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릿말 

명사 파생의 문법화 연구* 
-‘터 효’를 중심으로-

안 주 호 

세계의 여러 언어에 걸쳐 (cross-linguistic)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충의 하나로 이른바 ‘문법화’을 꼽을 수 있다. 문법화(文法化， grammati

calization) 1 란 “어휘소(語훌素)에서 문법소(文法素)"로，!f. 멀 문법척인 

기능을 하던 것이 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2 
어떤 자립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어휘 형태가 본래의 대상척 

의미를 상실하고 기능적인 역할만을 하는 문법 형태로 바뀌는 것， 환언하면 

자립 형태가 문법적 형태소로 전환된 경우를 뭇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하 

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도 ‘덜(less) ’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에서 

‘더 (more) ’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환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문 

법화란 결과의 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일걷는 개념 

이다. 

이러한 문법화의 현상은 한국어에서도 통일하게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교착어’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 현상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굴절척 형태소 

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조사나 어미는 주로 자립적인 어휘소의 역할을 

했던 것이 본래의 대상척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적인 기능만을 하게 된 형태 

소들이다. 이 문법화 현상은 통사나 명사와 갇은 큰범주(major category)의 

어기(語基， 재료)에서 비릇된다. 즉， 문장에서 자립척인 의미를 갖는 명사나 

동사가 그 자립성을 상실하여， 의존적 형태로 변한 뒤， 결국 새로운 어미나 

조사， 접미사로 전이된다. 

* 이 논문은 1995년 12월 2일 제 29회 어학연구소 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당시에 여러 가지 유익한 조언을 해주셨던 이필영 선생님과 채희락 선생님께 이 

자리롤 벌어 감사률 드린다. 
1 영어로 운법화는 ‘grammaticalization’나 ‘grammaticization’인데， 이 둘 사이에 
는 개녕의 큰 차이가 없다. 이 글에서는 전자로 통일해서 쓰겠다. 
2 이 청의는 Hopper(1993; xv - xvi )의 것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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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러한 문법화 현상 가운데 명사에서 파생한3 문법화 과청의 전 

형척언 예를 보여주는 자립명사 ‘터흩’를 중심￡로 고찰하려고 한다. 근대국 

어의 시기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시거에 다량의 자립명사가 그 자렵척 

언 어휘 의미를 상실하고， 문장 안에서 다른 요소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명 

사로 바해게 되었다. 이 시기에 생산력 있는 의존명사로 쓰였으며， 후에 선 

어말어미로 그 문법척인 직능이 바뀌게 된 것 충의 대표척인 것으로 ‘터동’ 

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국어의 시기부터 의존명사로 쓰이기 시작한 

‘터흩’는 충세국어의 시기에만 하더라도 문장 안에서 독립척언 어휘의미를 

가지고 자립척으로만 쓰였는데， 근대국어의 시기에 와서 의미가 추상화되 

고， 보문절의 꾸멈을 받는 의존명사로 쓰이게 되었다. 물론 명사 ‘터동’는 

현대국어에서도 자렵적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그보다는 의존명사의 기능。l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의존명사로 보문절을 이끄는 보문명사의 역 

할을 하던 ‘터동’는 점점 그 의미가 추상화되고 선행 형태소인 보문소와 통 

합됩으로써 선어말어미로 굳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국어 이후 자립명사에서 파생되어 나와 현대국어에서 다양한 

문법범주로 쓰이고 있는 ‘터승’의 문법화 과청을 대표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국어뿐만 아니라 범언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어휘소에서 문법소가 파생 

되 어 나요는 과정을 고찰하려 한다. 

2. 문법화에 대한 기본적 논의 

2.1. 문법화의 개념 및 범위 

모든 언어척인 요소는 이른바 ‘어휘의미’와 ‘문법의미’를 조금씩은 모두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어휘의미를 주로 가진 것은 자립적으로 쓰이는 어휘 

소( 내용어 lexical wordjcontent wordjfull word) 이 며 , 문법 의 미를 주로 가 
진 것으로는 ‘굴절요소’나 ‘접사’ 퉁과 갈은 문법소(function word)틀이다. 

그련데 이 어휘의미롤 가진 형태소와 문법의마를 가진 형태소는 향상 분명 

한 경계를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휘의미를 가진 것이 어느 정 

도 문법의미도 지닐 수 있으며， 문법소이지만 어느 청도의 어휘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1) 볼펜이 장울 갔다. 

3 여기서의 파쟁이란 조어법상의 방법론옳 지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서술의 
뭇으로 ‘유래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명사 파생의 문법소’라고 했 
융 때는 ‘명사에서 유래한 문법소’롤 지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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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의 문장이 ‘철필하다’는 비유척 의미로 쓰이지 않는 한， 문법척인 문 

장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푼장의 행위주(agent) 언 ‘볼펜’이 [-유정 

성]의 명사이므로 [+유정성]올 가진 행위주만이 가능한 ‘장올 자다’는 행동 

옳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미’란 그 어휘의 단순한 뭇풀이가 아니 

라， 형태·흥사·화용론척인 면에서 매검율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휘소라고 해서 그것이 전적￡로 어휘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법 기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포 

(2) '. 셜옹 날 보내옵노니 가시는듯 도셔 오쇼셔 (악장， 가시리) 

L. 이몸 삼기실제 보윷 조차 삼기시니 (송강， 1:11) 
t:. 내 니블 그리 4와 (악법， 청과청) 

2. 선생님/사모님/아드님/따님 

D. 킴은욱 님 

위 (2) 예에서 ‘님’은 기-t: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올 지시하는 자립적 어 

휘소로 쓰였고， 2에서는 파생접사로， 디에서는 굴절첩사4로 쓰였다.2 ， 0 

의 ‘-념’은 그 의미상 [+유청，+존칭]의 대상올 대우해 주는 기능으로 

보아，.-t:처럼 자렵적언 어휘소인 ‘념’과 의미척인 유연성을 갖는다. 처 

음에는 자립적인 어휘의미를 가지고 쓰이던 것이， 현대국어에 와서는 E 처 

렴 [+존칭]의 파생접사로 쓰이며， 또 디처럼 실제 이름에까지 직접 붙어 

확장적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풋이 이른바 ‘어휘소(lexical 

form)’와 ‘문법소(grammatical form) ’ 사이에는 경계가 정확하게 구획된 것 

이 아닌 향상 열려진 체계로 었으며， ‘운법소， 어휘소’라고 하는 것윤 정도 

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소들은 다음과 같은 그렴으로 표시해 줄 수 있다. 

디 님 

ti드윤냐----...lE 
^、 o 

O.“…….“…….“…….“…….“…….“…….“…….“…….“……-“…….,…….“…….“…….“…….“……-“…….“……-“……-“……-“…….“……-……-“…-

(.-c 어휘척 의미， c-a 문법척 의미) 

그림 1.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의 상관관계 

4‘-념’올 파생첩샤로 보는 이도 었고， 굴철접샤로 보는 이도 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어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울 가진 첩사명사만율 ‘파생첩사’로 넣기 혜 
문에， ‘-님’은 굴절접사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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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한 형태소의 어휘척 의미와 문법적 의미와의 상관관계는 위와 갈이 

도식화시킬 수 있다 .5 ...， _C 축은 어휘의 양을 나타낸 것이고 C-2 축은 

문법척 의미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서 ..., -c 축의 것은 자립척 어휘소들이 

속하고， L-2의 것은 ‘굴절소 어미， 파생소， 시상형태소， 접사， 보문소’ 퉁 

과 갈이 문장에서 문법척 칙능올 하는 형태들이 속한다. 따라서 ...， -c에 

해당되는 것은 이른바 ‘큰 범주(major category)’라고 불리는 명사， 통사가 

해당하며， L-2은 ‘작은 범주(minor category)’인 문법척 기능올 하는 전 

치사， 접미사， 연결사 퉁이 속한다. 그리고 이 중간의 "-0의 부분에 위치 

하고 있는 것은 어휘의미와 문법의미를 어느 정도 함께 가지고 있는 범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이 [그렴 1]은 어휘적 의미가 크면 문법적 의미가 그만큼 척고， 

또 문법척 의미가 크면 어휘척 의미의 양과 질이 적다는 것을 보여 주고 었 

다. 그래서 ...， -c에 가까운 것이 L-2 에 가까워지면 문법소의 기능이 커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인 0-λ에 가까운 것들은 자립성이 약 

해지면서 의존성을 띠어가는 가는 의존명사나 보조통사들이 이 향에 포함 

될 수 있다. 또한 님 -0에 가까와지면 의존성이 한결 더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L-2 이 되면 자립적인 어휘의미들은 완전히 상실되고 기능어로 

서만 쓰인다. 

이러한 양상은 한 단어의 의미상의 전이에서도 볼 수 있고， 통사적 구성 

에서 형태척 구성A로 되는 과정 중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의 통일한 단어 

의 의미의 양상이 바뀌는 예로는 앞에서 예를 든 ‘념’의 경우 ...， -c에서는 

[+유정，+존청+구체적 지시대상]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E과 같이 파생접샤로 되면 [+유정，+존칭구체적 지시대상]의 의미자 

질을 갖게 되어 문법 의미인 [대우]의 기능이 커지고 어휘 의미가 척어진 

다. 또 口과 갈이 사람의 이름에 높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선행명사에 제 

약이 없어지며 [+유정]의 자질만 갖추고 있￡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통 

사나 명사와 갈이 자립척 의미를 가지고 쓰이던 것이 어휘 의미는 감소되고 

문법 의미가 커지게 된다. 

또한 자렵명사에서 나온 ‘법’도 이 위의 모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법’의 

원의는 ‘나라에서 국민 모두가 쫓아 지키도록 청한 규칙’6올 이르는데， 여기 

에서 파생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었다. 

5 청순기， 리기원의 〈사전현찬리론연구)0984)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제시되 
었다. 

6 이것은 〈우리말 큰사전〉에서의 ‘법’의 돗풀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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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방법의 의미" [[ ]은/는 법 --] 

법@ “경우의 의미" [[ ]은/는 법이 었다/없다] 

법@ “당연성의 의미"[[ ]은/는 법이다/법이 아니다] 

법@ “가능성의 의미"[[ ]융/를 법하다] 

(4) r. 남자용 여자용에 따라 짓는 벌인 다르다. 
L. 유독 내가 바윗돌에 깔려 죽으란 법이 어디 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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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계집에게 마치면 곰보딱지도 절세미언으로 보아는 법이랍니다. 

2. 아무래도 이익이 실팍한 쪽으로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을 법했 

다-

(4) 꺼의 예는 ‘방법’이란 돗으로 쓰인 것으로 자립명사 ‘법’과 의미적 유연 

성올 찾을 수 었다. 그러나 다음의 L부터는 의미적 연관성이 원의(原義)에 

서 벗어나게 되어 ‘경우’의 돗으로 쓰였다.c부터의 예들은 의미가 더욱 추 

상척￡로 되어 자립명사와의 유연성이 사라지면서 의존명사로 쓰이는 것들 

이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보아서는 문장의 종결부 앞에서 나타나면서 선어 

말어미의 기능을 하며， 의미면으로는 화자의 섬리적인 면을 표현해 주는 

‘양태척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었다. 또한 c 예문들은 [[ ]는 법 

이다]로 구조화시킬 수 있는데， 향상 보문절의 내용은 ‘현재형’이고 보문소 

또한 ‘-는’만을 취하며， ‘법’에 결합될 수 있는 통사는 ‘-이다’만이다. 또한 

이렇게 쓰이는 [[ ]는 법이다]는 명제내용을 ‘자연의 당연한 법칙’으로 화 

자가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2 예문은 [[ ]2/을 법하다] 구 

조를 취하고 있는 경우로써， 보문소는 ‘-2’만을 취하며， ‘법’에 연결되는 

통사는 ‘하다’뿐이다. 이 경우의 [[ ]2 법하다]는 명제내용을 화자가 ‘추 

측’의 양태척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의 의미확대 양상은 여기에 

서 제시한 모형과 통일함을 알 수 있다 7 

또한 ‘법’의 의미변이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 보면， 중세국어， 근대국어 

에서는 자럽명사였으나， 현대국어로 올수록 ‘-을 법하다’， ‘-는 법이 있다 

/없다’， ‘-는 법이다’ 둥으로 의존척으로 쓰이는 것을 얄 수 있다. 

7 이와 비슷한 논의가 고영근(1970==1989; 74-75)에서도 있는데， 그 글에서는 
법CD@@의 경우는 통합상의 제약이 별로 심하지 않고 의미도 자립명사일 때와 
거리가 멀지 않다고 보아서 자립명사로 보고 있으며， 법@의 경우만을 의존명사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문법화냐 의미의 변이가 단속척인 것이 아닌 연속적인 현 
상으로 파악하고 었으므로 자렵명사와 의존명사의 경계를 가르는 것보다는 의미 
의 변이양상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자렵명사 ‘法’이 법CD@@@의 순￡로 어휘 

의미가 적어지고 문법적 기능이 더 커졌음을 보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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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ï. 보싫 法이 이시리야다(삼강 충 18) 

L. 요히려 法 다외리로다(尙典삐)(두초 4) 

위는 중세국어의 ‘법’으로 ‘法’의 원의 그대로 쓰언 것이다. 근대국어에서는 

아래와 갈이 ‘법하다/법이다’의 형태가 나타나기는 하냐 현대국어와 갈이 

양태척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6) ï. 쥬법두견쥬 일년쥬 약쥬 과하쥬 소쥬 슐 신맛 구허는 별 장담그 

는 급히 청장 민는 법 두부장 집메죠장 고효장 줍장 효 벗는 길 

일 효법 섯박지 통과 섯박지 동침이 생션 뺏는 별 생션 굽는 별 

부어 굽는 별 부어햄 게 오려 두는 별 게첫 다무는 벌 게햄 약 

포법〈聞閒텀錄la) 

L.~손을 잉혹좋"니 부부지도는 하놀을 법향고 ‘F을 법흉미니 법 

되미 이만 크미 업고 법 되미 이만 중좋미 업는지라〈五倫經7a) 

드. 륭국이 회금올 (바다의 외국 사롬을 금흉는 멸의란) 체흉므로붓 

허〈易言2: 14) 
2. 군4를 태거좋야 둔면에 (군4 룰 둔치고 맛 갈게 흉는 법이라) 

〈易言3: 64b> 

(6) 의 「은 〈규합총서〉에 나오는 것으로 ‘음식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때 쓰 

인 ‘방법’의 뜻이고 나의 ‘법좋다’는 현대국어의 ‘법하다’와 형태는 같지만 

‘추정’의 의미가 아닌 ‘법으로 삼다’는 의미이며 C과 E은 ‘법이다’의 형태 

이지만 각각 ‘히금’과 ‘둔면’올 설명해 주는 것으로 쓰였다. 따라서 현대국어 

의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법’은 근대국어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럽 1]의 모형을 통시척인 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명사 

‘법’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는 자렵명사로만 가능했는데， 법 @，@，@가 냐온 

시기는， 즉 ‘법’이 의존명사로 쓰이게 된 시기는 근대국어 이후이다. 그러므 

로 위 모형에 역사성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갈이 수청될 수 있다. 

1 ，'치-느“““…………………… -

; ".、、‘、- 、、‘ ; 충세국어 

| 、~‘ !근대국어 
| 、\ |현대국어 

0' '1 
어휘척 의미 문법척 의미 

그림 2.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의 역사적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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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렴과 갈이 모든 운법소는 자렵 어휘소에서 나왔다는 가셜율 성정 

한다면， 중세국어에 와서는 문법척 의미가 충가하다가 근대국어， 현대국어 

에 와서는 어휘 의미가 문법 의미로 급속도로 변하게 훤다. 이것은 여러 예 

융 용해서 알 수 있다. 예흘 들어 ‘-어 잇-’이、 어휘소에서 문법소로 된 과 

청용 한동완 (1986)과 검석득 (1988) 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8 

(7) .,. 나는 읽을 것이 없다. 
L. 그가 쓴 책이 바로 의건단: 

c. 그가 바로 이 책을 썼던 것이다. 
2. 내가 책올 벌려 줄겐: 

위 (7)의 ‘것’도 「에서는 사물울 지칭하는 지시적인 어휘의미를 가지고 

통사적 구성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쓰인다. 그러나 E은 어휘 의미가 강하지 

않고 순수하게 통사적인 역할만을 하고 았으며， 2에서는 ‘것’의 원래 모습 

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휘적이고 대상적인 의미도 사라지고， ‘1 인칭 

화자의 약속’이라는 문법 의미만 남았다. 따라서 이 ‘것’도 위 모형과 맞물 

린다는 컷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룰 주제언 ‘문법화’는 어휘 의미를 가진 자렵 형태가 

문법 의미를 주로 가진 문법소로， 즉 「에서 E로 가는 전 과정올 일컬는 

다. 그러므로 Hopper (1987, 1991)가 주장한 ‘완성된 문법이란 존재하지 않 

A며 문법현상은 문법화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맞물린다. 

2.2. 문법화의 원리 

2.2.1. 문법화의 방향성 (Unidirectionality ) 

이른바 ‘문법화’로 개념지을 수 있는 언어변화의 전 과정의 변화는 일정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었다 9 이것을 ‘방향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 

는데 이것은 다양한 충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문법화 되는 법주의 변화과정은 “내용어 (content word) >푼법소(gram-

8한통완 (1986)에서는 “현대국어 시제 체계에서 과거시제의 기능율 하고 있는 
선어말 어미 ‘-었-’은 15세기에서는 선어말어미로 분류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 
고， 15세기 국어 자료는 ‘-었-’의 흉사적인 전단계 구성인 ‘-어 잇-’과 그것의 
축약형 ‘-엣’ 구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엣-’ 축약형은 15세 
기 말 이후 선어말 어미 ‘-엇-’으로 생성， 발달되어가는 홍시척인 문법화 과청윷 
경험하게 되는 한편， ‘-어 잇-’ 구성은 15세기에 버교적 자유로운 분포롤 보여 
주다가 ‘-어-’의 문법화가 완수된 것으로 보이는 17세기률 전후하여 급격히 그 
분포가 축소펀 채 현대국어에까지 존속되고 있다”고 했다. 

9 여기에 대해서는 Hopper & Traugott (1994) 풍에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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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cal word) >접어 (clitic)>굴절접사(inflectional affix)"로 볼 수 있다 10 

여기서 ‘접어( clitic)’란 ‘자립적 어휘소’에서 ‘문법소’로 념어가는 단계의 것 

a로 이 ‘접어’의 기본척인 특성은 ‘자립어’에 비해 상황-의존척이고， 의미 

면에서도 좀 더 보편척， 추상척 인 기능을 띠어 간다는 것이 있다 11 이 ‘접 

어’는 문법화에서 자립척 의미를 상실했올 경우에 반드시 후속하는 단계로 

아직 완전한 문법척인 기능을 획득하지 못한 단계 모두를 뭇한다. 이 글에 

서 다롤 ‘터동’에서 ‘-2 테-’로 되는 형태들은 문법화 과정 중에서 접어의 

단계롤 넘어 어미로 되어 가고 있다. 접어에 대해서는 Bybee (1 985) , Spen

ser (1991) , Hopper (1994)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접어의 특징으로는 첫 

째， 자립척 어휘소에서 파생되었지만 자립성을 상실하고 의존적으로만 쓰이 

므로 반드시 머리어 (host)에 결합되어서만 쓰일 수 있다. 예문 (8)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이다’나 ‘-2테야’ 등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향상 선행의 

머리어와 결합해야만 한다. 

(8) r. 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법이다. 

「’*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법이다. 

L. 나는 이제 서울에 갈렌01=. 

L’*나는 이제 서울에 태야. 

둘째는 의미척으로 자립성이 상실되었￡므로 주요청보가 아닌 추가정보 

를 덧붙여 주며， 그럼으로써 발음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어에 

서도 접어상태의 형태들은 발음이 자립 형태소와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 

다. 

(9) r. 그런 벌L멜안 어디있어? 
L. 국제법/*국제벨， 민법/*민웹， 형법/*형웹 

(10) r. 여기는 잘턴얀/창단으lol=/*장텐얀: 

L. 냐는 갈 터이야/갈태야. 

위 (9)의 예문에서 ‘법’이 문법소로 쓰이지 않고 원의를 충실히 나타내는 L 

의 예들은 발음이 달라지지 않A나 문법척 기능올 하는 「에서는 발음이 약 

화된 컷을 볼 수 있다. (10) 의 ‘터’의 경우도 문법화 과정 중에 있는 L은 

후행의 요소와 결합하여 ‘테-’로 되지만 자렵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과 

갈이 ‘터’가 ‘이 -’와 결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접어의 륙청으로 세번째는 접어 상태는 첩사보다도 위치가 자유로와 척 

10 고영근 (1970=1989; 104-105)과 Hopper (1994; 7-14)률 창조한 것이다. 

11 영어의 “ up a tree, she got up early" 퉁에서 ‘up’을 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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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제약이 없이 쓰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행요건만 적 

절하게 주어지면 ‘접사’처럼 제약척이지 않다. 따라서 “어휘소>접어>접 

사”로 범주가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자립척 어휘 형태에서 의존척 문법형 

태로 가는 중간적 단계를 접어로 보고자 한다. 그러면 처음에 제시한 모형 

과도 얼치해진다. 

디 님 

t|~윤 괴E 
人 。

@ @ @ @ 
0---.--_._--…… ... _--------------_ .... " .. _.…-_ ... __ . __ ....... -_ .... --..... __ ..... …--) 1 

@ 내용어 (content word) > @ 문법적 표현(grammatical word)>@ 접어 

(clitic)>@ 굴 절 접 사(inflectional affix) 

그립 3. 문법화 중의 범주 변화 

이와 같은 접어의 상태는 한국어에서 보조통사나 양태를 나타내는 선어 

말어미 등과 같이 문법화 되는 단계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가지고’를 들 수 있다. 

(11) J. 어제 찬음식올 너무 먹어 가지고 배탈이 났어. 

L. 철수는 영희를 가지고 놀려 먹었어. 

위의 ‘가지고’는 보조통사나 본동사의 지위에 있지만， ‘가지다’의 본래 의 

미인 ‘有， 留’에서 벗어나 있다.J은 ‘이유’를 돗하는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데 그 중거로는 ‘먹어서’로 바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또 L의 ‘가지고’는 

‘후치사’와 갈은 대격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회가지고’로 ‘-를’을 

생략할 수 있다. 즉 통사로 기능을 한 것이라면 조사 ‘-를’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가지고’는 자렵척 

어휘 의미는 상실했으냐， 아직 문법척인 범주로의 기능은 아직 획득하지 못 

한 문법척 단계의 범주로 ‘접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화 

과정 중에 ‘접어’의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문법소로 기능올 전이된다. 

위의 대략적인 문법화 과청올 범주별로 논하면， 명사와 통사같은 큰 범주 

(major category)에서 형용사와 부사같은 중간 범주로 넘어가고 다시 전치 

사， 접속사， 조동사， 대명사， 지시사 풍과 갈은 작은 범주(minor category) 

로 변하게 된다. 실제 의미를 가진 명사가 문법화되어서 마지막의 첩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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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갈다. 

“관계명사(relation noun) >부차척 첨사(secondary adposition) >주요 

첨사(primary adposition) >교착척 격조사(agglutionative case affix)>융 

합 격조사(fusional case affix)" 

즉 관계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전치사나 후치사를 포함한 개념인 첨사 

(adposition)의 역할을 하던 것이 다시 교착어척 인 격올 나타내는 접사로 

변했다가 마지막에는 그 형태가 완전히 굳어져 화석화된 접사가 된다는 것 

이다 12 이러한 현상은 세계 여러 언어에 걸쳐 얼어냐는 현상으로서 뒤에서 

다툴 ‘터동’의 문법화 양상도 이와 같이 변하는 것올 볼 수 있다. 

자립적 통사에서 문법형태소로 파생되는 것도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데 특히， 폴리네시안어의 하나인 ‘Senufo’어에서는 통사에서 

후치사가 파생된 예를 볼 수 있다 13 또 To' aba' ita어에서도 동사에서 파생 

된 전치사를 찾아 볼 수 있다 14 일반척으로 용언으로부터 문법화된 요소들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자립 통사(f ull verb) >방향성 동사(vector verb) >보조통사(auxiliary 

verb) >접어 (clitic) >접사(affix) " 

즉 완전한 의미를 가진 통사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동사로 되었다가， 시제 

나 양태， 법 등을 표시하는 보조통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하나의 접사가 된다 15 이것은 국어에서도 그 예틀을 발견할 수 있 

는데 이미 상식적인 현상이 된 국어의 시상을 나타내는 ‘-었-’이 ‘-어 

잇-’에서 나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잇다’와 같은 자립척 내용어(full 

verb) 에서 ‘-에 잇다’는 방향성을 가진 ‘방향통사’로 쓰이다가 다시 ‘-어 

잇다’에서와 갈이 보조동사로 쏟아다가， ‘접어’의 단계를 거쳐서 ‘-었-’이 

12 영어에서 이 예흘 틀연 top, way, side, foot, head, back 둥과 갈이 관계의미률 
나타내는 명사들이 ‘by the side of’ 나 ‘ways’ 풍에서는 명사로 쓰였으나 “ beside 
the sofa" , “ ahead of the column" 둥에서는 이차척 첩사로 쓰이고 다시 “ by the 
railway station>down by the railway ststion", 치n the house>within/inside the 
house" 퉁에서 주요청사로 바뀐 것율 들 수 있다. 

13 ‘Senufo’어의 단순 후치사들은 통사에서 파생 이 되었는데 이 동사플은 타통사 
척으로 쓰이다가， locative, dative, benefactive 풍의 격표지의 기능율 하게 된다. 
(Robert Carlson; 1991) 

14 Frantisek Lichtenberl‘ (1991) 참조. 

15 이것의 대표척인 예로 영어의 ‘go’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 통사로 쓰이 
고， 공간척 방향성율 뭇하는 ‘be going to’가 시간의 방향성올 뭇하다가 ‘gonna’라 

는 새로운 형태률 파생시킨 것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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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굴절어미로 되었다 16 이렇게 문법화의 범주형태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름율 알 수 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문법화 과정에 있는 요소 

들은 완전히 굴절척 기능올 하는 것으로 굳어지지 않은 ‘첩어의 단계’에 놓 

여 있는 것틀엄올 증명할 수 었다. 

이상에서는 문법화 과정 중에 범주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율 보았다. 이 

와 마찬가지로 문법화휠 때 의미도 일정한 방향으로 훌러간다. 의미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Heine 둥(1991; 149-187)윤 다음과 갈이 밝히고 있다. 

“인물(person)> 대상(object)>공간(space)> 시간(time)>과정 (process)> 

철량( quality ) "으로， Hopper & Traugott(1994)에서는 “대상(object)>공간 

(spatial)>시간(temporal)>양태성 (modality)" ~로 의미가 전이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은유적인 해석 때문에 가능해진다. 즉 ‘대상’율 

뭇하던 것이 ‘풀리척인 장소’로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던 것이 ‘관념척인 

콩간’을 지시하는 것으로 윤유적으로 쓰업으로써 의미가 확대되고， ‘관념척 

공간’의 의미가 ‘시간’올 뭇하게 되며， ‘시간’의 의미는 ‘상황’윷 뭇하게 되어 

‘양태척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다 17 예를 들어， ‘장 

소， 공간’올 뭇하던 의존명사가 시간성을 뭇하게 되고 이것이 나충에는 양 

태척 의미를 뭇하게 되는 것이다 18 

따라서 지금까지 본 바와 갈이 문법화 되는 과정 중에는 한 어휘소의 의 

미가 확대되는 방향도 일정한데 새로운 문법소로 형성될 때 그 문법척 의미 

의 방향도 ‘대상>공간>시간>양태성’으로 변한다. 

2.2.2. 문법화톨 잃으키는 동인 (動因 ) 

문법화롤 일으키는 직접적인 기제이면서 상반된 성격을 가진 기제로 설 

명할 수 있는 것은 ‘재분석 (reanalysis)과 유추(analogy)’를 틀 수 있다. 재 

분석이란 형태， 통사， 의미론척으로 변화가 발생한 표상을 캉조한 것으로， 

16 ‘-었/았-’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검석득 (1988) , 한통완 (1985) , 이효상 
(1993) 창조. 

17 ‘공간 의미’가 ‘시간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영근(1980= 
1995; 213) 에 서도 언급되 어 있다. 

18 예를 들어 영어의 ‘while’윷 들 수 었다. 

-'. ‘while’>pa hwile pe(at the time that) 
L. They arrived while we were having dinner. 
t:. 뀐핀본 1 understand what you say, 1 can’t agree with you. 

위의 「과 갈이 ‘while’은 기원척으로는 공간융 지시하던 것이데 L의 예처럽 

시간을 뭇하는 것으로 은유척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E과 갈이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양태척 의미흘 냐타내게도 되었다. Traugott & Konig 
(1991; 189-214)에서 든 ‘since’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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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형변화형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려는 언충들의 심리척인 의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언어변화의 직접적 기제가 될 수 있다. 유추는 표면적 표상인데， 그 

자체로는 언어변화를 야기시키지 않고 언어체계 안에서 얼치하도록 하는 

기제를 말한다 19 

먼저 채분석은 어형변화형이 다른 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컷의 간 

단한 예로는 물 이상의 형태소 경계가 융합하는 ‘응축( condensation)’의 경 

우나 풀 이상의 형태소가 통사， 형태， 음운의 연속에 따라 하나가 되어 가 

는 합성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이 재분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한 형태 

소의 의미가 확대되어 충의척 (ambiguity) 인 면올 가짐￡로써 새로운 형태 

가 생길 수 있다. 이 재분석이 더 발전되면， 형태소의 경계롤 넘어， 음운론 

척으로 가까워져서， 융합이 되고 결국은 새로운 형태소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20 이 재분석은 언어변화의 주요기제인데 이 재분석의 과청은 단어나 

형태소의 경계가 약해지는 것이지 전체적￡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련 재분석이 ‘횡척구조의 체계화’라면， 유추는 ‘종척 구조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분석이 의미가 다의적으로 됨에 따라 새롭게 횡적관계의 

플을 규정짓는 것이라면， ‘유추’는 불규칙한 것을 종척으로 재분석에 의해 

만들어진 블에 맞추어 다른 모형들도 일반화 시키려는 기제라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일종의 고청된 형태의 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1 

이렇게 지금까지 언어변화의 직접적인 기제인 재분석과 그컷에 의해 형 

성된 문법규칙에 따라 일반화시키려는 ‘유추’의 과정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할 것은 재분석의 과정은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화 

자의 심리 안에는 의미가 확대되어 다의적인 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정 

때문이며， 문법화의 최초의 단계는 바로 ‘어휘의미의 탈색 (bleaching)’으로 

인한 의미의 변화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법화가 되려면 반드시 의미변화로 

부터 시작되며， 그 의미변화는 바로 비슷한 의미의 모엄인 ‘다의성’에 있다. 

19 이것융 검석득 (1990; 40， 80)에서는 ‘률맞추기’라고 하였다. 

20 예흘 들어 영어의 “ Let us"는 ‘동사-목척어’ 관계로 구조화할 수 있던 것인 
데， 문법화 되어 ‘양상 조사+주어’의 관계인 “Let낭’로 재운석됩으로써 ‘양태’의 

의미를 갖는 형태소로 의미배당이 되었다. 
21 예률 들어 영어에서 처음에는 목척성의 구절로 쓰였던 ‘be going to - V.’가 미 
래표지로 쓰이는 ‘gonna’로의 변화과정은 ‘재분석과 ‘유추’의 과정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진행형-방향성의 통사-옥척성 절]의 구조였던 것이， 관습척으 

로 쓰업으로 해서 채조청되는데， 그것은 2단계와 갈이 [시제 -[통작동사]]의 구 
조로된다. 

1단계 [ be going [to visit Bill]] 
2단계 [ [ be going to] visit Bill ] 

l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것윤 채분석의 기제가 이용되었기 때문인데， 이 단계에 
서는 반드시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는 다의성 (polysemy)이 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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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로 구조의 변화가 의며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즉 의미변화 

는 문법화를 야기시키지만 ‘구조의 변화’가 의미를 바꾸는 것은 일반척언 

현상이 아니다. 

2.3. 문법화의 준칙 

지금까지 선행연구자들은 문법화된 형태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올 여 

러가지로 제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Heine (1994; 135-157) 퉁은 문법화의 

기본적 요소로서 ‘음축약’과 ‘의미의 탈색’올 툴고 있다. 이 판별 기준은 문 

법화 과정을 격은 후에 완전히 새로운 문법소로 전이된 요소에 대해서는 유 

효하지만， 언어는 유동적인 면이 있￡므로 현 단계가 문법화 초기의 단계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문법화가 완성된 단계의 것도 있다. 따라서 위 조 

건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문법화 단계에 있는 것들 

은 설명해줄 수 없다. 

그보다는 Hopper가 제시한 문법화된 요소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맞추 

어 본다면 문법화 과정에 있는 전단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다음은 Hopper (1 994) 의 문법화 준칙에 대해 얄아보려 하는데， 이들 준칙들 

은 문법화 현상에 있는 요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일반척인 특성들이다. 

제 1준칙; 공존의 준칙 

한 언어에는 유사하거나 통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 즉 표현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었다는 것을 말한다 22 즉 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 형태가 공 

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구형 (old form) 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사 

라질 수도 었다. 콩존하는 경우는 신형 (new form)과 새로운 상호작용을 함 

으로써 다른 기능을 하는 형태로 변할 수도 있다. 국어에서도 공존의 원칙 

여기에 ‘go’가 가진 방향성의 의미는 ‘to’에 결합되는 통사의 성격을 통작동사에 
만 제한척으로 쓰인다. 그러나 ‘일반화’의 법칙인 ‘유추’의 과청올 통해서 제2의 

단계는 제3의 단계와 같이 상태통사에도 쓰일 수 었다. 이 유추는 불규칙한 현상 
을 일반화시키는 기제이다. 

3단계 [ be going to ] like Bill 
3단계와 같이 유추의 방법으로 일반화(유지/존속)된 형태는 제4의 단계와 갈이 

음운론척으로도 웅축이 되어 형태화되어 시제표지로 쓰이며 후행하는 통사는 어 

떤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4단계의 [gonna] líke/vísit Bíl1로 된 
것이다. 

22 예를 들어 영어의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형태소로는 음운척 교체형인 “drive
drove, take-took"이 있다. 접사에 의해 표시되는 “notíce-noticed"의 형태도 았으 
며，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do/did+V."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또 미 
래를 표시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오로 냐타낼 수 있는데， ‘be+to V.’의 구조로도 
할 수 있으며， 조통사 ‘will’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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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것운 많이 핫융 수 있다. 예흘 들어 여격융 나타내는 형태소로 

는 다음과 같은 것틀이 었다. 

(12) .,. 너흘 방관주의자라고 버난한 거야! 
L. 널던런 

t:. 널 보고 ’ 
2. 널둔프 ’ 
디. 널놓프 ’ 
님. 널 가지고 ’ 

위와 갈이 ‘대상’융 표시하는 것은 위와 갈은 형태를이 었다. 이 중에는 

격조사도 었으며， 보조사로 취급하는 것도 있으며， 후치사로 보는 것도 었 

다. 갈은 기능올 하는 형태소들은 그틀 간의 상호작용A로 기능이 더 커지 

기도 하고 기능부담량이 척어져 사라지기도 한다. 

이와 갈이 문법화가 되려면 ‘신형’과 ‘구형’이 또는 ‘다른 형태소’들이 함 

께 공존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이와 갈은 ‘공존의 원리’는 갈은 기능하는 

다른 형태소들이 공존하기도 하고， 강은 어원의 다른 기능을 하는 형태소가 

갈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12준칙 ; 분화의 준칙 

이 준칙은 어휘소가 보조동사냐 접어냐 접사로 문법화 된 후에도 원래의 

어휘 형태소는 자립척으로 남아서 다른 어휘소가 변화하는 것과 갈이 변화 

한다는 준칙이다. 즉， 갈은 어원을 가진 자럽적언 어휘소도 았으며， 문법화 

된 형태소들 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정은 공폰의 원리의 륙별한 경 

우로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렵척 통사 ‘보다’에서 출발한 형태가 현대국어에서는 다양한 

충위로 쓰일 수 있다. 

(13) .,. 영화폴 봤다. 
L. 책올 얽어 보았어/하와이에 가 봤어. 

t:. 너보고 한 말이다. 

「에서는 본통사로， L에서는 보조동사로，t:에서는 여격 조사 풍으로 쓰이 

고 았다. 

저13준칙; 특정화의 준칙 

이 준칙은 어형척으로 고청화(paradigmaticization) 되는 형태 충에서 운 

법척 지위롤 획득하는 것은 그것의 얼부만이라는 원리이다. 측 문법화흘 위 

해서는 여러 개의 가능한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또는 하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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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이 선택되어 문법화된다는 것야다. 

예률 틀어 ‘접속부사’ 중에 ‘그럼+으로’에서 파생되어 나용 ‘그러므로’가 

있는데， 똑갇은 기놓과 파생방법으로 만들어쳤지만 ‘*이러므로*저러므로’ 

는문법화되지 않았다. 

(14) (그러함으로)>그렴으로; 그러므로 

(이러함으로)>이렴으로*이러므로 

(저러함으로)>저렴으로*저러므로 

족， 갈은 기능을 하는 형태들이 모두 운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륙정한 

것만이 선택되어 문법척으로 쓰이는 것올 말한다. 또 갈은 형태에서 냐왔는 

데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그것 중 일부만이 문법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준칙; 유지의 준칙 

문법화된 형태에는 원래 형태의 어휘의미가 남아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법소의 의미와 기능이 어휘소로서의 역사와 관계었다는 컷을 말한다. 이 

관계는 형태소화에 의해서 분명해지지만， 중간단계에서는 이 형태가 다의어 

가 되거나 하나나 그 이상의 의미는 본래척 의미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께서’가 [+존청]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존청 명사에만 쓰였 

던 ‘겨시다’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버리다’ 보조통 

사의 의미언 “화자의 바람과 상반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본통사의 의미 

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잃 

저15준칙 ; 탈범주화의 준칙 

이것은 문법화가 고도로 진행된 경우 문법화된 형태소는 명사나 통사 칼 

은 큰 범주에서 부사와 어미， 접사와 갈은 자립척 기능을 할 수 없는 작은 

범주로 그 범주 자체가 바뀐다는 원칙이다.강 즉 이것은 문법화가 고도로 

23 즉， 본동사 ‘버리다’는 의미는 보조통사의 경우에도 ‘화자의 기대률 저버리다’ 
로 해석할 수 있다. 

1. 쓰레기흘쁘청단: 
L. 그가 내 것까지 먹어 버렸어. 

t:. 백화정이 무너져 버렸어. 
2. ?백화점이 세워져 버렸어 

꺼은 본통사로 ‘棄’의 원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L , t:은 보조통사로 ‘화자 
가 그러지 않기률 원했는데 기대와 다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2윤 상식척 
으로는 비푼이나， ‘백화점이 세워지지 않기를 원한 경우’라면 운법척이다. 

24 예롤 들어 영에서 첩사의 기능올 하는 ‘ -ful’올 들 수 었다. ‘a basket full (of 
eggs ... )’ 처럽 자렵 명사에서 출발했지만 ‘a cupful (of water)'냐 ‘hopeful’ 풍에서 
의 ‘-ful’은· 형태흔척 굴곡법주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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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을 때 범주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묘로 문법화가 고도로 진행되었 

올 때 척용된다. 

지금까지 문법화된 증거로 삼올 수 었는 것을 Hopper가 제시한 준칙을 

통해 알아 보았다. 이 원칙들은 서로 맞물려 었으며， 문법화는 청도성의 차 

이이지， 반드시 문법화 ‘안’에 었다라든지 ‘밖에’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 

다. 위와 같은 5가지 준칙올 모두 갖춘 예라면 물론 완전히 ‘문법화’한 것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몇 개만 충족시격도 ‘문법화되는 단계’에 있 

다는 것을 충명해 줄 수 있다. 

3. 자립명사 ‘터륭’의 문법화 과정똥 

근대국어의 시기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시기에 다량의 자립명사가 그 

자립척인 어휘척 의미를 상실하고， 문장 안에서 의존적으로 쓰이는 의존명 

샤로 그 쓰임이 바뀌게 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생산력 있는 의존명사로 쓰 

였으며， 후에 선어발어미로 그 문법적인 직능이 바해게 된 것 중의 대표적 

언 컷으로 ‘터동’를 들 수 있다. 

근대국어의 시기부터 의존명사로 쓰이기 시작한 ‘터동’는 중세국어의 시 

기에만 하더라도 문창 안에서 독립척인 어휘의미를 가지고 자렵적으로만 

쓰였는데， 근대국어의 시기에 와서 의미가 추상화되고， 보문절을 이끄는 의 

존명사로 쓰이게 되었다. 물론 명사 ‘터승’는 현대국어에서도 자립척A로도 

쓰이기는 하나， 그보다는 의존명사의 기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그리 

고 의존명사로서 보문절을 이끄는 보운명사의 역할도 하던 ‘터승’는 점점 

그 의미가 추상화， 일반화되어 선행의 보문소와 통합됨으로써 선어말어미로 

굳어지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근대국어 이후 자립명사에서 파생되어 나와 현대국어에서 

다양한 문법범주로 쓰이고 있는 ‘터동’의 문법화 과정을 대표척으로 살펴봄 

으로써， 국어뿐만 아니라 벙 언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어휘소에서 문법 

소가 파생되어 나오는 문법화 과청을 탕색하려고 한다. 이 ‘터동’를 대표적 

인 형식으로 삼은 이유는 명사 중에서는 이른바， 창소지청의 명사가 문법화 

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현대국어에 와서 다양하게 문법화한 

형태로 쓰이므로 문법화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5 이 장에서 나오는 예푼윤 주로 〈토박이말 쓰업 사전)<토담출판사. 1996년 간 
행예정)의 기초 자료에서 뽑은 것이다. 이 사전에서는 홍명회 〈엄거청). 곽채구의 
산문집， 킴주영의 〈객주). 박경리의 〈토지). 조청래 〈태백산맥). 황석영 〈장길산〉 
풍의 문학작품율 근간￡로 한 것이다. 논의 진행에 있어서 륙별히 시기가 다른 것 

이 아닌 한 구체척으로 출전올 밝히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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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터 흩 ’의 의존명사화 

먼저 ‘터’가 자립척으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 본다. 

(15) ì. 집올 짓기 전에 먼저 터를 잘 닦아야 해! 

L. 이 집은 턴7} 좋아서 자손들이 잘 될 겁니다. 

C. 터가 세다/터를 닦다/터를 잡다/터가 좋다/터가 냐쁘다 

큰. 일터/쉽터/샘터/접터/절터/놀이터/바요달터 

시장터/활터/나룻터/빨래터/텃밭/공창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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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의 ì-C과 갈이 현대국어에서는 자립적으로 문창 안에서 주어나 목 

척어 동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E의 예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 

여 합성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갈이 현대국어에서는 자립명사로도 쓰인 

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자립명사로만 ‘터줄’가 쓰였다. 

(16) ì. 줄 마조 자바 단 되더니(석 6; 35) 

L. 흔가지로 난 터흔 行이니(同生基行也)(능 10; 3) 
C. 祖師되용 터히니라(基本)(龜 下; 56) 
2. 터 경(境)(자회 상; 6)/터 피(基)(유합 하; 12) 

위 (1 6) 의 예는 모두 구체성을 띤 ‘공간[地， 基， 境]’의 의미로 쓰인 것이 

다. 일반적으로 문법화되는 어휘소의 의미는 앞서 2장에서 밝힌 대로 ‘(대 

상물)>공간지시>시간지시>양태척 의미’의 방향￡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콩간’을 지시하던 의존명사가 문법화되는 경우에서 잘 나타나고 있 
다 26 이 ‘터승’는 바로 공간올 지시하는 기능이 일차적이였다. 

이렇게 중세국어에서는 자립척￡로만 쓰이던 ‘터동’는 근대국어의 시기에 

와서 ‘물리적 장소’의 의미가 ‘심리척 장소’ 즉 ‘상황， 처지’를 뭇하는 추상 

척 의미로 되어 의존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17) ì. 시홍 박달니란 통녀에 니육장이란 사룹이 겨오 궁지 말늪턴휠 

뎌 화척 십여명이 와셔 결박관타흉면서 돈을 달나좋거놀(독넙 

1권 7호 2면) 

L. 아모쪼록 종용좋고 안돈좋게흥 일을 힘쓰거드면 나라도 ~연히 

태평이 될터이요 정부도 j흥 j흥 단단히 찌여 환어도 쉬 좋식거시 

요 홈 기화도 훨턴의난 어지러옴을 더 니르킬 생각말고었(독넙 

26 현대국어의 여격표시인 ‘-게’는 장소지청의 ‘그에’에서 나왔다든지， 조사 ‘
까지’가 ‘邊’을 뭇하는 ‘긋’에서 출발했다는 정과 장소지시의 의폰명샤인 ‘특/바’ 
풍에서 ‘-는데/-는바’와 갈은 연결어미가 나옴 것을 그 예로 를 수 있다. 

27 이 예문은 ‘-2 테-’가 자럽명사 ‘터동’에서 유래되었음올 잘 보여 주고 있다. 
근대국어자료에서 의존명사 ‘터’가 ‘터승’에서 나왔다는 중거로 ‘동’의 자취가 남아 
있는 것들이 간혹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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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8호 2면) 

c. 그러면 양부된 령감과 리참셔접 사이에 청의가 상활터이오 리 
참셔의 명예에도 관계가 훨 터업으로 져는 장간 피신율 ~것다 

고…(~봉출; 184) 

2. 어린것을 실하에 쩌나보녀면 마g 이 못뇌얼터이라(옥호피연 3) 

디. 그 農夫가좋냐式 옴기려좋나 萬一먼져 顆物을 옴긴 則뒤에셔 

孤가 鎭훌먹울터이오 또 孤롤 먼져 옴긴 則 鍵가 곡물을 먹올 

터 이라(初等小學 7; 17) 

위의 예문에서의 ‘터동’는 ‘상황， 처지’의 의미로 이것으로 대치했을 때도 바 

른 문장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반드시 보문올 취 

하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상황， 처지’의 의 

며가 될 수 없다. 즉 종결부나 연결부에서 [[[ ] 2j는/던 # 터동]이- ] 

의 구조로 보문율 받는 보문명사로 쓰인 경우만 ‘상황， 처지’ 풍의 의미를 가 

진 의존명사로 된 것이다. 

또한 아래의 예문도 ‘터동’가 보문올 취한다는 점은 일치하냐 후행에 계 

사와 결합하지 않고 조사 ‘-에’나 ‘-로’ 또 이유를 뭇하는 ‘-라’를 취하는 

형태로 이 경우에도 ‘상황， 처지’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18) 1. 부모를 여의고 사고무친한 터에 아우에겐 부모 맞잡이가 아닌가? 

L. 어머니는 큰 아들의 생사도 모르는 터에 작은 아들이냐마 옆에 

두고 싶어하는 모성이었고… 

c. 저로서는 그분을 위하고 모시는 터로 가합한 배필을 물색하자 
하고 나선 것입니다. 

2. 가근방에선 거의가 알 만륨 이름이 난 터로 울바자가 번듯한 숫 

막들이 즐버하여서 ... 

c. 최씨의 언사가 맹짜고 암팡해진 턴란 머씀해진 변학도는 최씨 
의 비위롤 맞추었다. 

위의 ‘터에/로/라’는 모두 ‘상황에(처지에)， 상황￡로(처지로)， 상황이라(처 

지라)’로 대치할 수 었다. 이것은 실제 장소의 의미가 추상화되어 인간의 

인지구조의 한 부분올 차지하고 있는 것과 유연성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터’의 原義가 추상화되었다고 폴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터동’는 

‘심리척， 추상척 공간’인 ‘상황， 처지’를 지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갈이 ‘상황， 처지’를 나타내 주는 ‘터흩’의 물리척인 공간의 의미가 

보문명사로 되면서 ‘심리적인 공간’율 나타내 준 것은 은유의 기제가 사용 

됩￡로써 다의화되었기 때문이다. 국어의 예에서는 위와 갈이 ‘공간지시’ 명 



명샤 파생의 문법화 연구 119 

사가 ‘심리척 공간’올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률 많이 핫아볼 수 

가 있는데， 이 ‘터종’의 경우도 그것 중의 하나이다 28 

3.2. ‘터륭’의 선어말어미화 

위와 갈이 보문울 이끈다는 제약이 생기고 의미가 다의화 된 후， 륙정한 

조건하에서는 형태변화가 얼어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법화의 하위분류 

로 볼 수 있는 것이 형태소화(morphologization)와 형태화(morphiza디on)가 

있다. 형태소화란 새로운 의미의 파생없이 형돼만 단축되는 것을 뭇하고 형 

태화란 통사적 구조가 형태적 구조로 됨은 물론 의미의 파생올 수반하여 단 

일한 문법소로 성렵되는 경우를 이른다. 이 ‘터를’의 문법화 과정에서는 형 

태소화가 이루어진 후 형태화까지 진전되어 새로운 의미를 가진 문법소로 

매김될 수 있다. 그 형성 과정을 살펴 본다. 

3.2.1. 선어말어미 ‘-2테-’의 형성과정 

앞의 3.1.에서는 의존명사로서 문장에서는 보문명사로 쓰인 경우를 들었 

다. 그러나 위의 구조에서는 그 결합체가 아칙 공고하지 않고 언중들은 그 

통합체에서 ‘터동’를 분리해 낼 수 있는 직관율 가지고 있다. 즉 근대국어시 

기에는 의존명사화만 된 것이지 통합체로서 문법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터동’는 선행하는 보문과 보문소， 그리고 후행하는 통사와 결합되 

어 언중들의 재분석과 유추에 의해 하나의 통합체로 인식된다. 즉 처음에는 

통사적인 구성이었던 것이 경계의 재분석과 유추에 의하여 형태론척 구성으 

28 예롤 들어 ‘지경’이 있는데 원의는 ‘地境’으로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 
도 근대국어시기에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보문을 받는 의존명사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아래의 -', L은 구체척 공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 ‘심리척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 

-'. 벼호는 형양이니 엇지 능히 정묘흉기 신통흥 디경의 니틀리오(易言 3; 53) 
L. 거의 변방 샤히 진황훌 디경이 아니 되고 국가의도 부셰룰 더 바틀 거시니 

(易言 4; 51) 

그러나 근대국어시기에서는 아직 명제 내용에 대한 부정척 시각을 뭇하는 양태 

척 의미는 없었는데， 이러한 의미는 현대국어 시기에 들어서면서 생기게 되었다. 

t:. 이번 학기에는 경고를 받을 진결의단: 
2. 집까지 차압당할 지경이였다. 

口*이번 학기는 올 A를 받올 진경외단: 

위의 t:, 2은 명제내용이 ‘경고를 받다， 차압당하다’로서 화자의 원하지 않았 
던 상황임을 나타내는데 반해 디이 비문이 되는 것은 명제내용이 긍정척인 것이 
기 때문이다. 이 ‘지경’의 의미에 대해셔는 고영근 (1970=1989; 74)에서도 언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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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다가 융합(fusion) 에 의하여 형태화가 이루어진다. 즉 현대국어에 

서는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하는 것S로 전이된 ‘-었/았-<-어/아 잇 -’, 

‘-잖-<-지 않-’ 풍의 형성과정과 유사하다 29 이와 같은 통사구 간의 

통사척 구성에서 뿐만 아니라， 의존명사가 개업된 형태들도 경계의 재분석 

과 유추에 의하여 선어말 어미로 그 기능이 전이되어 가고 있다. 

명사가 개업된 홍사적인 구조가 형태척 구조로 된 역사적인 사례들을 들 

어 보면 다음과 갈은 것들이 있다. 

(19) [[[ ]2 # ~]이-야] >[[]2샤/셔/싸/써] 

[[[ ]2 # ~]이-어라] >[[ ]2셰라/쩨라] 

[[[ ]2 # ~]오냐] >[[ ]2소냐/쏘냐] 

[[[ ]L # 특]이-여] >[[]L디여]>[[ ]L뎌] 

위와 같이 중셰국어에서 종결어미로 형성되는 과정 중에 보문을 취하고 보 

문소 ‘2/L’를 취하던 재구형 의존명사 ‘~/특’ 퉁은 후행동사의 어간과 결 

합함으로써 선어말어미와 갈은 기능을 하고 종결부가 더욱 제약적으로 쓰 

안 경우 종결어미로 굳어져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이 ‘-2 테-’도 위와 

같은 형식적 구조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형성과정을 밟아 선어 

말 어미로 기능을 하는 것이다. 

(20) 1. 나 그 사랑하고 결흔할 터 이야. 

「’.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할태야. 

L. 내년에는 일산으로 이사를 갈 터이다. 

L'. 내년에는 일산으로 이사를 갈태다. 

c. 여행갈 물건은 다 챙겨 놓았을 터이지. 
c' 여행갈 물건은 다 챙겨 놓았을테지. 

즉 위 (20)과 갈이 보문을 받고 있고 종결어미와 결합하고 있는 위의 예문 

들은 모두 ‘-2테-’로 형태소화할 수 있다. 즉 보문올 취하고 있던 보문명 

사 ‘터흩’는 보문소와 후행계사 ‘-이-’가 결합되어 ‘-2터 이-’가 ‘-2 

테-’로 형태소화 하였다. 위 문장에서 ‘-터이-’와 ‘-테-’는 자유롭게 교 

체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된 형태들은 보문명사 ‘터’와 유연관계가 더욱 벌어진다. 이 

경우 ‘터동’대신 ‘상황’， ‘처지’를 치환시키면 비문이 된다. 왜냐하면 ‘터’로 

결합된 위의 형태들이 이미 새로운 제3의 의미를 파생시켰기 때문이다. 이 

29 이지양 (1993; 160)에서 위의 예들이 [어간+[어미J+[어간]+어미]의 통사 
척인 구성이었는데， 선행어미와 후행요소의 어간이 융합되어 현대국어에서 선어말 

어미로 형태화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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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J2 테 -J 구문들은 이미 ‘화자의 주관， 의지’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연결어미로 결합되는 경우에도 종결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와 유사 

하다. 

(21) 1. 수이 이별하게 훨 터인데 너 갈은 사랑올 놓치고는 

L. 그것은 발이 아니고 너스레엄에 툴렴없었올 터이지만， 구민식은 

또 다시 에멜무지로가 아니고 

t:. 계칩의 편성에 제 소위는 생각 못하고 야속히만 여길 터이니 차 

라리 지를 보고 

2. 정권을 하고 부살같이 돌아올 터이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오. 

口. 일반인들이 우리 국악을 보는 시각일 터이고 그런 시각에 의해 

위의 연결어미와 연결된 ‘터이-’는 모두 ‘테-’로 형태소화할 수 었으며 두 

경우 의미는 통일하다. 따라셔 위는 ‘-2 텐데 -2 테지(만)， -2테니 

(까)， -2 테면， -2 태고’로 형태소화 할 수 었다. 

[ [ ]2 터] 이 L데 >-2텐데 

[ [ J2 터] 이 지(만) >-2테지(만) 
[ [ J2 터] 이 니〈까) >-2테니(까) 
[ [ J2 터] 이 면 >-2테면 

[ [ ]2 터] 이 고 >-2테고 

위의 경우는 ‘-2 태-’로 되어 있는 예문을 치환해도 형태소화되었을 때와 

의미는 거의 유사하다. 

이와 같은 선어말어미로 형성되는 과청은 Giv6n (1 978)의 가설처럼 ‘역 
사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이 형태론척 구성으로 전이되는 경우’의 하나이다. 

이것은 의존명사가 선행의 보문을 받는 보문명사로 기능을 해서 복합 구성 

이었던 것이 관습적으로 됨으로 인해 하나의 구성으로 인식하는 재분석의 

단계를 거쳐서 단문으로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22) 1. 내가 갈 턴의얀:>L. 내가 효렌얀: 

꺼과 갈은 흉사척인 구조가 L과 칼은 형태척인 구조로 될 수 있는 것은 

‘터’로 이끌리는 보문철의 주어와 상위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데서부터 출발 

한다.1 에서 상위문의 주어안 ‘나’와 보문도 [내가 가-J이므로 주어가 ‘나’ 

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보문과 상위문의 서술어도 각각 ‘가-’와 ‘터이-’로 

볼 수 있다. 즉 이련 복문구성에서 주어가 일치함으로 인해 서술어도 하냐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과청에셔 상위문의 서술어 ‘터이-’가 선행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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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인 ‘-2 ’과 결합되어 보문철의 서술어인 ‘가-’에 의존척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그렴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S 

ï. 봉사척 구성 

S 

Ender 
/'\ 

NP VP 
/'、、

Inf. Pol. 

NP V 
---\\ 
S N 

ε~I 
내가 [내가 가J2 터 이 어 

L. 형태척 구성 

S 

----“-“-“‘ 
S Ender 

--------- --------NP VP Inf. Pol. 

내가 가 

그림 4. ‘ -2테-’의 형성과정 

즉 위와 갈이 두 주어가 일치함으로써 주절이 보문절안에 홉수되는 과정 

에서 상위문의 서술어는 선어말어미 형태로 잔존하게 된 것이다. 

[내가 [내가 가-J 2 # 터]이 -어-야J [내가 가 -2테- 어-야] 

위와 같이 보문소와 보문명사， 후행동사가 결합되어 선어말어미로 문법화 

하게 되는데， 첫째 요건은 보문과 상위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문장에서 상위 

문의 주어가 보문의 주어로 내재화되어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서술어도 2개이었던 것이 보문의 서술어만 남고 상위문에 형식적으 

로 존재하던 ‘-이-’는 선행하는 보문명사와 융합하여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심리척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범주의 선어말어미로 문법화된다 30 

이런 문법화 과정 중에 사용되는 기제는 재분석과 유추이다. 재분석이란 

언중에 의해 기존의 구조를 다르게 파악하는 방법 인데， [[[ J2 # 터]이 
-J의 구조에서 보문소 ‘E ’과 보문명사 ‘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 

라 이들 관계를 휴지의 관계가 아닌 결합관계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 

J2 터]이 -J의 구조로 파악하고 후행의 형식척인 통사인 ‘이-’와 결합하게 

됨으로써 [[ J2 테 -J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경계의 재셜청에 의한 재분석 

의 방법이 동원되는데， 또 다른 기제로는 ‘유추’가 작용한다. 유추란 역사척 

으로 기존에 있던 형태나 형성과정올 닮아 유사해지려는 경향을 뭇한다. 이 

30 손호민(1991)에서 논한 ‘-2 께’의 형성과정과 ‘-2테-’의 형성과정윤 유사 
하다. 단지 ‘-2께’는 후행에 결합할 수 있는 요소가 ‘-요’뿔이어서 종결어미로 

볼 수 있으나， ‘-2태-’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이미 설정된 종결어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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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이-’에서 ‘-2테-’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18)과 갈은 역사척언 

다른 사례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3.2.2. 선어말어미 ‘-2테-’의 형태·통사적 특성 

Bybee (1988, 1994)는 어휘요소였던 것이 문법요소로 바해연 어휘요소로 

쓰일 경우에는 보이지 않던 형태·통사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고 

했다 31 즉 어휘소가 문법소로 될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통사적 제약이 생긴 

다는 것언데， 이컷을 바꾸어 말하면 형태·통사척으로 제약이 었다는 것은 문 

법소로 전화되었다는 것을 돗한다고 할 수 있다. [[[]2 :j:j:터]이-]의 구조 

가 [[ ]2 테-]의 구조로 전화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제약관계를 형태통합변에서， 통사적인 면에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형태통합변에서 보면 ‘-테-’로 형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보문소가 

‘-2’의 경우만이다. 다른 보문소 ‘-은/는/던’이 올 경우 의존명사 ‘터’와 

계사 ‘이-’의 융합은 불가능하다. 

(23) ..,. 어머니， 나 데련념하고 살 테야.(터이야) 
L. 찍 책 소리를 냈다간 벽통을 도려 낼 태다.( 터 이다) 

c. 박씨와 김씨는 자별히 사이가 가까운 터이었다.(*테었다) 

2.70이 다 된 노인 모양으로 주야장천 자리보전하고 누워 었는 

터이다.(*테다) 

위의 예들도 보문을 취하고 보문소에 의해 보문명사언 ‘터동’가 이끌리고 

있지만 이 경우 ‘터’와 계사 ‘이-’가 ‘테-’로 형태소화하지 않는다. 위 

(23)과 같이 종결부에 쓰이는 경우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을 터이다 /-을 상황/처지이다 

2) -윤/는 터이다/-은/는 상황/처지이다 

3) -던 터이다 /-던 상황/처지이다 

‘터이-’가 ‘테-’로 형태소화할 수 있는 경우는 1)의 경우 뿐이며 보문소가 

‘-는/은/던’올 취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연결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터이-’가 ‘테-’로 형태소화하지 않는 경 

우가었다. 

연결어미가 결합할 수 있어서 콩홍척으로 ‘-2태-’롤 선어말어미로 추출하는 것 
이 기술이 더 간략하기 때문에 선어말어미로 본 것이다. 물론 ‘-;:;!께’도 후행에 
종결어미로 ‘ -rþ/-요’롤 둔다면 선어말어미라고도 볼 수 있다. 

31 예를 틀어 ‘will, shall’은 어휘척 본통사로 쓰얼 때는 다른 통사플 갈이 시제나 
성， 수 일치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냐 문법기놓을 하는 조통사가 원 이후에는 시 
제나 성， 수 얼치의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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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ï. 옥순이는 가끔씩 주점불이라도 해봤을 터이나 주방과 멀리서 떨 

(*해봤올테나) 

어져 있는 냐는 끼니때 외엔 쌀 한톨 구경 못했다. 

L. 져우겨우 원님 자리를 하나 사갖고 온 터이므로 굶주린 광에 허 

(*온테므로) 

기가 챙행했던 것이다. 

C. 일찍어 그 수를 알고 있던 터이므로 새삼스레 생광스러울 것이 

(*었던테므로) 

없다고 

위의 경우 [[ ]L/먼 # 터]이-]의 경우 ‘테-’로 형태소화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법의 조건과 맞물리는데 ‘터이-’가 ‘테-’로 문법화할 수 있는 조 

건은 보문소로 ‘-2’만 취하는 경우 뿐이다. 

위와 갈이 [[ ]L/던 # 터]이-]의 경우 ‘테-’로 형태소화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법의 조건과 맞물리는데 ‘터이-’가 ‘테-’로 문법화할 수 있는 조 

건은 보문소로 ‘-2’만 취하는 경우 뿐이다. 

[ [ J2 터] 이 므로 >*-2태므로 
[ [ ]2 터] 이 나 >*-2 테나 
[ [ JL/는/던 터] 이므로 >*-L/는/던 테므로 

먼저 보문소 ‘-2’율 취하는 경우가 통사적인 구조에서 형태적 구조로 빈 

번하게 형태소화하고 더 냐아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법소를 파생시킨다는 

것은 국어사에서 여러 가지 예를 접할 수 있었다. 보문소 ‘-2’의 의미가 

‘예측， 추청’ 인 것과 잘 부합된다. 

위와 갈이 ‘터이-’가 ‘테-’로 되는 데는 어떠한 제약 조건이 있음올 알 

수 있다. 이것은 보문소로 ‘-2’을 취하지 않은 경우와 연결어미 ‘-(이)나’ 

와 ‘-(으)므로’롤 취하는 경우인데， 이 연결어미들은 ‘-(이)나’는 ‘-지만’ 

과 갈이 [대립]의 기능올 하고， ‘-(으)므로’는 ‘-(으)니(까)’와 갈이 [이 

유·원인]을 나타내는 기능올 하는데， ‘-(이)나’나 ‘-(으)므로’는 ‘-지만’ 

이나 ‘-(으)니(까)’와 비교하여 문어체척 인 표현에 주로 쓰인다 32 문법화 

의 최초의 단계는 담화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문체척 

성격으로 언하여 형태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갈이 ‘태-’로 굳어지는 형태소들은 모두 보문소 ‘-2’로만 연결이 

되지 ‘-은/-는/-던’일 경우에는 하나의 통합소가 될 수 없다. 이것은 ‘

은/는/던’과 연결된 ‘터’는 상황이나 처지와 갈은 원의를 그대로 가지고 었으 

32 천혜 영 (1989) 창조. 



명사 파생의 문법화 연구 125 

므로 보문명사의 역할올 표시해 주어야 하지만， 보문소 ‘-올’은 ‘-겠-’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쉽게 

‘터’와 융합된다. 

선어말 어미 ‘-2테-’의 통사척언 제약으로는 첫째， ‘-2 테-’가 종결 

부에서 쓰이는 경우 주어 제약이 었다. 

(25) .,. 나는/그는 내일 미국으로 출장율 갈 턴의단: 
L. 나는j*그는 내일 미국A로 출장올 갈렌단: 

이것은 의존명사 ‘터’에 계사 ‘이 -’가 결합하여 ‘어떤 상황이나 예청’올 

표시해주던 [-2 터이-]가 1 인칭에 쓰일 경우에는 [-2태-]로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시해 주는 선어말 어미로 전이된 것이다. 

(26) .,. 어머니， 나 데련념하고 살 테야.(터이야) 
L. 찍책 소리를 냈다간 벽홍올 도려낼 태다.(터이다) 

C. 네 이놈들 다시 왔단 봐라. 다리마풍갱이를 부러뜨려 놀 태다. 

(터이다) 

2. 정말 갈 테야? 가서 울지 않을테야?(터이야?) 

이 예문들은 모두 [ [[ ] 2 ] #터]이-]로 구조화 시킬 수 있는데， 이 경 

우 모두 [터+ 이-]의 결합이 굳어진 통합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예문의 

[테-]는 [터 이-]로 재분석되고 다시 환원시킬 수 있지만， ‘테-’가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경우의 ‘터’는 심리척 공간을 돗하는 ‘상황， 처지’로 대치되지 

않는다-

(26’ ) .,. *어머니， 나 데련념하고 살 상황이야. 
L. *찍책 소리를 냈다간 벽풍을 도려낼 상황이야. 

C. *네 이놈들 다시 왔단 봐라. 다리마퉁갱이를 부러뜨려 놀 상황 

이야. 

2. ?정말 갈 상황이야? 가서 울지 않을 상황이야? 

이렇게 ‘터’가 ‘상황’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은， 이 ‘터’가 ‘화자의 강한 의 

지’를 표시하는 문법소로 직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주어가 향상 1 
인청 화자일 경우만 가능하며， ‘화자’와 ‘행동주’가 일치해야 한다. 이 분창 

들이 ‘-을 것이다’로 대치되는 컷을 보변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통 

합소로 볼 수 있다.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보문소 ‘-을’과 결합한다. 

이컷을 더 찰 알 수 있는 것은 위 (26)의 문장올 간접인용문으로 바꾸어 

보면 ‘-을 것 이다’로 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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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그녀는 어머니께 ‘데련념하고 살 거’라고 했다.(-살겠다고 했다) 

L. (그는) ‘찍쩍 소리를 냈다간 역통을 도려낼 거’라고 했다.(도 

려내겠다고 했다) 

C. (그는) ‘그들이 다시 오면 다리마둥갱이를 부러뜨려 놓겠다’고 

했다. 

2. ‘정말 갈거냐’고 물었다. ‘가서 울지 않을 거냐’고 물었다. 

이와 갈이 1 인청 주어가 쓰인 경우 ‘-2테-’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 

타내고 있다. 화자의 의지롤 나타낼 경우에만 ‘-2태-’로 될 수 있다는 것 

은 ‘-2 테-’에 결합할 수 없는 통사가 상태통사라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둘째， 1 인청 주어얼지라도 ‘의지의 여하에 상관없이 결과가 생기는 것’에 

는 ‘-2 테-’로 형태소화하지 않는다. 즉 아래와 갈이 선행통사가 상태통사 

일 경우는 ‘-2 테-’가 불가능하다. 

(27) 1. 냐는 베이지 색 옷을 업으면 더 예뿔 터이다. 

「’" *예뿔태다. 

L. 수산시장에서 사면 생선이 더 싱싱하고 쌀 터이다. 

’ L". ” *쌀테다. 

위 예문처럼 1 인청 주어이면서 ‘-2 터이-’가 ‘-2테-’로 형태소화할 수 

없는 것은 결합되는 서술어가 상태통사여서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1은 ‘상황， 예측’의 의미로 쓰인는 [[ ]2] #터]이야]로서 선 
행동사가 상태동사일 경우에도 가능하나， [[ ]2]# 터]이-]가 [[ ]2 테 

-]로 형태소화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예문과 같이 ‘-2테야’가 가능한 경 

우는 동작통사와 결합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 ]2] 터이- ]와 갈은 구성이 [[ ]2 테-]로 될 수 있는 조 

건은 보문소로 ‘-2’만을 취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주어가 1인칭인 경우로 

서 ‘주어=화자’로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터동’→‘-2 태-’ 

로 됨으로써 의미도 “물리척 콩간>심리적 공간>‘의지’의 양태척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화되었음율 알 수 있다. 

‘-2테’에 연결되는 종결부가 다음과 갈은 경우에도 ‘화자의 의지’를 나 

타내 준다. 

(28) 1. 촌바우 갑은게 이 귀부인의 발올 거역할렌가?(거역할 터인가?) 

L. 진짜 정분이 나서 씻서방이 본서방되면 어쩔텐가?(어쩔 터인 

가?) 

C. 이결 누가 열쳤다고 그냥 먹여 줄 테냐?(줄 터이냐?) 

2. 그래두 이점만 쓰구 있올 테냐?(있올 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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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보푼명사 ‘터’에 보문소와 종결어미 퉁이 결합되어 종결부가 ‘-2렌 

가’， ‘-2 테냐’로 되어 있는데， 이 예문에서 ‘터’ 대신에 ‘상황， 처지’를 대치 

시키면 자연스럽지 못한 푼창이 되고， ‘테-’를 ‘터이-’로 환원시쳐도 ‘태 

-’의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28)의 예문들은 의문문의 형식을 띠 

고 있는데 이 문장들올 이행문 분석을 하면 ‘협박， 명령’의 의미가 었다. 

(28’ ) ì. 이 귀부언의 말을 거역하지 말아라! 

L. 청분이 나서 셋서방이 본서방이되어도 어쩔 수 없다. 

C. 나는 그냥 먹여줄 숫월단: 

2. 그렇게 있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 협박의 이행문￡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은 ‘-을 테냐?’가 단 

순히 [ [ ]을 터이-냐]의 결합￡로만 볼 수 없고， 새로운 제3의 의미를 

파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굳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 테-’의 특징으로는 이미 선어말어미로 전화했으므로 선어말어 

미의 배열순서인 ‘높임법-시제법-양태’올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2테-’의 경우에는 높엄법의 형태소와 시제법 형태소가 먼저 나오고 있 

다. 따라서 계사 ‘이-’ 다음에 시제형태소와 높엄법어미가 결합될 경우에도 

‘테-’로 형태소화하지 않는다. 

(29) ì. 어머니는 한 잠 주무실 터이었다.(*주무실 태였다) 

L. 아버지께서 신문을 볼 터이시다.(*볼 테시다) 

위의 「은 시제형태소가 개업된 경우이고， 나은 높임법 어미가 개업되어 있 

는데， 이들은 ‘-테-’로 되지 않는다. 

네째， 다음은 ‘-2 태-’ 다음에 연결어미가 통합되어 쓰이는 경우를 살펴 

보면 특정한 연결어미에만 결합이 가능하다. 

(30) ì. 고단하실 텐데 어서 주무시라고 탑죽거리면서 풀러간다. 

L. 그 학생들에게 말로 해도 될테지만 너무 화가 나서 따귀를 철썩 

철썩 때리고 말았다. 

C. 쉰네가 통구 밖까지 바래다 드릴 테니 가시거든 글 많이 배우셔 

서 높은 선비님이 되십시요. 

2. 할테면 해 봐! 

D. 웬만한 한속이야 끌 수 있을테고 맞춤한 주막을 만냐연 더운 술 

국을 얻어먹을 수 있겠지. 

위 (30)의 예문에서는 ‘터’와 결합되어 쓰이고 있는 유형들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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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터] 이 L데 >-2텐데 

[ [ ]2 터] 이 지(만) >-2테지(만) 
[ [ ]2 터] 이 니(까) >-2테니(까) 
[ [ ]2 터] 이 면 >-2테면 

[ [ ]2 터] 이 고 >-2테고 

호 

여기서도 ‘터이-’가 ‘테-’로 형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은 보문소 ‘-2’을 

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보운소 ‘-2’율 취하더라도 후행의 연결어 

미가 ‘-(으)므로’나 ‘-(으)냐’를 취하면 형태소화하지 않는다. 

다섯째， 다음과 같이 종결부에서 ‘터+이’의 결합형인 [테-] 다음에 종 

결어미가 결합되는 것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31) ï. 냐는 갈테다(터이다)/나는 갈테야. /?냐는 갈테지. 

L. *너는 갈태다 /*너는 갈테야./너는 갈테지. 

c. *그는 갈태다 /*그는 갈테야./그는 갈태지. 

위와 갈이 서술법 종결어미로 ‘-다/-야’ 가 올 경우 주어의 인칭은 1 인 

칭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 ]2 # 터] 이 -]가 [[ J2 테 -J 로 

형태소화하면서 ‘1 인청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의미가 새롭게 파생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문형 종결어미가 올 경우에 역시 ‘청자의 의지’ 

를 뭇하게 되므로 2인칭 주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2 테-’의 후행할 수 있는 높엄법어미를 가진 종결어미는 없다. 이것 

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높업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32) ï. 당신도 가실 린월닌깐'1 >'1*가실 웹니까? 

L. 선생님도 가실 터입니다 >*가실랩니다. 

c. 선생님도 가실 터이요(?)>가실태요(?) 

따라서 이와 갈이 주체높임 ‘-시-’는 주어가 ‘나’인 경우에는 결합훨 수 

없으므로 L과 갈이 ‘-시-’가 결합된 형태에서는 형태소화가 불가능함을 

알 수 었다. ï , C과 강은 의문법어미에는 가능하다. 

종결어미 중 ‘-야’를 취하는 경우와 ‘-지’를 취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 

(33) ï. *나는 갈테야? 

L. 너는 칼테야? 

C. *그는 효텐얀1 
(34) ï. ?나는 갈테지? 

L. 너는 갈테지? 

C. 그는 효텐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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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3) , (34)와 갈이 2， 3언칭에서는 ‘-2테-야’로 종결되는 것이 부척절 

했는데， ‘-2 테-지’ 결합이 가능한 것은 ‘-2테-’의 양태척 의미가 없어 

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의 의 미 때문이다. 

한길 (1991: 49-66)에서는 ‘-아’가 서술， 물음， 꾀엄， 시킴법의 서법이 

올 경우， ‘단순한 반말’의 의미척 기능을 하는데 반해 ‘-지’는 서술푼의 경 

우 ‘약속， 회상， 추청，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서술’의 의미척 륙성을 갖고， 물 

음법의 경우는 ‘추정확인 물음’으로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물음을 뭇한다고 

했다. 위에서 (34)와 갈이 2， 3인칭의 서술법의 경우에 ‘-2테-지’의 종결 

이 가능한 것은 ‘부드러운 확인물음’의 의미가 들어 있는 ‘-지’의 륙성 때 

문이다. 또한 의문법의 ‘- 지’가 2， 3인칭에서도 가능한 것도 ‘부드러운 확인 

물음’의 ‘-지’의 륙성과 일치한다.-'과 같이 1 인청의 경우 ‘냐는 갈테지?’ 

가 정문일 수도 비문일 수도 있는 것도 ‘-지’의 특성인 것과 맞물련다. 

또한 아래 (35)의 예문과 같이 상태통사인경우에 ‘-2테-지’가 가능한 

것도 ‘-지’의 의미특성 때문이다. 

(35) -'. 미팅시켜 줄 여자는 예뿔태지? 

L. 수산시장의 생선들이 더 촬텐진3 

c. 물건을 다 넣였을테지./? 

선어말 어미 ‘-2 태-’는 선행동사로 상태통사나 심리통사는 결합이 불 

가능하다. 그러나 ‘-지’가 올 경우는 가능한데， ‘-지’의 ‘부드렵게 추정， 확 

인하는 물음’의 의미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3. ‘터 동’의 관용적 쓰임 

이렇게 ‘터’는 점점 더 의미가 추상화 되는데 관용척으로 쓰이는데 다음 

(36)의 예에서는 명사 ‘터’를 추출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진다. 

(36) -,. 이흘테면 ‘신나는 새해가 되기률’， ‘즐거운 새해 아침’ 풍으로 말 

이다. 

L. 윌텐멸 갓쓰고 자전거 타기요 귀꿈스럽고 신풍 부러져서 못보 

겠다는 기미였다. 

이들은 [[[[이르J2 J # 터]이면] 이 재분석과 유추 그리고 융합에 의하 
여 ‘이를테면’이라는 ‘가령 말하자연’과 갈은 예시를 나타내는 부사로 된다. 

이것이 좀 더 웅축될 경우에는 ‘일테면’으로 나타나고 구어에서는 ‘일탱’으 

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테면， 얼테면’은 하나의 완전한 부사로 취급 

되므로 명사 ‘터동’와의 유연환계가 더욱 벌어짐율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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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법화의 준칙에 적용 

이와 같이 자립명사 ‘터승’에서 의존명사， 선어말어미 그리고 관용적인 쓰 

업으로 확대되어 가는 양상올 살폈다. 이 문법화 과정을 앞서 살핀 Hopper 

의 준칙에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 

첫째， 공존의 준칙으로 보면， [[[ J을 터]이다J ， [[[ J을] 바]이다J ， [[[ J 
E 것]이다] 등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비슷한 형식으로 쓰이고 있는 유형 

들과 공존함을 볼 수 있다. 

둘째， 분화의 준칙 면에서 본다면 ‘터’가 현대국어에서 각각 자렵명사， 의 

존명사， 선어말어미 등으로 쓰인다. 

셋째， 특정화의 준칙에서 보면， 어떤 것은 문법화된 형태로 굳어져서 쓰 

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다. 연결어미 중에서 “[ J2 터이 
L데>[ J2 텐데/[ J2 터이 지만>[ J2 테지만/[ J2 터이 니(까)>[ J 
E 테니(까)/[ J2 터이 면>[ J2 테면/[ J2 터이 고>[ J2 테고”는 가능 
하지만 “[ J2 터이 므로>*[ J2 테므로/[ J2 터이 나>*[ J2 테나”로는 
불가능하며 그외에 보문소가 ‘-은/는/던’일 경우에도 형태화가 불가능하 

다. 종결어미 중에서도 “[ J2 터이다>[ J2태다”는 가능하지만 “[ J은/ 

는/던 터이다>*[ J은/는/던 태다”의 경우에는 융합이 불가능하다. 

넷째， 유지의 준칙면에서 보면 자립명사 ‘터’가 문법화 되었지만， 원래 의 

미가 남아 있다. ‘상황， 처지’로 심리적 공간을 의미하므로 본래의 어휘척 

의미가 남아 있음올 알 수 있다. 

다섯째， 탈법주화의 준칙 변에서 본다면， 자립명사 ‘터동’에서 의존명사 ‘터’ 

로， 그리고 ‘-2태-’의 형태인 선어말어미로 그 범주가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이 문법화의 준칙들올 모두 지킴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 글은 명사로 매김되지만 선어말어미로 문법화가 진행중인 ‘터당’롤 중 

심으로 국어의 명사에서 파생된 문법소의 형성과정을 알아보려는 것이 그 

목척이었다. 

역사척으로 풍사척 구성이었던 것이 형태척 구성으로 전화한 예를 많이 

불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이다. 보문철율 이꿀고 

쓰이던 보문명사 퉁이 후행하는 통사의 어간과 홍합됨으로써 선어말어미로 

기능이 전이되거나 후행의 종결부분과 제약척으로만 결합함으로 인해서 종 

결어미로 굳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법화 현상에 비추어 본다면 현대국 

어에서도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처렴 되어가는 형태들이 었다. 이 과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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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분석’과 ‘유추’의 기제가 들어가 기존의 문법현상에 맞추어 문법화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상위문과 하위문의 주어가 일치함으로써 통 

사척인 구성이 형태적 구성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Giv6n의 가설과 일치 

하는 것이다. 

먼저， 자립척인 기능에서 의존명사로 전이되는 과청은 ‘물리척 공간’ 지시 

명사가 ‘심리척 공간’으로 은유적으로 쓰이다가 ‘시간’의 의미로 확대되는 

다의화 현상이 먼저 이루어진다. 01 러한 의미의 변화 양상은 전체적으로 객 

관척 상황’에서 ‘주관척 신념， 태도’로 바꾸이어 간다. 

선어말어미로 되는 과정은 1) 상위문의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는 주어로 

인해서 보문 통사를 재분석함으로써 상위문의 동사를 종결어미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2) 유추를 통해 얼반화시키려는 움칙엄이 현대국어 
속에서도 지속되므로 선어말어미가 생겨 나온다. 3) 마지막으로 융합에 의 

해서 형태화가 완성된다. 

이런 문법화의 과청올 통하여 형성된 선어말어미 ‘-2 테-’의 특성으로 

는 첫째， ‘1 인청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둘째， 따라서 보문소 

로는 ‘-2’을 취할 경우만 형태소화할 수 었다. 셋째， 연결어미 충 ‘-(으) 

나’， ‘-(으)므로’ 갈은 문어체적 어미가 올 경우에는 형태소화하지 않는데 

그것은 문법화의 단초는 담화， 화용론적인 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넷 

째， 통사적으로도 제약이 있어 구성체 사이에는 어떤 요소도 개업훨 수 없 

다. 높임법 어미와 시제법 어미는 이 통합체의 선행에만 결합훨 수 있다는 

점 퉁은 양태의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는 중거가 된다. 

의미적으로는 원래의 어휘 의미가 사라지고 새로운 추상척 의미로 확대 

됨으로써 의미의 탈색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선어말어미의 의미 변화의 륙 

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관화 경향’이다. 즉 현대국어로 올수록 화자 

가 명제내용에 대한 주관척인 판단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양태척 의미’가 

발달흰다. 자립명사 ‘터동’에서 선어말어미 ‘-2 테-’로 전화된 것은 명사 

파생의 문법화 현상의 대표척인 형태로서 다양한 양상들율 셜명해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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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Processes of 
Grammaticization in Korean Noun 

Joo-Hoh Ahn 

This paper intends to describe the processes of grammaticization of the 

Korean noun. 1 define grammaticization as the process whereby lexical 

items come in certain linguistic contexts to serve grammatical functions, 
and, once grammaticalized, continue to develop new grammatical functions. 

By studying grammaticization, there is a ‘cline of grammaticality’ of the 

following type, “content item> grammatical word> clitic> inflectional 

affix". It has as its leftmost component a lexical, or content, item and 

moves through stages of being syntactic (grammatical word, clitic) and fi

nally morphological (inflectional affix). Firstly, in the case of the Korean 

noun, an independent noun spreads a dependent noun by semantic bleach

ing. Secondly, the dependent noun integrates with NP complement con

struction which includes a complementizer( -ni n/-i n/-i 1), dependent noun, 

and case marker or verb stem by reanalysis and analogy. Lastly, the inte

grated unit of syntactic structure components become a morphological 

grammatical element due to fusion and change of semantic function. 

Typically 1 dealt with the process where the independent noun ‘ta’ be

comes of the grammatical elements, preceding sentence ending. In this proc

ess the dependent noun ‘ta’ (circumstance) in modern Korean div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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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independent noun ‘td(h) ’ (a site) in middle Korean. Further the 

dependent noun ‘td’ fused into complementizer( -i-l) and verb stem ‘1-’. So 

this integrated NP complement construction ‘-i-ltæ-’ functions as a modali

ty marker (speaker’s intention) in present. 

In conclusion, this paper shows the tendency of grammaticization ‘from 

syntactic construction to morphological co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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