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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자음 말음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연구

김수영

  본고는 한국어 자음 말음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에 대한 방언 분포를 기술
하고, 그 방언 분포가 형성된 과정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자음 말음 어간의 통시적
인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방언 내적인 변화와 방언 접촉에 의한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음 말음 어간의 교체 양상과 방언 분포는 각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따
라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조사된 자료인 《韓國
⽅⾔資料集》(1987-1995, 韓國精神⽂化硏究院)의 자료 및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 논저
들을 바탕으로 공시적인 방언 분포를 살펴보았다. 필요한 경우 2000년대 이후에 조사
된 자료인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013, 국립국어원) 및 《지역어 보완 조사》
(2017-2019, 국립국어원)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음 말음 어간의 방언 내적인 변화는 그 변화 요인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
로는 평준화, 혼효, 감염, 재분석 등을 다루었다. 그 결과 체언의 경우 서부방언을 중
심으로 단독형 중심으로의 유추적 평준화가 주로 일어났으며, 동부방언을 중심으로 어
간의 재분석이 활발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용언의 경우 체언보다는 지역
적 성격이 뚜렷하지 않지만, ‘맵-＞매웁-’과 같은 유추적 평준화에 의한 기저형의 변
화가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ㅎ’ 또는 ‘ㆆ’ 말음 어간으로
의 재분석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방언 접촉에 의한 변화로는 존재하던 방언형이 사라지는 변화(방언형의 소멸)와, 기
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언형이 형성되는 변화(새 방언형의 형성)라는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방언형의 소멸에는 방언 균일화와 단순화가 포함되며, 새 방언형의 형성
이란 중간 방언의 형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과도 교정에 의한 방언형의 형성과 지
리적인 인접에 의한 어간의 재분석이 포함된다. 방언 균일화의 예로는 체언 ‘ㄴ’, ‘ㅇ’ 
말음 어간의 비모음화 및 용언 어간말 유음 탈락을 포함하여 그 외 자취를 감춘 방언
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였다. 한편 본고에서의 단순화는 형태음운론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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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관점에서 평준화라 정의하였으므로, 체언 어간말 ‘ㅌ＞ㅊ’ 변화 및 용언 ‘ㄼ’ 말
음 어간의 형성 과정이 그 예가 되었다. 
  중간 방언은 과도 교정 또는 지리적인 인접에 의한 어간의 재분석으로 정의하였다. 
과도 교정의 예로는 ‘부럽-’의 방언형인 ‘붋-’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지리적인 
인접에 의한 어간의 재분석으로는 ‘긋-’, ‘빻-’, ‘끌-’, ‘뚫-’의 방언형들을 다루었다. 

  주요어 : 자음, 어간, 방언 분화, 방언 접촉, 방언 분포
  학  번 : 2014-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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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주제 및 목적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먼저 한국어 자음 말음 어간의 형태음운
론적 교체에 대한 방언 분포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곡용 및 활용 양상이 형
성된 과정을 밝힌다. 다음으로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방언 내적인 변화와 방언 접
촉에 의한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에 관여한 변화의 요인들을 살펴본다. 
  ‘자음 말음 어간’이란 체언의 경우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오는 어
간 말음이 자음인 경우이고,1) 용언의 경우 어미 ‘-다’를 결합하였을 때 그에 선행하는 
어간 말음이 자음인 예 및 축약으로 인해 격음화 또는 경음화가 일어나는 예가 해당된다
([노타](놓-다), [그꼬](-고) 등). 따라서 규칙 활용 어간과 ‘ㄷ’, ‘ㅅ’, ‘ㅂ’, ‘앟/엏’ 불규
칙 활용 어간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방언에 따라 어떤 방언에서는 자음 말음 어간인 
것이 다른 방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표준어를 기준으로 자음 말음 어간
인 것들이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된다.2) 
  한편 본고에서 다룰 형태음운론적 교체에 대한 방언 분포는 아래 (1)과 같이 기술된
다.3)

(1) ㄱ. 밭: 바치, 바틀, 바테 (함경, 평안, 강원 동부, 경상)
   ㄴ. 밧~밭: 바시, 바슬, 바세~바테 (경기 서부, 충북 서남부, 충남, 전라, 제주)

1) 체언에서도 ‘어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그에 결합하는 문법형태소는 ‘어미’라고 해야 하지
만 체언의 경우 ‘조사’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어미’ 대신 ‘조사’라고 지칭한다. 

2) 특정 방언에서만 자음 말음 어간인 예는 원칙적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본고에서 교체 양상을 기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헌에서의 방점 표시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② 동남방언에서 모음 ‘[Ǝ]’는 ‘ㅡ’로 표기하고 동남방언과 동북방
언의 성조 표시 및 서부방언의 음장 표시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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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밫~밭: 바치, 바츨, 바체~바테 (경기 동부, 강원 홍천·횡성, 경북 문경·상주·의성·금릉·의성,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남 여수) 

위의 (1)은 명사 ‘밭(⽥)’의 방언별 실현 양상이다. (1ㄱ)은 어간의 기저형이 ‘밭’이고 북
한 방언과 남한의 동부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1ㄴ)은 어간의 기저형이 ‘밧’ 또는 
‘밭’인 것인데 조사 ‘-에’와의 결합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간말음이 ‘[ㅅ]’로 교체되어 나
타나며 남한의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1ㄷ)은 어간의 기저형이 ‘밫’ 또는 ‘밭’인 
것인데 역시 조사 ‘-에’와의 결합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간말음이 ‘[ㅊ]’로 교체되며 남
한의 동부방언과 서부방언의 사이에, 즉 중부 내륙에서부터 전남 여수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자음 말음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이 보이는 방언 분포
를 기술하고 그 방언 분포가 형성된 과정을 밝힌다. 이를 설명할 때에는 후기중세국어
(15~16세기) 시기의 자료들을 공통의 선대형으로 가정하고 기저형 형성 과정을 설명하
는 방법과, 문헌어 및 타 방언과의 비교를 통해 각 방언에서의 기저형 형성 과정을 설명
하는 방법이 모두 사용된다. 어간에 따라 후기중세국어 시기의 자료를 선대형으로 가정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하여 더 이전 시기
의 재구형을 설정하고 그로부터의 분화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곧 방언 분화론의 연구 
방법을 따른 것이다. 즉 어간의 재구조화를 다루게 되는데, 재구조화에 관여하는 요인을 
음 변화, 평준화, 재분석, 혼효, 감염 등으로 나누어 다룬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방언권의 접경 지역에서 재분석이나 평준화와 같은 유추 변화
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방언 접촉을 다룬다.4)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방
언 접촉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자음 말음 어간의 변화 양상 가운데 그 개념에 부합하는 
예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언 접촉 양상의 일면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방언 분포가 형성되
는 통시적 과정에서 방언 접촉이 관여한 지점을 논의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원인으로서의 
방언 접촉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4) 김현(2006: 147)에서는 재분석과 유추를 구분하고 재분석에 유추가 후행한다고 보았지만 본고
에서는 재분석이 일어나는 기제에 유추가 작용한다고 보아 재분석을 유추 변화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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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자음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과 용언 어간이다. 자음 말음 어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그 변화 과정을 통하여 방언 접촉과 분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특히 ‘ㅿ’ 또는 ‘ㅸ’과 같이 후기중세국어 시기 이후 변화를 겪은 음소들이나 자음
군 등 어간말 자음들의 다양한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통시적 연구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
각되었기 때문이다. 
  남한 방언에 대해서는 《한국방언자료집》의 조사 결과(이하 《자료집》)와 국립국어원의 
사업 결과물인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013), 《전국 방언 지도 제작》(2015), 《지역
어 종합 정보 체계 구축》(2016), 《지역어 보완조사》(2017-2019)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다(이하 《지역어》).5) 북한 방언에 대해서는 함경 방언 자료로 김태균(1986), 곽충구

5) 《자료집》의 조사 시기와 《지역어》의 조사 시기 사이에 행정 구역의 개편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비교해 정리해 둔다. 본고에서 《자료집》을 인용할 때에는 《자료집》 시기의 지역명을, 《지역어》
를 인용할 때에는 《지역어》 시기의 지역명을 사용하였다.

도(道)명 《자료집》 《지역어》

강원도
원성군 원주시
명주군 강릉시
춘성군 춘천시

충청북도 중원군 충주시

충청남도 천원군 천안시
서산군 태안군, 서산시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시

경상북도

영풍군 영주시
월성군 경주시
영일군 포항시 
금릉군 김천시

경상남도 

울주군 울산광역시

의창군 마산시·창원시·진해시
→창원시로 통합(2010년)

진양군 진주시

전라남도 광산군 광주시 
승주군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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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a), 최명옥 외 3인(2002), 김춘자(2008), 오선화(2015), 곽충구(2019)를, 평안 방
언 자료로는 김영배(1997), 한성우(2006a), 이금화(2007)를, 황해 방언에 대해서는 황대
화(2007), 최소연(2020)을 중심으로 한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倉進平(1944), 김형규
(1974) 및 각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한 방언 음운론 석·박사학위논문도 참고하였으며 필
자가 스스로 조사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또한 자음 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후기중세국어 시기의 형태를 
선대형으로 보고 그로부터의 변화 과정을 추론했는데 이를 위해 문헌에서의 예 또한 제
시하였다. 문헌 검색 프로그램 UNICONC를 이용하여 검색하고 원문을 확인하였으며 출
전의 약호는 UNICONC를 따랐다.
  이 글의 논의 대상이 되는, 자음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과 용언 어간은 《자료집》에 수
록된 것들 가운데 곡용형과 활용형이 조사되어 있어 기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어간들이
다. 총 229개로 그 목록은 다음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6)

6) ① 〈표 1〉의 목록은 표준어의 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방언의 어간 말음과는 다르
다. ② 어간의 음절 수와 어간 말음의 변화에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음절 수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기에 조사된 자료가 부족하여, 본고에서는 ‘ㅂ’ 불규칙 용언 어간을 제외하고는 어
간의 음절 수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지는 못했다. ③ 체언의 경우 파생접사가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 방언형들도 많지만(예: ‘구석’의 방언형으로 ‘구석지, 구석탱이, 구석쟁이’ 등도 확인됨) 
본고에서의 관심은 어간말 자음의 교체 양상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들만을 제시
한다.

체언 용언

‘ㄱ’ 말음 어간

구석, 국, 굴뚝, 떡, 떡국, 멍석, 
바람벽, 방석, 밭두둑, 밭둑, 벼
룩, 복, 부뚜막, 부젓가락, 속, 시
루떡, 의복, 조이삭, 주걱, 턱, 확 

먹-, 속-(誑), 썩-(腐), 작-, 적-(少), 죽-

‘ㄲ’ 말음 어간7) 깎-, 닦-, 묶-, 엮-

‘ㄴ’ 말음 어간 난, 눈, 돈, 손 신-, 안-

‘ㄷ’ 말음 어간
[규칙 용언] 
걷-(收), 닫-(閉), 뜯-(摘), 얻-(得), 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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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
[불규칙 용언] 
걷-, 긷-, 듣-, 묻-, 싣- 

‘ㄹ’ 말음 어간 가을, 껍질, 돌, 뜰, 발, 입술

길-(⾧), 깔-, 끌-(牽), 돌-(週), 드물-(稀), 
들-(擧), 만들-, 말-(捲), 매달-, 물-(嚙), 
빨-(濯), 살-, 알-(知), 얼-, 열-(開), 울-, 
일-(淘), 졸-, 틀-, 팔-(賣)

‘ㅁ’ 말음 어간
금(線), 다음, 마음, 몸, 섬(島), 
숨(息), 온몸, 이름, 짬, 틈, 흠

감-(洗), 다듬-, 삼-(絘), 심-

‘ㅂ’ 말음 어간
기와집, 눈썹, 밥, 보습, 부삽, 
삽, 작은집, 큰집

[규칙 용언] 
뒤집-, 입-, 잡-, 집-
[불규칙 용언] 
가깝-, 굽-, 냅-, 눕-, 더럽-, 돕-, 두껍-,
마렵-, 무섭-, 부끄럽-, 부드럽-, 부럽-, 
사납-, 쉽-, 아름답-, 어렵-, 춥-     

‘ㅅ’ 말음 어간
깃, 빗(얼레빗, 참빗), 볏, 이웃, 
젓(䱓)

[규칙 용언] 
벗-, 빗-(梳), 솟-, 씻-, 웃-
[불규칙 용언] 
긋-(劃), 낫-(癒), 붓-(注), 잇-(聯), 젓-, 
짓-(作), 줍-(拾)

‘ㅆ’ 말음 어간 있-(有)

‘ㅇ’ 말음 어간
광(光), 교통(交通), 구멍, 방(房), 
성(姓), 안방, 왕(王), 용(⿓), 장
(醬), 중(僧), 지붕, 콩, 형 

‘ㅈ’ 말음 어간 낮, 젖, 빚 꽂-, 꾸짖-, 낮-, 늦-, 맺-, 빚-, 짖-, 찢-

‘ㅊ’ 말음 어간 꽃, 낯, 덫, 숯, 윷 쫓-(追)

‘ㅋ’ 말음 어간 부엌

‘ㅌ’ 말음 어간 밑, 밭, 솥, 팥 맡-(任), 뱉-, 얕-(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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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음 말음 어간의 목록

7) ‘ㄲ’를 말음으로 갖는 체언 어간에는 ‘밖’도 있지만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방언 분포
를 살피지 못하였다. 

8) 돌(周年)은 현재 표준어 기준으로 ‘ㄹ’ 말음 어간이지만 《자료집》을 기준으로 하여 자음군 말음 
어간에 포함하였다.

‘ㅍ’ 말음 어간 무릎, 섶, 숲, 앞, 짚 깊-(深), 높-

‘ㅎ’ 말음 어간 노랗-(⿈), 놓-, 빻-, 쌓-, 좋-, 찧-(搗)

자음군 말음 어간

ㅂㅆ: 값
ㄱㅆ: 넋, 몫, 삯
ㄺ: 기슭, 까닭, 닭, 삵, 칡, 흙
ㄽ: 돌(周年)8)

ㄼ: 여덟
ㄻ: 삶

ㄵ: 앉-, 얹-
ㄶ: 끊-, 많-, 않- 
ㅂㅆ: 없- 
ㄺ: 갉-, 굵-, 늙-, 맑-, 밝-, 읽-
ㄼ: 넓-, 떫-, 밟-, 얇-, 엷-, 짧-
ㄾ: 핥-, 훑-
ㄿ: 읊- 
ㅀ: 곯-, 끓-, 꿇-, 닳-, 뚫-, 싫-, 앓-,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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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의의 구성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은 기본 논의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2.1에서는 방언 분화론, 재구조화, 방
언 접촉론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2.2에서는 본고에서 적용할 방언 접촉의 개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음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를 기술하고 그 형성 과정을 논의한다. 3.1에서
는 체언을, 3.2에서는 용언 어간을 다루며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따라 나누어 
살핀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체언과 용언 어간의 변화 과정을 밝힌다. 
방언 접촉에 의한 것이 아닌, 방언 내적 변화라고 해석되는 것들을 그 재구조화에 관여
하는 요인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핀다. 4.1에서는 평준화, 4.2에서는 혼효와 감염, 4.3에
서는 재분석을 다룬다. 
  5장에서는 방언 접촉에 의한 체언과 용언 어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5.1에서는 방
언 균일화, 5.2에서는 중간 방언의 예를 다룰 것이다. 6장은 결론으로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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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논의

  이 장에서는 방언 분화론, 방언 접촉론, 재구조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그 내
용을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범위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사용할 방언 접촉의 개
념을 정립하고 방언 접촉의 양상들을 언어 변화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를 확인한
다.

2.1 선행 연구 검토 

2.1.1 방언 분화론 

  방언 분화론이란 둘 이상의 방언을 비교하여 이전 시기의 상태를 재구성하고 이로부터 
현재의 방언 분포가 이루어지게 된 역사적 과정을 탐구하는 영역이다(정승철 2013a: 
192). 한국어학에서의 방언 분화론 연구는 개별적인 언어 형식의 기원적인 선대형을 재
구하고 그 재구형으로부터 현재의 방언형들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분화되었는지를 밝
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현대국어의 방언형이 고형(古形)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방언형을 통해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시기의 어형을 추론하는 재구 방법은 이숭녕(1954, 
1956), 河野六郞(1961) 등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재구 방법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 시기 어중에 ‘ㅺ’를 가졌던 단어들의 분화 과정을 밝힌 이승재(1983a), ‘빻-’과 ‘부
수-’의 선대형을 ‘‘*-’으로 재구하고 그로부터 현재의 방언 분화가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한 곽충구(1995/1998) 등은 대표적인 방언 분화론 연구라고 하겠다.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는 이병근(2004), 정승철(2002, 2008, 2013b), 정인호(2007, 
2008, 2017) 등이 있는데, 이병근(2004)은 개별 단어들의 어휘사를 다루며 각각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고 그 분화 과정을 밝힌 것이다. 정승철(2002)에서는 ‘-(으)이-’계 활용 어
미를, 정승철(2008)에서는 j계 상향이중모음의 변화를 다루었으며 정승철(2013b)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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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래’의 방언 분화 과정을 밝혔다. 또한 정인호(2007)에서는 비모음화를, 정인호
(2008)는 색채 형용사를, 정인호(2017)에서는 ‘ㄷ’ 불규칙 활용의 방언 분포와 그 분포
의 형성 과정을 살폈다. 특히 정인호(2007)은 개별적인 언어 형식이 아니라 언어 현상인 
비모음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 변화의 중심 지역과 잔재 지역을 파악하고 비모음화의 전
파 과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연구들과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
에서 오종갑(2011), 장소운(2017), 배윤정(2017) 등은 어두경음화와 모음완전순행동화의 
방언 분포를 기술하고 각 현상의 전파 과정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방언 분화론의 관점에서 국어의 전 방언을 대상으로 자음 말음 
어간들의 실현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기술하고, 그 형성 과정을 밝힐 것이다. 본고의 
관심은 자음 말음 어간이 공시적으로 보이는 음운 현상보다는 각각의 어간이 보이는 형
태음운론적 변화에 있다.
  방언 분포의 형성 과정을 밝힐 때에는 어떤 언어 개신의 중심지를 판단하고 그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언어 현상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방언 분화론의 전형적인 설
명 방법으로 특정한 언어 현상의 개신파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데 이때 해당 언어 현상이 개신지로 판단된 지역에서만 먼저 일어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생적인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근거를, 방언 분포나 변화 발생의 방언별 시기 
차이 외에도 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는 변화들 가운데 용언 ‘ㄺ’, 
‘ㄼ’ 말음 어간의 자음군단순화, 용언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 및 체언 어간말 
‘ㅌ＞ㅊ’의 변화, 체언 ‘ㄷ＞ㅅ’ 변화 등은 모두 중부방언이 아닌 타 방언을 개신지로 하
는 변화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중부방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방언 분포 외에도 존재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방언 분화론의 연구 방법을 적극적으
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 까닭은 현실적으로 방언 분포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때에 이보
다 더 타당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방언 분포와 방언별 변화의 시기 차이를 
근거로 하여 언어 변화가 다른 곳보다 먼저,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을 해당 변화의 개신
지로 판단하고자 한다. 타 지역에서의 자생적인 변화는 해당 지역의 문헌 자료 등 실증
적인 근거가 없다면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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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방언 접촉론

  방언 접촉이란 두 방언이 지리적으로 연속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접하여 접촉하는 현상
(방언연구회 편 2001: 133, 한국사회언어학회 편 2012: 78)이라고 알려져 있다.9) 방언 
접촉과 관련된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Trudgill(1986, 2004a)이 있다. Trudgill(1986)에
서는 방언 접촉이 이루어질 배경에 ‘조정(accommodation)’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 어떤 
방언 특질은 살아남고 또 어떤 것은 사라지며 또 다른 것은 그 모습이 바뀌게 된다. 이 
조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의 
개념이 시사하는 바는 공시적인 형태의 비교만으로는 새롭게 형성된 형태가 방언 접촉의 
결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이전 시기의 자료와 비교해야만 이전 시
기의 자료에는 보이지 않던 형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언형이 공존하다가 새로 
재구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등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방언 조사 자료는 ⼩倉進平(1944), 
《韓國⽅⾔資料集》(1985-1995),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및 전사 보고서》(2005-2013) 
및 《지역어 보완조사》(2015-2019) 결과이다. 《지역어 조사 및 전사 보고서》 및 《지역어 
보완조사》의 조사 결과는 《韓國⽅⾔資料集》과 1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제보자들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므로 얼마간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방언 접촉의 양상을 살필 
때 이 두 시기의 자료를 비교하는 데에서 출발할 것이다.
  한편 Trudgill(1986)은 언어 접촉과 언어 습득 이론에 기반하여 방언 접촉 양상을 설
명했는데 그의 이론적 기반이 된 논의는 Selinker(1972), Mühlhäusler(1977), 
Moag(1977) 등이다.10) Trudgill이 설명한 방언 접촉의 양상에는 방언 균일화(dialect 
levelling), 단순화(simplifcation), 중간 방언(interdialect), 재분배(reallocation) 등이 
있다. Trudgill(1986) 이후의 연구들인 Trudgill(2004a), Torgersen and 

9) 한국어 방언 접촉론의 연구사는 이상신(2020)에서 논의되었다. 
10) 구체적으로 방언 균일화(dialect levelling)의 개념은 Moag(1977)에, 단순화(simplification)

의 개념은 Mühlhäusler(1977)에, 중간 방언은 Selinker(1972)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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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swill(2004), Britain(2013, 2018), Hirano(2013) 등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양상들
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방언 균일화는 유표적인 소수의 방언형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
고, 단순화는 규칙성의 증가 또는 불규칙성의 감소를 의미한다(Trudgill 1986: 98-107). 
이 두 개념은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지만 방언 균일화가 인구학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변이형이 사라지는 현상(Trudgill 2004a: 84)이라고 본다면 국어의 전 방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유표적이고 일부의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방언형들이 소멸되는 것을 
방언 균일화, 형태음운론적인 규칙성의 증가 즉 불규칙한 활용 양상이 규칙화되거나 굴
절 수의 감소 등이 확인되는 것을 단순화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새로운 언어 변종인 코
이네(koine)를 형성할 수 있는데 국어학 논의에서는 곽충구(2009)에서 고려말을 대상으
로 이주 코이네(immigrant koine)의 일면을 보인 바 있다.11) 
  중간 방언은 두 방언 사이의 접촉이 기존의 두 방언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Trudgill 1986: 62). 접촉한 방언들이 그대로 공존하기도 하고, 
접촉한 방언들의 특질을 섞은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국어학 논의에서 방언 접
촉의 결과로 주로 주목했던 것은 이러한 중간 방언의 양상이다. 예를 들어 정승철
(2013a: 218-224)에서는 두 방언의 형태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병존, 새로운 형태가 생
기는 것을 융합이라 하고 이들이 지리적인 접촉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대표적
으로는 ‘인두’형을 쓰는 지역과 ‘윤디’형을 쓰는 지역 사이에서 ‘윤두’라는 새로운 방언형
이 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중간 방언의 예로 과도 교정형들도 포함할 수 있다. 과도 교정은 자기 방언이 아
닌 타 방언을 의식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Trudgill(1986: 66)에서는 과도 
교정에 대해, 위세 방언을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 받아들이며, 그 위세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이 역시 위세 방언에 대한 인식
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언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방언의 예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재분배(reallocation)란 방언 접촉의 결과 서로 다른 지역 방언으로부터 

11) 코이네(koine)란 그리스의 구어 또는 문어 공통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언어학에서는 방언 
또는 언어 접촉으로 인해 출현한 새로운 언어의 변종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Brown 
and Miller 2013: 248). 곽충구(2009)에서 방언 균일화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
았지만 50대 고려말 화자를 대상으로 기초 어휘를 조사한 결과 고려말의 어휘 소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어휘의 측면에서 보이는 방언 균일화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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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요소들이 새 방언에서 어떤 사회적 기능이나 스타일을 갖게 되거나, 한 요소들의 음
운론적 변이형이 되는 등 다른 기능을 분배하여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Trudgill 1986: 
110-126, Trudgill 2004a: 87-88, Britain 2018: 151, Taeldeman 1989).12) 예를 
들어 이진숙(2017)에서는 ‘심-(植)’의 방언형들이 전남 영암 지역어에서 어떤 사회방언적 
기능을 갖고 사용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심-’의 다양한 
방언형들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의 3.2.2.2에서도 후술하겠지만 
서로 다른 지역적 기원을 가진 ‘심-’의 방언형들이 하나의 지역어 안에서 사회방언적 기
능을 갖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분배의 예라 하겠다. 
  이러한 재분배는 정승철(2013a: 232-233)에서 말한 ‘곡용형, 활용형의 혼효’와도 연
결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기저형을 가진 체언 또는 용언 어간의 곡용형이나 활용형
들이 접촉 지역에서 섞여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어떤 언어학적
인 또는 사회적인 기능을 나누어 갖지 않고 그저 섞여 있기만 하다면 중간 방언에서의 
‘병존’과 같다고 하겠지만 그 기능을 나누어 갖는다면 음운론적 재분배에 해당하고 이는 
보다 흥미로운 접촉 방언의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2.1.3 재구조화

  본고에서는 ‘재구조화’를 ‘기저형의 변화’로 정의하고,13) 4장에서는 방언 내에서 일어
나는 어간의 재구조화를 다루며, 5장에서는 방언 접촉에 의한 어간의 재구조화를 다룬
다.14) 재구조화에 작용하는 요인에는 크게 음 변화와 유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유추 
변화를 다루며 그 예에는 평준화, 혼효, 감염, 재분석이 포함된다.15) 

12) 이때의 사회적 기능이란 어떤 변이형이 성별, 연령, 세대, 직업, 학력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사회방언형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13) 재구조화의 정의에 대해 방언연구회 편(2001), 이진호(2017: 434-435)를 참고할 수 있다. 
음 변화가 공시적인 규칙으로 존재하였다고 보았던 생성음운론 초기에는 ‘규칙의 변화’를 재구
조화라 보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기저형의 변화’를 재구조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4) 이때 방언이란 좁게는 지역어를 의미하고 넓게는 대방언권을 의미한다. 
15) 본고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교체 양상에 주목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그런 경우 음 변

화만이 작용하여 재구조화가 완료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여 4장에서 음 변
화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ㄱ＞ㅎ’의 변화와 같이 자음 말음 어간의 형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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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에서 각각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16)

(1) ㄱ. 갑(價): 가비, 갑또, 갑만[감만] (충남, 전라, 제주) 

   ㄴ. 도우-(助): 도우고, 도우니까, 도워서/도와서/도아서 (충북 옥천, 전북 진안, 전남 신안·무안·

승주, 경북 영풍·봉화·울진·청송·영천·월성·고령·달성·청도, 경남 밀양·울주·양산·김해·의령·함

안·진양·고성·거제·남해·하동)

   ㄴ´. 노랗-/노라-(⿈): 노라코, 노라니, 노라서 (경기 파주·평택·화성·포천·양평·강화, 충북 충주·영동) 

   ㄷ. 얒-(淺): 야즈먼, 야따 (경기 포천)

   ㄹ. 꼽-(揷): 꼽꼬, 꼬바서 (충북 음성·청원·보은·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장수·임실·순창·

남원, 전남 구례·승주·보성·여천·고흥, 경북, 경남 함양·해남·합천·의령·진양·울주·양산·김해·거제)  

   ㅁ. 눈쎂: 눈써피, 눈썹또 (강원 양구·고성·양양·평창·명주·정선·삼척, 경남 의령·진양·함안·의창·사

천·남해·거제)

   ㅂ. 눟-(臥): 누치, 누어서/눠:서 (충남 예산·공주, 전북 무주·김제·익산, 충북 영동, 강원 화천·정선)

먼저 (1ㄱ)~(1ㄴ´)는 평준화의 예이다. 평준화는 패러다임 내의 형태음운론적 교체가 완
전히 또는 일부 없어져서 어간 이형태의 수가 줄어들거나 이형태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
이 높아지는 변화를 말한다(김현 2006: 96, 이진호 2017: 344).17) 따라서 기저형의 수
가 줄어들거나 어간 이형태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ㄱ)은 체언 ‘ㅂㅆ’ 
말음 어간이 ‘ㅂ’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단독형 또는 자음으
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표면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표면형까지 단
일화되는 것으로, 어간 이형태의 수가 줄어드는 유추적 평준화의 예이다.18) 

뚜렷하게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음 변화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3장에서 개별 어간의 방언 분포
와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하며 함께 다룰 것이다. 

16) 이들은 본고에서도 다루지만 기존의 논의에서도 언급되어 온 예들이다(곽충구 1994b, 김현 
2006, 이진호 2008, 김세환 2012 등). 

17) 김현(2006: 96-113)에서는 기저형의 수가 줄어드는 변화 즉 다중 기저형이 단일 기저형으로 
바뀌는 변화만을 평준화로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이형태의 수가 줄어드는 유추적 평준화 또한 
평준화에 포함하여 다룬다. 

18) 이러한 체언의 유추적 평준화에서 변화를 견인하는 표면형이 단독형인지 또는 자음으로 시작
하는 조사 앞에서의 표면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인호(2018: 44-45)에서 언급한 것
처럼 단독형의 빈도수가 높다는 점에서 단독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4.3.1에서 후술
하겠으나 변화를 견인하는 표면형을 결정하는 데에도 방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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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1ㄴ)은 다중 기저형을 가진 ‘ㅂ’ 불규칙 활용 어간 ‘돕-’의 기저형이 ‘도우-’
로 평준화된 것이다.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로 자음어미 앞에서
의 어간 이형태까지 단일화된 변화이다. (1ㄴ´)는 ‘앟/엏’ 불규칙 활용 어간 ‘노랗-’의 활
용 패러다임 ‘노라코, 노라니, 노래서’로부터 ‘노라코, 노라니, 노라서’로 변화한 것인데, 
매개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 ‘노라-’에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가 닮아간 
변화이다. 역시 이형태 간 형태적 유사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난 유추적 평준화의 
예이다. 이처럼 이형태가 서로 유사해진다는 변화의 과정에 주목한다면 이를 평준화가 
아닌 감염의 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감염의 개념을 단어 간에 일어나는 것
으로 한정하고 활용형이나 곡용형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그 결과에 주목하여 유추적 평준화로 본다.19)

  이어서 (1ㄷ)은 혼효의 예이다. 혼효란 서로 다른 활용형이나 곡용형의 일부분을 잘라 
접속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인데, ‘낮-’과 ‘얕-’의 활용형의 일부를 잘라 접속하여 
‘얒-’이라는 새로운 어간이 형성된 것이다. (1ㄹ)은 감염의 예로 언급되어 온 것인데, ‘꽂
-’이 반의어 ‘뽑-’에 감염되어 ‘ㅂ’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김현 2006: 115
).20) 감염은 주로 어휘부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 사이에서 일
어나는데(박진호 2015: 620), 특히 반의어 관계에서 자주 일어난다. 물론 ‘꽂-’의 반의어
에는 ‘뽑-’ 외에 다른 단어들도 존재하지만, ‘꽂-’과 ‘뽑-’의 음운 구조 즉 1음절, 초성이 
경음, 모음이 ‘ㅗ’인 점이 유사하므로 ‘뽑-’에 감염되어 ‘꼽-’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ㅁ)과 (1ㅂ)은 재분석의 예이다. 재분석이란 이전 세대와 동일한 공시 문법 속에서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음에도 그와는 달리 분석하여 일어나는 기저형의 변화를 말한다
(김현 2006: 152). 이때의 공시 문법에는 재분석이 일어나는 방언의 문법만이 아닌 동시

19) 김현(2006: 104-107), 김세환(2020: 39)에서 평준화는 기저형의 수가 줄어든 경우만을 의미
하고, 감염은 기저형의 수는 그대로이고 기저형들의 음운 구성이 비슷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바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1ㄴ´)를 감염의 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변화에 대한 이해
가 동일하더라도 그 과정에 주목하면 감염, 결과에 주목하면 유추적 평준화로 해석하는 것이
다.

20) 본고에서 감염(contamination)은 김현(2006)의 번역어를 따랐다. 박진호(2015)에서 이를 전
염(contagion)이라 한 바 있는데 동일한 개념이다. 감염의 용어사에 대해서는 이진호(2017: 
22), 석혜매(2018: 17-18)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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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존재하는 한국어의 문법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재분석을 수행하는 화자가 본인
의 발화가 아닌 타 방언의 발화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저형을 분석하는 것 또한 재분석에 
포함한다.21)

  (1ㅁ)은 ‘ㅂ’ 말음 어간인 ‘눈썹’을 ‘ㅍ’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하여 형성되었는데, 해당 
방언 내의 화자들이 어느 시기부터 ‘눈썹, 눈써비, 눈써블, 눈썹또, 눈썸만’의 패러다임 
내에서 단독형인 ‘눈썹’의 기저형이 ‘눈쎂’인 것으로 판단하여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하겠
다. 4.3.1에서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해당 방언 내에서 ‘ㅍ’ 말음 어간의 유형 
빈도가 다른 방언에 비해 높아서 일어난 것으로 유추 변화의 일종이다. 본고에서는 이처
럼 특정 방언을 변화의 중심지로 하고 있는 재분석의 예들을 주로 관찰하여 그 발생 원
인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ㅂ)은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인 ‘눕-’이 ‘ㅎ’ 말음 어간인 ‘눟-’으로 재구
조화된 것인데, 매개모음어미 또는 모음어미와의 결합형 ‘누우니~누으니~누:니’, ‘누워
서~누어서~눠:서’로부터 ‘ㅎ’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것이다(김현 2001: 105).22) (1ㅂ)
과 같은 예들은 ‘ㅂ’ 불규칙 활용이 분포하는 전 지역에서 일어난다.

2.2 방언 접촉과 언어 변화

  이제까지 방언 분화론, 방언 접촉론 및 재구조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본
고에서 이를 적용할 방향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방언 접촉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아래 〈표 2〉에 이 글에서 다룰 방언 접촉 
양상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1) 따라서 방언 내적인 재분석과 방언 접촉 환경에서의 재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22) 김현(1999)에 따르면 17세기 이후에는 ‘uwə’에서 활음 ‘w’가 탈락한 ‘uə’만을 확인할 수 있

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의 ‘w’ 탈락은 통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ㅎ’ 말음 어간의 재분석이 모음
어미 결합형에 의한 것이라면 재분석에 사용된 표면형은 ‘누어’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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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서 다룰 방언 접촉은 지역 방언 
접촉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방언 접촉의 원인에는 지리적인 인접과 위세 방언형의 유입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방언 간 접촉 및 표준어 혹은 인접한 대도시 
방언이 지역 방언과 접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23)

  이로 인해 나타난 방언 접촉의 양상은, 방언형 A와 방언형 B가 공존하거나, A 또는 B 
중 하나가 사라지거나, A도 B도 아닌 새로운 방언형이 형성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방언형의 병존은 정승철(2013a)에서 언급한 ‘병존’ 또는 
Trudgill(1986)의 ‘혼합 방언(mixed dialect)’과 같은 개념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곡용
과 활용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방언에 속한 어간의 곡용형 또는 활용형이 특정 방언에서 
섞여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방언형의 소멸에는 방언 균일화(dialect levelling)와 단순화(simplification)
라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24) 앞서 언급하였듯 방언 균일화는 유표적인 소수의 형태가 
사라지는 것인데,25) 그 형태가 사라지는 이유는 방언형 간 경쟁에서 위세 방언형이 살아

23) Taeldeman(2005: 263)에서는 언어 변화의 공간적인 확산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이 
글에서 다루는 방언 접촉의 원인과 일맥상통한다. 하나는 전염적인 확산(contagious 
diffusion) 즉 개인들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확산이며, 다른 하나는 Trudgill의 중
력 모델(gravity model)에서 언급한 위계적인 확산(hierachical diffusion), 즉 도시로부터 
인접 마을로 언어 변화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 

24) 방언 균일화와 단순화는 모두 기존에 존재하였던 방언형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방언형의 소멸
로 분류할 수 있다. 

25) 이때의 유표적(marked)이라는 용어는 해당 방언이 속한 언어 안에서 특이한, 소수의 언어 

방언 접촉의 원인
지리적인 인접(隣接)

위세 방언형의 유입

방언 접촉의 양상 

방언형의 병존

방언형의 소멸
방언 균일화

단순화

새 방언형의 형성 (중간 방언)

〈표 2〉 방언 접촉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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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 때문이다. 즉 한 방언형이 다른 방언형보다 위세 방언형일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므
로, 일반적으로 언어 변화에서 말하는 평준화(levelling)와는 다르다.26) 
  또한 방언 균일화는 강한 지역적 색채를 갖거나 틀렸다고 생각되는 언어 형식을 피하
고 반대로 세련되거나 교양 있다고 생각되는 언어 형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Watt 2000).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다룰 수 있는 방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방언 균일화 양상을 살피는 것은 쉽지 않다. 유표적인 소수의 형태들은 
위세 방언의 영향을 받아 사라지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남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언 균일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에 작용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구체적
으로는 정체성 및 언어 태도)을 보다 정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의 바탕이 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韓國⽅⾔資料集》과 《지역어 조사 보고서》의 비
교를 통해 ‘방언 균일화’ 양상으로 보이는 현상들(체언 어간말 비모음화, 용언 어간말 유
음 탈락)을 간단히 제시하는 데 그치고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
다.
  단순화는 규칙성의 증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한다.27) 따라서 패러다임의 
복잡성을 줄이는 평준화는 방언 접촉의 관점에서 ‘단순화’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본고
에서 다루는 평준화 가운데에는 유추적 평준화도 포함되는데 이는 이형태 간의 형태적 
유사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화의 예이다. 본고에서는 단순화의 예로 체언 어간말 
‘ㅌ＞ㅊ’의 변화를 다룬다. 
  ‘새 방언형의 형성’은 방언형의 소멸과 달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언형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중간 방언’으로 분류되어 온 예이다. 중간 방언의 
형성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과도 교정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지리적인 인접에 의한 방언 접촉이다. 한국어학에서 과도 교정은 구개음화를 대상으
로 주로 논의되었다. 대표적으로 김주필(2015: 86)에서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 교정이 구

특질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26) 이러한 관점에서 오새내(2007)에서는 단순히 경쟁하던 변이형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방언 

균일화로 보았지만 이는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27) 방언 균일화는 방언형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단순화는 패러다임의 평준화이므로 방언형의 소

멸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형태나 기저형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넓은 의
미의 ‘소멸’에 포함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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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음화를 보이는 방언과 그렇지 않은 방언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언급한 
것처럼, 과도 교정은 자기 방언과 타 방언의 차이에 대한 인식 및 위세 방언에 대한 인
식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본고의 5.2.1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과도 교정으로 다룬 예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부럽-’의 방언형인 ‘붋-’을 과도 교정형으로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지리적인 인접에 의한 방언 접촉으로 형성된 중간 방언형들은 5.2.2에서 다
룬다. 이들은 그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형태들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형태
를 재분석하여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재분석이 일어나는 원인에 방언 접촉이 있
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예들 가운데 방언 접촉이 관여한 것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방언 접촉 양상들을 자음 말음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에 적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양상들을 확인하였을 때 그것이 방언 내적인 변화가 아
니라 방언 접촉의 결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특히 단
순화는 곧 평준화, 중간 방언 형성은 곧 재분석인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는 해당 양상이 방언 접촉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달
리 생각하면 한국어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방언 내적인 변화’가 가능했는지 하는 근본적
인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 많은 언어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방언 접촉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방언 접촉으로 인한 변화와 방언 내적인 변화를 구분하는 까닭은 방
언 접촉의 개념을 보다 명료히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네 가지 양상
이 확인되었을 때, 그 양상이 방언 접촉의 결과임을 증명하려면 다음 질문을 거쳐야 한
다고 생각한다. 

(2) ㄱ. 새로운 현상인가? 
ㄴ. 해당 현상이 분포하는 지역이 서로 다른 방언권 사이에 존재하는가? 즉, 전이 지대에 속하

는가? 
ㄷ. 위의 (2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도 교정형인가? 

(2ㄱ)의 ‘새로운 현상인가?’라는 질문은 해당 현상이 그 방언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방언 접촉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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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해당 방언에 존재한 적이 없었어야 한다. 물론 겉으로는 동일한 현상이라도 그 
형성 과정을 판단했을 때 새로운 현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하간 ‘새로운 
현상’임은 기본적으로 모든 방언 접촉 양상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다. 
  다음으로 (2ㄴ)은 지리적인 분포에 대한 것이다.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A방언
권과 B방언권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방언 접촉의 결과
라고 판단한다. 이는 물론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가 어렵고, 또한 본고에서는 통시적인 변
화를 주로 다루므로 증명되지 않는 이전 시기의 방언 분포를 추론해야 하는 일도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이 지대, 이별 분포 
등 방언 분포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여 최대한 추론해 보고자 한다.28)

  (2ㄷ)은 과도 교정형에 대한 것인데 어떤 형태가 과도 교정형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에 작용한 위세 방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방언 간의 접촉이 
아닌 위세 방언형과 기존의 방언형 사이의 접촉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 다루는 방언 접촉의 개념을, 언어 변화 이
론에서의 개념과 비교하여 다시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28) 이별 분포(離別 分布)란 동일한 방언 특징을 보이던 지역들이 새로이 발생한 어떤 개신파에 
의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된 분포를 말한다(정승철 2013a: 211). 어떤 개신파로 인한 이
별 분포를 확인하게 되면 개신파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어 방언 분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
다.

방언 접촉의 조건

필수 새로운 현상

선택 
지리적 분포 

과도 교정

방언 접촉의 양상

방언형의 공존
재분배 

곡용형·활용형의 혼효
 다중 기저형

방언형의 소멸
방언 균일화

단순화 (유추적) 평준화

새 방언형의 형성 
과도 교정형

중간 방언 재분석, 혼효 

〈표 3〉 방언 접촉과 언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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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음 말음 어간의 교체 양상과 방언 분포

  
  이 장에서는 《자료집》을 기준으로 하여 자음을 말음으로 갖는 체언과 용언의 곡용과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공시적인 방언 분포를 기술한다.29) 본고에서의 관심은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이므로 어간말 자음을 제외한 요소 즉 어간의 모음이나 어두 자
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방언 분포의 형성 과정을 밝히지만, 4장이나 5장에서 다루게 
되는 예들은 공시적인 방언 분포만을 제시한다. 3.1에서는 체언을, 3.2에서는 용언을 다
룬다. 

3.1 체언

  이 절에서는 자음을 말음으로 갖는 체언의 방언 분포를 기술하고, 방언 분포의 형성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어간 말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따라 평폐쇄음, 비음, 유음, ‘ㅅ’, 
‘ㅈ’, 격음, 자음군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때의 ‘어간 말음’은 해당 방언의 음소가 아니라 현대국어 표준어에서의 어간 말음을 
가리킨다. 이는 분류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방언의 어간 말음에 따라 
분류하여 논의할 것이다. 

3.1.1 평폐쇄음 말음 어간

  평폐쇄음에는 ‘ㄱ, ㄷ, ㅂ’가 있다. 이 중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ㄷ’를 말음으

29) 방언형들이 다양하여 제시한 예만으로는 분포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방언 지도를 제
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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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갖는 체언은 ‘낟’뿐인데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본 항에서는 ‘ㄱ’와 ‘ㅂ’ 말
음 어간에 대해 논의한다.30)

  3.1.1.1 ‘ㄱ’ 말음 어간 

  ‘ㄱ’를 말음으로 갖는 체언은 ‘구석, 국, 굴뚝, 떡, 떡국, 멍석, 바람벽, 벽, 방석, 밭둑, 
밭두둑, 벼룩, 복, 부뚜막, 부젓가락, 속, 시루떡, 의복, 조이삭, 주걱, 턱, 확’ 등이며 이
들 어간은 전 지역에서 ‘ㄱ’ 말음으로 실현되지만 ‘구석’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ㅋ’ 말음
이나 ‘ㄲ’ 말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다음 (1)은 문헌에서의 자료이며 (2)는 ‘구석’의 실
현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보인 것이다.

(1) ㄱ. 구석이니(⼩諺 2:10a), 구석의(朴新 3:1b)
ㄴ. 고들이 두루 야 바랑ㄱ 국케 너허 가(歌曲源流, 國⽴國樂院本)

(2) ㄱ. 구석: 구서기, 구석또 (전 지역) 
ㄴ. 구섞: 구서끼, 구석또 (경기 여주) 
ㄷ. 구섴: 구서키, 구석또 (강원 춘성·홍천·양양·횡성·명주·원성·영월·정선, 경기 양평·여주)
ㄹ. 구시기: 구시기, 구시기에 (함북, 경남 고성·사천·하동·합천)
ㅁ. 구시: 구시에 (경남 김해·진주·하동·함양)

(1ㄱ)은 ‘구석’이 ‘ㄱ’ 말음으로 실현되는 예로, 문헌에서는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된다. (1
ㄴ)의 ‘국케’는 ‘ㅋ’ 말음으로 실현된 것을 보인 예이다. 
  다음으로 (2ㄱ)에서 확인되듯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ㄱ’ 말음이 실현되고 있으며, (2
ㄴ) 및 (2ㄷ)과 같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ㄲ’ 말음과 ‘ㅋ’ 말음 또한 
확인된다. 문헌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ㄱ’ 말음인 ‘구석’이 확인되고 15세기에는 ‘ㅋ’나 
‘ㄲ’를 말음으로 가진 어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2ㄴ), (2ㄷ)의 ‘ㄲ’와 ‘ㅋ’는 ‘ㄱ’

30) 함북 방언에는 ‘ㄷ’ 말음 체언이 존재하는데, ‘몯(釘)’, ‘붇(筆)’, ‘낟(鎌)’, ‘갇(笠)’, ‘곧(處)’이 
그 예이다(오선화 2015: 194, 곽충구 2015: 150-151). 이들은 중세국어 시기의 ‘ㄷ’가 ‘ㄷ＞
ㅅ’ 변화를 겪지 않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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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재구조화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2ㄹ)은 ‘구식’에 ‘-이’가 결합한 형태인데, 이처럼 체언 어간말에 ‘-이’가 첨
가된 예는 전 방언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31) 마지막으로 (2ㅁ)은 ‘구식’에서 어간 말
음 ‘ㄱ’가 탈락한 것이다. 경상 방언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ㄱ’가 약
화 또는 탈락하는 예가 있으므로(구서어(구석-에), 이짜아(이짝-에) 등), 이와 동일하게 보
면 (2ㅁ) 역시 ‘구식’이 조사 ‘-이’와 결합한 뒤 ‘ㄱ’가 탈락되어 ‘구시이’와 같은 곡용형
이 형성된 다음, ‘구시’가 새로운 어간으로 재분석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3.1.1.2  ‘ㅂ’ 말음 어간 

  ‘ㅂ’를 말음으로 갖는 체언은 ‘기와집, 눈썹, 밥, 보습, 부삽, 삽, 작은집, 큰집’ 등이다. 
이들 중 어간 말음이 ‘ㅂ’로 실현되는 방언과 ‘ㅍ’로 실현되는 방언이 함께 존재하는 단
어는 ‘눈썹, 보습, 삽(부삽)’이고 그 외 단어들은 모두 전 지역에서 ‘ㅂ’로 실현된다. 따라
서 이들 세 단어의 문헌에서의 예를 (3)에 제시하였으며, (4)에는 ‘눈썹, 보습, 삽(부삽)’ 
중에서 ‘눈썹’을 대표로 삼아 방언형과 분포를 보였다. 

(3) ㄱ. 눈서비(釋譜 19:7b) 눈썹이(⼩諺 3:20a) 
ㄴ. 삷(杜詩初 25:26b) 살로(⾦三 4:49b) 삽(韓佛 375) 
ㄷ. 보십(訓蒙 中 17a)

(4) ㄱ. 눈썹: 눈써비, 눈썹또 (전 지역)
ㄴ. 눈쎂: 눈써피, 눈썹또 (강원 양구·고성·양양·평창·명주·정선·삼척, 경남 의령·진양·함안·의창·사

천·남해·거제)

위의 (3ㄱ)은 ‘눈썹’, (3ㄴ)은 ‘삽’, (3ㄷ)은 ‘보습’의 문헌에서의 예이다. ‘눈썹’은 (3ㄱ)과 
같이 15세기에 ‘눈섭’이었다가 이후 ‘눈썹’이 되었으며 ‘ㅍ’ 말음 어간은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삽’은 (3ㄴ)에서처럼 ‘ㄼ’를 말음으로 갖는 어간이었다가 이후 ‘ㅂ’ 말음으로 

31) 체언 자음 말음 어간이 ‘이’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나는 예들은 4.3.1에서 후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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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되었다.32) 마지막으로 ‘보습’은 (3ㄷ)처럼 ‘보십’으로,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된다. 
  이들 단어들은 이전 시기부터 ‘ㅂ’를 말음에 갖고 있었으며 문헌에서는 ‘ㅍ’ 말음을 찾
아보기 어려우므로, ‘ㅍ’로의 실현은 ‘ㅂ’로부터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본
래 평음이던 어간 말음이 지역에 따라 격음으로 변화하는 예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동부
방언을 중심으로 확인된다.33)

3.1.2 비음 말음 어간 

  비음 말음 어간으로는 ‘ㄴ’, ‘ㅁ’, ‘ㅇ[ŋ]’ 말음 어간이 있다. 이 가운데 ‘ㄴ’ 말음 어간
과 ‘ㅇ’ 말음 어간을 3.1.2.1에서 함께 다루고, 3.1.2.2에서는 ‘ㅁ’ 말음 어간을 살펴보기
로 하겠다. 

  3.1.2.1 ‘ㄴ’, ‘ㅇ’ 말음 어간 

  ‘ㄴ’, ‘ㅇ’ 말음 어간은 지역에 따라 어간말에서 ‘ㄴ’와 ‘ㅇ’이 그대로 실현되거나 또는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34) 
  먼저 ‘ㄴ’ 말음 어간에는 ‘손, 돈, 눈, 난’ 등이 있으며, 문헌에서의 예와 그 실현 양상
은 다음 (5), (6)과 같다. ‘손’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6)에 제시하였다.

(5) 손(⼩諺 4:24a) 돈로(⽉釋 23:64a) 눈에(⽉曲 1a) 
(6) ㄱ. 손: 소니, 손도 (전 지역)
   ㄱ´. 손: 소니, 손뽀담(손-보다) (경남 남해, 전북 부안)
   ㄴ. 손: 소 ̃이 ̃/소이, 손도 (강원 정선, 경북(상주 제외), 경남 울주·양산)  

32) 이는 고유어 어간 ‘삷’에 대응하는 한자가 ‘삽(鍤)’인 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이진호 1997: 
51). 즉 한자음 ‘삽’과 혼동되었기 때문에 ‘ㄼ’을 말음으로 가졌던 ‘삷’이, 자음군단순화의 결과 
‘ㄹ’ 말음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 전 방언에서 ‘ㅂ’ 말음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해석이다.

33) 체언 평음 말음 어간이 격음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는 예들은 4.3.1에서 후술한다. 
34) 이 글에서 주요 자료로 삼은 《자료집》의 경우 체언 어간말 ‘ㄴ’의 실현 양상을 살필 만큼 자

료가 충분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는 《자료집》을 제외한 선행 연구의 자료를 확인하여 기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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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손: 손니, 손도 (황해)

‘ㄴ’ 말음 어간은 (5)에서처럼 중세국어 시기부터 ‘ㄴ’ 말음 어간이었으며 문헌에서 그 외
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6ㄱ)은 ‘ㄴ’가 어간말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예이며 전 지역
에서 확인된다. (6ㄱ´)는 ‘ㄴ’에 자음이 후행할 때 후행하는 자음이 경음화되는 예인데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지역어》와 김옥화(2001: 155)에 제시된 바 있다. 김옥화
(2001: 155)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환경을 특정할 수 없고 같은 환경 
내에서도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으며,35) 임석규(2004a: 82)에서는 동남방언을 구사
하는 젊은 화자들에게서 경음화된 발화를 접할 수 있으며 이는 규칙의 확대로 생각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6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후행할 때 ‘ㄴ’가 후행하는 모음을 비음화하고 탈락
하는 예이다.36) 이는 경북을 중심으로 한 동남방언에서 확인된다.37) (6ㄷ)은 황해도 방
언에서 확인되는 예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ㄴ’가 첨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38)  
  다음으로 ‘ㅇ’ 말음 어간에는 ‘광(光)’, ‘교통(交通)’, ‘구멍’, ‘방(房)’, ‘성(姓)’, ‘안방’, 
‘왕(王)’, ‘용(⿓)’, ‘장(醬)’, ‘중(僧)’, ‘지붕’, ‘콩’, ‘형’ 등이 있는데, 이들 중 ‘구멍’은 중세
국어 시기에 ‘구무-/굼ㄱ-’로 특수 어간 교체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제시하고, ‘구멍’을 
제외한 단어들에 대하여는 앞에서와 같이 다음 (7)에 문헌에서의 예를, (8)에 ‘광’을 예로 

35) 신승용·안미애(2012: 124-125)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국어의 유성 자음 뒤 경음화는 수의적
인 현상이며 ‘ㄴ, ㄹ, ㅁ, ㅇ’이 음절말에서 불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음성적인 특질
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36) 이처럼 비모음화가 적용된 이후에 비모음이 다시 구강 모음으로 변화해서 결과적으로 비자음
의 탈락을 적용받은 것과 동일하게 된 예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어에서 변별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음의 비음성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다(이진호 
2001: 72-73). 

37) 본 글에서 제시하는 비모음화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만 관찰된 것이므로 형태소 내부에
서의 비모음화보다는 그 실현 지역이 좁다. 비모음화 전반의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는 정인호
(2007)을 참고할 수 있다. 

38) 이는 비모음화 현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비음이 첨가됨으로써 모음 사이에 위치한 ‘ㄴ’의 
약화가 저지되고, ‘ㄴ’의 발음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체언에서는 이러한 일
이 잘 일어나지 않고 용언에서는 ‘앚- ＞ 앉-(坐)’, ‘담- ＞ 담ㅁ- (込)’, ‘찧- ＞ 찡ㅎ-(搗)’, 
‘무끄- ＞ 뭉끄-(束)’ 등이 비음 첨가를 겪어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신애(2010), 김소영
(201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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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방언형과 그 분포를 보였다.39)

(7) 을(救簡 7:20a) 콩과(⾺經 상:42b) 콩만(淸⽼ 2:10a) 
(8) ㄱ. 광: 광:이, 광:도 (강원 서부, 경기, 충청, 전라, 제주) 
   ㄴ. 광: 과: ̃이 ̃/과:이, 광:도 (함경, 평안, 황해, 경상, 강원 동부, 전남 구례, 전북 부안·정읍, 

충북 충주·단양·괴산)

(7)과 같이 ‘ㅇ’을 가졌던 체언 어간은 문헌에서는 ‘ㅇ’ 말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8
ㄱ)은 ‘ㅇ’이 어간말에서 실현되는 예인데 중부방언 및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이와 달리 ‘ㅇ’이 탈락하거나, 후행하는 모음이 비음화되는 예는 주로 북한 방언과 동남
방언에서 확인된다(8ㄴ). (6)과 비교해 보면 ‘ㄴ’의 탈락 지역보다는 그 범위가 넓은 편이
지만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은 같다. 
  (6ㄴ), (8ㄴ)처럼 어간말의 ‘ㄴ’, ‘ㅇ’이 후행하는 모음을 비음화하고, 이어서 비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비모음화’라고 한다.40) 곡용에서 일어나는 비모음화는 경북 방언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비모음화 현상의 지리적 분포에 대해 논의한 정인호(2007)에 따르면, 곡용과 같은 형
태소 경계보다는 형태소 내부에 비모음화 현상이 적용된 예들이 많다. ‘ㄴ’ 말음 어간보
다 ‘ㅇ’ 말음 어간의 비모음화가 전국적으로 활발한 편인데, 형태소 내부의 ‘ㅇ’ 말음 어
간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충북·전북·강원 영서의 일부 지역과 경상·강원 영동·함경·평안·

39) ① ‘ㅇ’을 말음으로 갖는 단어들 대부분은 한자어이므로, 이 가운데 ‘콩’을 예로 들어 문헌에
서의 예를 보인다. ② 《자료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남에서는 비모음화된 (8ㄴ)과 같은 예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필순(2000: 43-48, 조사 지역 동래) 및 정인호(2007: 138)를 참
조하여 경남에서도 (8ㄴ)과 같은 예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0) 국어 비모음화와 관련하여 국어 음운론에서는 비모음의 기저음소 설정 여부 및 비모음화의 
음운론적 도출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진호(2001)과 최명옥(2006)이 대표적인데 이진
호(2001: 72)은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모음화 현상에 대해 비모음을 어휘부의 기저 표
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고 최명옥(2006: 212)는 분포의 제약 때문에 기저음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형태소 경계(곡용)에서 일어나는 비모음의 실현에 대해, 이진호(2001: 
76-81)에서는 발화 과정에 반드시 음소 층위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여겨 발화 과정을 ‘음성적 
층위’와 ‘형태음소 층위’로 나누면 ‘비모음의 실현’이 ‘음성적 층위’에서 먼저 일어난다 하더라
도 도출 과정을 기술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 최명옥(2006: 214)은 형태음소군
에 대한 이음을 인정함으로써 동남방언 화자들이 ‘/Vni/→[V~i~]와 /VŋV/→[V~V~]’와 같은 
음성 규칙을 심리적 실재로 갖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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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방언에서 비모음화된 예가 확인되며, 곡용에서의 비모음화는 주로 북한 방언과 경
상 방언에서 확인된다(정인호 2007: 143). 또한 ‘ㄴ’ 말음 어간과 ‘ㅇ’ 말음 어간의 비모
음화는 모두 ‘ㅣ’ 앞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정인호 2007: 137-142).
  동남방언의 문헌어를 다룬 백두현(1992: 350)에서는 체언의 곡용에까지 비모음화된 
표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최명옥(2006: 210)에서는 경북 상주 지역어의, 
곡용에서의 비모음화 현상이 과거에는 필수적이었으나 현재는 수의적이라고 하였다. 이
를 보면 곡용에서의 비모음화는 19세기 이후 경상 방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근래
에 들어 다시 사라지는 양상인 것으로 보인다.41) 
  한편 ‘ㅇ’을 말음으로 갖는 어간의 비모음화에 대해서는 ‘ㄱ’의 탈락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3.1.1.1에서 언급했듯이, 경상 방언에는 ‘ㄱ’를 말음으로 갖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
작하는 조사와 결합하였을 때 ‘ㄱ’가 탈락하는 현상이 있다. ‘ㅇ’의 탈락 및 비모음화를 
겪은 지역이 ‘ㄴ’의 탈락 및 비모음화를 겪은 지역보다 더 넓으며, 이는 연구개음이 ‘ㄴ
(이 경우에는 경구개 비음 [ɲ])’보다 더 쉽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ㄱ’와 ‘ㅇ’이 모두 연구개음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곧 ‘연구개음의 탈락’으로 
이해되며, 탈락이 일어나는 이유는 연구개음의 조음 위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후행하는 모음이 고모음인 ‘ㅣ’일 때 탈락이 활발한 것은 연구개음의 조음 위치와 ‘ㅣ’의 
조음 위치가 유사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정인호 2007: 152). 이와 같은 약화와 탈락은 
국어의 전 방언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체언의 곡용에까지 적용된 예는 경상 방언을 중심
으로 확인된다.
  이제 ‘구멍’의 방언형과 그 분포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9)에 ‘구멍’의 이전 시기 예
를, (10)과 〈지도 1>에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다.

(9) 구무마다(釋譜 11:1b) 굼기라(⽉釋 7:27b) 구멍을(諺痘 上:8b) 굼글(諺痘 上:8b) 구녕(韓佛 

41) 전라남도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형태소 내부의 비모음화 현상이 활발한 편인데 대표적으
로 진도 지역어에서는 형태소 내부 및 파생어에서의 비모음화는 확인되지만 곡용에서의 비모
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강희숙 1996: 168). 한성우(2017: 120, 244-245)에 따르면 인천 강
화 및 도서 지역에서도 형태소 내부의 비모음화가 활발한데 이는 황해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해안 지역의 비모음화는 타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별적
으로 발생하여 전파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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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구녁(韓英 286) 
(10) ㄱ. 구무-/궁ㄱ-: 함북

ㄴ. 구멍, 구녕: 함경, 평양, 강원, 경기 강화·양주·남양주·가평·옹진·화성·용인, 경북 영풍·문경·
예천·안동·영양·상주·의성·청송·금릉·군위·영일·칠곡·영천·고령·달성·청도·월성,경
남(밀양·거창·함양·양산 제외), 충남 서산·당진·천원·예산·홍성·청양·공주·연기·보
령·서천·논산, 충북 진천·중원·제원·단양·괴산·보은, 제주

    ㄷ. 구먹, 구녁: 강원 홍천, 경기 연천·파주·포천·김포·고양·시흥·광주·양평·이천·여주·평택·안성, 
경남 거창·함양, 전라, 충남 아산·공주·연기·부여·대덕·금산, 충북 음성·청원·옥
천·영동 

    ㄹ. 구무: 강원 삼척, 경북 봉화·예천·영양·영덕·영일·성주·칠곡·경산·영천·월성, 경남 밀양
    ㅁ. 굼기, 궁기: 함북, 경북 울진·영양·영덕·선산·군위, 충북 단양, 제주 
    ㅂ. 구멍~궁ㄱ~: 구멍을~궁글, 구멍으~궁그, 굼기(-이), 굼글(-을) (강원 평창·명주·정선·삼

척, 경남 양산)

위의 (9)에서 확인되듯이 ‘구멍’은 중세국어 시기에 특수 어간 교체를 했다.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굼ㄱ-’,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구무’로 교체한 것이
다. 이러한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10ㄱ)의 함북 방언에서의 예이다. 함북 
방언에서는 중세국어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구무’, 모음으로 시작하
는 조사 앞에서는 첫음절의 ‘ㅁ’가 연구개음화를 겪어 형성된 ‘궁ㄱ-’로 교체한다. 
  (10ㄴ)에는 ‘ㅇ’ 말음 즉 ‘구멍’ 또는 ‘구녕’이 확인되는 지역을 보였다. 전 지역에서 
폭넓게 확인되지만 서남방언보다는 동남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10ㄷ)은 ‘ㄱ’ 
말음, ‘구먹’ 또는 ‘구녁’으로 나타나는 지역인데 이는 (10ㄴ)의 ‘구멍, 구녕’보다는 분포
하는 지역이 좁고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10ㄹ)의 ‘구무’는 이전 시기 자음 조사 앞에서의 교체형 ‘구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도 사용되도록 평준화한 것인데 경북에서 주로 확인된다. (10ㅁ)은 이전 시
기의 ‘굼ㄱ-’에 조사 ‘-이’가 결합한 ‘굼기’, ‘궁기’가 하나의 어간으로 인식되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까지 확장되어 쓰이는 예인데 이러한 일은 주로 함북 방언에서 활
발하다고 알려져 있다. 남한에서는 경북과 충북의 일부 지역 및 제주방언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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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0ㅂ)의 ‘굼ㄱ’, ‘궁ㄱ’
은 본고에서 다룬 자료에서 자음으
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형을 확
인할 수 없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
는 조사와의 결합형만 보면 자음군 
‘ㅁㄱ’ 또는 ‘ㅇ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세국어의 모음 
앞에서의 교체형 ‘굼ㄱ-’의 ‘ㅁㄱ’
가 자음군으로 인식된 결과로 생각
된다. 강원도의 동부 지역과 경남
의 일부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중세국어의 ‘구무’, ‘굼
ㄱ’류의 방언형보다는 ‘구멍’류의 
방언형들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
는데 이는 《지역어》에서 더 뚜렷하
게 드러난다. 《지역어》에서 ‘구멍’

의 방언형들을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구멍’, ‘구녕’, ‘구먹’, ‘구녁’이 보이는 가운데 ‘굼
기~궁기’, ‘/궁ㄱ’는 이제 확인되지 않고 ‘구무’는 경북 영덕, 경남 밀양에서만 나타나 
그 분포가 매우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어형들도 있는데, ‘구무’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뭉’(경북 울진, 경남 합천·통영), ‘구묵’(경북 안동), 또한 ‘궁ㄱ’
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함북의 ‘궁강’ 등이(곽충구 2019: 371), 《자료집》과 비교
하여 새로이 추가된 방언형이라 하겠다. 

   3.1.2.2 ‘ㅁ’ 말음 어간 

  ‘ㅁ’ 말음 어간에는 ‘금(線), 다음, 마음, 몸, 섬(島), 숨(息), 온몸, 이름, 짬, 틈, 흠’ 등이 
있다. ‘숨’을 예로 들어 (11)에 문헌에서의 예를, (12)에 현대국어의 방언 분포를 보였다. 

〈지도 1〉 ‘구멍’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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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미(釋譜 19:10a) 숨을(⼩諺 2:39b) 숨이(敬信 59a) 
(12) 숨: 수미, 숨도(전 지역)

‘ㅁ’ 말음 어간은 (11)에서처럼 전 시기에 걸쳐 ‘ㅁ’ 말음을 가지며 어간 말음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현대국어의 방언 분포 역시 (12)에 제시한 것처럼 별다른 방언차를 
보이지 않으며 모두 ‘ㅁ’ 말음으로 실현된다.

3.1.3 유음 말음 어간  

  유음 즉 ‘ㄹ’를 말음으로 하는 체언에는 ‘가을, 껍질, 돌, 뜰, 발, 입술’ 등이 있다. 이
들 중 ‘가을, 돌’은 자음군 ‘ㄺ’을 가진 단어들과 유사한 방언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3.1.6에서 다른 ‘ㄺ’ 말음 어간들과 함께 다룰 것이다. 그 외에는 ‘ㅁ’ 말음과 마찬가지
로 방언차를 보이지 않으며 모두 ‘ㄹ’ 말음 어간으로 실현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ㄹ’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후행하는 자음이 경음화되는 예가 수의적으로 
확인된다. ‘발’을 예로 들어 아래 (13)에 문헌에서의 예를, (14)에 방언형과 그 분포를 제
시하였다.
 
(13) 바래(釋譜 13:11b) 발와(救⽅ 下: 49b)
(14) ㄱ. 발: 바리, 발도 (전 지역)

ㄴ. 발: 바리, 발또 (강원 평창·명주·정선·삼척,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예천·안동·영양·의성·영
덕·군위·영일·경산·영천·청도, 경남 양산)

‘ㄹ’를 말음으로 갖는 단어는 (13)처럼 15세기부터 ‘ㄹ’가 어간말에서 실현된다. (14ㄱ)은 
‘발’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전 지역에서 ‘ㄹ’ 말음이 실현되는 것을 보였으며, (14ㄴ)은 
강원 남부와 경상의 일부 지역에서 ‘ㄹ’에 후행하는 자음이 경음화되는 예를 보인 것이
다.42) 이와 같은 예는 임석규(2004a: 79-83)에서 논의되었는데, 동남방언에서의 체언 

42) 이금화(2007: 153 각주 10)에 따르면 평양 지역어에서도 ‘돈’, ‘딸’, ‘땅’ 등과 같이 유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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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말 ‘ㄹ’ 뒤 자음의 경음화는 곡용의 경우 ‘-도’, ‘-조차’ 등과 결합할 때에 일어난다
고 하였다.43)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동남방언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최전승(2011)에서는 중부 및 전라 방언을 반영하는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ㄹ’ 뒤
의 경음화가 19세기 후기부터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ㄴ’ 뒤 자음의 경음화와 마찬가지로, 체언에서의 ‘ㄹ’ 뒤 경음화는 산발적으로, 수의적으
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3.1.4 ‘ㅅ’, ‘ㅈ’ 말음 어간 
  
  이 절에서는 ‘ㅅ’, ‘ㅈ’를 어간 말음으로 갖는 체언들의 방언 분포를 살펴본다. 

  3.1.4.1 ‘ㅅ’ 말음 어간 

  ‘ㅅ’를 말음으로 갖는 단어들로 《자료집》의 표제어에는 ‘빗(얼레빗, 참빗)’, ‘볏’, ‘젓
(䱓)’, ‘이웃’, ‘깃(⽻)’, ‘부싯깃’ 등이 있지만, 그 방언 분포를 고려했을 때 ‘ㅅ’ 말음 어
간으로 함께 분포를 살필 예는 ‘빗(얼레빗, 참빗)’, ‘그릇’, ‘깃’이며, ‘볏’은 ‘ㅌ’ 또는 ‘ㅊ’ 
말음과, ‘이웃’과 ‘젓’은 ‘ㅈ’ 말음과 그 분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각
각 3.1.5와 3.1.4.2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릇, 깃, 빗’의 문헌에서의 예는 아래 (15), 방언 분포는 (16)~(17)에서 확인할 수 있
다. (16)은 ‘그릇’의 방언 분포이며, (17)에는 ‘빗’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깃’과 ‘빗’의 방
언 분포를 제시하였다. 

(15) ㄱ. 그르시라(楞嚴 2:42a) 그륵을(⼥須 12b) 
ㄴ. 지츠로(釋譜 23:49b)
ㄷ. 비세(杜解初 20:45b) 얼에비(救簡 6:66a) 비슬(⼩諺 6:54b)  

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조사 ‘-도’가 경음화되는 예가 있다고 한다. 
43) 임석규(2004a: 80-81)에서는 단어 경계에서도 경음화가 일어난다. ‘물쪼(물 줘), 불딸라고(불 

달라고), 불#쌀구코(불 살리고)’ 등이 그 예이다.



- 32 -

(16) ㄱ. 그릇: 그르시, 그륻또(함경, 평안, 황해, 경기, 충청, 제주) 
ㄴ. 그륵: 그르기, 그륵또(전라, 경상)

(17) ㄱ. 빗: 비시, 비세, 빋또 (전 지역) 
    ㄴ. 빛: 비치, 비체, 빋또 (함경, 강원 고성·인제·양양·평창·영월, 경북 영풍·의성·봉화·안동·영양·

영덕, 경남 거창·합천, 전남 여천)
ㄷ. 빝: 비치, 비테, 빋또 (경남 하동·사천·고성·남해·통영)

(15ㄱ)에는 ‘그릇’의 이전 시기 예를 
제시했는데 15세기부터 ‘ㅅ’ 말음 어
간이 확인되고 19세기 말부터 ‘ㄱ’ 말
음이 나타난다.44) (16ㄱ)은 ‘ㅅ’ 말음 
어간, (16ㄴ)은 ‘ㄱ’ 말음 어간의 예인
데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하여 ‘ㄱ’ 말음 어간이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깃’은 중세국어 시기에 
‘ㅊ’ 말음인 ‘짗’이었고(15ㄴ), ‘빗’은 
중세국어 시기에도 ‘ㅅ’ 말음인 ‘빗’이
었지만(15ㄷ), 현대국어 방언에서는 
‘깃’과 ‘빗’ 모두 (17ㄱ)~(17ㄷ)과 같
은 분포를 보인다. 이는 〈지도 2>에 
그 분포를 나타내었다. (17ㄱ)에서처

44) 음절말에서 ‘ㅅ’와 ‘ㄱ’의 대응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릇’과 ‘그륵’ 말고도 몇몇 사례
를 찾을 수 있다. 이승재(1992: 150)에서 ‘다’과 ‘다’의 대응을 언급한 바 있고 《頤齋遺
稿》 권 25에 실린 〈華⾳⽅⾔字義解〉에서도 ‘耜耒下兩枝安兩刄卽耒壁也 壁今呼볏’(43면)이라고 
하여 ‘벽’과 ‘볏’의 대응을 보여준다. 또한 이기문(1991: 38-39), 이현희(1987a)에서 언급한 
‘ㄱ＞ㅅ’ 변화(반기~반시)와 관련을 지어 볼 수도 있으나 ‘ㄱ＞ㅅ’ 변화는 용언에서만 확인
되고 어기에 ‘-’가 결합함으로써 그 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때(이기문 1991: 38-39), ‘그
릇’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설명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한편 ‘덫’의 방언형 중 ‘덕’, ‘데기’, ‘더
게’ 등이 전남 담양·구례·순천·광양·고흥·여천에서 확인되는데 중세국어 시기 ‘덫’의 어간 말음
을 ‘ㅅ’로 본다면 이 지역에서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덫’
의 중세국어 시기 어간 말음을 알 수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한다.

〈지도 2〉 체언 ‘ㅅ’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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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어간 말음이 ‘ㅅ’인 예는 전 지역에 분포하고, ‘ㅊ’로 재구조화된 예는 함경, 강원 남
부 및 경북 북부와 그 인접 지역에서 보이며(17ㄴ), ‘ㅌ’로 재구조화된 예는 경남 서남부
에서 확인된다(17ㄷ). 

  3.1.4.2 ‘ㅈ’ 말음 어간 

  이제 체언 어간 중 ‘ㅈ’를 말음으로 가진 어간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이 
되는 체언에는 ‘낮’, ‘젖(乳)’, ‘빚(債)’ 및 3.1.4.1에서 밝힌 대로 ‘이웃’과 ‘젓(䱓)’이 있
다.45) 이들 중 ‘빚’은 15세기에 ‘ㄷ’ 말음이었으며, ‘젓’은 ‘ㅅ’ 말음이었으나 그 방언 분
포가 서로 유사하여 함께 다룬다.
  먼저 아래 (18)에는 이들 어간의 문헌에서의 예를 제시했다. 

(18) ㄱ. 비들(楞嚴 4:31a) 비슬(五倫 兄:38b) 빗즐(敬信 80a) 빗을(太常 3:10a) 
ㄴ. 나(⿓歌 101) 져즈로(釋譜 3:40a) 이우지(楞嚴 3:37a)
ㄷ. 저(⼩諺 1:7a) 젓을(⼥四 4:8a)
ㄹ. 낫이면(伍全 1:2a) 이우슬(杜詩中 16:22a)

(18ㄱ)은 ‘빚’의 예이다. 15세기에는 ‘빋’이었지만 근세국어 시기에는 ‘빗’, ‘빚’이 모두 
공존한다.46) 이때의 ‘빗’은 ‘ㄷ＞ㅅ’ 변화를 겪은 예이다. ‘ㄷ＞ㅅ’ 변화는 ‘ㅅ’의 평폐쇄
음화(ㅅ→ㄷ) 이후 ‘ㄷ’ 말음 어간의 단독형을 ‘ㅅ’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한 것이다.47) 
‘빚’은 구개음화를 겪은 주격조사와의 결합형 ‘비지(빋-이)’의 어간 이형태에 다른 조사와

45) 이중 ‘빚’의 경우는 《자료집》에서는 조사되지 않았고 《지역어》에서 조사되었으므로 《지역어》
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46) 김경아(2008b: 4-10)에서 ‘ㄷ＞ㅅ’ 변화를 겪은 단어들 가운데 ‘(意), 벋(友), 곧(處), 빋
(債)’의 어간들은 19세기 후반에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었는데 이들 단어들은 구개음화로 
인해 18세기에 ‘ㄷ＞ㅈ’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므로 ‘ㄷ＞ㅅ’ 변화를 상대적으로 늦게 겪
은 것이라고 보았다.

47) 4.3.1에서 후술하겠지만 체언 어간말의 ‘ㄷ＞ㅅ’ 변화는 17세기부터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
에 대한 설명은 음 변화(마찰음화)라 본 논의(최태영 1977, 곽충구 1984)와 유추 변화라 본 
논의(고광모 1989, 2014, 이진호 2004, 김경아 2008b, 정인호 2018)로 나뉜다. 본고는 후자
와 유사하게 ‘ㄷ’ 말음 어간 단독형의 형태음소를 ‘ㅅ’ 말음 어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일어난 
유추 변화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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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형에서의 어간 이형태가 닮아간 변화로 유추적 평준화의 예이다(정인호 2018: 
49).48)

  (18ㄴ)은 ‘낮’, ‘젖(乳)’, ‘이웃’의 15세기 문헌에서의 예인데, 이들은 모두 ‘ㅈ’를 말음
으로 갖고 있었다. (18ㄷ)에는 ‘젓’의 문헌에서의 예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15세기부터 
‘ㅅ’ 말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ㄹ)은 ‘낮’과 ‘이웃’이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
된 예이다.49) 
  이들의 방언 분포는 아래 (19)와 (20)에 제시하였다. (19)에는 ‘빚’의 방언 분포를 보
였으며, (20)에는 그 외 ‘낮’, ‘젖’, ‘이웃’, ‘젓’에 대하여 ‘젖’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빚’의 방언 분포를 별도로 제시하는 까닭은 이를 통해 
‘ㄷ＞ㅅ’ 변화 및 구개음화로 인한 ‘ㄷ＞ㅈ’ 변화의 분포를 확인하고 이를 다른 ‘ㅈ’ 말음 
어간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19)와 〈지도 3〉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 ㄱ. 빋: 비지~비디, 비들 (함경, 평양, 경북 경주·울진, 경남 고성·창녕·의령·산청·남해·울주·합
천·사천·진주·함안·양산) 

ㄴ. 빗: 비시, 비슬 (황해, 강원 홍천·철원·화천·횡성·춘천·양구,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강화·
연천·안성·가평·시흥·여주, 충북(제천·진천 제외), 충남, 전라, 경북 고령·청도·안동, 경
남 하동, 제주) 

ㄷ. 빚: 비지, 비즐 (강원 원주·양양·평창·인제·정선·강릉·고성·영월, 충북 제천·진천, 전남 광양·
순천, 경북 상주·문경·봉화·김천·영천·영덕·예천·포항·영양·영주, 경남 창원·거제·함양·통
영·김해·거창)

ㄹ. 빛: 비치, 비츨 (경북 선산·의성, 전북 정읍) 
ㅁ. 비지: 비지가, 비지도 (경북 청송·군위·칠곡, 경남 밀양) 

48) ‘빋’의 패러다임은 ‘빋, 비디, 비들, 비데, 빈만’에서 구개음화 이후 ‘빋, 비지, 비들, 비데, 빈
만’으로 변화했는데 그 결과 어간 이형태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었다. ‘빋’에서 ‘빚’으로의 
변화는 주격조사와의 결합형에서의 어간 이형태로 다른 이형태들이 닮아가는 것으로 그 패러
다임은 ‘빋, 비지, 비즐, 비제, 빈만’이 된다. 이형태의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모음으로 시작하
는 조사와의 결합형 사이에 유사성이 높아졌으며 구개음화 규칙도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서 유추적 평준화로 볼 수 있다. 

49) 이와 같은 ‘ㅈ＞ㅅ’ 변화는 문헌에서 18세기 중기 이후에 확인되는데, 본고에서는 체언 어간
말에서 일어난 ‘ㄷ＞ㅅ’ 변화에 이끌린 것으로 본다. 4.3.1에서 ‘ㄷ＞ㅅ’ 변화와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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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ㄱ)은 ‘ㄷ’ 말음을 유지하고 있
는 예로 북한 방언과 경남의 동해
안 및 서부에 주로 분포한다.50) 
즉 이 지역은 ‘ㄷ＞ㅅ’ 또는 ‘ㄷ＞
ㅈ’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19ㄴ)은 ‘ㄷ＞ㅅ’ 변화를 
겪은 것인데 황해·강원 서부·경기·
충청·전라·제주를 중심으로 한 한
반도의 중부와 서남부 방언에 주로 
나타나서 분포 지역이 넓은 편이
다. 다음으로 (19ㄷ)은 동남방언인 
강원 동부, 경북, 경남 거창·합천과 
그에 인접한 전남 광양·순천에서 
확인되는데 ‘ㄷ＞ㅈ’ 변화를 겪은 
‘ㅈ’ 말음 어간이다. 〈지도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남방언에는 

대부분 ‘ㅈ’ 말음 어간이 분포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ㅅ’ 말음 어간도 확인된다(경북 
고령·청도·안동, 경남 하동). 이로써 ‘ㄷ＞ㅅ’ 변화의 세력이 동남방언에서는 강하지 않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앞서 (18ㄱ)에서 확인한 것처럼 18세기 이후의 문헌어에서는 ‘빋’에 대해 ‘ㅈ’ 말
음 어간과 ‘ㅅ’ 말음 어간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분포에 근거해 ‘ㄷ＞ㅈ’ 변화
가 동남방언을 개신지로 하고 있고 ‘ㄷ＞ㅅ’ 변화가 서남방언 혹은 충남 방언을 개신지로 
하고 있다고 보면 문헌어에서 이 두 유형이 섞여 있는 것은 각각의 방언 특징들이 중부
방언에서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51)

50) 함북 방언에는 이외에도 ‘덛(暫), 갇(笠), 낟(鎌), 몯(釘), 붇(筆), 벋(友)’ 등의 ‘ㄷ’ 말음 체언이 
존재한다(곽충구 2015: 150). 

51) ① 이는 순전히 방언 분포에 근거한 해석이다. ‘ㄷ＞ㅅ’ 변화와 ‘ㄷ＞ㅈ’ 변화가 모두 중부 방
언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② ‘ㄷ＞ㅅ’ 변화에 대해 ‘ㄷ＞ㅈ＞
ㅅ’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ㄷ＞ㅅ’로의 유추 변화로 판단하였다. 자세한 것은 

〈지도 3〉 ‘빚’의 방언 분포  



- 36 -

  이어서 (19ㄹ)의 ‘빛’과 (19ㅁ)의 ‘비지’는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어형들이다. (19ㄹ)의 ‘빛’은 경북의 내륙 지역인 선산과 의성, 전북 정읍에서 확인되는
데 3.1.4.1에서 살펴본 ‘빗(櫛)’의 경우에도 경북 내륙 지역에서 ‘ㅊ’ 말음으로 재구조화
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ㅊ’ 말음으로의 재구조화가 이들 지역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희박하게나마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유사한 구
조의 단어인 ‘빛(光)’의 형태에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빋~빚(債)’과 ‘빗(櫛)’, ‘빛(光)’의 음
절 구조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들 단어의 의미에 관련성은 없어서 감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다른 하나는 이들 지역의 ‘ㅊ’ 말음 어간에 유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방
언의 ‘ㅊ’ 말음 어간은 주로 ‘ㅌ’ 말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52) ‘ㅌ’ 말음 어간에 유추
된 후 ‘ㅊ’ 말음 어간으로의 유추적 평준화를 겪었다고 보면 되는데, 과연 그러하였을지 
의심스럽지만 현재로서는 더 나은 설명을 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19ㅁ)의 ‘비지’는 주
격조사 ‘-이’와의 결합형이 하나의 단어로 재분석된 것이다. 
  이제 아래 (20)과 〈지도 4〉에는 ‘빚(債)’을 제외한 ‘ㅈ’ 말음 어간들의 방언 분포를 나
타내었다. 

(20) ㄱ. 젖: 저지, 저제, 젇또(함경, 평양, 황해, 경기(평택·안성 제외),53) 강원, 경상, 경기 양주·시
흥·양평·광주·화성·용인·이천·여주·평택, 충북 진천·음성·제원·단양·괴산·옥천·보은·영동, 
충남 천원·청양, 전북 익산·무주·장수·남원·순창, 전남 여천)

ㄴ. 젓: 저시, 저세, 젇또(경기 파주·포천·가평·남양주·고양·김포·평택·안성, 충북 중원·제천·청원·
보은, 충남, 전라, 경남 밀양, 제주)

ㄷ. 젓~젇: 저슬, 저데(경기 강화, 경남 산청·진양)
ㄷ´. 이욷: 이우데(경기 가평, 충남 서산·당진·아산, 경남 울진·거제·양산·남해)

‘ㅈ’를 말음으로 갖는 방언은 북한 방언과 경기, 강원, 경상 등이고(20ㄱ), ‘ㅅ’를 말음으

4.3.1에서 후술한다.
52) 체언 ‘ㅊ’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는 3.1.5.4에서 후술한다. 
53) ‘젖(乳)’의 경우 경기 파주·포천·김포·고양·남양주·가평·옹진·시흥에서 ‘ㅅ’ 말음 어간인 (20ㄴ)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낮’은 모두 ‘ㅈ’ 말음 어간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20)과 같이 방언 분
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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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갖는 방언은 충남과 전라, 제주
방언이다(20ㄴ). ‘ㅅ’ 말음 어간은 
‘ㅈ＞ㅅ’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ㄷ＞ㅅ’ 변화에 이끌린 
유추 변화로 판단되고, 앞서 살펴
본 ‘빚’의 방언 분포에서 ‘ㄷ＞ㅅ’ 
변화를 겪은 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것은 4.3.1에
서 다룬다. 
  (20ㄷ)과 (20ㄷ´)에는 ‘ㄷ’를 말
음으로 갖는 곡용형들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예는 구개음화에 의한 
‘ㄷ＞ㅈ’ 변화에 반대되는 변화로, 
본래 ‘ㅈ’ 말음이던 것들을 ‘ㄷ’ 말
음 어간으로 재분석한 것으로 여겨
진다.54)  

 

3.1.5 격음 말음 어간55) 

  여기에서는 격음 즉 ‘ㅋ, ㅌ, ㅍ, ㅊ’를 어간말에 갖고 있는 체언 어간들의 방언 분포
를 살펴본다. 

  3.1.5.1 ‘ㅋ’ 말음 어간

54) ‘ㄷ＞ㅈ’ 변화 및 ‘ㅌ＞ㅊ’ 변화의 역적용으로 인해 체언 ‘ㅈ’ 말음 어간이 ‘ㄷ’ 말음 어간으
로, ‘ㅌ’ 말음 어간이 ‘ㅊ’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예들은 4.3.1에서 후술한다. 

55) 본 항의 내용은 김수영(2014b)을 바탕으로 보완 및 수정하였는데 논지가 달라진 부분도 있
다. 

〈지도 4〉 체언 ‘ㅈ’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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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를 말음으로 가진 체언으로 전국적인 방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는 ‘부엌’이
다. 아래 (21)은 ‘부엌’이 쓰인 문헌에서의 예이며, (22)와 〈지도 5〉는 현대국어 방언에
서의 예이다.56) 

  (21) 브(杜詩初 22:50b) 브(救⽅ 下:12a) 부억을(敬信 72a) 부엌에(神⽉ 5:113)
  (22) ㄱ. 부억: 부어기, 부어게(경기 파주·포천·강화, 강원 삼척, 충북 진천, 충남, 전라, 경북 내

륙, 경남 서부)
ㄴ. 부엌: 부어키, 부어케(경기 일부, 강원, 경북 남부, 경남 동부)
ㄷ. 부얶: 부어끼, 부어께(경기 연천·양주·가평, 강원 철원·화천·인제, 경북 고령, 경남 함안)
ㄹ. 부억/부엌: 부어기, 부어케(경기 남양주·옹진·용인, 충북 충주·제천, 충남 남부, 전북 완

주, 전남 해안) 

(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ㄱ’ 말음 어간인 ‘브’은 ‘ㅂ’ 말음과 교체되어 쓰
이며 중세국어 시기부터 확인된다. ‘ㅋ’를 말음으로 가진 ‘부엌’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나
타난다.57) 
  (22ㄱ)은 어간 말음이 ‘ㄱ’로 실현되는 예로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서부에 분
포하며, 경북 내륙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22ㄴ)은 어간 말음이 ‘ㅋ’인 것으로, 강원도와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22ㄷ)은 어간 말음이 ‘ㄲ’로 교체되는 예로서 일부 지역
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22ㄹ)은 ‘-에’와의 결합형에서는 ‘ㅋ’를 유지하고, ‘-이’와의 결
합형에서는 ‘ㄱ’로 교체되는 예이다.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남한의 서부에 주로 분포하
는 것을 보아 이 지역에서 ‘ㄱ’로의 교체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8) 

56) 남한의 많은 지역에서 ‘부엌’의 방언형으로 ‘정지’가 쓰인다. 그러한 방언의 경우 ‘아궁이’의 
방언형으로 ‘부엌’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지’가 쓰이는 방언의 경우 ‘아궁이’의 
방언형으로의 ‘부엌’류를 택하여 그 교체 양상을 보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진호(2012a: 
259)를 참고할 수 있다. 

57) 구본관(2006)에서는 문헌에서 ‘녁＞녘’의 변화는 17세기에 확인되지만 ‘부엌’은 20세기 이후
에 확인된다고 하며, ‘부엌’의 ‘ㅋ’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도 ‘녘’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지만 
문헌에 반영된 것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58) 평안 방언은 이금화(2007: 62, 평북 평양)에서 ‘부엌’의 방언형으로 ‘볔’이 조사되었으며 김
이협(1981, 《平北⽅⾔辭典》)에서는 ‘볔’과 ‘벽’이 모두 조사되었다. 황해 방언은 최소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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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부엌’은 문헌어를 기준으로 했
을 때 ‘ㅋ’ 말음이 확인되는 것이 비교
적 최근이다. 따라서 현재 방언에서 보
이는 ‘ㄱ’ 말음을 가진 ‘부억’은 이전 
시기의 것이고 ‘ㅋ’ 말음을 가진 ‘부엌’
은 이로부터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59) 앞서 3.1.1.1과 3.1.1.2
에서 살펴본 것처럼 ‘ㄱ＞ㅋ’의 변화를 
겪은 예는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에, 
‘ㅂ＞ㅍ’의 변화를 겪은 예는 강원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므로 ‘부엌’
의 분포와 일치한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3.1.5.2 ‘ㅌ’ 말음 어간 

  ‘ㅌ’를 말음으로 가진 체언으로는 ‘밑’, ‘밭’, ‘솥’, ‘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팥’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세국어 시기부터 ‘ㅌ’를 말음으로 갖고 있었으며 ‘팥’은 후술할 ‘숯’과 
마찬가지로 어간말에 ‘ㅺ’을 갖고 있었던 단어였다. ‘팥’과 ‘숯’의 방언 분포와 그 형성 
과정은 ‘ㅺ’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받았던 것이므로 3.1.5.4에서 함께 후술한다. 그러면 
다음 (23)과 (24) 및 〈지도 6〉을 보자. 

(23) 바티니(釋譜 6:19a) 받(捷蒙 1:12b) 밧흘(五倫 5:11a) 밧(五倫兄 29a) 밧(敬信 16b) 

41 각주 14, 황해 안악)에서 ‘벽’으로 조사되었다. 평안 방언에서 ‘ㅋ’ 말음 어간과 ‘ㄱ’ 말음 
어간이 공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 지역이 일부에 불과하여 (22)에는 북한 방언을 포함하지 
않았다. 함경 방언의 경우 ‘부엌’의 방언형으로 ‘가마’형을 쓰고 있어 그 곡용을 살펴보지 못하
였다. 

59) 김수영(2014b: 104-105)에서는 이와 반대로 ‘부억’이 ‘부엌’에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ㅋ’ 말음 어간인 ‘부엌’을 문헌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억’이 이전 
시기의 어형을 유지하고 있는 예라고 판단하였다. 

〈지도 5〉 체언 ‘ㅋ’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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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易⾔1:47a) 밧슬(독립신문 1897.6.1.) 밧을(독립신문 1899.12.2.) 
(24) ㄱ. 밭: 바치, 바틀, 바테 (강원 동부, 경상, 함경, 평안)

ㄴ. 밧/밭: 바시, 바슬, 바테 (경기 서부, 충북 서남부, 충남·전라)
ㄷ. 밫/밭: 바치, 바츨, 바테 (경기 동부, 강원 홍천·횡성, 충북 충주·제천·단양, 경북 문경·상

주·의성·금릉, 전남 여수)
ㄹ. 밧: 바시, 바슬, 바세 (경기 파주·강화, 충북 보은·옥천·영동, 전남 담양, 제주)
ㅁ. 밫: 바치, 바츨, 바체 (경기 옹진, 경북 의성)

(23)은 ‘밭’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이들
의 문헌에서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 ‘밭’은 어간 말음으로 ‘ㅌ’
를 갖고 있었으며 그 외 ‘밑’, ‘솥’ 등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18세
기 후기부터는 ‘ㅊ’ 말음 어간으로 재구
조화된 예가 보이다가 19세기 후기부터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가 확인된
다.60)

  (24ㄱ)은 ‘ㅌ’를 어간말에 갖고 있는 
예인데 강원도와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동부와 북한 방언에 분포한다. 
(24ㄴ)은 ‘ㅅ’로 교체된 예인데, ‘-에’와
의 결합형에서는 ‘ㅌ’ 말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한 서부
방언에 주로 분포한다. (24ㄷ)은 ‘ㅊ’로의 교체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에’와의 결합형

60) ‘밑’, ‘솥’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18세기 후기부터 ‘ㅊ’ 말음 어간이(귀밋〈朴新3:52b〉, 솟
츨〈敬信 24a〉) 확인되고 19세기 후기 이후에는 ‘ㅅ’ 말음 어간도 보인다(솟〈독립신문 
1899.7.7.〉, 밋슬〈독립신문 1897.7.8.〉). 또한 개화기 시기에 말음을 ‘ㅅ’로 분철하여 적는 표
기의 실제 발음은 ‘ㅌ’나 ‘ㄷ’ 발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밧슬’과 같이 중철한 표기는 실제 발
음이 ‘ㅅ’ 말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정승철 1999: 21-22).

〈지도 6〉 체언 ‘ㅌ’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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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ㅌ’ 말음을 유지한다. 그 분포 지역은 (24ㄱ)과 (24ㄴ)의 중간 지역으로, 경기 동
부와 강원 서부, 충북 동북부와 경북 서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잇는 지역이다. 이
러한 분포는 방언 접촉의 예로 생각되므로 5.1.2에서 후술할 것이다. 
  (24ㄴ)과 (24ㄷ)이 ‘-에’와의 결합형에서는 ‘ㅌ’ 말음을 유지하므로 ‘ㅅ’ 말음이나 ‘ㅊ’ 
말음으로의 재구조화가 완료되지 않은 예라면 (24ㄹ)과 (24ㅁ)은 재구조화가 완료된 예
이다. (24ㄹ)은 ‘ㅅ’로, (24ㅁ)은 ‘ㅊ’로 각각 어간 말음이 재구조화되었다. 그 분포는 일
부이지만, 각각 (24ㄴ)과 (24ㄷ)의 분포 지역과 일치한다. 

  3.1.5.3 ‘ㅍ’ 말음 어간 

  ‘ㅍ’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 가운데는 1음절 어간으로 ‘섶’, ‘숲’, ‘앞’, ‘짚’ 등이 있고, 
2음절 어간으로 ‘무릎’이 있다. 이들 중 중세국어 시기부터 ‘ㅍ’ 말음 어간이었던 것은 
‘짚’, ‘무릎’이지만, 다른 어간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ㅍ’가 말음이었다. 이를 다음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과 〈지도 7〉은 ‘짚’을 예로 들어 방언형과 그 분포를 살펴
본 것이다.

  (25) ㄱ. 섶: 서브로(杜詩初 7:4b) 서플(杜詩重 9:14b)
ㄴ. 앞: 알로(釋譜 3:19b) 아프로(⼩學 5:70b) 압희(敬信 49a)
ㄷ. 숲: 수히오(⽉釋 10:69a) 수피며(⽉釋 20:24a) 숩헤(東國孝 6:60b)
ㄹ. 짚: 디플(飜朴 22a) 집흘(蒙⽼ 1:25b)
ㅁ. 무릎: 무루페(釋譜 3:38a) 무릅히(無寃錄 3:44a) 

  (26) ㄱ. 짚: 지피, 지페(강원·경기·경상, 전남 광양·여천, 충북 북부, 평안·함경)
ㄴ. 집: 지비, 지베(경기 남부, 충남, 전라, 제주)

(25ㄱ)의 ‘섶’, (25ㄴ)의 ‘앞’은 중세국어 시기 각각 ‘섭’, ‘앒’이었으며, (25ㄷ)의 ‘숲’은 
‘숳’과 공존하였다. 이들은 근세국어 이후 모두 ‘ㅍ’ 말음을 가지게 되었다. (25)의 ‘짚’과 
(25ㅁ)의 ‘무릎’은 본래 ‘ㅍ’ 말음이던 것이다.
  (26)에서는 이들 ‘ㅍ’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61) (26ㄱ)은 어간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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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를 유지하는 예이다. 강원·경기와 동
남방언, 전라남도 동부까지를 포괄한 남
한의 동부 및 평안도와 함경도를 비롯
한 북한 방언에서도 보인다. (26ㄴ)은 
어간말음이 ‘ㅂ’로 교체되는 것으로, 서
부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 
  3.1.5.1에서 살펴본 것처럼 ‘ㅋ’ 말음 
어간의 경우에도 ‘ㄱ’형이 서부에, ‘ㅋ’
형이 동부에 분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체언 단독형의 말음으로 교체되는 형태
가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서
부에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와의 결합형에서도 ‘ㅂ’로 교체되는 
것을 보면 ‘ㅍ’ 말음 어간은 서부방언에
서 ‘ㅂ’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앞서 3.1.1.2에서 살펴본 것처럼, ‘ㅂ’ 말음 어간이 ‘ㅍ’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 역시 강원 남부와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ㅍ’ 말음 어간의 출현 비율이 높은 곳은 서부방언보다는 동부방언인 것을 알 수 있다.

  3.1.5.4 ‘ㅊ’ 말음 어간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여 ‘ㅊ’를 말음으로 가진 어간에는 ‘꽃’, ‘낯’, ‘덫’, ‘숯’, ‘윷’ 등
이 있다.62) 이들 중에서 중세국어 시기부터 ‘ㅊ’ 말음 어간이었던 것은 ‘낯’과 ‘숯’인데, 

61) 이들의 방언 분포가 어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앞’의 경우에는 ‘ㅂ’로 교체되는 
예를 찾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ㅍ’ 말음을 유지하고 있다.

62) 중세국어 시기에 ‘ㅊ’를 말음으로 갖고 있었던 단어에는 ‘겇’과 ‘짗(⽻)’도 있었는데 이들은 비
교적 빨리 ‘ㅌ’ 말음과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었다. 현재의 방언분포를 간단히 말하면, ‘겉’
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ㅌ’ 말음으로 나타나고 충남과 전라방언을 중심으로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었으며, 경기 파주·양평, 충북 진천·괴산, 경북 문경·예천·금릉·영천, 경남 밀양·함양, 

〈지도 7〉 체언 ‘ㅍ’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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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은 ‘ㅺ’ 말음과 공존했었으므로 앞서 다룬 ‘팥’과 함께 후술한다. ‘꽃’과 ‘덫’, ‘윷’의 
‘ㅊ’ 말음은 모두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아래 (27)에서는 이들 어간의 이전 시기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27)  ㄱ. 낯: 치오(⽉釋 25:84a) (五倫忠 23a)
ㄴ. 꽃: 고지(釋譜 6:31a) 곳츨(朴通上 5a)
ㄷ. 덫: 쥐덧(譯語 下:19b)
ㄹ. 윷: 蒱  포(訓蒙下 10a)

  (27ㄱ)은 ‘낯’의 예이며, ‘ㅊ’ 말음이 확인된다. (27ㄴ)은 ‘꽃’의 예인데 본래 ‘곶’이었다
가 16세기에 이르러 ‘곷’이 확인되고 이어서 ‘꽃’이 형성되었다. 
  (27ㄷ)의 ‘덫’과 (27ㄹ)의 ‘윷’은 중세국어 시기 어간 말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덫’은 ‘덧’이었거나 ‘’이었을 가능성이 있고(곽충구 2015: 157), ‘윷’은 육진 방
언에서 ‘뉴스’ 또는 ‘뉴끼’로 나타나므로 이전 시기에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곽충구 
2015: 158-159). 이들은 늦어도 20세기 초에는 ‘ㅊ’ 말음을 보이게 된 것 같다. 
  따라서 ‘덫’과 ‘윷’의 방언 분포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의 중세
국어 시기의 어형을 알 수 없어 각각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
리하여 기본적으로 ‘낯’과 ‘꽃’의 방언별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에
만 ‘덫’과 ‘윷’의 실현 양상을 제시하기로 한다.
  아래의 (28)과 〈지도 8〉을 보자.

(28) ㄱ. 낯: 나치, 나츨, 나체(함경, 평안, 황해, 경기 가평·양평·광주, 강원 춘성·홍천·횡성·원성, 충
북 제천·단양, 경북 서부, 전남 여수)  

ㄴ. 낫: 나시, 나슬, 나세(경기, 충청, 전라, 제주)
ㄷ. 낱: 나치, 나틀, 나테(강원, 경북 동부, 경남)
ㄹ. 낯/낱: 나치, 나츨, 나테(강원 고성, 경기 서부, 충북 동부, 경북·경남 일부)

전북 남원, 전남 순천·광양에서 ‘ㅊ’ 말음을 보인다. ‘짗’은 앞서 ‘ㅅ’ 말음 어간을 다룰 때에도 
언급하였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ㅅ’ 말음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강원 인제·양양·평창·영월, 경북 
영풍·봉화·안동·영양·영덕 등에서 ‘ㅊ’ 말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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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ㄱ)은 ‘ㅊ’가 어간말에 있는 예인데, 
경기와 강원의 경계 지역에서부터 충
북과 경북의 경계 지역, 전남과 경남의 
경계 지역에 분포한다. 북한 방언에서
도 ‘ㅊ’가 어간말에 유지된다. 함북 방
언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덫’은 
‘ㅌ’ 말음인 ‘덭’으로, ‘윷’은 ‘뉴끼’ 또
는 ‘뉴스’로 나타난다. 
  (28ㄴ)에서는 ‘ㅅ’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충청·전라·제주 등 남한의 서부에
서 확인된다. (28ㄷ)은 ‘ㅌ’ 말음으로 
강원·경북 동부·경남 등 동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28ㄹ)은 ‘-에’와의 결
합형에서는 ‘ㅌ’로 교체되고, 그 외 조
사와의 결합에서는 ‘ㅊ’로 교체되는 예

이다.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주로 동남방언에서 확인된다. ‘덫’과 ‘윷’의 경우 경남 방언에
서도 ‘ㅊ’ 말음으로 나타나고, ‘ㅌ’ 말음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강원, 경북 동해안 및 남부 
지역에 해당하므로 ‘낯’이나 ‘꽃’보다는 ‘ㅌ’ 말음이 확인되는 지역이 좁다.
  이들의 방언 분포를 보면 3.1.5.2에서 기술한 ‘ㅌ’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와 전체적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ㅌ’ 말음 어간과 ‘ㅊ’ 말음 어간의 
방언별 실현 양상이 유사한 것은 흥미롭다. 
  그러면 이제 ‘팥’, ‘숯’의 방언 분포를 보자. 북한 방언의 경우 함경, 평안, 황해 방언
에서 모두 ‘팥’은 ‘ㅌ’ 말음과 ‘파끼, 패끼’ 등으로 나타나고, ‘숯’은 ‘ㅊ’ 말음과 ‘수껑’, 
‘수꾸’ 등으로 나타난다.63) 또한 황해 방언은 경기 방언과 마찬가지로 ‘팥’과 ‘숯’ 모두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어 ‘팟’, ‘숫’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최소연 2020: 39-40). 

63) 함북 방언의 경우 ‘ㅌ’ 말음인 ‘숱’이 확인되기도 한다. 

〈지도 8〉 체언 ‘ㅊ’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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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남한 방언에서는 아래 (30)에서처럼, 그 어간 말음의 실현에 있어서는 방언차
만 있을 뿐 단어별 차이는 크지 않다. 즉 ‘ㅌ’ 말음으로 나타나는 방언에서는 ‘팥’과 ‘숯’ 
모두 ‘팥’과 ‘숱’으로 실현되며 ‘ㅊ’ 말음으로 나타나는 방언에서는 모두 ‘팣’과 ‘숯’, ‘ㅅ’ 
말음으로 실현되는 방언에서는 ‘팟’과 ‘숫’으로 실현된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남한 방언의 예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래 (29)에 ‘팥’, ‘숯’의 문헌에서의 예를 보였고, (30)과 〈지도 9〉는 남한 방언
의 예와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29) ㄱ. 팥: 기라(⽉釋 4:7b) (救簡 3:53a) 
ㄴ. 숯: 숫근(楞嚴 8:97b) 숫치라(無寃錄 1:20a)  

(30) ㄱ. 팣: 파치, 파츨, 파체 (경기 동부, 강원, 충북 북부, 경북 상주, 경남 함양, 전라 광양·여천)
ㄴ. 팥: 파치~파티, 파틀, 파테 (강원, 경상) 

    ㄷ. 팟: 파시, 파슬, 파세 (경기 남부, 충북 남부, 충남, 전라, 제주) 

위의 (29ㄱ)에서 ‘팥’의 중세국어 시
기 어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ㅺ’와 
‘ㅊ’ 말음 어간이 쌍형으로 공존하였
다. 현재와 같은 ‘팥(경향신문, 
1907.5.24.)’이 확인되는 것은 후대
의 일이다. (29ㄴ)에서는 ‘숯’의 중세
국어 시기 어형을 제시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ㅺ’와 ‘ㅊ’ 말음 어간이 
공존하였다.
  이승재(1983a)에서 어중에 ‘ㅺ’를 
가졌던 단어들(, , 갓-, -, 
돗귀 등)의 방언 분화 과정을 살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팥’, ‘숯’의 방
언형에는 ‘ㄲ’ 말음, ‘ㅌ’ 말음, ‘ㅊ’ 〈지도 9〉 ‘팥’, ‘숯’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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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음 어간이 있고, ‘갓-’의 현대국어 반사형에는 ‘가깝-’과 ‘가찹-’, ‘-’의 반사형에
는 ‘낮-’, ‘야찹-’, ‘나직-’이 있으며, ‘돗귀’의 반사형에는 ‘도끼’, ‘도치’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재(1983a)에서는 이들을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ㅈㄱ’을 가졌던 것으로 해
석하고, ‘ㅈ＞ㅅ’의 변화 및 ‘ㄱ＞ㅎ’의 변화를 상정함으로써 ‘*ㅈㄱ＞ㅺ＞ㄷㄱ＞ㄲ’의 변
화, ‘*ㅈㄱ＞ㅺ＞*ㄷㅎ＞ㅌ’의 변화, ‘*ㅈㄱ＞*ㅈㅎ＞ㅊ’의 변화 등이 각각 적용되어 현재
와 같은 방언형이 형성되었으리라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화 과정을 설명할 때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ㄱ＞ㅎ’의 변화
이다. ‘*ㄱ＞ㅎ’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현희(1987a), 김성규(1996a), 신승용(2003), 위국
봉(2011), 소신애(2013), 곽충구(2015) 등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
ㄱ＞ㅎ’의 변화는 유성 자음이나 모음에 후행할 때 또는 무성 평장애음(ㄷ, ㅈ 등)에 후
행할 때 일어나며, 시기나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유성 자음이나 모음에 
후행하는 ‘*ㄱ＞ㅎ’의 변화는 소신애(2013)에 언급되어 있듯이 시기나 지역에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유성성에 의해 ‘ㄱ’가 약화되는 변화로 범언
어적으로도 일반적이므로(신승용 2003: 103), 변화의 산발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무성 평장애음(ㄷ, ㅈ) 뒤에서의 ‘*ㄱ＞ㅎ’ 변화는 앞서 말한 ‘~’, ‘~
숯-’, ‘갓-~가찹-’, ‘돗귀’, ‘둗--~두-’, ‘듣글~드틀’ 등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무성 평장애음 뒤에서의 ‘ㄱ’의 약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분
명하지 않다(곽충구 2015: 155 각주 40 참고). 즉 ‘ㄷㄱ’의 연쇄에서 음운사적으로나 음
성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화는 ‘ㄷㄱ ＞ ㄲ’의 변화이며, ‘ㄷ’에 후행하는 ‘ㄱ’가 약화될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ㄱ＞ㅎ’의 변화가 ‘ㄷ’가 아닌 ‘ㅅ’ 뒤에서 일어나고 
이후 ‘ㅅ＞ㄷ’로의 평폐쇄음화가 일어났다고 기술할 수 있다. ‘ㅅ’의 마찰성이 ‘*ㄱ＞ㅎ’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ㅅㅎ’라는 자음 연쇄가 
15세기에 존재하지 않았다(김현 1997: 25-26)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무성 평장애음 뒤에서의 ‘*ㄱ＞ㅎ’ 변화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이들 ‘ㅺ’류 체언 어간은 ‘*ㅊㄱ’를 재구하고 그로부터 ‘*ㅊㄱ＞ㅊ’, ‘*ㅊㄱ＞ㅺ＞ㄲ’의 변
화가 있었다고 보고자 한다(정승철 1995a: 190-191 각주 230). 이러한 재구의 장점은 
무성 평장애음 뒤 ‘*ㄱ＞ㅎ’를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방언 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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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방언 분포를 보았을 때 남한 방언에서는 ‘*ㅊ
ㄱ＞ㅊ’의 변화가, 북한 방언에서는 ‘*ㅊㄱ＞ㅺ＞ㄲ’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후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한 ‘ㅊ＞ㅅ’의 변화로 현재와 같은 방언 분포가 형성된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64)

  이러한 관점에서 (30)의 예를 살펴보면, 현재 ‘ㅊ’ 말음이 남아 있는 (30ㄱ)이 ‘*ㅊㄱ＞
ㅊ’의 변화를 바로 겪은 지역일 것이다. 이어서 (30ㄴ)은 ‘ㅌ’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이
며, (30ㄷ)은 ‘ㅊ＞ㅅ’의 변화를 겪어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포는 앞서 3.1.5.2에서 다룬 ‘ㅌ’ 말음 어간이나 ‘ㅊ’ 말음 어간의 분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1.6 자음군 말음 어간65) 

  여기에서는 체언 어간말 자음군 중에서 대부분의 방언에 분포해 있는 ‘ㄺ’, ‘ㄱㅆ’, ‘ㅂㅆ’ 
및 일부 방언에서 확인되는 ‘ㄼ’, ‘ㄹㅆ’, ‘ㄻ’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한다. 3.1.6.1에서는 
‘ㄱㅆ’, ‘ㅂㅆ’를, 3.1.6.2에서는 ‘ㄺ’를, 3.1.6.3에서는 ‘ㄼ’, ‘ㄹㅆ’, ‘ㄻ’를 다룬다. 

  3.1.6.1 ‘ㄱㅆ’ ,  ‘ㅂㅆ’ 말음 어간

  먼저 자음군 ‘ㄱㅆ’ , ‘ㅂㅆ’ 을 가진 어간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31)에서 
이들의 문헌에서의 예를, (32)에서 ‘ㄱㅆ’의 예를, (33)에서 ‘ㅂㅆ’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언 분포를 각각 〈지도 10〉과 〈지도 11〉에 나타내었다. 

64) ‘*ㅊㄱ’를 재구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는 고대 국어에 음소 ‘ㅊ’가 존
재했는지, 그리고 종성에서 발음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박창원(1996), 김무림
(1998), 이승재(2013), 위국봉(2017) 등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견은 존재하나 음소 ‘ㅊ’를 인
정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듣글’과 ‘드틀’류의 관계 및 ‘도끼’와 ‘도
치’, ‘가깝-’과 ‘가찹-’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고의 주장을 따르면 
‘가깝-’과 ‘가찹-’의 관계는 형용사 어기를 ‘*갗-’으로 재구해야 하고, ‘도끼’와 ‘도치’ 또한 그 
어기를 ‘*돛ㄱ-’으로 재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 재구가 타당한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65) 본 항은 김수영(2014a)을 바탕으로 하고 일부 보완한 것인데 김수영(2014a)와 논지가 달라
진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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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ㄱ. 넉시(⽉釋 21:27a) 삭슬(飜朴 11b)
ㄴ. 값(法華 2:187b) 갑시(飜⽼ 下:5b)

(32) ㄱ. 삯: 삭씨, 삭또, 삭만[상만] (강원, 충남 당진·예산·부여·금산, 전북 부안·임실·고창·남원, 전
남 영암, 경남 서부)

ㄴ. 삭: 사기, 삭또, 삭만[상만]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동부, 충남(당진·예산·부여·금산 제외), 
전북(부안 임실 고창 남원 제외), 전남(영암 제외))

ㄷ. 삭씨: 삭씨가, 삭씨도 (전남 광산·영암)   
(33) ㄱ. 값(價): 갑씨, 갑또, 갑만[감만] (경기, 강원, 경상)  

ㄴ. 갑: 가비, 갑또, 갑만[감만] (충남, 전라, 제주)
ㄷ. 갑씨: 갑씨가, 갑씨도 (충남 논산·금산, 전북 고창, 전남 서부)

(31ㄱ)에는 ‘넋’, ‘삯’의 중세국어 어형을, (31ㄴ)에는 ‘값’의 중세국어 어형을 제시했다. 
이들은 중세국어 시기 이전에 자음군 ‘ㄳ’, ‘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경음화가 발생
한 후 각각 ‘ㄱㅆ’, ‘ㅂㅆ’로 기저형이 변했다.
  (32)는 ‘삯’을 예로 들어 ‘ㄱㅆ’를 갖는 단어의 방언 분포를 보인 것이다. 어간말에 ‘ㄱㅆ’
를 갖는 (32ㄱ)은 산발적으로 확인되며, ‘ㄱ’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32ㄴ)이 대부분의 지

〈지도 10〉 자음군 ‘ㄱㅆ’의 분포 〈지도 11〉 자음군 ‘ㅂㅆ’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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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보인다. (32ㄷ)은 ‘이’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다음으로 (33)은 ‘ㅂㅆ’ 말음 
어간인데, 동남방언과 강원 방언을 중심으로 자음군 ‘ㅂㅆ’가 실현되고(33ㄱ), 서남방언과 
충남 방언을 중심으로 ‘ㅂ’ 말음으로의 재구조화가 나타난다(33ㄴ). (33ㄷ)은 (32ㄷ)과 마
찬가지로 ‘이’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ㄱㅆ’, ‘ㅂㅆ’와 같이 장애음이 선행하는 자음군의 경우, 선행하는 장애음의 폐쇄 구간 때
문에 후행하는 자음을 발음할 기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예외 없이 후
행하는 자음이 탈락한다(이진호 2010: 569). 이들 자음군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단순화 
방향을 보이는 것 또한 이를 입증해 준다. 
  한편 현재의 방언 분포를 보면 ‘ㄱㅆ’의 ‘ㄱ’ 말음으로의 재구조화가, ‘ㅂㅆ’의 ‘ㅂ’ 말음으
로의 재구조화보다 먼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까닭은 현재 ‘ㄱ’ 말음
을 보이는 지역이 ‘ㅂ’ 말음을 보이는 지역보다 넓기 때문이다. 이는 체언 단독형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형으로 어간 이형태가 평준화된 결과이며, 서남방언과 
충남 방언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66)

  3.1.6.2 ㄺ 말음 어간  

  ‘ㄺ’를 가진 체언 어간에는 ‘기슭’, ‘까닭’, ‘닭’, ‘삵’, ‘칡’, ‘흙’ 등이 있다. 이들 어간
의 문헌에서의 예를 아래 (34)에 제시하였으며,67) 방언형 및 그 분포는 ‘닭’을 대표 어간
으로 삼아 (35) 및 〈지도 12〉에 제시하였다. 〈지도 12〉에는 각 지역에 존재하는 어간 말
음을 ‘ᄅᄀ’,68) ‘ᄅ’, ‘ᄀ’, ‘ᄏ’, ‘ᄅᄏ’로 표시하였다. 

  (34) 두들게(⽉釋 2:68b) 두듥(⽉釋 2:68b) 기슬게(楞嚴 2:29a) (⽉釋 1:46a) 
긔(救⽅ 上:49b) 츨기오(⾦三 1:3b) 

66) 이와 같은 유형의 평준화는 4.1.1에서 후술한다. 
67) 어간말 자음군 ‘ㄺ’를 가진 단어들의 통시적인 변화는 이진호(1997), 임보선(2005)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68) 자음군 ‘ㄺ’을 가진 경우 자음군단순화의 결과 탈락하는 자음을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ᄅ)
ᄀ’는 ‘ㄹ’가 탈락하는 예이고 ‘ᄅ(ᄀ)’는 ‘ㄱ’가 탈락하는 예이다. 또한 동일하게 자음군 ‘ㄺ’
을 가지고 있지만 탈락 자음이 다른 지역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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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ㄱ. 닭: 달기, 닥또, 닥만[당만] (함경, 황해, 강원, 충북 제천·충주·괴산·청주)
ㄴ. 닭: 달기, 달또, 달만 (평안, 경북)
ㄷ. 닥: 다기, 닥또, 닥만[당만] (강원 고성·인제·양양·홍천, 경기, 충북 옥천·영동·진천·음성, 

충남, 전라, 제주)
ㄹ. 달: 다리, 달도, 달만 (경북 청송·영천·월성, 경남 울주·양산·김해·밀양)
ㅁ. : 달키, 달또, 달만 (경북 선산·칠곡·성주·청도·경산)
ㅂ. 닼: 다키, 닥또, 닼만[당만] (충북 단양·보은, 경북 김천·문경, 경남(양산·김해 제외), 전남 

여천·승주·광양·고흥·화순)
ㅅ. 달기: 달기가, 달기도 (함경) 

위의 (34)에서 확인되듯이 현대국
어에서 ‘ㄺ’를 말음에 갖고 있는 
단어들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ㄺ’
를 말음에 갖고 있었다. 
  (35)에는 현대국어의 방언 분포
를 제시했는데, 먼저 (35ㄱ)과 (35
ㄴ)은 모두 자음군 ‘ㄺ’를 갖고 있
는 예이다. 함경, 평안, 강원, 경북
과 충북의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35ㄱ)과 (35ㄴ)은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탈락하는 자음이 서로 다른
데, (35ㄱ)은 ‘ㄹ’가 탈락하고 (35
ㄴ)은 ‘ㄱ’가 탈락하는 것이다. ‘ㄹ’
가 탈락하는 지역은 함경과 강원, 
‘ㄱ’가 탈락하는 지역은 평안과 경
북에 해당한다. 
  (35ㄷ)과 (35ㄹ)은 이전 시기에는 ‘ㄺ’를 갖고 있었을 것이지만 단독형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형으로 어간 말음이 재구조화된 예이다. (35ㄷ)은 ‘ㄱ’ 말음 어간

〈지도 12〉 체언 ‘ㄺ’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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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5ㄹ)은 ‘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ㄱ’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는 경기, 
충남, 전라, 제주 등 남한의 서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ㄹ’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는 
경북과 경남의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이어서 (35ㅁ)과 (35ㅂ)은 새로운 어간 말음이 형성된 예인데, (35ㅁ)은 ‘ㄹㅋ’로, (35
ㅂ)은 ‘ㅋ’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이들은 인접 지역의 방언형과 구별되는 새로운 
방언형으로, 방언 접촉의 관점에서 중간 방언의 일례로 해석된다. 중간 방언은 두 방언의 
접촉으로 인해 기존의 방언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ㄹ
ㅋ’ 말음 어간과 ‘ㅋ’ 말음 어간은 ‘ㄺ’ 말음 어간, ‘ㄱ’ 말음 어간, ‘ㄹ’ 말음 어간의 접
촉 지역에서 확인되므로 중간 방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69) 마지막으로 (35ㅅ)은 ‘이’ 말
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세국어 시기 ‘ㄺ’를 가졌던 단어들은 현대국어 방언에
서 중세국어와 동일하게 ‘ㄺ’를 가지고 있거나, ‘ㄱ’ 또는 ‘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
거나, ‘ㄹㅋ’ 및 ‘ㅋ’ 말음 어간과 같은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어간 말음이 
‘ㄱ’ 또는 ‘ㄹ’로 재구조화된 지역은 이전 시기에는 ‘ㄱ’가 남거나 ‘ㄹ’가 남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적용되다가 각각 ‘ㄱ’ 말음, ‘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을 것
이므로, ‘ㄱ’가 남는 자음군단순화 규칙 및 ‘ㄱ’로의 재구조화가 활발한 방언은 동북방언, 
중부방언, 서남방언, 서부 경남 방언, 제주방언에 해당한다. 반대로 ‘ㄹ’가 남는 자음군단
순화 규칙 및 ‘ㄹ’로의 재구조화가 활발한 지역은 서북방언, 경북 방언과 동부 경남 방언
에 해당하여 ‘ㄱ’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이다. 또한 두 지역 사이의 중간 지대에는 
‘ㄹㅋ’ 또는 ‘ㅋ’를 말음에 가진 곡용형들이 분포하여 인접 지역과는 다른 방언형을 보인
다.
  한편 ‘가을’과 ‘돌’처럼 이전 시기 문헌에서 ‘ㅀ’를 어간말음에 갖고 있었던 단어들 또
한 그 방언형과 방언 분포를 검토해 보면 위의 (35)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
음 (36)~(38)을 보자. 

69) 이와 같은 체언 ‘ㄹㅋ’ 말음 어간 및 ‘ㅋ’ 말음 어간의 형성에 대해서는 5.2.2.1에서 후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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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ㄱ. 가을: (釋譜 3:5a) (⼩諺 1:13a) 이(朴諺 下:37b) 을(⾺經 
上:101a) 에(淸⽼ 7:20a)

     ㄴ. 돌: 돌히오(釋譜 9:24b) 돌해(續三 孝:3b) 돌콰(杜詩中 25:20a) 돌과(諺痘: 66a) 돌이니
(⾃省 外:6b) 

(37) ㄱ. 가을: 가을이, 가을에, 가을도(전 지역)
ㄴ. 가읅: 가을기/갈:기, 가을게/갈:게 (충북 음성·중원·제원·단양·괴산·보은·영동, 경북 울진·문

경·안동·영양·상주·청송·선산·군위·영일·칠곡·경산·영천·월성, 경남 울주, 전남 광산)
(38) ㄱ. 돌: 돌이, 돌에, 돌도 (전 지역) 

ㄴ. 돍: 돍이, 돍에, 돌도 (경북 영풍·문경·예천·안동·영양·영덕·군위·영일, 충북 청원)
ㄷ. 독: 독이, 독에, 독또 (경기 옹진, 충남 서산·예산·홍성·청양·논산, 전북 익산·완주·진안·김

제·부안·정읍·장수·고창,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함평·광산·신안·무안·나주·화순·
영암·진도·해남·강진·장흥·보성·완도)

ㄹ. : 이, 에 (경북 선산) 
ㅁ. 돜: 돜이, 돜에 (경북 상주·금릉, 경남 합천·밀양·진양·의창, 전남 여천·남원, 충북 옥천)

(36ㄱ)에서 확인되듯이 ‘가을’의 15세기 어형은 ‘’이었다. 그러던 것이 ‘ㅿ’의 소실, 
‘ㆍ＞ㅡ’의 변화, 유성음 사이 ‘ㅎ’의 탈락, ‘ㆍ＞ㅏ’ 의 변화를 겪어 현재의 ‘가을’이 되었
다. (37)에는 ‘가을’의 현대국어 방언형을 제시하였는데 (37ㄱ)은 ‘ㄹ’ 말음인 것이고, 
(37ㄴ)은 ‘ㄺ’ 말음인 예이다. 충북과 경북에서 주로 확인된다.70) (37ㄴ)의 ‘ㄺ’ 말음과 
15세기의 ‘ㅀ’ 말음은 ‘*ㄺ(lɣ)’로부터 방언에 따라 각각 ‘ㄺ’와 ‘ㅀ’로 변화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돌’의 경우 (36ㄴ)에서 확인되듯이 15세기에는 ‘ㅀ’ 말음이었다가 이후 유성음 사이에
서 ‘ㅎ’의 탈락을 겪어 형성되었다. (38ㄱ)이 이와 같은 현대국어의 예이다. (38ㄴ)과 (38
ㄷ)은 각각 ‘ㄺ’ 말음과 ‘ㄱ’ 말음인 예인데, 이를 보면 ‘가을’과 같이 이들의 ‘ㄺ’, ‘ㄱ’ 
말음과 15세기의 ‘ㅀ’ 말음은 ‘*ㄺ’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38ㄴ)의 ‘ㄺ’ 말음이 충북과 경북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은 ‘가을’과 유사하다. 이어서 
(38ㄷ)의 ‘ㄱ’ 말음은 ‘ㄺ’에서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돌기, 돌글, 독또’와 같은 곡용형이 

70) ‘가을’의 방언형들 중에는 ‘ㅿ＞ㅅ’의 변화를 겪은 ‘가실’ 등의 예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ㅿ’
의 변화가 아닌 어간말 자음의 변화에 주목했으므로 별도의 방언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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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뒤, 다시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형인 ‘독’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경기, 충남, 전라에 분포하며 (35ㄷ)에 제시한 다른 ‘ㄺ’ 말음 
어간과의 분포와 유사하다.
  (38ㄹ)과 (38ㅁ)은 각각 어간말음이 ‘ㄹㅋ’과 ‘ㅋ’로 재구조화된 예이다. 이들은 그 분포
가 다른 ‘ㄺ’ 말음 어간에서 보이는 ‘ㄹㅋ’, ‘ㅋ’ 말음과 유사하다(35ㅁ, 35ㅂ). 

  3.1.6.3 ㄼ, ㄽ, ㄻ 말음 어간

  이제 자음군 ‘ㄼ’, ‘ㄽ’, ‘ㄻ’를 가진 체언 어간의 방언형과 그 분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ㄼ’를 가진 어간에는 ‘여덟’, ‘ㄽ’를 가진 어간에는 ‘돌(周年)’, ‘ㄻ’를 가진 어간에
는 ‘삶’이 있다. 다음 (39)~(42)를 보자(밑줄은 《지역어》). 

(39) ㄱ. 열여들베(杜詩初 8:19a)
ㄴ. 돌시어든(飜朴 57a), 돌쌔(⼩諺 5:44a)
ㄷ. 어메(飜⼩ 9:22a)71) 삶을(聖直 1:50a)

(40) ㄱ. 여덟: 여덜비, 여덜도~여덜또 (강원 삼척·양양·평창·정선, 경기 용인·포천, 경북 봉화, 경남 
고성·울주·남해) 

ㄴ. 여덜: 여더리, 여덜도~여덜또72) (전 지역)
ㄷ. 여덥: 더비, 덥또 (제주)

(41) ㄱ. 돐~돌ㅆ: 돌시~돌씨,73) 돌또 (경기 김포·남양주·가평·시흥·광주·양평, 강원 화천, 경북 영
풍·봉화·금릉·선산·영일·경산, 경남 통영)

    ㄴ. 돌: 도리, 돌도 (전 지역)

71) ‘어’은 ‘어스름’의 뜻을 가진 단어로 ‘어름(杜詩初 11:25)’과 공존하였다.  
72)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도’와의 결합형에서 조사의 두음이 경음화되어 ‘여덜또’로 실현되

는 지역은 강원 평창·삼척, 경기 강화, 충남 서천·서산·천안, 전북 완주·무주·고창·임실, 전남 
곡성·진도·영광·영암, 경북 청송·고령·청도·의성·봉화, 경남 고성·창원·산청·울주 등으로 주로 남
부 방언에서 확인된다. 이 중 강원 평창·삼척, 경남 고성은 어간말에 ‘ㄼ’를 갖는 지역이므로 
자음군단순화에 수반되는 경음화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체
언 ‘ㄹ’ 말음 어간 뒤의 경음화(3.1.3 참조)로 생각된다. 

73) ‘돌’의 경우 조사 ‘-이’와의 결합형이 ‘돌씨’로 나타나는 지역은 경기 광주, 강원 화천, 경북 
금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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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돗: 도시, 돋또 (제주)
    ㄹ. 돌씨: 돌씨가 (충북 청주·괴산, 경남 산청·하동, 전남 곡성·영광·광양)
(42) 삶: 삼:두, 살:미란 (서울) 

현대국어에서 어간말에 ‘ㄼ’를 가진 체언은 ‘여덟’이다. 이는 (39ㄱ)에서처럼 중세국어 시
기에도 ‘ㄼ’를 말음으로 가졌던 단어다. (40)에는 ‘여덟’의 방언형들을 《지역어》를 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40ㄱ)은 어간말의 ‘ㄼ’가 ‘ㄹ’를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적용받은 예이며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고, (40ㄴ)은 ‘ㄹ’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인데 
전 지역에서 확인된다. (40ㄷ)은 ‘ㅂ’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로 제주방언에서 보인다. 
  (39ㄴ)은 어간말에 ‘ㄽ’를 갖는 중세국어의 예이다. 16세기에 ‘돌쌔(⼩諺 5:44a)’가 확
인되므로 ‘ㄹ’ 뒤의 경음화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국어 
방언에서 (41)과 같은 지역 분포를 보인다. (41ㄱ)처럼 어간말에 ‘ㄽ’를 갖는 예는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고, (41ㄴ)과 (41ㄷ)은 각각 ‘ㄹ’ 말음 어간, ‘ㅅ’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
화된 것이다. 또한 ‘-이’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도 확인된다(41ㄹ). 
  이러한 양상을 《지역어》와 비교해 보면, (41ㄱ)과 같이 ‘ㄽ’를 어간말에 가진 예는 확
인되지 않으며, 경남 산청·하동, 전남 곡성·영광·광양, 충북 청주에서도 ‘-이’ 말음 어간으
로 재구조화된 ‘돌씨’가 확인된다. 즉 체언 어간말 자음군 ‘ㄽ’는 이제 방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이’ 말음 어간이 《자료집》에서보다 많은 지역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9ㄷ)의 ‘ㄻ’ 말음 어간 ‘삶’은 형성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며, 방언에서는 
(42)와 같이 ‘ㄹ’를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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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체언 어간말 자음의 목록

  이제까지 자음을 말음으로 하는 체언 어간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
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각 도(道)에 분포하는 체언 어간말 자음의 목록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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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음(ㄸ, ㅃ, ㅉ, ㅆ)과 ‘ㅎ’를 어간말에 갖는 방언은 존재하지 않으
며 모든 방언에 존재하는 어간말 자음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ŋ], ㅈ, ㅍ’가 있
다.74) 
  또한 어간말 자음의 수가 많은 지역은 경남(21개), 경북(20개), 강원(20개), 함경(18개)
이며 수가 적은 지역은 제주(9개), 충남(10개), 전북(11개)으로 동부방언이 많고, 서부방
언이 적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자음군이나 격음 또는 ‘ㅈ’의 평음(ㄱ, ㅂ, ㅅ)으로의 재구
조화가 충남 및 전북 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난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4) 한성우(2006a: 27)에 따르면 평북 의주 지역어의 어간말에는 ‘ㅈ’와 ‘ㅍ’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금화(2007: 56-59)에서 평양 지역어의 어간말에 ‘ㅈ’와 ‘ㅍ’가 모두 존재한다고 한 바 있으
므로 ‘ㅈ’와 ‘ㅍ’ 또한 포함하였다. 

ㄺ
ㄻ
ㄼ

ㄽ(ㄹㅆ )
ㄹㅋ

〈표 4〉 체언 어간말 자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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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언 

  본 절에서는 자음을 말음으로 하는 용언 어간의 방언 분포를 살펴본다. 체언과 마찬가
지로, 자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따라 《자료집》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평폐쇄음 말음 어간, 
비음 말음 어간, 유음 말음 어간, ‘ㅅ’, ‘ㅈ’ 말음 어간, 격음 말음 어간, ‘ㅎ’ 말음 어간, 
경음 말음 어간, 자음군 말음 어간으로 나누어 다룬다.
  본고에서는 ‘ㄷ’, ‘ㅅ’, ‘ㅂ’, ‘앟/엏’ 불규칙 용언도 함께 다루는데 ‘ㄷ’ 불규칙 용언은 
‘ㄷ’ 말음 어간에서, ‘ㅂ’ 불규칙 용언은 ‘ㅂ’ 말음 어간에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앟/엏’ 
불규칙 용언은 ‘ㅎ’ 말음 어간에서 함께 살핀다. 

3.2.1 평폐쇄음 말음 어간 

 3.2.1.1 ‘ㄱ’ 말음 어간

  한국어의 평폐쇄음 중 ‘ㄱ’를 말음으로 하는 용언 어간에는 ‘먹-’, ‘속-(誑)’, ‘썩-(腐)’, 
‘작-’, ‘적-(少)’, ‘죽-’이 있다. 이들은 아래 (43)과 같이 중세국어 시기에도 어간말에 
‘ㄱ’를 가졌었다. 현대국어에서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어간말에 ‘ㄱ’를 갖고 다음 (44)와 
같이 활용한다. 
 
(43) 소리라(南冥 上 80a) 서근(⽉釋 18:39b) 쟉고(⼩諺 5:106a) 젹긔 외며(釋譜 6:34a) 주

거(⿓歌 22) 
(44) 썩다: 썩꼬, 써그니, 써거서(전 지역)

  한편 ‘먹다’의 경우는 다음 (45)와 같이 활용한다.  

(45) ㄱ. 먹다: 먹꼬, 머그니, 머거서
ㄴ. 묵다: 묵꼬, 무우야(경북 예천·성주·경산·영천·고령·달성, 경남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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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ㄱ)은 어간말에 ‘ㄱ’가 그대로 실현되는 예이며, (45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말의 ‘ㄱ’가 탈락하는 예이다. 동남방언에서는 ‘묵-’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 후 어간말 자음 ‘ㄱ’가 탈락한다.75) 

  3.2.1.2 ‘ㄷ’ 말음 어간 

  이 글에서 대상이 되는 ‘ㄷ’ 말음 용언 어간 중 규칙 용언에는 ‘걷-(收)’, ‘닫-(閉)’, ‘뜯
-(摘)’, ‘얻-(得)’, ‘본받-(效)’이 있다. 이들은 《자료집》에서는 그 활용 양상을 파악하기 어
려우므로 《지역어》에서의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아래 (46)은 문헌에서의 예이며 (47)에는 ‘닫-’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방언 분포를 나
타내었다.

(46) 닫니라(釋譜 23:23a-23b), 다시고(南冥 上 43b) 
(47) ㄱ. 닫-: 닫/닥/다꼬, 닫/다찌, 다다두(전 지역)

ㄴ. 더끄-: 더끄지, 더끄곡, 더껑(제주)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ㄷ’ 말음 어간은 모두 중세국어 시기에도 ‘ㄷ’ 말음 어간이
었다. 현대국어에서의 예는 (47)에서 확인되는데 (47ㄱ)과 같은 ‘ㄷ’ 말음 어간이 전 지
역에 분포한다.76) (47ㄴ)의 ‘더끄-’는 제주방언의 예로 ‘닫-’의 경우 접사 ‘-*그-’가 결합
하여 ‘더끄-’와 같은 동사 어간이 형성되었다(정승철 1995a: 193).77) 
  이어서 ‘ㄷ’ 불규칙 용언의 경우를 살펴본다. ‘ㄷ’ 불규칙 용언의 방언별 실현 양상과 

75) 모음 완전순행동화의 방언 분포에 대하여는 배윤정(2017)에서 다룬 바 있는데, ‘우’ 자음과 
‘이’ 자음 어간의 경우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는 지역은 경북의 서부, 경남의 서부 및 동부, 
그에 인접한 전라남도 여천 및 충청북도 단양이라고 한다(배윤정 2017: 48, 51).

76) 경기 이천과 경북 경주에서는 자음 어미와의 결합형 ‘다찌’, ‘다꼬’ 등이 ‘다치’, ‘다코’로 나
타난다. 이는 비어두에서의 경음과 격음의 교체에 의한 것이거나, ‘닫다’의 피동사 ‘닫히-’의 
활용형들인 ‘다치다, 다치고’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77) 제주방언에서 ‘닫-’을 제외한 ‘ㄷ’ 말음 용언 어간은 다른 방언과 같이 ‘ㄷ’ 말음으로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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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변화 과정은 유필재(2009), 정인호(2017)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들 선행 연구에
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ㄷ’ 불규칙 용언을 살펴보기로 하자.78) 먼저 다음 (48)은 문
헌에서의 예이다.

(48) ㄱ. 걷-: 걷디 아니며(⽉釋 4:54a) 거러(釋譜 6:30a) 
ㄴ. 듣-: 듣고(⿓歌 59) 들으니잇가(孟諺 1:27a)
ㄷ. 묻-: 무러 리며(釋譜 13:15a) 묻더시든(⾦三 3:12a) 묻도 아니시며(飜⼩ 9:46b) 
ㄹ. 싣-: 싣 가더니(釋譜中 11:13a) 시론 술위예(杜詩初 7:34a)
ㄹ´. 에 실코 (독립신문 1896.4.28.) 곡식 실허 일변 동로 보내니(독립신문 1897.4.17.)

위의 (48)에서 확인되듯이 ‘ㄷ’ 불규칙 용언인 ‘걷-’, ‘듣-’, ‘묻-’, ‘싣-’은 15세기부터 불
규칙 활용을 보인다. 즉 자음 어미 앞에서는 ‘ㄷ’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ㄹ’로 교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용은 유지되지만 19세기 후기에 이르면 ‘싣-’의 경우 ‘ㅀ’ 말음 어간으
로 재구조화된 예가 나타난다. 
  현대국어 방언에서 ‘듣-’, ‘묻-’, ‘걷-’은 그 분포가 유사하고, ‘싣-’만이 조금 다른 분
포를 보인다. 먼저 ‘듣-’, ‘묻-’, ‘걷-’의 분포를, ‘묻-’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살펴보면 다
음 (49) 및 <지도 13〉과 같다(밑줄은 《지역어》).

(49) ㄱ. 묻-/무르-: 묻꼬, 무러(함경, 평안, 황해,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남 남부, 남제주)
ㄴ. 물ㆆ-: 물꼬, 무러(함경, 강원 명주·평창·정선·삼척·양양, 경북 영풍·예천·안동·울진, 전북 옥

구·완주·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진안·남원, 전남 북부)
    ㄷ. 뭃-: 물코, 무러(전북 정읍·순창·부안·임실·완주, 전남 곡성·보성·영암)
    ㄹ. 물-: 물고, 무러(북제주)
    ㅁ. 듣-: 듣꼬, 드더(평북 평양, 황해 안악)

(49ㄱ)은 ‘묻고[묻꼬], 물으니[무르니], 물어[무러]’와 같은 ‘ㄷ’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을 
보이는 예이며, (49ㄴ)은 ‘물꼬, 물으니[무르니], 물어[무러]’와 같이 어간말 자음이 ‘ㄹㆆ’

78) 본고에서는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의 방언 분포에 대해 정인호(2017: 137-142)에 기술된 바
를 주로 따르고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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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구조화된 예이다.79) 다음으로 ‘물
코, 물으니[물르니], 무러’와 같이 어간
말 자음이 ‘ㅀ’으로 재구조화된 예가 있
으며(49ㄷ),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인 
‘물-’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예도 있다
(49ㄹ).80) 특히 (49ㄹ)과 같이 ‘ㄹ’ 말
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다른 예에는 
유필재(2009: 159, 162)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절-(鹽)’이 있고 서울 지역어에는 
‘길-(汲)’, ‘불-(潤, 殖)’이 있다. 마지막
으로 (49ㅁ)은 ‘ㄷ’ 규칙 활용을 하는 
예로, 평안도와 황해도의 일부 지역에서 
‘듣-’에 대해 규칙 활용을 하는 예가 존
재한다. 
  그 방언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대부
분 지역에서 (49ㄱ)과 같은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분포하는 가운데 (49ㄴ)은 강원 동남부, 경북 북동부, 전북과 전남 북부에 분
포하며 (49ㄷ)은 전북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지역어》에서는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49ㄹ)은 서울 방언에서도 일부 어간에서 확인되지만 주로 제주방언의 특징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49ㄴ)의 ‘ㄹㆆ’ 말음 어간과 (49ㄷ)의 ‘ㅀ’ 말음 어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ㄹㆆ’ 말음 어간은 ‘ㄷ’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으로부터 유추적 평준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81) ‘묻-’을 예로 들면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의 첫음절 ‘물-’로 자

79) 함경 방언에서는 ‘걷-’, ‘듣-’에 대해서는 (49ㄱ)의 불규칙 활용과 (49ㄴ)의 ‘ㄹㆆ’ 말음 어간
으로의 재구조화가 모두 확인되며 ‘묻-’에 대해서는 주로 (49ㄱ)의 불규칙 활용이 나타난다. 
최명옥 외(2002), 곽충구(2019) 참조. 

80) 방언연구회(2001: 309)에 따르면 제주방언의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은 모두 ‘ㄹ’ 말음 어간과 
공존하고 있으므로 제주방언에서는 ‘ㄹ’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활발히 일어났다고 하겠
다. 

〈지도 13〉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의 방언 분포
(‘묻-’류 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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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미와의 결합형이 유사해진 것이다. 즉 ‘묻꼬, 문는, 물어’로부터 ‘물꼬, 물는[물른], 
물어’로의 변화는 형태적 유사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어난 유추 변화이다. 따라서 기
저형의 변화가 선행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ㅀ’ 말음 어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50)과 〈지도 14〉에 ‘싣
-(載)’의 방언 분포를 제시한다.82) 

(50) ㄱ. 싣-/실-: 싣꼬, 시러(경기 동부, 강원, 충북 충주, 경북 문경·상주·금릉·울진·청송·청도, 경
남 울주·양산·김해·거제)

ㄴ. 실ㆆ-: 실꼬, 시러(함경, 평안, 경기 서부, 강원 양양·명주·정선·삼척, 경북·경남 대부분 지
역, 충북, 충남 서산·천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정읍·장수·남원, 전남 고흥) 

ㄷ. 싫-: 실코, 시러(경기 김포, 충남, 전북 옥구·익산·김제·부안·고창·임실·순창, 전남, 경남 거
창·하동·고성) 

    ㄹ. 시끄-, 실르-, 시르-: 제주

(50ㄱ)은 ‘ㄷ’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인데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서부, 경남 동부에 분
포하고 ‘ㄹㆆ’ 말음 어간(50ㄴ)이 북한 방언, 강원 영동 및 동남방언과 충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50ㄷ)은 ‘ㅀ’ 말음 어간으로 충남과 전북, 전남 등 서남
부 지역에서 보인다. (50ㄹ)은 제주방언의 예인데 시끄-’는 정승철(1995a: 195)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싣-’에 제주방언의 파생접미사 ‘*-그-’가 결합한 것이며,83) ‘시르-’와 
‘실르-’는 모음어미 앞의 어간 ‘실’에 ‘-으-’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81) 정인호(2017: 143-146)에서는 ‘ㄹㆆ’ 말음 어간의 재구조화에 대하여,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 
‘무러’와 자음 어미와의 결합형 ‘묻꼬, 문는’에서 전자의 어간과 후자의 어미 형태를 새로 결합
시켜 혼효된 결과 ‘물꼬, 물는’과 같은 어형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유형
의 혼효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유추적 평준화로 해석하였다. 

82) (50)은 《자료집》의 예인데 《지역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ㄷ’ 불규칙 활용(《자료집》) → ‘ㄹㆆ’ 말음 어간(《지역어》): 강원 원주·홍천·평창, 경기 포천
② ‘ㄹㆆ’ 말음 어간 → ‘ㅀ’ 말음 어간: 경기 화성·파주, 전북 무주·군산
③ ‘ㅀ’ 말음 어간 → ‘ㄹㆆ’ 말음 어간: 전남 광양·진도, 경남 고성  
④ ‘ㄹㆆ’ 말음 어간 → ‘ㄷ’ 불규칙 활용: 경북 경주, 경남 남해·울산 
83) 제주방언은 통시적으로 동사 어기에 붙으면서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동사 파생 접

사 ‘-그-’가 결합된 예들이 많은데 이들은 주로 말음이 ‘ㅈ’, ‘ㅊ’, ‘ㅌ’인 동사 어기에 결합되
지만(정승철 1995b: 371), ‘싣-’은 예외적으로 ‘ㄷ’ 불규칙 동사에 ‘*-그-’가 결합된 것이다(정
승철 1995a: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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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걷-’, ‘듣-’, ‘묻-’과의 
차이점은 ‘ㄹㆆ’ 말음 어간(50ㄴ)과 ‘ㅀ’ 
말음 어간(50ㄷ)이 더 넓은 지역에서 확
인된다는 것이다. 특히 ‘ㅀ’ 말음 어간
의 경우 (49ㄷ)에서는 전북의 일부 지역
에서만 확인되었지만 (50ㄷ)은 충남과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방언 분포를 바탕으로 
정인호(2017: 145-146)에서는 방언 분
포상 ‘ㄹㆆ’ 말음 어간이 분포하는 지역
에 ‘ㅀ’ 말음 어간이 분포하는 지역이 
포함되므로 ‘ㄹㆆ’ 말음 어간이 먼저 형
성되고 그로부터 ‘ㅀ’ 말음 어간이 형성
되었다고 보았는데, ‘ㆆ’이 음소로서 갖
는 불안정성 때문에 ‘ㅀ’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ㄹㆆ’ 말음 어간과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을 살펴보
면 ‘물꼬, 물찌’ 등으로 ‘ㄹ’와 경음의 연쇄는 국어에서 그다지 특이한 것이 아니다. 자음
군 말음 어간의 경우만 해도 ‘발꼬(밟-고), 발찌(밟-지)’와 같은 활용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ㆆ’의 음소로서의 불안정성이 그 표면형이 ‘ㄹ’과 격음의 연쇄가 
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49ㄷ), (50ㄷ)과 같은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
조화는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의 매개모음어미 또는 모음어미 결합형(X르니, X러)으로부
터 ‘ㅀ’ 말음을 재분석한 결과라고 본다. 물론 ‘ㄹㆆ’ 말음 어간 또한 ‘X르니, X러’의 매
개모음어미 또는 모음어미 결합형을 갖고 있으므로 재분석에 사용된 표면형은 ‘ㄹㆆ’ 말
음 어간의 것일 수도 있고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ㅀ’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기 위하여 꼭 ‘ㄹㆆ’ 말음 어간을 선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이 유추적 평준화를 겪으면 ‘ㄹㆆ’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을 겪

〈지도 14〉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의 방언 분포(‘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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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ㅀ’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ㄹㆆ’의 변화와 ‘ㅀ’ 말
음 어간으로의 변화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면 ‘싣-’의 경우 ‘-’은 북한 방언이나 동남
방언에서 확인되지만 ‘싫-’은 확인되지 않는 이유도 현재의 방언 분포상 ‘ㅀ’ 말음 어간
으로의 재구조화는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북한 방언이나 동남방언에까
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방언 분포를 이해하기에도 보다 용이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언제,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이
다. ‘걷-’, ‘듣-’, ‘묻-’의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전북 일부 지역에서, ‘싫-’으
로의 재구조화는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하여 더 넓은 지역에서 일어났다. 앞서 제시한 
(48ㄹ´)와 유필재(2009: 167-168)를 바탕으로 하면, 중부방언에서는 19세기에 이미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완료된 듯하므로 변화의 개신지인 서남방언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싣-＞싫-’의 변화가 넓은 지역에 확산된 
까닭에 대하여 정인호(2017: 147-148)에서는 사용빈도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유추적 변
화에 저항적이라는 Bybee(2001)의 주장을 바탕으로 ‘싣-’이 다른 어간들보다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싫-’이 확산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본고는 이에 더해 이미 존재하는 ‘ㅀ’ 
말음 어간인 ‘싫-(嫌)’의 패러다임이 ‘싫-(載)’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본다. 비록 
품사 차이와 음장 차이가 있고 의미상의 관련성도 없지만, 1음절 어간이고 초성과 종성
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싫-’의 패러다임이 ‘싣-’의 ‘싫-’로의 재구조화가 확산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3.2.1.3 ‘ㅂ’ 말음 어간 

  ‘ㅂ’를 말음으로 하는 규칙 용언에는 ‘뒤집-’, ‘입-’, ‘잡-’, ‘집-’ 등이 있다. 이들은 중
세국어 시기부터 다음 (51)과 같이 어간말에서 ‘ㅂ’가 실현되며 현대국어의 방언형은 전 
지역에서 (52)와 같이 나타난다. 

(51) 니버(釋譜 23:8b) 자며(杜詩初 7:32b) 지버(南冥 下:70a) 
(52) 잡다: 잡꼬, 자브면, 자바서(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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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들 중 ‘집-’의 경우는 다음 (53)과 같은 방언형을 보인다.

(53) ㄱ. 집다: 집꼬, 지브면, 지버서(전 지역)
ㄴ. 짚다: 집꼬, 지프면, 지퍼서(강원 정선·삼척, 경북 영천, 경남 의령·진양·의창·통영) 

즉 위의 (53ㄱ)처럼 어간말에서 ‘ㅂ’가 실현되는 것은 다른 어간과 같지만, (53ㄴ)처럼 
‘ㅍ’ 말음으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은 특징적이다. 이러한 예는 강원도와 경상도에 산
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집다’와 ‘짚다’의 의미적 유사성에서 비롯한 유추에 의해 ‘집다’도 ‘ㅍ’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집다’의 정의
에는 ‘지적하여 가리키다’라는 뜻이 있으며, ‘짚다’의 정의에도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
어 가리키다’라는 뜻이 있다.84) 이 두 의미는 서로 유사하며, 이 때문에 ‘집다’의 ‘ㅂ’ 말
음이 ‘ㅍ’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제 ‘ㅂ’ 불규칙 용언의 방언 분포를 다루고자 한다.85) 본고의 대상이 되는 ‘ㅂ’ 불규
칙 용언은 ‘굽-’, ‘냅-’, ‘눕-’, ‘돕-’, ‘쉽-’, ‘춥-’, ‘가깝-’, ‘더럽-’, ‘두껍-’, ‘무섭-’, ‘마
렵-’, ‘부럽-’, ‘사납-’, ‘어렵-’, ‘아름답-’, ‘부끄럽-’, ‘부드럽-’이다.86)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ㅂ’ 불규칙 용언 어간의 방언형에는 크게 ‘ㅂ’ 불규칙 용언 어간인 ‘Xㅂ-/X
우-’와 ‘ㅂ’ 규칙 용언 어간인 ‘Xㅂ-’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국어의 전 방언에 ‘ㅸ’가 분
포했었고 이후 ‘ㅸ＞w’를 겪어 ‘Xㅂ-/X우-’가 형성된 방언(서부방언)과 ‘ㅸ＞ㅂ’를 겪어 
‘Xㅂ-’가 형성된 방언(동부방언)이 구분된다는 최명옥(1978)의 논의를 따라 방언 분포를 
기술할 것이다.87) 

84) 《표준》 집다: Ⅱ. 1. 지적하여 가리키다. 짚다: Ⅰ. 3.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
85) ‘ㅂ’ 불규칙 어간은 그 어간 말음의 실현뿐 아니라 모음조화 양상에 따라서도 주목할 만한 방

언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어간말음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86) ① 이 중 ‘냅-’은 ‘맵다, 시다, 따갑다’ 등으로 조사된 예가 더 많으므로 분포를 살필 때는 제

외하였다. ‘쉽-’의 경우에는 경상 및 전남 방언의 일부 지역에서 ‘수월하-’로 조사된 예들이 확
인된다. ② 표준어를 기준으로 ‘ㅂ’ 불규칙 용언에는 ‘줍-’이 포함되지만 ‘줍-’의 중세국어 시
기 어형이 ‘-’이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ㅅ’ 불규칙 용언의 분포와 함께 다룬다. 

87) 최명옥(1978)의 논의와는 달리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에 ‘ㅸ’가 존재하지 않았고 ‘ㅂ’만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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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은 음절 수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1음절 
어간과 다음절 어간의 방언 분포를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1음절 어간의 방언 분포를 먼
저 다루고, 이어서 다음절(2·3음절) 어간의 방언 분포를 다룬다. 

  1) 1음절 어간: ‘굽-’, ‘눕-’, 쉽-’, ‘춥-’, ‘돕-’

  먼저 1음절 어간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자.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살핀 후에 다른 어간
과 구별되는 ‘굽-’, ‘눕-’, ‘돕-’의 분포를 다루고자 한다. 아래 (54)에는 ‘굽-’과 ‘춥-’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문헌에서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55)와 〈지도 15〉는 그 방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54) 굽(⽉釋 2:9b) 구(⽉釋 21:54a) 구워(飜朴 5a) 구어(諺胎 72b) 치(⽉釋 9:23b) 치워
(杜詩初 8:34a) 춥다(韓佛 609) 

(55) ㄱ. 춥-/추우-: 춥/추따, 춥/추꼬, 추우면/추:면(평안, 황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북 북
부, 경남 서부, 제주)

ㄴ. 춥-: 춥/추따, 춥/추꼬, 추부면(함경, 경북 영양·영덕·청송·영일·의성·금릉·선산·군위·영천·성
주·칠곡·고령·달성·청도·경산·월성, 경남 거창·합천·창녕·밀양·울주·의령·진양·의창·양산·
사천·고성·통영)

위의 (54)에서 확인되듯이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은 중세국어 시기에 어간말에 ‘ㅸ’을 가
졌었지만 ‘ㅸ＞w’의 변화 이후에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자음 어미 앞에서는 
‘ㅂ’ 말음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ㅜ’ 말음으로의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

하였다는 논의 중에서 이숭녕(1954/2011: 578-585)이 있다. 이는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에 분
포하는 방언형들의 대비를 통해서 ‘ㅂ’가 모음 간 유성음화를 겪은 것이 중세국어의 ‘ㅸ’라 본 
것이다. 즉 이에 따르면 고대국어에는 ‘ㅸ’가 없었고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이 가장 이전 시기의 
어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명옥(1978)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에 ‘ㅸ’나 ‘ㅿ’를 가졌
던 단어들 중 일부가 동남방언에서 마찬가지로 ‘ㅸ＞w’ 또는 ‘ㅿ’의 비음운화를 겪은 어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동남방언에도 ‘ㅸ’와 ‘ㅿ’가 음소로서 존재하였다고 보았다. 본고
에서도 최명옥(1978)의 주장을 따르지만, 그렇다면 동남방언에서 ‘ㅸ＞ㅂ’ 및 ‘ㅿ＞ㅅ’의 변화
는 모음 간 무성음화의 결과일 것인데 이 변화가 음성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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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에는 그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
다. (55ㄱ)에서 확인되는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은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을 제
외한 방언에 분포하는데, 〈지도 15〉에 
‘우’로 표시하였다. (55ㄴ)에서 확인되
는 ‘ㅂ’ 규칙 활용은 〈지도 9〉에 ‘ㅂ’으
로 표시하였는데, ‘ㅸ＞ㅂ’의 변화를 겪
은 것으로 동북방언, 경북방언, 경남 
동부방언에 주로 분포한다. 
  한편 ‘굽-’과 ‘눕-’은 위의 (55)와 같
이 동부방언에서는 ‘ㅂ’ 규칙 활용, 서
부방언에서는 ‘ㅂ’ 불규칙 활용을 보인
다는 점은 같지만, 다음 (56)에 언급된 
지역에서 후음 또는 ‘ㅜ’ 말음 어간으
로 재구조화된 예를 보인다.

(56) ㄱ. -: 누찌, 누어서/눠:서(평북, 경기 연천·파주·포천·강화·고양·양주·가평·양평·화성·이천·여
주·평택, 강원 춘성·홍천·양양·평창·명주·영월·삼척, 경남, 전남, 전북 임실·순창·남원, 
충남(예산·공주 제외), 충북 진천·음성·청원·단양·괴산·보은·옥천)

ㄴ. 눟-: 누치, 누어서/눠:서(충남 예산·공주, 전북 무주·김제·익산, 충북 영동, 강원 화천·정선)
ㄷ. 누-: 누지, 누어서/눠:서(경기 김포, 전남 장흥, 전북 장수)

       * ‘춥-’의 경우 경기 광주에서 ‘추-’로 재구조화된 예가 있음. 

(56ㄱ)과 같은 패러다임은 경북을 제외한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된다. 이는 ‘ㅂ’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ㅂ’ 규칙 활용이 주로 확인되는 경북 방
언에서 (56ㄱ)과 같은 예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 형성 과정도 다음과 같이 ‘ㅂ’ 불규칙 
활용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눕찌, 눕꾸’ 등에서 어
간말 자음 ‘ㅂ’가 탈락하여 ‘누찌, 누꾸’가 나타나고 ‘누워서’와 같은 모음어미와의 결합

<지도 15〉 1음절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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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는 활음 탈락으로 ‘누어서’와 같은 예들이 나타나면, ‘누찌, 누어서’는 곧 ‘ㆆ’ 말음 
어간이 된다. 특히 김현(1999)에 따르면 근대국어 이후에 ‘uwə’를 강하게 회피하는 양상
이 확인되므로 ‘굽-’이나 ‘눕-’과 같은 ‘ㅂ’ 불규칙 용언은 문헌에서도 ‘구워’, ‘누워’보다
는 ‘구어, 누어’ 쪽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이는 특정 방언의 현상이 아니라 
1음절 ‘ㅂ’ 불규칙 용언 중 ‘ㅜ’를 어간 모음으로 갖는 용언들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이라
고 하겠다.
  (56ㄴ)은 ‘ㅎ’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인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88) 김현
(2001: 108-109)에서는 이와 같은 ‘ㅎ’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청자의 재분석 과
정에서 모음 어미 및 매개모음 어미와의 결합형 ‘누워~누어~눠:’로부터 ‘ㅎ’ 말음을 재분
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56ㄴ)과 같은 패러다임이 현
재 분포하는 지역은 이전 시기에 (56ㄱ)과 같은 패러다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현재 (56ㄱ)과 같은 패러다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북한 방언의 경우 (56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56ㄷ)은 ‘ㅜ’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는데, 이는 모음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 ‘누-’
로 유추적 평준화를 겪은 예이다.89) 
  다음으로 아래 (57)과 〈지도 16〉에는 ‘돕-’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다. 

(57) ㄱ. 돕-/도우-: 돕꼬, 도우니까, 도와서/도아서(평안,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서부, 전남, 제주, 
경북 문경·예천·안동·영양·영덕·상주·금릉·선산·성주·칠곡·경산·영일, 경남 합천·
산청·창녕·사천·의창)

ㄴ. 돕-: 돕꼬, 도바(함경)
ㄷ. 도우-: 도우고, 도우니까, 도워서/도와서/도아서(충북 옥천, 전북 진안, 전남 신안·무안·승

주, 경북 영풍·봉화·울진·청송·영천·월성·고령·달성·청도, 경남 거창·함양·밀양·울주·양
산·김해·의령·함안·진양·고성·거제·남해·하동)

ㄹ. 도웁-/도우-: 도웁꼬, 도우니까, 도와서(충북 제천·단양, 충남 대덕, 전북 익산·무주·임실·장
수·순창, 전남 나주·구례, 경북 의성) 

88) 《지역어》에서는 (55ㄴ)에 언급한 지역 외에도 강원 양양·인제, 충북 옥천, 전남 보성에서 ‘ㅎ’ 
말음 어간이 나타난다.  

89) 4.1.2에서는 (56ㄷ)과 같이 용언에서 유추적 평준화를 겪은 예들을 모아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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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와-: 도와고, 도와니깨, 도와서(경남 통영)  

  
‘돕-’은 다른 1음절 ‘ㅂ’ 불규칙 활용 
어간들과 달리, ‘ㅂ’가 말음으로 실현
되는 지역은 함경도뿐이고 그 외 다
른 지역은 모두 ‘ㅂ’가 실현되지 않는
다(57ㄱ, 57ㄴ). 
  (57ㄷ)∼(57ㅁ)의 예들은 모두 평준
화를 겪은 것으로 4.1.2에서 후술할 
것이다. (57ㄷ)은 ‘도우-’로, (57ㄹ)은 
‘도웁-/도우-’로, (57ㅁ)은 ‘도와-’로 
어간이 재구조화되었다. 특히 (57ㄹ)
과 같은 예는 ‘맵-’의 경우에도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전남의 일부 지역
에서 확인된다.90) 

 

2) 다음절 어간: 가깝-, 더럽-, 두껍-, 무섭-, 마렵-, 부럽-, 사납-, 어렵-, 아름답-, 부끄
럽-, 부드럽-

  2음절과 3음절 ‘ㅂ’ 불규칙 활용 어간들은 ‘부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분포 양상이 
유사하다.91) 본고에서는 ‘부럽-’의 방언형 중 ‘붋-’은 과도 교정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90) 구체적으로 ‘매웁다, 매운, 매와서’와 같은 활용 패러다임이 분포하는 지역은 경기 고양·양주·
화성·평택, 충남 서산·당진·홍성·예산·보령·청양·부여·논산, 전북, 전남 영광·담양·함평·광산·무안·
나주·영암·해남·완도에 해당한다. 

91) ‘사납-’의 경우 ‘사무랍-, 상거랍-, 괄-’, ‘부랑하-’와 같은 형용사들로 조사된 지역이 경상방
언에 주로 있으며 ‘고약하-’ 등의 형용사로 조사된 지역은 전남 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 

〈지도 16〉 ‘돕-’의 방언 분포 



- 69 -

판단하고 5.2.1에서 후술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럽-’을 제외한 어간들의 방언 분포
를 보일 것인데 아래 (58)과 같다.

(58) ㄱ. 무섭-/무서우-: 무섭따, 무서운, 무서워서(평안, 황해, 경기, 강원, 경북 영풍·봉화·울진·문
경, 경남 거창·하동·진양·사천·남해·거제, 충청, 전라, 제주)

    ㄴ. 무섭-: 무섭따, 무서분, 무서버서(함경, 경상(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 경남 거창·하동·진
양·사천·남해·거제 제외)) 

(58ㄱ)은 ‘ㅂ’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이고 (58ㄴ)은 ‘ㅂ’ 규칙 활용 패러다임이다. 서부방
언을 중심으로 (58ㄱ)이, 동부방언을 중심으로 (58ㄴ)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다. 1음절 
어간의 분포와 비교해 보면 (58ㄴ)이 분포하는 지역이 1음절 어간에 비해 조금 더 넓다
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이들 어간에는 ‘ㅎ’ 말음이나 모음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는 없지만, (57)
의 ‘도웁-’과 같은 예들이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데 다음 (59)와 같다.

(59) 어려웁- (충남 보령·논산, 충북 옥천), 가까웁-/가차웁-(경기 고양, 충남 보령, 전남 함평), 두
꺼웁-(경기 고양), 무서웁-(충남 논산), 부러웁-(경기 고양·광주, 전남 신안, 충남 논산), 사나
웁-(경기 고양, 충남 보령, 충북 음성), 아름다웁-(전북 고창)

위의 (59)에서 확인되듯이 경기 고양, 충남 논산에서 특히 이러한 방언형이 여럿 확인된
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돕-’, ‘맵-’과 함께 서부방언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3.2.2 비음 말음 어간 

  3.2.2.1 ‘ㄴ’ 말음 어간 

  ‘ㄴ’를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는 ‘신-’과 ‘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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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시너(杜詩初 3:27b) 신고(杜詩初 7:21b) 안아(⽉曲 21a) 
(61) ㄱ. 신-: 신꼬, 신으니, 신어서 (전 지역) 

ㄴ. 신-: 신고, 신으니, 신어서 (함북, 경기 양주, 충북 진천·음성·제원, 충남 천원·예산·홍성, 
경북 안동·의성·청송·영덕·영일·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월성, 경남 거창·합천·울주·함
양·진양·함안·의창·김해·양산·고성·남해·통영·거제, 제주)

(60)에서 확인되듯이 ‘신-’과 ‘안-’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ㄴ’ 말
음을 어간말에 유지한다. (61ㄱ)은 어간말 ‘ㄴ’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 
어미의 두음이 경음화되는 예이며 이는 (61ㄴ)이 분포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나타난다. 
  (61ㄴ)은 ‘신-’과 ‘안-’ 중 하나 이상의 어간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을 제시
한 것인데, ‘신-’과 ‘안-’ 모두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이들 중 경북 영덕·경
산, 경남 진양·김해, 제주이다. 
  한편 ‘안-’의 경우는 다음 (62)와 같이 ‘ㅁ’ 말음으로 재구조화되는 경우가 있다. 

 (62) 암-: 암넌다, 암아(경남 의령·진양·김해·사천·고성92))

위의 (62)에는 ‘안-’이 ‘암-’으로 재구조화된 예를 제시하였다. ‘ㄴ’ 말음인 ‘안-’이 선행
하고 그로부터 ‘ㅁ’ 말음인 ‘암-’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들 ‘ㄴ’ 말음 어간에 대해서는 
문헌 자료에서도 ‘ㅁ’ 말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정경재 2015: 81-82), ‘ㅁ’ 말음 어간이 
‘ㄴ’ 말음으로 재구조화되는 예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이 ‘암-’으로 재구조화되었을까? 음운론적으로는 ‘ㄴ’가 
‘ㅁ’로 교체될 이유가 없다. 재분석의 관점에서는, ‘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
와 결합하면 연구개음화를 겪어 ‘앙꼬~앙고’가 되는데, 이때 화자들이 첫음절의 ‘앙’을 
‘암’으로 재분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암-고’ 역시 연구개음화를 겪으면 ‘앙꼬~앙고’의 발
화형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이 지역에서 ‘암-’으로의 재분석이 일

92) 경남방언연구보존회 편(2017: 19)에 따르면 ‘암다’를 사용하는 지역은 경남 거제·고성·김해·마
산·사천·산청·의령·진주·진해·창녕·창원·통영·합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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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이유나, 재분석한 어간이 ‘ㅁ’ 말음 어간인 까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3.2.2.2 ‘ㅁ’ 말음 어간

  ‘ㅁ’ 말음 어간으로는 ‘감-(洗)’, ‘담-’, ‘다듬-’, ‘삼-(絘)’, ‘심-’ 등이 있다. 이들 어간 
중에서 ‘심-’은 중세국어 시기 특수 어간 교체를 하였으므로 그 분포를 따로 보이고 그 
외 네 어간에 대해서 문헌 자료에서의 예를 다음 (63)에, 방언형과 그 분포는 ‘감-’을 대
표로 하여 (64)에 제시하였다. 다만 (64ㄷ)은 ‘담-’의 방언형이다. 

(63) 마(釋譜 9:22b, 23a) 다(⽉釋 2:28b) 
(64) ㄱ. 감-: 감꼬, 감으니, 감아서(전 지역)

ㄴ. 감-: 감고, 감으니, 감아서(함북, 경북 의성·영덕·영천, 경남 밀양·진양·함안·의창·김해·고성·
남해·통영·거제, 전남 장흥, 제주)

ㄷ. 담ㅁ-: 담꼬, 담마(담-, 경북 영덕·월성·영일) 

(63)에서 ‘ㅁ’ 말음 어간이 중세국어 시기부터 ‘ㅁ’ 말음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64
ㄱ)은 ‘ㅁ’ 말음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두음이 경음으로 
교체되는 예이다. 이는 (64ㄴ)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에서 확인된다. (64ㄴ)은 이러한 경
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인데, 위의 ‘ㄴ’ 말음 어간과 마찬가지로 경북과 경남의 일부 지
역 및 제주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또한 (64ㄷ)은 최명옥(1980: 230)의 예인데 경북 영덕·월성·영일 등에는 ‘ㅁ’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ㅁㅁ’으로 재구조화된 예가 존재한다. 이는 ‘담-’의 모음 어미 결합형 ‘다
마’ 등의 첫음절에 ‘ㅁ’가 첨가된 예이다. 이러한 예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찾을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주머니’의 방언형으로 《지역어》에서는 줌머니(경기 연천), 줌밍이(경북 영
덕) 등이 확인된다.
  한편 ‘심-’의 경우는 중세국어 시기 자음이나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시므-’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로 특수 어간 교체를 하던 어간이었는데 방언형에도 그 사실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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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아래 (65)를 보자. 

(65) 시므며(釋譜 20:40a) 심거(釋譜 21:48b) 심어(易諺 1:22b) 

‘심-’은 중세국어 시기 (65)과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는 ‘-’,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므
-’로의 교체를 보이고, 18세기에 이르러 모음 어미 앞에서 ‘시므-’로 평준화된다. 이후 
이 ‘시므-’가 ‘심-’으로 재분석된 것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20세기 이후의 일이
라 하겠다.
  다음 (66)과 〈지도 17〉에는 ‘심-’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다. 방언형이 매우 다양하지
만 (66ㄱ)~(66ㅁ)까지는 ‘심-’류 어간이고 (66ㅂ)~(66ㅈ´)까지는 ‘숨-’류 어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밑줄은 《지역어》). 〈지도 17〉에는 편의상 남한 방언의 
예만을 제시하였다.
 
(66) ㄱ. 시무-/: 심거서, 시무는게 (함북)  

ㄴ. 시무-: 시문다, 시무고 (함북, 평북, 강원 양양·횡성·삼척, 경북 예천·상주·영덕·경산·영천, 
경남 산청·통영, 전남 광산·광양) 

ㄷ. 심-: 심따, 시머 (평안, 황해, 강원 화천·양구·인제·춘성·홍천·평창·명주·정선, 경기(옹진·여주 
제외), 경남 거창·합천·밀양·의창·사천·남해, 전북 옥구·익산·완주·진안·무주·김제·부안·
정읍, 충남(대덕 제외), 충북(보은·옥천 제외)

ㄹ. 심그(싱그-): 싱근다, 싱그지 (황해, 제주)
ㅁ. 심구(싱구-): 싱군다, 싱궈~싱거 (평북, 강원 원성·영월, 경기 여주, 경북 달성, 전남 영

암93)·강진·장흥·고흥, 충남 대덕, 충북 보은·옥천)
ㅂ. 수무-: 경북 안동·영일
ㅂ´. 수뭏-: 경북 청송 

93) 이진숙(2017)은 전남 영암 지역어에서 성별과 세대 변인에 따른 ‘심-’의 변이형 사용 양상을 
관찰하였다. (66)을 보면 전남 방언에서는 주로 ‘숨-’ 계열의 방언형이 조사되었지만 전남 영
암·강진·장흥·고흥에서는 ‘심구-’가 조사되어 다른 전남 지역어와 차이를 보인다. 이진숙(2017)
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화자들은 ‘숭구-’(여성), ‘심-’(남성)을 사용하였고 60대 이하의 화자들
은 ‘심-’(여성), ‘숨-’(남성)을 사용함으로써 세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서로 다
른 지역 방언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심-’의 방언형들이 영암 지역어에 유입된 이후 사회 방언의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서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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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숨-: 숨는다, 숨어서 (강원 철원, 전북 임실·고창, 전남 장성·곡성·화순)
ㅇ. 숨ㄱ-(숭ㄱ-): 숭:뜨라, 숭거따(전남 영암·신안)
ㅈ. 숨구-(숭구-): 숭군다, 숭거 (강원 고성, 경북(예천·안동·상주·영덕·영일·경산·영천·달성 제

외), 경남 창녕·울주·함양·의령·하동·진양·함안·김해·양산·고성, 전남 영광·담
양·구례·함평·무안·나주·승주·해남·보성·여천·완도, 전북 장수·순창·남원)

ㅈ´. 숭궇-: 경북 청송

먼저 (66ㄱ)의 ‘시무-/-’은 중
세국어의 교체 양상을 그대로 따
르고 있는 것이다. 즉 모음 어미 
앞에서는 ‘-’, 자음 어미 앞에서
는 ‘시무-’로 그 어간 교체형이 
바뀐다. 함북 방언에서 주로 확인
된다. 이어서 (66ㄴ)의 ‘시무-’는 
중세국어 시기 자음이나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의 이형태 ‘시므-’로 
평준화된 것이며, 강원과 경북 방
언에 주로 분포한다. 
  (66ㄷ)은 ‘시므-’로부터 ‘심-’으
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방언과 전북, 경남의 일부 지

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즉 ‘시므-’의 모음 어미 결합형인 ‘시머’ 등에서 어간을 ‘심-’으
로 재분석한 것이다.94)

  (66ㄹ)과 (66ㅁ)은 중세국어 시기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 ‘-’로부터 형성된 방언형들
이다. 이들은 황해도 방언 및 충남 이남의 남부 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 먼저 (66ㄹ)은 

94) 곽충구(1994b: 575-576)에서도 ‘시므-’로 일차적인 어간 교체형의 단일화를 이룬 다음 ‘-아’
계 어미 및 ‘-으’계 어미와의 통합형이 ‘심-어서’, ‘심-으니’로 오분석됨으로써 ‘심-’으로 재구
조화된 것이라 하였다. 

〈지도 17〉 ‘심-’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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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방언과 제주도 방언의 예로, 모음 어미 결합형 ‘심거’ 등의 어간을 ‘심그-’로 재
분석하고, 여기에 연구개음화를 겪어 ‘싱그-’가 형성된 것이다. (66ㅁ)은 ‘심구(싱구-)’인
데 이는 ‘심그-’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95) 
  (66ㅂ)~(66ㅈ′)의 예들은 모두 첫음절의 모음이 ‘ㅜ’인 것으로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
지만 충청 이남의 남부 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언형들을 살
펴봤을 때 ‘시므-~심ㄱ-’과 ‘수므-~숨ㄱ-’이 쌍형어처럼 존재했었고 ‘수므-~숨ㄱ-’은 남
부 방언을 중심으로 있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이때 어간 첫음절의 모음이 ‘ㅜ’로 
재구조화된 까닭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시무-’의 두 번째 음절 ‘ㅜ’에 첫음절의 모
음 ‘ㅣ’가 동화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96)

  그렇게 보면 (66ㅂ)의 ‘수무-’, (66ㅅ)의 ‘숨-’은 ‘시무-’, ‘심-’에 대한 설명과 평행하
게 ‘수무-’는 자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으로 평준화되고, 이어서 ‘숨-’은 
모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으로 어간의 기저형이 재분석된 것으로 설명된다. (66ㅇ)의 ‘숨
ㄱ-’ 또한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인 ‘숨거’로부터 ‘숨ㄱ-’이 재분석된 것인데 《자료집》에서
는 보이지 않고 《지역어》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나 곽충구(1994b: 574-575)의 예에도 
‘숨ㄱ-’이 나타나므로, 《자료집》의 조사 시기에도 ‘숨ㄱ-’과 같은 어간이 전남 방언을 중
심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66ㅈ)의 ‘숨구-’는 남부 방언의 대부분에 분포한다. ‘싱구-’와 달리 현재로서
는 ‘숨그-’가 확인되지 않지만 ‘- ＞ 숨그- ＞ 숨구-’의 변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숨그-’로의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에서 ‘숨구-’로의 재구조화
는 가능한데 곽충구(1994b: 575)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다. 즉 ‘-으면’과 같은 ‘-으-’
계 어미와의 통합에서 어미의 두음 ‘으’가 어간의 일부를 형성하면서 ‘숭그- ＞ 숭구-’로 
부분적인 재구조화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는 즉 ‘숨그면’과 같은 활용형이 먼저 ‘숨구

95) 경기 옹진, 전남 신안에서는 ‘심-’의 방언형으로 ‘싱기-’가 나타난다. ‘싱그-’에서 변화한 것이
거나 피동사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만으로는 정확
한 판단이 어려워 판단을 유보한다.

96) 김세환(2012: 93 각주 93)에서는 ‘심-’계로부터 ‘수무-’계가 발달한 것은 원순모음화에 있다
고 보았는데, 즉 ‘시므-’에서 원순모음화에 의하여 ‘시무-’가 되고 제1음절의 모음도 원순모음
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수무-’계로부터 ‘시무-’계가 발달했을 가능성은 적
다고 판단하는데 그 까닭은 음운론적으로 ‘수무-’로부터 ‘시무-’로의 발달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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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교체되고 이로부터 ‘숨구-’를 재분석해 다른 어미와의 교체형 또한 ‘숨구-’로 점
차 확대된 것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66ㅂ′)의 ‘수뭏-’, (66ㅈ′)의 ‘숭궇-’은 모두 ‘ㅎ’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것이며 제시한 예는 김세환(2012)의 것이다. 이와 같은 ‘ㅜ’ 말음 어간의 ‘ㅎ’ 말음으로
의 재분석은 경북 동해안 지역을 포함하여 경북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김현 2001: 
93-94, 김세환 2012: 89).97)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심-’의 방언형은 각 어미 앞의 활용형들이 모두 재분석의 근
거가 되어 새로운 방언형들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3.2.3 유음 말음 어간

  이제 유음 즉 ‘ㄹ’를 말음으로 갖는 용언 어간에 대한 방언형과 그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음 말음 어간은 ‘길-(⾧), 깔-, 끌-(牽),98) 돌-(週), 
드물-(稀), 들-(擧), 만들-,99) 말-(捲), 매달-, 물-(嚙), 빨-(濯), 살-, 알-(知), 얼-, 열-(開), 
울-, 일-(淘), 졸-,100) 틀-, 팔-(賣)’ 등이다. 이들은 ‘길-’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문헌에
서의 예를 아래 (67)에, 방언형과 분포는 (68)과 〈지도 18〉에 보였다.101)  

(67) 기르시며(⽉釋 2:40a) 기니(救簡 1:9b) 드므더시다(內訓 ⼆上: 45b) 드므도다(杜詩初 22:1b)

97) 4.3.2에서는 ‘ㅎ’ 또는 ‘ㆆ’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을 보이는 용언의 예들을 함께 다룬다. 
(66ㅂ′), (66ㅈ′)와 같이 경상 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예들과 전국에서 확인되는 예들을 모
두 살펴보았다. 

98) ‘끌-’(牽)은 그 전파와 관련해 방언 접촉형들을 확인할 수 있어 5.2.2.2에서 다룬다. 
99) ‘만들-’의 경우 방언형에는 크게 ‘맨들-’류와 ‘맹글-’류가 있지만 그 말음의 형성에는 큰 차이

가 없어 함께 다루었다. ‘-’과 ‘-’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쌍형어였다.
100) 졸-’의 방언형은 ‘졸-’, ‘자울-’, ‘자불-’, ‘자부랍-’ 등으로 다양하지만 역시 전반적인 ‘ㄹ’ 

말음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그 개별 어간의 양상을 이 글에서 따로 다
루지는 않는다. ‘졸다’, ‘졸음’, ‘졸리다’의 방언형과 그 분화에 대해서는 성은실(2013)을 참조
할 수 있다.

101) 《자료집》의 표제어 중에서 ‘ㄹ’를 말음으로 갖는 어간에는 ‘그을-’, ‘달-(請)’도 있지만 ‘그을
-’의 경우 방언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함께(‘끼-’, ‘오르-’, ‘묻-’등) 나타나므로 ‘ㄹ’ 말음 어간
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 제외하였으며, ‘달-’의 경우 ‘달라고 하-’, 
‘다오’, ‘달래’ 등 일부 활용형으로만 쓰이므로 그 말음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어려워 제외하
였다. 이상신(2010)에서 남부 방언의 ‘달라’와 ‘다오’의 분포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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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內訓 ⼆下: 46b)
(68) ㄱ. 길다, 길고, 길지, 긴, 기러야 (평안, 황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 

ㄴ. [ㄷ, ㅈ 앞에서 탈락] 기다, 길고, 기지, 기러야 (함경, 강원 인제·삼척, 경북, 경남 창녕·밀
양·울주·함양·산청·의령·진양·의창·김해·양산·사천·남해, 전남 영광102))

ㄷ. [ㄱ, ㄷ, ㅈ 앞에서 탈락] 기다, 기고, 기지, 기러야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예천·안동·선
산·군위·영일·성주·칠곡·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

ㄹ. [ㄱ, ㄷ, ㅈ, ㅁ 앞에서 탈락] 무지, 무더라, 무먼, 무러 (경북 영풍·봉화·예천·청송·영덕·영일·
경산·영천·달성·청도·월성)

위의 (67)에는 ‘ㄹ’ 말음 용언 어간의 
중세국어 시기의 예를 보였다. 중세국
어 시기 용언의 ‘ㄹ’ 말음은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치음과 설음 즉 ‘ㄴ, 
ㄷ, ㅅ, ㅈ, ㅿ’인 경우에 탈락하였고 
‘ㄹ’에 후행하는 ‘ㄱ’는 ‘ㅇ[ɦ]’로 약화
되었다.
  현대국어 방언에서 용언 어간말의 
‘ㄹ’는 중부방언, 서북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을 기준으로 하면 ‘ㄴ’, ‘ㅅ’ 
등과 같은 [+설정성] 계열의 자음 앞에
서 탈락하고 그 외 자음 앞에서는 탈
락하지 않는다(68ㄱ). 그런데 동북방언, 
동남방언 및 동남방언의 인접 지역에서
는 사정이 다르다. (68ㄴ)에서처럼 ‘ㄷ’

와 ‘ㅈ’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ㄹ’가 탈락하고,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는 ‘ㄱ’ 앞에서도 
‘ㄹ’가 탈락하는 양상을 보이며(68ㄷ), 특히 ‘드물-’과 ‘물-’의 경우 (68ㄹ)에서처럼 ‘ㅁ’ 앞에

102) 용언 어간 ‘알-’의 경우 ‘ㅈ’ 앞에서 ‘ㄹ’가 탈락하여 활용형이 ‘아:지’로 나타나는 지역은 전
남 장성·해남, 전북 임실·장수, 충북 영동이며 용언 어간 ‘질-’의 경우 ‘ㄷ’ 앞에서 ‘ㄹ’가 탈
락하여 ‘지:다’로 나타나는 지역은 전남 광산·고흥이다. 

〈지도 18〉 용언 어간말 ‘ㄹ’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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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ㄹ’가 탈락한다.103) (68ㄴ)처럼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가 탈락하는 양상은 중
세국어의 것과 같으므로 이전 시기에는 (68ㄴ)과 같은 양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는데 점
차 (68ㄱ)과 같이 그 탈락 환경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ㄱ, ㅁ’ 앞의 유음 탈락(68ㄷ, 68ㄹ)에 
대하여 이병근(1981: 237)에서는 형태론적 규칙이라 하였고, 이진호(2009: 141)에서는 
최현배(1929: 107)에서 ‘비면(빌+면), 가면(갈+면)’ 등을 제시한 것을 들어 이 현상이 현
대국어 시기 또는 그에 가까운 시기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곧 ‘ㄱ’나 
‘ㅁ’ 앞에까지 유음 탈락이 확장된 데에 어떤 음운론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까지 유추된 결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르면 적어도 동남방언에
서의 유음 탈락은 20세기 전기에 이와 같은 유추를 겪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104) 
  한편 ‘일-(淘)’의 경우 여타의 ‘ㄹ’ 말음 어간과는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방언형을 보인
다. 

(69) ㄱ. 일-: 인:다, 이러따 (강원, 경기, 충청, 경북 청송·성주·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월성, 경남, 
전북 옥구·익산·완주·진안·무주·부안·장수·고창·순창·남원, 전남 곡성·함평·광산·신안·나
주·승주·광양·강진·보성·고흥·여천, 제주)

ㄴ. 이르-/이리-/이루-: 이룬다, 이린다, 이른다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예천·안동·영양·상
주·의성·영덕·금릉·선산·군위·영일, 전북 김제·정읍·임실, 전남 영광·장
성·담양·구례·무안·화순 영암·진도·장흥)

ㄴ´. 일르-: 일른다, 일뤄 (강원 홍천, 경기 김포·시흥, 경북 칠곡)
ㄷ. 잃-: 일른다, 일쿠, 일치 (경기 파주·안성, 충북 진천, 충남 부여·서천)
ㄹ. 일구-: 일군다, 일거따 (경기 고양)

103) ‘드물-’의 경우 경북 영풍·안동·군위·성주·칠곡·경산·영천·고령·월성, 경남 산청·고성·남해에서 
‘드무고, 드무지, 드무더라, 드무먼’과 같은 활용형이 확인된다.

104) 동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용언 어간말 유음이 탈락하는 환경을 다음과 같
이 논의한 바 있다. 백두현(1992: 365-366)에서는 영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문헌어에서, 용언 
어간말의 ‘ㄹ’가 ‘ㄷ’, ‘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은 16세기 초 이래 20세기까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ㄷ, ㅈ’ 앞에서 ‘ㄹ’가 탈락하지 않는 현상이 시작된 시기는 20세기 전기라고 하였
다. 최명옥(1980: 153)과 최명옥(1982: 157)에서는 각각 경북 영덕과 월성의 공시적인 자료
를 바탕으로, 이들 방언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어미 앞에서 어간말의 ‘ㄹ’를 탈락시킨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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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건지-: 일건진다, 일건저따 (경남 의령·함안·의창, 전남 영암·진도·강진·완도)

(69ㄱ)은 ‘일-’이 어간말에 ‘ㄹ’를 갖고 있는 예인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된다. (69
ㄴ)의 ‘이르-/이리-/이루-’는 그 분포 지역이 경북과 전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69ㄴ´)의 
‘일르-’와 (69ㄷ)의 ‘잃-’은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또한 (69ㄹ)의 ‘일구-’는 경기 고양에서
만 확인된다. 
  (69ㄴ)~(69ㄹ)을 보면 ‘일-’의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어형을 ‘*이륵-’으로 재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ㄱ(ɣ)’은 방언에 따라 탈락하기도 하고 ‘*ɣ＞ㅎ’의 변화를 겪
기도 하며 ‘*ɣ＞ㄱ’로 변화하기도 한다. 방언에 (69ㄷ)과 같은 ‘ㅀ’ 말음 어간만 있다면 
‘일른다, 이러’와 같은 활용형들로부터 ‘ㅀ’ 말음을 재분석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69
ㄴ)과 (69ㄴ´)의 ‘이르-’, ‘일르-’ 및 (69ㄹ)의 ‘일구-’를 보면 그 어간을 ‘*이륵-’으로 재
구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69ㅁ)의 ‘일건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일-’과 ‘건지-’가 
혼효된 어형이 아닐까 한다. 경남과 전남의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3.2.4 ‘ㅅ’ 말음 어간 

  3.2.4.1 ‘ㅅ’ 규칙 용언 

  규칙 용언 가운데서 ‘ㅅ’를 말음으로 갖는 어간에는 ‘벗-’, ‘빗-(梳)’, ‘솟-’, ‘웃-’, ‘씻-
(洗)’이 있다. ‘벗-’, ‘빗-’, ‘솟-’, ‘웃-’의 경우 전 지역에서 ‘ㅅ’를 말음으로 갖지만, ‘씻
-’의 경우는 그 어간 말음이 다양하므로 그 분포를 별도로 살펴본다.105) 
  다음 (70)은 ‘ㅅ’ 말음 규칙 용언 어간의 문헌에서의 예이다. 

(70) ㄱ. 벗고(楞嚴 4:8a) 버서(⼩諺 6:19a) 소사(⽉印 上:11a) 빗(杜詩初 7:12a) 비서라(飜朴 
44a) 니다(⽉印 上:61a) 우늘(釋譜 6:35a) 우스며(杜詩中 15:53a)

105) 《자료집》에서는 ‘벗-’만이 조사되었으므로 ‘빗-’, ‘솟-’, ‘웃-’의 분포는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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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싯고(釋譜 11:25a) 슨(救⽅ 下:85a) 서(蒙⽼ 2:6b) 스저(六祖 上:15b) 스주니(杜詩初 
8:28b) 橐⼦ 서(⼥四 2:32a) 씻츨 때에(신학월보 5:201)

(70ㄱ)에는 ‘씻-’을 제외한 어간들의 예를, (70ㄴ)에는 ‘씻-’의 예를 보였다. (70ㄱ)을 보
면 ‘웃-’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세국어 시기부터 ‘ㅅ’ 말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106) 
‘웃-’은 16세기까지 ‘ㅿ’을 말음으로 가졌지만 16세기 이후에는 ‘ㅅ’ 말음을 갖게 되었
다. 중세국어 시기에 ‘ㅿ’을 말음으로 가졌던 어간들이 ‘ㅿ’의 비음운화 이후 불규칙 활용 
어간이 된 것과는 상반되는 변화이다. 
  (70ㄴ)에는 ‘씻-’의 문헌에서의 예를 보였는데 후기중세국어 시기 문헌에서는 ‘싯-(洗)’
과 ‘슺-(拭)’이 확인된다. ‘싯-’은 어두경음화를 겪어 ‘-’, ‘씻-’에 이어지고, ‘슺-’은 ‘싯
-’과 유의어 관계로 주로 ‘닦-’의 의미로 쓰인다. 18세기에는 ‘-’ 또한 확인되므로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도 나타난다. 또한 20세기 초에는 문헌어에서도 ‘씿-’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되는 예가 많지는 않다. 
  아래 (71)에는 ‘씻-’을 제외한 어간들의 방언 분포를 ‘벗-’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나타
냈으며 (72)와 〈지도 19〉에는 ‘씻-’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다. 

(71) 벗-: 벋꼬, 버서 (전 지역107)) 
(72) ㄱ. 씻-: 씯/씨꼬, 씨서 (경기, 충북 충주·제천, 경북 영풍)

ㄴ. 씿-: 씯/씨고, 씨처 (함경, 평안, 황해, 강원 철원·고성,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전북, 
전남(승주·광양·여천 제외), 경남 창녕, 제주)

ㄷ. 앃-: 씨코, 씨어 (강원 양구·인제·양양·횡성·평창·정선·영월·원성·홍천, 충북 단양, 경북 봉
화·영양·문경·예천·상주)

ㄹ. -: 씨꼬, 씨어 (강원 화천·명주·삼척, 충북 음성·괴산, 경북 영양·영덕·군위·울진·영일) 
ㅁ. 씪-: 씯/씨꼬, 씨꺼 (경북 의성·청송·금릉·성주·영천·경산·달성·월성, 경남 창녕 제외 전 지

역, 전남 승주·광양·여천, 전북 장수) 

106) ‘벗-’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중세국어 시기에 ‘밧-’도 있었는데(밧고<⽉曲 130>, 바니라 
<杜詩初 21:37>) 이후 ‘벗-’만이 쓰이게 되었다. 

107) 《자료집》에 따르면 경북 월성에서는 ‘벚-’도 확인된다. 이때의 ‘벚-’은 脫⽑의 의미를 나타낸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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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에서 확인되듯이 ‘벗-’, ‘빗-’, 
‘솟-’, ‘웃-’은 전 지역에서 ‘ㅅ’ 
말음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씻
-’의 방언형들이 갖는 어간말음은 
‘ㅅ’, ‘ㅊ’, ‘ㅎ’, ‘ㆆ’, ‘ㄲ’ 등으로 
다양하다. ‘ㅅ’를 말음으로 갖는 
어간은 경기와 충북 충주·제천 등
에서 확인된다(72ㄱ).108) 다음으
로 (72ㄴ)은 어간 말음이 ‘ㅊ’인 
예로 동북방언과 남한의 서부방언
(충남, 전라, 제주)에 주로 보인
다.109) 또한 ‘ㅎ’ 말음 어간과 
‘ㆆ’ 말음 어간은 강원과 경북, 충
북의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고(72
ㄷ, 72ㄹ), ‘ㄲ’ 말음 어간은 경
남, 전북 장수, 전남 승주·광양·여

천 등에서 나타난다(72ㅁ).110) 
  여기에서는 ‘씻-’의 방언형들의 기원을 하나로 재구할 만한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없으
므로 ‘씻-’과 ‘씿-’이 각각 별개의 기원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판단한다.111) 그리고 ‘앃

108) 경기 이천에서는 ‘ㅎ’ 말음이, 경기 여주에서는 ‘ㆆ’ 말음이, 경북 영풍에서는 ‘ㅊ’ 말음이 
함께 나타난다. 

109) 강원 철원, 충남 서천, 전남 보성, 제주에서는 ‘ㅊ’ 말음과 ‘ㅅ’ 말음이 공존한다. 현평효·강
영봉 편(2014) 참조. 

110) 경남 거창에서는 ‘ㅊ’ 말음과 ‘ㄲ’ 말음이 공존한다. 
111) ‘씻-’의 재구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 김현(2001: 109)에서는 

‘씻-’의 어간말음을 ‘*dzg’로 재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다만 ‘*-’과 같은 어간이 문헌
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자음군단순화의 방향이 ‘ㅺ＞ㅅ’인 예가 존재하는 것이 그 외 중세
국어 시기 ‘ㅺ’ 말음을 가진 용언 어간과 다르다는 점 등이 이러한 주장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ㅺ’를 말음으로 가졌던 용언 어간은 ‘ㅺ＞ㄷㄱ＞ㄲ’로의 변화를 겪었다). 한편 김세환(2012: 
68)에서는 경북 청송 지역어의 ‘씪-’의 ‘ㄲ’ 말음을, ‘싳+-그-’의 결합형 ‘시끄-’에서 재구조화
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ㄲ’ 말음의 직접적인 형성은 인정하지 않고 ‘ㅊ’ 말음으로부터 형성된 

-

〈지도 19〉 ‘씻-’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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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씻-’으로부터, ‘씪-’은 유의어인 ‘닦-’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
고자 한다. 
  먼저 ‘-’은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ㅅ’ 불규칙 활용 어간들은 ‘ㆆ’ 말음 어간으로 나타나므로(3.2.4.2 참조), ‘씻-’ 역시 ‘ㅅ’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에 합류되어 ‘씨꼬, 씨어서’와 같은 ‘ㆆ’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것
이라고 여겨진다. 그 후 이 ‘씨꼬, 씨어서’의 모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으
로부터 ‘ㅎ’ 말음 어간이 재분석되어 ‘앃-’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김현 2001: 109). 즉 
강원 방언과 경북 북부 방언에서 ‘씻-’은 ‘긋-(劃)’과 ‘빻-(粉)’의 이 지역 방언형들과 유
사하게 실현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경북 북부 방언에서 먼저 ‘ㅎ’ 말음 어간이 형
성되고 점차 강원 방언에까지 세력을 넓힌 것으로 판단된다.112) 이렇게 보면 본래 ‘ㅅ’ 
말음 어간 즉 ‘씻-’의 분포는 이전 시기에는 경북 북부까지로 더 넓은 분포였으리라 추
정된다. 
  마지막으로 경북 남부와 경남을 중심으로 보이는 ‘씪-’은 유의어인 ‘닦-’으로부터 감염
된 것으로 판단된다. ‘씻-’과 ‘닦-’은 유의어이고 1음절 어간이므로 형태상의 감염이 일
어날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염에 의해 형성된 어간들은 반의어 혹은 유의어 
관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4.2에서 이와 같은 예들을 모아서 살펴본다.  
 
  3.2.4.2 ‘ㅅ’ 불규칙 용언113) 

  이제 ‘ㅅ’ 불규칙 용언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고자 한다. ‘ㅅ’ 불규칙 용언은 중세국어 

것으로 본 듯하다. 마지막으로 곽충구(2015)에서는 ‘*-’으로 재구했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제
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곽충구(2015: 148 각주 23)에 따르면 鷄林類事에서도 ‘[s]’로 나타나
고 있어 ‘ㅅ’ 말음 어간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2) 3.2.4.2와 3.2.7 및 5.2.2.2에서 후술하겠지만 본고에서는 ‘긋-’과 ‘빻-’의 방언형 가운데 
‘ㅎ’ 말음인 ‘긓-’과 ‘빻-’이 모두 방언 접촉에 의해 경북 북부에서 형성되어 북상하였다고 보
고 있다. 

113) ① 3.2.4.2의 내용은 김수영(2019)를 바탕으로 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② 방언 음운론 
및 형태론에서는 논의에 따라 ‘ㅅ’ 불규칙 용언을 ‘ㆆ’ 말음 어간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ㅿ’의 변화에 따른 방언 분포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ㅅ’ 불규칙 용언으로 분류하
여 다루었다. 즉 본고에서는 ‘ㆆ’을 어간말 음소로 인정하지만 이는 변화의 결과로 판단하며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 3장에서의 어간 분류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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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어간말음에 ‘ㅿ’를 가졌던 것으로, 중부방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세기 ‘ㅿ’의 비
음운화 이후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
  ‘ㅿ’은 16세기 중기까지 존재했던 음소로(이숭녕 1956/2011), 중부 방언(황해·경기·강
원·충북) 및 서북방언에서는 그 음가를 잃고 탈락하였다. 또한 최명옥(1978), 최학근
(1988), 백두현(1992)에서는 동북·동남·서남·제주방언의 경우 ‘ㅿ＞ㅅ’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본고에서도 이 견해를 따라 ‘ㅿ＞ㅅ’의 변화를 인정한다. 이와 반대로 ‘ㅅ’ 규
칙 활용이 ‘ㅅ＞ㅿ’의 변화를 겪지 못한 비개신형이라는 주장은 河野六郞(1945/2012), 
이숭녕(1956/2011), 유창돈(1961), 김형규(1985), 소신애(2012)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ㅅ’ 불규칙 용언에는 ‘긋-’(劃),  ‘낫-’(癒), ‘붓-’(注), ‘잇-’(聯), ‘젓-’, ‘짓-’(作), ‘줍-
(拾)’이 있다.114) 이들 중에서 방언분포가 유사한 ‘낫-’, ‘잇-’, ‘젓-’의 방언분포를 먼저 
다루고 ‘긋-’, ‘붓-’, ‘줍-’, ‘짓-’의 방언분포를 이어서 살펴본다. 

  1) ‘낫-’, ‘잇-’, ‘젓-’의 방언분포 

  ‘낫-’, ‘잇-’, ‘젓-’의 분포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73)에 문헌에서의 예를 
제시하였다. 

(73) ㄱ. 나미(法華 6:155a) 낫고(⼥四書 4:14b) 나은(朴通 下:48b)
ㄴ. 니샤(法華 1:16b) 닛긔코져(釋譜 11:30b) 닛단(嗣, ⼩學 5:29a) 니어(繼, ⼩學 6:61a)
ㄷ. 저(杜詩初 25:40a) 젓고(釋詳 13:26b) 저어(⽕砲 28b) 젓고(杜詩重 15:30b)

(73ㄱ)은 ‘낫-’의 문헌에서의 예인데 ‘나미(法華 6:155a)’는 ‘愈’의 의미 즉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의 의미로 쓰였다. ‘병이 낫다’의 의미로 쓰인 ‘낫-’은 17세기 이후부
터 확인되는데 형태는 동일하고 의미가 이후에 분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73ㄴ)은 ‘잇-’
의 문헌에서의 예로 중세국어 시기에 ‘-’이었다가 ‘ㅿ’의 소실 이후 자음 어미 앞에서
는 ‘닛-’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니으-’로 나타난다. (73ㄷ)은 ‘젓-’의 예인데 그 양상

114) ‘줍-’의 경우 15세기 ‘ㅿ’ 말음 어간이었으므로(주, 釋詳重11:38b) ‘ㅅ’ 불규칙 용언에 포
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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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3ㄴ)과 같다. 
  이들의 방언 분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ㅿ’가 탈락한 방언과 ‘ㅿ＞ㅅ’의 변화를 겪은 
방언으로 나뉘는데 ‘낫-’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 (74) 및 〈지도 2
0〉과 같다.

(74) ㄱ. 낟-/나(으)-: 낟/낙/나꼬, 나으니, 나어/나아(평안, 황해, 경기, 강원)
ㄴ. 낫-: 낟/낙/나꼬, 나스니, 나서/나사(함경, 전라, 경상, 제주) 

        * 충북: ‘낫-’은 ‘ㅅ’ 불규칙 활용(충북 옥천·영동은 ‘ㅅ’ 규칙 활용), ‘잇-/젓-’은 ‘ㅅ’ 규
칙 활용 

        * 충남: ‘낫-’은 서산·당진·아산·예산·홍성·청양·공주·보령·부여·서천·논산·금산에서 ‘ㅅ’ 규칙 
활용, 천안·연기·대덕에서 ‘ㅅ’ 불규칙 활용

        * ‘잇-/젓-’은 모든 지역에서 ‘ㅅ’ 규칙 활용

위의 (74)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평안, 
황해,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한 서북
방언과 중부방언에서는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분포하고(74ㄱ), 함경, 전
라, 경상, 제주 등 동북방언과 남부방
언에서는 ‘ㅅ’ 규칙 활용 어간이 분포
한다(74ㄴ). 또한 충북과 충남은 어간
에 따라 다른데 ‘낫-’의 경우는 충북에
서도 대체로 ‘ㅅ’ 불규칙 활용을 하지
만, ‘잇-’과 ‘젓-’은 충북에서 ‘ㅅ’ 규
칙 활용을 하므로 충북 방언이 ‘ㅅ’ 규
칙 활용과 ‘ㅅ’ 불규칙 활용의 접경지
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시기에 ‘ㅿ’를 가졌던 다
른 단어들과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지도 20〉 ‘ㅅ’ 불규칙 활용 어간의 방언 분포
(‘낫-’류 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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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방언과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ㅿ’의 비음운화가 전파되어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형
성되고, 남부방언과 동북방언에는 ‘ㅿ’의 비음운화가 전파되기 전에 ‘ㅿ＞ㅅ’의 변화가 일
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낫-’, ‘잇-’, ‘젓-’의 방언형들 가운데는 아래 (75)와 같은 예들도 확인된다. 

(75) ㄱ. 이숳-/이수-: 이수코/이수고, 이사아(경북, 경남 서부, 전남 고흥·완도)
        잉-: 잉꾸, 잉어서(강원 양양)
        읶-: 이꾸, 이꺼, 이꺼라(강원 삼척) 

ㄴ. 젖-: 젇찌, 저저라(경남 울주)
ㄷ. 낳-: 나쿠, 나으면, 나아(강원 철원·인제, 전북 무주) 

(75ㄱ)은 ‘잇-’의 방언형들 가운데 ‘이숳-’, ‘잉-’, ‘읶-’의 예이다. ‘이숳-’은 ‘이수-’와 함
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수-’로부터 ‘ㅎ’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잉-’은 ‘이꾸(잇-구)’와 같은 ‘ㄱ’로 시작하는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첫 번째 음절의 
말음에 ‘ㅇ’가 첨가되어 ‘잉꾸’가 형성되고,115) 그 후 ‘잉어라’처럼 모음어미와의 결합형
에도 ‘잉-’이 확장된 듯하다. 
  다음으로 (75ㄴ)은 ‘젓-’의 방언형인데 경남 울주에서 ‘ㅈ’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어 나
타나는 예이다. 이는 최명옥(1978:190-191)의 논의에 기대어 본래 이 지역에 존재했던 
‘ㅿ’가 ‘ㅈ’로 변화한 예로 본다. 
  마지막으로 (75ㄷ)은 ‘낫-’의 방언형으로, 강원 철원·인제와 전북 무주에서 ‘ㅎ’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강원은 본래 ‘ㅅ’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분포하는 지역이
므로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ㅎ’ 말음을 재분석했을 가능성과, 비어두에서의 경음과 
격음의 교체로 인해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어미의 두음이 격음으로 교체되었을 가능
성이 모두 있다. 그런데 전북 무주의 인접 지역에는 모두 ‘ㅅ’ 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분
포하는데도 전북 무주에서만 ‘낳-’으로 재구조화된 어간(나쿠, 나니깨, 나씸니다)이 확인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115) 이때의 ‘ㅇ’의 첨가는 김소영(2013)에서 언급한, 동일 조음 위치의 폐쇄음 앞에 비음이 첨가
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3.2.7.1에서 다룰 ‘찡ㅎ-(찧-)’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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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들 어간은 《지역어》에서 그 실현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하
면 아래 (76)과 같다.116)

  
(76) ㄱ. 낳-: 나코, 나으면, 나아(경기 양양·인제·정선, 경기 용인·포천·양평, 충북 충주·보은)

ㄱ´. 낳-, 낫-: 나코, 나승께, 나서따(전북 임실, 전남 영암) 
ㄴ. 낫-: 나꼬, 나떠라, 나사서(충북 영동·옥천)
ㄷ. -: 나꼬, 나̍̍아서, 나아찌(충남 논산, 경북 경주·청송·의성·봉화, 경남 창원)

위의 (76ㄱ)은 ‘ㅎ’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인데 앞서 살펴본 《자료집》에서보다 그 
실현 지역이 더 늘어났다. (76ㄱ´)는 본래 ‘ㅅ’ 규칙 활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에서만 어미의 두음이 격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76ㄴ)은 본
래 ‘ㅅ’ 불규칙이 분포하던 지역인데, 《지역어》에서는 ‘ㅅ’ 규칙 활용이 확인되어 인접한 
전북 방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76ㄷ)은 (76ㄴ)과 반대로, ‘ㅅ’ 규칙 활용이 분포하던 지역인데 이제는 
‘ㅅ’ 불규칙 활용형들이 확인된다. 충남 논산은 충남 대전·연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
으리라 짐작된다. 동남방언은 강원도의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뒤에서 살펴볼 ‘붓-’, ‘줍
-’, ‘짓-’은 《자료집》에서도 ‘ㅅ’ 불규칙 활용형들이 나타나므로 이들 어간의 영향으로 
‘ㅅ’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2) ‘붓-’, ‘줍-’, ‘짓-’의 방언 분포

  이제 여기에서는 ‘붓-’, ‘줍-’, ‘짓-’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위에서 다
루었던 ‘낫-’, ‘잇-’, ‘젓-’보다 ‘ㅅ’ 규칙 활용의 분포 지역이 좁다는 특징이 있는데, 구
체적으로는 동남방언에까지 ‘ㅅ’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전파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아래 (77)에는 문헌에서의 예를, (78)과 〈지도 21〉에는 방언형과 그 분포를 제시하였다. 

116) 이들 어간말음의 변화는 ‘낫-’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잇-’과 ‘젓-’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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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ㄱ. 짓고(釋詳6:44b) 지(說偈, 釋詳3:9b) 짓고(飜朴上:50a) 지어(東國孝6:16b)
ㄱ´. 지면(⽉釋 2:49b) 지후리라(飜⽼ 下:32a) 
ㄴ. 브시고(釋詳3:6a) 븟고(釋詳20:10a) 브((灌注, ⽜⾺2b) 븟고(沃)(瘟疫3a) 注 브을 주

(新類下:41a)
ㄷ. 주(釋詳重11:38b) 줏도다(⾦三4:18a) 주어(東國孝4:23b) 주워(飜⽼ 上:24ab) 줍다(譯解補

26a) 
(78) ㄱ. 붓-: 붇/북/부꼬, 부스니, 부서(함경, 전라, 제주) 

ㄴ. 붇-/부(으)-: 붇/북/부꼬, 부으니, 부어(평안, 경기, 강원, 충청, 경상) 
ㄷ. 줍-/주우-: 줌는다, 줍꼬, 주워(경기 포천·고양·양주·남양주·시흥·양평, 강원 철원·화천·양구·

인제·홍천·양양·명주, 경북 영풍·봉화·영일·경산·영천, 경남 산청·함안, 전남 광양·여천)
* ‘줍-’은 충청에서도 (78ㄱ)을 보임. 
* 함남 삼수(김춘자 2008)에서는 ‘붓-’과 ‘짓-’이 ‘ㅅ’ 불규칙 활용으로 나타남. 

위의 (77ㄱ)은 ‘짓-’의 문헌에서의 예
로 중세국어 시기에는 ‘ㅿ’를 말음으로 
갖는 ‘-’이었다가 앞선 예들처럼 16
세기 이후 ‘ㅿ’의 비음운화로 ‘짓고, 
지어’ 등과 같은 ‘ㅅ’ 불규칙 활용 패
러다임이 형성되었다. (77ㄱ´)는 ‘ㅎ’ 
말음 어간인 ‘짛-’인데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주로 보이며, ‘일훔/號, 활/활
시울, 기르마’ 등을 논항으로 하는 서
술어였다. 17세기 이후의 문헌어에서
는 (77ㄱ)의 ‘짓-’이 이를 대체하게 되
었다(정경재 2015: 78-80).
  (77ㄴ)의 ‘붓-’, (77ㄷ)의 ‘줍-’은 중
세국어 시기에 모두 ‘ㅿ’ 말음 어간이
었으며,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도 21〉 ‘ㅅ’ 불규칙 활용 어간의 방언 분포
(‘붓-’류 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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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ㅿ’의 비음운화 이후 ‘ㅅ’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줍-’의 경우 ‘주어’의 두 
번째 음절에 활음 ‘w’가 첨가되어 형성된 ‘주워’ 등의 활용형이, 17세기 이후에는 ‘ㅂ’ 
불규칙 활용 어간처럼 인식되어 ‘줍-/주우-’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방언 분포는, 어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간략히 나타내면 위의 (78)과 같다. 동북
방언과 서남방언, 제주방언에는 ‘ㅅ’ 규칙 활용이 분포하고(78ㄱ), 중부방언과 서북방언, 
동남방언에는 ‘ㅅ’ 불규칙 활용이 분포한다(78ㄴ). ‘줍-’의 경우 ‘ㅂ’ 불규칙 활용으로 나
타나는 지역이 강원, 경북 북부에 집중되어 있고 경남과 전남의 접경 지역에서도 확인된
다(78ㄷ). 
  앞에서 살펴본 ‘낫-’, ‘잇-’, ‘젓-’과의 차이점은, 동남방언에도 ‘ㅅ’ 불규칙 활용이 분
포한다는 것이다. 단어에 따라 ‘ㅿ’ 탈락의 전파 시기가 달랐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하겠다. 
  한편 아래 (79)에는 ‘ㅎ’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나는 예를 제시하였다. 

(79) ㄱ. 지코(텬로 서 1b-2a) 지흐며(독립신문 1898.10.22.)
ㄴ. 짛-: 지코, 지어(함북, 황해, 충북 옥천, 충남 서천·예산, 전북 군산, 전남 보성)
ㄴ´. 붛-(注), 줗-(得): 부코, 부어; 주코, 주어(강원 양양, 경북 의성, 충남 공주)

(79ㄱ)은 19세기에 확인되는 ‘짛-’인데 정경재(2015: 78 각주 22)에서는 (79ㄱ)과 같은 
19세기의 예는 ‘ㅅ’ 불규칙 활용인 ‘짓-’이 ‘ㅎ’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며 이전 
시기의 ‘짛-’의 반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현재 ‘짛-’이 나타나는 지역은 (79
ㄴ)과 같은데, 이들 가운데 본래 ‘ㅅ’ 규칙 활용을 보이는 함북 방언 및 전라 방언의 경
우에는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이 ‘지어’가 아닌 ‘지서’일 것이므로 ‘ㅎ’ 말음 어간으로 재분
석될 환경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는 이전 시기의 ‘ㅎ’ 말음 어간이 남아 있는 것
으로 판단해야 할 듯하다. (79ㄴ´)는 ‘붓-’과 ‘줍-’이 ‘ㅎ’ 말음 어간인 ‘붛-’과 ‘줗-’으로 
재구조화된 예인데 ‘붓-’과 ‘줍-’이 각각 ‘ㅅ’ 불규칙 활용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므로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 ‘부어’, ‘주어’ 등으로부터 ‘ㅎ’ 말음 어간이 재분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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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긋-’의 방언 분포117)  

  ‘ㅅ’ 불규칙 활용 어간 중에서 ‘긋-’은 중세국어 시기에 특수 어간 교체를 하였으므로 
다른 어간과는 조금 다른 분포를 보이고 그 방언형도 다양한 편이다. 여기에서는 그 방
언 분포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분화 과정에 대해서는 5.2.2.2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다음 (80)에는 ‘긋-’의 문헌에서의 예를 제시하였다. 

(80) ㄱ. 어(杜詩初 22:33a) 긋 어(法華2:200)  그(永嘉 下77a) 술위 그고(⽉釋 
2:35b) 옷기슬글 그고(杜詩重 2:41)

     ㄴ. 畵 긋 획(新類 上:1b) 그을 劃야(⼥四 4:8b) 으고(朴通 上:36b) 시신을 그어(東國烈 
4:39b)

     ㄷ. 을 줄(朴通中:11b) 으러 (敬信 5a)  

중세국어 시기에 ‘긋-’은 ‘劃’과 ‘牽’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었으며 모음 어미 앞에서는 
‘ㅇ-’, 자음어미와 매개모음어미 앞에서는 ‘그-’로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예였다
(80ㄱ).118) 그러던 것이 16세기 이후 ‘ㅿ’ 탈락을 겪은 뒤에는 ‘그으고/으고, 그으니/
으니, 그어/어’로 활용하였는데(80ㄴ), 즉 이때에는 어간의 기저형을 ‘그으-/으-’로 
생각할 수 있다.119) 또 ‘牽’은 ‘을-’로 재구조화되고(80ㄷ), 이어 현대국어에서는 ‘끌:-’
로 이어진다. 이 어간은 ‘으-’에 의미나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인 ‘-/을-’
이 첨가되어 생겨났다고 보는 편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이 ‘-/을-’은 이현희(1987b: 
139-140)에서 논의된바 ‘-＞잇글-’, ‘-＞빗글-’, ‘베프-＞베플-’ 등에서도 유사한 예
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헌 자료를 보면 ‘긋-’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방언 자료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다음 (81)과 〈지도 22〉를 보자.

117) 본 내용은 김수영(2019), 김수영(2020)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118) 다만 ‘劃’의 의미를 가진 경우에 문헌에서 ‘그-, ㅇ-’의 교체를 뚜렷하게 확인하기는 어

려웠다. 이 의미일 경우에는 오히려 자음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긋고’와 같은 예가 더 자주 
보인다(80ㄴ).

119) 정경재(2015:302)에서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그다’가 ‘그으다/으다’로 발달하고, 이
후 ‘을다 ＞ :다’와 ‘다’로 분화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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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ㄱ. 긋-: 귿꼬/그꼬, 그스니, 그서(함경, 충남 서천, 전북 서부, 전남 곡성·남원, 제주)
ㄴ. 그시-: 그시구, 그싱개, 그셔라(충남 논산·금산, 전북 옥구·익산·전주·진안·장수·임실, 전남 

곡성)
ㄷ. -: 귿꼬/그꼬, 그으니, 그어(평안, 황해,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울진·영덕·청송·의성·군

위·성주)
ㄹ. 그:-: 그:고, 그:니까, 그:서(경기 포천)
ㅁ. 거:-: 거:꾸, 거:니까, 거:서(경기 강화)
ㅂ. 끟-: 끄코, 끄어(경북 영풍·봉화·문경·예천·상주·영양·금릉·선산·영천·경산·달성·청도·월성)120)

ㅅ. 기리고, 기링게, 기래서: 전남

‘긋-’의 패러다임은 (81)과 〈지도 1
8〉에서 확인되듯이 크게 ‘ㅅ’ 규칙 
활용 패러다임과 ‘ㅅ’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 및 ‘ㅎ’ 말음 어간으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규칙 활용을 하는 
(81ㄱ)은 ‘ㅿ＞ㅅ’의 변화를 겪은 것
이다. 이는 다른 어간들에 비하여 분
포 범위가 좁은 편인데, 주로 서북방
언 및 충남의 해안 지역과 전북의 서
남부에 분포한다. 또한 ‘그- ＞ 그
스-’를 겪은 활용형인 ‘그스-’와 ‘그
스-’가 전설모음화를 겪어 형성되었
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시-’도 
‘ㅿ＞ㅅ’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81
ㄴ).

  이어서 (81ㄷ)에서 확인되는 불규칙 활용은 서북방언, 중부방언, 동남방언 등을 중심으

120) 《지역어》에서는 강원 양양, 경남 창녕·울산, 경북 고령에서도 ‘끟-’이 확인된다. 

〈지도 22〉 ‘긋-’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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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넓게 퍼져 있다. 다른 어간들에 비하여 분포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81ㄹ)의 
‘그:고, 그:니까, 그:서’는 16세기 이후의 중부 방언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헌에
서 ‘그으고, 그으니, 그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ㅁ)의 ‘거:꾸, 거:니까, 거:
서’는 경기 강화에서만 확인되는데 모음 어미 결합형 ‘거:서(그어서)’의 어간 이형태로 기
저형이 평준화된 예인 것으로 생각된다.121)

  (81ㅂ)은 ‘ㅎ’ 말음 어간인데, 그 분포 지역은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ㅎ’ 말음 어간은 
‘ㅅ’ 말음 어간과 ‘ㆆ’ 말음 어간이 분포하는 지역의 중간 지역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
므로, 방언 접촉에 의한 중간 방언의 예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빻-’의 형성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본고의 5.2.2.2에서는 ‘끟-’과 ‘빻-’의 형성 과정을 함께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81ㅅ)은 전남의 전 지역에서 확인되는데,122) 유사한 의미를 가진 ‘그리-
(畵)’에서 그 형태가 유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김영규(2020: 142-145)에서
는 ‘그-’로부터 서남방언의 ‘그리-’, ‘기리-’가 발달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중부방언에
서 ‘끌-’이 형성된 것처럼 서남방언의 ‘그리-/기리-’ 또한 접미사 ‘-을/’이 결합하여 형
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다. 이렇게 보면 서남방언에서는 ‘그리-/기리-’가 ‘劃’의 의미를, 
‘끗-’이 ‘牽’의 의미를 갖게 되어 중부방언과는 반대의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서남방언에서는 중부방언만큼 형태와 의미의 분화가 뚜렷하지는 않은 듯한데 《지역
어》에서는 ‘劃’의 의미로 ‘긋-’류의 방언형(전북 완주·무주·군산·고창·임실, 전남 진도·영
광·영암·신안·광양)과 ‘그리-/기리-’류의 방언형(전북 남원, 전남 보성)이 섞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3.2.5 ‘ㅈ’ 말음 어간 

  여기에서는 ‘ㅈ’ 말음 어간의 방언형과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상이 되는 어간은 
‘꽂-’, ‘꾸짖-’, ‘낮-’, ‘늦-’, ‘맺-’, ‘빚-’, ‘짖-’, ‘찢-’이다. 이들 중 《자료집》에 올라 있

121) ‘긋-(劃)’은 한성우(2011:233)에서도 ‘건:는다, 근:다’ 등으로 보고된다.
122) 전남 방언에서 보이는 ‘그-/ㅇ-’의 반사형은 ‘끌(牽)-’의 방언형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방언 접촉과 관련하여 5.2.2.2에서 함께 다룬다. 이를 고려하여 〈지도 22〉에는 ‘ㅅ’ 말음 어간
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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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ㅈ’ 말음 어간에는 ‘꽂-’, ‘낮-’, ‘맺-’이 있으며 그 외 어간은 《지역어》 및 기타 자료
를 참조해 방언 분포를 살폈다.123) 
  이들은 모두 이전 시기 ‘ㅈ’ 말음을 가졌었지만 현대국어의 방언 분포는 다양한 편이
다. 이들은 그 방언별 실현 양상에 따라 전 지역에서 ‘ㅈ’ 말음으로 실현되는 어간(‘늦
-’), 다른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나는 어간(‘꾸짖-’, ‘맺-’, ‘짖-’, ‘꽂-’), 어간
말에 ‘으’가 첨가되어 실현되는 어간(‘빚-’, ‘찢-’)으로 나눌 수 있다. 3.2.5.1에서는 ‘늦-’
을, 3.2.5.2에서는 ‘꾸짖-’, ‘맺-’, ‘짖-’, ‘꽂-’을, 3.2.5.3에서는 ‘빚-’, ‘찢-’을 다룬다.

  3.2.5.1 ‘늦-’

  ‘ㅈ’ 말음 어간 중 전 방언에서 ‘ㅈ’ 말음으로 실현되는 어간은 ‘늦-’이다. 그 문헌 자
료의 예 및 방언형은 다음 (82), (83)과 같다.

(82) 느즌(楞嚴 4:64b) 느젓고(오륜전비언해 伍全 5:41b)
(83) 늦-: 늗꼬, 느저서, 느즈니(전 지역) 

위의 (82)에서 확인되듯이 ‘늦-’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ㅈ’ 말음이었고, 현대국어 전 방언
에서도 (83)과 같이 ‘ㅈ’ 말음으로 실현된다.

  3.2.5.2 ‘꾸짖-’

  ‘꾸짖-’은 중세국어 시기 ‘ㄷ’ 말음과 ‘ㅈ’ 말음 어간이 공존하는 쌍형어였으며 중세국
어 이후에는 ‘구짖-’ 쪽이 주로 사용된다(안병희 1959/1982: 45, 김성규 1998: 
185-201). 파생어로 보이는 ‘구지람’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구지라, ⽉釋 17:84b), 
동사 어간 ‘*구질-’ 또한 짐작할 수 있는데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꾸질-’이 일부 방언
에 존재한다. 아래 (84)에 문헌에서의 예를, (85)에 현대국어 방언에서의 예를 제시하였

123) ‘ㅈ’ 말음 어간 가운데 ‘낮-’은 ‘얕-’과의 혼효형이 여러 방언에서 발견되는 등 ‘얕-’과 그 
분포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 3.2.6에서 함께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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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4) ㄱ. 구지드며(⽉釋 17:78a) 
ㄴ. 구지저(⽉釋 17:84a-84b) 吒 지즐 즐(新合 下:26b)
ㄷ. 구지돔 모시니(⽉千 上:28b) 구지라(⽉釋 17:84b)

(85) ㄱ. 꾸짖-: (90ㄴ), (90ㄷ) 외 전 지역
ㄴ. 꾸지르-, 꾸질-: 강원 원주·홍천·정선, 전남 보성·곡성, 전북 무주, 경북 청도 
ㄷ. 꾸지-: 경북 의성, 경남 창녕·남해·울주 

(84)는 ‘꾸짖-’의 문헌에서의 예인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구짇-’과 ‘구짖-’이 공존한다(84
ㄱ, 84ㄴ). 잘 알려져 있듯이 중세국어 시기 ‘ㄷ’는 치조 폐쇄음, ‘ㅈ’는 치조 파찰음인데 
15세기에 이 두 계열의 음소가 혼용되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다른 ‘ㄷ’ 말음이나 ‘ㅈ’ 
말음 어간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은 흔하지 않아서 다른 어간과 ‘꾸짖-’이 구별되는 점이
라 하겠다.124) 15세기 이후에는 ‘구짖-’이 우세하고 근세국어 시기에 어두경음화를 겪어 
‘짖-’이 형성되었으며 현대국어에는 ‘꾸짖-’이 되었다. 
  (84ㄷ)의 ‘구지돔’은 ‘구짇-’이 어기일 것인데 ‘구지람’은, 이 단어의 지위를 어떻게 이
해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구본관(1998: 152)에 따르면 15세기 ‘-암’을 파생접미사로 
갖는 단어가 ‘주검’, ‘무덤’, ‘구지람’ 정도밖에 없어 어휘 강도가 낮고 의미기능이 투명하
지 못해 파생접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구지람’의 단어 지위에 대한 논의는 차치
하더라도 이기문(1991: 81), 김영배(1997: 90-92)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일어났을 법한 모음 사이 ‘ㄷ’과 ‘ㄹ’의 교체를 고려한다면 이에 의해 ‘구지
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125) 그렇게 보면 ‘*구질-’은 ‘구짇-’의 이형태였을 

124) 고대국어의 치음 체계에 대해서는 박창원(1996), 권인한(1999)을, 자음 체계 전반에 대해서
는 김무림(1998), 이승재(2013), 위국봉(2017)을 참고할 수 있다. 이들 논의에 따르면 고대국
어에 음소 ‘/ㅈ/’는 존재하였고 그 음가는 중세국어 시기의 것과 같은 치조 파찰음([ts])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5) 중세국어 이전 시기 ‘ㄷ＞ㄹ’ 변화에 대해서는 주로 ‘ㄷ’ 불규칙 용언 어간들을 대상으로 하
여 논의된 바 있다. 河野六郞(1961)에서는 모음 사이의 ‘ㄷ＞ㄹ’ 변화가 조음상의 약화라고 하
였으며, 김영배(1997: 83-104)에서는 이와 관련된 향가 및 鷄林類事에서의 예를 정리하였으
며, 이기문(1991: 81)에서는 ‘*바’의 모음 간 ‘ㄷ’이 ‘ㄹ’로 변하여 ‘바’이 된 것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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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이제 방언에서의 예를 살펴보자. (85ㄱ)의 ‘꾸짖-’은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되는 형태
다. (85ㄴ)은 ‘꾸지르-’, ‘꾸질-’인데 여러 방언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구질-’의 반사형이라 하겠다. (85ㄷ)은 ‘꾸지-’로 재구조화된 예인데 동남방언의 일
부 지역에 분포한다. 이 방언에서는 ‘ㄹ’ 말음 용언 어간이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일이 나타나므로(3.2.3 참조), ‘ㄹ’이 탈락한 형태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3.2.5.3 ‘꽂-’, ‘맺-’, ‘짖-’ 

  ‘꽂-’, ‘맺-’, ‘짖-’은 방언에 따라 ‘ㅈ’ 말음이 아닌 다른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난다. 이들 어간의 재구조화에 작용하는 요인은 어간마다 다르다. ‘꽂-’은 ‘ㅂ’ 말음 
어간 즉 ‘꼽-’으로 나타나는 방언이 있는데 이는 반의어 ‘뽑-’에 감염된 것이다(김현 
2006: 116). ‘맺-’의 경우 일부 방언에서 ‘ㅊ’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는 예가 있으며 
‘짖-’은 ‘ㅅ’ 말음 어간으로 나타난다. 
  먼저 ‘꽂-’의 문헌에서의 예 및 방언 분포는 아래 (86), (87)과 같다. 

(86) 고자(飜⼩ 9:29b), 자(伍全 1:32a)
(87) ㄱ. 꽂-: 꼳꼬, 꼬자(경기, 강원, 충북 진천·제천·단양·중원·괴산, 충남, 전북 완주·진안·김제·부

안·정읍·고창, 전남 장성·담양·곡성·함평·나주·화순·광양·무안·진도·해남·장흥, 경남 거
창·산청·하동·사천·고성·함안·의창·창녕·밀양)

ㄴ. 꼽-: 꼽꼬, 꼬바(충북 음성·청원·보은·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장수·임실·순창·남원, 
전남 구례·승주·보성·여천·고흥, 경북, 경남 함양·남해·합천·의령·진양·울주·양산·김해·
거제)   

위의 (86)에서 확인되듯이 ‘꽂-’은 중세국어 시기 ‘곶-’이었다가 어두경음화를 겪어 ‘-’
이 되었다. 그 방언 분포를 (87)에 제시했는데 방언형들에는 ‘ㅈ’를 말음으로 가진 ‘꽂-’
과(87ㄱ), ‘ㅂ’를 말음으로 가진 ‘꼽-’이 있다(87ㄴ). ‘ㅂ’ 말음으로의 재구조화는 김현



- 94 -

(2006: 116)에서 언급되었듯이 반의어인 ‘뽑-’의 형태에 감염된 것으로 여겨진다. ‘꽂-’
과 ‘뽑-’은 반의어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1음절, 초성이 경음, 모음이 ‘ㅗ’인 등 그 
음절 구조가 매우 유사한 어간이다. 따라서 ‘꽂-’의 어간 말음이 ‘뽑-’에 영향을 받아 
‘ㅂ’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맺-’은 ‘ㅊ’ 말음으로 교체된 예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래 (88), (89)
를 보자.

(88) 자(⽉釋 21:48b)
(89) ㄱ. 맺-: 맫따, 매자/매저(강원 철원·고성·양양·홍천·삼척, 경기 연천·양주·가평·옹진·시흥·화성·

용인·광주·양평·평택·여주, 충청, 전라, 경상, 제주)
    ㄴ. 맻-: 맫따, 매차/매처(강원 철원·양구·인제·춘성·횡성·평창·명주·원성·영월·정선, 경기 파주·포

천·강화·김포·이천·남양주·안성)

‘맺-’은 위의 (88)에서처럼 중세국어 시기 ‘ㅈ’ 말음으로 나타나고 현재까지 이어진다. 
(89ㄱ)의 ‘맺-’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맺-’이 ‘ㅊ’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는 (89ㄴ)
에서처럼 강원과 경기에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ㅈ’ 말음이 ‘ㅊ’ 말음으로 재구조화되
는 것은 흔하지 않으므로 ‘맺-’의 피동사 ‘맺히-’의 표면형 ‘매쳐(맺히-어)’ 등으로부터 
재분석된 예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언급하기 어렵다.
  ‘짖-’은 방언에 따라 ‘ㅈ’ 말음과 ‘ㅅ’ 말음을 보이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 (90), (9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90) 즈조(法華 2:113b) 吠 즈즐 폐(新合 上:14b) 즈즐 폐 吠(倭解 下:24a) 지질 폐 吠(國韓 

278)
(91) ㄱ. 짖-: 짇꼬, 지즈니, 지저서(강원, 경기, 충북 제천)

ㄴ. 짓-: 짇꼬, 지스니, 지서서(충청, 전라, 경상)
ㄷ. 주끄-: 주끄고, 주꺼서(제주) 

(90)은 ‘짖-’의 문헌에서의 예로, 15세기부터 ‘즞-’으로 나타나다가 전설모음화를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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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이후에는 ‘짖-’이 확인된다. (91ㄱ)은 이와 같은 문헌에서의 예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보이며, (91ㄴ)의 ‘짓-’은 충청 이남의 남부 방언에서 주
로 확인된다. (91ㄷ)은 제주방언의 예로, ‘*줒-’에 파생 접사 ‘-/그-’가 결합한 것이다
(정승철 1995a: 195).

  3.2.5.4 ‘빚-’, ‘찢-’
 
  ‘ㅈ’ 말음 어간 가운데 ‘빚-’과 ‘찢-’은 방언에 따라 ‘ㅈ’ 말음과, 여기에 ‘으’가 결합한 
후 전설모음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비지-’, ‘찌지-’가 함께 확인된다. 다음 (92), (93)
을 보자.

(92) 비조(⾦三 4:10b) 저(釋譜 6:32a) 저(闡義 1:70b) 
(93) ㄱ. 빚-: 빋꼬, 비즈니, 비저서 (전 지역)

ㄴ. 비지-: 비지고, 비지니, 비저서(경기 파주·강화·연천, 충남 논산·보령·연기·홍성·아산,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영덕, 경남 고성·창녕·거제·밀양·통영·사천)

ㄴ´. 찌지-: 찌지고, 찌지니, 찌저서(전남 진도·고흥·무안·장흥)

  위의 (92)에서 ‘빚-’과 ‘찢-’의 이전 시기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빚-’은 중세국어 시기
부터 ‘ㅈ’ 말음을 유지하였으며, ‘찢-’의 경우에도 어간의 모음 ‘ㅡ’가 전설모음화를 겪어 
‘ㅣ’로 재구조화된 것을 제외하고 어간 말음의 실현은 동일하다. 
  (93ㄱ)은 ‘빚-’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빚-’과 ‘찢-’이 ‘ㅈ’ 말음 어간으로 실현되는 예
를 보인 것이다. (93ㄴ)과 (93ㄴ´)가 분포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확인된다. 
(93ㄴ)은 ‘빚-’의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 ‘비즈니’, ‘비즈면’ 등의 어간 이형태로 평준
화되고,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인 ‘ㅡ’가 ‘ㅣ’로 전설모음화된 것으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것
이다.126) 분포 지역이 넓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93ㄴ´)의 ‘찌지-’ 또한 ‘비지

126) ‘빚-’과 ‘찢-’의 모음어미 결합형 ‘비저’나 ‘찌저’로부터 ‘비지-’, ‘찌지-’가 재분석되었을 가
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빚-’과 ‘찢-’만이 재분석될 까닭을 찾지 못했으므로 문법이 
단순화되는 평준화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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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변화를 겪었다고 하겠다. 

3.2.6 격음 말음 어간

  격음 ‘ㅋ’, ‘ㅌ’, ‘ㅍ’, ‘ㅊ’ 가운데 한국어의 용언 어간말에 존재하는 격음은 ‘ㅌ’, ‘ㅍ’, 
‘ㅊ’다. 이 방언형들은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가 남부 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기에서는 ‘ㅌ’ 말음 어간으로 ‘맡-(任), 뱉-, 얕-(淺)’, ‘ㅍ’ 
말음 어간으로 ‘깊-(深), 높-’, ‘ㅊ’ 말음 어간으로 ‘쫓-(追)’을 대상으로 그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3.2.6.1 ‘ㅌ’ 말음 어간 

  먼저 ‘ㅌ’ 말음 어간 가운데 ‘맡-(任)’, ‘얕-(淺)’, ‘뱉-(唾)’을 대상으로 하여 어간 말음
의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맡-’은 중세국어 시기에 ‘ㅼ’ 말음 어간이었고 ‘ㅌ’ 말음은 후대에 형성되었으며, ‘뱉-’
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ㅌ’ 말음 어간이었고 현재에도 대체로 전 방언에서 ‘ㅌ’ 말음을 
보인다. ‘얕-’의 경우 중세국어 시기에도 ‘ㅌ’ 말음이었지만 파생 접사 ‘--’과의 결합형 
및 ‘-으-’ 첨가형, 유의어인 ‘낮-’과의 혼효형 등 그 방언형이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이
들 세 어간의 방언 분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맡-’ 

(94) 맛다실(法華 6:152b) 맛다(楞嚴 8:18a) 맛(東新續 忠1:48b)
(95) ㄱ. 맡-: 맏꼬, 마타서(전 지역)

ㄴ. -: 맏꼬, 마따서(강원 춘성, 경기 김포, 경남 함양·하동·함안·사천·남해, 전남 영광 장성·
담양·함평·무안·승주·해남·강진·장흥·보성, 전북 옥구·완주·정읍·임실·장수·고창·순창·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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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멏-: 먿꼬, 머처(제주)

‘맡-’은 (94)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15세기에는 ‘ㅼ’ 말음 어간이었다. ‘ㅅ’의 평폐쇄음화 
이후에는 (95ㄴ)과 같이 ‘ㄸ’ 말음 어간이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95ㄱ)과 같이 
‘ㅌ’ 말음으로 교체되어 현대에는 ‘ㅌ’ 말음 어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진호(1997: 60-61)에서는 형태소 구조 조건을, 김현(2006: 136 
각주 90)에서는 음운사의 어느 시기에 일어났을 법한 비어두 위치의 경음과 격음 교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ㄸ’ 말음 어간이 국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말
음으로 재구조화될 동기가 부여되었는데 경음과 격음의 교체로 ‘ㅌ’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어를 기준으로 ‘ㅌ’ 말음의 가장 이른 예는 ‘맛(東新續 忠1: 48b)’으로 
이때는 이미 ‘ㅅ’가 음절말에서 폐쇄음화를 겪은 이후이므로 ‘ㄸ＞ㅌ’의 변화를 겪은 것
이다.
  본고는 이에 동의하는 한편 ‘ㅌ’ 말음이 중앙어가 아닌 다른 방언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다가 근세국어 시기에 이르러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다른 방언에서는 
‘-’의 ‘ㅅㄷ＞ㅌ’의 변화가 더 이른 시기에 있었지만 문헌에 반영된 것이 근대국어 이
후라고 보는 것이다. 그 방언이 어디일지는 현재 방언 자료로는 추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ㄸ’ 말음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방언이 전라방언이므로 전라방언을 제외한 방언에서 시
작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95ㄷ)은 제주방언에서 ‘ㅊ’ 말음 즉 ‘멏-’으로 재구조화된 것인데 ‘마트-’ 
또는 ‘맡-’과 공존한다.127)

  2) ‘뱉-’

(96) 바면(救簡 1:82b) 
(97) ㄱ. 뱉-: 밷꼬/받꼬, 배타서/바타서(제주, 함경, 평북 제외 전 지역)

ㄴ. 밭-, -, 바끄-: 제주

127) 제주방언의 ‘멏-’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세국어 시기의 ‘-’의 ‘ㅅ’가 그 
이전 시기에 ‘ㅈ’나 ‘ㅊ’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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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받-: 평북, 함경

위의 (96)에서 확인되듯이 ‘뱉-’은 중세국어 시기에 어간 말음이 ‘ㅌ’인 ‘밭-’이었다. 현
대국어 방언에서는 제주 및 북한 방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뱉-’으로 나타나며(97ㄱ), 
제주에서는 ‘ -’ 및 파생 접사 ‘-/그-’가 결합한 ‘바끄-’가(97ㄴ), 평북과 함경 방언에
서는 ‘받-’이 확인된다(97ㄷ). 
  한편 육진 방언의 평음이 중부 방언에서 유기음에 대응하는 예들이 몇 있는데 ‘톱-
(爬)’ ‘둡-’(蓋) 및 여기에 제시한 ‘받-’이 그 예이다(곽충구 2015: 141).128) 이를 보면 
(97ㄷ)의 ‘받-’이 제일 고형이고 여기에서 ‘밭-’과 ‘ -’이 형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129)

 
  3) ‘얕-’

  여기에서는 ‘얕-(淺)’과 ‘낮-(低)’의 방언 분포를 함께 살핀다. 먼저 아래 (98)에 이들 
어간의 문헌에서의 예를 제시하였다.

(98) ㄱ. 녀트며(釋譜 19:8a, 8b) 녇갑고(⽉釋 18:43b) 녇가며(⽉釋 17:44a) 여트며(⼩諺 
5:120a) 야며(痘瘡 上:23b)

ㄴ. 갑고(訓諺 13b) 가오며(法華 3:59a) 고(杜詩初 15:7b) (⼩諺 4:46a) 

(98ㄱ)에는 ‘얕-’의 문헌에서의 예를 보였다. ‘녙-’, ‘녇-’, ‘옅-’, ‘얕-’이 확인된다. 15
세기에는 ‘녙-’과 ‘녇-’이 쓰이고 16세기 이후에는 ‘옅-’이, 이어서 이로부터 모음 교
체로 발달되었을 것인 ‘얕-’이 보인다. 현대국어에서는 ‘옅-’과 ‘얕-’이 유의어로 쓰인다. 
  (98ㄴ)은 ‘낮-’의 예인데 15세기에는 ‘-’과 ‘-’가 먼저 확인되고 16세기 말

128) 이기문(1991: 33-36)에서는 ‘두웨’(光千 7)를 예로 들어 방언에서는 후기중세국어 문헌에서
의 ‘둪-(蓋)’보다 이른 시기에 ‘*-’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보면 육진 방언의 ‘둡
-’ 또한 ‘*-’으로부터 발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129) 곽충구(2015: 141)에서는 이와 같은 평음 말음 어간에서 격음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흗-(散)＞흩-’처럼 자동사를 사동사로 파생시키는 접사 ‘-ㅎ-’(이기문 1977: 149)나 ‘--’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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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이 보인다. 이는 ‘’에서 오분석되어 ‘-’이 뒤늦게 형성되었음을 의
미한다고 하겠다(이현희 1987b: 146). 
  현대국어의 방언형은 이와 같은 문헌에서의 형태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방언 분포를 
다음 (99), (100)에 제시하고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99) ㄱ. 얕-: 얃꼬, 야타서(평안, 함경, 경기, 충청, 강원 철원·춘성·홍천·횡성·평창·화천·원성·양구·
고성·양양, 전남 함평)

ㄱ´. 야트-: 야트고, 야타서(전북 부안, 충남 금산, 제주)
ㄴ. 야찹-/야차우-: 야창께, 야차서, 야차우먼, 야찹따(충북 영동, 충남 논산, 전북 고창·옥구·

익산·진안·김제·완주·장수·순창·남원, 전남 나주·담양·곡성·광산·무안·구례·보
성·강진·영암·완도)

ㄷ. 야푸-: 야푸고, 야프문(강원 정선·명주·삼척, 경상, 전남 나주·광양·여천·신안·화순·승주·장
흥·신안·고흥)

ㄷ´. 얖-: 얍따, 야프문, 야풍께(전남 장성·진도·해남)
ㄹ. 얒-: 야즈먼, 야따(경기 포천) 
ㅁ. 얇-: 얍따, 얄바서/얄버서(전남 영광)

(100) ㄱ. 낮-: 낟따, 나즈면(함경, 평양, 경기, 충남, 강원 양구·인제·고성·양양·영월·정선·명주·평창·
삼척, 경상, 전남 광양, 충북 보은·제천·단양)

ㄴ. 나찹-/나차우-: 나차우믄/나차먼, 나차운께/나찬께, 나찹따(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
북 옥구·익산·진안·부안·김제·무주·고창·정읍·임실·남원, 전남 영광·장성·곡
성·함평·광산·신안·무안·나주·진도·해남·고흥, 제주)

ㄷ. 잡-/자우-: 잡따, 자우민(제주)
ㄹ. 나푸-: 나푸다, 나푸면(강원 삼척)

위의 (99)는 ‘얕-’의 방언 분포를, (100)은 ‘낮-’의 방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99ㄱ)은 
‘ㅌ’ 말음 어간으로 실현되는 예로 북한 방언과 중부 방언에 폭넓게 분포한다. (100ㄱ)은 
‘ㅈ’ 말음 어간으로 실현되는 예인데, 그 분포는 (99ㄱ)과 유사하지만 경상 방언에서도 
‘ㅈ’ 말음인 ‘낮-’을 보인다는 것이 ‘얕-’과의 차이점이다. (99ㄱ´)는 ‘얕-’에 ‘-으-’가 첨
가되어 재구조화된 예이며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낮-’의 경우 이처럼 ‘-으-’가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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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99ㄴ)의 ‘야찹-’과 (100ㄴ)의 ‘나찹-’은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확인되며, (100ㄷ)의 ‘
잡-’은 제주방언에서만 보이는데 ‘나찹-’과 공존하기 때문에, ‘낮-’에 파생 접사 ‘-압/업
-’이 후대에 결합해 형성된 어간인 듯하다. 
  (99ㄷ), (99ㄷ´)의 ‘야푸-’, ‘얖-’은 감염과 재분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야푸-’는 반
의어인 ‘기푸-’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김현 2006: 115-116). 이 ‘야푸-’로부터 ‘얖-’이 
재분석되어,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99ㄷ´)의 ‘얖-’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두 어간
의 관계를, ‘얖-’이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이 아닌 ‘야푸-’로부터 ‘얖-’을 재분
석한 것으로 본 까닭은 그 분포가 ‘야푸-’ 쪽이 훨씬 넓을 뿐 아니라 ‘야푸-’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깊-’의 방언형인 ‘기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남부 방언에서 확
인된다. 
  (99ㄹ)의 ‘얒-’은 ‘얕-’과 ‘낮-’, (100ㄹ)의 ‘나푸-’는 ‘야푸-’와 ‘낮-’의 혼효형으로 보
인다. 활용형들의 일부가 혼효되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130) (99
ㅁ)은 ‘얇-’인데, 그 분포는 일부 지역에 불과하지만 ‘얇-’과의 의미적 유사성에 의해 이 
어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31)

  3.2.6.2 ‘ㅍ’ 말음 어간

  이 글에서 다루는 ‘ㅍ’ 말음 어간은 ‘깊-’, ‘높-’이다. (101)에 문헌에서의 예를, (102)
에 방언형과 그 분포를 보였다.  

(101) 노(釋譜 6:2b) 놉흔(警民 改 8b) 노픈(伍全 5:9b) 기픈(釋譜 9:28a) 깁흔(⼩諺 4:24a)
(102) ㄱ. 높-: 놉꼬, 노파서(함경, 평안, 경기, 충청, 강원 북부, 전북 옥구·익산·김제, 전남 영광·장

성·담양·함평·광산·신안·무안·나주·진도·해남·강진, 경북 예천·상주·영일)
ㄴ. 노푸-: 노푸고, 노파서(함경, 강원 남부, 충북 중원·제천·단양·보은, 경상, 전북, 전남 곡

130) 4.2에서는 ‘얒-’, ‘나푸-’ 및 ‘끊-’의 방언형인 ‘끙끄-’ 또한 혼효의 결과 형성된 예로 함께 
살펴본다.

131) 전남 영광에서는 《지역어》에서도 ‘얇-’이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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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례·화순·영암·장흥·보성·승주·광양·여천·고흥·완도, 제주)

위의 (10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ㅍ’ 말음 어간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지금까지 ‘ㅍ’ 말
음을 유지하고 있다. 
  (102)에는 이들의 방언형과 그 분포를 보였다. (102ㄱ)은 어간말 ‘ㅍ’가 그대로 실현되
는 예인데 북한 방언, 한반도의 중부 및 전남의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102ㄴ)은 ‘-으’ 말음 어간 즉 ‘노푸-’, ‘기푸-’(또는 ‘ㄱ’ 구개음화를 겪은 ‘지푸-’)로 재
구조화된 예이다. 함경, 강원 남부, 경상, 전북, 전남 동부, 제주 등 한반도의 중부 지방
을 제외한 전 지역에 퍼져 있어서 그 분포 지역이 매우 넓다.132) 이와 같은 ‘-으’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매개모음어미 즉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으로 어간이 평준화된 
결과다. (102ㄴ)을 포함하여 격음 또는 자음군 말음 어간에서 이러한 평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며(김현 2006: 172-173), 경기와 충남, 황해 등을 제외한 전 방언에서 확인된
다.133)

  3.2.6.3 ‘ㅊ’ 말음 어간

  ‘ㅊ’ 말음 어간으로는 ‘쫓-(逐)’이 있다. 다음 (103)은 문헌 자료에서의 예이고 (104)는 
방언형과 그 분포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103) 차(⽉釋 10:24b) 
(104) ㄱ. 쫓-: 쫃찌, 쪼차서(함경, 평안, 강원, 경기, 충청, 전북,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여천·완

도, 경북 경산·영천·고령·월성·달성, 경남 산청·사천·남해·거제, 제주)
ㄴ. 쪼치- : 쪼치지, 쪼차서(경북 울진) 
ㄷ. -: 쪼찌, 쪼짜서(전남 고흥) 
ㄹ. 쪾-: 쪽찌, 쪼까서(경남 고성·통영)

132) 《지역어》에서는 ‘덮-’의 방언 분포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지역 가운데 전남 곡성·진도·
신안, 제주에서 ‘-으-’가 첨가된 ‘더푸-’가, 그 외 지역에서는 ‘덮-’이 나타난다. 

133) 4.1.2에서는 이와 같이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들의 방언 분포와 해당 재구조화
의 성격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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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훛-: 후찌, 후처서(경북 청도, 경남 합천·밀양·울주·의령·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양산)
ㅂ. 후치-: 후치지, 후처서(경북 칠곡, 경남 거창·함양·창녕)

(103)을 보면 ‘쫓-’은 중세국어 시기 ‘-’이었고 이것이 현대국어의 ‘쫓-’으로 이어졌음
을 알 수 있다. 
  ‘쫓-’의 방언형들은 크게 ‘쫓-’류(104ㄱ~104ㄹ)와 ‘훛-’류(104ㅁ~104ㅂ)로 나눌 수 있
는데, (104ㄱ)~(104ㄹ)은 모두 ‘쫓-’류에 해당한다.134) ‘ㅊ’ 말음 어간인 (104ㄱ)이 대표
적이며 가장 넓은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다. (104ㄴ)은 어간 ‘쫓-’에 ‘-으-’가 첨가되고 
전설모음화가 일어나 ‘쪼치-’로 재구조화된 예이다. 《자료집》에서는 경북 울진에서만 확
인되지만 《지역어》에서는 강원 삼척, 전남 보성·영암·신안, 제주에서도 나타나 이 어간의 
분포가 다소 확장되었다고 여겨진다. 
  (104ㄷ)은 어간말음이 ‘ㅉ’로, (104ㄹ)은 ‘ㄲ’로 각각 재구조화한 예이다. 《지역어》에서
는 (104ㄷ)과 같은 예는 찾아볼 수 없고 (104ㄹ)과 같은 예는 경남 고성에서만 확인된다.
  ‘훛-’류는 경남에서 주로 보인다.135) 위의 (104ㅁ), (104ㅂ)이 그 예인데 (104ㅁ)은 어
간이 ‘훛-’인 것이고 (104ㅂ)은 ‘훛-’이 ‘으’ 말음 어간으로 평준화된 후 전설모음화를 겪
어 ‘후치-’가 형성된 것이다. 

3.2.7 ‘ㅎ’ 말음 어간

  3.2.7.1 ‘ㅎ’ 규칙 용언 

  이제 ‘ㅎ’를 말음으로 갖는 규칙 용언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다루
는 ‘ㅎ’ 말음 어간은 ‘놓-, 빻-, 쌓-, 좋-, 찧-(搗)’이다. 먼저 방언 분포가 전 지역에 걸
쳐 동일한 ‘놓-’, ‘쌓-’, ‘좋-’의 방언 분포를 함께 보이고, ‘빻-’, ‘찧-’은 각각 다양한 방

134)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쫓-’에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
다’의 의미와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의 의미가 모두 있는데, 방언에서의 ‘훛-’은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의 의미로 사용된다(경남방언연구보존회 편 2017: 309).

135) 《지역어》에서는 ‘훛-’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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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분포를 보이고 그 분화 과정도 다양하므로 별개로 다루고자 한다.

  1) ‘놓-’, ‘쌓-’, ‘좋-’의 방언 분포 

  ‘놓-’, ‘쌓-’, ‘좋-’은 전 지역에서 ‘ㅎ’ 말음 어간으로 나타난다. 아래 (105)에 문헌에
서의 예를, (106)에 ‘놓-’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방언 분포를 보였다.

(105) 노혼 거시(楞嚴 3:80b) 노코(釋譜 24:30b) 사하(杜詩初 10:15b) 싸코(⽉釋 11:9b) 싸면
(⼩諺 5:58a)

(106) 놓-: 노코, 놔서~노아서(전 지역) 

위의 (10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놓-, 쌓-, 좋-’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ㅎ’ 말음 어간이
었다. 현대국어 방언에서는 (106)과 같이 활용한다. 즉 전 지역에서 ‘노:코’와 같이 자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격음화가 일어나며, ‘놔:서’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ㅎ’가 탈락하고 보상적 장모음화와 활음화가 수의적으로 일
어난다.136) 

  2) ‘찧-(搗)’의 방언 분포 

  이제 ‘찧-’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찧-’의 문헌에서의 예는 아래 (107)에, 방
언형과 그 분포는 (108) 및 〈지도 23〉에 제시한 것과 같다.

(107) 디허(釋詳 24: 15b) 허(救荒 4b) 허(無冤 1:41b) 어(感應 4:24b)
(108) ㄱ. 찧-: 찌코, 찌어라(함경, 평안,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대부분 지역, 전남 구례·장성·담양·

함평·광산·나주·화순·보성·장흥·진도·신안·무안, 경북 울진·영양·문경·상주·의성·선산·금
릉·성주, 경남 거창·함양·하동, 제주)

ㄴ. -: 찌꼬, 찌어라(경기 이천·여주, 강원 고성·양양·평창, 충남 공주·논산, 전북 옥구·익산·

136) ‘좋-’의 경우 활음화가 일어난 예(좌:서)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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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남 영광·곡성·승주·여천·장흥·강진, 경북 영풍·봉화·예천·안동·영덕·영일·군위·
칠곡·경산, 경남 합천·산청·진양·사천) 

ㄷ. 찌-: 찐:다, 찌고, 찌어라(전남 영암)   
ㄹ. 찡ㅎ-: 찡코, 찡어라(경남 창녕·밀양·함안·김해·의창·거제·남해)   
ㅁ. 찍-: 찌꼬, 찌거라(경북 청송·영천·월성, 경남 울주·양산·고성, 전남 고흥·완도) 
ㅂ. 찌그-: 찌그고, 찌거라(전남 장흥·보성·해남) 

(107)에서 ‘찧-’의 중세 시기 어형
인 ‘딯-’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두경음화와 ‘ㄷ’ 구개음화를 겪
은 ‘-’으로 변했고 현대국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108)에는 ‘찧-’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다. ‘ㅎ’를 말음으로 가진 
예는 전국적으로 확인되며(108ㄱ), 
그와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ㆆ’ 
말음 예들이 나타난다(108ㄴ). 
  (108ㄷ)은 ‘찌-’로 재구조화된 
예인데 모음 어미 앞의 활용형으로 
어간이 평준화된 것으로 보인다. 
(108ㄹ)은 ‘찌코’와 같은 ‘ㄱ’계 자
음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첫음절에 
비음 ‘ㅇ’가 첨가되어 ‘찡코’가 형

성된 것이다. 이는 김소영(2013)에서 언급한 폐쇄음 앞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 첨가 현
상에 해당한다. 김소영(2013: 74)에서는 첨가되는 비음이 후행하는 폐쇄음을 조음하는 
데에 필요한 폐쇄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본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비음이 첨가되고, 이때의 첫음절 ‘찡’으로 다른 어미와의 결합형도 닮아가는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137) 

-

〈지도 23〉 ‘찧-’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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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108ㅁ)의 ‘ㄱ’ 말음 어간 및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108ㅂ)의 
‘찌그-’는 경북과 경남의 일부 지역 및 전남 남부에서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언형
들의 어간 말음을 고려했을 때 ‘딯-’의 이전 시기 말음은 ‘*ㄱ’이었고 ‘*ㄱ＞ㅎ’의 변화를 
겪은 것은 ‘찧-’으로, ‘ㄱ’로의 변화를 겪은 것은 ‘찍-’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3) ‘빻-’의 방언 분포138)

  이제 ‘빻-’의 방언형과 그 분포를 살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곽충구(1995/1998)를 
주로 참고하였다. 먼저 ‘빻-’의 문헌에서의 예는 다음 (109)와 같으며, ‘빻-’의 방언형과 
분포는 (110), 〈지도 24〉와 같다. 

(109) ㄱ. ⾻을 며 모 아도(南明 下:64b), 三千 니(⾦三 5:16a)
      ㄴ. 디새 아디게 몯호 恨 니(南明 下:32a), ⼤⿈  分을 사라 아 (救急 

下:19a)
(110) ㄱ. 뽀숙-, 뽀식-, 뽀슥-, 뽀숳-, 뽀-: 뽀슥는다, 뽀슥아서(전남 곡성·구례·화순·승주·광양·강

진·장흥·보성·고흥·여천, 경남 거창·산청·의령·하동·진
양·사천·남해)

ㄴ. 뽀수-, 빠수-, 빠시-: 뽀순다, 뽀사라(황해 서부, 전남 영광·장성·담양·함평·광산·신안·무안·
나주·영암·완도, 경남 합천·창녕·밀양·함양·함안·의창·김해·통영·거제, 
충남 홍성·보령·청양, 경북 영일·고령·청도, 전북 진안·무주, 충북 옥
천·영동)

ㄷ. 빳-, -, 뽓-: 빤넌다, 빠사아(경북 금릉·성주·칠곡·영천·달성·경산, 전남 진도·해남, 제주)
ㄹ. 바:-, 빠:-: 빤:다, 빠:서(경기 연천·파주·강화·김포·양주)
ㅁ. 보:-, 뽀:-, -: 본:다, 보:구, 봐:서(평안)
ㅂ. 뽀우-, 빠우-: 뽀운다, 뽀와서(경남 울주·양산·고성)
ㅅ. 빻:-: 빠코, 빠:서(강원, 경기, 충북, 충남 천원·연기,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안동·영양·

137) 이러한 특징을 가진 유추적 평준화는 4.1.2에서 모아 다룬다.  
138) ‘빻-’의 방언 분포에 대한 내용은 김수영(2020)을 바탕으로 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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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성·청송·영덕·선산·군위·월성)139)

     ㅇ. 빵구-: 빵군다, 빵궈 (전북 옥구·익산·완주·김제·부안·정읍·임실·장수·고창·순창, 충남 서산·
당진·아산·예산·공주·부여·논산·대덕·서천)

     ㅈ. 빤는다, 빡꾸, 빡까서 (강원 삼척) 

위의 (109)에서 확인되듯이 ‘-’는 
중세국어 시기 자음어미 또는 ‘/으’ 
계 어미 앞에서는 ‘-’로, ‘-아/어’계 
어미 앞에서는 ‘ㅇ-’로 교체된다. 한
편 그 의미상 (109ㄱ)은 현대국어의 ‘빻
-’에, (109ㄴ)은 ‘부수-’에 가깝다. 
  곽충구(1995/1998)에서는 ‘빻-’의 이
전 시기 어형을 ‘*pʌzʌɣ’로 재구하였다. 
이를 따르면 이 어간의 방언형은 ‘ㅿ’의 
변화, ‘ㆍ’의 변화, ‘ɣ’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서는 ‘ㅿ’의 변화를 중심으로 방언 분포
를 살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110) 및 〈지도 24〉를 함께 보면 아래
와 같다.140)

  먼저 (110ㄱ)은 두 번째 음절의 말음인 ‘ㆍ＞ㅗ’, ‘*ɣ＞ㄱ’의 변화를 겪고, ‘ㅿ＞ㅅ’을 
겪은 예이다. ‘뽀숳-, 뽀-’ 또한 ‘*ɣ’로부터 변화한 예이다. 다음으로 이를 둘러싼 지역
에 분포하는 (110ㄴ)은 ‘*ɣ’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110ㄷ)은 ‘ㅿ＞ㅅ’를 겪었고, 모음 

139) 《지역어》에서는 충북 영동과 경북 봉화에서 ‘ㆆ’ 말음 어간인 ‘-(빠꼬, 빠아따)’가 나타나
며 《자료집》에서는 모든 활용형이 다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ㆆ’ 말음 어간이라고 확신할 
활용형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의 실제 분포 지역은 이보다 더 넓고 수의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한다.

140) 함경도에는 ‘빻-’의 방언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경도 방언 화자들은 ‘빻-’ 대신에 ‘갈그 내
다’ 또는 ‘띻-(찧-)’을 쓴다(곽충구 1995/1998: 43).

〈지도 24〉 ‘빻-’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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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으로 어간이 재분석된 것이다. 여기까지의 (110ㄱ)∼(110ㄷ)을 
‘ㅿ＞ㅅ’를 겪은 ‘빳-’류라고 하였다. 
  이어서 (110ㄹ)은 후두 유성 마찰음의 형성(*ɣ＞ɦ) 및 ‘ㅿ’의 소실로 형성된 어간으로 
‘아, 디, 고’에서 ‘바아, 바으디, 바으고’로, 이어 ‘바:, 바:디, 바:고’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문헌어의 변화이다. (110ㅁ)도 이와 마찬가지 변화를 겪었지만 첫 
번째 음절의 ‘ㆍ’가 모음 ‘ㅗ’로 변했다는 점이 다르다. (110ㅂ)은 인접한 지역에서 ‘ㅿ＞
ㅅ’의 변화를 겪은 것과 달리 ‘ㅿ’의 탈락을 겪은 예이다. (110ㄹ)∼(110ㅂ)은 ‘ㅿ’의 비
음운화를 겪은 ‘빠-’류라고 할 수 있다. 
  (110ㅅ)은 (110ㄹ)에 ‘ㅎ’가 첨가된 형태이다. 곽충구(1995/1998: 53)에서는 이때의 
‘ㅎ’가 재구형 ‘*pʌzʌɣ’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 보았
다.141) 따라서 이전 시기에는 (110ㄹ)의 분포 지역이 지금보다 더 넓었는데 이후 ‘ㅎ’가 
삽입된 ‘빻-’이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110ㅅ)은 〈지도 24〉에 ‘빻-’류로 표시
하였다.
  이어서 (110ㅇ)은 전북과 충남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기갑(1986: 36-37)에서는 
이 예를 ‘ㄱ’ 앞에 ‘ㅇ’이 첨가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즉 그 분포상 본래 ‘ㅅ’형이던 
지역에서 ‘빵구-’라는 새로운 어형이 나타나 그 분포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10ㅈ)은 ‘빤는다, 빡꾸, 빡까서’로, 모음어미 결합형인 ‘빡까서’를 통해 ‘*ɣ’가 ‘ㄱ’로 변
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 등의 모음어미 활용형으로부터 ‘빢-’이 형성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지도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빻-’의 ‘ㅎ’ 말음 어간 분포 지역 중 가장 남쪽은 경북 상주·선산·군위·청송·영덕, 충남 
천안·연기 등인데, ‘ㅎ’ 말음 어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여 점차 북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중부방언의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여 남하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110ㅇ)의 ‘빵구-’가 분포하는 양상을 보면 전자가 타당한 듯하다. 즉 ‘빵구-’

141) 이때의 ‘ㅎ’ 말음이 ‘*-’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를 제외
하고 ‘*ㄱ＞ㅎ’를 지역이 전남과 경남의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 ‘빻-’의 분포가 상당히 넓
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곽충구(1994b: 563)에서는 어두경음화에 그 이유가 있을 듯하다고 하
였지만, 본고에서는 방언 접촉으로 인해 ‘ㅎ’ 말음으로의 재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자세
한 것은 5.2.2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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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롭게 생겨나서, 충남 보령·청양·서천과 전남에 분포하는 ‘빳-’류가 이별 분포(정승철 
2013a: 211)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빻-’류도 ‘빠-’류와 ‘빳-’류의 경계에서 그러
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즉 그 접촉 지역에서 새롭게 ‘ㅎ’ 말음 어간과 ‘빵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142) 
  
  3.2.7.2 ‘-앟/엏-’ 불규칙 용언 
 
  ‘-앟/엏-’ 불규칙 용언에는 ‘그렇다’, ‘이렇다’ 및 ‘하얗다/허옇다’ 등의 색채어류, ‘높
다랗다, 기다랗다’ 등의 ‘-다랗-’ 파생어류, 그밖에 ‘동그랗다/둥그렇다, 조그맣다’ 등의 
몇몇 단어가 있다(송철의 2004/2008: 163).143) 이들은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 
(111)과 같이 활용한다. 

(111) 노랗-: 노라코 노라치 노라니 노라면 노래 

위의 (111)과 같은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의 형성 과정은 이현희(1985), 최명옥(1988), 
송철의(2004/2008) 등에서 이미 자세히 논의된바 그 과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노랗-/누렇-’을 예로 들면, 먼저 중세국어의 단일어 ‘노-/누르-’에 상태성을 더하
는 ‘–아/어 -’가 결합하여 ‘노라-/누러-’가 형성된다(이현희 1985: 224-225). 이 
‘노라-/누러-’가 자음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에서는 ‘’의 ‘ㆍ’가 탈락하고, 매개모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에서는 ‘’ 전체가 탈락한 변화가 나타나 ‘노라코/누러코, 노라니/
누러니, 노라야/누러야’와 같은 패러다임이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다가(송철의 
2004/2008: 165), 동사 ‘-’의 활용형 ‘여’가 ‘’로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로 ‘노라
야/누러야’가 ‘노래/누래’로 변하게 된다. 

142) 본고의 5.2.2.2에서는 ‘빻-’과 ‘긋-’의 방언형들을 다루면서 방언 접촉의 환경에서 어간의 
재분석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룬다. 

143) ‘-앟/엏-’ 불규칙 용언은 ‘ㅎ’ 불규칙 용언이라 불러온 것인데, 송철의(2004/2008: 180)에
서 언급한 것처럼 여타의 ‘ㄷ’ 불규칙이나 ‘ㅅ’ 불규칙과는 달리 어간말음 ‘ㅎ’만 불규칙적인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간말음절의 모음 ‘아/어’도 불규칙적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앟/엏
-’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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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가운데 ‘노랗-’이 《자료집》에 실려 있는 유일한 단어이고 《지역어》에는 ‘까맣-’, 
‘하얗-’, ‘파랗-’, ‘빨갛-’, ‘노랗-’ 등의 색채어들도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자료집》에 
제시된 ‘노랗-’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기로 하고, 《지역어》와의 비교를 통해 그 외 색채어
의 방언 분포도 일부나마 언급하기로 한다.144)

  아래 (112)와 〈지도 25〉는 ‘노랗-’의 방언 분포를 제시한 것인데, 《자료집》 및 정인호
(1999), 정인호(2008)을 참고하였다. 

(112) ㄱ. 노라-: 노라고/노러고, 노라니까/노러니까, 노라서(충남 서천, 경남 의령·함안·의창·김해) 
ㄴ. 노랗1-: 노라코/누러코, 노라니까/누러니까, 노래서/누래서(함경, 황해, 경기, 강원145), 충

청, 전북 옥구, 경북, 경남 거창·합천·창녕·양산·산청)
     ㄷ. 노랗2-: 노라코, 노라니까, 노라서(경기 파주·평택)
     ㄹ. 누래-: 누래고, 누래서(충북 단양)  
     ㅁ. 놀:허-: 노:러고, 노:러니까, 노:래서(평안, 전북 부안·장수·순창·임실, 전남 담양·곡성·구례·

함평·화순·장흥·진도·해남·완도)
     ㅂ. 노리-: 노리고, 노리니까, 노려서/노리서(전북 진안·고창, 전남 장성·광산·광양·여천·고흥·영

광·신안, 경남 밀양·고성·남해·통영·거제·함양·진양)
     ㅅ. 노랑허-: 노랑허고, 노랑헨(제주)
     ㅇ. 노란하-: 노라나고, 노라난께, 노라내서(충남 청양·부여·논산)
     ㅈ. 노라낳-: 노라나코, 노라나서(충남 대덕)

(112ㄱ)은 중세국어의 단일어 ‘노/누르-’가 그대로 실현되는 예이며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112ㄴ)과 (112ㄷ)은 중세국어의 ‘노-/누르-’가 ‘노랗-’, ‘누렇-’으로 변
화한 것이다. (112ㄴ)은 위의 (111)과 같은 표준어에서의 활용 패러다임과 같다. 복수 기
저형을 갖고 있지만 편의상 ‘노랗1-’로 표시하였다. 즉 자음 및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
이 ‘노랗-’이고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은 ‘노래’인 것인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부, 경

144) 물론 이로써 ‘ㅎ’ 불규칙 용언의 방언 분포를 모두 짐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그렇
다’, ‘이렇다’류의 용언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45) 강원 명주(강릉)에서는 ‘놀:코’도 확인되는데 이는 ‘노라코’에서 축약된 것으로 ‘그러코＞글
코’, ‘그러치＞글치’와 같은 종류의 활용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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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112ㄷ)은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이 
‘노라’인데 이는 자음어미 또는 매개모
음어미 결합형에서의 어간 이형태로 평
준화가 일어난 것이다.146) 문헌에서 확
인되지 않으므로 그 형성 시기가 20세
기 이후일 것으로 짐작되며, 《자료집》
에서는 경기 파주와 평택에서만 보이지
만 《지역어》에서는 경기 화성·포천·양
평·강화, 충북 충주·영동에서도 확인되
어 나타나는 지역이 더 넓어졌다. 
  (112ㄹ)은 충북 단양에서만 확인되는
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형
인 ‘누래서’에서 ‘누래-’를 재분석한 것
으로, 지역에 따라 동사 ‘하-’의 어간

이 ‘해-’로 재구조화되는 예(‘해구, 해니까, 해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2ㅁ)은 정인호(1999: 69-7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세국어의 ‘노-’가 ‘놀하
-/놀허-’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인호(1999)에서는 전남 방언에서도 중앙방언
과 같이 ‘노-/누르-’에 ‘-어/아 -’가 결합한 형태가 존재하였을 것인데 ‘-’가 축약
되지 않고 ‘허-’로 변화한 다음 앞의 ‘어/아’가 탈락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보았다. 
  (112ㅂ)의 ‘노리-’는 ‘노- ＞ 노르- ＞ 노리-’를 겪은 것이며, (112ㅅ)은 ‘노랑허-’인
데 제주에서 나타난다. 정승철(1996: 743)에서는 이전 시기의 ‘노라-’의 ‘노라-’를 단
일 어근으로 인식하면서 여기에 제주방언의 파생 접미사인 ‘-앙/엉-’을 결합시켜 ‘노랑허
-’가 발달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112ㅇ)에 대해 최전승 외(1992: 
59)에서 ‘놀-’에 어근 ‘-안/언-’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고 보았는데(놀-안-허다), 이때 ‘-
안/언-’을 형용사의 어근을 형성하는 전북과 충남 방언의 고유한 어근 형성 접미사라고 

146) 정인호(2008: 43)에도 동일한 언급이 있다. 

〈지도 25〉 ‘노랗-’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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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제주방언의 파생접미사 ‘-앙/엉-’이 색채형용사에서의 쓰임 이외에도 생
산적인 접미사인 것과 달리, ‘-안/언-’은 생산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접미사
로 분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노랗-’에 관형사형 어미 ‘-ㄴ’가 결합한 ‘노란’을 
새로운 단일 어근으로 인식하고 ‘노란하-’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편이 나으리라고 여겨진
다.
  마지막으로 (112ㅈ)은 어간이 ‘노라낳-’인 것인데 이는 ‘네모낳-’, ‘세모낳-’ 등의 모양 
형용사로부터 감염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김창섭 1994: 5-6, 김현 2006: 116).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평안과 전라 방언에서는 ‘놀하-/놀허-’가, 함경 방언
과 중부 방언(경기·강원·충북) 및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는 ‘노랗-’이, 경남 및 전남의 일
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노리-’, 그 외 충남 일부 지역과 제주에서는 각각 ‘노란하-’와 ‘노
랑허-’가 확인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몇몇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기저형을 가진 활용형들이 섞여 나타나는데 이는 다
음 (113)에서 확인된다. 

(113) ㄱ. ‘노리-’와 ‘노랗-’: 노리구, 노링께, 노려서/노리서/노래서, 노라케, 노라코(충북 옥천, 전
북 익산·완주, 전남 무안·나주·영암·강진·보성·승주, 경남 사천·울주·하동)

ㄴ. ‘놀하-’와 ‘노랗-’: 노라코, 놀하니께, 노래(전북 무주)
ㄷ. ‘노리-’와 ‘노란허-’: 노리다, 노란히여, 노라내진다(전북 김제)

(113ㄱ)에서는 ‘노리-’의 활용형들과 ‘노랗-’의 활용형들이 섞여 나타난다. 앞서 (113)에
서 살펴본 방언 분포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예들이 분포하는 서남방언과 경남 방언에서
는 본래 ‘노리-’가 쓰이다가 ‘노랗-’이 후대에 유입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113ㄴ)
은 전북 무주의 예인데 전남 방언형인 ‘놀:하-’와 중부 방언형인 ‘노랗-’이 공존하는 것
이고, (113ㄷ)은 전북 김제의 예인데 본래의 전북 방언형인 ‘노리-’와 충남 방언형인 ‘노
란허-/노란하-’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노랗-’의 위세를 짐작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어》와의 비교를 통해 ‘노랗-’ 및 색채 형용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114)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은 지역을 모아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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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ㄱ. 노랗1- ⇒ 노랗2-: 경기 화성·포천·양평·강화, 충북 충주·영동
ㄴ. 노리- ⇒ 노랗1-: 경남 고성·창원·남해·울산·하동
ㄷ. 노리- ⇒ 놀허-: 전남 영광·보성·영암·신안·광양, 경남 남해

(114ㄱ)은 앞서 다루었듯 본래 ‘-앟/엏-’ 불규칙이었던 ‘노랗1-’류의 어간들이 유추적 평
준화를 겪은 예이다.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114ㄴ)은 단일어 ‘노리-’
에서 ‘-앟/엏-’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겪은 지역으로 일부는 이미 《자료집》의 
조사 시기에도 ‘노랗1-’과 ‘노리-’가 공존하였으므로 ‘노랗1-’이 그 세력을 더 넓힌 것이
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114ㄷ)을 통해서는 전남 방언형인 ‘놀허-’류가 전남 방언 내에
서 더 확장되어 쓰이며 인접 지역인 경남 남해에서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노랗1-’의 세력이 강한 가운데 전남 방언과 그 인접 지역에서는 ‘놀허-’류 또한 세력을 
넓히고 있다.

3.2.8 경음 말음 어간 

  여기에서는 경음 즉 ‘ㄲ’, ‘ㅆ’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를 살펴본다. 

  3.2.8.1 ‘ㄲ’ 말음 어간

  ‘ㄲ’ 말음 어간에는 ‘깎-’, ‘닦-’, ‘묶-’, ‘엮-’이 있다. 아래 (115)에 문헌에서의 예를, 
(116)에 ‘닦-’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방언형과 그 분포를 제시하였다.

(115) 닷가(釋譜 9:14b) 닥가(捷蒙 1:9a) 갓니(杜詩初 16:57a) 가(⾺經 下:69a) 뭇군(楞嚴 
5:8a) 묵거(⾺經 下:118a) 엿거(釋譜 13:53a) 역 편(倭語 下:43a)

(116) ㄱ. 닦-: 닥꼬/다꼬, 다까라(함경, 평안, 황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옥구·익산·완주·진안·무
주·김제, 전남, 경북, 경남 창녕·산청)

ㄴ. 다끄-: 다끄고, 다까라(충남 서천·당진, 전북 부안·정읍·고창, 전남 영광·장성·함평·광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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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안·해남, 경남 밀양·울주·양산·김해·의창, 제주)

(115)에서 확인되듯이 ‘깎-’, ‘닦-’, ‘묶-’, ‘엮-’은 중세국어 시기 모두 ‘ㅺ’ 말음 어간이
었다가, 16세기 초 ‘ㄷㄱ’ 말음 어간으로 바뀌고(이진호 1997: 23), 이어 19세기 이후에
는 ‘ㄲ’ 말음으로 바뀌게 된다. 
  (116ㄱ)은 ‘ㄲ’를 말음으로 가진 예인데 대부분의 방언에서 확인된다. (116ㄴ)은 ‘ㄲ’ 
말음 어간에 ‘-으-’가 첨가되어 기저형이 재구조화된 것으로 주로 경북의 남부와 경남, 
전남, 전북의 남부에서 나타난다. 한편 중부방언에서는 충남 서천·당진에서 보고되었는데 
이들 지역이 서해안이라는 점은 이들 어형의 전파가 해안을 따라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아래 (117)과 〈지도 26〉에는 ‘묶-, ‘엮-’, ‘깎-’의 방언형들 가운데 첫음절의 
종성에 ‘ㅇ’가 첨가되어 나타나는 예와 그 분포를, ‘묶-’의 방언형을 대표로 삼아 제시하
였다.

(117) ㄱ. 뭉끄-: 뭉끈다, 뭉끄고~뭉꼬, 뭉꺼라 (전북 순창·남원, 경남 거창·함양·하동·함안·의령·사
천·고성·남해·통영·거제, 전남 구례·담양·곡성·나주·화순·승주·광양·영암·해남·강진·
장흥·보성·고흥·여천)

ㄴ. 뭉ㄲ-: 뭉찌, 뭉꺼라, 뭉꼬 (전남 구례·승주·광양·영암·여천·해남·강진·보성·고흥·완도)

(117ㄱ)은 ‘뭉끄-’, ‘영끄-’로 재
구조화된 것이고 (117ㄴ)은 ‘뭉ㄲ
-, 영ㄲ-’로, 새로운 자음군 ‘ㅇ
ㄲ’를 가진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117ㄱ)은 김소영(2013)
에서 언급한, 폐쇄음 앞 동일 조
음 위치의 비음 첨가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찡
ㅎ-(찡코, 찡어서)’의 경우와 같

〈지도 26〉 ‘뭉끄-’, ‘뭉ㄲ-’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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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뭉끄-’, ‘영끄-’는 ‘무끄-’, ‘여끄-’의 첫음절에 ‘ㅇ’가 첨가되어 기저형이 ‘뭉끄-’
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17ㄴ)과 같은 패러다임은 (117ㄱ)과 공존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주로 전
남에 분포한다. ‘ㄲ’ 말음 어간은 ‘묵꼬~무꼬, 묵찌~무찌, 무꺼라’ 등으로 활용하는데 ‘무
꺼라’ 등의 모음 어미 결합형의 첫음절에 ‘ㅇ’가 첨가되어 ‘뭉꺼라’가 형성되고, 이 첫음
절 ‘뭉’이 다른 활용형의 첫음절에도 쓰여 (117ㄴ)과 같은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하겠
다. 

  3.2.8.2 ‘ㅆ’ 말음 어간 

  ‘ㅆ’를 말음으로 하는 용언 어간은 ‘있-’(有)이다. 이는 방언에 따라 ‘ㅆ’ 말음과 ‘ㅅ’ 
말음을 갖는다. 다음 (118)에 문헌 자료에서의 예를, (119)에 방언형과 그 분포를 보였
다. 

(118) 잇거뇨(釋譜 6:13b) 이쇼미(楞嚴 1:113a) 이시면(楞嚴 4:16b) 시며(楞嚴 10:14b) 
(119) ㄱ. 잇-: 읻꼬, 이서서 (황해, 경북 선산·군위·성주·칠곡·고령·달성, 경남, 전남 영광, 전북 옥

구·익산·완주, 제주147))
ㄴ. 있-: 읻꼬, 이써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예천·안동·영양·상

주·의성·청송·영덕·금릉·영일·경산·영천·청도·월성)

‘있-’은 15세기 국어에서 ‘이시-~잇-~시-’의 세 가지 이형태를 갖는다(안병희 
1959/1982: 37, 43). 위의 (118)에 제시된 것처럼 자음 어미 앞에서는 ‘잇-’이, 모음이
나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시-’가, 선행하는 단어가 ‘이’로 끝나는 것일 때는 ‘시-’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체를 보였던 어간이 현대국어에 이르러 ‘ㅆ’ 말음을 갖게 된 재구조화 과정
에 대하여는 송철의(2000/2008: 407-445)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세 가지 

147) 《지역어》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이서라(있더라)’, ‘시난(있으니까)’, ‘집이 시어(있어)’와 같이 
‘잇-’과 ‘시-’가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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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태를 가졌던 용언 어간이 ‘잇-’으로 단일화되는 것은 18세기 이후이며, 이는 ‘ㅅ, 
ㅈ, ㅊ’ 등의 자음 뒤에서 ‘ㅏ:ㅑ, ㅓ:ㅕ’ 등의 대립이 중화되어 ‘이셔’에 대한 ‘[이셔]’와 
‘[이서]’의 발음이 같아졌고, 화자들이 ‘잇-’을 용언 어간으로 재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보
았다(송철의 2000/2008: 427-430). 이어서 ‘잇-’이 ‘있-’으로 재구조화된 과정에 대해
서는 반의어인 ‘없-’의 ‘업써, 업쓰니’와 같은 발음에 유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송
철의 2000/2008: 435-436).148)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바 이때의 ‘있-’은 ‘없-’에 감염된 형태라고 하
겠다. 이에 따르면 위의 (119ㄱ)에서 제시한 ‘ㅅ’ 말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활용형들은 
어간 기저형을 ‘잇-’으로 삼고, (119ㄴ)은 어간 기저형을 ‘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119ㄱ)에서는 ‘잇-’으로부터 ‘있-’으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자료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북 울진·청송·영덕·군위·영일·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월성, 경
남 밀양·양산에서 음소 ‘ㅅ’와 ‘ㅆ’가 변별되지 않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있-’으로의 재
구조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3.2.9 자음군 말음 어간149) 

  이제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용언 어간의 방언형과 그 분포에 대해 살펴본다. 용언 
어간의 경우 ‘ㄴ’가 선행하는 자음군인 ‘ㄵ, ㄶ’, ‘ㅂ’가 선행하는 자음군인 ‘ㅂㅆ’, ‘ㄹ’가 
선행하는 자음군인 ‘ㄺ, ㄻ, ㄼ, ㄾ, ㅀ’가 있다. 이들의 방언별 실현 양상을 선행 자음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3.2.9.1 ‘ㄵ’, ‘ㄶ’ 말음 어간 

  먼저 ‘ㄴ’이 선행하는 자음군인 ‘ㄵ’을 갖는 용언 어간에는 ‘앉-’, ‘얹-’이 있다. 다음 
(120)에 문헌에서의 예를, (121)에 ‘앉-’을 대표로 하여 이들의 방언별 실현 양상을 보였

148) 3.2.9.2에서 후술하겠지만 ‘없-’의 방언형 가운데 ‘었-’ 또한 ‘있-’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없-’과 ‘있-’은 반의어이므로 형태상의 감염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149) 본 항의 내용은 김수영(2014a)를 기반으로 하여 보충한 것이다.



- 116 -

다.

(120) 앗(釋譜 19:6a) 안자셔(⽉釋 11:4a) 엿(⽉釋 4:21b) 연니(⽉釋 4:21b) 
(121) ㄱ. 앉-: 안자, 안꼬, 안찌 (전 지역) 

ㄴ. 앚-: 아즈라, 앚지[아찌] (제주)
ㄷ. 앙ㅈ-: 앙저라 (전북 부안, 전남) 
ㄹ. 앙ㄱ- : 앙거, 앙꼬 (전남 남부)

‘ㄵ’는 ‘ㅈ’ 앞에 ‘ㄴ’가 첨가되어 형성된 자음군이다. 즉 ‘*앚-’과 ‘*옂-’에서 ‘ㄴ’ 첨가를 
겪어 15세기의 ‘앉-’, ‘엱-’이 형성된 것이다(이기문 1964). (120)에서 ‘앗(釋譜 
19:6a)’와 같은 예는 기저의 ‘ㅈ’이 음절말에서 중화됨으로써 ‘ㅅ’로 표기된 것이다(이진
호 1997: 18). 이처럼 15세기에는 ‘앚-’과 ‘앉-’, ‘옂-’과 ‘엱-’이 공존했다가 점차 ‘ㄵ’ 
말음 어간만 남게 되었다.
  현대국어의 방언에서 ‘ㄵ’ 말음 어간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121
ㄱ), 제주방언에서의 ‘ㅈ’ 말음 어간은 자음군 ‘ㄵ’이 형성되기 이전의 모습이다(121ㄴ). 
또한 전북 부안과 전남에서는 (121ㄷ)과 같은 예가 확인되는데 이는 ‘앙꼬(앉-고)’와 같
이 ‘ㄱ’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연구개음화를 겪어 형성된 ‘앙-’이 모음 어미와
의 결합형에도 확장되어 쓰인 예라고 생각된다. 
  (121ㄷ)의 ‘앙ㄱ-’은 이승재(1983a: 218-219)에서 논의한바 ‘*앚-’이 ‘아-’에서 모
음 탈락과 ‘*ㄱ’의 탈락을 겪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방언의 ‘앙ㄱ-’는 ‘*아-’의 
‘*ㄱ’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 방언은 ‘*아+아라 → 안아라 → 앉가라’를 
겪고 자음군단순화로 ‘ㅈ’가 탈락한 뒤 연구개음화를 겪어 ‘앙ㄱ-’가 형성되었다고 본 것
이다.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이 방언의 ‘앙ㄱ-’, ‘엉ㄱ-’(上寘)가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본다. 
  다음으로 ‘ㄶ’을 갖는 용언 어간에는 ‘끊-(切)’, ‘많-’(多), ‘않-’이 있다. 이들 중 ‘끊-’
은 그 방언형이 다양하며 ‘많-’과 ‘않-’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먼저 ‘많-’과 ‘않-’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 (122), (123)과 같다.150) 〈지도 27〉에는 ‘많-’의 방언 분포를 제시했는데 

150) 제주방언에서는 ‘많-’의 방언형으로 ‘하-’가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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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남한 방언만을 나타냈다.

(122) 만고(釋譜 6:35b) 만타라(⽉釋 10:23a) 아니코(釋譜 3:38b) 아니더시니(釋譜 3:15a) 
(123) ㄱ. 많-: 만코, 마나도/마너도[많-아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아산·천원·연기·대덕·금산, 전

북, 전남 곡성·구례·신안·진도·여천, 경북 상주, 경남 함양·산청·하동·진양·사천·고성·
남해·통영·거제)

ㄴ. 많-/만해-: 만코, 마내도[만하-아도] (강원 평창·영월, 경기 시흥·양평, 충남 서산·당진·예
산·홍성·청양·공주·보령·부여·서천·논산, 전북 옥구·익산·완주·진안·김제·부안·정
읍·임실·고창, 전남 영광·장성·담양·함평·광산·무안·나주·화순·승주·광양·영암·해
남·강진·장흥·보성·고흥·완도, 경북(상주 제외), 경남 거창·합천·창녕·밀양·울주·
의령·함안·의창·김해·양산)

ㄷ. 하-: 하도, 하기는, 하영(제주) 

‘많-’과 ‘않-’은 (122)에서 확인되
는 것처럼 각각 ‘만-’, ‘아니-’
에서 중세국어 시기 형성된 어간이
다. 이들의 자음 어미 앞에서의 활
용형 ‘만코, 만타라’ 등에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나 ‘ㄶ’이 형성된 
것이다(이진호 1997: 17). 
  (123)에는 ‘많-’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다. (123ㄱ)은 ‘만코, 마나
도’와 같은 활용형으로 중부 방언
과 경남의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분
포한다. 이는 어간말의 ‘ㄶ’가 자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에는 축약되어 ‘만코, 만치’ 등으로 활용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ㅎ’가 
탈락하여 ‘마나서, 마나도’ 등으로 활용하는 예이다.

〈지도 27〉 ‘많-’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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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ㄴ)은 충남 이하 남부 방언에 분포하고 있는데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이 ‘마내도, 
마내서’인 것은 동사 ‘하-’의 활용에서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이 ‘해서, 해도’인 것과 같
다. 즉 이전 시기의 ‘만하-’의 활용형 ‘마내서, 마내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123ㄷ)은 제주방언의 예인데 제주방언에서는 ‘많-’의 방언형으로 ‘하-’를 사용한
다.
  이제 ‘끊-’의 경우를 살펴보자. ‘끊-’은 근세국어 시기에 형성된 어간으로 문헌에서는 
아래 (124)와 같은 예가 확인되며, (125)에는 그 방언형들을 제시하였다(밑줄은 《지역
어》).

(124) ㄱ. 그처(⽉釋 19:11b) 그초(楞嚴 1:107b) 그쳐(釋譜 6:1b) 그치디(救⽅ 上:31a) 
ㄴ. 근처(東新續 孝2: 68b) 처(朴通 上: 35a)
ㄷ. 코(五倫 1:50a) 허지디(五倫 4:21b)

(125) ㄱ. 긏-: 근는다, 그츤(함북 육진) 
ㄱ´. 그치/끄치-: 그치지/끄치지, 그창/끄창(함북 육진, 제주)
ㄴ. 끈치-: 끈치지, 끈창(함북 육진, 제주)
ㄷ. 끊-: 끄너, 끈코, 끈는다(전 지역) 
ㄹ. 끈ㆆ-: 끄너, 끈꼬(강원 양구·고성, 경북 문경, 충북 영동·옥천, 충남 공주·연기·서천·논산·

천안, 전북 순창·남원, 전남, 경남 합천·산청·거제)
ㅁ. 끈-: 끄너, 끈고(제주, 함북 육진)
ㅁ´. 끄니-: 끄니디, 끄니지, 끄녀라, 끄네라(함북 북부) 
ㅂ. 끙ㅋ-: 끙찌, 끙커라(경남 거제)
ㅅ. 끙끄-: 끙끄고, 끙꺼서, 끙끄먼, 끙뜨라(전남 보성·남원)

‘끊-’은 중세국어 시기 ‘긏-’(자동사, 타동사), ‘그치-’(타동사)로 쓰이다가(129ㄱ), 17세기 
초 ‘그처’와 같은 모음 어미 결합형의 첫음절에 ‘ㄴ’가 첨가된 ‘근처’, ‘근쳐’ 등이 형성되
고 어두경음화를 겪어 ‘-’이 된 후(124ㄴ), 이것이 다른 ‘ㄶ’ 말음 어간에 유추되어 
(124ㄷ)과 같은 ‘-’으로 재분석되었다는 논의가 있었다(곽충구 1980: 62-63).151) 그러

151) ‘ㄴㅊ’ 말음을 가진 ‘-’의 출현 시기가 짧고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을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는 하지만 곽충구(1980: 62-63), 임보선(2005: 86), 정경재(2015: 75)에서는 ‘ㄴㅊ’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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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ㄶ’ 말음 어간으로의 유추가 일어나는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김소영(2014)은 ‘끊-’의 형성에 대해, ‘치-’가 ‘-’으로 재분
석되고 이 어간의 활용형인 ‘꼬’, ‘찌’가 비어두에서의 경음과 격음의 교체를 겪어 
‘코, 치’로 실현되면서 이로부터 ‘ㄶ’ 말음이 재분석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음어미 
결합형으로부터의 재분석은 흔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도 ‘끊-’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 논의를 따른다.  
  이와 같은 ‘끊-’의 발달 과정이 현대국어 방언에도 반영되어 있다. 먼저 (125ㄱ)의 ‘긏
-’, (125ㄱ´)의 ‘그치-/끄치-’는 가장 오래된 형태 즉 중세국어 시기의 어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함북 육진 방언과 제주방언에서 확인된다.152) (125ㄴ)의 ‘끈치-’는 ‘끄치-’
의 첫음절에 ‘ㄴ’가 첨가된 예이며 근세국어 시기부터 문헌에서 확인되는 예이다.
  다음으로 (125ㄷ)은 앞서 언급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끊-’이며, 전 지역에서 확인된
다. (125ㄹ)의 ‘끈ㆆ-’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보이지만 그중에서도 전남 방언을 중심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끊-’의 자음어미 결합형인 ‘끈코, 끈치’가 ‘끈꼬, 끈찌’로 교체되
어 형성된 어간인 것으로 보인다. 
  (125ㅁ)의 ‘끈-’은 제주방언과 함북 육진 방언의 예이다.153) 육진 방언은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방언이므로 ‘-’의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
태로 평준화가 일어난 것인데(곽충구 2015: 149), 제주방언 또한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므로(정승철 1995a: 174 각주 213), 동일한 설명이 적용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어서 (125ㅁ´)의 ‘끄니-’는 함북 북부 지역어에서만 확인되
는 예인데 ‘끈-’에 ‘-으-’가 결합한 ‘끄느-’가 전설모음화를 겪어 ‘끄니-’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25ㅂ)의 ‘끙ㅋ-’는 ‘끈코(끊-고), 끙커든(끊-거든)’과 같이 후행하는 어미의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고에서도 그 견해를 따른다.  
152) 함북 육진 방언의 예는 곽충구(2015), 곽충구(2019)에서, 제주방언의 예는 《지역어》에서 제

시된 것이다. 
153) 제주방언과 함북 육진 방언에서는 ‘끊-’도 확인된다. 제주방언에는 ‘ㄶ’ 말음 용언 어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육진 방언 또한 그러하였으므로 ‘끊-’은 다른 방언에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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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이 ‘ㄱ’인 활용형에서 첫음절의 ‘ㄴ’가 연구개음화를 겪어 ‘ㅇ[ŋ]’이 되고(끙코, 끙커
든) 이로부터 ‘끙ㅋ-’를 재분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154) 마지막으로 (125ㅅ)의 ‘끙끄-’는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지역어》에서만 나타나는 예인데, ‘끊-’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기보다는 ‘꺾-(折)’과의 혼효로 형성된 듯하다. 다음 (126)에 전북 남원과 전남 보
성에서 조사된 《지역어》의 자료를 제시하였다(괄호 안은 표준어).

(126) ㄱ. 구술 발화: 옷 만들기(전북 남원)
         접 짇 꺼거보기(겹 짓 꺾어보기), 섭 끙꺼보기. (겹 짓 꺾어보기, 섭 끊어보기.) 
         이 납따건 헝겁쪼가리 이씨먼, 그냥 삽 끙꺼서 되련헤보기. (이 납작한 헝겁 조각이 있으

면, 그냥 섭 끊어서 도련해 보기.) 
ㄴ. 싹달가지 끈는다, 끄너온다(삭정이를 꺾는다)
ㄷ. 꺾-(折): 끙꼬, 끈찌~끙끄지, 끈떠라~끙끄드라, 끄능개~끙끙개, 끙거따~끙꺼따

위의 (126ㄱ)은 ‘끊-(切)’의 의미로 ‘꺽-’과 ‘끙끄-’를 사용하는 예이고, (126ㄴ)은 ‘꺾-
(折)’의 의미로 ‘끈는다’를 사용하는 예이다. 또한 (126ㄷ)에는 ‘꺾-’의 방언형을 제시했는
데 ‘끈ㆆ-’과 ‘끙끄-’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5) 이와 같이 ‘切’과 ‘折’의 뜻을 가
진 어간들이 섞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어에서는 ‘꺽-’과 ‘끈ㆆ-’의 활용형 간에 
혼효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끈ㆆ-’의 자음어미 결합형 
‘끈꼬, 끈찌’ 등의 첫음절인 ‘끈-’과, ‘꺽-’의 모음어미 결합형 ‘꺼거서, 꺼꺼서’ 등의 두 
번째 음절인 ‘거’ 또는 ‘꺼’가 결합하여 ‘끈거, 끈꺼’가 형성되고 이로부터 연구개음화를 
겪어 ‘끙끄-’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4.1.2에서 후술하겠으나 이들 지역에 
‘으’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꺼끄-’로의 재구조화가 먼
저 일어나고 ‘끈ㆆ-’과 ‘꺼끄-’의 혼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156) 

154) 이현정(2008: 33)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경남 산청에서는 ‘끊-’의 방언형으로 ‘껀ㅌ-(껀터
서, 껀터모, 껀터라, 껑꼬)’도 확인되는데 ‘ㄴㅌ’ 말음 어간이 존재하므로 특이하다. 이전 시기
의 ‘긏-’ 혹은 ‘그치-’가 이 지역어에서 ‘긑-’ 또는 ‘그티-’로 쓰이다가 ‘ㄴ’ 첨가를 겪어 형성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말하기 어렵다. 

155) 《자료집》에서는 전북 장수와 전남 화순에서 ‘꺾-’의 방언형으로 ‘끈는다’가 조사되었다. 
156) 앞서 3.2.8에서 다룬 것처럼 이 지역의 경음 말음 어간은 어간말에 ‘으’가 첨가되고 첫음절

의 말음에 ‘ㅇ[ŋ]’이 첨가된 ‘뭉끄-(묶-)’, ‘영끄-(엮-)’ 등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다. 따라서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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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논의된 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끊-’의 방언 분포는 ‘ㄶ’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를 경험하지 않은 방언인 함북 육진·제주와 그 외 ‘ㄶ’ 말음 어간으
로 재구조화된 방언으로 크게 나뉘고, 전남 방언을 중심으로 ‘ㄴㆆ’ 말음 어간으로의 재
구조화가 확인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끙ㅋ-’, ‘끙끄-’ 등의 
방언형이 확인되는데 그 형성 과정에는 재분석과 혼효가 관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2.9.2 ‘ㅂㅆ’ 말음 어간 

  이제 자음군 ‘ㅂㅆ’를 가진 용언 어간의 활용 양상을 보기로 한다. 아래 (127)은 문헌에
서의 예이고 (128)은 현대국어 방언에서의 예이다. 

(127) 업스례다(⽉釋 2:5b), 업고(⽉釋 1:42a) 
(128) ㄱ. 업ㅆ-: 업꼬, 업쓰니, 업써서(전 지역)

ㄴ. 엄ㅆ-: 엄써, 엄꼬, 엄찌(경남 남부) 
ㄷ. 었-: 얻꼬, 어쓰니, 어써서(경북 의성·상주·안동·영주) 
ㄷ´. 엇-: 어성, 얻꼬(제주) 

용언 어간말 자음군 ‘ㅂㅆ’는 (12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 시기부터 ‘ㅄ’를 어
간말에 가진 자음군이었다. 이후 폐쇄음 뒤 경음화를 겪어 현대국어와 같은 ‘ㅂㅆ’를 갖게 
되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언에서도 대부분 (128ㄱ)과 같이 ‘ㅂㅆ’ 말음 어간을 보인다. 
(128ㄴ)은 ‘ㅁㅆ’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인데 비음 앞에서 ‘엄’으로 교체된 첫음절이 
확장되어 쓰여 그러한 활용이 나타난 것(정연찬 1980: 43)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157) 

-’역시 ‘껑끄-’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들에서는 ‘껑끄-’가 
아닌 ‘끙끄-’가 확인되므로, ‘끈ㆆ-’과의 혼효를 염두에 두고 ‘끙끄-’의 형성 과정을 추론하였
다.  

157) 이러한 유형의 유추적 평준화는 4.1.2에서 다룬다. 한편 이에 대해 임석규(2004b: 18 각주 
21)에서는 경남 방언의 부정부사 ‘몬’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으며 김현(2006)에서는 정연찬
(1980)과 유사한 언급을 하였다. ‘몬’과의 관련성이란, 경남 방언에서는 부정부사 ‘못’의 이형
태로 ‘몬’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몬 해(못 해), 몬떼다(못되다) 등) 말자음이 비음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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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구조화를 첫음절 ‘엄’으로 다른 활용형의 첫
음절까지 평준화된 유추적 평준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158) 
   (128ㄷ)은 어간 말음이 ‘ㅆ’로 재구조화된 예인데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임
석규(1999, 2007)에서 확인되었다. (128ㄷ´)는 어간 말음이 ‘ㅅ’로 재구조화된 예로 제주
방언의 예이다. 이 (128ㄷ)과 (128ㄷ´)에 대하여는 각각 반의어인 ‘있-’(有)에 감염되어 
이와 같은 활용형이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임석규 1999, 2007, 고동호 
1993:11, 정승철 1995a: 192에서 재인용), 본고에서도 두 단어가 반의어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었-’과 ‘엇-’의 형성을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3.2.9.3 ‘ㄺ’ 말음 어간

  ‘ㄺ’을 가진 용언 어간에는 ‘갉-’, ‘굵-’, ‘긁-’, ‘늙-’, ‘맑-’, ‘밝-’, ‘읽-’ 등이 있다. 이
들은 자음어미와의 결합에서 ‘ㄹ’ 또는 ‘ㄱ’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다. 또한, 일부 방언에서는 어간에 ‘-으-’가 첨가한 예가 확인되며, ‘읽-’의 경우는 방언
에 따라 다른 어간과 구분되는 방언형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전반적
인 양상을 기술하고, 이어서 ‘읽-’의 방언 분포를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 (129)에 중세 국어 시기의 예를 보였으며, (130)과 〈지도 28>에는 ‘ㄺ’ 말음 어
간의 방언 분포를 나타내었다.  

  (129) 글거(杜詩初 3:49a) 굴근(⽉釋 1:28b) 
  (130) ㄱ. 밝-: 발가, 박꼬, 박찌(동북, 서남, 중부, 경남 서부, 제주) 

ㄴ. 밝-: 발가, 발꼬, 발찌(서북, 황해, 강원 영동, 경북, 경남 동부) 
ㄷ. 밝-: 발가, 발꼬, 박찌(경기 일부, 충북 청주·괴산·단양, 경남 합천)

체되는 일이 ‘엄ㅆ-’의 경우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시된 듯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엄ㅆ-’의 
형성과 유사한 다른 어간들을 살펴보았을 때 유추적 평준화로 설명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58) 체언의 경우 ‘ㅂㅆ’ 자음군을 가진 어간에서 이러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주로 단독형으로
의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난다. 이는 체언의 경우 주로 단독형이 변화를 견인하는 표면형으로
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123 -

ㄹ. 일그-, 발그-, 늘그-: 일근다, 발근다, 늘근다 (강원 정선, 전북 장수·임실·남원·순창, 
전남 서남부)

위의 (129)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ㄺ’를 어간말에 갖
고 있었다. (130ㄱ)~(130ㄷ)을 통해서
는 용언 어간말 ‘ㄺ’의 자음군단순화 양
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30ㄱ)과 
(130ㄴ)은 자음어미 앞에서 각각 ‘ㄱ’와 
‘ㄹ’를 남기는 예이다. ‘ㄱ’가 남는 방언
은 동북, 중부, 서남, 제주방언이며 ‘ㄹ’
가 남는 방언은 서북, 동남방언이다. 
(130ㄷ)은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탈락
하는 자음이 다른 것인데, 주로 중부 방
언에 분포한다. ‘ㄱ’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ㄹ’가 남고, 그 외 어미 앞에
서는 ‘ㄱ’가 남는다. 
  이들 중에서 후행 어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리 결정되는 (130ㄷ)은 ‘ㄺ’에 

대한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기 시작한 근세국어의 문헌 자료에서부터 확인된다. 또한 19
세기 후기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에도 분포한다(최명옥 1994b: 370). 이를 보면 이러한 
활용 패러다임은 은 자음군단순화 적용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음군단순화의 결과 어간말에 남게 된 ‘ㄱ’와 후행하는 어미 ‘ㄱ’가 같은 자음이
므로, 동일 자음의 결합이 저지되어 ‘ㄱ’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형에까지 ‘ㄱ’를 남기
는 규칙이 확장되지는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159) 즉, ‘ㄱ’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만큼은 ‘ㄹ’를 탈락시키는 규칙이 아닌 ‘ㄱ’를 탈락시키는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159) ‘ㄱ’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ㄱ’를 남기고, 다른 어미 앞에서 ‘ㄹ’를 남기는 식의 양상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추측의 근거가 된다.  

〈지도 28〉 용언 ‘ㄺ’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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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다른 규칙을 적용하게 되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자음의 
연쇄에 대한 청취 효율성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자음의 연쇄에 대해 청취 실험을 한 윤민(2008)에 따르면, ‘ㄹㄲ’ 연쇄를 다른 자음의 
연쇄로 혼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ㄱㄲ’ 연쇄는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한다(윤민 
2008: 28~29). 이는 ‘ㄱㄲ’ 연쇄보다 ‘ㄹㄲ’ 연쇄를 선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따
라서 어간말음의 ‘ㄺ’가 ‘ㄱ’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ㄱ’가 탈락하는 듯하다. 덧붙
여 ‘ㄱㄲ’와 같이, 폐쇄음이 선행하고 선행하는 폐쇄음과 동일한 조음 위치의 경음이 후
행할 때, 폐쇄음이 탈락하는 동일 자음 탈락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ㄱㄲ’와 같은 자
음의 연쇄를 저지하고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기의 일부 지역과 전북 무주 
등에서는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익꼬(읽-고)’와 같은 표면형이, ‘ㄱ’를 탈락시킨 ‘이꼬(읽-
고)’ 등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 역시 ‘ㄱㄲ’ 연쇄가 선호되지 않는다는 증거라 할 만하
다.160)

  한편 어간말에 ‘ㄹ’가 남는 방언권과 ‘ㄱ’가 남는 방언권의 경계 지역에서는 조사 시기
나 세대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인제·양양에서는 《자료
집》 시기의 자료에서 ‘ㄹ’가 남았지만 《지역어》 시기의 자료에서는 ‘ㄱ’가 남게 되었으며, 
평창과 횡성은 반대로 ‘ㄱ’가 남는 지역이었다가 현재는 ‘ㄹ’가 남는 지역이 되었다(김유
겸 2010: 106-107). 즉 ‘ㄹ’가 남는 방언권과 ‘ㄱ’가 남는 방언권의 경계 지역인 강원 
인제·양양·평창·횡성에서 ‘ㄹ’가 남는 방언형과 ‘ㄱ’가 남는 방언형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는 방언 접촉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괴산의 
노년층은 (130ㄷ)과 같은 패러다임을 보이지만 한 세대 아래인 50대는 ‘ㄹ’가 남는 방언
형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161) 이는 충북 괴산에 인접한 경북 북부의 방언이 영향
을 미쳐, 자음군단순화에 있어서는 경북 방언형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160) 이와 대조적인 현상으로 제주방언의 ‘복사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음식[한국끔식], 
맏아덜[맏따덜]’ 등 하나의 기식군 안에서, 선행하는 요소가 폐음절어이고 후행하는 요소가 모
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형태소일 때 선행어의 종성을 후행어의 첫 음절 초성 자리에 복사하여 
발음하는 현상이다(정승철 2013a: 167-168). 즉 이 현상으로 ‘ㄱㄲ’, ‘ㄷㄸ’ 등의 자음연쇄가 
형성되는 것이다.   

161) 조사 장소는 충청북도 괴산군이며, 조사 일시는 2011년 7월 17일~18일이다. 제보자는 충
북 괴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81세 여성 제보자와 54세 남성 제보자를 조사하였다. 이 조
사 결과와 유사한 언급이 박경래(1985), 곽진섭(1988)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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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마지막으로 (130ㄹ)은 ‘읽-’, ‘늙-’, ‘긁-’이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이다. 
서남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 ‘읽-’의 방언형과 그 분포를 아래 (131)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읽-’의 경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방언형들이 다양하여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1) ㄱ. 읽-: 일른다/잉는다, 일꾸/익꾸, 일거 (평북 평양, 황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
ㄴ. 이르-/일ㄹ-: 이런다, 이러기넌, 일러 (강원 정선, 경북 봉화·문경·예천·안동·영양·청송·

영덕·금릉·영일·경산·영천·고령·달성, 경남 거창·합천·창녕·울주·산청·의령·
하동·진양·함안·의창 김해·양산·고성·남해·통영·거제, 전남 광양)

ㄴ´. 일르-/일ㄹ-: 일른다, 일르구, 일러두 (함남, 강원 고성, 전남 진도) 
ㄷ. 니르-/닑-: 니르구, 니르는데, 닐거라 (함북)
ㄹ. 닑-/니르-: 니른다, 닐떠라, 닐꾸, 니러두, 니러서, 니르문 (평북 의주)  
ㅁ. 익-/읽-: 이거, 잉는다 / 일거, 잉는다 (제주) 

 

위의 (131ㄱ)은 어간말에 ‘ㄺ’를 갖고 있는 예이다. 그 자음군단순화의 방향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으며, 서북, 중부, 서남, 제주방언에 분포한다. (131ㄴ)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이르-’,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일ㄹ-’로 교체하는 예로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131ㄴ´)은 자음 어미 앞에서 ‘일르-’, 모음 어미 앞에서 ‘일ㄹ-’로 교체하는 예이다. 
(131ㄷ)은 함북 방언의 예로 자음 어미 앞에서는 ‘니르-’, 모음 어미 앞에서는 ‘닑-’으로 
교체한다.
  (131ㄱ)~(131ㄷ)까지의 예는 곽충구(1994a: 239 각주 82)와 김세환(2012: 117-118)
의 언급을 통해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15세기 중앙어에서 ‘니르-/닐ㅇ-’(請)와 ‘닑-’(讀)
은 확실히 구분되므로 (131ㄱ)의 ‘읽-’은 중세 국어의 ‘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반
면 동남방언과 함경 방언에서의 (131ㄴ), (131ㄴ´), (131ㄷ)과 같은 활용은 이들 지역에
서 ‘請’의 의미와 ‘讀’의 의미를 모두 가지므로, 이는 15세기 ‘니르-/닐ㅇ-’(請)와 ‘닑-’
(讀)의 어형 분화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형 분화 이전의 형태
를 재구하면 ‘*니륵()-’ 정도가 되는데(김세환 2012: 117), 이로부터 동남방언과 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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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의 경우 자음 어미 앞에서는 어말 자음 ‘ㄱ’가 탈락한 ‘니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는 모음 ‘으/’가 탈락한 ‘닑-’에서 ‘*ㄱ＞ㅇ[ɦ]’ 및 ‘ㄹㅇ＞ㄹㄹ’의 변화를 입은 ‘닐ㄹ-’
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함북방언은 마찬가지로 자음 어미 앞에서는 어말 자음 ‘ㄱ’가 
탈락한 ‘니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는 모음 ‘으/’가 탈락한 ‘닑-’이 쓰이게 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31ㄹ)의 패러다임은 평북 의주 방언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자음 어미 앞에
서는 ‘닑-’이, 모음 어미나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니르-’가 선택된 예라고 할 수 있
다. (131ㄷ)의 함북 방언과는 그 선택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131ㅁ)의 제주방언에는 ‘읽-’과 ‘익-’이 공존한다. 앞서 말한 ‘*니륵()-’으로부터 ‘익-’
으로의 변화 과정을 살피려면 ‘ㄹ’ 탈락을 전제해야 하는데 이때의 ‘ㄹ’ 탈락은 자연스럽
지 못하다. 따라서 어간 ‘읽-’이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인 ‘익찌, 익꼬’ 등의 ‘익-’으로 재
구조화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있는데 다른 ‘ㄺ’ 말음 자음군은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다는 점 등이 한계로 보인다.

  3.2.9.4 ‘ㄼ’ 말음 어간 

  이제 ‘ㄼ’을 말음에 갖는 용언 어간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자. ‘ㄼ’ 말음 어간의 경우 
문헌에서의 예를 살펴보고, 현대국어 방언 분포를 다루는 것은 다른 어간들과 같지만 그
와 더불어 방언 분포가 형성된 과정 또한 여기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들은 후기중
세국어 시기 ‘ㄹㅸ’을 말음으로 가졌었는데 그 변화의 과정이 방언마다 달라 흥미로운 양
상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ㄼ’을 말음에 갖는 용언 어간에는 ‘넓-, 떫-, 밟-, 얇-, 엷-, 짧-’ 등이 있다. 아래 
(132)에 문헌에서의 예를 먼저 제시하였다. 

  (132) ㄱ. 열(⿓歌 30) (釋譜 11:1b) 
ㄴ. 운(法華 6:51b) 와(六祖 中:97a) 
ㄷ. 아(增修 3:82b) 엷은(敬信 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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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럷게 며(⼥四 4:2b) 너룹고(⼥四中 4:2b) 
ㅁ. 뎌르고(法華 2:167a) 져고(杜詩中 22:40a) 쟈르다 고(兵學 2:19b) 

           짜르다, 짤다, 짧다(《朝鮮語辭典》(⽂世榮 著))
   

중세국어 시기 ‘ㄹㅸ’을 가졌던 용언 어간에는 ‘-(並), -(博), -(博), -(奏), -, 
-(澁), -, -(難), -(哀), -(穿)’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은 ‘가루-’로, ‘-’
은 ‘사로-＞사뢰-’로 재구조화되어서 본고의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며, ‘-’은 ‘뚫-’
로 재구조화되었으므로 ‘ㅀ’ 말음 어간을 다룰 때 함께 논의할 것이다. 
  그 외 ‘-’, ‘-’, ‘-’, ‘-’, ‘-’은 중세국어 시기 (132ㄱ)처럼 활용하다가 ‘ㅸ＞
w’의 변화 이후에는 (132ㄴ)처럼 ‘고, 오니’ 등으로 활용하였다. 이어서 18세기부터 
‘-’을 제외한 어간들은 (132ㄷ)처럼 ‘ㄼ’ 말음을 갖고 규칙 활용을 하게 되며, ‘-’은 
‘서럽-’과 공존하기는 하지만 현대국어 방언에서도 ‘슬:따, 스:뤄’ 등으로 나타나 가장 오
래 ‘ㄼ’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 어간이다.162) 
  문헌어에서 ‘Xㄼ/Xㄹ우-’ 어간이 ‘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에 대하여 자음어
미 앞에서의 어간말음 ‘ㄼ’로 어간이 평준화되었다고 본 논의와(이진호 1997: 52-53, 김
현 2006: 113), 앞서 3.2.1.3에서 다루었듯이 동남방언에서는 ‘ㄹㅸ＞ㄼ’의 음 변화가 
있었다고 본 논의가 있다(최명옥 1978/1998). 이와 달리 정경재(2015: 349)는 자음군단
순화가 적용된 후라면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말음 ‘ㄼ’가 표면상에 나타나지 못하므로 
자음어미 앞에서의 표면형으로 평준화되기는 어렵다고 하며, 그 대신에 ‘ㄼ’ 규칙 활용을 
했던 방언을 중앙어에서 차용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렇다면 동북방언이나 동남방언에
서의 차용일 텐데, ‘ㅸ＞ㅂ’을 겪은 예들은 차용하지 않고 ‘ㄼ’만을 차용한 점을 설명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섧-’을 제외한 어간들이 모두 ‘ㄼ’ 규칙 활용을 하게 된 까닭에 대해 자음
군단순화 이후 자음어미 앞의 ‘ㄼ’로 평준화된 것으로 본다.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말음 
‘ㄼ’로 평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는 자음어미 앞에서의 평준화가 흔하지 

162) 정경재(2015: 344-351)에 따르면 ‘ㄼ’ 규칙 활용이 모음 어미 및 매개모음 어미에까지 확
장된 예가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이 18세기 초, ‘엷-’은 18세기 말, ‘얇-’과 ‘떫-’은 
19세기라고 한다. 또한, ‘셟-’이 16-18세기에 다른 용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빈도 어휘였다
는 점을 들어 ‘ㄼ’ 규칙 용언으로의 변화를 늦게 겪은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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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뿐 아니라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된 후에는 기저의 ‘ㄼ’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었다.163) 그런데 17세기 초기부터 19세기까지의 중부방언 화자들이 자음군단순화가 적
용된 ‘밟-’류 어간들의 활용 패러다임에서 기저의 ‘ㄼ’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
울 듯하다. 왜냐하면 ‘ㄼ’과 ‘ㄺ’의 자음군단순화 규칙은 중부방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
며 그 외 방언들에서 각각 발생하여 전파(이진호 2010: 572-573)된 것이기 때문에, 용
언 어간말 ‘ㄼ’의 탈락 자음은 어간에 따라, 시기에 따라, 후행하는 어미에 두음에 따라 
달랐다. 김수영(2014a: 74)에 따르면 문헌에서 ‘ㄼ’을 가진 용언 어간은 근세국어 초기
에 ‘ㄹ’가 탈락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 ‘ㅂ’가 탈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ㅂ’가 탈락하는 방언 즉 동남방언으로부터의 영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164) 
또한 19세기 후기 중부 방언에서 ‘ㄼ’를 가진 자음군은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에 따라 탈
락 자음이 달리 결정되었는데,165) 즉 ‘밟-’을 예로 들면 ‘ㄱ’계 어미 앞에서는 ‘ㄹ’을 남
기고, 그 외 어미 앞에서는 ‘ㅂ’를 남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방언 
접촉의 결과로, 재분배(Trudgill 1986) 또는 활용형의 혼효(정승철 2013a: 232-233)로 
해석된다. ‘ㄱ’계 어미 앞에서는 ‘ㄹ’가 남고 그 외 어미 앞에서는 ‘ㄱ’가 남는 방향으로 
탈락 규칙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어에서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는 17세기 초부터 ‘ㄼ’ 규칙 활용
이 모음어미 및 매개모음어미 앞에까지 확장되는 18세기 초까지의 기간 동안 자음어미 
앞에서 ‘ㄹ’가 남는 활용형과 ‘ㅂ’가 남는 활용형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
서 ‘ㄼ’ 말음으로의 평준화는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평준화는 방언 
접촉의 관점에서 단순화(simplification)의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66) 

163) 본고에서 살펴본 자료에서 자음어미 앞의 어간 이형태로 평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예는 함북방언과 제주방언의 ‘끈-(切)’, 제주방언의 ‘익-(讀)’ 및 중세국어 시기 특수 어간 교체
를 했던 ‘시무-/심ㄱ-’과 같은 예가 있다. 물론 ‘시무-/심ㄱ-’의 경우 매개모음어미와 자음어미 
앞에서의 이형태가 동일했기 때문에 자음어미 앞의 이형태로 평준화가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64) 영남지방 문헌어에서 용언 어간말 ‘ㄼ’에 ‘ㅂ’가 탈락하는 방향으로의 자음군단순화가 적용
된 초기의 예는 17세기 중기부터 확인된다(백두현 1992: 359).  

165) 김수영(2014a)에서 자음군단순화의 통시적 변화는 이진호(1997), 임보선(2005)를, 19세기 
후기 국어의 자료는 최명옥(1994b)를 참조하였다. 

166) 본고의 5.1.2.2에서는 방언 접촉 가운데 단순화에 해당되는 예들을 살펴본다. 앞서 2.2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화란 방언 접촉으로 인해 이형태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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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132ㄹ)의 ‘럷게(⼥四 4:2b)’는 ‘넓-’의 예이며,167) ‘너룹고(⼥四中 4:2b)’는 
1907년 간행된 ⼥四書諺解의 중간본으로 전북 정읍에서 간행된 것이어서(박용식 2010: 
18-19), 최소한 20세기 초에는 ‘너룹-’과 같은 어간이 전라도 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났으
리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136ㅁ)은 ‘짧-’의 이전 시기 어형인데, 중세 국어 시기에는 ‘뎌르-/뎌-’
였다가 이후 구개음화를 겪은 ‘져르-/져-’, ‘쟈르-’가 확인된다. 어두경음화를 겪은 ‘
르-’, ‘-’ 등은 19세기 후기에 나타나며, ‘짧-’은 《朝鮮語辭典》에서 보이는데 19세기 
후기에서 20세기 초기 이후에 ‘ㄼ’ 말음 어간에 합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현대국어 방언에서의 예를 아래 (133)과 〈지도 29〉에 제시하였다. 

  (133) ㄱ. 떫-: 떨버, 떨꼬, 떨찌(서북방언, 중부방언, 동부경남방언, 경북방언)
ㄴ. 떫-: 떨버, 떱꼬, 떱찌(동북방언, 서남방언, 서부경남방언, 제주방언)
ㄷ. 떨브-: 떨브고, 떨브지(경북 영풍, 전남 해남·강진·진도·고흥)
ㄹ. 너룹-/널룹-: 너룹따/널룹따, 널룬, 널뤄야(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금산·대전, 전라)
ㅁ. 얅-/얄구-: 얄꾸, 얄과두(평북)
ㅂ. 루-(밟-), 설루-(섧-), 얄루-(얇-), 루-(짧-): 제주

현대국어에서 이들 ‘ㄼ’ 말음 어간은 보통 위의 (133)과 같이 활용한다.168) (133ㄱ)과 
(133ㄴ)은 어간말에 ‘ㄼ’가 있는 것이고 방언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리 결정된다. 서북방

를 방언 접촉에 의한 것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67) ‘넓-’의 형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너르-’와 ‘넙-’의 혼효로 생겨났다고 본 논의가 

대표적이며(김완진 1973: 57), 이진호(1997: 53)에서는 이와 달리 자음군단순화에 대한 역적
용으로 ‘넙-’에 ‘ㄹ’가 첨가되어 ‘넓-’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즉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역적
용되어 ‘ㄼ’ 말음 어간이 재분석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고광모(2012: 
90)에서는 ‘넙-’이 ‘너르-’의 활용형들에 감염되어 ‘넓-’이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졈-＞졂-’, ‘읖-＞읊-’ 또한 각각 반의어인 ‘늙-’과 유의어인 ‘읽-’의 활용형에 감염된 것이라
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감염이나 혼효에 의한 형성에 대해서는 형태상의 감염이 대부분 그러
하듯 의미 관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판단을 유보하고, ‘넓-’과 ‘졂-’, 
‘읊-’의 형성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의 역적용에 의해 어간이 형성된 것이라고 보
고자 한다. 

168) ‘넓-’은 ‘넓-’, ‘너르-/널르-’, ‘넙-’, ‘너룹-’ 등 그 방언형이 다양하고 ‘짧-’의 경우 중부 방
언에서만 ‘짧-’이, 그 외의 방언에서는 ‘짜르-/짤르-’, ‘짜르-/짤룹-’ 등도 확인되므로 (133)과
는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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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중부방언, 동부 경남 방언, 경북방
언에서는 자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ㄹ’
를 남기고, 그 외 방언에서는 ‘ㅂ’를 
남긴다. (133ㄷ)은 어간말에 ‘-으-’가 
첨가된 예이다. 자음군 말음 어간의 
경우 남부 방언을 중심으로 ‘-으-’가 
첨가된 예가 확인되는데 ‘ㄼ’ 말음 어
간의 경우도 그러하다. 
  (133ㄹ)은 ‘-읍’ 말음 어간인데 이는 
어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앞서 (132
ㄹ)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전라방언을 중
심으로 분포한다. ‘너룹-’이 가장 넓은 
지리적 분포를 보이고 그 외에는 ‘떠
룹-(떫-)’, ‘짜룹-(짧-)’, ‘야룹-(얇-)’ 
등이 있다.169)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매개모음어미 및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교체형으로 자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이 평준
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뒤에서 (134)를 살펴볼 때 자세히 다룬다. 
  이어서 (133ㅁ)은 한성우(2006a: 120)에서 언급된 평북 의주 방언의 예인데 이 방언
에서는 ‘ㄹㅸ’ 말음 어간이 ‘Xㄺ- ~ X구-’의 형태로 재구조화되어, 현재로서는 ‘ㄼ’ 말음 
어간을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자음어미 앞에서는 ‘ㄺ’ 말음으로(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적용되면 대체로 ‘ㄱ’가 탈락함), 모음 어미 앞에서는 ‘-구’ 말음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후술하겠지만 ‘ㄼ’ 말음 어간이 ‘ㄺ’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데에는 pk 교체가 관여한 것으
로 보이며 이 방언에서 ‘ㄹㅸ＞ㄼ’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ㄹㅸ＞ㄺ’의 
변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평안 방언의 다른 지역어에서도 확인되는데 평양 지역
어의 경우 ‘ㄼ’ 말음을 갖고 있는 용언 어간은 ‘섧-’, ‘밟-’, ‘넓-’으로(이금화 2007: 88), 
중세국어 시기 ‘ㄹㅸ’ 말음 어간이었던 것은 ‘섧-’뿐이며 ‘밟-’과 ‘넓-’은 후대에 형성된 

169) 동사인 ‘밟-’은 이러한 방언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형용사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지도 29〉 용언 ‘ㄼ’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 131 -

것이다. 황해도 방언에는 ‘넓-’, ‘밟-’, ‘얇-’, ‘짧-’이 모두 ‘ㄼ’ 말음으로 존재하기는 하
지만, 이들 중 ‘넓-’은 ‘넑-’과, ‘짧-’은 ‘짥-’ 또는 ‘딹-’과 공존하므로(최소연 2020: 53), 
중부방언과 서북방언의 방언형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33ㅂ)은 제주방언의 예인데 제주방언에서는 이전 시기 ‘ㄹㅸ’을 가졌던 
용언 어간이 ‘우’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고 이는 ‘ㄼ’ 말음 어간과 쌍형어를 이루고 
있다(정승철 1995a: 145).
  그러면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방언에서 ‘ㄹㅸ’ 말음 어간이 어떤 과정을 거
쳐 현재의 어간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134)에 ‘ㄹㅸ’ 말음 어간의 
변화 과정을 대방언권별로 제시하였다. 

(134) ㄱ. Xㄹㅸ- ＞ Xㄺ-: 서북방언 
ㄴ. Xㄹㅸ- ＞ Xㄼ-: 동북, 동남방언
ㄷ. Xㄹㅸ- ＞ Xㄼ/Xㄹ우- ⇒ Xㄼ-: 중부방언
ㄹ. Xㄹㅸ- ＞ Xㄼ/Xㄹ우- ⇒ X룹-: 서남방언 
ㅁ. Xㄹㅸ- ＞ Xㄼ/Xㄹ우- ⇒ Xㄹ루-: 제주방언

(134ㄱ)은 서북방언에서 확인되는데, 이때 ‘ㄹㅸ＞ㄺ’의 변화는 pk교체를 고려할 수 있
다. 이전 시기 유성 마찰음을 가졌던 단어에 적용된 pk교체는 그렇지 않은 단어들과 비
교해 지리적 분포가 특이한데, 보통 pk교체가 동북과 동남방언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
리 ‘ㅸ’ 말음 어간이었던 것이 ‘ㄱ’ 말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주방언에서, ‘ㄹㅸ’ 말음이
었던 것이 ‘ㄺ’ 말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안 방언에서 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이진호 
2012b: 268-270). ‘ㅸ＞ㅂ’의 변화가 동북과 동남방언에서 확인되므로 서북방언에서도 
‘ㄹㅸ’가 ‘ㄼ’을 거치지 않고 ‘ㄺ’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134ㄴ)은 ‘ㄹㅸ’가 ‘ㄼ’로 음 변화한 방언이다. 동북과 동남방언은 3.2.1.3에
서 언급한 것처럼 ‘ㄹㅸ＞ㄼ’의 음 변화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밟-’을 예
로 들면 ‘밟고, 발’의 활용 패러다임에서 ‘밟고, 발버’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어서 (134ㄷ)은 중부방언의 예인데, 변화의 결과 ‘ㄼ’ 말음 어간을 갖게 된 것은 동
북과 동남방언에서와 같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음어미 앞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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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5.1.2.2에서 후술).
  다음으로 (134ㄹ)에 제시한 서남방언의 예를 살펴보자. ‘밟-’을 제외한 형용사 ‘떫-’, 
‘얇-’, ‘엷-’, ‘짧-’ 등은 모두 ‘떠룹-’, ‘야룹-’, ‘여룹-’, ‘짜룹-’ 등으로 재구조화되었다. 
이에 대해 이기갑(2005)에서는 형용사 파생 접사 ‘-읍-’을 설정하고 ‘-읍-’이 덧붙은 예
로 ‘날쌉다(날쌔다)’, ‘서투룹다(서투르다)’, ‘얄붑다(얇다)’ 등을 들었다. 그런데 ‘ㄼ’ 말음 
어간에 이러한 설명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읍-’이나 ‘ㅂ’가 
첨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이 ‘X워’임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병근·정인호(2003: 36 각주 21)에서는 전남 화순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떠룹-’류
의 ‘모음 개재형’을 ‘ㄼ’ 말음 어간의 이전 단계 어형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
다. 실제로 이런 ‘떠룹-’류의 어간은 최소한 20세기 초에 확인되는데 앞서 확인한 ‘너룹
고(⼥四中 4:2b)’가 그 근거가 된다.  
  서남방언이 중부방언과 같이 ‘ㄹㅸ＞ㄹ우’의 변화를 거쳤을 것임은 분명한데 중부 방언
과 같이 ‘ㄼ’ 말음으로의 재구조화를 겪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위에 제시한 이병근·정
인호(2004)의 언급 및 문헌에서의 예를 근거로 서남방언에 현재 분포하는 ‘ㄼ’ 말음 어
간은 중부방언형이 이후에 차용된 것이고 해당 방언 내의 변화는 ‘ㄹㅸ＞ㄹ우’로부터 ‘-
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다음 (135)에 제시하였다. 

(135) ㄱ. 떫-/떠루-: 떫고, 떫지, 떠루니, 떠뤄
ㄱ´. 떠룹-/떠루-: 떠룹꼬, 떠룹찌, 떠루니, 떠뤄/떠루워
ㄴ. 어렵-/어려우-: 어렵꼬, 어렵찌, 어려우니, 어려워
ㄴ´. 어려웁-/어려우-: 어려웁꼬, 어려웁찌, 어려우니, 어려워

위의 (135ㄱ)은 ‘떫-’의 근세국어 시기 활용 패러다임이고, (135ㄱ´)는 현재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떫-’의 방언형이다. (135ㄱ´)의 모음어미 결합형은 실제로 ‘떠
뤄’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가 훨씬 많고, ‘떠루워’는 적다. (135ㄱ)으로부터 (135ㄱ´)가 
형성되었으리라고 본다면,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135ㄴ)과 (135ㄴ´)의 관계와 유사해 보
인다. 이 예는 3.2.1.3에서 살펴본 ‘ㅂ’ 불규칙 활용의 예로, (135ㄴ)과 같은 활용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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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이 (135ㄴ´)과 같이 변화한 것은 ‘돕-’, ‘맵-’, ‘쉽-’, ‘어려웁-’, ‘가까웁-/가차웁-’, 
‘두꺼웁-’, ‘무서웁-’, ‘부러웁-’, ‘사나웁-’, ‘아름다웁-’ 등으로, 그 방언 분포는 한반도의 
서부 즉 경기, 충남,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세력이 강한 
지역은 충남과 전라 방언이다. 이에 대해서는 4.1.2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지만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교체형과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교체형이 유사해진 변화로 판단된다. 
따라서 활용형 간 유사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방언에서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즉 모음어미 앞에서의 교체형 
‘X우-’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고 첫음절에 ‘ㄹ’가 첨가되어 형성된 것이며 이는 ‘ㄼ’ 
말음 어간과 쌍형어를 이루고 있다(정승철 1995a: 145).
  이제까지 중세국어 시기 ‘ㄹㅸ’ 말음을 갖고 있었던 용언 어간의 변화 과정을 대방언
권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방언별로 서로 다른 규칙의 적용이나 변화 과정을 거
쳐 현재의 분포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2.9.5 ‘ㄻ’ 말음 어간 

  현대국어에서 자음군 ‘ㄻ’을 갖는 용언 어간에는 ‘굶-’, ‘닮-’, ‘삶-’, ‘옮-’, ‘젊-’ 등이 
있다. 이들의 문헌에서의 예는 아래 (136)에, 방언형과 그 분포는 (137)에 보였다.

(136) 져머(釋譜 11:28a) 졀머든(⼆倫 1: 24a) 옮길씨오(楞嚴 1:4a) 골(救⽅ 上:86a) 올마(飜⽼ 
下:45b)

(137) ㄱ. 닮-: 달마, 담꼬, 담찌(전 지역) 
ㄴ. 달므-: 달므고, 달므지(전북 부안, 전남 신안·화순·진도·강진·고흥·보성·완도)
ㄷ. 담ㅁ-: 담머, 담꾸(충북 영동, 경북 영덕·월성·영일, 함북 회령·부령, 함남 삼수) 

‘ㄻ’은 위의 (13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 또는 그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 ‘젊-’은 본래 ‘졈-’이었다가 근세국어에 이르러 형성된 어간이다.170) ‘졂-’과 

170) ‘젊-’의 형성에 대해 ‘ㄻ’에 대한 자음군단순화의 역작용(이진호 1997: 49-50)이라 설명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읖-＞읊-’, ‘넙-＞넓-’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앞서 3.2.9.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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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졈-’은 18세기 이후까지 공존하다가 점차 현대국어의 ‘젊-’에 이르게 되었다. 
  위의 (137)에는 ‘닮-’을 예로 들어 현대국어 방언에서의 활용 양상을 제시했다. (137
ㄱ)과 같이 어간말에 ‘ㅁ’를 남기는 방향으로 단순화된 예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137
ㄴ)은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며, (137ㄷ)은 ‘ㅁㅁ’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
된 것으로 동부방언의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명옥(1980: 230)에서 
‘ㄻ＞ㅁㅁ’의 음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그 근거로 ‘썰물＞섬물’, ‘밀물＞밈물’ 
등의 변화를 들었다.171) 앞서 3.2.2에서 언급했듯이 ‘점ㅁ-’ 등이 분포하는 경북 영덕·월
성·영일 등에는 ‘담마(담-아)’처럼 첫음절에 ‘ㅁ’가 첨가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최명옥 
1980: 230), 이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에 ‘ㅁㅁ’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3.2.9.6 ‘ㄾ’ 말음 어간 

  현대국어에서 음절말에 ‘ㄾ’를 갖고 있는 어간은 ‘핥-’, ‘훑-’인데 이들에 대하여 아래 
(138)에 문헌에서의 예를, (139)에 방언 분포를 보였다. 

(138) 할하(⽉釋 22:13a) 할트니(敬信 40a) 훌며(⾺經 下:83b) 
(139) ㄱ. 핥-: 할꼬, 할타서(전 지역) 

ㄴ. 할코, 할타서(강원 고성·양구·화천, 전북 옥구·정읍·순창, 경남 거창)
ㄷ. 할트-: 할트고, 할타서(전북 장수·부안·고창·남원, 전남 나주·영암·해남·강진·장흥·고흥·완도)
ㄹ. 할르-: 할르고, 할라서(제주) 

위의 (138)에서 알 수 있듯이 ‘ㄾ’은 근세국어 시기 새로 형성된 자음군으로, ‘핥-’은 중
세국어 시기 ‘핧-’이었는데 근세국어 시기에는 ‘핥-’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서는 곽충구(1980: 65)에서 ‘핧-’이 자음어미와 연결될 때의 교체형들인 ‘할타, 할터니,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간략히 정리한 바 있다. 
171) 유사한 언급으로 이진호(2008: 157)에서는 활용형 ‘살므고, 살마’ 등에 ‘ㅁ’이 복사된 후 자

음군단순화를 겪은 듯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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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티, 할토록’ 등에 이끌려 ‘핥-’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172) ‘훑-’은 근세국어 시기에 
새로 형성된 어간이다. 
  현재는 전 지역에서 (139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
형에서 어간말에 ‘ㄹ’가 남고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경음화되는 예가 확인된다. (139
ㄴ)의 ‘할코, 할타서’는 이전 시기 ‘ㅀ’ 말음의 활용형이 남아 있는 것이거나 ‘할꼬’로부터 
비어두에서의 경음과 격음의 교체로 인해 ‘할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자
료만으로는 둘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훑-’의 경우는 (139ㄴ)과 
같은 활용 패러다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으로 (139ㄷ)은 어간에 ‘으’가 첨가된 예인데 주로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난
다. (139ㄹ)의 ‘할르-’는 제주방언의 예인데, 이는 중세국어 시기의 ‘핧-’이 ‘으’ 첨가, 공
명음 사이 ‘ㅎ’ 탈락, ‘ㄹ∅＞ㄹㄹ’의 변화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정승철 1995a: 
197-198).

  3.2.9.7 ‘ㄿ’ 말음 어간 

  이제 자음군 ‘ㄿ’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ㄿ’를 가진 용언 어간은 ‘읊-’이다. 이 어
간은 본래 ‘읖-’이었다가 근세국어 시기 ‘ㄹ’이 첨가되어 형성된 점이 ‘젊-’과 유사하다. 
아래 (140)에 문헌에서의 예를, (141)에 방언형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140) 이프며(杜詩初 15:17b) 詠 읍플 영(新合 下:6a) 읇프며(朴諺 中:44a)
(141) ㄱ. 읊-: 을퍼, 을꼬, 읍찌(경남 동부, 경북)

ㄴ. 읊-: 을퍼, 읍꼬, 읍찌(경기, 충북 중원·제원, 충남 서산·예산·서천, 전남 나주·승주)
ㄷ. 을프-: 을프고, 을프지(경기, 강원 인제·영월, 경북 울진·영덕·청송·영일·월성, 경남 사천·

의령·진양·함안, 충북 진천·음성·괴산·보은·옥천, 충남, 전라, 제주) 
ㄹ. 읖-: 으퍼, 읍찌(강원 인제·고성·명주·양양·삼척, 경남 거창) 

172)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살펴본 ‘끊-’의 방언형 중 ‘-’(경남 산청)의 경우에도 유사한 과정으
로 ‘ㄴㅌ’ 말음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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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40)에 제시한 ‘읊-’은 중세국어 시기 ‘ㅍ’ 말음 어간이었다가 근세국어 시기에 
‘ㄹ’가 첨가되어 형성된 어간이다.
  ‘읊-’은 지역에 따라 자음군단순화의 규칙을 달리 적용받아 ‘ㄹ’가 탈락하기도 하고 
‘ㅍ’가 탈락하기도 한다. (141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에서는 ‘ㅍ’가 탈락하고, 중부 방언을 중심으로는 ‘ㄹ’가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141ㄴ). 
(141ㄷ)은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인데 충남 방언과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나
타나고 있어 그 분포 지역이 다른 말음 어간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다. (141ㄹ)은 어
간말에 ‘ㅍ’가 있는 것인데 이는 중세 국어 시기의 어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들 지역
에서는 자음군 ‘ㄿ’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2.9.8 ‘ㅀ’ 말음 어간 

  이제 마지막으로 자음군 ‘ㅀ’을 가진 어간의 방언별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ㅀ’을 가진 어간에는 ‘곯-, 끓-, 꿇-(跪), 닳-(磨), 뚫-(穿), 싫-, 앓-, 잃-(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꿇-’과 ‘뚫-’은 다른 어간들과 구분되는 분포를 보여주므로 별도로 다루고, 
‘꿇-’과 ‘뚫-’을 제외한 어간들의 실현 양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142)에는 문
헌에서의 예를, (143)에는 방언형과 분포를 보였다. 

(142) 일커니와(⽉釋 11:89a) 슬커든(飜⽼ 下:61a) 
(143) ㄱ. 끓-: 끌른다, 끌코(전 지역)

ㄴ. 끄르-: 끄르고, 끄르지(강원 북부, 경북 일부 지역, 경남 서부)
ㄷ. 끌르-: 끌르고, 끌르지(제주) 

‘ㅀ’을 가진 어간은 ‘꿇-’과 ‘뚫-’을 제외하고는 (142)와 같이 모두 중세국어 시기부터 
‘ㅀ’을 갖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143ㄱ)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즉 자음으
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ㅎ’가 후행하는 자음을 격음화하고, 비음으로 시작하
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자음군단순화 후에 유음화를 겪는 양상이 대부분의 방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143ㄴ)은 어간에 ‘으’가 첨가된 것으로 동남방언의 일부 지역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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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여 확인된다. (143ㄷ)은 제주방언의 예로 앞에서 살펴본 ‘핥-’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이제 ‘꿇-’과 ‘뚫-’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꿇-’의 예를 아래 
(144), (145) 및 〈지도 30〉에 제시하였다.

(144) 고(⼩諺 6:24a) 코(신학월보 2:530) 
(145) ㄱ. 꿇-: 꿀코, 꾸러, 꿀른다(평북, 황해, 강원 횡성·원성, 경기, 충청, 전라, 경북 예천)

ㄴ. -: 꿀꼬, 꾸러, 꿀른다(강원 고성·양양·홍천, 충북 제천·괴산·보은, 충남 청양·논산, 전북 
진안·무주·장수·남원·정읍, 전남 승주·보성·고흥, 경북 영양·상주·울진·영덕·군위·영일·
성주, 경남 울주·산청) 

ㄷ. 꿀-: 꿀고, 꾸러, 꾼다(함북, 강원 평창·명주·영월·정선·삼척, 경북 영풍·봉화·안동·의성·청
송·영덕·선산·월성, 경남 거창·합천·창녕·밀양·함양·하동·양산, 전남 영광·함평·광산·보
성·신안·무안·나주·광양·해남·장흥·여천·완도)

ㄹ. 꾸르-: 꾸르고, 꿀러, 꾸른다(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춘성, 경기 옹진, 경북 문경·칠곡·
금릉·고령·달성, 경남 의령·진양·함안·의창·김해·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 

ㅁ. 꿀르-: 꿀르고, 꿀러, 꿀른다(제주)

‘꿇-’은 (144)에서처럼 중세국어 시기 ‘ㄹ’을 갖고 있었다가 이후 ‘ㅀ’을 말음으로 갖게 
된 어간이다. 이는 유성음 사이 ‘ㅎ’ 탈락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근세국어 이후에 모음 
또는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 ‘꾸러’ 등을 ‘ㅀ’ 말음 자음군으로 재분석한 것으로 여겨
진다. 
  현대국어에는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145ㄱ)과 같은 ‘ㅀ’ 말음 어간이 분포하고 있다. 
이로써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이 한반도의 서부를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
다. (145ㄴ)은 ‘ㄹㆆ’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꿀ㆆ-’은 ‘꿀-’ 또는 ‘꿇-’에서 형
성될 수 있는데, ‘꿇-’이 아직 강원과 경상 방언에는 널리 확산되지 못했으므로 강원과 
경상 방언의 ‘꿀ㆆ-’은 ‘꿀-’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충청과 전라 방언
의 ‘꿀ㆆ-’은 어느 어간으로부터 재분석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145ㄷ)은 이전 시기의 어간인 ‘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예인데, (145ㄱ)의 ‘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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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주로 동부방언 및 전남 방언
에 분포한다. 분포 지역이 상당히 
넓어서 ‘ㅀ’ 말음으로의 재구조화
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료집》의 예인데 《지
역어》에서는 경남 창녕에서 ‘꿇-’
이, 강원 평창·경북 봉화에서 ‘꿀
ㆆ-’이 확인되며 그 외에는 ‘꿀-’
이 확인되므로 《자료집》과 큰 차
이가 없다. 
  (145ㄹ)은 ‘꾸르-’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주로 경남 방언을 중심으
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 시
기에는 이 지역에도 ‘꿀-’이 존재
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형태가 분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145ㅁ)의 ‘꿀르-’는 제주에서 확인되는 예로, ‘할르
-’, ‘끌르-’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아래 (146), (147)와 〈지도 31>에서 ‘뚫-’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도록 한다. 

(146) 듧고(法華 6:154b) 들워(楞嚴 2:43b) 코(感應4:24a) (독립신문 1897.7.8.)
(147) ㄱ. 뚫-: 뚤코, 뚜러(평북 평양, 황해,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함평·광산·

화순·나주·진도·영암) 
ㄴ. -: 뚤꼬, 뚜러(강원 정선, 충북 진천, 충남 금산·공주, 경북, 전북 임실)
ㄷ. 뚧-: 뚭꼬, 뚤버(함남 삼수, 함북, 강원 고성·인제·영월·평창, 충북 제원·보은·옥천·영동, 경

북 금릉, 경남 거창·합천·함양·산청·의령·하동·진양·함안·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 전
북 무주·장수, 전남 구례·광양·여천·승주) 

ㄷ´. 뚧-: 뚤꼬, 뚤버(강원 강릉·삼척, 경남 창녕·밀양·울주·의창·김해·양산, 충북 음성·청주·중

〈지도 30〉 ‘꿇-’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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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양·청원·괴산)
ㄹ. 뚜르-/뚤르-: 뚜른다/뚤른다, 뚜르지/뚤르지, 뚤러(평북 의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춘성·

홍천·양양·횡성·원성, 경기 포천·연천, 충남 연기, 전남 신안·강진·장흥·보성, 
제주)  

‘뚫-’은 (146)에 제시한 것처럼 
중세국어 시기에 ‘ㄹㅸ’ 말음 어간
인 ‘-’이었는데 근세국어 이후 
‘ㅀ’를 말음으로 갖게 된 것이다. 
19세기에는 ‘ㄹㆆ’ 말음 어간도 
보인다. 이에 대해 정윤자(2007: 
202), 배영환(2013: 79)에서는 
모음이나 유성 자음 사이 ‘ㅎ’ 탈
락이 시작된 근세 국어 시기에 모
음 어미 또는 매개모음 어미 앞에
서의 활용형을 ‘ㅀ’ 말음 어간인 
것으로 재분석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도 이에 동의하
는데, (147ㄱ)의 방언 분포를 보
면 이 재분석이 충남 및 전라 방
언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 황해, 

평안 방언까지 확산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47ㄴ)의 ‘ㄹㆆ’ 말음 어간이 경북을 중
심으로 분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북을 중심으로 한 ‘ㄹㆆ’ 말음 어간의 형성에 대
해서는 5.2.2.2에서 후술한다. 
  다음으로 (147ㄷ)과 (147ㄷ´)은 ‘뚧-’, 즉 어간말 자음이 ‘ㄼ’인 예인데 〈지도 31〉에서 
확인되듯이 함경 방언, 경남 방언, 강원 영동 방언 및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의 경계 지역
에 분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남과 동북방언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ㄹㅸ＞ㄼ’
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ㅀ’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와 ‘ㄹㆆ’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가 있

〈지도 31〉 ‘뚫-’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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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뚧-’의 경우 ‘ㄹ’과 ‘ㅂ’ 중에서 탈락 자음이 결정되는 방향은 해당 방언의 자음군단순
화 규칙을 따른다. 즉 (147ㄷ)과 같이 어간말에 ‘ㅂ’을 남기는 지역은 다른 자음군 ‘ㄼ’
의 경우에도 어간말에 ‘ㅂ’을 남기고, (147ㄷ´)와 같이 어간말에 ‘ㄹ’을 남기는 지역은 다
른 자음군 ‘ㄼ’의 경우에도 어간말에 ‘ㄹ’을 남긴다. 
  한편 함북 방언에서는 ‘딟-/띫-(디꾸, 띨버꾸나)’도 학인되는데 있는데 이에 대해 최명
옥 외 3인(2002)과 곽충구(2019)에서는 유의어인 ‘디르-’(刺)와 ‘듧-’의 혼효형이라 보았
다.173) 마지막으로 (147ㄹ)의 ‘뚜르-/뚤르-’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데 ‘뚫-’ 또는 ‘뚤ㆆ-’
에 ‘-으-’가 첨가되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방언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할르-’, 
‘끌르-’, ‘꿀르-’와 같이 설명된다.

173) 중세국어의 ‘디르-/딜ㅇ-(刺)’은 함북 방언에서 ‘디르-/딝-’으로 나타난다. ‘딟-’이 ‘딝-’에서 
pk교체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에 선행 
연구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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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용언 어간말 자음의 목록

  지금까지 용언 자음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와 그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체언의 경우와 같이 각 도(道)에서 확인되는 어간말 자음의 목록을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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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5>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자음의 경우 모든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어간말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ㅎ’의 10개이
며, 어느 방언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자음은 ‘ㅋ’, ‘ㅃ’이다. ‘ㄸ’, ‘ㅉ’, ‘ㅇ’는 일부 어간과 
방언에서 확인되는데, ‘ㄸ’는 ‘ -(任)’을 보이는 지역이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이며 ‘ㅉ’는 ‘ -(逐)’으로 전남 고흥에서, ‘ㅇ[ŋ]’는 ‘잉-(聯)’으로 강원 삼척에서 확인된
다. 또한 ‘ㅆ’ 말음 어간은 ‘있-(有)’뿐인데, 함경·황해·경남·제주에서는 ‘ㅅ’ 말음 어간으
로 나타난다. 
  자음군의 경우 모든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자음군은 ‘ㄺ, ㄻ, ㄼ’이다. 제주방
언에서 ‘ㄺ, ㄻ, ㄼ’만 확인되는데, 이 방언은 용언 어간말 자음군의 수가 가장 적다. 자
음군의 수가 많은 전남 방언이 14개, 경남 방언이 15개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
방언을 제외한 방언들에서는 이와 더불어 ‘ㄵ, ㄶ, ㄾ, ㅀ, ㅂㅆ’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ㄴㅌ , ㅁㅁ , ㅁㅆ , ㅇㄱ , ㅇㅎ , ㅇㄲ , ㅇㅋ , ㅇㅈ’는 일부 어간과 방언에서 보이는 자음군으
로, 모두 비음을 선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어간말 자음의 개수를 살펴보면, 어간말 자음의 수가 가장 적은 방언은 제주방언(13

ㄴㆆ
ㄺ
ㄻ
ㄼ
ㄾ
ㄿ
ㅀ
ㄹㆆ
ㅁㅁ
ㅁㅆ
ㅂㅆ
ㅇㄱ
ㅇㅎ
ㅇㄲ
ㅇㅋ
ㅇㅈ
〈표 5〉 용언 어간말 자음의 목록(음영: 존재함, 빈칸: 존재하지 않음)  



- 143 -

개)이며 가장 많은 방언은 전남 방언(31개)이다. 그런데 어간말 자음의 수가 두 번째로 
적은 방언은 황해 방언(21개)이므로 대체로 31개에서 21개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제
주방언의 경우만 타 방언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적은 편이다. 그 까닭은 제주방언에서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들이 여럿 확인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3.1.7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언의 경우에는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단자음 말음 어
간으로의 변화가 활발하여 서부방언과 동부방언의 어간말 자음의 수가 큰 차이를 보였지
만 용언의 경우는 어간말 자음의 개수에서는 특별한 방언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
만 전국적으로 용언 어간말 자음의 개수가 체언보다 많은데 이는 용언의 경우 체언에서
처럼 단독형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으로부터 재분
석이 일어나거나 특정한 활용형을 중심으로 한 평준화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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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언 내적 요인에 의한 자음 말음 어간의 변화

  이 장에서는 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음 말음 어간의 변화 양상을 살핀다. 
여기서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방언 간 접촉에 의한 것이 아닌 방언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간 말음의 재구조화 양상이다.174) 따라서 재구조화 양상을 그 요인에 따라 살펴본다. 
  앞서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구조화의 요인에는 평준화, 혼효, 감염, 재분석이 있
다. 4.1에서는 평준화를, 4.2에서는 혼효와 감염을, 4.3에서는 재분석을 다룬다. 

4.1 평준화

  평준화는 패러다임 내의 형태음운론적 교체가 완전히 또는 일부 없어져서 어간 이형태
의 수가 줄어들거나 이형태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이 높아지는 변화를 말한다(김현 2006: 
96, 이진호 2017: 344). 4.1.1에서는 체언의 예를, 4.1.2에서는 용언의 예를 다룬다. 

4.1.1 체언  

  체언의 경우 평준화를 겪어 어간이 재구조화된 예에는 자음군 말음 어간이 단자음 말
음 어간으로, ‘ㅍ’ 말음 어간이 ‘ㅂ’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가 있다.175) 다음 (1)을 

174) 본고의 5장에서는 방언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다룬다. 앞서 2장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방언 접촉 양상에는 ‘방언형의 소멸’과 ‘새 방언형의 형성’이 있고 ‘방언형의 소멸’의 
경우 방언 균일화와 단순화가 포함되며, 이때 단순화는 ‘유추적 평준화’와 유사하다. 새 방언
형의 형성은 곧 중간 방언을 의미하는데, 중간 방언의 형성 과정에는 어간의 재분석이 포함된
다. 

175) 4.1.1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체언 어간이 평준화를 겪은 예에는 다음 두 가지가 더 있다. 먼
저 중세국어 시기 특수 어간 교체를 하였던 ‘구무-/굼ㄱ-’의 기저형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구무’로 평준화된 예가 있는데(3.1.2.1 참조), 이 경우에는 기저형의 수가 2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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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1) ㄱ. 삭: 사기, 삭또, 삭만[상만] (삯, 전국 대부분 지역)
ㄴ. 갑: 가비, 갑또, 갑만[감만] (價, 충남, 전라, 제주)
ㄷ. 여덜: 여더리, 여덜도, 여덜만 (⼋, 전 지역) 
ㄷ´. 덥: 더비, 덥또 (⼋, 제주)
ㄹ. 돌: 도리, 돌도 (周年, 전 지역) 
ㄹ´. 돗: 도시, 돋또 (周年, 제주) 
ㅁ. 닥: 다기, 닥또, 닥만[당만] (鷄, 강원 고성·인제·양양·홍천, 경기, 충북 옥천·영동·진천·음성, 

충남, 전라, 제주) 
ㅁ´. 달: 다리, 달도, 달만 (鷄, 경북 청송·영천·월성, 경남 양산·김해)
ㅂ. 집: 지비, 지베 (짚, 경기 남부, 충남, 전라, 제주)

위의 (1ㄱ)과 (1ㄴ)은 ‘ㄱㅆ’, ‘ㅂㅆ’ 말음 어간이 각각 ‘ㄱ’ 말음 어간과 ‘ㅂ’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를 각각 ‘삯’과 ‘값’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제시한 것이다. (1ㄱ)은 전국 대
부분 지역에서, (1ㄴ)은 충남,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서부방언에서 확인된
다. 
  다음으로 (1ㄷ), (1ㄷ´)는 ‘ㄼ’ 말음 어간인 ‘여덟’, (1ㄹ)과 (1ㄹ´)는 ‘돐’의 재구조화 예
를 보인 것이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1ㄷ), (1ㄹ)과 같이 ‘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
지만 제주방언에서는 (1ㄷ´), (1ㄹ´)와 같이 ‘ㅂ’, ‘ㅅ’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1ㅁ), (1ㅁ´)에는 ‘ㄺ’ 말음 어간이 각각 ‘ㄱ’ 말음 어간과 ‘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
화된 예를 ‘닭’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제시하였다. (1ㅁ)은 충남, 서남방언과 강원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1ㅁ´)는 동남방언의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체언 ‘ㄺ’ 
말음 어간은 자음군단순화를 겪으면 방언에 따라 어간말에 남는 자음이 다른데, 3.1.6.1
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북·중부·서남·제주방언은 어간말에 ‘ㄱ’가 남고 서북·동남방언은 
‘ㄹ’가 남는다. 재구조화된 어간의 말음도 이를 따라 한반도의 서남부를 중심으로 ‘ㄱ’ 말

1개로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체언 ‘ㅌ’ 말음 어간이 ‘ㅊ’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는 것 또한 
유추적 평준화의 예인데 이는 방언 접촉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5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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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동남부를 중심으로 ‘ㄹ’ 말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1ㅂ)은 ‘ㅍ’ 말음 어간이 
‘ㅂ’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를 ‘짚’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제시한 것이다. 충남·전
라·제주방언 등 한반도의 서남부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기저형의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어간 이형태의 수가 줄어든 유추적 평준
화이다. 단독형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에 유추되어 모음으
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도 바뀐 것이다.176) 즉 ‘짚’을 예로 들면 ‘집, 집
또, 지피, 지페, 지플, 짚만[짐만]’과 같은 패러다임을 가졌다가 이형태 ‘집’에 유추되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이형태도 ‘짚’에서 ‘집’으로 교체된 것으로, ‘집, 집또, 
지비, 지베, 지블, 집만[짐만]’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어간 이형태의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방언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자. (1ㄴ), (1ㅁ), (1ㅂ)을 보았을 때 이러한 유
추적 평준화는 충남·전라·제주 등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1ㅁ)에 제시한 ‘ㄺ＞ㄱ’의 변화를 겪은 지역은 (1ㅁ´)에 제시한 ‘ㄺ＞ㄹ’의 변화
를 겪은 지역보다 넓다. 동일한 유추적 평준화임에도 불구하고 ‘ㄺ＞ㄱ’의 변화를 겪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구조화가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 확산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1ㄷ)과 (1ㄹ)에서 알 수 있듯이 자음군 ‘ㄼ’, ‘ㄽ’는 제주방언을 제외한 방언에서 
‘ㄹ’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177) ‘ㄼ’의 경우 자음군단순화 초기에 ‘여듧’은 ‘여듭’
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았지만 이후 전국적으로 ‘ㄹ’ 쪽으로 재구조화된 어형이 확산된 듯
하다(이진호 1997: 51). 자음군 ‘ㄼ’의 단순화 방향이 방언별로 다르고, 주로 ‘ㅂ’가 탈락
하는 방언이 평북·강원·경상방언임을 고려할 때 ‘여덜’은 이들 방언에서 먼저 형성되고 

176) 이러한 재구조화에 대하여 강창석(1985: 51)에서는 ‘값’을 예로 들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
사 앞에서의 표면형 ‘[갑]’을 어간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결합시킴으
로써 ‘[갑이]’가 실현되고, 이것이 기존의 ‘[갑씨]’를 대체한 결과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진호(1997: 43)에서는 이형태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언의 단독형으로의 어간의 재구조
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김경아(2008a: 107)에서는 ‘유추적 평준
화’ 즉 이형태 간의 유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177) 한편 제주방언에는 이전 시기에 자음군 가운데 선행 자음이 탈락하는 규칙이 적용되었고(정
승철 1995a: 188), 그 후 재구조화를 겪어 ‘삭’, ‘갑’, ‘덥’, ‘돗’과 같은 어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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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1.2 용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에서 다루는 평준화는 기저형의 수가 감소하는 평준화와, 기
저형의 수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어간 이형태의 수가 줄어들어 패러다임 내 이형태의 유
사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의 변화(유추적 평준화)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방언 분
포상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평준화와, 분포 지역을 특정할 수 없고 전국에서 확인
되는 평준화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래 (2)~(4)에는 분포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평준화의 예를 제시하였다. 

(2) ㄱ. 누-: 누지, 누어서/눠:서(臥, 경기 김포, 전남 장흥, 전북 장수)
ㄴ. 도우-: 도우고, 도우니까, 도워서/도와서/도아서(助, 충북 옥천, 전북 진안, 전남 신안·무안·

승주, 경북 영풍·봉화·울진·청송·영천·월성·고령·달성·청도, 경남 밀양·울주·양산·김해·
의령·함안·진양·고성·거제·남해·하동)

ㄴ´. 도와-: 도와고, 도와니깨, 도와서(助, 경남 통영)
ㄷ. 누래-: 누래고, 누래서(⿈, 충북 단양)

(3) ㄱ. 엄ㅆ-: 엄꼬, 엄는, 엄써(無, 경남 남부)
ㄴ. 앙ㅈ-: 앙꼬, 앙자(坐, 전북 부안, 전남) 
ㄷ. 뭉ㄲ-: 뭉찌, 뭉꺼라, 뭉꼬(묶-, 전남 구례·승주·광양·영암·여천·해남·강진·보성·고흥·완도)
ㄹ. 잉-: 잉꾸, 잉어서(聯, 강원 양양) 
ㅁ. 찡ㅎ-: 찡코, 찡어라(搗, 경남 창녕·밀양·함안·김해·의창·거제·남해)
ㅂ. -: 실꼬, 실른다, 실어(載, 경기 서부, 강원 동남부, 경상, 충북, 전북 옥구·완주·정읍·무

주·장수·임실·순창·고창·진안·남원, 전남 북부)

(2)에는 평준화를 겪어 기저형의 수가 줄어든 예를 제시하였다.178) (2ㄱ)의 ‘누-’는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인 ‘눕-/누우-’의 모음 어미 또는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

178) 본고에서는 중부방언에서의 ‘ㄼ’ 말음 용언 어간의 형성 또한 평준화를 겪어 기저형의 수가 
줄어든 예로 보는데 이는 5.1.2.2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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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저형이 평준화된 것이다. 이어서 (2ㄴ)과 (2ㄴ´)는 모두 ‘돕-’의 방언형인데, (2ㄴ)은 
모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인 ‘도우-’로, (2ㄴ´)는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인 
‘도와-’로 재구조화되었다. (2ㄷ)의 ‘누래-’는 ‘누렇-’의 방언형인데 모음어미 앞에서의 활
용형 ‘누래-’로 어간이 재구조화되었다.179)

  이상에서 살펴본 예들은 모두 모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으로 어간이 단
일화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현재의 분포를 보면 남한의 경상 방언과 전라 방언
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특별한 지역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 
  이제 (3)의 예를 보자. (3)은 기저형의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어간의 이형태가 서로 닮
아가는 유추적 평준화의 예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모두 3장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최대한 중복을 피하면서 이 예들의 공통점을 밝히고 그 공통점이 시사하는 바를 언급하
고자 한다. 
  먼저 (3ㄱ)은 ‘없-’의 방언형 가운데 ‘엄ㅆ-’으로 어간이 재구조화된 예인데 3장에서 
언급했듯이 비음 앞에서의 어간 교체형 ‘엄’에 다른 활용형의 첫음절 ‘업’이 닮아가게 되
어 이형태 간의 형태적 유사성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ㄴ)~(3ㅁ)의 예들도 그 
형성 방식은 (3ㄱ)과 유사하다. (3ㄴ)은 ‘ㄱ’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형 ‘안꼬’에서 연
구개음화를 겪어 ‘앙꼬’가 형성되고, ‘안자’와 같은 활용형의 첫음절 ‘안’이 ‘앙꼬’의 첫음
절 ‘앙’에 닮아간 것으로 보인다. (3ㄷ)은 ‘묶-’의 활용형 ‘무꺼’의 첫음절의 말음에 비음 
‘ㅇ[ŋ]’이 첨가되어 ‘뭉꺼’가 형성되고, 이때의 첫음절 ‘뭉’이 다른 활용형의 첫음절 ‘묵’
을 대체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어서 (3ㄹ)의 ‘잉-’은 ‘이꾸(잇-구)’와 같은 ‘ㄱ’로 시작하는 자음 어미와의 결합형에
서 비음 첨가를 겪어 ‘잉꾸’가 형성되고 첫음절 ‘잉’이 다른 활용형의 첫음절 ‘이’를 대체
하여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3ㅁ)의 ‘찡ㅎ-’도 ‘찌코’와 같은 ‘ㄱ’계 자음 어미와의 결
합형에서 첫음절에 비음 ‘ㅇ’가 첨가되어 ‘찡코’가 형성되고 이때의 ‘찡’이 모음어미 결합
형의 첫음절을 대체하여 형성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3ㅂ)은 ‘싣-’이 ‘-’로 재구조화된 

179) 본고에서의 직접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동사 ‘하-’의 ‘해-’로의 재구조화는 강원도 횡성
(곽충구 1994b: 569), 경기 일부(최명옥 1988, 1993), 강원 원성·경기 양평·여주·이천·평택, 
전남 광양(장요자 2017: 15)에서 확인된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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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180) 3.2.2.1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의 첫음절 ‘실’이 다른 활용
형의 첫음절 ‘싣’, ‘신’ 등을 대체하여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예들의 공통점은 특정 활용형의 첫음절이 나머지 활용형의 첫음절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기저형의 변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 이 
변화는 동일한 패러다임 내부에 존재하는 활용형들의 형태적 이질성을 줄이고 형태적 유
사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유추 변화이다. 또한 비록 기저형의 수를 줄이지는 
않지만 이형태 간의 유사성이 높아지는 유추적 평준화에 해당한다. 방언 분포상으로는 
어떤 지역적 성격을 찾아볼 수 없지만 변화를 견인하는 활용형의 첫음절의 말음이 (3ㅂ)
을 제외하면 비음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3ㄱ)은 비음화, (3ㄴ)은 연구개음화, (3ㄷ), (3
ㄹ), (25ㅁ)은 비음 첨가가 선행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래 (4) 또한 유추적 평준화의 예이다. 

(4) ㄱ. 찌-: 찐다, 찌고, 찌어라 (전남 영암)   
ㄴ. 노랗-/노라-: 노라코, 노라니, 노라서(⿈, 경기 파주·평택·화성·포천·양평·강화, 충북 충주·영

동)

(4ㄱ)은 ‘찧-’의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 ‘찌-’로 자음어미와의 결합형까지 평준화
된 예이다.181) (4ㄴ)은 ‘노랗-’의 방언형으로 본래 ‘노랗-/노래-’의 다중기저형을 가졌던 
예인데 자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으로 모음어미와의 결합형 ‘노래-’가 닮아
간 유추적 평준화의 예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2)~(4)의 예들에는 지역적인 특징이 없지만 다음 (5)~(7)은 특정한 
지역에만 분포하는 것들이다. 먼저 (5)의 예를 보자. 

(5) ㄱ. 끈-: 끈고, 끄너(切, 함북 육진, 제주)
ㄴ. 매웁-/매우-: 매웁따, 매웁찌, 매우니, 매와서(⾟, 경기 고양·양주·화성·평택, 충남 서산·당진·

180) 이는 다른 ‘ㄷ’ 불규칙 활용 어간(걷-, 듣-, 묻-)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방언 분포상 ‘싣
-’이 ‘-’로 재구조화된 지역이 가장 넓기에 ‘-’을 예로 들어 제시하였다

181)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이 ‘쪄라’가 아닌 ‘찌어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찌-’로의 재구조화
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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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보령·청양·부여·논산, 전북, 전남 영광·담양·함평·광산·무안·나주·영암·
해남·완도)

ㄴ´. 떠룹-/떠루-: 떠룹꼬, 떠룹찌, 떠뤄/떠루워(澁,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금산·대전, 전라)

(5ㄱ)의 예는 함북 육진 방언과 제주방언에서 확인되는 예로, 3.2.9.1에서 논의한바 근세
국어의 ‘-’으로부터 자음어미 앞의 교체형으로 평준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
던 것은 함북 육진 방언과 제주방언에서 모두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음어미 앞의 결합형으로의 평준화는 흔하지 않은데 본고에
서 다룬 예에는 ‘끈-’과 제주방언의 ‘익-(讀)’, 5.1.2.2에서 다룰 용언 ‘ㄼ’ 말음 어간이 
있다.
  (5ㄴ)은 최명옥(1993), 임석규(2004b), 김현(2006), 김경아(2008a) 등에서 주목한 예
이다. 모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 ‘매우-’와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어간의 단
일화가 일어난다고 언급되었고 김현(2006: 118-119)에서는 감염의 예로 보았다.182) (5
ㄴ´)의 ‘떠룹-’도 이와 유사하게, 모음어미와의 결합형 ‘떠루-’와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자
음어미 결합형 ‘떫-’이 ‘떠룹-’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매개모음어미 또는 모음어미와의 어간 교체형과 다른 어미와의 교체형
이 유사해진 유추적 평준화이다. 《자료집》에서는 1음절 어간인 ‘맵-, 돕-, 덥-, 쉽-’ 등
이 남한의 서부방언(경기 서부, 충남, 전라)에서 이러한 변화를 겪고, 2음절 이상의 어간
인 ‘어렵-, 가깝-, 두껍-, 무섭-, 부럽-, 사납-, 아름답-’ 등도 서부방언권의 일부 지역
(경기 고양, 충남 보령·논산, 충북 옥천, 전남 함평·신안 등)에서 동일한 변화를 겪는다. 
또한 서남방언의 ‘떠룹-’류의 형용사들(떠룹-, 너룹-, 야룹-, 짜룹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주로 남한의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아래 (6)은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이다. 그 분포는 〈지도 32>에  
나타냈다.

(6) 노푸-(⾼): 노푸고, 노푸니, 노파서

182) 김현(2006: 118-119)에서 이 변화를 감염으로 판단한 까닭은 활용형들이 서로 닮아가는 과
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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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 매개모음어미 즉 ‘-으’계 어미와
의 결합형에서의 어간 이형태로 평준화
된 예이다. ‘높-(놉꼬, 노프니, 노파서)’
로부터 ‘노푸-(노푸고, 노푸니, 노파서)’
로의 변화는, 기저형의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
가 매개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
와 유사해져 기저형도 재구조화된 유추
적 평준화이다.183) 
  이러한 변화는 ‘평음 ‘ㄱ’, ‘ㅈ’, 격음 
‘ㅌ’, ‘ㅍ’, ‘ㅊ’, 경음 ‘ㄲ’ 및 그 외 대
부분의 자음군 말음 어간에서 확인된
다. 전체적인 분포는 〈지도 32〉에 나타
내었고, 각각의 자음 말음 어간에 대한 
개별적인 예는 3장에서 다루었으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도 25〉를 보면 ‘으’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경기와 서북방언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으며, 서남방언과 제주방언에
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방언의 경우, 단자음 말음 
어간에도 ‘으’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다른 방언에 비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정승철 1995a: 181), 타 방언에 비해 제주방언에서의 ‘으’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ㄱ’과 ‘ㅈ’ 말음 어간을 제외하고는 격음, 경음, 자음군 말음 어간에 이러한 변화가 
주로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 김현(2006: 172-173)에서는 용언 어간 구조 조건으로 설명
했다. 즉 본래 ‘ㅡ’ 말음 어간은 대부분 경음과 격음을 ‘ㅡ’의 선행음으로 두고 있기에, 

183) 이와 유사한 유형의 변화는 ‘ㅊ’ 말음 어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긏-＞그치-, -＞마치
-, 그릋-＞그르치-, 뉘웇-＞뉘우치-, -＞사무치-’ 등이 그 예이다(배주채 1996/2001: 
175-176). 

〈지도 32〉 ‘으’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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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음보다는 경음이나 격음 말음 어간이 ‘-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기가 쉽다는 것이
다.
  또한 자음군 말음 어간의 경우 그 재구조화의 동기에 대하여 4.3.1에서 후술할 체언 
어간말 ‘-이’ 첨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자음군의 경우 자음어
미와의 결합에서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게 되는데, 이보다는 ‘으’ 말음 어간의 재구
조화를 통하여 자음군을 모두 표면형에 드러내는 편이 자음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여겨진다.184)

  마지막으로 아래 (7)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은 모두 ‘X르-’와 같은 어간이 ‘Xㄹ르-’
로 재구조화된 예이다. 

(7) ㄱ. 널르-: 널르고, 널르니, 널러(전북 무주, 경북) 
ㄱ´. 널룹-: 널룹꼬, 널룹찌, 널뤄/널루워(전북 옥구·익산·완주·진안·김제·임실·장수·순창, 충남 논

산·대덕·금산, 충북 보은·옥천·영동, 전남 장성·곡성·해남)  
ㄴ. 짤르-: 짤르고, 짤르니, 짤라(강원 홍천, 전북 진안, 충남 공주, 충북 괴산)
ㄴ´. 짤룹-: 짤룹꼬, 짤룹찌, 짤뤄/짤루워(전북 옥구·익산·무주·김제·임실·장수·고창·순창, 충남 부

여·서천·논산·대덕, 충북 보은·옥천, 전남 담양·화순·강진·고흥·여천) 

먼저 (7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세국어 시기의 ‘너르-’가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어간에 ‘ㄹ’ 첨가를 겪어 ‘널러(⾺經 上:6a)’와 같이 활용하게 되면, 그 패러다임은 ‘너르
고, 너르니, 널러’와 같을 것이므로 ‘모르고, 모르니, 몰라’ 등의 ‘르’ 불규칙 용언 어간 
패러다임과 동일해진다. 그런데 ‘르’ 불규칙 용언 어간들은 ‘Xㄹ르-’로 재구조화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모음어미 앞의 이형태로 평준화되는 것이다. 즉 ‘모르고, 모르니, 몰
라’와 같은 패러다임에서 ‘몰르고, 몰르니, 몰라’로 재구조화된다.  
  이은선(2014: 41)에서는 《지역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충남과 충북 방언을 중심
으로 이러한 변화가 활발히 일어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영규(2019: 39-49)에서도 

184) 이와 같은 ‘으’ 첨가는 유아어에서도 쉽게 확인되는데 방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유아어의 경우에는 ‘-으-’계 어미 사용에 대한 규칙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으-’계 어미의 목록을 과하게 일반화하여 확장하게 된다(임유종·이필영 2004 참조). 따라서 
유아어에서의 ‘으’ 첨가는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적 성격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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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중심으로 하였을 때 중부방언에서 ‘Xㄹ르-’로의 평준화가 일어났다고 본 바 
있으므로 이는 주로 충청 방언을 중심으로 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비록 (7ㄱ)의 ‘널르
-’는 경북 방언에서 확인되지만 이는 ‘너르-’가 남아 있는 방언이 주로 경북 방언이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7ㄴ)의 ‘짤르-’ 또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어 형성되었을 것이다. 다만 문헌에서는 
‘뎌르-’나 ‘져르-’, ‘쟈르-’ 등의 모음 어미 결합형의 어간에 ‘ㄹ’ 첨가를 겪은 예, 즉 ‘졀
러’, ‘쟐라’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짜르-’로 재구조화된 이후에 ‘ㄹ’ 
첨가와 평준화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ㄱ´)의 ‘널룹-’과 (7ㄴ´)의 ‘짤룹-’은 각각 ‘너룹-’, ‘짜룹-’에서부터 유추적 평준화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너룹-’과 ‘짜룹-’의 활용 패러다임은 3.2.9.4에서 제시한 것
처럼 ‘너룹따, 널룬, 널뤄야’ 등으로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어간에 ‘ㄹ’가 첨가된 예가 
확인되는데, 이로부터 자음어미 결합형도 첫음절의 말음에 ‘ㄹ’가 첨가된 방향으로 유사
해진 것이다. 기저형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활용형 간의 유사성을 지향하는 방향으
로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났다고 하겠다. 

4.2 혼효와 감염 

  본 절에서는 혼효와 감염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혼효와 감염은 용언 어간
의 변화에서만 확인되었다. 먼저 아래 (8)에 혼효의 예를 제시하였다(밑줄은 《지역어》).

(8) ㄱ. 얒-: 야즈먼, 야따(얕-, 경기 포천) 
ㄴ. 나푸- : 나푸다, 나푸면(낮-, 강원 삼척)
ㄷ. 끙끄-: 끙끄고, 끙꺼서, 끙끄먼, 끙뜨라(끊-, 전남 보성·남원)

위의 (8ㄱ)은 ‘얕-’의 방언형인 ‘얒-’이다. ‘야즈먼’과 같은 활용형은 ‘얕-’의 활용형인 ‘야
타서’ 등과 ‘낮-’의 활용형인 ‘나즈먼’ 등이 혼효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야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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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음절 ‘야’와 ‘나즈먼’의 두 번째 음절 ‘즈’ 등이 결합하여 ‘야즈먼’을 형성하고 이것
이 다시 ‘얒-’이라는 어간으로 재분석된 것이다. 
  (8ㄴ)은 ‘낮-’의 방언형인 ‘나푸-’이다. 이 또한 혼효로 형성된 것인데, ‘나저서’, ‘나꼬
(낟꼬)’ 등의 첫음절 ‘나’와 ‘야푸고, 야푸먼’ 등의 두 번째 음절 ‘푸’가 결합한 것으로 보
인다. 이들 (8ㄱ)과 (8ㄴ)의 형성에는 ‘낮-’과 ‘얕-’이 유의어인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8ㄷ)의 ‘끙끄-’는 ‘끊-’의 방언형인데, 앞서 3.2.9.1에서 살펴본 것처럼 ‘꺾-’과 ‘끈ㆆ
-’의 활용형 사이에서 혼효가 일어나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끈ㆆ-(切)’의 자음어미 결합형 ‘끈꼬, 끈찌’ 등의 첫음절인 ‘끈-’과, ‘꺽-(折)’의 모음어미 
결합형 ‘꺼거서, 꺼꺼서’ 등의 두 번째 음절인 ‘거’ 또는 ‘꺼’가 결합하여 ‘끈거, 끈꺼’가 
형성되고 이로부터 연구개음화를 겪어 ‘끙끄-’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끊-’과 
‘꺾-’도 방언에서 유의어 관계에 있음을 3.2.9.1에서 확인하였다. 
  이제 감염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감염은 형태상 또는 의미상 관련이 있는 다른 대
상에 이끌려 그와 비슷하게 형태가 바뀌는 변화를 말한다(김현 2006: 115, 이진호 
2017: 22). 아래 (9)에는 그 예를 제시하였다.

(9) ㄱ. 꼽-: 꼽꼬, 꼬바(꽂-, 충북 음성·청원·보은·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장수·임실·순창·
남원, 전남 구례·승주·보성·여천·고흥, 경북, 경남 함양·해남·합천·의령·진양·울주·양산·김
해·거제)

ㄴ. 었-: 얻꼬, 어쓰니, 어써서(無, 경북 의성·상주·안동·영주) 
ㄴ´. 엇-: 얻꼬, 어성(無, 제주)
ㄷ. 야푸-: 야푸고, 야프문(淺, 강원 정선·명주·삼척, 경상, 전남 광양·여천·신안·화순·승주·장흥·

신안·고흥)
ㄷ´. 얇-: 얍따, 얄바서/얄버서(淺, 전남 영광)
ㄹ. 노라낳-: 노라나코, 노라나서(⿈, 충남 대덕)
ㅁ. 씪-: 씯/씨꼬, 씨꺼(洗, 경북 의성·청송·금릉·성주·영천·경산·달성·월성, 경남 창녕 제외 전 지

역, 전남 승주·광양·여천, 전북 장수) 

(9ㄱ)~(9ㄷ)은 모두 반의어의 형태에 감염된 것이다(김현 2006: 115-116, 임석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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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2007, 고동호 1993: 11). 먼저 (9ㄱ)의 ‘꼽-’은 반의어인 ‘뽑-’에 감염된 것인데, 
‘꽂-’과 ‘뽑-’의 음절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꼽-’으로
의 변화가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김세환(2012: 74-75)에서 언급
한바, 경북 방언에서는 중부 방언의 ‘ㅂ’ 불규칙 용언도 ‘ㅂ’ 규칙 용언으로 나타나는 등 
‘ㅂ’ 말음이 폭넓게 실현되기 때문인 듯하다고 하였다. 즉 이 또한 Bybee(2001)에서 언
급한, 유형 빈도에 의한 유추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9ㄴ)과 (9ㄴ´)의 ‘었-’, ‘엇-’은 반의어인 ‘있-’의 형태에 감염된 것이다. 앞서 
3.2.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잇-’에서 ‘있-’으로의 재구조화 또한 ‘없-’의 형태에 감염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없-’과 ‘있-’의 관계가 긴밀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9ㄷ)의 ‘야푸-’는 반의어인 ‘기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겠다. 그와 달리 
동일한 ‘얕-’의 방언형이지만 (9ㄷ´)의 ‘얇-’은 의미가 유사한 단어인 ‘얇-(薄)’에 감염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9ㄹ)과 (9ㅁ)은 모두 유의어 또는 유사한 문법 범주에 속한 단어의 형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9ㄹ)의 ‘노라낳-’은 모양 형용사 ‘동그랗-’, ‘세모낳-’, ‘네모낳-’ 등
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김창섭 1996: 5-6), (9ㅁ)의 ‘씪-’은 유의어 ‘닦-’의 형태에 
감염된 것이다.

4.3 재분석

  이 절에서는 재분석의 예를 살펴본다. 4.3.1에서는 체언을, 4.3.2에서는 용언을 다룬
다. 

4.3.1 체언

  체언의 경우 재분석의 예에는 평음 말음 어간이 격음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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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군단순화, 구개음화, ‘ㄷ＞ㅅ’ 변화와 관련된 재구조화가 있다. 또한 자음 말음 어간
이 ‘이’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도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평음 ‘ㅋ’, ‘ㅂ’, ‘ㅅ’ 말음 어간들이 일부 지역에서 격음 ‘ㅋ’, ‘ㅍ’, ‘ㅌ’, ‘ㅊ’ 등
으로 재구조화된 예가 있다. 다음 (10), (11) 및 〈지도 33〉을 보자.

(10) ㄱ. 구섴: 구서키, 구석또 (강원 춘성·홍천·양양·횡성·명주·원성·영월·정선, 경기 양평·여주)
ㄱ´. 부엌: 부어키, 부어케 (경기 일부, 강원, 경북 남부, 경남 동부)

    ㄴ. 눈쎂: 눈써피, 눈썹또 (강원 양구·고성·양양·평창·명주·정선·삼척, 경남 의령·진양·함안·의창·
사천·남해·거제)

(11) ㄱ. 빛(梳): 비치, 비체, 빋또 (함경, 강원 고성·인제·양양·평창·영월, 경북 영풍·의성·봉화·안동·
영양·영덕, 경남 거창·합천, 전남 여천)

ㄴ. 빝(梳): 비치, 비테, 빋또 (경남 하동·사천·고성·남해·통영)

(10ㄱ)의 ‘구섴’과 (10ㄱ´)의 ‘부엌’은 
각각 ‘ㄱ’ 말음 어간에서 ‘ㅋ’ 말음 어
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이다(3.1.1.1 및 
3.1.5.1 참조). (10ㄴ)에는 ‘눈쎂’을 예
로 들어 ‘ㅂ’ 말음 어간 가운데 ‘ㅍ’ 말
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방언형의 곡용 
양상을 보였다(3.1.1.2 참조). 또한 
(11)에는 ‘ㅅ’ 말음 어간 중 ‘ㅊ’ 또는 
‘ㅌ’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나는 
방언형이 있는 ‘깃, 빗’의 예를 ‘빛’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평음 말음 어간이 
격음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예로, 변
화의 결과 문법이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구석’을 예로 들면 ‘ㄱ’ 말음 어

〈지도 33〉 격음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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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우 그 곡용 패러다임이 ‘구석, 구석또, 구서기, 구서글, 구성만’과 같아서 어간 이
형태의 수가 2개이지만, ‘ㅋ’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경우 그 곡용 패러다임은 ‘구석, 
구석또, 구서키, 구서클, 구성만’과 같아서 어간 이형태의 수가 3개로 늘어난다. 그 외 
‘부엌’, ‘눈쎂’, ‘빛’, ‘빝’ 등도 모두 동일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강원도 방언과 동남방언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김봉국(2002: 
42)에서는 강원도 방언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평음화에 의한 새로운 어간으로의 재구조화
를 거부하려는 경향과, 격음 말음 어간 패러다임에 유추되어 평음인 어간말 자음을 격음
으로 바꾸려는 화자의 인식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았다.18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Bybee(1985, 2001)의 유형 빈도(type frequency)를 고려할 수 있다. 앞서 4.1.1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언 단독형 또는 자음 조사 앞에서의 표면형으로의 어간 재구조화는 남
한의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이다. 따라서 강원도 방언 및 동남방언에서는 서
부방언보다 평음 말음 어간의 빈도가 적을 것이고, 격음이나 자음군 말음 어간의 빈도가 
서부방언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평음 말음 어간, 격음 말음 어간, 자음
군 말음 어간의 빈도는 모두 Bybee(1985, 2001)에서 언급한 유형 빈도에 해당되고, 유
형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생산성이 높다고 한다(Bybee 2001: 119-120). 
즉 강원도 방언 및 동남방언에서 격음 말음 어간의 유형 빈도가 높으므로, 본래 평음 말
음 어간이던 것들도 이에 이끌려 격음 말음으로의 재구조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자음군단순화와 관련된 재분석은 아래 (12)의 예와 같다. 

(12) ㄱ. 녁새(正諺 11a), 녁(恩諺 16b), 입시욹의(⼥四 2: 8a), 눈시욹이(⾺經 上 5a)
    ㄴ. 두려워 겁씨 나 / 내게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임창정, 날 닮은 너) 
    ㄷ. 이 자리가 목씨 좋다. (이 자리가 목이 좋다) 
    ㄹ. 싹시라(셩경직 2:66a) 싹씨 나와가주구, 색쓸 맞춰서(유필재 2006: 93) 

위의 (12ㄱ)은 이진호(1997: 36)에서 제시한 것으로, 본래 자음군이 아니었지만 이들 어
간의 단독형에 대해 단일 종성으로 끝나는 어간이 아니라 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이 자

185) 김봉국(2002: 42)에서 예로 든 단어는 ‘구섴’, ‘샆’, ‘보섶’, ‘눈쎂’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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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군단순화를 적용받은 것이라고 재분석을 한 예이다. ‘입술’에 대해 ‘ㄺ’ 말음을 갖는 예
는 현대국어 방언에서 강원 양구·인제·영월·정선·삼척, 경북 영풍 등에서도 확인된다(입숡
-이, 입숡-을).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현대국어에서도 확인되는데, (12ㄴ)과 같은 예가 
있다. ‘겁’을 ‘겁ㅆ’로 재분석했는데 이는 노래 가사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12ㄷ)도 ‘목’을 ‘목ㅆ’로 재분석한 것으로, 유사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12ㄹ)은 19세기 후기의 자료와 서울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것인데 ‘싹(芽)’과 ‘색(⾊)’ 또
한 자음군 ‘ㄱㅆ’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재분석한 것이다.186) 
  (12ㄱ)과 같이 문헌에서 확인되는 예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활발했던 시기에 나타나
는데,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단자음 말음 어간의 단독형을 자음군단순
화 규칙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여 자음군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한 것이다.187) (12
ㄴ)∼(12ㄹ)은 문헌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12ㄱ)과 마찬가지로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활
발했던 시기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단어인 것으로 생각된다.188) 특히 (12ㄹ)
의 경우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7)에도 ‘싹(芽)’과 ‘색(⾊)’의 ‘소리가 가깝고 뜻
이 같은 말’로 ‘싻’과 ‘샋’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들 단어의 ‘ㄱㅆ’ 말음 어간이 
지금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제 구개음화와 관련된 재분석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 (13)과 같다. 

(13) ㄱ. 젇(乳): 저지, 저덜, 저데(경북 울진·월성, 경남 합천·울주·의령·함안·사천·고성·남해·통영·거
제)189)

186) 정인호(2018: 46 각주 19)에서는 ‘싹ㅆ’, ‘색ㅆ’, ‘겁ㅆ’의 형성을 음성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로 보았다. 즉 ‘싹ㅆ’과 ‘색ㅆ’은 ‘삭ㅆ’과, ‘겁ㅆ’은 ‘갑ㅆ’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에 각각 
‘ㄱㅆ’, ‘ㅂㅆ’ 말음 어간으로 유추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12)에 제시한 
예들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이들도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역적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
단하였다.

187) 김현(2006: 158)에서 언급되었듯이 재분석 과정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표면형의 기저형을 
재분석할 때 규칙을 역적용한다. (12ㄱ)의 예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역적
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188) 만약 ‘겁ㅆ’, ‘목ㅆ’와 같은 단어가 어떤 지역 방언에서만 사용된다면 그 지역 방언에서 자
음군 어간으로의 재분석이 활발히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언 자료로는 이 
단어들의 지역 분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언급은 어렵다.

189) 경남방언연구보존회 편(2017)에서도 ‘젖이, 젇을, 젇에’와 같은 곡용형이 제시되어 있다(경
남 거제·고성·마산·사천·산청·양산·울산·의령·진주·진해·창녕·창원·통영·함안·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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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욷: 이우데 (경기 가평, 경북 울진 경남 거제·양산·남해, 충남 서산·당진·아산)
    ㄷ. 낱(⾯): 나치, 나틀, 나테 (강원, 경북 동부, 경남)
    ㄹ. 꽅(花): 꼬치, 꼬틀, 꼬테 (강원, 경북 동부, 경남) 

(13ㄱ)의 ‘젇’과 (13ㄴ)의 ‘이욷’은 중세국어 시기 ‘ㅈ’ 말음이었으며(졎: 져즈로〈釋詳 
3:40a〉, 이웆: 이우지〈楞嚴 3:37a〉), 현대국어에서는 방언에 따라 ‘ㅈ’ 말음이나 또는 
‘ㅅ’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13ㄱ)과 (13ㄴ)에서 보
이는 것처럼, 경남 방언을 중심으로 조사 ‘-이’와의 결합형에서는 ‘ㅈ’로, 그 외 조사와의 
결합형에서는 ‘ㄷ’ 말음으로 실현되고 있다.190) 이는 (13ㄷ)과 (13ㄹ)에서도 마찬가지인
데 (13ㄷ)의 ‘낱’은 중세국어 시기 ‘ㅊ’ 말음이었으며(치오〈⽉釋 25:84a〉), ‘꽅’은 중세
국어 시기 ‘ㅈ’ 말음이었다가 17세기 이후 ‘ㅊ’ 말음으로 바뀐 예이다(고지〈釋詳 6:31a〉, 
곳츨〈朴諺 上 5a〉). 그럼에도 불구하고 (13ㄷ)과 (13ㄹ)에서 보이듯이 동남방언을 중심으
로 하여 ‘ㅌ’ 말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백두현(1992: 363-364)에서 과도 교정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동남방언의 20세기 초 문헌어에서 본래 ‘ㅊ’ 말음이던 ‘곷’이 조사 ‘-이’ 앞에 놓인 
원래의 ‘ㅊ’을 구개음화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과도 교정한 곡용형들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낱’이나 ‘꽅’의 형성을 과도 교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후
술하겠지만 과도 교정에는 타 방언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꽅’이나 ‘낱’으로
의 재구조화에 그러한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사 ‘-이’와의 결합형인 ‘나치(낯-이)’, ‘꼬치(꽃-이)’, ‘저지(젖-이)’, ‘이
우지(이웆-이)’ 등을 구개음화가 적용된 곡용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특히 그 
분포가 구개음화 규칙이 활발했던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개음화 규
칙의 역적용이 일어날 환경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던 
‘ㅊ’, ‘ㅈ’ 말음 어간까지 규칙을 적용받도록 ‘ㅌ’, ‘ㄷ’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함으로써 규
칙 적용 대상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ㄷ＞ㅅ’ 변화와 관련된 예를 살펴보자. 그 재분석의 과정은 앞서 살펴본 

190) 《자료집》에서 확인되는 ‘ㅈ’ 말음 어간에는 ‘낮’, ‘젖’이 있고, 중세국어 시기의 어간말음까지
를 고려한다면 ‘이웃(＞이웆)’ 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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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하지만 한반도의 서남부 방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아래 (14)
에 그 예를 제시하였다. 

(14) ㄱ. 빗: 비시, 비슬(債, 강원 홍천·철원·화천·횡성·춘천·양구,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강화·연
천·안성·가평·시흥·여주, 충북 청원·충주·옥천·보은·영동·괴산·단양·음성, 충남, 전라, 경
북 고령·청도·안동, 경남 하동, 제주) 

ㄴ. 젓: 젓이, 젓에, 젓도(乳, 경기 파주·포천·가평·남양주·고양·김포·평택·안성, 충북 중원·제천·
청원·보은, 충남, 전라, 경남 밀양, 제주)

ㄷ. 낫: 나시, 나슬, 나세(⾯, 충청, 전라, 제주)      
ㄹ. 밧: 바시, 바슬, 바테/바세(⽥, 경기 서부, 충북 서남부, 충남, 전라, 제주)

먼저 (14ㄱ)은 중세국어 시기 ‘ㄷ’ 말음 어간이었던 ‘빋(債)’이 ‘ㅅ’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
화되어 나타나는 지역이다(3.1.4.1 참조). 체언 어간말의 ‘ㄷ＞ㅅ’ 변화는 17세기부터 활
발하게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음 변화(마찰음화)라 본 논의(최태영 1977, 곽충구 
1984)와 유추 변화라 본 논의(고광모 1989, 2014, 이진호 2004, 김경아 2008b, 정인
호 2018)로 나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ㄷ＞ㅅ’ 변화가 음절말 위치에서의 ‘[ㄷ]’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인식이 ‘ㅅ’였기 때문에 일어난 유추 변화라고 본다.191) 즉 ‘ㅅ’ 말음 
어간으로는 ‘것’을, ‘ㄷ’ 말음 어간으로는 ‘갇(冠)’을 예로 들면, ‘것’은 16세기 이후 음절
말 ‘ㅅ’의 평폐쇄음화([ㅅ]→[ㄷ])를 겪어 ‘걷, 거시(것-이), 거슬(것-을)’과 같은 곡용 패러
다임을 갖게 되었는데 ‘갇’의 단독형 역시 ‘ㄷ’ 말음이므로 ‘갇’을 ‘/갓/’으로 재분석하여 
‘갇, 가시, 가슬’과 같은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이다.192)

191) 김경아(2008b)에서는 이 변화의 원인에 대해 음절말 ‘ㅅ’와 ‘ㄷ’의 대립이 상실된 후 본래 
‘ㄷ’ 말음을 ‘ㅅ’로 분철하여 적는 표기가 일반화되었고 이에 이끌려 많은 ‘ㄷ’ 말음이 ‘ㅅ’ 말
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언중들의 문해력이 매우 낮았던 상황
에서 표기에 이끌린 유추 변화가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광모
(2014)에서는 17세기 이후 ‘ㅅ’ 말음 어간과 ‘ㄷ’ 말음 어간의 빈도수를 확인하여 ‘ㅅ’ 말음 
어간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으므로 이에 이끌려 ‘ㄷ’ 말음 어간도 ‘ㅅ’ 말음 어간으로 유추된 
것이라 본 바 있으며, 정인호(2018)는 이 변화의 성격을 유추적 확장으로 보고 고광모(2014)
에서와 같이 ‘ㅅ’ 말음 어간의 높은 빈도수가 ‘ㄷ’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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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헌어에서는 체언 ‘ㄷ’ 말음 어간이 ‘낟’을 제외하고 모두 ‘ㅅ’ 말음 어간이나 
‘ㅈ’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지만,193) 방언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재 전국 방언의 예
를 확인할 수 있는 어간이 ‘빚(債)’뿐이기는 하지만 (14ㄱ)에서처럼 ‘ㅅ’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충남·전라·제주방언에서 주로 확인되고 특히 북한 방언과 경상 방언에서는 확
인되지 않는다. 이에 ‘ㄷ＞ㅅ’ 변화 역시 지역적 성격을 가졌던 변화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현재의 방언 분포를 보면 주로 한반도의 서남부 방언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 충북
과 경기 방언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4ㄴ)~(14ㄹ)은 각각 ‘ㅈ’ 말음 어간, ‘ㅊ’ 말음 어간, ‘ㅌ’ 말음 어간이 ‘ㅅ’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이다. 어간 말음인 ‘ㅈ’, ‘ㅊ’, ‘ㅌ’가 모두 음절말에서 평폐
쇄음화를 겪어 ‘ㄷ’로 실현되므로 앞에서 살펴본 ‘ㄷ＞ㅅ’ 변화에 이끌려 이들 어간들도 
‘ㅅ’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것이다. 그 분포 지역도 충남·전라·제주방언에 집중되어 있
으므로 ‘ㄷ＞ㅅ’ 변화와 같다. 
  앞서 4.1.1에서는 체언의 유추적 평준화를 다루면서 자음군이나 격음 말음 어간이 평
음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는 변화가 충남·전라·제주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ㄷ＞ㅅ’ 변화에 이끌린 ‘ㅈ＞ㅅ’, ‘ㅊ＞ㅅ’, ‘ㅌ＞ㅅ’ 변화는 앞서 살펴본 유추적 평
준화와 그 성격이 다르지만 주된 발생 지역이 동일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곧 단독
형 중심의 변화가 한반도의 서남부 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유추적 평준
화는 단독형의 어간 이형태로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도 평준화된 변화이며, ‘ㄷ＞ㅅ’ 변화
에 이끌린 ‘ㅈ’, ‘ㅊ’, ‘ㅌ’ 말음 어간의 재분석은 역시 단독형의 어간 이형태를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다룬, 구개음화 규칙의 역적용에 의해 재분석된 ‘ㅊ＞ㅌ’, ‘ㅈ＞ㄷ’ 변화가 
주로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구별된다. 정인호(2018: 49)에서 언급한 대

192) 정인호(2018: 41-43)에서는 이 변화가 기저형의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인 ‘유추적 
확대’의 일례라고 논의한 바 있다. 즉 ‘것’의 패러다임인 ‘걷, 거시, 거슬’을 하나의 틀로 삼아 
‘갇’의 패러다임인 ‘갇, 가디, 가들’이 ‘갇, 가시, 가슬’로 변화했다고 본 것이다. 단독형을 축으
로 하여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점은 본고와 동일하지만, 본고에서는 ‘[갇]’의 기저형을 ‘/갇
/’이 아닌 ‘/갓/’으로 재분석하여 기저형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193) 중세국어 시기 ‘ㄷ’ 말음 체언에는 ‘갇(冠), 붇(筆), 낟(鎌), 몯(釘), 빋(債), 벋(友), (意), 곧
(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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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ㄷ＞ㅅ’ 변화가 단독형을 축으로 한 변화라면 ‘ㄷ＞ㅈ’ 즉 구개음화에 의한 ‘ㅈ’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주격형(‘서술격형’도 포함)을 축으로 한 변화인 것이다. 이를 방언
권별 차이로 보면 체언 어간의 변화에서 한반도의 서남부 방언(충남·전라·제주)에서는 단
독형 중심의 변화가, 동남부 방언(강원 영동·경상)에서는 주격형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다
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중부 방언을 바탕으로 하였을 문헌어에서는 공존하며 경쟁 관
계(정인호 2018: 49)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194) 
  지금까지 살펴본 재분석의 예는 유형 빈도에 이끌린 평음의 격음으로의 재구조화와, 
자음군단순화 및 구개음화, ‘ㄷ＞ㅅ’ 규칙이 역적용되어 일어난 재분석이었다. 아래에서 
다룰 ‘이’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 또한 재분석이지만 재분석되기 전의 형태가 보존된
다는 점에서 앞에서의 재분석과 구별된다. ‘이’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주로 자음군 
말음 어간에서 활발하고, 단자음 말음 어간에서는 동북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 아래 
(15)~(17)에 그 예를 제시하였다(밑줄은 《지역어》의 예이다). 

(15) ㄱ. 삭씨: 삭씨가, 삭씨도(전남 광산·영암)
ㄱ´. 목씨: 목씨가, 목씨도(함경, 충남 천안·부여·금산·논산, 전북 남부, 전남, 경북 청도)

    ㄴ. 갑씨: 갑씨가, 갑씨도(함경, 충남 논산·금산, 전북 고창, 전남 서부)
    ㄷ. 돌씨: 돌씨가, 돌씨도(충북 괴산·청주, 전남 곡성·영광·광양, 경남 산청·하동)
(16) ㄱ. 기슬기: 기슬기가, 기슬기도(충남 서부, 전북 남원, 경북 의성) 

ㄴ. 달기(鷄): 달기가, 달기도(함경)
ㄷ. 살기: 살기가, 살기도(경북 영풍·봉화·울진·영덕·영일, 강원 영동)
ㄹ. 칠기: 칠기가, 칠기도(충북 단양, 경북, 경남 밀양·울주·양산, 강원 남부)

(17) 구시기: 구시기가, 구시기에(함북, 경남 고성·사천·하동·합천)  

위의 (15ㄱ), (15ㄱ´)는 어간말에 ‘ㄱㅆ’를 가졌던 ‘삭ㅆ’와 ‘목ㅆ’가 각각 ‘삭씨’, ‘목씨’로 
재구조화된 것이고, (15ㄴ)은 어간말에 ‘ㅂㅆ’를 가졌던 ‘갑ㅆ’가 ‘갑씨’로 재구조화된 것

194) 서남부 방언에서 단독형 중심의 변화가, 동남부 방언에서 주격형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까
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가능한 가설은 단독형의 빈도수가 동남부 방
언에서보다 서남부 방언에서 더 높거나, 주격형의 빈도수가 서남부 방언에서보다 동남부 방언
에서보다 더 높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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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은 남한 방언에서는 서남방언을 중심으로, 북한 방언에서는 동북방언에서 주로 
확인된다. (15ㄷ)은 ‘돌ㅆ’가 ‘돌씨’로 재구조화된 것인데 전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지역어》에서 주로 보인다.195)

  (16)은 자음군 ‘ㄺ’을 갖는 어간이 ‘이’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16ㄱ)의 
‘기슬기’를 제외하고 (16ㄴ)의 ‘달기’, (16ㄷ)의 ‘살기’, (16ㄹ)의 ‘칠기’는 모두 동북방언, 
동남방언 및 강원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는 특징이 있다. (17)은 단일 자음으
로 끝나는 단어인 ‘구식(구석)’에 ‘-이’가 결합된 것인데 동북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곽충구(2019)에는 ‘너기(넉), 비지(빚), 멍세기(멍석), 바티(밭), 베레기(벼룩), 껍졔기(껍
질), 버리(벌), 그르시(그릇), 동새(동생), 바 ̃이 ̃(방), 이사기(이삭), 터레기(터럭), 유끼(윷), 
패끼(팥), 터리(털), 와 ̃이 ̃(왕)’ 등과 같이 단자음 말음 어간이 ‘이’ 말음 어간으로 재구
조화되는 예들도 소개되었다.  
  그 분포를 보면, ‘이’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방언은 동
북방언이며, ‘ㄱㅆ , ㅂㅆ’ 말음 어간의 경우 주로 서남방언에서, ‘ㄺ’ 말음 어간의 경우 동
북방언과 동남방언에서 ‘-이’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확인된다. 즉 중부방언(황해, 
경기, 충청)에는 이 변화를 겪은 예가 많지 않다.  
  이 변화는 ‘-파리’, ‘-잇기’, ‘털-터리’ 등의 변화처럼, ‘명사+주격조사(또는 서술격
조사)’의 통사적 구성을 하나의 어간으로 인식한 결과이다(허웅 1975: 519).196) 즉 ‘명
사+주격조사’의 구성을 체언 어간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단자음 말
음 어간보다 자음군 말음 어간에 많이 나타났는데, 그 까닭은 어간의 본래 형태를 유지
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즉 자음군 말음 어간은 단독형이나 자음 조사와의 결합
형에서 본래의 자음군 중 하나가 탈락하게 된다. 주격조사와의 결합형에서는 ‘-이’의 초
성에 자음군의 두 번째 자음이 연음되므로 자음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주
격조사와의 결합형을 하나의 개별 단어로 인지하게 한 원인인 듯하다. 

195) 경남 산청·하동에서는 ‘ㅅ’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돌시’로 확인되나 편의상 (15ㄷ)에 함
께 제시하였다.  

196) 논의에 따라서는 이때의 ‘-이’를 접미사 ‘-이’로 보는 경우가 있다. 특히 동북방언의 경우 
곽충구(1994a: 76-83)에서는 ‘-이’를 선행명사의 자격을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접사로 본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가 별도의 형태소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접미사
보다는 ‘명사+주격조사’ 구성이 재분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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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용언

  용언 어간의 재분석에는 후음 말음 어간 즉 ‘ㅎ’, ‘ㆆ’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이 있
다.197) 다음 (18)에 그 예를 제시하였다(밑줄은 《지역어》). 

(18) ㄱ. 눟-(臥): 누치, 누어서/눠:서(강원 양양·인제·화천·정선, 충북 옥천·영동, 충남 예산·공주, 전
북 무주·김제·익산, 전남 보성)

ㄴ. 짛-(作): 지코, 지어 (황해, 충북 옥천, 충남 서천·예산)198)   
ㄷ. 붛-(注), 줗-(得): 부코, 부어; 주코, 주어 (강원 양양, 경북 의성, 충남 공주) 
ㄹ. 낳-(癒): 나코, 나으면, 나아 (강원 양양·철원·인제·정선, 경기 용인·포천·양평, 충북 충주·보은) 

위의 (18ㄱ)은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인 ‘굽-’과 ‘눕-’이 ‘ㅎ’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것
을 ‘눟-’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나타낸 것이다. 3.2.1.3에서 밝힌 것처럼 매개모음어미 
또는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으로부터 ‘ㅎ’ 말음 어간이 재분석되었다. (18ㄴ)~(18ㄹ)은 모
두 ‘ㅅ’ 불규칙 활용 어간인 ‘짓-’, ‘붓-’, ‘줍-’, ‘낫-’으로부터 ‘ㅎ’ 말음 어간이 재분석된 
예이다. 역시 (18ㄱ)과 마찬가지로 매개모음어미 또는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으로부터 ‘ㅎ’ 
말음 어간이 재분석되었다.199) 그러므로 각각 ‘ㅂ’ 불규칙이나 ‘ㅅ’ 불규칙 활용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위주로 분포하며 ‘ㅂ’ 규칙이나 ‘ㅅ’ 규칙 활용 패러다임이 강한 지역에서

197) 용언의 경우 충남·전라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난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이나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난 ‘ㄹㆆ’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도 있지만 이는 5.2.2.2에서 방언 접촉에 관련
된 예들과 함께 후술한다. 

198) 3.2.4에서는 ‘짛-’의 분포 지역으로 함북과 전라방언의 일부 지역도 포함하였지만 이들 지
역의 ‘ㅎ’ 말음은 중세국어 시기의 ‘짛-’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여기에서는 제
외하였다.  

199) ‘굽-’과 ‘눕-’의 경우 ‘-’, ‘-’과 같이 ‘ㆆ’ 말음 어간을 보이는 방언이 있다(3.2.1.3 참
조). 이들 ‘ㆆ’ 말음 어간은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어간말 자음 ‘ㅂ’가 수의적으로 연구개음
화를 겪은 후 탈락하고(눕꼬＞눅꼬＞누꼬), 모음어미와의 결합형에서 ‘w’ 탈락을 겪어 형성되
는 것(누워＞누어)으로 판단되므로 ‘ㆆ’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짓-, 
붓-, 줍-, 낫-’ 또한 ‘ㆆ’ 말음 어간인 ‘-, -, -, -’으로 확인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역시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어간말 자음 ‘ㄷ’가 수의적으로 연구개음화를 겪은 후 탈락하여
(짇꼬＞직꼬＞지꼬)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ㆆ’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되었다고 보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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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200)

  한편 《지역어》에서는 ‘ㅎ’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을 보이는 지역이 늘어났다. (18ㄱ)
의 ‘눟-’은 강원 인제·양양, 충북 옥천, 전남 보성 등에서 ‘ㅎ’ 말음 어간이 확인되었고, 
(18ㄷ)의 ‘붛-’, ‘줗-’은 《자료집》에서 보이지 않았던 어간이다. 또한 (18ㄹ)의 ‘낳-’은 강
원 양양·정선, 경기 용인·포천·양평, 충북 충주·보은 등에서 ‘ㅎ’ 말음 어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ㅎ’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다음 (19)에서는 경상 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재분석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19) ㄱ. 이숳-/이수-: 이수코/이수고, 이사아(잇-, 경북, 경남 서부, 전남 고흥·완도)
    ㄴ. 숭궇-: 숭구코, 숭거(심-, 경북 청송) 
    ㄴ´. 수뭏-: 수무코, 수머(심-, 경북 청송)

위의 (19ㄱ)과 같은 예는 ‘우’ 말음 어간(이수-)이 ‘ㅎ’ 말음 어간(이숳-)으로 재분석된 것
인데, 경북 동해안 지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경북을 중심으로 해 일어나는 변화다. 
(19ㄴ)과 (19ㄴ´)의 ‘숭궇-’과 ‘수뭏-’은 본고에서 다룬 자료에서는 경북 청송에서만 확인
되었지만 실제로는 경북을 중심으로 한 더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2음절 ‘우’ 말음 어간의 ‘ㅎ’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은 김현(2001: 
93-94), 김세환(2012: 89)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는데 정리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
다.201) ‘이숳-’, ‘숭궇-’, ‘수뭏-’과 같은 변화를 겪은 어간에는 ‘거두-＞거둫-, 견주-＞ 
전줗-, 바꾸-＞바꿓-’ 등이 있는데, 이처럼 2음절 어간으로서 제2음절의 초성이 있으며 
어간 성조가 LH인 경우에 한하여 ‘ㅎ’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이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두-’ 등의 모음 어미 결합형은 어미 ‘-아’를 취하여 경북에서 ‘가다아(LHL)’, 
경남에서 ‘가다:(LH:)’로 나타나는데, 어간말 모음 ‘ㅜ’와 어미초 모음 ‘ㅏ’의 결합에서 나

200) 3.2.4에서 확인하였듯이 ‘ㅅ’ 규칙 활용을 보이는 방언에서도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에서 어미
의 두음이 경음에서 격음으로 교체되는 일은 있다. 이는 비어두에서의 경음과 격음의 교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자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재분석과는 그 기제가 다르다고 하겠다. 

201) 이에 대해 최명옥(1982: 88-89)에서는 ‘우’ 말음 어간에 ‘ㅎ’가 첨가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사 당시(1980~1981년) 60대 이상의 화자들은 ‘우’ 말음 어간과 ‘ㅎ’ 말음 어간을 모두 가
지고 있고 60대 이하의 화자들은 ‘ㅎ’ 말음 어간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세대에 따른 
재분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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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HL’ 또는 ‘H:’는 후음이 탈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조 연결이다. 따라서 
어간 말음에 ‘ㅎ’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 현재와 같은 ‘ㅎ’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이 가
능했던 것이다. 이와 달리 같은 ‘ㅜ’ 말음 어간이지만 ‘농구-’(HL)와 같은 경우는 후음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지 않는데 이는 어간의 성조가 ‘LH’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따르면 (19)와 같은 ‘ㅎ’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동남 방언에서
만 일어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19ㄱ)의 ‘이숳-’이 전남 고흥·완도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서부 경남 방언의 영향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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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언 접촉에 의한 자음 말음 어간의 변화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자음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를 바탕으로 방언 접촉으로 
인해 어간의 변화가 나타난 사례를 확인한다. 여기서 다룰 방언 접촉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먼저 기존에 존재했던 형태나 현상이 사라지거나 규칙적인 양상이 되는 
것에는 ‘방언 균일화(dialect levelling)’, ‘단순화(simplification)’가 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나 형태가 생기거나 불규칙한 양상이 생기는 것에는 ‘중간 방언
(interdialect)’이 있다. 
  방언 균일화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표적인 소수의 방언 특질이 사라지고 
특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음운 현상이나 개별 방언형을 다루는데, 음
운 현상의 경우 동남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체언 어간말 ‘/ㄴ/’, ‘/ㅇ/’의 비모음화 및 
용언 어간말 유음 탈락이 여기에 해당하며, 개별 방언형의 경우 용언 ‘ㅁㅁ’ 말음 어간, 
체언 자음군 ‘ㄽ’ 말음 어간, ‘맻-(結)’, ‘ -(任)’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의 전 
방언에서 보았을 때 유표적이어서 사라지는 특질들이다.202)

  형태음운론적 변화 측면에서 단순화의 예에는 평준화(levelling)가 해당된다. 즉 어간
의 기저형 또는 어간 이형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러한 평준화는 방언 내적인 변화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다룰 예는 방언 접촉으로 그 변
화의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체언의 ‘ㅌ＞ㅊ’ 변화, 중부 방언에서 일어난 용
언 어간말의 ‘ㄹㅸ＞ㄼ’의 변화가 있다. 

202)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방언 특질들이 사라지는 까닭 즉 방언 균일화가 일어나는 까닭을, 이
러한 형태들이 국어에서 유표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유표적인 형태들이 사라지는 현
상을 방언 접촉의 예라고 판단한다. 해당 형태를 유표적이라고 인지하는 데에는 다른 어간들
과의 비교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방언 접촉을 의미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2.2에서 언급하였듯이 방언 균일화가 강한 지역적 색채를 갖거나 틀렸다고 생각되는 언어 형
식을 피하고 세련되거나 교양 있다고 생각되는 언어 형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
에서 사회언어학적 요인(정체성 및 언어 태도)이 관여한다고 보이므로 본고는 그 바탕을 마련
하기 위하여 방언 균일화의 예가 될 수 있는 현상들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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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방언이란 방언 접촉의 결과 기존의 방언들에 존재하지 않았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형태음운론적 변화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어간이 형성되는 
재분석과 혼효가 해당된다. 지리적인 인접으로 인해 다양한 방언형이 섞이게 되므로 새
로운 분석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과도 교정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과
도 교정의 예로 ‘부럽-’의 방언형인 ‘붋-’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며, 지리적 인접으로 
인한 방언 접촉의 예로는 ‘긋-’, ‘빻-’, ‘끌-’ 및 ‘뚫-’의 방언형들을 다룰 것이다. 5.1에
서는 방언 균일화와 단순화, 5.2에서는 중간 방언의 예를 살펴본다. 

5.1 방언형의 소멸 

  이 절에서는 방언 접촉으로 인해 유표적인 소수의 형태가 사라지거나(방언 균일화) 어
간 패러다임이 평준화되는 예(단순화)를 다룬다. 5.1.1에서 방언 균일화,203) 5.1.2에서 
단순화에 대해 살필 것이다. 

5.1.1 방언 균일화

  5.1.1.1 체언 어간말 ‘ㄴ’, ‘ㅇ’의 비모음화

체언 어간말 ‘ㄴ’, ‘ㅇ’의 비모음화는 3.1.2.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래 (1)과 같은 분
포를 보인다. 

(1) ㄱ. 손: 소 ̃이 ̃/소이, 손도 (강원 정선, 경북(상주 제외), 경남 울주·양산)
ㄴ. 광: 과: ̃이 ̃/과:이, 광:도 (함경, 평안, 황해, 강원 동부, 경상, 전남 구례, 전북 부안·정읍, 

충북 충주·단양·괴산)

203) 5.1.1.2와 5.1.1.3의 내용은 김수영(2020)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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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말음 어간의 비모음화는 (1ㄱ)에서처럼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ㅇ’ 말음 어
간의 비모음화는 (1ㄴ)에서처럼 북한 방언과 동남방언, 강원 영동, 그 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곡용에서의 비모음화가 문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고 현재도 형태소 
내부의 비모음화보다는 그 분포가 좁다는 점, 19세기 이후 시작되었다가 현재는 경상방
언에서도 수의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3.1.2.1 참조), 《지역어》와 그 양
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 (2)를 보자. 

(2) ㄱ. 논: 노 ̃이 ̃(강원 삼척) 
ㄴ. 방: 바 ̃이 ̃(강원 삼척·양양·평창, 경남 고성, 경북 경주), 강: 가 ̃이 ̃(강원 삼척·양양·평창·정

선, 경북 경주)
ㄷ. 굼벵이: 굼베 ̃이 ̃, 굼베이(강원 삼척·원주·양양·강릉·고성·횡성·춘천·양구, 전북 완주, 전남 진

도·영광·신안·무안·고흥·순천, 경북 경주·상주·청송·고령·청도·의성·봉화·김천·군위·영
양, 경남 고성·창원·창녕·산청·남해·울주·거제·밀양·통영·김해·사천·진양)

ㄹ. 주머니: 주머 ̃이 ̃, 주머이(강원 평창·강릉·삼척·원주, 충북 제천, 전북 무주, 전남 진도·영광, 
경북 경주·상주·청송·청도·의성·봉화·영양·고령·김천·울진·예천·포항·군위, 경남 고성·
울주·합천·창원·밀양·통영·김해·진양) 

위의 (2ㄱ)은 ‘ㄴ’ 말음 어간인 ‘논’이 조사 ‘-이’와 결합했을 때 비모음화된 예를 보이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 (2ㄴ)은 ‘ㅇ’ 말음 어간인 ‘방’과 ‘강’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곡용에서 비모음화 현상을 겪는 예가 강원 영동, 경상의 일부 지역
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2ㄷ)과 (2ㄹ)에서 보인, 형태소 내부에서의 비모음화 예와 비교
해 보면 더욱 분명하다. 형태소 내부에서의 비모음화는 강원과 경상을 중심으로 하여 전
남의 해안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 비모음이 다시 구강 모음으로 변화하여 자음의 
탈락을 겪은 ‘굼베이’, ‘주머이’ 같은 예들도 포함하면 《자료집》을 기준으로 해 그 분포 
양상을 다룬 정인호(2007)와 큰 차이가 없다. 즉 형태소 내부의 비모음화 현상과 달리 
곡용에서의 비모음화는 점차 소멸되어 가는 양상인데, 전형적인 방언 균일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국 방언의 양상과 비교했을 때 유표적인 소수의 특질이므로 점차 사
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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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체언이 주격 조사 ‘-이’ 또는 그 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형보다 단
독형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도 그 양상이 점차 소멸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비모음화될 환경이 그렇지 않은 환경보다 적게 나타나므로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주격 조사와의 결합형이 한 단어로 어휘화돼 인식되면 함경 방언의 ‘바 ̃이 ̃ 
’(방), ‘와 ̃이 ̃ ’(왕), ‘동새’(동생)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4.3.1 참조). 이는 위의 (2ㄷ)과 
(2ㄹ)에서 제시한 형태소 내부의 비모음화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5.1.1.2 용언 어간말 유음 탈락  

  용언의 유음 탈락 현상 또한 방언 균일화의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3.2.1.3에서 
제시한 용언 유음 탈락의 방언 분포를 다시 제시하고 이를 《지역어》와 비교함으로써 방
언 균일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 (3)에는 《자료집》을 기준으로 한 용언 유음 탈
락의 예를, (4)에는 《지역어》를 기준으로 한 유음 탈락의 예를 제시하였다.

(3) ㄱ. 길-: 길다, 길고, 길지, 긴, 기러야(평안, 황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 
   ㄴ. (ㄷ, ㅈ 앞에서 탈락) 길-: 기다, 길고, 기지, 기러야 (함경, 강원 인제·삼척, 경북, 경남 창

녕·밀양·울주·함양·산청·의령·진양·의창·김해·양산·사천·남해, 전남 영광204)) 
   ㄷ. (ㄱ, ㄷ, ㅈ 앞에서 탈락) 길-: 기다, 기고, 기지, 기러야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예천·안동·선산·군

위·영일·성주·칠곡·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 
   ㄹ. (ㄱ, ㄷ, ㅈ, ㅁ 앞에서 탈락) 물-: 무지, 무더라, 무먼, 무러 (경북 영풍·봉화·예천·청송·영덕·영

일·경산·영천·달성·청도·월성)
(4) ㄱ. 경북 의성: 지:고~질:고(질:-)

ㄴ. 경남 산청: 씨지(쓸-), 어지더라(어질-)
ㄷ. 경북 영주·울진: 싸그레이, 싸든동, 싸제, 싸먼(剉)205)

204) 용언 어간 ‘알-’의 경우 ‘ㅈ’ 앞에서 ‘ㄹ’가 탈락하여 활용형이 ‘아:지’로 나타나는 지역은 전
남 장성·해남, 전북 임실·장수, 충북 영동이며 용언 어간 ‘질-’의 경우 ‘ㄷ’ 앞에서 ‘ㄹ’가 탈락
하여 ‘지:다’로 나타나는 지역은 전남 광산·고흥이다. 

205) 임석규(2007: 161)에는 ‘쓸-(掃)’, ‘널-’, ‘멩글-(造)’, ‘고들-(枯)’ 등의 용언 어간 패러다임도 
제시되어 있는데 경북 영주·울진에서는 이 어간들도 ‘ㄱ, ㄷ, ㅈ, ㅁ’ 앞에서 ‘ㄹ’가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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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강원 삼척: 지다, 지다가, 질고(질-); 까부지, 까불고~까부고(까불-); 드무다, 드무고(드물-); 
주운다, 주우다라(줄-)

ㅁ. 강원 강릉·삼척: 들고~드고, 들더라~드더라, 들자~드자(들-)206)

ㅂ. 경북 경주: 쥐:고(질:-), 드무고(드물-), 기더라, 기먼, 기지도(길-)207)

ㅅ. 경남 울산: 지지(질:-), 주지(줄-)
ㅇ. 전남 신안: 만드제~만들제(만들-)

위의 (4)는 《지역어》 및 김봉국(2002: 52, 강원 삼척), 임석규(2007: 161, 경북 울주·영
동), 이현정(2008: 96, 경남 산청), 김동은(2015: 72-73, 경북 경주)를 참조하여 ‘ㄹ’가 
‘ㄱ, ㄷ, ㅈ, ㅁ’ 앞에서도 탈락하는 지역과 그 예를 보인 것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는 전국적으로 ‘ㄹ’가 탈락하는 환경이 매우 축소되어 대부분의 방언에서 (3ㄱ)과 같은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 ㄷ, ㅈ, ㅁ’ 앞의 ‘ㄹ’ 탈락을 보
이는 곳은 경상도의 내륙 지역인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4ㄱ∼4ㄴ), 동해안 지역인 경북 
영주·울진, 강원 강릉·삼척(4ㄷ∼4ㅁ), 경북 경주, 경남 울산이다(4ㅂ∼4ㅅ). 《자료집》에서 
‘ㄷ, ㅈ’ 앞의 ‘ㄹ’ 탈락을 보였던 지역인 (3ㄴ)과 비교해 보면 ‘ㄹ’ 탈락을 보이는 지역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208) 또한 어간에 따라 ‘ㄹ’가 탈락하지 않은 활용형과 탈락한 
활용형이 공존하는 경우도 쉽게 확인된다.
  한편 (4ㅇ)은 전남 신안의 예인데 (3ㄴ)의 전남 영광에서도 ‘ㄷ, ㅈ’ 앞의 ‘ㄹ’ 탈락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유음 탈락 현상이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
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최명옥(1994: 367)에서는 19세기 후기의 방언 자료를 살펴보
았을 때 중부방언과 서북방언에서는 ‘ㄷ, ㅈ’ 앞에서의 ‘ㄹ’ 탈락 현상이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에서는 ‘ㄷ, ㅈ’ 앞에서의 ‘ㄹ’ 탈락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방언 분포를 보면 19세기 후기 이후로 ‘ㄷ, ㅈ’ 앞에서의 

206) 김봉국(2002: 53)에는 ‘날-(⾶)’, ‘질-(泥)’, ‘팔-(賣)’, ‘드물-(稀)’, ‘알-(知)’, ‘살-(⽣)’, ‘갈-
(替)’, ‘울-(泣)’ 등의 용언 어간 패러다임도 제시되어 있는데 강원 강릉·삼척에서는 어간에 따
라 ‘ㄱ, ㄷ, ㅈ, ㅁ’ 앞에서 ‘ㄹ’가 탈락하는 활용형과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이 공존한다.  

207) 김동은(2015: 72-73)에는 ‘달-(⽢)’, ‘얼-(氷)’, ‘울-(泣)’ 등도 제시되어 있는데 경북 경주에
서는 이들 어간도 ‘ㄷ, ㅈ, ㅁ’ 앞에서 ‘ㄹ’가 탈락한다. 

208) 함경 방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조사된 자료에서도 ‘ㄷ, ㅈ’ 앞의 ‘ㄹ’ 탈락이 확인되지만
(함남 삼수, 김춘자 2008: 155) 조사 지역이 충분하지 않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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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탈락은 점차 사라져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잔존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용언 어간말 ‘ㄹ’ 탈락의 환경이 전 방언에서 ‘ㄴ, ㅅ’ 앞으로 
축소된 데에는 그 외의 자음 앞에서의 ‘ㄹ’ 탈락이 유표적인 소수의 현상이라는 점에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남방언은 ‘ㄱ, ㅁ’ 앞에서까지 ‘ㄹ’가 탈락하는 예
가 나타날 만큼 ‘ㄹ’ 탈락의 세력이 다른 방언에 비해 강한 편이었는데도 《지역어》 시기
의 자료에서 탈락 환경이 축소된 것을 보면 유표적인 형태를 기피하고자 하는 언어 의식
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209) 

  5.1.1.3 그 외 변화 

  이제 특정한 음운 현상이나 패러다임이 아닌 개별 어간의 형태가 사라진 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5)에 제시한 예들은 《자료집》에 존재했는데 《지역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예들이다.

(5) ㄱ. 담ㅁ-(込): 담꼬, 담마(경북 영덕·월성·영일) 
   ㄱ´. 점ㅁ-(少): 점머, 점꾸(충북 영동, 경북 영덕·월성·영일, 함북 회령·부령, 함남 삼수) 
   ㄴ. 맻-(結): 맫따, 매차/매처(강원 철원·양구·인제·춘성·횡성·평창·명주·원성·영월·정선, 경기 파주·

포천·강화·김포·이천·남양주·안성)
   ㄷ. -(任): 맏꼬, 마따서(강원 춘성, 경기 김포, 경남 함양·하동·함안·사천·남해, 전남 영광 장

성·담양·함평·무안·승주·해남·강진·장흥·보성, 전북 옥구·완주·정읍·임실·장수·고창·
순창·남원) 

   ㄹ. 돐~돌ㅆ: 돌시~돌씨, 돌또(함경, 경기 김포·남양주·가평·시흥·광주·양평, 강원 화천, 경북 영
풍·봉화·금릉·선산·영일·경산, 경남 통영)

위의 (5ㄱ)은 최명옥(1980: 23)의 예인데,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확인되었

209) 5.1.1과 5.1.2에서 살펴본 방언 균일화의 두 가지 예에 대해서는, 해당 현상에 대한 언어 
태도 및 정체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즉 ‘ㄴ’ 또는 ‘ㅇ’이 탈락된 곡용형들이나 
‘ㄹ’가 탈락된 활용형들이 사회적으로 낙인된 형태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고 단지 예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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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용언 ‘ㅁㅁ’ 말음 어간이다. ‘담-’을 예로 들면 모음 어미 결합형 ‘다마’ 등의 첫 음절
에 ‘ㅁ’가 첨가되어 ‘ㅁㅁ’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5ㄱ´)는 자음군 ‘ㄻ’을 가
진 용언 어간이 ‘ㅁㅁ’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역시 동해안 및 함경도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방언형들은 《지역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 까닭
은 이 형태가 유표적인 소수의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ㄴ)의 ‘맻-’은 ‘맺-’의 방언형이다. 이 용언 어간은 15세기에 ‘ㅈ’ 말음 어간인 ‘-’
이었으므로(⽉釋 21:48b) ‘ㅊ’ 말음으로의 재구조화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일
어난 것으로 보인다. 용언의 ‘ㅈ’ 말음 어간이 ‘ㅊ’ 말음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은 흔하지 
않으므로 ‘맺-’의 피동사 ‘맺히-’의 표면형 ‘매쳐(맺히-어)’ 등으로부터 재분석된 예일 가
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언급하기 어렵다. 이러한 ‘맻-’은 《지역어》에서 확인되지 않
는데, 역시 그 형태의 유표성 때문에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5ㄷ)의 ‘ -(任)’은 15세기에 ‘ㅼ’ 말음 어간인 ‘-’이었다(맛다셔, ⽉釋 
22:14a). 이 ‘ㅼ’ 말음 어간이 ‘ㅅ’의 평폐쇄음화를 겪으면 (5ㄷ)과 같이 ‘ㄸ’ 말음으로 
변하게 되고, 17세기 이후에 ‘ㅌ’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들이 확인된다(맛, 東新續 忠
1:48b). 따라서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던 (5ㄷ)의 예는 17세기까지의 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역어》에서는 ‘ -’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대신 ‘맡-’이 
확인되는데 이 또한 ‘ㄷㄷ’ 말음 어간이 국어에서 유표적이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15ㄹ)의 ‘돐’, ‘돌ㅆ’는 《자료집》 조사 시기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확
인되었지만 《지역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 또한 ‘ㄹ’ 말음인 ‘돌’이 그 자리
를 대신하여 사용되면서 점차 세력을 잃게 된 것이다.

5.1.2 단순화

  단순화란 방언 접촉의 양상 가운데 하나로 규칙성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고에서
는 활용 또는 곡용 패러다임의 평준화 양상을 단순화의 예라고 보았다. 5.1.2.1에서는 
체언의 변화를, 5.1.2.2에서는 용언의 변화를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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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1 체언 어간말 ‘ㅌ＞ㅊ’ 변화210)

  체언 ‘ㅌ’ 말음 어간은 3.1.5.2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래 (6)과 같은 방언 분포를 보인
다. (6)에는 ‘밭’을 대표 어간으로 삼아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다(39면 〈지도 6〉 참조). 

(6) ㄱ. 밭: 바치, 바틀, 바테 (함경, 평안, 강원 동부, 경상)
   ㄴ. 밧/밭: 바시, 바슬, 바테 (경기 서부, 충북 서남부, 충남, 전라)
   ㄷ. 밫/밭: 바치, 바츨, 바테 (경기 동부, 강원 홍천·횡성, 충북 충주·제천·단양, 경북 문경·상주·

의성·금릉, 전남 여수)
   ㄹ. 밧: 바시, 바슬, 바세 (경기 파주·강화, 충북 보은·옥천·영동, 전남 담양, 제주)
   ㅁ. 밫: 바치, 바츨, 바체 (경기 옹진, 경북 의성)

즉 이들의 방언형은 크게 ‘ㅌ’ 말음 어간(6ㄱ), ‘ㅅ’ 말음 어간(6ㄴ, 6ㄹ), ‘ㅊ’ 말음 어간
(6ㄷ, 6ㅁ)으로 나눌 수 있다. (6ㄴ), (6ㄷ)은 모두 처격 조사 ‘-에’와의 결합형에서는 
‘ㅌ’ 말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ㅅ’ 말음 어간이나 ‘ㅊ’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이들 중 ‘ㅌ’ 말음 어간은 이전 시기의 말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ㅅ’ 말음 어간은 
4.3.1에서 ‘ㄷ＞ㅅ’에 이끌린 유추 변화로 설명한 바 있다. ‘ㅊ’ 말음 어간은, ‘ㅌ’ 말음이 
조사 ‘-이’ 앞에서 구개음화를 겪어 ‘ㅊ’로 교체되고 ‘ㅊ’가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에까지 
확대되는 유추적 평준화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래 (7ㄱ)에서 (7ㄴ)으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7) ㄱ. 밭: 받, 바치, 바틀, 바테, 반만 
   ㄴ. 밫: 받, 바치, 바츨, 바체, 반만

(7ㄱ)에서 (7ㄴ)으로의 변화는, 기저형의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어간 이형태의 수가 

210) 5.2.1.1은 김수영(2014b)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 175 -

줄어드는 변화다. (7ㄱ)의 어간 이형태는 4개인데(받, 밫, 밭, 반) (7ㄴ)은 3개로(받, 밫, 
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7ㄱ)에는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되지만 (7ㄴ)에서는 규
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한편 각각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면, ‘ㅌ’ 말음 어간은 북한 방언과 동남방언, 강원 영
동 방언에 분포하고, ‘ㅅ’ 말음 어간은 서남방언과 충남, 경기 서부에 분포하며, 그 중간 
지대에 ‘ㅊ’ 말음 어간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ㅊ’ 말음 어간이 ‘ㅌ’ 말음 어간과 ‘ㅅ’ 말음 어간의 접촉 지역에 분포하고 있
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개음화는 16세기 중기부터 남부 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나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중부방언에서도 그 변화가 완료된 매우 생산적인 변화였다.211) 그렇다면 
현재의 방언 분포를 보았을 때, (6ㄷ)과 같이 ‘ㅊ’ 말음을 보이는 지역이 ‘ㅌ’ 말음과 ‘ㅅ’ 
말음의 중간 지역인 경기 동부, 강원 홍청·횡성, 충북 충주·제천·단양, 경북 문경·상주·의
성·금릉, 전남 여수라는 점이 주목된다. (7ㄱ)에서 (7ㄴ)으로의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난 
동기가 오로지 방언 내적인 것이라면, 현재 ‘ㅌ＞ㅊ’ 변화를 겪은 지역이 남부 방언에 집
중되어 있어야 할 듯하다.
  동남방언의 문헌어를 다룬 백두현(1992: 361)에서 인용한 문헌 자료에 따르면 17세기
부터 ‘ㅌ＞ㅊ’ 변화가 확인되고 20세기 초까지 나타난다.212) 그러나 현재의 방언 분포를 
보면 동남방언에서 ‘ㅊ’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예는 충북에 인접한 경북 방언에 일부 존재
하고 대체로 ‘ㅌ’ 말음을 유지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변화 초기에 ‘ㅌ＞ㅊ’로의 재구조화
가 있었을지라도 그 확산세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역어》의 자료 또한 이와 크
게 다르지 않은데 (6ㄷ)과 비교하여 ‘ㅊ’ 말음 어간으로의 평준화가 확산된 지역은 전남 
광양·순천, 경북 김천·영천·봉화·예천·포항, 경남 거창·함양·밀양에 해당한다. 대체로 《자
료집》에서의 분포 지역에 인접한 곳들이기는 하지만 경북 영천·포항, 경남 밀양은 동부에 

211) 김주필(2015: 60-78)에서는 전라 방언, 경상 방언, 중부방언을 반영한 문헌들에서 구개음화
가 확인된 시기를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라 방언을 반영한 문헌에서는 16세기 중기부터, 
경상 방언을 방언한 문헌에서는 16세기 후기에서 17세기 초기부터, 중부방언을 반영한 문헌에
서는 17세기 중·후기에 이르러서 구개음화의 예가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ㄷ’ 구개음화는 대
체로 비어두 음절 → 형태소 경계 → 어두 음절의 환경으로 확산된다고 하였다. 

212) 백두현(1992: 361)에서는 ‘볏츨(陽), 밧츨(⽥), 쳘(端)’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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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쳐 있으므로 이들의 예는 동남방언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변화라고 해야 할 것이
다. 즉 동남방언에서도 ‘ㅌ＞ㅊ’ 로의 변화가 있었지만, ‘ㅌ’ 방언과 ‘ㅅ’ 방언의 접촉 지
역만큼 확산되지 않은 까닭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ㅊ’ 방언의 형성은 곧 유추적 평준화인데, 평준화는 방언 내적으로
도 일어난다. 4.1.1에서 다루었듯이 체언의 경우 충남·전라·제주방언에서 자음군 말음이
나 격음 말음 어간의 평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체언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러한 평
준화가 주로 서남부 방언에서 일어나 한반도의 서부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구개음화가 활발했던 동남방언에서 ‘ㅌ＞ㅊ’로의 재구조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될 것이다. 즉 동남방언은 서남방언보다 체언 어간의 유추적 평준화가 드물게 일어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ㅌ＞ㅊ’로의 평준화는 동남방언의 특징이 아닌 것이다. 
북한 방언도 이와 마찬가지로 ‘ㅌ’ 말음을 유지한다. 적어도 체언 어간의 경우에는 유추
적 평준화가 특정 방언, 여기에서는 충남·전라·제주방언의 특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을 의미한다. 물론 용언 어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까닭에서 동남방언은 ‘ㅌ’ 말음 어간을 유지하였고,213) 서남방언은 4.3.1에서 
살펴본 것처럼 ‘ㅌ＞ㅊ’로의 재구조화보다는 ‘ㄷ＞ㅅ’ 변화에 이끌린 ‘ㅅ’ 말음 어간으로
의 재분석을 먼저 겪은 것 같다.214)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ㅌ’ 방언과 ‘ㅅ’ 방언의 중간 지역의 언어 상태는 어떠했을
까? 예를 들어 ‘ㅌ’ 말음 어간이 유지되는 경남과 ‘ㅅ’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일어
난 전남 방언의 접경 지역인 전남 여수·광양·순천 등지의 언어 상태는 어떠했을까? 또한 
경기 동부나 충북과 같은 중부방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ㅌ’ 말음 어간과 ‘ㅅ’ 말음 어
간의 곡용형들이 공존하는 방언형의 병존 상황이었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평준화
하고자 하는 동기가 다른 방언에서보다 강력하게 작용하였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평준
화는 기저형이나 이형태의 수를 줄이는 현상으로 문법이 간결해지고 보다 단순화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ㅌ’ 방언과 ‘ㅅ’ 방언의 접촉 지역에서는 ‘ㅌ’ 말음 어간, ‘ㅅ’ 말음 어간

213) 강원도 방언도 유추적 평준화보다는 재분석을 선택하는 것 같다. 《자료집》에서 ‘ㅌ’ 말음 어
간이 확인되었지만 《지역어》에서는 ‘ㅅ’ 말음 어간이 확인된 지역으로 강원 고성·횡성·춘천·양
구가 있는데 이들 지역은 ‘ㅌ＞ㅅ’로의 재분석을 겪은 것이다. 

214) 물론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서남방언의 문헌어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의 방언 분
포도 충분한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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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곡용형들이 공존했을 것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평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다른 방언에
서보다 강력하게 부여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언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8)에 18세기 후기부터 19세기 후기까지의 
문헌에서, 이전의 ‘ㅌ’ 말음 어간이 ‘ㅊ’ 말음 어간이나 ‘ㅅ’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난 예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물론 이 시기에 ‘ㅌ’ 말음 어간과 공존하여 나타난다. 
이는 3.1.5.2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8) ㄱ. 밧(五倫兄 29a) 밧(敬信 16b) 밧츨(感應1:22a) 밧(易⾔1:47a) 귀밋(朴新3:52b) 
솟츨(敬信 24a)

    ㄴ. 밧슬(독립신문 1897.6.1.) 밧을(독립신문 1899.12.2.)

(8ㄱ)은 18세기 후기 이후의 예로 ‘ㅊ’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보인다. 구개음화가 
확산된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중부방언의 자생적인 변화이다. (8ㄴ)과 같은 ‘ㅅ’ 말음 표
기는 19세기 후기 이후에 확인된다.215) 이때의 ‘밧슬’과 같이 중철표기한 예는 실제 발
음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ㅌ＞ㅅ’의 재분석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ㅊ’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확인되므로 서남부 방언으로부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곧 방언 접촉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ㅊ’ 말음 어간으로의 평준화
는 어느 방언에서나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지만 특히 동남방언(강원 영동 포함)에서
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으며, 서남 방언에서는 이미 ‘ㅌ＞ㅅ’ 변화를 겪었으므로 
‘ㅊ’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가 확산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확산을 견인
한 것은 방언 접촉이라는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결과 현재 공간적으로 경
기 동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접촉 지역에 ‘ㅊ’ 말음 어간이 분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15) 김형철(1997: 45-46)에 따르면 19세기 후기에서 20세기 초의 개화기 국어 자료(교과서, 신
문, 성경 등)에서 ‘ㅌ’ 말음 어간의 표기가 (8ㄴ)과 같이 ‘ㅅ’ 말음으로 분철되어 나타나는 예
는 일부에 불과하고 중철 표기가(실제 기저형은 ‘ㅌ’ 말음 또는 ‘ㅊ’ 말음 어간) 대부분이며, 
개화기 신소설 두 편의 표기를 살펴본 정수희(2009: 27)에서는 ‘ㅅ’로 표기된 72개의 예 중 2
개의 예만이 ‘ㅌ’를 ‘ㅅ’로 표기한 것이었다고 하여 당시 중부 방언에서 ‘ㅅ’ 말음으로의 재구
조화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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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 지역의 언어를 조사한 국립국어원의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2015)에
서는 서울·경기 출생의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밭’이 ‘ㅌ’ 또는 ‘ㅊ’ 말음 어간
을 보이는 경우가 70%,216) ‘ㅅ’ 말음 어간을 보이는 경우는 30% 정도로, 현재도 ‘ㅌ’, 
‘ㅊ’, ‘ㅅ’ 말음 어간이 공존하는 방언 접촉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2.2 중부방언에서의 ‘ㄹㅸ’ 말음 어간의 변화

  앞서 3.2.9.4에서는 중부방언에서 일어난 ‘ㄹㅸ＞ㄼ’ 변화가 그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자음어미 앞에서의 표면형으로 어간 기저형이 단일화된 평준화이며, 이러한 평준화의 원
인으로 방언 간 접촉이 작용하였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하는데 그 근거로, 용언 어간말 ‘ㄺ’, ‘ㄼ’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음군단순화에 있어
서 중부방언이 서로 다른 자음을 탈락시키는 규칙들의 접촉 지역이라는 점과, 자음어미 
앞에서의 평준화가 확산된 것이 방언 내적으로는 특이한 변화라는 점을 들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ㄺ’, ‘ㄼ’ 자음군단순화의 규칙이 본래 중부방언의 
것이 아니고 서남방언 혹은 동남방언에서 각각 발생하여 전파(이진호 2010: 572-573, 
김수영 2014a: 71-77)되었다는 주장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중부방언에서 보이는 용언 어간말 ‘ㄺ’, ‘ㄼ’ 자음군단순화의 가장 큰 차이는, 3.2.9에
서 다루었듯이 중부방언에서 ‘ㄺ’ 말음 자음군은 ‘ㄱ’가 남는 방향으로, ‘ㄼ’ 말음 자음군
은 ‘ㄹ’가 남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부방언에
서 서로 탈락 자음이 다른 것을 보면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다른 방언에서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ㄺ’ 말음 자음군의 경우 동북방언이나 서남방언으로부터의 영향을, 
‘ㄼ’ 말음 자음군의 경우 서북방언이나 동남방언으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217) 
  또한 용언 어간말 ‘ㄺ’, ‘ㄼ’의 경우 주목할 만한 부분은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에 따라 
탈락 자음이 달라지는 ‘발꼬, 박찌, 발가’(밝-) 또는 ‘발꼬, 밥찌, 발바(밟-)’와 같은 패러

216) 인용한 연구에서는 ‘밭’의 주격조사 결합형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기저형이 ‘ㅌ’ 말음인지 
‘ㅊ’ 말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ㅌ’ 또는 ‘ㅊ’ 말음 어간이라고 하였다. 

217) 물론 중부방언 내적으로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본
고에서는 현재 자음군단순화가 보여주는 양상을 바탕으로 방언 분화론의 관점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 규칙 전파의 개신지를 중부방언이 아닌 타 방언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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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이 자음군단순화 적용 초기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최명옥 1994b: 370, 
김수영 2014a: 74). 이는 Trudgill(1986)의 재분배(reallocation)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발꼬’처럼 ‘ㄹ’가 남는 예는 서북방언이나 동남방언으로부터, ‘박찌’처럼 ‘ㄱ’가 남는 예
는 동북방언이나 서남방언으로부터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중부방언에서 이와 같은 
공존 양상이 보인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또한 자음군 ‘ㄺ’의 경우 ‘ㄱ’계 어미와의 결합형
에서 ‘ㄱㄲ’라는 자음 연쇄보다 ‘ㄹㄲ’라는 자음 연쇄가 선호되는 이유 때문에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18) 현대 중부방언에서 ‘ㄼ’의 
경우는 대체로 ‘발꼬, 발찌, 발바(밟-)’와 같은 패러다임 즉 후행하는 자음어미와의 결합
형에 상관없이 ‘ㅂ’를 탈락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ㄺ’의 경우에는 현
재까지도 ‘발꼬, 박찌, 발가(밝-)’와 같은 패러다임이 보이는 점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ㄺ’ 말음의 경우 더 강하다고 하겠다.
  이제 중부방언에서 ‘ㅸ＞w’의 변화 이후 ‘Xㄼ~X우’의 복수 기저형을 가졌던 ‘ㄹㅸ’ 말
음 어간이 18세기 초에는 ‘ㄼ’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변
화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변화는 기저형의 수가 2개에서 1개
로 줄어들었으므로 평준화이고,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로 다른 어미 앞에서의 
이형태들도 평준화된 것이다. 
  그런데 용언의 경우 모음 어미 앞으로의 평준화가 주로 일어나고(곽충구 1994b: 
583), 본고에서 확인한 예들 가운데는 함북과 제주방언의 ‘끈-(切)’이나 제주방언의 ‘익-
(讀)’ 또는 중세국어 시기 특수 어간 교체를 하였던 ‘시므-/심ㄱ-’을 제외하고는 모음이나 
매개모음 어미 앞의 표면형으로 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시므-/심ㄱ-’의 
경우 자음어미 앞에서와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의 어간 이형태가 동일하므로 순전히 자음
어미 앞에서의 표면형으로 평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자음어미 앞
에서의 평준화는 국어에서 흔하지 않다. 
  그렇다면 ‘ㄼ’ 말음의 변화는 중부방언 내에서의 방언 내적인 변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실제로 공존하였을 ‘밟-’류의 각 어미 

21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ㄲ’ 연쇄를 다른 자음의 연쇄로 혼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만 ‘ㄱㄲ’ 연쇄는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한다(윤민 2008: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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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형을 적어 보면 ‘밟/발/밥꼬, 밟/발/밥찌, 밤는, 발른, 발우니, 발와’ 등으로 아주 다
양하였을 것이며 이것은 곧 여러 방언에서 유입된 ‘ㄼ’의 서로 다른 탈락 규칙 및 ‘ㅸ＞
w’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칙성을 증가하고자 하는, 방언의 형태가 보다 규
칙적이 되려는 압력에 의해 ‘ㄼ’로의 어간 단일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방언 
접촉의 측면에서 단순화의 예라 할 수 있다.219) 
  이와 같은 자음군단순화 규칙의 여러 방언에서의 발생으로 인한 방언 접촉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중부방언에서는 ‘ㄼ’ 말음으로의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동남방언으로부터의 영향이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하지는 못하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는 못한다. 3.2.9.4에서 언급했듯 ‘ㅂ’ 불규칙 활용 패러다임은 그 불규칙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부방언만의 변화라고 한다면 자음어미 앞에서의 표면형으로 평준
화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특이성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원인이 다양한 방언적 기원을 
갖는 활용형의 공존 속에서 규칙성을 찾고자 하는 데에 있다면 설명되리라고 본다.

5.2 새 방언형의 형성 

  이 절에서는 방언 접촉으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언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
펴본다. 5.2.1에서는 과도교정으로 인한 변화를 다루고, 5.2.2에서는 중간 방언의 예를 
다룬다. 본고에서의 중간 방언은 지리적인 인접으로 인해 서로 다른 활용형이나 곡용형
들이 섞였을 때 이로부터 새로운 기저형이 재분석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예를 제시하였다. 

5.2.1 과도 교정220)

219) 3.2.9.4에서 언급하였듯 중부방언을 제외한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에서의 ‘ㄹㅸ＞ㄼ’로의 변화
는 ‘ㅸ＞ㅂ’가 일어난 음 변화라고 본다.

220) 5.2.1의 내용은 김수영(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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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방언 접촉으로 인해 형성된 예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과도 교정에 
대해 다룬다. 과도 교정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방언 간의 접촉이 아닐지라도 자기 방언과 
타 방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김주필(2015: 86)에서는 구
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구개음화를 보이는 방언과 그렇지 않은 방언이 접촉하는 과정
에서 일어난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즉 과도교정이 일어나려면 자기 방언과 타 방언의 
차이에 대한 인식 및 위세 방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잘 알려진 것
처럼 본래 ‘짐’를 사용했던 방언(중부방언)에서, ‘ㄱ’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김
치’가 형성되고(남부방언에 대한 인식) 이것이 ‘짐’를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방언형이 되
는데, 이는 방언 접촉의 결과다.
  또한 소신애(2007)에서는 20세기 초 함북 방언(⾮六鎭 지역)에서 나타난 과도교정의 
예를 제시하였다. ‘ㅈ＞ㄷ’의 결과로 곡용형에서 나타나는 ‘꼬디(花, 꼳-이), 목뎌디(목뎓-
이), 뎌디(뎓-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ㄷ’ 구개음화의 비개신형이 개신형보다 더 
권위 있는 어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는데, ‘ㄷ’ 구개음화가 거의 일어나
지 않았던 함북 육진 지역어가 가장 권위를 지닌 변종으로 여겨진 데 기인한다고 보았다
(소신애 2007: 190). 따라서 이는 ‘ㄷ’ 구개음화의 비개신형과 개신형의 접촉이 있었음
을 의미하고, 구개음화의 비개신형이 더 위세 방언이라는 점이 해당 방언형을 선택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김주필(2015), 소신애(2007)의 과도 교정은 그 성격이 다르다. 김주필
(2015)에서 본 구개음화의 과도 교정은 중부방언에서 일어난 것인데 남부 방언의 ‘ㄱ’ 
구개음화 규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중부방언의 ‘ㅈ’나 ‘ㅊ’를 ‘ㄱ’나 ‘ㅋ’로 
과도 교정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소신애(2007)의 과도 교정은 육진 방언이 아닌 지역어
에서 일어난 것인데 육진 방언을 권위 있는 어형으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본
래 그 지역어에 존재했던 ‘ㄷ’ 구개음화형을 과도 교정한 것이다. 즉 과도 교정은 타 방
언에 대한 인식이 언어 변화에 반영된 것이며 그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에 모두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과도 교정에서는 타 방언과 자기 방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
므로, 앞서 논의한 것처럼 체언 ‘낯(⾯)’이 동남 방언과 강원도 방언에서 ‘낱’으로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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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과 같은 변화는 과도 교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앞서 살펴본 ‘짐
＞김치’의 예나 함북 방언에서의 예들과는 다르다. 중부 방언의 ‘낯’과 동남 방언의 
‘낯’은 본래 그 형태가 같았으므로 어느 한쪽이 위세 방언형이라고 하기 어렵고 ‘낯＞낱’
의 재구조화에 중부 방언이나 타 방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구개음화 규칙에 대한 역적용으로 일어난 변화라고 보고 
4.3.1에서 다루었다. 즉 구개음화 규칙이 활발했던 동남 방언에서 본래 ‘ㅊ’나 ‘ㅈ’ 말음
이던 단어들까지 ‘ㅌ’나 ‘ㄷ’ 말음으로 재분석함으로써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 범위를 넓
힌 것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 과도 교정이라고 보는 예는 ‘부럽-’의 방언형인 ‘붋-’인데, 그 형
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헌에서의 예는 아래 (9)와 같다.

(9) ㄱ. 브디 아니며(⽉釋 18:32a) 브다(杜詩初 8:24b) 
ㄴ. 브러며(飜⼩ 8:23b) 브러호란(杜詩中 15:4b, 5a) 부러 션(倭解 下 35a)
ㄷ. 블울 션 羨(新合 下:26b)  블워며(⼩諺 5:102b) 
ㄷ´.  븗디 아니(閑中錄 372) 
ㄹ. 부럽다(同⽂ 上:33b) 부러워다 니(易⾔ 1:31b) 

(9ㄱ)은 중세국어 시기의 ‘블-’인데 이는 ‘부러워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였다. 여기에 
‘-아/어 -’가 결합한 (9ㄴ)에서의 ‘브러-’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의
미로 쓰였다. 
  (9ㄷ)의 예는 16세기 말에 확인되는 것으로, ‘블-’에 접사 ‘ㅂ/ㅸ’가 결합하여 형용사 
‘-’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구본관 1998: 207), ‘블-’의 모음어미 결합형 ‘브
러’가 활음 탈락(uwə＞uə)의 역작용으로 ‘브뤄’가 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자음어미 앞에서 ‘ㄼ’ 말음으로 나타나는 예가 확인되지 않는데, 접사 ‘ㅂ/ㅸ’가 
결합한 것이라면 자음어미 앞에서도 ‘ㄼ’ 말음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었어야 할 것이기 때
문이다. 
  자음어미 앞에서 ‘ㄼ’ 말음 용언으로 재구조화된 것은 18세기 후기 문헌인 (9ㄷ´)에서 
확인된다. 이는 ‘ㄹㅸ’ 말음 용언 어간들이 중부방언에서 ‘ㄼ’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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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함께 되었거나, 혹은 ‘붋-’을 사용하고 있었던 방언(후술하겠지만 동북방언이나 동남 
방언일 가능성이 있다)에서 차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9ㄹ)의 ‘부럽-’은 ‘블-’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이 새로 결합되어 형성된 예이며, ‘부러워하-’는 ‘부럽-’에 
‘-아/어 하-’가 결합한 것이다.
  아래 (10)과 〈지도 34〉에는 ‘부럽-’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였다. 

(10) ㄱ. 부럽-: 부럽따, 부러워서 (경기(강화·고양·광주 제외), 강원(양구·삼척 제외), 충북(보은·옥
천·영동 제외), 충남(서산·당진·청양·보령·서천 제외), 경북 영풍·봉화·문경, 전북 익
산·김제·부안·임실, 전남 영광·담양·함평·무안·진도·해남·완도, 제주)

    ㄱ´. 부럽-: 부럽따, 부러버 (경북 상주·영덕·칠곡)
    ㄴ. 부러웁-: 부러웁따, 부러와도 (경기 고양·광주, 전남 신안) 
    ㄷ. 붋-: 불따, 불버서 (강원 삼척, 경북 안동·영양·선산·군위·성주·경산·영천·고령·청도, 경남 창

녕 밀양·울주·의창·김해·양산) 
    ㄷ´. 붋-: 붑따, 불버서 (함경, 강원 양구, 경북 금릉, 경남 거창·합천·함양·산청·의령·하동·진양·

함안·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 전남 보성·여천, 전북 무주, 충북 보은·옥천·영동)
    ㄹ. 붉-: 북따, 불거두 (전남 영암, 충남 서산·당진·청양)
    ㅁ. 불부-: 불부다, 불바도~불버도 (함경, 경북 울진·예천·청송)
    ㅂ. 불법-: 불법다, 불버와도 (전남 승주·고흥, 전북 남원)
    ㅅ. 불겁-: 불겁따, 불거와도~불거워도 (전남 장성·곡성·구례·광산·나주·강진, 충남 보령·서천, 전

북 옥구·완주·정읍·장수·고창·진안)
    ㅇ. 불-: 부따, 부러두(경기 강화)  

위의 (10)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부럽-’의 방언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 기저형만을 고려
했을 때 ‘부럽-’, ‘붋-’, ‘불부-’, ‘붉-’, ‘불법-’, ‘불겁-’, ‘불-’이 확인된다. 
  먼저 (10ㄱ)은 ‘부럽-’이 불규칙 활용을 하는 예이며, (10ㄱ´)는 규칙 활용을 하는 예
이다. (10ㄱ)은 주로 서부방언에, (10ㄱ´)는 경북의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10ㄴ)은 앞서 
살펴본 ‘도웁-’, ‘매웁-’, ‘어려웁-’ 등과 마찬가지로 어간이 ‘부러웁-’으로 재구조화된 것
이다.
  (10ㄷ)과 (10ㄷ´)의 기저형은 모두 ‘ㄼ’ 말음 어간인 ‘붋-’이고 자음군단순화를 겪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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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에 따라 탈락 자음이 각각 다
르다. (10ㄷ)은 자음어미와의 결합
형에서 ‘ㅂ’가 탈락하고, 경북과 경
남의 동부에 주로 분포한다. (10ㄷ
´)는 이와 달리 ‘ㄹ’가 탈락하고 함
경, 충남 남부와 경남 서부를 중심
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방언 
차이는 ‘ㄼ’를 말음으로 가진 다른 
용언 어간이 보여주는 것과 일치한
다(3.2.9.4 참조). 
  (10ㄹ)의 ‘붉-’은, 이 어간만이 
분포하는 지역은 넓지 않지만 충남 
예산·홍성·공주·연기·논산·부여·논
산·대덕에서는 ‘부럽-’과, 전북 옥
구·완주·정읍·장수·고창·진안에서는 
‘불겁-’과 공존하여 나타나므로 충

남 남부와 전북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때의 ‘붉-’은 pk 교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이진호 2012b: 263-264). (10ㅁ)은 ‘붋-’에 ‘-으-’가 첨가된 예이다. 
  다음으로 (10ㅂ)의 ‘불법-’과 (10ㅅ)의 ‘불겁-’은 각각 ‘붋-’과 ‘붉-’에 파생 접사 ‘-압/
업-’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되며, (10ㅇ)의 ‘불-’은 중세 국어 어형인 ‘블-’이 그대로 반영
된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부럽-’의 방언형들을 크게 ‘부럽-’류(10ㄱ, 10ㄱ´, 
10ㄴ)와 ‘붋-’류(‘붉-’, ‘불법-’, ‘불겁-’ 포함, 10ㄷ~10ㅅ),  ‘불-’류(10ㅇ)로 나눌 수 있
다. 또한 현재의 방언 분포에 근거하여 ‘부럽-’류는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붋-’류는 남부
방언과 동북방언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붋-’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을까? 현재 주로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블-’의 모음어미 결합형인 ‘브러~브뤄’를 이 방언에서 중

〈지도 34〉 ‘부럽-’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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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언의 형태라고 판단하여 ‘불버’로 과도 교정하고, 이를 ‘붋-’으로 재분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ㅸ’의 변화가 방언마다 달랐으므로 ‘ㅸ＞w’를 겪은 방언(서부방언)과 
‘ㅸ＞ㅂ’를 겪은 방언(동부방언) 화자들은 그 방언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되며, 동부방언 화자들은 ‘브러~브뤄’가 서부방언에서 유입된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부방언의 것으로 보아 과도 교정한 것이다. 이러한 과도 교정에는 방언 간 차이에 대
한 인식과 자기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함께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5.2.2 중간 방언

  5.2.2.1 체언: 자음군 ‘ㄹㅋ’의 형성221)  

  어간말 ‘ㄺ’를 가진 체언 어간은 일부 방언에서 아래 (11)과 같은 예를 보인다.

(11) ㄱ. 닼(鷄): 다키, 닥또(충북 단양·보은, 경북 김천·문경, 경남 거창·함양·산청·창녕·합천, 전남 
여천·승주·광양·고흥·화순)

ㄴ. (鷄): 달키, 달도(경북 선산·칠곡·성주·청도·경산)

(11ㄱ)은 ‘ㅋ’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이며, (11ㄴ)은 ‘ㄹㅋ’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
화된 것이다. 또한 (11ㄴ)은 자음어미와의 결합에서 어간말음에 ‘ㄹ’를 남기는 방향으로 
단순화를 겪으며 이는 해당 방언권의 특징이다. 
  이를 지도에 표시하면 〈지도 35〉와 같다. ‘ㅋ’ 말음 어간과 ‘ㄹㅋ’ 말음 어간이 분포하
는 지역은 체언 어간말 ‘ㄺ’가 탈락의 변화를 겪은 뒤, ‘ㄹ’를 탈락시킨 방언과 ‘ㄱ’를 탈
락시킨 방언의 경계 지역이다(3.1.6 참조). 이 지역에는 ‘ㄺ’를 가진 체언 어간에 대해 
여러 방언형이 공존하기에 새로운 어형이 출현할 동기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비교적 분명
하다. 따라서 방언 접촉의 결과로 ‘ㅋ’ 말음 어간과 ‘ㄹㅋ’ 말음 어간이 분포한다고 생각
된다. 본고에서는 ‘ㅋ’ 말음 어간과 ‘ㄹㅋ’ 말음 어간 중 어느 하나의 형태가 먼저 생겨

221) 5.2.2.1은 김수영(2014a)를 바탕으로 한다.



- 186 -

나고, 이후 선행한 형태의 영향으로 다른 하나의 형태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먼저 ‘ㅋ’ 말음 어간과 ‘ㄹㅋ’ 말음 어간 중 어떤 형태가 먼저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전 시기부터 이들 지역에 존재하였을 ‘ㄺ’로부터 ‘ㄹㅋ’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유성 자음에 후행하는 평음이 격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방언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다음 (12)는 이와 관련된다. 

  (12) ㄱ. 지붕ㅋ: 지붕, 지붕캐(강원 평창·삼척, 경북 울진·안동·청송·군위·경산·달성, 경남 밀양·의
령·김해·양산)

ㄴ. 혼차(혼자), 먼처(먼저), 만친다(만지다), 기슬카리(기슭), 지실카리(기슭)
        

(12ㄱ)은 ‘지붕ㄱ’의 곡용형 ‘지붕글, 지
붕그로, 지붕게’ 등에서 형성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222) 이는 유성음 사이에서 
‘ㄱ’(음성적으로는 유성장애음)가 ‘ㅋ’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또한 (12
ㄴ)은 형태소 내부에서 유성 자음 ‘ㄴ, 
ㄹ’ 등에 후행하는 평음이 격음으로 교체
되어 나타나는 예이다. ‘혼차’, ‘먼처’, 
‘만친다’는 산발적으로 확인되며 ‘기슬카
리’는 경기 포천에서, ‘지실카리’는 강원 
영월·평창에서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ㄹ’ 뒤에서 평음이 

222) ‘지붕ㄱ’는 강원 인제·고성·횡성·평창·명주·원성·정선·삼척에 분포한다. ‘지붕’은 15세기 ‘집’
과 ‘우ㅎ’의 합성어였다. ‘집웋＞지붕’의 변화는 ‘ㅎ＞ㅇ’의 변화로 설명된다(이기문 1968: 223 
각주 30). ‘지붕ㄱ’의 형성은 화자들이 ‘지붕’을 ‘ㅎ’ 말음 어간인 ‘*지붕ㅎ’로 재분석한 후, 다
시 ‘ㅎ＞ㄱ’ 변화에 의해 ‘지붕ㄱ’가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김봉국 2002: 84). 이와 같이 
‘ㅎ’ 종성 체언이 아니었던 것이 근세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으로 재분석되는 예들은 ‘지붕ㄱ’ 
외에도 홍윤표(1994: 270-271)에서 논의된바, ‘ㅎ’가 탈락하는 과정에서 ‘ㅎ’ 탈락 규칙의 역
적용으로 실현된 재분석이라고 판단된다. 

〈지도 35〉 체언 ‘ㅋ’ 말음 어간과 
‘ㄹㅋ’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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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으로 교체되는 일은 수의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난다(3.1.3 참조). 또한 본고에서는 
지금껏 용언의 활용형에서 비어두 위치에서 일어나는 경음과 격음의 교체를 비교적 폭넓
게 고려한바, 특히 ‘ㄹ’계 자음군과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에서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경
음화된 후 다시 격음으로 교체되는 일이 수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3.2.9 참
조). 
  어떤 음성학적 작용에 의하여 유성음에 후행하는 ‘ㄱ’ 또는 ‘ㄲ’이 ‘ㅋ’으로 교체된 것
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Chang(2009: 33)에서는 한국어 자음을 대상으로 한 인지 실험
에서, 모음 사이 격음이 평음으로 인지되는 비율이 ‘연구개음＞치조음＞경구개음＞양순
음’의 순서라는 것을 언급했고 그 까닭은 모음 사이에서 격음이 기식성을 잃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유성음 사이에 있는 평음이나 경음이 기식성을 갖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청자에게 격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223)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12ㄴ)의 ‘달키’ 역시 ‘달기’의 ‘ㄱ’이 ‘ㅋ’으로 바뀌어 형성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어서 최명옥(2000: 1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ㄹㅋ’을 
가진 어간에서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뒤 ‘ㅋ’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어 형성된 듯하다.224)

  이러한 관점에서 ‘ㅋ’ 말음 어간이 최초로 형성된 지역은 ‘ㄹㅋ’ 말음 어간이 존재하는 
경북의 선산·칠곡·성주·청도·경산 일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여겨진다.225) 이후 현재 ‘ㅋ’ 
말음 어간이 분포하는 지역은 그 후 언어 개신인 ‘ㅋ’ 말음 어간을 수용하였을 것이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 개신을 수용할 만한 배경은 이 지역이 서로 다른 방언형 간 간섭이 
활발한 접촉 지역이라는 데 있다. 즉 ‘ㅋ’ 말음 어간은 아래로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의 
경계로 전파되었고, 위로는 경북 김천과 충북 단양에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와 같은 방언 
분포를 이루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223) Chang(2009: 33)에서 모음 사이의 평음이 격음으로 인지되는 비율은 낮다고 했지만, (11)
에서와 같은 환경은 유성 자음 사이이므로 모음 사이에서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따
라서 본고의 주장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224) 다만 현재 파악한 자료로 ‘ㄹㅋ’을 가진 어간이 ‘ㅋ’을 남기는 방향으로의 자음군단순화 규
칙을 적용받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문헌자료에서 ‘ㅋ’ 말음 어간은 확인되지만(닥히, 
嶺三 19:13a), ‘ㄹㅋ’ 말음 어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225) 이와 관련하여, 백두현(1992: 359)에 언급된 ‘닥히’가 확인되는 문헌 자료는 대구에서 간행
된 것(<嶺南三綱錄(1939)>)임을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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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2 용언226)   

  이제 중간 방언 가운데 용언에서의 예를 살펴보자. ‘긋-’, ‘빻-’, ‘끌-’, ‘뚫-’의 방언형
들 가운데는 방언 접촉으로 인한 재분석으로 형성된 용언 어간들이 있다. 본고는 이를 
중간 방언의 예라고 판단하고 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긋-’과 ‘빻-’, ‘끌-’의 예를 먼
저 살펴보고 이어서 ‘뚫-’의 예를 다루기로 한다. 

  1) ‘긋-’, ‘빻-’과 방언 접촉

  아래 (13)에는 ‘긋-’과 ‘빻-’의 방언형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였다(밑줄은 《지역어》).

(13) ㄱ. -: 귿꼬/그꼬, 그으니, 그어 (劃, 평안, 황해, 경기, 강원, 경북 울진·영덕·청송·의성·군
위·성주, 경남)

    ㄱ´. 끟-: 끄코, 끄어 (劃, 강원 양양, 경북 영풍·봉화·문경·예천·상주·영양·금릉·선산·영천·경산·
고령·달성·청도·월성, 경남 창녕·울산) 

    ㄴ. 빻-: 빠코, 빠서 (粉,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천원·연기,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안동·영
양·상주·의성·청송·영덕·선산·군위·월성)

    ㄴ´. -: 빠꼬, 빠아따 (粉, 충북 영동, 경북 봉화), -: 뽀:꼬, 뽀아서 (평안)    
        

위의 (13)에 제시한 예들은 ‘긋-’, ‘빻-’의 방언형들이고 주로 경북 방언 및 강원, 경기, 
충북 등의 중부방언에 분포하고 있다(89면 〈지도 22〉 및 106면 〈지도 24〉 참조). 여기에
서는 (13ㄱ´)에 제시한 ‘긓-’ 및 (13ㄴ)에 제시한 ‘빻-’이 방언 접촉의 결과 형성된 어간
이라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에서 가장 분포가 넓은 것은 (13ㄱ)의 ‘-’이다. 앞서 3.2.4.2에서 중세국어 시기
에 ‘긋-’이 劃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그-/ㅇ-’보다는 ‘-’으로 활용하는 예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면 이 어간이 15세기에 이미 다른 
‘ㅅ’ 불규칙 어간과 마찬가지로 ‘-’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ㅿ’의 비

226) 5.2.2.2의 내용은 김수영(2020)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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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화 이후 수의적으로 ‘ㆆ’ 말음 어간을 갖게 되어 (13ㄱ)과 같은 예가 확인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로부터 ‘ㅎ’ 말음이 재구조화된 (13ㄱ´)가 존재하는 것 또한 다른 ‘ㅅ’ 불규칙 활용 
어간들과 같다. 그러나 앞서 확인하였듯이 ‘ㅅ’ 불규칙 활용 어간의 ‘ㅎ’ 말음으로의 재분
석은 일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데 반해 (13ㄱ´)의 경우는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상
당히 넓은 지역에서 확인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13ㄴ)의 ‘빻-’과 (13ㄴ´)의 ‘-’에 대해 살펴보자. 3.2.7에서는 곽충구
(1995/1998)을 따라 ‘빻-’의 이전 시기 어형을 ‘*-’으로 재구한 바 있다. 이로부터 
각각 ‘-＞-/＞-/-＞빻-/-’을 거쳐 형성되었으리라고 보면 이론적으로
는 가능하다. 그러나 문헌에서 ‘ㅎ’ 말음인 ‘빻-’을 18세기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현재 ‘빻-’과 ‘-’이 분포하는 지역이 경북과 중부, 평안 방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은 ‘ㅿ’의 비음운화와 ‘*ㄱ＞ㅎ’를 겪은 다른 자음 말음 어간들이 보이는 양상과 다르다. 
또한, 전북에 분포하는 ‘빵구-’에 의해 충남 보령·청양·서천과 전남의 ‘ㅅ’ 말음 어간이 
이별 분포(정승철 2013a: 211)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ㅎ’ 말음 어간인 ‘빻-’도 
‘ㅅ’ 말음 어간인 ‘빳-’과 본래의 중부방언형인 ‘빠-’ 사이에서 생겨나서 이별 분포를 형
성하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본고에서는 ‘빻-/-’의 형성에 음 변화
보다는 재분석이 관여했으리라고 판단한다.227) 
  이를 인정한다면 (13ㄱ´)의 ‘끟-’과 (13ㄴ)의 ‘빻-’은 기원적인 구조, 분포, 현대국어 
방언형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어간의 ‘ㅎ’ 말음이 경북에서 형성되어 경기, 강원, 
충북에까지 확장되었지만 ‘긓-’은 그렇지 못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현재 ‘긓-’의 방
언 분포가 ‘빻-’의 이전 시기 분포와 유사하였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접촉 
지역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빻-’과 ‘끟-’ 같은 ‘ㅎ’ 말음 어간이 형성되었는지 아래 
(14), (15)를 살펴보자.228) 

227) 곽충구(1994b: 563)에서는 경음화 이후 ‘빠:-＞빻-’으로 변화한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두 경음화에 있으리라고 보았다. ‘곶＞＞꽃’ 또는 ‘굴-＞-＞꿇-’과 같은 변화 유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어두 경음화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어두 경음화를 겪은 모든 어간
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228) ‘-고’와의 결합형은 모두 자음어미와의 결합형을 대표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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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빻-’의 형성: 서남방언과 중부방언의 접촉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
ㄱ. 방언형의 병존: ‘빠-’(빠고, 빠니, 빠아, 중부방언)와 ‘빳-’(빧꼬, 빠스니, 빠사, 서남방언)이 

공존
ㄴ. 중간 방언: 중부방언의 ‘빠아’에서 ‘ㅎ’ 말음 어간을 재분석 → ‘빻-(빻고, 빠니, 빠아)’ 형성

(15) ‘긓-’의 형성: 서남방언과 중부방언의 접촉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
ㄱ. 방언형의 병존: ‘그-’(그고, 그니, 그어, 중부방언)와 ‘긋-’(귿꼬, 그스니, 그서, 서남방언)이 

공존
ㄴ. 중간 방언: 중부방언의 ‘그어’에서 ‘ㅎ’ 말음 어간을 재분석 → ‘끟-(끟고, 끄니, 끄어)’ 형성 

(14ㄱ)과 (15ㄱ)은 중부방언에 ‘빠-’와 ‘그-’가 분포하고 서남방언에 ‘빳-’과 ‘긋-’이 분포
하는 시기다.229) 그 접촉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기저형을 가진 어간의 활용형들이 공존
하는 활용형의 혼효(정승철 2013a: 232-233)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한 활용형들의 혼
효는 새로운 어간이 재분석될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14ㄴ), (15ㄴ)처럼 ‘ㅎ’ 말음 어간
으로의 재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빻-’은 중부방언에까지 확산되고 ‘끟-’은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 접촉 지역에서 어간의 재분석이 일어난 이유는 
방언 접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저형을 가진 활용형들이 공
존했기 때문에 ‘빠아’나 ‘그어’ 같은 모음어미 결합형의 본래 기저형을 다음 세대가 쉽게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고,230) 따라서 새로운 어간으로 재분석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현재와 같은 ‘빻-’과 ‘끟-’이 형성되고 확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끌-’의 전파 

229) 현재 방언분포상 경북 남부와 경남에는 ‘그꼬, 그어’와 같은 패러다임이 분포한다. 그런데 
다른 ‘ㅅ’ 불규칙 활용 어간은 대체로 경북 남부와 경남에서 ‘ㅅ’ 규칙 활용을 보여준다는 점
에 근거하면 이 어간이 ‘ㅿ＞ㅅ’가 활발하던 시기에 그 변화를 겪지 않았다가 나중에 ‘ㅿ’가 
탈락한 형태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백두현 1992: 331, 김수영 2019: 58).

230) 김현(2001: 111)에서 재분석이 가능한 활용형이 많을수록 재구조화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
난다고 언급한 바에 따르면, 방언 접촉과 같이 서로 다른 기저형을 가진 활용형들이 접촉하는 
상황에서는 어간의 재구조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리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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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3.2.4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헌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세국어 시기 ‘그-/
ㅇ-’은 ‘劃’과 ‘牽’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었다가, ‘끌-’이라는 신형이 18세기 이후 형성
되면서 ‘牽’의 의미는 ‘끌-’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끌-’이 모든 방언에 전파되지
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결과 기존의 ‘긋-’류 어간들과의 접촉으로 새로운 어간이 
재분석되었다. 이처럼 신형과 기존 방언형의 접촉으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방언형 또한 
중간 방언의 일례가 된다.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16)과 〈지도 36〉에 ‘끌-’의 방언 분포를 제시하고 
‘끌-’이 전파된 지역을 ‘ᄅ’로 표시하였다(밑줄은 《지역어》). <지도 36>을 보면 알 수 있
듯이 ‘끌-’은 중부방언에서 형성되어 북으로는 평안 방언, 남으로는 경북과 전북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16) ㄱ. 끌-: 끌고, 끌어 (평안, 황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김제·임실·진안·무주, 경북, 경남 울주)
    ㄴ. 끗-: 끄꼬, 끄서 (전북 고창·정읍, 전남, 제주)
    ㄴ´. 끄스-/끄시-: 끄스고/끄시고, 끄셔따 (함경, 전북 익산)
    ㄷ. 끚-: 끄꼬, 끄저 (전북 부안, 전남 광산·나주·화순)
    ㄹ. -: 끄꼬, 끄찌, 끄어따 (경남 함양·의령·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양산·고성·통영·거제, 전

남 고흥·여천)
    ㅁ. 끄슥-, 끄직-, 끄집-: 전남 보성·곡성·장흥 
    ㅂ. 끓-: 끌코, 끌치, 끄러따 (충남 예산·서산·청양·공주·부여·논산, 충북 영동, 전북 옥구·완주·

군산·임실·고창·익산, 전남 곡성·광양·순천·해남, 경북 상주)
    ㅅ. 끌ㆆ-: 끄꼬, 끄찌, 끄러따 (경남 산청·남해)
    ㅇ. 끟-: 끄코, 끄치, 끄어따 (경남 거창·합천·창녕·밀양·사천) 
    ㅈ. 끄실-: 경남 창녕, 끄질-: 경북 영천 

‘ㄹ’ 말음 어간인 ‘끌-’은 (16ㄱ)에서 확인된다. 함경, 전남, 경남을 제외하고는 (16ㄱ)을 
확인할 수 있다. (16ㄴ)과 (16ㄴ´)는 앞서 살펴본 ‘긋-’의 경우와 같이 ‘ㅿ＞ㅅ’의 변화를 
겪어 ‘끗-’ 또는 ‘끄시-’와 같은 방언형이 형성되었다. 전남과 제주, 함경 방언을 중심으
로 분포한다. 이어서 (16ㄷ)의 ‘끚-’은 ‘ㅿ＞ㅈ’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16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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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ㅿ’
이 소실되는 변화를 겪은 예이다. 
  다음으로 (16ㅁ)의 ‘끄식-’, ‘끄직-’, 
‘끄집-’을 통해 ‘그-/ㅇ-’의 선대형
을 재구할 수 있다. 앞서 ‘빻-’의 선대
형을 ‘*pʌzʌɣ’으로 재구하였는데(곽충구 
1995/1998), ‘그-/ㅇ-’는 ‘빻-’과 
그 어간 구조가 규사하고 방언에서도 
(16ㅁ)에서처럼 ‘ㄱ’ 말음이 확인되므로 
그 선대형을 ‘*kɨzɨɣ’으로 재구할 수 있
을 것이다. ‘ㅂ’ 말음인 ‘끄집-’은 ‘끄직
-’으로부터 어간 말음이 pk교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16ㄱ)∼(16ㅁ)의 예
들은 모두 문헌에서나, 혹은 ‘그-/
ㅇ-’으로부터 그 형성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볼 (16ㅂ)∼(16ㅈ)의 예들은 ‘그-/ㅇ-’으로부터의 형성 
과정을 추론하기 어려우므로, ‘끌-’의 유입 이후 형성된 신형들이라 여겨진다. 그 형성 
유형을 살펴보면 ‘병존’, ‘재분석’, ‘혼효’로 나눌 수 있고, <지도 29>에는 각각 ‘○’, ‘□’, 
‘△’로 표시하였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병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전북의 경우 장수·남원에서는 ‘ㄹ’ 말음 어간과 ‘ㅅ’ 말
음 어간이 공존하고 있다. 새로 유입된 ‘끌-’과 기존의 ‘끗-’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경북의 경우 ‘끌-’은 영풍·봉화·군위·의성·청송·영덕·선산·성주·월성에서 ‘끌다, 끌지~끄
지, 끄어따’로 활용하는데, 자음어미 앞에서 어간말음 ‘ㄹ’가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경북방언의 특징이지만 모음어미 앞에서까지 ‘ㄹ’가 탈락한 활용형을 보이는 것은 특이하
다. 또한 이러한 활용형들을 보이는 지역은 연속적이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확인된다. 이 
지역에서 ‘긋-’의 방언형으로 ‘-’이나 ‘끟-’이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모음

〈지도 36〉 ‘끌-’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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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결합형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ㄹ’ 말음 어간의 확산이 완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전파된 ‘끌-’의 자음어미 결합형과, 기존의 ‘-’이나 
‘끟-’의 모음어미 결합형이 섞인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16ㅂ)∼(16ㅇ)의 예는 재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16ㅂ)의 ‘끓-’은 ‘ㅀ’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것이다. 이는 ‘끌-’의 모음어미 결합형 ‘끄러’로부터 가능했을 것인데, 
이 지역에 ‘끌-’이라는 중부방언에서의 신형이 유입되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ㅀ’ 말음으로 재분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어》에서는 그 분포 지역이 더 넓어졌으므
로 ‘끓-’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6ㅅ)의 ‘끌ㆆ-’은 ‘끌-’의 모음어미 결합형으로부터, (16ㅇ)의 ‘끟-’은 ‘그어
따’와 같은 모음어미 결합형으로부터 재분석된 결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16ㅈ)의 예
는 혼효의 결과인데, 즉 본래 이 지역 방언형인 ‘끄지-’와 ‘끄시-’가 신형인 ‘끌-’과의 혼
효로 형성한 새로운 방언형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병존이나 혼효, 재분석으로 인한 새로운 어간이 <지도 36>에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까닭은 이 지역이 신형인 ‘ㄹ’ 말음 어간 전파의 남단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끌-’이 중부방언에서 형성되어 남부방언과 북한방언으로 
전파되었다면, 갈수록 그 전파 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이 때문에 기존의 방언형들인 ‘끗
-’, ‘끄시-’, ‘끄지-’ 등과의 공존으로부터 새로운 어간이 재분석될 동기가 부여되었으리
라 생각된다. 
  한편 이때 재분석의 방향은, 재분석이 일어나는 방언권의 특징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
는 것으로 보인다. 재분석된 어간들 중 (16ㅂ)의 ‘끓-’을 대표로 하여 살펴보자. ‘끓-’의 
형성은 본래 이 방언권에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활발히 일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17)과 〈지도 37〉에 제시하였다(밑줄은 《지역어》).

(17) ㄱ. 싫-(載): 실코, 시러 (경기 김포, 충남, 전북 옥구·익산·김제·부안·고창·임실·순창, 전남, 경
남 거창·하동·고성)

    ㄴ. 꿇-(跪): 꿀코, 꾸러, 꿀른다(평북, 황해, 강원 횡성·원성, 경기, 충청, 전라)
    ㄷ. 뚫-(穿): 뚤코, 뚜러 (평북 평양, 황해,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함평·광

산·화순·나주·진도·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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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끓-(牽): 끌코, 끄러 (충남 예산·서산·청양·공주·부여·논산, 충북 영동, 전북 옥구·완주·군산·
임실·고창·익산, 전남 곡성·광양·순천·해남, 경북 상주)

    ㅁ. 줋-(減): 줄른다, 줄터라, 주러(전북 임실, 전남 보성) 

위의 (17)에는 본고의 3장에서 다룬 예
들 가운데 ‘ㅀ’ 말음이 아니던 어간이 
‘ㅀ’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어 나타
나는 예를 제시하였다. (17ㄱ)은 ‘ㄷ’ 불
규칙 어간인 ‘싣-’이 ‘싫-’로 재구조화되
어 나타나는 예인데 본고의 3.2.1.2에서
는 매개모음어미 또는 모음어미와의 결
합형으로부터 ‘ㅀ’ 말음 어간을 재분석
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17ㄴ)과 (17
ㄷ) 역시 3.2.9.8에서 매개모음어미 또
는 모음어미와의 결합형 ‘X르니, X러’
로부터 ‘ㅀ’ 말음 어간이 재분석된 것으
로 다루었다. 이 (17ㄱ)~(17ㄷ)의 예들
은 어간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충남 및 
전라 방언을 중심으로, ‘X르니, X러’의 

표면형으로부터 ‘ㅀ’ 말음 어간이 재분석되었다는 점이 같다. 또한 이들 ‘ㅀ’ 말음 어간이 
중부방언의 문헌에 반영되는 시기도 18세기 후기로 비슷하다는 점(3.2.1.2 및 3.2.9.8 
참조) 또한 이들이 충남 및 전라 방언에서 형성되어 중부방언으로 유입되었다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17ㄹ)은 앞서 다룬 ‘끌-’의 방언형으로 《지역어》에서는 더 넓은 지역에서 확
인되고, (17ㅁ)의 ‘줋-’은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지만 역시 전라 방언에 분포한다는 점
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16)을 통하여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충남 및 전라 방언을 중심
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넓은 지역에 퍼진 (17ㄱ)~(17ㄷ)의 예가 변화

〈지도 37〉 ‘ㅀ’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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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초였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방언권에서는 ‘ㅀ’ 말음 어간의 유형 빈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을 것이므로 (17ㄹ)~(17ㅂ)의 어간들도 그에 영향을 받아 
‘ㅀ’ 말음 어간으로 재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끌-’의 전파에 의한 새로운 어간의 형성은 곧 신형과 
기존 방언형의 접촉으로 인한 어간 재분석이라 하겠다. 또한 다양한 재분석의 가능성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해당 방언권의 언어 특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
다.231)

2) ‘뚫-’과 방언 접촉 

  아래 (18)에는 ‘뚫-’의 방언형 가운데 ‘-’의 예를 보였다(139면 〈지도 31〉 참조). 

(18) -(穿): 뚤꼬, 뚜러 (강원 정선, 충북 진천, 충남 금산·공주, 경북, 전북 임실) 

‘-’은 경북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ㅀ’ 말음 어간 즉 
‘뚤코, 뚜러’가 사용되다가 자음어미 결합형의 어미의 두음이 격음에서 경음으로 교체되
어 ‘뚤꼬, 뚜러’와 같은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3.2.9.8에서 
다룬 ‘뚫-’의 방언 분포를 보면, 한반도의 서부에서는 ‘ㅀ’ 말음 어간이 분포하고 동부에
서는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ㄼ’ 말음 어간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부방언에서 
‘ㄹㅸ＞ㄼ’의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경북 방언에서만 ‘ㄹㆆ’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ㅀ’ 말음 어간이 서남방언에서 형성되어 전파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면 ‘ㄹㆆ’ 
말음 어간은 ‘ㅀ’ 말음 어간이 경북 방언으로 전파되다가, 이미 경북 방언에 존재하고 있
었을 ‘ㄼ’ 말음 어간의 자음어미 결합형인 ‘뚤꼬, 뚤찌’ 등과 ‘ㅀ’ 말음 어간의 모음어미 

231) ‘ㅀ’ 말음 어간만큼 확실하지는 않지만 (15ㅅ)의 ‘-’(경남 산청·남해) 또한 해당 방언권의 
언어 특징을 따른 재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다. ‘ㄹㆆ’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서남방언에
서보다 동남방언에서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ㄹㆆ’ 말음 어간의 실현은 전국에서 수의적
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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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형인 ‘뚜러’ 등이 섞여 형성된 패러다임일 가능성이 있다. 즉 그 자체로 ‘뚫-’의 전
파에 의한 방언 접촉형이라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중간 방언의 예를 다루었다. 체언에서는 자음군 ‘ㄹㅋ’의 형성, 용언에서는 ‘빻
-’, ‘긋-’, ‘끌-’, ‘뚫-’의 방언형을 다루면서 각각에서 확인되는 어간 재분석으로 인한 중
간 방언형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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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제까지 자음 말음 어간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제 방언에 분포하는 곡용과 활용 양
상을 기술하고 그 양상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고의 2장은 기본 논의로 선행 연구 및 방언 접촉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사용할 방언 접촉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방언 접촉은 지역 방
언끼리의 접촉에 한정된 것으로 위세 방언형의 유입이나 지리적인 인접에 의한 방언 접
촉을 다루었다. 또한 해당 방언에 새로이 나타난 현상인지, 해당 현상이 서로 다른 두 
방언권의 접촉 지역에서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과도 교정형인지를 판단해 방언 접
촉이 관여한 재구조화를 방언 내적인 재구조화와 구분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자음 말음 어간을 평폐쇄음, 비음, 유음, 마찰음 등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
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그 곡용과 활용 양상의 방언 분포를 기술하였다. 공시적인 방
언 분포를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방언형들의 형성 과정을 함
께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방언 내적으로 일어난 자음 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과정을 다루었다. 재구조
화에 관여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평준화, 혼효 및 감염, 재분석의 예들을 살펴보았다.  
체언의 경우 단독형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형으로의 재구조화가 남한의 
서부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용언의 경우 후음 말음 어간으로
의 재구조화가 활발하며 유추적 평준화 또한 전 방언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5장에서는 자음 말음 어간의 방언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언 접촉 양상을 다루었
다. 방언형의 소멸과 새 방언의 형성으로 그 유형을 나누고 방언형의 소멸에서는 방언 
균일화와 단순화를, 새 방언의 형성에서는 과도 교정과 중간 방언에 대해서 다루었다. 방
언 균일화와 단순화는 곧 유표적인 형태의 소멸과 어간 패러다임의 평준화를 의미하며 



- 198 -

과도교정과 중간 방언은 재분석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들임을 밝혔다. 
  본고는 중부 지역에서 간행된 문헌어 중심의 국어사 연구와 달리 각 방언에서의 자음 
말음 어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재구조화의 원인을 
방언 접촉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데에 다른 연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부족으로 각 방언사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론에 가
까운 주장을 하게 된 부분이 많으며, 방언 접촉 또한 언어 습득 이론에 기반한 유럽어 
중심의 방언 접촉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어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
았음에도 본고에서 그 지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방언사 연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한국어 실정에 맞는 방
언 접촉론 연구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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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orphophonological Change of 
Consonant-ending Stems in Korean

Kim, Sooyoung

  This study describes the dialectal distribution of consonant-ending stems 
in Korean dialects. Based on the description, it also explains the 
intra-dialectal changes and dialect contact of consonant-ending stems. 
  The main data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韓國⽅⾔資料集》(Korean 
Dialect Archives, 1987-1995) and the representative researches of North 
dialects. This study also uses the data of 《지역어 조사 보고서(A Report on 
the Dialect Vocabulary of Korean)》(2005-2013) and 《지역어 보완 조사(A 
Report on the Supplementation Survey of Korean Dialects》(2017-2019) for 
comparing with the main data.
  As I mentioned above, this study covers with the intra-dialectal changes 
and dialect contact of consonant-ending stems. First of all, the factors of 
the intra-dialectal changes are leveling, blending, contamination and 
reanalysis. In the case of nouns, there is an analogical leveling in the 
West dialect and the reanalysis in the East dialec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edicates, there is an analogical leveling such as ‘맵->매웁
-(spicy)’ in the West dialect and the reanalysis of ㅎ(h)-ending stems is 
mainly occured in the whole country.  
  Secondly, the aspects of dialect contact are dialect leveling, simplifcation 
and interdialect. This study introduces that the nasalization of the nouns 
and the elimination of ‘ㄹ(l)’ in the predicates as the examples of dialect 
leveling. Also, the examples of simplification are the change of ‘ㅌ(t)>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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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in nouns and ‘ㄼ(lb)’ ending stems in predicates. Interdialectal forms 
are developed by the reanalysis of stems; not only the formation of ‘붋
-(pulb-)’ as hypercorrection, but the dialectal forms of ‘긋-(keus-)’, ‘빻
-(ppah-)’, ‘끌-(kkeul-)’, ‘뚫-(ttulh-)’ are also discussed as examples of 
interdialect in this research.

Keywords: consonant, stem, dialectal divergence, dialect contact, 
dialect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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