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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世紀 國語의 終結語尾 陽究

張 京 姬

(國語敎育科)

第一章 序 論

17世紀는 國語史上 近代語가 시작되는 起點으로 時代的으로 보아 중요한 意義를 지난다.

近代語의 陽究 또한 그 自體를 위해서 뿐 아니라， 中世語와 現代語의 昭究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히 도러 났다. 따라서 近代의 初期에 해당하는 17世紀 國語없究의 意議는 실

로 막중한 것이라 하겠다.

近代國語의 1iff究는 아직 미흡한 상태 에 머물러 있고 17世紀 國語%究 또한 많이 되 어 있

지는 않다. 그러나 이렇게 미흡하고 많지 않은 陽究이지만 이제까지의 1iff究는 大部分의 重

흉흉한 事實들을 밝혀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本 論文은 이 러한 17世紀 國語陽究 가운데 終結語尾에 관한 지금까지의 諸 陽究를 정 려

하고 17世紀 文斷全般에 나타난 終結語尾를 抽出， 分析하여 終結語尾의 尊뽕法과 文體法에

대한 全般的언 體系롤 수렵해 보껴로 한다.

終結語尾의 없究에 대한 구체적인 方法으로는 첫째， 中世語에서 부터 널리 쓰인 終結語

尾는 17世紀에 나타난 變化를 中心으로 정 리 하고 둘째 中世語에서는 드러 나지 않오나 17世

紀 文斷을 中心으로 파악이 可能한 것은 그 用法을 정리하고 通時的인 考察을 통하여 成立

過程까지도 소급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if

1.1 終結語尾가 지니는 意味

國語에는 文을 完成시키는데 使用되는 일정한 체계의 語尾가 있다. 이는 學者에 따라

‘終結詞’ (洪起文 1947 : 89) , ‘終結形’ (李령寧 1972 : 173) , ‘맺음써끝’ (許雄 1975 : 486) , ‘終結

語尾’ (李熙昇 1962 : 98) 등으로 불리우는데 여기서는 終結語尾라 부르기로 한다.

終結語尾는 用言， 體言에 모두 연결되어 文의 完成을 보여주며 文의 맨끝에 나타난다.

물론 終結語尾가 없는 文이 존재하는 경우도 없진 않다. 그러나 이런 文은 不完全한 文오

로 文服이나 發話時의 상황이 終結語尾의 역할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경우냐， 非公式的안

口語에 主로 나다날 뽑아며， 대부분의 文語나 公式的안 對話에서는 終結語尾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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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完成된다.

終結語尾는 文의 完成을 보여줄 뿐만 아니 라 ‘尊뽑法과 文體法’ (])을 同時에 表現한다. 따

라서 終結語尾 體系를 밝힌다는 것은 결국 尊쩔法과 文體法의 두 體系를 밝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尊명法과 文體法을 主輔오로 終結語尾에 관한 全般的인 검토가 可能하다고

하겠다.

1.2 尊 뽑 法

尊E휩法은 話者와 聽者間의 尊單關係를 보여 준다. 聽者에 대 한 話者의 尊待程度가 終結

語尾에 依해 表示되는 尊單法은 우리 國語의 特徵 中의 하나이 다.

中世國語애 비해서 現代國語의 尊單法 體系가 中稱의 尊명法에서 더 分化되어 있다. 尊

E윌法을 命令法 語尾에 따라 살펴 보면， 中世國語는 ‘좋라’體， ‘좋야’體， ‘창쇼셔1體로 되

어 있고(安秉禮 1965a: 122"-'126), 現代國語는 i해 라’ 體， ‘하게’體， ‘하오’體， ‘합쇼’體， ‘하

소서’體로 區分되어 있다(李熙昇 1962 : 102). 中世國語의 ‘좋라’體와 ‘캉쇼셔’體는 現代國語

의 ‘해 라’ 體와 ‘하소서 ’體로 이 어 지 나， 中稱의 尊單法은 現代國語가 더 分化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中世國語에서 現代國語에 이르는 尊뽑法의 分化過種에서 17世紀에 나타난

斷面올 살펴 보게 된다.

17世紀 國語의 尊單法은 用例에 의해서 ‘종라’體， ‘중오’體， ‘좋 g 소’ 體， ‘캉쇼셔’體로

區分된다. 命令法 語尾에 의한 이 名稱만올 보면 17世紀 國語의 尊￡힘法은 現代國語에 接近

한 인상을 주지만， 各各의 命令法에 對廳되는 다른 文體法은 差異를 지념을 本論에서 보게

될 것이다. 17世紀 國語의 尊명法 ‘좋 s 소’ 體는 ‘창요’體에 讓讓法 ‘습’ (2) 이 緣Jm되 어 分

化한 尊E휩法이다(2. 2. 2 창조). 例를 들면 動詞 ‘좋다’의 ‘좋오’體，zp:寂法語尾 ‘좋닌’는 ‘좋

g 소’ 體에서 ‘~ g닌’로 나다난다. 이 例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좋오’體와 ‘~ g소’體는

終結語尾 自體만으로는 區別되지 않는 尊뽑法인 것이다. 그러드로 ‘창요’體와 ‘좋 g소’體

는 尊E힘法 체계에서는 區分을 화되 終結語尾 自體를 살피는 過程에서는 同時에 검토하기로

한다.

1.3 文 體 法

文體法은 學者에 따라 4分法， 6分法， 7分法， 8分法 둥드로 下位區分되고 있다 (3)

(1) ‘文體法’ 과 ‘尊뽕法’ 은 李熙、昇 敎授가 使用한 用語이 고 (1962 : 98) 尊뽕法과 같은 意味로 ‘옳앓

法’ (李옳寧 1963 : 315), ‘相對尊待’ 〈許雄 1963 : 12)까 쓰이 며 , 文體法에 對해서 는 ·웠法’ (李옳

寧(1961 : 173), ‘마침법’ (許雄 1972: 84) 둥이 쓰야고 있다.

(2) 近代國語에서 ‘좁’은 相對尊待(許雄 1963: 71) , 다른 말로 하연 讓讓法 語尾(安秉續 1971 : 208)
의 기능을 지닌다.

(3) 4分法 : 崔鉉培(1961 : 829), 李基文(1972 : 168), 싼雄(1975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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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世紀 國語의 終結語尾가 지 니는 文體法을 區分하기에 앞서 “說明法， 疑問法， 感、漢法， 共

同法， 約束法， 許諾法， 響械法， 命令法”의 區分을 보이는 現代國語 8分法(高永根 1974a ; 154)

에 17世紀 國語의 終結語尾를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g효좋뻔웰| 좋 라 體 | 승도펴體 II융숨팍쁜펀l 중 라 體 l 후 쇼셔 體
命 令 法 -라 -쇼셔 約 束 法 커셔 -(리)이다

疑 問 法 -가/아， -고/오 -잇가，잇고 許 諾 法

說 明 法 -다， -라 -이다 警 R홍 法 -
感 慶 法 -도다，고나， - r.샤 -(소)이다 -(지)라 -(지)이다

共 同 法 -(사)이다 -(과)라 -(과)이다

(위 圖表는 융곽만을 보이기 위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위 圖表에서 볼 수 있듯이 17世紀 國語의 終結語尾에는 現代國語 8分法에서 설정한 許諾

法(-려므나)， 警꿨法(- '2.라)이 보이지 않는 반면 現代國語에서 쓰이지 않는 ‘-과라’， ‘-지

라’가 있다. 8分法에 의해 區分된 17世紀 國語의 終結語尾 中에서 命令法과 疑問法은 ‘좋

쇼셔?體도 그들 자신만의 독자적인 語尾를 지녀 다른 文體法과 뚜렷이 區別된다. 그러나

感魔法， 共同法， 約束法은 ‘좋라’體에서만 區었Ij될 뿐 ‘좋쇼셔’體는 說明法과 同一한 ‘-이

다’를 쓰며 ‘-과라’， ‘ 지라’의 ‘융쇼셔’體도 ‘-과이다기 ‘ 지이다’로 說明法과 區別되지

않는다. 이 와같은 사실들은 感漢法， 共同法， 約束法과 ‘-과라’ , ‘-지 라’ 블 說明法과 다른

文體法무로 區分짓기 이전에 우선 한 文體法부로 묶을 必要性을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說

明法， 그리고 ‘향쇼셔’體에서 그와 同一한 語尾 ‘-이다’를 지난 感魔法， 共同法， 約束法과

과라’， ‘-지라’를 포괄하는 하나의 文體法을 설정하기로 한다. 이와같이 여러 文體法을 포

괄하여 새로히 설정된 文體法을 zp:寂法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상과 같은 結果로 文體法이 命令法， 疑問法，zp:寂法￡로 區分되기 에 이르렀는데 이 것

은 文體法 區分의 方法을 提示하는 것은 아니다. 尊뿜法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이 論

文의 뾰格上， 尊E힘法 ‘창쇼셔’體의 終結語尾 形態에 중접을 둔 區分ξ~5..， 終結語尾 記述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볍에서 취한 것이다.

1.4 文敵資料

1. 4.1 目鐘과 略훌훌 및 刊行年度

本 論文에서 引用띈 文斷資料·의 目錄과 略號 및 刊行年度는 다음과 같다.

6分法 : 洪起文(1947 ; 360"'361) , 李뿔寧(1971 : 94)
7分法 : 李熙昇(1962 ; 116) , 安秉禮(1971 : 217)
8分法 : 高永根(1974a : 154) 參wit、



mω

鼓解펀즙%올集흉H훨) 1608

該解R윤塵集흉H腦) 1608

東國新續=鋼行實圖(東) 1617

家禮該解(家) 1632

歡念흉§錄(勳) 1637

R￥j릎新方(，;:1￥) 1653

警民編詩解(警) 1658

語錄解(語) 1669

老ε大該解(老) 1670

宿擔經驗方(훨經) 顯宗末

握解新語(提) 1676

朴通事證解(朴) 1677

譯語類解(譯) 1690

위 文斷들은 크게 會話集， 語養集， 說明書로 區分된다. 老g大證解， 據解新語， 朴通事詩

解가 會話集이고， 語錄解， 譯語類解는 語윷集이며 이들을 제외한 文歡들을 說明書라 할 수

있다.

會話集얀 老ε大詩解， 據解新語， 朴通事該解는 多樣한 終結語尾를 보여주고 있어 本 論

文의 主된 資料가 된다. 그런데 이들에 관해서는 資料로 이용하기에 앞서 알아 두어야 할

사실들이 있다.

1. 4.2 老ε大꿇解와 朴通事꿇解

老g大該解와 朴通事짧解는 16世紀의 짧뼈譯老￡大， 觸譯朴通事가 세 상에 도러 나므로써 그

價f直가 倍加된 文斷이 다. 이 文顧들의 比較船究를 通하여 文歡의 性格과 룹題， 形態， 統廳

面의 많은 史的 變化들이 밝혀진 바 있다 (4) 終結語尾를 살펴 보는 데 있어서도 이들의 Jt

較를 통한 考察은 17世紀 ‘캉오’ , ‘장 읍 소’ 體 語尾의 成立過程을 推定케 한다. 이 推定을

가능하게 하는 것 충의 하나는 老g大讀解와 朴通事끓解의 文體的인 共通特徵이다. 이것은

17世紀 老ε大짧解와 朴通事詩解가 16世紀 觸譯老ε大， 觸譯朴通事에 對해 ‘좋라’體로 되

어 있다는 사싶이다.

觀譯老깜大에 다음과 같은 ‘캉쇼셔’體 文이 있다.

1. 쥬언하 안직 가디 마뭉쇼셔 (上 : 31a)

2. 우리 가노이 다(上 : 3Sb)

3. 큰형 닙 니 흥 샤마 올흐잔~1 4 (上 : 41b)

(4) 比較짧究로 “騙譯朴通事와 朴通事꿇解의 比較陽究"(金完鎭 1975) , r老ε大의 짧解에 대한 않흉

f다究J (金亮鎭 1976) 등이 있다.



- 117-

이 에 對應한 老ε大훌훌解의 文은 다음과 같다.

I'. 主A아 아직 가디 말라(上 : 28a)

2'. 우리 가노라(上 : 34b)

3' , 큰형의 니 룹이 올라(上 : 37b)

위의 {7lJ들에서 觸譯老ε大의 ‘좋쇼셔’體 文이 老ε大끓解에서는 ‘창라’體로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 런 願向은 老걷E大該解 全般에 걸친 것으로 老ε大꿇解에서 ‘캉쇼셔 ’體는 쓰이

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碩向은 騙譯朴通事와 朴通事짧-解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짧R譯朴通事의 ‘캉쇼셔’體 文

4. 쇼인이 례부에 가노이다(上 : 7b)

5. 우리 모두 홉섹 가새이다(上 : 9a)

6. 얼우신하 허 블 마닫쇼셔 (上 : 58b)

이 에 對應된 朴週事끓解의 文은 ‘향 라’ 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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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通事讀解는 老ε大끓解와는 달리 간흑 ‘좋쇼셔 ’體 文이 쓰이고 있기는 하나 짧햄譯朴通

事에 .It해 볼 때 ‘캉라’體가 主가 되어 있다.

이러한 老ε大諸解， 朴通事끓解의 文體的인 特徵은 觸譯老깜大， 짧짧譯朴通事와의 比較에

서 드러나는 終結語尾의 差異를 尊뿜法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觀

點에서의 觀察은 17世紀 終結語尾 體系가 成立되는 過釋을 推定케 하며 더 나아가 17世紀

終結語尾의 올바른 이해 에 큰 投害U을 하게 된다.

1. 4.3 據解新語

據解新語의 刊記에 의하면 刊行年度는 1676年이 다. 그러나 改修據解新語(1782)에 들어 있

는 重刊據解新語(1748)의 凡例에 의하면 著者 康遇聖이 原鎬를 完成한 것은 1618年으로 되

어 있다. 이에 대하여 森田武는 據解新語 10卷 중에셔 1618年에 原鎬가 完成된 것은 1, 2,

.3， 4， 9， 10卷이며 5，6，7，8卷은 1625年에 서 1636年 사이에 된 것으로 全卷의 完成은 빨리-야

1625年아 될 것 이 라고 推定하고 있다 (5)

이 와같은 原橋 完成의 時期와 著者 康遇뿔이 1581年에 태 어 났다는 사실을 더불어 생 각하

(5) 蘇田武의 提解新語 解題〔昭和 33(1958) : 8'" 14)에 의하면 康遇聖(158 1 )은 慶尙南道 품州A요로

엄진왜란에 참가하여 揮盧로 붙잡혀 10여 년의 포로생활을 했으며， 歸國後 譯官으로 등채한다

(1609) . 그 후 朝蘇使節團을 따라 3차례 (1617, 1624. 1636) 日本올 방문했는데， 鐘解新語의 5"-'
8卷의 內容에 2次 方日(1624) 時의 記錄과 -致한 사실들이 들어 있어， 이 5"'8卷의 完成은 빨

라야 1625년 이 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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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면 據解新語는 17世紀 初期의 國語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表記핵

있어서도 확인된다. 據解新語의 表記는 老ε大릅彦解， 朴通事릅홍解보다도 東國新續三鋼行實圖

의 表記와 -致를 보이고 있다(3. 3 참조).

鍾解新語가 17世紀 後半이 아니고 初期의 言語를 반영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다

據解新語가 文語體로 되어 있다면 그려 큰 운제가 아닐 수도 있￡나 據解新語는 다른 文斷

에서는 千載一遇格 o로 나타나는 口語體 中稱 表現들이 主가 되어 그 당시 言語를 생생하

게 反映하고 있다. 그래서 據解新語의 國語史的 가치는 至大하며 이의 時期 定立 또한 중

요한 것이다.

重刊本인 改修據解新語에는 話者表示가 되어 있어 握解新語의 理解에 도움이 된다.

第二章 命令法 語尾

2.1 ‘플라’體語尾 ‘-라’

‘흐라’體 命令法 語尾 ‘-라’는 어느 文敵에서나 쉽게 확인된다. 이는 語幹에 직접 연결

되는 경우 이외에 先語末語尾 ‘-거-’， ‘-어-’， ‘-나-’ 다음에 쓰이고 있다.

a. 語幹 다음에 쓰인 例

7. 약 말고 절로 요흐을 기들우라(服 ; 12b)

8. 냐를 주기고 주식￡란 해티 말라(東孝六 ; 23)

9. 아으 가히 이려 오라(援-; a)

10. 相公은 안즈라(朴中 : 15a)

11. 망긴 쓰라(譯上 ; 48a)

b. 先語末語尾 ‘-거 -’ , ‘-어 -’ , ‘-나-’ 다읍에 쓰인 例

12. 어버이 사라신 제 성걸 일란 다 학연란(響 ; 38b)

13. 음식 욕는 닷 사람아 상 슨선란(老上 : 55a)

14. 흔 디워 기드려 다시 오나라(老下 : b)

15. 벗플아 닐거 라(老上 : 34b)

中世國語에서 命令法 語尾 ‘-라’는 語幹에 직접 연결되었고， 語幹末흡이 ‘ E’이외의 子

흡인 경우는 連結母륨이 揮入되어 例 10-'과 같이 쓰였다. 그런데 例 12，13，14，15에 서는 命

令法語尾 ‘-라’ 앞에 先語末語尾 ‘-거 -’ , ‘-어 -1 , ‘-나-’ 가 쓰이고 있다. 이 와같은 命令法

은 中世語에서도 도울게 볼 수 있는데 (金亨奎 1972; 239, 李옳寧 1972 : 196) 現代語로 올수록

彈化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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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를오’， ‘를읍소’體 語尾

2.2.1 ‘-오/소’

近代에 들어 中世의 命令法 語尾 ‘ 아써’가 없어진 대신 ‘-소’의 둥장이 주목되었다(李基

文 1972 : 214). 그런데 우리는 17世紀 文歡에서 ‘-소’ 뿐만 아니라 ‘-오’의 用例도 볼 수

있다.

16. 이고 진 뎌 늘그니 침 투러 나플 주오(警 : 41a)

17. 淸菜 안쥬 자오(譯上 : 60a)

18. 아므리커나 하는대로 캉소(擾七 : 7b)

19. 소임의게 그 싸정을 닐려 들려소(據七 : 12b)

20. 그리 아 g소(接五 : 6b)

21. 자니네도 나실 제 니르고 가옵소(提二 : 15b)

22. 자니 네 도 혜 아려 본잔손(據~: 32a)

23. 그리 아룻시게 잘 쥬선당시소(鐘五 : 24a)

例 16'""'19는 語幹에 바로 命令法 語尾 ‘←오’ , ‘-소’ 가 쓰인 ‘닫오’ 體이 며 例 20，21는 ‘흥

요? 體에 讓讓法 ‘습’ 이 첨 가된 ‘중 읍 소’ 體이 다. 命令法 語尾 ‘ 요’ , ‘-소’ 가 代名詞 ‘자난

네’ (6) 와 더불어 사용되는 점이나， 主體尊待 ‘시’를 쓰는 대상에 대한 命令文(찌U 21) 에 便

用되는 접을 보아 ‘ 라’에 비해 尊待의 풋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例 22，23의 ‘-시 쇼’ 도 ‘좋 s소’ 體와 같은 尊명法에 속함을 다음의 對話가 보여 준다.

24. Al 자녀네도 혜아려 본신손 客A이 와야 훔主 1 보다 아니 놓읍는가(提一:32a)

Bl 그려커니와 게셔 힘써 이런 道理를 東泰섹 엇~와 녁일 브덕좋 양으로 ~g 소

A2 힘써 슬와 보오려니와 東聚쏠山浦오셔도 거르기 섭섭이 녀기실거시니 아묘리커나 밤의도

養性i"여 나설 양으로 당여 보 g소

B2 그리 ~요리 (提-: 33b)

話者 A는 Ai에서 命令法 語尾 ‘-시소’흘 A2에서 ‘- ~ 소’ 를 쓰고 있는데 聽者가 별 변화

가 없어 ‘-시소’와 ‘-~소’는 동일한 ‘좋 s 소’ 體 命令法 語尾로 생각된다.

‘향요?， ‘향 읍소’體를 결정짓는 命令法 語尾 ‘-오’， ‘-소’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16世紀 輔譯老g大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例를 볼 수 있다.

25. 몬져 혼잔 자~(上 : 63b)

26. 큰 형 님 온져 려l 발족(上 : 63b)

(6) ‘자녁 네 ’ 의 ‘네 ’ 는 複數接尾離로 쓰이 고 있다. 據解新語內에서 ‘判事네 ’ (據二 : 9b) , ‘代官너1 ~

(據三 : 25b)와 ‘對馬島 사람들’ (提八 : 9a) , ‘아래 사람들’ (援八 : 2b)을 比較할 때 ‘네’는 中世←

語의 ‘내’ (安秉禮 1965a : 122~126)와 같이 尊稱複數 接尾廳로 쓰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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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文은 서로 술을 권하는 對話로 命令文이다. 이들은 老ε大끓解에서는 ‘캉라’體

命令法 語尾 ‘-라’로 나타난다.

25'. 몬져 효 잔 띈후란(老上 : 57b)

26’. 큰형아 몬져 셰를 박프란(老上 : 57b)

觸譯老g大에서 보이는 例 25의 命令形 ‘자오’ 는 例 17의 命令形 ‘자오’ 의 前身오로 17

世紀 命令法 語尾 ‘-오’ 는 16世紀에 ‘-오’ 로 쓰이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世紀 離譯老

ε大의 命令法 語尾 ‘-오’ , ‘-조’ 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자오’ (例 25)의

‘-오’는 母音 語幹 다음에 ‘받조’ (例 26)의 ‘-조’는 ‘E’末즙을 지난 語幹아래 쓰이고 있

어 이들이 廳讓法 ‘-습/즙-’과 동일한 룹題論的인 분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살로 미루어 보아 16世紀에 用例를 찾지는 못했지 만 讓讓法 ‘-습-’ 과 같은 즙題論的

환경에서 命令法 語尾 ‘ 소’가 쓰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再構되는 16世紀 命令

法 語尾 ‘-오， -소，조’ 는 議讓法 ‘-습/습/즙-’ 과 같이 즙題論的 異形態였음이 분명 하다.

16世紀 命令法 語尾 ‘-오/소/조’는 ‘ A’ 消、失후 ‘-오/소/조’의 분포를 보였을 것이며 17

世紀의 命令法 語尾 ‘-오/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 觸譯老ε大의 命令法 語尾 ‘-오/조’는 例 25，26에 서 본 바와 같이 老ε大請解에서 ‘창

라’體 命令法 語尾 ‘-라’로 나타난다. 이것을 老ε大龍解가 觸譯老ε大에 대해 ‘당라’體로

통일되었다는 사실(1. 4. 2 참조)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觸譯老ε大의 ‘-오/조’는 ‘캉라’體

命令法 語尾 ‘-라’보다 더 尊待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와같은 事實들을 볼 때 16世紀 命令法 語尾 ‘-오/소/조’ 는 그 形態上우로나 機能上으

로 17世紀의 ‘-오/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7世紀의 命令法 語尾 ‘-요/소’도

16世紀 ‘-오/소’와 同-한 좁題論的 환경에서 쓰였울 것우로 보안다. 17世紀에 命令法 語

尾 ‘-조’가 쓰이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요’와 ‘-소’의 경우， ‘-요’는- 母音

다음에 ‘-소’는 子룹 다음에 쓰였우리라 생각된다.

17世紀의 實例를 보면 醫民編讀解에서 보이는 命令形 ‘주오’ (例 16)와 譯語類解의 ‘자오’

(例 17)는 母音 다음에 ‘오’ 가 쓰이고 있어 우리의 推定과 -‘致를 보여준다. 그런데 據解

新語에서는 ‘캉소’ (例 18) ‘들리소’ (例 19) ‘아읍소’ (例 2{)) ‘가읍소’ (例 21) ‘보시소’ (例

22)와 같이 先行룹이 母룹이거나 子音이거나 모두 ‘소’만을 쓰고 있다. 이러한 提解新語의

例들은 17世紀에 이미 ‘-오/소’가 音題論的 制約이 없이 쓰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들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現在 서울말에 主體尊待 ‘시’ 다음에 命令法 語尾 ‘ 소’가

쓰이지 않는 반면， 方言에 命令形 ‘-시소’(金亨奎 1974下 : 349)가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17

世紀에도 命令法 語尾 ‘-오/소’의 사용에 方言的인 區分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金亨

奎 敎授(1972 : 255)는 오늘날 慶尙南北道 方言에 命令形 ‘-시 소’ 가 쓰이는 사살과 擾解新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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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著者 康;뿔뿔이 慶南 팝州A이 라는 점을 들어 據解新語의 ‘-시 소’ 가 慶尙道 方言이 反映

된 것임을 밝혔 다. 그런데 17世紀에는 ‘-시 소’ 뿐 아니 라 母룹 다음에 ‘-소’ 를 쓰는 命令法

자체가 특정한 方言의 特性이었다고 생각된다.

命令法 語尾 ‘-요’ 와 ‘-소’ 는 20世紀 初까지도 尊명法의 差異를 보이 지 않았다(高永根

1974b: 73). 그래서 17世紀에 이들이 尊E휩法의 差異를 지녔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16世紀와

같이 音題論的안 制約에 의해 區別되었을 것오로 보아지는데 當時에 ‘-소’만을 主로 쓰는

方言群이 存在했던 듯하다. 擾解新語의 경우는 이런 方言群에 속하는 慶尙道 方言이 反映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6世紀에 들어 갑자기 나타난 命令法 語尾 ‘-오/소/조’는 어떻게 하여 생겨난 것일까?

16世紀 命令法 語尾 ‘-!r.../소/조’가 課讓法 ‘-습/습/즙-’과 同一한 音題論的 分布를 지난다

는 사싶은 이들 命令法 語尾가 課讓法에 起源을 두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오/소/조’ 命令法 語尾의 母룹 ‘오’ 는 議讓法 ‘습’ 의 末룹 ‘님 ’ 이 母音 앞에서 지 니

는 形態이다. 이 점을 보아도 그러할 可能性은 짙다.

또 譯語類解에는 다음과 같은 例가 있다.

27. 請乾 술 다 자옵(譯上 : 5gb)

위 文은 命令法 語尾가 省略되고 議讓法으로 끝나는 命令文으로 命令文에서 등혐讓法이 終

結形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순다. 時期的인 差異가 있기는 하나 16世紀에도 命令法 즙홈尾를

略하고 課讓法오로 文을 끝내는 口語的인 言語習慣에서 ‘ 오/소/조’의 命令法 語尾가 생겨

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2.2.2 ‘중오’體와 ‘를읍소’體의 區分

命令法 語尾 ‘-오/소’는 語幹에 직접 연결되기도 하고 ‘-오/소’ 앞에 讓讓詞 ‘습’이 漂

j口되 기 도 한다. 이 두 경우흘 각각 ‘좋오’體， ‘좋 g소’體라 命名했는데 이들이 體系上￡로

尊댈法 區分을 지난 것인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쓰이는 것언가를 보기로 한다.

28. A 바다셔 훌 테도 엽스니 아므리커나 ~는대로 융소(提七 : 7b) 자네 극진융신 바는 셔울 가

셔 接待흔 일과 이차만훈 줄을 부러 쩌禮릎 슬올쩌시니 자네 일홈은 무어신고 성각융야 禮

좋 제 슬오려 승녀

B (節略) 민망i"£건마는 行下를 존냉이다(ga)

A는 下者인 B 에 대해서 命令法에 ‘-소’， 疑問法에 ‘ L고’ ， 'zp:j，웠法에 ‘-닌’를 사용하

고 있다. 이들이 ‘향오’體 語尾들입을 알 수 있다. ‘캉오’體 語尾로 疑問法은 ‘ L고’ 외 에

‘- L가’， ‘-2.가’， ‘ E고’ (4.3)가 쓰이며 zp:寂法에도 ‘-녀’와 더불어 ‘이， 데， 리， 쇠，

재’ (3.2)가 쓰인다.

이제 ‘융 s 소’ 體의 例를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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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 (節略) 公木五十束만 몬져 드려 주 업 소(提四 : 7a)

D (節略) 묘슴 벼 멋 칙이 난간융는고

C (節略) 合융여 三隻이 g 도쇠 미리 슬와 두 g 소

D 그는 슬오려니와 홉섹 三隻.도록 엇더좋올고 자니네 借般으란 마처 보내여도 도흥가 너가

읍 녀 (8b)

위의 對話에서는 話者 C , D가 같은 ‘좋읍소’體를 쓰고 있는데 命令法 ‘- g소’와 대응

되는 語尾로 :zp.寂法에서는 ‘-읍도쇠’ ‘ s 닌 ’ ， 疑問法은 ‘-~는고’ ‘-올고’가 쓰이고 있다

이것을 보아 命令法，:zp.寂法， 疑問法 모두가 ‘융 읍소’體는 ‘좋오’體 語尾 앞에 끓용讓法 ‘습’

이 행、加되어 이루어점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場面의 對話는 ‘융오’體를 사용하는 경우(例 28) 와 ‘좋읍소’體(껴J 29)를 사용하

는 경우가 분명히 區別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좋오’體와 ‘좋 g 소’ 體가 다른 계층의 尊

E윌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기원적우로는 ‘좋오’體가 먼저 있었을 것이고

이 ‘좋오’體에 임의로 ‘습’을 사용했던 것이 얼마후에 尊뿜法을 區分하게 되기에 이른 것

o 로 보아지는데 17世紀 據解新語에서 는 尊單法의 區分이 확고하게 이루어진 단계 인 것이 다.

참고로 ‘좋쇼셔’體에서 ‘습’의 사용을 보기로 한다.

30. E 이 잔으란 브믹 다 자옵소(提三 : 5b)

F 엇다 남기링잇가 본덕 먹디 옷 탕용것마는 다 먹좁'<-이다(提三: 6a)

話者 F는 同一한 聽者 E에 대해 疑問法은 ‘좋쇼셔’體를 平寂法은 ‘습’이 *、꺼口된 ‘융쇼

셔’體를 쓰고 있다. 이와같이 ‘융쇼셔’體에서는 각 文體法이 대응하여 정연한 ‘습’의 사용

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창쇼셔’體에서는 ‘습’이 특정한 尊명法을 區分하지 않고 입의

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라 하겠다.

‘좋요’ 體와 ‘~~ 소’體가 어느 정도의 差異를 지 난 尊單法안지는 분명 하지 않으나 동일

한 계층으로 여겨지는 官更들의 對話(例 29)에 ‘융 s소’體가 사용되고 아랫사람과의 對話

(例 28) 에 서는 ‘캉오’體가 쓰이는 점을 보아 ‘좋 s소’體는 ‘좋쇼셔’體에 ‘캉오’體는 ‘캉

라’體에 가까운 中稱이었다고 생각된다.

17世紀 ‘좋오’ , ‘창 s소’ 體， 命令法 語尾 ‘-오/소’ 가 16世紀 初에 ‘좋오’ 體形으료 쓰였

음을 앞에서 (2. 2 . 1 ) 살펴 보았다. 命令法 외에 平寂法， 疑問法의 ‘좋오’， ‘ 1F s 소’ 體 語尾

도 16世紀 初에 ‘좋오’體形으로 쓰였음을 보게 될 것이다 (3. 2， 4.3참조) . 그래서 우리는 1&

世紀 初에 ‘캉 g소’體가 分化되지 않은 ‘좋오’體形이 存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라고 提解

新語는 ‘좋 읍 소? 體가 확고하게 ‘캉오’ 體와 區分되는 尊명法잎을 보여 주묘로， 16世紀初

以後 17世紀에 이르는 어느 時期에 ‘좋 s소’體가 分化되었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좋읍소’體가 分化되기 以前의 語尾는 ‘좋요’體形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17世紀

의 ‘좋요’ 體와 形態가 同一하고 尊명法 體系에서도 크게 보아 中稱이 라는 사실은 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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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오’體에서 ‘좋 g 소’ 體가 分化되면서 이 分化되기 以前의 語尾는 尊명法 體系上의 위치

에서 얼마간의 變化가 있었을 가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창 S소’體가 分化된 후의

‘좋오’體와 區別칫기 위해 ‘좋오’體形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2.2.3 ‘-고려’， --고’

命令法 語尾 ‘一고려’의 例를 보기로 한다.

31. 네 날 위 융여 팔3 보고려 (老下 : 64a)

32‘ 나를 져기 노닐워 주고려 (老上 : 48a)

33. 형아 네 날을 집 글월 써 주고려 (朴中 : 38b)

34. 네 날을 져기 주려 주고려 (朴上 : 18a)

命令法 語尾 ‘-고려’는 中世語에서 中稱形이었다(李뚫寧 1972: 270). 17世紀에는 ‘좋라’體

중집인 老ε大請解(1. 4. 2 參照)에 쓰이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 ‘-고려’가主로 動詞 ‘주다3의

命令形에 사용됨이 주목된다. 32의 ‘보고려’도 ‘보아 주고려’의 뭇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

므로 우리는 老ε大誠解의 動詞 ‘주다’에 ‘고려’가 主로 쓰인 것에 대해서는 ‘주다’의 意

、味에서 그 說明을 찾아야 향 것같다.

現代語에서 命令形 ‘주라’의 경우는 話者의 상대펀이 ‘좋라’體의 대상일지라도 ‘미안하

지 만’ , ‘좀’ 등의 말을 챈껴口하여 自己의 요구를 城曲하게 表現한다. 그러 나 17世紀에는 城

曲한 命令에 이련 副詞語를 쓰는 대신 실제보다 더 높은 계층의 命令法語尾를 사용했던 것

같다. ‘캉라’體의 老ε大誠解에 ‘-고려’가 쓰인 것은 바로 이련 이유인 듯하다. 16世紀 購

譯老ε大， 觸譯朴通事에는 ‘오고려’ (觸老上 : 25a) , ‘마오려’ (離老上 : 32a) , ‘니 무고려’ (觀

朴上 : 67b) , ‘탱흥오려’ (觸朴上 : 59b)와 같이 여러 動詞에 命令法 語尾 ‘-고려’가 쓰이는

데 老ε大誼解， 朴通事詩解에서는 이들의 위 치 에 ‘융라’ 體 ‘-라’ 가 나타난다. 다만 例 31""

.34와 같이 ‘주고려’ 경우만 ‘-고려’가 쓰인다. 그러묘로 老ε大諸解， 朴通事끓解의 ‘주고

려’는 요구를 懶曲하게 表現하기 위해서 ‘창라’體의 대상에게 ‘-략’가 아닌 ‘-고려’가 사

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는 ‘-라’보다 더 尊待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尊

待의 뜻이 있ξL면 命令은 願曲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17世紀에도 動詞 ‘주다’ 이외의 다른 動詞까지 널려 ‘ 고려’를 쓰는 尊單法 계층이 있었

을 것이다. 그런데 ‘캉 g 소’ 體 中心언 據解新語에 ‘-고려’ 가 쓰이지 않는 것을 보면 ‘-고

려’는 ‘슬쇼셔’體보다는 ‘좋라’體에 가까운 中稱이었던 것￡로 ‘당오’體의 ‘-오/소’와 유

λ}한 계층의 命令法 語尾라고 생각된다.

命令法 語尾 ‘-고’ 의 例를 보기로 한다.

35. 사발 잇거든 후나 다고(老上 : 38a)

命令法 語尾 ‘-고’는 ‘-고려’나 中世의 ‘-고라’에서 온 것우로 여겨지는데 用例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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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가 어렵다.

命令形 ‘다고’는 開花期 文顧에도 보이나(高永根 1974a : 144) 現代語에서는 ‘다오’로 쓰야

고 있다. 現代語 ‘다오’ 의 ‘-오’ 는 ‘해 라’ 體이 다(崔鉉培 1961 : 338).

2.3 ‘중쇼셔’體 語尾 ‘-쇼처’

命令이 가장 娘曲하게 表現되는 命令法 語尾 ‘-쇼셔 ’ 의 例를 보기로 한다.

36. 첩 이 가 보플 허 승쇼셔 (東孝-: 62)

37. 우리 틀 시왕도 다 셔방의 니르게 효효선(歡 : 8a)

38. 아래 사흘 틀의게나 주설 양으로 중 옵 쇼셔 (鐘끼 : 2b)

39. 뎌 를 산흐효선 (朴中 : 3a)

現代語에서 ‘-쇼셔’는 文語體에 남아 있을 뿔이고 口語體에서는 中稱에서 分化를 거듭한

‘ 십시요’가 尊稱形으로 쓰얀다. 그러나 17世紀에는 ‘-쇼셔’가 口語에 널리 쓰이고 있다.

‘-쇼셔’에 훌뽑讓法 ‘습i이 젠、加된 경우(例 38)가 있는데 이는 ‘-쇼셔’만을 쓸 때보다 더 尊

待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새로운 尊명法을 分化하지는 않는다(2. 2 . 2참조) . 그리 고 ‘-쇼

셔’는 ‘좋 g소’體 命令法 語尾 ‘-읍소’와 다른 尊單法에 속한다.

It 흔 츠례 ~g 새 (擾二 : 6a)

J1 (節約) 그만후야 마중쇼셔

Iz (節約) 이 -杯만 잘효속

J2 (節約) 먹 ~오라 이 다 이 옳을 보쇼셔 (7b)

위의 對話에서 命令文에 話者 I 는 ‘-습소’， J 는 ‘-쇼셔’ 를 쓰고 있￡며 이에 대응하、

여 平寂法 語尾 또한 區BU되고 있다. 이것은 I 와 J 가 서로 다른 尊뽑法을 사용하고 있음

을 보여 주며 ‘-쇼셔’는 ‘-습소’보다 더 尊待의 뜻을 지난 命令法 語尾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對話에서 J2는 命令法 語尾 ‘-쇼셔 ’ 와 平寂法 語尾 ‘-이 다’ 가 同一한 尊짧

法에 속함을 보여 주는데 疑問法과의 대응을 보기 위해 다음의 對話를 例示한다.

K 자녀네도 이제란 이?티 다 자 g 소(據三 : lla)

L 성심이나 어이 남기고 려프란원간 노총 본손션(節約) 細意?티 다 먹 ι5오리이다 (Ub)

話者 L은 命令法 語尾 ‘-쇼셔’를 쓰는 廳者 K에 대해 平寂法은 ‘-이다’ 疑問法은 ‘엇

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zp:寂法 語尾 ‘-이다’， 疑問法 語尾 ‘ 잇가， -잇고’가 命令法

語尾 ‘-쇼셔’와 같은 尊명法에 속하는 ‘좋쇼셔’體 語尾들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中世語

와 같은 體系이며 中世語의 ‘융쇼셔’體는 17世紀에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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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平寂法 語尾

3.1 ‘를라’體 語尾

‘좋라’體 Lf寂法에는 ‘-다’， ‘-라’ 외에 ‘-마’， ‘-작’， ‘-야，여’， ‘-고나’， ‘-괴야’，

‘-2.샤， -2.셔’， ‘-2.놔’， ‘ 과냐’ 등의 語尾가 쓰인다.

3. 1.1 ‘-다， -라’

中世國語에서 Lf寂法 語尾 ‘-다，라’는 形態論的 異形態로 ‘-라’ 는 先語末語尾 ‘-오-’ ,

‘-과-’ , ‘ 더 -’ , ‘-리 -’ , ‘-니 -’ 및 擊詞 뒤 에 쓰였다(安秉禮 1971 : 217, 李基文 1972: 168).

그런데 16世紀에 意圖法 先語末語尾 ‘ 요-’ 가 消滅한다(李뚫寧 1960: 169"-'177, 許雄 1958 :

149). 意圖法 消滅과 더불어 나타난 終結語尾로 ‘-화， -2.와’가 있다. ‘-확’가 近代語에서

나다난 Lf寂法 語尾임이(李基文 1972 : 214) 지적된 이후， ‘-확， -2.와’는 意圖法 消滅과 더

불어 나다났음이 金完鎭 敎授(1975 : 18,,-,19, 1976: 146，;，，156)에 의해 밝혀졌는데 거기 제시된

몇 例를 여기에 들어 보기로 한다.

40. 져기 니천 언둔란(觸老上 : 13a)

져기 니천 건듣란(老上 : 12a)

41. 小A이 진실로 일즉 아디 묻호라(離朴上 : 66b)

小A이 진실로 일즙 아다 몽좋완(朴上 :58b)

위의 老깜大詩解， 朴通事歸解의 語尾 ‘-확’， ‘-2.와’는 騙譯老ξ大， 짧빽譯朴通事에서 語

幹에 직접 意圖法이 연결된 다음 語尾 ‘-라’가 쓰인 경우와 同一하게 대응되고 있다. 야

점을 보아 ‘-확’， ‘-2.와’는 表面上의 差異에 지나지 않는 同-‘한 語尾라 생각된다. 그라

고 語尾 ‘-확’， ‘-2.와’는 -λ、稱 主語文에 쓰이고 있다. ‘-확， -2.와’가 쓰인 文에 王語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文服에서 -A稱 主語가 省略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意圖法 消滅 後에도 語尾 ‘-라’ 앞에서 意圖法이 쓰인 경우로 ‘-노라’가 있다(李뚫寧

1960: 173). 그런데 ‘-확， -2. 와’ 와 ‘-노라’가 모두 -人稱 主語와 呼應하며 疑問法 語尾

‘-L다’로 묻는 경우의 탑에 사용점이 주목된다(4. 2 . 2參照) .

Lf#，R法 語尾 ‘-라’ 에 관계된 또 하나의 變化를 보기로 한다.

中世語에서 副動詞가 平寂法 語尾 ‘-라’를 취할 경우에는 ‘-라’ 앞에 擊詞가 행加되었다

(李基文 1972 : 171). 그런데 17世紀에 動詞 ‘좋다’만은 擊詞 없이 직접 語尾 ‘-라’를 취하고

있다.

42. 내 빗디 못캉여 라(老上 : 45a)

43. 진실로 올히 간료츠연칸(老上 : 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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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내 진실로 비 골패 라(老上 : 47b)

45. 내게 결웬란(老下 : 55a)

46. 아다 물객란(家 : 34b)

44，45，46은 中世와 同一한 경우이고 42，43이 동사 ‘창다’의 경우로 副動詞에 직접 ‘-라’

가 쓰임을 보여 준다.

參考로 42，43의 中世形을 다음에 例示한다.

42'. 내 믿 다 폼 흐액란(觀老上 : 50a)

43'. 진실로 올허 가난좋얘 라(觸老上 : 54b)

3. 1. 2 ‘-口}’

흔히 約束法무로 分類되는(洪起文 1947: 360"'361, 李熙昇 1962: 98, 高永根 1974a : 154) 語尾

‘-마’ 의 例를 보기로 한다.

47. 우리 둘히 자 안허 가셔 즉제 오마(老上 : 64a)

48. 내 너 흘 7 렁치 마 (朴上 : lOb)

語尾 ‘-마’의 語幹은 中世語에서 필수적￡로 意圖法 ‘-오-’를 지녔는데 17世紀에 는 ‘-오-’

의 消失을 보여준다(金完鎭 1975 : 19, 1976: 146'"152),

語尾 ‘ 마’가 지닌 約束의 풋이 ‘좋오’， ‘향읍소’體에서는 ‘-리’， ‘- D새’， ‘놓쇼셔’體

에서는 ‘-리이다’에 의해 表現된다.

49. 극진히 엿S와 보요리 (據五 : 26b)

50. 이 러 나 뎌 려 나 니 븐시 는대 로 놓옴새 (提七 : 21a)

51. 예셔 죽~와도 먹 ι5오리 이 다(據二 : 7a)

3.1.3 ‘-자’

語尾 ‘-자’의 例를 보기로 한다.

52. 우리 먹 자(老上 : 55b)

53. 우리 잘 믹 를 서릿자(老上 : 22b)

54. 내 ~냐흘 사샤(朴中 : 56b)

55. 나도 觸蓋질고 져 기 자샤(朴中 : 8b)

語尾 ‘-자’ 는 中世語에서 주로 ‘-져 ’ 로 쓰였는데 16世紀 觸譯老ε大에 ‘-/(}:’ 가 보이기

시 작한다(金完鎭 1976 : 131).

語尾 ‘-자’ 는 共同法으로 분류되기 도 하는데 (洪起文 1947 : 360"'361 , 李熙昇 1962: 98, 高永

根 1974a : 154) 위 의 例에서 보면 主語가 ‘우리 ’ 인 52，53의 경우는 共I라法의 意底를 지니 나

‘나’ 가 主語인 54，55에 서는 話者의 意圖， 意欲이 느겨진다. 玄zp.季 敎授(1974 : 101)는 16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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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외 語尾 ‘-.-:]:’에 共同의 機能 외 에 話者의 意圖 意欲의 檢能이 있음을 看破한 바 있는데

17世紀에도 主語가 ‘나’ 언 경우에 이런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共同의 뜻a로 ‘-샤’ 에 ‘-δ라’ 가 헨加된 用例가 있다.

56. ~ 을 사륭 뜰하 올홍 일흐작소란(響 : 39b)

57. 올 걸헤 뽕 빡다가 누에 벅켜 보자~라(響 : 40b)

위의 例는 松江 鄭澈의 밟II民歌에 보이는데 語尾 ‘-자’ 만을 쓴 갯보다 부도러운 表現이다

〈李옳寧 1972 : 180). 一A稱 복수인 경우에 ‘-자’가 지니는 共同의 의미가 ‘창오’， ‘흉 s소’

體에서는 ‘-새’， ‘좋쇼셔’體에서는 ‘-사이다’에 의해 表現된다(安秉禮 1971 : 221) .

58. 안자셔 종용허 말슴 송 g새 (鐘三 : 7b)

59. ?장 요장요니 그리 흐효씌으l단 (據三 : lOa)

:3.1. <1 ‘-야， -여’

語尾 ‘-야， -여 ’ 의 例는 다음과 같다.

60. 넷채형은 훈믹 모호고져 줄는 건쓰연(朴上 : 36a)

61. 나죠 가고 밤은 오는 거시여 (朴上 : 36b)

62. 어와어와 어히업시 니 런섬이야(據四 : lla)

위의 例들이 보여 주듯이 平寂法 語尾 ‘-야， -여’는 緊詞 다음에서 쓰이며 說明이나 感

購을 表現l하는데 쓰이고 있다. 語尾 ‘-야， -여’는 원래 ‘-아， -어’ 였던 것이 母흡안 擊詞

다옴에서 ‘-야， -여’후 나타난 것우로 보인다. 17世紀의 두드러진 終結語尾陽母音化 경향

에서 제외되어 ‘-여’와 ‘-야’가 동시에 쓰이고 있다.

오늘날도 口語에서 ‘지금은 가을이야’에서와같이 體言 다음 緊詞를 앞세운 1jS없法 語尾

‘-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1. 5 ‘-己샤， -2셔 ’ ， ‘-고나’， ‘-괴야’

‘-2.샤， -2.셔’， ‘-고나’， ‘-괴야’는 感漢을 表現하는 終結語尾인데 ‘-2.샤， -2.셔’는

‘-2.셔’의 形態로 中世語에 쓰이고 있었다. ‘-고나’， ‘-괴야’는 中世語末부터 보이기 시작

하며 (安秉禮 1971 : 218) ‘-괴 야’ 역 시 16世紀에는 ‘-괴 여 ’ 었다(金完鎭 1976 : 136의 例 320). 그

런레 오늘날은 ‘-고나’에서 이어지는 ‘-구나’만이 쓰이고 있다. 이들의 例를 보기로 한다.

a. ‘-2.샤， -2.셔’

63. 요흥셔 (歡 : 6b)

64. 강간울갚(老下 : 32b)

65. 마치 요히 네 올샤(老下 : 59b)

66. 애 내 일즙 아다 올흘갚(朴上 : 34b)

점7 . 媒A도 흉禮효갚(朴上 : 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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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의 ‘-2.셔’는 中世形인데 文末語尾의 陽母즙化 경향에서 ‘-2.셔’가 비교적 늦게까책

쓰였기 때문에 나타난 例로 보아진다.

b. ‘-고나’ , ‘-괴 야’

68. 절워 날을 죽게 중는고나(朴下 : 26a)

69. 애 블셔 年節이 단른학폰난(朴中 : 53b)

70. 히 또 이 리 느젓고나(老上 : 41b)

71. 코 내 는 달이 로고나(老下 : 17a)

72. 그저 간대로 혜아리는 이로꾀야(老下 : lIb)

73. 이 활을 네 짚 간대로 흔나므라는괴야(老下 : 28a)

語尾 ‘-고나’， ‘-괴야’는 動詞에서 時相語尾 ‘는’， 體言의 경우 感相法 語尾 ‘로’(‘도r

의 交替形) 뒤에 쓰인 외에 ‘앗/엇’ 다음에서도 쓰이고 있다 (7)

3.1.6 ‘-근도}’

平寂法 語尾 ‘-2.놔’는 中世에는 쓰이지 않았던 것오로 17世紀 朴通事짧解와譯語類解에f

그例가 보인다.

74. ?장 밥먹다 못좋봐(朴下 : 45a)

75. :x.泰 보다 못흘파(譯下 : 43a)

76. 久遠 요래 못좋파(譯下 : 44a)

‘-2.놔’는 그 用例가 도블고 譯語類解의 경우는 펙 짧은 文에 쓰이고 있어 ‘-2.놔’의 얀

마 파악이 어볍다. 다만 朴通事끓解의 例 74에서 앞뒤 文과의 관계를 통해 ‘근놔’의 의마

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例 74가 들어 있는 對話의 -一部分을 보기로 한다.

77.' A. 伯伯아 져기 밥 먹으라(朴下 : 45a)

77. B. ?장 밥 먹뎌 옷훌봐 짓기 를 일캉년동 져기 먹기 요흘러니 밤이니 강히 먹기 흘 만히 옷

힐로다(朴下 : 45a)

話者 B의 發話에서 처음 文은 ‘E략’로 끝나고 둘째 文은 처음 文을 數仍 說明하고 있.

다. 그런데 둘째 文의 끝 부분인 ‘감히 먹기를 만히 못흘로다’는 첫째 文의 ‘?장 밥 역다

옷흘놔’에 대응되고 있어 ‘-2.놔’는 ‘-2.로다’의 의미후 쓰인 듯하다.

3. 1.7 ‘-과다’

78. 빅성이 感發캉야 興起홈이 잇과다 호미오(響 : 3a)

79. 잘 혜 아려 묘츠좌표단(據四 : 26b)

80. 술을 一切 옷중엽건마는 하 먹과다 녀르시니(提三: 18a)

(7) 安秉禮(l971 : 217"-'218)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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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尾 ‘-과다’의 主語는 二， 三A稱으로 이들에 대 한 話者의 期待， 希求를 表現하는데 쓰

이고 있다. 中世語에서도語尾 ‘-과다’는 ‘-과뎌’， ‘-과닥여’의 形態로 期待， 所願， 希求

를 表現하는 데 使用되었다 (8)

그런데 ‘-과다’가 쓰언 例 79는 主體尊待 ‘시 ’를 쓰는 대 상에게 하는 말이고 78.80은 尊

待의 풋은 지니지 않는 文이다. 이 점을 보아 ‘-과다’는 尊뿜法에 관계없이 쓰인 語尾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3.2 ‘즐오’， ‘를읍소’體 語尾

近代語에 ‘-데 ’ , ‘-년 ’ , ‘ -도죄 ’ 등의 zp;寂法 語尾가 나다난다(李基文 1972 : 214). 이들

이 ‘좋오’ 體 zp;寂法 語尾인데 17世紀에 ‘-외 ’ , ‘-년 ’ , ‘-데 ’ , ‘-리 ’ , ‘-죄 ’ ‘-새 ’ 의 用例

를 볼 수 있다.

‘좋읍소’體는 ‘좋오’體 語尾 앞에 議讓詞 ‘습’이 愁加된다. 그래서 平寂法 ‘캉오’體와

‘좋 g소’體는 다른 文體法의 ‘좋오’， ‘좋 s소’體처램 終結語尾 자체만으로는 동얼하다.

‘좋오’ 體와 ‘좋 s소’ 體가 區別되는 尊명法이 며 命令法과 疑問法에도 平웠法에 대응된 ‘캉

오’， ‘좋 s 소’ 體가 있음은 앞에서 확언하였다(2. 2. 2參照) .

그려면 ‘좋오’ , ‘향 g소’ 體에 共通된 終結語尾흘 살펴 보기로 한다.

‘캉오’體와 ‘좋 읍 소’ 體의 zp;寂法에 쏘아는 終結語尾 ‘-외 ’ , ‘-닌 ’ , ‘-데 ’ , ‘-리 ’ , ‘-쇠 ?

‘-새’ 동은 先語末語尾 외에 모두 ‘-이’를 지니고 있어 ‘좋요’， ‘캉읍소’體 zp;寂法 語尾

基本形이 ‘-01’ 임이 짐작된다. 그러면 語尾 하냐 하나를 살펴 보면서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3.2.1 ‘-이’ 와 ‘-외’

81. 프란보의(朴上15b)

82‘ 잘 週중시니 안를략쇼건(提-- : 19a)

83. 이 리 보요니 귀 융외 (據三 : b)

84. 밤 을게 야 도라와 보 g 도 옷승외 (提五 : 6a)

語尾 ‘-이’와 ‘-외 3는 단순한 없述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 외’의 경우 子音語輪 다음

에는 ‘- ιS외’가 쓰여 語尾 ‘ 외’의 ‘-오-’는 爾讓法 ‘一습-’에서 온 것임이 드러난다. 즉

語尾 ‘-외’는 語尾 ‘-이’의 ‘ 1F g 소’ 體이 며 ‘-오-’ 와 終結語尾 ‘-이’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2.1 ‘-딘’

85. 오늘은 보올가 너 기 읍 녁 (提二 : 17b)

86. 이 제 비 를 내 g 녁 (擾五 : 16b)

(8) 安秉禮 (1971 : 230""231) , 李基文(1972 : 16η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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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성각좋야 禮홍 제 슬오려 중녀 (據七 : 8b)

語尾 ‘-녀’가 現在의 動作을 說明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래서 ‘-녀 ’ 는 時相語尾 ‘_ 1τ -’

와 語尾 ‘-이’로 된 것업을 알 수 있다.

3.2.3 ‘-데’

88.

89.

90.

념녀 캉시고 問安승 옵시데 (提一 : 22a)

션의는 처음으로 보읍고 그지엽서 츠효l'j] (提三: 4b)

우리 듯기도 더 욱 강프율덴 (提三 : 27b)

語尾 ‘-데’가 過去의 回想에 쓰이고 있다.

쇼셔’體 ‘-더이다’에 대응되는 ‘좋오’，

結語尾 ‘-이 3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묘로 語尾 ‘-데’는 ‘좋라’體 ‘-더라’， ‘좋

‘캉 g 소’ 體 語尾인 것이며 先語末語尾 ‘-더-’ 와 終

3.2.4 ‘-리’

91.

92.

93.

94.

二三日內에 흥 양요로 추요리 (鐘一 : 26b)

극진히 엿7--와 본효린(據五 : 26b)

아니 니런셔도 얼현이 아니좋오리(據-: 26b)

자넉 그르다는 아니 중질 듯중요리 (提-.:. : 31b)

‘승ξ
、-

‘좋 s
‘캉라’體 ‘-리라’，語尾 ‘-리’는 未來의 일에 대한 意志나 推뼈Ij을 表現하고 있어

셔’體 ‘-리이다’에 대응되는 ‘좋요’， ‘좋 g소’體 語尾임을 알 수 있다. 이 ‘좋오’，

소’體 語尾 ‘→리’는 ‘좋라’體， ‘좋쇼셔’體의 先語末語尾와 同一한 形態로 쓰이고 있다. 이

것은 語尾 ‘-리 ’ 의 경 우， 先語末語尾의 母흡과 終結語尾 ‘-이 ’ 가 同-한 母흡이 어 서 나다

난 현상으로 先語未語尾 ‘-리 ’ 와 終結語尾 ‘-이 ’ 의 同時發生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9)

3.2.5 ‘-쇠’

a.

語尾 ‘-쇠’는

‘-도쇠

‘-도죄’ 와 ‘-2.죄’의 두 유형을 볼 수 있다.

95.

96.

97.

어와 자네는 우은 사룹이로쇠(據九 : 19a)

말로는 후기 어려온 祝願의 일이 읍도쇠(握八 : 15b)

어와 아룹다이 오엽시도쇠(提一 : 2a)

b. ‘-2.쇠’

98‘ 太守도 일영 깃비 너기시올쇠 (據四 : lla)

99. 예서 장싼 보아 도아올쇠 (提四 : lOb)

100‘ 우리 뿐 난울쉰(鐘一 : 28a)

(9) 高永根(l974a : 122"'123)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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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쇠’는 現:tE의 일이나 이미 끝난 動作에 쓰이며 感漢의 뜻올 많이 表現한다. 그런데

‘E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未來의 일에 대한 意志나推測을 나타내고 있어서 語尾 ‘-리’

의 用法과도 유사하다. 語尾 ‘-도쇠’， ‘-~쇠’도 ‘하쇼셔’體 ‘-도소이다’， ‘-~소이다’와

의 대비로 先語末語尾 ‘-소-’와 終結語尾 ‘-이’로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된다.

3.2.4 ‘-새’

語尾 ‘-새’는 共同이나 約束의 의미를 表現하는데 쓰이고 있다.

101. 書횟를 내셔 둔 보읍새 (鐘- : 16a)

102. 이제 라도 드리 라 당 g 새 (據二 : lla)

103. 이러나 뎌러나 니닫시는대로 효울샌(據七 : 21a)

104. 이러나 뎌러나 맛당융실대로 당옴새(據八: 25b)

101 , 102의 ‘-새’는 讓讓法 ‘습’을 제외하면 語幹에 ‘새’가 연결된 경우로 ‘좋라。體 語

尾 ‘-자’ 가 지 니는 共同의 意味를 表現하고 있다.

103, 104는 ‘- u '動名詞形에 ‘새’가 쓰인 것인데 約束의 풋을表現해 주고 있어서 ‘좋라’

體語尾 ‘-마’ 의 ‘좋오’ , ‘~~ 소’ 體 語尾로 쓰인 듯하다.

語尾 ~-새’는 ‘좋쇼셔’體 ‘-사이다’와의 對比에서 ‘-사’와 終結語尾 ‘-이’로 된 것임을

알수있다.

이상과 같이 ‘창요’， ‘창읍소’體平寂法 語尾 ‘-외’， ‘-녀’， ‘-례’， ‘-리’， ‘-쇠’， ‘-새’

가 모두 先語末語尾와 終結語尾 ‘-이’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좋오’， ‘캉 g 소’

體 zp:寂法 語尾의 基本形<:>로 ‘-이’를 섣정할 수 있게 되었다.

17世紀 以前에서도 우리는 ‘좋요’體形의 zp:寂法을 볼 수 있다.

105. 청 후뇌 (騙老下 : 3a)

위의 ‘-뇌’는 ‘좋오’體 ‘一녀’에 意圖法이 들어 있는 形인데 여기서 우리는 17世紀에 ‘-뇌’

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싣을 의식하게 된다. ‘좋라’體나 ‘캉쇼셔’體에서는 ‘-노라’， ‘-노이

다’가 쓰이는데 ‘좋요’， ‘~~소’體의 ‘ 뇌’가 한번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캉오’， ‘좋

g 소’ 體에 서 意圖法이 가장 먼저 消滅되었다고 보아진다.

17世紀 zp:寂法에는 ‘좋요’， ‘캉 읍소’體 외에 다음과 같은 中稱 表現이 있다.

106. 닐오믹 이 다 셰간애 녕을 내여 셔방 닷근 사룹이니다(勳 : 24b)

107. 이제 왕성을 어드니 덕을 강득호미 헤아링 업다 윤데다(歡 : 23b)

108. 이제 장싼 와 서르 알외뇌다(觀 : 28b)

109. 황휘 업이 노욕샤 신령이 뎌 나라회 나미로쇠다(歡 : 22a)

위의 例들이 보여 주는 平寂法 語尾 ‘-니다’， ‘ 데다’， ‘ 뇌다’， ‘-쇠다’는 勳念훨銀에

셔 쓰이고 있는데 이들이 中世語 ‘좋야써’體 形態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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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106, 107은 話者가 牌쫓이고 聽者는 해王夫λ、이다. 이것은 語尾 ‘-니다’ y ‘-쇠다’ 가

상당한 尊待의 뜻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 語尾가 쓰인 勳念훨錄에 다음과 같은

例가있다.

110. 왕찍 슬오믹 (節略) 어루 략달흐난안단〈歡 : 9b)

極尊者언 王에게는 다른 文斷에서와 같이 ‘좋쇼셔’體 ‘-이다’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을 보아 語尾 ‘-니다’， ‘-데다’， ‘-뇌다’， ‘-쇠다’는 ‘좋쇼셔’體는 아닐 것￡로 생각된

다. 그 形態를 보거나， ‘흉쇼셔’體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尊待의 뜻을 지난 점을 보아 이들

語尾는 中世語 ‘좋야써’體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당요’體에서 ‘ iF g 소’

體가 分化되기 以前에 ‘캉 읍소’體 위치에서 사용된 語尾들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이

들과 같은 尊명法에 ‘-니 다 ‘’ ‘-데 다’ y ‘-뇌 다’ , ‘-쇠 다’ 외 에 , ‘-리 다’ , ‘-니 다’ , ‘-새 다’

등도 쓰였을 것이다.

3.3 ‘를쇼셔’體 ‘-01다’

17世紀 ‘좋쇼셔 ’體 zj5-짧法 語尾는 ‘-이 다’ 안데 그 表記에 ‘-이 다’ 외 에도 ‘ - 0 이 다’ 가

쓰이고 있다.

a. ‘-이다’

111. 당당이 뱅 이 로이 다(東烈 덤 : 5)

112. 아다 몽거 이 다(家 : 21b)

113. 예셔 죽숫와도 보쇼응란의단(鐘二 : 7a)

114. 王大戶 1 이셔 證캉엿 "니 이 다(朴下 : 54b)

115. 베프다 아니 츠녹안단(朴下 : 21a)

116. 볕恐 강쇼완안단(譯 : 31a)

b. ‘- 6이다’

117. 맛당히 효가지로 주글 샤릎이로송이다(東孝六 : 7)

118. 일로 조차 한딘효높으l단(東烈六 : 47)

119. 아디 몸셈 이 다(家 : 14a)

120. 心底대로는 펴다 못훌솔의단(建八 : 31b)

121. 중마 도라 가상이 다(鐘六 : 5b)

위의 例가 보여 주는 ‘-이다’와 ‘-。이다’는 尊뽑法의 異異는 지닌 것 같지 않으며 表記

上의 差異로 생각된다. 據解新語에서는 同一한 聽者에 대해 ‘-이다’와 ‘- 6이다’가 임의로

使用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共存하는 두 表記에서 ‘- 6이다’는 相對尊特 ‘이’의 ‘&’이 初聲에서 사라진 뒤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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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발음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 。 이 다’ 表記는 東國新續三網行實圖와家禮該解， 據解新語에서 볼 수 있고 後期 文斷

언 朴通事誠解와譯語類解에서는 ‘-이다’만이 보인다. 그련데 據解新語는 刊行年度로 보아

l년후인 朴通흩흉解나 61칸후의 譯語類解가 아니라 수십년이나 앞선 前期 文顧들의 表記와 ~

‘-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鐘解新語의 原調가 1620년경 에 이루어졌다는 사실(1.4. 2참조)과

‘부합하는 것으로 요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擾解新語가 康愚뿔의 原鎬대로 刊行되었음을 말

;해 주는 事寶이기도 하다.

이 ‘- 。 이 다’ 表記는 17世紀 中期에 完全히 사라진 듯하다.

第四章 疑問法 語尾

17뺨紀 國語의 疑問法 語尾는 中世國語와 동일한 疑問法 語尾들이 使用되고 있어서 외견

ι상 中世와 同~한 듯이 보이지만 사싶은 現代語에 첩근한 疑問法체계를 지니고 있다. 疑問

L法 語尾는 疑問詞와의 呼應 관계와 尊뽑法에 따라 다응과 같이 區分해 볼 수 있다.

二二--← 疑聞法
尊뽑法 ~二二二二j

i" 라 體

有 l 無

-고， -뇨，료 I -가， -냐， -랴

-L.다， -;;'.다

놓오， 당읍소體 I -1-고. -2고 I -1-가， -2가

좋 쇼 셔 體 I -잇고 j -잇가

ι尊뽑法에 따라 살펴보기 전에 判定 • 說明 疑問의 區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4.1 判定 • 說明 疑問의 區別

疑問詞 여부에 위하여 疑問法 語尾가 區別펌은 일찌기 中世語昭究에서 도러났는데(l이 17

世紀의 상태흘 보기로 한다.

說明 疑問에서 ‘-가’ 系 疑問法 語尾를 쓴 다음과 같은 例들이 있다.

122. ~식이 엇다 츰아 아바닙을 딩리랭잇가(東孝六: 7)

123. 엇다 날긴링원간(據三 : 5b)

124. 성 심 이 나 어 이 남기 고 먼프린학간(提三 : lla)

125. 중양즉흥만흔 일이오연 엇뎌 얼헌이 흐청장간(據五 : 22a)

(10) 疑問詞 有無에 의해 疑問法 語尾 ‘-고’ 와 ‘-가’ 가 區別됩은 羅鎭錫 敎授(1958 : 22"'23)에 의 혜

밝혀졌고 安秉禮 數授(l965b : 61"""63)는 이를 說明 • 判定 疑問이라 命名했다.



.:.:..:. 134 ~

126~ 므릇 일을 엇다 얼현이 좋리 엣가(據三 : 15a)

127. 엇뎌 얼현이 출허올가(提三 : 24b)

128. 우리둥이 장슈 되여 얻뎌 안자 이 흘 보랴(東忠-: 88)

129. 엇디 너 를 조차 구차히 살랴(東烈三 : 7)

위의 例들은 疑問詞가 있는 疑問文￡로 疑問法 語尾는 ‘고’系가 쓰여야 할 것이나 ‘가?

系가 쓰여 疑問詞와의 呼魔이 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앞의 疑問詞와의 呼應廳

係가 깨어짐을 보인 191J들이 모두 修離疑問文임이 주목된다. 또 ‘좋쇼셔’體에서 크게 나타

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修離疑問文이 아닌 경우 그 例가 적기는 하지만 ‘창쇼셔’體에서도

判定 • 說明 疑問의 區別이 지켜지고 있다(4. 4참조) . 이와같은 事實들은 ‘가’와 ‘고’의 混亂

이 ‘좋쇼셔’體 修蘇疑問文에 크게 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창쇼셔’體 修解疑問文에서의

疑問詞 語尾 ‘-가’ , ‘-고’ 의 混亂은 中世語에도 있었던 현상이 나(安秉續 1965b : 62) 17世紀

에는 더욱 據張되어 거의 ‘-가’만을 쓰게 되었다고 보겠다.

4.2 ‘를라’體 語尾

4.2.1 ‘-가，고’, ‘-냐， -랴’ , ‘-뇨，료’

‘좋 라i 體 疑問法 語尾 ‘-가’ , ‘-고’ , ‘-냐，랴’ , ‘-뇨， -료’ 는 中世語와 같이 ‘-가， .-고，.

는 名詞 다음에 쓰이고， 動名詞와 緊詞 그리고 疑問法 語尾의 結合形인 ‘-냐， -랴’，

-료’ 는 動詞에 쓰인다.

名詞下의 疑問法 語尾 ‘-고’ 는 ‘-오’ 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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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고요’ (例 131)의 ‘누고’ 는 疑問代名詞 ‘누’ 와 疑問法語尾 ‘一고’ 록 된 것인데 近代語j

에서 疑問代名詞로 쓰인다(李基文 1972 : 157).

動詞에 쓰이는 疑問法 語尾 ‘-냐， -랴’， ‘-뇨， -료’ 중에서 ‘-냐， -랴’는 中世語에서

‘-녀 ，려 ’ 였다. 16世紀 觸譯老ε大에 ‘-냐’ 의 例가 보이는데 (金完鎭 1976 : 135) 17世紀에는

初期 文顧부터 陽母音化된 ‘-냐-랴’ 만이 나타난다.

a. ‘一냐’

133. 신라의 섬나의 아들 소래 잇는 줄 아'<-냐(東忠-: 10)

134. 정계을 닷가 다뇨미 쓰도 을치 안난흘얀(짧，: 19a)

135. 이 심 이 요후냐(老下 :'51a)

136. 百戶 1 다 어 믹 죽어 가냐(朴中 : 5a)

b. ‘-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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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언약을 일허 의 ι5로 후여곰 죽게 탕랴(東忠一: 50)

138. 도라보건댄 아 몽 답다 아니 후 랴(響 : 37a)

139. 독별 이 내 라 외 방의 나가디 아니 랴(老上 : 37b)

140. 乾飯을 지으랴(朴中 : 6b)

4.2.2 ‘ -L 다 ， -2다 ’

疑問詞의 有無에 관계없이 두루 쓰이는 ‘좋라’體 疑問法 語尾 ‘- L다， -2.다’는 中世語

에서 상대방의 意圖를 묻는 경우에 사용되였으며 동시에 主語 ‘네’와 呼g뽕을 보였다. 그리

하여 ‘ L다， -2.다’의 對答은 -A稱 主語에 意圖法 ‘-오-’를 지니고 나타났다(安秉禮

1965b : 68"-'72). 意圖法 ‘-오一’ 가 消滅한 17世紀에도 ‘-L다’로 물을 경우의 對答언 zp:없法

에는 二， 三人稱에는 쓰이지 않고 一人稱에만 쓰이는 ‘-노라’， ‘-화， -2.와’가 使用되고

있다.

141. 問 : 네 므슴 글을 비 혼다(老上 : 2b)

答 : 論語 굶子 小學을 닐그략(老上 : 2b)

142. 問 : 네 빗길로 온다 뭇길로 온다(朴中 : 12b)

答 : 내 그저 밴로 윷완(朴中 : 12b)

143. 問 : 네 이제 어되 가는다(老上 : 7a)

答 : 나도 北京 향후야 가노라(老上 : 7a)

‘- L다’(-뇨다)의 答이 되고 있는 zp:寂法 語尾 ‘-노라’는 意團法 消滅後에도 ‘-오 ’을

지 닌 경우이며 (李뿔寧 1960: 173) ‘-봐， - 근 와’ 도 語幹의 ‘一요-’ 가 完全히 消失하지 못하고

終結語尾에 영향을 미천 경우이 다(金完鎭 1976 : 145"-'157). 이 와같이 ‘-노라’ 나 ‘-봐， - 근 와’

가 完全한 意圖法 消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와 대응되어 사용되는 疑問法 語尾 ‘- L다’

가 17世紀에도 意圖를 묻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음에 기언하는 사실이 아닌가 한다.

144. 問 : 네 바 환디 언머 오라뇨(老上 : 5b)

答 : 내 비환뎌 반 핵 남즉좋다(老上 : 5b)

위 例의 疑問文에서는 主語가 ‘네’이나 ‘- L다’로 묻지 않으며 對答에서도 zp:寂法 語尾

‘-다’가 쓰이고 있다. 이와같은 例를 보아도 疑問法 語尾 ‘-L다’는 17世紀에도 意圖疑問

法 語尾로서의 機能을 지녔던 것 같다.

4.2.3 ‘-짜녀 ， -J.~냐’

修解疑問文에만쓰이는 疑問法 語尾로 ‘-λF녀， -λF냐’ 가 있다.

145. 네 각별이 五分 은을 맛고아 줌이 곳 올커니훗냐(老上 : 59a)

146. 후달며 십귀며 벅귀며 천구며 맡령표년(歡 : 33b)

147. 요 제 명 이 어 니 챈녀 (老下 : 38b)

148. 이리 풍여 얼오면 요홍이 흔가지어니 λF녀 (朴中 : 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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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修離疑問法 語尾는 文末語尾의 陽母룹化 경향에서 제 외되 어 ‘-잭냐， -잭녀 ’ 가 동시

에 쓰이고 있다.

中世語에서도 反語法을 形成하는 疑問文에 ‘-이샅， -이샤녀’가 쓰였다(安秉禮 1971 : 220).

4.3 ‘중오’， ‘를읍소’體 語尾 ‘-L가J -2가’ ， ‘-L고， -2고’

命令法，zp.寂法의 ‘향요’體와 同一한 尊單法에서 쓰이는 疑問法 語尾 ‘-L가，근가’，

‘- L고， - 2.고’가 ‘좋오’體 疑問法 語尾이다. 疑問法에서도 ‘좋 읍소3體는 ‘좋오’體에 讓讓

詞 ‘습’이 행加되어 이루어진다.

‘창오’， ‘좋 s소’體共通終結語尾 ‘- L가， -2.가’， ‘- L고， -2.고’의 例를 보기로 한다.

a. ‘- L가’

149. 船主도 요싸이 요히 겨시던가(據三 : 4b)

150. 일 명 프린흐올간(據五 : 12b)

b. ‘-2.가’

151. 日本의 요흥 술을 자시다가 이술의 취 융실까(據三 : 18b)

152‘ 이 태 도록 폐 로이 슐소윷간(鐘四 : 22b)

C. ‘- L고，

153. 므슴 벅 멋 칙이 나가읍는고(據四 : 7a)

154. 므스 일이 g 관디 이대도록 어렵사려 니르융시는고(據五 : 21b)

<1. ‘-2.고’

155. 우리도 이런 일을 어이 주셰 안울프(據一 : lOb)

156‘ 원컨대 바드셔 下人의게나 주시미 엇더 당옹고(提八 : 6a)

疑問法 ‘좋오’， ‘창 읍소’體의 경우는 名詞에서도 擊詞를 연결한 다음 ‘- L가， -2.가’，

‘- L고， -2.고’ 의 形態로 쓰인다.

157. 이 벼 는 므슴 받고(據一 : lOa)

158. 正官은 린진효포(據‘ : 15a)

159. 大守의 報 1션 일인가(據八 : 14b)

이와같이 名詞 다음에서도 動名詞語尾 ‘ - L’, ‘-2.’을 꼭 수반하는 것은 ‘좋라’體나 ‘좋

쇼셔’體에는 없는 ‘창오’， ‘좋 g 소’ 體 疑問法의 特徵이기도 하다. ‘좋오’， ‘좋 g 소’ 體의

경우 名詞에 ‘-가’， ‘-고’만을 쓰면 ‘좋라’體 疑問法과 同一해진다. 그래서 이를 區別하기

위한 方法으로 ‘캉오’， ‘좋 읍소’體 疑問法은名詞 다음에서도動名詞語尾를취했던 듯하다.



나의 機能을 지난다. 그것은 中世語에도 있었먼

表現하는 機能이다 (11 )

‘ - L가，

話者의

a.

-2.가’，

‘- L가’

‘- L고， -2.고’ 疑問法 語尾는 ‘좋오’，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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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g 소’ 體로 쓰이는 외에 또 하

內心에 들어 있는 疑心을

160. 쇠 흉로 핫거늘 그 흉노애 어러 주근가 념녀중야(東烈프: 21)

161. 疑心컨댄 得體흔가 중노라(家 : 34b)

162. 어즈러워 좋는 거슬 그릇 슈압하는가 후야〈훨經 : 54b)

b ‘-2.가’

163. 강포효 사홉의게 더러임을 볼가 저허(東烈二: 6)

164. 저 컨댄 1씁을 춧기 울 免티 못좋가 좋노라(家 : 35a)

165. 맛당히 너 기 시 디 아니실가 근심 좋 읍 " 01 다(提五 : 26a)

C. ‘-2.고’

疑

166. 언제 건너가 말승융올고 너커 읍더니(提二 : 4b)

위의 例들에 쓰인 疑問法 語尾 ‘- L가’， ‘-2.가’， ‘-2.고’는 話者의 마음속에 있는 疑問

이나 疑心을 表現해 줄 뿐 실제 答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고’와 ‘-L가， -2.가’는

問詞의 有無에 의해 區別되어 쓰이고 있다. 따라서 그 例가 보이지는 않지만 ‘-L고’도 17

世紀에 이러한 機能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17世紀 以前의 時期에서도 ‘- L가， -2.가’， ‘- L고， -2.고’가 尊待의 뜻을 지닌

에 쓰인 例를 볼 수 있다.

16世紀 觸譯朴通事에 다음과 같은 疑問文이 있다.

167. 1;:t슴 요탕신 얼우신하 어되 브리여 겨신고(觸朴上 : 58a)

168. 네 엿히멧 화를 멍 중이고져 중시 는고(觀朴上 : 59b)

169 형닝 어되 녀러 오시 는고(觸朴上 : 14a)

이에 대응된 朴通事證解의 文은 다음과 같다.

疑問文

169'.

168'.

169'.

1;.1 g 묘흔 大舍 I 아 어믹 브리윗는다(朴上 : SIb)

네 언머 힘에 활을 만묻고져 당는다(朴上 : 53a)

형 아 어민 갓등다(朴上 : 14a)

위의 例들은 聽者의 動作에 관해 묻는 疑問文인데 騙譯朴通事에서는 主體尊待 ‘시’와 더

붙어 쓰이고 있어 ‘-L고?가 尊者에 대한 疑問法 語尾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朴通事諸解에

(11) 安秉禮(1965b : 72"'74). 李承旭(1973 : 254"'255)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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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主體尊待 ‘시 3의 탈락과 동시에 ‘좋라’體 疑問法 語尾 ‘~L다’로 나타난다. 이 事寶

을 朴通事諸解의 ‘창라’體 文體(1.4.2 參照)와 관련지어 생각해도 觸譯朴通事의 ‘- L고’는

‘-L다’보다 尊待의 뜻을 지난 疑問法 語尾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疑問法 語尾 ‘- L가’，

‘-2.가’， ‘-2.고’의 例를 보기로 한다.

170. 영 지 맏~요신가(觸朴上 : 8b)

171. 활 닫질가(觸朴上 : l1a)

172. 큰 형님이 이리 륭훈 쁘드로 차반 주어 려긴좌닌 엇디 외오너걸고(離老上 :41b)

위의 例들도 主體尊待 ‘시’를 쓰는 대상에게 묻는 疑問文￡로 ‘- L가’， ‘-2.가’， ‘~2..

고’가 尊待의 뜻을 지닌 疑問法 語尾임을 보여 준다.

이상과 같이 ‘- L가， -2.가3， ‘- L고， -금고’가 모두 16世紀에 尊者에 대한 疑問法 語尾

로 使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疑問法 語尾를 쓰는 尊명法에서는 17世紀와 같이

16世記에도 名詞 다음에 動名詞 語尾 ‘ - L’, ‘-2.’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173. Al 큰 형닙 온져 효 잔 자£.(觸老上 : 63b)

Bl 큰 형닝 온져 례 받조

A2 너l 나히 한 ξ 좋니 어"내 슈례훌고

B2 형 닙 네 나히 언엔고(64a)

話者 A，B의 첫 對話 AhBl의 命令法 語尾(2. 2. 1)를 보아 이들이 서로 同一한계층의 尊

명法을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2，B2의 疑問法 語尾 역시 같은 尊뿔.法안폐

B2에서 名詞 다음에 動名詞 語尾 ‘- L ’ 이 擊詞를 연결하고 쓰이고 있다. 운맥우로 보아 Bz:

의 發話를 A의 發話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같은 해석이 可能하다.

또 위의 對話에 쓰인 終結語尾는 命令法， 疑問法이 모두 ‘좋오’體形이다. 이것은 17世紀

‘창오’， ‘캉 s소’體의 疑問法 語尾 ‘- L가， - 2.가’， ‘ L고， -2.고’가 16世紀에 이미 확고

한 體系 속에서 ‘캉오’體形으로 存在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실이기도 한다.

4.4 ‘중쇼셔’體 語尾 ‘-잇가， -잇고’

‘좋쇼셔’體 修離疑問文에서 疑問詞와의 呼應이 깨지고 ‘가’만을 쓰는 경향이 크게 도러，

남을 살펴본 바 있다(4.1).

그러나실제 답을요구하는疑問文에서는그例가적기는하지만判定·說明疑問의區

別이 지켜지고 있다.

그例들은 다음과 같다.

a. ‘-잇고’

174. 묘슴 바흘 의擺탕여 니 딩시니 잇고(家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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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뭇주오믹 (찜節의 察호미 영던흐닌와고(家 : 30a)

176. 엇뎌 지으리잇고/우량 각양으로 지￡려 좋노라(朴下 : 12b)

b. ‘-잇가’

177. 一室에 훈믹 승고 各位플 흐정던난장간(家 : 14a)

178. 오직 四代를 쏠흐린화간 다만 四代以上이 연 곧 가허 聚티 울츠린와7}(家 : 36a)

이러한 例들로 보아 ‘창쇼셔’體에서도 修蘇疑問文이 아닌 경우는 判定 • 說明 疑問의 區

別이 의식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第五章 結 論

終結語尾가 지나는 文體法과 尊뿜法을 中心ξ로 17世紀 國語의 終結語尾를 살펴 보았다.

文體품 體系가 史的언 變化를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尊명法은 中世語에서 現代語로 올수

록 그 體系가 分化됨을 볼 수 있다. 17世紀에는 各各의 文體法에 ‘창라’體， ‘창오’體， ‘창

읍 소’ 體， ‘좋쇼셔 ’體의 4단계 尊單法이 存在한다.

中世語의 ‘좋야써’體를 대신하여 나타난 ‘좋오’體와 ‘좋 읍소’體 終結語尾가 本論文의 主

된 關心事였다. ‘좋 s소’體는 ‘캉오’體 語尾 앞에 議讓詞 ‘습’이 얹加되어 分化한 것ξL로

終結語尾自體는 ‘좋오’體와 동일하다. ‘좋오’， ‘~~소’體終結語尾로는命令法에 ‘-오/소’

zp:寂法에 ‘ 이’ 疑問法에 ‘- L가， -2.가’， ‘一L고， -2.고’ 가 쓰인다.

命令法 語尾 ‘-오’ 와 ‘-소’ 는 16世紀 觸譯老ε大에 쓰인 命令法 語尾 ‘-오/조’ 의 存tE;로

인하여 품領論的인 異形態임이 확연되었다. 17世紀에는 語幹末音이 母音안 경우 ‘-오’가

子룹인 경우 ‘-소’가 쓰였을 것오로 推定된다. 그런데 그 當時에도 ‘-소’를 主로 쓰는 方

름이 있었음을 據解新語에서 볼 수 있다.

‘캉오’， ‘창 읍소’體 平寂法 語尾 基本形 ‘-이’는 先語末語尾와 결합되어 ‘-녀’， ‘-데’，

‘-리’， ‘-쇠’， ‘-새’ 등과 같은 ‘창오’， ‘향읍소’體 語尾를 형성한다.

‘창오’， ‘좋 g소’體 疑問法 語尾는 動詞 뿐 아니라 名詞에서도 擊詞를 연결한 다음 動名

詞 語尾 ‘ - L’, ‘-2.’을 지녀 ‘- L가， 2.가’， ‘- L고， -2.고’로 나타남이 特徵이다. 이

‘- L가， -2.가’， ‘一L고， -2.고’는 ‘좋오’， ‘~~소’體 疑問法 語尾로 쓰이는 외에 話者

心中의 疑心이나 疑問을 表現하는 機能을 가지고 었다.

이상과 같은 ‘중오’， ‘창읍소’體 語尾는 16世紀 前期의 文斷인 짧뼈譯老ε大， 觸譯朴通事

에 ‘캉오’體形오후 쓰이고 있음이 各 文體法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17世紀에 ‘창 읍소’體

는 ‘창오’體와 분영한 尊멸法 區分을 보여 주었다.

‘당라’體와 ‘좋쇼셔’體에는 中世語에서 쓰인 語尾들이 17世紀에도 쓰이고 있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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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략’體 平寂法 語尾로 ‘-화， -t.-와’와 ‘-t.-와’가 새로이 나다난다.

中世語에 대 한 變化로 終結語尾의 陽母홉化가 있다.:IF없法 語尾 ‘-자’ , ‘-과다’ 와 疑問ι

法 語尾 ‘-냐， -랴’ 는 17世紀初부터 陽母흡語尾만을 보여 준다. 또 z\'-寂法 語尾 ‘-t.-샤，

-t.-셔’， ‘-야， -여’와 疑問法 語尾 ‘-잭냐， -λF녀 ’ 에 서는 두 유형이 共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좋쇼셔 ’體 平없法 語尾는 前期에 ‘-이 다’ 와 ‘ - 6 이 다’ 의 表記가 共存하고 後期에는

‘ - 6 이 다’ 가 쓰이 지 않는다. 疑問法에 서 ‘캉쇼셔 ’體 修離疑問文의 경 우 判定 • 說明 疑問의

區別이 없어져 ‘-가’를 쓰는 경향이 크게 드러 난다.

이저1까지 정리한 內容에서 尊單法 體系는 ‘좋오’， ‘좋 g 소’ 體의 수럽이 主로 據解新語에

依存했기 때문에 17世紀 初期에 해당하는 것이며 後期에 들어 變化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과 같이 17世紀의 終結語尾는 中世語보다 더 分化된 尊명法 體系를 지니고 있다. 二L

려고 現代語와 tt較해 볼 때 이들은 17世紀 以後 現代語에 이르는 동안에 많은 變化를 암1

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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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Korean Sentence-Final Endings in the Seventeenth Century

Chang, Kyu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ystematize the Korean sentence-finalendings in the

seventeenth century. Korean final endings indicate M()od and Speech Levels. While the

system of Mood has little historical changes , Speech Levels show much differentiation in

Modern Korean rather than in Middle Korean.

Final endings in the seventeenth century have four Speech Levels; namely , Plain style ,
Familiar style, Authoritative style and Polite Formal style. Mood endings , if we classify

them according to the form of Polite Formal style of Speech Levels, canbedivided into

three; Imperative,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Each of the Mood endings has. four

Speech Levels.

Authoritative style is differentiated from Familiar style by adding honorific prefinal

ending ‘SAp’. As a result, final endings of Authoritative style are same to those of the

Familiar style; they are ‘-o/ so’ in Imperative, ‘-i' in Declarative and ‘-nka, -lka, -nko,

-lko’ in Interrogative.

Imperative ‘-o/ so’ in the seventeenth century is found out to be phonological allomorphs,

considering the Imperative endings ‘-zo/ dzo’ of the sixteenth century. It is assumed that

in the seventeenth century, ‘-0 ’ is used after vowel stem endings , ‘-so’ after consonant

stem endings , but at that time there are also dialects using only ‘-so’ , which can be

found in Chuphaishineu(據解新語) .

Declarative ending ‘-1’ becomes ‘-nAj, -t~j ， -swj, -saj’ combined with pre-final endings.

~ilLe1 1 U~dL1 ". endings of Authoritative and Familiar style take the form of ‘-nka, -lka,

-nko, -lko’ even after noun with corpula. And these Interrogative endings function to

express doubt or curiosity of the speaker regardless of theSpeech Levels.

But in the :first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Familiar and Authoritative style are not

differentiated, there are only Familiar style.

In the Plain andPolite Formal style, while the final endings of Middle Korean is still

used, ‘-rwa, -lwa’, ‘-!twa’ are appeared as a new declarative final endings with vow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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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iddle Korean become mostly ‘a’ in the seventeenth ceBtury.

In conclusion, the final endings of the seventeenth century have much more differentiated

:system than that of Middle Korean and it may be said that the final endings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would undergo many changes as might be proved in comparison of

좌Ie final endings of the seventeenth century and Moder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