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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 논문은 한국어의 ‘뿌리 붙은 채’  ‘뿌리째’ 구성의 통시성

을 연구한 것이다. 이들은 다 15세기 한국어의 명사 ‘자히’  그 축약형 ‘재’
에서 비롯한 것이다. 한국어의 이 두 가지 구성에 참여하는 ‘채’와 ‘째’
는 공간  방언분화에 의하여 音相이 다소간 달라진 것이 표 어로 받아들

여졌기 때문에 이원 인 모습으로 실 되었다. ‘VP-은 재’ 구성의 ‘재’는 별

다른 큰 변화 없이 한국어에까지 이어져 온 데 비하여, ‘NP(-ㅅ) 재’ 구
성의 ‘재’는 근 한국어 시기에 명사의 성격을 그 로 유지하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문법형태화하여 조사 ‘-재’로도 변화하여 큰 차이를 보 다.
‘VP-은 재’ 구성이 일부의 ‘NP(-ㅅ) 재’ 구성과 의미상 상통하는 면이 있음

도 확인되었다. 한 근 한국어의 명사 ‘재’류와 조사 ‘-재’류는 한편으로는 

‘조쳐’(兼)  ‘조차’(兼), 그리고 ‘아오로’(幷), ‘암질러’(和, 一發) 등의 부사어

들과 일정한 계를 가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법형태화한 ‘-지’, 
‘-지히’, ‘-조차’ 등의 조사들과 일정한 계를 가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15세기 문헌에서는 ‘VP-오-ㄴ {자히, 자히셔}’ 구성은 보 으나 ‘NP(-ㅅ) 
자히’ 구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15세기 문헌에서도 선어말어미 ‘-
오/우-’가 통합하지 않은 ‘VP-은 자히’의 구조로 변하기도 하고, ‘자히’는 축

약형 ‘재’로 나타나기도 하 다. 16세기 문헌에서부터는 ‘NP(-ㅅ) 재’ 구성이 

새로이 등장하 지만 그 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의 문헌에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KRF-2008-005-J01901). 한, 이 논문은 필자가 <국어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

술 회>(2009. 12. 19.)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 로 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다. 유익한 조언을 해 

 여러 분께도 감사드린다.
** 서울 학교 인문 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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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매우 많은 들이 찰되었다. 명사구 보문 구성인 ‘VP-은 재’는 의미상 

구체 인 데 비하여, 명사구인 ‘NP(-ㅅ) 재’는 상 으로 추상 이라는 차이

를 보 다. 
‘NP(-ㅅ) 재’ 구성의 ‘재’의 성격은 白話語彙 ‘連’이 번역되는 양상과 련

지어 검토되었다. 명사 ‘재’가 참여한 ‘NP(-ㅅ) 재’ 구성은 “NP 상태 그 로”
의 의미([변함없는 상태]의 의미)나 “NP를 곁들인 상태(로)”의 의미([곁들임]
의 의미)를 가지며, 조사 ‘-재’가 참여한 ‘NP-재’ 구성은 “{심지어, 게다가} 
NP까지도”나 “NP마 ”의 의미([양보]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 외에, 자는 

통사 으로 ‘NP-{이, } VP-은 재’ 구성으로 달리 표 될 수 있으나 후자는 

 그 지 못하다는 사실과, 후자의 경우 근 한국어에서 1인칭 명사 

‘나’와 통합할 때 그 통합체가 ‘날재’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특히 시되었다. 
‘VP-은 재’ 구성은 이미 근 한국어 시기에 명사 ‘재’ 뒤에 조사 ‘-로’가 더 

통합하는 것이 꽤 많이 보 지만, ‘NP(-ㅅ) 재’ 구성의 명사 ‘재’에는 19세기 

말까지 조사 ‘-로’가 통합한 가 극히 드물게만 보 다. 근 한국어 시기에 

합성명사 ‘통’(都)가 새로이 출 한 것처럼 새로운 합성부사 ‘ 재’(一竝)
와 ‘온재’(全)가 새로이 출 하 다. 조사 ‘-재’는 19세기 이후 쇠퇴하여 

한국어에는 그 흔 을 남기지 않게 되었다. 그 자리를 체하기 시작한 것이 

조사 ‘-’ 다. 조사 ‘-’는 부사 ‘’에서 문법형태화한 것이었다.

핵심어: 통시성, 축약형, 공간  방언분화, 문법형태화, 명사구 보문 구성, 
명사구, 백화어휘, 통합체, 합성명사, 합성부사

1. 문제의 제기

이 은 한국어의 ‘뿌리 붙은 채’  세한국어의 ‘불휘 조 재’(連根) 구

성과 ‘뿌리째’  ‘불휫 재’(連根) 구성의 通時性을 천착함을 목표로 한다. 이 두 

가지 구성에 참여하는 ‘채’  ‘재’, 그리고 ‘째’  ‘재’는 한국어에서 音相이 

다소간 달라진 것이 표 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동질 인 존재가 공간 으로 

분화된 방언형이라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 던 듯하다. 이 에서는 특히 

‘불휫 재’ 구성의 통시  변천 양상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 ‘NP(-ㅅ) 재’ 구성의 

‘재’가 근 한국어 시기에 명사의 성격을 그 로 유지하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

는 문법형태화하여 조사 ‘-재’로도 변화하 기 때문이다.

지 까지 한국어의 ‘ 로, 만큼, 만치’ 등이 참여하는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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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배운, 가르친} # 로

     a’. {배움, 가르침}+ 로

     b. {배운, 가르친} # 만큼

     b’. {배움, 가르침}+만큼

     c. {할, 하는} # 만치 

     c’. {하리, 하느니}+만치  

  

의 두 부류[즉, (1a, b, c)의 명사구 보문 구성과 (1a’, b’, c’)의 명사구( 는, 조사구)]로 이

해되어, 의 학교문법에서는 (1a, b, c)에 참여하는 ‘ 로, 만큼, 만치’는 명사로, 

(1a’, b’, c’)에 참여하는 ‘ 로, 만큼, 만치’는 조사로 악하는 이원 인 태도를 취

하 다.

이와는 달리, 일원 인 태도를 취하는 학자들도 지만 없지 않았다. 표 으

로, 허웅(1995)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허웅(1995: 1350~1351)에서는 ‘ 로’와 

‘만큼, 만치, 만침, 만’ 등에 하여 이 두 부류의 구성에 한 해석가능성을, 

(2) a. 형사형(매김꼴)1)에 붙는 것은 형식명사(매인이름씨)로 보고, 명사(임자씨)

에 붙는 것은 토씨로 보는 방법

   b. 둘 다를 조사(토씨)로 보는 방법 

   c. 둘 다를 형식명사(매인이름씨)로 보는 방법

의 셋으로 제시하고서, ‘한 꼴 한 뜻을 가진 언어형태는 되도록 말본 풀이에 있어

서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말본의 풀이가 간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분포를 기 으로 하여 그들의 성격이 동질 이라고 간주하

여 다 형식명사인 것으로 악하 다. 즉, (2c)의 해석 방법을 택하 다.2)

그런데 ‘채’와 ‘째’에 하여, 허웅(1995: 271~277)는 “‘한  학회: 우리말 큰사

’에는 ‘채(로)’는 매김꼴 다음에 쓰이고, 임자씨 다음에서는 ‘째(로)’가 쓰이는 

 1) 임홍빈(1982: 397~398)에서처럼 선행요소를 형사형이 아니라 동명사로 악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2) 박진호(1994)에서도 한국어와 세한국어의 ‘만’, ‘뿐’, ‘따름’ 當形들이 다 명사일 가

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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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솔의 ‘우리 말본’에는 ‘채(로)’만 거두어져 있다.”고 하면서 

방언분화형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둘을 ‘채(로)’로 수렴하여 다음 (3)의 것

들을 다 부사성 형식명사(어 씨 같은 매인이름씨)인 것으로 악하 다.  

(3) 나무가 뿌리 채 뽑혔다.(임자씨-어 말)

   호랑이가 꼬리를 늘어뜨린 채 도망했다.(매김꼴-어 말)

   모든 것이 고스란히 얼음 에 잠겨진 채 다.(매김꼴-풀이말) [ : 인용

자]

 

‘채’와 ‘째’를 다 형식명사로 악하는 이러한 일원 인 태도는 근 한국어의 형

식명사를 다룬 왕문용(1988: 167~169)에도 나타나고 북한의 조선말 사 (1)(사

회과학출 사, 1992)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서울 쪽에서 출 되거나 간

행된 사 류나 논 류에서는 ‘뿌리가 붙은 채’ 구성의 ‘채’는 개 형식명사인 것

으로, ‘뿌리째’ 구성의 ‘째’는 개 미사인 것으로 처리한 바 있다.3) 

그런데 한국어의 ‘뿌리째’ 구성이 重義的이라는 사실은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런 만큼 한국어사 류나 한국어문법서에서도 다루어져 있지 않

다. 이 ‘뿌리째’는 (i) “뿌리까지 포함한 상태(로)”의 의미, (ii) 원래의 “뿌리까지도 

포함하여”의 의미가 轉化하여 “(심지어) 뿌리까지도, 뿌리마 ”의 의미를 거쳐 

“근원 으로, 철 하게, 완 히”의 의미를 가지는 의성을 보이는 것이다.4) ‘째’

를 미사로 처리하고 있는 한국어사 류에서 ‘뿌리째’ 자체를 표제어로 등재하

지 않은 사실도 기이하거니와, (i)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뿌리째, 껍질째, 가시째, 

째’ 등 표제어 수가 지나치게 늘어날 것 같아 락시켰다 하더라도, 완 히 부

 3) ‘채’의 의미는 “이미 있는 상태 그 로” 정도로, ‘째’의 의미는 “그 로 모두” 정도로 악되

어 왔다. 필자는 이 둘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 바가 있음에 주목한다. 

 4) (i)은 어의 ‘roots and all’이나 ‘with roots on’에 해당하고, (ii)는 ‘by the roots’에 해당한다. 
일본어에서는 ‘根扱ぎ(ね-こぎ)’가 명사로서 “뿌리째 뽑음”의 의미만 가지지만, ‘根刮ぎ(ね-
こそぎ)’는 (i) 명사로서 “뿌리째 뽑음”의 의미, (ii) 부사로서 “온통, 몽땅, 모조리, 송두리째”
의 의미를 가져 우리의 ‘뿌리째’  어의 當 表現들과 잘 비된다. 국어에서는 ‘根本’
이 여러 용법 가운데 하나로 부사로서 “송두리째, 철 하게, 완 하게, 몽땅”의 의미를 가지

기도 한다. 그 외에 ‘和盤’( 는, ‘和槃’)이나 ‘合盤’이 “쟁반째”의 의미에서 “몽땅, 통째로, 고
스란히”의 의미로 바 어 쓰이게 되었다. 근 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和盤’을 ‘반 재’(孫
龐演義 4: 12)나 ‘ 재’(譯語類解補, 四字類, 61)로 번역하 다(‘ 재’는 제3장에서 다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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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한 (ii)의 의미를 가지는 것까지 표제어로 삼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에서는 (i)의 [(곁들여서) 부]의 의미를 가지는, ‘뿌리째’의 ‘째’를 명사로 

악하고,5) (ii)의 의미를 가지는 ‘뿌리째’의 ‘째’를 그 기원은 명사에서 문법형태

화한 조사로 악하되 한국어에서는 그 통합체가 어휘형태화한 부사로 변화

하 다고 악한다[(ii)의 ‘뿌리째’ 외의 ‘X째’가 “{심지어, 거기에다가} X까지도”나 ‘X마

’의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째’를 조사로 악한다]. 원래 ‘채’와 ‘째’가 동일한 

형태(명사 ‘재’)에서 발달해 나온 것이지만, 이미 근 한국어 단계의 衆들이 그 

분포  의미에 따라 명사구 보문 구성의 것은 명사 인 존재로 인식하 으며, 명

사구 구성의 것은 한편으로는 명사 인 존재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

인 존재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근 한국

어의 그것이 결코 미사일 수 없음은 이 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하여 ‘VP-은 # 재’ 구성이 일부의 ‘NP(-ㅅ) # 재’ 구성과 의미상 상통하는 

면이 있음도 확인하고자 한다. 한 근 한국어의 ‘불휫 재’ 구성의 명사 ‘재’가 

부사어 ‘조차’(兼)  ‘아오로’(幷), ‘암질러’(和, 一發) 등과 일정한 계를 가진다

는 사실과, 조사화한 ‘-재’가 역시 조사화한 ‘-지’, ‘-지히’, ‘-조차’ 등과 일정한 

계를 가진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려고 한다. 결국 이 에서는 ‘겁질 재 씨어 

물의 마 버러진 재 그 물 조차6)  드리니라 일홈을 와각탕이라 니라’(음

식디미방 4, 모시죠개 가막죠개)7)의  친 부분들을 고찰의 상으로 삼고자 한

다고 할 것이다.  

 5) 한국어의 <한  맞춤법>에 맞추어 ‘뿌리째’로 붙여 기는 하지만, 필자가 (i)의 의미를 

가지는 ‘뿌리째’를 합성명사로 악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란다. 엄 히는 ‘뿌리 째’
로 어야 할 것이다. 

 6) 이 문장에 들어 있는 ‘조차’가 조사인 것이 아니라 “아울러, 함께”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임

은 본론에서 밝 질 것이다. 물론 근 한국어 단계에는 문법형태화한 조사 ‘-조차’(“-마 ”의 

의미를 가짐)도 나타난다.

 7) 이것은 백두 (2006: 128)에서 행해진 독 결과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버러진 채 그 물 

조차’ 부분은 ‘버러진 채로 물 조차’로 독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독하건 간에 이러한 구성들이 다 우리의 논의 상이 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은 

“껍질째 씻어 맹물에 삶아 (그 조개들이) 벌어진 채로 물도 아울러 떠 드린다. 이름을 와각탕

[정확하게는 ‘와가탕’: 해석자]이라고 한다.”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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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뿌리 붙은 채’ 구성과 ‘뿌리째’ 구성의 起源 

세한국어에서부터 한국어에 이르기까지 의연히 나타나고 있는 부사 ‘채’

는 우리의 논의와는  련이 없다. 한국어 이  문헌에 나타나는 들을 

몇 개 들어 둔다. 

  (4) a. 祇陁그 請야 八十  東山애 黃金을 채 로려 니 (월천천강지곡, 

기 154)

     b. 黎明 샐 럭(← 력) / 天大亮 채 다 (譯語類解補, 時令補, 3)

     c. 天亮 하 다 / 天大亮 채 다 (방언유석, 申部方 , 9)

     d. 채 終 / 채 알다 終知 / 채 아지 못다 終不知 / 채 모로다 不能的知 (한불

자뎐 589)8)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4a)의 ‘채’는 상성의 성조를 가져 우리의 논의 상이 되는 

세한국어의 ‘재’가 평성을 가진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부사 ‘채’는 “채, 완 히, 

끝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序數 表現이나 시간 경과 표 9)에 나타나는 ‘자히, 차히’  ‘재’, ‘채’(그리

고 그와 련이 있는, 그 뒤에 속격조사가 통합한 ‘잿’, ‘짯’, ‘챗’, ‘찻’10)) 등11)도 엄 히

 8) 랑스어 뜻풀이 문장은 생략하 다.

 9) 엄 히는, ‘낫 자히, 둘 차히, 세 째’ 등의 서수 표  내지 순서 표 과 ‘닐웻 자히, 닐웨 

짜히, 닐웨 차히’ 등의 시간 경과 표 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별하지 않았다. 
자는 한국어의 ‘첫째, 둘째, 셋째’( 어의 ‘first, second, third’) 등에 응하나, 후자는 

한국어의 ‘7일 후에, 7일 만에’( 어의 ‘after seven days’)에 응하는 것이다. 이 후자의 구

성은 후술될, “계속되는 동안”의 의미를 가지는 17세기의 ‘나 재 치통으로 하 고롭고 머리 

알  도 몯 자고’(병자일기 232)나 ‘석  재 골안 가 겨시고’( 풍곽씨언간 143) 등의  

친 구성과는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닐웻 자히’ 등은 ‘ 利 나오신 여슷  마내[永平 

열네 찻  辛未라] 道士히 서  님  뵈라 모다 왯다가 서르 닐오’(월인석보 2: 
68~69), ‘二百  後에 尸羅難陁 比丘ㅣ 說法을 잘야 閻浮提  十二  사 濟渡고 

三百  後에 靑蓮花眼比丘ㅣ 說法을 잘야’(석보상  23: 32~33), ‘나 滅度 百 年 後에 
이 童子ㅣ 巴連弗邑에 나아  天下 가져 轉輪王이 외야 姓은 孔雀이오 일후믄 阿育이

라 고’(석보상  24: 9) 등의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문 

(5d~d’’’)  (5’c~c’’’)의 조되는 내용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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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의 논의 상이 되지 못한다. 그 音相과 공간  방언분화는 그들 상호간에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미상 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음운론 으로나 형태론 으로는 우리의 논의 상이 되는 ‘자히, 재, 채, 차’ 

등12)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고 先學들의 논의에서 그 상 성이 언 된 바 있기 때

문에, 먼  그에 해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없지 않다고 단된다.

다음은 ‘자히’  ‘짜히’와 ‘차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들이다.  

  (5) a. 後에 一千 여든닐굽  자히[東土론 後漢 明帝 永平 세 찻  庚申이니 後漢 

代ㅅ 일후미라 [ 략]] 부톄 이 震旦國 衆生이 因緣이 니근  아시고 [

략] 佛法을 求더시니 세  자히[永平 여슷 찻  癸亥라] 蔡暗히 天竺

國 이웃 나라 月支國에 다라 [ 략]  읻  자히[永平 여듧 찻  乙丑

ㅣ라] 셔울 드러오니라 (월인석보 2: 49~66)

     b. 菩薩이 城 밧 甘蔗園에[甘蔗 리니 시믄 두  자히 나  고 기리 

열 자 남니 그 汁으로 粆  니라 園은 東山이라] 精  오 (월

인석보 1: 6)

     c. 如來 成道신 두 닐웻 자히 他化自在天宮에 가샤 天王 爲야 十地經을 

說法시니라 (월인석보 4: 53)

     d.  미 세여 床 우흿 香合 일허 서   자히 가마괴 그 香合 

므러다가 무덤 알 노니라 (삼강행실도, 간본, 런던본, 효자도, 35)

     d’.  미 세여 상 우흿 향합 일허니 서   채야 가마괴 그 향합

 므러다가 무덤 알 노니라 (삼강행실도, 간본, 상백문고본, 효자

도, 35) 

     d”.  미 세여  우흿 합 일허니 서   재야 가마괴 그 향

합 므러다가 무덤 알 노니라 (삼강행실도, 간본, 동경 학본, 효

자도, 35)

     d”’.   람이 니러나 향합을 일헛더니 두  만의  가마괴 므러다

가 무덤 압 노핫라 (삼강행실도, 간본, 규장각본, 효자도, 35)13) 

10) ‘잣’의 는 아직 찾지 못하 다.

11) 앞으로는 이들을 묶어 ‘자히’류라고 부르기로 한다.

12) 앞으로는 이들을 묶어 ‘재’류라고 부르기로 한다.

13) 그 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 의 졔상 우희 향합을 일헏더니 두  만의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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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 그 比丘ㅣ 마 주  알오 勇猛精進야 坐禪호 得道 몯얫더니 

닐웨 짜히 王이 罪 지 각시 그 모딘 노그 보내야 하애 디허 

주기더니 (석보상  24: 15)

     b. 이리 水災 後에 다시 火災 여듧 번 짜히  水災리니 (월인석보 1: 

49)

     c. 주검 서리  어미 얻녀 모미 다 어러 믓 머굼도 아니 머거 닐웨 짜히 

어믜 주거믈 어드니라 (삼강행실도, 간본, 런던본, 효자도, 24)

     c’. 주검 서리  어미 얻노라 야 모미 다 어러 믈 머굼도 아니 머거 닐웨 

채야 어믜 주거믈 어드니라 (삼강행실도, 간본, 상백문고본, 효자도,  

24)14)

     c”. 주검 서리  어미 얻노라 야 모미 다 어러 믈 머굼도 아니 머거 닐웻 

재아 어믜 주거믈 어드니라 (삼강행실도, 간본, 동경 학본, 효자도, 24)

     c”’. 어믜 죽엄을 어들 죽엄마다 븟드러 보고 슈쟝을 먹지 아니연 지 닐

웨 만의 엄의 죽엄을 엇고 통곡야 긔졀니 보 사이 다 믈을 흘

리더라 (삼강행실도, 간본, 규장각본, 효자도, 24)15)

  (6) a.  隨喜야 옮겨 쳐 이러히 올마 쉰 차히 가면 阿逸多아 그 쉰 차힛 

善男子 善女人의 隨喜功德을 내 닐오리니 네 이  드르라 (석보상  19: 

2)

     b. 내 일후미 아모 甲이라 호 열여슷 차히 나 釋迦ㅣ로라 샤미라 (월

인석보 13: 31)

     c. 十住ㅣ 둘 차히오 行과 向과 地왜 세히오 等覺과 妙覺괘 네히라(十住ㅣ 

爲第二오 行과 向과 地왜 爲三이오 等覺과 妙覺괘 四ㅣ라) (능엄경언해 

괴  거 므러 라와 무덤 압 두니 사이 보니 곧 일헏던 향합이러라’(삼강효자도, 4)
로 되어 있고, 오륜행실도에는 ‘  람이 니러나 상 우 향합을 일헛더니 수월 
만의 가마귀 므어 물고 라와 무덤 알 두거 사이 가 보니 일헛던 향합이러라’(1: 
65~66)로 되어 있다.

14) 같은 선조 이라도 ‘주검 서리  어미 엇노라 야 모미 다 어러 믈 머굼도 아니 머거 닐웻 
재야 어믜 주거믈 어드니라’(삼강행실도, 간본, 성균 본, 효자도, 24)처럼 조  달리 되

어 있는 이본도 있다.

15) 오륜행실도에는 ‘니  만의’(1: 42)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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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

     d. 籌 算이니 第二籌 둘 차히 혜리라 논 마리라 ( 강경삼가해 4: 29)

(5)에서 ‘자히’에 선행하는 명사 내지 명사구에 통합한 속격조사 ‘-ㅅ16)’은 ‘자히’

가 명사임을 잘 보인다. 그런데 (5a)에서 본문에서는 ‘자히’가 쓰 음에 비해 주

에서는 ‘찻’(명사 ‘차’와 속격조사 ‘-ㅅ’의 통합형)이 쓰 음이 두드러진다[(6a)에서는 

‘차힛’이 쓰여 ‘자힛’, ‘짜힛’이 문증되지 않는 사실과 조된다]. 이는 본문 작성자와 

주문 작성자가 달랐음과 그들 사이에 방언 차이가 있었음17)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러한 방언 차이는 삼강행실도의 異本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d, d’, 

d”)과 (5’c, c’, c”)에서 ‘자히’(  ‘짜히’), ‘채’, ‘재’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5')

의 ‘짜히’는 (5)에서 볼 수 있는 속격조사가 ‘자히’쪽으로 넘어간 표기인데18) 세

한국어에는 ㅾ 합용병서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19) ‘히’가 아니라 ‘짜히’로 표기

될 수밖에 없었다. (5d’, d”)의 ‘서   채야’  ‘서   재야’와 (5’c’, c”)의 ‘닐

웨 채야’  ‘닐웻 재아’는 ‘차히’와 ‘자히’가 어들어 ‘채’와 ‘재’로 변화하 음을 

보인다.20) 이런 ‘자히’, ‘차히’, ‘재’ 등의 뒤에는 처격조사 ‘- ’의 통합이 지되는 

상을 보인다(졸고 1995: 535~537). ‘자히, 차히, 재, 차’ 외에도, ‘채, , 째, ’ 

등이 더 나타난다. ‘大數ㅅ 아홉 채라(大數第九ㅣ라)’(원각경언해 상 2-2: 154), ‘査

過田 세 번  닐온 밧’(역어유해 하 7),21) ‘둘 째 命야 오 賢을 며 才 

16) (5d)의 ‘서   자히’는 속격조사가 ‘ㆆ’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그 본질은 큰 차이가 없다.

17) 아니면 월인석보에서는 ‘X  자히’ 구성과 ‘X 찻 ’ 구성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언어의식

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더 조사해 볼 일이다. 물론 두 구성은 의미상 차이가 있다.

18) 속격조사 ‘-ㅅ’은 형태소경계뿐 아니라 단어경계를 사이에 두고서도 후행 명사( 는, 명사구)
의 頭音 치로 가서 표기될 수 있었다. 한국어의 경음화가 형태소경계에서뿐 아니라 

단어경계에서도 일어나는 사실과 비견될 만한 것이다.

19) 근 한국어 문헌에는 나타난다.

20) 평거의 성조형을 가지는 ‘자히’가 평성의 ‘재’로 축약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성조론 으로 더 

깊이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성조를 무시한다면, ‘자히’가 ‘재’로 축약되는 것은 ‘즉자히’ ~ 
‘즉재’(卽時)라든가 ‘자자히’ ~ ‘자재’(曲尺虫) 등의 공시  교체 상이나, ‘자히다’ > ‘재다’
(量尺, 候) 등의 통시  변화과정에서 살필 수 있다. 

21) ‘ 희 세 老兄의게 비노니 는 나 차 첫 場을 지으라  나 차 둘  場을 

지으라  나 차 셋 재 場을 지으라  나 차 넷 재 場을 지으라(央及恁三

位老兄, 你替我做頭場, 你替我做第二場, 你替我做第三場, 你替我做第四場.)’(오륜 비언해 2: 
33)의  친 ‘둘 ’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셋 재’  ‘넷 재’와 묘하게 조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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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야(再命曰 賢育才야)’(맹자언해 12: 22~23), ‘일삼오칠구명이 첫  외 

되니 곧 좌의 잇 외오(一三五七九名爲一伍 卽在左之伍也)’(병학지남 2: 2)22)

의  친 부분이 재로서는 맨 처음 문증되는 문헌에 나타나는 들 가운데 

하나씩을 보인 것이다. ‘天中天은 하햇 하히니 부텻 둘 찻 일후미시니라’(석

보상  3: 4),23) ‘둘 챗 가 비샤 터’(원각경언해 상 1-2: 179),24) ‘아니다 世

하 여슷 잿 요미 다가 이시면 이 第六 일후미라 [ 략] 엇뎨 이 여슷 찻 

요로 일후믈 섯게 리고(不也世 하 六結이 若存면 斯第六名이라 [ 략] 

如何令是六結로 亂名리고)’(능엄경언해 5: 21)’,25) ‘네 짯 句 세 디 잇

니’(남명집언해 上 1)26)은 필자가 찾은 ‘찻’, ‘챗’, ‘잿’, ‘짯’의 최  출  이다.27) 

의  가운데 특히 (6c, d)의 ‘둘 차히’는 이 구성에 참여한 선행요소가 수사임

을 잘 보인다. 물론 ‘둘 차히’에서는 ‘둘’에 속격조사 ‘-ㅅ’이 통합해 있지 않음도 

두드러진다.28) 그런데 [수사 + (-ㅅ) # {자히, 차히, 차, ……}}]의 구조는 [수 형

ㅎ 말음체언의 일종인 ‘둘ㅎ’의 속격형으로 ‘둘희’는 문증되지만 ‘둜’은 문증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련이 있는 듯하다. 물론 ‘’의 頭音은 어두경음화에 의한 것이다. 1에서 10까지의 

고유어 수사 가운데 속격조사 ‘-ㅅ’의 통합형이 문증되는 것은 ‘낫’, ‘셋’, ‘넷’밖에 없다.

22) ‘첫 ’로 나타나는 로는 1787년에 간행된 병학지남의 이것이 필자가 아는 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재’는 1779년 경에 간행된 한청문감의 ‘第一 첫 재’(數目

類, 4: 27)가 필자가 악한 古의 文證例이다. 그 이 의 문헌에서는 16세기 말의 ‘낫 

재’(소학언해 1: 1, 5: 16)의 두 와 ‘낟 재’(소학언해 1: 11, 1: 12, 5: 100, 5: 101)의 네 가 

재 문증되는 古의 이다. 그 반의어는 ‘말 재’(어제속자성편 34)  ‘말 ’(신학월보 

3: 448)인바, 그 뒤에 속격조사가 통합한 ‘말 잿’(청구 언, 진본, 101)도 보인다. 한청문감
에서는 ‘末尾  재’(數目類, 4: 27)라 하 다.

23) ‘찻’은 15세기 문헌에만 나타난다. 이런 까닭에, 두시언해 간본의 ‘찻’은 간본에서 ‘챗’ 
는 ‘채’로 바 어 나오게 된다. 컨  간본의 ‘슬 다 둘 찻 놀애 블로매 놀애 비르수 

펴니(嗚呼二歌兮歌始放)’(25: 27)는 간본에서 ‘슬 다 둘 챗 놀래 블로매 놀애 비로소 펴

니’(25: 23)로 바 고, 간본의 ‘슬 다 세 찻 놀애 블로매 놀애 세 번 르노니(嗚呼三歌

兮歌三發)’(25: 27)는 간본에서 ‘슬 다 세 채 놀애 블로매 노래 세 번 노니’(25: 27)
로 바 어 있는 것이다.

24) 이 문헌에 나타나는 ‘챗’의 유일 이다. 나머지는 다 ‘잿’으로 되어 있다.

25)  친 ‘여슷 잿’ 뒤에 오는 표 은 ‘여슷 찻’으로 되어 있어 묘한 조를 보인다. ‘잿’은 

이 문헌에서는 이것만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다 ‘찻’으로 되어 있다.

26) ‘짯’은 남명집언해에만 보인다.

27) ‘ ’은 20세기 에 편찬된, 문세 의 조선어사 에 처음 보인다. 

28) ‘ 재’(소학언해 5: 100)나 ‘둘 ’(오륜 비언해 2: 2)의 표기를 원용할 때, ‘둜 차히’식 표기

도 가능할 듯하나, 앞의 각주 (20)에서 이미 언 된 바와 같이 ‘둜’은 나타나지 않는 어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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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자히, 차히, 차, ……}]의 구조가 체할 수 있다. ‘穆王 열둘 찻  辛卯’(석

보상  6: 42)의 ‘열둘’이 수사임에 비해, ‘穆王 열 찻  庚寅’(석보상  6: 41)

의 ‘열’은 수 형사인 것이다. ‘穆王 열 찻 ’는 15세기의 ‘열나 차히’(월인

석보 2: 56)와 18세기의 ‘열나 째’(유경기민인윤음 3)를 원용할 때, 역으로 ‘穆王 

열나 찻 ’로 달리 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히’ 앞에 ‘몇’(→몃)이나 ‘ ’ 같은 어사가 통합하여 나타나는 도 있다.

  (7) a. 벼이 장 淸高니라 몃 재  엿뇨 第二 卿이라(除好淸高 做

了第幾位 第二 卿) (박통사언해 하 13)

     b. 某州 某縣 某處 某年月日 某時에 某人 屍形을 檢驗 某字 몃 재 號 

써[某字 天ㅅ字  地ㅅ字  類ㅣ오 幾號 一天 一地  類ㅣ라](某州某縣

某處某年月日某時에 檢驗到某人屍形 用某字幾號[某字 如天字地字之

類ㅣ오 幾號如一天一地之類ㅣ라]) (증수무원록언해 1: 58)

     c. 여여 친왕의 몃 재 아들이며 친왕이 죽으면 니어 왕으로 냐 (을

병연행록 16: 3) 

  (8) a. 外姓 얼운으란 반드시 닐오 아모   잿 아자비며 이라 고 [ 략] 

아븨 무  사괴여 노 사을 니를 긔 반드시 닐오 아모   잿 

었기 때문에 ‘둘 차히’로만 실 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소학언해는 속격조사를 ‘-ㅅ’으
로 표기하는 외에 ‘-ㄷ’으로 표기하기도 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 재’의 ‘ㄷ’은 속격조사와

는 다른 기능을 가지는 요소(아마도 경음화 표지일 듯함)라고 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둘 ’의 ‘’도 어두의 경음화 표기가 반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붙여 은 ‘
재’나 ‘둜재’는 [[둘ㅎ] # [재]]의 내  구조를 가지는 이완합성어이고, ‘둘차히’는 [[둘ㅎ] + 
[자히]]의 구조를 가지는 긴 합성어라고 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 ㅎ 말음체언인 수

사 뒤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긴 합성어 인 구조의 ‘차히’가 ‘다, 여슷’ 등의 ㅎ 말음체언

이 아닌 수사 뒤에도 오게 되는 것으로 확산되었다고 악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런 

해석은 ‘몃재’(거기서는 ‘재’를 미사라 악하 음)에 한 송철의 외(2004: 188)의 주석에

서 이미 행해진 바 있다. 이러한 일종의 유추  평 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한

국어 시기 이 에 완성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에서는 ‘자히’와 ‘차히’, 그리고 ‘재’
와 ‘채’는 방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 차히’의 구조도 [[둘ㅎ] ## [차
히]](두 단어의 연쇄)로 악하기로 한다. 어도 ‘짜히’나 ‘차히’ 앞의 요소에 속격조사 ‘-ㅅ’
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한국어의 ‘ 층, 뒤풀이’ 등의 제1요소에 표기

상 ‘ㅅ’을 넣지 않고, ‘시퍼런, 새빨간’ 등의 두사에 ‘ㅅ’을 넣지 않는 것은 이러한 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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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운이라 고(外姓 長을란 必曰某姓第幾叔若兄이라 며 [ 략] 其 父

黨交游애 必曰某姓幾丈이라 고) (번역소학 9: 80~81)

     a’. 外姓 얼운으란 반시 오 아모 姓  잿 아자비며  兄이라 며 

[ 략] 그 아븨 물에 사괴여 니 이 니를 제 반시 오 아모 姓 

 잿 얼운이라 고(外姓 長으란 必曰某姓第幾叔若兄이라 며 [ 략] 

其 父黨交游애 必曰某姓幾丈이라 고) (소학언해 6: 74~75)

     b. 故 아모 벼 아모 公의 일홈 아모 字  아모 례  재 神主ㅣ라 라(故

某官某公諱某字某第幾神主) (가례도언해, 神主圖式, 17)     

     c. 粉으로 그 앏 고  屬稱을 쓰라[屬은 닐온 高조 曾조 祖ㅣ며 ㅣ오 

稱은 닐온 官이며 或 號ㅣ며 行이니 處士ㅣ며 秀才며  재 郎이며  재 公이라 

홈 니라](粉塗其前以書屬稱[屬 高曾祖  稱 官或號行 如處士秀才幾郞幾

公]) (가례도언해, 神主圖式, 17)

     c’. 屬稱을 쓰 本註애 屬은 닐온 高조 曾조와 祖와 ㅣ오 稱은 닐온 벼

이오 或 號와 行이니 處士ㅣ며 秀才며  재 郎이며  재 公이라 홈  

類ㅣ라 니(屬稱本註[屬 高曾祖  稱 官或號行 如處士秀才幾郞幾公之類]) 

(가례언해 7: 34)

‘몇’과 ‘ ’은 수 형사와 수사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이 에서는 ‘몃 재’나 

‘  재’ 구성은 수 형사가 명사 ‘재’ 앞에 온 것으로 악하기로 한다. ‘텬디난 

몃몃 재며 리별은 구 구 세상 이별 남녀 에 날 갓흐니 뉘 잇슬’(세창서

본, 구활자본, 추풍감별곡)는 반복합성어 ‘몃몃’을 ‘재’ 앞에 통합한 를 보인다. 

(7)의 ‘몃’(← 몇)과 (8)의 ‘ ’을 수사로 악하여도 우리의 논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지 까지 언 해 온 서수 표 의 ‘자히’류나 시간 경과 표 의 ‘자히’류는 ‘겁질 

재’의 ‘재’와는 의미상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동안”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재’는 ‘겁질 재’의 ‘재’와 련이 있을 듯하다. 이 “계속되는 

동안”의 의미를 가지는 ‘재’는 17세기 문헌에서부터 목격된다. 

  (9) a. 보기 [ 략] 쇼마 본 휘면 피도 나고 고롬도 나니 용심고 음식도 

아니 머거 열 재 일 몯고 워시니 주길가 민망여이다 ( 풍곽씨

언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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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당시 나지 몯매 석  재 골안 가 겨시고 ( 풍곽씨언간 143)

     c. 음 요이  긔력의 감한으로 여닐웨 재 알  디낸다 (병자일기 

78)

     d. 쳥 듕쇼 셔울 튱이 려 가다 요이 나 재 치통으로 하 고롭고 머리 

알  도 몯 자고 (병자일기 232)

이 ‘열 재’, ‘석  재’, ‘여닐웨 재’, ‘나 재’ 등의 ‘재’는 ‘겁질 재’의 ‘재’가 

가지는 “(있는 상태) 그 로”나 “(그것을 포함한) 부”의 의미와 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겁질 재’의 ‘재’가 ‘열 재’나 ‘석  재’의 ‘재’에도 

轉用되어 쓰 을 것으로 단된다. 

이제 우리의 논의를 본격 으로 시작하기로 한다. 15세기 문헌에서는 ‘VP-오-ㄴ 

# {자히, 자히셔}’ 구성은 보이나 ‘NP(-ㅅ) 자히’ 구성은 보이지 않는다. 

  (10) a. 믈 깊고  업건마 하히 命실  톤 자히 건 시니다 城 높고 

리 업건마 하히 도실  톤 자히 리시니다(江之深矣, 雖

無舟矣. 天之命矣, 乘馬截流. 城之高矣, 雖無梯矣, 天之佑矣, 躍馬下馳.) 

(용비어천가, 제34장)

      b. 그  世 이 龍王 애 안존 자히 겨샤 王 請을 드르샤 (월인석보 

7: 52)

      c. 그  惡友ㅣ 손바래 두드  박고 모 갈 메오 솨   자히 善友를 

가 보아 (월인석보 22: 65)

  (11) a. 어버며 아미며 버디며 아로리며 두루 에야셔 울어든 제 모미  

자히셔 보 (석보상  9: 30)

      a’. 어버며 아미며 버디며 아로리며 두루 에야셔 울어든 제 모미 

 자히셔 보 (월인석보 9: 50)

의 ‘자히’는 平去의 성조형을, ‘자히셔’는 平去去의 성조형을 가진다. 선어말어

미 ‘-오/우-’가 형사형 어미 앞에 통합해 있는 이 두드러진다. VP에 들어 있는 

용언은 동사여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는바, 이 은 한국어에서와 다름이 없

다. ‘VP-오-ㄴ # {자히, 자히셔}’가 통합한 문장은 자동사문이기도 하고 타동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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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여 제약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15세기 문헌에서도 (12)에서처럼 그 출  양상이 다소간 달라지기

도 하 다. 

 

  (12) a. 도와리야 몯 고티니 남진 아니 어른 갓나 월슈 무든 거슬 피 

무든 자히 라   술만 수  러 머그라(霍亂醫所不治 童女月經

衣[남진 아니 어른 갓나 월슈 무든 것] 合血燒末酒服) (구 간이방 2: 

54)

      b. 목   바랍거든 두  나 거  조 재 죠   가온 

둘헤 나게 버히고(喉痺危急  巴豆一枚和皮以紙裏當中腰截斷) (구 간

이방 2: 66)

   (13) a. 슈 지 몬져 유므 가니와  긔별 시 고 머유근 슈오긔 지 

가 머육  재 보내여라 (순천김씨언간 46: 1) 

       b. 운 로 이셔 하 알니 민망  업서이다 ( 풍곽씨언간 125, 출가

녀 → 하씨)

       c. 니블 며개보단 빗졉 슈건 갓보애 든 재 자리보  셔 년여 오

로 소례 못로 보내소 ( 풍곽씨언간 59, 곽주 → 하씨)29) 

       d. 사의 가족의 피 무든 재 니블을 야 펴고 사의 골을 칠야 오

좀  그 랏더라 (후슈호뎐 16: 30~31)

선어말어미 ‘-오/우-’가 통합하지 않은 ‘VP-은 # 자히’의 구조로 변하기도 하고

[(12a) 참조], ‘자히’는 ‘재’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12b) 참조]. 특히 (12)에서는 같

은 문헌의 같은 卷에서 ‘자히’와 ‘재’가 다 쓰 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세한국어

의 ‘자히’가 平去의 성조형을 가지던 데 비하여, 세한국어의 ‘재’는 平聲의 성조

를 가지고 있었다.

(12b)의 ‘거  조 재’의 ‘거  좇-’ 구성은 주어-서술어 계를 가지는 자동사

29) 백두 (2003: 321)에서는 ‘갓보애 든 재 자리보  셔’가 아니라 ‘갓보애 든 재자리보 

 셔’로 독하 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이) 가죽 보퉁이에 든 채로 자리 보통

이와 함께 싸서”의 의미로 악하고자 한다. 이 게 볼 때, (13b)의 ‘로’와 (13c)의 ‘재’는 

경상도 방언에서도 개인방언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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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30) ‘ 두  나 거  조 재 죠  ’ 구성31)은 ‘ 두  나 거  

조니 죠  ’ 구성이나 ‘거  조 두  나 죠  ’ 구성으로 달리 

표 할 수도 있다. 이에는 ‘즉 닙  과 팟 믿   불휘 조니  과 

로니 티 두드려(用栢葉[즉 닙 一握]葱白[팟 믿   一握 連根] 細硏如泥)’

(구 간이방 1: 3)와 ‘처머믜 머리 알고 모미 덥달어든 불휘 조 팟 믿 열 나 

사라 (初覺頭痛身熱 用帶根葱頭[불휘 조 팟 믿]32)十箇切碎)’(구 간이방 1: 

104)가 참조될 수 있다. (13b)에서는 17세기의 경상도 방언에서는 ‘’가(그리고 그

에 조사 ‘-로’가 더 통합한 ‘로’도) 쓰 음을 보여 다. (12)와 (13)은 ‘NP- VP-은 

# {자히, 재} Vt’의 구조를 보이는 타동사문으로 주로 나타나 15세기와는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13b)에서는 자동사문으로 나타났고, (13d)에서는 (12a)에

서처럼 ‘VP-은 # {자히, 재}’ 앞이 아니라 그 뒤에 ‘NP-’에 해당하는 ‘니블을’이 

와 있어 차이를 보인다.33)    

세한국어 시기 문헌의 이러한 구성에 한 기존의 해석 몇 가지를 들어 보기

로 한다. 안병희(1967: 194)에서는 ‘다’, ‘다히’와 유사한 후치사로 ‘자히’를 거론

하면서, 序數를 뜻하는 ‘-자히, -잣’과 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작 는 상태

의 보유를 뜻하며 동명사에 연결된다고 하고서 근 한국어에서 ‘채’로 되어 

한국어에 이른다고 언 하 다. 허웅(1975: 296)에서는 ‘자히’(“채로”의 의미)를 두

고서 체 구성을 부사어(어 말)로만 기능하게 하는 형식명사(매인이름씨)로 악

하 다. 이기문(1998: 182)에서는 특수조사 ‘자히’도 ‘, ’처럼 명사에서 기

원한 듯하나 확실치 않다고 하면서 동명사에 붙어 동작 는 상태의 지속을 의미

30) ‘불휘 좇-’ 구성은 ‘불휘 븥-’ 구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는 ‘불휘   흔 시병 

머리 알 며 극히 열 증을 고티니(連根葱白 治瘟疫頭痛壯熱)’(벽온신방 3)이 참조된다.

31) 이것과 동질 인 문장은 17세기의 다음 에서도 살필 수 있다. ‘과 겁질  조 재 
검게 라  라 사당믈에 어 머기라(取絲瓜連皮子 燒存性爲末 砂 溫水調下)’(두
창집요 상 22)가 그것이다.

32) ‘帶根葱頭’의 ‘帶’는 ‘連’과 통한다. 이에는 ‘連根葱白[불휘 조 팟 믿   三斤]’(구 간이

방 3: 73)과 ‘連鬚葱根[불휘 조  七箇]’(구 간이방 3: 92)이 참조된다.

33) 15세기 이후에는 ‘NP- VP-은 # {자히, 재} Vt’의 구조가 하나의 套式처럼 쓰인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이 구성이 완 히 투식화하지 않았음은 (13d)에서처럼 ‘NP(-) 조 재 NP(-
) Vt’ 구성으로 어순뒤섞기 상이 나타나는 데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성은 ‘NP(-
) NP(-) 조쳐 Vt’ 구성과 통하는 이 없지 않아 흥미롭다. 이 ‘NP(-) 거 (-) {조 

재, 조쳐} Vt’ 구성은 어로 하자면, ‘Vt NP altogether with rind on’ 구성이나 ‘Vt NP, rind 
and all’ 구성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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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이것이 수사에 붙어 序數를 나타내었음은 특기할 만하다고 지 하 으

며, ‘자히’ 외에 ‘차히’도 있었고 이들의 축약형 ‘재’, ‘채’도 있었다고 언 하 다. 

어 든 간에, 에 열거되었던 (10)~(13)의 ‘자히’와 ‘재’는 형식명사로 악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16세기 문헌에서부터는 ‘NP(-ㅅ) {재, 채}’ 구성이 그 출  가 극히 드물지만 

새로이 등장한다.

  (14) a. 슌인니 제  시론  재 다 주고 호온자 지븨 와 아비 뵈오 모셔 셧거

(純仁以所載麥舟付之, 單騎到家, 拜起侍立) (이륜행실도, 옥산서원본, 42)

     a’. 슌인이 제  실은  채 다 주고 혼자 집의 와 아비 뵈고 모셔 셧거

(純仁以所載麥舟付之, 單騎到家, 拜起侍立) (이륜행실도, 규장각본, 42)

     a”. 슌인이 그 보리 실은  다 주고 단긔로 집의 도라 와 아븨게 뵈고 

뫼셔 셧더니(純仁以所載麥舟付之, 單騎到家, 拜起侍立) (오륜행실도 5: 

18)

(14a)의 ‘ 재’는 ‘’에 속격조사 ‘-ㅅ’(여기서는 ‘-ㄷ’으로 표기됨)이 통합해 있음을 

보이는바, 이 ‘재’의 성격이 명사임을 잘 보여 다. 1727년 평안도에서 간행된 

(14a’)의 는 ‘채’34)를 보이는데, ‘재’와 ‘채’는 서로 간에 공간 으로 분화된 방언

형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필자는 16세기 문헌에서는 (14a)의 만 확보할 수 

있었다.

백두 (2006)에서는 17세기의 어형들을 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행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행해진 설명이므로 장황하지만 그 내용을 직 인용하기

로 한다.  

  (15) 겁질재: 껍질째. 껍질째로. 여기서 미사 ‘재’가 문제가 된다. 명사 뒤에서 미사

나 의존명사로 사용되어 ‘그 로’, ‘ 부’의 의미를 표 하는 ‘재’가 고문헌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히’(>재)는 서수를 만드는 경우와, 형사형 어미 뒤

에서 ‘어떤 상태 그 로임’을 표 하는 의존명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 [ 략] 

서수를 만드는 의[즉, ‘세번 재’, ‘사날재’, ‘닐굽잿’, ‘둘재’ 등의: 인용자가 보충

34) 우리는 이미 17세기의 < 풍곽씨언간>에서 ‘ 운 로’의 [ 문 (13b)]를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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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재’와 ‘겁질재’의 ‘재’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서수를 만드는 ‘재’는 ‘ㅅ’, 

‘-’과 결합한 가 근 국어 자료에서 문증되고, 국어에서는 조사 ‘-이/가’나 

‘-을/를’의 후 이 가능하다. 그러나, “겁질재”와 같은 용법의 ‘째’(<재)에는 ‘-로’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즉, 서수를 만드는 ‘재’는 조사 통합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명사 상당어구를 이루는 요소임을 알 수 있지만, ‘겁질재’의 ‘재’는 

조사 통합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부사 형성의 미사로 악된다[ : 인용

자]. (백두  2006: 129) 

  (16) 곡지재: 꼭지째. 꼭지채로. 15세기의 ‘자히’는 ㅎ탈락과 모음축약에 의해 ‘재’로 변

화한다. 이 ‘재’에 다시 어두경음화가 용되어 ‘째’로 변하고, 유기음화가 용되어 

‘채’로 변하 다. ‘째’와 ‘채’에 각각 다른 음운변화가 용되면서 문법기능도 분화

되었다[ : 인용자]. 즉 ‘째’는 미사로, ‘채’는 의존명사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문법화의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음운규칙이 용되어 형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문법기능의 분화가 일어난 흥미로운 이다. 여기에 쓰인 ‘곡지재’의 ‘재’는 바로 

국어의 미사 ‘-째’에 해당한다. (백두  2006: 288)  

‘겁질재’의 ‘재’는 ‘부사 형성의 미사’로 악되었으며, 한국어의 ‘째’와 

‘채’의 차이는 상이한 음운변화가 일어난 결과 결국 ‘문법기능도 분화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부사 형성의 미사라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35) 상이한 음운변화가 

품사까지 달리 결정지었다는 논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단된다.   

16세기 이후의 ‘NP(-ㅅ) {재, 채}’ 구성에 응하는 표 이 15세기 문헌에서는 

‘NP(-) 조쳐’ 구성으로 실 되었었다. 

  (17) a. 杏仁  되 거  조쳐 라 는 믈 서 되  러 汁을  세 服애 

화 머그면 가 고기 온 편이 다 나 즉재 됴리라(杏仁一升合皮硏 以

沸湯三升和鮫 取汁分三服 狗肉完片皆出 卽靜良驗) (구 방언해 하 61)

      b. 익디 스믈 낫 거  조쳐 사로니와 젹북 서 돈과 믈  사바래 

달  반 남거든 잘 긔 더우니 머그라(益智子[二十箇和皮剉碎] 赤

35) 한국어에 명사 어기에 미사가 통합하여 부사가 생되는 차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어
휘형태화한 ‘진실로’ 등의 ‘-로’를 미사로 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들이 존재할지 의

심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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茯笭[三錢] 水一椀煎至六分 臨腄熱服) (구 간이방 3: 119)

      c. 당  거  조쳐 디 아니  라 라 수  러 머그라(胡桃肉

[당  ] 幷核燒存性 爲末酒調下) (구 간이방 7: 79)

(17)의 ‘조쳐’는 ‘좇-’(兼, 和, 幷, 合)의 사동사인 ‘조치-’(“겸하다, 아우르다”의 의미)

의 활용형으로서 그 후행문을 포함한 체 문장은 타동사문이었고,36) ‘조차’는 자

동사 ‘좇-’(兼, 和, 幷, 合)(“겸해지다, 아울러지다”의 의미)의 활용형으로서 그 후행문

을 포함한 체 문장은 자동사문이었다.37) (17)의 ‘거  조쳐’가 통합한 문장들은 

‘NP(-) 거 (-) 조쳐 Vt’의 구조를 가지는 타동사문이다. 이 ‘조쳐’는 16세기에

서부터 ‘조차’에 서서히 합류하다가 17세기에는 면 으로 합류하면서 다음의 

(18)에서처럼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미 설명된 바 있다(졸고 2009a: 134~5).

  (18) a. 것리 라기 업게 고 거  조차 가 디흐면 이 두 되 나니 

조피도 가지라(皮麥去芒 連皮炒過作末 可出二升 粟稷亦同) (구황촬요 

36) ‘뎌 虛空과 地水火風을 조쳐 골오 일후미 七大니 性이 眞實야 두려이 노가 다 如來藏이라 

本來 生滅 업스니라(兼彼虛空地水火風야 均名七大니 性眞圓融야 本無生滅니라)’(능
엄경언해 3: 104~105)의 ‘조쳐’ 뒤에는 ‘골오 일후미 七大니’가 와서 표면상으로는 계사문이 

온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골오 일후미 七大라 니’의 구조에서 피인용문 서

술어의 어미가 생락되고 상 문 동사의 어간이 생략되어 문장 경계가 없어지면서 상 문과 

하 문 사이에 일종의 융합 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졸 (1994a: 
353~357, 특히 각주 17번)을 참조하기 바란다.

37) 주동문의 용언이 비타동사일 때, 장형사동의 ‘-게 -’ 구성에 참여하는 피사동주의 통사  

치에 따라서 피사동주 뒤에 ‘조쳐’가 통합하기도 하고 ‘조차’가 통합하기도 하 다. 

   a.  욀 미 아니라  조쳐 외에 니(非唯自誤ㅣ라 兼亦誤他니) (목우자수심결 

10) 
   b. 그우리샤 도 조차 어딜에 시니 이 닐온 걔 아시고  알외시논 德이라 (석보

상  13: 4)
   b’. 不 輪을 옮기샤 이 道 옮기샤  利  실 씨니 이 걔 아시고  알외시논 

德이라(轉不 輪  運是道야 以利人이시니 此 自覺시고 覺他之德也ㅣ라) (법화

경언해 1: 39)

   ‘ 조쳐 외에 니’는 4[3[1[(-) 조쳐]1  2[외에 -]2]3--니]4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
도 조차 어딜에 시니’는 5[4[[2[1[도 조차 어딜]1-에(←게)]2  3[-]3]4-시-니]5 정도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조쳐’가 쓰 느냐, ‘조차’가 쓰 느냐 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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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54년) 

      b. 총탕은   른 닙 업시고 흰 믿 불휘 조차 죄 시서 믈 어 달

 머기라(葱白湯 生葱去靑葉 取白根連鬚 不均多 水煎 取汁服) (두창집

요 하 71, 1608년)  

      c. 딤  불과 겁질 조차 죄 시서 발 우 펴고 소곰 잠간 려 

나잘 만 디나 시죽거든 로 항의 녀코 졍화슈 넘게 어셔 항 우

희 검  믈이 흐고 거품 업거든 라 (신창맹씨 1, 조쳥은, 1600년 이

)

      d. 내 銀鼠皮 背子와 貂鼠皮 매 조차 내 틴 갓오 다가[丟袖 音義云 매 

조쳐 내 틴 갓옷] 좀이 먹어  낫 댱티도 업서 엇디여야 됴료(把我

的銀鼠皮背子 貂鼠皮丟袖 虫蛀的無一根兒風毛 怎的好) (박통사언해 하 

1, 1667년)

(18)의 ‘조차’는 15세기나 16세기 반 문헌에서는 ‘조쳐’로 나타났을 것이다. 

(18a)의 ‘連皮’는  에 나온 (17)의 ‘合皮’, ‘和皮’, ‘幷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 (18d)에서는 17세기의 번역문은 당 의 언어 실을 따른 ‘매 조차 내 틴’이

라는 표 을 사용하 지만, 그 夾註는 16세기의 언어 실을 반 한 ‘매 조쳐 내

틴’이라는 표 을 사용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차이는 그 夾註가 老朴

集覽의 ‘丟袖 音義云  조쳐 내 틴 갓옷’(노박집람, 박통사집람, 하, 1)을 수

정 없이 그 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발생하 다. ‘和 猶 조차 以別物合此物曰和 

아못것 조차’(어록해, 간본, 1)과 ‘和 猶 조차 以別物合此物曰和 아므것 조차’

(어록해, 개간본 1)의 ‘조차’도 근 한국어 당시의 언어 실을 반 한 것이다. 

(18b, c)의 부사 ‘죄’는 “죄, 죄다”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인바,38) ‘NP(-) 조차’ 구

성과 의미상 잘 호응한다.

‘NP(-) 조쳐 Vt’ 구성의 ‘조쳐’와 그에서 변화한 ‘NP(-) 조차 Vt’ 구성의 ‘조

차’는 다 “아울러”의 의미를 가지는바, 생부사 ‘아오로’로 체되어도 의미상 

38) 세한국어에서 상성의 성조를 가지는 ‘죄’는 원래 ‘조히’의 모습이었던 것이 축약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의 십 담요해에 보이는 ‘조히 가맷 거 러 더디시고(掃盡本懷시

고)’(25)  ‘슬  로 조히 셰여(慘然變白니)’(26)의 들이 그것을 보인다. 이 문헌

에 성조가 반 되어 있지 않아 아쉽지만 아마도 平去의 성조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

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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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은 다음 문장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19) a. 비혼 고지 彌山 더니 佛 菩提樹 조쳐 供養니 그 菩提樹ㅅ 노 

열 由旬이러니 (월인석보 14: 20~21)

      a’. 그 비혼 고지 彌山 더니 佛 菩提樹 아오로 供養니 그 菩提樹ㅣ 

노 열 由旬이러니(其所散華ㅣ 如 彌山더니 幷以供養佛菩提樹니 

其菩提樹ㅣ 高ㅣ 十由旬이러니) (법화경언해 3: 108)

      b. 우흐로 父母 仙駕 爲고 亡兒 조쳐 爲야(上爲父母仙駕고 

兼爲亡兒야[… 兼은 아올 씨라 …]) (월인석보, 어제월인석보 서, 18) 

   

(19a, a’)에서는 ‘조쳐’와 ‘아오로’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19b)에서는 한자 

‘兼’이 ‘조쳐’  ‘아올-’과 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오로’는 ‘아올-’을 語基로 하여 형성된 생부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졸고(2009a: 133)에서 “지 까지  알려진 바 없는 ‘좇-’의 의

미와 용법을 담고 있는 들”이라고 소개하 던 다음 들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보게 된다.

(20) a. 我 리 잇거든 我ㅣ 조차 隨 고(有愛我 ㅣ어든 我 隨 고) 

(원각경언해 하 3-1: 20)

    b. 邪正과 凡聖과 大 와 權實와 事理와 漸 괘 조차 홈과 조차 몯홈괘 잇

니(邪正과 凡聖과 大 와 權實와 事理와 漸 괘 有共不共니) (원각

경언해 하 2-1: 13) 

    c. 녜 와 그 圖 올이오니 새 그리  조차 가니라(昔獻書畵圖 新詩

亦俱往) (두시언해, 간본, 24: 38)

    d. 衛律이 닐오 버그늬 罪ㄹ 조차 니 리라(律 武曰 副有罪 當相坐) 

(삼강행실도, 런던본, 충신도, 6) 

    d’. 률이 무려 닐러 오 부의 죄로 맛당이 년좌리라(律 武曰 副

有罪 當相坐) (오륜행실도 2: 12)39)   

39) ‘連坐’는 ‘조차 버믈-’ 는 ‘조차 버므리-’로 번역되기도 하 다. ‘이 젼로 그 사 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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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공  말이디 몯여 조차 그  타 가니 몯 주기니라(壽知不能止 

因 之同舟 舟人不得殺) (이륜행실도, 옥산서원본, 1)

(20)의 타동사 ‘좇-’은 한문 원문의 ‘ , 共, 俱’ 등에 응하는바, 그것은 “(-을) 더

불어 하다, (-을) 함께 하다, 아우르다”의 의미를 가지며, 그 활용형 ‘조차’는 “더불

어, 함께, 아울러”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 ‘좇-’이 

古代漢語의 “兼”(白話에서는 ‘連’)의 의미와 통한다는 을 시하고자 한다. ‘兼

-’가 자동사ㆍ타동사 겸용동사 듯이(졸고 2009a: 135~6),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좇-’도 자동사ㆍ타동사 겸용동사 다고 악하여 필자의 기존 견해를 수정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에 문제되는 바는 ‘좇-’의 사동사 ‘조치-’가 될 것이다. 자동사

ㆍ타동사 겸용동사인 ‘막-’(拒)이 잉여 인 피동사인 ‘마키-’도 가지고 있는 사실

을 상기하면,40) 이 잉여 인 사동사 ‘조치-’가 아울러 존재하는 상은 쉽게 이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결국 우리는 “兼, , 共, 俱” 등의 의미를 가지는 자동

사ㆍ타동사 겸용동사 ‘좇-’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NP- 조쳐 Vt’ 구성과 ‘NP-

이 조차 Vi’ 구성(이곳의 ‘좇-’은 자동사)이 공존하다가, 사동사 ‘조치-’가 16세기 들

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 거의 다 소멸하면서, ‘조쳐’의 자리를 

그 이 부터 이미 존재하던 타동사 ‘좇-’의 활용형 ‘조차’가 신하게 되었다고 

악할 수 있는 것이다.41) 

다가 조차 버므러(因此, 那人家連累,)’(번역노걸  상 50)와 ‘이런 젼로 그 사의 집블다

가 조차 버므려(因此, 那人家連累,)’(노걸 언해 상 45)가 그 들이다.

40) 타동사 ‘막-’의 존재는 ‘無明은 이 根本惑이니 中道理 막니 中觀 닷가 이 別惑 야

 디며’(월인석보 11: 75)에서, 자동사 ‘막-’의 존재는 ‘기  智 알 現샤 大千이 막디 
아니샷다(深智現前샤 大千이 不礙샷다)’(법화경언해 5: 82)에서 살필 수 있으며, 자동사 

‘마키-’는 ‘이런 로 見覺이 나 훤며 고미 마키며 四大 도라 아로미 나니(故로 見覺이 

生야 而 湛이 壅며 四大ㅣ 旋야 而覺知ㅣ 生니)’(능엄경언해 4: 85)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런데 ‘마키-’도 자동사ㆍ타동사 겸용동사 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타동사 ‘마키-’의 존재는 ‘說法을 마키디 아니샤로 妙音이시고(以說法不滯故로 爲妙音

이시고)’(능엄경언해 6: 66)에서 살필 수 있다. 

41) ‘조치-’(兼)는 매우 편재된 활용형만 보여 ‘조쳐’로 나타나는 가 거의 부분이다. 일종의 

불완 계열체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에 응하는 ‘조차’(兼) 역시 그러한 편재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휘형태화한 부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필자는 ‘뎌 空 

조치샤 七大 뫼호샤 비 萬法을 通오시니라(兼彼空等은 㹅 七大샤 旁通萬法也

시니라)’(능엄경언해 3: 105)의 ‘조치샤’ 같은 어형을 시하여 ‘조쳐’를 활용형이라고 

악하기로 한다. 17세기 이후의 타동사 ‘조차’가 목 어를 지배하는 상은 뒤에서 다시 살피



94 奎 章 閣  36

한, ‘조쳐’도 그러하거니와 “아울러, 더불어, 함께”의 의미를 가지는 ‘조차’는 

16세기 이후에도 여 히 문법형태화한 조사로 변하지 않았음을 지 해 두고자 한

다.42) 

  (21) a. 뎌 햇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脩行야 得道 사도 조쳐 

보며 (석보상  13: 14)

      a’. 뎌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修行야 得道니도 조쳐 보며 (월

인석보 11: 36)

      a”. 뎌 모 比丘 比丘尼 優婆塞 優婆夷의 뎍 닷가 道 得릴 조쳐 보며

(幷見彼諸比丘比丘尼優婆塞優婆夷의 諸修行得道 며) (법화경언해 1: 

63)

      b. 이 야로 有 에 니르리 諸天 모맷 香  다 마며 諸天 퓌우 香

도 조쳐 마며 (석보상  19: 19)

      b’. 이티 올며 올마 梵世  니르러 우흐로 有 에 니르리 諸天 身香 

 다 드르며 諸天의 퓌우 香 조쳐 드르며(如是展轉야 乃至梵世

야 上至有 히 諸天身香을 亦皆聞之며 幷聞諸天의 所香之燒며) 

게 될 것이다. 다음  (a)의 ‘날 조차’와 (b)의 ‘날 됴차’는 “나까지 포함하여, 나를 아울러”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 구성인바, 이 (a)의 ‘날 조차’는 그 뒤에 와 있는 ‘註 조쳐’(“주를 아울

러”의 의미)와 묘한 조를 보인다. ‘날 조차’  ‘날 됴차’의 후행문은 계사문이고, ‘註 조쳐’
의 후행문은 타동사문이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a. 琴學士의 玉笋門生 琴學士의 玉笋門生  날 조차 몃 부니잇고 唐漢書 莊老子 韓柳文集 

李杜集 蘭臺集 白樂天集 毛詩尙書 周易春 周戴禮記  註 조쳐 내 외 景 긔 엇더니

잇고 (악장가사 상 12, 한림별곡)
     b. 英雄豪傑 一時人才 英雄豪傑 一時人才  날 됴차 몃 분니잇고 鷄旣鳴 天欲曉 紫陌長堤 

大司憲 執義 臺長御史 駕鶴驂鸞 前阿後擁 辟除左右  上臺ㅅ 景 긔 엇더니잇고 

(가집一, 霜臺別曲)

42) 그러나 “(심지어) -까지도(마 )”의 의미를 가지는 ‘-조차’는 근 한국어 단계에 가서 문법형

태화하여 조사로 사용된다. 이에 하여는 “(심지어) -까지도(마 )”의 의미를 가지는 ‘-재’의 

문법형태화와 아울러 뒤에서 다시 언 될 것이다. 한국어의 문법형태에 한 뜻풀이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조사화한 ‘-조차’, ‘-지’, ‘-재’ 등의 의미를 “(심지어) -까지도(마 )”로 악

한다고 해서 이들 문법형태의 통사범주를 “심지어”에 응하는 부사로 악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이하의 서술에서도 문법형태의 의미를 어휘형태 자체나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악

한다고 해서 그 통사범주도 그와 동일한 것으로 악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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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언해 6: 43)

  (22) a.  黃連과 黃栢과 輕粉 티 호고 朴硝 져기 조쳐 細末야 麻油

에 녀허 合 다이(← 마) 닫고 밥 우희  리(← 라) 라(又方 黃連 

黃栢 輕粉[各等分] 朴硝[ 許] 右爲細末 入麻油用合子 合住上飯蒸調塗) 

(구 방언해 하 13)

      b.  나 스러 디리니 른 미 져기 조쳐 녀흐라(只一箇便消 加黃蠟[ ]

許) (구 간이방 3: 45)

  (22’) 아 설날 경의  두닐굽 낫과 열  두닐굽 낫 집안 사 머리터

럭 져기 조쳐  뫼화 우믈 가온 두고 빌락 히락 면 그 집안 사

히 다 그  그모도록 블도 만나디 아니며 다 가짓 셕 귓것도 피

리라(歲暮夕四更中 豆子二七枚 麻子二七箇 家人頭髮 許合着 投井中 

祝曰 使其家 竟年不遭傷寒 辟却五溫鬼) (분문온역이해방 4)

  (23) a. 무오년 터 이 남기 셩여 여름이 큰 밤만치 여 마시 조차 비샹

야 뉴다고 거의 셤이나 여럿더라 (계축일기 하 43)

      a’. 무오년부터 이 남기 셩야 여이 큰 밤마곰 여 마시 조차 비샹

고 거의 셤이나 여더라 (서궁일기 1: 142)

      b. 나 쥬샹 조뫼니 모시로 오 싀외삼  명원  것도 조차 겨오시

거든 이제 조모가 그 듕부 신폭 거시  졍니나 나라 쳬면이나  

날 아모 말디 못 거시오 (한 록 444)     

  (23’) a. 이 셩댱의 무리 요뢰 을 인연야 이 무젼 거조 니 가히 

통탄고 되국 긔강도 조차 가히 알니러라 (기축연행록 5: 13) 

     b. 명산쳔 구경키도 그도 죠 못소냐 (18세기 가사 집, 강별곡)

  (24) 주물러 거면 흰 물이  사발만 거든 그 밥애 섯거 죠 술  술만 

조차 녀허 괴여든  서 홉만 밥 무지어 (음식디미방 2~3, 증편법)

(21)의 ‘NP-도 조쳐 Vt’ 구성이나 (22)와 (22’)의 ‘NP- 져기 조쳐 Vt’ 구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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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 ‘NP-{이, 도} 조차 Vi’ 구성이나 (23')의 ‘NP-도 조차 Vt’ 구성, (24)의 ‘NP(-

) NP-만 조차 Vt’ 구성[“좋은 술을 한 숟가락쯤 아울러 넣어”의 의미를 가짐]은 “아울

러”나 “ 한”의 의미를 가지는 ‘조쳐’나 ‘조차’가 조사가 아님을 잘 보인다. 특히 

(22')의 ‘NP(-) 져기 조쳐’ 뒤에는 ‘’가 있어 유사한 표 인 ‘조쳐’와 ‘’

(“함께”의 의미를 가짐)가 복되어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  에서 언 된 바 있는 (12b)의 ‘ 두  나 거  조 재 죠  

(巴豆一枚和皮以紙裏)’(구 간이방 2: 66)에 들어 있는 ‘거  조 재(和皮)’ 구

성은 매우 암시 이다.  의 문 (17)의 ‘거  조쳐’ 구성과 의미상 동질 인 

이 ‘거  조 재’ 구성은 16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라면 ‘거  재’나 ‘거  재’, ‘거

 채’ 등으로 표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43) 단지 명사구 보문 구성의 표 [‘거  

조 재’]이 의미상 구체 인 데 비하여, 후자의 명사구 구성[‘거  재’나 ‘거  재’, 

‘거  채’ 등]은 상 으로 추상 이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역으로 근

한국어 문헌의 ‘모든 군 일시  와 흙과 을 만이 운뎐야 소 속의 더퍼 

뎌 놈을 사니 재 므라(衆軍士齊來, 多搬土石, 活埋他兩個罷.)’(孫龐演義 3: 115)

의 ‘사니 재’는 ‘산 재’나 ‘산 재로’로 달리 표 될 수도 있다.44) 이런 에서 ‘사니 

재’의 ‘재’와 ‘산 재’의 ‘재’는 다 명사로서 동일한 존재에서 나왔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니 재’ 구성은 한국어의 ‘VP-느니만치, VP-리만’ 등의 구성을 연상시

킨다. 다음에 세한국어 문헌과 근 한국어 문헌에 보이는 ‘-니만, -니만, -더니

만, -리만’, ‘-리만치’, ‘-니마곰, -리마곰’ 구성의 들을 몇 가지 들어 둔다. 

  (25) a. 이 사 得혼 功德이 이 法華經엣 一四句偈나 受持니만 몯니라 

(석보상  20: 21)

      a’. 地獄애 내오져 커시든 부텻긔 시니만 니 업스니다 (월인석보 

43) 이런 구성은 근 한국어 시기 문헌의 다음  하나만 찾을 수 있었다. ‘일 쳥신의 계원 

이십     은막로 어 쇼경 두 돈 즁을 합여 젼복고(每淸晨 大桂圓二十元, 帶
了殼用 銀簪戳遍, 配二錢老 梗濃煎服下.)’(후홍루몽 10: 40).

44) ‘산 재’ 구성의 는 ‘내 비록 산 재 무티여시나 그 입은 오히려 이시니’(션부군언행유사 24)
에서, ‘산 재로’ 구성은 ‘ 궁인을 만히 주기고 공쟉을 산 재로 만히 무더 만수로 혤’(고문

백선 7: 30)에서 그 를 살필 수 있다.  ‘사니 재’ 구성이나 ‘산 재’, ‘산 재로’ 구성은 ‘ 

쟈라 자바 사니로  소 녀허 닉거든 나여   장 조히 시어’(음식디미방 5, 별탕 쟈라

이라)에서처럼 ‘사니로’로 실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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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8)

      b. 무당을 무 디 말고 증을 와 약을 잘니만 못고 이에셔 더 심

니 이시니 (두창경험방 10)

      b’.  번 죽어셔 도로  간졍니만 못고(不如一死倒還干淨) (홍루몽 

69: 68)45)

      c. 艱難 해 가면 힘 펼 히 이셔 옷 밥 수이 어드리만 디 몯도다

(不如往至貧里면 肆力有地야 衣食易得이로다) (법화경언해 2: 194)

      c’. 艱難  가 힘 드 히 이셔 옷 밥 쉬 어드니만 몯다 (월인석

보 13: 12)

      d. 이 를 당여 이 아이의 업더니만 못여 그 사라스미 만분 통한

니  엇지 인졍이 머믈니요 (완월회맹연 22: 8)

(26) 만치 리만치 지 아니리만치 만콤 (한불뎐 220~221)46)

  (27) a. 가졔육을 둣거이 산젹 허리 그니마곰 졔게 싸라 기지령의 장여 

진 보희게 무텨 지령기 치며 닉도록 가 후   약념면 

장 유미니라 (음식디미방 7, 가뎨육) 

      b. 지령기의 쵸여 마시 알맛게 야 두고 쓸 제면 쓰리마곰  내여 다

시 데여 호쵸 쳔쵸 약념여 쓰니라 (음식디미방 6, 양슉)

이 ‘-니만, -니만, -리만, -더니만’, ‘-리만치’, ‘-니마곰, -리마곰’ 구성이 다 ‘-은 

만, - 만, -을 만, -던 만’, ‘-을 만치’, ‘-은 마곰, -을 마곰’ 구성으로 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 해 둔다. 물론 ‘VP-옴’ 명사형 

뒤에는 이런 형태들이 다 올 수 있었다.47) 

15세기의 ‘거  조 재’식 구성 외에 16세기에 ‘거 (-ㅅ) 재’식 구성이 다시 생

45) 이 문장은 ‘피의 죽 거시 간졍 만 지 못도다(不如大家死了淸淨)’(홍루몽 34: 79)와 

비교된다. 

46) 랑스어 뜻풀이 문장은 생략하고 제시하 다.

47) 세한국어와 근 한국어의 ‘-을 만-’ 구성이 이 인 성격(“-기만 하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을 만하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함)을 지닌다는 사실만 지 해 두고, ‘마, 만, 마치, 만치, 
마곰’ 등에 한 세 한 고찰은 다음 기회에 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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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나온 것은, ‘ ’ 구성이 15세기에는 한문의 ‘隨ㆍㆍㆍ所VP’ 구성에 응하

는 언해문의 ‘VP-오-ㄹ # -{, ㄹ} 좇-’ 구성에 주로 사용되다가 ‘VP-오-ㄹ # 

로’ 구성[여기서 조사 ‘-로’는 방식의 용법(“-을 가지고, -로써”의 뜻)을 가짐]을 거치고 

다시 16세기 들어 ‘VP-(오)-{ㄹ, ㄴ} # 로’ 구성  ‘NP(-의) 로’ 구성으로 발달

해 나간 사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48) ‘ 로’ 구성에서는 “隨”의 

의미를 가지던 ‘좇-’의 의미가 조사 ‘-로’에 투 되었지만, ‘재’ 구성에서는 “兼”의 

의미를 가지던 ‘좇-’의 의미가 나 에 조사 ‘-로’(‘VP-은 재로’ 구성의 ‘-로’)의 의미

에 투 되었다는 이, 유사하지만  다른 차이를 보이는 이라고 할 수 있다.  

3. ‘뿌리 붙은 채’ 구성과 ‘뿌리째’ 구성의 성격 변화

근 한국어 단계에 ‘거  조 재’ 구성의 ‘재’는 ‘채’, ‘챼’, ‘’, ‘쟤’, ‘’ 등으

로 실 되어 나오기도 한다. ‘재’ 외에 ‘쟤’와 ‘’가 존재하고, ‘채’ 외에 ‘챼’와 

‘’가 존재하는 것은 단지 표기상의 문제이지만, ‘재’(그리고 ‘쟤’  ‘’) 외에 

‘채’(그리고 ‘챼’  ‘’)도 존재한다는 것은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언 분화와 

련지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의 것은 앙어의 어형이고 후자의 것은 남부

방언이나 북부방언의 어형일 것으로 짐작된다.49) 그런데 개 동사어간에 과거시

제와 련된 형사형 어미가 통합한 ‘VP-은’의 구조50) 뒤에만 나오는 ‘재’는 硬

音化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 통합되기 때문에 ‘째’, ‘’, ‘’, ‘’, ‘’ 등의 

48) 이에 하여는 졸고(2009b)와 박부자(2010)을 참조하기 바란다.

49) 이 공간  방언분화와 련된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50)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시-’가 통합한 는 존재한다. ‘졍신 의 닙으신  길의 오오셔 

동궁 부르오셔 밥 먹으냐 무르셔 답시면’(한 록 122), ‘ 비 셔궁의 겨오신 재 두

고’(국조고사 55)가 그 를 보인다. 그런데 표  국어 사 에는 한국어의 ‘채’에 

하여 ‘-은’ 외에 ‘-는’ 뒤에도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사지는 오래 에 감각을 잃어 통증도 

모르는 채 장작처럼 뻣뻣하다.(홍성원, 육이오)’의 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 보

편 인 것은 아니리라고 단된다. 서울 학교의 박진호 교수는 한국어에서 ‘{건강한, 
말짱한, 싱싱한} 채’ 구성이 가능하다고 언 해 주었으나 형용사가 참여하는 ‘-은 채’ 구성도 

리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옛 문헌에서 형용사가 참여한 ‘-은 재’ 구성은 

한 만 찾을 수 있었다. ‘박 소릐 핑계고 操壯이 가쟝 놉다 至今에 穎水淸波는 더러온 
재 잇니 古今에 어질기야 孔夫子만 가마 轍環天下야 大鐸이 되야시니 날 튼 셕은 

션븨야 일  무리요’(병와 서 9, 악학습령 43)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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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는 당연히 나타날 수 없었다. 

먼  白話 表現 ‘和衣’51)의 번역이 세한국어 문헌에서부터 근 한국어 문헌

에 이르기까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었는지 일별해 보기로 한다. 

  (28) a. 옷 니버 ( 강경삼가해 3: 20)

      b. 옷 닙고 (선진일사 5: 21)

      b’. 옷 입고 (박문서 본 서상기어록 113)

      c. 옷 닙은 재 (삼국지통속연의 8: 67) 

      c’. 오 닙은 재 (醒風流 1: 7)

      d. 옷 입은  (艶夢, 서상기어록 24)

      d’. 옷 니분  (박문서 본 서상기어록 15)

      e. 옷 입은 로 (綠牡丹 2: 6)

      f. 의복 입은 로 (王昭君 2)   

      

(28c, c’, d, d’, e)에서 ‘재’, ‘’를 확인할 수 있다. (28f)에서는 ‘입은 로’ 구성이 

쓰여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한문 원문이나 백화문 원문을 

살필 수는 없지만, ‘의샹을 닙은 채’(玄氏兩雄雙麟記, 국학자료보존회 인본, 8: 

24), ‘옷 닙은 ’(명주보월빙, 필사본, 10: 14), ‘옷을 입은 채로’(活字本古典 說

全集 第二卷, 임화정연 3: 403), ‘됴복을 닙은 챼’(筆寫本古典 說全集 17, 양 문

직 기 1: 315) 등에서 ‘채’와 ‘챼’, ‘’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 외, ‘우 양과 돗과 

과 올히 산 쟤 겁질을 벗겨(好生剝牛羊驢馬燖雞豚鵝鴨)’(티통감, 東晋, 6: 

50)의 를 통하여 ‘쟤’도 더 확보할 수 있다. 한 우리는 ‘재’ 등의 뒤에 조사 

‘-로’가 더 통합해 있는 들도 살필 수 있다[‘옷 입은 로’와 ‘옷을 입은 채로’].52) 

51) ‘和 平聲 調和也, 又 去聲 也 及也’(노박집람, 單字解, 1)만으로는 ‘和’의 이러한 의미를 정

확하게 간취해 내기 어렵다. 의 국어사 류도 개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문제의 

白話에 쓰인 ‘和’는 ‘連’의 의미[즉, “(-이 있는) 그 로, (-을 포함한) 채”의 의미도 가지는 

것으로 악하여야 한다. 실제로  조사 (1962, 1986)과 中韓大辭典(1995)에서만 ‘和’의 
의미 가운데 하나로 “[……한(인)] 채로”를 들고서 ‘和衣而臥(옷을 입은 채로 눕다)’와 ‘和盤

托出(고스란히 통채로 내놓다. 조 도 숨김없이 털어놓다)’, ‘和身往上一扑(몸뚱아리채로 부

딪치다)’ 등의 를 들고 있다.

52) ‘의복’ 뒤에 조사 ‘-지이’가 통합한 문장도 보인다. ‘ 쇽의 사 잡아먹은 거시 무슈여 

의복지이 닙은  삼켜시니 몬져 먹은 거 삭안 지 오니 와 살이 다 녹고 다만 의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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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한국어와 근 한국어의 이런 구성들에 들어 있는 ‘재’와 ‘채’ 등은 다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 상태) 그 로”의 의미를 가져 한국어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방언 분화와 련된 ‘채’, ‘챼’, ‘’ 등이 더 나타났다는 사실 외에 ‘재’, ‘채’ 등

의 뒤에 조사 ‘-로’가 더 통합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근 한국어 단계의 문헌에 

보이는 ‘VP-은 # 채’ 구성의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제 조사 ‘-로’가 통합

한 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한다. 

(29) a. 돌앙 새오 산 재로 만히 잡아 밥솟틔 되 (해남윤씨 33, 돌앙)

      a’.  궁인을 만히 주기고 공쟉을 산 재로 만히 무더 만수로 혤 (고문

백선 7: 30)

      b. 네 굽을 동  고 오나온 와 슈릐 노하 샨 로 그 고기   

먹으니(足於撅上, 放鷹鷂, 活按其肉,) (태상감응편언해 5: 55)

      c. 귀신 압헤 긔 아들을 죽이여 피를 졔물노 삼고 긔 들을 쟝

여 산 로  쇽에 뭇쳐 리엇니라 (신학월보 7: 50)

      c’. 잉잉의 아람치 이  은  로 귀신을 맛져 도로 보내려 니

라(其楊奶奶二百金, 原 不動, 遣個靈鬼 還他去了,) (평요긔 3: 56)

      d. 례물 슈래를 한 채로 공부마 보내엿다가 오날날 한가지로 보낸 사연

을 세세이 쥬달하니 (活字本古典 說全集 第二卷, 임화정연 5: 하 90)

      e. 운 로 이셔 하 알니 민망  업서이다 ( 풍곽씨언간 125)

‘VP-은 # 채로’ 구성은 ‘VP-은 # 채’ 구성을 치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한국어에 이어져 왔다. 

‘뿌리 붙은 채’ 구성에 해당하는 표 은 공간  방언분화와 련하여 ‘재’(표기

상으로는 ‘쟤’, ‘’ 등도 보임) 외에 ‘채’(표기상으로는 ‘챼’, ‘’ 등도 보임)로도 나타난

다든가 그 뒤에 조사 ‘-로’가 더 통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든가 하는 외에는 그 

성격에 별다른 큰 변화가 없이 한국어에 이르 지만, ‘뿌리째’ 구성에 해당하

는 표 은 근 한국어 단계를 거치면서 그 성격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

남아시며 나종 먹어 삭지 아니 거 인형이 오히려 머므럿더라’(윤하정삼문취록 53: 17)가 

그 한 이다.



‘채’와 ‘째’의 통시  문법 101

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뿌리째’ 구성에 일어난 성격상의 변화를 세 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NP(-ㅅ) 재’의 ‘재’는 근 한국어 문헌에서 그 외에도 다양한 異表記로 나타난

다. ‘-ㅅ 재’[불흿 재(蔓橫淸類 105: 577)], ‘재’[겁질 재(음식디미방 4, 모시죠개 가막죠

개)], ‘’[ (連船) (醒風流 5: 83)], ‘’[평상 (連板) (수호지, 이 본 39: 7)], ‘’

[ (連骨都) (녀션외 16: 74)], ‘’[궤 (임화정연 41: 6)], ‘채’[리 채(演經坐談 

62)], ‘’[ 오리 (명듀보월빙 90: 34)] 등이 그것들이다.53) 

이런 들을 통하여, ‘NP(-ㅅ) 재’ 구성은 개 白話의 ‘連NP’ 구성에 응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에서 白話의 ‘連’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었는지 일별해 보는 일이 의미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連’에 한 

當 語 의 解를 보인 것이다. 

(30) a. 連 及也 幷也 조쳐 (노박집람, 單字解, 7)

    b. 連 지 (어록총람, 삼국지어록해, 109) 

(30a)는 ‘連’이 16세기 반 문헌에서 “아울러, 함께”의 의미를 가지는 용언활용형 

‘조쳐’에 응함을 보이고, (30b)는 ‘連’이 근 한국어 시기 후반 문헌에서 조사 ‘-

지’가 가지는 용법 가운데 “(심지어) -도”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도 (포함하

여)”의 의미를 가지는 용법54)에 응함을 보인다. ‘단졍코 불출슈월의 져의 강병

쟝지 아오로 뇨감리이다(包管不出兩月, 連他强兵猛 , 一幷了當.)’(녀션외

 25: 49)나 ‘ 구 가지 모도 어럿단 말(連底都錮住了)’(어록총람, 서유기어록해, 

78),55) ‘면이 모다 물이오 두뎡과 방챵가지 아오로 다 간이 되 (四面皆水, 連

頭亭房艙共是五間,)’(紅樓夢復 11: 15)의 ‘-지’나 ‘-가지’가 그러한 용법을 보이

는바, 후자의 ‘-가지’는 ‘-지’의 異表記를 보인다. 

‘암 두 마리과 셩히  구 세 마리 머리지히  녀허 믱믈의 고타

53) 왕문용(1988: 167)에는 ‘몸통 차’(열녀춘향수 가 69)의 ‘차’와 ‘곤궁한 톄’(독립신문 1-13: 1)
의 ‘톄’도 들고 있으나, 후자의 ‘톄’는 한자어 ‘體’에서 기원한 형식명사라고 하여야 할 것이

다. ‘몸통 차’의 ‘차’는 서수 표 에도 ‘차’가 존재하 음을 연상시킨다.

54) (30b)의 ‘지’는 ‘A- 터 B-지’ 구성에 사용되는 ‘-지’의 용법을 보이는 것이 아님에 유

의해야 한다. 어의 ‘even’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55) ‘凍到底 지 어다’(譯語類解補, 地理補, 6)도 유사한 표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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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식디미방 6, 별미)는 조사화한 ‘-지히’가 “-까지”의 의미로 사용됨을 보이는

바, 그 뒤에 오는 부사 ‘’(“함께”의 의미를 가짐)와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바로 앞에서 언 된 ‘-지’와 ‘-가지’의 문에서는 ‘아오로’와 ‘모도’

가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지’ 내지 ‘-가지’나 ‘-지히’는 뒤에서 

언 될 바와 같이 조사화한 ‘-재’  ‘-조차’나 원래부터의 조사 ‘-도’로 치될 수

도 있다. ‘NP-{至히, 지히, 지이, 디이}’ 등으로 나타나는 조사 ‘-지히’류는 ‘NP(-

애) {니르리, 니리, 니르히, 니히}’ 등으로 나타나는 ‘니르리’류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소 다른 출  양상을 보인다. 

   

  (31) a. 수우  녀허 두세 소솜  東녁 문 向야 머고 몬져 아 터 

얼운至히 머그라(置酒中煎數沸 於東向戶飮之 屠 之飮 先從 至大) (간

이벽온방 9)

      a’. 수우  녀허 두세 소솜  녁문 야 머고 몬져 아 터 얼운

지히 머그라(置酒中煎數沸 於東向戶飮之 屠 之飮 先從 至大) (분문온

역이해방 10)    

      b. 패 피 갓과 희 엉긔믈 인연야 곰 몬다회 와 기르마지히  

두 녁희 으름이 나며 혹 이 엇치에 치여 쳐 여뎌 샹홈을 닐외

미라(敗血凝注皮膚, 以致鬐甲梁頭排鞍平膜兩邊發腫, 或汗結鞍氈, 擦磨

打破而傷.) (마경 집언해 下 100)

  (32) a.   히 주근 후에 첫 닐웨로 터 닐곱 닐웨지이 쟈 야 

 보기도 며 뎌  올여 도 며 모 복곳 지면(若有衆生死亡之

後 從一七日乃至七七日 所爲亡  建造諸福) (장수경언해 73)

      b. 내죵애 벼스를 동디듕 부지이 니라(官至同知中樞府事)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 효자도, 22)

      b’. 내죵내 벼슬을 동디듕 부지 니라(官至同知中樞府事) (속삼강행

실도, 간본, 효자도, 25)

      c. 이 싀호의셔 심 무도디인이라 사이야 엇디 골육을 리며 어미를 

쳣신들 식디이 바리리오 (니화졍연 54: 54)

  (32’) a. 이휘 아마님 친손올디라도 이런 난쳐 오면 날려 뭇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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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실 일이거든 며 내 제 친한아비로셔 션세 싸의 니올 

도와 제 손의지이 보젼올 도와 아마님 내죵내 길올 도 아

고도 내 으로 못와 (언간의 연구 122, 인빈애 오신 월) 

      b. 엇던 사은 날을 모야 의지이 내 셩명을 고  자 볼 

거시라(只不知這漢子是誰, 却在睡夢中叫我名姓, 是一片眞情想慕, 形于

夢寐中, 實又添我一個知己.) (후슈호뎐 9: 11)

여기서 우리의 심사가 되는 것은 (31b), (32c), (32’)에 쓰인 ‘-지히’류이다. (32b)

의 ‘-지이’는 (32b’)의 ‘-지’와 비되어 그 상 성을 잘 살필 수 있다. (32’)에서 

조사 ‘-의’ 뒤에 통합해 있는 ‘-지이’는 ‘가신 이의 인원 덩셩냥셩모긔와 션희궁

긔 셔시고 녀의게지 여 겨시니 그 슈젹이 지  게 이시니’(한 록 

160)와 ‘막슈유란 말은 악비 주기던 쳔고원옥으로 언문의지 이셔 무지 녀

들이라도 지 도 아 원통야  배니’(한 록 438)에서 조사 ‘-의게’  

‘-의’ 뒤에 통합해 있는 조사 ‘-지’와 동질 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32’)의 

 친 부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자손에게까지”와 “(심지어) 꿈에서까지”의 

의미를 가져 ‘제 손의’와 ‘ 의’가 ‘지이’의 논항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

이다.56)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白話의 語  ‘連’이 “-까지”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그 

번역문에 서의 當要素가 혹시 문법형태화한 조사일 가능성은 없는지 곰곰이 따

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 다음에 ‘連’의 번역문을 몇 가지 보인다. 백화

의 ‘連’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33)], ‘連 … 也’[(34b, c, f)], ‘連 … 

都’[(34a)], ‘連 … 也, 都’[(34d)], ‘連 … 帶’[(34e)] 구성으로 쓰일 때가 많으므로 함

께 제시하기로 한다.57) 이들은 각각 “-도 한”, “-도 모두(다)”, “-도 끼워서”의 의

미를 가진다.

다음에 ‘連’이 ‘조차’와 응하는 문장들을 제시한다.    

56) 앞으로 ‘니르리’류와 ‘지히’류에 한 보다 깊은 탐색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됴공이 엇디 날지이 긔인고(趙連襟何必瞞我)’(醒風流 2: 34)의 ‘날지이’는 이곳의 ‘-지이’가 

조사임을 극명하게 잘 보인다. 조사 앞에 통합하는 ‘나’(我) 뒤에 ‘ㄹ’이 덧나는 상은 뒤에

서 다시 언 될 것이다. 

57) 그 외에, ‘連 … 俱’, ‘連 … 盡’ 구성도 나타나나 여기에는 일일이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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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a.  果 고고리   오  바 불휘 조차 니라(甜果 徹蔕甜

고 苦胡 連根苦니라) ( 강경삼가해 2: 50)

      b. 침으로 뎡죵 네  디고 셕륫  그 우희 코   라 네 

 에우고 알록  셕륫  그 우희 텨 리  밤 재민(← 

면) 불휘 조차 로 디리라(以針刺四畔 用榴末[셕륫 ] 着瘡上以麵

[  ] 圍四畔 灸以痛爲度內 末傅上急裏 經宿 連根自出) (구 간이방 

3: 17)

  (34) a. 므더니 겨 가져가면 다 조차 다 뎐야 야디리로다(不爭 去

時, 連其餘的馬, 都染的壞了.) (번역노걸  하 19)58)

      b. 콩 버무릴 막 조차  나히 업다(連攪了棒也, 沒有一箇.) (노걸 신석

언해 1: 40)59)

      c. 主人아 우리 이 半日을 리오되 놉흔 姓조차 일즉 뭇지 못엿더니 큰 

형의 貴 姓이여(主人家, 我們攪擾這半日, 連 姓也不曾問得, 大哥貴

姓?) (노걸 신석언해 1: 56)   

      d. 기 기다려 店裏의 가 보니 銀錢은 니지도 말고 行李좃 다 가져

갓거(等天亮到店裏一看, 別說銀錢, 連行李也, 都拿走咧) (화음계몽언

해 상 14)

      e. 됴히 地皮를다가 다 것고 뎌 山水조차 여 還鄕라(好把地皮都捲起 連

他山水帶還鄕) (오륜 비언해 4: 38)

    f. 잘 데조처 으들 수 읍는데(連宿處也 沒有了,) (어록총람, 서유기어록, 81)

      g. 무 이 두 손을 모막  둘러 평 힘을 다   번을 리틴  나모 

가지조차 거뎌 려오 겁내여 티매 그 범은 맛디 아니고(雙手輪

58) 다른 異本들에는 ‘므더니 겨 가져가면 다 조차 다 뎐염여 해야디리로다(不爭 去時, 
連其餘的馬, 都染的壞了.)’(노걸 언해 하 17), ‘토지 아니코 가져가면 다 조차 다 뎐염

여 해야디리로다(不爭 去時, 連其餘的馬, 都染的壞了.)’(평양  노걸 언해 하 17), ‘만일 

을 잇그러 가면 그 나믄 도 다 젼염여 여지리라(若拉馬去, 連其餘的馬, 都染的壞

了.)’( 간노걸 언해 하 18)로 되어 있다.

59) 다른 이본들에는 ‘ 버므릴 막  나토 업다(攪料棒也沒一箇)’(번역노걸  상 33), ‘콩 버므

릴 막  나토 업니(攪料棒也沒一箇)’(노걸 언해 상 29~30), ‘콩 버므릴 막  나토 업

니(攪料棒也沒一箇)’(평양  노걸 언해 상 29~30), ‘콩 버무릴 막 조차  나히 업다

(攪料棒也沒有一箇)’( 간노걸 언해 상 29)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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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哨棒, 儘平生氣力, 只一棒, 從半空劈 下來, 只聽得一聲響, 簌簌地, 

那樹連枝帶葉, 劈打 下來, 定睛看時, 一棒劈不着大蟲,) (忠義水滸志, 서

울 학본, 8: 32)

(33a, b)의 ‘불휘 조차’는 “뿌리가 아울러(더불어, 역시)”의 의미를 가진다. 그에 비

하여, (34a)의 ‘다 조차 다’는 “(심지어) 다른 말까지도 다”의 의미를, (34b)의 

‘콩 버무릴 막 조차 ’는 “(심지어) 콩 버무릴 막 까지도 한”의 의미를, (34c)

의 ‘놉흔 姓조차’는 “(심지어) 당신의 성조차도”의 의미를, (34d)의 ‘行李좃 다’

는 “(심지어) 짐까지도 다”의 의미를, (34e)의 ‘뎌 山水조차 여’는 “(심지어)  

산수까지도 끼워서”의 의미를,60) (34f)의 ‘잘 데조처’61)는 “(심지어) 잘 데까지도”

의 의미를, (34g)의 ‘가지조차’는 “가지까지도”의 의미를 가진다. (33)의 ‘조차’와

는 완 히 의미가 달라진 이 “(심지어) -까지도”의 의미를 가지는 (34)의 ‘조차’는 

이제 근 한국어 단계에서 문법형태화하여 조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화한 ‘-조차’는 그 앞에서 언 된 상과 비하여 극단 인 상황을 가상

하여 양보 인 표 을 한 것이다.  

(34)류의 조사 ‘-조차’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그 성격이 극명히 잘 드러난다. 

  (35)  속의도 듯고 시 지 아니니 우리 듕셔 부인 년 녹 아래 샹시쳐로 

뫼셔 잇지 무엇라 뎌의 가셔조차 안듕뎡 되여 도리 셜운 말 뒤여 

가 (옥원합긔연 21: 24)  

(35)의 조사 ‘-조차’는 용언활용형 ‘가셔’ 뒤에도 통합할 수 있었음을 보이는바, 

60) (34e)에서는 ‘連ㆍㆍㆍ帶’ 구성의 ‘帶’가 ‘여’로 직역되어 있는 이 흥미롭다. ‘連’이나 ‘連
ㆍㆍㆍ也’ 구성의 ‘連’도 ‘년야’로 직역되는 가 보인다. ‘만됴 문뮈 낫치 노왕을 기리고 

년야  신재 어려 흙을 며 남그로 사긴 사 거(滿朝文武, 個個喝采魯王, 連那楚

國使臣, 弄得泥塑木雕了.)’(孫龐演義 3: 69)과 ‘냥편 쟝 우 삼 원 명쟝과 연무댱샹 모든 

 실셩야 웃고 년야 왕재  웃기 디 못니(兩邊 臺上, 三四百員猛 , 演武

上, 百十多位官僚, 盡失聲發笑, 連個魏王也, 忍不住.)’(孫龐演義 2: 23)가 그 들이다.

61) 이 ‘조처’를 ‘조쳐’에서 ‘ㅈ’의 구개음화와 련되어 나타난 표기형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 한국어 시기에는 ‘조차’(隨)가 ‘조쳐’로도 표기되어 나오는 들이 상당수 보이

기 때문이다. ‘金千鎰 등이 유 郭玄과 梁山璹을 보여 수로로 조쳐 소에 이르러 일을 

알외니’(선보집략언해 96)가 그 일례이다. ‘으들 수 읍는데’를 참조할 때 아마도 이 ‘조처’는 

앙어의 어형인 것이 아니라 방언의 어형일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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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의 가셔조차’는 “(심지어) 승에 가서조차, 승에 가서까지, 승에 가서

도”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음은 ‘連’이 ‘재’와 ‘’에 응하는 문장들이다. 

 

  (36) a. 경이 쥬렴을 들 고 반 재 드리 며 닐오(輕輕揭開了轎簾, 連盤遞

進去.) (孫龐演義 4: 12)

      b. 밧바 가야온  고 드러가   잡아 의 와(忙忙呼一隻空船渡

過去, 連船捉進城來,) (醒風流 5: 83)        

  (37) a. 일시  라드러 교와 사재  아사 부듕으로 도라오면 이 엇디 됴

티 아니리오(連人帶轎, 搶了回府, 可不是好!) (孫龐演義 3: 137)

      b. 양뎨  번 놀나믈 마디 아녀 이젼 술긔운  야 어린 기 

반향이나 다가(煬帝喫了不 , 連酒都嚇醒, 痴呆了半晌,) (녹우당 수양

외 5: 17) 

(36a)의 ‘반 재’는 “소반도 (포함하여 몽땅)”의 의미를, (36b)의 ‘ ’는 “배도 (포

함하여 몽땅)”의 의미를 가진다. 그에 비해, (37a)의 ‘교와 사재 ’62)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자와 사람까지도”의 의미를, (37b)의 ‘이젼 술긔운’는 “(심지

어) 이 의 술기운까지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 (36)에 사용되어 있는 ‘재’와 ‘’

는 아직 명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37)의 ‘-재’와 ‘-’는 문법형태화하여 조

사로 사용된 것이다. 이 ‘-재’류의 문법형태화에 하여는 뒤에서 다시 구체 으

로 살피기로 한다. 

  다음은 ‘連’이 ‘아오로’에 응하는 문장들이다.

  (38) a. 월군이 발 아오로 공즁을 향여 더지니(月君連碗抛向空中) (녀션외 

62) 이 구성의 ‘’는 ‘帶’가 직역된 것이므로 잉여 이다. 이 ‘교와 사재 ’ 구성은 ‘사 

교재 ’로 달리 표 될 수도 있다. ‘당  겹져고리 슈갑 겹바지 쥴변 신 일코 모

시박이 창의 창옷 모쟝도 셔 일코 모단 요 젼쥬머니 하도낙셔 거북의 조션통보 졈

돈 셔 푼 속의 든  일고’(심청 , 경 , 송동본, 20장본 18)와 ‘당  겹젹오리 슈갑 

겹바지 쥴변 신  져리 셔 일코 모시박이 창의 동옷 모장도 셔 일코 모단 요 즌 

쥬머니 화도낙셔 거북의 조션통보 졈돈 스  속의 든  일고’(심청 , 안성 , 21장본 

19)의 ‘NP(-도) 셔’ 구성도 ‘NP재 ’ 구성과 그 의미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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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b. 즉시 의가 일단 공안을 일우고 이곳의 몃 사 아오로 을고 셰샹의 

나아갓시(隨有你們這一段公案, 牽連此間幾個人入世.) (紅樓夢補 1: 15)

(38a)의 ‘발 아오로’는 “사발도 함께”의 의미를, (38b)의 ‘이곳의 몃 사 아오로’

는 “이곳의 몇 사람도 함께”의 의미를 가진다. 이 ‘아오로’는 ‘아올-’(合)에서 생

된 부사이다. (38)의 ‘NP(-) 아오로 VP’ 구성은 ‘NP(-)’이 VP의 목 어이지만, 

‘만일 네 죠치 못 일이 이시면 우리 맛당히 무 죄 당며 옥믁 아올나 큰 

을 당려니와(要是你有好歹, 我們該當何罪, 連管家玉墨還得辛苦呢.)’(츙렬쇼오

의 3: 32)의 ‘NP(-) 아올나 VP’ 구성의 ‘NP(-)’은 ‘아올나’의 목 어이면서 동

시에 VP의 주어라는 차이를 보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63) 물론 ‘아올나’는 ‘아올

-’에서 변화한 ‘아오-’ 내지 ‘아오르-’의 활용형 ‘아올라’의 異表記일 뿐이다. ‘일

시 쳥명의 홍우원 니도 아오로 슈 뉼을 더야 군샹의 드시믈 리

오고 일국의 입을 막더니’(조야첨재 43: 40)와 ‘그 능이 텬쥬의 능이라 즉 내 능

도 아오로 텬쥬끠로 말암음이오 마귀로 말암음이 아니라 심이오’(성경직해 

64)의 ‘NP-도 아오로’ 구성도 (38)의 ‘발 아오로’ 구성과 더불어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다음은 ‘連’이 ‘암질 ’에 응하는 문장들이다.

  (39) a. 가련 락홍훈이 일직이 방비이 업던지라 식탁과 교의 암질  것구러

지고(可憐駱弘勳無意提防, 連桌椅盡皆拉倒) (綠牡丹 5: 139)

      b. 복텬됴 즘짓 노를 번듯쳐  소 향냥며 복텬됴와 노 암질  강에 

러짐 그 져근  강심에셔 어지러이 도지라(濮天雕故意 櫓一提, 一

聲響亮, 濮天雕連櫓俱墜江心去了, 那隻 船在江心裏滴溜溜的亂轉.) (綠

牡丹 5: 44)

      c. 사안이 상두에 걸인 치마와 옷을 취여 니불과 요 암질  거더 엽헤 

고  져근 방에 니르니(鮑賜安 床杆上所掛衣裙盡皆取下, 連被褥一幷

卷起, 挾至 房邊,) (綠牡丹 3: 180)

63) 이 ‘아올나’는 ‘아올-’의 활용형 ‘아로라’로 치될 수도 있다. ‘제 아 속기합치 죽이고 

군 아오라 모든 오랑캐 침노더니’(산성일기 1)와 ‘이졔 뎐해 한왕으로 더 러 군

 아오라 가지로 능을 티면’( 명 렬  3: 39)이 그 들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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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아우르다’가 “여럿을 모아서 합치게 하거나 는 어떤 것을 다른 

것에 함께 겸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해, 한국어의 ‘암지르다’는 

“주된 것에 덧붙여서 하나로 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아우르다’는 상이 둘일 때 그것들이 등할 수도 

있고(A와 B를 아우르다; C를 아우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 일 수도 있

다(A를 B에 아우르다). 그에 비해, ‘암지르다’는 후자의 의미만 가지는바, ‘끼우다’

나 ‘끼워 넣다’, ‘곁들이다’가 그와 유사한 표 들이다. 이런 에서 백화 어휘 

‘連’의 본래 인 의미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은 ‘암지르다’쪽이라고 할 것인바, ‘NP-

 NP(-) 암질  Vt’ 구성이 나타나는 것이  의외의 일은 아닐 것이다. ‘송

강이 리규의 세 그릇 어탕을  암질  모도 먹 양을 보고(宋江見李逵把三碗魚

湯和骨頭都吃了)’(新文舘, 구활자본, 수호지, 3: 37: 24)가 그 한 를 보인다. 이러

한 구성은 ‘NP(-) NP(-) 조쳐 Vt’ 구성이나 ‘NP(-) NP-{지, 지히} Vt’ 구성, 

‘NP(-) NP(-ㅅ) 재 Vt’ 구성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근 한국어의 ‘암질 ’(← 암질러)는 한국어에서처럼 워낙이 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형태가 변화한 ‘암쥬루, 암주로, 암쥬로’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이런 모습이라면 ‘암지르-’의 활용형이라고 하기 힘들 것이므로 우리는 그

것을 어휘형태화한 부사로 악하기로 한다.

  (40) a. 고기 라 오 단골 암쥬루 한 나토 감히 갓가이 오지 못더니(連

那正要買肉的主顧也, 不敢攏來.) (수호지, 규장각본, 3: 20) 

      a’. 고기 사라 오 단골 아오로  나토 감히 갓가이 오지 못다(連那

正要買肉的主顧也, 不敢攏來.) (수호지 2: 13) 

      b. 손 암주로 셔 차를 바드며(連手接茶) (수호지, 聯帖, 19)

      b’.  암쥬로 셔 를 바드며(連手接茶) (수호지, 연세 본, 26: 44)

      b”.  암부(← 쥬)로64) 셔 을 잡부며(連手接茶) (수호지, 규장각본, 45: 

110)

이에는 ‘암쥬로, 함긔(一發)’(수호지어록, 연세 본A, 21), ‘암쥬로(一發)’(수호지어

64) ‘  암부로 셔’로 되어 있으나 ‘암부로’는 ‘암쥬로’의 誤記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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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연세 본B, 10)  ‘창 암주로 쏘갈녀(和鎗攧入懷)’(어록휘편, 수호지어록, 19), 

‘ 가에 가 웨여  암쥬로 속에 둔 양으로 일르리라(去衙前叫屈, 和你也說在裡

面.)’(수호지어록, 연세 본, 36) 등의 들도 참조된다. (40a)와 (40a')의 비교에서 

‘암쥬루’가 ‘아오로’에 응함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우리는 백화 어휘 ‘連’이 ‘조쳐’  ‘조차’, ‘-지’, ‘-지히’, ‘-조차’, 

‘재’  ‘-재’, ‘아오로’  ‘아올나’(← 아올라), ‘암질 ’(← 암질러)  ‘암쥬로’ 등

으로 번역되는 양상을 살펴 왔다. 한, ‘連’에 당하는 표 들 가운데 일부는 문

법형태인 조사(‘-지’, ‘-지히’, ‘-조차’, ‘-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 고, 일부는 어

휘형태인 명사(‘재’) 혹은 부사(‘암쥬로’류)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 으며, 어휘형태

와 문법형태의 통합체인 생부사(‘아오로’)나 용언활용형[‘조쳐’  ‘조차’, ‘아올나’

(← 아올라), ‘암질 ’(← 암질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우리의 주 논의 상인 ‘재’의 경우 명사의 성격을 가지

는 들과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들이 아울러 존재함도 살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들의 성격을 분포와 의미를 다 고려하여 악하려고 노력하 다. 그런데 의미

만 고려하면 그 성격을 올바르게 악하지 못할 경우가 없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컨  한국어의 조사 ‘-도’는 부사 ‘역시’나 ‘ 한’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를 부사로 악한다든가, 역으로 ‘역시’

나 ‘ 한’을 조사로 악한다든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경우 물론 

의미와 분포를 다 고려하여야 하지만, 의미보다 더 시하여야 할 것은 분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명사 ‘재’가 참여한 ‘NP(-ㅅ) 재’ 구성은 “NP 상태 그 로”의 

의미([변함없는 상태]의 의미)65)나 “NP를 곁들인 상태(로)”의 의미([곁들임]의 의미)66)

를 가지며, 조사 ‘-재’가 참여한 ‘NP-재’ 구성은 “{심지어, 게다가} NP까지도”나 

“NP마 ”의 의미([양보]의 의미)67)를 가진다는 사실 외에, 자는 통사 으로 

‘NP-{이, } VP-은 재’ 구성으로 달리 표 될 수 있으나 후자는  그 지 못

하다는 사실도 시한다. 그것보다 더 요한 것은 후자의 경우 근 한국어에서 

1인칭 명사와 통합할 때 그 통합체가 ‘날재’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곁들임]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재’는 의미론 으로나 형태론 으로 결코 ‘날재’ 구성을 형

65) 이것은 어의 ‘NP, as it is’나 ‘NP, with no change’의 의미와 유사하다.

66) 이것은 어의 ‘altogether with NP on’이나 ‘NP and all’의 의미와 유사하다.

67) 이것은 어의 ‘even NP’의 의미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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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재’는 ‘날재’ 구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조사화한 ‘-지이’와 1인칭 명사 ‘나’가 통합

할 때 ‘날지이’라는 통합체로 나타난 어형을 목격한 바 있다. 이제 ‘날재’라는 어

형과 련하여, ‘-재’의 문법형태화를 구체 으로 더 살펴보기로 한다. 먼  다음

의 두 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41) a. 이 놈이 날재 아디 못다(這厮連我也不認得.) (孫龐演義 2: 52) 

      b. 아이 고집여 뎡여 쳐 아니려 고 날재 쟝가들기 맛당이 아니 

기니 그 졍은 지극되 일이 맛당티 아니니 민망여 이리 심여 

노라 (太平廣記, 뉴방삼의뎐, 2: 91)

“(심지어) 나까지도”나 “(심지어) 나마 ”의 의미에 해당하는 표 이 ‘날재’로 나

타났다. 이 ‘날재’는 세한국어의 ‘날와, 날로’(我) 등에서처럼 조사 앞에서 ‘ㄹ’

이 덧나는 상이 동일한 것이다. 세한국어 문헌에서는 ‘이, 그, 뎌, 나, , , 

’ 등의 1음 짜리 명사들에 ‘-과, -로, -란, -라와’ 등의 조사가 통합할 때 ‘ㄹ’

이 덧나기도 하는 상68)이 존재하 는바, ‘일로, 란, 뎔로, 날와, 로, 로, 

로, 라와’ 등에서 ‘ㄹ’이 덧나 있는 상은 역으로 ‘-로’, ‘-란’, ‘-라와’, ‘-와’ 등의 

문법형태가 조사라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는 기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다. (41)의 ‘날재’는 목 어 자리[(41a)]와 주어 자리[(41b)]에 다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날재’의 ‘-재’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임도 알 수 있다. 

이 ‘-재’가 결코 미사일 수는 없다. 미사 ‘-재’가 명사 ‘나’에 통합한다는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한 ‘-재’는 고유명사에 통합하기도 한다. 다음에 명

사 ‘우리’의 복수형 ‘우리 등’ 뒤와 고유명사 뒤에 ‘-재’가 통합한 몇 를 제시한

다.69)

  (42) 네 부모 긔이고 로이 뎡친 죄 가얍디 아니니 고여 듕을 

밧게 고져 되 뉴시의 모와 슉 앗겨 고티 아니니 엇디 무

고히 혼 믈녀 우리 등재 긔망여 인의 도 폐리오 (옥긔린 2: 

68) 허웅(1989: 84)에서는 여격표 의 ‘날려’도 같은 유형으로 악하 다.

69) 한국어의 ‘복동이’의 ‘-이’, ‘주시경님’의 ‘-님’을 미사로 악하는 경우, 미사가 명

사나 고유명사를 어기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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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3) a. 젼일 셜 표형이 사을 양 보내여 경가 공  엇디 못고 

냥튱재 집의 도라가디 아녓다 더니(前日表兄薛尙武曾差人到襄州査

捉, 却査不出, 連 僕梁忠也不見回來.) (回文 4: 11)

      b. 노옹 셩장을 보고 도라셔니  간  업니 녕능 재 아니오  어드러 

라나가( 要留心看着, 莫一過歇兒, 連寧陵縣都不見了.) (隋煬外史 2: 

71)

      c. 냥편 쟝 우 삼 원 명쟝과 연무댱샹 모든  실셩야 웃고 년

야 왕재  웃기 디 못니(兩邊 臺上, 三四百員猛 , 演武

上, 百十多位官僚, 盡失聲發笑, 連個魏王也, 忍不住.) (孫龐演義 2: 23)

(42)의 ‘우리 등재’는 “우리들마 ”, (43a)의 ‘냥튱재’는 “양충마 ”, (43b)의 ‘녕능

재’는 “ 릉 마 ”, (43c)의 ‘ 왕재’는 “ 왕마 ”의 의미를 가진다. 이 (42), 

(43)의 들도 ‘-재’가 미사가 아니라 조사임을 잘 보이는 증거라고 필자는 생각

하고 있다.

  (41a)의 ‘날재’는 백화문의 ‘連我也’ 구성에 응하 다. 참고삼아, 역으로 

‘連我也’가 번역문에서 어떤 식으로 실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4) a. 이 놈이 날재 아디 못다(這厮連我也不認得.) (孫龐演義 2: 52) [= (41a)]

    b. 孩兒ㅣ 날조차 짓고나(孩兒連我也罵了) (오륜 비언해 6: 13)

      c. 이 디나 울기 티디 아니니 나토 듯기 어렵거든 둘 소 

듀야의 지져 나도  슬믠디라 (只啼哭得日夜不停, 連我也厭煩起

來) (후슈호뎐 12: 8) 

      c’. 마륭이분 아니라 내  십분 상쾌티 아니니 다시  견기 어렵

도다(怪不得馬, 見船走得慢氣悶, 連我也不爽快, 再耐一日, 便到寨內.) (후

슈호뎐 21: 37) 

동일한 구성을 번역한 (44)의 ‘날재’, ‘날조차’, ‘나도 ’, ‘내 ’은 유사한 의

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4b)의 ‘날조차’는 조사화한 ‘-조차’와 명사 

‘나’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덧난 것인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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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나마 )”의 의미를 가진다. (44c)의 ‘나도 ’은 단순히 “나도 한”의 의

미([亦同]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 상황과 상반되어 기치 않은 결과가 

나온 사태(원래는 남편만 두 아이를 미워하 으나 이제는 어미인 나마  그 두 아이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됨)를 표 하고 있으므로 극 으로 [양보]의 의미를 주어야 함

에 유의하여야 한다. (44d)의 ‘내 ’도 (44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된다. 

이제 우리는 ‘날재’라는 어형이 ‘-재’가 조사화하 음을 보이는 결정 인 증거

가 됨을 알게 되었다. 가장 풍부한 조사들과 통합한 어형을 보이는 ‘날X’ 구성을 

통하여 우리는 ‘날재’의 ‘-재’ 외에 ‘날조차’의 ‘-조차’가 문법형태화하 다는 사실

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날 로’( 간노걸 언해 下 57), ‘날톄로’(회문뎐 

2: 9), ‘날쳐로’(후슈호뎐 5: 85), ‘날톄옛’(삼국지통쇽연의, 낙선재본, 35: 72), ‘날톄

엿’(옥지기 4: 64), ‘날만티’(오륜행실도 4: 10), [정도]의 ‘날만’(이륜행실도, 옥산서

원본, 6), [한정]의 ‘날만’(첩해몽어 3: 11), ‘날더러’(신주 복 13: 2a), ‘날보고’(열

녀춘향슈 가 122), ‘날도곤’(명듀보월빙 18: 38), ‘날보다가’(中山望月傳, 장서각

본, 23), ‘날보다’(조야첨재 24: 30), ‘날보단’(심청가, 신재효본, 47), ‘날보담’(삼국

지통속연의, 규장각본, 10: 148), ‘날보단은’(춘향가, 장자백창본, 44), ‘날지이’(醒

風流 2: 34), ‘날지’(명의록언해 卷首下, 존 각일긔, 68) 등의 어형도 근 한국

어 단계에(일부는 이미 세한국어 단계에) 문법형태화한 ‘- 로’, ‘-톄로’, ‘-쳐로’, ‘-

톄옛’과 ‘-톄엿’(엄 히는 ‘-톄옛’과 ‘-톄엿’의 ‘-톄’만 해당함), ‘-만티’, ‘-만’, ‘-더러’, ‘-

보고’, ‘-도곤’, ‘-보다가’, ‘-보다’, ‘-보단’, ‘-보담’, ‘-보단은’, ‘-지이’, ‘-지’ 등이 

조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인다.70) 일부는 문법형태화한 후 형태변화까지 경험

하 다. 여기서 이들에 한 면 인 검토를 행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

70) ‘날 티’[이 白象 우리 아바니미 날 티 시니 그듸낼 몯 나려다(월인석보 20: 
65)], ‘날 조차’[琴學士의 玉笋門生 琴學士의 玉笋門生  날 조차 몃 부니잇고(악장가사 상 

12, 한림별곡)]  ‘날 조차[네 마 내 남진을 믈오 날 조차 므로려 다(삼강행실도, 동경

학본, 열녀도, 34)] 등도 같은 상을 보이는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는지 모르나, 첫 번째 

것은 ‘날 -’[(德相이 자 날 야 달옴 업다 샤매 니르르시고(원각경언해 상 1-2: 
177)]나 ‘날 -’[그 동님은 여 아님이 겨시니 날 시랴(병자일기 296)]가 존재한

다는 에서, 두 번째 것은 ‘조차’가 타동사 ‘좇-’(兼)의 활용형이라는 에서, 세 번째 것은  

‘조쳐’에서 합류해 왔다는 [네 마 내 남진 믈오 날 조쳐 므로려 다(삼강행실도, 런던

본, 열녀도, 34); 네 마 내 남진을 믈오 날 조차 므로려 다(삼강행실도, 동경 학본, 열
녀도, 34); 네 이믜 내 지애비 더 고 날 조차 므로려 냐(동국신속삼강행실도, 삼강열

녀도, 5)]에서 함께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근 한국어 단계의 일부의 ‘날조차’는 “나까지도, 
나조차, 나마 ”의 의미를 가져 ‘-조차’가 조사화하 음을 보이기도 한다[ 문 (44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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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71) 여기서는 선행 연구에서 간단히 지 된 내용을 소개하고, ‘날재’(連我

也)와 련이 있는 ‘날조차’, ‘날지이’, ‘날지’, ‘날도’ 등을 심으로 하여 간략하

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박부자(2008)에서 ‘날 로’에 하여, 송철의 외(2006)에서 ‘날만티’에 

하여 한 해석을 베푼 바 있다.

  (45) a. 이러면 갑슨 네 로 려니와 銀은 날 로 면 곳 흥졍고 만일 날

로 아니면 내 이 지 아니리라(這麽的 價錢依着你 銀子依着我 

就成交 若不依我 我是不賣) ( 간노걸 언해 下 57)

      b. 내 아 오 주려 날만티 디디 못니 쳥컨  날을 므라(禮久餓

嬴瘦 不如孝肥飽) (오륜행실도 4: 10) 

      b’. 내 아 오래 병여 엇더니 날만 지디 몯니라(禮久餓嬴疾 不如

孝肥飽) (이륜행실도, 옥산서원본, 6) 

      b”. 내 아이 오래 병야 여 니 날만 지디 몯니라(禮久餓嬴疾 不如孝

肥飽) (이륜행실도, 규장각본, 6)

  

(45a)의 는 박부자(2008: 227~8)에서 ‘날 로’의 ‘- 로’가 형식명사에서 문법형

태화하여 조사로 되었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고, (45b, b')의 는 송철의 

외(2006: 656)에서 ‘날만티’  ‘날만’이 세한국어의 ‘날로’, ‘날란’, ’날려’, ‘날

와’에서처럼 ‘ㄹ’이 덧나는 상을 경험하 음을 보이는 로 악되었다.72) 물론 

이 ‘-만티’, ‘-만’은 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한정]의 ‘-만’도 동일한 

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추가해 두고자 한다. ‘네 반시 다 먹으라 네 다만 날만 

71) 곧 別稿를 통하여 명사에 조사가 통합할 때 ‘ㄹ’이 덧나는 상에 한 종합  고찰을 행

할 정이다.

72) 송철의 외(2006: 656)에서는 ‘날로’, ‘날란’, ’날려’는 ‘나~날’의 교체가 필수 인 것으로 분

류되었고, ‘날와’는 ‘나~날’의 교체가 수의 인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날만티’나 ‘날만’은 후

자의 것으로 악되었다(‘날려’도 같은 유형인지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데 ‘나~날’의 교체로 기술한 것은 ‘나’의 이형태로 ‘날’이 존재하 음을 의미하는바, ‘ㄹ’이 

과연 어휘형태의 일부인지는 더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허웅(1975)에서는 이 ‘ㄹ’
을 그  덧나는 것으로 악하 지만, 허웅(1989)에서는 ‘ㄹ’이 덧나는 것으로 악하 으면

서도(91면) 그것을 조사의 일부인 것으로 처리하여 ‘-을란’식으로 표시하여(덧나는 ‘ㄹ’이 이

른바 매개모음을 취하는지는 의문이다) 그것을 ‘-으란’의 이형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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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  다 兄들의게 졉려므나’(첩해몽어 3: 11)가 그 한 를 보인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날만’의 ‘-만’과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날만’의 ‘-만’이 

동일한 상을 보인다는 은 크게 주목되는 것이다. 특히 (45b')에서처럼 이미 16

세기 문헌에서부터 ‘날만’이 나타남은 의외로 생각될 만하다. 

이제 ‘날재’와 련이 있는 ‘날조차’, ‘날지이’, ‘날지’, ‘날도’ 등의 를 한 자

리에 모아 보기로 한다.   

  (46) a. 孩兒ㅣ 날조차 짓고나(孩兒連我也罵了) (오륜 비언해 6: 13) [= 

(44b)]

      b.  단국졀을 필연 알년마 엇디 날조차 속이던고 ( 천기  4: 9)

      c. 녜 진실노 아니 가려 면  친히 가리라 윤 날조 마 안문의 드리

지 아니랴 (윤하정삼문취록 82: 17)

      d. 돈 긔인들 날조 긔이리오 (소 성록, 서울 도서 본, 12: 104)

  (47) 됴공이 엇디 날지이 긔인고(趙連襟何必瞞我) (醒風流 2: 34)

  (48) a. 만일 그러치 아니야 내 은근 말을 몬져 셜신즉 우리 아희 날

지 아오로 긔이고 반시 셰샹 소문을 젼치 아니리이다 (명의록언해 

卷首下, 존 각일긔, 68)

      b. 향의 즛슬 보오 요런 거 마다 고 날가지 못 살계 굽 (남원고사 

37)

      c. 난졍 맛고 발가락 히고 날지 치여 나 노즁의셔 자게 려가 (춘

향 , 도남문고본, 23)

      d. 돈을 아니 쥰다고 을 엇지 쥭인단 이냐 지  로 날지 잡아다

가 진람문 해셔 려 쥭여다고 비 처쥭인 원슈라더냐 (은세계 364)

      e. 강동지 돈을 쥬시려니와 날지 왼 돈을 이럿  만히 쥬심닛가 (귀의

성 2123)

  (49) a. 周엣 나 黎民이 孑도 遺니 이쇼미 업거 昊天上帝 곧 날도 遺  

아니샷다(周餘黎民이 靡有孑遺ㅣ어 昊天上帝ㅣ 則不我遺ㅣ샷다) 

(시경언해 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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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일졍 졍담이 역  되야 천자를 죽이고 날도  죽이랴고 이 지경이 

되야 나 (景印古 說板刻本全集 二, 완  86장본, 유충열 , 하, 9)

      c. 靑山아 말 무러 보쟈 古今을 네 알니라 / 萬古 英雄이 몃몃치 지더냐 

/ 이 後에 뭇 니 잇거든 날도 함 닐 라 (가곡원류 198, 金尙玉)

      d. 뭇노라 뎌 江山아  나건 지 몃 千年고 / 英雄 豪傑이 몃치나 보얏다 

/ 이 後의 뭇니 잇거든 날도 보롸 여라 (國語國文學資料叢書 第5輯, 

古今歌曲 79)

      e. 려 노코  날도 업어 주렴 (춘향 , 도남문고본, 44)

      f. 그 속의 칼을 허 두에 맛면 상장치 야 가지고 니시며 날도 

뵈시기 고 놀나이 보앗더니 (한 록 274)

      g. 형아 날도 려 니거라 거  웃고 사승리 니로되 (景印古 說

板刻本全集 四, 서유기, 경  59장본, 하, 4)

      h. 어제 밤의 내 몬져 손을 디혓고 제 임의 날도 고여시면 엇디 일에 당

여 의게 고 가가만 혼자 가게 리오 (후슈호뎐 14: 68)

      i. 靑藜杖을 놉히 딥허 바닥 업슨 신을 신고 雪裏의 徘徊니  이 잇도

던 날도 아니 神仙이라  거이고 (규장각본 觀水齋遺稿, 喜雪, 40)

‘날X’(X=조사)식 어형은 심지어 개화기 시기의 문헌에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48d, e)]. (47)의 ‘날지이’는 의문문에 쓰 는바, 그와 통사 으로 련이 있는 것

이 ‘何必’임을 그 백화문 원문에서 살필 수 있다. 이 문 체는 “조공이 (구태여) 

나까지도 속 는가?” 는 “조공이 (구태여) 나마  속일 필요가 있었는가?” 정도

의 의미를 가진다. ‘날재’, ‘날조차’, ‘날지이’, ‘날지’ 등에 통합해 있는 문법형태

는 다 문법형태화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지만, 근 한국어 시기에 원래부터의 조

사 ‘-도’가 ‘나’(我)와 통합할 때 ‘ㄹ’이 덧나는 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

우 흥미롭다. 이것은 세한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살필 수 없었던 상이

었다. 

우리는 여기서 세한국어 시기부터 보 던 ‘나와’  ‘날와’ 외에, 근 한국어 

시기에 ‘나과’  ‘날과’라는 새로운 어형이 나타난 사실을 ‘날도’라는 새로운 어

형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려고 한다.

  (50) a. 이 말곳 내면 멸족지화 볼 거시니 자과 나과 셰여 보새 (계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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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 37)

      b. 두 션군이 골육 신 졍이시고 쇼부인과 나과  형뎨라 됴모의 모

다 즐기더니 (빙빙뎐 1: 30)

      c. 인심이 나과 다 의심과 노 니혓도다 (조야회통 45: 19)

      d.  뭇 사 어엽비 네기 거시 뎌덜이 나과 사흘  여 먹 

거시 업사니  뎌덜 주려 보고져 으문 푸건 즁노에셔 핍곤

할가 미라 ( 수성교 서, 마태복음 15: 32 )

  (51) a. 형아 들이 뇌여 심이나 날과 댱방올 티기 (哥你們 再也敢和我

打毬麽) (박통사언해 下 36)

      b. 이제 내게셔 어디니 두 사이오 날과 니 닐곱이니(今에 賢於妾 ㅣ 

二人이오 同列 ㅣ 七人이니) (어제내훈 2: 18)

      c. 體 敵호 分은 고 날과 이로 지아뷔 同氣ㄴ 고로 恩이 疎

되 義 親니라 (여사서언해 1: 21)

      d.  흔 이 不過 이 淺見薄識엣 사이라 어 감히 날과 敵리오

(如你不過是淺見薄識 那裏敢 我 敵) (박통사신석언해 1: 26)

      e. 이 다이 아니라 곳 날과 결워 이기랴 이오 (명의록언해 卷首上 53)

      f. 이러면 일 날과 가쟈 (몽어노걸  4: 20)

      g. 그 사은 날과  洞內의 읻오매 片紙나 려 시거든 내게 보내

시면 내 片紙과 同 여 올녀 보내오면 아니 올가 (인어 방 

1: 12)

      h. 닐오 쳥의 쟤 날을 잡아가더니 오리 밧근 가셔  신션이 리채 쥐

고 차와 날과 다못 쟈로 여곰 도로 가라 니 (경신록언석 54)

‘날와’는 16세기까지만 쓰 던 어형이었고, ‘나와’는 16세기까지 쓰 으나 17세기 

이후에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19세기에 조 씩 나타나기 시작하 다. 

‘날과’는 17세기 이후 ‘날와’와 ‘나와’의 공백을 메워 나타나기 시작한 후 20세기 

기까지 곧 사용되었다. ‘나과’는 매우 편재된 문헌에만 나타났다. 필자가 확

보한 ‘나과’의 들은 (50)에 든 계축일기(  그 이본인 서궁일기), 빙빙뎐,  

조야회통,  수성교 서에만 나타났는데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있었다. 결국 재까지 살아남은 것은 ‘나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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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와’와 ‘나와’의 쇠퇴 이후 ‘날과’가 그 자리를 신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

실이다. ‘나과’가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던 어형이기는 하 지만, 이러한 어형이 

가능하 다는 것은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간 뒤에 조사 ‘-과’의 이형태 ‘-와’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과’가 선택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50a)에 들어 있는 ‘자

과’도 참조된다]. 이것은 17세기 엽 이후의 근 한국인들이 ‘나 + 과’의 구조를 

‘나과’로는 극소수 실 시켰으나 ‘-과’가 조사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기 하여 

‘ㄹ’을 덧나게 한 ‘날과’로 실 시켜 사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

이 조사라는 존재에 한 뚜렷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근 한국인들이 조사의 정

체성을 분명히 하기 하여 ‘나과’ 외에 ‘날과’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외에 ‘날도’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진호(2009: 46~47)에서는 다음의 (52a)에 들어 있는 ‘ 리라’라는 어형에 한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행한 바 있다. 그 해석에서도 세한국어의 ‘날와, 날로’ 등

에 나타나는 ‘ㄹ’ 덧남 상이 원용되었다.

  (52) a. 부러 더러온 옷 니 니란 뿌톄라 려니와 곧 보 옷 니 니란  

리라 리오(權掛垢衣를 云是佛이어니와 却裝珎御런 復名雖오) (십

담요해 32)

    b. 어듸라 더디던 돌코 리라 마치던 돌코 (악장가사, 청산별곡)

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 리라’라는 어형은 (52a)가 유일 이다. 이것은 16세기

의 세한국인들이 계사 ‘-이-’가 조사 인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

한다. 박진호(2009)에서는 (52a)의 ‘ 리라’를 (52b)의 ‘ 리라’와 동질 인 것으로 

악하 으나, (52a)의 ‘ 리라’는 간 인용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52b)의 

‘ 리라’와 동일시하기 힘들지 않은가 한다.73) 바로 앞에 있는 ‘어듸라’와 이 ‘

리라’는 서로 짝이 되는 것들인바, (52b)의 것들은 오히려 ‘엇뎨라, 嗚呼ㅣ라, 大矣

哉라, 엇디라’ 등에 들어 있는 ‘-ㅣ라’가 통합한 것으로 악할 가능성이 없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허웅(1975: 387)에서는 이들에 들어 있는 ‘-ㅣ라’를 보조사로 

악한 바 있다.74) 아무튼 계사 ‘-이-’를 두고서 반백년 이상 동안 용언어간이다, 조

73) (52b)의 ‘ 리라’를 ‘ 리라 야’라는 인용문 구조에서 상 문 동사 ‘야’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면 (52a)와 동질 인 구조로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74) 근 한국어 시기의 ‘가 길히 졈졈 아니 어엿블샤 부모 두고 어린 식 두고 어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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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일종이다 등등 그 정체에 한 견해가 분분하 던 사정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의외로 세한국인들과 근 한국인들의 인식에는 그것이 조사 인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음을 이 들은 잘 보이고 있다.

명사 ‘재’류와 조사 ‘-재’류에 한 기술과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편의상 필자가 

여하고 있는 필사본 고어 사 (가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고상의 기술을 

필자의 시각으로 재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하기로 한다.75) 먼  명사 ‘재’류를 든

다.

  (53) 명사 ‘재’류의 기술

    a.【재】 ❶ 째. (그) 상태(로). ¶ 모든 군 일시  와 흙과 을 만이 운

뎐야 소 속의 더퍼 뎌놈을 사니 재 므라 (衆軍士齊來, 多搬土石, 撇下潭

去, 活埋他兩個罷.) <孫龐 3:115> ❷ 째. (곁들인) 상태(로). ¶ 죡을 털 재 

마 가족이 무 디거든 내여 더운 김의 씨면 희거든 <디미방 죡탕 7a> 

連 ∥ 뎌 젹은 남기 필연 요괴로온 고치라 두면 반시 홰 이시리라 좌우 

쾌히 돗긔 갓다가 블회 재  업시라 (這樣一枝 樹, 忽然開花如此, 定

是花之妖也! 留之必然爲禍. 隨叫左右快用 斧連根斫去.) <延世 隋煬 2:11> 

 나 각 목을 불휘 재 야 경도의 니라 (凡地中所出各色草

木, 俱要連根收取, 解至京都.) <開闢 2:12> 경이 쥬렴을 들 고 반 재 드리

며 닐오 (輕輕揭開了轎簾, 連盤遞 進去.) <孫龐 4:12> 아직 광주리 재 

나모가지 우 고 (把你放在樹梢上.) <孫龐 3:106> 감개 모든 가온 셔 

온가지로 외여 부텨 압 버린 실과 그 재 매의 다 녀코 다며 

먹고 북도 티며 경 두려 아니 일이 업더니 (偏在鬧裡癡癲, 佛前供

果倒入袖中啗嚼, 敲鐘擊鼓, 無所不至.) <醒風 2:71> 범문뎡공 듕엄의 아 

튱션공 슌인이 셕만경을 만나니 여러 상 만나 장 못 디내여 졍 

블샹  보고 리 오 셕을 온  재 주고 오니 문뎡공이 깃거 잘다 

니라 <壼範 3: 32b> 

    b.【】 째. (곁들인) 상태(로). ¶ 連 ∥ 모다 붓드러 뒤 집의 드러가 평상 

우희 이고 두 거리 바흘 가져다가 평상  동  고 니졍을 블  고을의 

가고 이런 시 이 녜도 잇던가’(병자일기 446)도 참조되기는 하나, 이 ‘어듸라’는 ‘어드러’
와 더 련성이 많아 보인다.

75) 원고 내용의 사용을 허락해  선문 학교의 朴在淵 교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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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 (衆人扶到後 空屋下, 放翻在一條板櫈上, 就取兩條繩子, 連板櫈

綁住了.) <이  水滸 39:7a> 일 쳥신의 계원 이십  플  은막

로 어 쇼경 두 돈 즁을 합여 젼복고 (每淸晨 大桂圓二十元, 帶了殼

用 銀簪戳遍, 配二錢老 梗濃煎服下.) <後紅 10:40> 

    c.【】 째. (곁들인) 상태(로). ¶ 連 ∥밧바 가야온  고 드러가  
 잡아 의 와 (忙忙呼一隻空船渡 過去, 連船捉進城來,) <醒風 5:83> 

    d.【】 째. (곁들인) 상태(로). ¶ 連 ∥ 쳥컨 장 은 나의 포복  모다 

가져가시고 간졀이 나의 부를 치지 마로쇼셔 (要時就連包兒拿去, 切莫打

我師父) <啓明大 西遊 19: 1156>

    e.【】 째. (곁들인) 상태(로). ¶ 하슈의 드리치고 셔 보니 믈쇽으로셔 

큰 고 라 궤  왼통으로 키더라 <님화 41:6>

필사본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채’, ‘’ 등이 보이지 않음이 아쉽다.

다음은 조사 ‘-재’류의 기술이다.

  (54) 조사 ‘-재’류의 기술

    a.【-재】 -마 . -조차. ¶ 아이 고집여 뎡여 쳐 아니려 고 날재 

쟝가들기 맛당이 아니 기니 그 졍은 지극되 일이 맛당티 아니니 

민망여 이리 심여 노라 <太平 뉴방삼의뎐 2:91> 連…也… ∥ 이 놈

이 날재 아디 못다 (這厮連我也不認得.) <孫龐 2:52> 냥편 쟝 우 삼

 원 명쟝과 연무댱샹 모든  실셩야 웃고 년야 위왕재  웃기 

디 못니 (兩邊 臺上, 三四百員猛 , 演武 上, 百十多位官僚, 盡失聲發

笑, 連個魏王也, 忍不住.) <孫龐 2:23> 젼일 셜표형이 사을 양 보내여 

경가 공  엇디 못고 냥튱재 집의 도라가디 아녓다 더니 (前

日表兄薛尙武曾差人到襄州査捉, 却査不出, 連 僕梁忠也不見回來.) <回文 

4:11a> 連 ∥ 만됴 문뮈 낫치 노왕을 기리고 년야 초 신재 어려 흙을 

며 남그로 사긴 사 거 (滿朝文武, 個個喝采魯王, 連那楚國使臣, 

弄得泥塑木雕了.) <孫龐 3:69> 뎌 놈이 간심이 고니 무의 무리라 만

일 머믈워 두면 다 날의 내 병권재 아리라 (這厮奸心顯露, 無義之徒, 如

留在此, 他日連我兵權侵奪.) <孫龐 1:77> 말을 고 믄득 지으며 원의 허

리  손을 녀허 은 녀흔 치  아 제 듕의재 버셔 려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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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罷便撒嬌撒痴, 向邰元腰裏解脫下一箇包肚來, 險些 衣脫落下地.) <後

水滸 3:8> 連 …盡… ∥ 방연이 오 됴히 숨엇고나  날 됴뎡의 보내

여 쥬 일가재 다 버히리라 (龐涓道: “躱得好! 明蚤 上朝廷, 連朱亥一家人

口, 盡行取斬.) <孫龐 3:29> 連…也, 都… ∥ 상시 디 못  아냐 상시

의 준 회문 반금재 일헛이다 (不要說起, 只爲 訪夢蘭, 不但夢蘭 不見, 

連夢蘭所贈的回文半錦也都失去.) <回文 4:5b> 連…都… ∥ 노옹 셩장을 보

고 도라셔니  간  업니 녕능현재 아니오  어드러 라나가 ( 要

留心看着, 莫一過歇兒, 連寧陵縣都不見了.) <隋煬 2:71> 이   댱인이 임

의 놀라  업더뎌 처엄은 오히려 살기 구다가 후제 소재 내디 

못고 다만 머리 두리니 (此時張寅已嚇癱在地, 初猶求饒, 後來連話都

說不出, 只是磕頭.) <平山 9:9> 왼통은 새로이 두 잔만 먹어도 창재 다 스

러져 나리라 (若吃了這吊桶水, 好道連腸子肚子都化盡了!) <延世 西遊 

7:123> 幷…帶… ∥압길 믈 우 젼젼이 메엿고 무 군 어즈러오매 

나아가디 못야 글월재 도로 가져왓더라 (却探知前途水路都是兵船充塞, 

沒有民船來往. 旱路又都是游兵騷擾, 沒有客商行動, 不能前去. 只得復身回

來, 幷原書帶歸.) <回文 3:2b> 都 ∥  황샹이 시 지으라 야 샤 일시

의 짓디 못면 엇디 오날 연 시재 의심티 아니시리오 (倘皇爺叫他做詩

做文, 一時做不出, 豈不 今日的«白燕»詩都看假了?) <平山 1:32> 俱 ∥ 만

일 이긔디 못면 젼일 명이 폐  아니라 두리건  셩샹이 너의 연 

시재 다 거 거신가 의심실가 노라 (倘你 他不過, 不但 前面才名廢

了, 恐聖上疑你«白燕»等詩俱是假的.) <平山 1:101> 만일 즐겨 나디 아니시

면 샤직재 보젼티 못리이다 (若不肯出, 社稷俱不能保矣.) <녹우당 隋煬 

5:81> 그   여러 시비 내라 날을 교위재  고 쇼졔 손조 보검을 

잡고 나와 내 머리 버히려  제 (那時節, 四個僕婦 我掀緊在椅子上, 動

也動不得.) <玉支 3:44> 탐 원이 국곡을 만 가지고 우리 주디 아

니며 의 주 일재 싀새와 죽이려 니 벅이 우리 려 두디 아닐 거

시니 반 밧긔  일이 업노다 (我們喫的用的, 又不是官物. 現在該支的

錢糧不肯關 我們, 到要追奪我們的. 恁地時, 眞箇逼我們反了.) <羅孫 平妖 

5:44> 네 부모 긔이고 로이 뎡친 죄 가얍디 아니니 고여 듕

을 밧게 고져 되 뉴시의 모와 슉 앗겨 고티 아니니 엇

디 무고히 혼 믈녀 우리 등재 긔망여 인의 도 폐리오 <옥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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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b.【-】 -마 . -조차. ¶ 셔로 여 슈말을 니고 낭믈 니 피 

상쳐 상고 녕원은 좌목의 살이 마 망울 져시니 흔이 낭

여 간간이 알키 마지 아니며 <엄효 21:19> 쇼졔 결여 만신의 피를 

흘 시믈 보고 경실여 창황 듕 쳐 을 피디 못고 교 

바리고 다라나디라 <님화 41:6> 

     c.【-】 -마 . -조차. ¶ 連…都… ∥ 내 연젹을 한 텰퇴로 쳐셔 육병을 

드러  먹어 복즁의 야 바야흐로 나의 심즁의 분긔 지라 (我

把燕賊一錘打做個肉餠, 拿來連骨都吃在肚裏, 纔解得我心頭的氣哩!) <女仙 

16:74>

역시 ‘-재’와 ‘-’, ‘-’의 들밖에 보이지 않음이 아쉽다 할 것이다. 

이제 명사 ‘재’와 조사 ‘-재’에 한 우리의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VP-은 재’ 

구성은 이미 근 한국어 시기에 명사 ‘재’ 뒤에 조사 ‘-로’가 더 통합하는 것이 꽤 

많이 보 지만, ‘NP(-ㅅ) 재’ 구성의 명사 ‘재’에는 19세기까지 조사 ‘-로’가 통합

한 가 극히 드물게만 보인다. 

  (55) a. 소산 로 농사 지어 서속 갈고 감자 심어 / 남산 같이 떡을 하고 한강 

채로 술을 빚어 / 삼각산을 괴어 놓고 우리 야야 남매분이 / 두 으로 

헌작할  노래자의 반란의가 / 춘풍에 나부끼여 남산에 수를 빌고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규방가사 I, 망월사친가 외 8편, 답사친가)

      b. 그 우희 입흘 언지면 뉘에가 입 을 맛고 발동야 졔졀노 울 

우희로 올을 거시니 뉘에 로 울을 들어 여 노코 (잠상집요 12)

물론 ‘NP + -재’ 구성에는 당연히 조사 ‘-로’가 통합할 수 없었다. 원리상 보조사

인 ‘-재’ 뒤에 격조사인 ‘-로’가 통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55a)의 ‘한강 채로’는 

“한강 부로”(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강물을 몽땅”)의 의미를 가진다. (55b)의 ‘뉘에 

로’는 “ 에째”(한 걸음 더 나아가면 “ 에는 그 로 둔 채”)의 의미를 가진다. 

극히 게 나타난 ‘NP(-ㅅ) 재로’ 구성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통로’ 구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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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a. 골 거동 보쇼 분골리 발하여 문어을 술도 업시 안주자 통로 삼

칠 듯시 와락 여들려 두 을 부릇고 호통질  는 말리 (水宮鱉主

簿山中兎處士傳 13)

      b. 보고 듯난 들니 마음니 감동하야 릇밥도 비여 쥬며 짐을 악기

잔코 통로 여 쥬며 혹은 먹고 갈라 하니 (심청 , 하버드 소장 필사

본, 9)

이 ‘통로’에 포함되어 있는 ‘통’는 이미 하나의 합성명사로 형성된 것으로 보

인다. 이 합성명사에 격조사 ‘-로’가 통합한 것이 ‘통로’인바, 그 체는 부사어

로 기능한다. ‘통’는 ‘통차’로 나타나기도 한다. ‘큰 돗 잡아 통차 살마 긔난 다

시 밧쳐 노코’(심청가, 신재효본, 23)와 ‘돗 자바 쥬랴  자바 쥬랴  몸 통차 

먹으랸는야’(열녀춘향수 가 68~69)의 ‘통차’가 그 를 보인다. 후자의 는 ‘ 

몸통차 먹-’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필자는 ‘ 몸(을) 통차 먹-’ 구성으로 이해하고

자 한다. 한국어에 ‘통째, 통채, 통짜’ 등이 남아 있음은 이로부터 비롯한 것이

다.76) 

합성명사 ‘통’가 새로이 출 한 것처럼 새로운 합성부사가 등장하기도 하

다. ‘ 재’77)와 ‘온재’가 그것이다.  

  (57) a. 쇼렬은 공명의 어딘 을 아라 재 미더 니이다 (선조행장 42)

      b. 나믄 셩이 재 도라오다(遺民全歸) (선조행장 95)

      c. 和盤托出 재 내미다 (譯語類解補, 四字類, 61)78)

76) 그 유의어로 ‘통거리’, ‘도거리’가 존재한다.

77) ‘ ’, ‘ 채’, ‘ ’로 나타나기도 한다. ‘군를  니르  이리 와 졉응이다(盡起兵

前來接應)’(삼국지통속연의 14: 36), ‘ 과 궁인과 병부와 인슈와 뎐젹 문믈과 일응 어용

시 거 다 내여 리니 채 곽 의 군병이 창냑야 간디라 죽은 쟤 그 수 아디 못

러라(百官宮人, 符策典籍, 一應御用之物, 盡皆抛棄, 俱被傕, 汜兵卒搶去, 死 不知其數.)’(삼
국지통속연의 5: 44), ‘ 과 궁인과 병부와 인수와 젼젹 문믈과 일응 어용시 거슬 다 

여 바리니  곽 의 군병이 창낙야 간지라 죽은 쟤 그 수 아디 못러라(百官宮

人, 符策典籍, 一應御用之物, 盡皆抛棄, 俱被傕, 汜兵卒搶去, 死 不知其數.)’(삼국지통속연

의, 규장각본, 4: 31)가 그 한 씩을 보인다.

78) ‘ 재 내미다(← 내 다)’는 “송두리째 내 다” 내지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 도 숨김

없이 있는 그 로 털어 놓다”의 의미를 가진다. ‘和盤托出’은 ‘ 번 經 일훔 묻와 奉持호

 求거 槃 조쳐 자바 내샤(一問經名야 求奉持어 和槃托出샤)’( 강경삼가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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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一倂 재 (동문유해 下 49; 한청문감, 取 類, 6: 45; 몽어유해 下 41)79)

      e. 병갑이 십여 만이라 재 앗고져 니 엇더뇨(兵甲有十餘萬, 吾欲竝呑

之, 若何?) (삼국지통속연의 5: 178)

      f. 가쇽이 재 이 도 의 해호믈 닙으니(家屬八十餘口, 盡遭此賊殺害,) (삼

국지통속연의 11: 62) 

  (58) 그 우희 一半은  자 여 치를 온재 디 아니야 뵈 가온 로 上

을 조차 左右를 分야 마조 뎌버 앏 向야 알애로 드리워 곰 앏픠 

闊中 처음 라 근츤 고  加야 엇게  當야 서  곳으로 서 

다  야  左右 깃슬 삼으라(其上一半全一尺六寸不裁 以 之中間從

上分左右 摺向前垂下 以加於前之闊中 元裁斷處當肩相 處相接以爲左

右領也) (가례언해 6: 7)

표  국어 사 과 우리말 큰사 에는 ‘온채’가 ‘온통’에 해당하는 제주방언

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그것은 (58)에 들어 있는 ‘온재’(全)의 후계형이라 할 것이

다. ‘ 재’와 ‘온재’는 다 “온통, 통째, 통짜, 통짬, 온껏, 온채, 함께, 죄, 죄다, 모두, 

實總, 全統”의 의미를 가진다. 세한국어에서부터 한국어에 이르기까지 의

연히 보 던 단일부사 ‘죄’, 근 한국어 시기에 새로이 형성된 반복합성부사 ‘죄

죄’, 그리고 개화기한국어 시기에 새로이 형성된 합성부사 ‘죄다’가 그 유의어라

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온통’과 ‘온껏’의 ‘온’은 장음이므로 이들이 [ 형사 

‘온’ # 명사 {통, 껏}] 구조를 가지는 이완합성어의 성격을 가짐에 비하여, ‘온채’

의 ‘온’은 短音이므로 [명사 ‘온’ # 명사 ‘채’] 구조를 가지는 이완합성어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인데 부사로 용되었다. ‘ 재’는 ‘그지’, ‘그재’, ‘잇 ’ 등과 어휘

으로 련이 있는 명사 ‘ (← )’(極, 限)과 명사 ‘재’가 통합하여 형성된 합성명

사가 다시 부사로 轉用된 것으로 단된다. 후일 ‘송두리째’, ‘뿌리째’ 등이 새로

이 형성되어 나올 가능성이 이미 열려져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5)의 ‘和槃托出’과 동일한 語句일 것으로 단된다.

79) 한 로 표기된 ‘일병’도 나타난다. ‘이제 일병 새로 드 그 졔도 젹게 면 새로 드 

오 이 가히 구간 의 업 거시니(今若撤其 排而一倂新造稍 其制, 則新陞之五賢可無

苟簡之 嫌)’(조야기문, 文廟陞黜, 12: 85)가 그 한 인바, 그 출  는 ‘ 재’, ‘ ’, ‘
채’, ‘ ’의 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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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재’는 19세기 이후 쇠퇴하여 한국어에는 그 흔 을 남기지 않게 되

었다. 그 자리를 체하기 시작한 것이 조사 ‘-’ 다. 

 

  (59) a. 내 팔치 사오나온 팔 어듸 잇오링 덕공이 죽고 보기 

죽게 되엿오니 제 인 에엿고 풍 긔별은      드 

길히 업로라 여 더옥 애오며 셜워 믈 치 몯여이다 ( 풍곽

씨 언간 139)

      b. (는 완) 춘향 마지 못여 단 고리도 고롬  콰 의 

올여 녹코 홍비단 홋단치마도 버서 화의 걸고 갑주 고바지도 버셔 

벙풍의 고 쇽것마  벗고 (니리) 으로 압흘 닥 가리고 야고 섯

신니 (춘향 , 홍윤표소장 154장본, 40)

      c. 쳔궁으 왜젼 몌게 비졍비팔 웃둑셔셔 훙복실 압뒤 골나 좀통이 여지게 

지손을  니 번갓치 가는 사리 운간 놉피 소사 드러가 셔셩으 

탄  돗마져 와질근 부러지는지라 차 한 를 먹여 쏘니 바람갓치 

른 사리 공즁으 나러가 양 돗마  와직근 부러지고 용총도 러지고 

노도 지고 강상으 풍덩 실바람 부는 로 물결 치는 로 나갈 졔 

셔셩 졍 이 할 길 업셔 어진 닷  다시 감어 달고 강상으 도망야 

근근이 사라와 주유계 이 말을 고니 (고소설 각본 집 3, 화용도 하 

20)

      d. 밤이 깁흔 후에 츙국의 아오 츙쳘이 군을 거리고 가마니 이르러 군

을 무슈이 쥭이거 운 이 벽역 갓튼 소을 지르며 츙쳘 엄

살니 고 함셩이 텬지 진동더라 (고소설 각본 집 5, 장백 , 경

28장본, 25)

      e. 정비장 혹한 마음에 고의 삼이 무엇이리 통가죽이라도 벗어 밖에 하

릴없다 고의 삼마  벗어 랑 주니 정비장이 알비장이 되었구나 (배비

장  34)

(59a)의 는 조사 ‘-’가 이미 17세기에 문법형태화한 상태 음을 보인다. 그

러나 이 ‘보기’는 ‘보기 ’로 읽어 “태복이마 ”가 아니라 “태복이가 

마 ”로 해석하여도 문맥상 큰 의미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실제

로 조사화한 ‘-’가 19세기 이 의 문헌에 쓰인 는 극히 드물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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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류는 다음의 부사 ‘’에서 기원한 것이다.

  (60) a. 그리코   늘   그 使  맛디고 자내 妃子와 서르 븓드

러 城 밧긔 거러 나니 (석보상  24: 51)

      b. 울워러 聿追 건  모로매 일  일우 몬져  디니 萬

幾 비록 하나 엇뎨 겨르리 업스리오(仰思聿追컨  必先述事ㅣ니 萬機縱

浩나 豈無閑暇ㅣ리오) (월인석보 序 17)

      c. 부톄 譬喩品에 述成샤[述成은 니  일울 씨라] 記 주시고 (월인석

보 12: 50)

  (61) a. 네 날을  믈고져 다 (삼강행실도, 규장각본, 열녀도, 34)

      b. 네 날을 자 믈고져 다 (오륜행실도, 열녀도, 34)

  (61’) a. 네 마 내 남진 믈오 날 조쳐 므로려 다 (삼강행실도, 런던본, 

열녀도, 34) 

        b. 네 마 내 남진을 믈오 날 조차 므로려 다 (삼강행실도, 상백문

고본ㆍ성균 본ㆍ동경 학본, 열녀도, 34); 

        c. 네 이믜 내 지애비 더 고 날 조차 므로려 냐 (동국신속삼강행

실도, 삼강열녀도, 5)

(61)과 (61’)의 비는 부사 ‘’가 용언활용형 ‘조쳐’  ‘조차’와 일정한 련을 

가짐을 보인다. 조사 ‘-’와 부사 ‘’는 그 통사  지 만 제외하면 그 의미

가 큰 차이가 없음이 주목된다.  

4. 마무리

지 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뿌리 붙은 채’  세한국어의 ‘불휘 조 재’

(連根) 구성과 ‘뿌리째’  ‘불휫 재’(連根) 구성의 通時性을 살펴 왔다. 이 두 가지 

구성에 참여하는 ‘채’  ‘재’, 그리고 ‘째’  ‘재’는 한국어에서 音相이 다소

간 달라진 것이 표 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동질 인 존재가 공간 으로 분화



126 奎 章 閣  36

된 방언형이라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 다. ‘VP-은 재’ 구성의 ‘재’는 별다

른 큰 변화 없이 한국어에까지 이어져 온 데 비하여, ‘NP(-ㅅ) 재’ 구성의 ‘재’

는 근 한국어 시기에 명사의 성격을 그 로 유지하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문

법형태화하여 조사 ‘-재’로도 변화하여 큰 차이를 보 다.

한국어의 ‘재’가 참여한 두 구성은, 

a. [[불휘 튼 # 재] + (-로)]

  b. [[[불휘 + (-ㅅ)] # 재] + (-로)]

  b’. [불휘 + -재] 

  b”. [불휘재]

의 다양한 성격을 가지던 것이었다. (b’)에 들어 있는 조사 ‘-재’는 (b)의 명사 ‘재’

가 문법형태화한 것이었으나 한국어의 ‘뿌리째’는 그 체가 어휘형태화한 

부사로 변화한 것인바, 이 ‘뿌리째’는 (i) “뿌리까지 포함한 상태(로)”의 의미, (ii) 

원래의 “뿌리까지도 포함하여”의 의미가 轉化하여 “(심지어) 뿌리까지도, 뿌리마

”의 의미를 거쳐 “근원 으로, 철 하게, 완 히”의 의미를 가지는 의성을 보

인다. 

이 에서는 (i)의 [(곁들여서) 부]의 의미를 가지는, ‘뿌리째’의 ‘째’를 명사로 

악하 고,80) (ii)의 의미를 가지는 ‘뿌리째’의 ‘째’를 그 기원은 명사에서 문법형

태화한 조사로 악하되 한국어에서는 그 통합체가 어휘형태화한 부사로 변

화하 다고 악하 다[(ii)의 ‘뿌리째’ 외의 ‘X째’가 “{심지어, 거기에다가} X까지도”나 

‘X마 ’의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째’를 조사로 악하 다]. 원래 ‘채’와 ‘째’가 

동일한 형태(명사 ‘재’)에서 발달해 나온 것이지만, 이미 근 한국어 단계의 衆

들이 그 분포  의미에 따라 명사구 보문 구성의 것은 명사 인 존재로 인식하

으며, 명사구 구성의 것은 한편으로는 명사 인 존재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조사 인 존재로 구분하여 이원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결과 근 한국어의 그것이 결코 미사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한국어에서부터 한국어에 이르기까지 의연히 나타나고 있는 부사 

80) 한국어의 <한  맞춤법>에 맞추어 ‘뿌리째’로 붙여 기는 하 지만, 그것을 합성명사

로 악한 것은 아니었다. 엄 히는 ‘뿌리 째’로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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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세한국어에서 성조가 상성이었음)는 우리의 논의와는  련이 없었다. 

한 序數 表現이나 시간 경과 표 에 나타나는 ‘자히’류는 그 音相  성조형과 공

간  방언분화에 있어서는 ‘재’류와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의미상 격한 차이를 보 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세기 문헌에서부터 목격된 “계

속되는 동안”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재’는 ‘NP(-ㅅ) 재’ 구성의 ‘재’와 련이 있

을 것으로 악되었다. ‘NP(-ㅅ) 재’ 구성의 ‘재’가 ‘열 재’나 ‘석  재’의 ‘재’에

도 轉用되어 쓰인 것이라고 단되었다.

15세기 문헌에서는 ‘VP-오-ㄴ # {자히, 자히셔}’ 구성은 보 으나 ‘NP(-ㅅ) 자

히’ 구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5세기 문헌에서 이미 선어말어미 ‘-오/우-’가 

통합하지 않은 ‘VP-은 # 자히’의 구조로 변하기도 하고, ‘자히’는 축약형 ‘재’로 

나타나기도 하 다. 세한국어의 ‘자히’는 平去의 성조형을, ‘재’는 平聲의 성조

를 가지고 있었다. 16세기 문헌에서부터는 ‘NP(-ㅅ) {재, 채}’ 구성이 새로이 등장

하 지만 그 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매우 많은 

들이 찰되었다.

16세기 이후의 ‘NP(-ㅅ) 재’ 구성에 응하는 표 이 15세기 문헌에서는 ‘NP(-

) 조쳐’ 구성으로 실 되었다. 이 ‘조쳐’는 16세기에서부터 ‘조차’에 서서히 합

류하다가 17세기에는 면 으로 합류하 다.  ‘NP(-) 조쳐 Vt’ 구성의 ‘조쳐’와 

그에서 변화한 ‘NP(-) 조차 Vt’ 구성의 ‘조차’는 다 “아울러”의 의미를 가졌는

데, 생부사 ‘아오로’로 체될 수 있었다. 필자는 “兼, , 共, 俱” 등의 의미를 

가지는 자동사ㆍ타동사 겸용동사 ‘좇-’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NP- 조쳐 Vt’ 

구성과 ‘NP-이 조차 Vi’ 구성(이곳의 ‘좇-’은 자동사)이 공존하다가, 사동사 ‘조치-’

가 16세기 들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 거의 다 소멸하면서, ‘조

쳐’의 자리를 그 이 부터 이미 존재하던 타동사 ‘좇-’의 활용형 ‘조차’가 신하게 

되었다고 악하 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의 의미를 가지던 ‘조쳐’나 ‘조차’는 

16세기 이후에도 여 히 문법형태화한 조사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지어) 

-까지도(마 )”의 의미를 가지는 ‘-조차’는 근 한국어 단계에 가서 문법형태화하

여 조사로 사용되었다.  

‘거  조 재(和皮)’ 구성은 ‘거  조쳐’ 구성과 의미상 동질 인바, 16세기 이

후의 문헌에서는 ‘거  재’나 ‘거  재’, ‘거  채’ 등으로 표 될 수도 있었다. 단

지 명사구 보문 구성의 표 [‘거  조 재’]이 의미상 구체 인 데 비하여, 후자의 

명사구 구성[‘거  재’나 ‘거  재’, ‘거  채’ 등]은 상 으로 추상 이라는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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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근 한국어 단계에 ‘거  조 재’ 구성의 ‘재’는 ‘채’, ‘챼’, ‘’, ‘쟤’, ‘’ 등으

로 실 되어 나오기도 하 다. ‘재’ 외에 ‘쟤’와 ‘’가 존재하고, ‘채’ 외에 ‘챼’와 

‘’가 존재하는 것은 단지 표기상의 문제이지만, ‘재’(그리고 ‘쟤’  ‘’) 외에 

‘채’(그리고 ‘챼’  ‘’)도 존재한다는 것은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언 분화와 

련된 것이었다. ‘거  조 재’ 구성은 공간  방언분화와 련하여 ‘재’(표기상

으로는 ‘쟤’, ‘’ 등도 보임) 외에 ‘채’(표기상으로는 ‘챼’, ‘’ 등도 보임)로도 나타난다

든가 그 뒤에 조사 ‘-로’가 더 통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든가 하는 외에는 그 성격

에 별다른 큰 변화가 없이 한국어에 이르 다. ‘VP-은 # 재로’ 구성은 ‘VP-은 

# 재’ 구성을 치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한국어에 이어져 왔

다.

‘NP(-ㅅ) 재’ 구성의 ‘재’는 그 외에도 근 한국어 문헌에서 ‘’, ‘’, ‘’, ‘’, 

‘채’, ‘’, ‘차’ 등의 다양한 異表記로 나타났다. 필자는 이 ‘재’의 성격을 백화어휘 

‘連’이 번역되는 양상과 련지어 검토해 보았다. ‘連’은 16세기 반 문헌에서 

“아울러, 함께”의 의미를 가지는 용언활용형 ‘조쳐’에 응하기도 하고, 근 한국

어 시기 후반 문헌에서 조사 ‘-지’가 가지는 용법 가운데 “(심지어) -도”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도 (포함하여)”의 의미를 가지는 용법에 응하기도 하 다. 이 

‘-지’는 조사화한 ‘-지히’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 는데, 이들은 역시 

조사화한 ‘-재’  ‘-조차’나 원래부터의 조사 ‘-도’로 치될 수도 있었다. 백화의 

‘連’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連 ㆍㆍㆍ 也’, ‘連 ㆍㆍㆍ 都’, ‘連 ㆍㆍㆍ 

也, 都’, ‘連 ㆍㆍㆍ 帶’, ‘連 ㆍㆍㆍ 俱’, ‘連 ㆍㆍㆍ 盡’ 구성으로 쓰일 때가 많은

바, 이들이 어떻게 번역되는지에 을 맞추어 논의를 이끌어 갔다. 그 번역문들

은 용언활용형 ‘조쳐’  ‘조차’, 그리고 조사화한 ‘-조차’, 명사 ‘재’류  조사화

한 ‘-재’류, 생부사 ‘아오로’, 용언활용형 ‘암질 ’(← 암질러)  어휘형태화한 

‘암쥬루’류 등을 포함하는 문장들이었다 ‘連’에 당하는 표 들 가운데 일부는 

문법형태인 조사(‘-지’, ‘-지히’, ‘-조차’, ‘-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 고, 일부는 

어휘형태인 명사(‘재’) 혹은 부사(‘암쥬루’류)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 으며, 어휘형

태와 문법형태의 통합체인 생부사(‘아오로’)나 용언활용형[‘조쳐’  ‘조차’, ‘아올

나’(← 아올라), ‘암질 ’(← 암질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지

고 있었다. 우리의 주 논의 상인 ‘재’의 경우 명사의 성격을 가지는 들과 조사

의 성격을 가지는 들이 아울러 존재함도 살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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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재’가 참여한 ‘NP(-ㅅ) 재’ 구성은 “NP 상태 그 로”의 의미([변함없는 상

태]의 의미)나 “NP를 곁들인 상태(로)”의 의미([곁들임]의 의미)를 가지며, 조사 ‘-재’

가 참여한 ‘NP-재’ 구성은 “{심지어, 게다가} NP까지도”나 “NP마 ”의 의미([양

보]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 외에, 자는 통사 으로 ‘NP-{이, } VP-은 재’ 구

성으로 달리 표 될 수 있으나 후자는  그 지 못하다는 사실과, 후자의 경우 

근 한국어에서 1인칭 명사 ‘나’와 통합할 때 그 통합체가 ‘날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특히 시하 다. “(심지어) 나까지도”나 “(심지어) 나마 ”의 의미에 해당

하는 표 이 ‘날재’로 나타났다. 이 ‘날재’는 세한국어의 ‘날와, 날로’(我) 등에

서처럼 조사 앞에서 ‘ㄹ’이 덧나는 상이 동일한 것으로, 이 ‘-재’는 보조사의 성

격을 띠는 것이었다. 이 ‘-재’가 명사나 고유명사와도 통합한다는 을 시하

여 우리는 그것을 결코 미사로 악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 외, ‘날재’와 련

이 있는 ‘날조차’, ‘날지이’, ‘날지’, ‘날도’ 등의 를 한 자리에 모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음 짜리 명사와 조사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ㄹ’ 덧남 상

과 련하여, 16세기 문헌에 나타난 ‘ 리라’(誰) 구성은 세한국인들과 근 한

국인들의 인식 속에 계사 ‘-이-’가 조사 인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음을 드러낸 것

으로 해석되었다.

‘VP-은 재’ 구성은 이미 근 한국어 시기에 명사 ‘재’ 뒤에 조사 ‘-로’가 더 통합

하는 것이 꽤 많이 보 지만, ‘NP(-ㅅ) 재’ 구성의 명사 ‘재’에는 19세기까지 조사 

‘-로’가 통합한 가 극히 드물게만 보 다. 극히 게 나타난 ‘NP(-ㅅ) 재로’ 구성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통로’ 구성이었다. 이 ‘통로’에 포함되어 있는 ‘통

’는 합성명사로 형성된 것으로서 이 합성명사에 격조사 ‘-로’가 통합한 것이 ‘통

로’인바, 그 체는 부사어로 기능하 다. 근 한국어 시기에 합성명사 ‘통’

가 새로이 출 한 것처럼 새로운 합성부사 ‘ 재’(  ‘ , 채, ’)(一竝)와 ‘온

재’(全)가 새로이 출 하 다. ‘ 재’와 ‘온재’는 다 “온통, 통째, 통짜, 통짬, 온껏, 

온채, 함께, 죄, 죄다, 모두, 實總, 全統”의 의미를 가졌다. 

조사 ‘-재’는 19세기 이후 쇠퇴하여 한국어에는 그 흔 을 남기지 않게 되

었다. 그 자리를 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조사 ‘-’ 다. 조사 ‘-’는 부

사 ‘’에서 문법형태화한 것이었다.

앞으로 ‘채’와 ‘째’의 공간  방언분화 상을 더 깊이 살펴야 하며, ‘VP-(오)-ㄴ 

# {자히, 재}’ 구성과 ‘NP(-ㅅ) 재’ 구성 사이의 상 계를 더 치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相關束을 보이고 있는 조사 ‘-도’, ‘-까지’, ‘-조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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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법상 분화와 련된 통시  변화양상도 치 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논문투고일(2010. 4. 22), 심사일(2010. 5. 28), 게재확정일(201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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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語抄錄

‘채’および‘째’の通時的文法

李賢煕

本稿は、現代韓国語の‘뿌리 붙은 채’(連根)、および‘뿌리째’(連根)構成の通時

性に関する研究である。これらは、いずれも15世紀韓国語の名詞、‘자히’、およ

びその縮約形、‘재’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現代韓国語において、これら二種類

の構成に用いられる‘채’および‘째’は、空間的方 分化の結果として音形を多

異にしたものが標準語として採用されたため、二元的な形で実現することとなっ

た。‘VP-은 # 재’構成の‘재’がさほど大きな変化無く現代韓国語へと受け継がれて

いるのに対し、‘NP(-ㅅ) # 재’構成の‘재’は、近代韓国語の時期に、名詞としての

性格を依然として保つものの存在する一方、文法形態化し、助詞‘-재’へと変化す

るものが存在したという点において、大きく異なっている。

‘VP-은 # 재’構成が、一部の‘NP(-ㅅ) # 재’構成と意味上、相通ずる面を有する

ことについて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近代韓国語の名詞‘재’類と、助

詞‘-재’類が、一方では‘조차’(兼)、および‘아오로’(并)、‘암질러’(和、一発)といっ

た副詞語と一定の関係を有し、また一方においては、文法形態化した‘-지’、‘-

지히’、‘-조차’といった助詞と一定の関係を有するという事実も確認された。

15世紀文献においては、‘VP-오-ㄴ # {자히, 자히셔}’構成は見られるものの、

‘NP(-ㅅ) # 자히’構成は見られない。しかし、15世紀文献においてもすでに、先語

末語尾‘-오/우-’の結合しない‘VP-은 # 자히’という構造への変化が見られ、‘자히’

は縮約形‘재’としても現れた。16世紀文献においては、‘NP(-ㅅ) # 재’構成が新た

に登場するものの、その例は極めて 数である。しかし、17世紀以降の文献にお

いては、極めて多くの例が観察された。名詞句補文構成である‘VP-은 재’が意味

上、具体的であるのに対し、名詞句である‘NP(-ㅅ) 재’は、相対的に抽象的であ

るという点において、異なっ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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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ㅅ) 재’構成の‘재’の性格を、白話語彙‘連’の翻訳の様相との関連から、検

討を行った。名詞‘재’の用いられた‘NP(-ㅅ) 재’構成は、“NPの状態のまま”の意味

([変化の無い状態]の意味)、あるいは“NPを併せ持った状態(で)”の意味([併せ持ち]

の意味)を有し、‘NP(-ㅅ) 재’構成は、“{甚だしくは、その上}NPまでも”、あるい

は“NPすら”の意味([譲歩]の意味)を有するという事実の外、前 は統辞的に‘NP-

{이, 를} VP-은 재’構成を用いた、また別の表現が可能であるのに対し、後 はそ

れが全く不可能であるという事実、および、後 の場合、近代韓国語において一

人称代名詞‘나’と結合するとき、その結合体が‘날재’と現れるという事実を重視

した。

‘VP-은 재’構成は、すでに近代韓国語の時期において、名詞‘재’に後続して助

詞‘-로’の結合する例が、かなりの量で見出されるのに対し、‘NP(-ㅅ) 재’構成の

名詞‘재’については、19世紀末に至るまで、‘-로’の結合する例は、極めて稀に見

られるのみである。近代韓国語の時期においては、合成名詞‘통’(都)の新たな

出現と歩を同じくして、合成副詞‘ 재’(一竝)、‘온재’(全)が新たに出現した。助

詞‘-재’は、19世紀以降衰 し、現代韓国語にその痕跡を見ることはできない。替

わってその位置を占めたのが、助詞‘-’であった。‘-’は、副詞‘’から

文法形態化したものであった。

キーワード: 通時性、縮約形、空間的方 分化、名詞句補文構成、名詞句、白

話語彙、結合体、合成名詞、合成副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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