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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
이 용 규

본 연구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환경
을 면밀하게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원칙적으로 비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거
나, 구조격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실현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
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확인되는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
현형들은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되곤 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 문장이라면 부사격
조사 없이는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것으로 처리될 문장이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는
부사격 조사를 결합하지 않은 채로 나타나는 것이 다수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확인되는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을
확보하고 그 환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넓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
다. 이에 더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이 보이는 공통
점을 바탕으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었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
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의 격(格·case)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격’이 ‘명
사구가 핵과 맺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주된 격 표시 방식은 정격인 ‘격조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격조사 가운데 부사격 조
사는 명사구와 핵이 맺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 주는 기능 이외에 의미역을 표시
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세 한국어 시기 부사격 조사
의 형태를 검토하고, 각 부사격 조사가 표시하는 의미역 목록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다룬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부사
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예들을 확인하고 그 환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부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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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비실현형이 확인되는 서술어 목록, 명사구가 부여받은 의미역에 따른 격조사
결합 양상, 격조사 비실현형과 격조사 실현형의 차이,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
의 격조사 교체 여부,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구의 분포 등을 검토하였다. 이
를 통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명사구가 부사격 조사 없이도 문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넓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문장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추출한 부사격 조사 비실현 환경의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
으로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
지를 밝히고자 했다. 크게 언어 내적인 원인과 언어 외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서 살
펴보았다. 언어 내적인 원인으로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구가 해당 문
장의 핵인 서술어의 필수 논항이라는 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구가
서술어에 인접하여 위치함으로써 서술어의 의미 특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었
다는 점, 둘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 서술어가 갖는 전
형적인 어순으로 배열됨으로써 격과 의미역이 표시되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언어 외적인 원인으로는 중세 한국어 문헌이 기본적으로 문헌에 기록된 문어 자료
임에도 장문성, 단형 부정문 등의 구어적·구술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사
격 조사의 비실현도 중세 한국어 문헌이 갖는 구어적·구술적인 특징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남은 과제로 제
시하며 마무리하였다.

주요어: 격, 격조사, 부사격 조사, 격조사 비실현, 격조사 교체, 의미역, 필수 논
항, 서술어 인접성, 어순

학 번: 2018-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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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환경
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
되는 환경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넓었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난 환경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이/가’, ‘-을/를’ 등과 같은 구조격 조사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비실현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격 조사
와 달리 부사격 조사는 문장 내의 구조만으로 선행 명사구의 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부사격 조사는 조사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비실현되는 경우에 선행 명사구의 문법적·의미적 기능을 예측할 수 없어서 격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되거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실제로 현대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나는 문장은 매우 제
한적인 환경에서만 확인된다.1)
(1)
ㄱ. 그 후 나는 서울 와서 학교 들어가고 일본 말 배우고 하느라 반닫이 속 한지에 붓
으로 베껴 쓴 이야기 책을 읽을 기회를 못 가졌고 해방 후 그곳이 이북 땅이 됨에
1) 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의 문법적·화용적 적격성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부
사격 조사 비실현을 보이는 자료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종말뭉치> 문어·구
어 자료를 참조하였다. 문장이 너무 긴 경우나 비표준어인 경우에만 수정을 했고, 격조
사의 비실현에 관해서는 수정하지 않았다. ‘<>’에는 <세종말뭉치>에서 제시한 ‘원전 글 제
목’을 적고, ‘[]’에는 해당 글의 txt파일명을 적었다. 본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필자가
직접 만들어 낸 문장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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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고

말았다.

<가을에

만난

사람

(1990)>[BRHO0431]
ㄴ. 우린 그때부터 점심시간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기 등 힘들지만 보람있는 생활을
했다. <○○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 전자파일(1995)>[BRIO0143]
ㄷ. 외롭고 울적할 때마다 남편의 시를 붓글씨로 옮기는 일을 취미 삼았다. <조선일보
문화(2002)>[BRAA0157]
ㄹ. 하늘이 내려준 건강을 버팀목 삼아 한국화의 새 경지를 개척하려는 일념을 불태워
왔다. <중앙일보 생활(2002)>[6BA02D35]
ㅁ. 그 신문은 ‘어업통제선 벗어나 남북해군 충돌 원인 제공’이란 제목으로 어민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2002)>[BRAA0158]
ㅂ. 다시 말해 우물 안 개구리 신세 좀 벗어나 세계 속의 우리를 비춰 보자는 거야.
<먼나라 이웃나라(1987)>[BRHO0411]
ㅅ. 모기 한방만 물려도 밤새 긁적이며 신경질을 내던 그런 예민한 남자가 아니었다.
<어느 화가의 승천(1992)>[BREO0092]

(1ㄱ), (1ㄴ)과 (1ㅅ)은 ‘-에’, (1ㄷ)과 (1ㄹ)은 ‘-으로’, (1ㅁ)과 (1ㅂ)은 ‘-에서’
혹은 ‘-을’이 비실현된 문장들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은 (1
ㄱ), (1ㄴ)과 같은 이동동사나, (1ㄷ, ㄹ)의 ‘삼다’, (1ㅁ, ㅂ)의 ‘벗어나다’, (1ㅅ)
의 ‘물리다’와 같은 서술어가 쓰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1ㅅ)과
같이 ‘물리다’의 [행위주] 논항에 ‘모기’와 같은 특정한 명사구가 올 경우에 한해서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2)
(1)의 문장들은 격조사가 비실현된 명사구에 모두 조사 ‘-을/를’이 결합할 수 있
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점을 근거로 하여서 위의 문장들에서 비실현된 격조사를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목적격 조사로 보는 논의도 있다(이남순 1988, 김원경 2009,
최기용 2009 등).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2)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종말뭉치> 문어·구어 형태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물리다’에 [행위주] 논항이 선행하는 경우는 총 81문장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행위
주]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문장은 총 3문장인데, 이들은 모두 명사가 ‘모
기’인 경우이다. ‘물리다’의 [행위주] 논항에 ‘모기’ 이 외에 다른 명사가 오는 경우 부사
격 조사가 비실현된 경우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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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 한
국어 시기에는 현대 한국어 시기에 비해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넓었다.

(2)
ㄱ. 다 올 와셔 나리 虛히 가 놀라고[異縣驚虛往] <杜詩3: 20b>
ㄴ. 아비 山行 갯다가 범 믈여늘 가아 자보려 니 어미 말이더니[父因獵爲虎所害 婁
伯欲補虎 母止之] <三綱 孝: 32a>
ㄷ. 여스 모딘  믈여 橫死씨오[六者橫爲種種惡獸所噉] <月釋9: 58b>
ㄹ. 셔 賊臣이 잇고  부니 天命이실 딘  하히 내시니[朝有賊臣 一人有
命 墮溺之馬를 天使之迸] <龍歌 37>
ㅁ. 보 뮨 술위예 象이 메더니 발 바사 매 아니 알시리 <月曲: 43b>
ㅂ. 류비체 금 며 화문 슈질 노더그레오[柳黃飾金綉四花羅搭護] <飜朴: 29b>
ㅅ. 豪俊 사미 처믜 맛나디 몯야션 그 자최 시혹 버서나니라[豪雋初未遇 其
跡或脫略] <杜詩3: 65a>
ㅇ. 자내 지믈 어마님 맛디시고 부러 디여 여슷 里 가시니[爾時 彼母兼負重擔 遂
卽行至六拘盧舍] <釋詳3: 37b>
ㅈ. 어마님 위샤 說法쇼셔 世尊이 사 아니 알외샤 오 忉利天에 가샤[至三十
三天爲母說法 世尊念四部之衆 多有懈怠皆不聽法 我今使四衆渴仰於法 不告四衆復不
將侍者 如屈申臂頃 至三十三天]3) <釋詳11: 1a>

3) (2ㅇ)에 대응하는『월인석보』의 문장에서는 저본의 한문을 모두 번역하였으나,『석보상
절』에서는 한문 원문을 모두 번역하지 않았다(김성주·박서연 2018: 62-63). 아래에 해당
저본의 한문에 해당하는『월인석보』언해 부분을 제시한다.
釋提桓因이 부텻긔 請 三十三天의 가샤 어마님 爲샤 說法쇼셔 世尊이 너기
샤 四部衆이 해 게을어 다 法을 듣디 아니니 내 이제 四衆을 法에 渴望야 울월
에 호리라 시고 四衆려 아니 니시고 오  구피라 펼 예 忉利天에 가샤
<月釋21:4a>
위의 『월인석보』의 언해를 바탕으로 (2ㅇ)의 ‘알외다’가 ‘니다[告]’의 의미로 쓰였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에 비실현된 격조사가 부사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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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문장들을 통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다양한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
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환경에서 부
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사격 조
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지는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비실현되어 나타
나는 경우도 있다. (2ㄴ), (2ㄷ), (2ㅁ), (2ㅂ), (2ㅅ), (2ㅇ), (2ㅈ) 등의 문장이
후자에 해당된다.
일례로 (2ㅁ)의 일부를 현대어로 옮기면 ‘보배로 꾸민 수레’가 되는데, 중세 한국
어 문장에서는 부사격 조사 ‘-로’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한국
어에서는 ‘＊보배 꾸민 수레’와 같이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하지 않으면 ‘보배’가
‘꾸미다’와 맺는 문법적·의미적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져 비문이 된다.
또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보이는 중세 한국어 문장들 중에는 현대 한국어 문
장들과 달리 격조사가 비실현된 위치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
는 경우가 있다. 가령 (1ㄱ)의 밑줄 친 부분에 결합할 수 있는 격조사들을 고려해
보면, ‘서울에 와서 학교에 들어가고’도 되지만 ‘서울을 와서 학교를 들어가고’도 가
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의 중세 한국어 문장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예
를 확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다양한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
현되는 예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이를 통해 그 환경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넓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사 정리
1.2.1. 현대 한국어 격조사 비실현 연구
격조사의 비실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구조격에 해당하는 주격·목적격·속격 조사
의 비실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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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가운데 선행 연구들의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관심은 주로 구조격에 해
당하는 주격·목적격·속격 조사의 비실현에 치우쳐져 있다.
구조격 조사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격조사 생략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파악했다. 격조사 생략설은 전통문법에
기반을 둔 학교문법에서뿐만 아니라 변형생성문법의 초기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국
어 격 범주를 다룬 논저들에서도 두루 찾아 볼 수 있다(이호승 2006: 141).
격조사의 생략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에는 주시경(1910)이 있다. 주시경(1910)에
서는 ‘숨은 뜻’, ‘속뜻’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장 성분이 생략되거나 격조사가 생
략되는 것에 주목했다. ‘숨은 뜻’은 동일지시적인 문장 성분들이 생략되는 현상에
관한 것이고, ‘속뜻’은 문장 성분들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에서 파악되는 문법 요소
들의 생략에 관한 것이다(이남순 1988: 12).
그러나 격조사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격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견해
는 이론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4) 그 이후에 격조사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현
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등장했다.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단순
히 격조사 생략으로 보지 않은 논의의 초석이 된 연구로는 Ramstedt(1939)를 들 수
4) 김지은(1991)에서는 격조사 생략의 조건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격조사 생략설은
이호승(2006), 임홍빈(2007ㄱ), 이선웅(2012), 황화상(2012) 등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ㄱ. 생략이라는 것은 복원가능성을 전제로 하는데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명사구의 격
조사 복원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ㄴ. 격조사가 실현된 문장과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문장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는 경
우가 있다.
ㄷ. 격조사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도 있고, 격조사가 생략되어야만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 격조사가 실현되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ㄹ. 운율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면 격조사 생략의 조건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욱 어려
워진다.
본고에서도 위와 같은 지적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
상에 대해 격조사가 비실현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격조사의 기본적인 기능이 문장 내
에서 선행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에 근거한다. 즉, 격조사
의 실현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격조사가 실현된 문장들을 상정한 이후에 격조사가 생
략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격조사 생략설과 달리, 격조사는 격을 표시하는 격표지일
뿐 그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격조사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본고
의 제2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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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Ramstedt(1939: 36)에서는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형식을 Nominative라
고 하고, 이에 대응하여 문면에 실현되어 나타나는 주격 조사 ‘-이/가’는 서술어에
대한 주어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indicate the special connection of the
subject to its predicate)이라고 하였다.
안병희(1966)에서는 Ramstedt(1939)의 Nominative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 개념이 주격뿐만 아니라 목적격과 속격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통합 관계만으로도 주격, 목적격, 속격과 같은 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

다. 이렇게 통합 관계만으로 격이 표시되는 것을 부정격(不定格·Casus Indefinitus)
이라 명명하고 이를 격표지가 실현되는 정격(定格·Casus Definitus)과 함께 곡용의
패러다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보았다. 이렇게 격이 구조적으로 파악되
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는 이남순(1988), 김기혁(1989), 민현식(1982), 김광희
(1992), 김원경(2009), 최기용(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는 명시적으로 표현
한 논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논의도 있지만, 격조사가 드러나지 않는 현상을 원래
있던 격조사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애초에 격조사가
비실현된 것으로 파악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가운데 민현식(1982)는 안병희(1966)의 부정격 논의를 수용하였으나 격을 형
태론적인 개념과 통사론적인 개념, 의미론적인 개념에서 파악하여 깊이를 더하고
있다. 또한 안병희(1966)에서 ‘통합 관계’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
순’이라고 하여, 한국어의 무표격은 어순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5) 또한 격조사를
‘강조의 격조사’와 ‘명시(明示)의 격조사’로 구분하였다. 먼저 ‘강조의 격조사’는 무
표격으로만 실현되었을 때도 정문(正文)이 될 때, 수의적으로 결합하는 격조사이
고, ‘명시의 격조사’는 격조사가 없으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결합하는
격조사이다.
한편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 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호승(2006), 임홍빈(2007ㄱ), 이선웅(2012) 등이 그러한 입장이다. 이러한 논의

5) 민현식(1982)에서는 안병희(1966)에서 ‘부정격’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不定’과 ‘否定’의
동음으로 인해 혼동될 여지가 있고, ‘不定’이 ‘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표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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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격을 철저히 형태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격을 조사와 동일시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논의에서는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구는
격이 없는 명사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선 논의들과는 격의 정의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의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구조격 조사에만 해당되는 것들이다.
위의 논의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사격 조사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제한적인 현상, 혹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에 대한 연구는 아래의 문장에서 (3ㄷ), (4ㄷ)과 같은 환경
에서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 대해 어떠한 문법적 입장을 보이는가를 기준
으로 나뉜다.

(3)
ㄱ. 성희가 극장에 갔다.
ㄴ. 성희가 극장을 갔다.
ㄷ. 성희가 극장 갔다.

(4)
ㄱ. 성희가 윤이에게 돈을 주었다.
ㄴ. 성희가 윤이를 돈을 주었다.
ㄷ. 성희가 윤이 돈을 주었다.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본격적으로 다룬 초창기 연구로는 이남순(1988)을 들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안병희(1966)의 부정격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구조격 조
사가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립적인 표현으로 ‘조사 비실현’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또한 문장 성분들 간의 통합 관계만으로도 주격, 목적격, 속격과 같은 격을 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격표지의 생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
다. 즉 ‘생략’은 빼내는 대상을 상정하는 개념인데, 격조사 없이도 문장 내의 통합
관계를 통해 격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격조사가 생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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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부사격에 해당하는 성분들은 문장 성분들 사이의 통합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것들이어서 문장 성분의 통합 관계만으로 격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격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이남순 1988: 16). 즉, 구조격 조사가 문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부정격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남순(1988)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제시하였다. 부사격 조사의 생략 유형과 구조격의 부정격으로의 실현 유형이 그
것이다. 먼저 구조격 조사와 달리 부사격 조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구조를 통해서만
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조사를 동반해야 하지만, 문장 성분들 사이의
문법적·의미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사격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사격 조사 생략 유형의 경우에는 격조사를 생략 이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회복가능성(recoverability)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이남
순 1988: 20 참조). 그러나 모든 부사격 조사가 생략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성
분이 문두로 와서 화제 주어로 사용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함을 함께
언급하였다.6)
이남순(1988)에서 제시한 또 다른 유형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성분
이 형상적인 구조상의 추이(Configurational transition)를 경험하여 구조격(주로
목적격)의 위치로 바뀌고, 구조격 조사가 부정격으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형상적
6) 이남순(1988: 108-110)에서는 구조적 추이를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문두에 옴으로써 부사
격 조사가 생략될 수 있는 예로 아래의 문장 (ㅁ)을 제시하고 있다.
ㄱ. 순이가 아침 열시에 갔다.
ㄴ. ＊순이가 아침 열시를 갔다.
ㄷ. ＊순이가 아침 열시 갔다.
ㄹ. 아침 열시에 순이가 갔다.
ㅁ. 아침 열시 순이가 갔다.

(이남순 1988: 108에서 인용)

위의 (ㄴ)과 (ㄷ)을 통해 (ㄱ)의 문장이 목적격으로 구조적 추이를 경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ㅁ)과 같이 문두에 오는 경우에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남순(1998)에서는 부정격으로 나타나 ‘비실현’되는 구조격 조사와 달리
부사격 조사는 ‘생략’되는 것임을 밝히고, 목적격 조사와 격조사 교체를 보일 수 있는 환
경에서 부사격 조사의 생략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이남순 1998: 347-348).
이는 이남순(1988)에서 목적격 조사가 올 수 있는 환경에서의 격조사 비실현은 부사격
조사의 생략이 아니라 목적격 조사의 부정격으로의 실현으로 본 것과 차이가 나는 지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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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상의 추이란 문장 구조에 얽매이지 않은 성분, 즉 문장 형성에서 기본적이
지 않은 성분들이 문장의 기본적인 성분이 되기 위해 문장 속에서의 위치를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이남순 1988: 103). 사실상 (3ㄷ), (4ㄷ)과 같은 문장에 대해 부사
격 조사가 비실현된 것이 아니라, ‘극장’, ‘윤이’와 같은 명사구가 목적격 위치로 구
조상의 추이를 겪은 이후에 목적격이 부정격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남순(1988)의 논의는 김기혁(1989), 최기용(2009) 등에서 비판을 받았
다. 김기혁(1989: 22)에서는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매우 제한적임을 들어 형상적
인 구조상의 추이가 나타나는 환경이 어떠한 제약을 받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
점이 있다고 하였다. 최기용(2009: 461)에서도 형상적인 구조상의 추이에 대해 부
정격이 가능한 주격, 목적격, 속격의 구조와 부정격이 불가능한 부사격의 구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기용(2009)에서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부사격 조사의 생략
에 대한 내용이다. 최기용(2009)에서는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환경과 원인을 살피
고, 이를 바탕으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부사격 조사의 생략이 아니라 구조격
조사의 비실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부사격 조사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격이 인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문장들이 모두 (3ㄴ), (4ㄴ)과 같이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다는 공통점을 보이는 데에 근거한다. 결국 최기용(2009)에서는 이남
순(1988)에서 제시한 첫 번째 유형인 부사격 조사의 생략에 대해서도 목적격이 격
조사의 도움 없이 구조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김원경(2009: 136-138)에서도 부사격 조사는 구조격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실질적인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격조사 없이 나타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
한 부사격임에도 무표지로 실현되는 문장들에 대해서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위치
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사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분석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해당 성분이 목적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결국 위의 논의들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원칙적으로 불가
능한 현상 또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기혁(1989: 19)에서는 보조사와의 연결을 검토함으로써, 구조에 의해서 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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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수 있는 구조격과 달리 부사격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격표지를 반드시 필요
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한된 서술어에 한해서는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공통점을 제시했다. 먼저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
는 모든 환경에서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김기혁
1989: 21-22). 또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이 가능한 서술어들은 주로 ‘가다,
오다, 다니다’ 등 이동의 의미를 지닌 동사들이고, 이동의 내용 또한 단계상 포괄성
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 특성을 뽑아내었다(김기혁 1989: 23). 그러나 부사격 조사
비실현이 가능한 ‘주다, 만나다, 닮다, 삼다’ 등의 서술어들은 이동동사들과 한데
묶어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황화상(2012: 192-193)에서는 선행 명사구에 할당되는 의미역이 충분히 예측 가
능한 경우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미역이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늘 부사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
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특정 짓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며, 한국어
조사 연구의 난제 가운데 하나임을 지적한 바 있다.7)
한편 이와는 조금 다른 논의가 김영희(1999ㄱ, 1999ㄴ, 2005)와 한정한(2003)에
서 펼쳐진다. 김영희(1999ㄱ, 1999ㄴ, 2005), 한정한(2003)에서는 van Valin &
LaPolla(1997: 159)에서 제시한 ‘논항-표시 전치사(argument-marking prepositions)’
와 ‘부가어 전치사(adjunct prepositions)’ 개념을 한국어에 도입하고자 했다.
van Valin & LaPolla(1997: 159)에서는 Jolly(1991, 1993)의 주장을 바탕으로 전
치사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서술어의 논항을 표시해 주는 기
능을 하는 ‘논항-표시 전치사(argument-marking prepositions)’, 전치사 스스로의
직능으로 서술어의 논항이 아닌 명사구를 절에 끌어들이는 ‘부가어 전치사(adjunct
prepositions)’, 그 자체로 서술어처럼 기능하여 절에 논항을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의 서술어와 논리적 구조를 공유하게 하는 ‘논항-부가어 전치사’가 그 세 가지 종류

7) 황화상(2012: 185-197)에서는 ‘-에, -로, -에게’ 등 본고에서 부사격 조사로 다루는 형태
들이 선행 명사구의 의미역을 표시해 주는 점에 주목하여 의미역 조사라고 하였다. 그러
나 이들 조사 형태가 결합하는 명사구들의 문법적 관계는 실재하고, 이 조사들의 일차적
인 기능은 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의미역 조사가 아닌 부
사격 조사로 파악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2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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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치사이다.
van Valin & LaPolla(1997: 52)에서 ‘논항-표시 전치사’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은
‘Kim gave the book to Sandy’에서 ‘to’에 해당하는 것이다. ‘Sandy’는 서술어 ‘give’
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치사 ‘to’는 ‘Sandy’를 절 안에 도입하
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give’의 논항을 표시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치
사 ‘to’ 없이 ‘Kim gave Sandy the book’와 같은 문장이 가능한 것에서 알 수 있다.
van

Valin

&

LaPolla(1997:

52)에서는

이러한

전치사를

‘non-predicative

adpositions’라고 하여 일종의 격표지(case marker)로 보았다. 반면 ‘Robin read in
the library’라는 문장에서 ‘the library’는 서술어 ‘read’에 의해 절 안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전치사 ‘in’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전치사를 ‘predicative
adpositions’이라고 하였다. 각각의 전치사는 김영희(1999ㄴ, 2005), 한정한(2003)
에서 ‘순수 격표지 조사’와 ‘후치사’로 파악한 것들이다. 즉 부사격 조사를 선행 명
사구에 의미격이나 고유격을 부여하지 못하는 ‘순수 사격 표지’와 스스로 선행 명사
구에 의미격을 부여하는 격 부여자로서의 ‘후치사’로 구분한 것이다.
이때 전자의 ‘순수 사격 표지’들은 단순히 격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
현이 수의적이라고 보았다. 서술어에 의해 이미 격 부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사
격 조사를 통해 격을 표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격과 마
찬가지로 이미 문장 내의 다른 요소를 통해 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도 실현이 수의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ㄷ)과 (4ㄷ)에서 밑줄 친 명사
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극장’과 ‘윤이’가 각각 [달점]과 [수
혜자] 의미역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3ㄱ)과 (4ㄱ)에 사용된 부사격 조사는 단순히
선행 명사구의 격을 표시하는 ‘순수 사격 표지’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필수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는 ‘후치사’라고 하고 선행 명사구의 격과 의미
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영희(1999ㄴ)의 논의는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에 대한 비교적 초기의 논의로서
격

표시 기능과 관련지어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에 대한 원인을 짚어 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앞선 연구들과 달리 (3ㄷ), (4ㄷ)과 같이 부사격 조사가 비
실현된 문장을 구조격 조사의 비실현으로 파악하지 않고,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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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8)
유혜원(2015)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처소]와 [달점] 논항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
‘-에’가 비실현되는 문장의 환경과 비실현의 원인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이 논의에
서는 [처소]와 [달점] 논항 명사구에서 확인되는 격조사의 비실현을 목적격 조사가
비실현된 것으로 파악하는 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목적격 조사가 비
실현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국어 문법 설명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
서이다. 즉 (3ㄷ), (4ㄷ)과 같은 문장을 설명할 때 (3ㄱ)과 (3ㄴ)의 관련성, (4ㄱ)
과 (4ㄴ)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3ㄷ)의 ‘극
장’과 (4ㄷ)의 ‘윤이’에 각각 [달점], [수혜자]의 의미역이 부여되는데, 이들 의미역
명사구에 목적격을 기본 형태로 상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현대 한국어의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주격·목적격·속격
에 해당하는 구조격 조사의 비실현에 대해서는 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에 비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9) 그러나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에 대해서는 대
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에서 목적
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과 부사격이 구조격과 달리 실질적인 의미
를 제공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김기혁 1989: 22, 김원경 2009: 136 등).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김영희(1999ㄴ), 한정한(2003)과 같이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
아도 해당 명사구의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사격 조사도 비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들도 확인된다. 결국 현대 한국어 부사격 조사의 비
실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지만 완
전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한정한(2003, 2010)에서는 전체적으로 김영희(1999ㄴ)과 동일한 논지를 이어가면서 ‘핵
(head)’에는 격 배당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순수 격표지’는 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어에서 ‘격’의 개념을 철저히 형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격
조사가 문면에 드러나는 경우에만 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는 한국어에서 격을 표시하는 형태로 ‘격조사’만을 인정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격
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법 관계’나 ‘의미역’
등의 개념을 통해서 해당 명사구의 문법적·의미적 위치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러한 견해는 이선웅(2012), 이호승(2006)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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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중세 한국어 격조사 비실현 연구
중세 한국어의 조사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격조사의 비실현에 대해 살핀 연구는
현대 한국어의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많지 않다. 먼저 안병희·이광호
(1991: 165-166)에서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부정격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영형태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입
장 가운데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든지 격조사 없이도 선행 명사구의 격을 알 수 있
는 환경에서만 격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성분은 서술어를 한정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격조사 없이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안병희·이
광호 1991: 181-182). 이는 중세 한국어의 격조사 비실현 양상을 현대 한국어와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이소령(1995ㄱ, ㄴ)에서는 중세 한국어 격조사의 비실현 요인을 몇 가지로 유형
화하고 있다. 이소령(1995ㄱ)은 최초로 중세 한국어 시기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요인을 통사적으로 조건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비실현의 조
건에 해당되는 격조사들이 대체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직접 다룬 것은 없고, 서술어에 근접한 문장 성분
에 결합하는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소령(1995ㄴ)에서는 중세 한국어 격조사 비실현의 보조적인 요인으로 음운론적
인 요소를 제시하였다. 같은 음성의 겹침이나 음악적 율격의 실현 등을 그 요소로
꼽았다. 특히 이소령(1995ㄴ)에서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 외에 처격 조사의 비
실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 제시한 문장의 명사들이 모두 기원
적으로 처격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들이라는 점에서 부사격 조사 비실현의 예
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황국정·차재은(2004)에서는 중세 한국어 시기 격조사 비실현의 문제가 현대 한국
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직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석보상
절』과 석독구결 자료 4종을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 격조사 생략을 통계 수치를 통
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통계적으로 중세 한국어 시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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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목적격 조사(55.2%) > 주격 조사(17.4%) > 접속 조사(15.7%) > 속격 조사
(9.1%) > 부사격 조사(2.6%)’ 순으로 격조사 비실현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계량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
세 한국어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황국정·차재은(2004)에서 다루고 있는 문헌 자료가 불경 언해서인 『석보
상절』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세 한국어 시기의 격조사 비실현 현상 전반에
대한 설명이라고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문에서 제시하겠지만 실제로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황국정·차재은(2004)에서 제시한 부사격 조사 외에도 다양한 부사
격 조사들이 비실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환경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계량적인 연구는 일찍이 홍윤표(1969)에서 수행된 바 있다. 홍윤표
(1969: 153-169)에서는 『龍飛御天歌』와 『釋譜詳節』권6, 9, 13, 19에 나타난 격
조사 비실현형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10) 또한 각 문헌의 특징을 바탕으로
격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비록 부사격 조사의 비

10) 아래는 홍윤표(1969: 156-157)에서 제시한 『龍飛御天歌』와 『釋譜詳節』권6, 9, 13,
19에 나타난 격조사 비실현 수치이다.
<표 1> 『龍飛御天歌』,『釋譜詳節』권6, 9, 13, 19의 격조사 비실현 수치(홍윤표 1969)
『龍飛御天歌』
격조사 비실현 개수

주격
속격
대격
처격
조격
공동격

호격
계

31
31
60
19
2
1
0
144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비율

『釋譜詳節』권6, 9, 13, 19
비율
144 개
12.3
101 개
10.9
443 개
47.7
74 개
7.9
3 개
0.3
194 개
20.9
0 개
0
929 개
100

격조사 비실현 개수

21.5
21.5
41.7
13.2
1.4
0.7
0
100

%
%
%
%
%
%
%
%

%
%
%
%
%
%
%
%

위와 같은 결과는 황국정·차재은(2004)에서 제시한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황국정·차재은(2004)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홍윤표(1969)에서도 처격과 속격
등 부사격에 해당하는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주로 주격이나 목적격, 속격 등 구조격 조사에 대한 논의만을 다루었다. 결국 위
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내용만으로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
되는 구체적인 환경과 분포 등의 특징을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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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에 대해서는 일부 예만 제시하고 있을 뿐 비실현의 원인이나 비실현된 구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이른 시기에 중세 한국어 격조사 비실현에
대해 계량적으로 접근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전병용(2008)에서는
玄風郭氏諺簡에서 나타나는 격조사 생략을 살펴본 바 있다.
위와 같이 중세 한국어 시기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사격 조사의 비
실현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중세 한국어 시기에 격조사 비실현이 담지하고 있
는 문법적인 내용에 대한 고찰은 찾아 볼 수 없고, 현대 한국어와 동궤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중세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는 현
대 한국어에 비해 자료 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본고의 연구 대상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나
타나는 문장들이다. 중세 한국어 문장에서 격조사가 비실현된 경우에 해당 명사구
의 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격조사가 결합할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렵
다. 현대 한국어의 직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동일
한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동일한 의미역 명사구에 격조사가 비실현된 문장과
격조사가 실현된 문장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서술어 목록은 황국정(2009)에서 다룬 중세 한국어 서술어 목록을
참고하였다. 황국정(2009)는 중세 한국어 시기 문헌에서 서술어로 실현된 모든 고
유어 어휘를 추출하여 각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제시한 논의로, 중세 한국어 시기
의 격틀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11) 본고의 연구 대상
11)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추출하기 위한 초벌 작업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헌 자료 전문
(全文)을 검토함으로써 부사격 조사 비실현이 중세 한국어 시기에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어림잡아 보았다. 초벌 작업에서는 15~16세기 문헌 가운데 ‘불교 관계 한글 문헌 자료,
유교 관계 한글 문헌 자료, 의학 관계 한글 문헌 자료, 역학 관계 한글 문헌 자료, 시가
자료, 언간 자료, 한글 및 음운의 연구자료’ 등 자료의 유형별로 몇 가지 문헌을 골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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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부사격 조사 비실현 문장들을 추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
다.12)

(5)
ㄱ. Uniconc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황국정(2009)에서 제시한 서술어 목록을 검색한
다. 검색 대상 자료는 전산 입력이 되어 있는 중세 한국어 문헌 자료로 한다.
ㄴ. 검색 결과 격조사가 비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명사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문장
을 추출해 낸다.
ㄷ. 격조사가 비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을 다시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구의
의미역별로 분류한다.
ㄹ. 동일한 서술어로부터 동일한 의미역을 부여받은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한 문장들
을 확인한다.
ㅁ. 동일한 서술어-의미역이 사용된 문장에서 격조사가 실현된 경우와 격조사가 비실
현된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구에 어떠한 격조사가 비
실현되었는지 판단한다.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문장
문을 검토하면서 격조사 비실현형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유형 및 분류는 이현희(1996)의
것을 따랐다. 초벌 작업에서의 결과도 본고의 논의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
상에는 황국정(2009)에서 제시한 중세 한국어 시기 고유어 서술어 외에 한자어 서술어도
포함되었다. 본고에서 초벌 작업으로 다룬 15~16세기 문헌은 다음과 같다.
<표 2> 초벌 작업 대상 문헌
불교 관계 한글 문헌 자료

『釋譜詳節』권3, 『釋譜詳節』권6, 『月印釋譜』 권1, 『般若

유교 관계 한글 문헌 자료

心經諺解』, 『阿彌陀經諺解』, 『觀音經諺解』
『三綱行實圖』

의학 관계 한글 문헌 자료

『救急簡易方』권1

역학
시가
언간
한글
기타

『飜譯朴通事』, 『 朴通事諺解』, 『朴通事新釋諺解』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杜詩諺解』권3, 권21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
『訓民正音 諺解本』
『上元寺重創勸善文』

관계 한글 문헌 자료
자료
자료
및 음운의 연구자료

12) 어떠한 의미역이 본고의 대상이 되는지는 §2.3에서 자세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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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는 문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중세 한국어의 언
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문헌으로 기록된 자료, 즉 문어 자료이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13) 따라서 최대한 많은 용례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전산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대상 자료로 삼고, 이 문헌들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으로 보이
는 용례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자료는 15~16세기 한글 문헌이다. 그리고 특별히
현대 한국어와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야 하는 서술어의 경우에는 근대 한국어
문헌까지 살펴보았다. 아래에 본고의 검색 대상에 포함된 자료 목록(<표 3>)과 본
연구에 인용된 자료 목록 및 약호(<표 4>, <표 5>)를 제시한다.
<표 3> 검색 대상 자료: 15, 16세기 문헌 자료
시기

자료명
訓民正音 解例本(1446), 龍飛御天歌(1447), 釋譜詳節(1447), 月印千江之
曲(1447), 訓民正音 諺解本(1447), 月印釋譜(1459), 楞嚴經諺解(1461),
法華經諺解(1463), 金剛經諺解(1464), 般若心經諺解(1464), 禪宗永嘉集
諺解(1464), 阿彌陀經諺解(1464), 上元寺重創勸善文(1464), 圓覺經諺解

15세기

(1465), 救急方諺解(1466), 牧牛子修心訣(1467), 蒙山法語諺解(1467),
內訓(1475),

杜詩諺解初刊本(1481),

三綱行實圖(1481),

金剛經三家解

(1482), 南明集諺解(1482), 佛頂心經(1485), 靈驗略抄(1485), 觀音經諺
解(1485), 救急簡易方(1489), 眞言勸供·三壇施食文(1496), 六祖法寶壇經
諺解(1496), 神仙太乙紫金丹(1497)
改刊法華經(1500), 續三綱行實圖(1514), 老朴集覽(1517), 蒙山法語(고운
16세기

사)(1517), 飜譯老乞大(1517), 飜譯朴通事(1517), 飜譯小學(1518), 二倫
行實圖(옥산)(1518),
(1525),

正俗諺解(1518),

蒙山法語(심원사)(1525),

法集別行錄(1522),
訓蒙字會(1527),

簡易辟瘟方

蒙山法語(빙발

13) 김건희·권재일(2004)에서는 조사의 비실현형이 문어보다 구어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문어에서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는 2.75%인 데 비해 구어에서
의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는 21.3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실제로 조사
가 비실현될 수 있어도 문어에서는 조사를 쓰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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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1535),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1541), 分門瘟疫易解方(1542), 救荒撮
要(1554),

六字大明王經(1560),

父母恩重經(1563),

蒙山和尙六道普說

(1567), 禪家龜鑑(1569), 七大萬法(1569), 呂氏鄕約諺解(일석)(1574),
千字文(광주)(1575), 百聯抄解(1576), 新增類合(1576), 安樂國傳(1576),
蒙山法語(송광사)(1577), 初發心自警文(1577), 警民編(중간)(1579), 續
三綱行實圖(중간)(1581), 千字文(석봉)(1583), 이응태묘출토언간(1586),
小學諺解(1588), 周易諺解(1588), 論語諺解(1590), 大學諺解(1590), 孟
子諺解(1590), 中庸諺解(1590), 孝經諺解(1590), 宣祖國文敎書(1593),

武藝諸譜(1598),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16세기 후반)
<표 4> 인용 자료 1: 고려시대 자토 석독구결 자료
자료명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
大方廣佛華嚴經 卷14
瑜伽師地論 卷20

시기14)
11세기 말 내지 12세기 초
12세기 중엽
13세기 후반

약호
華疏
華嚴
瑜伽

<표 5> 인용 자료 2: 중세 한국어 이후 한글 자료

15세기

자료명
龍飛御天歌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月印釋譜
楞嚴經諺解
法華經諺解
圓覺經諺解
救急方諺解
內訓
三綱行實圖
杜詩諺解初刊本
救急簡易方
六祖法寶壇經諺解

간행 연도
1447
1447
1447
1459
1461
1463
1465
1466
1475
1481
1481
1489
1496

약호
龍歌
釋詳
月曲
月釋
楞嚴
法華
圓覺
救急方
內訓
三綱
杜詩
救簡
六祖

14) 시기는 구결자 기입 시기를 의미한다.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의 시기는 남풍현(1998:
231)의 것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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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17세기
18세기

飜譯老乞大
飜譯朴通事
飜譯小學
二倫行實圖
訓蒙字會
父母恩重經諺解
小學諺解
청주북일면순천
김씨묘출토간찰
朴通事諺解
현풍곽씨언간
朴通事新釋諺解

1517
1517
1518
1518
1527
1563
1586

飜老
飜朴
飜小
二倫
訓蒙
恩重
小學

16세기 후반

순천

1677
17세기 초반
1765

朴諺
곽씨
朴新

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 비
실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 검토하고, 중세 한국어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현상을 확인한다. 그 후에 중세 한국어 문헌에
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통적인 특징을 추
출하고, 그 공통 특징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었던 이
유에 대해 탐구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의 격(格·case)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격’이 ‘명
사구가 핵과 맺는 문법적·의미적 관계를 표시하는 체계’임을 확인한다. 또한 한국어
의 주된 격 표시 방식은 정격인 ‘격조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격조사 가운데 부사격
조사가 담당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이 외에도 중세 한국어 시기 부사격 조사
의 형태를 검토하고, 각 격조사 형태가 표시하는 의미역 목록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다룬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부사
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예들을 확인하고 그 환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부사격 조
사 비실현형이 확인되는 서술어 목록, 명사구가 부여받은 의미역에 따른 격조사 결
합 양상, 격조사 비실현형과 격조사 실현형의 차이,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 19 -

격조사 교체 여부,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구의 분포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
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어 명사구가 부사격 조사 없이도 문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넓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문
장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추출한 부사격 조사 비실현 환경의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
으로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
지를 밝힌다. 크게 언어 내적인 원인과 언어 외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원인이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들어,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을 목적격의 부정격으로의 실현이 아니라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남은 과제로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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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격과 격조사 체계
2.1.1. 격의 개념 검토 및 정립
언어학의 영역에서 격(格·Case)에 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 시기 아리스토텔레스
의 논의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이광정
1999: 10). 이후 Stoa학파를 이어 오늘날까지도 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이처럼 격 개념은 인구어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의 격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합일되지 못하고 연구자들마다 각각
의 정의를 제시하고 각자의 분류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격을 형태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문법적으로 파악하는 것 혹은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것 사이에서 합일이 이뤄
지지 않고 있다. 한국어 문법의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격을 철저히 형태적인 것이나
문법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Fillmore(1968)의 격 문법(Case Grammar)에서는 의미
적인 것을 중심으로 격을 파악하기도 한다(김기혁 1989: 5).
전통문법적인 견지에서 격은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문법 요소로
정의되었다(이광정 1999: 21). 그런데 전통문법적인 논의에서의 격은 단순히 형태
적으로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격조사가 선행
명사구에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도록 문법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
다. 다음과 같은 정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ㄱ. 글월 속에서 체언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가지는 자격을 격(格)이라 일컫고, 체언으
로 하여금 이 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를 격조사(格助辭)라 이른다(이희승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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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자리토씨(격조사)는 반드시 이름씨(또는 풀이씨의 이름꼴)의 아래에 붙어서, 월의
짜임에 대한 그 이름씨의 자리(격)을 정하여 주는 토씨를 이름이니(정인승 1949).
ㄷ. 명사의 체격이란 것은 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을 들어 말할 때 다른 것과 관계가
될 경우에 각기 체격이 잇스니, 대개 말하자면 명사나 대명사 아래 의례히 일정한
글자를 노아서 그 체격을 일우게 함이라(남궁억 1913: 13).

(1)의 격에 대한 정의에서 ‘격을 가지게 하는’, ‘이름씨의 자리를 정하여 주는’, ‘그
체격을 일우게 함이라’라는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격조사가 단순히 명사구의 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통문법적인 입장에서 격조사가 부여하는 ‘격’은 명사구의 문법 기능, 즉
문장 성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문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학교문법에
서도 격 범주의 내용을 문법 기능과 동일시하고 있다(이호승 2006: 143).
Fillmore(1968)의 격 문법이 도입된 이후에 격은 명사구가 문장 내의 핵(서술어
혹은 다른 명사구)에 대해 가지는 의미적인 관계로 이해되었고, 이는 심층에서 주
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성문법의 격 이론에서는 구조격과 고유격을 구분하고
있다. 구조격은 의미역과 관련 없이 문장 내에서 명사구가 갖는 구조적 위치에 의
해서 부여되는 격을 의미하고, 고유격은 서술어와 일정한 의미역 관계를 가지는 격
을 의미한다(최기용 2009: 4). 한국어의 경우 구조격에는 주격, 목적격, 속격 등이
포함되고 고유격에는 부사격 내의 다양한 의미역들이 ‘~격’으로 포함된다.
격에 대한 논의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형태, 문법, 의미’와의 관련성이 언급된다.
이는 ‘형태, 문법, 의미’가 모두 격과 연관되어 있는 특징일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격의 정의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Blake(1944)의 격에 대한 정의에도 이러한 격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Blake(1944: 1)에서는 격을 ‘의존적인 명사가 그것의 핵과
맺는 관계를 표시해 주는 체계(Case is a system of marking dependent nouns for
the type of relationship they bear to their heads)’로 정의하고 있다.1) 이때 격
1) 이선웅(2012)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한국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격에 대
한 수정된 정의를 제시하였다: ‘명사구가 서술어 혹은 타 명사구에 대해 가지는 문법 관
계를 형태적으로 표시하는 체계’(이선웅 2012: 282-283). 이때 서술어에 대해 가지는 문
법 관계에는 주격과 목적격, 부사격 등이 해당되고 타 명사구에 대해 가지는 문법 관계
에는 속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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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시해 주는 체계’로 본 것은 격의 특징 가운데 ‘형태적인 특징’에 주목한 것이
다. 그렇다면 표시해 주는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바탕
으로 파악하면 이 관계는 명사구가 핵에 대해 갖는 ‘문법적·의미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격’은 ‘명사구가 문장의 핵에 대해 갖는 문법적·의미
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격에 대한 정의를 고려해 보면 격이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든 명사구는 문장 내에서 다른 요소들과 문법적·의미적 관계를 맺기 때문이
다. 그 형태적인 실현 방식이 언어마다 다를 뿐이다.2)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격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민현식(1982)에서 논의한 한국
어의 격은 앞서 정의한 ‘격’ 개념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민현식(1982: 24-26)
에서는 ‘격’을 ‘체언의 통사·의미 기능 범주’로 정의하고 격을 형태론적 관점, 통사
론적 관점, 의미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형태론적 관점’은 격의 정의 가운데
‘표시하는 체계’에 해당한다. 민현식(1982)에서는 한국어의 격표지에는 유표격으로
서 ‘격조사’가 있고, 무표격으로서 ‘어순’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3) 즉 한국어의 격
실현 방식에는 ‘격조사’와 ‘어순’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격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특징도 있지만 선택 가능한
것들도 있다.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격’이 명사구와 핵이 맺는 관계의
형태적 표시 체계라는 점이다.4) 반면에 선택 가능한 것은 이미 다른 개념으로 해당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가령, ‘문법적 관계’는 문장 성분(혹은 문법 관

2) 격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은 언어에 따라 어순에 의한 방법, 합성에 의한 방법, 음조에
의한 방법, 특정한 단어에 의한 방법, 접두법에 의한 방법, 첨사(Particle)에 의한 방
법, 어두자음의 변화에 의한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접미사에 의
한 것만이 격으로 인정되어 왔다(이남순 1988: 11).
3) 민현식(1982)에서는 격조사가 비실현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무표격’이라고 부르고, 안
병희(1966)에서는 ‘부정격’으로 불렀다. 두 논의에서 모두 조사가 비실현되어도 격은 실
현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병희(1966:
222)에서 ‘부정격’이 실현되는 것을 ‘통합만으로써 격이 표시되는 경우’라고 한 것을 민현
식(1982)에서는 구체적으로 ‘어순(語順)’으로 파악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4) 이는 인구어의 격에 기반한 것이다. 격의 연원이 인구어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격’이 형태적인 표시 체계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면 더 이
상 ‘격’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격의 실현이 어떠한 방식(조사, 접사, 어순 등)
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언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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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념으로 파악해도 문제가 없다. 또한 ‘의미적 관계’는 의미역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으로 ‘형태, 문법, 의미’의 세 가지 요소를 분리하는 관점에서는 ‘격’
을 단순히 형태적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문법 관계와 의미역으로 설명한다. 이때
‘격’을 나타내는 표지들에는 형태에 입각한 명칭이 부여된다. 가령, 기존에 부사격
조사로 불렸던 것들이 ‘-에’격, ‘-으로’격, ‘-에서’격, ‘-에게’격 등으로 불리는 것이
다. 한국어의 격 논의에서 이러한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호승(2006)을
들 수 있다.
반대로 ‘형태, 문법, 의미’의 세 요소를 모두 격 개념 안에 포함하려는 연구에서
는 형태적인 실현뿐만 아니라 문법적 기능과 의미적 역할을 모두 격의 개념 안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연구에는 민현식(1982)가 있다. 민현식(1982)에서 ‘통사론적 관
점’의 격이라고 한 것은 명사구와 문장의 핵인 서술어가 맺는 ‘문법적 관계’의 다름
이 아니다. 이는 ‘문장 성분’, ‘문법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민현식(1982)에서는 이
러한 격을 ‘성분격’이라 부르고, 이들은 선행 명사구에 부여된 문법 관계에 따라 격
의 명칭이 붙여지는 것이라고 하였다.5)
‘의미론적 관점’의 격은 명사구와 서술어의 ‘의미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술어와의 관계 속에서 명사구에 부여되는 의미적인 기능이다. 민현식(1982)에서는
이를 ‘의미격’으로 부르고, 1차적으로 명사구에 의미적 기능이 주어지고 해당 체언
이 부여받는 의미적 기능의 명칭에 따라 의미격의 명칭도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았
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가’의 명칭은, 성분격으로
는 ‘주격’이 되는 것이고 의미격으로는 ‘행위주격’이 되는 것이다. 이 외의 격에 대
한 대부분의 논의들도 모두 위 두 논의의 중간 지점에서 각각의 격에 대한 정의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사구와 핵이 맺는 ‘의미적 관계’는 의미역 논의로 넘기고, 격을 문
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체계로 파악한다. 이는 이호승(2006)과 민현식(1982)의 중

5) 임동훈(2004)에서는 ‘의미적 관계와 무관한 통사적 관계를 표시하는 격’으로 ‘문법격’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본문에서 제시한 민현식(1982)의 ‘성분격’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선웅(2012)에서도 이러한 문법격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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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점에 놓인 것이다. 형태적·기능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전통문법에서의 ‘격’과 의
미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격문법에서의 ‘격’을 동일선상에 놓고 파악하기에는 이질적
인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격을 형태적·기능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경우에는 명사구가 문장 내에서 핵
과 맺는 문법적인 관계, 즉 문법 기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형태적인 요소가 있
으면 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격문법에서의 격은 의미를 중심으로 규
정된다. Fillmore(1968)에서는 심층 구조에서 서술어에 의해 부여되는 격으로 심층
격(deep case)을 설정하였다. 이는 격을 형태적·기능적인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과

한데에서 다루기 어렵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복수의 격을 부
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격 문법에서 의미를 중심으로 설정한 심층격은 지배·
결속 이론 이후로 의미역 이론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도 명사구가 핵과 맺
는 의미적인 관계는 의미 역할, 즉 의미역 개념으로 파악한다.
명사구들이 핵인 서술어와 맺는 문법 관계로 격을 파악할 때, 주격과 목적격, 부
사격의 대등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기혁(1989: 46-47)에서는 ‘대용 가능성’, ‘필수
성-수의성 판별’, ‘문장성분의 이동 가능성’, ‘부정의 수식 범위’ 등 네 가지 통사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주격과 목적격, 부사격이 보이는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격, 목적격, 부사격’을 대등성을 가진 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
기혁 1989: 47). 특히 ‘대용 가능성’에 대해서 주격에 해당하는 요소는 체언 대용만
이 가능한데, 목적격과 부사격에 해당하는 요소는 체언 대용과 용언 대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격과 부사격 간의 긴밀성도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 점을 강
조하면 명사구의 의미 역할은 의미역의 영역에서 다루고, 격은 명사구의 문법 역할

에 따라 ‘주격, 목적격, 속격, 부사격’만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성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2.1.2. 격 표시 체계로서의 격조사
본 항에서는 격조사의 기능을 격표지로 보지 않는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고, 이를 통해 격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격을 표시하는 격표지임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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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조사의 기능을 격표지로 보지 않는 논의들에는 격조사가 단순히 격을 표시하
는 것이 아니라 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격조사가 특정한 양태
적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먼저 격조사가 격을 부여한다고 보는 논의는 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
시 나뉠 수 있다. 격을 명사구가 핵과 맺는 문법적·의미적 관계를 표시하는 체계라
고 한다면, ‘격조사가 격을 부여한다’라는 진술을 격조사가 선행 명사구에 문법적·의
미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경
우에도 여전히 명사구는 문장 내에서 문법적·의미적 기능을 가진다. 격조사가 격을
부여한다고 보는 논의에서는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명사구의 문법적·의미적 기
능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호승 2006: 144, 이선웅 2012:
283-284).
이와 달리 격을 형태적인 표지로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격을 명사구와 핵의 관
계가 형태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격조사와 격이 동
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격조사가 선행 명사구에 격을 부여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하기 어렵다.
한편 격조사가 격 표시 기능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로는 고
석주(2001, 2004)와 임홍빈(2004, 2007) 등이 대표적이다. 고석주(2004)에서는 ‘가’와 ‘-를’을 격조사가 아니라 문장의 화용 층위에서 개입되는 양태 조사로 파악했
다. 먼저 조사 ‘-가’에 대해서는 부정칭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와 어울리지 못한다
는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로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 ‘-를’에
대해서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로 파악
하였다. 이홍식(2004)는 ‘-을’이 나타나는 모든 구성을 특수조사로서의 용법으로 기
술하려고 한 논의로, ‘-을’이 ‘동작의 대상 관계(동작주-동작피동작주 관계)’를 표시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임홍빈(2007ㄴ)에서는 ‘-이/가’, ‘-을/를’을 주제
표지로 보았다.
그러나 격조사가 가진 의미에 대해 탐구한 논의들은 이들 격조사가 전형적인 분
포에서 보이는 기능에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신서
인 2014: 71). 또한 황화상(2012: 228-229)에서는 구조격 조사의 실현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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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보이는 의미 차이를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화용적 의미를 갖는 조사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들의 기본적인 기능을 명사구가 핵과 맺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격표지로 파악한다. 이는 특히 격조사들의 기능에 해석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표현
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를 수 있는 결론이다.6) 즉, 명사구와 핵이 맺는 문법 관계
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법 요소가 격조사이므로 이들의 가장 기본
적인 기능을 격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ㄱ. 석이 학교 갔어요.
ㄴ. 석이가 학교에 갔어요.

(2ㄱ)과 같이 격조사 없이도 명사구의 문법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각 명사구의 문법 기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법 형태소
는 격조사일 것이다. 이처럼 격조사는 선행 명사구가 서술어와 맺는 문법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한편, 정보구조의 층위에서는 격조사가 선행 명사구에 초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3)
(F)

ㄱ. 자라(,) 토끼 물었다.
(F)

ㄴ. 자라가 토끼 물었다.
(F)

ㄷ. 자라(,) 토끼를 물었다.

6) 언어를 연구하는 데에는 ‘해석론적인 접근 방법(semasiological approach)’과 ‘표현론적
인 접근 방법(onomasiological approach)’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해석론적인 접근 방
법’은 기호로부터 출발하여 의미/개념으로 나아가는 방법론이고, ‘표현론적인 접근 방법’
은 의미/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기호로 접근해 가는 방법론이다(박진호 2011: 292-2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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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ㄹ. 자라가 토끼를 물었다.

(이남순 1988: 47에서 인용)

(3ㄱ)과 같이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문장이나 (3ㄹ)과 같이 모든 명사구에 격조
사가 결합한 문장의 경우 서술어 바로 앞 자리에 초점이 주어진다. 이는 서술어 바
로 앞 위치가 가장 무표적인 초점 위치임이 반영된 것이다(이남순 1988, 박철우
1998 등). (3ㄴ)과 (3ㄷ)에서는 격조사가 결합한 명사구에 초점이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격조사의 결합이 초점의 부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구조 층위에서의 격조사 기능을 문법 관계 층위에서의 기능과 함께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선행 명사구에 초점을 부여하는 것
을 격조사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3ㄹ)과 같이 격조사가 모두 결합
한 경우에 어순에 의한 방식이나 악센트 등의 음운적인 방식에 의해서 초점 요소가
결정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격조사의 초점 부여 기능은 전형적인 기능이라
기보다는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해석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격
조사의 형태가 문장 성분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은 격조사가 단순히 초점을 부여하
는 기능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신서인(2014: 71-72)에서는 말뭉치 자료(21세기 세종계획 구문분석 말뭉치
2002~2005년 구축분, 57만 어절 규모)를 바탕으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기능
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주격 조사가 명사구에 결합하여 주격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체 출현 빈도의 98.32%로 나타났고, 목적격 조사가 선행 명사구가 목적격
임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체 출현 빈도의 97.3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격조사
의 전형적인 기능이 명사구와 핵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표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2. 부사어와 부사격 조사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그 형태가 다양하지 않은 데 비해서 부사격 조사는 ‘에, -에서, -에게, -으로’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다. 앞서 격조사의 기능이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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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문장 내의 핵과 맺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
데 부사격을 표시하기 위한 격조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부사격 조사가
단순히 명사구의 문법적인 관계만 표시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추정을 하게 한
다.
부사격 조사는 논의에 따라 어휘격 조사, 의미격 조사, 내재격 조사, 본유격 조
사 등의 용어로 일컬어지기도 한다.7) 부사격 조사와 통용되는 이러한 용어들을 통
해서도 부사격 조사가 문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관계에도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격이나 목적격은 의미역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격이다(임동훈 1991: 127).
따라서 서술어에 의해 부여된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역은 서술어의 의미 특성이나
해당 명사구가 문장에서 자리하는 위치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황화상 2012:
194). 그러나 부사어 안에는 다양한 의미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의미역들은 단순
히 서술어의 의미 특성이나 문장 내에서의 위치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사어에 해당되는 다양한 의미역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부사격 조사의 형태
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부사격 조사의 여러 형태가 의미역이 각기 다른 명사구에 결합한 문장을 제
시한다.
(4)
ㄱ. 그 아이는 윤이를 어머니로 여긴다.
ㄴ. 석이가 녹음 테이프를 여자 친구에게 들려주었다.
ㄷ. 혁이가 학교에서 책을 읽는다.
ㄹ. 훈이가 붓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 냈다.

(4)에서 밑줄 친 명사구의 문장 성분은 모두 부사어로, 이러한 문법 기능을 표시하
기 위한 격조사로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달리
7) 어휘격, 의미격, 부사격과 같은 용어는 한국어 문법론에서 큰 의미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이선웅 2012: 292). 김용하(2011)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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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였다. 위 명사구들은 서술어에 의해 부여받은 의미역이 서로 다르다. (4)의 밑줄
친 명사구들은 서술어로부터 각각 [자격], [수혜자], [처소], [도구]의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부사격 조사의 형태는 선행 명사구의 의미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는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의 실현
에 있어서는 선행 명사구의 의미역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구
조격 조사들과 달리 부사격 조사는 의미역 표시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8) 이는
부사어가 다양한 의미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한편,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은 구조격 조사에 비해 제한적인데 이는 부사격이 의
미역과 맺는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5)9)
ㄱ. 석이가 {친정집으로/친정집에서/＊친정집} 출발했다.
ㄴ. 혁이가 {운동장으로/운동장에서/＊운동장} 공을 찼다.
ㄷ. 훈이가 {직장에서/직장에/??직장} 나갔다

(5)는 부사격 조사가 쓰이지 않으면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는 해당
명사구의 문법적·의미적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는 동일
한 서술어가 쓰였음에도 밑줄 친 명사구에 다양한 의미역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이
다. 화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명사구의 의미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명사구
가 부여받은 의미역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사격 조사의 형태를 달리 하고 있
다.10)
8) 황화상(2012: 189)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부사격 조사를 선행 명사구의 의미역을
표시하는 ‘의미역 조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명사구들의 문법적
관계는 실재하고, 부사격 조사의 일차적인 기능은 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
문에 의미역 조사보다는 부사격 조사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격의 설정에서 ‘의미’는
이차적인 존재로서 ‘형태’와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다(김기혁 1989: 9). ‘의미’를 포괄하
는 문법적 관계가 격을 설정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9) (5)의 예문은 황화상(2012: 191-192)에서 제시한 문장의 서술어를 사용하여 본고의 논의
에 맞게 새로 문장을 만든 것임을 밝힌다.
10) 서술어가 명사구에 의미역을 부여한다는 견해는 임동훈(1991: 126-127), 황화상(2012:
191)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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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ㄱ)의 ‘친정집’에 [방향]의 의미역이 부여되었다면 이를 표시하기 위한 부사격
조사로 ‘-으로’가 쓰일 것이고, [기점]의 의미역이 부여되었다면 ‘-에서’가 쓰일 것
이다. (5ㄴ)의 경우 ‘운동장’에 [방향]의 의미역이 부여되었다면 ‘-으로’가 쓰일 것
이고, [처소]의 의미역이 부여되었다면 ‘-에서’가 쓰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5ㄷ)도
‘직장’에 [기점]의 의미역이 부여되었다면 ‘-에서’를 사용하여 그 의미역을 표시하고
자 할 것이고, [달점]의 의미역이 부여되었다면 ‘-에’가 쓰일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의 명사구들은 문장 내에서 모두 부사어로 쓰이지만 그 의미역이 다르기 때문에 문
장 내에서 횡적으로 배열될 때 격표지의 도움 없이 격과 의미역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이남순 1988: 357 참고). 이처럼 부사격 조사는 해당 명사구가 서술
어에 의해 부여받은 의미역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위의 논의를 통해 부사격이 명사구와 핵이 맺는 문법적 관계 외에 명사구가 부여
받은 의미역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사어 명사
구가 서술어에 의해 부여받은 의미역을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사격 조사
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격이나 목적격과 달리 부사격은 서술어의 의미 특
성과 문장 내의 구조만으로 명사구의 의미역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3.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의 형태와 의미역
중세 한국어 시기에 사용된 격조사를 논의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대체로 구조격에
해당하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속격 조사의 형태 목록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는 의미역과 보이는 긴밀한 연관성으로 인해 논
의마다 그 분류에 차이가 있다. 부사격 조사를 따로 두지 않고, 해당 격조사 형태
가 표시하는 의미역을 ‘~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분류한 논의가 있는 반면(허웅
1975, 홍윤표 1969 등), 부사격 조사로 크게 묶고 그 안에 다양한 의미를 담당하는
격조사 형태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 논의도 있다(고영근 2012, 구본관 1996, 박영준
19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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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세 한국어 시기 격조사 체계 및 형태 목록

홍윤표(1969)

허 웅(1975)

격조사 체계
주격 조사
속격 조사
대격 조사
처격 조사
조격 조사
공동격 조사
호격 조사
임자자리 토씨
부림자리 토씨
위치자리 토씨
견줌자리 토씨
방편자리 토씨
매김자리 토씨
부름자리 토씨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박영준(1999)

부사격

처소

조사

공동

보격 조사
호격 조사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
낙착점
처소
출발점

고영근(2012)
부사격
조사

구본관(1996)

처소
지향점
처소
도구
비교
동반

격조사 형태 목록
‘-이, -ㅣ, zero’
‘-/-의, -ㅅ’
‘-/-을, -/-를, -ㄹ’
‘-애/-에, -예, -/-의’
‘-로/-으로, -로’
‘-와, -과’
‘-아, -야, -여, -하’
‘-이, -ㅣ’
‘-ㄹ, -, -를, -, -을’
‘-애/-에, -예, -/-의, -, -라셔, -려, -’
‘-과/와, -과로/-와로, -두고, -으라와, -이라와, -으
론, -이’

‘-으로, -으록’
‘-/의, -ㅣ’
‘-아, -야, -이여, -하’
‘-이/-ㅣ/∅, -가’
‘-ㄹ/-/-를/-/-을’
‘-/-의/-ㅣ, -ㅅ/-ㅂ/-ㅸ/-ㄷ/-ㅿ/-ㆆ/-ㄱ’
‘-애/-에/-예/-/-의’
‘-과/-와’
‘-이/-ㅣ/∅’
‘-아/-야, -이여, -하’
‘-이, -ㅣ, ∅’
‘-이라, -ㅣ라, ∅라’
‘-, -, -을, -를, -ㄹ’
‘-이, -ㅣ, ∅’
‘-/-의, -ㅣ, -ㅅ, -ㄱ, -ㄷ, -ㅂ, -ㅸ,-ㆆ, -ㅿ’
‘-애/-에, -예, -/-의, -, -ㅅ그, -려’
‘-에셔, -셔, -브터, -라셔, -로셔’
‘-으로/-로/-로’

호격 조사

‘-로, -로’
‘-두고, -두곤’
‘-라와, -론, -과, -와’
‘-아, -야, -여, -하’

주격 조사

‘-이, -ㅣ,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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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처소
부사격

도구

조사
비교

호격 조사

‘-이, -ㅣ, ∅’
‘-이라, -ㅣ라, ∅라’
‘-, -, -을, -를, -ㄹ’
‘-, -의, -ㅅ, -ㅣ’
‘-애, -에, -이, -ㅣ, -예, -, -의, -라셔, -브
터, -로셔, -로/으로/로’
‘-으로’
‘-와/-과, -와로/-과로, -이, -애/-에, -두고, 라와/-으라와/-이라와’
‘-하, -아, -야, -여’

그런데 위의 <표 6>을 살펴보면 격조사의 체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분
류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격조사의 목록을 채우고 있는 격조사의 형
태나 종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세 한국어 시기 부
사격 조사에 해당되는 격조사의 형태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앞선 논의를 통해서 부사격 조사가 격을 표시하는 기능 외에 의미역
을 표시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격의 설정에 있어서, ‘의미’
를 포괄하는 문법적 관계가 격을 설정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의미’는 이
차적인 존재로서 ‘형태’와 ‘기능’을 보조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김기혁 1989: 9 참
고). 따라서 본고에서 파악하는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의 목록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의미역 목록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의미역 목록은 신서인(2019)에서 제시한 의미역 목록을 기반으
로 하되 일부 수정을 가한 것이다. 신서인(2019)는 ‘ETRI, 세종전자사전, 울산대 의
미역 부착 격틀 사전과 말뭉치’ 등에서 사용된 의미역 목록을 비교하고, 의미역 표
지 목록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함으로써 표준적인 한국어 의미역
말뭉치 구축 조건을 마련하고자 한 논의이다.
아래의 <표 7>은 신서인(2019)에서 제시한 의미역 목록이다.
<표 7> 논항의 의미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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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Experiencer
Effector
Companion
Theme
Goal
Source
Location
Resultant State
Criterion
Feature
Instrument
Manner
Contents

행위주역
경험주역
영향주역
동반자역
대상역
달점역
출발점역
처소역
결과상태역
비교기준역
속성역
도구역
방식역
내용역

신서인(2019)는 이전에 제시된 다양한 의미역 목록들을 구체적인 예문들을 통해 검
토함으로써 균형 잡힌 한국어의 의미역 목록을 제시한 최신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위의 의미역 목록에 ‘수혜자역(Benefactive)’을 추가하
여 다루고자 한다. ‘수혜자역’은 이성범(1999), 시정곤 외(2000), 남승호(2007), 김
윤정·김완수·옥철영(2014), 신서인(2017) 등 다수의 논의에서 의미역 목록에 포함되
어 다뤄진 바 있다. 울산대 의미역 부착 격틀 사전과 말뭉치에서는 수여동사가 사
용된 문장에서 서술어의 혜택을 받는 개체에 부여하기 위한 의미역으로 수혜자역을
설정한 바 있다.
신서인(2019: 15)에서는 아래의 문장을 바탕으로 수혜자역 설정에 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6)
ㄱ. 형이 동생더러 금덩이를 가지라고 말했다.

신서인(2019: 15)에서는 위의 (6ㄱ)에서 ‘동생더러’가 ‘수혜자역’으로 분석되는 경우
가 있으나 이는 맥락의존적인 것이고, ‘달점역’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미역 판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즉
달점역과 수혜자역이 보이는 차이를 무시할 만한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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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ㄱ. 석이가 혁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ㄴ. 혁이가 석이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ㄷ. 훈이가 석이에게 달려갔다.

김윤정·김완수·옥철영(2014: 179)에서는 (7ㄱ, ㄴ)과 같은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수혜자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7ㄷ)의 밑줄 친 부분은 ‘달점역’이다. 위의 문장들
을 통해서 ‘수혜자역’과 ‘달점역’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달점역’은 “동사
가 표상하는 사건이 물리적 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끝점을, 추상적인 행위
나 태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지향점을 나타내는 개체”를 나타내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김윤정·김완수·옥철영 2014: 181). 이는 “주로 부사격 논항에서 서술
어의 혜택을 받는 개체”를 나타내기 위해 설정된 ‘수혜자역’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여동사의 혜택을 받는 명사구에 부여하기 위한 의미역으로
수혜자역을 설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파악한 중세 한국어 시기 부사격 조사의 형태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부사격 조사

[행위주]
[영향주]
[동반자]
[달점]
[수혜자]
[기점]
[처소]
[결과상태]
[비교기준]
[도구]
[방식]

‘-애/-에, -게’11)
‘-애/-에, -로/-으로’
‘-과/-와’
‘-애/-에, -/-의, -로/-으로’
‘-애/-에, -게, -/-의, -, -ㅅ그, -려’
‘-에셔, -셔, -브터, -라셔, -로셔’
‘-애/에, -예, -/의’
‘-로/-으로’
‘-와/-과, -와로/-과로, -이, -애/-에, -두고, -라와/으라와/-이라와’
‘-로/-으로, -로/-으로’
‘-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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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8>에 제시한 부사격 조사 형태와 각 형태에 대응하는 의미역 목록은 기존
연구들의 부사격 조사 분류 체계와 황국정(2009)의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세
한국어 격틀 구조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고의 §1.3에서 제시한 연구 대상 추출 절차를 바탕으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
된 문장을 확인한 결과 위의 목록 가운데 [행위주], [달점], [수혜자], [기점],
[처소], [결과상태], [비교기준], [도구] 등의 의미역에서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예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본고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 의미역은 [행위주], [달
점], [수혜자], [기점], [처소], [도구]이다. 이들 의미역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문장은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결과상태], [비교기준]은 본
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미역들인데, 아래에 이들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
는 이유를 제시한다.
[결과상태]는 “동사가 인물의 자격 또는 물질의 성질이나 용도의 변화를 기본 의
미로 가질 때, 그러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이다(홍재성 외
2002: 238-243). 현대 한국어에서는 [결과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격조사로 주로 ‘로’가 사용되는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 ‘-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8)
ㄱ. 만이레 특별이 야 이바디거나 혹 마지어나 위뢰어나 젼이어든 다 위야
 사으로 위두손을 삼고[若特請召(於乃] 或迎勞出餞(於等] 皆以專召者(奴)
爲上客(爲古)] <呂約: 24a>
ㄴ. 어푼 손과 믯믜즌 마치로 갈 밧고디 아니야도[伏手滑槌로 不換劔야도] <金
三3: 14a>

위의 문장들은 현대 한국어라면 변화 이전에 해당하는 [대상] 명사구에 ‘-을’이 결
11) ‘-게’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그’ 등과 함께 체언 또는 동명사에 직접 연결되어 부사
격 조사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게, -그’의 부사격 조사 기능은 근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서면서 사라졌다(안병희 1967: 185).
ㄱ. 아모그 <訓諺>, 比丘尼게 <月釋10: 23>, 업슨게 <法華1:34>, 아모거긔도 <月釋1:
22>, 업슨거긔 <月釋7: 48>, 帝釋손 <釋詳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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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고, 변화 이후에 해당하는 [결과상태] 명사구에 ‘-로’가 결합할 것이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격조사의 결합이 반대로 나타난다. [대상] 명사구에 ‘-로’가 결
합하고, [결과상태] 명사구에 ‘-을’이 결합한 것이다.12)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아
래와 같이 [결과상태] 명사구에 격조사가 비실현된 경우 부사격 조사 ‘-로’가 비실
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9)
ㄱ. 過劫에 羅闍王이 아님낼 보내샤 세 나라해 님금 사시니 <月釋20:91b>
ㄴ. 悉達 太子 셰와라 시니[今立薩婆悉達以爲太子] <釋詳3:6a>
ㄷ. 【세짯 句 모면 菩提로 煩惱 사니 佛性이 비록 구드나 煩惱ㅣ 能히 헐오 알
면 煩惱로 菩提 사니 識이 올마 智 욀시라】 <南明 下: 33b>

(9)와 같이 [대상], [결과상태] 가운데 하나의 명사구에만 격조사가 결합한 경우
외에, ‘-로’와 ‘-을’이 동시에 한 문장에 출현한 경우에도 어떤 명사구가 [대상]이고
어떤 명사구가 [결과상태]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하귀녀 1994: 61). 따라서 본
고에서는 [결과상태]의 의미역을 부여받은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문장
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위와 같이 [결과상태] 명사구와 공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 명사구에
격조사 ‘-에’와 ‘-로’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하귀녀 1994, 황국정 2005,
2009, 2015ㄴ 등).13)
(10)
ㄱ. 外道ㅣ 여 니 카 갈로 衣葉中에 녀허 王손  가 外道ㅣ 닐오
<月釋25: 23a>
12) [결과상태]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하는 예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
다. “五百 除饉이 다 잇 로 變化고  泥洹니라[五百除饉變化俱然 同時泥洹]
<月釋23: 57a>”, “實로 로 變며 엇뎨 로 變 니리고  兼야 로 化며
엇뎨 로 化 미리고[實爲年變이며 豈惟年變이리고 亦兼月化ㅣ며 何直月化ㅣ
리고] <楞嚴2: 7a>”와 같은 문장에서는 ‘-로’가 [결과상태] 명사구에 결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3) (10)의 문장들은 황국정(2015ㄴ)에서 제시한 문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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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淨居天이 山行 사미 외야 가니 袈裟 니벳거늘【袈裟 픐 일후미니 그 플
로 袈裟ㅅ 므를 드릴 일훔 지니라 獅子ㅣ 袈裟 니븐 사 보면 아니 믈
山行리 袈裟 닙니라】太子ㅣ 袞服로 밧고아 니브시고 니샤 이제 出
家 사미 외와라[時淨居天人 化作獵人 披袈裟衣 太子見 乃脫珍服 換得披著]
<釋詳3: 31b>
ㄷ. 聲聞이 오직 偏空 念야 菩薩法에 매 즐기디 아니타가 이제 空法 리고
[而聲聞이 但念偏空야 於菩薩法에 心不喜樂다가 今乃捨空法고] <法華2:
177a>
ㄹ. 【이 榮 오며 辱 오매 깃그며 깃디 아니홈 내디 아니호 가비시니라】 <南明
上: 57b>

황국정(2005: 119-120, 2015ㄴ: 199-200)에서는 위와 같이 ‘-로’, ‘-에’가 결합한
[대상] 논항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것임을 밝혔다. 하귀녀(1994)에서는 [대
상] 논항이 문장 내에서 직접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로’가 결합할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본고에서는 격조사의 기능을 명사구가 문장의 핵인 서술
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직접 목적어로 사용되는 문장 성분에 결합한 중세 한국어 격조사 ‘-로’와 ‘-에’는 형
태상으로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그 기능은 목적격 조사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의 의미역을 부여받아 직접 목적어로 기능하는 명사구에 결합
하는 ‘-로’와 ‘-에’는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세 한국어 시기의 [비교기준] 명사구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부사격 조
사가 결합할 수 있었다.

(11)
ㄱ. 뎌 부텻 히 … 城이며 지비며 羅網이 다 七寶로 이러 이쇼미  西方 極樂 世界
와 야 요미 업고[城闕宮閣 軒窗羅網 皆七寶成 亦如西方 極樂世界 功德莊
嚴 等無差別] <釋詳9: 11a>
ㄴ. 眉間앳 光明이 東方 비취샤 一萬 八千 히 다 金色이 야[眉間光明 照于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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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 萬八千土 皆如金色] <釋詳13: 16b>
ㄷ. 다가 조티 몯 헌 오 니버도 一行 一住ㅣ 다 淸淨에 리며[設著不淨破弊
衣服야도 一行一住ㅣ 悉同淸淨리며] <楞嚴7:53b>
ㄹ. 無等等은 닐오 物이 等리 업스샤 能히 物와 等실씨니 이 微妙 圓通
得샤 우흐로 시며 아래로 어우르시 德이라 [無等等者 謂物이 無與等
샤 而能與物와 爲等이니 此 得妙圓通샤 上同下合之德也ㅣ라] <楞嚴6:81a>

(11ㄱ)은 ‘NP-이 NP-와 -’의 구문 구조를, (11ㄴ)은 ‘NP-이 NP-이 -’의 구조
를, (11ㄷ)은 ‘NP-이 NP-에 -’ 구조를, (11ㄹ)은 ‘NP-이 NP-로 -’의 구조를
보이는 문장들이다. 이들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NP-이 NP-와 같-’으로 실현되
어 나타난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첫 번째 명사구는 ‘비교’의 [대상] 의미역을 부여
받아 문장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명사구는 [비교기준]의 의미역을
부여받아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아(1998), 이영경(2004) 등에서는 비교형용사 구문의 구조를
탐구하면서 [비교기준] 명사구가 갖는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비교기준] 명사구에 ‘-이’가 결합하는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주어 명사구와 [비교
기준] 명사구의 의미 내용이 동질적이거나 등가성을 지닌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
한 의미적인 동질성이 주어와 같은 형태의 격표지로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비교형용사 구문에서 동일한 형태의 서술어들이 갖는 기저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형에 주목하는 연
구로 서술어의 의미에 따른 격조사 교체는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기로 한다.
이제 장을 나누어 중세 한국어 시기에 [행위주], [달점], [수혜자], [기점], [처
소], [도구] 명사구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문장을 살펴보고 그 환경을 구
체적으로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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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양상
본 장에서는 중세 한국어 시기 문헌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예가 다수 있
었음을 확인하고,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폭
넓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부사격 조사가 비
실현되는 환경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하여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 해당 명사구 자리에 부사격 조사 외
에 목적격 조사 형태인 ‘-을/를’이 결합하는 문장이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연구 대
상을 ‘부사격 – 목적격 격조사 교체 부재’ 유형과 ‘부사격 – 목적격 격조사 교체 존
재’ 유형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이는 앞서 §1.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에 대한 논의에서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환경
에서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사격 조사 비실현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들을 의식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을 검토함으로써 현대 한국어와 중세 한국어의 두드러진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3.1에서는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격조사 교체를 보이지 않는 [도구], 피·
사동문의 [행위주], [처소] 논항에서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 양상을 살펴본다. §3.2
에서는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격조사 교체를 보이는 [달점], [수혜자], [기
점] 논항에서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 양상을 검토한다.

3.1. 부사격 – 목적격 교체 부재 유형
3.1.1. [도구] 논항의 격조사 비실현
‘도구역(Instrument)’은 ‘행위,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의 경우 그 방편이나
경로, 재료를 나타내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이다(홍재성 2002: 238-243). 본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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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루는 [도구] 논항은 이 가운데서도 ‘재료’의 의미에 해당하는 명사구이다.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방편’이나 ‘경로’ 등의 의미를 갖는 [도구] 논항에서는 격조
사가 비실현되는 예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도구]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 가운데 격조사 비실현형이 확인되는 서술어는 다음과 같다.

(1)
미다[裝], 젼메우다[象嵌], 다[混], 티다[打]

‘미다’는 현대 한국어의 ‘꾸미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현대 한국어 ‘꾸미다’의
기본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 “모양이 나게 매만져 차리거나
손질하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어에서 ‘꾸미다’는 [도구] 명사구
가 부가어로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젼메우다’는 ‘상감하다(象嵌-)’의 의미이
다. <표준>에서는 ‘꾸미다’와 마찬가지로 [도구] 명사구를 부가어로 처리하고 있으
나 『고려대한국어사전』(이하, <고려대>)에서는 [도구] 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격틀도 제시하고 있다.1)
‘다’는 현대 한국어의 ‘섞다’로 이어지는 서술어로, <표준>에서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데 합치다.”와 같이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섞다’ 역시 [도구] 명사구가
문형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어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티다’는 현대 한국어 ‘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치다’는 <표준>에서 “손이
나 손에 든 물건으로 세게 부딪게 하다.”로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문형 정보에
[도구] 명사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뜻풀이 안에 ‘물건으로’라는 언급이 있다
는 것을 통해 [도구] 명사구와 ‘치다’가 나타내는 사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한국어 문장에서는 위의 서술어들이 모두 [도구] 명사구와 함께 공기하여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구] 명사구에 결합하는 격조사로는 ‘-으로’가 사
1) 상감하다(象嵌-): 1. (사람이 금속이나 도자기 따위에 금, 은, 자개 따위의 다른 재료
를) 끼워 장식하다. [문형: 명사가 명사에 명사를 상감하다]
2. (사람이 금속이나 도자기 따위를 금, 은, 자개 따위의 다른 재료로) 끼워 장식하다.
[문형: 명사가 명사를 명사으로 상감하다] 예) 장인은 청자의 사면에 은으로 모란꽃을
상감했다. 『고려대한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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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아래의 문장들은 [도구]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것들이다.
(2)
ㄱ. 龍王이 여러 가짓 보로 그 堀 미고[時彼龍王以諸雜寶以莊挍窟 佛告阿難 汝
教龍王淨掃石窟 諸天聞已 各脫寶衣競以拂窟] <月釋7: 51a>
ㄴ. 冠 쓰 거시니 寶冠 보로 뮨 冠이라 <釋詳3: 5b>
ㄷ. 겨리어든 금으로 각 보셕에 젼메워 워즈런즈러니 민 를 며  무
잇 烏犀角으로 근 를 엿고[冬裏系金廂寶石鬧裝 又系有綜眼的烏犀系腰]
<飜老 下: 51b>
ㄹ.  生 川椒 석 兩 눈 아니와 됴 젼국 넉 兩 추므로 섯거 닉게 디허 헌 
브티면 즉재 됻니라[又方 生椒三兩去目 好鼓四兩右以唾和搗令爛熟 用傅傷處湏臾
卽差] <救急方 下: 76a>
ㅁ.  반 과 쇳  과 거믄 괴    봇그니와 단 두 과 섯거
므레 라 고게 고 초와 밥과로 섯거 환 로 록두만케 야[銀末 半兩
鐵粉 一兩 黑猫兒糞 炒一兩 黃丹 二兩 相和水硏令勻以醋飯和丸如菉豆大如患] <救
簡1: 93b>
ㅂ. 가온 將軍으로 조 베프디 몯니 元帥를 도기 소로 티거늘 보니라[偏裨
無所施 元帥見手格] <杜詩24: 12b>
ㅅ.  우흿 대믈  소로 티시며 싸호 한쇼 두 소내 자시며[馬上大虎 一手
格之 方鬪巨牛 兩手執之] <龍歌 87>
ㅇ. 羊 야 오 모 어 더 피 바며 도 여 두고 매로 티니  소리
긋디 아니얫거든[懸羊柱上 刺血臨盆 縛猪棒打 哀聲未絕] <月釋23:73a>

(2ㄱ)은 중세 한국어 ‘미다’의 문형 정보를 잘 보여 주는 구문이다. ‘龍王이 여러
가지 보배로 그 굴을 꾸미고’라는 의미인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 ‘미다’가 ‘[행위
주]-이 [도구]-으로 [대상]-을 미다’와 같은 문형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ㄴ)은 ‘寶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寶冠은 보배로 꾸민 冠이다’와 같이 현대
어역할 수 있다. 역시 ‘미다’의 [도구] 명사구인 ‘보’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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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ㄷ)을 통해서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젼메우다’가 어떠한 문형을 취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2ㄷ)은 ‘겨울이면 금으로 각색 보석에 상감하여 수선스럽게 꾸민 띠를
두르며’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이때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도구]-으로 [처소]-에
젼메우다’의 구문 구조가 확인된다.2)
(2ㄹ)을 통해서는 ‘다’의 문형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좋은 전국 넉 냥을 침으
로 섞어’라는 의미로, ‘([행위주]-이) [대상]-을 [도구]-로 다’의 구문 구조를 확
인할 수 있다. (2ㅁ)에서는 [대상]에 해당하는 명사구는 앞선 문맥을 통해 주어졌
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도구] 명사구는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ㅂ, ㅅ)에서는 ‘티다’가 요구하는 [행위주], [대상], [도구] 명사구를 확인할
수 있다. (2ㅂ)은 ‘도적이 元帥를 손으로 치니’라는 의미이고, (2ㅅ)은 ‘말 위에 있
는 범을 한 손으로 치시며’라는 의미이다. (2ㅂ, ㅅ)은 모두 ‘손’이 ‘티다’의 [도구]
논항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ㅇ)에서는 앞선 맥락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도구] 명사구 ‘매
[棒]’에는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문장들을 통해서 서술어 ‘미다, 젼메우다, 다, 티다’가 [도구] 명사구와
함께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구]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
우 대체로 부사격 조사 ‘-으로’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국정(2009)에
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도구] 명사구에 결합하는 격조사는 ‘으로’만이 확인된다. 이는 현대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위와 같은 환경에서 [도구]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으면 비문이 되거나 문장이 어색해진다(이남순 1988: 119-120). 그러나
아래의 문장들과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예가 발견된다.

2) ‘젼메우다’는 기원적으로 서술어 ‘메우다’가 ‘젼’을 [대상] 논항으로 취하는 통사적인 구성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訓蒙字會』에 ‘釦 젼메울 구 <訓蒙 下: 7b>’와 같이 나
타난다는 점, 『飜譯朴通事』와 『飜譯老乞大』, 『朴通事新釋諺解』 등에서 ‘젼메우다’
가 [도구]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로 쓰인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이미 합성 동사로 굳어져
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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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七寶 뮨 塔이 空中에 소사 多寶佛이 드렛더시니 <月釋15: 59b>
ㄴ. 류비체 금 며 화문 슈질 노더그레오[柳黃飾金綉四花羅搭護] <飜朴: 29b>
ㄷ. 은 일 과 비단 열 필 깁 열 필와 진쥬 네콤 드려 론 귀엸골회와 머리예
기 진쥬와 비 짓드려 미고 보셕에 금 젼메워 바근 곳갈와 진쥬로  
라 바근 冠과  열콰 수울 열 을 보내더라[下一百兩銀子 十表十裏 八珠環兒 滿
頭珠翠 金廂寶石頭面 珠鳳冠 十羊十酒裏] <飜朴: 45a>
ㄹ. 네 일 날 려 가 은 젼메워 섭화  나 여지라[伱明日領我去 做一條銀廂
花帶] <飜朴: 19b>
ㅁ. 독샤 믈인   죠핏 여름 가온 가  아니 석 과 됴 젼국 넉 과
춤 섯거 므르디허 믈인  브티면 이고 즉재 됴리라[蝮蛇螫 生椒 三兩去目 好
豉 四兩 以唾和擣令爛熟用傅傷處須臾即差] <救簡6: 54b>
ㅂ. 팟 믿   소곰 섯거 디허 브티면 즉재 나리라[葱白和塩 擣傅之便出] <救簡6:
25a>
ㅅ.  의 가 글 듣고  디위 외오다가 칠언쇼시 짓고 바 낫만 거든 셔품 쓰
기 야  그르 스니란 바의 세 번 젼반 티니라[卻到學裏上念一會 做七言
四句詩 到晌午 寫倣書 寫差字的 手心上打三戒方] <飜朴 上: 50a>

위의 문장들은 (1)에서 제시한 서술어들이 사용된 문장인데, 모두 [도구]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ㄱ)은 ‘七寶로 꾸민 탑이 공중에
솟아 多寶佛이 들어가 계시더니’라는 의미이다. ‘七寶’가 서술어 ‘미다’로부터 [도
구]의 의미역을 부여받아, 부사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구성의 (2ㄱ,
ㄴ)과 달리 [도구]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았다. 특히 (3ㄱ)과 동일한
관형절 구조를 보이는 (2ㄴ)에서는 [도구] 명사구 ‘보’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것을 통해서, (3ㄱ)의 [도구] 명사구 ‘七寶’에 비실현된 격조사가 부사격 조사일 것
임을 알 수 있다. (3ㄴ)은 ‘유황빛의 금으로 꾸미고 네 가지 꽃무늬를 수놓은 비단
더그레를 입었다’와 같이 현대어역할 수 있다. 이때 ‘금’은 ‘미다’로부터 [도구] 의
미역을 부여받았는데,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3) (3ㄴ)에 대응하는『朴通事諺解』부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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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ㄷ)과 (3ㄹ)은 각각 ‘곳갈(머리 장식, 모자)’과 ‘(띠)’를 상감하는 맥락에서
나온 문장이다. 앞서 (2ㄷ)에서 확인한 ‘젼메우다’의 문형 정보를 바탕으로 (3ㄷ)의
‘금(金)’과 (3ㄹ)의 ‘은(銀)’이 [도구] 의미역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ㄷ)과 (3ㄹ)에서는 (2ㄷ)에서와 달리 [도구]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았다.4)
(3ㅁ)은 (2ㄹ)과 동일한 구성이나, (3ㅁ)에서는 [도구] 명사구인 ‘춤’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ㅂ)에서는 ‘다’로부터 [도구] 의미
역을 부여받은 ‘소곰’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3ㄱ~ㅁ)의 [도구] 명사구들의 경우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뿐만 아니라 부사격 조사
결합형도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3ㅂ)의 ‘소곰’은 ‘다’의 [도구] 명사구로 쓰일
때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곰’이 [도구] 명사구로
사용될 때 아예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4)
ㄱ. 세 服애 화 브면 陽氣 즉재 도라오니 몬져 봇 소고로 臍下와 氣海 熨

ㄱ. 柳黃빗 金으로 여 四花 綉 羅 더그레예 <飜朴: 27b>
위 문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3ㄴ)의 ‘류비체 금 며’에서 [도구] 논항인 ‘금’에 비실
현된 조사가 부사격 조사 ‘-으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문장은 (3ㄴ)과 동일한 내
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차이로 인해 격조사의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3ㄷ)에 대응하는 내용을 『朴通事諺解』와 『朴通事新釋諺解』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데, 동일한 부분에 모두 부사격 조사 ‘-으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ㄱ. 一百 兩 銀과 열 것과 열 안과 八珠環과 머리예  珠翠와 금으로 寶石에 젼메
온 곳갈과 珠鳳冠과 十羊과 十酒 드리더라 <朴諺: 41a>
ㄴ. 一百 兩 은을 드리고  이 열 것과 열 안과 여  진쥬 가락디와 마리에 득
珠翠와 金으로 寶石에 뎐메온 頭面과 珠鳳冠과 十 羊과 十 酒ㅣ니 장 體面이러라
[下了一百兩銀子 又是十表十裏 八對珠環 滿頭珠翠 金廂寶石頭面 珠鳳冠 十羊十酒 好不
體面哩] <朴新1: 44a>
또한 본문의 (2)와 (3)의 문장들은 모두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 문장이라는 점에서 의
미적인 차이가 부사격 조사의 실현과 비실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윤표(1969: 157, 173)에서도 격조사의 실현, 비실현이 기능상의 대립을 불러일으키지
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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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氣分이 디 아니케 홀디니라[分作三服灌之 陽氣卽回 先用炒塩 熨臍下氣海
勿令氣冷] <救急方 上: 55b>
ㄴ.  봇 소고로 을 울라[又以炒塩熨其背] <救簡2: 62b>

(4)에서와 같이 ‘소곰’이 ‘熨다’의 [도구] 논항으로 쓰일 때에는 부사격 조사가 결
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다’와 공기하는 ‘소곰’의 부사격
조사 결합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료상의 제약으로 보인다.
(3ㅅ)은 ‘글자를 잘못 쓴 사람은 손바닥을 세 번 자[翦板]로 친다’로 현대어역할
수 있다.5) ‘티다’는 (2ㅂ, ㅅ, ㅇ)과 같이 [도구]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
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3ㅅ)에서는 부사격 조사의 도움 없이 [도구]
명사구 ‘젼반[翦板]’이 쓰인 것이다.6)
(3)의 문장들을 통해서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몇몇 서술어들의 [도구]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과 같은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 없이도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었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 중세 한국어 시기에 서술어 ‘미다,
젼메우다, 다’는 [도구]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서술어의 의미 특성 내에 [도구] 의미역이 명세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의 도
움 없이도 해당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의 명사구가 모두 서술어
의 필수 논항인 것과 같은 원리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모든 필수 논항 명사구가 부
사격 조사를 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
5) 전반07(剪板/翦板): 종이를 도련할 때에 쓰는 좁다랗고 얇은 긴 나뭇조각. ‘자’의 옛말.
<표준>
6) (3ㅅ)에 대응하는 내용을 『朴通事諺解』와 『朴通事新釋諺解』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데, 동일한 부분에 모두 부사격 조사 ‘-으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ㄱ.  學에 가 글 화  디위 念고 七言四句 詩 짓고 나지 다면 셔품 기
여 字 그  이 손바당을 세 번 젼반으로 티니라 <朴諺: 44b>
ㄴ. 學房의 가 미셔 새 글 화  디위 닑고 七言詩 四句 짓고 나 다라셔 품
기 호되 만일 글 字다가 기 그릇 니 손바당을 곳 세 번 젼반으로 치
니라[廻到學房裏，就上生書念一會，做七言詩四句，到蝸牛寫倣，若把字寫差了的，手
心上就打三戒方] <朴新1: 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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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명사구가 모두 필수 논항이 된다(임홍빈 1987: 402, 최기용
2009: 463).
중세 한국어 [도구]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月印千江之曲』과 같은 운문이나 『飜譯朴通事』와 같은 언어 학
습서, 『救急簡易方』등의 의학서 등에서 [도구] 명사구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이
많이 발견된다. 이들 가운데 『飜譯朴通事』는 문어적인 특징보다는 구어적인 특징
을 더 많이 담고 있다. 『飜譯朴通事』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세 한국어
당시의 구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조사의
비실현은 구어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 김건희·권재일(2004)에서는 문어에서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는 2.75%인 데 비해 구어에서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는 21.3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임홍빈(2007ㄱ: 88)과 권재일(2005)
등에서도 말뭉치 분석 결과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비율이 구어체에서 8배가량 높다
고 밝히고, ‘무조사구는 구어체 담화에 지배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임홍빈
2007: 89)’는 일반화를 제시했다. 이 점을 강조하면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구어에서
는 좀 더 많은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서술어와의 인접성을 들 수 있다. [도구] 논항에 부사격 조
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는 [도구] 논항이 서술어 바로 앞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2ㄱ), (2ㄷ) 등과 같이 서술어와 떨어진
위치에도 [도구] 명사구가 나타날 수 있으나,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는
[도구] 명사구가 서술어에 인접하여 나타나는 것만 확인된다. 이는 부사격이 갖는
다양한 의미역을 격조사 없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기대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2. [행위주] 논항의 격조사 비실현
일반적으로 [행위주]의 의미역을 부여받은 논항 명사구는 주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많다. 본 항에서 다루는 [행위주]는 피·사동문에서의 [행위주] 논항으로 제한한
다. 피·사동문에서의 [행위주] 논항은 주로 부사격으로 실현된다. 이는 중세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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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대 한국어에서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피·사동문에서 [행
위주]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 가운데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가 확인되는 서술어
는 다음과 같다.
(5)
믈이다[咬], 딜이다[刺], 이다[觸]

‘믈이다’는 현대 한국어 ‘물리다’로 이어진다. ‘물리다’는 <표준>에서 아래와 같이 풀
이하고 있다.
(6) 물리다【…에/에게 …을】
1.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인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눌리다. ‘물다’의 피동사.
예) 그가 개에게 엉덩이를 물렸다.
2. 이, 빈대, 모기 따위의 벌레에게 주둥이 끝으로 살이 찔리다. ‘물다’의 피동사.
예) 어젯밤 모기에게 코를 물렸다.

위의 풀이를 통해서도 ‘물리다’의 [행위주] 논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세 한국어의 ‘믈이다’도 위의 <표준>에서 제시한 두 가지 쓰임이 모두
확인된다.
‘딜이다’와 ‘이다’는 모두 현대 한국어의 ‘찔리다’에 대응하는 서술어이다. <표
준>에서는 ‘찔리다’의 문형 정보를 【(…을) …에/에게】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역
시 [행위주] 논항을 필수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 한국어 시기 문헌에서도 ‘물리다’, ‘찔리다’에 대응되는 ‘믈이다, 딜이다, 
이다’가 [행위주] 명사구와 공기하는 문장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 [행위주] 논항에
결합하는 격조사로는 ‘-에, -의게, -게’ 등의 부사격 조사만이 확인되고, 다른 격조
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7)
ㄱ. 몬져 갈로 므레 주근 사 이블 버리혀고 져  가락을 빗긔 노하 제 니예 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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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믈 나게 며[先刀開溺者口横放箸一隻令其牙銜之使可出水] <救簡1: 68b>
ㄴ. 사미 게 믈이며 이며  에 딜이며[凡人被馬咬踏 及馬骨所傷刺] <救急
方 下: 15b>
ㄷ. 那律이 明을 일코 보 두르며 畢凌이 가예 여 모 리며 烏芻ㅣ 欲 아
쳐러 覺애 오며 持地 부텨를 기드리와 塵을 스로미 다 내 이레 나갈 미
라[如那律이 失明而旋見며 畢凌이 觸剌而遺身며 烏芻ㅣ 厭欲而登覺며 持地
ㅣ 待佛而銷塵호미 皆卽己事而已라] <楞嚴6: 78b>
ㄹ.  지즐이며 와 술위예 긔며 게 이며 게 여 가  야디며 네 활
기 것거디여 氣分이 답답야 죽닐 고툐[又方療被壓迮舟舡車轢 力的切車所踐
也 馬踏牛觸胸腹破陷四肢嶊折氣悶欲絶] <救急方 下: 29a>

(7ㄱ)은 ‘자신의 이에 물려서 물이 나오게 하며’라는 사동 의미이고, (7ㄴ)의 앞부
분은 ‘사람이 말에게 물리며’라는 피동 의미이다. (7ㄱ)과 (7ㄴ)을 통해서 중세 한
국어 피·사동사 ‘믈이다’의 문형을 ‘[대상]-이 [행위주]-에 믈이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6)에서 현대 한국어의 ‘물리다’는 【…에/에게 …을】과 같은 문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즉 현대 한국어의 서술어 ‘물리다’는 중세 한국어의
‘믈이다’보다 ‘[처소]-를’에 해당하는 논항을 더 요구하는 것이다. 중세 한국어 시기
에는 ‘믈이다’가 [처소] 논항을 취하는 예를 확인하기 어렵다. 황국정(2009:
201-203)에서는 ‘믈이다’의 [처소] 논항이 현대 한국어에 와서 발견된다고 하였다.7)
(7ㄴ)의 뒷부분은 ‘또 말 뼈에 찔리며’라는 의미이다. (7ㄷ)과 (7ㄹ)은 각각 ‘畢凌
이 가시에 찔려 몸을 버리며’, ‘말에게 밟히며 소에게 찔려 가슴과 배가 해지며’와
같이 현대어역할 수 있다. ‘딜이다’와 ‘이다’도 ‘믈이다’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행위주]-에 딜이다/이다’의 문형을 보인다. 또한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현대 한
국어와 같이 ‘딜이다’와 ‘이다’가 ‘[처소]-를’에 해당하는 논항을 취하는 문장을 확
인할 수 없다. ‘믈이다’와 마찬가지로 ‘딜이다, 이다’ 역시 [처소] 논항과 함께 쓰
7) 황국정(2009: 387)에서는 ‘물리다, 찔리다’ 등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의미역을 ‘[피
동주]-가 [피해자]-를 [행위주]-에 물리다/찔리다’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나운 개에게 팔을 물리다.’와 같은 문장에서 ‘팔’이 [피해자]의 의미역을 부역받는 것
으로 본 것이다. 본고에서는 §1.3에서 살펴본 의미역 목록을 바탕으로 황국정(2009)에서
[피해자]로 제시한 의미역을 [처소]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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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현대 한국어에 와서 확인된다(황국정 2009: 2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의 서술어 ‘믈이다, 딜이다, 이다’는
‘[대상]-이 [행위주]-에’의 동일한 문형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행위주] 논항
의 격과 의미역을 표시하기 위한 격조사로는 부사격 조사 ‘-에, -의게, -게’ 등이
사용되었는데, ‘-에’와 ‘-의게, -게’는 [±유정]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 한국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행위주]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으면 어색
해지는 경우가 많다.

(8)
ㄱ. 전에 {독수리에(에게)/＊독수리} 물려 가는 어린 아기의 사진을 찍어 상을 탄 작가
가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견
으로서의 소설기법(2002)>[BRHO0392]
ㄴ. 15세 된 아이는 굶어 죽었고, 또 10세 된 여아女兒는 걸식을 하다가 {개에(에게)/
＊

개} 물려 병들어 버린다. <신화 속의 한국정신(2003)>[BRHO0393]

ㄷ. 그래서 결국 그 토벌대의 우두머리는 원주민 전사의 {창에/＊/?창} 찔려 죽고 말았
다. <길은 길을 따라 끝이 없고(1994)>[BRHO0106]
ㄹ. 그녀는 다시 잠이 들었고, 꿈에 그녀는 {가시에/＊/?가시} 찔려 피를 흘리며 걷고
있는 강욱을 보았다. <숨은 사랑(1993)>[BREO0093]

(8)의 문장들에서 부사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개 비문이 되거나 어색해진다.
이는 위와 같은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서는 선행 명사구의 격과 의
미역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 ‘물리다’의 [행위주] 논항에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은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9)
ㄱ. “아이들 몸이 온통 모기 물린 자국입니다. 늦더위는 왜 그리 극성인지..” 태풍의
북상으로 비바람이 몰아친 31일 펄럭이는 천막 안에서, 차 위원장은 “속상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한겨레신문 2001년 기사: 사회>[5BA0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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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일부 출연자 중 식중독 증세로 착각하고 일찌감치 심야의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
람들은 담당의사들의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 모기 물린 자국인지 식중독 증세인지
도 모르면서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고.
ㄷ. 그런가 하면 제사 음식 따지고 촌수 따지고 체면 따지다가 정작 제사 지낼 신주를
등한히할 때, 다시 말하여 중요한 것을 제치고 부분에 매달리는 것을 비난할 때,
‘신주 개 물려 가겠다’고 한다.

위와 같이 ‘물리다’의 [행위주]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모기’인 경우에만 부사격 조사
가 결합하지 않아도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이는 ‘모기’와 ‘물리다’가 함께 자주 쓰
이면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기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동사 ‘물리다’의
경우에도 (9ㄷ)과 같이 ‘(사당치레하다가)신주 개 물려 보낸다.’라는 속담에서만 제
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한국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동문의 [행위주] 논항에 부
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부사격 조사가 요구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부사격 조
사가 비실현되는 문장이 다수 확인된다.
(10)
ㄱ. 翰林學士 崔婁伯 水原 戶長 아리러니 나히 열다신 저긔 아비 山行 갯다가
범 믈여늘 가아 자보려 니 <三綱 孝: 32>
ㄴ. 모딘 얌 믈인 사을 리  파 굳 라 믈인  믇고 그 우흘 구디 다
면 그 독이 해 드러 이야 알프미 우커든 내라[毒蛇螫人急掘作坎以埋瘡處
堅築其上毒卽入土中須臾痛緩乃出] <救簡6: 52a>
ㄷ. 여스 모딘  믈여 橫死씨오[六者橫爲種種惡獸所噉] <月釋9: 58b>
ㄹ.  돈 므레 프러 머그라  고깃  인  고티니라[水調一錢服 亦治魚刺]
<救急方 上: 53a>

(10)은 ‘믈이다, 이다’의 [행위주] 논항 명사구에 아무런 격조사도 결합하지 않은
문장들이다. (10ㄱ, ㄴ, ㄷ)의 밑줄 친 명사구 ‘범, 얌, 즁’은 서술어 ‘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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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행위주]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이들 명사구에는 아무런 격조사도
결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믈이다’의 [행위주] 논항 명사구에는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가 오히려 빈번하게 나타났다. ‘믈이다’가 사용된 문장의 [행위주] 논항에 부사
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비율은 94.6%이다(총 37개의 문장 가운데 35문장). ‘믈이다’
의 [행위주] 논항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 ‘-에, -게’가 결합하는 문장은 (7)에서 제
시한 문장이 전부이다.
(10ㄹ)은 ‘이다’의 [행위주] 논항 ‘고깃 ’에 격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이다. ‘
이다’는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총 5회 출현한다. 이 가운데 격조사가 비실현된 예는
1회로 (10ㄹ)이 그것이다. 격조사가 실현된 환경과 비실현된 환경은 의미상으로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격조사가 비실현된 경우에는 격조사가 실현된 경우와
달리 [행위주] 논항이 관형절 내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가
많지 않아 어떠한 추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믈이다’와 ‘이다’의 [행위주]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실현된 문장과 비실현된 문
장 간에 의미적인 차이나 어순 등의 통사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앞서 (7)
의 문장들을 통해 확인한 바 있듯이 (10)의 [행위주]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부사격 조사가 결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격조사도 결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 ‘믈이다, 이다’의 [행위주] 명사구가 부사격
조사의 도움 없이도 격과 의미역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 시기에 ‘믈이다’의 [행위주] 논항의 격과 의미역은 서술어만으로 파악이 가
능했음을 추정하게 한다.
중세 한국어 피동문의 [행위주]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먼저, 『救急簡易方』, 『救急方諺解』 등의 의학서에서 비교
적 많이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에게 물린 경우나, 가시에 찔린 경우에 치
료법을 설명해 주는 맥락에서 많이 확인된다. 그러나 (10ㄱ), (10ㄷ)과 같이『三綱
行實圖』, 『月印釋譜』 등 유교 관련 교화서와 불경 언해서에서도 부사격 조사 비
실현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피동문의 [행위주] 논항에 부
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특정 문헌의 특성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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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부사격 조사 실현형보다 비실현형이 더 많이 확인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믈이다’의 경우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이 94.6% 비율(총 37개의 문장 가운데 35문
장)을 차지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중세 한국어 피·사동문의 [행위주]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실현된 문장과 비실현된 문장 사이에 어떠한 의미적인 차이나 어순
등 통사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격조사 비실현형이 실현형보다 더 많
이 나타난다는 것은 부사격 조사를 결합하는 것이 오히려 격을 잉여적으로 표시하
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현대 한국어에서 구조적으로 명사구의 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격조사 없
이 문장이 성립된다. 이때 결합하는 격조사는 선행 명사구의 격을 강조하거나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안병희 1966, 민현식 1982, 황화상 2012 등).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몇몇 경우에,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바탕으로, 피·사동문에서 부사
격으로 표시되는 [행위주] 논항의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현대 한국어 시
기에 비해 넓었음을 알 수 있다.

3.1.3. [처소] 논항의 격조사 비실현
중세 한국어 [처소] 논항의 경우에도 [도구] 논항이나 피·사동문의 [행위주] 논항
과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부사격 조사와 결합
하는 경우나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만 확인된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처소]
논항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이 확인되는 서술어는 다음과 같다.
(11)
겨시다[在], 잇다[在], 노닐다[遊]

‘겨시다’와 ‘잇다’는 각각 현대 한국어의 ‘계시다’, ‘있다’에 대응되는 서술어이고,
‘노닐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형태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서술어이다.

- 53 -

<표준>의 문형 정보에 따르면 ‘계시다’와 ‘있다’는 [처소] 논항을 필수 논항으로 취
하지만, ‘노닐다’는 [처소] 논항을 필수 논항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표준>에
서 ‘노닐다’의 예문으로 제시한 문장에서 모두 [처소] 명사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닐다’와 [처소] 명사구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8)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겨시다, 잇다, 노닐다’는 모두 [처소] 명사구와 공기하여
쓰이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처소] 논항 명사구에는 ‘-에, -에셔’ 등의 부사
격 조사만 결합할 수 있었다.
(12)
ㄱ. 부톄 舍衛國에 겨시거늘 崛山中에 五百 도기 이셔 길헤 나 사 티고 도더
니[佛在舍衛國 爾時崛山中 有五百人止住其中 斷道劫人 作諸非法] <月釋10: 27a>
ㄴ. 이 매의 그륜 眞樣이 左綿ㅅ 올 잇니 도혀 眞實ㅅ 氣骨이 虛히 傳야 오
 이 슬노라[此鷹寫眞在左緜 却嗟眞骨遂虛傳] <杜詩16: 35b>
ㄷ. 世尊하 이 큰 重閣淸淨講堂 給孤園에 잇고 이제 祇陀林 實로 堂 밧긔 잇
다[世尊하 此大重閣淸淨講堂 在給孤園고 今祇陀林 實在堂外다] <楞嚴1:
48a>
ㄹ. 나히 열아호배 니르러 네 門에 노녀 보샤 사롬과 늘곰과 病과 주굼과 네 相이 서
르 다왇  보시고[年至十九야 四門遊觀샤 觀生老病死四相이 相逼시고]
<金三1: 1b>
ㅁ. 이 봄 지 사 胎예 드디 아니야 녜 諸佛ㅅ 조코 微妙 國土애 노니리니
[作是觀者不處胞胎 常遊諸佛淨妙國土] <月釋8: 41b>

(1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세 한국어의 ‘겨시다, 잇다, 노닐다’ 구문은 현대 한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행위주]-이 [처소]-에 겨시다/잇다/노닐다’와 같
은 문형을 보이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위와 같은 환경에 나오는 [처소] 논
8)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노닐다’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제시한다.
ㄱ. 노닐다: 한가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놀다.
① 호수에서 한가로이 노니는 오리 떼.
② 어항에는 금붕어 한 마리가 유유하게 헤엄치며 노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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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부사격 조사 ‘-에’, ‘-에서’가 결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
서는 [처소]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으면 조금 어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
혁(1989: 23-24)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위치, 방편, 견줌’ 등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는 원칙적으로 비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단계적인 이동의 내
용을 포괄하는 이동동사들의 부사격에 해당하는 명사구들에서 제한적으로 격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13)
ㄱ. 음, 엄마 아빠는 {서울에/서울} 계시고 나머지는 다 부산에 갔거든요? <일상대화_
학원강사와고등학생(2002)>[5CM00045]
ㄴ. 동경에서도 유학생이 독립선언운동을 기획하고 있다니까 우리들 {국내에/?국내} 있
는 청년학생들도 선언서를 발표하여 일반여론을 환기하고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자
고 의논이 무르익었으나 <지훈전집6(1997)>[BHXX0020]
ㄷ. 규몽과 청인 남매가 {별당에서/?별당} 노닐 때 박·최 두 낭자가 함께 놀다가 규몽
을 청하는데, 마침 규몽이 자리를 뜬 참이라 청인이 누이의 옷으로 여장을 하고
찾아가 두 낭자의 무릎에 눕기도 하는 등 희롱하다가 돌아온다. <한국고전소설사
연구(2002)>[7BH02036]

(13)의 문장들은 현대 한국어에서 ‘계시다, 있다, 노닐다’의 [처소]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에 비해 좀 더 자연스러운 문
장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도구] 논항, 피·사동문의 [행위주] 논항의
경우와 달리 (13ㄱ)과 같은 구어 상황에서는 격조사 없이도 자연스럽게 [처소] 명
사구인 ‘서울’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 현대 한국어에서 ‘살다, 거
주하다’ 등 [처소]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들에서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처
소]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체로 문어보다
구어에서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를 통해 [처소] 논항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도구] 논항이나 피·사동문의 [행위
주] 논항에 비해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이 나타나는 환경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역시 [처소]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예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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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14)
ㄱ. 아바님 셔울 겨샤 아와 孫子 그리샤 <月釋10: 1a>
ㄴ. 셔 賊臣이 잇고  부니 天命이실 딘  하히 내시니[朝有賊臣 一人有
命 墮溺之馬를 天使之迸] <龍歌 37>
ㄷ. 그러나 等差ㅣ 잇니 한 사 날로 주미 眞實로 어렵거니와 百官의 지비 셔울
잇니 그 本鄕 遠近이 가지 아니며 집 가난며 가며로미  달오[然亦
有等差니 衆庶 日給이 固有艱難이어니와 百官家在京者ㅣ 其鄕里遠近이 不同
며 家貧富ㅣ 亦異호] <內訓2: 108a>
ㄹ. 東南門 노니샤매 늘그니 病니 보시고  내시니 西北門 노니샤매 주그니
比丘僧을 보시고 더욱 바시니 <月曲: 16b>

현대 한국어의 [처소] 논항에서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을 고려하면 중세 한국어에도
[처소]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서술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겨시다,
잇다, 노닐다’ 외에는 그러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9)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이 중세 한국어 문헌이 기본적으로 문어 자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로 보인다.
(14ㄱ)은 ‘겨시다’의 [처소] 논항 ‘셔울ㅎ[京]’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것이다.
(14ㄴ)과 (14ㄷ)은 ‘잇다’의 [처소]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것인데, (14ㄱ,
ㄴ, ㄷ) 모두 명사구가 ‘셔울ㅎ, 셔ㅎ’이다. 이 시기에 ‘겨시다, 잇다’의 [처소]
논항 명사구로 ‘셔울ㅎ, 셔올ㅎ, 셔ㅎ’이 오는 경우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문장
은 확인할 수 없다. 후술할 바이지만, ‘셔울ㅎ’이 [달점] 논항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도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난다. 이는 ‘셔울ㅎ’이라는 명사가
9) 17세기 문헌인 「현풍곽씨언간」에서는 ‘자다’의 [처소] 논항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
합하지 않은 예가 확인된다(전병용 2008: 425).
ㄱ. 나 어제 김젼 자고 오 화령으로 가뇌 커니와 <곽씨73-4>
(ㄱ)은 ‘나는 어제 김천에서 자고 오늘 화령으로 가는데’ 정도로 현대어역할 수 있다. ‘자
다’의 [처소] 논항 ‘김젼’에는 아무런 격조사도 결합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중세 한
국어 시기에도 더 다양한 서술어의 [처소] 논항에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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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특징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셔울ㅎ’이 [처소] 논항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부
사격 조사가 아예 결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5)
ㄱ. 셔울헤 氛祲이 니 人世예 여희요미 어렵도다[帝京氛祲滿 人世別離難] <杜詩
23: 29a>
ㄴ. 灑落히 幽隱 사 말오 도라와 셔우레 潛藏얏더라[灑落辭幽人 歸來潛京輦]
<杜詩24: 32b>

(15ㄱ)의 ‘셔울ㅎ’과 (15ㄴ)의 ‘셔울’은 모두 [처소] 논항으로 사용된 것이다. 비록
적은 예이지만 ‘셔울ㅎ’이 [처소] 논항으로 사용될 때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4ㄹ)은 ‘노닐다’의 [처소] 논항 명사구 ‘東南門’과 ‘西北門’에 부사격 조사가 비
실현된 문장이다. ‘노닐다’의 [처소]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예는
위의 예가 유일하다.
중세 한국어 [처소]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은 주로 『龍飛御天
歌』나 『月印千江之曲』등의 운문 자료에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황국정·차
재은(2004: 134)에서는 중세 한국어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杜
詩諺解』,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등의 운문 자료는 과도한 생략이나
실현을 보일 위험이 있으므로 배제한 바 있다. 물론 운문 자료에서 음수율을 맞추
기 위해 격조사를 쓰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운문 자료인 경우에도 명사구의 격이나 의미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격조사를 필수적으로 결합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음수율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문 자료인 경우에서도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격조사를 결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면, 운문 자료도 격조사 비실현을 탐구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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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사격 – 목적격 교체 존재 유형
3.2.1. [달점] 논항의 격조사 비실현
현대 한국어의 [달점] 논항 명사구에서는 다른 의미역 명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김기혁(1989: 19)에서는 현대 한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문장의 서술어들이 ‘가다, 오다, 다니다’ 등의
이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면서, 이동의 내용이 단계상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는 공
통 특질을 추출해 낸 바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세 한국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달점]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술어는 다음과 같다.
(16) 가다[去], 나가다[出], 녀다[行], 놓다[放], 니르다[至], 도라가다[歸], 드러가
다[入], 드러오다[還], 들다[入], 라가다[走], 및다[逮], 보내다[送], 오다
[來], 옮다[徙], 祭다, 向다

중세 한국어 시기 [달점] 논항에서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은 것은 다른 의미역에서
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보다 다양한 서술어에서 확인된다. 위의 서술어들 중에는 형
태 변화를 경험한 것들도 있으나 대체로 현대 한국어에서도 큰 형태·의미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다. ‘들다, 옮다’ 등은 현대 한국어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들어오다, 옮겨오다’ 등의 합성 동사의 형태로 사용된다(황국정 2005ㄴ: 365 참
고). ‘녀다’ 등은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서술어이다. ‘祭다’는 현대 한국
어의 ‘제사하다’로 이어져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의 서술어들은 대부분 현대 한국
어에서도 이동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위의 서술어들은 [달점] 논항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 ‘-에, 로’뿐만 아니라 목적격 조사도 결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이
동동사의 [달점] 논항에서 ‘-에, -로, -를’의 격조사 교체가 자유롭지 못했다(장윤
희 2002, 황국정 2005, 2015ㄷ). 특히 이 시기에 이동동사의 [달점] 논항에 목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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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근대 한국어 들어서야 [달점] 논항에 목
적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었다.10) 중세 한국어 시기에 [달점] 논항에 목적격 조사
가 결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을 통해 이 시기에 목적격 조사가 다양한 의미
역 명사구에 결합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황국정 2015ㄴ: 54).
(16)의 서술어 가운데 ‘가다, 나가다, 놓다, 도라가다, 드러오다, 라가다, 오
다’ 등의 [달점] 논항 명사구에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 이 서술어들의
[달점] 논항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 ‘-에’나 ‘-로’가 결합한다.
(16)에서 제시한 서술어들의 격조사 결합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달점]에 격조사 비실현을 보이는 이동동사의 격조사 결합 양상11)
(17)

ㄱ.

문형 및 격조사 결합 양상
[행위주]-이 [달점](-에/∅) V

동사 목록
니르다

10) 근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이동동사인 ‘가다’와 ‘오다’의 [달점(goal)] 논
항 명사구에는 점차 목적격 조사도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ㄱ. 이 날은 이 셔산을 가시니 평듕이  라가지라 나 홀노 간졍동으로 가
고져 야 가디로 일은 밥을 먹고 계부 뫼시고 아문 알 니니 일 역관이 
오 니 만흔지라
<을병: 63>
ㄴ. 어느 나라를 가던지 어느 나라 사이 죠션을 오던지 동등이 되게 여 보 거시
뎨일이요 <독립신문>
ㄷ. 그 고을 셩 김치구가 셔울을 와셔 법부 대신이 길에 지내 가 거슬 보고
<독립
신문>
(ㄱ, ㄴ)은 서술어 ‘가다’의 [달점]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고, (ㄷ)은 ‘오
다’의 [달점]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서술어 ‘가다’는 중세 한국어 시기
까지는 [달점]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를 확인할 수 없으나, (ㄱ, ㄴ)과 같
이 근대 한국어 초기부터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가다’의
[달점] 명사구에서의 목적격 조사 결합형은 17세기부터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와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된다. 서술어 ‘오다’의 경우 중세 한국어 시기뿐만 아니라 18세기까지도 목적격 조사
결합형이 나타나지 않다가 19세기에 처음으로 [달점] 논항의 목적격 조사 결합형이 문증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목적격 조사가 결합된 예가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예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11) 황국정(2005ㄴ, 2015ㄴ)에서 제시한 이동동사의 논항구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본고
에서는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격조사 결합 양상을 제시하였다. ‘놓다,
니르다, 및다, 보내다, 祭다’ 등의 서술어는 본고에서 추가한 것이다. 또한 ‘가다’의
격조사 결합 양상을 황국정(2005ㄴ, 2015ㄴ)과 다르게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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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행위주]-이 [달점](-로/∅) V
[행위주]-이 [달점](-에/로/∅) V

·
가다, 나가다, 놓다, 도라가다, 드러

ㄹ.

[행위주]-이 [달점](-에/로/를/∅) V

오다, 라가다, 및다, 보내다, 오다
녀다, 들다, 옮다, 祭다, 向다

(17ㄱ, ㄷ)의 서술어들은 현대 한국어에서와 달리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격
조사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
에 대한 논의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모든 환경에서 해당 명사구에 목적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의 비실현 혹은 목적격의 부정격, 구
조격으로의 실현으로 파악한다(이남순 1988, 김원경 2009, 최기용 2009 등). 그런
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이동동사 구문에서 [달점], [기점] 논항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드물다(장윤희 2002: 121-122, 황국정 2005, 2015ㄴ, 2015ㄷ).
또한 (17ㄱ, ㄷ)과 같이 목적격 조사와의 교체를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목적격 조사의 비실현’ 혹은 ‘목적격의 부정격 혹은 구조격으로의
실현’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정보를 고려하면, 현대
한국어의 문장들도 단순히 목적격 조사와의 교체 가능성만으로 비실현된 격조사를
목적격 조사로 판단하는 것에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12)
12) (17)의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논항이 모두
[달점] 논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ㄱ. 내 목수미 몯 오라리로소니 太子ㅣ 이제 東로  닐웨 가시면 金山이 이시리니
[我身命者 勢不得久 必喪於此 太子於是東行一七 當有金山] <月釋22: 40b>
ㄴ. 엇뎨 야 뎌 瞿曇이 가 降服려뇨 魔王 세 리 닐오[以何方便 而往伏之
觀佛三昧經云 魔有三女] <月釋4: 6a>
ㄷ. 그제 修師摩 王子ㅣ 阿育이 와 티더니[時修師摩王子聞父崩 背立阿育爲王心生不忍
卽集諸兵來伐阿育] <月釋25: 73b>
위의 문장들은 이동동사 ‘오다[來]’나 ‘가다[去]’에 선행하는 [달점] 명사구에 목적격 조
사가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ㄱ)은 수량사구 뒤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구성이
고, (ㄴ, ㄷ)은 이동동사에 뒤에 다시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는 구성이다. (ㄴ)에서는 ‘가
다’ 뒤에 ‘降服다’가 쓰였고, (ㄷ)에서는 ‘오다’ 뒤에 ‘티다’가 쓰였다. 이때 선행하는
명사구는 ‘가다’, ‘오다’ 등의 이동동사에 의해 [달점]의 의미역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동사에 의해 [대상]의 의미역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 시기에 ‘가다’, ‘오다’ 등
의 이동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 [달점] 논항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는 예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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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에서 제시한 서술어의 [달점] 논항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은 아래
와 같다.

(18)
ㄱ. 과거시댱이 갓가오니 몬져 셔울 니르러셔 開封【이제 漢城府  마을이라】戶籍
【댱 호젹이라】에 드려 과거 보기를 고져 노이다[科場이 近니 欲先至京師
야 貫開封戶籍야 取應노이다] <小學6: 45b>
ㄴ. 光祿大夫 龔勝이 王莽이 政事 자뱃다 야 辭壯고 스올 갯더니[光祿大夫龔勝
以王莽秉政 乞骸骨歸鄕] <三綱 忠: 8>
ㄷ. 戶長 鄭滿의 겨집 烈婦 崔氏 樣子ㅣ 곱더니 子息 네흘 나니  이 기세 잇더
니 남지니 셔울 갯거늘 예 다거늘 崔氏 子息 안고 뫼해 가아 수멧거늘[適晉州
戶長鄭滿 生子女四人 其季在襁褓 時滿因事如京 賊䦨入里閭 崔年方三十餘 且有姿色
抱携諸息 走避山中] <三綱 烈: 31>
ㄹ. 鮑蘇ㅣ 그위실 가아 다 겨집 어러늘 믿겨집 女宗이 싀어미 더욱 恭敬야 孝
道며  사 잇거든[蘇仕衛三年而娶外妻 女宗 養姑愈敬因往來者] <三綱 烈: 2>
ㅁ. 우리 두 고디 다 무커니와 아바니  원 나가 닌다 <순천37: 3>
ㅂ. 臣下ㅣ 두 님금 업스니 스올 노하 보내야시 늘근 어미 이받고 두 姓 아니 셤
기 들 일워지다[臣無二主 乞放歸田里 終養老母 □遂臣不事二姓之志] <三綱
忠: 34a>
ㅅ. 싀골 도라가 날로 집으로 여곰 긔구를 초와 술 음식을 쟝만야 권당읫 사
과 故舊와 손흘 請야 설으 더블어 즐기며[歸鄕里야 日令家로 供具設酒食
야 請族人故舊賓客야 相與娛樂며] <小學6: 81a>
수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장윤희(2002: 122)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위 문장에서 ‘NP’의 명사구목적격 조사 결합형이 이동동사의 논항이 아님을 언급하면서 문장의 구성이 다르다고 하
였다. 장윤희(2002)에 따르면 (ㄷ)의 경우 ‘[[阿育이] [와 티더니]]’로 분석될 수 있
다.이러한 분석은 (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瞿曇이’이 ‘가다[去]’라는 서술어의
[달점] 명사구가 아니라 후행하는 서술어 ‘降服려뇨’의 [대상] 명사구에 해당하는 것이
다.
황국정(2009: 199-191)에서는 이러한 구성을 ‘연속 동사 구성(Serial Verb
Construction)’이라고 하였다. 연속 동사 구성이란 동사가 연속된 구성이 하나의 동사처
럼 기능하고, 논항의 의미역은 후행하는 서술어에 의해 부여되는 통사적인 특징을 보이
는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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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梵僧 攝摩騰과 竺法蘭이 經과 佛像과 舍利 白馬애 시러 나오거늘 맛나아 
도라오니  읻자히 【永平 여듧찻  乙丑ㅣ라】 셔울 드러오니라[遇梵僧 攝
摩騰 竺法蘭 欲奉經像來此震旦 遂同東還。甲子七年 乙丑八年 蔡愔等還洛陽] <月釋
2: 66a>
ㅈ. 三峰애 가아 敗 저긔 陳 和尙이 鈞州ㅣ 라갯더니 城이 破야 兵馬ㅣ 들어늘
수멧다가 나아 닐오[三峰之敗 陳和尙走鈞州 城破兵入 趍避隱處 乃出自言曰] <三
綱 忠: 26a>13)
ㅊ. 縣令 楊侃과 刺史 柳無忝괘 글워 得야  힘 자니 五日에 石角村애 도
을 자바 韶州ㅣ 보내야 져조니[縣令楊侃과 刺史柳無忝괘 得牒야 切加擒捉니
五日에 於石角村애 捕得賊人야 送韶州야 鞫問니] <六祖 下: 87a>
ㅋ. 다 올 와셔 나리 虛히 가 놀라고[異縣驚虛往] <杜詩3: 20b>
ㅌ. 님그미 나가려 샤 도기 셔 드더니 二將之功 一人이 일우시니[君王欲去 寇
賊入京 二將之功 一人克成] <龍歌 49>
ㅍ. 狄人ㅅ 서리예 가샤 狄人이 외어늘 岐山 올샴도 하 디시니 野人ㅅ 서리예
가샤 野人이 외어늘 德源 올샴도 하 디시니[狄人與處 狄人于侵 岐山之遷
實維天心 野人與處 野人不禮 德源之徙 實是天啓] <龍歌 4>
ㅎ.  슈오긔 아 유무 보고 내 너 향여 버뇌 몯 기 식 티 먹 졍을 모
니 네 어미 갈 제 실호마 <순천68: 14>

(18ㄱ)은 ‘니르다’의 [달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예이다. ‘니르다’
의 [달점] 명사구로 ‘셔울ㅎ’이 오는 경우는 (18ㄱ)이 유일례라서 격조사가 결합하
는 예는 확인할 수 없다. ‘셔울ㅎ’은 앞서 [처소] 논항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격조사
가 결합하지 않고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달점] 논항으로 쓰일 때에도 마
찬가지이다. ‘셔울ㅎ’이 [달점] 논항으로 사용되었을 때 격조사가 결합하는 예는 아
래의 문장이 전부이다.

(19)
ㄱ. 元帥ㅣ 새 師律을 調和며 알 가 軍은 녯 셔울헤 臨壓얫도다[元帥調新律
13) ‘鈞州ㅣ’의 ‘ㅣ’는 조사가 아니라 ‘州’의 속음인 []를 표현한 표기이다(이기문 197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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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軍壓舊京] <杜詩23: 4b>
ㄴ.  帳은 흐르 므를 좃고 가  녯 셔울로 도라가놋다[素幔隨流水 歸舟返舊
京] <杜詩24: 45b>
ㄷ. 제 이제 글월 가지고 高麗ㅅ  모라 븍 셔울로 라 가니 제 漢語를 니
디 몯[他見將文引 赶着高麗馬 往北京做買賣去 他漢兒言語說不得的] <飜老
上: 51b>
ㄹ. 월 초의 셔올로 가게 여시니 <순천57: 4>
ㅁ.  셜 말 셔올로 갈 제 여 달라 쳥니 <순천80: 2>

위의 문장에서 ‘셔울ㅎ’은 서술어 ‘臨壓다’, ‘도라가다’, ‘가다’의 [달점] 논항으로
실현된 것이다.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셔울ㅎ’에도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니르다’의 [달점] 논항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다.

(20)
ㄱ. 衆生 爲샤 큰 소릴 내샤 色界天에 니르시니 衆生 조실 큰 소릴 아^
大涅槃經을 듣니 <月釋23: 106a>
ㄴ. 欲類는 生死애 가니 비록 六天에 니르러도 足히 勝티 몯거니와[欲流는 則趍於生
死ㅣ니 雖至六天야도 未足爲勝이어니와] <楞嚴9: 5b>

이 점을 활용하면, (18ㄱ)의 서술어 ‘니르다’의 [달점] 논항에도 부사격 조사가 비
실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14) 또한 이들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표시하기 위한 격
14) 한편, ‘니르리’는 ‘니를다[至]’에 부사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로 쓰이는 것이
다. 그런데 ‘니르리’는 아래 문장들과 같이 [달점] 명사구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
여 다른 부사들과는 구별이 된다(허웅 1975: 82-83).
ㄱ. 無數 種種 花香과 幢幡 瓔珞로 슬허 供養더니 無色界天에 니르리 供養이 
 더으더라[卽皆自辦無數微妙香花 曼陀羅花 悲哀供養 色界 無色界 諸天亦如是 倍勝
供養] <釋詳23: 22a>
ㄴ. 오직 如來란 덜오 녀나 聲聞 辟支佛이며 菩薩智慧禪定에 니르리 너와 리 업스
니라[唯除如來 其諸聲聞辟支佛 乃至菩薩智慧禪定 無有與汝等者] <月釋18: 57b>
ㄷ. 地獄이며 天堂이며 東西南北에 니르리 다 疑心이 마고미 업서 思量 디 아니
니라[以至地獄天堂東西南北히 悉無疑碍라 不用思量이니라] <金三5: 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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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부사격 조사 ‘-에’가 쓰일 것임을 알 수 있다.
(18ㄴ, ㄷ, ㄹ)은 ‘가다’의 [달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이다. ‘가
다’의 [달점] 논항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는 (18ㄴ), (18ㄷ)과 같이 구체적
인 장소 명사가 오기도 하지만, (18ㄹ)과 같이 어떤 일을 하러 간다는 표현이 오기
도 한다. 이 시기에 ‘가다’의 [달점] 논항의 격과 의미역을 표시하기 위한 격조사로
는 부사격 조사 ‘-에’, ‘-로’가 쓰이는 것이 확인된다. ‘가다’의 경우 현대 한국어에
서는 [달점] 논항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기도 하는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15)

위와 같은 쓰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니르리’를 부사가 아니라 ‘니를다’의 활용형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웅(1975: 8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사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활용형처럼 쓰이는 예가 ‘업시’, ‘니르리’ 밖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니
르리’를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니르리’가 사용된
문장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다만 ‘니르리’가 취하는 [달점] 명사구에서도 아래와 같
이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이 확인된다는 점은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ㄹ. 그저긔 帝釋이며 色界天 니르리 香花幢幡 류로 金棺 供養더라[爾時帝釋卽
持微妙大七寶蓋 無數香花 幢幡 音樂 與諸天衆悲泣流淚 垂在空中供養聖棺 至第 六天
及色界天 皆如帝釋供養聖棺] <釋詳23: 24a>
ㅁ. 世世예 난 마다 나라히며 자시며 子息이며 내 몸 니르리 布施야도[世世所生。
國城妻子及與我身] <釋詳6: 8b>
ㅂ. 내 佛道 爲야 無量土애 처브터 오 니르리 諸經 너비 닐오[我爲佛道야 於
無量土애 從始至今히 廣說諸經호] <法華4: 145b>
(ㄱ~ㄷ)은 ‘니르리’ 앞에 오는 [달점]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예이고, (ㄹ~ㅂ)은
아무런 격조사도 결합하지 않은 예이다.
15) 황국정(2015ㄴ: 44-45)에서는 ‘가다’의 [달점] 논항에 부사격 조사 ‘-에, -로’뿐만 아니
라 목적격 조사도 결합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하였다. 이 문장
은 장윤희(2002: 122)에서 중세 한국어 시기에 ‘가다’가 ‘NP를’ 논항을 취하는 유일한 예
로 다룬 바 있다.
ㄱ. 내 외로왼 무더믈 가 울오져 칸마 南녀긔셔 도라갈 舟楫이 으레라[吾思哭
孤冢 南紀阻歸楫] <杜詩24: 17b>
그런데 위 문장의 한문 원문을 살펴보면 ‘외로왼 무덤[孤冢]’이 ‘가다’의 [달점] 논항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한문에는 ‘가다’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문
원문을 바탕으로 보면, ‘외로왼 무덤[孤冢]’은 ‘올오져[哭]’의 [대상]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아래와 같이 ‘울다’의 [대상] 논항으로 목적격 조사를 취하
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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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ㅁ)은 ‘나가다’의 [달점] 논항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 한 문장만
확인된다. (18ㅁ)이 언간 자료라는 점에서 구어적인 특징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강조하면 이 시기에도 역시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구어에
서 격조사 비실현이 좀 더 잘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8ㅂ)은 ‘노하 보내다’의 [달점] 논항 ‘스올’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이
고, (18ㅅ)은 ‘도라가다’의 [달점] 논항 ‘싀골’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이며,
(18ㅇ)은 ‘드러오다’의 [달점] 논항 ‘셔울’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이다.16)
(18ㅈ)과 (18ㅊ)은 각각 ‘라가다’와 ‘보내다’의 [달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
현된 문장이다.
(18ㅋ)은 ‘오다’의 [달점] 논항 ‘올[縣]’에 격조사가 비실현된 것인다. ‘올
[縣]’은 ‘오다’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동사의 [달점] 논항으로 사용될 때, “오직 다
올 와 잇노니 어딋 사미 아니오[只在他鄕何處人] <杜詩8: 14b>”, “올 드
러 豺狼이 사호니 화래 허러 새 주으리놋다[入邑豺狼鬪 傷弓鳥雀飢] <杜詩20:
54a>”와 같이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오다’
는 ‘가다’와 함께 대표적인 이동동사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서술어 ‘오
다’도 ‘가다’와 마찬가지로 [달점] 논항에 부사격 ‘-에’, ‘-로’뿐 아니라 목적격 조사
도 결합할 수 있는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는 예를 찾아 보
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18ㅋ)의 ‘올[縣]’에 비실현된 격조사도 부사격
조사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18ㅍ)은 ‘옮다’의 [달점] 논항 ‘岐山’과 ‘德源’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
이다. 부사격 조사 ‘-으로’가 쓰일 법한 환경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18
ㄴ. 머리 도혀 라 虞舜을 우로니 蒼梧애 구루미 正히 시름외도다[回首叫虞舜
蒼梧雲正愁] <杜詩9: 33a>
ㄷ. 두 션가 주거믈 울며 닐오 <三綱 烈: 20b>
위와 같이 ‘울다’에 ‘[대상]-을’이 올 수 있다는 점, ‘가다’의 [달점] 논항에 목적격 조사
가 결합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ㄱ)의 한문에는 ‘가다’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
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외로왼 무덤’은 한문 원문에서와 같이 ‘울다[哭]’의 [대상] 논항
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세 한국어 시기에 ‘가다’의 [달점] 논항에 목적격 조사
가 결합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16) (18ㅇ)의 ‘드러오다’는 한문 원문의 ‘還’에 해당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돌아오다’의 의
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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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은 운문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조사를 생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달점] 논항은 아니지만 이동동사와 서술성 명사가 공기하는 경우가 있다.
(21)
ㄱ. 성희가 {배달을/＊배달에/배달} 나간다.
ㄴ. 성희는 {여행을/＊여행에/여행} 떠난다.

유혜원(2015: 199)에서는 [처소]의 논항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 ‘-에’가 비실현된 경
우를 논의하면서 서술성 명사의 경우 이동동사와 쓰임에도 ‘-에’가 결합하지 못하고
조사가 비실현되거나 ‘-을’이 결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술성 명사는 이동동사에
의해 [달점]의 의미역을 부여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서술성 명사
가 이동동사와 공기하는 경우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것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
대 한국어와 달리 목적격 조사의 결합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22)
ㄱ. 이고 波羅㮈 王이 한 사 더블오 그 뫼해 山行 가샤 北堀애 仙人 잇  가
보시니[波羅奈王將諸大臣 百千萬衆 前後圍遶 千乘萬騎 入山遊獵 馳逐群鹿 波羅奈
王獨乘名象 往到北窟仙人所 見其] <釋詳11: 27a>
ㄴ. 阿育王 아 善容이 뫼해 山行 갯다가 보니 梵志히 仙人ㅅ 道理 닷노라 야
[阿育王弟名善容(亦名違馱首祗)入山遊獵

見諸梵志裸形曝露

以求神仙]

<釋詳24:

25b>
ㄷ. 東山 구 가 제 三千國土ㅣ 六種震動거늘 四天王이 술위 그고 梵天이 길
자바 無憂樹 미틔 가시니[遊憐鞞樹坐師子座 六反震動三千國土 四天挽車梵王前導
樹為屈枝 於無憂樹下花葉茂盛] <月釋2: 36a>

(22)에서 서술성 명사 ‘山行’, ‘구경’이 이동동사 ‘가다’와 공기하고 있다. 이동동사
와 서술성 명사가 공기하는 경우에 서술성 명사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확인
하기 어렵다. (22)의 문장들은 표면적으로 (21)의 현대 한국어 문장에서 조사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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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배달 나가다, 여행 떠나다’와 동일한 구문이다. 또한 (22)의 문장들을 보면
서술성 명사 이외에 ‘가다’가 요구하는 [달점]의 논항으로 이미 ‘뫼ㅎ[山], 東山’ 등
의 명사구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해 중세 한국어 [달점] 논항에서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이 다른 의
미역 논항에서보다 다양한 서술어에서 확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7) 또한 구체
적인 장소 명사들 외에 ‘그위실’ 같은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나 ‘구경, 山行’ 등의 서
술성 명사에서도 격조사 비실현이 나타났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동동사의 [달점]
논항이나, 이동동사와 공기하는 서술성 명사들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자
유로우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서술성 명사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예를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문장들에서 [달점] 명사구는 모두 서술어 바로
앞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달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문
장에서는 [달점] 논항이 상대적으로 서술어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는데,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문장들에서는 그러한 예를 찾아 보기 어렵다.18) 이는 부사
17) 전병용(2008)에서는 17세기 초 문헌인 「현풍곽씨언간」자료에서의 격조사 비실현에 대
해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고에서 다룬 서술어들이 근대 한국어 시기에도 부사격
조사의 결합 없이 부사격 명사구와 공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병용(2008:
424-425)에서는 [달점] 논항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근대
한국어 서술어로 ‘가다, 보내다, 들다’ 등을 제시했다. 이는 중세 한국어에서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서술어들이다.
18) 아래의 (ㄱ~ㄷ)은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 해당 명사구가 서술어와 인접하여
나타나는 경우이고, (ㄱ`~ㄷ`)는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는 경우에 해당 명사구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재된 경우이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예문과 자세한 설명은 제4장에
서 제시한다.
ㄱ. 그 나라히 平正야 功德이 이러리라 야시 그 王이 즉자히 나라 아 맛디
고 夫人과 두 아와 眷屬콰로 佛法 中에 出家야 道理 닷더라[其國平正 功德如
是 其王卽時以國付弟 與夫人 二子并諸眷屬 於佛法中出家修道] <釋詳21: 43b>
ㄱ`. 時世예 人民의 목수미 그지업더니 法 爲혼 젼로 나랏 位 려 太子 政事 맛디
고 道 有餘 다로 님그미 욤 업스시니라[時世예 人民의 壽命이 無量터니 爲
於法故로 捐捨國位야 委政太子고 由道之優裕故로 君遂無爲시니라]<法華4:154a>
ㄴ. 아바님 셔울 겨샤 아와 孫子 그리샤 <月釋10: 1a>
ㄴ`. 頂門 우 업슨 果ㅣ시니 光明에 온가짓 보 비치 겨시니라[頂門 爲無上果ㅣ시
니 光有百寶色시니라] <楞嚴1: 39a>
ㄷ. 류 비체  업슨 을 금으로  노텰릭에 팔보 고 물에 구룸문을 직금 노
비게예 류 비체 금 며 화문 슈질 노더그레오[柳綠蟒龍織金羅帖裏 嵌八寶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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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았어도 그 의미역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서술어에
가까이 위치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2. [수혜자] 논항의 격조사 비실현
[수혜자]는 수여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서술어의 혜택을 받는 명사구가 부여받
는 의미역이다(김윤정·김완수·옥철영 2014: 179). 중세 한국어 시기에 [수혜자] 논
항 명사구에 격조사를 후행하지 않고 쓰이는 것이 확인되는 서술어는 다음과 같다.
(23)
맛디다[任], 주다[授], 알외다[告], 對答다

‘맛디다’는 타동사 ‘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후 근대 한국
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맛지다’의 형태를 보이고, 과도 교정으로 인해서
‘맛기다’의 형태까지 등장하게 된다. ‘맛디다’는 현대 한국어의 ‘맡기다’로 이어진다.
<표준>에서는 ‘맡기다’의 문형 정보를 【…에/에게 …을】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의
미역을 반영하면, ‘[행위주]-가 [수혜자]-에게 [대상]-을 맡기다’와 같이 문형을 제
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혜자] 의미역이 서술어 ‘맡기다’의 필수 논항임을 알
수 있다. ‘주다’는 큰 의미·형태 변화 없이 현대 한국어에 그대로 이어졌다. 문형 정
보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맡기다’와 동일하게 ‘[행위주]-가 [수혜자]-에게 [대
상]-을 주다’와 같이 파악된다.
‘알외다’는 현대 한국어의 ‘아뢰다’에 대응하는 서술어이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알외다’가 ‘알리다[告]’의 의미 외에 ‘깨우치다, 알게 하다[覺]’라는 의미
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알외-’의 성조가 모두 ‘平去’로 동일하게 실현된다는 점

朵雲織金羅比甲 柳黃飾金綉四花羅搭護] <飜朴: 29b>
ㄷ`. 아뫼나 사미 부텨 위 여러 像 니도 다 마 佛道 일우며 七寶
로 일우거나 구리어나 鑞이어나 鐵이어나 남기어나 기어나 갓블와 옷과 뵈와로
佛像 미도 이런 사히 다 마 佛道 일우며 <釋詳13: 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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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철표기를 보인다는 점에서 둘 다 서술어 ‘알-’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 한국어 ‘아뢰다[告]’는 【…에게 …을】과 같은 문형을 보이는데, 이
는 앞서 ‘맡기다’와 ‘주다’에서 제시한 문형과 동일하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맛디다’, ‘주다’, ‘알외다’의 문형은 현대 한국어의 그것과 크
게 다르지 않다. ‘맛디다’, ‘주다’, ‘알외다’ 모두 [수혜자] 논항과 [대상] 논항을 필
요로 하는 서술어들이다. [수혜자] 논항에는 일반적으로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다.
(24)
ㄱ. 時世예 人民의 목수미 그지업더니 法 爲혼 젼로 나랏 位 려 太子 政事 맛디
고 道 有餘 다로 님그미 욤 업스시니라[時世예 人民의 壽命이 無量터니
爲於法故로 捐捨國位야 委政太子고 由道之優裕故로 君遂無爲시니라] <法華
4: 154a>
ㄴ. 婆羅門이 妃子 더블오 닐굽 거르믈 내거렛다가 도로 와 太子 맛디고 닐오[時
婆羅門便將妃去 行至七步 尋將妃還以寄太子] <月釋20: 85a>
ㄷ. 一分은 忉利天에 주고 一分은 沙竭羅 龍宮에 주고 一分은 毗舍離王 주고 一分은
阿闍世王 주어 各各 寶塔 라 供養더라[一分奉忉利天 一分奉娑竭羅龍宮
一分奉毘舍離(舊本作毘舍離龍王今依寶林傳正宗記除龍字)王 一分奉阿闍世王 各造寶
塔而供養之] <月釋25: 62a>
ㄹ. 그 각시 하 울워러 한숨 디코 머리 딜어 죽거 도기 싀어미도 주기디 아니
니라 員이 듣고 도 자바 주기고 그 각시게 匹帛 주어 禮로 葬고 號 貞
義라 니라[妻仰天而歎 擧刀刎頭而死 盜亦不殺其姑 太守聞之 捕殺盜 而賜妻縑帛
以禮葬之 號曰貞義] <三綱 烈: 8b>
ㅁ. 諸將이 네 가매 이 다 업스리니 그를 서 나그내게 알외라[諸將歸應盡 題書報
旅人] <杜詩23: 56b>
ㅂ. 文殊師利法王子ㅣ 부텻 慈旨 받와 곧 座로셔 니르샤 부텻 바래 頂禮고 부
텻 威神 받오샤 偈 와 부텻긔 對答샤[文殊師利法王子ㅣ 奉佛慈旨
와 卽從座起샤 頂禮佛足고 承佛威神샤 說偈對佛샤] <楞嚴6: 51a>

중세 한국어의 서술어 ‘맛디다, 주다, 알외다, 對答다’가 취하는 구문은 현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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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4ㄱ)에서는 ‘맛디다’ 앞에 [수혜자] 논항에 해당하는
‘太子’와 [대상] 논항에 해당하는 ‘政事’가 왔다. ‘太子’에는 부사격 조사 ‘-’가 실
현되었고, ‘政事’에는 목적격 조사가 비실현되었다. (24ㄴ)에서는 앞선 맥락에서
[대상] 논항인 ‘妓女’가 나왔기 때문에 [대상] 논항이 문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
혜자] 논항인 ‘太子’에는 역시 부사격 조사 ‘-’가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
(24ㄷ)은 ‘[대상]-을 [수혜자]-에게 주다’ 구문이 반복되는 예이다. 이 경우에도
[수혜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24ㄹ)도 중세 한국어 시기
의 서술어 ‘주다’의 문형을 잘 보여 주는 문장으로, ‘원(員)이 그 각시에게 필백(匹
帛)을 주다’로 단문화하여 현대어역할 수 있다. 이때 ‘[행위주]-이 [수혜자]-에게
[대상]-을 주다’와 같은 문형을 확인할 수 있다. (24ㅁ)은 ‘알외다[告]’의 [수혜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고, (24ㅂ)은 ‘對答다’의 [수혜자] 논항에 부사
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두 서술어 모두 현대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문을
보이고 있다.
위의 문장들은 현대 한국어에서 [수혜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면 대부
분 어색해진다. ‘주다’를 제외한 ‘맡기다, 아뢰다, 대답하다’ 등은 문어에서 [수혜
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면 상당히 어색하다고 느껴지지만, 구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수용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구어의 경우에도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형은 부사격 조사 실현형에 비해 훨씬 어색하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위와 같은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수혜자] 논
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경우가 확인된다.

19) 전기 중세 한국어 시기의 석독구결에서도 ‘주다[與]’의 [수혜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ㄱ. 若 美 味 得 專 自 受 不 要 衆生 與 然
 後 方 食 <華疏09: 10-11>
ㄴ. 汝 今 {有} 所 悉 當 我 與 <華疏1 0 :
08>
위의 예를 통해 ‘與’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수혜자] 논항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 ‘-
’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수혜자] 논항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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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ㄱ. 耶輸는 前生애 어마님과  가시다가 길 머러 실 보기 야 자내 지
믈 어마님 맛디시고 부러 디여 여슷 里 가시니 <釋詳3: 37b>
ㄴ.나라 아 맛디시고 道理 호라 나아가샤 瞿曇婆羅門을 맛나샤[其父母早喪 讓國
與弟 捨行求道 遙見一婆羅門 姓曰瞿曇因從學道] <月釋1: 5a>
ㄷ. 明秀ㅣ 듣고 져믄 子息을  맛디고 金과 匹帛과  주고 옷과 棺과 祭 거슬
손 다 야 두고[蒲察聞 以幼子付婢僕 且與之金幣 親具衣棺祭物] <三綱 烈: 23>
ㄹ. 太子ㅣ 寶冠 瓔珞 車匿이 주시고 니샤 네 가아 王 라 正覺 일우면
도라가리라 <釋詳3: 31a>
ㅁ. 善友ㅣ 즉재 寶珠 내야 惡友 주고 警戒호 너옷 가 자거든 내 딕희오[爾時善友
卽解寶珠 與弟惡友而誡敕言 汝若疲乏眠臥 我當守護] <月釋22: 48b>
ㅂ. 世尊이 사 아니 알외샤 오 忉利天에 가샤 <釋詳11: 1a>
ㅅ. 藥 와 늘구메 다렛 모 便安케 고 門에셔 사 對答리란 져근 아
  노라[曬藥安垂老 應門試小童] <杜詩3: 42b>

(25ㄱ, ㄴ, ㄷ)은 ‘맛디다’의 [수혜자] 논항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이다. 세
문장 모두 ‘맛디다’의 논항들이 문면에 드러나 있다. (25ㄷ)은 ‘明秀가 듣고 어린 자
식을 종에게 맡기고’로 옮길 수 있다. [행위주] 명사구 ‘明秀’와 [대상] 명사구 ‘子
息’, [수혜자] 명사구 ‘죵’이 나타나 있어, ‘맛디다’의 구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행위주] 명사구와 [대상] 명사구와 달리 [수혜자] 명사구 ‘’에는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았다.
(25ㄱ, ㄴ, ㄷ)을 단문으로 바꾸어 현대어역하면 각각 ‘?耶輸가 짐을 어머님 맡기
시다/맡기셨다’, ‘?나라를 아우 맡기시다/맡기셨다’, ‘?明秀가 자식을 종 맡기다/맡겼
다’가 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는 현대 한국
어에서 [수혜자] 의미역을 부여받은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
으면 안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5ㄱ, ㄴ, ㄷ)과 같이 구어가 아닌 환경에서 [수
혜자] 명사구에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고 쓰였다는 것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격
조사의 도움 없이도 ‘맛디다’의 [수혜자] 논항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하는 데에 무리
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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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ㄹ)과 (25ㅁ)은 ‘주다’의 [수혜자] 논항에 격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이고, (25
ㅂ)과 (25ㅅ)은 각각 ‘알외다’와 ‘對答다’의 [수혜자] 논항에 격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이다. 이 서술어들에서도 격조사의 도움 없이 [수혜자] 논항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맛디다, 주다, 알외다, 對答다’가 서
술어의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서 [수혜자] 명사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서술어 ‘알외다’, ‘對答다’의 경우 [수혜자] 논항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예는
(25ㅂ, ㅅ)이 전부이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이 모두 운문 자료에서 확인된다는 점에
서 음수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술어 ‘주다’의 경우 한 문장에서 [대상] 논항과 [수혜자] 논항에 모두 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문장이 확인된다.
(26)
ㄱ. 琰魔王이 사 罪 주는 法  아 王일 法王이라 니라 <釋詳9: 30a>
ㄴ. 그 도기 後에 닛위여 도다가 王 자피니 도 罪 주 法은 주겨 제 겨집
조쳐 사 묻더니[其夫於後，續復劫盜，爲王所得，卽治其罪 治賊之法，要斷其命，
合婦生埋] <月釋10: 25b>
ㄷ.   열 말 가니라 타 연 말란 슈오긔 어미 두 말 가옫 주고 너 서 말 가옫
라 <순천65: 7>
ㄹ. 단 말란 기 집 명겨 집 두 지 화 주어라 쟈란 크니란 명겨 어미 그
뵈 몯 주고 오니 그 갑 주고 섯바기 그틔 슨 글란 너 라 <순천65: 9>
ㅁ. 쳔회 금과 깁과 남진 주고  살 니르리 주어 도 마라 야 보내야[千戶 以
所得金帛 與 其夫 而歸之 幷 與 一矢 以却後兵] <三綱 烈: 22a>

수여동사문에서 두 개 이상의 의미역 명사구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26ㄱ~ㄹ)과 같이 ‘[수혜자] - [대상] 주다’의 어순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26
ㅁ)처럼 ‘[대상] - [수혜자] 주다’의 어순을 보이는 것은 찾아 보기 어려운데, 이것
이 한문 원문의 어순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수혜자] - [대상] 주다’ 어순의 경우 (26ㄴ)과 같이 한문 원문에서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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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의 어순으로 나타났음에도 언해문에서 ‘[수혜자] - [대상]’의 어순을 보
이는 문장이 확인된다. 또한 (26ㄷ, ㄹ)과 같이 한문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언간 자료에서도 ‘주다’ 논항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 ‘[수혜자] - [대상]’의
어순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25)의 문장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 서술어에 인접
하여 위치하는 경우만 확인된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25)의 경우에는 [대상] 논항
에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 논항의 격과 의미역만 파악하면
되었지만, (26)의 경우에는 [대상] 논항과 [수혜자] 논항에 모두 격표지가 없기 때
문에 두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한번에 파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5)와 같
은 경우에는 [수혜자] 논항을 서술어에 인접하여 위치시키는 방책을 사용한 반면,
(26)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논항과 [수혜자] 논항을 서술어가 갖는 전형적인 어
순으로 배치하는 방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강조하면 중세 한국어 시기에 서술어 ‘주다’ 구문의 전형적인 어순은 ‘[행
위주] - [수혜자] - [대상] 주다’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현대 한국어
‘주다’의 기본 어순과 일치한다(신서인 2007: 219). 신서인(2007)에서는 서술어 ‘주
다’의 논항들에 격조사가 그대로 실현되든 일부 요소가 비실현되든 어순이 ‘NP-이
NP-에게 NP-을 주다’로 나타나는 경우가 96.94%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
탕으로 ‘NP-이 NP-에게 NP-을 주다’를 서술어 ‘주다’의 기본 어순으로 설정할 수 있
다고 보았다(신서인 2007: 218-219). 수여동사문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
우 전형적인 어순을 통해 부사어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한다는 내용은 제4장
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한편, 중세 한국어에서 위의 서술어들 가운데 ‘알외다’를 제외한 ‘맛디다, 주다,
對答다’의 [수혜자] 논항에는 목적격 조사도 결합할 수 있었다.20)
20)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알외다’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문장이 확인된다.
ㄱ. 이제 世尊이 우리 알외샤 니샤 比丘하 너희 得혼 거시 究竟滅이 아니니[今
者世尊覺悟我等 作如是言 諸比丘 汝等所得 非究竟滅] <月釋15: 25b>
ㄴ. 부텻 知見으로 衆生 알외오져 시며 衆生 부텻 知見에 드리고져 시논 젼론
고디라[欲以佛之知見悟衆生故 欲令衆生入佛之知見故] <釋詳13: 5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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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ㄱ. 太子ㅣ 이제  그러시니 므르디 마쇼셔 迦葉佛時예 나 小珠塔을 맛디샤 悉
達이 城 나모 기드려 받라 시니다[汝今亦爾 勿令有退 迦葉佛時付我小珠
塔 待悉達踰城令我付汝] <月釋25: 50a>
ㄴ. 부톄 오나시 보  나 죠고맛 거슬 주어시든 녜 供養지이다
<釋詳6: 44b>
ㄷ. 그 후애 어미 일 음식 주어든 람미 의식 몬져 맛보니 어미 제 아 주글가
여 아니터라[自後 朱賜祥饌 覽輒先嘗 朱懼覽致斃] <二倫: 10b>
ㄹ. 阿難아 네 몬제 나 對答호 光明 주머귀 보노라 더니 이 주머귓 光明이 므
스글 因야 이시며 엇뎨 주머귀 외어늘 네 므스글 가져 본다[阿難아 汝ㅣ 先에
答我호 見光明拳노라 더니 此拳光明이 因何所有ㅣ며 云何成拳이어 汝將誰
見다] <楞嚴1: 98a>

이처럼 [수혜자] 논항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것에 대해서 李珖鎬(1988: 263-277)
에서는 ‘여격의 대격주제화’로 파악한 바 있다. 李珖鎬(1988: 264-272)에서는 ‘철수
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철수가 영희에게를 책을 주었다, 철수가 영희를 책을 주
었다’와 같은 문장을 검토함으로써 부사격은 원초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
고,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을’은 주제화 첨사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여격의 대격주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수여동사와 더불어 해당
명사구가 [+유정]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李珖鎬 1988: 229). 李珖鎬
(1988)에서 주장한 대격주제화는 위의 중세 한국어 문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다. 이현희(1986)에서도 (27ㄹ)과 같은 문장에서 ‘나’을 여격이 대격주제화된 것
으로 보았다. ‘내게’, 혹은 ‘날려’ 정도에서 여격이 대격주제화되어 쓰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이현희 1986: 197).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27)의 조사 ‘-을’은 선행
명사구의 격을 표시해 주는 격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화 첨사의 기
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21)
그러나 위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때 ‘알외다’는 ‘깨우치다[覺]’의 의미로 사용
된 것이다.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도 역시 ‘알외다[覺]’의 [대상] 논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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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한국어 [수혜자]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른 의미역 명사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명사구가 대체로 서술
어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 역시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에 [수혜자] 명사구를 서술어 가까이에 위치시킴으로써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기대
어 해당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 또
한 [수혜자]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몇몇 서술어들은 주로 운문에서만
그 예가 확인된다. 이는 음수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술어 ‘주다’의 경우에는 한 문장 내에서 [수혜자] 논항뿐만 아니라 [대상]
논항에도 격조사가 비실현된 문장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혜자] 논항에만
격조사가 비실현된 경우와 달리 일관되게 ‘[수혜자] - [대상] 주다’의 어순을 보인
다. 이는 ‘주다’ 구문의 전형적인 어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3. [기점] 논항의 격조사 비실현
[기점]은 동사가 이동이나 변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 물리적·추상적으로
그 시작 지점을 나타내는 개체에 부여되는 의미역으로, 어떤 개체의 기원이나 출처
의 개념도 [기점]에 포함된다(김윤정·김완수·옥철영 2014: 181). 중세 한국어 시기
에 [기점]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문장은 매우 드물
21) 이와 관련하여 하귀녀(1994: 47-49)에서는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수혜자]에 ‘-을’이 사
용된 것은 한문 구성에 얽매인 것이고, ‘-의게’가 사용된 것은 특정 동사들과 관련한 것
이거나 [수혜자]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22) 근대 한국어 자료인「현풍곽씨언간」에서 [수혜자]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이 확인되는 서술어는 ‘주다, 주어 보내다, 얻다’ 등이다. 아래의 문장은 전병용(2008:
428)에서 제시한 부사격 조사 비실현의 예이다.
ㄱ. 오 약 가뎌 가 사 주워 보내라 소 <곽씨86-8>
ㄴ. 양식이 브죡여 유 어든 을 길되로 서 말 아홉 되 워 가니 <곽씨167-6>
ㄷ. 콩도 말로 유  말 한분이  말만 주소 <곽씨167-7>
(ㄱ)과 (ㄴ)에서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수혜자] 명사구가 서술어에 인접하여 위
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ㄷ)을 통해서는 ‘[수혜자] - [대상] - 주다’의 어순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 나타나는 부사격 조사 비실현 환경의 특징이 근대 한국어에
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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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서술어도 제한적이다.
(28)
나다[出], 벗다[避], 버서나다[脫]

‘나다’는 현대 한국어에서 ‘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에 [기점] 논항을 취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나다’는 단독으로 이동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고, ‘나오다, 나가다’ 등의 합성 동사의 형태로만 실현된다(황
국정 2005: 365). 중세 한국어에서 ‘벗다’는 ‘피하다[避]’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현
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쓰임을 찾아 보기 어렵다. ‘버서나다’는 현대 한국어로 오
면서 형태가 ‘벗어나다’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벗어나다’는 <표준>에서 그 문형 정보를 ‘【…에서】/【 …을】 벗어나다’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고려대>에서도 ‘NP1-가 NP2-에서 벗어나다’와 함께 ‘NP1-가 NP2-를
벗어나다’를 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NP2’는 [기점]의 의미역을 부여받는 명
사구인데 격표지로 ‘-에서’와 ‘-을’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세 한
국어 시기의 [기점] 명사구 역시 [처소] 명사구, [달점]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목적
격 조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장윤희 2002, 황국정 2015
ㄴ). 그런데 [기점] 명사구에서 격조사 비실현이 확인되는 (28)의 서술어들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교체가 가능했다.
(29)
ㄱ. 그제 王도 地獄애셔 나려 커늘 兇主ㅣ 닐오 王이 외야 몯 나시리다[時王從
彼地獄欲出。凶主白王言王不復得去] <月釋25: 87a>
ㄴ. 經ㅅ 일훔 일면 蓮華ㅣ 이베 나고  번 能히 隨喜면 法香이 모매 이쇼
善  업디 아니야 功 이루미 절로 나니라[一稱經名則蓮華出口 一能隨喜則
法香在身 善種不亡功成自著] <月釋18: 58a>
ㄷ. 아모 사미나 이 藥王菩薩本事品 듣고 能히 隨喜야 讚善면 이 사미 現世예
이베셔 녜 靑蓮華香이 나고[若有人聞是藥王菩薩本事品 能隨喜讚善者 是人現世口
中 常出青蓮華香] <月釋18: 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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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부텨는 三界 밧긔 버서나샤 長常 便安거시 衆生 버서날 이 아니야 六趣
에 뇨 受苦 주를 모 어즐다 니라 <釋詳3: 20b>
ㅁ. 둘흔 내 聞과 思와로 六塵에 버서나 소리 담 디나 야 能히 리오디 몯
[二者 由我ㅣ 聞思로 脫出六塵호 如聲이 度垣야 不能爲礙] <楞嚴6:
42b>
(30)
ㄱ. 西北門 노니샤매 주그니 比丘僧을 보시고 더욱 바시니 아바긔 말  네 願
을 請샤 지블 나아 가려 터시니 <月曲: 16b>
ㄴ. 煩惱ㅣ 다아 一切 生老病死 憂悲苦惱 버서나리라[竭煩惱河 解脫一切生老病死憂
悲苦惱] <釋詳9: 16b>
ㄷ. 곧 이 五蘊의 空 照야 一切ㅅ 厄애 건너미니 밧긔 世界 리고 안해 몸과
 버서 모 혜디 아니 모미 虛空 고  혜디 아니 미 法
界 니라[卽是照五蘊空야 度一切厄이니 外遺世界고 內脫身心야 不計身
 身同虛空고 不計心 心同法界니라] <圓覺 上: 156a>

(29)와 (30)은 각각 (28)의 서술어에 의해 [기점] 의미역을 부여받은 명사구들에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문장들이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기점] 논
항을 취하는 이동동사들의 [기점] 명사구에서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격조사
교체가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를 통해 [달점] 명사구와 달리 부사격 조사
와 목적격 조사의 격조사 교체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뿐만 아니라 전기 중세 한국어 문장들에서도 [기점]
논항을 취하는 이동동사의 [기점]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
ㄱ. 或 {於}出三摩地相 謂 此 由 故 三摩地 出 <瑜伽24:
04-05>
ㄴ. 若 {於}足 擧 當 願 衆生 生死海 出 衆 善法 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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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華嚴04: 05>
ㄷ. 舍 從 出 時 當 願 衆生 深 佛智 入 永 三界 出
<華嚴07: 22>
ㄹ. 高 昇 路 見 當 願 衆生 永 三界 出 心
怯弱 無 <華嚴04: 22>
ㅁ. 疑網 斷除 愛流 出 涅槃 無上道 開 示
 <華嚴09: 21>
ㅂ. 若 能 諸 魔力 摧殄 則 能 四魔 境 超出 <華嚴12: 11>

(31)과 같이 전기 중세 한국어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나오다[出], 벗어나다[超出]’
등의 서술어의 [기점]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일 없이 목적격 조사가 결
합하는 예만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적으로 [기점] 논항에 목적격 조사를 결합하던
것이 15세기 무렵부터는 부사격 조사도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하면, [수혜자] 논항의 경우와는 달리 [기점] 논항에 결합한 목적격 조사는 주
제화의 첨사로 보기는 어렵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버서나다’의 [기점] 논항에서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명사
구와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명사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23)
(32) 부사격 조사의 결합을 보이는 명사구
六塵, 塵, 塵氛, 世間, , 내 受苦 얽욤, 難, 죽사릿 어리, 塵垢患累, 인륜
이며 텬리, 三界 , 娑婆世界 , 物 
(33) 목적격 조사의 결합을 보이는 명사구
러 것, 一切 外道 얽욤, 一切 生老病死 憂悲苦惱, 어려 厄, 厄, 苦厄,
羅刹難, 怨讐ㅅ 도, 죽사릿 얽, 一切 苦難, 이 害, 迷惑홈, 餓鬼苦, 슈고

‘얽욤’과 같이 두 격조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명사구가 있는 반면, 하나의 격
조사만 결합할 수 있는 명사구도 있다. 두 유형에서 모두 ‘六塵, 難, 인륜, 텬리’,
23) (32)와 (33)은 ‘버서나다’에 바로 선행하는 명사구만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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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 厄, 一切 生老病死 憂悲苦惱, 羅刹難, 一切 苦難’ 등의 추상명사가 주를 이
루고 있다. 명사구들만으로는 두 유형에서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
리하자면, [기점] 논항을 취하는 이동동사의 [기점] 명사구에는 목적격 조사와 부
사격 조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고, 해당 명사구들도 이렇다 할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점] 논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 어떠한
격조사가 비실현된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34)
ㄱ. 부톄 아란려 니샤 네 비록 나의 읏듬 뎨오 집 나건 디 오라도 이 모
도다[佛告阿難 汝雖是吾上足弟子 出家深遠 知事未廣] <恩重: 2a>
ㄴ. 이 念 出家□□ 道理야 無爲 世間 버서날 이 求니[念此辛酸故出
家爲道。求於無爲度世之要] <月釋25: 134b>
ㄷ. 衆生히 罪報 버서냇다가 아니 오란 예  惡道애 러디니[然諸衆生獲脫
罪報 未久之間 又墮惡道] <月釋21: 116a>
ㄹ. 兄이 디여 뵈니 衆賊이 좇거늘 재 려 티샤 두 갈히 것그니  채 텨 뵈시니
三賊이 좇거늘 길 버서 쏘샤 세 사래 다 디니[兄墜而示 衆賊薄之 下阪而擊 兩刀
皆缺 策馬以示 三賊逐之 避道而射 三箭皆踣] <龍歌 36>

(34ㄱ)은 ‘나다’의 [기점] 논항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예이다. ‘나다’의 [기점]
논항으로 ‘집’이 오는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의 결합과 부사격 조사의 결합이 모두
가능했다.
(34ㄴ, ㄷ)은 ‘버서나다’의 [기점] 논항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예들이다. (34
ㄴ)의 ‘世間’은 (3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버서나다’와 공기하는 경우에 부사격 조
사가 결합하는 예만 확인된다. 이를 강조하면 (34ㄴ)은 격조사가 실현될 경우 부사
격 조사가 실현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4ㄷ)의 ‘罪報’는 ‘버서나다’와 공기하는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 (34ㄹ)의 ‘벗다[脫]’도 ‘길’과 공기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없어 어떠한 격조사가 실현될 자리인지 알기 어렵다.
어떠한 격조사가 올 자리이든 (34)와 같이 격조사 없이 [기점] 논항이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격조사의 도움 없이도 해당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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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후행하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기대어 해당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세 한국어 시기 [기점]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
미역 명사구들과 달리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교체를 활발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기원적으로 [기점] 논항을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이동동사들이 목적격
조사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점] 명사구에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확인되는 서술어는 다른 의미역
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들에 비해 수적으로 적다. 이는 기점 이동동사가
[기점] 외에 [달점] 명사구와 공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기점 이동동사가 [기점] 명사구 외에 [달점] 명사구와도 생산적
으로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를 결합시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
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예가 다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 비실현을 보
이는 서술어나 의미역 등의 환경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이 단순히 예외적인 현상
이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이상에서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이 확
인되는 환경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0> 중세 한국어 시기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의 출현 환경
격조사

의미역

교체 유형

부사격
목적격
격조사

–

[도구]
피·사동문의

서술어 목록
미다[裝],

젼메우다[象嵌],

비고
다

[混], 티다[打]
믈이다[咬], 딜이다[刺], 이다[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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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
근대 한국어 문

교체 부재

[처소]

[달점]

겨시다[在], 잇다[在], 노닐다[遊]

헌에서

가다[去], 나가다[出], 녀다[行], 놓다

[宿]’도 확인됨.
서술어에
따라

[放], 니르다[至], 도라가다[歸], 드러

격조사

가다[入], 드러오다[還], 들다[入], 

나타나지

라가다[走], 및다[逮], 보내다[送], 오
부사격

–

다[來], 옮다[徙], 祭다, 向다

목적격
격조사

[수혜자]

교체 존재

‘자다

교체가
않는

경우도 있음.

[수혜자] 논항에

맛디다[任], 주다[授], 알외다[告], 對

결합하는

答다

를’은 주제화 첨

‘-을/

사로 파악됨.
전기 중세 한국

[기점]

나다[出], 벗다[避], 버서나다[脫]

어 시기에는 목
적격 조사 결합
형만 확인됨.

중세 한국어 시기에 [도구] 논항, 피·사동문의 [행위주] 논항, [처소] 논항에 부사
격 조사가 결합하는 문장과 아무런 격조사도 결합하지 않는 문장은 모두 확인되지
만,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문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강조하면, 이들 의미역
명사구에 아무런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달점] 논항의 경우 서술어에 따라서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격조사 교체
를 보이기도 하고, 부사격 조사만 결합하기도 한다. ‘녀다, 들다, 옮다, 祭다’ 등
이 전자에 해당하는 서술어이고, ‘가다, 나가다, 놓다, 니르다, 도라가다, 드러오
다, 라가다, 및다, 보내다, 오다’ 등이 후자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수혜자] 논
항은 부사격 조사 외에 ‘-을/를’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목적격 조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화 첨사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점] 논항의 경우 전기 중세 한국어 시기 자료인 석독구결 자료에서 부사격 조
사 결합형은 확인할 수 없고, 목적격 조사 결합형만 확인할 수 있다. 후기 중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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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시기에 들어서서 부사격 조사 결합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세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격조사 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 한국어와 두드러진 차
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에서 대
체로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격조사 교체가 가능하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인정하지 않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이남순 1988, 김원경
2009, 최기용 2009 등). 이러한 차이점을 강조하면 적어도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격조사가 비실현된 명사구의 격을 목적격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부사어 명사구는 대체로 서술어에 인접하여
나타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서술어와
해당 명사구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재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으나, 부사격 조사
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소령(1995ㄱ)에서도
중세 한국어 시기에 ‘풀이말에 근접한 월성분의 토씨[서술어에 근접한 문장 성분의
조사: 필자]’가 비실현될 수 있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서술어와 떨어져서 위치하는 경
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특징적인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혜자] 논항과
[달점]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의미역들(각각 ‘행위주, 수혜자, 대상’과
‘행위주, 달점’)에 격조사가 모두 실현되지 않는 예가 확인되는데, 이 경우에 각각
‘[행위주] 주어 – [수혜자] 부사어 – [대상] 목적어 V’, ‘[행위주] 주어 – [달점] 부
사어 V’와 같은 어순이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해당 명사구가 서술어에 인접하여 나타나고, 부사어을 포함한 둘 이상의 논
항 명사구에서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해당 서술어의 전형적인 어순으로 명사구
가 배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확인되는 문헌이 『龍飛御天歌』, 『月印千江
之曲』, 『杜詩諺解』 등의 운문 자료나 『飜譯朴通事』, 『飜譯老乞大』등의 대화
를 담은 자료들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전자
의 운문 자료는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 격조사를 의도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것일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음수율이 맞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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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음수율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격조사가 없으면 해당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이 파악되지 않아 문장의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격조사를 결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면 운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역시 본고의 논
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飜譯朴通事』, 『飜譯老乞大』등의 자료들은 역학 관계 한글 문헌 자료들로,
구어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에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구어 자료에서 격조사 비실현이 두드러지는 현대 한국어의 양상과
유사하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세 한국어 시기의 실제 구어에서는 부
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좀 더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중세 한국어 시기의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은 현대 한국어에 비해 폭넓은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그 환경도 어느 정도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다. 우선 부사격
조사의 결합만 확인되고, 목적격 조사의 결합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격조사가 나
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가능한 서술어
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사격 조
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들이 중세 한국어 시기 문장에서는 부사격 조사를
동반하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은 이 시기에 더 폭넓은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
현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또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
우에 대체로 서술어와 바로 인접하여 나타난다는 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어
– 부사어 – 목적어 동사’, ‘주어 – 부사어 동사’의 전형적인 어순을 보인다는 점 등
은 이 시기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의 일관된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
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중세 한국어 시기 부사격 조사 비실현 환경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탐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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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 비실현의 원인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추출한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 비실현 환경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와 달리 중세 한국어 시기에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부사격 조
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그 원인은 크게 언어 내
적인 원인과 언어 외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4.1. 언어 내적 원인
4.1.1. 중세 한국어 서술어의 필수 논항
제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격조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선행하는
명사구가 서술어와 맺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부사격 조사의 경우
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서술어에 의해 부여받은 명사구의 의미역을 표
시해 주는 기능도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격조사가 결합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격조사의 도움 없이도 해당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김기혁 1989: 17-18).
주격과 목적격, 속격 등의 구조격은 격조사의 도움 없이도 문장 내의 통합 관계
나 구조를 바탕으로 해당 명사구의 격을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안병희
1966, 이남순 1988 등). 이와 달리 부사격은 다양한 의미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문장 내의 통합 관계나 구조만으로는 의미역까지 파악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제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다양한 서술어에서 부사
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문장이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서술어에
서 하나의 의미역에만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하나의 서술어 내에 다양한 의미역이 명세되어 있어도, 부사격 조사 비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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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인되는 의미역은 서술어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서술어가 가장 전형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논항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1) 이러한 특징은 이동동사에서 두드러진다.
(1)
ㄱ. 그듸 어드러셔 오시니 對答호 부톄 涅槃야시 내  로셔 오노
라[仁者何來 佛般涅槃 我於茶毘所來] <釋詳23: 40b>
ㄴ. 世尊이 舍衛國에 오샤 큰 光明을 펴샤 三千大千世界 다 비취시고 밧가라로 
 누르시니[漸漸來近舍衛城邊一切大集 持諸供具迎侍世尊 到國至廣博處 放大光明
遍照三千大千世界 足指按地] <釋詳6: 39a>
ㄷ. 다 올 와셔 나리 虛히 가 놀라고[異縣驚虛往] <杜詩3: 20b>
(2)
ㄱ.  萬 里옛 여희요 야 그듸 묏 메셔 보내노라[復爲萬里別 送子山之阿]
<杜詩22: 47a>
ㄴ. 그제 皇后 와 同列엣 班婕妤 하로 主上 비러 업게 고져 다 야
皇帝 올히 드르샤 皇后 廢야 昭臺宮에 보내시니라 <內訓 序: 5b>
ㄷ. 縣令 楊侃과 刺史 柳無忝괘 글워 得야  힘 자니 五日에 石角村애 도
을 자바 韶州ㅣ 보내야 져조니[縣令楊侃과 刺史柳無忝괘 得牒야 切加擒捉니
五日에 於石角村애 捕得賊人야 送韶州야 鞫問니] <六祖 下: 87a>
(3)
ㄱ. 그저긔 大稱王이 밧그로셔 드러 샤 世尊이 弟子 阿難 羅雲이 더브르샤 虛
1) 최기용(2019: 328)에서는 문장의 논항 구조에 대한 두 극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어휘주의자(Lexicalist)’의 견해와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의 견해가 그것인
데, 전자의 논의에서는 문장의 논항 구조가 통사부에 존재하지 않고, 개별 어휘에 명세
되어 있다고 본다. 후자의 논의에서는 문장의 논항 구조가 동사에 나타나는 구조적 형상
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고, 개별 어휘에 명세된 의미역 정보는 부정한다. 최기용
(2019)의 입장은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서술어 내에 다양한 의미역이 명세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박진호(1994)에서 서술어가 기본 의미와 확대 의미라
는 의미의 신축성을 보인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논의 모두 서술어 내
에 다양한 의미역이 명세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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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로 마 오시다[時大稱王從外入宮 白大王言 世尊已來 將諸弟子阿難羅云等
乘空來至] <月釋10: 8a>
ㄴ. 王이 親히 가 무로 네 내 옷 닙고 내 宮殿에 드러 내 류지 리고 됴 차
반 먹고 이쇼 엇뎨 몯 듣고 몯 보노라 다[王問弟曰 著吾服飾入吾宮殿 衆妓
自娛食以甘美 何以面欺 不見不聞不快樂耶] <釋詳24: 28b>
ㄷ. 님그미 나가려 샤 도기 셔 드더니 二將之功 一人이 일우시니[君王欲去 寇
賊入京 二將之功 一人克成] <龍歌 49>
(4)
ㄱ. 永嘉ㅅ 時節에 해 北녀그로셔 니르리 오니 勾漏에  南녀그로 가놋다[永嘉多北至
勾漏且南征] <杜詩8: 63b>
ㄴ. 欲類는 生死애 가니 비록 六天에 니르러도 足히 勝티 몯거니와[欲流는 則趍於生
死ㅣ니 雖至六天야도 未足爲勝이어니와] <楞嚴9: 5b>
ㄷ. 과거시댱이 갓가오니 몬져 셔울 니르러셔 開封【이제 漢城府  마을이라】戶籍
【댱 호젹이라】에 드려 과거 보기를 고져 노이다[科場이 近니 欲先至京師
야 貫開封戶籍야 取應노이다] <小學6: 45b>

위의 문장에서 (1ㄱ), (2ㄱ), (3ㄱ), (4ㄱ)은 모두 이동동사가 [기점] 명사구와 함
께 쓰인 것이고, (1ㄴ), (2ㄴ), (3ㄴ), (4ㄴ)은 모두 이동동사가 [달점] 명사구와
함께 쓰인 것이다. 두 명사구는 각각 부사격 조사 ‘-에셔, -로셔’, ‘-에, -로’가 결
합됨으로써 그 의미역이 표시되고 있다.
그런데 (1ㄷ), (2ㄷ), (3ㄷ), (4ㄷ)과 같이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문장은
명사구의 의미역이 [달점]인 경우에만 확인된다. 위의 문장들에서 사용된 서술어가
[기점] 명사구와 공기하는 환경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문장은 확인되지
않고, (1ㄱ), (2ㄱ), (3ㄱ), (4ㄱ)과 같이 항상 부사격 조사 ‘-에셔, -로셔’ 등을
동반하여 나타난다. 이를 통해 위의 서술어들의 [달점] 명사구는 [기점] 명사구와
달리 부사격 조사의 도움 없이도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달
점] 명사구는 각 서술어의 필수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격조사 없이 서술어의 의
미 특성만으로 해당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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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위의 서술어들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역 논항들이 있고, 그 의미역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사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한
다. 또한 부사격이 문장 내의 통합 관계나 구조를 통해서 격과 의미역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기대어 격조사의 도움 없이 맨명사구로 실현
될 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기용(2019: 462-463)에서는 임홍빈
(1987: 402)에서 제사헌 현대 한국어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환경을 다음과 같이 명
확히 한 바 있다.2)
(5) 부사격 조사 비출현의 필요 조건 (최기용 2009: 463)
의미격 조사[부사격 조사: 필자]의 비출현이 허용되면 해당 성분은 서술어에 의해 의
미역이 부여되는 성분, 즉 논항이다.

서술어의 필수 논항이라는 조건이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
지는 못하지만, 필요 조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의
모든 의미역 명사구는 서술어의 필수 논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영희(1999
ㄴ: 49)에서도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은 모두 해당 명사구가 서술어의 필
수 논항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5)의 현대 한국어 부사격 조사 비실현의 필요 조건은 (1)~(4)의 중세 한국어 문
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을 통해 해당 명사구가 그 문장의 핵인 서술어의 필수 논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어의 직관이 적용되지 않는 중세 한국어 서술어의 필수
논항을 파악하는 도구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중세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보다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보이는 서술어가
더 다양했다는 차이가 있다. 제3장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꾸미다, 상감하다, 섞
다’, ‘찔리다’, ‘아뢰다, 대답하다’ ‘벗어나다’ 등 다양한 서술어에서는 부사격 조사의

2) 임홍빈(1987: 402)에서는 ‘명사구가 조사[부사격 조사: 필자] 없이 쓰이는 경우는 서술어
가 가지는 의미역에 의하여 그 기능이 정해진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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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없이도 [도구], [행위주], [수혜자], [기점] 등의 의미역을 표시할 수 있었
다. 이들은 대부분 현대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없이 쓰이면 비문이 되거나 어색
해진다.
그런데 이 서술어들이 현대 한국어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각각의 의미역이 해당 서술어의 필수 논항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세 한국어
와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들 의미역 명사구가 필수 논항인 것이다. 실제
로 제3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들 의미역은 <표준> 등의 국어사전에서 서술어의
문형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중세 한국어와 달리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를 필수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서
술어의 기능 부담량 증가와 한국어 격조사의 역사적인 발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민현식(1982: 28-29)에서는 문미(文尾)에 위치하는 한국어의 서술어는 통어(統
語) 기능 부담량이 커서 문면에 주격·목적격의 격표지를 요구하는 요구력이 크기 때
문에 국어사적으로 격표지가 생성되고 점차 발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그
런데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뿐만 아니라 ‘-의게’나 ‘-의셔’, ‘-로셔’ 등의 부사격
조사 역시 중세 한국어 시기에 중세 한국어의 이른 시기에 격조사로 정착되지 못하
던 것이 점차 격조사로 정착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격조사의 발달과 서술어의
기능 부담량 증가로 인해, 격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논항들이 점차 격조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변화를 겪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경우에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격조사
교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 비실현
환경이 넓었음을 보여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거의 모든 환경에서 목적격 조사와 부사격 조
사가 교체될 수 있다(김원경 2009: 137-138, 최기용 2009: 147, 465). 따라서 부사
어에 격표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떠한 격조사가 결합할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
다. 즉, 원래 격으로 회복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다(이남순 1988,
1998: 357). 그러나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해당 부사어의 격과 의미역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격조사가 모두 부사격 조사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환경에서 격조사 없이 사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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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부사격 조사 비실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면,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을 구조격의 부정격으로의 실현 혹은 목적격 조사의 비실현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바탕으로 명사구의 격과 의
미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환
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실현될 때에는 여타의 격조사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4.1.2. 서술어와 논항 명사구의 인접성 조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의 또 다른 특징으로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지 않은 명사구가 서술어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는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는 경우에 부사격 조사를 동반한 명사구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논항 명사구나 문장 성분이 개재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6)
ㄱ. 그 나라히 平正야 功德이 이러리라 야시 그 王이 즉자히 나라 아 맛
디고 夫人과 두 아와 眷屬콰로 佛法 中에 出家야 道理 닷더라[其國平正 功
德如是 其王卽時以國付弟 與夫人 二子并諸眷屬 於佛法中出家修道] <釋詳21: 43b>
ㄴ. 婆羅門이 妃子 더블오 닐굽 거르믈 내거렛다가 도로 와 太子 맛디고 닐오 
외야  주디 마쇼셔[時婆羅門便將妃去 行至七步 尋將妃還以寄太子 莫復與人也]
<月釋20: 85a>
ㄷ. 류 비체  업슨 을 금으로  노텰릭에 팔보 고 물에 구룸문을 직금
노비게예 류 비체 금 며 화문 슈질 노더그레오[柳綠蟒龍織金羅帖裏 嵌八
寶骨朵雲織金羅比甲 柳黃飾金綉四花羅搭護] <飜朴: 29b>
ㄹ. 縣令 楊侃과 刺史 柳無忝괘 글워 得야  힘 자니 五日에 石角村애 도
을 자바 韶州ㅣ 보내야 져조니[縣令楊侃과 刺史柳無忝괘 得牒야 切加擒捉니
五日에 於石角村애 捕得賊人야 送韶州야 鞫問니] <六祖 下: 87a>
ㅁ. 아바님 셔울 겨샤 아와 孫子 그리샤 <月釋10: 1a>
ㅂ. 光祿大夫 龔勝이 王莽이 政事 자뱃다 야 辭壯고 스올 갯더니[光祿大夫龔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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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王莽秉政 乞骸骨歸鄕] <三綱 忠: 8>
(7)
ㄱ. 時世예 人民의 목수미 그지업더니 法 爲혼 젼로 나랏 位 려 太子 政事 맛디
고 道 有餘 다로 님그미 욤 업스시니라[時世예 人民의 壽命이 無量터니
爲於法故로 捐捨國位야 委政太子고 由道之優裕故로 君遂無爲시니라] <法華
4: 154a>
ㄴ. 다가 이 施主ㅣ 오직 衆生의게 一切 즐거운 거슬 주어도 功德이 그지업거늘 
며 阿羅漢果 得게 호미니가 <法華6: 9a>
ㄷ. 아뫼나 사미 부텨 위 여러 像 니도 다 마 佛道 일우며 七
寶로 일우거나 구리어나 鑞이어나 鐵이어나 남기어나 기어나 갓블와 옷과 뵈
와로 佛像 미도 이런 사히 다 마 佛道 일우며 <釋詳13: 52a>
ㄹ.  님 나코 그 아비 죽거늘 그 어미 이 니 기르더니 나히 라거시 그 어
미 이 니 東山 딕희오고 스싀로 가 밥 어더 스싀로 먹고 님 밥 보내요
날마다 그리 다가[唯生一女 其父命終 婆羅門婦養育此女 年轉長大 其家唯有一果
園 其母以女守園 自往求食 既自食已 後爲其女而送食分 日日如是] <釋詳11:40b>
ㅁ. 頂門 우 업슨 果ㅣ시니 光明에 온가짓 보 비치 겨시니라[頂門 爲無上果ㅣ시
니 光有百寶色시니라] <楞嚴1: 39a>
ㅂ. 舍衛國에  大臣 須達이라 호리 잇니 아시니가[舍衛國王 有一大臣。字曰
須達 輔相識不] <釋詳6: 14b>

(6)의 문장들은 다양한 의미역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지 않는 경우에 그
명사구가 서술어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을 보여 준다. 제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몇몇 서술어를 제외하고는 부사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명사구가
대체로 서술어 바로 앞에 위치한다.
반면 (7)에서와 같이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명사구가 서술어와 떨어
져서 위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7ㄱ~ㄹ)의 3항 서술어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6ㄱ~ㄹ)과 같이 3항 서술어 가운데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는 항상 부사
격 명사구가 서술어에 바로 선행하는 것만이 가능했던 반면에, (7ㄱ~ㄹ)과 같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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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조사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다른 논항 명사구가 서술어와 부사격 명사구 사이
에 개재될 수 있는 것이다. (7ㄱ~ㄹ)에서는 모두 목적격으로 실현된 서술어의 [대
상] 논항이 서술어와 [수혜자] 논항 사이에 개재되어 있고, (7ㅁ)에서는 주격으로
실현된 [대상] 논항이 서술어와 [수혜자] 논항 사이에 개재되어 있다. (7ㅂ)에서는
‘ 大臣 須達이라 호리’와 같이 관형 구성의 명명 구문이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명
사구와 서술어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飜譯朴通事』, 『朴通事諺解』, 『朴通事新釋諺解』에서는 동일한 내용
이 격조사 실현 여부에 따라 서술어와의 인접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ㄱ. 은 일 과 비단 열 필 깁 열 필와 진쥬 네콤 드려 론 귀엸골회와 머리예
기 진쥬와 비 짓드려 미고 보셕에 금 젼메워 바근 곳갈와 진쥬로  
라 바근 冠과  열콰 수울 열 을 보내더라[下一百兩銀子 十表十裏 八珠環兒 滿
頭珠翠 金廂寶石頭面 珠鳳冠 十羊十酒裏] <飜朴: 45a>
ㄴ. 一百 兩 銀과 열 것과 열 안과 八珠環과 머리예  珠翠와 금으로 寶石에 젼
메온 곳갈과 珠鳳冠과 十羊과 十酒 드리더라 <朴諺: 41a>
ㄷ. 一百 兩 은을 드리고  이 열 것과 열 안과 여  진쥬 가락디와 마리에 득
 珠翠와 金으로 寶石에 뎐메온 頭面과 珠鳳冠과 十 羊과 十 酒ㅣ니 장 體面이
러라[下了一百兩銀子 又是十表十裏 八對珠環 滿頭珠翠 金廂寶石頭面 珠鳳冠 十羊
十酒 好不 體面哩] <朴新1: 44a>

[도구] 논항과 [처소] 논항에 격조사가 모두 실현된 (8ㄴ, ㄷ)에서는 ‘금으로 보석
에 젼메우다’의 어순을 보이고 있다. 부사격 조사를 동반한 [도구] 논항 명사구가
서술어에 인접하여 위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8ㄱ)에
서는 [도구] 논항 ‘금’에 아무런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보석에 금
젼메우다’와 같이 [도구] 논항이 서술어에 바로 인접하여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들에서도 격조사의 실현 여부에 따라 부사어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술어와의 인접성 조건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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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주로 서술어에 바로 인접하는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확인되는
것은 부사격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서술어에 인접하게 위치함으로써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기대어 해당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앞서 ‘서술어의 필수 논항’이 부사격 조사 비실현의 필요 조건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필수 논항이 서술어와 인접하여 나타나는 것은 필수 부사어가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위해 더 근접한 위치를 선호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명사구의 의미역은 서술어로부터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으로 명사구가 서술어에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서술어의 영향을 더 받으려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술어와의 인접성이 격조사 비
실현의 조건으로 제시된 바 있다. Kim(2000: 75-83)이 바로 그러한 논의인데, 이
논의에서는 격표지의 기능을 논항과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논항
이 서술어에 인접하여 융합되면 격표지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Kim(2000)의 논의는 구조격 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기용(2009:
445-446), 임홍빈(2007ㄱ: 79) 등에서 지적하였듯이 구조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제
약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3) 이와 달리 중세 한국어 시기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은 (6)~(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명확한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분
포에 있어서도 부사격 조사 실현형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술어와 논
항 명사구의 인접성 조건을 설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현대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도 부사어가 서술어와 인접하
는 경우에 격조사의 비실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서론에서 제시했던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 예를 다시 제시한다.

3) 최기용(2009: 445-446)에서는 서술어와 인접하지 않은 논항 명사구들에서도 구조격 조사
의 비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Kim(2000)의 논의를 비판하였고, 임홍빈(2007ㄱ: 79)
에서는 논항과 서술어가 융합되었음에도 그 사이에 휴지(休止)가 놓일 수 있고, 다른 성
분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Kim(2000)의 논의를 비판하였다. 이 두 논의는
Kim(2000: 75-83)에서 제시한 인접성 조건이 구조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제약을 모두 포
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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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그 후 나는 서울 와서 학교 들어가고 일본 말 배우고 하느라 반닫이 속 한지에 붓
으로 베껴 쓴 이야기 책을 읽을 기회를 못 가졌고 해방 후 그곳이 이북 땅이 됨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고

말았다.

<가을에

만난

사람

(1990)>[BRHO0431]
ㄴ. 우린 그때부터 점심시간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기 등 힘들지만 보람있는 생활을
했다. <○○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 전자파일(1995)>[BRIO0143]
ㄷ. 외롭고 울적할 때마다 남편의 시를 붓글씨로 옮기는 일을 취미 삼았다. <조선일보
문화(2002)>[BRAA0157]
ㄹ. 하늘이 내려준 건강을 버팀목 삼아 한국화의 새 경지를 개척하려는 일념을 불태워
왔다. <중앙일보 생활(2002)>[6BA02D35]
ㅁ. 그 신문은 ‘어업통제선 벗어나 남북해군 충돌 원인 제공’이란 제목으로 어민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2002)>[BRAA0158]
ㅂ. 다시 말해 우물 안 개구리 신세 좀 벗어나 세계 속의 우리를 비춰 보자는 거야.
<먼나라 이웃나라(1987)>[BRHO0411]
ㅅ. 모기 한방만 물려도 밤새 긁적이며 신경질을 내던 그런 예민한 남자가 아니었다.
<어느 화가의 승천(1992)>[BREO0092]

위 문장들은 현대 한국어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한 것으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
는 경우에 해당 명사구가 서술어에 인접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시켜 준
다.
(10)
ㄱ. 석이가 이번 주말에 고향 다녀왔다.
ㄱ`.

?/＊

고향 이번 주말에 석이가 다녀왔다.

ㄴ. 어제 훈이가 청접장을 혁이 주었다.
ㄴ`.

＊

어제 혁이 훈이가 청첩장을 주었다.

ㄷ. 성희가 이번 출장으로 필리핀 갔어.
ㄷ`.

?/＊

필리핀 이번 출장으로 성희가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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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장들을 통해 현대 한국어에서도 서술어에 인접하는 경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이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의 문장들을 통해
[달점] 논항과 [수혜자] 논항이 부사격 조사 없이 나타나는 경우, 서술어에 인접할
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기용(2009: 445-446)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구조격은 상대적으로 서술어와 인접하지 않고도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이 가능
하다. 이는 구조격의 경우 서술어뿐만 아니라 문장 내의 구조나 통합 관계 등을 통
해 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조격과 달리 부사격은 의미역과의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다. 그리고 의
미역은 서술어에 의해 명사구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역을 부여받은 명사구
가 서술어와 인접할 경우 그 의미역을 파악하는 데에 서술어 의미 특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격과 달리 부사격의 경우 서술어와 명사구의 인
접성이 격조사 비실현의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4.1.3. 중세 한국어 부사격 어순의 일관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 비실현의 필요 조건은 현대 한
국어와 마찬가지로 해당 명사구가 서술어의 필수 논항으로서 서술어의 의미역 명세
에 포함되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사격 조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에 서술어에 인접함으로써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기대어 부사어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부사격 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명사구가 서술어와 인접하지 않
고도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특징이 확인되는
데, 다른 논항 명사구들과 일관된 어순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명사구가 서술어와 인접하지 않을 때 보이는 특징은
크게 2항 서술어와 3항 서술어로 나누어서 파악한다. 2항 서술어의 경우 이동동사
와 존재동사를 살펴보고, 3항 서술어의 경우 수혜동사 ‘주다’를 살펴본다. 이는 중
세 한국어 한글 문헌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 해당 명사구가 서술어
에 인접하지 않는 문장이 확인되는 서술어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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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장들은 [처소], [달점] 의미역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것으로 확인된
2항 서술어 문장들이다.
(11)
ㄱ. 아바님 셔울 겨샤 아와 孫子 그리샤 <月釋10: 1a>
ㄴ. 님그미 나가려 샤 도기 셔 드더니 二將之功 一人이 일우시니[君王欲去 寇
賊入京 二將之功 一人克成] <龍歌 49>
ㄷ. 다 올 와셔 나리 虛히 가 놀라고[異縣驚虛往] <杜詩3: 20b>
ㄹ. 셔 賊臣이 잇고  부니 天命이실 딘  하히 내시니[朝有賊臣 一人有
命 墮溺之馬를 天使之迸] <龍歌 37>
ㅁ. 셔 도기 드러 님그미 나갯더시니 <龍歌 49>

(11ㄱ)은 아무런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대상] - [처소] 겨시다’의 구성으로 이
루어진 문장이다. (11ㄴ)은 주격에 해당하는 요소에만 격조사가 결합한 문장이다.
(11ㄷ)은 주어가 생략되고 부사어만 격조사 없이 쓰인 문장이다. (11ㄹ)과 (11ㅁ)
은 각각 ‘[처소] - [대상]-이 잇다’, ‘[달점] - [행위주]-이 들다’의 구문 구조를 보
인다. 주격에 해당하는 요소에만 격조사가 실현된 것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2항 서술어에서 ‘주격 명사구 – 부사격 명사구’의 어순이 바뀌
는 경우에 (11ㄱ)과 같이 두 명사구에 모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예는 찾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세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2개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모두 격조
사가 비실현되는 문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11
ㄱ)과 같은 문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2개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모두 격조사가 비
실현되는 경우 ‘주격 명사구 – 부사격 명사구’의 어순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4) ‘주격 명사구 – 부사격 명사구’의 어순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11ㄹ), (11ㅁ)
4) ‘주격 명사구 – 부사격 명사구’의 어순이 달라지는 경우에 실현되는 격조사는 (10)과 같
이 주격 조사인 경우도 있으나 아래와 같이 부사격 조사인 경우도 있다.
ㄱ. 人間애 큰 塔이 네히니 迦毗羅國 처 나신 해  塔 잇고 摩竭提國 成道신 
해  塔 잇고 波羅㮈國 鹿野苑 轉法신 해  塔 잇고 拘尸國 涅槃신 해 
塔 잇더라 <釋詳23: 59a>
ㄴ. 舍衛國과 摩竭國 예 鸚鵡林이 잇더니 鸚鵡王이 부텨를 請 <釋詳6: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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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최소 1개의 명사구에 정격으로 격을 표시해 줌으로써 나머지 명사구의 격
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3항 서술어에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3.2.2에서 살펴
본 바 있는 중세 한국어 서술어 ‘주다’의 [수혜자] 논항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12)
ㄱ. 琰魔王이 사 罪 주는 法  아 王일 法王이라 니라 <釋詳9: 30a>
ㄴ. 그 도기 後에 닛위여 도다가 王 자피니 도 罪 주 法은 주겨 제 겨집
조쳐 사묻더니[其夫於後 續復劫盜 爲王所得 卽治其罪 治賊之法 要斷其命 合婦生
埋] <月釋10: 25b>
ㄷ.   열 말 가니라 타 연 말란 슈오긔 어미 두 말 가옫 주고 너 서 말 가옫
라 <순천65: 7>
ㄹ. 단 말란 기 집 명겨 집 두 지 화 주어라 쟈란 크니란 명겨 어미 그
뵈 몯 주고 오니 그 갑 주고 섯바기 그틔 슨 글란 너 라 <순천65: 9>
ㅁ. 쳔회 금과 깁과 남진 주고  살 니르리 주어 도 마라 야 보내야[千戶 以
所得金帛 與 其夫 而歸之 幷 與 一矢 以却後兵] <三綱 烈: 22a>

일반적으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에 그 명사구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기대기 위해 서술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데, (12)의 문장에서는 서술어와 [수혜자]
논항 사이에 [대상] 논항이 개재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수혜자] 명사구와 [대
상] 명사구에 모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개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모두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사격인 [수혜자] 논항을 서술어에 인접하
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서술어 ‘주다’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행위주], [수
혜자], [대상]의 논항을 요구했다. 이 점은 제3장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
다. 이들 논항이 생략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한 어순은 총 16가지이다.5) 중
ㄷ. 王ㅅ 宮中에 五百 夫人이 잇니[王宮中自有五百夫人] <釋詳11: 33b>
5) 신서인(2007)에서는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서술어 ‘주다’의 논항이 어떠한 어순으로 실

- 96 -

세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수혜자] 논항과 [대상] 논항이 모두 실현된 경우의 ‘[수
혜자] - [대상] 주다’ 어순의 비율은 61.7%로, ‘[대상] - [수혜자] 주다’ 어순의 비
율인 38.3%보다 더 높다.6)
[수혜자] 논항이 [대상] 논항에 후행하는 경우에 대부분 [대상] 논항에 ‘-으로’,
현되는지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신서인(2007: 217-218)에서 제시한 서술어 ‘주다’의 논
항들이 보일 수 있는 어순은 다음과 같다.
(1)
ㄱ.
ㄴ.
ㄷ.
ㄹ.
ㅁ.
ㅂ.

3개의 논항이 모두 실현된 경우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었다.
철수가 꽃을 영희에게 주었다.
영희에게 철수가 꽃을 주었다.
영희에게 꽃을 철수가 주었다.
꽃을 철수가 영희에게 주었다.
꽃을 영희에게 철수가 주었다.

(2)
ㄱ.
ㄴ.
ㄷ.
ㄹ.
ㅁ.
ㅂ.

2개의 논항만 실현된 경우
철수가 영희에게 주었다.
영희에게 철수가 주었다.
철수가 꽃을 주었다.
꽃을 철수가 주었다.
영희에게 꽃을 주었다.
꽃을 영희에게 주었다.

(3)
ㄱ.
ㄴ.
ㄷ.

1개의 논항만 실현된 경우
철수가 주었다.
영희에게 주었다.
꽃을 주었다.

(4) 서술어만 쓰인 경우
ㄱ. 주었다.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는 [행위주] 논항이 생략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수혜자] 논항
과 [대상] 논항의 위치가 뒤바뀌어 나타나는 것은 흔히 찾아 볼 수 있으나 [행위주] 논
항이 [수혜자] 논항이나 [대상] 논항보다 후행하는 예는 찾아 보기 어렵다.
6)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 전반에 걸쳐 서술어 ‘주다’의 [수혜자], [대상] 논항의 어순 실
현 양상을 살피기 위해 uniconc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전산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uniconc 프로그램을 검색 도구로 사용하였다. 검색어는 “#주”로 설정하고 ‘주다’의 활용형
에 해당되면서 [수혜자] 논항과 [대상] 논항이 모두 실현된 문장만을 추출하여 계량적으
로 비교하였다. 본고에서 파악한 [수혜자] 논항과 [대상] 논항이 모두 실현된 문장은 총
141개이다. 이 가운데 ‘[수혜자] - [대상]’의 어순을 보이는 문장은 87개가 확인되었고,
‘[대상] - [수혜자]’의 어순을 보이는 문장은 54개가 확인되었다. 중세 한국어 문장의 어
순은 한문 원문의 영향을 받기 쉽다. 본고는 한문 원문까지 함께 고려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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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란’, ‘-은’ 등의 조사가 결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3)
ㄱ. 布施 제 뒷논 쳔로  주며 제 아논 法으로  칠씨오 <月釋2: 25a>
ㄴ. 됴 일란 내게 보내오 구즌 일란 게 주니 일후미 衆生相이오[好事란 皈己
고 惡事란 施於人니 名衆生相이오] <金剛: 21b>
ㄷ. 一分은 忉利天에 주고 一分은 沙竭羅 龍宮에 주고 一分은 毗舍離王 주고 一分은
阿闍世王

주어[一分奉忉利天。一分奉娑竭羅龍宮。一分奉毘舍離(舊本作毘舍離

龍王今依寶林傳正宗記除龍字)王。一分奉阿闍世王。] <月釋25: 62a>
ㄹ. 슈오긔 지 마은 낫 겨 지 마 낫 더이 지 마 낫 여드란 네 지
식 주고 학개 올 저기어든 머겨라. <순천135: 2>

중세 한국어 시기에 ‘-으로’가 [대상]의 의미역 명사구에 결합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주다’와 공기하는 ‘-으로’를 [대상] 논항에 결합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심쩍
은 부분이 있다. ‘내 이거스로  나라 다 주어도 오히려 모라디 아니리어니
[以我此物 周給一國 猶尚不匱] <月釋12:33a>’와 같이 [대상] 논항이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으로’가 공기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13ㄱ)
의 ‘-으로’가 [도구] 의미의 부가어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13ㄴ)과 (13ㄷ, ㄹ)에 쓰인 ‘-으란’과 ‘-은’은 각각 대제격 조사와 주제 보조사이
다. 이들은 모두 [대상] 명사구에 화용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결합한 것으로,
어순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수혜자], [대상] 논항이 모두 문면에 나
타나고 [대상] 논항에 조사 ‘-으로’, ‘-으란’, ‘-은’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수혜자] [대상] 주다’의 어순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수혜자] 논항에
보조사 ‘-으란’이 결합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수혜자]-으란’이 [대상] 논항에
선행한다.

(14)
ㄱ. 그듸 爲야 수를 사 누네 기 사고 으란  바 주고 란 프른 
 호리라[爲君酤酒滿眼酤 與奴白飯馬靑芻] <杜詩8: 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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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수혜자] 논항에 ‘-으로’, ‘-으란’, ‘-은’이 결합한 문장들은
서술어 ‘주다’ 논항들의 전형적인 어순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 조
사가 결합한 문장을 제외하면, ‘[수혜자] - [대상] 주다’의 어순은 72.4%의 비율을
보인다. (12)와 같이 무표지일 때의 어순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 계량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중세 한국어 시기에 ‘[수혜자] - [대상]’의 어순이 서술어 ‘주다’의 가장
전형적인 어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술어 ‘주다’의 기본 어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서인(2006)에서는 현대 한국어 ‘주다’의 논항들에 격조사가 그대로 실현되
든 일부 요소가 비실현되든 어순이 ‘NP-이 NP-에게 NP-을 주다’로 나타나는 경우가
96.94%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NP-이 NP-에게 NP-을 주다’를 서
술어 ‘주다’의 기본 어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신서인 2007: 218-219).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3항 서술어에서 2개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부사어를 서술어에 인접시키는 책략보다는 기본 어순으로 배
열하여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하게 하는 책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관련하여 이남순(1998: 357)에서는 문장 내에서 격 성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벗
어나는 경우에 어떠한 격인지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격표지 비실현을 억제하는
방어수단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15)
ㄱ. 윤이가 중국에 갔어.
ㄴ. 윤이 중국 갔어.
ㄷ. 윤이가 중국 갔어.
ㄹ. 윤이 중국에 갔어.

(16)
ㄱ. 중국에 윤이가 갔어.
ㄴ.

?/＊

중국 윤이 갔어.

ㄷ. 중국(,) 윤이가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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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중국에 윤이 갔어.

위의 예문들은 이남순(1998: 349-350)에서 주격과 목적격 성분으로 제시했던 것을
본고의 연구 대상에 맞게 주격과 부사격 성분으로 바꾸어서 제시한 것이다. (15)와
(16)을 비교하면 기본 어순을 보이지 않는 (16)에서보다 기본 어순을 보이는 (15)
에서 격조사 비실현이 더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 어순을 보이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격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채완(1991: 110-112)에서는 ‘철수 책 덮쳤다’, ‘책 철수 덮쳤다’라는 문장을
통해 유정성과 관련 없이 어순을 통해 격 기능이 표시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
다. 신서인(2014: 94)에서도 한국어는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문법 관계가
어순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사구의 유정성에 따른 해석의 차이나, 주제 부여나 초점 부여 등의 의
미·화용적인 요인으로 어순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사격이 어순에 의해
표시된다고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12)에서와 같이 격조사가 결합하
지 않는 문장에서 논항 명사구들이 일관된 어순을 보인다는 것은 서술어가 취하는
논항 명사구들의 전형적인 어순이 격을 표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가능
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둘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표지를 결합시키지 않는 경우
에는 각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전형적인 어순을 유지하
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2)와 같이 부사격 조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에 논항 명사구들이
일관된 어순을 보이는 점을 강조하면, 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
지로 부사격이 위치하는 전형적인 어순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둘 이
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 부사격 명사구를 서술어에 인접
하여 위치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어순으로 명사구를 배열하는 전
략을 사용함으로써 부사격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7)
7) 중세 한국어 시기의 2항, 3항 서술어에서 둘 이상의 명사구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
일관된 어순을 보인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경우 [+유정물]이 [수혜자]가 되고,
[-유정물]이 [대상]이 된다는 의미선택제약 등을 통해 충분히 어떤 명사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부사격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이선웅 2012: 287-288 참조). ‘주다’와 같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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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어순의 존재가 중세 한국어 시
기에 폭넓은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4.2. 언어 외적 원인: 중세 한국어 문헌의 구어적 특성
1446년에 『訓民正音』이 반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글 문헌 자료들이 인쇄
되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한글 문헌들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되
지 않은 시기에 쓰인 것들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반도에서는 한자를 통해
문자 생활을 영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문이치(言文二致)의 환경에서 훈민정음이
라는 새로운 문자로 작성된 한글 문헌에 ‘문어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란 쉽지 않았
을 것이다. 당시 구어에서 사용되던 말을 훈민정음을 통해 옮겨 적은 것이라면 문
어체보다는 오히려 구어체에 가까웠을 것이다.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단문을 찾기 어렵고 대부분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긴 문장
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은 이 시기의 문헌 자료가 보이는 구어적인 특성을 간접적
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장형 부정화의 영향을 받
지 않은 중세 한국어 문헌 자료들은 구어적인 특징을 보이는 자료들로 볼 수 있는
데(박형우 2005: 2), 이들 자료에서 부사격 조사 비실현이 다수 확인된다.
먼저 중세 한국어 문헌의 장문성에 대해서 정은균(2008)에서는 그 당시 문헌들의
구술적인 특징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중세 한국어 문체에 대한 연구
들에서는 중세 한국어 문장의 장문 구성에 대한 요인으로 한문 원문이나 언해문의
영향, 문장 분절 기술의 미발달 등을 제시하였다(정은균 2008: 275-276). 그러나
정은균(2008)에서는 이러한 요인들만으로는 중세 한국어 장문성의 근본적인 배경
요인을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중세 한국어 문장이 발화물의 구술적
매개와 같은 유사구술적(pseudo-orality)인 언어 특징을 내포한다고 파악하였다.8)
항 서술어에서 [수혜자] 논항과 [대상] 논항에 모두 [+유정성]을 가진 명사구가 오는 경
우에도 ‘부사격 명사구 – 목적격 명사구’의 어순이 확인되면 어순을 통해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겠지만,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이러한 문장은 확인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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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현대 한국어에서도 문어에 비해 구어에서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비율이 더 높다(김건희·권재일 2004, 임홍빈 2007: 88, 권재일 2005).
중세 한국어 문헌이 그 당시의 구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현대 한국어 문어
자료에 비해 중세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더 다양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확인되
는 것을 중세 한국어 문헌의 구어적인 특징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정문의 유형은 부사격 조사 비실현이 구어적인 특징을 가진 문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의 장형 부정문
화 경향은 문어 부정문에 한정된 것으로, 구어의 영향을 받은 『飜譯朴通事』,
『飜譯老乞大』,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과 같은 문헌들에서는 장형 부
정문화의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박형우 2005: 20-21). 이들 문헌은 제3장에서 확인
한 바와 같이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이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문헌들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면 중세 한국어 문헌이 보이는 구어적인 특징으로 인해 부사격 조사 비실현
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대로 중세 한국
어 문헌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은 장문성이나 단형 부정문과
함께 중세 한국어 문헌의 구어적 특징을 반영하는 요소로 볼 수도 있다.

4.3. 소결
지금까지 중세 한국어 시기에 비교적 폭넓은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먼저 중세 한국어 부사격 조사 비실현의 필
요 조건으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명사구가 서술어의 필수 논항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 조건과도 일치한다. 그런
데 중세 한국어 시기에 좀 더 다양한 서술어들에서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 해당 서술어들의 의미 특성이 더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서술어가 필수 논항을 요구하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부사격
8) 유사구술성은 기술물에 내재된 구술적인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텍스트가 기술물의 자
장권 안에 있으면서도 구술물적인 특징을 강하게 보이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다(정은균 2008: 258-259). 구술성과 장문성의 인과적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정은균(2008), Walter, J. O.(199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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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도움 없이 서술어의 의미 특성만으로도 명사구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통해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부사격 명사구의 의미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서술어와 명사구가 인접하여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나는 논항 명사구
는 서술어에 바로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부사격 명사구가 서술어에 인
접함으로써 그 의미 특성에 영향을 받아 서술어로부터 부여받는 의미역을 잘 파악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특징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중세 한국어 시기에 더
다양한 서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술어의 기능 부담량이 커지고
격조사가 점차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서술어의 의미 특
성만으로 부사격의 격과 의미역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부사격을 표시하기 위한
다양한 격표지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것이 제한되는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둘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 격조사를 동반하
지 않은 논항 명사구들이 일관된 어순을 보인다는 것도 이 시기에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폭넓게 확인되는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다. 둘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부사격 명사구를 서술어에 인접시키기보다는 기본 어
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서술어로부터 부여받은 의미역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추정은 중세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둘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고, 의미선택제약 등의 세상 지식에 영
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이선웅 2012:
287-288 참조).
본 장에서는 서술어 ‘주다’의 [수혜자] 논항과 [대상] 논항이 모두 실현되는 경우
어떠한 어순을 보이는지 계량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전형적인 어순이 있는지도 확인
하였다. 그 결과 ‘([행위주] -) [수혜자] - [대상] 주다’의 어순이 61.7%(주제 보조
사 배제 시 72.4%)의 비율로 나타나 서술어 ‘주다’의 전형적인 어순임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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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수혜자], [대상] 논항에 격조사가 모두 결합하지 않고 기본 어순으로 나
타날 경우에는 한문 어순을 따르지 않는 예가 확인되지만, 기본 어순이 어그러지는
경우에는 모두 한문 어순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중세
한국어 시기에 둘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부사격 명사
구를 서술어에 인접시키기보다는 전형적인 어순으로 명사구를 배열함으로써 의미역
을 파악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중세 한국어 문장이 당시의 구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논의를
확인하고, 현대 한국어에 비해 더 다양한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
날 수 있었던 것도 중세 한국어 문헌의 구어적인 특징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했다. 이는 제3장에서 확인한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이 『月印千江之曲』,
『龍飛御天歌』,『飜譯朴通事』, 『飜譯老乞大』와 같은 운문 자료나 대화체 자료
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되었다.

- 104 -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어진 바 없는 중세 한국어 시기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현상을 확인하고 그 공통적인 환경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언어 내적·외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
로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고의 한계점과 추후 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의 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격’이 ‘명사구가 핵
과 맺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주된 격 표
시 방식은 정격인 ‘격조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격조사 가운데서도 부사격 조사가
갖는 특수성을 확인하였다. 부사격 조사는 구조격 조사와 달리 명사구가 서술어와
맺는 문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서술어에 의해 부여받은 의미역을 표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중세 한국어 시기 부사격 조사의 형태
를 검토하고, 각 부사격 조사 형태가 표시하는 의미역 목록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다룬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부사
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예들을 확인하고 그 환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이 확인되는 서술어 목록, 명사구가 부여받은 의미역에 따른 격조사
결합 양상, 격조사 비실현형과 격조사 실현형의 차이,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
의 격조사 교체 여부,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구의 분포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대 한국어 문장이라면 부사격 조사 없이는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것으로 처
리될 문장이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는 부사격 조사를 결합하지 않은 채로 나타나는
것이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보이는
문장들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1) [수혜자], [기점] 논항을 제외하고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 부사격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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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격 조사가 격조사 교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2)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사어 명사구가 대체로 서술어에 바
로 선행하여 나타난다.
(3)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서술어와 떨어져서 위치하는 경우
주로 서술어의 전형적인 어순으로 나타난다. 즉, 3항 이상의 서술어에서 주격을
제외한 논항에 모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관된 어순을 보인다는 것
이다.
(4)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가 확인되는 서술어들은 부사어에 해당하는 특정
의미역 명사구가 오는 경우에만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의
미역 명사구가 오는 경우 필수적으로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5)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杜詩諺解』 등의 운문 자료나 『飜譯朴通
事』, 『飜譯老乞大』등의 대화를 담은 자료들에서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더 많
이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위와 같이 제3장에서 추출한 부사격 조사 비실현 환경의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
디에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크게 언어 내적인 원인과 언어 외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언어 내적인 원인으로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
구가 해당 문장의 핵인 서술어의 필수 논항이라는 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
은 명사구가 서술어에 인접하여 위치함으로써 서술어의 의미 특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둘 이상의 논항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 서술
어가 갖는 전형적인 어순으로 배열됨으로써 격과 의미역이 표시되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언어 외적인 원인으로는 중세 한국어 문헌이 기본적으로 문헌에 기록
된 문어 자료임에도 장문성, 단형 부정문 등의 구어적·구술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도 중세 한국어 문헌이 갖는 구어적·구술적인 특징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일반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이 나타나는 원인이 현대 한국어에 적용되어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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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점을 강조하면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비실현도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거나 목적격의 부정격으로의 실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술
어의 의미 특성에 기대어 부사격 조사가 비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중세 한국어 시기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하
여 현대 한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찰이 이뤄지지 못했
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중세 한국어 시기에 더 넓었던 부사격 조사의 비실현 환
경이 왜 현대 한국어에 와서는 축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중세 한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 비실현형이 확인되는 문장의 서술어가 필수 논항
을 요구하는 힘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강했을 것이라는 거친 추측만을 제시하였다.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 사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시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격조사 비실현 환경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
중세 한국어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구는 현대 한국어 격조사 비실현에 대한 연
구에 있어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
다. 본 연구는 그 시작점에 발을 얹은 것으로, 본 연구가 앞으로 중세·근대 한국어
및 현대 한국어의 격조사 비실현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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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on-Realiza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 in Middle Korean
Lee, Yong-Ky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believed that the non-realiza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s
in Korean are either impossible or limited compared to structural case marker.
For this reason, non-realiza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s in Modern
Korean that are only found in the limited environment have been treated as
exceptions. In Middle Korean, however, there are some examples showing that
the non-realiza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s was possibl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nvironments of non-realiza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s in the Middle Korean.
In Chapter 2, through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 case was defined as
the grammatical relations of noun phrases with the predicates. It is also
demonstrated that the case is mostly represented by the realization of the
case markers(postpositional particle in Korean), and the adverbial case
markers also serve as the thematic-role markers in addition to the case mark
function.
In Chapter 3, environments of the non-realiza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s in Middle Korean literature were examined in detail; The list of
predicates of sentences where the adverbial case markers are not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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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of realizations of case markers according to the thematic-role
assigned

to

the

noun

phrases,

difference

between

non-realization

and

realiza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s,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adverbial case marker with the objective case marker, and distribution of the
bare noun phrases - noun phrases without case markers -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adverbial case markers were
not realized was wider than that of Modern Korean in Middle Korean. And the
common features of the sentences in which the adverbial case markers are not
realized are described.
Chapter 4 attempted to find out what caused the adverbial case markers to
not be realized in the Middle Korean. It seems that there are both linguistic
and extralinguistic causes. The linguistic factors include; first, essential
arguments of the predicate that is the head of the sentence is the bare noun
phrase, second, the bare noun phrases may be influenced by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predicates. When two or more arguments are bare noun phrases,
the case and thematic-role of them are identified by their arrangement in the
typical word-order of the predicate. The extralinguistic factor could be the
colloquial style of Middle Korean literature. This can be confirmed by the
fact that the number of non-realiza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s differs
according to the literature, and that more non-realization of the adverbial
case markers appear in the literature containing more colloquial language.
Chapter 5 summarizes the contents discussed in this paper, and concludes
with the remaining tasks.
Key Words: case, case marker, adverbial case marker, non-realization of the
case marker, alternation of case markers, thematic-role, essential arguments,
predicate adjacency, word-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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