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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한국어 ‘w’ 반모음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왕 문 철

‘w’ 반모음화는 한국어에서 모음 충돌을 회피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현대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w’ 반모음화는 어
간 말음절 모음 ‘ㅗ/ㅜ’에 선행하는 자음이 없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자음이 
있는 경우에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반면에,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w’ 반모음화가 실현되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w’ 반
모음화의 적용 범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또한 ‘w’ 반모음화의 실현이 과연 선
행하는 자음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w’ 반모음화의 통시
적인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w’ 반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는 어간 목록을 작성하여 ‘w’ 반모음화, ‘w’ 첨가 및 
모음 충돌 유지의 활용 형태를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검색하였
다. 그 결과 ‘w’ 반모음화의 실현은 선행하는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ㅇ’
이나 ‘ㅎ’이 선행할 때 ‘w’ 반모음화가 적극적으로 실현된 반면에 ‘ㅎ’ 이외의 자음
이 선행할 때에는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이는 선행 자음의 
제약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바, 이에 대하여 반모음 ‘w’가 선행 자음이 
없는 경우에 담당하였던 초성의 역할을 자음 뒤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
로 보았다. 또한 ‘w’ 반모음화의 실현 빈도수는 18세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해 ‘w’ 반모음화가 실현되었어도 문헌 자
료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세력을 확대한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 어간 음절수와 어간말 모음에 따라 ‘w’ 반모음화의 실현에도 차이가 존재
하였다. 1음절 어간에서의 ‘w’ 반모음화의 소극적인 실현은 원래의 어형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모음 ‘ㅗ’를 가진 어간에 ‘w’ 반모음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적용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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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관찰되었다. 
한편 ‘w’ 반모음화와 관련하여 ‘w’ 반모음화와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 ‘w’ 첨가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도 살펴보았다. ‘w’ 첨가는 ‘w’ 반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 어간 음절수 및 어간말 모음에 따라 실현 양상을 달리하였지
만, 두 음운 현상의 적용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음운 현상의 적용 규칙
순을 따질 때 ‘w’ 반모음화가 ‘w’ 첨가에 비해 음절 하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노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욱 선호되었다. 이에 ‘w’ 반모음화는 ‘w’ 
첨가와 반대되는 실현 경향을 나타낸 동시에 ‘w’ 첨가의 적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
론지었다. 

주요어: 반모음 ‘w’, ‘w’ 반모음화, ‘w’ 첨가, 통시적 변화, 중세 한국어, 음운사

학  번: 2018-2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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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w’ 반모음화는 한국어에서 모음 충돌을 회피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용언의 경우

에 ‘ㅗ/ㅜ’로 끝나는 어간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모음 ‘ㅗ/ㅜ’가 
반모음 ‘w’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w’ 반모음화는 (1)이 보여주
는 바와 같이 어간 말음절 모음 ‘ㅗ/ㅜ’에 선행하는 자음이 없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반면에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1) ㄱ. 오- + -아 → 와
    ㄴ. 바꾸- + -어 → 바꿔 ~ 바꾸어

이와 같은 ‘w’ 반모음화는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발견된다. 그러나 현대에 비해 
중세 한국어에서는 ‘w’ 반모음화의 실현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였고 선행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언급되어 왔다. 송철의(1987:342-343), 김종규
(1989:74-76) 등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 시기에 ‘w’ 반모음화는 선행 요
소가 ‘ㅇ’일 때 필수적으로 적용되었고, ‘ㅎ’일 때 수의적으로 실현되었으며, ‘ㅎ’ 이
외의 자음일 때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ㄱ. 외와도(외우다) <금강경언해_상:49a>[15]1)
    ㄴ. 호아(나누다) <구급방언해_하:52a>[15] ~ 화 <선종영가집언해_

상:2a>[15] ~ 호와 <몽산화상육도보설:41a>[15]
    ㄷ. 나토아(나타내다) <능엄경언해_01:23b>[15] (~ *나톼) ~ 나토와 <월인석

보_08:25b>[15]

1) 대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문헌 자료가 발행된 시기를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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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ㄷ)과 같이,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하는 경우 ‘w’ 
반모음화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현대 한국어의 경우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하여도 ‘w’ 반모음화가 잘 실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w’ 반
모음화의 실현 양상이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현 환경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또한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선행 자음이 ‘w’ 반모음화의 실현
을 제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는 단순히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
을 더 면밀히 관찰하고 그의 통시적인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이와 함께 ‘w’ 반모음
화의 실현에 다른 조건도 관여하였는지, 또한 이와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실현되
는 ‘w’ 첨가의 실현 양상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중세 한국어 시기의 ‘w’ 반모음화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어간 말음절 모음 ‘ㅗ/ㅜ’에 선행하는 자음의 제약이 많이 언급되었다. 본 연구는 이
보다 ‘w’ 반모음화 실현 양상의 통시적인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이므로 중세 
시기에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과 중세에서 현대까지 실현 양상의 변화를 다룬 논
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선행 자음 이외에 다른 요소가 ‘w’ 반모음화의 실현
에 가하는 영향을 논의한 논저도 있는데, 이와 같은 논저들은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 더 다양하게 생각할 방향을 제공해 준다는 점을 감안하
여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중세 한국
어 시기에 선행 자음에 따른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주목한 논의, 중세에서 현
대까지의 변화를 다룬 논의, 그리고 다른 요소의 영향을 관찰한 논의 3가지로 나누
어서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중세 한국어 시기에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을 다룬 논저는 송철의
(1987), 한영균(1988), 김종규(1989), 정철주(1990) 등이 있다. 그 중에 송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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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은 15세기 표기법에 대한 고찰로 glide화라는 음운 현상의 적용 양상에 대해 
간단하게만 언급하였다. 송철의(1987:342-343)에서는 15세기에 ‘w’ 반모음화는 
‘ㅎ’ 이외의 자음을 가질 때 적용되지 않았고 ‘ㅎ’을 가질 때 수의적으로 실현되었으
며 아무 자음도 갖지 않을 때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표기법 양상을 고찰한 결과 ‘w’ 반모음화가 적용된 형태의 표기를 언어 사실로 받아
들여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적어도 15세기에 있어서 ‘w’ 반
모음화의 적용은 선행 자음에서 제약을 받았고 그러한 실현 양상은 표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종규(1989:74-76)는 중세 한국어의 모음 연결 제약을 다룬 논저로 ‘w’ 반모음
화의 실현 양상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선행 자음에서 영향을 
받은 원인을 제약으로 설명하였다. ‘w’ 반모음화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송철의
(1987)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하나, ‘ㅎ’이 선행할 때의 수의적인 실현 양상을 /h/ 약
화 현상으로,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잘 실현되지 않았다는 양상을 중세 한국
어에서 존재한 ‘w’계 이중모음의 출현을 제약하는 음절 구조 제약으로 해석하였다. 
그 후에 ‘w’ 반모음화의 적용 영역이 부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도 음절 구조 
제약의 변화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이 논문에서는 ‘w’ 반모음화에 가하는 제약이 
시간 흐름에 따라 점점 완화되고 반모음화의 적용도 자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과
정을 겪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자음의 제약과 관련하여 중세어의 양상을 다룬 논저는 아니지만 이병근
(1973:143-144)은 동해안 방언에서의 ‘w’계 이중모음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grave]+w+후설모음’의 연결과 ‘순음+w’의 연결이 제약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이와 같은 연결 제약에 대해서는 중세 한국어 시기 ‘w’ 반모음화의 실현에 대한 
선행 자음의 제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선행 자음
이 ‘w’ 반모음화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자음의 제
약성과 관련하여 김종규(1986:256)에서 한 음절의 자음성 유무는 조음적으로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현대 한국어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w’ 반모음화 실현 양상의 변화를 다룬 논
저에서는 송철의(1995)와 박유진(2010) 등이 대표적이다. 송철의(1995:279-289)



- 4 -

는 현대 한국어에서 어간 말음절이 선행 자음을 가지지 않을 때 ‘w’ 반모음화의 적
용은 필수적이고 가지고 있을 때는 수의적이라고 정리하였다. 중세 한국어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과의 비교를 통해 중세에 강력하게 작용하였던 자음의 제약이 
현대에 와서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 ‘w’ 반모음화 규칙이 현
대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결론을 지었다.

박유진(2010:49-61)은 이와 달리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반모음화, 반모음 첨
가 및 모음 충돌 유지 형태들의 실현 양상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박유진(2010:49-61)에서 제시된 선행 자음을 가지지 않을 때 ‘w’ 반모음화의 필수
적인 실현 양상과 ‘ㅎ’ 이외의 자음을 가질 때의 소극적인 실현 양상은 송철의
(1987), 김종규(1989) 등 논저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그러나 ‘ㅎ’을 선행 자음으로 
가질 때 ‘ㅗ’ 말음 어간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은 수의적이었던 것에 반해, ‘ㅜ’ 말
음 어간에서는 필수적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비교된다. 
또한 박유진(2010:49-61)은 어간 말모음이 ‘ㅗ’인지 ‘ㅜ’인지에 따라 ‘w’ 첨가의 실
현 양상에 차이가 났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ㅎ’ 이외의 선행 자음을 가지고 있
을 때 ‘ㅗ’ 말음 어간에서 적용된 ‘w’ 첨가는 1460년대부터 확인 가능하였고 이후에 
적용 빈도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19세기까지 그 우세를 유지하였다. 이와 달리 ‘ㅜ’ 
말음 어간의 경우 15세기에는 모음 충돌 유지형만이 존재하였고 16세기에 와서야 
‘w’ 첨가된 형태가 확인 가능하였는데 그 이후에 ‘w’ 첨가의 적용은 계속 소극적인 
적용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김현(1999)에서 ‘w’ 첨가 및 ‘w’ 탈락의 실현 양상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2)  

박유진(2010)을 통해 ‘w’ 반모음화의 실현에 있어서 선행 자음 이외에 다른 조건
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세관(1989)는 현대 
한국어를 연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일찍이 반모음화의 실현에 관여한 다른 요소의 
영향을 폭넓게 고찰하였다. 영향 요소로서 기세관(1989:133-141)는 음절 구조와 
어간의 음절수를 제시하였는데, ‘V$V’ 및 ‘CV$V’와 같은 음절 구조에서 보인 ‘w’ 
2) 김현(1999)는 ‘w’ 첨가 및 ‘w’ 탈락 현상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는데, 두 음운 현상에서 

모두 ‘uwə’라는 연쇄를 회피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김현(1999)는 ‘[+원순성]-[+
원순성]’의 연쇄를 회피하는 제약과 ‘[+고음성]-w’의 연쇄를 회피하는 제약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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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통해 선행 자음 제약의 존재가 다시 확인되었고, 또한 어간 
음절수의 차이가 ‘w’ 반모음화의 실현에 별 영향이 없다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이외에 김정태(1992:27-33)는 중세 한국어를 중심으로 어간말 모음이 ‘ㅗ’인지 
‘ㅜ’인지에 따라 반모음 ‘w’와 관련된 음운 현상의 적용 양상에서 보인 차이를 고찰
하였다. ‘o+a’의 연쇄에서 순행과도음 삽입규칙, 즉 소위 말하는 ‘w’ 첨가가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이어서 과도음 삭제규칙, 즉 반모음 ‘w’의 강한 자음성
으로 인해 선행하는 모음 ‘o’를 점점 삭제시키는 규칙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반대
로 ‘u+ə’ 연쇄에서는 순행과도음 삽입규칙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모음 ‘w’와 관련된 음운 현상의 적용에 있어서 어간말 모음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김정태(1992)는 아직 단정하기 어
렵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w’ 반모음화의 통시적인 적용 양상과 
관련하여 더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왜 선행 자음에서 제약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
에서는 자음의 제약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만 하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더 고민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w’ 반모음화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잘 실현되지 않았던 
양상에서 현대 한국어의 수의적인 적용 양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 반모음화 적용 양상의 통시적인 변화에서 어떠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선행 자음 이외에 어
간 음절수와 어간말 모음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러하였는지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w’ 반모음화의 실현을 제약
하는 조건을 더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w’ 반모음화와 비슷한 음운 환경에서 
적용되는 ‘w’ 첨가 현상이 ‘w’ 반모음화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 첨가의 적용이 ‘w’ 반모음화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서 영
향을 받았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실현 양상과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
면서 두 음운 현상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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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용언 어간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w’ 반모음화가 중세 

한국어 시기나 현대 한국어 시기에 주로 용언 어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용언에서
의 실현 양상도 다른 통사적 범주에서의 양상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음 ‘ㅗ/ㅜ’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w’ 반모음화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15세
기부터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활용 형태를 검색하였다. 

주요 어휘 목록은 ≪(교학)고어사전≫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995
년에 출판된 ≪17세기 국어사전≫을 검토하여 단어 목록을 보완하였다. 가능한 활
용 형태의 목록을 작성할 때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과 ≪16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을 참고하였는데, ‘w’ 반모음화 및 ‘w’ 첨가가 적용된 형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음운 현상의 실현 비율을 추출하기 위해서 모음 충돌 유지형의 적용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색한 활용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ㄱ. ‘w’ 반모음화가 적용한 후에 가능한 실현형: ㅘ, , , , ㅙ,  / ㅝ, , 
, , ㅞ, 

    ㄴ. ‘w’ 첨가가 적용한 후에 가능한 실현형: ㅗ와, ㅗ왓, ㅗ왜, ㅗ왯 / ㅜ워, ㅜ웟, 
ㅜ웨, ㅜ웻

    ㄷ. 모음 충돌 유지할 때 가능한 실현형: ㅗ아, ㅗ앗, ㅗ앳 / ㅜ어, ㅜ엇, ㅜ엣

위에서 제시된 형태가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어형을 ‘EmEdito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검색하였다. 구체적인 문헌은 
“역사자료종합정비 결과물”에서 제공되는 연대가 확정된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에 
걸친 약 319편의 자료이고 이 목록은 부록에 실어두었다.

검색을 통해 얻은 활용 형태는 Excel에서 시기별로 정리한 후에 선행 자음, 어간 
음절수 및 어간 말모음에 따라 다시 나누어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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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변화 양상이나 각 음운 현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활용형의 실
현 빈도수 및 비율도 함께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에 근거하여 ‘w’ 반모음화의 
실현은 어떠한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역사적인 변화 양상이 어떠하였는지, 
또한 다른 음운 현상과 어떠한 적용 관계를 이루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4. 논의의 구성
본 연구는 ‘w’ 반모음화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먼저 연구 목적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중세 한국어의 

실현 양상을 주목한 논의, 중세에서 현대까지 실현 양상의 변화를 다룬 논의, 선행 
자음 이외의 다른 조건의 영향을 관찰한 논의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선행 연구에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였고 그것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
아 구체적인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한국어와 일반언
어학에서 반모음 ‘w’의 기본적인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 부분에서 주로 ‘w’에 대한 
정의 및 조음, ‘w’의 변이음의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음가 등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주로 ‘w’ 반모음화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에 대해 면밀히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w’ 반모음화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어간말 모음에 
선행하는 요소의 유무 및 종류, 어간 음절수, 어간말 모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에
서는 각 영향 요소에 따라 ‘w’ 반모음화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 및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w’ 반모음화와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적용되는 ‘w’ 첨가 현상에 대
해 고찰하였다. ‘w’ 첨가에 대하여 ‘w’ 반모음화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따라 
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고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5장은 결론으로서 본론에서 확인한 음운 현상의 적용 양상과 이를 통해 얻은 결
론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을 함께 제시하면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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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모음 ‘w’의 성격

한국어에서 흔히 말하는 반모음1)  ‘w’는 한국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에서도 많이 나타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Maddieson에 
의해 1984년에 완성된 UCLA Phonological Segment Inventory Database(UPSID)
는 317개 언어에 대한 통계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에 따르면 317
개 언어에서 75.7%의 언어가 ‘w’와 같은 음소, 혹은 아주 비슷한 분절음을 가지고 
있다.2) 그 후에 Moran & McCloy는 2019년에 범언어적인 음운론 목록을 추출하여 
2번째 버전으로서 PHOIBLE 2.0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에 의하면 조
사된 2186개 언어 중에 음소 ‘w’를 가지는 언어는 82%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3) 이처럼 음소 ‘w’가 세계 많은 언어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음소 ‘w’
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음소 ‘w’의 중요성도 함께 시사해 준다. 이 점을 감안
하여 반모음 ‘w’와 관련된 음운 현상의 실현 양상을 살피기 전에 범언어적으로 존재
하는 반모음 ‘w’ 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반모음 ‘w’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어떤 용어로 지칭될 수 있
는지, 조음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또한 반모음 ‘w’의 
변이음의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음가도 함께 확인할 것이다. 물론 한국어에서의 양
상을 위주로 검토할 것이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일반언어학에서의 관점도 함께 제시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서의 반모음 ‘w’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음소 ‘w’에 대해 ‘반모음’ 이외의 다른 용어를 쓰는 논저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논술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음소 ‘w’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음소들에 대하여 용어의 문제를 다룰 부분 
외에 일괄적으로 ‘반모음’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2) Maddieson(1984:91)에 따르면 ‘w’는 조사된 317개 언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음소이
고 75.7%의 언어에서 존재한다. 이보다 더 많은 언어에서 확인될 수 있는 음소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음소 ‘j’인데 86.1%와 같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3) Moran & McCloy(2019)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음소 ‘j’가 2186개 언어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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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반모음 ‘w’의 정의와 조음
한국어에서 음소 ‘w’가 속하는 부류는 반모음이라고 한다.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

의 특징을 절반씩 가지고 있어 자음 또는 모음의 부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
징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자음, 모음과는 독립된 반모음이라는 부류를 따로 본다. 

반모음이 발음될 때 혀가 반모음의 조음 위치에서 뒤에 오는 모음으로 미끄러지
듯이 순간적으로 이동한다. 이런 조음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활음’, ‘과도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는 ‘w’에서 뒤에 오는 모음으로 이동하는 과정 및 그 과정에
서 생기는 전이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분절음의 연쇄에서 과도나 전이가 항상 
동반되기 마련이므로 이와 같은 용어는 모호성을 가지게 된다. 이외에 한국어에서 
‘w’에 대하여 사용한 용어는 ‘반자음’도 있다. ‘반자음’은 ‘반모음’의 사용 의도와 같
지만 자음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모음은 모음과 결
합하여 음절의 중성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음운 현상의 실현에 있어서도 모음 ‘ㅗ/ㅜ’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모음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음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특성과 한국어에서 중요
한 음운론적 단위인 ‘음절’에서의 지위도 드러낼 수 있는 용언 ‘반모음’을 더 선호한
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언어학에서 ‘w’에 대한 분류는 한국어에서와 상당
히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언어학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w’와 같은 부류의 음소들을 
자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oach(2009:50)에 따르면 이는 이런 음소들의 
자음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즉 ‘w’와 같은 음소들이 음절의 핵(nucleus)보다는 
주변음(margin)의 위치를 더 선호하고 영어에서 ‘w’ 앞에서는 부정관사(the 
indefinite article) ‘a/an’에서 자음과 함께 ‘a’이 쓰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언어
학에서는 ‘w’의 자음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가리키는 데에 glide(활음), 
semi-vowel(반모음), approximant(접근음) 등 용어를 쓰고 자음의 하위 부류에 놓
는다. 그 중에 glide(활음)은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w’가 조음될 때 뒤에 오는 
음으로 전이되는 특성을 고려하는 용언이고, semi-vowel(반모음)은 자음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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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른 자음과 달리 모음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을 고려하는 용어이
며, approximant(접근음)은 ‘w’가 발음될 때 혀가 연구개 쪽으로 가까워지되 마찰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조음적인 특징에 반영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w’와 같
은 음소들을 자음에 속하는 approximant(접근음)으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semi-vowel(반모음)이라는 용어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한편, 반모음 ‘w’의 조음에 대하여 양순과 연구개 두 가지 조음 위치에 관여하고 
이중적인 조음 동작을 가진다는 데에 한국어에서든 일반언어학에서든 이견이 없다. 
우선 기식이 양순 사이에 통과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하여 일차적인 조음 동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 근처에 후설 고모음보다 더 높은 자
리로 올라가 이차적인 조음이 완성된다. 다만, 반모음 ‘w’는 한국어에서는 항상 성
대의 떨림이 동반되는 반면에, 일반언어학에서는 무성음 [ʍ]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음성에 대하여는 ‘w’의 변이음 부분에서 함께 서술할 것이
다. 

이런 ‘w’의 조음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w’에 대해 정의할 때 양순 및 연구개와 관
련된 내용이 모두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반모음 ‘w’는 ‘후설 원순’, ‘원
순 연구개’ 혹은 ‘양순 연구개’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외에 두 가지 특징
에서 하나만 제시하는 논저도 있는데, 이런 정의 방식의 선택도 ‘w’가 변이음을 가
지는 여부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다고 본다. 

우선 배주채(1996)을 비롯하여 입술 모양이 원순인 특징만을 언급하는 논저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한 학자들은 보통 반모음 ‘w’의 구체적인 음가가 뒤에 오
는 모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w’의 전후 위치와 관련하여 따로 제시
하지 않았으며 ‘w’에서 변하지 않는 원순성만을 강조하였다. 

이와 반대로 ‘w’가 조음될 때 혀의 전후 위치에만 관심을 두는 논저도 있다. 대표
적인 것은 최명옥(2008)인데, 이에 따르면 반모음 ‘w’는 연구개 활음소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논저가 반모음 ‘w’의 전후 위치를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변이음이 따로 
없다고 보고 자음 뒤나 음절 초나 항상 [w]만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변이음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언급할 것이고 여기서는 반모음 ‘w’에 대한 정의
가 ‘w’의 두 가지 조음적인 특징을 되도록 다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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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언어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모음 ‘w’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제시하면서 
‘labial-velar’, ‘labio-velar’ 등으로 정의하였다. 

2.2. 반모음 ‘w’의 변이음
반모음의 변이음은 보통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모음이 실현될 때 조음

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선후행 음소에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반모음 ‘w’
의 변이음이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그 음가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변이음으로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에서 ‘w’의 변이음으로서 전설 원순의 [ɥ]가 많이 언급되어 왔다. [ɥ]는 
‘w’ 뒤에 단모음 ‘ㅣ’가 올 때 후행하는 ‘ㅣ’의 전설성을 이어받아 ‘w’의 전설 변이음
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ㅟ’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될 때 실제적으로 [wi]
가 아니라 [ɥi]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ɥ] 이외
에 다른 ‘w’의 변이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w’의 음가가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다르게 실현
된다고 주장하는 논저가 있다. 이 주장을 일찍 제시한 논저는 허웅(1985)인데, 이
에 따라 엄격한 의미에서 ‘ㅘ, ㅝ, ㅙ, ㅞ’에서의 ‘w’는 완전히 같은 음성이 아니고 
모두 모음 [u]의 위치에서 시작하지만 경과하는 과도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허웅
(1985:156)에서 ‘w’가 다르게 실현되는 음성은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상보적 분포도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음소의 결합 변이음으로 정의하
였다. 즉 [e] 앞에서 나타나야 하는 변이음 [we]는 [a] 앞에서 나타날 일이 없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음가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 자동적으로 실현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w’ 변이음의 음가에 대하여 허웅(1985)는 후행 모음을 [w] 뒤에 작
게 붙이는 형식으로 표현하였을 뿐 음가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구체적인 설명
도 따로 하지 않았다. 

그 후에 변이음의 구체적인 음가를 제시한 논저는 Martin(1992)와 배주채(1996) 
등이 있다. Martin(1992:24)에서는 ‘w’의 대표적인 특성은 원순성이고 혀의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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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오는 모음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wey[ö̯e]4), way[ɔ̯̈ɛ], we[o̯ë], wa[ɔ̯a]
와 같은 구체적인 음가를 제시하였다. 이 음가들은 주로 혀의 전후와 고저 위치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즉 ‘w’가 저모음 [a] 앞에서는 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순모음 [ɔ]로 실현되고 중모음 [e]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원순모음 [o]로 실
현되는 것이다. 또한 전설 모음 ‘ㅔ’와 ‘ㅐ’가 후행하는 경우 ‘w’는 후행 모음의 전설
성에 의해 앞으로 당기게 되어 중설 쪽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를 [ ̈]5)와 같은 기
호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배주채(1996:30)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w’의 변
이음 음가를 표시하였다. 다만 Martin(1992)보다 모음의 음가를 좀 더 높게 정하여 
[ɔ], [o]를 [o], [u]로 바꾸어 각각 웨[ö̯i], 왜[ö̯ɛ], 워[u̯ə], 워[u̯ʌ], 와[o̯a]로 표기
하였다. 그 중에 ‘워’에 대해 두 가지 음가를 제시하는 것은 모음 ‘ㅓ’의 장단을 고려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변이음의 음가는 후행 모음의 고저, 전후 위치에 
따라 반모음 ‘w’도 다르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언어학에서도 이와 같이 ‘w’의 음가가 뒤에 오는 모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
장하는 논저도 있다. Wise(1957:142-143)에서는 ‘w’가 후행하는 모음의 영향을 받
아 다르게 실현되는 모습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보여주었다.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뒤
에 모음의 개구도가 커지면 [w]의 F1도 높아지고, 뒤에 모음이 전설모음이면 [w]
의 F2도 높아지는 양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후행 모음에 따라 혀의 전후, 고저 위치의 변화가 과연 ‘w’의 변이음으로 
제시해야 할 정도로 차이가 뚜렷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
하여 ‘w’의 실현이 후행하는 모음과 관련된다고 해서 꼭 후행 모음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부터 생각할 수 있다. 김현(2017:138-140)은 ‘w’
의 포먼트 값과 후행하는 모음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w’의 F1
은 후행 모음의 개구도와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후행 모음의 F1에서 큰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6) 이에 

4) [ ̯]는 ‘non-syllabic’로 정의되는데, 이는 모음에 대응되는 반모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w]를 [u̯]로, [j]를 [i̯]로도 표기 가능하다.

5) 국제음성기호에서는 [ ̈]에 대하여 ‘centralized’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후설음이 중설 쪽으로 발
음하는 중설음화를 표기하는 것이다. 

6) 김현(2017:139)에서는 어두에서와 비어두에서의 ‘w’,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의 ‘w’의 F1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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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w’의 여러 가지 변이음에 있어서 F1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와 달리 김현(2017)에 따르면 ‘w’의 F2는 후행 모음과의 
상관관계가 클 뿐만 아니라 후행 모음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w’ 변이음들의 실현은 후행 모음의 영향을 받지만 F2의 값만이 상대적으로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김현(2017:131)에서도 반모음의 시작 부분을 F1, F2 및 다
른 포먼트들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지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7) 이에 
근거하여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혀의 전후 위치를 반영한 F2는 전설 모음과 후설 모
음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후설 모음 사이의 차이를 뚜렷하게 파악하기 힘
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반모음 ‘w’의 실현은 후행 모음의 영향을 
받지만 이런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굳이 변이음으로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
각된다. 

양순임(2012:115)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반모음의 첫 시작점은 
후행 모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며 /ㅘ/가 발음될 때 /ㅝ/보다 혀의 출발점이 더 
낮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ㅘ’, ‘ㅝ’를 발음할 때 혀의 고저, 전후 위치를 같
은 상태로 발음해도 음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w’ 변이
음들의 음가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아마도 같은 이유로 배
주채(2018)에서는 예전의 논저와 달리 ‘w’의 변이음에 대해서 [ɥ]만을 제시한 듯하
다. 이런 변화도 ‘w’의 변이음들이 조음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굳이 따로 표시할 정도
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었다. 

이 외에 한국어에서와 일반언어학에서 반모음 ‘w’는 무성모음화의 적용을 받아 
무성의 변이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무성모음화는 주로 고모음에 적용되는데, 반모
음은 고모음보다 혀의 높이가 더 높은 상태에 조음되므로 파찰음 ‘ㅍ, ㅌ, ㅋ, ㅊ’나 
마찰음 ‘ㅅ, ㅆ, ㅎ’ 뒤에서 무성음으로 실현될 수 있다.8) 이는 파찰음과 마찰음이 

이 후행모음과의 관련성을 회귀방정식으로 제시하였다. 기울기는 모두 0.5보다 작은 수치로 나
와 있었는데, 이는 후행모음의 F1은 ‘w’의 F1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7)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반모음의 시작점을 가지고 반모음의 음성음향학적 실현을 다루는 방법
을 동의한다. 분절음의 연쇄이면 무조건 포먼트의 전이가 따를 것이므로 전이 구간을 통해 반모
음 ‘w’의 음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 신지영(2001:244-246)에 따르면 평파열음과 평파찰음 뒤에서 극소수이지만 모음의 무성음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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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될 때 공기가 많이 방출되고 성대 진동이 지연되어 이 때문에 후행 모음이 무
성으로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호영(1996:101)에서도 [ʍ]/[çw]를 제시하여 무성 
반모음 ‘w’를 표시하였다. 

일반언어학에서 ‘w’의 변이음으로서 무성의 [ʍ]는 많이 언급되어 왔다. ‘w’는 유
기 무성 파열음 /p/, /t/, /k/와 /h/ 뒤에서 유성성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상실되어 
무성의 [ʍ]로 실현되고 무성의 [ʍ]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그러나 이 두 개 음성
은 완전히 평행한 것은 아니다. Wise(1957:145)에 따르면 [w]는 마찰이 동반되지 
않는 데에 반해 [ʍ]는 마찰음이고, [ʍ]가 조음될 때 혀 및 연구개의 위치가 [u]와 
같은 것은 [w]와 비슷하지만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가 [w]보다 더 좁아지며, 
또한 [ʍ]를 변별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은 뒤에 음소로 이동하면서 형성되는 전이 구
간이 아니라 입술 사이에 만들어진 마찰 소음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w]와 [ʍ]에서의 차이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두 음성이 합류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Bridwell(2019:1)에 의하면 무성 양순 연구개 음성인 [ʍ]가 
점점 유성의 [w]에 닮아져 가는 현상은 ‘the wine-whine merger’라고 하는데, 세
계 많은 종류의 영어에서 [w]와 [ʍ]의 차이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영어
의 경우 [ʍ]는 동남 지역의 방언에서만 존재하고 이를 미국 남부 영어 특징 중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런 추세에 따르면 ‘w’의 변이음은 언젠가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관찰될 수 있다. 평파열음이 강세구 초에 위치하는 경우 뒤에 오는 모음이 무성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이는 강세구 초에서 장애음이 기식성을 가지게 되어 후행 모음의 무성모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파찰음의 마찰구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 상대적으
로 긴 마찰로 인해 뒤에 모음이 무성모음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무성모음
은 선행 자음의 마찰성이나 기식성으로 인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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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 반모음화의 통시적 적용 양상

3.1. 선행 요소와 ‘w’ 반모음화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수의적이

지만, 중세 한국어 시기의 경우 어간 말음절 모음에 선행하는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거론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w’ 반모음화는 선행 자음이 없을 때 필수적으로 적용되
었고, ‘ㅎ’일 때 수의적으로 실현되었으며, ‘ㅎ’ 이외의 자음일 때 거의 적용되지 않
았다. 그러나 ‘w’ 반모음화가 중세와 현대의 사이에 있는 시기에 어떻게 실현되었는
지, 중세에서 현대까지 실현 양상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
이 많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행 요소가 ‘ㅇ’인 경우, ‘ㅎ’인 경
우, ‘ㅎ’ 이외의 자음의 경우로 나누어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선행 요소에 따른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w’ 반모음화 실현 
양상의 통시적 변화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동시에, 중세 한국어 시기에 ‘w’ 반모음
화 실현에 있어서 선행 요소의 제약이 과연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3.1.1. 선행 요소가 ‘ㅇ’일 때의 적용 양상

선행 요소가 ‘ㅇ’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1) 하나는 선행 연구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이 필수적이었다고 언급된 초성 자음이 없는 경우이며, 다른 하
나는 표기로 볼 때 ‘ㅇ’이지만 실제적인 음가가 유성후두음인 [ɦ]의 경우이다. 이는 
1) 선행 자음이 없다고 하기보다 선행 자음이 ‘ㅇ’이라는 서술 방식을 선택한 것은 김현(1999)를 

참고한 것이다. 김현(1999:232)에 따르면 초성 자음이 없는 ‘ㅗ/ㅜ’ 말음 용언의 경우에는 어간
이 ‘오-’인 경우 이외에 ‘새오-, 계우’처럼 2음절 이하이면서 선행 음절에 종성이 없는 경우, 그
리고 ‘우-, 일우-’처럼 선행 음절에 종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들의 선행 자음은 이기
문(1972)에서 제기된 [ɦ](유성후두음)의 음가를 가진 적극적인 자음 ‘ㅇ’이라고 지적하였다. 따
라서 표기의 기준으로 이와 같은 두 경우를 포함해서 같은 부류에 넣으려면은 초성 자음이 없다
고 하기보다 선행 요소가 ‘ㅇ’이라고 서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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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기문(1977:16)에서 지적된 후음 ‘ㅇ’의 소극적인 기능 및 적극적인 기능과 
대응된 것이다. 이기문(1977:15-17)은 ≪훈민정음≫에서 ‘ㅇ’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과 ‘ㅇ’를 병서한 후음 ‘ㆀ’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근거하여 적어도 
15세기 중엽에 있어서 ‘ㅇ’의 음가가 영이 아니었다고 추측하였다. 이어서 ‘ㅇ’이 이
와 같은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한 구체적인 용례2)를 제시하면서 표기로 ‘ㅇ’이 된 것
은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3) 두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도 이기문(1977)의 관점에 동의하며 중세 한국어 시기에 ‘ㅇ’이 두 가지
가 있었다고 본다.4)  따라서 선행 요소가 ‘ㅇ’이라고 할 때 ‘w’ 반모음화의 실현 양
상에 대하여 유성후두음의 음가를 가진 ‘ㅇ’과 음가가 없는 ‘ㅇ’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ㅇ’을 구분하기 위하여 유성후두음 ‘ㅇ’의 출현 환경 및 시
기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문(1977:19-27)에서는 유성후두음의 음가
를 가진 ‘ㅇ’의 출현 환경으로 ‘r-v’, ‘z-v’ 및 ‘j-v’와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 
또한 그의 소실에 대하여 ‘z-v’ 환경에서는 15세기와 16세기의 교체기에, ‘r-v’ 환
2) ‘ㅇ’의 적극적인 기능을 보여준 용례는 이기문(1977:16-17)에서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시

하였는데, 즉 ‘ㄹ’이나 ‘j’ 뒤에서 ‘-거늘, -고’ 등 어미가 ‘-어늘, -오’로 실현되었다는 것과 사
동 피동 선어말어미 ‘-오/우-’가 ‘i, j’ 뒤에서도 여전히 ‘-오/우-’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에 ‘ㅇ’이 자음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었으면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ㄹ’과 연철되거나 ‘j’
와 결합하여 이중모음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어두에 있는 ‘ㅇ’이 자음의 
역할을 하였다는 증거가 되었다. 

3) ‘ㅇ’의 소극적인 기능에 대하여 이기문(1977:16)에서는 ≪훈민정음≫ 해례 합자해에서 나온 “如
孔子ㅣ魯ㅅ:사之類”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다. ‘이’가 ‘ㅣ’로 표기한 것은 이것이 독립된 음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바로 ‘ㅇ’이 자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음절이 모음으로 시
작하는 것을 표기한 소극적인 기능을 보여준 것이다. 

4) 중세 한국어 시기의 ‘ㅇ’에 대하여 그의 적극적인 기능을 부정하고 초성으로 쓰였을 때 음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논저도 차재은(2003), 강신항(2009) 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ㅇ’을 모두 
음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자음 ‘ㅿ/ㅅ’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석의 혼란
을 초래할 것이다. 3.1.3에서 확인할 바와 같이 자음 ‘ㅅ’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은 가능하
였으나, ‘w’ 첨가의 적용형 및 모음 충돌 유지형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세 가지 활용 형태의 실
현은 수의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ㅿ/ㅅ’이 어간 말음절 초성의 ‘ㅇ’을 선행하는 경우에 ‘w’ 
반모음화의 실현은 필수적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ㅇ’이 음가가 없는 표기였으면 ‘ㅅ’
이 선행 자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음 충돌 유지형 등 형태도 존재해야 하고 ‘w’ 반모음화도 
수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두 상황에 있어서 어간 말음
절의 자음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본 연구에서 논
의하는 ‘w’ 반모음화 등 내용과 관련하여 이기문(1977)의 관점에 따라야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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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는 16세기 중엽 이후에 일어났다고 하였다. ‘r-v’ 환경에서 유성후두음 ‘ㅇ’의 
소실은 좀 늦게 이루어졌지만 용언의 경우 ‘ㅇㄹ’이 ‘ㄹㄹ’로의 변화가 17세기에 이
미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유성후두음 ‘ㅇ’의 소실은 17세기에 거의 완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용언에 대하여 15세기 및 16세기에 
어간 말음절의 선행 음소가 ‘ㄹ, ㅿ/ㅅ5)’인 경우를 국한하여6)  말음절의 ‘ㅗ/ㅜ’에 선
행하는 ‘ㅇ’을 유성후두음인 [ɦ]로 보았고, 15, 16세기에 선행 음소가 ‘ㄹ, ㅿ/ㅅ’이 
아닌 음소일 때의 ‘ㅇ’과 17세기 및 그 이후에 어간 말음절 초성에 위치하는 ‘ㅇ’을 
음가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음가가 없는 ‘ㅇ’의 경우에도 해당 음절에 
초성 자음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선행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때가 
그러하다. 연음 현상에 의하여 선행 음절의 말음인 자음이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발
음되므로, 더 이상 초성 자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 연철 표기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연철 표기의 활용 양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간 말음절의 초성은 표기로 볼 때 ‘ㅇ’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성후두음 혹은 그에 선행하는 자음으로 발음되거나 자음이 없
다는 것을 표기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실현 양상 및 그들의 구체적
인 실현 시기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선행 요소가 ‘ㅇ’일 때 어간 말음절 초성의 실현 양상 및 실현 시기와 조건

5) ≪훈민정음≫의 종성해에 따르면 15세기에 종성 ‘ㅿ’이 ‘ㅅ’으로 표기되어야 했는데, 이와 어긋
나게 ‘ㅿ’으로 표기된 단어도 많이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음절 종성이 ‘ㅅ’인 
경우를 ‘ㅿ’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켜서 함께 다루었다. 

6) 이기문(1977)에서 유성후두음의 음가를 가진 ‘ㅇ’의 출현 환경으로서 ‘r-v’, ‘z-v’, ‘j-v’ 세 가
지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용언 어간과 용언 활용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j-v’ 
환경을 제외하였다. 이는 ‘j-v’ 환경에서 ‘ㅇ’의 적극적인 기능을 보여준 예들은 주로 ‘j’ 뒤에 오
는 어미나 특정 어휘에 집중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현 양상 실현 시기 실현 조건
유성후두음 [ɦ] 15, 16세기 ‘ㄹ, ㅿ/ㅅ’이 선행할 때
음가가 없는 자음 부재의 표기 15~20세기 모음이 선행할 때
선행 자음의 음가 이어받음 17~20세기 자음이 선행할 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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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제시된 어간 말음절 초성 자음의 실현 양상에 따라 선행 요소가 ‘ㅇ’
인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15, 16세기에 ‘ㄹ, ㅿ/ㅅ’와 같은 음소가 어간 말음절의 ‘ㅇ’을 선행하는 단
어, 즉 음가가 유성후두음인 ‘ㅇ’을 가진 단어에 대하여 ‘w’ 반모음화와 관련된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이런 경우에 ‘w’ 반모음화가 거의 필
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4) ㄱ. 뉘 能히 너를 머믈워 解脫 몯게 료 <능엄경언해_권6:74a>[15]
     ㄴ. 내 길 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 오노라 니 <번역노걸대_상:1b>[16]
     ㄷ. 혜디 말오 워 머고 됴타록 호미  됴니라 <구급간이방_권

3:18b>[15]
     ㄹ. 엿와도 보디 몯시니라 <금강경삼가해_4:20b>[15]

(4)는 ‘ㅇ’이 유성후두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 ‘w’ 반모음화의 필수적인 적
용 양상을 보여준 것이다. ‘ㅿ/ㅅ’이 ‘ㅇ’을 선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15세기의 예시만 
제시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은 15세기에 집중하여 나타났
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이기문(1977:27)에서 지적한 ‘z-v’ 환경에서 유성후두음 
7) ‘ㅇ’이 음가가 없고 선행 자음이 어간 말음절의 초성으로 실현되는 환경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유성후두음으로 실현된 경우 이외에 자음이 선행하는 경우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리된 어휘 
목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5, 16세기에 어간 말음절 초성의 ‘ㅇ’을 선행하는 자음은 ‘ㄹ, ㅿ, 
ㅅ’만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바로 15, 16세기에 선행 자음이 ‘ㅇ’을 대신하여 초성이 되는 경우
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어간 말음절의 초성이 선행 자음의 음가로 실현되는 경
우에 대하여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자음이 ‘ㅇ’을 선행하는 단어만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8) 음가가 없는 ‘ㅇ’이 선행 자음의 음가를 이어받고 연철 표기할 경우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단어만을 확인한 이유는 각주 (7)과 같은데, 즉 15, 16세기에 ‘ㅇ’을 선행하는 자음이 ‘ㄹ, ㅿ, 
ㅅ’만이 존재하였으나 이들은 바로 ‘ㅇ’이 유성후두음으로 실현된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나 존재하였을지도 몰라서 연철하는 표기에 대해 15, 16세기의 문헌 자료에서도 검
색하였는데 그런 표기와 관련된 활용 형태는 발견되지 못하였고 ‘w’ 반모음화의 적용은 17세기
부터 확인 가능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15, 16세기에 연철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았
다는 양상도 그때 ‘ㄹ, ㅿ, ㅅ’ 뒤에서의 ‘ㅇ’이 음가가 없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
가 될 수 있다. 15세기에 있어서 표기는 발음을 충실히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7~20세기 선행 자음 연철 표기할 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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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의 소실 시기가 15, 16세 교체기라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ㄹ’이 ‘ㅇ’을 선행하는 모든 단어에 ‘w’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었

다는 반면에 ‘ㅿ/ㅅ’이 선행하는 단어에 있어서 하나의 예외 활용 형태가 존재하였
다. 

(5) 巫山애 다 비취여 냇고 楚ㅅ 므를 새려 엿와 도다 <두시언해_중간
12:2b>[17]

앞에서 지적한 ‘ㅿ/ㅅ’이 ‘ㅇ’을 선행할 때 ‘w’ 반모음화의 적용은 15세기에만 나
타났다는 것과 달리 17세기의 자료에서 ‘엿와’와 같은 활용 형태가 확인되었다. 그
러나 ‘엿오다’라는 단어의 다른 활용 형태는 17세기의 문헌 자료에서 발견되지 못하
였다. 게다가 (5)의 출처는 ≪두시언해 중간본≫인데, 15세기에 출판된 ≪두시언해 
초간본≫의 같은 문단에서도 이와 같이 ‘엿와’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감
안하여 ‘엿와’와 같은 ‘w’ 반모음화 적용형은 ≪초간본≫에서 그대로 옮아온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두시언해≫에서 ‘엿오다’의 사용 양상은 또 한 번 확인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초간본≫에서 ‘엿오고’로 된 표기가 ≪중간본≫에 봐서 ‘엿보고’로 바뀌
었다는 점이다. ‘엿오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어형이 유사한 단어는 이외에 ‘오다’, 
‘엿우다’, ‘엿다’, ‘엿보다’도 있었다. 그 중에 ‘엿보다’의 활용 형태만이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에 걸쳐 모든 시기에 확인되었다. 반면에 다른 단어들의 사용은 15세기
에 국한되었다. 이런 어형의 변화는 ‘ㅸ’의 발달과 관련될 수 있다. ‘’가 ‘오’로 발
달됨에 따라 ‘엿오다’, ‘오다’, ‘엿우다’와 같은 어형도 잠깐 존재하였다가 그 후에 
모두 ‘엿보다’로 통합되어 ‘엿보다’로만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변화 양상에 
따르면 17세기에 확인된 ‘엿와’ 형태도 ‘엿오고’에서 ‘엿보고’로의 변화처럼 ‘엿보-’
로 바뀌어야 하는데, ‘엿와’의 형태로 존재한 것은 15세기 ≪초간본≫의 표기를 그
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
기에 기인된 예외를 제외하고 유성후두음의 음가를 가진 ‘ㅇ’이 어간 말음절의 초성
일 때 ‘w’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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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모음이 ‘ㅇ’을 선행하는 단어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이때의 ‘ㅇ’은 음가
가 없는 표기였을 뿐이다.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해당되는 단어의 활용 양상을 확
인한 결과 모든 단어에 ‘w’ 반모음화의 적용은 필수적이었다.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6) ㄱ. 여러 가짓 瓔珞 眞珠瓔珞 摩尼珠瓔珞 如意珠瓔珞 드리워 九方애 며 
<월인석보_17:29b-30a>[15]

     ㄴ. 믈러와 초와 받고 尊長이 수져 자셔든 <가례언해_02:6b>[17]
     ㄷ.   면 외비산  김일 집에 들어와셔 <독립신문_2권154호:4>[19]

마지막으로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어간 말음절의 ‘ㅇ’이 음가가 없고 그에 선행
하는 음소가 자음인 단어에 대해 ‘w’ 반모음화 및 관련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을 보
겠다. 실제 발음에서 선행하는 자음이 어간 말음절 ‘ㅇ’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므로 
연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단어들의 선행 요소는 ‘ㅇ’이 아니고 ‘ㅇ’을 
선행하는 자음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연음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 원래의 어형뿐만 아니라 연음을 반영한 어형, 즉 분철한 어형과 연철한 어
형에 대해 그들의 활용 양상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이 두 가
지 어형에서 실현된 활용 형태를 정리하고 살펴보겠다. 

얻은 결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자면 어간 말음절의 ‘ㅇ’이 선행하는 자음의 음가
를 이어받고 실제 발음에서 어간 말음절이 ‘ㅎ’ 이외의 자음으로 시작하였을 때 모
음 충돌 유지형 및 ‘w’ 첨가 적용형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지만 ‘w’ 반모음화의 적
용은 여전히 우세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기타 활용 형태의 적용 양상이 확인된 단어를 제외하고 ‘w’ 반모음화의 실
현 양상만이 보인 단어를 보면 ‘w’ 반모음화의 적용은 연철한 어형보다 분철한 어형
을 더 선호하였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w’ 반모음화는 분철한 어형에서 활발하게 
적용된 반면에 연철한 어형에서 몇 개에만 집중하여 나타났다. 또한, ‘w’ 반모음화
의 적용형을 확인할 수 있는 연철한 어형은 모두 사전 표제어로 등록되는 단어이다. 
이들의 뜻은 분철한 어형과 비슷해서 두 어형이 같은 단어에서 분화된 다른 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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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w’ 반모음화가 적용된 소수의 연철한 어
형 및 그에 대응된 분철한 어형에 있어서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w’ 반모음화의 
실현 빈도수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겠다.

<표 2> ‘w’ 반모음화가 적용된 연철한 어형 및 그에 대응된 분철한 어형에 ‘w’ 
반모음화의 실현 빈도수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w’ 반모음화의 적용은 분철한 어형에 집중하여 나
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연철한 어형에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은 17세
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양상은 연철한 표기가 17세기부터 사용되었
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어형의 각
종 활용 형태를 15, 16세기의 문헌 자료에서 검색하였다. 그 결과 ‘사로다’ 이외의 
단어가 15, 16세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로다’의 활용 양상만 
16세기에 몇 개가 발견되었다. 

(7) ㄱ. 曹氏 알픠 여 이실 제도 내내 디녀 사로려 더니 <번역소학
_09:63a>[16]

     ㄴ. 아니 아려나 숨곳 길면 견랴 견여 사로려 노라 <순천김씨묘출토언
간:192>[16]

9) 괄호 안에 그 단어가 대응된 현대 한국어 어형을 제시하였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다로다(달구다)9) 2
달오다(달구다) 4 1 1 2 1
로다(따르다) 1
오다(따르다) 6 25 34
사로다(살리다) 4
살오다(살리다) 1 5 2 2
로다(따르다) 17 1
오다(따르다) 6 70 2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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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언메나 쇽졀업 몸 사로려 야 <초발심자경문:37b>[16]

(7)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로다’는 모두 ‘사로려’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살리려
고’로 해석할 수 있다. 정우영(2005)에 의해 출판된 ≪초발심자경문언해≫에서 나오
는 주해에 따르면 ‘사로다’는 동사 ‘살-’에다가 사동접미사 ‘오’, 선어말어미 ‘리’ 및 
‘어’를 붙여서 형성된 형태인데 ‘살오려’로 분철 표기한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마찬
가지로 다른 문헌에서 나온 ‘사로려’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로
다’는 ‘살오다’의 다른 표기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연철한 형태는 소량이지만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 (7ㄱ)과 (7ㄴ)의 출처는 모두 16세기 중후반의 문헌이고, 연철한 다른 
어형이 17세기부터 발견될 수 있는 양상과 관련지어서 함께 볼 때 연철한 표기가 
16세기 중후반부터 사용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때 ‘ㅇ’이 음가가 없
는 표기여야 연철이 될 수 있으므로 16세기 중엽 이전에 연철이 잘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것은 ‘ㅇ’이 유성후두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이기문(1977:27)에서 지적된 ‘r_v’ 환경에서 [ɦ]의 소실이 16세기 중엽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과 일치하며 동시에 ‘ㅇ’이 그 이전에 음가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다만 (7ㄷ)은 16세기 초기의 문헌에서 나온 문장인데, 다른 어형의 활용 양
상이 모두 16세기 후반 및 그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7ㄷ)을 예외로, 혹은 연철 표기의 선두주자로 보려고 한다.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16세기 중엽 이후에 ‘ㄹ’과 모음 사이에 위치하는 유성후
두음 ‘ㅇ’의 소실에 따라 ‘살오다’의 연철한 어형인 ‘사로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양상을 감안하여 <표 2>에서 다른 연철한 어형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이 17세기부터 확인되었다는 것도 해당 연철한 어형의 출현이 
17세기부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철한 어형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은 ‘ㄹ’과 모음 사이에 위치하는 유성후두음 ‘ㅇ’의 탈락인데, 마침 그 탈락도 
16세기중엽 이후에 실현되었으므로 <표 2>에서 제시된 연철한 어형은 17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w’ 반모음화가 적용된 형태 이외에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 단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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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볼 것이다. 이 경우에 어간 말음절의 ‘ㅇ’이 음가가 없었기 때문에 분철한 어
형과 연철한 어형의 발음이 실제로 같았지만, 두 표기에 적용된 활용 양상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분철한 어형과 연철한 어형을 나누어서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빈
도수를 제시하도록 한다. 

<표 3> ‘w’ 반모음화 적용형 이외의 활용 형태를 보인 분철한 어형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빈도수

<표 4> ‘w’ 반모음화 적용형 이외의 활용 형태를 보인 연철한 어형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빈도수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결우다
(겨루다)

‘w’ 반모음화 1 2 3 5 2
모음충돌유지 1

‘w’ 첨가
골오다
(고르다)

‘w’ 반모음화 1 4
모음충돌유지

‘w’ 첨가
밀우다
(미루다)

‘w’ 반모음화 3 4 1 2
모음충돌유지 4 3

‘w’ 첨가 1
일우다
(이루다)

‘w’ 반모음화 179 30 31 88 37 17
모음충돌유지 16 33

‘w’ 첨가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겨루다10)
(겨루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w’ 첨가
*고로다
(고르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1

‘w’ 첨가
*미루다 ‘w’ 반모음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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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3>에서 제시된 분철한 어형에 적용된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빈도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우세하였다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에 ‘밀우다’가 19, 20세기에, ‘일우다’가 20세기에 ‘w’ 반모음화 적용형보다 모음 충
돌 유지형을 더 선호하는 이례적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모음 충
돌 유지형 및 단 한 번만 나타난 ‘w’ 첨가 적용형은 19세기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것은 <표 4>가 <표 3>과 정반대되는 활용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연철한 어형에 있어서 ‘w’ 반모음화의 적용형은 단 한 번만 나타난 반면에 
모음 충돌 유지형 및 ‘w’ 첨가 적용형은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실현
은 <표 3>과 마찬가지로 모두 19, 20세기에 이루어졌다. 그중에 모음 충돌 유지형
의 실현은 ‘밀우다’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단어에서의 총 실현 빈도수는 28
번에 달하였다. 

<표 3>과 <표 4>를 통해 우리는 단어 ‘결우다/*겨루다’, ‘골오다/*고로다’, ‘밀우
다/*미루다’, ‘일우다/*이루다’에 실현된 활용 형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즉, 분철한 어형에는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선호된 반면에 연철한 어형에는 
오히려 모음 충돌 유지형이 선호되었다는 점, 모음 충돌 유지형과 ‘w’ 첨가 적용형
은 19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그리고 ‘밀우다’는 다른 단어와 달리 모
음 충돌 유지형으로 더 많이 실현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10) 단어 앞에 별표를 붙은 것은 이 어형이 단어 원형이 아니라 변화를 겪은 어형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여기서는 연음이 실현된 형태를 표시하는 것이고, 3.1.2에서는 ‘ㅎ’ 탈락을 겪은 형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11) ‘미루다’라는 어형에 ‘미루여’와 같은 활용 형태도 18, 19세기에 발견되었다. 모음 ‘ㅜ’와 ‘ㅓ’ 
사이에 반모음 ‘j’를 첨가하는 것은 모음 충돌을 회피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w’ 첨가와 다른 것이므로 계산된 빈도수에서 제외하였다. 

(미루다) 모음충돌유지 2511) 3
‘w’ 첨가 5 2

*이루다
(이루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8

‘w’ 첨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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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발음이 같지만 표기가 다른 어형에 실현된 활용 형태에 차이가 존재한 것은 
대하여 문자 표기의 보수성과 관련된다고 본다. 분철한 어형은 실제 발음에서 연철
한 어형과 마찬가지로 선행음절 종성인 ‘ㄹ’을 어간 말음절 초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어형에 ‘w’ 반모음화의 활발한 실현은 ‘ㄹ’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적어
도 17세기부터 가능하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고, 이를 통해 연철한 어형에 ‘w’ 반
모음화의 적용도 실제 가능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철한 어형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어형의 유일한 차이인 표
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표기로 볼 때 분철한 어형의 어간 말음절은 초성 자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철한 어형은 ‘ㄹ’로 되어 있었다. 중세 시기에 ‘w’ 반모음화는 
‘ㅇ’ 뒤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었고 ‘ㅎ’ 이외의 여타 자음 뒤에서의 적용이 아주 소
극적이었다는 양상을 상기하면, 17세기 이후에 ‘ㄹ’을 선행 요소로 가지고 있는 어
간에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을 표기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w’ 반모음화
의 실현과 관련된 표기가 여전히 이전 시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w’ 반모음화의 실현을 표기하는 데에 있어 문자 
표기의 보수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모음 충돌 유지형과 ‘w’ 첨가 적용형의 출현은 <표 3, 4>의 단어에 집중하였고 
그 출현은 19세기부터 확인 가능하였다는 것도 주목된다. 이는 앞에서 제시된 다른 
경우에 ‘w’ 반모음화의 적용형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된다. <표 3>의 
단어들은 현대에 와서 ‘ㄹ’이 선행 음절 종성의 위치에서 어간 말음절 초성의 위치
로 이동한, 즉 <표 4>의 형태로 바뀐 어형 변화를 겪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12) 
‘w’ 반모음화 이외의 활용 형태의 출현은 바로 이런 어형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연철한 어형에서 어간 말음절의 초성 자음은 ‘ㄹ’인데, 문자 표기
의 보수성 때문에 ‘ㄹ’ 뒤에서 실현된 ‘w’ 반모음화를 표기에 반영해 주지 못하였다
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관련된 단어의 표기는 ‘w’ 반모음화를 대신하여 모음 충돌을 
유지하거나 ‘w’ 첨가가 적용된 형태를 취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이전 시기부터 <표 4>와 같은 연철한 어형은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빈도수가 낮
아서 이보다 분철한 어형이 더 선호되었다. 어형의 변화를 겪고 나서야 연철한 어형은 지위가 
확고하게 되었고 분철한 어형보다 더 활발하게 쓰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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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밀우다’라는 단어의 특수성에 대하여 ‘밀우다’가 다른 단어와 출현 시
기가 다르다는 양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표 3>, <표 4>에서 제시된 
다른 단어는 보통 15세기부터 존재한 반면에 ‘밀우다’와 ‘미루다’ 어형은 17세기에 
와서야 확인되었다. 그때 유성후두음의 ‘ㅇ’이 이미 소실하였기 때문에 발음은 [미루
다]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어형의 변화를 겪었으면서 표기도 ‘미루다’로 정착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따라서 출현하였을 때부터 [미루다]로 발음된 단어 ‘밀우다’
와 ‘미루다’는 초기에 ‘w’ 반모음화의 적용을 많이 받은 단어와 달리 ‘w’ 반모음화보
다 모음 충돌 유지나 ‘w’ 첨가의 적용을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표 2>와 <표 3>, <표 4>를 통해 ‘w’ 반모음화의 적용 형태가 주로 분
철한 어형에 나타났고 연철한 어형의 출현 빈도수 자체가 낮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로려’ 어형을 분석하면서 인용한 정우영
(2005)에서 제시된 ‘살오려’로 분철하는 형태가 더 일반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표 2>, <표 3>, <표 4>에 ‘사로려’와 마찬가지로 사동접미
사 ‘-오/우’를 붙이는 단어가 있는데, 기본 어형과 단어의 형성 과정을 드러내기 위
해서 표기가 분철한 어형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ㅇ’의 음가 및 그에 따른 선행 요소의 음가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
뉘어서 선행 요소가 ‘ㅇ’일 때 ‘w’ 반모음화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
체적으로 보면 ‘w’ 반모음화는 어간 말음절이 초성 자음이 없었을 때 및 유성후두음
인 [ɦ]이었을 때 필수적으로 실현되었고, 선행 음절 종성인 ‘ㄹ’이었을 때 어형의 변
화를 겪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양상과 관련하여 선행 요소가 ‘ㅇ’일 때 ‘w’ 반모음화가 적극적으로 실현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ㅇ’이 음가가 없었을 때 ‘w’ 
반모음화가 실현된 음절에서 ‘w’는 마치 초성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모음 ‘오
/우’로 끝나는 어간 말음절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두 모음이 
직접 연쇄되어 모음 충돌을 조성하는 것보다 ‘w’ 반모음화가 적용된 형태가 음절 구
조 측면에서 더 온전하므로 선호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어간 말음절의 초성이 없
었을 때 ‘w’ 반모음화는 모음 충돌을 회피하고 더 온전한 음절 구조를 이루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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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외에 ‘ㅇ’이 유성후두음 [ɦ]
로 실현되었을 때 해당 음절에 ‘w’ 반모음화도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때의 유성
후두음은 이기문(1977:19)에 따르면 주로 특수한 위치의 ‘ㄱ’에서 변화한 것인데, 
‘ㄹ/ㅿ/j’와 모음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무성의 후음 ‘ㅎ’은 이와 같은 유성음 사이의 
환경에서 항상 약화되거나 탈락되는데, 유성후두음이 유성음 사이에 놓이면 약화, 
탈락되기 더 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성후두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필수적인 
실현은 유성음 사이라는 환경에서 유성후두음이 약화, 탈락되고 ‘w’가 초성의 역할
을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ㅇ’이 선행 음절 종성 ‘ㄹ’의 음가를 이
어받았을 때, 19, 20세기에 몇 개 어형 변화를 겪은 단어 이외에 ‘w’ 반모음화가 적
극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ㄹ’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도 적극적이었다는 사실
을 암시해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3.1.3에서 표기로 볼 때 초성이 ‘ㄹ’인 어간 말
음절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3.1.2. 선행 요소가 ‘ㅎ’일 때의 적용 양상

기존의 연구에서 선행 요소가 ‘ㅎ’일 때 ‘w’ 반모음화가 수의적으로 실현되었다고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ㅎ’이 선행할 때 관련된 활용 양상
을 정리한 결과, ‘w’ 반모음화의 실현은 ‘ㅎ’에 선행하는 음소에 따라 차이가 보였으
며 단순히 수의적이었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는 ‘ㅎ’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모음과 공명음 사이에서 약화되거나 탈락될 수 있는 현상과 관련될 수 있
다. ‘ㅎ’이 약화 혹은 탈락을 겪지 않았으면 모든 ‘ㅎ’을 선행 요소로 가지는 단어에
서 비슷한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ㅎ’을 선행하는 음소에 따라 활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ㅎ’의 약화, 탈락
과 관련된다고 보고, ‘ㅎ’을 선행하는 음소에 따라 모음이 어간 말음절 초성인 ‘ㅎ’을 
선행하는 경우, 종성 ‘ㄹ’이 선행하는 경우13), 종성 ‘ㄴ’이 선행하는 경우, 및 ‘ㅎ’이 

13) 본 연구는 김현(1999:233-234)와 비슷한 분류 방식을 취하였는데, 다만 유일한 차이점은 김
현(1999)는 ‘선행음이 반모음일 때’라는 분류를 모음이 선행하는 경우와 독립하여 따로 만들어 
준 반면에 본 연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리한 결과에 따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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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에 위치하는 경우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선행 요소가 ‘ㅎ’일 때 ‘w’ 반모음화 및 
관련된 형태의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ㅎ’ 약화, 탈락 현상의 발달 
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우선 모음이 어간 말음절 초성의 ‘ㅎ’을 선행하는 경우에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빈도수를 <표 5>와 같이 제시한다. 

<표 5> 모음이 ‘ㅎ’에 선행할 때 각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

음이 선행하는 경우에 반모음을 포함시키든 말든 하는 것은 최종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리호다
(가리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리호다

(내리게 하다)
‘w’ 반모음화 1 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1
모호다

(모으다)
‘w’ 반모음화 4 73 102 89
모음충돌유지

‘w’ 첨가
뫼호다

(모으다)
‘w’ 반모음화 218 31 40 11
모음충돌유지 14

‘w’ 첨가
보호다

(보고 배우다)
‘w’ 반모음화 2
모음충돌유지

‘w’ 첨가
호다

(배우다)
‘w’ 반모음화 40 36 23 23 89 95
모음충돌유지 1

‘w’ 첨가
호다

(싸우다)
‘w’ 반모음화 1 68 3 7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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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이 ‘ㅎ’을 선행할 때 세 가지 활용 형태에서 ‘w’ 
반모음화 적용형은 15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모음 충돌 유지형 및 ‘w’ 첨가 적용형도 확인될 수 있었는데, 시기로 보면 대부분이 
15세기에 집중되어 있고 총 23번으로 나타났다. 또한, 17세기에 ‘w’ 첨가 적용형이, 
19세기에 모음 충돌 유지형도 각각 한 번만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모음 뒤에서
의 ‘ㅎ’ 약화, 탈락은 15세기에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데, 다만 아직 완전히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모음 충돌 유지형과 ‘w’ 
첨가 적용형의 실현 빈도수가 낮아지는 것은 바로 이런 ‘ㅎ’ 탈락 현상 적용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ㅎ’의 약화나 탈락이 이루어지면 표기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데, 따라서 
표기로 볼 때 ‘ㅎ’이 탈락한 어형에서 실현된 활용 형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음이 ‘ㅎ’을 선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더 정확한 
‘w’ 반모음화의 활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ㅎ’ 약화, 탈락의 발달 과
정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된다. 

‘ㅎ’이 탈락한 어형에 있어서 각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을 확인한 결과, ‘w’ 반모
음화의 적용 형태만이 발견되었다. 이런 활용 양상을 근거하여 ‘ㅎ’이 탈락한 후에 
어간 말음절이 초성 자음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w’ 반모음화의 적용을 필수적
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ㅎ’이 탈락한 어형에 실현된 ‘w’ 반모
음화의 빈도수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사호다
(싸우다)

‘w’ 반모음화 9 8 17 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싸호다

(싸우다)
‘w’ 반모음화 6 3 15 41 56 37
모음충돌유지 8 1

‘w’ 첨가

총계
‘w’ 반모음화 273 80 102 218 250 292
모음충돌유지 23 1

‘w’ 첨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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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음이 ‘ㅎ’에 선행하고 ‘ㅎ’이 탈락한 어형에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

<표 6>에서 제시된 어형들은 ‘w’ 반모음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양상이 원형에
서 그것과의 비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ㅎ’이 탈락
한 어형이 사전 표제어로 등록된 실제 존재한 단어의 경우이며, ‘*리오다’, ‘*리
오다’, ‘*오다’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ㅎ’이 탈락한 어형이 사전 표제어로 등록된 
단어가 아니었지만 ‘w’ 반모음화의 적용을 확인될 수 있는 어형들인데, ‘*모오다’, ‘*
뫼오다’와 ‘*싸오다’가 이 부류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어형 ‘*보오다’, ‘*오
다’와 ‘*사오다’를 한 부류로 묶을 수 있는데, 이 어형들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형
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을 확인하지 못한 부류를 제외하
여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어형들에 대해 원형에 적용된 ‘w’ 반모음화
의 양상과의 비교를 통해 ‘ㅎ’ 탈락의 실현 시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듯하
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한 ‘리오다’와 ‘리오다’에 있어서 ‘w’ 반모음화가 15세기부
터 적극적으로 적용되었는데, 그에 대응된 원형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은 <표 6>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각 1번, 2번에 불과하였다. 이런 차이는 ‘ㅎ’이 탈락한 
형태가 오히려 어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이와 달리 ‘호다’에서 ‘w’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리오다(가리다) 17 5 26 25

*리오다(내리게 하다) 22 4 21 141 3 7
*모오다(모으다) 1 3 72 11
*뫼오다(모으다) 3 6

*보오다(보고 배우다)
*오다(배우다) 4 24 3
*오다(싸우다)
*사오다(싸우다)
*싸오다(싸우다) 23 1

총계 39 9 48 176 12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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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음화의 적용이 15세기에 이미 가능하였다는 반면에 ‘ㅎ’ 탈락형인 ‘오다’에서 
18세기부터 확인되었다. 탈락형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이 늦게 확인되었다는 것은 
탈락형이 원래 존재한 어형이 아니라 ‘ㅎ’이 탈락하고 이루어진 형태라는 사실을 확
신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ㅎ’ 탈락의 실현이 적어도 18세기에 표기에 반영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때 ‘ㅎ’ 탈락 현상은 이미 정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
다. 

두 번째 부류에서 ‘*모오다’, ‘*뫼오다’, ‘*싸오다’의 ‘w’ 반모음화 적용형은 각각 17
세기, 18세기, 19세기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원형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은 ‘ㅎ’ 
탈락형과 같은 시기에, 혹은 탈락형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의 탈락
형은 원래부터 존재한 어형이라기보다는 ‘ㅎ’ 탈락을 겪고 이루어진 어형의 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ㅎ’ 탈락이 표기에 반영된 양상은 17세기에 이미 
확인되었고, 따라서 17, 18세기쯤에 ‘ㅎ’ 약화, 탈락 현상의 실현이 거의 다 완성되
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14) 

따라서 모음이 어간 말음절 초성의 ‘ㅎ’을 선행할 때 ‘w’ 반모음화의 적용은 15세
기에서 20세기까지 항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15세기부터 그의 영역이 점점 확
대되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는 ‘ㅎ’ 약화, 탈락 현상의 실현과 관련되었고, 
‘ㅎ’ 약화, 탈락이 점점 정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다음으로 종성 ‘ㄹ’이 ‘ㅎ’을 선행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경우에 ‘w’ 
반모음화의 적용형만 확인되었으므로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표 7> 종성 ‘ㄹ’이 ‘ㅎ’에 선행할 때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

14) 여기서 ‘ㅎ’ 탈락 현상의 정착이 17세기로 앞당기지 않았다는 것은 17세기에 ‘ㅎ’ 탈락형에 적
용된 ‘w’ 반모음화가 단 한 번만 발견되기 때문인 것이다. 자료를 근거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어
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종성 ‘ㄴ’이 ‘ㅎ’을 선행하는 경우를 다룰 때 ‘ㅎ’ 탈락 현상에 
대해 다시 토론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갇힐후다(마비되다) 2
고티힐후다(따지다) 1



- 32 -

종성 ‘ㄹ’이 ‘ㅎ’을 선행하고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w’ 
반모음화만 적용된 활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ㅎ’이 탈락하고 ‘ㄹ’ 뒤에서 
‘w’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만약에 15세기에 
‘ㅎ’이 아직 탈락되지 않았다면 모음이 선행할 때와 종성 ‘ㄹ’이 선행할 때 비슷한 
활용 양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3.1.1에서 확인된 ‘ㅇ’이 선행 
음절 종성 ‘ㄹ’의 음가를 이어받았을 때 ‘w’ 반모음화의 적극적인 실현 양상을 상기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에 근거하여 자음 ‘ㄹ’ 뒤에서 ‘w’ 반모음화가 거의 필수적으
로 실현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법한데, 3.1.3에서 표기로 ‘ㄹ’이 된 경우의 양
상을 확인하고 결론짓는 것도 늦지 않으므로 3.1.3으로 미루기로 한다. 

<표 7>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빈도수를 보면 ‘ㄹ’이 ‘ㅎ’을 선행할 때 ‘w’ 반모음
화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었지만, 그 빈도수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
라 줄어들고 20세기에 와서 0이 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간 말음이 ‘호/
후’로, 그의 선행 음절 종성이 ‘ㄹ’로 구성된 단어가 현대에 와서 어형 변화를 겪었
고 원래의 어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표 7>에서 제시된 11개 단어에서 9개가 ‘-힐후다’라는 부분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현희(1997:714)에 따르면 ‘-힐후다’는 중세 한국어에 
‘강하게 … 하다’, ‘심하게 … 하다’, ‘힘써 … 하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어기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 강화 접미사이었다. 표에서 제시된 수치를 통해 접미사 ‘-힐후

굽힐후다(굽혔다 폈다 하다) 1
논힐후다(노닐다) 3 1

달호다(다루다;달구다) 2 2 7 5 2
두루힐후다(되풀이하다) 1
두르힐후다(되풀이하다) 2 1 1
두의힐후다(되풀이하다) 1
드위힐후다(되풀이하다) 23 2

호다(준비하다;처리하다) 34 2
힐후다(힐난하다) 3 1

총계 32 11 44 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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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적어도 15세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 
형태의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소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ㄹ’ 뒤에서의 ‘ㅎ’ 탈락은 표기에 반영될 수도 있어서 ‘ㅎ’이 탈락한 어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ㅎ’ 유지형과 마찬가지로 ‘ㅎ’ 탈락형에 있어서 ‘w’ 반
모음화가 적용된 형태만을 발견하였고 그것도 4개 단어에서만 확인하였다. 이 4개 
단어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 빈도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종성 ‘ㄹ’이 ‘ㅎ’에 선행하고 ‘ㅎ’ 탈락형에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

<표 8>에서 제시된 ‘ㅎ’ 탈락형에 있어서 ‘w’ 반모음화의 실현 빈도도 낮은 수치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어형들은 모두 사전에서 표제어로 등록되었고 ‘ㅎ’ 유지형과 
‘w’ 반모음화의 적용을 받은 시기가 비슷하였다. 이런 양상 때문에 ‘ㅎ’ 탈락형은 더 
오래된 어원의 형태인지, 아니면 ‘ㅎ’ 유지형에서 ‘ㅎ’ 탈락을 겪은 형태인지를 판단
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종성 ‘ㄹ’이 어간 말음절 초성 ‘ㅎ’
을 선행할 때 ‘w’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은 선행 음절 종성인 ‘ㄴ’이 ‘ㅎ’을 선행할 때의 ‘w’ 반모음화 및 관련된 형태
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부류에 속한 단어가 적지만 이미 언급된 두 
부류보다 더 복잡한 활용 양상을 보여준다. 해당 단어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
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종성 ‘ㄴ’이 ‘ㅎ’에 선행할 때 각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달호다(다루다;달구다) 4 1 1 2 1

* 드위힐후다(되풀이하다) 1
*호다(준비하다;처리하다) 1 5

*힐후다(힐난하다) 2 1
총계 4 3 8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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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종성 ‘ㄴ’이 ‘ㅎ’을 선행하는 부류에 속한 단어는 5개
에 불과하였고 주로 나중에 ‘견주다’로 발달되거나 ‘나누다’로 발달된 중세 어형들이
었다. 해당 어간에 ‘w’ 반모음화 적용형 이외의 활용 형태가 다른 두 부류보다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 모음 충돌 유지형은 15세기에 총 90번으로 나타났으며, 19, 20
세기에 와서 모음 충돌 유지형과 ‘w’ 첨가 적용형의 실현 빈도수도 낮지 않았다. 그
러나 이런 경우에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여전히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
해 ‘ㄴ’ 뒤에서 ‘ㅎ’ 탈락도 일어났지만 모음 뒤에서나 ‘ㄹ’ 뒤에서의 탈락보다 상대
적으로 늦게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ㅎ’이 탈락되더라도 ‘ㄴ’ 뒤에서 
‘w’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 모음이 선행하는 경우와 종성 ‘ㄹ’이 선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ㄴ’ 뒤에
서의 ‘ㅎ’ 탈락이 표기에 반영한 형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ㅎ’ 
탈락을 겪은 단어에 있어서 ‘w’ 반모음화의 적용형만을 발견하였고 그것도 두 단어

견호다
(겨누다；
견주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1
견후다

(견주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난호다

(나누다)
‘w’ 반모음화 1 1 71 138 39
모음충돌유지 1 9 1

‘w’ 첨가 17 2
논호다

(나누다)
‘w’ 반모음화 9 7 4
모음충돌유지 1 2

‘w’ 첨가 1
호다

(나누다)
‘w’ 반모음화 245 44 99 159 21 67
모음충돌유지 89 6 2 1 14

‘w’ 첨가 2 1 1 1 1 3

총계
‘w’ 반모음화 246 53 109 230 163 106
모음충돌유지 90 7 2 0 10 17

‘w’ 첨가 2 1 2 1 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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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집중하였다. 이 두 단어에 적용된 ‘w’ 반모음화의 양상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
한다. 

<표 10> 종성 ‘ㄴ’이 ‘ㅎ’에 선행하고 ‘ㅎ’ 탈락형에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

<표 10>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ㅎ’ 탈락형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은 ‘나노다’
와 ‘노다’ 형태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그것도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대응된 
‘ㅎ’ 유지형인 ‘난호다’와 ‘호다’에서 15세기부터 ‘w’ 반모음화나 관련 활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 10>에서 제시된 ‘w’ 반모음화가 적용한 형
태는 ‘ㅎ’ 탈락을 겪은 어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종성 ‘ㄴ’이 어간 말음절 
초성인 ‘ㅎ’을 선행하는 단어에서 ‘ㅎ’ 탈락은 적어도 19세기에 표기에 이미 반영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종성 ‘ㄴ’이 ‘ㅎ’을 선행하는 경우에 각 활용 형태의 전체적인 실현 양상을 확인하
기 위하여 ‘ㅎ’ 유지형과 ‘ㅎ’ 탈락형에 실현된 각 활용 양상의 빈도수를 합하여 각 
시기의 총 실현 비율을 다음 표와 같이 추출하였다. 

<표 11> 종성 ‘ㄴ’이 ‘ㅎ’에 선행할 때 각 활용 형태의 총 실현 비율

<표 1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w’ 반모음화의 적용 비율은 15세기부터 18세기
까지 상승하였다가 18세기 이후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모음 충돌 유지형의 실현 양상인데, 이 형태는 ‘w’ 반모음화의 적용형과 반대로 18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w’ 반모음화 72.78% 86.89% 96.46% 99.57% 85.71% 82.81%

모음 충돌 유지 26.63% 11.48% 1.77% 0 4.93% 13.28%
‘w’ 첨가 0.59% 1.63% 1.77% 0.43% 9.36% 3.91%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 나노다(나누다) 9
* 노다(나누다) 2

총계 0 0 0 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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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까지 실현 비율이 줄어들었고 18세기 이후부터 증가하였다. ‘w’ 첨가 적용형의 
실현 비율도 18세기 이전에 낮았다가 18세기 이후에 점점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ㄴ’이 ‘ㅎ’을 선행하는 어간은 여전히 ‘w’ 반모음화를 위주로 활용되었는데, 
모음 충돌 유지형과 ‘w’ 첨가 적용형도 꾸준히 나타났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또
한, 이런 활용 양상을 근거하여 18세기를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ㅎ’ 약화, 
탈락 현상이 ‘ㄴ’ 뒤에서의 실현은 그 시기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
라서 18세기 이전에 ‘w’ 반모음화 적용형 이외의 활용 형태가 발견된 것은 ‘ㅎ’ 탈
락이 아직 모든 관련 단어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18세기 이
후에 다른 활용 형태의 출현은 ‘ㅎ’이 이미 탈락하였고 ‘ㄴ’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모음이나 유성 자음 뒤에서, 모음 앞에서 위치한 ‘ㅎ’의 실현 양상을 살
펴보았는데, 그런 환경에서 놓인 ‘ㅎ’을 가진 어간에 실현된 ‘w’ 반모음화 및 관련된 
활용 형태의 양상을 근거하여 ‘ㅎ’ 약화, 탈락의 발달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듯하
다. 

우선 ‘ㅎ’ 약화, 탈락의 실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종성 
‘ㄹ’이 ‘ㅎ’을 선행할 때 ‘w’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15세기에 ‘ㅎ’ 
탈락은 공명 자음 ‘ㄹ’ 뒤에서 최초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ㅎ’이 
탈락되지 않았으면 다른 부류와 같은 활용 양상을 보여줘야 하였는데, 그렇지 않았
다는 것은 어간이 ‘ㅎ’ 탈락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런 탈락의 실현 양상도 
3.1.1에서 언급한 유성후두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필수적인 실현에 해석의 실마
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3.1.1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미 유성음으로 실현된 후두
음은 유성 자음 ‘ㄹ’과 모음 사이에 실현되었고 15, 16세기에 이런 유성후두음 뒤에
서 ‘w’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 ‘ㄹ’ 뒤에서 ‘ㅎ’의 탈락이 15세기부터 시
작하였다고 본다면 유성 후두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필수적인 실현은 유성후두음
이 유성음 사이에서의 탈락이 모음 충돌을 조성하였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w’가 초성의 역할을 하면서 반모음화를 실현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음이 ‘ㅎ’을 선행할 때 15세기에 모음 충돌 유지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로 
발견되었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w’ 반모음화가 거의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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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모음 뒤에서 ‘ㅎ’의 탈락은 15세기에는 아직 발달하는 과정에 있었고 적어
도 16세기가 되어야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15세기 이후에 다른 
활용 형태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ㅎ’이 탈락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
다. 그러면 종성 ‘ㄴ’이 ‘ㅎ’을 선행하는 경우에 ‘ㅎ’ 탈락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ㄴ’이 ‘ㅎ’을 선행하는 경우, 18세기가 되면 다른 활용 형태의 
실현 빈도가 단 한 번 나타난다. 이로써 이 시기에 ‘ㄴ’ 뒤에서의 ‘ㅎ’ 탈락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ㅎ’의 약화와 탈락은 선행 요소에 따라 실현되는 시기도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ㅎ’ 탈락은 대충 ‘ㄹ’ 뒤에서 15세기에, 모음 뒤에서 16세기에. ‘ㄴ’ 
뒤에서 18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박용찬(2018:61-70)에서 제시
한 ‘ㅎ’ 말음 체언에서의 ‘ㅎ’의 탈락 순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박용찬(2018)
에 따르면 ‘ㅎ’ 말음 체언에서의 ‘ㅎ’ 탈락은 ‘ㅀ’ 체언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ㅀ’ 체언과 ‘ㅎ’ 체언을 위주로 적용되었으며, ‘ㄶ’ 체언에서 단어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ㅀ’ 체언과 ‘ㅎ’ 체언의 ‘ㅎ’ 탈락한 형태에서 유추하여 실현되었다. 이런 
양상은 ‘ㅎ’ 약화, 탈락 현상의 전체적인 실현 과정을 해명하는 데에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ㅎ’의 탈락이 표기에 반영된 시기에 대해 살펴본다. 모음이 ‘ㅎ’을 선행
할 때 17세기부터 ‘ㅎ’ 탈락형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1번에 불과하였다. 이후에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19세기에 되어서 총 95번에 달하였
다. ‘ㄴ’이 ‘ㅎ’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19세기가 되어야 ‘ㅎ’ 탈락형에서 ‘w’ 반모음화
의 적용을 11번을 발견하였다. 이런 표기 양상을 통해 ‘ㅎ’의 탈락이 적어도 19세기
에 와서야 표기에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ㅎ’ 탈락의 실현 시기가 19세
기보다 이르다는 사실을 통해 표기법은 일정한 보수성을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ㅎ’ 약화, 탈락 현상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ㅎ’이 어두에 위치하는 경우에 각 활
용 형태의 실현 양상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12> ‘ㅎ’이 어두에 위치할 때의 각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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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이 어두 초성에 위치하고 후행 모음이 ‘ㅗ’나 ‘ㅜ’인 단어는 ‘호다’ 밖에 없었
다. <표 12>에서 제시된 활용 양상을 통해 ‘호다’라는 단어 자체는 사용된 빈도수
가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w’ 반모음화 적용형, 모음 충돌 유지형 
및 ‘w’ 첨가 적용형의 실현은 극히 불규칙적이었고 시간 흐름에 따른 특정한 변화 
추세도 관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ㅎ’이 어두에 위치할 때 ‘w’ 반모음화의 실현은 
수의적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이와 동시에 ‘ㅎ’의 뒤쪽에서만 유성음이 수반할 
때 ‘ㅎ’의 약화나 탈락이 유성음 사이에 놓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선행 요소가 ‘ㅎ’ 이외의 자음일 때의 적용 양상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 시기에 어간 말음절이 ‘ㅎ’ 이외의 자음을 초
성으로 가지고 있을 때 ‘w’ 반모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실현 양
상에 근거하여 송철의(1987:342-343), 정철주(1990:117-119) 등 논저에서는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초성 자음의 제약을 받았다고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과 대비가 되
는 것은 현대 한국어에서 초성 자음을 가지는 어간 말음절에 ‘w’ 반모음화가 수의적
으로 적용되는 양상이다. 두 시기의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면서 중세에 
잘 일어나지 않았던 ‘w’ 반모음화가 현대에 수의적인 실현 양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선행 자음의 제약이 과연 존
재하였는지, 또한 중세에서 현대까지 ‘w’ 반모음화의 발달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는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말음절이 
‘ㅎ’ 이외의 초성 자음을 가지는 어간에 ‘w’ 반모음화 및 관련된 활용 형태의 실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호다

(호다[縫])
‘w’ 반모음화 1 1 1
모음충돌유지 1 2

‘w’ 첨가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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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면밀히 고찰할 것이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할 것이
다. 

먼저 어간 말음절이 ‘ㅎ’ 이외의 초성 자음을 가지면서 ‘w’ 반모음화의 적용형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15) 및 그 단어의 각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13>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w’ 반모음화의 적용을 받은 단어 및 그 
단어들에서 각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16)

15) 물론 ‘ㅎ’ 이외의 초성 자음을 가지고 ‘w’ 반모음화의 적용을 확인하지 못한 단어도 존재하였
다. 본 연구는 주로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을 연구하므로 <표 13>에서는 ‘w’ 반모음화의 적
용을 받은 단어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만 ‘w’ 반모음화의 실현 비율을 계산할 때 ‘w’ 반모음화
의 적용형을 발견하지 못한 단어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그래서야 더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16) 표에서 제시된 단어 이외에 15세기에 ‘뮈다’와 ‘엿다’에서도 ‘w’ 반모음화의 적용 형태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단어를 어간 말음절이 ‘ㅎ’ 이외의 초성 자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뮈다’에서의 ‘ㆀ’은 이동석
(2017:149-150)에 따르면 주로 모음 ‘i’로 끝나는 어간과 ‘i’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사
용되었는데, 특정한 음가를 표시한 것보다 긴장된 음이나 장음을 표시하는 표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주장을 동의하면서 ‘ㆀ’을 특정한 음가를 가진 자음으로 보지 않
는다. ‘엿다’의 실현은 ≪석보상절≫(1447)에서 1번으로, ≪월인석보≫(1459)에서 3번으로 발
견되었다. 만약에 이 두 문헌에서의 ‘ㅸ’이 양순마찰음 [β]의 음가를 가졌으면 [β]와 같은 양순
음을 가진 어간 말음절에 ‘w’ 반모음화가 활발하게 실현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는 ‘보다’에 
있어서 ‘w’ 반모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고 양순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 자체가 어려웠
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 결과에 어긋난다. 또한 ‘엿다’와 관련하여 ‘w’ 반모음화의 적용형만을 
확인하였는데,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 ‘엿오다’의 존재를 감안하면 ‘엿’에서의 순경음 ‘ㅸ’은 양
순마찰음을 반영한 것보다 표기가 이전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
을까 싶다. 이런 음가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엿다’에서 나타난 ‘w’ 반모음화 적용형을 이 부분
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ㄱ

겻구다
(겨루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넘구다

(넘기다)
‘w’ 반모음화 2
모음충돌유지

‘w’ 첨가
밧고다 ‘w’ 반모음화 3 10 4 1 1



- 40 -

(바꾸다) 모음충돌유지 11 4 6 48 19 33
‘w’ 첨가 2 6 6 58 26 4

ㄷ

가도다
(거구다;
가두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8 3 2 11 4 35

‘w’ 첨가 1 4 19 5
거두다

(거두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3 4 26 94 114 72

‘w’ 첨가 6 9 8 4 54 12
두다

(두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76 71 149 342 343 169

‘w’ 첨가 7 42 21 3 18 2

ㄹ

다로다
(달구다)

‘w’ 반모음화 2
모음충돌유지

‘w’ 첨가
로다

(따르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사로다

(살리다)
‘w’ 반모음화 4
모음충돌유지

‘w’ 첨가
로다

(따르다)
‘w’ 반모음화 17 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ㅂ 보다
(보다)

‘w’ 반모음화 1 8 3
모음충돌유지 438 55 122 287 423 298

‘w’ 첨가 21 71 58 237 170 70

ㅄ 다
(쏘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5 16 14 3 12

‘w’ 첨가 4 7 6 5

ㅅ
소다

(쏘다)
‘w’ 반모음화 6 4
모음충돌유지 11 4 3

‘w’ 첨가 1 1
수다

(쑤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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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첨가 1 2 2

ㅺ 다
(꾸다)

‘w’ 반모음화 2
모음충돌유지 1 1 4 9 2

‘w’ 첨가 3

ㅆ 쏘다
(쏘다)

‘w’ 반모음화 1 1
모음충돌유지 9 1 5 7

‘w’ 첨가 2 4 1

ㅈ
견조다
(견주다;
겨누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1 2 1

‘w’ 첨가 3 1

ㅊ

갓초다
(갖추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7 4

‘w’ 첨가 1 14 3
초다

(감추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2 4 43 4 16

‘w’ 첨가 1 3 28 1
마초다

(맞추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59 3 3 18 5 6

‘w’ 첨가 21 7 5 5 4 3

ㅌ

나토다
(나타내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104 2 5 1

‘w’ 첨가 3 12 1
닷토다

(다투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2 14 3

‘w’ 첨가 1 1 49 4
도토다

(다투다)
‘w’ 반모음화 1 1
모음충돌유지

‘w’ 첨가
토다

(다투다)
‘w’ 반모음화 19 6 7
모음충돌유지 26 8 12 41 6

‘w’ 첨가 10 14 21 43 2
토다

(다투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8 2

‘w’ 첨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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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ㅎ’ 
이외의 선행 요소를 가질 때 ‘w’ 반모음화의 실현은 소수의 단어에서만 가능하였고 
빈도수도 상당히 낮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각 시기에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을 확인한 단어의 개수, ‘w’ 반모음화의 
실현 총 빈도수 및 비율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14> ‘ㅎ’ 이외의 초성 자음을 가질 때 ‘w’ 반모음화가 적용한 단어의 개수, 실현 총 
빈도수 및 비율  

중세 한국어 시기와 현대에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면서 현대 한국어
에서 ‘w’ 반모음화의 수의적인 실현 양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w’ 반모음화는 
여타 자음 뒤에서의 적용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
리 <표 14>에서 드러난 수치는 현대에 오면서 ‘w’ 반모음화의 적용형이 오히려 소
실의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 중에 ‘w’ 반모음화의 총 실현 빈도수는 
18세기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였다가 그 이후에 한 자릿수에 머물렀
다. 적용한 단어의 개수나 실현 비율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다만 그런 수
치의 하락이 더 일찍이, 즉 18세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한 적용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20세기에도 불과 4
번으로 실현된 음운 현상이 현대에 와서 갑자기 수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에서 파악된 ‘ㅎ’ 약화, 탈락 현상의 

총계
‘w’ 반모음화 31 29 28 21 4 5
모음충돌유지 755 164 354 916 960 657

‘w’ 첨가 72 169 140 416 345 107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단어 개수 6 7 12 4 4 3
총 빈도수 31 29 28 21 4 5

비율 2.54% 5.16% 3.44% 1.01% 0.1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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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이 적어도 15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표기에서의 반영은 19세기에 이
르러야 정착되었다는 양상을 상기하면, ‘w’ 반모음화의 실현이 표기에 반영되는 데
에 있어 일정한 보수성을 지녔다고 추론할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
(1999:235)에서도 초성이 ‘ㅎ’ 이외의 여타 ‘ㅗ/ㅜ’ 말음 용언에 적용된 ‘w’ 반모음
화는 실제로 생산적이었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
다.17) 또한,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세기에 ‘w’ 반모음화의 적용형이 총 
4번에 나타났지만,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 의해 완성된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근거
하여 ‘ㅎ’ 이외의 자음을 가지는 어간에 ‘w’ 반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적용된 양상을 표기에 반영해도 된다는 것이다.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의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8) 제55항 홀소리로 끝난 語幹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적에는 준대로 
적을수도 있다.
例 (1)  본말  준말

             뜨이다 띄다
             쓰이다 씌다
             보이다 뵈다
             건느이다 건늬다
         (2) 가아서 사거
              오아   와
              부어   붜
             그리어 그려

여기서 ‘ㅅ’ 불규칙 용언 ‘붓다’의 활용형 ‘부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통일안에 따
르면 활용형 ‘부어’가 축약형 ‘붜’로 적을 수도 있다. 그 과정에 ‘ㅅ’ 탈락을 겪지만 
이런 항목은 적어도 20세기에 있어서 ‘ㅂ’을 가지는 어간 말음절에 ‘w’ 반모음화가 

17) 김현(1999:235)에서는 “그러나 이들은 후대로 갈수록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활용형 전체로 보았을 때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였고, 이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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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될 수 있으면서도 그 실현형에 표기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된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ㅎ’ 이외의 자음을 가

진 어간 말음절에 ‘w’ 반모음화 적용형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표기의 보수성
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표기를 모두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
이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송철의(1987:337-343)에서는 15세기 문헌을 중
심으로 음운 현상과 관련된 표기법에서 혼란이 보이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w’ 반모음화의 표기는 혼란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언어 사실로 받아들
여도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표 13>에서 제시된 15세기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은 현실 발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5세기에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적
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w’ 반모음화
의 실현 양상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선행 자음의 제약을 많이 받았다는 결
론과 일치한다. 

그러면 ‘w’ 반모음화의 실현에 표기의 보수성이 언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표 14>에서 제시된 단어 개수와 총 실현 비율이 
적어도 17세기까지는 항상 이전 시기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한 사실을 근
거하여, 그 시기를 18세기 및 그 이후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ㅎ’ 이외의 자음을 가
지는 어간에 ‘w’ 반모음화의 실현은 시기 흐름에 따라 확대되었다는 발달 과정을 겪
었고 다만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해 18세기 및 그 이후에 문헌 자료에 반영되지 못
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w’ 반모음화가 시간 흐름에 따른 발달 양상과 관련하여 그의 적용이 언제
부터 시작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도 있다.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15세기 자
료에서 ‘ㅎ’ 이외의 자음을 가지 어간 말음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자료와 
구체적인 실현형은 1447년에 완성된 ≪석보상절≫과 거기서 한 번만 나타난 ‘엿’
라는 형태이다. 이에 이어서 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에서 같은 적용 양상도 
3번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순경음 ‘ㅸ’이 양순마찰음의 음가를 반영하였는
지 아니면 표기가 이전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ㅎ’ 이외의 
자음 뒤에서 실현된 ‘w’ 반모음화로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그 이외의 자음을 가진 
어간의 활용 형태를 통해 ‘w’ 반모음화의 적용 시기를 추정해야 하는데, ‘w’ 반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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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적용형을 확인한 문헌 자료 및 그의 간행 시기, 그 문헌에서 나타난 ‘w’ 반모
음화의 실현 빈도수 및 구체적인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15> ‘w’ 반모음화 적용형을 확인한 문헌 자료 및 문헌에서의 실현 양상

표에서 볼 수 있듯이 ‘w’ 반모음화의 실현은 ≪월인석보≫에서 한번만 확인되었
는데, ≪두시언해≫에 와서 그 수치가 17번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ㅎ’ 이
외의 자음을 가진 어간 말음절에 ‘w’ 반모음화의 적용은 15세기 중후반부터 문헌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선행 자음과 관련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표 13>에서 제시된 단어를 초성 자음 및 그의 조음 위치에 따라 나누어 각 시기
에 ‘w’ 반모음화의 실현 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자음별 ‘w’ 반모음화의 적용 빈도수
조음위치 자음18)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연구개 ㄱ 3 12 6 2 1

치조

ㄷ 1 2
ㄹ 5 19 1
ㅅ 6 6 1

ㅈ19) 1
ㅊ 1 1

문헌 자료 간행 시기 빈도수 실현 단어 실현 양상(빈도수)
월인석보 1459 1 보다(보다) 봐야(1)

법화경언해 1463 12 토다(다투다) 톼(12)
목우자수심결 1467 1 마초다(맞추다) 마촤(1)

두시언해 1481 17

다토다(다투다) 다톼(1)
토다(다투다) 톼(7)
밧고다(바꾸다) 밧과(3)
소다(쏘다) 솨(2), 솨시니(1), 솻(1), 

솻도다(1), 쇗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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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만을 보면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선행 자음의 조음 위
치에 따라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w’ 
반모음화의 실현 빈도수는 해당 부류에 속한 단어의 수량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정
확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빈도수를 대신하여 각 조음 위치의 자음을 
어간 말음절 초성으로 가진 어간에 적용된 ‘w’ 반모음화의 빈도수를 추출하여, 그 
빈도수가 ‘w’ 반모음화 적용형, 모음 충돌 유지형 및 ‘w’ 첨가 적용형의 총 실현 빈
도수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얻은 수치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며 이에 근
거하여 조음 위치별 ‘w’ 반모음화 실현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7> ‘ㅎ’ 이외의 선행 자음을 가지는 어간에 자음 조음 위치에 따른 ‘w’ 반모음화의 
실현 비율

18) <표 13>에서 어두 자음군을 어간 말음절 초성으로 가진 단어도 제시되었다. 이들은 각각 ‘
다’와 ‘다’인데, 대응된 ‘w’ 반모음화는 각각 17세기에 1번으로, 16세기에 2번으로 나타났다. 
어두 자음군의 음가를 판단하고 조음 위치로의 분류하는 데에 주로 이기문(1977: 50-53, 
57-63)을 참고하였다. 이기문(1977)에서는 ‘ㅅ’계 어두 자음군의 음가를 된소리로 추정하였고, 
‘ㅂ’계 어두 자음군이 15세기에 자음군으로 발음되었지만 17세기에 된소리화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따르면 ‘다’의 어두 자음군은 실제로 경음 [ㄲ]으로 발음되어서 경구개음으로 분류할 
수 있고, ‘w’ 반모음화의 적용형을 17세기에만 확인한 ‘다’의 어두 자음군은 17세기에 경음화
를 겪어서 [ㅆ]으로 실현되었으므로 ‘ㅅ’ 계열로 보면 될 것 같다. 

19) ‘ㅈ,ㅊ’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 치조음이었는데 17세기 후반 이후에 조음 위치가 경구개 쪽으로 
이동되었음에 따라 경구개음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ㅈ’, 
‘ㅊ’을 치조음으로 분류하고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ㅈ’, ‘ㅊ’을 경구개음으로 분류한다. 

ㅌ 20 6 11
총계 27 9 22 19 4 0

양순 ㅂ 1 8 3
경구개 ㅈ

ㅊ 1

조음위치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연구개 10% 50% 19.35% 1.54% 0 2.27%
치조 3.91% 2.31% 3.93% 2.66% 0.51% 0
양순 0.20% 5.37% 0 0 0 0.72%

경구개 0 0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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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통해 각 조음 위치별의 자음을 어간 말음절 초성으로 가질 때 ‘w’ 반모음
화 실현 양상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w’ 반모음화는 연구
개음 뒤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실현되었고, 치조음은 그 다음이며, 양순음과 경
구개음 뒤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개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는 양상을 뒷받
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연구개음과 ‘w’계 이중모음이 결합한 음절이 15세기에 이미 
확인되었고 다른 자음과 ‘w’계 이중모음의 결합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敎學)古語辭典≫에 등재된 표제어에서 ‘자음+w+ㅗ/ㅜ’와 같은 구조를 가진 
음절의 자음은 ‘ㄱ, ㄹ, ㅅ, ㅈ, ㅋ, ㅎ’ 여섯 개만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경하(1999)
에서 제시된 ‘w’계 이중모음과 결합 가능한 선행 자음 목록과 거의 일치한다. 조경
하(1999:58)에 따르면 15세기에 고유어에서 ‘w’계 상향 이중모음 앞에 올 수 있는 
자음은 ‘ㄱ, ㅅ, ㅈ, ㅎ’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敎學)古語辭典≫에 ‘과’, ‘콰’와 같
은 음절을 가진 표제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주목된다. 음절 ‘과’와 ‘콰’는 명사, 동
사만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조사 ‘-과’, ‘-콰’, 어미 ‘-과댜’, ‘-과뎌’, 접미사 ‘-콰
댜’, ‘-콰뎌’에도 포함된다. 특히 ‘-과’는 현대 한국어에 와서도 그 사용이 계속되고 
있고 사용 빈도도 상당히 높은 조사이다. 이런 음절들의 존재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연구개음과 반모음 ‘w’의 연쇄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런 형태소 내부
에 존재하는 연구개음과 ‘w’계 이중모음이 결합된 음절로부터 유추하여 연구개음 뒤
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세 한국어 시기에 한자음에서 나타난 ‘자음+oa/uə’ 구조를 가진 음에 대
하여 ≪한국 한자음 연구-자료편≫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자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oa/uə’ 앞에 올 수 있는 자음은 ‘k, h, c, s, r’만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관련된 한자음을 선행 자음에 따라 나누어서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18> 중세 한국어 시기의 한자음에서 확인된 ‘자음+oa/uə’ 구조를 가진 음
    운 모
성 모 oa oai oan oal oaŋ oak uəi uən uə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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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보여준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 시기에 한자음에서 ‘oa/uə’와 결합 가능한 성
모은 ‘k, h, s, c, r’뿐이었다. 이 다섯 개 성모에서 ‘k’가 더 많은 운모와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된 음을 가지는 한자도 많았다. 이를 통해 한자음에서 
‘k’도 한국어에서 말하는 ‘w’계 이중모음과의 결합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연구개음과 ‘w’계 이중모음이 결합한 음절은 중세 한국
어 단어에서나 한자음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개
음과 ‘w’의 연쇄가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연구개음 뒤에
서의 ‘w’ 반모음화도 제약을 덜 받았고 실현될 수 있을 듯하다. 

치조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는 것은 <표 17>의 
비율과 <표 1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중세 한국어 단
어에서와 한자음에서 ‘치조음+w계 이중모음’의 음절도 확인될 수 있다. 다만, 비율
을 보면 치조음 뒤에서의 실현은 항상 3% 정도의 낮은 수치를 유지하였는데, 연구
개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보다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조음 위치가 
치조에서 경구개로 변화한 ‘ㅈ, ㅊ’을 선행 요소로 가진 어간은 18세기 및 그 이후
에 ‘w’ 반모음화의 적용을 단 한 번만 받았다. 이는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새로운 
조음 위치까지 확대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혹은 표기
에 보수성으로 인해 ‘w’ 반모음화의 적용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양순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제약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
다. <표 17>에서 제시된 양순음 뒤에서‘w’ 반모음화의 실현 비율은 16세기 이외에 
1%도 안 됐고, 16세기의 수치가 높다고 해도 5%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하여 이병근(1973), 신지영(1999)에서 언급된 ‘w’계 이중모음 및 선행 자음

k koa koai koan koal koaŋ koak kuəi kuən kuəl
h hoa hoan hoal hoaŋ hoak huəi huən
s soa soai soan soal soaŋ
c coa coal coaŋ
r ro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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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 제약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병근(1973)은 강릉, 삼척, 울진 세 지역의 방언에서 나타나는 ‘w’계 이중모음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한 형태소 안에 ‘w’계 이중모음과 순음의 결합이 제약되는 양상
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해 이병근(1973:143)은 순음과 ‘w’가 원순성20)을 공유하기 
때문이고 일종의 이화작용이 관여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또한, 신지영
(1999:490)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형태소 내부에서 [+순음성]을 가진 자음은 활음 
/w/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현대 한국어 초성과 활음의 결합 제약을 제시하였다. 두 
논저에서 제시한 양순음과 ‘w’의 결합 제약은 비록 현대 한국어에 형태소 내부의 제
약이지만, 이는 양순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이 극히 소극적이었다는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말음절의 초성 자음이 양순음이었을 때 ‘w’ 반모음
화가 잘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양순음과 반모음 ‘w’ 두 음소의 연쇄를 회
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양순음과 반모음 ‘w’가 [+순음성] 자질을 공유
하면서 양순을 이용하는 조음적인 특징도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음성] 자
질을 공유하는 양순음과 모음 ‘ㅗ’의 연쇄인 ‘보’라는 음절은 형태소 내부든 형태소 
경계든 중세부터 현재까지 온전히 존재해 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순음과 반모음 ‘w’가 [+순음성] 이외에 공유하는 [-성절성] 자질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러면 [+원순성]과 [-성절성] 두 가지 자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양순음과 
반모음 ‘w’의 연결이 양순음과 원순 모음의 연결보다 실현하기에 더 어렵다고 추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 시기에 양순음과 반모음 ‘w’의 연결이 제약되었다
는 원인은 [+원순성]과 [-성절성] 두 개 자질의 중복에 기인된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한국어 시기에 와서 경구개음 뒤에서 반모음 ‘j’가 탈락되는 

20) 더 정확히 말하면 양순음 ‘ㅂ’과 반모음 ‘w’가 공유하는 자질은 [+원순성]이 아니라 [+순음
성]이다. [+원순성]을 가지고 있는 원순 모음이 발음될 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 하는 데
에 비해, 양순음은 입술을 이용하되 동그랗게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양순음과 반모음 ‘w’가 공
유하는 특징은 양순을 이용하는 것, 즉 ‘순음성’여야 한다. 그러나 이병근(1973)에서는 ‘원순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인용할 때 본 연구도 ‘원순성’이라는 표현을 따라 썼다. 다만, 
뒤에서 양순음과 ‘w’가 공유하는 자질을 설명할 때 일률적으로 ‘순음성’으로 바꾸었다. 



- 50 -

음운 현상도 존재한다. 경구개음 ‘ㅈ, ㅊ, ㅉ’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 치음이었고 그 
뒤에 반모음 ‘j’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음 위치가 경구개 쪽으로 이
동됨에 따라 ‘ㅈ, ㅊ, ㅉ’와 반모음 ‘j’의 조음 위치가 같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
구개음과 반모음 ‘j’의 연결도 어려워지게 되어서 ‘j’가 탈락하게 되었다. 이 현상에 
대해서도 경구개음과 반모음 ‘j’가 공유하는 [+전설성, -성절성] 자질의 중복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양순음과 반모음 ‘w’의 연쇄가 중세 시기에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고 ‘w’가 탈락되는 현상은 현대 한국어에 와서야 나타나는 데에 반
해, 경구개음과 반모음 ‘j’ 연쇄에서 ‘j’의 탈락은 더 일찍 일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敎學)古語辭典≫의 표제어나 중세 시기의 한자음에서 보여준 바와 같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중세 한국어에서 선행 자음과 ‘w’계 이중모음의 결합이 여전히 
어려웠다. 이는 선행 자음과 반모음 ‘w’의 연쇄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w’ 반모음화가 잘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과 동궤의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표기의 보수성을 상기하면 적어도 18세기 이전에 ‘w’ 
반모음화의 실현에 있어서 선행 자음의 제약이 존재하였고 다만 자음의 조음 위치
에 따라 그 제약이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 요소가 ‘ㅇ’이나 ‘ㅎ’일 때 ‘w’ 반모음화가 적극적으로 적용되었던 양상
과 비교된다. 어간 말음절의 모음 ‘ㅗ/ㅜ’에 선행하는 자음이 음가가 없거나 유성음
화된 ‘ㅎ’일 때 ‘w’ 반모음화가 거의 필수적으로 일어났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반모음 ‘w’가 초성의 역할을 하고 ‘w’ 반모음화를 시키므로 원
래 조성될 수 있었던 모음 충돌을 막아 준다고 파악한다. 이에 따라 초성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다른 자음이 선행할 때 ‘w’가 굳이 초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
게 되었고 ‘w’ 반모음화를 실현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자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ㄹ’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형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표 
13>에서 제시된 단어는 마침 <표 2>에서 나온 종성 ‘ㄹ’이 음가가 없는 ‘ㅇ’을 선
행하는 단어의 연철한 어형이다. 3.1.1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분철한 어형에서든 
분철한 어형에서든 ‘w’ 반모음화의 적용이 필수적이었다. 이는 ‘ㄹ’ 뒤에서 ‘w’ 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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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ㅇ’이 선행하는 ‘ㄹ’의 음
가를 이어받은 다른 단어나 ‘ㄹ’이 어간 말음절 초성 ‘ㅎ’을 선행할 때 ‘w’ 반모음화
의 적용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으므로 ‘ㄹ’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자음 뒤에서 ‘w’ 반모음화
의 실현이 제약되었다는 것과 비교되는데, ‘ㄹ’과 반모음 ‘w’의 연쇄가 왜 이른 시기
부터 허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석(2003)이 다룬 고대 한국어 시기부터 존재해 오는 모음 사
이에 ‘ㄹ’의 탈락 현상을 참고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동석(2003:17)에 따르면 
‘ㄹ’이 모음과 ‘ㅣ’ 사이에 위치할 때 탄설음으로 실현되고 또한 후행하는 ‘ㅣ’의 영
향을 받아 구개음화되어 구개음화된 접근음 [ɹj]으로 실현된다. [ɹj]는 이미 약화된 
음인데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된 ‘ㅣ’와 충돌되므로 탈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는 ‘ㄹ’이 음운론적 강도21)가 약하고 자음성을 잃기에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ㄹ’은 원순성을 가지는 음소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호영(1996:89)에서는 ‘ㄹ’이 원순 모음이나 반모음 ‘w’ 앞에서 원순화되어 [ɾw]로 
발음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동석(2003)과 이호영(1996) 종합해 보면 ‘ㄹ’은 모음
과 반모음 ‘w’ 사이에서 약화된 [ɾw]로 실현되고 뒤에 오는 ‘w’와 같이 양순을 이용
하는 조음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ㄹ’ 뒤
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자유로웠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고 ‘ㄹ’이 다른 
자음과 음운론적 강도의 차이가 뚜렷해서 다른 자음 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 양
상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3.2. 어간 음절수와 ‘w’ 반모음화
‘j’ 반모음화는 1음절 어간과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 그 실현 양상에 차이가 보인

21) 이진호(2014:65) 따르면 자음의 음운론적 강도는 공기가 방해를 받는 정도나 울림의 크기에 
따라 설정할 수 있고 자음적인 성격의 강약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방해의 정도와 
비례하고 울림의 정도와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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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되어 왔다. 기세관(1989:139-140)에 따르면 모음 ‘ㅣ’로 끝나는 어간과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1음절 어간이 모음 충돌 유지형을 선호하는 
반면에, 2음절 이상의 어간은 축약형, 즉 ‘j’ 반모음화의 적용형을 선호한다. 이는 1
음절 어간에 ‘j’ 반모음화가 적용되면 원래의 어형을 판별하기 어렵게 되므로 의사전
달의 명료성을 고려하여 어간 형태소를 밝히고 표기하는 의도에 기인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면 ‘w’ 반모음화의 적용은 ‘j’ 반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음절수에 따른 ‘w’ 반모
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어간 음절수가 ‘w’ 반모음화의 실현에 관여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1.1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간 말음절의 모음 ‘ㅗ/ㅜ’에 선행하는 음소가 
‘ㅇ’일 때 ‘w’ 반모음화의 실현이 거의 필수적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고찰할 필
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ㅎ’을 선행 요소로 가진 단어에서 1음절 어간 단어는 ‘호
다’만이 있었고, 3음절 어간과 4음절 단어는 대부분이 접미사 ‘-힐후다’와 결합한 
파생어들이었다. ‘호다’에 있어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수의적이었고 ‘-힐후다’로
부터 파생된 단어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은 필수적이었으므로 1, 3, 4음절 어간이 
모두 단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ㅎ’을 선행 요소로 가진 
어간에 대해 음절수에 따른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ㅎ’ 이외의 다른 자음이 선행하는 어간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모음 ‘ㅗ/ㅜ’로 끝나는 어간을 1음절 및 2음절 어간의 경우와 3음절 및 
4음절 어간의 경우로 나누어서 서술할 것이다. 이는 1음절과 2음절 어간에서의 적
용 양상을 비교함을 통해 ‘j’와 같이 ‘w’ 반모음화의 적용도 1음절에서 기피되는 경
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음절 어간과 4음절 어간에서는 
단어의 수가 적었고 대부분이 합성어였으며 ‘w’ 반모음화의 적용형이 발견되지 못하
였다는 공통점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 두 부류를 묶어서 서술하는 것이 더 편하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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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1음절 및 2음절 어간에서의 적용 양상

먼저 ‘w’ 반모음화가 적용 가능한 1음절 어간 단어22)와 그 단어에 각 활용 형태
의 시기별 실현 양상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19> ‘w’ 반모음화가 적용 가능한 1음절 어간 단어 및 각 활용 형태의 실현 양상

22) ‘w’ 반모음화의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w’ 반모음화 적용형, 모음 충돌 유지형 및 ‘w’ 첨가 적용
형의 실현이 한 번도 확인되지 못한 단어도 존재하였는데, 이런 단어는 표에서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누다

(누다;
보존하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1 3 1

‘w’ 첨가 1 1
두다

(두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76 71 149 342 343 169

‘w’ 첨가 7 42 21 3 18 2
모다

(모이어)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2 18 4

‘w’ 첨가 3 74 11
보다

(보다)
‘w’ 반모음화 1 8 3
모음충돌유지 438 55 122 287 423 298

‘w’ 첨가 21 71 58 237 170 70
다

(쏘다)
‘w’ 반모음화 1
모음충돌유지 5 16 14 3 12

‘w’ 첨가 4 7 6 5
다

(쑤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8 7 1

‘w’ 첨가
다

(꾸다[借])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1 1

‘w’ 첨가
소다 ‘w’ 반모음화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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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를 통해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w’ 반모음화가 1음절 
어간에서의 적용은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4개 단어에서 ‘w’반모
음화 적용형을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5개에 불과하였고 실현 빈도수도 상당히 낮
았다. 이는 3.1.3에서 언급한 선행 자음의 제약 때문일 수 있고 의사전달의 명료성
을 고려하여 ‘w’ 반모음화의 적용을 기피한 것일 수도 있다. 1음절 어간에 ‘w’ 반모
음화의 적용이 회피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음절 어간에서 ‘w’ 반모음화가 실
현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2음절 어간을 가진 단어의 수가 많아서 단어별로의 활용 
양상을 대신하여 각 시기 ‘w’ 반모음화의 총 실현 빈도수와 ‘w’ 반모음화 적용형, 

(쏘다) 모음충돌유지 11 4 3
‘w’ 첨가 1 1

수다
(쑤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8 2 7

‘w’ 첨가 1 2 2
다

(꼬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7 3 3

‘w’ 첨가 1 4 4
다

(꾸다];
꿇다[跪];)

‘w’ 반모음화 2
모음충돌유지 1 1 4 18 9 2

‘w’ 첨가 3
쏘다

(쏘다)
‘w’ 반모음화 1 1
모음충돌유지 9 1 5 7

‘w’ 첨가 2 4 1
쑤다

(쑤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2 2 9 6 3 1

‘w’ 첨가 5
주다

(주다)
‘w’ 반모음화
모음충돌유지 97 102 134 391 402 158

‘w’ 첨가 1 21 21 64 3

총계
‘w’ 반모음화 7 11 6 0 1 3
모음충돌유지 651 243 458 1068 1208 654

‘w’ 첨가 32 145 115 255 33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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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충돌 유지형, ‘w’ 첨가 적용형의 총 실현 빈도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20> 2음절 어간을 가진 단어에서 ‘w’ 반모음화 및 각 활용 형태의 총 실현 빈도수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2음절 어간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은 여전히 선행 
자음의 제약을 받아서 소극적이었고 19, 20세기에 와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1
음절 어간에서보다 조금 더 활발해 보인다. 1음절 어간과 2음절 어간에서 ‘w’ 반모
음화의 적용이 과연 차이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음절수별로 ‘w’ 반
모음화의 실현 빈도수를 추출하였다. 

<표 21> 1음절과 2음절 어간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 비율

비율을 통해 1음절 어간과 2음절 어간에서 ‘w’ 반모음화 적용 양상의 차이를 확
연히 볼 수 있다, 즉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2음절 어간의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시적으로 볼 때 ‘w’ 반모음화의 
적용에 있어서도 ‘j’ 반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어간 형태소를 드러내기 위하여 후행하
는 모음과의 축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표 19>에서 
제시된 각 활용 형태의 총 실현 빈도수를 비교하면 1음절 어간에서 ‘w’ 첨가 적용
형보다 모음 충돌 유지형이 더 선호되었다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w’ 첨가
가 1음절 어간에서 적용되면 원래의 어형과 더 멀어진 활용형을 산출하므로 어형을 
살리기 위하여 1음절 어간은 되도록 후행하는 어미의 어두 모음과 그대로 배열하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1음절 용언 어간에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w’ 반모음화 24 18 22 21 3 2

활용 형태 총계 510 155 223 709 618 329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1음절 어간 1.01% 2.76% 1.04% 0 0.06% 0.40%
2음절 어간 4.71% 11.69% 9.87% 2.96% 0.49%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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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현상의 적용이 선호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3.2.2. 3음절 및 4음절 어간에서의 적용 양상

3음절 및 4음절 어간 단어는 수량이 적었고 대부분이 합성어였으며 ‘w’ 반모음화
의 적용 형태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표에서는 
‘w’ 반모음화가 적용 가능한 3, 4음절 어간 단어 및 이런 단어에 모음 충돌 유지형
과 ‘w’ 첨가 적용형의 실현 양상만을 제시한다. 

<표 22> ‘w’ 반모음화가 적용 가능한 3, 4음절 단어 및 이런 단어에 모음 충돌 
유지형과 ‘w’ 첨가 적용형의 실현 양상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도라보다
(돌아보다)

모음충돌유지 14 3 10 29 43 4
‘w’ 첨가 1 1 15 12 5

돌아보다
(돌아보다)

모음충돌유지
‘w’ 첨가 5

몰라보다
(몰라보다)

모음충돌유지 1
‘w’ 첨가

무러보다
(물어보다)

모음충돌유지 2
‘w’ 첨가 1 1 1 2

바라보다
(바라보다)

모음충돌유지
‘w’ 첨가 3

보람두다
(표지 두다)

모음충돌유지 1
‘w’ 첨가

붓도도다
(북돋우다)

모음충돌유지 1 1
‘w’ 첨가 1 6

라보다
(바라보다)

모음충돌유지 1
‘w’ 첨가

펴보다
(살펴보다)

모음충돌유지 1 1 2
‘w’ 첨가 1

펴보다 모음충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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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보여준 바와 같이 3, 4음절 어간 단어들은 주로 ‘보다’, ‘두다’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들이었다. 이 단어들은 ‘w’ 반모음화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단어 자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 <표 13>에서 제시된 
‘보다’, ‘두다’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 빈도수를 확인하였는데, ‘w’ 반모음화의 적용
형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빈도수는 상당히 낮았다. 3, 4음절 어간에서 ‘w’ 반모음화
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다’, ‘두다’에서의 실현 양상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와 ‘두다’는 선행 자음의 제약과 1음절 어간이 형태소를 드러내기 위해 음운 
현상의 적용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w’ 반모음화의 적용을 잘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런 단어가 어간말에 위치하는 어근을 가지
는 합성어는 음운 현상의 적용에 있어서 후행 어근 단어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어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적극적일 수가 없다. 또한, 3음절, 4음절 어간을 가지는 단어
는 사용 빈도가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단어를 표기할 때 ‘w’ 반모음화의 실
현형보다 원래의 어형으로 표기하는 것이 의사전달이 더 원활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로 인해 3, 4음절 어간의 용언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3.3. 어간말 모음과 ‘w’ 반모음화

(살펴보다) ‘w’ 첨가 2
아라보다
(알아보다)

모음충돌유지 1
‘w’ 첨가

울워러보다
(우러러보다)

모음충돌유지 1 1
‘w’ 첨가

일홈두다
(이름을 쓰다)

모음충돌유지 1
‘w’ 첨가

총계 모음충돌유지 18 4 11 31 46 8
‘w’ 첨가 1 4 3 16 2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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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반모음화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어간말 모음은 ‘ㅗ’, ‘ㅜ’만이 있다. ‘ㅗ’와 
‘ㅜ’는 모두 [+원순성] 자질과 [+후설성] 자질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어 모음 체계
에서 유사성이 높은 단모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후설 원순 모음으로 묶을 
수 있고 모두 후설 원순 반모음 ‘w’와 대응된다. 이렇게 비슷한 조음적 특징을 가지
고 있는 두 모음에 있어 ‘w’ 반모음화의 적용 양상에 차이가 존재할지에 대하여 의
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는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나온 ‘w’ 반모음화 적용형을 모음별로 나누어서 ‘ㅗ’ 말음 어간에서와 
‘ㅜ’ 말음 어간에서 ‘w’ 반모음화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을 비교할 것이다. 

그러나 어간말 모음 ‘ㅗ/ㅜ’를 선행하는 요소가 ‘ㅇ’일 때 ‘w’ 반모음화가 거의 필
수적으로 적용되었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해 어간말 모음에 따라 나누어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간 말음절이 초성 자음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어간 말음절에 
따른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자음이 ‘ㅎ’일 때와 ‘ㅎ’ 이외의 자음일 때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인다. 이와 같은 선행 자음의 강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ㅎ’이 선행할 때와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어간말 모음에 따른 ‘w’ 반모음화
의 실현 양상을 나누어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후에 선행 자음을 구분하지 
않을 때의 양상을 제시하여 어간말 모음에 따른 ‘w’ 반모음화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
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w’ 반모음화의 실현 빈도수를 볼 때 ‘ㅗ’ 말음 어간과 ‘ㅜ’ 말음 어
간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빈도수를 대신하여 
비율을 제시할 것이다. ‘w’ 반모음화 적용형, 모음 충돌 유지형 및 ‘w’ 첨가 적용형
의 총 실현 빈도수를 추출하여 각 실현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 형태의 실현 비
율로 본다. 

우선 ‘ㅎ’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서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은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현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와 
함께 꺾은선 그래프도 제시한다. 

<표 23> ‘ㅎ’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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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ㅎ’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표와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w’ 반모음화가 ‘ㅜ’ 말음 어간에서는 항상 필
수적으로 적용되었고 ‘ㅗ’ 말음 어간에서는 80%를 넘을 정도로 우세를 차지하고 있
었다. ‘ㅎ’을 선행 요소로 가지는 어간에 ‘w’ 반모음화의 실현은 항상 활발하였지만 
‘ㅜ’ 말음 어간에서는 ‘ㅗ’ 말음 어간보다 더 적극적인 실현 양상을 보여준다. ‘ㅜ’ 
말음 어간을 가진 단어는 모두 ‘-힐후다’라는 접미사로부터 파생된 단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힐후다’에서 ‘w’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고 ‘-힐후다’의 소실에 따라 19, 20세기에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ㅎ’ 이외의 자음을 가진 어간에 ‘w’ 반모음화의 적용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ㅗ’ 말음 어간과 ‘ㅜ’ 말음 어간에 있어서 ‘w’ 반모음화 적용 비율의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ㅗ
‘w’ 반모음화 81.82% 93.96% 96.55% 99.34% 92.84% 94.76%
모음충돌유지 17.87% 4.70% 0.77% 0.44% 2.91% 4.05%

‘w’ 첨가 0.31% 1.34% 2.78% 0.22% 4.25% 1.19%

ㅜ
‘w’ 반모음화 100% 100% 100% 100% - -
모음충돌유지 0.00% 0.00% 0.00% 0.00% - -

‘w’ 첨가 0.00% 0.00% 0.00% 0.00% - -

ㅗ-‘w’ 반모음화

ㅗ-모음충돌유지

ㅜ-‘w’ 첨가, 모음충돌유지

ㅜ-‘w’ 반모음화

ㅗ-‘w’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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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24>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그래프 2>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ㅎ’ 이외의 자음을 가진 어간에 ‘w’ 반모음화의 실현 비율은 10% 이하의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18세기 및 그 이후에는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해 ‘w’ 반모음화의 
실현이 표기에 잘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현 비율이 계속 떨어졌으며 0에 가
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ㅗ’ 말음 어간과 ‘ㅜ’ 말음 어간에서 ‘w’ 반모음화 실현 양
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ㅗ’ 말음 어간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은 ‘ㅜ’ 말음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ㅗ
‘w’ 반모음화 3.08% 8.84% 6.28% 1.67% 0.27% 0.76%
모음충돌유지 89.08% 39.12% 54.59% 50.96% 55.59% 73.26%

‘w’ 첨가 7.85% 52.04% 39.13% 47.37% 44.15% 25.98%

ㅜ
‘w’ 반모음화 0.00% 1.12% 0.50% 0.11% 0.10% 0.00%
모음충돌유지 91.51% 68.28% 85.29% 99.09% 87.11% 95.57%

‘w’ 첨가 8.49% 30.60% 14.21% 0.80% 12.80% 4.43%

ㅗ-‘w’ 반모음화

ㅗ-모음충돌유지

ㅜ-‘w’ 첨가
ㅜ-‘w’ 반모음화

ㅗ-‘w’ 첨가

ㅜ-모음충돌유지



- 61 -

어간에서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주었고, ‘ㅜ’ 말음 어간에서는 16세기 
이외의 1%도 안 되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자음을 구분하지 않고 ‘ㅇ’ 이외의 모든 자음을 초성으로 가질 
때 ‘w’ 반모음화의 실현이 ‘ㅗ’, ‘ㅜ’ 말음 어간에서의 전반적인 차이에 대해 살펴보
겠다. 

<표 25> ‘ㅇ’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그래프 3> ‘ㅇ’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전체적으로 볼 때 ‘ㅗ’ 말음 어간에서 ‘w’ 반모음화의 적용은 ‘ㅜ’ 말음 어간에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ㅗ
‘w’ 반모음화 33.62% 37.47% 41.19% 28.67% 26.69% 37.25%
모음충돌유지 61.46% 27.54% 33.78% 36.99% 40.55% 46.40%

‘w’ 첨가 4.92% 34.99% 25.04% 34.34% 32.76% 16.36%

ㅜ
‘w’ 반모음화 12.40% 4.33% 1.48% 0.23% 0.09% 0.00%
모음충돌유지 80.17% 66.06% 84.44% 98.98% 87.11% 95.57%

‘w’ 첨가 7.44% 29.60% 14.07% 0.79% 12.8% 4.43%

ㅗ-‘w’ 반모음화
ㅗ-모음충돌유지

ㅜ-‘w’ 첨가ㅜ-‘w’ 반모음화 ㅗ-‘w’ 첨가

ㅜ-모음충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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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ㅜ’ 말음 어간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 비율
은 15세기에만 10%를 넘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 하락하
는 추세를 보였으며 20세기에 와서 0%가 되었다. 이와 반대로 ‘ㅗ’ 말음 어간에서 
‘w’ 반모음화는 항상 30% 정도의 비율로 실현되었고 ‘ㅜ’ 말음 어간에서의 적용보
다 더 적극적이었다. ‘ㅎ’이 ‘ㅜ’ 말음 어간을 선행할 때 ‘w’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ㅜ’ 말음 어간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 비율이 ‘ㅗ’ 말음 
어간보다 낮았다는 것을 통해 ‘w’ 반모음화의 적용은 ‘ㅜ’ 말음 어간보다 ‘ㅗ’ 말음 
어간을 더 선호하였다는 결론을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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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 반모음화와 ‘w’ 첨가의 관련성

‘w’ 반모음화와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은 ‘w’ 첨가도 있다. 
용언에서의 실현 양상을 보면 ‘w’ 반모음화와 ‘w’ 첨가는 모두 ‘ㅗ/ㅜ’로 끝나는 용
언 어간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환경에서 모음 충돌을 회피하려고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통한 목적으로 비슷한 환경에서 실현되는 두 
음운 현상의 적용 양상에 있어서 모종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광모(1991)과 김정태(1992)에서는 ‘w’ 첨가가 ‘w’ 반모음화 실
현의 첫 단계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고광모(1991:39-40)에 의하면 ‘w’가 첨가된 
형태에서 ‘w’ 반모음화가 적용된 형태까지의 변화는 모음 ‘o’가 반모음 ‘w’에 의하여 
잠식되는 데에 기인된다는 것이다. 김정태(1992:30)에서도 ‘owa’와 같은 음 연쇄가 
음절 경계를 사이로 할 때 반모음 ‘w’는 모음 ‘ㅗ’보다 자음성이 강해서 ‘ㅗ’를 점진
적으로 삭제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하면 ‘w’ 반모음화 및 ‘w’ 첨
가의 적용 관계와 관련하여 ‘w’ 첨가의 적용이 ‘w’ 반모음화의 실현에 영향을 준다
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w’ 반모음화의 적용과 ‘w’ 첨가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특히 통시적인 발달 과정에서 이 두 음운 현상이 서로 경쟁하였는지 아니면 공존하
였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둘 것이다. 이에 앞서 먼저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나타난 ‘w’ 첨가 적용형의 실현 양상에 대해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w’ 
첨가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 후에 ‘w’ 반모음화와 비교하면서 두 음운 현상의 실현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4.1. ‘w’ 첨가의 적용 양상
‘w’ 첨가는 현대 한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수의 경우에만 수의

적으로 실현되는 음운 현상이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볼 때 ‘w’ 첨가의 실현은 15세
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김종규(1989:78)에서는 ‘w’ 첨가의 출현 시기를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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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로 추정하였고, 김현(1999:236)도 이와 같은 관점을 동의하였으며 15세기 중
엽에서 ‘w’ 첨가 적용형이 이미 발견되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杜詩諺解≫(1481)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더 풍부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정
리한 ‘w’ 첨가 현상의 적용 양상을 근거하여 ‘w’ 첨가의 실현 시기를 다시 한번 확
인하려고 한다. 

3장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ㅎ’ 이외의 자음을 초성으로 가질 때 ‘w’ 반모음
화의 적용은 15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반모음 ‘w’ 첨가의 
적용 양상도 발견되었다. ‘w’ 첨가의 적용형을 확인한 문헌 자료 및 그의 간행 시
기, 그 문헌에서 나타난 ‘w’ 첨가의 실현 빈도수 및 구체적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6> ‘w’ 첨가 적용형을 확인한 문헌 자료 및 문헌에서의 실현 양상

문헌 자료 간행 
시기 빈도수 실현 단어 실현 양상(빈도수)

월인석보 1459 3
고다(가쁘게 하다) 고와(1)
거두다(거두다) 거두워(1)
나토다(나타나다) 나토와(1)

능엄경언해 1462 1 토다(다투다) 토와(1)
선종영가집언해 1464 1 모도다(모으다) 모도와(1)

법화경언해 1467 8 토다(다투다) 토와(4)
모도다(모으다) 모도와(3), 모도와(1)

원각경언해 1465 4
거두다(거두다) 거두워(1)
두다(두다) 두워(1)
모도다(모으다) 모도와(2)

구급방언해 1466 3
누다(누다) 누워(1)
모도다(모으다) 모도와(1)
솟고다(솟구치다) 솟고와(1)

목우자수심결 1467 2 거두다(거두다) 거두워(1)
보다(보다) 보와(1)

두시언해 1481 26 거두다(거두다) 거두워(1)
초다(갖추다) 초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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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나아가다) 나와(1)
두다(두다) 두워(2)
토다(다투다) 토와(3)
마초다(맞추다) 마초와(1)
맛보다(맛보다;만나다) 맛보와(1)
밧고다(바꾸다) 밧고와(1)
보다(보다) 보와(8), 보와셔(5), 보와

(1)
소다(쏘다) 소와(1)

금강경삼가해 1482 14

거두다(거두다) 거두워(1)
견추다(견주다) 견추워(1)
초다(갖추다) 초와(1)
나토다(나타내다) 나토와(1)
두다(두다) 두워(2)
마초다(맞추다) 마초와(1)
모도다(모으다 ) 모도와(4)
보다(보다) 보와(1), 보와(1)
빌다(빌어 꾸다) 빌워(1)

남명집언해 1482 7

나토다(나타내다) 나토와(1)
호다(나누다) 호왯거늘(1)
두다(두다) 두워(2)
토다(다투다) 토와(1)
밧고다(바꾸다) 밧고와(1)
보다(보다) 보와(1)

구급간이방 1489 1 수다(쑤다) 수워(1)
신창맹씨묘출토

언간 1490s 3
무러보다(물어보다) 무러보와(1)
보다(보다) 보와(1)
주다(주다) 주워(1)

육조단경 1496 1 거두다(거두다) 거두워(1)

몽산화상육도보
설 1497 5

호다(나누다) 호와(1)
토다(다투다) 토와(1)
모도다(모으다) 모도와(1)
보다(보다) 보와(2)



- 66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w’ 첨가 현상의 적용이 처음으로 확인될 수 있는 문헌은 
‘w’ 반모음화와 같은 ≪월인석보≫(1459)이었고 ‘w’ 첨가의 적용을 받은 단어는 모
두 선행 자음을 가진 ‘고다’, ‘거두다’와 ‘나토다’이었다. 3번에 불과한 낮은 빈도수
이지만 이어서 ≪법화경언해≫(1463)(8번), ≪원각경언해≫(1465)(4번), ≪구급방
언해≫(1466)(3번) 등 문헌에서도 ‘w’ 첨가의 적용형이 계속 발견되었고 ‘w’ 반모
음화보다 더 많은 문헌에서 나타났다. 심지어 ≪두시언해≫(1481)에 이르러 ‘w’ 첨
가 적용형은 26번과 같은 높은 빈도수로 실현되었다. 아마도 이에 근거하여 김현
(1999:236)에서는 ‘w’ 첨가가 15세기 중엽에도 발견되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두
시언해≫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 같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두시언해≫ 이후의 문헌에서 ‘w’ 첨가 적용형의 출현 빈도수가 그렇게 높았다고 
할 수 없고 1490년대의 총 실현 빈도수가 9번에 불과하여 1460년대의 19번보다 낮
았으므로 굳이 우연히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 ≪두시언해≫를 본격적인 출현 문헌으
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w’ 반모음화와 함께 ‘w’ 첨가의 출현 시기
도 15세기 중후반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w’ 첨가가 ‘w’ 반모음화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이루었다는 추정을 전제
로 하여 ‘w’ 첨가의 적용이 ‘w’ 반모음화처럼 선행 요소, 어간 음절수 및 어간말 모
음에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선행 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w’ 반모음화를 다루었을 때와 같이 선
행 요소가 ‘ㅇ일 때, ‘ㅎ’일 때와 ‘ㅎ’ 이외의 자음일 때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선행 요소가 ‘ㅇ’일 때 반모음화의 적용이 대부분 필수적이었고 그 이외의 활용 형
태의 출현 빈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사실은 3.1.1에서 확인한 바가 있다. ‘w’ 첨가의 
적용형은 ‘밀우다’, ‘밀우다’가 연철 표기된 어형인 ‘미루다’, 그리고 ‘일우다’가 연철 
표기된 어형인 ‘이루다’에서만 발견되었고 총 실현 빈도수가 8번에 불과하였다. 음
소 ‘ㅇ’이 선행하는 어간에 ‘w’ 반모음화의 적용은 두 개 단모음의 연쇄가 조성한 모
음 충돌을 회피하는 것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w’ 첨가도 모음 충돌 회
피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한 형태를 산출하기 때문에 발음의 경제성 원칙
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어형과 더 멀어지므로 ‘w’ 첨가의 적용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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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선행 요소를 가진 경우에 ‘w’ 첨가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 15세기에서 20세

기까지 ‘w’ 반모음화, 모음 충돌 유지 및 ‘w’ 첨가 실현 형태의 총 빈도수를 추출하
였고 그에 따른 적용 비율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ㅎ’을 선행 자음으로 가질 
때 세 가지 활용 형태의 적용 비율을 보여주는 표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꺾은선 그래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선행 자음이 ‘ㅎ’일 때 각 활용 양상의 실현 비율

<그래프 4> 선행 자음이 ‘ㅎ’일 때 각 활용 양상의 실현 비율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w’ 첨가의 적용 비율은 시간대와 상관
없이 모두 5%를 넘지 않는 아주 낮은 수치로 나왔다. 이는 ‘ㅎ’이 모음과 모음 사
이, 모음과 공명음 사이에서 약화 혹은 탈락을 겪었다는 것과 관련된다. ‘ㅎ’이 약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w’ 반모음화 82.63% 94.30% 96.60% 99.35% 92.84% 94.76%
모음충돌유지 17.07% 4.43% 0.75% 0.44% 2.91% 4.05%

‘w’ 첨가 0.30% 1.27% 2.64% 0.22% 4.25% 1.19%

‘w’ 반모음화

‘w’ 첨가

모음충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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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탈락되면 ‘ㅎ’이 선행할 때의 음운론적 환경이 ‘ㅇ’일 선행할 때와 비슷해지
므로 모음 충돌을 회피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활용형을 산출하는 
‘w’ 첨가의 적용이 선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ㅎ’ 이외의 초성 자음을 가진 어간에서 ‘w’ 첨가는 위에서 살펴본 경
우와 완전히 다른 적용 양상을 보여준다. 

<표 28>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그래프 5>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w’ 첨가 적용형의 실현 비율은 모음 충돌 유지형의 비율에 비하지 못하였지만 
‘w’ 반모음화 적용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곡선으로 볼 때 ‘w’ 첨
가의 적용 비율은 16세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에 계속 내려갔지만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다. 20세기에 와서도 ‘w’ 첨가는 상승보다 하강의 추세를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w’ 반모음화 2.54% 5.16% 3.44% 1.01% 0.18% 0.46%
모음충돌유지 89.50% 53.02% 69.69% 71.33% 71.33% 82.03%

‘w’ 첨가 7.96% 41.81% 26.87% 27.66% 28.49% 17.51%

‘w’ 반모음화

‘w’ 첨가

모음충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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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는데, 이는 송철의(1995:273)에서 지적한 ‘w’ 첨가의 적용이 표준 발음에서도 
인정되지 못하고 극히 수의적인 현상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w’ 첨가의 실현이 선행 자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
은 확실한 것이다. 또한 ‘w’ 반모음화와 비교하면 선행 자음에 따라 두 음운 현상은 
반대되는 적용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선행 요소가 ‘ㅇ’이나 ‘ㅎ’일 때는 ‘w’ 반모음
화가 적극적으로 실현된 반면에 ‘w’ 첨가의 적용형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선행 요소
가 ‘ㅎ’ 이외의 자음일 때는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상당히 소극적인 데에 반해 ‘w’ 
첨가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두 음운 현상의 적용에 있
어서 모종의 관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어간 음절수가 ‘w’ 첨가의 실현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간 음절
수에 따라 1음절 어간, 2음절 어간 및 3음절 이상의 어간으로 나누어서 ‘w’ 첨가의 
총 실현 빈도수를 추출하고 적용 비율을 계산하였다. 여기서도 3.2에서와 마찬가지
로 ‘w’ 첨가의 적용이 상당히 소극적인 ‘ㅇ’과 ‘ㅎ’을 선행 요소를 가진 경우를 제외
하여 ‘ㅎ’ 이외의 초성을 가진 어간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9>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어간 음절수별 ‘w’ 첨가의 실현 비율

<그래프 6>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어간 음절수별 ‘w’ 첨가의 실현 비율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1음절 4.64% 36.34% 19.86% 27.36% 21.39% 2.94%
2음절 12.67% 55.48% 39.51% 27.64% 44.98% 28.57%

3음절 및 이상 4.17% 50% 21.43% 34.04% 38.67%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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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그래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w’ 첨가가 1음절 및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의 적용은 ‘w’ 반모음화처럼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2음절 어간과 3
음절 및 이상의 어간에서의 적용 비율은 1음절 어간보다 현저히 높았다. 1음절 어
간의 ‘w’ 첨가의 적용형은 1음절 ‘ㅂ’ 불규칙 용언이 뒤에 오는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형성한 활용형과 혼동될 수 있는데, 이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w’ 첨가가 1음절에서의 적용이 다른 어간에서보다 선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한, 1음절 용언의 수가 많지 않고 이 때문에 그들의 어간 형태소를 밝히는 것이 중
요하므로 어간의 형태를 가리는 ‘w’ 첨가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외에 어간 말모음이 ‘ㅗ’인지 ‘ㅜ’인지에 따라 ‘w’ 첨가의 적용의 차이도 존재
하였다. ‘w’ 첨가 적용형이 어간말 모음에 따른 실현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
여 3.3.1에서 ‘w’ 반모음화가 어간말 모음에 따른 실현 양상을 다루었을 때 제시한 
그래프들을 다시 이용하여 ‘w’ 첨가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래프 1> ‘ㅎ’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1음절 어간

2음절 어간

3음절 및 이상의 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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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간 말음절 초성이 ‘ㅎ’일 때의 경우를 보면 ‘w’ 첨가는 ‘ㅜ’ 말음 어간에서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고 ‘ㅗ’ 말음 어간에서 아주 낮은 빈도로 실현되었다. 이는 앞
에서 언급한 ‘w’ 첨가가 약화되거나 탈락되는 ‘ㅎ’을 선행 요소로 가진 어간에 잘 실
현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w’ 반모음화가 ‘ㅜ’ 말음 어간에서 필수
적으로 적용되었으면서 ‘ㅗ’ 말음 어간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세를 차지하
고 있었다는 양상과 대조된다. 

다음으로 ‘ㅎ’ 이외의 선행 자음을 초성으로 가진 어간에서 ‘w’ 첨가의 실현 양상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래프 2>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ㅗ-‘w’ 반모음화

ㅗ-모음충돌유지

ㅜ-‘w’ 첨가, 모음충돌유지 

ㅜ-‘w’ 반모음화

ㅗ-‘w’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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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ㅎ’ 이외의 자음을 초성으로 가질 때 ‘w’ 첨가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적용 양상을 보여주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w’ 첨가가 15세기에
는 ‘ㅗ’ 말음 어간에서와 ‘ㅜ’ 말음 어간에서 비슷한 비율로 실현되었지만 그 이후에
는 ‘ㅗ’ 말음 어간에서 항상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다. 이는 다음으로 볼 선행 자음을 구분하지 않을 때의 적용 양상과 비슷하다. 

<그래프 3> ‘ㅇ’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ㅗ’, ‘ㅜ’ 말음 어간에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ㅗ-‘w’ 반모음화

ㅗ-모음충돌유지

ㅜ-‘w’ 첨가
ㅜ-‘w’ 반모음화

ㅗ-‘w’ 첨가

ㅜ-모음충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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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w’ 첨가의 ‘ㅗ’ 말음 어간에서의 실현 비율은 15세기 이외에 
모두 ‘ㅜ’ 말음 어간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ㅗ’ 말음 어간에서의 ‘w’ 첨가 현
상의 실현이 ‘ㅜ’ 말음 어간에서보다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3.3에서 확인한 ‘w’ 반모음화도 ‘ㅜ’ 말음 어간보다 ‘ㅗ’ 말음 어간에서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적용되었다는 결론을 상기하면, ‘w’ 반모음화나 ‘w’ 첨가와 
같은 반모음 ‘w’와 관련된 음운 현상의 적용은 모두 ‘ㅗ’ 말음 어간을 더 선호하였다
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하여 ‘ㅂ’ 불규칙 용언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w’ 탈락의 실현 양상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ㅂ’ 불규칙 용언은 뒤에 모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ㅂ’이 탈락하고 이 대신에 반모음 ‘w’가 나타난다. 따
라서 종성 ‘ㅂ’이 탈락한 어간이 ‘와/워’와 연쇄하는 활용형이 산출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와/워’에서의 반모음 ‘w’가 탈락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ㅂ’ 불규칙 용언의 
목록을 정리하여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해당 단어의 불규칙 활용
형 및 그 활용형이 ‘w’ 탈락을 겪은 어형을 검색하였다. 모든 단어를 어간 말음절 
의 모음이 ‘ㅗ’인지 ‘ㅜ’인지에 따라 나누어서 각 분류에서 ‘w’ 탈락형과 ‘w’ 유지형
의 실현 비율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ㅗ-‘w’ 반모음화
ㅗ-모음충돌유지

ㅜ-‘w’ 첨가ㅜ-‘w’ 반모음화 ㅗ-‘w’ 첨가

ㅜ-모음충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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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ㅂ’ 불규칙 활용 용언이 어간 말음절 모음에 따른 ‘w’ 탈락형과 ‘w’ 유지형의 
실현 비율

<그래프 7> ‘ㅂ’ 불규칙 활용 용언이 어간 말음절 모음에 따른 ‘w’ 탈락형과 ‘w’ 
유지형의 실현 비율

표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ㅗ’일 때 16세기에서 18세
기까지는 ‘w’ 유지형이 많이 나타난 반면에 15세기 및 19세기, 20세기에는 오히려 
‘w’ 탈락형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ㅜ’인 어간
에서는 ‘w’ 탈락형이 항상 더 높은 비율로 실현되었다. 이를 통해 어간 말음절의 모
음이 ‘ㅜ’일 때에는 ‘ㅗ’일 때보다 ‘w’ 탈락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바꿔서 말하자면 모음 ‘u’는 ‘uwə’라는 연쇄보다 ‘uə’ 연쇄로 실현되는 경향이 존재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ㅗ-‘w’ 탈락형 74.19% 25.74% 36.36% 26.73% 67.73% 82.92%
ㅗ-‘w’ 유지형 25.81% 74.36% 63.64% 73.27% 32.27% 17.08%
ㅜ-‘w’ 탈락형 63.81% 87.80% 54.88% 98.54% 91.93% 90.24%
ㅜ-‘w’ 유지형 31.19% 12.20% 45.12% 1.46% 8.07% 9.76%

ㅜ-‘w’ 탈락형

ㅗ-‘w’ 탈락형

ㅗ-‘w’ 유지형
ㅜ-‘w’ 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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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w’ 첨가의 실현 양상을 확인한 결과와 결합해서 보면 전체
적으로 모음 ‘ㅗ’가 반모음 ‘w’가 들어간 ‘owa’와 같은 음 연쇄를 더 선호하는 반면
에 모음 ‘ㅜ’는 오히려 ‘w’가 탈락된 연쇄인 ‘uə’를 더 선호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김현(1999)에서 확인된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김현(1999:201-210)에 따
르면 ‘ㅂ’ 불규칙 용언의 활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 ‘ㅗ아’보다 ‘ㅗ와’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ㅜ워’의 출현 빈도는 17세기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ㅜ어’가 그 이후부터 우세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uwə’와 같은 연쇄를 회피하는 
경향에 대해서 김현(1999:241-247)는 [+원순성]을 가지는 두 음소의 연쇄를 회피
하는 제약과 [+고음성]을 가지는 음소가 반모음 ‘w’와의 연쇄를 회피하는 제약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이런 제약 때문에 ‘ㅂ’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 ‘ㅜ’ 말음 어간이 
‘ㅗ’ 말음 어간보다 ‘w’ 탈락형을 선호하는 반면에, ‘ㅗ/ㅜ’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서 
‘ㅗ’ 말음 어간이 ‘ㅜ’ 말음 어간보다 ‘w’ 첨가 적용형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선행 요소, 어간 음절수 및 어간말 모음에 따른 ‘w’ 첨가의 
실현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고 세 가지 조건이 모두 ‘w’ 첨가의 실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w’ 반모음화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에 있어서 이 
세 조건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w’ 반모음화 적용의 영향 
요인이 ‘w’ 첨가의 적용에서도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 반모음화와 ‘w’ 
첨가의 실현에 있어서 일정한 관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받
아들일 수 있다. 

4.2. ‘w’ 반모음화와 ‘w’ 첨가의 적용 관계
이 부분에서는 적용 환경이 비슷한 ‘w’ 반모음화와 ‘w’ 첨가 두 가지 음운 현상의 

실현에 있어서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선행 요소에 따른 ‘w’ 첨가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을 고찰하면서 ‘w’ 첨가

의 실현이 ‘w’ 반모음화와 반대되는 적용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선행 요소가 ‘ㅇ’이나 ‘ㅎ’일 때 ‘w’ 반모음화의 적용이 거의 필수적이었던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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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w’ 첨가의 적용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반대되는 적용 경향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 자음을 구분하지 않고 ‘ㅇ’ 이외의 자음을 가
질 때 ‘w’ 반모음화와 ‘w’ 첨가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다음에서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w’ 반모음화 적용형, 모음 충돌 유지형 및 ‘w’ 
첨가 적용형의 실현 비율을 제시한다. 

<표 31> ‘ㅇ’ 이외의 선행 자음을 가질 때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그래프 8> ‘ㅇ’ 이외의 선행 자음을 가질 때 각 활용 형태의 실현 비율

전체적으로 볼 때 ‘w’ 반모음화와 ‘w’ 첨가는 비슷한 비율로 실현되었고 20% 정
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8세기 이외의 시
기에 ‘w’ 반모음화 적용 비율의 변화 방향은 마침 ‘w’ 첨가의 그것과 반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적극적이었을 때 ‘w’ 첨가의 실현은 소극적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w’ 반모음화 30.90% 24.72% 26.30% 18.79% 15.62% 26.67%
모음충돌유지 63.86% 42.36% 52.78% 58.51% 59.93% 60.36%

‘w’ 첨가 5.25% 32.92% 20.93% 22.70% 24.45% 12.97%

모음충돌유지

‘w’ 반모음화

‘w’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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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반대로 ‘w’ 반모음화가 잘 적용되지 않았을 때 ‘w’ 첨가의 적용형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w’ 반모음화와 ‘w’ 첨가의 실현은 반대되는 적용 경향을 보여주었
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하나의 단어에서 두 가지 음운 현상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따져보았을 때 ‘w’ 반모음화가 잘 실
현되었을 때 ‘w’ 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적용되었고 ‘w’ 반모음화가 잘 실
현되지 않았을 때 ‘w’ 첨가가 모음 충돌 회피의 다른 수단으로서 이를 대신하여 좀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경향이 분명하였다. 

이제 본 장의 시작 부분에서 제기된 어떤 현상의 적용이 다른 현상에 영향을 끼
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다. ‘ㅇ’이나 ‘ㅎ’이 선행하고 ‘w’ 반모음화
가 적극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w’ 첨가는 잘 일어나지 않았고,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하고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소극적이었을 때 ‘w’ 첨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w’ 첨가는 ‘w’ 반모음화가 잘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를 
위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w’ 첨가의 실현은 ‘w’ 반모음화의 
실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고광모(1991)과 김정태(1992)에서 제시한 ‘w’ 첨가가 ‘w’ 반모음화의 첫 단
계라는 주장에 의하여 추측한 ‘w’ 첨가가 ‘w’ 반모음화의 적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
과 반대된다. 그러나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이 두 가지 음운 현상의 
우선순위를 따져 볼 때에도 ‘w’ 첨가보다 ‘w’ 반모음화의 적용이 우선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송철의(1995:271-275)에 따르면 반모음화와 반모음 탈락은 음절수를 
줄이는 데에 반해 반모음 첨가는 하나의 음소를 삽입하는 것이므로 노력 경제의 원
리에 의하면 첨가보다 반모음화나 탈락의 적용이 더 선호되는 것이다. 이어서 반모
음 첨가는 반모음화나 반모음 탈락이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첨가가 적용 가능한 환
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w’ 반모음화가 ‘w’ 첨가보다 우선적
으로 적용되었고 ‘w’ 첨가의 적용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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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결
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반모음 ‘w’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일반언어학에서의 정의, 조음 및 변
이음 등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펴보았다. 용어에 있어서 한국어에서는 ‘반
모음’, ‘활음’, ‘과도음’ 등이 모두 가능하나, 본 연구는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면서 음절 내에 단모음과 함께 중성을 이룬다는 데에 근거하여 모음적인 성격
이 더 강하다는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반모음’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한국어에
서 자음, 모음과 독립된 부류로 반모음을 설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일반언어학에서는 ‘w’와 같은 음소가 음절에서 주변음의 역할
을 한다는 데에 주목하여 이들을 자음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용언의 선택에서도 
‘approximant(접근음)’과 같이 자음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선호되
는데, 다만 다른 자음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semi-vowel(반모음)’이라는 용
어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w’의 조음과 관련하여 양순과 연구개 두 가
지 조음 위치에 관여하고 이중적인 조음 과정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어학
계와 일반언어학계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w’는 보통 양순 연구개 
반모음 혹은 원순 후설 반모음으로 정의된다. 

변이음과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주로 전설의 [ɥ], 일반언어학에서는 주로 무성
의 [ʍ]가 많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무성의 [ʍ]와 유성의 [w] 사이의 차이가 점
점 사라지고 있고 유성음으로 합류하는 경향이 보인다. 한편, 후행 모음에 따라 ‘w’
가 다르게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논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후행 모음에 따른 ‘w’의 
음가의 차이가 조음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변이음으로 표시될 정도로 크지 않으므
로 이런 음성들을 위해 따로 변이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3장에서는 ‘w’ 반모음화의 통시적인 실현 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
과, ‘w’ 반모음화의 실현은 주로 선행 요소, 어간 음절수 및 어간말 모음의 영향과 
연관되었다. 그중 선행 요소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는데, 선행 요소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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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ㅎ’인지, ‘ㅎ’ 이외의 자음인지에 따라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에 차이가 존
재하였다. ‘ㅇ’의 음가는 실현되는 환경에 따라 유성후두음 [ɦ], 자음의 부재를 표시
하는 기호, 및 선행 음절 종성에서 이어받은 [ㄹ]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5세기
에서 20세기까지 각 환경에서 실현되는 ‘ㅇ’이 선행할 때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
에 대해 확인한 결과, ‘w’ 반모음화는 ‘ㅇ’이 음가가 없거나 유성후두음으로 실현되
었을 때 필수적으로 적용되었고, 선행 음절 종성인 ‘ㄹ’의 음가를 받았을 때에는 어
형의 변화를 겪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우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초성 자음이 없는 어간에서 반모음 ‘w’가 초성의 역할을 하고 모음 
충돌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ㅎ’이 선행할 때 ‘w’ 반모음화의 실현은 ‘ㅎ’을 선행하는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 반모음화는 ‘ㄹ’이 ‘ㅎ’에 선행할 때 필수적으로 실현되
었고, 모음이 선행할 때에는 15세기에 몇 개 모음 충돌 유지형이 발견된 경우를 제
외하고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 ‘ㄴ’이 ‘ㅎ’에 선행할 때 ‘w’ 반모음화의 실현이 항상 
우세를 차지하였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다른 적용형의 실현 빈도가 확연히 줄어
들었다. 또한, ‘ㅎ’이 어두에 위치할 때 ‘w’ 반모음화의 적용은 다른 경우와 달리 수
의적이었다. 이런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은 ‘ㅎ’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유성음과 
모음 사이에서 겪는 약화 및 탈락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ㅎ’의 약화, 탈락
이 선행 요소에 따라 다른 시기에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ㅎ’ 탈락이 ‘ㄹ’ 뒤에서 일어난 것은 15세기에, 모음 뒤에서 일어난 것
은 16세기에, ‘ㄴ’ 뒤에서 일어난 것은 18세기 정도의 일로 보고, 표기의 보수성으
로 인해 19세기에 와서야 ‘ㅎ’의 탈락이 표기에 정착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ㅇ’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w’ 반모음화는 잘 실현되지 않았고 선행 자
음의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표기를 보았을 때 중세에서 현대까지 ‘w’ 반모음화의 
실현은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8세기부터 빈도수가 급
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대하여 ‘w’ 반모음화가 ‘ㅎ’ 이외의 자음 뒤에서 ‘ㅎ’의 탈
락 현상과 마찬가지로 실현될 수 있었지만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해 문헌 자료에 반
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w’ 반모음화의 실현은 15세기 중후반의 문헌 자료부
터 확인되었는데, 이에 따라 ‘w’ 반모음화는 15세기 중후반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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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었다고 추론하였다. ‘w’ 반모음화의 실현은 선행 자음의 조
음 위치에 따라 받은 제약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도 관찰되었다. ‘w’ 반모음화는 연
구개음 뒤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적용되었고, 치조음은 그 다음이며, 양순음과 
경구개음 뒤에서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순음이 ‘w’ 반모음화의 실
현에 가한 심한 제약에 대해서는 양순음과 반모음 ‘w’가 가진 [+순음성, -성절성] 
자질의 중복 때문에 이들의 연쇄가 회피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ㅎ’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때 ‘w’ 반모음화의 실현이 전체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양상과 관련해서는 초
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음의 존재 때문에 반모음 ‘w’가 굳이 실현되지 않아도 되
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어간 음절수와 관련하여 2음절 어간에서의 ‘w’ 반모음화의 실현은 1음절 어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어이었다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
려하여 1음절 어간의 형태소를 드러내기 위해 후행하는 모음과의 축약을 기피한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3, 4음절 어간의 단어는 주로 ‘보다’와 ‘두다’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들이었다. 이런 단어에서 ‘w’ 반모음화의 실현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
하였다. 이는 선행 자음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고, 자체적인 사용 빈도가 높
지 않은 단어에 대해 원래의 어형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어간말 모음에 따른 ‘w’ 반모음화의 적용 차이도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w’ 반모음화는 ‘ㅜ’ 말음 어간에 비해 ‘ㅗ’ 말음 어간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
타났다. 이는 ‘w’ 반모음화가 ‘ㅜ’ 말음 어간보다 ‘ㅗ’ 말음 어간을 더 선호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4장에서는 ‘w’ 반모음화와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적용되는 ‘w’ 첨가의 실현 양
상을 고찰하였다. ‘w’ 첨가는 15세기 중후반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그의 실현은 
‘w’ 반모음화와 같이 선행 요소, 어간 음절수 및 어간말 모음의 영향을 받았다. 확
인한 결과에 따르면 ‘w’ 첨가는 선행 자음이 ‘ㅇ’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ㅎ’
일 때에는 소극적으로 나타났으며 ‘ㅎ’ 이외의 자음일 때에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실현되었는바 ‘w’ 반모음화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w’ 첨가도 원래의 
어형과 더 멀어진 활용형을 산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음절 어간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실현되었다. 어간 말모음과 관련하여 ‘w’ 첨가는 ‘w’ 반모음화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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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ㅗ’ 말음 어간에서 더 잘 실현되었다. ‘ㅂ’ 불규칙 용언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모음 ‘ㅜ’를 어간말 모음으로 가지는 어간이 ‘w’ 유지형보다는 ‘w’ 
탈락형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볼 때, ‘ㅜ’ 모음은 ‘uə’ 연쇄를 선호하는 
반면에, ‘ㅗ’ 모음은 ‘owa’ 연쇄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음 ‘ㅜ’와 반모음 
‘w’가 모두 [+원순성, +고음성] 자질을 가지고 있고 ‘ㅜ’와 ‘w’의 연쇄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w’ 첨가의 실현 양상을 ‘w’ 반모음화의 그것과 비교해본 결과, 두 음운 현
상의 실현 비율이 시간 흐름에 따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w’ 
반모음화와 ‘w’ 첨가는 적용의 적극성에 있어 상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또
한 노력 경제의 원리에 따라 ‘w’ 반모음화가 ‘w’ 첨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칙순을 고려하여, ‘w’ 반모음화와 ‘w’ 첨가는 반대되는 실현 관계를 가지는 한편, 
‘w’ 첨가의 적용은 ‘w’ 반모음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고 있을 뿐 ‘w’ 반모음화의 실현 양
상에서 드러난 차이에 대하여 그 원인이나 음운론적 의미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
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분명히 ‘w’ 반모음화의 실현 
양상 및 이와 관련된 제약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후속적인 보완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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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본 연구에서 이용한 “역사자료종합정비 결과물”에서 제공되는 15세기에서 20세기
까지의 문헌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15세기>

<16세기>

구급간이방 반야심경언해 십현담요해
구급방언해 법화경언해 아미타경언해
금강경삼가해 삼강행실도 영험약초
금강경언해 삼단시식문 용비어천가
남명집언해 상원사중창권선문 원각경언해
능엄경언해 석보상절 월인석보
동국정운 선조국문교서 월인천강지곡
두시언해_수정 선종영가집언해 육조단경
목우자수심결 신선태을자금단 진언권공
몽산법어 신창맹씨묘출토언간 훈민정음
몽산화상육도보설

간이벽온방 부모은중경 이륜행실도
개간법화경 분문온역이해방 이응태묘출토언간
경민편 불정심경언해 장수경
구황촬요 사법어언해 정속언해
내훈 선가귀감 주역언해
노박집람 소학언해 중용언해
논어언해 속삼강행실도 창진방촬요
대학언해 순천김씨묘출토언간 천자문광주판
맹자언해 시석의 천자문석봉
무예제보 신증유합 초발심자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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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18세기>

백련초해 안락국태자전변상도 칠대만법
번역노걸대 안민학애도문 태평사노계선생문집
번역박통사 여씨향약언해 학봉김성일언간
번역소학 우역방 효경언해
법집별행록 육자선정 훈몽자회

가례언해 박통사언해 언해태산집요
경민편_1658 벽온신방 여훈언해
권념요록 병자일기 역어유해
금당별곡_존재가첩 봉산곡 연병지남
남정가 북관곡 용추유영가수남방옹유고
남초가 분산회복사은가청계가사 우활가
노걸대언해 사제곡 위군위친통곡가
노계가 노계선생문집 서궁일기 유합(칠장사판)
노계선생문집 누항사 서전언해 일민가
노계선생문집 영남가 선상탄 입암별곡
농부사 성주중흥가 자도사
독락당노계선생문집 송강가사 진주하씨묘출토언간
동국신속 시경언해 천자문(칠장사판)
동의보감탕액편 시탄사 천풍가
두시언해_중간 신간구황촬요 첩해신어
두창경험방 신전자취염초방언해 청학동가
마경초집언해 어록해_개간본 출새곡
매호별곡 어록해_초간본 탄궁가_수남방옹유고
모하당슐회 언해두창집요 회포식언해

가례석의 악합습령 유경기홍충도감사수령등
윤음가체신금사목 어제경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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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첩해신어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유경기홍충전라경상원춘
함경육도윤음경신록언석 어제경세문답언해

관동별곡(관서본) 어제계주윤음 유경상도관찰사급진읍수
령윤음관수재유고 중 희설 어제내훈

권선곡지경령험전 어제백행원 유경상도사겸독운어사김
재인서금강별곡명촌유고 어제사기호별진자윤음

낙선재필사본무목왕졍튱
녹

어제상훈언해 유육읍민인등윤음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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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国语‘w’半元音化的历时性研究

王文哲(Wang Wenzhe)
国语国文系 国语专业

国立首尔大学

  ‘w’半元音化是韩国语中回避元音冲突的手段之一，从中世纪韩语一直使用至今。但

在现代韩国语中，‘w’半元音化的音变在词干末音节的元音‘ㅗ/ㅜ’前没有辅音时必须产

生，而在有辅音时该音变的实现是随意的；与此相反，在中世韩国语时期，‘ㅎ’以外的辅

音在元音‘ㅗ/ㅜ’前出现时，‘w’半元音化的音变几乎很少出现。本文以掌握这种‘w’半元音

化音变现象实现范围的变化情况、确认‘w’半元音化的实现是否受到元音‘ㅗ/ㅜ’前辅音的

影响为目标，观察了‘w’半元音化历时的实现情况。
  本文整理了‘w’半元音化可适用的用言词干的目录，并在15世纪至20世纪的文献资料

中检索了经历‘w’半元音化、‘w’添加、维持元音冲突等音变后可能产生的形态。根据整理

的结果显示，‘w’半元音化的实现根据元音‘ㅗ/ㅜ’前音素的不同而有所不同：‘ㅇ’或‘ㅎ’在
前时，‘w’半元音化的实现很积极；而‘ㅎ’以外的辅音在前时，‘w’半元音化则很少出现。
这暗示了在‘w’半元音化的实现中存在辅音的制约，对于该制约，本文认为这是因为半元

音‘w’在没有辅音时代替辅音起了音节中辅音的作用，而在辅音后半元音‘w’不必须起这一

作用。此外，‘w’半元音化的实现在18世纪之后呈现出急剧下降的趋势。本文认为，这是

由于文字标记的保守性，使得原本可以实现的‘w’半元音化没有呈现在文献资料的标记

中，并认为 ‘w’半元音化的实现是随着时间的推移而逐渐扩大其范围，并增强了其势力

的。
  此外，随着词干音节数和词干末元音的不同，‘w’半元音化的实现情况也不同。本文

认为，在1音节词干中‘w’半元音化的消极实现是为了表明词干原本的形态，而本文也发

现‘w’半元音化在以元音‘ㅗ’结束的词干中存在实现更加活跃的倾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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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另一方面，关于‘w’半元音化，本文还观察了与其实现的音韵环境相同的另一音变现

象——‘w’添加的历时性实现情况。与‘w’半元音化相同，‘w’添加也随元音‘ㅗ/ㅜ’前的音

素、词干音节数和词干末元音的不同，实现情况有所不同，但这两个音变现象却呈现出

相反的实现倾向。此外，在推定音变现象的实现顺序时，由于‘w’半元音化的实现不仅能

减少一个音节，而且也符合发音简化的原理，所以比‘w’添加会优先被选择。因此，本文

得出以下结论：‘w’半元音化在与‘w’添加呈现相反的实现倾向的同时，也对‘w’添加的作

用产生影响。

关键词：半元音‘w’，‘w’半元音化，‘w’添加，历时性变化，中世纪韩国语，音韵史

学  号：2018-2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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