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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금까지 고대국어 沙非(赤), 沙伏(赤), 所比(赤)의 어형 추정, ‘사 ’(蝦), ‘새배’

(曉), ‘새박’(晨), ‘새’(동쪽) 등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 및 어원해석의 시도는 있었지
만, ‘시가-’(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1)1)계열의 어휘를 종합적으로 다룬 글은 거의 
없는 듯하다. 현대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시가-’(白·赤·光·明)에서 파생된 어휘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중앙 방언에선 거의 잊혀진 듯하다. ‘시가-’(白·赤·
光·明) 계열 어휘는 현대의 방언 자료들이 문헌에 나오는 어휘들보다 이른 시기
의 어형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2)2) 

‘시가-’(白·赤·光·明) 계열에 속하는 어휘들은 오랜 세월에 걸친 음운변화와 

* 이 글의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준 심사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이 지적이 타당한 곳에선 대부분 이를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필자의 논지를 유지하였다. 

** 세게드대학교    
1) 우리말큰사전 에는 ‘시가-’의 뜻으로 ‘희다’(白)만 올라 있다. 의미의 화석을 지닌 파생어나 합성어들의 

단어형성과정을 분석하여 어기 ‘시가-’(白)의 의미로 ‘희다’(白) 뿐만 아니라 ‘붉다’(赤), ‘빛나다’(光), ‘밝다’
(明)도 확인할 수 있기에 ‘시가-’(白)의 뜻으로 ‘붉다’(赤), ‘빛나다’(光), ‘밝다’(明)를 나란히 적어 놓았다. 

2) 고대국어의 어느 시기에 ‘시가-’(白·赤·光·明)에 ‘i의 꺾임’ (i-breaking) 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i의 꺾임’에 대해서는 주 28)를 참조하기 바란다.   



224·한국문화 56

다양한 의미변화를 겪어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글은 문헌과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시가-’(白·赤·光·明) 계열 어휘들의 역사를 살피며, 국어사의 
음운변화를 고려한 내적 재구의 방법으로 ‘시가-’(白·赤·光·明)의 이른 시기의 
어형으로 *si a-~*si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를 재구하기로 한다. 이 글은 이 
재구를 바탕으로 고대국어 沙非(赤), 沙伏(赤), 所比(赤), 중세국어 ‘사 ’(蝦), ‘새비
나무’(Callicarpa mollis), 제주방언 ‘새비낭’, ‘새베낭’(찔레나무), 경남방언 ‘새배기’, 
‘새비기’(억새), 중세국어 ‘:새’(茅), ‘새배’(曉), ‘새박’(晨), 접두사 ‘ -’(‘빛깔이 산뜻
하게 짙음’을 나타냄), ‘새별’(明星), ‘새’(동쪽) 등의 단어형성과정을 분석하기로 한
다. 이 글은 음운·의미 대응에 비추어 이 어휘들 모두가 하나의 어원(etymon) 
*si a-~ *siβa->*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로 거슬러 올라갈 개연성
이 있다고 보며, 이들이 국어 어휘에서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살
펴보기로 한다.     

2. ‘시가-’(白·赤·光·明) 계열의 어휘
 
형용사 ‘시가-’(희다)는 우리말큰사전 에 표제어로 올라있으며, ‘시거-’(희다)는 

전남방언에 쓰이고 있다.  
  

(1) 시가- 그림씨 → 희다.3)3)
(2) 시거- 그림씨 → 희다. (전남)4)4)

음운·의미 대응에 비추어 형용사 ‘시가-’/‘시거-’(희다)의 파생어로 볼 수 있는 어
휘들이 여러 방언에서 적지 않게 확인된다. 

(3) 시가리 이름씨 → 비듬 (충북), 시카리 이름씨 → 비듬 (충북)5)5)

3) 앞으로 보기와 문헌 약호는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큰사전 과 劉昌惇(1964) 李朝語辭典 , 南廣祐 편
(1997) 敎學 古語辭典 , 홍윤표 외 편(1995) 17세기국어사전 , 박재연 주편(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을 따르며, 별도의 인용 표시는 생략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인용 문헌을 표시한다. 

4) 앞으로 인용되는 대부분의 방언 자료는 김병제(1980), 金履浹 편(1981), 金泰均 편(1986), 金亨奎(1974), 
박성종·전혜숙(2009), 박용후(1988), 송상조 엮음(2007), 이기갑 외 편(1998), 이상규 편(2000), 濟州道
(1995), 崔鶴根(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글학회 편(1992), 玄平孝(1985), 황대화
(2007) 등의 사전과 자료집에서 인용하였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처를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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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거리, 씨거리 명사. 바닷물이 번쩍거리는 현상. 주로 밤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른다. (강릉)6)6) 

(5) 시거리 명사  북한어  생물  ‘야광충’의 북한어.7)7) 
(6) 시거리불 이름씨 → 반딧불 (전남)
(7) 시우리 이름씨 → 오얏 (평북)
(8) 시우리 명사 = 추리(추리나무의 열매) (자강)

우리말큰사전 에 수록된 ‘시가-’/‘시거-’의 뜻 ‘희다’(白)에 바탕을 두고선 음운의
미 대응이 성립하는 이들 파생어, 합성어의 의미변화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들 파생어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 어기는 사전에 수록된 의미 ‘희다’(白) 뿐만 
아니라, (4), (5), (6), (7),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원적으로 ‘빛나다’(光), ‘밝
다’(明), ‘붉다’(赤)의 뜻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8)8)이들 어휘는 
각각 다음의 단어형성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9)9) 

 (9) ‘*시갈-’(희게 되다) + 명사파생접미사 ‘-ㅣ’ → ‘시가리’(비듬) (충북)
(10) ‘*시걸-’(빛나게 되다, 밝게 되다) + 명사파생접미사 ‘-ㅣ’ → ‘시거리’(바닷물이 

번쩍거리는 현상) (강릉)
(11) ‘*시걸-’(빛나게 되다, 밝게 되다) + 명사파생접미사 ‘-ㅣ’ → ‘시거리’(夜光蟲) 

(북한어)
(12) ‘*시걸-’(빛나게 되다, 밝게 되다) + 명사파생접미사 ‘-ㅣ’ → ‘시거리’ 
(12) ‘시거리’ + ‘불’(火) → ‘시거리불’(螢) (전남) 
(13) ‘*시굴-’(붉게 되다)10)

10)+ 명사파생접미사 ‘-ㅣ’ → ‘*시구리’ (李)>‘시우리’ (평북)11)
11)

 5) 충북방언 ‘시카리’(비듬)의 어중 ‘ㅋ’은 평음 ‘ㄱ’이 모음 사이에서 임의로 격음화된 듯하다.
 6) 강릉방언 ‘씨거리’의 어두 ‘ㅆ’은 평음 ‘ㅅ’이 어두에서 임의로 경음화된 듯하다. 
 7) 국립국어연구원편, 표준국어대사전 . http://www.korean.go.kr/ 
 8) 파생어나 합성어에는 음운·형태·의미 변화의 화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의미변화의 화

석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유럽어와 우랄어의 어원연구에서 이러한 의미재구를 착상
하게 되었다. 주 12), 13)를 참조하기 바란다. 

 9) 파생어로 추정되는 이 어휘들을 ‘시가-’/‘시거-’/‘*시구-’(白·赤·光·明) + 명사파생접미사 ‘-리’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명사파생접미사 ‘-리’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분석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10) 고대투르크어(Old Turkic)의 동사파생접미사(deverbal verbal suffix) ‘-(X)l’의 예에 비추어 ‘*시갈-’(희게 
되다) 따위를 분석하였다. Gabain (1974:80-81)은 동사에서 새로운 동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l의 의미
기능으로 ‘재귀 또는 피동’(Reflexive oder Passiv) 그리고 ‘중간태’(Medium)을 설정하였으며, 다음의 예
를 들고 있다: 

    qatïl- ‘gemischt werden, sich mischen’ (qat- ‘beimischen’)
    örtül- ‘bedeckt werden, sich bedecken’ (ört- ‘bedecken’)
    sa al- ‘ausgestreut werden’  (sa - ‘ausstreuen’)
    tägil- ‘geblendet sein’ (täg- ‘berühren’, also ‘berührt sein’ von den Augen ges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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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il- ‘leben’ (gleiche Bedeutung wie das Simplex tir-)      
     Erdal(1991:651-689)는 파생접미사 ‘-(X)l’의 예를 풍부하게 들고 있다. Erdal(1991:690-691)은 파생접미

사 ‘-(X)l’가 타동사 어기에만 붙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하면서 자동사 어기에 
붙은 예를 들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은유적(metaphorical)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파
생접미사 ‘-(X)l’가 자동사 어기에 붙은 예인데, Clauson(1972)에 따라 동사 어기의 의미를 적어 놓았
다: 

     ak-ïl- ‘to come flowing, flow about; get dissipated (of the doctrine), to be swept over by etc.’  
(ak- ‘to flow’ of any kind of liquid from tears to rivers)

     bar-ïl- ‘to be followed’ (bar- ‘to go’, ‘to go away’)
     bat-ïl- ‘to stick in (something) and be submerged in (it)’ (bat-basically ‘to descend and disappear’, 

hence ‘to sink; (of the sun, etc.) to set’)
     öç-ül- ‘to be quenched’ (öç- (of a fire) ‘to go out, be extinguished’)
     siz-ïl- ‘to melt and ooze away’ (s z- “to melt”) 
     tur-ul- ‘to calm down, be calm, stable’ (tur- ‘to stand’, both in the sense of ‘to stand upright’ and 

‘to stand still’) 
     권혁양(2003:133-136)은 생산적이진 않지만, 고대투르크어에서 발견되는 파생접미사 ‘-(X)l’에 대응하는 

피동(passive)접미사 ‘-(모음)ㄹ’을 국어에서도 분석해내었다. 자동사 ‘그몰-’(저물다) <분문 4>, 명사 ‘그
몸날’(晦) <분문 10>의 ‘그몸’, ‘그믈’(網) <석보 9:8>을 비교하면 동사 어기 ‘*금-’(덮다, 가리다)을 재구
해낼 수 있다. 동사 ‘그몰-’(저물다)과 명사 ‘그몸’(晦), ‘그믈’(網)은 아래의 파생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금-’(덮다, 가리다) + 동사파생접미사(deverbal verbal suffix) ‘-(모음)ㄹ’ → ‘그몰-’(저물다, 즉 해가 져
서 어둠이 내려 덮이다)

     ‘*금-’(덮다, 가리다) + 명사파생접미사(deverbal nominal suffix) ‘-(모음)ㅁ’ → ‘그몸’(晦, 즉 달이 어둠
으로 완전히 덮이는, 가려지는 시기)

     ‘*금-’(덮다, 가리다) + 명사파생접미사(deverbal nominal suffix) ‘- (모음)ㄹ’ → ‘그믈’(網, 즉 던져서 날
짐승, 물고기를 잡는 도구) 

     일찍이 Ramstedt(1952:165)는 국어에 동사에서 동사를 파생시키는 피동접미사 -l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듯하다. 권혁양(2003:133-136)은 자동사나 형용사 어기에 붙어 파생된 동사
는 ‘중간태’(middle voice) 기능을 띠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 접미사가 타동사에 붙어 중간태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자동사나 형용사 어기에 붙어 파생된 동사는 중간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필자의 착오를 
바로잡는다. 국어학계에서는 ‘누르-’, ‘누를-’, ‘니르-’, ‘니를-’의 경우를 쌍형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파생접미사 ‘-(모음)ㄹ’이 붙는 새로운 동사와 기존 동사어기의 의미가 분명하게 구별
되지 않으며, 파생접미사의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원인이 있는 듯하다. 이 파생접미사는 고
대투르크어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타동사에 붙지만, 자동사에도 붙는 경우가 있다. 자동사 ‘니를-’
(이르게 되다, 다다르게 되다) <석보 13:13>, ‘누를-’(누르게 되다) <두해-초 7:10>, ‘프를-’(푸르게 되다) 
<두해-초 7:32>에서 분석되는 파생접미사 ‘-(모음)ㄹ’은 ‘그몰-’(저물다)에서 분석되는 피동사(passive)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모음)ㄹ’과 동일 기원이다.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r/과 /l/의 합류가 일어났다고 
보므로 고대투르크어의 파생접미사 ‘-(X)l’에 비추어 보아 /ㄹ/은 /l/에 소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니를-’(이르게 되다, 다다르게 되다), ‘누를-’(누르게 되다), ‘프를-’(푸르게 되다)는 아래의 단어형
성과정을 입은 듯하다:   

     (1) 자동사 ‘니르-’(到) <석보 19:38> + deverbal verbal suffix ‘-(모음)ㄹ’ → 자동사 ‘니를-’(이르게 되
다. 다다르게 되다)   

     (2) 형용사 ‘누르-’(黃) <두해-초 16:40> + deverbal verbal suffix ‘- (모음)ㄹ’ → 자동사 ‘누를-’(누르게 
되다) 

     (3) 형용사 ‘프르-’(靑) <월석 2:31> + deverbal verbal suffix ‘-(모음)ㄹ’ → 자동사 ‘프를-’(푸르게 되다)
마찬가지로 ‘*시갈-’(희게 되다), ‘*시걸-’(빛나게 되다, 밝게 되다), ‘*시굴-’(붉게 되다) 등의 파생어
는 다음의 단어형성과정을 경험한 듯하다: 

     (4) 어기 ‘시가-’/‘시거-’(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verbal suffix ‘-(모음)ㄹ’ → 자동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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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석한 어간 ‘*시갈-’(희게 되다), ‘*시걸-’(빛나게 되다, 밝게 되다), ‘*시굴-’
(붉게 되다)은 음운과 의미가 대응하여 동원어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어원 ‘시가
-’/‘시거-’(희다)에서 파생된 듯하다. ‘*시갈-’(희게 되다), ‘*시걸-’(빛나게 되다, 밝게 
되다), ‘*시굴-’(붉게 되다)로 미루어 ‘시가-’/‘시거-’(희다)는 기원적으로 [+희다], [+빛
나다], [+붉다], [+밝다]의 의미자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시가-’의 의미로 ‘희다’(白) 뿐만 아니라, ‘빛나다’(光), ‘붉다’(赤), ‘밝다’(明)를 아
울러 재구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미 재구의 타당성은 인도유럽어의 어원연구에 의해서 뒷받침할 수 있
다. 인도유럽어에서 ‘white’, ‘bright’, ‘shine’, ‘red’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어원
상 서로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12)12)뿐만 아니라 우랄어의 어원연구도 이러한 의미 
재구를 지지한다. 우랄어에서는 인도유럽어의 경우처럼 ‘white’와 ‘red’의 의미가 직
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white’, ‘bright’, ‘shine’ 등의 의미를 지니는 동원어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13)13) 

따라서 의미의 화석이 남아 있는 파생어나 합성어 ‘시가리’(비듬), ‘시거리/씨거
리’(바닷물이 번쩍거리는 현상), ‘시거리’(夜光蟲), ‘시거리불’(螢), ‘시우리’(李), ‘시우
리’(추리)를 바탕으로 ‘시가-’의 기원적 의미로 ‘희다’(白), ‘빛나다’(光), ‘붉다’(赤), ‘밝
다’(明)를 재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재구한 의미 ‘희다’(白), ‘빛나다’

갈’/‘시걸’-(희게 되다, 빛나게 되다, 밝게 되다)
     (5) 어기 ‘*시구-’(붉다) + deverbal verbal suffix ‘-(모음)ㄹ’ → 자동사 ‘*시굴’-(붉게 되다)  
11) ‘오얏’(李)이 익으면 ‘붉은 빛’, ‘자줏빛’을 띠므로 파생어 ‘*시구리’(李)의 어기 ‘*시굴-’의 의미로 ‘붉게 되

다’(赤)를 재구할 수 있다. 
12) Buck(1949:1054)에 따르면 인도유럽어에서 ‘white’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bright’의 개념에서 유

래한다고 한다. 아래에 인도유럽어에서 ‘white’의 의미를 가진 동원어를 대략 들어 보기로 한다.
    1. Grk. ργ  ‘glistening, white’, Skt. arjuna- ‘light, white’, Toch. A rki, Hitt. narkis ‘white’, fr. the 

root seen in words for ‘silver’, Grk. ργυρο , Lat. argentum, etc.
    4. Goth. hweits, OE hw t, etc., general Gmc.: Skt. çveta-, Av. spa ta- ‘white’, ChSl. sv t  sb. 

‘light’, sv titi ‘shine’, etc.
    6. Av. auru a- ‘white’: Skt. aru a-, aru a- ‘ruddy’, perh. OHG elo, MHG el (elwer) ‘tawny, yellow’  
13) Rédei(1986-1991:554)는 재구형 *walk  ‘weiβ, hell, leuchtend; leuchten’ 아래에 핀우고르제어에 속하는 

다음 어휘들을 열거하고 있다:
    Finn. valkea ‘weiβ; leuchtend, hell; Feuer, leuchtende Flamme; Licht des Feuers;(SKES) salama; 

Blitz’, valkaise-, valaise- ‘weiβ machen, bleichen; hell machen, erleuchten, erklären; enthäuten, 
abschälen’, valko ‘weiβer Ochs od. Pferd’; est. valge (Gen. valge) ‘weiβ, hell, blond; Weiβes, Licht, 
Helligkeit’ | ? lapp. N vielgâd, (attr.) vilgis ‘white; light, pale’, L vielkat, (attr.) vielkis ‘hell (nicht 
“weiβ”)’, K (1894) T vilki̊it,  Kld. v lkeδ, Not. vielkeδ, A vilk d id. | ? mord. E valdo, M valda 
‘hell, licht’ | tscher. J walγ δ , U B wolγ δo ‘klar, hell (J U B); Helle, Klarheit (J U)’ | ? ung. világ ‘Licht; Welt; Leute; Volksmeinung; (veralt.) Menschheit; (veralt., dial.) Leben; (dial.) Publikum; 
(dial.) virágzás, évad, szezon; Blüte, Aufschwung, Saison; (dial.) Helle, Lichtschein’, villám ‘Blitz’, ? virul- ‘blühen, gedeihen’, ? virág ‘Blume; Blüte’, ?? virrad- ‘dämmern, t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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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 ‘붉다’(赤), ‘밝다’(明)는 의미상 서로 아주 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방언 자료들도 음운·의미 대응으로 보아 어원 ‘시가-’(白·赤·光·明)와 
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14) ‘눈시구럽-’(눈부시다) <경상>, ‘눈새구럽-’(눈부시다) <평안>,
(14) ‘눈시구롭-’(눈부시다) <강원>, ‘눈새릅-’(눈부시다) <평안>, ‘눈새립-’(눈부시다) 

<평북>14)14)
  
安秉禧(1978:68-69), 허웅(1975:184-185), 宋喆 (1992:215-217)에 따르면 ‘-압/-업’

은 형용사, 동사 어간에 붙어 새로운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로 알려져 있다. 
이 파생접미사가 붙을 때에 어간의 끝모음 ‘이’가 탈락하므로 합성어 ‘눈시구럽-’(눈
부시다), ‘눈시구롭-’(눈부시다)를 이루는 구성 요소 ‘시구럽-’, ‘시구롭-’은 각각 ‘*시
구리-’(부시다)15)

15)+ 형용사 파생접미사 ‘-업’, ‘-옵’으로 분석이 되며, 아래 방언형은 
이러한 분석이 올바름을 뒷받침한다. 

(15) ‘눈시굴-’(눈부시다) <평북, 함남>, ‘눈새굴-’(눈부시다) <평안, 함남), ‘눈시글-’
(눈부시다) <함남> 

(16) 시울- 제움직씨 → 부시다.
(17) 눈-시울- 그림씨 → 눈부시다. (평북) 

‘부시다’(센 빛살이나 빛깔이 쏘일 때에 마주보기가 어렵도록 눈이 어리어리하다; 
빛이 너무 밝거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이 어릿어릿하다)의 뜻풀이를 고
14) ‘눈시구럽-’(눈부시다), ‘눈새구럽-’(눈부시다), ‘눈시굴-’(눈부시다), ‘눈새굴-’(눈부시다)와 ‘눈시리-’(눈부시

다), ‘눈새리-’(눈부시다)에 보이는 ‘-시-’와 ‘-새-’의 교체는 음성상징에 기인하는 듯하다. ‘눈새릅-’(눈부시
다)과 ‘눈새립-’(눈부시다)은 ‘눈새구럽-’(눈부시다)와 비교할 때 음절 ‘-구-’가 탈락한 듯하다. 한 심사위원
은 이들과 중세국어 ‘싀-/ -’(酸) 및 경상방언의 ‘새그랍-’, ‘시그럽-’(酸) 등과의 관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지만, 필자는 이때의 ‘시굴-’, ‘시울-’, ‘시리-’ 등은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에 
이르다’의 의미로 해석하므로 ‘싀-/ -’(酸), ‘새그랍-’, ‘시그럽-’(酸) 등의 어휘와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눈시구럽-’,  ‘눈새구럽-’의 의미가 ‘눈부시다’도 맞겠지만, 보다 정확
하게는 ‘눈이 시리다’로 판단된다면서 ‘시가-’ 계열에 속하는 어휘로 ‘시리-’(冷, 寒)에 대한 논의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시리-’(冷, 寒)는 ‘슬히-’(구간 1:12~13)>‘스리-’(청언-원 61)>‘슬이-’(교시조 2818- 
24)>‘시리-’의 변화를 입었으므로 ‘시가-’(白·赤·光·明)와 형용사 ‘시리-’(冷, 寒)는 관계가 없다. ‘눈
시리-’, ‘눈새리-’(눈부시다)의 후행형태소 ‘시리-’는 방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눈슬히-’>‘*눈스리-’>‘눈시리
-’의 변화를 입은 것이 아니라, ‘*눈시구리-’>‘눈시우리-’>‘눈시리-’의 변화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15) ‘*시구리-’(부시다)는 ‘*시굴-’(붉게 되다)와 마찬가지로 어원 ‘시가-’(白·赤·光·明)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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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시굴-’, ‘*시글-’, ‘시울-’에서 [+빛나다] 뿐만 아니라 [+밝다]의 의미자질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방언형들을 앞의 어휘들과 비교하면 이들은 어간 ‘시울-’에 
파생접미사 ‘-ㅣ’가 붙어 어간이 임의로 확대되었거나 ‘ㄹ’이 첨가되었으며, 어중 음
절 ‘-우-’ 또는 ‘-구-’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18) ㄱ. 시우리- 제움직씨 부시다.  눈이 부시다. (평북)
(18) ㄴ. 눈-시우리- 그림씨 → 눈부시다. (평북)   
(19) 시울리- 제움직씨 부시다.
(20) ‘눈시리-’(눈부시다) <평북>, ‘눈새리-’(눈부시다) <평북>

  
충북방언 ‘시가리’(비듬), 북한어 ‘시거리’(夜光蟲), 전남방언 ‘시거리불’(螢), 강릉방

언 ‘시거리/씨거리’(바닷물이 번쩍거리는 현상), 평북방언 ‘시우리’(李)를 각각 ‘*시갈
-’(희게 되다), ‘*시걸-’(빛나게 되다, 밝게 되다), ‘*시굴-’(붉게 되다) + 명사파생접미
사 ‘-ㅣ’로 분석하였는데, ‘*시굴-’(붉게 되다)의 분석 근거는 중세문헌에도 나타난다. 

    
(21) 시근- [평성, 거성, 상성/평성, 평성, 상성] 이름씨 <옛> 시금치
     ㄱ.  시근-  파 16)16)시근-  릉 俗呼 菜 又呼赤根菜 又 呼 菜 <훈몽-

초, 상:8> 
     ㄴ.  시근 (白菜 赤根菜(치근채) <박해, 중:33>
     ㄷ.  시근 … 生圃中 人常採食 然不可多食 令脚弱 <탕액 2:35>
(22) 시근취 이름씨 <옛> ⇒ 시근
    赤根菜  시근취 <물보, 소채>

劉昌惇(1975:90)은 “漢音의 /ㅊ/이 국어에서는 /ㅅ/으로 변하여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시근 ’(시금치)의 어원을 ‘치근 ’>‘시근 ’의 변화의 결과로 설명
하였다.17)17)김민수 편(1997:642), 안옥규(1989: 270-271)은 ‘시근 ’(시금치)의 어원을 
한자어 ‘赤根’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赤根菜’의 ‘根’과 ‘시근 ’의 

16) 초두( ) 밑에 ‘陵’이 있는 글자이지만, 이 글자가 없어 ‘ ’을 포함한 같은 의미의 ‘ ’으로 대체하였다.  
17)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권인한 교수께 개인적으로 질의하였다. 그는 한자음에서 “‘赤’이 ‘시’로 읽히는 용

례를 찾지 못하였으며, 시금치의 어원을 赤根菜에서 찾는 기존 어원론에 문제가 있음”에 동의하였다. 이
는 이 글의 논의 전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자의 개인적 질의에 기꺼이 답하여 주신 권인한 교수에
게 사의를 표한다. 한 심사위원은  ‘시근 ’(시금치)와 관련해서 ‘赤根菜’의 중국음에서 기원을 찾는 논의
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1ㄴ) ‘赤根菜(치근채)’ <박해, 중:33>의 ‘치
근채’가 ‘赤根菜’의 중국음을 표기한 듯하며, 이보다 앞서 ‘시근  파 ’ <훈몽-초, 상:8>의 예가 나오므
로 이러한 견해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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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음상이 우연히 같기 때문에 빚어진 듯하다. 뿌리가 붉은 ‘시금치’의 두드러진 
특징을 생각하면 한자어 ‘赤’과 ‘시근’의 대응에서 고유어 ‘시근’(赤)을 추출할 수 있
다.18)18)고유어 ‘시근’(赤)은 파생어 ‘*시구리’(李)에서 분석한 ‘*시굴-’(赤)에서도 확인된
다. ‘시근 ’(시금치)의 단어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

(23) ‘*시글-’(赤) + 관형사형 어미 ‘-ㄴ’ + 한자어 ‘ ’(菜) → ‘시근 ’(뿌리가 붉은 
채소)>‘시금치’

     ‘*시그-’(赤) + 관형사형 어미 ‘-ㄴ’ + 한자어 ‘ ’(菜) → ‘시근 ’(뿌리가 붉은 
채소)>‘시금치’19)19)

‘시우리’(李)를 ‘*시굴-’(붉게 되다) + 명사파생접미사 ‘-ㅣ’ → ‘*시구리’>‘시우리’
(李)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아래 단어들의 분석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24) 추리2 이름씨 자두나무의 열매. 복숭아와 비슷한데 조금 작고 신맛이 있다. 

<경기, 평안, 황해>   
(25) ㄱ. 췌리 이름씨 자두나무의 열매. 복숭아와 비슷한데 조금 작고 신맛이 있다. 

<평북>
     ㄴ. 췌리 명사 ‘자두’의 방언. <경북>20)20)

                  
국어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두 ‘ᄭ’계 합용병서를 가진 어휘의 일부에서 ‘ᄭ’>‘ㅊ’

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6) ‘ 리’(꼬리) (월석 1:28)>‘초리’(꼬리, 휘추리) (송강-이 1~2. 관동별곡)
(27) ‘ ’(꼴, 목초) (월석 8:98)>제주방언 ‘촐’(마소가 먹는 풀의 총칭. 꼴)

18) ‘시금치’의 뿌리가 ‘붉다’(赤)고 한 것은 설명의 편의에 지나지 않는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시금치’의 뿌
리 색깔은 ‘붉은 빛이 도는 보라’에 가까울 듯하다. 주 46)을 참조하기 바란다.  

19) 현대국어의 방언형과 달리 의미 ‘붉다’(赤)를 지닌 어형이 중세국어에서 단독으로 문증되지 않으므로 ‘시
근 ’(뿌리가 붉은 채소)의 선행요소 ‘시근-’(赤)의 어간으로 ‘*시글-’(赤) 또는 ‘*시그-’(赤)를 가정한다. ‘*
시글-’(赤)은 ‘*시그-’(赤)에 비해 파생어일 개연성이 높다. ‘시근-’(赤)은 형용사 ‘*시글-’(赤) 또는 ‘*시그-’
(赤)의 관형사형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시근 ’(赤根菜)와 같은 단어형성과정을 겪은 예로 다음 어휘들
을 들 수 있다. 

    ‘ -’(細) <월석 2:40> → ‘ 뵈’(가는베) <훈몽-초, 중:15>
    ‘누르-’(黃) <월석 1:42~43> → ‘누른 ’(노른자위) <구간 6:5>
    ‘프르-’(靑) <월석 2:31> → ‘프른구리쇠’(靑銅) <두해-초 18:12>  
20)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 http://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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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운변화와 ‘*시굴-’(붉게 되다) + 명사파생접미사 ‘-ㅣ’ → ‘*시구리’>‘시우
리’(李)의 분석을 고려하면 경기, 평안, 황해방언 ‘추리’(자두)와 평북, 경북방언 ‘췌
리’(자두)는 각각 다음의 단어형성과정을 겪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8) ㄱ. ‘*시굴-’(赤) + 명사파생접미사 ‘-ㅣ’ → ‘*시구리’>‘* 리’> ‘추리’(자두) <경기, 
평안, 황해>    

     ㄴ. ‘*시구리’>‘*시궤리’>‘* 리’>‘췌리’(자두) <평북, 경북>

小倉進平(1944a/2009:406)은 ‘까랑’, ‘까랭이’, ‘까리’(螢) 따위의 어휘가 여러 방언
에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어휘는 崔鶴根(1990: 1433)에도 수록되어 있
으며, 韓國方言資料集 에는 ‘까래기불’(반딧불)이 실려 있다.   

(29) ㄱ. ‘까랑’(반딧불) <전남 나주>  
(29) ㄴ. ‘까랭이’(반딧불) <경남 김해, 마산, 양>  
(29) ㄷ. ‘까리’(반딧불) <황해 금천, 해주, 재령, 서흥, 신계, 수안, 곡산>
(29) ㄹ. ‘까래기불’(반딧불) <경남 의창>  

이들 어휘도 ‘시거리’(夜光蟲), ‘시거리불’(螢)처럼 어간 ‘*시갈-’(白·赤·光·明)에
서 파생된 듯하다. ‘까랑’, ‘까랭이’, ‘까리’(螢), ‘까래기불’(반딧불)은 각각 다음의 단
어형성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0) ㄱ. ‘까랑’(반딧불) <전남 나주> 
     ‘*시갈-’(白·赤·光·明) + 파생접미사 ‘-앙’ → ‘*시가랑’>‘* 랑’>‘까랑’(螢)
     ㄴ. ‘까랭이’(반딧불) <경남 김해, 마산, 양>  
         ‘까랑’ + 명사파생접미사 ‘-ㅣ’ → ‘*까랑이’>‘까랭이’(螢)
     ㄷ. ‘까리’(반딧불) <황해 금천, 해주, 재령, 서흥, 신계, 수안, 곡산>
         ‘*시갈-’(白·赤·光·明) + 명사파생접미사 ‘-ㅣ’ → ‘*시가리’>‘* 리’>‘까

리’(螢)
     ㄹ. ‘까래기불’(반딧불) <경남 의창>
         ‘*시갈-’(白·赤·光·明) + 명사파생접미사 ‘-Vk’21) → ‘시가락’>‘ 락’(螢)21)

         ‘ 락’(螢) + 명사파생접미사 ‘-ㅣ’ → ‘* 라기’>‘까래기’(螢) 
         ‘까래기’ + ‘불’(火) → ‘까래기불’(螢)   

21) 동사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Vk’에 대하여는 주 26)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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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어휘에서 분석되는 파생접미사 ‘-앙/-엉’은 흔히 색채어 명사를 만드는 파생
접미사 ‘-앙/-엉’과 기원을 같이 하는 듯하다.22)22)

황대화(2007:372)에 따르면 황해도 방언에는 ‘까리벌’(반디벌레), ‘까리불’/‘깔락이’ 
/‘깨지불’/‘깨치불’/‘꽈리불’(반딧불) 따위의 어형도 출현하는데, 이들도 음운·의미 
대응으로 미루어 ‘까랑’, ‘까랭이’, ‘까리’(螢), ‘까래기불’(螢)과 마찬가지로 어간 ‘*시
갈-’(白·赤·光·明)에서 이루어진 파생어인 듯하다. 

중세국어 ‘시우쇠’(熟鐵)는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31) ㄱ. 시우-쇠 [평성, 평성, 거성] 이름씨 <옛> 시우쇠 
        鐵 쇠 텰 俗呼鐵頭 生鐵 무쇠 熟鐵 시우쇠 <훈몽-초, 중:15>
     ㄴ. 시위-  명사 시우쇠. 숙철(熟鐵).
         구리  머리와 시위   등과(銅頭鐵背) <啓明大 西遊 12:9-34> 
(32) 시우쇠 이름씨 무쇠를 불려서 만든 쇠. 단련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철과 강철

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시우쇠’(熟鐵)은 선행형태소 ‘*시우-’(熟)와 후행형태소 ‘쇠’(鐵)로 나누어지며, ‘*시
우-’(熟)는 음운·의미 대응에 비추어 ‘시가-’(白·赤·光·明)와 어원을 같이 하는 
듯하다. ‘*시우-’(熟)는 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쇠가 열을 받으
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나타낸 듯하다. 따라서 ‘*시우-’는 ‘시뻘겋게 달구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듯하다. (31ㄴ)의 ‘시위 ’는 ‘ㅣ’모음 역행동화의 결과 ‘시우’가 
‘시위’로 변화하였다. 

22) 李崇寧(1961:62-65), 李崇寧(1981:104)에 따르면 파생접미사 ‘-앙/-엉’은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로부터 
파생명사를 형성한다.  

    ‘누르-’(黃) + 파생접미사 ‘-엉’ → ‘누렁’(黃色)
    ‘노 -’(柳黃) + 파생접미사 ‘-앙’ → ‘노랑’(柳黃色)
    ‘퍼러-’(靑) + 파생접미사 ‘-엉’ → ‘퍼렁’(靑色)
    ‘파라-’(碧) + 파생접미사 ‘-앙’ → ‘파랑’(碧色)
    ‘검-’(黑) + 파생접미사 ‘-엉’ → ‘거멍’(黑色)
    ‘감-’(玄) + 파생접미사 ‘-앙’ → ‘가망’(玄色) 
    ‘허이-’(白) + 파생접미사 ‘-엉’ → ‘허영’(白色)
    ‘븕-’(赤) + 파생접미사 ‘-엉’ → ‘블겅’>‘불겅’(赤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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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白·赤·光·明)의 재구형
1) 어  -*β-/-* -의 교체23)23)

일찍이 李基文(1972b:93)은 고대국어의 자음체계를 논하면서 향가의 ‘二 ’(處容
歌)의 ‘ ’을 ‘흘’로 읽고, 수사 ‘둘’(二)이 고대국어에서 *t β r/ *t r로 실현되었
을 것으로 보아 *β/*  교체를 하나의 가설로 제시하였다. 金履浹 편(1981:188)은 
방언형 ‘두훌’(二)이 평북 신의주, 의주, 용천, 삭주, 벽동, 강계에서, 崔鶴根
(1990:1481)은 방언형 ‘두흘’(二)이 함남 정평, 함북 경원, 평남 중화에서 쓰이고 있
음을 알려준다. 방언형 ‘두훌’, ‘두흘’(二)은 * >h 변화를 고려하면 *β/*  교체를 유
력하게 뒷받침해준다. 鷄林類事 의 ‘二曰途 ’, 朝鮮館譯語 의 ‘二都卜二’의 표기
로 보아 중세어 ‘두을’(二)이 이른 시기에 유성마찰음 ‘’을 지녔을 개연성이 아주 
높음은 학계에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사실이다.  

이처럼 ‘’을 지닌 어휘에서 일어난 고대국어의 *β/*  교체 현상은 현대국어의 
방언 분포에서 /ㅂ/>/ㄱ(ㅎ)/의 변화 또는 /ㅂ/과 /ㄱ(ㅎ)/의 교체로 나타나는 듯하
다.24)24)고대·중세국어에서 ‘’을 보유했으리라 추정되는 어휘들에 보이는 /ㅂ/>/ㄱ
23) 고대국어에 이들 유성마찰음 계열을 상정할 수 있는지는 국어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

고 있다. 이는 한국어조어의 자음체계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기원적인 자음체계를 유기음과 무기음의 
대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것 같다. 박창
원(1996:109)은 ‘’의 음가와 분포의 통시적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세국어의 유성마찰음 
‘’ /β/이 국어의 기원적인 자음체계를 반영하며, 이른 시기의 유성장애음 /*b/로 소급할 가능성이 많
음을 밝혔다. 박창원(2002:171-173)은 고대국어의 한자음 자료를 볼 때 “유성음인 중국어의 전탁자는 전
청자와 많은 경우 혼기를 보인다. 혼기자가 기본적으로 동음 관계를 나타낸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이 시기의 국어에는 유성과 무성의 대립관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 동음에 중국어의 전
청자와 전탁자가 모두 평음 계열인 전청자로 남아 있는 사실도 한국 한자음이 형성될 당시에는 국어에 
유성 대 무성의 대립관계는 없었음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언어학의 기본적
인 방법인 내적 재구를 통해서는 유성음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
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중국음의 차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검토해 보고, 이차적으로는 
중국음이 한국어에서 변화한 현상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러한 착상에서 출발하여 “한
국 한자음이 형성될 당시에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있었다”, “국어에서 유성음의 소멸도 계열에 따
라 달리 했을 것이다”, “중국어의 전탁자는 한국어에 차용된 후 한국어의 어두 무성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소결론을 바탕으로 유성음의 통시적 소멸이 무슨 이유로, 언제 시작하여, 어떤 단계를 거
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였다. 필자는 이를 아주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하여 이에 동의하며, 고대국어에 유성마찰음 계열이 존재했을 것이라 추정하는데, 불완전
한 표기 수단 때문에 차자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 생각한다. 어중 -*β-/-* -이 어떤 조건 아래
에서, 왜 교체가 일어나는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필자도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
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의 논의는 權赫亮(2009:149-152)을 깁고 보탠 것이다. 

24) 이병근(2004:256)은 ‘노을’(霞)의 방언형에 ‘누구리’와 ‘노흐리’가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ㅂ/과 /ㄱ(ㅎ)/ 
사이에서 연약하기는 하나 음운대응을 보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grave]의 자음들 사이에
서 다시 [±anterior]로 양극화됨으로써 극과 극이 극히 부분적으로나마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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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현상의 예를 들어 우리의 논증을 뒷받침하기로 한다.  
이병근(2004:257-258)은 ‘노을’(霞) <훈몽-초, 상:1>의 이른 시기의 어형으로 ‘*
’을 재구하였는데, ‘노을’(霞)의 방언 분포에서도 /ㅂ/>/ㄱ(ㅎ)/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33) 노불(함남 함흥), 느불(함북), 나불(경북 울진)
(34) 노부리(함남 정평), 너브리(함북), 느브리(함북 청진, 종성), 느부리(함남 신포; 

함북 무산), 누부리(함남 오로; 함북 성진), 누구리(함남 북청), 노흐리(함북 학
성)

중세국어 ‘아혹’(葵) <두해-초 8:32>, ‘아옥’(葵) <두해-초 7:38>은 鄕藥救急方 에 
‘葵子 阿夫實’로 실려 있는데, 南豊鉉(1981:48, 260)은 이를 ‘아보 ’로 어석하였다. 
차자표기 자료와 방언 분포로 미루어 이른 시기에 ‘’을 가지고 있었을 ‘아욱’의 
경우에도 /ㅂ/>/ㄱ(ㅎ)/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35) 아국(경남 김해, 양산, 고성), 아북(경북 영덕; 경남 합천; 함북 성진; 함남 신

고산)
       
‘ 올-’(졸다) <능엄 3:14>과 ‘우 ’(牛蒡) <구간 1:106>, ‘입시울’(脣) <석보 19:7>

과 ‘시욹’(시울) <사해-중, 하:11>의 ‘시울’(가장자리, 언저리) 역시 ‘’을 지녔던 어
휘로 추정되는데, 여기서도 /ㅂ/>/ㄱ(ㅎ)/ 변화를 어김없이 관찰할 수 있다. 

 
(36) ‘자불-’(졸다) <경상, 함경>, ‘자브럽-’(졸리다) <함남>, ‘자구럽-’(졸리다) <경북>, 

‘조부럽-’(졸리다) <강원>, ‘조브랍-’(졸리다) <충북>
(37) 우벙(전북 장수; 전남 구례; 경북 울진; 경남 거창, 함남 영흥), 우항(경기 파

주), 우황(경남 양산) 
(38) 입서버리(경남 울산), 입서벌(충북 보은, 영동), 입서부리(경북 김천), 입서불

(충남 보은, 영동, 단양), 입소고리(경남 마산), 입소구리(경남 김해, 마산), 입
증거가 되는 것이다. […] 그 이동방향은 /ㅂ/>/ㄱ(ㅎ)/이라 보는 것이 음운론적 보편성이나 음운론적 
강도에 기대어 타당할 듯하다. 왜냐하면 언어습득이나 失語症의 과정 등 음운론적 보편성의 이론에서는 
/ㅂ/이 /ㄱ(ㅎ)/에 비하여 흔히 강하며 음운변화에 있어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설
명은 공시적 관점에서 타당하지만, 문헌 자료가 절대로 부족하며, 이마저 차자로 표기되어 해독하기 쉽
지 않으며, 자료의 시간적 선후를 판단하기 어려운 고대국어의 상황을 감안하면 통시적 시각에서 적절
하지 않은 듯하다. *β/*  교체가 일어나는 고대국어 *t β r/*t r의 경우 *β>*  또는 * >*β 변화가 모
두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앞서는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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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리(경남 창원), 입수거리(경북 칠곡, 경산 등), 입수구리(경남 합천, 함안, 
진주), 입수버리(경북 예천, 경주, 월성), 입수부리(경북 울진, 영양; 경남 거
창, 양산), 입시버리(경북 청도), 입시불(경남 동래), 입시블(경북 경주, 영천)

  
중세어 ‘어위-’(넓고 크다; 너그럽다, 넉넉하다) <월석 2:28>, <두해-초 10:16>는 

(39), (40), (41) 등의 동북방언형과 동남방언형을 참조할 때 이른 시기의 ‘*어 -’
(넓고 크다; 너그럽다, 넉넉하다)로 거슬러 올라가리라 추정된다. 

(39) 어벌이 크다 ‘통이 크다’ (함남)25)25)
(40) 어북하- 동사 어지간하다.26)26)
    자네가 거짓말을 어북하네 (달성)
(41) 어북 부사 꽤. 제법.
    어북 갈롱께 나 지기는데 (청도)

‘*어 -’(넓고 크다; 너그럽다, 넉넉하다)의 경우에도 (42), (43)에서 알 수 있듯이 
*β/*  교체 현상으로 소급하는 /ㅂ/>/ㄱ(ㅎ)/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27)27) 

 
(42) 어긔- 형용사 크다(偉).
    공이 어긘 몸과 긴 슈염이오(公偉幹長髥) <朝會 19:13>
(43) 어그럽- 그림씨 너그럽다.
    君子 … 스스로 어그럽고 통달호라 니롬이 이시리오=君子 … 自謂弘達耶ㅣ

리오 <소해 6:109>

25) ‘어벌이 크다’의 ‘어벌’은 ‘*어 -’(넓고 크다; 너그럽다, 넉넉하다)>‘*어비-’ + 명사파생접미사 ‘-(모음)ㄹ’ 
→ ‘어벌’(생각하는 구상이나 배포)로 분석되는데, 명사 ‘어벌’(생각하는 구상이나 배포)은 국립국어연구
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에 북한어로서 표제어로 올라있다. 권혁양(2003: 
130-131)은 동사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모음)ㄹ’의 예로 다음을 들고 있다.

    ‘굽-’(굽어지다) + 파생접미사 ‘-(모음)ㄹ’ → ‘구블’(궁둥이, 구간 1:60), 제주방언 ‘구불’(엉덩이)
    ‘닙-’(입다) + 파생접미사 ‘-(모음)ㄹ’ →  ‘니블’(이불, 석보 13:23)
    ‘죽-’(죽다) + 파생접미사 ‘-(모음)ㄹ’ → ‘주글’(쭉정이, 훈몽-초, 하:3>  
26) 李崇寧(1961:100-102), 李崇寧(1981:102-103)은 동사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Vk’에 대하여 설명을 

베풀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예이다.
    ‘두르-’(周) + 파생접미사 ‘-억’ → ‘두럭’(畝田畓의 계산단위)
    ‘ -’(裂) + 파생접미사 ‘-옥’ → ‘ ’(方向, 便, 側)
    李崇寧(1961:100-102), 李崇寧(1981:102-103)의 분석에 비추어 ‘어북하-’(어지간하다)의 선행형태소 ‘어북’

은 ‘*어 -’(넓고 크다; 너그럽다, 넉넉하다)>‘*어비-’ + 명사파생접미사 ‘-욱’ → ‘어북’(넓고 큰 정도)로 분
석할 수 있을 듯하다. ‘어북’은 원래 ‘정도’를 의미하는 명사이므로 (41)에서 부사로 쉽게 전용된 듯하다.  

27) 문헌형 ‘어긔-’(크다), ‘어그럽-’(너그럽다)가 방언형 ‘어벌이 크다’(통이 크다), ‘어북하다’(어지간하다) 등
에 앞서 나타나므로 통시적으로 반드시 /ㅂ/>/ㄱ(ㅎ)/ 변화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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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중세국어에서 ‘’을 지녔으리라 추정되는 어휘들에서 어중 -*β-/-* - 교체
로 소급하는 /ㅂ/>/ㄱ(ㅎ)/의 변화 또는 /ㅂ/과 /ㄱ(ㅎ)/의 교체 현상을 앞서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白·赤·光·明)의 이른 시기의 어형을 재구하는데
도 이 음운 현상을 반영해야 할 듯하다. 

2) ‘시가-’(白․赤․光․明)의 재구형

‘*시구리’>‘시우리’(李), ‘눈시굴-’(눈부시다) <평북, 함남>, ‘눈시울-’(눈부시다) <평
북>, ‘시울-’(부시다), ‘시우쇠’(熟鐵) 등에서 /ㄱ/이 약화되는 현상을 감안하여 ‘시가
-’(白·赤·光·明)의 이른 시기의 어형으로 잠정적으로 *si a-를 재구한다. 여기에 
고대국어의 어중 -*β-/-* - 교체 현상 및 중세국어의 ‘’을 보유한 어휘에 적지 않
게 나타나는 /ㅂ/>/ㄱ(ㅎ)/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가-’(白·赤·光·明)의 이른 시기
의 어형으로 *si a-~*siβa-를 재구할 수 있을 듯하다. 

Lee(1959:132-136)는 ‘ -’(引), ‘혀’(舌), ‘ ’(太陽), ‘ ’(土)를 포함한 국어의 21개 
어휘에서 이른 시기에 일어난 ‘i의 꺾임’28)을28)다루고 있으며,29)29)權仁瀚(2005:179)은 
28) Ramstedt(1902:45-47)은 몽골문어와 우르가 방언을 비교하면서 가장 먼저 ‘i의 꺾임’을 언급하였다. 몽골

어 연구에서 언급되는 ‘i의 꺾임’은 흔히 첫째 음절 모음 ‘i’가 둘째 음절의 모음에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
다. 

    N. Poppe(1955:36)는 ‘i의 꺾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so-called “breaking” is the assimilation of the vowel of the initial syllable to the vowel of the 

following syllable. This means that the vowel *i preceding a syllable with *a, *u, *ü, etc. becomes a, u, ü respectively: Kh. maxx  ‘flesh, meat’ = Mo. miqan id.  
    N. Poppe(1956:47-48)은 몽골어의 경우 ‘i의 꺾임’이 13세기 전반기에 시작되었고, 모든 단어나 모든 방

언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으며,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29) Ramstedt(1949)는 국어 어두 *h-를 *s->h-의 결과로 보아 어두 *s-~*h- 대응 규칙을 수립하였다. 李基文

(1961:30-31), 李基文(1972a:18-19), 李基文(1998:28-29)은 이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i 앞의 *s라는 조건 
아래에서 이 대응을 받아들였으며, 金東昭(1981:84-86), 김동소(1998:42-44) 또한 이 견해를 수용하였다. 
박창원(2002:177)은 金東昭(1981)에서 “*s로부터 발달된 예로 제시한 ‘ㅎ’과 방언형의 ‘ㅅ’의 대응은 ‘ㅎ 
구개음화’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김방한(1977: 11-17), 金芳漢(1983: 167- 
171)은 어두 h-를 가진 국어 단어들의 일부를 대응하는 만주퉁구스어 어휘들과 비교하여 어두 *x-의 재
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정연찬(1999:243)은 “국어의 ‘ㅅ’과 ‘ㅎ’의 대립은 더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기초어휘 등을 비롯하여 많은 어휘에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고대국어에 ‘ㅎ’이 있었다는 것
을 의심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서 李基文(1972a: 18-19)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고
대국어와 알타이조어의 자음체계에 *h를 재구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창원(2002:179-181)은 선
행연구를 검토한 뒤 “고대국어 당시에는 아음과 구별되는 후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국어의 후음과 중
국어의 후음은 정확하게 그 음역이 대응되지 않았을 것이다”, “후음과 아음의 혼기는 조음 위치의 인근
성 때문이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고대국어에 ‘ㅎ’에 소급하는 음소가 존재했는데 그 조음 영역이 중
세국어 이후의 ‘ㅎ’의 영역과 좀 달랐을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즉 후두의 마찰음 계열인 /h/가 
아니라 연구개 마찰음인 /x/로 실현되었을 가능성과 /h/의 변이음으로 /x/가 음성적으로 존재했을 가능
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어두 *si->*h-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어 어두 *h-를 기원적 음소로 생각하므로, ‘i의 꺾임’의 예에서 ‘ -’(引), ‘혀’(舌), ‘ ’(太陽), 



 ‘*사가-/*사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계열 어휘의 어원에 대하여·237

‘섬’(島)의 음운사를 중심으로 고대국어에서 일어난 ‘i의 꺾임’ 현상을 살피고 있는
데, ‘섬’(島)의 경우 ‘i의 꺾임’이 대략 “6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0)30)따라서 앞서 재구한 *si a-~*siβa- ‘희다, 붉다, 빛
나다, 밝다’에 고대국어의 어느 시기에 ‘i의 꺾임’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으며, ‘i의 
꺾임’을 고려하여 쌍형 어기 *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를 재구할 수 
있다.31)31)  

(44) *si a-~*siβa->*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sa a-~*saβa-와 음운의미대응이 이루어지는 어휘들은 고대중세국어에 이어 현
대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si a-~*siβa-의 재구의 바탕이 된 어형 
‘시가-’(白·赤·光·明)은 고대국어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과 
그 파생어나 합성어에 어렴풋한 흔적만 남아 있기에 이 재구가 과연 타당한지 의
문을 품을 수 있다.32)32)하지만 오직 이 사실에 기대어 *si a-~*siβa-의 재구에 이의
를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여겨진다. 고대나 중세 문헌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
던 어휘가 현대국어나 일부 방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른 시기의 어형을 알 수 없어 이 어휘가 어느 정도의 깊은 
역사를 가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대국어의 고립된 일부 방언에 나타나는 어형이 고대·중세국어의 대응하는 어
형보다 더 오래된 상태를 간직하고 있는 경우를 드물지만 찾아볼 수 있다. 최명
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244)에 따르면 함북 북부지역어에는 동사 ‘탈-’(꼬
아서 감다)과 이의 피동형 ‘탈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동사는 중세 문헌 자료

‘ ’(土)를 제외해야 할 듯하다. 
30) 이 논문을 보내주신 권인한, 신형욱 교수에게 사의를 표한다. 
31) 전남방언의 ‘시거-’(희다)와 음운·의미 대응이 성립하는 방언형 ‘써개비’(아가미), ‘써거리’(아가미), ‘서거

리’(아가미), ‘서버리’(아가미)가 강원방언에서 확인되는데, 이들 어휘에 기대어 ‘i의 꺾임’을 반영하여 그 
어기로 *si -*siβ->*s -~*s β - ‘붉다’를 상정할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 그 어원을 다룰 어휘들 가
운데서 첫 음절이 ‘세-’로 시작하는 어휘들의 어기는 *s -~*s β- ‘붉다’일 개연성이 높다. ‘아가미’(물
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숨틀. 일반적으로 붉은 참빗 모양으로 잘게 나뉘어, 그 속의 혈
관에 흐르는 피와 물이 접하여 가스 교환을 한다. 보통 고기는 머리 양쪽에 깃꼴로 생긴 것이 여러 쌍 
있고, 조개 따위는 몸 양쪽에 막 모양으로 늘어져 있다)의 뜻풀이로 미루어 ‘아가미’를 뜻하는 이들 방언
형의 어원은 ‘아가미’가 띠고 있는 ‘붉은 색깔’과 깊은 관계가 있는 듯하다. 이들 어휘에서도  어중 -*β
-/-* - 교체로 소급하는 /ㅂ/>/ㄱ(ㅎ)/의 변화 또는 /ㅂ/과 /ㄱ(ㅎ)/의 교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32) 고대국어 이래 대부분의 방언에서 *si a-~*siβa-가 *sa a-~*saβa-로 대체되었지만, 변화를 입기 이전의 
화석형 *si a-~*siβa-가 현대국어의 극히 일부 방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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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독으로 쓰인 경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방언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타 ’(비틀어서 사리거나 꼬아 놓은 것) <부인필지 15b>는 단일한 어간으로 인식
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동사 ‘탈-’(꼬아서 감다)의 발견으로 ‘타 ’, ‘타래’는 동사 
‘탈-’(꼬아서 감다)의 파생명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 대’( 落) <역보 45>, ‘

’(紡錘, 가락) <동해, 하:15>, ‘탈대’(線 落) <한청 10:69> 등은 동사어간 ‘* -’, ‘*
탈-’과 명사 ‘대’로 이루어진 어간복합어인 듯하다. 이러한 분석은 방언형 ‘탈-’(꼬아
서 감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244)는 중부
방언의 ‘비틀다’를 ‘ (捻)-+ -’의 합성어로 보며, 비어두 위치에서 ‘>ㅡ’ 변화를 겪
은 것으로 해석하여 ‘* -’>‘탈-’의 변화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 볼 
때 이른 시기의 어형으로 재구한 *si a-~*siβa-에 대응하는 어형이 고대·중세국어
에 단독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
을 들어 이 재구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고대국어 沙非(赤), 沙伏(赤), 所比(赤)
는 음운·의미대응에 비추어 *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에서 파생된 
듯하다. 다시 말해서 沙非(赤), 沙伏(赤), 所比(赤)은 *si a-~*siβa- ‘희다, 붉다, 빛나
다, 밝다’에 ‘i의 꺾임’이 일어난 어기 *sa a-~*saβa-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어기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아 그 구조를 분석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33)33) 

앞으로 분석할 ‘사 ’(蝦) <훈민-원, 해례:25>, ‘새배’/‘세비’(蝦) <경남>, ‘새비’(蝦) 
<제주>, ‘새갱이’(작은 새우) <평안>, ‘새갱이’(蝦) <경기>, ‘새구’(蝦) <경북>, ‘새배
기’, ‘새비기’(억새) <경남>, ‘새개이’(억새) <경북>, ‘새갱이’(억새) <강원>, ‘새강’(억
새) <경북>, ‘새비나무’ (Callicarpa mollis)의 ‘새비-’, 제주방언 ‘새베낭’, ‘새비낭’ 
(Rosa multiflora)의 ‘새비-’, 중세국어 ‘:새’(茅) 등이 어기 *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의 재구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음운·의미 대응에 비추어 어기 
*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와 어원적으로 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
다. 이들 어휘에서도 *β/*  교체로 소급하는 /ㅂ/>/ㄱ(ㅎ)/ 변화 또는 /ㅂ/과 /ㄱ/
의 교체가 눈에 띤다. ‘:새-’(새다, 밝아지다) <두해-초 15:46>, ‘사이-’(曉) <금삼 
4:52>, ‘새아-’(새우다) <월석, 어제 월인석보 서:17> 따위도 음운·의미대응으로 미
루어 *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의 반사형인 듯하다.   

  

33) 중세국어 ‘사 ’(蝦) <훈민-원, 해례:25>의 평북방언형 ‘시우’(蝦)는 고대국어에서 일어난 ‘i의 꺾임’을 입
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듯하다. 방언형 ‘시우’의 이른 시기의 어형은 ‘*시 ’(蝦)로 재구할 수 있을 
듯하다. ‘*시 ’(蝦)>‘시우’는 어기 *si a-~*si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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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가-/*사 -’(白·赤·光·明) 계열의 어휘
沙非(赤), 沙伏(赤), 所比(赤), ‘사 ’(蝦), ‘새비나무’(Callicarpa mollis), 경남방언 ‘새

배기’/‘새비기’(억새), 강원방언 ‘새갱이’(억새), 제주방언 ‘새비낭’(Rosa multiflora)의 
‘새비-’, 중세국어 ‘:새’(茅), ‘:새-’/‘사이-’(새다, 밝아지다), ‘새배’(曉), ‘새박’(晨), 접두사 
‘ -’(‘빛깔이 산뜻하게 짙음’을 나타냄), ‘새별’(明星), ‘새’(동쪽) 등의 어휘들은 음운·
의미 대응으로 미루어 쌍형 어기 *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와 어원상 

접한 관련이 있는 듯한데, 이 장에서는 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1) 고 국어 沙非(赤), 沙伏(赤), 所比(赤)  

다음은 三國史記 에 수록된 高句麗, 百濟 지명인데, 여기에서 ‘시가-’(白·赤·
光·明)의 동원어로 추정되는 어휘의 편린을 추출할 수 있다.

 
(45) ㄱ. 赤鳥縣本百濟所比浦縣… 今德津縣 三國史記 , 권36 
(45) ㄴ. 赤木縣一云沙非斤乙 三國史記 , 권37
(45) ㄷ. 赤城縣本高句麗沙伏忽… 今陽城縣 三國史記 , 권35 

          
李基文(1972a:34, 38)은 (45)에서 각각 고구려어 *sapik n, *sapuk 沙非斤, 沙伏

(赤), 백제어 *supi (赤[鳥])를 분석해내었다. 李基文(1991: 328)은 李基文(1972a:34)
과 달리 고구려어 *sapi, *sapok 沙非, 沙伏(赤)을 분석해내고, 이를 고대일본어 
söfo ( )와 비교하였다. 金大植(1998: 178-179)는 (45ㄱ) 赤:所比의 대응에서 백제
어 *sopi (赤)와 (45ㄴ), (45ㄷ) 赤:沙非, 赤:沙伏의 대응에서 고구려어 *sapi (赤), 
*sapuk (赤)을 추출하였다. 최남희(2003:36-38)는 이에 중국어 상고음 기층이 반영
된 것으로 보아 (45ㄴ) 赤:沙非의 대응에서 고구려어 *sapü (赤)를 분석하였으며, 
(45ㄷ) 赤:沙伏의 대응에서 伏의 음절 끝소리를 무시하고 pü로 해석하여 沙非, 沙
伏을 같은 소리값 *sapü (赤)의 다른 표기로 보았다.34)34)그는 또한 (45ㄱ) 赤:所比의 
대응에서 所比의 음가를 *sapi로 추정하여 백제어 *sapi (赤)를 분석하였다. 裵大溫
(2005:96-97, 325)는 赤:沙非·沙伏·所比의 대응에서 沙非·沙伏·所比를 상고음으
로 읽어 모두 *sapi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35)35)(45)의 분석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34) 沙伏을 같은 소리값 *sapü (赤)의 표기로 본 최남희(2003:36-38)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이미 沙非라는 차자가 있는데, 동일한 음가 *sapü (赤)를 표기하기 위해 다른 차자표기 沙伏을 굳
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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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李基文(1972a:34, 38), 李基文
(1991:328)의 경우 같은 저자의 분석임에도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차자
표기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인 듯하다. 

일찍이 崔明玉(1978/1998:169-171)은 동남방언의 //, // 음소를 다루면서 
“동남방언이 , 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고대국어에 , 가 있었다는 말과 
같다”고 하면서 고대국어에 //와 //이 있었을 개연성을 시사했다.36)36)이러한 추
론은 고대국어 沙非(赤)·所比(赤)이 *saβi를, 沙伏(赤)은 *saβok을 표기하였을 수
도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어의 순중음과 순경음의 분화는 중고음 후기시대에 비롯
한다고 한다.37)37)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고대국어의 차자표기에서 *saβi ‘赤’, *saβ
ok ‘赤’에 나타나는 유성마찰음 /β/를 표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    

이 글은 잠정적으로 고대국어 沙非·所比(赤)은 *saβi를, 沙伏(赤)은 *saβok을 표
기한 것으로 본다.38) 고대국어의 어느 시기에 *si a-~*si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에 ‘i의 꺾임’이 일어나 쌍형 어기 *sa a-~*saβa-가 생겨났다면, 沙非·所比(赤) 
*saβi와 沙伏(赤) *saβok은 각각 아래의 단어형성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46) *si a-~*siβa->*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saβa-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βi ‘赤[色]’
  *saβa- + deverbal nominal suffix -ok → *saβok ‘赤[色]’

이 분석이 올바르다면 고구려어 沙非(赤), 백제어 所比(赤) 및 고구려어 沙伏(赤)
은 각각 *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에서 파생된 명사 *saβi ‘赤色’ 및 
*saβok ‘赤色’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5) 裵大溫(2005)의 주장도 주 34)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수긍하기 어렵다. 
36) 崔明玉(1978/1998:170)은 “나 를 가졌던 단어가 이 방언[동남방언]에서 거의 ㅂ나 ㅅ를 가지고 나타

나는 것은 이 방언이 이른 시기에 ㅂ:와 ㅅ:의 대립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와 가 각각 ㅂ와 ㅅ
에 합류되었다고 할 때에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극히 일부의 단어가 중세 중앙어에서 
발생한 >w나 >Ø의 변화를 입은 것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합류가 일어난 시기는 중앙어에서 , 
의 약화가 일어났던 시기보다 다소 빨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37) 崔玲愛(2000:108, 205)는 “守溫의 三十字母에는 輕脣音字母가 없다. ≪歸三十字母例≫에 실린 예자를 살
펴보면, 脣音字母 不芳 明은 重脣과 輕脣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는 重脣과 輕脣을 나누지 않은 韻書
의 反切(上字)체계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바로 脣音의 輕脣化가 일어난 시기가 中古音 후기로서 그 이
전에는 輕脣·重脣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38) 차자표기 所比(赤)가 *soβi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때 *soβi는 양순유성마찰음 /β/의 영향으로 
*saβi>*soβi의 변화를 입은 듯하다. 이와 비슷한 예를 (38) ‘입술’(脣)의 방언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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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蝦)의 어원에 하여

小倉進平(1944b/2009:111)은 ‘새우’(蝦)의 방언형 ‘새뱅이’, ‘새붕개’, ‘새비’, ‘쌔비’
를 만주어 sampa (蝦)와 비교하였는데, 두 어휘가 동원어인지, 차용 관계인지 밝
히지 않았다.39)39)안옥규(1989:279-280)는 ‘사 ’(蝦)가 ‘사리-’(빙빙 둘러서 감는다)의 
옛말인 ‘* -’에 어원을 두며, 몸을 사리고 있는 그 모양새에 따라 불리어진 이름으
로 보고 있다. 이는 의미에 치우쳐 음운대응을 소홀히 하였으며, ‘사리-’(빙빙 둘러
서 감는다)의 고어 ‘* -’이 문증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세국어 ‘사 ’(蝦)는 朝鮮館譯語 에 비로소 나타난다.   
(47) 蝦蟹 哈害 必格以 *사  게

姜信沆(1995:79-80)은 權仁瀚(1998:130)과 마찬가지로 必를 ‘*사 ’(蝦)로 어석
하고 있다. 必(蝦)는 정음 창제 직후의 문헌에 ‘사 ’(蝦)로 나타난다. ‘새우’(蝦)
는 문헌 자료에서 ‘사 ’(蝦)를 비롯하여 ‘사이’, ‘새요’, ‘사유’, ‘사요’, ‘새오’, ‘ 오’, 
‘ 우’ 따위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48) 사  [평성, 거성] 이름씨 <옛> 새우
    ㄱ. 사  爲蝦 <훈민-원, 해례:25>
    ㄴ. 水母 類  믌더푸므로 體  삼고 사이로 누늘 삼 니 <능엄 7:89>
    ㄷ. 이 주글 듸 얻  고기와 새요왜오(是覓死的魚蝦) <박번, 상:70>
    ㄹ. 蝦 머구리 하, 사유 하 <신합, 상:15> 
    ㅁ. 혹 냇믈에 효근 사요  즛디허 로 고(或溝渠中小蝦爛 塗刷) <언태 

74>
    ㅂ. 鰕 새오 하 <왜어, 하:26>
    ㅅ. 오: 鰕 <方藥 51>  

金大植(1998:179)은 ‘사 ’(蝦)의 단어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백
제어 *sapi [赤]의 화석형으로 ‘사 ’(鰕)를 들었으며 “이 水生動物의 特性이 ‘붉다’는 
색채 인식과 강하게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음운의미 대응에 비추어 믿
음직하게 생각되므로, ‘사 ’(蝦)의 어원은 다름 아니라 ‘새우’의 몸 빛깔이 붉은 색
을 띠는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39) 만주어 sampa ‘蝦’의 위치가 퉁구스어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만주어로 유입된 한국어 차용어

일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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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이 옳다면 ‘사 ’(蝦)는 *si a-~*si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에 ‘i의 꺾
임’이 일어난 쌍형 어기 *sa a-~*saβa-에서 파생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다음의 단
어형성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9)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βi ‘새
우’40)40)

‘새우’(蝦)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방언 분포를 보인다.41)41)동남방언 다수와 서남
방언 일부에서 중세어 ‘사 ’(蝦)의 //에 대응하는 /ㅂ/을 보여주는 방언형이 적
지 않게 나타난다.   

 
(50) ㄱ. 새배(경남)/세비(경남)/새비(제주)/쎄비(경남)/쌔비(경상)/쇄:비(경북)/쉐(경상)/

쐐비(경북) /쐬비(경상)
(50) ㄴ. 새방이(충청)/새뱅이(경남, 충청)/새빙개(전라)/새붕개(전북 서부 및 북부)/

새부랭이(충북)/쌔뱅이(경남)42)42)

(50ㄴ) ‘새방이’ 계열에 나타나는 파생접미사 ‘-앙/-엉’은 색채어 명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앙/-엉’과 기원이 같은 듯하다. 

(51)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ŋ43)43)→ *saβ
aŋ>*sapaŋ ‘赤色’   

(51) *sapaŋ ‘赤色’ + denominal nominal suffix -i → *sapaŋi>‘*사뱅이’>‘새뱅이’ 
(蝦) 

      
‘새우’(蝦)의 방언형 가운데 중세어 ‘사 ’(蝦)의 //에 대응하는 /ㄱ/을 보여주는 

어형들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40)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의 어간말모음이 삭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새우’(蝦)의 방언
형이 결정되는 듯하다. 경남방언형 ‘새배’(蝦)는 어간말모음이 삭제되지 않은 채 파생접미사 ‘-ㅣ’가 붙은 
듯하다. ‘새배’(蝦)는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βay>‘새배’
(蝦)의 단어형성과정을 경험한 듯하다.  

41) 李崇寧(1967:383)은 ‘새우’(蝦)의 등어선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우리말큰사전 , 李崇寧(1967:381-383)
을 근거로 ‘새우’(蝦)의 방언형을 들기로 한다.    

42) 이들 방언형 모두를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43) 파생접미사 ‘-ŋ’은 색채어 명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앙/-엉’의 이형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

22)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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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ㄱ. ‘새갱이’(작은 새우) <평안>, ‘새갱이’(蝦) <경기>
(52) ㄴ. ‘새구’(蝦) <경북>
(52) ㄷ. ‘새구지’(蝦) <경북>

이들 방언형은 재구한 어기 *sa 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에서 파생된 듯하
다. 따라서 이들의 단어형성과정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53) ㄱ. *sa 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ŋ → 
*sa aŋ>*sakaŋ ‘赤色’ 

         *sakaŋ ‘赤色’ + denominal nominal suffix -i → *sakaŋi>‘*사갱이’>‘새갱
이’(蝦) 

      ㄴ. *sa 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u → 
*sa u>‘새구’(蝦) 

      
/ㅂ/ 대신 /ㅍ/을 보이는 특이한 방언형 ‘새파우’(蝦)도 나타난다. 

(54) 새파우 이름씨 → 새우2. (경상: 예천)44)44)

이는 어중의 평음 ‘ㅂ’이 임의로 격음화된 듯하다. 다음은 //>/w/의 변화를 
보여주는 ‘새우’(蝦)의 방언형이다. 

 
(55) ㄱ. 새: 이름씨 → 새우2. (경남).
(55) ㄴ. 쇄: 이름씨 → 새우2. (경북).
(56) 시우(평북)/새오/새우지/사웅지/새웅개(전라, 충남)/새위/사위(제주)/세오/세우/

새웅지(평남)/생아/새음게(전북)45)45)

동남방언 ‘새:’와 ‘쇄:’는 아래의 음운변화를 입은 듯하다. 

(57) ㄱ. ‘사 ’>‘사이’>‘새:’(蝦)
(57) ㄴ. ‘사 ’>‘*솨 ’>‘쇄:’(蝦)

44) 예천방언 ‘새파우’는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u → *saβau> 
*sapau>*s phau (蝦)의 단어형성과정을 입은 듯하다.   

45) 번잡을 피하기 위해 이들 방언형 모두를 분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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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비나무’(Callicarpa mollis), ‘새비기’(Miscanthus sinensis), 

‘새비낭’(Rosa multiflora) 등의 ‘새비-’, 세국어 ‘:새’(茅)의 

어원에 하여  

‘사 ’(蝦)의 명칭이 ‘붉다’(赤)는 색채 인식에서 비롯하듯이 ‘새비나무’ (Callicarpa 
mollis), ‘새비기’(Miscanthus sinensis)에 보이는 형태소 ‘새비-’ 또한 이러한 색채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듯하다. 

三國史記 권 37의 赤木縣 一云 沙非斤乙은 이 추론을 뒷받침하는데, ‘새비나
무’(Callicarpa mollis)의 ‘새비’가 정확히 이에 대응한다. 

           
(58) 새비나무 이름씨 […] 여름에 자줏빛 꽃이 취산꽃차례로 피는 데, 열매는 앵두

와 비슷하고 10월에 자줏빛으로 익는다. […]
      
‘새비나무’(Callicarpa mollis)는 ‘자줏빛’ 꽃이 피는 뚜렷한 외형적 특징을 지녀 

‘새비나무’로 불리운 듯하다. 이 가정이 옳으면 합성어 ‘새비나무’의 선행형태소 ‘새
비’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59) ㄱ.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β
i>*sapi ‘자줏빛’46)46)  

(59) ㄴ. ‘*사비’(자줏빛) + ‘나무’(木) → ‘*사비나무’(Callicarpa mollis)>‘새비나무’

‘*사비’(자줏빛)는 후행형태소 ‘나무’(木)를 꾸미는 관형사의 기능을 하다가 시나브
로 한 낱말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비-’>‘새비-’는 ‘ㅣ’모음 역행동화의 영향인 
듯하다.

경남지방에는 ‘억새’(Miscanthus sinensis)의 방언형으로 ‘새배기’/‘새비기’, ‘새빗대’
가 쓰인다. 

(60) ‘새배기’(억새), ‘새비기’(억새), ‘새빗대’(억새)

46) ‘빛’을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연속된 스펙트럼(spectrum)을 얻을 수 있듯이 형태소 *saβi>*sapi가 나타내
는 색깔 범주 ‘붉다’(赤)는 뚜렷한 경계를 긋기가 어렵다. ‘빨강’(red) 뿐만 아니라, ‘자주’(reddish 
purple), ‘분홍’(pink), ‘다홍’(crimson), ‘주황’(orange), ‘黑紫色’, ‘紫褐色’처럼 ‘붉은 색’ 계통의 다양한 색
깔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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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형 ‘새배기’/‘새비기’/‘새빗대’(억새)의 명명 동기도 ‘사 ’(蝦), ‘새비나무’ (Callicarpa 
mollis)의 ‘새비’처럼 색채 인식과 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우리말큰사전 에 
따르면 ‘억새’(Miscanthus sinensis)는 “7-9월에 이삭이 패어 자줏빛을 띤 누른 잔 
꽃이 많이 핀다”고 하는데, 이로 미루어 경남방언의 화자들이 ‘억새’(Miscanthus 
sinensis)를 ‘새배기’/‘새비기’라 부르는 것은 ‘자줏빛’의 색채 인식에 기인하는 듯하
다. 이 추정이 올바르다면 방언형 ‘새배기’/‘새비기’/‘새빗대’(억새)는 다음의 단어형
성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1) ㄱ.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기’ → ‘*사
기’>‘*사바기’>‘*사배기’>‘새배기’(억새)

     ㄴ.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β
i>*sapi ‘자줏빛’

         *sapi ‘자줏빛’ + 사이시옷 ‘ㅅ’ + ‘대’ → ‘*사빗대’>‘새빗대’(억새) 

방언형 ‘새배기’/‘새비기’(억새)도 *β/*  교체로 소급하는 /ㅂ/>/ㄱ/변화를 보이는
데, 이는 ‘새우’(蝦)의 방언형 ‘새갱이’, ‘새구’(蝦)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62) ‘새갱이’(억새) <강원>, ‘새굉이’(억새) <강원, 충북>, ‘새개이’ (억새) <경북>
(63) ‘새강’(억새) <경북>, ‘쌔강’(억새) <경북>, ‘새강-풀’(억새) <경북>
(64) ‘쇄4’(억새) <경남>, ‘쌔기’(억새) <경남>, ‘쐐기’(억새) <전북>47)47)

‘억새’(Miscanthus sinensis)의 방언형 ‘새개이’, ‘새갱이’, ‘새강’ 따위도 /ㅂ/에 대
응하는 /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의 단어형성과정을 입은 듯하다.  

(65) ㄱ. *sa 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ŋ’48)48)→ 
*sa aŋ>‘*사강’>‘새강’(억새)

(65) ㄴ. ‘*사강’(억새) + denominal nominal suffix -i → ‘*사강이’>‘*사갱이’>‘새갱
이’(억새)  

(65) ㄷ. *sa 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 ay>*sakay ‘赤色’

         ‘*사개’(赤色) + denominal nominal suffix -i → ‘*사개이’>‘새개이’(억새)

47) 이 글은 열거한 방언형 모두를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48) 파생접미사 ‘-ŋ’은 색채어 명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앙/-엉’의 이형태이다. 주 22)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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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선 ‘찔레나무’(Rosa multiflora)의 방언형으로 ‘새베낭’/‘새비낭’이, ‘찔레의 
열매’의 뜻으로 ‘새비’가 쓰이고 있다.    

(66) ‘새베-낭’(찔레나무), ‘새비-낭’(찔레나무)
(67) 세비-낭 이름씨 → 찔레. (제주)
(68) 새비 이름씨 찔레의 열매. (제주) 

합성어 ‘새베낭’, ‘새비낭’(찔레나무)에 보이는 형태소 ‘새베’, ‘새비’는 애초에 ‘낭’
(木)을 꾸미는 관형사의 구실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낱말로 굳어진 듯
하다. 음운의미대응으로 미루어 제주방언 ‘새베낭’, ‘새비낭’(찔레나무)에서 추출되는 
형태소 ‘새베’, ‘새비’도 ‘사 ’(蝦), ‘새비나무’(Callicarpa mollis)의 ‘새비’, 경남방언형 
‘새배기’, ‘새비기’, ‘새빗대’(억새)의 ‘새비’와 어원을 같이하며, 명명 동기도 색채 인
식에 있는 듯하다. 우리말큰사전 이 ‘찔레나무’(Rosa multiflora)는 “초여름에 흰 
다섯잎꽃이 산방꽃차례로 피고, 10월에 콩알 같은 물과실이 빨갛게 익는다”고 풀이
하였으므로, ‘새베낭’, ‘새비낭’(찔레나무)의 ‘새베-’, ‘새비-’의 어원을 ‘사 ’(蝦), ‘새비
나무’(Callicarpa mollis), ‘새배기’/‘새비기’(억새)의 ‘새배-’, ‘새비-’처럼 반드시 ‘赤色’, 
‘자줏빛’ 따위의 ‘붉은 색’ 계통의 색채 인식으로 돌릴 필요는 없을 듯하다. ‘새베
낭’, ‘새비낭’(찔레나무)의 형태소 ‘새베’, ‘새비’는 두드러진 외형적 특징인 ‘하얗게’ 
피는 꽃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49)49)이 가설이 틀리지 않았다면 형태소 ‘새베’, ‘새비’
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69)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βi>*sapi 
‘白色’  

     *sapi ‘白色’ + ‘낭’(木) → ‘*사비낭’>‘새비낭’(찔레나무) <제주>

이는 (58) ‘새비나무’(Callicarpa mollis)의 단어형성과정과 똑같지만, ‘새비’가 ‘赤
色’이 아니라 ‘白色’을 가리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방언형 ‘새비낭’(찔레나무)에 보
이는 형태소 ‘새비’는 ‘사 ’(蝦), ‘새비나무’ (Callicarpa mollis), ‘새비기’(억새)의 ‘새
비’와 달리 ‘하얗다’(白)는 색채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어기 *saβa- ‘희다, 

49) 방언형 ‘새비’(찔레의 열매)는 색채 인식과 무관하게 단순히 ‘새비낭’(찔레나무)의 열매라는 의미에서 제
주방언 화자들이 ‘찔레의 열매’를 ‘새비’라 불렀을 수도 있다. 이는 ‘밤나무’와 ‘밤’, ‘배나무’와 ‘배’의 관계
와 같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의 역도 성립할 수 있을 듯하다. 제주방언 화자들이 ‘빨간’ 찔레의 열매를 
근거로 ‘새비낭’(찔레나무)라고 하였다면, 형태소 *sapi는 ‘白色’이 아니라 ‘赤色’을 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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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다, 빛나다, 밝다’가 여러 갈래의 의미를 가지는데 기인하는 듯하다.          
현대국어의 ‘새’(茅)는 중앙어와 방언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 새1 이름씨 ① 띠,50)50)억새 따위의 풀을 통틀어 일컫는 말. ② <식> ‘억새’의 준
말. ③ = 이엉 ④ → 땔나무

(71) 새11 이름씨 → 땔나무 <평북>

‘새’(Arundinella hirta)의 후기중세국어 어형은 ‘:새’(茅)이며 성조는 상성을 지닌다.  

(72) 새 [상성] 이름씨 <옛> 새. 이엉
    ㄱ. 새 니욘 菴子ㅣ 녜  브터 白雲ㅅ 소비로다 = 茅菴이 依舊 白雲裏로다 

<남명, 상:72>
    ㄴ.  새 닐 셤 <훈몽-초, 하:8>
    ㄷ. 山 밋  집을 지어 드고 녤 것 업서 草 로 녜어시니 <교시조 1430-16,>

중세국어 ‘:새’(茅)는 근대국어 ‘ ’>현대국어 ‘새’의 변화를 입었다. 중세국어에서 
상성으로 실현되던 어휘는 현대국어에서 음장이 대체로 장음으로 실현되지만, ‘새’
의 경우에는 단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새’(Arundinella hirta)는 ‘녹색이나 짙은 자주색 또는 紫褐色’의 작은 이삭이 돋
는다고 하는데, ‘억새’를 지칭하기도 하므로 경남방언의 ‘새배기’, ‘새비기’(억새), 강
원방언의 ‘새갱이’(억새), 경북방언의 ‘새강’, ‘새개이’(억새) 따위를 고려하면 중세어 
‘:새’(茅)의 이른 시기의 어형으로 ‘*사 ’를 재구할 수 있을 듯하다. 중세어 ‘:새’(茅)
는 아래의 단어형성과정을 겪은 듯하다.    

(73) ㄱ.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β
i>*say>‘새’(Arundinella hirta)

(73) ㄴ. ‘*사 ’ [평성, 거성]>‘*사이’ [평성, 거성]>‘:새’ [상성](Arundinella hirta)  

재구형 ‘*사 ’(茅)는 ‘사 ’(蝦)와 마찬가지로 이른 시기에 [평성, 거성]으로 실현
되었지만, ‘:새’(茅)는 음절 축약을 입어 상성을 띠게 된 듯하다. ‘*사 ’(茅)가 ‘이엉’
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옛적에 초가지붕을 잇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데 연유하
50) ‘띠’(Imperata cylindrica)는 ‘黑紫色’의 꽃이 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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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평북방언 ‘새’(땔나무) 또한 어기 *sa a-~*saβa- ‘희다, 붉다, 빛
나다, 밝다’의 의미자질 [+붉다]와 연관이 깊으며, ‘시우쇠’(熟鐵)의 ‘*시우-’(시뻘겋게 
달구다)와 비슷한 이유에서 이렇게 불리운 듯하다.   

  
4) ‘:새-’/‘사이-’(曉), ‘새배’(曉), ‘새박’(晨)의 어원에 하여

崔昌烈(1986:97-97, 235)은 ‘새벽’(曉)이 ‘* ’(東) + ‘* ’(明)의 구조로 이루어졌으
며, 한자어의 영향으로 ‘* ’(明)이 ‘벽’(闢)으로 대체되어 ‘새벽’(曉)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안옥규(1989:278-279) 또한 ‘새벽’(曉)의 ‘벽’은 ‘*새 ’의 ‘* ’이 변한 것인데 
이는 ‘밝다’의 어근이며, ‘새벽’(曉)은 ‘동쪽이 밝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들은 의미해석에 너무 치우쳐 음운대응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증되
는 최초의 어형이 ‘* ’, ‘*새 ’이 아니라, ‘새배’(曉) <두해-초 7:14>, ‘새박’(晨) 
<원각, 서: 46>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Buck(1949:992-994)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유럽어의 ‘새벽’(dawn)을 뜻하는 말은 
대부분이 ‘to grow bright, shine, light’ 또는 ‘white, gray, red’를 뜻하는 말과 어
원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51)51)이 글은 중세어 ‘:새-’, ‘사이-’(새다, 밝아지다), ‘새
배’(曉), ‘새박’(晨)의 어원을 밝히는데 인구어의 어원연구의 성과를 참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자동사 ‘:새-’/‘사이-’(새다, 밝아지다)와 명사 ‘새배’(曉), ‘새박’(晨)은 음운의미 대
응으로 미루어 재구한 어기 *si a-~*siβa->*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51) Words for ‘dawn’ denote strictly the period just before sunrise, but some of them may be extended 

to cover ‘sunrise’ or even ‘morning’. They are mostly, including the inherited group, connected with 
words meaning ‘grow bright, shine, light’, or ‘white, gray, red’, or in a few cases with the word for 
‘day’.  

    1. IE *ausos-, etc. fr. a root seen in the vbl. forms Skt. ucchati, Av. usaiti ‘it grows bright, shines 
(of the dawn)’, Lith. au ta, Lett. aust ‘it dawns’, etc.

    Grk. Hom. , Aeol. α ω , Att. ω ; Lat. aurora (mostly poet., as also the lit. It., Sp. aurora, Fr. aurore, Rum. auror ); Ir. fair (‘sunrise’), W. gwawr (Br. gwere-laouen ‘morning star’); Lith. au ra, 
Lett. ausma (new formation fr. aust, above); Skt. u as-, Av. u ah- (also Skt. u -, u a-, Av. u -, but 
secondary)

    2. Lith. br k ta (with vb. br k ti), ChSl. br zg  in probr zg  (‘time before dawn’), Pol. brzask 
(Boh. b esk ‘twilight’, Russ. obs. bresk ‘dawn’), with vbs. Russ. brez it ‘dawns’, Boh. bríská se 
‘becomes dark’, etc.: Skt. bhraj-, Av. braz- ‘shine, beam’, Goth. bairhts, etc. ‘bright’. 

    3. SCr. zora, Pol. zorza, Russ. zarja, lit. ‘shine, splendor, redness of the sky’ (sometimes with adjs. 
‘of the morning’ to designate the dawn in particular), ChSl. zorja ‘ray of light’, pl. ‘dawn’ (e.g. v  zor ): 

    4. Skt. aru a-, lit. ‘reddish’, as ‘dawn’ chiefly personified as the charioteer of the sun, hence aru i- 
‘dawn’ (RV): aru a- ‘red, fire-colored’, Av. aru a-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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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현대국어 ‘새:-’(날이 밝아 오다)는 중세국어 ‘:새-’, ‘사이-’(새다, 밝아지다)로 거슬

러 올라간다.        

  (74) 새- [상성] 제움직씨 <옛> 새다. 밝아지다.
       ㄱ.  바미 리 새 니 <두해-초 15:46>
       ㄴ. 언제 새어든 부텨를 가 보 려뇨 더니 <석보 6:19>
       ㄷ.  셔: 曙 <訓蒙上 1> 
       ㄹ. 밤을 와 낫즐 니어 <萬言詞>
  (75) 사이- [평성, 거성/유동적 성조] 제움직씨 <옛> ⇒ 새다.
      모로매 하 히 사야도 낟디 아니호  아롤 디니라 = 須知天曉不露ㅣ니라 

<금삼 4:52>

중세어 ‘:새-’(曉)의 성조는 상성이며 ‘사이-’(曉)의 성조는 [평성, 거성]이므로, [평
성, 거성]인 ‘사이-’(曉)가 음절 축약을 입은 결과 ‘:새-’(曉)의 성조가 상성으로 바뀌
었다고 볼 수 있다. ‘:새-’, ‘사이-’(새다, 밝아지다)의 단어형성과정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

(76)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피동접미사(passive suffix) -i- → 자동사 
‘*사 -’(밝아지다)52)52)

     ‘*사 -’(曉)>중세국어 ‘사이-’/‘:새-’>‘ -’>현대국어 ‘새:-’

중세·근대국어에는 자동사 ‘:새-’, ‘사이-’(새다, 밝아지다) 뿐만 아니라 ‘새우다’
(온밤을 자지 않고 지나다, 밝히다)의 뜻을 지닌 타동사 ‘새아-’, ‘새하-’도 나타난다.  

 

52) 중세국어의 일정 기간 동안 모음으로 끝난 어간과 자음으로 끝난 어간  이 공존한 것을 문헌 자료의 검
토로 알 수 있다. 다음 동사들은 이러한  예이다.  

      (1) 타동사 ‘시므-’(種) <석보 19:33~34> ‘시 -’(種) <법화 4:54>, ‘심-’(種) <원각, 하 3-1:56> 
      (2) 자동사 ‘ -’(沈) <월석8:101>, ‘ -’(沈)<남명, 하:31>
      (3) 자동사 ‘수 -’(喧) <두해-초 21:6>, ‘숫-’(喧) <금삼 5:11>, ‘  -’(喧) <금삼 3:8> 
      (4) 자동사 ‘므르-’(爛) <능엄 8:103>, ‘믈-’(爛) <능엄 8:102>
      (5) 타동사 ‘그치-’(斷) <월곡 102>, ‘ -’(斷) <몽산 53>
    파생된 동사의 어간이 ‘*사 -’인 것이 이 현상과 관계있는 듯하다. *saβa-의 음절말 모음이 약화, 탈락

한 상태에서 파생접미사 ‘-ㅣ’가 붙은 듯하다. *saβa->*saβ -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피동접미사
(passive suffix) -i- → 자동사 ‘*사 -’(밝아지다)의 단어형성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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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새아- [평성, 거성] 남움직씨 <옛> 새우다.  
    ㄱ. 날 니  밤 새알 씨라 <월석, 어제 월인석보 서:17>
    ㄴ. 바미면 새도록 울오 안자셔 새알 나리 수업 니 내 팔  노라 <순

천김씨28 받고 셔돌오> 
(78) 새하- 동사 새우다. 
(78) 밤이면  을 몯 자시고 새하니 됴  줄 모 와 망극히 너기노이다 <현풍

곽씨159 시난동 >

타동사 ‘새아-’, ‘새하-’는 다음의 단어형성과정을 겪은 듯하다. 

(79) ㄱ. ‘사이-’/‘:새-’(曉) + 사동접미사(causative suffix) *- i-> -i- → *sayi- ‘온밤을 
자지 않고 지나다, 밝히다’ 

     ㄴ. ‘사이-’/‘:새-’(曉) + 사동접미사(causative suffix) *- i->-hi-53)
53)→ *sayhi- ‘온

밤을 자지 않고 지나다, 밝히다’54)54)

하지만 주 54)처럼 이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새아-’, ‘새하-’(새우다)
의 단어형성과정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새배’(曉) <두해-초 7:14>, ‘새박’(晨) <원각, 서: 46>은 중세국어에 유의어로서 
공존하고 있었다. 현대국어의 중앙어에는 오직 ‘새벽’(曉)만이 쓰이지만, 방언에선 
(84), (85)에서 볼 수 있듯이 ‘새배’(曉), ‘새박’(晨)에 해당하는 어형을 각각 찾아볼 
수 있다. 

(80) 새배 [평성, 평성] 이름씨 <옛> 새벽.
    ㄱ. 어르누근 남  새배 프르도다(錦樹曉來靑) <두해-초7:14>
    ㄴ. 새볘 어을메 반 시 당의 가 뵈고(晨昏參廟) <동신, 효6:21>
    ㄷ. 다  바  漏刻 소리  사뱃 사  뵈아 니(五夜漏聲催曉箭) <두해-중6:4>

53) 李基文(1972a:148-149)는 후기중세국어의 사동어간을 형성하는 접미사 ‘-히-’는 어간말음이 ‘ㅂ, ㄷ, ㅈ’이
면 ‘-히-’, ‘ㅁ, ㅅ’이면 ‘-기-’, ‘, ㄹ’이면 ‘-이-’, 그 밖의 자음이나 모음이면 ‘-ㅣ’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
다. 李基文(1972b/1990:94)는 “이들의 古代 單一形으로 *- i-를 再構할 可能性이 있을 듯하다”고 하였다.  

54)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다면 (77) ‘새알’, (78) ‘새하니’가 각각 ‘*새얄’, ‘*새햐니’로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은 
점이 걸린다. ‘*새얄’>‘새알’, ‘*새햐니’>‘새하니’의 변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 분석에 대하여 한 심사위
원은 ‘:새-’(曉)와 관련된 ‘새아-’와 ‘새하-’를 과연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새알’을 
‘새+아(←가)+ㄹ’의 구성으로 보고 있으며, ‘새하-’ 역시 독립된 단어라기보다 이전의 ‘새아다(새+아(←
가)+다’라는 어형에 대하여 어중 ‘ㅎ’의 탈락과 관련된 과도교정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
단이 올바르다면 이 분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위 분석은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 성격
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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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曉 사볘 효 <왜어, 상:5>
    ㅁ. 새볏 비 일 갠 날에 닐거스라 아 들아 <청언-원> 

‘새배’(曉)에 해당하는 어형을 문헌의 연대순으로 늘어놓으면 ‘새배’(두해-초 7:14) 
>‘새볘’(동신, 효 6:21)/‘사배’(두해-중 6:4)>‘사볘’(왜어, 상:5)/‘새벼’(청언-원)의 순서
가 된다.55) 하지만 이것이 음운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파
생과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배’(曉)가 가장 이른 시기의 어형인 듯하다. 

(81)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βay>‘새
배’(曉)

      
‘사배’(曉)도 ‘사 ’(蝦)의 어원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로 거슬러 올라가

는 듯하다. 이 파생과정이 옳다면 정음 창제 직후의 문헌형은 이미 ‘ㅣ’모음역행동
화를 입은 어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는 ‘새배’(曉)와 거의 같은 의미의 ‘새박’(晨)이 쓰였는데, 문헌 자료에
서 ‘ 박’, ‘ 벽’, ‘새 ’, ‘ 벽’ 등의 다양한 어형을 확인할 수 있다.   

(82) 새박 [평성, 평성] 이름씨 <옛> 새벽.    
    ㄱ. 믄득 새바  거우루로  비취오(忽於晨朝 以릅照面)<원각, 서: 46>
    ㄴ. 박 빗치 졈졈 발가오메 <落泉 2:5>
    ㄷ. 벽의 문안 를 <閑中錄 44>
    ㄹ. 이에 이튼날 새 의 잇 오니(乃在翼曉) <朝僉 39:71>
    ㅁ. 벽 신, 早朝之땔 <字上 4a>

      
‘새박’(晨)은 ‘사 ’(蝦), ‘새배’(曉)와 마찬가지로 앞서 재구한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에서 파생된 듯하다. 

(83) ㄱ.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Vk’56)56)→ 
*saβak>*sapak>*saypak 

     ㄴ. ‘*사비’>‘새비’(曉) + denominal nominal suffix ‘-Vk’ → ‘새박’(晨)57)57)

55) 敎學 古語辭典 에 ‘ 베’(女四解 2:13, 女四解 3:10), ‘ ’(落泉 1:2)가 실려 있으며, 필사본 고어대사
전 에 따르면 ‘ 배’<英烈 6:105>, ‘ 벼’<毛三國 11:88>, ‘새 ’<大宋 1:8>, ‘ 볘’<包公 牌下土地 7:13> 
등의 어형이 실려있는데, 이는 ‘·’ 표기의 혼란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56) 동사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Vk’에 대해서는 주 26)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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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어 ‘새배’(曉)와 ‘새박’(晨)에 대응하는 어형은 현대국어의 방언 분포에서 모
두 나타난다.   

       
(84) ‘새비’(새벽) <경상>,58)58)‘새배’(새벽) <경북 칠곡, 월성>, ‘새베’(새벽) <경상, 제

주>
(85) ‘새백’ <경상, 전남>, ‘새뱍’ <황해>, ‘새벅’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양구, 평창, 

정선, 삼척>, ‘새북’ <경상; 전남 진도; 강원 영월>, ‘새빅’ <경남>, ‘섀복’ <전북 
장수>, ‘새박’ <평북; 강원 고성; 황해>, ‘새벽’<전북 진안; 전남 담양, 곡성; 충
북 대부분; 충남 대부분; 경기 대부분; 강원 대부분>, ‘새복’ <경남           
대부분; 전북 대부분; 전남 대부분; 충북 일부; 충남 공주, 부여, 논산; 경기 
옹진;>, ‘새벅’ <전북 익산; 충남 예산>, ‘새 ’ <경기 안성>, ‘새벡’ <제주>, ‘새
베기’ <남제주>

앞서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한 ‘사 ’(蝦)와 
재구형 ‘*사 ’(茅)는 [평성, 거성]의 성조를 지님에 비하여 ‘새배’(曉)와 ‘새박’(晨)은 
모두 [평성, 평성]의 성조를 보인다. ‘새배’(曉)와 ‘새박’(晨)이 [평성, 거성]의 성조를 
보인다면 앞서의 분석이 더욱 믿음직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러하지 못하다. 하지만 
‘새배’(曉)와 ‘새박’(晨)은 성조의 불일치를 빼고서도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
다’와 음운·의미대응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어원 해석을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새배’(曉)와 ‘새박’(晨)이 어떤 이유로 ‘사 ’(蝦), 재구형 ‘*사 ’(茅)와 다
른 성조를 보이는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긴다.      

이제까지 문헌과 방언 자료에 기대어 자동사 ‘사이-’/‘:새-’(曉)와 ‘새배’(曉), ‘새박’
(晨)의 단어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이-’/‘:새-’(曉)와 ‘새배’(曉), ‘새박’(晨)은 음
운·의미 대응으로 보아 어원을 같이하는 듯하다. ‘*사 -’(曉)>중세국어 ‘사이-’/‘:새
-’>근대국어 ‘ -’>현대국어 ‘새:-’의 변화는 중세 중앙어의 특징인 //>/w/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배’(曉), ‘새박’(晨)은 문헌 자료에서 이 변화를 전혀 찾아
57) 李崇寧(1981:93-96)은 ‘새박’(晨)을 ‘새배’(晨) + 파생접미사(denominal nominal suffix) ‘-k’으로, ‘새벽’을 

‘새볘’(晨) + 파생접미사 ‘-k’으로 분석하였다. ‘새박’(晨)의 첫 음절이 문헌 자료에서 ‘사’를 보이지 않으
므로 (83ㄴ)의 단어형성과정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 ‘새비’(曉)에 대응하는 어형은 (84) 경상방언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새박’(晨)을 ‘새비’(曉)와 ‘*사박’(曉)의 혼효형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새벽’(曉)과 
‘적색’은 주 5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도유럽어에서도 어원상 접한 관계가 있다. 고대국어 沙伏
(赤) *saβok과 ‘새박’(晨)은 음운의미 대응으로 미루어 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고대국어 沙伏(赤) 
*saβok과 음상이 비슷한 어형을 (85) ‘새벽’(曉)의 방언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대국어 沙伏(赤)의 
예로 보아 ‘새박’(晨)의 이른 시기의 의미는 ‘적색’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58) 동남방언 ‘새비’(曉)의 경우 *saβa->*saβ -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
사 ’>‘새비’(曉)의 단어형성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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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이는 //:/ㅂ/의 대립을 유지하던 두 음운이 /ㅂ/으로 합류가 일어난 
방언형이 중앙어에 유입되어 //>/w/ 변화를 입은 어형을 어낸 것으로 해석하
면 해결이 용이하나 문증되지 않으므로 조심스럽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5) 두사 ‘-’, ‘새별’(明星)의 ‘새-’, ‘새’(동쪽)의 어원에 하여  

색채 형용사에 붙어 ‘빛깔의 선명함’을 뜻하는 접두사 ‘ -’>‘새-’는 근대국어에 처
음 나타난다. 형용사 ‘ 노랗다’의 ‘ -’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86) 노란 욋 곳 튼 피  누  아  나 두고 건밧틔 멋 곳 튼 며 리를 
어듸를 낫바 시 고 <청언-원 67>

(87) 새- 앞가지 ‘빛깔이 산뜻하게 짙음’을 나타냄. 보기) ~까맣다. ~하얗다. ~노랗
다.59)59) 

(86)의 접두사 ‘ -’는 ‘밝은 정도’를 표시하므로 음운·의미 대응에 비추어 *saβ
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와 어원상 관계가 있다. 접두사 ‘ -’는 이들 의미 가
운데 [+밝다], [+빛나다]와 관련이 깊은 듯하다. 접두사 ‘ -’는 ‘*사 -’>중세국어 ‘사
이-’/‘:새-’(曉)>근대국어 ‘ -’>현대국어 ‘새:-’(曉)의 음운변화처럼 ‘*사 -’>‘*사이-’>‘*:
새-’>‘ -’(밝다)>‘새-’의 변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미루어 본래의 동사어간 
‘*사 -’(밝다)가 색채 형용사 앞에서 어간복합어의 선행요소로 쓰이다가 어휘화하여 
접두사 ‘ -’가 형성된 듯하다. 하지만 접두사 ‘ -’가 너무 뒤늦게, 근대국어에 이르
러 출현하여 이른 시기의 어형을 알 수 없으므로 문제 제기에 그친다. 

이와 관련하여 중세국어의 ‘새별’(明星)에 대한 논의를 빠뜨릴 수가 없다.
 

(88) 새별 [상성, 상성/상성, 거성] 이름씨 <옛> 샛별
     ㄱ. 새벼레 이 이바디  앗기노라(明星惜此I) <두해-초 15:50)
     ㄴ. 새벼리 놉거다(明星高了) <노번, 상:58>
     ㄷ. 明星 새별 <역해, 상:1, 동해, 상:1>
     ㄹ. 별 디쟈 죵달이 다 <교시조 1516-24>
     ㅁ. 눈이 별 갓고(目如曙星) <朝會 25:22>

59) 접두사 ‘새-’와 비슷한 유형에는 접두사 ‘샛-’(‘새-’의 힘줌말), ‘시-’(‘빛깔이 선뜻하게 짙음’을 나타냄), ‘싯
-’(‘시-’의 힘줌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접두사가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에는 ‘샛노랗다’, ‘샛하얗다’, ‘샛맑
다’, ‘시꺼멓다’, ‘시누렇다’, ‘시퍼렇다’, ‘시허옇다’, ‘싯누렇다’, ‘시허옇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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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明星)의 형태소 ‘:새-’가 상성을 띠며, 한자어 ‘明’에 대응하므로 재구한 어
기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와 어원을 같이 하는 듯하다. 앞서 중세어 ‘사
이-’/‘:새-’는 ‘*사 -’(밝아지다)>‘사이-’/‘:새-’>‘ -’>‘새:-’(曉)의 변화를 입은 것으로 보
았는데, 형태소 ‘:새-’(明)은 중세어 ‘:새-’(曉)와 성조가 같으며, 형태도 동일하다. 이
로 미루어 ‘새별’은 동사어간 ‘:새-’(明)와 명사 ‘별’(星)의 구조로 이루어진 어간복합
어로 볼 수 있다. 동사 ‘:새-’(曉)와 동사 ‘:새-’(明)은 어원이 같은 하나의 동사어간
이다. (88ㄹ) ‘ 별’은 ‘ -’(明) + 관형사형 어미 ‘ㄹ’ + ‘별’(星)의 구조로 분석되므
로 ‘새별’(明星)의 ‘:새-’가 동사어간임을 뒷받침해준다. 

‘새’(동쪽)는 아쉽게도 중세 문헌에서 문증되지 않으며, 방언과 사회방언, 즉 뱃
사람말에 한정되어 쓰이며, 합성어 ‘샛바람’(東風)의 선행요소로 나타난다. 

(89) ㄱ. 새2 이름씨 ① ‘동쪽’의 뱃사람말. ② =샛바람.
(89) ㄴ. 새12 이름씨 → 동쪽. (함북) 
(89) ㄷ. 샛바람 이름씨 ‘동풍2’의 뱃사람말. 

‘샛바람’(東風)의 ‘새’는 李瀷의 星湖僿說 에 ‘沙’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星湖僿
說  卷之一 八方風에 風名을 모아서 전하고 있는데, 그 중 東·西·南·北風의 이
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90) 東風謂之沙. 卽明庶風. 爾雅謂之谷風也. 
    西風謂之寒意. 卽閭闔風. 爾雅謂之泰風也. 
    南風謂之麻. 卽景風. 爾雅謂之凱風也.
    北風謂之後鳴. 卽廣寒風. 爾雅謂之 風也.60)60)  

방종현(1931/1994:161-164)은 고유의 바람 이름과 방위명이 어원상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러 방언의 바람 이름을 조사하였으며, 風名을 이루는 
선행요소인 ‘새’, ‘하늬’, ‘마’, ‘높’이 東西南北의 방위를 뜻하는 고어임을 시사하였
다. 방종현(1939/1994:558-565)은 방종현(1931/1994:161-164)의 논의를 더욱 심화시
켜, 방언지역에 따라 바람 이름을 정 히 조사하였다.61)61)방종현(1939/1994:564)는 
60) 방종현(1931/1994:163)에서 재인용.
61) 방종현(1939/1994:561-562)은 방언지역에 따라 바람 이름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東風과 관계가 있는 風

名은 다음과 같다.  
    ‘샛바람’(東風) <牧島, 統營, 河東, 南海>, ‘샛 름’(東風) <濟州, 旌義, 高山, 加派>, ‘샛마’(東南風) <牧島, 

統營>, ‘시마’(東南風) <河東>, ‘놉새’(東北風) <牧島, 旌義>, ‘된새’(東北風) <牧島, 河東, 南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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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派島 사람들이 배를 저을 때에 그 방향을 지시하는 말을 들면서62)
62)‘새’(東), ‘하

늬’(西), ‘마’(南) 등의 단어가 반드시 風名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방위를 가리
키는데도 쓰였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국어의 ‘새’(동쪽)의 어원을 규명하는데도 인도유럽어 어원연구의 성과가 적지 않
은 도움이 될 듯하다.63)63)국어에서도 인도유럽어의 경우처럼 ‘해가 떠오르는 쪽’이 
‘동쪽’을 가리켰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명사 ‘새2’, ‘새12’(동쪽)는 음운·의
미 대응으로 미루어 앞서 재구한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와 어원상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명사 ‘새2’, ‘새12’(동쪽)이 *saβi>*sai>say>s 의 음운변화를 입었
다면, ‘새2’, ‘새12’(東)의 단어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91) *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 deverbal nominal suffix -i → *saβi ‘밝음, 
빛남’>*sai>say (東)

하지만 이른 시기의 어형을 알 수 없어 문제 제기에 그치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
긴다. 

5. 맺음말
이 글은 여러 방언에 나타나는 ‘시가리’(비듬), ‘시거리/씨거리’(바닷물이 번쩍거리

는 현상), ‘시거리’(夜光蟲), ‘시거리불’(螢), ‘시우리’(李), ‘시우리’(추리) 등의 단어형
성과정을 분석하여 어기 ‘시가-’(희다)에 의미 ‘희다’(白) 뿐만 아니라, ‘붉다’(赤), ‘빛
나다’(光), ‘밝다’(明) 등의 의미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중세어 ‘시근 ’(赤根
菜), ‘시우쇠’(熟鐵) 등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줌을 알 수 있었다. 

국어사의 음운변화를 고려한 내적 재구를 통하여 ‘시가-’(白·赤·光·明)의 이른 
시기의 어형으로 *si a-~*siβa-를 재구하였으며, 여기에 고대국어의 어느 시기에 ‘i
의 꺾임’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쌍형 어기 *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
62) 샛족으로 타라(東向하게 하여라)
    하늬쪽으로 타라(西向하게 하여라)
    마쪽으로 타라(南向하게 하여라)
63) Buck(1949:870-871)에 따르면 인도유럽어의 ‘east’에 해당하는 말은 ‘dawn’이나 ‘morning’, ‘rise’를 뜻하는 

동사, ‘before’나 ‘in front’에 해당하는 말과 어원상 연결되며, 모두 ‘돋는 해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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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구하였다. 
이 글은 고대국어 沙非(赤), 沙伏(赤), 所比(赤), 중세어 ‘사 ’(蝦)와 현대국어의 

방언형, ‘새비나무’(Callicarpa mollis)의 ‘새비’, ‘새비기’(Miscanthus sinensis)의 ‘새
비’, ‘새갱이’(억새), ‘새강’(억새), ‘새비낭’(Rosa multiflora)의 ‘새비’, ‘새’(Arundinella 
hirta)와 그에 대응하는 방언형, 자동사 ‘:새-’/‘사이-’(새다, 밝아지다), ‘새배’(曉), ‘새
박’(晨), ‘밝은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사 ‘ -’, ‘새별’(明星)의 ‘:새-’, ‘새’(동쪽) 등의 
많은 어휘들이 음운·의미 대응에 비추어 재구한 쌍형 어기 *sa a-~*saβa-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로 거슬러 올라갈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보았으며, 이들이 의미 
‘희다, 붉다, 빛나다, 밝다’를 중심으로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주제어 : 내적 재구, 雙形語, 음운대응, 의미대응, i의 꺾임

투고일(2011. 5. 16), 심사시작일(2011. 9. 20), 심사완료일(201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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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tymologies of the various words originated in a 
doublet *sa a-~*saβa- ‘to be white, red; to shine; to be bright’

     
Kwon, Hyuk-yang *

64)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etymologies of the various words whose 

origins trace back to the etymon *si a-~*siβa- and *sa a-~*saβa- ‘to be white, red; 
to shine; to be bright’. 

First, based on an adjective sika- ‘to be white’ and J nnam dialectal form sik - ‘to 
be white’ as a base of derivation with various meanings we have analyzed the 
following derivatives, deverbal nouns and compund words, for example, sikali 
‘dandruff, scurf’, sik li, s sik li ‘a phenomenon observing sparkling of the sea usually 
at night’, sik li ‘the noctiluca’, sik li-pul ‘firefly’, *si uli>siuli ‘plum’, MK. compound 
words sikïn- y ‘spinach’, siu-soy ‘pig iron’ into adjectival or verbal stem *sikal- ‘to 
become white’, *sik l- ‘to become shiny, bright’, *sikul->siul- ‘to become red’, *sikïl- 
‘to become red’ and deverbal nominal suffix -i. The above-mentioned adjectival or 
verbal stems are finally to be analyzed into a base *sika- ‘to be white’, *sik - ‘to 
shine, to be bright’, *siku- or *sikï- ‘to be red’ and a deverbal verbal suffix -Vl, 
which usually functions as a medial verb in linguistic sources.

Based on internal reconstruction we have succeeded in reconstructing an earlier 
form, that is, a doublet *si a-~*siβa- ‘to be white, red; to shine; to be bright’, as 
the etymon of the above-mentioned words. Supposing so-called “i-breaking” having 
happened at a doublet *si a-~*siβa- in the Old Korean period we have tentatively 
reconstructed also another doublet *sa a-~*saβa- ‘to be white, red; to shine; to be 
bright’.

Based on sound-correspondence and semantic congruence we may maintain that 
OK. *saβi 沙非, 所比 ‘red’, *saβok 沙伏 ‘red’, MK. sa-βi ‘shrimp’, MK. intransitive 
verb :say-, sai->NK. s y->ModK. s :- ‘to dawn, break; to become bright’, MK. saypay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Altaic Studies, Universtiy of Sz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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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break, dawn’, MK. saypak ‘daybreak, dawn’, MK. :say- ‘to be bright’ of the 
compound word :say-py l>s y-py l ‘the morning star, Venus’, MK. *saβi>:say>s  
‘Arundinella hirta’, NK. prefix s y->ModK. s - ‘vivid, deep, intense’, ModK. *saβ
i>say>s  ‘east’, ModK. *saβi-namu> s pi-namu ‘Callicarpa mollis’, Kyungnam dialect 
*saβi-ki>s pi-ki ‘Miscanthus sinensis’, and Chechu dialect *saβi-naŋ>s pi-naŋ ‘Rosa 
multiflora’ probably originated in a doublet *sa a-~*saβa- ‘to be white, red; to shine; 
to be bright’. 

Key Words : internal reconstruction, doublet, sound-correspondence, semantic 
congruence, i-b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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