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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국어의 ‘니’와 ‘리’ 종결문의 어미 생략 현상

1)

나벼리(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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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이 글에서는 15세기 국어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니’와 ‘리’로 끝
나는 문장1)에서 일어나는 생략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곧, <용비어천
가>,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청산별곡>, <가시리> 등의 텍
스트에 나타나는 생략 현상을 종합해 보면, 15세기 문헌에서 ‘니’와 ‘리’
로 끝맺는 문장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다, -가, -고’와 같은
특정한 어미만 생략된 것이 아니며, 선어말 어미인 ‘-니-’와 ‘-리-’의
뒤에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어미가 다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니’와 ‘리’ 뒤에서 일어나는 어미의 생략 양상을 기존에 설정
된 생략의 일반적 유형인 ‘문맥 생략’과 ‘상황 생략’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문맥 생략은 다시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따른 문맥 생략과 ‘상호텍스트
성’에 따른 문맥 생략으로 구분하였다. 상황 생략도 역시 상관적 발화 장
*

1)

이 논문은 황문환(1998:83)과 나찬연(2014:294)에서 밝힌 ‘니’와 ‘리’ 종결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문장을 편의상 ‘니’와 ‘리’ 종결문으로 잠정적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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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의 상황 생략과 단독적 발화 장면에서의 상황 생략으로 구분하였
다. 이와 같이 ‘니’와 ‘리’의 종결문에 나타나는 어미의 생략 현상은 운문
뿐만 아니라 산문에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니’와 ‘리’의 종
결문에 나타나는 어미의 생략 현상은 율격의 제약뿐만 아니라, 생략 현상
이 일어나는 일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니’
와 ‘리’ 종결문은 상대 높임의 등분이 특정한 등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담화의 맥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 주제어 : ‘니’, ‘리’의 종결문, 어미의 생략, 반말, 선어말 어미 ‘-니-’와
‘-리-’,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1.

머리말

15세기 초기에 간행된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에는 서법 표현의
선어말 어미인 ‘-니-’나 ‘-리-’로 종결되는 특수한 문장이 쓰였다.2)

(1)

ㄱ. 海東 六龍이 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용가

[

장]

1

同符시니
ㄴ. 無量劫 부톄시니 주거 가 거싀 일 몯 보신 [월천 기43]
매 모시리

일부 학자들은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등의 운문 문장에서 ‘니’와
리’로 끝나는 표현을

‘

2)

다’와

‘-

가, -고’ 등의 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

이처럼 ‘니’와 ‘리’의 뒤에서 어미가 생략되는 현상은 현대 국어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보기) ㄱ. 그러한 일을 꼭 내가 해야 하리?
ㄴ. 그 사람이 너도 좋으니?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이러한 ‘리’와 ‘니’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처리하고 어미의 생략
현상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랴’와 ‘좋으냐’의 어형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
하면 보기의 ‘리’와 ‘니’는 통시적으로는 의문형의 종결 어미가 생략되어서 형성된 종
결 어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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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실현되는 ‘니’와 ‘리’
를 높임과 낮춤의 중간 등급인 ‘반말’의 종결 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처럼 ‘니’와 ‘리’의 종결문의 성격을 문헌적인 증거를 중심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니’와 ‘리’의 종결문이 선어말 어미인 ‘-니-’나

‘-리-’ 뒤에 실현되어야 할 활용 어미가 생략된 결과임을 밝히고, ‘니’와 ‘리’의
뒤에 생략될 수 있는 어미의 종류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니’와 ‘리’의 뒤에 실
현되는 어미가 생략될 수 있는 언어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을 살펴서 활용
어미의 생략이 일어나는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중세 국어의 어미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에 등장하는 특수한 어미 ‘니’와 ‘리’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2)

ㄱ.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용가

[

2]

여름 하니
ㄴ. 巍巍釋迦佛 無量無邊功德을 劫劫에 어느 다

월천 기1]

[

리

에서 (ㄱ)과 (ㄴ)의 문장에서는 선어말 어미로 보이는 ‘니’나 ‘리’가 선어

(2)

말 어미가 아니라 문장을 종결하는 데에 쓰여서, 마치 종결 어미인

니’나

‘-

리’처럼 기능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니다’, ‘-리
가’의 형태에서 ‘-다’와 ‘-가’ 등이 생략되어서 ‘니’와 ‘리’가 되었다고 하
는 ‘어미의 생략설’이며, 둘째는 ‘-니’와 ‘-리’가 그 자체로 종결 어미라는 ‘종
결 어미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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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미 생략설
2.1.1. 어미 생략설의 개관
이 주장은 허웅(1975)ㆍ김상억(1975)ㆍ정병욱(1980)ㆍ차윤정(1990)ㆍ배
석범(1994), 황문환(1998)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용비어천가>가 운문이
라는 특성에 주목한다.3)
곧, <용비어천가>가 운문이기 때문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글자 수의 조
절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서 ‘-니다’의 ‘-다’가 생략되어 ‘-니’의 형태로
남았다는 것이다.

(3)

ㄱ. 노샛 바리실 우희 니티시나

용가

[

장]

44

二軍 鞠手  깃그니다
ㄴ. 君命엣 바리어늘  겨틔 엇마시니 九逵 都人이 다 놀라
니

어미의 생략설에서는 특히 음절의 수를 중요하게 여긴다. <용비어천가>는
예문과 같이 두 문장이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쌍 중에서 한 문장은 ‘니다’를, 다른 문장은 ‘-니(-)’를 쓴 구성이 많이 발견된다. 이런 구성이 많
이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운율을 맞추기 위해 ‘-니-’ 뒤에 실현되어야 할 ‘-
다’를 생략한 결과라는 것이다.
위 예문 또한 3·5·3·5/2·2·1·5 구조의 앞 문장과 3·5·3·5/2·3·1·5 구조의 뒷
문장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앞 문장의 ‘깃그니다’는 종결어미
3)

종결형의 ‘-니’, ‘-리’의 출현 환경에 대해서는 정병욱(1980), 배석범(1994)에서 정리를
한 바 있다. 정병욱(1980)에서는 “제3권점 이하의 음수율을 5~7음절로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배석범(1994)에서는 “쇼셔체의 종결 어미(-다 등)가 생략되
지 않은 시행에서 마지막 권점 이하 음수율이 7음절 이상이 될 경우에 쇼셔체 종결어
미(-다 등)는 생략이 된다.”라는 규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문환(1998)에서는 생략설
에 근거하여서 15세기 국어의 운문에 나타나는 ‘니’와 ‘리’의 종결문을 ‘쇼체’의 등급
으로 보았으며, 산문에 나타나는 ‘니’와 ‘리’의 종결문을 반말적 대우의 등급으로 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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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실현되어 5자인 반면에 뒷 문장의 ‘놀라니’는 ‘-다’가 생략된 상태
로 5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생략하기 전의 원래의 형태는 ‘놀라니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2·2·1·5와 2·3·1·7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
에 서로 대구를 이룬다고 하기 어렵다. 대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히 운
율도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운문의 형식을 지키기 위해 ‘-다’를 생략한 것
이다.
그런데 생략설은 <용비어천가>가 운문이며, 운문이라면 율격을 맞추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곧, 율격을 맞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니가’
의 생략이 일어난다면 생략설은 설득력을 크게 잃게 된다.
그러나 고영근(2010:151)에서 제시된 예문과 같이, 일반적인 서사문에서
도 생략이 일어난 예가 발견된다.

(4)

ㄱ. 구이 묻샤 므스게 시리

월석

[

1:10]

ㄴ. 구이  묻샤 부텻긔 받 므슴 호려 시니

이 부분은 석가모니의 부인의 전생인 ‘구이(瞿夷)’가 석가모니의 전생인

‘선혜보살(善慧菩薩)’에게 하는 말이다. 산문 부분에 쓰여 있어 운율을 맞추
기 위한 생략이라 볼 수는 없으나, ‘-가’가 생략되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생략설로는 어째서 ‘-가’가 생략된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

2.1.2. ‘어미 생략설’에 나타난 문제점
음수율을 맞추기 위하여 ‘-니’와 ‘-리’로 문장을 끝맺었다고 하는 어미의 생
략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
첫째, 어미의 생략설에서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의 시가 장르에
서 나타는 음수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물론 ‘니'와 ’리‘
뒤에 실현되는 어미 생략의 중요한 원인으로 음수율을 지키려는 기법을 드는
것이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학설은 생략 현상이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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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담화 상황을 도외시하고 있다. 곧 생략 현상은 문맥이나 담화 상황이
개입하는 전형적인 화용론적인 현상이므로, 생략이 일어나는 담화의 맥락과
관련하여 살펴야 한다. 오로지 운문에서 지켜야 하는 음수율의 이론만으로
모든 생략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어미의 생략설은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의 두 문헌에만 초
점을 두어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생략 현상은 입말이든 글말이든 국어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니’와 ‘리’의 뒤에서 일어나는 어
미의 생략 현상이 매우 특수한 현상이기는 해도, 위의 두 운문 문헌 이외에도
검증해야 할 문헌이 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악장가사에 수록된 고려
가요 작품인 <청산별곡>와 <가시리>에 나타나는 어미의 생략 현상이나 <월인
석보>의 산문 등에서 나타나는 어미의 생략 현상을 살피지 않았다.
셋째, 허웅(1975:493 이하)에서는 ‘니’와 ‘리’의 종결문을 어미가 생략되어
서 형성된 문장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에도 불구하고 허웅

(1975)에서는 ‘니’와 ‘리’를 서술법과 물음법의 종결 어미로 처리하는 이중적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니’와 ‘리’의 종결문이 어미가 생략된 결과로서 형성
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니’와 ‘리’는 마땅히 선어말 어미로 처리해야 할 것이
다.
넷째, 어미의 생략설에서는 ‘니’와 ‘리’의 뒤에서 생략될 수 있는 어미가 ‘다’와 ‘-가/-고’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문헌적인 증거를 면
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섣불리 결론을 내린 것으로서, ‘-다’와 ‘-가/-
고’ 이외에도 다른 활용 어미가 생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2.2. 종결 어미설
2.2.1. 종결 어미설의 개관
고영근(2010)에서는 높임 등분 중에서 아주 낮춤의 ‘라체’와 예사 높임
의 ‘야쎠체’의 중간 정도의 등분을 가진 반말로 ‘-니’를 처리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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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님금하 아쇼셔 洛水예 山行 가 이셔

용가

[

장]

125

하나빌 미드니가
ㄴ. 내히 이러 바래 가니

용가 2장]

[

고영근(2010:326)에서는 (5)에 쓰인 ‘-니’를 반말로 보았는데, 그는 반말
을 청자를 낮추기도 어렵고 높이기도 어려울 때에 쓰이는 말씨로 정의했다.
곧, 고영근(2010)은 반말이 높임 등분을 확정하지 못하는 독차(청자)를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용비어천가>의 문장을

(ㄱ)처럼 ‘왕손에게 하는 말’과 (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말’ 두 가지
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배석범(1994)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바가 있다. <용비어천
가>의 구문을 분석한 결과, 생략의 여부와 청자 층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지
적한 것이다.

(6)

ㄱ. 豺狼이 構禍ㅣ어늘 一間 茅屋도 업사 움 무더

장]

[111

사시니다
ㄴ. 大業을 리오리라 筋骨 몬져 고샤

장]

[114

두 곧 아니시니
ㄷ. 날 거 도 好生之德이실 부러

장]

[115

저히샤 살아 자시니

고영근(2010)에 따르면 (ㄱ)은 ‘-다’가 붙어서 온전한 문장이기에 왕손
에게 하는 말이고, (ㄴ)과 (ㄷ)은 ‘-니’에서 끊어진 반말체이기 때문에 불특
정 백성에게 하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문장은 모두 후대의 왕들에게 특별히

∼

경계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물망장(110 125장)에 속한 문장으로서 불특
정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후대의 왕에게 하는 말

4)

종결 어미설은 이숭녕(1962, 1982), 황선엽(1995), 고영근(1981/1987, 2010)에서 드러나
는데,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의 문헌인 고영근(2010)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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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만큼, 모두 반말체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두 문체가 모두 나타
난다는 것은 반말이 청자에 의해 선택되는 문체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2.2.2. ‘종결 어미설’에 나타난 문제점
‘니’와 ‘리’의 종결 어미설은 앞의 어미 생략설보다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첫째, ‘니’와 ‘리’를 반말체의 종결 어미로 처리하는 학설은 ‘니’와 ‘리’에서
나타나는 서법 표현의 선어말 어미로서의 문법적 특징을 무시하고 있다. ‘니’
와 ‘리’는 문장의 끝에서만 실현된 것뿐이지, 선어말 어미인 ‘-니-’가 나타내
는 ‘확인(원칙)’의 기능과 선어말 어미인 ‘-리-’가 나타내는 추정의 기능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다. 형태와 기능이 동일한 ‘니’와 ‘리’를 한 번은 선어말 어미
로 처리하고 한 번은 종결 어미로 처리하는 것은 온당한 처리가 아니다.
둘째, 종결 어미설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텍스트는 <월인석보> 권 2에 나
타난 선혜보살과 구이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산문)이다. 그런데 ‘니’와 ‘리’를
반말로 처리하게 되면 하나의 발화 장면에서 상대 높임법이 일관되어야 하는
원리를 어기게 된다. 특히 ‘구이’는 그 대화 장면에서 대부분 아주 낮춤의 ‘
라체’로 발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의 (4)처럼 같은 특정한 발화에서만 반말
체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발화 장면에서 동일한 상대 높임법을 일관적으로
유지한다는 일상적인 대화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5)
셋째, 고영근(2010)에서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서 화자와 청
자의 성격을 왜곡하였다. 곧,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용비어천가>는 신하가 왕
실의 인물을 대상으로 조선 왕조의 역대 왕의 업적을 알리거나, 후대 왕들의
행동을 경계하는 글이다. 그리고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죽은 소헌왕후에
게 석가모니와 관련된 일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문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 두
문헌의 함축적 화자는 그 신분의 특성상 분명히 함축적 청자를 아주 높임의
등급으로서 문장을 발화하고 있다.

5)

선혜보살과 구이가 나눈 대화의 전체 내용은 3.2.장의 예문 (14)와 (1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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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종결 어미설은 어미 생략설과 마찬가지로 <월인석보>의 산문 부분이
나 후대에 편찬된 악장가사 등의 문헌에 나타난 텍스트를 자세하게 검토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니'와 ‘리' 종결문의 어미 생략의 양상

3. ‘

용언의 활용 형태에서 나타나는 ‘니’와 ‘리’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니’와

‘리’로 끝나는 문장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다.

3.1. 텍스트의 구조에 따른 어미의 생략
텍스트의 구조에 따른 ‘니’와 ‘리’의 종결 현상은 텍스트의 구조를 근거
로 ‘니’와 ‘리’의 뒤에 실현될 어미가 생략된 현상이다.6)

가.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따른 어미의 생략
악장가사(樂章歌詞)7)에 수록된 고려가요 중에서 <청산별곡>과 <가시
리>에는 ‘니’와 ‘리' 종결문이 나타난다. 먼저 <청산별곡>의 제1연과 6연의 가
사를 살펴보자.8)

니-’와 ‘-리-’의 뒤에 실현되는 어미가 생략되는 현상은 ‘니’와 ‘리’의 기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적으로 볼 때에 선어말 어미 ‘-니-’, ‘-리-’는 명사구 구성에
기원을 둔 것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인 ‘-ㄴ’과 ‘-ㄹ’에 서술격 조사(계사)인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니-’와 ‘-리-’ 종결문의 형태는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실현
되어야 하는 어미들이 모두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결 형태는 현대 국어에
서 “내일 일찍 올 것.”과 같이 ‘ㄹ 것’으로 문장을 종결하는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황
문환 1998:86 참조.)
악장가사가 편찬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볼 때에 16세기나 17세기
초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측한다.
나찬연(2014:293)에서는 악장가사에 수록된 <청산별곡>과 <가시리>의 텍스트를 검
토하여 ‘니’와 ‘리’의 뒤에서 어미가 생략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6) ‘-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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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별곡 제1연]

[

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 다래 먹고
靑山애 살어리랏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별곡 제6연]

[

바래 살어리랏다
자기 구조개 먹고
바래 살어리랏다

(8)

ㄱ. 살어리랏다 : 살- + -어- + -리- + -더

9)

오- + -ㅅ- + -다

- + -

ㄴ. 살어리 : 살- + -어- + -리- + -Ø- + -Ø- + -Ø- + -Ø

<청산별곡>의 제1연과 제6연에서는 ‘살어리 살어리랏다’의 가사가 있는데,
이 구절의 문맥을 감안하면 선행하는 ‘살어리’는 ‘살어리랏다’에서 미래시제의
선어말 어미인 ‘-리-’의 뒤에서 ‘-랏다’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랏다’는 선어말 어미인 ‘-더-’에 감동 표현의 선어말 어미인 ‘-ㅅ-’과 평서형
의 종결어미인 ‘-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다음은 <청산별곡>과 마찬가지로 악장가사에 실려 있는 <가시리>의 가
사를 살펴보자.

(9)

가시리 가시리고 나
리고 가시리고 나

(10)

ㄱ. 가시리고 : 가- + -시- + -리- + -- + -고
ㄴ. 가시리 : 가- + -시- + -리-+ -Ø- + -Ø

9)

회상의 선어말 어미인 ‘-더-’가 미래시제의 선어말 어미인 ‘-리-’의 뒤에서 ‘-러-’로 변동
하고, 주어가 화자이므로 인칭법의 적용을 받아서 ‘-러-’가 다시 ‘-라-’로 변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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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리>에서는 제1행에 ‘가시리 가시리고’의 가사가 있는데, 이 구절의

<

문맥을 감안하면 선행하는 ‘가시리’는 ‘가시리고’에서 선어말 어미인 ‘-리
의 뒤에서 ‘-고’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는 선어말 어

-’

미인

-’에 의문형의 종결어미인

‘-

고’가 결합된 형태이다.

‘-

위의 (7)과 (9)의 예를 살펴보면 (7)의 ‘살어리’는 ‘살어리랏다’에서 ‘-랏
다’가 생략되었고, (9)의 ‘가시리’는 ‘가시리고’에서 ‘-고’가 생략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두 예문에서 모두 선어말 어미인 ‘-리-’의 뒤에 실현되어야
할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의 전체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산별곡>과 <가시리>의 텍스트에 쓰인 이러한 생략 현상은 이들 시가에

‧‧

서 기본 율격인 3음보 3 3 2조를 맞추기 위하여 선택한 문학적 표현 기법이
다. 그리고 국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8ㄴ)과 (10ㄴ)에서 나타나는 어미의 생
략 현상은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 사이에서 되풀이되는 요소를 생략한 문맥
생략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적인 문맥 생략은 앞의 말을 바탕으로 뒤의 말을
생략하는 이른바 ‘순행 생략’인 데에 반해서, (8ㄴ)과 (10ㄴ)은 뒤의 말을 바
탕으로 앞선 말을 생략한 ‘역행 생략’에 해당한다.10)

나. 상호텍스트성에 따른 어미의 생략
<월인천강지곡>과 <월인석보>의 운문 텍스트는 모두 <석보상절>과 <월인
석보>의 산문 텍스트를 기반으로 지어졌으므로, 운문 텍스트는 산문 텍스트
와 상호텍스트11)의 관계에 있다.12)
청산별곡>과 <가시리>에서 나타나는 어미의 생략 현상은 서술어에서 일어난 생략이
므로, ‘공백화(空白化, gapping)’에 따른 역행 생략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이
다. 상호텍스트성은 문학 작품 안에 다른 문학 작품을 거론하거나, 문헌에 영화, 노래,
미디어의 글이나 프로그램, 사회적 사건이나 맥락 등을 거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두
산백과 인터넷판의 내용을 참조.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437&cid

10) <

11)

=40942&categoryId=31500)
12)

황문환(1998:83)에서는 예문 (11)과 (12)를 비교하여, (12)의 문장에서 선어말 어미인
‘-으리-’의 뒤에 실현될 ‘-로소다’가 생략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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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날 摩耶夫人ㅅ 메 그 야로 샤 올 녀브로 드르시니 그르메
밧긔  뵈요미 瑠 璃 더라 王이 占 사 블러 무르시
 링
니 다  “聖子ㅣ 나샤 輪王이 외시리니 出家시면 正覺
일우시리로소다 ”

(12)

월석

[

2:23]

淨飯이 무러시 占者ㅣ 判 “聖子ㅣ 나샤 正覺 일우시리”
월천 기15, 월석

[

2:17]

(11)은 <월인석보>에 기술된 산문 텍스트이고 이를 기반으로 (12)의 <월
인천강지곡>이나 <월인석보>의 운문 작품이 지어졌다.13) 따라서 (12)의 운
문 텍스트는 (11)의 산문 텍스트와 상호텍스트의 관계에 있다. <월인천강지
곡>이나 <월인석보>의 운문 텍스트에서는 ‘점자(占者)’가 발화한 문장의 서
술어가 (12)처럼 ‘일우시리’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월인석보>의 산문 텍스트
에서는 (12)와 동일한 일을 표현한 (11)의 문장에서 서술어가 ‘일우시리로소
다’로 표현되어 있어서, 화자(占者)가 청자(淨飯王)를 쇼쎠체로 아주 높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황문환 1998:83)

(13)

ㄱ. 일우시리로소다 : 일우- + -시- + -리- + -롯- + -오- + -다
ㄴ. 일우시리 : 일우- + -시- + -리- + -Ø- + -Ø- + -Ø

여기서 (11)의 산문 텍스트를 기반으로 (12)의 운문 텍스트가 지어진 것
임을 감안하면, (13ㄴ)의 ‘일우시리’는 (13ㄱ)의 ‘일우시리로소다’를 운문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를 생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2)의 운문 텍스트에서 발생한 어미의 생략은 (11)의 산문 텍스트와 상호텍
스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맥 생략에 해당한다.
의 텍스트는 <석보상절>의 산문의 내용으로서, ‘정반왕(淨飯王)’이 ‘점자(占者)’에
게 ‘마야부인(摩耶夫人)’이 전날 꾼 꿈에 대하여 해몽을 요청하자, 점자가 정반왕에게
해몽을 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12)의 텍스트는 <월인천강지곡>과 <월인석
보)에서 (11)의 산문 텍스트의 내용을 운문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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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 (9), (11), (12)의 텍스트를 통해서 ‘니’와 ‘리’의 종결문은
서술어에서 선어말 어미인 ‘-니-’와 ‘-리-’의 뒤에 실현되어야 할 선어말 어미
나 어말 어미가 생략된 형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니' 와 ‘리’를 각각 선어말 어미인 ‘-니-’와 ‘-리-’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
기로 한다.

3.2.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른 어미의 생략
생략 현상은 텍스트 속에서 문맥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화자와
청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맥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생략
을 흔히 ‘현장 생략’ 혹은 ‘상황 생략’이라고 한다. ‘니’와 ‘리’의 종결문은 특정
한 화자와 특정한 청자 사이에 형성되는 상황 맥락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수
도 있다.

가. 상관적 발화 장면에서의 어미의 생략
상관적 발화 장면에 따라서 ‘니’와 ‘리’ 종결문에서 어미가 생략되는 예는 
월인석보의 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황문환 1998 참조.)
첫째, 월인석보 권1의 9장 이하에서는 석가모니의 전신인 선혜보살(善慧
菩薩)과

마야부인(摩耶夫人)의 전신인 구이(瞿夷)가 보광불(普光佛)에게

공양할 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텍스트가 나타난
다.
이 텍스트는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상관적

(相關的) 발화 장면에서 형성되었다. 이 텍스트에서 인용 동사를 생략하고
선혜보살과 구이가 직접적으로 나눈 대화를 간추려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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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혜

: (

구이

: (

1

1

내 그 고) 사아지라.

그 고) 大闕에 보내 부텻긔 받 고지라 (네 그 고

사디) 몯리라.
선혜

: (

구이

: (

선혜

: (

구이

: (

선혜

: (

구이

:

2

2

3

3

4

4

내) 五百 銀도로 다 줄기 사아지라.
네 고) 므스게 ⓐ 시리.
내 고) 부텻긔 받리라.
네 고) 부텻긔 받 므슴호려 ⓑ 시니.
내) 一切 種種 智慧를 일워 衆生 濟渡코져 노라.

이 男子ㅣ 精誠이 至極 보 아니 앗기놋다. 내 이 고
네 게) 나리니 願 내 生生애 그딧 가시 외아지라.

(

선혜

5

:

내 조 뎌글 닷가 일업슨 道理 求노니 죽사릿 因緣은
묻디 몯호려다.

구이

:

선혜

:

5

6

내 願을 아니 從면 (네 이) 고 몯 어드리라.
그러면 네 願을 從호리니 나 布施 즐겨 사 들 거스
디 아니노니 아뫼어나와 내 머릿바기며 며 骨髓며
가시며 子息이며 도라야도 네 거 야 내 布施논
 허디 말라.

구이

6

내) 그딧 말다히 호리니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 두

: (

줄기 조쳐 맛디노니 ( 그 이 곳 두 줄기) 부텻긔 받
生生애 내 願을 일티 아니케 ⓒ 고라.

위의 대화에서 구이1은 ‘-라’, 구이2는 ‘-리’, 구이3은 ‘-니’, 구이4는 ‘-라’,
구이5는 ‘-라’, 구이6은 ‘-고라’로 문장을 끝맺었다. 이 대화 상황에서는 선혜
와 구이만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높
임의 등분이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4)
14)

다만, 구이 의 문장에서는 구이가 선혜를 명령형의 종결 어미로서 ‘-고라’로써 대우한
것이 특징이다. 고영근(2010:77)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는 ‘그딧’을 예사 낮춤의 2인칭
대명사로 쓰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고라’는 반말이라기보다는
예사 낮춤의 명령형 어미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고영근(2010)에서는 ‘-고라’를
반말의 명령형 어미로 보고 있으나, 허웅(1975:517)에서는 ‘-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낮
춤의 명령형 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선혜보살과 구이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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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높으며,

ⓐ의 ‘시리’의 원래 형태는 ‘시리오’일 가능성이

ⓑ의 ‘시니’의 원래 형태는 ‘시니오’일 가능성이 높다.

(15)

15)

ㄱ. 시리오 : - + -시- +-리- + -오
ㄴ. 시리 : - + -시- + -리- + -Ø

(16)

ㄱ.

 
시

니오 :



- + -시- + -

- + -니- + -오

ㄴ. 시니 : - + -시- + -- + -니- + -Ø

구이2와 구이3이 발화한 문장에서 각각 의문사인 ‘므슥’과 ‘므슴’이 쓰였으

← 고)’이

므로, 아주 낮춤의 설명 의문문에 쓰일 수 있는 의문형 어미는 ‘-오(

다. 따라서 (15ㄴ)의 ‘시리’는 ‘시리오’에서 ‘-오’가 생략된 형태이며, (16
ㄴ)의 ‘시니’는 ‘시니오’에서 ‘-오’가 생략된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월인석보> 22권의 56장에서는 선우태자(善友太子)와 이사발왕(利
師跋王)의

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나타난다. 이 대화에서도 상관적 발화

장면에 따라서 ‘니’와 ‘리’ 종결문의 생략 현상이 일어난다.

(17)

王의 : 아다 모다. 내 그듸와 夫婦 외요려 노라.
善友: 그듸 뉘 짓 리완 내 겨지비 외요려 다
王의 : 내 利師跋王ㄱ 리로라
善友: 그듸 王ㄱ 리오 나 빌머 사미어니 어듸 서르 ⓐ
恭敬시리
王의 : 내  그듸 셤겨 들 거스디 아니호리라
월석

[

15)

22:56]

대화에서 이 두 사람은 아주 낮춤이나 예사 낮춤의 등분으로 서로를 대우한 것으로
보인다.
선혜의 발화도 모두 아주 낮춤의 종결 어미인 ‘-라’와 ‘-다’만 실현되었다는 사실도 하나
의 대화에서 높임의 등분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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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에서 선우태자가 발화한

ⓐ의 ‘

恭敬시리’는

그가 발화한 앞뒤의 문

장에 실현된 높임의 등분을 감안하면 “恭敬시리오”에서 종결어미인 ‘-오’
가 생략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16)

나. 단독적 발화 장면에서의 어미의 생략
<용비어천가>는 1445년(세종 27) 4월에 편찬되어 1447년(세종 29) 5월에
간행된, 조선왕조의 창업을 송영(頌詠)한 노래이다.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정
인지(鄭麟趾)ㆍ안지(安止)ㆍ권제(權踶) 등이 짓고, 성삼문(成三問)ㆍ박팽
년(朴彭年)ㆍ이개(李塏) 등이 주석(註釋)하였으며, 정인지가 서문(序文)을
쓰고 최항(崔恒)이 발문(跋文)을 썼다.17)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용비어천
가>의 노랫말에서 화자는 백성이나 신하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10장
에서 124장까지는 물망장(勿忘章)이라 하여 “닛디 마쇼셔”로 끝마치는 것
을 감안하면 청자는 당시에 조선 왕조의 왕족이나 후대에 있을 왕이나 왕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월인천강지곡>은 세조가 지은 <월인석보 서>에
따르면 1447년에 왕명에 따라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보상절>을 지어서 올리자, 세종이 석가의 공덕을 찬
송하여 지은 노래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화자는 세종이며 청자는 죽은 소
헌왕후로 볼 수가 있다.18)
16)

17)

황문환(1993)에서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산문에서 나타나는 ‘니’와 ‘리’ 종결
문은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반말체 정도의 상대 높임 등분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18)이나 (19)와 같은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의 운문에 나타나는 ‘니’
와 ‘리’ 종결문은 ‘쇼셔체’의 아주 높임 등분을 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니’와 ‘리’의
종결문이 어미의 생략 현상의 결과로 본 것은 이 글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산문이냐
운문이냐에 따라서 ‘니’와 ‘리’의 상대 높임 등분이 달라진다고 본 것은 이 글의 주장과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니’와 ‘리’ 종결문의 상대 높임 등분은 그 자체로서는 결정
되지 않으며 오직 담화의 구조를 형성하는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두산백과 인터넷판의 내용 참조.(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0070
&cid=40942&categoryId=32868)

월인천강지곡>의 기1와 기2는 서장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2의 “世尊ㅅ 일 리니
萬里外ㅅ 일이시나 눈에 보논가 너기쇼셔 世尊ㅅ 말 리니 千載上ㅅ 말이시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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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의 노랫말은 화자(= 함축적 화자)와 청자
(= 함축적 청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 텍스트를 형성한
다.19) 비록 단독적 발화 장면이어서 작품의 텍스트 속에 화자와 청자가 직접
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의 사실로 볼 때에 이 노랫말에서 함축
적 화자(= 신하, 세종대왕)와 함축적 청자(= 왕족, 소헌왕후)가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노랫말에 쓰인 문장을 표현할 때에는 함축적 화자가 함축
적 청자를 대우하는 방식이 일관되어야 한다.
이들 시가 작품에서 함축적 화자와 함축적 청자를 위와 같이 상정하고 나
서,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니’와 ‘리’로 끝난 문장의 예를 다
시 한 번 살펴보자.

(18)

ㄱ. 赤心로 처 보샤 迺終내 赤心이시니

용가

78

용가

79

[

장]

뉘 아니 리
ㄴ. 始終이 실 功臣이 忠心이니

[

장]

傳祚萬歲예 功이 그츠리가
(19)

ㄱ. 子息 업스실 몸앳 필 뫼화 그르세

월천 기4]

[

담아 남녀를 내니
ㄴ. 어엿브신 命終에 甘蔗氏 니샤

월천 기5]

[

大瞿曇이 일우니다

이들 문헌에는 (18)과 (19)처럼 ‘-리다/-리가, -니다/-니가’로 문
장을 끝맺는 형태와 ‘리’와 ‘니’로 문장을 끝맺는 형태가 함께 쓰인다. 이때 ‘-

19)

귀예 듣논가 너기쇼셔”는 세종이 죽은 소헌왕후에게 한 당부의 말로 추측된다. 따
라서 기3 이하의 운문에서 함축적 화자는 세종으로 추정되고 함축적 청자는 죽은 소헌
황후로 추정된다.
김준오 교수의 시론에서는 텍스트 구조 속에서 등장하는 화자를 ‘함축적 시인’으로,
텍스트 구조 속에서 등장하는 청자를 ‘함축적 독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함축적 시인’을 ‘함축적 화자’로 ‘함축적 독자’를 ‘함축적 청자’로 바꾸어서 부르기로
한다.(김준오 1999:2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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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니’로 끝나는 종결 형태를 고영근(2010:326)에서처럼 반말의 종결형
로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곧,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동일한데
도 불구하고, (18)과 (19)의 (ㄱ)에서는 반말의 종결 형태가 되고 (ㄴ)에서
는 쇼셔체의 종결 형태가 된다. 동일한 시가의 노랫말에서 이처럼 말하는
이가 상대 높임의 등분을 수시로 바꾸면서 표현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의 시가 작품에서 나타나는 ‘-리’
와 ‘-니’를 반말의 종결 어미로 처리할 수 없다.

(20)

ㄱ. 리가(고) : - + -- + -리- + - + -가
ㄴ. 리 : - + -- + -리- + -Ø- + -Ø

(21)

ㄱ. 내니다 : 내- + -- + -니- + -- + -다
ㄴ. 내니 : 내- + -- + -니- + -Ø- + -Ø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의 단독적 발화 장면에 등장하는 화자와
청자를 위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8)과 (20)에서 ‘리
니’는 ‘리가’나 ‘리고’로 (21)에서 ‘내니’는 ‘내
니다’로 설정할 수 있다.

니’와 ‘리’ 종결문의 어미 생략의 유형

4. ‘

일반적으로 생략은 ‘문맥 생략(= 되풀이 생략)’과 ‘상황 생략’으로 나눈다.
여기서 ‘문맥 생략’은 텍스트의 중간에 같은 언어 요소가 되풀이될 때에 일어
난다. 반면에 ‘상황 생략’은 발화 장면에서 상호작용하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
맥락 속에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략하는 현상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니’와 ‘리’ 종결문에서 나타나는 활용 어미의 생략 현상
을 생략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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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따른 생략
문맥 생략
상호텍스트성에 따른 생략

생략

상관적 발화 장면에서의 생략
상황 생략

단독적 발화 장면에서의 생략

첫째, <청산별곡>의 “살어리 살어리랏다”나 <가시리>의 “가시리 가시리잇
고”에서 ‘-랏다’와 ‘-고’가 생략된 것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따른 생략 현
상이다. 생략된 형태와 생략되지 않은 형태가 한 텍스트에서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청산별곡>과 <가시리>의 텍스트가 운문 작품이라는 점에서
노랫말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미의 생략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월인석보> 2권 23장의 산문에서는 ‘일우시리로소다’로 종결한 문
장을 <월인천강지곡> 기15에서는 ‘일우시리’로 종결하였다. 이는 <월인석보>
의 산문과 <월인천강지곡>의 운문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에 따른 생략이
다. 곧, 특정한 원본 텍스트에서 연관된 다른 텍스트로 문장을 달리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략 현상이 일어난 것을 뜻한다. 즉 산문으로 쓴 <월인석보>의 내
용을 운문인 <월인천강지곡>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운문 특유의 글
자수 제약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략이 일어난 것이다.
셋째, <월인석보> 1권에는 구이와 선혜보살의 대화가, <월인석보> 22권에
는 선우태자와 이사발왕의 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나타난다. 이들 텍스
트에서는 두 인물 모두 발화 초기에는 낮춤 등분인 라체를 사용하다가, 발
화 중간에 ‘-니-’와 ‘-리-’ 뒤에 실현되어야 할 의문형 종결 어미 ‘-오’를 생략
하였다. 이러한 ‘니’와 ‘리’ 종결문의 생략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에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 곧 상관적 장면에서의 생략 현상이다.
넷째,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서 ‘니’와 ‘리’로 끝나는 문장은 모
두 ‘-다’나 ‘-가/-고’의 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
반적인 발화 장면과는 달리 이 두 작품에서 함축적 화자와 함축적 청자는 글
을 매개로 하여 단독적 발화 장면에서 이루어진 생략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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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 ‘리’ 종결문에서 일어난 어미의 생략 현상의 유형에 따르면, ‘니’와
‘리’ 종결문은 생략 현상의 결과이다. 따라서 ‘니’와 ‘리’의 종결문의 상대 높임
의 등급은 ‘니’와 ‘리’ 종결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를 이루는 맥
락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 등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인 ‘-니-’와 ‘-리-’의 뒤에서 어미가 생략되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니’와 ‘리’ 종결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째로 ‘어미의 생략설’은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등의 운문 문장에서

'니'와 '리로 끝나는 표현을 ‘-다’와 ‘-가, -고’ 등의 어미가 생략된 것으
로 처리하였다. 둘째로 ‘종결 어미설’에서는 ‘니’와 ‘리’로 끝나는 표현을 높임
과 낮춤의 중간 등급인 ‘반말’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산별곡>이나 <가시리>에 등장하는 문
맥 생략 현상,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 등장하는 상호텍스트, <월인
석보>에서 볼 수 있는 상관적 장면,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에서 드
러난 단독적 장면 등을 고려했을 때에, ‘니’와 ‘리’의 종결문은 선어말 어미인

‘-니-’와 ‘-리-’의 뒤에 실현되어야 할 어미가 생략된 결과였음을 밝혔다. 특
히 기존의 어미의 생략설에서 주장한 것처럼‘-다, -가, -고’와 같은 특
정한 어미만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니-’와 ‘-리-’의 뒤에 실현될 수 있는 선
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모두 생략될 수 있는 현상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생략 양상을 정리하여 문맥 생략과 상황 생략으로 나누었으
며, 문맥 생략은 다시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따른 생략과 상호텍스트성에 따
른 생략으로 구분하였다. 상황 생략 역시 상관적 발화 장면에서의 생략과 단
독적 발화 장면에서의 생략으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니’와 ‘리’ 종결문은 일반적인
생략 현상에 따라서 활용 어미가의 생략된 결과로 형성된 문장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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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 ‘리’의 종결문의 상대 높임의 등급은 ‘니’와 ‘리’ 종결문 자체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담화(discourse)를 형성하는 텍스트(text)나 상황(situation)
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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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mission of Endings of the words
After "니" and "리" in Medieval Korean

Na Byeo-Ri(Pusan Univ.)
니-’

In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ending omission of the pre-final ending words ‘and

리-’

‘-

which

appear

in

Yongbieocheonga

or

Worincheongangjigok.

However,

considering the omission of the context in Cheongsanbyeolgok or Gasiri, the intertext
in

Worincheongangjigok

Worinseokbo,

and

and

the

Seokbosangjeol,
exclusive

scenes

니'

Worincheongangjigok, the conclusion of '

니-'

words that should be follows after '-

the

in

리'

and '

리-'.

and '-

다, -가, -고’

final endings, such as ‘-

correlative

scenes

seen

Yongbieocheonga

or

was the result of omitting the
In particular, not only certain

are omitted as claimed by the omission

니-’

theory. But that both the final ending and pre-final endings follows after ‘-

리-’

‘-

in

and

can be omitted. As the conclusoin of this article, the ending omission of the

pre-final ending words are the result of general omission. Therefore, it can be seen

니'

that the level of relative exaltation of the closing ending of '

니-'

determined by the closing ending of '-

리-',

and '-

리'

and '

is not

but by the context of the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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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ng
ending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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