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 끝 ‘-아’ 와 ‘-고’ 의 역 사적 교체 

기 갑 

1. 머리말 

우리말의 변천을 다루는 경우， 그 출발시점을 15세기 이전으로 올리커 위해서는 무리한 

추정과 가청적인 발언이 펼요하게 된다. 특히 문법의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 

라서 국어문법사의 가장 합리적인 커술 태도는 15세기의 언어상황을 공시적으로 기 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는 것일 것이다. 

15세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오백 여년 통안 국어문볍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얼어났다. 15 

세기에는 존재했던 문볍법주가 오백 여년 동안에 사라져 버렸는가 하면(인청， 대상법 동) , 

같은 범주라 하더라도 내용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도 있다(때매깅볍 등). 써끝 체계에도 상 

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맺음써끝의 경우， 형태적인 통일의 경향(-녀>-냐져> 자 

등)이 눈에 뜨이 고， 가-물음볍 과 고-물음법 의 중화가 주목된다. 이 음써 끝의 경 우에 도 많은 

수의 씨끝플(-을씨은댄관닥 -L마른과뎌곤 등) 이 소멸해 가고， 어떤 것플은 

그 형태를 바꾸고 (-Ç록>-도록을‘록> 을수록 등)， 형태는 그대로이나 그 의미 기능 

만이 바뀐 써끝들도 있다. 우리가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씨끝 ‘-아’와 ‘-고’가 바로 이 유 

형에 속한다. 

우리는 언어가 결코 무질서한 요소들의 모임이 아닌， 청연한 내적 체계를 갖는 구조체 

엄을 믿고 있다. 따라서 언어변화도 변화를 겪는 언어요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요소들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하면서 살펴 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 

다. 씨끝 ‘-아’와 ‘-고’의 두 언어 요소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도 바로 언어에 대한 이러 

한 체계적 입장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언어의 변화가 모든 환경에 결쳐서 일시에 일어냐는 것으로는 생각승치 않 

는다. 처음에는 한청된 위치에서 일어났던 변화의 양상이 점차 그 환경을 넓혀가는， 다시 

말하면 언어 변화의 점진성을 믿고 있다. 이 글에서 ‘-아+잇다’라는 구성을 특별히 주목하 

여 살피려는 것도 이 구성이 ‘-아>-고’의 변화 경향을 뚜렷이 보여 준다는 이유 외에도 

변화의 발단을 마련해 준 위치로서의 가능성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보다 분명한 확증 

을 갖춘 후에 확언할 문제이다. 

국어사， 특히 문법사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이 요즘의 국어학계의 상황이다. 이는 물 

론 최근의 언어이론의 성격때문이기도 하지만， 문법사 논의가 갖는 내재적 한계도 한 이유 

일 수 있겠다. 문현에 바탕을 둔 국어 문법사 연구의 문제점틀은 다음의 2장에서 살펴고， 

* 이 글은 ‘우리 말 상태 지 속 표현의 변천’ 이 란 제 목으로 제 15회 어 학연구회 (1981년 10월 17일 서 
울대학교)에서 구두로 받표한 내용을 고쳐 쓴 것이다. 혈자는 또한 같은 요지의 글을 ‘15세기 국어의 
상태지속상과 그 변천’ 이 란 제목으로 한글학회 60돌 기념논문집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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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국어 써끝 체계의 한 변화 양상을 15세커의 공시 

적 기술을 토대로 구조적 관정에서 논의하려 한다. 마지막 5장은 논의의 결과를 마무리짓 

는 결론에 할당된다. 

2. 국어 문법사 연구의 문제 

언어의 역사적 연구는 그 주된 바탕을 옛문헌들이 보여주는 언어자료에 고두 있다. 따라 

서 문헌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언어사 연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작업이다. 하 

지만 문헌에 의지합으로써 얻어지는 언어의 기숭은 직관을 이용하는 작업에 비해 훨씬 많 

은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문법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우선 문헌 자체의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한다. 문헌의 연찬 연대나 쓰여진 언어로서의 방언에 대한 확인， 그리고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문현 자체의 잘못에 대한 정청 등， 현대어의 경우에 불필요한 작엽들이 주의깊고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려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어려움은 계속 남 

는다. Cynthia L. Allen (1980: 34-43) 에서 올바르게 지척된 대로 옛 문현은 (1) 외래척 요 

소의 유입 가능성 (2) 입말과 글말의 차이 (3) 부정적 자료의 결여 등 연구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二그 닝 , τ극「 

사실 우리말의 참모습을 최초로 생생하게 보여 주는 15세기 문현의 대부분이 순수 우리 

문장이 아닌 한문 번역체 (언해체 )로 쓰여진 사실은 당시의 언어를 기술하려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당시의 문헌에 나타난 문장들이 한문 원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리라는 추정은， 아무리 문법분야에서의 외래척 영향력을 과소 평가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경우라면， 한문의 영향 탓 

으로 돌릴만한 부분을 할애하고 난 나머지의 문장을 대상으로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 

나， 문장 수준에서의 고유 요소와 외래 요소를 가리는 일이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고대의 언어 상태가 어둠에 묻혀 있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묘로 지금으로서는 

비교척 외래적 영향을 럴 업은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들， 예 를 들어 한문 원문올 갖지 않는 

〈석 보 상절〉이 나 언해 체 문헌 가운데 틈틈허 나타나는 ‘주석 ’ 문장들을 통해 국어 문장의 

순수한 모습올 되찾고， 이들을 다시 언해체 문장에 투영하여 외래적 요소틀을 확인하는 방 

법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은 단지 한 언어의 가능한 문장 가운데 일부만을 보여준다. 즉 그 언어에서 불가능 

한 문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적극척으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를 들어 어떤 표현의 출 

혐 제약같은 것을 정밀하게 규정할 수 없는 약점을 갖는다. 문법성의 판단에 대한 직관올 

갖는 현대어의 경우에는 특정한 의미특질까지를 분포 제약의 한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면， 이러한 직관적 판단이 불기-능하고 또한 문법에 어긋냐는 문장들올 알 수 없는 옛 언어 

의 경우에는 고작해야 어휘법주(전통적 의미의 품사)에 의한 분포 제약을 세울 수 있을 갱 

도이다. 따라서 부청척 자료를 결코 보여주지 않는 문현의 결정은， 한 언어의 가능한 모든 

문장， 그리고 단지 그러한 문장만을 생성해 내려는 변형생성이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옷 

하고 (통사론아나 의미론의 경우에 특히) 결국은 전연척인 언어 기술의 이상에서 조금씩은 

후퇴해야 할 형현안 것이다. 이 밖에도 어떤 표현의 소멸과청에 대한 파악도 문헌이 단지 

긍청적 자료만을 보여준다는 이유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즉 언어요소의 소멸은 새 

로운 요소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점진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사라져가는 과청의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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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기에 따른 가능하고 불가능한 조건들을 찾올 수 있 

어야 하는데， 문헌은 그러한 작업을 난감하게 하는 것이다. 

문헌을 통하여 나타냐는 자료 가운데 그 예 가 풍부한 표현들의 경 우는 별 문제 가 없지 만，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들은 때때로 그 해석에 어 려움을 가져다 준다. 니타나는 반도가 드문 

표현에 대한 해석은 다음의 몇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극히 드물게 나타날 경우， 이는 단순한 인쇄 또는 기록의 잘못일 수가 있고， 

둘째， 기 록자의 방언의 표현이나 또는 언어 수행상의 찰못일 수가 있으며， 

세째， 단지 문헌의 성격 때문에 우연히 기록이 드물게 이루어졌을 뿐인 경우가 있겠고， 

네째， 그 표현의 발달 초기적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처음 세가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확보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단치 가능성 
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인데 반해， 마지막 네번째의 가능성은 언어사의 측면에서는 상당 
한 의의를 갖는다. 한 표현의 발달이란 그 이전 시기에 그러한 표현의 존재가 없었거냐 있 
었더라도 양적으로 극히 척은 것을 전제로 하여 차차그빈도수가 커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표현이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을 그 표현의 발달 초기적 증상이라고 진단하려면 
해당 시거의 전 • 후 문헌을 검토하여 그 표현의 양척인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국어 
의 경우 15세기에 나타나는 드문 표현플은 그 이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갚아 없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해 특별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헌에 의거한 문법사 특히 국어 문법사 연구가 겪는 어려움 등을 살펴 

보았다. 즉 우리의 옛 문현이 대부분 언해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갖는 어 려움， 옛 문 
헌이 갖는 일반적 특성으로서 부청적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드물게 나타나 
는 표현의 해석상의 문제점 등이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었다. 우리는 문법사 연구가 
본질적으로 갖는 이와 같은 한계점 등을 인식하면서도 결코 이에 대한 관심을 그칠 수 없는 

것은， 통시태와 공시태의 독럽척 위치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펀으로는 물 사이의 상호 의 

존적 관련성을 또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국어의 문법 기술은 국어 문법사 

의 지식을 갖춘 뒤에 보다 완벽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 

3. 15세기 국어의 씨묻 ‘-아’ 

15세기 국어의 형태론을 접대성한 허웅(1975)에서는 써끝 ‘-아’를 이음써끝으로만 규청 

하여， 최현배(1937) 에 서의 제 l 부사형의 경우를 이음써끝에 통합하고 있다. 또한 씨끝‘-아’ 

는 그 쓰임에 따라 씨끝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갖지 않고 매인풀이 씨에 이어지는 ‘연결법’ 

과 고유의미를 갖는 ‘제약법’의 두 경우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하 

려는 ‘-아+잇다’의 구성은 이음씨끝 가운데 ‘연결법’의 용법에 속하는 것이다. 

15세기에 나타나는 ‘-아+잇다’ 형식은 현대 어에 서 와 비교할 때 그 분포와 기능에 약간 

의 차이를 보여준다. 01 미 널리 알려진 대로 현대국어에서 이 형식은 극히 제한된 분포，즉 

일부의 자동사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의 예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1) a. 점에 가 있다 

b. 책이 찢겨 있다 

(2) a. *책을 읽 어 있다 

b. 육빨리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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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물가가 높아 있다 

임홍만(1975) 에 의하면 타통사， 형용사에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끝이 있는’ 자동사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15세거의 경우는 이러한 분포상의 제약이 없다. 무엇보다도 형용 

사 타동사의 예가 주목된다. 

(3) a. 홈廳이 便安히 즘즙흉야 잇거든(석보 13 :21) 

b. 모미 크파 믿외야 虛空애 7 듀좋야 잇다가(석보 6:34 ) 

c. 三千世界 時常 블 가 이 시 며 (월석 2 :25) 

(4) a. 諸佛 모뱃香융 즈도 다 머리셔 마다 잇는 덕률 알리니 (석보 19: 19) 

b. 尊者 lilt尊용 보9봐 겨시니잇가(석보 24:44) 

c. 흔 法으로 두 보E데 는호아 잇\:- 니 (월석 8 :30) 

d. 이제 사무빅 모딜 得좋야 이셔 (월석 9:20) 

물론 자동사의 예도 풍부히 발견되며 현대 어 에서와는 달리 ‘끝이 있고 없음’에 무관하게 자 

유로히 나타나는 듯 하다. 

(5) a. 못과 곳과 果寶왜 다 7 초 잇더니 (석보 6:31) 

b. 摩耶 l 드르시고 짜해 것덩 무 주거디여 겨시다가(석보 23:27) 

c. 王이 威嚴이 엽서 \:-빅 소내 쥐얘 이시며 (월석 2: 11) 

d. 黨이 좋마 이 러 잇 \:- 니 (월석 2 :6) 

e. 須達이 ...... 시름흉야 잇 더니 (석 보 6:27) 

결국 이와같은 예들은 당시 ‘-아+잇다’형식이 모든 용언에 걸쳐 가능한， 무척 생산적 인 표 

현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이 표현의 후대 발달형인 ‘-았-’ 의 자유로운 

:분포에서도 뒷받침된다. 즉 우리는 역사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아+잇 -’과 ‘-았-’의 두 

표현이 동일한 분포를 지녔음을 부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갖지 옷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 

유로운 분포는 또한 그 의미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표현은 흔히 ‘완료+지속’의 뭇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완료’란 의미는 척어도 

형 용사와 같은 상태 성 용언의 경 우에 는 부적 합한 숭어 이 다. 따라서 모든 용언올 포괄하기 

위해서는 차라려 ‘상태의 지속’ 으로 그 의 미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 나을 듯 하다 

4. 어미 ‘- 아’의 변천 

16세 기 이 후 ‘-아+ 잇 다’ 의 구성 은 크게 두 방향으로 변화한다. 하나는 음운론적 축약과 

청올 거쳐 과거시제 형태소 ‘-았-’으로 발달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형태척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그 분포만이 줄어든 경우이다. 이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 

서 이 구성은 그 쓰이는 분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후자의 발달의 결과이다. 

‘-아+잇다’ 구성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완인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아+ 

+잇 ->-앗-’으로의 발달에 대해서는 이승욱 (1973) 에서 ‘-더 -’와의 관련성올 이유로 내세우 

고 있다. 반면 허웅 (1973: 195) 에서는 순수한 음운론척 변화의 결과로 돌리고 있다. 즉 ‘완 

I 고영근 (1981: 157 주 1)에서는 河野六郞(1946) 인 ‘中期朝j햄-語@ 完了I많隔ι 就v 、 τ’에서 같은경 

폰을 말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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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지송’을 나타내던 이 구성이 형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엣-’으로 축약되면서 ‘지속’을 

뜻하는 ‘잇-’의 형태를 잃어 버리자， 동시에 ‘지속’의 뜻마저 사라져 버리고 다만 ‘완료’의 

기능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아+잇>-엣 -> -앗-‘의 변화는 순수한 음운론적 조 

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기능의 변화는 바로 그러한 형태의 변화에서 비릇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의 변화， 즉 쓰임의 분포만이 줄어든 경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서 바로 앞에서 

설명한 ‘-앗-’으로의 변화와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15세기에 모든 용언에 두 

루 쓰였던 ‘-아+잇다’의 구성이 그 풍부한 생산성을 ‘-앗-’에게 송두리채 넘긴 때부터 그 

쓰임의 자유로움에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산성의 약화에 대한 가능 

성을 지닌 채 ‘-아+잇다’형식은 그와 구조나 기능면에서 유사한 ‘-고+있다’를 만나게 되 

면서부터 그 몰락은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의 진행형식은 그 기능이 서양어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우선 명령과 같은 의향법 

이 가능한 점에서 영어와는 차이를 보여 준다. 

(6) a. 이 책을 읽고 있거라 

b. 용Be reading this book 

이외에도 국어는 영 어에서 불가능한 상태성 통사， 즉 ‘가지다， 소유하다’등의 소유동사와 

‘알다， 믿다， 인식하다’ 등의 인식동사에서도 진행형식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7) a . 나는 한권의 책을 갖고 있다 

b. *1 am having a book 

(8) a .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b. 용1 am knowing the fact 

이러한 차이는 국어의 진행형식이 영 어에서와 같이 완전히 문법화되지 옷하고， ‘있다’의 어 

휘적 의미언 ‘존재’나 ‘치속’의 뭇을 아직도 내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어 진행형 

식의 이러한 특성 (즉 문법적 의미와 어휘적 의미를 함께 가집)은 주체높임의 형태소‘-시-’ 

와의 결합 가능성에서도 드러난다. 

(9)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신다. 

이처럼 국어의 진행형식은 그 쓰이는 분포나 어휘적 의미의 잔존 둥， 서양 언어에서 보기 

힘든 특색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의미면에서도 또 다른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미 널 

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어의 진행형식은 단순히 통작의 진행만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특 

별한 부류의 동사에서는 상태의 지속을 뜻하기도 한다. 

(10) a. 아이가 빨간 옷을 입고 있다. 

b. 그 남자는 가죽 허리따를 매고 있다. 

c.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 

위의 (10) 에 나타난 각 문장들은 적어도 ‘동작의 진행’과 ‘상태의 지속’을 뭇하는 두 의미 

를 갖고 있다. 이처럼 ‘-고+있다’가 중의적인 용법으로 쓰인다고 하면， 현대국어에서 ‘상 

태의 지속’은 적어도 두 표현방식， 즉 ‘-고+있다’와 ‘-아十있다’에 의해 표시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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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진행형식으로 ‘상태의 지속’을 표시하는 경 

우는 대체로 ‘-아+있다’의 형식이 불가능하며 그 반대도 또한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이것 

은 두 표현이 적어도 상태의 지속을 뭇하는 경우에는 서로 배타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중세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던가? 우리의 관심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이 

상스럽게도 진행형식은 별로 눈에 뜨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몇 예를 찾 

을 수 있을 뿐이다. 

(11) a. 沙門이 ...... 요효 香 푸l 우고 잇거 니 (석보 24 :26) 

b. 네…요흔 차반 먹고 이쇼마 (석보 24:28) 

C. 그 아요 셰간늘 다 패셜좋고 잇써:늘(이륜 2) 

d‘ 도경 이 아 q 좌경 이 와 ι 당 올 디 크l 고 잇 짜기 (이 륜 23) 

e. 여러히 셰간늘 배오 이시니 (이륜 25) 

f. 일시예 부려 왕사성의 례~ 삼만 팔천 투리고 겨시더니 (은중경 1) 

g. 남주는 이성의 이실제 한삼 넙고 씌 썩오 춰 신고 이실씨 (은중경 2) 

우선 이처럼 드물게 나타나는 진행형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미 2장에서 문현연구의 한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 

표현이 인쇄 또는 기록의 찰옷이나 기록자의 방언 때문이나， 또는 특별한 언어 수행상의 

잘옷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우연때문인지， 아니연 다른 언어 

발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등이 문제인데，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진행형식 

은 16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타냐지는 않는 것 같다 따라서 15세기가 진 

행형식의 발달 초기단계일 가능성은 후대 문헌에서 나타나는 예의 빈도로 보아서는 휘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진행형식은 다른 표현과 달리 행동의 진행상황을 현실감있게 표현 

한다는 정에서도 당시의 문헌의 성격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할 만한 기회를 갖지 옷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의 추론이 정당하다면 이미 15세기 당시에 진행형식은 생산적으 

로 쓰였음을 결론지올 수 있는 것이 다. 

만약 진행형식의 ‘一고+있다’와 상태지속의 표현인 ‘-아+잇다’가 똑같이 생산적으로 

쓰였다면， 이들 두 표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우리는 15 .1 6세기의 문헌에서 두 

표현이 같은 동사에 공존하였음을 말해주는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12) a. 世尊。1 ... 니버 겨 신 慣씨|행衣를아9시고(석보 23:8) 

b. 남주는 이성의 이실제 한삼넙고…이실시 (은중경 2) 

(13) a. 그지업슨 化佛이 다 萬憶홈廳용 투려 겨시더라(월 석 7:50) 

b. 부려 왕사성 의 혜 Z 삼만 팔천투리고 겨시더니 (은중경 1) 

(14) a . 受苦무봐 댁히여 이셔 (월석 9:29) 

b. 도경이.，.‘당융 디퍼고 잇짜가(이륜 23) 

물론 이들은 모두 a가 15세기， b가 16세기의 예이으로 진행형식이 ‘-아+잇다’형식보다 

후대에 발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다음의 예처럼 16세기 후기 문현언 〈소학언 

2 펼 자가 검토한 16.17세기에서도 그렇고 18세기 자료를 검둥한 허웅넙￡후부터도 바 슷한 관찰을 

개인적 으로 들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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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아+잇다’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표현은 같은 시기에 공존했음이 틀림없다. 

(15) a. ‘나힌 거상 넙어 이실마 를 좋고(소학 5:52) 
b. 上이 冠 쓰디 아녀 겨시다가(소학 6:38) 

이처럼 두 표현이 같은 시기에 함께 쓰였을 경우 그들 사이의 의미관계는 어떠했을까? 현 

대국어에서와 같이 서로 구별되는 의미 즉 ‘진행’과 ‘상태의 지속’만을 각각 나타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앞서 든 예문 (12) '"'-' (14 )의 a. b가 서로 구별되어 쓰였을 것 

으로는 생각효지 않는다， 더구나 ( ll) g에서와 같은 ‘넙다， 신다， 씌다’등의 동사들이 ‘동작 

의 진행 ’을 뜻하였을 가능성도 극히 흐l 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15.16세기에는 두 표 

현 즉 ‘-고+잇 다’와 ‘-아 + 잇다’가 어느 정도 그 기능이 중복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한 것이 아니다. 만약 두 표현의 기능이 중복되어 모두 ‘상태의 지속’을 냐타냈 

다면 그 기능적인 잉여성 (또는 비경제성 )은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두 경쟁자 가운데 세력이 약한 쪽이 소멸하거냐 변화해 버리는 언어의 숙영을 우리 

는 알고 있다. 이미 ‘-이 + 잇다’형식은 그 풍부한 생산성을 ‘-앗-’으로 넘기는 도중에 있 

기 때문에 그 세력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약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때에 만난 ‘-고 + 

잇다’형식은 그 왕성한 힘 때문에 결국 어미 ‘-아’의 향을 더욱 약화시켜 오늘과 같은 극 

히 제한된 위치에서의 생존만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치 ‘-아+잇다’와 ‘-고+잇다’의 기능상의 유사점 또는 중복을 강조하였지 

만， 기실 두 표현은 구조에 있어서도 동형이다. 특히 존재의 동사 ‘잇다’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두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과는 배타적인 결속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 

조상의 동형성도 두 표현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소지를 마련해 준 것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정당하다연 다음의 예처럼 문현에 실증된 경쟁적 표현 ‘-고十잇다’를 

갖지 못한 경우들도 모두 같은 방식， 즉 기능의 중첩때문에 소멸의 운명을 겪은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16) a. 諸佛이 …흔 佛乘을 가져 이셔 (석보 13: 56) 

b. 比Ji:] 큰 城률 디 녀 잇거든(월석 10:20) 
C. 부렷법에 ~오 아라 이쇼미 표아니 요좋녀 (번박 상 : 36) 

d. 大王이 四百小國 거느려 겨샤(월석 8:90) 

어미 ‘-아>-고’의 변화는 이러한 ‘잇다’와의 결합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 안 

부동사 어비에서도 이 변화는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들은 현대국어에서는 모두 

‘고 ’를 갖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17) a. 睡丁이 龍 용 지여 오"늘 (두언 16:69) 

b. 사루으로 향야 태주와 빅 다 가다가(이륜 1) 

C. 일호을 너 휘 ?져 든니 라 (은중경 16) 

d. 아는 사룹이 올 타 거거든 (여 씨 향약 : 22) 

이런 위치에 냐타냐는 변화들은 그 왼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의문이 

다. 앞에서와 같이 당시에 ‘지고 오다’나 ‘타고 가다’ 또는 ‘ 7 지고 E니다’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기정하여 설영할 수 있고， 또 다른 한가지 설영은 바록 당시에 ‘-고’형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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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더라도 ‘ 아+ 잇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유추에 의해서 이러한 위치에까지 확대되 

어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다. 어 쨌든 중요한 것은 국어 씨끝 체계， 특히 이음써끝 

의 체계에서 ‘-아>-고’라는 변화는 단순한 씨끝의 대체가 아니라 공존하였던 두써끝가운 

데 ‘-아’가 그 쓰임의 분포를 줄임으로써 가능하였다는 점과， 따라서 변화의 방향은 항상 

‘-아>-고’ 일 뿐 그 반대 의 망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다. 

5. 마무리 

국어의 문볍법주들은 주로 써끝에 의해 표현되므로， 씨끝체계에 대한 관심은 국어문법의 

가장 핵심적 인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법의 역사적 연구도 그 주 

된 방향을 씨끝체계에 돌릴 때 그 가치도 더욱 빛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씨끝 체계의 ‘역사적 연구는 주로 독특한 문볍범주를 형성하는 안맺음씨끝(선어말어미 )과 

문장을 끝맺는 맺음써끝(종결어미 )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경향 에문에 소홀히 되어온 이음써끝 (연결어미 )의 한 변화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국어의 

이음씨끝은 소멸되어 가는 것과 통합되어 새로운 싸끝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형태적인 변 

화 대신 질적인 변화만을 겪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이글에서 살펴본 써끝 ‘-아’와 

‘-고’들은 맨 나중의 유형에 속할 것이다. 

15세기 이음써끝 ‘-아’와 애인풀이 씨 ‘잇다’기-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성， ‘-아+잇다’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자유로운 출현의 분포를 갖는다. 이 형식은 16세기 이후 두 방향으로 

변화하여 과거 시 제 형 태 소 ‘-았-’ 으로 발달하거 나， 단지 그 분포만이 제 한을 받는 역 사를 

갖게 된다. 이러한 두 변화의 방향은 한 형식에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어쩔 수 없 

는 영향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잇다’ 의 생산성이 ‘ 앗-’으로 넘어감에 따 

라 이 형식은 그 안정 기반을 잃게되고， 이처럼 약화의 소지가 있을 때 구조상으로 또 기 

능상으로 비슷한 진행형식 ‘-고+잇다’와 만나 충돌하게 된다 

국어의 진행형식은 중세의 문헌에서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드 

문 예들을 ‘단순한 문헌의 성격 떼문으로 보았다. 결국 15 .1 6세기에 ‘-아+잇다’ 와 ‘-고+ 

잇 다’가 서로 생산적으로 공존하였다는 가정이 었 다. 이 예 국어의 진행형식은 국어만이 갖 

는 독특한 이중적 의미기능， ‘동착의 진행’과 ‘상태의 지 속’을 동시에 니다내기 때문에 

‘-아+ 잇 다’의 고유한 의미기 능과 겹치 게 되 고 이러한 기능적 중첩 또는 충돌때문에 써끝 

‘-아’는 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15세기에 풍부히 나타나던 ‘-아+잇 다’형식은 오백 여년동안에 타동사와 형 용사 및 자동 

사의 일부에서는 소멸해 간다. 우리는 형 용사외 상태성 타동사(소유 빛 인식의 통사)， 그 

리고 착용류(입 다， 매다 등)의 동사들에서 일어난 소열현상은 위와같은 설명으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동사류 (먹다， 읽다…)의 소멸과정은 앞선 동시에서 일 

어난 변화양상의 유추적 확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 이 유추적인 해석은 그 밖의 다 

른 경우， 예 를 들어 부사형 씨끝에서의 ‘ 이-> 고’ 현상도 아울러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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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ical Replacement of ‘-a’ with ‘-ko’ in the Ending System of Korean 

Kee-Kap Lee 

This paper tries to discuss the limits of the study of diachronic Korean syntax and to 

trace the process in which conjunctive ending “ - a" was replaced with “ko“ within this 

limits. 
Two facts contribute to the replacement of ‘- a’ with ιko’ . One is the weaking of the 

productivity of ending ‘- a’ w hich result from the historical change of ‘- a+is- ’ to ‘-as- ’ 

in middle Korean. The other is the special semantic function of progressive expression 

‘- ko + is- ’ to signify the state-duration as well as the action-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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