. 어간교체의 원인 고찰 
앞서 5.1을 바탕으로 한 5.2의 분석에서 ‘하-’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과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찰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런 요소들이 왜 
어간교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5.3.1. ‘하-’의 어간교체와 문법화

‘다른 용언 어간들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간교체가 왜 ‘하-’에서만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가 다른 용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
44) ‘넉넉하다’ ‘대답하다’ 등의 동사에 나타나는 ‘넉넉치’를 고려하면, 현대국어에서는 ‘하~ㅎ’형의 

어간교체가 훨씬 생산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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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중세국어의 ‘-’의 ‘ㆍ’가 음운론적으로 약모음이기 때문에 ‘ㆍ’가 탈락
한다는 것은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안병희
(1962)에서 지적했듯이 ‘-(蹴)’와 같이 ‘ㆍ’를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어간이라고 
해도, ‘-’와 같은 어간교체를 겪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하-’가 겪는 어간
교체의 원인이 ‘하-’의 잉여적인 기능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하-’의 통사적 기
능은 어떻게/얼마나 일반적인 용언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단어 구성에서의 하-’와 ‘통사 구성에서의 하-’로 나누었고, 2.2에서 
단어 구성의 ‘하-’는 분리가 불가능하고45) 해당 구성의 논항을 부여하는 서술성이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 전체 또는 선행요소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단
어 구성에서의 ‘하-’는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서술성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하-’에 
해당한다. 이때의 ‘하-’를 서정수(1975)에서는 ‘형식동사’, 양명희(1990)에서는 ‘서
술성 완결’의 기능을 갖는 ‘하-’, 김창섭(2002)에서는 접미경동사46)로 보았는데, 이
들은 모두 자기 자신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에 비해 통사 구성에서의 ‘하-’ 는 ‘하-’가 논항을 부여하거나 다른 단어를 대
신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주로 대용어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그러나 역시 어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듣다, 보다, 때리다’와 같은 일반적인 동사
에 비해서는 의미적으로 불완전하다. 즉 대용어 ‘하-’는 닫힌 집합을 형성하는 ‘대
형식(proform)’의 일부이다. 

이들은 단어나 형태소를 크게 내용어와 기능어, 혹은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로 나
눌 때 기능어나 문법 범주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기능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그것
을 알 수 있다. 

(9) Crystal(2008:203)의 ‘Function Word’
A term sometimes used in word classification for a word whose role is 

45) 물론 ‘철수는 수학을 공부 안 하고’, ‘수학 및 영어 연습하다’등 「X하-」구성은 일부 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46) 엄밀하게 말하면 김창섭(2002)에서는 ‘그러하다’, ‘노라하다’ 등 서술성 비명사류 + ‘하-’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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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ly or wholly grammatical, e.g. articles, pronouns, conjunctions. Several such 
terms exist for this notion (e.g. form word, grammatical word, functor, empty 
word); all contrast with the lexical words in a language, which carry the main 
semantic content.47)

이와 관련하여 기능어(function word) 혹은 문법적인 단어(grammatical words)
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능어가 내용어(content word)와 
그 음운론적 지위가 같지 않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Zwicky 1970, 
Selkirk 1972, 1996,  Kaisse 1985 등). 기능어는 Selkirk(199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운론적 표상(phonological representation)에서 운율론적 단어(prosodic 
word)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그로 인해 축약이나 탈락 혹은 동화의 대상이 된다.48)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하-’가 기능어라면 내용어인 다른 용언들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간 탈락 현상을 겪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하-’가 모두 똑
같이 기능어라는 설명은 두 구성에서의 어간교체의 차이도 설명해주지 못하고, 통사 
구성에서의 ‘하-’는 의미적인 논항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포착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법화에 대한 Bybee(2011)의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문법화란 ‘언어 항목의 문법성의 증대를 지향하는 과정49)’(Himmelmann 2004:26)
으로 비문법적인 요소(어휘적인 요소)가 문법적인 요소가 되거나, 문법적인 요소가 
더욱 문법적인 요소가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Kuryłowicz 1975). Bybee(2011)에서
는 이러한 문법화의 점진성을 논의하면서, 공시적인 범주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

47) 그 역할이 거의 혹은 완전히 문법적인 단어를 분류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예를 들어 관사, 대
명사, 접속사가 있다. 이 개념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가 여럿 존재한다.(예를 들어, form word, 
grammatical word, functor, empty word); 이들은 모두 주요 의미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실질
어(lexical word)와 대립한다. 

48) 그러나 이것은 Shi et al.(2005)에서 지적하듯 통사론적 범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 
기능어가 보통 높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도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Shi et al.(2005)의 실험 결과와 같이 고빈도수만의 영향은 아니고, 통사론
적 범주 역시 음운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즉, 두 요소가 모두 영향을 미치
는 것이다.

49) ‘Directional processes leading towards greater grammaticality of linguistic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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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점진적이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면, 단어 구성에
서의 ‘하-’와 통사 구성에서의 ‘하-’는 문법 범주와 어휘 범주의 중간에서 서로 다
른 정도로 문법적이라 할 수 있다. 문법화는 음성적 축약을 동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에 따라 여러 ‘하-’의 어간교체 양상의 차이를 문법화 정도의 차이로 설
명할 수 있다.50) 

문법화 이론에 따르면 ‘하-’가 포함된 구성이 한 단위로 자주 사용될수록 음성적 
축약이 더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더 이상 ‘하-’의 어간의 일부가 
탈락한 탈락형 이형태가 형성되는 것과 이 탈락형으로의 어간교체가 생산적이지 않
다. 예를 들어 ‘스마트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때, ‘*스마트치’, ‘*스마트케’와 같
은 활용형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난 ‘ㆍ>ㅏ’의 변화
와 관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ㆍ’의 경우 약모음으로 다른 용언 어간에서도 모음어
미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등 잘 탈락하는 것에 반해, ‘ㅏ’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하
-’에서 ‘ㅏ’를 탈락시켜 ‘ㅎ-’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으리라 본다. 이와 반
대로 이미 근대국어에서 ‘X흐니’나 ‘X하’ 등과 같이 매개모음이나 모음어미 앞에서
도 어간교체를 겪던 것들은 그대로 어간의 일부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하-’의 어간교체를 문법화로 설명하는 
것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 절에서 분석한 결과가 ‘하-’의 문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기에, 서로 다른 어간교체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3.2. 형태 구조와 어간교체의 상관성

먼저 5.2에서 보았듯이 단어 구성인지 통사 구성인지 여부는 어간교체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본 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 

50) 그러나 앞서 단어 구성에서의 ‘하-’와 통사 구성에서의 ‘하-’는 중세국어에서부터 이미 독립적
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문법 변화는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는 문법화의 단일방향성을 고려할 때, 중세 이전 어느 시기에 이들이 통사 구성에서 단어 구성
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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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왜 중세국어에서도 통사 구성에서는 매개어미나 모음어미 앞에서는 어간교
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이고, 두 번째 질문은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교체도 통
사 구성 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이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Bybee(2011)의 ‘한 단위인 정도(degree of 
unithood)’에 따른 영향이다. Bybee(2011)에서는 ‘덩어리(chunk)’라는 개념으로 함
께 저장되고 처리되는 단위를 설명하였는데, 어떤 언어 구성은 많이 사용됨에 따라 
덩어리화(chunking)된다. 이러한 덩어리들은 음성학적으로 신경운동학적 동작의 반
복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게 되어, 조음상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반면 시간상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 즉 음성적 축약을 겪는다. 

‘하-’가 관계한 단어 구성은 앞서 제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하나의 단어와 같이 
행동하는 등, 덩어리를 이루었다는 것이 자명하다. 반면 통사 구성에서의 ‘하-’ 역
시 단어 구성에서의 ‘하-’에 비하면 한 단위인 정도가 낮지만, 덩어리를 이루는 것
으로 볼 수 있다.51) 완전히 담화 상황에 의존하는 일부 ‘하-’를 제외하고는  문장
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요소나 구조에 기반하여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통사 구성 내에서도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교체 실현 양상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러한 해당 덩어리 안의 긴밀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에서 
인용구문과 의도·목적 구문, 어순 재배치 구문에서 어간교체가 일어나다. 이때 전자
의 두 구문은 정연주(2015)에서 밝혔듯이 구문이 덩어리로 완전히 정착되어 서술어
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어순 재배치 구문에서의 ‘하-’는 선행하는 ‘VP-옴/오’
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덩어리의 긴밀성을 보여준다. 또한 수치적으로 보이지는 못하
였으나, 통사 구성의 빈도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51) 이와 관련하여 정연주(2015)는 이러한 통사 구성에서의 ‘하-’ 중 일부를 덩어리로서의 구문을 
이루는 요소로 보고, 기존의 대용어로 분류되었던 많은 ‘하-’를 자리채우미와 대용어로 나누었
다. 정연주(2015:216)의 자리채우미 ‘하다’는 빈자리들을 갖는 구문에 기반하여 언어 형식이 
들어갈 서술어 자리를 형식적으로 채우는 요소이고, 대용어로서의 ‘하다’는 담화 상황에 기반하
여 파악되는 동작적 내용을 추상적으로 대신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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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분석 가능성과 어간교체의 상관성

앞서, 자음어미 앞 이외의 환경에서도 어간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하-’[(3), 
(4), (5), (6), (7)]들의 특징으로 선행요소가 고유어, 공명음 말음, 상태성, 단음절
인 경우를 분석하였다. 이 중 공명음 말음 선행요소를 가진 ‘하-’가 더 많은 환경에
서 어간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ㅎ’형의 교체가 ‘하~∅’형의 교체보다 선호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52) 그러나 공명음 말음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얼마
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가와 관련된다. 특히 이 구성들의 분석 가능성이 중요하다. 
분석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구성요소의 원래 의미와의 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곧 화자들이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먼저 어종과 분석 가능성과의 연관성을 고찰해 볼 것이다. 한자어의 경우, 형태소 
경계가 고유어에 비해 명확하고, 과거에는 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한자어를 분석하는 것이 고유어를 분석하는 것보다 쉽다. ‘만다’와 ‘善다’ 중에 
후자가 더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음절수와 관련하여, 단음절에 비해 다음절이 더 자립성이 높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국어에서는 한자 2 자 구성이 되어야 비로소 단어가 될 자격을 갖는다는 점
(김창섭 2001b:119)에서 다음절은 자립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립성이 없거나, 해당 구성 외에 다른 곳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은 원래 의미와
의 관계가 약해진다. 따라서 전체 구성의 일부로 해석되기가 쉽고 이로 인해 분석 
가능성이 떨어진다.53) 예시로 ‘노라다’와 ‘그러하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노
다’류의 선행요소인 색채 형용사 ‘노-’, ‘누르-’ 등 중에 양성모음형 색채 형
용사가 사멸하였다고, ‘*허여’가 ‘희+어’로 분석할 수 없는 등 선행요소의 분석가능
성이 떨어졌다. 때문에 완전히 한 단위로 굳어져 내부구조가 없어졌다. 따라서 재구
조화되어 하나의 단일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구조화를 겪는 
52) 선호되는 이유는 아마도 ‘하’ 전체를 탈락한 형태(∅-)로 교체하는 것에 비해 모음만 탈락시킨 

‘ㅎ-’로 교체하는 것에 비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래 ‘하~∅’형 교체를 보였던 
‘넉넉하다’류가 ‘하~ㅎ’형 교체를 보이게 된 것 역시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다.

53) 정경재(2015)에 따르면 자립성이 낮을 경우 인지적 융합을 잘 일으켜서 재구조화를 겪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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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 ‘만다’ 등 역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선행요소가 상태성 서술성 명사류거나 형용사 등이어서 전체 구성이 

형용사로 기능하게 된다면, ‘하-’의 분석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 외에 다른 많은 문
장에서 ‘하-’는 보통 동사로 기능하는 것처럼 ‘하-’의 원래 서술성은 동작성이다. 
따라서 단어의 구성요소인 ‘하-’는 원래 의미와 ‘하-’와의 관계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대국어에서 자음어미 앞에서 일어나는 어간교체의 조
건이 매개모음어미와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교체 실현 조건과 정반대인 이유도 설
명할 수 있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어간교체나 탈락형 형성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 분석 가능성이 낮은 어사들은 탈락형으로 교체할 경우, 본구성이 뭐였는
지 알 수 없게 된다. 그에 비해 분석 가능성이 높은 어사는 선행요소가 다른 문맥에
서 쓰인 것과의 관련성을 통해 해당 요소와 ‘하-’의 결합형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음어미에서 부분적이나마 어간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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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하-’의 어간 탈락 현상과 관련하여 어간교체의 통시적 변화를 기술하
고 그 원인을 고찰하여 보았다. ‘하-’는 형태구조에 따라 어간교체가 달리 나타나는
데, 기존의 연구에서 ‘하-’의 기능에 따라 기능부담량이 달라 어간교체가 서로 다르
게 일어난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렇게 각 형태구조에, 혹
은 공시태와 통시태에 산재되어 있던 ‘하-’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합하여 각 기능
의 어간교체를 통시적로 개괄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능이 없으니 탈
락한다.’는 막연한 설명을 보다 정밀하게 증명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하-’를 형태 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크게 단어 구성에서의 ‘하-’와 통사 
구성에서의 ‘하-’로 나누어 어간교체를 살펴보았다. 이때 ‘생각하지, 생각지, 생각치’
에서와 같은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교체와 ‘노, 노’과 같은 매개모음어미와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교체가 서로 다른 속성을 보였다. 전자가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인 반면 후자는 반드시 전자가 일어난 구성에서만 일어났다. 모든 어
간교체는 단어 구성에서 보다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후자의 변화는 그 중에서도 몇
몇 어사에서만 일어났다. 이러한 각 구성에서의 ‘하-’의 어간교체의 차이를 본고는 
문법화의 기제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장별로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를 형태
구조에 따라 분류하였다. 크게 단어 구성에서의 ‘하-’와 통사 구성에서의 ‘하-’로 
나누었다. 이때 통사 구성은 화자의 인식 속에 덩어리로 자리 잡은 구문을 의미한
다. 단어 구성에서의 ‘하-’는 서술성이 선행요소와 결합하여 문법적인 서술어를 이
룬다. 이때 「X를 하-」의 경우 문법적인 서술어를 이룬다는 점은 단어 구성에 가
깝지만, 「X하-」에 비해 내부적으로 통사적 구에 가깝기 때문에 통사 구성으로 다
룬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류한 ‘하-’ 중 단어 구성에서의 ‘하-’의 어간
교체를 기술하였다. 이들을 선행요소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명사류와 비명사류로 나
누고, 비명사류는 다시 선행요소의 상태와 음절수, 어종에 따라 유형화하여 살폈다. 
전반적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 모두 선행요소의 사태가 상태성인 경우,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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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 경우 더 탈락형이 많이 나타나는 어간교체가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탈락형이 
줄어드는데 일부 단음절 상태성 명사류와 ‘누러다’류는 오히려 본래 형태(비탈락
형)로 교체하지 않게 되었다. 

제4장에서는 통사 구성, 즉 구문에서의 ‘하-’의 어간교체를 기술하였다. 자음어미 
앞에서는 탈락형이 나타나던 중세국어에 비해 현대국어에서는 전혀 탈락형이 나타
나지 않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그 어간교체를 정리하고 탈락과 어간교체가 생산적이
던 중세국어에서 어간교체의 실현 양상에 따라 ‘하-’를 분류하고, 같은 정도의 실현 
양상을 보이는 것들의 공통점을 찾았다. 통사 구성에서 보다 단어 구성에서 어간교
체가 많이 나타났다. 자음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어간교체와 매개모음과 모음어미 앞
에서 나타나는 어간교체는 성격이 차이가 있었다. 후자의 어간교체 양상을 보이는 
경우 고유어, 단음절, 상태성, 공명음 말음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나아가 이
들은 통시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통사적 기능, 분석 가능성과의 상관성을 통해 어간교체
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하-’가 기능어 또는 문법적 단어인 것이 이러한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과 탈락형으로의 어간교체를 겪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단어 구성에서의 ‘하-’와 통사 구성에서의 ‘하-’는 모두 어휘적 내용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어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는 이들간
의 차이를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능어와 내용어가 이분법적으로 구
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Bybee(2011)의 문법화를 바탕
으로 문법화된 정도에 따라 어간교체가 달리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단어 구성의 
자리채우미는 가장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휘적 의미가 적고 문법
적이다. 그에 비해 통사 구성에서의 ‘하-’는 단어 구성에서의 ‘하-’에 비해서는 느
슨한 덩어리의 일부로 덜 문법적이다.  

형태구조나 어종과 음절수에 따른 자립성은 분석가능성 측면에서 ‘하-’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분석이 가능할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예 분석을 하지 않고 전체를 내용어로 보고 어간 
탈락을 겪은 꼴을 재분석 하거나, 오히려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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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미가 기능어인지 조차 알 수 없어져 탈락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는 그 범위가 광대하여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가 많다. 다

루지 못한 ‘하-’가 존재하는데, ‘-로 하여(금)’과 ‘-어야 하-’의 ‘하-’가 대표적이
다. 또한 ‘하-’를 문법화로 다루면서, 전체 구성의 어휘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
도있게 고찰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4장에서 다룬 어순 재배치 구문에서 비롯된 ‘부
사+하-’ 구성이 어휘화되는 과정을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통사론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서술성의 정의와, 「X를 하-」와 완전히 담화 상황에 기반하여 추리의미를 
형성하는 ‘-를 하-’를 구분하는 것이 부족함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경재(2015), 
김지숙(2004)에서 지적한 ‘-지’, ‘-게’ 등 자음어미 중에서도 일부 어미 앞에서 어
간 탈락 현상이 널리 나타나는 것을 경향성으로는 확인하였으나, 수치화하여 증명하
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에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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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achronic Study on Alternation of Korean Verb ‘ha-’
Yoon, Yejin

In Korean, a verb ‘ha-’ has extremely high frequency. In addition, 
‘ha-’ features an unusual allomorphic alternation. For instance, ‘daedapha-’ is 
alternated to ‘daedap-’ or ‘daedaph-’ when it is used in ‘daedapji’ and 
‘daedapchi’’. This kind of alternation does not appear on other verbs. It has 
been mentioned in preceding researches, including those of Ahn (1962), Lee 
(1986) and others, that the alternation of ‘ha-’ is concerned with the syntactic 
function of ‘ha-’. However, this hypothesis is yet to be researched thoroughly. 
Thus I would like to refine the hypothesis and prove its validity.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llustrate the alternation and its diachronic changes of 
verb ‘ha-’.

In chapter 2, I will summarize previous researches and classify ‘ha-’. 
It is difficult to assert how ‘ha-’ functions in various constructions. Therefore, 
I have classified ‘ha-’ by two major categories based on its morphological 
structure: ‘ha-’ in morphological construction(word) and ‘ha-’ in syntactic 
construction. The criterion for classifying into two categories depends on 
whether the argument structure of the ‘ha-’ sentence is assigned by the whole 
construction or by ‘ha-’ itself. In addition, I have used various features of 
words and phrases from the work of Haspelmath (2010). 

The alternation of ‘ha-’ in morphological construction will be presented 
in chapter 3 and that of ‘ha-’ in syntactic construction will be presented in 
chapter 4. It appears that ‘ha-’ of morphological construction alternates to 
reduced form more often than that of syntactic construction. Moreov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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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several differences within ‘ha-’s in various morphological constructions. 
‘ha-’ in [+static] event construction tends to be alternated in more 
environments than [-static] ones during alternation. The number of syllables 
and final coda of ‘ha-’’s precedence element also affects the alternation: ‘ha-’ 
with monosyllabic precedence element goes through alternation in more various 
environments than polysyllabic one. Also, ‘ha-’ with sonorant final coda 
precedence can also be alternated when placed in front of union vowel endings 
or vowel endings.   

The function of ‘ha-’ makes the alternations of ‘ha-’ unique among 
alterations of other verbs. It appears that ‘ha-’ has no lexical meaning by itself 
and the meaning of ‘ha-’ is determined by other elements of the sentence (or 
context, discourse etc.). In this sense, ‘ha-’ is supposed to be a kind of 
‘function word’ or ‘grammatical word/category’. According to Bybee(2011), 
lexical and grammatical categories are not discretely distinct from one another. 
Because there are various instances in which those two categories are 
co-related, the classification could only be gradual. Therefore, even though 
both ‘ha-’ in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onstructions are rather grammatical 
than lexical, there is certain difference between them: the 
former(morphological) is more grammatical than the latter(syntactic). 
Furthermore, what makes the former ‘ha-’ alternate more often to reduced 
form is the difference of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ha-’ construction is 
more likely to be grammaticalized if the structure is single-unithood and shows 
low analyzability.  

Key Words: ‘ha-’, alternation, diachronic change, word, middle Korean,  
grammaticalization, morphophonology

Student Number: 2014-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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