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 -

세한국어 지시사 ‘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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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어의 지시사(指示辭, demonstratives)1)에 ‘이, 그, ’의 세 가지 계열

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 이 최 배(1937/1971)에서 이름씨[代名詞]로

서 ‘이, 그, ’를 다룬 이래, 많은 연구가 잇따르며 한국어 지시사에 한 이해

가 심화되었다. 최 배(1937/1971: 232)에서는 화자에 하여 사람, 사물, 처소, 

방향이 공간․시간ㆍ정신 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이, 그, ’가 

*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이, 그, ’를 가리키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指示辭’, ‘指示詞’, ‘指示語’, ‘가리킴말’ 등 다

양하다. 한 이들 용어로서 포 하는 상도 연구자마다 다르다. 한국어에서 ‘이, 그, 

’는 단독으로 지시 형사로 쓰이고, ‘이, 그’는 문어에서만 단독으로 지시 명사로 쓰인

다. 한 ‘이리, 그리, 리’와 같이 지시부사의 일부이기도 하고, ‘이러하다, 그러하다, 러

하다’, ‘이러다, 그러다, 러다’와 같이 지시용언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에서는 한

국어의 지시 형사, 지시 명사, 지시부사, 지시용언에서 공통 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이, 

그, ’를 ‘지시사(指示辭)’로 아울러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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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가까움[近稱], 떨어짐[中稱], 멀음[遠稱]”을 나타낸다고 악하 다. 張奭

鎭(1972/1985: 39-40)에서 칭 ‘그’에 청자와 가깝다는 의미가 포착되었고, 張

京姬(1980) 이래 ‘이, 그, ’는 각각 “화자 근칭, 청자 근칭, 화ㆍ청자 원칭”을 

나타낸다는 분석이 재까지 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명사 

체계를 유형론 으로 검토한 박진호(2007)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지시사가 앞뒤 문맥에 나온 언어 표 과 동일지시 임을 드러내는 조응

(anaphoric/cataphoric) 형식으로도 기능한다는 사실 한 여러 논의를 통해 지

되어 왔다. 최 배(1937/1971: 230, 240)에서는 ‘그것, 거기’를 몬 이름씨[物

代名詞] 가운데 두루 가리킴으로 다루었다. 張奭鎭(1972/1985: 40-41)에서는 

‘그’가 前述되었거나 화자가 알고 있는 담화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어 어의 

‘the’와 상통하고,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와 어울려 삼인칭 명사로도 기

능한다고 하 다. 張京姬(1980)에서는 화자 근칭인 ‘이’는 화자 자신이 앞서 언

한 상을, 청자 근칭인 ‘그’는 청자가 앞서 언 한 상을 가리키는 데 쓰인

다고 하여, 조응 형식으로서 ‘이, 그’의 선택에도 지시사가 가진, 화ㆍ청자를 기

으로 한 원근 의미가 작용함을 보 다.

이 듯 한국어 지시사의 핵심 인 기능은 화ㆍ청자를 기 으로 하여 지시 

상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과, 문맥에 언 한 상을 다시 가리키는 것

의 두 가지로 악되었다. 이러한 기능은 자를 장지시, 후자를 문맥지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2) 그리고 지시사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장지

시사, 문맥지시사로 구분하여 부를 수 있다(박진호 2007: 117).

한국어 지시사 논의에서는 지시사의 문맥지시 기능은 장지시 기능으로

2) 이 에서는 지시사에 담화 장의 사람, 사물 등을 지시하는 기능과, 앞뒤 문맥을 지시하

는 기능이 주요하다고 단하여 박진호(2007)의 용어를 따르고자 한다. 지시사가 가진 이

러한 두 가지 기능은 한국어학에서 그동안 다양한 용어로 논의되어 왔다. 그 일부를 소개

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張京姬(1980) 實在的 指示(real deixis) 記號的 指示(signal deixis)

김일웅(1982) 장지시 조응지시

張奭鎭(1984/1985) 話示(deictic) 照應(anaphora)

文珷永(1984) 實在指示(exophora) 文脈指示(anaphora, cataphora)

박진호(2007) 장지시 문맥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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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발달되어 나왔다는 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張京姬(1980)처럼 

문맥지시사 ‘이, 그’의 용법을 “화자 근칭, 청자 근칭”이라는 장지시  의미를 

바탕으로 설명하려는 논의가 있고, 장지시  의미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맥지

시사의 용법에 주목하여 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있다.3)

후자에 속한 논의에서는 장지시 체계와는 다른 체계를 제안한다. 민경모

(2008: 57-58)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들은 ‘그’의 용법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金宗澤(1982: 55-62)에서는 거리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그’를 특칭이라고 하여, 

원근에 따라 립 인 의미를 나타내는 별칭의 ‘이, 그, ’와 구분하 다. 김진

수(1985: 25)에서는 ‘때, , 제, 즈음’과 같은 시간명사와 비교  자유롭게 결합

하는 ‘그’를 ‘ 립’, 결합에 비교  제약이 따르는 ‘이, ’를 ‘비 립’이라고 한 뒤, 

이러한 구분은 공간 차원의 “근칭, 칭, 원칭”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면서 ‘그’를 ‘ 립’이라고 한 것은 화자의 시 에서 시간  거리감과 심

리 인 만족도에서 립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이기갑(1994)은 지시 

상이 발화 장에 있는 경우, ‘그’는 “청자 근칭”으로서 “화자 근칭”의 ‘이’, 화

ㆍ청자 원칭의 ‘ ’와 립하지만, 지시 상이 발화 장에 없고, 청자가 지시 

상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화자가 믿는 경우에는 ‘그’만 쓰인다고 하 다.

이처럼 거리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이, ’와 립하지 않는 ‘그’의 존재에 

하여 세한국어의 지시사 연구에서는 어떠한 실마리를 제공해 왔는가 묻는다

면,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 어렵다. 기존 세한국어 지시사를 논의한 연구로는 

金貞娥(1984), 유경민(2005), 박근 (2006)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연구는 

부분 한국어 지시사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세한국어 지시

사 ‘이, 그, 뎌’에 해서도 각각 “화자 근칭, 청자 근칭, 화ㆍ청자 원칭”이라는 

설명을 베풀고 있을 따름이다. 언어가 진 으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임에도 지시사 논의에서만큼은 세한국어와 한국어의 설

명이 동일한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에서는 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한국어 지시사 ‘그’의 특성을 면 히 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

3) 민경모(2008: 61-68)는 문맥지시사 ‘그’를 “청자 근칭”으로 설명하는 張京姬(1980)의 일

원론  입장이 가진 문제 을 지 하 다.



6·한국문화 92

해 한국어 지시사 ‘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역사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연구 상은 ‘그’ 단독으로 명사 으로나 형사 으로 쓰인 경우에 한정하

다. 형태론 으로 복잡한 구성에 참여한 ‘그’보다 단독으로 나타난 ‘그’의 성격

을 우선 으로 악해야 한다는 단에서이다. 이에 따라 형태론 으로 ‘그’와 

다른 요소가 결합되었으리라 추측되는 부사 인 ‘그긔, 거긔, 그, 게’와 ‘그

리’, 형용사 ‘그러-’가 논의 상에서 제외되고, 구 구성으로 분석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간 표 의 ‘그 긔’, ‘그’, ‘그제’ 등도 제외된다. 기원 으로 ‘그’와 

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인칭 명사 ‘그듸’나 여격 조사 상당의 ‘-그

’ 역시 다루지 않는다.4)

주요 연구 자료는 �석보상 � 권3, 6, 9, 11, 13, 19, 20, 21, 23, 24이다. �석보

상 �은 完帙이 하지는 않지만 세한국어 자료 가운데서도 기 자료이면서, 

비되는 한문 경이 존재하나 직역 경향이 강하지 않아 비교  당 의 자연스

러운 언어 사용을 보여주는 문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한문의 지시사가 

가진 의미에 구애됨 없이 세어의 지시사를 썼으리라 기 되므로 15세기 세

어 지시사 연구에서 우선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 화ㆍ청자

의 화 장면이 포함된 이야기(narratives)를 여럿 수록하고 있어, 후의 문맥

과 화ㆍ청자 악이 요한 지시사 연구 자료로서도 합하다고 단된다. 법화

경을 언해한 목에서는 필요에 따라 같은 원문을 공유하는 �월인석보�와 �법화

경언해�도 함께 살펴보았다.

논의는 �석보상 �에 나타난 지시사 ‘그’의 특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이, 뎌’도 함께 살펴 으로써 ‘그’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 고, 언문

에 비되는 한문에 나타난 지시사에도 주의를 기울 다.

4) 논의 상을 이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스스로 논의의 한계를 지우는 일일 수도 있으나 가

장 단순한 형식이 가진 특성부터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단에 따른 것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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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의 형태통사  특성

�석보상 �(이하 �석상�으로 약칭함)에 나타난 지시사 ‘그’는 형사로서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가 부분의 비 을 차지하고, 명사로서 주격 조사와 합음된 

‘긔’, 계사와 합음된 ‘긔’, 도구격 조사와 결합한 ‘ 로’ 등으로 나타난 경우도 조

씩 나타난다. 그 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5)

(1) a. 象이 門 솃거늘 그 象 머리 자바 해 그우리왇고 <3:12ㄴ>

b. 그 波斯匿王ㅅ 의  외야 나히 一百 셜흐니어니 잇더니 긔 부텨를 

아래 보더라(叵有及見佛 不唯有波斯匿王妹 作比丘尼年百三十餘 見佛

在世) <24:43ㄴ>

c. 彌勒아 아라라 妙光菩薩 다 사미리여 내 모미 긔오 求名菩薩 그

 모미 긔라(彌勒아 當知라 爾時妙光菩薩이 豈異人乎ㅣ리오 我身이 是

也ㅣ라 求名菩薩은 汝身이 是也ㅣ라) <13:36ㄴ>

d. 부텨 滅度 後에 一切 信心의 施혼 부텻 거스란 로 부텻 像과 부텻 옷

과 오(若佛滅後 一切信心所施佛物 應用造佛形像 及造佛衣) <23:3ㄱ

-ㄴ>

(1a)는 지시 형사 ‘그’가 후행 명사 ‘象’을 수식한 로 ‘그 象’은 앞에 나온 ‘象’

를 가리킨다. (1b)는 지시 명사 ‘그’가 주격 조사와 결합한 로 ‘보더라’의 

주어이고 앞에 나온 ‘波斯匿王ㅅ 의’를 가리킨다. (1c)는 지시 명사 ‘그’가 계

사와 통합하여 문장의 서술어로 쓰 는데, 첫 번째 ‘그’는 바로 앞에 나온 ‘妙光

菩薩’을 가리키고, 두 번째 ‘그’는 바로 앞의 ‘求名菩薩’을 가리킨다. (1d)는 지시

명사 ‘그’가 도구격 조사 ‘-로’와 통합한 것인데 ‘一切 信心의 施혼 부텻 것’을 

가리킨다.6)

5) 문을 제시할 때에는 비되는 한문 문장이 있을 경우 ‘( )’ 안에 함께 제시하 다. �석상�

은 �석가보�를 바탕으로 여러 불경의 내용을 담은 문헌인데 여러 연구를 통해 底經이 밝

져 있다. 이 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2017년에 공개한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물과, 

김성주ㆍ안양규 주해(2018) 등의 주해서를 참고하여 언문과 응되는 경의 구 만을 발

췌하여 제시하 다. 단, �석상�이 법화경과 비되는 경우에는 �법화경언해�의 구결문을 

제시하 다. 출 은 < > 안에 �석상�의 권차와 장차만을 제시하 다. �석상�이 아닌 문헌

에서 가져온 문은 < > 안에 문헌명을 함께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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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지시사 ‘이, 뎌’와 비교한다면, 형사의 비 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

나, 명사일 때 ‘이’는 주격, 격, 처격, 도구격, 비교격, 속격 등 다양한 격으로 

실 되었다. ‘뎌’는 명사로 쓰인 가 많지 않으나 주격, 비교격, 속격으로 실

되었다. 여기에서 에 띄는 ‘그’와 ‘이, 뎌’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속격형의 유무

이다. ‘그’에는 속격 조사와 통합한 가 없지만 ‘이, 뎌’에는 나타난다.7)

‘그’와 ‘이, 뎌’의 통사  실  양상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이들은 한 부류의 

어사 음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에서는 논의 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이, 

그, 뎌’가 참여하 으리라 추측되는 여러 어휘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어휘 들로는 ‘이긔 : 그긔 : 뎌긔’, ‘이 : 그 : 뎌’, ‘여긔 : 거긔 : 

뎌긔’, ‘이리 : 그리 : 뎌리’, ‘이러- : 그러- : 뎌러-’ 등이 있다.

3. ‘그’의 의미  특성

지시사에 부호화된 의미 자질을 통해 지시사의 의미  특성을 살펴볼 수 있

다. 통상 으로 지시사에는 화시(deixis) 의미와, 지시 상의 유정성이나 성

6) 1음  명사에 조사가 통합할 때 ‘ㄹ’이 덧붙는 상에 해서는 李賢熙(2011)를 참고.

7) ‘이’는 ‘-ㅅ’과 주로 통합하며 사람이 아닌 상을 가리키지만, ‘뎌’는 항상 ‘-의’와 통합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지 않다.

a. 잇 자 妙莊嚴王 本事品이라 <21:49ㄱ>

b. 믜 사 일훔 쓰며 얼구를 라 모딘 呪術로 빌며 귓것 려 뎌의 목수믈 

긔 거든(書怨人名 作其形像 以惡呪術而呪咀之 厭媚蠱道 呪起屍鬼 令斷彼命 

及壞其身) <9:17ㄱ>

   (a)는 ‘이’가 ‘-ㅅ’과 통합한 로, ‘잇 ’ 체가 “여기까지는”으로 해석된다. (b)는 

‘뎌’가 ‘-의’와 통합한 로, 여기에서의 ‘뎌’는 앞에 나온 ‘믜 사’을 가리킨다.

     15세기 문헌 체를 상으로 보면 ‘그’에도 ‘  로 야’<월인석보 22:109ㄴ>처럼 

속격 조사 ‘-ㅅ’과 통합한 경우가 1회 나타나지만 이례 인 경우로 보인다. 세한국어에

서 ‘, , 樣子’는 지시사 ‘이’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더 일반 이다. 이 밖에 15세기 문

헌 자료 반에서 발견한 ‘그’와 ‘이, 뎌’가 구분되는 차이 으로는 복수 미사 ‘-’과의 결

합 여부가 있다. ‘그’는 복수 미사 ‘-’과 결합한 가 발견되지 않으나, ‘이, 뎌’와 ‘-’이 

결합한 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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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수(數)와 같은 속성 자질이 부호화된다고 논의되어 왔고, 이 가운데 화시 

의미는 지시사의 핵심 인 의미 자질이다.8)

한국어 지시사의 경우, 지시 형사 ‘이, 그, ’만으로 지시 상의 화시  

치 의미가 달되고, 지시 상의 질  정보는 지시 형사의 수식을 받는 명

사를 통해 달된다. 특히 사물 일반을 가리키는 의존명사 ‘것’이 후행한 ‘이것, 

그것, 것’은 형태론 으로는 지시 형사와 의존명사가 합성된 형식이지만 기능

으로는 지시 명사로 리 쓰이기 때문에 일 이 최 배(1937/1971: 241)에서

부터 한국어 지시 명사로서 다루어져 왔다.9)

세한국어 지시사 ‘이, 그, 뎌’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분석되기 

어려운 1음 의 단순한 형식이다. 따라서 의미론 으로도 어 지시사와 마찬

가지로 세어 지시사도 화시  자질만을 부호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시 형사

의 경우 지시 상의 질  정보가 피수식명사를 통해 달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세어의 지시사는 지시 명사로도 활발히 쓰인 이 어와 다르기 때문

에 지시 명사일 경우 지시 상에 제약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a. 不用處는 디 아니 고디니 긔 無所有處ㅣ라 <3:35ㄴ>

b. 王이 무로 ㅅ 우희  다 上座ㅣ 잇니가 答호 잇니 부

텨 니샨 賓頭盧ㅣ  사라 겨시니 긔 이 座애 안시리다(王復問

曰 於 所更有上座耶 答曰 更有上坐大王佛之所說名曰賓頭盧 是上座

應坐此處) <24:43ㄴ> 

c. 袈裟  일후미니 그 로 袈裟ㅅ 므를 드릴 일훔 지니라 <3:31ㄴ>

8) 지시사의 형태론, 의미론, 통사론, 그리고 화용  용법을 유형론 으로 연구한 Diessel 

(1999: 35-55)에서는 지시사의 의미가 화시 (deictic) 자질과 질 (qualitative) 자질의 

두 종류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화시  자질은 주로 지시 어근(demonstrative root)에 부호

화된다고 하 다. 박진호(2007: 116)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시 명사를 포함하여) 

명사는 지시  속성(referential property)과 존재론  범주(ontological category)를 나

타내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 다. 

9) 한국어 문어에서는 제한 으로 ‘이’와 ‘그’가 단독으로 지시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는’, ‘이/그를 통해’, ‘이/그에 해’ ‘이/그와 같이’ 등의 제한된 형식으로 앞 문맥의 내

용을 가리키는데, 주격 조사 ‘이/가’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그’는 한 ‘그녀’와 함께 한국

어의 삼인칭 명사로 기능하는데, 이 역시 문어에서만 쓰인다.



10·한국문화 92

(2a)의 ‘긔’는 주어 명사구로서 앞에 나온 ‘不用處’라는 이름의 장소를 가리킨다. 

(2b)의 ‘긔’는 의미상 주어로서10) 선행 에 나온 ‘賓頭盧’라는 인물을 가리킨

다. 이처럼 지시 명사 ‘그’는 사람과 사물을 모두 가리킬 수 있었다. 그런데 발

화 장에 존재하는 상이 아니라 앞선 문맥에 등장한 상을 가리키고 있어서 

화시 의미를 나타내는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 이는 (2c)의 지시 형사 ‘그’도 마

찬가지이다. 여기에서의 ‘그’는 앞선 문맥에 등장한 ‘袈裟’를 가리킨다.

이것은 ‘이’와 조 이다.

(3) a. 淨居天이 病 사미 외야 긼  엣거늘 太子ㅣ 무르신  뫼 

臣下ㅣ 答 이 病 사미니다(天化一病人 太子問 侍臣答 

此病人也) <3:17ㄱ-ㅁ>

b. 太子ㅣ 金으로 겨지븨  시고 겨지븨 德을 쓰샤 이 야 

妃子 사모리라 시니(使上工立妙金像 以書文字女人德義 如吾所疏 能應

娉耳) <3:10ㄴ-11ㄱ>

c. 그 짓 리  가져 나오나 婆羅門이 보고 깃거 이 각시 내 얻니논 

매 맛도다 야(卽持食出施婆羅門 婆羅門見心大歡喜 我所覓  今日見

之) <6:14ㄱ-ㄴ>

(3a)의 ‘이’는 병든 사람으로 변하여 길에 운 淨居天을 가리키는 주어 명사구

이다. 화자인 臣下와 청자인 太子에 하여 가까이 있다는 “근칭”의 의미가 함

께 나타난다. (3b)의 ‘이’는 화자인 太子가 직  으로 여인의 형상을 빚은 것

과, 여인의 덕을 쓴 것을 가리키는 비교격 명사구이다. ‘이’가 가리키는 상이 

화자인 태자의 앞에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이’도 “근칭”이다. 이처럼 지시

명사 ‘이’는 사람과 사물을 가리킬 수 있으면서 “근칭”의 화시 의미를 나타냈

다고 볼 수 있다. 지시 형사 ‘이’의 인 (3c)에서도 ‘이’는 화자인 婆羅門이 바

로 앞에 보고 있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다음은 ‘뎌’의 이다.

10) ‘긔’는 ‘그+-ㅣ-(계사)+-(보조사)’로 분석되는데, 후행 에 하여 의미상 주어로 해

석된다(李賢熙 1995: 544-5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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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ㅣ  닐오 이 摩訶迦葉ㅅ 窟이니다 王이  功德을 무른  

答호 뎨 欲이 져그샤 足 고 아시고(次復示摩訶迦葉塔語王  此是

摩訶迦葉禪窟 應當供養 王問曰彼有何功德 答曰彼 欲知足) <24:38ㄴ>

b. 宿王智佛이 뎌와 이왜 迹 달오 닐어시(宿王이 以彼此異迹으로 爲告

야시) <20:38ㄱ>

c. 부톄  光明 펴샤매 내며 한 모 사미 뎌 나라햇 種種 奇妙 것과 

諸佛ㅅ 神力을 보 녜 업던 이 얻니(佛放一光시니 我及衆 ㅣ 

見此國界의 種種殊妙며 諸佛神力과 智慧ㅣ 希有샤 放一淨光샤 照無

量國시니 我等이 見此고 得未曾有노다) <13:25ㄱ>

(4a)의 ‘뎨’는 앞선 언  속의 摩訶迦葉을 가리키는데, 여기의 ‘뎌’는 삼인칭 명

사로 용된 경우이고, 화시  의미가 해지지 않는다. ‘뎌’가 가리키는 마하가

섭이 화의 장에는 없고 앞선 언 을 통해서만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시 명사 ‘뎌’가 주로 삼인칭 명사로 轉用되었다는 은 李崇寧(1981: 222), 

劉昌惇(1971: 270), 李基文(1978: 332-333) 등에서부터 꾸 히 지 되어 왔으며, 

�석상�에서도 명사  ‘뎌’는 거의 부분 삼인칭 명사로 용된 경우이다. (4b)

는 “수왕지불이 곳과 이곳의 자취가 다름을 이르시거늘” 정도로 해석된다. 문

맥을 고려하면 지시 명사 ‘뎌’는 수왕지불이 있는 淨光莊嚴國을 가리키고 ‘이’는 

娑婆世界를 가리킨다. 사바세계가 서술자11)가 속한 곳이기에 “근칭”의 ‘이’로 지

시되고, 그 지 않은 정 장엄국에 해서는 ‘뎌’로 지시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뎌’에 “원칭”의 화시 의미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c)의 지시 형사 ‘뎌’도 

“원칭”을 나타낸다. 내용상 ‘뎌 나랗’는 화자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부처가 

명을 펴서 보이게 한 동방의 1만 8천세계를 가리키므로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12)

지 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1) 인용된 문은 戒環의 要解 부분이므로 서술자는 계환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12) (4c)와 같은 내용을 언해한 �법화경언해�에서는 ‘이 國界의’<법화1:88ㄱ>처럼 ‘이’로 언

해하고 있다. 문맥상 지시되는 상이 화자가 속해 있지 않은, 먼 세계이므로 ‘이’보다는 

‘뎌’가 자연스럽다고 단됨에도 ‘이’로 언해된 것은 한문의 此를 직역한 결과로 보인다. 

�법화경언해�의 직역 경향은 각주 15)에서도 재차 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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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 뎌

지시 명사 앞서 언 된 사람ㆍ사물
화자에게서 가까운 

사람ㆍ사물

앞서 언 된 사람, 

화자에게서 먼 사물

지시 형사 앞서 언 된 상
화(청)자에게서 가까운 

상
화(청)자에게서 먼 상

<표 1> �석상�에 나타난 지시사의 지시  특성 

 표를 통해서 바탕으로 ‘이, 그, 뎌’가 지시 형사나 지시 명사일 때 사람이나 

사물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는 에서 지시 상의 질  자질은 부호화하지 않

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화시 의미를 부호화하고 있는 것은 ‘이, 뎌’뿐

임을 알 수 있다. ‘그’에는 앞선 문맥에 등장한 상만을 가리킬 뿐, “청자 근칭”

이나 “화자 칭”과 같은 화시 의미를 나타내는 가 없기 때문이다.13)

‘그’에 화시 의미가 없다는 추정은, “청자 근칭”의 ‘그’를 쓰는 한국어 화

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세어 지시사에 ‘이, 그, 뎌’의 

13) 세한국어의 명사를 논의한 金貞娥(1984: 71-72)에서 ‘그’는 공간 으로나 추상 으

로나 청자에게 가까운 상을 지시한다고 하 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한 다음의 문

을 살펴보면 그러한 분석에 해당되는 로서 한지 의문스럽다.

a. 滅은 업슬씨오 度 걷날씨니 뷔여  것도 업서 世間밧긔 걷나 나실씨니 긔 涅

槃이니(月釋1:18)

b. 길 네거리  塔 이르 黃金甖ㅅ 利 그 녀고(釋譜23:58)

c. 波斯匿王ㅅ 의  외야 나히 一百셜흐니어니 잇더니 긔 부텨를 아래 보

더라(月釋24:18-9)

d. 善宿ㅣ … 즉재 裸形村中에 가 그 사려 무로(月釋9:38)

e. 이 셤 우희 이 남기 잇고 그 숩서리  므리 잇니 그 믈 미틔 金몰애 잇니(月

釋1:24)

f. 太子ㅣ 무로 앗가 디 잇니여 答호 그리 아니라(釋譜6:24)

     (a)의 ‘긔’는 ‘뷔여  것도 업서 世間밧긔 걷나 나시’는 것을 가리키고, (b)의 ‘그’는 

‘길 네거리  塔’, (c)의 ‘긔’는 ‘波斯匿王ㅅ 의’, (d)의 ‘그’는 ‘裸形村’, (e)의 첫 번째 

‘그’는 ‘이 셤 우희 이 남기’, 두 번째 ‘그’는 ‘그 숩서리  믈’, (f)의 ‘그리’는 ‘앗가 디 

잇’는 것을 가리킨다. 공간 으로 청자에게 가까운 상은 없고, 모두 앞서 언 된 상

(b, c, d, e)이나 내용(a, f)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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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데 그 가운데 한 요소만이 지시사로서의 핵심

인 의미 자질을 결여하고 있다는 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이 에

서는 검토 자료로 �석상�만을 다루므로, 언제나 �석상�에 한정된 서술임을 제

하면서 ‘그’의 의미  특성을 면 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그’의 한문 

응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지시사의 의미 악을 하여 한문 지시사와의 응 양상을 살피는 것이 유용

할 수 있다. 한문 지시사는 논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칭 지시사로 之, 此, 是, 

斯가, 원칭 지시사로 彼가 있다는 데에 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其는 지시사로

서 어의 the와 유사하다는 지 과 칭 지시사라는 지 이 있다(呂叔湘 

1940/2002, Pulleyblank 1995, 權重求 2011).14) �석상�에서 ‘이’는 근칭의 한문 

지시사, ‘뎌’는 원칭의 한문 지시사와 거의 부분 응되는 반면, ‘그’는 其에 주

로 응하는 동시에 근칭 是, 此는 물론 원칭 彼와도 응될 수 있었다. ‘그’가 

其에 응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문에서 其가 근칭이나 원칭은 아

니기 때문이고, ‘그’도 ‘이’나 ‘뎌’가 가지지 않은 의미를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의 the와 유사하다는 지 은 其뿐 아니라 세어 ‘그’에 해서도 존

재한다(金貞娥 1984: 72). 그런데 ‘그’가 한문의 근칭이나 원칭 지시사와 응되

는 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한 상일 것이다.

‘그’가 是, 此와 응되는 를 살펴보면 是, 此가 화 장의 사람이나 사물

이 아니라 앞 문맥에 나타난 상을 가리킨다는 공통 이 있다.

(5) a. 彌勒아 아라라 妙光菩薩 다 사미리여 내 모미 긔오 求名菩薩 그

 모미 긔라(彌勒아 當知라 爾時妙光菩薩이 豈異人乎ㅣ리오 我身이 是

14) 한문의 此, 是, 其, 彼 등을 무조건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지시사로 간주하는 것에 하여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 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에서 살펴보려는 한문 지시사는 언

문 지시사에 응되고 있으므로 이들 한자를 당시에는 어도 지시사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물론 是가 원근과 상 없이 사람ㆍ사물을 지시할 수 있고, 是ㆍ此에 명

사 술어의 주어를 재지시하는 기능(후에 是를 계사로 발달하게 한 기능)이 있으며, 彼가 

세어 ‘뎌’처럼 삼인칭 명사로도 쓰인  등에 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세어 

지시사가 여러 용법을 지녔다는 도 함께 고려하며, 문맥 속에서 한문과 언문의 지시사

가 어떠한 의미ㆍ용법으로서 응되는지 살피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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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ㅣ라 求名菩薩은 汝身이 是也ㅣ라) <13:36ㄴ>

b. 암사미  니 나하 두고 할타가 仙人 보고 나니라 그 

仙人이 그 니 어엿비 겨 草衣로 슷 고(見此雌鹿產生一女 爾

時鹿母宛轉舐之 見仙人往 便捨而去 爾時仙人見此女兒 形相端正 人相

具足 見是事已 心生憐愍 卽以草衣裹拭 還) <11:25ㄴ>

(5a)는 (1c)의 를 다시 가져온 것으로 是와 ‘그’가 응된 이다. 첫 번째 ‘긔’

는 바로 앞에 나온 ‘妙光菩薩’을 가리키고, 두 번째 ‘긔’도 바로 앞의 ‘求名菩薩’

을 가리킨다.15) (5b)의 此와 응되는 ‘그’는 앞 문장의 ‘ 님’을 가리킨다. 

즉 是, 此가 근칭의 화시 의미를 나타내기보다 앞 문맥에 나타난 상을 지시하

는 조응 용법일 때 ‘그’와 응된다는 이다.

이것은 ‘그’와 彼가 응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 a.  婇女ㅣ 末利花鬘 가져 드러 [……] 太子ㅅ 모  太子ㅣ 

도 아니야 보신  그 각시 도로 어 밧긔 내야 더디니라(時宮女中 

有一婇女 自手 一末利華鬘 前出繫於太子頸下 而太子 [……] 觀彼女人 即

還自解末利華鬘) <3:24ㄴ>

b. 그  나라히 叛거늘 頻頭婆羅王이 阿育일 려 그 나라 티라 야 

보내요(時頻頭羅王邊國 怛叉尸羅反 王卽語阿育 汝 四兵平伐彼國) <24: 

11ㄴ>

(6a)의 ‘그’는 앞에 나온 ‘ 婇女’를 가리키고, (6b)의 ‘그’도 앞에 나온 ‘ 나

랗’을 가리킨다. 이러한 문맥의 彼도 화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응

으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응 양상은, 其가 지시하는 상이 발화 장에 존재할 경우 ‘그’가 

아니라 ‘이’로 응되는 다음의 경우와는 매우 조 이다.

15) 같은 경을 공유하는 �월인석보�에서도 해당 목이 ‘그’와 응되는데, �법화경언해�에

서는 ‘그 妙光菩薩이 엇뎨 다른 사미리오 내 모미 이라 求名菩薩은 네 모미 이라’<법

화1:114ㄴ>처럼 ‘이’와 응되는 것은 �법화경언해�가 직역 경향을 띠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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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이 蓮花ㅣ 五百 니피오 닙 아래마다 하 童男이 잇다(其蓮華 具五

百葉 於一葉下有一天童男) <11:32ㄱ>

b. 나 滅度 百年後에 이 童子ㅣ 巴連弗邑에 나아  天下 가져 轉輪王이 

외야 姓은 孔雀이오 일후믄 阿育이라 고 이 버근 童子 그 나랏 大

臣이 외야 둘히 閻浮提 가져(我滅度百年之後 此童子於巴連弗邑 統領

一天下轉輪王 姓孔雀名阿育 其次 兒當作大臣 共領閻浮提一切國土) <24:9

ㄱ-ㄴ>

(7a)는 상서로운 연꽃이 발견된 연못가에서 신하가 波羅㮈王에게 한 말이다. 화

ㆍ청자 가까이에 있는 연꽃에 해서 화자인 신하가 설명하고 있으므로 한문에

서 其로 지시된 상이지만 언문에서는 “근칭”의 ‘이’로 지시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7b)는 부처가 모래 보시를 한 두 아이를 앞에 두고 아난에게 한 말이다. 두 

아이가 모두 화ㆍ청자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로 지시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 그런데 한문에서 첫 번째 아이는 此, 두 번째 아이는 其로 지시되고 있다.

(5)~(7)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앞서 언 된 상을 지시하는 

경우에 선호되고, 화ㆍ청자의 화 장에 존재하는 상을 지시하는 경우에 기

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문 지시사와 응되지 않는 ‘그’의 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8) [波斯匿王ㅅ 의]  닐오 부텻 목소리 여듧 가지시니 [……] 이제 바 

 잇 羯隨라  새 우루미 부텻 목소리 져기 즛니다 王이 ㉠

그 새 소리 듣고져 야 나 어더다가 두니 열흐리로 우루믈 아니 울

 王이 안 답 더니  각시 아 粉 노라 야 거우룰 보거늘 

㉡그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우루리라 거늘 ㉢그 각시 ㉣그 거우룰 

아니 ㉤그 새 아니 우니라(又云佛有八種音聲 今海邊有鳥名曰羯隨 其音哀亮

頗似萬一 王求得此鳥 旬日不鳴 時靑衣映鏡嚴莊 鳥見其像 驚翥欲鳴 靑衣轉鏡 

還便輟響) <24:19ㄱ-ㄴ>

(8)에는 ‘그’가 다섯 번 나타나는데, 모두 이야기의 서술 부분이므로 화시  거

리를 나타낼 수 없다. ㉠은 (5b)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은 한문 지시사

와 응되지 않는데, 모두 담화에서 두 번째 이후의 언 이다. ㉠, ㉡, ㉤은 ‘羯

隨라  새’를 가리키고, ㉢은 ‘ 각시’, ㉣은 (각시가 보는) ‘거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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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그’는 앞서 언 된 상과 동일지시 임을 극 으로 드러내는 기능

을 한다고 여겨진다.

한문과의 응 양상에 주의하며 ‘그’를 살펴본 결과, 화시 의미를 나타내는 

‘그’의 가 없다는 앞선 찰 결과에 어 나는 이 없었고, ‘그’가 앞 문맥에 언

된 상을 지시하는 요소로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어도 �석상�에서의 

‘그’는 화시 의미를 나타내는 지시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런데 지시부사 ‘그리’의 다음과 같은 한 는 언 할 가치가 있다. 이 의 

논의 상에서 지시부사는 제외하 으나 ‘그’에 장지시 용법이 있는 것처럼 여

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9) 阿育王 아 善容이 뫼해 山行 갯다가 보니 梵志히 仙人ㅅ 道理 닷노라 

야 옷 바사도 이시며 나못닙도 머그며 도 마시며  도 며 가

남도  種種 苦行요 得혼 이리 업더니 善容이 무로 희 그리 

고래 이셔 므슴 煩惱 몯 러 리  得道 몯얫다(阿育王弟名善容

[……]入山遊獵 見諸梵志裸形曝露 以求神仙 或食樹葉或吸風服氣 或臥灰垢或

臥荊棘 種種苦行以求梵福 勞形苦體而無所得 王弟見而問曰 在此行道 有何患累

而無成辦) <24:25ㄴ-26ㄱ>

(9)의 ‘그리’는 해석상 앞에 선용이 목격한 범지의 고행을 서술한 부분을 가리킨

다. 그러나 이야기 속 화 참여자의 에서 보면, 화자인 선용의 입장에서 청

자인 범지의 고행을 가리킨다. 이야기 속 화자가 이야기 밖 서술 내용을 지시할 

수는 없으므로 ‘그리’는 청자의 행동을 가리키는 장지시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이 경우에 ‘그’에 화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다음의 에서 보듯이 이야기 속 화자가 지시사로 이야기 밖 서술 내

용을 가리키는 경우도 가능하다.

(10) 그 나랏 六師ㅣ 듣고 王  [……] 長  達이 祇陀太子ㅅ 東山 

사아 瞿曇沙門 야 精  지려 니 우리 모다 조 겻고아 뎌옷 

이긔면 짓게 고 몯 이긔면 몯 짓게 야지다 王이 達이 블러 닐오 

六師ㅣ 이리 니르니 그듸 沙門弟子려 어루 겻굴따 무러 보라(六師聞之

往白國王 長 達買祇陀園 欲爲瞿曇沙門 立精  聽我徒衆 共捔術 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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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勝便聽起立 若其不如 不得起也 瞿曇徒衆住王 城 我等徒衆當住於此 王召

達而問之  今此六師云 卿買祇陀園 欲爲瞿曇沙門 起立精  求共沙門弟子 

捔其技術 若得勝  得立精  苟其不如 便不得起) <6:26ㄱ-27ㄱ>

(10)에서 왕이 수달에게 한 말 속에 나타난 지시부사 ‘이리’는 앞선 장면에서 육

사가 한 말을 가리킨다. 그러나 수달은 육사의 말을 직  들은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가리키는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경우의 ‘이리’는 이야기 속 화자의 

이 아니라 서술자와 독자의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서술한 내용을 

‘이리’로 지시하여도 독자는 앞 문맥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의 

경우를 통해 (9)의 ‘그리’도 서술자와 독자의 에서 앞선 서술을 가리키고 있

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다음 를 통해서는 ‘그’가 필연 으로 청자와만 련되지 않음이 드러

난다.

(11) a. 迦葉이 世間 리고 뫼해 드러 닐오 諸佛도 出家샤 道理 닷시

니 나도 그리 호리라 고(捨家入山 念 諸佛出家修道 我亦當然) <6:12ㄱ>

 b. 太子ㅣ 니샤 네 가짓 願을 일우고져 노니 늘굼 모며 병 업스며 

주굼 모며 여희욤 모고져 노다 王이 더욱 슬허 니샤 이 네 

가짓 願은 녜록 터 일우니 업스니라 시고(菩薩  欲得四願 一 不  

二 無病 三 不死 四 不別 [……] 王聞重悲 此四願 古今無獲) <3:21

ㄱ-ㄴ>

(11a)에서 ‘그리’는 화자 자신의 앞선 발화를 가리키고, (11b)에서는 ‘이’가 청자

의 앞선 발화를 가리키고 있다.

(10), (11)과 같은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9)의 ‘그리’만으로 ‘그’에 화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 의 추정을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그’에 화시 의미가 없다는 추정은 여 히 유효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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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의 화용  특성

1장에서도 언 하 듯이 지시사에는 장지시와 문맥지시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3장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석상�의 ‘그’는 문맥지시로만 쓰인 지시사라고 

할 수 있다. 문맥지시사 ‘그’는 고유한 어휘 의미를 갖지 않고 항상 앞서 나타난 

언어 표 을 통하여서만 해석될 수 있다. 지시사가 보이는 이러한 상을 ‘조응’

이라고 하며, 조응에서 앞서 나타난 언어 표 을 ‘선행어’, 선행어에 해석을 의존

하는 표 을 ‘조응어’라고 한다.16) �석상�에서 ‘그’는 명사구 조응, 연상 조응, 텍

스트  조응의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그’의 다양한 

용례를 살펴보고 문맥지시사 ‘그’가 가진 용법을 정리한다.

다음은 앞서 제시한 (1)을 다시 가져온 것인데, 명사구 조응에 해당되는 이다.

(1) a. 象이 門 솃거늘 그 象 머리 자바 해 그우리왇고 <3:12ㄴ>

b. 그 波斯匿王ㅅ 의  외야 나히 一百 셜흐니어니 잇더니 긔 부텨를 

아래 보더라(叵有及見佛 不唯有波斯匿王妹 作比丘尼年百三十餘 見佛

在世) <24:43ㄴ>

c. 彌勒아 아라라 妙光菩薩 다 사미리여 내 모미 긔오 求名菩薩 그

 모미 긔라(彌勒當知 爾時妙光菩薩豈異人乎 我身是也 求名菩薩 汝身是

也) <13:36ㄴ>

d. 부텨 滅度 後에 一切 信心의 施혼 부텻 거스란 로 부텻 像과 부텻 옷

과 오(若佛滅後 一切信心所施佛物 應用造佛形像 及造佛衣) <23:3ㄱ-ㄴ>

(1a)의  친 ‘그’는(피수식어와 함께) 앞에 나온 ‘象’, (1b)의 ‘긔’는 ‘波斯匿王

ㅅ 의’, (1c)의 첫 번째 ‘긔’는 ‘妙光菩薩’, 두 번째 ‘긔’는 ‘求名菩薩’, (1d)의 

‘그’는 ‘一切 信心의 施혼 부텻 것’을 각각 가리킨다고 분석하 다. 이 분석을 바

탕으로 (1)의  친 표 들은 그 자신과 동일지시 인, 앞서 언 한 표 으로 

고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 연구자마다 ‘조응’으로 가리키는 언어 상이 같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해서는 

신지연(1998), 김 희(2011)에서 정리되었다. 이 에서는 지시사가 앞 문맥에 나타난 

선행어에 자신의 해석을 의존하여 선행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조응으로 보았

다. 이때 선행어는 명사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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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象이 門 솃거늘 象 머리 자바 해 그우리왇고

b. 그 波斯匿王ㅅ 의  외야 나히 一百 셜흐니어니 잇더니 波斯匿王

ㅅ 의 부텨를 아래 보더라

c. 彌勒아 아라라 妙光菩薩 다 사미리여 내 모미 妙光菩薩ㅣ오 求名菩

薩 그  모미 求名菩薩ㅣ라

d. 부텨 滅度 後에 一切 信心의 施혼 부텻 거스란 一切 信心의 施혼 부텻 

거스로 부텻 像과 부텻 옷과 오

(1)과 (1′)을 통해 지시 형사가 참여한 명사구 는 지시 명사는 앞서 명사구

로 언 한 상을 다시 언 할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응어가 지시 형사와 피수식어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a)에서 보듯이 피수

식어가 선행어와 같을 수도 있으나 같지 않을 수도 있다. (1) 외에도 앞서 로 

든 (2), (5), (6), (8)의 ‘그’도 조응으로 쓰인 인데, 그 가운데 (2c), (6a)는 

조응어를 구성하는 피수식어가 선행어와 같지 않다. 해당 문을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2c) 袈裟  일후미니 그 로 袈裟ㅅ 므를 드릴 일훔 지니라 <3:31ㄴ>

(6a) 婇女ㅣ 末利花鬘 가져 드러 [……] 太子ㅅ 모  太子ㅣ 

도 아니야 보신  그 각시 도로 어 밧긔 내야 더디니라(時宮女中 有一婇

女 自手 一末利華鬘 前出繫於太子頸下 而太子 [……] 觀彼女人 即還自解末

利華鬘) <3:24ㄴ>

(2c)의 선행어는 ‘袈裟’인데 조응어는 ‘그 ’이고, (6a)의 선행어는 ‘ 婇女’인

데 조응어는 ‘그 각시’이므로 이들 에서 지시 형사의 피수식어는 선행어와 같

지 않다. 그런데 ‘ ’과 ‘각시’는 각각 ‘袈裟’와 ‘婇女’의 상의어이다.17) 이들 조응

어의 구성은 어에서 지시 명사로 취 되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것’은 거의 모든 사물의 상의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서 언 된 거의 모든 

사물에 하여 조응할 수 있으므로 지시 명사로 취 될 수 있다. 그 다면 ‘그

17) ‘婇女’는 김 배 교수의 역주에 따라 “궁 의 시녀”라는 뜻이고(‘세종한 고 ’ http:// 

db.sejongkorea.org:8080/front/detail.do?bkCode=P14_WS_v004&recordId=P14_WS

_e01_v004_0770 참조), ‘각시’는 세어의 용례를 고려하면 “결혼하지 않은 ( 은) 여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각시’는 ‘綵女’의 상의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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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조응어를 이루는 피수식어가 선행어에 하여 상의

어인 (2c)와 (6a)의 도 조응으로 쓰인 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그’가 연상 조응 용법으로 쓰인 이다.

(12) a. 大衆 中에 七寶塔이 해셔 솟나아 虛空애 머므니 無數 幢幡이 그 우희 

이고 百千 바리 로 울어늘(於大衆中 有七寶塔 從地 出 住在空中 

無數幢幡而懸其上 百千寶鈴[……]自鳴) <11:16ㄴ>

b. 四衆이 다 슬허 우더니 帝釋이 그 믈로 미 외야 흐르게 니라

(四衆悲感淚下如雨 帝釋力故變成河流) <11:2ㄱ>

(12)에서는 지시 형사의 피수식어인 ‘웋’이나 ‘믈’이 앞 문맥에 나타나지 않았

다. 이들의 하의어인 것도 없다. 신에 앞서 언 된 상과 련되어 해석된다. 

즉 (12a)의 ‘그 우희’는 앞서 언 된 ‘七寶塔’과 련하여 “七寶塔의 에”로 해

석되고, (12b)의 ‘그 믈’은 ‘四衆’와 련하여 “사 의 물”로 해석되는 것이

다.18) 

(12)의 지시 형사 ‘그’가 보이는 용법을 가리켜 연상 조응(associative 

anaphora)이라고 할 수 있는데, Apothéloz & Reichler-Béguelin(1999: 364)에 

따르면 연상 조응어는 앞 문맥에서 명시 으로 언 되지 않은 새로운 상을 가

리키면서 선행 담화에 나온 정보를 통해서만 지시 으로 완 히 해석되는 지시

표 으로 정의된다.19) (12)의 ‘그 우희’, ‘그 믈’ 등도 앞에서는 언 되지 않은 

18)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12)의 ‘그’는 속격의 지시 명사처럼 보인다. 즉 “그것의” 는 

“그 사람의”에 상당하는 표 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에서의 ‘그’는 조사와 통

합하지 않고 항상 ‘그’로만 나타난다. 그리고 항상 명사에 선행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

한다면 (12)의 ‘그’는 지시 형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경모(2008: 149)에서도 같은 취

지로 이러한 용법의 지시사를 지시 명사가 아닌 지시 형사로 보았다.

19) 연상 조응은 흔히 한정명사구를 이끄는 정 사가 가진 용법의 하나로 여겨진다. Charolles 

(1999)에서 가져온 다음의 에서  친 한정명사구들은 ‘a letter’와 련되어 해석되

며, 한정명사구를 이끄는 ‘the’는 연상 조응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A letter was awaiting Sherlock Holmes. The envelope was crumbled, the stamp 

was half off and the postmark indicated that it had been sent the day 

before.(Charolles 1999: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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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을 가리키는 동시에 앞 문맥에 언 된 상, 즉 ‘七寶塔’, ‘四衆’을 각

각 통해야 정확한 지시 상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명사구는 연상 조응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상 조응어를 구성하는 ‘그’를 연상 조응 용법으로 쓰 다

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그’의 화용  용법 가운데 선행어와 동일지시 인 명사구 조응과, 

문맥에서 새롭게 등장한 상을 선행어의 지시 상과 련시키는 연상 조응을 

살펴보았다. 두 용법의 공통 은 선행어가 명사구의 형태로 앞 문맥에 제시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가 텍스트  조응으로 쓰인 아래의 에서 ‘그’는 앞 문맥과 련되

어 해석되지만 선행어가 명사구는 아니다.

(13) a. 잇 자 常不輕菩薩品이니 釋迦 前身이 [……] 萬 世  이 經을 비 

니샤 萬 衆을 敎化샤 正道애 住  샤 增上慢 사미 信伏야 

좃긔 시고 罪  사미 도로 道果 得긔 시니 긔 비 利  샤

미라(常不輕  [……] 於萬 歲 廣說是經 化萬 衆 令住正道 使上慢  信

伏随從 使畢罪  還得道果 所 廣利也) <19:36ㄱ-ㄴ>

b. 常不輕은 釋迦ㅣ 前身에 [……] 萬 歲  이 經을 비 니샤 萬 衆을 

敎化샤 正道애 住  야 上慢 사미 信야 降伏야 좃며 罪

 사미 도로 道果 得게 샤미 비 利샤미라 <월인석보17:74ㄱ

-75ㄱ>

(13)은 법화경의 같은 구 에 응되는 세어 문장이다. (13a)에서  친 지

시 명사 ‘그’는 선으로 표시한 부분의 내용을 가리키는 주어 명사구이다. 그 

사실은 (13b)와 비교하면 잘 드러나는데, 동일한 내용이 담긴 부분이 (13b)에서

는 명사 로 표 되고, 그 명사 이 모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다.

다음과 같이 지시 형사도 앞 문맥에 제시된 내용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이에 하여 Apothéloz & Reichler-Béguelin(1999)는 랑스어를 로 들며 지시사가 참

여한 명사구(demonstrative NP)도 연상 조응 용법으로 쓰일 수 있음을 주장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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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 다가 三千大千國土애  怨讐ㅅ 도기어든  商人이 여러 商人 

리고 貴 보 가져 어려 길흘 디나가며 그 中에  사미 닐오

(若三千大千國土애 滿中 怨賊에 有一商主ㅣ 諸商人야 齎持重寶야 

經過嶮路 제 其中一人이 作是唱 호) <21:5ㄴ-6ㄱ>

b. 如來 涅槃시니 摩耶夫人이 忉利天에 겨샤 五衰相이 現시고 그 낤 바

 다 가짓 머즌 믈 시니(佛般涅槃 摩耶夫人 天上五衰相現 [……] 

又於其夜得五大惡夢) <23:26ㄱ>

(14a)의 ‘그’는 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통해 상정될 수 있는 “한 상인과 그가 

데리고 있는 여러 상인들”을 가리킨다. (14b)의 ‘그’는 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통해 “여래가 열반한” 정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시 형사가 앞 문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수식어를 통해 통사ㆍ의미 으로 완 해지는 의존

명사 는 내용명사가 피수식어의 치에 오는 경향이 있다. (14)의 ‘中, 날’ 외

에도 ‘가온, 곧[所], 소리, (樣), 일[事]’ 등이 피수식어의 자리에 나타난다. 

이러한 명사들 앞에서 ‘그’는 앞 문맥의 내용을 나타내게 되어 의미 으로 내용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14b)의 ‘그 날’은 선으로 표시한 앞 

문맥의 내용을 바탕으로 ‘如來 涅槃 날’처럼 고칠 수 있으므로, ‘그’는 “如來 

涅槃”이라는 내용 에 해당되는 것이다.

(13)~(14)에서 본 ‘그’의 용법을 가리키기 해 이 에서는 Dixon(2003: 64)

에서 제안한 텍스트  조응(textual anaphora)이라는 용어를 빌렸다.20) 텍스트

 조응의 선행어는, 앞서 다룬 조응이나 연상 조응과는 달리, 명사구보다 큰 언

어 단 이다. (13)~(14)에서의 선행어는 하나의 이다.

지 까지 �석상�에 나타난 ‘그’의 용법을 명사구 조응, 연상 조응, 텍스트  조

응의 세 가지로 정리하 다. 세 용법 모두 앞 문맥에 나타난 선행어를 바탕으로 

해석된다는 에서, ‘그’가 문맥지시사라는 이 의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20) 텍스트  조응 외에도 ‘텍스트  화시(textual deixis)’(Lyons 1977: 667-668), ‘담화 화시

(discourse deixis)’(Fillmore 1975: 70-72) 등의 용어도 쓰인다. Dixon(2003: 63-64)에서

는 ‘화시(deixis)’가 논자에 따라 인칭 명사, 지시사, ‘지 ’이나 ‘내일’과 같은 시간 표

을 포 하는 용어로 쓰이거나, 지시사가 가진 장지시  기능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

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해 편의상 ‘텍스트  조응’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 다. 이 

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공감하여 ‘텍스트  조응’이라는 용어를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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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끝으로 문맥지시로 쓰인 ‘이, 뎌’를 ‘그’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는 장지시

로도 많이 쓰 는데 문맥지시로도 매우 활발하게 쓰 다.

(15) a. 王이 드르시고 즉자히 南 애 가샤 뎌 仙人 보샤 禮數시고 니샤 

 두겨시다 듣고 婚姻 求노다 仙人이  내   뒤쇼 

[……]  이  畜生 나혼 거시다 고 根源을 다  王이 니

샤 그러야도 므던니 이제 어듸 잇니고(王聞是語 [……] 卽往

南窟 見彼仙人 頭面禮足 [……] 報仙人  聞君有女 欲求婚姻 [……] 仙人

報大王  貧身有此一女 稚 無知 [……] 又此女  畜生所生 卽以上事向王

具說 王  雖爾無苦 [……] 鹿女 今在何許) <11:28ㄱ-ㄴ>

b. 釋迦牟尼佛와 寶樹 아랫 諸佛이 神力 나토 時節이 百千  거 도로 

相 가시고  기춤시며  彈指시니 이 두 音聲이 十方 諸

佛 世界  다 니르며 히 다 六種로 震動더니(釋迦牟尼佛와 及寶樹

下諸佛이 現神力時ㅣ 滿百千歲然後에 還攝 相샤 一時  謦欬시고 

俱共彈指시니 是二音聲이 遍至十方諸佛世界시니 地皆六種震動더니) 

<19:39ㄱ-ㄴ>

c. 그 病 사 아미어나 아로리어나 病니 야 藥師瑠璃光如來

 歸依야 한  請야 이 經을 닑고 七層燈의 블 고 五色 續命神幡 

면 [……] 시혹 病 시 이 고  도라와 티 子細히 보리니(時 

彼病人親屬知識 若能爲彼歸依(世 )藥師琉璃光如來 請諸衆僧 轉讀此經 燃

七層之燈 懸著五色續命神幡 或有是處 彼識得還 如在夢中 明了自見)  

<9:30ㄴ-31ㄱ>

(15a)는 ‘이’가 명사구 조응으로 쓰인 인데, 앞서 언 된 ‘ ’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화에서 딸이 어디 있느냐고 하 으므로 이 문의 ‘이’가 장지시가 

아니라 문맥지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5b)는 ‘이’가 연상 조응으로 쓰여 앞 

문맥의 ‘기춤’과 ‘彈指’를 가리키는 이다. ‘이 두 音聲’은 “기침과 탄지의 두 소

리” 정도로 해석된다. (15c)는 ‘이’가 텍스트  조응으로 쓰여 선으로 표시된 

내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고 ’는 “병든 사람의 친척이나 지인이 병든 사람

을 하여 […] 오색 속명신번을 단 곳에” 정도로 해석된다. 이 듯 문맥지시로 

쓰인 ‘이’는 ‘그’가 가진 문맥지시 용법을 모두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상 조응 용법으로 쓰인 ‘이’의 빈도가 ‘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을 지 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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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21)

‘뎌’는 ‘이, 그’와 비교하여 �석상�에 나타난 가 많지 않으나 주로 장지시

로 쓰 다. 문맥지시로 쓰인 경우는 부분 명사구 조응 용법이고, 여기에는 삼

인칭 명사로 용된 도 포함된다. 그리고 드물게 연상 조응으로 쓰인 가 

있다.

(16) a. 太子ㅣ 跋伽仙林에 가시니 뎌 수  잇 그력 올히와 鸚鵡와 [……] 太

子 보고 各各 이든 우루믈 울며(爾時太子即便前至跋伽仙人所住之處 

時彼林內 所有諸鳥 所 鴻鶴鵝鴨鸚鵡 [……] 見於菩薩入林中已 各各自出

和雅之音 作微妙聲) <3:32ㄱ-33ㄱ>

b. 부톄 宿王華 菩薩 니샤 디나건 無量 恒河沙 劫에 부톄 겨샤 

[……] 뎌 나라해 겨집과 地獄 餓鬼 畜生 阿修羅콰 믈읫 어려 이리 업

스며(爾時佛告宿王華菩薩샤 乃往過去無量恒河沙劫에 有佛샤 [……] 

彼國에 無有女人地獄餓鬼畜生阿修羅等과 及以諸難고) <20:6ㄱ-7ㄱ>

(16a)는 명사구 조응으로 쓰인 ‘뎌’가 앞에 나온 ‘跋伽仙林’을 가리킨다. (16b)는 

연상 조응으로 쓰인 ‘뎌’가 앞에 나온 ‘부텨’를 가리키므로 ‘뎌 나라해’는 “부처의 

나라에”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뎌’에 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야 ‘그’와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

하겠으나, ‘이, 뎌’는 장지시로도 쓰일 수 있었다는 이 ‘그’와 매우 다르다고 

21) 문맥지시로서 ‘이’와 ‘그’의 차이 을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서는 자

세히 다루지 못하 으나 본문에도 언 한  외에 한 가지 차이 을 더 언 해 두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나열 명사구에 후행하는 아우름 명사구에 나타나는 지시사로 ‘이’가 

선호된다는 이다(李賢熙 1994: 34-38).

그 中엣 [……]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天 龍 夜叉 乾闥婆 阿脩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迦 人 非人과  諸 王과 [……] 轉輪聖王과 이 大衆히(爾時 中

에 比丘와 比丘尼와 優婆塞과 優婆夷와 天과 龍과 夜叉와 乾闥婆와 阿修羅와 迦樓

羅와 緊那羅와 摩睺羅伽人非人과 及諸 王과 轉輪聖王과 是諸大衆이) <13:12ㄴ-13ㄱ>

     선으로 표시한 나열 명사구에 이어 아우름 명사구 ‘이 大衆’이 후행하는데, 지시사 

‘이’는 앞선 나열 명사구에 동일지시 임을 나타내는 명사구 조응 용법으로 쓰 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치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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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리고 문맥지시로도 활발히 쓰인 ‘이’와 비교했을 때 연상 조응 용

법으로는 ‘그’가 선호되었으리라 추정된다.

5. 결론

지 까지 �석보상 �을 바탕으로 세한국어 ‘그’의 특성을 정리하 다. 그 결

과 ‘그’는 형태 으로는 ‘이, 뎌’와 계열 계를 이루고 있으나, 통사 으로 지시

명사일 때에는 주격, 서술격, 도구격으로 실 되어, ‘이, 뎌’와 비교해서 격 실

이 다양하지 못하 다. 의미 으로 ‘그’는 ‘이, 뎌’와 마찬가지로 사람, 사물을 모

두 지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시 상의 질  자질을 부호화하지는 않았으나, 

‘이, 뎌’처럼 화시 의미를 부호화한 형태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그’는 앞선 문

맥에 제시된 선행어에 조응할 뿐이고, 발화 장에 쓰여 “청자 근칭”이나 “화자 

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문 응 양상

을 통해서도 뒷받침되었다. ‘그’는 앞서 언 된 상을 지시하는 경우에 선호되

고, 화ㆍ청자의 화 장에 존재하는 상을 지시하는 경우에 기피되었다. 이

듯 ‘그’가 문맥지시 으로만 쓰인 것은 어 ‘그’가 “청자 근칭”의 화시 의미를 

가지고 장지시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맥지시

사로서 ‘그’는 명사구 조응, 연상 조응, 텍스트  조응의 세 가지 화용  용법으

로 쓰 다. ‘이’도 장지시 용법 외에 ‘그’가 가진 세 가지 문맥지시 용법을 모

두 가졌는데, 연상 조응 용법에서는 ‘그’의 빈도가 높다는 이 주목되었다. ‘뎌’

는 주로 장지시로 쓰이고 문맥지시로는 부분 명사구 조응 용법으로 쓰 다.

이처럼 ‘이, 뎌’와 비교했을 때 ‘그’가 문맥지시 으로만 쓰인다는 은 ‘그’가 

유형론 으로 조응 지시사(anaphoric demonstrative)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듯하

다. Anderson and Keenan(1985: 305)에 따르면 둘 이상의 원칭(distal)을 가진 

언어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가 조응 용법으로 특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 하

다. 세한국어 지시사를 “근칭”인 ‘이’와 “비근칭”인 ‘그, 뎌’로 구분한다면, 그

리고 “비근칭”을 “원칭”으로 해석한다면, Anderson and Keenan(1985)에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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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원칭을 가진 언어에 세한국어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원칭”

의 ‘그, 뎌’ 가운데 ‘그’가 조응 지시사로 특화된 경우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세한국어 ‘그’가 조응 지시사로 특화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

일 수밖에 없다. 이 논의의 찰은 �석보상 �에 나오는 지시 명사, 지시 형사 

‘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 논의에서 베

푼 ‘그’에 한 기술이 타당한 것인지 알아 나가야 한다. 특히 상 으로 화시 

의미를 가지기 쉬운 지시부사에 해서도 면 한 검토가 필요하고, 언간처럼 보

다 자연스러운 세어를 보여 주는 자료로 검토 상을 확 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본문에서도 잠깐 언 하 다시피, 문맥지시로도 활발히 쓰 던 ‘이’가 ‘그’와 

어떠한 에서 변별되는지도 밝 져야 할 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세어 

‘그’는 어떤 지시사 으며, 어떠한 경로를 거쳐 어 ‘그’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

지기를 기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어에서 거리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서 ‘이, ’와 립하지 않는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밝 지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 그, 지시사, 석보상 , 문맥지시, 조응

투고일(2020. 11. 12),  심사시작일(2020. 11. 23),  심사완료일(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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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eu in Middle Korean

� Focusing on Seokbosangjeol �

22)

Choi, Jin *

A demonstrative keu in Middle Korean has been understood from the same 

perspective as keu in Present Day Korean so far. However, it is hard to understand why 

the demonstrative system of Korean has remained constant for more than five centuries. 

Therefore, this study’s purpose was to clearly describe the character of keu in Middle 

Korean by carefully examining the meaning and usage of it for the Seokbosangjeol, a 

liberal translation of various Buddhist Sutra wrote in Classical Chinese.

As a result, it was argued that keu in Middle Korean was a demonstrative used only 

endophorically in Seokbosangjeol, unlike the other demonstrative i and tyeo, which were 

used both exophorically and endophorically. Keu was also preferred to translate 

endophoric use and avoided interpreting exophoric use of demonstratives in Classical 

Chinese. So it is carefully considered that the demonstrative system of Middle Korean 

consisted of speaker-proximal i, distal tyeo and endophoric(anaphoric) keu. 

It was found that keu had three endophoric uses: nominal anaphora, associative 

anaphora, textual anaphora. Although i also had those three uses, the associative use of 

keu was of higher frequency than of i. Tyeo had nominal anaphoric use.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examining Seokbosangjeol. I admit its limitation and 

mention some remaining issues. First, the scope of the literature in Middle Korean 

should be broadened. So we can describe the character of keu and the demonstrative 

system in Middle Korean more precisely. Second, because both keu and i had the same 

endophoric uses, and this is also true in Present Day Korean, the difference between 

endophoric keu and i need to be examined.

Key Words : keu, demonstrative, Seokbosangjeol, endophora, anaphora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