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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朱德熙(1982/2005:178-9)에 의하면 피동문에서의 ‘叫’는, 피동문 표지로 사용
되는 ‘被’⋅‘讓’⋅‘給’와 함께 施事者를 끌어내는 작용을 하나, 그 외에도 ‘讓’과 함께
사역, 代任, 허용의 의미를 갖는 介詞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동문에 사용되
는 ‘叫’는 본래 사역을 나타내는 고대 및 중고중국어의 兼語動詞 ‘敎’에서 유래했다
고 한다(太田辰夫 1958/2003).
이러한 사역의미의 兼語動詞로 사용된 ‘敎’는 고대 한국의 금석문자료1)에서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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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의 뜻을 지닌 명사와 동사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고대 중국어의 형식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吏讀의 형식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그런데 13세기 이후의 吏讀文에서 ‘敎’는 보통 ‘敎(-是)’의 형식으로 쓰여, 고대 한
국어의 존대의 주격조사 및 주체존대법의 ‘-이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敎(是)’의 용자법이 중국어의 ‘敎’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국어학계에서는 小
倉進平(1929)를 시작으로 하는 ‘敎示’의미 기원설과 양주동(1965)의 설을 필두로
하는 ‘令⋅使’의 의미, 즉 중국어의 겸어동사에 해당하는 용법으로부터 기원하였다
는 설이 양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두에 나타나는 ‘이시-’를 나타내는 ‘敎(-是)’에 대해 알아본 뒤, ‘敎
(-是)’의 본래 의미가 ‘사역+주체존대’였음을 확인하고, 중국어의 ‘敎(叫)’字句의 변
천과정과 비교하여, ‘敎(-是)’라는 표기가 唐代의 신흥 使役 兼語文인 ‘敎(叫)’字句
의 용법으로부터 유래하였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대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에서 사역의미로 기능하는 ‘敎(-是)’과 ‘敎(叫)’字句의 문법화 과정을
비교함으로서, 두 형식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문법화 機制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두 언어 외에도 日本語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Ⅱ. 吏讀에 나타나는 ‘敎(-是)’
고대 한국어의 ‘-이시-’를 나타내었던 ‘敎(-是)’의 기원에 대하여 한국어학계에는
크게 나누어 ‘敎示’의미 기원설과 ‘사역’의미 기원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敎(-是)’는
13세기부터 비로소 이두문에 등장함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사역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敎(-是)’의 기원에 대한 제학설
이두의 주체존대법 ‘-이시-’를 나타내는 ‘敎(-是)’에 대해 처음으로 해석을 시도한
1) 본고에서 사용되는 고대 한국의 금석문자료는 대체로 남풍현(1990/2000, 1992/2000,
1998, 2000, 2006)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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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小倉進平(1929:157-60)이었다. 여기에서는 鄕歌인 <獻花歌>에 나타나는
“母牛放敎遣”을 “암쇼노흐이시고”로 해독한 뒤, 여기서의 ‘敎’가 일본어의 ‘であらせ
られる(~해 계시다)’⋅‘せらる(~하시다)’, 또는 그것이 전용된 ‘とせられる(~라
하시다)’⋅‘と仰せられる(~라 말씀하시다)’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러한 존경의
의미를 갖게 된 이유를
“ ‘敎’는 가르친다는 의미로서, ‘敎示’⋅‘指揮’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
므로, 타인 혹은 손윗사람이 자신에 대해 하는 일을 자신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일반적으로 경어로 쓰는 시⋅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데 이르
렀다고 믿는다”(小倉進平 1929:160)

라 보았다. 이렇게 ‘敎(-是)’에 대하여 ‘敎示’의 의미에서 기원을 찾는 관점은 현대
한국의 일부 이두 연구자들에게도 계승되어, 이승재(1998:68)는 ‘敎’를 아예 명령
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남풍현(2000:157)은 《南山新城碑》의 “罪敎事爲聞敎令誓事
之”의 ‘敎’를 분석하면서
‘敎’는 敎旨⋅勅敎와 같이 왕을 존대할 때 사용하는 것이니 여기서도 왕에 대한
존대 표현에 쓰인 것이다. 즉 ‘罪 주다’의 주체가 왕임을 나타낸 것이어서 ‘罪 주시
다’로 해석된다. 그러나 ‘敎’는 음독된 것이고 훈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敎
가 ‘-이시-’로 훈독되어 존대를 표현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로 생각된다.

라 보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敎(-是)’의 기원을 ‘敎示’의 의미를 가진 ‘敎’
에서부터 찾고 있다.2)
이렇게 ‘敎’의 ‘敎示’ 의미에서 ‘敎(-是)’의 기원을 찾는 학자들 외에 ‘敎’가 갖는
사역의미에서 그 기원을 찾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양주동(1965:213-5)은 ‘敎(是)’의 기원에 대해 이것이 ‘令⋅使’의 의미로부터 기원하였으며, 그것의 訓讀인 ‘이시-’는 使役相助動詞 ‘-이-’와 尊稱助動詞3) ‘-시-’가 결합한 것으로서, ‘-이시-’가
갖는 본래 의미 또한 사역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장세경
2) 남풍현(2000:15)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南山新城碑》의 ‘敎’를 ‘-이시-’로 보고 있다.
3) 양주동이 사용한 ‘使役相助動詞’⋅‘尊稱助動詞’는 각각 오늘날 한국어 문법에서 사용하
는 개념인 ‘사역의 접미사’⋅‘존경의 선어말어미’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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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45)⋅유창균(1994:272-4) 등이 동의⋅계승하였다.4)

2. ‘敎(-是)’의 實際
고대 한국어 존대의 주격조사와 주체존대법의 선어말어미 ‘-이시-’를 표기하기 위
해 사용된 訓讀字 ‘敎’는 말음첨기의 音借字 ‘是’을 붙여 ‘敎是’로 적히기도 하나,
의미상 차이는 없다.(남풍현 2000:548) 이러한 주체존대의 ‘-이시-’를 적는 데 사
용된 ‘敎(-是)’은 이두에서의 출현시기가 대단히 늦어서, 1262년에 성립된 문헌인
《尙書都官貼文》에서야 비로소 나타난다. 다음의 예를 보라.

1) 주격조사
a. 本朝敎是 統合三韓已後
本朝이시 統合三韓已後(본조께서 삼한을 통합하신 이후) 《尙書都官貼
文》
b. 先師覺眞國師敎是 重創是遣
先師覺眞國師이시 重創시고(선사 각진국사께서 중창하시고) 《白巖寺
貼文》
2) 선어말어미
a. 祖聖 勤勞創業敎 王業
祖聖 勤勞創業이신 王業(성조께서 부지런히 창업하신 왕업) 《尙書都
官貼文》
b. 同日 元帥敎是 以婦人小兒出城爲於爲 行下催促 敎是去乙
同日 元帥이시 以婦人小兒出城어삼 行下催促 이시거늘(같은 날 원
수께서 부인과 아이들로써 출성시키시려 하시어 아래로 가라고 재촉하
시거늘) 《白巖寺貼文》

4) 이 외에도 소수의견으로서 일반동사 ‘이시-’(在)에서 ‘-이시-’의 기원을 찾고, ‘敎’가 그
것에 대응된 것으로 보는 장세경(2001:25)의 견해도 있으나, 중세한국어 기준으로 볼
때, 주체존대의 ‘-이시-’가 주체존대의 선어말어미 ‘-시-/-샤-’의 관계와 똑같이 모음어미
앞에서는 ‘-이샤-’로 활용되는데 비해, 일반동사인 ‘이시-’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이셔’⋅
‘이쇼’⋅‘이슈’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둘의 관계는 의심된다 하겠다. 이에 여기
에서는 일일이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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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풍현(2006:15)에서는 이러한 ‘敎(-是)’의 기원을 삼국시대까지 끌어올려, 다음
과 같이 ‘왕의 敎示’ 혹은 ‘명령’이란 의미의 동사 및 명사로 사용된 ‘敎’에서부터 찾
았으며, 591년에 조성된 《南山新城碑》에서 이미 ‘-이시-’로 훈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 節敎賜 寐錦土內 諸衆人 □□□□□國土 太位諸位上下 衣服 來受
敎跪營之
(이 때에 寐錦 영토내의 여러 사람에게 □□를 주도록 명하고, □□國
土의 太位와 諸位의 上下들은 의복을 와서 받으라고 명하여 영에 와서
꿇어앉았다) 《中原高句麗碑》
b. 別敎 節居利 若先死後 令其弟兒斯奴 得此財 敎耳
(別敎로서, 節居利가 만약 먼저 죽은 후에는 그의 아우 斯奴로 하여금
이 재물을 얻게 한다는 판결(지시)을 내린다) 《迎日冷水里碑》
c. 罪敎事爲聞敎令誓事之
(죄주실 일로 삼아 奏聞하라는 敎令에 따라 맹서하는 일이다)5)《南山
新城碑》

위의 예문 c의 경우, 그것의 전체문장인 “辛亥年二月廿六日南山新城作節如法以
後三年崩破者罪敎事爲聞敎令誓事之”이 거의 대부분 전통적인 중국어의 VO어순이
아닌 OV어순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본다면, “罪敎事爲聞敎令誓事之”의 “罪敎”의
‘敎’를 순수한 ‘敎示’의 의미로 풀어 한국어 어순에 따라 “죄주시도록 교시하다”라 이
해하고, 전체를 “죄주시도록 교시할 일로 삼아 奏聞하라는 敎令에 따라 맹서하는
일이다”라 이해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吏讀의 ‘-이시-’의 용법과
동일시하는 관점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시-’의 표기인 ‘敎(是)’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두에서 1262년의 《尙書都官貼文》에서 처음 나타난 것
으로 보려고 한다.

3. ‘敎(-是)’의 문법적 특성
위에서 이미 보았던 양주동(1965:215)에서는 ‘敎(-是)’의 훈인 ‘-이시-’를 사동의
5) 이들 번역은 위에서부터 각각 남풍현(2006)⋅同(1990/2000:80)⋅同(2000:158)에
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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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는 ‘-이-’와 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의 결합으로 보았다. 이는 비교적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학설인데, 유창균(1994:272-4)에서는 이러한 입장
을 계승하여, 중세 한국어에 사역형의 접미사 ‘-이-’와 주체존대의 선어말어미 ‘-시-’
가 결합된 ‘-이시-’가 사역형으로 사용되는 예와 더불어, 사역의 ‘-이-’가 객체존대와
결합한 ‘이+’과 같은 형태가 존재했음을 밝혀내고, ‘이+시’의 형태가 가능함을 방
증하였다. 남풍현(1992/2000:555)은 《尙書都官貼文》에 대한 연구에서 ‘敎(-是)’
에 대해 “‘하시-’, ‘하게 하시-’ 등으로 풀이되지만 사역형은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敎 자체에 그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敎(是)’의 사역의미를 부정하였으나, 배대온(1994:85)에서는 ‘敎(-是)’가 존경법 선어
말 어미로 기능하고 있기는 하나 어휘적인 기능이 강하여, “사역과 존경의 기능이
포괄될 성질의 것으로 이해”하고, 고려시대부터는 존경의 선어말어미 ‘-시-’를 나타
내는 데 사용된 ‘賜’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敎(-是)’가 사역과 존경의 의미를 겸하는 선어말어미로부터 출발해
결국은 존경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문법화(grammaticalzation)되었
다고 이해하는데, 향가의 다음과 같은 예들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a. 執音乎手母牛放敎遣
줌온 손 암쇼 노히시고(쥔 손 암소를 놓게 하시고) (<獻花歌>)
b. 汝於多攴行齊敎因隱
너 어다기 니져 시(너는 어디 가느냐고 하심은) (<怨歌>)
(解讀은 유창균(1994)에 의거)

a는 송아지를 몰던 노인이 고관의 부인인 水路夫人에게 벼랑에 있는 꽃을 꺾어
바치고자 하면서 끌던 소를 놓도록 허용해줄 것을 청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므로,
이때의 ‘敎’(-이시-)는 사역과 존경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b는 왕이 信忠에게 ‘어
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으로서, ‘敎因隱’은 그렇게 말한 행위를
나타낸다. 여기에 대해 김완진(1980:140)은 여기서의 ‘敎’가 본동사로 사용되므로,
이를 ‘-’(爲)의 주체존대형인 ‘시-’로 이해하였으며, 유창균(1994:791)도 따랐
다. 그러나 배대온(1994:85)에서 지적되었듯 ‘敎(-是)’는 그 앞에 ‘-’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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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 표기를 수의적으로 동반할 정도로 ‘-’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
기서의 ‘敎因隱’은 ‘-이신’ 혹은 주제격 조사 重加形인 ‘-이시’으로 풀어 그 자체로
본 문장의 맥락 안에서는 ‘~하시다’, 즉 ‘~라 말씀하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
다.6) 여기서부터 이미 ‘敎(-是)’이 사역의미가 약화되고 존경의미가 강조되는 과정
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두에 나타나는 ‘敎(-是)’에 대한 여러 학설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두에 나타나는 실제상황, 그리고 ‘敎(-是)’가 실제로 갖는 의미는 단순한 존대가
아니라 사역+존경의 복합적인 것이었음을 알았다. 본고에서는 ‘-이시-’로 훈독되는
‘敎(-是)’의 기원을 ‘敎’의 사역의미로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이를 탐색하려면 ‘敎’가
갖는 사역적인 용법, 즉 사역의 兼語動詞적인 용법에 대해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된
다. 다음 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Ⅲ. 使役의 兼語動詞 ‘敎(叫)’와 吏讀의 ‘敎(-是)’
본 장에서는 중국어의 사역을 나타내는 겸어동사 ‘敎(叫)’에 대해 알아보고, ‘敎
(叫)’의 그러한 용법이 이두의 ‘敎(-是)’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敎’의 겸어동사적인 용법은 본래 實詞 ‘敎’의 동사적인 용법으로부터 기원하
여 당대에는 ‘交’로도 표기되다가, 元明기부터 ‘叫’로 교체되어 오늘날에는 사역의
兼語動詞 용법과 동시에 피동표지를 나타내는 介詞로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두의 ‘使役+주체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敎(-是)’(-이시-)의 표기는 唐代부
터 개시된 ‘敎’의 사역의 兼語動詞 용법으로부터 기원하였음을 밝힐 것이다.

6) 일본어의 경동사 ‘す’⋅‘する’(~하다)의 수동형태인 受身+可能+自發+尊敬의 조동사
‘される’는 경우에 따라서 “~라 일컬어지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기능은 일본어
의 서면문에서는 본래 使役+尊敬을 나타내는 조동사로부터 기원한 ‘-せらる’가 담당하
고 있었다. 이것은 ‘汝於多攴行齊敎因隱’의 ‘敎’의 기능과 유사하여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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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敎’의 사역의미의 기원
수대에 성립되어 송대에 증보를 거친 標準韻書 《廣韻》에는 敎의 음이 平聲과
去聲의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敎, 效也. 古肴切. <下平⋅肴韻>
敎, 敎訓也. 又法也. 語也. ... 古孝切. <去聲⋅效韻>

太田辰夫(1958/2003:223)에서는 두 가지 음에 해당하는 의미에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平聲 항목의 ‘效’는 동사로서,
평성으로 읽힐 때 동사임을 나타내며, 去聲 항목의 ‘敎訓’⋅‘法’⋅‘語’는 모두 명사로
서, 거성으로 읽힐 때 명사임을 나타낸다. 이는 성조에 따른 의미의 차이가 있었음
을 드러낸다. 한편, 《集韻》에서는 그 규정이 조금 다르다.
敎, 令也. <爻韻>
敎, 居效切. 《說文》上所施, 下所效也. <效韻>
《集韻》에서는 去聲항목에 《說文》을 인용해 釋義를 하고 있으나, 《說文》의 “上所

施, 下所效也”는 모두 명사화 작용을 하는 特指代詞 ‘所’를 사용하여 명사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廣韻》과 차이가 없다. 반면, 平聲항목에는 ‘令’으로
써 釋義하여 사역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敎’의 사역의
兼語動詞로서의 용법이 실사 ‘敎’의 동사적 용법에서 기원하였음을 생각해볼 수 있
다.7)

7) 돈황문서 중의 《切韻》의 각종 사본과 王仁昫 《刊謬補缺切韻》에는 敎의 平聲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敎의 平聲讀音에 대해서는 《經典釋文》 등의 문증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太田辰夫(1958/2003:223)의 지적과 같이 사역의미의 敎가 평성으로 읽힌 것
은 분명한데, 혹은 《切韻》이 지어진 시기에 아직 ‘敎’의 사역의 겸어동사적 용법이 일반
적이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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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敎’의 문법화 과정
‘敎’는 본래 고대 중국어의 동사로서, ‘가르치다(to teach)’의 뜻을 갖고 있었는
데, 그러한 뜻은 甲骨文에서부터 보일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a. 丁酉卜 ，其乎以多方小子小臣 ？其教戍 ？亞立其于右利 ？其于左利 ？
(《合集》28008)
b. 敎誨爾子、式穀似之。 (《詩⋅小宛》)

太田辰夫(1958/2003:223)에 의하면 先秦⋅兩漢의 實詞 ‘敎’는 사역의 의미로
사용될 수는 있었으나, 완전한 사역표지가 아닌 실사성이 강한 색채를 보인다고 하
였다.(예는 모두 太田辰夫(1958/2003:223)에서)
a. 各有敎燕王爲不死之道者. (《韓非子⋅外儲說左上》)
b. 趙高敎其女婿咸陽令閻樂劾不知何人賊殺人移上林.
傳》)
c. 此敎我先威衆耳. (《史記⋅陳涉世家》)
d. 若敎淮陰侯反乎? (《史記⋅淮陰侯列傳》)

(《史記⋅李斯列

蔣紹愚(2005:255)에 의하면 사역형의 겸어동사 ‘敎’가 나타난 것은 唐代라 하
나, 실제로는 南朝 劉宋~蕭梁代의 거의 완전한 사역의미로 의심되는 용례가 발견
되고 있다.
a. 身自不殺, 不得教人殺, 身自不盜, 不得教人盜, 身自不婬, 不得教人
婬. (《佛說菩薩內戒經》)
b. 時河內張成善說風角, 推占當赦, 遂敎子殺人。《後漢書⋅黨錮列傳》)
c. 昔成湯敎民去三面之網, 而諸侯向之。(梁 孝元帝《金樓子》)

당대에 들어서면 분명한 사역의미로서의 ‘敎’가 대량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발음
이 같은 ‘交’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예문은 陽月容(2007:13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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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欲上秋千四體愉, 擬交人送又心松. (唐 韋莊《洗澳沙》)
b. 幾回向伊言, 交今後, 更休抛閃. (宋 杜安世《菊花新》)

이러한 사역의미를 지닌 兼語動詞 ‘敎’는 唐代에 바로 피동을 나타내는 介詞로
변한다. 蔣紹愚(2005:255)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역의 ‘敎’가 생긴지 오래지 않은 새로운 용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정된 인상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唐代에 受事를 주어로 하는 ‘受事(+施
事)+VP’의 문장형식이 대거 출현하면서, 역시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역의 兼
語動詞 ’敎‘가 사용된 문장이 피동문으로 재해석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同
(2005:255)에 의하면 受事를 주어로 하는 다음의 唐代 문장들은 전부 사역과 피
동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고 한다.
a.
b.
c.
d.
e.

晨昏早遣兒妻起,
休敎煩惱九瞋縈,
寶座令余何處得,
邪痴多是愚人作,
心貞不共楚王言,
文)

酒食先敎父母嘗. (二十四孝押座文)
休把貪瞋起戰爭. (維摩詰經講經文一)
蓮臺敎朕那邊久? (妙法蓮華經講經文一)
邪曲爭敎智者行? (維摩詰經講經文一)
眉淡每敎張廠畵.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天經講經

이렇게 사동의 겸어동사 및 피동의 개사로 사용되던 ‘敎(交)’는 元代부터 사용되
기 시작한 兼語動詞인 ‘叫’8)(去聲)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하여 둘이 혼용되면서 더
이상 ‘交’(平聲)로 표기될 수 없게 되었으며, ‘敎’는 본래 去聲의 독음을 갖고 있었
기 때문에 서사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다가(太田辰夫 1958/2003:224 참
조), 현대 중국어에서는 표기가 ‘叫’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이다.

8) 太田辰夫(1958/2003:224)에 의하면 ‘叫’는 등장 초기인 원대에는 ‘부르다’의 의미가
혼재된 형식으로 쓰여, 순수한 사역을 나타내는 ‘敎’와는 구분되었는데(ex: 我如今叫他
出來, 好歹敎他伴你. 《靑衫淚》2), 그러한 상황은 명대까지도 유지되었다고 한다. 太田
辰夫(1958/2003:224)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사역의 兼語動詞의 의미 외에도 被動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청대라고 보았으나, 崔宰榮(2004:215)에서는 그 시기를 ‘明末淸
初’로 보는 馮春田(2000)의 설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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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존경 선어말어미 ‘-이시-’를 나타내는 ‘敎(-是)’의 기원
위의 논의로부터 중국어의 ‘敎’의 사역의미는 당대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吏讀에 나타나는 ‘敎(-是)’는 어떤 경로를 통해 ‘사역+주
체존대’의 의미로부터 시작된 선어말어미 ‘-이시-’의 표기에 사용될 수 있었을까.
본고의 2.2.에서 보았듯이, ‘-이시-’를 나타내는 ‘敎(-是)’가 등장했음을 연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262년에 성립된 고려시대의 《尙書都官貼文》이었다. 吏
讀 자체는 그 기원이 三國時代까지는 거슬러 올라가는데도 불구, 한국어의 형태를
표시하는 訓讀字로서의 ‘敎(-是)’의 출현이 이렇게 늦은 데에는 시대적인 제약이 있
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중국어에서 ‘敎’가 사역의 의미로서 빈번하게 사
용된 것은 당대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혹은 통일신라 이전의 吏讀에서
는 나타나기가 어려웠으며, 唐代 이후의 중국 문장을 흡수⋅내면화한 후에야 비로
소 ‘敎(-是)’를 고대 한국어의 ‘-이시-’에 대응시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9) 따라서 ‘敎(-是)’가 나타나기 이전, 한국어의 금석문에 나타나
는 ‘敎示’의 의미를 나타내는 ‘敎’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글자로 사용되어 ‘敎(-是)’
와 계승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게 된다.10)
이렇게 ‘사역+주체존대’의 의미를 갖는 단계에서 당대 이후에 사역의미를 갖게
된 겸어동사 ‘敎’를 사용해 표기되기 시작한 고대 한국어의 ‘-이시-’는 그것이 점차
문법화하여 주체존대의 뜻만을 남기게 되면서 그것의 표기인 ‘敎(-是)’ 또한 그러한
의미 변화에 이끌려, 나중에는 주체존대의 의미만이 남았다고 본다.11)
9) 그렇다면 《三國遺事》수록 향가에 2차례 나타나는 ‘敎’의 존재가 문제시될 수 있는데,
이것은 使役의미의 ‘敎’가 중국으로부터 수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매우 초기의 용법을
나타낼 가능성과 후대의 加筆일 가능성 두 가지가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怨
歌>의 ‘敎’는 이미 輕動詞적인 ‘시-’의 용법과 유사한 특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문법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것은 신라 當代의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10) 이전시기의 ‘敎’가 갖고 있는 동사로서의 ‘敎示’란 의미에서 使役의미로의 유추는 吏讀
를 사용하던 고대 한국어 화자들이 아니라, 중국어 화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여진다.
11) 이것은 마치 타동사로 사용되던 고대한국어의 ‘’이 고려시대 중기 이후 객체 존대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문법화하면서 그것의 吏讀 표기였던 ‘白’ 또한 동사적인 용법에
서 선어말어미의 용법으로 전환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배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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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敎(-是)’와 ‘敎(叫)’字句의 문법화 機製
지금까지 우리는 吏讀의 ‘敎(-是)’ 및 중국어의 ‘敎(叫)’字句의 시대적 변천에 대
해 알아보고,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장에서는 이 둘의 문법화 과정
을 비교하면서,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역의미를 나타냈던 ‘敎(-是)’ 및 ‘敎(叫)’
字句의 문법화 과정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겠다.

1. ‘敎(-是)’의 ‘사역+주체존대 → Ø사역+주체존대’로의 문법화
위에서 여러 차례 보았듯, ‘敎(-是)’로 표기되는 ‘-이시-’는 사역의 접미사 ‘-이-’와
주체존대의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한 선어말어미로서 ‘사역+주체존대’의 뜻을 나
타낸다. 따라서, 이 표현은 본래 使動문에서 施事가 受事보다 높은 사람일 때 그
동작에 대한 높임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용법은 ‘敎(-是)’가 나타나는 초기의 용
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2)
a. 執音乎手母牛放敎遣
줌온 손 암쇼 노히시고(쥔 손 암소를 놓게 하시고) (<獻花歌>)
b. 伏奉宣旨 依奏敎等用良 旨乙 出納所司爲乎亦中
伏奉宣旨 依奏이신아 旨 出納所司온여(선지를 엎드려 받들
어 그에 따라 상주하게 하시었으므로 그 취지를 소사에 출납한 데에)
(《尙書都官貼文》)
c. 三百年 將近亦 君臣禮正 政出由辟敎是如乎 事是去 有在乙
三百年 將近이 君臣禮正 政出由辟이시다온 이리거 잇거늘(300년 가
까이 군신의 예가 바르고 정치가 임금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던 일이었거
늘) (上同)

그러나, 《尙書都官貼文》에서부터 이미 단순한 주체높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용
례들이 다수 출현한다.
(1994:86)⋅이승재(1998) 등을 참고하라.
12) 본 항의 이두 해독은 기본적으로 남풍현(1992/2000)에 의거하였으나, 현대 한국어로
의 번역은 필자가 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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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祖聖 勤勞創業敎 王業
祖聖 勤勞創業이신 王業(성조께서 부지런히 창업하신 왕업)
b. 後代鑑戒 無敎是 絃如敎 事是去 有等以
後代鑑戒 없이신 絃如이신 일이거 잇로(후대의 감계가 없으신 채 이
어 내려오신 일이 있으므로)
c. 王業幾殆敎是如乎等用良 忠臣義士 所以推心是如在而亦
王業幾殆이시다온  아 忠臣義士 所以推心이다겨마리여(왕업이 위
태하였으므로 충신 의사가 추심하던 바이었습니다만)

하지만 《尙書都官貼文》에서는 ‘사역+주체존대’의 의미와 단순한 ‘주체존대’의 의
미 두 가지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a. 奴婢乙良 各十口 賜給敎是齊
奴婢을랑 各十口 賜給이시졔(노비인즉슨 각 열명씩 賜給하게 하시고/
賜給하시고)
b. 文虎兩班良中 頒給敎是臥乎 年年祿轉乙
文虎兩班아 頒給이시누온 年年祿轉을(문무 양반에게 頒給하게 하시
는/頒給하시는 해마다의 녹봉을) (上同)
c. 右員將等矣 功業亦 職次 暢情分以 酬答敎事 不喩去 有等以
右員將等의 功業이 職次 暢情分으로 酬答이신일 안디거 잇로(위 원
장들의 공업이 직차를 가지고 정분을 편 것만으로 보답 하시게 하신/보
답하신 일이 아닌 일이 있으므로) (上同)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례들을 보면, ‘敎(-是)’에 걸리는 동사가 모두
‘賜給’⋅‘頒給’⋅‘酬答’과 같이 [+수여]적인 의미자질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환경 하에서는 ‘-이시-’가 갖는 사역의 의미가 중화되고, 존경의 의미만이 강
조되게 된다. 특히나 이러한 의미변화는 14세기 말 《大明律直解》이래의 용례에서
확인 가능하게 되는데, 北鄉照夫(2002:311)에 의거해 중세한국어 ‘-이시-’(동사
파생 접미사+사동 접미사+선어말어미)에 대응되는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 施行敎是遣
시행하게 하시고(《柳 功臣錄劵》)
b. 上鑒選用敎矣

224 《中國文學硏究》⋅제58집

上鑒으로써 選用하시되(《大明律直解》)
c. 施行敎味爲齊
시행하게 하신 뜻이다(《金孝盧粘連文記》)

이를 통해 ‘-이시-’의 단순 주체존대로의 문법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시작
되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시-’

‘-이시-’
┏
┃
┃
┗

+사역
+사역
+존경
+사역

┓
┃
┃
┛

→

┏
┃
┃
┗

+사역
Ø 사역
+존경
+사역

V
┓
┃
┃
┛

/

┏+사역 ┓
┃ +수여 ┃
┗+사역 ┛__________

처음에는 이와 같이 수여동사의 뒤에서 사역의 의미가 약해지고 존경의 의미만이
두드러지게 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용법이 유추를 통해 모든 유형의 동사
뒤에서도 ‘-이시-’가 존경의 의미로만 사용된 결과가 이두의 ‘敎(-是)’의 주체존대법
적인 용법을 낳았다고 생각된다.

2. ‘敎(叫)’의 사역의미로의 문법화 과정
한편, ‘敎(叫)’의 사역과 피동의미로의 전환은 일찍이 太田辰夫(1958/2003:
223-4⋅229)에서 다루어진 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문법화라는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서, 특히 사역의 겸어동사 ‘敎(叫)’가 피동개사로 변화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기왕의 연구는 蔣紹愚 2006:247을 참조)
최근의 洪波 외(2005:36-7)는 馮春田(2000)의 견해를 이어받아 ‘敎(叫)’를 포
함한 ‘給’⋅‘敎’⋅‘交’⋅‘讓’과 같은 근현대 중국어의 사역의 겸어동사들이 본래는 [+
수여]의미자질을 가진 實詞들로부터 왔음에 주목하였다. 蔣紹愚(2003:206-7)에서
는 《紅樓夢》의 수여동사 ‘給’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구조의 변천으로 인해
‘給’의 사역의미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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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구조

那四支給了鳳哥罷.(7回)
甲+給+乙+N+V

의미관계

甲이 乙에게 N을 주니, 乙이
N을 V함. 乙은 V의 施事이며,
N은 V의 受事. 그러나 어순상
으로는 “乙NV”.

→

賈母忙拿出幾來小杌子了, 給
賴大母親等幾個高年有體面的
媽媽坐了.(42回)
甲+V1+N+給+乙+V2
甲이 N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로 하여금 V하게 하다.

구조적으로는 “給+乙+N+V”의 어순이 “N+給+乙+V”이 되면서, 당시 기존에
존재하던 사역의 겸어동사형식인 “讓/叫+兼語+V”와 동일해짐으로서 사역의미로의
유추를 낳게 되었고, 의미적으로도 乙은 ‘給’의 受事인 동시에 V의 施事라고 하는
兼語的 특성을 갖고 있다. 더불어 위에서 본 문장의 “賈母忙拿出幾來小杌子了, 給
賴大母親等幾個高年有體面的媽媽坐了”에서 볼 수 있듯 ‘給’의 앞에 ‘拿’와 같은 수
여적인 성격을 수반하는 동사가 나타남으로서, ‘給’의 수여적인 의미색채가 옅어지
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給’은 점차 수여동사에서 사역의 겸어동사로 발전하게
된다. 洪波 외(2005:38-9)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N1(施事)+V1
(수여동사)+N2(수여대상/V2의 施事)+V2’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수여동사
라도 사역의 겸어동사가 될 수 없었으며(가령 ‘獻’⋅‘贈’⋅‘饋’와 같은), ‘與’⋅‘給’과
같은 동사가 중고한어 이후에야 사역의 겸어동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N1(施
事)+V1(수여동사)+N2(수여대상/V2의 施事)’의 구조를 갖게 된 시기가 늦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13)
그러나 고대중어의 ‘敎’ 중에는 ‘N1(施事)+V1(수여동사)+N2(수여대상/V2의
施事)+V2’의 형식을 갖추어도 사역의미가 불분명한 예가 존재한다. 이때의 ‘敎’는
實詞로서 ‘敎唆하다’의 의미가 강하다.

13) 그러나 同그러나 수여동사가 본래의 의미를 보존하고 전경정보(前景信息)가 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단어의 특수한 색채를 강조하는 어휘강
화수단(詞彙加强手段)과, 連動文으로의 작용을 가로막는 연동단절수단(使成阻斷手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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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今魚方別孕; 不敎魚長, 又行網罟, 貪無說蓺也. (《國語⋅魯語上》)
b. 教吳叛楚, 教之乘車. (《左傳⋅襄二十六年》)

Ⅲ장 2절에서 보았듯이, ‘敎’가 완전히 사역의 의미로 문법화되는 것은 南北朝~
唐代 사이의 기간으로서, 처음으로 ‘N1(施事)+V1(수여동사)+N2(수여대상/V2의
施事)+V2’의 구조가 생긴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 그에 비해 ‘與’⋅‘給’
은 ‘N1(施事)+V1(수여동사)+N2(수여대상/V2의 施事)+V2’의 구조가 생기고 나
서 이것이 사역의 겸어동사로 발전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洪波 외
2005:37)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洪波 외(2005:40-42)에서는 ‘N1(施
事)+V1(수여동사)+N2(수여대상/V2의 施事)+V2’은 하나의 조건이기는 하나 모
든 것을 설명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figure salience(前景凸顯)
란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이론의 尾重心原則(head-final)에 의거, ‘N1(施
事)+V1(수여동사)+N2(수여대상/V2의 施事)+V2’의 구조에서는 수여동사가 나
타내고자 하는 행위가 배경정보(背景信息)가 되고, 그 뒤에 오는 동사가 나타내고
자 하는 행위가 정보의 초점으로서 전경정보(前景信息)가 되어 상대적으로 돌출되
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수여동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수여의미는 옅어지고 부각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 정보가 head-initial 적인 유형을 가진 언어라
면, ‘N1(施事)+V1(수여동사)+N2(수여대상/V2의 施事)+V2’와 같은 구조를 지
닌다 해도 수여동사의 의미가 후속되는 동사에 의해 옅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J. Huang(1991)에서는 중국어의 다음과 같은 동사에 후치하는 개사구
(post-verbal PPs)의 숫자적 변화를 통해 중국어의 개사와 동사의 정보적 어순이
[V'+adjunct]→[adjunct+V']와 같이 변화하였으며, 이것이 Lightfoot이 이야기
한

소위

매개변수

설정(parameter

setting.

Hopper

&

Traugott

1993/1999:271-2 참조)의 개편을 의미한다고 논하였다.(표와 학설은 Sun
1996:4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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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지적에 따르게 되면, 중국어는 head-initial 적인 유형에서 head-final 적
인 유형으로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Sun(1995:49-50)에
서는 매개 변수 설정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임에 비해, Huang(1991)의
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너무 장기간에 걸쳐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石毓智⋅李訥
(2001:184)에서도 마찬가지의 비판이 가해졌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Huang이
말한 대로의 새로운 매개변수 설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고 중국어의 초점이 근대
중국어나 현대 중국어와는 달리 앞에 있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敎’가 이미
‘N1(施事)+V1(수여동사)+N2(수여대상/V2의 施事)+V2’의 어순을 갖고 있었는
데도, 중고와 근대에 기원한 사역의 겸어동사 ‘與’⋅‘給’에 비해 완전한 사역의 겸어
동사가 되는 데에 시간차가 현격했음을 설명하려면, 상고 중국어와 중고 중국어 사
이의 기간에 정보 초점의 위치가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여기기 때
문이다. 이 점은 차후의 보충 연구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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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여의미와 사역의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이두의 선어말어미 ‘-이시-’를 표기하는 ‘敎(-是)’와 중국
어의 사역의 겸어동사 ‘敎’의 문법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둘의 문법화 과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본래 “사역+주체존대”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선어말어미 ‘敎(-是)’
는 [+수여]적인 의미자질을 가진 동사에 후속하면 사역의 의미가 옅어졌
으며, 이것으로부터 유추되어 주체존대의 의미만이 남았다.
2) 본래 [+수여] 의미자질을 갖고 있었던 중국어의 사역 겸어동사 ‘敎
(叫)’는 ‘S+敎+兼語+V’적인 문장구조 하에서, head-final 적인 중국어
의 정보체계에 의해 V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여동작의 의미가 옅어지면서
사역 표지로 문법화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둘의 문법화에서 사역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수여]라는 의미자질이다. 수여동사가 사역의미로 문법화하
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상당수 존재하는 현상으로, Bernd Heine & Tania
Kuteva(2002:152)에는 태국어의 haj(‘give’ > causative complementizer), 베
트남어의 cho(‘give’ > permissive/causative complementizer), 크메르어의
qaoy(‘give’ > causative complementizer), 루오어의 miyo(‘give’ verb >
causative auxiliary), 소말리아어 siin ‘give’ verb > -siin causative suffix),
시로이어 t-(‘give’ > causative auxiliary)의 예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여]의미와 [+사역]의미 간의 연결은 세계 언어의 공통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敎(-是)’의 문법화와 ‘敎’의 문법화는 그 과정이 달랐다. 전자는 사역과
존경을 동시에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서, [+수여]자질과 만났을 때 사역의 의미
가 퇴화되었으며14), 후자는 [+수여]의미로부터 [+사역]의미가 引伸되었다. 이러
14) 비교적 유사케이스를 나타낸 것이 중세한국어의 객체 존대에 사용된 ‘’이다. 박진호
(1998:149)에 일컬어졌듯, 본래는 동사의미를 지녔던 ‘’이 문법화를 거쳐 객체 존대
를 지닌 선어말어미로 문법화가 된 부분은 역시나 중세한국어의 경어법이 문법화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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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벌어지는 요인은, 교착어적인 한국어에서의 ‘-이시-’는 선행하는 동사와
결부되었기에 동사의 [+수여]자질과 만나, 본래 갖고 있었던 [+사역]의 자질이
중화되어버렸기 때문이며, 중국어의 경우는 head-final적인 정보어순에 의해 兼語
文에서 선행하는 동사가 쉽게 虛化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이상의 논점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吏讀에 나타나는 ‘사역+주체존대’의 의미로부터 기원한 주체존대의
선어말어미 ‘-이시-’를 표기하는 訓讀字 ‘敎(-是)’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한
13세기 중엽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렇게 ‘敎(-是)’가 늦게 출현한 이유는 중국어
에서의 사역의 兼語動詞 ‘敎(叫)’의 문법화가 완성된 것이 唐代를 전후한 시기로,
비교적 늦었기 때문이다.
둘째, ‘敎(-是)’가 ‘사역+주체존대’의 의미에서 ‘주체존대’의 의미만을 남기는 문
법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그것에 선행하는 동사가 [+수여]의 의미를 가질 때
생기는 [+사역]의미의 중화로부터 유추된 까닭이다.
셋째, 중국어의 수여동사 ‘敎’는 兼語文 ‘N1(施事)+V1(수여동사)+N2(수여대상
/V2의 施事)+V2’의 구조에서 head final적인 정보어순에 의해 돌출된 V2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사로서의 의미가 옅어지면서 사역표지로서의 문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진대부터 ‘V1(수여동사)+NP+V2+NP’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敎’의 문법화가 상당히 더뎠던 것은, 고대한어의 정보조직이 head-initial
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위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화를 통해 [+수여]의미와 [+사역]의미의 연
관성이 긴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세계의 여러 언어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였다. 그러나 둘의 문법화 경향은 달랐는데, 이것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형
적 차이 때문으로 설명된다.

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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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現整理本稿結論如下：
首先，截止目前已知材料，我們認為來源於韓國吏讀中“使役+主體敬語”
的韓語主體敬語“-이시”訓讀字‘教（-是）’首次出現時期為13世紀中葉，而‘教（是）’出現得較晚的理由在於漢語中使役兼語動詞”教（叫）”語法化的完成時期
大致為較晚的唐代前後。
其次，‘敎(-是)’由“使役+主體敬語”義變化爲只有“主體敬語”的語法化過程
的原因是由於其前行動詞具[+授予]義時所產生的[+使役]義中和之類推。
再次，漢語授予動詞‘教’在兼語句‘N1(實施)+VI(授予動詞)+N2(授予對
象/V2的施事)’+V2‘結構中，相比較於據head final信息語序所突出的V2，其
動詞義相對弱化，導致其語法化路徑最終指向使役標記。但漢語自先秦時期起
曾存在’V1(授予動詞)+NP+V2+NP‘結構，由此‘教’語法化時期相對較晚的原
因也可能在於古漢語的信息結構為head-initial。
最後，通過韓語和漢語的語法化對比，我們能夠了解[+授予]義同[+使
役]義緊密的連貫性，而且該類語言特點通過研究各類型的語言也可得到確
認。不過兩種語言語法化方向仍互不相同，究其原因，根本還是在於韓語與漢
語類型上的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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