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어 어미 ‘-을’의 역사적 연구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최  준  호



- i -

<국문초록>

한국어 어미 ‘-을’의 역사적 연구

최 준 호

  본고의 목적은 동명사 어미ㆍ관형사형 어미 ‘-’의 의미ㆍ기능이 통시적으로 어

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 한국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은 구문에 따라 [예정], [성향], [가능성], [의

지] 등의 용법으로 사용되나, 현대 한국어 이전의 어미 ‘-’은 이러한 [미래성] 용

법에 더해 [총칭성(genericity)] 용법을 함께 가졌다. 본고에서는 이전 시기 한국어

에서 ‘-’이 담당하던 [총칭성] 용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의 문법범주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현대 한국

어 관형사형 어미 ‘-을’의 의미, 기능, 문법범주, 통합 제약 등을 살펴보고, [예정], 

[성향], [가능성], [의지]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을 

[총칭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포착할 것임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미 ‘-’이 쓰인 환경을 ‘명명(命名) 구문’, ‘관형 구성’, ‘한자의 

釋’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공시적ㆍ통시적 기술을 수행하였다. 우선 ‘명명 

구문’의 경우,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만이 선

택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자토석독구결 시기의 언어 

현상이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 보수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

하였다. 또한,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명명 관형 구성’에서 ‘-’을 ‘-’이 대체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대체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덜 긴밀한 구성에서 더 긴밀한 구성으로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관형사형 어미 ‘-’이 [총칭성] 용법으로 사용된 것은 ‘관형 구성’에서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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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관형 구성’에서는 15세기부터 [총칭성]을 나타낼 때 ‘-’과 ‘-’이 경

쟁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 이미 우세하여 ‘-’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한자의 釋’에서는 字釋類 문헌을 대상으로 한자의 釋에 사용되는 관형사형 어미 

‘-은’과 ‘-’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기원적으로 한자의 釋에는 ‘-’만이 사용되었

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字釋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하고 있는 소수의 예들

은 거의 모두 어간의 품사가 형용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원

적으로 한국어에는 현대 한국어에 존재하는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와의 통합 

제약이 없었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관형사형 어미 ‘-’의 [총

칭성]이 형용사가 지니고 있는 성질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수행하였다. ‘-’의 [총

칭성] 용법을 ‘-’이 대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의 [총칭성] 용

법과 그 변화 양상을 언어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 ‘-’의 문법범주를 논의하였

다. 한국어의 ‘-’과 같이 [미래성]과 [총칭성]을 하나의 문법요소가 담당하는 언

어로 만주어, 터키어, 몽골 문어, 지르발어, 유라카레어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

래성]과 [총칭성] 용법을 함께 담당하던 문법요소가, 새롭게 문법화된 현재시제, 비

완망상, 진행상 문법요소에 [총칭성] 용법을 인계하고, 그 자신은 [미래성] 용법만

을 가지는 것으로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이 터키어 등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

였고, 이것이 한국어 어미 ‘-’의 변화 양상과 닮아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어미 ‘-’의 문법범주를 서상법(敍想

法, Irrealis)으로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고 미진한 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

였다.

주요어: 동명사 어미, 관형사형 어미, 총칭성, 미래성, 서상법, 서실법, 명명 구문, 관

형 구성, 한자의 釋, ‘-’, ‘-을’, ‘--’, ‘-느-’, ‘-는’

학  번: 2017-26700



- iii -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대상 1

    1.2. 연구사 정리 4

    1.3. 논의의 구성 6

    1.4. 인용자료 및 약호 7

2. 기본적 논의 10

    2.1.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 10

       2.1.1. ‘-을’의 의미 및 문법범주 10

       2.1.2. ‘-을’의 통합 제약 12

    2.2. 용어의 설정 14

       2.2.1. 절대시제, 부정시제 14

       2.2.2. 아오리스트 15

       2.2.3. 총칭성 18

    2.3. 동명사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21

3. 한국어 어미 ‘-’의 [총칭성] 용법 26

    3.1. 명명 구문 26

       3.1.1. 15세기 한국어 27

       3.1.2.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 40

       3.1.3. 15세기 이후의 변화 54

    3.2. 관형 구성 61

       3.2.1. 15세기 한국어 61



- iv -

       3.2.2.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 68

       3.2.3. 15세기 이후의 변화 71

    3.3. 한자의 釋 74

       3.3.1. 字釋의 관형사형 어미 ‘-은’, ‘-’의 양상 및 그 변화 77

       3.3.2.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의 통합 제약 81

       3.3.3. [총칭성]과 형용사의 의미 속성 87

4. [총칭성] 문법요소의 쓰임과 변화에 대한 언어유형적 검토 95

    4.1. ‘-’에서 ‘-’으로의 대체에 대한 해석 95

    4.2. 서상법 요소가 [총칭성]을 담당하는 언어에 대한 검토 99

    4.3. [총칭성] 문법요소의 변화에 따른 역할 분담 양상 110

5. 결론 113

참고문헌 ························································································································· 116

<ABSTRACT> ············································································································ 125



- 1 -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대상

  이 글은 동명사 어미ㆍ관형사형 어미 ‘-’의 의미ㆍ기능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

화하여 현대 한국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1) 특히 현대 한

국어 이전에는 ‘-’이 [총칭성(genericity)]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 담당하던 [총칭성] 용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 이

유는 무엇인지, 또 ‘-’의 문법범주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지

게 될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의 의미는 구문에 따라 [예정], [성향], [가능

성], [의지] 등으로 기술되어 왔다.2)

(1)        비제한적 관계절

↑

ㄱ. 탈출할 7087번 죄수를 잘 감시해.

(지시적/한정적 → 예정)

ㄴ. 나는 탈출할 죄수를 알고 있다.

(지시적/비한정적 → 예정, 성향)

1) 본고에서는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의 ‘-尸’, ‘-’은 ‘동명사 어미’로, 후기 중

세 한국어 이후의 ‘-’은 ‘관형사형 어미’로 칭한다. 또한, 이들을 아울러 이야기할 필요

가 있을 경우, “고대 한국어나 중세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은”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로 지칭할 것이다. ‘동명사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는 2.3에서 논의한다.

     또한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를 지칭할 때만 ‘-을’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현대 

한국어 이전 시기의 관형사형 어미를 지칭할 때는 ‘-’이라는 표기를 사용할 것이다.

2) 임동훈(2009: 67)에서는 구문에 따라 ‘-을’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면서, 첫째, ‘-을’이 관

계절에 쓰였는지 보절에 쓰였는지, 둘째, 관계절이라 하더라도 제한적 관계절인지, 비제한

적 관계절인지, 셋째, 핵 명사가 지시적(referential)인지 비지시적인지에 따라 (1)과 같

이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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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탈출할 죄수가 있는지 눈여겨보시오.

(비지시적 → 가능성, 의지)

↓

   제한적 관계절

(임동훈 2009: 67)

  후기 중세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의 주된 기능 역시 현대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ㄱ. 鴛鴦夫人이 듣고 比丘 닐오 “내 몸도 좃  힌가 몯  힌가” 

<月釋 卷8: 93ㄱ> → [가능성]

[“내 몸도 좇아서 갈 곳인가, 못 갈 곳인가?”]

ㄴ. 俱夷 니샤 “大闕에 보내 부텻긔 받 고지라 몯리라”(答言： 男

子! 此靑蓮花當送宮內, 欲以上佛, 不可得也。）<月釋 卷1: 10ㄱ> → [의지] 

[“대궐에 보내서 부처께 바칠 꽃이라서 못하겠다.”]

ㄷ. 對答호 “부톄 涅槃야시 내  로셔 오노라”(答曰: 佛般涅槃, 

我於茶毘所來。) <釋詳 卷23: 40ㄴ> → [예정]

[“부처께서 멸도하셨거늘, 나는 (부처님을) 다비할 곳으로부터 오는 중이다.”]

ㄹ. 부톄 니샤 “이 다 地藏菩薩이 오라건 劫으로셔 마 濟渡니며 이제 濟

渡니며  濟渡리히라”(佛告文殊師利： 吾以佛眼觀故，猶不盡數。

此皆是地藏菩薩久遠劫來，已度、當度、未度。) <釋詳 卷11: 5ㄱ> → [의지], 

[예정]

[“이는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劫으로부터 이미 제도한 사람이며, 이제 제도하는 사람

이며, 장차 제도할 사람들이다.”]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의 기본적인 의미는 [예정], [가능성], [의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묶어서 [미래성]3)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3) 본고에서 [미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예정], [성향], [가능성], [의지] 등의 의

미가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태적 의미라는 점, ‘-’의 문법범주가 미래시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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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한국어 및 중세 한국어에는 [미래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동명사 어미ㆍ관

형사형 어미 ‘-’의 용법이 존재한다.

(3) ㄱ. 中國 西ㅅ녁  蜀이라  올히 잇니 蜀애셔 邛이 갓가니 <月釋 卷

2: 50ㄴ> 

[중국 서쪽 가에 촉(蜀)이라고 하는 고을이 있으니]

ㄴ. 淨飯王 아님 悉達이라 샤리 나실 나래 하로셔 셜흔두 가짓 祥瑞 리

며(淨飯王子厥名悉達, 其生之日天降瑞應三十有二) <釋詳 卷6: 17ㄱ> 

[정반왕(淨飯王) 아드님 실달(悉達)이라고 하시는 분 → 실달(悉達)이라고 하시는 

정반왕 아드님]

ㄷ. 太子ㅣ 나아 노니샤 閻浮樹 아래 가샤 받  사 보더시니 <釋詳 卷3: 15

ㄴ> 

[염부수(閻浮樹) 아래 가셔서 밭 가는 사람을 보시더니]

ㄹ. 太子ㅣ 니샤 “사 목수미 흐를 믈 야 머므디 몯놋다” 시고

(菩薩曰。人命速駛。猶山水流難可再過。) <釋詳 卷3: 17ㄱ> 

[사람의 목숨이 흐르는 물 같아서 머무르지 못하는구나!]

(4) ㄱ. 他方 大衆 及 以 化衆 {此} 三界 中 衆여 十二大

衆은 皆 來 集會 九劫蓮花座 坐 <舊仁 卷上:  

02: 07-08> 

[他方의 大衆이니 化衆이니 이 三界 중에 있는 대중이니 하는 十二大衆은 모두 와서 

集會하여 九劫 蓮花座에 坐定하였는데] 

ㄴ. 時 十六 大國王 中 舍衛國主이 波斯匿王이 名[] 曰 

月光여린 <舊仁 卷上: 02: 24-25>

[그때에 十六大國王 가운데 舍衛國主이신 波斯匿王이 이름이 이르기를 月光이라고 

하는 이가]

수는 없으나 ‘-’이 미래 상황이나 예정된 상황을 지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문

숙영 2005/2009: 257)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예정], [성향], [가능성], [의

지] 등의 양태적 의미와 미래 상황이나 예정된 상황 등과 관련된 시제 의미를 묶어서 

[미래성]이라는 용어로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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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郞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慕竹 7>

[郞이여 그릴  녀올 길 / 郞 그리는 마음의 가는 길]

ㄴ. 臣隱愛賜尸母史也 <安民 2>

[臣은 실 어여 / 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3)에는 관형사형 어미 ‘-’이, (4), (5)에는 동명사 어미 ‘-[]’이 사용되었는

데, (3)~(5)에서의 ‘-’, ‘-’의 의미는 [예정], [성향], [가능성], [의지] 중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하기 힘들다. (3)~(5)의 현대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을 현대 한국어에서는 ‘-는’이 대체하게 되었으며, ‘디딜

방아, 건널목, 멜빵, 날짐승, 길짐승, 자물쇠, 열쇠’와 같은 합성어에만 그 흔적을 남

기고 소멸하게 되었다.

  본고는 (3), (4), (5)와 같은 동명사 어미ㆍ관형사형 어미 ‘-’의 의미ㆍ기능을 

[총칭성]4)으로 파악하고, 관형사형 어미 ‘-’의 [총칭성] 용법에 대한 통시적인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1.2. 연구사 정리

  동명사 어미ㆍ관형사형 어미 ‘-’이 현대 한국어와 다른 특이한 쓰임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이른 시기부터 논의되었다. 이 절에서는 전기 중세 한국어와 후기 중세 

한국어로 나누어 관형사형 어미 ‘-’의 [총칭성] 용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

고자 한다.

  전기 중세 한국어의 경우, 동명사 어미 ‘-[은]’과 ‘-[]’의 의미ㆍ기능에 초

점을 맞추어 기술한 업적은 남풍현(1996ㄱ, ㄴ, ㄷ)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데, 여기에서 이미 자토석독구결에서 보이는 ‘-’의 쓰임이 현대 한국어의 그것과

는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남풍현(1996ㄱ, ㄷ)에서는 자토석독구결의 동명사 

어미 ‘-’은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요소가 아닌 관념형 어미(觀念形 語尾)”라고 기

술하였으며, ‘진리적 사실’ 또는 ‘관념적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

4) [총칭성]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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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을]’을 ‘하는 것들을’로 현대어역하는 이유가 ‘-’이 관념형 어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다소 선언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명사 어미 

‘-’의 [총칭성] 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 기능을 포착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은 ‘旣定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병기(1997, 2006)에서는 향가와 자토석독구결에서의 ‘-’과 ‘-’에 대해 다

루면서, 이들의 의미가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미래]

를 지시하거나, ‘-’이 [과거]를 지시하는 일은 없다면서, ‘-’과 ‘-’이 각각 

[-미래], [-과거]의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과 ‘-’의 의미가 중

복되는 영역은 이들 문법요소가 각각 ‘부정시(不定時)’로서의 기능 또한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후기 중세 한국어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은’과 ‘-’은 주로 선어말어미 ‘-으

니-’나 ‘-으리-’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었으며, 선어말어미 ‘-으리-’는 추측법(推

測法), 추정법(推定法), 미정법(未定法), 미래(未來) 등으로 기술되었다. 관형사형 

어미 ‘-’에 대해서는 선어말어미 ‘-으리-’와 같은 의미로 파악한 논의와 관형사

형 어미 ‘-’의 [총칭성] 용법을 기술한 논의가 있었다. 아래는 대표적인 선행 연

구를 가져온 것이다.

  河野六郞(1951)에서는 ‘-’을 ‘-으리-’와 함께 “제1미래어간(第一未來語幹)”으

로 분류하면서도, ‘서르  업시울 이리 나니라’, ‘高山이라 홀 뫼’ 등의 예문의 예를 

바탕으로 관형사형 어미 ‘-’이 “일반적인 서술에도 쓰인다(一般的な敍述にも用ゐ

られる)”라고 하였다.

  김완진(1957)에서는 ‘-’에는 “temps absolu와 futurum의 두 境遇가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temps absolu’는 ‘절대 시제’로 옮길 수 있고, ‘futurum’은 ‘미래’

로 옮길 수 있을 텐데, ‘temps absolu’를 설명하면서 든 예들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들과 일치한다.

  이숭녕(1961/1981)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

고, 때로는 ‘未來’를, 때로는 ‘時制를 초월한 不定時制’의 두 구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허웅(1975)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을 선어말어미 ‘-으리-’와 함께 추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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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법)5)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면서 관형사형 어미 ‘-’이 “때의 관념과 상관없는

(중화된) 사실”을 나타내는 일도 있다고 하면서 엄격히 따지면 추정법도 아니요, 시

제라고도 할 수 없으나 “‘-’을 설명함에는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고영근(1981/2011, 1982)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을 추측 관형사형으로 분류

하면서, 이러한 ‘-’은 [-지시성]6)이 강한 구문에 쓰이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또

한, 그로 인해 ‘-’이 쓰인 관형사절을 ‘-으리니라’가 사용된 설명법 구문으로 전

개하기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왜 유독 ‘-’이 [-지시성]이 강한 구문에 

쓰이는지는 논의되지 않았고, 이러한 ‘-’의 쓰임을 어떤 용어로 포착하지도 않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진리적 사실’, ‘관념적 사실’, ‘부정시(不定時)’, ‘일반적인 서

술’, ‘temps absolu’, ‘시제를 초월한 부정시제(不定時制)’, ‘때의 관념과 상관없는(중

화된) 사실’ 등의 용어는 용어만 다를 뿐, 지시하는 현상은 같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고대 한국어, 전기 중세 한국어 및 후기 중

세 한국어의 ‘-’에 [총칭성] 용법이 있다는 것은 기술하였으나, 이러한 쓰임이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토

석독구결의 발견 이전이라는 자료의 한계일 가능성이 있기에 본고에서는 자토석독

구결의 언어 현상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대상, 그리고 그간의 연구사를 검토한다.

5) 허웅(1975)의 ‘추정법(미정법)’은 장차 일어날 일, 곧 일어날 일을 기술하거나 또는 추측

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문법적 방법을 뜻한다.

6) ‘[+지시성], [-지시성]’이라는 용어는 고영근(1981/2010: 83)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서 ‘지시성’의 원어로 ‘deiktische charakter’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로는 ‘deictic 

character’로 옮겨질 것이다. 

     고영근(1981/2011: 83)에서는 [+지시성]이 특정한 사실을 지시하며 일정한 화맥의 제

약을 받는 것이라면, [-지시성]은 일반적 사실을 서술하고 특정한 화맥을 전제하지 않는

다. ‘나는 흐르는 물을 마셨다’는 [+지시성]에, ‘흐르는 물은 맑다’는 [-지시성]에 해당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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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가명 약호

慕竹旨郞歌 慕竹
安民歌 安民
祭亡妹歌 祭亡

彗星歌 彗星
怨歌 怨歌

자료명 연대 약호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 11세기 말~12세기 초 華疏
大方廣佛華嚴經 卷14 12세기 중반~12세기 후반 華嚴
合部金光明經 卷3 13세기 중엽 金光

舊譯仁王經 卷上 13세기 중엽 舊仁

  제2장에서는 동명사 어미ㆍ관형사형 어미 및 ‘-’의 의미ㆍ기능ㆍ문법범주에 대

한 기본적 논의를 수행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 의미ㆍ기능을 

[총칭성]이라는 용어로 포착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총칭성]이 범언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언어유형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대상으로 동명사 어미ㆍ관형사형 

어미 ‘-’이 [총칭성] 용법으로 사용된 환경을 ‘명명 구문’, ‘관형 구성’, ‘한자의 

釋’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공시적ㆍ통시적으로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한다. ‘-’의 [총칭성] 

용법을 ‘- > -는’이 대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또한, ‘-’이라

는 단일한 문법 형식에 [미래성]과 [총칭성]이라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용

법이 공존하는 현상과 ‘-’의 [총칭성]을 ‘-’이 대체하게 된 변화 양상이 한국어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언어유형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미흡한 사항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1.4. 인용자료 및 약호

① 삼국유사 소재 향가

②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자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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慈悲道場懺法 卷4 13세기 중엽 慈悲
瑜伽師地論 卷20 13세기 후반 瑜伽

자료명 연도 약호
석보상절(釋譜詳節) 1447 釋詳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1447 月千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 1447년경 訓諺
월인석보(月印釋譜) 1459 月釋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1461 楞解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 1463 法華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1464 永嘉
아미타경언해(阿彌陀經諺解) 1464 阿彌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 1464 金剛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 1465 圓覺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1481 杜初

내훈(內訓) 1481? 內訓
남명집언해(南明集諺解) 1482 南明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1482 金三

육조법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 1496 六祖
삼단시식문(三壇施食文) 1496 三壇
삼강행실도 성종판(三綱行實圖 成宗版) 15세기 三綱成

자료명 연도 약호
번역노걸대(飜譯老乞大) 1517년경 飜老
번역소학(飜譯小學) 1518 飜小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1528 十玄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1560 六禪

삼강행실도 선조판(三綱行實圖 宣祖版) 1579 三綱宣
소학언해(小學諺解) 1588 小諺

논어언해(論語諺解) 1590 論諺

③ 한글자료

<15세기>

<16세기>

7) �慈悲道場懺法� 卷4를 제외한 자토석독구결자료의 연대 추정은 장윤희(2004)를 참조하

였으며, �慈悲道場懺法� 卷4의 연대 추정은 남권희ㆍ남경란(2016)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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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연도 약호
삼강행실도 영조판(三綱行實圖 英祖版) 1726 三綱英
논어율곡선생언해(論語栗谷先生諺解) 1749 論栗

박통사신석언해(朴通事新釋諺解) 1765 朴新
몽어노걸대(蒙語老乞大) 1790 蒙老
중간노걸대언해(重刊老乞大諺解) 1795 重老

형세언(型世言) 18세기 型世
청어노걸대(淸語老乞大) 18세기 淸老

맹자언해(孟子諺解) 1590 孟諺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6세기 長壽

자료명 연도 약호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東新

노걸대언해(老乞大諺解) 1670 老諺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1677 朴諺

<17세기>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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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

  2.1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의 의미 및 문법범주, 그리고 통합 

제약을 살펴본다. 현대 한국어는 우리의 직관이 닿을 수 있는 언어이며, 현대 한국

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 역시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역

사적 연구 역시 현대 한국어의 연구 성과에 기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부터 출

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1.1. ‘-을’의 의미 및 문법범주

  현대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을’의 의미 및 기능이 무엇인지, 또 그를 바탕으로 

‘-을’의 문법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논의가 이

루어져 왔다. 이는 결국 ‘-은’과 ‘-을’의 대립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도 관련되

는데, 연구사적으로 보면 ‘-은’과 ‘-을’을 시제의 대립, 상의 대립, 양태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둘을 양태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 듯하다.1)

  문숙영(2017: 73)에 따르면, 관형사형 어미 ‘-은’과 ‘-을’의 의미를 ‘현실 : 비현

실’이라는 술어로 기술한 것은 Lee Hyo-Sang(1991: 77-78)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고 한다. 여기에서 ‘-은’은 실제 상황을 표시하는 ‘현실’의 의미로, ‘-을’은 어떤 기

준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표시하는 ‘비

현실’의 의미로 파악되었다.

  이후 ‘-은’과 ‘-을’을 ‘현실 : 비현실’의 대립으로 파악하려는 논의는 박재연

1)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은’과 ‘-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는 문숙영(2005/2009: 

263-266), 임동훈(2009: 56-6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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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 문숙영(2005/2009), 임동훈(2008, 2009), 박재연(2009), 문숙영

(2017)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소의 용어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은’과 ‘-을’을 ‘현실(realis) : 비현실(irrealis)’의 대립이라는 양태 내

지 서법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이러한 논의를 결정적으로 반박할 만한 연구

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의 ‘-은’과 ‘-을’을 ‘현실 : 비현실’의 대립으

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임동훈(2008, 2009)에서는 관형사절에서 ‘-은’과 ‘-을’의 선택이 필수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다른 언어에서는 절 연결의 표지가 ‘현실 : 비현실’의 구분

을 표시하기도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은’과 ‘-을’을 양태 범주가 아닌 서법 범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임동훈(2008, 2009)에서는 ‘-은’과 ‘-

을’을 ‘서실법(敍實法, realis) : 서상법(敍想法, irrealis)’으로 파악하였는데, 본고에

서도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을’을 서상법(敍想法, irrealis) 요소로 파악하고자 

한다.2)

  그런데 현대 한국어 ‘-을’의 문법범주가 서상법 범주라고 해서, 고대 한국어 및 

중세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ㆍ관형사형 어미 ‘-’의 문법범주가 자동적으로 서상법 

범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후기 중세 한국어의 관형사

형 어미 ‘-’의 주된 용법은 [예정], [성향], [가능성], [의지] 등이며, 이는 현대 

한국어 ‘-을’의 주된 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후기 중세 한

국어의 ‘-’도 서상법(敍想法) 범주로 소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동주(2015: 99)에서도 후기 중세 한국어의 ‘-은’과 ‘-’을 각각 ‘현실 관형형’

과 ‘비현실 관형형’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의 [총칭성] 용

법을 예외로 남겨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현대 한국어와 그 이전 시기의 관형사형 

2) ‘realis : irrealis’라는 술어를 논저에 따라 ‘현실 : 비현실’ 혹은 ‘서실법 : 서상법’으로 지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술어상의 차이는 이를 양태 범주로 파악할 것인지, 아

니면 서법 범주로 파악할 것인지와 연관되어 있다. 임동훈(2008: 214)에서는 개념적 범

주인 양태가 언어적 수단으로 문법화할 때, 굴절형으로 실현되면서, 명령, 기원, 의문과 

같이 화행의 유형을 나타내거나 ‘-음, -기’와 같이 그 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를 서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형사형 어미는 굴절형으로 실현되고, 

‘-은’과 ‘-을’ 중의 하나가 필수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서법의 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서실법과 서상법에 대한 기본적 논의는 문숙영(2017)의 4.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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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P0 P1 P2 P3

범주 어간 경어법 시제-상 관형사형 어미

-으시-

-느-
-은-더-

∅
-을

어미 ‘-’의 용법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의 [총칭성] 용법일 것이다. 따

라서 현대 한국어 이전 시기의 ‘-’의 문법범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

의 [총칭성] 용법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문법범주를 찾아야 한다. 현대 한국어 이전 

시기의 ‘-’에 대해서도 현대 한국어와 같이 서상법 요소로 파악하려면, 서상법 요

소가 [총칭성] 용법을 가질 수 있는지, 서상법과 [총칭성]의 관계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3)

  2.1.2. ‘-을’의 통합 제약

  2.1.2에서는 현대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을’의 통합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을’은 관형사절에서 선어말어미와 통합 제약을 보이기도 하고, 특정 품사와

의 통합 제약을 보이기도 하므로 이 둘을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우선, 관형사형 어미 ‘-을’이 관형사절에서 어떤 선어말어미와 통합 제약을 보이

는지는 위치부류(position class)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 제시하는 <표 1>은 현대 한국어 관형사절을 위치부류적으로 기술한 것으

로, 박진호(2016ㄱ)에서 제시된 것을 가져온 것이다.

<표 1> 현대 한국어 관형사절의 위치부류적 기술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 관형사형 어미 ‘-은’이 선어말어미 ‘-느-’, ‘-더-’ 

등과 통합이 가능한 반면, 관형사형 어미 ‘-을’은 ‘-느-’, ‘-더-’와의 통합이 제약

된다. 

3) 이에 대한 본고의 답은 제4장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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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도 ‘-느-’, ‘-더-’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

다. 관형사형 어미 ‘-을’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는 통합이 가능하여 ‘-었

을’과 같은 어형이 가능한 반면, ‘-은’은 ‘-었-’과 직접적으로 통합될 수 없다. 이

러한 관형사형 어미와 선어말어미의 통합 제약은 시대에 따라, 또 방언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은 우선 현대 표준 한국어의 양상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위에서 선어말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을’의 통합 제약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품

사에 따른 통합 제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 ‘-을’은 

형용사나 계사와의 통합이 제약된다. 예컨대 ‘*예쁠 아이를 찾아 봐.’, ‘*착할 학생이 

누구지?’, ‘*학생일 나는 공부를 한다.’ 등의 문장은 비문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관형

사형 어미 ‘-을’과 형용사ㆍ계사는 일반적으로 통합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술은 관계 관형절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임동훈(2009: 64)

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팅에서 파트너가 예쁠 가능성’, ‘언젠가는 하늘이 맑

을 날도 있겠지.’처럼 보절 명사가 가능 세계를 도입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형

용사와 관형사형 어미 ‘-을’의 통합 제약이 사라진다. 또한, ‘이 옷을 입으면 예쁠

아이를 찾아 봐.’(임동훈 2009: 63)에서처럼 그 앞에 양보절이나 조건절이 오거나, 

‘그 사람을 보아하니 마음이 너그러울 사람이더라.’(문숙영 2005/2009: 266)와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형용사와 ‘-을’의 통합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한편, ‘-을’과 형용사ㆍ계사의 통합이 제약되는 것은 15세기 한국어에서도 다르지 

않았다(허원욱 1988: 75, 이현희 1999: 75, 이병기 2006: 126). 이현희(1999: 75)

의 각주 8)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 ‘-’과 통합이 극히 

제약적이라는 특성을 보이나, 명사구 보절 구성에서는 관계 관형절 구성에서보다 

‘-’이 통합한 예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에 

비해서는 형용사와의 통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현대 한국어나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ㆍ계사

의 통합이 제약되는 이유는 관형사형 어미 ‘-’의 속성과 형용사ㆍ계사의 속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임동훈(2009: 64)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은 

관련 사태가 비실제적이며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것임을 표시하는 서상법 표지인 

반면, 형용사는 현실에 존재하는 일정한 속성을 표시하는 것이기에 형용사와 ‘-을’



- 14 -

이 통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계사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5세기 이전의 한국어에서는 ‘-’과 형용사ㆍ계사의 통합 제약이 15세기 

이후와는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형용사는 명확한 예를 

찾기는 어려우나 계사의 경우 동명사 어미 ‘-’과 통합하는 예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형용사와 ‘-, -尸’의 통합 제약도 없

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3.3에서 후술될 것이다.

2.2. 용어의 설정

  [예정], [성향], [가능성], [의지]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대ㆍ중세 한국어의 관

형사형 어미 ‘-’의 용법을 무엇이라고 명명할 것인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

다. 2.2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을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

여 포착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고에서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할 [총칭성(genericity)]

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2.1. 절대시제, 부정시제

  첫 번째로 검토할 용어는 ‘절대시제(temps absolu)’ 혹은 ‘부정시제(不定時制)’라

는 용어이다. 전자는 김완진(1957)에서, 후자는 이숭녕(1961/1981)에서 사용되었

다.

(1) -l에는 temps absolu와 futurum의 두 境遇가 있다. [중략] 앞의 것들은 temps 

aboslu요 後二者는 未來다. 起源的으로는 前者의 規範性에서 後者의 意味가 派

生된 것이 아닌가 한다. -l sub. verbal의 意味는 temps absolu 뿐인 듯하다. 

(김완진 195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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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갈 때, 올 때’에서 ‘ㄹ’은 未來形도 아닌바 時制에 들지 않는 ‘不定時制’라고 

보며, 이 ‘ㄹ’은 때로 未來를, 때로 時制를 초월한 不定時制의 두 구실을 가지고 

있다. (이숭녕 1961/1981: 275)

김완진(1957)의 ‘temps absolu’나 이숭녕(1961/1981)의 ‘不定時制’는 본고에서 다

루는 관형사형 어미 ‘-’의 의미ㆍ기능이 [과거], [현재], [미래]의 특정한 시간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들 용어는 관형사형 어미 ‘-’이 기본적으로 [미래]를 지시하는 시제범

주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

을’을 미래시제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 강하고, 본고에서는 고대 한국어나 중

세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ㆍ관형사형 어미 ‘-’ 역시 미래시제 요소가 아닐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이들 용어를 선택하지 않기로 한다. ‘temps absolu’나 ‘不定時

制’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는 ‘시제 중립’, ‘시제 중화’, ‘시제 비관여적’ 등의 용

어 역시 같은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다.

  2.2.2. 아오리스트

  두 번째로 검토할 용어는 ‘아오리스트(aorist)’이다. 선행 연구에서 ‘아오리스트’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ㄱ. 겉으로 보기에는 어말어미가 시제를 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서법

형태소와 계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 형태가 시제를 표시한다. 

이러한 형태를 “부정법(不定法, aorist)”이라고 한다. (고영근 1987/2010: 

272)

ㄴ. 부정법(不定法)이란 일정한 형태가 없으면서도 일정한 시제가 표시되는 경

우를 가리킨다. (고영근 1987/2010: 270)

(4) ㄱ. 선어말어미 ‘-니-’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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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다. 이 어미는 [중략]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과 무관하거나 그 시간

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부정칭(不定稱, aorist)의 시제ㆍ상어미라 할 것이다. 

(안병희·이광호 1990: 231)

ㄴ. 이름과 같은 규정 표현에는 aorist적 용법을 보이는 관형사형어미 ‘-ㅭ’이 

사용된다. (이현희 1990ㄱ: 700) 

(3)에서는 ‘아오리스트’가 ‘부정법(不定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특정한 

형태소 없이, 일정한 시제를 가리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

다. (4)에서는 2.2.1에서 살펴본 ‘부정시제(不定時制)’와 유사하게 ‘특정한 시제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을 포착하는 데 적

절한 용어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계 언어학계에서 아오리스트가 어떠한 의미

로 사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는 �言語學大辭典�에

서 가져온 것이다.

(5) ㄱ. [용어의 기원] 고대 그리스어의 ἀόριστος　χρόνος[ahoristos khrónos]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όρος[경계]에서 만들어진 ὁρίξω[경계를 정하다, 한정

하다]라는, 동사의 완료수동분사(完了受動分詞)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에 부

정사(否定詞) ‘ἀ-’가 더해진 형태로, ἀόριστος[한정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과거(不定過去), 무한정과거(無限定過去)라고

도 부른다.

ㄴ. 그리스어를 위시한 인구어(印歐語)에서, 아오리스트는 과거 시칭(時稱)의 하

나이지만, 인구어(印歐語) 이외의 언어를 기술할 때는 자주 이 용어가 단순

히 동사 활용 체계 중에서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범주를 가리키기 위해 사

용된다.4)

4)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ㄱ. 古代ギリシア語のἀόριστος　 χρόνος(ahoristos khrónos)に由來する。これは、όρος　 ｢

境界｣からつくられた ὁρίξω「境界を決める、限定する」という動詞の完了受動分詞の

意味をもった形容詞に否定詞ἀ-が加えられた形で、ἀόριστος｢限定されざる｣の意味を

表わす。このため、不定過去、無限定過去とも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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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ㄱ)은 ‘아오리스트’라는 용어의 기원을 설명한 것이고, (5ㄴ)은 세계 언어학계에

서 ‘아오리스트’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5ㄴ)을 

보면 아오리스트는 언어마다 쓰임새가 다소 다르며, 적어도 두 가지 의항(義項, 

sense)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어를 포함한 인구어(印歐語)의 경우로, 이들 언어에서 아오리스

트는 ‘과거시제’ 혹은 ‘과거 완망상(past perfective)’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고대 그

리스어(Ancient Greek)의 직설법에서는 아오리스트가 주로 과거시제로 사용되었

고,5) 불가리아어(Bulgarian), 조지아어(Georgian), 스페인어(Spanish) 등의 전통 문

법에서는 아오리스트가 과거시제에서의 완망성(perfectivity in the past tense)을 

나타낸다(Comrie 1976: 12).

  두 번째는 인구어 이외의 언어를 기술할 때 사용되는 경우로, 이때는 동사 활용 

체계 중에서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범주를 가리킨다. 아오리스트를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언어로 터키어를 들 수 있다. 터키어에는 아오리스트로 지칭되는 

문법요소 ‘-r’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터키어 문법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6) ‘아오리스트’라는 용어는 그리스 문법에서 차용된 것으로서, ‘한정되지 않은

(unbounded)’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터키어로는 ‘the broad tense’라는 의미의 

‘geniş zaman’이라고 하며, 이 용어는 아오리스트의 의미를 잘 드러내 준다. 지

속적인 행동(continuing activity)을 지시한다. (G. Lewis. 2000: 175)6)

이러한 터키어의 아오리스트 ‘-r’은 한국에서 ‘초월시제’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용

ㄴ. ギリシア語をはじめ印欧語では、アオリストは過去時稱の一つであるが、印欧語以外

の言語の記述において、しばしばこの用語が、単に動詞活用体系中の時に限定されな

い範疇を示すために用いられることがある。

5) 다른 서법(moods)이나 비정형(nonfinite form) 형식의 경우, 아오리스트는 시제가 아닌 

상(相)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Comrie 1976: 12).

6)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Aorist. This term, borrowed from Greek grammar, means ‘unbounded’ and well 

describes what the Turks call geniş zaman ‘the broad tense’, which denotes 

continu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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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2012: 229)에서는 터키어의 초월시제가 습관적인 행동, 변하지 않는 진리, 말하

는 이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언제나 진리인 것은 미래에도 진리일 것이므로 

미래로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터키어에서 ‘아오리스트’라는 용어

는 (5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사 활용 체계 중에서 시간에 한정되지 않

는 범주’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터키어 아오리스트 ‘-r’의 용법은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과 상당

히 유사한 지점이 있다. [미래]를 지시한다는 점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아오리스트라는 용어도 

선택하지 않기로 한다. 세계 언어학계에서 아오리스트는 ‘과거 완망상’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3. 총칭성

  본고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을 포착하기 위해 [총칭성(genericity)]이

라는 용어를 선택할 것이다. 용어 사용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전에, [총칭성]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총칭성]은 양화적 의미의 일종으로서 ‘대체로 모두’, ‘보통의’, ‘일반적인’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총칭’은 ‘전칭(universal)’과 ‘특칭(existential)’과 대비되어 

사용되는데, 전자는 ‘모든’과 같이 대상이 되는 실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

을 나타내고, 후자는 ‘몇몇’, ‘어떤’, ‘일부의’ 등과 같이 대상이 되는 실체들 중에서 

소수를 기술의 대상으로 포함함을 나타낸다(전영철 2013: 98).

  [총칭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 하나는 명사구 차원에 적용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 차원에 적용되는 것인데 전자를 총칭 명사구, 후자를 

총칭문이라고 한다(전영철 2013).

(7) ㄱ.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멸종되었다.

ㄴ. 컴퓨터는 20세기에 발명되었다.

ㄷ. 우리 교장선생님은 인자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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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저 개는 시끄럽게 짖는다.

(전영철 2013: 102)

(7ㄱ, ㄴ)은 명사구에만 총칭성이 실현된 것이고, (7ㄷ, ㄹ)은 문장 차원에서 총칭

성이 실현된 것이다. 이때, (7ㄷ, ㄹ)과 같은 총칭문은 지시하는 대상의 쉽게 변화

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다시 말해 지시물의 장면 층위(stage-level)의 

특성이 아니라, 개체 층위(individual-level)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컨

대 (7ㄷ)은 ‘우리 교장선생님’의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인자하다’는 것임을 나

타내며, (7ㄹ)은 ‘저 개’의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시끄럽게 짖는다’라는 것임

을 나타낸다.

  총칭문(generic sentence)의 가장 주된 특성 중 하나는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

다. (7ㄷ)의 경우 ‘교장선생님’이 어느 날은 인자하지 않은 행동을 하셨다고 하더라

도 여전히 참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7ㄹ) 또한 ‘저 개’가 어느 날은 짖지 않

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참이 된다.

  [총칭성]을 문장의 특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에 대비되는 문장

의 특성은 [사건성(episodic)]으로 파악할 수 있다.

(8) ㄱ. 개는 짖는다.

ㄴ. 철수는 담배를 피운다.

ㄷ. 철수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

ㄹ. 철수는 어제 담배를 피웠다.

위의 (8)에서 (8ㄱ, ㄴ)과 (8ㄷ, ㄹ)은 문장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8ㄱ, ㄴ)은 

‘개’나 ‘철수’의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개체 층위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8ㄷ, 

ㄹ)은 한 차례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8ㄱ, ㄴ)과 같은 문장

은 [총칭성]을, (8ㄷ, ㄹ)과 같은 문장은 [사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총칭성]은 좁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지구는 자전한다’와 같은 [일반적 진리]나 [항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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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총칭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문장은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총칭성]과 다르다고도 할 수 있

으나 넓은 의미의 ‘일반성(generality)’을 나타낸다는 점, 개체 층위의 상태를 나타

낸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총칭성]을 어떤 문법수단으로 표현할 것인지는 언어마다 다르지만, 주로 시제ㆍ

상ㆍ서법의 범주를 통해 실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총칭성]만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가 따로 존재하는 언어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범언어적으로 [총칭성]은 문법요

소가 최소로 표시되는, 즉 ‘최소 표시 경향(minimal marking tendency)’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Dahl 1995: 415).

  [총칭성]의 ‘최소 표시 경향’이란 [총칭성]을 나타낼 때는 더 무표적인 요소, 즉 

과거시제보다는 현재시제가, 진행상(progressive)보다는 非진행상(non-progressive)

이 선택되는 경향을 말한다. 예컨대 총칭문(generic sentence)인 (8ㄱ, ㄴ)에서는 

현재시제, 非진행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사건문(episodic sentence)인 (8ㄷ, 

ㄹ)에서는 각각 진행상과 과거시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 [총칭성]을 현재시제가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 Comrie(1985: 40)

에서는 이것은 현재시제 그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현재시제의 의미를 초월한 구조

적이고 탈언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소는 풀을 먹는다(Cow eats 

grass)”와 같은 문장도 결국은 발화 순간에 상황이 위치해 있음을 표시할 뿐이라는 

것이다. 문숙영(2005/2009: 198-200)에서는 Comrie(1985)의 설명은 [총칭성]7)이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 주는 바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총칭성]을 나타낼 때 현재시제가 선택되

는 것은 상황의 발생과 끝에 대해 어떠한 함축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총칭성]이 어떤 문법요소에 의해 실현되는가?

(9) ㄱ. 철수는 담배를 피운다.

ㄴ.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7) 문숙영(2005/2009)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보편적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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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담배를 피우는 철수

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11) ㄱ. 담배를 {피운, 피울} 철수

ㄴ. 학생들을 {가르친, 가르칠} 사람

현대 한국어에서 [총칭성]은 (9)의 서술 구성에서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

가, (10)의 관형 구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8)이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 ‘-는’을 ‘-은’이나 ‘-을’로 바꾼 (11)에서는 [총칭성]이 잘 읽

히지 않으며, [사건성]을 읽을 수 있다. 현대 한국어는 시제 언어이고, 시제 언어에

서 [총칭성]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이자, 무표적인 요소가 ‘현재시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대 한국어도 [총칭성]의 ‘최소 표시 경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 이전에는 (10)과 같은 문장의 의미를 표현할 때, 관형사형 

어미 ‘-는’이 아닌 ‘-’을 사용했었다는 것이 본고의 논의의 출발점이다. 현대 한

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는’의 용법과 이전 시기의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을 

하나로 지시하기 위해 우리는 [총칭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총칭성

(genericity)’이나 ‘총칭적(generic)’이라는 용어가 세계 언어학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는 점도 이 용어가 가지는 이점 중의 하나이다.

2.3. 동명사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를 통시적으로 검토하고자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은’, ‘-을’이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는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동명사 어미로 기능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제 널리 

8) 본고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단일한 형식으로 간

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는’, ‘-던’ 등은 각각 ‘-느- + -은’, ‘-더- + -은’으로 분

리해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숙영(2005/2009: 277-27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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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사실이 되었는데, 15세기 한국어에서 주로 관형사형 어미로 기능하는 ‘-은’, 

‘-’이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였으리라는 점은 한국어 문법 연구의 초창기부터 지

적되었다. 그것은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예들로 인해서였다.9)

(12) ㄱ. 그딋 혼 조초 야 뉘읏븐  아니호리라(隨君施與誓無悔心) <釋譜 卷

6: 8ㄴ-9ㄱ>

ㄴ. 부톄 迦葉 付屬샤로 브텨 이제 올며 올마(自佛이 屬迦葉시로

展轉于今야) <圓覺 卷上1-1: 109ㄱ>

ㄷ. 縁 조며 感애 브트샤미 두루 아니 아니시나(隨緣赴感이 靡不周

나) <金三 卷5: 10ㄴ>

ㄹ. 王郞이 술 醉고 갈 혀  베티고 놀애 노외야 슬픐 업시 브르니 

내 能히 네의 抑塞磊落 奇異 조 혀내노라(王郞酒酣拔劍斫地歌莫

哀我能拔爾抑塞磊落之奇才) <杜初 卷25: 53ㄱ>

ㅁ. 내 願호 일로 流布호 다 업시 호리라 <楞解 卷1: 4ㄴ>

(12)는 15세기 문헌에서 ‘-은’, ‘-’이 동명사 어미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동명사 어미가 통합한 어형이 그 자체로 후행하는 동사의 논항이 되거나, 

그 뒤에 격조사가 바로 통합하는 양상 등은 ‘-은’과 ‘-’이 동명사 어미로 사용되

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러한 예들은 15세기 문헌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

었기에, 이전 시기 동명사 어미로서의 쓰임을 간직하고 있는 단편적인 화석형으로서

만 논의되었다.

  ‘-은’과 ‘-’이 선대에 동명사 어미로 기능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은 이후에 발견

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언어 사실을 통해서였다. 특히 아래에서처럼 ‘-

[은]’과 ‘-[]’ 뒤에 격조사와 보조사가 바로 통합하는 양상은 이들을 동명사 어

9) 이 장의 논의는 황선엽(2002: 11-16)에 많은 부분 기대어 있다. 황선엽(2002: 11)에서

는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는 Ramstedt(1939)에서 처음 논의가 되었고, 김완진(1957)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이기문(1967)에서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한국어의 기원적인 

문장 형태는 명사문에 바탕을 두고 있고, 동명사 어미 ‘-은’, ‘-’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

했음을 논의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양주동(1942)에서도 관형사형 어미가 명사적으로 

쓰이는 일이 있음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영근(1995: 392-394)에서 검토되었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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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10)

(13) ㄱ. {我} {等}다은 風 欽 故 來 {此} 

至 <華疏 卷35: 12: 11-12>

ㄴ. 佛子 何 {等}다을 菩薩摩訶薩 慧藏{爲}

  <華疏 卷35: 16: 18-19>

ㄷ. 迦陵頻伽 美妙 音 俱枳羅 {等}다의 妙音聲 <華嚴 卷

14: 18: 06>

ㄹ. 正 出家 時 當 願 衆生 佛 出家시온의긔 同

 一切 救護 <華嚴 卷14: 03: 13> 

ㅁ. 一切 榮盛도 必當 衰歇 <華疏 卷35: 11: 12>

(14) ㄱ. 又 煩惱道 後有業道여은 {於}現法 中 已 永 斷絶 

<瑜伽 卷20: 31: 15-16> 

ㄴ. 又 廣 善不善法 有罪无罪 廣 說 乃 至 諸緣生法여

을 開示 <瑜伽 卷20: 03: 01-03>

ㄷ. 二 他師敎 謂 所 大師 鄔波柁耶 阿遮利耶여의 {於}時

時間 敎授 敎誡 依 攝受 依止 <瑜伽 卷20: 25: 

08-10>

ㄹ. 三者 一切 難行의긔 猒心 生 不 <金光 卷3: 03: 

13-14>

ㅁ. 或 如來 供養 門 以아도며 或 難思 

布施門 以아도며 <華嚴 卷14: 17: 06>

ㅂ. 又 根門 守 能 不 由 故 空閑 處

{雖} 猶 種種 染汙尋思 {有} 其 心 擾亂과 又 {於}飮

食 知量 不 故 身 不調適과 <瑜伽 卷20: 10: 

06-08>

10) 자토석독구결에서 ‘-’, ‘-’이 동명사 어미로 기능하는 예들에 대해서는 이승재

(1995)와 남풍현(1996ㄱ, ㄴ, ㄷ) 등에서 자세히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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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동명사 어미 ‘-’ 뒤에, (14)는 동명사 어미 ‘-’ 뒤에 ‘-[은], -

[을], -[의], -[의긔], -[도], -[과]’ 등의 조사가 통합한 예들이다. 다

만, 동명사 어미 ‘-’ 뒤에 ‘-’가 통합한 ‘*-’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동명사 어미로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

’과 ‘-’은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만을 남긴 채 점차 소멸해 가게 되었다. 이승재

(1995)에서 다루어진 동명사 어미에서 관형사형 어미로의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아

래와 같다.

(15) 동명사 어미 > 동명사 어미 + 격조사 > 관형사형 어미 + 의존명사 + 격조사

(15)와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쳐서 15세기 한국어에서 ‘-은’과 ‘-’은 주로 관형사

형 어미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며, ‘-은’과 ‘-’이 이전 시기에 동명사 어미였다는 

사실은 화석처럼 남은 몇 예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들을 역사적으로 연구할 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시적 연구라면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의 ‘-’, ‘-’은 동명사 어미로, 

15세기 한국어 이후는 관형사형 어미로 기술해도 큰 문제가 없다. 우선 고대 한국

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의 경우, 동명사 어미가 체언 바로 앞에 오는 경우라 할지라

도 굳이 관형사형 어미라는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어에서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15세기 한국어에 나타난 언어 현상을 기술할 때에는 15세기 한국어의 ‘-은’

과 ‘-’이 동명사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로서의 쓰임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기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은’과 ‘-’이 동명사 어미로서 사용된다고 하기에는 

격조사, 보조사가 통합된 어형의 용례가 이전 시기에 비해 너무 적다. 따라서 15세

기 한국어에서는 ‘-은’과 ‘-’이 관형사형 어미로 쓰인다고 파악하고, 이전 시기 

동명사 어미로서의 쓰임이 화석화된 예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기술하는 것이 더 타

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시적 연구가 아닌 역사적 연구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문법사 기

술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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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환경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로의 쓰임을 가졌다고 보고, 그러한 변화가 점점 

확대되어 15세기 한국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기술하는 것이 더 합당할는지도 모

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는 동명사 어미

로, 15세기 한국어 이후는 관형사형 어미로 파악하고자 한다.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체언 바로 앞에 오는 동명사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체언이 일반명사인 경우와 의존명사인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와 관

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는 의존명사 ‘[]’ 앞에 동명사 

어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거니와, 이미 어미화된 요소들도 많다. 이러한 예들

에서 어디까지를 동명사 어미로 설정하고 또 어디까지를 관형사형 어미로 설정할 

것인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동

명사 어미, 후기 중세 한국어 이후는 관형사형 어미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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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어미 ‘-’의 [총칭성] 용법

  이 장에서는 ‘명명 구문’, ‘관형 구성’, ‘한자의 釋’의 세 가지 환경으로 나누어 고

대 한국어 및 중세 한국어에서의 관형사형 어미 ‘-’의 [총칭성] 용법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 ‘-’의 기능이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을 거쳐 

‘-는’으로 대체되어 가는 양상을 제시한다.1) 3.1과 3.2에서는 우선 15세기 한국어

를 대상으로 공시적인 기술을 한 뒤, 회고적 관점을 취해서 15세기 한국어 이전의 

언어 현상을 살피고, 다시 전망적 관점을 취해서 15세기 한국어 이후의 변화 양상

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 15세기 한국어와 16세기 한국어를 묶어 ‘후기 중세 한국어’로 다루지 

않는 것은 15세기 한국어 구문과 16세기 한국어 구문이 동질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한편 상당히 이질적인 양상도 많이 드러내기 때문이다(이현희 1994ㄱ: 18). 15세기 

한국어와 16세기 한국어를 묶어서 후기 중세 한국어로 다루게 되면, 변화로 파악해

야 할 것을 예외로 파악하게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또한, 2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3.1. 명명 구문

  명명(命名) 구문이란, 어떠한 개념을 제시하고서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 

구문을 가리킨다(박진호 1997, 1998).2)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명명 구문의 기본적

1) 이러한 기술은 동사에 한정된다.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와 그 후대형 ‘-느-’는 특

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용사나 계사에는 통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15세기부터 형

용사와 계사에는 ‘-’의 통합이 극히 제약되었으며, 이들 품사의 경우 [총칭성]을 나타

낼 때 ‘-은’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총칭성] 용법의 ‘-’이 ‘-’을 거쳐서 ‘-는’으로 변

화하는 과정은 동사인 경우에 한해서 확인되며, 이후에 이루어질 ‘-’이 ‘-’으로 변화

했다는 기술 역시 동사에 한정된 것이다.

2) 박진호(1997, 1998)의 명명 구문에 대한 정의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박진호(1997, 1998)에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명명 구문’과 ‘뜻

풀이 구문’을 나누고 전자를 ‘어떠한 개념을 제시하고서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 



- 27 -

인 성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명명 구문은 불경 자료에 자주 등장하며, 漢譯 불

경에서 ‘P 名 Q’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1) ㄱ. ◯P 是 名 ◯Q 一切施 <華疏 卷35: 12: 19>

[◯P 이 일하 ◯Q 一切施여 호리겨다 / 이것을 이름하여 일체시(一切施)라고 하는 것이다.]

ㄴ. 그 ◯P  菩薩 比丘ㅣ 일후미 ◯Q 常不輕이러라(爾時 有◯P 一菩薩比丘 名 ◯Q 常

不輕。) <釋譜 卷19: 29ㄱ>

ㄷ. 곧 ◯P 讚頌 지샤 일후믈 ◯Q 月印千江이라 시니(輒製◯P 讚頌샤 名曰 ◯Q 月

印千江이라 시니) <月釋序: 12ㄴ-13ㄱ>

앞서 제시한 명명 구문의 정의와 연결해 보면 (1)에서 ◯P 는 개념 혹은 대상, ◯Q 는 

그것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1ㄱ)은 ‘이것’의 이름을 ‘一切施’로, (1ㄴ)은 ‘ 菩

薩 比丘’의 이름을 ‘常不輕’으로, (1ㄷ)은 ‘讚頌’의 이름을 ‘月印千江’으로 명명하고 

있다.

  3.1.1. 15세기 한국어

  15세기 한국어의 명명(命名) 서술 구성은 계사 ‘-이-’를 사용하는 구성과 동사 

‘-’를 사용하는 구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구문’, 후자를 ‘어떠한 용어를 제시하고서 그 용어의 의미를 풀이하는 형식의 구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된 것이기는 하나, 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찍이 이현희(1990ㄱ: 699)에서는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룰 ‘善慧라  仙人’과 

같은 구성을 ‘명명법(命名法), 명명표현’이라는 용어로 기술하였다. 다만 이현희(1990ㄱ)

에서는 ‘명명법, 명명표현’ 그 자체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기에 박진호(1997, 1998)

의 정의를 가지고 온 것이다.

     명명 구문의 통시적인 변화를 다룬 이승재(2010)에서는 명명 구문을 ‘어떤 개념이나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구문’으로 정의하였다. 앞으로 논의하게 될 명명 구문의 기본적

인 특성은 이승재(2010)에 기대어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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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그 나랏 王 일후미 波斯匿이라 <釋詳 卷6: 15ㄴ>

ㄴ. 師ㅣ  니샤 見性이 이 功이오 平等이 이 德이니 念마다 거리 업서 

本性 眞實 妙用을 녜 보미 일후미 功德이니̇라(師ㅣ 又曰샤 見性是功

이오 平等是德이니 念念에 無滯야 常見本性眞實妙用이 名爲功德이니라) 

<六祖 卷上: 87ㄱ>

ㄷ. 그  菩薩 比丘ㅣ 일후미 常不輕이러̇라(爾時有一菩薩比丘名常不輕。) 

<釋譜 卷19: 29ㄱ>

ㄹ. 이 衆 中에 내 大弟子 憍陳如比丘 [중략] 부톄 외야 일후미 普明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이리̇라(於

此衆中에 我大弟子 僑陣如比丘 [중략] 得成爲佛야 號曰 普明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이리라) <法華 

卷4: 29ㄱ-29ㄴ>

(3) ㄱ. 나 저긔 吉慶왼 祥瑞 하시란 일후믈 薩婆悉達이라 사다(太子生

時，一切寶藏皆悉發出，所有諸瑞莫非吉祥，以此義故，當名太子爲薩婆悉

達。) <釋詳 卷3: 2ㄴ-3ㄱ>

ㄴ. 그 太子ㅣ 端正고 性이 됴하 嗔心 아니 일후믈 忍辱이라 시니̇라

(其子端正，人相具足。生已召諸大臣、諸小國王，占相吉凶，卽爲立字。以其

太子性善不瞋，名曰忍辱。) <釋詳 卷11: 18ㄱ>

ㄷ. 이 菩薩ㅅ 일후믈 大勢至라 ̇니(是故號此菩薩名大勢至。) <月釋 卷8: 

39ㄱ>

ㄹ. 阿育王이 그 幡 오 病이 됴 일후믈 續命幡이라 더̇라(由是病愈增算

十二。故因名為續命幡。) <釋詳 卷24: 32ㄴ>

ㅁ. 프귀며 듣그리며 터러기라도 다 어루 일후믈 大라 리̇니(草芥 塵毛ㅣ라

도 皆可名大니) <楞嚴 卷3: 105ㄴ>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서술 구성에는 (2)처럼 계사 ‘-이-’가 사용되거나, (3)처럼 

동사 ‘-’가 사용된다. 15세기 한국어 명명 서술 구성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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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서술 구성에는 계사 ‘-이-’와 동사 ‘-’ 뒤에 시제

ㆍ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었다. 계사 ‘-이-’ 뒤에는 선어말어

미 ‘--’ 이외의 시제ㆍ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고, 동사 ‘

-’ 뒤에도 시제ㆍ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모두 나타난다.

  둘째, 명명 서술 구성에 사용된 동사 ‘-’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명명 서술 구성은 술어의 주어가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구문이다. 명명 서술 구성의 종결형이나 연결형 앞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

지 않는다는 점은, 명명 서술 구성의 주어를 화자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다.3)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4) 15세기 한국어 명명(命名) 서술 구성의 특징

ㄱ. 첫째, 계사 ‘-이-’와 동사 ‘-’ 뒤에 시제ㆍ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었다.

ㄴ. 둘째, 동사 ‘-’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명명 서술 구성이 관형사형 어미를 취해 명명 관형 구성으로 나타

날 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Q라  P

ㄱ. 그 善慧라  仙人이 五百 外道 그르 아논 이 쳐 고텨시(有仙人

善慧｡ 善慧初與五百外道講論義勝｡) <月釋 卷1: 9ㄱ>

ㄴ. 【이 香이 高山이라 홀 뫼해셔 나니 그 묏 보리 머리  牛頭旃檀

香이라 니 牛頭는 머리라】 <月釋 卷1: 27ㄱ>

ㄷ. 孔子ㅣ 나 니시다가 슬픈 우룸 쏘리 드르시고 가시니 皐魚ㅣ라  소니

3)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종결형이나 연결형 앞에서

의 선어말어미 ‘-오-’는 주어가 화자 주어임을 나타내며(인칭활용), 관형사절에서는 핵 

명사가 관계절 내에서 의미상 목적어 또는 부사어임을 나타낸다(대상활용). 마지막으로 

명사구 보절일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수의적으로 통합된다고 종래에 기술되어 

왔다.

     따라서 명명 서술 구성의 종결형이나 연결형 앞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지 않았

다는 점은 명명 서술 구성의 주어를 화자로 파악할 수 없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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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나 옷 닙고 環刀 가지고 긼 셔 이셔 울어늘(孔子出行 聞有哭聲甚

悲 至則皐魚也 被褐擁劒 哭於路左) <三綱成: 孝 4ㄱ>

(6) 일후미 Q라  P

ㄱ.  耆梨山이라 홀 뫼해 일후미  耆梨라 홀 노미 사로(彼有一山名曰耆梨。

中有一織師子亦名耆梨。) <釋詳 卷24: 13ㄴ>

ㄴ. 여듧 道士ㅣ 닐오 “우리 蓮華上애 니 일후미 須檀延이라  白象 

얻고져 노다”(道士八人言: 我正欲得行蓮華上白象名須檀延者。) <月釋 卷

20: 65ㄱ>

(7) P, Q라 호리/샤리

ㄱ. 그 城 안해  大臣 護彌라 호리 가멸오 發心더니(到王舍城城中有一大臣

名曰護彌。財富無量信敬三寶。) <釋詳 卷6: 14ㄱ>

ㄴ.  올미 闍耶ㅣ라 호리 부텨 오시거늘 보고 과(有一小兒遙見佛來。敬

心內發歡喜踊躍) <釋詳 卷24: 7ㄴ>

ㄷ. 對答호 “그듸 아니 듣더시닛가 淨飯王 아님 悉達이라 샤리 나실 

나래 하로셔 셜흔두 가짓 祥瑞 리며” (長者答言, 汝等聞乎? 淨飯王子厥名

悉達, 其生之日天降瑞應三十有二。) <釋詳 卷6: 17ㄱ>

(8) P, 일후미 Q라 호리/샤리

ㄱ.  재 일후미 端正이라 호리 나히 열 세히러니 <釋詳 卷24: 22ㄱ>

ㄴ. 그 모 中에  菩薩摩訶薩 일후미 救脫이라 샤리 座애셔 니르샤(爾時衆

中有一菩薩摩訶薩名曰救脫。卽從座起) <釋詳 卷9: 29ㄱ>

ㄷ. 葉波國王이 蓮華上애 니 白象 일후미 須檀延이라 호리 뒷니(葉波國王

有行蓮華上白象名須檀延，多力健鬥。) <月釋 卷20: 64ㄱ>

(5)~(8)은 서사 담화에서 특정 개체를 도입하는 맥락에서 주로 나타나며(이지영 

2018: 28), 15세기 한글 문헌에는 �석보상절�, �월인석보�, �삼강행실도�에서 나타

난다. 이들 문헌은 ‘서사 담화’라는 특징으로 묶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5)~(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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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성을 ‘명명 관형 구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한편 �석보상절� 卷13~21, �월인석보� 卷11~19, �법화경언해�에는 공통적으로 

法華部가 언해되어 있는데(이호권 2001: 53), �석보상절�, �월인석보�에는 명명 관

형 구성으로 나타난 문장이 �법화경언해�에서는 다른 형식으로 언해되어 있다.

(9) ㄱ. 그  菩薩 일후미 妙光이라 호리 八百 弟子 뒷더니 <釋詳 卷13: 33

ㄱ>

ㄱ′. 그  菩薩 일후미 妙光이라 호리 八百 弟子 뒷더니 <月釋 卷11: 87

ㄱ>

ㄱ″. 그 菩薩이 이쇼 일후미 妙光이 八百 弟子 뒷더니(時有菩薩호 名曰

妙光이 有八百弟子더니) <法華 卷1: 105ㄴ>

ㄴ.  道人 辯才라 호리 닐오 先世옛 罪 精神을 좃디 모매 븓디 아니

니 <釋詳 卷20: 12ㄴ>

ㄴ′. 道人 辯才 닐오 아 모맷 罪業은 精神을 조차 몸과 어우디 아니니(有

道人辯才曰호 先身罪業은 随逐精神야 不與身合니) <法華 卷6: 145

ㄴ> 

명명 구문이 �석보상절�, �월인석보�, �법화경언해� 중 두 문헌 이상에 나타나서 비

교할 수 있는 문장은 (9)에 제시한 두 문장뿐인데, �석보상절�, �월인석보�에서는 

명명 관형 구성으로 나타난 문장이 �법화경언해�에서는 명명 관형 구성으로 나타나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헌에 따른 언해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일찍이 이현희(1990ㄱ: 699)에서는 이러한 ‘명명 관형 구성’에서 명명되는 존재

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에 따라 구문의 형식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

을 밝힌 바 있다. 명명되는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존재라면 (6), (7), (8)처럼 

형식명사 ‘이’가 뒤에 오거나 그 앞에 ‘일후미’가 선행될 수 있으나, 자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면 (5)의 ‘Q라  P’의 형식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5)와 (6), 

(7)과 (8)은 ‘일후미’의 존재 여부로 나눈 것이지만, 형식상의 공통점을 중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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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을 ‘Q라  P’, ‘P, Q라 호리/샤리’로 묶을 수 있다.4) 이러한 명명 관형 구성

은 (5)~(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본문, 협주, 서사, 대화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고영근(1981, 1982)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의 이러한 용법이 주로 [-상관성]

의 장면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본문, 협주, 서사, 대화에 두루 나타난다는 것은 

[+상관성], [-상관성]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든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

다.

  (5)~(8)을 통해 알 수 있는 15세기 한국어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은 아래와 같

다.

(10) 15세기 한국어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

ㄱ. 첫째, 관형사형 어미 ‘-’이 선택된다.

ㄴ. 둘째, 동사 ‘-’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다.

4) 이현희(1990ㄱ)의 이러한 기술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6ㄴ), (8ㄷ)에 나오는 ‘白象’

이다. ‘白象’에 대한 명명 관형 구성은 ‘일후미 Q라  P’, ‘P, 일후미 Q라 호리’의 형식으

로 나타났는데, 이현희(1990ㄱ)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이때 ‘白象’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불경에서 등장하는 ‘白象’이 매우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현희(1990ㄱ)의 ‘자신의 이름을 아는 존재’, ‘모르는 존재’는 [유정성

(animacy)] 자질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존재란 지각이 있는 존

재이고, 결국 [+유정성]의 ‘유정체언’이라고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Q라  P’ 유형은 총 30번 나타난다. 이 중에서 (6)처럼 ‘일후

미 Q라  P’로 나타나는 것은 2번뿐이다. 한편 ‘P, Q라 호리/샤리’ 유형은 총 35번 나

타나는데, 이 중에서 21번이 ‘P 일후미 Q라 호리/샤리’로 나타난다. 이러한 빈도의 차

이는 ‘Q라  P’의 P는 유정체언과 무정체언이 모두 가능한 반면, ‘P, Q라 호리/샤리’의 

P는 유정체언만 가능하고, ‘일후미’는 P가 유정체언일 때만 올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될 것

이다.

     ‘Q라  P’에서 ‘P’에 나타나는 명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유정성]: 사, 仙人, 아, , 손[客], [奴], 놈[者], 神, 天女, 귓것, 龍, 白象, 새

[鳥]

[-유정성]: 올ㅎ[邑], 나모, 나라ㅎ, 뎔[寺], 東山, 뫼ㅎ, 수플[林], ㅎ[地], 여름[果]

     ‘P, Q라 호리/샤리’의 ‘P’에 나타나는 명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유정성]: 鬼王, 尼乾子, 大臣, 大夜叉神, 道人, 白象, 菩薩, 夫人, 比丘, 사, 아, 올

미[小兒], 沙彌, 재, 王, 龍王, 天子, 아님, 菩薩摩訶薩

[-유정성]: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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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서 제시한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은 (4)에서 제시한 명명 서술 구성의 특

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4)를 아래에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4) 15세기 한국어 명명(命名) 서술 구성의 특징

ㄱ. 첫째, 계사 ‘-이-’와 동사 ‘-’ 뒤에 시제ㆍ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었다.

ㄴ. 둘째, 동사 ‘-’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선 (4ㄱ)과 (10ㄱ)을 비교해 보자. 명명 서술 구성에는 계사 ‘-이-’나 동사 ‘

-’ 뒤에 시제ㆍ상과 관련한 여러 선어말어미가 올 수 있었으나, 명명 관형 구성에

서는 관형사형 어미 ‘-’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ㄱ. 後에 巴連弗邑에 王이 이쇼 [중략] 아 나니 일후미 頻頭婆羅ㅣ러니

[중략] 곧 아기 야 아 나니 [중략] 일후믈 無憂ㅣ라 니라 (於巴連

弗邑 [중략] 彼王當生子名曰頻頭婆羅。仍便懷體月滿生子。過七日後立字名無

憂。) <月釋 卷25: 66ㄴ-68ㄱ>5)

ㄴ. 後에 巴連弗邑에  王이 일후미 頻頭婆羅ㅣ러니 無憂ㅣ라 홀 아 나니

<釋詳 卷24: 11ㄱ-11ㄴ>

(11ㄱ)과 (11ㄴ)에서 ‘일후미 頻頭婆羅ㅣ러니’는 동일하다. (11ㄱ)의 ‘일후믈 無憂

ㅣ라 니라’라는 서술 구성을 관계화하면 ‘無憂ㅣ라 혼 아’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나 (11ㄴ)에서 볼 수 있듯이 ‘無憂ㅣ라 홀 아’로만 나타날 수 있다. (11ㄴ)의 

5) 전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11ㄱ)은 아래의 전문에서 (11ㄴ)과 공통되는 부분을 고려하며 

밑줄 친 부분을 옮긴 것이다.

     後에 巴連弗邑에 王이 이쇼 일후미 日月護ㅣ러니 아 나니 일후미 頻頭婆羅ㅣ러니  

아 나니 일후미 修師摩ㅣ러니 그제 瞻婆國에  婆羅門의 리 至極 端正더니 相師히 

닐오 王妃 외야 두 아 나하 나 天下 거느리고 나 出家야 道理 화 聖人이 

외리로다 야 婆羅門이 몯내 깃거  리고 巴連弗邑에 가 種種 莊嚴야 修師摩王子 

얼유려 더니 相師ㅣ 닐오 頻頭婆羅王 받 리라 王이 뎌  端正코 德 잇  

보고 즉재 第一夫人 사니 곧 아기 야 아 나니  저긔 便安야 어미 시름 업슬 

일후믈 無憂ㅣ라 니라 <月釋 卷25: 66ㄴ-68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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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憂ㅣ라 홀 아’을 서술 구성으로 전개한다면 ‘일후믈 無憂ㅣ라 리라’가 될 것 

같으나, 이렇게 전개할 수는 없다. ‘일후믈 無憂ㅣ라 리라’는 (11ㄱ)의 ‘일후믈 無

憂ㅣ라 니라’와 달리 [미래]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명명 구문에

서 관형 구성과 서술 구성이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혹시 명명 관형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 ‘-’이 나타나지 않거나, 선어말어미 ‘-

오-’가 나타나지 않는 예가 있는지 물을 수 있다.

<표 1> 명명 관형 구성에서 ‘–라 /혼/논, -라 //’의 빈도

-라  -라  -라 혼 -라  -라 논 -라 

30 0 2 0 0 1

<표 2> 명명 관형 구성에서 

‘–라 호리/리, -라 호니/니, -라 노니/-라 니’의 빈도

-라 호리 -라 리 -라 호니 -라 니 -라 노니 -라 니

35 0 0 0 0 0

<표 1>, <표 2>를 통해 우리는 관형사형 어미 ‘-’이 선택되는 것과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5세기 한국어 명명 관형 구성의 특

징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제 명명 관형 구성에서 ‘-라 ’ 이외의 형식으

로 나타난 관형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6)

6) 다가 내 弟子ㅣ 제 너교 ‘阿羅漢 辟支佛이로라’  사미 諸佛如來 다 菩薩 敎

化시논 이 듣디 몯며 아디 몯면(若我弟子，自謂阿羅漢辟支佛者，不聞不知諸佛如

來但教化菩薩事) <月釋 卷11: 127ㄱ>

     위의 문장은 얼핏 명명 관형 구문으로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장은 ‘너교 S (-)’ 

형식의 구문으로서(이현희 1994ㄱ: 305), 준외적 화법적(準外的 話法的)인 문장이다(이현희 

1986: 199, 각주 13). 이현희(1986: 199)에서 ‘너기-’ 구문은 내적 화법뿐만이 아니라, 외적 

화법적인 모습도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피인용문은 일정한 청자를 상대로 해서 발화되는 직

접인용문이 아니라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발화되는 일종의 독백에 가깝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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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라 ’ 이외의 형식으로 나타난 명명 관형 구성

ㄱ. 比丘ㅣ 닐오 “이 히 竹林國이라 혼 나라히다” <月釋 卷8: 94ㄱ>

ㄴ. 曹溪 唐 儀鳳 中에 曹叔良이라 혼 소니 六祖大師  받와 사시게 

나 그 히 두 峯과 큰 내쾌 잇더니 曹叔良의 姓 因야 曹溪라 니라 

<南明 2ㄱ-ㄴ>

ㄷ. 그 군과 일호미 니현죵이라  소니 <신창맹씨묘출토언간7)>

우선 (12ㄷ)의 경우 자료의 성격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15세기 문헌들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언간 자료가 비록 15세기 말의 자료이기

는 하나, 언간 자료라는 특성상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 현실과는 다

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현실의 차이는 방언적인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구어적인 영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Q

라  P’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12ㄷ)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예문을 바탕으로 (10)에서 제시한 15세기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을 위협할 수는 없

다고 생각된다. 다만 방언 혹은 구어에서는 명명 관형 구성에서의 관형사형 어미 

‘-’의 [총칭성] 용법을 이른 시기에 ‘-’이 대체해 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12ㄱ, ㄴ)의 ‘Q라 혼 P’의 유형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후 

16세기에 가면 ‘Q라 혼 P’로 나타난 문장이 조금 더 증가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하

게 예외로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딘가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설명이 

되기는 어려우나, 우선은 ‘Q라  P’의 형식이 ‘Q라 논 P’를 거쳐 ‘Q라  P’로 

가는 과정에서 잠시 발생한 것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12ㄱ)의 예를 근거로 인용동사 ‘-’가 사용되고 구문의 지시

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 논, 혼’이 “수의적”으로 사용된다고 기술한 경우가 있었

다.8)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적어도 명명 관형 구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68번의 

7) 배영환(2012)에 따르면 ‘신창맹씨묘출토언간’은 대전 지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안정나씨 

묘역의 신창맹씨의 목관 내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한다. 배영환(2012)에서는 이 언간이 

남편인 ‘나신걸’이 아내인 ‘신창맹씨’에게 보낸 언간임을 확인하고, ‘나신걸’의 생몰년

(1461~1524)과 언간에 나타난 ‘영안도’라는 지명을 바탕으로 이 언간이 1490년대에 쓰

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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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譜 月釋 阿彌 金剛 南明

-라/다 혼  7 51 1 3 2

-라/다 논  4 17 3 3 3

-라/다 혼 말 15 101 5 3 2

-라/다 논 말 24 19 3 9 1

명명 관형 구성에서 ‘Q라  P’로 나타나지 않은 예가 세 예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

려해 본다면 (12)의 예를 근거로 명명 관형 구성에서 ‘, 혼, 논’이 수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는 ‘논’과 ‘혼’이 수의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아래와 

같은 예들이 나타난다.

(13) ㄱ. 劫은 時節이라 논 디라 <月釋 卷1: 5ㄱ>

ㄴ. 天眼 하 누니라 논 마리라 <月釋 卷1: 7ㄱ>

(14) ㄱ. 知者 아 사미라 혼 디라 <月釋 卷9: 12ㄱ>

ㄴ. 曼殊沙 블근 고지라 혼 마리라 <月釋 卷7: 37ㄱ>

(13), (14)의 문장들은 협주문에 흔히 나타나는 문장들인데, 일부러 모두 �월인석

보�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여기에서 ‘’과 ‘말’ 앞에는 ‘논’과 ‘혼’이 모두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혼/논 ’, ‘-혼/논 말’의 빈도

현재로서는 ‘혼’과 ‘논’이 어떠한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선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울 듯하다.9) ‘혼’과 ‘논’의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혼’과 ‘논’

8) 고영근(1982: 21-22)에서는 “比丘ㅣ 닐오 “이 히 竹林國이라 혼 나라히다” <月釋 

卷8: 94ㄱ>”의 문장을 바탕으로 이 문장이 비록 시제의 의미가 비교적 잘 나타나는 [+

상관성]의 장면에 쓰인 것이지만, 동작성이 약한 인용동사 ‘-’가 쓰였다는 점, 구문 자

체가 지시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시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설법 ‘논’, 추측법 ‘홀’이 수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9) 문현수ㆍ허인영(2018: 30)에서는 �석보상절�의 협주문을 검토하면서, ‘니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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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헌에서 “수의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기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동

일 문헌에서 ‘혼’과 ‘논’이 둘 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고, 또 어느 한쪽을 예외

로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현상과 명명 관형 구성에서 ‘’이 선택되는 것을 같이 묶어서 “수의

적”이라고 기술할 수는 없다. 15세기 문헌에서 ‘-라/다  , 말’과 같은 표현은 나

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명명 관형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 ‘-’이 선택되

는 것을 그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때의 관형사

형 어미 ‘-’은 ‘명명 구문’이라는 구문의 특성과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한편 현대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이 아니라 ‘-는’이 

사용된다.

(15) ㄱ. 교실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태양이라고 하는 학생을 찾았다.

ㄴ. 교실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태양이라는 학생을 찾았다.

현대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이 사용되는 이유는 범언어

적으로 [총칭성]을 나타낼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시제 요소가 현재시제라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시제를 가지는 어떤 언어에서 [총칭성]을 나타낼 것으로 가장 기

대되는 요소는 현재시제이며, 따라서 시제 언어인 현대 한국어에서 이 기능을 관형

사형 어미 ‘-는’이 담당하는 것 역시 이상할 것이 없다.

  현대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인 ‘~라고 하는’은 15세기 한국어에 ‘~라 논’이라

는 구성과 대응될 것이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 이러한 구성이 없었던 것도 아

니고, 또 적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13)에서 ‘~라 논’이라는 구성

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15세기 한국어에서 ‘善慧라  仙人’이 

나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데 쓰였고, ‘니라’는 본문이나 

협주문 내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을 사용한 이유 등 [특정 사실]을 설명할 때에 주로 쓰

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석보상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니라’와 ‘니

라’가 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면 ‘논’과 ‘혼’ 또한 의미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

다. 그렇다면 ‘논’과 ‘혼’의 선택 역시 ‘수의적’이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만 이에 대

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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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慧라 논 仙人’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세기의 명명 관형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 ‘-’이 아니라, ‘-’이 전형적으로 선

택되었다면, 이는 어떠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10)에서 명명 관형 구성의 다른 한 가지 특징으로 언급했던 선어말어미 ‘-오-’

가 필수적으로 통합되는 현상도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명명 관형 구성 이외에, ‘-라/다 혼/논 디라/마리라’와 같이 완형

보절을 내포하고 있는 어석(語釋) 협주문10) 또한 선어말어미 ‘-오-’를 취한다. 15

세기 문헌 전체에서 완형보절을 내포하면서도 선어말어미 ‘-오-’를 통합하지 않고 

나타나는 語釋 협주문은 아래의 예가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

(16) ㄱ. 蘊 모도다  디라 <六祖 卷上: 45ㄱ>

ㄴ. 加持 더어 디닐 시니 니피시다  마리라 <三壇 12ㄱ>

ㄷ. 子 指明府ㅣ라 이 明府ㅣ 疑甫의 故要之人을 보라 간가 야 오디 아니

도다  말이라 <杜初 卷14: 25ㄱ>

(16)의 예들을 제외하면, 15세기 한국어에서 완형보절을 내포하고 있는 語釋 협주

문에서는 ‘’, ‘말’ 앞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어 ‘혼’ 혹은 ‘논’으로 나타

난다. 이것을 핵 명사(head noun)인 ‘’, ‘말’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특성과 선어말

어미 ‘-오-’가 호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아

래의 예를 통해 부정된다.

(17) ㄱ. 幢 將軍이 바텨 니 거시니 妙幢相 됴 幢ㅅ 니 邪曲 것고 正

을 나토 디라 <釋譜 卷20: 35ㄱ>

ㄴ. 宿은 아라 혼 디오 王 自在 디오 戲 노 씨니 <釋譜 卷20: 

35ㄱ>

ㄷ. 可 어루  마리오 勝은 이긜 씨라 <月釋序: 9ㄱ>

10) 이 용어는 박금자(1994/1997)의 것이다. 박금자(1994/1997)에서는 한자를 대상으로 

한 협주문은 ‘字釋’, 단어를 대상으로 한 협주문은 ‘語釋’으로 분류하였으나 본고에서는 

‘語釋 협주문’이라는 용어로 둘 모두를 포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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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如는 道理예 맛 마리오 是 올 씨오 我聞은 내 드를 씨니 如是我聞은 

如며 是 法을 내 부텨 듣라 논 마리라 <釋詳 卷24: 4ㄱ>

(18) ㄱ. 別은 닫 내야   디라 <釋詳序: 4ㄱ>

ㄴ. 一切는 다   마리오 種種 여러 가지라 논 디라 <月釋 卷1: 11

ㄱ>

ㄷ. 精神 미니 넉시라   마리라 <釋詳 卷3: 19ㄱ-19ㄴ>

ㄹ. 要 조 씨니 리라   마리라 <月釋 卷13: 23ㄱ>

(17ㄴ)의 ‘宿은 아라 혼 디오’와 (17ㄹ)의 ‘내 부텨 듣라 논 마리라’에

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오-’가 통합되지 않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ㄴ)에서 흥미로운 대비를 볼 수 있듯이, ‘-라/

다   /말’의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지 않는다. 이는 선어말

어미 ‘-오-’의 통합 여부가 핵 명사인 ‘, 말’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11) 본고는 위에서 살펴본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 여부는 완형보절을 내포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3.1.2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고가 주목하려고 했던 것은 명사구 보절에서 선어말어미 ‘-오

-’가 수의적으로 통합된다고 기술해 왔던 종래의 설명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또한 그러하기에 명명 관형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통합되는 선어말어미 ‘-오

11) 핵 명사의 성격으로 인해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 여부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다. 의존명사인 ‘’, ‘’의 경우 ‘’가 ‘-은, -’ 뒤에 후행할 수 있는 반면, 

‘’는 ‘-’ 뒤에만 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의 경우 그 앞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될 수 있는 반면 ‘’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이것은 분명히 핵 명사가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것이 의존명사 ‘’가 ‘’에 비해 신형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존명사 ‘’가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반면, 의존명사 ‘’의 경우 여말선초의 음독구결에 가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발생한 형식이 널리 사용되면서도 다른 문법요소와의 통합 제약을 

받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대 한국어의 반말 어미가 그러하며, 중세 한국어

의 ‘-으면’ 역시 중세 한국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조건 연결어미였으나, 선어

말어미 ‘-더-’와의 통합이 제약되었다(졸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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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세기 명명 관형 구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기술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점이

다.

  15세기 명명 관형 구성이 (10)에서 언급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15세기 

명명 관형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15세기  

명명 관형 구성에 (10)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다. 본고는 

15세기 한국어를 공시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15세기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5세기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은 15세기 이전의 언어 

현실이 관형사절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3.1.2.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

  이제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항의 제목을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라고 했으니, 이들 

시기의 자료가 모두 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향가에는 명명 구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이두에는 명명 구문은 존재하나 문법형태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12) 특히 동명사 어미 ‘-은’, ‘-’은 이두 자료에서 정확하게 

식별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해 나갈 것이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는 명명 구문이 많이 등장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자토석

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명명 구문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다. 박진호(1997, 1998)에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명명 구문’과 ‘뜻

풀이 구문’을 나누고 전자를 ‘어떠한 개념을 제시하고서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 구문’, 후자를 ‘어떠한 용어를 제시하고서 그 용어의 의미를 풀이하는 형식의 

구문’이라고 정의하였다. ‘명명 구문’과 ‘뜻풀이 구문’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나,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언어 현상은 ‘명명 구문’과 ‘뜻풀이 구문’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모두에 명명 동사 ‘名’가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명명 구문”이라는 용어로 ‘명명 구문’과 ‘뜻풀이 구문’을 포괄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12) 이두에 나타나는 명명 구문에 대해서는 하귀녀(2006)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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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ㄱ. 佛子 何 {等} 菩薩摩訶薩 聞藏{爲} 

<華疏 卷35: 01: 03>

[佛子 어누 다 菩薩摩訶薩ㅭ 聞藏여 호리고 겨 / 불자야, 어떤 것들을 

菩薩摩訶薩의 聞藏이라 하는가 하면]

ㄴ. 何 {等} {是} 事 起 故 {是} 事 起

{爲} <華疏 卷35: 02: 02>

[어누 다 이 事 起로 故 이 事 起뎌 호리고 / 어떤 것들을 이 일이 일

어나므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ㄷ. 何 等 名 {爲}修所成慧 俱 光明想 所治 七法

 <瑜伽 卷20: 12: 01-03>

[어누 다을 일하 修所成慧 俱 光明想의 所治ㅅ 七法이다 호리고 / 어떤 것들을 

일컬어 수소성혜와 함께하는 광명상으로 대치해야 할 것의 일곱 법이라 하는가?]

(20) ㄱ. {是} 名 菩薩摩訶薩 五 第 多聞藏 <華疏 卷35:  

09: 03-04>

[이 일하 菩薩摩訶薩ㅭ 五ㅁ 자힛 多聞藏여 호리겨다 / 이를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多聞藏이라 하는 것이다.]

ㄴ. 是 故 十地 說 名 法雲地 <金光 卷3: 07: 15>

[是 故로 十地를 니 일하 法雲地여 호리견이다 / 이런 까닭으로 제십지(第十地)

를 말하여, 일컬어 법운지(法雲地)라 하는 것이다.]

ㄷ. 幻化 幻化 見 衆生[] 名 幻諦 <舊

仁 卷上: 15: 08 난상>

[幻化아긔 야 幻化 보누오 衆生의 혼 名아 幻諦여 호리이며 / 幻化에서 幻

化를 보고 중생이 하는 것을 일컬어 幻諦라고 하는 것이며]

ㄹ. 是 名 三摩地自在 <瑜伽 卷20: 19: 20>

[是를 일하 三摩地自在여 호리다 / 이것을 일컬어 삼마지 자재라고 하는 것이다.]

(21) ㄱ. 是 名 得 所 如 道 修習 <瑜伽 卷20: 

29: 20-21>

[是를 일하 得혼 바를  道를 修習안뎌 호리다 / 이를 일컬어 얻은 바와 같은 

도를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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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善男子 是 名 菩薩摩訶薩 禪那波羅蜜 成就

<金光 卷3: 03: 21-22>

[善男子아 是를 일하 菩薩摩訶薩이 禪那波羅蜜을 成就뎌 호리견이다 / 선남자여, 

이것을 일컬어 菩薩摩訶薩이 禪那波羅蜜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22) ㄱ. {是} {爲} 菩薩摩訶薩 六 第 施藏 <華疏 卷

35: 16: 17-18>

[이  菩薩摩訶薩ㅭ 六ㅁ 자힛 施藏여 호리겨다 / 이를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여섯 번째 施藏이라 하는 것이다.]

ㄴ. 謂 所 分減施 竭盡施 內施 外施 內外施 一切施 過去施

 未來施 現在施 究竟施 <華疏 卷35: 09: 06-08>

[닐온 바 分減施여 竭盡施여 內施여 外施여 內外施여 一切施여 過去施여 未來施여 

現在施여 究竟施여 호리겨다 / 이른 바 分減施니 竭盡施니 內施니 外施니 內外施니 

一切施니 過去施니 未來施니 現在施니 究竟施니 하는 것이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는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도입의 기능을 가지는 의문문

이 많이 나타난다. (19)가 바로 그러한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19ㄱ)

의 경우 ‘불자들이여, 어떠한 것들을 보살마하살의 문장(聞藏)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으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문 이후에 ‘보살마하살의 문

장(聞藏)’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된다. 설명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서 (20ㄱ)과 같이 ‘이를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多聞藏

이라 하는 것이다.’로 개념을 명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때 사용되는 문장이 

(20)~(22)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명명 구문인 것이다. 이제 아래에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명명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명명의 대상이 명사인 경우에는 (20)과 같이 인용 또는 命名의 조사 ‘-/[여]’

가 오고, 명명의 대상이 절인 경우에는 (21)처럼 ‘-[은뎌]’, ‘-[뎌]’가 

온다. 그러나 ‘-’가 온다는 설명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의 경우에는 앞

에 선어말어미 ‘-/[거/아]-’가 선행하여 ‘[건뎌]’, ‘[안뎌]’

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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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부분의 명명 구문에는 명명 동사 ‘名’ 혹은 ‘名’가 나타나지만 (22)와 

같이 명명 동사가 ‘’로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유가사지론� 卷20을 제외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는 ‘[호리겨다]’와 같이 

선어말어미 ‘-[겨]-’가 사용되지만, �유가사지론� 卷20의 명명 구문에는 ‘--’

가 사용되지 않으며(이승재 2006: 198), �구역인왕경� 卷上은 다른 자토석독구결 

자료와는 달리 명명 동사로 ‘名’가 아닌 ‘名’가 나타난다.

  박진호(1998: 69)에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명명 구문 및 뜻풀이 구

문의 특징으로 첫째, 명명 동사로 ‘*잃-’이 사용된다는 점, 둘째, 현대 한국어의 ‘-

(이)라고’에 해당하는 형태는 ‘-/[여]’, ‘-[이다]’, ‘-[이기]’ 등으로 나

타난다는 점, 셋째, 그 뒤에 나오는 명명 동사의 대동사 ‘-’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와 동명사어미 ‘-’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중에서 본

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박진호(1998: 69)에서 제시한 세 번째 특징이다. 우선 

선어말어미 ‘-오-’에 대해서 살펴보자.

(23) ㄱ. 善男子 云何 (初地) 而 名 歡喜이기고리고 

<金光 卷3: 06: 22-23>

ㄱ′. 善男子 何{者} 波羅蜜義이기고호리고 

<金光 卷3: 05: 08_2>

ㄱ″. 何{者} {爲}五이기고호리고 <金光 卷3: 02: 

22>

ㄴ. 若 無餘依涅槃界 中 般涅槃 時 名 {爲}衆苦邊際 證得

뎌노리다 <瑜伽 卷20: 06: 09-10>

ㄷ. 相待 假法 一切 名 相待여며 亦 名 不定相待

<舊仁 卷上: 14: 08-09> 

(23)은 명명 동사 ‘名’가 사용된 명명 구문에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한 ‘

[호]-’가 아닌 ‘[]-’가 나타난 예들인데, 이렇게 ‘-’가 나타날 자리에 ‘-’

가 나타난 것은 (23)의 세 문장 정도이다. 그런데 이들 문장에서 어째서 ‘-’가 나

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3ㄱ)의 경우 (23ㄱ′, 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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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듯이 원래는 ‘[이기고호리고]’로 나타났어야 했는데, ‘

’에서 ‘’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13)

  (23ㄴ)의 경우 ‘-[노]-’는 ‘--+-오-’로 분석될 수 있으며,14) (23ㄷ)의 

‘[며]’의 경우 연결어미 ‘-으며’ 앞에서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될 수 없

기에 ‘’로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호

며]’라는 어형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15세기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15) 이를 

바탕으로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필수적으로 통합

되었다는 진술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서 동명사 어미 ‘-[]’이 필수적으로 선

택된다는 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도입의 기능을 하는 의문문과 비교하면

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24) ㄱ. 佛子 何 {等} 菩薩摩訶薩 聞藏{爲} 

<華疏 卷35: 01: 03>

[佛子야 어누 다을 菩薩摩訶薩ㅭ 聞藏여 호리고 겨릴 / “불자들이여, 어떠한 

것들을 보살마하살의 문장이라고 하는가?” 할 것 같으면]

ㄴ. {是} 名 菩薩摩訶薩 五 第 多聞藏 <華疏 卷35: 

09: 03-04>

[이 일하 菩薩摩訶薩ㅭ 五�(五ㅁ) 자힛 多聞藏여 호리겨다 / 이것을 일컬어 보

살마하살의 다섯째 다문장(多聞藏)이라고 하는 것이다.]

(24ㄱ)에서 알 수 있듯이 도입의 기능을 하는 의문문에는 ‘[리]’가 사용되고, (24

13) �석독구결사전�에서는 (23ㄱ, ㄱ′)의 ‘()’는 (23ㄱ″)의 ‘’로 

나타났어야 했던 것의 잘못이라고 기술하였다.

14) ‘-[노]-’는 ‘-[]-+-[오]-’의 축약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고(정재영 2000), 

‘-[누]-+-[오]-’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박진호 1998). 두 견해 모두 타당성이 

있으나, 적어도 (23ㄴ) ‘’에서의 ‘--’는 ‘-누-+-오-’로 분석하기 어렵다. 자

토석독구결 자료의 선어말어미 ‘-[누]-’는 동명사 어미 ‘-’, 선어말어미 ‘--’와 

통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는 ‘--+-오-’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문현수ㆍ허인영 2018: 22).

15) 15세기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호며, 호며, 싸호며, 뫼호며’ 등의 어형은 물론 그 어

간이 ‘호-, 호-, 싸호-, 뫼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여기에 ‘-으며’가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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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의 명명 구문에는 ‘[리]’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서, 이 두 어형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가 ‘’

로 나타나지도 않고, ‘’가 ‘’로 나타나지도 않는다.16)

  기존 연구에서 자토석독구결의 ‘’는 동명사 어미 ‘-’ + 형식명사 ‘이’의 구성

으로, ‘’는 선어말어미 혹은 선어말 구성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적어도 명명 

구문에 한해서는 ‘’가 언제나 선어말어미가 아닌, 동명사 어미 ‘-’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의 구성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황선엽(2002: 71)에서 지적되었던 ‘--’와 ‘--’의 

통합 순서이다. (24ㄴ)에서 나타난 ‘[호리겨다]’라는 어형은 (24ㄱ)의 문말

에 있는 ‘[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4) ㄱ. 佛子 何 {等} 菩薩摩訶薩 聞藏{爲} 

<華疏 卷35: 01: 03>

ㄴ. {是} 名 菩薩摩訶薩 五 第 多聞藏 <華疏 卷35: 

09: 03-04>

(24ㄴ)에서는 ‘-[리겨]-’의 순서로 나타난 것이 (24ㄱ)에서는 ‘-[겨리]-’

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를 동일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을 보여 준다.

(25) 則 能 衆 {爲} 說法 時 音聲 類 隨 難 思議

호리리며 <華嚴 卷14: 13, 14> 

(25)의 ‘[호리리며]’에는 ‘--’가 두 번 나타나는데, 두 ‘--’를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형태소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앞의 ‘--’는 동명사 어

미 ‘-’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의 구성으로, 뒤의 ‘--’는 선어말어미

16) ‘’라는 어형은 ‘生死流 逆 道 甚深 微 難 見

 <金光 卷3: 15: 01>’에 단 한 번 문증되지만, 이는 명명 구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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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17)

  혹시 15세기 한국어의 ‘거시’, ‘시거’이나, ‘-리어-’, ‘-거리-’와 같은 어

형들을 바탕으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수의적으로 선어말어미의 통합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물을 수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와 ‘--’

는 ‘--’의 순서로는 61번, ‘--’의 순서로는 42번 나타난다. 그런데 ‘-

-’의 경우, 아래의 (26)에 제시된 예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 구

성으로 나타난다.

(26) ㄱ. {於}衰歇 時 復[甲] 更 衆生 饒益 不()能

호리견이라 <華疏 卷35: 11: 12-13> 

ㄴ. 睡眠 始 寤 當 願 衆生 一切 智 覺 周 十方 

顧나셔호리겨다 <華嚴 卷14: 08: 15> 

ㄷ. 無相 正思惟 修得自在{故} 諸 煩惱行 動 令 能 

不호리견로 故 <金光 卷3: 07: 11-12> 

ㄹ. 貪欲 覆 衆生 愚 冥暗 見 不호리

견이다 <金光 卷3: 15: 01-02> 

ㅁ. 謂 時時 間 諮受 讀 誦 論量 決擇 勤 善品

17) 이때 계사 ‘-이-’ 뒤에 선어말어미 ‘--’가 통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중세 

한국어의 ‘--’는 후기 중세 한국어의 ‘--’와 분포가 다르다.

ㄱ. 其 會 方廣 九百五十里 大衆 僉然 而 坐기시다 <舊仁 卷

上: 02: 08-09> 

ㄴ. 復 彌勒 師子吼 等 十千人 問 能 答 

者 無ㅅ기시다 <舊仁 卷上: 03: 02-03>

ㄷ. {於}戒 及 學 常 順行 一切 如來 偁美 所

이리며 <華嚴 卷14: 10: 13> 

ㄹ. 若 一切 佛 其 前 現 則 神通深密用 了리며 <華嚴 卷14: 

12: 16> 

   ‘--’는 동사(ㄱ), 형용사(ㄴ), 계사(ㄷ)와 통합이 가능하며, 동명사 어미 ‘-’ 및 선어말어미 

‘--’와도 통합이 가능하다(ㄹ)(박진호 1998: 162).

     반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총 104번 나타나는 ‘--’는 ‘--’와 달리 동사에만 통합이 

가능하고, 형용사, 계사나 동명사 어미 ‘-’, 선어말어미 ‘--’와 통합하지 않는다(박진호 

1998: 164). 이러한 ‘--’와 ‘--’의 분포는 후기 중세 한국어 ‘--’의 직접적인 선대형이 

‘--’가 아니라 ‘--’라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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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修호리견여 <瑜伽 卷20: 17: 19-20> 

  (26)에서의 ‘--’ 역시 동명사 어미 ‘-’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의 예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명 구

문에 나타나는 ‘--’와 ‘--’의 통합 양상이 명명 구문이 아닌 문장에서와는 일

관적으로 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명명 구문에 사용되는 ‘-

-’는 그 외의 문장에 나타나는 ‘--’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

다.

  둘째, 명명 구문의 ‘--’를 선어말어미로 파악한다면 선어말어미 ‘--’에 [미

래]가 아닌 다른 의미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부담이 크다. 자토석독구결 자

료의 명명 구문에 나타나는 ‘--’는 [미래]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15세기 한국

어의 명명 구문에 나타난 ‘-으리-’와의 대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27) ㄱ. 後에  如來 나시리니 일후미 釋迦牟尼시리니(當來有一如來出世。其如來

號釋迦牟尼。) <月釋 卷4: 57ㄴ>

ㄴ. 내 욘 아기 아옷 나거든 일후믈 므스기라 고 옷 나거든 일후믈 므

스기라 리고<月釋 卷8: 96ㄴ>

(27ㄱ, ㄴ)의 선어말어미 ‘-으리-’는 명확하게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나 자토석

독구결 자료의 명명 구문에서의 ‘--’가 (27)의 선어말어미 ‘-으리-’와 마찬가지

로 [미래]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명명 구문의 ‘--’

에만 새로운 의미를 설정하는 것보다 명명 구문의 ‘--’를 다르게 파악하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것이다.18)

18) 혹자는 15세기 한국어의 ‘-으리-’와 대응하는 현대 한국어의 문법 형태인 ‘-겠-’이나 

‘-을 것’, ‘-으리-’를 바탕으로 ‘P를 일컬어 Q라고 하겠다/할 것이다/하리라’가 자연스러

운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 한국어의 ‘-겠-’, ‘-을 것’, ‘-으리

-’가 가지고 있는 양태적 의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현대 한국어의 직관을 

바탕으로 전기 중세 한국어 명명 구문의 ‘--’를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

다.

     이병기(2018: 85)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의 ‘--’를 현대 한국어의 ‘-겠-’과 비교하

여 ‘추측(추정)’이나 ‘의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때의 ‘--’는 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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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만일 명명 구문의 ‘--’를 선어말어미로 파악한다면, 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를 선어말어미로 파악하면 이

때의 ‘-오-’는 종결형 앞에 온 것이기에 1인칭 화자와 호응하는 인칭활용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명명 구문에 통합되는 선어말어미 ‘-오-’가 명명 구문의 주어

가 화자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승재(2006: 201)에서도 지

적하고 있듯이 명명 구문은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문이고, 15세기 한

국어의 명명 구문에서도 주절의 ‘-’ 뒤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한 어형은 나

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통사적으로도 ‘--’를 동명사 어미 ‘-’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

-’로 파악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의 경우, 동사 ‘-’+ 선어말어미 

‘-오-’ + 동명사 어미 ‘-’ + 형식명사 ‘이’+ 의문조사 ‘-고’로 분석하면 통사적

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19) 중세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 시기에도 

의문조사 ‘-고/가’가 존재했기에 형식명사 ‘이’ 뒤에 바로 ‘-고/가’가 통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는 어형은 의문조사 ‘-고’ 앞에 계사 

‘-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의 경우 동사 ‘-’+ 선어말어미 ‘-오-’ + 동명사 어미 ‘-’ + 

형식명사 ‘이’ + 선어말어미 ‘-겨-’ + 종결어미 ‘-다’로, 즉 계사가 없는 구성으로

는 분석될 수 없다. 체언에 선어말어미가 바로 통합될 수는 없고, 따라서 체언에 선

어말어미 ‘--’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 앞에 반드시 계사 ‘-이-’가 존재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명사 어미 ‘-’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

가 합쳐져서 ‘--’로 나타나는 것은 통사 구조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상의 이유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와 ‘’를 아래와 같이 분석한

다.

의 내용적 특성상 당위적 사실에 기반한 ‘예정’의 의미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

는 명명 구문에서의 ‘--’의 의미를 [예정]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19) 장윤희(1997/2002: 76)와 박진호(1998: 200)에서도 ‘’를 위와 같이 분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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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ㄱ. :   동사 ‘-’ + 선어말어미 ‘-오-’ + 동명사 어미 ‘-’ + (형식

명사 ‘이’) + 의문조사 ‘-고’

ㄴ. : 동사 ‘-’ + 선어말어미 ‘-오-’ + 동명사 어미 ‘-’ + (형식

명사 ‘이’) + 계사 ‘-이-’ + 선어말어미 ‘-겨-’ + 종결어미 

‘-다’

‘’와 ‘’를 (28)과 같이 분석하고 나면, 전기 중세 한국어의 거의 모든 

명명 구문에서 동명사 어미 ‘-’이 선택되고,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었다고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전기 중세 한국어 명명 구문의 특징을 아

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9) 전기 중세 한국어 명명 구문의 특징

ㄱ. 첫째, 동명사 어미 ‘-[]’이 선택된다.

ㄴ. 둘째, 동사 ‘[]-’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다.

그렇다면 이 특징을 3.1.1에서 파악한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과 

비교해 보자.

(10) 15세기 한국어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

ㄱ. 첫째, 관형사형 어미 ‘-’이 선택된다.

ㄴ. 둘째, 동사 ‘-’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다.

(10)과 (29)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의 특

징이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토석

독구결 자료에도 명명 관형 구성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존재하는데, 그것과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30) ㄱ. 善男子 菩薩摩訶薩 初發心 名 妙寶起 三摩提 攝受 

得 生 <金光 卷3: 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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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男子 菩薩摩訶薩ㅭ 初發心은 名은 妙寶起여  三摩提이 攝受로 시러곰 生

며 / 善男子여, 菩薩摩訶薩 初發心은 이름은 妙寶起라 하는 三摩提가 攝受하는 까닭으로 

능히 나며]

ㄴ. 善男子 菩薩摩訶薩 {於}此 二地 善安樂住 名 陁羅尼 得

 生 <金光 卷3: 09: 10-11>

[善男子아 菩薩摩訶薩은 {於}此 二地아긔 善安樂住여  名ㅅ 陁羅尼를 시러곰 生

이���다 / 善男子야, 菩薩摩訶薩은 이 二地에서 善安樂住라고 하는 이름의 陁羅尼를 능히 

틀림없이 낼 수 있다.]

(31) ㄱ. 그 善慧라  仙人이 五百 外道 그르 아논 이 쳐 고텨시(有仙

人善慧｡ 善慧初與五百外道講論義勝｡) <月釋 卷1: 9ㄱ>

ㄴ.  耆梨山이라 홀 뫼해 일후미  耆梨라 홀 노미 사로(彼有一山名曰耆

梨。中有一織師子亦名耆梨。) <釋詳 卷24: 13ㄴ>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인용 조사인 ‘-/[여]’가 15세기의 명명 관형 구성에서

는 ‘-이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둘의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은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의 특징

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 사

용되는 관형사형 어미 ‘-’은 전기 중세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 ‘-’의 의미와 기

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에 15세기 한국어의 명

명 관형 구성에서 사용되는 관형사형 어미 ‘-’은 명명 관형 구성 이외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미래성]의 ‘-’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영근(1982: 33)에서 고민했던, 15세기 한국어에서 관형사형 어

미 ‘-’이 사용된 관형 구성은 유독 서술 구성으로의 전개가 어렵다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15세기 한국어의 ‘善慧라  仙人’은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라면 ‘仙人 

名 善慧’ 정도로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나, 15세기 한국어에서는 ‘善慧

 仙人이라 리라’로 전개될 수 없다. 이는 ‘善慧라  仙人’의 관형사형 어미 ‘-

’은 [미래]가 아닌데, 이를 서술 구성으로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으리-’는 [미

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한국어에서 ‘내가 살던 고향’처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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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에는 선어말어미 ‘-더-’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이를 ‘*내가 고향에 살더라’의 

서술 구성으로 전개할 수 없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고려가요나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는 명명의 관형 구성 이외에도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의 특징이 화석처럼 남은 예들이 존재한다.

(32) ㄱ. 죠고맛감 삿기 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쌍화점>

ㄴ. 알외야 닐오 摩訶般若 힘이라 호리라(報道摩訶般若力이라 호리라) <南明 

19ㄴ>

ㄷ. 돌 사미 바 나모  소리 드로미라 호리라 니(石人이 夜聽木雞聲

□□□리라□니) <金三 卷1: 17ㄴ>

ㄹ. 이 無始브터 오매 業을 發며 生 부르니 뉘 지며 뉘 받고 호리라

(此無始來예 發業며 潤生니 誰作이며 誰受오호리라) <楞嚴 卷4: 

91>

(황선엽 2002: 71)

(32)는 황선엽(2002: 71)에서 고려가요 쌍화점이나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전기 중

세 한국어의 ‘-여 호리-’와 관련된 ‘-라 호리-’가 나타났다고 논의된 예들이다. 위

와 같은 몇몇 예들을 제외하면,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서술 구성에는 전기 중세 한

국어 명명 구문의 특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어째서 유독 명명 관형 구성에서만 전기 중세 한

국어 명명 구문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종속절이 주절에 비해 변화에 보수적이라는 사실은 범언어적으로도 널

리 알려져 있다. 굳이 외국의 언어에서 예를 찾지 않더라도, 현대 한국어 역시 관형

사절의 시제 체계는 15세기 한국어의 주절의 시제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논의되어 왔다(박진호 2011). 위에서 언급한 ‘내가 살던 고향’이 ‘*내가 고향에 살더

라’로 전개될 수 없는 이유 역시 관형사절에는 선어말어미 ‘-더-’의 기능이 보수적

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의 특징이, 15세기 한국어

의 명명 관형 구성에만 남아 있는 것도 이와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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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3.1.1에서 살펴본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의 특

징들이 전기 중세 한국어의 언어 현실이 보수적으로 관형사절에 남아 있기에 나타

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제 남은 문

제는 전기 중세 한국어 명명 구문의 특징으로 언급한 선어말어미 ‘-오-’와 동명사 

어미 ‘-’의 의미 및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명사 어미 ‘-’의 의미 및 기능은 명명 구문만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이는 후술될 다른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한 것

이기에, 제4장으로 논의를 미루어 두고자 한다. 다만 이때의 동명사 어미 ‘-’이 

[미래성]이 아닌, [총칭성]을 나타낸다는 점만은 다시 한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는 까닭

은 무엇인가? 이는 ‘P 名 Q’의 ‘’를 동사 ‘-’ + 선어말어

미 ‘-오-’ + 동명사 어미 ‘-’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 + 선어말어미 ‘-

겨-’ + 종결어미 ‘-다’로 분석했을 때, 형식명사 ‘이’가 이 문장에서 통사적으로 어

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것은 현대 한국어에서 ‘P를 일컬어 Q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것’의 통사적인 지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도 통하는 지

점이 있다.

  본고는 이를 명사구 보절에 나타나는 ‘-오-’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앞

에 오는 인용조사 ‘-/’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3) [호리인뎌]

ㄱ. 又 此 三支 當 知 卽 是 修瑜伽因緣 <瑜伽 卷20: 

07: 19-20>

ㄴ. 彼 與 俱行 彼 相應 想 知應 名 光明想

<瑜伽 卷20: 11: 06-07>

ㄷ. 當 {於}是 如 心 安住 時 知應 已 名 諦現觀

 入 <瑜伽 卷20: 25: 21-22>

ㄹ. 此 五相 由 當 知 是 名 初處 觀察

 <瑜伽 卷20: 17: 04-05> 



- 53 -

(34) [리인뎌]

ㄱ. 當 知 卽 此 解脫圓滿 无餘依涅槃界 {以} 而 上首 {爲}

  <瑜伽 卷20: 05: 16-17> 

ㄴ. 是 如 涅槃 首 {爲} 正法 聽聞 當 知 五種 勝利

 獲得 <瑜伽 卷20: 05: 17-18> 

ㄷ. 思擇力 攝 不淨想 中 當 知 五法 所對治{爲}

 <瑜伽 卷20: 09: 20-21> 

ㄹ. 修習力 攝 不淨想 中 當 知 七法 所對治{爲}

 <瑜伽 卷20: 10: 02-03> 

‘’와 ‘’는 �유가사지론�에만 나타나는 어미구조체로, 전자는 16

번, 후자는 4번 나타난다. 이들 문장에서 ‘’와 ‘’는 종결의 기능

을 하고 있다. 이들 어형에서의 ‘--’는 동명사 어미 ‘-’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로 분석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은 그 앞에 오는 ‘-’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어에서 인용의 어미 ‘-라고/다고’가 보절자의 성

격을 지닌다는 것이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33), (34)에서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 여부는 내포절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

다. (33ㄱ)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곧 이것을 유가를 닦는 인연[修瑜伽因緣]이라고 

하는 것임을’로 옮겨질 것이고, (34ㄴ)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섯 종류의 승리를 

획득하는 것임을’로 옮겨질 수 있을 텐데, 내포절이 완형보절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정연하게 선어말어미 ‘-오-’의 쓰임이 달라지는 것이 흥미롭다. 3.1.1에서 살

펴본 ‘~라 혼 디라/~라   디라’에서 선어말어미 ‘-오-’의 통합 여부가 

달라지는 것 역시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15세기 한국

어에서는 명명 관형 구성에만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 주절에는 더 이상 나타나

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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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15세기 이후의 변화

  3.1.3에서는 15세기 이후의 한글 자료를 검토하면서 3.1.1에서 살펴본 15세기 명

명 관형 구성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현대 한국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기

술한다. 선어말어미 ‘-오-’가 15세기 이후로 소멸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과 현대 한

국어에서 명명 관형 구성이 ‘Q라 하는 P’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명 관형 구성에서의 관형사형 어미 ‘-’이 ‘-’을 거쳐 ‘-는’까지 오게 되리라

고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자료가 보여 주는 언어 현실 역시 이러

한 예측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변화의 시기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보다 더 정밀하게 고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명명 관형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명명 관형 구성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3.1.1에서 15세기 명명 관형 구성의 가장 기본

적인 구조가 ‘Q라  P’임을 논의하였는데, 이때 P에는 일반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

식명사 ‘이’가 올 수도 있다. 예컨대 ‘善慧라  사’에서는 P에 일반명사인 ‘사’

이 온 것이며, ‘善慧라 호리’의 구성은 P에 형식명사 ‘이’가 온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유형에서 언어 변화의 속도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관형사형 어미 ‘-’이 ‘-

’으로 대체되는 것은 P에 일반명사가 오는 유형에서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

것은 P에 일반명사가 온 것보다, 형식명사 ‘이’가 온 ‘Q라 호리’, 그리고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된 이후의 ‘Q라 리’의 ‘호리’, ‘리’가 더 긴밀한 구성을 가지기 때

문이다.

  한국어의 변화를 살펴볼 때, 비슷한 내용을 서로 다른 시기에 언해한 �老乞大�類

나 �朴通事�類, �行實圖�類, 경서언해類 등의 문헌은 한국어의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명명 관형 구성을 바탕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면 관형사형 어미 ‘-’을 ‘-’이 대체해 가는 전반적인 양상을 관찰

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본 이후에 시기별로 더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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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Q라  P’에서 ‘P’에 일반명사가 온 구조의 변화 양상

ㄱ. 皐魚ㅣ라  소니 사오나 옷 닙고 環刀 가지고 긼 셔 이셔 울어늘(則

皐魚也 被褐擁劒 哭於路左) <三綱成(1481) 孝4>

ㄱ′. 고라 홀 소니 사오나온 옷 닙고 환도 가지고 긼애셔 이셔 울서늘 <三

綱宣(1579) 孝4>

ㄱ″. 고어란 사이 뵈옷 닙고 환도 가지고 길의셔 울거 <三綱英(1726) 

孝4>

ㄴ. 산초림이라 홀 해 사 업슨  가(到箇酸棗林兒無人處) <飜老 卷上: 29

ㄱ>

ㄴ′. 酸棗林이라  無人處에 가(到箇酸棗林兒無人處) <老諺 卷上: 26ㄱ>

ㄴ″. 酸棗林이라  無人處에 다라(到箇酸棗林兒無人處) <重老 卷上: 26

ㄱ>

ㄴ‴. 酸棗林이라  사 업 곳에 가 <蒙老 券2: 13ㄴ>

(35)의 예들을 통해 우리는 명명 관형 구문에서 관형사형 어미 ‘-’의 자리를 ‘-

’이 대체해 가는 것을 살필 수 있다. (35)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P에 일반명사가 온 구성에서 ‘-을’에서 ‘-’으로의 대체가 일어나는 시기는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라고 생각된다. 17세기 자료에서는 ‘Q라  P’와 같이 나타

나는 예들을 더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35ㄴ, ㄴ′, ㄴ″, ㄴ‴)은 관형사형 어미 ‘-을’을 ‘-’이 대체해 가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편 (35ㄱ″)의 ‘고어란 사’에 나타나는 ‘Q이란 P’의 형식으로 나

타나는 명명 관형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나, 우선

은 이러한 형식이 16세기에 나타난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36) ‘Q라  P’에서 ‘P’에 형식명사 ‘이’가 온 구조의 변화 양상

ㄱ. 大仙의 徒弟 일홈 鹿皮라 리  낫 머리털을 혀 변여 개벼록이 되여

(大仙徒弟名鹿皮，把下一根頭發，便做狗蚤) <朴諺 卷下: 20ㄴ>

ㄱ′. 大仙의 徒弟ㅣ 일홈을 鹿皮라 리 낫 머리 터럭을 혀 變여 개벼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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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大仙徒弟名鹿皮，拔下一根頭髮，變做狗蚤) <朴新 卷下: 24ㄱ>

ㄴ.  킈 힐힐고 젹이 치 두렷 漢ㅅ 사이 小名을 許瘦兒ㅣ라 리 뎨 

몬져 니라(一個細長身子兒，小團欒面皮的漢兒人，小名喚許瘦兒，他先走

來。) <朴諺 卷中: 52ㄴ>

ㄴ′. 이  킈 힐힐고 치 두렷 본 이 南方 사 일홈을 許瘐兒ㅣ라 부

리 뎨 몬져 라 왓더라(是一箇細長身子、團欒面的，原是箇南方人，名喚許

瘦兒，他先走來。) <朴新 卷中: 58ㄱ>

ㄷ. 澹臺滅明이라 이 이시니 行홈애 俓을 말암디 아니며(曰有澹臺滅明者

니 行不由徑며) <論諺 卷2: 7ㄴ>

ㄷ′. 澹臺滅明이라 리 이시니 行 제 徑을 由티 아니며(曰有澹臺滅明者니 

行不由徑며 ) <論栗 卷2: 8ㄱ>

ㄹ. 顔回라 리 學을 됴히 너겨 怒를 遷티 아니며(有顔回者ㅣ 好學야 不遷

怒니) <論諺 卷2: 2ㄱ-2ㄴ>

ㄹ′. 顔回라  者ㅣ 學을 好야 怒 遷티 아니며(有顔回者ㅣ 好學야 不遷

怒며) <論栗 卷2: 2ㄱ-ㄴ>

ㅁ. 孔子ㅣ 對야 샤 顔回라 리 이셔 學을 好더니 (孔子ㅣ 對曰 有

顔回者ㅣ 好學더니) <論諺 卷3: 3ㄱ>

ㅁ′. 孔子ㅣ 對야 샤 顔回라  者ㅣ 이셔 學을 好더니(孔子ㅣ 對曰 

有顔回者ㅣ 好學더니) <論栗 卷3: 3ㄴ>

(36ㄱ~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P에 형식명사 ‘이’가 온 유형에서는 관형사형 어

미 ‘-을’을 ‘-’이 대체하는 속도가 느리다. (36ㄱ, ㄴ)에서는 �박통사�類 문헌에

서는 18세기 후반에도 ‘-’에서 ‘-’으로의 대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관찰

할 수 있다. 한편 (36ㄷ, ㄹ, ㅁ)을 통해서는 �논어언해�에서 ‘리’로 나타난 구성

이 �논어율곡선생언해�에 와서는 ‘ 者’, ‘ 者’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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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박통사신석언해�나 �논어율곡선생언해�에 ‘리’라는 어형이 나타난 것을 

단순히 보수성 때문이라고 기술할 수만은 없음을 보여 준다. �논어언해�에서 모두 

‘리’로 나타난 어형들은 �논어율곡선생언해�에서는 ‘Q  者’, ‘Q  者’의 구성

과 같이 P에 ‘者’가 온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나 ‘-’을 취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제 ‘Q  者’로는 나타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반면 P에 형식명사 ‘이’

가 온 유형에서는 ‘니’, ‘니’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 ‘-’을 취해 ‘리’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P에 형식명사 ‘이’가 온 유형의 경우 ‘-’에서 ‘-’으로의 대체 

속도가 늦었으며, 그로 인해 18세기 말의 문헌에서도 ‘Q라 리’라는 구문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비슷한 내용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언해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명명 관

형 구성의 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시기별로 명명 관형 구성

의 변화 양상을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표 4> ‘Q라  P’에서 P에 일반명사가 온 구조의 세기별 변화 양상

-라  -라  -라 혼 -라  -라 논 -라 

15세기 31 0 2 0 0 1

16세기 22 0 4 4 1 1

17세기 0 0 0 0 0 2

18세기 0 0 0 0 0 27

<표 4>는 P에 일반명사가 온 명명 관형 구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을 ‘-’

이 대체해 가는 것이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

다. 18세기에는 ‘Q라  P’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이 사용되는 예들이 급격

히 증가하게 되었고,20) 19세기 자료에는 ‘Q라  P’의 용례가 수백 개에 이른다. 

20) 18세기 문헌의 명명 관형 구문은 �종덕신편�(7회), �오륜행실도�(7회), �염불보권문�(4

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을병연행록�에서는 ‘Q라  P’로 나타나는 명명 관형 

구문의 용례가 35회에 달한다. 다만 한영균(2017)에서는 �을병연행록�에 대해서 연행을 

다녀온 것은 1766년이나 책이 산출된 시기는 1829~1831년이라고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도 이를 받아들여 �을병연행록�은 19세기 자료로 다루고 18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명명 

관형 구문의 용례를 셀 때는 �을병연행록�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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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19세기 예문의 개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 ‘-’으로 바뀌어 

가는 시기별 경향성을 살펴보는 데는 위의 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이다.

  명명 관형 구성의 변화에서 중요한 시기는 <표 4>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16세기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는 명명 관형 구성의 관형사형 어미로 ‘-’뿐만이 아

니라, ‘-은’, ‘-’ 등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지만, (35ㄱ″)에서 살펴본 

‘-이란’이라는 어형이 등장하여 ‘Q이란 P’라는 새로운 명명 관형 구문의 형식이 나

타나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것이다.21)

  이제 16세기에 관형사형 어미 ‘-’을 취하지 않고 ‘-은’이나 ‘-’을 취해 ‘Q라 

/혼 P’, ‘Q라 /논 P’로 나타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7) ㄱ. 世尊이 업스실 제 娑羅ㅣ라 혼 즘게예 가시니 (世尊이 臨入涅槃샤 詣娑

羅樹시니) <十玄 25ㄴ-26ㄱ>

ㄴ. 그저긔  라니 나차리라 혼 귀신과(爾時復有飛騰羅刹) <長壽 53

ㄴ>

ㄷ. 부텻 일호미 슈이라 혼 법을 듣오니(從佛聞法名長壽經) <長壽 31

ㄱ>

ㄹ. 내게 인 다라니 츅이라 혼 진언곳 니면 모 아 목수 잘 길에 

니(我有陀羅尼呪善能增益諸童子壽) <長壽 42ㄴ>

(38) ㄱ. 李君行이라  先生의 일후 潛이니 虔州ㅣ  사이라(李君行先生의 

名은 潜이니 虔州人이라) <飜小 卷9: 49ㄴ>

ㄴ. 王涯라  相國이 뵈야호로  도야(王相國涯이 方居相位야) <飜小 

卷10: 15ㄴ>

21) 15세기에 ‘-이란’이라는 어형으로 나타나는 예는 아래의 하나뿐이다.

   閔損 다어미 損이 믜여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閔損이란 품 두어 주어늘(母嫉

損 所生子衣綿絮 衣損以蘆花絮) <三綱成 孝1>

   이때의 ‘-이란’은 사람, 동물, 곤충 등에 붙는 접미사 ‘-이’에 대제격 ‘-으란’이 통합된 

어형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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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弟子職에 오 [管子ㅣ라  에 篇 일홈이라] <小諺 卷1: 13ㄱ>

ㄹ. 晉人 馮婦ㅣ라  者ㅣ 虎搏기 善히 더니(晉人有馮婦者 善搏虎더

니) <孟諺 卷14: 14ㄴ>

(39) ㄱ. 니쇼라 논 뎌 노믈 이 두 날 그 노믈 보디 몯로다(李小兒那廝這兩

日不見他) <飜朴 卷上: 33ㄱ-ㄴ>

ㄴ. 덕이라  이 을 구야 그 굴에 가 도을 닷다가(師德이 求長

命야 修行다가) <六禪 14ㄱ>

(37)~(39)는 16세기 문헌에서 명명 관형 구성이 ‘Q라  P’로 나타나지 않고, ‘Q

라 혼/ P’, ‘Q라 논/ P’로 나타난 문장들이다. 이 중 (39)에서는 ‘논/’

이라는 어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에서 ‘-’으로 대체가 다소 이른 시기에 이

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37), (38)의 ‘혼, ’이다. 특히 (37)의 ‘Q라 혼 P’

의 경우 16세기에 4번 나타났는데, 그 중 3번이 �장수경�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동

일한 문헌에서 ‘Q라  P’의 용례도 14번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문헌에서 ‘Q라 

P’와 ‘Q라 혼 P’가 공존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38)의 ‘Q라  P’에서 ‘’은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해 가는 과정

에서 나타난 어형일 텐데, 그렇다면 어째서 ‘Q라  P’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역시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명명 관형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

’에서 ‘-’으로 대체되는 과도기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으로 기술하고 넘

어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P에 형식명사 ‘이’가 온 구성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P에 형식명사 ‘이’가 온 구성의 시기별 변화 양상

-라 호리 -라 리 -라 호니 -라 니 -라 노니 -라 니

15세기 35 1 0 0 0 0

16세기 1 4 0 0 0 1

17세기 0 6 0 2 0 0

18세기 0 8 0 0 0 2

19세기 0 0 0 0 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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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에 형식명사 ‘이’가 온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 ‘-’을 ‘-’이 대체하여 ‘

니’가 ‘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라고 생각된다. P에 일

반명사가 왔을 때의 교체가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고려해 보

면, P에 형식명사 ‘이’가 오는 경우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형식명사 ‘이’가 분철되어 적히는 어형이 19세기

에 들어와서야 보인다는 점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40)  봉이라 니 이시니 나히 열여들비오 라 니 이시니 나히 여들비니 다 

어미 조차 죽다(有女鳳年十八 臺年八歲皆從母死) <東新烈 卷6: 80ㄴ>

(41) ㄱ. 심실이란 사은 아디 못 심쇼산이라 리 뎌 건너 잇니라 <型世 卷

4: 42ㄱ-42ㄴ>

ㄴ. 그 듕의  션 셕대용이라 리 샹소야 몸으로 스스로 야지라 

대 <型世 卷3: 40ㄱ>

(40)은 17세기에 ‘Q라 니’의 구성으로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한 예이고, (41)

은 18세기에 관형사형 어미 ‘Q라 리’의 구성으로 관형사형 어미 ‘-’을 취한 예

이다. 18세기 문헌으로 추정되는 �형세언�에서는 ‘P’에 형식명사 ‘이’가 온 ‘Q라 

리’의 구성은 4번 나타나면서도, P에 일반명사가 온 구성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41ㄱ)에서는 하나의 문장에 ‘Q이란 P’의 구성과 ‘Q이라 리’의 구성이 동시에 나

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리’라는 어형은 18세기까지도 사용되었다고 하겠으나, 

‘Q라  P’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Q이란 P’ 혹은 ‘Q이라 

P’의 구조로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Q이라  P’가 ‘Q이라  P’로 변화하고 ‘Q라 호리’

가 ‘Q라  이’로 대체된 결과, 현대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서는 더 이상 관

형사형 어미 ‘-’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관형사형 어미 

‘-’의 기능을 어째서 관형사형 어미 ‘-’이 가져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이 문제는 제4장에서 후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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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형 구성

  3.2에서는 명명 관형 구성 이외에, 관형사형 어미 ‘-’이 [총칭성] 용법으로 사

용된 다른 예들을 살펴본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는 명명 관형 구성 이외에도 관

형사형 어미 ‘-’이 [총칭성]으로 사용되는 예들을 다수 관찰할 수 있다. 3.2에서

도 3.1과 마찬가지로 15세기 한국어를 먼저 살펴보고,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를 살펴본 이후, 다시 15세기 이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2.1. 15세기 한국어

  15세기 한글 문헌에는 관형사형 어미 ‘-’이 [총칭성]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예

들이 다수 등장한다.

(42) ㄱ. 淨飯王이 相 (平) 사 五百 大寶殿에 뫼호아 太子 뵈더시니(王召善

相者五百人。於大寶殿令占太子。) <釋詳 卷3: 1ㄱ>

ㄱ′. 相師ㅣ 모다 萬歲쇼셔 브르며【師 스스니 아못 일도 잘  사

 師ㅣ라 니 相師 相 잘 보 사미라】 <月釋 卷2: 46ㄱ>

ㄴ. 太子ㅣ 나아 노니샤 閻浮樹 아래 가샤 받 (平) 사 보더시니(太子出遊前

至王田。息閻浮樹) <釋詳 卷3: 15ㄴ>

(43) ㄱ. 류 잘  伎女 五百 야 서르 라 뫼게 시니【伎 잘 씨

니 伎女는 며 여러 가짓 조 잘  겨지비라】 <釋詳 卷3: 5ㄱ>

ㄴ. 王이  류 사 더야 달애더시니 [중략] 淨居天이 虛空애 와 

일오고 [중략] 류 겨집히 니기  드러 옷외 헤디오고 추미

며 더러 거시 흐르게 야 <釋詳 卷3: 22ㄴ-23ㄱ>

(44) ㄱ. 淨居天이 山行 사미 외야 가니 袈裟 니벳거늘(時淨居天人化作獵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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披袈裟衣) <釋詳 卷3: 31ㄴ>

ㄱ′.【獅子ㅣ 袈裟 니븐 사 보면 아니 믈 山行리 袈裟 닙니라】 

<釋詳 卷3: 31ㄴ>

ㄴ. 부텨 외야 나라해 도라오샤도 올아 아니샤 아랫 恩惠 니저 리

샤 길 (平) 사과 티 너기시니(得佛還國都不見親忽忘恩舊劇於路人) 

<釋詳 卷6: 4ㄴ-5ㄱ>

ㄴ′. 恩惠 니샤 親近히 아니샤 路人 티 시니(其一百四十一) <月千

上: 51ㄴ> 

ㄷ. 자내 妃子와 서르 븓드러 城 밧긔 거러나니 길 (平) 사미 울오 닐오 

하하 太子ㅣ 므슷 罪 겨시관 이리 외어시뇨(行人爲之流涕。悉仰頭呼

天。太子有何罪乃致此耶。) <釋詳 卷24: 51ㄴ>

ㄷ′. 【莊子애 닐오 딥가히 아니 버려션 【祭예 니라】 筐애 담고 빗난 

繡혼 거스로 둡다가 마 버린 後엔 길 (平)녀리 오며 나모리 가져다

가 밥 지 미라】 <法華 卷2: 212ㄴ>

ㄹ. 길 (平)녈 싸미 來往애 서르 보니(如行路人이 來往相見니) <楞

嚴 卷8: 89ㄴ>

ㅁ. 녀름지 아비 膠漆 바툐 슬허코 길 (平)녈 사 蒺藜 避놋다(田

父嗟膠漆 行人避蒺藜) <杜初 卷3: 3ㄴ>

(45) ㄱ. 도라 길헤 쇼 칠 아 보시니 놀애 브르더니(其二百四十五) <月釋 卷

8: 87ㄱ> 

ㄴ. 무틔 올아 오 예 쇼 칠 아 놀애 블로 <月釋 卷8: 101ㄴ>

ㄴ′. 그 쇼 치 사미 뒤헤 오다가 보고 무로 네 어 사민다(爾時牧牛

人尋後得見, 問言 : 汝是何人？) <月釋 卷22: 51ㄴ-52ㄱ>

ㄷ. 一切 大衆이 모다 飮食 주니 利師跋 길 우흿 五百 빌머글 아 다 어더 

 차 먹더라(乃至充足利師跋道上五百乞兒, 皆得飽滿。) <月釋 卷22: 53

ㄴ>

(42)~(45)에서 핵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에는 관형사형 어미 ‘-’이 사용되었

으며, 핵 명사의 속성 중에서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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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컨대 (42ㄱ)의 ‘相  사’은 앞으로 相을 볼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

도 그리고 미래에도 직업으로 相을 보는 ‘相者’를 가리키며, 이와 마찬가지로 (42

ㄴ)의 ‘받  사’은 ‘農夫’를 가리킨다. 또한 (44)의 ‘山行 사’, ‘길  사’은 

앞으로 ‘산행할 사람’, ‘길을 갈 사람’이 아니라 ‘獵人’, ‘行人’을 의미하며, (45ㄱ, 

ㄴ)의 ‘쇼 칠 아’는 ‘牧童’을, (45ㄷ)의 ‘빌머글 아’는 ‘거지’를 가리킨다.

  위의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요소는 관형사형 어미 ‘-

는’이다. 예컨대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쓰이는 관형사형 어미 ‘-는’

의 의미와 (42)~(45)에서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의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둘 다 [총칭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44ㄷ′)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의 자리에 형식명사 ‘이’가 와서 ‘길 녀리’, ‘나모리’로 등

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42)~(45)를 통해서 이미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총칭성]을 나타낼 때 관

형사형 어미 ‘-’과 ‘-’이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3ㄱ)의 

경우 본문에서는 ‘류 잘  伎女’라고 했는데, 그에 바로 이어지는 협주에서는 관

형사형 어미 ‘-’을 선택하여 ‘며 여러 가짓 조 잘  겨집’으로 나타나고 

있고, (43ㄴ)에서는 ‘류 사’과 ‘류 겨집’이 불과 몇 줄을 사이에 두고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이 선택되었을 때와 ‘-’이 선택되었을 때의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고 생각된다. 이것은 ‘-’과 ‘-’이 모두 15세기 한국어에서 [총칭성]이라는 용법

을 담당할 수 있는 문법 형식이었으나, 이미 15세기에 [총칭성]을 나타내는 ‘-’의 

용법을 ‘-’이 대체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핵 명사가 사람과 관련된 예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핵 명사가 무정 체언

인 예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46) ㄱ. 수플 아래 개 드리운 새 잇고 믌 가온 녈  업도다(林下有塌翼 水

中無行舟) <杜初 卷10: 21ㄱ>

ㄴ. 와 드트레 사호맷 붑소리 하니  부 믌겨레 (平)녈  젹도다(煙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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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戰鼓 風浪少行舟) <杜初 卷10: 37ㄴ>

(47) ㄱ. 太子ㅣ 니샤 “사 목수미 흐를 믈 야 머므디 몯놋다” 시고

(菩薩曰。人命速駛。猶山水流難可再過。不獨此人天下皆爾。) <釋詳 卷3: 

17ㄱ>

ㄴ. 네 내 盟誓 드르라 고 닐오 “ 므리 넙고 커 우희 흐를 믌겨리 잇

니 사 일우린 젹고 사 야리린 하도다”(汝聽我發誓言, 江水蕩蕩, 

上有流波, 成人者少, 敗人者多) <釋詳 卷23: 75ㄴ>

ㄷ. 대 야도 흐를 믈 디나 막디 아니고(竹密야도 不妨流水過고) 

<金三 卷3: 23ㄴ-24ㄱ>

ㄹ.  닐웻 길 녀샤 무뤂 틸 믈 걷나샤 두 닐웨예 목 틸 믈 걷나샤(其四百五

十八) <月釋 卷22: 6ㄱ>

ㄹ′. 그 善友太子ㅣ 導師와 야 알로 길 녀  닐웨 가니 므리 무루페 

티거늘  알로  닐웨 가니 므리 모 티거늘(爾時善友太子與盲導

師卽前進路，行一七日，水齊到膝。復更前行一七，水齊到頸。) <月釋 卷

22: 39ㄱ-ㄴ>

ㅁ′. 그제 閻浮提 中에 녜 됴 香이 이쇼 香山이 며 흐르 므리 됴하 

마시 오(爾時閻浮提中, 常有好香, 譬如香山, 流水美好) <月釋 卷23: 32

ㄱ>

(48) ㄱ. 뫼햇 神靈이며 므렛 神靈이며 萬萬 衆生히 머리 좃고 기 讚歎

 소리 天地 드러치며 하 香이 섯버므러 곧곧마다 비치 나더라(山靈

河伯。萬衆稽首。讚歎懽喜。聲動天地。天香繚繞。隨處生春。) <月釋 卷2: 

51ㄴ-52ㄱ>

ㄴ. 太子ㅣ 소로 눌러 지샤 시울  소리 잣 안히 다 들이더라(菩薩以手

捺張。拼弓之聲悉聞城內。) <釋詳 卷3: 14ㄱ>

ㄷ. 그 지븨셔 차반  쏘리 워즈런거늘(家內搔搔 辦具飲食。) <釋詳 卷6: 

16ㄱ>

ㄹ. 香嚴和尙이 대 틸 소리예 道 아시고 偈 지 니샤 <南明 21ㄱ

-21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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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目連이 왼 바 門 안해 드리드듸오 올 바 門 밧긔 이셔 셜 우 소

리 듣고 제 머리 기도 다텨 피와 쾌 너르 듣더니(目連左脚在門�

內 右脚在門�外 聞叫苦痛之聲 將頭[月+贊]柱 血肉狼籍) <月釋 卷23: 87

ㄴ>

ㅂ. 그저긔 如來 큰 悲力으로 가로셔 브를 棺 밧긔 내샤 브티시니 닐웻 

 모다 울 쏘리 긋디 아니더라(爾時，如來以大悲力，從心胸中火踊棺

外，漸漸茶毘， 經于七日，焚妙香樓，爾乃方盡。) <釋詳 卷23: 45ㄴ>

ㅅ. 내 正히   時節에 이 디 쏘리 惑야 붑 소리라 다라(我正夢時

예 惑此舂音야 將爲鼓響다라) <楞嚴 卷4: 130ㄴ>

ㅇ. 中에 놀라아 우를 쏘리 잇거늘 이 다 머리 움치고 잇거늘(夜半忽有

人驚呼聲 婢僕皆縮頸) <三剛成 烈: 34ㄱ>

ㅇ′. ㄱ 엄쏘리니 君ㄷ字 처 펴아 나 소리 니  쓰면 虯ㅸ字 처 

펴아 나 소리 니라 <訓諺 4ㄱ>

(47)의 ‘흐르다’는 ‘물’의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명확하다. 현대 한국어였

다면 (47ㄱ)은 “사람의 목숨이 흐르는 물 같아서 머무르지 못하는구나!” 정도로 옮

길 수 있을 것인데, 이때 ‘흐르는 물’에서의 ‘흐르는’은 [총칭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7)의 다른 예들도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15세기 한국어에서 

‘-’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47ㅁ′)에서 볼 수 있듯이 ‘-’ 이외에 ‘-’도 

사용될 수 있었다.

  (47ㄹ)의 ‘무뤂 틸 믈’과 ‘목 틸 믈’ 역시 흥미롭다. 이와 대응되는 �석보상절�의 

부분이 (47ㄹ′)인데, 여기에서는 ‘므리 무루페 티거늘’, ‘므리 모 티거늘’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깊이가 무릎에 차는 물, 목에 차는 물’이라는 의

미를 나타낼 텐데, 그것을 관형사형 어미 ‘-’을 사용하여 ‘무뤂 틸 믈’, ‘목 틸 믈’

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당분간은 물의 깊이에 변화가 없으리라는 점에서 

[총칭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8)의 ‘소리’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현대 한국어에서 ‘비가 오는 소리’와 ‘비 

온 소리, 비 올 소리’가 가지는 의미와는 다소 다르다. 지금 밖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도 ‘나중에 비가 오는 소리를 잘 들어 봐’, ‘그저께 비가 오는 소리를 잘 들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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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이 가능하다. 이것은 비가 오는 특정한 때와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총칭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박형진(2016: 161)에서는 이를 

‘소리’의 ‘배경역’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석보상절�, �월인석보�, �법화경언해�를 대조해 보면, 원문이 같은데도 언

해문에서 다른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49) ㄱ. 世尊하 나도 法華經 닐그며 외오며 바다 디 사 擁護호 위야 陀羅

尼 니르노니 <釋詳 卷21: 25ㄱ>

ㄴ. 世尊하 나도  法華經 讀誦受持 사 擁護야 陁羅尼 니노니 

<月釋 卷19: 60ㄱ-60ㄴ>

ㄷ. 世尊하 나도  法華經 讀誦受持 사 擁護호 爲야 陀羅尼 니

노니(世尊하 我亦爲擁護讀誦受持法華經者야 說陀羅尼노니) <法華 卷7: 

112ㄴ> 

(50) ㄱ. 내 呪를 順티 아니야 說法 사 어즈리 거스란 <釋詳 卷21: 30

ㄴ>

ㄴ. 다가 내 呪를 順티 아니야 說法 사 어즈리니 <月釋 卷19: 67

ㄴ>

ㄷ. 다가 내 呪 順티 아니야 說法 싸 어즈리니란(若不順我咒야　

惱亂說法者란) <法華 卷7: 119ㄴ>

(49), (50)은 동일한 내용을 언해하면서도, ‘-’과 ‘-’이 달리 사용되었다는 것

을 보여 준다.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 ‘-’과 ‘-’의 선택이 문헌에 따라 달라진다

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49ㄱ)에서 ‘-’을 선택한 �석보상절�은 (50ㄱ)에서는 ‘-

’을 선택하고 있고, 반대로 (49ㄷ)에서 ‘-’을 선택한 �법화경언해�는 (50ㄷ)에

서는 ‘-’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선택될 때와 ‘-’이 선택될 때,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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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ㄱ. 主禽鬼王 [禽은  이라] 主獸鬼王 [獸 긔 이라] <月釋 卷21: 

112ㄴ-114ㄱ>

ㄴ. 毒 벌에 물와 여러 가짓 모딘 禽獸ㅣ [禽은  이오 獸 긔 

이라] 알 며 졋 머겨 나하 各各 제 초아 護持커든(毒蟲之屬과 諸惡禽

獸ㅣ 孚乳產生야 各自藏護커든) <法華 卷2: 116ㄱ>

현대 한국어의 ‘날짐승’과 ‘길짐승’에 대응될 만한 ‘ ’과 ‘긔 ’에서 어떠

한 차이로 인해 ‘-’과 ‘-’이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생각

된다.22)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5세기 한국어의 관형 구성에서 [총칭

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는, 관형사형 어미 ‘-’과 ‘-’이 둘 다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5세기에서 [총칭성]을 나타낼 때 ‘-’과 ‘-’ 중에서 어떤 형식이 

더 우세하게 사용되었는가? 이미 15세기부터도 ‘-’보다는 ‘-’이 선택되는 경우

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47)에서 볼 수 있는 ‘흐를 믈’, ‘흐를 믌결’과 같은 

표현은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3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나, ‘흐르는/흐르 , 믈, 믌

결, ’ 등의 표현은 45번 나타난다. 이는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총칭성]을 나타

낼 수 있는 요소로 ‘-’과 ‘-’이 공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형 구성에서는 이

미 ‘-’이 ‘-’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관형사형 어미 ‘-’은 형식명사 ‘이’와 통합한 구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이러한 예들을 무척 자주 확인할 수 있다.

(52) ㄱ. 世間애 부텻 道理 호리 부텨 나아 니시며 마니 겨시던 처 

 알리 노니 (世之學佛者ㅣ 鮮有知出處始終니) <釋詳序: 2ㄴ>

ㄴ. 仙人히 다 나못 것과 닙과로 옷 야 닙고 곳과 果實와 플와 나모와 

머그리도 이시며 믈와 블와  셤기리도 이시며 믈와 블와 와 가

남 누리도 잇더니 <釋詳 卷3: 33ㄴ>

2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날-짐승[-찜-]’, ‘길-짐승[-찜-]’으로 발음 정보를 제시하

고 있다. 발음 정보가 보여 주듯이 ‘날짐승’은 ‘날-’에 ‘짐승’이 비통사적으로 합성된 단어

가 아니라, ‘날-+-#짐승’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중세 한국어의 

‘’이라는 표기 역시 이를 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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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지리 다 等列에 다니 일홈과 소리 엇뎨 간대로 드려 가리오(作者

皆殊列 名聲豈浪垂) <杜初 卷16: 8ㄱ>

ㄹ. 丈夫 몸 알리 貴히 너기니 歡樂 고셔 도라오 思念노라(丈夫

貴知己 歡罷念歸旋) <杜初 卷22: 55ㄱ>

(52)의 예들 역시 관형사형 어미 ‘-’이 [예정], [성향], [가능성], [의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52ㄱ)의 경우, ‘앞으로 부처의 도리를 배울 사

람 중에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부처의 도리를 배우는 사람 중에서’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의 관형사형 어미 ‘-’ 역시 [총칭

성]으로 사용된 것이다.

  다만, 관형사형 어미 ‘-’이 형식명사 ‘이’를 취해 ‘리’로 나타나는 것은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동사의 

경우는 ‘-’을 취해 ‘리’로 나타나거나 ‘-은’을 취해 ‘니’로 나타나는 경우가 둘 다 

있으나, 형용사는 ‘-’과 통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에 ‘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즉 ‘업스니’, ‘니’, ‘조니’ 등은 찾아볼 수 있어도, ‘*업스리’, ‘*리’, ‘*

조리’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용사와 ‘-’의 통합 제약에 대

해서는 3.3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3.2.2.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

  3.2.2에서는 고대 한국어와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의 동명사 어미 ‘-尸’와 ‘-’의 

쓰임을 향가와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향가에 나타난 동명사 어미 

‘-尸’의 쓰임 중, [총칭성]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53) ㄱ. 郞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慕竹 7>

[郞이여 그릴  녀올 길 / 郞 그리는 마음의 가는 길]

ㄴ. 臣隱愛賜尸母史也 <安民 2>

[臣은 실 어여 / 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ㄷ.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祭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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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뎌 더딜 닙다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ㄹ.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 7>

[길  벼리 바라고 / 길 쓸 별 바라보고]

ㅁ. 行尸浪(□)阿叱沙矣以攴如攴 <怨歌 6>

[녈 믌겨랏 몰애로다 /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53)의 예들은 향가에서 [총칭성]으로 사용된 ‘-尸’를 정리한 것으로서, 독음과 현

대어역은 김완진(1980)을 바탕으로 다소 수정한 것이다. 김완진(1980)에서 ‘-尸’의 

독음은 모두 ‘-’로 읽었으나, 현대어역은 ‘-는’과 ‘-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어역에서 ‘-는’을 사용한 예들은 비교적 확실하게 [총칭성]으

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53ㄱ)의 ‘그릴 마’이나 ‘녀올 길’은 앞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갈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尸’이 [총칭성]으로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3ㄴ)의 ‘실 어’도 ‘신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유지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3ㄷ)의 

‘더딜 닙’은 해석에서는 ‘떨어질 잎’이라고 하였으나 ‘떨어지는 잎’이라고 해도 무

방하다고 생각된다. ‘더디-’는 ‘닙’의 쉽게 바뀌지 않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53ㄹ)의 ‘길  벼리’ 역시 미래에 길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길을 

쓸고 있는 별’이라는 점에서 [총칭성]과 관련된다. (53ㅁ)의 ‘녈 믌결’은 앞의 3.2.1

에서도 여러 번 확인한 것처럼 ‘믌결’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총칭성]과 관련된다. 종

합하자면 (53)의 예들은 향가에서 동명사 어미 ‘-尸’이 [총칭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이 [총칭성]으로 사용된 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경우 ‘-’이 [총칭성]을 지니고 사용된 예들은 주로 

3.1에서 살펴본 명명 구문에 많이 나타난다. 아래는 명명 구문 이외에 ‘-’이 쓰여 

[총칭성]으로 사용된 예들이다.

(54) ㄱ. 次第 居士 寶 蓋 法 淨名 等 八百人 問

 <舊仁 卷上: 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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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第로 居士이 寶여 蓋여 法여 淨名여 다신 八百人의긔 무르시며 / 차례로 

居士이신 寶니 蓋니 法이니 淨名이니 하는 것과 같으신 八百人에게 물으시며]

ㄴ. 作樂 亦 然 亦 復 共 量 無 音樂 作 

如來 覺寤 <舊仁 卷上: 03: 12-13>

[作樂도  然ㅅ시하  復오 다 그지 업슨 音樂 作야 如來를 覺寤

이고기신 / 음악을 짓는 것도 또한 그렇게 하시어 또한 함께 그지없는 音樂을 

지어 如來를 (三昧에서) 깨게 하셨는데]

ㄷ. 十六 大國王 意 國土 護 因緣 問{欲}

 知 <舊仁 卷上: 03: 17-18>

[十六 大國王이 意아긔 國土 護호릿 因緣을 묻과시누온 아고온여

나 / 十六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하려는 인연을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ㄹ. 乃 盡命 至 亦 恡 所 無應

 <華疏 卷35: 10: 12-13>  

[乃사 盡命디긔 니르리 나  恡 바 없이 이앗다 ���다 / 이에서 목

숨을 다함에 이르러도 또한 아끼는 바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

ㅁ. 善男子 是 陁羅尼名 四恒河沙 過 諸佛 四地菩薩 爲救護 陁羅尼 誦持 得

 一切 怖畏 一切 惡獸 虎狼師子 一切 惡鬼 人非人 等 

怨賊 災橫 及 諸 毒害 度 五障 解脫 四地 念 忘 不 

<金光 卷3: 10: 07-10>

[善男子 是 陁羅尼名 四恒河沙 過 諸佛 四地菩薩 爲救護 陁羅尼 誦持 시러곰 一切 

怖畏인 一切 惡獸 虎狼師子여 一切 惡鬼여 人非人 다 怨賊여 災橫여 及 諸 毒

害여과 度야 五障 解脫 四地 念 忘 不 / 善男子여, 이 陁羅尼의 이름은 四恒

河沙를 넘으신 모든 부처님이 四地菩薩을 救護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라 陁羅尼를 誦

持하면 능히 일체 怖畏인, 一切 惡獸인 호랑이, 이리, 사자니 一切 惡鬼니 人非人 등

의 怨賊이니 災橫이니 및 모든 毒害라 할 것을 건너 五障을 解脫하며 四地를 念하

는 것을 마땅히 잊지 않으며 한다.]

(54)의 독음과 해석은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서 가져온 것

이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의 ‘-’이 [총칭성]으로 사용된 예들은 특히 그 앞에 

계사 ‘-이-’를 취한 경우에 확연하게 드러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와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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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에 관형사형 어미 ‘-을’의 통합이 제약되는데,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계사 ‘-이-’에도 동명사 어미 ‘-’이 통합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은 계사 ‘-이-’와 동명사 어미 ‘-’의 의미ㆍ속성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한국어와 후기 중세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은 그 주된 용법이 [미래

성]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의 동명사 어

미 ‘-’의 경우, 주된 용법을 [미래성]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2.3. 15세기 이후의 변화

  3.2.3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의 [총칭성] 용법이 15세기 한국어 이후에 어떻

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명명 관형 구성에서의 관형사형 어미 ‘-

’이 일관적으로 ‘-’으로 변화했다면, 3.2.1에서 살펴본 관형 구성의 관형사형 어

미 ‘-’은 [미래성]으로 사용되었는지, [총칭성]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각각 변

화하는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미래성]의 ‘-’은 계속해서 ‘-’로 남게 되지만, 

[총칭성]의 ‘-’은 ‘-’에서 ‘-’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55) ㄱ. 활  지븨 가 무로  됴 활 잇녀(到賣弓的房子裏問道, 有賣的好弓

麼?) <飜老 卷下: 30ㄴ>

ㄴ. 활  집의 가 무로  됴 활 잇냐(到賣弓的房子裏問道, 有賣的好弓

麽？) <老諺 卷下: 27ㄴ>

ㄷ. 활  푸에 가 무로되 됴흔 활 잇냐 <蒙老 卷6: 12ㄴ>

ㄹ.  져 활  店에 가 무르되  죠흔 활이 잇냐(且到那賣弓的店裏去問, 

有賣的好弓麼?) <重老 下: 29ㄱ>

ㅁ. 활  푸 쥬쟝 형아  죠흔 활 잇냐 <淸老 18ㄴ>

(55)는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이 [미래성]인지 [총칭성]인지에 따라서 변화의 

방향이 달리 나타났음을 보여 줄 수 있는 흥미로운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55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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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한 문장에 ‘’이 두 번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활  집’의 경

우, [총칭성]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가게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활을 파는 

가게인 것이지, 앞으로 활을 팔 가게라는 의미가 아니다. 반면, ‘ 죠흔 활’의 경우

는 ‘(나에게 앞으로) 팔 좋은 활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의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변화하는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총칭성]으로 사

용된 ‘활  집’의 ‘-’은 ‘-’이 대체해 가게 된다. 반면 [미래성]으로 사용된 ‘

죠흔 활’의 ‘-’은 ‘-’으로 대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5)를 통해 ‘-’이 그 용법에 따라서 달리 변화해 간다는 큰 경향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아래에서 [총칭성]으로 사용된 ‘-’이 ‘-’으로 대체되어 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한다.

(56) ㄱ. 中에 놀라아 우를 쏘리 잇거늘 이 다 머리 움치고 잇거늘(夜半忽有

人驚呼聲 婢僕皆縮頸) <三綱成: 烈34>

ㄴ. 밤에 놀라온 소 잇늘 이 다 머리 움치고 잇늘 <三綱宣: 烈

34>

ㄷ. 밤듕의 믄득 사이 급히 웨 소 잇거 <三綱英: 烈34>

(57) ㄱ. 쥬 님 우리 여러 길 녈 사미 이 느즌듸 일즉 아 밥을 몯 머거 잇

고(我幾箇行路的人, 這早晚不曾喫早飯) <飜老 卷上: 40ㄱ>

ㄴ. 쥬인 형아 우리 여러 길 녜 사이 이리 느 일즉 아밥을 못 먹엇

고(主人家哥我幾箇行路的人這早晚不曾喫早飯) <老諺 卷上: 36ㄱ>

ㄷ. 主人아 우리 이 길 니 사이라 이도록 일즉 早飯을 먹지 못엿

고(主人家我們是行路的人這時候不曾喫早飯) <重老 卷上: 36ㄱ>

(56)은 ‘- + 소리’의 구성이 비교 자료에 남아 있는 유일한 예인데, 관형사형 어

미 ‘-’에서 ‘-’으로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57ㄱ)의 ‘길 녈 사’ 

역시 3.2.1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것은 ‘行人’, 혹은 ‘路人’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는 (57ㄴ, ㄷ)에서 알 수 있듯이 ‘길 녜 사’, ‘길 니 사’으로 관형사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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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을 ‘-’이 대체하게 되었다.

(58) ㄱ. 리 어두으니 일커나 라나거나 야 갈 길 머믈울가 접페라(月黑了, 恐

怕迷失走了, 誤了走路｡) <飜老 上: 58ㄱ>

ㄴ. 이 어두오니 迷失야 라나 갈  머믈올가 저페라(月黑了. 恐怕有迷失

走了， 悞了走路。) <老諺 上: 52ㄴ>

ㄷ. 이 어두오니 迷失홈이 이셔 일 갈 길을 그릇 저페라(月黑了恐怕有

迷失悮了明日走路) <重老 上: 53ㄱ>

(58)에서 ‘갈 길’의 ‘-’은 ‘-’으로 대체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58ㄷ)의 

‘일 갈 길’이 잘 보여 주고 있듯이 이때의 ‘-’은 [미래성]으로 사용된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 ‘-’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구분이 다소 확실하게 되는 예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들도 있다.

(59) ㄱ. 이 뎜에 모시뵈  高麗ㅅ 나그내 李개 잇녀(這店裏賣毛施布的高麗客人

李舍有麼) <飜老 卷下: 1ㄱ

ㄴ. 이 뎜에 모시뵈  高麗ㅅ 나그내 李개 잇냐(這店裏賣毛施布的高麗客人

李舍有麽) <老諺 卷下: 1ㄱ>

ㄷ. 이 店에 모시뵈  朝鮮ㅅ 나그 李가ㅣ 잇냐(這店裏賣毛藍布的朝鮮客

人李舍有麼) <重老 卷下: 1ㄱ>

(59)의 경우, 여기에서의 ‘-’은 [총칭성]을 나타내어 현대 한국어로는 ‘모시를 파

는 高慮 나그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18세기 말까지도 그대로 ‘’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사-’[買], ‘팔-’[賣]와 관련

해서 많이 나타난다.

(60) ㄱ. 너희 둘히 다하 짓글히디 말오 사리 져기 더오고 리 져기 덜오(伱兩家休

只管呌喚, 買的添些箇, 賣的減了些箇｡) <飜老 卷下: 13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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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너희 둘히 야 짓궤디 말고 사리 져기 더고 리 져기 덜고 <老

諺 卷下: 12ㄱ>

ㄷ. 너희 둘히 그저 여 만타 젹다 토지 말고 사리 져기 더고 리 

져기 减여(你兩家不要只管爭多爭少, 要買的添些, 要賣的减些) <重老 卷

下: 12ㄴ>

(61) ㄱ. 너 리 손조 보라 소개  도 가오니 업스니라(伱賣主自家看, 裏頭沒

有一錠兒低的｡) <飜老 卷下: 14ㄴ>

ㄴ. 너  님재 손조 보라 소개  덩이도 니 업니라(你賣主自家看。

裏頭沒有一錠兒低的。) <老諺 卷下: 13ㄱ>

ㄷ. 너  님재 손조 다시 보라 속에 덩이도 죠치 아닌 거시 업스니라(你賣

主自家再看, 裏頭沒有一塊不好的) <重老 卷下: 14ㄱ>

(60)의 ‘사리’, ‘리’는 18세기 후반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데, 여기에

는 형식명사 ‘이’가 참여하고 있는 구성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61

ㄱ, ㄴ)에서의 ‘리’는 ‘ 님재’로 바뀌었는데, (61ㄷ)을 보면 다시 ‘ 님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관된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설명이 어려우나, ‘사리’, ‘

리’는 직업으로서의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살 사람’, ‘앞으로 팔 사람’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1에서 

살펴본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마찬가지로, 3.2에서도 [총칭성] 용법으로 사용된 관

형사형 어미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 ‘-’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한자의 釋

  이 절에서는 ‘玄 검을 현’, ‘黃 누를 황’과 같이 字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23) 이 글의 초점은 관형사형 어미 ‘-’에 맞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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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논의의 과정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언급하게 될 

것이다. 字釋에 나타나는 관형사형 어미 ‘-은’과 ‘-’의 용법이 일반적인 용법과 

다른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이전의 논의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大 

큰 대’와 ‘太 클 태’에서 전자는 ‘크-’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후자는 관형사형 어

미 ‘-’이 통합하였는데, 여기에 쓰인 ‘-은’과 ‘-’에 대해서는 의미 차이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통시적으로 접근한 논의도 있었으나(심재기 1982), 주로 

공시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관형사형 어미 ‘-’이 미래를 나타낸다

고 본 임홍빈ㆍ장소원(1995: 417-8)에서는 字釋에 사용된 ‘-’은 미래의 뜻을 가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은’을 취하는 일부의 한자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한자는 

관형사형 어미 ‘-’을 요구하는 보절 명사처럼 인식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남

순(1998: 98-99)에서는 字釋에서의 ‘-’은 “절대적인 시간(temps absolu)”24)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총칭적인 해석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고영근(2004: 182, 223)에서는 한자의 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는 일종의 동

격 관형사형 어미이며, 그 시제는 부정적(不定的)이라고 하였다. 임동훈(2009: 71)

에서도 ‘갈 거’류를 관계절 구성이 아니라 명사구 보절 구성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때 

보절 명사는 사전 표제어 구실을 한다고 보았다. 사전에서 표제어 기능을 하는 한자

는 특정한 글자가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이며, 선행하는 관형사형은 특정한 사건을 

23) 본고에서는 ‘玄 검을 현’, ‘黃 누를 황’에서 ‘검을’과 ‘누를’을 지칭하는 용어로, ‘字釋’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자는 形, 音, 義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

다. 예컨대 ‘天’이라는 ‘形’을 지닌 한자는 그 ‘音’이 ‘천’이고, ‘義’가 ‘하늘’이다. 여기에서 

‘하늘’ 즉, 한자가 가진 의미를 나타내는 우리말 단어를 일컬어 ‘釋, 訓, 새김’이라고 한다

(이기문 1991: 255). 

     그런데 이들 단어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박병철(2016)에 따

르면 ‘釋’은 상황에 따라 표제 한자의 字義와 연합되어 나타나는 한국어 단어 또는 구절

을 의미하고, ‘訓’은 문맥 또는 개별적 상황과는 관련 없이 특정 한자를 제시하면 일차적, 

관습적으로 연상되는 한국어 단어, 즉 ‘常用之釋’을 의미한다고 한다.

     ‘釋’은 다시 ‘字釋’, ‘語釋’, ‘文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字釋’은 �천자문�, �훈몽자회�

등에서와 같이 개별 한자에 대응되어 나타나는 것, ‘語釋’은 한문 원문의 한자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언해문의 우리말 어휘, ‘文釋’은 한자어를 구성하는 각 한자에 대응되는 우리말 

어휘를 뜻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새김’은 ‘字釋’을 포함하여 ‘語釋’, ‘文釋’, ‘訓’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24) 이 용어는 김완진(1957)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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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기 어렵기에 서상법 표지 ‘-’이 사용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大 

큰 대’, ‘白 흰 백’과 같은 일부 고빈도 형용사에 ‘-은’이 사용된 것은 예외라고 하

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大 큰 대’, ‘太 클 태’류의 구성을 관계절 구성이 아닌 

명사구 보절 구성으로, 또 字釋에 사용된 ‘-’의 용법을 [총칭성]으로 파악하였다

는 공통점이 있다. 字釋에 대해 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그 나름의 의의가 있지만, 字釋을 연구할 때에는 字釋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이 고

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字釋은 언어 변화에 매우 보수적이다(이기문 1991: 256). 최근의 옥편에서는 ‘富’

에 대해서 ‘부유할 부’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옥편만 

하더라도 ‘가멸 부’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멸’이라는 釋은 중세 한국어의 ‘가

멸다’에서 온 것인데, ‘가멸다’라는 단어가 현대 한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釋에는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字

釋에는 이전 시기의 언어 현상이 보수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字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역시 통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字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은,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와의 

통합 제약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준다. 字釋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사용되는 예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용된 예들에 비해서는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며, 字釋에는 그 품사가 형용사나 동사인지에 관계없이 관형사형 어미 ‘-’

이 사용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자의 釋이 보수적이라는 점과 이러한 현상을 

연결해 보면, 한자의 釋이 형성되었을 시기25)에는 동명사 어미 ‘-’과 형용사와의 

25) 이기문(1991: 258-259)에서는 釋이 형성ㆍ고정화되기 시작한 연대를 기원(紀元) 전후

로 보았다. 고대 삼국에서는 사서(史書)가 이른 시기에 편찬되었는데(고구려: �留記�(國

初), 백제: �書記�(375), 신라: �國史�(545)), 이러한 사서의 편찬은 고유명사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기문(1991: 259)에서는 고유명사를 한자로 표기하는 원리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표

음적 기능과 표의적 기능을 분리하여 어느 한쪽만을 취하는 것인데, 표음적 기능만을 취

하는 원리는 고대 중국인들도 활용하였으나, 표의적 기능만을 취하는 원리는 우리 고대인

들의 독창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표의적 기능만을 취하는 원리는 자국어 단어에 의한 한

자 의미의 고정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釋의 성립이 그 전제 조건이 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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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3에서는 이러한 사항

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3.3.1에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字釋類 문헌인 �훈몽자회�

(1527), �광주판 천자문�(1575), �신증유합�(1576) 등을 바탕으로 字釋에 사용된 

‘-은’과 ‘-’의 양상을 살펴본 후, 이들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

본다. 3.3.2에서는 字釋類 문헌과 중세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바탕으로, 기원적으로

는 동명사 어미 ‘-’과 형용사와의 통합 제약이 없었을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3.3에서는 字釋에 사용되는 관형사형 어미 ‘-’ 역시 3.1이나 3.2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총칭성]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그리고 字釋이 형성

되던 시기에 형용사와 동명사 어미 ‘-’이 광범위하게 통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 [총칭성]이라는 속성이 형용사의 의미 속성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

을 논의할 것이다.

  3.3.1. 字釋의 관형사형 어미 ‘-은’, ‘-’의 양상 및 그 변화

  현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6세기 字釋類 문헌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은’

보다는 ‘-’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훈몽자회�의 경우 3,360字 중에서 字釋

에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하는 경우는 ‘白  , 德 큰 덕, 貞 고 ’의 3字에 

불과하다. 심재기(1982: 343)에 따르면 �광주판 천자문�(1575)의 1,000字 중 고유

어로 字釋을 삼은 것이 884字인데, 이 중 ‘-은’形이 10字, ‘-’形이 411字, 기타가 

463字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신증유합�(1576)은 고유어로 字釋을 삼은 것이 

2,378字이며, ‘-은’形이 5字, ‘-’形이 1261字, 기타가 1112字라고 하였다. 

  그런데 심재기(1982)에서 들고 있는 �신증유합�의 5字 중에는 ‘勤 브즈런 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쓰였다고 파악하기보다는, ‘브즈

런다’에서 ‘다’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

신증유합�에 ‘-은’形은 ‘白  백, 大 큰 대, 長 (平) 긴 댱, (上) 길 댱, 使 (去) 브린 

시, (上) 야곰 ’의 4字만이 남는다. �광주판 천자문�의 10字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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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字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은’과 ‘-’의 변화 양상을 �천자문�

을 바탕으로 살피고자 한다. �천자문�의 경우 �광주판 천자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천자문�의 이본(異本)들은 계통이 같다고 하기도 어렵고, 간행된 

지역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본고 역시 그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변화의 윤곽을 그려 보

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26)

26) 아래 제시되는 <표 6>은 박병철(2016)에서 제공하고 있는 �천자문� 字釋 자료를 바탕

으로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주해천자문�의 경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아래에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① 광천: �천자문� 光州本(157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본(1973).

② 대천: �천자문� 大同急本(16세기 중엽?), �조선학보� 93, 영인본(1979).

③ 석천: �천자문� 內閣文庫本(15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본(1973).

④ 칠천: �천자문� 七長寺本(1661),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소장본.

⑤ 영천: �천자문� 靈藏寺本(1770), 유탁일 교수 소장본.

⑥ 송천: �천자문� 松廣寺本(1730), 손희하, �千字文<松廣寺板>� 영인본(1993).

⑦ 주천중간: 註解 �千字文�(180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⑧-ㄱ 행천: �천자문� 杏谷本(186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다가서포 영인본(1916).

⑧-ㄴ 완천: �천자문� 完山本(1905),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⑨ 박천: 日鮮註解 �천자문�(1917), 博文書館, 서원대학교 교육자료박물관 소장본.

◯10-ㄱ 사천: 日鮮 �四體 千字文�(1937), 廣韓書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0-ㄴ 사천: 中鮮諺解 �四體 千字文�(1945), 廣韓書林.

◯11 중천: 日鮮註解 �천자문�(1948), 中央出版社.

◯12 세천: 四體圖像註解 �世昌千字文�(1956), 세창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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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천 ② 대천 ③ 석천 ④ 칠천 ⑤ 영천 ⑥ 송천
◯7 주천

   중간

◯8 杏千

   完千
⑨ 박천 ◯10 사천 ◯11 중천 ◯12 세천

白            

흰 백 흰  흰  흰 백 흰 백 흰 백 흰 백
大 큰 대 큰 대 큰 대 큰 대 큰 대 큰 대

큰 대 큰 대 큰  큰  큰 대 콘 대 큰 대

貞 고 뎡 고  고 뎡 고 덩 고 덩 고 뎡
곧을 정 고들 졍 고들 졍 곳을 정 곳을 졍 □□ 졍 곧을 정

直 고든 딕 고든 딕 고 딕 고 딕 고 딕 고 딕

곧을 직 곳 직 고들 직 곳을 직 곳을 직 곳을 직 곧을 직
長 긴 댱 긴 댱 긴 댱 긴 댱 긴 댱 진 쟝

길 장 긴 쟝
긴 

진 
긴 장 긴 장 긴 장 긴 장

德 큰 덕 큰 덕 큰 덕 큰 덕 큰 덕 큰 덕

덕 덕 큰 덕
 덕

큰 덕
큰 덕 큰 덕 큰 덕 큰 덕

同 오힌 동 오힌 동 오힌 동 오힌 동 오힌 동 오힌 동

한가지 동 가지 동 가지 동 가지 동 한가지 동 한가지 동 한가지 동
誡 브즈런 계 말 계 경곗 계 경곗 계 경곗 계 경곗 계

경계할 계 경계 계 경계 계 경계 계 경계 게 경게 계 경계 계

具  구  구 촐 구 촐 구 구츨 구  구
갖출 구 촐 구 츌 구 갓촐 구 갓촐 구 갓촐 구 갖출 구

永 긴 영 긴 영 길 영 길 영 길 영 길 영

길 영 길 영
진 영

질 영
길 영 길 영 길 영 길 영

<표 6>

  위의 <표 6>에서 음영으로 나타낸 것은 字釋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한 

경우이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판 천자문�에서 ‘-은’을 취하고 있는 10

字 중 ‘同, 誡’는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훈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의 변화

를 논하기 어렵다. ‘貞, 直, 具, 永’은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字釋의 관형사형 어미 

‘-은’이 ‘-’로 바뀌었고, 그 결과 이들 10字 중 현대 한국어에서까지 관형사형 어

미 ‘-은’을 취하는 字釋은 ‘白, 大, 德’의 3字만이 남게 되었다. �신증유합�의 ‘白, 

大, 長, 使’ 중에서 ‘長, 使’ 역시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는 ‘길 장’, ‘부릴 사’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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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16세기에는 字釋에 관형사형 어미 ‘-은’

을 취하는 경우가 현대 한국어보다 다소 많았으며, 이들은 관형사형 어미 ‘-’로 

대체되어 갔다는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본고는 �신증유합�의 ‘使 브린 시’를 제외하면 ‘-은’을 취하고 있는 字釋

의 품사가 모두 형용사라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62) ‘-’[白], ‘크-’[大], ‘크-’[德], ‘곧-’[貞], ‘곧-’[直], ‘길-’[長], ‘길-’[永], ‘브

즈런-’[誡], ‘-’[具], ‘오힐-’[同]

(62)는 �훈몽자회�, �광주판 천자문�, �신증유합�에서 나타나는 字釋 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한 것들을 모은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증유합�의 ‘使’

를 제외하고는 모두 품사가 형용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62)의 10字를 제외하면, �

광주판 천자문�에서는 字釋의 품사가 형용사이든 동사이든 상관없이 모두 관형사형 

어미 ‘-’과 통합하여 나타난다.

  관형사형 어미 ‘-은’이 통합된 字釋의 품사가 형용사라는 점과 관련하여 �신증유

합�의 ‘長 (平) 긴 댱, (上) 길 댱’의 예는 무척 흥미롭다. 여기에서 ‘長’이 평성일 때

는 ‘긴 댱’, 상성일 때는 ‘길 댱’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어와 흥미로운 대비를 이

루기 때문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长’은 품사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cháng’은 주

로 형용사로 쓰여 ‘길다, 뛰어나다, 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면, ‘zhǎng’은 주로 

동사로 쓰여 ‘나다, 생기다, 자라다, 늙다’의 의미를 가진다. ‘長’에 대해서는 �광운

(廣韻)�에서도 이미 두 가지 음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의 현실 한자음에서도 구분되

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3) ㄱ. 長(cháng): ‘直良切, 平陽澄。陽部。’(�廣韻�), 平:L 

ㄴ. 長(zhǎng): ‘知丈切, 上養知。陽部。’(�廣韻�), 上:RH 

     (권인한 2009: 146)

(63)을 바탕으로 평성의 ‘長’은 주로 형용사로 사용되는 ‘長(cháng)’과, 상성의 ‘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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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동사로 사용되는 ‘長(zhǎng)’과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증유합�에서

는 평성의 ‘長’은 ‘긴 댱’, 상성의 ‘長’은 ‘길 댱’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신증유합�이 16세기 중반에 간행된 문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字釋에

서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하는 품사들이 형용사라는 점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하는 字釋의 품사가 모두 형용사라는 점

은 가벼이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의 

통합 제약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3.2.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의 통합 제약

  현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관형사형 어미 ‘-’은 중세 한국어에서도 형용

사, 계사와의 통합이 제약되었다(허원욱 1988: 75, 이현희 1989: 315, 이병기 

2006: 126). 예컨대 현대 한국어에서 ‘*예쁠 아이를 찾아 봐.’, ‘*착할 학생이 누구

지?’, ‘*학생일 나는 공부를 한다.’ 등의 문장은 비문으로 느껴지며, 이것은 관형사형 

어미 ‘-을’과 형용사, 계사의 통합이 일반적으로 제약되기 때문이다.27) 그런데 이와

는 달리 字釋에서는 어간이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관형사형 어미 ‘-’이 광범위하

게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字釋에 나타난 관형사형 어미 ‘-은’은 �

광주판 천자문�에 나타난 10字가 가장 많은 것이지만, 이 문헌에서도 형용사에 ‘-

’이 통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아래의 두 가지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27) 현대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기술은 관계 관형절에 한해 적용된다. 임동훈(2009: 64)에

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팅에서 파트너가 예쁠 가능성’, ‘언젠가는 하늘이 맑을 날도 

있겠지.’처럼 보절 명사가 가능 세계를 도입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형용사와 관형사

형 어미 ‘-을’의 통합 제약이 사라진다.

     또한, ‘이 옷을 입으면 예쁠 아이를 찾아 봐.’(임동훈 2009: 63)에서처럼 그 앞에 양보

절이나 조건절이 오거나, ‘그 사람을 보아하니 마음이 너그러울 사람이더라.’(문숙영 

2005/2009: 266)와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형용사와 ‘-을’의 통합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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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ㄱ.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와의 통합 제약은 기원적인 것이어서, 기원적

으로는 어간이 형용사인 字釋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했을 것이

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관형사형 어미 ‘-’로 대체되어 갔다.

ㄴ.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와의 통합 제약은 기원적인 것이 아니어서, 

기원적으로는 어간이 동사든 형용사든 字釋에서 모두 관형사형 어미 ‘-’

을 취했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의 형용사에서 ‘-은’을 취하는 몇몇 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설 모두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직접적으로 증명되기는 어

렵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보

아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고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려

고 한다.

  본고에서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첫 번째 근거는 字釋이 언어 변화에 매우 보

수적이라는 점에 있다. �훈몽자회�(1527)나 �광주판 천자문�(1575), �신증유합�

(1576)이 편찬된 이래로 지금까지 5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관형사형 어미 

‘-은’과 ‘-’이 변화된 字釋은 수천의 한자 중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적다. 

16세기 이전에는 16세기 이후와 다르게 字釋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컸으리라는 근거

가 없는 한, 이러한 字釋의 보수성은 字釋이 형성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6세기 字釋類 문헌에서도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과 통합하는 

字釋의 수가 ‘-은’과 통합하는 字釋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동사는 물론이

고 형용사도 마찬가지이다.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와의 통합 제약이 기원적

인 것이어서 이전에는 字釋에서 형용사에 ‘-은’이 선택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 바뀌었다고 가정하기에는, 형용사이면서도 ‘-’을 취하는 字釋의 수가 너

무 많다는 문제가 있다.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하는 字釋이 가장 많이 나타난 �

광주판 천자문�에서조차 형용사이면서도 ‘-’을 취하는 字釋이 훨씬 더 많이 나타

나며, �광주판 천자문�보다 앞선 시기의 자료인 �훈몽자회�에서는 ‘-은’으로 나타나

는 字釋이 3字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비록 다섯 장만 현전(現傳)하고 있기는 하



- 83 -

지만, �초학자회(初學字會)�28)에서도 ‘-은’을 취하는 字釋은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방향성의 문제이다.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의 통합이 제약된다

는 것은 적어도 15세기 한국어 이래로 현대 한국어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

상이다. 이러한 통합 제약이 15세기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가정하면서 字釋에 관형

사형 어미 ‘-은’이 폭넓게 통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을 어겨 가면서까지 字釋類 문헌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은’에서 ‘-’로 대체

된 까닭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혹시 이것이 字釋에서 ‘-은’을 취했던 �광주판 천자문�의 10字도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로 대체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

런데 이것은 ‘-은’을 취하는 字釋의 수가 ‘-’을 취하는 字釋의 수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적고, 字釋에는 동사와 형용사에 관계없이 ‘-’이 폭넓게 사용되기 때

문에 유추적 확대(analogical extension)에 의해 ‘-은’이 ‘-’로 대체되었을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원적으로 字釋에서 동사는 ‘-’, 형용사는 ‘-은’을 

취했던 것이라면, 형용사의 숫자가 동사에 비해 적다고 해도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에도 유추적 확대가 적용되어 단일한 관형사형 어미 

‘-’로 통일되었다고 기술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렇다면 형용사에서 관형사형 어

미 ‘-은’이 통합 제약을 어기면서까지 ‘-’로 대체되어 간 이유에 대해서 다른 설

명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字釋은 많은 경우 ‘大 큰 대’, ‘太 클 태’처럼 단일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 ‘-’이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圭 모난옥 규’, ‘樹 큰나모 수’와 같

이 字釋이 명사구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각각 ‘단일 어간 字釋’과 ‘명사

28) 홍윤표(2017)에 따르면, �초학자회(初學字會)�는 1458년에 세조가 중추(中樞) 김구(金

鉤)와 참의(參議) 이승소(李承召)에게 명하여 우보덕(右輔德), 최선복(崔善復) 등 12인

을 거느리고 편찬하게 하여 만든 한자 자서(字書)이다. 이 책은 �동국정운�의 각 운목(韻

目)에 해당하는 자모에 속한 한자 중에서 몇 자를 취사선택하여 그 한자의 아래에 한글

로 새김과 음을 달아 놓는 방식으로 편찬된 것인데, 현전(現傳)하지 않아서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필사본으로 전하는 �초학자회�의 일부(표지 포함 전체 7張, 내용 5張)가 알려

지게 되었다. 홍윤표(2017)에서는 이 책의 한글 표기에 보이는 현상을 바탕으로, 초간본

이 아니라 17세기 초경에 필사해 놓은 책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비록 17세기 초의 필사

본이기는 하나, �초학자회�는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 한자 새김과 음을 한글로 표기한 최

초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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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字釋’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두 유형의 字釋에 사용되는 관형사형 어미의 쓰임은 다르게 나타난다. 전

자의 경우 동사, 형용사 모두 관형사형 어미 ‘-’이 사용되지만, 후자의 경우 명사

구를 이루는 어간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 ‘-은’과 ‘-’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다.

  아래는 ‘명사구 字釋’에서 명사구를 이루는 용언 어간의 품사가 동사인지 형용사

인지에 따라서 분류해 본 것이다.

(65) �초학자회�

ㄱ. 동사:   牘 남긔쓴글 독 <1ㄴ>, 翁 늘그니 옹 <2ㄱ>, 蘀 나모딘닙 탁 <5

ㄱ>, 璞 아니다옥 팍 <5ㄱ>29)

ㄴ. 형용사: 醲 두터수울 농 <1ㄴ>, 蝮 모딘얌 폭 <1ㄴ>, 鴻 큰그려기  

<2ㄴ>, 氄 터리 용 <3ㄱ>, 穹 하노야 쿵 <3ㄴ>, 鋼 

구든쇠 강 <4ㄴ>, 嶽 노뫼 악 <4ㄴ>, 諤 고말 악 <4ㄴ>, 鰐 

모딘고기일훔 악 <4ㄴ>, 讜 고말 당 <5ㄱ>, 湯 더믈 탕 <5

ㄱ>, 蟒 큰얌 망 <5ㄴ> 

(66) �훈몽자회�

ㄱ. 동사:   鎖 쇠 솨 <中: 16ㄱ>, 鍉 열쇠 시 <中: 16ㄱ>, 飱 믈밥 손 

<中: 20ㄱ>

ㄴ. 형용사: 堊  악 <中: 29ㄴ>, 綈 굴근깁 뎨 <中: 30ㄴ>, 繒 깁 

<中: 30ㄴ>, 絺 뵈 티 <中: 30ㄴ>, 綌 굴근뵈 격 <中: 30

ㄴ>

29) �초학자회�에는 ‘旭 돈양 혹 <2ㄴ>, 曨 돋양 홍 <2ㄴ>, 朧 돋양 

롱 <2ㄴ>, 茸 플나야[sic] 용 <3ㄱ>, 襁 아업옷 강 <4ㄴ>, 柝 바두드리나

모 탁 <5ㄱ>, 簙 누위치발 빡 <5ㄴ>, 倉 곡식초집 창 <5ㄴ>’과 같이 명사구를 

이루는 용언 어간이 동사일 때 관형사형 어미 ‘-’이 사용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명사구 字釋’에 ‘-’이 쓰인 것은 �초학자회� 이외의 字釋類 문헌에서 �신증유합�의 ‘量

(去) 되그릇 량 <下: 13ㄴ>’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초학자회�의 字釋이 다른 字

釋類 문헌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듯하다.

     한편, �초학자회� <3ㄱ>의 ‘茸 플나야 용’은 ‘플나양 용’이 올바른 표기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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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신증유합�

ㄱ. 동사:   潮 밀믈 됴 <上: 6ㄴ>, 響 마소리 향 <下: 1ㄱ>, 管 쇠 관 

<下: 24ㄱ>, 鈐 쇠 금 <下: 25ㄱ>, 鎖 쇠 쇄 <下: 43ㄱ>, 

鑰 쇠 약 <下: 43ㄱ>

ㄴ. 형용사: 樹 큰나모 수 <上: 5ㄴ>, 泥 즌흙 니 <上: 6ㄱ>, 洲 쟈근셤 쥬 

<上: 6ㄴ>, 渚 쟈근셤 져 <上: 6ㄴ>, 廬 쟈근집 녀 <上: 23ㄴ>, 

圭 모난옥 규 <上: 25ㄴ>, 璧 도려온옥 벽 <上: 25ㄴ>, 革 니근

갓 혁 <上: 26ㄱ>, 矩 고자 규 <上: 28ㄴ>, 鉞 큰도 월 <上: 

29ㄱ>, 幟 쟈근긔 치 <上: 29ㄱ>, 襦 댜핟옷 유 <上: 31ㄱ>, 

紳 큰 신 <上: 31ㄴ>, 孩 아기  <下: 16ㄴ>, 痼 디튼병 고 

<下: 18ㄱ>, 浩 큰물 호 <下: 20ㄴ>, 謨 어딘말 모 <下: 24

ㄴ>, 讜 올말 당 <下: 25ㄴ>, 諤 고말 악 <下: 25ㄴ>, 誾 화

말 은 <下: 29ㄴ>, 湛 안졍믈 담 <下: 31ㄱ>, 嶽 큰뫼 악 

<下: 32ㄱ>, 奧 기픈 오 <下: 38ㄴ>, 灝 먼믈 호 <下: 49ㄴ>, 

涓 쟈믈 연 <下: 50a>, 迂 엔길 오 <下: 62ㄱ>

�신증유합�에 있는 ‘圭 모난옥 규’라든지, ‘痼 디튼병 고’의 경우 ‘*모날옥 규’, ‘*디틀

병 고’로는 나타날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모나-’, ‘딭-’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과의 통합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역사자료 말뭉치에서 

검색을 해 보아도 ‘모날’, ‘디틀’이라는 어형은 ‘方 모날 방’, ‘稜 모날 릉’, ‘矩 모날 

구’ 혹은 ‘隆 디틀 륭’, ‘濃 믈디틀 롱’ 등과 같은 字釋에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심재기(1982: 348)에서는 ‘*모날옥 규’, ‘*디틀병 고’로 나타날 수 없는 이유를 

‘옥’, ‘병’이 이미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결정성], [+완료성]을 

반영하는 ‘-은’이 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똑같이 관찰 가능한 대

상인 ‘믈’에 대해서 ‘潮 밀믈 됴’에서는 ‘-’을 취하는 반면, ‘湯 더믈 탕, 湛 안졍

믈 담, 灝 먼믈 호, 涓 쟈믈 연’에서는 ‘-은’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관

형사형 어미 앞에 오는 품사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潮 밀믈 됴’ 이외에도 ‘鈐 쇠 금, 管 쇠 관, 鎖 쇠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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鑰 쇠 약’ 등처럼 관형사형 어미 ‘-’이 통합된 명사구 字釋이 존재한다. 이들

은 ‘밀-’, ‘-’, ‘-’가 동사이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과의 통합이 가능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의 ‘-’ 역시 [총칭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

하다. 현대 한국어에서 ‘디딜방아, 밀물, 썰물, 멜빵, 건널목, 자물쇠, 열쇠, 길짐승, 

날짐승’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을’을 포함하고 있는 합성어 역시 관형사형 어미 

앞에 오는 품사가 동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사구 字釋에서는 형용사와 ‘-’의 통합이 강력하게 제약되고 있으면서

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方 모날 방’, ‘稜 모날 릉’, ‘矩 모날 구’라든지, ‘巨 클 거’, 

‘嚴 클 엄’, ‘弘 클 홍’에서와 같은 단일 어간 字釋에서는 형용사와 관형사형 어미 

‘-’이 통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字釋이라고 하더라도 

형태론적 구성인 명사구 字釋과 단일 어간 字釋이 보이는 언어 현상의 층위가 다르

기에 발생하는 현상일 텐데, 이 둘 중에는 단일 어간 字釋이 더 보수적인 언어 현상

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단일 어간 字釋에서 형용사와 관형사형 어미 ‘-

’이 자유롭게 통합하는 모습을 보면, 기원적으로는 형용사와 관형사형 어미 ‘-’

의 통합 제약 역시 없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근거는, 15세기의 협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 씨라’의 구성 역시 형

용사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씨라’는 의존명사 ‘’를 포함하고 

있는 구성으로 ‘-#+-이-+-다’로 분석되는데, 여기에 쓰인 ‘-’ 역시 관형

사형 어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은 형용사와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

(68) ㄱ. 易 쉬 씨라 <釋詳序: 6ㄱ>

ㄴ. 廓 뷜 씨오 寥 괴외 씨라 <月釋序: 1ㄱ>

ㄷ. 湛  씨오 寂은 괴외 씨라 <月釋序: 1ㄱ>

ㄹ. 昧 어드 씨라 <月釋序: 3ㄴ>

ㅁ. 永은 길 씨라 <月釋序: 3ㄴ>

  혹자는 현대 한국어의 ‘-을까’, ‘-을지’ 등도 기원적으로는 관형사형 어미 ‘-을’

과 관련된 구성이지만, ‘착할까?’, ‘착할지도 모른다.’와 같이 어미가 된 이후로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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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와의 통합 제약이 사라지는 것처럼, ‘- 씨라’의 ‘-’과 형용사의 통합 제약

이 없는 것도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을 수 있다. 그

런데 성조의 측면에서 보면 ‘- 씨라’ 구성은 하나로 어미화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김성규 1994).30) 다만, ‘- 씨라’의 문제는 의존명사 ‘’가 관형사형 어미 

‘-은’, ‘-’ 중에서 ‘-’만 취할 수 있고, ‘*-은 씨라’와 같은 어형이 불가능하다

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字釋에서는 어간의 품사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관계없이 기원적으로는 동명사 어미 ‘-’이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

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가

능성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은 반대의 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에 선다고 할 때도 똑

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심재기(1982: 342)에서는 첫 번째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즉 예전에는 

字釋에 ‘-은’과 ‘-’이 모두 광범위하게 나타났을 것이며, 16세기 字釋類 문헌에 

소수이지만 ‘-은’을 취하는 字釋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전 시기에 ‘-은’과 ‘-’이 

혼용되었던 흔적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뿐, 

자료를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3.3. [총칭성]과 형용사의 의미 속성

  3.3.2에서 字釋類 문헌의 언어 사실을 바탕으로 기원적으로는 형용사와 동명사 어

미 ‘-’의 제약이 없었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字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의 쓰임 역시 [미래성]이라고 

30) 김성규(1994: 44)에서는 ‘ 씨라(거#거거)’<訓諺 3>, ‘일 씨라(상#거거)’<訓諺 

13>, ‘낼 씨니(상#거거)’<釋詳 卷24: 2ㄱ>, ‘클 씨니(거#거거)’<釋詳 卷13: 3ㄴ>’ 등

의 예를 바탕으로 ‘씨’ 앞에 휴지(休止)가 없다면 하나의 기식군 안에 거성이 세 번 연속

되는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성조 율동 

규칙에 의해 하나의 기식군 안에 거성이 세 번 연속되는 것을 피하는 현상이 있다(去聲

不連三).

     어떠한 문법요소가 하나의 어미로 문법화했으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휴지를 가지고 있

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 씨라’ 역시 어미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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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으며, [총칭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善 착할 선’, ‘埈 높을 준’에서의 ‘착

할’, ‘높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나 착하고, 언제나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字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에 대해 그 시제가 부정적(不

定的)이라고 한 언급이나(고영근 2004: 182, 223), 한자의 釋에서 ‘-’은 절대적

인 시간(temps absolu)을 나타낸다는 해석(이남순 1998: 99) 역시 본고의 해석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字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의 의미·기능 역

시 3.1, 3.2에서 살펴본 [총칭성]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총칭성]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의 의미 속성은 형용사가 지니고 있

는 성질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어나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총칭성]이 아닌 관형사형 어미 ‘-’이 형

용사와 통합될 수 없는 이유는 관형사형 어미 ‘-’의 속성과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임동훈(2009: 64)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은 관련 사태가 비실제적이며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것임을 표시하는 서상법 

표지인 반면, 형용사는 현실에 존재하는 일정한 속성을 표시하는 것이기에 형용사와 

‘-을’이 통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본고도 이러한 임동훈(2009)의 

해석에 동의한다.

  그러나 형용사와 충돌하는 관형사형 어미 ‘-을’의 속성이란 [예정], [성향], [가

능성], [의지] 등의 [미래성]이지, [총칭성]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

실에 존재하는 일정한 속성을 표시한다는 형용사의 속성은 오히려 [총칭성]과 잘 

어울리는 것이다. 실제로 15세기 한국어와 제주 방언에서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와의 

통합이 제약되지만, [총칭성]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형용사와 통합이 제약되지 않는 

문법요소들이 이미 알려져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의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나, 현대 한국어의 현재시제 선

어말어미 ‘-느-’는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통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

어에서 형용사에 ‘--’가 통합하는 경우, 이것은 형용사가 동사적 용법으로 쓰여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논의되어 왔다(이영경 2003/2007: 27-37).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는 동사로 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어말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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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용사에 통합하는 일부 예들이 존재한다(박진호 2010).

(69) ㄱ. 病 휘 샹해 이셔  인 바 조차 기러 죽음애 니르러도 오직 녜 

니라(病根常在야 又隨所居而長야 至死只依舊ㅣ니라) <小諺 卷5: 3ㄱ>

ㄴ. 火珠와 燈쵸 잡고[火珠는 블구스리니 블티 니라] 甲 닙고 北方로

셔 와 北녁 겨틔 合掌야 셔며 <釋詳 3: 28ㄴ>

ㄷ. 어푼 손과 믯믜즌 마치로 갈 밧고디 아니야도 됴히 브리 사 다 

쉽니라(伏手滑槌로 不換劔야도 善使之人 皆緫便이니라) <金三 卷3: 

14ㄱ>

(박진호 2010: 765)

(70) ㄱ. 三乘이 理 아로 理 窮究 아니홈 업니(三乘이 悟理호 理 無不

窮니) <永嘉 卷上: 12ㄱ>

ㄴ. 十方 諸如來와 三世 脩行리왜 이 法을 因야 普提 일우믈 得디 아니

리 업니(十方諸如來와　 三世修行者ㅣ 無不因此法야 而得成菩提

니) <圓覺卷下 2-2: 43ㄴ>

ㄷ. 性 受며 命을 바도미 븓디 아니리 업니(受性稟命이 莫不由之

니) <圓覺 卷下 1-1: 23ㄴ>

(박진호 2010: 766)

박진호(2010)에서는 15세기 한국어에 형용사와 ‘--’가 통합되었으나 [상태변화]

로 파악할 수 없는 예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특정 시각에서 일시적으

로 성립되는 상태나 사건이 아니라, 비교적 항구적으로 성립되는 일반적/보편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박진호(2010)에서는 이를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였으나, 이는 본고의 [총칭성]과도 통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69ㄱ)의 ‘녜 니라’는 ‘依舊’의 번역으로 “변함없이 예전과 같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는 것이지 ‘옛날과 같아진다’의 의미가 아니고, (69ㄴ)은 ‘火珠’에 대한 사

전적 설명이므로 ‘니라’는 火珠의 일반적 속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69ㄷ)은 솜씨가 좋은 사람은 연장이나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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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쉽게 다룬다는 뜻으로, ‘쉽니라’는 ‘쉬워진다’가 아니라 ‘본래 쉽다’라는 의미

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없-’의 경우 (70)처럼 이중 부정 표현에 사용되었을 때 ‘--’가 자주 후

행하는데, 이 경우 역시 ‘-지 않음이 없어지다’, ‘-지 않을 사람이 없어지다’와 같이 

[상태변화]로는 해석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15세기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형용사와의 통합이 제약되는 ‘--’가 [총칭성]을 나타낼 때는 형용사와의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제주 방언에도 표준어와는 달리 형용사와 통합하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

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고영진 2007).31)

(71) ㄱ. 이 구둘은 다. (이 방은 따뜻하다.) (홍종림 1991: 49)

ㄴ. 이 구둘은 지금 다.

ㄷ. *이 구둘은 느량 다.

(72) ㄱ. 이 구둘은 은다.

ㄴ. *이 구둘은 지금 은다.

ㄷ. 이 구둘은 느량 은다. (이 방은 늘 따뜻하다.)

31) 제주 방언의 ‘-느-’는 기존의 여러 논저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아래에 제시한다.

ㄱ. 현평효(1985): 동작주의 동작ㆍ성질ㆍ상태를 지정하여 직접 말하는 서법, 즉 직설법

ㄴ. 이남덕(1982): 동작의 일반적 개념이나 혹은 비현장적ㆍ추상적 표현에 쓰이는 비완

망상

ㄷ. 홍종림(1991): 화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실연(實演) 판단

ㄹ. 우창현(1998, 2005): 인식 양태의 일종, 상황에 대한 화자의 확신

ㅁ. 문숙영(1998): 일반적 진리, 누적된 경험에 의한 판단

ㅂ. 문숙영(2004): 인식 양태의 일종, 지각을 통해 얻어진 정보성에 대한 판단

     다만, 이들 논저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에 통합하는 ‘-느-’를 하나로 묶어서 ‘-느-’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고영진(2007: 79)에서는 제주 방언의 ‘-느-’는 통합하는 선행 요

소의 품사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의미 대립이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만, 형

용사의 경우 ‘-느-’의 통합 여부에 따라 의미 대립이 명확히 드러나나, 동사의 경우는 

‘-느-’의 통합 여부에 따른 의미 대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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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ㄱ. 이 구둘은 으냐? (이 방은 따뜻하냐?)

ㄴ. 이 구둘은 지금 으냐?

ㄷ. *?이 구둘은 느량 으냐?

(74) ㄱ. 이 구둘은 느냐?

ㄴ. *이 구둘은 지금 느냐?

ㄷ. 이 구둘은 느량 느냐? (이 방은 늘 따뜻하냐?)

(고영진 2007: 96-97)

고영진(2007)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의 ‘--’는 제주 방언에서 의문형 종결어미 

‘-냐’ 앞에는 ‘-느-’로, 평서형 종결어미 앞에는 ‘-은’으로 남아 있고, 자음 뒤에서

는 ‘-은다’가 융합되어 ‘-나’로도 나타난다고 한다.

  (71)~(74)에서 (71)의 ‘다’는 ‘-+-다’로, (72)는 ‘은다’는 ‘-+-은

-+-다’로 분석될 수 있으며, (73)의 ‘으냐’는 ‘-+-으냐’로, (74)의 ‘느냐’는 

‘-+-느-+-으냐’로 분석될 것이다. 여기서 ‘-은-’과 ‘-느-’가 고영진(2007)에

서 말하고 있는 [항상성] 표지이다.

  (71ㄴ, 72ㄴ), (73ㄴ, 74ㄴ)에는 부사 ‘지금’이 (71ㄷ, 72ㄷ), (73ㄷ, 74ㄷ)에는 

부사 ‘느량(늘)’이 쓰였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들 문장의 문법성은 반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고영진(2007)에서는 ‘-은-’과 ‘-느-’가 

[항상성]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은-’이나 ‘-느-’가 없

는 ‘다’나 ‘으냐?’는 ‘방이 따뜻한 상태’가 일시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늘, 언제

나’의 의미인 ‘느량’과 공존할 수 없고, 반면 ‘-은-’이나 ‘-느-’가 포함된 ‘은다’

와 ‘느냐?’는 ‘방이 따뜻한 상태’가 항상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사 ‘지금’과 함

께 사용되면 모순이 되어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느-’가 나타낸다는 [항상성]은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넓은 범위의 [총칭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느-’가 형

용사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총칭성]의 의미 속성이 형용사가 지닌 의미 속성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한국어에서 형용사와 ‘--’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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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항상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박진호(2010)의 기술 역시 

이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총칭성]의 용법으로 사용된 字釋에서의 관

형사형 어미 ‘-’이 형용사와 자유롭게 통합하는 것 또한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혹자는 ‘玄 검을 현’, ‘黃 누를 황’ 등의 구조가 명사구 보절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때의 ‘-’이 형용사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성이 명사구 보절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또한 ‘易 쉬 씨라’ 등의 구문에서 형용사와 관

형사형 어미 ‘-’이 통합할 수 있는 이유도 이들 구문이 명사구 보절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앞의 각주 26)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대 한

국어에서 ‘미팅에서 파트너가 예쁠 가능성’, ‘언젠가는 하늘이 맑을 날도 있겠지.’와 

같은 명사구 보절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와의 통합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명사구 보절이라는 환경만으로 관형사

형 어미 ‘-’과 형용사의 통합 제약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현희

(1999: 75)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명사구 보절은 관계 관형절에 비해 형용사와 관

형사형 어미 ‘-’이 통합된 예가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관형사형 어미 ‘-은’에 

비하면 여전히 형용사와의 통합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형용사인 몇몇 字釋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 나타

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본고

에서도 심재기(1982: 348)와 마찬가지로 한자의 사용 빈도가 관형사형 어미 ‘-은’

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심재기(1982)에서는 ‘白 흰 

백, 素 흴 소’와 ‘大 큰 대, 巨 클 거’를 비교해 보면 학습자는 예외 없이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하는 ‘白, 大’를 먼저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은’形은 

‘-을’形보다 학습자에게 보다 가깝고 친숙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관

형사형 어미 ‘-을’이 아닌 ‘-은’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보다 가깝고 친숙했기 때문에 字釋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선택되었

다는 심재기(1982)의 기술은 조금 더 고려해 보아야 할 측면이 있다. 예컨대 ‘大 큰 

대’, ‘太 클 태’와 같이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한자에도 ‘-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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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차이가 나타나며, ‘白 흰 백’과 ‘黑 검을 흑’ 중에서 ‘白’이 특히 더 학습자에게 

친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字釋에 ‘-은’이 선택된 한자들이 고빈도로 사용

되었다는 심재기(1982)의 진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에 더

해 이들 字釋의 품사가 형용사라는 점 역시 관형사형 어미 ‘-은’이 나타나는 데 영

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左’, ‘右’의 字釋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左 왼 좌’, ‘右 오른 우’로 나타나는 두 한자의 釋은 �훈몽자회�나 �광주판 천자문�

이래로 19세기 字釋類 문헌인 �주해천자문�(1804)까지 일관되게 ‘左 욀 좌’, ‘右 올

 우’로 나타났다. ‘左 왼 좌’라는 훈이 나타나는 것은 20세기 字釋類 문헌인 �역대

천자문�(1910)에 와서의 일이다.32) 16세기 字釋類 문헌 이래로 字釋의 관형사형 

어미가 ‘-’에서 ‘-은’으로 바뀐 것은 이 두 한자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째서 ‘左’, ‘右’의 경우만 ‘욀, 올’에서 ‘왼, 오른’으로 字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가 바뀌게 되었는가? ‘左, 右’라는 한자와 ‘왼’, ‘오른’이라는 단어는 아

주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외-’, ‘옳-’의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을 취한 ‘욀’, ‘올’과 같은 어형은 字釋에서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왼’, 

‘오른’이 ‘외-’, ‘옳-’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어형이라는 점을 

화자들이 점점 잊어가게 되면서, 字釋에서도 ‘-’이 ‘-은’으로 대체되었던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오랫동안 ‘가멸 부’이었던 ‘富’의 字釋이 이제는 ‘부유할 부’로 바뀌

어 가는 것 역시 화자들이 ‘가멸다’의 뜻을 잊어가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들에게는 ‘욀’, ‘올’이라는 어형보다는, ‘왼손’, ‘오른손’, ‘왼쪽’, ‘오른

쪽’에 쓰이는 ‘왼’, ‘오른’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한 어형이 훨씬 더 친숙했

을 것이다.

  위와 같은 원리로 �광주판 천자문�의 10字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白, 大, 德, 貞, 直, 長, 永, 誡, 具, 同’ 10字의 字釋이 고빈도로 사용되는 형

용사라는 점만은 ‘左, 右’와 유사하다. 고빈도로 사용되는 형용사의 경우 어떠한 이

32) 본고에서 살핀 字釋類 문헌 가운데는 �신증유합� 및 �신정천자문�(1908)에서만 각각 

‘左 왼녁 좌, 右 올녁 우’, ‘左 왼편 좌, 右 오른편 우’로 나타난다. 이들은 명사구 字釋

이기에, 관형사형 어미 ‘-’이 사용되어 ‘*욀녁’, ‘*올녁‘ 등으로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

다. 한편 �역대천자문�에는 ‘右’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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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인해 字釋에서 관형사형 어미 ‘-’이 ‘-은’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요컨대 字釋에서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가 광범위하게 통합하는 현상은 字

釋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이 [총칭성] 용법으로 사용되고, 또 [총칭성]과 형

용사의 속성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字釋

이 가지는 강력한 보수성으로 인해 현대 한국어에까지 그 모습을 남기고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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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칭성] 문법요소의 쓰임과 변화에 대한

언어유형적 검토

  제4장에서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답을 구한다.

  첫째, 제3장에서 한국어는 ‘-’이 [총칭성]을 나타내다가 이 용법을 ‘-’이 대

체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처음부터 [총칭성]을 담당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또한 ‘-’이 계속해서 [총칭성]을 담당하지 못하고, ‘-

’에 [총칭성]을 넘겨 주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동명사 어미 ‘-은’과 ‘-’ 중에서 어째서 ‘-’이 [총칭성]을 담당했는가? 

이 질문에 ‘-은’과 ‘-’ 중에서 ‘-’이 선택된 것이 단순히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

고 답할 것이 아니라면, 혹시 ‘-’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과 [총칭성]이라는 

특성이 호응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른 언어에는 한국어의 ‘-’과 유사한 요소

가 존재하는가?

  셋째, 한국어의 ‘-’은 이전 시기에는 [미래성]과 [총칭성]을 모두 담당하는 문

법요소였다가, 새롭게 출현한 문법요소인 ‘--’에 [총칭성]을 넘겨 주고, [미래성]

과 관련된 의미만을 지시하는 요소로 그 쓰임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한

국어에만 나타나는 것인가? 혹시 이와 유사한 변화가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일

반적인 변화는 아닌가?

4.1. ‘-’에서 ‘-’으로의 대체에 대한 해석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이 담당했던 [총칭성] 용법을 시간

이 지나면서 ‘-’이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3장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관

련하여,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어째서 처음부터 ‘-’이 [총칭성]을 나타낼 때 사

용되지 않았는지 물을 수 있다. 또한 ‘-’이 [총칭성]을 계속 담당하지 못하고 ‘-

’에 이러한 쓰임을 내어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할 필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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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총칭성]을 ‘-’이 담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어의 역사에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의 발달이 늦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사실 이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신라시대 이두에는 동명사 어미 ‘-隱[은]’, ‘-尸[]’과 ‘--’의 선대형으

로 추정되는 ‘-臥[누]-’가 모두 나타나지 않으며, 고려시대 향가ㆍ이두에는 동명사 

어미 ‘-隱’, ‘-尸’과 선어말어미 ‘-臥-’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1) 따라서 여기에

서 제시하는 것은 정황상의 증거에 해당한다.

  첫째, 빈도의 문제이다. 15세기 한글 문헌에는 시제ㆍ상과 관련된 문법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시제

ㆍ상 요소들이 15세기 한국어만큼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가나 이두는 표기의 특성상 문법형태소를 명확히 나타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

다고 하더라도,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시제ㆍ상 관련 문법요소들은 15세기 한글 

문헌에 비하면 그 쓰임이 결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더-’의 경우, 자토석독구결 자료 전체에서 단지 다섯 예만을 확인할 수 

있다(박부자 2018: 67). ‘-으리-’의 경우, 제3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문법화가 한참 진행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15세기 한국어의 ‘--’

와 연관된 선대 요소는 다소 복잡하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법요소는 ‘-臥

-’, ‘-[누]-’2)라는 점이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토석독구결에서 총 104번 나타

난다. 다른 시제ㆍ상 요소에 비해서는 ‘--’의 사용 빈도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15세기의 ‘--’만큼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다.

1) 신라시대 이두 자료에 동명사 어미 ‘-隱’, ‘-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시대에 동명사 

어미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동명사 어미가 사용은 되었으나 표기

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토석독구결 자료는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 요소를 풍부하고 정밀하게 보여 주나, 이두의 경우 늦은 시기까지도 동명사 어

미나 속격조사, 심지어 어말어미까지도 자주 생략되었다(허인영 2019: 13).

     한편, ‘-臥-’는 �三國遺事�에 수록된 향가에는 나타나지 않고, �均如傳�에 수록된 향가

에만 나타난다(허인영 2019: 22). 하지만 이러한 언어 현실을 ‘-臥-’의 발달이 늦었다고 

주장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三國遺事�에 실린 향가가 

1차 자료가 아니라는 점, 향가 자료의 양이 너무 적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는 동명사 어미 ‘-’, 선어말어미 ‘-으리-’와 통합하지 않으며 형용사나 계사와

의 통합도 제약된다는 점에서 15세기의 현재시제 ‘--’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 97 -

동명사 평서형(2) 의문형 연결형 평서형(1)

부정법  니라 녀(니아) 니 다

직설법  니라 녀 니 다

회상법 던 더니라 더녀 더니 더라

추측법  리니라 려(리아) 리니/*리 리라

  특히 박진호(2011: 293)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동사의 경우 과거 사태에

는 반드시 ∅나 ‘-더-’가 사용되었고, 현재 사태에는 반드시 ‘--’가 사용되었으

며, 형용사의 경우 현재 사태에는 ∅가, 과거 사태에는 ‘-더-’가 필수적으로 사용되

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경우, 이들 문법요소의 낮은 빈도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쓰임이 필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요컨대 15세기 한국어

에 비해서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시제ㆍ상과 관련된 문법요소의 

쓰임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제ㆍ상 문법요소의 

형성이 늦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인 향가나 이두에서도 동명사 

어미 ‘-隱’과 ‘-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사용되는 빈도도 높은데, 자토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문법요소는 ‘-’과 ‘-’로, 동명사 

어미 ‘-’은 1,700번 이상, ‘-’은 800번 이상 사용된다.

  둘째, 한국어는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은’, ‘-’의 대립을 바탕으로 하는 ‘명

사문(名詞文)’이 중심이 되는 언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Ramstedt(1939), 김완

진(1957) 등에서 논의된 것으로,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는 모두 동명사 어미가 사용

되고, 따라서 알타이 조어에서 명사문이 매우 중요했으리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한국어의 계통이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는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한국어가 기원적으로 명사문이 중심이 되는 언어였으리라는 것은 한국어 어미

들의 형성에 동명사 어미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황선엽(2002: 12)에서 가져온 것이다. 

<표 1> 동명사 어미와 서술성 어미의 관계

<표 1>은 평서형, 의문형, 연결형 어말어미의 형성에 ‘-은’, ‘-’이 밀접하게 관련



- 98 -

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평서형(2)의 ‘-으니라’와 ‘-으리라’는 동명사 어미 ‘-

은’, ‘-’로 끝나는 명사문에 계사 ‘-이-’와 종결어미 ‘-다’가 통합되어 형성된 것

이다. 한편, 의문형 ‘녀’와 ‘려’는 동명사 어미 ‘-은’, ‘-’에 의문 보조사 ‘-여’

가 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으니’, ‘-으리’에 판정의문에 쓰이

는 보조사 ‘-가’가 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동명

사 어미 ‘-은’, ‘-’로 끝나는 명사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은 같다. 15세기 한

국어의 의문 어미 ‘-은고/가’, ‘-고/가’는 15세기 공시적으로는 분석되지 않을 것

이나, ‘-은’, ‘-’이 기원적으로는 동명사 어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

은’, ‘-’로 끝나는 명사문에 조사 ‘-고/가’가 통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가 기원적으로는 평서문, 의문문에 관계없이 명사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을 보여 준다.

  한국어가 기원적으로 명사문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였다면, 명사문을 이루는 데 가

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법요소란 결국 동명사 어미 ‘-은’,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적으로는 이 두 문법요소의 대립이 한국어에서 매우 중요했을 것이며, 

이들은 한국어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문법요소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동명사 어미 ‘-은’, ‘-’이 선어말어미 ‘--’보다 선대의 요소라는 점은, 

제3장에서 살펴본 ‘-’의 [총칭성] 용법을 ‘-’이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가지고 있었던 [총칭성] 용법을 ‘-’이 대체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

어난 것이 아니고,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난 변화였다. 그런데 ‘-’이 ‘-’을 대체하

는 과정은 덜 긴밀한 구성에서, 더 긴밀한 구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컨대 관형 구성에서도 일반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에서는 15세기부터 ‘-’과 ‘-

’이 경쟁하고, 또 ‘-’이 ‘-’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이나, 형식명사 ‘이’를 수식

하는 구성에서는 ‘-’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같은 15세기임에도 명명 관형 

구성에는 ‘-’이 침투하지 못하고 ‘-’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3.1에서 이미 살펴보

았다. 명명 관형 구성의 변화 양상 또한 ‘Q라  P’에서 ‘P’에 일반 명사가 온 구성

과 형식명사 ‘이’가 온 구성보다 ‘-’으로 대체된 시간이 한 세기 이상 빠르게 나

타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가 ‘-’에 비해 후대에 발달한 문법요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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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어말어미 ‘--’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의 한국어에서도 [총칭성]은 어

떠한 문법요소를 통해 실현되어야 했을 것이다. 범언어적으로 [총칭성]은 현재시제

가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기술은 어디까지나 시제 언어에 국한되는 설

명이다. [총칭성]을 담당할 만한 적당한 시제 요소가 없는 언어라면 이를 다른 문법

요소를 통해 표현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그 요소가 ‘-’이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출현한 시제ㆍ상 관련 문법요소들의 문법화가 진행되고, 또 이들이 서로 

체계를 갖추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한국어는 완연한 시제 언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새롭게 발달한 여러 시제 요소 중에서 이러한 ‘-’의 [총칭성] 용

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는 당연하게도 현재시제 문법요소인 ‘--’와 관

련된 ‘-’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범언어적으로 [총칭성]은 가장 무표적인 

문법 요소, 즉 시제 언어에서는 현재시제가 담당한다는 [총칭성]의 ‘최소 표시 경향

(minimal marking tendency)’에도 부합한다(Dahl 1995: 415).

4.2. 서상법 요소가 [총칭성]을 담당하는 언어에 대한 검토

  4.1에서는 현재시제 문법요소인 ‘--’가 발달하기 전에도 [총칭성]을 나타낼 필

요가 있었을 것이며,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총칭성]을 담당하는 

요소가 동명사 어미 ‘-’이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기술하기 위

해서는 [총칭성]을 담당하는 요소가 어째서 ‘-은’이 아니라 ‘-’이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질문에 ‘-은’과 ‘-’ 중에서 ‘-’이 선택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고 답할 것이 아니라면, 혹시 ‘-’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과 [총칭성]이 호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은’과 대비했을 때 ‘-’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非과거 혹은 미래]를 지시

한다거나, 현대 한국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상법 요소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언어에서도 우리의 ‘-’처럼 [非과거 혹은 미래]를 지시하는 요소이면서 [총

칭성]을 나타내거나, 혹은 서상법 요소이면서 [총칭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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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요소들은 세계 언어에서 꽤 많이 

관찰되는 듯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만주어, 터키어, 몽골어, 지르발(Dyirbal)어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만주어

  만주어는 다른 언어보다 조금 더 상세히 기술될 필요가 있다. 만주어의 언어 현상

과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의 언어 현상에는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상철(2017)에 기대어 만주어 문어의 언어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에 관형사형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의 구별이 존재하듯이 만주어에도 분

사(participle) 어미, 부동사(converb) 어미, 정동사(finite verb) 어미의 구별이 있

다. 한편, 만주어의 분사 어미에는 ‘-ha’와 ‘-ra’가 있는데, 이들은 문장을 종결짓는 

종결형 어미,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명사형 어미로서 기능한다고 

한다. 이러한 만주어 분사 어미의 용법은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동

명사 어미 ‘-’과 ‘-’이 문장 종결 기능, 명사 수식 기능, 명사화 기능을 가지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만주어의 분사 어미 ‘-ha’와 ‘-ra’는 특히 관형의 기능과 명사화 기능으로 사용될 

때는 ‘-ha’와 ‘-ra’ 두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정연한 대립을 보인다고 한다. 박상철

(2017)에서는 분사 어미 ‘-ha’는 [과거]를 나타내고, 분사 어미 ‘-ra’는 [미래], 

[일반적 사실], [습관적 상황],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쓰임을 종합하여 ‘-ha’는 상위문 상황 대비 과거 상황을, ‘-ra’는 상위문 상

황 대비 현재나 미래 상황을 지시한다고 보아 이 두 요소를 ‘과거 : 非과거’의 시제 

대립으로 기술하였다(박상철2017: 79).

  만주어의 분사 어미 ‘-ha’와 ‘-ra’는, 관형의 기능과 명사화 기능으로 사용될 때 

2項으로 구성된 꽉 짜인(tight) 체계를 이룬다는 점도 한국어의 ‘-은’, ‘-을’과 유사

한 측면이 있으나, 분사 어미 각각이 가진 용법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박상철

(2017)에서 분사 어미 ‘-ra’의 용법으로 언급한 [일반적 사실], [습관적 상황]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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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논의한 [총칭성]과 용어만 다를 뿐, 지시하는 의미는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만주어의 ‘-ra’는 [미래]와 [총칭성]을 하나의 문법요소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도 한국어의 ‘-’과 닮은 점이 있다.

  아래는 박상철(2017)에서 인용한 분사 어미 ‘-ha’와 ‘-ra’의 의미로 제시한 예문

들을 가져온 것이다. 우선 분사 어미 ‘-ha’에 대해 살펴본다.

(1) [상대적 과거]

ㄱ. cooha gaifi genehe ilan beile de, ula i cooha heturehebi seme amasi 

niyalma takūraha, (1:1:6)

[군사를 이끌고 간 세 Beile에게는 Ula의 군사가 길을 막아 놓았다고 뒤로 사람을 

보냈다.]

ㄴ. cimari suweni gūniha babe minde hūlhame ala (16:44:3)

[내일 너희가 생각한 바를 나에게 비밀리에 고하라.]

ㄷ. nikan i emu iogi hafan, tere be dahaha cooha, meni ere ing de bi, 

(8:48:1)

[명의 한 유격 관리와 그를 따라온 병사가 우리의 이 영(營)에 있다.]

‘-ha’ 관형형을 포함하는 상위문의 상황 시점은 (1ㄱ)은 과거, (1ㄴ)은 미래, (1ㄷ)

은 현재이다. (1ㄴ)은 기준시점인 상위문의 상황시점 대비 상대적으로 과거에 일어

난 일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시제적 과거시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제 분사 어미 ‘-ra’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ㄱ. [미래] dain de bahafi wara beyebe ujifi, ula gurun de unggifi ejen obuha. 

(1:4:4)

[전쟁에서 잡아서 죽일 목숨을 살려 주고, Ula국에 보내서 수장이 되게 했다.]

ㄴ. [일반적 사실] nadan jakūn dobori šun dekdere ergide, hoifa gašan i teisu 

sabufi jai nakaha, (1:12:3)

[7일과 8일 밤 해 뜨는 쪽 Hoifa 마을 쪽으로 보이다가 사라졌다.]

ㄷ. [현재 진행 중인 상황] hoton de dosime genere niyalma morin ihan be 

gaifi gajiha,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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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들어가는 사람, 말, 소를 빼앗아서 이끌고 왔다.]

ㄹ. [습관적 상황] wargi goloi jeku hadure be tuwakiyara cooha, bedereme 

boode jikini (7:12:4)

[서로(西路)의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지키는 병사를, 물러나 집에 오게 하라.]

(박상철 2017: 83)

(2)는 박상철(2017)에서 제시하고 있는 ‘-ra’의 용법에서 예문을 하나씩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런데 (2)에 제시된 ‘-ra’의 용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습관적 

상황]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박상철(2017: 79)에서도 이미 언급되어 있

듯이, 이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일 수 있다.

  박상철(2017: 79)의 이러한 지적은, 가볍게 넘길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범언어적으로 [총칭성]을 담당하는 시제 요소가 [현재시제]라면, 이를 담당하는 상

적 요소는 [습관상(habitual)]3), [비완망상(imperfective)] 등으로 기술되어 왔는데, 

‘습관상’, ‘비완망상’ 등의 상적 의미와 ‘-ra’가 가지는 의미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분사 어미 ‘-ha’와 ‘-ra’의 용법을 종합하면서, 박상철(2017: 92)

에서는 분사 어미 ‘-ha’와 ‘-ra’를 각각 상대시제적 ‘과거(past)’시제와 상대시제적 

‘비과거(non-past)’시제라고 명명하고, ‘-ha : -ra’를 ‘과거 : 非과거’의 2분 체계로 

보았다. 또한 ‘-ra’ 관형형이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에 대응하는 ‘비현실

(irrealis)’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ra’는 현재 상황, 

즉 ‘현실(realis)’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ha’와 ‘-ra’를 ‘현실 : 비현실’의 

대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박상철 2017: 83).

  그러나 정말로 ‘-ha’와 ‘-ra’의 대립을 현실(realis) : 비현실(irrealis)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없는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ra’가 나타내는 ‘현재 상황’이란 ‘-ra’의 

3) 과연 ‘습관상(habitual)’이 상이 맞는지, 상이라고 해도 비완망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숙영(2014: 148)에서는 Carlson(2012: 831-832)를 인용

하면서, ‘습관 시제’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습관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언어마

다 무척 다양하다고 하였다. 또한 Comrie(1985: 40)에서는 ‘습관적 의미(habitual 

meaning)’는 시제ㆍ상ㆍ서법의 세 체계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habitual’의 문법범주를 밝히는 것은 본고의 논의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이 용어가 지

시하는 의미와 [총칭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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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뜻하는 것일 텐데, 박상철(2017)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습관적 상황]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리고 서상법 요소가 [습관상]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는 다른 언어에서도 발

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⑤ 유라카레(Yurakaré)어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요컨대 서상법 요소가 [습관상]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만주어의 ‘-ha’

와 ’-ra’ 또한 ‘서실법 : 서상법’의 대립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만주어의 

‘-ra’와 한국어의 ‘-’이 [미래성]과 [총칭성]을 하나의 문법 요소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② 터키어

  터키어 역시 우리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언어이다. 터키어에는 전통적으로 ‘아

오리스트(aorist)’라고 불려 온 동사 활용형이 존재하며, 한국에서는 터키어의 아오

리스트를 ‘초월시제’라고 번역하기도 한다(이용성 2012: 229). G. Lewis. (2000: 

175)에서는 터키어의 ‘아오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미 제2장

에서 제시한 것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3) ‘아오리스트(Aorist)’라는 용어는 그리스 문법에서 차용된 것으로서, ‘한정되지 

않은 (unbounded)’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터키어로는 ‘the broad tense’라는 의

미의 ‘geniş zaman’이라고 하며, 이 용어는 Aorist의 의미를 잘 드러내 준다. 지

속적인 행동(continuing activity)을 지시한다(G. Lewis. 2000: 175).4)

그리고 이용성(2012: 229)에서는 이러한 터키어의 초월시제가 습관적인 행동, 변

하지 않는 진리,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언제나 진리인 것은 미래

4)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Aorist. This term, borrowed from Greek grammar, means ‘unbounded’ and well 

describes what the Turks call geniş zaman ‘the broad tense’, which denotes 

continu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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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진리일 것이므로 초월시제는 미래로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용성(2012)의 기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다. 첫 번째, 습관적인 

행동, 변하지 않는 진리, 말하는 이의 의지, 미래는 각각 [습관], [총칭성], [의지], 

[미래]와 관련된다. [의지]가 [미래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4.2.1에서 

살핀 만주어 ‘-ra’의 용법이나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이 지닌 용법과 터키어 

아오리스트의 용법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언제나 진리인 것은 미래에도 진리이기 때문에 초월시제는 미래로도 사

용된다’라는 진술은, 범언어적으로 [총칭성]을 담당하는 시제 요소란 현재시제라는 

Comrie(1985)나 문숙영(2005/2009)의 기술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최근의 서구권에서 기술된 터키어에 대한 저작들에서 터

키어의 아오리스트를 시제 요소로 파악하기보다는 시제ㆍ상ㆍ양태에 모두 관여하는 

요소라고 본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터키어의 아오리스트가 터키어에서 어떤 

문법범주에 속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본고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지시할 수 있는 문법요소는 ‘시제’ 요소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아래는 Kanık(2015)에서 기존의 터키어 문법서를 종합하여 아오리스트의 용법을 

정리한 것을 가져온 것이다.

(4) ㄱ. 과학 혹은 도덕적 격언, 일반적인 사실, 진리

ㄴ. 규범적 진술

ㄷ. 특징적인 자질, 습관, 관례, 반복되는 행동 혹은 어떤 부류의 행동에 대

한 총칭적 진술

ㄹ. 개인의 행동이나 특징적인 성질에 대한 진술, 혹은 개인의 습관적, 관습

적, 반복되는 행동

ㅁ. 가정 혹은 반사실적 상황

ㅂ. 가정, 예측, 추측, 의심

ㅅ. 요청, 제안, 초대

ㅇ. 약속 혹은 의지를 미래에 실현하겠다는 믿음의 표현

ㅈ. 격언(Proverbs)

ㅊ. 이야기나 농담을 할 때의 생생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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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허락

ㅌ. 관용적 표현

(4)에서 언급한 터키어 아오리스트의 용법 중에는 [미래성] 용법(ㅂ, ㅅ, ㅇ 등)과 

[총칭성] 용법(ㄱ, ㄴ, ㄷ, ㄹ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r’이라는 

하나의 문법요소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터키어는 [총칭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변화해 가는 양상마저 한국어와 비슷

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즉, 터키어의 아오리스트는 [미래성]과 [총칭성]을 

모두 담당하는 요소이지만, 지금은 터키어에 새롭게 등장한 현재시제 문법요소가 아

오리스트의 용법을 침투하고 있다고 한다(Dahl 1995: 418). 그런데 현재시제 문법

요소가 침투하는 아오리스트의 용법은, (4)에서 제시한 아오리스트의 여러 용법 중

에서 [총칭성] 용법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15세기 한국어의 상황과 무척 유사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4.2.2에서 더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③ 몽골 문어

  몽골 문어에 대해서는 유건수 역(1992)의 다음과 같은 기술이 참조될 필요가 있

다.

(5) 몽골 문어에는 ‘미래’의 쓰임을 나타내는 동명사 ‘-qu/kü’가 있는데, 이는 ‘미래

에 발생할 행위나, 미래가 아닌 모든 시제의 [관념으로서의] 행위’를 표시한

다.5)

yabuqu <갈 (사람), 가는, 가기, 가는 것, 간다>

kelekü <말할 (사람), 말하는, 말하기, 말하는 것, 말한다> 

    (유건수 역 1992: 169)

5)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nomen futuri expresses an action which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or an 

action of any time other tha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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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수 역(1992: 169)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래가 아닌 모든 시제의 행위’라는 기

술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위의 기술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갈 사람, 말할 사람’이라는 의미는 [미래성]과 관련된 것으로, ‘가기, 가

는 것, 말하기, 말하는 것’은 [총칭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미래

가 아닌 모든 시제의 관념으로서의 행위’라는 기술은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

을 기술할 때 사용되었던 ‘부정시제(不定時制)’라는 용어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몽골 문어의 동명사 어미 ‘-qu/kü’ 역시 한국어 ‘-’

의 용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검토될 필요

가 있다.

  ④ 지르발(Dyirbal)어

  [미래]와 [총칭성]을 하나의 문법요소가 담당하는 언어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언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르발어6)일 것이다. Dixon(1972: 55)의 기술에 따르면, 

지르발어의 시제 체계는 ‘미래 : 非미래’의 대립을 보이는 2분 체계라고 하며, 무표

항은 과거 혹은 현재를, 유표항은 미래를 지시한다고 한다.7)

6) 지르발어는 퀸즐랜드(Queensland) 북동부에 거주하는 지르발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오늘날에는 기껏해야 5명의 화자만이 남은 절멸 위기의 언어가 되었다(Lyovin 2017: 

337). 일찍이 Dixon(1972)에 의해 소개된 지르발어는 쪼개진 능격 구성(split-ergativity 

system), 특이한 명사 부류(noun classes), 자유로운 어순 등의 특성으로 인해 언어학자

들에게 널리 알려진 언어가 되었다.

7) 아래 <표 2>의 ‘D’, ‘M’, ‘G’는 Dyirbal어에 속하는 세 방언, 즉 Dyirbal 방언, Giramay 

방언, Mamu 방언의 약자이다. Dixon(1972)에서의 ‘Dyirbal’이라는 용어는 Dyirbal 방언

의 이름이자, 이 세 방언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Dixon 1972: 23).

     Lyovin(2017: 298)에 따르면 Dixon이 처음 이들 언어를 조사할 때는 방언 각각의 명

칭 및 이들 방언을 포괄한 언어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Dixon

은 이후 main 방언인 Dyirbal 방언의 이름을 따서 이 언어의 이름을 명명했는데, main 

방언의 이름은 ‘Jirrbal’이며, ‘Dyirbal’은 이들 세 방언을 모두 포괄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이 두 단어는 철자만 다를 뿐, 그 발음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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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어간 -y 어간
어간(stem) balgal ‘hit’ baniy ‘come

무표시제
(unmarked tense)

balgan ‘hits/hit’ baniɲu ‘comes/came’

미래시제
(future tense)

DM balgaɲ ‘will hit’ DM baniɲ ‘will come’

G balgalᶁay G baninᶁay

<표 2> 지르발어의 시제 활용 패러다임

  그런데 지르발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굴절형은 [미래] 이외에도 ‘총칭적 의미

(generic meaning)’를 나타낼 수 있다. Dixon(1972: 55)에서는 미래시제의 굴절형

이 나타내는 ‘총칭적 용법’이 영어의 현재시제가 나타내는 의미와 유사하다고 하였

다.8)

  이와 관련하여 실제 문장이라든지, 자세한 쓰임을 기술한 것이 없기에 현재로서

는 Dixon(1972)의 이와 같은 기술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르발어의 경우에

도 [미래]를 나타내는 요소가 [총칭성]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하는 것

이 가능하다.

  지르발어가 보이는 이러한 양상은 세계 언어학계에 널리 소개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Comrie(1985)에서 이 언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Comrie(1985: 35)에서는 Dixon(1972: 55)에서 지르발어를 ‘현재-과거 : 미래’의 

시제 대립을 보이는 언어로 파악하였으나, 그보다는 ‘서실법 : 서상법’의 서법 대립

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9) 이러한 Comrie(1985)의 기술에 기댄

다면, 지르발어 역시 서상법 요소가 [미래]와 [총칭성]을 함께 나타내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8) The ‘future’ inflection can also carry a generic meaning, similar to that of the 

English present tense (e.g. ‘he shoots horses’)(Dixon 1972: 55).

9) However, despite the terminology adopted for Dyirbal, which identifies the two 

senses as present-past and future respectively,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is 

more accurately described as one of mood, namely realis versus irreali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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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라카레(Yurakaré)어

  유라카레어10) 역시 서상법 요소가 [미래성]과 [총칭성]을 함께 담당하는 언어이

다. van Gijn & Gipper(2009)에서는 유라카레어의 서상법 요소가 어떠한 기능을 담

당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유라카레어의 서상법 표지 ‘=ya’는 [미래], [의도

(intentional)], [가능(potential)], [소망(desiderative)], [의무(obligative)], [3인칭 

명령(jussive)], [명령(imperative)], [금지(prohibitive)] 등의 사건 양태(event 

modalities), 그리고 [습관상(habitual)]을 담당한다고 한다.

(6) ㄱ. [미래] tëshshu bëjta=ya bobo-shti

weasel   see=NE  hit;kill-FUT:1SG.S

‘If I see the weasle, I’ll kill him.’

ㄴ. [명령] mala=ya   ayee-ma losko=chi

go.SG=NE   vomit-IMP.SG  creek=DIR

‘Go and vomit at the creek’

ㄷ. [의도] tomete  dula=ya    ku-bay-tu

arrow   make=NE   3SG.CO-go.PL.INTL-1PL.S

‘Let’s make some arrows and follow him!’

ㄹ. [습관상] ma-otche-shta=ya ma-ma-n-dula-jti-∅=w   yarru

3PL-go.out.CAU-FUT=NE 3PL-3PL-IO-do;make-HAB-3=PL  chicha

’Before getting them out, they made them chicha.’

(van Gijn & Gipper 2009: 160)11)

10) 유라카레(Yurakaré)어는 Yurakaré, Yurakar, Yuracare, Yurucare, Yuracar, Yurakare, 

Yurujuré, Yurujare 등으로도 표기되며, 볼리비아 중부의 코차밤바(Cochabamba), 엘베니

(El Beni)에 거주하는 유라카레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 언어의 사용자는 약 2,500

여 명이라고 하며,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고 한다(van Gijn & S. Gipper 2009: 156).

11) (6)에 사용된 약어의 의미를 아래에 제시한다.

CAU causative CO co-operative object DIR directional

FUT future HAB habitual IMP imperative

INTL intentional IO indirect object NE non-experienced

PL plural S subject SG sin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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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 Gijn & Gipper(2009: 161)에서는 유라카레어의 서상법 표지가 [미래]나 [명

령], [의도], [가능], [소망] 등의 사건 양태를 담당하는 것은 언어유형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전혀 문제가 없지만, 유라카레어의 서상법 표지가 [습관상]을 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세계의 언어 가운데는 서상법 요소가 [습관상] 혹은 [과

거 습관상(past habitual)]을 담당하는 언어가 존재한다.12) 일견 [습관상]은, 특히 

[과거 습관상]은 이미 발생했다는 점에서 서상법 요소가 아니라 서실법 요소가 담

당할 것이 기대된다고 할 수도 있다. 특히 ‘현실(realis) : 비현실(irrealis)’이라는 

술어의 의미에 이끌린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서상법 

요소가 [습관성]을 담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저에서 설명이 시도되었

다.

  예컨대, Givón(1994: 270)에서는 [습관상]은 강한 단언(strongly asserted)이라

는 측면에서는 서실법의 특성을, 명확한 시간 또는 장소 지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

서는 서상법의 특성을 가지는 혼재된 양태(hybrid modality)라고 하였다. 

Comrie(1985: 40)에서는 습관성(habituality)에는 시제ㆍ상ㆍ서법의 특성이 혼재되

어 있다면서, 습관성이 서법적인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실제 세계에 대한 제한된 

관찰로부터 가능 세계에 대한 일반화라는 귀납적 추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13)

  한편, Palmer(2001: 179)에서는 서상법 요소가 [과거 습관상]을 담당하는 현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거]는 서실법 요소가 주로 담당하지만, [과거 습관상]은 과거

의 특정한 사건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경향성(tendency to act)과 관련

된다는 점에서 서상법 요소가 담당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van Gijn & 

Gipper(2009: 162)에서는 유라카레어의 서상법 요소는 가상적(hypothetical), 무시

간적(atemporal)인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고 하면서, 이때 ‘무시간적’이라는 것

12) 전자의 경우라면 [습관상] 전체를 서상법 요소가 담당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과

거 습관상]은 서상법 요소가, [현재 습관상]은 서실법 요소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13) 원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Habituality can also be modal, since it involves an induction from limited 

observations about the actual world to a generalisation about possible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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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건의 시점이 모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에 ‘개념적인 시간 지시(a 

conceptual temporal reference)’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총칭

적 사건(generic events)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총칭성], [습관상]은 실현이 되었다고 보기도, 그렇다고 실현이 되지 않

았다고 보기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흐르는 물은 맑다’에서 ‘흐르는 물’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지, 실현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언어에 따라 [총칭성]을 서상법 요소가 담당하기도 하고 서실법 요소가 담당하기

도 하는 이유는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상법 요소가 [미래

성]과 [총칭성]을 함께 담당하는 언어가 세계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미래성]과 [총칭성]을 포괄할 수 있는 문법범주로 서상법 범주를 사용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우리의 ‘-’ 역시 [미래성]과 [총칭성]을 하나의 문법 요소가 담당한다

는 점에서 서상법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4.3. [총칭성] 문법요소의 변화에 따른 역할 분담 양상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이 이전에는 [미래성]과 [총칭성] 

용법을 모두 담당했으나, 선어말어미 ‘--’의 발달에 따라 [총칭성]을 ‘-’에 인

계하고, 지금은 서상법 요소로서 [미래성] 용법만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 양상이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범언어적으로 다양한 언어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4.2에서 살펴본 언어들은 현재시제 문법요소가 [총칭성]을 나타내지 않고, [총칭

성]이 외현적 형태(overt form)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총칭성의 최소 표시 경향

(minimal marking tendency)에 속하지 않는 예들이다. 그런데 Dahl(1995)에서는 

세계의 언어들을 바탕으로 [총칭성]을 외현적 형태로 담당하는 문법요소들이 과거

에는 [총칭성]과 [미래]를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가, 새롭게 출현한 [진행상], [현

재] 관련 문법요소에 [총칭성]을 인계하고, 해당 문법요소는 [미래]만을 지시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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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언어적으로 [총칭성]을 지시하는 상 요소는 [완망상]과 [비완망상] 중에서 [비

완망상]이라고 하는데, 비완망상 문법요소는 [진행상]으로부터 발달해 간다. 

Dahl(1995)에 따르면, 어떤 문법요소가 [진행상]에서 [비완망상] 그리고 [현재시

제]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과도기적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상

황 중의 하나가 새롭게 발달하는 [비완망상] 혹은 [현재시제] 요소가 총칭적 문맥

(generic contexts)을 전담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변화를 보인 언어로 

Dahl(1995)에서는 터키어, 타밀어, 세부아노(Cebuano)어 등을 들고 있으나, 여기

에서는 터키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Dahl(1985)는 몇백 개의 문장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같은 문장이 언어에 따라 어

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언어적인 시제ㆍ상 범주를 살펴본 논

의이다. 아래는 터키어의 예이다.

(7) ㄱ. mektup yazıyor ‘he is writing letters’

ㄴ. mektup yazar ‘he writes letters’

ㄷ. miyavlar ‘they (cats) meow’

(7ㄱ)은 사건문이고, (7ㄴ, ㄷ)은 총칭문이다. 여기에 사용된 두 분사(participle)는 

‘-r’과 ‘-yor’인데, 이때의 ‘-r’은 4.2에서 살펴본 아오리스트 ‘-r’에 해당한다. 

‘-yor’는 터키어를 기술한 책에서 주로 [현재시제]로 다루어져 온 듯하다(이용성 

2012).

  Dahl(1995)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까지, ‘-yor’는 [진행상] 용법만을 가지고 있었

던 것 같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 터키어에서 ‘-yor’는 일반적인 [진행상]보다 훨씬 

더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know’ 동사와 같은 상태 문맥이나 ‘promise’와 같

은 이행 동사(performative verb), 그리고 해설적 현재(reportive present) 등에서도 

‘-yor’가 사용된다고 한다.

  한편, 본래 터키어에서 [총칭성]은 주로 아오리스트 ‘-r’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런

데 최근의 터키어 구어에서는 아오리스트 ‘-r’에 의해 표현되던 [총칭성] 용법을 

‘-yor’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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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Dahl(1995)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터키어에서는 결국 과거에는 [총칭성]

과 [미래]의 의미를 함께 담당했던 아오리스트 ‘-r’이 [진행상]으로부터 발달한, 이

제는 [현재시제]에 가까운 요소가 된 ‘-yor’에 [총칭성]을 인계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터키어의 구어 코퍼스를 바탕으로 진행된 kamık(2015)의 연구에

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현대 터키어에서는 [현재시제] 문법요소 ‘-yor’가 지속적으로 의미 영역을 확장

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터키어와 계통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아제르바이

잔(Azerbaijani)어에서는 [현재시제] 문법요소의 용법이 더욱 확장되어, 더 이상 아

오리스트는 [총칭성]을 담당하지 않고, [미래]만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터키어나 아제르바이젠어에서의 아오리스트 ‘-r’의 이러한 변화 과정은 한

국어 ‘-’의 변화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 역시, 이전 시

기에는 [총칭성]과 [미래성] 용법을 모두 가졌으나, [총칭성]은 새로 발달한 [현재

시제] 문법요소인 ‘--’에 인계하고, 지금은 [미래성]만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

이다.

  선어말어미 ‘--’가 기원적으로 어떠한 요소였을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논의된 

적이 있었다. 문숙영(2009)에서나 임동훈(2010)에서는 ‘--’가 비완망상 요소에

서 현재시제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임동훈(2010)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느-’는 관형사절의 ‘-더-’와 대립하고 있고, 관형사절의 ‘-더-’는 [과

거 완망상]이라는 점에서 후기 중세 한국어 이후로 현대 한국어까지 ‘-느-’를 비완

망상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비완망상 요소는 진행상으로부터 발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시제와 관련하

여 새롭게 출현한 요소가(한국어의 ‘--’, 터키어의 ‘-yor’), 기존의 [미래성]과 

[총칭성]을 담당했던 요소(한국어의 ‘-’, 터키어의 ‘-r’)에서 [총칭성]을 인계받

고, 기존 요소는 [미래성]만을 지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두 언어의 변화 과정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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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동명사 어미ㆍ관형사형 어미 ‘-’의 [총

칭성] 용법 및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

고, 본고의 한계 및 추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현대 한국

어 관형사형 어미 ‘-을’의 의미, 기능, 문법범주, 통합 제약 등을 살펴보고, [예정], 

[성향], [가능성], [의지]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형사형 어미 ‘-’의 용법을 

[총칭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포착할 것임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어미 ‘-’이 쓰인 환경을 ‘명명(命名) 구문’, ‘관형 구성’, ‘한자의 

釋’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공시적ㆍ통시적 기술을 수행하였다. 우선 ‘명명 

구문’의 경우,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만이 선

택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자토석독구결 시기의 언어 

현상이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에 보수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

하였다. 또한,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명명 관형 구성’에서 ‘-’을 ‘-’이 대체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대체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덜 긴밀한 구성에서 더 긴밀한 구성으로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관형사형 어미 ‘-’이 [총칭성] 용법으로 사용된 것은 ‘관형 구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관형 구성’에서는 15세기부터 [총칭성]을 나타낼 때 ‘-’과 ‘-’이 경

쟁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 이미 우세하여 ‘-’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한자의 釋’에서는 字釋類 문헌을 대상으로 한자의 釋에 사용되는 관형사형 어미 

‘-은’과 ‘-’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기원적으로 한자의 釋에는 ‘-’만이 사용되었

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字釋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을 취하고 있는 소수의 예들

은 거의 모두 어간의 품사가 형용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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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국어에는 현대 한국어에 존재하는 관형사형 어미 ‘-’과 형용사와의 통합 

제약이 없었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관형사형 어미 ‘-’의 [총

칭성]이 형용사가 지니고 있는 성질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수행하였다. ‘-’의 [총

칭성] 용법을 ‘-’이 대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의 [총칭성] 용

법과 그 변화 양상을 언어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 ‘-’의 문법범주를 논의하였

다. 한국어의 ‘-’과 같이 [미래성]과 [총칭성]을 하나의 문법요소가 담당하는 언

어로 만주어, 터키어, 몽골 문어, 지르발어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래성]과 [총칭

성] 용법을 함께 담당하던 문법요소가, 새롭게 문법화된 현재시제, 비완망상, 진행상 

문법요소에 [총칭성] 용법을 인계하고, 그 자신은 [미래성] 용법만을 가지는 것으로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이 터키어 등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한국어 

어미 ‘-’의 변화 양상과 닮아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

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어미 ‘-’의 문법범주를 서상법(敍想法, Irrealis)으로 파악

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 이전 시기의 어미 ‘-’을 현대 한국

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과 마찬가지로 서상법(敍想法, Irrealis) 요소로 파악하고

자 한다. 다만, 본고는 아직 이러한 본고의 주장을 확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제시하

지 못한 상태이다. 본고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토석독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의 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서

실법, 서상법 요소에 대해서도 언어유형적인 검토 역시 더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동명사 어미 ‘-’과 ‘-’이 기원적으로 한국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

법요소였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대립을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매우 중요해진다. 현대 한국어 이전 시기의 어미 ‘-’이 서상법 요소라면, ‘-’

과 대립하는 ‘-은’은 서실법 요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 ‘-’이 ‘서실법 : 

서상법’의 대립을 보였다면, 아직 ‘-더-’, ‘--’ 등의 시제 요소가 발달하기 이전

의 한국어는 서법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서법 중심 언어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한국어는 무시제 언어(tenseless language)에서 시제 언어

로 발달해 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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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한국어 어미 ‘-’의 [총칭성] 용법 및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어미 ‘-’과 관련해서는 [총칭성] 용법 외에도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은’, ‘-을’과 

관련된 현상 중에는 ‘-은 후’, ‘-을 때’, ‘-은 바’, ‘-을 따름’과 같이 시간명사나 의

존명사 앞에서 ‘-은’, ‘-을’ 중 하나가 의미 차이 없이 선택되는 현상이 있다. 그런

데 이러한 현상은 15세기 한국어에서도 나타났기에, 그 역사적인 변화를 추적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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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achronic Study on Korean Ending ‘–eul’

Choi, Joon H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diachronic change of meaning and function 

of Korean ending ‘-eul’ up to Contemporary Korean.

     In Contemporary Korean, adnominal ending ‘-eul’ can be used to express 

[Futurities]: [Destination], [Disposition], [Possibility] and [Intention], whereas 

its pre-contemporary usage included [Genericity] in addition to that of 

[Futurities]. In this paper, I focus on how and why the generic usage of ‘-eul’

has changed over time as well as how its grammatical category should be 

defined.

     In Chapter 2, I lay the theoretical background: First, I examine the 

meaning, function, grammatical category, and combinational restrictions of 

adnominal ending ‘-eul’. Second, I use the term generic to explain usages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the term [Futurities].

     In Chapter 3, I classify usages of adnominal ending ‘-eul’ into three 

categories: “naming construction,” “adnominal construction” and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characters.” For each of these categories, I provide 

synchronic and diachronic descriptions.

     First, I found that only adnominal ending ‘-eul’ was used in forming 

“naming construction” in 15th-century Korean. This linguistic phenomenon 

originates from Early Middle Korean as shown in Jatoseokdokkugy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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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the ending ‘-eul’ was also used in “adnominal construction” to 

express genericity. In 15th-century Korean, the adnominal ending ‘-eul’ and 

the prefinal ending ‘-nʌ-’ were both used in a generic sense. The two terms 

competed, and the latter outnumbered the former even in the 15th century.

     Thir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only the ending ‘-eul’ was used in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ancient times. In Contemporary 

Korean, there are a few cases where ending ‘-eun’ is used for an identical 

construction. These cases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their stems are all 

adjectives. Also, I argue that there was no combinational restriction between 

the ending ‘-eul’ and adjectives in Ancient Korean unlike Contemporary Korean.

     In Chapter 4, I investigate the reason why the adnominal ending ‘-neun’

replaced the generic use of the ending ‘-eul,’ and discuss the grammatical 

category of ‘-eul’ from a typological point of view. I find that other languages 

such as Manchu, Turkish, Mongolian, Dyirbal and Yurakaré also have one 

grammatical element express both [Futurities] and [Genericity] like the Korean 

ending ‘-eul’.

     In addition, I discuss how the function of the ending ‘-eul’ was narrowed 

down to expressing [Futurities], a newly grammaticalized item – in the case of 

Korean, the present tense ‘-nʌ-’ – taking on the function of [Genericity]. A 

similar change can be found in other languages such as Turkish.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paper classifies the ending ‘-eul’ as an Irrealis marker.

      In Chapter 5, the summary of the paper and minor issues are presented. 

Keywords: gerund ending, adnominal ending, generic, futurities, irrealis, realis, 

naming constructions, adnominal constructions,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characters, ‘-eul,’ ‘-nʌ-,’ ‘-neu-,’ ‘-neun’

Student Number: 2017-2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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