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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8세기의 이름마디는 국어에 하는 체계를 확고하게 갖추게 되는데, 이를 검증하

기 해,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를 심으로 형태·통어·의미론  제약 계를 

살펴보았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형태론  특징은 18세기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의 문법범주 제약을 

확인하 다. 확인한 결과, 두 유형의 이름마디는 문법 범주의 제약 정도가 유사하 는데, 

둘 다 때매김법과 높임법의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ㅁ’, ‘-기’가 

굴곡의 가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름법 씨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17세기에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던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가 

18세기에는 더욱 등한 치에서 이름마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18세기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의 기능(통어론  제약)을 확인하

다. 살펴본 결과, 두 유형의 이름마디는 모든 월성분으로 기능하 다. 이를 통해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는 이름마디로서의 기능을 온 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어의 이름마디 체계와 비슷한 ‘-ㅁ’과 ‘-기’를 심으로 한 이름마디의 

체계가 17세기에 이미 완성되었음은 최 희(2010)에서 서술하 는데, 18세기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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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론  차원에서는 안은마디 풀이말(풀이말1)과 안긴마디의 풀이말(풀

이말2) 간의 씨범주 제약 계를 악하 다. 임자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의 제약 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풀이말1은 그림씨가 많고, 풀이말2는 

움직씨가 많았다. 부림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ㅁ 이름마디’보다 ‘-기 이름마디’가 더 

제약을 받았다. ‘-ㅁ 이름마디’는 풀이말2에 움직씨와 그림씨가 제약 없이 오는데, ‘-기 

이름마디’는 풀이말2에 움직씨는 제약 없이 오나, 그림씨는 매우 제한 으로 나타났다. 

‘-기 이름마디’에서 풀이말2에 올 수 있는 그림씨가 매우 제한 인 까닭은 풀이말1의 

상이 되는 부림말이 동작성 풀이말에 한정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곧 풀이말2에 상태나 

느낌의 풀이말이 올 경우 ‘-기’가 제약되는 것은 ‘-기’의 의미자질이 [-상태, -느낌]과 

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제어 : 18세기, 이름마디, 형태론적 제약, 통어론적 기능, 의미 자질

Ⅰ. 머리말

이 논문은 18세기 국어의 ‘-ㅁ, -기’ 이름마디를 상으로, 형태·통어론

 제약 계와 이름법의 의미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8세기 

이름마디를 상으로 하는 이유는 세 국어 이후 변화의 과정을 겪어 온 

이름마디 구조가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러 더욱 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 

 1) 최 희(2010)에서는 17세기 이름마디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오-’의 소멸과 련

하여 설명하 다. 16세기 이후 ‘-오-’의 소멸로 인한 ‘-옴, -음’ 이름마디 구성의 약화

는 이름마디 구조에서 ‘-ㅁ 이름마디’의 축, ‘-기 이름마디’의 활성화, ‘이름마디 구조

의 다른 구조로의 체’ 등의 여러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오-’의 소멸은 이름마

디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이름마디 체계가 형성

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름마디 체계가 

18세기에 더욱 확고해짐을 확인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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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마디란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으로 바 어 다른 월에 안기

는 마디를 말하며, 이름씨처럼 여러 월성분으로 기능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름마디는 마디 안의 풀이말과 마디 밖의 풀이말을 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름마디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임자말1 [임자말2 + 풀이말2 -음/기(-ㄴ/ㄹ 것)]월성분 풀이말1

의 구조를 고려하여 국어의 이름마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ㄱ. 나는 [밥을 먹음이] 싫다. <-ㅁ 이름마디>

ㄴ. 나는 [밥을 먹기가] 싫다. <-기 이름마디>

ㄷ. 나는 [밥을 먹는 것이] 싫다. <-ㄴ/ㄹ 것 이름마디>

(1ㄱ)은 ‘나는 밥을 먹다’라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음’으로 바

어 ‘나는-싫다’라는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

은 월의 임자말로 기능을 하고 있다. (1ㄴ)은 이름법 ‘-기’로 안긴 마디가 

되어서 임자말로 기능을 하고 있고, (1ㄷ)은 ‘매김법 + 것’의 구조를 통해 

이름마디를 형성하고, 임자말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의 이름마

디는 ‘-ㅁ’, ‘-기’로 이루어지는 형태론  구성과 ‘-ㄴ/ㄹ 것’으로 표 되는 

통어론  구성이 있다. 

18세기에도 국어와 같이 형태론  구조과 통어론  구조의 이름마

디가 쓰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ㄱ. [네 역  되옴이] 다가지 죄 이시니 (명의2:56)

ㄴ. 리 [님자 엇기] 어려오리라 (몽노8:10)

ㄷ. 죵이 [샹젼 셤기 것]치 고 (명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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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8세기 이름마디에서는 국어와 비교하여 ‘-ㄴ/ㄹ 것’ 구조가 

‘-기’ ‘-ㅁ’구조에 비해 출  빈도수가 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형이 국어와 같은 체계라는 은 주목해야 한다.3)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인 연구 상으로 삼는다.

첫째, ‘-ㅁ, -기’ 이름마디의 문법 제약 계를 살펴 으로써 형태론  

특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ㅁ, -기’ 이름마디의 통어론  특질을 통해, ‘-ㅁ’, ‘-기’ 이름마디

의 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안은마디와 안긴마디의 풀이씨의 제약 계를 통해 ‘-ㅁ’, ‘-기’의 

의미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18세기 문헌은 다음과 같다.4)

문헌 이름 펴낸 연 임

삼역총해 1703 삼역

어제내훈언해 1737 내훈

가체신 사목 1746 가체

개수첩해신어 1748 개첩

논어율곡선생언해 1749 논율

학율곡선생언해 1749 율

지장경언해 1752 지장

천의소감언해 1756 천의

종덕신편언해 1758 종덕

경세문답속록언해 1763 경세

 2) 이 에서는 ‘-음’과 ‘-ㅁ’을 갖는 이름마디를 통합하여 ‘-ㅁ 이름마디’로 설명하겠다. 

 3) 18세기 이름마디는 ‘-ㅁ 이름마디’, ‘-기 이름마디’, ‘-ㄴ/ㄹ 것 이름마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만을 상으로 삼는다. 이 두 이름마디가 

국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이다.

 4) 문헌은 18세기에 나타나는 이름마디를 반 으로 이해하기 해 기, 기, 말기를 

고려하여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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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사신석언해 1765 박신

명의록언해 1777 명의

무 도보통지언해 1790 무

간노걸 언해 1795 노

오륜행실도 1797 오륜

몽어노걸 18세기 몽노

Ⅱ. 18세기의 국어의 ‘-ㅁ, -기’ 이름마디

Ⅱ장에서는 18세기의 이름마디는 국어에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

는데, 이를 검증하기 해,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를 심으로 형

태·통어·의미론  제약 계를 살펴볼 것이다. 형태론  제약 계에서는 

이름법 ‘-ㅁ’과 ‘-기’가 풀이말2의 때매김법과 높임법의 형태소와 결합되는 

정도를 살펴, ‘-ㅁ’과 ‘-기’의 용법을 규명하고자 한다. 통어론  차원에서

는 이름마디의 월성분을 분석함으로써 ‘-ㅁ’, ‘-기’ 이름마디가  국어의 

이름마디 기능과 유사함을 규명할 것이다. 의미론  차원에서는 안은마디 

풀이말(풀이말1)과 안긴마디의 풀이말(풀이말2)간의 씨범주 제약 계를 

악하여 ‘-ㅁ’과 ‘-기’의 의미자질을 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이름마디의 형태론  특성

이름마디의 형태론  특성에서는, 이름법 ‘-ㅁ’과 ‘-기’가 풀이말2의 때

매김법과 높임법의 형태소와 결합되는 문법 제약 계를 살펴 ‘-ㅁ’과 ‘-기’

의 용법을 규명하고자 한다. ‘-ㅁ’과 ‘-기’가 생가지일 경우에는 때매김법

과 높임법이 결합할 수 없고, 굴곡가지일 경우에는 때매김법과 높임법의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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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ㅁ 이름마디’의 때매김법, 높임법 제약

(1) 때매김법

‘-ㅁ 이름마디’ 풀이말에 나타나는 때매김은 실법, 완결법이다. 실법

은 ‘∅’, 완결법은 ‘-아시-’로 나타난다.5) 

< 실법>

(3) • 生鮮湯 湯  차반 싀면 상화 쟝만미 맛당다 (몽노7:3)

• 네 역  되옴이 다가지 죄 이시니 (명의2:56)

•  일을 오시매 모든 어지미 가자 겨오신디라 (가체:8)

• 오미 고 가미 은 거슨 과연 나희라 (삼역2:1)

• 벋 이에 自己 어질믈 쟈랑며 (몽노7:1)

• 군은 젼말을 듕히 기믈 라노라 (삼역9:10)

<완결법>

(4) • 차반은 우리 店에 아희들이 요이 나가시므로 진실로 홀 사이 

업스니 ( 노상:62)

•  나그들이 遼東으로 조차  와시매 이 진짓 갑슬 아지 못

니 ( 노하:56)

• 열여  이  무 일을 스로 펴시미 무 일을 스로 권

면엿고 (경세:41)

 5) 때매김법의 제약은 주로 ‘-ㅁ’과 ‘-기’의 의미 특성과 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은아

(1997)에서는 ‘-음’은 재라는 역사성과 ‘사실인식’이라는 뜻바탕에 의해서 ‘ 실법’

과 ‘완결법’을 허용하고, ‘-기’는 ‘행동성’의 뜻바탕에 의해서 ‘ 실법’만 허용한다고 하

다. 김일환(2005)에서는 ‘-기’와 ‘-ㅁ’의 의미자질을 [비존재]와 [존재]의 개념을 이

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존재’는 의미 으로 시제와 한 련을 갖는데,‘-기’는 과

거,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모두 결합이 제약되며, ‘-음’은 과거시제와는 자유롭게 결합

할 수 있는 반면 미래시제와 결합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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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임법

‘-ㅁ 이름마디’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인데, 18세기 ‘-ㅁ 이름마디’에서 객체높임법으로 쓰이는 는 보이

지 않고, 주체높임 안맺음씨끝에 결합하여 주체를 더욱 높이는 표 으로 

사용되는 는 보인다.6)

<주체 높임법>

‘-ㅁ 이름마디’에서 주체 높임은 주체 높임 안맺음씨끝 ‘-(으)시-’와 결합하

여 나타난다. 

(5) • 내 본 이 실노 하이 주시믈 힘 닙어 (명의상:10)

• 안흐로셔 뎐좌실 명을 환침오심을 우러러 쳥오되 (명의

상:39)

• 샹휘 날노 졈졈 더오셔 담후의 오심과 셤어의 발시미 장 

망조 지라 (명의상:31)

• 셰간 일과 문 공부 답시미 진실로 그러거니와 (경세:37)

• 엇디 이 명시미 이시믈 야시리오 (경세:16)

<객체 높임법>

‘-ㅁ 이름마디’에서는 객체높임법의 쓰임이 보이지 않는다. 객체높임 안맺

 6) 허웅(1983)에 의하면, 객체높임의 ‘--’은 그 형태가 복잡하게 변동하여, 한 가지 

범주를 나타내기에 당하지 않았던 데다가, 그 쓰임도 상당히 넓어 ‘객체’란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형편이어서, ‘--’들은, 17세기 궁 말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조 왕 행장’에서는 객체높임을 나타내는 일이 있기는 하나, ‘-으시-’와 더

불어, 는 ‘--’ 단독으로 주체높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는 들을이 높임에도 더러 

쓰 다고 하 다. 즉, 객체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은 본래의 기능을 잃고, 그 

흔 을 다른 높임법으로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다양한 변이형들이 주로 들

을이 높임을 실 하는 기능으로 변화한 것은, 높임의 상 가운데 가장 실성이 강한 

들을이 높임법을 보강하려는 의식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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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씨끝 ‘--’은 기능이 약화되면서, 변이형인 ‘오, 오, 오’가 주체높임 

안맺음씨끝에 결합하여 주체를 더욱 높이는 데에도 나타나게 되고, 청자높임

법을 실 하는 데에도 나타나게 된다.

(6) ㄱ. 안흐로셔 뎐좌실 명을 환침오심을 우러러 쳥오되 (명의

상:39)

셩휘 비록 뎡셥의 겨오시나 밤낫 근심을 오의 게을니 아니오

심이니 (명의상:39)

ㄴ. 이 반시 주 기를 쥬쟝 무리 잇옴이니 (명의상:2)

(6ㄱ)은 주체높임 안맺음씨끝과 결합하여 주체를 더욱 높이는 이고, 

(6ㄴ)은 청자 높임법을 실 하는 이다.

2) ‘-기 이름마디’의 때매김법, 높임법 제약

(1) 때매김법

‘-기 이름마디’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때매김법은 실법, 완결법이

다. 실법은 ‘∅’, 완결법은 ‘-엇-’로 나타난다. 

< 실법>

(7) • 이믜 텬디 이의 용납야 두기 어렵거든 (명의2:27)

• 그 형셰 녀염을 소기기 쉬오니 (명의2:34)

• 모든 병긔 나아가기 어렵거든 긔틀을 보아 (무 :18)

• 셔 셔울 가기 몃 里 잇뇨 (몽노1:14)

• 이 골이 좁으니  잇 기 만히 면 지나가기 어려오니 (몽노2:20) 

• 前에 밧긔 니기 닉으면 正히 손들을 사랑고 (몽노3:5)

<완결법>

(8) • 신등은 연셜을 보지 못엿기의 젼연히 아지 못오나(명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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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그   그 샹소 보지 못엿기의 상을 아지 못고 (명의2:1)

• 셔명션을 그르다 야 이 편지 엿기의 신도  범연이 보앗

이다 (명의2:2)

(2) 높임법

‘-기 이름마디’ 풀이말에 나타날 수 있는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다. 

<주체 높임법>

‘-기 이름마디’에서 주체 높임법은 주체높임 안맺음씨끝 ‘-(으)시-’에 의해 

나타난다.

(9) • 뎨신의 입시 의 양 탕뎨 진어오시기를 당오면 (명의

상:34)

• 담휘 젹이 나으시기 기릴 거시니 (명의상:51)

•  담휘 젹이 리시기 기다려(명의상:51)

• 이 일졀  오지 아니시기  (개첩2:18)

• 슈졍뎐 월의 친님샤 친히 주시기로 하교

야 (명의상:42)

• 념녀신 使 ㅣ도쇠 읻 도 념녀시기  

조 여(개첩5:29)

<객체높임법>

객체높임법은 17세기에 거의 소멸되어서 소수의 만 보인다. ‘-옵-’에 

의해 나타난 객체 높임의 이다. 

(10)• 뎡승이 갓지 못완 지 오라완 지라 비원옵기를 라옵이다 

(명의상: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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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등이 뎐하 우러옵기를 년쇼신 군샹치 옵 말노 알외니 

(명의존 :25)

• 샹간이 닐오되 일노 인연야 낙졈을 아녀 겨오시다 옵기의 신도 

  ᄒᆞ되 (명의2:7)

17세기 이후 ‘-’은 기능이 약화되면서 객체높임을 나타내기 해 홀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었고, 오히려 주체높임 안맺음씨끝에 결합하여 주체를 

더욱 높이는 표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높임은 ‘천의소감언해’, ‘명

의록언해’ 등의 교민서류에서 보이고 있다.7) 

(11)• 유 이 왕실의 쳑년므로  졉오시기 우후이 오시되 (천

의3:1)

• 도승지 환오시기 구디 쳥온  (천의2:25)

• 진원이 마니 쇼샥오시기 니뢰여 (천의2:1)

• 션 왕이 통쵹오시기에 시러곰 그 계교 발뵈지 못야 (명의

2;24)

지 까지 18세기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의 문법범주 제약을 확

인하 다. 확인한 결과, 두 유형의 이름마디는 문법 범주의 제약 정도가 

유사하 는데, 둘 다 때매김법과 높임법의 안맺음씨끝을 앞세우고 있었다. 

때매김법은 실법과 완결법만 결합할 수 있고, 높임법은 주체높임법과 객

체높임법이 결합하고 있으나, 객체높임법의 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처럼 때매김법과 높임법의 안맺음씨끝이 결합한다는 것은 ‘-ㅁ’, ‘-기’가 굴

곡의 가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름마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

여 주는 것이다. 

 7) 천의소감언해, 명의록언해는 궁 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 자보다 높은 

치에 있는 상에 해서는 높임의 안맺음씨끝을 통해 높임법을 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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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마디의 기능 

통어론  차원에서는 이름마디의 월성분을 분석함으로써 18세기의 ‘-ㅁ

/-기 이름마디’가  국어의 이름마디 기능과 유사해졌음을 규명할 것이

다.

1) ‘-ㅁ 이름마디’의 기능

‘-ㅁ 이름마디’는 임자말, 부림말, 치말, 견 말, 방편말로 기능하고, 

‘-(이)다’ 앞의 이름씨로도 기능한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임자말과 부

림말로 기능하는 빈도가 다른 월성분으로 기능할 때보다 높다. 

(1) 임자말로 기능

임자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ㅁ’으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임자말

로 기능을 한다. 이름마디가 임자말로 기능할 때에는 자리토씨 ‘-이’가 주

로 결합하고, 는 도움토씨 ‘-은’이 결합하기도 한다. 

(12)• 져궁의 외롭고 홈이 엇더며 (명의2:9)

• 국셰의 어려옴이 엇더료 (명의2:10)

• 쳔가지 죄와 만가지 사오나옴이 네 몸의 얽히여시니 (명의2:14)

• 네 역  되옴이 다가지 죄 이시니 (명의2:56)

• 모즉이  번 베퍼 뵈미 이셔야 (가체:7)

•  일을 오시매 모든 어지미 가자 겨오신디라 (가체:8)

• 다시 티고 녀 毬 門으로 나감이  해롭지 아니 니라 (무

:68)

• 므륻 사의 나미 하과 의 靈 거슬 며 (내훈서:2)

• 지아비 셤교미  이에셔 더으리오 (내훈서:3)



442  韓民族語文學 第59輯

• 길 날호여 行야 기려 옴으로 그러모로 오미 더나 (몽노1:2)

• 우리 그  뒷뫼 가  미 엇더뇨 (몽노2;25)

• 집과 콩과 햐쳐 이 兄이 다 受苦니라 닐미 올타 (몽노

5:8)

• 우리 젹이  盞 술을 먹어 마지미 맛당다 (몽노5:8)

• 희 둘히 내 말을 좃차 흥뎡미 엇더뇨 (몽노5:15)

• 이제 즉시 가미 맛당다 (삼역6:19)

• 내 어진 벗을 어더셔 비  고 피리 블미 잇도다 (삼역8:17)

• 비록 인군의 엄으로도 능히 언근을 지 못은 곳 샹담이라 (명

의상:59)

(2) 부림말로 기능

부림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ㅁ’으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부림말 

기능을 한다. 이름마디가 부림말로 기능할 때에는 자리토씨 ‘-/을’과 주

로 결합하고, 는 도움토씨 ‘-은’이 결합하기도 한다. 안은마디의 풀이말

은 남움직씨가 된다. 이는 남움직씨가 부림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 말을 지어내며 붓처내기 이러시 궁극을 닐외미니 (명의상:3)

• 엇지 반시 나의 블안믈 도라보아 (명의2:40)

• 믈며 동긔 이  나흔 우러와 찬조오믈 극진이 고 (가

체:6)

• 일일마다 군샹의 명과 집안의 치믈 치기로 (가체:6)

• 홀노 진신부들이 다 이젹의 졔도 변오시믈 우러올 이 아니라 

(가체:8)

• 손이 놉히 들고 아로 드리워 揚揚홈을 니 (무 :68)

• 벋아 네 콩을 건져  물로 서 이 잇것 쉬믈 기려 (몽노2:6)

• 盜賊이 게 財物 이시며 업믈 엇지 알리 (몽노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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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면 사의 지즈믈 드르리라 (몽노2;25)

• 主人이 이리 차반 주어 먹이믈 엇지 니리오 (몽노3:8)

• 다 가면 졔 사 만흐믈 보고 (몽노3:12)

• 삿과 집方席 믈 기려 輸運야 드리라 (몽노4:18)

• 벋 이에 自己 어질믈 쟈랑며 (몽노7:1)

• 군은 젼말을 듕히 기믈 라노라 (삼역9:10)

• 졍히 안흘 향여 보믈 알고 니로되 (삼역1:7)

• 후겸과 닌한의 역 되옴은 알기 쉽고 (명의2:17)

• 내 몸의 고 은 념녀치 말미 죠흐리라 (명의존 :3)

(3) 위치말로 기능

치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ㅁ’으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치말

로 기능을 한다. 이름마디가 치말로 기능할 때에는 자리토씨 ‘-애’와 주

로 결합하고 있다. 

(14)• 그 온 거 노피야 움즉이매 쳔 을 허비야 (가체:6)

• 티운 즙이 샹 나라흘 침핍 말을 매 신이 다 난만히 슈작

엿고 (천의4:82)

• 경 의 흉소 튱졀 잇다 일미 하딩의 말 매 신이되 (천

의4:68)

• 그 션인의 티명을 시매 내 이러므로 갑호롸 더라 (종덕 :1)

• 텬은이 죽으매 아이 업디라 (종덕상:38)

(4) 견줌말로 기능

견 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ㅁ’으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견 말

로 기능을 한다. 이름마디가 견 말로 기능할 때에는 토씨가 결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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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리토씨 ‘-과’, 도움토씨 ‘-만’과 결합한다. 이때, 안은마디의 풀이말

은 체로 ‘다, 다다’ 가 온다. 

(15)•  낙을 지 못과 달나 (명의상:4)

• 희 무리로 여곰 말 치 업게 만 지 못니 (명의상:24)

• 그도  왕복 니 이  가치 아닌지라 (명의상:26)

• 뷘 거슬 잡오  것 잡음 티 며 (내훈1:7)

• 成立기 어려옴은 하애 올옴 고 (내훈1:27)

(5) 방편말로 기능

방편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ㅁ’으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방편말 

기능을 한다. 이름마디가 방편말로 기능할 때에는 자리토씨 ‘-으로/으로’

와 결합한다. 16세기부터 ‘-’가 연결되는 꼴이 보이기 시작한다.8)

(16)• 흉도들은 셩후를 엄휘기로 능를 삼고 셩교를 죳토록 으로

 권도를 삼지 아닛고로 (명의상:51)

• 경의 오히려 사이 만흐므로 알외오니 (명의상:36)

• 평일 셩총의 갸륵심으로 간 를 엇지 비최지 못시리 오마 

(명의존 :58)

• 그 후의 드니 샹 희미심으로 아라 듯지 못다 더니 

(명의존 :59)

• 내게 화 되게 으로 큰 긔틀을 삼 고로 (명의존 :63)

• 일셰 다 습복 으로 외인의 아지 못 일을 당야 (명

 8) 사을 그리호마 홈으로 許고 (소학6:52)

    어버이 깃기모로 일 삼고 (소학5:37)

    어버이 입이 내 입에셔 重으로오…어버의 몸이 내 몸애셔 重으로라(소학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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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2)

• 셩인의 을 히옵고 거륵오신 공녈을 닛오므로  하교 오

시니 (가체:8)

• 길 날호여 行야 기려 옴으로 그러모로 오미 더나 (몽노1:2)

• 내 젼에 허여심으로 그러모로 바려 다려 가게 니 (삼역2:4)

• 그 죠고만 슈고로옴으로 갑흐려 들 되랴 (삼역2;13)

(6) ‘-(이)다’ 앞의 이름씨로 기능

‘-(이)다’ 앞에 결합하여 이름마디가 이름씨처럼 기능하기도 한다. 

(17)• 내 집 복이 아니라 망코쟈 여 이러이라 시니 (명의상:7)

• 궁의 셩신 덕을 칭양코쟈 이니 (명의상:8)

• 이 다이 아니라 곳 날과 결워 이기랴 이오 (명의상:53)

• 이 반시 말 해 다른 이 이셔 그러이니 (명의상:61)

• 그 흉  발뵈야 셩궁을 핍이 다 그 어미의 와 되미라 

(명의2:40)

• 네흔 역 을 부동야 긔긔괴괴 거즛말을 지어내미 (명의2:57)

• 이 반시 주 기를 쥬쟝 무리 잇옴이니 (명의상:2)

• 點劒勢 곳 칼을 點야 디롬이라 (무 :16)

• 리 즉시 가문 원을 죽이려  거슨 나라법을 엽슈이 기미니 

(삼역2:3)

• 졔 각각 님 의 이니 사을 인졍미되 (삼역2:6)

• 내 泰山흔 므거옴을 흔들미니라 (삼역8:13)

‘-ㅁ 이름마디’는 이름씨처럼 임자말, 부림말, 치말, 견 말, 방편말, 

‘-(이)다’ 앞의 이름씨로 기능하고 있다.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ㅁ’

으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되어 월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이다. 모든 월성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ㅁ 이름마디’가 이름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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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기능을 온 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기 이름마디’의 기능

‘-기 이름마디’도 임자말, 부림말, 치말, 견 말, 방편말로 기능하고, 

‘-(이)다’ 앞의 이름씨로도 기능한다. 

(1) 임자말로 기능

임자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기’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임자말로 

기능을 한다. ‘-기 이름마디’가 임자말로 기능할 때에는 토씨가 체로 생

략된다. 이것은 ‘-기’가 ‘-ㅣ’로 끝나서 임자자리토씨 ‘-ㅣ’와 복되기 때

문에 ‘-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한, 도움토씨 ‘-’, ‘-도’가 붙는 경

우도 있다. 안은마디의 풀이말은 주로 ‘쉽다, 어렵다’가 온다.

(18)• 나라법으로 혜아리면 머리 보젼기 어려오 (명의2:4)

• 풍이 아답지 아니기에 비  뎡기 어렵다 (명의2:21)

• 말이 외죠 부게 기 쉽고 (명의2:34) 

• 이 이 엇지 이리 잡기 어려오니 (몽노3:11)

• 장 됴흔 거시면 도로  기 쉽지 아니고 (몽노8:15)

• 다만 官星이 업스니 흥졍라 니기 됴타 이러면 (몽노8:20)

• 리 님자 엇기 어려오리라 (몽노8:10)

• 둘히  쓰니 큰 강의 리와셔 리 긔별 알기 어려오니 (삼역

5:2)

• 젼 긔별이 가며 오기 어려옴으로 (삼역5:8)

•  죽이지 아니면 사의 을 졔어 기 어렵다 고 (삼역

5;14)

• 비록 셜흔  먹을 것 가지라 여도 젹을 기도 어려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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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역5:13)

• 앗가 샬픠시란 말노 답기 어인 일고 (명의2:29)

• 닌한을 만이 붓들기 곳 태연을 곡진이 이니 (명의2:38)

(2) 부림말로 기능

부림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기’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부림말로 

기능을 한다. ‘-기 이름마디’가 부림말로 기능할 때에는 토씨 ‘-/를’이 주

로 결합한다. 그리고 토씨 ‘-’과 토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월성

분에 비해 부림말로 기능을 많이 한다.

(19)• 이 반시 주 기를 쥬쟝 무리 잇옴이니 (명의상:1)

• 실노 슈의 실이 이셔 제 형 보기를 길희 사 치야 (명의

상:9)

• 내 혹 의 무리를 보고 니기를 샹휘 날노 졈졈 강잉키어려오셔 

(명의상:31)

• 뎨신의 입시 의 양 탕뎨 진어오시기를 당오면 (명의

상:34)

• 머리 숙여 명을 듯기 오직 지 못가 두려야 (명의상:9)

• 이 번 졍시의 득인기 만히 엿거 (명의상:10)

• 서로 친치 못 쟈 반시 훼방기 남온 히 업시야 (명의

상:13)

• 담휘 젹이 나으시기 기릴 거시니 (명의상:51)

• 다시 을 노하 서 만나 이치 기 세 번 고 (무 :10)

• 萬一 사슬   외오지 못면 免帖 내여 치기 치고 (몽노1:6)

• 하이 기 기려 (몽노2:16)

• 여러 번 動면 믄득 밥 먹기 生覺리라 (몽노7:7)

• 孔明이 니로되 큰 강에 궁노 쓰기 비 되리라 (삼역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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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뎌 졍시의 고권기 슝뎡뎐의셔 고 (명의상:11)

• 궁 의 왕비와 슉문 되기 니지 말고 (명의상:23)

• 우리 朝鮮 사이라 은 국슈 먹기 能히 못니 (몽노4:7)

•  닑기  후에  무서슬 工夫다 (몽노1:3)

• 이 벋아 네 콩 기 모 다 (몽노1:25)

• 네 床 노코 몬져 먹으라 먹기  後면 나도 리라 (몽노2:4)

• 이리 어두온 나며 들기 平安치 못고 (몽노3:22)

• 여러 사이 두로 에우쟈 잡아 다 짐 싯기 다 차다 (몽노3:11)

• 이 은 물 먹기 잘고 이 은 물 먹기 젹게 다 (몽노2:22)

• 져도 밥 먹기 리라 (몽노3:11)

(3) 위치말로 기능

치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기’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치말로 

기능을 한다. ‘-기 이름마디’가 치말로 기능할 때에는 토씨 ‘-의’가 많이 

결합하고 있는데, 풀이말의 ‘니다’와 주로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그리고, 

토씨 ‘- , -에’도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20)• 이 무 완 나라 번거롭게 기의 니리오 (명의상:6)

• 희 무리 도로  흉 도모 길  역 이 되기의 니되 (명의

상:10)

• 기을 딘복 오시기의 니니 (명의존 :34)

• 빈구 쟈 거의 뉸긔을 폐기의 니니 (가체:2)

• 젼치 아니을 인야 날노  밧기  유의다 니 (명

의존 :19)

• 무 연고로 처음의 패야 비  졍치 못기  니뇨 (명의

윤음:10)

• 그  풍이 아답지 아니기  비  뎡치 못노라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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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풍이 아답지 아니기에 비  뎡기 어렵다 (명의2:21)

• 션 왕이 통쵹오시기에 시러곰 그 계교 발뵈지 못야시니 (명

의2:24)

• 엇지 가히 이 역  죽이기에 의심시리잇가 (명의2:39)

• 그 방히 흉 손씨 부리미 이믜 죽기에 용납지 못고 (명의

2:45)

• 그 쥬무 졍상이 니러나 춤추기에 니르러 (명의2:68)

• 이런 됴흔 銀 기에 엇지 근심리오 (몽노4:14)

• 됴흔 활이면 릐기에 엇지 푸리오 (몽노6:13) 

(4) 견줌말로 기능

견 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기’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견 말 

기능을 한다. ‘-기 이름마디’가 견 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많이 보이지 않

는다. 견 말로 기능할 때에는 토씨가 생략되어 쓰이고 있다. 안은마디의 

풀이말이 ‘ᄀᆞᆺ다, 다다’일 경우에 견 말이 올 수 있다.

(21) 이 즉시 새 지고 블을 기 흔이라 (삼역3;23)

(5) 방편말로 기능

방편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홑월의 마침법 활용이 이름법 ‘-기’로 바 어 

안은 월에 안기는 마디가 된다. 이때 안긴 이름마디는 안은 월의 방편말 

기능을 한다. ‘-기 이름마디’가 방편말로 기능할 때에는 토씨 ‘-(으)로’, ‘-

(으)로’가 주로 결합한다. 

(22)• 다만 술 아니 마시기로 쟝쳐를 삼거 (명의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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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쳬 의논컨  희 이 젼  득실을 근심기로 빌믜야 (명

의윤음:17)

• 그 속을 아지 못엿기로 이 말을 엿이다 (명의2:1)

• 닌한이 약연으로 옥당을 식엿기로 약연의 샹쇠 낫다 더이다 

(명의2:3)

• 드여 슈쇄기로 의논을 뎡니라 (명의상:4)

• 슈졍뎐 월의 친님샤 친히 주시기로 하교야 (명의상:42)

• 흉도들은 셩후를 엄휘기로 능를 삼고 (명의상:51)

• 왕 나히 라오시면 유 스로 맛당히 건쳥기로  말을 니 

(천의1:9)

• 안흐로에 분 을 품기로 말믜암아 (천의1:17)

• 유 이 왕실의 쳑년엿기로  그 말이 사을 의혹게 미 (천의

3:4)

• 일일마다 군샹의 명과 집안의 치믈 치기로 (가체:6)

(6) ‘-(이)다’ 앞의 이름씨로 기능

다음은 ‘-기 이름마디’가 ‘-(이)다’ 앞의 이름씨로 기능하는 이다. 이 

경우에는 소수의 만 보인다. 

(23) 비록 져근 시 기라도  임의로 지 못니 (명의존 :17)

방편말로 기능하는 경우와 ‘-(이)다’의 앞의 이름씨로 기능하는 경우의 

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기 이름마디’도 ‘-ㅁ 이름마디’처럼 모든 월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모든 월성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 이

름마디’ 한 이름마디로서의 기능을 온 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 까지 18세기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의 기능(통어론  제

약)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두 유형의 이름마디는 모든 월성분으로 기

능하 다. 이를 통해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는 이름마디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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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온 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어의 이름마디 

체계와 비슷한 ‘-ㅁ’과 ‘-기’를 심으로 한 이름마디의 체계가 17세기에 

이미 완성되었음은 최 희(2010)에서 서술하 는데, 18세기에 이르러 더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기 이름마디’의 분포를 확인

한 결과, ‘-기 이름마디’가 매우 범 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3. 이름마디의 의미론  특성 -풀이말의 씨범주 제약

‘-ㅁ’, ‘-기’의 의미 특성은 체로 안은마디의 풀이말(=풀이말1)의 의미

자질에 따라 분포와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9) 많은 학자

 9) 이름마디의 통어론  특질과 더불어 ‘-ㅁ, -기’의 의미론  특성을 악하고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체로, ‘-ㅁ’과 ‘-기’의 의미자질은 

안은마디의 풀이말(=풀이말1)의 의미자질에 따라 분포와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설명되었다. ‘-ㅁ’과 ‘-기’의 의미 특성에 한 연구에는 임홍빈(1974), 심재기

(1980), 홍종선(1983b), 서은아(1997), 김일환(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임홍빈(1974)

에서는 ‘-(으)ㅁ’명사화의 의미 특성을 밝히기 해 ‘-(으)ㅁ’명사화만을 허용하고, ‘-

기’명사화에 해서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들을 검토하 다. 그 결과 ‘-(으)ㅁ’

명사화가 [+존재], [+ 상화]를, ‘-기’명사화가 [-존재], [- 상화]의 의미 특성을 갖는

다고 하 다. 심재기(1980)에서는 ‘-음’과 ‘-기’의 의미에 해, 자를 [+결정성], 후자

를 [-결정성]이라고 하 다. 홍종선(1983b)에서는 ‘-음, -기’의 의미 특성을 역사성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재라는 기 의미에서 출발한 ‘-음’형은 국시성(局時性) ‧

순간성‧당시성 ‧ 장성의 의미 역을 국어에서 갖게 되었다. ‘-음’형은 발화 

내용 당시 동작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의 상태는 기존성에서 악되므로 과거 인 

성격을 가질 때가 많다. ‘-기’는 비시제  성격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재의 상황을 

나타내기보다 통시  에서 동작이나 상태 그 자체에 한 단순한 명사화로 작용

한다. 그것은 동작 ‧상태에 한 단순한 인식이며 일반화이다. 한 ‘-음’이 기존의 

성격을 포함한다면 ‘-기’는 미래  요소로 상보의 분포를 갖는다고 하 다. 서은아

(1997)에서는 ‘-음’은 ‘ 재형’이라는 역사성으로 인하여 ‘-음’의 뜻바탕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하 다. 첫째는 ‘ 재형’이라는 시제의 개념이 ‘-음’의 ‘사실인식’에 투 되

어 ‘어떠한 일이 재에 일어난 것에 한 사실인식’으로 해석된다. 둘째는 시제의 개

념이 사라져 버리고 다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그 당시를 심으로 해석되는 사실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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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ㅁ, -기’의 보편된 의미 특성을 분명하게 밝히

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ㅁ, -기’의 의미 자질을 씨범주 제약 

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안은마디 풀

이말(풀이말1)과 안긴마디의 풀이말(풀이말2)간의 씨범주 제약 계를 

악하여, ‘-ㅁ’과 ‘-기’의 의미자질을 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임자말과 부림말로 기능하는 경우를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1) 임자말로 기능하는 경우

임자말로 기능하는 이름마디에서, 이름마디를 안고 있는 풀이말과 이름

마디의 풀이말의 제약 계를 살펴보면, 이름마디의 풀이말은 움직씨가 많

고, 안은마디의 풀이말은 그림씨가 부분이다. 이에 해 허원욱(1993)에

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이름마디의 풀이말에 움직씨가 많은 이

유는 우리말의 풀이씨 가운데는 움직씨가 그림씨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

이고, 안은마디에 그림씨나 잡음씨가 많은 이유는, 어떠한 사실을 묘사‧

설명하는 형태가 되므로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 다 <[풀

이말2]-ㅁ이 어떠하다(무엇이다)>. 그래서 움직씨가, 이름마디를 임자말

로 가지는 형태는 매우 어색한 월이 된다. 움직씨는 원칙 으로 ‘실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체’, 혹은 ‘말할이가 움직일 수 있다고 단한 주체’를 

임자말로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름마디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념 으로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 뜻을 갖는다. ‘-기’는 역사 으로 ‘동작동사’와 결합되고 움직임을 수반하는 풀이말

들과 결합하여 ‘행동성’의 뜻을 갖는다. 이 ‘행동성’은 외부로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외 행동]과 그 움직임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 행동]으로 나 어진다고 하 다. 

김일환(2005a)에서는 ‘-기’와 ‘-ㅁ’의 의미자질을 [비존재]와 [존재]의 개념을 이용하

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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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은마디의 풀이말에 움직씨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첫째는 움직씨

가 그림씨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주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설명하 다.10)

(1) 이름마디:움직씨 – 안은마디:그림씨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 모두 안음마디의 풀이말(풀이말1)은 그

림씨, 안긴마디의 풀이말(풀이말2)는 움직씨인 경우가 부분이다. 

<-ㅁ 이름마디>

(24)• 샹복이 시비 두   말도 우러러 답옴이 업고 (명의존 :41)

• 네 역  되옴이 다가지 죄 이시니 (명의2:56)

• 가히 오래고 가히 크온 공업이 이에 오로미 업더니 (가체:8) 

• 모즉이  번 베퍼 뵈미 이셔야 (가체:7)

• 각각 효연  호미 가니라 (가체:7)

• 다시 티고 녀 毬 門으로 나감이  해롭지 아니 니라(무

:68)

• 길 날호여 行야 기려 옴으로 그러모로 오미 더나 (몽노1:2)

• 우리 그  뒷뫼 가  미 엇더뇨 (몽노2;25)

• 우리게   밥 과 집과 콩을 밧고와 주미 엇더뇨 (몽노3:20)

• 우리 젹이  盞 술을 먹어 마지미 맛당다 (몽노5:8)

• 희 둘히 내 말을 좃차 흥뎡미 엇더뇨 (몽노5:15)

• 네 銀 닷 兩을 내여 져  사을 주어 무로미 올타 (몽노6:20)

• 生鮮湯 湯  차반 싀면 상화 쟝만미 맛당다 (몽노7:3)

• 내 어진 벗을 어더셔 비  고 피리 블미 잇도다 (삼역8:17)

10) 허원욱(1991)에서, 주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의인법 인 성격

이 강한 이다.

     바 므릐 유미 붇 히믈 주도다 (두언16:20)

     비리 류미 섯모며 (능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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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름마디>

(25)• 이믜 텬디 이의 용납야 두기 어렵거든 (명의2:27)

• 진짓 닐은 바 형 되기 어려오며 (명의2:33)

• 그 형셰 녀염을 소기기 쉬오니 (명의2:34)

• 가의 화란이 말기 어려온 지경의 니니 (명의2:65)

• 간쳠니 드러나기 쉬워 (명의2:67)

• 그 쥬무 졍상이 니러나 춤추기에 니르러 더욱  기 어려온지

라 (명의2:68)

• 모든 병긔 나아가기 어렵거든 긔틀을 보아 (무 :18)

• 손과 칼이 으기  우 니 (무 :19)

• 셔 셔울 가기 몃 里 잇뇨 (몽노1:14)

• 이 골이 좁으니  잇 기 만히 면 지나가기 어려오니(몽노2;20)

• 이런 어두온 厠間에 가기 어려오니 (몽노2:25)

• 前에 밧긔 니기 닉으면 正히 손들을 사랑고 (몽노3:5)

• 이 이 엇지 이리 잡기 어려오니 (몽노3:11)

• 우리 朝鮮 사이라 은 국슈 먹기 能히 못니 (몽노4:7)

(2) 이름마디:그림씨 - 안은마디:그림씨 

<-ㅁ 이름마디>

(26)• 한 냥긔의 사오나옴이 죡히  닌한에 비치 못 거시오 (명의윤

음:15)

• 져궁의 외롭고 홈이 엇더며 (명의2:9)

• 국셰의 어려옴이 엇더료 (명의2:10)

•  일을 오시매 모든 어지미 가자 겨오신디라 (가체:8)

<-기 이름마디>

(27)• 이 반시 희 무리 당뉴의 졍 자최 쇼연이 덥기 어려온 고로 

(명의상:11)

• 이 슈작이 잇다지 니 엇지 험기 심치 아니리오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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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6)

• 다른 의쟝 쳑쇽이 업고 나라히 외롭고 기 늠연히 한심 

지라 (명의2:6)

• 인심이 의혹기 쉬워 (명의발:1)

의 문들을 살펴본 결과, 임자말로 기능하는 이름마디에서는 ‘-ㅁ 이

름마디’와 ‘-기 이름마디’ 둘 다 안긴마디는 움직씨가 많고, 안은마디는 그

림씨가 많았다. 이 듯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는 비슷한 분포 제

약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 임자말로 기능할 때에는 ‘-ㅁ 이름마디’와 ‘-

기 이름마디’의 분포상의 특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미자질

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부림말로 기능하는 경우

부림말로 기능하는 이름마디에서, 이름마디를 안고 있는 풀이말과 이름

마디의 풀이말의 제약 계를 살펴보면, 이름마디의 풀이말은 움직씨와 그

림씨가 오고, 안은마디의 풀이말은 남움직씨가 온다. 남움직씨는 부림말을 

이끌기 때문이다. 

(1) 이름마디가 움직씨인 경우

이름마디의 풀이말(풀이말2)이 움직씨가 오는 경우는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 둘 다 제약이 없다.

<-ㅁ 이름마디>

(28)• 하졍의 경변을 이긔지 못노라 (명의상:62)

• 제 암으로 지 못을 심히 불쾌야 (명의상:65)

• 군은 젼말을 듕히 기믈 라노라 (삼역9:10)

• 졍히 안흘 향여 보믈 알고 니로되 (삼역1:7)



456  韓民族語文學 第59輯

• 믈며 동긔 이  나흔 우러와 찬조오믈 극진이 고 (가

체:6)

• 일일마다 군샹의 명과 집안의 치믈 치기로 (가체:6)

• 홀노 진신부들이 다 이젹의 졔도 변오시믈 우러올 이 아니라 

(가체:8)

• 杖으로 빗기  목의 두어  귀로 더부러 작이 을 니 

(무 :67)

• 벋아 네 콩을 건져  물로 서 이 잇것 쉬믈 기려 (몽노2:6)

• 길  면 사의 지즈믈 드르리라 (몽노2;25)

• 主人이 이리 차반 주어 먹이믈 엇지 니리오 (몽노3:8)

• 張昭ㅣ 孫權의 군 니르켜믈 듯고 여러 의논 신하들 향여 

(삼역3:22)

<-기 이름마디>

(29)• 후겸 뫼시기 뎨치 고 닌한 셤기기 노복치 야 (명의

2:64)

• 이윽고 냥 합계야 졀도에 쳔극기 쳥니 (명의2:70)

• 왼 편 안흐로  번 둘  이치 기 졍수 업시 라 (무 :9)

• 을 물 먹이지 못얏니  번 쉬기 기려 (몽노2:16)

• 이 은 물 먹기 잘고 이 은 물 먹기 젹게 다 (몽노2:22)

(2) 이름마디가 그림씨인 경우

이름마디의 풀이말이 그림씨가 오는 경우는 ‘-ㅁ 이름마디’는 제약이 없

으나, ‘-기 이름마디’에서는 제약이 있다. 

<-ㅁ 이름마디>

(30)• 말을 지어내며 붓처내기 이러시 궁극을 닐외미니 (명의상:3)

• 희 무리 셜이 분운을 이긔지 못고 (명의상:8)

• 즉목하 소견이 젼박을 이긔지 못더니 (명의상: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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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긔이 스로 창황을 지 못니 (명의상:20)

• 내 이 사의 슌슉을 아니 결단코 무거 일은 아니리니 (명

의존 :40)

• 만셰에 태산반셕치 편안을 뎜득노라 더니 (명의2:17)

• 盜賊이 게 財物 이시며 업믈 엇지 알리 (몽노2;11)

• 다 가면 졔 사 만흐믈 보고 (몽노3:12)

• 승샹의 큰 어질믈 닛고 잡말로  지어 혜지 아니 거시(삼역2:4)

<-기 이름마디>

부림말로 쓰이는 ‘-기 이름마디’ 풀이말2에 오는 그림씨는 소수에 불과했

는데, 풀이말2에 그림씨가 오는 것이 매우 제한 이다.11)

(31)• 의 알 기 디 못니 (천의2:2)

• 이  화이 언덕의 불붓기의셔 기를 그 가히 다 니르랴 (명의

상:61)

• 은혜 지극히 두터오시되 오히려 그 사오납기 고티디 아니야 (천

의3:10)

• 가산이 풍죡기 니뢰고 (종덕 :36)

이처럼 ‘-기 이름마디’가 부림말로 기능할 때, 풀이말2에 올 수 있는 그

림씨가 매우 제한 인 까닭은 풀이말1의 상이 되는 부림말이 동작성 풀

이말에 한정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곧 풀이말2에 상태나 느낌의 풀이말이 

올 경우 ‘-기’가 제약되는 것은 ‘-기’의 의미자질이 [-상태, -느낌]과 련

이 있기 때문이다12). 18세기의 경우에도 부림말 기능을 하는 이름마디의 

11) 풀이말2에 오는 그림씨의 는 더 이상 찾지 못해, 4개의 문만 제시한다. 복되는 

그림씨는 생략하 다. 

12) 국어의 경우 ‘ 하다’, ‘사납다’와 같은 풀이말2의 ‘-기’ 결합 형태는 부림말로 

쓰일 경우 어색한 표 으로 보인다. 를 들어 ‘*사람들은 하기를 싫어한다.’는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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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씨 풀이말2가 제한 이라는 사실은 ‘-기’의 의미자질이 이 시기에도 

[-상태, -느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ㅁ’과 ‘-기’의 의미 특성을 악하기 해 안은마디 풀이말

(풀이말1)과 안긴마디의 풀이말(풀이말2) 간의 씨범주 제약 계를 악하

다. 임자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ㅁ’과 ‘-기’의 제약 계가 비슷하게 나타

났으나, 부림말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ㅁ’보다 ‘-기’가 더 제약을 보 다. 

임자말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ㅁ’과 ‘-기’가 비슷한 제약 계를 갖는데, 풀

이말1은 주로 그림씨가 많고, 풀이말2는 움직씨가 많았다. 부림말로 기능

하는 경우에는 ‘-ㅁ 이름마디’는 풀이말2에 움직씨와 그림씨가 제약 없이 

오는데, ‘-기 이름마디’는 풀이말2에 움직씨는 제약 없이 오고 있으나, 그림

씨는 매우 제한 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의 의미자질이 [-상태, -느낌]

과 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Ⅲ. 맺음말

18세기의 이름마디는 국어에 하는 체계를 확고하게 갖추게 되는

데, 이를 검증하기 해,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를 심으로 형태·

통어·의미론  제약 계를 살펴보았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형태론  특징은 18세기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의 문법

범주 제약을 확인하 다. 확인한 결과, 두 유형의 이름마디는 문법 범주의 

제약 정도가 유사하 는데, 둘 다 때매김법과 높임법의 안맺음씨끝을 앞세

우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ㅁ’, ‘-기’가 굴곡의 가지임을 증명하는 것이

고, 이름법 씨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17세기에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던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가 18세

한 월이나 ‘사람들은 함을 싫어한다.’는 자연스러운 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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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더욱 등한 치에서 이름마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18세기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의 기능(통어론  제

약)을 확인하 다. 살펴본 결과, 두 유형의 이름마디는 모든 월성분으로 기

능하 다. 이를 통해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는 이름마디로서의 기

능을 온 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어의 이름마디 

체계와 비슷한 ‘-ㅁ’과 ‘-기’를 심으로 한 이름마디의 체계가 17세기에 

이미 완성되었음은 최 희(2010ㄴ)에서 서술하 는데, 18세기에 이르러 

더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론  차원에서는 안은마디 풀이말(풀이말1)과 안긴마

디의 풀이말(풀이말2) 간의 씨범주 제약 계를 악하 다. 임자말로 기능

하는 경우는 ‘-ㅁ 이름마디’와 ‘-기 이름마디’의 제약 계가 비슷하게 나타

나는데, 풀이말1은 그림씨가 많고, 풀이말2는 움직씨가 많았다. 부림말로 

기능하는 경우는 ‘-ㅁ 이름마디’보다 ‘-기 이름마디’가 더 제약을 받았다. 

‘-ㅁ 이름마디’는 풀이말2에 움직씨와 그림씨가 제약 없이 오는데, ‘-기 이

름마디’는 풀이말2에 움직씨는 제약 없이 오나, 그림씨는 매우 제한 으로 

나타났다. ‘-기 이름마디’에서 풀이말2에 올 수 있는 그림씨가 매우 제한

인 까닭은 풀이말1의 상이 되는 부림말이 동작성 풀이말에 한정될 가능

성을 의미한다. 곧 풀이말2에 상태나 느낌의 풀이말이 올 경우 ‘-기’가 제

약되는 것은 ‘-기’의 의미자질이 [-상태, -느낌]과 련이 있기 때문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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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Noun Clause in the 18th century Korean

Choi, Dae-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noun clause by finding out 

morphologic and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in the 18th century 

Korean. Summary of the contents is as follow. 

The morphologic characteristic confirmed a grammar category limitation 

relationship of '-ㅁ noun clause' and '-기 noun clause. ‘-ㅁ noun clause’ and 

‘-기 noun clause’ had appeared as similar features in morphologic limitation 

relationship.

The syntactic characteristic confirmed function. Two types functioned as 

all kind of sentence components. 

Through morphologic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ㅁ noun clause’ and 

‘-기 noun clause’ were confirmed to carry out function very well as noun 

clause and it was confirmed that a system of noun clauses based on these 

two types were firmed in the 18th century. 

The semantic characteristic confirmed a semantic limitation relation ship. 

Noun clause showed similar features in limitation relationship in semantic 

aspect when noun clause functioned as the subject but when it functioned 

as the object, ‘-ㅁ noun clause’ and ‘-기 noun clause’ showed a little different 

feature. Through sematic limitation relationship, ‘-ㅁ noun clause’ and ‘-기 

noun clause’ carried out the functions as noun clauses but it was confirmed 

that meaning qualification of the two was different. 

Key-words : in the 18th, the noun clause morphologic imitation , syntactic  

function, semantic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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