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고대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
1. 연구의 목적

-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의 쓰임을 중심으로 최준호(서울대, 박사과정)

이 연구의 목적은 고대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 ‘-’(은), ‘-’(을)의 범주적인 특징을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고대 한국어에서 동명사 어미 ‘-’은 말음첨기, 속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제, 상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정(조건)’, ‘부정’,
‘총칭성(genericity)’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단일한 문법 요소가 이처럼 다양한
범위의 의미·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어학계에서는
동명사 어미 ‘-’, ‘-’의 기능과 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했다.
졸고(2019)에서는 동명사 어미 ‘-’의 기능과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의
범주가 시제나 상일 가능성은 낮으며 서법 범주의 일종인 서상법(irrealis)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졸고(2019)에서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을 뿐이며, 동명사 어미 ‘-’, ‘-’의 범주적 특징을 서법
범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현재 발견되어 있는 자토석독구결 자료 및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동명사 어미 ‘-’과 ‘-’의 용법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
듯하나, 아직도 풀어야 하거나 더 밝혀야 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동명사 어미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대조군으로 하여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의 특징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즉 언어유형론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비교하려는
것이다. 언어유형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여러 언어를 관찰하며 세계 언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과 특수한 현상을 아울러 탐구하는 방법론이다. 특히, 언어 변화에 대한 최근의
언어유형적 연구에서는 특정한 언어 변화가 하나의 언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현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대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 ‘-’, ‘-’을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도, 또 이 문법 요소가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기술하기 위해서도 다른 언어에서 나타나는 문법 요소와의 비교·대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되, 발표 시간이 15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과 ‘-’의 한 용법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통하여, 전기 중세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토석독구결 자료에는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과
‘-’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얼핏 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숨어
있다. 이 둘이 대립을 이루는 요소라면, ‘-’이 사용되는 경우와 ‘-’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떠한
의미의 차이를 보였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순전히

의미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여, 이것이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용법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하나의 예인, ‘-’과 ‘-’의 해석에 대한 사항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과 ‘-’의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뒤에 ‘-는’이 올 수 없기에, ‘-’은 모두
‘-인’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은 ‘-일’ 아니면 ‘-인’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는 ‘-’과 ‘-’의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없게 한다.
(1) 陁羅尼呪 誦持 得 一切 怖畏 一切 惡獸  虎狼師子 一切 惡鬼 人非人 等
怨賊  災橫 諸 有 惱害 度脫 五障 解脫 <금광 09:24-10:01>
(1)을 해석하면, “일체 포외인, 일체 악수인 호랑사자나, 일체 악귀나, 인비인 등이나, 원적이나,
재횡이나” 등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惡獸’의 ‘-’이 [미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의 의미는 [총칭성]에 해당한다. 즉, “앞으로 악수일 호랑사자나, 일체 악귀나,
인비인 등이나, 원적이나, 재횡이나” 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앞의 ‘一切
怖畏’에서는 ‘-’이 아니라 ‘-’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사 ‘-이-’가 아닌 다른 경우라면,
‘-’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는’으로 해석되기에, 예컨대 ‘하는’과 ‘한’의 의미 차이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과 ‘-’은 모두 ‘-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서 ‘-’과 ‘-’의 차이는 요컨대 의미의 차이라기보다는, 용법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ㄱ. 一切 諸 妓樂 鐘 鼓 琴 瑟 <화엄 15: 24>
ㄴ. 善男子 其 說 所 十四 般若波羅蜜  三忍  地地  上中下  三十
忍 一切(行藏 一切佛藏 不可思議) <구인 11: 24-25>
(2ㄱ)의 예를 보면, ‘妓樂’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이 ‘鐘’, ‘鼓’, ‘琴’, ‘瑟’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의어(hypernym)에 해당하는 ‘妓樂’과 하의어(hyponym)에 해당하는 ‘鐘’, ‘鼓’, ‘琴’, ‘瑟’이
연결될 때는 ‘-’을 사용하고, 하의어가 나열된 뒤에 이를 아우르는 동사 ‘-’와 형식명사 ‘이’
사이에는 동명사 어미 ‘-’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ㄴ)의 경우에도, 상의어는 ‘十四 般若波羅蜜’, 하의어는 ‘三忍’, ‘三十忍’가 될 텐데, 상의어와
하의어를 이어줄 때는 동명사 어미 ‘-’이, 그 뒤에 아우름 동사 ‘-’ 뒤에는 동명사 어미 ‘-’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때, 동명사 어미 ‘-’과 ‘-’의 선택은 이들의 전형적인 용법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법 또한 기원적으로는 이들이 가진 의미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보다
깊이 살펴보면 그 이유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과 ‘-’이 어떠한 용법에서는
전형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법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과 ‘-’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에서 “-과 ‘-’이 구별되어 사용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즉,

“一切 怖畏 一切 惡獸 虎狼師子 一切 惡鬼 人非人 等 怨賊 災橫 諸 有
惱害”에서, ‘일체 포외’에 해당하는 것이 ‘호랑사자, 악귀, 인비인, 원적, 재횡’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일체 포외’는 상의어에 해당하고, ‘호랑사자, 악귀, 인비인, 원적, 재횡’은 하의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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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 포외’와 달리, ‘일체 악수’는 바로 뒤에 오는 ‘호랑사자’와만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때의 ‘-’은 바로 이어지는 ‘호랑사자’를 수식하는 것이며, ‘호랑사자’의
특징이 ‘악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 ‘-’의 의미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과 ‘-’의 용법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지 않았기에, 이들의 용법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서상법과 총칭성의 관계에 대한 언어유형적인 접근1)

졸고(2019)에서는 전 세계 언어에서 [서상법]과 [총칭성]을 함께 나타내는 언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만주어, 몽골 문어, 터키어, 지르발어, 유라카레어 등이
존재한다. 이처럼 세계의 여러 언어 중에는 서상법 요소가 [습관상] 혹은 [과거 습관상]을 담당하는
언어가 존재한다.2) 일견 [습관상]은, 특히 [과거 습관상]은 이미 발생했다는 점에서 서상법 요소가
아니라 서실법 요소가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고 할 수도 있다. 특히 ‘현실(realis) :
비현실(irrealis)’이라는 술어의 의미에 이끌린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서상법 요소가 [습관성]을 담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저에서 설명이 시도되었다.
예컨대, Givón(1994: 270)에서는 [습관상]은 강한 단언(strongly asserted)이라는 측면에서는
서실법의 특성을, 명확한 시간 또는 장소 지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서상법의 특성을 가지는
혼재된 양태(hybrid modality)라고 하였다. Comrie(1985: 40)에서는 습관성(habituality)에는
시제ㆍ상ㆍ서법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습관성이 서법적인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실제 세계에
대한 제한된 관찰로부터 가능 세계에 대한 일반화라는 귀납적 추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Palmer(2001: 179)에서는 서상법 요소가 [과거 습관상]을 담당하는 현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거]는 서실법 요소가 주로 담당하지만, [과거 습관상]은 과거의 특정한 사건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경향성(tendency to act)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서상법 요소가 담당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van Gijn & Gipper(2009: 162)에서는 유라카레어의 서상법 요소는
가상적(hypothetical), 무시간적(atemporal)인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고 하면서, 이때
‘무시간적’이라는 것은 사건의 시점이 모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에 ‘개념적인 시간 지시(a
conceptual temporal reference)’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총칭적 사건(generic
events)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총칭성], [습관상]은 실현이 되었다고 보기도, 그렇다고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흐르는 물은 맑다’에서 ‘흐르는 물’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지, 실현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언어에 따라 [총칭성]을 서상법 요소가 담당하기도 하고 서실법 요소가 담당하기도 하는 이유는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상법 요소가 [미래성]과 [총칭성]을 함께 담당하는 언어가
세계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미래성]과 [총칭성]을 포괄할 수 있는 문법범주로 서상법
범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토석독구결의 ‘-’ 역시 [미래성]과 [총칭성]을 하나의 문법
요소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서상법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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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단하게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동명사 어미 용법의 일부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언어유형적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어 자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러한 점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로 ‘-’과 ‘-’의 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폈다. ‘-’과 ‘-’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의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유의 기능과 용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언어유형적인 관점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미래성]과 [총칭성]을 하나의 요소가 담당하고 있는 ‘-’은 서상법 요소로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여러 언어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이 내용은 보다 많은 언어들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는 동명사 어미 ‘-’과 ‘-’의 용법에 대한 계량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는 고대 한국어의 언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제는 한국어사 학계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를 위해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 요소의 용법을 전수 조사하여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형태 주석 코퍼스는 이미 구성되어 있으나,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형태 주석 코퍼스도 목적에 맞게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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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장의 내용은 졸고(2019)의 내용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2) 전자의 경우라면 [습관상] 전체를 서상법 요소가 담당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과거 습관상]은 서상법 요소
가, [현재 습관상]은 서실법 요소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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