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更讀 副調語黨 政

朴 甲 洙

(국어교육과)

1. 序 言

형E讀는 「椰*L · 更讀 • 口誤」의 三者를 包容하는 觀念으로 쓰이 기도 하고， 또 이 를 구별하

는 俠義의 擺念으로 쓰이기도 한다. 練義의 擺念으로 쓰일 해는 그 擺念規定이 論者에 따

라 차이를 보여 준다.

1) 更文의 補助로서 使用되는 語(更文의 補助語) (小용進平. 1929、 : 280)

2) 漢文의 語， 句， 節을 우리말의 語順으로 排列하기 위하여 이에 必然的으로 훨求되는

助詞 빛 活用語尾블 漢字의 즙힘[ I借 方法으로 表記한 것. (都守熙. 1975: 14)

3) 촬記體 表記에 文法 形態를 보충하여 그 文服을 더욱 분명히 한 것. (李基文， 1962: 49)

4) 國語 散文 表記體系 (沈在箕. 1976: 9)

이상의 몇 가지 規定에 있어， 첫째 規定은 中國과의 移牌에 쓰인 漢語 漢文의 한 文體인

更文의 P±로 보는 것이 다. 둘째 規定은 更讀가 助詞 및 活用語尾와 같이 「語法關係만을 表

示」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規定은 本文이 漢文이라는 점에서는 첫째 規定과 同一하

다. 세째， 네째 規定은 本文을 우리말 文章A로 보는 데， 앞의 規定들과 차이를 보여준다.

네째 規定은 세째 規定에 다시 領文 아난 散文이라고 제한을 가한 것이 다른 點이다.

更讀는 대체로 7世紀에 體制를 갖추어 19世紀末까지 사용된 文語라 본다. 이의 初期의

具體的 實例는 「王申촬記石銘」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漢文 아닌 國語로， 우려딸 語順에

따흔 漢字의 힘Ii(釋)讀者의 羅列이 었다. 그러 나， 그 뒤에 즙讀字 힘Ii讀字에 의 한 虛蘇블 많

이 反映하게 되었고， 마침내 擬似漢文의 性格을 딱게 된 것이다. 그리고， 更讀는 公私文書

에 주로 씌어 更몹專用의 「更讀」가 되 었다. 따라서 , 更讀는 본래 漢文 아닌 國語이 나， 차츰

漢文에 의해 그 영역을 침식당한 特珠文語략 할 수 있는 것이다.

更讀文의 起源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7世紀로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그러 나， 이의

資料는 태반이 朝離時代의 것이다. 그 이천의 資料로는 三國時代 및 高麗時代의 약간의 金

石文이 그 代表的인 것이 다.

횡讀文에 씌어진 語훌는 「副詞 助動詞 助詞J(朝蘇總督府中樞院， 1937: 60)가 주가 된다. 따

라서， 여기서는 이들 語棄들 가운데 主流를 이루는 副詞 語棄의 表記體系를 살펴보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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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更讀副詞에 대한 考察은 斷片的인 것이 몇개 보인다. 여기서는 이러한 몇개 副詞 語髮

의 단편적인 考究가 아니라， 副詞語훌전반에 대한 表記 碩向과 造語論的 考察을 꾀하여 보

기로한다.

II. 表記의 碩向

更書에 사용되고 있는 副詞 語훌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羅麗更讀， 典律通補， 語錄辯證說，

簡톱必9il1， 更讀便覺， 更文操例， 大明律直解， 챙!~歌及v‘更讀α〕陽究， 更讀集成 등의 養集과 이

두사전을 자료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들 資料에 대해 간단히 해제를하면 다음과 같다.

羅麗更讀 : 李義鳳 著 「古今釋林J (正祖 13年， 1789)의 附錄. 寫本. 서 울大 中央圖書館 所藏.

典律通補 : 具允明 著(正祖朝) 卷四의 「更文」條. 寫本. 서울大 中央圖書館 所藏.

語錄辯證說 : 李圭景 著 「五洲紹文長塞散鎬」의 卷四十八의 -章. 寫本‘ 서울大 中央圖書館 所藏.

偏몹必知 : 編者 및 刊行 年代 未詳. 卷上 末의 「更頭量編J . 木版本. 서 울大 中央圖書館 所藏.

更讀便覺 : 1829"'30年間 編舞으로 推定. 日人 前間泰作 및 全州 北中 所藏 寫本.

更文操例 : 編者 刊行 年代 未詳. 木版本 日本 東洋文庫 所藏.

*행歌及rJ更讀@댐규究 : 小會進zp: 著， 1929年 京城帝國大學 발행.

大明律直解 : 中樞院 編. r校訂大明律直解J ( 1936)의 附錄 「更讀略解j. 景仁文化社에 서 「大明律直解 全」

으로 1974年 影印.

更讀集成 : 1937年 朝蘇總督府에서 刊行.

이두사전 : 장지 영 • 장세 경 共著， 1976年 正音社刊.

이들 資料를 통해 更讀 副詞 語훌를 살펴보면 약 150個 單語를 抽出할 수 있다. 이들 語

養를 우선 圖表化하여 일괄 제 시 하면 다음과 같다.

鍵鍵圍I轉觸-語뼈껴 證 顯뺀엑 쩍씨縮쐐鼓觀훌 明 훌l뚫鍵|更讀集成 이두사전
加 予 더욱 더옥 더우여 더욱 더욱 더욱 1. 더욱 더욱 더욱

各 別 각별

各 乎 λF로

B옳 亦 가시아， 14. 강여 강여

更 良 가시아 가서여 다시 가서아 가쇠아 가쇠아
다시 14. 경세아 가시아-가새

짐짓칩풋가시아 아

故 只 공번

公 反 16. 짐풋 짐춧 짐춧-짐짓

公 然 고로 고로-고루

科 科
공질연업，시 부

-.:lt 只 ~~ 22. 츠츠 차차 차차

과걸리 과구러 과글니 과(과그그리러) 과거리
과식 23. 과글니 과글리

科 式 츠~'~앞 (不明)

科科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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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式 관식

l많等如 가르트러 가로러 가로드러 가로려 가르트려 39-40. 가로도려 가로들어
가로드러

政 如 가르여 가리여 갈여 가르혀 가로려 38. 가로혀 가로혀

i支 亦 가르여

能 亦 능히 능히

的 寶 척섣 격실실， 척 51. 척실

適 音 마층 맛참 마참 마츰 마층 352， 마참 맛참 맛층-마침

道口良 드되어 드더η 여혀아‘，
導 良 드되아 드되여 드되여 드믹여 드믹‘아 드되어 드드되되 59. 드대여 드어민여-드되

(플여) 드되여

同 오언 오힌 오힐 오힌 60. 오힌 요힌

連 連 련련

流’伊 흘니 흘니 흘리 홀니 만일 96. 흘니 흘리

萬 一 옷조 못조

某 條

無 亦 어오이여 어오어여 101. 어업여、‘오스히로， 여이 어스、오흔이이여여‘ 어a
어서끼닝슨여현 어오여

f양 火 더브러 더부리 더부려 지북너 더부러 더블이

지며더더용욱푸흉너어견，，，
104. 지북너 디러복-너더，부더러블
더불어

物 物 갓갓 갓갓 ~、~、 갓갓 ~、~、 105-106. 갓갓 갓갓

物物以 갓갓으로 갓갓으로갓가즈로

反 亦 도리혀 도로혀

凡 훗 물의 을윗

別 乎 벼룹， 별 별옴 별룡， 다벼름 별로 벼름 179. 별옹 벼룡
노(별오) 리

井 175. 짧 €J- 짧

"Mi. 짧 짧 짧

井 以 아무로 Q 오로 아오로 아오로 아오로， 아요로 아요로

아아으올로너써，

拉 以 아올너쓰 " 176. 아요로 아오로

井 只 다모기 다모기 다무기 다모기 다모기 다무.5!..기， 다무기 다우기

다다아모요E기기우’지
拉 只 아올우지 " 177. 다무기 다무기

逢 音 맛층. 맛 184. 맛참 맛참 맛흘-마침

참

不 多 안틀 안플 안플 안플 모」(드iL’-칙i-----틴 안틀 188. 안을 안들 안틀

不 得 모질 묘질 모질 모(모딜잘) 모틸， 모 190. 못칠 못칠-모질

不得己 부질득이
봄일울

不便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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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輸典律輔-r辦a뼈 證 뻐혜생…뼈핸빽샤鍵便團꺼I更觸~j大直 明 觸빼l都πm更觀讀 써자헤찌轉集씌」벼l 시인I f- 사 전
향} 빗기
힘 是

써역~
빗기 빗기

使亦 ι‘려 여 싸리여 206. 사래여
~려여

使 易| 205. I사리 여
~리여

私 亦| !아람져 ~~로히-사
사로이

私音T I |사사로이 196. 사사로이 져아룹뎌-아람
아름며

사사로이 아룹뎌-아람
아룹뎌 져

使 T 197. 사사로이
ι$ 싸로히

아치기 \215. o}~ I빗기先 可 아직 아즉 아덕 아직 아즉， 아 215.아직 아즉 아즉
닥， 아직

先 껴-; I 샌여， 먼 1216 먼저!먼여 l먼 여
저

이‘1 어‘
\3-i£Ol, I짧 니어 I~어 |니어 속속須 只 모로비 , I.... ""'..l.· 모흠이 모로미

모모돔후딩치이「1

隨乎 1조초， 조차

順可只

時 常 시양

始 只 비롯 릇비
I;비22로32. 비 롯 IBJ 닷

j비 롯

始 ot IB] 를 !비핫 바라 비롯 비롯 비라， 비 소비롯|바라 j비 롯-비 롯

롯비，를. 비롯

始 Jlt 비록 224.
新反 서로히 서로니 시로히 시로이 새로이 새로이 226 !$로이 l새 로-새 레

신로이
新 T 시로이， 려 새로

새려

身 乎 되PL-ιi:. E口!.. ，?-•-

實 如 실로， 참으로

實亦 젤로 질여-실로

失錯亦 실착히， 실수
로

安 徐 안져 안아서서-안써，

良 良 스아

與 더부러 더부러 I~더42부.러

如 前 여천

用 良 쓰아 써라 쓰아 브ξ아

‘。259
|쓰아 |쁘아-쓰아

右 良 엄의여 념의아 니 P아 니펴야 임의여 이며여
엽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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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 如 엄의여 260. 임의여 이마여
이딛다 임의여

尤千 더옥 더옥 더욱 더I ~。누 261. 더 욱터욱 더욱
꺼꺼 音

거듭

f뚫等良 승、랜 d. 63. 하트러 후트러-하트
(等良) 려

f홉等如 허트러 중더라 승르려 허트러 종트러， d. 65. 하트다 후트러-하트
(허트러) 후르다다， (等如) 밍넉、

하트

f홉等以 d. 62. 훈들로-흔들
(等以) 로

f홉 先 위션

X쩔 亦
오히려 i 오히려

堆 只 오직 아기 아덕 305. 아커 아기， 오즉
唯 只 오직 오직 아직 아즉， 아 306. 아직 아기， 오즉

직

隱密亦
은밀히

隱‘眼伊
그으시-그스
시

易 꺼; 이뉴혀 안의여 아니혀 아내혀 안으여 안유혀 아니여， 253. 아내여 컵녁여-이내
(이녁여) 인으려， 인엑혀

이녹혀
因 予

지즈로， 322. 지즈로 지즈로-짖a
인당야 지즈로 로

因 乎
지즈로 지즈로-짖a

로

仍 子 지ξ루 지즈로 즈출우 이카갚 뎌즈루 지즐우 지즈로， 323. 끼키갚 지즈로-짖으
지조로， 지갚 로

지즈루

字 細 z-셰 327. 자세 z-셰-자세
子 細 z-셰 자새 주셰

↑子 細
z-셰-자세

自 以
절로-스스스호
스로

自 乎 절 로

這 這 갓갓 갓갓 갓갓 갓갓 J:、J: 갓갓 갓갓， 호 250. 져져 져져， 갓갓
y..

專 亦 전혀 천여 전혀 천여 전여 연혀 천여， 전 353. 전여 전여-전혀
혀

全 亦
천여 션여-션혀

{傳 傳 전전 전천 션천
傳傳以

전전으로 션션.£.로
옳次以 전츠로 전차로 전츠로-전차

호

除 除 더더 더더 더더러

除除良 더더러 더머‘러 더더려 \ 덜어아 더더러

租 也 아야라 아야라 이야라 아야라 l아야라 아야라 360. 아야라
(이야라 아야라

*묘也如 아야라야



96 師大論題(19)

條 以
요로 끓~a:..£.

重 亦 중히 358. 重히 중히 중히

!!P 便 즉변

曾 是
일즈기

曾 只 일지기， 378. 일즉 일즉이 일즈기

일즉이

至 亦 이르여， 일으려 이르획

니르려

直 亦
곳 공

휠 亦 진(참여이여)
진여， 참으료

進 只 낫드러 낫드러 366. 낫드러 낫드러

$: ~양 갓갓 369. 지질， 갖갖

$:縣以 칠칠로 질질로 딜딜로 지질로 370. 질질로

次 第 (츠례)

(次第以)

且亦
걱도한 요한-또한

次 次
송;혼-차차

初 如 초여 처음 초혀 381. 初여 초혀 초여

初 亦 초여 초혀 처옴， 처 382. 初여 초여 초여

음에

最 只 안지기 아직기 안주기 안먹기 안직이 383. 안자(직) 안걷기-안2

기 71

追 手 죠초 조초 춧초 조초 조초 훗초， 조 384. 춧초 a:..2그「

초

追 乎 조조- 이어 훗초 조초 훗초 조초

趣便 츄변

(趣便以)

層 層

親 亦 친히 친히

退 是 물이 물리

退 伊 불러 물라 울이 냉연 물이， 울 390. 물이 불리

(불리) 리 ('I)

退 以 물아， 물 물리

리

便 亦 }ιR특l ιS의 혀 사릭여 ι5 리 여 4의 혀 392. 사의여 ~의여-사으

(ιS 런 여 ) 민디r=Ir 여

必 子 바록 바록 391. 벼 룩 비록 비록

必 只 반다기 반7l t;기~반드

向 前 아전 。}천 아선 아견 아전 398. 안전 아천， 안전

鉉
403. 시 을 시우

鉉 如 시우여리 시우려 지우려 시요러 시우려 404. 시요려 시요러

시우려

짧 如
시오러

鉉 亦 시위여

講’끓「更뚫關鍵 證 짧|짧知|更짧鼓據例|靈魔l更讀集成\ 01 두 λ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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惠 是 지즈리 결 ξ려 ， 지즈

惠 伊 저즈리 져지리 저즈려 져즈려 저즈리 저즈리 406. 지리(져)즈 져리즈리， 지즈

互 相 호양

況 없 융블며 허불며 융물며 탕블며 당블며 427. 하물며 융블며， 하물
-F、핸 며

況 ;t- 후딜며

〔흉考 1) r獅歌及δ更讀@船究」 난의 짧號는 「更讀註解」章의 語離에 대한 連짧號이다. 特別히 자신

의 독볍을 대부분 제시하지 않았기에 取根與否를 밝히기 위해 짧號블 넣은 것이다.

〔훌考 2J r짧g歌及δ更讀 (7) 1JJf究」에 전사된 것은 原本과 다음과 같아 차이가 있다. 앞이 小負의 誤記，

뒤가 原本의 발음이다.

최只 과글니〔과구러 J (典)

無亦 어오어여〔어오이여 J (關)

뾰以 아오로〔井以의 誤J (典)

便易 ιS리 여 〔無J (典)

始nt 비 롯〔바 닷J (典)

尤千 더욱〔더옥J (備)

仍予 즈즐우〔즈층우J (語)

蘇縣 질질〔갓갓J (語)

退伊 물리 〔물라J (典)

鉉如 시우려〔지우려 J (語)

i兄없 Q물며 〔況;얻의 誤J (典)

이들 更讀 副詞 語養의 추출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첫째， 更讀語와 漢字語의 구

별， 둘째， 副詞語와 副詞形의 구벌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있￡며， 셰째， 用例의 不充分오로

果然 그것을 更讀 副詞語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의 例는 「校

訂 大明律直解」의 「更讀略解」에서 이르는 「特珠한 用語J(朝蘇總督府中樞院， 1936, 24""25)가 그

것이 다. 例를 들면 「子細， 公反， 不得己， 표相， 字細， 次第， 官式， 的寶， 科式， 在前， 重亦，

l1P {更， 時常， 連連， 짧是， 寫先， 萬一， 與， 傳傳」 따위가 그 예 이 다. 이 가운데 「重亦， 힘是」

따위는 물론 更讀 副詞語로 보아 좋은 것이다. 둘째 例는 「繼亦， 及良， 導口良， 혈良， 使

亦， 使易， 新反， 用良， 良良， 進只， 進nt， 向立， 向入， 鉉， 鉉如， 鉉亦， 鉉如」 따위가 그

例가 된다. r훨良， 用良」 따위는 본래 副詞形오로 쓰이던 것이나， 마침내 副詞로도 쓰이는

것이며， r新反， 進只」 따위는 본래 副詞로 쓰이었을 것이나， 뒤에 副詞의 속성을 잃어벼리

게 된 것<:>로 보이는 것이다. 세째의 例는 좀더 생소한 것으로， r因公(인공) ， 委曲(위곡)，

趣便〔츄변) J과 같은 것이다. 이들은 첫째 경우와 관련되는 것이나， 좀더 解讀에 문제성을

제기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副詞語를 抽出함에 있어 前記 「特珠한 用語」와， 語

蘇의 機能으로 보아 그것이 他 品詞에 속하는 것이라도 副詞의 기능을 지니는 것은 副詞語

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려나， 副詞形(連用形)은 제외하였다.

抽出된 副詞語養도各 表記語가 그대로 51]j個의 副詞語棄가 되는젓은 아니다. 그것운 같

流伊 흘리〔흘니 J (典)

~火 더불어〔더부리 J (典)

아오로〔無J (偏)

始此 버릇〔無J (典)

버릇〔비라)(歸)

唯只 요직〔堆只의 誤J (典) 아즉〔無J (關)

專亦 천혀〔천여 J (典)

最只 안직기〔안지기 J (典)

必予 비록〔바록J (備)

追子 조초〔追乎의 誤J (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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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副詞語를 몇 개의 다른 表記法에 의해 나타낸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同一한 副調語

를 달리 表記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더욱:加子~尤子

니어:屬屬~層層~連連

가로들어 (가닫여 ) : J않等如~技如"' I皮亦

마츰:適音~逢音

드되어:훨口良~導良

더부러:옮火~與

갓갓:物物~這這~縣縣

갓가즈로:物物以~縣縣以

짧 ::I'f'"拉

아오로::I'f以~拉以

다무기:井只~拉只

브리여:使亦~使易

아룹뎌:私亦~私音T'"私丁~使丁

조초(추) : 隨乎~追子~追乎

비 롯 : 始只~始Ilt'"始此

실로:實如~實亦

쓰아:用良~良良

이미여:右良~右如

좋트러 (로) : 혔等良~옳等如~옳等以

요즉:堆只~唯只

그스기 : 隱密亦~隱、陽伊

지즈로(루) : 因予~因乎~仍予

자세:字細~子細~仔細

절로(스스로) : 自以~自乎

전여:專亦~全亦

천천(으로) : 傳傳'"傳傳以

더더러:除除~除除良

아야라(여 ) : 租也"'*-且也如

일즈기:曾是~曾只

블리:退是~退伊~退以

초여:初如~初亦

시우(시 우러 ) : 鉉~鉉如~鉉亦"'1효如

저즈리 : 惠是'"惠伊

좋 을며 : 況旅~況;↑、

따라서， 이상 重複되는 45개 語養를 제하연 更讀 副詞는 約 1'00여 개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이들 語養의 表記法은 어떠한가? 表記法은 몇 가지 類型.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都守熙， 1975: 13"'15) 곧 音借， 힘II借， 링1\룹 뾰借 및 轉借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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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借法에는 全音借 略륨借(初 • 中 • 終聲， 初中聲， 中終聲借)， 힘II借法에는 힘II借와 힘[I흡借

를 구별해 볼 수 있다. 轉借法도 廣義의 밟II借法에 들어갈 것입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이령게 表記法을 나누어 볼 때 이들 副詞는 어떤 表記 碩向을 보이는가? 크게

흡借法 힘II借法 흡힘IIslt借法오로 나누어 볼 때 副詞語의 대부분은 힘II借法 그것도 未륨을 검S

記한 表記法이 두드러진 것을 보게 한다. 먼저， 未륨훈記의 힘II借法을 쓴 語棄를 보면 다

음과 같이 約 60여 개 語蘇나 된다. (讀즙은 筆者의 推定륨， 以下同)

加予〔더욱〕

故只〔짐풋〕

適音〔마츰〕

無亦〔어오여〕

別乎〔별로〕

逢音〔마츰〕

私亦[아름뎌〕

혐是〔빗기〕

隨乎〔조초〕

新反〔시로〕

寶如〔실여〕 ‘
尤子〔더욱〕

唯只〔오즉〕

因乎〔지즈로〕

除除良〔더더러〕

曾只〔일즈기〕

追予〔조초〕

退伊〔블리〕

必只〔반투기〕

鉉亦〔시우러〕

況t]';[승을며〕

各乎〔λF로〕

j많如〔가닫 여 〕

導良[드되여〕

反亦〔도텅혀〕

井只〔다모기〕

使亦[*브리여〕

私音丁〔아룹며〕

料只〔빗기〕

始只〔비롯〕

新丁〔새려〕

實亦〔실역〕

續亦〔오히려〕

隱題伊〔그스기〕

仍子〔지즈로〕

租也如〔아야라여〕

至亦〔니르히〕

追乎〔조초〕

退以〔블리〕

鉉如〔시우러〕

易亦〔이녁여〕

更良〔가시아〕

l많亦〔가런여 〕

流伊〔흘리〕

凡훗〔블의〕

拉只〔다모기〕

使易[*브리여〕

私丁〔아룹며〕

須只〔모로미〕

始1It[비릇〕

身乎〔몸소〕

用良〔브스아〕

堆只〔아기 • 요즉〕

因予〔지즈로〕

自乎〔절로〕

曾是〔일즈기〕

最只〔안g기〕

退是〔블리〕

便亦〔자런여〕

꿇如〔시우러〕

況없〔놓뭉며〕

이들 未륨愈記는 音借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옴 호(乎) J자는 흡借 아닌

캉II륨借， 그것도 略륨借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륨借法에 의한 未즙徐記 아닌 것￡로 힘II

借法에 의한 것이 있다. 그것은 「써 이(以)J字에 의해 frv로」를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井以〔아오로〕 :s1ft以〔아오로〕 新反〔서로〕

이 밖에 屬屬〔속속 • 니 어 ], 這這〔져져 • 갓갓]， 縣縣〔지 질 • 갖갖〕은 根源的￡로 힘II借法을

쓴 것이나， 뒤에 흡借法~로도 원힌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그， 힘〔빗기]， 拉〔옮]， 井〔옮〕

은 各各 「짧只， 뾰以， 井以」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들이 後者에 비해 古形이라 하겠다.

(南뿔鉉. 1977: 66) 폼 後代에 와서 語未形態 表記를 하기 에 이른 것이 다.

未륨縣記를 하지 않은 순수한 힘II借法을 쓰고 있는 副詞는 「힘， 井， 뾰」 外에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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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語蘇가 있다.

同〔요힌〕

屬屬〔니어〕

除除〔더더러〕

物物〔갓갓〕

與〔더부러〕

縣~e갖갖〕

不得〔모딜〕

這這ex. x. J

師 大 論 鍵‘(19)

「屬屬， 這這， 我移」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즙借도 되 나， 힘Ii借法에 의해서도 읽혀지

는 것이다. r同」의 訓 「오힌」은 石峰千字文애 보이는 것이며，. r緣物」의 힘II r갓갓」은 링II豪

字會에 「갓물(~)J이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羅麗更讀에 「釋緣 物物 갓갓」이라 기록되어

있다. 不得은 「몰-일>모딜」이 된 것이고， r屬屬」이 「니어」로 됨은 「屬」의 「連也 련할속」

〔字典釋몇)이란 힘II에 따른 것이다. r這這」의 訓 「조오」은 「這」의 訓 「此也 이 자」에 말미

암은 것이다. 이것이 小용進平이 본 「圍圍」의 뜻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본

래는 이런 뜻이 아니고， 南뿔鉉이 지적한 바(南鉉뿔， 1977: 66)와 갈이 「곧， 즉시」의 뜻이

後代에 와서 이렇게 混亂된 것오로 보인다. 大明律直解를 보면

名數內不足罵去等這這推提申聞홉齊: 如名數短少 就便揮提(13 : 4)

와 같이 「這這」가 「就便」의 譯語로 쓰인 것이다. 15世紀 뚫解에도 rXXJ의 rXJ이 「始，

續， 方」의 訓으로 쓰이고 있다.

힘II흡借法의 表記는 많지 아니 하다. 다음과 같은 8개 語蘇가 그 全部인 것 o로 보인다.

f흥火〔더브려 〕

옳等以〔중트로〕

뽑如〔시우려〕

f홉等良 〔후트러 〕

鉉〔시우〕

鉉亦〔시우려]

f홉等如〔 ‘중트려 〕

鉉如〔시우려〕

위의 8개 例 가운데 「良J r如」는 흡借로서 未흡表記에 쓰인 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轉借法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7개 가 보인다.

右良〔이미여〕

租也如〔아야라여〕

惠伊〔져즈리〕

右如〔이미여〕

層層〔니어〕

*且也〔아야라〕

惠是〔져즈리〕

룹借法의 表記로 全좁借를 한 語離는 21개 가 있다. 이 가운데 17개 는 更讀 아닌 演字語

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各別〔각별〕

官式〔관식〕

不得己〔부득이〕

옳先〔위션〕

的實〔벽실〕

趣便〔츄변〕

公然〔공연〕

連連〔련련〕

時常〔시양〕

字細〔자셰〕

次第(;송례〕

互相〔호양〕

科式〔과식〕

萬-(만일〕

如前〔여점〕

子細〔자세〕

次次(;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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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의 全흡借 語解는 다음과 같응 4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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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徐〔안서(아서 ) J

初如〔초여〕

仔細(z.셰〕 傳傳〔정전〕

이 가운데 「傳傳」은 「轉轉」의 誤記로 보이 며 「初如」는 「비 로셔」의 가능성도 보여 준다.

全音 및 略즙 뾰借法은 앞의 語根을 全륨￡로， 뒤의 語未 接解를 略흡으로 나타낸 語解

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副詞 語蘇는 다음과 같은 10여 개 가 있다. 이 때 「必子(비

록)J을 제 외하고는 모두 固有語 아닌 演字語의 語根으로 되 어진 것이 다.

5量亦〔강히 〕

失錯亦〔실착히〕

全亦〔천여〕

初亦〔초여〕

能亦〔능히〕

隱、密亦〔은밀히〕

重亦〔중히〕

親亦〔친히〕

不便亦〔불펀허〕

專亦〔전여〕

員亦〔진여〕

必子〔비록〕

그러나， 이들 例와는 달리 未륨이 힘II흡으로 表記된 것도 몇 개 보인다.

公反〔고로〕 條以〔요로〕

이 가운데， r條以」는 「某條」의 變形이며， r公反」은 「公2J'-J의 類륨 表記로 볼 수도 있다.

略즙借는 앞에서 살펴본 未즙愁記의 힘II借法에 있어 많은 語未륨 表記에서 볼 수 있는 것

이다.

乎〔오〕

音 ( 1그 〕

只〔이 • λ . --,)

良〔아/어， 여〕

-r(뎌/여〕

Ilt (/-、〕

亦〔여 J혀〕

可〔즉/--' J

이에 대해서는 다음 章 「造語論的 考察」에서 자세히 살펴게 될 것이다.

힘1\흡뾰借法의 語蘇는 앞에서 言及한 語未훈記의 힘1\借法에 의한 副詞語가 여 기 속할 수

있다. 이 밖의 힘l룹뾰借法에 속할 語離는 다음과 같이 3개 가 보인다.

~等如〔가닫들어〕 不多〔안을〕 向前〔안션〕

이 밖에 特珠 借字， 또는 誤記라고 보여 지는 語蘇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科科〔차차〕

使亦[싸려여〕

始此〔비록〕

況i"f\(흘-필며〕

:용只〔과글리〕

’使易〔싸리여〕

良良〔스아〕

響口良〔드되어〕

使丁〔사사로이〕

直亦〔곳〕

「科科」의 「科」의 좁은 「苦未切」로 그 訓은 字典釋훨에 의하면， I程也한청 과。條也조목과

。本也맛둥과。等也무리 과O#:也구덩 이 과O取人條格-第과거과」로 되 어 있다. 따라서 , I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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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 條條」를 뜻하는 말로는 「흔후」이어야 할 理由가 없다. r과과」의 잘못으로 믿어진다.

「尤只」가 「과글리」로 원혀짐에도 落字가 있거 나， 特珠한 借字일 것￡로 보여진다. r::lGJ는

「平頭戰창과 顧J(字典釋몇)로 되어 있다. r只」는 副詞化 接廳로 「이」를 나타낸 것이겠다.

따라서 r::lGJ가 흡借된 것이라 볼 때 「글」에 해당한 글자가 落字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 特

縣한 借字로 보는 것은 r::lGJ가 「창(擔)J이니 이것이 「과격」한 것에 轉借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다. r導口良」은 「口」가 空然히 훈加된 것￡로 보인다; r使亦」과 「使易」은 「부

리어， 行使하여」의 뜻을 지니는 말로， r‘ 려 에 /자리 여 」로 古書에서 읽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便亦·便易」의 「便」과 「使」가 字形이 비슷한데서 混亂을 빚은 것이라 보인다. r便

亦/使易」이 上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브리여」로 읽혀야 할 것이다. 곧 「使」는 rJ최

令也하여곰사 O彼也부럴사짧l젠將命者사신시흉J (字典釋몇)에 보이는 것과 같이 「부릴 사」의

訓 「부리」의 表記요， r亦/易」은 末륨의 表記라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r使TJ

은 「私丁」의 誤記이고， r始此」는 「始매」의， r良良」은 「用良」의 誤記로 볼 것이다. r直亦」의

讀좁은 「곧이>고디」일 것이며， r況~J은 「況帥」의 略體로도 볼 수 있겠으나 r~J이 「良示

〔아곰JJ과 같이 「곰J..2..로 읽 히 는 韓國式 漢字이 니 , r麻」의 誤記로 보아야 할 것이 다.

]1[. 造語論的 考察

副詞는 크게 純牌副詞와 派生副詞로 나눌 수 있다. 純牌副詞란 그 生成 및 發達 過程에

있어 다른 形態나 意味 類型으로 分析이나 說明이 可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派生副詞란 다른 品詞에서 轉成되었거나， 接尾辯가 붙어 副詞가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區分은 편의적인 것이요， 그것이 完全한 것은 못 된다. 그것은 言語의 生成 發

達로 1갈미 암아 -純牌副詞로 보이던 것도 時代를 거슬러 올라가면 意味나 形態面에서 다른

語類와 관련을 갖는 것..2..로 보아야 할 것도 있기 때문이 다.

更讀 副詞語는 派生副詞의 경우 「亦， 只， 以， 乎， 子， 如， 良， 伊， 丁， 是」 等 接尾辯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接尾辯 「亦」字가 쓰인 副詞語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讀즙은 筆者의 推定륨)

§옳亦(;강여， 세워다〕

能亦〔능히〕

使亦〔브리여〕

實亦〔실여〕

隱密亦〔은밀히〕

全亦〔전여〕

륭亦〔진여〕

便亦〔‘클여〕

至亦〔니로히〕

無亦〔어요이여〕

私亦〔아룹뎌〕

失錯亦〔실착히〕

易亦〔이 늑혀〕

重亦〔중히〕

且亦〔차여/아직〕

鉉亦〔시우여〕

政亦〔가닫여〕

反亦〔도닫혀/외려〕

先亦〔온져〕

%쩔亦〔오히려〕

專亦〔전혀/정여〕

直亦〔직여/고디〕

親亦〔친히/주올아정l)

初亦〔초여/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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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訂 大明律直解에는 「亦」字가 핸加되어 副詞를 만든 用例로써 다음과 같은 것이 들려지

고 있다.

專亦，- 彈亦， 無亦， 耳亦， 先亦， 至亦， 易亦， 初亦， 便亦〈以上않從來更讀1:: -It C,,;ft Q) , 失錯亦， 差

錯亦， 誤錯亦， 煩雜亦， 進錯亦， 直亦， 員亦， 精密亦， 重亦， 明白亦， 堅寶亦， 親亦(親 G )， 續亦， 私

亦， 全亦， 有能亦， 現然亦， 無緣故亦， 自遭亦， 能亦， 反亦， 寶亦， 陳演亦， ，獲密亦， 不平正亦， 不均

亦， -亦， 盡數亦(悲<).

이 상의 보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亦」字를 末즙愈記함A로 많은 副詞語를 만들고 있다.

특히 漢字語에 「亦」字가 젠加되어 뾰質이나 狀態블 나타내는 派生 副詞를 만드는 일이 매

우 生塵的임을 보여 준다.

그러 면， 資料의 標題語로서 추출된 副詞 語養를 살펴보기로 한다. 接蘇가 붙어 副詞

를 形成하는 경우는 두 가지 造語/碩向을 보인다. 그 하나는 힘II讀字흡에 이어 쓰이는 것이

고， 다흔 하나:는 흡讀字룹에 이 어 쓰이 는 것이 다. 1亦」자가 붙은 副詞語들 가운데 11뚫亦，

無亦， 反亦， 使亦， 私亦， 先亦， 續亦， 易亦， 至亦， 線亦， 便亦」은 前者의 例이고， 1彈亦，

能亦， 實亦， 失錯亦， 隱密亦， 專亦， 全亦， 重亦， 直亦， 륨亦， 且亦， 親亦， 初亦」은 後者의

例이 다. 그러 나， 흡讀字륨A로 읽고 있는 副詞도 힘II讀字音￡로 원혀 졌을 可能性을 전혀 배

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問題는 이러한 語解들의 生成 過程에 있다. 이것은 固有語냐 漢

字語냐의 問題로 귀착된다. 更讀는 根源的흐로 漢字語 아닌 固有語의 表記로 보아야 하겠

지만 後代에 漢文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면서 漢字語童에 接解를 붙이는 更讀 語解의 形成

도 상당한 것 c 료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漢字語에 接蘇를 붙인 것을

認定했지만 이것은 固有語에 의해 달리 읽혀질 수도 있는 것이다. r彈亦」은 「세워디 J (洪淳

釋， 1976: 62) , 1置亦」은 「참여/올히 J， r隱密亦」은 「그스기」로 원힐 可能性이 있는 것이

그것이다. r彈」의 15世紀 副詞는 「세우」이다.

세우 제 닷?면 〈月印-H--， 109>

세 우 밴 흘게 傳후노니 (彈學) <圓序， 81>

「彈亦」을 「세우」에 대응시키기에는 語末행記의 「亦」에 問題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r세

다」의 彈勢語 「세 원 다/세 완다」에 接離 「이 」가 첨가펀 「세 워 디」로 힘II讀됨 이 보다 근사할 것

￡로 보인다. r세 원다/세왈다」의 用例는 다음과 같다.

고기 세위든 동중도다 (肉屆彈) <柱初十六， i6>
손바라 세 원고 (手足彈直) <救簡一， 64>
세와틀 환 (桓) <石峰千字文， 23>

「置亦」은 「츰히/올히」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며， r親亦」은 「주올아팅lJ로 읽힐 수 있다.

「無亦」의 「無」에 대해서는 「어오-J라는 語根이 있었던 것￡로 봄이 좋을 것 같다. r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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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은 14世紀 白岩좋貼文(1 357)에도 ξ안 것을 보여 준다. I反亦」은 「도무혀」 또는 「외려」

로， I私亦」은 「아름뎌」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世紀 文敵에도 「아릅뎌」가 보인다.

君子섹 아를뎌 외셔 〈內一. 8)

곳과 버 드를 아 름 뎌 호마 업 도다 (花柳更無私) <柱初九， 35)

各各 아름뎌 受놓니잇가 (各各私受) <標-， 16)

r~ι5로히 」는 後世의 발달로 보여진다. r先亦」은 「몬져」로 읽힐 것이다. I易亦」은 「이 늑

혀/이녀여>이내」로 말달한 것으로 보게 한다(1) I便亦」은 「‘무여」로 읽을 것이다. I.‘무

여 /δ려여/‘려야」는 「함부로」를 뜻하는 말로 中世國語에 쓰이던 말이다.

그저 ‘긍여 긁빗기지 말리. (不훨只管的制) <朴新一， 43)

그저 ‘려야 멀리 가 므송좋리오 (只管的遠去;톰顆) <朴重下， 39)

「至亦」은 中世國語의 「니르히」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제 니르히 젓근 爛播이 훈 x 노랫도다. (至今折爛藍空購뼈) <1'士詩. 4: 30)

이제 니르히 種이 되게 당는그 (至今옳便) <詩經解. 18: 14>

II않亦」는 「가무여」로 「가닫(分·支 )J에서 派生된 것이며， I鉉亦〔시 우여 J J는 「시위(시울·

꿇) J에서 派生된 것이다. I시 위 여 」가 「줄달아， 연속하여」 등의 뜻을 지니게 된 것은 「줄

(結 • 꿇)J에 서 轉借된 것우로 보인다. I使亦」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브리 여 」로 읽 힐

것으로 「싸려여」 등으로 읽힌 것은 「便亦」와 混同된 데 연유하는 것이겠다.

「直亦」와 「且亦」은 그 讀法이 다른 것과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곰 「곳J， I표한」이

종래의 讀音인데 j 이것도 이러한 讀法으로 읽혀지지 않았을 것A로 추측된다. 곧 「直」과

「묘」는 漢字訓룹대로 읽혀 「直亦」은 「고디 J， I묘亦」은 「쪼」로 읽혀 「亦」은 단지 副詞 接尾

蘇를 나타내는 글자로만 씌었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有力한 假說은 「且亦」

은 「아직(且) J ..£..로 읽는 것이다. I且」字는 「又也 쪼차」外에， I始也 아직차」의 힘1\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亦」은 그 終聲이 略흡借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고찰로 볼 때

「亦」은 대체로 「이/히， 여/려/혀， 기」 따위로 읽혀지는 接蘇라 하겠다.

「只」가 接蘇로 쓰인 副詞는 12개 이 다.

故只〔침풋〕

힘只〔빗기〕

須只〔요로미〕

曾只〔일즈기〕

t只〔과? 리 〕

井只〔다P기〕

順可只〔순갓〕

堆只〔오즉〕

最只〔안z.기〕

進只〔나이〕

拉只[다I끈기〕

始只〔비릇〕

唯只〔오즉〕

必只〔반다커〕

(1) 小홈進Zf-(1929)은 「因-? '"( J rJlPt>J 等의 뜻을 지난 「인엑혀」에서 -轉하여 「容易κ」의 뜻이 되

었다고 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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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可只」를 제외한 語蘇의 「只」는 요두 힘II讀字에 이 어 져 語未륨을 나타내 기 위한 것들

이 다. r故只， 始只」 및 디順可只」는 語未즙 「入」을， r堆只， 唯只」는 語未흡， r 기 」을， 나머지

는 語未즙 r 1J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r故只」에 해당한 中世語로는 「점춧」과 「진덧」이

있으며， 릎훌漢의 涉提曲에는 「짐즉」이 보인다.

점춧 엽게 캉시니 (選故齊之) <龍歌， 64;
乃終 내 진닷 업수미 아니니 〈月一， 36>

*陽이 거윈 척의 江風이 집즉 부려 歸빠을 보녀 는 ξ 〈涉뚫曲〉

그러나， 역시 一般的인 것은 「접춧」이다. r故只」의 表記로 보면 「점즉」이 더 어울리는

讀륨이다. r井只， 뾰只」는 「다오」에 接尾解 「只」가 붙어 「다오>다P기 C>다모기/다무기 ) J

가 된 것이다 (2 ) 語未終聲 「人」이 r-1j으로 바뀌는 것은 「必只」의 「반닷>반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r다묘기 」의 用例가 朴通事뚫解에 보인다.

某 1 다므기 일즙 批敵디 아니 후엿 1，;-니 (某뾰不曾振敵) 〈朴重下 54>

「須只」에 해당하는 「모름지기」는 解初에는 「모름이/모로미」 또는 「모로매/모롬애」 등으

로 씌었다. r모름즉」은 「太平廣記끓解」에 보인다. 짜라서， 여기서는 「모로미」로 보나， r모

롬즉」의 可能性도 있다. r堆只」의 「堆」는 「唯」와 通하는 글자이 다.

唯 오직 유 獨也 용堆通 〈字典釋몇〉

「最只」의 「最」는 「가장」의 뜻으로 中世國語의 「안칙/먹」에 대응되는 것이다.

轉子아 안직 너를 憐愛융노라 (廳子最憐i훌) <*±初八， 48>

r::J<;只」는 「과?루다」 또는 「과그르다」에서 派生된 副詞를 나타낸 말이다. 中世語에는

「과7리/과즐이」 또는 「과글니/과글라/과글이」로 쓰이었A며， 이밖에 「과칼이， 과거리/과

결리〕가 보인다.

公。1 과 응이 色훌 變커 늘 (公뽑然變色) <法華七， 52)

과?리 감겨 (辛협鏡) <救簡六， 49>
과그리 고티기 어려운디라 〈小짧凡， 3>

과글이 가슴 알피 를 어 더 (후愚心痛) (佛頂中， 7>

「進只」는 典律通補와 更讀集없에 「낫드러」로 읽혀졌으나， 이는 「進入」을 意妹하는 말이

겠고， r進只」와 「只」는 r] J를 나타내는 接解로 「나시>나이」로 읽혀짐이 온당할 것￡로

보인다. 이밖에 「沒只」는 羅麗更讀에 「요직」이란 讓흡을 보여 「唯」의 뜻도 지녔던가 의심

케 하나 誤記로 보인다. r順可只」는 「順當히」의 돗을 가진 말로， r순갓」으로 읽히지 않았

을까 추측된다.

(2) r뾰只」의 用例는 白岩뿔貼文(1357) 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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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를 接尾蘇로 한 副詞語를 大明律直解 (朝蘇總督府中樞院， 1936: 48)는 다음과 같이 들

고있다.

等差以‘ 累次以， 式以， 自以， 差等以， 處分以(遭ι)， 次等以， 非理以， 非法以， 傳傳以， 自意以，

뾰以， 物物以(樣樣I': )， 樣以， 等以， 趣便以(擔‘ζ )， 科科以， 一體以，邊以(一方I.: ) .

그러 나， 이 것을 모두 副詞로 다룰수는 없는 일이 다. 1以」는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

부분이 그 힘II에 따라 r-로」로 읽혀진다. 그런데， 이렇게 1-로」로 읽혀지는 「以」는 語戰末

音에 이어져 用言의 派生副詞로 씌어지는 경우와， 名詞에 이어지는 進格 助詞로서 씌어지

는 경우와 그 밖의 제 3 의 경우가 있다. 1井以 • 뾰以〔아오로JJ는 첫째 경우로， 1아올-오」

의 結合이며， 中世國語에도 보이는 형태이다 (3)

利利와 居士와 아오로 외화 〈法華二， 222>

總甲A等을 아오로 블러 〈朴通重下， 52>

「退以〔블리 JJ도 첫째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묘르다」의 派生副詞 「블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1次第以〔혼례로J ， 自以〔스스로 J， 傳傳以〔천전 S로J， 物物以(;갓가

즈로J， 科科以〔과과로 J， 옮次以〔전흔로 J， 趣便以〔츄변￡로 JJ 따위는 둘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名詞에 造格助詞가 연결된 것이다. 이 가운데 「自以」와 「物魔以」는 힘I;借語이고，

나머지는 즙借語이다. 1 自以」의 名詞 「自」는 「스스」었을 것￡로 추단된다. 派生 副詞가 「스

스로， 스쇠， 스쇠로」인 것은 바로 名詞 「스스」에 「로」 또는 「이」가 행記된 것으로 보게 하

는 것이다.

「物物以」의 「物」의 訓이 「갓」임은 앞에 言及한 바와 갚다. 1寫等以」는 「좋-틀-로」에서

「좋트로」로 읽혀 그 뜻은 「寫等良， 寫等如」와 같게 쓰인 것￡로 보인다. 1寫等良」이 나 「寫

等如」는 -般的으로 副詞形으로 쓰이고 特別히 이것이 轉借하여 「통블어， 모두， 다」의 뜻

을 지니는 副詞로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慶大船-隻--無週 f童破쨌澈

--各A等招離是白置有亦

--各人等招蘇是置有亦

〈王狀， 7>
〈左右揮〉

〈훌山， 6>

「條以」는 第 3의 경우이다. 1條以〔요로JJ가 副詞로 쓰일 때는 「某條」와 같이 「아무쪼록」

의 준말로 쓰이는 것이다. 이것은 省略形에 의해 轉義된 것이라 할 것이다.

「乎」플 接尾蘇로; 한 副詞는 7개 語離이 다.

各乎〔샤로〕 別乎〔별로〕 隨乎〔조초〕

(3) r井以」는 일찌기 11世紀 靜免촉 造搭記(l031)에 그 用例가 보이는 것이다. 食f百옮百 뾰以 準受

令是遭tE如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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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乎〔몽소〕

追乎〔조초〕

因乎〔지즈로〕 自乎〔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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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例는 모두 訓讀 副詞語이며， r乎」는 요두 그 렇II r온」의 略졸 「오」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r別乎」는 흡讀借字로 보일지 모르나 「별느다(별A다· 별옴하다) J (41의 전성부

사로 볼 것이다. r身乎〔옴소JJ는 「손소」와 같은 造語이다. r困乎」의 「因」은 石峰千字文에

「지 즐 인」ξ로 되 어 있&며 , r지즐다」는 「緣由하다， 困하다」의 뜻을 지난 中世語이 다.

「子」를 接離로 한 副詞語는 6개 이 다.

加予〔더욱〕

仍予〔지즈로〕

尤子〔더욱〕

追予〔조초〕

困子〔지즈로〕

必子〔비록〕

「子」는 「오/우， 옥/욱」으로 讀音되는 副詞 接尾離이 다. r加子， 尤子」는 「더으다」에 「우」

接廳가 붙고， 여기에 다시 「기」즙이 愁加된 것이다. r因子， 仍子」는 「지즐다」의 語幹에

「요」 接尾蘇가 붙은 것이며， r追子」는 「쫓다」의 語幹에 「요」가 뺨、加된 것이다. r必予」는

純料副詞로 「子」는 「加子， 尤子」와 같이- 副詞블 나타내기 위한 表記라 할 것이다. r仍」이

「지즈로/지즈루」임은 「지즈로 버블 시름좋야(仍愁虎)J (柱初七 10>, r여 러희 를 지즈루 머리

여희여쇼니〈積年仍遠別)J <柱初八 42>와 같이 中世國語에 보이는 바와 같다 (5 )

「如」를 接離로 하는 副詞語는 8개 이 다.

技等如〔가닫드러〕

右如〔이미여〕

鉉如〔시우려〕

技如〔가닫혀〕

짧等如c-중트허〕

꿇如〔시우려〕

寶如〔실여〕

組也如〔아야라여〕

이 혜의 「如」는 모두 륨讀字로 씌 어 「어 /여 /혀 , 야， 로」 등￡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

데 「做等如」는 「가무-플-어」의 合成語이며， rJ뚫如」는 「政亦」와 같이 「가루혀」로 讀音될

것이다. r寫等如」는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r右如」는 轉借法에 의한 것S로 「이미〈많)

여」로 쓰안 것이며 (6)， r組也如」도 「組」가 「약간 조」字로 「겨우， 간신히」의 풋을 지니는

「아야라(且)J에 轉借되고， 여기에 副詞 接尾蘇 「如」가 행記된 것이다. r實如」는 홉讀字 아

래 「如」가 행記된 것이다. 이것은 「질여」나， r참다비>참다봐 」로 讀흡될 수 있을 것이다.

「良」을 接蘇로 하는 副詞는 8개 語이 다.

更良〔가시아〕 道口良〔드되어〕 響良〔드되어〕

(4) 朝蘇總督府， 朝蘇語騎典에 수록펀 單홈홈로 「分配하다， 벼르다」의 뜻으로 되어 있다.

(5) 南聲鉉(1977)에 의하연 「加予」는 11世紀 뺑뾰좋 造搭記(1031 )에 ， r仍子」는 14世紀 至正 14年 없

轉文훌(1354)에 그 用倒를 보인다.

(6) 白岩좋 貼文(1357)에는 「右良」이 보인다. 이 혜의 「良」응 處所格으로 본다. (南뿔鉉， 1977) r右

如」의 「如」도 이와 같은 處所格에서 발달한 것￡로 「良」과 「如」는 갇은 機能의 接離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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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 良 〔쁘아〕

f뚫等良〔좋트러 〕

良良〔쁘아〕

除除良〔더러러〕

右良〔이미여〕

師大論驚 (19)

이 가운테 「筆口良」은 「훨良」의， r良良」온 「用良」의 誤記로 보인다. 나머지 副詞語는 요

두 힘II讀 副詞이 다. r更」은 柱詩震解에 「두 비레 시스니 가서 야 포르도다(雙崔洗更좁)J와 같

이 힘II이 「가셔야」이다. r혈」는 「그 브튼 고틀 드되샤머니라(購其所依)J의 「隨」과 같이 「드

되-J로 읽은 것이다. (小용進年， 1929: 330) r用良」은 「뾰(쓰)-아」로 「써(以)J에 이어지는

것이다. r除除良」은 「럴-럴-어」가 「뎌더러」가 된 것이다. 그런데， 接尾蘇 「良」은 그것을

副詞形으로 보느냐 派生副詞의 接尾離로 보느냐 하는데 問題가 있다‘ 그 意、味上 副詞形에

서 상당히 벗어난 것만을 여 71서는 派生副詞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r乃良(미쳐 ) ，

除良(럴어 )J는 副詞形으로 보아 여기서는 副詞로 다루어지지 아니하였다.

「伊」를 接蘇로 하는 副詞語는 4개 이 다.

流伊〔흘리〕

惠伊〔져즈리〕

隱眼伊〔그으기〕 退伊〔블리〕

이들은 모두 힘1\讀字에 末音으로 「伊」를 지니는 副詞들이다. r流伊」는 「흐르다」의 轉成副

詞， r隱題伊」는 「그욕좋다」의， r退伊」는 「묘르다」의 轉成副詞이다. r惠伊」는 分明치 않으

나， r젖다」에 서 轉成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小용進zr:， 1929: 466)

「丁」을 接蘇로 가지는 副詞語는 4개 이 다.

私音TC아 룹 뎌 〕

新TC새 려 〕

私T(아 름 며 〕 使T(아 를 뎌 〕

上記 例와 같이 「아름뎌」를 나타내는 말이 셋이다. 이들을 「자 ι5로이」로 讀흡하려 하기

도 하나， r丁」은 그 말음오로 보아 「명」의 略흡 「여」의 表記로 보는 것이 穩當할 것이다.

「新TJ도 따라서 「새려」가 펀다.

「是」를 接蘇로 하는 副詞語는 3개 이 다.

會是〔얼즈기〕 退是〔블리〕 惠是[져즈리〕

「曾是」의 「是」는 「曾只」의 「只」와 같이 r1J末흡을 보이기 위한 것이 다. 이 에 대해 「退

是， 惠是」는 각각 「退伊， 惠伊」의 「伊」와 갇이 r 1J末흡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前者는

純將副詞로， 後者는 轉威副詞로 볼 수 있다.

이 상 10개 의 副詞 接尾蘇를 中心하여 副詞語블 살펴보았거니 와， 이 러한 接尾購가 두드러

지게 드러 나지 않는 副詞語가 約 40개 있다. 이들 가운떼 造語上의 特徵은 漢字語에 準하

는 것이 서너개 있고， 壘語가 8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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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讀然한 漢字語는 「各別〔각별J， 公然〔공연J， 的實〔척실J， 仔細〔주셰 J， 것次〔후흔JJ가

그것이다. r仔細」는 同흡의 「子細， 字細」의 두 表記가 또 보안다.

廳語의 경우는 렁II讀되는 것과 흡讀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흡讀되는 副詞는

科科， 連連， 傳傳， ~~， 次次」의 5개 이 고， 힘1\讀되 는 것은 「物物， 這這， 除除， 屬屬」의 4

개이다.

이 밖에 語幹 또는 語根이 副詞로 轉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것은 「井〔옮J， 拉

〔꿇 J， 始此〔비 롯 J ， 始rlte비 롯 J ， 鉉〔시우J J 등이 그것이다.

N. 結 득표
口다

更讀 語薰의 主流를 이루는 副詞 語훌는 約 150個가 추출띈다. 그러나， 同-語의 다른

表記를 l徐外하면 更讀 副詞 語養는 約 100여 개 가 된다.

副詞 語葉의 表記 體系를 보면 힘II借法이 主流를 이 루며， 그것도 末흡행記의 副詞語가 두

드러진 碩向을 보인다. 末흡행記의 힘II借語는 60여 개블 보이는 것이다. 이밖에 순수한 홉II借

法의 副詞가 10여 개 ， 힘II즙借法을 쓴 것이 8개 보이고， 轉借法을 쓴 것이 7개 보인다. 즙借

法의 表記로는 全音借한 것이 20여 개 ， 全좁 및 略즙 뾰借法을 쓴 것은 10여 개 ， 略즙借는

末즙 漂記의 힘I]借法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밖에 힘II흡借法을 쓰고 있는 것도 몇 개

볼 수 있으며， 特珠한 借字나 誤記로 보여지는 것도 보여 준다.

副詞 語棄의 造語論的 碩向을 보면 大部分이 「亦， 只， 以， 乎， 千， 如， 良， 伊， 丁， 是」

와 같은 接尾廳가 붙은 副詞이 다. 이 가운데， I亦」字가 붙은 副詞語가 가장 많다. I亦」字

가 붙은 副詞語는 24개 , I只」字가 붙은 副詞語가 14개 , I以」字가 11개 , I乎」字가 7개 ， I予」

字가 6개 , r如」字가 8개 , I良」字가 8개 , r伊」字， r丁」字가 각각 4개 , r是」字가 3개로 되

어 있다. 이밖의 조어상 특징적인 副詞語로는 漢字語로 되어진 것， 훨훌語로 되어진 것을

몇개씩 볼수 있다는 것이다.

更讀는 特珠한 文語라고 하나， 그 造語 碩向을 볼 때 大部分 우려 中世國語에 連結되는

것￡로， 이 의 考察은 특정적 인 先代의 語棄 再構에 기 여 할 것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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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some characteristics of the spelling system and the

formation of the adverbs of Yid:μ ， an old Korean written language.

These are about 150 adverbs in Yid:μ . The spelling of these· adverbs is based mostly

on, not the sounds, but the meanings ofChinese characters. A small number of adverbs,

however, borrowed the sounds too. In suchcases, the original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were often fully used, but occasionally only partially used.

The adverbs of Yidiμ were generally formed by adding suffixes such as yak(껴r;) 이

(只) i(以) hoe乎) μ(子) ya(如) yaχg(良) i(伊) diTJC丁) ， and siC是) .

Among these suffixes, YdkC亦)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