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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1 would like to explore the correlations between segment 
and accent type in Middle Korean. Based on the correlations, the 
underlying form of verbs which has imperfect paradigm can be set up. In 
Middle Korean one syllble verbs fall into 6 classes by accentual pattern. 
Class L, H, R show only one allomorph whose pitch is low, high, and 
low-high. Class L! show accentual pattern LLX(‘L’ means low pitch, ‘X’ 1S 

variables) when it is followed by binding vowel A/w. Class R! verbs 
alternate R(‘R’ means low-high pitch) before consonant and L before vowel. 
Class H! alternate L and H(‘H’ means high pitch) according to the following 
endings. The correlations between segment and accent are as fo11ows. If the 
initial consonant of the verbs were aspirated, glotalized, or consonant 
cluster, the verb would belong to Class H. When the stem final consonant 
is voiceless, the verb belong to Class L or Class R, but the stem final 
consonant is h, ß(빙 ), z( ð.), t/r, the verb belong to Class R! or L!. Other 
irregular verbs which has segmental structure ‘X m, z, r + MW-’ are a11 
atonic. They are usually two syllable verbs. From these correlations, we 
can infer underyling form of some verbs which have imperfect paradigm. 
For example ‘muz-’{piles up} can be set up from the inflectiong form ‘muz띠 
mja LHH'. If underlying form were ‘muzW-’, the accentual pattern would be 
‘LLH’. This method can be applied to so called t-irregular verbs. Underyling 
form of {marry} would be ‘at/ar-’ not ‘ar-’ because it has inflecting form ‘ar 
wni LLH’. 

Key words: accent type, accentual Class L, H, R, U, H!, R!, se맹lent떠 condition 

1. 서 론 

본고의 목적은 (1) 후기중세국어에서 성조와 분절음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 
(2) 이를 통해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진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추정하는 방법론 
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후기중세국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는 문헌자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문 

헌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필연적으로 자료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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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새로운 문헌이 발견되기 전까지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더 이상 추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기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방법론을 정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후기중세국어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2장에서 분절음과 성조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 본다.2장 

의 논의를 통해 분절음과 성조 사이에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 방법론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4장은 결론 부분이다.2，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앞으로 본고에서 제시될 자료의 표기 방법을 미리 제시하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를 반영하는 한글문헌 자료들에는 방점이 표기되어 있고 

이들은 당시의 음의 고저를 표기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점이 없을 때는 평성， 

하나일 때는 거성， 둘일 때는 상성이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평성은 L, 거성은 H, 

상성은 R로 표기한다. 또 해당 음절의 성조 표기가 논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변항 X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당시의 한글문헌이 채택한 표기법은 연 

철이지만 독해의 편의를 위해서 분철을 한 경우도 었다. 분철을 할 때는 현대국어 

의 표기법에 준하였다. 

2. 분철음과 성조의 관계 

후기증세국어의 성조가 분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鄭然짧 

(1963)에서 밝혀진 바 있다. Lee(1978)에서는 성조의 기원과 관련하여 양 자의 관 

계가 검토되었고 Rarnsey(1991)에서는 성조와 분절음의 관계가 언어학적으로 좀 

더 체계화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하여 유필재(2001， p. 138)에서는 후기중세국어에서 

1음절 용언 어간을 성조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6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보 

았다. 각 부류에 속하는 어간의 활용형을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I ’로 표시)， 모음 

어미 ‘-아/어X’와의1) 결합형(‘H ’로 표시)， 매개모음어미와의 결합형(‘m’으로 표시〕 

하여 제시한다. 필자는 느낌표(!)가 있는 부류를 불규칙적인 것으로， 느낌표가 없는 

것을 규칙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기술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불규칙 

용언과 규칙용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L형과 L!형， H형과 

H!형， 그리고 R형과 R!형은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 

다고 생각해서 취한 조치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독해의 편의상 분철해서 표기한 

다. 

1) ‘X’는 變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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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형 

H m 

L 
먹고 먹어서 먹으니 

LH LHH LHH 

L! 
듣고(聞) 들어서 들으니 

LH LHH LLH 

H 
크고 커서 크니 

HH HH HH 

H! 
가고 가서 가니 

LH HH LH 

R 
얻고 얻어서 얻으니 

RH RLH(RHH) RLH(RHH) 

R! 
걷고(步〕 걸어서 결으니 

RH LHH LHH 

L형과 L!형은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성조상 차이를 보인다. 

(1) 먹으니 LHH 
들으니 L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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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형과 R!형은 金完鎭(1977) 이래로 ‘고정적 상성’과 ‘유통적 상성’으로 알려져 있다. 

둘은 모음어미와 매개모읍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성조상 차이를 보인다. 즉 R 
형(이른바 ‘고정적 상성’)은 모든 활용형에서 하나의 이형태 ‘R’만을 가지지만 R!형 

(이른바 ‘유동적 상성’)은 자음 앞에서는 ‘R’, 모음 앞에서는 ‘L’로 교체된다，2) H형 

도 하나의 이형태 ‘H’만을 가진다. H!형은 뒤에 오는 어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간 

성조가 L과 H로 교체되는 유형이대金完鎭， 1977, pp. 57-61). 어간 성조는 L로도 
H로도 잡을 수 있지만 H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H!형으로 분류하였다. 

Ramsey(1991, p. 222)에서는 본고와 달리 후기중세국어 1음절 용언을 음운론적 
으로 8 개의 부류로 나누었다{Class 1 ~Class 8). 본고보다 2가지 부류를 더 두고 
있다. 이 중 ‘Class 8’은 이른바 ‘특수어간 교체〔李基文， 1962)’로 일컬어지는， 불규 
칙용언에 속하는 부류이다. 또 본고의 ‘H!’형올 Ramsey(1991, p. 222)에서는 두 개 
의 부류 ‘Class 3’과 ‘Class 4’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 둘은 필자 자신도 언급한 것 
처럼(Ramsey， 1991, p. 233) 후기중세국어 당시 공시론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 

2) ‘얻어서， 얻으니’에 해당하는 성조형으로 ‘RLH’ 외에 괄호 안에 ‘RHH’를 제시하였다. ‘RHH’는 이른 
바 ‘율동의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의 성조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 당시에는 거성 
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성이 셋 이상 연결될 경우 어절말에서 두 번째 거성을 
평성으로 바꾸는 규칙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서는 金完鎭(1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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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1991, p. 222)에서는 ‘Class 3’에 속하는 ‘보-(見)’와 ‘Class 4’에 속하는 ‘셔 

(효)’가 ‘보거나 HI퍼， 셔거나 LLH’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셔거나’가 ‘LLH’로 나타나는 예는 〈釋請詳節 19 : Sb>의 예가 유일하다.3) 

(2) 쥬의 防의 가 안쩌 나 션건난 LLH 

IS세기에 간행된 문헌자료에서 ‘셔거나’의 성조형은 ‘HLH’로 나타나는 것이 일 

반적이며 4) 이는 ‘보거나’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다. 

(3) 像올 복:건난 HLH 이 經을 튿거나 〈月 印釋짧 21 : 184a> 

물론 이러한 이유 때문에 Ramsey(1991)의 분류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 

다. Ramsey(l991, p. 234)에 의하면 ‘Class 3’과 ‘Class 4’는 현대 함경남도 방언 

〔북청방언〕에서는 악샌트 상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한다고 한다. 결국 필자의 분류는 

후기중세국어의 공시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Ramsey(l991)과 

차이가 있다. 

각 성조형에 속하는 용언 어간들은 분절음과 관련하여 일정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鄭然짧(1963)과 Ramsey(1991)에서 상세히 밝혀진 바 있지만 

아래에서 필자가 설정한 성조형과 관련시켜 조금 더 상론하기로 한다. 

2.1. 1음절 자음어간 

성조와 분절음의 상관 관계는 1음절 자음어간일 경우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다. 다음은 후기중세국어 l음절 용언 어간의 어간말 자음과 성조형과의 상관 관계 

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탤子音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 중 어간 말음이 ‘g ’인 경우 

는 제외하였다. 다른 자음들과 달리 어간 말음 ‘E ’은 성조형과의 확실한 상관 관 

계를 보여주지 않는다.5) 

3) Ramsey(199I, p. 234) 역시 이 성조 표기에 대해 의문올 표하고 있디 

4) 모두 6 개의 용혜가 있다 참고로 제시한다 

이 사걷 미 돋니거나 죄검난 HLH 캉야셔 〈뿜섬~J~F따1 21 : S2b>(I447) 
판%子 한jι )1. 01 앉거나 검건난 HLH <꺼~Il뿜햄 17 : 43b>(I459) 
fl'l J;Jj애 가 앉거나 션죄난 HLH <FJr:IJ햄셈 17 : 50b> 
이 사ξ 미 行키나 요죄난 HLH <法:!I~쩍핑ftJ~ 7 : 168a>(1463) 
표%子 휩女人이 앉거나 션건낭 HLH <냥파쩍l修W! 5 : 207b> 
fl'lJ:}j애 가 앉거나 션건놔 HLH <양파찜핑隔 6: lla> 

5) Martin(1996, p. 12)에 의하면 l음절 용언 어간으로 말음이 ‘a ’인 것들은 대부분 R!형에 속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어간들은 대부분 어간 모음이 ‘ 、 ’ 또는 ‘-’라고 한다 필자의 예를 덧붙여서 아래에 H, 
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제시한다 

H 설.( jjX)， 들 (λ)， 동-(感， 'Ij ) 
L : 올 (삽)， 늘 (’현)， 놀 -(채)， 들-(上)， 블.(젠)， 불 (챔)， 블(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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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1 )() 

x 11 10 

7 10 

4 

E 11 5 

표 2. 1음절 자음어간의 성조형 

I (쁜폼얻) 

[r= : ~ g 〔적 ) 

〔흥-) 

2 
(형 -) I (콜，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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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해당 어간의 수를 의미한다. 아래에서 제시할 모음어간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지만 15세기에 간행된 자료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비교적 완전한 경우만을 

세었으므로 Ramsey(l991, p. 224)의 것보다 적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잠정적인 
것이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간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본고에서 제 

시하려는 분절음과 성조 사이의 상관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우선 성조형과 관련하여 무성자음 어샌‘동 ’ 제외)과 유성자음 어간 사이에 뚜렷 

한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간 말음이 ‘1:l,1:. λ , 7-. , 7 , 고， E., ~ ’ 등의 무 

성자음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L형이고 드물게 R형을 발견할 수 있다. R형의 예 

로는 현재까지 ‘얻 적-’ 둘만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 H형에 속하는 예들도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예들은 분절음과 관련하여 다른 조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논의한다. 

어간 말음이 ‘동 , 빙 ,/:' 1:. !6)’인 경우에는 R!형과 L!형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6)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럽 불규칙용언을 구분하기 위해 느낌표(!)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C l '은 
‘C 불규칙용언’으로 이해하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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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게 R형이 있다. 현재까지 ‘놓-， 콜-， 쉽-’ 셋만이 그 예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어 

간 말음이 비음인 경우에는 대부분 R!형이다. 

어간 말음과 관계 없이 H형에 속하는 예들은 어간의 頭音이 격음， 경음， 자음군 

인 경향이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모음어간의 예들도 미리 가져다가 보기로 하 

자. 

(4) a. 꽃-(끓)， 청-(寒)， 츰-(忍)， 흔{滿)， 흔{寒)， 딛-(乘l 흥-(抽)， 츠-(舞)， 크-(大)， 
프-(發) 

b. 쭈-(夢)， 장-(藥)， 쓰-(書} 
C. 쁨~쁨-(橋)， 쫓{觸)， 빼{換)， 당H採)， w--(觸)， 브드-(浮)， 쁘-(用)， 쁘-(苦) 

여기에서 성조형과 어간의 두음과 관련하여 ‘경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둘 사이 

에 엄격한 대웅에서 벗어나는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λ ’는 평음이면서 

도 이 부류에 속한다. 

(5) 슛-(試)， 숨-(隱) 

또 어간 말음이 ‘n ’인 경우에는 두음과 관련된 경향에서 벗어나는 예들이 존재한 

다. 

(6) 검-(눈을-)， 듬-(沈)， 즙-(沈) 

이상의 사실을 정리하면 1음절 용언 어간에 대해 분절음과 성조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향 1] (1음절 용언 어간인 경우) 

a. 어간의 두음이 격음， 경음， 자음군이변 H형에 속한다. 
b. 어간 말음이 무성자음이변 일반적으로 L형에 속한다.R형도 더러 있다. 
C. 어간 말음이 ‘동 , 갱 ，l>，t:-!’이변 R!형이거나 L!형에 속한다. 

2.2. 1음절 모음어간 

이제 1음절 모읍어간의 경우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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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음절 모음어간의 성조형 

자음어간의 경우 H!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모음어간이 H!형 

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간 말모음이 ‘ 、 ， -’인 경우에는 ‘ 창 -’를 제외하면 모 

두 H형에 속한다. 그런데 어간 말모음이 ‘ 、 , -’일 때는 어간의 두음 역시 늘 격 

음， 경음， 자음군이다. 그러므로 어간 말모음이 ‘ 、 ， -’일 때 성조와 분절음의 관계 

는 위에서 언급한 I경향 lc] 로 설명할 수 있다. 

2.3. 다음절 불규칙용언 어간 

다음절 용언 어간과 성조의 관련성은 李基文(1962， p. 130)에서 지적된 바 있다. 
李基文(1962)에서 언급된 것은 모두 2음절 어간인데 이들은 어간 말음절이 ‘ p ó 

c- + 、/-’의 구조를 가지고7) 성조는 LL이며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교체의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인 교체의 양상을 각각의 유형의 예와 활용형을 제시하여 

다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CD x p 、/-

(7) 시므고(댄) LLH, 시므며 LLH, 심거 LH, 심고미 LHH 

자음 앞에서는 ‘시므 LL’, 모음 앞에서는 ‘심 7 L’과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이상의 

분절읍 조건을 가진 어간은 6 개이고 예외는 없다. 

7) 이 때의 모음 “’와 ’는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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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민/남7 -(過)， 너므/넘7 -(過)， 돈 틴/등 7 -(沈)， 온민/즙7 -(銷)， 온틴/즙7 -

(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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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 X ;:, 

(9) 얻 4디〔짧) LLH, 뀔 용니 LLH, 몽아 LH, 몽온 LH 

자음 앞에서는 ‘멍 ~ LL’, 모음 앞에서는 ‘영。 L’과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이상의 

분절음 조건을 가진 어간은 4 개이고 예외는 없다. 

그으/긍。-(奉)， 비으/빙。-(행)， 수으/숭。-(빨) 

다만 {奉}에 해당하는 동사로 ‘그으/긍。-’외에 ‘진으-’가 나타나는데 이 ‘진으-’는 

일반적인 ‘-’ 어간과 같은 교체의 양상을 보인다. 

삐
 

, , , , , 
、

진으고 LLH <南明集請解 하 : 8a> 
진어다가 LHLH <柱詩請解 8: 66b>, 전엿도다 LHLH <柱詩鏡解 14: 37b> 
진슬 씨라 LL HH <法華經護解 7: 91a> 

m ( 

즉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장어X’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진 

으-’를 예외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의 예가 모두 〈柱詩護解》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불규칙적인 형태음운론적 교체는 활용뿐 아니라 곡 

용에서도 나타난다. 

아~ LL, 앙이 LH 

그런데 체언의 경우에는 15세기에 간행된 자료 중 〈삼詩讀解)>，<{圓覺經講解〉 

에 이미 규칙적인 교체로의 변화형들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李基文， 1962， 

p. 123, 126) 이 때의 ‘진흐-’는 ‘그으/긍。-’가 변화된 후대 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2) 

、 /-CA) @X è-

(13) 다닫디(異) LLH, 다달며 LLH, 달아 LH, 달오미 LHH 

자음 앞에서는 ‘다딛 LL’, 모음 앞에서는 ‘달。 L’과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이상의 

분절음 조건을 가진 어간은 모두 29개이며 예외는 없다. 어간의 숫자는 이후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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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다소 늘어날 것이다. 

(14) 거르/걸。-(隔)， 거르/걸。-(演)， 고딛/골。-(均)， 그르/글。-(解)， 
그르/글ö -(誤)， 기르/길。-(養)， 너르/널。-(廣)， 니 딛/닐ö -(起)，

니 클/닐。-(謂)， 뎌르/멸。-(短)， 도딛/돌。-(며)， 두르/둘。-(圍)， 

디 딛/딜。-(첼)， 디 딛/딜。-(刺) > (뼈 끌/빨。-)， 디 닫/딜。-(찾)， 

므르/블。-(爛)， 민 곧/블。-(載)， 바딛/발。-(直)， 부르/불。-(潤)， 

부르/불。-(演)， 브르/블。-(館)， 사딛/살。-(生)， 오딛/올。-(上)， 

우르/울。-(멤)， 이르/일。-(成)， 이르/일。-(早)， 즈르/즐。-(젠)， 

온딛/즐。-(統) 

@X 2- 、 /_(B)

(15) 므르디(退) LLH, 므르며 LLH, 블러 LH, 블로미 L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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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앞에서는 ‘므르 LL’, 모음 앞에서는 ‘블2- L’와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이상의 

분절음 조건을 가진 어간은 (15)의 예를 포함해서 모두 8개이다. 

(16) 므르/블2- -(退)， 틴 딛 /블 2- -(乾)， 브르/블2--(呼)， 닝 딛 /불 2- -(逢)，

날 딛/블2- -(負)， 캔딛/썰2- -(速)， 흐르/흘2- -(流)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모음 앞에서의 이형태도 앞의 세 부류와 다르지만 예 

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특정적이다. 앞서의 세 부류들은 전혀 예외를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예외들은 대체로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다. 예외들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외 b 분절음 조건이 다른 것 

(17) 구르/굴2- -(願)， 누르/눌2- -(壓)， 모딛/볼2- -(不知)

이들은 분절음 차원의 교체 양상은 동일하지만 성조의 교체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서 예외가 된다. 자음 앞에서는 LH, 모음 앞에서는 R과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모 

딛/몰2--’를 예로 든다08) 

8) 추基文(1972， p. 159)에서는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의 예로 바로 이 ‘모딛/몰ç.-’을 들었다. 그러나 
‘모딛/몰ç.-’은 쭈홉文(1962， p. 130 주15)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예외적인 존재이므로 이 부류의 대 
표적인 예로는 적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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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모딛고 LHH, 모롤씩 LHH, 몰라 RH, 몰롤 RH 

〈예외 1>에 속하는 예는 어간을 이루는 분절음의 조건이 다르다. ‘@ X è- 、/

(B)’에 속하는 불규칙용언들은 어간 모음이 모두 ‘ 、 ’ 혹은 ‘-’인데 ‘구르/굴è- -(願)，

누르/눌è- -(壓)， 모딛/몰è- -(不知)’는 그렇지 않다는 공통점 이 있다09) 

예외적인 어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예외 2> 현대국어 ‘러 불규칙’과 관련된 것 

(19) 누르~누를-(黃)， 노딛-(黃)， 푸르~푸를-(춤L 흥 딛-(좀)， 니르~니를-(至) 

이들은 어간의 성조가 LH이고 교체의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누르~ 

누를-(黃)’을 예로 들어 본다. 

(20) 누르고 LHH, 누르며 LHH, 누르러 LHH, 누르루미 LHLH 

〈예외 2>에 속하는 어간 중 ‘누르~누를-， 푸트~푸를-， 니르~니를-’은 현대국어의 

이른바 ‘러 불규칙용언’(누르다， 푸르다， 이르다)에 대웅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노곧-， 

흥딛-’는 각각 ‘누르~누를; 푸르~푸를-’의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형이다.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외가 있다. 현재로서는 단 하나의 예만이 발견되 

었다. 성조형이 다르다. 

〈예외 3> 기타 

(21) 설우르- RHL 

혹자는 ‘설우르-’에 대해 어간이 2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성조형이 다른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상의 불규칙용언들의 대부분이 2음절 용언인 

것은 사실이지만 3음절인 예도 발견된다.2음절이 아닌 불규칙용언에는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22) a. 게으르/게을。- LLLlLL 
게으르디 LLLH <月 印釋諸 13 : 22a> 
게 을어 LLH <月 印釋諸 21: 4a> 
게으르며 LLLH 〈月 印釋諸 13 : 24b> 

9) 이러한 사실은 Martin(1996, p. 29)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구르/굴è.- .(I뼈〕’의 예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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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딛/과종。- LLLlLL 
과? 딛 디 LLLH <法華經護解 5: 8a> 

과? 른 LLL <救急簡易方護解 2.15b> 

과흥이 LLH <法華經證解 7: 52b> 

이상의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절 용언 어간에 대해 분절음과 성조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향 2> (다음절 용언 어간인 경우) 

어간 말음절이 ‘U , l; 긍 + 、 /-’인 어간은 자음 앞에서는 모음어간의 이형 

태를， 모음 앞에서는 자음어간의 이형태를 가지며 각 이형태를 구성하는 음절의 

성조는 모두 평성이다. 

어간 말음절의 분절음 조건을 보면 모음은 ‘ 、 ，-’이고 자음은 모두 유성자음임을 

알 수 있다. 비음 중에는 ‘n ’만 있는데 체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원적으로는 

또다른 비음 ‘L ’의 경우에도 이런 어간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디{志部昭平， 

1990, p. 38f). 
실제로 어간 말음절이 ‘1r, 느’이면서 이상의 불규칙용언에 속하는 어간으로 李

賢熙(1987， p. 246)에서 ‘더느-(題)’가 제시 된 바 있다. 

(23) 더느기률 LLHH <小學證解 5: 34a> 

표기상의 잘못이 아니라면 ‘므느-(鍵〕’도 이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24) 므너 LH 
므늘 뿌니언명 LL HLLH 
므노물 LHH 

〈佛頂心經 1Oa> 
〈騙譯小學 9: 50a> 

〈輝宗永嘉集證解 下 : 108b> 

‘더느-， 므느-’ 이외에 말음절이 ‘1r, 느’인 어간으로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들 

이 더 많이 발견되면 I경향 2> 의 조건에 ‘L ’을 추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3. 불완전한 패러다임과 기저형 설정 

이제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어간 말음과 성조형의 상관 관계가 용언 어간 

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2장의 논의를 

통해 분절음과 성조 사이에 다음과 같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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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경향 1] (1음절 용언 어간인 경우〕 

a. 어간의 두음이 격음， 경읍， 자음군이면 H형에 속한다. 
b. 어간 말음이 무성자음이면 일반적으로 L형에 속한다.R형도 더러 있다. 
c. 어간 말음이 ‘?i, 용 , J::" 드!’이면 R!형이거나 L!형에 속한다. 

I경향 2] (다음절 용언 어간인 경우) 
어간 말음절이 ‘P , Â , 금 十 、 /-’인 어간은 자음 앞에서는 모음어간의 이형 

태를， 모음 앞에서는 자음어간의 이형태를 가지며 각 이형태를 구성하는 음절의 

성조는 모두 평성이다. 

본 장에서는 이같은 상관 관계에 근거하여 패러다임이 불완전한 용언 어간의 기 

저형을 추정할 수 었는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1. 분절음 조건에 의한 어간 성조 추정 

1음절 용언 어간일 때 말음이 무성자음(‘E ’ 제외)인 경우는 L형 또는 R형이고 

〔표 1 참조〕 이 때는 성조상 교체를 보이지 않으므로 특별히 언급할 예가 없다. ‘략 
(小)’의 경우처럼 활용형이 한 종류밖에 없어도 이 어간의 기저형을 L형으로 추정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25) 하Z LH <救急方諸解 下 : 77b> 

그러나 어간 말음이 ‘동 , 병 , t:;., 드!’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우 어간의 성조형은 R!형이거나 L!형에 속한다.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 

용형에서는 양 자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자읍어미 앞에서 R!형에 속하는 어 

간은 상성으로，L!형에 속하는 어간은 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음어 

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는 성조의 교체 양상이 같기 때문에 불완전한 패러다임으 

로는 성조형을 확정하기 어렵다. 표 4를 보면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만약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성조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어간의 성조의 기저형은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표 4. L!형과 R!형의 비교 

I n m 

L! 
듣고(間) 들어서 들으니 

LH LHH LLH 

R! 
걷고(步) 걸어서 걸으니 

RH LHH LHH 



후기중세국어 용언 어간의 성조와 기저형 설정 103 

‘깅-(않)’을 예로 들어 보자. 이 어간은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26) a 기어 다{ <月 印釋諸 10 : 19<1> 

b. 기으니 다lli<釋諸詳節 11 : 37b>, 기슬 씨라 lli HH <標嚴經證解 2: 깅<1> 

즉 현재까지 확인된 활용형으로 어간의 이형태는 ‘깃 L’ 하나뿐이다. 이 때문에 대 

부분의 사전에 이 어간의 성조는 평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매개모음어미가 결 

합된 활용형의 성조가 ‘LHX’이므로(예문 26b) 이 어간의 성조는 평성이 아니라 유 

동적 상성인 R!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潤)’은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이다. 

(27) ~고 LH <月 印千江之曲 其60>

?햇더니라 LHHLH <月 印釋諸 1: 39b> 

분절음 상으로 어간의 이형태는 ‘홀’과 ‘g ’ 둘이지만 성조상으로 어간 성조는 평성 

만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때도 어간말 자음이 ‘쟁 ’이면서 L형에 속하는 1음절 어 

간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표 1 참조) ‘중-’의 기저성조는 L!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의 성조가 ‘LLX’라면 해당 어간의 성조는 평성 어 

간 L형이 아니라 L!형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 'l-(斷)， 몽-(破)’이 추가된다. 이들 

역시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발견되지 않지만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 

형에서 어간의 성조가 평성이므로 ‘홀-’과 마찬가지로 L!형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28) "7아 오라 LH LH <月 印釋諸 10: 13b> 

Z애 LH <社詩讀解 10: 33> 

(29) 뭇듯 향삿다 향니 LH HLH LH <金剛經三家解 2: 1b> 

10)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악센트는 후기중세국어의 성조와 규칙적으로 대응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후기중 
세국어의 평성은 육진방언에서 低調로， 거성과 상성은 高調로 대용된대(郭忠求， 1994, p. 456). 후기중 
세국어의 ‘홍-’은 현대 육진방언〔회령 지역)에서 ‘갑-’인데 ‘갑-’이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의 악센트 
형은 ‘저조-저조’이다. 

물이 효노겐 LLH 흐른다{물이 고여 었던 것이 흐른다) 

육진방언의 ‘갑운 LL’에서 후기중세국어의 ‘*-:z 혼 LL’을 재구할 수 있는데 이 사실도 ‘홍-’의 어간 성 
조를 U형으로 추정하는 데에 한 근거가 된다. 
육진방언 자료는 서강대학교 곽충구 선생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것이다.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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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몽-’의 경우는 복합어 ‘헐뭉-’가 존재하여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 

다. 

(3이 a. 헐뭇디 RLH 
h 헐므어 RLH 
C. 헐므으니 RLLH 

〈釋諸詳節 19: 7a> 
〈柱詩證解 23 : 15a> 
〈柱詩請解 22: 35b> 

‘헐뭉-’은 ‘헐- R!(離)’과 ‘뭉-’에 의한 복합어이다. ‘뭉-’의 어간 성조가 평성이라면 

‘헐므으니’는 (30c)처럼 ‘RLLH’가 아니라 ‘RLHH’처럼 나타나야 할 것이다. 후기중 

세국어에서는 복합어라 하더라도 구성성분의 성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31) 아바님 LHR • 

죽살- LR! ‘-

아비 LH +님 R 

죽- L +살- R! 

3.2. 성조형에 의한 어간 말음 추정 - 불규칙용언 

3.2.1. 특수 어 간 교체 
이제 반대로 성조를 보고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진 어간의 기저형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로 넘어가기로 하자.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불규칙용 

언의 경우이다. 

2.3장에서 어간이 ‘x [P , 6 , 금 + 、 /-1- ’과 같은 구조를 가질 경우 불규칙적 

인 형태음운론적 교체의 양상을 보이고 성조 역시 일률적으로 LLlL로 나타남을 

보였다. 어간말 자음이 ‘E ’인 경우에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음운론적 

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 사실은 {聲， 籃， 뼈}를 의미하는 동사의 기저형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I聲， 聲， 뻐}에 해당되는 봉사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을 가진다. 

(32) 무어 LH <職譯朴通事 上 : 31a> 
무으며 LHH <離譯朴通事 上 : 47b>, 무은 LH <離譯老ε大 上 : 36>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어간의 기저형은 ‘뭉-’일 수 

도 있고 ‘무으-’일 수도 있다. 李基文(1982=2001， p. 64), Martin(1996, p. 26), 劉
昌淳(1964)에서는 전자를， 김성규(1995， p. 382), 南廣祐 編(1971)， 한글학회(1994)에 

서는 후자를 취했다. 

그런데 2.3장에서 성조와 분절음 사이에 다음과 같은 상관 관계를 설정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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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2](다음절 용언 어간인 경우) 

어간 말음절이 ‘P .6 2-+ 、 /-’인 어간은 자음 앞에서는 모음어간의 이형 

태를， 모음 앞에서는 자음어간의 이형태를 가지며 각 이형태를 구성하는 음절의 

성조는 모두 평성이다. 

{壘， 聲， 뼈}에 해당되는 어간은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무으X LLX’가 

아닌 점으로 보아 기저형을 ‘뭉-’으로 잡는 것이 옳다. 기저형이 ‘무으-’라면 이 동 

사는 불규칙용언에 속할 것이고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성조는 ‘LLX’ 

처럼 평성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어간은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의 성조가 ‘LHH(무으며)’이므로 유통적 상성인 R!형에 속한다. 

현대국어에도 λ 불규칙용언인 ‘뭇:-!’이 존재하는데 이 동사가 ‘뭉- R!’의 후대형이 

다. 

‘벼딛-(擬)’처럼 어간 말음절이 ‘달/르’일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33) 벼 딛 디 LLH <金剛經三家解 4: 31b> 

벼 딛 면 LLH <金剛經三家解 4: 31b> 

이 동사는 어간의 말음절이 ‘딛’이고 어간의 성조 역시 LL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 

급한 불규칙용언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발 

견되지 않기 때문에 ‘다딛/달。-’와 같은 유형인지 혹은 ‘므르/블2--’와 같은 유형 

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므르/블묘-’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다시 한 번 

제시해 본다. 

(16') 므르/블금-(退)， 틴 딛/딜2- -(乾)， 브르/블2- -(呼)， 텅 딛/불2- -(쫓)， 

딩 딛/블2- -(負)， 쟁딛/쩔2- -(速)， 흐르/흘2- -(流〕

그런데 앞에서 이들은 어간 모음이 모두 ‘ 、 ’ 혹은 ‘-’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을 지적한 바 있다. ‘벼 닫-’는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과 분절음 조건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벼닫-’는 ‘므르/블금-’보다는 ‘다딛/달ö -’과 같은 부류에 속할 것으로 생 

각된다. 결국 모음 앞에서는 ‘*별。 ’과11) 같은 이형태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配}에 해당되는 어간도 불규칙용언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간 모음에 ‘ f ’ 

가 있으므로 같은 이유로 이 어간도 모음 앞에서는 ‘*얼 0 ’와 같은 이형태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어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조금 더 논의할 것이다. 

11) ，*，는 해당 어형이 재구형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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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어르기 룰 LLHH <月 印釋諸 1: 44b> 

{橫}을 의미하는 어간은 ‘벼 딛/*별。-’보다 더 빈약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35) 7 흔 LL <救急簡易方 1: 31a> 

다행히도 복합어 ‘?글디딛/7 딛딜。- LLL1/LLL’이 있어서 자음 앞에서 ‘?글 

LL’와 같은 이형태를 재구해 낼 수 있다. 

(36) *7 닫X LLX 
?른 LL 

이 동사 역시 어간의 분절음 조건이나 성조상으로 불규칙용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은 문제는 모음 앞에서의 이형태를 ‘*종。 ’로 재구할 것이냐 혹은 ‘* 

홍E ’로 재구할 것이냐이다. 

그런데 ‘므르/블è- -'에 속하는 어간들은 어간 모음이 ‘、/-’라는 공통점 외에도 

어간의 頭音이 모두 양순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흐르/흘è--’와 같은 예외 

가 없지 않다. 후에 ‘다딛/달。-’에 속하는 어간들이 ‘므르/블è--’류에 편입되는 사 

실을 보면 이 두 부류는 기원적으로 같은 부류에 속하다가 ‘므르/블è--’류가 먼저 

변화를 겪었다고 추측된다. 특히 두음이 양순음이고 어간 모음이 ‘、/-’인 어간들 

부터 변화를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중시한다면 ‘?닫-’는 ‘므르/블 

è--’류보다는 ‘다딛/달。-’류에 속하는 것으로 재구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3.2.2. "c-불규칙용언 

이미 管野젊면(1995)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바 있지만 {配}를 의미하는 어간의 기 

저형도 이런 방법을 적용해 추정할 수 있다. 후기중세국어에서 {配}를 의미하는 어 

간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 

(37) 어르기흘 LLHH <月 印釋諸 1: 44b> 

(38) 어 러 LH <釋讀詳節 23: 35a> 
어른대 LHH <月印釋諸 7: 16b>, 어르니 LHH<三鋼行實圖 忠 : 6b>, 어를 
춰 LH L <訓쫓字會 上 : 17b>, 어른 LH <救急簡易方 2: 54b> 
어루블 LHL 4土詩證解 25: 45b> 

‘어르-’가 LL로 나타난 예는 현재로서는 (37)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어 
르기를 LLHH’을 표기상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후대형이기는 하나 다 

음과 같은 활용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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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얼러 〈朴通事證解 上 : 31b>(1677) 

‘다닫/달。-’류들은 16세기말부터 ‘므르/블금-’류에 편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39)의 ‘얼러’는 이전 시기의 ‘*얼어’로부터 변화된 어형이다. ‘얼러’를 통해 후기중 

세국어 당시 *‘얼 ö -’과 같은 이형태의 존재를 재구할 수 있고 이는 당시 ‘어르/*얼 

。- LLI*L’과 같은 어간이 존재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38)의 활용형들을 살펴 보자.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누락되어 

있어서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혼동하기 쉬운 어 

간의 활용 패러다임을 먼저 제시하고 (38)의 기저형을 논의하도록 하자. 표 5에는 

모음 ‘..L/，’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IV)이 추가되었다. 

표 5. 혼동하기 쉬운 용언 어간의 패러다임 비교 
t:- I E ‘다딛/달。-’류 E 

L! R! L LLlL R! 

I 
듣다{聞) 걷대步) 걷대卷〕 거르대輝) 걸다(掛) 
LH RH LH LLH RH 

H 
드러 거러 거더 걸어 거러 

LH LH LH LH LH 

m 드르면 거르면 거드면 거르면 걸면‘ 
LLH LHH v LHH LLH @ RH 

W 
亡루뎌 거루뎌 거두다 걸우디 거루뎌 

LHH LHH LHH LHH LHH 

우선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어른대 LHH, 어르니 LHH, 어를 LH, 어른 

LH’을 보면 이 동사의 어간 말음은 ‘E ’일 수 없디{‘ 부분 참조). 또 성조상으로 

보아 이들 활용형들이 모두 ‘LHX’인 것을 보면 이 동사는 ‘어르-’일 수도 없다{(j) 

부분 참조).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E 불규칙용언인 ‘얻-!’ 하나뿐이대? 부분 참 

조). 어간 성조는 유통적 상성인 R!형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37)의 ‘어르/*얼。- LLI*L’과 (38)의 ‘얻-! R!’과의 관계를 잠시 살펴 

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말하면 ‘어르/*얼。- LLI*L’은 ‘얻-! R!’에 접미사 ‘-Q /으-’가 

결합된 것이다. 후기중세국어 당시에는 이미 생산성을 잃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이 

전 시기에는 타동사{일반적으로 [使動]의 의미를 가진다.)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Q /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이 접미사가 결합되면 어간의 유동적 상성은 

평성으로 바뀐다{金完鎭， 1977, p. 71). 

12) 접미사 ‘-"2./으-’에 의한 파생어에 대해서는 김성규(1995)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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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살-(生) R!: 틴 응매 씁오컬 RLH 아니 흉 야 〈標嚴經證解 9: 74b> 
사글/살。 -LLlL 

: 주그닐 도로 산르노난 LLLH <法華經護解 2: 203a> 

제 命을 갚옹물 LHH 가즐비고 〈法華經證解 2: 184a> 

유필재 

‘살-’을 어기로 하여 파생된 ‘사끌/살。-’처럼 ‘어르/*얼。-’도 ‘얻-!’을 어기로 한 파 

생어인 것이다. 

파생 관계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얻-!’에 대해 사동사 ‘얼이- LH’도 존재하는데 ‘살-’ 역시 ‘사딛/살。-’ 외에 

사동사 ‘살이-’가 존재한다)3) 

(41) 얻-! R!, 어트/*얼。- LLI*L, 얼이- LH 
살-! R!, 사딛/살。- LLlL, 살이- LH 

파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음운론적 교체의 양상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얻-!’처럼 E 불규칙용언에 속하는 ‘붐-!(潤)’이 접미사 ‘- '2 /으-’와 사동 

사 파생에서 보여주는 형태음운론적 교체의 양상은 ‘얻-!’과 일치한다)4) 

(42) 붙-! R!, 부르/불。- LLlL, 불이- LH 

4.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후기중세국어에서 분절음과 성조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관 관계가 있다. 

I경향 1> (1읍절 용언 어간인 경우〕 

a. 어간의 두음이 격음， 경음， 자음군이면 H형에 속한다. 
b. 어간 말음이 무성자음이면 일반적으로 L형에 속한다.R형도 더 러 있다. 
C. 어간 말음이 ‘동 , 병 , Ö , ζ!’이변 R!형이거나 L!형에 속한다. 

13) 일반적으로 접미사 ‘-연/으-’에 의한 파생어와 ‘-이-’에 의한 따생어 사이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한 
다 예를 들어 ‘사딛/살。-’은 현대국어의 ‘사로잡다’에도 남아 있는 것처럼 {使牛}의 의미에， ‘살아-’는 
{使住l의 의미에 가깝다. 반면 본고에서 가정한 ‘어르/*얼。’과 ‘얼이-’ 사이에는 뚜렷한 의미차가 발 
견되지 않는데 이 접은 문제가 된다 

14)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명사 ‘얼운 RH’은 문제가 된다. ‘얼운 RH’은 ‘얻-! R!’ 혹은 ‘어르/*얼。 
LL/*L’과 관련된 단어로 생각되는데 첫 음절의 성조가 상성인 사실은 후기중세국어의 공시적인 규 
칙으로 설병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생규((1995， p. 389f)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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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2> {다음절 용언 어간인 경우) 

어간 말음절이 ‘口 f:; 금 + 、 /-’언 어간은 자음 앞에서는 모음어간의 이형 

태를， 모음 앞에서는 자음어간의 이형태를 가지며 각 이형태를 구성하는 음절의 

성조는 모두 평성이다. 

둘째， 위의 상관 관계를 근거로 후기중세국어에서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진 어 

간들도 그 기저형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것-(皮) R!, 흉-(潤) L!, :x-(斷) L!, 뭉-(破) L!, 뭉-(壘) R! 
벼 딛/*별。-(擬) LLI*L, 7 클/*올。-(橫) LLI*L, 얻-!(配) R!, 어르/*얼。-(配〕 
L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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