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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Indo-European 오그먼트의 기원과 역할

__오그먼트는 어떻게 과거를 지시하는가?__

박수영*1)

I 서론. II 1차 엔딩과 오그먼트. III Uniformitarian Principle과

아르메니아어. IV 결론.

요약문 [주요어: PIE, 1차엔딩, 2차엔딩, 오그먼트, 비대칭성, UP, 엑센트,

모음약화, 음절무게, 아르메니아어]

Thurneysen 이래 1차 엔딩과 오그먼트가 지시사에서 기원한 독립적

파티클이라는 주장은 학계의 암묵적 전제가 되었다. 각각은 어간의 뒤와

앞에 붙어 현재(hic-et-nunc, here & now)와 과거(illic-et-tunc, there
& then)를 지시한다. 그러나 전통적 이론 및 최근의 이론에는 몇 가지

모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근접과 원접의 의미를 갖는 1차 엔딩과 오

그먼트가 모두 근접 지시사에서 기원하는 모순이 있다. 둘째, 후두음 이

론(laryngeal theory)에 따라 복원된 지시사 *h1e-와 *h1i-가 반드시 1차
엔딩 *-i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셋째, 의미론적으로 대칭되며 현재와 과
거를 지시하는 접사가 각각 어미와 어두에 오는 형태론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어순을 중시하는 Lehmann의 완료 어미 기원론과 Kiparsky의

Conjunction Reduction 이론도 오그먼트와 1차 엔딩의 기원과 비대칭성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주지 못한다.

필자는 ‘현재가 과거의 열쇠’라는 Uniformitarian Principle에 따라 현
재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 언어현상과 아르메니아어의 화석 언어적 특

성에서 오그먼트의 기원을 찾고자 하였다. 엑센트는 문법적 범주라는 전

제하에 엑센트에 수반되는 모음약화 및 무게보상 현상으로 오그먼트와

2차 엔딩의 관계를 해석하고, 그 근거를 화석 언어로 가정한 아르메니아

어에서 찾고자 하였다.

* 朴洙永: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수료. souyou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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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Hoffmann(1970)은 PIE(Proto-Indo-European)가 본질적으로 리

그베다의 동사 시스템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스크리트어

의 압도적 영향하에 복원된 PIE의 동사, 명사, 음운, 형태 시스템

은 OIA(Old Indo-Aryan)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인다. 오그먼트

등 어떤 재구성된 PIE 시스템이 특정 어군에서 발견되지 않을 경

우 “상실되었다”(lost) 말하며, 역으로 그 시스템은 그리스어나 인

도-이란어에 가장 잘 “구현되었다”(attested)고 한다. OIA에서 복

원된 시스템이 OIA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순환(circular)

논리이다.

오그먼트와 1차 엔딩(primary ending)은 Thurneysen(1885) 이

래 본래 독립적인 부사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

되었다. OIA의 경우 Avery(1875)가 리그 베다와 아타르와 베다의

오그먼트 분포특성과 용법에 대하여 치밀한 통계적 연구를 한 바

있다. Hoffmann(1967, 1970)과 Kiparsky(1968, 2005)의 injunctive

연구도 오그먼트 연구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Homer 그리

스어와 베다 범어의 오그먼트는 운율적 필요(metri causa)에 따라

첨가 또는 생략되었으며, 고전시기에 이르러 과거시제에 의무적으

로 부가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최근 Homer 그리스어의

내러티브 구조를 연구한 Bakker(1999, 2005)가 오그먼트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한 바 있다. 오그먼트는 이야기의 생동감(vivid-

ness)을 제공하는 지시사(deictic particle)가 그 기원이라고 한다.

이는 1차 엔딩과 오그먼트가 본래 지시 부사에서 기원했다는 전

통적 이론에 부합하는 듯하다. 즉, 공간적 의미를 갖는 지시사가

공간적 생동감을 제시하였으며, 고전시대에 이르러 시간적 근접성

(temporal recency)을 나타내는 의미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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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그먼트에 대한 Bakker의 주장과 1차 엔딩에 대한 Jasanoff 등

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그 기원을 모두 지

시 부사에서 찾으며, 나아가 “here & now”의 뜻을 갖는 처격 어

미(locative ending) *-i와 동일한 어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PIE에 재구성된 오그먼트의 기원에 대하여 새로

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II.1에서는 후두음 이론(laryngeal theory)

에 따라 복원된 지시사(demonstrative) *h1e-와 *h1i-가 반드시

*-i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형태론적 모순이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 II.2에서는 과거를 지시하는 오그먼트가 1차 엔딩과 마찬가

지로 근접의(proximal) 의미를 갖는 지시사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이 모순되는 점을 보인다. 그리고 의미상 대칭되는 현재와 과거를

지시하는 접사가 각각 어간의 앞과 뒤에 붙는 형태론적 비대칭성

이 존재함을 밝힌다. II.3에서는 오그먼트가 완료어미에서 기원한

다는 Lehmann의 주장을 반증하고, 상(aspect)의 영역인 완료의

어미가 시제(tense)를 지시하는 접두사가 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II.4는 Kiparsky의 Conjunction Reduction

이론이 injunctive의 해석에는 유용하나 오그먼트 및 1차 엔딩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모순점이 있음을 보인다. 오그먼트의 기원과

본래 기능에 대하여 III.1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Uniformitarian Principle에 따라,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 언

어현상과 아르메니아어의 화석 언어적 특성에서 오그먼트의 기원

을 찾고자 하였다. 엑센트는 문법적 범주(grammatical category)

임에서 착안하여, 오그먼트 자체는 의미를 갖는 형태소가 아닐지

라도 엑센트를 통하여 PIE의 구어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유도

될 수 있음을 상정하였다. III.2에서는 본 가정의 사례로서 아르메

니아어의 오그먼트를 다루었다. 왜 아르메니아어를 초기의 정보를

담고 있는 화석 언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어 아

르메니아어 오그먼트의 특징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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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차 엔딩과 오그먼트

1. 1차 엔딩과 2차 엔딩

PIE의 동사 시스템에서 인칭어미(personal ending)는 시제

(tense), 상(aspect), 무드(mood)를 가로지르며 분포한다. 전통적으

로 각각 1차(primary)와 2차(secondary)로 구분되는 엔딩의 이름

은 그 분포특성에서 유래한다. 1차 엔딩은 현재와 미래 직설법

(indicative)에서 나타나고, 2차 엔딩은 과거와 아오리스트 직설법,

optative, injunctive1) 등에서 나타난다. subjunctive는 1차와 2차

를 모두 취하며, 완료(perfect)와 명령법(imperative)은 별도의 엔

딩을 갖는다. 그리스 문법에서 기원한 1차와 2차라는 용어는 1차

가 기본적이고, 2차는 1차에서 파생했거나 또는 부차적이라는 것

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와 반대라는 것이 언어학계의 정론

이다. 시제와 무관하게 기원을 표현하는 optative 및 기능이 매우

다양한 베다의 injunctive에 2차 엔딩이 사용되는 것 등을 근거로

2차 엔딩은 ‘과거’만의 엔딩이 아닌 포괄적(generic or unmarked)

기본적(basic) 인칭어미라는 것이 19세기 이래의 정설이다(Sihler

1995: 453-454; Clackson 2007: 123).

1차 엔딩은 2차 엔딩에 이른바 hic-et-nunc 파티클(particle) -i

를 추가하며 형성된다. Thurneysen(1885: 172-180)이 처음 주장한

이후 접미사 -i는 독립 접사(distinct affix)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도-유럽어학자들의 기본전제가 되었다(Szemerényi 1953:

946ff; Lehmann 1974: 99; Collinge 1994: 30). 접미사 -i가 본래

1) PIE 및 IE에 고유한 용법으로서 확정된 번역 술어가 없는 optative,

injunctive, subjunctive, (a)thematic 등의 용어는 영어를 사용하였다.



Proto-Indo-European 오그먼트의 기원과 역할 ∙ 201

고유의 의미를 갖는 독립적 부사라는 주장의 증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은 OIA 직설법과 injunctive의 대비이다(e.g. bharati

vs. bharat). 그리고 -i가 기본(generic) 엔딩인 2차 엔딩에 첨가되

며 hic-et-nunc(here & now)라는 현재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주

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처격 어미(locative ending) -i 및 근

접지시사(e.g. Vedic ayam, Latin is ‘this’)와의 형태론적, 의미론

적 유사성이다. 반조태(middle)의 경우2)도 고딕의 ƕar, 베다의

karhi, tarhi가 근거로서 제시된다.3) 즉, 공간적 의미를 갖는 지시

대명사 또는 부사의 형태소(morpheme) 일부가 2차 엔딩에 첨가

되며 시간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1차 엔딩 일부가 -i가 아

니라는 점, ƕar, karhi, tarhi의 -r-을 미들 엔딩 *-r과 동일시한

것의 문제점 등을 배제한다면 형태론적, 의미론적으로 상당히 설

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첫째, ‘this’라는 의미를 갖는 라틴어 īs, eā, id 및 산스크리트어

ayam, iyam, idam 등의 원형으로 복원된 PIE의 지시사

(demonstrative) *h1ei, *h1iha, *h1id 등은 모두 *h1e- 또는 *h1i-로

시작한다.4) 그런데 후두음이론(laryngeal theory)에 따르면, *h1e-

와 *h1i-는 반드시 *-i로 전환되지는 않는다.5) *Hi는 모두 i로 전

2) *-r이 middle ending marker라는 Jasanoff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Clackson 2007: 115 참고; middle ending *-r이 active ending *-i를 닮아

가는 analogical extension은 Jasanoff 2003: 39, 46 참고.

3) Jasanoff의 주장으로서 Clackson, Mallory & Adams 등의 교과서적 저술

에도 인용된다. 다음은 Jasanoff의 언급이다. “In the active this particle

was *i(3 sg. primary *-ti : secondary *-t, etc.), an element in all

likelihood identical with the *-i of the locative singular(cf. Ved. pitari,

Gk. πατέρι, etc.) and with the deictic stem of Ved. ayam ‘this(nom. sg.

masc.)’, Lat. is ‘this/that’, Go. is ‘he’, etc. In the middle the particle that

marked the primary endings was *r, probably identical with the deictic

element *-r of pronominal adverbs like Go. ƕar, tar ‘where, there’,

Ved. karhi, tarhi ‘id.’, etc”(Jasanoff 2003: 45-46). 고딕어 ƕar는

Monier-Williams 사전(1899: 260)에서도 karhi의 cognate로서 언급된다.
4) PIE의 demonstrative는 Mallory & Adams 2006: 417-419 참조.

5) IE의 laryngeal development는 Clackson 2007: 57, 59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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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지만, *h1e는 일부 자음 뒤에서 장음 ē(Greek) 또는

ā(Sanskrit)로 전환되는 것처럼, *h1e-와 *h1i-가 일률적으로 *-i

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둘째, 설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종의 과

정을 거쳐 *-i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지시사의 어두음이 왜 동사

의 (어두가 아니라) 어미에 붙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남는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에 대한 논증이 있다 하더라도 후술할 오그

먼트와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illic-et-tunc(there & then) 파티

클이라는 오그먼트는 동사의 어두에 붙는데 비하여, hic-et- nunc

파티클 *-i는 왜 비대칭적으로 어미에 붙는가? 넷째, subjunctive

및 optative의 무드 표지(modal sign)6)인 -a- 및 -yā-/-ī-가 어간

과 엔딩 사이에 오는 것과도 비대칭적이다. 다섯째, PIE에 명확하

게 현재를 지시하는 목적으로 1차 엔딩이 있다는 주장은 PIE가

아직 시제가 나타나지 않은 상 기반(aspect base) 언어라는 일반

적 전제에 모순된다.7)

2. 오그먼트

오그먼트 *h1e는 현재, 아오리스트, 완료 어간의 어두에 첨가되

어 과거를 지시하는 접두사이다.8) 인도-이란어, 그리스어,9) 아르

메니아어, 프리기아어(e.g. edaes: Sanskrit. adhāt ‘he establish-

6) PIE, Vedic, Greek, Latin, Gothic의 mood marker survey는 Sihler 1995:

590-591 참조.

7) 이에 비하면 aspect base에서 tense base로 전환하는 late PIE 시기에

augment가 과거를 지시하는 목적으로 나타났다는 Kiparsky의 설명은 오

히려 설득력이 있다(cf. Kiparsky 2005: 9).

8) OIA의 conditional(LṚṄ)에서도 사용된다. Iranian의 Young Avestan 및

Old Persian에서는 optative에도 사용된다(Skjærvø 2009: 87, 90).

9) 그리스어에는 인도-이란어에 비하여 temporal augment, double augment

등 다양한 오그먼트가 존재한다(cf. Smyth 1920: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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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에만 있으며, 현대에는 그리스어(Modern Greek)와 일부 이란

어(e.g. Yaghnobi)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hler 1995:

484; Windfuhr 2009: 26). 고딕어(e.g. iddja ‘I went’), 히타이트어

(e.g. ēsun ‘was’)에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례가 드물고, 설득

력도 거의 없다(cf. Szemerényi 1996: 297–299).

고전 범어,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과거형에 의무적으로

(obligatory) 사용되었지만, 베다 범어 및 호머 그리스어(Homeric

Greek)에서는 오그먼트가 선택적으로(optional) 부가된다.10) 그 이

유로서 오그먼트는 운문에서 운율상의 이유(metrical require-

ment)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 주장이다.11) 그런데

Sihler(1995: 484)에 따르면 Homer와 Herodotus의 이오니아 산문

(Old Ionic prose)에서 -sk-12)로 구성된 과거형 반복법(iterative)

에는 오그먼트가 규칙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그먼트

의 본래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한다. -sk-는 영어의 “used to”

처럼 습관적 또는 일반적 상황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오그먼트는

(sufffix -sk-와 반대로) 특정의 사건(specific event)을 지시하는

일종의 한정자(specifier)로서, 1차 엔딩의 hic-et-nunc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Iliad에서 아오리스트의 오그먼트 패턴을

분석한 Bakker도 오그먼트의 본래 기능이 내러티브 구조에서 과

거의 사건을 지시하는 시간적 원접성의 표지(temporal reference

marker)가 아니라 공간적 근접성의 표지(spatial deixis marker)라

고 주장한다.13) 오그먼트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강조하고 싶은

10) Rigveda와 Atharvaveda에서의 unaugmented verb form의 시대적 변화

및 분포 특성은 Avery 1885: 361의 도표 참조.

11) 이러한 견해는 그리스어의 standard reference grammar로 인정받는

Smyth의 저술에도 반영되어있다. “...the augment was not necessarily

added to mark past time”(Smyth 1920: 147).

12) -sk-는 Hittite까지 소급되며, OIA에서는 satəm language의 전형적 특징
인 palatalization을 거치고 aspiration을 더하며 -(c)ch-로 나타난다. OIA

에서의 -sk- 변화 양태는 Kobayashi 2004: 67-73 참조.

13) “The crucial dimension here is not tense(past vs. present) but

distance(far vs. near), and I believe that in its original 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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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salience)의 생동감(vividness)을 제공하는 장치(foreground-

ing device)로써, 배경이 되는 문맥(backgrounded context)의 동사

에서 오그먼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Bakker 1999:

56). 오그먼트의 1차적 기능이 공간적 지시성에 있다는 주장은 오

그먼트의 어원이 PIE의 hic-et-nunc 파티클 *e-에서 기원한다는

전통적 가정과도 일치한다(cf. Hackstein 2010: 405).

오그먼트의 독립적 파티클로서의 기원 및 어원에 대한 이론은

1차 엔딩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즉, 1차 엔딩의 *-i처럼 본래

공간적 의미를 갖는 지시사가 동사 어간의 앞에 부가되며 시간적

의미를 지시한다고 주장한다. 오그먼트의 어원으로 상정되는 라틴

어 is/eius, 고딕 is, 산스크리트 ayam 등도 *-i의 어원과 거의 동

일하다. 그러므로 전술한 1차 엔딩과 일부 문제점을 공유한다. 다

음은 기존 오그먼트 이론의 모순점이다.

첫째, 운율상의 필요가 목적이었다면 반드시 2차 엔딩과 결합할

필요는 없다. 1차 엔딩에도 와야 한다. 둘째, 어원 및 독립적 파티

클이라는 주장이 1차 엔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정에 근거한

다.14) 셋째, 1차 엔딩이 가까운(proximal) 시간, 오그먼트가 상대

적으로 먼(distal) 시간을 지시한다고 하지만, 어원으로 상정된 지

시사는 모두 가까운 곳을 지시하는 근접지시사(proximal

demonstrative)이다. 1차 엔딩의 ‘here & now’와 대비되는 오그먼

트의 ‘there & then’의 의미는 어원적으로 유추될 수 없다. PIE에

서 ‘there’, 'then', 'that much'의 의미를 갖는 원접지시사는 *tor

~*tēr(Mallory & Adams 2006: 61)로서 *h1e와는 거리가 있다. 넷

째, 전술한 바와 같이 1차 엔딩과의 형태론적 비대칭성이 존재한

다. 의미론적으로 대칭적인(semantically symmetrical) 접사가 형

augment was a marker not of temporal reference, but of spatial

deixis. Augment is used to modify verbs that refer to events one can

either at or whose consequences constitute a speaker's immediate

experience at the moment of utterance”(Bakker 1999: 59)

14) "originally doubtless an independent temporal particle"(Macdonell 1910:

315); "its meaning was perhaps..."(Szemerényi 1996: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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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론적으로는 비대칭적(morphologically asymmetrical) 위치에 존

재하는 것이다. 독립적 부사에서 기원하여 각각 과거와 현재를 지

시하는 접사가 어두와 어미에 비대칭적으로 붙는 것은 자연스러

운 언어의 진화과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섯째, 동사의 주요

범주인 이른바 TAM(tense-aspect-mood) 표지 중에서 어두에 접

두사로 붙는 것은 오그먼트가 유일하다. 이러한 유일성은 오그먼

트가 시제 표지(tense marker)라는 일반적 설명과는 다른 차원의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부정접두사 *a(n)-와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두에 온 것을 볼 때 오

그먼트가 본래 지시적 기원의 어떤 의미를 갖는 형태소

(morpheme)가 아닌, 강세를 통하여 어떤 음운론적 가치를 갖는

음소(phoneme)일 가능성을 시사한다(cf. n. 36).

3. *-e(suffix)에서 *e-(prefix)로: Lehmann

Lehmann과 Kiparsky는 1차 엔딩과 오그먼트가 본래 독립적

파티클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문장구조(syntax)에서 찾았다. 특히

오그먼트의 어원을 지시사에서 찾은 대부분의 경우와 달리

Lehmann은 그 기원을 완료 어미인 *-e에서 찾았다.15) 그리고 상

기에서 언급한 1차 엔딩과 오그먼트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유일하게 답안을 제시하였다. Lehmann에 따르면, 엄격한

OV 언어인 PIE에서 O와 V의 강한 결합 때문에 수식어

(modifying element)는 반드시 동사의 뒤에 온다. 그런데 PIE 말

15) Hirt(1928)도 오그먼트의 본래 의미를 Perfektionierung, 즉 완료로 보았

다. 그는 오그먼트가 Irish preposition ro 및 German prefix ge-와 비슷

한 것으로 보았다(Pagniello 2002: 12에서 재인용). 오그먼트와 Irish

preposition ro 와의 유사성은 Thurneysen(1885: 173-174)이 먼저 언급한

바 있다(“Im altirischen ist die präposition ro, welche eine ähnliche

funktion versieht wie das alte augment nicht obligator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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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는 IE 초기에 VO로 전환되며, 이전 시기에 후치되었던

(postposed) 수식어들이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transportation

process)을 겪는다. 이 시기는 상(aspect) 기반의 PIE가 시제 기반

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환기에 본래 완료 어미

인 *-e가 과거를 지시하는 접두사로서 동사의 앞에 온다. 다른

TAM 표지들은 이미 동사의 엔딩으로 굳어져(frozen and fixed)

앞으로 이동하지 않는다(Lehmann 1974: 20, 152-5). 그러나 어순

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따르는 일반적 비판16) 외에도 다음의 문

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어떤 접사(affix)가 접미사(suffix)에서 접두사(prefix)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PIE의 완료(perfect)는 아나톨리아어가 분기한 이후에 등장했다는

Cowgill의 가설이 맞는다면,17) 오그먼트와 연대가 모순된다. 셋째,

이른바 “transportation process” 이후에 등장한 미래시제 표지

*-s-는 전치된 오그먼트와 달리 다시 후치된다. 넷째, 상과 시제

는 개념과 진화과정이 서로 다르므로18) 상호 호환될 수 없다. 다

섯째, 복원된 PIE의 완료 엔딩은 *-h2e, *-th2e, *-e, *-r- 등

(Clackson 2007: 128, 148)으로서 오그먼트 *h1e와 어두 후두음

(initial laryngeal)이 형태론적으로 명백히 다르다.

16) "...concentrated principally on word order, and their shortcomings

result from an over-eagerness...written in the heyday of the period

when word-order typology was seen as the key to understanding

syntax"(Clackson 2007: 158, 185).

17) 대표적으로 Indo-Hittite position을 고수하는 Cowgill(1929–1985)은

Anatolian에 완료의 증거가 불충분함을 근거로 완료는 Anatolian이 분기

한 이후에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Hittite가 Indo-European의

daughter language가 아닌 sister language라는 Indo-Hittite 가설로 확

장된다. 이에 대한 Jasanoff의 비판은 Jasanoff 2003: 17-18 참고.

18) “...tense and aspect are conceptually different and they developed

independently”(Osawa 1999: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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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junction Reduction: Kiparsky

Lehmann이 고수한 엄격한 (S)OV 이론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

태의 어순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의 하나가 Right-

Detachment(이하 RD)이다. RD에 따르면 병렬적 또는 부가적 요

소들(appositional phrases and other adjuncts)은 핵심 문장

(grammatical sentence)의 뒤에 덧붙는다(Clackson 2007: 166).

Kiparsky가 injunctive를 분석한 1968년의 논문에서 처음 주장한

Conjunction Reduction(=Gapping; 이하 CR)도 RD로 이해할 수

있다.19) Kiparsky가 그 다양한 기능 때문에 카멜레온에 비유한

베다의 injunctive는 subjunctive, optative, 과거(imperfect), 심지

어는 현재와 미래형을 대신하여 쓰인다. 형태론적으로 현재형에서

1차 엔딩 또는 과거형에서 오그먼트를 제거한 형태를 갖는

injunctive는 인칭어미만 표시되고 시제와 무드는 표시되지 않는

(unmarked for tense and mood) 독특한 형태이다. 리그베다의 경

우 injunctive는 금지(prohibitive) 용법 외에는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으며(“never occurs exclusively”), 항상 다른 동사와 함께 쓰인

다. Kiparsky가 제시한 예문들에서 injunctive는 대부분 병렬적으

로 나열된 동사들 중에 뒤에 온다.20) 시제와 무드가 표지된 동사

가 앞에 오고 injunctive의 시제와 무드는 그것을 따른다. 특히 과

19) "A syntactic process such as 'conjunction reduction' or 'gapping' of

tense/mood morphology should operate within sentences, and left to

right"(Kiparsky 2005: 5).

20) Kiparsky는 이를 근거로 “리그베다에서 tense와 mood는 optional

category”라고 주장한다(Kiparsky 2005: 11). 그러나 “injunctive가 먼저

나오는 경우에도 hearer는 local syntactic environment 또는 discourse

context 안에 있는 fully specified verbal predicate을 통하여 tense와

mood를 알 수 있다”(Kiparsky 2005: 5). 그러므로 그의 주장은 일부 수

정이 필요하다. 즉, 개별 동사 차원에서는 optional이지만, sentence 또는

discourse 차원에서는 obligatory catego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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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형의 경우 오그먼트에 엑센트가 오는 것을 근거로 오그먼트가

본래 독립적 부사였다고 주장한다(Kiparsky 2005).21) 이러한 주장

에는 몇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오그먼트가 본래 독립적인 부사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오

그먼트에는 엑센트가 오는데, 역시 독립 부사가 기원이라고 주장

되는 1차 엔딩에는 왜 엑센트가 오지 않는가?22) 둘째, CR 이론을

따른다면 subjunctive, optative의 무드 표지도 본래 독립 부사라

고 추정해야 한다. 셋째, CR 이론으로 injunctive의 의미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오그먼트와 1차 엔딩 등 각종 TAM 표지가 어두

(prefix), 어중(infix), 어미(suffix) 사이에서 비대칭적으로 유동

(fluctuation)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23)

21) Szemerényi(1996: 298)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That the augment was

originally an independent word, presumably an adverb, can among

other indications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it carries the accent

and consequently the verb is treated as an enclitic”.
22) “Unaccented are the syllabic forms of Acc.Sg. -m, Nom./Acc. Dual

-h1, Neuter Nom./Acc.Pl. (collective) -h2, Loc.Sg. -i, singular active

-mi, -si, -ti, vocalized sonorants and laryngeals, and high

vowels”(Kiparsky 2010b: 5).

23) Bakker는 Kiparsky가 Homer에서 단 한 개의 예문만을 예로 들어 CR

이론을 주장한 斷章取義를 비판하며, CR은 Homeric Greek에서 부차적으

로만(subservient) 적용된다고 주장한다(Bakker 1999: 55, 60). 그러나

Kiparsky는 이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CR 이론을 확장한다. 즉, ‘all

features’를 표현하는 “expressiveness”와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는

“economy”의 관점에서 Vedic injunctive를 해석한다(Kiparsky 2005:

6-8). 최근 Walter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에서 반복을 회피하는 현상

(repetition avoidance)은 음성학적, 심리학적, 또는 生기계학적

(biomechanical) 이유 등으로 인한 human language의 보편적 현상이다.

(“Some sort of anti-repetition generalization has been formulated for

phonology, discourse, syntax, and human psychology generally. It

seems, then, that repetition avoidance is universal in the sense that it

seems to occur in virtually every human language, in every

grammatical subdomain, and in other cognitive domains as well”

Walter 2007: 6). Walter의 연구는 CR 이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Kiparsky가 (Lehmann이 injunctive와 indicative를 대비한 것처럼)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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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UP와 아르메니아어

1. UP: 모음약화와 무게보상

II장에서 오그먼트와 1차 엔딩의 기원에 대한 제이론의 모순점

들을 일별(一瞥)하였다. 적어도 그것들의 기원이 완료 어미(*-h2e)

또는 지시사(*h1e- or *h1i-)라고 확정지을 근거는 없어 보인다. 1

차 엔딩 및 오그먼트의 기원이 지시사라는 이론은 형태론적으로

PIE의 후두음 이론에 모순되고, 완료 어미라는 이론은 후두음 이

론과 PIE의 상 기반(aspect base) 이론에 모두 모순된다. CR도 부

분적인 답안만 제시하였다. 보편적 이론은 여러 질문 중 하나의

질문에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의 모든 요소를 정합

적,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24)

현재 주류 역사언어학에서 널리 활용되는 Labov(1994)의

Uniformitarian Principle(이하 UP)에 따르면 “현재의 언어 현상

으로 과거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25) Ringe는 UP를 다음과 같

이론을 통하여 오그먼트와 1차 엔딩의 morphophonological indepen-

dence를 주장한 것은 무리한 확장인 듯하다. CR의 이론적 배경인

generative theory의 취지에 맞게, “repetition avoidance”를 위하여

conjunction이 reduction 된 syntactic relation으로 제한하여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 “Speculative Philosophy is the endeavour to frame a coherent, logical,

necessary system of general ideas in terms of which every element of

our experience can be interpreted”(Whitehead 1929: 3).

25) "Knowledge of processes that operated in the past can be inferred by

observing ongoing processes in the present"(Labov 1994: 21). 필자가

아는 한 Uniformitarian Principle은 본래 지질학 용어이다. 지질학의 기

본 원리중 하나로서 同一過程說로 번역한다. 18C 후반에 유행한 Georges

Cuvier(1769-1832)의 激變說(catastrophism)에 대항하여 ‘근대지질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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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한다. 첫째, 어린 시절에 습득한 언어의 음성시스템과 동

사의 활용 등과 같은 문법적 범주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26) 둘째,

이러한 원리는 역사언어학에도 긴밀하게 적용된다. 이디쉬어

(Yiddish)에 성공적으로 차용된 히브리어(Hebrew) 명사의 사례처

럼,27) 대규모의 어휘차용(lexical borrowing)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문법적(grammatical or syntactic)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28)

Ringe(Ringe et al 2002)와 Kobayashi(2004: 9-10)에 따르면, UP

는 특히 음성학적(phonetical), 음운론적(phonological) 변화에 잘

적용된다. 필자는 UP 원리에 따라 ‘강세와 모음약화’(accent and

아버지’(Father of Modern Geology)로 불리는 James Hutton(1726-

1797)이 제기한 학설이다. 그 요지는 모든 지질현상 및 생물현상은 과거

에도 현재와 같은 패턴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The present is a key

to the past”라는 말로 요약된다.

26) Labov의 언급을 참조. “...the youngest stratum of speakers that will

give us evidence on the state and direction of a linguistic change in

progress...”(Labov 1994: 47).

27) Yiddish語는 Germanic이고 Hebrew語는 Semitic이다.

28)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언어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가설은 오직 현대

언어의 구조,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중인(in progress) 언어행태와 변화에

기반해서만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언어에 대하여 복원가능한 정

보는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

대어에 대한 연구 및 기록된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만 역사적 기록의 틈

(gap)을 넘어 역사이전 시대의 언어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 언어는 어

린이의 모국어 습득과정을 통하여 세대를 거쳐 복제 및 존속하는데, 이

과정은 역사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에도 매우 긴밀하게 연관 된다

(tightly constrained). Slobin 등의 연구에 따르면 형태·통사론적

(morpho-syntactic) 범주의 시스템은 4살 이전에 완전히 습득되고, 사춘

기 이후에는 원어민 수준의 습득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모국어의 성공적

습득은 평생 지속되는 ‘강력한 문법적 특징’(robust grammatical

signature)을 발생시킨다. ... Labov(1994)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언어 구조는 차용이 가능하지만, 모국어에서 한번 습득한 음성

시스템과 굴절범주(inflectional category)는 평생 지속되며 변화를 거부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타언어의 음소, 음성, 굴절을 습득

하기는 매우 어렵다. … (한편) 언어의 급격한 분리(sequence of abrupt

separation)는 (분리된 언어를) 계통수의 한 부분으로 쉽게 모델링할 수

있게 한다”(Ringe et al 2002: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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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wel reduction)29) 및 ‘음절무게와 보상’(syllable weight and

compensation)이라는 일반적 언어현상을 오그먼트의 해석에 적용

하고자 하였다.

“PIE에서 강세30)는 문법적 범주를 표시하는 수단이다.”31) 강세

의 변화는 발음과 의미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엑센트를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였는지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Clackson

2007: 75). 강세가 없는 음절의 모음은 일반적으로 약화(vowel

reduction; 이하 VR)되거나 생략(syncope)32)된다. 필자는 역으로

‘VR 특히 syncope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두에 강세를 주는 것’이

오그먼트의 본래 기능이라고 추정하였다.

29) vowel reduct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y phonological process in

connected speech which makes a vowel shorter, less loud, lower in

pitch or more central in quality, or which neutralizes some vowel

contrasts in unstressed syllables”(Trask 1996: 384). 주요 binary

phonological opposition에는 자음에서 voiced vs voiceless, 모음에서

decentralized vs centralized 및 closed vs open이 있다(Bussmann 1996:

1184). 이 중에서 accent shift와 관련된 vowel centralization 현상이 VR

이다. pitch accent 및 stress accent와 vowel reduction과의 관계는

Lawrence 2011: 111-115 참조.

30) Vedic과 ancient Greek의 accent는 기본적으로 pitch (musical) accent이

지만, stress를 동반하기도 한다. Indo-European의 accent는 기원이후

stress accent로 전환되었다(Macdonell 1910: 77). 일반적으로 PIE 전기

에 stress accent가 먼저 오고 후기에 pitch accent가 오는 것으로 여겨진

다. 전자는 quantitative ablaut 및 syncope, 후자는 qualitative ablaut 및

musical tone과 연관 된다(Clackson 2007: 75-78; Sihler 1995: 233-234).

물리학적으로 pitch와 stress는 frequency와 amplitude의 차이에 의한

height와 loudness를 의미한다. 실험에 의하면 pitch가 loudness 보다 효

과적이지만, 聽者의 인지적 관점(perceptual point of view)에서 accent의

구성 요소들(loudness, length, pitch, quality)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prominence를 갖게 된다(Roach 1991: 85-86).
31) “Accent was one means of marking grammatical categories in

Proto-Indo-European. [For a parallel, cf. Eng. rébel (n.): rebél (v.);

cónflict (n.): conflíct (v.).]”(Baldi 2009: 38).

32) “Reduction of unstressed vowels can go all the way to

deletion”(Odden 2005: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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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veniste가 예측한 PIE의 단음절 어근(*CeC)에 1차 인칭어

미가 붙어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현재형 동사[root + (thematic

vowel) + personal ending]는 적어도 2음절이 된다. 그런데 여기

에서 1차 엔딩 -i가 생략되어 형성된 과거형은 "athematic" 동사

의 경우 다시 단음절이 된다. 무드 표지가 부가되며 형성되는

subjunctive 및 optative의 경우 반드시 2음절 이상이 되지만, 이

들 보다 오래된 용법인 명령법의 경우 "bare stem"에 형성되므로

단음절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음운론적 무게(phonological

weight, 이하 PW)를 주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표지(marker) *-dhi

를 추가하기도 한다(e.g. edhi, Clackson 2007: 128). 필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1차 엔딩이 생략된 과거형에 어떤 무게와 기능을

주기 위하여 오그먼트를 첨가한 것이라고 상정(posit)하였다.33)

일반적으로 음절(syllable = onset + nucleus + coda)에서 코다

의 자음이 생략될 경우 보상적 장음화(compensatory lengthening,

이하 CL)가 수반된다.34) 후두음 상실(laryngeal loss)로 인한 무게

의 감소를 장음으로 보상한 장모음 어근(long vowel roots, e.g.

dā, dhā, pā, etc.)이 대표적인 CL의 예이다. 그런데 모음인 1차

엔딩 *-i가 생략될 경우 오히려 음절의 무게가 증가한다. 그러므

로 일반적인 CL이 아닌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35) 다음의 예시를

33) Szemerényi(1996: 298)는 오그먼트가 “certain minimum” 이상으로 단어

길이를 유지하려는 경향과 관련 있다고만 언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eier-Brügger(2003: 182)는 Armenian augment가 아무런 기능 없이

"phonetic reinforcement"만 준다고 하였다.

34) "Compensatory lengthening is most often triggered by the deletion of

a weight-bearing coda consonant"(Kiparsky 2010a: 1). Hayes가 정의하

는 CL은 다음과 같다. “Compensatory lengthening occurs when the

featural content of a nucleus or moraic coda is deleted, or becomes

reaffiliated with a nonmoraic position-typically an onset-and the

vacated mora, instead of being lost, is retained with new

content”(Kiparsky 2010a: 1에서 재인용).

35) 음절의 무게 순서는 long vowel or diphthong 〉sonorant 〉 obstruent

〉short vowel 로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CVVC 〉CVV 〉CV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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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그림 1. balancer로서의 augment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1차 엔딩 *-i가 생략되면서 발생한 무게

의 불균형이 어두의 오그먼트를 통하여 회복된다. 단음절 명령어

에서의 PW가 단음절 회피 목적이었다면, 오그먼트의 PW는 여기

에 무게의 균형이라는 목적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현재형이 개음절어(open syllable, e.g. -mi, -si,

-ti)인데 비하여 과거형은 폐음절어(closed syllable, e.g. -m, -s,

-t)라는 점이다. Homer와 베다에서도 오그먼트 없이 마지막 음절

의 닫힘과 열림만으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수 있었다.36) 그런데

이때 과거형에서 1차 엔딩이 생략된 어미가 아니라, 반대쪽의 어

두에 반드시 강세를 가지며 부가되는 오그먼트는 끝음절의 폐쇄

성을 강화한다. 즉, 어두에서 높은 피치(pitch)로 발음되는 오그먼

트로 인하여 마지막 자음이 schwa 또는 schwi를 첨가하며 열릴

가능성이 줄어든다.37) 무게의 균형자 역할과 동시에 피치의 불균

CVO 〉CV 〉Cə. 모음의 무게순서는 다음과 같다. Low 〉Mid 〉 High
〉 Reduced.(cf. Gordon 2006: 28; Cohn 2003: 74).

36) Jasanoff의 언급 참조. “To be sure, this statement assumes that the

augment *e- was not available for making tense distinctions in the

parent language. But even if the classical (i.e. Greek and Indo-

Iranian) augment was already fully functional in late PIE, there would

be no precedent for a verbal category that failed to mark the present:

past opposition with some difference in the endings as well”(Jasanoff

2003: 86, n. 194). 대부분의 Indo-Europeanist들은 1차 엔딩의 有無라는

morphology를 중시하였지만, 필자는 열림과 닫힘이라는 phonology에 더

주목하였다. 문자가 없는 선사시대 언어의 분석에는 phonology가

morphology에 선행되어야 한다.



214 ∙ 印度哲學 제42집

형을 유발하여 2차 엔딩의 ‘schwi syncope’38)를 강화하는 더욱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문어가 아닌 PIE의 구어

맥락에서 현재형과 혼동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아르메니아어의 오

그먼트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2. 아르메니아어의 오그먼트

아르메니아어는 PIE 연구에서 주요언어(major language)의 위

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Hübschmann의 발견(1875) 이전까지 이란

어의 한 방언으로 여겨졌다.39) 가장 큰 이유는 아르메니아어에 존

재하는 절대다수의 이란계 차용어 때문이다.40) 여러 약점들, 즉

차용어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최초 기록시기도 상대적으로 늦

은 편에 속하는 아르메니아어41)를 오그먼트의 해석과 관련하여

37) closed syllable lowering은 Odden 2005: 194 참조.

38) Hindi를 포함하여 Indo-Aryan에 나타나는 “schwa syncope” 현상에 비

유한 것으로 schwa "ə"에 대비하여 1차 엔딩 “-i”를 schwi로 보았다.
39) Schleicher가 만든 최초의 Indo-European family tree에도 이러한 상황

이 반영되어 있다 (cf. Clackson 2007: 10). Pedersen, Meillet 등의 발견

으로 아르메니아어는 이란어 보다 그리스어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고,

더 나아가 아르메니아어와 그리스어가 Indo-Iranian 또는 Balto-Slavic처

럼 한때 단일한 언어였을 것이라는 Graeco-Armenian 또는 Helleno-

Armenian 가설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Schmidt, Clackson 등이 지

적한 것처럼 Proto-Greek와 Proto-Armenian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 하

더라도 Proto-Graeco-Armenian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그리스어와의

공통점 못지않게 OIA 또는 Iranian과의 공통점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Clackson, Schmidt의 언급처럼 어떤 공통점들을 보유하

는 느슨한 ‘그리스어-아르메니아어-인도-이란어 지역’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cf. Clackson 1994: 202; Schmidt 2013: 52).

40) 이란계 차용어의 대부분은 Parthia語이며(Matasović 2009: 2), PIE에서

직접 유래한 고유의 아르메니아어는 약 450~500개로 추정된다(Mallory

& Adams 2006: 31). Armenian과 Greek, Indic, Iranian 등 인접어와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Martirosyan 2013: 87 참조.

41) Schmidt는 Armenian의 주요 특징으로서 augment, prothetic vowe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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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UP 원리이다. Labov와 Ringe

의 UP 원리에 따르면 언어사의 초기에 확립된 문법체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42) 뉴질랜드 계통수(cf. Clackson 2007: 19)와

Swadesh-Tischler의 언어연대학적(glottochronological) 연구

(Mallory & Adams 2006: 95)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어가 분기된

시점은 BCE 30세기 경이다.43)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절대연대

가 아니라 아르메니아어의 상대연대와 그 지속성이다.44) 위의 연

구에 의하면 오그먼트가 발견되는 4개의 언어(Greek, Indo-

Iranian, Phrygian, Armenian) 중 아르메니아어가 가장 먼저 분기

되었고, 가장 늦게까지 지속되었다. UP와 언어연대학의 성과를

종합하면 아르메니아어는 4개 언어 중 가장 초기의 문법시스템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은 언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아르메

니아어의 주요 특징이다.45)

함께 “language in contact” 및 상대적으로 늦은 기록 전통을 언급한다

(Schmidt 2013: 53).

42) 이천년에 걸쳐 대규모로 중국의 한자어를 차용했지만 한국어 고유의 문

법구조가 중국어에 의해 거의 변질되지 않은 것은 유사한 사례이다. 인

도에서 포르투갈어, 영어 등 외래어의 영향이 그 정도에 따라 초기의

lexical한 수준에서 점차 grammatical한 수준으로 변한 사례는 Masica

1991: 47-50 참조.

43) 최근에는 family tree 대신 phylogeny라는 용어를 더 사용하며, 그 방법

론을 cladistics라고 한다. 계통수 중 가장 최근의 성과로서 Gray와

Atkinson이 만든 New Zealand tree 및 Ringe, Warnow, Taylor 등이 만

든 Pennsylvania tree가 있다. 전자는 lexical data, 후자는 morphology와

phonology에 바탕을 두는 차이가 있다(Clackson 2007: 15-19; Mallory &

Adams 2006: 93-96).

44) 연구자에 따라 절대연대는 상이하지만 상대연대는 거의 비슷하며, 오그

먼트가 존재하는 4개 언어의 분기(separation) 순서는 모두 동일하다. 참

고로 Germanic과 Albanian의 연대와 계통의 편차가 큰 편이다.

45) Armenian의 동사 시스템은 PIE에 비하여 단순하다. 완료형은 거의 발견

되지 않으며(e.g. Arm. goy 'there is' < PIE *h2wos-e; cf. OE was,

also Hitt. huiššzi 'lives' < PIE *h2wes-ti), 현재와 aorist어간을 기본으

로 각각 indicative, subjunctive 등을 형성한다. 현재어간에서 만들어지

는 imperfect는 오그먼트와 더불어 Greek, Indo-Iranian과의 等語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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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 only in monosyllabic 3rd singular aorist

Prothetic

vowel
vocalized reflexes of PIE initial laryngeal46)

Gender no gender distinctions, even in pronouns.

Number no dual in nouns & verbs

Imperative
present & aorist stem에서 형성되며

singular & plural 모두 2nd만 존재

Subjunctive
present & aorist stem에서 형성되며

aorist subjunctive는 미래용법으로도 사용

Optative 없음 (Hittite와 동일)

Injunctive 없음 (Hittite와 동일)

Perfect 드물게 존재47)

3rd marker

*-t

1st, 2nd marker(-m, -s)는 존재

3rd marker는 없음

Word order pragmatic rather than syntactic

도표 1. 아르메니아어의 주요 특징

어두모음(prothetic vowel)은 그리스어와 아르메니아어에만 존

재한다.48) PIE 어두후두음(initial laryngeal)의 잔영으로서 인도-

유럽어 전반의 후두음 소멸과정을 볼 때, 상당한 고층성의 흔적으

로 보인다. PIE에서 최초로 분기한 Hittite처럼 성(gender)의 구분

(isogloss)을 형성한다(cf. Matasović 2009: 23).

46) Armenian prothetic vowel은 Martirosyan 2013: 89, 2008: 542-4; Greek

prothetic vowel은 Sihler 1995: 85-88 참조. 그리스어와 더불어 triple

reflex of laryngeals가 가장 잘 보존된 사례로서 Indo-Iranian에는 없다

(Clackson 2007: 59). Clackson(1994: 36)은 laryngeal이 가장 잘 보존된

Hittite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근거로 지역적 특성으로 보았지만,

Martirosyan(2013: 89)은 근거 없다고 본다.

47) perfect는 pre-Anatolian 분리 이후의 innovation일 가능성이 높다.

Hittite에는 Vedic의 periphrastic perfect와 유사한 형태가 존재한다

(Watkins 2008: 20; Clackson 2007: 129; Meier-Brügger 2003: 181)

48) Schmidt는 augment, prothetic vowel, injunctive를 PIE가 아닌 early

Indo-European의 한 지역적 특성으로 본다(Schmidt 2013: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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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수49)가 없고, 완료가 사실상 없는 것(Clackson 2008: 131)도

고층성의 한 증거이다.50) 아르메니아어에는 명령법과 subjunctive

만 있고 optative가 없다.51) 이것은 Hittite 보다 subjunctive 하나

가 더 있고 그리스어, 인도-이란어 보다 optative 하나가 적은 것

으로서 역시 아르메니아어의 고층성으로 해석 가능하다.52) 명령

49) OIA 및 그리스어를 기준으로 복원한 PIE에는 세 가지 성과 수의 구분이

명확하다. 이를 기준으로 Armenian에 feminine gender와 dual이 없는 것

을 loss로 보는 견해(Matasović 2009: 16)가 있지만, 처음부터 성과 수의

구분이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 Wright의 언급이 타당하다.

"But in an earlier period of PIE there must have been a stage when

there was no characteristic inherent in the form of a noun which

indicated whether it belonged to the masculine, feminine or neuter

gender"(Wright 1912: 141).

50) OIA의 grammatical system이 전반적으로 단순화된 MIA에도 dual이 없

다(Cardona 2009a: 376).

51) indicative와 imperative만 존재했던 Hittite의 경우 imperative 하나로

subjunctive 및 optative와 유사한 voluntative 및 hortatory 기능을 수행

하였다(Lehmann 1974: 137). Greek의 최고층부인 BCE 14-12세기의

Mycenaean에도 subjunctive와 optative가 없다(Pagniello 2002: 2).

52) Clackson(2007: 137)은 optative는 “late in the prehistory of PIE”,

subjunctive는 "immediate prehistory of the IE"에 각각 grammaticalized

되었다고 하며, optative가 더 오래된 것으로 본다. Lehmann(1974: 137)

도 subjunctive가 1차와 2차 엔딩을 모두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optative

가 2차 엔딩만 취하는 이유를 2차 엔딩이 standard인 고대의 반영으로

간주하여, optative가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재의 언어와 기록된 과거가 우선한다’는 UP의 기본원리에 따

라, 필자는 subjunctive가 optative 보다 선행한다고 본다. Pāṇini가

subjunctive를 “language of sacred texts”로 본 것처럼(Cardona 2009b:

383), Pāṇini 당시에 subjunctive와 injunctive는(optative가 점점 더 번성

하는 것에 비하여) 거의 사라진 용법이다. 그리고 subjunctive는

“exactly” thematic stem에서 형성된 것으로(Clackson 2007: 137,

154-155), subjunctive와 indicative는 "formally & genetically" 동일하다

(Meier-Brügger 2003: 178-179). 이와 같은 subjunctive와 indicative의

친밀성으로 미루어 필자는 subjunctive가 optative 보다 오래된 용법이라

고 추정한다. 1인칭 imperative를 subjunctive가 대신하는 것(Whitney

1896: 202-210)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imperative(command),

subjunctive(requisition), optative(wish), precative(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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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이른바 “true imperative”(Clackson 2007: 128)라고 부르는 2

인칭만 존재하는 것도 고층성으로 보인다. 3인칭 표지 *-t가 없는

것도 독특하다. 1, 2인칭 표지가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에

서 기원한 것에 비하여 3인칭 표지 *-t는 지시대명사

(demonstrative pronoun)에서 기원하였다(Mallory & Adams

2006: 60-61, 417-419). Meid(1979)에 따르면 3인칭 표지의 도입은

1차 엔딩 *-i의 도입으로 인한 1, 2차 엔딩의 분화와 더불어 어느

정도 후대의 혁신(renovation)으로 추정된다(Jasanoff 2003: 24에

서 재인용). 이상의 사실을 정합적으로 해석하면, 아르메니아어는

양수(dual)와 성(gender)의 분화 이전, subjunctive 이후, optative

이전, 완료형의 초기, 3인칭 표지의 첨가 이전 시기에 PIE에서 분

기(branch-off)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 고정된 문법 시스템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UP의 기본 원리와 그리스어, 인도-이란어

와 비교한 아르메니아어의 상대적 정체성(停滯性) 및 지속성

(Clackson 2008: 124-125)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정을 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어는 CE 5세기에 이르러 처음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

한 언어이지만,53) 분기 시점인 BCE 30세기 경의 언어정보를 담고

있는 화석 언어(fossil language)이다.’54) 화석 언어로 가정한 아르

injunctive(command~requisition~wish)는 요청의 강도에서 gradational

spectrum을 갖지만(Macdonell 1910: 316- 317), 이와 같이 발생 순서에

도 gradation이 있다.

53) 다른 중·서부 IE들의 경우처럼 아르메니아에서 문자기록이 시작된 것은

기독교의 전래와 관련된다. 전통적으로 301년에 기독교를 세계최초로 공

인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때 도입된 그리스어 바이블을 번역하기 위하여

그리스 알파벳을 모방한 문자 체계(erkat‘agir, iron-writing)를 만들었다

(Mallory & Adams 2006: 31; Clackson 2008: 124-125).

54) 사실 진정한 화석언어는 Albanian이다. 모든 IE 중 가장 늦은 15세기에

처음 attested 되었지만,(死語인) Anatolian, Tocharian에 이어(현존하는

IE 중 가장 빠른) BCE 40세기 경에 분기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살아

있는 화석언어이다(cf. Clackson 2007: 19; Mallory & Adams 2006: 95).

Albanian의 계통 분류상의 난점은 이와 같은 greater antiquity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Albanian에 오그먼트가 없다는 사실은 Schmidt의 주

장대로 오그먼트가 early IE의 regional innovation이라는 간접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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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어의 오그먼트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도표 2. berem의 아오리스트 패러다임55)

아르메니아어의 오그먼트는 아오리스트56)의 3인칭 단수 직설법

이 단음절(monosyllable)일 경우에만 온다.57) 1, 2인칭에는 오지

않으므로 과거(past)와 무관하며, 이미 완료적 의미를 갖는 아오

리스트 어간에 오므로 완료(perfective)와도 무관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약 오그먼트를 생략할 경우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명령

법58)과 동일해지지만 일반적으로 명령문(↗)과 평서문(↘)은 억양

(intonation)에 의하여 구분되므로 명령법과의 구분을 위하여 오그

먼트가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명령

법의 경우 "bare stem"에서 형성되므로 단음절어가 존재할 수 있

다(e.g. Latin ī ‘go!', Clackson 2007: 128). 그렇지만 단음절어가

평서문에 사용될 경우, 인칭 어미가 있는 1, 2인칭에 대비하여 인

칭어미가 없어 무게의 균형이 깨진 3인칭에는 어떤 보상

(compensation)이 필요해 보인다. 이 때 강세가 오는 오그먼트를

될 수 있다.

55) eber는 abharat과 비교되며, 영어의 bear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56) Armenian aorist는 past tense와 perfective action에 모두 사용된다

(Matasović 2009: 23).

57) 단음절이 아닐 경우에는 오그먼트가 오지 않는다(e.g. sireacc). 불규칙

동사에는 1, 2, 3인칭 단·복수에 모두 오기도 한다(e.g. gam 'come', tam

'give', dnem 'put', linim 'become', Matasović 2009: 26).

58) aorist imperative는 positive 용법에, present imperative는 negative

particle mi와 함께 prohibitive 용법에 사용된다(Clackson 2008: 135).

INDICATIVE IMPERATIVE
1st sg ber-i
2nd sg ber-er ber
3rd sg e-ber
1st pl ber-akc
2nd pl ber-ēkc ber-ēkc
3rd pl b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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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에 첨가하면 무게의 균형을 성취함과 동시에, 특히 평서문에

서 피치 엑센트의 상대적 높이 특성상 어미의 하향 억양과 닫힘

이 돋보이게 된다.

PIE는 문자가 발명되지 않은 선사시대의 언어(prehistoric

language)이다. 필자는 문어가 존재하지 않는 PIE의 순수한 구어

적 상황에는 음운론적 분석이 형태론적 분석에 선행되어야 한다

고 상정하였다. 이에 1차 엔딩의 유무라는 형태론 보다 열림과 닫

힘 및 무게의 균형이라는 음성 현상에 주목하여 오그먼트의 기원

을 찾고자 하였다. UP를 이용하여 추론한 오그먼트의 기원과 역

할은 어두 강세에 수반되는 2차 엔딩의 폐쇄성 강화 및 이를 통한

1차 엔딩과의 차별성 부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유일하

게 살아남은 그리스어의 오그먼트도 강세와 함께 사용된다.59) 강

세는 오그먼트 역사의 시작과 끝에 존재하는 열쇠인 것이다.

IV. 결론

PIE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점유했던 단일한 실체(monolithic

entity)로서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관찰자가 접하는 자료의 시

공과 그 해석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rolling concept)이다.

Bloomfield의 언급처럼 PIE는 모어와 파생어 모두 분기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변화하는 언어이다. 산스크리트의 압도적 영향

(primacy of Sanskrit) 하에 재구성된 PIE에서 오그먼트는 *h1e로

59) 현대어 중에 오그먼트는 Modern Greek와 Yaghnobi에서만 발견되는데,

Yaghnobi의 경우 그 존재에 대하여 異論이 있다(Meier-Brügger: 182;

Sihler 1995: 484; Szemerényi 1996: 297-298; Windfuhr 2009: 26).

Modern Greek의 augment는 imperfect와 aorist에 강세가 올 경우에만

사용된다. MG augment의 용례는 Mackridge 2010: 5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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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되었다. Hittite어와 Gothic어에도 오그먼트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Schmidt 등이 이에 반대하여 오그먼트는 인도-유럽어 동

남부의 지역적 변이로서 injunctive와 함께 PIE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간적 불연속성이 있는 현상은 과거의 흔적

(archaism) 또는 우연한 일치로 보며, 시간적·공간적으로 연속적

으로 분포하는 현상은 후대의 혁신(innovation)으로 보아야 한다

는 계통학의 일반적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오그먼트는 IE 동남부

의 그리스-아르메니아-이란-인도어 지역에서 새롭게 전개된 현상

으로 보아야 한다.

Thurneysen 이래 1차 엔딩은 지시사에서 기원한 이른바

hic-et-nunc(here & now) 파티클이라는 주장이 학계의 암묵적

전제(tacit agreement)가 되었다. 그러나 후두음 이론(laryngeal

theory)에 따라 복원된 지시사 *h1e-와 *h1i-는 반드시 *-i로 전환

되지는 않는다는 형태론적 모순이 존재한다. 접두사가 접미사로

전환되었다는 주장도 일반적 언어현상에 모순된다. 오그먼트는 1

차 엔딩과 마찬가지로 지시사에서 기원하여 1차 엔딩과 더불어

각각 과거와 현재를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그먼

트의 기원으로 제시되는 지시사는 1차 엔딩과 같은 기원의 근접

(proximal) 지시사로서 illic-et-tunc(there & then)라는 원접의

(distal) 의미가 유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대칭되는 1

차 엔딩과 오그먼트가 각각 어간의 뒤와 앞에 첨가되는 형태론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어순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Lehmann은 SOV 언어인 PIE가 SVO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완료

어미 *-e가 앞으로 이동하여 오그먼트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접미사가 접두사로 전환되었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의

타당성 여부와 더불어, 상과 시제는 개념과 진화과정이 서로 다른

범주라는 모순이 존재한다. injunctive의 해석에 유용한 Kiparsky

의 Conjunction Reduction 이론도 오그먼트와 1차 엔딩이 본래

독립적 부사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오그먼트와 1차 엔

딩 중 전자에만 강세가 오며, 각각의 위치가 비대칭적이라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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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명하지 못한다.

필자는 Uniformitarian Principle에 따라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 언어현상과 아르메니아어의 화석 언어적 특성에서 오그먼

트의 기원과 역할을 찾고자 하였다. 많은 예외가 존재하는 언어현

상 중에 예외가 없는 현상이 하나 있다. 즉, 오그먼트에는 반드시

엑센트가 오고, 오그먼트는 반드시 2차 엔딩을 취한다는 것이다.

엑센트는 문법적 범주(grammatical category)이다. 오그먼트 자체

는 의미를 갖는 형태소가 아닐지라도 엑센트를 통하여 어떤 의미

가 유도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엑센트는 엑센트가 오지 않는

음절의 모음약화를 수반한다. 2차 엔딩을 1차 엔딩의 모음약화로

본다면, 어두에 위치한 오그먼트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첫째, 무

게 보상을 통한 음절 무게의 균형(balance of weight)을 이룸과

동시에 둘째, 엑센트가 유발한 피치의 불균형(unbalance of pitch)

을 통하여 엔딩의 'schwi syncope'를 강화한다. 이로 인하여 후기

PIE, 동남부 지역의 구어적 맥락에서 1차와 2차 엔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화석 언어로 가정한 아르메니아어에

서 단모음절 아오리스트에만 오는 오그먼트는 이런 가정에 한 단

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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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rigin and Role of the 
Proto-Indo-European Augment:

How did the augment indicate the past?

Park, Souyoung

Dongguk University

Kiparsky observes that “the augment *e-, which

denotes past tense in some Indo-European languages, quite

transparently originates as an adverb or a particle” and “the

suffix *-i, which characterizes the primary non past tenses”

has been widely regarded ever since Thurneysen's brilliant

findings(1885) as having originated as an adverbial element.

Firstly, however, there is some inconsistency between the

origins of them; that is, the primary endings, marked by the

so-called hic-et-nunc particle *-i and the augment,

indicated by illic-et-tunc particle *e- have all originated

from similar kind of proximal pronouns. Secondly, the

demonstrative *h1e- and *h1i-,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laryngeal theory, were always not converted into *-i.

Thirdly, there is the morphological asymmetry between the

primary endings, added to the end of the verbal stem, and

the augment, added to the head of it, as compared with

their semantical symmetry. Moreover, The origin of and

asymmetry between the primary endings and the augment

could not be accounted for by Lehmann, putting emphasis

on the word order, and by Kiparsky, establishing the

Conjunction Reduction theory.

In the study, I sought to find the origin and rol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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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 by the Uniformitarian Principle which insists that

the present is a key to the past. Thus I choose accent and

the vowel reduction and syllable weight and compensation

as general linguistic phenomena following the

Uniformitarian Principle; and posit the augment of

Armenian as the key to the past. Accent was one means of

marking grammatical categories in Proto-Indo-European.

Based on this research, I laid out some tentative hypothesis

through linguistic research as follows; the relation between

the augment and secondary ending is essentially the vowel

syncope enforced by the accent of the augment and the

compensation of phonological weight, as is added only to

monosyllabic forms of the 3rd person singular aorist in

Armenian.

Keywords: PIE, primary ending, secondary ending,

augment, asymmetry, Uniformitarian Principle,

accent, vowel reduction, syllable weight,

Arme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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