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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국어학 석사학  논문

지도교수 이 희 선생님

이 글은 ‘{-고져, -과뎌} -’ 구성의 특성을 통시적으로 논의하

고, 근 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문법요소 ‘-과져’와 ‘-고뎌’의 성격

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법요소 ‘-고져’와 ‘-과뎌’는 연결어미로서의 성격과 종결어미로

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과뎌’는 주된 의미기능으로서 

의도·목적의 연결어미 으나, 보조적 의미기능으로서 사동의 연결어

미이기도 하 다. 근 한국어 시기에는 의도·목적의 연결어미는 감탄

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종결어미로 변화하고, 사동의 연결어미는 명령

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종결어미로 변화한다.

‘-고져’와 ‘-과뎌’의 성격에 한 통시적 변화는 ‘-고져’나 ‘-과뎌’ 

구성의 통시적 변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고져’나 ‘-과뎌’ 구성에

서 포괄동사 ‘-’나 내적화법동사가 ‘-고져’와 ‘-과뎌’에 후행하

다. 특히 이 중에서도 포괄동사 ‘-’의 비율이 압도적인바, 우리는 

‘{-고져, -과뎌} -’ 구성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다. 

‘{-고져, -과뎌} 하-’ 구성에는 크게 내포적 구성과 접속 구성, 

그리고 열거 구성이 있다. ‘{-고져, -과뎌} -’ 구성에서 ‘-’는 

여러 가지 내적화법동사를 신하는 포괄동사다. 포괄동사 ‘-’가 

존재하는 ‘{-고져, -과뎌} -’ 구성은 내포적 구성이다. 점차적으

로 포괄동사 ‘-’는 형식동사화하여 생략이 되고, 그 결과 내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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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접속 구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열거 구성에는 ‘[A며 B며 C며 

D]고져/과뎌’, ‘[A고져/과뎌 B고져/과뎌 C고져/과뎌 D고져/과뎌] 하

-’, ‘[A고져/과뎌 하- B고져/과뎌 하- C고져/과뎌 하- D고져/과뎌 

하-] 연결어미’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 다.

‘-과져’는 ‘-고져’의 특성을 가지는 ‘-과져’와, ‘-과뎌’의 특성을 

가지는 ‘-과져’가 존재하 다. ‘-고져’의 특성을 가지는 ‘-과져’는 ‘-

고져’로 합류되었고, ‘-과뎌’의 특성을 가지는 ‘-과져’는 ‘-과뎌’의 

소멸과 함께 사라졌다. ‘-고뎌’는 ‘-고져’의 과도교정형으로서 ‘-고

져’의 의미기능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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