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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어의 기능동사 “하 와 “되에 대하여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밝혀서 그 관계를 뚜렷이 기술하는 데 있다. 필자는 서정수(1975 ) 등에서 

“하에 관해서 다룬 바가 있었다. 그 후 “되 ”에 관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양자의 관계가 상당히 흥미있는 컷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 점에 대하 

여 논의히 고자 한다 

그동안 숱한 문볍서나 논문에서 이 “하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서정수 

(1 991)에 따르면 “하 ”에 관해서 다룬 바 있는 크고 작은 논저는 30여 가 

지에 이른다. 주시경 (1 9 10 ) 에서 비룻된 “하에 관한 논의는 최현배 (937) 

에서 이어져 확충되었고 박승빈(1935 )에서도 주요 과제로 다루어졌다. 그 

뒤 학위 논문 등 많은 논저에셔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송병학 (1 974)과 

서정수(1975) 의 두 학위 논문에셔는 전적으로 이 “하에 관해서만 다룬 

바 있었다. 김창섭(1981) ， 이창덕(1984) ， 고재 설 (1 987)등의 석사학위 논문 

에 서도 이 “하 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밖의 많은 문법관계 연구 

의 학위 논문이나 저술에 셔도 이 “하의 문제를 언급하고 그 나름의 견해 

를 밝히고 있다. 

한편， 동사 “되 는 “하와 더불어 국어의 동사구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 “되 는 보어(補語)와 어울려 쓰이는 불완전 자동사로 여 

겨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성격(變成格) 부사어를 수반하는 동사라 

고도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동사는 최현배(1937) 등에서 이른바 “하 동 

사의 피동형을 이루는 기능을 보인다고 지적되었으며， 이른바 겹주격 문장 

의 한 유형을 이루는 동사로셔 주목을 받아 오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하와 “되의 구문론적 특성을 각기 살피고 양자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지 적하고자 한다. 이 두 형태는 특히 그 선행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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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드러나는 구문론적 특성 이 주목할 만하다. 

2. “하 으| 기본 기능과 선행 형태 

2. 1. 서 (1975) 에서의 분석 

서정수(1975) 에서 내세운 결론에 따르면 “허의 본질적 기능은 두 가지 

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형식동사 ( empty verb)"로서의 기능이요 다른 하냐 

는 “대동사(pro -verb)"로서의 기능이다. 최(1937) 에서 보듯이 “하는 곁 

보기에 10여 가지의 기능을 보인다고 하지만 그 기본적 기능은 이 두 가지 

이다. 

형식동사로서의 “하는 동작성이나 상태성의 서술적 의미를 지니는 선 

행 요소로 하여금 문법적 형식을 갖추게 하는 기능만을 드러낸다. “운동한 

다”에서의 “하 ”는 “운동”이라는 동작성 명사에 첨가되어 서술어로서의 형 

식적 기능을 갖추게 하고 있다. “운동”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통작성 ] 

을 지녔지만 형태상으로는 명사이므로 서술어로서의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동작성을 지난 선행어로 하여금 서술어로 

서의 문법적 기능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동사로서의 “하 는 잎의 경우와는 달리 선행 요소가 실질적인 서술 

의미가 없을 경우에， 특정한 의미의 추상적 서술어를 대신하는 기능을 보인 

다. “밥한다”에서 “하의 선행어 “밥”은 스스로 서술적 기능을 드러내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의 “하 ”는 앞에 말한 형식 통사의 기능만 한다고 

팔 수가 없다. 이런 “밥”과 같은 선행어는 동작성이 전혀 없고 동작의 대상 

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경우에도 “하가 형식동사의 기능만 

한다고 하면， 실질적 인 서술 기능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밥한다” 

와 같은 경우의 “하 는 실질적인 서술 의미와 관련된 구실이 주이져 있다 

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미 해석으로 볼 때， “밥한다”는 ‘밥짓다’ 

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므로 이런 환경에서의 “하 는 ‘짓다’와 같은 의미를 

표상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하 자체가 그런 의미를 고유 의미로 지닌 

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숨히다”와 같은 경우의 “하는 ‘마신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하는 모순이 당장에 생기기 때문이다. 또 앞에 

서 “하가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동사라고 한 것과도 모순이 된다. 따 

라서 “맙하다”와 같은 경우의 “하는 그 상황에서 예상될 수 있는 의미의 

추상적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 기능을 지닌다고 결론짓고 있다‘ 

서(1 975 )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하의 기본 기능을 바팅으로 하면 

“하의 모든 쓰임을 근원적으로 간결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보았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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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1937) 에서 말한 “하의 10여 가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형식통사” 

와 “대동사”기능으로 칸영하게 설영이 된다는 것이다. 

2.2. “하의 기본 기능에 대한 수정된 견해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간추려 제시한 서정수(1 975 )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 

고 그동안 많은 이들의 연구에서 드러난 바를 참조해서 “하가 지 닌 기본 

기능을 재론하기로 한다. 그 결론을 먼저 말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하 는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허형태로서 문법 

적 기능만을 드러내는 일종의 대행 용언이라고 할 수가 있다 [lJ “하는 

의미론적으로 무내용(semantica lly empty ) 이고 ， [2J 구문상에서 특정 용언 

을 대신해서 쓰이는 대행 용언의 구실을 한다는 점이 그 기본적 인 기능이라 

는 것이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1 ) “하의 허형태성 

“하가 허형태라는 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승빈(1935) 에 

서 논급이 되었으며 최현배(1937) 에서도 그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 

근래에 와서 Ree, J. (1 974) , 서정수(1975)등에서 “하의 허형태성은 집중 

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그밖에 남기심(1973) ， 윤만근(1982) ， 하치근 

(1 989) , 신창순(1982) ， 김동식 ( 1980) 등에서도 허형태성이 대체로 인정되 

고 있다. 또 송병학 (1 974) ， 심재기(1 982) ， 이창덕(1 984) ， 성광수(1 976 ) 등 

에서도 직접 간접으로 “하의 허형태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기- 허형태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점을 들 수가 있다. 첫째， 

“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관계문화， 인용 보문화의 과정 등에서 그것이 

임의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a . 내가 서울에서 하는 생활 • b. 나의 셔울에서의 생활 

(2) a . 그들이 친하다고 하는 소문 • b. 그들이 친하다는 소문 

각 a가 각 b와 의미가 같다고 할 때 “하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숭빈(1935)을 비롯하여， 이맹성(1968) ， 

남기심(1973) ， Ree (1 974) , 서정수 (1 975) 등에서 한결같이 언급하고 었다. 

그런데 김영희(1981) 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에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3) 경찰이 죄수가 {a. 탈주했다고， b. 탈주한} 사실을 밝혔다. 

곧 (3a)와 (3b) 의 기저구조가 다르므로 “하에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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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과연 이들이 기저구조가 다를 수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자는 동사 보문이고 후자는 명사구 보문이라는 구조척 차이에서 오는 것 

이지 “하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3a, b) 두 문장의 동의성 여부를 가 

지고 “하의 의미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둘째， “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부정문의 두 가지 방식이 통일한 의미 

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입증이 된다. 

(4) a . 아이가 안 잔다. b. 아이가 자지 아니 한다. 

(4a)와 (4b)가 통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하가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 후자에는 “-지 하가 추가되었는데 전자와 의미적 

으로 같으려면 “-지”와 함께 “하가 의미적으로 “rþ"가 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이 두 부정 방식에는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송석 

중(1 971 ， 1973) 등에서는 양자는 기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많은 이들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의미 차이가 다소나 

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구조적 차이와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하 로 말미암는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셋째， “하가 허형태소로 알려진 지정사 “이 ”와 상호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도 그 허형태성을 방증한다. 

(5) a . 그건 참 불행하다 b. 그건 참 불행 이다. 

( 5a ) 의 “불행하다”와 ( 5b) 의 “불행이다”가 교체멸 수 있다는 것은 “하가 

지정시- “이와 동등함을 보인다. 그런데 지정사는 많은 언어에서 허형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교체성은 “하의 허형태성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검영희(198 1) 에서는 (5)와 같은 경우를 “하에 의미가 있다는 한 증거 

로 내세우고 있다. “하가 “만원합니다”와 같이 쓰일 때는 “만원됩니다 

“만원입 니다”와 같은 내포동사의 구실을 하므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 

다는 것 이다. 그러나 검통식(1984 ) 에서는 (5)에서처럼 “되다”가 “이다”와 

교체될 때는 “되다”의 의미 자질 일부가 중화되어 무내용의 어휘가 되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하다”가 이들과 교체 될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 

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어 떻든 “이다”가 실질적 의미는 없이 주어와 서술 

명사를 연결해 주는 구실을 하는 허형태임을 감안할 때 이 런 경우의 “하 

도 마찬가지로 허형태라는 컷을 보여 줄 뿐이고 그 반대는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 런 경우의 “하가 내포동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하의 고유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 는 그밖의 수많은 환경에서 쓰 

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하가 이렇게 “이다”와 교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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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까지 쓰인다는 사실도 그것이 본래의 고유 의미를 안 가진 데서 

드러나는 다양한 기능 수용력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하는 윤만근(1982) 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시 한문 등에 붙여 쓰 

는 구결이나 토이였다는 사실에서도 실질척 의미가 없는 형태임이 입증된 

다-

(6) 孝하고 信하며 父子有親하며 

다섯해， “하는 선행어의 의미가 동사성이나 형용사성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셔만 쓰얼 수 있고 그러한 의미 자질이 없는 선행어하고는 일반으로 어 

울리지 못한다는 점에셔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7) 운동+한다， 화려+하다， 키스十한다， 스마트+하다， 

(8) *책상+하다*집+하다*돈+하다 

(7)에셔처럼 “하는 그 선행어가 동사성이나 형용사성이 농후한 한자어나 

외래어에만 첨가되어 서술어 기능을 드러내게 하고， (8) 에서처럼 그런 서술 

척 의미가 없는 체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실을 못한다. 만일 “하 자체에 

셔술성이 있다고 하면 그 선행어의 의미 자질에 관계없이 서술어 기능을 드 

러내야 마땅할 것이다. 

여섯째， “허가 기본적으로 허형태성을 지녔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 상이 

한 의미나 기능 뱀주에 관련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입증이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는 종래 “본동사 “동사 파생 접사 “형용사 파생 접사 

“부정 보조동사 “부정 보조형용사” 등 10여 가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종래에는 동일 형태의 “하자체가 그런 많은 의미 기능을 지난다고 보기 

도 했다. 그러한 견해는 동일한 “형태”의 “하가 숱한 다의성을 지닌 낱말 

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키 어려운 무리한 가정이다. 

낱말이나 문법 형태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다소간 달리 해석되는 

수는 있지만 그런 차이는 그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상 

례이며， 또 소속 범주가 달라지는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하는 그 의미 기능과 소속 범주가 10여 가지로 

달라진다고 하니 이는 일반적 언어 사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자체에는 그런 여러 의미가 없고 다만 선행어의 의미척 

특질에 따라 좌우되는 문법적인 기능 요소라고 한다면 훨씬 자연스럽고 설 

득력있는 설명이 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부하다”가 동사가 되 

는 것은 “공부”에 동작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행복하다”가 형용 

사가 되는 것은 “행복”이 상태성 의미 자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 

로 선행어의 각기 다른 의미 자질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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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하의 다양한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다. 곧 “하 

자체는 실질적 의미가 없고 선행어의 의미에 좌우되는 여러가지 묻법적 기 

능에 관련된다고 하는 것 이다. 

일곱째， “하가 허형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다”와 “공부하다”의 

의미척 동의성에서도 또한 뒷받침이 펀다. 이들 두 경우가 지척인 의미 

(cognitive meaning) 변에셔 통일한 전달 효과를 낸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물론 초점이나 강조의 효과는 다소간 다름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 

은 다분히 화용론적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게 양자의 기본적 의미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가 실질 의미가 없음을 반증한다. 종래식으로 “공부 

를 하다”의 “하 ”는 ‘동작성’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공부하다”의 

하는 선행 명사를 동사로 전성시키는 접미사라고 해서는 양자의 동의성 

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나 “하는 허형태의 

구실만 하고 실질적 의 미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야만 그 동의성이 순리적 

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Park, B. (1 974)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가 ‘행동성’ 

의 의미가 있다고 내세운 바가 있다. 

(8) 학생이 숙제를 한다. 
(9) 교수가 연구를 한다. 

그런데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하가 ‘행동성’ 등의 의미를 지녔다고 한 

다면 그 행동성이 어떤 성질의 것이며 ， 그것은 선행어와 어떤 관계로 맺어 

지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8) 의 경우는 “하가 선행어에 내포 

되지 않은 ‘푸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에， 

(9)와 같은 비실체성 선행어일 때는 그 선행어에 내포된 행위(연구 행위) 

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에는 선행어에 따라 여러가 

지 성격의 행위를 드러내는 다중적 의미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는 결과를 빚 

는다. 

“하에 이 런 다중적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면 당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1 0) ??학생이 여름 방학 과제를 한다. 

(11) *학생이 문제를 한다. 

(10) , (11)에서는 “숙제”와 비슷한 뭇의 선행어 “과제”나 “문제”의 경우인 

데도 “하가 어울리지 못함을 보인다. 사실상 “하 는 대다수의 실체성 선 

행어에는 어울리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 자체에 ‘행동성’의 의미가 

있어 가지고 선행어를 동사화한다고 보는 견해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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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하 ”가 ‘행동성’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숙제”와 비슷한 “과제” 

나 “문제” 등은 물론 어떤 선행어도 동사처럼 쓰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제약은 “하자체에 ‘행통성’ 등의 

의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숙제하 

다”만이 가능한 이유는 뒤에서 다룬다) 

이상과 같은 여러 결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 ”의 허형태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하 자체에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 

고 다만 선행어의 의미에 따라 어울리기도 하고 안 어울리기도 한다. 또 선 

행어가 동작성이면 동작성 서숨어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문법적 형식을 

갖추어 주고， 상태성이면 그런 상태성 서숭어가 되는 형식 요건을 갖추어 

주는 기능을 보인다. 말하자연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선행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특성대로 거기에 맞추어 문법적 “옷"(형식)을 갖추어 주 

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2) “하의 대행 기능 

“하 ”는 그 자체 실질적 의미가 없는 허형태임을 보았거니와 이제 그 선 

행어와의 관련에서 드러내는 기능에 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본시 셔정수 

(1 975 )에서는 그 기능을 “형식동사”와 “대동사”로 나누어 설명한 바가 있 

다. 선행어가 동작성이나 상태성 등을 나타내는 비실체성 요소일 경우에는 

“하 ”가 형식동사로서의 기능을 드러내고， 일부 실체성 요소와 어울리는 경 

우 등에서 “대동사”의 구실을 한다고 하였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더 구체 

적으로 그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하는 [1 J “문법형식 대행 기능，" [2J “추상 동사 대 
행 기능” 및 [3J “선행 용언 대행 기능”을 드러내는 허형태이다 서(1975 ) 
에서는 “하 ”가 형식동시와 대통사의 기능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가능을 3기지로 분석하고 용어를 좀 더 명시적인 것으로 바꾼 컷이다. 

이 세 경우를 우선 예시하연 다음과 같다. 

(1) a . 그 사람이 {운동을 한다/운동한다} . 

b. 그 아이가 정직하다. 

(2) a 아낙네가 {밥을 한다/밥한다} 

b. 그기- 아이에게 집에 가게 한다. 

(3) a. 그 아이가 하느님을 {믿기는 믿는다/한다} . 

b. 이 옷이 예쁘기는 {예쁘다/하다} . 

(1)은 “문법형식 대행 기능”을 보이는 경우이다. 서(1975) 에서의 “형식동 

사”에 해망하는 것으로서， “하가 선행의 의미적 용언에 대하여 문법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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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갖추어 주는 경우이다 (2)는 “추상 동사 대행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서 서 (1975) 에서 말한 “대동사”가운데 일부를 가리킨다. 곧 그 상황에 따 

라 추정되는 추상적 봉사를 대행하는 것이다. (3)은 문맥적 환경에서 주어 

지는 특정한 선행 동사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서(1 975) 에서는 대통 

사 범주에 포함시 켰으나 그 환경적 제약이 특정한 경우이므로 따로 구분하 

도록 했다. 

“하의 문법형식 대행 기능은 “하가 그 비실체성 선행 요소가 드러내 

는 실질적 서술 기능에 대하여 문법적 형식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서술 기능 

을 완성하는 것이다. 동사성 선행 요소에 대하여는 동사로서의 문법적 형식 

을 대행하여 동사적 셔술어 구실을 하게 하고， 상태성 선행 용언에 대하여 

는 형용사 등의 문법척 형식을 대신 갖추어 주는 것이다. 이 기능에 대하여 

는 서 (1975) 동에셔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앞에서도 이미 언급이 있었으므 

로 더 이상의 논술은 줄인다. 

“하의 추상 동사 대행 기능은 “하가 선행어와 관련된 화용론적 상황 

에 따라 주어지는 서술적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선행 요 

소가 동사성이나 상태성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하는 그 서술적 

기능 전체 곧 문볍형식 뿐 아니라 서숭척 의미끼지를 대행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하가 대행하여 나타내는 상황척 의미 영역은 복합적 

인 것이므로 한 특정한 동사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서 

술적 의미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여러 동작과 관련된 것이 될 수 있다. 결 

국 이런 경우의 “하는 그 상황에 따라 가능한 여러 의미를 추상하여 드 

러내는 일종의 추상 동사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 추상 동사 대행 기능을 하는 경우는 선행 요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0> 선행 요소가 일부 실체성 체언일 경우와 
<2> 그밖의 경우이다. < 1>의 경우는 위의 (1a) 에서 보듯이 “밥” 등과 같이 

특정한 실체성 체언이 “하와 어울랄 경우이다 . <2>의 경우는 (2b)와 같 

이 사동법 퉁의 구문론적 관계에서 “하가 드러내는 대 행 기능이다. 

<1>의 경우 곧 실체성 체언이 “하와 어울리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 

다 “밥 “펙 “나무” 등의 실체 성 체언은 그 자체로서 서술적 의미가 전 

혀 없는 것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앞에서 말한 비 

실체성 체언과는 다르다. 그런데 이들 특정한 실체 성 체언은 “하와 결합 

하여 “밥하다 “떡하다”와 같이 서술적 기능을 드러낸다. 그러면 이 경우 

에 드러나는 서술적 기능은 어 디에 연유되는 것 일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 지체가 그런 의미 기능을 가진 한 

동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 최현배(1935 ) ， Park B. (1974) 등에서 

내세웠던 가정이기도 히-다 . 그러나 이 런 가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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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이는 “하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허형태라는 사실과 위배 된다. 선 

행어가 동사성이나 형용사성을 가진 비실체성 체언일 경우에는 “하는 사 

실상 그 자체 의미가 없는 형식 요소라는 것은 여러가지로 입증되고 있음은 

이 미 밝힌 바 있다. 그런 “하가 이 경우만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셔숨어 

구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통일 형태의 동사 

가 경우에 따라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안 가지기도 한다고 구구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이다. 그렇다고 이 경우를 설명키 위해서 선행어가 비실체성일 

때도 “하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그렇다면 위 

에서 논증한 “하의 허형태성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논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언어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빚을 

뿐 아무 소득이 없는 일이다. 

둘째로， “하가 서술적 의미를 가진 동사라고 한다면， “하가 대다수의 

실체성 체언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특히 다음과 같 

은 예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밥하다*죽하다*나물하다*김치하다*국하다*탕하다 

(5) 숙제하다*과제하다*문제하다*제목하다. 

곧 “밥하다”는 되는데 그와 비슷한 음식을 만드는 동작에는 “하가 쓸 수 

가 없다. “숙제하다”는 되는데 그와 비슷한 “과제 “문제” 등에는 “하가 

어울리지 못한다 . 만일 “하가 동사로서의 의미 기능을 가졌다면 그것은 

적어도 비슷한 부류에 속하는 선행어와 두루 어울릴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 어떤 이는 이것은 “하가 접사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결합 관계에 제 

약이 있다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 서 말하는 바는 그런 접사로셔의 기 

능이 아니고 서술 동사로서의 기능이므로 그러한 설명법은 미봉적인 둘러 

부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 ”가 실체성 선행어와 결합하는 경우는 극 

히 제한된 분포만을 보이므로 일반 동사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런 “하 ”를 본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일종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나 안이하게 처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낱 미봉척인 기술이 아 

닐 수 없다. 

셋째로， “하가 그 자체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그것이 너무나 많은 의미 

를 지닌 낱말이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밥하다 “나무 

하다 “머리하다 “숙제하다” 등에서 보듯이 실체성 선행어와 결합할 경 

우의 “하는 실로 여러가지 의미와 관련되고 있다. 선행어가 다름에 따라 

각기 다른 동작이 개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하 ” 자체가 의마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로 갖가지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낱말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Park , B. (1 974) 등에셔는 이런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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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이， 그저 막연히 그 자체가 선행어 

와 관련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를 본동사라고 하는 

이상 그 의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허형태성을 가 

진다고 보는 견해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모순된 가정이 아닐 수 없다. 비 

록 “하의 허형태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가 그처 

럼 많은 의미 요소를 가진 낱말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언어 직관이나 언 

어 사실과는 너무나 다른 것 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 

점을 순리적으로 해 결하는 방법은 Park, B. (1974) 등에서 주장하는 본동사 

설에서처럼 “하 자체가 의미를 가졌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주 

어지는 의미 기능을 대행할 뿐이라고 기술해야 한다. 그 자체가 의미를 지 

난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환경에 따라 대행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며， 어 

느 설명 방식이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그런 다양한 의미 영역 

의 대행 기능이 쉽사리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하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가정은 언어 현실과 부합 

된 순리척 설명이 될 수 없음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는 “하 자체는 의 

미 기능이 없고 다만 특수한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추상적 의미를 대행하여 

도입하는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 

하의 대행 기능과 관련된 주개념에 대하여 구체적 인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여기서 “특수 상황척 의띠”란 그 선행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화용상의 

관행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테 면， “밥”이라는 체언에 “하 ”가 연결되면 

국어 사용자는 누구나 ‘칫다’에 상당한 상황적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 그것 

은 흔히 예상될 수 있는 ‘먹다’ 따위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또 “떡하 

다”와 같은 경우에는 “하가 ‘떡을 만드는 동작’을 추상해서 가리키는 특 

수한 상황적 의마가 통용된다. “나무하다 “머리하다” 등도 선행어와 관련 

된 특수 상황척 의미가 “하 로 해서 도입된다. 이런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각양 각색의 의미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주어 지는 것임이 분명 

하다. 만일 그런 의미를 “하 ”기 지난다고 해서는 “히 는 의미적 “마술 주 

머 니”라고 해야 할 컷이다. 그런 마술 주머니를 가정하는 것은 바른 과학적 

기술이 아니리 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하는 그런 상황적으 

로 주어지는 특수 의미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2)의 경우 곧 구문론적 관계에 따라 “하 ”가 드러내는 대 행 기 

능은 다음 에에서 볼 수 있다. 



“하와 “되에 대하여 

(6)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 게 한다. [만든다， 작용한다 등] 

(7) 아이가 좋아 한다. [날띈다， 웃는다， 어 쩔줄 모른다 등] 

(8) 우리는 먹어야 한다. [된다， 쓴다， 산다， 마땅하다 등] 

(9)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한다 [좋겠다， 바람직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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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구문론적 관계에서의 “하는 대체로 

대괄호 [ J안에 표시된 것과 같은 상황적 의미를 추상하여 대행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 경우도 “하 자체가 그런 서술적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문론적 상황에서 주어지는 의미는 앞에서 말한 특정 선행어와 관 

련된 화용척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과는 다르다. 화용적 상황은 특수한 실체 

성 체언에만 한정된 것이며 사실상 국어에서만 드러나는 언어 문화척 성격 

을 띤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여 기 말하는 구문론적 환경에 따른 의미는 구 

문론적 구조에 따라 예견되는 것이다. <동사+게 하다> . <동사+아 하다〉 

따위와 같은 구문 구조에서 “하가 대행하는 의미가 이 경우에 말하는 의 

미 기능인 것이다. 이 때도 환경에 따라 의미적 변수가 작용될 수 있으므로 

“하는 일종의 추상 동사 대행 기능을 보인다 

이런 “하의 대챙 기능에 대하여 최현배(1937) 등에서는 보조동사라는 

범주를 미 련하여 기술한 바 있다. 이 렇게 보조동사로 보는 것은 역시 “하 ” 

에 다양한 의미 기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문법 범 

주를 남발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는 문법 기술을 부질없이 복잡하게 만 

들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떠나서 단순히 “하가 보이는 대 

행 기능의 일종으로 설영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위 

와 같은 경우에도 “하의 본질적 대행 기능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므로 대 

행 기능의 한 가지로 기술하는 것이 간결하고 알기 쉬우며 또 “하의 본 

질에 입각한 일관된 기술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앞에사 말한 [3J의 경우 곧 “하의 선챙 용언 대 챙 기능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는 (3) 에서 보인 예 이외에 다 

음과 같은 예도 포함이 된다-

(1 0)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한다. 

(11) 사람들은 마당에서 앉거나 서거나 했다. 

(1 2) 여자들이 거리에 가고 오고 한다. 

(10)- (12) 등에서의 “하 ”는 앞의 (3) 에서 본 “믿기는 한다”나 “좋기는 

하다” 등의 “하 ”와 마찬가지로 문액상으로 지정된 용언을 대행하는 구실 

을 한다. 이것은 반복되는 동사를 대신 가리키는 대용어척 구실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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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 할 수가 있다. 

이 선행 용언 대챙 기능의 경우는 “하가 일정한 선행어를 대신한다는 

점이 색다르다. 앞에서 말한 추상 동사 대행 기능에서는 어떤 특정한 통사 

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추장적으로 상정되는 의미 기능을 대표하는 동사 

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 용언 대행 기능에서는 “하가 그 형태 

와 의미가 주어지는 선행어에 대한 대치 기능을 하는 것 이다. ( 3)과 같은 

경우에는 그 선행어가 가장 뚜렷이 주어지고 있으며， (1 0) 등에서는 선행 

용언 가운데 하나를 선택적으로 (또는 그 동작들을 통합적으로) 대행하는 

구실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대행 기능은 흔히 말하는 대용어적 기능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추상 동사 대행 기능은 일반 대용어와 성격을 달러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선행 용언 대챙 기능은 대용어적 성격이 농후하 

다고 본다. 검영희(1981 ， 1984) 등에서는 “하의 대용적 기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것은 “하 ”가 전형적 인 대용어 형 태 “그러하 

따위와 상호 교체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하는 

〈그러 +하->와 같이 분석되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지시 

기제의 작용을 한다연 “하 는 지시된 용언의 의미나 형식을 대행하는 구 

실을 한다고 할 것 이다. 이는 지시 대상이 명확히 주어질 때는 “그러”가 없 

이 “하만으로 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의 (3) 이나 

(10) - (1 2)와 같은 경우에는 지시 대상이 한정적이므로 “그러”의 개업은 오 

히 려 불필요한 중복 현상을 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이 런 경우의 “하의 대 

행 기능은 “그러하와의 교체 기-능성 이 없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 

대， “하의 선행 용언 대행 기능은 “그러하와의 교체라는 잣대와 상관없 

이 인정된다. 

3. 동사 “도1 -"으| 구문론적 특성 

결론부터 말해서 “되는 “펼수 부사어"( obligatory adverbia l )를 선행어 

로 하는 일종의 자동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곧 “되의 선행어는 모두 

필수 부사어라고 하는 것 이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되의 선행어는 보어 

또는 보문이라 하기도 했고， 보어와 부사이의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보는 

수도 있으며 ， 선행 어는 변성격 부사어라고 하는 부사어설도 있었다. 그런데 

필자는 “되의 선행어는 모두 펼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사어라고 히-는 필수 

부사아설을 여기서 내세우는 바이다 “되 는 어느 경우나 부사어와 필수적 

으로 어울리는 동사라는 점 이 그 기-장 두드러진 구문론적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와 “되 에 대하여 493 

되가 

는 몇 가지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선행어들은 대체로 다음 예에셔 볼 수 있 

범주로 되어 있다. 

(1) 그 사람이 {a. 학자가 b. 학자로} 되었다. 

(2) 그 일이 {a. 잘. b. 어떻게 } 되었니? 

(3) a. 그 시람이 귀국히-게 되었다. 

b.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 

(4) 우리는 모두 돈을 아껴야 된다. 

(1a) 에서는 “학자가"( <명사+가) )와 같은 명사구 형태 ， (1 b) 에서는 “학자 

로"( <명사+로))의 형태가 각기 “되의 선행어로 되어 있다. (2) 에서는 

“잘 “어떻게”와 같은 부사， (3) , (4) 에서는 부사절 또는 문장 형식의 선 

행어가 “되와 어울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되로 하여금 문장을 

이루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이제 이들 각 범주의 선행어들이 모두 부사어가 된다는 점을 낱냥이 논술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필수 부사어설이 보어설 등의 견해보다 타당성이 

높은 것임을 논증하기로 한다. 

우선 형 태 적 인 띤에서 볼 때 ， 앞의 (1 )-(4) 에 나타난 “되의 선행어는 

(1a)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부사나 부사구(절)로 여 겨 오고 있 

는 것들이다. (1 b) 의 “학자로”는 전통적으로 변성격 또는 방향성 부사 기능 

어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없다. (2) 

의 “잘”이나 “어떻게” 등은 전통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3) 의 “· 귀국히-게”나 “기가 막히게” 등은 근래에 보문이라 하는 일이 있 

으나 그 실질적 기능은 부사적 수식 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4) 의 “우리는 

. 아껴야”는 이른바 종속절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전통적으로 부사절로 분 

류되던 것이다. 근래에 이 런 종속절도 보문이라 하는 일이 있으냐 그 기능 

면에서는 부사적인 수식이다. 이는 동사구를 보완하는 보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문제의 핵심은 (1a) 의 “학자가”에 귀착이 된다. 이는 〈학 

자+가〉로셔 표면상 주격 등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부사어로 보지 않고 보 

어 명사구로 볼 만한 가능성 이 있으며 종래에 그렇게 처리한 일이 있어 왔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되의 선행어 문제의 핵심은 “학자가” 따위가 

부사어냐 아니냐 하는 데 있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의미적 ， 논리적 인 면에셔 (l a) 의 “학자가” 따위는 부사어로 보는 

것이 마땅함을 알 수가 있다. 최현배(1937)에셔 이 런 경우는 “학자로”와 

마찬가지로 전성격 부사어라 한 바 있음은 앞에서 보았거니와 과연 의미적 

으로 그 타당성 이 인정된다. (la)와 (l b) 가 같은 뜻이라고 할 때 양자는 

통일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1 b) 의 “학자로”가 분명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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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부시- 기능을 드러내고 있는 이상 (l b) 의 “학자가”도 그런 의미 기 

능을 가진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데 

도 형태기- 다르다고 각기 딴 범주에 소속시키는 불합리성이 드러냐기 때문 

이다 또한 문장 전체의 논리성으로 볼 때도 (1a) 의 “학자가”도 “학자로” 

와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나타냉이 틀럼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거니와 (1)에서 첫째 명사구 “그”는 ‘이루어짐’의 피동자요， 둘째 영 

사구언 “학자가” 따위는 그 ‘이루어 짐 ’의 도달점 (goal )을 지시하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학자가”는 단순한 명사구가 아니라 “학자로”와 같이 방향성 

부시-어로 보아야만 문장 전체의 논리적 관계가 분명하게 된다. 

한편， 이 “되 ”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선행어가 부사어라고 

하는 것이 보어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제 이 점에 관해서 보 

어설과 대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로， 부사어설은 “되의 선행어가 

공통적으로 지난 기능적 특성을 우리 없이 설명할 수가 있다. 그것은 위에 

서 보듯이 “되의 선행어가 대부분 전통적 부사 기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러 보어설은 (1a) 에서 보는 “학자가"( (명사구+가))와 같은 선행 

요소만을 위주로 발상된 단순 처리 방식이다. 이 선행 요소만 본다띤 보어 

라는 기능 범주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형태의 명사구는 주격이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목적격이라 하기도 어려우며， 딴 언어에서의 보어 범 

주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보듯이 “되의 선행어는 이 

런 명사구 형태보다는 부사나 부사구 또는 부사절의 구조를 가진 경우가 더 

많으므로 보어셜은 우선 이 점에서 부사어설보다 무리한 컷임을 알 수가 있 

다. 

둘째로， 필수 부사어셜은 보어라는 기능 멤주를 따로 도입함이 없이 기존 

의 전통척 부사어라는 개념만으로 “되의 문제를 설명할 수기- 있어서 문 

법 기술의 간결성을 이룰 수가 있다. 보어라는 개념은 국어 문법가들 사이 

에 논란이 있아 왔으며， 그 개념이 모호한 바기 있다. 더구나 김동식(1984 ) 
에서는 근래에 보족화 ( complementation) 개념까지 원용하여 “되의 선행 

어 문제를 해 결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어나 보족화 개념은 그 기능 

이 모호하여 전통적 부사어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 이다 이를테 면， 보이 

설에서는 (1a )와 같은 영사구는 물론 그 이외의 부사어들도 보어의 테두리 

에 놓고 있다. (l b) 의 “학자로”와 같은 변성격은 물론 “잘 “어떻게” 등 

부사와 그밖의 부사절도 모두 보어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보어와 

부사어의 개념과 기능에 혼선을 기-져 오고 있다 특히， 수식 대상이 영확한 

“잘”과 같은 단순 부사까지 보어 또는 브족화에 포함시 키는 것은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만약 그렇게끼-지 보아나 보족화 개념을 확대한다띤 그 개념 자 

체가 문제가 될 것 이다. 너무 많고 모호한 문법 기능을 포괄하게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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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필수 부사어설은 바로 이런 모호한 기능의 보어나 보족화 개념을 도 

입함이 없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로， 필수 부사어설은 더 나아가 국어 문법에서 보어라는 개념을 남발 

하게 만드는 한 요언을 제거할 수 있다. “되의 선행어를 보어라고 규정해 

놓고 보변， 그와 유사한 여러 경우를 보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렇게 하다 보연 종래의 일부 전통 문법에서처럼， 동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 

는 선행어는 모두 보어라고 해야 하게 되며 ， 결과적으로 보어라는 기능 범 

주를 여러 경우에 확대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같 “비 

슷하 따위의 선행어 〈영사구+와〉는 물론 “아내로 삼았다”에서의 “아내 

로” 등 필수 부사어는 모두 보어라고 규정해야 한다(이희승 (1960) 등) . 
그렇게 되면 국어 문법에서의 보어라는 기능 범주는 숱하게 많아져서 그 확 

인 과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며 부사어와의 구분이 더욱 어렵게 될 것 이 

다. 이는 국어 문법 기술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 

나 필수 부사어설은 이 런 모든 경우를 기존의 부사어 개념을 바탕으로 간단 

히 설 명할 수가 있으므로 보어설로 말미암은 여러 복잡한 문제점을 해 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넷째로， 필수 부사어설은 (1a ) 의 “학자가”와 (1 b) 의 “학자로”의 교체 현 

상을 가장 함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곧 펄수 부사어설은 동일 의미 기 

능의 선행어를 동앨 범주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성광수(1974) 

에서 내세운 보아와 부사어의 절충설이 드러내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 

다. 이 논문에서는 (1 b) 의 “학지-로”는 부사어라 하고 (1a ) 의 “학자가”는 

보어라고 하였다. 이 렇 게 처리한다면 양자의 상호 교체 현상을 설명하기 어 

렵디 양자는 형태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 기능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 범주로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양지-플 단순한 형태적 차이만으로 

딴 범주에 소속시키는 것은 마치 의미적으로 한 형태소에 속할 만한 변이 

형태들을 각기 독립된 형 태소로 처리하는 것과 같이 불합리히-다- 펄수 부사 

어 셜은 양자는 부사어라는 한 범주에 든다고 하므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 

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수 부사어설의 난점으로 제기되어 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이다. 위에셔 지적한 바와 같이 필수 부사어설이 보어설보다는 우 

월함이 사실이지만， 겁동식(1984) 등에셔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이 

부사어설의 마당성 여부를 가름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이런 난점들에 대해 

사 따져 봄으로써 이 부사어설의 근거 문제를 뚜렷이 해 두고자 한다. 

[가] 검동식 (1 984 ) 에셔는 우선 다음과 같은 현상을 제시하고 “되의 선 

행어가 모두 부사어라고 볼 수 없음을 논술하였다. 곧 다음에 셔 보듯이 “ 

되의 선행 형태 〈명사+가〉와 〈영사+로〉가 서로 교체되지 않는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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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부사어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T 

(5) 그가 {a . 구속이 b. *구속으로} 되었다. 

(6) 한글 문화가 {a. 발달이 b. *발말로} 되었다. 

(7) 앞날이 {a. 걱정 이 b. *걱정으로} 된다. 

위 예들에서는 “되의 선행 명사(구) 각 a가 각 b의 형태로 임의 교체가 

안 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선행 영사구를 부사어로 볼 수 없고 보어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1)과 같은 경우와 견주어 보면 

“되의 선행어의 의미적 특질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편의 

상 (1) 을 다시 써서 견주어 보기로 하자. 

(1) 그 사람이 {a. 학자가， b. 학자로} 되었다. 

(1)과 같은 경우의 선챙 명사는 서정수(1975) 에서 말한 “실처l 성명사"(sub

stantia l nomina ls) 인데 반해서 (5-7) 의 선행 명사는 모두 “비실체성 명사” 

이다. 

일반적으로 비실체 성 명사들은 최현배(1937/ 1 962 : 4 1 8) 에셔 지적한 바와 

같이 “되의 도움을 받아 피동적 기능을 보인다. 곧 (5-7) 의 선행 명사 

“구속 “발달 “걱정” 따위는 “되와 더불어 파동 기능을 보인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되는 선행어의 보조를 받는다기보다는 반대로 

“되 ” 자체가 일종의 보조적 기능을 보여 동작성 선행어로 하여금 피동 기 

능을 하도록 한다. 

이런 “되의 기능은 (1)의 경우와는 다르다 (1)의 경우에는 선행어가 

[동작성 ]이 없는 순수한 명사성만 지니므로 “되가 그런 피동적 보조 기 

능을 하지 못한다. 이 때의 “되 는 단독으로 그 의미 작용을 드러내고 선 

행어는 그 ‘방향성’을 지시하는 한정적 구실을 한다. 곧 “되 에 의한 사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선행어가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주어 영사구 “그 사람”이 “학자” 신분으로 바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선행어의 의미 특질에 따른 “되의 기능 차이는 다음과 

같은 대비에서도 뒷받침이 된다. 

(8) 그가 ( 경찰에 의하여) {a. 구속이 되었다， b. 구속되었다 } . 

(9) 그가 (*부모에 의하여) {a. 학자가 되었다 b. ( ? )학자되었다} . 

(8) 에서 보듯이 비실체성 명사인 “구속”과 같은 선행어일 경우에는 “( 경찰 

에의하여)"와 같은 행동자 표시가 개입 될 수 있고， “구속되”와 같은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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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자연스럽다. 이와는 달리 (9)와 같이 실체성 명사가 선행어일 때는 

행동자의 개엽이 불가능함은 말할 것도 없고 선행어와의 복합 형태도 자연 

스럽지 못하다. 이런 사실은 (8) 의 경우에는 “되가 파동 기능의 합성어를 

이루는 특성을 보임에 반하여 (9) 의 경우에는 그런 파동형과는 관련이 없 

이 “되가 단독으로 작용하는 일반 통사임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비 논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첫째， (5-7)에서와 같이 비실체성 명사가 “되 ”의 선행어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보어니 수식어가 되지 못하고 다만 “되의 도움을 받아 피동 기능 

을 보일 뿐이다. 

둘째， 이런 비실체성 선행어에 덧붙는 조사 “이”는 “로”와 서로 교체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이 때의 명사구는 방향성 부사 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 

니라 그 명시-구 자체기 파동 작용을 당하는 피동자이기 때문이다 말하자연 

“구속이”애 붙여진 “이”는 피동자에 붙여진 주격 상당의 조사이므로 변성 

격조사기→ 아니며， 따라서 “로”와 동일한 것일 수가 없다. 

셋째， 이 런 점에서 (5-7)과 같이 비실체성 명사가 선행어일 때는 (1)과 

갇이 설처l 성 명사가 선행어일 때와 따로 구분히-여 다룰 필요가 있다. 전자 

곧 비 실체성 선행어와 어울리는 “되 ”는 최현배(1937) 에서 통찰력 깊 이 지 

적한 바와 같이 피동 보조 동시로서의 기능을 보이며， 후자 곧 실체성 선행 

어와 결합하는 “되는 앞으1 (1 -4)와 같은 선행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수반 

하는 자럼 동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귀 결을 바탕으로 할 때， (5 -7)과 같은 경우의 선행어 “구속으 

로” 따위가 부자연스러움은 오히려 당연하며， 따라서 그 점을 변성격설의 

걸 럼돌로 삼은 것은 잘못된 분석임이 밝혀졌다. 곧 김동식(1984) 등에서 

비실체성 명사와 실체성 명사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다룸으로써 (5-7)과 

같은 경우를 부사어설의 난점으로 제기한 것은 근거가 박약함이 명백해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되의 선행 명사어가 지닌 의미적 특 

질에 따라 그 구문론적 특성 이 사뭇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선행어의 의미 

척 특질은 서정수(1 975 )에셔 “하의 선행어와 관련하여 구분한 것과 일치 

를 이룬다 곧 “되 는 “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선행어를 실체 명사 

와 비실처l 명사로 구분하게 하며 거기에 대응하는 구문적 특성을 달리 드러 

낸다는 것 이다. 이는 국어의 명사가 실체성과 비실체성으로 양대 구분되어 

야 할 필요성을 강회하는 것 임과 동시에 “되가 “하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김동식(1984) 에서 변성격설의 또 한가지 난점으로 제기한 바는 다 

음과 같은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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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사람이 {a. 내 친구가 b. (1)내 친구로} 된다. 

(1 0b) 에서 보듯이 “친구가”는 실체성 명사인데도 “친구로”의 교체가 표면 

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리서 이는 앞에서 본 (5-7)의 비실체성 선행 명사 

의 경우와 함께， 부사어설에 대한 난점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10)과 같은 경우를 따져 보면， 시제/상적 문제와 관련된 제약 때 

문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면 (1)과 마찬가지 

로 자연스런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1 0) 그 사람이 {a. 내 친구기 b. 내 친구로} 되었다. 

(1 0)은 “되에 덧붙는 시제/상 형태가 현재형(1))에서 “었”으로 바뀌면 그 

런 어색함이 사라지고 무방한 문장이 됨을 보여 준다. 

시제/상의 차이와 관련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드러나고 있다. 

(11) 내 친구가 {되는/된/될 } 그 사랑 

(1 2) 내 친구로 {*되는/된/될} 그 사람 

(13) 내 조카빨이 {되는/된/될 } 사람 

(1 4) 내 조카빨로 {*되는j*된j* 될} 사람 

(1 1) , (1 3) 에서 보듯이 “되의 선행어가 〈명사+가〉일 때는 각 시제/상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나， (1 2) , (1 4) 에서처럼 〈명사+로〉 형태의 선행어일 때 

는 특히 현재 시제/상과는 잘 어울리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 볼 때， (10b)가 어색한 것은 본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상과 관련되어 빚어진 “되의 의미 변이로 말미암는 것 

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때의 “되 는 그 본래의 의미 특질 인 [과정성 

(Process ) = 시간적 변화성]이 드러나지 않고 변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의 

결괴 상태만이 표시가 된다. 이 런 상황에서는 변화의 땅향성을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내 친구로”와 같은 변성격과는 잘 안 어울리게 마련이다. 곧 이 

는 김동식(1984) 에서 지적한 대로 “되의 의미 작용에서 “변화의 방향성” 

이 중화 또는 약화되는 특수한 제약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런 제 

약 밑에서의 “되 는 지정사 “이다”와 가의 같은 구실을 허띠 다음에서 보 

듯이 양자는 상호 교치l 기- 이느 정도 가능하다. 말하자면 이런 띠l 의 “되 는 

김(1984 )에서 말한 대로 앨종의 ‘관계 개념’만을 표시히-는 컷이다. 

(1 5 ) 그는 {a. 내 친구기 펀다， b. 내 친구이다 } . 

(1 6) 그가 {a. 내 조카벨이 되는， b. 내 조카밸인 }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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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 Ob)에서와 같이， “되의 선행어가 실체성 명사인데도 〈명사+로〉 

형태로 교체가 안 되는 것은， “되의 고유 특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제/상과 관련된 제약으로 말마암은 “되의 의미 변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도 (1)에서 보인 〈명사+가〉와 〈명사+로〉의 상호 교체성 곧 

“되의 실체성 선행어가 변성 격의 부사어가 된다는 일반 명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요컨대， “되 는 일반적으로 부사어를 필수적 선행어로 지니는 것 임을 확 

인하게 되었다. 앞의 (5)-(7)과 같은 경우에 선행어가 부사어로 되지 못하 

는 것은 그 선행어의 의미척 특질로 말미암은 특수한 경우이고， (1 0)과 같 

은 경우는 시제/상적 제약에 따른 특수한 경우임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되의 선행어는 부사어라는 일반 명제를 얻 

기에 충분하다. 

4. 마무리 

이 글은 국어의 기능 용언 “하 ”와 “되에 관하여 그 기본적 인 구문론 

적 기능을 밝히고 양자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적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연구에서 도달한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 는 그 자체로서 실질적 인 의미가 없는 허형태임을 재확인하 

였다. 서정수(1 97 5 )에서 내세 웠던 “하의 허형태성을 한충 더 보강하여 

논중하면서 반대 견해에 대한 비판도 곁들였다. 

둘째로， 허형태로서의 “하 는 구문상에서 몇 가지 대행 기능을 보인다. 

[1] “문법형식 대행 기능"， [2J “추상동사 대행 기능” 및 [3J “선행 용언 
대행 기능”이 그것이다. [1]은 서(1975 ) 에서 말한 “형식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가 동작성이나 상태성 등의 비실체성 선행어와 결합할 경우 

에 드러내는 형식의 대행 기능이다. 곧 이 경우 “하 는 그 선행어가 드러 

내는 의미적 서술 기능에 대하여 문법 적 형식만을 갖추어 주는 대행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2J는 동작성이나 상태성 의미를 지니지 않는 선행어 등에 “하가 결합 

하는 경우에 드러내는 대행 기능이다. 이 때는 “하가 특정한 상황으로 주 

어지는 서술적 의미를 대행함과 동시에 문법 형식도 대행하게 된다. 이 상 

황적으로 주어지는 의미는 “밥하다 “나무하다”처럼 선행어와 관련된 것일 

때도 있고， “먹게 한다”에서와 같이 구문론적 문맥과 관련될 것일 때도 있 

다. 어떻든 “하 는 그런 상황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추상적 동 

사를 대행하여 설질적 서술 작용에도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따른 

서술 작용은 “하 자체의 의미 기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500 서 정 <

←「

허형태성에 입각한 대행 기능임을 여러가지로 논증하였다. 

[3J 의 대행 기능은 한정된 선행어를 대치하는 대용어적 구실이다. “나누 

기는 한다 “좋기는 하다” 따위에서처럼 “하 는 그 선행어를 대치하는 것 

이디. 이 경우는 선행 어가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대행 기능과는 색 

다르다. 

한편， “ 되 는 “특수 부사어”를 선행 요소로 지니는 동사라는 점을 논술 

하였다. “되는 보어를 선행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부사적 

기능을 가진 낱말이나 구절과 필수적으로 어울려 쓰이는 특수한 동사라는 

것이다. 곧 “되가 변성격을 선행어로 한다는 종래의 변성격설을 확충하고 

일반화하여 모든 선행어가 부사어라고 밝힌 것이다. 

이 “되의 기능 분석에셔 이 통사 역사 선행어가 “실체성”이냐 “비실체 

성”이냐에 따라 구문론적 특성 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새로이 지 적 되었다. 이 

점은 서정수(1975) 에서 “하의 경우에 구분한 이 2대 구본이 “되의 경 

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 런 점에서 “되 ”는 “하 ”와 밀접한 관 

려이 있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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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Korean Verbs H A and TOY 

Cheong-Soo Suh 

The purpose of lhis paper is lo c\arify an importanl similarily between 

the Korean verbs ha ‘Ii t. do' a nd toy ‘li t. become' in terms of synlactic a nd 

semantic features. They are similar lo each other with regard to lheir pre

elemenls with which lhey occur in a senlence. 

Suh (1 975) analysed lhe semanlic features of the simple pre-elem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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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Ha is usuanlly preceded by non-substantial nominals and their equiva. 

lents except for particular a ppropria ted situta tions. The non-substantial 

nomina ls a re not predicat es in morphological forms but may be regarded as 

having such features of predicates as [ + Action] , [ + Process] or [ +Sta. 

tive] in terms of the semantic structures by W. L. Chafe. For example, 

such a non-substantia l element as wuntong ‘exerclse’ as in (1) is usuall y 

foJlowed by ha . 

(1 ) K u senswu ka wuntong ha nta . 

the player SM exercise do END 

‘The player does an exercise. ’ 

The verb ha does not usually occur with pre-elements other than the non 

substantia l nomina ls as s hown in (2). 

(2) * Ku ha ksayng i chayk ul ha nta . 

the student SM book OM do END 

* ‘The student does a book.' 

Such a pre-element as chayk ‘book’ may be equivalent to “ first order 

nomina ls or substantia l nomina ls" in John Lyons (1 968) term. They are de. 

fined as “ the most noun- like nouns" usua ll y denoting persons, anima ls, 

things, or places. 

8ased on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pre-elements, ha is assumed to be 

a “dumm y verb." In other words ha is semantica lly empty when it is pre 

ceded by the pre-element marked by a [ - Substantia l] as shown in (1). Its 

function is only to carry certa in syntactically necessary formatives, i.e ., 

markers of tense, aspect a nd ending mood , so that its non-substantial pre

elements, regarded as structura ll y-deep predicates, can be converted into 

structura lly pronounceable surf ace string. 

Certa in particular c1ass of substantial nomina ls such as pap ‘n ce’ may be 

foll owed by ha as in (3) , though such nomina ls a re exceptional. 

(3) Ku yeca ka pap ul ha nta. 

the woma n SM rice OM do END 

‘The woman cooks rice.’ 

The same class of nomina ls as pap may be namu ' firewood ,’ men ‘ha i7‘’ , ttek 

‘rice cake' a nd a few oth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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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se substantia l nomina ls are followed by ha, ha is stiU semantica l

ly empty itself. In this case, however , ha is regarded as serving as a repre

sentativ e for a cer tain abstract verb assumed in the underly ing structure. 

This ha is to be accommoda ted to the “ the most appropriate act ion" with 

respect to t he substantial pre -elemen t. For example, ha as in (3) does not 

have its own inheren t meaning but only represent “ t he most appropriate 

action" with respect to the substantia l pre-element , pap ‘n ce’. 

T he distinction between the substantia l and non-substantia l pre-elements 

motiviated in the description of ha comes true in the case of the verb toy. 

T oy behaves quite distinctly according to the semantic features of pre- ele 

ments, i.e., [ + Substantal] or [ - Substantia l] as shown in (4) and (5) 

(1\) a. Ku haksayng i kwunin i toy nta . 

the s tudent SM sold ier SM become END 

‘The student becomes a soldier.' 

b. 이 Ku ha ksayng i kwunin toy nta . 

(5) a . Ku haksayng i kyengcha l eykey cheypho toy ess ta . 

the s tudent SM policeman by arrest become TS END 

‘The s tudent was a rrested by a po liceman. ’ 

b. (?l Ku ha ksayng i kyengcha l eykcy chey pho ka Loy ess ta . 

Lhe s LudenL SM po liceman by a rrest SM become TS END 

‘The student was a rrested by a policema n. ’ 

c . Kyengcha l i ku haksayng ul cheypho ha yess La. 

policema n SM Lhc sLudcnL OM a rrcst do TS END 

‘ A policcma n a rrcsLcd thc sLudcnL’ 

Whcn thc vcrb l oy is prcccdcd by thc substa ntia l nomina l likc ku nin ‘so ldicr’ 

as in ( 4a ), Lhc subjccL ma rkcr i (OT ka ) may bc na Lura lly inLcrvcncd bc

Lwccn l oy and its prc-c lcmcnL, a nd so w iLhouL such a n intcrvc ning ma rkcr 

Lhc vcrb t oy may not bc na Lura lly usccl as shown in (1b). Whcn thc vcrb l oy 

is prcccdccl by Lhc non-subsLanLia l nomina l as ‘shown in (5a ) , hOWCVCl-, l oy 

may occur morc naLura lly wiLhouL s uch an inLcrvcnicnt Lha n wiLh s uch a n 

intcrvcni cnL as s hown in (5b) . f<' u rLh c l'll1 o l끽|‘o rm o f hl.l as in (5b) whcn iL is prcccdcd by Lhc non -su bs lιl nl ia l nomina l. 

Hu L iL is noL Lh c casc hy Lhc subsLa nLi a l nomina ls as show n i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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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Ku ka pap ul ha yess ta. 

‘He cooked rice.’ 

b. * Pap i ku eykey/eyuhye toy ess ta. 

‘Rice was cooked by 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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