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격틀 구조의 역사적 변화* 

권 재 일 

1 . 머리말 

이 글은 국어 용언의 격틀 구조가 역사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문헌 자료를 바 

탕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언은 어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논항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용언의 어휘 

특성에 따라 문장 구조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형용사 ‘같다’는 현대 국어에서 

‘무엇-이 무엇-과 같다’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는 주로 

‘무엇-이 무엇-이 z 창다’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문장 (l a)는 15세기 국어의 

예이고 Ob)는 이를 현대 국어로 옮긴 것이다. ‘쇼효-이 걷디 아니창니’가 ‘속인 

-과 같지 아니하니 ’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권재일 1998 : 190-192) 

(1) a. 出家흔 사딛 E 쇼히[쇼종- I ] 걷디 아니 창니 (석보상절 6:22) 

b. 出家한 사람은 속인-과 같지 아니하니 

이와 같이 용언의 논항 구조는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문장 (2)에서 보면， ‘다 

르다， 주다， 삼다’와 같은 용언의 논항 구조도 역사적으로 변화했다. 중세 국어 

의 ‘무엇-에 다르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무엇-과 다르다’로， ‘누구-를 주다’는 

‘누구-에 게 주다’로， ‘무엇-을 삼다’는 ‘무엇-으로 삼다’로 변화했다. 

(2) a. 나핫 말싼미 中國-에 닿아 (훈민정음-언해 1) 

b. 四海롤 년글[년，-을] 주리여 (용비어천가 20) 
c. 되 룰 쌓향 4와 皇太fB - 롤 삼습고 (내훈 초간 2하:17) 

격 틀(case-frame) 구조는， 영 사구(NP)로 구성 되 는 통사적 논항 구조로서 , 한 

언어의 문장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적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격틀 구조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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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문장 구성 방식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격틀 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한 언어의 문장 구성 방식의 변화 

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 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즉， 문 

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 용언(동사 형용사)의 격틀 구조가 역사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법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시적인 문법 구조에 대한 연구 

와 통시적인 문법 변화에 대한 연구가 균형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문법 연구의 대상이 현대 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에 치중되어 통시적 연구가 

상당히 위축되었다 문법 연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연 한 언어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어 문 

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용언의 격틀 구조 

의 역사적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국어 문볍 연구에서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이제 격틀 구조의 변화 가운데， 역사적으로 비교적 분명한 변화를 보인 것을， 

1) 논항 ‘NP-을’이 (a) ‘NP-에 대하여’. (b) ‘NP-에게’. (c) ‘NP-으로’로 변화한 

경우와. 2) 논항 ‘NP-이|에 l 과’가 (a) ‘NP-과’. (b) ‘NP-을’로 변화한 경우로 나 

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l 

2. ‘ NP-을 V’ 구문의 변화 

2.1 . ’NP 을 ) N P-에 대하여’ 변화 

‘NP-을 V’ 구문이 ‘NP-에 대하여 V’ 구문으로 변화한 경우를 발화동사 ‘말 

하다’를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다 다음은 현대 국어 ‘말하다’ 동사의 격틀 구조 

와 그에 해당하는 예문들이다(권재일 · 김현권 1998/1999/2000 참조) 

(3) 현대 국어 ’말하다’ 동사의 격틀 구조 

a. NP-이 NP-에 게 NP-을 V 

그 사람은 나에게 자기의 경험을 말했다. 

철수는 영수에게 영회가 떠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b. NP-이 NP-에게 NP-에 대하여 V 

그 사람은 나애게 자기의 경험에 대해 말했다 

I NP 뒤에 결합하는 격조사는 형 태 ‘ - 이/가 을/를 과/와’ 가운데 ‘ 이 을과’를 
대표 형태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예문 가운데 격조사를 분철하기 위해서는 [ 1 안 
에， 형태소를 모두 분석하는 번거로움올 피하고， 격조사만 분석해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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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영수에게 영희가 떠난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c. NP-이 NP-에 게 S고 V 

대대장은 부하들에게 승리가 눈 앞에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사장은 직원들에게 토요일에도 출근하라고 말했다. 

영수는 친구들에게 여행을 떠나자고 말했다. 

d. NP-이 NP-에게 NP-을|에 대하여 Adv V 

그는 나한테 너를 좋게 말하더라 

제가 회사에 나올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부장님께 좋게 말해 주십시오 

위에서 보면， ‘말하다’의 대상이 되는 논항 ‘NP-을l 에 대하여’의 NP는 말하는 

‘언급대상’이거나 말하는 ‘구체내용’이다. 문장 (3a，b)에서 ‘경험’은 말하는 언급 

대상이며， ‘영희가 떠난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말하는 구체 

내용이다. 말하는 언급대상이든 구체내용이든 격틀 구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1] ‘NP 을’， [2] ‘NP-에 대하여’， [3] ‘s-고’ 형식으로 나펀다. 그런데 [1] 

‘NP-을’ 형식과 [2] ‘NP-에 대하여’ 형식은 서로 교체하여 쓰일 수 있으며， 또한 

때에 따라서는 [2] ‘NP-에 대하여’ 형식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기도 하다.2 

동사 ‘말하다‘는 이른바 발화동사 가운데 중립적이며，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발화동사 ‘발언하다， 언급하다， 약속하다， 충고하다’ 등과 또한 ‘묻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등이 쓰이는 자리에 ‘말하다’는 얼마든지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이 

러한 현대 국어의 ‘말하다’ 동사처럼 중세 국어에서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발화 

동사는 ‘니 딛다’이다 이현희(1994 : 329- )에서 중세 국어의 화법동사를 ‘니딛다， 

묻다， 出令 창다， 命창다， 짧歡창다， 과창다’ 등으로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동사가 ‘니걷다’라고 하였다. 그 외의 동사들은 ‘니딛다’에 비해서 의 

미상 제한된 용법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니닫다’는 입으로 말을 한 

다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글자나 문장 둥을 해석하는 의미로 사 

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립적이고 포관적인 발화동사로서 ‘니딛다’는 그 쓰임이 역사적으로 변화했 

다， 이미 권재일 (1998 : Z77- )에서 밝힌 바 있지만， 인용 구문의 예를 들면， 중 

세 국어의 ‘니딛다’는 근대 국어에서는 ‘굴다’가 대신하며， 현대 국어에서는 ‘말 

하다’가 대신하고 있다 문장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중세 국어 문헌인 〈내훈 

〉에서는 ‘굴다’가 거의 쓰이지 않았으나 근대 국어 문헌인 〈어제내훈>에서는 

모두 ‘을다’로 대치되어 있다. 

2 ‘-에 대하여 ’ 형 식 은 실제 ‘-에 대해!대하여 |관해|관하여’ 동으로 나타난다 예 · “철수 
는 영수에게 영회가 떠난 사실-에 대해 l대하여 l관해|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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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李民女械예 닐오뎌 “"'2~매 ?초아슈미 情이오 … 媒疑예 잇디 아니창 
'::-니라 .. (내훈-초간 1: 1) 

b 曲禮예 닐오뎌， “果實을 님긍 알띤셔 주어시든 그 주4 잇는 거스란 

그 주~를 푸몰디니라 .. (내훈-초간 1:9) 
C. 安徐히 닐오디， “혈애 네 소니 데어녀” 흉니 (내훈-초간 1:16) 

d. 孔子 1 니딛샤뎌， “말슨미 忠心 든외며 有信히 창고 헝뎌글 도타이 창 

며 暴敬졸연 ... " (내훈-초간 1:16) 

e. 굶子 1 니긍샤뎌， “사끝미 道理 두쇼매 버 브르게 먹고 더운 옷 니버 

f更安히 살오 ?글효미 업스연 뽑默에 갓가오릴것1 " (내훈-초간 1:19) 

(5) a 李民女없예 결오뎌 “민 g 에 걷촌 거시 情이오 … 媒疑예 잇디 아니창 
'::-니라" (어제내훈 1:1) 

h 뼈禮예 올오뎌， “님금 알픽셔 실과룰 주어시든 그 베 잇는 거스란 그 

씨 를 품을 셰니라" (어제내훈 1:8) 
C 이에 날회여 닐러 홀오뎌 “뿔이 네 손을 더여냐” 창니 (어제내훈 

1:14) 

d 孔子 1 ~Q 샤뎌， “말슴이 忠성되고 맛브며 헝실이 第실창고 공경 향 

연" (어제내훈 1:15) 
e. 굶子 1 을 Q 샤뎌， “사룹이 道 l 이쇼매 비 브르게 먹고 더온 옷 닙어 

편안히 잇고 ?딛침이 업스면 곳 즘승에 갓가올릴서" (어제내훈 1:17) 

‘나딛다’ 동사는 인용 구문에서뿐만 아니라， 격툴 구조에서도 변화하였다 이 

제 ‘니딛다’ 봉사의 격틀 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5세기 국 

어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6) a 부텃 피별-을 地꽤이 닐어늘 (월인천강지곡 상 기82) 

b 釋빼1 1 ". 四十年을 般若 等 敎-롤 니 딛시니 (월인석보 14:43) 

C. 그썩 tIt自在王佛이 .. . 짜희 골 업스며 묘호물[묘홈-을] 닐어시늘 法藏

比.fi: l 듣주형시고 (월인석보 8:59) 
d. 비록 얼굴 量의 크며 져고딜[져곰-올] 닐오미 몽창리나 (원각경언해 

상 1-2:61) 

문장 (6)을 바탕으로 하면 15세 기 국어 의 ‘니 딛 다’ 동사의 격 틀 구조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7) 15세기 국어 ‘니 ξ 다’ 동사의 격틀 구조 

a. NP-이 NP-의게 NP-을 V 

b. NP-이 NP-의 게 S음-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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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7a)는 말하는 언급대상을 (7b)는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실현한다(이 

현희 1994:335- ). (6a ，b)의 ‘피별， 敎’는 언급하는 대상이며， (6c，d)의 ‘짜회 골 

업스며 묘호올， 얼굴 量의 크며 져고불’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와 같이 ‘니 걷 

다’의 대상이 되는 논항은 그것이 언급대상이든 구체내용이든 ‘NP-을’ 형식으 

로만 실현된다. 즉 ‘NP-에 대하여’ 형식은 전혀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데 문장 (6)을 현대 국어로 옮기연 다음 (8)과 같다 ‘NP-을|에 대하여’가 모두 

나타나는데，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문장은 ‘NP 을’ 형식보다 오히려 ‘NP 에 대 

하여’ 형식이다. 이를 통해 보면， 중세 국어 ‘NP-을 니 딛다’ 구문은 현대 국어 

에 이르러 ‘NP-을|에 대해 말하다’ 구문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3 

(8) a. 부처의 기 별-{을l에 대해} 地꽤l이 말하므로 

b. 釋떼가 ... 사십년을 般若 등의 가르침-{을l 에 대해} 말씀하시니 

C 그때 l止自在王佛이 .. 땅이 꼴 없으며 좋은지-{를|에 대해} 말하므로 

法藏比.fi::가 틀으시고 

d 비록 형체가 큰지 작은지-(를|에 대해} 말하지 못하겠으나 

다음으로 16세기 국어에서 ‘니딛다’ 동사가 쓰인 문장을 살펴보자， 

(9) a. 네 그저 폴 갑슬[값-을] 니딛라 욕절업시 간대로 갑슬 바도려 창노괴 

여 (번역노걸대 하 10) 

b. 그 늘근 사롬이 한가흔 저피 많돈려 이 계교 를 니른대 (번역소학 

9:88) 

C. 변방 피별와 관원 브리며 벼슬흥엄-을 닐으디 아니흠이오 (소학언해 

5:1(0) 

d. 님금 더블어 말승홍 제는 신하 브림-을 닐 q 며 大人븐려 말슴훌 제는 

弟子 브립 -을 닐 Q 며 (소학언해 3:15) 

문장 (9)를 바탕으로 하면 16세 기 국어 의 ‘니 걷 다’ 동사의 격 틀 구조는 15세 

기와 마찬가지로 위의 (7)과 같다 ‘니걷다’의 대상이 되는 논항은 그것이 언급 

대상이든 구체내용이든 ‘NP一을’ 형식으로만 실현된다‘ 문장 (9)를 현대 국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데， ‘NP-을j 에 대하여’가 모두 나타나며， 자연스러운 문장은 

역시 ‘NP-에 대하여’ 형식이다 

3 한편 이현회 0994 제8장)에 따르면， ‘니클다’는 중세 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구 
문 구조를 보인다 NP-이 NP-의게 NP-릅 니딛 - NP-이 NP-를 니딛 , NP 이 NP-에 
NP-를 니딛 NP 이 NP-로 니딛 , NP-이 (NP-의게) S음 을 니걷-， NP-이 (NP 의 
게) S (창야) 니걷- NP 이 NP-를 S 니걷 , NP-이 NP-에 s (창야) 니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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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당신은 그저 팔 값-{을|에 대해} 말하여라， 속절없이 마음대로 값을 

받으려 하는군. 

b. 그 늙은 사람이 한가할 때 廣에게 이 계교-{를l에 대해} 말하므로 

C. 변방 기별과 관원 부리며 벼슬시킨 것-{을|에 대해} 말하지 않음이요. 

d. 임금과 더블어 말씀할 때는 신하 부립-{을|에 대해} 말하며 大A께 

말씀할 때는 제자 부림-(을|에 대해} 말하며 

다음에는 17세기 국어에서 ‘니닫다’ 동사가 쓰인 문장올 살펴보자. 

(11) a 네 그저 흘 갑슬[값-을] 니딛라 욕절 엽시 이리 간대로 갑슬 꾀오는 

다 (노걸대언해 하 9) 
b. 날특려 쇠어미 섬길 이룰[일-올] 니 ξ 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열녀 

14) 

C. 님굳이 王事-흘 니딛고 國팎-룰 니딛디 말며 大夫土 l 工事-롤 니딛 
고 家事-룰 니딛디 마롤디니라 (가례언해 9:37) 

문장 ( 1l)을 바탕으로 하면 17세기 국어의 ‘니 ξ 다’ 동사의 격틀 구조 역시 

15세기와 마찬가지로 위의 (7)과 같다. ‘니 클다’의 대상이 되는 논항은 그것이 

언급대상이든 구체내용이든 ‘NP-을’ 형식으로만 실현된다 문장 (11)을 현대 국 

어로 옮기연 다음과 같은데， ‘NP-을l에 대하여’가 모두 나타나며 ， 자연스러운 

표현은 역시 ‘NP-에 대하여 ’ 형식이다 

(12) a 당신은 그저 팔 값-{을|에 대해} 말하여라. 속절없이 마음대로 값을 

받으려 하는군 

b 나에 게 시어머니 섬길 일-{을|에 대해} 말하니 

c 임금은 王事-{를|에 대해서는} 말하고 國짧-{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며 ， 사대부는 I핍-{를|에 대해서는} 말하고 家핍-{를|애 대해서는) 

말하지 말 것이다. 

이상의 기술을 통해 볼 때， ‘니 걷 다’ 동사의 격툴 구조는 1 5세기 이래 ‘NP-이 

NP-의게 NP-을 니 금 다’ 구문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대 국어에 이르러 ‘NP-이 

NP-에 게 NP-을!에 대하여 말하다’ 구문으로 확대 ，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NP-을 V’ 구문이 ‘NP-을|에 대하여 V’ 구문으로 변화한 예를 발화동사 가 

운데 ‘묻다’ 동사를 통해 더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문장 ( 3) , (1 4) , (15)는 각각 

15세기， 16세기， 17세기 국어 문장이다. 

(13) a 如來 l 이제 딩 .Q> '!] 잇논 덜[뎌 -2 ] 묻거시늘 (능염경언해 1:84) 

b. 所親이 머므러 부려쇼을[부려숍-올 ] 묻느니 (두시 언해-초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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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葉公이 孔子-를 子路의게 무러늘 子路 l 對치 아니흔대 (논어언해 
2:20) 

b. 약청이 그 정실-을 모돈 사룹의손뎌 무러 다른 말슴이 업거든 (여씨 

향약 41) 

(5) a 그 엽서창는 바-룰 무러 가극 인導창야 營$양훌디니 (가례언해 7:8) 

b. 내 너튼려 져기 字樣-올 무로리라 (박통사언해 중 4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묻다’의 대상이 되는 논항은 그것이 언급대상이든 구 

체내용이든 모두 ‘NP-을’ 형식으로만 실현되며， ‘NP-에 대하여’ 형식은 나타나 

지 않는다. 위에 든 문장을 각각 현대 국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데， 자연스러 

운 표현은 ‘NP-에 대하여’ 형식이다. 

(6) a. 如來가 이제 마음에 있는 데-{를|에 대해} 물으므로 

b. 친한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의지하고 있는지-{를|에 대해} 물으니 

(7) a. 禁公이 孔子-{를|에 대해} 子路에게 불으니 子路가 대답하지 아니하 

므로 

b 약정이 그 정실-{을|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물어 다른 말이 없으면 

(8) a. 그 없어하는 바 {를|에 대해} 물어 갈라서 인도하여 영변할 것이니 
b. 내가 너에게 저기 字樣-{을|에 대해} 물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묻다’ 동사의 격틀 구조는 15세기 이래 ‘NP-이 NP-의게 

NP-을 묻다’ 구문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대 국어에서 ‘NP-이 NP-에게 NP-을l 

에 대하여 묻다’ 구문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발화동사 이외의 다른 동사를 통해 ‘NP-을 V‘ 구문이 ‘NP-을l에 대 

하여 V’ 구문으로 변화한 예를 더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문장 (9) , (20) , (21) 

은 각각 동사 ‘듣다， 슨랑창다， 알다’가 쓰인 15세기， 16세기 ， 17세기 국어 문장 

이다.4 

4 한편 ‘보다， 바라다’ 동사의 경우에서도， ‘NP-을 V’ 구문이 ‘NP-을|에 대하여 V’ 구문 
으로 변화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이 현희 1994 ’ 459, 503 참조) 
感修、히 이쇼뭉〔이용-올] 너회 무를 보노라 (두시언해-초간 13:25) > 유유히 있음-{에 

대해서라연} 너희 무리를 본다 

몽 텅 료올[텅룡-을] 北녁 늘그닐 빙라노라 (두시언해-초간 8:5) > 봄 맡기는 일-{에 
대해서는} 북쪽 늙인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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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 그되는 틴 4미 甚히 健봐호울[健밤홈-을] 듣노니 (두시언해-초간 

19:31) 

b 子路 l 굴오뎌 願컨댄 子의 志-를 듣즙고져 향농이다 (논어언해 

1:51) 

C. 동성 ξ랑홈과 혹문과 헝실-올 드클시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자 

6:24) 

(2이 a. 願明창야 제 짜 여희여슈블[여희여숨-을] 끼5랑~늦다 (두시언해-초간 

17:17) 

b. 네 이런 갑새 g 디 아니창고 네 다하 므스글[므스， -을] ιS랑향는다 

(번역노걸대 하 13) 

C 네 이런 갑시 F 디 아니창고 네 다홈 므서술[므섯-올] 성각창는다 

(노걸대언해 하 11) 

(21) a 이제 모벗는 이 Ilt界며 다른 世界옛 諸佛 홈陸 天龍 鬼빼-올 네 數

를 알리로소니여 모딛리소니여 (석보상절 11:4) 

b 하난리 우리 이를[일-올] 아딛시면 아딘려나 이버니 아니창랴마는 

(한글펀지 67) 

c 자니네는 日本 풍욕-을 미리 아딛시는 이리오니 (첩해신어 5:2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동사들은 모두 ‘NP 을’ 형식으로만 실현된다， 

즉 ‘NP-에 대하여’ 형식은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 든 문장을 각각 현대 

국어로 옮기연 다음과 같은데， 이 역시 자연스러운 표현은 ‘NP-에 대하여’ 형 

식이다. 

(22) a. 그대는 마음이 매우 건장함-(을1에 대해} 들으니 

b. 子路가 말하기를， 바라건대 공자의 뜻-(을|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C. 풍생을 사랑함과 학문과 행실-{을|에 대해} 들으시고 

(23) a 총명하여 고향을 떠나 있음-(을|에 대해} 생각한다 

b 당신은 이 값에 팔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을|에 대해} 생각하는가 

c 당신은 이 값에 팔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을|에 대해} 생각하는가 

(24) a. 이제 모두어 있는 이 세계며 다른 세계의 여러 부처， 보살， 천룡， 귀 

신을 네가 수-(를|에 대해}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b. 하늘이 우리 일-(을|애 대해} 아시연 아무려나 이번에 아니하겠는가 

마는 

C. 자네들은 일본 풍속-(을!에 대해} 미리 아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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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볼 때 ， 이들 동사들의 격틀 구조는 15세기 이래 ‘ ... NP-을 V’ 구 

문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대 국어에서 ‘… NP-을l에 대하여 V’ 구문으로 변화했 

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NP-에 대하여 V’ 구문은 언제부터 국어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물 

론 ‘무엇에 대면하다’의 뜻으로 쓰인 ‘對창다’는 이미 15세기 국어에서부터 계속 

보인다 

(25) a. 내히 Z，"，흉니 돌門을 對창옛도다 (두시언해-초간 7:39) 
b. 客을 對향여 술을 먹고 詩句를 율프며 (박통사언해 중 44) 

C. 先生이 康個을 對창야 닐오뎌 (박통사언해 하 19) 

d. 冠者 l 對창야 굴오뎌 (가례언해 3: 13) 

그러나 이 글의 관심 대상인 ‘-에 대하여’는 19세기말， 즉 현대 국어 초기 문 

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이전 자료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먼저 <

독립신문〉을 살며보기로 하자. 1896년 창간호 이래 처음으로 ‘-에 대하여’가 나 

타난 것은 1 899년 9월 이후 신문에서이다 5 

(26) a. 청국 련진에 쥬차흔 일본 령÷가 청국의 모든 철도-에 다창야 trk 
이 보고창앗는뎌 근일 정황이 좌와 X다더라 0899.9.8.) 

b. 아라샤 외무 대신의 말이 예일 문제는 아라샤에셔 청국 만쥬에 농는 

철도 간건-에 뎌창야 양씨가 보증이 되니 (1899.9.9.) 

비록 〈독립신문>에 몇 예가 보이기는 하나 같은 시기의 교과서 및 문학작 

품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대한매일신보>에서 여 

러 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음 문장틀은 1904년 신문이다. 

5 이 글의 관십 대상이 아닌 ‘-에 대하여’는 약간 앞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디셰 흥익 四百四十죠方죠千끄百十六원 에 뎌흉야 百분지 죠十五여에 당흠 

0899.4 .7.) 
금년 관삼 간건-에 뎌혹야 히 감독이 三十方원을 예일 은헝에 넷으로 엇으란다는 말 

이 잇섯다더니 08ffi.9.6.) 
아 법 량국이 츄호도 정국다가 령토짧土룹 두지 아니 창켓고 혹 다른 강국이 정국에 

뎌창야 야심野心을 두연 아라샤와 불란셔가 기어히 보호향리라 흔뎌 0899.9.9.) 
또 셔터후가 그 조흔 뜻을 샤례 창며 청국 정부에셔 아라샤 죠정의 꾀 창는 tl~의 정칙 

에 다창야 흔 거름이라도 나아가게 결심창고 08999.9.) 
정국 각 항구에 죠계 예도 안건에 딘 좋야 각룡의 죠직 흔것이 다 갓기는 상해와 변진 

과 한구와 광동인디 0899.9.18.) 
일 아 간에 두번지 향는 협상을 의지 창야 양공업 양에 베플기에 뎌흉야 흔유를 엇어 

셔 o없9.11.30，) 
감히 능의 나라 국피를 뎌 하야 죠곰이라도 표치 못한 물을 q 니 하거니와 

089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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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 우리 대한미일신보의 목덕은 대한의 안녕 질셔에 관한 모든 례목-와 

딛흐으t뇨 공평한 벌롤을 쥬장흥이라 (1904.8.16.) 
b 외부에셔 덕국 공관에 죠복향되 향일 귀죠회 녀에 귀국인 간건-봐 

당효앞 효효훌소록 (1904.8.16.) 
c 일션에 황희 관찰간가 외부로 포 보고창엿는딘 관하 각군의 인부 슨 

건-외-당효약 인민이 길노 후공흐보 E닌다고 창엿더라 0904.9.5.) 

다음은 1910년 전후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다양한 ‘-에 대하여’ 구문들이다 

(28) a. 그 위임흔 일-에 뎌창여 말훌진뎌 그 싹이 지작년 칠월 협약에 이의 

멍동흔 거신디 오늘날은 다만 그 형식으로 실헝만 될 뿐이며 이션에 

도 간법권을 일본인이 잡엇지마는 0909.10.17.) 
b. 학부에셔는 국문이 필요치 아니타 항여 국문연구회를 폐지창고 교과 

셔는 한문과 일문을 석거셔 일본 교과셔와 X치 흔다 흥과 이 일-에 

뎌항여 학부대신이 극구 찬영항엿다 흥은 모다 슨실이 전혀 업기로 

0910.5.3.) 

c. 일본전국 연옥회의는 작일 오천 십시브터 낀회창여 간법대신의 뭇는 

여러 스건-에 뎌창여 의론한엿다더라 (1910.5‘3.) 

d. 이태리국 총리대신 카츠아즈 씨는 연셜노 삼국동영의 공고흥을 셜영 

향고 또 덕국칙상 푸루에히 씨의 방문흔다는 말-에 뎌캉야 셜명창고 

0910.5.3.) 
e 지금에 한국형편-에 다창여 (한국과 터럭만치도 관계가 업는 렬국 사 

룹들도 오히려 뇌를 석여) 연구창여 0910.5.13.) 

f. 밀매음녀 중믹에 괴슈를 묘사항는뎌 한동 사는 김각현 씨의 첩 황상 

이 역참기중창엿다는 <:--에 다창야 (당초에 그러흔 일이 업다고 황양 

이 본샤로 와셔) 변명 항더라 0910.7.22.) 

이러한 격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근거가 무엇인지를 쉽게 단정해 볼 수 없 

지만， 그 분포는 20세기 초기부터 점차 확대되어 현대에 이르렀다. 한편 현대 

국어의 ‘NP-에 대하여 V’ 구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29) 현대 국어 ‘NP-에 대하여 V ’ 구문의 유형 

a. NP-에 대하여 V 
그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 과장은 뇌물받은 사실-에 대해 거짓말하였다 

b. NP-에|에 대하여 V 

그는 결혼 문제-{에|에 대해} 골몰하였지만， 뾰족한 수가 나서지 않았다. 

아침 늦게까지 자리에 누워 있던 그는 여자 비명-에 놀라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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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슬픈 과거-에 대해 놀랐다 

c. NP-을|에 대하여 V 

아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투자 여부-{를|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됩 

니다. 

d. NP-에|을|에 대해 V 

우리는 정부와 수해 피해 보상-(에 l을|에 대하여} 합의할 것이다. 

2.2. 'NP-을 ) NP-에게’ 변화 

‘NP 을 V’ 구문이 ‘NP-에게 V’ 구문으로 변화한 경우를 동사 ‘주다’릎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주다’의 격틀 구조는， 다음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 이 NP-을 NP-을 주다’로 나타난다. 

(30) a. 四海롤 년글[년，-을] 주리여 (용바어천가 20) 

b. 부헤 오나시늘 보응ìI} 슬보뎌 나-롤 죠고맛 거슬 주어시든 (석보상절 

6:44) 

C. 이제 너-를 올혼녁 웃니를 주노니 天上애 가져다가 형 일어 供養~

라 (석보상절 23:7) 

d 奇異흔 터리를 시혹 매흘 주시농다 (두시언해-초간 8:8)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 ‘주다’의 격틀은 ‘NP-이 NP-을 NP-에게 주다’로 나타 

난다. 그래서 위 문장 (3이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31) a. 띄海를 누구-에 게 주겠느냐. 

b. 부처님이 오셔서 볍고 말씀드리되， 저-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신 

다연 

C. 이제 너-에게 오른쪽 윗니를 주니 천상에 가져다가 탑을 만들어 供

養하라， 

d 기이한 털을 간혹 매-에게 주시도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다’의 격틀 구조는 ‘NP-이 NP 을 NP-을 주다’에서 역 

사적으로 ‘NP-이 NP 을 NP-에게 주다’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6 16세기 이 

6 그러나 15세기 국어의 다음 문장은 ‘NP-이 NP 을 NP-에게 주다’ 구문이다 
四無量E 네 가짓 그지 엽슨 德、이니 愁‘無量E 댔生 어엿비 너겨 救호미 그지 업슬씨오 

非無量g 랬生 '< 1 풋좁률 슬피 너겨 빼해고져 호미 그지 엽슬씨오 홉無뭘 E 댔生-익그에 

즐거본 일 주미 그지 업슬씨오 힘無꿇g 왔生-억그에 내것 얻려 恩惠 주미 그지 엽슬씨 

라 (석 보상절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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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료를 통해 이를 더 확인해 보기로 하자 다음은 각각 16서l 기와 17세기 국 

어 문장인 데， 모두 ‘NP-이 NP 올 NP-을 주다’ 구문으로 나타난다. 

(32) a. 하늘 皇帝 너-를 열두 나흥 주시난다 창더라 (삼강행실도-효자 30) 
b 빼合 써 즉재 인 려 날[나-2] 주더라 (번역박통사 상 3) 
c 내 이 약 륭에 너-를 쇼화훌 약을 주리니 머그연 곧 향야곰 일 업 

스리라 (번역노걸대 하 4이 

d. 일벅 낫 돈애 너-를 언메나 주워여 훌고 (번역노걸대 상 53) 

e. 네 나- 룰 흔 가짓 묘흔 은을 다고려 (번역노걸대 하 61) 

(33) a 그저 날-을 두 냥를 주어도 니천이 업깐니 (박통사언해 하 26) 

b 때合을 써 이믹셔 인 터 나 흘 주드라 (박통사언해 상 3) 

C. 내 이 약 융에 너 - 룰 쇼화훌 약을 줄 거 시 니 먹 으면 곳 창 야곰 일 

업간리라 (노걸대언해 하 36) 
d. 一百 낫 돈에 너-를 얼머나 주어야 올훌고 (노걸대언해 상 48) 

e. 네 나- 룰 흔 가지 묘흔 은을 주고려 (노걸대언해 하 55) 

그런데 위 문장들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다음 문장에서 보듯이， 

‘NP-이 NP-을 NP-에게 주다’ 구문이다. 

(34) a. 하늘 황제께서 너-에게 열두 살을 주신다고 하더라 
b 빼合을 써서 이미 도장 찍어 나-에게 주더라 

C. 내가 이 약 중에 너-에게 소화할 약을 주겠으니 먹으면 곧 바로 나 

을 것 이다. 

d. 일백 냥에 너-에게 얼마나 주어야 할까. 

e 당신이 나-에게 한가지 좋은 은을 다오. 

(35) a 그저 나-에게 두 냥을 주어도 이익이 없으니 

b 없j合을 써서 이미 도장 찍어 나-에게 주더라 

C. 내가 이 약 중에 너-에게 소화할 약을 주겠으니 먹으면 곧 바로 나 

올 것이다 

d 일백 냥에 너-에게 얼마나 주어야 할까 

e 당신이 나-에게 한가지 좋은 은을 다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보듯이 16세기나 17세 기 국어에서 ‘NP-이 NP-을 

NP-{의게|다가|의손뎌} 주다’ 구문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36) a 아비 子，~，-의게 田地gx뼈를 는호어 주러 흔대 (속삼강행실도-효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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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나그내 조차가 뎌 볕 다가 주고 머구블 던차든 또 그룻동 설어저 오 

라 (번역노걸대 상 43) 

(37) a. 아비 은식-의게 연디 노비 률 는화 주려 흔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 19) 
b 官A의 {牛當-의손뎌 올 먹일 딩과 콩 갑슬 흐터 주라 (박통사언해 상 

58) 

c. 山東濟南府엣 나그내 李五-의게 흥라 주어 (노걸대언해 하 15) 

d. 원컨대 바드셔 下人-의게나 주시미 엇더향올고 (첩해신어 8:6) 

e 출하리 자네 바다셔 슈고흉턴 對馬島 사룹들회게나[사룹들효-의게

나] 주시소 (첩해신어 8:9) 

이를 통해 볼 때， 15세기 국어 ‘주다’의 격틀 구조는 ‘NP-이 NP-을 NP-을 

주다’에서 현대 국어로 오연서 ‘NP-이 NP-을 NP-에게 주다’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NP-을 V’ 구문이 ‘NP-에게 V’ 구문으로 변화한 경우를 다른 동사를 통해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 (38)은 15세기， (39)는 16세기 이후 국어의 문장이다. 

(38) a. 또 니 딛산 -1-二部 經올 摩5可생II葉-을 맛디노라 창시고 (석보상절 

23:31) 

b. 빼葉-일 머기시니 (월인천강지곡 상 기 104) 

c. 須違~l 아동-을 얄 g 얼유려터니 (월인천강지곡 상 기 149) 

d. 하늘히 부러 \:-울[늠-을] 외시니 (용비어천가 68) 

e 朝멀-을 거스르샤 (용비어천가 99) 

(39) a 두 드렛 을 기러 잇다 올들훌[올들송-을] 머기라 (번역노걸대 상 35) 

b. 두 드렛 을 기러시니 멀들 을 먹이라 (노걸대언해 상 31) 

c. 츰기름 흔 되 롱 아회 를 날마다 머기연 (언해두창집요 상 13) 

d 넷 宋 仁宗이 사룹-을 動뺏흉는 글에 닐러시되 (첩해몽어 1: 11) 

문장 (38a)의 ‘摩詞찌II葉-을 맛디노라’는 현대 국어에서는 ‘摩폐파!葉-에게 맡 

기노라’로 이해되는데， 여기에서 ‘NP-을 V’ 구문이 ‘NP-에게 V’ 구문으로 변화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빼葉-일 머기시니， 須達 ~l 아들-을 얄을 얼유려 

터니 τ 올[늠 올] 봐시니， 朝톰-을 거스르샤， 딜들홍[올들캉-용] 머기라， 몽들

을 먹이라， 아회-롤 머기면 사롬-을 빼雙흉는’ 등은 현대 국어에서는 ‘빼葉-에 

게 먹이시니， 須達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보내려 하니 남-에게 보이시니 ， 꽤멀 

-에게 거스르셔， 말들-에게 먹여라， 말들-에게 먹여라， 아이-에게 먹이연， 사람 

-에게 권장하는’으로 이해되어 ‘NP-을 V’ 구문이 ‘NP-에게 V’ 구문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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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 NP-을 ) NP-으로’ 번화 

‘NP-을 V’ 구문이 ‘NP-으로 V’ 구문으로 변화한 경우를 동사 ‘삼다’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현대 국어에서 ‘삼다’ 동사의 격틀 구조는 ‘NP-이 NP-을 

NP 으로|을 삼다’로 나타난다. ‘NP 으로|을’은 [도달점]의 의 미 역 을 가지 는 것 

이 특정이다 [도달점]을 나타내는 논항은 문장 (40a.b.c)처럼 주로 ‘-으로’를 취 

하지만， 영사에 따라 (40d，e)처럼 자연스럽게 ‘-을’을 취하기도 한다. 

(40) a. 그는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b. 그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기회-로 삼고 열심히 일했다. 

c. 금융 회사는 신용을 운영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d. 철수는 감기를 구실-{로l을} 삼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e. 인사위원회는 그의 행동을 문제-를 삼아 경고장을 발송했다. 

15세기 국어의 경우， 문장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달점]을 나타내는 논 

항은 주로 ‘-을’을 취하는 것이 특정이다. ‘根本-을 삼곡， EI 然-을 삼는다， 제 

體-률 사옳딘댄， 維那-룰 삼.Q>보리라， 皇太I즙 -를 삼습고’와 같이 모두 ‘-을’을 

취하고 있다 

(41) a. 나라혼 百姓으로 根本-을 삼콕 고기는 주리연 곳다온 났바불 費食흉 

'::-니라 (두시언해-초간 16:19) 
b 네 오히 려 아디 묻흉야 迷恐창야 티然-을 삼는다 (능엄경언해 2:66) 

c. 창다가 포 ZE 9 로 제 體-룰 사옳딘댄 (능염경 언해 2:f16) 

d. 維那-롱 삼.Q>보리라 王 올 請~습노이다 (월인석보 8:79) 

그러나 이들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根本-으로 삼고， 자연-으로 삼 

는다， 자기 의 본체 -로 삼을 것이므로 維那-로 삼으리라’와 같이 모두 ‘-으로’를 

취한다 이를 통해 볼 때 15세기 국어 ‘삼다’의 격틀 구조는 ‘NP-이 NP-을 

NP-을 삼다’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NP-이 NP-을 NP-으로 삼다’로 변화했 

다고 볼 수 있다 

16세 기 국어 의 경우도， 문장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달점]을 나타내는 

논항은 주로 ‘-을’을 취한다 ‘Fo- 를 사틴 시 고， 내 무루블[물웅-을] 사틴며 ， 닥월 

-을 사모뎌’와 같이 ‘-을’을 취하고 있다 

(42) a. 閔王이 7힘留1;r룰 ?장 感폐j 창샤 Fo-롤 사틴시고 出令흥샤 (내훈-초 

간 2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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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弟子의 묻던 싸훌 가져셔 븐득 내 무루블[물움-을] 사틴며 (번역소학 

8:32) 

C. 동마다 흔 사롬곰 돌여 덕월-을 사모디 (여씨향약 2) 

그러나 이들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 l즙-로 삼으시고， 나의 물음-으 

로 삼으며， 당직자-로 삼되’와 같이 모두 ‘-으로’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각각 17세기 및 18세기 국어 자료인 〈첩해신어>(1676년)와 〈개수중 

간첩해신어 >(1 781 년)의 예이다. 현대 국어로는 ‘예 로 삼다’로 쓰일 것이 모두 

‘禮-예 삽깐오리잇가， 例-롱 삼싼오리얻가， 禮-를 삼습새， 禮-룰 삼습새’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 를 禮-예 삼간오리잇가 (첩해신어 3:8) (43) a 우리 

b. 우리 이 를 例-롤 삼÷오리얻가 (개수중간첩해신어 3:11) 

(44) a 안자셔 
3:9) 

禮 어려오니 당례로 잔뿐 둘기룰 禮-를 삼습새 (첩해신어 

b. 오래 안자셔 禮 어려오니 탱體로 잔쁨 틀기롤 禮-룰 삼습새 (개수중 

간첩해신어 3:12)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볼 때 ‘삼다’의 격틀 구조는 ‘NP-이 NP-을 NP-을 삼 

다’에서 ‘NP-이 NP-을 NP-으로 삼다’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 NP-ol l 에 | 과 V’ 구문의 변화 

3.1 . ‘ NP-OII 에 l 과 ) NP-과’ 변화 

형용사 ‘같다’의 격틀 구조는 현대 국어와 15세기 

문장은 ‘ 걷창다’가 쓰인 15세기 국어 문장인데， 이를 

구조는 ‘NP-이 NP-이 걷창다’로 설정된다 7 

국어는 서로 다르다. 다음 

살펴보면， ‘걷창다’의 격틀 

(45) a 손과 
2:57) 

발왜 "'~ 죠，J..!.. 희샤미 웰λ고지[述〈꽂-이] ?ξ시며 (월인석보 

b. 法이 펴디여 가미 블 흘러 녀미[념-이]7 툴씨 (석보상절 9:21) 

C. 執校釋의 얄이 金像-이 z 창샤 (월인천강지곡 상 기37) 

7 I J.좋다’를 포함한 중세 국어의 비교 구문에 
(998)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대한 논의는 이광호0981l 및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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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三乘이 모다 -乘에 가미 헬λ고지 고주로셔 여름 여루미[여룸-이] 

걷 훌써 (석 보상절 13:33) 

그런데 이들 문장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다음 (46)과 같아， ‘같다’의 

격틀 구조는 ‘NP-이 NP-과 같다’로 설정된다. 

(46) a 손과 발이 붉고 희심이 연꽃-과 같으시며 

b. 법이 펴져 가는 것이 물 흘러가는 것-과 같으므로 

C. 執校釋의 딸이 金像-과 같아서 

d 프乘이 모두 一乘에 가는 것은 연꽃이 꽃으로부터 열매 맺음-과 같 

으므로 

다음과 같이 16세기 국어와 17세기 국어에서도 문장 (47), (48)과 같이 ‘NP

이 NP-이 걷창다’ 구조로 나타난다. 

(47) a 멀下 l 님금 성교미 온식의 부모 성교미[섬픔-이] 걷흉니 (삼강행실 
도-충신 24) 

b 仁者는 射홈-이 ?특니 (맹자언해 3:35) 
C. 房舍人 가온대 안자 四面이 다 담이며 닐 롬-이 걷 ξ니 (소학언해 

5:11) 

(48) a 이운 남기 엇뿌시 어의 얼굴-이 z거늘 (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자 

1’6) 
b. 틴 g 이 울근 들의 ?린 것 업ξ미[업슴 이 7 튼디라 (여훈언해 하 

23) 

C. 민 g 이 불근 거울의 드틀 업스미[업슴 이] 7 투며 (여훈언해 하 23) 

그러나 17세기 국어에서는 문장 (49)와 같이 ‘NP-이 NP-과 V’ 구조로 나타 

난다 이처럼 ‘같다’의 격툴 구조는 15세기 이래 ‘NP-이 NP-이 걷창다’로 실현 

되다가 17세기 국어 이후 ‘NP-이 NP-과 같다’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에 이르렀 

음을 볼 수 있다 8 

8 현대 국어에서도 그러하지만 ‘-과’는 잘 생략된다 다음은 17세기 국어에서 ‘-과1가 
생략된 몇 예이다 

십륙 관경의 닐옴- z더라 (권념요록 14) 
고기눈을 두루혐 7 투여 (여훈언해 상 46) 
격쉰이 공경향기롱 하놀 7 티 호미라 (여훈언해 하 8) 
짤훌을 政홈 ?닫야 뻐흔 피운이 나라 니 (여훈언해 상 46) 
íftl椰의 받나고 고음이 布힘의 딩기- 걷디 몽창며 (여훈언해 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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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a. 힘역이 X도동 제 쁘리과 뚱도 약기-과 걷‘r니 (언해두창집요 상 15) 

b. 대로뻐 江을 빙그라 그 길의-과 z 게 흥야 (가례언해 5:22) 

C. 令式에 또 貴흉니는 R옳향니-과 걷게 향여도 (가례언해 8:18) 

d. 日子는 前의 후哭-과 걷고 (가례언해 9:15) 

e. 만일 宗子 1 제 喪主 1 되면 祝版이 前-과 걷고 (가례언해 9:16) 

f. 자l이 呂望-과 X고 德、이 {내尼꾀 比창야도 (가례언해 8:20) 

g. 네 닐오미 맛치 내 쁨-과 X다 (노걸대언해 상 10) 

한편 15세기 ， 16세기 국어에서 ‘걷창다’의 격틀 구조는 ‘NP-이 NP-이 z 창 

다’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NP-이 NP 에 ~창다’ 및 ‘NP-이 NP-과 걷창 

다’로도 실현되었다. 다음 문장 (50), (51)은 각각 15세기， 16세기 자료로서， 이 

를 확인할 수 있다. 

(50) a. 隨홈혼 쳐l德、-에 걷디 몸창야 (석보상절 19:5) 

b. 福과 힘과는 하늘콰[하늘-0--과] 7토뎌 (월인석보 1:14) 

c 城이며 지비며 麗網이 다 -1::;첼로 이러 이쇼미 또 (!..y :J;뼈쨌 |ι界-와 

걷 향야 (석보상절 9:11) 

(51) a. 周公의 天下룰 두디 묻창심은 益의 夏에와 {尹尹의 股-에 ?특니라 

(맹자언해 9:28) 

b. 이저 생쥐 너브신 복이 하늘-와 ?특샤 텅 릉도 고글며 비도 슐창야 

(번역박동사 상 1) 

C. 내 닐오미 내 쁨-과 걷다 (번역노걸대 상 11) 

이상에서 형용사 ‘같다’의 격틀 구조는 15세기 이 래 ‘NP-이 NP-이 l에 | 과 z 
창다’에서 ‘NP 이 NP 과 같다’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다’뿐만 아니라， ‘다르다， 한가지다’ 등도 역시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음 

문장 (52), (53) , (54)는 각각 15서17 ]， 16세기， 17세기 국어에서 ‘다딛다’가 쓰인 

문장인데， 격틀 구조는 ‘NP-이 NP-이 l에|에셔|과 다딛다’로 나타나는데， 이 구 

조 역시 현대 국어로 오면서 ‘NP-이 NP-과 다르다’로 변화하였다“디그패-에 달 

아， 엇디 배 훼니 楚를 敵흠-애 다클리잇고， 사롬-에셔 다클니라， 즘성-의게셔 

다걷기는， 녀1-과 달라’ 등의 자연스러운 현대 국어 표현은 ‘중국-과 달라， 어찌 

柳나라가 楚나라를 적대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사람 과 다른 것이다， 짐승-과 

다르기는， 옛 과 달라’ 등이다. 

(52) a. 나릿 말용미 中國-에 달아 (훈민정음-언해 1) 

b 軍容이 녀1-와 다딛샤 띔陳이 능-과 다딛샤 (용비어천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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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 -로 써 A을 뼈흠이 엇디 써 柳 l 楚률 敵홈-애 다딛리잇고 (맹자언 
해 1:31) 

b 어딘 턱을 노기며 닝리연 의관을 창야신들 종-과 엇디 다클리오 (번 

역소학 6:19) 

c 公이 德과 그르시 이러키 모E 사룹-에셔 다닫니라 (소학언해 6:5) 

(54) a 사콤의 사륨 되오미 즘성-의게셔 다딛기는 그 父子의 恩과 얼운이며 

어린의 義 이심으로뻐니 (경민편언해 21) 

b. 時節이 네-과 달라 上方의셔 아므란 雜說이나 이실가 너겨 (첩해신어 

3:13) 

‘흔가지다， 同符창다， 맞다’ 동도 같은 변화를 겪었음은 다음 문장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문장 (55)처럼 15세기 국어에서 이들은 ‘NP 이|에|과’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현대 국어에서 모두 ‘NP-과’ 형식으로 실현된다. 결국 ‘NP-이 |에| 

과 V’에서 ‘NP-과 V’로 변화한 것이라 하겠다. 

(55) a. 仁g 우희 仁者 1 라 호미 [홈-이] 흔가지니 文妹를 슬봐시니라 (석보 

상절 13:25) 

b 네 法身이 그처 업소매[엽송-애] 흔가지리어니 (능엄경언해 1:90) 

c 내 민 융 업수미 土木-과 흔가지라 (능엄경언해 1:86)9 

d. 일마다 古뿔-이 同符창시니 (용비어천가 1) 

e. 져기 華嚴-에 마주니 (법화경언해 1:16) 

3.2. ’ N P-어 I > NP-을’ 변화 

이번에는 ‘NP 에 V’ 구조가 ‘NP-을 V’ 구조로 변화한 용언에 대하여 살펴보 

기로 하자 동시- ‘보다， 알다， 모르다’의 경우， 15세기 국어에서 ‘NP-이 NP 에 

V’라는 격틀을 가지는 예가 있다 다음 문장 (56) 이 그러한데， ‘이 經싫 에 (양 

敬창야) 보뎌， 法說-에 (창마) 아라， 맛 物-에 (제) 모딛거뇨’의 현대 국어의 자 

연스러 운 표현은 ‘이 經卷-을 보되 法說-을 알아 밖 物-을 모르느냐’이 다. 이 

를 통해 볼 때， 동사 ‘보다， 알다， 모르다’의 경우 15세기 국어에서 ‘NP-이 

NP-에 V’라는 격틀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NP 이 NP-을 V’로 변화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56) a. 이 經卷-에 껴§敬~야 보뎌 부터 ?티 창야 (법화경언해 4:72) 

9) 17세기 국어에서도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兄弟의 +랑호오미 피운-이 흔가지오 (경민편언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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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舍利ifl) 이 法說-에 창마 아라 (월인석보 12:2) 
c. 엇더관뎌 뒤창로 동요매 제 일흐며 맛 物-에 제 모클거뇨 (월인석보 

13:32) 

4. 맺음말 

용언은 어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격툴 구조가 다르다. 격틀 구조는， NP로 

구성되는 통사적 논항 구조로서 한 언어의 문장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적 구실 

올 한다 그러므로 격틀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은 문장 구성 방식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격틀 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 

은 한 언어의 문장 구성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생각올 기 

반으로， 이 글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 용언의 격틀 구조가 역사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격틀 구조의 변화를， 크게 1) 논항 ‘NP-을’이 (a) ‘NP-에 대하여’， (b) ‘NP-에 

게’， (c) ‘NP-으로’로 변화한 경우와， 2) 논항 ‘NP-이 |에|과’가 (a) ‘NP-과’， (b) 
‘NP-을’로 변화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NP-을 V’ 구문의 변화 

a. NP-을 >NP 에 대하여 : 니 걷 다/말하다， 묻다 등과 같은 발화동사 

및 듣다<-랑흉다/생각하다， 알다 등 

b. NP-을 > NP-에 게 . 주다 

c. NP-을 > NP-으로 : 삼다 

[2] ‘NP-이|에|과 V’ 구문의 변화 

a. NP-이 j에|과 > NP-과 . z 창다/같다， 흔가지다， 同符흉다， 맞다 둥 

b. NP-에 > NP-을 ’ 보다， 알다， 모르다 등 

참고문헌 

고영근 0987/1997) 표준 중세국어 문법콘， 탑출판사. 

권재일 (1 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권재일 (1998) 한국어 문법사， 도서출판 박이정 . 

권재일 (2000) ‘한국어 발화동사 구문 기술，’ 한말연구 7, 한말연구학회 . 

권재일 · 김현권 099811999/2α)()) 용언 전자사전 구축 지침， 21세기 세종계획 

- 전자사전 개발 -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김정아 (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태학사. 

이광호 (1972) ‘중세국어의 대격 연구，’ 국어연구 2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 

구회 



154 권 재 일 

이광호 (1981) ‘중세 국어 ‘걷창-’의 통사 특성，’ 국어학 10, 국어학회 . 

이태영 (1997) ‘국어 격조사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이현희 (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한재영 (1996)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허 웅 (1975) 우리 옛말본 - 15세기 형태론 샘문화사 

허 웅 (1989) 16세기 우리 옛 말본， 생문화사， 

홍윤표 (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 - 근대편 1 태학사 

홍윤표 (1994) 근대국어 연구 1, 태학사. 

ABSTRACT 

Historical Change of the Case-frame 
in Korean Verbs 

Jae-il Kwon 

This paper aims to desctibe how the case-frame structure of Korean 

verbs has changed histotically, based on text matetials. 

Each verb has its own case-frame structure depending on its lexical 

characteristics. The case-frame structure, which is composed of NPs, plays 

a key role in deterrnining the sentence structure of a language as a 

syntactic argument structure. Hence the case-frame structure of verbs must 

be well investigated in order to ana1yze the sentence s tructure of a 

language appropriately. 

Case-frame structure IS subject to diachronic change. Change in 

case-frame structure inevitably causes the change in the way in which a 

sentence is composed. In thi s sense, the research into the change of 

case-frame structure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change in 

sentence structure. 

In this paper, 1 디assify the change in case-frame structure into 1) the 

changes from ‘NP-ul ’ to (a) ‘NP-ey taeluye’, (b) ‘NP-eykey’, (c) ‘NP- ulo’, 

and 2) those from ‘NP-ileylkwa’ to (a) ‘NP-kwa’, (b) ‘NP-ul’ And 1 di scuss 

each group one after another. This discussion can be surnmarized as 

fo 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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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hanges of ‘NP-ul V’ structure 

a. NP-ul > NP-ey taemye 

niLA-/malm- ‘ say’， mωut- ‘ask ’, etc. 

tut- ‘he따’ ， al- ‘know’, sAlangM -/ saengka.kha- ‘ t비nk’ 

b. NP-ul > NP-eykey 

cwu- glve 

c. NP-ul > NP-ulo 

sam- ‘make’ 

[2] the changes of ‘ NP-ileyllaιaV’ structure 

a. NP-ileylkwa > NP-kwa 
ι4tM-/kath ‘be same' 

b. NP-ey > NP-ul 
po- ‘see’, al- ‘know’, molu- ‘not: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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