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15세기 국어의 ‘，-탈락， 

E • E 교체， 이-역행동화’* 

조 창 규 

어떤 한 형태소가 두 언어현상에 관여한다면， 그 형태소는 두 언어현상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언어현상들은 어느 정도의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흥미있는 일이다. 15세기 국어에서 緊離 ‘-01-’는 ‘，-탈락’ 

과 이른바 ‘ E →근 교체’에 관여한다. 그리고 사 • 피동접미사 ‘-이-’는 ‘카

탈락’과 ‘이-역행동화’에 관여한다. 그러므로 너-탈락’， ‘ E • E 교체’， ‘이

역행동화’는 넓게 말해 접미사 ‘-이’와 관련된 현상들이다. 단편적으로 하나 

하나의 현상을 고찰할 때보다 통일한 요인 또는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살펴볼 때，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과 그 환경 요 

인에 대하여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었으리라 믿는다 

이 글은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었다. 첫째， 15세기 국어에 

서 ‘，-탈락’， ‘ C-+ 근 교체’， ‘이一역행동화’의 특정. 둘째， 계사 ‘-이-’가 ‘ π

탈락’과 ‘ E • E 교체’에 대하여 수행하는 역할과 이 두 현상이 갖는 관계. 

셋째， 사 • 피동접미사 ‘-이-’가 ‘，-탈락’과 ‘이-역행동화’에서 수행하는 역 

할. 이 세 가지 것 중 첫번째의 것이 잘 이뤄지면 나머지 두 가지는 부수적 

으로 얻어질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계사， 사 • 피동접미사와 관련하여 

세 가지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틀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과 

함께 그것들의 특정올 살펴볼 것이다. 그런 뒤에 둘째와 셋째의 것은 요약 

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 이 글은 서울대 어학연구소 주최 제 27 회 어학연구회(93. 12. 3-4)에서 “15세기 
국어첩미사 ‘-이( J )’의 음운론척 기능”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1 이 글에서 접미사는 파생접미사와 굴절접미사 양자를 지칭하는 용애이다. 그리 
고 굴절접미사에 대하여 편의상 조사， 어미 둥의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활용과 
곡용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전자는 용언에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을， 후자는 체 
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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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ï-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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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은 파생， 합성 그리고 굴절 등에서 모두 나타나기는 하지만， 파 

생과 합성에서의 ‘，-탈락’은 굴절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 산발적이고 예 

외가 많다. 그러나 굴절에서의 ‘기-탈락’은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글에서는 굴절에서 나타나는 ‘，-탈락’만을 다룬다. 굴절에서 나타나는 ‘끼

탈락’의 음운론적 조건은 곡용에서는 어간 끝소리가 ‘ 2 , y, 모음’일 때， 활 

용에서는 그것이 ‘ 2 , Y’일 때 나타난다. 

이 장은 사 • 피동접미사 ‘-이-’와 계사 ‘-이-’ 뒤에서 나타나는 ‘，-탈락’ 

으로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닉-탈락’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의 가능한 

방안이 모색되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된다. 

2.1. ‘，-탈락’의 양상 

활용에셔 ‘끼-탈락’은 어간의 끝소리가 ‘이’일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1)의 

예를 보자( 이 글에서 문현의 약호는 유창돈의 f' 01조어사전』에 따른다 ). 

(1) 가. 앗기건마흔 〈두초 23:33) 
가즐 비고 〈능 1:107) 
묘지거늘 〈월 1:36) 
티거든 〈석 13:22) 
즐기게 〈석 13:16) 

냐. 더 러 이고 〈두초 24:52) 
머기거늘 〈월 2:12) 
굴이 거나 〈석 9:37) 

니거지야다 〈용 38) 
마시고 〈두초 21:34) 
드러 치고 〈석 6:39) 
고티고져 〈두초 21:10) 

그치고 〈석 6: 1) 

병이고 〈곡 65) 
블들이고 〈원 하 3-2:33) 

0)은 ‘이’로 끝난 어간 뒤(1가)뿐만 아니라 사 • 피통첩미사 ‘-이’ 뒤(1 

냐)에서도 너-탈락’이 실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 • 피통접미사 ‘-이-’가 어간에 연결되어 그것이 ‘- ] (y)-’로 변 

이된 경우에는 ‘，-탈락’을 경험한다. (2)의 예가 그것을 보여준다 2 

2(2가)에서 ‘디다(落)’는 자통사와 타동사로 다 쓰이는데 자동사로 쓰일 때는 
명성이나 타동사로 쓰일 때는 상성으로 그 방점이 바뀐다. 또 전자의 뒤에서는 
‘，-탈락’이 일어나지 않으나 후자의 뒤에서는 그것을 경험한다(허웅 1985: 437). 
따라서 타동사일 때의 ‘디-’는 ‘[[디-(평성)]，tem + [ -이(거성)J sUff'x] ’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 *tiy’로 볼 수 있을 것이다( 0]7]문 1977:: 129). 
‘디다’가 자동사로 쓰일 때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물흔 "Ç리 디거놀 〈두초 15: 51) 
다솟 가마괴 디고 〈용 86) 
되위려 디게 흉고 〈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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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7슐 뿔혜는 텅 딛미 果實을 디오 〈두초 15:14) 
닐 딛미 디어든 〈두초 10:32) 
어분 아기 룰 조쳐 디오 〈월 10:24) 

나. 폼 우희 블 내오 폼 아래 블 내오 〈석 6:33) 
쳤긋 륭이 드러내에 훌쏠 닐온 自恐 l라 〈능 1:29) 
여러 봐어나 제 쓰거나 〈석 9:21> 
오방애 봐어시놀 〈곡 110) 

그러나 계사 ‘-이-’ 뒤에서는 예외없이 ‘끼-탈락’이 얼어난다. 사 • 피동접 

미사와는 달리 계사의 경우는 그것이 ‘아’로 실현되든 ‘ ](y)’로 실현되든 

그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 ‘「’이 탈락한다. 예 (3)을 보자. 

(3) 比lil 어나 比li尼어나 白衣樓越이어냐 〈능엄 7:7) 
가迎부없확坐 l 어시뇨 〈곡 193) 構福 l 어늘 〈용 111> 
하놀히어늘 〈용 120) 誠이어니 〈용 118) 
방放팡光이어시니 〈곡 190) 七寶 l오 〈곡 159) 
황黃금金띤臺오 〈곡 185) 第一이언마흔 〈석 13:57) 
文이에 좋고 〈월 10: 119) 如來時節이어아 〈석 13:47) 

예 (1), (2)를 통해서 우리는 ‘야’가 ‘，-탈락’의 음운론적 조건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바 었다. 그러면 (3 )에서 나타나는 계사 ‘-이-’ 뒤의 ‘끼-탈 
락’을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3 첫째 방법은 ‘계사’ 뒤의 ‘，-탈락’을 음 

운현상이 아닌 어간 자체의 형태론적 특이성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거 

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4 이 설명 방법에서는 15세기에 ‘-거늘’과 ‘-어늘’ 

이라는 이형태가 있어서 계사 뒤에서는 ‘-어늘’이 연결된다는 설명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 어간의 ‘y’ 뒤에서 나타냐는 ‘，-탈락’을 설명하 

기 위한 음운규칙이 별도로 펼요하게 된다. 그리고 ‘-거늘’과 ‘-어늘’의 이형 

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15세기의 ‘끼-탈락’이 공시적 현상이 아닌 통시척 결 

과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럴 경우 16세기 후반에 얼어냐는 ‘，-복귀’를 설 

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거늘’과 ‘-어늘’이 이형태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전면적인 ‘，-복귀’가 가능했을까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 

3(3)의 예 중 ‘比묘尼어나， 훌항黃금金벽臺오’ 둥은 계사 ‘-이-’가 연결되지 않고도 
‘，-탈락’이 나타난 것으로 처리할 수 었으나 이렌 처리 방법은 옳지 않다. ‘比묘 
尼어나’에서는 ‘이’ 뒤에서 ‘기-탈락’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형태소 연결에셔도 명 

사 뒤에 직접 활용어미가 연결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탈락’의 음운론적 
환경이 ‘y, 2 ’ 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比표尼어나， 월항黃금金떡臺오’ 등의 경우 
도 계사가 연결되었으나 표기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일관성이 있 

고 형태소 연결에서도 모순이 없다. 
4 이하에서도 ‘，-탈락’ 규칙에 의한 교체형을 설명할 때 ‘-거늘’과 ‘-어늘’을 예 
로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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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정적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5셰기 문헌에서 보이는 교체형들은 ‘,

탈락’을 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파악하게 한다. 

둘째 방법은 ‘，-탈락’을 음운규칙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것의 음운론 

적 조건이 ‘y’ 뒤이므로 계사 ‘-이-’를 느i-’가 아닌 ‘-*iy-’로 가정하면( 이기 

문 1977: 129), (1), (2)와 (3)의 예가 하냐의 규칙으로 일관되게 설명된 

다. 즉， (1)은 ‘끼-탈락’의 음운론척 환경을 만족하지 않고 (2)와 (3)은 ‘y’ 

뒤라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끼-탈락’이 얼어냐는 것으로 깔끔하게 설명 

된다. 그러나 문제는 추상적인 음소 ‘-*iy-’를 가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끼

탈락’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도 계사가 ‘-*iy-’로 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가? 만일 다른 경우에는 계사가 ‘-*iy-’로 가정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 

방법은 전체 체계를 생각지 않고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거기에만 척 

용되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으로서는 계사가 ‘-*iy-’라고 가정해야 할 펼연척 이유는 ‘，-탈락’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5 

그런데 굴절 내에서도 곡용의 ‘，-탈락’과6 활용의 그것은 그 환경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곡용의 경우는 ‘모음， y, 2 ’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 

‘「’이 탈락하지만， 활용의 경우는 ‘y, 2 ’ 뒤에서만 ‘카-탈락’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사를 ‘-*iy-’로 가정하더라도 굴절체계 전체를 하나의 규 

칙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곡용과 활용을 위한 각각의 규칙이 필요하다. 

펼자는 상술한 방법 충 두번째 방법， 즉 계사를 ‘-*iy-’로 가정하는 방법 

을 택한다. 이것이 상술한 것처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굴절 

체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컷보다 냐은 것이 찾아지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런데 다음 (4)의 예들은 일견 예외처렴 보인다. 어미 ‘-리-’와 어간 ‘아 

니-’의 ‘이’ 뒤에서 ‘，-탈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4) 가리-

아니흉리언마른 〈두초 8:60) 
엽스리 어늘 〈능 2:24) 

나.아니-

아니 언마흔 〈두초 22:39) 
아니어니 〈능 3:32) 
아니 어든 〈원 하3-2:27) 

이시리어늘 〈능 3:25) 
뼈러디리어늘 〈월 21:104) 

아니 어늘 〈두초 24:12) 
아니오 〈두초 24:61> 

5 계사 ‘-이-’ 뒤에서 어미 ‘-다’가 ‘-라’로 바해는 현상은 계사가 다른 ‘이’모음과 
는 차이가 있다는 충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iy-’라는 적극척 중거는 되지 

않는다. 어미 ‘-다’가 ‘-라’로 교체하는 현상은 -y 어간 뒤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 
문이다. 이 글 3창 참조. 

6나모와 果實와 〈석 6: 79); 가지와 〈석 13: 93); 어제와 〈두초 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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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4 )의 자료를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선어말어미 ‘-리-’와 어간 ‘아니-’의 형태론적 특성으로 돌리는 

방법이다. 이것은 결국 형태론적 해결 방법으로 앞에서 기술한 이유로 펼자 

는 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방법은 활용에서의 ‘，-탈락’이라는 전체를 

놓고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두 형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운론척으 

로 조건되기 때문이다. 둘째 방법은 ‘-리-’와 ‘아니-’의 형태를 재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리’는 기원적으로 동명사어미 ‘E ’과 계사 ‘-이’의 결합이고 

(이기문 1985: 164), ‘아니-’는 명사 ‘아니’와 계사 ‘-이’의 결합(유창돈 

1975 )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각각 계사를 공통으로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사 ‘-이-’， 선어말어미 ‘-리-’， 형용사 ‘아니-’가 

‘，-탈락’에 대하여 보여주는 행동의 일치는 계사와 같은 부류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리-’와 ‘아니-’는 각각 *-riy-와 *aniy-로 가정할 수 있다. 이렇 

게 되면 활용에서의 ‘，-탈락’은 모두 음운론적으로 설명된다 7 
이제 활용에서의 ‘，-탈락’은 그컷의 음운론적 조건이 어간의 끝소리가 

‘ 2 , Y’일 때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음 (5)의 예는 우리의 이러한 단정을 의심 

케 한다. 

(5 ) 주겨늘 〈용 106) 들여늘 〈곡 178) 물여시놀 〈곡 131) 

예 (1나)를 통해서 우리는 사 • 피통접미사 ‘-이’ 뒤에서 ‘카-탈락’이 거부 

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닉-탈락’을 경험한 어휘는 

연철표기되지 않고 모음동화도 외면하는데 (5 )는 사 • 피동접미사 ‘이’ 뒤에 

서 ‘，-탈락’과 모음동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합당한 설명 방법 

을 찾을 수 없고 어휘부 음운규칙이 갖는 예외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2.2. ‘，-탈락’의 어휘부 내의 위상 

‘，-탈락’은 단어 경계를 지나서는 얼어나지 않는다(6가). 그러므로 그것 

은 어휘부 안에서 얼어냐는 음운규칙이다. 또한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도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6나). 따라서 그것은 엄밀순환조건을 지키는 

현상이다. 

7만일 이러한 방법이 추상적야기 때문에 받아틀일 수 없다면 우리는 계사 ‘-이-’ 
와 션어말어미 ‘-리-’ 그리고 형용사 ‘아니-’ 뒤에서는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 
태 ‘-어늘’이 연결되고 ‘ 2 , Y’ 끝소리를 가진 어간 뒤에서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어늘’이 연결된다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한 형태소의 연결이 어떤 때는 형태론 
적으로 조건되고 에떤 때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다는 셜명이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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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八十種好 1 ?k시니 〈석 3:2) 
보샤울 기튜미 엽스샤 〈영가 셔 :6) 

世尊이 象頭山애 가샤 〈석 6: 1) 

냐. 사끌블 피걸좋야 〈석 6:23) 
벌거호미 이피엿도다 〈두초 10:38) 

대가리 잇」니와 송이 잇~니와 〈능 8:7) 

한편 ‘，-탈락’은 단어형성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굴절에서이다. 그런데 굴절 내에서도 ‘，-탈락’은 곡용 

과 활용에서 환경의 차이를 보인다.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에는 음운론척 

인 조건(모음， 2 ， Y 뒤) 외에도 형태론적 조건(동사와 부사에 연결되는 보 
조사 ‘-곰’은 ‘，-탈락’을 경험하지 않는다)이 관여한다. 그러나 용언에 어 

미가 연결될 때에는 음운론적인 조건(2 ， Y 뒤)만이 관여한다. 그러므로 15 
세기에 공시적으로 나타냐는 ‘，-탈락’ 규칙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그 규 

칙은 (7 )과 같다. 규칙 (7 )은 형태음소규칙으로 순환규칙이다 8 

(7) ，-탈락 규칙 
r -V , 

가.k • φ/ I -1 1] 혜언 --]어미 
‘ -y ~ 

(모음， 2 ， Y 끝소리를 가진 체언 어간 뒤에서 조사의 첫소리 ‘가’은 탈락 

된다. ) 

나.k • ø / I I ] 용언 --] 어미 
... -Y'" 

(2 , Y 끝소리를 가진 용언 어간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 ‘카’은 탈락된다 )9 

‘가-탈락’에 대한 곡용과 활용의 상관성을 생각해 보면， ‘，-탈락’은 곡용 

에서 시작되어 활용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었다. 규칙의 변모과정을 @ 

소수의 어휘와 제한된 환경에서 산발적으로 출현하는 ‘규칙의 발생’，@ 광 

범위한 어휘와 환경에서 적용되는 ‘규칙의 확대’，@ 제한된 환경에 적용되 

는 ‘규칙의 축소’，@ ‘규칙의 소멸’로 가정하면， ‘，-탈락’ 규칙은 15세기에 

곡용에서 활용으로 그 범위가 확대 척용되기는 하였지만 활용에서 그 환경 

이 축소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탈락’ 규칙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과정에 

았었다고 할 수 있다. 

8 필자는 Booij ‘ and Ru뼈ch (1985)의 어휘음운론 모형을 수정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자세한 것은 졸고 (1993L) 참조. 
9 계사는 선행어를 서술어로 만든다는 점에서 파생접미사와 유사하다. 따라셔 

(7나)에서 용언은 계사를 포함한-서술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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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제점 및 요약 

이 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그 문제점을 지척하면서 본 장을 마치 

겠다. 

(1) 몇 개의 형태소에 대하여 *iy라는 추상적 음소를 셜청해야 하는 부담 
을 안아야 한다는 것인데 음운규칙에서 추상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배제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추상적 기저형이 훨씬 설명력을 가질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2) 곡용에서 닉-탈락’의 음운론적 환경을 구성하는 ‘모 

음， 2 ， Y ’는 [ + sonorant]라는 공통자질을 가져서 향음성에 의한 약화탈락 
으로 볼 수 었다. 그러나 활용의 음운론적 환경인 ‘2 ， y ’는 미명셰이론( Ull

derspecification theory)에 의하면 공통자질로 [ + SOn, + COr]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것들이 갖는 이런 자질이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3) 국어에서 한 형태소의 첫 음절의 초성은 강한 위치여서 가능한 
한 원래의 음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실질형태소얼 때 

의 일이다. 반면 형식형태소언 어미는 늘 2음절 이하에 놓이기 때문에 약한 

위치만을 점한다. 따라서 어미에서의 ‘，-탈락’은 음절 위치와 무관하지 않 

다. (4) ‘，-탈락’에는 사 • 펴동접미사 ‘-이-’와 계사가 모두 관여한다. 사 
• 피동접미사 ‘-이-’는 ‘y’로 변이된 뒤에야 ‘，-탈락’의 환경을 구성한다. 

계사 ‘-이-’는 *iy로 가정되기 때문에 그것 뒤에서 예외없이 ‘，-탈락’이 나 

타난다. ‘，-탈락’에 대해서는 사 • 피동접미사보다 계사가 더 적극적 기능 

을 수행한다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형태론척 요인이 아니라 음운론적 요인 

때문이다. 

3. c • E 교체 

그것이 공시적인 것이든 통시적인 것이든 15세기 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 E • E ’ 교체는 다섯 가지 유형이 었다(유창돈 1975 ). 이 글에서는 어미에 
서 찾아지는 현상언 계사 ‘-이’와 추측법 선어말어미 ‘-리-’， 형용사 ‘아니-’ 

뒤에서 ‘ E ’ 첫소리를 가진 어말어미 ‘-다’， 선어말어마 ‘-더다도-’ 

등이 각각 ‘-라러라로-’로 교체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어미 

에서 보여주는 ‘E→E ’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어미에서 

‘，-탈락’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형태소들이 ‘E→E’에도 관여한다는 점 

이다. 

3.1. ‘ I • E 교체’의 양상 

계사 뒤에서 ‘E ’을 첫소리로 가진 어말어미 ‘-다’ 선어말어미 ‘-더다 

-도-’가 각각 ‘-라러라로-’로 교체한다. (8)의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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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 어간 끝소리 ‘-이’ 뒤에서 

떼러얻 리다 〈월 7:31) 

붓그리다가 〈곡 102) 
너 기다니 〈금삼 4:22) 
섬기다소니 〈두초 9:2) 
미치다 〈법화 2:27) 
\-리다 〈능 8:76) 
념뼈도다 〈두초 24:8) 

나. 높임선어말어미 ‘-시-’ 뒤에서 

得융시다 〈석 13:30) 
좋시더라 〈석 13:59) 
尊좋시도다 〈두초 8:10) 

다. 사 • 피동접미사 ‘-이-’ 뒤에서 

걸이더시니 〈월 8:91> 
맛기더니라 〈두초 16:18) 
칙이더니 〈원 셔 :47) 

그러나 (10)에서 보는 것처럼 선어말어미 ‘-리-’와 형용사 ‘아니-’ 뒤에서 

는 ‘ E • E 교체’가 일어난다. 

(10) 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니로리라 〈몽 19) 
놀래리러니 〈법화 2:28) 
몸좋 리로뎌 〈월 17:34) 
나시리로소니 〈월 1:40) 

냐. 형용사 ‘아니-’ 뒤에서 

아니로뎌 〈능 8:69) 

\-미라 〈월 7:45) 
三憶萬이러라 〈석 6:28) 
지비러니와 〈두초 15:22) 
버디라니 〈석 6: 19) 
사@ 리로뎌 〈용 67) 
千萬變化 l 러니 〈곡 165) 

떨 티 더라 〈두초 24;24) 
동니다니 〈삼강 효:4) 

날 리다니 〈번소 10:34) 
프러디도다 〈금삼 5:43) 
걷니더시니 〈석 6:20) 
너기다니 〈두초 15:12) 

坐l揮좋시다가 〈월 1:5) 
니르시 던 〈석 19: 31) 

맛기다소라 〈두초 24:39) 
슬이다가 〈능 8: 113) 

보요리라 〈곡 9) 

ç외리러라 〈석 19:34) 
후 리로다 〈석 13:58) 
융리로소야다 〈월 9:52) 

아니러라 〈법화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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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러든 〈몽 32) 
아니라 〈능 1:17) 

아니라가 〈법화 3:104) 

(10)의 예들은 ‘-이’로 끝난 어간이나 어며와는 달리 계사와 그 행동을 

같이 하고 었다. 따라서 (10)의 예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탈락’에서 시 

도했던 방법대로 ‘-리-’와 ‘아니-’의 형태를 재분석함으로써 계사와 동일 부 

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 E • E 교체’는 ‘，-탈락’과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두 가지 현상이 모두 계사 뒤에서 나타난다는 점은 갈지 

만 ‘，-탈락’은 ‘y’ 뒤에서 실현되냐 ‘ E • E 교체’는 ‘y’ 뒤에서 나타나지 않 

는다. 예 (11 )을 보자. (117})는 ‘ 1 (y)’로 끝난 어간 뒤에서의 예이고 (11 
나)는 사 • 펴동접미사가 ‘ ](y)’로 변이된 뒤에서의 예이다. 

(11 ) 가. 특외더라 〈월 2:24) 
메더니 〈곡 119) 
뭐더시니 〈월 8:80) 
苦로외더니 〈두초 23:7> 

나. 재더니(宿) <석 6:16) 

믹더니라(鋼) <두초 20:44) 
뷔다가 〈삼강 효:3) 

므의더니 〈삼강 효:16) 

셰도다( 立 ) <두초 6:22) 

그렇다면 계사 ‘-이-’와 선어말어미 ‘-리-’， 형용사 ‘아니-’ 뒤에서 얼어냐 

는 ‘E→E ’은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계사 ‘-이-’가 갖는 형 

태론적 특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었다. 더욱이 부동사어미 ‘-디’， ‘-디봐 

( 디위 ), -닫록’ 등도 이런 현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기문， 1977: 129)는 

점은 ‘ c • E 교체’가 형태론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만일 ‘ E • E 교체’를 보여주는 몇 개의 어미， 즉 어말어미 ‘-다’， 선어말 

어마 ‘-더다도-’의 첫소리 ‘ E ’의 기저음을 ‘*8’로 가청하고 그것이 

계사 ‘-이-’， 선어말어미 ‘-리-’， 형용사 ‘아니-’의 y 뒤에서 ‘*8’이 ‘f로 교체 

한다고 기술하면 문제가 었다 10 그 문제점은 첫째， 계사 ‘-이-’， 션어말어미 

‘-리-’， 형용사 ‘아니-’ 세 형태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태소(어간의 끝음이 

i이든 y이든) 뒤에서는 교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교체를 

보여주는 어미들의 기저형을 ‘*8’로 셜청하는 의도는 그런 어미들의 교체를 

음운론척으로 설명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어미에 대한 ‘*8'의 가청 

은 ‘ c-불규칙용언’의 끝소리 ‘E ’에 대한 ‘*8’의 가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 

다. 후자의 경우는 ‘*8’의 설정으로 그것들의 교체형들을 예외없이 셜명할 

수 있다. 즉 어간 끝의 ‘*8'은 [+cont, +cor] 의 자질을 갖는데， 그것 앞뒤 
의 모음이 갖는 [son] 자질의 확산에 의해 [+son, +con, +cor] 인 ‘f로 

변이되는 것이 자칠충위이론(the theory of feature hierarchy)에 의해 동 

102장에서 계사 ‘-이-’와 선어말어미 ‘-리-’， 형용사 ‘아니-’의 ‘이’를 *iy.로 가청 
했던 점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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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용으로 매끄럽게 설명된다 11 그러나 어미에서의 ‘ c→E ’은 어떤 음운 

론적 요인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즉 t음운론적으로 조건된 동화작용이 아 

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미에서의 ‘ E→E ’과 어간에서의 그것은 본질적으 

로 통일한 기제로 처리할 수 없다. 

3.2. 요약 

어미에서 일어나는 ‘ E • E 교체’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것이라기보다는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현상이다. 

‘，-탈락’과 ‘ E • E 교체’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소는 계사 ‘-이-’이 

다. 그런데 ‘，-탈락’에 대해서 계사 ‘-이-’는 음운론적으로 기능하는 반면， 

‘ E • E 교체’에 대해 계사 ‘-이-’는 형태론적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계사 

‘」이-’가 ‘，-탈락’과 ‘ E • E 교체’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전자는 음운론적 

현상이고 후자는 형태론적인 것이어서 본질척으로 양자는 차이가 었다. 

4. 01-역행동화 

15세기 국어에서 ‘이-모음동화’는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로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었다. 전자는 동화주인 ‘이( ] )’가 후행하는 [ +backl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 후자는 동화주인 ‘이( ] )’가 선행하는 펴동화음의 자리에 

셔 [ +back]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전자는 ‘i/y’에서 
시작하여 피동화음의 자리로 옮겨가고 반면에 후자는 피통화음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y’의 자리로 옮겨간다. 결과적으로 피동화음의 조음점이 본래의 

그것보다는 다소 전진하고 상승된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이다 12 

접마사 ‘-이’가 여러 파생어 형성에 관여하지만 ‘이-역행동화’를 보여주는 

것은 사 • 피통사 형성 때이다. 또한 사 • 피동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이

역행동화’를 보여주는 것은 어간이 끝음으로 모음을 가질 때로 한정된다. 

어간의 끝음이 자음일 때는 ‘님’일 때만 ‘이-역행동화’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사 • 피동접미사 ‘-이-’ 앞에서 p>b>β>4>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난다. 따라 

셔 이 장에서는 사 • 피동접미사 ‘-이’와 관련된 ‘이-역행동화’ 중 피동화음 

과 ‘-이’ 사이에 자음이 개재되지 않은 어휘만이 다휘진다. 그리고 이중모음 

의 단모음화， 이-역행동화， 움라우트 三者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규칙의 변 

모 과청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한다. 

ll Ã}세한 사항은 졸고(1993， ) 참조. 
12 15세기에는 전셜단모음 ‘ξ f:, 0 , 히’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자음이 개재되지 않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하향이중모음화를 。]-역행동화 

로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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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01-역행동화’의 양상 

‘이-역행동화’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혹은 ‘움라우트’와 관련되어 논의 

되어 왔다. 이 세 가지 음운현상의 공통점은 그 동화주가 ‘i/y’라는 점이다. 

그것들의 차이점이라면 앞 두 가지는 동화주와 피통화주 사이에 개재자음 

을 두지 않는 직접동화 현상이지만 움라우트는 개재자음을 사이에 두는 遠

隔同化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역행동화’는 음절 경계를 사이에 두지만 ‘이 

중모음의 단모음화’는 그것을 사이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사 • 피동접미사 ‘-이’는 어간말 모음과 연결될 때 계사(넓게는 ‘-이’가 격 

조사로 사용될 때)의 연결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12)의 예를 보 

자-

(12) 가. 계사 
끼. 내라 "마라 〈월 7:45) 
빼않坐 l 어시뇨 〈곡 193) 

L. 흔가지라 〈월 8:40) 
아회완되 〈월 8:85> 

나. 사· 피동접미사 

부혜시거시니 〈몽 22) 
익 文夫 l 여 〈원 서 :76) 

므슷 罪오 〈월 1:7) 
그 훌實人智L뎌 〈금강 87) 

끼. 츠이고 〈법화 2: 241) 칙이더니 〈원 서 :47) 

쏘얼시라 〈남명 상:33) 치 이거든 〈삼강 충:8) 

후이는 〈번소 8:21) 희이샤 〈소언 1:9) 희시붓다 〈두초 20:24) 
L. 얽며이」니 〈능 6:86) 얽띠얘 〈월 13:52) 
지이니라 〈두초 24: 41) 지얘는 〈석 11: 34) 

(127r)에서 계사는 선행 어간이 모음으로 끝날 때( 이( 1 )는 제외 )는 ‘ l 
( y)’로 자유변이된다. 이러한 변이는 15세기 국어에서 두 개 이상의 모음이 

하나의 음절로 통합될 때 나타난다. 그리고 선행 어간 끝소리가 ‘이( 1 )’일 
때는 어간 끝소리 ‘이( 1 )’가 탈락되고 계사 *iy가 연결된다. 계사의 이러한 
연결방식은 ‘이-역행동화’보다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관련이 었다. (12 
냐)에서 사 • 피동접미사는 어간의 끝모음과 통합되어 한 음절을 형성하지 

않고 일단 어간과는 별개의 음철로 연결된다 13 그리고 ‘이( 1 )’를 제외한 
다른 모음일 때는 ‘이-역행동화’를 얼으키고 수의적으로 탈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행 어간 끝소리가 ‘이( 1 )’ 모음일 때에는 거꾸로 선행 어간 끝소 
리의 영향으로 *yi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14 사 • 피동접미사의 이러한 

연결 방식은 파생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의식(문법의식 )의 반영으로 생각된 

13사 · 피동접미사가 연결되는 경우에 접미사 ‘-이-’와 어간 끝소리 인 모음이 한 
음절로 통합되기도 한다. 
예 ) 재다〈석 6: 16> *자이다， 봐다〈석 13:24> *보이다， 내다〈용 8> *나이다. 

14운율척 형성 방식을 볼 때 ‘에’는 *yi의 형태음소척 표기로도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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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내용을 어간과 접사의 모음 연결만을 보이면 (13)과 같다. 

(13) 가. 계사(-*iy- ) 
.,. -V],tem+*iy: V+*iy• Vy 
L. -i] stem+*iy: i+*iy• *iy 

나. 사 • 피동접미사 ( -i- ) 
.,. -V],tem+i: V+i• Vy+i• Vy 
L. -i] stem+i: i+i• *iy+i-i+*yi 

-Y]stem+i: y+i• y+i-y+*yi 
(V는 i를 제외한 단모음) 

사 • 피통접미사가 연결된 뒤에 ‘이-역행동화’를 보여주는 예 (14)를 보 

자-

(14) 이-모음 역행동화의 예15 

가. 어근 -찌 root+i 
보차- 보차요미 〈월 18:54) 
쏘寶 

Vy+i 
보채요미 〈월 9:49) 
씩인 〈구간 6:63) 

Vy 

* 
뽀 用 뽀이논디라 〈두초 23:38) 뼈이다 〈능 3:89) 
이어- 이어야는 〈두초 21:31) 이에여 〈두초 18:10) 
~-， 뼈 *~이고 〈소언 2:47) 치이거든 〈삼강 충:8) 

츠除 츠이고 〈법화 2:241) 칙이더니 〈원 서:47) 

흥-，擺 *혼이뎌 〈무원 1:42) 픽이니 〈남명 상:52) 

흉鳥 흉이는 〈번소 8:21) 혀이신대 〈속삼 충:3) 

나. 눔- 누이며 〈월 18:39) 뉘이고 〈구간 1: 16) 
더렵- 더러이며 〈능 1:24) 더레여 〈법화 6:57) 

빽우필 〈구상 49) 
* 
* 

회시웃다 〈두초 20:24) 

* 

(147t)는 어간 끝음이 모음일 경우에 실현되는 ‘이-역행동화’의 예이다. 

(14나)는 ‘ 8-불규칙 용언’에 사 • 피동접미사 ‘-이-’가 연결된 후， 어간의 

끝음 ‘H ’이 p>b>β>ø를 경험한 뒤에 보여주는 ‘이-역행동화’의 예이다. 

(14)의 예를 통해 볼 때 [ +back] 모음들은 모두 ‘이-역 행동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개재자음 없이 얼어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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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표시가 있는 어형은 15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찾아지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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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이-역행동화， 움라우트의 상호관계 

훈민정음에서 두 개의 모음이 결합한 “相合”자를 하냐의 중성으로 인식 

하였던 것은 그것의 지속 시간이 “起於 1 "한 이중모음(상향이중모음)보다 
는 길었으나 두 음절보다는 짧았고 또 장모음보다도 짧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음절경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상으 

로 하나의 음절 안에서 얼어난 현상이다. 그러나 ‘이-역행동화’는 음절경계 

를 필요로 한다. 음운의 변화는 한 음절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리라 

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음운변화의 점진성을 인정하는 업장에 서면， 읍운변화의 실마리는 음성적 

변이의 발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역시 한 

음절 안에서 있은 음성적 변이에서 찾아야 한다. 한 음절 안에서 기원척 이 

중모음(이-역행동화로 형성된 이중모음이 아닌 원래부터의 하향이중모음) 

이 음성적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음성적 변이가 확대되어 불안정하지 

만 음성적으로 단모음화된 이중모음이 하향이중모음의 변이옴으로 존재하 

게 되었을 때， ‘이-역행동화’는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되어가는 단계를 CD Vy•@ Vy-VYy•@ VYy-VY 

•@ VY로 가정하면16 CD은 이중모음만으로 발음되는 시기，@는 이중모 

음과 단모음화된 이중모음이 공존하는 시기，@은 단모음화된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사용되는 시기，@는 단모음화가 완성되어 음소로 존재하는 시기 

라고 하겠다 17 이런 가정이 인정된다면 15세기 당시에는 단모음화된 이중 

모음과 단모음이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vry-VY 단계까지는 진행되지는 않 

았다 할지라도 그 전 단계언 이중모음과 단모음화된 이중모음이 변이음으 

로 존재하는 Vy-VYy 단계에 있지 않았을까 한다. 

한 음절 안에서 있은 이중모음의 음성척 변이는 움라우트도 견인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움라우트는 그 발생에 있어서 ‘이-역행동화’보다는 

시기적으로 뒤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음소로서의 전셜 단모음의 형성 

을 전제로 하고 그 환경에 있어셔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에 개재자음을 필 

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움라우트는 모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현상인데 

거기에 자음이 관여하게 되면 개재자음의 성철에 따른 선별적인 움라우트， 

즉 움라우트의 제약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리고 규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환경의 제약을 받는 움라우트는 ‘이-역행동화’보다 뒷 시대일 수 

밖에 없다. 

16 여l를 들어 V를 [a] 라 하면， Vy는 하향이중모음인 [ay] 이고，vY는 하향이중모 
음이 단모음화된 [ e] 이며， VYy는 단모음화된 이중모음 [ey]로 하향이중모음언 
Vy가 단모음으로 실현되기는 하지만 아직 부음 y를 가진 이중모음이다. 
그러나 ‘ iy’도 이런 음성적 변이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지는 의문이다. 

17이와 유사한 견해가 한영균 (1991)에서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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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중모음의 음성적변이는 ‘이-역행동화’를 견인하고 ‘이-역행동화’에 

자음이 개재되면서， 규칙이 제약되어 나타난 것이 움라우트이다. 즉 이-역행 

동화와 움라우트를 통일한 기제에 의한 변이된 규칙 형태라고 하면， 15세기에 

는 피동화주와 동화주 사이에 자음이 개업되지 않을 때 실현되었던 ‘이-역행 

동화’가 자음이 개업된 환경에서도 설현되면서， 자음에 의한 제약을 갖게 된 

것이 움라우트이다. 결국 ‘이-역행동화’에서 움라우트로의 변모는 규칙이 실현 

되는 환경은 확대되었으나 대신 제약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4.3. 요약 

사 • 피동접미사 ‘-이-’와 관련된 15세기의 ‘이-역행동화’는 어간의 끝음이 

모음일 때 나타난다. ‘l::)-불규칙용언’의 경우에는 ‘H ’이 p>b>β>φ를 경험 

한 이후에 나타나는데 [ +back] 인 모음은 모두 ‘이-역행동화’의 대상이 되 
었다. 

15세기 당시에 하향이중모음의 음성적 변이음으로 단모음화된 이중모음 

이 폰재할 때 ‘이-역행동화’는 가능했을 것이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만 가 

능했던 ‘이-역행동화’가 자음이 개업된 환경에서도 실현되면서 자음의 성철 

에 따른 제약 조건을 갖게 된 것이 움라우트이다. 

계사의 경우는 어간 끝소리인 모음과 연결될 때 한 음절로 통합되어 나타 

나기 때문에 ‘이-역행동화’보다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관련된다. ‘이-역 

행통화’는 사 • 피동접미사 ‘-이-’가 연결될 때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 • 피 

통접마사 ‘-이-’는 ‘이-역행동화’에 대하여 형태론적 기능과 음운론적 기능 

을 통시에 수행한다. 

5. 맺음닮 

。1 글은 한 형태소가 두 가지 이상의 현상에 관여할 때， 즉 어떤 두 현상 

의 환경이 공통될 때， 그 현상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과 

그 공통되는 형태소는 그 현상들에 대하여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 

보는 데 있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탈락’과 ‘ C-+2 교체’， ‘이-역행동화’ 

가 선돼되었다. 

계사 ‘-이-’는 ‘，-탈락’과 ‘ C-+2 교체’에 관여한다. 그러나 ‘，-탈락’은 

계사라는 형태론적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음운론적i 정보 즉， 그것이 

*iy일 것만을 요구한다. ‘，-탈락’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현상이기 때문이 

다. 반면 ‘ E • E 교체’는 계사 뒤를 제외하고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도 몇몇 형태소에서만 ‘ E • E 교체’가 실현된다. 그러므로 ‘ E 

• E 교체’는 어떠한 음운론적 청보도 요구하지 않는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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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 따라서 계사 ‘-이-’는 ‘，-탈락’에서 한 환경을 구성하면서 음운 

론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 E • E 교체’에서는 ‘ E → E ’의 유일한 조건 

으로 형태론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탈락’과 ‘ E • E 교체’는 계사 

‘-이-’에 의해 서로 관련되어 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현 

상들이고 계사는 ‘，-탈락’과 ‘ E • E 교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사 • 피동접미사 ‘-이-’는 ‘가-탈락’과 ‘이-역행동화’에 관여한다. ‘，-탈락’ 

에셔는 사 • 피동접마사 ‘-이-’가 뒤에 오는 어마의 자음 ‘ 1 ’에 영향을 미치 

되， 첩미사 ‘-이-’가 ’ 1 (y)’로 변이될 것이 요구된다. 즉 사 • 피동접미사 
‘-이-’는 ‘，-탈락’에 대해 음운론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끼-탈락’의 음운 

론적 조건 중 일부를 담당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 기능을 보여준다. 반면， 

‘이-역행동화’에서는 사 • 피동접미사 ‘-이-’가 앞에 오는 모음에 영향을 미 

치는 현상으로， 어간 모음과 접미사 ‘-이-’ 사이에 자음이 개재되지 않을 것 

을 요구한다. 그리고 15세기의 ‘이-역행동화’는 사 • 피동접미사에서만 나타 

난다. 따라서 사 • 피동접미사는 ‘이-역행동화’에 대하여 형태론적 기능과 

음운론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 • 피동접미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역행동화’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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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k-Deletion, t-• γ A1ternation and 
z"-Retrogressive Assimi1ation:’ 

Chang-Gyoo Cho 

The p따pose of thls paper is (1) to study k-deletion, t• r altemation, i
retrogr않sive assimilation, in 15th century Korean, (2) to study the func
tions of the copula and the causative-passive suffix( =CPS) ‘-i-’, and (3) 
to study the relation among the three phenomena. 

( 1) In the ending, k-deletion occurrs according to phonological environ
ments. In order to describe it, 1 proposed that the phoneme of the copula is 
‘-*iy-’. A copula and the CPS ‘-l-’ operate phonologically on the k-deletion. 

(2) The ‘t-+ r altemation’ occurring in the ending is not a phonologically 
conditioned phenomenon but a morphologically conditioned altemation. 
Only a copula takes part in the ‘t • r altemation’ and operates 
morphologically on it. Therefore, the ‘k-deletion’ differs from the ‘t • T 

altemation’ in grammatical character. 
(3) The i-reirogressive assimilation, at least, has to premise that diph

thongs undergo phonetic variation. Only CPS ‘-l-’ participates in i-retro
gressive assimilation. And CPS functions morphological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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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logically on the ‘i-retrogressive assirrú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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