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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어 화석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연구

엄 상 혁

  본 연구는 언어 화석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기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 화석은 언어 변화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언어 변화
가 있었음에도, 해당 변화를 입지 아니하여 이전 시기의 언어 모습을 간직하게 된 
어형을 ‘언어 화석’이라고 한다. 공시태 가운데 공시론적인 예외성을 보이며, 통시론
적인 근거가 찾아지는 어형이 언어 화석의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화석은 지질학의 고생물학에서 비유적으로 차용된 개념이다. 고생물학에서는 공룡
의 뼈나 암모나이트의 흔적 등을 연구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생물의 상태나 진화 과
정, 그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생태와 환경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마찬
가지로 언어학에서도 언어 화석을 연구함으로써 공시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
소에 대하여 통시론적인 설명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이전 시기의 언어 모습을 
재구해 내는 효용이 있으며, 언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언어 화석은 형태소가 소멸되거나, 형태소의 형식·기능·의미 등이 변화되거나, 형
태소 간의 결합 규칙이 변화됨으로써 생성된다. 이러한 화석의 생성 과정을 ‘화석화’
라고 한다. 복합어 화석의 예로는 ‘암톹’, ‘나타나-’, ‘좁쌀’, ‘안팎’, ‘값어치[가버치]’, 
‘새롭-’, ‘더운밥’, ‘데려오-’, ‘아드님’, ‘머지않아’, ‘돈푼’ 등을 들 수 있다. 굴절형 
화석의 예로는 ‘이리’, ‘이르러’, ‘나놔’, ‘바테/바트로’, ‘저-’, ‘아오’, ‘비비(법+-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어떠한 형태소의 기능이 변화되었음에도 이전 시기의 양상을 
보이는 단일 형식의 화석도 관찰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과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만’, ‘-도’ 등이 단일 형식 화석에 해당된다.
  언어 화석은 고생물학의 화석과 달리 공시태 속에서 언어 변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형태소의 형식이나 기능이 변화되어 단일어화되거나 문법화되어 이전의 화석



- ii -

의 모습을 더 이상 간직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또한 복합어나 굴절형 화석이, 어휘
부 내의 다른 어형들과의 유연성에 의해 공시론적으로 분석된 뒤 공시적 문법에 맞
게 재결합되기도 한다. 굴절형 화석의 경우 패러다임이 유추적 평준화되어 불규칙성
이 해소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화석이 더 이상 화석이 아니게 되는 소멸 과정
을 ‘탈화석화’라 한다. 복합어가 탈화석화된 예로는 ‘일훔>이름’, ‘값어치[가버치]>
값어치[갑써치]’, ‘부나방>불나방’, ‘안팎>안밖’ 등을 들 수 있다. 굴절형이 탈화석
화된 예로는 ‘*때에>때에’, ‘혜야>혜여’, ‘가태>가타’, ‘처>춰’, ‘바테/바트로>바체/
바츠로’ 등을 들 수 있다. 단일 형식도 탈화석화되는데 ‘--’, ‘-마다’의 성조 변
화가 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언어 화석에 대한 사례들을 검토한 후,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
어 왔던 언어 화석의 개념을 다시금 점검한다. 언어 화석은 ‘공시태 가운데 언어 변
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이전 시기 언어의 어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언
어 화석의 범주는 ‘그렇다, 아니다’의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 
화석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 사이에는 정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원형이론의 접근 방식을 준용하여 언어 화석의 유형을 파악한다. 언어 화석
의 유형화를 통해 전형적인 화석과 그렇지 않은 화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언어 화석, 화석화, 탈화석화, 언어 변화, 공시태, 불규칙성, 복합 형식, 단일 
형식, 원형이론

학  번: 2017-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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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언어의 변화는 음운·문법·어휘의 여
러 층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언어 변화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하
고, 국부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변화는 변화의 물결이 모든 언어 자료를 휩
쓸고 지나가 그 이전 시기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
떤 변화는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어 언어 변화를 입지 않은 잔재(residue, relic)를 
남기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변화의 물결을 피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언어의 모습을 간직
하게 된 통시론적 잔재를 ‘언어 화석(language fossil)’이라는 개념하에 살펴보고자 
한다. ‘화석’은 ‘변화하거나 발전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태에서 돌처럼 굳어 버린 것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1)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언어 
화석의 생성과 소멸 과정 및 원인을 살피고, ‘언어 화석’이 가지는 언어학적 의의를 
살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어 화석’은 ‘공시태 가운데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이전 
시기 언어의 어형’이라고 정의된다. 화석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어는 ‘공시
태, 언어 변화, 이전 시기 언어’이다. 우선 어떠한 것을 ‘공시태’라고 하는지 그 기준
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공시론적으로 ‘화석’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공시론적 규칙성과, 복합 형식 구성 요소의 공시태에의 
존재 여부 등이 그 기준이 된다.
  언어 화석은 ‘언어 변화’의 잔재이다. 화석은 언어 변화의 물결을 피함으로써 만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화석01(化石)’의 두 번째 의항(義項)이다. 첫 번째 의항은 ‘지
질 시대에 생존한 동식물의 유해와 활동 흔적 따위가 퇴적물 중에 매몰된 채로 또는 지상에 그
대로 보존되어 남아 있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고생물학이나 지질학에서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화석’이라는 용어는 고생물학 혹은 지질
학에서의 정의를 비유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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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과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화석의 생성 과정은 화석화(fossilization)라고 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요소가 음운
론적이거나 형태론적인 원인에 의해 역사적 정보를 지니게 되어 공시태 속에서 독
특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2)
  화석은 지질학의 고생물학에서 차용된 개념이다. 공룡의 뼈나 암모나이트의 흔적 
등이 흔히 전형적인 화석의 예로 거론된다. 고생물학에서의 화석은 이전 시기의 생
물의 상태나 진화 과정, 그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준다. 이것이 고생물학에서 화석을 연구하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
지로 언어의 화석 역시 언어학 연구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있다. 
  우선 공시태 가운데 공시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는 통시론적 정보를 통해 
그 설명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어두자음군과 ‘ㅎ’ 말음 체언에 대한 역사
적 정보는, 현대 표준 한국어의 ‘좁쌀, 안팎’에서 발견되는 ‘ㅂ’이나 ‘ㅍ’ 등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3) 
  또한 통시론적 정보로도 알 수 없는 이전 시기 언어의 모습을 재구해 내는 실마
리가 된다. ‘좁쌀, 안팎’을 근거로 이전 시기에는 어두자음군과 ‘ㅎ’ 말음 체언이 존
재했음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공룡의 뼈를 
바탕으로 공룡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이전 시기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경우, 화석이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예컨대 현대 표준 한국어의 
‘나타나-’의 분석을 통해서 이전 시기에는 ‘낱-’에 해당하는 자동사가 존재했음을 
2) 이론적으로는 통사론적 원인에 의한 통사론적 단위에서의 화석화 역시 상정할 수 있다. 이현희

(2005ㄱ: 284-286)에서도 통사론적인 화석의 몇 예를 언급한 바 있다. 황선엽(2018: 24)에서
도 15세기 언해 자료에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긴 부정문이 화석화되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통사론적 화석화의 원인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적으로나 양적
으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언어 화석의 개념을 통사론적 논의에 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음운론
적이거나 형태론적인 화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자료와 이론적 정밀성이 확
보된다면 통사론이나 의미론의 영역에까지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물론 공시론적 기술(synchronic description)과 통시론적 기술(diachronic description)이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통시론적 정보를 반드시 공시론적 기술에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예컨대 ‘좁쌀’을 ‘조+ㅂ+쌀’로 분석한 뒤, ‘ㅂ’을 단어 형성 요소라고 기술해도 공시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화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 있어 통시론적 정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시론적 기술에 통시
론적 정보가 제공할 수 있는 효용에 대해서는 장윤희(2005, 2007, 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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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다.4) 
  마지막으로 언어의 변화 과정을 조망할 수 있다. 화석이 공시태에 존재했던 이전 
시기 당시의 언어 상황과 그 이후 시기의 언어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언어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생물학의 화석과 언어학의 화석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생물학의 화석은 
한 번 화석으로 형성되면 다시금 생태계 속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공룡의 뼈가 생명
력을 얻어서 움직이거나, 암모나이트가 살아서 바다를 헤엄치는 것은 공상과학에서
나 가능한 일이다. 이와 달리 언어학에서의 화석은 화석으로 형성된 다음에도, 다시
금 규칙성을 얻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고생물학의 화석은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지
만, 언어학의 화석은 공시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차이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화석이던 것이 공시론적으로 규칙성을 얻어 소멸되는 과정을 ‘탈화석화
(defossilization)’라 부른다(엄상혁 2018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생성의 과정, 그리고 화석이던 것이 공
시론적으로 규칙성을 얻는 소멸 과정을 관찰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화석의 생성과 
소멸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학에서의 화석의 
개념 정의 및 유형 분류를 할 것이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언어 화석은 모든 자연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모든 자연 언어를 관찰하여 기술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능력 안에서 관찰될 수 있는 언어인 현대 표준 한국어를 일
차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향점이 모든 자연 언어를 대상으로 논

4) 실제로 백정목(白定木)은 1927년 1월 《東光》 9호에 발표한 글에서, 중세 한국어의 ‘일훔’과 
‘일-’이 각각 ‘잃-+-움, 잃-+-()’임을 분석해 내며 이것이 동사 ‘*잃-’과 관련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이진호 2000: 351, 이현희 2002ㄱ: 141-142). 이후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가 
발굴되어 ‘名’라는 어형이 확인됨에 따라 실제로 ‘*잃-’이라는 동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이
기문(1972/1998, 1972/1977)에서 ‘좁쌀, 입짝, 부릅뜨-’ 등의 어형을 중세 한국어에서 ‘ㅂ’계 
어두자음군의 ‘ㅂ’이 실제로 발음되었다는 증거로 삼은 것 역시 같은 방식이다. 이들은 화석을 
통하여 이전 시기의 어형을 재구해 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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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전개하는 데 있는 만큼, 여러 방언의 공시태 및 이전 시기 언어의 공시태에 대
하여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소쉬르(F. de Saussure)는 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을 크게 공시론과 통시론으로 구
분하였다.5) 공시론은 어떤 언어 현상을 한 시대에 한정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이며, 
통시론은 어떤 언어 현상을 여러 시대에 걸쳐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언어 화석은 ‘공시태 가운데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이전 시기 언어의 
어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시론적 연구 방법론과 통시론적 연구 방법론을 모
두 사용한다. 공시태 속에서 어떤 어형이 화석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해
당 어형이 공시태 속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공시론적 방법론에 입각한 작업이다. 
  그런데 어떤 어형이 공시태 속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서, 그것을 곧
바로 언어 화석이라고 판단 내릴 수는 없다. ‘이전 시기의 언어 모습’을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의 언어 모습을 확인하고, 화석의 생성 과정과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통시론적 방법론이 적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어형이 언어 화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세운다. 첫째, 언어 화석은 공시론적인 예외성을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공시
론적 예외성은 규칙성이 결여된 것과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째, 
언어 화석은 통시론적인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통시론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시론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잘못된 민간어원적 분
석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공시론적 변이에 의한 불규칙성
은 언어 화석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공시론적 예외성을 보이는 어형을 
대상으로, 통시론적으로 어떤 변화에 의해 화석화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화석화된 어형의 예외성이 해소되어 탈화석화되는 과정도 살펴보고자 한다.

5) 소쉬르가 언어학 연구 방법론을 공시론과 통시론으로 구분한 것은 진정한 언어학의 연구란 통시
론이 아니라 공시론이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소쉬르가 19세기 말의 역사비교언어
학의 마지막 세대 연구자이자 20세기 초의 일반언어학의 선구자라는 언어학사적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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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 검토
  언어 화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별 어
형 및 언어 현상에 대하여 언어 화석의 개념을 적용하여 논한 것이다. 이기문
(1972/1998), 김성규(1989), 김성규(1994), 최전승(1997), 강희숙(1998), 구본관
(2005), 임석규(2008), 신중진(2012), 김영선(2013), 엄상혁(2018ㄱ), 소신애
(2018)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언어 화석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승재(1992)와 
송철의(1993/2008)은 한국어에서의 화석을 본격적으로 다룬 초기의 성과이다. 이들 
두 연구에서 마련된 화석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분류 체계의 기조는, 김승호(1993), 
시정곤(2000/2006, 2010), 이진호(2002), 이현희(2005ㄱ), 권경근(2005), 장윤희
(2005, 2010, 2018) 등을 거치면서 보다 정밀하게 심화되고 확장되었다. 
  그런데 이들 논의에서는 언어 화석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이렇다 할 합의가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형태론적 관점에 입각한 연
구와 음운론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서로 언어 화석의 대상을 다르게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론적 관점에서는 주로 복합어를 대상으로 언어 화석을 논의한 반면
(이승재 1992, 송철의 1993, 장윤희 2005, 장윤희 2010 등), 음운론적 관점에서는 
주로 굴절형을 대상으로 언어 화석을 논의하였다(김성규 1989, 최전승 1997, 강희
숙 1998, 조학행·강희숙 2000, 이진호 2002, 권경근 2005, 장윤희 2018 등). 대상
이 다른 까닭에 화석의 개념 역시 서로 다르게 정의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어 화
석의 유형 분류를 서로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송철의(1993/2008)에서는 기
능 및 의미 화석을 인정하는 반면, 장윤희(2010)에서는 그 존재를 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 화석의 생성 및 소멸 과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언어 화석의 개념 정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복합어와 굴절
형 형식의 언어 화석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확인하고, 이들을 아울러 다룰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단일 형식의 화석 역시 언어 화석의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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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의의 구성
  본 연구는 언어 화석의 생성 과정 및 원인을 고찰하는 제2장, 언어 화석의 소멸 
과정 및 원인을 고찰하는 제3장, 언어 화석의 개념 및 유형을 다루는 제4장으로 구
성된다. 
  제2장에서는 언어 화석의 생성 과정과 원인에 대하여 논한다. 우선 2.1에서는 복
합 형식을 대상으로 복합어와 굴절형의 언어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의 공통점을 
포착하고, 그 원인을 살핀다. 2.2에서는 단일 형식도 언어 화석의 범주에 포함될 가
능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복합 형식과 단일 형식으로 나누는 까닭은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복합 형식 화석은, 구성 요소를 공시론적으로 분석하거나 그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
여 해당 어형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단일 형식 화석은 공시론적 분석과 
결합이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언어 화석의 소멸 과정과 원인에 대하여 논한다. 3.1에서는 복합어, 
굴절형 등의 화석이 소멸되는 과정과 원인을 다룬다. 그리고 3.2에서는 단일 형식의 
화석이 소멸되는 과정과 원인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어 화석의 개념 정의와 유
형 분류를 한다. 4.1에서는 언어 화석의 정의에 있어 선행 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언어 화석의 개념 정의를 시도한다. 4.2에서
는 언어 화석의 개념에 대하여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을 바탕으로 범주화를 
시도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미진한 점을 검토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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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화석의 생성

  언어의 변화는 언어의 다양한 층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음소의 소
실과 생성, 음소의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 변화, 음절 구조의 변화, 형태소의 소실, 
형태소의 기능 변화, 통사론적 결합가의 변화, 문체의 변화 등이 모두 언어 변화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언어학의 하위 분야에 따라 나눈다면 음소 및 
음절 등의 음운론적 단위에서의 변화, 형태소 및 단어 등의 형태론적 단위에서의 변
화, 구·절·문장 등의 통사론적 단위에서의 변화, 그리고 의미론적 단위 및 화용론적 
단위에서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론적 단위 및 형태론적 단위에서의 화석의 생성과 소멸을 살
핀다. 즉 형태소 및 단어 단위 이하의 화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언어 자료에서 
관찰되는 형태소 및 단어 단위의 언어 화석의 예들을 귀납적으로 유형화하였을 때, 
화석의 생성을 유발하는 언어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형태소가 소멸되
는 변화, 형태소의 형식·기능·의미 가운데 하나 이상이 변하는 변화, 형태소 간의 결
합 과정에서의 규칙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음운론적 층위에서의 음소 및 음절의 변화는 형태소의 형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때문에 음운론적 음소의 생성, 소멸 혹은 음절 구조 및 배열 등의 변화는 형태소 형
식의 변화의 한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형태소는 형식, 기능, 의미로 이루어져 있
다. 공시론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형태소의 형식·기능·의미 등이 어떤 어형 안에 남
아 있을 경우 그 어형은 화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운 규칙이나 단어 형성 
규칙 등이 변화되어 공시론적 결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이전 시기의 규칙이 어
떤 어형 안에 남아 있다면 화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에서는 복합 형식 화석의 생성 과정과 원인을, 2.2에서는 단일 형식 화석의 생
성 과정과 원인을 살펴본다. 복합 형식 화석은 복합어 화석과 굴절형 화석을 말한
다. 단일 형식 화석은 단일 형태소가 기능 변화에 의해 화석화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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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복합 형식 화석
  2.1에서는 복합 형식의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의 복합 형식
이란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 굴절형을 말한다.1)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굴절형은 곡용형과 활용형을 아우른 것이다. 2.1.1에서는 복합
어 화석을, 2.1.2에서는 굴절형 화석을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복합어 화석과 굴절형 화석이 서로 별개로 논의되어 
왔다. 복합어 화석은 형태론적 관점에서, 굴절형 화석은 음운론적 관점에서 논의된 
것이다. 그런데 복합어 화석과 굴절형 화석을 살펴보면, 모두 공시론적 분석과 결합
이 불가능하다는 점, 공시론적 규칙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아울러 ‘복합 형식 화석’으로 다루고자 한다.

2.1.1. 복합어
  복합어 화석을 판별하는 기준은 공시론적 분석 및 결합의 가능성이다. 공시론적 
분석의 가능성은, 복합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공시태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구성 요소 모두가 공시태에 존재한다면 분석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석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분석되지 못하는 것이 언어 화석의 논의 대상이 된
다. 해당 구성 요소들이 분석되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 중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형식
의 변화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구성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요소가 공시론적 규칙에 의해 
결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결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언어 화석의 논의 대상이 
된다. 결합의 가능성이 없는 까닭은 형태소가 소멸되었거나 형태소의 형식·기능·의
1) 이 외에 둘 이상의 형식이 결합되어 하나의 조사나 어미를 이루는 복합 조사와 복합 어미 등도 

다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장윤희(2010, 2018)에서 언급한 ‘-거라, -너라’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복합 조사와 복합 어미의 화석화는 주로 형태소의 기능 변화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공
형태소(empty morpheme)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복합 조사나 복합 
어미의 기능 변화 및 공형태소 처리에 대한 문제를 다룰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삼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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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거나 형태소 간의 결합 규칙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공시론적 분석이 불가능한 화석의 예를 살펴보겠다. 이전 시기에는 존재하였
던 형태소가 더 이상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 분석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1) 가. 암톹, 수톹
나. 나타나-
다. 일-, 일훔

  (1가)의 ‘암톹, 수톹’에서의 ‘암, 수’ 등은 현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는 
어형이다. 그러나 ‘*톹’은 그렇지 않다. ‘암톹, 수톹’은 ‘[雌]+돝[豕], 숳[雄]+돝
[豕]’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어가 화석화된 것이다.2) 

(2) 내 아리 僧齋예 고라 혼 도로 도티며 羊이며 거유 올히며  가히 만히 
사 오라 야(將我兒設齋錢 廣買猪̇羊鵝鴨雞犬) <월석 23:73a>

(2)에서 보듯이 중세 한국어에는 ‘돝’이라는 명사가 존재하였다. ‘암톹, 수톹’의 ‘암, 
수’는 현대 표준 한국어 공시론적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돝’은 공시태에 존
재하지 않는 까닭에 분석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돝’은 현대 표준 한국어 공시태에 
존재하는 어기가 아니라는 공시론적 예외성을 보이며, 이전 시기의 어형임이 확인되
는 통시론적 타당성이 확보된다. 즉 ‘암톹, 수톹’은 형태소 ‘돝’의 소멸에 의해 화석
화된 어형인 것이다.
  (1나)의 ‘나타나-’는 연결어미 ‘-아/어’와 보조동사 ‘나-’로 분석될 수 있다. 즉 
‘나타나-’는 ‘깨어나-, 달아나-, 뛰어나-, 물러나-, 밀려나-, 배어나-, 불어나-, 
비켜나-, 빼어나-, 살아나-, 솟아나-, 자라나-, 죽어나-, 쫓겨나-, 태어나-, 피
어나-’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X-어#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추정된다. 그런데 ‘깨-, 닫-, 뛰-, 무르-, 밀리-, 배-, 불-, 비키-, 빼-, 살-, 솟-, 
자라-, 죽-, 쫓기-, 태-, 피-’ 등의 자동사는 현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

2) 송철의(1993/2008: 388-398)에서는 ‘고슴도치’에서 ‘돝’이 확인됨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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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낱-’은 그렇지 않다. 
  중세 한국어에는 자동사 ‘낱-’이 존재하였으나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합성동사 
‘나타나-’에만 흔적을 남기고 소멸되었다.3)
 

(3)  리 一切 므레 너비 나니(一月이 普現一切水니) <남명 9b>

(3)으로부터 자동사 ‘낱-’이 중세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저
어하-, 일어나-’ 등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이들 역시 ‘V-아/어#나-’로 분석될 
수 있지만 본동사 어간 ‘*저-, *일-’ 등은 현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다.4) 
  (1다)의 ‘일-, 일훔’은 중세 한국어에서 각각 ‘稱, 名’에 대응되는 동사와 명사
이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는 ‘*잃-’이라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잃-’이 
어미와 결합되는 예가 문증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일-, 일훔’으로
부터 ‘-, -옴/움’은 분석될 수 있다. ‘-’은 ‘曰’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고, ‘-옴/
움’은 명사형어미이다. 이를 통해 15세기보다 이전 시기에는 동사 ‘*잃-’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名’에 ‘’가 현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을 일컬어’라는 뜻을 지니는바 동사 ‘*잃-’과 연결어미 ‘-아’의 결합형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5) 

(4) 是 如 四種 過失 遠離 而 聽法 者 名 正聞法
(이 같은 네 종류의 과실을 멀리 여의어 법을 듣는 것을 일컬어 정문법이라고 
한다) <유가 20:4;12-13>

3) ‘낱-’은 ‘낟-’과 쌍형을 이루는 관계였다(김완진 1973). ‘낟-’이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顯은 
번드기 나다날 씨라 <월석 10:12b>’.

4) ‘저어하-, 일어나-’ 등의 본동사 어간은 중세 한국어의 자동사 ‘젛-[畏], 닐-[起]’에서 찾을 수 
있다.

5) 15세기에는 이름을 짓는다는 뜻을 가진 ‘짛-’이라는 동사가 존재하였다. ‘名’가 ‘짛-+-아’를 
나타낸 어형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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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 일훔’ 등의 어형을 통하여 이전 시기에는 ‘*잃-’이라는 동사가 존재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잃-’이라는 동사는 15세기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지만, ‘일-, 일훔’ 등의 복합어가 화석화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6)
  요컨대 (1가)의 ‘암톹, 수톹’, (1나)의 ‘나타나-’, (1다)의 ‘일-, 일훔’ 등은 이
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형태소 ‘돝, 낱-, *잃-’ 등이 소멸되었음에도 합성어 속에서 
그 흔적을 보이는 예이다. ‘돝, 낱-, *잃-’ 등이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시
론적 예외성과 이전 시기에 해당 어형이 존재하였다는 통시론적 타당성이 확보된다.  
  파생어의 경우에도 형태소가 소멸되어 화석화된 어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파생어는 합성어와 조금 차이가 있다. 어근의 경우에는 분석의 가능성과 결합의 가
능성을 통해 곧 공시태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접사의 경우
에는 분석의 가능성과 결합의 가능성이 공시태에 존재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으로 직
결되지 않는다. 접사의 생산성은 형태소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우선적으로 공시론적인 생산성이 전혀 없는 접사를 논의 대상으로 한다.
  우선 파생어 가운데 어근이 현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 예를 살
펴보겠다.
 

(5) 가. 설거지, 이바지
나. 고비

(5가)의 ‘설거지, 이바지’는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분석되기 어렵다.7) 명사파생접미
사 ‘-이’는 분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근 ‘*설겆-, *이밪-’ 등은 현대 표준 한국어
의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거지, 이바지’는 각각 중세 한국어의 동사 
어근 ‘설겆-, 이받-’으로부터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이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설엊(<설겆-)8), 이받-’이 동사로 사용된 예는 (6)과 같다.

6) ‘일-, 일훔’은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일컫-, 이름’으로 그 형식이 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3.1에서 다시 언급한다.

7) 이러한 이유로 한글맞춤법에서도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8) ‘설엊-’은 ‘설-’과 ‘*겆-’의 합성어로 파악된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ㄹ’ 뒤에서 ‘ㄱ’이 약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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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사발 뎝시 설어즈라(收拾碗碟着) <번노 상:43a>

나. 눈먼 어 이받노라 <월석 2:13a>

  그런데 동사 ‘설겆-, 이받-’은 현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
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설겆고, *설겆으며, *설겆어’, ‘*이받고, *이받으며, *이받아’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동사로 쓰일 때에는, 파생된 명사 
‘설거지, 이바지’에 다시 동사파생접미사 ‘-하-’가 결합되어 ‘설거지하-, 이바지하-’9)
로 쓰인다. 요컨대 (5가)의 ‘설거지, 이바지’는 파생어의 어근인 동사 ‘설겆-, 이받-’
이 소멸되어 화석화된 어형이라 할 수 있다.
  (5나)의 ‘고비’는 어원적으로 ‘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어형이다. 그러나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곱-’이 ‘曲’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즉 ‘고비’의 ‘곱-’
은 현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세 한국어 시기의 ‘곱-’은 
‘굽-[曲]’의 모음조화에 의한 내적 파생어이다(송철의 1983: 60-61).10) 

(7) 曲 고 씨라 <석상 11:6a>, <월석 23:38b>

다. 그런데 ‘整理’의 뜻으로 쓰이는 ‘설-’은 확인되지만 ‘*겆-’은 문증되지 않는다. ‘우리 잘  
서러 보아지라(我整理睡處) <번노 상:25a>’. 따라서 ‘설거지’로부터 어근 ‘설겆-’이 이전 시기
에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세 한국어의 복합동사 ‘설엊-’으로부터 동사 ‘*겆-’이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9) 현대 표준 한국어의 ‘이바지하-’는 중세 한국어의 ‘이받-’과 의미가 조금 차이 난다. 중세 한국
어의 ‘이받-’은 ‘奉, 養, 宴’ 등의 의미를 가졌다. ‘됴 차반 어더든 어미 이받고(香美果蓏 仰奉
於母) <월석 20:12b>’, ‘녜  야 이받더니 조 도 맛나아(常采拾以爲養數遇賊) <삼
강 효:6a>’, ‘며 이바디며(聲伎游宴) <번소 10:23b>’. 현대 한국어의 ‘이바지하-’는 ‘奉, 
供’의 의미는 가지지만, ‘宴’의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宴’의 의미는 ‘이바지 음식’이라는 명사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본관 2005: 346).

10)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동사 ‘곱다04’가 ‘곧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약간 급하게 휘다’라는 뜻으
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표준 한국어 화자들은 ‘고비’가 ‘곱-’으로부터 파생된 명사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글맞춤법에서도 소리 나는 대로 ‘고비’로 적도록 한 것을 그 
근거를 들 수 있다. 이는 비록 ‘곱-’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공시태에 
존재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굽이’는 ‘굽-’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이 보다 분명하게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고비’와 달리 ‘굽이’는 형태 정보를 밝혀 적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구
비’와 ‘굽이’의 관계는 아래의 ‘너비’와 ‘넓이’의 관계와 평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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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5나)의 ‘고비’는 어근 ‘곱-[曲]’이 소멸되어 형성된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5)는 파생어의 어근이 소멸되어 형성된 화석이다. 이와 달리 파생어의 접사가 현
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8) 가. 주검, 무덤, 자밤
나. 고프-, 아프-, 미덥-

(8가)의 ‘주검, 무덤, 자밤’11)으로부터는 음성적·의미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명사파생
접미사 ‘-암/엄’을 석출해 낼 수 있다. ‘-암/엄’은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생산성이 
없는 접미사이지만, 이전 시기에는 명사 파생의 기능을 가진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8나)의 ‘고프-, 아프-’ 등은 현대 표준 한국어의 동사 ‘곯-, 앓-’과 음성적·의
미적 유연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곯-, 앓-’로부터 ‘고프-, 
아프-’를 파생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사 ‘믿-’과 형용사 ‘미덥-’은 서로 음
성적·의미적 유연성을 가지지만, ‘믿-’으로부터 ‘미덥-’을 파생할 수 있는 접미사를 
현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고프-, 아프-’는 중세 한국어에서 동사 ‘곯-, 앓-’에 접미사 ‘-/브-’가 결합
되어 파생된 형용사이고, ‘미덥-’은 동사 ‘믿-’에 접미사 ‘-압/업-’이 결합되어 파
생된 형용사이다. 그러나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브-, -압/업-’은 공시태에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프-, 아프-’, ‘미덥-’은 각각 형용사파생접미사 ‘-/브-’, 
‘-압/업-’이 소멸되어 화석화된 어형이다.
  (8나)의 ‘고프-, 아프-’, ‘미덥-’의 어근 ‘곯-, 앓-’, ‘믿-’은 현대 표준 한국어
의 공시태에 존재한다. 그런데 형용사파생접미사 ‘-/브-, -압/업-’ 등에 의해 파
생된 뒤 어근마저 소멸된 경우도 있다.
  

(9) 가. 밉-
나. 부끄럽-

11) ‘자밤’은 ‘나물이나 양념 따위를 손가락을 모아서 그 끝으로 집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를 나
타내는 의존명사이다(《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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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쁘-, 가쁘-, 슬프-

(9가)의 ‘밉-’, (9나)의 ‘부끄럽-’, (9다)의 ‘기쁘-, 가쁘-, 슬프-’ 등은 중세 한국
어에서 동사 ‘믜-’와 접미사 ‘-ㅸ-’, 동사 ‘붓그리-’와 접미사 ‘-압/업-’, 동사 ‘-, 
-, 슳-’과 접미사 ‘-/브-’가 결합하여 파생된 형용사들이다.12) 
  중세 한국어에 동사 ‘믜-, 붓그리-, -, -, 슳-’이 존재하였음을 다음의 
(10)을 통해 알 수 있다. 

(10) 가. 앗기며 貪며  믜며(慳貪嫉妒) <석상 13:56b>
나. 小 붓그리고 大 니라 <월석 14:62a>
다. 歡喜 깃글 씨라 <석상 13:13a>
라. 그제   한 사미(是時疲極之衆) <월석 14:77b>
마. 天 人 一切 大衆이 슬허 울어늘(天人 一切大衆 悲哀流淚) <석상 23:7b>

그러나 ‘믜-, 붓그리-, -, -, 슳-’은 현대 표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
대 표준 한국어의 ‘밉-, 부끄럽-, 기쁘-, 가쁘-, 슬프-’는 이들 동사에 형용사파생
접미사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동사가 소멸된 까닭에 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워하-, 부끄러워하-, 기뻐하-, 가빠하-, 슬퍼하-’ 등과 같이 형용사 어간에 ‘-어
하-’를 결합하여야 한다. 즉 ‘밉-, 부끄럽-, 기쁘-, 가쁘-, 슬프-’ 등은 이전 시기
의 파생형이 화석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태소의 형식이 변화되었음에도 일부 어형 속에 이전 시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경우를 보겠다.

(11) 가. 좁쌀, 볍씨, 입때, 짭짤, 부릅뜨-, 휩쓸-
나. 안팎, 암탉, 수컷, 살코기
다. 지푸라기, 무르팍

12) ‘부럽-’도 ‘-압/업-’에 의해 파생된 형용사인 것으로 보인다. 동사 어간이 ‘*불- 혹은 *블-’이
거나 ‘*부리- 혹은 *브리-’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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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마님, 아자바님

(11가)는 ‘ㅂ’계 어두자음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어형이다. ‘, , , -, -, 
-’ 등의 ‘ㅂ’이 합성어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기문(1972/1998: 145)에서는 
(11가)의 어형들을 중세 한국어의 ‘ㅂ’계 합용 병서가 어두자음군을 표기한 것일 가
능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15세기 한국어의 ‘’가 16세기에 ‘’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의 ‘ㄴ’이 후행하는 ‘ㅂ’의 영향으로 ‘ㅁ’으로 동화된 것이
라고 하였다.
  (11나)는 중세 한국어에서 ‘ㅎ’ 말음을 가진 체언의 흔적을 가진 어형으로, ‘않, 
, 숳, 삻’ 등이 각각 ‘안, 암, 수, 살’로 재구조화되었음에도 합성어 속에서 그 흔적
을 보이고 있다.     
  (11다)는 ‘짚, 무릎’ 등의 기저형이 현대 중부방언에서 ‘집, 무릅’으로 재구조화되
는 양상을 보임에도 합성어 속에서 ‘ㅍ’ 말음을 유지하고 있는 예이다(송철의 1983: 
68). 

(12) 가. 지피, 지플, 지페 
나. 지비, 지블, 지베

(13) 가. 무르피, 무르플, 무르페
나. 무르비, 무르블, 무르베

(12가), (13가)에서는 기저형이 ‘짚, 무릎’임이 확인되지만, (12나), (13나)는 그 기
저형이 ‘집, 무릅’으로 재구조화되었다. (11다)의 ‘지푸라기, 무르팍’은 ‘짚+-우라기, 
무릎+-악’ 등으로 형성된 복합어이다. ‘짚, 무릎’의 기저형이 ‘집, 무릅’ 등으로 재
구조화되었지만, 이전 시기에는 음절 말음이 ‘ㅍ’으로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11라)는 15세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음절 말에서 ‘ㅈ’이 실현될 수 있었음을 보
여 주는 예이다.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음절 말의 위치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8개의 자음만이 실현될 수 있었다.13) 유기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평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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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치되었으며, ‘ㅈ, ㅊ’ 등의 파찰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마찰음 ‘ㅅ’으로 대치되
었다. (11라)의 ‘아마님, 아자바님’은 ‘앚’과 ‘어마님, 아바님’이 결합된 것으로 보
인다.14) ‘아마님, 아자바님’은 각각 ‘아미15), 아자비’의 호격형에 ‘-님’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어미, 아비’의 경우 자립적인 단어이므로, 15세기의 음절 말 변동 
규칙에 따른다면 선행하는 요소 ‘앚’의 말음 ‘ㅈ’이 ‘ㅅ’으로 변할 것이 기대된다.16) 
그러나 (11라)에서와 같이 복합어에서 음절 말의 ‘ㅈ’이 실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미’와 ‘아자비’에 관한 차자표기의 기록은 《계림유사》에서 발견된다
(이기문 1983: 4).

(14) 가. 叔伯皆曰了査祕
나. 叔伯母皆曰了子彌

(14가)의 ‘了査祕’는 ‘아자비’에, (14나)의 ‘了子彌’는 ‘아미’에 대응된다. 이에 따
라 고대 한국어에서는 음절 말에서 ‘ㅈ’이 ‘ㄷ’으로 변동되지 않고 발음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기문 1963, 이기문 1983).17) 이기문(1963)에서는 13세기의 《향약구급
방》에서 음절 말의 ‘叱’과 ‘次’가 서로 구별되었음을 지적하였다.18) 
13) 《훈민정음》 ‘합자해’의 ‘八字可足用’의 기술을 따른 것이다. ‘ㅿ’의 허용 여부에 따라 9개로 

보는 견해도 있다.
14) 접두사 ‘앚’은 ‘모 앗보치히 <이행 31a>’의 ‘앗’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15세기 문헌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아아, 아’ 등으로부터 ‘앛’을 확인할 수 있다(이기문 1983: 7-8).
15) 이기문(1983: 5-6)에서는 ‘아미’가 ‘앚’과 ‘어미’의 결합이라면 모음이 ‘ㅓ’가 아니라 ‘ㆍ’로 

실현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아저미’가 첫 음절의 ‘ㅏ’에 이끌려 ‘*아자미’로 변한 
후 ‘아미’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할미’ 역시 ‘한’과 ‘어미’가 결합된 후 ‘한’의 
양모음으로 인해 ‘어미’의 ‘ㅓ’가 ‘ㅏ’로 변한 것으로 보았다.

16) 이기문(1983: 10)에서는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젖어미’ 등의 ‘젖’이 형태소 경계에서는 [저
지], [저즐]로 발음되지만, 단어 경계에서는 음소 변동의 규칙을 받아 [저더미]와 같이 실현되
는 경우에 빗대었다.

17) 15세기 한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은 선행 어간의 말음과 후행 음절의 환경에 따라 이형태 
교체를 한다. 초성의 경우 선행 어간의 말음이 ‘ㄷ, ㅈ, ㅊ’일 때에는 ‘ㅈ’으로, ‘ㄱ, ㅂ, ㅅ, ㅿ, 
ㅎ’일 때에는 ‘ㅅ’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ㅿ’으로 실현된다. 15세기 공시론적 음절 말 대치를 
고려하면 ‘ㅈ, ㅊ, ㅅ, ㅿ’이 자연부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나, ‘ㅈ, ㅊ’은 ‘ㄷ’과 하나의 부류를 
이룬다(‘맞-[迎]+--→마-’, ‘좇-[隨]+--→조-’.  cf. ‘-[禮]+--→조-’). 
이것 역시도 15세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는 ‘ㅈ, ㅊ’이 음절 말에서 ‘ㅅ’으로 변동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8) 15세기 전기의 언어를 반영한 《조선관역어》에서는, ‘ㅅ’과 ‘ㅈ, ㅊ’을 표기하기 위해서 ‘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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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음절 말에 ‘ㅈ, ㅊ’이 위치할 수 있었을 때 ‘아마님, 아자바님’ 등의 복합
어가 형성되었으며, 더 이상 음절 말에서 ‘ㅈ, ㅊ’이 실현될 수 없게 된 15세기에도 
화석화된 어형이 남아 있게 된 것이다.   
  파생어의 경우에도 형식이 변화되었음에도 이전 시기의 모습을 보이는 화석을 확
인할 수 있다.

(15) 너비

(15)의 ‘너비’는 ‘넓-[廣]’의 기저형이 ‘넙-’이던 시기의 모습을 보인다(송철의 
1983: 66-67). ‘너비’는 ‘넙-’에 척도를 나타내는 명사파생접미사 ‘-/의’가 결합
된 것이다. ‘넙-, 너르-’가 혼효되어 ‘넓-’으로 재구조화되었음에도(고광모 2013: 
53, 박진호 2015ㄴ: 622), ‘너비’에서는 ‘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태소의 기능이 변화되었음에도 이전 시기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를 보
겠다. 

(16) 가. 값어치[가버치]
나. 새롭-, 외롭-, 맏이

(16가)의 ‘-어치’는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자립성이 거의 없다. 이에 현대 표준 한
국어에서는 접사로 처리된다. 때문에 ‘값어치’의 경우 ‘값+-어치’의 결합으로 이루
어진바, [갑써치]로 발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음은 [가버치]로 
실현된다. 그 까닭은 ‘값어치’의 어형이 ‘어치’가 이전 시기에 명사로서 자립성을 가
졌을 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6나)의 ‘새롭-, 외롭-, 맏이’의 ‘새, 외, 맏’은 각각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관형
사, 접두사, 접두사로 기능한다. 그런데 형용사파생접미사 ‘-롭-’ 및 명사파생접미
사 ‘-이’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새, 외, 맏’이 각각 명사로서 

사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음절 말의 ‘ㅈ, ㅊ’과 ‘ㅅ’이 대립을 이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권인
한 1998: 278, 김지은 201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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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성을 지녔을 때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송철의 1983: 61-62, 송철의 1993: 
357, 이현희 2005ㄱ: 281-282).
  형태소의 의미가 변화되었음에도 이전 시기의 의미를 보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17) 가. 더운밥, 더운물 ↔ 찬밥, 찬물
나. 더운 날씨 ↔ 추운 날씨

(17가)에서 볼 수 있듯 ‘더운밥, 더운물’은 ‘찬밥, 찬물’과 반의어를 이룬다. 그런데 
(17나)와 같이 ‘덥-’은 ‘춥-’과 반의 관계를 이룬다. ‘차-’와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는 (17가)와 같은 ‘더운밥, 더운물’과 ‘물을 데우다’ 등의 경우뿐이다(송철의 
1993: 366).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의 ‘차-’의 반의어는 ‘뜨겁-’이다.
  중세 한국어 공시태에는 현대 표준 한국어의 ‘뜨겁-’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지는 
‘덥-’이 존재하였다.

(18) 가.  처미 더 블로 모 라 <월석 1:29a>
나. *가장 처음이 더운 불로 몸을 불살라

중세 한국어에서는 (18가)와 같이 ‘더’이 ‘블[火]’을 수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18나)와 같이 ‘더운’이 ‘불’을 수식하지 못한다. 만약 (18나)
의 ‘더운’이 ‘뜨거운’으로 대체되면 가능하게 된다.  
  장윤희(2010: 61-62)에서는 ‘덥-’이 공시론적으로 ‘더운밥, 더운물, 물을 데우다’ 
등의 구성에서 제한적으로 ‘뜨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의미의 화석화가 아니라 
의미의 축소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시론적 기술과 통시론적 기술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당위는 없다. 공시론적으로 ‘덥-’이 ‘춥-’의 반의어로서의 ‘덥1-’
과 ‘차-’의 반의어로서의 ‘덥2-’로 기술된다고 하더라도 ‘덥2-’의 용법이 이전 시기
의 것을 간직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시론적 기술과 별개로 통시
론적으로는 (17)의 ‘더운밥, 더운물’은 ‘덥2-’의 어형이 화석화되어 남아 있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의 의미가 변화하였음에도 복합 형식 속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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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의미의 변화에 따른 화석화로 다룰 수 있다.
  문법적 의미가 변화되어 화석화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연결어미 ‘-아/어’는 중세 
한국어와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문법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 중세 한국어에서 ‘-아/
어’는 [지속]의 의미를 가졌다. 그런데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19) 가. *학교에 자전거를 타 왔다
나.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왔다

(19가)가 비문이 되는 것은 ‘타-+-아/어 가-’에서의 ‘-아/어’가 [지속]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이러한 [지속]의 의미는 ‘-고’가 나
타낸다.
  한편 (20), (21)의 ‘데려오-, 가져오-’에는 [지속]의 의미가 있음이 주목된다. 
‘데려오-, 가져오-’ 등도 마찬가지이다.

(20) 가. 학교에 강아지를 데려왔다.
나. 학교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

(21) 가. 학교에 게임기를 가져왔다.
나. 학교에 게임기를 가지고 왔다.

(20가)와 (20나), (21가)와 (21나)는 의미 차이가 서로 크지 않다. (19가)와 달리 
(20가), (21가)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것도 ‘-아/어’가 [지속]의 의미를 가지기 때
문이다. 
  현대 표준 한국어 화자가 [연속상]을 나타낼 때에는 ‘-고 있-’이라는 문법 표지
를 사용한다(박진호 2011: 301-303).19)

(22) 가. 그는 두 시간 동안 문고리를 잡고 있다.
19) ‘-고 있-’은 [결과상]을 나타내는 ‘-고 있1-’과 [연속상]을 나타내는 ‘-고 있2-’로 나뉜다. 

여기에서는 후자를 대상으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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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는 두 시간 동안 문고리를 잡아 있다.

(23) 城門 자바 잇더라(守護城門) <월석 22:43a>

(22가)의 ‘-고 있-’은 [연속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22나)의 ‘-아/어 있-’은 그
렇지 못하다.20) 중세 한국어에서는 (23)과 같이 ‘-아/어 잇-’으로 [연속상]을 나타
낼 수 있었다. (23)의 ‘자바 잇더라’는 현대 한국어의 ‘잡고 있었다’에 대응된다. ‘-아/
어 있-’이 담당하던 문법 의미의 표현을 ‘-고 있-’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21) ‘-아/
어’의 문법적 의미의 변화를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의 연결어미 ‘-아/어’가 가지고 있던 기능 중 [지속]의 의미는 현대 
한국어에 오면서 점점 ‘-고’에게 그 영역을 잠식당하였다(김창섭 1997: 829). 그러
나 (20가), (21가)와 같이 ‘데려오-, 가져오-’ 등에는 그 기능이 남아 있다(이현희 
2005ㄱ: 280-281). 이는 (20가), (21가)의 ‘데려오-, 가져오-’가 (20나), (21나)
의 ‘데리고 오-, 가지고 오-’와 동일하게 쓰이는 것에서 확인된다.22) 
  연결어미 ‘-아/어’는 중세 한국어에서 [지속]의 의미 외에 [완료], [동시성], [계
기성]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완료]의 의미로만 사용된
다. 그런데 (24)의 합성어에서는 [동시성]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김창섭 1997: 
826-829, 구본관 2005: 346-347).

(24) 몰라보-, 알아듣-, 새겨듣-, 알아보-, 깨어물-, 건너뛰-, 달아매-, …

(24)는 ‘-아/어’가 ‘결과적 방법’의 기능을 가질 때 형성된 합성어이다(김창섭 
1997: 830).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결과적 방법’의 기능을 가지는 ‘-아/어’는 생산
성이 없다. 따라서 (24)는 이들이 하나의 단위로 화석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아/어 있-’은 모두 [결과상]을 나타낸다.
21) ‘-아/어’와 ‘-고’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이기갑(1981)을 참고할 수 있다.
22) (20가), (21가)의 ‘데려오-, 가져오-’가 있음에도 (20나), (21나)의 ‘데리고 오-, 가지고 오-’

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어’의 기능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탈화석화의 예로 
다루어질 수 있다. 본고의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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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별적 변화에 의해 화석이 형성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 규칙이 변화되어 화석이 형성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25) 가. 아드님, 버드나무, 부삽, 화살, 싸전
나. 머지않아, 마지못해

(25가)는 조어에서의 ‘ㄹ’ 탈락의 규칙이 변화되어 화석화된 어형이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는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체언 앞에서 선행 체언의 ‘ㄹ’이 탈락
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25가)는 ‘ㄹ’이 탈락된 것을 보여 준다. 
  (25나)는 활용에서의 ‘ㄹ’ 탈락 규칙이 변화되어 화석화된 어형이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느-, -으시-, -으옵-, -으오-’ 등과 종결어미 ‘-으
오, -으마’ 등의 앞에서 ‘ㄹ’이 탈락된다. 그런데 (25나)는 ‘-지’ 앞에서 ‘ㄹ’이 탈락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ㄴ, ㄷ, ㅅ, ㅿ,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되던 이전 시기의 규칙이 적용된 어형이 화석화되었기 때문이다.
  음운론적 규칙뿐만 아니라 형태론적 단어 형성 방식의 변화에 의해 화석화된 어
형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명사와 분류사가 직접 통합
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몇몇 어형들은 명사와 
분류사가 직접 통합된 경우를 보인다(이형주 2018). 

(26) 가. 그는 그저 논마지기나 장만할 정도의 돈을 벌었다. ≪송기숙, 녹두 장군≫
나. 논밭 뙈기나 받고, 돈냥이나 받고 해서 데리고 온대. ≪최명희, 혼불≫
다. 면회라도 자주 오는 사람은 근무자에게 돈푼이나 집어 주어 비위를 맞춘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라. 모친의 생각으로 하면 기왕 버린 몸이니 자식만 없으면 창호와 헤어져서 밥

술이나 굶지 않는 데로 개가를 하든지…. ≪염상섭, 이심≫

(26)은 명사와 분류사가 직접 통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예이다.23)

23) (26)은 모두《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다. 예문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형주(2018)에서는 ‘고기 근, 곡식 되, 소 마리, 고추 섬, 담배 모금, 소설 권’ 등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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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런 단어 형성 또는 구 형성은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규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보온병개, *차대, *털올’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어 형
성 규칙이 소멸되었지만 (26)의 화석화된 어형을 통해 그러한 단어 형성 방식이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2. 굴절형
  굴절형의 화석은 곡용형과 활용형 형식을 취한 화석을 말한다. 굴절형 화석도 복
합어 화석과 마찬가지로 형태소의 소멸, 형식의 변화, 기능의 변화, 규칙의 변화에 
의하여 화석화를 겪는다.24) 
  복합어에 비하여 굴절형의 경우, 체언 어간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공시론적
으로 분석해 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언어학적 기술에 있어서도 체언 어간과 조
사, 용언 어간의 결합형을 모두 어휘부에 등재하기보다 그때그때 결합한다고 기술하
는 것이 더 간결하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합은 공시론적 결합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한 셈이다. 그런데 굴절형 가운데에서도 공시론적 분석과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기원적으로는 굴절형이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형태소의 소멸을 겪거나 형식
의 변화를 겪어 공시론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먼저 형태소 소멸에 의
해 굴절형이 화석화되는 경우를 보겠다.

(27) 가. 이리, 저리, 그리
나. 이르고, 이르니, 이르러
다. 더불어
라. 내로라하다, 가노라
마. 여쭙-

와 분류사가 직접 통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 예도 다루었으며, 17세기부터 20세기 초 문헌에 
등장하는 명사와 분류사 직접 통합 구성의 예를 제시하고 그 변화 과정을 살핀 바 있다. 

24) 의미의 변화에 의한 화석화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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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27가)의 ‘이리, 그리, 저리’로부터 지시대명사 ‘이, 그, 저’는 
공시론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리’의 정체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
기문(1972/1998: 30), 송철의(1993/2008: 384), 구본관(2005: 345), 장윤희
(2010: 58)에서는 ‘이리, 그리, 저리’에서의 ‘*-리’가 이전 시기의 연격조사라고 하
였다.25) 즉 ‘이리, 그리, 저리’는 지시대명사와 연격조사의 결합형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화석화된 것이다.26)
  (27나)는 ‘이르-’의 활용 패러다임이다. ‘누르-’류의 색채 형용사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인다.

(28) 가. 이르고, 이르니, 이르러 [至]
나. 누르고, 누르니, 누르러 [黃]

(28)의 활용 패러다임을 통해 볼 수 있는 자음어미 ‘-고’와 으-계어미 ‘-으니’의 
결합형으로부터 기저형이 ‘이르-, 누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음어미 
‘-아/어’와의 결합형 ‘이르러, 누르러’는 ‘이르-, 누르-’로부터 형성되지 않는다. 
  (28)의 불규칙성은 현대 표준 한국어의, ‘으’ 말음 어간 및 다른 ‘르’ 말음 어간의 
활용 패러다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 말음 어간이 모음어미 ‘-아/
어’와 결합되는 경우 (29)의 ‘기쁘-+-아/어→기뻐’, ‘잠그-+-아/어→잠가’ 등과 
같이 ‘으’가 탈락되어 ‘기뻐, 잠가’로 실현된다.

(29) 가. 기쁘고, 기쁘니, 기뻐 [喜]
나. 잠그고, 잠그니, 잠가 [鎻]

(30) 가. 가르고, 가르니, 갈라 [分]
나. 누르고, 누르니, 눌러 [壓]

25) 이기문(1972/1998: 30)에서는 알타이 조어의 연격조사 ‘*-li’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에벤키
어의 ‘hokto-li’(길을 따라서), 몽고제어의 ‘keli(언제)’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26) 그런데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이리, 그리, 저리’는 ‘이리로, 그리로, 저리로’와 같이 조사 ‘-로’
와 통합 가능하다. 이는 ‘이리, 그리, 저리’가 지시대명사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는 3.1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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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르’ 말음 어간이 모음어미 ‘-아/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30)의 ‘가르-+-아/
어→갈라, 누르-+-아/어→눌러’와 같이 실현된다.27) 
  그런데 ‘이르-, 누르-’의 경우에는 모음어미 ‘-아/어’와 결합되더라도 ‘*이러, *누
러’나 ‘*일러, *눌러’로 활용되지 않는다. 규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28) 
  ‘이르러, 누르러’는 ‘이르-, 누르-’에 ‘-아/어’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를
-, 누를-’에 모음어미 ‘-아/어’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대 표준 한국어 공
시론적으로는 ‘이르-(자음어미 앞, 으-계어미 앞)/이를-(모음어미 앞)’, ‘누르-(자
음어미 앞, 으-계어미 앞)/누를-(모음어미 앞)’의 다중기저형으로 기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르러, 누르러’의 활용형이 통시론적으로 어
떻게 형성되었는가이다. 중세 한국어에는 ‘니르-’와 ‘니를-’, ‘누르-’와 ‘누를-’이 
쌍형 어간으로 존재하였다. 현대 표준 한국어의 활용형 ‘이르러, 누르러’는 ‘이를-, 
누를-’의 모음어미 결합형이 화석화되어 남은 것이다(장윤희 2010: 70-71). 즉 현
대 표준 한국어에서 ‘이를-(<니를-), 누를-’은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에만 흔적을 
남기고 다른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용언이 모든 어미와 결합되지 못하고 일부의 몇몇 어미와만 결합이 가
능할 때 이를 불완전 활용이라고 한다. 불완전 활용을 보이는 어간들 가운데 이전 
시기에는 완전 활용을 보이다가 소멸된 경우를 가리켜 활용형이 화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7다)의 ‘더불어’가 불완전 동사의 활용형이 화석화된 예에 해당된다. ‘더불-’은 
모음어미 ‘-아/어’와만 결합하여 ‘더불어’의 꼴로만 쓰인다. 그런데 ‘더불-’의 중세 
한국어 어형인 ‘더블-’은 보다 다양한 어미와 결합 가능한 동사였음이 확인된다.

(31) 가. 여러 龍 더블오 사미 외야(從諸龍化作人身) <석상 23:57a-57b>
27) (30)의 경우도 불규칙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들은 15세기 한국어에서 ‘가르

-, 누르-’ 등의 어형을 가졌는데,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각각 ‘갈아, 눌러’ 등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교체 양상을 소위 특수 어간 교체라고 부르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기문(1962)를 참고할 
수 있다.

28) ‘따르-’류의 동사는 ‘따르고, 따르니, 따라’와 같이 규칙적인 패러다임을 보여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난다. ‘으’만 탈락하므로 (29)의 동사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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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羅睺羅 더브러 노 樓 우희 오시고(將羅睺羅登上高樓) <석상 6:2b>
다. 弟子 阿難 羅雲이 더브르샤(將諸弟子阿難羅云等) <월석 10:8a>

(31)에서는 ‘더블-’이 연결어미 ‘-고, -어’, 선어말어미 ‘-으시-’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이라는 동사는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생산성을 가지지 못
하게 되었지만 활용형 ‘더불어’가 화석화되어 있는 것이다.
  (27라)의 ‘내로라하다’는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우-’의 흔적을 보여 준
다. ‘내로라, 가노라’는 각각 ‘나+-이-+-오-+-다, 가-+--+-오-+-다’의 
결합형이 화석화된 것이다(장윤희 2010: 68).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우-’
는 두 가지 음운 현상에 관여하였다. 하나는 ‘--, -더-, -거-’ 등의 선어말어
미와 통합하여 화합형 ‘-노-, -다-, -가-, -과-’ 등을 이룬 것이다. 다른 하나는 
‘ㄷ’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나 ‘-아/어’가 후행할 때 이들의 두음을 ‘ㄹ’로 바꾼 것이
다. ‘-오/우-’는 종결형이나 연결형 앞에서 1인칭 어미와의 일치(agreement) 요소
로 쓰였는데(유동석 1995: 261), 현대 표준 한국어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7라)의 ‘내로라하다’나 ‘가노라’ 등에서는 주어의 인칭과 호응한다는 점에서 
‘-오/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석규(2008)에서는 현대 경북방언에서 ‘가-[去], 주-[賜], 자-[寢], 오-[來], 
보-[示], 하-[爲]’류의 동사가 ‘-으마, -을래, -을리껴’ 등의 어미와 결합할 때 상
성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것이 기원적으로 용언 어간과 선어말어미 ‘-오/
우-’의 결합형이 화석화된 것임을 보였다.29) 즉 현대 경북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전 시기의 활용형 속에서 모습을 간직
하고 있는 것이다.
  (27마)의 ‘여쭙-’은 ‘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어형이다. 현대 표준 한국
어에는 선어말어미 ‘--’이 존재하지 않지만 [겸양]의 의미를 가지는 어형은 화석
29) 중세 한국어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1음절 용언 어간은 후행하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평성이나 

거성으로 실현된다. 평성으로 실현되는 어간은 후행하는 거성 어미와 결합하여 상성으로 실현된
다. 김완진(1973/1977: 57-59)에서는, 후행하는 환경에 따라 성조의 실현이 달라지는 음절에 
대하여 ‘후의적 성조’를 가졌다고 하였으며, 선행하는 1음절 모음 어간을 평성으로 실현시키는 
어미를 ‘약어미’, 거성으로 실현시키는 어미를 ‘강어미’라 하였다. 1음절 모음 어간의 성조에 따
른 어미 분류에 대해서는 김성규(1994: 50-56, 201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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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0) 
  다음으로 굴절형 화석 가운데 형태소의 형식이 변화되어 화석화된 경우를 보겠다. 

(32) 가. 나누고, 나누니, 나놔
나. 바치, 바츨, 바테, 바트로
다. 누가(주격), 누구를(대격), 누구에게(여격), 누구의(속격)
라. 펴아, 혜야
마. 같고, 가트니, 가태

(32가)는 전남방언의 ‘나누-[分]’의 활용 패러다임이다. 최전승(1997), 강희숙
(1998)에서는 전남방언에서 보이는 ‘가꾸-[飾]+-어→가꽈(*가꿔), 나누-[分]+-어
→나놔(*나눠)’ 등의 모음조화 양상 및 ‘추-[舞]+-어→처(*춰)’의 활용형을 근거로 이
전 시기의 모음어미 결합형이 화석화되었다고 하였다. 
  현대 전라방언에서는 ‘나누-, 가꾸-’류의 동사를 제외한 ‘ㅜ’ 말음 어간은 모음어
미 ‘-어’를 취한다. 그런데 ‘나누-, 가꾸-’류의 동사는 ‘-어’가 아니라 ‘-아’를 취
한다. 

(33) 가. 나누고, 나누니, 나놔
나. 가꾸고, 가꾸니, 가꽈

(33)의 ‘나누-, 가꾸-’류의 동사는 공시론적으로 다중기저형을 가진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31) 즉 자음어미와 으-계어미와의 결합에서는 ‘나누-, 가꾸-’의 기저형을, 
모음어미와의 결합에서는 ‘나노-, 가꼬-’의 기저형을 갖는 것이다.32) 
30) ‘여쭙-’의 어휘적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엄상혁(2018ㄷ: 223-225)를 참고할 수 있다. ‘저쑵-’

(‘신이나 부처에게 절하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선어말어미 ‘--’을 발견할 수 있다. 
31) 공시론적인 다중기저형의 설정과 화석의 판별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32) 최명옥(1992: 70)에서는 둘째 음절의 ‘ㅜ’는 모음조화에 관여하지 않고 첫째 음절의 모음에 따

라 ‘아/어’가 선택된다고 하였다. 한편 배주채(1998: 111-112)에서는 고흥방언에서 2음절 ‘ㅜ’ 
말음 어간은 모음어미 ‘-아’를 취하며, ‘w 반모음화→보상적 장음화→단음화’에 의해 ‘와’로 실현
된다고 하였다(‘가두-+-아/어→가돠ː→가돠’ 등).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치조음 ‘ㄷ, ㅌ, ㄴ, ㄹ, 
ㅅ’인 경우 수의적으로 ‘w’가 탈락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1음절 ‘ㅜ’ 말음 어간의 경우 모음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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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전 시기에 ‘나누-, 가꾸-’ 등이 각각 ‘나노-, 가꼬-’와 같이 ‘ㅗ’ 말음을 
가진 용언이었음에 연유한다(최전승 1997, 강희숙 1998).33) 기저형이 ‘나노->나
누-, 가꼬->가꾸-’와 같이 변하였음에도 모음어미 결합형에는 ‘ㅗ’ 말음을 가지는 
용언이 모음어미 ‘-아’를 취했던 이전 시기의 활용형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 전남방언의 ‘추-[舞]+-어→처’에서도 확인된다.34) <표 
2-1>은 《한국방언자료집 Ⅵ(전라남도 편)》(1991)에 보고된 ‘추-[舞](Ⅲ. 
16-2. F ㅜ)’의 활용 패러다임이다. 현대 전남방언의 ‘추-’의 활용 패러다임을 기
저형에 따라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기저형 ‘추-’를 가지는 유형 
ⓐ, 기저형 ‘치-’를 가지는 유형 ⓑ,35) 단일기저형 ‘츠-’를 가지는 유형 ⓒ, 다중기
저형 ‘추-/츠-’를 가지는 유형 ⓓ가 그것이다. 
  네 유형 가운데 특히 유형 ⓓ의 ‘광양, 영암, 해남, 여천, 강진, 장흥’의 활용 패러
다임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추-(자음어미 앞), 츠-(모음어미 앞)’의 
기저형을 가지는데, 이를 공시론적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과 패러다임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어’를 취하며 ‘w’ 반모음화와 보상적 장음화만 일어난다(‘두-+-어→둬ː’). 이는 2음절에 한해 
공시론적인 규칙을 설정한 것이다. 

33) ‘나누-, 가꾸-’의 중세 한국어 형식은 ‘호-, 갓고-’이다. ‘나놔, 가꽈’의 화석형이 만들어진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최전승 1997). 때문에 ‘나노-, 가꼬-’의 형식을 그 기저형으로 
처리하였다.

34)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도 ‘푸-+-어→퍼’의 예를 들 수 있다. 김성규(1989: 162-163)에서는 
‘퍼’에 대하여 ‘프->푸-’의 원순모음화가 적용되기 이전의 ‘프-’의 모음어미 결합형이 화석화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35) 유형 ⓑ는 다시 단일기저형을 가지는 ‘신안, 보성, 완도’와 다중기저형을 가지는 ‘부안’으로 나
뉜다. ‘부안’에서의 모음어미 결합형 ‘춰따’는 ‘치-+-었다-→춰따’으로 기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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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서 -었다 기저형 지역 유형
추지 추어서 추어따 추- 영광, 장성, 담양, 곡성, 함평, 광산, 나주, 진도, 보성

ⓐ추지 춰서 추어따 추- 화순36), 승주
추지 춰ː 춰ː따 추- 구례
치지 처서 처따 치- 신안, 보성, 완도 ⓑ치지 처서 춰따 치-/추- 부안
츠지 처서 처따 츠- 고흥 ⓒ
추지 처서 처따 추-/츠- 광양, 영암, 해남, 강진, 여천 ⓓ추지 추어서 처따 추-/츠- 장흥

<표 2-1> 전남방언의 ‘추-[舞]’의 활용 패러다임

  유형 ⓐ, 유형 ⓑ, 유형 ⓒ는 공시론적으로 단일기저형을 바탕으로 자음어미 결합
형과 모음어미 결합형을 도출해 내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유형 ⓐ는 기저형 ‘추-’
를 가지는 지역으로, ‘영광, 장성, 담양, 곡성, 함평, 광산, 나주, 진도, 보성’ 등에서
는 아무런 음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화순, 승주’에서는 모음어미 결합 시 반모
음화가 적용되고(‘추-+-어→춰’), ‘구례’에서는 모음어미 결합 시 반모음화와 보상
적 장음화가 적용된다(‘추-+-어→춰ː’). 유형 ⓑ는 기저형 ‘치-’를 가지는 지역으
로, 모음어미 결합 시 반모음화와 ‘j’ 탈락이 일어난다(‘치-+-어→쳐→처’). 유형 ⓒ
는 기저형 ‘츠-’를 가지는 지역으로 모음어미 결합 시 ‘으’ 탈락이 일어난다(‘츠-+-어
→처’).
  반면 유형 ⓓ는 공시론적으로 단일기저형을 설정할 수 없다. 자음어미 결합형 ‘추
지’를 바탕으로 단일기저형 ‘추-’를 설정할 경우 모음어미 결합형 ‘처’의 실현을 설
명하기 어려운데, 공시론적 규칙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37) 유형 ⓓ의 ‘광양, 
영암, 해남, 강진, 여천, 장흥’에서는 ‘추-’의 활용 패러다임이 불규칙하게 실현되는
데, ‘추-’와 동일한 환경의 1음절 ‘ㅜ’ 말음 어간인 ‘주-[授]’(Ⅲ. 16-2. E ㅜ)의 
36) 화순은 ‘-었다’ 결합형이 비어 있다. ‘*춘다’가 보고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저형이 ‘추-’임

을 확인할 수 있다.
37) 모음어미 결합형을 기준으로 단일기저형을 설정하게 되더라도 자음어미 결합형을 설명하기 어

려운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모음어미 결합형을 바탕으로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츠-, 치-, 처-’ 모두 가능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츠-’와 모음어미의 결합형이 화석화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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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패러다임은 상당히 규칙적이다.38)

-지 -어서 -었다 기저형 지역
주지 주어서 주어따 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주지 조:서 조:따 주- 광양
주지 조서 조따 주- 여천

<표 2-2> ‘광양, 영암, 해남, 강진, 여천, 장흥’에서의 ‘주-[授]’의 활용 패러다임

유형 ⓓ의 경우, ‘추-[舞]’의 활용 패러다임은 불규칙적이지만, ‘주-[授]’의 활용 패
러다임은 규칙적이다. ‘영암, 해남, 강진, 장흥’에서는 단일기저형 ‘주-’로부터 아무
런 음운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자음어미와 모음어미 앞에서의 표면형이 도출된다. 
‘광양’에서는 ‘주-+-어→줘(반모음화)→조ː(워→오 축약, 보상적 장음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여천’에서는 ‘광양’의 도출 과정에서 보상적 장음화
만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 ⓓ의 경우, 모음어미 결합형 ‘처’를 공시론적 음운 
규칙을 설정하여 기술할 수 없다. ‘처’는 기저형이 ‘츠-’일 때의 모음어미 결합형이 
화석화된 것이다.
  (32나)의 ‘바테, 바트로’는 ‘밭>밫’의 형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화석화된 어형이다. 

(34) 가. 바치, 바틀, 바테, 바트로
나. 바치, 바츨, 바테, 바트로

38) ‘광양, 영암’의 경우, ‘(죽) 쑤-’(Ⅲ. 16-2. D ㅜ)도 ‘추-’에서처럼 불규칙한 패러다임을 보인
다. 자음어미 ‘-지’ 앞에서는 ‘쑤지’로 실현되지만, 모음어미 ‘-어서, -었다’ 앞에서는 ‘써서, 쑤
어따’(광양), ‘써서, 써따’(영암)으로 실현된다. 이 경우 ‘쑤-’로부터 공시론적으로 ‘써서, 써따’ 
등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또한 ‘쑤-’의 중세 한국어 어형은 ‘쑤-’인바(‘졋 粥 쑤어 <석상 
24:36a>’), 모음어미 결합형 ‘써’를 활용에서의 화석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쑤-+-어→쒀
(반모음화)→써(w 탈락)’의 과정으로 도출된다고 기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추-’의 모음어미 결합형 ‘처’ 역시도 ‘추-+-어→춰(반모음화)→처(w 탈락)’으로 기술할 가능
성이 생긴다. 한편, ‘추-’의 모음어미 결합형이 ‘처’로 나타나는 유형 ⓓ 지역 가운데 ‘광양, 영
암’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쓰-’, ‘씨-’의 단일기저형 설정이 가능하다. ‘해남, 강진, 장흥’은 ‘쓰
지, 써서, 써따’의 패러다임으로 실현되어 단일기저형 ‘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여천’은 
‘씨지, 써서, 써따’의 패러다임으로 실현되어 단일기저형 ‘씨-’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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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가) 시기의 기저형은 ‘밭’이라고 할 수 있다.39) 그런데 (34나) 시기에는 그 기
저형이 ‘밫’으로 재구조화되었음에도 조사 ‘-에, -으로’와의 결합에서는 이전 시기
의 곡용형을 보이고 있다(송철의 1995/2008: 138-141). 이들은 ‘-에, -으로’ 앞
에서 기저형이 ‘밭’일 때의 곡용형이 화석화된 것이다. 
  (33)에서는 다중기저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34나)의 경우 다중기저형을 설정
하기 어렵다. 다중기저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도출 환경을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하
는데 ‘-에’와 ‘-으로’를 묶어 주는 도출 환경을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40) ‘바
테, 바트로’는 기저 형식이 ‘밭’일 때의 굴절형이 화석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다)는 부정칭 대명사 ‘누구’의 곡용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주격조사 ‘-가’와의 
결합에서는 ‘*누구가’가 아니라 ‘누가’로 실현된다. ‘누구’는 부정칭의 인칭대명사 ‘누’
와 의문조사 ‘-고’가 결합된 것이 하나의 단어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주격조사와의 
결합에서는 이전 시기의 ‘누’의 흔적을 보이는 것이다. 
  (35)의 경우에서도 ‘누’의 굴절형을 볼 수 있다.

(35) 가. 뉘 집
나. 뉘시오

(35가)의 ‘뉘 집’에서의 ‘뉘’는 ‘누’의 속격형이며, (35나)의 ‘뉘시오’에서의 ‘뉘’는 
‘누’의 계사 결합형이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부정칭 대명사가 ‘누구’의 형식을 
가지는바 속격형은 ‘누구의’이고 계사 활용형은 ‘누구(이)-’이다. ‘뉘 집’과 ‘뉘시오’
는 이전 시기의 결합형이 화석화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송철의 1995/2008: 139).
  이러한 양상은 인칭대명사 ‘나’의 곡용 패러다임에서도 확인된다. 

(36) 가. 내가, 내게, 내

39) 주격형 ‘바치’는 ‘밭+-이’의 결합에서 공시론적으로 구개음화를 입은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40) 이진호(2002: 44-54)에서는 활용형이 공시론적으로 순수 음운 규칙이나 다중기저형으로 처리

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단위로 어휘부에 등재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논의를 적용한다면, 
‘바테, 바트로’ 등의 곡용형도 한 단위로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진호(2002)에서는 
‘복수기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중기저형’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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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를, 나는, 나도, 나만
나. 네ː가, 네게, 네
나′. 너를, 너는, 너도, 너만
다. 제ː가, 제게, 제
다′. 저를, 저는, 저도, 저만

(36)은 인칭대명사 ‘나(1인칭), 너(2인칭), 저(3인칭)’의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유독 
주격형, 여격형, 속격형에서만 ‘내’가 실현된다. ‘내, 네, 제’는 어원적으로 인칭대명
사 ‘나, 너, 저’와 조사 ‘-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 네, 제’가 인칭대명
사로 재구조화되면서 (36)과 같이 패러다임이 불규칙하게 변하였다.
  그런데 현대 표준 한국어의 인칭대명사 ‘나, 너, 저’가 속격으로 실현될 때에는 
‘내, 네, 제’ 혹은 ‘나의, 너의, 저의’로 실현된다. 

(37) 가. 내 책, 네 안경, 제 가방
나. *내의 책, *네의 안경, *제의 가방
나′. 나의 책, 너의 안경, 저의 가방

(38) 내가 산 책, 네가 쓴 안경, 제가 멘 가방

‘내, 네, 제’는 각각 인칭대명사 ‘나, 너, 저’에 조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그런데 주격일 때에는 ‘내가, 네가, 제가’와 같이 주격조사 ‘-가’가 통합되는데, 속격
인 경우에는 (37나)와 같이 속격조사 ‘-의’가 통합되지 않는다.41) 속격형의 경우에
는, 이전 시기의 속격형이 화석화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9) 이게(주격), 이거를, 이거에, 이거의

41) 이러한 차이로 인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내04’는 ‘‘나03’에 주격조사 ‘가’나 보격조사 
‘가’가 붙을 때의 형태’라고 한 반면, ‘내14’는 ‘‘나03’에 관형격조사 ‘의’가 결합하여 줄어든 말’
이라고 하여 서로 구별하여 등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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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는 대명사 ‘이거’의 곡용 패러다임이다. 주격조사와의 결합형이 ‘*이거가, *이게
가’가 아니라 ‘이게’인 것이 주목된다.42) ‘내, 네, 제’의 속격형이 속격조사 ‘-의’를 
취하지 못하는 것과 평행한 것이다. 
  중세 한국어의 ‘새배, 제, 어제, 그제, 엇그제, 나죄, 이, 그, 뎌, 예, 게, 뎨, 
위’ 등의 명사는, 각각 ‘새박, 적, 어젓긔, 그저, 엇그저, 나좋, 이긔, 그긔, 
뎌긔, 여긔, 거긔, 뎌긔, 웋’의 처격형에서 어중의 ‘/그, /, /흐’ 등의 CV가 
탈락되어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처격조사가 결합되지 않는다(박진호·황선엽·이승희 
2001).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표준 한국어의 ‘때, 어제, 당최’ 등도 처격조사가 통합
되지 않고도 쓰일 수 있다(김승호 1993).43)
  (32라)는 15세기 한국어의 공시태에서 ‘펴-, 혜-’의 음성모음 어간에 양성모음어
미 ‘-아’가 통합된 것이다.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
음은 음성모음끼리 통합되는 모음조화가 규칙적으로 지켜졌다. 그런데 (32라)는 음
성모음 어간 ‘ㅕ’에 양성모음어미 ‘-아’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기문
(1972/1998: 152)에서는 15세기 한국어의 ‘ㅕ’를 이전 시기에는 서로 구별되었던 
‘*jʌ’와 ‘jə’가 합류된 것으로 보았다. ‘펴아, 혜야’ 등은 양성모음인 ‘*jʌ’가 양성모음어
미를 취하던 어형이 화석화된 것이다. 
  (32마)는 현대 중부방언에서 관찰되는 동사 ‘같-’의 활용 패러다임이다.44) 여기
서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가타’가 아니라 ‘가태’로 실현되는 것이 지적된다. ‘같-’은 
기원적으로 ‘#-’의 구성에서 온 것인바, 기원적으로 ‘-’를 포함하고 있다. 때
문에 ‘하-’가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해’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같-’의 활용 패러다임은 동사 ‘하-’의 그것과 평행한 양상을 보인다. 동사 ‘하-’

42) 공시론적으로 ‘이것+-이’의 ‘이거시’가 축약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축
약의 과정에서 ‘ㅅ’이 탈락되고, ‘거이’가 ‘게’로 단모음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소신애(2018: 89-91)에서는 ‘(것>거)>거’에 계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때의 ‘거이’의 경우 ‘ㅿ’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43) ‘때에, 어제에, 당최에’ 등과 같이 처격조사가 통합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처격조
사가 통합되지 않는 것은 화석화된 결과인 반면, 처격조사가 통합될 수 있는 경우는 처격조사 
통합형이 단일어가 되어 탈화석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의 4.1. 참고.

44) (32마)의 ‘가태’는 표준어 활용이 아니다. 표준어에서는 ‘같아’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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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ㅕ’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하-’의 중세 한국어 어형인 
‘-’도 불규칙한 활용 양상을 보였다.

(40) 가. 고, 니, 야
나. 하고, 하니, 하여~해

(40가)는 중세 한국어에서의 ‘-’의 활용 패러다임이다. 자음어미 및 으-계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지만,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아/어’를 ‘야’
로 교체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의 이전 시기의 형식이 ‘*-’였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이현희 1986: 368-369, 구본관 2005: 358-359).
  중세 한국어의 ‘-’의 독특한 활용 양상은 현대 표준 한국어에도 이어진다(40
나). ‘하-’가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하여’ 또는 ‘해’로 실현되는 것이다. 더욱 흥미
로운 것은 ‘같-’과 같이 어원적으로 ‘-’가 통합되어 형성된 단어들 역시 패러다임
상 ‘-’의 패러다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45)
  동사 ‘-’의 모음어미 결합형이 화석화된 예는 ‘-어하-’의 구성에서도 찾아진다. 
특히 ‘-어하-’가 줄어들어 접미사 ‘-앟/엏-’이 된 경우의 모음어미 결합형에서 ‘애’
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1) 가. 파라코, 파라니, 파래
나. 노라코, 노라니, 노래
다. 그러코, 그러니, 그래

(41)의 ‘파랗-, 노랗-, 그렇-’의 ‘-앟/엏-’은 각각 ‘파라-, 노라-, 그러-’
의 구성에서 ‘-어-’가 줄어든 것이다.46) 현대 표준 한국어 공시론적으로 ‘-앟/엏-’
과 동사 ‘하-’를 연결 짓기는 어렵지만, 모음어미 결합형이 ‘파래, 노래, 그래’ 등으

45) ‘좋-[好], 많-[多]’ 등도 기원적으로는 ‘됴-, 만-’와 같이 ‘-’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동사는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좋애, *많애’로 실현되지 않는다. 

46) ‘ㅎ’ 말음 용언의 경우 표면형에서 ‘ㅎ’이 실현되지 않는다.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후행하는 
어미의 평음을 유기음화시키며,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ㅎ’이 탈락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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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 이전 시기의 ‘-’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의 15세기 어형은 ‘-’와 ‘-’이다. ‘-’는 ‘-’가 음운론적으로 
긴밀하게 합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7) 따라서 ‘-’로부터 변한 ‘같-’은 현대
한국어에서 단일어이지만 모음어미와의 결합형 ‘가태’가 화석화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능의 변화에 의해 굴절형이 화석화되는 경우를 보겠다. 중세 한국어에
서는 명사로만 쓰이는 단어 ‘절’이 선어말어미와 결합된 예가 확인된다.48)

(42) 가. 다시 저고(復禮佛足) <석상 23:43b>
 나. 禮數야 저면(禮拜者) <월석 10:83a>

(42가)의 ‘저고’와 (42나) ‘저면’은 의미상 동사 ‘절-’과 선어말어미 ‘--’
의 결합형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동사 ‘절-’은 오직 ‘저-’의 활용에서만 발견된다. 
15세기에는 ‘절’이 명사로 쓰이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동사적 기능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태소 간 결합 규칙의 변화에 의해 화석화된 어형들을 보겠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경우 특정 환경에서 ‘ㄹ’이 탈락된다.49) 
‘알-[知]’의 활용형을 대표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47) 15세기 ‘-’의 ‘-’가 동사 ‘-’와 같다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 증명된다. 하나는 중세 
한국어에서 부사 ‘’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하 벼리 눈  디니다(維時天星 散落如雪) <용
가 7:1a>’. 즉 ‘-’는 부사 ‘’과 동사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하
나는 ‘-’의 성조 정보이다. 15세기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기식군 안에서 성조의 율동규칙을 
지키는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로 이루어진 어형은 율동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견
된다(김성규 1994). ‘니라(HLHH) <석상 13:45, 법화 1:196>’ 등. ‘-’ 구성이 성조의 
율동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과 ‘-’가 서로 별개의 기식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몯야(RHH)’의 ‘몯’과 ‘야’가 서로 분리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의 
경우 15세기에도 단일 어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확인된다. ‘시니(HHLH) <월석 1:52>, 
니라(HHLH) <월석 1:23, 석상 9:22>’ 등. 이들 ‘-’는 성조의 율동규칙을 따르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는 부사와 동사의 통사론적 구성이지만 ‘-’는 하나의 단일어가 되
었음을 의미한다. ‘-’는 현대 표준 한국어의 ‘같-’으로 반사되었다. 이는 ‘만->많-, 됴->
둏-’류의 변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8) 중세 한국어와 그 이전 시기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보다 상대적으로 품사의 전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49) 현대 한국어의 ‘ㄹ’ 말음 용언의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병근(198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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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 아는데, 아니까
나. 아시니

(44) 가. 아옵고, 아오며
나. 아오
다. 아마

(43), (44)와 같이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ㄹ’ 말음 용언의 ‘ㄹ’ 말음이 ‘-느-, -으
니-, -으시-, -으오-, -으옵-, -으오, -으마’ 등의 앞에서 탈락된다. 
  ‘ㄹ’ 말음 용언의 말음 ‘ㄹ’은 중세 한국어에서 ‘ㄴ, ㄷ, ㅅ, ㅿ,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다. 탈락의 환경은 [+coronal]이라는 자연부류로 묶인다. 현대 
표준 한국어의 하오체 종결어미 ‘-오’와 선어말어미 ‘-옵-’ 등은 중세 한국어의 ‘--’
이 변화를 거친 것이다. 선어말어미 ‘--’은 ‘ㄹ’ 뒤에서 ‘’으로 실현되었으며, 
‘ㄹ’을 탈락시켰다. 현대 표준 한국어의 ‘-으오-, -으옵-, -으오’는 ‘ㅿ’의 소멸 및 
어형의 변화를 겪어 이전 시기의 활용형이 화석화된 것이다. 즉 ‘ㄹ’ 말음 용언과 
‘’의 결합형이 화석화된 것이다(김성규 1989: 163-164, 이진호 2002: 32-33).
  중세 한국어의 ‘ㄹ’ 말음 용언과 선어말어미 ‘-으시-’의 결합에서는 ‘ㄹ’과 ‘으’가 
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ㄹ’ 말음 용언과 선어말어미 ‘-으
시-’가 결합할 때 ‘ㄹ’과 ‘으’가 필수적으로 탈락된다.50)

(45) 아시고, 마시고, 사시고, …

엄상혁(2018ㄱ: 231-236)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으시-’의 선어말어미 배
열 관계가 근대 한국어에서 서로 뒤바뀌게 된 점에 주목하여51) ‘--’ 앞에서 ‘ㄹ’

50) 변화의 양상 및 원인에 대해서는 엄상혁(2018ㄱ)을 참고할 수 있다.
51) 중세 한국어에서 선어말어미 ‘-거-, -더-’ 등이 ‘-으시-’와 결합할 때 배열 순서가 ‘-거시-, 

-더시-’의 모습을 보이다가 ‘-시거-, -시더-’로 변하게 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크게 선어말어미 ‘-으시-’의 기능 변화, ‘-더-’의 기능 변화, 
‘-으시-’와 ‘-더-’ 모두의 기능 변화로 파악하였다(박부자 2018). 양정호(2003: 70-71 각주
30)에서는 ‘-거시-, -더시-’에 대하여 이전 시기의 배열이 화석화된 것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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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락된 어형이 화석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52)
  문법 규칙이 변화되었음에도 이전 시기의 문법 규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확
인된다. 고대 영어에는 어말의 모음이 전설모음인 명사가 복수형이 될 때 첫째 음절
의 모음이 전설화(umlaut)되는 규칙이 존재하였다.53) 그런데 현대 영어에는 움라우
트에 의한 복수형 형성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수형에 ‘-s’가 결합되어 복수
형이 만들어지는 규칙이 공시론적이지만, ‘man, foot, tooth, goose’ 등은 ‘-s’의 결
합이 아니라 움라우트에 의하여 복수형이 만들어진다. 이들 명사는 원칙적으로 
‘*mans, *foots, *tooths, *gooses’와 같이 ‘-s’를 결합하여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men, feet, teeth, geese’ 등은 움라우트에 의한 복수형 형
성의 규칙이 소멸되어 화석화된 것이다.
  현대 동남방언의 곡용형 가운데에서도 규칙이 공시론적이지 않음에도 규칙이 적
용된 어형이 발견된다.

(46) 가. 비비(법+-이), 미기(먹+-이)
나. 킹이(콩+-이), 징이(종+-이)

(46가)의 ‘비비, 미기’는 각각 ‘법, 먹’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것이다. 이들은 
52) 엄상혁(2018ㄱ: 232, 각주22)에서는 15세기 한국어에서 ‘시’의 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시-’가 1인칭 주어 ‘나’와 공기할 수 있다는 점(‘予는 내 하시논 디시니라’ <훈언 
2b>’)을 근거로 ‘-시-’가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
런데 첫 번째 근거는 재고되어야 한다. 15세기 문헌에서 ‘시’가 문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못된 기술이다. ‘우리 父母ㅣ 太子 드리시니(父母以我配之) <석상 6:7a>’, ‘妙音이 釋迦란 
보시고 多寶 몯 보시다 니(而妙音 能見釋迦 不見多寶) <석상 20:44b>’ 등 다수의 
예가 관찰된다. 한편, ‘-시/으시-’의 ‘/으’는 15세기 성조 실현에 있어서도 다른 으-계어미
와 다르게 유동적 성조로 실현되는데(김완진 1973/1977: 46-49, 김성규 1994: 112-124), 
‘ㄹ’ 말음 용언과의 결합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김완진 1973/1977: 50-53). 김완진(1972: 
297)에서는 ‘-시/으시-’의 ‘/으’의 특이성이 당시에 까다롭게 여겨졌을 것이며, 예외적인 부
담을 덜기 위하여 일반적인 ‘/으’에 합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53) 어말의 모음이 탈락하여 규칙의 환경이 소실되었음에도 움라우트가 복수형 형성의 규칙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음운론적 규칙(P-rule)이 형태론적 규칙(MP-rule)이 된 것이다. 이를 형
태론화(morphologization)라고 한다(Hooper 1976, Lass 1984). 현대 독일어에는 움라우트에 의
해 형성된 복수형이 영어보다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차용된 외래어의 경우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공시론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Haspelmath & 
Sims 2010). 독일어 방언에서 일찍이 분화된 이디시어(Yiddish)에서는 차용어에도 이런 규칙이 
적용되는 양상을 보여 공시론적인 규칙으로 설정될 수 있다(Lass 1984: 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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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음 역행 동화를 겪어 ‘베비, 메기’가 된 후 ‘에→이’의 규칙에 따라 ‘비비, 미
기’가 되었다. (46나)의 ‘킹이, 징이’는 ‘콩, 종’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이-모음 역행 동화를 겪어 ‘쾽이, 죙이’가 된 후 ‘외→웨’의 규칙에 따라 ‘퀭이, 쥉
이’가 되었다가 이후 ‘w’가 탈락하여 ‘켕이, 젱이’가 되고 ‘에→이’의 규칙에 의해 ‘킹
이, 징이’까지 변하게 된 것이다(이진호 2002: 33-34). 
  그런데 이진호(2002: 33-34)에서는 ‘외→웨’, ‘에→이’의 규칙이 현대 동남방언에
서 공시론적이라고 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이 공시론적이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비, 미기, 킹이, 징이’의 실현형은 이들 규칙에 의거하지 
않고는 기술해 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곡용형 ‘비비, 미기, 킹이, 징이’가 하나의 단
위로 화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단일 형식 화석
  지금까지의 언어 화석에 관한 논의는 주로 복합 형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윤희(2010: 48, 각주2)에서는 단일 형식 화석이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
였지만, 언어 화석을 ‘공시적인 복합 형식 속에 남아 있는 과거 언어의 흔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존재를 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의 변화에 의하여 공시론적 
문법에서 불규칙성을 보이는 단일 형식들을 살펴보고, 이들도 언어 화석의 논의 대
상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복합 형식 화석의 구성 요소는 공시론적으로 분석되거나 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
다. 이와 달리 단일 형식 화석은 공시론적인 분석의 가능성과 생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일 형식 화석이 공시론적으로 분석의 가능성과 생산성이 있음에도 언어 화석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까닭은, 공시론적 불규칙성과 통시론적인 근거를 찾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 형식 화석에서 보이는 공시론적 불규칙성이란, 공시론적 
음운 규칙이나 문법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떤 형태소가 통사론적으로 
통합될 때, 공시론적 음운 규칙이나 문법 규칙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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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형식 화석의 생성은 주로 문법 기능의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 문법 기능의 
변화는, 어휘적인 요소가 문법적인 요소로 변화되는 문법화와 통사론적 기능의 변화
를 말한다. 
  먼저 문법화에 의하여 문법 기능이 변화되는 경우를 보겠다. 어휘적인 요소가 문
법적인 요소로 변화되었음에도, 이전 시기의 어휘적인 요소의 흔적을 보이는 것이
다.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은 ‘-’에서 문법화가 된 것인데(안병희 
1967, 김성규 1994, 남풍현 2011, 김태우 2018), (47)에서 보듯이 15세기 한국어
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54)

(47) 가. 그리거늘(HHRLH) <석상 24:10b> 등
나. 그리(HHLHH) <석상 13:52a> 등

15세기 한국어에서 대부분의 문법형태소의 기저 성조는 고정적 거성이며 기식군 안
에서는 선행하는 거성에 따라 율동규칙을 따른다(김완진 1973/1977, 김성규 1994). 
그런데 선어말어미 ‘--’은 (47)에서와 같이 율동규칙을 따르지 않고 유동적 상성
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5) (47가)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에서는 상성, (47나)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이 ‘-[白]’에서 문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상성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되는 유동
적 상성 어간이었다. 선어말어미 ‘--’은 기능상으로는 문법형태소로 문법화되었
지만 음운론적 정보는 아직 동사 ‘-’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 한국어의 조사 ‘-, -브터, -조차, -마다, -만’ 등도 성조 실현에 있어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김성규 1994: 81-84, 김성규 2007: 22-24).56) 중세 한국
54) 중세 한국어의 ‘--’의 성조 실현 및 그 변화에 대해서는 김성규(1994: 88-90, 110-112)

를 참고할 수 있다.
55) 15세기의 이른 문헌에서부터 율동규칙을 따르는 ‘--’도 확인된다. 김성규(1994: 110)에서

는 ‘--’의 음운론적 정보도 문법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문법화가 완료되어 율동규
칙을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의 흔적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즉 탈화석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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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어미, 조사, 접사 등의 문법형태소 대부분의 기저 성조는 고정적 거성으로, 선
행하는 어간이 평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 문법형태소가 거성으로 실현되어 기
식군 내에서 율동규칙을 따른다. 
  그런데 ‘-브터, -조차, -마다, -만’의 첫째 음절의 기저 성조는 거성이 아니
다. ‘-브터, -조차’는 ‘평거’형의 성조를 가진다. 고정적 거성을 가지는 다른 문법형
태소들과 달리 첫째 음절의 기저 성조가 거성이 아니라 평성이라는 점에서, 고정적 
거성을 가지는 다른 문법형태소들에 비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성은 
‘-브터, -조차’가 각각 ‘븥-, 좇-’의 활용형에서 문법화되었다는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용언 활용형의 ‘브터, 조차’의 성조 역시 ‘평거’형이다. ‘-마다, -만
’은 첫째 음절이 상성으로 실현된다(‘일마다(RRL) <용가 1:1a>, 가지마다(HLRH) 
<석상 6:30b>’, ‘머 덛만(LH HRH) <월석 8:8b>’). 이를 근거로 ‘-마다, -만
’이 기원적으로 자립형태소로부터 문법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57)
  어떤 형태소가 문법화되었음에도, 이전 시기의 통사론적 통합관계를 보이는 경우
도 확인된다. 현대 표준 한국어의 ‘-만’의 통합관계상의 특징이 그것이다.

(48) 가. 마치 백두산 상상봉에나 오른 것 같구나.
나. 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

현대 표준 한국어 문법에서는 (48)과 같이 보조사가 격조사 뒤에 위치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런데 보조사 ‘-만’은 격조사 앞에 위치한다.

56) 접미사 ‘-, -님’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의 경우 15세기 한국어에서 ‘ㄹ’ 말음 체언과 
결합할 때 선행 체언의 음절 말 ‘ㄹ’이 탈락되지 않는다(송철의 1995/2008: 224). 때문에 접사
가 아니라 자립 명사로 볼 가능성도 있다. ‘-님’의 경우 선행 체언의 음절 말 ‘ㄹ’이 탈락되지만 
이는 합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15세기 한국어에서 ‘-, -님’ 등이 
완전히 문법형태소로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57) 김성규(2007: 23)에서는 ‘마다’가 중세 한국어에서 ‘-ㅣ라’와 결합될 수 있었다는 점, 고려시
대 이전에는 처격조사와 결합될 수 있었다는 점, ‘-’와 결합하여 합성 용언을 형성한다는 점
을 근거로 명사에 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중세 한국어의 명사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현희(1990, 1992)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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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 공부만이 살 길이다.
나. 너만을 사랑해

장윤희(2010: 66)에서는 (49)의 보조사 ‘-만’을 이전 시기의 의존명사의 기능이 화
석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58) ‘-만’은 의존명사에서 보조
사로 문법화되었지만 통사론적 통합관계에서 이전 시기의 의존명사의 흔적을 보이
는 것이다.59) 
  한편 통사론적 기능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이전 시기의 통합관계를 보이는 경우
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공시론적으로는 어미로서의 생산적 통합이 불가능한 어
떤 형태소가 어간에 직접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60)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도’는 
보조사이지만, 몇몇 어형의 경우 어간에 직접 통합되는 것이 관찰된다.

(50) 가. 그런 노무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난 것이 듣도 보도 못한 반 월차였다.
나. 이러다가 폭우라도 쏟아지면 오도 가도 못하고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으리라

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현대 표준 한국어 공시 문법으로는 ‘-도’가 동사 어간에 통합되는 것을 설명하기 어
렵다.61) 

58) 장윤희(2010)에서는 화석은 복합 형식 안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만’ 등의 경우는 
기능이 화석화된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화석에 대한 장윤희(2010)의 입장과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입장은 4.1 참고.

59) ‘-만’의 문법화 및 중세 한국어에서의 ‘-만’의 쓰임에 대해서는 박진호(1995), 박진호(2015: 
399-403)을 참고할 수 있다.

60) 이현희(1995)에서 다룬 15세기 한국어의 ‘-’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이현희(1995)에서는 ‘-’
가 15세기 한국어의 공시태에서는 보조사이지만, ‘어서 드사 리로다 <석상 13:58a>, 내 죽사 
리로다 <삼강 열:5a>’와 같이 동사 어간에 통합되는 경우, 선어말어미 ‘-거-, -으시-’에 통
합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이고, 이 경우에는 어미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를 검토하면 ‘充樂 <화소 35:9;14>, 一人 <구인 상:11;6>, 佛
<금광 3:13;14-15>’와 같이 동사 어간 및 선어말어미에 결합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5세기 이전의 한국어에서는 ‘-’에 연결어미의 기능이 있었지만, 15세기 한국어에서는 
그 기능이 극도로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1) 서태룡(2005)에서는 어간에 직접 통합하는 ‘-도’를 ‘-지도’의 ‘-지’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
는 허웅(1975: 375-376)의 견해를 비판하고, 어미 ‘-도’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중세 한
국어는 ‘-디도’이다. 허웅(1975: 375-376)에서는 ‘*-디도>*-ㄷ도>-도’의 과정을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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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도’가 동사 어간에 통합되는 예가 현대 표준 한국어
에 비해 더 많이 관찰된다.

(51) 가. 보도 몯며 듣도 몯거니(不見不聞) <석상 24:28b>
나. 젹도 크도 아니고 히 지도 여위도 아니니라 <월석 1:26b>
다. 소리 놉도 갑도 아니샤 <월석 2:58b>

15세기 한국어에서도 어미 ‘-도’의 출현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현대 표준 한
국어보다 유형 빈도의 면에서 더 다양한 어간과 결합될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현대 표준 한국어의 용언 어간에 결합된 ‘-도’는 그 유형 빈도가 몇몇의 경우로 
제한된다. (50)의 예 외에, ‘*앉도 서도, *자도 깨도’와 같이 새로운 어간과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50)의 ‘듣도 보도, 오도 가도’의 배열 순서가 뒤바
뀐 ‘*보도 듣도, *가도 오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의 경우 이전 시기에는 연결
어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가 현대 표준 한국어에 이르러 그 기능이 약화·소
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62)
  한편, 단일 형식 화석은 복합 형식 화석과 달리 공시론적 생산성을 지닌다. 복합 
형식 화석은 내부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비활성적이지만, 단일 형식 화석은 활
성적이다.  
  단일 형식 화석에 관하여 장윤희(2018: 713-714)에서는 (52)에서 보이는 ‘-ㄹ, 
-ㄴ’ 등에 대하여 이전 시기의 것이 중세 한국어에서도,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여 ‘살아 있는 화석(living fossil)’6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64)

고영근(1987/2010: 121)에서도 허웅(1975)와 같은 견해가 보인다. 그런데 공시론적으로 어미 
‘-도’를 인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다. 공시론적으로는 충분히 보조사의 ‘-도1’과 
어미의 ‘-도2’를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논의의 초점은 이들의 생산성이 극도로 제
한된다는 데에 맞추어진다.

62) 공시론적으로 생산성을 가지는 형태소라면 다양한 용언 어간에 결합되는 것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론적 기술로는 연결어미의 ‘-도’를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비생
산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요구된다.

63) 장윤희(2018: 714)에서는 생물학에서 실리컨스나 악어, 고사리 등과 같이 고생대 혹은 중생대
의 생물이 오늘날에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살아 있는 화석(생존 화석, 잔존 
화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64) 송철의(1995/2008: 132)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경우 조사 ‘-를’과 ‘-는’ 결합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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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 나를, 나는  가′. 날, 난
나. 너를, 너는 나′. 널, 넌
다. 사과를, 사과는 다′. 사괄, 사관

  장윤희(2018)에서 ‘-ㄹ, -ㄴ’ 등에 대하여 ‘살아 있는 언어의 화석’이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은 ‘언어의 화석’인 ‘-ㄹ, -ㄴ’을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활성적인 요소라
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65) ‘화석’은 통시태이지만 ‘화석형’은 공시태라는 구별
을 극복하기 위한 절충적 방안인 셈이다. 
  그런데 장윤희(2018)에서 이러한 절충적 방안을 취한 까닭은, 화석과 화석형을 
개념적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날, 널, 난, 넌’ 등의 ‘-ㄹ, -ㄴ’을 화석이라고 한
다면 활성적인 공시태인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52)의 ‘-ㄹ, -ㄴ’을 단일 형식 화석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본다.66)
  요컨대 단일 형식 화석은 활성적으로 생산성을 가지는 공시태의 요소이지만, 공시
론적 음운 규칙이나 문법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2.3. 소결
  제2장에서는 언어 화석의 생성 과정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화석화라고 하였다. 
언어 화석이 생성되는 원인은 언어 변화가 발생되더라도 화석에 그 변화가 적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 생성을 유발하는 언어 변화를 형태소의 소
멸, 형태소의 형식·기능·의미의 변화, 형태소 간 결합 규칙의 변화로 나누어 살폈다.
  복합 형식 화석에 대해서는 우선 구성 요소가 공시태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나를, 날’, ‘너를, 널’, ‘사과를, 사괄’, ‘나는, 난’, ‘너는, 넌’, ’사과는, 사관’과 같이 두 가지의 곡
용형을 보임을 언급하였다. ‘-ㄹ, -ㄴ’은 조사 ‘-를, -는’이 각각 ‘-을을, -은은’의 중가(重加)
로 형성되기 이전의 형태소 형식인 셈이다(김완진 1975: 12-13). 

65) 장윤희(2010, 2018)에서는 언어 화석을 ‘공시적인 복합 형식 속에 남아 있는 과거 언어의 흔
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단일 형식 화석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공시론적으로 활성적인 
단일 형식 화석을 ‘살아 있는 화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66) 이는 본 연구에서 화석과 화석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화석과 화석형의 구
별에 대해서는 4.1에서 언어 화석의 개념 정의 문제와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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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가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화석의 논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다시 구성 요소 가운데 일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복합 형식 화석과 비교하였을 때, 단일 형식 화석은 공시론적인 분석 및 생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시론적 문법의 규칙에 있어 
예외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단일 형식 화석은 생산성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화석’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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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화석의 소멸

  제3장에서는 언어 화석이 소멸되는 과정과 원인을 다룬다. 언어 화석이 소멸되는 
과정을 ‘탈화석화(defossilization)’라고 한다(엄상혁 2018ㄴ). 언어 화석은 공시론적
인 예외성을 기준으로 판별되었는데, 예외성은 공시론적 불규칙성과 분석 및 결합의 
가능성 등이다. 반면 화석이 소멸된다는 것은, 즉 복합 형식의 구성 요소가 공시태
에 존재하게 되는 것과 공시론적인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화석의 소멸이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형태소의 변화, 분석과 재결합, 유추적 평준
화로 나눌 수 있다. 형태소의 변화는, 화석화된 어형의 형식이나 기능이 변하여 더 
이상 이전 시기의 형식이나 기능을 간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단일어화나 문법화
가 여기에 해당된다. 분석과 재결합은, 복합 형식이 다른 어형들과 어휘부 내적으로 
음성적·의미적 유연성을 갖는 경우 분석되어 이전과 다른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유추적 평준화는, 굴절형 화석이 패러다임 내적인 평준화를 입는 것과 문법 
규칙에 의한 평준화를 말한다.
  그런데 화석의 생성(화석화)과 화석의 소멸(탈화석화)은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르
다. 화석화는 복합어, 굴절형, 단일 형식 등 언어 변화를 거부하게 된 모든 어형이 
그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탈화석화의 적용 대상은 오직 언어의 화석만이 
될 수 있다. 생성의 대상은 자연 언어의 모든 어형이 될 수 있지만, 소멸의 대상은 
이미 존재하는 그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화석의 소멸에 대한 관찰은 
이미 제2장에서 다루어진 언어 화석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3.1. 복합 형식 화석
  복합어 화석과 굴절형 화석에서 보이는 화석의 소멸 과정을, 형태소의 형식 및 기
능 변화, 분석과 재결합, 유추적 평준화의 순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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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복합어
  복합어 화석의 형식이 변화되어 단일어가 되거나 기능이 변화되어 문법화됨으로
써 소멸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단일어화되어 더 이상 이전 시기의 형식
을 간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보겠다.

(1) 가. 일훔, 일-
나. 이름, 일컫-

(1가)의 ‘일훔, 일-’이 (1나)의 ‘이름, 일컫-’으로 그 형식이 변하였다. 즉 통시론
적으로는 어원론적 분석이 가능하지만, 공시론적으로는 화자가 이를 단일어로 인식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복합 형식으로 분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는 문법화에 따라 기능이 변화되어 탈화석화된 예이다.

(2) 가. 값어치[가버치]
나. 값어치[갑써치]

앞서 (2가)와 같이 ‘값어치’의 발음이 [가버치]로 실현되는 것은 ‘어치’가 명사로서 
자립할 수 있어 ‘값’과 ‘어치’ 사이에 휴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나)와 같이 ‘값어치’의 발음이 [갑써치]로 실현되는 것이 관찰된다. 이
는 ‘값’과 ‘어치’ 사이에서 단어 경계를 지어 주던 휴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
치’가 문법형태소로 인식되게 되어 ‘값→갑’의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다. (2가)의 [가버치]는 ‘어치’가 명사로서 자립성을 가졌기 때문인데, (2나)의 [갑
써치]는 그렇게 되지 못한바, ‘어치’가 문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화에 따
라 형태소 ‘어치’의 기능이 변하여 더 이상 명사로서의 ‘어치’의 흔적을 갖지 않게 
되었다. 즉 (2나)에서는 ‘어치’의 명사적 자립성에 대한 화석을 확인할 수 없게 되
었으므로 탈화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6 -

  복합 형식의 화석 가운데 복합어의 경우, 구성 요소가 분석될 수 있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구성 요소가 모두 공시태에 존재하고 어휘부 내적으로 다른 
어형과의 음성적·의미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
석되어 나온 구성 요소를 가지고 공시론적 규칙에 맞게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게 
된다. 예컨대 ‘부나방, 안팎’ 등을 ‘불, 나방’, ‘안, 밖’으로 분석하여, ‘불나방, 안밖’ 
등의 어형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화석의 소멸은 여타 언어 변화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부나방, 안팎’ 등의 어형이 분석 및 
재결합되어 ‘불나방, 안밖’이라는 어형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불나방, 안
밖’이 형성 즉시 ‘부나방, 안팎’을 어휘부 내에서 완전히 밀어낸다고 보기 어렵다. 
‘부나방~불나방, 안팎~안밖’의 공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존 관계를 
쌍형 관계라고 할 수 있다.1) 

(3) 시기 1: 부나방 안팎
시기 2: 부나방~불나방 안팎~안밖
시기 3: 불나방 안밖

(3)은 어휘부 내에서 ‘부나방, 안팎’이 ‘불나방, 안밖’으로 대체되는 것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2) 시기 1에서는 ‘부나방, 안팎’만 존재하다가, 시기 2에서는 ‘부나방, 
안팎’과 함께 ‘불나방, 안밖’이 존재하게 된다. 시기 3에서는 ‘부나방, 안팎’은 더 이
상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으며, ‘불나방, 안밖’만 존재하게 된다.3)
  탈화석화는 시기 1에서 시기 2로의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시
기 1은 ‘부나방, 안팎’이 ‘불, 나방’, ‘안, 밖’ 등으로 분석되더라도 ‘부나방, 안팎’ 등
의 결합이 공시론적으로 가능한 시기이다. 그런데 시기 2에서는 ‘불, 나방’, ‘안, 밖’ 

1) ‘쌍형어’에 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문법형태소 및 굴절형 등도 쌍형의 관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포괄하기 위함이다.

2) 이는 개인의 어휘부와,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적인 어휘부를 모두 가리킨다.
3) 이와 반대로 시기 3에서 ‘부나방, 안팎’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탈화석화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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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부터 ‘부나방, 안팎’의 형성이 공시론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된다. 시기 1과 시
기 2의 사이에서 조어의 과정에서의 ‘ㄹ’ 탈락 규칙이 소멸되고, ‘ㅎ’ 말음 체언이 
소멸된 것이다.4) 이에 따라 ‘불나방, 안밖’이라는 어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시기 3에서는 ‘부나방, 안팎’ 등의 화석을 공시태에서 확인할 수 없다. 즉 탈화석화
가 완료된 것이다.5)
  따라서 ‘부나방~불나방, 안팎~안밖’의 공존은 탈화석화의 예로 다루어질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실제 발화에서 ‘솔나무[솔라무], 걸낫[걸랃], 불나방[불라방]’ 등이 
관찰된다. 요컨대 화석화된 어떤 복합어의 구성 요소가 모두 공시태에 존재하는 경
우, 이들이 다른 어형과의 음성적·의미적 유연성에 근거하여 분석된 후 공시론적 규
칙에 따라 재결합될 수 있다. 
  한편 연결어미 ‘-아/어’가 중세 한국어 시기에 지녔던 [지속]의 용법이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고’가 대체하게 되어 이전 시기의 합성어가 화석화된 경우를 보았다.

(4) 가. 데려오-, 가져오-
나. 데리고 오-, 가지고 오-

(4가)의 ‘데려오-, 가져오-’는 각각 ‘데리-+-아/어#오-, 가지-+-아/어#오-’로 

4) ‘ㄹ’ 탈락 규칙과 ‘ㅎ’ 말음 체언이 동시에 소멸하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5)  15세기 초기 문헌인 《월인천강지곡》(1447), 《월인석보》(1459)에서 ‘아님(LHR)<월곡 

상:12a>, <월석 8:84b>’, ‘님(HR)<월석 22:18a>’, ‘긔(HRH)<월곡 상:30b>’ 등의 어형
이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월인석보》에서 ‘아님, 님’이 나타나는 부분은 《월인천강
지곡》의 부분이다. 《월인석보》의 《석보상절》 부분에서는 ‘아님(LHR)<월석 2:4b>’로 나
타난다. ‘날+’, ‘별+’과 같이 후행 음절의 초성이 ‘ㄷ’인 경우, ‘ㄹ’이 탈락된 어형(‘날이
(HHH)<월곡 상:7a>’)과 탈락되지 않은 어형(‘벼리(RHH)<월석 8:7b>’)이 모두 발견된다.

     송철의(1987/2008: 225-226)에서는 《월인천강지곡》에서 ‘ㄹ’이 탈락되지 않는 특징에 대
하여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월인천강지곡》에 나타나는 강한 문법 의식 및 체
언 어간에 대한 형태음소적 표기가 강하다는 특징이다. 둘째는 체언 어간의 ‘ㄹ’이 조사 ‘-도’, 
복수접미사 ‘-’, ‘-’ 앞에서 탈락되지 않는 표기법적 특징에 이끌렸을 가능성이다(‘아도 
<월천 상:9b>, 아히 <월석 12:23a>, 오늘 <월천 상:42a>’ 등). 셋째는 15세기 한국어
에서 화자에 따라 ‘ㄹ’이 탈락되는 경우와 탈락되지 않는 경우가 공존하였을 가능성이다. 송철의
(1987/2008)에서는 둘째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셋째의 가능성이 증명될 수 있다면 탈화석
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당시의 실제 발음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
단이 보류된다. 첫째의 가능성과 같이 순전한 표기법적인 문제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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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될 수 있다. 그 구성 요소는 모두 공시태에 존재한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공시론적으로 [지속]의 용법을 나타낼 때에는 ‘데리-+-아
/어#오-, 가지-+-아/어#오-’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데려오-, 가
져오-’ 대신에 공시론적 문법에 따라 ‘-고’가 결합하여 (4나)와 같은 ‘데리고 오-, 
가지고 오-’가 형성되는 것이다. 
  앞서 (3)에서 ‘부나방~불나방, 안팎~안밖’의 공존 사례를 통하여, ‘부나방, 안팎’
과 ‘불나방, 안밖’이 공존하다가, ‘불나방, 안밖’만 남고 ‘부나방, 안팎’은 소멸되게 되
는 과정을 확인하였는데, ‘데려오-’의 탈화석화 역시 이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는
다고 할 수 있다.

(5) 시기 1: ‘데려오-’ ‘-아/어’ [지속].  ‘데려오-’ 공시적 결합.
시기 2: ‘데려오-’, ‘데리고 오-’ ‘-고’ [지속] 대체. ‘데려오-’ 화석.

 시기 3: ‘데리고 오-’ ‘-고’ [지속].  ‘데려오-’ 소멸.

현대 표준 한국어는 ‘데려오-, 가져오-’와 ‘데리고 오-, 가지고 오-’가 공존하는 
시기 2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1.2. 굴절형
  굴절형 화석의 탈화석화는 형태소의 변화, 분석과 재결합, 유추적 평준화에 의해 
일어난다. 형태소의 변화는 굴절형 그 자체가 문법화 또는 단일어화되어 이전 시기
의 언어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분석과 재결합은, 굴절형은 어간과 
어미의 공시론적 분석이 복합어에 비해 자유로운바, 어간과 어미가 공시론적으로 결
합하여 화석을 대체하는 어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유추적 평준화는, 굴절형
의 패러다임 내적인 체계의 균질성 추구로 인해 불규칙성이 해소되는 것이다.
  먼저 굴절형이 자체로 단일어화되어 탈화석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앞서 ‘때, 
어제, 당최’ 등의 명사가 어원적으로 처격조사가 통합되어 있어, 또다시 처격조사가 
통합될 수 없음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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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때에, *어제에, *당최에
나. 때에, 어제에, 당최에

(6가)는 ‘때, 어제, 당최’ 등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될 수 없음을 보인다. 즉 처격
조사의 기능이 화석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6나)와 같이 
‘때에, 어제에, 당최에’ 등 어원적으로 처격조사를 가지고 있는 명사들에 ‘-에’가 통
합되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때, 어제, 당최’ 등의 명사가 단일어가 되어 처격조사의 통합형이던 화석이 
처격의 기능을 잃게 된 것이다. 공시태에서 더 이상 예외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탈화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인칭대명사 ‘나, 너’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나, 너’의 주격형은 
‘내가, 네가(니가)’이다. ‘내, 네’는 기원적으로 ‘나+-이, 너+-이’의 결합으로 이루
어진바, 주격조사 ‘-이’가 통합되어 있다. (6가)의 ‘때, 어제, 당최’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내, 네’ 뒤에 주격조사 ‘-가’가 자유로이 통합된다. 
이는 (6나)와 마찬가지로 ‘내, 네’가 단일어화되어 주격의 기능을 잃고 탈화석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이기문(1972/1998: 30), 송철의(1993/2008: 384), 구본관(2005: 345), 장윤희
(2010: 58)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이리, 그리, 뎌리’와 현대 표준 한국어의 ‘이리, 
그리, 저리’의 ‘-리’가 이전 시기의 연격조사가 화석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7) 가. 이리 가까이 오게.
나. 그리 앉으시오.
다. 저리 가 있거라.

(7)과 같이 ‘이리, 그리, 저리’는 조사가 통합되지 않고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때, 
6) ‘니’의 경우에는 ‘네’가 재구조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니’는 주격형과 속격형에서만 나타난다. 곡

용 패러다임은 ‘니가(주격), 니(속격), 네게(여격), 너를(대격), …’으로 실현된다. 3인칭 대명사 
‘저’의 경우도 ‘제’가 ‘지’로 재구조화된 것이 관찰된다. ‘니’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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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최, 어제’ 등에 ‘-에’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인칭대명사 ‘내, 네, 제’가 
속격으로 실현될 때 속격조사 ‘-의’의 통합을 저지하는 것도 같은 경우이다. 

(8) 가. 이리, 그리, 저리
나. 이리로, 그리로, 저리로

그런데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8나)와 같이 ‘이리, 그리, 저리’ 뒤에 조사 ‘-로’가 
통합될 수 있다. 이는 ‘이리, 그리, 저리’가 단일어화되어, 조사 ‘-리’가 가지던 기능
을 잃어버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과 재결합에 의해 화석이 소멸되는 경우를 보겠다. 앞서 음성모음
‘ㅕ’를 가진 어간이 양성모음어미 ‘-아’와 통합되는 양상에 대하여, 어간의 모음이 
‘*jʌ’일 때의 통합이 화석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9) 가. 사선천이 보고 디나건 일로 혜야 <월석 1:21a-21b>  
  나. 여라 가짓 간(十三 諸風癇) <구간 1:1b>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도 모음조화를 따르는 예가 발견된다.

(10) 가. 일로 혜여 보건덴(以是推之) <석상 6:6a>
나. 부텻 모미 여러 가짓 相이 샤 <석상 6:41a>

(9가)의 ‘혜야’가 (10가)의 ‘혜여’로, (9나)의 ‘여라’가 (10나)의 ‘여러’로 실현된
다.7) 즉 ‘혜야, 여라’가 선행 음절의 ‘ㅕ’에 이끌려 ‘혜여, 여러’로 실현되는 것이
다.8) 15세기 한국어는 ‘혜야~혜여, 여라~여러’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이는 앞서 살
펴본 ‘부나방~불나방, 데려오-~데리고 오-’의 공존과 평행하다고 할 수 있다. 
7) (9나)의 《구급간이방》은 1489년에 간행된 문헌인 반면 (10나)의 《석보상절》은 1447년에 

간행되어 오히려 예외적인 요소가 더 늦은 시기에 발견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이미 중세 한
국어 시기에 ‘ㅕ’에 이끌려 모음조화 규칙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8) ‘여라’의 경우 활용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석 가능한 어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라’가 하나의 단어로 긴밀하게 되어 모음조화를 따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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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같-’의 중세 한국어 어형은 ‘-’이며, 어원적으로 ‘#-’의 결합으
로 이루어진 것이다. ‘같-’의 모음어미 활용형이 ‘같애’로 실현되는 것에 대하여 ‘-’
의 모음어미 활용형이 화석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11) 가. 가태
나. 가타

그런데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형용사 ‘같-’과 어미 ‘-아/어’는 모두 공시태에 존재
하는 요소이다. ‘같애’로부터 ‘같-’과 ‘-아/어’를 분석해 낸 후, 공시론적 문법에 맞
게 다시 ‘같-+-아/어→같아’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동사 ‘*절-’이 여러 어미와 결합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 ‘--’과는 통합을 이루었던 것이 확인된다.

(12) 가. 다시 저고 몯내 슬허 목노하 우더니(復禮佛足 悲哀哭泣) <석상 23:43b>
 나. 禮數야 저면(禮拜者) <월석 10:83a>

  중세 한국어에 명사 ‘절’은 존재하였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도 공시론적으
로 분석될 수 있다. 이에 명사 ‘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사 어형을 만들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사 ‘절’에 동사파생접미사 ‘--’를 결합하여 (13)과 같이 ‘절-’
의 합성어를 만든 것이다.

(13) 가. 부텨 절다가(作禮) <석상 24:19a-19b>
나. 世尊 가 절고  <월석 7:3b>

(12)의 ‘저-’과 (13)의 ‘절-’은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저-’
을 분석하여 새로운 어형을 만들어 내었으므로 재결합에 의하여 탈화석화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절-+--’의 통합이 공시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절-’
의 동사를 만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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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유추적 평준화에 의해 언어 화석이 소멸되는 경우를 보겠다. 유추적 
평준화(analogical levelling)는 복잡한 문법이 유추에 의해 단순화되는 것을 말한다. 
곡용과 활용의 패러다임의 불규칙성이 해소되는 것과,9) 문법 규칙의 불규칙성이 해
소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복잡한 굴절 패러다임이 단순화되는 경우를 보겠다. 우선 한국어에서는 다중
기저형을 가지는 패러다임이 단일기저형으로 단순화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현대 전남방언에서는 동사 ‘추-[舞]’가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추어’ 또는 ‘*춰’로 
실현되지 않고 ‘처’로 실현된다. 이는 ‘츠->추-’의 재구조화를 모음어미 결합형은 
경험하지 못하여 결합형이 화석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14) 가. 추고, 추니, 처
나. 추고, 추니, 춰

(14가)는 자음어미 앞에서는 ‘추-’, 모음어미 앞에서는 ‘츠-’의 다중기저형을 갖는 
것으로 기술된다. 그런데 최전승(1997: 1249-1250)에서는 현대 전남방언에서 (14
나)와 같이, ‘추-’의 활용 패러다임이 ‘추고, 추니, 춰’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고하였
다. 즉 자음어미와 으-계어미 결합 시의 기저형 ‘추-’로 패러다임이 평준화되는 것
이다. 
  또한 전남방언에서는 ‘나누-, 가꾸-’ 등 ‘ㅜ’ 말음 용언이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나놔, 가꽈’와 같이 실현된다. 이는 19세기 무렵 기저형이 ‘나노-, 갓고-’ 등일 때
의 모음어미 ‘-아’ 결합형이 화석화된 것이다.

(15) 가. 나누고, 나누니, 나놔
나. 나누고, 나누니, 나눠

그런데 강희숙(1998: 21-22)에서는 현대 전남방언에서 (15나)와 같이 ‘나누-’류의 
동사의 패러다임이 평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누-’류가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9) 김현(2006)에서는 복수기저형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평준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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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눠’로 실현되는 것이다. 최전승(1997: 1250), 강희숙(1998: 24)에서는 이를 
현대 전남방언 화자들의 공시론적 재조정에 의한 결과라고 보았다.10) 요컨대 (14
나)의 ‘춰’, (15나)의 ‘나눠’류 등은 패러다임의 평준화에 의하여 탈화석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중기저형이 단일기저형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다중기저형을 설정하기 어려
운 경우에도 패러다임이 평준화될 수 있다. 

(16) 가. 바치, 바츨, 바테, 바트로
나. 바치, 바츨, 바체, 바츠로

(16가)는 ‘-에, -으로’의 특정 형태소와의 결합형에서만 ‘바테, 바트로’로 실현된다. 
‘-에, -으로’의 실현 환경을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중기저형을 설정하기 어렵
다. 그런데 (16나)의 경우 패러다임의 평준화가 일어나 패러다임이 단순화된 것이 
확인된다. 즉 기저형이 ‘밫-’으로 단일화되었으며 패러다임에 남아 있던 화석이 소
멸된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아기’의 곡용 패러다임의 경우 (17가)와 같이 호격형이 ‘아가’로 
실현된다.

(17) 가. 아가, 아기가, 아기를, 아기에게
나. 아기야, 아기가, 아기를, 아기에게
다. 아가야, 아가가, 아가를, 아가에게

그런데 (17나)와 같이 호격조사와의 결합형이 ‘아기야’로 실현되거나 (17다)와 같이 
‘아가야’로 실현되는 것이 관찰된다. (17다)의 패러다임은 ‘아기’의 기저형이 ‘아가’
로 재구조화되었음을 보인다.11) 이는 호격형에서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던 (17가)의 
10) 강희숙(1998: 24)에서는 표준어와의 접촉 등의 언어 외적인 영향으로 어간 단일화(패러다임의 

평준화)의 경향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11)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가01’에 대하여 ‘[Ⅰ] ｢명사｣ 어린아이의 말로, ‘아기01’를 이르는 

말, [Ⅱ] ｢감탄사｣ ｢1｣ 아기를 부를 때 쓰는 말. ｢2｣ 시부모가 젊은 며느리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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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이 평준화되어 규칙적으로 된 것이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18가)와 같이 1인칭 대명사 ‘내’가 주격조사 ‘-가’에만 
통합된다. 때문에 인칭대명사의 곡용 패러다임이 불규칙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 
동남방언에서는 ‘내’가 기존의 대명사 ‘나’의 형식을 대체한다. 이는 2인칭 대명사 
‘네’, 3인칭 대명사 ‘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2)

(18) 가. 내가, 나를, 내게, 나도, 나만, …
나. 내가, 내를, 내게, 내도, 내만, …

(18)에서는 인칭대명사의 패러다임이 주격형 및 처격형으로 평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인칭대명사의 기저형이 ‘내’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재구조화의 원인은, 가장 
빈도가 높은 결합형에 속하는 ‘내’로 패러다임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패
러다임의 불규칙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탈화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 가. 내가, 내게, 내, 나를, 나는, 나만, 나도, …
나. 나가, 나에게, 나의, 나를, 나는, 나만, 나도, …

(19가)와 같이 ‘내가, 내게, 내’로 인하여 불규칙성을 보이던 패러다임이, (19나)와 
같이 체언 어간의 기저형이 ‘나’로 통일되면서 규칙적으로 되는 것도 확인된다. 이는 
패러다임의 불규칙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저형 ‘나’로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난 것
이다(장윤희 2018: 710).
  한편 문법적 규칙이 유추적 평준화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네덜란드어에는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이 두 가지 존재하였다. 하나는 명사에 ‘-s’ 혹은 ‘-n’
을 결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움라우트(umlaut)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움라우트를 취하여 복수를 만드는 방식은 사라지고, ‘-s’ 혹은 ‘-n’을 결합하여 복
수를 만드는 규칙만 존재하게 되었다(Lass 1984: 322). 이러한 양상은 영어에서도 

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인칭 대명사 ‘네’, 3인칭 대명사 ‘제’는, ‘내’와 마찬가지로 주격과 속
격 앞에서만 나타난다. ‘네, 제’는 ‘니, 지’로 재구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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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man-men, foot-feet, tooth-teeth’ 등). 현대 영어에서도 복수형을 만들 
때 더 이상 명사의 움라우트형을 만들지 않고 ‘-s’를 취하는 규칙이 사용된다.
  영어의 ‘men, feet, teeth’ 등은 고대 영어 시기에 존재하였던, 움라우트에 의한 
복수형 형성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어형이다. 그런데 현대 영어의 말뭉치13)에서는 
‘foot, tooth’의 복수형이 각각 ‘foots, tooths’로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20) 가. These would look good with German team's wrestling bag, no? My, you 
have big foots on such little legs <Wagner, Paul(1995), The silver 
shoes>

나. Ooh! Boot do they bite so wail with those tooths? " She gnashed the 
dentition in question and switched to Manjrin. <Michael F.(2012), In 
the Lion's Mouth, New York: Tor>

  ‘foots, tooths’의 실현은, 영어의 공시론적 문법 체계에 따라 ‘-s’를 결합하는 규
칙이 ‘foot, tooth’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문법 규칙의 유추적 평준
화라고 할 수 있다.14) 

3.2. 단일 형식 화석
  단일 형식의 탈화석화는 형태소의 기능의 변화, 즉 문법화에 의하여 일어난다. 단
일 형식의 탈화석화가 기능의 변화에 국한되는 까닭은, 단일 형식 화석이 주로 문법 
기능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5세기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은 (22)처럼 자음어미 앞에서 상성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 평성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23)처럼 고정적 거성의 기저 성조를 가지
며 성조의 율동규칙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13)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를 이용하였다(https://corpus.byu.edu/co-
ca/).

14) ‘foot, tooth’의 속격형 혹은 동사적 용법의 현재 시제 ‘-s’에 유추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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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 그리거늘(HHRLH) <석상 24:10b>
나. 그리(HHLHH) <석상 13:52a>

(22) 브티다가(LHHLH) <석상 23:45a>

  공시론적 기술로는, 15세기 한국어에 기식군 내에서 유동적 상성으로 실현되는 
‘-1-’과 성조의 율동규칙을 따르는 ‘-2-’가 있다고 기술할 수 있다. 그런데 공
시론적 기술과는 별도로 통시론적인 설명도 이루어질 수 있다. 
  통시론적 설명은 ‘--’이 문법화 과정에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1-’
은 문법화가 아직 덜 완료된 상태인 반면 ‘-2-’는 문법화가 완전히 완료된 상태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3) 시기 1: ‘-’ 동사만 존재.
시기 2: ‘--’의 문법화 시작. ‘-1-’만 존재.
시기 3: ‘--’의 문법화 진행. ‘-1-’과 ‘-2-’의 공존.
시기 4: ‘--’의 문법화 완료. ‘-2-’만 존재.

(23)은 동사 ‘-’으로부터 선어말어미 ‘--’으로의 문법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시기 1은 동사 ‘-’만 존재하며, 문법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시기 2
는 ‘--’의 문법화가 시작되어 유동적 성조로만 실현되는 단계이다. 시기 3은 ‘--’
의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의 성조가 다른 문법형태소들의 성조와 같이 
고정적 거성을 가지고 성조의 율동규칙을 따르게 되는 단계이다. 시기 4는 ‘--’
의 문법화가 완료되어 더 이상 유동적 상성으로 실현되지 않는 단계이다. 15세기 
한국어는, ‘-1-’과 ‘-2-’가 공존하는 시기 3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시기 4에 이르면 더 이상 ‘--’의 유동적 상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된다. 시
기 3까지는 ‘-1-’이 화석화되어 존재하는데, 시기 4에서는 ‘-1-’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화석 ‘-1-’은 시기 2와 시기 3 사이 ‘-2-’의 등장으로부터 흔들리
기 시작한다. 탈화석화가 시작된 것이다. 시기 3은 탈화석화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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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4는 ‘--’의 탈화석화가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의 탈화석화는 
문법화의 완료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한편 15세기 한국어에서 조사 ‘-마다’는 첫째 음절의 성조가 상성으로 실현되었
다. 대부분의 문법형태소가 거성으로 시작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24) 가. 일마다(RRL) <용가 1:1a>
나. 가지마다(HLRH) <석상 6:30b>

15세기에는 (24)와 같이 ‘-마다’가 성조의 율동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16세기 자료에서는 ‘-마다’의 첫 음절이 평성이나 거성으로 실현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성규(1994: 84)에서는 문법형태소의 율동규칙의 영향력 때문으
로 보았다. 

(25) 가. 일마다(RLH) <번소 10:25b>
 나. 일일마다(RRHL) <번소 9:2a>

다. 마다(HHH) <번소 9:16b>

(25가)에서는 ‘-마다’의 첫 음절이 평성으로, (25나), (25다)에서는 거성으로 실현
된다. 이는 문헌에 따른 성조 율동규칙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마다’가 율동규
칙을 따르게 된 것은 성조의 정보도 문법형태소와 같게 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2-’와 같이 문법화가 완료되어 화석이던 것이 더 이상 화석이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 소결
  앞서 제2장에서 공시태에 구성 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시론적 규칙성이 결여
된 것을 언어 화석이라고 보았는데, 제3장에서는 언어 화석 가운데 공시론적 규칙성
을 확보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언어 화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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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과정을 ‘탈화석화’라고 하였다.
  언어 화석이 소멸되는 원인은 크게 형태소의 형식 및 기능의 변화, 분석과 재결
합, 유추적 평준화이다. 형태소의 형식 및 기능의 변화는 단일어화되거나 문법화되
어, 더 이상 이전 시기의 언어 흔적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분석과 재
결합은 복합 형식 화석 가운데 다른 어휘와의 음성적·의미적 유사성에 의하여 공시
론적 분석이 일어난 뒤, 공시론적 문법에 맞게 다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화석인 이전의 어형이 새로운 어형에 의해 대체되어 소멸된다. 유추적 평준화는 화
석으로 인하여 야기된 굴절형 패러다임의 불규칙성이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단일 형식의 화석 역시 형태소의 기능이 변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언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 소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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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 화석의 개념과 유형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어 화석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를 시도한다. 4.1에서는 지금까지의 언어 화석의 개념 정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복합어, 굴절형, 그리고 단일 형식의 화석을 아우를 수 
있는 정의를 마련하고자 한다. 4.2에서는 언어 화석이라는 개념 범주가 단일한 속성
의 개체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형이론에 입각한 유형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4.1. 언어 화석의 개념
  본 절에서는 언어 화석의 개념에 대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온 정의를 검
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본 연구의 관점을 밝
히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 연구들에서의 화석의 정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가. 음운 변화가 일어나 재구조화의 일종인 음운의 분리 현상이 나타날 때, 개신
을 거부하는 쪽(Anttila 1972).1)

나. 공시태 속에 남아 있는 통시태적인 요소(송철의 1993/2008).
다. 언어 변화의 과정에서 흔적이나 예외적 요소로 남는 것(강희숙 1998).
라. 공시적 체계 속에 남아 있는 이전 시기 언어의 흔적(이진호 2002).
마. 공시적인 복합 형식 속에 남아 있는 과거 언어의 흔적(장윤희 2010).

(1)의 정의에서 공통되는 것은 “화석이란 ‘언어 변화’의 결과”라는 점이다. 송철의
(1993/2008)과 이진호(2002), 장윤희(2010)의 정의에서는 ‘변화’가 명시적으로 드
러나 있지 않지만, 변화의 과정을 상정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1) Anttila(1972)에서의 정의는 언어 변화의 ‘잔재(relic)’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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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념 정의들 사이에서 세 가지 쟁점이 발견된다. ‘음운 변화에의 국한 여부’, 
‘변화의 거부 여부’와 ‘복합 형식 여부’가 그것이다.

(2) 가. 음운 변화에의 국한 여부
나. 변화(개신)의 거부 혹은 변화의 예외 여부
나. 복합 형식 여부

  우선 음운 변화에의 국한 여부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Anttila(1972)에서는 언어 
변화의 잔재(relic)를 ‘음운 변화의 개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의 변화, 의미의 변화, 형태소 간의 결합 규칙의 변
화 등도 화석의 생성 원인이 될 수 있다.2) 
  다음으로 변화의 거부 여부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Anttila(1972), 강희숙
(1998)에서는 각각 ‘개신을 거부하는 쪽’, ‘예외적 요소’라 하여 화석이란 언어 변화
를 거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송철의(1993/2008), 이진호(2002), 장윤희
(2010)의 정의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차이는 이진호(2002)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진호(2002: 29-31)에서는 
화석에 대한 기존의 정의 방식에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 정의인지를 검토하였다. 

(3) 가. 음운 규칙에 대한 예외 또는 개신을 거부하는 것
나. 공시적 체계 속에 남아 있는 이전 시기 언어의 흔적

(3가)는 ‘예외’와 ‘개신을 거부하는 것’인 반면,3) (3나)는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진호(2002)에서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이진호(2002)에서는 두 가지를 근거로 (3가)가 화석의 정의로 적당하지 않다고 

2) 이승재(1992)에서는 Anttila(1972)의 정의가 굴절어를 모델로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3) 이진호(2002: 29-31)에서 언급한 (3가)에서도 ‘음운 규칙’의 변화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진호

(2002)에서는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화석만 다루었기 때문이다. 앞의 첫 번째 쟁점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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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첫째는 모든 화석이 언어 변화의 예외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A라는 
형태가 AB 혹은 AC의 복합 형식에만 흔적을 남긴 채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경우, 
AB와 AC는 A라는 화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A가 어떤 언어 변화에 대한 예
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접사 ‘-디-’가 ‘껍덕, 껍질, 껍데기’에서 발견
되는데(이병근 1979/1985: 114-117), 이때의 접미사 ‘-디-’는 화석으로 처리될 
수는 있지만, 언어 변화의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변화의 예외를 화석으로 처리할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
이다. ‘골->고프-, 알->아프-’의 경우 ‘ㅍ’ 앞에서 ‘ㄹ’이 떨어지는 변화를 겪
었지만, ‘슬프-’의 경우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ㄹ’이 탈락되지 않았다. 이때의 ‘슬프
-’가 ‘슬프->*스프-’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예외라고 하여, 이를 화석으로 처리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석을 언어 변화를 거부한 것 혹은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
이라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화석 개념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4) 원리적으로 공시태의 모든 요소는 이전 시기 언어로부터 계승된 것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송철의(1993/2008: 391)에서는 현대 표준 한국어의 ‘가위, 밉-’ 등
이 각각 ‘*개>애>>애>가위’, ‘믭->밉-’ 등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며, 
이전 시기의 ‘-, 믜-’가 화석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장윤희(2005, 
2010: 50)에서는 ‘가위, 밉-’이 ‘개, 믭-’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은 순수한 어원론
적(통시론적) 설명일 뿐, 화석의 논의에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5) 이처럼 어
원론적인 설명과 화석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통시태적인 요소가 
전부 화석이 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한편 ‘이전 시기’가 나타내는 바가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는 이상 화석의 개념이 

4) ‘거부’와 ‘적용을 받지 아니함’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르다. ‘거부’는 ‘화석’이 주도적이거나 적극적
으로 언어 변화를 물리쳤다는 인상을 주지만, ‘적용을 받지 아니함’은 ‘화석’이 언어 변화의 적용
에 있어 주도적이거나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화석’은 어떤 어형이 하나의 단위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어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생기게 된다. 때문에 ‘거부’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주도적이거나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나타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적용을 받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5) 권경근(2005: 293-296)에서는 ‘가위, 밉-’ 등을 화석의 논의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화석을 ‘남
겨진 형태 그 자체로부터 과거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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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해진다. 언어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바, 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언어 
변화의 지점을 명시해 주지 않는 이상 원리적으로 1,000년 전의 언어, 100년 전의 
언어, 10년 전의 언어, 1년 전의 언어, 1일 전의 언어 모두 ‘이전 시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이라는 것이 명시될 경우, 언어 변화가 완
료된 시점 이후라는 것이 함의된다. 통시적인 모든 언어 요소가 전부 화석의 논의에 
포함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화석의 정
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화석을 정의하는 데 있어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혹은 ‘예외’라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이라는 화석의 정의에 문제를 제기
하였던 이진호(2002)의 논리를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진호(2002)에서
는 복합 형식 AB에서 A가 완전히 소멸되어 화석으로 남게 되는 경우, A를 어떤 변
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언어 변화의 개
념을 다시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진호(2002)에서의 언어 변화는 형식의 변
화, 규칙의 변화, 교체 환경의 변화 따위다. 어떤 언어 요소가 소멸되는 것은 언어의 
변화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 요소의 소멸
이 언어 변화의 유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타당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형태소 혹은 
어형의 소멸이 형식, 규칙, 교체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더 흔하고 더 분명하게 관찰
된다.6) ‘껍덕, 껍질, 껍데기’에 남아 있는 ‘디’는 접사 ‘-디-’가 소멸되어 더 이상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소멸의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AB의 복합 형식에 남아 있는 A가 소멸되어 버린 경우, A는 ‘소멸’이라는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화석이 되는 셈이다.
  또한 ‘슬프-’를 ‘ㅍ’ 앞에서의 ‘ㄹ’ 탈락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화석으로 처
리하기 어렵다는 논리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화와 규칙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골->고프-, 알->아프-’류에서 보이는 ‘ㅍ’ 앞에서의 ‘ㄹ’ 
탈락의 환경은 일반화되거나 규칙성을 확보할 수 없다. ‘ㅍ’ 앞에서 ‘ㄹ’이 탈락되어
야 하는 음운론적 동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어휘에서만 일어난 소수 
변화라고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일부에서 발생한 소수 변화를 가지고 일반
6) 김완진(1973)에서는 어휘 체계 내적인 관계에 의해 마멸된 것들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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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현상으로 확대 해석한 후, 그 현상을 피한 것을 언어 변화의 화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재고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의 정의에서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이라는 것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 형식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 장윤희(2010)에서는 
화석은 반드시 ‘복합 형식’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하였다.7)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화석은 형태소 화석과 단어 화석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음운 화
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질학적인 화석은 바위나 지층 속에 굳어진 
것을 말하는바, ‘특정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의 화석 역시 합성어, 파생어, 어미 구조체 등의 복합 형식에 있어야만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장윤희(2010)의 두 근거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음운 형식의 존재를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연역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음운 화석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하여 ‘좁쌀’의 ‘ㅂ’을 음운 화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ㅂ쌀’이 형식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ㅂ쌀’이
라는 단어 형식이 공시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뿐더러 현대 한국어 화자의 어휘부
에 이러한 형태소 구조가 등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해당 
형태소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8) 또한 ‘조+ㅂ+쌀’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장윤희(2010)에서의 ‘단일 형식’과 ‘복합 형식’의 구분 기준
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시적인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시론적으로 단일어는 화석의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시적’이라는 것
이, 형성 당시의 어원론적 기준인지, 분석 당시의 공시론적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언
급이 없다. 공시론적 단어에 대하여 어원론적 분석을 행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실
제로 장윤희(2010)에서는 ‘부릅뜨-, 좁쌀, 지붕, 안팎, 수컷, 수퇘지, 암탉, 암캐, 갈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만이, 집만을’에서의 ‘만’은 단일 형식에서의 기능 화석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승재(1992)에서 언급한 영어 ‘were’에서의 ‘r’ 역시 음운 화석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고 하였다.

8) ‘ㅂ쌀’은 현대 표준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및 형태소구조제약을 어기는 형식이다. 현대 한국어
의 음운론적 제약에 대해서는 이진호(2005)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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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꾸지람, 우레, 미끄럼, 간지럼’ 등과 같이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공시론적인 분
석 가능성이 없는 단일어를 화석의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컨대 ‘좁쌀’은 ‘조+
ㅂ쌀’로 분석하여 ‘ㅂ쌀’을 화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ㅂ쌀’은 공시론
적인 형태소로 인정될 수 없다.9) 형태소 구조 조건을 어기기 때문이다. ‘조’와 ‘ㅂ
쌀’의 분석은 어원론적인 분석이지, 공시론적 분석이 아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공시론적 분석과 어원론적 분석의 차이를 보겠다.

(4) 가. 믈 : 믉-
나. 블 : 븕-

(4)는 이기문(1972/1998: 162), Ramstedt(1982: 154), 김방한(1983/1986: 192, 
228-229), 김성규(1987: 7), 이현희(1987ㄱ: 43) 등에서 제시된 예이다. (4)는 
15세기 한국어에서 각각 명사 ‘믈[水], 블[火]’과 형용사 ‘믉-[淡], 븕-[赤]’이 서
로 음성적,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명사로부터 형용사 및 
동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ㄱ’을 분석해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0) 그런데 15세
기 한국어에서 ‘*-ㄱ’은 공시론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접사이다. 이에 ‘븕-’을 ‘블+-ㄱ’
으로 분석해 내는 것은 어원론적인 분석일 뿐이지 공시론적인 분석이 될 수 없는 
것이다.11) 

9) 김성규(1987)에서는 공시론적 분석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형태소가 아니라 어휘소(lexeme)로
서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하였다. 김성규(1989)에서는 공시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소를 
‘語彙素(lexeme)’라고 명명하였다. 박진호(1994)에서도 파생이나 합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원
자화되어 단일한 통사원자(syntactic atom)로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보았다.

10) Ramstedt(1952: 200)에서는 명사로부터의 동사파생접미사(Denominale Verbstammbildungss-
uffix)의 예로 ‘굵-(kulk-), 묽-(mulk-), 꺾-(kkek-)(<-(kusk-)), -(kisk-), 
-(ɑčk-)’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이기문(1972/1998: 160)에서는 ‘[束]-’을, 김방한
(1983/1986: 228)에서는 ‘얽-[雜, 糜]’을, 이현희(1987ㄱ: 268)에서는 ‘늙-[老], -[舊], *벍
-[赤], -[麤], -[刮], 긁-[搔], 닑-[讀], *흙-[斜視]’ 등을 예로 들었다. 이기문
(1972/1998: 162), 김성규(1987: 7)에서는 이러한 파생에 대하여 이른바 ‘고대적 파생’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의 서술은 김성규 선생님의 敎示에 힘입은 바가 크다.

11) 김성규(1987)에서는 이러한 경우 화석화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시론적인 어휘
소의 경계는 ‘a+b’로 표시하는 반면 어원론적인 분석만 가능한 경우 ‘a·b’로 표시하여 서로 구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의 ‘좁쌀’은 ‘조·’이 될 것이다. 시정곤(2000/2006)에서도 통
시론적인 복합어와 공시론적인 복합어의 차이를 구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 65 -

  설령 장윤희(2010)의 분석 기준을 어원론적인 형태소 분석으로 인정한다손 치더
라도 문제가 발생된다. 장윤희(2010)에서 화석임을 부정한 ‘가위, -읍/습니까’ 등 
역시 어원론적으로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합 형식
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가위, -읍/습니까’는 각각 ‘-+-개’, ‘--+--+-
니-+--+-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장윤희
(2010)에서 제시한 ‘복합 형식’이란 공시론적인 복합 형식도, 어원론적인 복합 형식
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2.2에서 단일 형식이 화석화되는 경우를 보았
으며, 이를 ‘살아 있는 화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화석의 정의
에 있어 ‘복합 형식’이라는 조건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요컨대 화석의 개념 설정에서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정보는 필
수적이며, ‘복합 형식’이라는 정보는 불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언어의 화석을 ‘공시태 가운데,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이전 시
기 언어의 어형’이라고 정의한다.
  다음으로 ‘화석’과 ‘화석형’의 개념 설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송철의
(1993/2008)에서는 ‘화석’과 ‘화석형’을 서로 구별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
다. 첫째는 화석은 통시태적인 요소로, 화석형은 공시태적인 요소로 보았기 때문이
다. 이는 송철의(1993/2008)에서 화석을 ‘공시태 속의 통시태적인 요소’라고 정의한 
것과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곤(2000/2006, 2010)에서는 화석이 공시태의 요소가 아니라
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양정호(2004)에서 제기한, ‘갈치’의 ‘갈’이 
‘칼’과 서로 이형태를 이룰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정곤(2000/2006)에서는 ‘갈치’의 ‘갈’은 ‘갏’의 화석이며, 공시론적으로 활
성적이지 않은 화석이 공시론적으로 활성적인 형태소와 서로 이형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장윤희(2010)에서도 같은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은 그 자체로 공시태의 언어 요소이지만, 공시론적으로 더 이상 분
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갈치’의 ‘갈’이 ‘칼’과 이형태의 관계를 맺는다
는 주장은 ‘갈치’ 자체가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화석화와 어휘화의 개념을 서로 구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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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ons(1977: 547)와 Bauer(1983: 49-50)에서는 화석화와 어휘화가 서로 같은 개
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송철의(1993/2008)에서는 사실은 이들이 서로 다른 개념이
라고 주장하였다. Lyons(1977)과 Bauer(1983)의 개념은 “어떤 복합어들을 형성해 
내던 규칙이 현재의 언어 체계 내에서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하게 되면, 그 규칙에 
의해 형성된 복합어들은 화석화된 것”12)이다. 송철의(1993/2008)에서의 화석화와 
어휘화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송철의(1993/2008)에서 제시한, 화석화와 어휘화의 핵심은 ‘구성 요소’와 ‘구성체’의 
차이이다. 화석화와 어휘화는 그 대상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석과 화석형의 구별이 가능한 것은 복합어인 경우뿐이다. 굴절형에서도 
이전 시기의 흔적이 남게 되는 화석화 현상이 발견되는데, 송철의(1993/2008)에서 
제시한 구별 기준만으로는 이를 포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굴절형의 화석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구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13)
  한편 화석화와 어휘화의 구별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화석화된 어형은 한 단위로 어휘부에 저장되게 되는바, 이것이 어휘화의 

12) “The first class is made up mainly of word-compounds, which are fossilzed (rather than 
being merely petrified) in that the rule by which they are derived from the simple lexemes 
of which they are composed is no longer productive in the present state of the 
language-system.”(Lyons 1977: 547). 

13) 이진호(2002)와 장윤희(2018)에서는 굴절형의 경우에도 화석과 화석형을 나누었다. 

화석화 어휘화

개념
어떤 구성체의 구성 요소가 독자적으
로는 변화를 입었지만 구성체 속에서
는 변화를 입기 전의 상태를 유지하
고 있거나 그 흔적을 남기는 현상

어떤 구성체(파생어나 복합어)가 공
시적인 규칙으로 생산될 수 없는 상
태에 이르게 되는 현상

해당 
요소

구성 요소(화석)
통시태

구성체(화석형)
공시태

예 ‘좁쌀’의 ‘ㅂ’ ‘좁쌀’

<표 4-1> 송철의(1993/2008)에서의 화석화와 어휘화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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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겹치게 된다. 실제로 Lyons(1977)과 Bauer(1983)에서는 이 지점에서 화석
화와 어휘화의 개념을 동일하게 처리한 것이다. 
  Lyons(1977)과 Bauer(1983)의 ‘화석화’에 대한 정의가 이렇다면, ‘화석화’를 다
르게 정의하여 송철의(1992/2008, 1993/2008)에서의 ‘어휘화’에 대한 정의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철의(1993/2008)에서는 화석화와 어휘
화를 구별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송철의(1992/2008, 1993/2008)에서 제
시한 어휘화의 개념 자체를 다시금 재고할 여지가 있다. 
  어휘화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어휘’의 외연 설정 및 개념 정의가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져 왔다.14) 요약하자면 ‘복합어의 변화, 어휘부 등재, 단일화, 탈문법화’ 
등의 변화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오규환 2016: 94-96). 이들의 논의 가운
데 송철의(1993/2008)에서 우려하였던 ‘화석화’와의 개념적 혼동은 ‘복합어의 변화’
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15)

(5) 가. 두께, 무게, 바로, 이바지, …
나. 봄가을, 눈비, 비바람, 똥오줌, 논밭, 아들딸, …
다. 검은색, 더운물, 둥근톱, 먼동, 비린내, 싼값, 얕은꾀, …

(5가)는 김성규(1987), 송철의(1992/2008)에서 설정한 어휘화에 대한 예이다. 이
들은 이전 시기에는 파생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형식의 변화로 인해 더 이
상 규칙적으로 생산될 수 없게 되었다. 송철의(1993/2008)에서는 ‘두께, 무게, 바
로, 이바지’ 등에는 ‘둗-, 므긔, -오, 이받-’ 등이 화석으로 남아 있다고 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문제는 (5나)와 (5다)에서 발생한다. (5나)는 하나의 단위로서 어
휘부 내에 저장된다는 어휘화의 예로 다루어질 수 있는 예들이지만, 공시론적으로 
규칙적인 결합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즉 송철의(1993/2008)에서 나타낸 화석
화와 어휘화의 개념 혼동에 대한 우려는 (5가)의 ‘복합어의 형태 및 의미 변화’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4) 이에 대해서는 오규환(2013)과 오규환(2016: 94-96)을 참고할 수 있다.
15) (5)의 예들은 오규환(2016: 96-104)에서 가져온 것이다. 오규환(2013, 2016)에서는 (5가)를 

‘형태 및 의미 변화’, (5나)를 ‘어휘부 등재’, (5다)를 ‘단일어화’로 구별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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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규환(2016)에서는 ‘어휘화’를 ‘둘 이상의 단위가 결합한 덜 어휘적인 단위가 더 
어휘적인 단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16) 어휘화의 과정에서 단일화, 
형태 변화, 의미 변화, 범주 변화 등이 단계적으로 관찰된다고 보았다. 요컨대 어휘
적이지 않던 어떤 복합 요소가 한 단위로서 어휘부에 저장되는 과정을 어휘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언어 화석을 ‘공시태 가운데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이전 
시기 언어의 어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화석화는 ‘어떤 요소가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공시론적인 예외성을 보이게 되는 과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형태소가 소멸되거나, 형태소의 형식, 기능, 의미가 변화되거나, 형태소 
간의 결합 규칙이 변화되었음에도 어떤 어형이 이전 시기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현상을 화석화라고 할 수 있다. (5가)와 같이 어휘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 및 
의미 변화와 그 개념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5나), 
(5다)는 어휘화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화석화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탈문법화를 
어휘화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어휘화는 복합 형식인 경우에만 논의될 수 있
다. 그러나 화석화는 복합 형식이 아니더라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17) 2.2에서 
다룬 단일 형식의 화석화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일 형태소의 화석화는 어휘화가 
아니라 문법화와 관련된다. 요컨대 어휘화는 화석의 생성에 관여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으면서 화석의 소멸에 관여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화석화의 요인으로는 어휘화뿐 아니라 문법화도 작용한다. 예컨대 동사 ‘-
[白]’으로부터 선어말어미 ‘--’으로의 문법화 과정에서 유동적 성조가 화석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화와 화석의 생성(화석화) 역시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되
지 않는다. 그러나 문법화는 어휘화와 마찬가지로 화석의 소멸 과정에도 관여한다. 
예컨대 선어말어미 ‘--’은 15세기 말 무렵부터 거성불연삼의 성조 율동규칙을 따
르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이 완전히 문법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성조 정보

16) 오규환(2016)에서는 ‘-증(證)>쯩, -설(說)>썰, 개->개’ 등의 탈문법화와와 구별하기 위하
여 ‘복합적인 요소’라는 한정을 달았다.

17) 설령 탈문법화를 어휘화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화석화와 개념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증
(證)>쯩, -설(說)>썰, 개->개’ 등에서 보이는 현상은 공시론적 예외성의 기준에서 판단되는 
화석화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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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이상 ‘-’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화석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화석과 화석형을 서로 구별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6) 가. 좁쌀, 부릅뜨-, 휩쓸-
나. 새롭-, 외롭-, 맏이

송철의(1993/2008)에서는 (6)의 경우 ‘좁쌀, 부릅뜨-, 휩쓸-’에서는 각각 ‘ㅂ’이 화
석이며, ‘새롭-, 외롭-, 맏이’에서는 각각 ‘새, 외, 맏’의 명사적 기능이 화석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화석형이 복합어인 경우, 화석이 표면형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7)과 같이 화석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나 (8)과 같이 굴절형인 경
우, (9)와 같이 규칙이 변화된 화석의 경우에는 송철의(1993/2008)에서의 화석과 
화석형의 구별이 모호해진다.18) 즉 화석을 표면형에서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화석과 화석형의 구별이 어렵다.

(7) 가. 함께(<), 이맘때(<이만+)
나. 안팎, 암컷

(8) 가. 퍼(푸-+-어)
나. 아오(알-+-오)

(9) 가. 머지않아
나. 돈냥

(7가)의 ‘함께, 이맘때’, (7나)의 ‘안팎, 암컷’ 등의 경우, 실제 화석이 표면형에서 가
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한, 이만’의 ‘ㄴ’이 ‘ㅁ’으로 변했다는 점으로부터 

18) 한편 화석과 화석형의 설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송철의(1993/2008)에서는 (6가)
의 ‘좁쌀’의 경우 ‘ㅂ’은 화석, ‘좁쌀’은 화석형이라고 분명하게 구분 지었다. 그런데 장윤희
(2010)에서는 ‘ㅂ쌀’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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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음화의 환경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밖, 것’의 ‘ㅂ, ㄱ’이 각각 
유기음화되어 ‘ㅍ, ㅋ’으로 변했다는 것으로부터 선행 어기의 말음에 ‘ㅎ’이 존재했음
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8)의 굴절형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것이 화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진호
(2002), 장윤희(2018: 702-703)에서는 ‘퍼’가 ‘프-+-어’의 결합에서 도출된 것이
라고 하여, ‘프-’를 화석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공시론적으로 타
당한 기술이 아니다. 공시론적으로 언중들의 기저형에는 ‘프-’라는 형식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19) 한편 ‘알-+-오’의 ‘-오’가 선어말어미 
‘--’의 후대형이라는 정보 역시 공시론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현대 한국어 화자
의 어휘부 내에 ‘--’이라는 형태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9)와 같이 규칙의 변화에 의해 화석이 만들어진 경우 그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 
(9가)의 경우 ‘머’가 화석인지, ‘ㄹ’ 탈락 규칙이 화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9
나)의 경우 ‘돈, 냥’이 각각 화석인지, 단어 형성 방식이 화석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송철의(1993/2008)에서의 화석과 화석형의 정의는, 화석화된 단위가 어원
적인 복합어이자 그 형식이 표면형에서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송철의(1993/2008)에서는 형식 화석뿐만 아니라 흔적 화석
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지만, 흔적 화석의 경우 어떤 것이 화석이고 어떤 것이 화석
형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권경근(2005)에서는 
화석을 ‘남겨진 형태 그 자체로부터 과거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
해야 한다고 하여, 송철의(1993/2008)에서 설정한 흔적 화석과 규칙 화석은 화석의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송철의(1993/2008)에서의 화석과 화석형의 개념 구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 하나는 화석과 화석형
의 개념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화석과 화석형의 구별이 필요
한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석과 화석형의 구별은 

19) ‘프-’가 기저형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까닭은 공시론적인 음소연쇄제약을 어기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서는 이진호(2002, 2008)을 참고할 수 있다. 앞서 장윤희(2010)에서 ‘ㅂ쌀’을 화석이라
고 한 것 역시 형태소 구조 차원에서 공시론적으로 기저형에 설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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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화석과 화석형의 개념을 수정하여 수용할 경우, (7)~(9)의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포괄의 대상은 형식의 화석, 기능의 화석, 규칙의 화
석, 기저형의 화석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을 묶어 낼 수 있는 단
일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설령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에 기대어 어떤 정
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화석의 판별은 연구자마다 서로 엇갈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예로 ‘좁쌀’의 화석을 송철의(1993/2008)에서는 ‘ㅂ’으로, 장윤희(2010)에
서는 ‘ㅂ쌀’로 서로 다르게 파악한 것을 들 수 있다. ‘안팎’의 경우 ‘안ㅎ’이 화석인
지, ‘ㅎ’이 화석인지 혹은 ‘아오’의 경우 ‘ㄹ’이 탈락된 ‘아-’가 화석인지, ‘--’의 
후대형인 ‘-오’가 화석인지, ‘아오’의 ‘ㄹ’ 탈락 규칙 자체가 화석인지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소모적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석과 화석형의 구별이 언어학 연구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화석화 현상을 파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과 
화석형을 나누지 않고도 ‘화석화’ 현상을 포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다. 
화석과 화석형을 구별하는 대신 ‘화석화’가 되는 단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화석형을 결과물 중심으로 나누었던 송철의
(1993/2008)의 태도와, 화석화를 언어 변화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본 연구의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시기의 잔재인 어형 자체를 화석이라고 본다. 즉 송철의
(1993/2008)에서의 화석형이 곧 화석이자 화석형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화석과 화석형을 나누지 않고, 어형 그 자체가 화석이라는 입장을 취한다.20) 이러한 
관점의 이점은 화석화와 탈화석화의 변화 과정을 포착하는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0) 김성규(1989: 162)에서도 ‘화석’과 ‘화석형’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퍼, 아오’ 등의 활용형
을 ‘화석’이라고 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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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언어 화석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화석에 대하여 개념적 정의를 내리되, 엄상혁(2018ㄴ)의 논의에서
처럼 그 여부를 이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요소가 화석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성 요소의 공시태에의 존재 여부와 공시론적 
규칙성을 든다. 이들은 정도성을 보이므로 ‘有無’의 대립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접근은 Rosch(1975)에서 제안된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에 기반을 
둔다.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언어 자료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성들을 묶어 단일하게 처리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고전적/아리스토텔레스식의 ‘그렇다, 아니다’의 이분적 접근을 했을 
때보다 원형이론의 범주적 접근을 택했을 때, 화석에 대한 논의를 다각화시킬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 즉 다양한 유형의 화석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화석의 생성(화석화)’과 ‘화석의 소멸(탈화석화)’이 변화의 과정인바, 공시태 속에서
의 ‘화석’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화석화와 탈화석화의 과정
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단계가 존재한다.
  우선 고전적 범주화 방식과 원형이론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
다.21) 고전적 범주화는 어떤 개체 X를, 범주 Y의 본질을 규정하는 자질들에 비추어 
범주 Y에 속한다고 경계를 짓는 범주화 방식이다. 고전적 범주화의 방식에 따라 화
석을 정의하면, 어떠한 개체가 ‘화석’이라는 범주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
와 [-]의 자질로만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화석’이라는 범주에는 정도성이 존재하
지 않게 된다. 
  고전적 범주화에서는 ‘이분적 자질’과 ‘분명한 경계’가 핵심어이다. 여기에서의 ‘자
질’이란 ‘사물의 본질적 속성’을 말한다.22) 사물의 속성에는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21) 인지의미론에서는 언어학에서의 범주화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승명(1981), 이현근(1990), Taylor(1995), 임지룡(1993), 김성주(1994), 노명현
(1996), 박정운(2000), 권영수(2001), 윤석만(2003), 박진호(2010) 등 참고. 박진호(1999, 
2010)에서는 ‘단어(word)’의 개념을 연속적인 범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본 절에서
의 범주화에 대한 내용은 Taylor(1995)[조명원·나익주 역(1997)]의 제2장, 제3장, 제4장을 본 
연구의 논의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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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있는바, 본질적 속성은 어떤 사물을 현재 상태의 사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며, 비본질적 속성은 우연한 속성으로서 어떤 사물의 현재 상태를 결정하는 데 아무
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적 속성
은 ‘두 다리가 달린 동물’인바, ‘하얀색’이거나 ‘교양이 있다’ 등은 어떤 개체가 인간
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한 비본질적 속성이다. [다리가 둘인]이라는 자질
과 [동물]이라는 자질은 인간을 정의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 정의 자질 중 어느 하
나라도 결여된다면 그 개체는 ‘인간’이라는 범주의 구성원이 아니게 된다. 즉 범주는 
필요조건들의 연접(conjunction)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분명한 경계’는 범주 안에 속하는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진다는 뜻이다. 어떤 개체는 어떤 자질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소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범주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구성원이 아닐 수 없다.23) 개체
들은 부여된 자질값이 [+]인지 [-]인지에 따라 범주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것
으로 분명히 경계가 나뉜다. 범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니는 자질값에는 정도성이 
없다. 개체는 오직 [+]나 [-]의 이원적인 자질값만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고전적 범주화 방식에서는 ‘이분적 자질’과 ‘분명한 경계선’이 중요한 핵심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형이론에서의 핵심어는 ‘공통적 속성’과 ‘유사성’이다.24) 원형이론에
서의 범주는 필요조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유사성들의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화석’이라는 범주 역시, ‘화석’의 특성을 보이는 개체들의 유사성과 공통적 
속성에 의해 구축된다.
  고전적 범주화 방식 대신 원형이론을 택할 때에는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획득할 
수 있다. 고전적 범주화의 방식은 [+]와 [-]의 이분적 접근으로 인해 지나치게 엄
격하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은 ‘화석’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개체
들을 포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원형이론은 고전적 범주화 방식의 분류법을 수용하

22) 대표적으로 음운론에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여 음소를 구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3) 사물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순의 법칙’이다.
24) Wittgenstein(1953/1961)의 ‘게임(game)’에 대한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 접근, 

Labov(1973)의 ‘컵(cup)’과 ‘사발(bowl)’의 범주화 실험, Rosch(1975)의 ‘가구(furniture)’의 전
형성 판단 실험이 ‘공통적 속성’과 ‘유사성’을 잘 보여 주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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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허용한다. 원형이론의 중심을 구성하는 개체들은 범주
의 개별적 속성들을 대체로 공유하게 되며, 그들 사이에는 경사도(gradience)가 존
재한다. 원형이론을 택할 경우 단지 소수의 속성들만을 지니는, 원형으로부터 먼 개
체들까지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원형이론에 따라 화석의 유형을 분류하면, 먼저 단일 형식과 복합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형식의 경우 공시론적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 형식
의 경우와 다르다. 예컨대 보조사 ‘-만’은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모든 체언에 제약 
없이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살아 있는 화석’은 화석의 전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화석에 가까운 화석은, 복합 형식에 해당된다. 그런데 복합 형식의 경우
에도 그 유형에 따라 화석화된 정도가 다르다. 먼저 복합어의 경우, 구성 요소가 공
시태에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0) 가. 즐겁-, 아깝-
나. 미끄럽-

(11) 가. 즐기-, 아끼-
나. *미끄리-

(10)의 형용사 ‘즐겁-, 아깝-, 미끄럽-’ 등으로부터 음성적·의미적 및 교체의 유사
성을 근거로 접미사 ‘*-압/업-’을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접미사 ‘*-압/업-’은 
현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세 한국어의 형용사파생접미사 
‘-압/업-’이 결합한 어형이 화석화되어 ‘즐겁-, 아깝-, 미끄럽-’ 등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25) 
  그런데 (11가)의 동사 ‘즐기-, 아끼-’는 현대 표준 한국어의 공시태에 존재하는 
요소이지만, (11나)의 ‘*미끄리-’는 그렇지 않다.26) ‘즐겁-, 아깝-’은 ‘즐기-+*-압/
25) ‘-압/업-’은 중세 한국어에서 생산적인 접미사였다. 통시론적인 타당성이 확보된다. ‘아깝-’의 

15세기 형식은 ‘앗갑-’이었으며, ‘앗기-’에 ‘-압/업-’이 결합된 것이다.
26) 현대 표준 한국어 공시론적으로는 ‘미끄럽-’을 ‘미끌거리-, 미끌대-, 미끌미끌’ 등의 어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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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아끼-+-압/업-’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끄럽-’은 ‘*미끄리-+*-압/
업-’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낮다. ‘즐겁-, 아깝-’에 비하여 ‘미끄럽-’이 화석화된 정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구성 요소의 공시태 존재 여부 화석화 정도 예구성 요소 1 구성 요소 2
A1 O O 0
A2 O X 1 (10가)
A3 X X 2 (10나)

<표 4-2> 복합 형식의 구성 요소의 공시태 존재 여부에 따른 화석화 정도 판단

A1은 ‘먹구름, 잡아’ 등 복합 형식의 구성 요소가 모두 공시태에 존재하는 경우이
다. ‘먹구름’의 구성 요소 ‘먹, 구름’, ‘잡아’의 구성 요소 ‘잡-, -아’는 모두 공시태
에 존재한다. 이 경우 화석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A2와 A3은 화석의 논
의에 포함된다. A2는 (10가)의 ‘즐겁-, 아깝-’ 등이며, A3은 (10나)의 ‘미끄럽-’ 
등이다.
  굴절형의 경우에도, 불규칙 동사 가운데 교체 환경의 일반화 및 결합의 양상에 따
라 화석화의 정도가 서로 다름이 확인된다. 

(12) 가. 나누고, 나누니, 나놔
나. 알고, 아는데, 아시니, 아오, 아오면, 아옵고, …

끌’로부터 파생된 형용사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압/업-’이 현대 표준 한국어 공시
태가 아니라는 점과 ‘-압/업-’은 동사에 결합되어 형용사를 파생한다는 점에서 어근을 ‘미끌’로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윤희(2005: 330-331, 2010: 65)에서는 현
대 표준 한국어의 ‘미끄럼, 간지럼’이 중세 한국어의 ‘*믯글-’ 또는 ‘*믯그리-’, ‘*간질-’ 또는 ‘*
간지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만약 ‘미끄럽-, 간지럽-’이 현대 표준 한국어 공시론
적으로 명사로 파생된다면, ‘미끄러움, 간지러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더럽-+-음→
더러움’). 중세 한국어의 형용사 ‘믯그럽-’은 15세기에서부터 확인된다(‘져근 비예 길히 믯그럽
디 아니니(微雨不滑道) <두언 12:29a>’, ‘기 믯그러워 구틔여 타 朝天디 몯호라(泥滑不
敢騎朝天) <두언 25:41a>’). 동사를 ‘믯그리-’로 재구할 경우, ‘*믯그리-+-압/업-→믯그럽-’은 
‘즐기-+-압/업-→즐겁-’에서 보이는 어간 말의 ‘ㅣ’ 탈락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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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가(주격), 내게(여격), 내(속격)
다′. 나도, 나만, 나를, 나는, … 

(12가)의 ‘나누-’의 활용 패러다임을 통해, 자음어미와 으-계어미 앞의 ‘나누-’, 모
음어미 앞의 ‘나노-’의 다중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미에 따라 교체 환
경이 일반화될 수 있다. 
  그런데 (12나)의 ‘ㄹ’ 말음 용언은 다중기저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각각의 형태
소와의 결합 시의 교체 정보를 어간에 명시하는 것이 (12가)보다 더 복잡하다. 교
체 환경이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12다)의 경우 (12가), (12나)보다 더 복잡하다. (12가)는 어미의 교체 환경을, 
(12나)는 어간의 유형을 일반화할 수 있지만, (12다)는 교체 환경과 어간의 유형을 
모두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12가)는 다중기저형에 교체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면 공시론적 결합으로 기술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2나), (12다)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12가)보다 
(12나), (12다)가, (12나)보다 (12다)가 화석화된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12)의 어간은 어떠한 어미나 조사와도 결합될 수 있다. 굴절형에 빈칸이 존재하
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불완전 용언은 굴절형에 빈칸이 존재한다. 특정 어미와만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13) 가. 데리고, 데리러, 데려
나. 더불어

(13가)의 ‘데리-’는 ‘데리고, 데리러, 데려’의 꼴로만 쓰인다. ‘*데리니, *데리면, *데
리는, *데렸다’ 등의 활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13나)의 ‘더불-’은 ‘더불어’의 꼴로만 
쓰인다. ‘*더불고, *더불으니, *더부는, *더불었다’ 등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13가)보
다는 (13나)의 활용 제약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화석화된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27)

27) ‘데리-, 더불-’의 중세 한국어 형식은 각각 ‘리-, 더블-’이었다. 이들은 현대 표준 한국어에
서보다 더 다양한 어미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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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교체 환경 일반화 화석화 정도 예어간 어미
B1 O O 0
B2 X O 1 (12가)
B3 O X 2 (12나)
B4 X X 3 (12다)

<표 4-3> 굴절형의 교체 환경 일반화 여부에 따른 화석화 정도 판단

B1은 어간과 어미의 교체 환경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이다. ‘먹고[머꼬], 잡는[잠
는]’의 경우 도출 환경을 공시론적으로 규칙을 설정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석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B2는 어미의 환경은 일반화할 수 있되 어간의 환
경을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다. (12가), ‘ㅂ, ㅅ’ 불규칙 용언 등이 여기에 포함된
다.28) B3는 어간의 환경은 일반화할 수 있되 어미의 교체 환경을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이다. (12나)가 여기에 해당된다. B2는 다중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지만 B3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B3의 화석화 정도의 점수가 더 높게 매겨진다. B4는 어간
과 어미의 교체 환경을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이며, (12다)가 그 예이다. (13)은 
<표 4-2>의 A3에 해당된다.
  따라서 화석으로 판별된 요소들은 모두 균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화석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요소들 간, 화석화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
이다. (10나)의 ‘미끄럽-’, (12다)의 ‘내가(주격), 내게(여격), 내(속격)’, (13나)의 
‘더불어’는 화석화된 정도가 높다. (10가)의 ‘즐겁-, 아깝-’, (12나)의 ‘아오, 아오
면, 아옵고’, (13가)의 ‘데리고, 데리러, 데려’ 등은 (10나), (12다), (13나)보다 화
석화된 정도가 낮다. 단일 형식의 경우, 보조사 ‘-도’는 화석화된 정도가 높은 반면, 
‘-만’은 이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28) ‘ㄷ’ 불규칙 용언의 경우 통시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화석의 논의에서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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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규칙성 생산성 화석화 정도 예
C1 O O 0
C2 X O 1 ‘-만’
C3 X X 2 ‘-도’

<표 4-4> 단일 형식의 규칙성 및 생산성에 따른 화석화 정도 판단 

공시론적 문법 규칙을 따르는 단일 형식은 화석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칙
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C2와 그렇지 않은 C3로 나눌 수 있
는데, ‘-만’은 전자에, ‘-도’는 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복합 형식의 구성 요소의 생산성에 따른 화석화 정도 판별 및 교체 환경
의 일반화에 따른 화석화 정도 판별과 화석의 전형성 판별은 사뭇 다르다. 화석화된 
정도가 높다는 사실과 그것이 전형적인 화석이라는 사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복합 형식의 구성 요소가 모두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시론적으
로 단일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나)의 ‘미끄럽-’의 경우, 
어근 ‘*미끄리-’와 접미사 ‘-압/업-’이 모두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시론적
으로 분석되기 어려운 단일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10가)의 ‘즐겁-, 
아깝-’의 경우, 어근 ‘즐기-, 아끼-’ 등은 공시태에 존재하지만, ‘-압/업-’은 그렇
지 않다. 이에 ‘즐겁-, 아깝-’을 통한 접미사 ‘-압/업-’의 파악이 ‘미끄럽-’보다 더 
쉽게 이루어진다. 
  둘째는 전형성 판단에 있어 지각적인 반응 속도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것일수록 언중의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참새’가 ‘새’의 범
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언중의 판단이, ‘타조’가 ‘새’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언중
의 판단보다 더 빠르고 분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끄럽-’이 화석일 것에 대한 
언중의 판단보다, ‘즐겁-, 아깝-’이 화석일 것에 대한 언중의 판단이 더 빠르고 분
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화석의 전형성을 기준으로 볼 때, ‘안팎, 좁쌀’과 같이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이 공시태에 존재하되 다른 구성 요소가 공시태에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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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론적 분석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화석이라고 할 수 있
다. ‘미끄럽-’과 같이 구성 요소가 모두 소멸되어 단일어화의 과정을 거치는 복합 
형식 화석은 화석의 전형에서 떨어진 것이다. ‘-도’와 같이 공시론적 생산성이 낮은 
단일 형식 화석은 보다 전형에 가깝게 위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만’과 같이 공시
론적 생산성을 가지는 단일 형식 화석의 경우 화석의 원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굴절형 화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화석화, 탈화석화의 정도와 화석의 전형성을 도식화하면 <도식 4-1>과 같다. 색
의 농도가 짙을수록 전형적 화석에 가까운 것이며, 그 반대일수록 전형적 화석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화 탈화석화
비화석 화석 비화석

A1 
B1
C1

B2
C2 B3 A2 C3  A3

B4

<도식 4-1> 화석화, 탈화석화의 정도와 화석의 전형성

구성 요소가 공시태에 존재하고, 규칙성이 확보되는 A1, B1, C1은 전형적인 비화석
이다. A2, B3, C3가 가장 전형에 가까운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B2는 화석화가 진
행되었으나, 다중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는 점에서 화석과 비화석의 경계에 놓인다. 
C2는 생산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화석으로 보기 어렵다. A3, B4
는 화석이 하나의 덩어리인 단일어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화석의 전형
에서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탈화석화에 의해 비화석이 되는 경우로는 제3장에
서 다룬 예들을 들 수 있다.
  언어 변화는 변이의 양상을 보이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공시론적 자료 속에서
의 특이한 어형의 공시론적 예외성이 어느 정도여야 화석화된 결과물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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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는 선뜻 주장하기 어렵다. 이는 ‘범주화’의 ‘모호한 경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
계인 셈이다.

4.3. 소결
  제4장에서는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룬 언어 화석의 예들을 바탕으로, 언어 
화석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우선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왔
던 화석의 정의와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화석을 ‘공시태 가운데 언
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이전 시기의 어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화석과 
화석형의 구별은 굳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였다.
  한편 언어 화석은 구성 요소의 공시태에의 존재 여부와 공시론적 규칙성을 기준
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그들의 속성이 단일하게 처리되기 어려움을 확인
하였다. 구성 요소의 공시태에의 존재 여부와 공시론적 규칙성은 ‘有無’의 이분적 대
립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준에는 정도성이 있으며, 이
에 언어 화석도 화석화된 정도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Rosch(1975)의 
원형이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화석의 범주에도 전형에 가까운 화석과 전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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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언어 화석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 및 원인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화석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화석의 판별에는 공시론적 예외성과 통시론적 타당성이 그 기준이 된다. 공
시론적 예외성이란, 구성 요소의 공시태의 비존재와 불규칙성이다.
  언어 화석은 복합 형식 화석과 단일 형식 화석으로 나뉜다. 복합 형식 화석은 복
합어와 굴절형의 형식을 가진 화석을 말한다. 복합어 화석은 합성어와 파생어를, 굴
절형 화석은 곡용형과 활용형을 아우른 것이다.
  제2장에서는 언어 화석의 생성 과정과 원인을 논하였다. 복합 형식 화석이 생성되
는 원인에는 크게 형태소의 소멸, 형태소의 형식·기능·의미의 변화, 형태소 간의 결
합 규칙의 변화 등이 있다. 기원적으로는 복합 형식이지만,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이 소멸되거나 형식, 기능, 의미의 변화를 입어 공시론적으로 분석되기 어려운 
경우, 화석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구성 요소 모두 공시태에 존재하지만, 
구성 요소 간의 결합 규칙이 변화되어 공시론적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화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 형식 화석은 복합 형식 화석과 달리 공시론적 생산성을 지닌다. 그러나 공시
론적 문법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화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들은 공
시론적으로 활성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살아 있는 화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단일 
형식 화석은 어떤 형태소가 문법화되거나 통사론적 기능이 변화되었음에도, 이전 시
기의 음운론적 양상이나 통사론적 분포를 보이는 경우 관찰된다.
  제2장에서 제시한 언어 화석의 생성 원인과 그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루
어진 예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들만 일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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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의 유형 화석의 생성 원인 예

복합 
형식

복합어

형태소 소멸 암톹, 나타나-, 일훔, 설거지, 고비, 주검, 고프-, 기쁘-
형식의 변화 좁쌀, 안팎, 지푸라기, 아자바님, 너비
기능의 변화 값어치[가버치], 새롭-
의미의 변화 더운밥, 데려오-, 몰라보-

결합 규칙의 변화 아드님, 머지않아, 돈푼

굴절형
형태소 소멸 이리, 이르러, 더불어, 내로라하다, 여쭙-
형식의 변화 나놔, 바테/바트로, 누가, 혜야, 가태, 뉘집, 내가, 해, 그래
기능의 변화 저-

결합 규칙의 변화 아오X, 아오, 아시X, 비비(법+-이)
단일 형식 --, -만, -도, -ㄹ, -ㄴ

<표 5-1> 언어 화석 생성의 예

  화석은 고생물학에서 차용한 개념이지만, 고생물학의 화석과 달리 공시태에 존재
한다. 때문에 언어 변화에 노출될 수 있다. 언어 화석이 지닌 불규칙성이 해소되어, 
화석이 아니게 되는 과정이 확인된다. 
  제3장에서는 언어 화석의 소멸 과정과 원인을 논하였다. 언어 화석의 소멸은 탈화
석화라고 한다. 복합 형식 화석이 소멸되는 원인으로는 형태소의 변화, 분석과 재결
합, 유추적 평준화 등이 있다. 복합 형식 화석 가운데 복합어 화석의 탈화석화는 형
태소의 변화, 분석과 재결합에 의해 일어나며, 굴절형 화석의 탈화석화는 분석과 재
결합, 유추적 평준화에 의해 일어난다. 단일 형식 화석이 소멸되는 원인은 형태소의 
변화이다. 
  제3장에서 다룬 언어 화석의 소멸 원인과 그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루어
진 예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들만 일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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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의 유형 화석의 소멸 원인 예

복합 
형식

복합어
단일어화 일훔>이름, 일->일컫-
문법화 값어치[가버치]>[갑써치]

분석과 재결합 부나방>불나방, 안팎>안밖, 데려오->데리고 오-

굴절형
단일어화 *때에>때에, 이리로 

분석과 재결합 혜야>혜여, 가태>가타, 저->절-
유추적 평준화 처>춰, 나놔>나눠, 바테/바트로>바체/바츠로, 내가/나를>내

가/내를
단일 형식 --, -마다

<표 5-2> 언어 화석 소멸의 예

  제4장에서는 화석의 생성 및 소멸 과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언어 화석의 개
념 정의와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언어 화석의 개념 정
의가 서로 합의되지 못함을 확인하고,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언어 화석을 ‘공시태 가운데 언어 변화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이
전 시기 언어의 어형’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언어 화석의 개념 범주는 ‘화석이다, 아니다’로 이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 언어 화석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 사이에는 정도성이 존재하는바, 이를 포
착하기 위하여 원형이론을 바탕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정도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언어 변화의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잔재, 흔적, 예외적 요소’를 ‘화석’이라는 범주로 설정하고, 발생 
원인을 거시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도 그 과정을 
기술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는 언어 화석의 생성 과정과 소멸 과정을 포착하고 그 원인을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화석의 정의와 유형 분류, 그리고 생성 과정에 주된 초
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의 생성 및 소멸 과정을 확인하고 유형화하여 원인
을 분석하였다.
  셋째는 언어 화석에 대한 음운론적 논의와 형태론적 논의를 아우를 수 있는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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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화석의 개념 정의 및 유형 분류
에만 초점을 맞추어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였었다. 특히 음운론과 형태론에서
의 논의의 방식이 서로 달랐다. 그 대상이 복합어와 굴절형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어와 굴절형의 화석의 생성 원인의 공통점을 포착하고 
아울러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가장 큰 한계는 가급적 귀납적 연구 
방법을 지향하였음에도 언어 자료 전체를 관찰하여 다루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선
행 연구에서 다루어지거나 필자가 관찰한 일부의 언어 자료만 가지고 논의를 일반
화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개념을 제시하는 시론적 성격을 지니게 되
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여 자료의 양과 균질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빈칸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화석의 생성에 관한 논의와 소멸에 관한 논의가 동등한 무게를 가지지 못하
게 되었다. 화석의 생성과 소멸은 이론적으로는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자료의 양적 차이는 서로 크게 난다. 이는 화석의 생성에 관한 논의
의 대상은 공시론적으로 예외성을 보이는 임의의 언어 자료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화석의 소멸에 관한 논의의 대상은 오직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화석’에만 한정되
기 때문이라는 개념의 태생적 이유와도 관련된다. 그 과정에 관한 미시적 관찰 및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은 필자의 역량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한계는 음운론과 형태론의 영역에만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다. 언어 화석에 관한 논의는 언어 변화의 예외성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통시론적 정보가 주어지면 언어학의 어떤 하위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그
러나 통사론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을뿐더러, 
통사론적인 규칙성과 생산성을 화석의 논의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자료가 
확보되고 이론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본고에서 제시한 개념을 이용하여 논의를 확장
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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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Extinction of Language Fossils

EOM, Sang-Hy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and describe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xtinction of language fossils. Language fossils are the residues 
of language change. Despite a language change, word forms which have not 
been affected by the language changes and are used to retain the language of 
the previous period are called ‘language fossils.’ Language fossils must have 
exceptionality in synchrony and the grounds in diachrony.
  Fossils are metaphorically borrowed concepts from paleontology of geology. 
In paleontology, research on dinosaur bones and traces of ammonite can help us 
understand the conditions and the evolution process of previous life forms, and 
the ecology and environment of the era when they were alive. Similarly, 
studying linguistic fossils can be used to obtain a general solution for elements 
that are difficult explain in synchronic description by examining the elements 
diachronically. Studying language fossils also helps reconstruct the language 
appearance from previous periods, and examine the process of language change.
  Language fossils are formed by the disappearance of a morpheme, by the 
change in form, function, and meaning of a morpheme, or by the by the change 
in the rules of combining between morphemes. The process of creating the 
fossils is called ‘fossilization.’ Examples of complex word fossils are ‘amthoth, 
nathana-’, ‘jopssal, anphak’, ‘kapechi, sayrop’ and ‘teunpap, tey.ryeo-’, ‘atunim, 
mecianh.a, tonphun’ and etc. Examples of inflectional form fossils are ‘ili, ilule’, 
‘nanwa, pathe/pathuro, jezop-’, ‘ao, pipi(pep+-i)’ and etc. A single type of 
fossil tha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pre-era can be observed ev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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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f any morpheme has been changed. For example, the Middle Korean 
prefinal ending ‘-sop-’ and the Modern Korean auxiliary verb ‘-man, -to’ are 
single type-fossils. 
  Unlike fossils in paleontology, language fossils can be the objects of language 
changes in the synchrony. Changes in the form or function of a morpheme may 
result in lexicalization or grammaticalization that no longer preserves the 
appearance of previous fossils. In addition, complex words fossils or inflectional 
form fossils are analyzed in synchrony and are reassembled according to 
synchronic grammar. In the case of inflection form fossils, it is also found that 
the paradigm is levelled so that irregularity is eliminated. The process of 
extiction, in which fossils no longer exist is called defossilization. Examples of 
defossilization of complex words fossils are ‘ilhwum>ilum’, ‘kapechi>kapssechi’, 
‘punapang>pulnapang, anphak>anpak’ and etc. Examples of defossilization of 
inflectional forms are ‘*ttay.ey>ttay.ey’, ‘hyey.ya>hye.ye, kathay>katha’, 
‘che>chwe, pathe/pathuro>pache/pachuro’ and etc. Examples of defossilzation of 
single forms are the change of tonic realization of ‘-sop-, -mata’ and etc.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language fossils from the precedding study has 
been re-examined after reviewing examples of language fossils. Language 
fossils can be defined as ‘an eariler form without the application of language 
changes in the synchrony.’ However, the category of language fossils can not 
be dichotomically divided. This is because there is a gradience between the 
elements that fall into category of language fossils. Therefore, types of 
language fossils can be dived into typical and non-typical fossils by applying a 
Prototype theory.

Key Words: Language Fossil, Fossilization, Defossilization, Language Change, 
Synchrony, Irregularity, Complex form, Single form, Prototyp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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