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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판정ㆍ설명 의문형 종결 형태의 통시적 변화

하정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에서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종결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
는 문법 규칙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과거의 한국어 의문문은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종결 형태가 구분되어, 판정 의문
문에는 ‘가’계 종결 형태가, 설명 의문문에는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규칙은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를 거쳐 점차 사라
졌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유형에 상관없이 주로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
게 되었다. 다만 동남 방언과 제주 방언에는 이러한 규칙이 아직 남아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역사 자료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를 중심으로 살펴보아, 
의문사 호응 규칙의 변화가 일어난 환경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의문사와 비한정사, 수사 의문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은 문장 안의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선택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에 보다 가까운 유형이다. 
한국어의 의문사와 비한정사는 대부분 형태가 같으나, 의미론적 특성은 다르다. 오
직 의문사만이 ‘고’계 종결 형태를 요구한다. 그리고 의문사의 작용역은 절 경계를 
넘을 수 있어, 의문사가 내포절 안에 있어도 종결 형태와 호응하게 된다. 수사 의문
문은 의미ㆍ화용론적으로 분류되는 유형으로, 의문사 호응 규칙의 변화와는 관계없
어 보인다. 그러나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와 유
의미한 상관성을 보인다.

제3장에서는 고대 한국어부터 현대 한국어까지, 시기순으로 의문사 호응이 이루
어지지 않은 예외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후기 중세 한국어 이전의 향가, 고
려가요, 석독 구결, 음독 구결 자료에서도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가 발
견된다. 15세기에서는 수사 의문문뿐만 아니라 순수 의문문에서도 예외가 다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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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다. 또한 ‘(엇뎨) 며(何況)’ 구문과 ≪월인천강지곡≫의 가사체에서 특히 의
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6세기에도 마찬가지로 의문사 호응
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가 발견된다. 17세기에서는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규칙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여, 의문문의 유형과 종결 형태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예외가 나타났다. 특히 ‘쇼셔’체 의문형 종결 형태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났
다. 또한 종결 형태 ‘-으랴, -으리오’가 ‘수사 의문’의 기능을 가지게 되어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도 하였다. 18세기부터는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
는 규칙이 거의 사라져, 현대 한국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현대 한국어에는 ‘가’계 
종결 형태가 주로 남아 나타나게 되었고, ‘하십시오’체에서는 ‘고’계 종결 형태에 해
당하는 어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근대 한국어 시기에 새로 생겨난 종결 
형태 ‘-나, -노(누)’는 ‘-는가, -는고’에서 기원한 것이다. 지금도 동남 방언과 제
주 방언에는 의문사 호응 규칙이 남아 있으나, 특정한 환경에서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의문형 종결 형태를 구분하는 규칙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는 환경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수사 의문문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가 다수 
발견되었다. 수사 의문문은 ‘의문’의 정도가 낮은 의문문이기에 의문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의문사가 
아예 생략되어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쇼셔’체
에서 의문사 호응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
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쇼셔’체에서 먼저 일어난 변화가 다른 화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주요어: 의문문,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의문사, 의문형 종결 형태, 
의문사 호응, ‘쇼셔’체, 동남 방언, 제주 방언

학번: 2020-2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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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종결 형태, 즉 종결 어미 또는 조사
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법 규칙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규명하
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과거의 한국어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인 경우와 설명 의문문인 경우에 종결 형태
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판정 의문문에는 ‘-으니가, -으녀’와 같
은 ‘가’계 종결 형태가, 설명 의문문에는 ‘-으니고, -으뇨’와 같은 ‘고’계 종결 형
태가 주로 나타났다.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문장 안의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한국어는 종결 형태의 차이로도 구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규칙은 중세 한국어와 근
대 한국어를 거쳐 점차 사라졌다. 설명 의문문에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
고, 판정 의문문에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 이르러서 의문형 종결 형태는 대체로 ‘가’계 종결 형태가 일반적인 
것이 되어, 의문문의 유형에 상관없이 주로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
만 동남 방언과 제주 방언에는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규칙이 아직 남아 있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논의를 전개한
다. 첫째, 고대 한국어부터 근대 한국어까지의 역사 자료를 살펴보아, 의문문의 유형
에 따라 특정 종결 형태가 요구되어 나타나는 규칙, 즉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를 검토하여, 규칙이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기술한다. 둘째, 그러한 예외의 
특성을 분석하여, 의문사 호응 규칙의 변화가 일어난 환경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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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형태가 구분되어 나타나는 종결 형태와 그
러한 종결 형태가 포함된 문장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중세 한국어 종결 형태의 
경우에는, 종결 어미 ‘-으니가, -으리가, -가, -으닛가, -으릿가, -으녀, -
으려, -은가, -을가’와 조사 ‘-가’, 그리고 종결 어미 ‘-으니고, -으리고, -
고, *-으닛고, *-으릿고, -으뇨, -으료, -은고, -을고’와 조사 ‘-고’ 등이 해당한
다. 전자는 판정 의문문에 주로 나타나는 ‘가’계 종결 형태이고, 후자는 설명 의문문
에 주로 나타나는 ‘고’계 종결 형태이다.

그런데 의문문의 유형에 상관없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종결 형태도 있었다. 중
세 한국어의 종결 어미 ‘-은다, -을다’는 판정 의문문이든 설명 의문문이든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니, -리’와 같은 어미 생략형도 의문문의 유형에 상관
없이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고, 뒤에 생략된 종결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
할 수 없다. 이러한 종결 형태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녀’ 구성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이
녀’가 의문형 종결 형태가 포함된 구성이라고 본다면, ‘-이(보조사)+-이-(계
사)+-어(종결 어미)’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어’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으녀’와 ‘-으려’도 ‘-으니+-어’와 ‘-으리+-어’로 분
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의문형 어미를 기원적으로 분석한 것일 수
는 있어도, 공시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장윤희 1996: 365-366). ‘-
이녀’ 구성은 의문형 종결 형태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보다 감탄 조사 ‘-이여’
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보조사)+-이여(감탄 조사)’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
해 보인다(장윤희 1996: 366). 그러므로 ‘-이녀’ 구성은 의문형 종결 형태가 포
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이니가’ 구성은 의문
형 종결 형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이니가’ 구성은 
‘-이(보조사)+-이-(계사)+-가(종결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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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의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2장에서는 앞으로 논의를 전
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인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의문사와 비한정사, 수
사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고대 한국어부터 근대 한국어까지 이르는 
역사 자료를 시기 순서대로 검토하여 판정ㆍ설명 의문형 종결 형태의 통시적 변화
를 기술한다. 그중 의문사 호응이 맞지 않은 예외를 중심으로, 의문사 호응 규칙이 
사라져 가는 양상을 설명한다. 또한 현대의 동남 방언과 제주 방언에는 해당 규칙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핀다. 제4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문사 호응 
규칙의 변화가 일어난 요인을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를 정리한다.
 
1.4. 인용 자료

다음은 본 연구에서 인용한 역사 자료이다.

자료명 시기

향가
원왕생가(願往生歌)
수희공덕가((隨喜功德歌)
처용가(處容歌)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
제망매가(祭亡妹歌)

고려가요

정과정(鄭瓜亭)
서경별곡(西京別曲)
이상곡(履霜曲)
청산별곡(靑山別曲)
처용가(處容歌)(고려가요)
만전춘 별사(滿殿春 別詞)
가시리

석독 구결
화엄경소(華嚴經疏) 11세기 말 ~ 12세기 초
구역인왕경(舊譯仁王經) 13세기 중엽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 13세기 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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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13세기 후반

음독 구결

능엄경(楞嚴經) 12세기 말 ~ 13세기 초
능엄경(楞嚴經) 가람문고본 12세기 말 ~ 13세기 초
능엄경(楞嚴經) 남풍현본 12세기 말 ~ 13세기 초
능엄경(楞嚴經) 기림사본 12세기 말 ~ 13세기 초
법화경(法華經) 12세기 말 ~ 13세기 초
법화경(法華經) 소곡본 12세기 말 ~ 13세기 초

15세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447
석보상절(釋譜詳節) 1447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1447
월인석보(月印釋譜) 1459
몽산법어(蒙山法語) 1460
능엄경언해(楞嚴經要解) 1461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 1463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 1465
내훈(內訓) 1481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런던본 1481
두시언해(杜詩諺解) 초간본 1481
육조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 1496
개간법화경언해(開刊法華經諺解) 1500

16세기

번역노걸대(飜譯老乞大) 1517
번역박통사(飜譯朴通事) 1517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1563
선가귀감(禪家龜鑑) 1569
칠대만법(七大萬法) 1569
안락국태자전 변상도(安樂國太子傳 變相圖) 1576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1577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동경본 16세기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長壽滅罪護諸童子
陁羅尼經) 16세기
순천김씨묘출토언간 16세기 후반

17세기

시경언해(詩經諺解) 1613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두시언해(杜詩諺解) 중간본 1632
첩해신어(捷解新語) 1676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1677
노걸대언해(老乞上諺解) 1670
계축일기 17세기
서궁일기 17세기
산성일기 17세기
현풍곽씨언간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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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임씨가 언간 17세기
병자일기 17세기

18세기

삼역총해(三譯總解) 1703
악학습령(樂學拾零) 1713
오륜전비언해(伍倫全備諺解) 1721
어제내훈(御製內訓) 1737
첩해몽어(捷解蒙語) 1737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1741
어제상훈언해(御製常訓諺解) 1745
어제자성편언해(御製自省編諺解) 1746
개수첩해신어(改修捷解新語) 1748
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1756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御製經世問答續錄諺解) 1763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 1763
박통사신석언해(朴通事新釋諺解) 1765
명의록언해(明義錄諺解) 1777
소아론(小兒論) 1777
속명의록언해(續明義錄諺解) 1778
중간 첩해신어(捷解新語) 1781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 1795
경신록언석(敬信錄諺釋) 1796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797
을병연행록(燕行錄全集) 18세기

19세기

가곡원류(歌曲源流) 1876
이언언해(易言言解) 1883
진교절요 1883
예수셩교젼셔 1887
훈아진언(訓兒眞言) 1894
텬로력뎡 1894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 19세기
한듕록 19세기
조야쳠 19세기
쥬년첨례광익 19세기
매일신문 19세기

20세기

혈의루 1906
귀의성 1906~1907
은세계 1908
치악산 1908, 1911
모란병 1909
화세계 1910~1911
구의산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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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단화 1911
두견성 1912
안의성 1912
금강문 1914
대한매일신보 20세기
경향보감 20세기
심청전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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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대표적으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정 의문문은 문장의 진릿값이나 청자
의 판단을 확인하는 성격의 의문문이고, 설명 의문문은 어떤 사태에 대해 화자가 모
르는 미지의 정보를 청자에게 요구하는 성격의 의문문이다. 언어 보편적으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은 억양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둘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기준은 의문사의 유무이다. 즉 문장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
이고, 문장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이다.

(1) 가. 점심 먹었어?
가′. 응. (점심 먹었어.) / 아니. (안 먹었어.)
나. 뭐 먹었어?
나′. 밥 먹었어. / 빵 먹었어. / 떡 먹었어.

(1가)는 판정 의문문이고, (1나)는 설명 의문문이며, (1가′, 나′)는 각각의 의문문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대답이다. (1가)의 판정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없고 청자에게 
진릿값을 판단하게 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청자는 ‘응, 아니’와 같은 말로 대답하게 
된다. (1나)의 설명 의문문에는 ‘뭐’라는 의문사가 있어, 청자는 의문사에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대답하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의 유무에 의해서 구분되
는 것이나, 과거의 한국어와 현대의 동남 방언과 제주 방언에서는 형태의 차이를 통
해서도 구분된다. 이는 문장의 의문사와 종결 형태가 일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1) 의문문의 유형은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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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통해서까지 이를 구분하는 것은 잉여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형태적 구
분은 다른 언어에서도 발견된다. 다음은 몽골어 의문문의 예이다.2)

(2) 가.     Ax        čin′     ir-sen   üü?
   elder brother  2Poss  come-Pfv  Q
   ‘너의 형이 왔느냐?’
나. End  nom   baĭ-gaa  yuu?
   here  book  be-Impfv  Q
   ‘여기에 책이 있습니까?’
다.    Či       margaaš     yaa-x     ve?
   you(Nom)  tomorrow  do what-Irs  Q
   ‘너는 내일 무엇을 할 거냐?’
라.   Či         xeden     nas-tai  (ve)?
   you(Nom)  how many  age-with  Q
   ‘몇 살이니?/몇 살이에요?’

(송재목 2003: 132)

(2가, 나)는 몽골어의 판정 의문문이고, (2다, 라)는 몽골어의 설명 의문문이다. 몽
골어의 판정 의문문에는 의문 표지 ‘uu/üü/yuu/yüü’가 나타나고, 설명 의문문에는 의
문 표지 ‘ve/be’가 나타난다. 설명 의문문의 ‘ve/be’는 종종 생략되기도 한다(송재목 
2003: 131).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외에, 의문문의 다른 유형으로 선택 의문문이 있다. 
선택 의문문은 둘 이상의 선택항 중 하나를 골라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성격의 의
문문이다.

1) 서정목(1987: 218)에서는 경남 방언의 의문문에 대해 논의하면서 ‘의문사의 [+WH] 자
질과 의문 문말 형식 ‘-고’, ‘-노’의 [+WH] 자질이 일치해야 하는’ 현상을 두고 ‘국어의 
WH-현상’이라고 하였다.

2) (2)에 제시된 약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Poss(second person possessive): 2인칭 소유
대명사. Pfv(perfective): 완결상. Q(interrogative): 의문. Impfv(imperfective): 미완결
상. Nom(nominative): 주격. Irs(irrealis): 비현실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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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밥 먹을래, 빵 먹을래?
가′. 밥 먹을래. / 빵 먹을래.
가′′. *응. / *아니.

선택 의문문은 (3가′′)처럼 ‘응/아니’와 같은 말로 대답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설명 
의문문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선택 의문문은 둘 이상의 판정 의문문이 병치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판정 의문문과 같은 것이다.3) 선택 의문문과 판
정 의문문의 공통점은 문장에 의문사가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둘은 종결 형태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 다음은 중세 한국어 선택 의문문의 예이다.

(4) 가. 釋迦牟尼 佛 보오시며 묻오샤 世尊이 病 져그시며 惱 져그샤 安樂行 
니가 아니가 度얌 직니 치샴 받오 수이 니가 
아니가
<법화경언해 5: 91b>

나. 合掌 恭敬야 地藏菩薩 묻 大士하 이 南閻浮提衆生이 命終 後에 
大小 眷屬이 爲야 功德 닷고 齋야 여러 善因 지매 니를면 이 命終
 사미 큰 利益과 解脫 得리가 몯리가
(合掌恭敬 問地藏菩薩言 大士 是南閻浮提衆生 命終之後 小大眷屬 爲修功德 
乃至設齋 造衆善因 是命終人 得大利益及解脫不)
<월인석보 21: 107b-108a>

다. 이 大施主의 功德이 하녀 져그녀
(是大施主所得功德寧爲多不)
<석보상절 19: 4a>

라. 이 善男子 善女人의 功德이 하리여 아니 하리여
(是善男子 善女人 功德多不)
<석보상절 21: 8b-9a>

3) 그러나 언어 유형론적으로 판정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이 항상 같은 부류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에서는 판정 의문문에만 의문 태그(interrogative tag) ‘吗(ma)’가 나
타나고, 설명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어의 의문문은 ‘吗(ma)’가 
나타나는 의문문과 ‘吗(ma)’가 나타나지 않는 의문문으로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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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安 便安 씨오 否는 便安티 아니 씨니 安否는 便安신가 아니신가 
논 마리라
<석보상절 11: 4a>

바. 우리 오 이 龍王 맛보리니 威力이 眞實로 우릴 이가 몯 이가 
(我等今日當試此龍王威力 爲審勝吾不乎)
<월인석보 25: 106b>

사. 모다 偈로 무로 그듸 엇던 사민다 呪術 힘가 龍 鬼神가
(卽共同聲說偈問曰 卿是何等人 爲是咒術力 爲是龍鬼神)
<월인석보 10: 29b>

(4)의 선택 의문문에는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는 판정 의문문에 나타났
던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의문형 종결 형태는 문장 안의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결정
되었던 것이다. 문장에 의문사가 없으면 주로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의문사
가 있으면 주로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종결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의문문은 사실 의문사가 
없는 유형(판정 의문문, 선택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유형(설명 의문문)으로 나뉘
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의문문에는 ‘설명 의문문’과 ‘비설명 의문문’이 있다고 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판정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을 포괄하는 개념
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판정 의문문’으로 대표하여 부른다. 즉 앞으로 논의될 ‘판정 
의문문’이라는 개념은 선택 의문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2.2. 의문사와 비한정사
   

의문사는 미지의 정보에 대하여 물음을 표시하는 단어이다. 모든 의문문에 의문사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의문사가 있다면 그 문장은 설명 의문문이 되므로, 의
문사는 의문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현대 한국어의 의문사와 과거의 한국어에 존재했던 의문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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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체언: ‘무엇, 뭐, 누구, 어디, 언제, 몇, 얼마’ 등
나. 용언: ‘어떠하-, 어떻-. 어떡하-, 어찌하-, 어쩌-’ 등
다. 부사: ‘어떻게, 어찌, 왜’ 등
라. 관형사: ‘무슨, 뭔, 어느, 어떤, 웬’ 등

(6) 가. 체언: ‘므슥, 므, 누, 어듸, 몇, 언마, 현마’ 등
나. 용언: ‘엇더-’ 등
다. 부사: ‘엇뎨, 어이, 어드리, 매’ 등
라. 관형사: ‘어느, 엇던, 현, 웬’ 등

(5)와 (6)은 의문사를 품사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현대의 의문사 중에는 품사 
통용을 보이는 것도 있으며 과거의 의문사도 마찬가지였다. (6가)의 ‘므슥, 므, 
몇’은 체언이면서 관형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므’류 의문사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는데, 체언적 특성은 ‘무엇, 뭐’ 등이 담당하고, 
관형사적 특성은 ‘무슨, 뭔’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 (6가)의 ‘어듸’는 체언이면서 부
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부사일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처소의 뜻을 나타냈으나, ‘어
찌’라는 뜻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6라)의 ‘어느’는 관형사이면서 부사와 체
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부사일 경우에는 ‘어듸’와 마찬가지로 ‘어찌’라는 뜻이었
고, 체언일 경우에는 ‘어느 것’이라는 뜻이었다. 한편 (6가)의 ‘누’는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누구’로 형태가 바뀌었는데, ‘누’에 의문 조사 ‘-고’가 결합한 ‘누고’가 음운 

4) 중세 한국어의 ‘아모’는 주로 비한정사로 나타났으나, 내포 의문절에서는 의문사처럼 기
능하는 특이한 성질이 있었다(박진호 2007: 141-142).

가. 하해셔 飮食이 自然히 오나 夫人이 좌시고 아모 라셔 온  모더시니 그 
後로 人間앳 차바  몯 좌시며
(天食自然 不復樂於人間之味)
<월인석보 2: 25b>

나. 져머셔 父母ㅅ 恩愛 일코 魂神이 아모 趣에 잇디 모며
(少失父母恩愛者 未知魂神在何趣)
<월인석보 21: 172b-1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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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거쳐 하나의 체언으로 남게 된 것이다.
과거의 의문문에 의문사가 나타나면 종결 형태로 ‘고’계 종결 형태를 요구하였다. 

이때 의문사의 작용역(scope)은 절 경계를 넘을 수 있었다. 즉 어떠한 종류의 복문
이라도 문장 안에 의문사가 있으면 종결 형태로는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야 했
다. 다음의 예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복문에서 의문사가 ‘고’계 종결 형태와 호응한 
것을 알 수 있다.

(7) 연결 어미 구문

가. 王이  무로 尊者ㅣ 어듸 가 부텨를 보시니고
<월인석보 25: 120a>

나. 다가 世間앳 사미 일로 갓로 사뎬 곧 世間앳 사미 므스글 가져 
正 사료
(若世閒人이 以此로 爲倒댄 卽世人이 將何爲正고)
<능엄경언해 2: 13a>

다. 阿難아 네 林園 보 므스글 因야 보미 잇뇨
(阿難아 汝矚林遠호 因何有見고)
<능엄경언해 1: 49a>

라. 내 모 엇뎨 드틀 티 디 몯관 내 아리 목수믈 일케 야뇨 시
더니
(今我身者 何不碎末如塵 乃令我子喪失身命)
<월인석보 21: 219b>

마. 무로 뉘 닐오 어마니미 이 잇다 더니고 對答호 釋迦牟尼佛이 
니시더라
(獄主問誰道阿孃在此 答言釋迦牟尼佛 道孃在此)
<월인석보 23: 82a>

(8) 명사절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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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엇뎨 호 想이라 거뇨
(云何作想)
<월인석보 8: 5b-6a>

나. 大衆 阿難이  부텻긔 묻오 내 이제 엇더호로 일후미 거즛 어즈러
우미고
(大衆阿難이 俱時問佛오 我今如何로 名爲矯亂이니고)
<능엄경언해 4: 127b>

(9) 관형사절 구문

가. 무로 釋迦牟尼佛이 스님 엇더시니고 對答호 本師 和尙이시고 나
 弟子 大目揵連이로라5)
(獄圭問師 釋迦牟尼佛 是師何眷屬 目連答言 便是本師和尚 我是弟子大目犍
連)
<월인석보 23: 82a-82b>

나. 엇더늬 리 太子ㅅ 妃子ㅣ 외려뇨
(何所王女宜太子妃)
<석보상절 3: 10b>

 (7~9)의 문장 안의 의문사는 연결 어미 구문 안에 있든, 명사절 안에 있든, 관형
사절 안에 있든 항상 절 경계를 넘어 종결 형태에까지 작용역을 미치었다. 

다음은 인용절 구문의 예이다.6)

(10) 평서문 인용절 구문

5) (9가)의 ‘엇더시니고’는 ‘엇더()-+-시-+-으니고’로 분석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질문에 대하여 청자가 ‘本師 和尙이시고’라는 계사 구문으로 대답하였으므
로, 질문도 계사 구문으로 보아 ‘엇더()-+-시-+-은#이+-이-+-고’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9가)의 ‘엇더시니고’에는 관형사절이 포함된 것이다.

6) 인용절 구문 중에는 의문문 인용절의 예도 있으나, 발견된 예가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예외의 모습을 보여 이곳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예는 3.4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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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내  아닌댄 반기 므스기라 일훔리고
(此ㅣ 非我心인댄 當名何等이리고)
<능엄경언해 1: 85a>

나. 王이 比丘 무로 부톄 아래 므스기라 니샨 마리 잇니고
(又白比丘言 佛未滅度時何所記說)
<석보상절 24: 16b-17a>

다. 조니려 므로 이 므스거슬 짓노라 야 서르 害뇨
(問左右言 此作何物 共相殘害)
<월인석보 22: 25a-25b>

(11) 명령문 인용절 구문

世尊하 두 소니 다 뷔어늘 므스글 노라 시니고
(吾今兩手俱空 更教放下箇甚麼)
<월인석보 7: 54_1a> 

 
(10~11)의 인용절 안의 의문사도 절 경계를 넘어 종결 형태에까지 작용역을 미치
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으면 어떠한 복문이라 할지라
도 모든 절 경계를 넘으면서 종결 형태와 호응이 이루어진다. 이는 과거의 한국어뿐
만 아니라 현대 동남 방언과 제주 방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의문사와 의미론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비한정사(indefinite word)가 
있다.7) 의문사와 비한정사 모두 화자가 어떤 대상을 한정하여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의문사는 화자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지칭하며, 비한정사는 화자가 정
체성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이 다르다(이은섭 2005: 47). 그
리고 의문사는 의문문에만 나타날 수 있지만, 비한정사는 의문문뿐만 아니라 평서문
이나 명령문 등의 다른 유형의 문장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의문사와 
비한정사는 의미와 특성이 분명히 다르지만, 둘은 대부분 같은 형태를 공유하기 때

7) ‘부정사’라는 용어도 쓰이나, 동음이의어인 ‘(동사의) 부정사(infinitive)’ 또는 ‘부정(否定, 
negation)’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한정사’라는 용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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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8) 이는 과거의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은 과거 한국어에 나타난 비한정사의 예이다. 김혜영(2006: 132-146)에서는 
한국어의 비한정사는 17~18세기를 전후하여, 이르면 16세기부터 나타났다고 하였
다.9)

(12) 가. 수울옷 됴티 아니커든 갑슬 갑디 말라 둘워 먹져 므슴 됴 새 잇거든 
져기 가져오라
(酒不好時 不要錢 將就喫的過 有甚麼好菜蔬 拿些箇來)
<번역노걸대 상: 63a>(1517)

나. 어듸셔 반가온 방울 소 구름 밧긔 들니더라
<악학습령: 465>(1713)

다. 쥬인아 내 말 드르라 몃 사미 문리예 득도얏거 너 엇디 
고 에 륜회다
(主人公아 聽我言라 幾人이 得道空門裡커 汝何長輪苦趣中고)
<초발심자경문: 40a>(1577)

라. 우리 텨 올리디 못니 어 나 댱방올 티기 니그니 보와 몬져 티게 
쟈
(咱打不上的 看那一個球兒老時 著先打)
<박통사언해 하: 36a>(1677)

마. 곳 텨도 내게 엇디홈이 업게  시니 뎌 도적이 와 侵邊 와 와 攻城
  기려 그저야 가 뎌를 拒禦홈을 각고져 말라
(便攻也無奈我何 不要等到那賊來侵邊時來攻城時 才要思量去拒禦他)
<오륜전비언해 8: 24a>(1721)

(김혜영 2006: 135-141)

(12)의 ‘므슴, 어듸, 몇, 어, 엇디-’는 평서문이나 명령문 등에서 비한정사로 나
8) ‘왜’와 같은 의문사는 ‘의문’의 뜻이 거의 없는 담화 표지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비한정

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9) 김혜영(2006: 136)에서는 ‘구름  볏 뉘도  적이 업건마 西山에  지다 니 눈물 

계워 노라 <악학습령: 13>’라는 문장에 비한정사 ‘뉘’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이 문장
의 ‘볏 뉘’는 명사 ‘볕뉘’의 선대형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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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예는 (12가)로 16세기 자료에서 발견된 것이다. 
(12다)의 경우 모절은 의문문이나, 종속절에 ‘몇’이 비한정사로서 나타난 것이다. 

한국어의 의문사와 비한정사는 형태가 같아도, 의미론적 특성은 분명히 다르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관찰하는 것은 의문사와 비한정사가 의문문에서 종결 형태와 
호응하는 모습이다. 의문문에서 ‘고’계 종결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의문사’이고, 형
태가 같은 비한정사가 나타나도 ‘고’계 종결 형태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오직 의문
사만이 ‘고’계 종결 형태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난 의문문에서 의문사로 보이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의문사가 아니고 비한정
사일 가능성이 있다.

2.3.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문장 구조의 형식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전달하는 뜻으로는 단언 진
술문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형식과 기능 사이의 불일치가 내재되어 있는 언
어 현상이다(김종현 2004: 123-124). 수사 의문문의 주요한 특징은 의문의 형식이
지만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반어적인 뜻으로 단언하거나 화자와 청자 모
두 알고 있는 정보를 굳이 말하여, 강조 용법의 평서문이나 감탄문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수사 의문문에 반대되는 개념은 순수 의문문으로, 정말로 의문점
이 있어 대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발화되는 의문문이다. 즉 수사 의문문과 순수 
의문문은 의미ㆍ화용론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앞서 설명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의 유무라는 통사론적 기준으로 구분되고, 과거의 한국어와 현대 일
부 방언에서는 형태론적으로도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수사 의문문과 순수 의문문과
는 구분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 의문문 중에는 판정 의문문인 것도 
존재할 수 있고, 설명 의문문인 것도 존재할 수 있다(박진호 2019: 16). 또한 의문
사와 비한정사 역시 수사 의문문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고 모두 나타날 수 있다.

(13) 가. 내가 그 일을 할 것 같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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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겠어? (설명; 의문사 포함)
다. 그 어려운 일을 누가(= 누군가) 하겠어? (판정; 비한정사 포함)

(13가)는 판정 의문문인 수사 의문문이다. 화자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다]라는 반어적 뜻을 표현하여 청자의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으나, 청자 입장에서는 
‘응, 할 것 같아 / 아니, 안 할 것 같아’와 같은 대답을 할 수도 있다. 문장에 의문사
가 없고 ‘응/아니’와 같은 말로 대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3가)는 판정 의문문으
로 분류된다. (13나)는 설명 의문문인 수사 의문문이다. 화자는 [그 어려운 일은 아
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발화하나, 이 역시 청자 입장에서는 ‘누가 하긴, 
철수가 하지 / 영희가 할 것 같은데’와 같은 대답을 할 수도 있다. 문장에 의문사가 
있고, 의문사에 상응하여 대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13나)는 설명 의문문으로 분류
된다. (13다)는 비한정사가 나타난 수사 의문문으로, 의문사가 없으므로 판정 의문
문으로 분류된다. (13나)와 (13다)는 문장의 형태는 같지만, 억양에서 차이를 보인
다. 이때 억양의 차이는 의문사가 나타난 ‘뭐 먹었어?’와 비한정사가 나타난 ‘뭐(= 
무언가) 먹었어?’의 억양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설명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초점
을 받으므로, 의문사에 강세가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13나)는 ‘누가’에 강세가 놓
이고 하강 억양이 나타나는 반면, (13다)는 ‘하겠어?’에 강세가 놓여 상승 억양이 
나타난다. (13나)와 (13다)는 결과적으로 같은 뜻을 내포하지만, 억양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두 문장에 나타난 요소는 서로 다른 것이다. 즉 수사 의문문에는 의문사와 
비한정사가 제약 없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좀 더 분명한 설명을 위해 형태로도 구분이 되는 동남 방언의 예를 제시한다. 동
남 방언에서는 과거의 한국어와 같이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종결 형태가 다르게 나
타난다.10) 이는 수사 의문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4) 가. 내가 그 일을 할 거 같나? (판정)
나. 그 어려븐 일을 누가 하겠노? (설명; 의문사 포함)
다. 그 어려븐 일을 누가(= 누군가) 하겠나? (판정; 비한정사 포함)

10) 동남 방언 및 종결 어미 ‘-나, -노’에 대한 설명은 3.5.1에서 자세히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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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 중부 방언을 동남 방언으로 바꾸면 (14)와 같다. (14나)는 문장에 의문사가 
있으므로 종결 형태로 ‘-노’가 나타나고, (14다)는 의문사가 없으므로 종결 형태로 
‘-나’가 나타난 것이다. 동남 방언에서의 형태 차이로 알 수 있듯이, 판정 의문문이
면서 수사 의문문인 것과 설명 의문문이면서 수사 의문문인 것 모두 존재할 수 있
다. 동남 방언에서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14나)의 문장이 선호될 수
는 있으나, (14다)의 문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수사 의문문은 의문사의 
유무, 곧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구분과 상관없이 의미ㆍ화용론적으로 구분되
는 유형이다.

의문형 종결 형태는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으므로 수사 의문문이
라는 의미ㆍ화용론적 조건은 이와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안병희
(1965)에서 의문사 호응 규칙의 예외가 특히 수사 의문문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언
급된 이후로, 수사 의문문과 의문사 호응 규칙 간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
루어져 왔다(배석범 1996, 박진완 1998 등).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
로 수사 의문문이라는 문장 유형을 중점적으로 살펴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
은 예외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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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정ㆍ설명 의문형 종결 형태의 시기별 변화

본 장에서는 역사 자료에 나타난 의문문을 시기순으로 검토한다. 그중 의문사와 
종결 형태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가장 이른 
시기인 고대 한국어부터 근대 한국어까지 의문형 종결 형태의 변화 양상을 총망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의문사 호응 규칙이 남아 있는 현대 일부 방언의 
모습까지 살핀다. 

3.1. 후기 중세 한국어 이전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한국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향가와 구결 자료 등이 
있다. 또한 고려가요를 통해 고려 시기의 한국어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 이전의 자료에서도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서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향가의 경우, 의문문의 종결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11)

(15) 가. ‘가’계 종결형: 去(ㄹ가)
나. ‘고’계 종결형: 尼叱古(닛고), 理古(리고), 焉古(언고), 根古(큰고)

다음은 향가에서의 예이다.12) 

11) <원왕생가>의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遣’을 김완진(1980)에서는 ‘라리 엇뎨역 
西方장 가시리고’로 해독하여, ‘里遣’을 ‘리고’라는 의문문 종결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황선엽(2002a, 2006)과 장윤희(2005)에서는 ‘遣’을 ‘견’이라는 연결 어미로 보아야 한다
고 하였다. ‘遣’은 훈으로나 음으로나 ‘고’로 읽기에는 무리가 있고, 석독 구결의 ‘-
(견)’과의 연관성을 보면 ‘견’으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견
해를 따라 ‘里遣’을 의문문 종결형으로 보지 않는다.

12) 향가 해독은 대체로 김완진(1980)의 논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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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阿邪此身遺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원왕생가>

가′. 아야 이 모마 기텨 두고 四十八大願 일고실가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四十八大願) 이루실까?]

나. 伊羅擬可行等 嫉妬叱心音至刀來去
<수희공덕가>

나′. 아야 뎌라 비겨 녀 嫉妬ㅅ  니를올가
[아아, 저처럼 견주어 가면 질투의 마음 이르러 올까?]

다. 二兮隱吾下於叱古 二兮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
古
<처용가>

다′. 두른 내해엇고 두른 누기핸고 본 내해다마 아 엇디리고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다만, 앗은 것을 어찌하
겠는가?]

라. 阿邪也吾良遺知支賜尸等 於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도천수관음가>

라′. 아야여 나라고 아실 어드레 올 慈悲여 큰고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 어디에 쓸 자비라고 큰고?]

(16가, 나)는 판정 의문문이고, (16다, 라)는 설명 의문문이다. 판정 의문문에서는 
‘去(ㄹ가)’로 문장이 끝났고, 설명 의문문에는 ‘誰支(누기), 何如爲(엇디), 於冬矣
(어드레)’라는 의문사가 있어 ‘焉古(언고), 理古(릿고), 根古(큰고)’로 문장이 끝났
다.

이와 같이 향가의 의문문에서도 종결 형태는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그런데 <제망매가>에서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은 예가 발
견된다. 이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 중 가장 이른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17) 가.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 21 -

<제망매가>
가′. 나 가다 말 몯다 니르고 가닛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갑니까?]

(17가)에서는 종결형으로 ‘尼叱古(닛고)’가 나타났으나 이와 호응을 이루는 의문사
가 없다.13) 

다음은 고려가요에서의 예이다. 고려가요는 주로 ≪악장가사≫, ≪악학궤범≫ 등
에 기록되어 전래되었다.14) 고려가요에서도 의문형 종결 형태는 구분되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18) 가. 니미 나 마 니시니가
<정과정>

나. 긴히 아즐가 긴힛 그치리가 나 … 信잇 아즐가 信잇 그츠리가 
나
<서경별곡>

다. 잠 간 내 니믈 너겨 깃 열명 길헤 자라 오리가  … 이러쳐 뎌러쳐 이
러쳐 뎌러쳐 期約이가
<이상곡>

라. 조롱곳 누로기 와 잡와니 내 엇디 리고
<청산별곡>

마. 둘흔 내 해어니와 둘흔 뉘 해이니오
<처용가>(고려가요)

바. 耿耿 孤枕上애 어느 미 오리오

13) 이 문장에서 의문사를 찾아내어 호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창원
(1995: 418-419)에서는 앞의 구절의 ‘有何米’를 ‘有何’와 ‘米’로 분석하고, ‘米’를 의문 
부사 ‘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신재홍(2002: 209-222)에서는 끊어 읽기를 
달리하여 ‘都毛如’를 ‘아모다’로 읽었는데, 이를 ‘아무렇다, 어떻다’라는 뜻으로 풀이하였
다.

14) ≪악학궤범≫에는 <정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악장가사≫에는 <서경별곡>, <이상
곡>, <청산별곡>, <처용가>(고려가요), <만전춘 별사>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악장
가사≫는 본래 15세기 문헌이나 초간본이 전해지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8세기에 
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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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전춘 별사>
사.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청산별곡>

(18가~다)는 판정 의문문이고, (18라~사)는 설명 의문문이다. 대부분의 의문문에
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으나, 고려가요에서도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
외가 있다.

(19) 가. 벼기더시니 뉘러시니가
<정과정>

나. 벼기더시니 뉘러시니가 뉘러시니가
<만전춘 별사>15)

(19가, 나)에는 ‘누’라는 의문사가 있으나 종결 형태로는 ‘-으니가’가 나타나 의문
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리고 가시리잇고 나 … 날러는 엇디 살라 고 리
고 가시리잇고 나
<가시리>

한편 (20)의 <가시리>의 경우, 앞의 구절만 보면 의문사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
태가 나타났으므로 예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사 전체를 보면 의문사 호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뒤에는 ‘날러는 엇디 살라 고 리고 가시리잇고 
나’이라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진 문장이 있다. 이 완전한 문장이 가사 특성상 
일부분이 끊겨서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앞에서 나타난 것이다.

다음은 구결에서의 예이다. 구결의 의문형 종결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5) <만전춘 별사>는 (19나)뿐만 아니라 ‘넉시라도 님을 ’라는 구절도 <정과정>과 동

일한데, <정과정>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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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석독 구결의 의문형 종결 형태

 
<표 2> 음독 구결의 의문형 종결 형태

석독 구결과 음독 구결 자료에서도 의문형 종결 형태는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다음은 석독 구결의 예이다.16) 

(21) 석독 구결

가. 第一義 中 世諦 有  不
<구역인왕경 14: 18_2>

16) 석독 구결 자료의 해석은 대체로 장경준 편(2019)을 따랐다.

 높임 非높임
‘가’계 
종결 
형태

(-리아) (-ㄹ가) (-아)

‘고’계
종결 
형태

(-ㄴ이앗고);
(-리앗고)

(-리고),
(-리오) (-ㄹ고) (-고),

(-오)

    높임 非높임

‘가’계
종결 
형태

()(-니가), 
()(-니가)

(-니아),
(-니아),
(-니아);
(-리아),
(-리아)

(-ㄴ가),
(-ㄴ가);
(-ㄹ가),
(-ㄹ가)

(-가), (-가),
(-가), (-아),
(-아), (-아)

‘고’계
종결 
형태

()(-니고); 
()(-리고)

(-니오);
(-리오),
(-리오)

(-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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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의(義)’의 가운데에 세제(世諦)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
은 것입니까?]

나. 彼 正法 受用 而 轉 知 恐 資緣 乏 是 
如 所受 正法 退失 
<유가사지론 3: 15-17>
[(그들은) 그가 정법을 수용하여서 전하는 줄을 알아, 두려워하는 바는 ‘자
연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받은 바 정법을 잃을 것인가?’ 하는 까닭으로]

다. 現在 幾 佛 {有} 住 幾 聲聞 辟支佛 住
 幾 衆生 住 
<화엄경소 7: 18-19>
[현재에는 얼마만큼의 부처가 계시어 머무르시며, 얼마만큼의 성문 벽지불이 
머무르며, 얼마만큼의 중생이 머무른 것인가 하는 것과]

라. 何 法 最 初 在 何 法 最 後 在 
<화엄경소 8: 3>
[어느 법이 가장 처음에 있으며, 어느 법이 가장 뒤에 있겠는가 하는 것과]

마. 一 二{之} 義 其 事 云何
<구역인왕경 14: 19-20>
[하나이며 둘인 뜻은 그 일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 佛子 何 {等} 菩薩摩訶薩 聞藏{爲}
<화엄경소 1: 3>
[불자야, 어느 것과 같은 것을 보살마하살의 문장(聞藏)이라 하는 것인가 하
면]

사. 云何 十方 諸 如來 一切 菩薩 文字 離 不 而 
諸 法相 行 
<구역인왕경 15: 21-22>
[어찌 십방(十方)의 모든 여래(如來)이니 일체 보살이니 하는 이가 문자를 
여의지 않고 모든 법상(法相)에 행하신다 합니까?]

아. 何 {於}此 而 慈忍 生 容 
<자비도량참법 21: 20-21>
[어찌 이들에게 자비와 인내를 베풀 수 있겠는가 한다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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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가~나)는 판정 의문문으로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21다~아)는 설명 의
문문으로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다음의 음독 구결의 예이다.

(22) 음독 구결

가. 今在室中 唯滿一室 爲復此見 縮大爲小
<능엄경 2: 17a_5>

나. 亦有衆生 在此堂中 不見如來 見堂外者
<능엄경 가람문고본 1: 11b_4>

다. 如是之妙相 昔所未聞見 爲大德天 生 爲佛 出世間
<법화경 3: 36b_6>

라. 但擧後喩 恐謂覺 本非淨 性 本有生 成雜染見 
<남풍현본 능엄경 4: 9a_12>

마. 今汝 且觀 現前六根 為一 為六
<능엄경 4: 24a_11>

바. 敢問如来 一切衆生 何因 有妄 自蔽妙明 受此淪溺

<능엄경 4: 14b_14>

사. 而我見性 尙無有止 誰爲搖動
<능엄경 가람문고본 1: 25a_17>

아. 如我 今㑹 與汝 宣揚微妙法門 汝之六根 誰来領受
<능엄경 남풍현본 4: 51a_13>

자. 知妄 所起 可說因緣 不知所起 因緣 何有
<능엄경 남풍현본 10: 19a_6>

차. 開眼 見明 何不見面 若不見面
<능엄경 가람문고본 1: 13b_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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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가~마)는 판정 의문문으로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22바~차)는 설명 의
문문으로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석독 구결 자료에는 의문문 자체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지, 예외가 발견되
지 않았다. 그러나 음독 구결 자료에서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가 발
견된다. ≪법화경≫과 ≪능엄경≫ 구결 자료의 예외를 후대의 언해 자료와 비교해 
보이며 다음과 같다.17)

(23) 가. 昔 五百應眞 各解佛言 而問 誰堂佛意
<법화경 3: 46a_10>

가′. 昔에 五百應眞이 各解佛言와 而問오 誰當佛意고 야
가′′. 녜 五百 應眞이 各各 부텻 말 아와 묻오 뉘 부텻 데 當니고 

야
<법화경언해 3: 156b>

(23가)에는 의문사 ‘誰’가 있으나 종결 형태로는 ‘(-가)’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3가′, 가′′)에는 종결 형태로 ‘-고’와 ‘-으니
고’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

(24) 가. 離見 別有 應非眼矚 云何眚人 目 見圓影

<능엄경 기림사본 2: 21b> 

가′. 離見고 別有 거시면 應非眼矚이어시니 云何眚人이 目애 見圓影뇨
가′′. 보 여희오 各別히 잇 거시면 반기 누네 뵈디 아니리어시니 엇뎨 

眚 사미 누네 두려운 그리메 보뇨
<능엄경언해 2: 82a>

(24가)에는 의문사 ‘何’가 있으나 종결 형태로는 ‘(-니아)’가 나타나 의문사 호
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4가′, 가′′)에는 종결 형태로 ‘-으뇨’가 나타나 
17) (23~27)의 구결문(′)과 언해문(′′)은 모두 각각의 같은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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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

(25) 가. 將欲滅之 以何 爲要耶
<법화경 소곡본 2: 40b>

가′. 將欲滅之ㄴ댄 以何爲要耶오
가′′.  滅코져 홀 뗸 므스그로 要 사료

<법화경언해 3: 139a>

(25가)에는 ‘以何’에 의문사가 있으나 종결 형태로는 ‘(-아)’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5가′, 가′′)에는 종결 형태로 ‘-고’와 ‘-으료’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

(26) 가. 灼非法華 况有道記 果記之異
<능엄경 남풍현본 1: 3a_15>

가′. 灼非法華ㅣ어늘 况有道記와 果記之異녀
가′′. 번드기 法華ㅣ 아니어늘 며 道記와 果記와 달오미 잇거니녀

<능엄경언해 1: 17a-17b>

(26가)에는 의문사가 없으나 종결 형태로는 ‘(-ㅅ고)’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8) (26가′, 가′′)에는 ‘-(이)녀’가 나타나 의문형 종결 형태로 
문장이 끝나지 않게 되었다.

(27) 가. 富樓那 又汝 問言 地水火風 本性 圎融 周徧法界 
疑水火性 不相陵滅 
<능엄경 4: 10a_15>

가′. 富樓那아 又汝ㅣ 問言호 地水火風이 本性이 圓融야 周徧法界ㄴ댄 疑水
火性이 不相陵滅오 며

18) 단, ‘況’을 ‘엇뎨 며’로 읽었다면 문장에 의문사가 있는 것이 된다. ‘況’의 특성과 언
해 양상에 대해서는 3.2.에서 설명된다.



- 28 -

가′′. 富樓那아  네 무러 닐오 地水火風이 本性이 圓融야 法界예 周徧
딘댄 水火性이 서르 侵勞야 滅티 아니류 疑心며
<능엄경언해 4: 39a>

(27가)에는 의문사가 없으나 종결 형태로는 ‘(-오)’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27가′, 가′′)에서도 종결 형태로 ‘-고’와 ‘-으류’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3)을 제외한 (24~27)은 수사 의문문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 이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문문의 예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
으나,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어 나타나는 규칙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그
러나 이 시기부터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예뿐만 아니라,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 또한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의 의문사 호응 규
칙이 고대 한국어 이전, 더 이른 시기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3.2. 15세기
   
고대 한국어에도 존재한 의문사 호응 규칙은 15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대부분의 의문문에서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5세기 자료에
서도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가 발견된다. 이 절에서는 15세기의 의문
문 중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와 그 환경을 검토한다.

후기 중세 한국어의 의문형 종결 형태 중,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을 구분하여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19)

19) 본 연구에서는 매개 모음 ‘으’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미는 기저형에 ‘으’를 표기하였다. 
(28)의 종결 어미 대부분은 매개 모음이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야쎠’체의 어미는 매
개 모음이 확실히 나타나는 예가 문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야쎠’체의 어미 역시 기원
적으로 ‘-으니-’ 또는 ‘-으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매개 모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
로 보아 ‘으’를 표기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계 종결 형태와 ‘고’계 종결 형태 사이에 빗금(/)을 넣어 표
기하지 않는다. 빗금을 넣는 것은 두 요소를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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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 ‘쇼셔’체: -으니가, -으니고; -으리가, -으리고; -가, -고
나. ‘야쎠’체: -으닛가, *-으닛고; -으릿가, *-으릿고
다. ‘라’체: -으녀, -으뇨; -으려, -으료
라. ‘-은가, -을가’류: -은가, -은고; -을가, -을고
마. 의문 조사20): -가, -고

(28나)의 ‘야쎠’체의 종결 형태 중 ‘*-으닛고’와 ‘*-으릿고’는 문증되지 않는데, 
‘-으닛고’로 적힌 것이 16세기 문헌 <선가귀감>에서 발견되기는 한다.

(29) 有僧ㅣ 趙州和尙 問오 어 이 祖師 西來샨 디닛고
<선가귀감: 12a>(1569)

 
그러나 (29)의 문장의 종결 형태는 ‘*-으닛고’가 아니라 형태 변화를 겪은 ‘쇼셔’
체의 ‘-으니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안병희 1965: 64). (29)는 화자 유승(有
僧)이 청자 조주화상(趙州和尙)에게 한 말인데, 다른 대목에서 같은 화자가 같은 청
자에게 말한 ‘有僧ㅣ 趙州和尙 問오 狗子還有佛性也無엇가 <선가귀감: 
15a>’에서는 ‘쇼셔’체가 사용되었다.21) 또한 이 문헌이 16세기 후반 자료인 것을 

만약 ‘가’계 종결 형태와 ‘고’계 종결 형태가 이형태 관계였다면 ‘통사론적으로’ 조건되어 
교체하는 이형태였을 것이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의 두 종결 형태가 통사론적으로 조건되
어 교체하였는지, 더 나아가 이형태 교체에 있어서 통사론적으로 조건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한다. 통사론적으로 조건되는 교체를 지지하는 논의로는 서
정목(1987), 김유범(2001, 2008, 2017), 김건희(2014), 최명옥(2017), 양정호(2021) 
등이 있고, 부정하는 논의로는 고영근(2005), 이홍식(2012), 이진호(2015), 이영제
(202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사론적으로 조건되는 교체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
해서는 보류하는 입장을 취하며, 따라서 빗금을 사용한 표기를 하지 않는다.

20) 의문 조사 ‘-가, -고’의 범주에 대해 ‘의문 보조사’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가, 
-고’를 의문 ‘보조사’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가, -고’가 체언
과 결합하여 ‘체언+조사’의 구성이 의문문의 서술어로 기능하였는데, 이렇게 체언을 서술
어로 만드는 기능은 보조사가 아닌 격 조사가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 -고’가 보
조사가 아닌 것은 분명해지지만, 대신 ‘-가, -고’를 서술격 조사라고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현대 한국어의 ‘-이-’ 역시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가, -고’를 중립적인 용어인 ‘의문 조사’로 부른다.

21) ≪선가귀감 송광사판≫ 중간본(1610)에는 종결 형태가 ‘엇가’로 적혀 있는데, ‘잇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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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으니고’가 형태 변화를 겪게 되어 ‘-으닛고’로 적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선가귀감>의 ‘*-으닛고’는 사실 ‘쇼셔’체이고, 이밖의 다른 자료에
서 ‘야쎠’체의 ‘*-으닛고’는 문증되지 않는다.22)

이처럼 ‘야쎠’체에는 ‘*-으닛고’와 ‘*-으릿고’가 없어 ‘-으닛가’와 ‘-으릿가’와 
같은 ‘가’계 종결 형태만 존재하였다. 그리고 설명 의문문에도 ‘가’계 종결 형태가 나
타났기 때문에, ‘야쎠’체 설명 의문문은 모두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을 보인다.

(30) 가. 須達이 護彌려 무로 主人이 므슴 차바 손 녀 노닛가
(思惟所以不能了知 而問之言 長者今暮 躬自執勞 經理事務 施設供具)
<석보상절 6: 16a>

나. 다시 무로 엇뎨 부톄라 닛가 그 들 닐어쎠
(重問之言 云何名佛 願解其義)
<석보상절 6: 16b>

다. 須達이  무로 엇뎨 쥬라 닛가
(須達問言 云何名僧)
<석보상절 6: 18a>

라. 그 리 닐오 엇더닛가 그듸 나 미드시니 몯 미드시니
(婦言 何如 汝信我不)
<월인석보 22: 57b>

즉 ‘야쎠’체에서는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규칙이 15세기 이전에 사라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15세기 자료에서 이미 ‘야쎠’체는 ‘가’계 종결 형태만이 남아 나
타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규칙이 사라지게 되
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다.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2) 또한 ‘야쎠’체의 ‘*-으릿고’도 문증되지 않는다. 허웅(1989: 163)에서는 ‘부뫼 다 늘

그니 어 시저 주글 줄 알릿고 <순천김씨언간 55: 15>’에서 ‘*-으릿고’가 발견된다
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 ‘알 것고’인 것으로 보인다(서태룡 1996: 73).



- 31 -

반면에 ‘야쎠’체가 아닌 의문문은 15세기에도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모습을 보
였다.

(31) ‘쇼셔’체

가. 婆羅門이 安否 묻고 닐오 舍衛國에  大臣 須達이라 호리 잇니 아
시니가
(時婆羅門 問訊起居 安和善吉 舍衛國王 有一大臣 字曰須達 輔相識不)
<석보상절 6: 14b-15a>

나. 王이  太子  夫人곰 맛디샤 졋 머겨 기르라 시면 아리 아니리
가
(王今可以一太子與一夫人 令其乳哺 非其子耶)
<석보상절 11: 33b>

다. 世尊ㅅ 安否 묻고 니샤 므스므라 오시니고
(遣上人來欲何所爲)
<석보상절 6: 3a>

라. 王  太子 하 스스어시니 내 어드리 치리고
<석보상절 3: 10a>

(32) ‘라’체

가. 그저긔 光有聖人이 勝熱婆羅門 比丘려 무르샤 沙羅樹王이 八婇女 보낼 
나래 앗가 디 업더녀
<월인석보 8: 91b>

나. 行者ㅣ 곧 道明의 오  보시고 衣鉢을 돌 우희 더디고 니샤 이 오 
信 表니 어루 힘로 토려 그듸 가져 가 므던히 너기노라
<남명집언해: 50b>

다.  臣下ㅣ 王  太子ㅣ 져머 겨시니 뉘 기려뇨
(或有說言 太子年幼 誰能養育)
<석보상절 3: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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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迦葉이 닐오 내 큰 스니미 마 涅槃시니 어느 로 바 머그료
(迦葉答言 我之大師已入涅槃 我有何情安此待食)
<석보상절 23: 41b>

(33) ‘-은가, -을가’류

가. 도긴가 너겨며 모딘 귀신가 너겨 두리여 혜다가
(便起賊想 或起惡鬼之想 尋時驚怖 四散馳走)
<석보상절 11: 34b-35a>

나. 窮子ㅣ 두리여 그기 이 念 호 이 王이며 大臣이라 다와다 브릴가 저허 
리 거늘
<원각경언해 서: 47a>

다. 金 붇 자샤 글 쓰시며 무르샤 므슴 그를 쵸려 시고
(問師選友 今師何書而相教乎)
<석보상절 3: 8b>

라.  어느 時節에 다시 릴고 자보로 아 迷며 갓라 妄히 輪廻 보다
가
(又執何時예 更翳로 以喩比來예 迷倒야 妄見輪迴다가)
<원각경언해 상2-3: 27b>

(34) 의문 조사

가. 이 賞가 罰아
(是 賞耶아 罰耶아)
<몽산법어: 53b>

나. 얻는 藥이 므스것고
(所求藥草爲是何物)
<석보상절 11: 19a>

(31~34)와 같이 15세기에는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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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었다. 그러나 15세기 자료에서도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가 다
수 발견된다. 우선 수사 의문문에서 예외가 자주 발견된다는 논의를 검토하기 위하
여, 수사 의문문의 예부터 확인한다. 다음은 15세기 수사 의문문의 예이다. 

(35) ‘쇼셔’체 수사 의문문

가. 一切 百姓이 王 울워 살어늘 어  婬女 爲야 다 리고 가시
니가
(一切萬姓視汝而活 爲一婬女云何捐棄)
<월인석보 7: 17b>

나. 닐굽 부텨 爲 이 해 精舍 지 어느 부텻긔 恭敬이 덜리가
<월인천강지곡: 62a (기169)>

다. 오직 生員이 大學애셔 飮食고 妻子 울워러 사롤  업니 뎨 엇뎨 
매 요미 업스리가
(但生員이 廪食於太學고 而妻子 無所仰給니 彼寜無所累於心乎ㅣ리잇
가)
<내훈 2 하: 62a>

라. 내 方便으로 아리 시러 나게 호려 니 이 因緣으로 虛妄이 업스니 엇뎨 
며 長者ㅣ 제 쳔 가며루미 그지업슨  아라 諸子 饒益코져 야 
가지로 大車를 주미가
(我以方便으로 令子得出호려 니 以是因緣으로 無虛妄也니 何況長者ㅣ 
自知財富ㅣ 無量야 欲饒益諸子야 等與大車ㅣ가)
<법화경언해 2: 80a>

마. 내 이제 겨집 업서 다  암 어뎃거늘 내야 주라 시니고
<월인석보 7: 17b> 

바. 臣下ㅣ 各各  디 쓰며 아니 쑤믈 議論리고
<삼강행실도 런던본 충신도: 24a>

(35가)는 [다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35나)는 [어떤 부처님께도 공경(恭敬)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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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35다)는 [마음에 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35라)
는 [그런 이유로 큰 수레[大車]를 준 것이 아닙니다], (36마)는 [내어 주라 하지 
마십시오], (36바)는 [의논(議論)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뜻을 내포한 수사 의문
문이다. (35가~라)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35마~바)
에는 의문사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36) ‘라’체 수사 의문문

가. 다가 그러면 엇뎨 菩薩이  貪愛 이실 生 受녀 리 이실가 저
흐실 아래 通야 니샤
(若爾면 云何菩薩이 亦有貪愛故로 受生邪아 故로 下애 通云샤)
<원각경언해 하 1-1: 36b>

나. 至極 孝道앳 行 親 便安호미 爲頭니 이제 조 災變을 맛나 穀食 
갑시 두 倍ㄹ 밤나 分別야 안며 누우믈 便安히 몯거늘 外戚 封호
 몬져 호려 야 慈母의 拳拳 거스로려 뇨
(夫至孝之行은 安親이 爲上이니 今에 數遭變異야 穀價ㅣ 數倍 憂惶晝
夜야 不安坐臥ㅣ어 而欲先營外封야 違慈母之拳拳乎오)
<내훈 2 상: 54a-54b>

다. 阿難아 다가 諸世界예 一切 잇 거시 그 中에 픐닙과 실 조매 니르러
도 그 根元을 묻건댄 다 體性이 이시며 비록 虛空이라도  일훔과 왜 
잇거니 며 淸淨며 微妙히 조  미 一切ㅅ 맷 性이로 
제 體 업스리오
(阿難아 若諸世界예 一切所有ㅣ 其中에 乃至草葉縷結이라도 詰其根元컨댄 
咸有體性며 縱令虛空이라도 亦有名貌커니 何況淸淨妙淨明心이 性一切心호
 而自無體리오)
<능엄경언해 1: 87b>

라. 富樓那아  네 무러 닐오 地水火風이 本性이 圓融야 法界예 周徧딘
댄 水火性이 서르 侵勞야 滅티 아니류 疑心며
(富樓那아 又汝ㅣ 問言호 地水火風이 本性이 圓融야 周徧法界ㄴ댄 疑水



- 35 -

火性이 不相陵滅오 며)
<능엄경언해 4: 39a> (= 27라′′)

(36가)는 [보살은 탐애(貪愛)가 없다], (36나)는 [자애로운 어머니[慈母]의 권권
(拳拳)을23) 거스르면 안 된다], (36다)는 [스스로의 체(體)가 있을 것이다], (36
라)는 [수성과 화성[水火性]이 서로 침로(侵勞)하여 멸할 것이다]라는 뜻을 내포한 
수사 의문문이다. (36가)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36
나~라)에는 의문사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36가)는 내포절에 의문
사 ‘엇뎨’가 있어 내포절의 종결 형태가 ‘고’계 종결 형태, 곧 ‘受뇨’로 나타나야 
하는데 ‘受녀’로 나타난 것이다. (36마)는 3.1.에서 음독 구결 자료의 예외를 설
명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종결 형태 ‘-으류’가 나타난 것이 특이한데, 
‘-으류’는 ‘-으료’가 형태 변화를 겪은 것으로 ‘고’계 종결 형태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된다.

(37) ‘-은가, -을가’류 수사 의문문

가. 마리 갓시고 누비옷 니브샤 붓그료미 엇뎨 업스신가
<월인천강지곡: 44a (기120)>

나. 金銀 그르세 담온 種種 차반이러니 비론 바 엇뎨 좌시가
<월인천강지곡: 44b (기122)>

다. 香水예 沐浴더시니 草木 서리예 겨샤 므슴 믈로  시스시가
<월인천강지곡: 45a (기124)>

라. 아  劫을 브터 이 長者ㅣ 發心 너버 어느 劫에 功德이 져가
<월인천강지곡: 62a (기169)>

(37가)는 [부끄러움이 있으실 것이다], (37나)는 [빌어 얻은 밥을 자시지 못할 것
이다], (37다)는 [원래 향수(香水)에서 목욕하셨으므로, 어떤 물로도 때를 씻지 못

23) 권권(拳拳): 참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지키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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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것이다], (37라)는 [어떤 겁(劫)에도 공덕(功德)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
을 내포한 수사 의문문이다. (37)에는 모두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
타났다. 

(35라)와 (36다)는 원문에 ‘何況’이 있고 언해문에는 ‘(엇뎨) 며’가 있는 수
사 의문문이다. ‘何況’ 또는 ‘況’은 ‘하물며’라는 뜻으로, 중세 한국어에서 주로 ‘
며’로 언해되었다. 그리고 ‘며’로 언해된 문장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 종결 형태
로는 ‘가’계 종결 형태인 ‘-으려, -이니가’가 주로 나타났다.24)   

(38) 가. 며 어버 내야 주며 가시며 子息이며 죠 주며 와 비 사 
주리여
(何況能與 父母妻子 奴婢作使 及來乞者)
<석보상절 9: 12a> 

나. 이 사 功德이 그지 업스며  업스니 이 施主ㅣ 衆生그 一切 즐거
 것 布施 만 야도 功德이 그지업스니 며 阿羅漢果 得긔 호미
니가
(是人功德甚多 無量無邊 若是施主 但施衆生一切樂具 功德無量 何況令得阿羅
漢果)
<석보상절 19: 4a-4b>

그런데 간혹 ‘何況’이 ‘엇뎨 며’로, 축자적으로 언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
우에는 종결 형태로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
24) 의문형 종결 형태는 아니지만, ‘며’ 수사 의문문 구문에서 종결형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난 것은 ‘-이녀’였다.
가. 머리며 누니며 손바리며 모맷 고기라도 비 사 주리어니 며 녀나 쳔랴

녀
(漸次尚能以頭目手足血肉身分 施來求者況餘財物)
<석보상절 9: 13a>

나. 이런 菩薩 일후믈 드러도 그지업슨 福 어드리어니 며 외 보미녀
(如此菩薩 但聞其名獲無量福 何況諦觀)
<월인석보 8: 3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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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었다.

(39) 가. 엇뎨 며 迦葉佛ㅅ 三藏敎迹 一切 經典을 다리고
(何況容受迦葉佛三藏教跡一切經典邪)
<월인석보 25: 46a>

나. 本來 몯 보논 거시어니 엇뎨 며 드로 得리고
(本所不見이어니 何況得聞이리고)
<능엄경언해 4: 3b>

다. 이 樂은 受리 업스며  受티 아니리 업스니 엇뎨  體 다 用 일훔 
이시며 엇뎨 며 다시 涅槃의 諸法을 禁야 굿블여 永히 나디 아니케 
호 니리오
(此樂은 無有受者며 亦無不受者니 豈有一體五用之名이며 何况更言涅槃
의 禁伏諸法야 令永不生이리오)
<육조보단경언해: 90a-90b>

라. 舍利弗아 十方 世界 中에 오히려 두 乘이 업거니 엇뎨 며 세히 이시리
오
(舍利弗아 十方世界中에 尙無二乘커니 何况有三이리오)
<개간법화경언해 1: 63a>

즉 ‘何況’은 의미론적으로는 의문사가 아니나, 축자적으로 언해할 때는 의문사로 여
겨지기도 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단어였다. 그런데 ‘何況’이 ‘엇뎨 며’로 언해되었
을 때 종결 형태로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난 예외가 발견된다. 그리고 반대로 ‘何
況’이 ‘며’로 언해되었을 때 종결 형태로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난 예외도 발견
된다. 그러한 예들이 앞서 언급한 (35라)와 (36다)이다. (35라)와 (36다) 모두 원
문에는 ‘何況’이 있으나, (35라)에서는 ‘엇뎨 며 … 주미가’로 언해되고, (36
다)에서는 ‘며 … 업스리오’로 언해되었다. 또한 (26가)의 음독 구결에서는 ‘況 
… ’으로 종결 형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況’ 또는 ‘何況’은 ‘며’로 언해되기도 하고 ‘엇뎨 며’로 언해되기도 하면
서, 의문사와 의문사가 아닌 것의 경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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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況’과 ‘何況’가 있는 문장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
한 것으로 짐작된다.

수사 의문문의 예 중에는 문장에 있는 것이 의문사인가 비한정사인가에 따라 해
석이 달라지는 것이 있다.

(40) 가. 揚子江南 리샤 使者 보내신 七代之王 뉘 마리가
(揚子江南 忌且遣使 七代之王 誰能禦止)
<용비어천가 3: 13b-14a>

나. 셟고 애븐 디여 누를 가가 사이라도 만 몯호다
<월인천강지곡 상: 52a (기143)>

다. 과 와 현맨 알리오 어느 누를 더브르시려뇨
<월인천강지곡 상: 19a (기52)>

(40가)는 [… 칠대지왕(七代之王)을 누가 막겠습니까?]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수사 의문문의 ‘누’는 2.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의문사일 수도 있고, 비한정사일 
수도 있다. ‘누’가 의문사인데 ‘가’계 종결 형태인 ‘-으리가’가 나타난 것이라면 
(40가)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일 것이다. 그러나 ‘누’가 비한정사로
도 해석될 수 있고, 그러므로 종결 형태로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
다. (40나)는 [서럽고 애달픈 뜻이야 누구를(누구와) 비교할까?]라는 뜻으로 해석
되는데, 이 문장의 ‘누’ 역시 의문사일 수도 있고 비한정사일 수도 있다. (40다)는 
앞의 두 예와 성격이 다르다. (40다)에 연결 어미 ‘-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면, 이 문장은 [종과 말이 얼마나 있은들, (그 사람이) 알겠느냐?]라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보절에 있는 ‘현마’는 비한정사일 것이므로, ‘고’계 종결 형
태인 ‘-으리오’가 나타난 이 문장은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러나 ‘현맨’을 연결 어미 ‘-은’이 포함된 것이 아닌, ‘현마+-이-+-은#+-
을’과 같은 형식 명사 구성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종과 말이 
얼마 있는 것을/있는지를 (그 사람이) 알겠느냐? (모를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 이



- 39 -

렇게 해석하여도 문장이 수사 의문문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때의 ‘현마’는 의문
사가 된다. 곧 의문사 ‘현마’가 있는 문장에 ‘고’계 종결 형태인 ‘-으리오’가 나타났
으므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진 것이 된다.

(40)의 문장들에 있는 것이 의문사인지 비한정사인지 분명히 밝힐 수 없으나, 그
것이 비한정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40)의 문장들에 있는 것이 비
한정사라면, 15세기부터 한국어에 비한정사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의문문의 
의문사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25) 

이상으로 수사 의문문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를 살펴보았다. 그
러나 예외가 수사 의문문에서만 발견된 것은 아니며, 순수 의문문에서도 수사 의문
문 못지않게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15세기 순수 
의문문의 예이다.

(41) ‘쇼셔’체 순수 의문문

가. 須達이 무로 여슷 하리 어늬  됴니가 舍利弗이 닐오 아랫 세 
하 煩惱ㅣ 만고  우흿 두 하 너무 게을이 便安고 가온 네
찻 하리 녜 一生補處菩薩이 그 와 나샤 法訓이 긋디 아니니라
(問舍利弗 是六欲天何處最樂 舍利弗言 下三天中色欲深厚 上二天中憍逸自恣 
第四天中少欲知足 恒有一生補處菩薩 來生其中 法訓不絕)

25) <용비어천가>에는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의문문이 39개 있는데, (40가)를 제외한 나
머지 문장에서는 모두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 (40가)만 유일하게 예외의 가능성이 
보이는 의문문이다. 이처럼 <용비어천가>에서 의문사 호응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40가)도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진 의문문일 가능성, 즉 비한정사와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의 경우 15세기에 이미 양보절에서 비한정사로 나타난 예가 확인된다.
가. 전리 현 버늘 딘 三十年天子ㅣ어시니 모딘  일우리가

(爰有蹇馬 雖則屢蹶 三十年皇 悍謀何濟)
<용비어천가 5: 11a>

나. 石壁에  올이샤 도 다 자시니 현 번 운 미 오라리가
(絶壁躍馬 賊以悉獲 雖百騰奮 誰得能陟)
<용비어천가 6: 4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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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상절 6: 35b-36a> 
나. 無盡意 묻샤 엇던 因緣으로 觀世音 일훔을 이리 니가

<월인석보 19: 1a (월인천강지곡 기325)>
다. 無盡意 묻샤 노녀 說法야 方便이 엇뎨니가

<월인석보 19: 4b (월인천강지곡 기333)>
라. 太子ㅣ 무르샤 어듸셔 오시니 므슷 거슬 求노니가

<월인석보 20: 47a (월인천강지곡 기371)>
마. 世尊하 내 어미 五百 僧齋호 化樂天에 엇더 업스니가 目連아 네 어미 

三寶 아니 信 地獄애 드러 잇니라
<월인석보 23: 68b-69a (월인천강지곡 기513)>

바. 目連이 地獄門 알 坐禪야 三昧에 드렛더니 獄主ㅣ 두 번 브른대 目連
이 禪定으로셔 닐어늘 무로 스니미 엇던 사미완 우리 地獄門 알 
와 겨시니가 目連이 對答호 날려 嗔心 말라 나 어마님 어드라 오라
(目連 正在地獄門前 頓悟坐禪 身登三昧 獄主 叫喚数聲 目連從禪定起 間師是
何人 來我地獄門前 目連答言 莫嗔貧道 貧道特來 尋討阿孃)
<월인석보 23: 82a>

사. 두 龍王이 目連려 닐오 尊者ㅣ 엇뎨 우리 이리 보차시니가 엇던 
誡 勅호려 시고
(是時 二龍王白目連言 尊者何爲觸嬈我乃爾 欲何所誡敕)
<월인석보 25: 108b>

아. 法身 건댄 □□□□시니가 어드러로 가시니가
<월인석보 25: 143a (월인천강지곡 기582)>

자. 雲이 大師 묻오 어듸 가시니가 對答샤 西天으로 가노라
<남명집언해 상: 52a>

차. 묻오 뉘게 傳야 심기시니가
(問호 誰人의게 傳授ㅣ가)
<육조법보단경언해 상: 35b> 

카. 아 일훔을 아이 나거나 이 나거나 엇뎨 리가
<월인석보 8: 83a (월인천강지곡 기234)> 

타. 子賢長者ㅣ 듣고 세 分을 뫼셔 드라 겨집 비디 언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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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8: 81a (월인천강지곡 기229)>
파. 그 리 무로 이 엇던 히가 無毒ㅣ 對答호 이 大鐵圍山 西面 第一

重海니다
(時婆羅門女 問鬼王曰 此是何處 無毒答曰 此是大鐵圍山 西面 第一重海)
<월인석보 21: 24b>

하. 志誠이 다시 師 오 엇뎨 이 셰디 아니 디가
(志誠이 再啓師曰호 如何是不立義가)
<육조법보단경언해 하: 13a>

(41)에는 모두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41바)는 같은 문헌
에 ‘獄卒이 미러 내며 닐오 스니미 엇던 사미시관 쥬벼느로 이 門 여르시
니고 <월인석보 23: 84a>’와 같이 구성이 비슷하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진 
문장이 있어 비교가 된다. 또한 같은 문헌에 ‘獄主ㅣ 다시 무로 스니미 엇뎨 이
긔 오시니고 目連이 닐오 어마님 어드라 오라 <월인석보 23: 84b>’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도 의문사 호응이 이루
어졌다.

(42) ‘라’체 순수 의문문

가. 아바님 니샤 뉘  야 며이 외야 오리야
<월인천강지곡 상: 14a (기36)>

나. 아이 뫼해셔 엇던 거슬 머그며 므슷 거슬 니버 사더니야
<월인석보 20: 57b-58a (월인천강지곡 기398)>

다. 이제 二百員 衲子ㅣ 東京 西洛과애  뎌레 나아  道場애 드러 간 마다 
 것 슬히 너기고 더운 것  머구믈 그만뎌만야뇨마   사미
나 雲門의 胡餠을 아녀 모녀
(如今에 二百員衲子ㅣ 東京西洛애 出一叢林야 入一道場야 到處에 嫌冷
愛熱야 喫却多少了也오마 還有一人이 識得雲門의 胡餅也아 未아)
<금강경삼가해 3: 51b-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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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비건댄 아 울어든 父母ㅣ 곧 버듨 누른 니프로 닐오 우디 마라 내 
너를 金 주료 야 아 보고 眞實ㅅ 金이라 너겨 우디 아니니 그러
나 이 버듨 니피 實로 金 아니니라
<남명집언해 상: 44b-45a>

(42가~나)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42다~라)에는 의문
사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순수 의문문의 경우 <월인천강지곡>에서 예외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이
다. ≪월인천강지곡≫에는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의문문이 57개 있는데, 예외 문장
이 14개(약 24.6%)나 존재한다. 특히 ≪월인석보≫의 본문에서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는데, ≪월인천강지곡≫의 가사에서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 많다.

(43) 가. 子賢長者ㅣ 듣고 세 分을 뫼셔 드라 겨집 비디 언메가
<월인석보 8: 81a-81b (월인천강지곡 기229)>

가′. 長者ㅣ 무로 그러면 비디 언매나 뇨
<월인석보 8: 95a>

나. 아 일훔을 아이 나거나 이 나거나 엇뎨 리가
<월인석보 8: 83a (월인천강지곡 기234)>

나′. 내 욘 아기 아옷 나거든 일후믈 므스기라 고 옷 나거든 일후믈 므
스기라 리고
<월인석보 8: 96b>

다. 無盡意 묻샤 엇던 因緣으로 觀世音 일훔을 이리 니가
<월인석보 19: 1a (월인천강지곡 기325)>

다′. 世尊하 觀世音菩薩이 엇던 因緣으로 일후미 觀世音이시니고
(世尊 觀世音菩薩 以何因緣名觀世音)
<월인석보 19: 8a>

라. 無盡意 묻샤 노녀 說法야 方便이 엇뎨니가
<월인석보 19: 4b (월인천강지곡 기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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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無盡意菩薩이 부텻긔 샤 世尊하 觀世音菩薩이 엇뎨 이 娑婆世界예 노
니시며 엇뎨 衆生 爲야 說法시며 方便力은 그 이리 엇뎨고
(無盡意菩薩白佛言 世尊 觀世音菩薩 云何遊此娑婆世界 云何而爲衆生說法 方
便之力 其事云何)
<월인석보 19: 31b-32a>

마. 世尊하 내 어미 五百 僧齋호 化樂天에 엇더 업스니가 目連아 네 어미 
三寶 아니 信 地獄애 드러 잇니라
<월인석보 23: 68b-69a (월인천강지곡 기513)>

마′. 어미 사라 이 저긔 닐오 날마다 五百 僧齋 노라 더니 주거 化樂
天宮에 나리어늘 天宮에 몯 보니 이제 어듸 잇니고 부톄 니샤 네 
어미 사라 이 저긔 三寶 信티 아니며 앗기고 貪 로 모딘 이
 야 罪 須彌山티 지 주거 地獄애 드러 잇니라
(阿孃在生之日 道我日設五百僧齋 死合生化樂天宮 天宮不見 今在何處 佛語目
連 汝母在生之日 不信三寶 慳貪積惡 造罪如須彌山 死入地獄中)
<월인석보 23: 78a-78b>

   
이상의 15세기 자료를 검토하여,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가 15세기

에도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의 수가 많고, 수사 의문문뿐만 
아니라 순수 의문문에서도 발견되어 의문문의 유형을 가리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의문사 호응 규칙이 사라지는 양상이 의외로 15세기에 이미 심화된 상태였던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야쎠’체에는 ‘가’계 종결 형태만 남아 있던 사실 또한 이를 뒷
받침한다.

3.3. 16세기

16세기 자료는 15세기보다 양이 적기 때문인지 많은 예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
러나 자료의 양을 상대적으로 고려하면, 16세기에 예외가 덜 발생하였다고 보기보
다는, 15세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예외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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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된다. 
16세기의 예 중에는 15세기의 문헌이 중간됨에 따라 비슷한 구성으로 다시 등장

한 것도 있다.

(44) 가. 신해 각각  디위 쓰며 아니믈 의론링잇고
<삼강행실도 동경본 충신도: 24a>(16세기)

가′. 臣下ㅣ 各各  디 쓰며 아니 쑤믈 議論리고
<삼강행실도 런던본 충신도: 24a>(1481) (= 35바)

(44가)는 15세기 문헌 ≪삼강행실도 런던본 충신도≫의 문장이, 16세기에 ≪삼강행
실도 동경본 충신도≫로 중간되면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는 16세기의 언어 현실
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겠으나, 15세기 문헌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므로 16세
기만의 특성이 나타난 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예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은 16세기 수사 의문문의 예이다.

(45) 가. 엇던 말소미어시뇨 하 어듸 급시기를 라리잇가
(不敢相公 豈可望賞)
<번역박통사: 60a>(1517)26)

나. 아라니 오 셰존하 남 이의 이실 제 한삼 닙고  오 훠 신고 
이실 남의 모민 줄 알오 녀이 분 고 연지 딕고 샤 고 단
여 이실 녀이 모민 줄 알어니와 이제 주근 후의  가지어든 엇뎨 

26) (45가)는 17세기 ≪박통사언해≫와 18세기 ≪박통사신석언해≫에서는 ‘라’체로 바뀌
고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

가. 不敢여라 相公아 어디 가히 샹을 라리오
(不敢相公 豈可望賞)
<박통사언해 상: 53b>(1677)

나. 小人이 엇디 敢히 賞을 라리오
(小人豈敢望賞)
<박통사신석언해 상: 57b>(1765)



- 45 -

알리잇가
(阿難白佛言 世尊 男人在世 衫帶靴帽裝裏 卽知是男兒之身 女人在世 濃塗赤
硃臙脂 蘭麝裝裏 卽知是女流之身 如今死後 白骨一般 敎弟子如何認得)
<불설대보부모은중경: 2b-3a>

다. 부뫼 이 잇거시든 비록  이리 업게 도왼 엇뎨 약 아니홀 리 이시리잇
가
<삼강행실도 동경본 충신도: 24b>(16세기)

다′. 父母ㅅ 病이 현마 홀 이리 업긔 왼 藥 아니홀 理 이시리가
<삼강행실도 런던본 충신도: 24b>(1481)

(45)는 ‘쇼셔’체 수사 의문문으로, 모두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
났다. (45다)는 다소 특이한 예이다. (45다′)의 15세기 문헌 ≪삼강행실도 런던본 
충신도≫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 ‘가’계 종결 형태인 ‘-으리가’가 나타나 의
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27) 그런데 (45다)의 16세기 문헌 ≪삼강행실도 동경본 충
신도≫에서는 의문사 ‘엇뎨’가 추가되었는데 종결 형태는 여전히 ‘-으리가’로 유
지되었다. 즉 의문사가 추가되는 것이 해당 문장의 종결 형태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
을 주지 않은 것이다.

16세기에서도 수사 의문문뿐만 아니라 순수 의문문에서도 예외가 발견된다. 다음
은 16세기 순수 의문문의 예이다.

(46) ‘쇼셔’체 순수 의문문

가. 아라니 부텨 오 이 경의 일호믈 엇뎌니잇가 부톄 아란려 니샤
 이 의 일호믈 대보부모은이라 노니 이 일호믈 너희 져 니라
(爾時 阿難白佛言 世尊 此經 當何名之 云何奉持 佛告阿難 此經 名爲大報父
母恩重經 已是名字 汝當奉持)
<불설대보부모은중경: 26a>

27) 선행 양보절의 ‘현마’는 의문사가 아닌 비한정사이고, ‘아무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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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 엇더잇가
(意云何願爲)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11b>

다. 부 알 가 오 미심야이다 대하 므스 일로 수심시잇가 
여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49b>

라. 부인이 오샤 곧 아니면 어느 길헤 다시 보오리 사미 션을 닷면 
리익글 슈니 왕게 치시고 아긔 일호 엇 리잇 아비 
어미 이셔 일뎡사이다 왕이 눈믈 흘리시고 부인 들 어엿 너기샤 아
옷 나거든 안락국기라 고  나거든 효양이라 라
<안락국태자전 변상도: 27-34>

마. 녜 님굼미 忠國師 무로 엇뎨 야 부텨 외니고 야 오 
來日 주글 노미 잇니고 야 對答호 來日 주글 노미 잇니다 
야
<칠대만법: 21b> 

(46가~라)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46마)에는 의문사
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47) ‘라’체 순수 의문문

이 니샤 므 일로 원야 우던다 뉘 너 보채더냐 야시
(王曰何故怨哭誰之屈汝)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39a>

(47)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48) ‘-은가, -을가’류 순수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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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閣애셔 미 언메나 갓가온가 먼가 / 閣애셔 미 일 보 만   븍녁 
고래 거리 야 잡효근것젼 나  곧 긔라
(離閣有多少近遠 / 離閣有一百步地 北巷裏向街開雜貨鋪兒便是)
<번역노걸대 상: 48b>(1517)

나. 요이 아고 엇디 인가
<순천김씨묘출토언간 15>

다. 혀 누고 완가 누  니 구홰와 영이와 겨틔 안잣더고나
<순천김씨묘출토언간 73>

라. 며리 주려 면화 셜흔 그 잇더니 긔나 쟈 니 네 언머식 받던가
<순천김씨묘출토언간 100>

마. 니블 옷 걸이니 시 나더라 호 이 두고 가고 니
<순천김씨묘출토언간 94>

바. 아모거시나 머글 것 보내시고28)
<순천김씨묘출토언간 156>

(48가~라)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48마~바)에는 의문
사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48가)의 <번역노걸대>의 예는 후대의 
문헌들과 언해 양상이 다르다.

(49) 가. 閣애셔 이 언메나 머뇨 / 閣애셔 이 일백 보 흔   븍녁 골 거리 
향야 잡황호젼 나  곳 긔라
(離閣有多少近遠 / 離閣有一百步地 北巷裏向街開雜貨鋪兒便是)
<노걸대언해 상: 43b-44a>(1670)

나. 閣에셔 이 언머나 머뇨 / 閣에셔 이 一百步 남즉니 北녁 골 큰 거리에 
연 雜貨鋪ㅣ 곳이라
(離閣有多少近遠 / 離閣有一百多步 北巷大街開的雜貨鋪便是)
<중간노걸대언해 상: 44b>(1795)

다. 樓閣에셔 언마나 머뇨 / 樓閣에셔 뒤흐로 百餘 步의 物貨  푸 긔라

28) ‘아모것’은 비한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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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어노걸대 3: 14b-15a>(1790)
라. 樓閣에셔 언머 멀리 즈음엿뇨 / 樓閣에셔 一百步 븍편 거리 貨物져제 

나 곳이 긔니라
<청어노걸대 3: 18a>(19세기)

(48가)의 ≪번역노걸대≫에서는 ‘갓가온가 먼가’라는 선택 의문문으로 언해되어 의
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49가~라)의 후대의 문헌들에서는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는 설명 의문문으로 언해되면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 질문에 대
한 대답으로 구체적인 거리가 언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48가)의 질문의 원래 의도
는 의문사를 포함한 설명 의문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후대 문헌에서 원
문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언해문은 바뀐 것을 고려하면, (48가)는 원문을 선택 의문
문으로 잘못 번역한 결과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김성란 2004: 206-208).

한편 (48나~바)는 언간 자료에 나타난 예로서, 그 당시 언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종결 어미 ‘-은가’는 직접 의문 기능도 가지게 되었
을 뿐 아니라, 의문사 호응도 점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50) 의문 조사

이 온  스골 가게 되거든 려와  쳐리나 잇다가 가과댜 호 긔라 어 
스골가 가미라 쉬오며 오미라 쉬오랴
<순천김씨묘출토언간 172>

(50)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3.4. 17세기
  
17세기부터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규칙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였

다. 수사 의문문뿐만 아니라 순수 의문문에서도, 또한 종결 형태의 종류도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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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가 다수 발견된다. 17세기부터는 예외 문
장의 수가 매우 증가하였기에, 모든 예를 다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만 제시한다.

다음은 17세기 수사 의문문의 예이다.  

(51) ‘쇼셔’체 수사 의문문

가. 당초애 대군으란 려다가 죵사마 제 나흘 게 시고 아바님과 동을 살
와디라 고 내 머리털을 친히 버혀 친히 글월  보내니 밧디 아니 고 
엇디 이런 말을 시니잇가
<계축일기 상: 28a>

가′. 당초의 이러매 대군으란 려다가 죵사마 텬년으로 제 나흘 게 시
고 아바님과 동을 사롸지라 고 내 머리털흘 버혀 친히 글월  보내니 
밧디 아니고 엇디 이런 말을 시니잇가
<서궁일기: 21a-21b>29)

나. 문시와 문지 오 아바님이 할마님 나기 몯시니 식이 엇디 아 
아바님을 리링잇가
(文蓍文芝曰父不離祖母子何忍舍父)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6: 8b>

다. 예셔 보매 잔을 남기가 시버 뵈니 이 잔으란 브 다 자소 / 엇디 남기
링잇가 본 먹디 못것마 다 먹이다
(これからみるにさかつきおのこしあるとみゑまるするほとに このさんわせひ
ともみなこしめし / なせにのこしまるせうか そうへつたひまるせんゑとも み
なたひまるする)
<첩해신어 3: 5b-6a>

라. 심이나 어이 남기고 머그리잇가
(いかななせにのこいてたひまるせうか)
<첩해신어 3: 11a> 

마. 長老와 島主 이 나라 臣下ㅣ 되엿오니 므릇 일을 엇디 얼현이 리잇가
29) ≪계축일기≫와 ≪서궁일기≫는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로, 모두 17세기 문헌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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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やうらうとしまのかみわ　 このくにのしんかになりまるしたほとによろつの
ことお　なにしにおろかにしまるせうか)
<첩해신어 3: 15a>

바. 님군의 욕이 극여시니 신 죽기 맛당 오히려 결티 못기 텬해 
오히려 츌셩실 이 업니 신이 엇디 감히 경히 죽으리잇가
<산성일기: 49a-49b>

사. 만일 신이 죽고  터럭이나 국가의 유익면 신이 엇디 감히 몸을 랑
야 님군을 위여 죽디 아니리잇가
<산성일기: 49b>

아. 금개 보내라마 내 아니 거 와셔 몯 보내셔 내 근심 주른 뉘 알링
<현풍곽씨언간 15>

자. 셔울 갓니 고 바 분도 몯여 와와 수이 오게 게셔 오래 이시매 
군여 보션을 다라 고 와시니 이런 줄 어이 아시링
<현풍곽씨언간 45>

차. 날 굿고 쟝 지나시매 아것도 몯 어더 보내오니 이런  어 잇링
<현풍곽씨언간 109>

카. 내 팔치 사오나온 팔 어 잇오링
<현풍곽씨언간 128>

타. 마치 려가려키예 혹 아르시고 믜이 녀기시가 의심이 잇오나 어이 짐
쟉으로 아오리잇가
<나주임씨가 언간, 창계 1>

 
(51)은 모두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특히 (51아~타)와 같
은 언간 자료의 경우, ‘쇼셔’체 수사 의문문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가 다수 발견된다.

(52) ‘라’체 수사 의문문

가. 엇디  聽事리도 업뇨 百 戶ㅣ 다 어 죽어 가냐
(怎麼沒一個聽事的 百戶都那裏死去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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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사언해 중: 5a>
나. 어제 블의예  振舞ㅣ라 니르시니 고디 드럿더니 각 밧 御 馳走 

아니라 믓 큰 술에 正體ㅣ 업서 니러셤도 각 아니코 기리 안자시니 무
식히도 가 여 밤샛 뉘옷 언머 모다 우은 거시라 녀기셔냐
(さくしつわかきあいのふるまいとおしらるほとに　 まことにしまるしたに　 お
もいのほかの御ちそうと申　 ことにおおさけにしやうたいなく　 まかりたつおも
おほゑすなかさつかまつり　 むしつけもつかまたかと　 よもすからくやみまるし
た さそみなおかしうこそもわしられうか)
<첩해신어 9: 3a-4a>

다. 於홉다 萬인 이 年애 엇디 佐리 잇디 아니랴
(於萬斯年애 不遐有佐아)
<시경언해 16: 25a-25b>

라. 뎨 날을 五 分을 공경면 나도 뎌 十 分을 공경고 뎨 날을 一 分을 공
경면 나 뎌 五 分을 공경리라 이리 면 이 人倫 弟兄의 이어니
와 뎨 날을 공경티 아니면 내 뎌 므슴 밋티나 공경랴
(他敬我五分剌 我也敬他十分 他敬我一分時 我敬他五分 這般時 是人倫弟兄之
意 他不敬我時 我敬他甚麼屁)
<박통사언해 중: 31a-31b>

마.  對야셔 엇뎨 수리 업서리아 樓의 올오니 며 도 잇도다
(對月那無酒 登樓況有江)
<두시언해 중간본 15: 53a>(1632)

 마′.  對야셔 엇뎨 수리 업스리오 樓의 올오니 며 도 잇도다
(對月那無酒 登樓況有江)
<두시언해 초간본 15: 53a>(1481)

바. 업 인을 내라 니 이리 핍박히 보채뇨
<계축일기 상: 21b>

사. 옛은 큰일을 당여도 구치 아니여거든 하물며 져근 일의 당여 
구이 리요
<계녀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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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가~마)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52바~사)에는 의문
사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두시언해≫ 중간본은 대체로 15세기의 
≪두시언해≫ 초간본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라, 17세기 문헌인 중간본에서도 대
부분의 의문문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52마)와 같이 종결 형태가 
바뀌면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53) ‘-은가, -을가’류 수사 의문문

가. 우리나라 禮ㅣ 여  번 뎡 후 고티디 아니니 五日 雜物은 
자네 十日 二十日 무거 도라가셔도 約条의 뎡 限지 엇디 얼현이 
히올가
(われらくにわれいかかとうて　 いちとさためたのちわかわれまるせんほとに　
おいりのさうもつわ　そなたしゆとうかはつかとうりうしてもとるとも　やくて
うにさためたかきりまてわ　なにしにおうかたにさはきまるせうか)
<첩해신어 3: 24a-24b>

나. 업 인을 조차 일워 내라 박히 보채고
<서궁일기: 15b>

다. 며릐 일차례 디내고 져믄 사은 몬져 업서 날로 이런 이 보게 
고 이 늘근 몸이 셜워게 고
<병자일기 104>

(53가)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53나~다)에는 의문사
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52바)의 ≪계축일기≫와 (53나)의 ≪서궁
일기≫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서로 종결 형태가 다르다.

수사 의문문에 자주 나타나던 종결 형태가 특정한 쪽으로 기능 분화를 하기 시작
한 모습이 17세기부터 포착된다. 종결 형태 ‘-으랴’와 ‘-으리오’는 ≪노걸대언해≪
≫와 ≪박통사언해≫에서 주로 수사 의문문의 종결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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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 이런 어두온  뒷간의 가기 어려오니 우리 그저 뒷동산의 가 뒤보기 됴
티 아니랴
(這般黑地裏 東厠裏難去 咱們只這後園裏去 淨手不好那)
<노걸대언해 상: 33b>

나. 내가 독별이 너를 리랴
(我偏背你)
<노걸대언해 상: 40b>

다. 高麗ㅅ 錢을 어든들 크게 三十 年을 즐기랴
(覓得高麗錢 大快三十年)
<박통사언해 상: 30b>

라. 이리 收拾기 졍졔히 면 됴티 아니랴
(這般收拾的整齊時不好那)
<박통사언해 중: 45a>

(55) 가. 이런  구들에 엇디 자리오
(這般精土炕上怎的睡)
<노걸대언해 상: 23a>

나. 하이 거든 기려 날회여 간들 므서시 저프리오
(等到天明時 慢慢的去 怕甚麼)
<노걸대언해 상: 28a>

다. 不敢여라 형아 小人이 엇디 감히 어긔옴이 이시리오
(不敢哥 小人豈敢有違)
<박통사언해 중: 16b>

라. 狀은 三日이 디나디 아녀셔 곳 告이 됴커니와 너  傷  이시니 므
슴 근심이 이시리오
(見狀不過三日便告時好 你更有傷 有何愁)
<박통사언해 하: 55a>

이렇게 ‘-으랴’와 ‘-으리오’가 수사 의문문의 종결 형태로 자주 나타나게 되면서, 
‘-으랴’와 ‘-으리오’ 자체가 ‘수사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는 종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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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하게 되었다(이기갑 1978: 31, 주경미 1996: 40, 이유기 2001b: 155, 석주
연 2003: 249).30) 그리고 일부 수사 의문문에서 종결 형태가 ‘-으랴’ 또는 ‘-으리
오’로 고정되면서, ‘-으료’가 나타나야 할 경우에 ‘-으랴’가 나타나거나, ‘-으랴’가 
나타날 자리에 ‘-으리오’가 나타나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52다, 라, 마, 사)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현대 한국어에 남아 있는 ‘-으
랴’와 ‘-으리오’도 의고적인 표현이긴 하나, 주로 수사 의문문인 경우에 나타난다.  

다음은 이러한 ‘-으리오’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예들이다. 

(56) 가. 이 뎜에 다 문 다면 므슴 사미 드러오료
(這店裏都閉了門子了 怕有甚麼人進來)
<번역노걸대 상: 33b-34a>(1517)

나. 이 店에 다 門 다면 므슴 사이 드러올가 저프리오
(這店裏都閉了門子了 怕有甚麼人入來)
<노걸대언해 상: 30b>(1670)

다. 이 店에 門을 다 다드면 당시롱 뉘 드러올가 저프리오
<노걸대신석언해 1: 42a>(1763)

라. 이 店에 門을 다 다드면 므 사이 드러올 야 저프리오
<몽어노걸대 2: 20a>(1790)

마. 이 店門을 다 다드면 도로혀 뉘 드러올 저프리오
(這店門都關上了 還怕有誰進來)
<중간노걸대언해 상: 30b>(1795)

(56)은 ≪노걸대≫류 문헌에 나오는 예들로, 최초의 (56가)는 의문사와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56나)부터는 의문문 내포절 구
성으로 바뀌었는데, 내포절의 의문사가 내포절의 종결 형태와 호응하지 않고 모절의 
30) ‘-으리오’는 기능 분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나, ‘-으료’가 기능 분화를 겪었는지 분명하

지 않다. ≪노걸대언해≫와 ≪박통사언해≫에서 ‘-으리오’는 대부분 수사 의문문에서 나
타났으나, ‘-으료’는 순수 의문문과 수사 의문문 두 환경에서 대등한 비율로 나타난 것으
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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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형태와 호응하는 듯이 보여 문제가 된다. 즉 (56나)의 ‘므슴’이 의문사라면 
‘[므슴 사이 드러올고] 저프랴’로 나타나야 하고, 비한정사라면 ‘[므슴 사이 드
러올가] 저프랴’로 나타나야 하므로, 어느 쪽이든 간에 모절에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날 경우가 없는데 ‘저프리오’로 나타난 것이 문제이다.

우선 (56나~마)의 예들은 [가게의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므로, 내포절에 있는 것은 특정
성이 없는 비한정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포절의 ‘드러올가, 드러올’에는 종
결 형태로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으므로, 내포절에서의 의문사 호응은 아무런 문
제가 없다. 그렇다면 의문사 없이 홀로 나타난 모절의 ‘-으리오’가 남은 문제이다. 
이것을 앞서 언급한 ‘수사 의문’의 뜻을 가지게 된 ‘-으리오’로 해석한다면 (56나~
마)의 문장 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도 (56나~마)와 같이 의문문 내포절 구성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이다.

(57) 가. 새 차를 엇디 려다 의심료
(新布袋那裏怕漏)
<번역박통사 상: 12b>(1517)

나. 새 布帒니 어 가 저프리오
(新布袋那裏怕漏)
<박통사언해 상: 13a>(1677)

다. 어 해 이지며 어 기 저퍼 리오 
(那裏破 那裏怕漏呢)
<박통사신석언해 1: 14b>(1765)

(57)은 ≪박통사≫류 문헌에 나오는 예들로, 최초의 (57가)는 내포절 구성이긴 하
나 내포절이 ‘려다’인 평서문이고, 의문사가 내포절 밖에 있어 모절의 ‘고’계 종결 
형태와 호응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57나)는 의문문 내포절 구성
으로 바뀌어 (56나~마)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57나)의 경우, ‘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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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 첫째, ‘어’를 처소를 뜻하는 ‘어
디’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는 의미상 ‘-’와 공기하므로 내포절 안에 위
치하게 된다. 그리고 (57나)는 [새 포대이므로 ‘어딘가 새는 곳이 있을까’ 두려워하
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므로 이때의 ‘어’는 비한정사이다. 즉 ‘[어 가] 저프
리오’ 구성으로 분석되고, (56나~마)의 해석과 같이 내포절 안의 의문사 호응은 문
제가 없고, 모절의 ‘-으리오’는 수사 의문의 ‘-으리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
째, ‘어’를 ‘어찌’라는 뜻의 의문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는 의미상 
‘저프-’와 공기하므로 내포절 밖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어찌’라는 뜻으로 해석할 
경우, ‘어’는 의문사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어 [가] 저프리오’ 구성으로 분석
되고, 내포절과 모절 모두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17세기 순수 의문문의 예이다.

(58) ‘쇼셔’체 순수 의문문

가. 여 대군을 엇디 쳐치리잇가 시니
<계축일기 상: 3b>

가′. 여 대군이 이시니 엇디 리잇가
<서궁일기: 3a>

나. 뉘셔 그리 니더니잇가 답 시 이 닐너 알가 내 다 아랏 쇼셔
문은 죄인 나드 문이니 나도 죄인이라 고
<계축일기 상: 35a>

나′. 뉘 니던고 이 닐어 알가 내 다 아 셔문은 죄인 나드 문이니 날 
죄인이라 고
<서궁일기: 26a>

다. 관이 대뎐의  블이 드리 브터 오니 뎐을 엇디 리가 려 두라 
더라31)

31) (58다)의 ‘리가’는 ‘쇼셔’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세 한국어의 ‘-으리가’는 근대 
한국어로 오면서 형태 변화를 겪어, ≪계축일기≫에서는 ‘-으리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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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일기 하: 45a>
다′. 관이 대뎐의  불이 드리 부터 오니 뎐을 어이 리잇가 니 려 

두라 다 더라
<서궁일기: 72a>

(58가, 나, 다)는 모두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58가, 
가′)와 (58다, 다′)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쇼셔’체가 쓰였으
며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58나)와 (58나′)는 이와 
다르다. (58나)는 ‘쇼셔’체가 쓰인 예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58나′)는 ‘-은가, -을가’류 종결 형태가 쓰인 예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진 모습
을 보인다. 즉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쇼셔’체인 경우에만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59) ‘라’체 순수 의문문

가. 눈물 금티 몯니 샹휘 엇더시거냐
<병자일기 408>

나. 窈糾를 舒려뇨 … 懮受를 舒려뇨 … 夭紹를 舒려뇨
(舒窈糾兮어뇨 … 舒懮受兮어뇨 … 舒夭紹兮어뇨)
<시경언해 7: 7a-7b>

(59가)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59나)에는 의문사가 없

가. 이 말대로 대뎐과 뎐긔 뎐라 오시고 통 오시니 사이 어이 마 드리
오마 그년들은 므흔 말을 쾌히  이대도록 아니 오시다 대뎐이야 얼현이 
오시리가 수이 내여 보내 오쇼셔 더라
<계축일기 상: 33b>

나. 문시 다시 엿오 외예 밋븐 사이 이만 니 업고 나라도 졍셩저온 사
이오니 요공려  사이오면 쇼인이 이리 오리가 그러면 쇼인을 못 밋어 아
니  주오시소이다
<계축일기 하: 3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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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60) 제 슨가 뉘게 비러 슨가 후의 긔별쇼셔 
<현풍곽씨언간 99>

 
(60)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17세기 자료 중 <현풍곽씨언간>에서는 ‘쇼셔’체의 의문형 종결 형태가 변화하
는 특이한 양상이 발견된다. <현풍곽씨언간>은 인물들의 관계에 따라 상대높임법
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 의문형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그런데 오직 ‘쇼셔’체 문장
에서만은 ‘고’계 종결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다(황문환 2002: 169). 이는 앞서 제시
한 수사 의문문 (51아~카)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순수 의문문
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말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 <현풍곽씨언간>에서는 
대체로 서두에서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하는데, ‘쇼셔’체 인사말에서는 모두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은가, -을가’류 인사말에서는 모두 의문사 호응
이 이루어졌다.

(61) 가. 도어 밤 이 긔후 엇더시니잇
<현풍곽씨언간 14>

나. 요이 극한의 어린 동 오며 긔후 엇더시닝
<현풍곽씨언간 24>

다. 신세예 긔운 엇시니이 긔별 모와 일야 렴노이다
<현풍곽씨언간 81>

라. 보기 오온 후의 요이 극한의 긔후 엇더시닝
<현풍곽씨언간 84>

마. 문안 업시 알외고 요이 더위예 어린 동 거느리셔 긔운이나 엇
더시닝
<현풍곽씨언간 133>

바. 문안 업시 알외고 나온 후의 긔후 엇더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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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곽씨언간 160>
사. 밤 이 긔후 엇더시닝잇가 긔별 모와 모노이다

<현풍곽씨언간 165>
  

(62) 가. 요이 아 리고 엇디 겨신고
<현풍곽씨언간 9>

나. 신세예 어린 동 거느리셔 긔운 엇더샨고
<현풍곽씨언간 44>

다. 문안 업시 알외고 요이 극치위예 동 거느리셔 긔운 엇더샨
고
<현풍곽씨언간 45>

라. 요이 아바님 뫼고 애고 엇디 겨신고
<현풍곽씨언간 73>

마. 요이 치위예 아 리고 엇디 겨신고
<현풍곽씨언간 86>

바. 편치 아니 밤의 엇더고 긔별 몰라 일시도 닛디 몯여 분별뇌
<현풍곽씨언간 103>

사. 문안 알외고 요이 치위예 대되 엇디 겨샨고
<현풍곽씨언간 106>

아. 문안 알외고 요이 긔후 엇더샨고 긔별 모와 일야 분별노이
다
<현풍곽씨언간 132>

자. 문안 알외고 온 후의 대되 뫼오며 긔후 엇더샨고
<현풍곽씨언간 156>

차. 극열의 대되 뫼오셔 아기내 시며 긔후 엇디 지내신고
<현풍곽씨언간 157>

카. 요이 더위예 대되 뫼오셔 긔후 엇더신고
<현풍곽씨언간 161>

<현풍곽씨언간>과 같은 언간 자료가 그 당시 언어의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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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17세기에 ‘쇼셔’체 의문형 종결 형태는 다른 종류의 종결 형태보
다 더 일찍 ‘고’계 종결 형태의 소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도 문장에 의문사가 있는 것으로도, 비한정사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의문문이 있다.

(63) 가. 가시미 불가니이다 폐로오니 가시다 무어 보시리잇가 하 가고져 시거
든 쇼샹의나 가쇼셔
<서궁일기: 5a>

나. 진풍뎡도 탈상연 디 오라디 아니니 무어시 밧브리잇가
<계축일기 상: 14b>

나′. 풍뎡도 탈상연 디 오라디 아니니 므어시 밧브리잇가
<서궁일기: 11a>

다. 누으님을 언제 죠히 살게 가 시브니잇가
<계축일기 상: 38a>

다′. 누의님을 언제 됴히 살게 리잇가
<서궁일기: 20a>

라. 願야 子 思니 아니 엇던 害 인가
(願言思子호니 不瑕有害아)
<시경언해 2: 24b>

  
(63가~나′)는 수사 의문문이고 (63다~라)는 순수 의문문이나, 문장의 유형에 상관
없이 문장 안의 요소를 의문사로 보느냐, 비한정사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문장 안의 요소가 비한정사라면 (63)의 예들은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
진 일반적인 문장이 된다.

     
3.5. 18세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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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이후로는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규칙이 거의 사라져, 현대 한국어
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쇼셔’체 종결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종
결 형태도 전반적으로 ‘가’계 종결 형태로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18세기 이후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를 다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만 제시한다. 수사 
의문문과 순수 의문문을 가리지 않고 종결 형태의 종류에 따라 18세기의 예를 보이
면 다음과 같다.

(64) ‘쇼셔’체 의문문

가. 孃아 孃아 당시론 므 말이 이셔 닐으시리잇가 / 닐을 말이 업세라 내 가
노라
(孃孃還有甚麽話說麽 / 沒話說 我去了)
<오륜전비언해 7: 10b>

나. 하의 두 날이 업다 닐으믄 원거 말이 무어시며 마니 텬위 옴기단 말
은 틴 이 어듸 잇니잇가
<천의소감언해 1: 29b>

다. 인심이 반고 텬명이 돕디 아니거 엇디 죠곰도 곳치디 아니니잇
가
(人心已去 天命不祐 盍少悛乎)
<오륜행실도 2 충신도: 2a>

라. 셰간 일과 문 공부 답시미 진실로 그러거니와 이에 신 거
 므어시니잇가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37b>

마. 요이 舘中도 徒然오니 돌려 振舞여 놀고쟈 오니 엇더오리잇가
(このころわかんないもとせんに御さりまするにより　 かわるかわるにふるまい
おしてなくさみたう御さりまするかいかか御さりませうか)
<개수첩해신어 9: 1a-1b>(1748)32)

32) (64마)는 17세기 문헌 ≪첩해신어≫에서는 종결형이 ‘엇더올고’로 나타나 의문사 호
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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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요이 舘內도 徒然오니 돌려 振舞 여 놀고져 오니 얻더오
리읻가
(このころわかんないもとせんに御さりまするにより　 かわるかわるにふる
まいおしてなくさみたう御さりまするかいかか御さりませうか)
<중간 첩해신어 9: 1a-1b>(1781)

바. 간의 말이 지극히 맛당오니 뉘 감히 다른 이 이시리잇가
<천의소감언해 1: 3a>

사. 신졀이 이시면 엇디 감히 그러리잇가
<천의소감언해 2: 29b>

아. 내 엇지 알니잇가 엇지 굿야 날려 무시뇨
<명의록언해 권수하 존현각일긔: 53b>33)

자. 三歲兒ㅣ 답호되 松栢은 속이 모로 겨 녀름 업시 프를지면 대 어 
속이 모로 겨 녀름 업시 프르고 곤이와 기러기 발이 너브모로 믈에 
헤움을 잘지면 남샹이와 고기 어 발이 너브모로 믈에 헤움을 잘고 
벅국이 목이 길모로 우 소 클지면 죠고만 머구리 어 목이 길모로 
우 소리 크다 리잇가
<소아론: 11b-13a>

차. 엇지 아니 쾌오며 엇지 아니 즐거올잇가
<경신록언석: 85b>

카. 셕쟉의 아 휘 쟉려 무러 오 엇디면 님군을 뎡리잇가 쟉이 오
 텬긔 뵈오미 가니라 엇디  어더 뵈오리잇가 쟉이 오 진 환공

요사이 舘中도 徒然오니 우음 바탕으로도 회 振舞 고져 오니 엇더올고
(このころわかんちうもとせんに御さるほとに　わらいのたねにも　まわしふるまいおしたい
とおもうかいかか御さるか)
<첩해신어 9: 1a-1b>(1676)

33) (64아)의 ‘알니잇가’는 표기상으로는 ‘니잇가’지만 실제로는 종결 형태 ‘-으리잇가’가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명의록언해≫의 다른 문장에서 ‘-으리오’가 나타나야 할 경우에 
‘니오’로 표기된 것이 발견된다.

그 의외의 념녜 엇지 오 아니 날 줄을 알며 오을 비록 평안이 지내나 일을  쟝
 엇지 지야 지낼 줄을 알니오
<명의록언해 권수하 존현각일긔: 36a-36b>(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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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야흐로 텬긔 툥이 잇고 진과 위  화목니 만일 진 환공을 보고 
쳥면 가히 되리라
(石碏子厚 問定君於石碏 碏曰 王覲爲可 曰何以得覲 曰陳桓公方有寵於王 陳
衛方睦 若朝陳使請 必可得也)
<오륜행실도 2 충신도: 5b>

(64)에는 모두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64아)에서는 앞의 
‘쇼셔’체 문장에서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뒤의 ‘라’체 문장에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다.  

다음 (65~67)은 18세기 ‘라’체 의문문의 예이다.

(65) ‘라’체 의문문 - ‘-으냐’

가. 祭義에 엇디 닐디 아녓냐
<어제상훈언해: 4b>

 나. 초뉵일의 신이 녀쳔의 집의 가 녀쳔려 므러 오되 션훈이 잇냐 오되 
업노라  무러 오되 무 몽 잇냐 오되 업노라  무러 오 므
 이샹 일이 잇냐 오되 업노라
<천의소감언해 3: 16b-17a>

다. 문왈  우 므어시 잇냐 오 뒤여도 다 업이다
(問曰 船上有何物 曰 搜索皆無)
<종덕신편언해 하: 44a>

라. 므슴 門이며 므슴 보람이 잇냐 없냐 / 南을 향여  小墻門을 낸 거시 
곳이라
(甚麽門 有甚麽記認沒有 / 朝南開著一箇小牆門便是)
<박통사신석언해 1: 56b>

마. 어 李三으로 여 木匠의 집의 가  樻 리되 닐러 졍고 뎌 두 
냥 은을 주엇더니 뉘 아더냐 드롬이 장 법 지 아니 고 칠도 됴치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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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來呌李三到木匠家做一口樻子 說定與他二兩銀子 誰知道做得狠不如式 油漆
也不好)
<박통사신석언해 2: 12b-13a>(1765)34)

바. 驛丞이 다 어 갓냐 / 小人들이 다 여긔 잇노라
(驛丞都到那裏去了 / 小的們都在這裏)
<박통사신석언해 2: 15b>

사. 문 밧긔 사 왓다 / 누고 왓냐 / 내 아지 못노라
<첩해몽어 2: 15b>

아. 네 趙鮮ㅅ 흐로 조(차) 와시면 므슴 가져온 貨物이 잇냐 / 내 여러 필 
을 가져 왓노라 /  무서시 잇냐 / 다른 거시 업고 도로혀 져기 人蔘과 
모시뵈 이시니 이제 갑시 엇더뇨
(你從朝鮮地方來 有甚麼帶來的貨物 / 我帶幾匹馬來 / 再有甚麼 / 沒有別的 
還有些人蔘毛藍布 如今價錢如何)
<중간노걸대언해 하: 2a>(1795)35)

자. 마두려 무니 을 몃치나 어덧냐 니 나토 못 어덧노라 고 
고기 잡앗냐 니 업다 다 고

34) (65마)는 17세기 문헌 ≪박통사언해≫에서는 ‘뉘 아더냐’에 대응하는 부분이 없었다.
어제 李三으로 여 木匠의 집의  樻 마초이되 닐러 定고 뎌 두 냥 銀을 주엇
더니 가져오니 옴이 不成고 칠도 됴티 아니고
(夜來著李三木匠家裏旋做一個柜子 說定與他二兩銀子 把來做的不成 油的也不好)
<박통사언해 중: 2b>(1677)

35) (65아)는 16세기 문헌 ≪번역노걸대≫와 17세기 문헌 ≪노걸대언해≫에서는 종결 형태
로 ‘-은다’와 ‘-으뇨’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가. 네 高麗ㅅ 해셔 므슴 쳔을 가져 온다 / 내 여러 필 를 가져 오라 /  므슴 쳔 
잇뇨 / 별히 아못 것도 업거니와 져기 人蔘과 모시뵈 잇다 이제 갑시 엇더뇨
(伱高麗地面裏 將甚麼貨物來 / 我將的幾匹馬來 / 再有甚麼貨物 / 別沒甚麼 有些人參
毛施布 如今價錢如何)
<번역노걸대 하: 2a-2b>(1517)

나. 네 高麗 셔 므 貨物 가져 온다 / 내 여러 필 을 가져 오롸 /  므슴 貨物 
잇뇨 / 다 아모 것도 업고 져기 人蔘과 모시뵈 잇다 이제 갑시 엇더뇨
(你高麗地面裏將甚麽貨物來 / 我將的幾疋馬來 / 再有甚麽貨物 / 別沒甚麽 有些人蔘 
毛施布 如今價錢如何)
<노걸대언해 하: 2a>(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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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연행록 1: 34b-35a>

(66) ‘라’체 의문문 - ‘-으랴’

가. 네 계집의 일을 니겨 衣服을 디 아니코 다시곰 學문을 힘 니 엇디 맛
당히 博士ㅣ 되랴
(汝ㅣ 不習女工야 以供衣服고 乃更務學니 寧當舉博士耶아)
<어제내훈 2: 54b>

나. 噫라 族이 비록 머나 우리 祖宗으로 보시면 엇디 머오랴
<어제상훈언해: 15b>(1745)

다. 그러므로  허모야 민이 오오니 그 누 법며 그 누 경계랴
<어제자성편언해 외:8b>

라.  그리 니지 말라 뉘 밧긔 나가매 집을 가지고 니랴
(也別那般說 誰人出外帶着房子走)
<노걸대신석언해 1: 55b>(1763)36)

라′. 네 그리 니지 말라 뉘 밧긔 나가매 집을 이고 니랴
(你休那般說 誰我出外頂着房子走)
<중간노걸대언해 상: 40a>(1795)

마. 져근 술위 지 말고 그저 큰  메온 슐위 나흘 삭 내여 여 쟈에 
을 다 시르면 엇디 일을 더지 아니랴
(不用小車 只僱大馬車一輛 把八口帒米都裝上 豈不省事麽)
<박통사신석언해 1: 14b-15a>

바. 이 즁 되여 곳 謝媒錢 十 兩을 어드니 엇지 뎌의 財運이 됴치 아니랴

36) (66라)는 16세기 문헌 ≪번역노걸대≫와 17세기 문헌 ≪노걸대언해≫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이었다.

가. 그리 니디 말라 별히 내라 외의 나가면 집 이고 니려
(休那的說 偏我出外時 頂着房子走)
<번역노걸대 상: 44a>(1517)

나. 그리 니디 말라 독별이 내라 외방의 나가면 집을 이고 니랴
(休那般說 偏我出外時 頂着房子走)
<노걸대언해 상: 39b>(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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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做了這媒 便得謝媒錢十兩 豈不是他的財運好麽)
<박통사신석언해 1: 45a>

사. 져기 됴흔 일을 여 됴흔 因緣을 즘이 엇지 이 됴치 아니랴
(做些好事結箇好因緣 豈不是好呢)
<박통사신석언해 2: 54b>

아. 오회라 엇디 아 니르랴
<속명의록언해: 7a>

자. 다만 우희 여라믄 나그 먹을  아니라 져 아 도로혀 여라믄 伴當들이 
이시니 엇지 져로 여 먹게 아니랴
(不但上頭十數箇客人喫 那下頭還有十多箇伴當們 怎麼不教他喫麼)
<중간노걸대 하: 38a-38b>

(67) ‘라’체 의문문 - ‘-으뇨’

가. 우리 님금이 이 너르고 거륵으로  그르다 아니코 드러 가니 先生
의 말이 업슈이 너겨 크게 너무뇨
<삼역총해 4: 14b>

나. 네 업구즌  을고 니러 날로 여 東西 호게 며 南北을 호게 
뇨
(你拖着業骨頭起來 交我畢落東西畢落南北哩)
<오륜전비언해 4: 2b>
 

18세기 자료에서는 이전 시기보다 ‘라’체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
가 다수 확인된다. (65)와 (66)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67)에는 의문사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68) ‘-은가, -을가’류 의문문

가. 네 엇지 반시  일졍 가 보고져 가
(你何必還定要去看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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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사신석언해 3: 48a>
나. 내 저컨대 네 내 赴官홈을 보고 므슴 規戒 말이 이실 엿더니 븐 나

 勸야 가 貪臟라 괴야
(我怕你見我赳官 有何規戒言語 原來勸我去貪臟)
<오륜전비언해 4: 38b>

다. 正官은 對州로셔 올 적브터 東萊 극진시다 듣고 언제 건너가 뵈올가 너
기더니
(しやうくわんにわたいしゆうにいられまするときより　 とうらいの御ていねい
に御さるとうけたまわりまして　いつころわたつて　御めにかかりませうかとそ
んしましたに)
<개수첩해신어 2: 5a-6a>(1748)37)

라. 우리도 代官의 구실이면 아모려도 알기 어렵외 束의셔 갈흴 쟉시면 
얻지 이대도록 폐로이 올가
(われらにもたいくわんのやくなれは　 なにともさはきにくう御さる　 そくにて
ゑるほとならは　なにしにかほとくとう申ませうか)
<개수첩해신어 4: 31a-31b>(1748)38)

라′. 우리도 代官의 구실이면 아모려도 쳐치기 어렵외 束의셔  쟉시면 
얻디 이대도록 苦惱히 올가

37) (68가)는 17세기 문헌 ≪첩해신어≫에서는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졌다.

正官은 셤으로셔 올 적브터 東萊 극진시믈 듯고 언제 건너가 말올고 너기더
니
(しやうくわんわしまよりくるときから とねきのいつかとに御さるおききまるして　いつこ
ろわたて　御さうたんつるとおもいまるしたか)
<첩해신어 2: 4a-4b>(1676)

38) (68나)는 17세기 문헌 ≪첩해신어≫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이었다.
우리도 代官의 구실이면 아므려도 알기 어려올 양이오니 束의셔 흴 쟉시면 이대
도록 폐로이 올가
(われらもたいくわんのやくなれは　なにともさはきにくいやうすてこそ御され　そくにてよ
るほとならは　かほとにくなう申ませうか)
<첩해신어 4: 22a-22b>(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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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れらにもたいくわんのやくなれは　 なにともさはきにくう御さる　 そくにて
ゑるほとならは　なにしにかほとくなう申ませうか)
<중간 첩해신어 4: 28a-28b>(1781)

(68)에는 모두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다음은 19세기 이후 의문문의 예이다. 19세기 이후에도 18세기와 비슷한 양상으
로 의문사 호응이 사라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 19세기 이후 역시 모든 예를 다 제
시하지 못하고 일부만 제시한다. 

(69) ‘쇼셔’체 의문문

가. 그여 뎨자 예수의게 나아가 갈오 텬국에 뉘가 크니잇가 니
<예수셩교젼셔 마태복음 18: 1>

나. 게만 이리 진심시고 동들을 엇지 도라보디 아니시옵니잇가
<한듕록: 334>

다. 무러  이거시 무 의니잇가 효시  이 불은  가온 셩
신이 감동을 비유이오
<텬로력뎡 상: 31b>

라. 무 이거시 뉘 이니잇가 오밤에 쉬여 가기 쳥이다
<텬로력뎡 상: 49b>

마. 져 즈음긔 뎐해 만일 나라 기의 을 두어 계신즉 압강회군  의 
엇지 즐겨 출만연 일야 왕시 흥복 의논을 셰원 계시리잇가 엇지 즐
겨 졍연을 여러 명유를 좌우의 나오고 졍관졍요 드려 죠셕의 치물 두
리게 오시리잇가 엇지 즐겨 셔연을 셜고 다 동궁의 모화 대연의
 나와 치도 강게 시리잇가 엇지 즐겨 샹샹의 졍병을 노흐시고 니
를 셔의게 난호시고 샹의 도라가 시물 비러 삼 나히 더옥 힘
계시리잇가 전년 가을의 엇지 즐겨 대 텬긔 뵈올 의논을 셰워 계시리
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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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야쳠 1: 28a-28b>
바. 이 막동아 부담 셔 안마루에 갓다 노아라 / 말은 어 갓다 오릿가 / 

마방집에 갓다 여라 / 소인은 어셔 자오릿가 / 마방집에 가셔 밥이 사
셔 먹고 이 집 방에셔 거라
<혈의루: 26>

(69)에는 모두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70) ‘라’체 의문문 

가. 긔우이 편쟉의 폄셕 더지 거 아니고 가의의 소쟝 베프 일을 니 
그 츙직고 격졀 심장과 간담이 강고 격렬미 엇더냐
(杞憂生不爲扁鵲之投石 而爲賈誼之陳疏 其直衷熱腸 忠肝義膽 慷慨激昻 爲何
如哉)
<이언언해 서: 3b>

나. 이 비단이 닐곱 발 남으니 官家 자히면 스믈여 자히요 / ... / 네 펴라 내 
발마 보쟈 / 어 닐곱 발 라냐 / 네 몸이 크고 이 길  아니라 비단
을  져리 밟 規矩 업스니라
<청어노걸대 6: 16b-17a>

다. 텬쥬의 명신 긍을 너ㅣ 만일 치 아니면 쟝 심판 때에 무 답을 
려 냐
<쥬년첨례광익: 45a>

라. 문 셰샹 사들이 맛당이 엇더케 텬쥬 밧들어 셤겨야 올흐냐 / 답 반시 
텬쥬 밋고 라고 랑야 십계 온젼이 직흴 지니 이 십계 텬쥬ㅣ 
인류 내시매 그 량심에 붓쳐 주신 바 당연 도리니라
<진교절요: 6a-6b>

마.  어 富貴 子息들 나키 간로 可히 라랴
<청어노걸대 7: 13a>

바. 젼브터  인의 폐를 셰히 드 라 엇지 역 번거이 랴
<조야쳠 2: 4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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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바리인이 와 물으되 사이 쳐 치미 합당뇨
<예수셩교젼셔 마가복음 10: 2>

아. 환쟈 빌입의게 일너 갈오 뭇노니 션지가 이 말여니 뉘 갈아치미
뇨 자긔뇨 사이뇨
<예수셩교젼서 사도행전 8: 34>

자. 다시 무 별노 다 법이 잇뇨
<셩경직: 119a>

차. 너의 하 아바님은 능히 죽으시뇨 죽지 아니시니라 너 랑시
뇨 랑시니라
<훈아진언: 3a>

카. 개가 몸이 잇뇨 잇니라 하님이 뎌 잇니라 하님이 뎌 일개 몸
을 주시니 와 살과 혈과 가죡이 잇니라 개의 몸이 너의 몸과 뇨 
지 아니니라
<훈아진언: 3b>

타. 에 경의 갈님을 말이 그만면 가히 말라 여러 번 간청야 여러 번 
만류이 거의 짐의 을 혜아릴 것이어 다시 잇글음이 지리 갓갑지 
안으뇨
<매일신문(1898. 6. 11.)>

(70가~바)에는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고, (70사~타)에는 의문
사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 19세기 이후에는 의문사 없이 ‘고’계 종
결 형태가 나타나는 문장이 다소 늘어난 특이한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70아)는 
‘뉘 갈아치미뇨’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으나, ‘자긔뇨 사이뇨’에서
는 선택 의문문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다.

(71) ‘-은가, -을가’류 의문문

가. 근에 부강 나라들은 싸홈을  사을 셩에 득게 죽이며 약 나
라를 키 몃 만 몃 쳔만 죵족을 모다 진멸면셔도 엄연히 문명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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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쥬쟝다 칭고 뎌 야만인죵을 도로혀 나믈니  사을 잡
아먹 죄와  나라를 잡어먹 죄와 어 거시 크겟가
<대한매일신보(1909.11.25.)>

나. 사이 실쟈면 횡도 잇기 쉽지마는 엇지다가 물에 실수를 엿던가요
<화세계: 234>

다. 에그 하님 맙시 누가 그런 소리를 슬까요 마님게셔 작죄신 것만 업
스면 그리 말는 사람이 죄로 갑지오
<치악산 하: 12>

(71)에는 모두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났다.39)    

20세기 이후 현대 한국어에 이르러서는 의문문에서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규칙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중부 방언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의문문의 유
형에 따라 종결 형태가 구분되지 않게 되었고, ‘가’계 종결 형태가 보편적인 의문형 
종결 형태가 되었다. 과거의 한국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중부 방언의 의문형 종결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9) 이래호(2017: 122-124)에 따르면 ‘-은가, -을가’류 종결 형태의 경우, 의문사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예외는 15세기부터 나타났으나, 19세기까지 종결 형태 구분은 비교적 분
명히 이루어져,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율은 평균 2.2% 정도였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세기로 오면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는바, 추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래호 2017: 123)

‘-은가, -은고’의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의 분포 (언간)
구분 -은가 -은고

판정 의문 설명 의문 판정 의문 설명 의문
16세기 69(95.8%) 3(4.2%) 2(2.9%) 67(91.1%)
17세기 301(99.7%) 1(0.3%) 4(2.1%) 189(97.9%)
18세기 119(99.2%) 1(0.8%) 0(0%) 84(100%)
19세기 309(97.8%) 7(2.2%) 6(3.9%) 14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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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 -습니까/ㅂ니까, *-습니꼬/ㅂ니꼬; (-리까, *-리꼬)
나. -느냐, -냐; (-뇨, -느뇨); (-으랴, -으리오)
다. -은가, -는가; (-은고, -는고); -을까, (-을꼬)
라. -나, (-누)

(72)에서 괄호 안에 있는 종결 형태는 의고적인 표현이거나 일부 방언에서만 나타
나는 것이다. 즉 중부 방언에서는 ‘가’계 종결 형태가 보편적인 의문형 종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쇼셔’체에서 ‘고’계 종결 형태가 일찍이 소멸하여, ‘-습니까/
ㅂ니까’에 대응하는 ‘*-습니꼬/ㅂ니꼬’라는 형태는 현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종결 형태에서는 ‘고’계 종결 형태가 제한적인 용법이긴 하지만 존재하
기는 하는 것과 대비된다.

현대 중부 방언에 남아 있는 ‘고’계 종결 형태, ‘-뇨, -느뇨, -으리오, -은고, -
는고, -을꼬, -누’는 의고적인 표현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현대에도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73) 가. 하늘이 왜 이리도 푸르뇨.
나. 그 뉘라서 날 찾느뇨?
다. 가는 세월을 어찌 막으리오.
라. 어느 건물이 가장 높은고?
마. 무엇을 바라는고?
바. 거기 가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꼬?
사. 여기서 뭐 하누?

(72라)의 ‘-나, -누’는 근대 한국어를 거쳐 새롭게 생겨난 의문형 종결 형태이
다. 이 중 ‘-누’는 서울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ㅗ/가 /ㅜ/로 실현되는 고모음화
를 겪기 이전에는 ‘-노’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나’와 대립을 이루는 종결 형태
는 원래 ‘-노’였다. 다음의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의문형 종결 형태 ‘-노’가 동남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에도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된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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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가. 그러면 네 식은 엇의 갓노
<구의산 하: 3>

나. 무엇에  노염이 겻노
<두견성 하: 5>

다. 이게 웬일인고 경쥬 경찰셔에셔 무슨 일노 나를 부르노
<안의성: 124>

라. 얼마나 고을 고 이 모양이 되얏노
<금강문: 162>

마. 응 자네가 웨 올나왓노
<치악산 하: 108>

바. 쥬교 교 웨 신부라 노
<경향보감>

사. 삼수갑산(三水甲山) 내 왜 왔노 / 삼수갑산이 어디뇨
<삼수갑산>

아. 山 새는 왜 우노 시메 山골 / 嶺 넘어 갈나고 그래서 울지
<산>

(75) 가. 쳥을  헤히며 이 방맹이 어 누
<귀의성: 25>

나. 그 냥반이 무슨 죄가 잇서셔 잡아가누
<은세계: 17>

다. 숑순검게셔 팔자긔박 나를 불상이 보시고 얼마나 고을 시며 단이시
누
<모란병: 61>

라. 네올시다 / 웨 나왓누 / 근아씨셔 령감마님 죰 들어오시라고 엿주셰요
<목단화: 248>

(72)는 ‘-노’의 예이고, (73)은 그와 같은 시기에 존재한 ‘-누’의 예이다.41)

40) (74)와 (75)의 예 중 일부는 박철주(2009: 225)와 황정인(2012: 40)을 참고하였다.
41) (72)와 (73)의 작품의 저자들은 모두 동남 방언 화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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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형 종결 형태 ‘-나, -노’는 ‘-는가, -는고’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현희 1982a: 95-97). 즉 형태 내부의 음소들이 탈락되고 /ㄴ/와 /ㅏ, ㅗ/만 남아
‘-나, -노’가 된 것인데, 이에 대한 음운론적 설명은 하기 어려우나 문법론적으로는 
‘-는가’에서 ‘-나’가 형성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나’는 매개 모음이 없는
데, ‘--’도 그러하다.42) 둘째, ‘-나’는 간접 의문의 기능이 있는데, 이는 ‘-은가, 
-는가’에도 있는 기능이다. 다음의 (76)은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간접 의문
의 ‘-나’의 예이다.

(76) 가. 아마도 심소제의 영혼이 시 되야 나 부다
<심청전 하: 15>

나. 어듸 관장 오나 부다
<심청전 하: 24>

다. 兒㝆야 茅詹에 달 올낫다 벗 오시나 보아라
<가곡원류: 49>

라. 혹 갈오되 용납하라 이리아가 와 구완하나 보쟈 하니
<예수셩교젼셔 마태복음 27: 49>

마. 우리 쥬셔 즉각에 죵을 구원지 아니시고 밋 이 잇나 업나 사
험심이오
<텬로력뎡 상 1: 66b>

즉 ‘-는가’와 ‘-노’를 거쳐 형성된 ‘-누’의 기원은 ‘고’계 종결 형태에 소급되므로, 
현대 한국어에서도 ‘-누’가 나타나는 문장은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ㆍ≪두견성≫ㆍ≪모란병≫을 쓴 이해조는 경기도 포천이 고향이고, ≪안의성≫을 쓴 최
찬식은 경기도 광주, ≪치악산 하≫ㆍ≪목단화≫를 쓴 김교제는 서울, <삼수갑산>ㆍ
<산>을 쓴 김소월은 평안북도, ≪귀의성≫ㆍ≪은세계≫를 쓴 이인직은 경기도 이천이 
고향이다.

42) 그러나 ‘-는가’와 ‘-나’의 분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철수가 *아름답는가/아름
답나?(한동완 1993: 56)’와 같은 문장을 보면, ‘-는가’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 반면에 
‘-나’는 가능하다. 이런 예들은 ‘-나’에 ‘--’가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을 부정하는 셈이
다. 그러나 이는 ‘-나’가 분포를 확대해 나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동완 1993: 
58). ‘-는가’에서 형성된 ‘-나’는 본래 ‘--’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서만 나타났으나, 
형태 변화 후 재구조화를 겪으면서 형용사와도 ‘-더-’와도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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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5.1. 동남 방언

현대 한국어에서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의문문의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규칙이 사
라졌으나. 일부 방언에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러한 방언 중 하나가 동남 방언이다. 동
남 방언에서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나, -노’와 ‘-가, -고’가 있
다.43) 다음은 동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의문형 종결 형태의 예이다.      
43) 동남 방언 ‘-가, -고’의 기원은 중세 한국어의 의문 조사에 소급될 수 있으므로, 현대 

한국어에서도 의문 조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1980년대까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도 ‘-가, -고’가 결합할 수 있어, 중세 한국어의 모습과 같이 나타났었다.

가. 누 껏가? / 거기 사람가?(천시권 1975: 31-32)
나. 니가 학생가? / 이기 므엇고? / 므슨 일고?(서정목 1987: 21)

그런데 적어도 21세기 이후부터는 ‘-가, -고’가 자음 체언 뒤에서 ‘-이가, -이고’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의문 조사 ‘-가, -고’가 매개 모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 -고’가 의문형 종결 어미로 범주가 바뀌어 계사 
‘-이-’에 결합하게 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적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 -고’는 계사 ‘-이-’에 후행하는 선어말 어미 ‘-으시-’에 결합할 수 있다(서정목 
1987: 20).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조사가 아니라 어미이다. 다만 ‘-가, -
고’가 모든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었-, -겠-’과는 ‘-나, -노’만 
결합할 수 있다. 

다. 저분이 선생님이시가?(저분이 선생님이셔?) / 누가 선생님이시고?(누가 선생님
이셔?)

라. 저분이 선생님이었나?(저분이 선생님이었어?) / *선생님이었가?
마. 생각을 해 봐라. 저분이 누구겠노.(생각을 해 봐. 저분이 누구겠어.) / *누구겠

고.
둘째, ‘-가, -고’는 계사 ‘-이-’뿐만 아니라 형용사 ‘아니-(또는 아이-)’에도 결합한

다. 중세 한국어에서 ‘아니’는 체언이었고 ‘아니가’라는 형태 역시 존재하였으나, 공시적으
로 동남 방언에서 ‘아니-’는 형용사이므로 어간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조사가 아니라  
어미이다. 다만 계사 ‘-이-’와 형용사 ‘아니-’에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어의 어미
치고는 매우 좁은 분포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가, -고’가 완
전한 종결 어미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어도, 본래 의문 조사였던 것이 의문형 
종결 어미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뭐꼬?’는 의문 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이다. 
이 표현은 ‘뭐고?’ 혹은 ‘뭣이고?’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뭐꼬?’라고도 할 수 있는
데, 이는 ‘뭣+-고’와 같은 구성의 의문 조사 결합형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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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동남 방언의 의문형 종결 형태  

가. -습니꺼/ㅂ니꺼; (안동 방언) -니이껴 
나. -은교, -는교
다. -나, -노; -가, -고; (안동 방언) -라, -로44)
라. -은가, -은고; -는가, -는고;  -을까(으까), -을꼬(-으꼬)

(77)의 예 중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종결 형태가 구분되는 것은 (77다)와 (77라)
이고, (77가)와 (77나)는 하나의 종결 형태만 존재하여 대립을 이루지 않는다. (77
가~나)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은 화계의 종결 형태인데, 중부 방언의 ‘하십시오’체 
종결 형태가 대립을 이루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78) 가. 밥 묵었나? 뭐 묵었노?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나. 지금 학교가? 니 어데고? (지금 학교야? 너 어디야?)
다. 자네 왔는가? 언제 왔는고?/왔는가? (자네 왔는가? 언제 왔는가?)
라. 집에 가까? 멫 시에 가꼬?/가까? (집에 갈까? 몇 시에 갈까?)

동남 방언에서도 과거의 한국어와 같이 (78)처럼 의문사가 없으면 ‘가’계 종결 형태
가 나타나고, 의문사가 있으면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난다.45)

그런데 동남 방언에서 ‘-노, -고’가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

할 수 있다.
44) 안동 방언의 ‘-라, -로’는 계사 ‘-이-’에 결합하는 종결 형태로, ‘-가, -고’ 대신 나타

나는 것이 보편적이다(이기 니 책이라? / 너는 누구로?). ‘-라, -로’ 또한 어떻게 형성되
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김정대(2007)에서는 계사의 기원형을 ‘*-일-’로 설정하여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계사 ‘*-일-’에 ‘-가, -고’가 결합한 뒤, /ㄱ/ 약화를 겪은 후에 ‘-이
라, -이로’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일가, *-일고 → *-일아, *-일오 → 
-이라, -이로).

45) 다만 (78다~라)의 ‘-은가, -을가’류 종결 형태는 비교적 의문사 호응이 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의문사가 있어도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은가, -을
가’류 종결 형태는 전형적인 동남 방언으로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중부 방언의 간섭으
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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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경우의 ‘-노, -고’는 의문형 어미가 아닌 감탄형 어미인 것으로 파악된
다.

(79) 가. (음식을 먹고 나서) (생각보다) 맛있노.(맛있네.)
나. (옷 가게에서 옷을 입어 보고) 짝노.(작네.)
다. 자는 아까 간다더만 아직도 안 갔노.(쟤는 아까 간다더니만 아직도 안 갔

네.)
라. (영화를 보고 나서) 기대 억수로 하고 봤더만 재미 하나또 없노.(기대 엄청 

하고 봤더니만 재미 하나도 없네.)
마. 3시는 넘은 줄 알았는데 1시고.(3시는 넘은 줄 알았는데 1시네.)
바. “만기야! 만기야! 니 애비가 왔다. 이눔의 새끼 나와보지도 않노” 하고 

버럭버럭 고함을 질러댔다.
<해남 가는 길>

(79)에 나타난 종결 어미 ‘-노, -고’는 중부 방언의 ‘-네’ 혹은 ‘-는구나’ 정도에 
대응되는 감탄형 어미이다. 다만 ‘-네’와 ‘-는구나’에 비해서 ‘의외성(mirativity)’이 
강하게 나타나, [원래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뜻을 내포한다. 이러한 기
능의 감탄형 어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수사 의문문은 의
미ㆍ화용론적으로는 감탄의 기능을 가지므로, 수사 의문문에서 감탄문으로 전용됨에 
따라 감탄형 어미 ‘-노, -고’가 생겨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선 장에서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있으나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난 것도 있는 반면 의문사가 없는데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난 것도 있
었다. 4.1에서 후술할 것인바, 수사 의문문은 의문문이지만 ‘의문’의 정도가 낮은 것
이 특징이다. 즉 의문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정도가 낮으면 의문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설명된다. 그러나 반면에 ‘의문’의 
정도가 낮은 의문사는 아예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계 종결 형태만이 나타나
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 방언에서는 전자의 방법보다는 후자의 방법이 
우세하여 감탄형 어미 ‘-노, -고’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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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제주 방언

제주 방언에서도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종결 형태가 구분되어 나타난다. 다만 동
남 방언에 비해 훨씬 많은 종결 형태들이 대립을 이룬다. 다음은 제주 방언에서 나
타나는 의문형 종결 형태의 예이다.

<표 3> 제주 방언의 의문형 종결 형태
‘헙서’체 (존대) ‘허여’체 (평대) ‘허라’체 (하대)

-과
(~-가~-광~-강~

-꽈~-까~-꽝~-깡)

-엔, -순
-주~-지
-어/라
-안/언

-는가(판정), -는고(설명)
-은가(판정), -은고(설명)
-으카(판정), -으코(설명)

-가(판정), -고(설명)
-으냐(판정), -으니(설명)
-으야(판정), -으이(설명)

-은디아(판정), -은디(설명)
-을티아(판정), -을티(설명)

(정승철ㆍ김보향 2013: 83)

제주 방언의 의문형 종결 형태의 특이한 점은 과거의 한국어나 동남 방언과 같이 
어말이 ‘가/고’로 대립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허라’체의 ‘-으냐, -으니’, ‘-
으야, -으이’, ‘-은디아, -은디’, ‘-을티아, -을티’는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종결 형태인데, ‘아/ø’(또는 ‘아/이’)로 대립을 이룬다.46) 그리고 ‘헙서’체의 
‘-과’와 ‘허여’체의 ‘-엔, -순, -주~-지, -어/라, -안/언’은 대립을 이루지 않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은 화계의 특징으로, 다른 방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80)은 제주 방언 의문문의 예이다.47)

46) 고영진(2003)에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세워 설명하였다. 첫째, 설명 의문문에
서는 의문사가 있음으로써 의문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잉여적인 종결 어미 ‘-오’가 
탈락한 것이다. 둘째, 의문형 종결 어미 ‘-의(이)’가 포함된 것이다.

47) (80)의 많은 예는 정승철ㆍ김보향(2013)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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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가. 닐 장에 가젠 헴신디 치 가쿠과?(내일 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습
니까?) / 어디 감수꽈?(어디 가십니까?)

나. 우리 손지 봅데강?(우리 손주 보셨어요?) / 우리 손지 어디서 봅데강?(우리 
손주 어디서 보셨어요?)

다. 요 웨 아도 막 맛 좋은게, 기지?(요 참외 잘아도 아주 맛있네, 그렇지?)
라. 장에 웨 쌋어녜, 아니라?(장의 참외가 쌌지? 아니니?)
마. 밥 먹언?(밥 먹었어?) / 머 먹언?(뭐 먹었어?)
바. 성은 집이 와신가?(형은 집에 왔는가?) / 성은 집이서 무시거 헴신고? (형은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
사. 가이 게 가신가? (걔가 학교 갔는가?) / 가이 어드레 가신고?(걔가 어디로 

갔는가?)
아. 장에 치 가카?(장에 같이 갈까?) / 장에 언제 가코?(장에 언제 갈까?)
자. 가인 철수 아덜가?(걔가 철수 아들이니?) / 가인 누게 아덜고?(걔는 누구 아

들이니?)
차. 너 가크냐?(너 갈 거니?) / 어느제 가크니?(언제 갈 거니?)
카. 철수 게 가샤?(철수 학교 갔니?) / 철수 어디 가시?(철수 어디 갔니?)
타. 느 철수 인디아?(너 철수 딸이니?) / 느 누게 인디?(너 누구 딸이니?)
파. 냑 먹을티아?(저녁 먹을래?) / 는 무시거 먹을티?(넌 뭐 먹을래?)

(80가~마)는 대립을 이루지 않는 종결 형태가 나타난 문장이고, (80바~파)는 대립
을 이루는 종결 형태가 나타난 문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형 종결 형태의 구분이 제주 방언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김미경 1987, 정승철ㆍ김보향 2013: 87). 즉 의문사가 있는 문장에 설명 의문형 
종결 형태뿐만 아니라, 판정 의문형 종결 형태도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순수 의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수사 의문문에서는 더욱 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
인다.

(81) 가. 나가 언제 경 아시? / 나가 언제 경 아샤?(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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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사 나 어디 감시? / 무사 나 어디 감샤?(왜 내가 어디 가니?)
다. *무사 어멍 어디 감시? / 무사 어멍 어디 감샤?(왜 어머니가 어디 가시니?)

(81)은 제주 방언 수사 의문문의 예이다. 모두 의문사가 있으므로 설명 의문형 종
결 형태 ‘-으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판정 의문형 종결 형태 ‘-으야’가 나타
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81나, 다)는 ‘왜’라는 뜻인 ‘무사’와 ‘어디’, 두 가지의 
의문사가 문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이’가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고 한다. 정승철ㆍ김보향(2013: 96)에서는 의문사의 유무뿐만 아니라 ‘의문’의 유형
이라는 심층적 차원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즉 답변을 요구하
지 않는 문장인 수사 의문문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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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정ㆍ설명 의문형 종결 형태의                   
변화가 주로 일어난 환경

본 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종결 형태가 구
분되는 규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사라졌는지 검토한다.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
지 않는 현상은 고대 한국어 이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고,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유의미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꼽자면 
‘수사 의문문’과 ‘‘쇼셔’체’가 있다.

4.1. 수사 의문문
  
의문형 종결 형태를 구분하는 규칙은 수사 의문문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

았다(안병희 1965: 62, 장윤희 2002: 213-214). 수사 의문문은 의문의 형식을 띠
고 있으나, 실제 그 기능은 평서문이나 감탄문 등에 가깝다. 즉 수사 의문문은 전형
적인 의문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문사는 ‘의문’의 정
도가 약하기 때문에 의문사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장에
는 의문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문사가 있더라도 
‘가’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의문’의 정도가 약한 의문
사는 아예 생략되어, 의문사 없이 ‘고’계 종결 형태가 나타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또한 ‘(엇뎨) 며(何況)’ 구문이나 ‘수사 의문’의 기능을 가지게 된 ‘-으랴, -으
리오’의 예를 통해서도, 수사 의문문에서 의문사 호응 규칙의 불안정성이 유발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제주 방언에서도 수사 의문문에서 이러한 변화
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동남 방언에서는 수사 의문문에서 감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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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노, -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사 의문문이라는 환경만으로는 의문사 호응 규칙이 사라지는 현상을 전

부 설명할 수는 없다. 15세기의 순수 의문문에서도 예외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변화가 수사 의문문에서 먼저 촉발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순수 의
문문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석보상절≫과 ≪월인석
보≫에는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외 문장이 25개 있는데, 그중 9개
(36%)가 수사 의문문이다.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수사 의문문에서 예외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할 수 있겠으나, 반대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석보상절≫과 ≪월인
석보≫에 있는 수사 의문문을 전부 세면 59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 
예외가 9개(약 1.5%) 나타났으므로 이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즉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서만은 예외 중 수사 의문문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 의문문 중 
예외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의 양적 연구를 통해 
더욱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2. ‘쇼셔’체

의문형 종결 형태를 구분하는 규칙은 ‘쇼셔’체에서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
았다(이현희 1982a: 86). 15세기부터 ‘쇼셔’체에서 예외가 다수 발견되고, 17세기
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되어 다른 종류의 종결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풍곽씨언간>에서 ‘쇼셔’체 인사말에서만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
러 문헌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쇼셔’체에서만 의문사 호응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것도 확인하였다. 그로 인해 ‘쇼셔’체에서는 ‘고’계 종결 형태가 일찍이 소
멸하여 현대 한국어에 ‘-ㅂ니까/습니까’에 대응하는 ‘고’계 종결 형태는 남아 있지 
않으며, 이는 동남 방언과 제주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왜 하필 ‘쇼셔’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는 힘들다. ‘야쎠’체에서 더 일찍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등
급이 높은 화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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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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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종결 형태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논의하였다.
의문문은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크게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

다. 한국어의 선택 의문문은 통사적으로, 그리고 형태적으로 판정 의문문에 보다 가
까운 것이다. 한국어의 의문사는 대부분 형태가 같은 비한정사가 있는데, 형태가 같
을지라도 의문사 호응을 유발하는 것은 의문사뿐이다. 그리고 의문사와 형태가 같은 
비한정사는 수사 의문문의 의문사로부터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 의문문은 
의문사의 유무와는 관계없는 의미ㆍ화용론적 분류에 따른 유형이나, 문장의 의미론
적 특징이 의문사 호응 규칙에 영향을 준다.

의문형 종결 형태가 구분되어 나타나는 규칙은 고대 한국어의 향가와 구결 자료
에서도 비교적 정연하게 지켜지나, 그 시기에도 예외가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15
세기와 16세기에도 이어지며,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이후의 근대 한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이 규칙은 거의 사라졌으며, 현대 한국어에서 
의문형 종결 형태는 대부분 ‘가’계 종결 형태만 남게 되었다. 다만 동남 방언과 제주 
방언에서는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규칙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의문사 호응 규칙은 일종의 일치 현상이며, 의문문의 유형을 형태로까지 구분하는 
것은 잉여적이므로 이러한 문법 규칙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는 이상 ‘고’계 종결 형태까지 나타나 그 문장이 설명 의문문이라는 것
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무표적인 ‘가’계 종결 형태로 통합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사 호응 규칙이 왜 존재하였는가를 밝히지는 못하고,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에 주목하였다. 이 규칙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
으나, ‘수사 의문문’과 ‘‘쇼셔’체 문장’이라는 환경이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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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achronic Change of Korean Polar/Content Question Ending Forms

Ha, Jeongh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how a grammar that ending forms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interrogative sentence in Korean 
language have changed diachronically.

In the past, ending forms of interrogative sentences in Korean were 
distinguished depending on whether an interrogative word exists or not in the 
sentence, and the ga-originated ending forms appeared in the polar questions 
and the go-originated ending forms appeared in the content questions.

This grammar that the interrogative ending forms were distinguished 
gradually disappeared throughout middle and pre-modern Korean, and in modern 
Korean the ga-originated ending forms mainly appeared regardless of the type 
of interrogative sentence. Only in the Southeast dialect (Gyeongsang dialect) 
and Jeju dialect, this grammar still remains. This study examine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change of interrogative agreement rule happened, 
focusing on exceptions in historical data that sentences were not in the 
interrogative agreement.

In Chapter 2, the concepts of polar/content question, interrogative/indefinite 
word, and rhetorical question are explained. Polar and content question are 
distinguished depending on whether an interrogative word exists or not in the 
sentence. And in Korean, alternative question is closer to polar question. In 
Korean, most of interrogative and indefinite words have the same form, but 



- 98 -

their semantic features are different. Only interrogative words require 
go-originated ending forms. And the scope of interrogative words can pass 
through boundaries of clauses, and even if an interrogative words are in an 
embedded clause, it is in the agreement with ending form. Rhetorical question 
is the type that is classified semantic and pragmatic, and it does not seem to 
have relationship with the change of interrogative agreement rule. However, it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historical data.

In Chapter 3, the characteristics of exceptions that were not in the 
interrogative agreement are examined in chronological order, from ancient 
Korean to modern Korean. Exceptions that were not in the interrogative 
agreement are also found in Hyang-ga, Goryeogayo, Seokdok Gugyeol, and 
Eumdok Gugyeol data that are before late middle Korean. In the 15th century, it 
was confirmed that a lot of exceptions were found not only in rhetorical 
questions but also normal question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sentences   
were not in the interrogative agreement especially in ‘(엇뎨) 며(何況)’ 
construction and Worincheon-gangjigok. Also in the 16th century, exceptions 
that were not in the interrogative agreement were found. In the 17th century, 
the grammar that the interrogative ending forms were distinguished began to 
disappear, so exceptions were found regardless of the type of interrogative 
sentneces or ending form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occurred first in Hʌsyosyeo(쇼셔) style. In addition, ending forms –eurya(-으
랴) and –eurio(-으리오) got the function of ‘rhetorical question’, therefore it 
caused to not be in the interrogative agreement. From the 18th century, the 
grammar that the interrogative ending forms were distinguished almost 
disappeard, showing the same appearance as modern Korean. In modern Korean, 
go-originated ending forms remain, and in Hashipshio(하십시오) style, there 
was no ending form corresponding to go-originated ending forms. On the other 
hand, ending forms –na(-나), -no(nu)(-노(누)) that were formed newly during 



- 99 -

pre-modern Korean were originated from –neunga(-는가), -neungo(-는고).  
Now, the interrogative agreement rule remains in the Southeast dialect and Jeju 
dialect, but the rule can be neglected in certain circumstances.

In Chapter 4, I considered the circumstances that causes the disappearance of 
the rule that distinguish the interrogative ending forms. First, a number of 
exceptions that were not in the interrogative agreement were found in 
rhetorical questions. Since rhetorical questions is a interrogative questions with 
a low degree of ‘QUESTION’, it is the same as not including interrogative 
words. So it can explain that there are interrogative words but ga-originated 
ending form appears, and interrogative words are omitted and go–originated 
ending form remain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xceptions that were 
not in the interrogative agreement occurred first in Hʌsyosyeo(쇼셔) style. 
The reason for this change is not known for sure, but it is believed that the 
first change in Hʌsyosyeo style influenced other honorific styles.

In Chapter 5,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Keywords: interrogative sentence, polar question, content question, rhetorical 
question, interrogative words, interrogative ending forms, 
interrogative agreement, Hʌsyosyeo(쇼셔) style, the Southeast 
dialect (Gyeongsang dialect), Jeju dia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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