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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여의 普賢十願歌에 사용된 부정의 표현
The Use of Negation in Kyunyǒ-Hyangga
부정의 방법에는 의미론적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 류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중세/현대국어에서 "아니폁-" 로
표현되고

다른 하나는 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세/현대국어에서 "ꆨ폁"로 표현된다.
여기에 또 Kopula "이-(是)"의 否定形 "아니-(非)"와, Existentialia "잇(有)"의 否定形 "업걁-(無)"등도 포함하면 부정형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이 연구는 否定의 表現法이 균여향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균여의
"普賢十願歌"를 대상으로 부정형태소의 분포상황과 통합현상을 분석하여
부정을 표현하는 체계화된 차자의 단위체 (cluster of graphems)를 밝히고
나아가서 그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과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1. 먼저 부정형태소를 찾아 그것이 나타나는 환경을 분석한다 (예; 부정형태소
不, 毛).
분석의 단위는 원본에 나타나는 노래의 각 行을 기준으로하되(한 노래에 11 行)
통사적, 의미론적인 분석은 텍스트 전체 (총 121 行)를 대상으로 한다.
2. 부정 형태소의 통합관계를 분석하고 빈도와 문법 기능을 분석한다.
- 부정형 不冬, 不喩, 毛冬, 毛等, 毛冬留의 통사적 환경과 문법 기능, 그리고
의미상의
차이를 밝힌다.
- 중국어에서 부정을 표현하는 한자 (不, 是非, 有無)의 통사적 기능과 비교한다
- 향찰의 부정형 독음과 이두 자료에서의 부정형의 독음과 비교한다.
3. 부정의 표현이 나타나는 문장의 의미를 분석한다.
- 문장의 의미 파악에 있어서는 프라쥬나의 漢譯 화엄경을 참고로 한다.
결과
균여향가에서 사용된 부정표현을 모두 찾아 그 문법 기능과 의미를 밝혔다.
부정형의 통합관계와 분포환경을 분석하던중 지금까지 오독되어온 차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향가연구가 시작된 오구라 심뻬이와 양주동에서부터 오늘날까지 "王"자로 잘못
해독되어온 借字가 사실은 부정형태소 "毛"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결과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하던 단어의 정체가 풀리고 긍정문이었던 문장이
부정문이었음이 판명되었으며 그에따라 문장의 통사적인 구조도 바뀌게되었다.
이 誤讀의 訂正에는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증거와 더불어 원본의 서지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균여의 普賢十願歌에 사용된 부정의 표현
부정의 표현법에는 의미론적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중세국어에서 "아니 + 폁-"로
표현되고
다른하나는 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세국어에서 "ꆨ + 폁"로 표현된다.
여기에 Kopula "이-(是)"의 否定形인 "아니-(非)"와, 존재사 "잇-(有)"의
否定形 "없-(無)"도 포함하면 부정형의 의미 범주는 더욱 넓어진다.
이러한 부정표현이 균여향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균여의
普賢十願歌에
나타나는 부정형태소를 중심으로 그 분포상황과 통합현상을 분석하여 그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밝히고자한다.
균여향가에 나타난 否定 형태소는 "不"과 "毛" 두 字이다.
먼저 이 두 부정형태소가 나타나는 통사적인 환경을 분석함으로서 부정을
표현하는 체계화된 차자의 단위체 (cluster of graphems)를 밝히고 나아가서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정리해 보겠다. 이 부정표현의 단위체가
균여향가에서 어떻게 음독되었는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형태소 "不"의 통합관계와 그 기능
15 세기의 문헌이나 언해서를 보면 不은 '아니폁논 흡디라' (訓解, 釋祥 序 3)로
해석되며
자주 "ꆨ"으로 새겨서 번역한 예를 볼 수 있다.

균여향가에서 不은 5 번 쓰였는데 그중 4 번은 "不冬"으로, 그리고 한 번은
"不喩"가 쓰였다.
1) 不冬喜好尸置乎理叱過(V.8)
2) 不冬萎玉內乎留叱等(IX.4)
3) 他道不冬斜良只行齊(VIII.2)
4) 佛影不冬應爲賜下呂(VII.2)
5) 吾衣身不喩仁人音有叱下呂(V.4)
1.1. 不冬
"不冬" 이 나타난 통사적 환경을 보면 예문 1) 2) 3) 과 4) 모두가 동사어간에
선행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통사구조는 不冬 + Verb 로 나타낼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不冬"이 뒤에 오는 동사어간인 喜(ꠝ-), 萎(이울-), 斜(빗기-),
應(응폁-)에 선접하여 이 동사어간이 반영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부사로 쓰인
것이다.
통사적으로나 의미상으로 보아 중세어의 부정부사 "아니폁-"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不冬"은 고려시대의 이두에서도 자주 사용된 부정사이며 역시 15 세기의
"아니폁-"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2. "不喩"
예문 5)의 "不喩"는 균여향가에서 그 용례가 딱 한 번 뿐이다. 그리고 "喩"字는
균여향가에서 "不"字와 더불어 한 번만 나타나는 字이다.
동사와 관계가있는 "不冬"와는 대조적으로 "不喩"는 명사와 관계가 있다.
"不喩"뒤에는 관형사어미 "遁"을 나타내는 한자 "仁"이 오고 이어서
"사람"으로 해석되는 명사 "人音"이 따른다. 따라서 不喩는 먼저 선행하는
"吾衣身"을 부정
하고, 관형사어미 "遁"와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통사구조는
Noun + 不喩(+仁) + Noun

그 의미는 중세/현대어의 "아니-(非)", 즉 Kopula "이-(是)"의 부정에 일치한다.
따라서 "不喩"는 漢語에서 명사를 부정하는 "非"에 대응하는 향찰표기법으로 볼
수 있다.
"不喩"는 고려시대의 이두문에서도 자주 쓰이는데 항상 명사문의 부정에
사용된다고 한다(이승재,1992:85). 이는 그 문법적인 기능이 이두와
균여향가가 동일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毛의 통합관계와 그 기능
부정형태소 "毛"는 "不"과 비슷하게 향가에서는 자주 쓰였으나 이두자료에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었다. 균여향가에서 毛는 不과 마찬가지로 冬과 통합하는
예가 가장 많으며(3 번), 드물게는 等과 통합하기도(1 번) 한다. 여기에서
흥미있는 것은 3 번 나타나는 "毛冬"이
그중 두 번은 留와 더불어 석자단위인 "毛冬留"로 나타나는 사실이다.
6) 善芽毛冬長乙隱(VI.7)
7) 際毛冬留願海伊過(XI.4)
8) 間毛冬留讚伊白制(II.8)
9) 毛等盡良白乎隱乃兮(II.11)
2.1. 毛冬
6) 善芽毛冬長乙隱(VI.7)
여기에서 두자 단위로 만 씌인 '毛冬'은 명사 "善芽(선아)"를 후행하며
동사어간인 "長(길-)을 선행하고 있다. 통사적인 면에서 보면 "善芽"는 문장의
주어이며 '長-'은 자동사로서 '毛冬'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毛冬'은
후행하는 동사를 부인하는 부사로 기능하여 그 통사구조는 `毛冬+ 동사'로
표현되며 앞에 설명한 '不冬 + 동사'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의미론적인
면에서 보면 위 예문의 "毛冬"은 중세 국어나 현대국어의 능력의 부정을
의미하는 "ꆨ폁-"에 대응하는 것으로 행위의 부정인 "아니폁-"를 의미하는
"不冬" 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두에서는 "ꆨ폁-"는 의미를 가진 소위 능력의 부정표현으로 "不得"이
사용되었다. 후대 이두 자료집에서 "不得"이 "모질" 혹은 "모딜"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균여향가의 "毛冬"이 이두의 "不得"과 그 의미기능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2. 毛等
"毛等"은 균여향가에서 한 번만 사용된 부정표현이다.
9) 毛等盡良白乎隱乃兮(II.11)
"毛等"은 후행하는 분포부사 "盡良 (다아)"를 수식하며 동사 '白'(꿌-)를
부정하는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통사적인 기능에 있어서 "毛等"은
예문 6)의 "毛冬"과 일치한다. 의미상으로도 'ꆨ폁-"는 뜻을 나타내는 "毛冬"과
일치하여 위 예문은 "ꆨ 다 사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사적으로, 또한 의미적으로 그 기능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毛冬"과 "毛等"이
유사한 한자독음에 바탕을 둔 동일한 문법형태의 다른표기(異記)임을
(phonetic variant)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 언급한 균여향가의 부정형태소 `不' 와 `毛'의 동일한 통합현상을
고려시대의 이두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으나, '等'이 부정소와 後接한 예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毛等"과 "毛冬"의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문 6)과 9)는 동일한 부정표현으로 간주하나, '冬' 대신 '等'이
쓰인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2.3. 毛冬留
예문 7)과 8)에서 "毛冬"은 "留"를 동반하고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균여향가의 부정표현 "毛冬"은 위에 언급한 예문 6)과
7)의 두가지 예로만 알고있었다. 이것은 예 8)의 "間毛冬留"의 毛를 지금까지
王으로 오독한데 있다.
향가연구가 시작된 오꾸라 심페이와 양주동에서부터 지금까지 "毛冬留"의 毛는
王으로 인식되어 "間王冬留"로 해독된 것이다. 그리하여 균여향가에서 "王"자는
"覺樹王"과 "間王"에 두 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학계에서는 "間王"을
"覺樹王"과 유사한 부처의 호칭중의 하나로, 또는 스님등으로 해독해왔다.
유창균(1994)의 향가비해에 열거된 예문 8) 間毛冬留讚伊白制 에대한 제
학자들의 해독은 다음과같다.
예문 8) 間毛冬留讚伊白制 (II.8)
a) 間王들을 기리꿌제 (小倉進平)
b) 西王韉루 기리꿌져 (양 주동)

c) 꿈왕韁로 기리꿉韁 (이 택)
d) 한왕들로 기리꿌져 (홍 기문)
e) 간왕드루 기리꿌져 (정 렬모)
f) 슷님韉루 기리꿌져 (지 헌영)
g) 깐왕들루 기리살재 (김 선기)
h) 슷님韉루 기리꿌져 (김 준영)
i)) 醫王들로 기리꿌져 (김 완진)
유창균은 "間王"이 하늘과 땅사이를 지배하는 "空王"이라고 덧붙이고있다.
따라서 8)의 문장의 의미도 사실은 부정문이어야 하나 긍정문으로 해석되왔다.
통사적인 각도에서 보면 모든 학자들이 "間王"을 명사로 보고있으며, 그에
후접하는 "冬留"는 예외없이 각각 복수접미사 "들"과 기구격조사 "로/루"
등으로 두 字를 서로
독립된 문법형태소로 해독하였다. 뒤에따르는 4 자 단위 "讚伊白制"는 모두가
동사적 서술절로 보는데 일치하고있으며 그 의미해석도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문장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間王 + 韉 + 로 + 讚伊白制"라는
의미는 성립될 수 없다. 동사어간 "기리-"에 후접된 겸양을 나타내는 형태소
"白"을 고려할 때 "間王冬"뒤에는 기구격 "留"보다는 목적격 "乙"이 따라야
의미가 통할 것이다.
본인이 위 예문 8) "王冬留"를 "毛冬留"로 정정하는 데에는 형태적, 통사적인
근거와 서지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글자의 외형적인 필체 (graphic presentation)를 검토, 비교해본다.
의심을가지고 균여향가 원본의 漢字 "王"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 앞서 언급한 대로 "王"자는 두 번째 노래에 "間王", 9 번째 노래에
"覺樹王"으로 나온다. 覺樹王은 부처가 보제나무 밑에서 정각에 도달한데서
나온 부처의 호칭

임이 분명하나, 間王에 대한 향가학자들의 해독은 위에서 보듯이 아주
다양하다).
- 원본의 두 "王"자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그 글자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첫째 글자의 크기에 있어 "間王"의 "王"자는 "覺樹王"의 "王"자보다 훨씬
외소하다. 둘째 두
글자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완벽한 형태를 보이는 "覺樹王"의 "王"자에 비해
"間王"의 "王"
자는 불완전해보이고 뭔가 떨어져나간 듯 보인다.
이러한 필치의 분명한 차이는 이들이 같은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통사적인 견지:
- "覺樹王焉": 명사 "覺樹王"에 주제격조사 "焉"이 후접하고 있다.
"間王冬留": 명사 "間王"에 그 문법적인 기능이 모호한 "冬留"가 후접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통사적으로보나 의미상으로보나 이론이 서지않는다.
"冬留"는 균여의 마지막 노래 "총결무진가"에서 또 한 번나온다(예문 7).
여기서 우리는 "冬留"에 "毛"가 先接하는 것을 본다.
균여향가에서 "冬"字는 총 8 번 나오는데 그중 6 번은 부정형태소 "不"(4)과
"毛"(2)에 후접하였다.
"王"에 후접한 경우는 위의 "間王冬"한 번 뿐이다.
바로 균여향가내에서 "冬"字가 대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不"(4)과 "毛"에
후접한다는 사실과 "毛冬" 혹은 "毛冬留"라는 통합형태가 반복해 나온다는
사실은 "間王冬留"가 "間毛冬留"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부정형태소의 통합현상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원본의 "間王冬留" 로 돌아가 이 "王"자와
"毛冬/毛冬留"의 "毛"자를 찾아 그 필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間王"의
"王"字의 마지막획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間王冬留"의 "王"을 "毛"로 정정하고

예문 7)과 8)을 분석해보기로한다.
먼저 "毛冬留"가 나오는 예문 7)에대한 대표적인 향가학자들의 해독을
살펴본다.
예문 7): 際 毛 冬 留 願 海 伊 過 (XI.4)
a)诞 몰을 願海이라라 (소창)
b)诞 모韉 願海이고 (양)
c)试 모韉 願海이와 (이)
d)诞 모韉 원폡이고 (홍)
e)그음 두루 원폡이과 (정)
f)诞 모韉 願海이고 (지)
g)갇 모

원해鎨고 (김선)

h)诞 모韉룰 願海이고 (김준)
i)诞 도韁논 願海이고 (김완)
e)를 제외한 모든 학자들이 "毛冬留"를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단위로 보고
선행하는
"際"를 명사 "诞/试"으로 보는데 일치하고있다.
그러나 "毛冬留"의 부정표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몰을"과 "모韉" 둘로
갈라지고있다:
전자는 "毛冬"를 중세어 "모 -"로 보고 이에 미래관형격 "鱁"이 붙은 것으로
보고 후자는 "부정부사 "ꆨ 毛冬"에 지각동사 "알-"가 내포된 것으로 보아
현대어로 그의미를 옮긴다면 "ꆨ 알-", 즉 "알 수 없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하는 "際"는 타동사 "알-"의 목적어로 보았다.
이것은 예문 8)에서 모두가 기구격조사로서 해독하였던 "留"의 형태적, 통사적
기능이 위의 예문 7)에서는 분명하게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두에서 "不冬"을 "안들/안韉"로 읽듯이 "毛冬"을 "모들/모韉"로
읽음으로서 존재하지않는 지각동사 "알-"을 첨가하여 "留"를 반복된 "鱁"로서
묵살하거나 혹은 "留"를 미래관형격 "鱁"로 해독하고 있다. 그러나 "毛冬留"가

지각동사 "알-"의 부정표현이라면 "알-"라는 동사어간은 이에 대응하는 독립된
형태소로 표현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예문 8)과 예문 7)의 통사적 구조를 나란히 비교하여 보자.
8) "際 + 毛冬 + 留 + 願海伊過" "명사 + 부정사 + 留 + 명사적(?) 서술어미"
7) "間 + 毛冬 + 留 + 讚伊白制" "명사 + 부정사 + 留 + 동사적 서술어미"
첫 눈에 두 예문의 통사구조가 아주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으로
"間王冬留"가 오독이었음을 재 확인할 수 있다. 두 예문에서 "毛冬"은
통사적으로 보아 선행하는 명사, "間"과 "際"를 부정하는 기능을하고있으며
뒤에 따르는 서술절 '讚伊白制' 와 '願海伊過' 를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留"의 통사적 기능이다. 향가 학자들은 예 8)의 '願海伊過'를 명사적
서술절로
보고 "留"를 명사 '願海"에 선행하므로 미래 관형격으로 보았다. 예 7)에서는
"留"가 동사 "讚-"에 선행하므로 부사형 접미사로 기능하고있다.
여기에서 "留"의 통사적 기능의 차이는 뒤에 예 8)의 '願海伊過'를 분석함으로서
다시 밝혀보겠다.
분명한 것은 위 예문 7)과 8)에서 보듯이 선행하는 명사를 부정하는 "毛冬留"는,
후행하는 동사를 부정하는 예문 6)과 9)의 "毛冬"혹은 "毛等"과 그 통사기능이
다르다는 것이며 "毛冬"에 후접된 "留"가 바로 이 기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흥미있는 것은 예문 7)과 8)의 통사구조 뿐 만아니라 의미상으로 볼 때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의미의 유사성은 각 예문의 앞행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두 번째노래의 제 7 행 際于萬隱德海綔 (II.7)는 예문 7) 間毛冬留讚伊白制
(II.8)의 앞행이며
마지막노래의 제 3 행 衆生叱邊衣于音毛 (XI.3)는 예문 8) 際毛冬留願海伊過
(XI.4)의 앞행이다.
보현십원가의 저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역 화엄경의 대응하는 부분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위 예문들의 내용은 "가없는 부처님의 功德海를 끊임없이
찬양하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향가의 "間毛冬留"는 화엄경의 "無有間斷" 즉
"끊임없이"와 대응하여 "毛冬留"는 "없-(無)"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있다. "無有間斷"은 균여향가 9 번째 노래의 제 7 행의 "念念相續無間斷"에서
漢文 그대로 다시 쓰여졌다. 따라서 "際毛冬留" 역시 "갓(際)없-(無)"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두 번째노래의 제 7 행 際于萬隱德海綔, 해석하여
"갓(際)없는(于萬隱)德海"와 예문 8)의 "갓(際)없-(毛冬留)願海"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없-(無)"를 의미하는 부정사 "毛冬"과 "于萬"이
같은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이는 마지막노래의 제 3 행
"邊衣于音毛" 해석하자면 "갓(邊)의 없음(于音)"의 "于音"과도 동일한 것이다.
이 부분은 한역 화엄경의 "無量無邊"의 "無邊"에 해당한다. 이것을 보면
"毛冬"와 "于萬" 그리고 "于音"은 다같이 "없-(無)"를 의미하는 부정사이고 그에
선행하는 뜻이 비슷한 명사, "際, 間, 그리고 邊"을 부정하는 기능을한다. 이
명사들의 의미의 유사성을 유창균 (1994:477)은 "際"는 "會, 間, 接, 機, 邊..."등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문 7)과 8)의 "毛冬"에 붙여진 "留"의 통사적 기능을
검토해보자.
앞서 논의한대로 예문 7)에서 부사절 "間毛冬留"는 후행하는 동사적 서술절
"讚伊白制"을 수식하므로 "留"는 부사적어미로 기능한다. 이와같이 그
통사구조와 의미가 유사한 예문 8)의
"際毛冬留"도 후행하는 '願海伊過'를 동사적 서술절로 보면 부사적 부정형태가
되어
"留"는 부사적어미로 기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향가학자들처럼 후행하는
"願海伊過"를 명사적 서술절로 보면 "際毛冬留"는 관형적 부정형태가 되어
"留"는 명사 '願海"에 선행하는 미래 관형격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두 번째노래 제 7 행의 "際于萬隱德海"(가없는 덕해)를 고려할때에
"際毛冬留願海"(가없을 원해)에 현재관형격 "遁 (隱)"이 적합하고 "鱁 (留)"는
맞지 않는다.
또 균여향가에서 미래관형격은 대부분 차자 "尸"로 표현된다. 따라서 예문 8)
"際毛冬留願海伊過"의 "願海伊過 (원폁- 혹은 ꠝ -)"를 예문 7)
"間毛冬留讚伊白制"의 "讚伊白制 (기리-)"와 같이 동사적 서술절로 본다면
두문장에 나오는 "毛冬留"는 부정부사인 것이다.
이상 통사적, 의미론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毛冬留"는 "잇- (有)"의
부정인 "없- (無)"의 부사적 형태라고 본다. 그 의미가 같은 형태로 "于音" 과
"于萬"을 관찰할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예문 6)과 9)의 毛冬/毛等과 예문 7)과 8)의 毛冬留의 통사적,
의미론적인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뒤에 따르는 동사를 부인하는
기능을하며 "ꆨ폁-"의 의미를 가지고 후자는 선행하는 명사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며 "없-"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균여향가에서는 같은 차자의 단위체로 표현되는 부정의 의미기능이
그통사적 구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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