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 i -

<국문초록>

중세한국어 어미 ‘-아’와 ‘-아셔’에 대한 연구

최 진

  본 연구의 목적은 중세한국어 어미 ‘-아’와 ‘-아셔’가 대치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
고, ‘-아셔’가 공시적으로 ‘-앗/아시-’와 ‘-아’로 분석되는 형태임을 밝힘으로써 ‘-
아’와 ‘-아셔’가 맺고 있던 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기본적 논의로서 두 가지를 다룬다. 하나는 ‘-아셔’를 ‘-앗/아시-’와 
‘-아’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통사 · 의미적 측면에서 살피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기존 연구에서 파악한 ‘-아’의 의미 기술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결어미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어미 ‘-아’와 ‘-아셔’가 가진 형태 · 의미 · 통사적 특성을 각각 
살펴본다. 특히 ‘-아’와 ‘-아셔’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통사적 특성이 어떻게 달
리 나타나는지를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아’와 ‘-아셔’가 맺고 있는 유의 관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결
어미의 의미 범주를 시간성에 따라 체계화하여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비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 결과 ‘-아’와 ‘-아셔’는 시간적 의미
를 나타내는 모든 경우에서 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반면, 비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일부 의미에 대해서만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장에서는 결론 및 남은 문제를 다루었다.

주요어: 어미, 연결어미의 의미, 보조 동사 구성과 연결어미의 통합형, 시간성, 유의 
관계, -아셔

학  번: 2012-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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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대상과 목적
본고의 목적은 중세한국어 어미 ‘-아’와 ‘-아셔’가 대치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고, 

‘-아셔’가 공시적으로 ‘-앗/아시-’와 ‘-아’로 분석되는 형태임을 밝힘으로써 ‘-아’
와 ‘-아셔’가 맺고 있던 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두 개의 언어 형식이 특정 맥락에서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두 언어 형식이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들 형식의 의미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 두 형식은 어디까지 같고 어디부터 다른가? 즉, 어떤 맥
락에서 대치되고 어떤 맥락에서 대치되지 못하는가? 그런데 만약 이 두 형식이 각각 
X와 XY의 꼴로 추상화된다면, 우리는 그 두 형식이 의미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 아
니라 형태적으로도 관련되어 있으리라 짐작한다. 즉 보다 단순한 형식 X가 보다 복
잡한 형식 XY를 구성하는 데 참여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두 형식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X는 서로 동일할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특정 맥락에서는 X와 XY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XY를 구성하는 Y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XY는 X에 Y가 더해진 구성이므로 우리는 합
성성의 원리에 따라 X와 XY는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추구할 것이다.

(1) ㄱ. X와 XY는 어떤 경우에 의미가 같은가? 
ㄱ'. Y의 유무로 형태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에도 X와 XY의 의미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ㄴ. X와 XY는 어떤 경우에 의미가 다른가?
ㄴ'. 이때 Y는 별도의 의미를 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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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아래에 중세한국어 시기
에 간행된,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문헌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2) ㄱ. 이 사미 안자셔 이 經을 거든 <釋詳21:52b-53a>
ㄴ. 이 사미 다가 안자 이 經을 커든(是人이 若坐야 思惟此經커든) 

<法華7:168b> 
(3) ㄱ. 避야 라 머리 가 住야셔  노 소리로 닐오 <月釋17:85a> 

ㄴ. 避야 라 머리 가 住야  된 소리로 닐오(避走遠住야 猶高聲唱
言호) <法華6:80b>

(4) ㄱ. 燈明을 브터셔 여듧 意 겨샤 妙明眞心을 브터셔 妙觀察意 나미 그 用이 
여들비 잇  表니라 <月釋11:46a> 

ㄴ. 燈明을 브트샤 八意 겨샤 微妙히  眞實ㅅ  브터 微妙히 보아 
피논 디 나 그 用이 여들비 잇  表시니(依燈明샤 有八意 
表從妙明真心야　出妙觀察意호 其用이 有八也시니) <法華1:101a>

(5) ㄱ.  사미 나히 져머셔 아비 리고 逃亡야 <月釋13:6b>
ㄴ. 사미 나히 마 져머 아비 리고 逃亡야(譬若有人이 年既幼稚야 捨

父逃逝야) <法華2:182b>

‘앉-’에 대해서 (2ㄱ)은 ‘-아셔’, (2ㄴ)은 ‘-아’가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住-’
에 대해서 (3ㄱ)은 ‘-아셔’, (3ㄴ)은 ‘-아’가 통합된 모습을 나타낸다. ‘븥-’에 대하
여 (4ㄱ)은 ‘-아셔’, (4ㄴ)은 ‘-아’가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4ㄴ)의 ‘브터’가 
‘븥-’과 ‘-아’가 직접 통합된 형태임에 반해 ‘브트샤’는 ‘븥-’과 ‘-아’ 사이에 선어
말어미 ‘-()시-’가 개재된 형태라는 차이가 있다. ‘졈-’에 대해서 (5ㄱ)은 ‘-아
셔’, (5ㄴ)은 ‘-아’가 통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중세한국어 시기 어미1) ‘-

1) 현행 학교문법을 따르자면 중세한국어 어미 ‘-아’는 연결어미에 속하게 된다. 이때 연결어미는 
다시 절과 절을 접속하는 대등적 · 종속적 연결어미와 보조 동사 구성에서 본동사를 보조동사에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의미를 논할 수 있는 경우는 접속문을 형성하
는 연결어미뿐이다(허웅 1975: 621). 한편, 전성어미에 부사형어미를 설정하는 논의를 따르면, 
‘-아’는 부사절을 형성하는 부사형어미의 기능도 갖기 때문에 전성어미에도 속하게 된다. 부사
절과 종속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한국어의 난제 가운데 하나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종속
적 연결어미와 부사형어미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아셔’는, 그 기원 ·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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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아셔’2)는 접속문을 형성하며 서로 대치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한국어에서 접속문을 형성하는 어미는 연결어미3)로 불리며, 연결어미는 선 · 후

행절 상황이 맺고 있는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
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후행절 상황에 대해 선행절 상황이 가진 의미를 기준으로 
기술된다.4) 위의 예문에서 어미 ‘-아’와 ‘-아셔’가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이들이 동일한 저경을 언해한 문헌이며, ‘-아’로 언해된 문장과 ‘-아셔’로 언해된 
문장 사이에 큰 의미 차이가 없다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5)

이제 (1)에서 X의 자리에는 중세한국어 어미 ‘-아’를, Y의 자리에는 ‘셔’를 대입
해 보자. 그렇다면 (2)의 질문들은 중세한국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대답해야 
하는 문제 (6)으로 탈바꿈한다.

(6) ㄱ. ‘-아’와 ‘-아셔’는 어떤 경우에 의미가 같은가? 
ㄱ'. ‘셔’의 유무로 형태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에도 ‘-아’와 ‘-아셔’의 의미가 같

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나, 기능상 절과 절을 접속하는 연결어미로 볼 수 있다(고영근 1981: 
160). 이렇듯 ‘-아’와 ‘-아셔’는 어미 체계에서 그 소속을 명확히 따지기 어려울뿐더러 그 외연
마저도 동일하지 않은 까닭에 아울러 가리키는 표현을 택하기 까다롭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
와 ‘-아셔’를 편의상 ‘어미’로 통칭할 것이다.

2) ‘-아’는 이형태 ‘-아, -어, -야, -여’를 대표한 표기이고, ‘-아셔’는 이형태 ‘-아셔, -어셔, -
야셔, -여셔’를 대표한 표기이다.

3) 논자에 따라 ‘접속어미’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연결어미’로 부르되, 보조적 연결어
미를 포괄하지 않는 개념으로 한정해서 사용할 것이다.

4) 이은경(1996: 174)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기준으로 현대한국어 연결
어미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한국어 접속문에서 선행절은 후행절에 대해 통사적으로 의존적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의존성은 의미 관계에도 반영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도 그러한 입
장에 동의한다.

5) 복수의 언어 표현이 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판별할 때, 대치 가능성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중세한국어의 경우,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지 판단할 직관이 없다는 점에서 대치를 통한 
유의 관계 판별에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유의 관계 판별을 위해서 대치 가능성 이외에도 다른 
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유의 관계를 맺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언어 형식들이, 개별 예문에
서 각각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 파악한 뒤 비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아’와 ‘-아셔’는,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한문 저경을 언해한 <釋譜詳節>(1447), <月
印釋譜>(1459), <法華經諺解>(1463)의 일부 권차, <三綱行實圖>의 1481년 간행본과 1579
년 간행본, <飜譯小學>(1518)과 <小學諺解>(1588)에서 적지 않은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에서 대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와 ‘-아셔’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였
을 때에도 두 어미가 나타내는 의미는 유사하였다. 여기에는 박용찬(2008)에서는 ‘-아’와 ‘-아
셔’의 의미가 동일하게 파악되었음도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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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는 무엇인가?
ㄴ. ‘-아’와 ‘-아셔’는 어떤 경우에 의미가 다른가?
ㄴ'. 이때 ‘셔’는 별도의 의미를 더하는가?

어미 ‘-아’와 ‘-아셔’가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제기하는 (6)
의 질문들에 대해, 공교롭게도 선행 연구에서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
다. 대개의 경우 ‘-아셔’를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6) ‘-셔’로 분석한 뒤, ‘-셔’가 
더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천착해 왔을 따름이다. 이는 기존 논의가 (6ㄴ,ㄴ')
의 문제에만 한정되어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6ㄱ,ㄱ')의 질문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세한국어 어미 ‘-아’와 ‘-아셔’를 대상으로 (6)의 질문들 전
체에 대해 대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중세한국어 어미 ‘-아’와 ‘-아셔’
가 맺고 있던 유의 관계의 성격을 보다 정밀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각각이 지
닌 의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세 · 근대한국어 말뭉치 자료와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의 말뭉

치 검색 프로그램인 UniConc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토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중세한국어 어미 ‘-아’와 ‘-아셔’인 만큼, 검토 대상 문헌은 우선적으로 중세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문헌이 해당된다.7)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 밖의 시기에 간행된 문헌
들도 살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말뭉치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 ‘보조사’라는 용어에 대한 논의는 하귀녀(2005: 11-14)를 참조.
7) 한문 원문이 있는 자료들의 경우에는 원문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불교 문헌의 저경은 中華電子

佛典協會(http://www.cbeta.org)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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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기 】
간행연도 문헌명 약호

1446 訓民正音解例本 訓解
1447 釋譜詳節 釋詳
1447 龍飛御天歌 龍歌
1447 月印千江之曲 月千
1459 月印釋譜 月釋
1461 楞嚴經諺解 楞嚴
1463 妙法蓮華經諺解 / 法華經諺解 法華
1464 金剛經諺解 金剛
1464 般若心經諺解 般諺
1464 阿彌陀經諺解 阿彌
1464 禪宗永嘉集諺解 永嘉
1465 圓覺經諺解 圓覺
1466 救急方諺解 救方
1467 牧牛子修心訣 牧牛
1467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蒙法
14758) 內訓 內訓
1481 分類杜工部詩諺解 初刊本 杜初
1481 三綱行實圖(成宗版(런던대 대영도서관本)) 三綱成
1482 金剛經三家解 金三
1482 南明集諺解 南明
1485 佛頂心多羅尼俓 / 觀音經諺解 觀音
1489 救急簡易方諺解 救簡
1496 眞言勸供 勸供
1496 六祖法寶壇經諺解 六祖
1497 神仙太乙紫金丹 神仙
【 16세기 】

간행연도 문헌명 약호
1514 續三綱行實圖 續三剛
1517 蒙山法語(孤雲寺本) 蒙法孤
1517 老朴集覽 老朴
1517 飜譯老乞大 飜老
1517 飜譯朴通事 飜朴
1518 飜譯小學 飜小
1518 二倫行實圖(玉山書院本) 二倫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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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正俗諺解(이원주本) 正俗
1522 法集別行綠諺解 法集
1525 簡易辟瘟方 簡辟
1527 訓蒙字會(叡山文庫本) 訓蒙예산
1541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牛馬
1542 分門瘟疫易解方 分門
1548 十玄談要解 十玄
1554 救荒撮要 救撮
1563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恩重
1567 蒙山和尙六度普說諺解 蒙六
1569 七大萬法 七大
1569 禪家龜鑑諺解 禪家
1576 百聯抄解(東京大本) 百聯동경
1576 新增類合 新合
1577 蒙山法語(松廣寺本) 蒙法松
1577 初發心自警文諺解 初發心
1579 警民編 重刊本 警民重
1579 三綱行實圖(宣祖版(東京大本)) 三綱宣
1579 朱子增損呂氏鄕約諺解(華山文庫本) 呂氏화산
1581 續三綱行實圖 重刊本 續三重
1588 小學諺解 小諺
1588 詩經諺解 詩諺
1590 論語諺解 論語
1590 孝經諺解 孝經
1590 中庸諺解 中庸
1590 孟子諺解 孟諺
1598 武藝諸譜 武譜
16세기 順天金氏諺簡 順天
16세기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壽經
【 17세기 】

간행연도 문헌명 약호
1608 諺解痘瘡集要 痘瘡
1608 諺解胎産集要 胎産
1612 練兵指南 練兵
1613 東醫寶鑑湯液編 東醫
1617 東國新續三綱行實圖 東新
1632 家禮諺解 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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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新傳煮取焰硝方諺解 焰硝
1635 火砲式諺解 火砲
1637 勸念要錄 勸念
1653 辟瘟新方 辟新
1657 語錄解 初刊本 語錄初
1658 警民編 改刊本 警民改
1658 女訓諺解 女訓
1660 新刊救荒撮要(윤석찬本) 新救윤
1669 語錄解 改刊本 語錄改
1670 老乞大諺解 老諺
1676 捷解新語 初刊本 捷新初
1677 朴通事諺解 朴諺
1686 新刊救荒撮要(嘉藍文庫本) 新救가람
1690 譯語類解 譯語
1698 新傳煮硝方 煮硝
17세기 戒女書 戒女
17세기 癸丑日記 癸丑
17세기 西宮日記 西宮
17세기 書傳諺解 書傳
17세기 玄風郭氏諺簡 郭氏
17세기 山城日記 山城
17세기 丙子日記 丙子
【 18세기】

간행연도 문헌명 약호
1703 三譯總解 三譯
1721 伍倫全備諺解 伍倫
1726 三綱行實圖(英祖版) 三綱英
1736 女四書諺解 女四
1737 御製內訓諺解 御內
1744 御製小學諺解 御小
1748 改修捷解新語 捷新改
1749 論語栗谷諺解 論栗
1749 孟子栗谷諺解 孟栗
1749 中庸栗谷諺解 中栗
1752 地藏經諺解 地藏
1752 註解千字文 註千
1756 御製訓書 訓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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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闡義昭鑑諺解 闡義
1758 種德新編諺解 種德
1760 普賢行願品 普賢
1761 御製經世問答 經問
1764 念佛普勸文(桐華寺本) 念普桐
1765 朴通事新釋諺解 朴新
1764 御製警世編 警世
1765 淸語老乞大 淸老
1765 念佛普勸文(興律寺本) 念普興
1768 松江歌辭(關西本) 松江關
1772 十九史略諺解 十九
1774 三譯總解 重刊本 三譯重
1775 譯語類解補 譯補
1776 念佛普勸文(海印寺本) 念普海
1777 小兒論 小兒
1777 明義錄 明義
1777 八歲兒 八歲
1778 續明義錄 續明
1778 方言類釋(=方言集釋) 方類
1780 才物譜 才物
1781 倭語類解 倭語
1781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濟州
1782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京等
1782 諭中外大小臣庶綸音 大小
1783 字恤典則 字恤
1783 諭京畿民人綸音 京人
1783 諭湖南民人等綸音 湖南
1783 諭慶尙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金載
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 慶尙
1783 御製諭咸鏡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 咸民
1783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 六道
1787 兵學指南 兵學
1790 隣語大方 隣語
1790 蒙語類解 蒙解
1790 捷解蒙語 捷蒙
1792 增修無冤錄諺解 無冤
1794 湖南六邑民人等綸音 南六
1795 正俗諺解(一簑文庫本) 正俗일사
1796 重刊老乞大諺解 重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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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敬信錄諺釋 敬信
1797 五倫行實圖 五倫
18세기 先朝行狀 先朝
18세기 乙丙燕行錄 乙丙
【 19세기 】

간행연도 문헌명 약호
1832 十九史略諺解(영영판) 史略
1852 太上感應篇 太感
1865 周年瞻禮廣益 周年
1880 過火存神 過火
1880 韓佛字典 韓佛
1881 竈君靈蹟誌諺解 竈君
1882 聖敎切要 聖敎
1882 斥邪綸音 斥邪
1882 女小學 女小
1883 易言諺解 易言
1883 進敎切要 進敎
1886 增補諺簡牘 增補
1887 聖敎全書 예수
1889 女士須知 女士
1892 聖經直解 聖經
1894 天路歷程 天路
19세기 淸語老乞大 淸老
19세기 太平廣記諺解 太平
19세기 閑中錄 閑中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가 천착해 왔던 어미 ‘-아’와 ‘-아셔’의 의미상 차이점
뿐만 아니라 ‘-아’와 ‘-아셔’의 의미상 공통점에도 주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어떠
한 문맥에서 ‘-아’와 ‘-아셔’가 대치될 수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중세한국어 시
기에 간행된 문헌 가운데서도 동일한 한문 원문을 두 번 이상 언해한 문헌을 면밀
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러한 문헌들로는 <釋譜詳節>(1447), <月印釋譜>(1459), 
<法華經諺解>(1463)의 일부 권차,9)10) <三綱行實圖>의 1481년 간행본과 1579년 

8) 內訓의 원간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조 6년(1573)의 중간본을 참고하였다. 
9) 자세한 대응 관계는 고영근(1993), 이호권(1993), 강순애(2001), 김기종(2003a, 2003b), 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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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본, <飜譯小學>(1518)과 <小學諺解>(1588)11) 등이 있다.

1.3. 선행 연구 검토
중세한국어 어미 ‘-아’에 대한 연구는 ‘-아’ 그 자체만을 다룬 경우는 드물다. 또

한 대개의 경우 ‘-아’가 가진 다양한 기능 또는 의미를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데 초
점이 놓여 있고, 형태 · 통사적 특성은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허웅
(1975, 1989), 안병희 · 이광호(1990), 고영근(2010), 장요한(2010) 등은 중세한
국어 연결어미 전반을 다룬 논의들로서, ‘-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중세
한국어 구문을 연구한 이현희(1994a)에서는 ‘-아’의 의미를 기술한 뒤 각 의미들이 
서로 다른 구문으로 고쳐 쓰일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의미가 다르면 구문도 달라진다
는 것을 보였다. 남윤진(1989)는 중세한국어 ‘-아’를 비롯해 ‘-고’, ‘-며’가 가진 
상 의미를 논하였는데, ‘-아’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기술하는 데에서 더 나아
가, ‘-아’의 의미가 다양한 이유를 ‘-아’에 [완료상(perfect)]의 의미가 있기 때문으
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근대한국어 시기 ‘-아’에 대한 논의로는 전병용(1986), 서형국(1999) 등이 있다. 
전병용(1986: 8)에서는 ‘一形態 一機能’의 입장에 서서 ‘-아’의 의미를 단일하게 파
악했다. 서형국(1999: 88-92)에서는 ‘-아’에 선 · 후행절이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
지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부정법(不定法)으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추가적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리의도(1990)에서는 ‘-아’를 비롯한 한국어의 연결어미 전반을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위에 거론된 논의에서 파악한 연결어미 ‘-아’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 외(2014) 참고.
10) 동일한 한문 원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월인석보> 권7과 <아미타경언해>도 있다. 그러나 

‘-아’와 ‘-아셔’가 대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없어 사실상 연구 대상 자료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11)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언해 비교는 이현희(1988), 정혜린(2009) 등이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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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미 ‘-아’의 의미
ㄱ. 허웅(1975, 1989): [원인], [조건], [수단], [상황], [설명의 계속]
ㄴ. 안병희 · 이광호(1990): [양태]
ㄷ. 고영근(2010): [설명], [이유], [원인]
ㄹ. 장요한(2010): [원인], [선행], [동시]
ㅁ. 이현희(1994a): [계기성], [방법], [이유], [동시성], [대등성]
ㅂ. 남윤진(1989): [계기(완료상)]([이유], [수단 · 방법], [상황(배경 · 전제)])12)
ㅅ. 전병용(1986): [선행]
ㅇ. 서형국(1999): [선행], [이유 · 원인], [방법 · 수단], [부정법]
ㅈ. 리의도(1990): [원인], [조건], [수단], [나열], [설명 계속]

‘-아’를 다른 연결어미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고 한 논의도 존재한다. 앞서 남
윤진(1989)도 ‘-아’, ‘-고’, ‘-며’가 상 의미의 측면에서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한 
논의였다. 이기갑(1982)는 역사적으로 ‘-아’가 ‘-고’로 대치되어 가는 현상을 논하
였다. 이현희(1988)에서도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언해를 비교하면서 ‘-아’
와 ‘-고’의 대치를 언급하고 있다.

‘-아셔’에 대한 연구는 ‘-아셔’의 기원이나 형성 기제를 밝힘으로써 ‘-아셔’의 의
미를 설명하려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 보조사 ‘-셔’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아셔’
를 어미 ‘-아’와 보조사 ‘-셔’로 분석한다. 이에 속한 논의는 보조사 ‘-셔’를 존재
사와 결부시키느냐의 여부로 다시 세분될 수 있다. 보조사 ‘-셔’를 인정하면서도 그 
기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논의로는 허웅(1975),13) 하귀녀(2005)가 
있다. 이숭녕(1976/2011), 이기갑(1998), 이현희(2006) 등은 ‘-셔’가 존재사 ‘시
-’14)의 부동사형 ‘셔’에서 문법화되었다고 보는 논의이다.15) 박용찬(2008)은 ‘시-’
12) 다른 논의에서는 ‘-아’의 의미를 평면적으로 나열했다면 남윤진(1989)에서는 ‘-아’가 [완료

상]의 상 의미를 가지고 [선행]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유], [수단 · 방법], [배경 · 전
제]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띠게 된다고 파악하였다.

13) 허웅(1975: 377)에서는 ‘-아셔’를 어미 ‘-아’와 보조사 ‘-셔’로 분석하는 경우와 ‘-아 잇/이
시-’의 활용형으로 파악하는 경우(각주 15 참고) 모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자의 해석
에 기울어져 있다.

14) 중세한국어 시기 존재사 ‘잇-’과 ‘이시-’는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교체되는 이형태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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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이시-’의 활용형이 문법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원을 존재사에서 찾는
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보조사 ‘-셔’를 인정하는 논의에서는 ‘-아셔’의 의미를 ‘-
아’에 ‘-셔’가 가진 의미가 합성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파악한 보조사 ‘-셔’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8) 보조사 ‘-셔’의 의미16)
ㄱ. 허웅(1975): [강조], [상태의 유지]
ㄴ. 하귀녀(2005): [출발점], [존재(‘전제’ 의미 확인 기능)], [단체 주격], ∅
ㄷ. 이숭녕(1976/2011): [지속(durative aspect)], [다음 행동의 전제]
ㄹ. 이기갑(1998): [존재], [상태]
ㅁ. 이현희(2006)17): [시 · 공간적 同起性], [근거], [출발점]
ㅂ. 박용찬(2008): [처소], [출발점], [비교], [상태 유지], [존재 전제]

‘-아셔’를 보조 동사 구성 ‘-아 잇/이시-’18)의 활용형으로 파악하는 논의도 있는

었는데, 여기에 ‘이시-’와 수의적 교체 관계에 있는 ‘시-’라는 존재사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국어사 연구자들이 끊임 없이 논의해 온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시-’를 인정하는 입장
으로는 이숭녕(1976/2011)이 대표적이다. 이승욱(1986/1997)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 존재사 
‘시-’가 실재했음을 인정하면서, ‘시-’에서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와 문맥상 주체 존대 의미
가 나타나지 않는 中立性의 ‘-시-’가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김홍석(2004)에서는 한글 창제 이
전 시기 자료부터 통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체 존대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음상은 ‘시’로 판단
되고, 확인법 선어말어미나 부동사어미(연결어미), 부사나 동사 어간 뒤에 나타나는 형태들을 
“존재를 표시하는 지속의 보조동사 어간”(김홍석 2004: 107) ‘시-’로 보았다. ‘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으로는 정언학(2000, 2003)이 있다.

15) 이숭녕(1976/2011), 이기갑(1998)에서는 존재사 ‘시-’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아셔’를 기원적
으로 구 구성인 ‘-아 셔’로 파악하여 의미상 ‘-아 있어’에 상응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구성 ‘-아 셔’와 보조 동사 구성 ‘-아 잇/이시-’의 활용형 ‘-아 이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 셔’에 대해 보조 동사 구성 ‘-아 시-’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
는 것으로 보인다.

16) 대부분의 논의에서 ‘-셔’의 의미는 그 분포에 따라 달리 파악되고 있는데, 연결어미와 통합하
는 경우의 의미로 다루어진 것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17) 모두 ‘셔’가 가진 ‘있으면서’([존재]) 의미에서 도출(이현희 2006: 50)되어 나온 것이다. 분포
에 따른 ‘-셔’의 의미 차이는 지적되지 않았다.

18) 자음 앞에서 ‘-아 잇-’으로 실현되고 모음 앞에서 ‘-아 이시-’로 실현된다. 앞으로의 논의에
서 ‘-아 잇/이시-’로 모두 아울러 표현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에 ‘-아 잇-’ 또는 ‘-아 이시-’
로 나타낼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오로지 그러한 교체형에 대한 표기이다. 즉 ‘-아 잇-’으로 ‘-아 
이시-’를 포괄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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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고영근(1981), 정언학(2003)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논의에서 ‘-아셔’의 의미
는 보조 동사 구성 ‘-아 잇/이시-’의 의미와 관련되어 파악되었다. 

1.4. 논의의 구성
2장에서는 기본적 논의로서 두 가지를 다룬다. 하나는 ‘-아셔’를 보조 동사 구성 

‘-아 잇/이시-’가 줄어든 ‘-앗/아시-’와 ‘-아’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 · 통
사적 측면에서 살피는 것이다. 의미면에서는 ‘-아’와 ‘-아셔’가 유의 관계를 형성하
는 원인을 ‘-아’와 ‘-앗/아시-’의 상 의미가 유사함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되었다. 통
사면에서는 ‘-앗/아시-’의 특징적인 경어법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이 ‘-아셔’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장에서 다루는 다른 하나의 기본적 논의로는 기존 연구에서 파악
한 ‘-아’의 의미 기술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결어미의 의미를 정
리하는 것이다. 그 결과 [나열], [원인], [선시], [방법], [동시], [배경], [화제] 의
미로 정리되었다.

3장과 4장에서는 어미 ‘-아’와 ‘-아셔’가 가진 형태 · 의미 · 통사적 특성을 각각 
살펴본다. 특히 ‘-아’와 ‘-아셔’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통사적 특성이 어떻게 달
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의 의미로는 기존 연구에서 거론되었던 [나열], 
[원인], [선시], [방법], [동시], [배경], [화제]를 비롯하여 본고에서 새롭게 기술
한 [양상]이 있었으며 ‘-아셔’의 의미로는 [원인], [선시], [방법], [동시], [배경]
이 있었다. 한편 ‘-아셔’에 대해서는 ‘-앗/아시-’와 ‘-아’로 공시적인 형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결어미적 의미 외에도 ‘-앗/아시-’를 포함한 구성에 기대되는 
상적 의미 역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세한국어 시기 ‘-앗/아시-’가 나타내는 상 
의미인 [상태지속], [완결(결과)지속], [진행], [과거경험]의 의미 모두 ‘-아셔’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아’와 ‘-아셔’가 맺고 있는 유의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연결
어미의 의미 범주를 시간성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아셔’가 나타내는 의미는 ‘-아’



- 14 -

가 나타내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가 나타내는 의미 전체를 대상으로 시
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비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었다. 시간적 의
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다시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에 시간적으로 앞서는 [선시], 
[방법]과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배경]으로 나뉘었
다. 비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나열], [원인], [화제], [양상]이 있었다. 이 
가운데 ‘-아셔’는 시간적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서, 비시간적 의미에 대해서는 
[원인]의 의미인 경우에서 ‘-아’와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6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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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어미 ‘-아셔’의 형태 분석
‘-아셔’는 한글 창제 이전 시기 자료에서는 고려시대 말 음독구결 자료에서 ‘

(),19) ’와 같이 표기되어 나타났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석보상절> 
이후 간행된 한글 문헌에서부터 풍부하게 나타난다.

‘-아셔’는 형태상으로는 더 분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원이나 형성에 
대한 논의가 적잖이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중세한국어 
시기 자료를 대상으로 ‘-아셔’의 공시적인 형태 분석에 관한 가능한 방안 두 가지를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과 ‘보조 동사 구성과 연결어미의 통합형’이라는 이름
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2.1.1.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앞서 1.3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보조사 ‘-셔’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어미 ‘-아셔’
를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셔’의 통합형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한 분
석이 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셔’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아셔’가 연결어미 ‘-아’의 의미에 ‘-셔’의 의미가 더해진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아셔’가 형태 면에서 ‘-아’에 보조사 ‘-셔’가 통
합된 형식이라면 의미 면에서도 ‘-아’의 의미와 ‘-셔’의 의미가 합성된 의미를 지니
고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연결어미 ‘-아’와 평행한 통사적 특성을 보여
야 한다. 이는 ‘-아셔’의 제1요소가 연결어미 ‘-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은 ‘-아도’나 ‘-아’와 같이,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도’, ‘-’의 통합으로 
이해되는 다른 어미가 충족하고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셔’가 이 두 조
19) ‘’은 ‘’의 이체자이다(남경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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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도’나 ‘-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아셔’를 ‘-아’와 
보조사의 통합형으로 분석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첫째 조건을 보자. 우리는 이미 1.1에서 중세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복수의 문헌에서 ‘-아’와 ‘-아셔’가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었음
을 보았다. 이들은 동일한 저경을 언해했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동일한 맥락임이 
담보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동일한 의미 맥락에서 ‘-아’와 ‘-아셔’가 모두 사용될 
수 있으려면 이들은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셔’는 ‘-아’에 
대해 보조사 ‘-셔’가 더해진 형식이다. 보조사는 격조사와 달리 어휘적인 의미를 더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에 ‘-셔’가 통합된 형태가 여전히 ‘-아’와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은 의미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하귀녀(2005)의 논의가 참고된다. 한국어 보조사를 통시적으로 논
의한 하귀녀(2005)에서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가, 선행어에 의미를 첨가하는가를 
보조사 판별의 기준으로 삼은 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중세한국어의 ‘-셔’는 분포
면의 기준은 충족하나 의미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환경에 
나타나는 ‘-셔’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
히 연결어미 뒤에서 ‘-셔’가 더하는 의미가 불분명함을 지적하였다. 중세한국어의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을 폭넓게 논의한 박용찬(2008)의 논의에서도, ‘-아’와 
‘-아셔’의 의미는 [(시간) 배경], [방법], [이유]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만일 ‘-
셔’에 뚜렷한 의미가 있었더라면 ‘-아’와 ‘-아셔’의 의미가 그와 같이 동일하게 파
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셔’에 뚜렷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다른 보조사와의 대비 속에서도 파악된다.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인 어미 ‘-아도’와 ‘-아’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두 가
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한 바 있다. 이들 어미를 구성하는 보조사 ‘-도’와 ‘-
’의 경우 ‘-셔’와 달리 다양한 환경에 분포20)하면서도 분포하는 모든 환경에 걸
쳐 고유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현희(1995)에 따르면 ‘-도’에는 [역동]과 [양보]의 

20) 이현희(2006) 참고. 이현희(2006)에서는 ‘-셔’를 보조사로 보고 그 분포를 ‘-도’와 ‘-’의 
분포와 면밀하게 대조하고 있다. 분포 측면에서 ‘-셔’와 ‘-도’, ‘-’는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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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고, ‘-’에는 [한정], [결과], [계기]의 의미가 있는데, ‘-아’와 통합한 
예에서도 이들 보조사는 그 고유한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서 ‘-아셔’를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셔’가 통합된 형식이라 분석하는 논
의는 의미적 측면에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셔’의 의미가 불분명함으로 인
해 ‘-아’와 ‘-아셔’의 의미 차이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건을 보자. ‘-아셔’가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셔’의 통합형이라면, 연
결어미 ‘-아’와 통사적 특성이 동일하리라 기대된다. ‘-아셔’의 제1요소가 바로 연
결어미 ‘-아’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연결어미 ‘-아’는 시상법 · 인칭법 선어말
어미와 통합하지 못했지만 경어법 선어말어미인 ‘-()시-’, ‘--’과 자유롭게 통
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셔’도 이와 평행한 선어말어미 통합 제약을 가지고 있
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아셔’는 ‘-아’와 마찬가지로 시상법 · 인칭법 선어말어미와 통합하지 못했다. 그
러나 ‘-아’와 달리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 ‘--’과도 자유롭게 통합하지 
못했다. 필자가 확보한 자료에서 ‘-아셔’가 ‘-()시-’와 통합한 예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과 통합한 예는 아래에 제시한 것이 전부이다.

(1) ㄱ. 眷屬 외셔 셜 일도 이러쎠(爲其眷屬 何酷如之) <釋詳6:5b>
ㄴ. 法會예 처 듣오 스스 좃와셔 親히 심기실(法會예 初聞은 從師

와셔 親授실) <法華6:5b>
(2) 내 이져 셔글 와셔 여  마 가버 위고(我於昔時 身懷胎孕 足

滿八月 爲家法故) <長壽經7b>

(1), (2)는 각각 15세기 문헌과 16세기 문헌에서 찾아진, ‘--’과 ‘-아셔’가 통합한 
예이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와 ‘-아셔’의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이 상이하다.

한편, 어미 ‘-아도’와 ‘-아’의 경우, 선어말어미 통합 제약에 있어 ‘-아’와 평행
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 어미는 ‘-아’와 마찬가지로 시상법 · 인칭법 선어말어미와 
통합하지 못하였고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와 ‘--’과는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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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아셔’의 ‘-아’가 연결어미이고 ‘-셔’가 보조사라는 견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셔’가 보조사로
서 첨가하는 의미가 불분명하다. 둘째, 연결어미 ‘-아’와 ‘-아셔’는 선어말어미의 통
합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아셔’가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이 아니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
르다. ‘-아셔’가 보통의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어미와 다른 의미 · 통사적 특
성을 가진 것은, ‘-아’와 보조사 ‘-셔’가 통합된 뒤 문법적 성질에 변화를 입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구성의 문법적 성질이 변
화한다는 것은 그 구성이 문법화하였다는 신호로 여겨지며, 문법화는 어떤 구성이 
오래 사용됨으써 일어나는 통시적 변화이다. 만약 ‘-아셔’의 문법적 성질이 변화했
다고 보려면 일차적으로 이 형식이 오랜 시간 사용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셔’는 
고려시대 말 음독구결 자료에서부터 문증되고 있다. 한글이 창제된 시점으로부터 멀
지 않은 시점이다. 그런데 ‘-아셔’와 비견되는 어미 가운데 특히 ‘-아’는 ‘-아셔’
보다 더 이전 시기부터 문증되던 형태였다. 하귀녀(2005: 271)에 따르면 ‘-아’는 
향찰에서는 ‘良沙’, 구결에서는 ‘’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문법적 성질의 변화는 
오히려 ‘-아’에 더 기대되는 바라 할 수 있다.21) 

설령 ‘-아셔’의 문법적 성질이 ‘-아’에 대해서 선어말어미 통합 제약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셔’의 현대한국어 계승형인 ‘-아서’가 다
시금 선어말어미 통합 제약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온 상황은 이례적이라 할 것
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은 빈도로 사용되어 온 어떤 구성이 단일한 형태로 문
법화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제약이 차츰 완화되는 문법적 성질의 변화를 겪기 때문
이다.

지금까지 ‘-아셔’를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으로 분석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공시적으로 ‘-아셔’를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으
로 분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었다.

21) 물론 어떤 형태 A가 최초로 문헌상에 드러나는 시기가 다른 형태 B보다 이르다는 이유로 A가 
B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된 형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A가 B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
된 형태라 판단할 개연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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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보조 동사 구성과 연결어미의 통합형

‘-아셔’의 형성을 달리 바라보는 입장으로는 고영근(1981), 정언학(2003) 등이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아셔’를 보조 동사 구성 ‘-아 잇/이시-’의 활용형으로 파
악한다. 따라서 이들 논의에서 ‘-아셔’의 의미는 보조 동사 구성 ‘-아 잇/이시-’의 
의미와 결부된다. 

고영근(1981: 159-160)은 ‘-아셔’가 ‘-아 잇/이시-’의 활용형일 것이라는 의견
을 내비친 뒤 ‘-아셔’의 형성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정언학
(2003)에서는 ‘-아셔’의 형성에 대해 ‘-아 잇/이시-’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된 
활용형 ‘-아 이셔’ 구성이 ‘-애셔’를 거쳐 ‘-아셔’로 문법화한 것이라 보았다. 이는 
보조 동사 구성 ‘-아 잇/이시-’가 ‘-앳/애시-’를 거쳐 ‘-앗/아시-’로 문법화한 현
상에 기대어 ‘-아셔’의 형성을 밝힌 것이다. 만약 ‘-아 이셔 > -애셔 > -아셔’의 
문법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세한국어 시기 빈번하게 사용된 ‘-아 잇/이시-’, ‘-
앳/애시-’, ‘-앗/아시-’ 구성의 활용 계열에서, 중세한국어 시기에 마찬가지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 연결어미 ‘-아’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중세한국어 시기 연결어미 ‘-아’의 빈도를 생각하면 어떤 구성의 활용형에 ‘-아’ 
통합형만 배제된 상황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로, 정언학(2003)의 주장은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아 이셔’뿐만 
아니라 ‘-애셔’, ‘-아셔’도 각각 공시적으로 ‘-앳/애시-’와 ‘-아’, ‘-앗/아시-’와 
‘-아’로 분석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22)

22) 이숭녕(1976/2011), 이승욱(1986/1997)에 따라 존재사 ‘시-’, 특히 김홍석(2004)의 견해에 
따라 존재의 보조동사 ‘시-’를 인정한다면, ‘-아시-’는 ‘-아 잇/이시-’가 형태적으로 줄어 들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보조 동사 구성 ‘-아 시-’로 분석되는 형식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
아 잇/이시-’와 동일한 구성에 해당한다. ‘-아 시-’와 ‘-아 잇/이시-’ 모두 보조적 연결어미 
‘-아’와 존재사로 이루어진 보조 동사 구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사 ‘시-’와 보조 동사 구
성 ‘-아 시-’를 인정한다면 ‘-아 시-’가 ‘-아 잇/이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성으로 공존
하는 중세한국어의 언어 현실이 보다 수월하게 이해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시-’를 ‘-아 시
-’로 분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존재사 ‘시-’의 실재 여부가 아직도 확실하
지 않다는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김홍석(2004)의 지적대로, 한글 창제 이전 시
기 자료에서부터 ‘시’라는 음상을 나타내는 ‘’ 또는 ‘’가 주어에 높임의 자질이 없음에도 부
동사어미(본고의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응)로 추정되는 ‘’ 또는 선어말어미 ‘’ 뒤에 분포하
고 있다. 특히 ‘()’ 연쇄는 이승욱(1986/1997)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주체 높임의 의미를 



- 20 -

‘-아셔’를 ‘-앗/아시-’와 연결어미 ‘-아’로 분석하기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의미면에서 ‘-아셔’가 ‘-아’에 ‘-앗/아시-’
의 의미가 더해진 의미를 나타내어야 한다. 둘째, 통사면에서 ‘-앗/아시-’와 평행한 
통사적 특성을 보여야 한다.

‘-아셔’가 첫째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중세한국어 시기 ‘-앗/
아시-’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최동주(1995)에 따르면 중세한국어 ‘-아 잇/이
시-’, ‘-앳/애시-’, ‘-앗/아시-’는, 비록 형태적으로 축약되거나 삭감된 차이는 가
지고 있지만 16세기 말까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따
라서 이들 구성이 ‘-아’와 통합한 활용형 ‘-아 이셔’, ‘-애셔’, ‘-아셔’도 중세한국
어 시기에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으리라 기대되며, 그러한 기대는 일차적
으로 이들의 분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ㄱ. 塔이 일어늘 千二百  幡과 雜고 라 幡을 몯 라 이셔 王이 病
야 누셔 닐오(塔成造千二百織成幡及雜華 未得懸幡 王身有疾 伏枕慷慨
曰) <月釋25:92a>

ㄱ'. 阿育王이 塔 마 이르고 幡을 몯 라셔 病야 누셔 虛空애 비로 
<釋詳24:32a>

ㄴ.  사미 講法 해 안자 이셔 다 사미 오나 勸야 안자 듣긔
커나 <釋詳19:6a>

ㄴ'.  사미 法 講 해 안자셔  사미 오나 勸야 안자 듣게 호
 <月釋17:51a>

ㄴ''.  사미 講法 해 안자셔  사미 오나 勸야 안자 듣게 며
(若復有人이 於講法處에 坐야셔 更有人이 來커든 勸令坐聽며) <法華
6:12a> 

더하지 않는 중립성의 ‘-시-’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인 ‘-거시-’에 정확히 대응되고 있다. 그
러나 ‘’가 부동사어미라는 추정은 중세한국어에 ‘시-’가 ‘-아’ 뒤에서만 분포한다는 사실에 근
거한 판단이고,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로 해석되지 않는 미지의 ‘시’가 바로 존재사 ‘시-’라
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그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 잇/이시- > 
-앳/애시- > -앗/아시-’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이 포착된다는 기존 논의를 수용하여 ‘-아셔’를 
‘-앗/아시-’와 ‘-아’가 통합된 것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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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곳 퍼 이셔 여름 열며 더러  이셔 녜 조호미 蓮의 實相이오 <月釋
11:11b-12a>

ㄷ'. 곳 퍼셔 곧 여름 열며 더러운  이셔 녜 조니 이 蓮의 實相이오(方
華卽果며 處染常淨니 此 蓮之實相也ㅣ오) <法華1:3b>

위 예문 (3)은 동일한 저경을 언해한 문헌에서 ‘-아 이셔’와 ‘-아셔’가 동일한 의미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애셔’의 경우, 사용 빈도가 ‘-아 이셔’나 ‘-아셔’에 비해 현격히 낮으며,23) ‘-
애셔’가 ‘-아 이셔’나 ‘-아셔’와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맥락에서 대응되며 사
용되는 경우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보된 ‘-애셔’의 예로, 정언학(2003)에
서 찾아낸 3례, 이현희(2006)에서 제시한 1례, 본고에서 추가적으로 발견한 2례를 
순서대로 아래에 보인다.

(4) ㄱ. 수메셔 드르시고(潛身以聽) <龍歌107>
ㄴ. 그 히 두리여 우르고 믈리 거러 가며 제 아래 구버 보니 한 벌에 얼

의예셔 어늘 그 히 업드려 니거늘 魔王이 더 怒야(諸女驚號却行而
去低頭視臍自見女形醜狀鄙穢 復有諸蟲如手釧形團欒相持 而有衆口 口生五毒 
唼食女根 諸女見已 心極酸苦 如箭入心 匍匐而去 魔毒益盛) <月釋4:7b-8a>

ㄷ. 모 臣下ᅵ 王  大王ᄉ 두 孫子 婆羅門이 려왜셔 다 王
이 드르시고  놀라샤(諸臣白王言 大王兩孫 今爲婆羅門之所衒賣 王聞之
大驚) <月釋20:87a>

(5) 그 道 반드시 人倫에 믿불휘예셔 物理 키고(其道 必本於人倫야 明
乎物理오) <飜小9:13b>

(6) ㄱ. 太子ᅵ 出家신 여슷 예 (…) 耶輸陁羅ᅵ 아 나하시 (…) 釋種히 
怒야 주규려터니 耶輸ㅣ 블 퓌운 구들 디레셔 盟誓샤 <釋詳3:36b> 
[‘(…)’은 협주 부분을 나타냄, 이하 동일]

23) ‘-앳/애시-’가 ‘-아’와 통합하는 예가 현격히 적은 이유로는 이 구성이 자음 어미 앞에서 선호
되는 형태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아 잇/이시-’와 ‘-앳/애시-’가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에 따
라 달리 선호되는 형태였음은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의 2013학년도 2학기 한국어 문법사 강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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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門알  과  쇼쾌 고 겨지블 려왜셔 다 <月釋8:94b>

그럼에도 ‘-애셔’와 ‘-아셔’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동일
한 용언이 통합한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를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4ㄱ)에서 ‘숨-’과 (6ㄱ)에서 ‘딜-’이 ‘-애셔’와 통합하고 있는데, 이제 같은 용언
이 ‘-아셔’와 통합한 경우를 살펴보자.

(7) ㄱ. 李氏 두 아 더블오 묏 가 서리예 수머셔 草木 먹고 잇거늘(李携二子 
匿貴溪山荊棘中 採草木而食) <三綱成烈19>

ㄴ. 내 디러셔 萬里 보리어니 엇뎨 구틔여 欄檻 리오(臨川視萬里何必
欄檻爲) <杜初6:44a>

‘-애셔’와 ‘-아셔’가 ‘숨-’과 통합한 (4ㄱ)과 (7ㄱ)을 비교해 보면, 모두 후행절 상
황이 일어나는 상황으로서의 숨어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애셔’와 ‘-아셔’가 
‘딜-’과 통합한 (6ㄱ)과 (7ㄴ)을 비교해 보면, 역시 모두 후행절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으로서의 마주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애셔’와 ‘-아셔’ 역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4)~(6)의 나머지 용언 어간에 대해서는 ‘-아셔’와 통합한 경우가 없어 간접적
인 비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모두 ‘-아 잇/이시-’가 가진 상 의미 가운데 하나인 
[완결(결과)지속]의 의미로 해석된다24)는 점에서 ‘-애셔’는 ‘-아 잇/이시-’의 활용
형인 ‘-아 이셔’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애셔’가 ‘-아 
이셔’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이라면, ‘-애셔’ 역시 ‘-아셔’와도 동일한 의미
를 나타내는 구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아 잇/이시-’와 ‘-앳/애시-’, ‘-앗/아시-’가 그러하듯, ‘-아 이셔’와 ‘-
애셔’, ‘-아셔’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아셔’를 
‘-아 이셔’, ‘-애셔’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본다면, ‘-아’와 ‘-아셔’가 
맺고 있는 유의 관계는 합성성의 원리에 따라 해명되기 어려워진다. ‘-아’에 대해서 

24) ‘-아 잇/이시-’의 의미는 ‘-아셔’의 상적 의미를 다룬 4.2.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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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셔’는 ‘-앗/아시-’가 더해진 형태이므로 ‘-아’와 ‘-아셔’는 ‘-앗/아시-’ 구성의 
유무가 초래하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아셔’를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셔’로 분석했을 때에도 봉착했던 문제이다. 

‘-아셔’가 ‘-아’에 대해서 ‘-앗/아시-’의 의미를 더 가진 구성임에도 여전히 ‘-
아’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가 ‘-앗/아시-’와 의미상 매우 유사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결어미의 상 의미를 밝힌 남윤진(1989: 41)에서는 연
결어미 ‘-아’에는 [완료(perfect)]의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때 [완료]는 어
떤 상황이 종결되고 그 결과로 생긴 상황이 앞서 종결된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으로 
정의되었다(남윤진 1989: 28-29). 이것을 ‘-아셔’가 ‘-아 잇/이시-’의 활용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논의인 고영근(1981)과 정언학(2003)에서 파악한 ‘-아 잇/이시
-’의 의미와 비교해 보자. 또한 앞서 본고에서 최동주(1995)의 논의에 따라 중세한
국어 시기 ‘-아 잇/이시-’과 ‘-앳/애시-’, ‘-앗/아시-’의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파
악하고자 한 바 있다. 따라서 최동주(1995)에서 파악한 ‘-아 잇/이시-’의 의미 역
시 비교해 보자. 이들 논의에서 파악한 ‘-아 잇/이시-’의 의미와 남윤진(1989)에서 
파악한 ‘-아’의 의미에 공통점이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아’와 ‘-아셔’가 유의 관
계를 맺게 된 이유가 설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근(1981)은 ‘-아 잇/이시-’의 의미를 [완료상(perfective)]으로 기술하면서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가 발화시나 사건시 당시 지속된다고 부연하고 있다.25) 정언
학(2003)에서는 [결과 상태 지속]과 [상태 지속]으로 기술하고 있다. 최동주(1995: 
113)에서도 ‘-아 잇/이시-’은 [완결(결과)지속]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이 지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논의에서 파악하는 ‘-아 잇/이시-’의 의미는 동
일하되 단지 그 의미를 상이하게 기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현은 달리 하고 있지
만, 결국 이들 논의에서 파악한 ‘-아 잇/이시-’의 의미는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이 
종결되고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지속성을 가졌다고 판단하려면 적어도 후속 상황이 성립하는 시점까
25) 이때의 ‘지속’ 의미란 [진행]이 가리키는 ‘동작의 지속’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지속’ 의미에 해

당된다. 고영근(1981: 159)은 [완료상]의 의미를 가진 구성과 통합한 표현인 ‘수메셔’, ‘뫼 
이셔’에 대해 각각 ‘숨은 상태’와 ‘모신 상태’로 해석함으로써 동작이 아닌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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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상황이 유효해야 한다. 남윤진(1989)가 정의한 ‘-아’의 [완료]의 의미란 선
행 상황이 종결된 결과가 다음 상황과 관련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관련성
은 선행절 상황이 종결되고 나타난 결과 상태가 다음 상황이 성립하는 시점까지 유
효하다는 것으로 확보될 수 있다. 남윤진(1989: 41)에서 ‘-아’로 연결된 문장을 분
석한 것을 살펴보자.

(8) ㄱ. 諸佛ᄉ 알 甚히 기픈 법을 듣 세 小劫 디내오(於諸佛前聞甚深法 經三
小劫) <月釋8:54b> [저경 필자]

ㄴ. 깊은 법을 들은 상태에서 세 소겁이 지남 [밑줄 필자]

(8ㄱ)은 분석의 대상인 예문을, (8ㄴ)은 남윤진(1989: 41)에서 (8ㄱ)을 현대어로 
풀어쓴 것을 제시한 것이다. (8ㄴ)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선행절 상황인 ‘깊은 법
을 들음’은 후행절 상황인 ‘세 소겁이 지남’에 대해 종결된 상황인 동시에 유효한 상
황이다. (8ㄱ)의 선행절 상황의 결과 상태가 후행절 상황에 대해 유효하다고 본 까
닭은, (8ㄴ)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깊은 법을 들음’이 ‘상태’로써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윤진(1989)에서 말하는 [완료]의 의미 역시 어떤 상황이 지속
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아’의 의미와 ‘-아 잇/이시-’의 의미는 어떤 상황이 종결된 후 그 결과 
상태가 후속 상황의 성립 시점까지 지속된다는 것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아’의 의
미와 ‘-아 잇/이시-’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실제로 ‘-아’와 ‘-아 
잇/이시-’의 활용형 ‘-아 이셔’는 동일한 문맥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

(9) ㄱ. 그저긔 世尊 四衆이 圍繞 이셔 供養며 恭敬며 尊重히 
너기 讚嘆더니 <釋詳13:11b>

ㄱ'. 그제 世尊 四衆이 圍遶 이셔 供養며 恭敬며 尊重히 
너기 讚歎더니 <月釋11:32b>

ㄱ''. 그  世尊 四衆이 圍遶와 供養恭敬尊重讚嘆더니 諸菩薩 爲샤 
大乘經을 니시니(爾時世尊 四衆이 圍遶와 供養恭敬尊重讚歎더
니) <法華1: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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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大王하 뎌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이제 七寶菩提樹 아래 겨샤 法座 우희 안
샤 一切世間 千人 모 中에 法華經을 니시니 <釋詳21:38a> 

ㄴ'. 大王하 뎌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이제 七寶菩提樹下 法座上애 안자 겨샤 一
切 世間 天人 衆 中에 法華經을 너비 니시니 <月釋19:78b-79a>

ㄴ''. 大王하 뎌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이제 七寶菩提樹下애 겨샤 法座 우희 안
샤 一切 世間 天人 衆 中에 法華經을 너비 니시니(大王하 彼雲雷音宿王
華智佛이 今在七寶菩提樹下샤 法座上애 坐샤 於一切世間天人衆中에 廣
說法華經시니) <法華7:135a-b>

ㄷ. 藥王이 녜 喜見菩薩 외야 겨샤 精心苦志샤 法 爲샤 몸 며  
시고 <月釋18:21a> 

ㄷ'. 藥王이 녜 喜見 菩薩 외샤 精히 苦이 法 爲샤 몸 시며  
샤(藥王이 昔爲喜見菩薩샤 精苦爲法샤 燒身然臂샤) <法華6:130b>

(9)는 동일한 저경을 두 번 이상 언해한 문헌에서 ‘-아’와 ‘-아 이셔’가 대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圍繞-’에 대해서, (9ㄱ,ㄱ')는 ‘-아 이셔’가 통합
된 반면, (9ㄱ'')은 ‘-아’가 통합되어 있다. ‘앉-’에 대해서 (9ㄴ,ㄴ'')은 ‘-아’와 통
합한 예를, (9ㄴ')은 ‘-아 이셔’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차이가 있다면 (9ㄴ,ㄴ'')
에서는 주체 높임이 선어말어미 ‘-()시-’로 실현된 반면 (9ㄴ')에서는 동사 어휘 
‘겨시-’로 실현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외-’에 대해 각각 ‘-아 이셔’와 ‘-아’ 통합
형을 보여주는 (9ㄷ)과 (9ㄷ')도 있다.

‘-아’와 ‘-아 잇/이시-’의 활용형인 ‘-아 이셔’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와 
‘-아 잇/이시-’의 의미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아 
잇/이시-’는 ‘-앗/아시-’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
앗/아시-’의 활용형인 ‘-아셔’가 ‘-아’와 대치되는 현상도 ‘-앗/아시-’의 의미가 ‘-
아’와 유사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의미면에서 ‘-아셔’를 ‘-앗/아시-’와 연결어미 ‘-아’로 분석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중세한국어 시기 ‘-앗/아시-’는 ‘-아 잇/이시-’와 같은 의미
를 지닌 구성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아셔’와 ‘-아 이셔’가 대치될 수 있었음은 
‘-아셔’를 ‘-앗/아시-’와 ‘-아’로 분석하는 방안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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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아’에 대해서 ‘-앗/아시-’가 더해진 구성으로서 ‘-아셔’가 여전히 ‘-
아’와 유의 관계를 맺는 현상은 ‘-앗/아시-’가 ‘-아’와 매우 흡사한 상적 의미를 나
타내는 구성이었음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셔’를 ‘-앗/아시-’와 연결어미 ‘-아’로 분석하는 방안이 충족해야 할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자. 그러한 분석이 타당하려면 ‘-아셔’는 ‘-앗/아시-’와 평행한 통사
적 특성을 보여야한다고 하였다. 

2.1.1의 (1)~(2)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세한국어 시기에 ‘-아셔’가 선어말어
미 가운데서도 경어법 선어말어미 ‘--’과 통합한 극소수의 예만이 발견되는데, 
필자가 찾은 바에 따르면 3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앗/아시-’ 구성이 선어말어
미와 통합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10) ㄱ. 내 녜 諸佛ㅅ 치샤 듣디 몯와 제 迦旃延과 毗羅貾子 보니
(我ㅣ 昔에 未承諸佛誨勑와실 제 見迦旃延과 毗羅胝子호니) <楞嚴2:2b>

ㄴ. 브즈런홈과 삼감과 온화홈과 마 듣왓거니와 날회여 다   
 내 듣디 몯엿이다(勤謹和 旣聞命矣어니와 緩之一字 某所未聞이
로소이다) <飜小9:53a>

ㄴ'. 브즈런홈과 삼감과 和홈 이믜 命을 듣왓거니와 날호예라    
내 듣디 몯엿던 배로소이다(勤謹和 旣聞命矣어니와 緩之一字 某所未
聞이로소이다) <小諺6:48b>

ㄷ. 舜이 田에 往심은 내 이의 시러곰 命을 듣왓거니와 旻天과 父母 號
야 泣심은 내 아디 몯노이다(舜이 往于前則吾ㅣ 旣得聞命矣어니와 號泣
于旻天과 于父母則吾不知也ㅣ로이다) <孟諺9:2a-b>

ㄹ. 舜의 告티 아니고 娶심은 내 이믜 시러곰 命을 듣왓거니와 帝의 舜을 
妻샤 告티 아니심은 엇디니잇고(舜之不告而娶則吾ㅣ 旣得聞命矣어니
와 帝之妻舜而不告 何也ㅣ잇고) <孟諺9:6b>

ㅁ. 舜의 堯 臣티 아니홈은 내 이믜 시러곰 命 듣왓거니와 詩예 닐오 
普天ㅅ 下ㅣ 王土ㅣ 안이니 업며 率土ㅅ 濱이 王臣이 안이니 업다 니
(舜之不臣堯則吾旣得聞命矣어니와 詩云普天之下ㅣ 莫非王土ㅣ며 率土之濱이 
莫非王臣이라니) <孟諺9: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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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 (10)은 필자가 찾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과 ‘-앗/아시-’가 통합한 
예를 모두 찾아 제시한 것이다. (10ㄴ)과 (10ㄴ')는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구
절이다.

(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세한국어 시기 ‘-앗/아시-’는 ‘-아셔’와 마찬가지
로 경어법 선어말어미 ‘--’과 매우 제한적으로만 통합하고 있다. ‘-앗/아시-’가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와 통합하는 예가 발견되지 않는 점도 ‘-아셔’와 평
행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아셔’를 ‘-앗/아시-’와 연결어미 ‘-아’로 분석하는 
방안은 통사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 잇/이시-’와 ‘-앳/애시-’, ‘-앗/아시-’는 비록 형태상 
축약되거나 삭감되었다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의미상 큰 차이
를 드러내지 않으며 동질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앗/아시-’가 경어
법 선어말어미 ‘--’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아 잇/
이시-’와 ‘-앳/애시-’에도 그러한 통사적 특성이 있을 것이라 추정케 한다. 이는 
실제로도 그러하다.

(11) ㄱ. 네 아래브터 부텨를 뫼 니며 듣 잇니(汝於往昔侍佛已來) <釋
詳23:31b>

ㄴ.  一千白氎으로  이쇼 두 바 迦葉이 뵈시며 <釋詳23:44b>
ㄴ'. 阿難이 出家 後로 스므 나  부텨 졷 이셔 듣 이리  하

 <釋詳24:2a>
ㄷ. 그듸 아니 듣더시닛가(汝等聞乎) <釋詳6:17a>
ㄹ. 우리 平常애 如來ㅅ 微細히 여러 뵈샤 닙디 몯왯다다(我等이 平

常애 未蒙如來ㅅ 微細開示다다) <楞嚴10:76a>

위의 예문 (11)에서 보듯이, ‘-아 잇/이시-’와 ‘-앳/애시-’는 선어말어미 가운데 
‘--’에 한해서만 통합하는 모습을 보인다.26) (11ㄱ,ㄴ)은 ‘--’이 ‘-아 잇/이시
-’와 통합한 경우이다. (11ㄴ')는 ‘-아 잇/이시-’의 활용형 가운데서도 ‘-아 이셔’
26)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밖에도 ‘-아 잇/이시-’가 ‘--’과 통합한 예는 약 14례가 더 나타

나며, ‘-앳/애시-’가 ‘--’과 통합한 예는 약 38례가 더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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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 통합한 예를 보인 것이다. (11ㄷ,ㄹ)은 ‘--’이 ‘-앳-’과 통합한 예
를 보여준다. (11ㄹ)은 ‘--’의 종성 ㅸ의 표기가 혼란을 보인 예이다.27)

지금까지 ‘-아셔’의 형태를 분석하는 방안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연결어미와 보
조사의 통합형으로 분석하는 방안은 의미 · 통사면에서 설명되기 어려운 난점을 초
래하는 반면, 보조 동사 구성과 연결어미의 통합형으로 분석하는 방안은 의미 · 통
사면에서 비교적 중세한국어 현실에 대해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가지 형태 분석 방안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 부분은 의미면보다 통사면에 있었다. 
두 방안이 ‘-아셔’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에 대한 설명력이 있느냐의 여부
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이는 그 두 가지 분석 방안이 ‘-아셔’의 
제1요소를 연결어미 ‘-아’로 보는 것과 보조 동사 구성, 더 정확히 말해서는 보조적 
연결어미 ‘-아’로 보는 것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중세한국어 어미 ‘-아’에 매우 다양한 기능이 있었음을 안다. 통사적으로 
‘-아’는 절과 절을 접속하는 연결어미이자 보조 동사 구성에서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잇는 보조적 연결어미였다.28) 그런데 동일한 형태라 하더라도 절 접속의 연결어미
와 보조적 연결어미는 통사적 행동이 다름으로 인해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어
법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은 그러한 구분 기준의 하나이다.

이현희(1994a: 92-95)에는 ‘-()시-’는 하위문에서 수의적으로 생략되는 상위
문 우선의 원리를 따르고, ‘--’은 상위문에서 수의적으로 생략되는 하위문 우선의 
원리를 따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때 보조 동사 구성도 보문 구성으로 보아 보조
동사를 상위문 서술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상위문 우선의 원리는 특히 보조 동
사 구성에서 철저하게 잘 지켜졌고, 하위문 우선의 원리는 상위문 우선의 원리에 비
해 강력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보조적 연결어미라면 ‘-()시-’와의 
통합이 철저하게 제약되지만 ‘--’과는 수의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아셔’의 제1요소가 연결어미 ‘-아’인지 보조적 연결어미 ‘-아’인
지를 판가름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셔’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마찬가지로 

27) ‘--’과 ‘-애시-’(여기에는 ‘-애시-’의 활용형으로서 ‘-애셔’도 포함)가 통합한 예가 없는 
것은 ‘-앳/애시-’가 모음 어미와 통합하는 예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8) 부사절을 설정하는 논의라면 ‘-아’는 부사절을 형성하는 부사형어미, 즉 전성어미 기능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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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의 통합이 철저하게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며 ‘--’과 통합되는 모습
을 소수 나타내므로, ‘-아셔’의 제1요소는 연결어미 ‘-아’가 아니라 보조적 연결어
미 ‘-아’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셔’는 ‘-앗/아시-’와 연결어미 
‘-아’로 분석하는 방안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셔’의 형태를 분석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
다. ‘-아셔’가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셔’의 통합형이라는 방안은 의미적 측면
과 통사적 측면에서 지지받기 힘들었다. 의미적으로는 연결어미 ‘-아’에 대해서 보
조사 ‘-셔’가 더해진 ‘-아셔’가 여전히 연결어미 ‘-아’와 유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셔’가 보조사로서 특수한 의미를 더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사적으로는 연결어미 ‘-아’가 제1요소로 참여한 구성이라
고 하기에 ‘-아셔’는 ‘-아’와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이 매우 달랐다. ‘-아’는 경어법 
선어말어미에 한해서 자유롭게 통합하는 한편, ‘-아셔’는 경어법 선어말어미 가운데
서도 ‘--’과 통합한 예만 매우 소수 나타났다. 

반면 ‘-아셔’가 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 구성 ‘-아 잇/이시-’가 형태적으
로 줄어든 ‘-앗/아시-’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된 형태로 보는 방안은 의미 · 통사
적 측면에서 지지받을 수 있었다. 의미면에서 ‘-앗/아시-’와 ‘-아’의 상 의미가 유
사하기 때문에 ‘-앗/아시-’와 ‘-아’의 통합형인 ‘-아셔’가 ‘-아’와 유의 관계를 맺
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통사면에서 ‘-앗/아시-’와 ‘-아셔’의 선어말
어미 통합 양상은 평행했다.29)

2.2. 어미 ‘-아’의 의미 기술에 대한 검토
연결어미 ‘-아’는 중세한국어 시기 가장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었으며 가

장 활발하게 사용된 연결어미였다. 따라서 ‘-아’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29) 본고에서 ‘-아셔’의 형태 분석 방안은 통사 · 의미적 측면에 기대어 검토되었는데, 이밖에도 

성조와 같은 음운적 측면도 고려될 수 있다. 음운적 측면에서 ‘-아셔’의 형태 분석 방안을 검토
하는 작업은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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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한국어 연결어미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아’의 의미
를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중세한국어 시기 ‘-아’의 모든 예문을 검토한 뒤 ‘-
아’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아’가 사용된 빈도를 생각해 본다면 ‘-아’의 모든 예문을 검토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아’의 의미로 기
술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의 의미 목록을 정리하고자 한다. 1.3에서 제시한 
바 있는, 기존 연구에서 파악된 ‘-아’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

(12) 어미 ‘-아’의 의미
ㄱ. 허웅(1975, 1989): [원인], [조건], [수단], [상황], [설명의 계속]
ㄴ. 안병희 · 이광호(1990): [양태]
ㄷ. 고영근(2010): [설명], [이유], [원인]
ㄹ. 장요한(2010): [원인], [선행], [동시]
ㅁ. 이현희(1994a): [계기성], [방법], [이유], [동시성], [대등성]
ㅂ. 남윤진(1989): [계기(완료상)]([이유], [수단 · 방법], [상황(배경 · 전제)])
ㅅ. 전병용(1986): [선행]
ㅇ. 서형국(1999): [선행], [이유 · 원인], [방법 · 수단], [부정법]
ㅈ. 리의도(1990): [원인], [조건], [수단], [나열], [설명 계속]

먼저 연결어미 ‘-아’의 의미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의미 기술을 배제할 
것이다. 어미 ‘-아’와 ‘-아셔’가 맺고 있는 유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본고의 목적상, 
‘-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12ㄴ)과 같이, 안병희 · 이광호(1990: 249-250)에서 ‘-아’는 주동사의 동작보
다 선행한 동작의 양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후행절 상황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서 벌어진 상황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12ㄴ)
 [양태]는 (12ㄹ,ㅁ,ㅂ,ㅅ,ㅇ)에서 언급된 [계기(성), 선행]과 통하는 의미로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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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ㅇ)의 [부정법]은 ‘-아’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지 않는 경우
가 있음에 주목한 의미 기술이다. 한문을 언해하는 과정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 중세
한국어적으로는 매우 애매한 문장이 될 때, ‘-아’를 사용하여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
지 않고 그저 후행 요소에 연결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 · 후행절의 의미 관
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연결어미 대신 ‘-아’를 선택해서 언해하는 언해자
의 의도를 고려한 결과 설정된 ‘-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서형국 1999: 88). 

그러나 ‘-아’에 특정한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 · 후행절이 맺는 모든 의미 관
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로 포괄할 수 없는 의미가 존재하기 마련이
다. 또한 중세한국어 시기 문헌의 절대 다수가 한문을 언해한 것이고 상당 수의 문
헌이 구결문을 바탕으로 성립된 직역투의 언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직역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한문과 중세한국어의 차이를 무마하기 위한 [부정법]의 ‘-아’와 특
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아’가 동일한 언해문에 나타났을 때, 이 둘을 명확하게 구
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에 대해서 [부정법]을 설정하는 것은 중세한국어 어미 
‘-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연결어미 ‘-아’의 의미를 기술하는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자. ‘-아’의 의미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원인, 이유]이다. 
(12)에 제시된 아홉 논의 중에서 (12ㄱ,ㄷ,ㄹ,ㅁ,ㅂ,ㅇ,ㅈ)의 일곱 논의에서 [원인, 
이유]를 ‘-아’의 의미로 기술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아’의 의미는 
[계기(성), 선행]과 [방법, 수단]이다. [계기(성), 선행]은 (12ㄹ,ㅁ,ㅂ,ㅅ,ㅇ), [방
법, 수단]은 (12ㄱ,ㅁ,ㅂ,ㅇ,ㅈ)의 다섯 논의에서 각각 언급되었다. 그 밖에 같은 기
술로 묶일 수 있는 ‘-아’의 의미로는 (12ㄱ,ㅈ)의 [조건], (12ㄹ,ㅁ)의 [동시(성)]
이 있다. 이 가운데 (12ㄱ,ㅈ)이 설정한 [조건]의 의미는 ‘-아’의 의미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본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나머지 연결어미 ‘-아’의 의미 기술은 용어 선택에서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에 먼
저 용어 선택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고, ‘-아’에 [조건]의 의미를 인정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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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등성], [나열]

(12ㅁ)의 [대등성]은 (12ㅈ)의 [나열]과 통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국어의 일반
적인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서 [대등성]이란 대등적 연결어미가 가진 의미적 특성 
으로 파악되고, 대등적 연결어미의 의미로 [나열]이 반드시 거론되기 때문이다. 즉 
[나열]은 [대등성]의 하위 의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아’의 의미를 기술할 때 [대등성]을 택한 것은, ‘-아’가 대등적 연결어미로 기
능한다는 점에 주목한 의미 기술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대등적 연결어미 안에서도 
[나열], [선택], [대조]와 같은 의미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의 의미를 [대등
성]으로 기술하게 되면 ‘-아’가 [선택]이나 [대조]의 의미까지 나타낸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의 의미를 오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가 [선
택]이나 [대조]의 의미까지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아’의 의미를 [나열]로 기술하면 ‘-아’가 대등적 연결어미가 일반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의미 가운데서도 [선택]이나 [대조]의 의미가 아닌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 기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등적 연결어미 쓰임을 
갖는 ‘-아’의 의미를 기술할 때 [대등성]보다는 [나열]로 기술하는 것이 오해의 소
지가 적다. 이에 본고에서도 ‘-아’가 대등적 연결어미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를 
[나열]로 볼 것이다.

2) [설명], [상황], [배경], [전제]

‘-아’의 의미 기술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은 [설명], [상황], [배경], [전제]라
는 기술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는 남윤진(1989: 
43-44)에서 동일한 의미에 대해 [배경], [전제], [상황]을 모두 사용해서 기술하고 
있는 사정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남윤진(1989: 44)에서는 최종적으로 [상황]
이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제]가 의미론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짐
작할 수 있다.30) 따라서 [전제]를 제외한 나머지 [설명], [상황], [배경]이 ‘-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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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술로 남게 된다.31)
[설명], [상황],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술하는지는 현대한

국어의 연결어미 의미 기술을 검토한 이은경(1996)이 참고될 수 있다. 이은경(1996: 
163-4)에 따르면 현대한국어 연결어미 ‘-(으)ㄴ데’, ‘-(으)니까’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설명], [배경], [상황], [제시]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예문을 참고하
며 이들 의미 기술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해보자. 아래는 [설명], [배경], [상황], [제
시] 등으로 의미가 기술된 연결어미가 사용된, 이은경(1996: 206-7)의 예문이다.

(13) ㄱ. 옛날 옛적에 마음씨 좋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
러 갔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었습니다.

ㄴ. 어제 소설책을 한 권 샀는데, 아주 재미있더라. 
ㄷ. 어제 보니까 철수가 숙제는 안 하고 놀고 있더라.

(13)의 선행절에서 궁극적으로 화자는, (13ㄱ)에서는 나무꾼이라는 인물이 있었음
을, (13ㄴ)에서는 소설책이라는 대상이 있음을, (13ㄷ)에서는 어제 어떤 상황을 보
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3)의 후행절에서는 선행절에서 소개한 그 인물이나 
대상, 상황에 대해서 부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은경(1996: 164)는 [설명], [배
경], [상황], [제시]라는 용어가 접속문에서 선행절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후행절을 
가리키는 표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라 보고, 선행절에 대해서는 [배경]이, 후행절
에 대해서는 [설명]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결어미의 의미는 후행절에 대해 
선행절이 가진 의미 관계에 따라 기술되어야 하므로, 이 가운데 [배경]을 연결어미
30) 일상 속에서 ‘전제’는 “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에서와 같이 사용된다. <표

준국어대사전>에서 내린 ‘전제’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이다. 이에 비춰 봤을 때 ‘-아’의 기술에 사용된 ‘전제’란 후행절 상황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선행절에 제시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후행절 상황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란 화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
결어미의 의미 기술에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전제’를 사용하게 되면 선행절 상황은 후행절 상황
을 어떤 방식으로 한정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바가 없을 수 있다.

31) 허웅(1975, 1989)에서 [상황]과 [설명의 계속]을 별개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다르게 파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부연되지 않아 정확하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허웅(1975)의 연결어미 의미 기술을 큰 틀에서 따른 리의도
(1990)에서는 [상황]이 ‘-아’의 의미로 거론되지 않고 있음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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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기술하는 용어로 채택하였다.
한편, 이은경(1996)에서 ‘상황’이나 ‘제시’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논하지는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용어를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서 배제하
고자 한다. ‘상황’은 선 · 후행절 모두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어
미의 의미 기술로 부적당하고, ‘제시’는 선행절에 대한 설명이 후행절에 제시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인지 후행절에서 설명하려는 대상이 선행절에 제시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은경(1996: 177)에서 [배경]의 연결어미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선행
절에 배경을 도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된 ‘-아서’가 사용된 접속문이다.

(14) ㄱ. 저녁 때가 되어서(야) 식구들이 다 모였다.
ㄴ. 점심 때가 지나서(야) 회의가 끝났다.

(14)의 선행절은 후행절 상황이 언제 일어났는지 시간적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후
행절에서 부연해야 할 인물이나 대상, 상황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4)의 후행절은 선행절에 제시된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14
ㄱ)의 후행절은 저녁 때가 된 상황에 대해서 부연하지 않는 것이다.32)

이렇듯 이은경(1996)에서 선행절이 [배경]을 도입한다고 처리된 (13)과 (14)의 
접속문을 따져보면 선행절의 성격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3ㄱ)의 선행
절을 ‘(…) 살고 있었을 때’로 고쳤을 때에는 문장이 어색해지지만 (14ㄱ)의 선행절
을 ‘(…) 되었을 때’로 고쳤을 때에는 문장이 여전히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13), 
(14)가 나타내는 접속문의 선행절이 의미적으로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은경(1996: 206)에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부연되고 있다.

(15) ㄱ. 선행절에서 후행절의 사태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적절한 배경을 도입
ㄴ. 새롭거나 놀라운 정보를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도입부를 먼저 마련

32) 만약 저녁 때가 된 상황을 부연한다면 ‘(저녁 때가 되었는데) 날이 여전히 밝다’와 같은 설명
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연결어미가 ‘-아서’일 경우인 ‘?저녁 때가 되어서 날이 여전히 밝다’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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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후행절의 사태를 기술하기 위해 덧붙여지는 것
ㄹ. 시 · 공간적 배경, 어떤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 제시
ㅁ. 언급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미리 도입하여 보여줌

(15ㄱ,ㄴ,ㄷ)은 후행절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어떤 내용이 선행절 내용으로 덧붙이기
에 적절한 것인지, 도입부가 될 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배경] 
접속문의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적절히 표현해 주지 못한다. (15ㅁ)은 선행절에 후
행절에서 설명할 대상이 제시된다고 하였으므로 (13)과 같은 접속문의 선행절에 대
해서만 포괄하는 설명이다. (15ㄹ)은 [배경] 접속문의 선행절 내용이 될 수 있는 상
황을 나열하고 있다. ‘시 · 공간적 배경’은 예문 (14)의 선행절 내용에 해당하고, ‘어
떤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은 예문 (13)의 선행절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경] 접속문의 선행절은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후행절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이나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기 전에 선행
절에서 그 대상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대상은 사람이나 사물, 특정 상황일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후행절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시 · 공간적으
로 한정하는 것이다. (13)의 선행절이 전자라면 (14)의 선행절이 후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배경]이라는 명칭은 후자의 경우를 의미하는 데 더 적절하다. 선행절 상
황이 연극으로 따져서 무대라면 후행절 상황은 그 무대 위에서 연출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때 ‘무대’란 연극에서 ‘배경’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
행절에 후행절이 설명하려는 대상이 제시되는 경우는 편의상 [화제]로 구분해 부를 
수 있을 것이다.33)

지금까지 현대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 용어인 [설명], [배
경], [상황], [제시]의 의미를 검토하고, 접속문에서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기술하는 
데에는 [배경]이 적절한 명칭이라는 이은경(1996)의 견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배경]을 제시한다고 처리되어 왔던 접속문의 선행절 내용이 [시 · 공간적 배경]과 
[화제]로 세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기존에 [배경]의 연결어미로 불려왔
33) 이은경(1996: 206-7)은 [배경]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

들이도록 하는 기능이 있음을 언급한 뒤 김영희(1987: 67)에서 이러한 선행절을 [화제]로 보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배경] 접속문을 검토하는 일은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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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연결어미는 다시금 [시 · 공간적 배경]의 연결어미와 [화제]의 연결어미로 세분
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중세한국어 연결어미의 문제로 돌아오면, 중세한국어 [배경] 접속문의 선행
절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세분이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 중세한국어 연결어미
의 의미 전반을 기술한 장요한(2010: 223)은 [동시]와 [의도]가 추가된 점을 제외
하면 큰 틀에서 이은경(1996)과 동일한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상정하고 있다. 
[배경]의 의미를 설정하고 [배경] 선행절의 성격을 기술한 대목을 보면 이은경
(1996)과 장요한(2010)의 [배경]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장요한(2010: 215)
에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부연되고 있다.

(16) ㄱ. 선행절의 내용이 후행절의 내용에 전제가 되는 의미 관계
ㄴ. 논자마다 이를 ‘설명’, ‘배경’, ‘제시’, ‘상황’ 등으로 표현하여 제시
ㄷ. 선행절에 후행절 사태에 대한 배경이 제시되고 후행절이 특정 상황이 설명됨

(16ㄴ)을 통해 중세한국어에서도 현대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배경]의 연결어미가 
있었으며 그 의미를 기술하는 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ㄷ)은 
[배경] 접속문의 선 · 후행절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를 지적한 부분이다. 후행절 
사태에 대한 배경이 선행절에 제시된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배경은 시 · 공간적인 상
황으로 해석되지, 후행절에서 부연하는 대상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않는다. 후행절에는 특정 상황이 설명된다고 하였는데 ‘특정 상황’이란 결국
에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라 보기 어렵다.

(16ㄱ)에서 선행절 내용이 후행절 내용에 전제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전제 
역시 의미론적 기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울려 거론되는 의미 기술들이 (16ㄴ)
의 ‘설명’, ‘배경’, ‘제시’, ‘상황’과 같이 남윤진(1989)에서와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
는 점에서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요한(2010)에서도 결국에는 [배경]으
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 기술에서 ‘전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앞서 이은경(1996)의 [배경]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배경]을 [시 ·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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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과 [화제]로 세분한 것이 중세한국어에 대해서도 유효한지 살펴보자. 다음
은 장요한(2010: 216)에서 제시한, [배경]의 연결어미로 선 · 후행절이 이어진 접
속문이다.

(17) ㄱ. 羅雲이 前生애  나랏 王이 외야 잇더니  道士ㅣ 죠고맛 罪 지늘 
그 王이 東山애 드려 간 가도라 고 닛고 여쐐 뒷더니 <釋詳3:37a-b>

ㄴ. 즉자히 니러 竹園으로 오더니 부톄 마조 나아 마샤 서르 고마야 드르샤 
說法시니(便趣竹園 佛往迎之與共承受說法) <釋詳6:12b> [저경 필자]

ㄷ. 偈 지 부텨를 기리고 願호 부톄 나 어엿비 너기샤 나 보게 
쇼셔 <釋詳6:40b>

ㄹ. 내 太子 셤기 하 셤기 야(奉事太子 如事天神) <釋詳6:4a> 
[저경 필자]

(17ㄱ,ㄴ)은 후행절 상황이 발생하는 시 ·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했
을 때’와 같이 번역되어도 자연스럽다. 반면 (17ㄷ,ㄹ)은 선행절 상황에 대해 후행
절 상황에서 재차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선행절 상황은 후행절에서 설명하려
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17ㄷ)은 선행절에서 소원하는 상황이 제시된 뒤 후행절
에서는 그 소원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고 있고 (17ㄹ)에서는 선행절에서 섬기는 상
황이 제시되고 후행절에서는 어떻게 섬겼는지를 부연하고 있다. 이렇듯 중세한국어 
[배경]도 현대한국어에서와 같이 [시 · 공간적 배경]과 [화제]로 나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에 ‘-아’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설명’, ‘상황’, ‘배경’, ‘전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
었는데, 이 의미는 [배경]으로 수렴되어 기술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고는 [배경]이 다시 그 성격에 따라 [시 · 공간적 배경]과 [화제]로 세분될 가
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 38 -

3) [조건]

‘-아’에 [조건]의 의미가 있다고 기술한 논의는 (12ㄱ)의 허웅(1975, 1989)과 
(12ㅈ)의 리의도(1990)이 있다. 후자는 전자의 논의를 큰 틀에서 따른다 하였으므
로(리의도, 1990: 9) ‘-아’에 [조건]의 의미를 파악한 논의는 허웅(1975, 1989)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가 후행절에 대해 [조건]의 의미로 선행절을 
연결하는 접속문의 예를 찾기 힘들다. 현대한국어에서 [조건]의 연결어미로 거론되
어온 형태로는 ‘-(으)면, -어야, -거든’이 있는데(이은경, 1996: 169) 이들 연결어
미로 현대어역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중세한국어 ‘-아’ 접속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18) 東方로 이셔 버로미 十恒河沙 等 佛土 디나가 世界 이쇼(東方去此過十
殑伽沙等 佛土 有世界) <釋詳9:2b>

(18)을 현대어역 하자면 ‘東方으로 十恒河沙 等 佛土를 {지나가면/지나가야/지나가거
든} 世界가 있는데’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중세한국어 ‘-아’가 현대어역에서 오늘날 
[조건]의 연결어미에 대응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 보기 어렵다. ‘世界가 있음’은 ‘東方으로 十恒河沙 等 佛土를 
지나감’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실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선행절 상황의 충족 여부로 후행절 상황의 실현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선
행절은 [조건]이라기보다 선행절 상황이 완료되었을 때 특정 위치에 도달하게 됨을 
나타낸다. 또한 전체 문장은 어떤 곳에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18)의 선행절은 어떤 世界가 존재하는 위치를 특정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아’는 본고의 [배경]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가 [조건]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34)

지금까지 중세한국어 연결어미 ‘-아’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 용어들을 검
토하였다. 그 결과 ‘-아’의 의미 목록은 [원인, 이유], [계기(성), 선행], [방법, 수

34) 중세한국어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연구한 장윤희(1991: 6)에서도 ‘-아’는 
[조건]의 연결어미에서 제외하였음이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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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건], [동시(성)], [나열], [배경]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본고는 [배경]은 
다시 [시 · 공간적 배경]과 [화제]로 나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으며 [조건]의 의미
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기술의 편의를 위해 이들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되 
각 의미 기술이 연결어미 가운데 대등적 연결어미의 의미에 속하는 것인지 종속적 
연결어미의 의미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였다.

(19) 대등적 연결어미 ‘-아’의 의미
[나열] → [나열]

(20) 종속적 연결어미 ‘-아’의 의미
ㄱ. [원인, 이유] → [원인]35)
ㄴ. [계기(성), 선행] → [선시]36)
ㄷ. [방법, 수단] → [방법]37)
ㄹ. [동시(성)] → [동시]
ㅁ. [배경] → [시 · 공간적 배경](이하 ‘[배경]’)
ㅂ. [배경] → [화제]

35) 윤평현(2005: 178)에 따르면 이유는 원인에 함의된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문을 
형성하는 연결어미의 의미를 [원인]으로 처리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처리에 따라 이유나 원
인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원인]이라 볼 것이다.

36) 일반적으로 [계기]가 선호된다. 그런데 [계기]는 시간적으로 앞서거나 뒤서는 모든 경우를 다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아’는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에 대해 앞서 벌어진 상황을 나타내
는 경우와만 통합하기 때문에, [계기]보다는 [선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7) 어떤 상황 A의 실현이 다른 상황 B를 실현하기 위해 의도된 경우, 본고에서는 A는 B에 대해 
[방법]의 의미를 갖는다고 기술하고자 한다. ‘수단’은 B를 실현하기 위한 A가 상황이라기보다 사
물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방식’도 선택 가능한 기술 가운데 하나
이지만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의 ‘조심스럽게’와 같이, 어떤 상황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 적합한 
기술로 보인다. ‘조심스럽게’는 ‘문을 여’는 상황에 수반되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
해, ‘문을 여’는 상황이 실현되지 않으면 ‘조심스럽게’가 나타내는 상황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것을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었다’의 ‘손잡이를 돌려서’와 비교해 보면, ‘손잡이를 돌리’는 
상황은 ‘문을 여’는 상황이 실현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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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미 ‘-아’의 특성

3.1. ‘-아’의 형태적 특성
어미 ‘-아’는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출현 빈도 또한 매우 

높았다. 차자표기에서는 표기의 한계 때문에 교체로 인해 나타나는 ‘-아’의 이형태
들을 나타낼 수 없었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그것이 가능해졌다. 아래 (1)
은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아’의 이형태들을 정리한 것이다.

(1) ㄱ. 자바[執], 머거[食]
ㄴ. 가져[取], 와[來], 뷔워[空]
ㄴ'. 토아~톼~토와[競]38)
ㄷ. 야~여[胎], 외야~외여[化]
ㄹ. 爲야~爲여, 몯야~몯여, 아니야~아니여
ㅁ. 가~가아[去], 라~라아[長大], 녀~녀아[行]
ㅁ'. 셔~셔아~셔어[立]
ㅂ. 이라[是], 아니라, 아녀~아냐~아니야[非]
ㅂ'. 이라, 이라도, 아니라, 아니라도
ㅅ. 가샤[去], 머그샤[食], 이샤[是], 아니샤

(1ㄱ)은 ‘-아’가 모음조화에 따라 교체되는 모습이다. (1ㄴ)은 어간 말음 /ㅣ/나 /ㅗ, 
ㅜ/에 축약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1ㄴ')는 어간 말음이 /ㅗ/임에도 어간 
말음에 축약되지 않은 형태(‘토아’)와 축약된 형태(‘톼’)뿐만 아니라 축약되지 
않은 채로 어간 말음 /ㅗ/에 순행 동화를 입은 형태(‘토와’)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ㄷ)은 어간 말음이 /y/일 때 ‘야, 여’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1
ㄹ)은 ‘-아’가 ‘-’ 어사류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야, 여’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

38) 어간 ‘토-’에 어미 ‘-아’가 결합한 형태가 둘 이상 문증되므로 모두 제시하였다. 나머지 예
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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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39) 이는 ‘-’[乘]와 ‘-아’가 결합한 것이 ‘타’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
-’ 어사류에 대해서 ‘-아’가 특별한 교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ㅁ)은 어간 말음이 /ㅏ, ㅓ/인 경우 ‘아, 어’가 줄어든 경우(‘가’, ‘라’, ‘녀’)와 그렇
지 않은 경우(‘가아’, ‘라아’, ‘녀아’)가 공존했음을 보여주는데, 16세기에 접어 들
면 ‘아, 어’가 줄어들지 않은 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때 줄어든 ‘아, 어’
는 어간 말음인지 어미 ‘-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녀아’의 경우, 용언 어간이 
‘녀-’로서, /ㅓ/ 말음 어간임에도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은 ‘녀아’만 나타난다. 이는 
다른 /ㅓ/ 말음 어간인 ‘펴-’[伸], ‘-’[燈]도 마찬가지이다. 단, (1ㅁ')과 같이 ‘셔
-’[立]의 경우, ‘셔아’ 외에도 모음조화를 지킨 형태인 ‘셔어’가 나타난다.40) 그러나 
다른 /ㅓ/ 말음 어간의 활용형과 마찬가지로, 16세기에는 ‘셔’만 나타난다.

(1ㅂ)은 ‘-아’가 통합하는 용언 어간이 계사인 경우41)를 보여주는데, 통합 양상
이 흥미롭다. 허웅(1975, 1989)와 안병희 · 이광호(1990), 리의도(1990)은 계사와 
‘-아’가 통합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형태음소적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안병희 · 이
광호(1990: 209)와 리의도(1990: 21)에서만 지적되었다. 허웅(1975)에서는 예문으
로 ‘아녀’만을 다루고 있으며, 형태음소적 교체를 적극적으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한
편, 고영근(2010: 374-5)에서는 계사에 통합한 ‘-라’를 ‘-아’와 함께 [설명], [이
유], [원인]을 나타내는 별도의 어미로 처리하였는데, 계사 이외의 환경에 등장하는 
‘-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라’를 별도의 어미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허원욱(1993, 2004)에서는 계사 뒤에 통합하는 ‘-라’를 종결어미 ‘-다’에서 
온 것이며, 계사에만 통합되는 제약을 가진 어미로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계사 뒤에서 ‘-아’는 ‘-라’로 교체된다고 보고자 한다. ‘아니-’에 대
해서만 ‘-아’가 ‘-라’로 교체된 ‘아니라’와 교체되지 않은 ‘아녀’, ‘아냐’, ‘아니야’가 

39) ‘여’로 실현된 예는 15세기에 드물다가 16세기에 상당수 나타난다. 
40) /ㅓ/ 말음 용언 어간이 ‘-아’ 활용형에 대해서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은 예가 발견되는 이유나, 

같은 /ㅓ/ 말음 용언 어간이라도 ‘셔-’에 대해서만 모음조화를 지킨 활용형과 지키지 않은 활용
형이 모두 나타나는 이유는 본고의 논의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상론하지 않는다. 다만 /ㅓ/ 말음 
용언 어간 ‘녀-’, ‘셔-’, ‘펴-’, ‘-’는 성조 실현 양상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김성규 2011: 
246-7)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41) ‘아니-’는 명사적 용법의 ‘아니’와 계사 ‘이-’로 분석되므로(이현희 1994b: 95) 계사와 동일한 
환경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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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는 이유는 ‘아니-’가 기원적으로는 명사 ‘아니’와 계사 ‘이-’의 통합형으로 인
식되었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 용언 어간 ‘아니-’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와 같이 명사적 용법의 ‘아니’와 계사 ‘이-’의 통합형으로 인식된 경우 ‘-아’는 
‘-라’로 교체되지만 후자와 같이 용언 어간 ‘아니-’로 인식될 때에는 ‘-아’가 ‘-라’
로 교체되지 않는다.42)

‘-아’가 계사와 통합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2) ㄱ. 내 겨지비라 가져가디 어려 두 줄기 조쳐 맛디노니(今我女弱不能得
前，請寄二花以獻於佛) <月釋1:13a>

ㄴ. 香 갓 옷곳 것분 아니라 고로 맏 거슬 다 니르니라 <釋詳
13:39a>

ㄷ. 네 돌아보내디 몯 거슨 너 아녀 뉘류(不汝還者 非汝而誰ㅣ리오) <楞嚴2:30b>
(3) ㄱ. 司馬溫公이 그 兄 伯康으로 더블어 랑홈을 더옥 도타이 더니 伯康이 나

히 쟝 여이라 公이 위와돔을 嚴 아비티 며 간슈홈을 아기티 
야(司馬溫公이 與其兄伯康으로 友愛尤篤이러니 伯康이 年將八十이라 公이 
奉之如嚴父며 保之如嬰兒야) <小諺6:73b> 

ㄴ. 이 뵈 이제 번드기 시개 잇니 내 사도 사 내 니블 거시 아니라  사 
가져가 리쳔 얻고져 노라(這布如今見有市價 我買時不是買自穿的 一發買將
去 要覓些利錢) <飜老下59b-60ab>

ㄷ. 일록 후에 다시 서르 보면 됴 뎨 아녀 므스 거시리오(今後再廝見時 不
是好弟兄那甚麽) <飜老下73a>

ㄹ. 내 아조 려셔 거리랴  거시 아냐 안 듕히 되여실 더디나 간
여 보고져 고 <順天96:9>

ㅁ. 주글 일도 지 젓분 아니야 어버시도 不孝며 <七大21b>

(2)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이라’, ‘아니라’, ‘아녀’의 예이고 (3)은 16세기 문헌에 
나타난 ‘이라’, ‘아니라’, ‘아녀’, ‘아냐’, ‘아니야’의 예이다.

42) 중세한국어 시기 명사적 용법의 ‘아니’가 소멸하면서 언중들은 ‘아니’와 계사 ‘이-’가 통합한 
구성을 용언 어간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자세한 사정은 이현희(1994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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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사 뒤에서는 종결어미 ‘-다’도 ‘-라’로 교체하고, 구두점이 없기 때문에 
‘이라’가 ‘이-+-아’인지 ‘이-+-다’인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아’에 
보조사 ‘-’와 ‘-도’가 통합한 ‘-아’, ‘-아도’가 계사와 통합하는 경우, (1ㅂ')과 
같이 실현된다는 점을 들어 ‘-아’가 계사 뒤에서 ‘-라’로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1ㅅ)은 ‘-아’가 선어말어미 ‘-()시-’에 통합한 경우 ‘샤’로 실현되는 것을 보
여준다. 이는 ‘-()시-’와 같은 음으로 끝나는 존재사 ‘이시-’에 ‘-아’가 통합한 
경우 ‘이셔’가 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43)44) 한편, ‘이-()시-아’로 분석되는 ‘이
샤[是]’의 존재로 인해 ‘-아’가 계사와 통합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45)

43) 양주동(1939), 임동훈(1994)은 선어말어미 ‘-()시-’는 존재사 ‘이시-’에 그 기원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였을 때, ‘-()시-’와 ‘이시-’가 ‘-아’와 통합해서 각각 ‘샤’, ‘이셔’
와 같이 다른 음상으로 실현된다는 문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임동훈(1994)은 ‘-
()시-’가 ‘-아’와 통합할 때 그 음상이 ‘셔’가 아니라 ‘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공시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통시적으로 형성된 형태로 처리하여, ‘-샤’를 하나의 어미로 보았다. 김성규
(2011)는 ‘-()시-’가 ‘이시-’에서 기원하였다는 기존 견해를 성조의 측면에서 해명할 수 있
는 실마리를 제시한 뒤, ‘-()시-’가 ‘-아’와 통합한 결과 ‘샤’에 대해서 공시적인 결합 결과가 
아닌 융합형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4) 존재사 ‘이시-’가 ‘-아’와 통합한 경우, 절대 다수는 ‘이셔’로 나타나지만 아래와 같이 간혹 ‘이
샤’로도 나타난다. 계사의 활용형과 존재사의 활용형이 모두 ‘이샤’로 실현될 때, 성조가 서로 다
름으로 구별될 수 있다. 계사의 활용형인 경우 ‘HH’ 또는 ‘HL’으로 나타나지만 존재사의 활용형
일 때에는 ‘LH’로 나타난다.

ㄱ.  버거 부톄 겨샤  일후미 日月燈明이러시니 이러히 二萬 부톄 다  가짓 字號로 
日月燈明이시며   가짓 姓이샤(HH) 姓이 頗羅墮ㅣ러시니(次復有佛亦名日月燈明 如
是二萬佛 皆同一字 號日月燈明 又同一姓 姓頗羅墮) <釋詳13:29a>

ㄴ. 魏魏며 堂堂샤 萬法中엣 王이시니 셜흔 두 相이시며 百千 가짓 光明 이샤(HL) 聖과 
凡괘 보아 울워오며 外道ㅣ 歸依야 降伏니(魏魏堂堂샤 萬法中王이시니 三十
二相이시며 百千種光이샤 聖凡이 瞻仰며 外道ㅣ 歸降니) <金三1:28b>

ㄷ. 白鶴과 孔雀과 鸚鵡와 舍利와 迦陵頻伽共命之鳥ᅵ 이샤(LH) 五根과 五力과 七菩提 八聖
道分을 밤과 나과 演暢니다 <月釋7:59a-b>

ㄹ. 行樹ᄉ 소리와 羅網ᄉ 소리와 새소리 드러 이샤(LH) 念佛 과 念法 과 念僧 
 내니다 <月釋7:60a>

ㅁ. 아 일훔을 아이 나거나 이 나거나 엇뎨 리가 子息의 일훔을 아비 이시며 어미 
이샤(LH) 一定사다 <月釋8:83a>

45) 계사의 활용형 ‘이샤’의 예는 각주 44의 (ㄱ,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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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의 의미적 특성
연결어미 ‘-아’의 의미적 특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학교 문법에서 연결어미를 분

류해온 방식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연결어미는 크게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을 한정하는가, 선 · 후행절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변화가 없는가 여부로 대
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로 나눌 수 있다. 대등적 연결어미로 연결된 문장
에서는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을 한정하지 않으며, 선 · 후행절의 순서를 뒤바
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46) 종속적 연결어미로 연결된 문장에서는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을 한정하며, 선 · 후행절의 순서를 뒤바꿀 수 없다.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로 구분하려는 논의들은 연결어미
로 이어진 문장의 선 · 후행절이 통사(구조) · 의미적으로 대등한지 여부를 구분 기
준으로 삼고자 한다. 물론 연결어미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통사 · 의미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중세한국어 연구의 특성상, 다양한 통사적 검증 도구를 통해 통사적 측면을 고려하
는 데 한계가 있다.47) 이에 중세한국어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

46) 대등 접속문의 성립 조건을 논의한 박영순(1994)에 따르면 선 · 후행절이 반드시 통사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띠는 것끼리 연결되어야 대등 접속문을 이루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 
(1)~(2)는 박영순(1994: 417)에서 제시한 대등 접속문의 예인데, (1)은 선행절 서술어는 형용
사이고 후행절 서술어는 동사로 서로 다른 종류의 문장임에도 정문이다. 반면 (2)는 선 · 후행
절 서술어가 모두 형용사이거나 동사임에도 비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선 · 후행절 내용 사이에 
‘통일된 상위 의미’가 있느냐 여부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선 · 후행절이 반드시 통사적으로 동
일한 성격을 띠어야 대등 접속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 ㄱ. S1 [봄에는 꽃이 곱지만] S2 [가을에는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인다.]
ㄴ. S1 [영호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S2 [철수는 탁구를 잘 친다.]
ㄷ. S1 [미국사람들은 주말에 여행이 생활화 되었지만] S2 [스페인 사람들은 모여서 담

소하며 먹고 마신다.]
(2) ㄱ. *철수는 탁구를 치고 민수는 미국을 갔다.

ㄴ. *철수는 탁구를 잘 치고 민수는 배구를 친다.
ㄷ. *한국의 가을하늘은 높고, 미국의 장미는 흰 것이 많다.

   
47) 장요한(2010)은 현대한국어에서 접속문을 연구하는 데 이용된 통사적 검증 도구를 중세한국어 

접속문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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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로 구분하는 일은 다분히 의미적 측면에 기댈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도 중세한국어의 연결어미가 대등적 연결어미인지 종속적 연결어미인지

를 판별할 때 의미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선 · 후행절의 순서를 뒤바꾸어
도 전체 문장의 의미에 변화가 없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어의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한정할 때 항상 피수식어에 선행하듯이, 선
행절이 후행절을 한정한다면 반드시 후행절에 선행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참고될 수 
있다.

앞서 2.2에서 지금까지 ‘-아’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그러한 정리를 토대로 ‘-아’의 의미적 특성을 예문과 함
께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 2.2에서 ‘-아’의 의미 기술을 정리한 것을 다시 
보인다.

(4) 대등적 연결어미 ‘-아’의 의미
[나열] → [나열]

(5) 종속적 연결어미 ‘-아’의 의미
ㄱ. [원인, 이유] → [원인]
ㄴ. [계기(성), 선행] → [선시]
ㄷ. [방법, 수단] → [방법]
ㄹ. [동시(성)] → [동시]
ㅁ. [배경] → [시 · 공간적 배경](이하 ‘[배경]’)
ㅂ. [배경] → [화제]

1) [나열]

다음은 [나열]의 대등적 연결어미로 쓰인 ‘-아’가 나타난 예문이다.

(6) ㄱ. 오직 어리여 아디 몯닐 爲샤(祇爲愚癡未悟샤) <金剛序8b>
ㄴ. 歡樂 깃거 즐길 씨라 <月釋9:55a>



- 46 -

(7) ㄱ. 양공이 일 죽고 식기 두 설도 몯엿거 댱예 려다가 집블 논화 사
더니 양공의 어미 셤교 내 어미 티 여 양공의 식기 라거 겨
접 얼이고 집 뎐디 가솬 사 주어 살에 니라(恭蚤死 遺孤未數 歲裔迎留 
與分屋而居 事恭母如母 恭之子息長大爲之娶婦 買田宅産業) <二倫玉35a>

ㄴ. 이 다  갈 네 심야 부 드려 라(這五件兒刀子 你用心下功夫
打) <飜朴17a>

(6)은 15세기의 예를, (7)은 16세기의 예를 보여준다. 이때 ‘-아’는 선 · 후행절 상
황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하므로 선 · 후행절 순서를 뒤바꾸어도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6ㄱ)의 경우 ‘오직 어리석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와 같이, 
‘-아’로 이어진 선 · 후행절 상황이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
러나 ‘오직 어리석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라면 선 
· 후행절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나 취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등
하게 나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ㄱ)의 선행절 상황이 [원인]의 의미로도 해석되
는 이유는 후행절 상황과 인과 관계로 맺어지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
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6ㄱ)의 선 · 후행절이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
석되는 것이다.

(7ㄱ)은 ‘댱예’가 ‘양공’의 어미와 자식을 데려다가 집을 나눠 주고 살았는데, 살
면서 ‘양공의 어머니를 섬기는데 자기 어머니같이 섬김’과 ‘양공의 자식이 자랐을 때 
혼인시킴’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음을 ‘-아’로 나열하고 있다.

‘-아’에 [나열]의 의미가 있음은 대표적인 중세한국어 [나열]의 연결어미인 ‘-며’
가 ‘-아’와 대치될 수 있었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8) ㄱ. 菩薩摩訶薩 八萬 사미 (…) ①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예 므르디 아니샤 
②다 陁羅尼와 樂說辯才 得샤 므르디 아니 法輪을 그우리샤 ③無量百
千諸佛을 供養 ④여러 부텨 한 德ᄉ根源을 시므샤 녜 諸佛이 일
라 讚嘆시며 ⑤慈悲心로 몸 닷가 부텻 智慧예 잘 드르샤 ⑥큰 智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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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達샤 (…) 뎌 녁  걷나가샤 ⑦일후미 너비 들여 無量世界예 無數 
百千 衆生 잘 濟渡시 분내러시니 <釋詳13:3b-4b>

ㄴ. 菩薩摩訶薩 八萬人이 ①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예 믈리그우디 아니샤 (…) 
②다 陁羅尼와 樂說辯才 得야 (…) 믈리그우디 아니 法輪을 옮기시며 
③그지업슨 百千諸佛을 供養와 ④諸佛 한 德 미틀 시므샤 녜 諸佛
ㅅ 일라 讚嘆샤미 외시며 ⑤慈로 모 닷샤 佛慧예 이대 드르샤 ⑥
큰 智慧를 通達샤 뎌  다샤 ⑦名稱이 無量世界예 너비 들이샤 
(…) 無數 百千衆生 能히 濟度시니러니(菩薩摩訶薩 八萬人이 皆於阿
耨多羅三藐三菩提예 不退轉샤 皆得陁羅尼와 樂說辯才샤 轉不退轉法輪
시며 供養無量百千諸佛와 於諸佛所애 植衆德本샤 常爲諸佛之所稱歎
시며 以慈修身샤 善入佛慧샤 通達大智샤 到於彼岸샤 名稱이 普聞無
量世界샤 能度無數百千衆生시니러니) <法華1:36b-37b>

ㄷ. 또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 8만 인이 있었으니, ①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②다라니(陀羅尼)와 말 
잘하는 변재를 얻어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法輪)을 굴렸으며, ③한량없는 
백천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④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항상 여러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으며, ⑤자비로써 몸을 닦아 부
처님의 지혜에 잘 들어갔으며, ⑥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彼岸)에 이르렀
고, ⑦그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들리어 무수한 백천의 중생을 제도
하는 이들이었다.

(9) ㄱ. 菩薩 위샤 大乘經을 니르시니 (…) 일후미 無量義니 (…) 菩薩 치
시논 法이라 부텨 護念시논 배라 <釋詳13:11b-12a>

ㄴ. 諸菩薩 爲샤 大乘經을 니시니 일후미 無量義니 菩薩 치시논 法이며 
부텨 護念시논 배라(爲諸菩薩샤 說大乘經시니 名이 無量義니 敎菩薩
法이며 佛所護念이라) <法華1:54b>

ㄷ. 이 때 일월등명불께서 대승경을 말씀하셨으니, 그 이름이 무량의경이었습
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바였습
니다

(8)~(9)는 <妙法蓮華經>을 언해한 <석보상절>과 <법화경언해>에서 [나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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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 대목에서 ‘-아’가 ‘-며’와 대치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대목이 [나열]
의 의미로 선 · 후행절이 연결되는 점은 (8ㄷ)과 (9ㄷ)의 현대어역이 참고된다.48) 
물론 선 · 후행절 순서를 뒤바꾸었을 때 의미 차이가 없다는 점도 (8)~(9)의 ‘-아’
가 [나열]의 의미임을 뒷받침한다. (8)은 菩薩摩訶薩 8만 사람이 가진 일곱 가지 
특징을 나열하는데, 중세한국어에서는 ‘-아’ 또는 ‘-며’, 현대한국어에서는 ‘-며’ 또
는 ‘-고’로 선 · 후행절이 이어지고 있다. (9)는 大乘經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제
시하는데 ‘-아’ 또는 ‘-며’로 선 · 후행절을 연결하였다.49)

그러나 대부분의 ‘-아’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쓰여 후행절 상황을 한정하는 기능
을 한다.

2) [원인]

다음은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0) ㄱ. 煩惱障이  려 미 解脫 몯야 業을 지 生 受야 다 길
헤 輪廻며 <月釋9:6b-7a>

ㄴ. 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면 가리라(天可憐見 身己安樂時 也到) 
<飜老上2a>

(10ㄱ)은 인간이 윤회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번뇌장이 마음을 가리는 상황을 제시하
고,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나열하고 있다. (10ㄴ)은 ‘하늘이 (나
를)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보살펴 주실 것이므로 그 결과) 몸이 편안하면 갈 것이
다’와 같이,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에 대해 원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10)에서 ‘-아’가 통합된 선행절이 후행절 상황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

48) <묘법연화경>의 현대어역은 ‘한글대장경(http://ebti.dongguk.ac.kr)을 참고하였다.
49) <석보상절>과 <묘법연화경>의 언해자가 선 ·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달리 파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며’와 ‘-아’의 대응은 비단 (8)~(9)의 예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에 ‘-며’가 
가진 [나열]의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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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때의 ‘-아’는 [원인]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시]

아래는 ‘-아’가 후행절 상황에 시간적으로 앞서 벌어진 선행절 상황을 연결하는 
경우이다.

(11) ㄱ. 有情이 나랏 法에 자피여 여 매 마자 獄애 가도이거나(有情王法所繩縛錄
鞭撻繫閉牢獄) <月釋9:25a>

ㄴ. 坐 호아  勸면 <月釋17:51b>
(12) ㄱ.  믓 가온 리 우희 오샤 옥돌  우희 안샤  디위 쉬샤(却到湖

心橋上玉石龍床上 坐的歇一會兒) <飜朴71a>
ㄴ. 므리 蘆溝橋ㅅ 란간앳  머리를 마 너머 쉬문을다가 다 다딜어 야 

리고(水渰過蘆溝橋獅子頭 把水門都衝壞了) <飜朴9a>

(11)은 15세기 문헌의 예이고 (12)는 16세기 문헌의 예인데, 모두 동사와 통합해 
있다.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이 계기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가 동사와
의 결합에서만 [선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2.2의 (12)에서 
보듯, [선시]의 의미는 선행 연구에서 ‘-아’의 의미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 가운데 
하나인 만큼, 중세한국어 시기 ‘-아’는 [선시]의 의미로 선 · 후행절을 연결하는 일
이 매우 많았다.

4) [방법]

다음은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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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ㄱ. 耶輸陁羅 달애야 恩愛 그쳐 羅睺羅 노하 보내야 재 외에 라(慰
喻羅睺羅母 耶輸陀羅令割恩愛 放羅睺羅令作沙彌) <釋詳6:1b>

ㄴ.  이  겨지블 마니 도즉야 얻노라 도야 더브러 갈 저긔 
히 제 남지를 맛보와 그 을 자바셔 텨 반만 죽다가 사라나니(一箇和尙
偸弄別人的媳婦 偸將去的時節 正撞見他的漢子 却拿着那和尙 打的半死刺活
的) <飜朴35b-36a>

(13ㄱ)은 羅睺羅가 상좌가 되는 상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耶輸陁羅를 달래
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羅睺羅가 출가하여 상좌가 되려면 羅睺羅의 출가를 붙들
어 막고 있는 耶輸陁羅를 달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므로 耶輸陁羅를 
달래는 상황을 羅睺羅가 상좌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3ㄴ)에서는 남의 부인을 얻는 방법으로써 남몰래 보쌈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
다. 따라서 (13)의 ‘-아’는 [방법]의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방법]의 의미는 [선시]의 의미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실현하
기 위해 하는 행위가, 실현하려는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13)의 선행절 상황 역시 후행절 상황에 대해 항상 앞서 일어난 상황이
다.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논의에서 [방법]의 의미가 설정되지 
않는 것도, [선시]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방법]의 의미를 설정하는 이유는, 후행절 상황에 앞서 일어난 모든 상
황이 후행절 상황을 실현하기 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50) 우리는 후행절 상황
에 앞서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도 후행절 상황이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상
황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羅睺羅가 출가하여 상좌가 될 수 있도록˙ ˙  
(羅睺羅의 출가를 막고 있는) 耶輸陁羅를 달래어라”에서 ‘-도록’(중세한국어에서의 
‘-록’)과 같이, 선행절에 결과 상황을 제시하고 후행절에 그러한 결과를 내기 위
해 선결 조건이 되는 상황을 제시하는 연결어미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50) 언어유형론에서도 두 절이 종속적으로 접속될 때 종속절 상황이 주절 상황에 대해 [방법]이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C. Matthiessen · S. A. Thompson(1988: 
277)에서는 이 범주를 ‘means’로 기술한 뒤 영어에 ‘by’가 그러한 접속문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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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시]

다음은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14) ㄱ. 四衆이 놀애 블러 讚嘆 조 오더니(四部大衆歌唄讚嘆) <釋詳
11:12b-13a>

ㄴ. 孔子ㅣ  겨셔 고디식고 온히 더시니(孔子ㅣ 於鄕黨애 恂恂如也
시니) <飜小10:4b>

(14ㄱ)은 四衆이 쫓아오는 상황과 四衆이 노래 부르며 찬탄하는 상황이 동시에 이
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다. (14ㄴ)도 孔子가 마을에 머무르는 상황과 孔子가 행실
을 고지식하고 공손하게 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6) [배경]

다음은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이 일어나는 시 · 공간적 배경을 제공해주는 
경우이다.

(15) ㄱ. 舍利弗이 虛空애 올아 거르며 셔며 안며 누며 고(時舍利弗身昇虛空 
現四威儀行住坐臥) <釋詳6:33b>

ㄴ. 네 화 사 도의여 라나 급뎨야 벼슬야 나라 돕와 님굼 진심
야 셤기오며(你學的成人長大 應科擧得做官 輔國忠君) <飜朴50b>

(15ㄱ)은 舍利弗이 걷고 눕고 하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으로서 舍利弗이 
허공에 올라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15ㄴ)은 나랏일을 돕고 마음을 다해 임금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으로서 벼슬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아’가 선행절을 [배경]의 의미로 후행절에 연결한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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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15)의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에 앞서 벌어진 상황임에 분명하므로 
[선시]의 의미가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후행절 상황이 발생하는 시 · 공간적 위
치를 특수하게 한정해준다는 점에서 ‘-아’에 [배경]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5ㄱ)에서 舍利佛이 걷고 서고 앉고 눕는 행위가 비범하게 해석되는 이유는 그 행
위가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이 허공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공간적 
배경이 ‘-아’로 도입되고 있다.

7) [화제]

앞서 [화제]에 대해서 후행절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이나 새로운 정보를 제
시하기 전에 선행절에서 그 대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후행절에서 부
연할 대상으로서의 선행절 상황을 연결하는 ‘-아’는 흔하지 않은데, 다음과 같은 구
문에서 발견된다.

(16) ㄱ. 人生 슬피 너기샤 貴며 아니 업시 얼굴 잇 거시 이 시름 免리 
업도다 샤(悲念人生當有此患 無貴無賤 有形之類 無免此者) <月釋
21:196a>

ㄱ'. 王이 듣고 너교 福德  사 아니면 이런 險 길헤  줄 업스니라 
야(王聞是語 疑怪所以 作是念言 自非福德純善之人 無由遠涉如是嶮路) 
<月釋22:45a>

ㄴ. 제 艱難 이 念야 내 이것 업수라 터니(自念貧事야 我無此物호라 터
니) <法華2:244a>

ㄴ'. 제 念호 내 비록 神力으로 부텨를 供養도 모로 供養니만 
몯도다 고(自念言 我雖以神力供養於佛 不如以身供養) <月釋18:29a>

(16ㄱ,ㄴ)은 이현희(1994a: 306, 309)에서, 사유구문을 형성하는 ‘너기-’와 ‘念
-’가 ‘-아’와 통합하여 전치된 것이라 소개된 문장이다. (16ㄱ)의 선행절에서는 인
생을 슬피 여기는 상황이 제시되고, 후행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는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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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고 있다. (16ㄴ)의 선행절에서는 가난한 일을 생각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후행
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이 나타난다. 이현희(1994a: 306, 309)에 따르
면 ‘너기-’나 ‘念-’가 전치된 사유 구문에서 이들 용언에 통합하는 연결어미로는 
‘-아’ 외에도 전형적인 중세한국어 [전제]의 연결어미인 ‘-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때의 [전제]란 기존 논의에서 [배경]에 포괄되는 의미였고, 본고에서는 [화제]로 
부르기로 한 의미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가 [화제]의 연결어미와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에도 [화제]의 의미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을 형성하는 ‘-아’는 16세기 문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8) [양상]

끝으로 2.2에서 거론되지 않은 ‘-아’의 의미를 한 가지 더 다루어 보고자 한다. 
주지연(2008)에서는 두 개의 동사가 ‘-아’로 이어졌을 때, 어떤 사건(event)을 

표상하는지를 유형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7) 사건(event)의 정의(주지연, 2008: 20)
ㄱ. 하나의 개체로서 분절적으로 구획되어 인지되는 행위, 또는 상태의 변화
ㄴ. 화자가 시간의 흐름과 행위의 몇 가지 질적 특성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적 

상호관계를 인지함으로써 분절되는 단위

동사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행위의미를 나타내고 단일한 사건을 표상한다고 전제
하더라도, 복수의 행위가 밀접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간은 그 행위들이 단
일한 사건을 구성한다고 인지할 수 있다. 주지연(2008)의 논의는 ‘V1-아 V2’ 형태
를 띤 구성을 행위의미와 사건 개념, 의미적 합성성을 고려하여 세분한 뒤, ‘V1-아 
V2’ 구성이 절 접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의미를 가진 동사의 개수가 두 개이며 
사건의 개수도 두 개라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중세한국어 시기 문장을 보면, 
‘-아’로 이어진 선 · 후행절 가운데 선행절에 행위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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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인다. 

(18) ㄱ. 蓮과 말와 고 조차 얫도다(荷芰逐花低) <杜初7:8a> 
ㄴ. 齊宣王이 묻와 샤(齊宣王이 問曰) <孟諺1:17b>

(18ㄱ)은 연꽃과 마름이 꽃이 자라난 만큼의 나지막한 높이로 자라 있는 상황(혹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 선행절 상황에 행위의미를 인정하면 문장의 해석이 이상
해지게 된다. 연꽃과 마름이 꽃을 쫓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의 선행
절 상황은 후행절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비유되는 가상의 상황으로 해
석되지 실제 행위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18ㄴ)은 齊宣王이 묻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선 · 후행절이 각각 묻는 상황
과 말하는 상황이라는 별도의 행위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齊宣王이 묻고 나
서 또 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행절은 그저 후행절이 나타내는 말하는 상
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상황인지 한정해준다.

이렇듯 절 접속임에도 선행절 상황이 실질적인 행위의미를 갖지 못하고 후행절 
상황을 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본고는 [양상]이라는 의미 범주를 설정하여 부를 
것이다.51) 이로써 ‘-아’로 연결된 선 · 후행절 상황이 별개의 행위의미를 갖는 경우
와 후행절만 행위의미를 갖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한국어 종속적 연결어미 ‘-아’는 [원인], [선시], 
[방법], [동시], [배경], [화제], [양상]의 의미를 가지고 선 · 후행절을 연결할 수 
있었다.

51) [양상]의 의미는 언어유형론적으로 ‘manner’에 해당하리라 기대된다. C. Matthiessen · S. A. 
Thompson(1988: 277)에서 영어의 ‘as if’나 ‘as’와 같은 표현이 ‘manner’의 종속절을 도입하는 
요소로 소개되었다. Thompson 외(2007: 249)에서도 ‘manner’라는 의미 범주를 설정하였는데, 
C. Matthiessen · S. A. Thompson(1988)의 경우와 동일한 범주로 판단된다. Thompson 외
(2007: 249)에서 ‘manner’가 나타난 접속문으로 다루어진 예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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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의 통사적 특성
3.2에서 살펴본 ‘-아’의 의미에 따라, ‘-아’가 보이는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자. 각 

의미별로 서술어 통합 관계, 주어 통합 관계, 문체법 제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
펴볼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세한국어 시기 문헌에 실현된 ‘-아’의 모든 예를 다 검토하기 어렵
다는 점과 ‘-아’가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연결어미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
서는 15세기 문헌인 <석보상절> 권6과 16세기 문헌인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
羅尼經諺解>(이하 <장수경언해>)52)를 대상으로 통사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두 문헌이 불경 언해서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등장 인물들 간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행절 문체법 제약을 확인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대
상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1) [나열]

[나열]의 ‘-아’는 계사,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19) ㄱ. 부텨 맛나미 어려며 法 드로미 어려니 네 이제 사 모 得고 부
텨를 맛나 잇니 엇뎨 게을어 法을 아니 듣다 <釋詳6:10b-11a>

ㄴ. 문슈리 다시 부텨 말 오 셰존하 그러 죵죵앳 디혜 가진 하 
사게도 스이샤 즁 너비 더퍼 겨신 큰 비 아비시니 번 소리
내여 셜버 샤 큰 법이 도의시과뎌 노이다(文殊師利 重白佛言 世尊 
一切種智 天人之師 普覆衆生 是大慈父 一音演說 爲大法王) <長壽經5a>

(20) ㄱ. 須達이 부텨와 괏 마 듣고 소홈 도텨 自然히 매 깃븐 디 이실

52) 간행 연대는 학자에 따라 16세기 초반에서 중반으로 다양하게 추정된다. <장수경언해>가 보
이는 표기법상의 특징은 16세기 전반의 문헌이 보이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이문규 
2002: 236) 16세기 불교 문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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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達聞佛僧名嗇然毛豎如有所得心情悅豫) <釋詳6:16b>
ㄴ. 그저긔 뎐도 녀이니 목노화 우니 모기 몌여 눈므리 비오 며(尒時顚倒 

女人 啼號哽咽 悲泣雨淚) <長壽經8a>
(21) ㄱ. 鹿皮 옷 니브샤 미친 사 티 묏고래 수머 겨샤(被鹿皮衣譬如狂人隱居山

澤) <釋詳6:4b>
ㄴ. 그 시예 뎐도 녀이니 이 법을 듣고 미 어  업시 훤츠리 다 알고 

즐겨 깃거 부텨의 긔특 힘으로 에 기리나 소사 올아  안이 
가지고 안자 잇더니(爾時顚倒女人 聞法歡喜 心豁明淨 了了而悟 以佛神力 昇
於虛空 高七多羅樹 安心靜坐) <長壽經30b>

(19ㄱ)은 형용사와, (19ㄴ)은 계사와, (20)은 자동사와, (21)은 타동사와 [나열]의 
‘-아’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주어 통합 관계를 살펴보자면, [나열]의 ‘-아’는 선 · 후행절 주어가 동일할 수도,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위의 (19ㄱ)은 선 · 후행절의 주어가 ‘너’로 동일하고, 
(19ㄴ) 역시 선 · 후행절 주어가 모두 말을 듣는 청자인 ‘셰존’으로 동일하게 해석
된다. 그러나 (20ㄱ)의 선행절 주어는 ‘소홈’, 후행절 주어는 ‘깃븐 ’으로 서로 다
르고, (20ㄴ) 또한 선행절 주어는 ‘목’, 후행절 주어는 ‘눈믈’로 서로 다르다.

[나열]의 ‘-아’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후행절 문체법 제약을 살펴보자면, 이미 
(19ㄱ)에서 보았듯이 후행절에 의문문이 가능했고, 아래와 같이 평서문이나 명령문
도 가능하다.

(22) ㄱ. 世世예 난 마다 나라히며 자시며 子息이며 내 몸 니르리 布施야도 그딋 
혼 조초 야 뉘읏븐  아니호리라(世世所生 國城妻子及與我身 隨君施
與誓無悔心) <釋詳6:8b-9a>

ㄴ. 셰존하 큰 비로 구졔샤 원 이 에엿비 너기샤 법을 니쇼셔(世
尊大慈 救護一切 唯願世尊 憐愍說法) <長壽經8a>

(22ㄱ)은 후행절에 평서문이 나타나 있고, (22ㄴ)은 명령문이 나타나 있다. (22ㄴ)
과 같은 경우에는, ‘큰 자비로 구제하소서’, ‘(법을) 원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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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을 말씀하소서’라는 세 가지 문장이 [나열]의 ‘-아’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나열]의 ‘-아’로 이어진 문장의 후행절에는 모든 문체법이 다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인]

[원인]의 ‘-아’는 계사,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23) ㄱ. 耶輸는 겨지비라 法을 모 즐급 드리워 온 들 몯 러 리니(耶
輸陀羅女人愚癡 未解法要心堅意固) <釋詳6:6b>

ㄴ. 구담사무 텬 인가도 스이샤 마의 힘으로 잘 금지티 몯이다
(瞿曇沙門天人師 非是魔力能禁止) <長壽經50a> 

(24) ㄱ. 偸羅國 婆羅門 迦葉이 三十二相이 고 글도 만히 알며 가며러 布施도 만
히 더니(有偷羅國婆羅門名曰迦葉 三十二相通諸書論 巨富能施) <釋詳
6:11b-12a> 

ㄴ. 부텨 맛보미  어려워 우담홧곳 어더 봄과 니(見佛如龜値浮木 亦
如最妙優曇華) <長壽經40a> 

(25) ㄱ. 처 佛法에 드러 世俗앳 디 한 젼로 모로매 모딘 들 그치고 慈悲ᄉ 
뎌글 야 릴 沙彌라 니라 <釋詳6:2b> 

ㄴ. 그 겨지비 놀라  겨신 알셔 긔졀거(其女驚愕 悶絶王前) <長壽經
39a> 

(26) ㄱ. 六師ㅣ 王  瞿曇 弟子ㅣ 두리여 몯 오다(便白王言瞿曇弟子 
自知無術僞求捔能 衆會既集怖畏不來) <釋詳6:29b> 

ㄴ. 이 니샤 므일로 원야 우던다(王曰何故怨哭) <長壽經39a> 

(23)은 계사와, (24)는 형용사와, (25)는 자동사와, (26)은 타동사와 [원인]의 ‘-
아’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원인]의 ‘-아’로 연결된 선 · 후행절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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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ㄱ)은 선 · 후행절의 주어가 ‘耶輸’로 동일하고, (25ㄱ)은 선행절 주어는 ‘사
람’ 정도로 해석되는 반면 후행절 주어는 ‘世俗앳 ’으로, 선 · 후행절 주어가 서로 
다르다.

[원인]의 ‘-아’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에는 (23ㄴ), (26ㄱ)과 같이 평서문이 
나타날 수 있었고 (26ㄴ)과 같이 의문문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아래는 <석보상
절> 권6에서 [원인]의 ‘-아’로 이어진 문장의 후행절에 의문문이 나타난 경우를 보
인 것이다.

(27) ㄱ. 羅雲이  부텻 法이 精微야 져믄 아 어느 듣리고 <釋詳
6:11a>

ㄴ. 부톄 니샤 자 이리 無常야 모 몯 미 거시니 네 목수믈 미더 
 時節을 기드리다 <釋詳6:11b>

(27ㄱ)은 ‘부처의 법이 정밀하고 자세한데 어린 아이가 어찌 듣겠습니까?’ 정도로 
해석되어,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법이 정밀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사의문문이다. (27ㄴ)은 ‘모든 일이 
무상하기 때문에 몸을 믿지 못할 것인데 너는 목숨을 믿어서 자랄 때를 기다리느
냐?’와 같이, 가부를 묻는 순수의문문이다.

3) [선시]

[선시]의 ‘-아’는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28) ㄱ. 네 부텨를 가 보면 됴 이리 그지 업스리라(汝往見佛得利無量) <釋詳
6:20a>

ㄴ. 텬마 파슌의 세 리 잇와 부 업데여 엳노이다(天魔波旬有三女 稽
首前白父王言) <長壽經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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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ㄱ. 瞿曇 安否ㅣ 便安시니가 더니 世尊이 셕 주어 안치시니라(不審瞿曇
起居何如 世尊卽命令就座) <釋詳6:20a>

ㄴ. 셰존[ㅏ] 큰 비로온 히 샤 나 위야 법을 니시고 내의 츌가호
려  이 드샤 이 슈고 면케 이쇼셔(世尊 以慈悲力 爲我說法 聽
我出家 令免斯苦) <長壽經8a>

(28)은 자동사와, (39)는 타동사와 [선시]의 ‘-아’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선시]의 ‘-아’로 연결된 문장의 선 · 후행절 주어는 동일하다. 위의 (28)~(29)

의 예 모두 선 · 후행절 주어가 같게 나타난다.
[선시]의 ‘-아’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에는 평서문과 명령문이 나타날 수 있

었다. (28ㄴ)과 (29ㄱ)의 후행절에는 평서문이, (29ㄴ)의 후행절에는 명령문이 나
타나 있다.

4) [방법]

[방법]의 ‘-아’는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는데 자동사와 통합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

(30) 目連이 耶輸ᄉ 宮의 가 보니 門 다 고 유무 드 사도 업거늘 즉자히 
神通力으로 樓 우희 라 올아 耶輸ᄉ 알 가 셔니(目連既到宮門 不能得入又
無人通 卽以神力飛上高樓 至耶輸陀羅座前而立) <釋詳6:2b-3a>

(31) ㄱ. 羅睺羅ㅣ 得道야 도라가 어미 濟渡야 涅槃 得호 나 게 리라 
(羅睺得道當還度母 永絕生老病死根本 得至羅漢如我今也) <釋詳6:1b> 

ㄴ. 반시 내 모 내여 부텨의 비신 은혜 가포리라(我當碎身 報佛
慈恩) <長壽經31a>

(30)은 자동사와, (31)은 타동사와 [방법]의 ‘-아’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방법]의 ‘-아’로 연결된 선 · 후행절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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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은 선 · 후행절 주어가 ‘目連’으로 동일하다. (31ㄴ) 역시 선 · 후행절 주어
는 1인칭인 ‘나’로 동일하게 해석된다. 한편 (31ㄱ)은 부처의 말로, ‘羅睺羅가 득도
해서 돌아가야 어미를 제도함으로써 (어미가) 열반을 얻음을 나같이 할 것이다’로 
해석되므로, 선 · 후행절 주어는 각각 ‘羅睺羅’와 ‘어미’로 서로 다르다. 

[방법]의 ‘-아’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에는 평서문과 명령문이 나타날 수 있
었다. (31ㄴ)은 후행절에 평서문이 나타나 있다.

(32) 문 길리로 가 이 겨지 츄심야 어라(往城衢路 尋求此女) <長壽經
38b-39a>

(32)는 [방법]의 ‘-아’로 이어진 문장의 후행절에 명령문이 나타나 있다.

5) [동시]

[동시]의 ‘-아’는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33) ㄱ. 和尙 갓가 이셔 외오다 논 마리니 弟子ㅣ 녜 갓가 이셔 經 호
아 외올 씨니 和尙 스스 니르니라 <釋詳6:10a>

ㄴ. 내 스은 셔가모니부리시니 이제 샤 대 기쟈굴 사 겨샤 슈고 죄 
쇼멸 을 니시니니이다(我師是 釋迦牟尼佛 今現在 王舍大城 耆闍崛
山 說長壽 蔑罪經) <長壽經40a>

(34) ㄱ. 부톄 여러 나라해 두루 니샤 舍衛國에 오래 아니왯더시니 須達이 長常 그
리 셜더니 <釋詳6:44a>

ㄴ. 이 이  드시고  크게 깃그샤 즉시 나라 일란 안직 혜 
리라 시고(王聞此語 心大歡喜 卽以國事 暫委定慧) <長壽經40a>

(33)은 자동사와, (34)은 타동사와 [동시]의 ‘-아’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53)
[동시]의 ‘-아’로 연결된 선 · 후행절의 주어는 같았다. (33ㄱ)은 ‘弟子’, (3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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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 스’, (34ㄱ)은 ‘須達’, (34ㄴ)은 ‘’으로 선 · 후행절 주어가 모두 동일하게 
해석된다.

[동시]의 ‘-아’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의 문체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많
지 않았다. 그러나 (33ㄴ)과 같이 평서문이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

(35) 여듧 道士ᅵ 呪願고 그 象 어울 타 깃거 가니라(八人得象卽咒願太子 咒願
畢已 累騎白象歡喜而去) <月釋20:65b> 

(35)는 <석보상절> 권6이 아닌 문헌이지만 다른 15세기 문헌에서 [동시]의 ‘-아’
로 이어진 문장의 후행절에 평서문이 나타난 예이다.

6) [배경]

[배경]의 ‘-아’는 형용사, 자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36) 羅雲이 져머 노 즐겨 法 드로 슬히 너겨 거든 <釋詳6:10b> 
(37) ㄱ. 如來 太子ᄉ 時節에 나 겨집 사시니 내 太子 셤기 하 셤기

 야  번도 디만 일 업수니 妻眷 외얀디 三年이 몯 차 이셔 世間 
리시고 城 나마 逃亡샤 車匿이 돌아 보내샤 盟誓샤 道理 일워 도
라오리라 시고(釋迦如來爲太子時 娶我爲妻奉事太子 如事天神曾無一失 共
爲夫婦未滿三年 捨五欲樂騰越宮城逃至王田 王身往迎違戾不從 反遣車匿白馬
令還自要道成) <釋詳6:4a-b> 

ㄴ. 다가 욘 식곳 부러 디면 이애셔도 큰 병을 어더 목수미 뎌게 
며 주거 아비디옥애 러디여 큰 고로온 이 만다 (若固傷胎 此人現
世 得重病報 壽命短薄 墮阿鼻獄 受大苦惱) <長壽經7b-8a> 

53) [동시]의 ‘-아’와 통합하는 동사는 주로 ‘있다’, ‘머무르다’를 의미하거나 喜怒哀樂과 같은 인간
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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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는 형용사, (37)은 자동사와 [배경]의 ‘-아’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배경]의 ‘-아’로 연결된 선 · 후행절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다. 

(36)는 선 · 후행절 주어가 ‘羅雲’으로 동일하다. 반면 (37ㄱ)은 선 · 후행절 주어가 
각각 ‘三年’과 ‘太子’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검토 대상으로 삼은 문헌에서는 [배경]의 ‘-아’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의 문
체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7) [화제]

[화제]의 ‘-아’가 나타난 예는 매우 적은데, 아래와 같이 자동사와 통합한 예가 
발견된다.

(38) ㄱ. 勞度差ㅣ 다가 몯야 제 모미 夜叉ㅣ 외야 모미 길오 머리 우희 블 
븓고 누니 핏무적 고 톱과 엄괘 캅고 이베 블 吐며 라오거늘(勞度
差不如 復變其身作夜叉鬼 形體長大頭上火然 目赤如血爪牙長利 口自出火驚躍
奔赴) <釋詳6:32b-33a>

ㄴ. 그 저긔 대왕이 이 말 다 드시고  수심샤 리 나 의지
고 잇거 나옷 에엿비 너겨 구졔티 아니면 국이라 일호 지티 몯거
시라 시고(爾時大王 聞此語已 深大愁惱 所有百性 依因於我 若不救護 非名
國王) <長壽經39a>

[화제]의 ‘-아’로 연결된 선 · 후행절의 주어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8ㄱ)
과 (38ㄴ)의 선 · 후행절 주어는 각각 ‘勞度差’와 ‘대왕’으로 동일하게 해석된다.

검토 대상으로 삼은 문헌에서는 [화제]의 ‘-아’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의 문
체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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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상]

[양상]의 ‘-아’는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아래의 (39)은 타동사와 [양상]의 
‘-아’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39) ㄱ. 波斯匿王과 末利夫人괘 부텨 보고 과 닐오 <釋詳6:40b>
ㄴ. 이 말 그 시예 셰존이 부텨의 긔특 히믈 샤 바기로 죵죵앳 비 

내시니 그 비치 다 가지니 프르며 누르며 블그며 희더니  빗 가온셔
도  업시 부텨 도외미 잇고 히 불 호미 가히 의론티 몯리러라 
티 부텨도 도외며 니 혜디 몯게 보살 도여셔 부텨의 덕을 기려 
외오더니(爾時世尊於其面門以佛神力放種種光其光五色靑黃赤白一色之中有無
量化佛能作佛事不可思議一一化佛有無量化菩薩讚頌佛德) <長壽經3a-b>

[양상]의 ‘-아’로 연결된 선 · 후행절의 주어는 같았다. (39ㄱ)은 선 · 후행절 주
어가 ‘波斯匿王과 末利夫人’이고, (38ㄴ)은 ‘셰존’이 정수리에서 낸 빛에 대한 서술
인데, 그 빛이 ‘부처도 되고 수없이 많은 보살이 되어 부처의 덕을 기려 왼다’고 해
석되므로 선 · 후행절 주어는 ‘빛’으로 동일하게 이해된다.

검토 대상으로 삼은 문헌에서는 [양상]의 ‘-아’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의 문
체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의 통사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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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 통합 제약 선 · 후행절
주어 통합 제약 후행절 문체법 제약

계사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같음 다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나열 ○/● ●/○ ●/● ●/● ●/● ●/● ●/○ ●/○ ○/●
원인 ●/● ●/● ●/● ●/● ●/● ●/● ●/● ●/●
선시 ●/● ●/● ●/● ●/● ●/●
방법 ●/○ ●/● ●/● ●/○ ●/● ○/●
동시 ●/● ●/● ●/● ○/●
배경 ●/○ ●/● ●/● ●/●
화제 ●/● ●/●
양상 ●/● ●/●

<표1> ‘-아’의 통사적 특성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15세기 문헌인 <석보상절> 권6과 16세기 문헌인 
<장수경언해> 모두에서 해당 통사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표의 해당 난은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둘 중 한 문헌에서라도 그러한 통사적 특성이 확인된 
경우 ‘●’ 또는 ‘○’으로 표시하였는데, 확인되는 경우 ‘●’으로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로 구분한 왼쪽에는 15세기 문헌인 <석보상
절> 권6의 경우를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16세기 문헌인 <장수경언해>의 경우를 나
타낸다. 예를 들어 ‘-아’가 [나열]의 의미일 때, <석보상절> 권6에서는 형용사와 
통합하는 예가 나타나는 반면 <장수경언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와 같
이 표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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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미 ‘-아셔’의 특성

4.1. ‘-아셔’의 형태적 특성
‘-아셔’가 다양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교체되는 양상은 ‘-아’와 매우 흡사하지만 

다소간 다른 모습도 나타난다.

(1) ㄱ. 자바셔[執], 머거셔[食]
ㄴ. 가져셔[取], 와셔[來], 뷔워셔[空]
ㄴ'. 보아셔~봐셔~보와셔[見]
ㄷ. 야셔~여셔[胎], 외야셔~외여셔[化]
ㄹ. 對야셔~對여셔, 몯야셔~몯여셔, 아니야셔~아니여셔
ㅁ. 가셔[去], 라셔~라아셔[見], 녀셔[行]
ㅁ'. 셔셔~셔어셔[立]

(1ㄱ~ㄹ)에 나타난 ‘-아셔’의 교체 양상은 3.1의 (1ㄱ~ㄹ)에 나타난 ‘-아’의 교체 
양상과 평행하다. (1ㄹ)의 ‘-’ 어사류와 ‘-아셔’가 결합한 것 가운데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은 ‘-여셔’로 실현된 경우는 16세기에 들어서야 나타난다. 이 또한 ‘-’ 
어사류와 ‘-아’가 결합한 경우와 평행한 모습이다.

(1ㅁ)은 어간 말음이 /ㅏ, ㅓ/로 끝난 경우 ‘-아셔’의 교체 양상을 보여주는데, 같
은 환경에서 ‘-아’가 보인 교체 양상인 3.1의 (1ㅁ)과 약간 다른 점이 나타난다. ‘-
아’ 통합형에 ‘가’와 ‘가아’, ‘녀’, ‘녀아’가 있다면, ‘-아셔’에도 ‘가셔’와 ‘가아셔’, ‘녀
셔’와 ‘녀아셔’가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가셔’, ‘녀셔’만 문증된다. 그러나 
어간이 2음절인 경우에는 ‘-아’ 통합형에 ‘라’, ‘라아’가 있었듯이 ‘-아셔’ 통합
형에도 ‘라셔’, ‘라아셔’가 나타난다.54) 그러나 이는 ‘라-’에 한정된 현상이고, 
/ㅏ/로 끝나는 다른 어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아셔’가 /ㅏ/ 말음 어간과 

54) ‘라셔’와 ‘라아셔’ 모두 <두시언해>에서만 나타나는 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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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執], 머거[食] 자바셔[執], 머거셔[食]
가져[取], 와[來], 뷔워[空] 가져셔[取], 와셔[來], 뷔워셔[空]
토아~톼~토와[競] 보아셔~봐셔~보와셔[見]
야~여[胎], 
외야~외여[化]

야셔~여셔[胎], 
외야셔~외여셔[化]

爲야~爲여, 몯야~몯여, 
아니야~아니여

對야셔~對여셔, 몯야셔~몯여셔,
아니야셔~아니여셔

가~가아[去], 라~라아[長大], 
녀~녀아[行]

가셔[去], 라셔~라아셔[見], 
녀셔[行]

셔~셔아~셔어[立] 셔셔~셔어셔[立]
이라[是], 아니라, 아녀~아냐~아니야[非]
이라, 이라도, 아니라, 아니라도
가샤[去], 머그샤[食], 이샤[是], 아니샤

통합했을 때 어간 말음 ‘아’ 또는 어미 두음 ‘아’가 탈락 또는 축약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리라 생각된다. 앞서 3.1의 (1ㅁ')에서 용언 어간이 ‘셔-’일 때, 다른 
/ㅓ/ 말음 1음절 어간과 달리 모음조화를 지킨 형태 ‘셔어’도 있음에 주목한 일이 있
다. ‘셔-’가 ‘-아셔’와 통합한 경우에도 다른 /ㅓ/ 말음 1음절 어간과 약간 다른 양
상을 보이는데, ‘어’가 탈락되지 않은 ‘셔어셔’가 문증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셔아’, 
‘셔어’가 15세기에만 발견되듯, ‘셔어셔’도 15세기에만 나타난다.

3.1의 (1ㅂ)은 계사와 ‘-아’가 통합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셔’는 계사와 통
합한 예를 찾기 어렵다. 본고에서 ‘-아셔’는 ‘-앗/아시-’와 ‘-아’로 분석하였는데, 이
때 ‘-앗/아시-’는 ‘-아 잇/이시-’에서 비롯된 형식이므로, ‘-아 잇/이시-’가 계사와 
통합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셔’가 계사와 통합한 예가 나
타나지 않는 점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생각된다.55) ‘-아셔’가 계사와 통합하지 않았음
은 ‘-아셔’가 ‘아니-’와 통합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56) 

지금까지 ‘-아셔’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와 ‘-아셔’의 교체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아’와 ‘-아셔’의 교체 양상 비교

55) 이현희(2005)에 따르면, 주어 명사구에 통합하는 ‘-이라셔’는 ‘-이셔’를 대치한 형태로 이해되
며, 이러한 현상은 ‘-이’가 ‘-이라’로, ‘-이도’가 ‘-이라도’로 대치된 것과 동궤의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56) 16세기에 소수 발견되는 ‘아녀셔’는 ‘아니야셔’ 또는 ‘아니여셔’의 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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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에서 살펴본 ‘-아’의 형태적 특성에 비춰보았을 때, ‘-아’와 ‘-아셔’는 /ㅏ, ㅓ/ 
말음 1음절 어간인 ‘가-’, ‘녀-’, ‘셔-’에 한해서 완전히 동궤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현상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교체 양상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와 
‘-아셔’가 어미 ‘-아’를 제1요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계사나 경
어법 선어말어미 ‘-()시-’와 통합한 예는 ‘-아’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4.2. ‘-아셔’의 의미적 특성
4.2.1. ‘-아셔’의 상적 의미

우리는 2.1에서 ‘-아셔’가 기원적으로는 보조 동사 구성 ‘-아 잇/이시-’의 활용
형 ‘-아 이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아셔’는 ‘-아 잇/이시- > -
앳/애시- > -앗/아시-’와 같은 문법화와 평행한, ‘-아 이셔 > -애셔 > -아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세한국어 시기 ‘-아 잇/이시-’, 
‘-앳/애시-’, ‘-앗/아시-’는 ‘-앗/아시-’에 16세기 말 과거시제 의미를 보이는 예
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이었으므로(최동주, 1995: 
105-128) 중세한국어 시기 존재했던 ‘-아 이셔’, ‘-애셔’, ‘-아셔’도 공시적으로 
‘-아 이시-아’, ‘-애시-아’, ‘-아시-아’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공시적인 분석이 
그러하다면 ‘-아 이셔’와 ‘-애셔’, ‘-아셔’의 의미도 16세기 말까지는 모두 같을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앞서 2.1.2의 예문 (3)에서 15세기 문헌인 <석보상절>, <월인석보>, <법화경
언해>에서 ‘-아 이셔’가 ‘-아셔’와 대치되는 모습을 이미 살펴보았다. 다음은 1481
년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와 1579년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에서 ‘-아 이셔’와 
‘-아셔’가 대응되는 모습이다.

(2) ㄱ. 내 이긔셔 하딕노다 고 셔어셔 우러 주근대(吾於是辭矣 立哭而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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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綱成孝4>
ㄴ. 내 이긔셔 하딕노다 고 셔 이셔 우러 주근대 <三綱宣孝4>

15세기의 예인 (2ㄱ)에서 ‘-아셔’였던 것이 16세기의 예인 (2ㄴ)에서는 ‘-아 이셔’
로 수정되었다. 만일 ‘-아 이셔 > -애셔 > -아셔’의 문법화가 정언학(2003)의 견
해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더라면 ‘-아셔’로 언해했던 것을 다시 1세기가 
지난 뒤 ‘-아 이셔’로 고치지는 못했을 것이다.57) 

(3) ㄱ. 엇디 편안히 놀며 간대로 술 야 사라 이셔도 시절의 더은 일 업스며 
주근 후에도 일리 업게 리오(豈可逸遊荒醉야 生無益於時며 死無
聞於後ㅣ리오) <飜小10:9b> 

ㄴ. 엇디 可히 편안히 놀며 황난히 醉야 사라셔 시저 더음이 업스먀 주거 
후에 들리미 업게 리오(豈可逸遊荒醉야 生無益於時며 死無聞於後ㅣ리
오) <小諺6:109a>

(3)은 1518년에 간행된 <번역소학>과 1588년에 간행된 <소학언해>에서 ‘-아 이
셔’와 ‘-아셔’가 대응되는 것을 보여준다. (3ㄱ)의 ‘-아 이셔’에는 보조사 ‘-도’가 통
합하여 있지만, ‘-도’의 유무가 문장의 전체 의미를 크게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최동주(1995)에서 ‘-아 잇/이시-’ 구성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앗/
아시-’로 문법화했다고 볼 수 있는 예가 16세기 말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중세한국어 시기 ‘-아 잇/이시-’, ‘-앳/애시-’, ‘-앗/아시-’는 대
체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앗/아시-’ 형태가 성립
함으로써 과거시제 의미를 획득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최동주 1995: 126) 또한 
염두에 두고, ‘-아시-아’로 분석되는 ‘-아셔’의 의미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아 이셔’와 ‘-아셔’가 대치될 수 있었음을 들어, ‘-아 이셔’, ‘-애셔’, ‘-아셔’는 

57) 1481년판 <삼강행실도>에서 ‘-아 이셔’로 언해된 곳은 1579년판에서도 여전히 ‘-아 이셔’를 
유지하고 있음도 참고된다. 이는 ‘-아 이셔’를 ‘-아셔’로 고치기 힘들 만큼 두 형태의 의미가 달
라서일 수도 있지만 1세기 가까이 흐른 뒤에도 ‘-아 이셔’의 의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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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한국어 시기에 각각 ‘-아 이시-아’, ‘-애시-아’, ‘-아시-아’로 공시적인 분석이 
가능한 형태였다고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2.1.2의 예문 (3)을 비롯해 위의 (2)~(3)
의 예문에서 ‘-아 이셔’와 ‘-아셔’가 대치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따라서 ‘-아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중세한국어 ‘-아 잇/이시-’의 
의미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세한국어의 ‘-아 잇/이시-’의 의미는 ‘결
과 상태 지속’ 정도로 수렴될 수 있는 용어로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고영근(1981: 
161-162)에서 [진행상]의 의미도 있음이 지적되었고 박진호(2006)에서 형용사와 
통합하는 경우에 [일시적인 상태]의 의미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최동주(1995: 113)
에서는 [상태지속], [완결(결과)지속], [진행], [과거경험]의 의미를 파악했고, 박진
호(2011)에서도 [일시적 상태], [결과상], [연속상]의 의미를 파악했다. 두 논의에
서 파악한 ‘-아 잇/이시-’의 의미는 각각 [상태지속]과 [일시적 상태], [완결(결과)
지속]과 [결과상], [진행]과 [연속상]과 같이 대응된다.58) 본고에서는 최동주
(1995)의 의미 기술을 바탕으로 ‘-아셔’를 파악하고자 한다. 상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은 동사의 어휘상적 의미와 밀접히 상호 작용하는데, 최동주(1995)에서도 그러
한 고려를 통해 ‘-아 잇/이시-’의 의미를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아 이셔’, ‘-애셔’, ‘-아셔’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각각 ‘-아 이시-아’, ‘-
애시-아’, ‘-아시-아’로 공시적인 분석이 가능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아셔’가 의미적으로 ‘-아 잇/이시-’의 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아시-
아’로 분석될 수 있는 형태인지 살펴보자.

1) [상태지속]

‘-아셔’는 형용사와 통합하여 [상태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아셔’가 
형용사와 통합한 예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예문도 다시 제시하여 함께 

58) 최동주(1995)에서 기술한 [과거경험]의 의미가 박진호(2011)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진호 교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학년도 2학기 한국어 문법사 강의에서도 ‘-아 잇
/이시-’의 의미에 [경험상]이 역시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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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4) ㄱ. 文殊師利菩薩이 敎 받와 歡喜와 諸大衆과 야셔 듣더시니
(文殊師利菩薩이 奉敎歎喜와 乃諸大衆과 黙然而聽더시니) <圓覺上
1-2:98b>

ㄴ. 업서셔 믄득 이쇼미 일후미 化ㅣ라 <月釋13:40b>
ㄷ. 賤子ㅣ  奔走야 三年을 東吳 라오니 화사리 江海예 어드워셔 五湖

애 노로 難히 호라(賤子且奔走三年望東吳 弧矢暗江海難為遊五湖) <杜初
6:39b>

ㄹ. 盜賊의 해 외요미 甚히 갓가오니 形容 精神이 괴외야셔 辛苦호 히 
너기놋다 (盜賊縱橫甚密邇 形神寂寞甘辛苦) <杜初7:29a>

(5) ㄱ. 子路의  짐 (…)  類 다 셰쇽의 말티 면 곧 이 道理 알
리니 오라며 오라셔 이러 니그면 어딘 性이 自然 리라 (子路의 負米
之類 只如俗說이면 便曉此道理니 久久成熟면 德性이 若自然矣리라) 
<小諺5:4b-5b>

ㄴ. 보여 뎐도려 니샤 네 시기 소개 이실 저긔 사 얼구리 
자셔 니근 것 드   것 드  두 고디 오히려 디옥 야 두 돌호
로 아긔 모 니(普光如來告顚倒言汝子在胎人形具足在生熟二藏猶如地
獄 兩石壓身) <長壽經11b>

(4)는 15세기 문헌에서 형용사에 통합한 ‘-아셔’의 예를 보여준다. (4ㄱ)은 ‘잠잠하
다’는 뜻의 중세한국어 형용사 ‘-’가 통합한 것인데 文殊師利가 묵묵히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4ㄴ)은 없는 상태, (4ㄷ)은 어두운 상태, (4ㄹ)은 고요한 
상태를 나타낸다. (5)는 16세기 문헌에서 형용사에 통합한 ‘-아셔’의 예를 보여준
다. (5ㄱ)은 도리를 깨닫기 위한 행동을 실천한 기간이 오래된 상태를 의미한다. (5
ㄴ)은 뱃속의 아기가 사람의 형상을 갖춘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와 ‘-아셔’의 통합이 [상태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은 그러한 상태의 
지속이 때로는 후행절 상황을 초래한 원인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ㄷ)에서 화살이 강과 바다에 어두워 있음이란 전란으로 시절이 어지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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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임을 빗댄 것으로, 그런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五湖(=東吳)에 갈 수 없음
을 말하고 있다.59) (4ㄹ)에서도 고생하기를 달게 여길 수 있음은 몸과 정신의 고요
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60)

2) [완결(결과)지속]

다음은 ‘-아셔’가 [완결(결과)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최동주(1995: 
113)에서 ‘-아 잇/이시-’가 [완결(결과)지속]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들이 압도적으
로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아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완결(결과)지속]의 의
미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6) ㄱ. 모히 핏 내 맏고 모다 와 모매 차 안자셔 니 셜미 몯내 니르리러
라(蚊虻聞血肉香 來封身上 遍體唼食 楚毒苦痛不可復言) <月釋20:113b>

ㄴ. 內則에 오 아와 며느리 효도며 니 父母와 싀부모ㅅ 命을 
거스리디 말며 게을이 마롤디니라 만일 (…) 옷 주시거시든 비록 고져
티 아니나 반시 닙어셔 기들일디니라(內則에 曰子婦孝者敬者 父母舅
姑之命을 勿逆勿怠니라 (…) 加之衣服이어시든 雖不欲이나 必服而待니라) 
<小諺2:12a-b>

(6ㄱ)은 모기들이 날아와 앉고, 앉은 상태에서 피를 빠는 상황이므로 ‘-아셔’는 [완
결(결과)지속]의 의미를 갖는다. (6ㄴ)은 부모(혹은 시부모)가 옷을 주었을 때에는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옷을 입고, 입은 상태로 부모(시부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므로 역시 [완결(결과)지속]의 의미이다.

59) 이 구절의 해석은 이현희 외(1997a: 287)을 참고하였다.
60) 이 구절의 해석은 이현희 외(1997b: 24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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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다음은 ‘-아셔’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7) ㄱ. 슬피 우러셔 사호 야 아라히 셔셔 하 向얫도다(哀鳴思戰鬥
迥立向蒼蒼) <杜初17:34a>

ㄴ. 므를 조차셔 노시다가(沿河快活) <飜朴71a>

(7ㄱ)은 우는 행위가 싸움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한다. (7
ㄴ)은 물가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노는 것과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
아셔’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과거경험]

끝으로 ‘-아셔’가 [과거경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자.

(8) ㄱ. 갓 슬허셔 기튼 자최 져셔 이제 니르록 메 스츄니 지즈로 左右에 
잇 도다(徒然咨嗟撫遺跡 至今夢想仍猶佐) <杜初9:6a>

ㄴ.  스므나 권 글 닐거셔 믄득 스싀로 놉고 큰 야 얼우늘 므더니 너
기며(又有讀數十卷書야 便自高大야 凌忽長者며) <飜小8:30a>

(8ㄱ)의 남은 자취를 만진 상황과 (8ㄴ)의 스무 권 넘는 책을 읽은 상황은 후행절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면서 경험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다. (8)
의 선행절 상황이 [완결(결과)지속]과 다른 점은, ‘지-’나 ‘닑-’과 같은 동사가 
의미하는 상황이 가시적인 결과 상태를 남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셔’가 가진 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아 잇/이시-’가 나타내는 상 
의미를 ‘-아셔’도 모두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셔’는 의미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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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잇/이시-’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서 중세한국어 시기에 공존했던 
‘-앗/아시-’가 연결어미 ‘-아’와 통합한 형식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2. ‘-아셔’의 연결어미적 의미

다음으로는 ‘-아셔’로 이어진 접속문의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미 고영근(1981)에서 기능상 ‘-아셔’를 절을 접속하
는 연결어미로 처리한 바 있다. ‘-아셔’에 선행절 상황의 상 의미를 표현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발견될 경우, 그러한 처리가 타당한 것이었음이 인정될 것이다.

선행 연구 가운데 연결어미로서의 ‘-아셔’가 가진 의미를 기술한 논의로는 박용
찬(2008)과 장요한(2010)이 있는데, 모두 ‘-아셔’를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으
로 보는 논의이다. 다음은 이들 논의에서 파악한 ‘-아셔’의 의미를 제시한 것인데, 
이들 논의가 파악한 ‘-아’의 의미도 함께 제시한다.

(9) 박용찬(2008)
ㄱ. ‘-아셔’의 의미: [(시간) 배경], [방법], [이유]
ㄴ. ‘-아’의 의미  : [(시간) 배경], [방법], [이유]

(10) 장요한(2010)
ㄱ. ‘-아셔’의 의미: [선행], [원인], [배경]
ㄴ. ‘-아’의 의미  : [선행], [원인], [동시]

공교롭게도 박용찬(2008)에서 ‘-아셔’와 ‘-아’의 의미가 동일하게 파악되었
다.61) 장요한(2010)에서도 ‘-아셔’와 ‘-아’의 의미가 유사하게 파악되었다. 그리
고 이들 논의에서 파악한 ‘-아셔’의 의미들은 본고의 3.2에서 ‘-아’의 의미로 거
론되었던 바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9)~(10)을 2.2에서 정리한 용어로 고쳐 종

61) 박용찬(2008)은 ‘-아’와 ‘-아셔’의 의미를 동일하게 파악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는 않고 있다.



- 74 -

합해 보면 연결어미로서 ‘-아셔’의 의미로는 [원인], [선시], [방법], [배경]이 거
론되어 온 셈이다.

‘-아셔’의 의미는 ‘-아’의 의미로 거론되었던 바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
데, 실제로도 그러한지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저경을 언해한 문헌 속에서, 어떤 의
미의 ‘-아’에 대해서 ‘-아셔’가 대치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1의 예문 
(2)~(5)를 다시 검토해보자.

(11) ㄱ. 이 사미 안자셔 이 經을 거든 <釋詳21:52b-53a>
ㄴ. 이 사미 다가 안자 이 經을 커든(是人이 若坐야 思惟此經커든) 

<法華7:168b> 
(12) ㄱ. 避야 라 머리 가 住야셔  노 소리로 닐오 <月釋17:85a> 

ㄴ. 避야 라 머리 가 住야  된 소리로 닐오(避走遠住야 猶高聲唱
言호) <法華6:80b>

(13) ㄱ. 燈明을 브터셔 여듧 意 겨샤 妙明眞心을 브터셔 妙觀察意 나미 그 用이 
여들비 잇  表니라 <月釋11:46a> 

ㄴ. 燈明을 브트샤 八意 겨샤 微妙히  眞實ㅅ  브터 微妙히 보아 
피논 디 나 그 用이 여들비 잇  表시니(依燈明샤 有八意 
表從妙明真心야　出妙觀察意호 其用이 有八也시니) <法華1:101a>

(14) ㄱ.  사미 나히 져머셔 아비 리고 逃亡야 <月釋13:6b>
ㄴ. 사미 나히 마 져머 아비 리고 逃亡야(譬若有人이 年既幼稚야 捨

父逃逝야) <法華2:182b>

(11)은 ‘-아’와 ‘-아셔’로 이어진 선 · 후행절 동작이 시간적으로 연달아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선시]의 의미에 해당된다. (12)는 선 · 후행절 동작이 동시
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동시]의 의미이다. (13)은 후행절 상황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 선행절에 나타나 있으므로 [방법]이다. (14)는 후행절 상황이 벌어
지는 때를 선행절이 제시하는 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배경]이다. 

이렇듯 ‘-아’와 ‘-아셔’는 [원인], [선시], [방법], [배경]의 의미를 나타낼 때 대
치될 수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문헌에서는 (8)~(9)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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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원인]의 의미에 대해서 대치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6세기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 [원인]의 ‘-아’가 ‘-아셔’로 대치

된 모습이 나타난다.

(15) ㄱ. 갓 일시예 가멸며 귀호믈 울워러 겨집 사면 뎨 가멸며 귀호믈 미더 
그 남지를 가야이 너기며(苟慕一時之富貴而娶之면 彼挾其富貴야 鮮有
不輕其夫而傲其舅姑야) <飜小7:33a>

ㄴ. 갓 一時예 가열며 貴홈을 모야 어드면 뎨 그 가열며 貴홈을 셔 
그 남진을 가야이 너기며 그 싀어버이를 업슈이 너겨(苟慕一時之富貴而娶
之면 彼ㅣ 挾其富貴야 鮮有不輕其夫而傲其舅姑야) <小諺5:65a>

(16) ㄱ. 少君이 가면 지븨셔 기러 나 됴히 비믈 화 잇거늘 나 진실로 가난
고 쳔호니 그 녜 지티 몯리로다(少君이 生富驕야 習美飾이어 
而吾ㅣ 實貧賤이라 不敢當禮로다) <飜小9:59a>

ㄴ. 少君이 가열어 교  나셔 아다온 단을 니겨시니 내 진실로 가난
코 미쳔디라 敢히 례도를 감당티 몯리로다(少君이 生富驕야 習美飾
니 而吾ㅣ 實貧賤이라 不敢當禮로다) <小諺6:54a-54b>

(15)는 집안이 부유한 것을 보고 아내를 삼으면, 그 아내는 자기 집안의 부유함을 믿
기 때문에 남편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석된다. (16)은 少君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몸단장 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15), (16)의 예문은 
‘-아’와 ‘-아셔’가 [원인]의 의미일 때 대치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공시적으로 ‘-앗/아시-’의 활용형의 하나로 분석될 수 있는 ‘-아셔’는, 
‘-아’에 대해서 [선시], [방법], [동시], [배경] 그리고 [원인] 의미일 때 대치될 수 
있으므로, 고영근(1981)의 지적처럼 절 접속의 연결어미로서도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파악한 [원인], [선시], [방법], [배경]의 의
미와, ‘-아’와의 대치에서 ‘-아셔’가 보인 [동시]의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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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15세기 문헌에서 [원인]의 ‘-아’와 ‘-아셔’가 대치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
다. 더욱이 선행 연구에서 [원인]의 ‘-아셔’로 파악한 예문 또한 [원인]의 의미인지 
의심스럽다. 다음은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아셔’의 의미 파악이 상이한 경우를 보
여준다.

(17) 오래 누어셔 病든 허튀 몯 가 시름야(臥愁病腳廢) <杜初6:49b>

(17)의 ‘-아셔’를, 박용찬(2008)에서는 시름하는 방법으로써 누워 있는 상황인 것
으로 보고 [방법]으로 파악했지만 장요한(2010)에서는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
리가 병들었다고 보아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두 논의에서 동일한 문장에 대한 해
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선 한시 원문을 참고했을 때, (17)의 화자는 누워 있는 상
태에서 시름하는 것이지 ‘누워 지냈기 때문에 병든 다리’에 대해서 시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워 있는 상태가 시름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다음은 박용찬(2008)에서 [원인]의 ‘-아셔’로 파악된 경우임에도 [원인]의 의미
로 보기 어려운 문장이다.

(18) 그 사미 醉야 누어셔 아디 몯야(其人醉臥都不覺知) <圓覺序76b> 

(18)에서 ‘그 사’이 알지 못한 이유는 누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취해 있었기 때
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누운 것도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셔’가 [원인]의 의미에 있어 해석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
음 문장은 문맥을 고려했을 때 [원인]의 의미가 확실한 경우이다.

(19)  惡鹿王 무렛 삿기  사미 次第 다거늘 그 사미 惡鹿王  
삿기 나코 죽가지다 惡鹿王이 듣디 아니 善鹿王 가아 대 善鹿王이 
니샤 슬플쎠 네  노하 이시라 내 네 갑새 가리라 시고 걔 니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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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王이 무르신대 對答샤 오 次第예  암사미 삿기 여셔 後에 죽가
지라 커늘 목수물 뉘 아니 앗길 껏 아니라 갑새 오리 업슬 구틔여 마 보내
디 몯고 供上 闕실까 야 내 오다(一日當次惡鹿群 一雌鹿鹿有胎 故告王延 
俟後期不允乃投善鹿王 王曰 悲哉慈母 恩及未形 汝自安心 吾當可代 時善鹿王自
詣王廚 宰夫奏 王問其故 對曰 今日次一雌鹿有胎 乞延下次 無宜代者 然一日之命 
誰不保惜 我今不忍 又慮失供 故自赴廚) <月釋4:64a-65a>

(19)는 왕에게 바칠 재물이 된 사슴이 자신이 현재 새끼를 배고 있음을 이유로 재
물이 되는 것을 다음 차례로 미뤄 달라고 간청하는 상황과, 善鹿王이 새끼를 밴 사
슴을 대신해서 왕의 재물이 되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왕이 善鹿王에게 그가 대
신해서 온 이유를 묻는데, 본래 재물이 될 차례였던 사슴이 새끼를 밴 상태이기 때
문에 나중에 죽기를 원한다고 善鹿王이 대답하고 있다.

현대한국어에서 ‘-아서’가 전형적인 [원인]의 연결어미로 거론되는 데 반해, 그 
소급형인 중세한국어 ‘-아셔’는 [원인]의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예가 많지 않았다. 
이는 ‘-아셔’가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상 의미를 나타내는 ‘-앗/아시-’의 활용형으
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아셔’는, ‘-앗/아시-’가 
나타내는 [완결(결과)지속]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연결어미 의미인 [선
시]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2) [선시]

다음은 [선시]의 ‘-아셔’가 나타난 예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셔’는 
[선시]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아셔’가 [완결(결과)지속]의 의미를 나타
내는 ‘-앗/아시-’의 활용형임을 감안한다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20) ㄱ. 내 諸法엣 王이 외야셔 모 大衆의게 너비 告노니(我爲諸法王야셔 
普告諸大衆노니) <法華1:2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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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바 懷州縣에 가셔 이 官人의 오 기드리더니(直至懷州縣中 專待此官人
到) <觀音13a> 

(21) ㄱ. 그 아와 누의를 에엿비 너귬을 더욱 두터이 야 위야 받과 집을 사셔 
살리고(拊其弟妹益篤야 爲買田宅居之고) <小諺6:32b>

ㄴ. 제 어미로 야 져 셔 에 려 나차 보시고(令其慈母 分乳微塵 
與虛空中 施諸羅刹) <長壽經54a>

(20), (21)의 선행절 상황은 후행절 상황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서 벌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때의 ‘-아셔’는 [선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 [방법]

다음은 [방법]의 ‘-아셔’가 나타난 예이다.

(22) ㄱ. 삼 년 무근 수의 머리 벼셋 피 약애 라 그 우희 고 거우루 가져
셔 보 져기 녜 거든 리 시서 리라(三年雄鷄冠血和藥傳其上持鏡候纔
欲復故便急洗去之) <救簡1:25b>

ㄴ. 수를  머거셔 됴 바 醉호 고져 노니(縱酒欲謀良夜醉) <杜
初11:36b>

(23) ㄱ. 스스로 히 우후로 자 가 쉬운 일브터 화셔 우후로 노 리예 달 
거시니라(自能尋向上去야 下學而上達也ㅣ리라) <飜小8:5b> 

ㄴ. 다가지 사란 목수 주겨셔 이바디 잔호미오(五者 殺生害命 而爲歡
宴) <長壽經44b>

(22)와 (23)은 각각 15세기와 16세기 문헌에서 [방법]의 ‘-아셔’가 사용된 문장들
이다. (22ㄱ)은 보기 위해서 거울을 가지는 상황이, (22ㄴ)은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상황이, (23ㄱ)은 높은 이치에 통달하기 위해 쉬운 것부터 배우는 상황이, 
(23ㄴ)은 잔치를 베풀기 위해 산 목숨을 죽이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모두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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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상황을 실현시키기 위한 상황이므로 선행절은 후행절에 대해 [방법]이 되는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3.2에서 ‘-아’의 [방법]의 의미를 논하면서 [방법]이 
[선시]에 포괄될 수 있는 의미임을 지적하였는데, ‘-아셔’가 [방법]의 의미를 나타
내는 경우에도 역시 [선시]의 의미가 간취되고 있다.

4) [동시]

다음은 [동시]의 ‘-아셔’가 나타난 예이다. [동시]의 의미는 그 특성상 선행절 상
황이 [진행]의 상 의미를 가져야 한다.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과 동시적으로 해
석되기 위해서는 후행절 상황이 일어나는 동안 선행절 상황 역시 계속해서 동적인 
행위로서 일어나는 중이어야 하며,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진행]의 상 의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행]은 다시 동사가 가진 어휘상적 의미 가운데 [순간
성] 자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시간적 폭을 상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다른 
상황과의 동시 진행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사가 [진행]의 의미를 나타
내려면 순간성이 없는 동사여야 하고, 그러한 동사가 [진행]의 의미를 갖고 선행절
에 나타날 때 후행절 상황과 [동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24) ㄱ. 尊顔 울워러 보 누늘 간도 리디 아니야셔 너교(瞻仰尊顏目
不暫捨 而作是念) <月釋15:3a>

ㄴ. 술 醉야셔 趙女 조차 춤 츠고 놀애 블러셔 秦人 盆을 두드리노라(醉
從趙女舞歌鼓秦人盆) <杜初19:39b>

(25) ㄱ. 므를 조차셔 노시다가(沿河快活) <飜朴71a> 
ㄴ. 小人히 과그른  서르 보와셔 큰님이 이리  드로 차반 주어 

머기시거니 엇디 외오 너길고(小人們驟面間廝見 大哥便這般重意 與茶飯喫 
怎麽敢恠) <飜老上41a-b>

(24), (25)은 각각 15세기와 16세기 문헌에서 [동시]의 ‘-아셔’가 사용된 문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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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ㄱ)은 바라보는 상황과 생각하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24ㄴ)은 
노래 부르는 상황과 그릇을 두드리는 상황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5ㄱ)은 
‘-아셔’의 [진행]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제시했던 예문 (7ㄴ)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물가를 쫓아 이동하는 상황과 노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25ㄴ)
은 나그네들이 집주인이 준 음식을 받은 상황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
하는 상황이다. 얼굴을 마주보는 상황과 말하는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의 ‘-아셔’는 [선시]의 ‘-아셔’에 비해 예가 많지 않다. 이는 [동시]가 [진
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 잇/이시-’는 [진
행] 쓰임보다는 [완결(결과)지속]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최동주 1995: 113) ‘-앗/아시-’ 역시 [진행]의 의미로 쓰인 예가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배경]

다음은 [배경]의 ‘-아셔’가 나타난 예이다.

(26) ㄱ. 徐積이 세 설 머거셔 아비 죽거늘(徐積 楚州人 三歲父死) <三綱成孝28>
ㄴ.  사미 나히 져머셔 아비 리고 逃亡야(譬若有人 年既幼稚 捨父逃逝) 

<月釋13:6b>
ㄷ. 繆肜이 졈어셔 어버 죽거늘 형뎨 네히 다  이셔 사더니(繆肜이 少孤

야 兄弟四人이 皆同財業더니) <飜小9:67b>

위의 (26)에서 볼 수 있듯이, ‘졈-’이나 ‘(나이) 먹-’과 같이 인생의 특정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과 ‘-아셔’가 통합하여 후행절에 대한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할 수 있
었다. 아래는 그 외의 표현과 통합한 ‘-아셔’가 [배경]을 나타낸 중세한국어 문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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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ㄱ. 겨지비 子息 야셔 자 기우로 아니며(婦人이 妊子야 寢不側며) 
<內訓3:8b>

ㄴ. 새배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 <救簡1:110a>
(28) ㄱ. 아바니미 병 드러셔 이베 마 거시 업서 셔올셔 사미 오 조긔 낫도 

아녀 보내니 노시도더라 <順天57:9>
ㄴ. 주거 여희믄 진실로 디 몯거니와 사라셔 여희미 더옥 셜다(死別誠難

忍生離亦悲傷) <恩重10a>

(27)과 (28)은 각각 15세기와 16세기 문헌에서 [배경]의 ‘-아셔’가 사용된 문장들
이다. (27ㄱ)은 ‘자식을 배었을 때’, (27ㄴ)은 ‘아무도 우물 물을 긷지 않았을 때’, 
(28ㄱ)은 ‘병 들었을 때’, (28ㄴ)은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해석되므로 후행절 상황
에 대한 배경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셔’의 의미로 거론되어 온 [원인], [선시], [방법], [동시], [배경]
의 의미를 중세한국어 예문과 함께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아’가 나타내는 의미의 
상당 부분을 ‘-아셔’ 역시 나타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3. ‘-아셔’의 통사적 특성
4.2.2에서 살펴본 ‘-아셔’의 연결어미적 의미에 따라, ‘-아셔’가 보이는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자. 각 의미별로 서술어 통합 관계, 주어 통합 관계, 문체법 제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1) [원인]

[원인]의 ‘-아셔’는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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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賤子ㅣ  奔走야 三年을 東吳 라오니 화사리 江海예 어드워셔 五湖애 
노로 難히 호라(賤子且奔走三年望東吳 弧矢暗江海難為遊五湖) <杜初6:39b>

(30) ㄱ. 너무 게을어 옷 자쇼 므던히 너기고 조 노녀셔 신 들우믈 므던히 너
기노라(過懶從衣結頻游任履穿) <杜初10:13b>

ㄴ. 이 겨지비 젼애 다어미 도여셔 새옴  머거 모딘 야글 머겨 몬졋 
겨지 식 셜 아 주기니 그 식리 히 주거셔 각각 셰코 
발원호(身爲後母 心生嫉妬 和合毒藥 殺前妻兒 三十之子 此子被殺 各發誓
言) <長壽經40b>

(31) ㄱ. 갓 슬허셔 기튼 자최 져셔 이제 니르록 메 스츄니 지즈로 左右에 
잇 도다(徒然咨嗟撫遺跡 至今夢想仍猶佐) <杜初9:6a>

ㄴ. a. 네 어듸 가 잇던다 이 두 날 몯 보로다 이바 엇디 이리 누르고 여위뇨
(你那裏有來 這兩日不見 怎麽這般黃瘦) <飜朴37b>
b. 내 요이 보기 어더셔  디 몯다라(我這幾日害痢疾 不曾上馬) 
<飜朴37b>

(29)는 형용사와, (30) 자동사와, (31)은 타동사와 [원인]의 ‘-아셔’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원인]의 ‘-아셔’로 연결된 선 · 후행절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
다. (30ㄱ)은 선행절의 자주 노닌 사람과 후행절의 신발에 구멍이 난 것을 예삿일
로 여기는 사람은 같은 인물로 해석되므로 선 · 후행절 주어는 같다. (30ㄴ) 또한 
선 · 후행절 주어가 ‘그 식’로 동일하다. 반면 (29)의 선행절 주어는 ‘화살’이고 
후행절 주어는 五湖(=東吳)에 갈 수 없는 시적 화자로, 선 · 후행절 주어가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 (31ㄱ) 역시 선행절 주어는 시적 화자로 해석되는 반면 후행절 
주어는 ‘기튼 자최’로 해석되어 선 · 후행절 주어가 서로 다르다.

[원인]의 ‘-아셔’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에는 (29)와 (31ㄴ)과 같이 평서문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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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시]

[선시]의 ‘-아셔’는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32) ㄱ. 네 如來와로 祇陁林에 안자셔 다시 林苑과 (…) 日月에 니르리 보라(汝ㅣ 
與如來와로 坐祇陁林야셔 更觀林苑과 乃至日月라) <楞嚴2:51b>

ㄴ. 이 나그내 네 므슴 말 니다 사디 아니면  이라 오려 므스므라 
예 와셔 혜아리리오(這箇客人 你說甚麽話 不買時害風那 做甚麽來這裏商量) 
<飜老下12b>

(33) ㄱ. 엇뎨 네 眞性이 네게 性 외 거슬 眞實 아닌가 야 네 疑心고 나 
가져셔 眞實을 求다(云何自疑汝之真性이 性汝거슬 不真이라 고 
取我야 求實다) <楞嚴2:38b>

ㄴ. 집의 개 이셔 삿기 나코 나가 머굼을 求거 이 와 그 삿기 머규 
 가온대 딕쥬어려 벌에며 개얌이를 주어 머기니 먹디 아니커 우 소 
슯허야 두루 건니며 놀아 오래 나디 아니고 개로 와 덥퍼셔 개 
도라옴을 기들오놋다(家有狗乳出求食이어늘 鷄來哺其兒호 啄啄庭中拾蟲蟻
야 哺之不食鳴聲悲야 彷徨躑躅久不去야 以翼來覆待狗歸로다) <小諺
6:92b-93a>

(32)는 자동사와, (33)은 타동사와 [선시]의 ‘-아셔’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선시]의 ‘-아셔’로 연결된 선 · 후행절 주어는 동일하다. (32ㄱ)은 선 · 후행절 

주어가 ‘네’로 동일하고, (32ㄴ)은 선 · 후행절 주어가 화자인 ‘나’로 동일하게 해석
된다. (33ㄱ)과 (33ㄴ) 역시 선 · 후행절 주어가 각각 ‘네’와 ‘’으로 동일하다.

[선시]의 ‘-아셔’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에 평서문과 의문문, 명령문이 나타날 
수 있었다. 후행절에 (33ㄴ)은 평서문이, (32ㄴ)과 (33ㄱ)은 의문문이, (32ㄱ)은 
명령문이 나타나 있다.

(34) 돗긔 도로 누 便安히 몯 누셔 주그니라(反席未安而卒) <三綱成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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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는 15세기 문헌에서 [선시]의 ‘-아셔’로 이어진 문장의 후행절에 평서문이 나
타난 예이다.

3) [방법]

[방법]의 ‘-아셔’는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는데, [방법]의 ‘-아’와 마
찬가지로 자동사와 통합한 예가 드물었다.

(35) 우리 나온다마다 제 시기 되여 라 닙신커 저 두고 우리 주거셔 트리 
셜워게 쟈(我生生世世 常作其子 便卽分離 令其苦切 生大悲痛) <長壽經
40b>

(36) ㄱ. 삼 년 무근 수의 머리 벼셋 피 약애 라 그 우희 고 거우루 가져
셔 보 져기 녜 거든 리 시서 리라(三年雄鷄冠血和藥傳其上持鏡候纔
欲復故便急洗去之) <救簡1:25b>

ㄴ. 다가지 사란 목수 주겨셔 이바디 잔호미오(五者 殺生害命 而爲歡
宴) <長壽經44b>

(35)는 자동사와, (36)은 타동사와 [방법]의 ‘-아셔’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방법]의 ‘-아셔’로 연결된 선 · 후행절 주어는 같았다. (35)는 선 · 후행절 주어

가 모두 ‘우리’로 동일하게 해석된다. (36ㄱ) 역시 선 · 후행절 주어가 모두 <구급
간이방>을 읽고 그 처방에 따르는 독자로 해석된다.

[방법]의 ‘-아셔’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에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이 나타
날 수 있었는데, 15세기에는 문체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35)에서
는 후행절에 청유문이 나타나 있는데, 이때 청유문은 광의의 명령문으로 볼 수 있다
(고영근 1976: 37, 고성환 1995: 29-30). [방법]의 ‘-아셔’로 이어진 문장의 후행
절에 평서문과 의문문이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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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ㄱ. 스스로 히 우후로 자 가 쉬운 일브터 화셔 우후로 노 리예 달 
거시니라(自能尋向上去야 下學而上達也ㅣ리라) <飜小8:5b> 

ㄴ.  남진의 가문이 러 죽어 이믜 盡여시니 이를 디킈여셔 눌을 위코져 
뇨(且夫家ㅣ 夷滅已盡니 守此欲誰爲哉오) <小諺6:58a>

후행절에 (37ㄱ)에는 평서문이, (37ㄴ)에는 의문문이 나타나 있다.

4) [동시]

[동시]의 ‘-아셔’는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38) ㄱ. 슬피 우러셔 사호 야 아라히 셔셔 하 向얫도다(哀鳴思戰鬥
迥立向蒼蒼) <杜初17:34a>

ㄴ. 孝友先生 朱仁軌 (…) 隱居야셔 어버이를 치더니(孝友先生 朱仁軌ㅣ 隱居
養親더니) <小諺5:83a>

(39) ㄱ. 술 醉야셔 趙女 조차 춤 츠고 놀애 블러셔 秦人 盆을 두드리노라(醉
從趙女舞歌鼓秦人盆) <杜初19:39b>

ㄴ. 므를 조차셔 노시다가(沿河快活) <飜朴71a> 

(38)은 자동사와, (39)는 타동사와 [동시]의 ‘-아셔’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동시]의 ‘-아셔’로 연결된 선 · 후행절의 주어는 동일했다. (38ㄴ)은 ‘孝友先生 

朱仁軌’, (39ㄴ)은 문맥상 ‘뎨’로 선 · 후행절 주어가 동일하다. (38ㄱ)과 (39ㄱ)도 
주어가 문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역시 선 · 후행절 주어가 동일하게 해석된다.

[동시]의 ‘-아셔’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에는 (39ㄱ)과 같이 평서문이 나타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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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경]

[배경]의 ‘-아셔’는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와 통합할 수 있었다.

(40) ㄱ. 사미 져머셔 아비 리고 逃亡야 가 다 나라해 오래 사로 <圓覺序
46b>

ㄱ'. 金自强이 져머셔 아비 죽거늘 어미 孝道호 데 거슬 일 업더니(金自
强 星州人 年幼喪父 奉母承順無闕) <三綱成孝33>

ㄴ. 伊川先生이 니샤 사미 세 가짓 됴티 아니 이리 잇니 져머셔 노 
급뎨호미  됴티 아니 이리오(伊川先生이 言人有三不幸니 少年登高科
ㅣ 一不幸이오) <飜小8:12a>

ㄴ'. 繆肜이 졈어셔 어버 죽거늘 형뎨 네히 다  이셔 사더니(繆肜이 少孤
야 兄弟四人이 皆同財業더니) <飜小9:67b>

(41) ㄱ. 張巡이 西向야 저고 닐오 내 히미 다오니 사라셔 恩德 몯 갑고 주
거 가아 다 모딘 귓것 외야 도 주규리다 고(巡西向再拜曰 臣
力竭矣 生旣無以報 死當爲厲鬼以殺賊) <三綱成忠14>

ㄴ. 뎡균 임셩 사름미라 형이 고 워니 도여셔  준 거슬 즐겨 받더니
(鄭均 任城人 兄爲縣吏 頗受禮遺) <二倫玉5a>

(42) ㄱ. 아기 여셔  마자 목 쉬여 말 몯고 미 답답거든(姙娠中風失音
不語心神冒悶) <救簡7:01b>

ㄴ. 반기 모로매  뷔워셔 드르면 반기 진긔 발 시져리 이시리라 
<初發心14b>

(40)은 형용사와, (41)은 자동사와, (42)는 타동사와 [배경]의 ‘-아셔’가 통합한 
예를 보여준다. [배경]의 ‘-아셔’가 형용사와 통합한 예는 ‘졈-’에 한해서만 나타난
다.62)

62) ‘-아셔’가 형용사 ‘졈-’과 통합한 예는 다수 발견되는 데 비해, ‘-아셔’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
내는 구성으로 여겨지는 ‘-아 이셔’와 ‘-애셔’가 ‘졈-’과 통합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졈-’이 ‘-아 잇/이시-’와 통합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데, ‘-앳/애시-’와 통합한 예는 아래의 한 
예가 <두시언해>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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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 통합 제약 선 · 후행절
주어 통합 제약 후행절 문체법 제약

계사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같음 다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원인 ●/○ ●/● ●/● ●/● ●/○ ●/●
선시 ●/● ●/● ●/● ●/● ●/● ●/○
방법 ○/● ●/● ●/● ○/● ○/● ○/●
동시 ●/● ●/● ●/● ●/○
배경 ●/● ●/● ●/● ●/● ●/● ○/●

[배경]의 ‘-아셔’로 연결된 선 · 후행절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
다. 이는 다 같은 ‘졈-’과 통합하고 있음에도 (40ㄱ)와 (40ㄴ)은 선 · 후행절 주어
가 ‘사’으로 동일하게 해석되는 반면, (40ㄱ')와 (40ㄴ')는 다르게 해석된다. (40
ㄱ')는 선행절 주어가 ‘金自强’, 후행절 주어가 ‘아비’로 서로 다르고, (40ㄴ') 역시 
선행절 주어가 ‘繆肜’, 후행절 주어가 ‘어버’로 서로 다르다.

[배경]의 ‘-아셔’로 이어진 문장에서 후행절 문체법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많지 
않은데, 아래와 같이 후행절이 의문문인 경우가 나타난다.

(43)  對야셔 엇뎨 수리 업스리오 樓의 올오니 며 도 잇도다(對月那
無酒登樓況有江) <杜初15:53a>

(43)은 ‘-아셔’로 이어진 문장의 후행절이 의문문인 경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셔’의 통사적 특성을 <표1>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아셔’의 통사적 특성

畢宏은 마 늙고 韋偃이 져맷도다(畢宏已老韋偃少) <杜初16:33a>
‘-아셔’가 ‘졈-’ 이외에도 ‘늙-’, ‘몯-’, ‘아니-’에 대해서도 ‘-아 잇/이시-’ 및 ‘-아 이셔’, 
‘-앳/애시-’ 및 ‘-애셔’보다 더 많은 통합례를 보이고 있는 점도 언급하여 둔다. 이처럼 특정 
용언 어간에 한해서 ‘-아 잇/이시-’ 및 ‘-아 이셔’, ‘-앳/애시-’ 및 ‘-애셔’, ‘-앗/아시-’ 및 ‘-
아셔’가 통합하는 빈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앞으로 탐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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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미 ‘-아’와 ‘-아셔’의 유의 관계 분석

5.1. 시간성에 따른 연결어미의 의미 분류
연결어미의 의미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상위의 개념으로 체계화하려는 논

의가 있었다. 현대한국어에 대해서는 이은경(1996)이, 중세한국어에 대해서는 장요
한(2010)이 그것이다.

이은경(1996)은 [나열], [대조], [선택], [배경](본고의 [배경]과 [화제]를 포괄
한 의미), [선행](본고의 [선시]), [원인], [조건], [결과], [양보]라는 연결어미 의
미 범주를 설정한 뒤, 선 · 후행절 상황의 관계가 의존적인 경우와 독립적인 경우로 
나누었다. 의존적인 관계는 다시 시간적인 경우와 논리적인 경우로 세분하였는데 아
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이은경(1996: 175)의 연결어미 의미의 하위 분류
ㄱ. 의존적인 관계

a. 시간적인 관계: [선행]
b. 논리적인 관계
   ① 일반적인 결과 관계: [원인], [조건], [결과]
   ② 일반적인 예상에 어긋나는 결과 관계: [양보]

ㄴ. 독립적인 관계: [나열], [대조], [선택], [배경]

장요한(2010: 224-225)은 [나열], [선택], [대조], [원인], [조건], [계기](본고
의 [선시]), [동시], [양보], [의도], [결과], [배경](본고의 [배경]과 [화제]를 포괄
한 의미)라는 연결어미 의미 범주를 설정하고 시간성과 사실성 여부로 체계화하였
다. 그에 따르면 시간성이란 선 · 후행절 상황의 시간적 배열과 관련된 기준이고 사
실성이란 후행절 사태에 대해서 선행절 사태가 사실인지 비사실인지에 따른 기준이
다. 장요한(2010)에서 시간성과 사실성에 따라 중세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분류한 것을 아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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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요한(2010: 238, 252)의 연결어미 의미의 하위 분류
ㄱ. ‘시간성’에 의한 의미 관계 분류

a.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에 선행: [원인], [조건], [양보], [계기]
b.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에 후행: [의도], [결과]
c. 선행절 상황과 후행절 상황이 동시: [동시]
d. 비시간적인 관계: [나열], [선택], [대조], [배경]

ㄴ. ‘사실성’에 의한 의미 관계 분류
a. 선행절 상황이 주로 사실적인 상황: 
   [나열], [대조], [원인], [계기], [동시], [양보], [배경]
b. 선행절 상황이 주로 비사실적인 상황: 
   [선택], [조건], [의도], [양보], [결과]

(1)과 (2)를 비교했을 때, 연결어미 의미 범주를 하위 분류하는 데 두 논의 모두 
선 · 후행절 상황의 시간적 순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이 있
다면 [원인], [조건], [결과], [양보]의 의미에 대해 (1)에서는 시간적인 관계가 아
닌 논리적인 관계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2)에서는 시간성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어미 ‘-아’와 ‘-아셔’는 [양상]의 ‘-아’를 제외하면 선 · 후
행절 상황이 실제 일어났거나 일어날 상황을 연결하고 있고, 상 의미가 파악되는 연
결어미라는 점에서 시간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맺고 
있는 유의 관계는 시간성의 관점에서 파악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1)과 
(2)에서의 시간성에 따른 연결어미 의미의 하위 분류를 참고하여 본고에서 논의 대
상이 되는 어미 ‘-아’와 ‘-아셔’의 의미를 시간적 의미와 비시간적 의미로 분류해보
고자 한다.

앞서 파악한 ‘-아’와 ‘-아셔’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ㄱ. ‘-아’의 의미: [나열], [원인], [선시], [방법], [동시], [배경], [화제], [양상]
ㄴ. ‘-아셔’의 의미: [원인], [선시], [방법], [동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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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보듯, ‘-아셔’의 의미는 ‘-아’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 시간
성에 따라 하위 분류해야 하는 연결어미의 의미는 ‘-아’의 모든 의미에 해당된다. 

‘-아’의 의미를 시간성에 따라 분류하기에 앞서, 몇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다. 첫
째, (1)과 (2ㄱ)에서 [원인]의 의미를 달리 분류했는데 본고에서 어느 논의에서의 
분류에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본고에서 새롭게 기술한 [양상]의 의미에 
시간성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 셋째, (1)과 (2ㄱ)에서 [배경]으로 다룬 의미를 본고
에서는 [(시 · 공간적) 배경]과 [화제]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뉜 각 의미에 대해서 
시간성을 논해야 한다.63)

첫째, [원인]의 의미에 시간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1)에서는 [원인]을 시간적
인 관계가 아닌 논리적인 관계로 분류한 반면, (2)에서는 시간적인 관계로 분류했
다.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상황은 결과가 되는 상황에 앞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
다.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라는 문장에서 땅이 젖은 상황은 비가 온 상황이 있고 
나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이 되는 상황이 결과가 되는 상황에 언제
나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내일 비가 오기 때문에 소풍이 취소되었다’와 같은 경우, 
원인이 되는 선행절 상황은 결과가 되는 후행절 상황에 대해 나중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이다.64) 또한 ‘정희는 예뻐서 인기가 많다’의 경우, 선 · 후행절이 모두 상태 상
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를 가리기 어렵다. 이렇듯 [원인]을 시간적인 의
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분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고에서는 [원인]
을 비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보고자 한다.

둘째, [양상]의 의미에 시간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3.2에서 [양상]의 의미를 다
루면서, 선후행절이 [양상]의 ‘-아’로 연결된 경우 비록 두 개의 동사가 접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동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상황을 나타냄을 지적한 바 있다. 
선행절 내용은 후행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뿐, 별개의 행위

63) [방법]의 의미가 [선시]의 의미에 포괄될 수 있음은 3.2와 4.2.2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시간성에 따른 ‘-아’ 의미의 하위 분류에서도 [방법]은 [선시]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64)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은경(1996: 178)은 [원인] 상황이 미래일 경우 그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
이 시간적으로 앞서 이루어졌다고 봄으로써 모든 [원인] 상황을 선시적 의미에 포함시키고자 하
였다. 그러나 [결과]의 경우에는, 화자의 머릿 속에 이미 미래의 결과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앞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선시적 의미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렇듯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
단이 앞서거나 뒤서거나를 통해 시간성을 논하게 되면 모순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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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어도 둘 이상의 상황에 대해
서만 시간적인 선후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양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시간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양상]의 의미는 비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
미에 소속시키고자 한다.

셋째,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에서의 [배경]을 [(시 · 공간적) 배경]과 [화제]로 나
누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해서 시간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배경]은 후행절 상황
을 시 · 공간적으로 한정해 주는 의미였고, [화제]는 후행절 상황에서 부연할 대상
을 제시하는 의미였다. 이 가운데 [배경]의 경우 시간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4) ㄱ. 舍利弗이 虛空애 올아 거르며 셔며 안며 누며 고(時舍利弗身昇虛空 
現四威儀行住坐臥) <釋詳6:33b>

ㄴ. 네 화 사 도의여 라나 급뎨야 벼슬야 나라 돕와 님굼 진심
야 셤기오며(你學的成人長大 應科擧得做官 輔國忠君) <飜朴50b>

(5) ㄱ. 겨지비 子息 야셔 자 기우로 아니며(婦人이 妊子야 寢不側며) 
<內訓3:8b>

ㄴ. 새배  아니 기러셔 몬져 기론 우믌 믈 <救簡1:110a>
(6) ㄱ. 아바니미 병 드러셔 이베 마 거시 업서 셔올셔 사미 오 조긔 낫도 

아녀 보내니 노시도더라 <順天57:9>
ㄴ. 주거 여희믄 진실로 디 몯거니와 사라셔 여희미 더옥 셜다(死別誠難

忍生離亦悲傷) <恩重10a>

(4)~(6)은 앞서 [배경]의 ‘-아’와 ‘-아셔’로 연결된 중세한국어 문장으로 다뤄진 
것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모두 선행절을 ‘~했을 때’와 같이 현대어역할 수 있는데, 
이때 선행절 상황은 후행절 상황에 대해 시간적으로 항상 앞서 성립한 상황이다. 이
에 반해 [화제] 접속문의 선행절은 후행절에서 부연하려는 대상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선 · 후행절 상황의 시간적 선후를 논하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배경]은 
시간적 의미에 속하고 [화제]는 비시간적 의미에 속하는 의미 범주로 보아야 한다.

전형적인 시간적 의미에 해당하는 [동시]를 [배경]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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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 또한, [배경]을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분류하도록 유도한다.

(7) ㄱ. 孔子ㅣ  겨셔 고디식고 온히 더시니(孔子ㅣ 於鄕黨애 恂恂如也
시니) <飜小10:4b>

ㄴ. 술 醉야셔 趙女 조차 춤 츠고 놀애 블러셔 秦人 盆을 두드리노라(醉
從趙女舞 歌鼓秦人盆) <杜初19:39b>

(7)은 앞서 ‘-아’와 ‘-아셔’가 [동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파악한 예문이다. 이들
의 경우에 밑줄 친 부분을 각각 ‘마을에 계실 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와 같이 
[배경]의 의미로 현대어역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범언어적인 경향성에 비추어 해석될 수 있다. 언
어유형론의 논의인 Thompson 외(2007)에 따르면 종속절에 동시를 나타내는 표지
가 나타나면, 주절에 대해 종속절이 배경화되고 주절은 전경화됨을 지적하였다.65) 
이러한 전경화 · 배경화가 일어나는 까닭은 상대적으로 시간 폭이 긴 상황을 기준으
로 다른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박진호 2009: 
6-7). 그런데 (7)의 선행절에 통합한 요소 역시 [동시]의 의미를 가진 ‘-아’와 ‘-
아셔’이다. 따라서 (7)의 선행절 상황은, 후행절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적 위치를 한
정해 주는 배경 구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아’의 의미를 시간성에 따라 분류하기에 앞서 [원인], [양상], [배경]과 
[화제] 의미의 소속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보았다. 이에 대해 본고는 
[원인], [배경]은 시간적 의미, [양상], [화제]를 비시간적 의미로 분류하기로 하였
다.

이제 어미 ‘-아’와 ‘-아셔’의 의미를 시간성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8) ㄱ. 시간적 의미
a.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에 선행: [선시], [방법]
b.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과 동시: [동시], [배경]

65) 현대한국어에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서’ 역시 선행절 상황을 배경화하고 
후행절 상황을 전경화하는 기능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진호(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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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비시간적 의미
[나열], [원인], [화제], [양상]

(8)을 (3)과 비교해보면, ‘-아셔’가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의미가 ‘-아’의 연결어미
의 의미 가운데서도 시간적 의미 전체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중세한국
어 어미 ‘-아’와 ‘-아셔’가 맺고 있던 유의 관계의 성격이 연결어미의 의미를 시간
성에 따라 하위 분류함으로써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5.2. ‘-아’와 ‘-아셔’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아’와 ‘-아셔’가 시간성에 대해 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셔’의 

기원 및 형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셔’가 [상태지속], [완결(결
과)지속], [진행], [과거경험]의 상 의미를 나타내는 ‘-앗/아시-’와 연결어미 ‘-아’
가 통합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완결(결과)지속]과 [과거경험]은 이미 일어난 상황과 관련된 상 의미이므로 시
간적으로 다른 상황에 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선시]와 [방법]의 의미를 나타
낼 수 있을 것이다. [진행]의 의미는 [동시]와 [배경]의 의미와 밀접하다 하였다. 
선 · 후행절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행절 상황은 [진행]의 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후행절 상황의 시간적 위치에 대한 기준점으로서 선행절 상황이 배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절이 [상태지속]의 상 의미를 지닌 경우 역시 후행절 상황이 일
어나는 상황을 한정해주는 [배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아셔’를 ‘-앗/아시-’의 활용형으로 보았을 때, ‘-앗/아시-’의 상 의미를 
통해 ‘-아셔’가 연결어미의 시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음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한편, ‘-아’의 경우에는 그 형태도 단순할뿐더러 매우 높은 빈도로, 그리고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연결어미의 의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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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아’보다 ‘-아셔’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셔’의 경우 
‘-아’에 대해서 시간적인 의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일한 용
언과 통합하여 ‘-아’가 나타내는 의미는 시간적 · 비시간적 의미를 넘나드는 반면, 
‘-아셔’는 일관되게 시간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9) ㄱ. 바도니 節操 가져 오 處며 기피 사라 人間애 자최 업고(承懷節操
야 獨處幽棲야 泯跡人間고) <永嘉下109a>

ㄴ. 어려이 사라 오 나래 니르러 오니(苟活到今日) <杜初8:57a>
(10) ㄱ. 사라셔 알 毒 受다가 주거 디새돌 니브리니 佛種 그춘 젼로 이 

罪報 受리라(生受楚毒다가 死被瓦石리니 斷佛種故로 受斯罪報리
라) <法華2:164b> 

ㄴ. 사라셔 죽디 마오져 며 모다셔 여희디 마오져 호 乃終내 몯 得리라
(生求不死 會冀不離者 終不可得也) <月釋23:58b>

ㄷ. 주거 여희믄 진실로 디 몯거니와 사라셔 여희미 더옥 셜다(死別誠難
忍生離亦悲傷) <恩重10a>

ㄹ. 사라셔 아려나 가 다시 식리나 리고 사다가 죽고져 라뇌 <順天
152:5>

(9)~(10)은 ‘살-’과 통합한 ‘-아’와 ‘-아셔’의 예를 각각 보여준다. (9ㄱ)은 [원
인]의 ‘-아’, (9ㄴ)은 [배경]의 ‘-아’로, 각각 비시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나타
낸다. 반면 ‘-아셔’와 통합한 (10)은 모두 [동시] 또는 동시적 상황이 배경화하여 
[배경]의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모두 시간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11) ㄱ. 손 죽디 몯야 셟고 애왇븐 들 머거 갓가로 사니노니 <釋詳6:5a> 
ㄴ. 이 아기  後로 性이 읻고 고 溫和히 야 말호 우믈 머거 니

르고 衆生 어엿비 너교 赤子티 더라(從懷子已來 其性調善 和顏悅色 
發言含笑 先意問訊 軟語利益 慈愍衆生 喻如赤子) <月釋22:24b>

ㄷ.    두 兩과 거믄   되 조히 시서 봇가 검게 고 술 서 되
로 글혀 덥거든 藥 수레 녀허 다시 세다 번 글히고 즈 아 時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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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젹거나 머거 업게 야  나미 됴니(時時隨多少飮之令盡得汗爲
佳) <救方上88b>

(12) ㄱ. 오직 여곰 衰殘 나해 바 브르 머거셔 오직 願호 일 업시셔  
서르 보고져 노라(但使殘年飽吃飯 只願無事常相見) <杜初3:51b> 

ㄴ. 徐積이 세 설 머거셔 아비 죽거늘 아마다 甚히 슬피 어드며(徐積 楚州人 
三歲父死 旦旦求之甚哀) <三綱成孝28>

ㄷ. 이 니도 세 번 너무 아니 머거셔 됴리라(甚者不過三服立效) <救簡
3:68a>

(11)~(12)는 ‘먹-’과 통합한 ‘-아’와 ‘-아셔’의 예를 보여준다. (11ㄱ)은 [원인]의 
‘-아’, (11ㄴ)은 [동시]의 ‘-아’, (11ㄷ)은 [방법]의 ‘-아’임에 비해, (12)의 ‘-아
셔’는 모두 [배경]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아’보다는 ‘-아셔’가 선호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공시적으로 ‘-아시
-아’로 분석될 수 있으면서, 그 의미도 ‘-앗/아시-’의 의미를 통해 투명하게 파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의 16세기 문장은 순간성과 완성점이 없는 동사 ‘-’과 ‘-’66)가 
‘-아셔’와 통합한 경우이다.

(13) ㄱ. 후바글 봇가셔  보긔 아홉 눈 세 곰 녀허 달혀 자소 <順天27:1>
ㄴ. 제 어미로 야 져 셔 에 려 나차 보시고(令其慈母 分乳微塵 

與虛空中 施諸羅刹) <長壽經54a>

원래대로라면 그러한 동사가 ‘-아셔’와 통합했을 때, ‘-앗/아시-’로 인해 선행절 상
황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후행절 상황에 대해 [동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13)의 예에서 선행절 상황은 후행절 상황에 앞서 끝난 상황이므로 선 · 후
행절 상황이 시간적 선후를 갖게 되었다. 이때 ‘-아셔’는 [선시]의 의미로 선 · 후

66) ‘-’가 아님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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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절을 연결하는 것이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아셔’는 그 내부에 상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 ‘-앗/아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동사의 어휘상 자질에 호응한 해석을 나타냈다. 그
러나 (13)의 예에서는 ‘-앗/아시-’가 동사의 어휘상 자질과 호응하지 못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최동주(1995: 126)에서는 ‘-앗/아시-’ 형태가 ‘-아 잇/이시-’에서 발달한 것이
지만, 그 모습이 원래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진 형태였기 때문에 과거시제 의미를 발
달시킬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앗/아시-’가 활용한 ‘-아셔’에 대해
서도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 잇/이시-’ 구성과의 관련성
이 인식되고 있었더라면 통합하지 못했을, 존재사와 ‘-아셔’가 통합한 예가 15세기 
말부터 나타나고 있다.

(14) ㄱ. 머리 劒南애 와 이셔셔 洛陽 노라(遠在劒南思洛陽) <杜初10:43b>
ㄴ. 우리 반시 부텨의 쇠이 가지고 려 이셔셔 모딘 귀신이 와 외디 

몯게 호이다(我等當執 佛金剛杵 而衛護之 不令惡鬼 而得其便) <長壽經
54b> 

ㄷ. 깃 나모 미틔 이셔셔 서늘  쉬며셔 자더니(在路傍樹底下歇凉睡) 
<飜老上27b>

만약 ‘-앗/아시-’가 ‘-아 잇/이시-’와 완전히 동일하게 인식되었더라면 ‘이셔셔’와 
같은 형태는 ‘이셔 이셔’와 의미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셔 이셔’와 같은 구성은 ‘이셔’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로 ‘-아 잇/이시-’가 존재사 ‘잇/이시-’와 통합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셔셔’와 같은 구성이 문증되는 것은, ‘-앗/아시-’와 마찬가지로 어미 ‘-아셔’에도 
본래 형태인 ‘-아 잇/이시-’가 가진 의미가 아닌 독자적인 의미를 발달시킬 준비가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셔셔’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매우 소수 나타나
는 데 그친다.67) 이는 중세한국어 시기가 ‘-아셔’가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 초

67)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두시언해>에서 5례, <장수경언해>에서 5례, <번역노걸대>에서 2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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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3. ‘-아’와 ‘-아셔’가 비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아’와 ‘-아셔’는 [원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원인]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4.2.2에서도 
잠시 보았듯이 15세기 문헌에서 [원인]의 ‘-아’를 ‘-아셔’가 대치하는 모습이 나타
나지 않다가 16세기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

15 · 16세기 문헌에서 [원인]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아셔’를 비교해 보자.

(15) ㄱ. 마 招提 조차 노라셔  招提ㅅ  자노라(已從招提遊更宿招提境) 
<杜初9:27a>

ㄴ. 너무 게을어 옷 자쇼 므던히 너기고 조 노녀셔 신 들우믈 므던히 너
기노라(過懶從衣結頻游任履穿) <杜初10:13b>

(16) ㄱ. a. 네 어듸 가 잇던다 이 두 날 몯 보로다 이바 엇디 이리 누르고 여위뇨
(你那裏有來 這兩日不見 怎麽這般黃瘦) <飜朴37b>
b. 내 요이 보기 어더셔  디 몯다라(我這幾日害痢疾 不曾上馬) 
<飜朴37b>

ㄴ. 이 겨지비 젼애 다어미 도여셔 새옴  머거 모딘 야글 머겨 몬졋 
겨지 식 셜 아 주기니 그 식리 히 주거셔 각각 셰코 
발원호(身爲後母 心生嫉妬 和合毒藥 殺前妻兒 三十之子 此子被殺 各發誓
言) <長壽經40b>

(15ㄱ)은 선행절 상황을 ‘招提를 따라 놀기 때문에 招提 곁에 잔다’와 같이 선행절 
상황을 후행절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招提를 따라 놀면
서…’와 같이, [동시]로도 볼 수 있다. 반면 (15ㄴ)은 앞 문맥을 살폈을 때, ‘-아’로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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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선 · 후행절이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옷차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와 같
이,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구절의 해
석도 그와 대구를 이루어 ‘자주 노닐었기 때문에 신발에 구멍이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노라’와 같이 선행절 상황을 후행절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해석해야 적
절할 듯하다.

15세기 ‘-아셔’는 [원인]의 의미 외에도 다른 연결어미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
었던 반면, 16세기 [원인]의 ‘-아셔’는 그러한 중의적 해석보다는 [원인]의 의미에
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16ㄱ)은 상대방이 요사이 만날 수 없었던 이유와 안
색이 안 좋은 이유를 묻자 그 사정을 ‘이질에 걸렸기 때문에 말을 타지 못했다’와 
같이 대답하고 있다. 이는 이질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거동을 하지 못했다
는 대답으로, ‘-아셔’의 [원인]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15세기에 ‘-아’로 나타냈던 [원인]의 의미를 16세기에 ‘-아셔’로 고친 모습이 나
타난 것도 ‘-아셔’가 전에 비에 더 수월하게 [원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ㄱ. 安祿山이 藁城에 다거늘 常山 太守 顔杲卿이 몯 니르 거스러 長史 袁履謙
이와 가아 뵈야(祿山至藁城 常山太守顔杲卿 力不能拒 與長史袁履謙往迎
之) <三綱成忠13>

ㄴ. 안록산이 고 해 다거 산 태슈 안고이 몯 니 막라셔  
원리겸이와 가 뵈야 <三綱宣忠13>

(17ㄱ)은 15세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이고 (17ㄴ)은 16세기에 간행된 <삼강행
실도>이다. ‘안록산이 고성에 다다르자 상산 태수 안고경이 대항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장사 원리겸과 함께 가서 알현하였는데’로 해석되는데 15세기에는 ‘-아’였던 
것을 16세기에는 ‘-아셔’로 고쳤다. 이는 ‘-아셔’가 [원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
었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기원 및 형성을 고려했을 때, 시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던 ‘-아셔’가 비시간
적 의미인 [원인]까지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이 [선시]와 밀접하게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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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세계의 많은 언어에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인
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발달된 것이 참고된다(Heine 외 2002: 291).

지금까지 연결어미의 의미 가운데 비시간적 의미인 [원인]의 의미에 대해서 ‘-
아’와 ‘-아셔’가 맺고 있던 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셔’에 [원인]의 의미가 있
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아셔’가 [원인]의 ‘-아’를 대치하는 경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대치를 확인할 수 없는 문맥에서도 ‘-아셔’가 후행절 상황에 대해 
[원인]이 되는 선행절 상황을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의 의미가 아님에도 ‘-아셔’가 ‘-아’가 가진 비시간적인 의미를 나
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소수 발견된다. 아래와 같이 ‘-아셔’가 [화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예가 나타난다.

(18) ㄱ. 짐쟉여셔 날옷 하 덥거 가디 마소 <順天138:4>
ㄱ'. 자내 편치 아니 과 자내  일 다 짐쟉여셔  날 긔별소 <郭

氏119-14>
ㄴ. 쟝의 살 것도 자내 짐쟉여 사 즉 거시 잇거든 반찬으란 살 대로 사

셔 게 소 <郭氏112-6>
(19) ㄱ. 人生 슬피 너기샤 貴며 아니 업시 얼굴 잇 거시 이 시름 免리 

업도다 샤(悲念人生當有此患 無貴無賤 有形之類 無免此者) <月釋
21:196a>

ㄱ'. 王이 듣고 너교 福德  사 아니면 이런 險 길헤  줄 업스니라 
야(王聞是語 疑怪所以 作是念言 自非福德純善之人 無由遠涉如是嶮路) 
<月釋22:45a>

ㄴ. 제 艱難 이 念야 내 이것 업수라 터니(自念貧事야 我無此物호라 터
니) <法華2:244a>

ㄴ'. 제 念호 내 비록 神力으로 부텨를 供養도 모로 供養니만 
몯도다 고(自念言 我雖以神力供養於佛 不如以身供養) <月釋18:29a>

(18ㄱ)은 ‘짐쟉-’가 ‘-아셔’와 통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셔’로 이어진 선 · 
후행절 상황은 (19)의 [화제]의 ‘-아’로 이어진 선 · 후행절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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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에서 ‘-아’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에 생각하는 상황이 제시된 뒤 후행절에 구
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부연하고 있듯이, (18ㄱ)에서도 ‘-아셔’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에 짐작하는 상황이 제시된 뒤 후행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짐작을 하
였는지 부연되고 있다.68) 따라서 (18ㄱ)의 ‘-아셔’에 [화제]의 의미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18ㄴ)은 비록 17세기의 예이지만 ‘짐쟉-’가 [화제]의 ‘-아’와 통합
한 경우로, ‘짐쟉-’에 [화제]를 도입하는 절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었음을 알려주
는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18ㄱ')는 똑같은 ‘짐쟉여셔’가 나타났음에도 후행절에 
짐작한 내용이 부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8ㄱ)과 (18ㄱ')의 ‘-아셔’가 의미하는 
바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아셔’를 [양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예도 나타난다.

(20) ㄱ. 아 난 닐웨 안해 우리 여셔 보다가 제 목수 그츠며(初生七日 我等專
伺其便 斷其命根) <長壽經54a>

ㄱ'. 솔와 잣과 냇 길헤 다시 여 보아 五色 구루믜 로 도로 보노라(再
窺松柏路還見五雲飛) <杜初6:25b>

ㄱ''.少儀예 오  그윽  엿보디 아니며(少儀예 曰不窺密며) 
<小諺3:12a>

ㄴ. 齊宣王이 묻와 샤(齊宣王이 問曰) <孟諺1:17b>

(20ㄱ)은 현대한국어로 ‘엿보다’는 뜻을 가진 ‘엿-’이 ‘-아셔’와 통합한 뒤 다시 ‘보
-’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엿-’과 ‘보-’는 모두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면서도, ‘보-’는 보는 행위 일반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이고 ‘엿-’은 보는 행위 중에
서도 은밀하게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이다. 따라서 이 구성은 ‘여셔’가 
‘보다가’를 ‘어떻게’의 방식인 [양상]의 의미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
68) 앞서 3.2에서 [화제]의 ‘-아’는 사유구문에서 나타난다고 한 바 있는데, ‘짐쟉-’도 사유구문

을 형성하는 사유동사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현희(1994a: 304)에서 ‘너기
-’가 전치된 사유구문인 ‘(NP를) {너교, 너겨, 너규메, 너기노니} S’를 형성함에 비해 ‘짐쟉
-’는 특정 구문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기-’가 ‘-아’와 통합하여 전치된 사유구문에서 
선행절에는 생각하는 상황을, 후행절에는 생각하는 내용이 나타나듯 ‘짐쟉-’도 ‘-아’나 ‘-아
셔’와 통합하여 선행절에서 짐작하는 상황을, 후행절에서 짐작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
다는 유사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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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아’가 사용된 (20ㄴ)이 후행절 상황을 꾸미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ㄱ')과 같이 ‘엿-’과 ‘보-’가 [양상]의 ‘-아’로 이어진 경우가 나타남으
로써 (20ㄱ)의 ‘-아셔’가 [양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본고의 해석이 지지받을 
수 있다. 한편 (20ㄱ'')과 같이 ‘엿-’이 ‘보-’와 직접 통합한 예도 나타난다.69)

이처럼 ‘-아셔’에 [원인] 이외의 비시간적인 연결어미의 의미인 [화제]와 [양상]
의 의미가 발견되는 예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예는 위에 제시한 예가 
전부일 만큼 매우 드물었다. 이에 4.2.2에서 ‘-아셔’의 의미를 다루면서 [화제]와 
[양상]을 함께 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절에서 [화제]와 [양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아셔’의 예를 마주할 수 있었듯이, ‘-아’와 ‘-아셔’가 중세한국어 시기
에 맺고 있던 유의 관계가 실상은 더욱 밀접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69) 이밖에도 중세한국어 ‘엿-’은 몇몇 흥미로운 현상을 보인다. ‘엿-’은 ‘여’의 꼴로 ‘보-’뿐만 
아니라 ‘피-’[察], ‘듣-’[聞], ‘잡-’[執], ‘오-’[來], ‘가-’[去]에 선행하여 나타날 수 있었다. 
‘엿보-’는 ‘엿-’, ‘오-’, ‘우-’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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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남은 문제

6.1. 결론
중세한국어 어미 ‘-아’와 ‘-아셔’에 대한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1.1에서 

밝힌 본고의 목적이었다.

(1) ㄱ. ‘-아’와 ‘-아셔’는 어떤 경우에 의미가 같은가? 
ㄱ'. ‘셔’의 유무로 형태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에도 ‘-아’와 ‘-아셔’의 의미가 같

은 이유는 무엇인가?
ㄴ. ‘-아’와 ‘-아셔’는 어떤 경우에 의미가 다른가?
ㄴ'. 이때 ‘셔’는 별도의 의미를 더하는가?

이러한 질문 목록을 작성한 데에는 기존 논의에서 주목하지 않은 ‘-아’와 ‘-아셔’
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기존 논의는 ‘-아’와 ‘-아셔’
가 형태적으로 ‘-셔’의 유무로 대립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여 (1ㄴ)의 질문에 답하
고자 하였고, ‘-아’와 ‘-아셔’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 (1ㄴ')의 질
문인 ‘-셔’의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해 왔다.

본고에서는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복수의 문헌에서 ‘-아’와 ‘-아셔’가 대치
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아’와 ‘-아셔’가 유의 관계에 있었음
에 주목하였다. 이에 (1ㄱ,ㄱ')의 질문을 추가하고, 유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세한
국어 어미 ‘-아’와 ‘-아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1)의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해 가도록 하겠다. (1ㄱ)의 질문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아’와 ‘-아셔’는 공통적으로 [원인], [선시], [방법], [동
시], [배경]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문헌에서, 
‘-아’와 ‘-아셔’가 [원인], [선시], [방법], [동시], [배경]의 의미일 때 대치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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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아’와 ‘-아셔’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그러
한 의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와 ‘-아셔’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시간성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원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적 의미를 나타냈다.

(1ㄱ')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아’와 ‘-아셔’는 ‘-셔’의 유
무로 형태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앗/아시-’의 유무로 대립하고 있었다. 즉 
‘-아셔’는 ‘-앗/아시-’의 활용형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아셔’를 ‘-앗/아시-’의 
활용형으로 분석하게 되면, ‘-아셔’가 ‘-아’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던 상황
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 ‘-앗/아시-’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아 잇/이시-’와 동일한 상 의미를 나타내
는 구성이었다. 최동주(1995)에 따르면 ‘-아 잇/이시-’의 의미는 [상태지속], [완
결(결과)지속], [진행], [과거경험]을 의미했으며 이 가운데 [완결(결과)지속]의 의
미로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하였다. 

‘-아셔’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수가 ‘-아시-아’로 분석되는 형태가 동사의 어휘상
과 상호작용하여 도출될 수 있는 의미였다. [완결(결과)지속]과 [과거경험]은 상황
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상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셔’로 하여금 후행
절 상황에 대해 선행절 상황이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는 [선시]의 의미를 나타내도
록 했을 것이다. [방법]은 [선시]에 포괄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셔’가 [선
시]를 나타낼 수 있다면 [방법]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선 · 후행절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선행절 상황을 
묘사하는 용언이 순간성이 없는 동사여야 하며 [진행]의 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앗/아시-’는 [진행]을 의미하는 구성이기도 하였으므로 ‘-아셔’는 선 · 후
행절을 [동시]의 의미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절 상황이 후행절 상황을 시 · 
공간적으로 한정하는 [배경]의 의미도 [동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의미였다. 범
언어적으로 선 · 후행절이 동시적 상황일 때 선행절은 배경화하고 후행절은 전경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앗/아시-’가 [동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면 그 활용형인 ‘-아셔’가 [배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역
시 자연스럽다. 또한 [상태지속]의 상 의미를 가진 선행절 상황은 후행절 상황이 일
어난 시간적 위치를 한정해줄 수 있다. ‘-아셔’가 형용사와 통합하여 선행절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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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절 상황에 대한 [배경]이 되도록 하는 것도 ‘-앗/아시-’의 [상태지속]의 의미
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아’와 ‘-아셔’가 [원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적 의미에 대해 유의 관계
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셔’가 ‘-앗/아시-’라는, 상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
을 가진 형태였고, 이 ‘-앗/아시-’로써 연결어미의 시간적 의미가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한편 비시간적 의미인 [원인]의 의미에 대해서도 ‘-
아’와 ‘-아셔’가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은 [선시]와 [원인]의 관련성으
로 설명될 수 있다. 범언어적으로도 [선시]를 나타내는 요소가 [원인]을 나타내는 
요소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ㄴ)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아’가 [원인]을 제외한 비
시간적 의미인 [나열], [화제], [양상]의 의미일 때 ‘-아셔’와 의미적 차이를 보였
다. ‘-아셔’의 개별 예에서 이러한 의미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ㄴ')의 질문은 (1ㄱ')의 질문에 답하면서 모두 대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아’와 ‘-아셔’가 대치 가능한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여, 두 형태가 맺고 

있는 유의 관계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의 의미를 시간적 의미
와 비시간적 의미로 체계화할 수 있었다. 또한 ‘-아셔’를 ‘-앗/아시-’와 ‘-아’의 통
합형으로 분석함으로써 ‘-아셔’를 ‘-아’와 ‘-셔’로 분석해 온 논의에서는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다. 첫째 ‘-아셔’가 선어말어미 통합 양상에서 보인 제
약 현상을 설명했다. 둘째, ‘-아 잇/이시-’, ‘-앳/애시-’, ‘-앗/아시-’의 활용 계열에
서 ‘-앗/아시-’에 대해서만 ‘-아’ 활용형이 없는 문제적 현상을 해소했다. 셋째, ‘-
아셔’가 ‘-아’와 시간적 의미에 대해 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음을 설명했다.

6.2. 남은 문제
그러나 본고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남아 있다. ‘-아셔’를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셔’의 통합으로 본다면 ‘-고셔’나 ‘-며셔’ 형태를 분석하기에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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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고’, ‘-며’와 ‘-셔’의 통합으로 설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아셔’를 ‘-아시-아’로 분석함으로써, 은연중에 ‘-고셔’와 ‘-며셔’에 대해
서도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
해서까지도 ‘*-고시-어’나 ‘*-며시-어’와 같이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시-’
나 ‘-며시-’와 같은 구성을 중세한국어 시기에 대해 공시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또한 ‘-아셔’는 선어말어미 ‘-()시-’와 통합하지 못한 반면 ‘-고셔’는 아
래와 같이 통합된 예가 발견된다.

(2) 宮中에 두디 몯야 문밧 宮의 두시고셔 보시니라 <蒙六11a>

이 밖에도 ‘-고셔’나 ‘-며셔’의 중세한국어 시기 사용 빈도는 ‘-아셔’에 훨씬 못
미친다. ‘-아셔’는 중세한국어 시기에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반면, ‘-고셔’나 ‘-며
셔’는 그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70) 이에 대해서 본고는 한 가지 추정을 하
는 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삼고자 한다.

‘-아셔’는 형태적으로 ‘-아’와 ‘-셔’로 재분석되기 용이하다. ‘-아’는 연결어미로
써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셔’도 하귀녀(2005)에 따르면 연결어미 뒤가 아닌 환경
에서 특수한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끌려서 ‘-
아셔’를 ‘-앗/아시-’와 ‘-아’가 아닌 ‘-아’와 ‘-셔’로 분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데 ‘-아셔’는 ‘-아’에 대해서 시간적 의미에 한해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
문에, 언중들에게 ‘-아’에 ‘-셔’를 통합시키면 ‘-아’의 의미 가운데 시간적 의미만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수 있다. 즉, ‘-셔’는 선행한 연결어미의 의미를 
시간적 의미로 한정시켜주는 요소로 이해된 것이다. 이에 ‘-고’나 ‘-며’에 대해서도 
‘-셔’를 통합시키면 이들 연결어미가 가진 의미가 시간적 의미로 한정될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고’는 주지하다시피 [나열]과 [선시]의 의미를, ‘-며’는 [나열]과 
[동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시간적인 의미와 비시간적인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는 연결어미였다는 점에서 ‘-아’와 같았다. 따라서 ‘-아’에 대해서 

70) 필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세한국어 시기 ‘-아셔’는 약 1641회에 걸쳐 등장하는 반면, ‘-
고셔’는 44회, ‘-며셔’는 20회 등장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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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가 시간성을 더해주면 시간적 의미로 한정되었듯이, ‘-고’나 ‘-며’에 대해서도 
‘-셔’가 통합되면 이들의 의미는 시간적 의미로 한정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고
셔’는 [선시], ‘-며셔’는 [동시]의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박용찬(2008)에서 파악한 ‘-고셔’와 ‘-며셔’의 의미와 같음으로 해서 그 개연성을 
다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중세한국어 시기 ‘-아시-아’로 공시적인 분석이 가능했던 ‘-아셔’가 통
시적으로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에 관한 문제도 본고의 논의 범위을 넘어서는 문제
라 다루지 못하였다. ‘-앗/아시-’ 구성은 형태적으로 단일화되고 과거시제 선어말어
미로 문법화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아셔’는 ‘-앗/아시-’의 활용형임에도 그러한 
영향을 입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아셔’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를 
통해서라면 현대한국어에서 ‘*-었-어서’와 같은 구성이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원인
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세한국어에서는 [원인]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드물었던 ‘-아셔’가 현
대한국어에서 전형적인 [원인]의 연결어미로 호출되는 ‘-아서’로 자리매김하게 된 
과정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는 분열문 구성에서 ‘-아셔’가 ‘-아’를 완전히 대
치하게 된 경위를 추적함으로써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현희(1994a: 81)에 따르면 
분열문 구성에 나타날 수 있는 연결어미는 [원인] 의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고,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분열문 구성에서 ‘-아’만 가능했던 것이 현대한국어 시기에 들
어서는 ‘-아서’만 가능한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서형국(1999: 127)에
서도 분열문 구성에서 ‘-아셔’가 ‘-아’를 대치한 것은 현대한국어 시기에 와서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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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nding '-a' and '-asyeo' in Middle Korean

Choi, Jin

This paper aims to account for the synonymic relation between '-a(아)' and 
'-asyeo(아셔)' in Middle Korean by discerning that they could be substituted 
for each other and ascertaining that '-asyeo' was synchronically divided into 
'-as/asi(앗/아시)-' and '-a'.

Chapter 2 examin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basis for analyzing '-asyeo' 
and reviews descriptions of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 '-a' for organizing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s in this paper.

Chapter 3 and 4 respectively take a look at morphic,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a' and '-asyeo'. It is described how the syntactic properties 
vary according to each meaning of connective endings in particular.

Chapter 5 systematizes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s according to 
temporality to investigate the synonymic relation between '-a' and '-asyeo'. In 
consequence it is found that the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s is categorized 
into two groups. One is temporal, and the other is non-temporal. For temporal 
meanings of '-a', '-asyeo' can be synonymic. For non-temporal meanings of 
'-a', '-asyeo' can partially be synonymic.

Chapter 6 presents conclusions and discussions of residual matters.

Key Words: ending,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 connective ending combined 
with auxiliary verb construction, temporality, synonymic relation, -asyeo

Student Number: 2012-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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