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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영 경 ** 

국어에는 자연 세계나 외부 대상의 온도를 미세한 차이까지 표현할 수 있는 실 

로 다양한 어휘가 존재한다. 감각 어휘의 발달이 국어 문법의 큰 특정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온도 표현 어휘도 그 한 부류로서 대단히 풍부하게 발달해 있음은 온도 

표현과 관련된 다음의 형용사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다 1) 

(1) 다스하다따얀하다1/드스하다/뜨스하다， 다사롭다짜사롭다， 다습다m넓다1/드습 

다/뜨습다， 럽다， 따끈하다m펀따끈하다-/1뜨끈하다/뜨끈뜨끈하다， 따듯하다JU:ì뜻 

하다I1뜨듯하다/뜨뜻하다， 뜨겁다， 뜨겁디뜨겁다， 뜨뜻미지근하다， 무렵다， 매작 

지근하다-//미적지근하다， 매지근하다1/미지근하다， 시느황다/싸느랑다1/서느렇다/ 

써느렇다， 사늘하다/씨늘허다1/서늘하다/써늘하다， 산산하다1/선선하다， 산뜩하다/ 

산뜩산뜩해-//선뜩하다/선뜩선뜩하다， 살랭하다/쌀령하다I1설렁해/썰렁하다， 쌀 

쌀하다， 시원하다， 차갑다， 차끈하다/차끈차끈하다， 차다， 차디차다， 줍다， 후더 

분하다/후터분하다， 후럽지근하다잭럽지근하다 ..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엽 
(NRF-201 0-327 -A00271)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온도 표현 형용사의 목혹은 정재윤(1989) ， 송정근(2007)과 『표준싹}대사전~(국립국어원 편， 1991)을 참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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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보면 국어의 온도 표현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로 온도의 정도 표현이 세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음。lY- 모음의 교체에 따른 

읍상의 차이까지도 세밀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양적인 풍부함뿐만 아니라 감각 어휘 부류 가운데 그 자체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어휘 부류라는 점이 또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전반적으로 온도의 단 

계에 따른 규칙적인 어휘 분포를 보이면서 온각과 냉각 어휘가 체계적으로 대웅되 

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는데 가령 기온 표현이 큰 틀에서 ‘럽다{熱) - 따스하다? 

띠뜻하다{溫) - 서늘하다/선선하다(源) - 줍다{寒)’로 되어 온각과 냉각 어휘가 단계 

적으로 규칙적인 분포를 보이면서 형태적으로도 대웅되논 양~을 보얀다든지，2) 물 

체의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표현인 ‘뜨겁다’와 ‘차갑다’가 역시 체계상의 대웅뿐 

아니라 형태적인 대웅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3) 어휘 내적인 측면 

에서도 온도 표현 어휘들은 감각 어휘의 전형적인 단어 형성 절차 즉 합성， 파생， 

내적변화， 중청 등의 다양한 형태론적 특갱을 고스란히 보여준q는 점에서 흥미로 

운부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표현 어휘는 다른 감각 어휘에 비해 그 연구 성과가 많 

지 않다. 천시권(1980) ， 정재윤(1991)과 최근의 송정근(2007)이 이에 대한 공시적 

연구의 전부라 할 수 있는데， 앞의 두 논의는 온도 표현 어휘의 체계와 의미 등 

대체로 어휘 · 의미론적 차원에 한정된 논의였고 송정근(2007)에서 이들의 형태 구 

조나 단어 형성 방볍 등 형태론적 차원의 접근이 있었지만 이 또한 감각 어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일부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못하였다. 

시각， 미각 등 다른 감각 어휘들에 비해 온도 표현 어휘가 어휘 · 의미적 측면 

외에 형태론적 측면에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은 이들이 콩시적으로 

형태론적 관련성을 논의하기가 어려운 특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송정근(2007: 125-128)에서 지적되었듯이 다른 감각 어휘들이 공시적으로 단어의 구 

2) 예컨대 체계에서 반의 관계에 있는 ‘따스하다Ju:t뜻하다’와 ‘서늘하다/선선하다’는 공사적으로 형태적 관련 
성을 논의하긴 어렵지만 통시적으로 볼 때 중간온도 표현안 따스하다’와 ‘서늘하다’는 ‘어근 + 하다’의 구 
성으로 형성되었고 이들보다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는 껴풋하다’와 ‘선선하다’는 이들 어근이 중첩되어 
형성된 어휘라는 점에서 단어 형성적 차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들의 형성에 대 
해서는 다음 장에서 성술할 것이다， 

3) 국어의 온도 표현이 물리적 온도 표현과 생리적 온도 표현의 이원적 체계로 되어 았다는 견해는 천시권 
(1 980)에서 제기왼 바 있다 염빌한 의미에서 위의 (1)의 포든 온도 표현이 두 범주로 뚜렷이 구별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고 역사 큰 틀에서(뜨겁다-차갑다I1럽다-춤다) 물체와 기온의 이원적 범주로 구별될 수 
있다는 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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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성분이나 형성 절차에 있어 밀접한 형태론적 관련성과 다양한 관련 어휘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온도 표현 어휘들은 통사적인 관점에서는 형태론적 관련성 

이 인정되지만 공사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령 여러 온각 표 

현에 꽁통적으로 나타나는 ‘따-’나 ‘뜨-’를 꽁시적으로 분석해 낼 수 없는 한 이을의 

형태 구조와 조어 방식에 대한 설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온도 표현 어휘들의 형태론적 특성을 파악승}기 위해서는 통 

시적인 접근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통시적얀 연구 역시 몇 

몇 형용사의 중세 · 근대 소급형에 대해 단편적으로 형태 분석을 한 이남덕 

(1985:118-123)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국어의 온도 표현 어휘에 대한 통 

시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었다고 판단되는바， 펼지는 그 첫 단 

계로 최근 이영경(2011)에서 중세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체계와 그 형태 · 의미적 

특성을 논의한 바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후속 논의로서 국어 온도 표현 어휘가 

중세국어 이후 근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해 왔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2장에서 이영경(2011)을 토대로 중세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양~을 간략하게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여， 3장에서 중세국어 이후의 변화 양상을 

온각 표현과 냉각 표현으로 나누어 어휘 · 의미 빛 형태론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 

으로진행할것이다. 

2, 중세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체계와 특성 

이영경(2011:110-111)에서는 중세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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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온도 표현 어휘 체계 

럽다(熱)4) 

렵듯흉다Q펌뇨輸) 
온각 I 

듯다/듯다(돈 슨다/드스다)(溫) 5) ______ • 듯 듯다/듯듯다(溫溫)6) 

표현 I 

‘듯 빅용 흉다{溫￥i、 

빅곤창다/의근창다(小溫) 

많입 사늘 4다/서늘창다빼) ------------- 서느서늘향다(冷輔) 
표현 | 흔다(칩다)(冷， 寒)

중세국어 온도 표현 어휘는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국어보다 훨씬 단순하면 

서도 매우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온도의 단계에 따른 규칙적인 

어휘 분포를 보이면서 온각의 최저 온도 표현 ‘빅곤향다/꾀근향다’를 중심으로7) 위 

쪽의 온각 표현과 아래쪽의 냉각 표현이 체계적인 대웅을 이루고 있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 전체 어휘 체계가 ‘最高-中高-中間-中低-最低’의 구조를 형성하는 가운데 

中間에 해당히는 ‘믹곤향다/띄근좋다’를 기준으로 最高 온도 ‘럽다’와 最低 온도 ‘혼 

다{칩다)’가， 그려고 中高 온도 ‘듯다/듯다{~<:-다/드스다)’와 中低 온도 ‘사늘창다/ 

서늘좋다’가 각기 반의 관계의 짝으로서 대웅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中高와 中低

즉 온각 및 냉각의 중간 온도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보다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 

4) 괄호 속의 한자는 언해 문헌의 한문 원문 속의 대응 한자를 표시한 것이다‘ 
5) 중세국어에서는 ‘溫’을 의미하는 어휘로 ‘듯-’을 공통 어기로 하는 ‘듯다’， ‘듯흥다’ ， ‘약다’가 나타난다 15 
세기 문헌에서 ‘듯다’와 ‘듯흥다’는 ‘옷곳다/옷곳흥다’， ‘윗윗다/핏뒷흉다’처럼 통일한 어근에 ‘ 흥 ’가 붙은 
형태와， ‘-흥-’ 없이 그 자체가 어간으로 쏘아는 형태가 공존하는 용언 부류의 하나로서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5세기 말이 되면 이들은 모두 ‘븐스다’로 통일되는데 。l ‘븐스다’는 ‘듯 
다’의 어간 ‘듯 -'0] 그 모음어미 결합형인 ‘븐<:--’로 어간이 재구조화되어 형성된 것a로 추정왼다(이영경j 
2011:94-97) ‘ 한편 ‘듯다’와 ‘드스다’는 중세국어 시기의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고 1608년의 『두창집요J 에 
서 처음으로 확인되지만 그 어기 중첩형인 ‘듯듯다’가 이미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듯다’， 
‘브깐다’의 모읍 교체형으로서 중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영정: 2011‘98) , 

6) 맏 형용사로서는 문헌에서 확얀되지 않지만 ‘듯븐시’， ‘듯 "1용히’와 같이 부사로의 사용이 확인되는 어휘 
로서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체계 속에 포함사켰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영경 
(2011 ‘ 97-101)에 자세히 서술되어 었다‘ 

7) ‘아곤중다/ 의근캉다’는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를 표현동뉘는 것으로서 따뜻하지도 않지만 차지도 않다는 의 
미어써( (표준국어대사전〉어써 ‘미지근하다’는 ‘더운 기운이 조금 있는 둥한표’로 풀이되어 았다) 온각 표 
현으로 분류되었지만 시설상 온각 표현과 냉각 표현의 경계에 있는 어휘라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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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청형을 공통적으로 가짐으로써 온각 표현과 냉각 표현의 체계적인 대웅 양상 

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다만 세부적으로 온각 표현 체계와 냉각 표현 체계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 

는데， 온각의 경우 각 어휘들의 사이에 이들 간의 혼합요로 형성된 ‘럽듯창다’ ， ‘*듯 

빅용향다’와 같은 중간적인 성격의 혼합 온도 표현이 존재함으로써 냉각 표현에 비 

해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냉각의 경우 최저 온도 표현에서 

‘혼다’와 함께 기온 표현만을 위한 ‘칩다’가 별도로 존재하는 데 비해 온각의 최고 

온도 표현은 ‘럽다’가 유일하여 기온뿐 아니라 구체적 물체의 최고 온도 표현을 모 

두 담당한 것도 차이점이라 하겠다. 

중세국어 온도 표현이 보여주는 이러한 어휘 · 의미적인 특성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형태론적인 특성이다. 중세국어에서 온각 표현과 냉각 표현이 어휘 · 의미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웅 항L을 보였음은 앞서 살펴보았거니와 개별 어휘의 형태 

까지도 체계에 상웅하는 질서정연한 대웅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대단히 주목된다. 

우선 중세국어 온도 표현 어휘들은 국어의 감각 표현 어휘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주 

는 단어 형성 절치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접미사 ‘-한， ‘-업-’ 등에 의한 파 

생어 형성(빅곤향다/꾀근창다P) 사늘향다/서늘향다， 서느럽다9)) , 어간과 어간의 결 

합에 의한 비통사적 합성어 형성(럽듯향다 *듯빅용향다) 모읍 고꺼1에 의한 내적 

변화{*듯듯다/듯듯다， 사늘창다/서늘향다 등) , 어기 중첩에 의한 단어 형성(*듯듯다/ 

듯듯다， 서느서늘향다) 등 국어 감각 어휘의 고유한 형태론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더해 체계 속에서 서로 대웅되는 온각 표현과 냉각 표현의 어휘들은 통 

일한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온각과 냉각의 중간 온도 표현 ‘듯다/듯다’， 

‘사늘향다/서늘향다’가 모두 모읍 고쩌에 의한 대웅짝을 가지면서 또한 어기 중첩 

에 의해 원래의 의미보다 강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새로운 어휘를 형성한다거나，1이 
온각의 혼합 온도 표현은 각 어휘의 어간끼리 결합하여 형성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중서l국어의 온도 표현 어휘들은 어휘 형성 절차에 있어서 

도 상당히 규칙적얀 패러다임을 보인다 하겠다. 

8) 이영경(2011 ‘ 102-103)어써는 혼합 온도 표현 ‘듯믹용흥다’의 ‘민용흥다’에 적용된 음운 과정을 토대로 ‘민 
곤캉다/의근창다’가 가상의 어기 멕 /*회 ’에 어근 형성 접사 ‘ 관근’이 결합하고 다시 접미사 ‘ 캉 ’가 
결합하여 형성된 어휘로 추정하였다 

9) ‘서느럽다’는 중세국어에서 ‘서늘캉다’와 함께 냉각의 중칸 온도 ‘源’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되 
었는데 기본 어휘로 구성된 위의 (1)의 체계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향 ’ 이외에 특정 의미를 가진 
접미λ까 통합되어 어기가 가리키는 온도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감각 어휘 특유의 단어 형성은 중세국어 
에서는 ‘서느럽다가 유일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10) 다만 ‘사늘중다’는 어기 중첩형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또한 자료의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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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온도 표현 어휘 체계는 그대로 국어 온도 어휘 체계의 기본적인 툴이 

된다. 국어 온도 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휘들로 구성된 기본 체계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세국어 단계는 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기본 체계가 형성된 단계 

라 할 수 있다. 이후 현대국어로 오면서 어휘 목록이 한층 풍부해지고 온도 표현 

단계가 보다 세분화되는 둥의 변화를 압게 되지만 국어 온도 어휘 체계는 기본적 

으로 중세국어의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 하겠다. 

3. 온도 표현 어휘의 변화 양상 

국어 온도 표현 어휘는 근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어휘가 어형 변화를 겪기도 하 

고 새로운 어휘도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어휘 목록과 세부 체계에 있어 적잖은 변 

회를 겪게 된다. 전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 형성된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온도 표 

현이 보다 세밀하고 다채로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국어 시 

기의 온도 표현 어휘의 양상은 사뭇 복집하고 과도기적 모습을 강하게 보이는 데 

다 자료적 특성 및 한계로 인해11) 중세국어처럼 엄격한 어휘 체계를 수립하고 각 

어휘를 그 체계 속에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어휘 목록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어휘의 생성을 확인하고 이들 어휘의 형성 

절차 및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제 국어 온도 표현 어휘가 중세 

이후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온각 표현과 냉각 표현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변화 양 

상을살피기로한다. 

1 ) 온각 표현의 변화 

(1) ‘동/듯’계 어휘틀의 형태 변화와 단어 형성 

7}. ‘~<:-/드스-’의 경우 

중세국어 이후 온각 표현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온각의 중간 

11) 중세국어 자료는 대부분 연대가 분명한 언해 자료로 문맥 의미뿐 아니라 원문의 대응 한차가 정확한 의 
미 파악에 도움올 주지만 근대국어 자료는 언해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또 연대도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아 어휘의 출현 시기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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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표현승하하}는 기원적흐로 어기 ‘듯-/듯-’을 가진 어휘들의 형태 변화라 하겠다. 

중세국어에서 ‘溫’을 의미하는 중간 단계의 온각 표현 어휘로 ‘뭇’을 공통 어기로 

가진 ‘듯다’， ‘듯향다’， ‘~<:-다’가 공존하다가 15세기 말에 ‘날간다’로 통일되었음은 

전술한 바 있다. 이후 17세기부터는 ‘추J가 결합된 ‘F간후’가 등장하여 기존의 

형태인 ‘Fι’와 경쟁을 하다가 18세기 말 이후 후자를 완전히 흡수한다. 

(2) Î 쓸힌 물이 드쇼홀을 기드려 1라 프러 먹고 〈닙약증치방 32a) 

'-- 믹 복 두 냥을 성강 흔 분과 드스흘 술 흔 되애 골라셔 흘리라 〈마경초집 

언해 下:8a)

c 그 슨과 등을 달혀 드속흐겐 흉야 〈두창경험방 5b) 

2 다시 효 소송 달혀 드쇼회 창여 먹고 쯤을 내면 즉시 돈"'"니 〈벽온신방 

3b) 

口 . ß，쫓和 드스흐단 〈통문유해 上:5) , 溫和 드소흐단 〈한청문감 12:53) , ß，쫓和 드 

쇼흐단 〈몽어유해 上:4b)

口 ’ B慶和 드스단 溫和 드스단 〈역어유해 上:5a-b)

(2 ，-니에서 ‘F주향다’의 출현을 볼 수 있다. 이 ‘F주좋다’는 (2 c )과 같이 ‘F 

스향다’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예들의 출처인 『납약증치방J ， r마경초집언해』， 『두 

창경험방』은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7세기에 간행된 문헌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또한 (22)과 같이 1653년에 간행된 『벽온신방』에 부사 ‘~<:

히’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븐ιF 향다’는 17세기 초·중반에 등장한 것오 

로 판단된다 1깅 이렇게 등장한 ‘~<:-~다’는 한동안 기존의 ‘F간다’와 함께 사용되 

다가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하여 ‘~<:-다’를 압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2u)과 (2 

口’)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즉 17세기 말의 대역 어휘집인 (2 

n’)의 『역어유해』에서는 한자 ‘陳(和)’ 또는 ‘溫(和)’에 대한 대역어가 ‘~<:-다’로 되 

어 있는데 비해， 18세기의 어휘집얀 (2u)의 문헌들에서는 같은 한자에 대한 대역 

어로 모두 ‘~<:-향다’가 채택되어 있음에서 ‘~<:-향다’가 ‘~<:-다’와의 경쟁에서 우위 

를 점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다’는 1해l기 중엽을 지 

나면서 점차 사라져 19세기부터는 ‘날간향다’로 완전히 대체된다 13) 

12) ‘약히’ 01전어판 형용사 ‘듯 ’에 접미사 ‘ 이’가 결합된 부사 ‘븐시’가 사용되었는데 이 ‘댁’는 1608년 
『두창집요』의 예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이영경， 2011 ‘97, 주12 참조). 그리하여 이 『벽 
온신방』의 예를 시작으로 17세기 중엽부터 ‘Fδ히’로 완전히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13) ‘든스다’는 18세기 말의 『오륜행실도』를 마지막으로 문헌어써 더 이상 나타나지 않논다. 다만 19세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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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깐다’의 모음 교체형인 ‘드스다’의 경우눈 ‘추’가 통합된 ‘드스향다’가 18세기 

중엽에 문헌에 보인다. 

(3) 冷7 흔다 溫些 든슨효단 〈역어유해보 31b) 

(3)의 예가 ‘드스향다’의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 ‘븐÷향다’의 경우처럼 ‘드스향다’ 

가 ‘드스다’를 대체하는 과정은 확인할 수가 없다. 사실 이전 단계인 ‘드스다’ 자체 

도 용례가 별로 많지 않다. ‘F슨다’는 15세기부터 문헌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드스다’는 『두창집요』와 『태산집요4 등 17세기 초의 문헌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14) 이는 ‘탄다’의 모음 고꺼1에 의한 짝의 형성이 17세기에 와서야 이루 

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15세기에 그 어기 중첩형인 ‘뒀다’의 

모음 고쩨형 ‘듯듯다’가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15) ‘드스다’도 17세기 이전 

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을 가놓성이 더 큰 듯하다. 아무튼 ‘C;:<:-다’와 통일한 방식 

으로 ‘드스다’도 ‘드스향다’로 고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접미사 ‘-후’의 결합에 의한 ‘F간향다/드스창다’의 형성과 함께 ‘c;: <:--’를 

어기로 또 다른 접미사가 결합한 새로운 파생어들이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18 

세기 중엽 이후의 자료로 추정되는 『션부군언행유사』에 등장히는 ‘Fδ롭다’가 그 
하나이다 16) 

(4) -, 두 눈이 형별향샤 별 긋흉시고 드스록완 가히 친창염 즉흉시고 (1b) 

L 멋덧히 좋여곰 그 몸을 닥고 근틱흥샤 드소률곰 공순항므로 (23b) 

c 성품이 인온흥시고 어디시고 도타오사고 성실흉시고 튼스로으시고 (56a-b) 

(4)에서 어기 ‘c;: <:--’에 이 시기 이미 생산적인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자리잡은 ‘-

기 자료얀 『여소학』의 “례피에 왈 반언 봄1치 뜨신콕 국언 열음1치 뜩업고 (419)"의 예에서 ‘븐스J의 
후대형이라 할 ‘얀사」가 나타나지반 이는 방언형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경상도 방언을 비롯한 몇 
몇 방언은 짜시다’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14) 해당 예는 다음과 같다 두 예 모두 원문의 ‘溫’에 대응되어 있다 
(,) 고쇠 줄기 싸캉라 두 냥을 청쥬 듀 되 브어 글커든 둡게 다다 든슨건듣 온 몹에 뿌므되 〈두창 

상22b) 

(니 그틴 얼근 뀐노훌 δ라 흔 돈을 드슨 술의 플어 머그변 즉시 난늑니 〈태산 28a) 

15) 이영경(2011 ‘ 97-99)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01루어져 있다 

16) w션부군언행유사』는 이양익(1730-1801)이 그의 아버지 이광챈1702-1766)의 행적을 사람들에게 널리 
얄리기 위해 지은 글로， 이광호(2001 ‘ 82) 에서 그 표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18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롤 
반영하는 필사본 자료로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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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이 결합하여 ‘溫’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형용사로 형성된 ‘단롭다’가 

확언된다 17) 바로 현대국어 'q，시롭다(따사롭다)’의 직접적 소급형이다. 이들 예 모 

두에서 ‘F슨롭)’은 기온이나 물체의 온도를 나타내는 일차적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인상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눈 점이 흥미롭다. 

‘~<:--’를 어기로 하여 형성된 또 하나의 파생어는 19세기 말의 자료 『잠상집요』 

에 나타나는 ‘다습다’이다. 

(5) 씨로 니슬 썩은 극히 흔게 향은 거시 맛당흥고 선로 쓸어 넷얼 썩은 극히 럽 
게 흥고 잠자고 식로 일 썩은 Q.j=;간 단슐겐 좋고 셔l 번 네 번 장잔 후은 션을 

향게 흥고 다 익에 가변 점점 단슐겐 창고 고치 지을 썩은 쪼 극히 럽게 흥난 

니라 (8b) 

‘다습-’은 어기 다ι~-( (돈잔-)’에 접미사 ‘-바’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현대국 

어 다습다{따습다)’의 직접적 소급형이다. (5)는 누에를 칠 때 상황에 따라 온도를 

조절승}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기본 온도 어휘가 모두 사용되었는데 ‘흔다{冷)’， 

‘럽다(熱)’， ‘션을향다18)(源)’와 함께 ‘溫’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용되던 어휘 ‘ FιF 향다’ 

대신 ‘다습다’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처럼 ‘~<:-향다’ 외에 같은 어기 ‘Fι>.. ’에 ‘-롭)’ ‘-닝-’ 등의 또 다른 접미사가 

결합하여 다양한 파생어를 형성하는 것은 같은 온도에 대한 보다 다채로운 표현， 

즉 송정근(2007: 136)에 따르자면 ‘해당 감각의 다양한 의미 정도성’을 표현하기 위 

한 단어 형성 절차라 할 수 있다. 사실 ‘특÷향다’와 ‘F간롭다’， ‘다습다’가 표현하 

는 물리적 온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 19) 다만 ‘돈÷좋다’가 어근의 의미얀 ‘溫’의 속 

성이 있읍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약롭다’는 대개 ‘ ... 의 속성이 풍부하 

다’논 의미를 가지는 접사 ‘롭-’의 결합으로 ‘溫’의 속성이 풍부하다는 주판적 판단 

이 더해진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20) 다습다’는 중세국어에서 심리 형용사 파생에 

17) 석주연(1995:56-60)에 따르면 ‘→춘’은 근대국어 사기에 매우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한자 
어 어근이나 명사에 결합하는 접미사지만 고유어 어근이나 명사에 결합하여 새로운 형용사를 형성하기 
도하였다. 

18) ‘셔늘창다’의 과도 분철 표기이다‘ 
19) r표준국어대사전』에 그 후대형들인 껴스하다’， 파사롭다’， 껴습다’는 각각 ‘조금 다습다’， 파뜻한 기운이 
조금 있다， ‘알맞게 따뜻하다’로 풀이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리적인 온도익 높낮이는 느껴지지 않는다， 

20) 검창섭(1996: 173-175)에서는 중세국어 ‘듭 -’ j ‘-든형1-’ j ‘즙-’ ， ‘-융형1-’의 발달형인 현대국어 접미사 ‘-답 ‘
되-’， ‘-롭’의 의미는 동일하게 ‘(어기)의 속성이 풍부하다’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j 독자적 의미 없이 
단순하게 그 어근을 형용사가 되게 히는 ‘-하’와 비교하여 ‘-되-’， ‘-홈’은 그 어근의 속성을 문제삼아 그 
것이 ‘풍부하다고 판단됨’이~는 의미를 더하면서 어근을 형용사화효}는， ‘주관적 판단’이라는 판단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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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였던 ‘-닝-’의 결합으로 화지카 주관적으로 느끼는 ‘溫’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는 정도의 차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세국어에서는 하나의 온도 단계에 대해 특정 의미를 가진 접사를 따로 

결합시켜 세밀한 정도성의 차이를 표현한 것은 ‘서늘하다’와 ‘서느렵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21) 중세국어의 온도 어휘 체계가 기본 어휘들로 구성 

된 단순한 체계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이다. 그러다가 근대국어로 오면 보다 다양 

한 접사의 통합으로 세밀한 정도성의 차이가 표현되는 온도 어휘들이 다양하게 형 

성됨으로써 온도 표현이 한층 풍부하고 다채로워지게 되는데 위의 ‘~<:-롭다’， ‘다 

습다’ 등은 국어 온도 어휘의 이러한 발달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들이라 하겠다. 

나. ‘듯 듯-/듯듯-’의 경우 

‘듯-/듯J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논 어기 중첩형 ‘듯듯J듯돗J에서 일어 

난 어두음의 경음화이다. 이 어두음의 경음화는 문헌상으론 17세기에 ‘듯듯J에서 

처음으로나타난다. 

(6) Î , 쓸흔 한 김을 낸 후의 표표죄 럽게 향야 〈두창경험방 29b) 

L. 溫n阿 쫓똥흐단 〈동문유해 上:61 ， 몽어유해 上:47b)

c 쪼짝흐단 溫 〈한불자전 463) , 쏘할흐단 to be wann <한영자전 213) 
2 봄이 되여 날이 싼풍효포 콧치 피기를 기튼려 〈턴로력병 122b) 

디 • 씌뚱효단 ;慶 〈국한회어 73) , 싹뚱효단 to be warm; to be well heated 

〈한영자전 203) 
닝. 낫에는 히가 씌효효멸 공파가 더워셔 〈독립신문， 3권 62호〉 

λ. 짝둥스l 먹여쥬고 엇써한 여인은 우리 아기을 .. , <심청전(국립도서관 소장 

본) 8a) 

(6 ，)의 17세기 『두창경험방』에 나타나는 부사 ‘씬싼시’가 그 최초의 예이다. 형 

용사 ‘풋풋향다’는 (6니과 같이 18세기 중엽에야 문헌에 나타나지만 이미 그 이전 

에 부사와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둥장한 ‘씬풋J풋풋J은 기존의 

이 부각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1) ‘서느럽다’는 ‘서늘하다’와 통일하게 ‘源’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역시 심리 형용사 파생에 관여하는 접사 ‘
업-’의 결합으로 화자의 주관적얀 감정이라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점어써 전술한 다습다’의 의미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서느럽다’의 의미에 대해 송정근(2007: 135-137) 어써는 접사 ‘-압/업J이 기원적으로 주 
관적안 감정을 표시하는 기놓올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연 저느렵다는 감각의 수용자 측면에서 느끼 
는 감각의 상태에 의미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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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듯-’을 대체하게 된다. 즉 18세기 이후부터는 원래의 어기 중첩형 ‘듯듯-’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22) 그리고 19세기 후반이 되면 (62-님)과 같이 현대적 

모습의 ‘짜풋후’가 나타난다. 

이 ‘듯듯-’에서 ‘까S;-J.-/풋풋J으로의 변화를 일견 ‘~<:--’에 대한 ‘션주-’의 형성과 

같은， 국어의 감각 어휘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읍 고쩌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각 어휘에서 일반적으로 실현되는 자읍 퍼1는 평음과 경읍(또는 격음)의 

대웅짝이 함께 존재하면서 미묘한 의미 차이를 대비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23) 전 

술한 바와 같이 ‘듯듯-’은 경읍의 고껴1형이 성립된 후 기존의 평음의 형태는 소멸 

해 버렸다논 점에서 자음 교체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국어 감각 어휘의 자음 

교체형의 등장은 훨씬 후대의 문헌에서나 확인되며， ‘F삭드스’의 자음 교체형도 

19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볼 수 있다 24) 따라서 ‘얀-/풋풋’의 형성은 7-1음 교체가 

아니라 ‘불휘， 사호다’ 퉁이 어두음의 경음화를 겪어 ‘뿔휘， 싸호다’ 둥으로 변한 것 

과 동궤의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경음화된 ‘싼풋-/풋 

풋’이 이후 그 반대 방향오로 자음 교체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바로 (6λ)의 

‘짜듯-’과 같이 제2읍절을 평읍으로 한 새로운 교체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20세기를 

전후한 신소설 작품에서도 이 형태는 다수 발견된다. 현대국어 사전에도 따듯하다’ 

는 피뜻하다’의 7-1음 펴l형으로 올라 었다 25)26) 

한편 그 모음 고쩨형 ‘듯듯-’의 경우는 문헌상으로 이보다 훨씬 뒤에 경음화된 

어형 ‘풋풋J이 확연된다 2기 

22) 문현상으론 17세기 말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음식디미방』의 예카 마지막이다 이영정(2011 ‘ 98-99) 에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았다‘ 

23) 이는 모음 교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온도 표현 어휘의 경우 중세국어 단계에 이미 모옴 교체형을 
가지고 있었융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24) r필사본 고어대사전J(박재연 편! 2010)에 ‘쌍강친 ‘썽-’ 동 색채어 자음 교체의 예들이 확안되는데 모두 
19세기 자료들이다. ‘븐스-/드스-’의 자옴 교체형도 다음과 같이 비슷한 시기의 자료들에서 확안된다 
(,) 례피에 왈 반언 봄7치 뜨좌콕 국언 열옴1치 뜩업고 〈여소학 420) 
(니 나물국올 진린민도 표좌도롤 중엿스라 〈규방가사-계녀가 외 13편〉 
위 (니의 규방가사 자료는 연대가 확실하지 않지반 대략 19세기경의 자료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이 
들 어휘는 19세기부터는 접미사 ‘격-’가 결합된 형태로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위의 예들에서 ‘-한-’가 
결합되지 않은 것은 방언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여소학』은 충챙 방언이 반영된 자료이며， 계녀가는 영 
남 지방에서 전하는 가사인 것이다‘ 

25) r표준국어대사전』에 파듯하다’는 “럽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따뜻하다보다 여린 느낌을 
준다”로 풀이되어 껴뜻하다’의 자음 교체형으로 처리되어 있다 

26) 이러한 양상은 ‘뜨듯하다’도 마찬가지이다 (6λ)의 ‘짜듯 ’과 같은 시기에 “방에 붙이나 뜯등흐겐 섹여 
주십시오 〈금국화 79)"와 같이 ‘쓰듯-’의 형태도 함께 확얀되며， 역시 현대국어 사전에 ‘뜨뜻하다’의 자 
음 교체형으로 올라 있는 것이다‘ 

2기 ‘듯듯흥다’는 그 자체의 예도 극히 드물어 15세기의 『구급간이방』의 예가 유일하기 때문에 ‘듯 듯캉다’에 
서 ‘풋풋중다로의 변화와 같은 과정올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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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Î 솟테 물을 뚱뚱스] 데워 콩 간 거슬 더운 물 솟 속에 부어 〈규합총서 20a) 
L. 뜯종흐단 溫 〈한불자전 482) 

c 둡이나 새 폼에 손을 민면 중풍호응 〈독립신문〉 

2 뚱풍효단 溫 to be warm; to be heated <한영자전 271) 

‘쓰풋까풋풋-’은 (7)의 예들에서처럼 19세기 문헌에서야 그 모습이 보인다. 그러 

나 우리는 ‘듯듯J도 그 모음 교체형인 ‘듯듯-’과 통시에 어두읍의 경읍화를 경험하 

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두 어휘가 당시에 모음 교체형으로서 형태 · 의미적으로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이 인식되었다면 경음화 또한 두 어휘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가 

능성이 큰 것이다. ‘듯-’ 계통의 어기와 ‘듯-’ 계통의 어기가 중세국어 및 전기 근대 

국어 단계에서 이미 모음 교체와 관련하여 체계적언 파생의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 

었기 때문에(이영경) 2011:97-99) 이들의 형태 · 의미적 관련성은 분명히 인식되었 

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경읍화 또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 

가 후자에 비해 문헌에 늦게 보이는 것은 단지 자료의 제약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고본다 28) 

이처럼 어기 중첩형 ‘듯듯-/듯듯-’의 어두읍 경음화로 인해 새로운 온각 표현의 

어기 ‘깐풋-/풋풋-’과 ‘).t:풋-/풋풋-’이 형성되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온도 표현 어휘 

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 새로운 어기는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 원래 어기와의 어원적 관련성을 상실하고 이로부터 형태 구조가 불명확 

한 새로운 온각 표현의 파생어들이 후속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위의 (6c.-닝) 

은 ‘싼쫓-/풋풋-’의 발달 과정을 잘 보여준다. ‘풋풋향다’는 19세기 말 일부 외국어 

대역사전에 (6디과 같이 ‘씻씻향다’로 표기되기도 하지만29) 실제로는 (6;::.-님)처럼 

‘짜풋향다’의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 이처럼 어두음의 경음화로 형성된 ‘풋풋향다’가 

‘짜풋좋다’로 다시 음운 빛 형태가 변하면서 그 어원， 즉 ‘듯-’이리는 어기의 중첩형 

이라눈 형태 구조에 대한 인식이 다분히 흐려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원래 

28) 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언간(들목조씨 고문서언안 중)이나 문학 작품(r춘향전』의 이본 등)에도 ‘풋풋-’， 
‘풋듯 ’ 등이 나타나는바 실제 등장 사기는 더 앞섰을 가능성이 있다‘ 

29) ‘씻씻하다’는 다분히 어기 중첩형이라는 형태 구조를 의식한 표기가 아닌가 한다 특히 『한영자전』은 (6 
1::)과 (6미에서 볼 수 있듯이 ‘씻씻흥다’와 ‘짜풋캉다’가 동시에 동재되어 있는데) 집필자가 두 단어를 
같은 단어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각각의 뭇풀이와 관련어휘 기술에 있어서 행f의 차이를 
보이고 았는 점이 주목된다 전.~t는 ‘풋풋흥다’를 참고하라고 기술함S로써 두 단어가 의미는 물론이고 
형태적 관련성이 뚜렷함올j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모두 어기 중첩형이면서 모음 교체에 의한 대옹 
형 임을 명시해 주고 있는 듯한 반면j 후자의 경우는 의미에 있어 ‘to be well heated’를 추가하고 관련어 
휘도 다스중다’를 제시함으로써 ‘씻씻캉다’에 대한 기술과 차이를 보인다‘ 



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발달에 대하여 . 261 

어기의 일부에 불과한 ‘짜’가 독지적언 하나의 어기로 인식되게 된 것으로 생각된 

다. ‘풋풋향다’ 역시 유사한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된다. ‘싸뜻하다’만큼 형태 변화 

가 크지는 않지만 ‘쓰풋향다’로 되는 과정에서 역시 어원 의식이 흐려진 결과 ‘쓰J 

를 새로운 어기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2) ‘프겁다’의 출현 

온각 표현에서 가장 큰 변화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온과 물체의 온도 표현에 공 

통적으로 사용되던 최고 온도 표현 ‘렵다’가 전자로 그 사용이 축소되고 ‘쓰겁다’라 

는 새로운 어휘가 후자를 위해 등장한 것이었다. 사실상 이는 국어 온도 표현 어 

휘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뜨겁다’의 생성과 이에 따른 ‘차갑 

다’의 생성으로 국어의 온도 표현이 큰 틀에서 기온과 물체의 온도가 구별되는 이 

원적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쓰겁다’의 출현을 볼 수 있다. 

(10) Î 럽고 목 말나 그 물을 먹으니 닙이 뜯접곡 창직 타며 안핏그로 다 닉어 

〈태생낌L응편 5:55a) 

L ):치 럽고 퉁이 뜯건원 밤이연 벽을 두드여 즙을 이루디 못종기 를 〈한중 

록 342) 

c 례파에 왈 반언 봄7치 만시고 국언 열읍깅치 플엎곤 〈여소학 420) 

2 사릅 ÷랑향심이 지극히 심창시고 지극히 뜯건요작 〈성교절요 33a) 

Ð 뜯접단 〈한불자전 476) , 뜯컬단 熱 〈한영자전 268) 

(10)’ 이 셰상에 뾰많 맛 볼 믹로 다 본 후에 〈은세계 268) 

‘쓰겹다’는 우선 연대가 분명한 문헌으로는 19세기 중엽의 『태상캄웅편』에 그 최 

초의 예가 보인다. (10，)에서 ‘쓰겁J은 후행하는 접속문의 통사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가 ‘타거나 익을’ 정도의 높은 온도를 표현하는 어휘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어휘는 (10L)의 『한중록』에서도 보이는데， 『한중록』은 저작 연대는 1795년에 

서 1805년이지만 현존하는 필사본들의 펼사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므 

로 이를 국어사 논의에 활용할 때 주의를 요한다 30) 그러나 표기의 문제아 아니라 

어휘의 문제라면 원본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펼사자에 따라 표기는 달라 

질 수도 있겠지만 어휘 자체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눈 드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다면 ‘쓰겁다’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미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세 

30) 위의 자료는 19세기 ò]후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 가랍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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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반이 되면 ‘뜨겁다’의 용례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 (10c , 2.)에서처럼 ‘뜨겁다’ 

의 형태로도 문헌에 많이 나타난다. (10디은 ‘뜩압’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댄시 -'(‘댄스향J의 방언형)와 ‘뜩업J이 각각 ‘봄’과 ‘여름’에 비유된 데서 그 온도의 

차이 내지는 온도 체계 내에서의 각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00)에 

서 당시의 사전류{대역 사전)에 ‘뜨겁다’가 등재되어 있음에서 이 어휘가 국어의 어 

휘 체계 속에 이미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이들 사전에 등재되지 않 

은 ‘흔갑다’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이 ‘쓰컵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온각 표현의 어기 중첩형 ‘듯듯향-’가 어두음의 

경읍화로 ‘뜨풋향-/풋풋한’가 된 후 그 첫 음절(실제 음절) ‘쓰-’를 다시 단독 어기 

로 하여 접미사 C겁J을 통합시킴으로써 형성된 파생어라 할 수 었다. ‘짜갑다’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짜갑다’는 현재는 ‘온도’보다는 

‘통증’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지만 위의 (10)’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에는 ‘쓰겁다’의 모음 고폐의 짝으로서 온도 표현 형용사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31)32) 이와 같은 접미사 ‘-갑/잡’에 의한 형용사 파생은 그리 활발하진 않으 

나 중세국어에서도 존재했던 단어 형성 절차로서33) 그 특정은 형용사 어간을 어기 

로 취하여 품사 전성을 하지 않고 다시 형용사로 파생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특히 ‘뜨겹다’와 거의 통일한 형태론적 양상을 보여주는 어휘들이 있어 주목 

된다. 미각 형용사 ‘슴겁다o 싱겁다)’와 ‘虛’의 의미를 가진 ‘섭겁다’가 바로 그것이 

다. ‘슴슴향다’와 함께 나타나눈 ‘슴겹다’와， ‘섭섭향다’와 함께 나타나는 ‘섭겁다’에서 

‘쓰겹다’ 및 ‘짜갑다’의 형성에 대한 중요한 암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슴-’， ‘섭J 

의 단독 어기로서의 사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슴겁다’， ‘섭겹다’로부터 ‘슴슴-’， ‘섭 

섭-’이 각각 어기 ‘슴-’과 ‘섭J의 중첩형업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들 예를 통해 어기 

중첩형 형용사의 단독형 어기에 ‘-갑/겁J이 붙어 유사한 의미의 형용사까 파생되는 

단어 형성 절차가 있었다는 유추가 가능하며34) ‘쓰겁다’와 ‘짜갑다’는 바로 이러한 

절차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본다면 ‘-갑/겹-’에 의한 

형용사 파생은 중세국어 단계에서도 활발승}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었으나35) 근대국 

31) (1이’의 ‘짜카운 맛 보’는 현대국어에서 ‘뜨거운 맛을 보다’라는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짜갑-’은 문맥상 온도 표현이 분명하다 

32) 그러나 ‘쓰겁다’와 ‘짜갑다’가 동시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싸갑다’는 (10)’의 신소설에 최초 
로 모습이 보이며 19세기 말의 사전류얀 (1 00)에 실려 았지 않다는 점에서 ‘쓰겁다’보다 나중에 형성된 

것으로판단된다 

33) ‘맛캅다’， ‘념갑다’， ‘응갑다’ 퉁이 이에 해당한다. 

34) 실제로는 어기 중첩형에 비해 ‘좌/겁-’ 통합형이 더 강한 정도성올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보얀다. ‘뜻뭇 
하다’와 ‘뜨겁다’눈 물론이려니와 ‘심심하다’와 ‘싱겁다도 후자가 ‘싱거움’의 정도가 더 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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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까지 하나의 조어 방법으로서 생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기 중첩형 ‘풋풋후’에 접미사 ‘겁J이 통합하여 새로운 형용사가 파생 

되는 과정에서 그 어기로 취해진 것이 ‘풋풋J의 단독형 ‘풋-’의 완전한 형태가 아니 

라 그 일부에 해당히는 ‘쓰J라는 것이다. 이는 ‘짜갑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 

시 램 파생어의 형태가 ‘풋겁다’， ‘씻갑다’가 아닌 ‘쓰겁다’， ‘짜갑다’로 된 것은 특 

이한 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듯듯향J와 ‘듯듯향J가 어두읍의 

경읍화를 경험한 후 ‘쓰풋향-’와 ‘λ다풋한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어기(‘듯-/듯 

-’)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그 결과 중첩 어기를 실제 읍절에 따라 재분석함으로 

써 각각의 첫 음절 ‘쓰」와 ‘짜-’를 새로운 하나의 어기 단위로 인식하게 된 데서 기 

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를 어기로 해서 ‘짜갑:.../뜨겁J 외에도 ‘짜 

근창-/뜨근창， ‘짜근짜근창까쓰근쓰근후’와 같은 또 다른 파생어도 형성되게 되는 

데， 현대국어에서 주로 이들을 포함한 온도 표현 어기의 형태 구조를 공시적으로 

분석 또는 기술할 수 없는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단어 형성 절차 때문이라 할 것 

이다. 다음에서 ‘짜근창까뜨근향-’， ‘싸근짜근창-/쓰근쓰근후’의 형성을 볼 수 있다. 

(11) Î 짜근흥다， 짜근짜근흥다 溫氣 〈한영자전 202) 

「’. λ다쥔싸쓴흉다 〈한영아전 204) 

L. 뜯글뜯글 熟 〈국한회어 90) , 쓰근쓰근흥다〈한불자전 476, 한영자전‘ 268) 

」’. 플르흐담 〈한영자전 540) 

이들은 전술한 ‘짜-/쓰-’에 어근 형성 접사 ‘-근-/-쓴-’이 결합하여 어근을 형성하 

고 여기에 다시 접사 ‘-창-’가 붙거나， 이 어근이 중첩된 후 다시 ‘-향-’가 붙어서 형 

성된 어휘틀이다. 대체로 ‘짜근~/쓰근-’ 형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한영자전』에서는 

‘λ다쓴-/쓰쓴(쪽근)’ 형이 동시에 등재되어 있다 36) ‘싸근향-/~근후’가 나타내는 온도 

는 ‘따갑다/뜨겁다’보다논 조금 낮지만 ‘따뜻하다/뜨뜻하다’보다는 높은 정도로 판단 

되며 어기 중첩형은 이보다 좀 더 캉한 의미를 나타낸다 할 것이다. 

한편 ‘쓰겁다’는 물체의 가장 높은 온도인 ‘熱’을 의미히는 형용사로서 (10니에서 

처럼 기존에 통일 의미로 사용되던 ‘럽다’와 함께 쓰이면서 유의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럽다’가 가지고 있던 의미 영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자료를 보면 19세기 말까지 ‘럽다’와 ‘뜨겁다(뜨겁다)’가 같은 의미 영역에서 

35) 이런 점에서 석주연(1995‘ 48-49)에서는 ‘갑/겁 ’을 형태소 화석으로 파악효}기도 하였다‘ 

36) 이들은 접사에 의한 자옴 교체에 해당한다 하겠는데 후자만이 현대국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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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이 확인되며，37) 20세기 초부터는 ‘덤다’의 용례가 상대적 

으로 줄어들면서 ‘뜨겁다’가 서서허 ‘덤다’의 의미 영역을 잠식해 가고 있는 양상이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서 ‘렵다’는 점차 기온 표현으로 그 용법이 한정되게 되 

고 그 결과 현대국어에서 관형사형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물체의 온각 표현에 사 

용되지 않게 되었다. ‘더운 물’， ‘더운 밥’， ‘더운 피’ 등 몇몇 한정된 표현으로만 사 

용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관형사형으로의 사용도 다분히 관용적얀 용법에 가 

까운 것이라 생각된다. 즉 현대국어에서 ‘렵다’가 공시적으로 물체의 최고 온도를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화자들이 언지하면서 그러한 의미로 사용한 

다기보다는， 이전의 용법이 그대로 굳어진 일종의 관용적 표현으로의 사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더운 피’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관용구로 등재되어 있고， ‘더 

운물’과 ‘더운밥’은 모두 합성어로 처리되어 있어 구 구성에서 단어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더운 음식’， ‘더운 국(물)’， ‘더운 점심(아침 또는 저녁)’ 정도 

의 구 구성이 가능할 듯하나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듯하다. 무엇보다 이들 

‘더운+x' ， ‘더운-#X 구성에서38) ‘럽다’는 구체적인 의미(실제적인 온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뜨겁다’에 가까운 듯도 하고 그것보다는 낮은 온도인 찌뜻하다’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며 그 사이를 의미하는 듯도 하다.쩌 따라서 실제 언어생활， 

특히 구어에서 화자들은 그 의미가 모호한 ‘럽다’보다는 ‘뜨거운 물이 펼요해’ 또는 

따뜻한 물 좀 가져와라’ 등과 같이 보다 의미가 명료한 어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호k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 강한 듯하다. 이처럼 이들 구성에서 ‘럽 

다’가 가지논 의미의 모호성은 그것이 물체의 최고 온도를 나타내었던 이전의 의미 

를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3) ‘미자근향다’의 출현 

온각의 가장 낮은 단계를 나타내는 ‘g틴}의 옹기가 느껴질’ 정도의 온도는 중세 

국어에서 ‘빅곤향다’로 표현되었으며 그 모음교체형인 ‘뢰근향다’는 17세기 초의 문 

헌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40) 

37) 19세기 말의 『매일신문』에는 “불 됩프 어름 참을 모름과 긋도다”와 “불 쪽건율과 어름 창 거슬 모로고 
사는 사름이로다”와 같이 ‘립다’와 ‘뜨겁다’가 같은 환경에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예들이 보인다. 

38) ‘+’는 형태소 경계， ￥’은 단어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39) r표준국어대샤전』 에서는 ‘더운물’을 따뜻하게 데워진 물’， ‘더운밥’올 갓 지어 따뜻한 밥’으로 풀이함으 
로써 ‘럽다’익 원래 의미(熱)보다는 낮은 온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개얀적으로 물 모두 따뜻 
한 정도보다는 좀더 ‘뜨거운’ 것에 가까운 온도를 표시하지 않나 생각한다‘ 

40) 이영경(2011:102)에서는 ‘의근중다’가 비록 1608년의 〈두창집요〉 에서 처음으로 보이지만 중세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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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Î 흔 덩이를 사발익 담고 얼빔 번 글흔 블을 붓고 두에 다다 뭇다가 뭔표흐 

건듣 두 접 잔 만 향여 ... 머그면 즉시 금""니라 〈두초L집요 上:66a-b) 

L 둘재 힌일에 빅미 서 말 빅셔l 착말향여 구무썩 종야 뭔쿄흔 제 몽을 업시 

쳐 초건듭 몬져 효 미틱 섯꺼 닛코 〈융식디미방 삼핵쥬 16a) 

(12)에서 ‘띄근창다’는 한자 ‘小溫’에 대웅되었던 ‘빅곤향다’와 거의 통얼한 의미로 

이해된다. 두 예 모두 뜨거운 물체가 어느 정도 식은 후의 온도를 표현하는 것으 

로 (12니에서 볼 수 있듯 ‘흔기(차가워지기)’ 전 단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41) 문맥상 

e반의 온기가 남아 있는 정도， 말하자면 ‘미지근한’ 상태에 가까운 온도를 표현하 

는것으로판단된다. 

이 ‘꾀근향다’는 18세기를 넘어서면 다음과 같이 어간 말음에 ‘ o ’이 첨가된 ‘핑 

근향다’로 형태가 바뀐다.찌 

(13) Î 溫些 뭘표효단 〈통문유해 上:61)

L 不冷不熱的 뀔쿄효단 〈한청문감 12:53) 

1:: 이쥐도 보내논이 달혀 뭘겉안 흥야 수이 머기라 〈언간 183) 43) 

은. 강정을 흔 오좁씩만 너코 겁불울 및표의 섹며 〈규합총서 15b) 

‘핑근혼다’는 1748년에 간행된 『동문유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13τ 니은 

‘핑근향다’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바， 한자 ‘溫些(따뜻함이 적다， 조금 따뜻하 

다)’ 및 ‘不冷不熱的(차지도 뜨겁지도 않다)’에 대웅되어 있음에서 앞 시기의 ‘믹근 

풍다{믹곤향다)’를 이은 것임을 알 수 있다. (13 c)의 ‘핑건이’는 ‘핑근창다’에서 파 

생된 부사 ‘펑근이’의 ‘-’ 모음이 ‘ 4 ’로 표기된 것이다. ‘핑근향다’의 어근 ‘평근-’은 

19세기에는 (13 2 )과 같이 다시 ‘벙근-’으로 형태가 바뀌어 현대국어로 이어진다. 

한편 그 모음교체형언 ‘*빙곤향다(*빙근향다)’는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그 후대 

형이라 할 ‘맹근하다’가 현대국어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픽근향다’의 형태 변화외눈 별도로， 이와 형태 · 의미적으로 유사 

‘듯J계 어휘와 ‘듯 ’계 어휘의 공존 양상을 고려하면 이 어휘 또한 ‘"1곤흥다’의 모음교체형으로서 중세 
시기에도 이미 존재했으리라 추정하였다 

41) (12 ，)의 경우 웬문의 한자 ‘溫’에 대응되어 있으나 여기서의 ‘溫’은 ‘븐스다’로 표현되는 ‘溫’보다는 더 넓 
은 의미로 샤용원 것이라 생각된다 

42) 18세기부터 ‘의근창다’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43) 이 언간은 韓山遺*L 소재의 언간 중 하나로 영·정조대에 씌어진 것이다(검일근， 1986:7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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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또 다른 파생어가 출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바로 현대국어 ‘미지근하다’의 

직접적 소급형인 ‘띄지근향다’의 등장이 그것으로 온각 표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변화이다. 

(14) Î 형혀 죽은 게 잇거든 글희여 런리고 사니만 단디예 ?득 녀코 그 소곰블 

을 믹지근캉거든 게 온물게 부어 ... <음식디미방， 게젓 듬는 법 5a) 

'- 민죄표흐단 迷微 〈국한회어 127) , 민죄표흐단 溫 〈한영자전 385) 
c 믿진쿄흐단 溫 〈한영자전 392) 

‘띄지근향다’는 17세기 말의 자료로 여겨지는 (14끼)의 『음식디미방』에서 처음으 

로 확인되는데， 그 의미는 같은 자료에 나타나는 (12L)의 ‘믹근향다’와 매우 유사 

하다. (14，)은 게젓을 담글 때 끓연 소금물을 식혀 게에 붓는 과정을 설명한 것 

으로 여기서의 ‘띄지근후’는 차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온기가 남아 있는 상태를 

표현한 (12끼 L)의 ‘띄근향」와 그 의미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44) 

이 ‘띄지근창다’는 ‘띄근창다’의 어기 ‘*믹-’에 또 다른 어근 형성 접사 ‘-지근」이 

결힐L하고 다시 접미사 ‘-항-’가 붙어서 형성된 어휘라 할 수 있다 45)46) 같은 어기에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다른 접시카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가 생성된 것이다. 앞 

서 ‘~<-’를 어기로 하여 ‘F간향다’ 외에 ‘F간롭다’ ‘돈습다’와 같은 유의어들이 

형성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이렇게 등장한 ‘띄지근향다’는 기존의 ‘믹근향다’ 

및 그 후대형 ‘펑근좋다’와 치열하게 유의 경쟁을 펼쳐 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류 및 어휘집 자료즐인 위의 (13끼 L)과 (14L , 디을 보면 이들 어휘의 경쟁 양 

상과 추이가 엿보인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17세기 말에 ‘띄지근향다’가 이미 형 

성되어 있었으나 (13" L)에서처럼 18세기의 사전류 및 어휘집에서논 ‘믹근향다’ 

의 후대형인 ‘탱근향다’만이 등재되어 있는 반면 19세기 말의 사전류인 (14L , 디 

에는 ‘띄지근좋다’의 후대형언 ‘미지근향다’만이 그 모음교체형인 ‘믹지근좋다’와 함 

44) 현대국어에서도 ‘미지근창다l는 ‘더운 기운이 조금 있는 듯하다’로， ‘의근창다’의 후대형얀 ‘빙근창다’는 
‘엮} 미지근하다’로 각기 사전적 풀이가 되어 았는바(국립국어원 편 r표준쾌대사전』 참조) , 둘 사이 
의 의미 차이 즉 실체적얀 온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그 모옴교체의 짝얀 ‘매지 
근캉다(더운 기운이 조금 있다)’， ‘맹근캉다(엮} 매지근하다)'와도 의미 차。까 별로 없다‘ 

45) 이영정(2011 ‘ 102-103)에서 ‘의근흥다’는 가장의 어기 ‘*의 ’에 어근 형성의 접사 ‘ 근 ’이 결협하여 형성된 
형태로 파악하였으며， 이 펙는 동사 ‘의다(것)’와 관련이 았을 가놓성을 언급한 바 있다. 

46) 접사 ‘-지근 ’의 원래 형태는 ‘-쥬근/쥬군J이었던 듯하다 17세기 중 · 후반에 ‘들므쥬군좋다(박통사언해 
中‘30)’， ‘들의쥬근중다(역어유해 上‘50 ， 뼈l따조)’와 같은 어휘가 나타나는데 여기서의 ‘므쥬군중다/의쥬 
근창다’가 ‘의지근중다’의 앞선 어형으로 추정되고 ‘들J은 접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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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등재되어 있음에서， 18세기까지는 ‘핑근향다’가 우세하였다가 19세기를 지나면 

서 개신형인 ‘픽지근향다’가 점차 기존의 어형을 압도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현대국어로 이어져 현재 그 후대형들인 ‘멍근하다’와 ‘미 

지근하다’ 중 후자의 사용 빈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픽지근창다’의 세력 확대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따 

스함’과 ‘미지근함’이 혼합된 온도 표현의 변화이다. 중세국어에서 ‘듯빅용창다’로 

표현되던 이 흔합 온도가 근대를 거치면서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새로운 형태로 바 

뀌게 된 것이다. ‘듯빅용향다’는 중세국어 온각의 어기 ‘듯-’과 ‘픽근향」의 모읍고꺼1 

형 ‘빅곤후’가 어간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로47) ‘따스한 기운을 띠면서 미지 

근한’ 정도의 온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4$)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유사한 의 

미를 표현하는 데 ‘뜨뜻미지근하다’가 사용된다. 어간 또는 어근끼리 결합하는 단어 

구성 방식은 동일하지만 개별 구성 요소가 달라졌는데， 후행 요소로 ‘미지근하다’가 

선택된 것은 이 어휘가 17세기에 등장한 후 현대로 오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온각의 가장 낮은 온도 표현으로 가장 보편적인 어휘가 되었기 때문업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9) 이 ‘뜨뜻미지근하다’는 19세기까지의 자료들에서 문증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거의 현대국어에 와서야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2) 냉각 표현의 변화 

(1) ‘선선하다/션션찍’의 등장 

중세국어에서 온각의 중간 온도(溫)는 ‘~<:-다/드스다’로 표현되었고 그 어기 중 

첩형인 ‘듯듯다/듯듯다’가 존재하였으며 이을은 근대국어에서 각각 ‘돈÷향다/드스 

향다’ 및 ‘듯듯항다/듯듯향다〉 풋풋향다/풋풋향다’로 이어졌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냉각의 중간 온도(l京)도 중세국어에서는 ‘사늘향다/서늘향다’로 표현되었S며 

47) 이영경(201 1:100)에서는 합성어 ‘듯1:!]용흥 ’의 후행 어간 ‘1:!]용창 ’는 ‘빅곤흥J의 ‘민곤 ’이 ‘1’ 뒤의 ‘「’ 약 
화 현상에 의해 ‘빅온’이 되고 여기에 다사 7’가 첨가된 결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 ‘「 ’
약화 현상이 적용되면 후속적인 ‘1’ 첨가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는 대체로 형태소 정계가 뚜렷하게 인식 
되는 어미 결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어 내부의 경우는 후속 음운 현상이 적용될 수도 였다. 15 
세기에 ‘늘애(짧)’가 ‘느래l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48) 이 어휘는 그 용려까 극히 드물어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중세국어에서도 부사형만 확인되 
고 근대국어 사기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17세기 이후 ‘듯1:!]용향다’의 두 구성요소 모두 형태 · 음운 
의 변화를 압게 되는바 이에 띠와 형태적으로 어원과 벌어지고 그 결과 의미가 불투명해져서 점차 사용 
이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대이영경， 201 1:101). 

49) 이에 대해 선행 요소 역사 ‘溫’을 의미하는 어휘군(따스하다， 뜨스하다， 따뜻하다， 뜨뜻하다 통) 가운데 
가장 보편적 어휘로 자리잡은 찌뜻하다’의 모음 교체형 ‘뜨뭇하다’를 결합하여 옴성 모옴 계열의 새로운 
합성어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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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어기 중첩형인 ‘서느서늘향다’가 존재함으로써5이 온각 표현과 체계적으로 대웅 

되는 양않 보였는데 근대국어에 와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즉 ‘사늘향다/서늘 

향다’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어기 중첩형인 ‘서러늘향다’는 근대국어로 이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 ‘선선향다/션션향다’가 등장허는 것이다. 

(15) Î 오늘브터 비 개며 하 설설효닌 아마도 조심창여 평안히 오쇼셔 〈柳時定

짧簡 8) 

L. 날이 설설흐닌 엇디 인는다 념녀 브리디 못융여 흉노라 〈송규렴 先*~

9-14) 

c 설설효단 寒冷 〈한불자전 393) , 설설 행행 〈국한회어 176) 
(16) Î , 칩섣효단 행행 〈한불자전 400) , 접쉰효단 행 (셔늘~*량) <한영아전 541) 

L. 과니 럽거 말고 갤섣흐겐 거쳐흉고 쉬파리울 믹우 죠심향난니라 〈잠상집 

요 18a) 

c 지금 일피가 다시 쉰섣효얀 각쳐에 학교가 열니고 〈독립신문， 2권 110호〉 

2 섣설흔 朝'ý 氣運 秋氣가 完然흉다 〈송뢰금 77) 

‘선선향다’는 17세기 초 · 중엽의 언간 자료 (15，)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51) 17 

세기 후반에서 1해l기 초반의 언간 자료인 (15 L )에서도 확인되는바， 오늘날과 같 

이 기온을 나타내는 어휘로 근대국어 시기부터 널리 사용된 듯하다. 이 ‘선선향다’ 

는 19세기 말의 『국한회어』를 마지막으로 이후 ‘션션향다’로 바뀌는데， 1880년에 

간행된 『한불자전』에는 (15c ) , (16끼)과 같이 ‘선선창다’와 ‘션션향다’가 함께 등재 

되어 았으면서 약간 다른 의미로 풀이되고 있어 흥미롭다. 즉 ‘선선향다’는 ‘寒冷’으 

로， ‘션션항다’는 ‘源源’으로 풀이되어 전자까 후자보다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 

처럼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편찬자가 ‘선선향다’와 ‘션션좋다’를 다른 어휘로 인식 

한 것인지 아니면 통일 어휘의 이표기로 얀식하면서 풀이를 약간 달리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현대국어에는 후자의 의미로 이어졌다 하겠다. 

이 ‘선선향다/션션향다’는 형태 구조카 병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평’에 대웅되어 왔던 ‘서늘창J와 어원적인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남덕(1985)에서 

는 중세국어에서 냉각의 어근 ‘sVn-’을 상정하여 ‘선선-’은 이 어근의 중첩으로 설명 

하고 ‘서늘J은 여기에 어간을 만들기 위한 접사 ‘-을’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선선하다’의 ‘선J과 ‘서늘-’이 형태적인 관련성을 가짐을 언급한 바 

50) 그 모읍교체형인 ‘사난사늘흥다’는 확안되지 않지만 ‘서느서늘창다’와 함께 사용되었을 것무로 생각한다‘ 
51) 柳時定꿇簡은 1623-1657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진주 유씨의 한글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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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선J이나 ‘션」이 단독 어기로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서늘」’이 왔다는 것은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 즉 ‘서느서늘향다’에서부터 ‘선선향다’라는 형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 

는 것이 나아 보인다. 즉 ‘서느서늘향다’가 ‘선선향다’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는것이다. 

‘서느서늘향다’가 어기 형태가 축약된 중첩형 ‘선선창다’로 재구조화된 것은 그 

반의어에 해당하는 온각의 중간 온도 표현 ‘듯듯창다o 풋풋창다)’와의 형태적 대웅 

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온도 표현 어휘는 온각 체 

계와 냉각 체계가 의미뿐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정연한 대웅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 

이 경하다. 의미 관계에 따른 체계상의 대웅뿐 아니라 서로 대웅 관계에 있는 어 

휘들은 그 내적 구조나 단어 형성 방식 등에 있어서도 공통정을 보이며， 새로이 

형성되는 어휘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충실히 따트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 

대국어 시기의 어기 중첩형 ‘듯듯향다o풋풋향다)’는 단독형 ‘~<:-향다’의 어기 ‘F 

ι~>’가 1음절 ‘듯’으로 축약되어 중첩된 형태연바，%) ‘서늘창다’도 어기 ‘서늘」이 1음 

절로 축약된 ‘선-’의 중첩으로 새로운 어기 중첩형 ‘선선창다’를 구성함으로써 두 계 

열의 형태적인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새로운 어기 중첩형 ‘선선창다/션션향다’의 형성으로 그 단독형 ‘선」션-’이 새 

로운 냉각의 어기로 인식되게 되고 이를 어기로 한 또 다른 파생어가 생성되는데， 

접사 ‘득f쪽-’이 결합한 ‘션쪽창다’ 및 ‘션득션득향다’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모음 교체형 ‘산득산득향다’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선선향다/션션향다’의 모 

읍 교체형얀 ‘산산향다’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기 Î 보션 버슨 발은 아니 스리되 념의 온 가슴이 산득산득흥여라 〈청구영언 

542) 

'- 섣뜰흐단 快 〈한불자전 400) , 쉰뜰흐단 冷 〈한영자전 540) , 션득션득흥다 
〈한불자전 400, 한영자전 540) 

」’. 설뜰학단 冷然 〈국한회어 176) 

(17，)은 ‘버선 벗은 발은 아니 시리되 여며 온 가슴이 산득산득하구나’ 청도의 

의미로 여기서의 ‘산득산득향-’는 ‘갑자기 사늘한 느낌이 계속 있다’의 의미를 가지 

52) 형태 구조에 대한 이와 같은 파악은 순전히 공사적인 것이지 통시적으로 ‘듯듯중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듯듯중다’는 중세국어어써 온전한 어간으로 기능하던 ‘듯-’의 중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이영경， 2011 ’ 9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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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현대국어 ‘산뜩산뜩하다’의 소급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자료에 이 어 

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산산항다’도 이미 ‘선선항다’와 함께 존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선선향다/션션향다’와 형태적으로 관련되는 ‘션쪽창다(선쪽향다)’ 및 ‘션 

득션득향다’는 (17L , L’)와 같이 19세기 말의 사전류에서 처음으로 보이지만 ‘산 

득산득향다’가 18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역시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리라 

는 생각이다. 그 의미를 대체로 ‘冷’에 연결지음으로써 ‘선선하다’보다는 더 낮은 온 

도를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산산향다/선선향다’의 ‘산._/선내l ‘-득(쪽)-'의 결합으로 새로운 파생어가 

형성되는 양상은 ‘풋풋향다/풋풋좋다’의 ‘싼-/즈E’에 ‘-근(쓴)-’이 결합하여 ‘싼근창다/ 

쓰근향다’， ‘앤근싼근향다/뜨근뜨근창다’가 형성된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들은 

의미적으로도 반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영자전』에서는 

‘션쪽창다’에 대해 참고 정보로 ‘추쪽근창다’를 표시함으로써 이들의 의미적인 관계 

를표시하고있다. 

(2) ‘흔갑다’의 형성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는 통안 냉각 표현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는 ‘추갑다’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흔갑다’는 ‘츠다’의 어간에 접미사 ‘-갑-’이 통 

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뜨겁다’와 유사한 형태 구조를 가지면서 이와 반의 관계를 

형성하는 어휘이다. 그런데 이 ‘후갑다’가 언제 출현하였는지는 분병하지 않다. ‘뜨 

겹다’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세기부터 문헌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지만 ‘흔갑다’는 

근대국어눈 물론 20세기 초의 자료에서도 그 예가 몹시 드물다. 

(18) 쪽거워 웃지 가오 성의 놓너쇼 초건원 웃지 가오 양지머리 눌너쇼 〈춘향전 

97a>53l 

(18)은 1916년에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 『춘향전』에 나타나는 예로서 ‘혼갑-’의 

방언형이라 할 ‘흔겹」이 역시 ‘뜨갑’의 방언형 ‘쪽겁-’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었다. 문현상으론 20세기 초에야 ‘흔갑다’가 확인되는 것이다.잊) 한편으로 앞의 

53) 이 자료는 1916년에 간행된， 2권 1책 84장의 목판본으로 된 이본으로서 홍융표 선생 소장본이다. 전주 
에서 간행되어 보통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로불리며 2얘l기 초의 서남 벙언을 생생하게 보여 
준대디지털 한글빔L물관， 문헌자료와 해제， 문학류). 

54) 저작 연대가 1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작품의 예라는 점어써 이 어휘의 실제 통장 시기는 좀 더 앞설 수 
도있다 



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발달에 대하여 . 271 

(100)에서처럼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대역싸전 『한불자전』이나 『한영자전』 등에 

‘쓰겹다’는 등재되어 있지만 ‘차갑다’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뜨겹다’가 활발하 

게 사용된 19세기 말의 자료에서 ‘쓰겁다’에 대한 반의적 표현으로 (18)과 같이 ‘흔 

갑다’가 아니라 여전히 ‘혼다ü차다)’가 사용되고 있는 점55) 등을 고려하면 ‘추갑다’ 

는 ‘쓰겹다’보다 뒤에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흔갑다’는 ‘쓰겁다’에서 유추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 

체와 기온 모두 ‘럽다’로 표현되던 국어의 최고 온도 표현이 근대에 와서 ‘쓰겁다’ 

의 등장으로 물체와 기온 표현이 이원화되면서 이와 반의 관계를 형성하눈 최저 

온도 표현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최저 온도 표현으로는 ‘칩다’ 

와 ‘흔다’가 있었는데， 전자는 이미 기온의 최저 온도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으로 

써 ‘렵다’와 자연스럽게 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데 비해 후:A1눈 물체와 기온 표 

현 모두에 사용되고 있었던바， ‘뜨겁다’와 반의 관계를 형성하는， 물체의 최저 온도 

표현이 새로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쓰겁다’의 형태에서 유추하여 

‘흔다’의 ‘흔-’에 접미사 C갑-’을 결합함으로써 ‘쓰겁다’와 형태 · 의미적으로 뚜렷하게 

대웅되는 새로운 어휘 ‘혼갑다’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56) 

‘갑’이 전통적으로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새로운 형용사를 형성히는 접미사인만 

큼 ‘흔갑다’의 파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미적으로 ‘흔다’와 

거의 통일한 온도를 표현하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감각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r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차다’논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로， ‘차갑다’는 ‘촉감이 서늘하고 썩 찬 느낌이 있다’로 풀이되어 후지까 전자보다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두 어휘의 온도 차이는 

거의 없고 후자가 구체적인 물체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온도를 표현하 

는 정도의 용볍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7) 이 ‘흔갑다’의 형성으로 국어의 온 

도 표현 체계는 콘 틀에서 ‘럽다-줍다1/뜨겁다-차갑다’의 완벽한 대웅 구조를 이루 

게 되었다할것이다. 

55) 가령 19세기 발 『매일신문』의 “불에 다면 쓰거운 줄 알고 어름에 믹연 찬 줄 알기는" “우리는 당효에 
불 뜨거움과 어름 찬 거슬 보료고 사는 사콤이로다” 동의 예가 그러하다‘ 

56) 같은 맥락에서 현대국어 ‘치끈하다’와 ‘차끈차끈하다’는 ‘뜨끈하다’， ‘뜨끈뜨끈하다’어써 유추된 것으로 판 
단된다. 

57) 실제로 ‘날이 차갑다’와 같이 후자를 기온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 에서도 ‘ψ}운 
닐씨’와 같은 용례를 들긴 하였지만 ‘차갑다’에 의한 대기 온도(기온)의 표현은 필자에게는 역시 자연스 
럽지 않게 느껴진다 가령 ‘방 안이 차대방 안이 줍다)’는 가능하지만 ‘*방 안이 차갑다’는 어색한 것은 
‘차갑다’의 원래 용법이 구체적 물체의 온도 표현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도 오늘날 것짧다’롤 
기온 표현에도 샤용하는 것은 ‘차다’의 용법에 영향올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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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국어 온도 표현 어휘가 중세국어 이후 근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해 왔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제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중세국어 온도 표현 어휘는 현대국어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매우 정연한 체계 

를 가지고 있다. 전체 어휘 체계가 ‘最高-中高-中間-中低-最低’의 구조를 형성하는 

가운데 中間에 해당히논 ‘믹곤향다/띄근항다’를 기준으로 最高 온도 ‘럽다’와 最低

온도 ‘후다(칩다)’가， 그리고 中高 온도 ‘듯다/듯다(븐÷다/드스다)’와 中低 온도 ‘사 

늘향다/서늘향다’가 각기 반의 관계의 짝으로서 대웅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中高와 

中低 즉 온각 및 냉각의 중간 온도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보다 강한 의미를 나타내 

는 어기 중첩형을 꽁통적으로 가짐으로써 온각 표현과 냉각 표현이 체계뿐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캉한 대웅 양상L을 보여준다. 중세국어 온도 어휘 체계는 그대로 국 

어 온도 어휘 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바， 중세국어 단계는 국어 온도 표현의 

기본 체계가 형성된 단계라 하겠다. 

국어 온도 표현 어휘는 근대를 거치면서 어휘 목록과 세부 체계에 있어 적잖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 형성된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온도 

표현이 보다 세밀하고 다채로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온각 표현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온각의 중간 단계를 표현하는 

‘듯-/듯-’계 어휘들과 관련된 변화이다. 중세국어에서 ‘溫’을 의미하였던 ‘~<:-다/드 

스다’는 접사 ‘격-’가 결합된 ‘~<:-좋다/드스향다’로 대체되었고， ‘~<:-롭다’， ‘다습다’ 

등 세밀한 정도성의 차이가 표현되는 온도 어휘들이 다양하게 형성됨으로써 온도 

표현이 한층 풍부하고 다채로워지게 된다. 또한 어기 중첩형 ‘도듯」듯듯-’이 어두 

읍의 경읍화를 입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풋젖-/풋풋-’은 기존의 ‘듯듯-/듯듯-’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형을 몰아내고 단독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그 

반대 방향， 즉 ‘짜듯쓰듯-’과 같은 자음 교체형을 만을어 낸다. ‘꿨J풋풋-’의 형 

성은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 형태 구조가 불명확한 새로운 온각 표현을이 형성되는 

단초가 된다. 

온각 표현에서의 가장 큰 변회는 물체의 최고 온도 표현을 담당하는 ‘쓰겁다’의 

출현이다. ‘쓰겁다’의 생성과 이에 따른 ‘차갑다’의 생성으로 국어의 온도 표현이 큰 

틀에서 기온과 물체의 온도가 구별되는 이원적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쓰겁다’는 ‘듯듯향J가 ‘쓰풋후’로 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어가(‘듯-')에 대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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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지고 이에 따라 중첩 어기를 실제 음절에 따라 재분석한 첫 음절 ‘쓰E’에 접미 

사 ‘-겁J이 결힐L하여 형성되었다. 그 단어 형성의 기제는 중세국어의 ‘슴슴창다’와 

‘슴겁다’， ‘섭섭향다’와 ‘섭겁다’의 그것과 일치한다. 같은 어기로 ‘짜근항-/쓰근후’， 

‘짜근짜근창-/쓰근쓰근창J 등의 또 다른 파생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뜨겁다’는 의미 영역이 겹치는 기존의 ‘럽다’와 유의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럽다’ 

가 가지고 있던 물체의 최고 온도 표현이라는 의미 영역을 차지하고 ‘럽다’의 의미 

를 기온 표현에 한정시켰다 할 수 있겠다. 

온각의 가장 낮은 단계에 대한 온도 표현은 기존의 ‘꾀근향다’를 이은 ‘핑근향다’ 

와 함께 새로 형성된 ‘꾀지근향다’가 담당하였다. 이들은 끊엄없이 유의 경쟁을 해 

오다가 점차 ‘띄지근창다’가 기존의 ‘핑근향다’를 압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꾀 

지근향다’는 중세국어의 펀믹현다’를 대체승l는 새로운 혼합 온도 표현 ‘뜨뜻미지 

근하다’의 형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냉각 표현에서는 우선 중간 온도 표현에서의 변화가 눈에 띈다. 중세국어에서 

‘사늘향다/서늘향다’ 및 ‘서느서늘창다’로 표현되었던 냉각의 중간 온도 표현에서 어 

기 중첩형 ‘서느서늘향다’가 ‘선선항다(션션항다)’로 대체된 것이었다. ‘선선창다’는 

‘서느서늘향다의 어간이 재구조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느서늘향다’가 

어기 형태가 축약된 중첩형 ‘선선향다’로 재구조화된 것은 그 반의어에 해당하는 

온각의 중간 온도 표현 ‘듯듯향다<>풋풋향다)’와의 형태적 대웅에서 기언했을 것으 

로 추측하였다. 새로운 어기 중첩형 ‘선선향다/션션향다’의 형성으로 그 단독형 ‘선 

J션J이 새로운 냉각의 어기로 언식됨에 따라 접사 ‘-득/쪽」이 결합한 ‘션쪽향다’， 

‘션득션득향다’ 및 ‘산득산득향다’가 형성된 것도 주목된다.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는 동안 냉각 표현에 있어서 기장 두드러진 변화는 

‘흔갑다’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흔갑다’는 20세기 초에야 문헌에서 확인되고 19세 

기 말의 대역 사전류에 ‘쓰겁다’와 달리 아직 등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쓰 

겁다’보다 후에 등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것의 형성은 ‘쓰겁다’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즉 ‘쓰겁다’의 형성으로 최고 온도 표현에서 기온과 물체 온도의 표현이 이 

원화됨에 따라 최저 온도 표현에서도 ‘뜨겁다’에 대웅하는 온도 표현이 요구되었던 

바 의미 · 형태적으로 대웅되는 ‘흔갑다’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온도 표현 어휘， 온각 표현， 냉각 표현， 어기 중챔형， 경음화， 유추 

투고일(2012. 2. 27) , 심사시작일(2012. 2. 27) , 심사란료일(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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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tact) 

A Historical Study of Korean Temperature Words 

Lee, Yeong-gyeong * 

πlÏs paper considered how temperature words of Korean have changed and 

developed since Middle Korean. Middle Korean had a simple but well-ιordered 

lexical system of temperature words. Throughout the modem period temperature 

words of Korean show the tendency to become more detailed and varied. Among 

warm sensory words , firstly , formal changes can be seen in the words with 

cJat-/deut- roots. Temperature words that express a detailed difference of degree by 

addition of suffixes such as cJasahacJa/deuseuhacJa, cJasaropcJa, cJasapcJa were formed. 

Also , Datdat-/deutdeut-, words formed by stem reduplication, underwent glottaliz때on 

to become dcJatcJat-/ddeutdeut- in the modem period. From the glo다alized 

ddeutdeut-, the new word ddeugeopda, which expresses the highest temperature of 

substances, was also formed. DeopcJa had previously expressed the highest 

temperature of both air and substances, but with the formation of ddeugeopcJa, 

deopcJa gradually lost the latter meaning. Also, meuyjigeunhacJa was newly formed 

as an expression of the lowest degree of warmth. Among cold sensory words , 
seonseonhacJa/syeonsyeonhacJa replaced seoneuseoneuJhacJa, 얘lÍch was formed by 

stem reduplication and which expressed a medium tεmperature. The word chagapι& 

was also formed as an analogy to the word ddeugeopcJa. 

Key Words temperature words , warm sensory words , cold sensory words , 

reduplication, glottalization, analogy 

* 많\: Research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α.ù National Univers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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