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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語 系統冊究 序說

金 芳 漢

序 說

韓國民族과 한국語의 起源---이 分野의 專門家이건 아니건 오래전부 

터 우리들의 關心을 끌어왔고 또한 누구나 한번쯤은 探究해보고 싶은 

짧的 충동을 느껴보기도 하는 한 없이 興味블 자아내는 問題이다. 그러 

나 한국讀의 起源아 解決되면， í韓國民族의 出自문제도 당연히 해결되 

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운제가 해결되는 날은 우리 생각으로는 오지 않 

을 것 같다. 너무 시 간이 흘러서 事件自體가 追많하기 어 려운 遠宮에 

빡저 있기 때문이며 아무도 異說을 누를 決定的 學說을 내세우지 못 할 

것이기 때둔이다」략고 말한 學者도 있다 1) 問題의 性格아 이렇듯 模觸

하고 追파학기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들의 興味를 끊임 없이 자아내기도 

한다-y-러나 엄격히 말해서 한국語의 起源 흑은 系統이 解決되었다고 

해서 韓國民族의 起源、 f펴題가 당연히 解決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兩者는 멜접한 관계에 있가 때문에 한국語의 系統이 밝혀지면 韓國民雄

의 形成아나 起源昭究에 적지 않은 명향을 마철 것이요 또한 韓國民族

의 形成과 起源이 밝혀진다면 한국語의 系統빠究도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 한국語의 系範은 本調에서 追짧하려는 對象이지만 韓國民族

의 形成이나 그 起源에 관해서는 어떼한 짧究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從來 漢然하게 韓國民族을 퉁구스族에 속하는 것a로 생각하고， 풍구 

1) 金元龍， 협國民族 (행國文化의 起源， 探究新書 201, 1976. p.lO). 
2) 염격히 람해서 한극語의 「起源」야라는 表現은 言語學的으로 타당하지 않 

다. 한국語의 궁극석인 「起源」은 言語學的으로 解決될 수 없는 問題이다
言語學的으로 追究할 수 있는 것은 「起源」이 아니 략 그 「系統」야 다. 



4 東亞文化 17칩 

ζ느族 중에서 도 滿洲地方의 南方풍구스族의 一派로 보는 것이 一般的常

識처 렴 되 어 있다. 그러 나 考古學者 金元龍 교수는 「韓國民族은 基本的

4로 豪古 • 퉁구스種에 속하면서 頭i붉長짧아 짧은데 서 오는 短頭， 그리 

고 耳孔-頭頂 즉 頭高가 높은 高顧， 쫓덴高가 높은 高預 등 特色을 갖 

추고 있어서 文字 그데로 民族의 {固性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말 

을 바꾸면 j、種的 孤立 또는 풍구스傳統으로부터 의 離R兌이 라 할 수 있 

을 것이다.p략 하며 이를 다시 說明하면서， r이렇게 韓國民族은 시베 

리 아 滿쫓一帶에 사는 소위 北方民族園에 속하고 있으며 , 그것은 뒤에’ 

발하닥시피 우리 先史時代 文化의 성격이1도 찰 反映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地理的우로 이 ~t方文1t짧악 南端이 되여 文化面에서 

그러내 

그ë..É， 
-, -, 

한 한 地域을 形없하고 있는 것은 體質人類學上jiiE도 표현되고 았으 

며， 韓國民族은 동아에서도 특정 았는 체격을 가진 孤立된 ←→群을 形成

하고 있는 것이 다. 즉 가장 현저 한 특강 으로서 한국인의 頭꿇는 人類學

에서 맡하는 소위 短頭〔頭最大福 x 100-;-頭끓大長。ì 80이장)이먼서 그것 

서 

두개폭〔위에서 본)이 넓어서가 아니략 두개 

오는 철과이며 한국인의 頭長 평균치는 세계 

킬 이 (前後長)7~ 작은 더l 

언류 중 가창 작은 것 

이다. J41 라고 한다. 또 金廷歸 교수도 「過去어1 韓國民族을 평然허 
下三 -, 
강→가-

ζ느族이략고 일컬은 學者들이 있었다. 韓國民族이 풍구스族과 기-장 말정 

한 관계자 있었음은 사살이다그러나 歷史的으로 韓國E뭉族과 퉁구 

스族은 오랫동얀 獨立된 生活을 하여 왔으으로， 알다이族에서 토이기 

族 • 쫓古族 • 풍구스旅 등과 ;í行하여 하나악 民族뿔f立블 。1 루는 것유로 

볼 것이 다. J5! 략고 하여 韓國民族은 퉁 구스檢과 가까우나 그것과는 다흔 

하나의 民族單따플 形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金元麗 교수는 

위에서 「人種的 m立흑은퉁구스傳統으로부터의 댐행밟」이라고 했던 것이 

다. 金貞;협 교수 또한 「가장 뿔遍的으루 通用뇌는 풍구스族은 韓國族의 

3) 金元龍，
4) 金元龍，
5) 金廷麗，

上揚휩 p.9. 

上협뿔 p.21. 

짧國民앉.IBJîZ영 (뭘國경〔化史大系 1, 힐;族 • 國家벗， 1964,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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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칩촉이 활발하 區分된 別個의 存在이 며， 相互間에 形成과 同時에 

였다고 하여도 兩者를 同一線上에 올려놓을 만큼 歷史的￡로 分離할 수 

設定해야 民族單位를 있A므로 퉁구스族과 對等의 位置에 韓國民族의 

그러면 이 

러한 韓國民族은 어떻게 形成되었는가? 

「韓國先史文化의 基底에 有文土器(權文土器)와 原始無文土器라는 系統

할 것이다. J61 라고 하여 모두 一致된 見解를 보여주고 있다. 

옳山 東三洞 貝擺을 달리하는 두 文化가 있음은 찰 알려진 사실이다. 

이 나 豆滿江口의 屆浦里 貝據에 서 有文土器層 밑에 서 無文土器片들이 

그것은 적 어 도 典型的 有文士器와는 別系의 士器形成이 다. 發見되었고， 

이 無文土器가 어디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近來 새로운 없究가 發表되 

아좋든 有文士器A이 우리 나라에 들어 왔을 때 , 한 모서 려 고 있는데， 

이 住民들은 有文士

그러 면 우리로서는 有文士器

에서나마 別系의 住民이 살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器A듭보다 앞셔 들어온 것으로 생걱된다 

와 無文土器의 두 系統의 文化가 어떻게 또 그 두 文化을 지난 다르며 

/、種的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關心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7) J 

展開됨에따라서 

않았던 古아시아族과 韓國民族과의 관계가 論議되기 시작하고 

從來잘 近來 韓國考古學이 나 先史핍究가 활발하게 

또는北족으 

不毛의 땅」ζ 

이原 

알려지지 

있다. 金廷麗 교수는 「얄타이族이 本住地로부터 東쪽 ò 로， 

로 移動 據散하기 前에 北方 아시아에는 原住 種族들이 있었다. 

住 種族들은 알타이族의 移動에 

이들을 통들어 

밀려 東海펀과 北極地方의 

古아시 아族(Palaeo-Asiats) , 古시 는
 

또
 

로 피하여 갔다. 

베 라 아族CPalaeo-Siberians) 이 라고 부른다J ..... '1 이 들 古아시 아族은 앞에 

있었던 

그리 하여 그 -→派는 滿洲와 中國 北部에 도 러居하고 있 있을 것 

알타이族에 띨려 東쪽과 

內陸에 알다이族에 말리기 전에는 이-시아 서 말한 바와 같이， 

北쪽에 移

것이다. 

이들이 滿洲族 • 韓國族 등의 이다. 

6)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1974. p. 43. 
7) 金元龍， 上獨뽑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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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했을 때에 그 一部는 韓半島어l 도 달아났을 可能性이 있다. 그러묘료 

韓國民族의 構成을 힘주究할 때는 알타이族 뿐만 아내라， 半島로 F살란 古

아시아換도 考慮할 必몇가 있다. J8l고 말한 바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古아시아族에 관한 것을 좀 더 仔細히 알아둘 必몇가 있마. 여기 관한 

金貞협교수의 說明을 들어 복거 록 하자. r最近 시 배 리 아方面의 著名한 考

古學者 A.P. Okladnikov는 治海地方의 新김器時代 住멍이 韓國의 新石

器時代 ttR과 접촉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地理的 位置로 보아 文1t

的， 種族的인 관련성 이 確實하다고 하였다. 韓國의 有文土器， 例컨데 

쏠山의 東三洞 遺때; 등을 {J1J로 들에 韓國의 新石器時代 遺物61 南部 治

海地方의 新石器遺物과 꼭 같다고 맙히고 땀海地方， 韓國， 日本에는 맡 

정한 접촉 혹은 아마도 서로 관계가 있는 住民이 古代부터 갚았던 것쳐 

럼 보인다고 言及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生民。l 古아시아族을 의미하는 

것은 더 말할 必要는 없다. 黑龍江 住民의 言語와 民族에 관한 ljff究을 

한 P. Schmidt는 古代토이기 • 豪古 • 뭉구스族의 原住地플 알타이山服 

바르 南쪽으로 생 각하고， 紀元開始 初期까지 j료아시 아人은 東部 시 베 리 

아와 黑뚫江 t효地어1 살았닥고 論한 바 있다1 그러 나 Okladnikov는 퉁구 

스族의 웰源地를 바。1 칼湖 西쪽(Cis-Baikal) !ò..로 보는 反面， Levin은 이 

에 異議블 提起하고 바이 칼湖 東쪽(Tran-Baikal)을 퉁구스族의 ;필源따 

로 보았다. Okladnikov의 見解에 의하띤 팬챈한 사베리아나 바이칼tim 

地域의 草原얘 오늘날으l 퉁구스族의 先祖들이 定훌하고 있을 애 , 따뜻 

한 가 후의 黑龍江-쉰海 一帶의 넓 은 地域에 는 初期新石器時代에 다흔 

部族들이 居ff했는데， 그 部族의 後홉가 오늘날의 黑龍江 住民과 인정 

아이누CAinu)族이벼 그들이 바로 古아시아族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불(Amur)江?감海地方의 古아시아族의 分布로 보아 

이들과 文化的 관계 가 있는 新石器時代의 韓國族。1 또한 古아지 아族과 

8) 金廷廳， 上獨書 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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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9) J 다시 말하면 有文土器人의 進出

료사라져 벼린 無文土器人이 大!建에 퍼져 있던 古아시아族이며， 이들 

이 알타이據외 移動과 壓追으로 밀려나 오늘날 시베리아의 東:ft.E룹 해}렁 

CBering)합 地方 등 遠隔한 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설 

로 미루어보아， 無文土器人과 古아시아族의 관계블 韓國先史時代의 住

民과 그들의 文化〈즉 無文士器文化)로 복려고 한다. Schmidt는 퉁구스 

語가 古아시아語를 차차 흡수하연서 퍼져나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러한 過程의 進行 중 퉁구스族은 古아시아族과 상당허 混血하였으며 그 

들의 文化도 많이 받아들었다고 論하였다. 이 러 한 풍구스族과 古아시 아 

族과의 접촉 사실은 地理的 位置로 부아 韓國民族이 또한 古아시아族파 

관계가 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킬려야드LCGilyak)人은 古아시아族의 

한 種族인데 이 걸리야크語의 훨素가 韓國語에서 용몇見되는 것은 注目할 

만한 사실이 다 101 金貞培 교수는 結論的으로 ~Shirokogoro{f의 韓國民應

의 古아시아族說은 認定할 수 없지만 어느 -定時期에 韓民族 構成의 

一흉흥素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으며 地理的， 文化的인 面을 考慮할 때 

可能하겠다.J라고 말하며 이어서 「韓國 新石器時代 文化를 담당한 住民

은 據였族이 아니콰 古아시아族이략고 생각하는 바이다 ...... 그리고 據혔 

人의 出現에 와셔야 韓民族의 形成은 기둡을 잡았으며 考古學的으로 無

文土器의 據大와 一致하는 현상이다.j111 라고 하였다. 金元龍 교수도 역 

시 갚은 見解릎 파력하면서 「古아시아族이 康部시베리아에 퍼겼던 最古

住民이 라고 할 때 우리 나략 新石器住民이 역 시 그들 -→派이 었을 것은 

당연하며 그둬 滿써l가 뭉구스族의 住地가 되고 거기를 동해서 우리 나 

라 좁鋼器住民이 들어온 것을 쟁각하면 그 소위 據폈族이 퉁구스일 것 

은 또한 당연하다. J짜고 하었다. 

9) 金貞培， 上휩書 p.41-2 ‘ 

10) 細鎬， 韓國語 系i'ñ쟁주究의 問題點 -方法論과 非알타이 뚫 몇素-(언 어 학 1. 
1976, pp. 3-24). 

11) 金貞培， 上觸書 p.43. 
12) 金元龍， 上播書 p.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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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맑究의 方法--. 

方法: tl較言語學은 系統을 같이하는 同系統의 諸j言語를 tl較하여 

그을 言譯간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檢討하여 그들의 

밝히고 나아가서 恨源이 란 言語와 여키셔 分化한 

잊뜨ßíJ 변찬 관계를 

下位讀言語의 史的

變化l짧係플 考察하는 史的言語學의 한 分野리 하겠다. 

語學의 땀F究對象은 同系統의 諸言諸임을 前提로 한다. 

그려으로 .\::t較言

따라서 系結。l

밝혀지지 않은 言諸쉰 H:較文法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系統이 아직 

밟혀지지 않은 어땐 言語가 있고 그 言語가 다른 맺몇 言認와 類似性을 

보일때， 그들 諸言語가 同系統임을 f뭘定하고 1:1:較言語學的 方法얘 의해 

서 그 假定을 편明하리고도 한다. 이때 그 類似性이 系統的 關係에 λ1 

由來한 것이 아난이 란혀진다면 그 假定01 無效化되는 것은 當然하다 

한국語는 알다이짧語 맞 H本폼와 顯‘著한 類似뾰을 보여주고 있다. 느L 

려묘로 힌극뚫는 이둡 諸룹語와 系統的인 펌핀·關係가 있으리라는 ↑없定 

을 섣정하고 그것을 E윌明하려고 努力하고 있디. 

.\::1:較言語學외 方셜은 印歐語族의 昭究에서 確立된다. 그두'RJ歐語族 

과 여 러 fl~件이 유사하고 印歐語族의 t냐較方法을 週用하여 쥔멍近網係플 

確立하는데 成功한 것 이 함 셈 (Hamito-Seinitic)語랬이 다. 。l 렇게 해서 

印歐語族 細究 011 서 설징된 1:r較方法의 lE힘r性 01 立證되었으나， 또한 印

그디로 適用하는데는 無理한 쉽 歐語族의 tl較方法을 향 셈語族 %다究에 

이 있다는 것도 發兒되 었다. 이에 의해셔 여러 條件이 크게 뎌른 語族을 

m成학픽 라고 생 각되 는， 혀려 言語의 1:\.:較方法에 flJ歐즙픔族의 H::較方法

을 하나에서 열까치 그다}로 適멈하는 것은 갈못일 수드 있프 또 거 71 

맞는 새로운 方농의 수덤이 必멀향 갱우도 있을 것이다， 이렁게 印歐語

族以外의 言語의 tki짧租究"11 셔 랫 벚 새 로운 見解가 휩ì;分的으로 論議원 

바는 있어도 印歐語族에서 수램된 tl較方法에 대치판만한 새로운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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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發見된 바 없다. 그려으로 우라는 印歐語族 R究에서 수립된 古典的

比較方法에서 이탈할 수 없고 또 설사 어떤 새로운 方法이 部分的으로 

發見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역시 古典的 比較方法의 土臺외에저 理

解되어야 할 것으료 생각된다. 

그러나 印歐語族의 比較方法 그 自體에 있어서도 部分的으로 새로운 

方法論이 開初되 고 있다. 言語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 民族과 벌 

정한 관체에 있으며 모든 言語의 변천은 어떤 普遍的인 固定된 原則에 

따라서 一律的으로 행 해 지 는 것 이 아냐 다. 따라서 Krahe도 강조하는 

바와 같여 「方法」은 처음부터 抽象的인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나라， 個

個의 경우 항상 없究對象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13) 

言語의 分化 : 言語分化의 代表的인 例의 하나는 民族移動에 의 한 것 

이다. 民族移動 그 自體가 言語分化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 다. 당초 同--言語릎 사용하던 民族이 分짧 • 移動하여 서 로 격 려 된 

곳에서 오랜 사갚을 보내게 되면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서로 다른 

變化過程을 거 처 言語差가 據大되 기 마련이 다. 印歐民族은 가끔 콘 移

動을 했는더1 이것이 EP軟語族 分킹2외 한 原因。l 된 것을 의심할 수 없 

다. 이 民族들의 原住地(Urheimat;가 어디이었는치는 確實한 것을 알 

수 없A나， 紀元前 千年댁에는 아마 印度에서 西유럽까지 據散했고， 지 

금도 그들 사이 에 여 러 異~族이 存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어 有史

以前에 大移動을 하여 오늘날과 같이 넓 은 地域에 分散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分化와는 달리 한 有力한 言語가 그 勢力을 鍵大해갚 때도 

言語分化가 일어난다. 그 좋은 例가 倚라틴語와 여기서 分化하여 생긴 

로망스(Romance)諸言語라 히겠다. 이렇게 分化된 言語중에는， 그들이 

한 起源에 서 分化된 여 상， 반드시 共通點o↑ 殘存하기 마련이 다. 그러 묘 

로 이들 共通點을 찾아서 그 原形을 再構활 수 있고 또 그 分化過程을 

어느 程度 說明할 수 있다. 따라서 分化한 言語는 그들이 아우리 獨自

13) H. Krahe, Sprach und Vorzeit, Heidelberg, 1954,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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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리라고 

認定하게 되는 것 

的인 變化을 했을지 라도 그들 사이 에 는 같은 變化碩向이 

생 각되 며 , 여 기 또한 比較方法의 有力한 可能性을 

이다. 

祖語 : 分化된 言語들 사이에서 륨領 • 形態、面에서 서로 對應하는 것 

을 發見하면， 이들 對應形들은 原來 한 起源에서 分化한 것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起源的인 原形을 推定할 수 있다. 즉祖語形을 

再構한다. 。l 때 再構된 原形은 그것이 下位諸言語에서 각기 變化한 것 

을 가장 合理的으로 說明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묘로 比較方法

의 커다란 課題의 하나가 對應의 發見임은 再論의 必휠가 없을 것이다. 

그러 나 對應의 發見괴 그 整理가 比較方法의 最終的 텀標는 아니 다. 對

應의 發見이 比較方法의 甚짧가 되는 것은「불폰이지만， 對應을 基鍵로 

해 서 共通祖語릎 再構하는 것이 tt較言語學의 커다란 課題라 하겠다. 

比較方法은 이러한 方法에 의해서만 有史以前의 言語史플 밝힐 수 있 

다. 對應은 言語史를 구말 수 있는 한 手·段이 다. 그리 고 맨樞된 祖語와 

歷史時代의 分化된 各言詩 간에는 不明의 時f밟的 • 空間的 거리기‘ 存tE

한다. 이러한 벨려진 거리에 다리플 놓는 것이 tt較찬語學의 本質的인 

課題의 하나라 하겠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對應에 의해서 下位諸言語에 대한 最大公約數라 

할 수 있는 共通祖語를 再構히게 되는데， 이 再構된 祖語形들은 下位諸

言語에서의 對應을 合理的으프 說明할 수 있어야 한다는 理論的 몇求릎-

前提료 한다. 그러묘로 再構의 目的은， 下位諸言語의 對應을 合理的으 

로 說明할 수 있고 또한 祖語와 歷링~a풍代사이 -"1 

方法이라 하겠다. 여기서 짧意할 것은 再構形은 

딛드r~E. tb _s 
I=! μ C1 ?ι_ 2. 形成하는한 

具體的이며 現實的얀 

資料어1 立때한 것이기 때운에， 그 再構形은 짧寶的인 資料의 範圍에서 

뱃어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資料가 發見된다띤 從來의 돼:構形은 隊

[문될 수도 있다. 이렇게 再構形은 修正될 可能性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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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統的 分類와 類型的 分題 Meillet는 M. Cohen과 共編인 Les 

langues du rnonde141 의 序文에서 比較方法의 限界를 決定하면서， 일단 

歷史的 言語寶科의 範圍를- 넘 어 서 寶料가 남겨 져 있지 않은 時期의 言語

社會를 再構하려 한다면 햄 說明은 어느 것이나 幻想的인 것이라고 말 
하고， 또 印歐語比較文法이 따라야 활 모델을 提供했으며 親近關係를 

설정하는데 有效한 唯一한 基準은 文法形態의 持續性(continuité) 이 라고 

附言했다. 그리하여 그는 大部分의 言語는 明確하게 섣정 된 語族의 여 

러 言語群에 歸屬하게 펠 것이라는 見解를 펴랙하게 된다. 또한 그 序

쪼의 첫머리에서 「有益하고 없究할만한 唯--한 言語分類는 言語史에 立

뾰1I한 系統的 分類이다」략고 말했다. 그러나 美國이나 아프려카의 여러 

土看言語에 대한 넓고 깊은 拍識을 얻게 되고 또한 새로운 調훌方法。l 

發達함에 따라서 世界의 모든 言語， 특히 歷史플 모르는 言語에 印歐語

H:較文法의 方法을 적용하려는 試圖가 成功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相當한 時期의 歷史가 l:t較的 잘 알려진 言語와 

같은 有利한 경우에 있어서락 할지라도 比較方法은 두 알려진 時期에 

질친 期間에만 有效한 것이 었다. 그러므로 言語的 先史는 危險한 想像

익 대상이 되기 쉽다. 一例로 歷史的」즈로 證明된 몇 語族에서 j착通된 

점을 찾아서 다시 그들 語族에 대한 共週祖語의 假想、的 狀態블 再建하 

기 에 이 르기 도 한다. Meillet에 의 하면 比較方法이 極端的으로 據大되 면 

모든 言語에 어떤 共通性。l 었어서 어느 두 言語라도 親近關係가 없마 

는 것을 立證할 수 없게 펠 것이다 151 

言語가 變化하는동안 言語間의 相互 영향은 또 하나의 複離한 要因。1

된다. 語쫓는 말할 것도 없고 他言語에서의 借用에 의해서 構造마저 變

化할 수도 있다 161 라틴語블 例로 들어 그 最古形을 陽究해보면， 과틴 

14) A. Meillet et M. Cohen, Les langues du monde , Paris, 1924. 이 序文은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ìstique générale, II, Paris, 1936에 再收錄
련다. 

15) Ibid. , p. 55. 
16) Balkan半島의 言語狀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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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에 보이 는 Etrusc語， 휘 랍語， Gaul語， Illyria語 등은 라틴語에 들아 

온 借用훨素로 보게 되고 라틴語와 다른 티]歐語와의 親近關係를 決定하 

려 할 해는 이들이 {홉用要素로서 說明되는 것은 當然할 것야다. 그러나 

Romance諸語가 分化해나온 倚라틴語에서는 확들 外來的 쩔素가 完全히 

吸收되어 그것들을 特珠한 경우로 불만한 아감 런 理由도 없어진다(그만 

큼 借用몇素를 分別하기 어렵게 띈다). 바로 이려한 겹에서 言語의 親

近性이라는 擺念은 漢然해지고 다른 說明이 내타나게 된다. 近代言語學

은 憐接하고 있는 方言 相互間의 영향을 더욱 正確하게 %究하게 되었 

고 또한 同-~地域에 있는 전혀 다은 言語들이 때 로는 統一姓을 보이 게 

되는 펼因을 깊이 빠究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j짧接한 줍語들이，相 

互 홉透의 結果， 서 로 親近性을 갖게 되 었다는 새 로운 見解가 나다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뜻으르 「語族」대신에 Sprachbund~言讀聯合〕이라는 

用語가 사용되고 있닥. 

從來의 系統的 親近關係가 있는 言語群을 「語族」이라고 한데 대해서 

Trubetzkoy는 1928年 Hague에 서 열 린 國際줍語學者會議에 서 Sprachbund 

라는 觀念을 도입했다. Sprachbund는 原來 親近關係가 없는 여 러 言語가 

서로 인접 하고 있을 때， 줍調 • 語棄 • 文法上 根互 영 향을 미 처 共通환 

특칭을 가진 한 言語群。l 된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言語學

者 V. Pisani도 같은 擺念을 發展시 킨다 17) 그에 의 하면 티j歐諸語는 하 

나의 「語族」이 아니 라 Sprachbund이 다. 印歐讀는 原來 親近關係가 없는 

諸言語에서 생긴 하나의 Sprachbund라는 것이다. 다시 그에 의하면 從

來 印歐祖語라고 再構한 것은 그 大部分。l 一種의 ]t語祖語01 고 他民族

이 이 言語릎 採用하묘로서 0) 言語가 한 Sprachbund를 이 루는 支配的

안 位置에 서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Trubetzkoy의 上記 國際言語學者會議에 서 행 한 講演은 Gedanken über 

17) V. Pisani, Entstehung von Eínzelsprachen aus Sprachbünden, Kratylos 
XI. 1966, pp.125-141; Parenté lingui~tique. Lingua, II!, 1952,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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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Indogermanenproblem(í타]歐語族 問題에 관한 考察J ， Acta Linguistica 

對應하는 語養나 그에 의 하면 印歐諸語에 는 pp.Sl-S9)로 나타낸다. 1, 

특칭이 있다. 어떤 言語또한 共通펜 몇 가지 構造上의 形態素가 있는데 

그것야 티]歐語의 단생인 것 가 이러한 특깅을 고루 갖추게 되었을 때 

말하는 티]歐 「祖語」와 같은 단 하 따과서 傳統的 l-t較言語學에 서 이다. 

系統的으 다시 

그런 共通된 특정을 가추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言語가 

않는치를 決定하기 위해서는 륨謂。l 나 形態素의 

말하면 言듬홉만을 생 각할 必、훨는 없다는 것 이 다. 

時期에 

것이다. 

로 다른 言語들이 어느 

그것 이 띄]歐語가 된 다는 

나만의 

印歐語에 그리하여 

對應도 重;횟 속하는지 

理論的으 

로 말해서 어떤 言語가 EP歐語임을 保證하키 휘해셔 

마나 있어야 하는가블 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對應 以外에 671. 

치 構造上의 특칭 을 有效한 基準으로 들 것을 提案하게 된 다. 

。1
E 對應0]

큰 tt重을 물 必흉흉는 없다고 생 각한다. 

그러한 

하지만 그램다고 여기 

1. 母즙調和가 없다. 

않다. 비해서 빈약하지 2. 語頭의 子즙組織은 품中 • 語末에 

語根도로만 따라서 낱말이 반드시 3. 接頭蘇가 없는 印歐語는 없다. 

시작하지는 않는다. 

4. 語形成은 接惡蘇 뿐만 아니 라 -E풍흡交替에 의 해 서 도 ←냉 해 진 다. 

5. 母즙交←홉 以外에 子즙交替도 形態論的 역 할을 한다. 

主語와 같이 취급된다. 自動詞의 主語는 6. 他動詞의 

것이 귀속된다는 印歐語族에 는
 

표
 때 

든
 다
 

-
-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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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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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가지 

이런 짧案은 윈에 言語의 類型的

分類와 관펀되어 여러가지 問題를 흉起시킨다. 그의 提案은 結局 言語

의 類型的 分類의 基準(印敵語에 관한)을 提示한 것여 된다. 

Trubetzkoy의 Trubetzkoy의 結論여 다. 

共時的인 것이 問題삼는 言語構造블 類型的 分類는 어느 한 時期의 

分化와그 

그려무로 共時的인 

立뻐한 여기 대해서 系統的 分類는 言語의 史的變化에 

語族形成을 問題삼는 通時的인 물‘地에 있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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얹는 것 관계가 특칭은 그것이 根本的으로 系統論파는 야느 한 빠期의 

컸r;立語 

歷史的인 基:파이 

달꾀하는 것 

古代英語에 비 해 짧代英語는 分明히 

이 와 같이 共時的인 基準。l

다시 말해 서 두 基으뜸은 次元응 

共通起‘j핑에 서 B1 돗된 統및일 수도 았을 

英등용의 경우플 보자. 

특갱을 보여주고 있다. 

없는 것은 當然하다. 

構造的 類f以딸이 

이다. 

/-, 
으1 

필 

것이나. 이다. 

/-f띈果일 간꽃않한 그러 나 共삶'1 (:í섬으흐 룹등람에서 獨立해서 aè P3 
갖 * -- [l마 u; 

」→

갇 히1 서 터]떠듬파1소이1 다시 共週득간， 도 있 다 l;l) Trubetzkoy71 印歐語의 

Sapir7t ~L述한 판 속다 는 는「‘템든 fkf끽하는 훤팬으로 든 6가지 

것 나타나는 았는 핏i원 d::人話 Takeìma픔에 석 도 國 OregG떠‘1'1 폐[띠돼C←11 

있、디고 갖추고 T三 71 σ T1 亡
.-τ → •• 「 •-

Î () ''':::'ι→ j 이 잖明되 았까 H!) Takelma댐가 上펴 6가지 

튜;;1 만」을 무주아파았다二긴 또 /닌사 그 득칭-품의 歷벚륜 무시 τ1 고 그 해서， 

속찬꾀 -:'7 뼈走활 Takelma語가 티]짧〈품에 차
 」가

 
을
 

사
 시 

Q 
F 
: 6까지 그런 해셔， 

기지 願즉쉰 \cl 
7~ tt:꾀h된 알닥이諸듭찰에 없다. /- ~ 

기 τ= 
도1 

'i2 만힌: 充分한 팍l꺼야 

한득칭이 판구하 이 라한 득강이 있-음헤 드 l딩3꺼 I의 사섣이지만， 。LO_ιL
λλ I그 1 • 

창고해 튼첼者가 있는 것을 親近뀐펴孫야1 대해서 낌조gEWJ인 얄타이諸판의 -, 
-"-

〔껴 안: 흐으 
ι) α L 얄타이 諸語의 共;댁↑生을 *R표 이러한 學者들은 야 할 것이다. 

타H歐윤즙 나타난디. 

그려 내 共通的인 變化의 結果로 븐다. 

對應 : 여러 言語의 親近{生은 먼저 語形의 對應에서 

族의 경우 語形의 많은 部分이 諸言認에서 共通的이어셔 

각각 獨立的인 

이 시설만으로 

對應도 갖;法形態素~의 않거] 뭇지 여기 꽉示되고 있다. 도 그 趙近性이 

보면 約二F餘語f뜯b죄에서 풍부하다. 우발諸語는 하나의 폼族을 形成한다. 

듬홈幹이 正確하꺼]5't析되 고 

것으로 確寶視되며 

내
1
 

「U 소
 

약 500餘개 는 Sarnoyed認에 서 도 識別된 다. 

共通 Finno-Ugr‘c話에 。1 드으 
\ '" ~ 의 

--, 
{ 그中 

Problèmes de línguistique 

18) R. Jakobson, Sur 1a thérorie des afiìnités phono1ogiq ues entre les 1angues, 
Selected W ritings 1, Phonological Studies, The Hague, 1962, pp.23'1 
246 참조. 

19) E. Benveniste, 
généra1e, Paris, 

La classiflcation des langues, 
1966, p.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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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共通 Ural祖語로 再構되는 形態素은 量的으로 반약하다 20) 이처럼 

對應하는 量이 語棄와 文法形態素 면에서 현저하게 差異가 있어서 印歐

語의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다. 이터한 면에서 볼 때， 얄타이諸語에샤 

는 基鍵語쫓냐 文法形態素의 對應이 印歐語에 111 하면 모두 빈약하다. 

한국語와 얄타이 諸語사이 에 서 도 그텅 다. 도대 치1 言語간의 親近↑生을 11. 

證하기 위 해 서 어 느 程度의 對應例가 必、휠한가에 대 한 一定한 基準이 없 

다. 따라셔 相異한 判斷 • 兒解가 냐요기 마란이 다 Poppe는 Miller의 

B本語와 알다이 諸語와의 比較맑究에 관한 著書에 붙인 序文에서 다음 

과 같이 갚하고 있다 211 日本語와 알타이諸語의 語棄와 形態論에 共i많 

흉잉:칭깅가 많지 않아서 大部分의 경우 몇개 안되는 픔鎭이냐 形態素의 對

應{양u만을 提示한다는 사실은 二次的인 重훨性맘에 없다. 첫째 릅語的 

親近性의 i섣據iE 불 수 있는 共-通語幹의 數가 最少 벚개 있어야만 하느 

냐에 대한 親):;Ij이 없고， 둘째로는 Collinder의 다음과 같은 말을 想起해 

야 한다고 딛조한다. 많代스웨 넨語와 짧~펙 란語에 논 共通관 낱E갚아 數7]

매우 척아서， 여 71 立聊해서 본다띤， 이 두 즙語가 親近뱉아 있다고는 

보71 커려슬 것이다. 여기서 Poppe가 말한 것처럼 對應例의 數이] 관한 

--定한 規則이 없는 갓은 사실이다. 그러나 블째， 現代 스웨덴語와 JJ~ i지 

흐1 랍語에 관한 Collinder띄 딸은 注意해 서 들어 이: 한다. 스웨 덴語는 英

諾 • 獨語 • 낸바아크語 • 아이슬랜드語 등파의 l:t較昭究에 회해서 이들이 

하나의 German語派필 이 루고 또한 이 語派는 휘 당語派와의 tt較에 의 

해서 印歐듭참族어1 包含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짧代 스웨텐語 

와 現代 퍼 담語는 크게 印歐語族에 속하여 서 로 親近關係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내 萬- 印歐語 比較言語學61 發達되지 않아서 German 

語派가 하나피 語派토 成立되 지 않고 따라서 펙 람語派와외 比較없주究가 

20) B. Collinder, Remarks on Linguistic Affinity , UA], Bd. 27, Heft 1• 2, 
1955, p.2-3. 

2니 R.A λliller， Japanese and the Other Altaic Languages, Chicago, 197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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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루어 져 있지 않다고 假定한닥면， 現代 스의1 만語와 現代 휘 란편의 親近

{生을 證明하71 가 대단하 困難할 것이다. 하물며 이직 그 親近關係가 確

1L되지 。1 。

1-õ 'L 日本등감와 암다이諸語라든가 측은 한국語와 일 d이諸읍칩의 

경우에는， 現代 스웨반語와 現代 학랍語어}사 그터히기 때븐에 어 71 셔도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샤펠하띤 우리는 자금 평간近關{系가 

確寶히지 않은 言語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매푼에 넨j둔關係7} R앓定단 

어 떤 特쨌한 言語1711달 基準섬L아 根本問題가 j햄i;Q된 다고 생각해서는 얀 

될 것이다- 다시 1감해두건데， 印歐語比較文法이 全般1핀으로 이 푸어 지 지 

않았다만 꽤代 스웨먼語와 現代 펙관語만의 lt較만으프는 그 중띤ili↑生을 

證明하기 때짧할 것 이 다. 그려드료 親近{生의 立줍、을 위한 對應f체의 歡

에는 --定한 規則이 없다고 할지라도 對應1Yü가 먼약하띤 핏近땀으1 ←L 二 ι

jL~ 

이 어려위질 것은 當然하다 22) 

祖룹폼에 存花했、으리 라고 생 각되 는 

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어 떤 풋素7↑- 각 듭띤派에 모두 對應해 

語派에서는 그 맺素가 消淑해펴i';j서 對

應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느 두 댐派에 한해서 

쫓f應。1 나다난다띤 그것은 偶然얼 可能얀아 노r:-:' 
그L -1 그러드프)끊少限 또 

하나의 對應이 다른 語派에 나타난다띈 웹然일 고J能↑캘은 그만듬 줍야드 

는 것은 합然하다. SaU5sure는 이 것 을 「第三證人J (trosièm e témoin) 이 라 

고 表現하고 있다 23) 이렇게 祖語形으로서의 어떤 再構는 그 I폈썩가매 

우 不明確하다. 그러'-t 한 言語의 모든 語꽃에 대해서 이터한 調홈가 

바람직하다. 또한 對應例가 적판 再構形과 對應f쥐j가 많은 再構形은結 

果的으로 같은 것이 기 때 문에 比較言語學에서 크거? 問題될 것은 없다. 

왜냐하띤 祖語의 再j構形이라는 것은 理論的으로 形成환 것드로서 現합 

22) 印歐祖語에서 *b에 대한 對應例가 대단히 빈약히다 그려나 이것은 別問평 
이다- 어떤 言語에셰 어떤 音領의 頻度에는 콘 쏟異가 였기 해문에， b도 

d， g와 같이 한 子音으로 본다. 그러나 첼샘챔윷나 文法形態素써서 對Fl5‘例

가 대만히 빈약하다연 問題는 달랴잔다. 
23)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62, p.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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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다. 치나지 的인 줬*'1의 15t影에 

이對 갖는 對應을 보여줄 때 많은 基짧듭픔퍼가 좋￥g員法Rlj 에 .s딛긍 르liO] ’ 仁， p디‘-， 

느
 
」

아
 닮 

못지 있어서의 對應에 5앓據로서 文法體系에 應關係는 챔近關係의 

맘
 껴
 

갖;法體系중어1 셔 가장 i흩핑한 것 이 }펌折이 라 하겠 대. 있다. 다당정이 

주렷한 證據가 되는 것을 否認.찰 있에서의 對應이 親近關ER의 J타‘體系이 

그~~ 나 이 對應만을 따一한 親近性의 tî죠據르 고캡 시감은 었을 것이다. 

J:"fJ軟語族에 

提示된 것 

親近

딸라갔、을 때， 도카라(Tocharian)語가 

言語의 fE! 」jf體系에는 아무런 類似點이 지적되지 

속하는 갓같 의심하지 않았다. 그뉘 펴r페面에서의 類似點이 

은 물론이지만， 휴 그 類似點이 거의 消滅했을 창우라 할지라도， 

|調굉의 證據는 語윷와 흡:흡융法J'lU에서 찾을 수 있있을 것이다. 

않았지만， 

最1\]]에 하는 것은 갚못이다. 

가령 英語

전혀 없지마는 兩言語와 이 탈리 아듭폼에 는 屆:[fí-體系에 서 對應하는 것 이 

없을 사람은 不可能하다고 생각하는 찾기 간에 親近關係가 있는 것을 

그러므로 言품간의 親近性을 立證할 수 있는 뚫據는 語윷와 文

어 

'" 통해서 法體系듭 包含한 그들 言語의 全體에 걸친 體系的안 比較를 

어 지 논 것 이 라 하겠 다. 古典比較言즙홉學의 꺼U期， 語윷~tt較에 

것이다. 

큰 tt重을 

jJ法을 잘 認識하지 語棄tt較의 立때한 않았던 것은 즙鎭、옳則에 두지 

옷했 던 까닭이 다 24) 

타당성 있는 用語는 「즙꿇對應의 規則性」이라 

「法則」이라는 用語는 짧解를 일A키기 

이보다 더 音홉월法則 : 

않 o 나 쉬운 정도 없지 

便宜上 {專統的인 이 用語탄 사용하고 있다. 

H:較듬품學은 對應의 規則性을 發見하고 그것을 

하겠다. 

方法論的 한基準으 

一3ß하。1 外뼈的인 類似뺑。l 없는 낱말이 라도 對로 삼고 있가 때문에， 

가 된다. 解明하게 그 [평形을 短元하고 그 語패을 의해서 應의 規RU이1 

關係가 없어 

in the 
1962, 

tÍs í누구 ? J와 polos í어 떤 ? 은 一見 아무런 

2.1) A. Pedersen, τhe Discovery of Language , Linguistic Science 
Nineteenth Centur} ‘ translated by J, W, Spargo, Bloomington, 
p.215. 

령 휘란5갚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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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p -,"81- 01 
-서기-;-1 1 ， e알에서는 t , 흐1 밥語에서 fP歐祖語 *kw가 보이나， 

*kwoios 두 닫말을 *kwis ‘ 때문에， 알고 있기 나타나는 規則性을 로 

quod 라틴語 

「걱 정 하다」의 廳念을 표시 하 

quid í두엇 '? J , 되고 또 알게 同一語淑임을 로再構되어 

희람語에서 등과 tt較하게 띈다. -무엇 ?J 

erki-(erkíl 얄에 니 아 (Armenian) 語에 는 는 즙홈根 dwi 과 있는데 대해서 

古形의 形容詞의 τ1 하는 「오랫동안」룹 「걱정」)가 았고 또 희람語에서 

erkar í오래」가 션
 
} 뜻

 
으
 

L 

j 
z 얄매니아語에도 dwãron이 있는데 대 해 서 

語頭 erk 가 흐1 밥語 :tt:他 fP歐諸듬흠의 dw 와 얄머1 니아語의 이렇게 있다. 

양테니아탬의 數詞그려으로 알고 있다. 規則的으로 對應하는 規則性을 

同對應하는 인 erkuí2J는 휘 랍語 dyo, 략틴諾 duo, J-t語 dCu1va「2」외 

펀다 251 이 例에서와 같이 

아니 라 語源을 探索하는 基準이 된다. 

듬펀월훈對應의 뒷 숍흉쉴法JW은 씨
인
 
만
 

<

배
}
L
 

一起源임을 

그러으로 즙짧法 될 받챔이 

아우리 外그들語쫓가 比較對象。l 된 則의 뒷받침이 없는 語쫓比較는， 

것은 同語源임을 證明하는 것이 

있는 外面상의 類似性보다는 
댐
 

” 펴상의 類似性이 있다할지라도 

그략고 直觀的으로 위외 알수 當然하다. 

一見 類似性이 없어보이 나 對應의 規則함을 

효품하기 뷔한 有力힌 證據가 

알머1 니아語의 경우와 같이. 

言語간회 親近性을 것이 는
 

이
 샤
 

얻을수 

未혔u 
',Iõ=1 

Jχ ’ 「生， 짜따‘ 

띈다. 

1) MK. nA1 ["生 J =Mo. nil-qa ["少， 新따」二Go. ùã/。

=OT. jaz r체팩， 樣J.~Proto-Altaic *ñaF) 

2) MK. i:1 r짧」 二Yak.， Czb. iS r활j. CProto- Altaic *11낀 

토。l 기 語GE確히 는 Chuvasch語륜 修外한)의 tt較冊究에서 알타이諸듭콤의 

알 →1에 對應하는 것은 갇 알다이 語(Chuvasch認릎- 包씀한)의 S가 다른 

例가 

25) 이 쩌 는， A. lVIeillet, La méthode comparative en linguistique historique, 
Os10, 1925, p. 5-6에 서 引用.

26) 이 對應에 관해 서 는 異說도 있으나， 筆者는 。 1 對應의 *달터ûJ또을 5정定한다. 

이 對應을 否認하는 쩔說은 그 根據가 약해 브얀 다. G. Doerf~r‘ Türkishe 
und mongolisch Elemente im Keupersischen, 1, Wiesbaden , ]J .98-9. 

￥tX휠하는 1과 5가 한국듬쥔의 토이기품의 그런데 라진 것이마 261 



韓國語 系統맑究 Fr說 C 1 9 J 

있어 注目펀다(對應例는 위 에 든 것 以外에 도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 

다). (1)의 경우， MK. nAl과 OTC古代토이語) jag간에는 外面상외 類f以

性이 있어 보이치 않는마. 그려나 알타이諸語의 n-와 토이기語의 ]-는 

規則的으로 對應한다. 다지 말하연 얄타이祖語의 용n一는 토이기語에서 

j一로 變化한 것이다. 그러으로 古代토이키語 ]az는 *nalZ로 再構된다. 

이 랭 케 해 서 OT. jaz는 MK. nAl과 tt較되 는 것 이 다선1가운데 포이 커 語

에서 행로 變化하는 것플 *l2, 變化하치 않고 i로 나다나는 것을 ￥11로 

區別한다). 위어l 든 例는 한국語와 얄타이諸證와의 語魔比較에서 tt較

的 確實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중의 --例인데， 즙調法則이 뒷받침야 되 

는 이런 對應例가 많이 發見띨수록 한국語와 알다이諸語의 親近性을 뿜 

定하는 有力한 證鍵가 펀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즙꿇法則오르 션정할만 

한 對應의 規則性을 찾기 어렵다. 워희 例에서와 같이 흡흡뭘法則으로 설 

정할만한 可能住이 있는 것도 있으나 그 對應의 規則性을 立護할 만한 

對應例가 더 發見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즙짧法則을 뒷받침으로한 

基鍵語養의 對應f힘j도 한국語와 알다이 諸語의 끓近性을 立證할 만한 정 도 

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즙題變化에는 條件變化와 無條伴變化가 있다. 라틴語의 c(= [kJ)가 i 

1.-)- e앞에서는 cantum>[Fr. J cent r百」와 같이 [sJ로 變化하는데 대해 

서 a앞에서는 cantare>[Fr.] chanter r노래하다」에서와 찰이 이]로 變化

한다. 이것은 이른바 條件變化라 하겠다. 이러한 條件을 셰받히 調옳해 

서 그것을 法則化하는 것이 즙領法則을 설청하기 위한 :펀평한 課題의 

하나라 하겠다. 無條件變化는 햄語에서 e와 o가 아무런 ?떻{半 없이 모두 

a로 變化하는데서 볼 수 있다. 그러나 無條件變化도 어떤 린펴지지 않 

은 條件이 있다고 하겠마. 따라서 無條件變化라는 것의 未知의 어떤 條

件을 밝히기 위해셔 여 "-1 陽究가 진행되고 있다. ~vIartinet가 提示한 構

造的 變化에 관한 R다究도 그허한 한 例라 하겠다 281 

27) 批鎬， 얄타이 諸語와 한국뚫， 東亞文化 第15輯， 1978,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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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趙으! 띤녀b 變化011 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結果 뿐이마. 

原因과 그 찢化過f딘은 大앉分의 경우 說i3JJ 이 不可能하다. 따녁셔 過뭔 

윤 가장 은 팍然샘-어] 꾀해서 듭설明하고 있는 것에 不過하다. 二lEiJ주프 

Bloomfield는 「아긴도 픔題變化와 그 어느 先行평象과꾀 사이어1 相關받 

을 수핍하는꾀 成J)~‘한 學者가 없다. f좋듭힐變化의 EE태은 不明이다. J29 l 략 

하여 픔표원變，!t 委E석’으1 探?F‘셔} 아예 눈을 가라고 있는 例도 있다. 

는 사실상 Bloomiìeld의 갚올 極*f쳐的인 띤에서 일단 긍장할 수도 

。~，

-ε「도f 

。 1 ~~~ 
/、아 E 

젓이다. 그믿나 어띤 方法論에 立l때해서라도 이 띤本問짧에 接近하기플 

꺼녁히거나 차음부다 도기해매련다떤 즙꿇史의 새로운 j휩해을 가할 수 

없을 것 이 쇼 또한 出發點괴 結果만윤 提示하는 少jH'文찮學派의 素朴한 

見解찰 념 셔 킹tE흉할 수 없을 것 이 다. 그~ 하여 Martinet는 Bloomneld의 

方法論的 띈}줍←룹 批判하고30) Metachronic approach플 止揚할 것 을 강조 

하고 있다 3]_1 다음에 품調變化의 原因， 휴온 야 떤 條件에 의 해 서 變化

카 일어나는가를 說明하기 어려운 한 例플 보기로 하자. 

토이기語學얘서 이른바 Sigmatism 대 Zetacism 問題는 오래동안 論議

의 대 상이 되 어 왔다. 사섣 상 s>r, r>s의 두 變化가 모두 可能하다. 

그런데 近來 아 問題가 또 다시 토이기語學者에 의해서 論議되고 있는 

것은 興味룹다. Ramstedt는 일찍 Trk. z와 S가 각각 하와 션， 즉 디蓋化 

의 r와 1에 소끌하는 것으르 브았다. 이 대응관계는 近來 →部 學界의 

注티을 끌었、다. 그런터'1 Scerbak은 Z와 §가 一次的이 고 r와 1는 二次8';

원펴;εL같 부았다. 그리 드 그는 Chuv. r와 l는 각각 청와 쩍에 서 變化한 

28) A. lVlartinet, Économie des changements phonétiques, Traité de phonologie 
diachroníque, Berne, 1955: f，냄鎬， 言語學話;&， 1970, pp. 206• 215 참조. 

29) 1. Bloomfiel녕， Language, London, 1955, p.385. 
30) A. lVlartinet, Phonetic and Linguistic Evolution, Manual of Phonetics, 

ed. 1;y L. Kaiser, AmsterdaITI, 1957, p.272. 
31) 變化셀1뀔가 分析되 지 앓고 A>B치 럼 훔홉융變化의 품果만융 公긍지 (Lat./e/> 

Fr. /wa/ 씀야)으르 쫓示하는더1 滿足하는 傳統따인 從꺼5의 7j 法5삶을 이 령거1 
Jj• 둔 디 . Cf. L. Romeo, Structurar Pressures and Paradigmatics, Diphthon 
gization in East Romance , WORD 19-1, 196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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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록 보는 것이다. 그리고 變化의 原困을 先行하는 長母즙의 영향으 

후 보았마. Serebrenikov도 같은 태 도를 취 한다. 여 기 대 해 서 Pritsak는 

Ramstedt와 같이 r와 l가 一次的01 고 Z와 S는 二次的이 라는 Zetacism의 

입창을 취한다 : 그는 0] 런 變化가， %r-「 X=z、 *17X=s에서 X로 表示

되는 어떤 몇~I의 영향으로 부았다. 그에 의하띤 。1X르 표시되논 갓은 

」숲尾離 ti이다-:%r+ti>z， 유1 十 ti>s. 이러한 相反완 見解({ 대해서 

Poppe는 r와 1블 -구次的인 것우로 븐다. 그 理由는 z와 §가 각각 r와 l 

와 같은 位置， 즉 語中괴 語未에서만 나타내는 것ξ로 보아， r/z, l/S가 

각각 變異곱。1 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판경에 따략서 /r，/는 [rlJ와 

[ r2] EL 區別되 고 또 /1/는 [hJ와 [l2J로 區7J1j되 벼 그후 [r2J와 [lzJ 가 각 

각 /z/와 /5/로 變化했다고 본다. 그리 고 ￥r~와 싹12블 각각 하÷X， %l+X 

로 파며 이 X는， Ramstedt와 같온 n蓋化일 수도 았고 Serebrennikov 

와 같은 無氣性일 수도 있고， 휴은 消、淑해매런 어떤 흡뚫이었을지도 모 

른다고 말한다. 이런 見解릎 立證할 수 있는 한 例로， 그는 헝가믹語에 

힘用된 古代 V olga Bulgar話의 경우릎- 든다. Hung, borjú ‘calf' =Trk. 

buzajï=::\ío. biraru: Hung bölcsö ‘cradle' =Trk. besijk, Yak. bisik<용bel

이k ‘cradle'. 01 例는 Trk. *z와 션가 어 느 경 우에 는 *ry와 *ly/*lè에 소 

급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Pritsak와 같이 용rti>z ， *lti>s로 렐- 必맺 

는 없고， Ramstedt의 찬가 *ry에 또 선가 *Iy에 대 단히 가깜다고 만한 

다. 近來 精力的으로 활동하고 있는 Tekin은 Pritsak說을 批判하고 根

本的으로 Ramstedt나 Poppe와 같은 래 도를 취 하고 있다. 위 에 서 例示

한， MK. nAl=OT. jaì: MK. il= Yak., Uzb. 점 등에 서 kc. -1는 이 러 한 

토이 기 語의 -s와 tt較되 고 있는 것 이 다. 즙謂變化의 條件은 그것 。l 近

代語얼 경우에는 어느 程度 複雜한 것도 明確하게 規定할 수 있는 경우 

가 많다. 그러 4 古代쩔料를 대상으로 할 경우어l 는， 그 資科가 모두 文

字에 의한 것이며 또 그 쩔料도 쏠弱한 것일 경우가 많아서 즙題變化의 

條件을 解얘하기가 극히 어렴꺼나 또는 不可能한 경우가 大部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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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홉율變1t의 規則性에 대 한 見解를 달리 하는 原因이 되 고 이러한 사실이 

되고 흉E因도 줍흘율變化에 反對하는 또 言語地理學者 등 一部 學者들이 

즙융율法則 言語에서 美國土人語같은 그èj고 Sapir두 닫한 것처 렴， 

그것은 그 言語에 

있다. 

있어서기-특-칭。l 어떤 한
 

E 

「
「

도
 
「짧見이 때했6할 경우， 

않기 때운이략 다만 그것을 찍究하는 사람의 方、핑야 적철하지 아니라， 

可能한 없고， ι，
기一 즙꿇法則은 方法論上 無效1t된 말한 바와 같이 32) 「-'• 

또한規則化펠 그 條{牛을 調홈하고 그 條件이 한 모든 例外릎 確짧.하여 

한국語와 알다 수 있도톡 띔「鎭法則 i設定에 구준히 努力해 야 할 것 이 다. 

。1困!웹;하게 하고 있는 

뭇한 점이 

이 諸語와의 tt較꺼究에 서 도 좁讀法則의 절정 을 

있는지 휴은 우리들의 方法-에 에떤 는
 

이
λ
 

적질히지 띤 몇因。1 

지 항상 짧;흘해 야 할 것이다. 

7'~來8'9 f씀F섭 멜素기 
,---. '-]

...;.l.--'L• 따라서 받界의 없다. 느
 
」끊

 
m 든

 
• 

디
 

느
 

L 없
 

借用:

사질 상 言즙혐의 形밟은 混습이 며 混fì

요t강 

경우푸 있야 

것이 그러 드료 그 混合된 중§素칠 識別하는 

그렌더; f홉用된 흥칭되핫7} f품用으로 깜깡하꺼 ii냈別되는 

이것은 쿄거} 댐짧됨 

言語는 混合話라고도 할 수 있다. 

듬즘닮뉴 없다. 語 아난 

된다. 

또한 츰넓法껴IJ에 의 해 서 借用語윷가 5값 것이 없다. 

칭 우기- 또한 많음이l 파;릎해 야 한디 . 

아미 폐系言讀듭끼리 흑은 폈統이 다른 言語에서 

그뒤 오랜 많은 時「댐이 경꾀되면 

共通祖펌로부터의 

이→난지 그터나 借用펀 몇索인지 경 우도 있음은 블돈이 다. 는
 

이
지
 

>
( 
} 
j 었U필 

각言語듭은 플 區別하지 c-1러운 

E끔f힘늪→ 년 先링크 I받ft허1 

←ζ.2--, ~ 그것이 {당用語인지 르 f품用한다. 

없게 되는것이 당연하다-共通펀 語좋인지 識別한 수 

있는 것은 오끽 표較對應。1 成立하 우리가 알 수 文斷其5 以前에 관해셔 

바와 같이， 그러묘로 자주 지적되는 있는 것이다. 논 範圍에 制限되어 

年ft的 差에 지 

Seinerzeit hat P. Kretschmer mit Recht betont , 

新近i生과 f흡用이 라는 것은 Kretschmer가 말한 것처 럼， 

않는 경우도있다: 나지 

Writings of Edward Sapir, ed. by D.G ‘ Mandelbauα1， 

1949, pp.72-82. 
32) E. Sapir, Selected 

Berkely-Los An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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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s zwischen Entlehnung und Verwandtschaft nur ein chronologischer 

의해서 5펌좋i나 形態素가 {휩댐에 어떤 그러묘로 Unterscheid besteht. 331 

옛 時期에 없는 약수 우리들이 그것이 語族全體헤 共存하도다도， 어떤 

1긴 
。것이다. 보는 것으르 소급능←는 이것을 共펴祖語에 。1 푸어졌을 때는， 

j평近tt 그갓들이 系統的_~'_.x

없는 갱우가 

너무 顯著하여 골듭삼와 프이기語의 對應은 

Mo. 았다. 
/• 흑은 f캅用인지 튼- 決‘힘할 形핀인지 σ1 뜨二 

N、 L 

그만니→ ‘punishmeinr Trk. yc ld. ‘wound'.--Trk. yara, Mo. yala V 2.ra -
iI. ι 냥t -W~핀t!맛511 웹)녀 μ1악는 。11

/시 
;::' 1-_'=二
그>..:; L_ 즙;퍼필則이1 간핸 것처램， I tkonen2유 

11망HH갱 이 러한 훤類의 깨 띠} 고‘-?rJj 究이서는 Ramstedt의 된다. ]님L거1 

。 1 , 1 3.1.i 
、λ ‘"' 체f8뇌고 5릎」?:오]- 갇이 얄Ð 이 ìf쿄펴-"] 가 

딩A 띈- 힘似한 →?1 혜서 적지 다 4둡땀으} 찌i5싼을 }![갚r하7ì f피갖5 한국파1 오l 

뼈
 
때
 

것으투사 
L 
-L 

쇄
 

에 른바 xfti넘어1 그검c C!l 는 름용핫가 提示퍼 었、는더11， 

있다. 땅。1 힘含되어 

Jap. sima-:.IK. Sjd l1l :덮 ]의 例윤 보자. 

높은 것픔이 땀졌t\M: ol f칸用일 효」으 
I 1 브거니 。 쿄-

이두 r3J!험한 頻似{판을 브。1 는 

침‘及한 것」은 Ramstedt 착안하고 F힘者의 關係에 펀해서 난말의 類似싼에 

SJdm은 쏘Slma에 서 變ft한 것 오포 :rvfK 그이l 의하면， 갓이다. 가最初알 

siama>sj~ma가 뇌 고 末:함 a가 據想되어 發숍할때 
• 

느
 
E 

-l
‘ 용Slma에사 보며， 

낱믿→들은 共週的인 것 이 따략서 sJ;:lm이 되 었 다고 본다. →a가 脫落하여 

sJ;:lm의 Slma와 M K. }ap. 생각된다. 。1 解釋은 옳다고 이라고 했다 351 

짧明된다. {?理的즈L로 *sima가 再構되 면 兩者의 變化키-共通基語로서 

“~ ,t\ 
‘ h 

of Ereaking 꺼~ cì 
1 기 1-.....: 영 향으로(이 른바 ii의 -a의 

L 

τ
 

. 

」
‘

*sima에서 

Ramstedt가 

(2션sjama> (3)*sjema> (,1) MK. 

←a는 變化하고 Ja-으로 

(1껴sima> 

MK.에서 거켜 

脫溶한다. 

-ia-(측은 ja-)릎 

說明한 것처럼 

33) N.S. Trubetzkoy, Gedanken über Indogermaneproblem, Acta Linguistica, 
1.2, Copenhagen, 1939, p. 82" 
P. Aalto, G.J. Ramstedt and Altaic Linguistics, CA] 14-3, 1975, p.174. 
G. J, Ramstedt, Two Words of Korean-Japanese, JSFOu 55, Helsinki , 1959, 
p.28. 

3-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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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有力한 證據를 가지고 

「觸J(=島)블 ïL뚱 J (sima) 

-Je-를 立證할 (3)의 段階우리는 sJ;)m. 
츄 。
{•-생각되는 티 本휩紀에 ~ì齊語로 있다. 

바로 위 의 (3)*sjema를 反映히 는 。1 è느 l 
λλτ=- .... 11 , 

있다 36) 그리 고 -*ia 

sema는 i 1t 호 J(sema; 료 

'-Jd 거쳐 흑은 -*ja 가 *-je 블 zι 

T 의섬할 것임을 

--例로 11K. j;)m 특정적인 變化로 생각펀다. 

보자. 

한국語의 

C -so) i山추」의 경우른 

거으 
/、 L 變化하는 도르 

E 

Mo. imaranliÜ후J <*jïmagãn=Ma. niman ‘ id’, Go. jãma I jlj협〔숫것) =Uig. 

→種J=Mk. jam(-so) I山후J37) jïmra r野生 ~I"'투익 

PA. 

*jïma->*jama>유jema> MK. jdm와 같은 同一한 變化가 보여 i主目펀다. 

後母좁 a 가 先行하는 j 의 

여기서도 再解된다 38) 츄jïmaga(n) 이 알다이共通基調 여기서 

前母즙 e 로 영향으로 *; 、 “· \ · Ja•/>^ Je-.;>Jad•ï.-=:-

口蓋합- 뒤에서 섬지어는 있다. 알수 變化했음을 d.'i드-變化했다가 다시 

口폼喪素를 nJ • 口蓋흡 h 의 것이 注目된다. 나타나는 야런 變化가 도 

PA.*njal-wm 갯nial-wm)) 용njel-wm)MK.njdl-

마음과 같다. 알타이諸語외의 對應關係는 L} 101- 0] 
E t:. -I 

표시한다면， 

。17 1---' 
/드....l!.-， 

n' 로 

「夏」와 

흑은 

um 

*njar-rnm ì夏 | MK. nj;Jr-rnm<삭ljer-rnm<AK. 

ñar.xun(文字上 ll1Jar-xun으로 표치 된 ), 

比校 : Hung. nyár(二ñar) I夏」

「합， 

二Chuv. sur<*jãr<*ñar I夏J ，

PA. *ñar'. 30) 

生J=Ma=Mo. nir-ai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함
 

SJdm는 융sima>*sjama>*siema>11K. 

語의 固有한 。1 런 경 우 Jap. sima ‘ 있다. 알수 7~ <ù 으
/、 1'1 '" 흡E융變化에 따른 

36) 日 本띈記， 卷 P六 武烈天皇 四年是歲 條，
記 -r, 1978, p.14-5)_ 

37) N. Popp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 Wiesbaden, 
1960, p.32. 

38) J. Street, On 
Madison, 1974, p. 30. 

39) 뼈橋， 얄타이 諸語와 한국語， 

日本뿔 日本古典文學大系，(岩波

lndex to Roconstruction, Proto-Al taic, 

p.22-46. 

of Lexic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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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sjem중 그 어느 한쪽이 借用되었을 可能性은 거의 없다. 萬一 그 

것이 어느 한쪽에서 借用되었다 할지라도 그 借用은 아득한 옛날에 兩

言語에서 얼어나서 어떤 方法에 의해서도 이미 識別활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 借用인지 系統的인 共通遺庫인지 分있Ij할 수 없는 것이 되어， 

Kretschmer가 말한 바와 같이 兩者의 差가 年代的 差에 지 나지 않는다 

는 것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筆者는 Miller와 같이 Jap. 

Slma • MK. sjam을 同一起源￡로 보게 된 다. 씨) 이 러 한 例는 한국語와 

日本語의 親近性을 證明하기 위한 有力한 한 證據가 된 수 있을 것이다. 

三. 古代韓半島의 言語狀態

中國古史書메서 본 픔語狀態 

쉰代한국語의 形成에 관한 問題는 한국語의 系統뻐究와 不可分의 관 

계 에 있오나， 筆者가 알고 있는 한， 이 問짧에 꽉點을 맞춘 詳細한 짝 

究는 극히 드물다. 古代힌국語의 形成이1 관한 {짜究는 우선 資料의 빈곤 

으로 출말접부터 IICIl|1꾀索히지 않읍 수 없나. 넌1 代한국語의 形成을 推

定얄 수 있는 最찌의 섣마바는 /CÞ1\H인으보 기징 오래된 三國志의 鍵홉， 

東렷傳을 중선으노 한 'IJI펴1의 r~11\史籍。11 서 염을 수맘에 없다. 그라고 

여기 古代地名과 日本발記 등의 資料가 利用되어야 할 것이다. 

從來 古代韓半鳥의 ~t方 高句麗認와 南方 諸國의 言語와의 관계 에 대 

해서 相反뇌논 누 見解가 있다. 먼저 휩句麗와 南-;J의 種族사이에는 言

諾的 類似性이 없고 古代韓半島에는 系統을 달라하는 몇개의 言語가 사 

용되었다고 보는 見解가 있다. 이러한 兒解는 주로 日本學者들에게서 

40) 값近 lVI iller은 필者와 감 은 \jI，때플 發꿇 힌 바 있 1.:: 1-. 다만 그는 *ja>*je> j;J 

에 관한 變化을 說 FlJj하지 옷했다. 그려나 그의 見解는 흠좌을 대 없이 正確

하냐. R.A. Miller, Some Old Paekche Fragment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 197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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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ψJ野六당ß기 그 한 例라 하겠 다. ‘1) 또한 大샤太당도 三t뀐:紀 

의 鍵듬합의 段階에 서 는 韓半島 北쭈그]→ F힘滿洲끼 !司←→系統의 듣i듀검템， 
:ε 

夫餘 • 高句麗系言語의 分布땀을 야 루고 있는데 대 811 세 j뿌감fj의 챔듭‘語 "11 

관해셔는 그것을 推定할 질매리기- 없으냐 北方의 릅‘語오}는 천허 다른 

E좋語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 같디. 그러깐 갓이 짧雲 이훈 수펴 

年이 지 난 梁댔냐 南찢時代에 이르러 南:1]의 諸늠i.il감기 5자餘 • F혜 fu/핑띔판 

{七되는 븐 變化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J-2 .l 이리한 둡峰에 대해서 南

:f]괴- 北方약 諸言릅홈픔 모두 同一系統찍 言늠땀프 보71 도 한다. 이런 歸點

은 주로 韓國學者들에게서 찾아볼 수 았다. 그리니 。1 경우에도 그 言

語差의 大서、。n 관해서는 여려모로 뉴앙스가 다르다- 그리고 위의 t:::: E프 
T ..7!:그 

解는 모두 어떤 뚜렷한 根據가 없이 多分히 l칠親的인 判쉽미에 꾀한 갓칭l 

렴 보인다. 특핵 後者-의 경 우 m在 韓半턴J 이1 샤 同 ι言語가 λ}용되고 

있치 해문에 t햇然혀 古代韓;半島의 言語!JX않는 그뎌하였으픽라고 判{析히 

는듯 하다. 그러면 왜 。l 퍼힌~ 1目反된 묘l解가 '-}파니 711 되있는가? 

f납代韓半옮띄 

書 東형薦에서 

듬‘듬홈狀態에 관해사， 극히 간단하지만， 

블 수 있는 것이 最젠의 gG事띈 젓이마. 

J_늠라 三[평권 • 鍵

그 펴句핑환 條öll

「東쫓舊語 t)J좋夫餘別種 닫즘흠諸事 多與夫餘i司」이 리→ 상고， 감〔;지 r디 젠0 1] 

는 「其言품與句麗大同 R활時小異」 라 고 했으며 , 또 滅。1] 관 511 사논 →침판 

法{삼 大批與句麗同」이 라고 했다. 따라서 夫餘 。 高句麗 @ il퍼 • 據 등 1많 

半島 東~t部의 諸言語가 同--系統이 었음~을 알수 있다. 그라고 夫餘 L] 흙i 

句麗‘의 地理8'9 位置로 보아 

던 름‘語。l 았다프 }佳定된다. 

그들 言많가 둔구스語와 텔정한 관계에 있 

그한데 펙方의 텃갚 • 까t량 。 펀 lji훨이] 판히}사 

는 辰韓 條이1] I其룹語不與‘딴韓同」이 나 하였고 뜨 까 1핀 條에 는 「與1E*쉽겐 

居 ... ~ .. 言語法給相似」라고 했을 뿐， 高句麗 • 夫餘 풍 1t方민 言듬홉와외 類

{b( f生에 관해서는 --言半句의 j감 R이 없다. 二l 닫ii홉 f엔야l 으}하떤 F중韓-91 

41) -1헤로， ipJF六텅f.， c~T f\ ι〕日本폼 ε 햄싹F혼 (~-=- c:• ι주담I ,1, w.京， 196ì. 
þ.12). 

42) t林太良， gEjP: Er國(난=--!/삼폐띈;， 1979 , pp.12H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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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이 代代 전하지릎 自己플은 엣 칭時f\'; 에 勞f않을 피해서 韓의 나라 

얘 온 亡命者이 고 「國」을 「행」이 라 하고 r딘」을 râffij , r械」을 「盧j ，

「行fI[j릎 「行帳j ， 서로 부룹 해는 모두 「徒」략고 했다고 한다. 따라세 

辰韓의 듬iN흠가 馬韓의 言語와 다르-다는 것 이 다. 즉 辰韓의 言語가 中國

語와 같았다는 것인티11.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믿을 수 없는 記事이다. 

·辰韓〔→新짧)의 言語가 ~11 ill:한국-諾의 m:體가 펴였녀는 점을 생각할 때， 

辰韓의 言語가 菜의 言語와 같았다고는 생각한 수 없는 것이 當然하 

다 431 쫓행같주 東핏;傳에는 。l 밖에도 여려 :y，1@과 不合理↑生이 았는데， 땅핏 

傳의 編驚者-안 陳壽가 高句麗니→ 풍펌의 경 우와는 달리 南方 諸國에 관 

한 짜I짧은 극히 1돼륜행랬고 不JE確했던 것으로 생각띈다. 우리는 그 理!폐 

찰 陳壽기- 은 핑렷傳의 序에서 確實하게 갖아 본 수 있다 MJ 

쫓명의 明帝時， 高句麗가 가끔 펼폈윤 품犯했 다. 그래 셔 244年 ~.jM+[刺

史 fìl: l고險이 出111해 λ} 치니 同句麗王 位宮(FR/1|lEt3)은 도주했다. 그둬 

位宮。1 王都 九都에 뜰이 온 것 을 안 f랬은 다음 해 (2，15年) 다시 高句麗

‘블 치고 드주하는 位宮을 玄寬太守엔 ::Ef많표→ 하여금 쫓게 했다. 位宮

이 이 번 에 는 땅치버 쿄 도망했 다. {값이 그-른 쫓오니 f立宮은 다시 ~ti，天、ì:1î

、표 도주한다. 그리 하혀 王댐판 位힘윤 쫓아 D\:~컨휠→ 거 처 輔「현띄 지 빙 플 

밟고 東쪽으로 大海에 이르댔다. 0] 와 짙이 二!딘이l 전친 Hijj;얘 의해서 

鍵軍이 通過한 韓半닮의 :명it部와 그 以北의 J벼域애 관해 서 는 그 言語·

風洛 • t없習 등에 이르가까치 함細하거l 記述할 수 있는 資料룹 얻게 된 

것이다. 그 잠펑 J훤이서 딴히기룹， r드다에 諸샘을 두루 돌아보고 그 

地方으l ij파 파%， 니 라의 大小， 그 ;tEl異함을 둡어~ _ ..... 그갓을 자세하게 

43) 古f-\:n半，봐의 름염듬 語에 <fr國語의 영 향이 디 i 있었을 갖 으로 생 /식 되 나， 그 
것 은 3: 수의 {까 flJ 記 깅 도쿄 생 각펀 니 _ tÞI행댐의 영 향을 過大視하는 것 은， 
4 짜]이νl ;1h히는나、 9} 강 oJ ， cJ 녁까지 띤에 λl 복 띠} 꿇지 않 "J-. 쩌 rll 윷하/、， 

L상쳐 (Ii-J강체， 찌까， 1977, p. 1456 찬조 

44) it4: 。l 「r 에 는 |짧L‘을 두치 않은듯 하냐， 이 것은 듬語어1 건한 것 뿐만 아 
니 라， 東헛파· 그 自體를 合理的￡로 解繹하는데 있어 根本的인 重평한 사 

/섣윤 시시하는 것우록 注김되켜야 한다‘ 3#:짖Jf벤뒤에 있는 「評」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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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錄하게 되 었 다」고 했 다 45) 言語에 관해 서 도 高句麗 • ì5í: i묘 • 據의 諸言

語가 같고 關↑쉴의 릅‘語46)는 그들과 다르다고 體系的으로 記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出동에 의해서 얻은 實際的얀 %誠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것 이 다. 여 기 만하여 南方의 韓諸國은 中國과의 交잖아 新첼했다. 득히 

I하韓 • 4r-韓 등온 다1國玉횡~와의 交沙이 가장 늦은 地域01 었다. 그때문에 

東랫傳의 韓諸國에 관한 記事도 不正確랬묶을 랭解파게 된다. 그뿐만 

아니 라， 陳壽는 東햇傳을 評해 서 「東헛의 여 녁 니 라에 서 通詳을 동반한 

使者가 때에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 탤者의 밀어1 따라서 東랫傳을 

記述했는데， 이들。1 어떻게 東쫓諸國의 一般的 사실을 f專하는 것아라 

하겠는카， 47) 라 하여， 그 記述內容의 不完全性 흑은 不正確뾰을 스스로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諸國의 침짧와 高句麗의 言語와의 類

似{生에 듭反할 수 없었고 도 韓諸댐의 言語0;1 관해서 땀히고 있는 갓도 

不正確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45) 훤後품句짧背破 又追偏師폈討 짧追極遠 路R烏:iL랩’都 過앉i묘 짧調↑쉰之延 東
臨大海 감老즘상 침異뼈‘之人 Q[ 日之所出 ~Pif영명듬뿜國 ;R其法f깜 小大區딩U%침 

~핏생 可찜등각~~ê 

46) 짧펀 束핀1띤의 Jts~ 1r(fi이 는 다5↑따괴 의 판기1 ο:1 관한 륜U팎끼 히、 으-니 , I피판 東
렷{專의 j한에는 때川씨!J밍 f당[î險의 갚f隊;’t I말 í :J!il~~3 등 떡이 λ] ì앗iJl뜰 7] 치 

網慣의 1상블 밟았r:J 코 한다. 약 記事01] 따라시 「後漢필JOlI시는 펀뿔플 멧 
햄(합이 라고 댔다‘ 그런데 짧뽑 東랫빨의 랜뿔. ~총에 의하띤[-펀월 감ijijt 
東~t千송별 演大海 i휩與北끊ì1l接 未j;p其;1t極 쳐:士펴多小險 其人}μf以夫상 
등語不與夫餘句麗同」이 라 하여 그 位뭘가 大珞 現김E의 소련 ?암海川。] 었음 

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그 튿語도 夫餘 • 高句麗와는 달랐다고 한다. 이 참 

게 北方의 抱隻〔휴은 薦植)는 낀아시 아系인 現在의 길리 야크族。] ，1펀(1:하고 
있는 分布地域파 가깜고 또 그 듬認도 夫金 • r합句麗語외는 다프디고 했기 

때문이11 , 판者는 그듬이 깅터야므人의 先祖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디- 또한 
랬펴 쟁핏댐의 핍훌 條에 의하연 떠받에도 득야한 컴이 있다. 0] 외는 닫러 

「關6월 • 뀔뿔 • 까솜 또는 蘇짧은 둬 야] :trt(女효)族， .É!1l ~협아H族을 ìlJW;한 
部JÑ틀인티L 그틀은 갇은 滿ìJ.11 한어l 속딩지만 λ} 로 다른 部族이었다는 것이 

우리 의 JtvY(다 FI .:cι Jr끼 고 한 다 ( ~~간찌j ’ 재 JJ힌F괴 ;j”}하낫"따國rtfhjt;t45 
1, 샤 윌 19(:ì,i , p. :l8lj‘샤 木짜}에 )] 는 핀→뻐이 파lψ 힐 야 유 까 없으까 fHi\ b!:) .... 
1tk윤 }滿洲값의 한 댐 lk으모 보는데는 不合理한 짐이 많녀. 

47) 評묘 史漢著햄解兩뺑 東京操錄西꿇 짧世띄~'J.途윷 띈힘烏九蘇뽕 훌及東홍 

양찬譯時通 記述f뀔事 뿔힘’t!!，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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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ill:紀後半부터 거우 행~t아시이의 政治舞臺에 登場하게 되는 可평는 

그 地理的 位置로 해서， 中國王朝와의 關係가 감어지기 시작하는데， 七

世紀의 「梁뿔J(列傳 • 諸렛〕의 띄濟 條에 의하면 í今言語服章略與高麗 

同」이라고 했다. 이것은 됨濟와 高句麗의 言語에 관한， 즉 이들 言語가 

또 同書의 新

通뽑-으로 중 羅 11후에서는， lþU쩌사란파 말을 하기 위해서는 j되샘사란을 

간에 두어야 한다 하여， I語言待百濟 而後通처;j라 하였으니， 이것은 적 

어도 되뿜人。1 新羅의 言語플 理따할 수 있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 

리의 關心을 끄는 記事라 하겠다. 이와 갚이 百濟와의 交涉이 깊어져세 

시로 類似함을 월써프 지적한 注目할만한 記事라 하겠다. 

中國 史書에 百濟에 관한 보다 正確한 知識을 가질 수 있게 된 時代의 

의 하면힘句麗 • 百續 • 新羅(또는 辰韓과 휴韓)의 諸言語가 系統的으로 

달라서 相互理解가 전혀 不可能했다고는 생 각할 수 없다. 다만 크고 작 

은 方言的인 言語差는 認定해야 할 것오로 생각되나， 高句麗와 권濟의 

즘語差에 버해셔 이들 단語와 新羅의 言語간에는 보다 븐 差가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íJ되펌」 몇域傳의 I그-濟 條에 「王姓夫餘Ef: 號於羅I잃 民fPf寫維吉支 夏즙 

따드E也」라 하여 이것은 夫餘 • 高句麗系의 즙語와 韓系의 言‘語의 *日異향 

을 단척으로 t갈해주는 것으로 자주 引用되는 句節이다. -見하여 支配

웹
 爛

바
「ι 
」P떼
 

;별탱i해서는 

또한 

族의 高句麗語와 被支配族의 士看릅펌안 F'îì齊語와의 言語差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려나 야 한 例에 의해서 

百濟의 言語가 根本的으로 系統을 달리하는 言語이었다고 

얀펜다. 첫째 於羅[많 (eraha)가 。l 른바 힘句麗語라는 證據가 없다. 

支配階級으l 宮다::J用諾기. --般民꿨으1 用語와 큰 착아 가 있는 것은 }해知의 

그뿐만 아니 라 同一系의 言語짧에 속하면서 도 相쭉한 환경 에 

서 玉에 대 한 名稱01 相異하게 形成되 논 것 또한 當然하다. 

사설이다. 

周m의 사 

서후 

실이지만， 百濟는 高句麗보다 늦게 한 國家로서의 體없j칠- 갖추게 된다. 

따략서 王얘 대한 名稱도 兩國에서 時間的으로 갚격을 두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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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케가 빈드시 I~PJ言‘펴名f따으l 생각할 수 있기에 다르기l 形成꾀 았 다고도 

語의 다
 

나
 H 本픔좋6갑。n 없다. 할수 一般的 差異듭 反I써하는 것 이 라고는 

생각되 해망하는 것으로 「於쩌융웹」싸 나는 orikoke( 져- 1) 그 1;-)는 /i되합의 

또 「職핍支」는 konikisi( 그 ν 수ν) 휴 kokisí( 그 수ν〕후 니타난다. 

形2..s.. 생 그 ;lç- ν 는 爛吉支〈 =1 ν ;lç- ν 〕으l 

於羅j탱보다 藏吉支7t 주노 f품F뎌 뭔 캉、 은 미EI示Ét':J이 고 興味쉽 다 

。1- 0 
1:ðτ: [ν 1 이 꿇記펴지 

는데， 

여 71 서 

각퍼는데， 

「쪽十二ßJ 73 ì펴뭔使調뒀 別表: i請任폐國l: 

(;t 그 ν)F%|1利 • TC:r p ν) 11찢11재J • 쫓때 • 후羅~11縣」아 라는 등닌事카 있는데 48) 

l:r 本휩닙갑〔繼體天皇六年)어1 

각각 「才그 νj.17 上·下픔 여 기 셔 ff:那의 ;地장l 인 上1당뼈，J • 下쟁n利의 

日本語로 「才그 말로 上·下칠 각각 여기서 任돼의 이 7 이 1土 
l!"/ -一 λ" -1 P:/ j로 

oko-(才그-)와 알 수 있는데， -ν」와 r7p-ν」화 表記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ar-al의 語根은 ara • 

aro-[-T 디 --j가 한국話 uÍr上j ， arair下」와 →致하는 것을 

ui, arai는 띠 t:t한국품 1lf1? ar-ai얀 데 , 

月 印釋짧f 2, 41 참조)， 

白鳥庫吉이다. 

이었던 것으로 MK. 

이중 MKuh논 

생 각되 며 (ara uh r上下j ，

-.al는 處格}꾀]띔 →al가 化石化한 것이 다. 

얄타이 諸펌와 正確하끼 -→꿨하는 -{:쩨이 다. 

élf→ai<용ali-ai의 

다음과 갇이 

Proto-Altaic ugü r J::돼J=Mα. èige-dc r上J ，MK. uh <*ög- f上」二Ev‘ ugì , 

섣ig-. Ko.(方←뜸iiE5) ug→el 잡 고， 

al-ïn, al-t r下」 등의 al 과 2f%파 또한 MK ar→al는 토야기폼方言의 

[C[ 추:t!J 이렇게 해서 다1 i폐洲룹잠 al-igain r 下台」와도 관커l 가 있 삭 요인 다. 

닙감}침펀한 힐- 수 있 는더j， 다음 fm 
c}?) 관해서는 從來 言及펀 

몽골폼에 

말얀 aro-와 oko 의 보이는 fE폐의 

題는 ←→ν( -si) 이다. 

즘다。R 

음타者기- 알고 있는 한， 

。1 보이는 「方-Sl는 풍구스댐와 알고 있다. 바 없는 것으로 

正確하게 -31이} 向」을 표시하는 이른애 「方向語」판 形g용하는 形態素연 

않는任那의 

日本뿔記(卷第十 七，n뚫앙얹天조음h =.:t퓨 쏟十二f‘ lin 
G.}.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I, 
Helsinki, p. 48-9: J. Benzing, Die tungusischen Sprachen, Versuch einer 

言語資料기- 남아 있지 있다 4와 -致하는 것 임을 認5값할 수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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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語가 相{以하다고 맘하 

-→폈하는 접에서 

;二太ψ心j샌이 고 t加羅가 任꽤이 마)~ 任那의 

又法jf~態素와 

"R 우 웰펀한 例라 하지 

않쓸 수 없다. 짧志 떤평j평이l 사 ;까辰은 辰韓과 

고 있￡띄 또 까辰은 :i'!hJ.파떠오도 任페와 部分的..9...5.-

。ε 。1-1-
1,;0--" 즙5감어l 서 이 갓은 비 록 두 例얘 저 니 지 

말
 

〈上 • 下fJa紙는 11'辰의 

SI와 같은 알타이 짧 深層으l aro•, oko 뿐만 이 내 려 , 。u

。J→

'" 지냐지 ;不過 二例에 ←‘jt하는 깃이 있는 것응 득히 j上{크합만 하다. 

• ‘i떠올 엿볼 수 있다고 듬i5폼的 性洛의 ó 나? 任찌ljC적-은 휴辰〕와 }갚i;rjFE1 

생각된다. 

古地名에 관하여 

高{ij麗語와 南jj의 짧감諾가 系統的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은， ~t方의 

。1 느 켜 。 군 
샤 L.. '..r:.-그 差異가 한 根據가 펴에 보이는 맺맺 다음파 같은 古地名에 

「三國史記」의 地理志에 있는 高句麗 • 「f생각펀다. 周知의 사질야지 만， 

떤 • 新랬 三i國의 다1地::t， 011 는， i몇똥추rεL로 表記련 土훌즙용의 地名을， 新總

많이 팀 그 意;味이) 對應하는 漢宇로 代置하여 改名한 것 이 

이 들 남I>f l:; 三國은 그 言話資料탈 난가 지 

웰德王 때， 

않았기 매운에， 含되어 있다. 

이갈 地名은 일끽 JF티 비상한 注덤의 대상이 되어온 월J重한 古代 프뼈의 

「馬忽那→堅城那， 買忽

꽤_ . .，가;城돼， 乃 íJJ짚1→원城， 티]忽→YC城」 등과 곁。1 여러 士看語이l 보이 

논 「씬」이1 대해사 {펀팍ζfR1 「jLt」을 對應시키고 있마. 

하는 士흉語， 여기서는 이은바 fi~J句麗語9]

그 高句麗 地名에， 

「城」을 의마 

낱띨야 「忽_' (ho1) 이었다고 

석기사 

그런데 름 ìî판資料 "1 하겠 다. 

띄ijfE1 j빼名에는 「毛당夫볕縣、→댐做縣， 

半奈夫뿔縣 }灌파j修， ih따夫뿔修 '1'다댄꽤lì ， t1 L，<夫띔땀→춤:lE縣」 등과 

갇이 「←→夫里」가 붙은 原地名(士훌릅홉에 의한 地名)이 많아 있고， 

에 는 「達句火縣 〉大fi:縣， 핍火縣→花F힘縣， 짧-省火縣、→解頻縣， 退火후ijl-

여 71 τ11 해서 推정하는 것이다. 

新羅

Vergleichenden Grammatik, Wiesbaden, 1955, p.85-6. 이 -SI는 「南 (ji, IJ 
G.~L) 加爾)J에서도 나타난다(日本害記 應神八年 條)， 간끼ts本語 ú' 

￡‘지 'LJ 짜J (himuka-si<Fimika-si) 나 ι LI西J (ni-si)의 -SI도 위 에 서 본 

SI와 갇응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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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됩휩ßJ 응괴 같이 「→火」가 풍븐 여러 原地名이 니티니고 있다. 1→夫

멸」는 puri, 1 火 j는 하!~휩해 서 pïl로 밝 는 것이 3번說효L 되 어 있다. 그 

리 하여 (高)hol: (럭!puri: (新)pïl을 둘러 싸고 벚 벚 相反되 는 兒解가 

나다나게 되었다. 

(1) 위에 든 세 語形이 同-語에서 由來한 것으F- 보고， 1←→5자里 I • 

「←火」에는 「城」을 對應시키고 있치 않음에도， 高낀〕麗의 地名에서 類推

되 어 모두 「城」플 의 미 하는 것으로 漢然하게 생 각하논 碩向。1 었다. 그 

러 나 hol을 puri, pïl과 同一請源으로 보븐 것은 옳지 않다. 쫓없릎를 東갱필 

傳의 i합句麗 條。11 ， 1潤樓者 句麗名城也」라 했기에， 1城」올 의미하논 高

句麗語가 많樓(kulu) 이 었음올 할 수 있는데， 1깡、]끈- 이 「밟樓」와 (→3핏 

하는 것으호 보는 것이 끊다. (2) 일면， 위에서 본 새 語形올 同一즙흠源 

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뽑然히 그 差異가 ;f t方과 f휘方의 言語差펠 니다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뼈向도 였다. 

「觀펄」니 地;(，에서도 推定되지만， 高句隱에는 얼끽부터 城이 있었:Jl.， 

城을 中心으호 住많이 보 여 村음 。1 루고， 색 기 서 한 行政區劃으로 發찮 

한 것 으로 생 각된 다(水까城 縣， 1풍城(밍염 등 침→조). 그리 하 여 城에 대 

한 1'i稱도 힐찍부터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1忽」은 滿洲댐 gol。

(4쉰)과 H::較띈다 50) 한펀 後낀뿔뿔韓隊에 의하면 馬!韓이1 는 城郭이 없었다 

고 한다. 또 鍵書 韓 條에서 들고 있논 馬韓익 。1 려 小템11;中에， l'內명 

離國 • f:뿜어타離國 • 如來밟離國」 퉁이 있어， 이 「밴離」는 「夫里」와 →·꿨하 

논 것으로서 「콧里J (혹은 「벨離J) 라는 말은 매우 오랜 歷史를 가진 것 

임을 얄 수 였치 해분에， r솟댄Jcr뿌離j) 7]- 城에 래한 名稱。1 였음 可能

性은 없다. r失면Jcr밟離 1)는 「밸 J(野)과 관계가 있어보인다 51) 平原익 

50) 忍야 「城j→「省」으로 의 비 의 變化를 격 은 것 으로 보고 Ma. golo와의 1t4핏 

가 可能하다 Ma. golo에 「城」의 뜩이 있 았 는지 는 文짧u 佛認한 길 이 
없다， 

51) Ramstedt는 Ko. pal윤 Ma. fila r전 시 j와 lt較한 바 있으나 (Studies in 
Korean Etymology, p.196) , 이 比較는 成立할 수 있 다. Ma. fila , Ud 
pilai, Urc. pi1í (n-) , Nan. piJia 등 語形에 는 「전 시 」의 意뱃밖에 는 엽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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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에 서 村落의 뜻의 地名으로 사용되 었을 可能性이 높다. 즉 北方에 서 

는 城을 中心오로 住民이 모여 村을 이루고 南方에서는 平原과 같이 평 

평한 곳에 集團的으로 모여 。1 것야 村落。1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01 

렇게 해서 地名〔혹은 行政區劃)의 命名方式이 北方의 i힘句麗의 경우와 

南方 諸國의 경우는 달랐던 것후로 생각된다. 

「夫里(밟離) • 火J=r펠」온 마음 滿洲{풍-구스謂語의 語形과 • ‘致하는 

것￡로 생각핀다. Ud. Urc. Orok. Neg. 등에서는 pala(n)으로 나타나 

며 滿까H語에저 는 fa!a(n)으로 나타냐는 것이다. Ma. fala(n)은 「廣場 • 

平地 • 區域」 등의 뜻을 가지고 었으며 52) 또 「村里」의 뜻을 갖게도 된 

다 531 외에 든 「夫里(짧離)J는 바로 이 Ma. fala(n)과 -줬하는 것으로 

생각환다、 그괴고 R本의 줍삐이l 서 北九洲治웹地域의 地名語尾에 furu , 

fure의 名稱이 보이는데 54i 이것은 바로 「夫里(單離)J 벚 滿헤.[-퉁구스 

語의 fa!a(n) , pala(n) 등과 一致하는 것으로서 注目판다. 日本語 hara 

「原 • 廣ν 、zf- G t.:. tJ.. ε : δJ551도 물론 위 의 「夫별〔￡휩離)J • Ko. pdl, Ma. 

Tung. pala(n},,-,fala(n) 등과 同一起源으로 생 각된다. 참고로 Ramstedt 

는 Ko. p;J!을 Ma. fìla와 比較한 적 이 있는데 , 이 比較는 옳지 않다. 

Ko. pal과의 lt較가 의 "1 상 不.可能하다. Ko. pal과 比較가 可能한 것은 
Ma. fala(n) 이다. 이 낱말에는 「村里」의 뜻이 있고(滿和爾빼 p. 124) , 또 
한 [平地 · 區域」의 意味도 있 다 (Cincius (red.), Sravnitel'nyj slovar’ 
tunguso.man’성urskix jazkov, U, p. 32). Ma. fala (n) 은 「平地」→「村뿔」의 
意味變化를 겪었던 것이 確寶하며， Ko. pal과 比較된다. 한핀 한국語와 드 
라비 리 아 (Dravidian) 語와악 同系플 주칭 하는 Hulbert는 「뿜際」를 드러 비 까 
아語의 palli í部落」와 比較한 적 이 있으나 (H.B. Hulbert,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Dialects of India, 
Seoul, 1906, p.122) , 이 Darv. palli는 jt語 palli를 借用한 것이 다 (T. 
Burrow and M.B. Emeneau, A Dravidian Etmylogical Dictionary, 
Oxford, 1970, p.269). 

52) V. r. Cincius(red.) , Sravnitel'nyj slovar’ tunguso-man’czurskix jazkov, II, 
p.32. 

53) 쩌田 훔， 滿和離典， 東京， 1939, p. 124. 
54) 井上秀雄， 朝蘇三國 ε 日本(歷史公論 9號， 1978, p. 47). 
55) 時代別 國語大蘇典 上代篇(三省할 上代語解典編修委員會編) , 東京， 1967, 

p.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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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fila는 -강구-스鴻方륜 Oroc. pilæ, Ud. pilan , Urc. pilíCnj , K an. pilia 

듯만을 가7:1 고 

에 56) Ko. p::ll과는 意妹上 比較펼 수 없는 것이 分때하다. 

이들은 모두 [접시~(따1)의 와 一致하는데， 있거 에문 

지금까지 考

察한 넘}에 외해서 「夫里」외 「忽」은 高句麗語와 百濟語 및 新羅語의 ~ 

듭땀差휠→ 표시 하는 것 으로는 생 각되 저 않는다. 後漢듬탤 *벚f專에 의 하연， 

보이는 「火」는 「夫면」와 辰韓。11 는 城후5。1 있었다고 히나， 新쩌E地名에 

참은 命名일 것이다. 

다음에는 三國의 地名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줍語差가 나다냐는가플 

보기 로 한다. 한 f얘j로 「三 • 五 • 七 • 十 • 海 • 편 • 口 • 짝」 퉁의 의미룹 

표시하는 것오후 생각되는 高句麗地名의 「密 •. 'f次 • 辯댐、 • 德 • 內米 • 

烏斯含 • 古次 • 깜」 등은 각각 日本語의 mi , itu , nana, to, naml , usagl , 

kuti, tani 등과 類似한 것즈L루 문제 가 된 1같람의 -'쥔1; 인다]， 이들파 같은 

意味의 낱털이 新옳나 百濟의 地名에는 니타니지 않는 정에 EE;효할 必

맺가 있다. 이차럼 意;味가 같거나 혹은 類似한 名稱이 三國의 地名에 

고루 나타난다면 그 룹-語差→블 容易하게 알 수 있을 것이 다. 그러 냐 그 

든 高句麗語찍 갱 우이1 도 新罷와 百펌 라한 例는 少數어1 不;뭘하다. 위이l 

에서 

혀 

同系의 l날맏이 사용퍼었는지 흑은 때찢한 닐-~닐 이 사용되 었는지 잔 

알수 없다. 그리하여 二댈1 휴은 三國얘 共通的 o 흐 나타냐는 少數

의 날만에 Ei;딘히게 된다. 한 例로 rJ I r: (7]<.) • 黑(陰) • 提」듬- 의마하는 

나타내며 또 r(%J달 意

「沙뿜(沙代)J은 단함에 셔 도 「所ttJ와 갇이 냐다니 고 

共通的으로 「웠 • 今忽 •. J: 가 新짧와 高句麗에 

l체하는 폐句麗語의 

았다 571 튜히 i司句麗둡흠의 數詞로 생각되는 「密J(三〕은 新羅의 地名에도 

類似한 「批J(mil로 11Ji1휩된다〕이 나 「빠」이碼校→三支縣)로 나다냐는데 注

56) V. I. Cincius <red.) , op. cit. , p.303. 
57) 프國의 ;뱅名에서 言語資**로 。}용될 수 있는 것이 빼出펴는 것은 高句麗에 

사 가장 많고 新羅애서 다음- 가며 百濟에서 가장 적 다. 따라서 三國의 地

名에 共通해서 나다나는 것이 극 少數이며 또 二國애 共通띈 것도 많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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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三國l의 듣숭르五조二 仁11=n:::::IL

생각된마. 다음에 百濟의 地名에 「石」을 의미하는 

C 3 5 J 

同一系統이있다고 

「珍팝J (tol-ak.-珍」

은 tol록 힘11讀된다)이 있는데， 이것은， MK. tõl-h( <*tδl-k<*tõl-ak)과 

一致하는 것이다. 方言에서는 

이것은 알타이諸語와의 

tõk( <*tõl→k<*töl-ak)으로도 變化한다. 

話강比較에서 가장 條言한 것중의 하니로 생각 

되고 있는 것이다. 

MK. töl-h = Mo. cilarun <*tïla -run < *tïla -wün <*tãla• bun=Chuv. ~ul< 

*t;al<*tal<*tãP, AT. tas<*tiis<* t5J2, Yak. tãs. 

여기서 

의 여러 

문제가 되는 것은 띄濟語에 보이는 -ak안데， 이것은 토이기語 

tas-ak ‘ taz-ak , tas-ak 등에 보이는 指小蘇方言에 나마나는 

akrv→ax와 ~致하는 것 이 다 59) 이와 같이 펴濟語에 알다이語系의 흥동 

素가 나타나는 것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 

高句麗語와 新羅語에서 數詞는 最값l 共週된 것도 있었으나 따로따로 

形成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新羅語의 數詞體系는 걸리야크語의 數詞

를 벚개 借用하띤서 高句麗語와는 달리 形成되고 그것이 中t만한국語로 

발전하는 것￡호 보인다. Benveniste도 말한 것처 렴 同系語의 決定에 數

詞의 一致가 반드시 절대적인 基準이 되는 것은 아니 다 58) 

엄밀하게， 그리고 三國의 地名은 縮슴的으로 陽究되어야 

「三國史記」 地理志의 言語資料로서의 엠격한 批判이 必팍하 

古地名은 더 

먼저 한다. 

다. 또 文願學的연 昭究도 必훨하다. 言語資料로서 地理志중 高句麗의 

地名이 가장 우수한 환이고 新羅의 地名이 다음가며 되濟의 地名은가 

장 뒤 I날어지는 것 갈이 보인다. 이밖에도 -→打해서 i힘句麗즘갑라고 부르 

나， 三國史記 地짧농、에 있는 高句麗의 地名은 韓半島의 北部에 限定되 

58) M. Räsänen, Versuch eines etymologischen Wärterbuchs der Türksprachen, 
Helsinki , 1971, p.466a: G.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1I, 1952, p ‘ 212. 

59) E. Benveniste, La classiflcation des langues (Probl승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66,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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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1)딴)綠;eLtJ.:ít의 a월 ffiì쳐상域。1 약간 含댐되어 있 ö 나〕， 흙체麗7} 15휩 

下하거 ι1-1)1î의 짧fE;‘ 5힘rkii형에삭 推휩되는 휩句鍵의 j:~;ß 01 아낸 것에 

11줬;히}삭 한다. 여 :71 관해샤섣 부}에 녀-셔 흡及될 것이다. 

워어1 삭 5설察한 젓~을 綠合해쥔. ，，~， tîft韓‘εF옳야1사는 갚온 系統악 줍語 

7) 사상5~ 였、오 p'1 ~tjJ과 南)j펴 諸둡‘語깐얘는 강당깐 言협옳7}- 있였으 

따라고 3함값펀 I.:j. 그 2~ 고 f삼국짧는 띨타이짧系의 듭‘짧아 ni 갈;;:~이드조語 

외- 찰응 했알，，}이릅용의 基혐이 있는 것으보 생각띈다， 여러한 싸잘아 현 

국등홉의 系統fJtj'E푼 F뀔했r하재 양는 한 j흉tz;! 0 1 펴야 았관치‘~R흔、다. ο! 

점접題는 한츄딩협 系統隔究익 重맺한 한 課題7} 되 21'* 생 각펴 는더L 0]61l 

관한 없짧7} 갚아 았게 행해장에따라서 한국語5') 횡統은 보다 :分쩨해셔l 

지 않올끼1} 생각 3린 다‘ 

"6.ft댄찮각츠용링의 諸룹‘품7~ 同一系錢으로 생 각되 는 것 펀- 감 에 셔 랄 한 llt 

와 참가녀와 EE 따←갖5 펴然허 j옳句麗語라고 부효는 것에도 再考의 餘地

7t 있용융 지착한 바 았다. 졌떻둥웰 쳐5감훌{황에객， r東훤舊응홉 以줬종夫餘別種 

i불語~엽-事 多f원7:앓:F원」이 ~.q-2 힌. !힘 f끽魔는， 설온 11\원綠江과 핀-滿江의 中流

와 上ff휠→ r:þ，(나으효 그 홉J:ít얘 갤 씌 였 었고 짧:휩 {강?뭘의 용형짤윷됐고} ￥FF;강 

첼i。11 該꿇’하는 짧깎월‘1 당1?;J tf쩌는〔그→2l고 폈~t흘ßs.，) 包j깐1각어 았지 않다

이 當It1Þ 麗半1와의 꽤:1 t 짧헤도 어떤 原住월이 →앞고 였었먼 것푼 確짧‘헌-더l 

::l 플의 펀듬찬가→ 總팍 짧n￥의 i힘셈魔.S] 룹~흡$:)- 싹딴 판겨1 이1 있었는지쓴 

잔퍼 샅바치..s?_ 았지 앓냐. J샌名은 τ~ 단 ε} 保얀:的0) 까 쩌둔어} 三國잊닙g 

t也理忘의 F닮쉰J麗總名도 전픈 。1 IT한 ft 휴은 그보다 폈씬 앞션 時代부'- El 

形成파였다고 보아야 찬 것야다. 3폈등활 창i혔傳 양씁iff흉‘의 j평句麗5끽 좁홉홈餐料 

는 이강-것도 남아 있는 잣이 없가 때풍에? 韓즈퓨월dt部와 줍語--족 드E國 

&깐5G약 품품 'Í'i]隱쳐강점이?객 깅삶í.E되는 즙語의 性格을 鐘寶하꺼〕 規g설학7) 는 園

戀5혀다. 다만 鍵書 폈Eji傳쉐셔 E￡jf묘내 據외 둡、i語가 高句麗Jgl 뚫語와 ‘太

體로 칠다고 t갚하고 있는데 셔 싹 둡 룹짧와 휩接해 있는 E료:l t部의 言語도 

흙i句麗즘핍와 i려系統이였으려려는 推定。t 可能헬 것아다. 그형다 합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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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觀書 東몇f홉에 서 推定되 는 高句麗의 言語와 韓半島 北部이1 限定되 어 

있는 三國史記 地理志의 高句麗地名에서 推定되는 高句麗語사이에는 어 

떤 言語差가 있었마고 認定해야 할 것이다. 엄끌히게 말해서， 鍵콤조 5단 

E훌{專 當時의 高句麗의 言語와 三國史記의 高句麗地名에서 推定되는 즙語 

듭 完全히 同一視하기 는 어 렵 다. 다만 高句麗의 i휩下에 의 해 서 〔國內城

에서 zp:壞으로 國都룹 옮긴 것。1 427年)， 韓半원i ~tßß의 듭‘語에 어느 

理度의 영 향을 미 쳤을 可能性을 排|쨌할 수 없다. 그려 나 地名은 i합句麗 

의 南下以前까치 소급해 야 헐 갖이 다. 再次 강조하면， 三國史記으]허句 

麗地名애서 推定되는 言語는 鍵書當時의 高句麗가 i휩下하기 以前， 韓半

島北部에셔 싸용되고 있던 言謂룹 反映하는 것이 다 

四. 맑究現況과 非알타이語훌素 

한국語의 周圍달 볼 때， 類型的있 펀지한- 類10，'11:이 있고 또 쨌f以한 

낱만이 적지 않거l 發見되는 점에사， 먼처 임:目되는 즙‘語가 알티→이諸語 

와 日本諾이다. 따꾀사 한국語는 알타이諸語 및 日本語와 ￥쩌;드船l係가 

있으i:êj 라는 생각이 일젝부터 싹트7] 시작한 것는- 當然하다. 二ζ우 이~들 

諸言語의 親近關係플 꿇明하기 위해서 많은 比較없究71 계속뇌았었다. 

특히 알다이諸語와의 比較陽究는 解放後 한국애 있어서 韓國語系統lIf究

의 가장 重홍용한 課題었다. 이러한 昭究{煩向얘 큰 영향:올 마친 것이 ~. 

Poppe와 G.]. l~amstedt인 것을 잊어서는 안펀 깃아다. 그것은 우리둡 

의 뻐究碩向과 같이， 그들이 한국語쓸 Altaic unity(Poppe의 用語)에 

包含시키고， 한국語를 積極的안 比較對象무로 삼고 있기 때운이다. 이 

러한 뮤I짧판 풍해서 한국語가 얄타이諸喆와 때近關係가 있으2] i']는 생 

각이 접 자 강 해 컸 다. 그러 나 지 금끼 지 으]1îJf캘이.(’l 히 서 및쨌 한극 6업와 

얄타이 諸語와의 親近關係가 充分허 證明되 었는가플 反省해 볼 必몇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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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한 접 에 서 먼 저 Poppe나 Ramstedt가 한국話의 系統을 어 떻 게 생 

각하고 있는가플 좀 더 正確하게 調짧해 볼 必햇가 있다. 그것은 그들 

의 冊究에 의해서 한국語와 알타이諸語와의 親近性이 決定的으로 證明

된 것처럼 생각하는 一般的인 碩向。1 있기 때문이다. Ramstedt의 「얄타 

이룹語學搬論펀l 이나 그밖의 여려 論文을 보띤， 한국語와 알다01 諸듬홈 

와의 j~lli":j生을 어느 뿜度 確{言하고 있었던 것처 럼 보이 나， 실은 한국語 

의 系統을 그랭게 렐純하게 생각하고 있었먼 것 같치는 않다， Poppe는 

Ramstedt가 그에 게 보낸 띈簡에 서 「한국語는 앞으로 더 꺼究되 어 야 할 

不可思議한 言語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덩 l用한 바 있다 51) 또 「한국語 

룹 容易하게 알다이語群에 包含시컬 수는 없다」고도 말하고 있다 62) 01 

것은 Ramstedt의 한국語系統에 관헌- 最後의 言及으로서 注目할만하다. 

일띤， Poppe도 한국語륜 Altaic unity에 包念시키고는 있으나， 한국핍 

의 系統에 관한 그익 見解거 살은 세번에 견처 변하고 있다. 그라냐 

그의 이러한 態度의 變化얘 注目한 사란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는 

Ramstedt의 Studies in Korean Etymology(Helsinki, 1949) 에 대 한 盡評

에서 「그 [Ramstedt] 의 이 {꺼究에 의해서 한국訊와 암따이諸폼와의 親

近關係기 의심없이 解ft되았다」고 즘 11))했다 6.!) =L뉘 1960年의 「알다。1 

諸語比較文法」에사는 「임타이 j짧誼와 韓國訊의 관계는 그렇게 分明하지 

않다J ， 그러나 「한국語에 알타이語層이 發見되어 적어도 알타이語基層 

(Substrat) 이 있는 갓은 確實하다J 6S ) 고 말하고 보다 慣重한 態度들 보이 

(ìC1) G.J. Rümst<òèt , Elnhhnmg ln òie ahaiscne Spracnwissenscnaft 1-1l1, 

Helsinki, 1952'" 1957. 
61) N. Poppe, Review of Ramstedt ’s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JAS 

13-3 , 4. 1950. p.572. 
62) H. Izui, Recent Trends in Japanese Linguistics, (C. Morhmann, F 

Norman and A. Sommerfelt <eds.), Trencls in Mo c1ern Linguistics, Utrecht 
/ Antwerp, 1963, p. 45"4G). 

(;3) N. Poppe, 0)). ci t.. p.580. 
64) N. Popp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 1. W 

esbaden.1960, p.5-6. 
65) N. Poppe,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clen, 1915,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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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런데 1965年의 「알다이言語學擬論」에 이료러서는 그의 態度

는 대단히 달라진마.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한국語의 系統에 관한 그의 

見解륜 分明허 밝히제 되는데， r나로서는 한국語의 系統이 그다자 分明

하지 않다」고 前提하고 「알타이 諸語와의 類似뾰이 起源的인 親近f生에 

의하는 것인자 혹은 알타이 基}홉에 의하는 것인지도 確휩하지 않다'J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語의 系統에 관해서 디-음과 같은 세가 

지 可能性을 생각하게 된다. 

(1) 한국語는 알타이諸語와 親近關係가 있다. 

(2) Altaic unity가 存在하거 以前에 原始 한국語가 分짧했 다(즉 分폈 

年代가 대 단히 오래 다). 

(3) 한국調에는 얄타이語基層밖에 없다. 元來非알타이語이었먼 것이 

옛 알'4이語룹 吸收했먼지 흑은 그 非알다이語가 알다이語 위에 앉했、는 

지도 모른다 66’ 
이것은 卓越한 판골라스트이매 얄타이스트이기도한 Poppeo!l게 한국語 

의 系統이 열마나 두꺼운 疑雲에 쌍석 있는가를 端的으로 말해주는 것 

이다. 

筆者는 Poppe가 든 새 까지 可能性과 지 금까지 의 k뮤究結果픔 고 여 하띤 

서 , 한국즙홈의 系統땀究에 관한 現況을 大略 다음과 같이 整理할 수 있 

으라라고 생각한다. Poppe가 위에서 든 세가지 可能性이 한국語系統佛 

究의 f명떼과 {업然히도 一致하는 것은 매우 興味있다. 먼저 우리들은 한 

국語와 알타이諸語와의 親近關係을 前提로 히고， 또 알타이諸語와의 H: 

較R다究에 의 해 서 한국語의 系統이 밝혀 지 리 뉘→고 생 각하101 li다究해 왔다. 

그리고 한국語에 있어서의 알타이語的 훨素달 發見하는데 어느 程度 成

져1한 것도 λ{질야다. 그러나 이러한 빠究結果른 통해서도 한국語와 알 

타야 諸語와의 빠近性이 充·分히 뽑明뇌 었 다고는 한- 수 없 다는 不ι￡윌→ jF: 

66; E. Sapir, Se!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ed. by D.G. Mandelbaum, 
Berkely'Los Angels, 1949, pp.7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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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不安을 느끼는 샤람은 극히 少數애 制限

되어 있는 것 갇다). 그리하여 한국語는 알타이祖語에서 直接， 그려고 

대단하 오랜 時代에 分짧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해서 그 不安을 說

明하려는 떻然한 생각이 나타나게 되 었다. 이 렇게 생각하는데도 물폰 

-理 없는 것은 아니 닥. 그러 내 그러 한 模然한 생 각으로 根本問題가 解

決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語의 系統細究는 이 以上 決코 發展할 수 

없다. 

Sapir는 「美國土人語와 갚은 言語에 서 , 팝鎭法只”의 發見이 대 단 히 因

難할 경우， 그것은 그 言語에 독특한 어떤 特徵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細究하고 있는 사람의 方法。l 적철히지 않기 때문이다」라 

고 발한 적이 있다 67) 筆者는 이와 같은 말이 한국語 系統陽究의 경우 

에도 적용파리라 생각한다. 한국語와 日本語샤이에 현저한 類似性이 있 

고， 또 한국 語에 알14이 語的 몇素가 發見되 면서 도， 흡題法則의 設:，(Ë o]

E섭難하고 基鍵語義도 一致하는 것이 극히 少數에 制限되어 있어서 最終

B페인 結論을 녀} 리 71 이1 不安을 느끼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없究方法에 

어떤 缺없I~ 01 있어서가- 01 간가 하쓴 反원을 촉구하는 것이 라 하겠다. 筆

者는 펴풋한이1 發훤한 뒷맺 論Ý~애샤 그 감을 튜펴 강조히→프， 。1 것과 관 

련해셔 앞으로 修決해야 할 맺 가지 !펌題플 提起힌 바 있다i 筆者는 한 

국語의 系統冊究가 現在 야느 변에서 커다란 뿔얘 부딪치고 있다고 생 

각하는데， 그것을 打閒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가 究明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非알타이語흥흥素-

알에니아語의 경우와 찰이， 어떤 言듭흠이1 많은 借用語가 混合되어 있으 

면， 그 뜸語의 系統짧究가 Ef2Jql해지는 갱우가 있다. 특히 하냐 以上의 

감폼에셔 많은 f합用맺素닫 l갇이→틀이거니 휴은 01 느 찬‘즙한에서 많純한 借

用以上의 影響을 받았응 경우에는 그 言語의 系純g좌究는 극도로 困難해 

67) 쐐鎬， 上揚論文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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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다. 이러한 접에서 Poppe가 한국語에 있어서의 非알타이語의 몇 

素플 假定한 것은 하나의 假說로서 注담할만 하다. 從來의 昭究에서는 

한국語에 서 얄타이語的 맺素플 發見하는데 熱中한 나머 지 

非알다이語的 훨素의 存1E어l 관해서는 너무나 無關心했다. 

漢語以外의 

그런데 最近

한국-語에 갚 리 야크(Gilyak)語의 용용素가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二L

러나 걸리야크語의 용풋素가 한국語의 形成에 어느 程度의 影響을 비쳤는 

지는 現段港에서는 分明히 얄 수 없￡나， 한국語의 系統짧究가 앞으후 

解決해야한 하냐의 새로운 課題가 부각되었다고 믿는다. 또하나의 排

f댔할 수 없는 可能性이 있다. 그것은 말라이 • 폴리네 시 아(Malay-Polyn-

esian)語 평素의 存tE可能性。1 다. 日本學者이 可能性에 관해서는 主로 

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 68) 이들 非알다이語의 훨素에 관한問題는 

앞으로의 쩌究에 큰 影響을 마칠 것으후 생각된다. 걸리야크語와 같은 

非알다이讀의 異素가 Poppe가 말한 것과 같은 Adstrat인지 흑은 Substrat 

인지， 

將來의 

흑은 한국語의 形成에 어느 理f흥의 

관한 판究에 期待할 수 밖에 이어l 

影響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없으나， 現段階에서는 적어도 

非알타이語의 몇素 그 自體의 存훈릎 確認하는 作業이 철저히 행해질 

必要가 있다. 

한국語와 깊리 야크語와의 접 촉에 관해 서 言及한 것은， 筆者가 。1--，-，
2.~ 

았는 限， 갈리야크語의 權威로 알려지고 있는 E.A. Krejnovic가 最初일 

것이디. 그는 길리 야크語와 滿1)H 퉁구스語의 相효影響에 관한注目짤 

만한 論文에서， 한국語와 갈리 야크語띄 접 촉에 관해서 간단히 言及한 바 

았다 69) 터 아시 아(시베 리 아)人의 한 種族이 며 現在 Amur江 下流와 사할 

런으1 ~t方어1 살고 있는 길리야크人(그는 니브흐 mvx략고 부르고 있다〕 
。

~， 그 [낭族的 起源과 옛 歷史에 관해서는 알려 져 있지 --, 믿드三-

-•"" 않￡냐， 

68) 겠井X之助， 
其他.

言語굉구究， 東京， 1956. 해디 l 七l'1Il， 日本語η起源， 東京， 1973 

69) E. A. 

1955, 
Krejnovic , 

p.135-136. 
Giljaskogo.tunguso'mancz’urskie jazykovye parall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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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블 보면， 깊리야크語가 얄타이語， 특히 풍군스語의 〕꿇響을 받았고 또 

어 떤 段階에 서 는 풍구스語에 影響을 마친 것 이 確實하다고 fÌÍJ :1;，말하고， 

「걸리 야크A과 한국人의 A類學的 關係와 관련해 서 지 적 된 言語的 一뚫 

에서， 언젠가 킬려야크/、이 보다 南方에 살고 있었고 일면 한국人과 말 

접하게 접촉하면서 또 일연에서는 古代滿洲A과도 접촉한 根據를 f없定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語와 걸려야크語사이에 보이는 몇벚 類似한 

닫말과 한 文法形態素를 提示했다 70) 

(l) Gily. q‘al ì발진 J : MK. kal-hC>PK. khal) ì칸」 

(2) Gily. tux r쏟 J : MK. tos-kui, to-chAiC>PK. tokki) ì河」

(3) Gily. anax r쫓J : MK. an-hAi r河」

(4) Gily. kyl- r長J : MK. kil- J 同」

(5) Gily , ka- ì (河川의 下流에)가다J: MK. ka- r行」

(6) Gily. 711 n-, ny- , nu- ì 4J : MK. n;J i ì同」

Gily , t ‘0-, t ‘u一， r5J: :.1K. ta (-SAS) ì同」

(7) Gily. ni r나 J : MK. na 1" 1司」

(8) Gily. -(n)t/d r動詞의 終止形 語尾J : MK. -ta r同」

(1) 풍구스語 Ev. ir-kanJkir-kacan, Lam. xer• kan/xir-kan i!J、刀〔

C<*kVr-)와도 比較되는태 借用關係일까 ? 또 Finno-U gric語 Fin. kur 

as/kur-akse i劍J ， Lap. kor 1""小 7JJ ， Yurak. Sam. kar í小처」과도 tt 

較된다. 크게 極北地方에서의 借用關係일가? 

(2.) Ramstedt도， Ko. tokki> Tung. (pial.) tukka , Gily. tuk와 같이 

比較한적이 있다」 高句麗地名에 보이는 「於훼J(청s)가 高句麗語략 한다 

면， MK. t05-kui는 칼리 야크語에서의 借用語일렌치도 모른다 GiJy. 

tux는 *tus-ki션tu-ki에 서 變化한 것 일까 ? NIK. to-chAi는 *tu-choi< 

용tü-köi의 變化플 겪 을 것 」즈르 생 각된 다. 

(3) Ramstedt와 같이 Tung. ana-ka와도 比較된 다. 

70) 以下 길 리 야크語의 轉寫는 Krejnovic의 것 파 -꿨하지 않는 것 도 있 다. 

71) P. Schmidt, Altaische Zahlwδrter， MSFOu 67, 1933,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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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타이諸語에서 MK. kil←과 H:.較될만한 낱맏이 없기 때문에， 이 

1:1::較는 注目된다. 新羅地名에 있는 「永吉觀→吉同觀」의 「吉JCkil-)과도 

--줬한다. 高句麗 地名에 「主夫안郵→長提鄭」의 「主夫」와 相異하다. 

(5) 가장 確實한 생j의 하나이 다. 

(6) 이 數詞의 一致는 특히 注目된다. P. Schmidt도 이미 01 類似桂

을 指觸한 B} 었다 72) 한국語의 周圍에서 lVIK. ndi , ta(sAS)과 類似性을 

보이는 것은 걸리야크語 뿐이다. 

(7) 폼골語 一人稱代名詞의 집格形 語根 na→와 MK. na가 H:.較되 논 

경우도 있는데， 갈라야크語와의 사이에도 類似性이 보인다. 

(8) 이 것 은 Krejnovic가 提示한 唯一한 文法形態素로서 tE E3 된 다. 

ko. →ta는 終止形(寂述形)의 文法形態素인데 얄타이諸語에는 여기 該當

하는 것이 없다. 이 MK.-ta가 걸리야크語의 終止形 (n)t/d와 --致하 

는 것은 注目할만하다. 

다옴에 類似한 낱말 벚가지를 보기로 한다. 

(1) Gily. ñalu I灣， 피 디 J : MK. nhlA I律， 河 口 」

(2) Gily. neñgal(<*nennal<*namal) !짧J : AK. namul r同j. (i힘句魔地名 

「那꺼J(namul) 參照).

(3) Gity. kan í :rJ : MK. ka-hi r同」

(4) Gily. tyf/typ r家J : MK. cip í同」

(5) Gily. eri í폈J : 高句麗地名 「於ζJ(al<*eli). B 本등단記 〔卷二따1 皇많天 

皇 元年 條)에서 「폈(淵)蓋蘇文〕의 「꼈」을 「伊첼」이Ii) 로 表記하고 있는 것과도 

-됐한다. 

(6) Gily. kalm r‘행J : MK. korai rl司」

(7) Gily ma1ro( -da) í多J : MK. manh- ( <*mank-<δmanuk<*maluk I同」

(8) Gily. les I多: : Ko. nasu( <*lasu) 方릅 「同」

72) 더 詳細한 것 은， 해원 J:휩Erh文 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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