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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의 실현 양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이들 보조동사들이 나타내는 상과 양태에 관한 문법적인 의미 기능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언어마다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기능은 다양하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상(Aspect)과 양태(Modality)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었
다. 그러나 두 언어의 보조동사의 의미는 일반 언어학에서 상이나 양태 범주에 포
함하는 개념에 맞지 않는 용법이 분명히 있다. 보조동사는 분명히 하나의 어휘 형
태이면서도 본동사로 쓰일 때 어휘적 의미(lexical meaning)를 나타내고 보조동사
로서 쓰일 때는 의미가 추상화되고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실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보조동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문법화되기 시작한 것
이 아니고 통시적으로 끊임없이 변해 왔기 때문에 언어의 공시 체계에서 문법화가 
정도가 각각 다른 보조동사가 공존하고 있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문법화 
진척도가 많이 진행된 보조동사가 획득한 추상적 의미를 문법 범주로 기술할 수 
있지만 문법화를 완전히 거치지 못한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
렵다. 선행 연구에서 이 문제를 가벼이 넘어가 버리거나 일률적으로 상(종결상, 진
행상, 완료상)이나 양태 범주로 기술했지만 문법화 정도가 각각 다른 보조동사를 
하나의 상이나 양태 범주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는 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여 두 언어의 보조동사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
고 각각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밝히려고 시도했다. 상과 양태의 범주에 대한 정
의를 재정리고 문법 범주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문법화 맥락에서 다루어 보았다. 문법화 과정에 있는 보조동사는 흔히들 하나의 연
속체 위에서 흩어진 요소들과 비교된다. 어휘 의미인 한 끝점, 문법 의미인 다른 
한 끝점, 그리고 그 사이에 포함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중에 문법화가 덜 일어난 보조동사를 동작류(어휘상)의 범주 아래 기술했
다. ‘어휘 범주 – 동작류 – 문법상’ 일반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양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중에 선행용언이 가리키는 행위와 관계된 주
어의 시행, 능력, 수혜, 강세 등의 주어 중심 양태 의미로 기술했다. 이 중에 일부 
보조동사는 더 추상화되어 화자 중심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했다.  

주요어: 보조동사, 상, 양태, 문법상, 어휘상, 동작류
학번: 2010-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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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일람표✤

1 first person PST past
2 second person PTL particle
3 third person QUOT quotative
ABL ablative SG singular
ACC accusative RECP reciprocal
C converb RF reflexive
CON connective REL relativizer
DAT dative
FUT future
GEN genitive
HON honorific
HORT hortative
Impf imperfective
IMP imperative
INT interrogative
LOC locative
MOD modality
MUT mutual
NEG negation
NMZ nominalizer
P possessive
PASS passive
Pf perfective
PL plural
PRES present
PROG progressive

✤본고는 라이프치히 대학과 Max Planck Institute(Department of Linguistics)에서 제
시한 약어를 이용하여 키르기즈어 예시를 주석(glossing)했다.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빈
도수가 높은 형태소에 대한 일부 약어는 축약되었다. 형태소 분석에는 어휘소 파생(합
성어·복합어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형태가 제외되었으며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표지
(category label)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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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어 알파벳 전자대조표✤

키릴자 IPA 기호 음역 기호
А, а a a
Б, б b b
Г, г g g
Д, д d d
Е, е (Э, э) e e
Ж, ж ʤ ǰ
З, з z z
И, и i i
Й, й j y
К, к   k k
Л, л l l
М, м m m
Н, н n n
Ң, ң ŋ ŋ
О, о o o
Ө, ө ø ö 
П, п p p
Р, р r r
С, с      s s
Т, т t t
У, у u u
Ү, ү y ü
Х, х  x x
Ч, ч ʧ č
Ш, ш ʃ š
Ы, ы ɯ ï
Ю, ю ju yu
Я, я ja ya
Ё, ё  jo yo
В, в  v v⋆

Ф, ф  f f⋆

Ц, ц ts ts⋆

✤본고는 Johanson & Csató (1998) ‘The Turkic Languages’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을 
따르기로 한다. 튀르크 언어들은 라틴 문자를 비롯하여 아랍 문자, 키릴자 등 다양한 
문자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같은 언어를 다른 표기로 제시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표기하기로 한 이래 현재 튀르크 언어학에서 통일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 이 표기법을 바탕으로 키르기즈어 음운 특징을 고
려하여 음소 위주의 개괄적인 표기 방법을 사용한다. 

⋆는 키르기즈 차용어에서만 사용되는 음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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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표

본고는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의 실현 양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보조동사들이 나타내는 상과 양태에 관한 문법적인 의미 기능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또한 두 언어 보조동사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대조하
여 이들 보조동사들의 언어 유형론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는 언어 유형으로 볼 때 교착어에 속하며 보조동사 체
계가 발달되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조동사로 사용되는 동사는 20-3
01)개 정도로, 이는 다른 언어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에 해당한
다. 나아가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와 기능, 실현양상 그리고 문법화 정도는 
각각 다르며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조동사가 발달한 이유는 다음
과 같이 동사가 취하는 결합구문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언어의 일반 동사의 결합 양상은 V1+V2+....Vn이며 이러한 구성에서 후행
동사가 선행동사에 단순히 결합하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2)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후행동사가 나타내는 어휘적인 의미가 추상화되어 문법적인 기
능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은 어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추상화된 시제(tense), 
상(aspect), 양태(modality)의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휘 동사
가 보조동사로 발전하는 문법화의 한 현상이다. 

영어의 ‘be’, ‘have’ 소위 존재동사, 소유동사라고 불리는 동사에서 파생된 
보조동사(auxiliary verb)는 고대시기에 없었던 새로운 범주를 형성하고 중요
한 문법범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3). 영어에서는 ‘have+분사’라는 통사적인 

1) 보조동사 수는 설정 기준과 통사·의미적 특징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키
르기즈어를 비롯한 기타 튀르크 언어에서 보조동사의 수는 30-40개로 인정하고 있다
(Yuldashev 1965:26). 한국어에서는 남기심·고영근(2017:116-119)에서 30개, 최현배
(1975:390-408)에서 총 42개의 보조용언으로 분류하고 있다.

2) 한국어 보조동사를 다루는 연구에서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지정사 모두를 포함하여 기술
하기 때문에 이들 총칭해서 ‘보조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본고에서 주로 동사를 
중심으로 논의하므로 ‘보조동사’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   [V1 + affix  V2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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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의해서 완료상(Perfect aspect)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have’는 본
래의 의미를 완전히 소실하고 완료, 현재관여, 상태지속 등의 상적인 기능을 담
당하여 상의 정확한 용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대영어의 cunnan (can), 
magan (may), motan (must)는 적접 목적어를 취하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서법조동사(modal verb)로 발전해 나갔다(박경선
2003:41). 러시아어의 상4)은 문법표지인 굴절어미를 통해 형태론적인 방법으로 
실현된다. delat’(Impf)/s-delat’(Pf)에서 볼 수 있듯이 상은 굴곡적인 표지에 
의해서 명확히 구별되는 상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언어에서 상이나 양태
가 문법범주로 설정된 이유는 형태론적으로나 통사적으로나 순수하게 문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실현되며 상의 개념도 분명한 문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법화가 완벽히 이루어진 이들 언어 요소에 비하여 키르기즈어와 한국어 
보조동사는 이와 동일하게 상이나 양태의 의미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가 어렵
다. 본동사와 결합할 때 의미 제약을 받거나 완전히 추상화되지 않아 어휘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여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양태
와 상의 의미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이를 하나의 범주로 
명확하게 기술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2)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 보조동사 구성 ‘-어 버리다’, 키르
기즈어 보조동사 구성 ‘-p tašta’는 과연 완료를 나타내는 상적 기능을 담당하
는 것인지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양태적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인지
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처럼 논란이 많고 언
어학자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 두 언어의 보조동사의 범주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적인 의미 기능과 양태적인 의미 기능을 명확하게 구별하
고 각각 그룹에 속하는 보조동사의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성식(1979), 이계병(2002:2)에서 재인용.
4) 영어의 상(Perfect) 범주와 러시아어 상(Vid)의 범주는 상적인 의미 혹은 상의 개념을 나

타낸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동일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기술은 제3과 제5장에서 한다.  

(2)  Ayša
Aysha 

mïšïk-tï
cat-ACC

kuu-p
chase-C

tašta-dï.
throw-PST.3SG

‘아이샤는 고양이를 쫓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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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본고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방향으로 나누어 논의하도록 한
다.

첫째,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의 목록과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두 
언어에서 보조동사의 분류기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조동사 
유형과 수는 통사·의미적 특징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본고에
서는 관심 대상인 상과 양태 의미의 보조동사를 실제 실현양상에 따라 분류하
여 의미 기능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제2장).  

둘째,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과 양태의 범주를 정의하도록 한
다. 보조동사가 복잡한 실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보조동사가 여
러 의미 기능을 나타내거나 하나의 의미영역이 여러 보조동사에 의해서 나타기 
때문이다. 또한 어휘·의미 영역과 문법 영역 사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어려
워 모호한 경우를 많이 포함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은 이를 규명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하나의 척도 아래에서 보조동사의 기능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다른 언어를 참고하여 일반 언어 이론에서 상
과 양태 범주로 인정해 왔던 범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이 범위와 구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제2장). 또한 두 언어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보조
동사의 분포와 실현 양상을 고찰하고 이들 보조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엄밀하게 규정하려고 한다(제3, 4장).

셋째, 본고에서 설정 기준에 따라 정확한 문법적 기능을 밝히되 기타 의미 
특징들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문법화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은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도 규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서 문법적으로 실현하는 기제가 발달한 언어들을 기준으로 문법화 도중에 있는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고찰한다(제5장). 

1.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의 보조동사 구성이다. 보조동사 중
에 독립 어휘 동사이면서 보조동사 구성에서 특정한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보
조동사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선행동사에 결합하고 의존적으로만 기능하
는 요소를 인정하고 다음 (3)과 같은 성격을 갖는 보조동사를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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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어에서 그렇듯이 보조동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생겨나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늘 변해 가고 있는 과정
에 있는 요소이다. 이렇게 변화 과정에 있는 보조동사들을 다루는 데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보조동사를 여러 시기에 걸쳐 어휘적인 것에서 문
법적인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통시적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시점에서 문법화 정도가 각각 다른 보조동사를 공시 체계에서 확인하는  
공시적 연구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여 현대 한국어와 키
르기즈어에서 보조동사의 문법적인 기능을 기술하기로 한다. 제1.1절에서 제시
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첫째, 본고는 대조 방법(contrastive method)을 선택하여 한국어와 키르기
즈어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확인하고 공통점과 상이점을 대조해서 
기술한다. 두 언어를 대조하여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개별 언어만 대상으로 
문법을 기술할 때 포착할 수 없었던 특징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이 대조 연구의 
장점이자 본고에서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알타이 계열의 언
어들은 같은 교착어로서 고립어인 중국어나 영어6), 굴절어인 인도유럽어에 비
해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교착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의 공통점을 확
인하면 개별 언어(한국어, 키르기즈어, 몽골어, 만주어 등)에서 특수성이라고 생

5) 보조동사 선택 기준과 이의 범위는 제2.4장에서 자세하게 제시된다.
6) 언어 유형을 판단할 때 어형변화와 문법 관계에 따라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로 분류하고 

있지만 엄격한 경계를 지정해서 구분할 수 없다. 전형적인 고립어로 인정되는 중국어에
서 소수의 파생 접사가 존재한다(Whaley 1997:129). 영어는 3인칭 ‘-s’와 과거시제 
‘-ed’ 굴절어미가 있어 이에 비해 더 많은 편이다. 그러나 모든 문법관계(성, 수, 인칭, 
격 등)가 형태소에 의해서 실현되는 굴절어나 교착어에 비해서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여 
현대 영어를 상대적으로 고립어로 포함시키는 것이 최근 언어 유형론의 경향이다. 
Whaley (1997)에서 언어 유형의 정도성에 대한 관계를 연속체 위에 배열하여 나타냈다. 
Isolating language
 ▼        ▼

Synthetic language
                  ▼

Yay English        Oneida

(3) a.
b.

c.
d.

보조형용사 (‘싶다’, ‘듯싶다’).
어휘적인 의미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보조동사(‘-게 만들다’, ‘-
게 하다’, ‘-게 되다’, ‘-야 마땅하다’).
홀로 쓰일 수 있는 보조동사 (-지 못하다(못하다), -지 않다(아니하다)).
접속구문으로 파악이 가능한 보조동사(듣고 보니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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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현상들을 보편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본고에서 보조동사의 실현 양상을 고찰할 때 기본적으로 언어 유형론

적 방법(typological method)에 바탕을 두고 기술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의 목적은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범주를 문법적으로 실현하는 기제가 
발달한 언어들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언어를 단순히 대조하
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주가 실현되는 기타 언어의 현상들을 함께 고찰
함으로써, 보조동사의 문법 기능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특
정한 언어 혹은 특정한 이론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의를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바탕으로 두 언어의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기본적인 논의는 대조 및 언어 유형론적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기술적 방법으
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는 알타이 언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만주어와 몽골어 
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튀르크어파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소수 언어를 포함한 큽착(Kypchak) 어군에 속하는 
기타 튀르크어 보조동사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어로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한
국어로 제시한 자료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쓴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인 경우 세종 문어 코퍼스를 참고했
으며 선행연구에서 보조동사의 특정한 현상을 고찰하면서 제시된 예문을 인용
했다. 키르기즈어인 경우에 필자의 직관에 따라 예시를 제시했으며 키르기즈 
현대 문학 작품인 여러 소설에서 나온 내용들을 참고했다7).

   

1.3. 선행 연구    

[1] 한국어
한국어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진행

되어 왔다. 최초의 논의는 전통문법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서양 문법에서 다

7) 키르기즈 현대문학 작품 목록은 참고문헌에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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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이론이 쏟아져 나온 흐름 속에서 여러 방법론을 수용하여 제시되기도 했
다. 보조동사의 설정 근거와 구별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자립범주 인정 
여부부터 통사 구조와 의미 영역 설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보조동사의 독특한 
실현양상을 설명하는 시도는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보조동사의 기능 
중에 원형적인 경우와 모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보조동사의 여러 성격을 
아우르는 문법화 이론을 토대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다. 한국어 보조동
사의 연구는 기존 연구 방향의 개념을 받아들여 서양 문법 핵심논의와 연관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현대한국어 보조동사의 개념은 최현배(1975:390) 이래 ‘으뜸되는 풀이씨의 
뒤에서 그것을 도와서 월의 풀이씨를 완전하게 하는 움직씨’로 정의된 이후 현
재에도 같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손세모돌1996:22). 초기전통문법에서 독립
품사로 처리하고 어미나 접미사와 같은 문법 형태소로 보았지만 최현배(1975)
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법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독립된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선행하는 본동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구실을 한다고 정의하고 보조
동사의 기본적인 통사·의미적 특징을 성립했다. 전통문법의 주를 이루는 학자는 
이숭녕(1956), 김용석(1983), 남기심·고영근(2017), 김기혁(1987), 이관규(1987), 
서정수(1996), 권재일(1986), 민현식(1993), 허웅(1975/1992) 등이다.

서양 문법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보조동사를 구조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연구
는 변형생성문법학자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전통문법과 달리 보조동사 구문을 
복합문으로 보고 보조동사를 일반 동사의 특수한 용법으로 처리했다. 심층구조
에서 복합문을 이루고 있어서 변형규칙을 통해 표면구조에서 내포문을 이끄는 
상위문의 동사로 해석하기 때문에 보조동사의 범주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보조동사를 내포문을 가지는 상위문 동사로 보자는 학자 중에 내포문의 
동사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이를 명사보어절로 본 것은 
양인석(1972), 임홍빈(1987) 등에 의한 것이며 동사보어절로 본 것은 권재일
(1986), 박병수(1974), 김영희(1998)등에 의한 것이다.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다루고 상적인 측면과 양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각적으로 다룬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보조동사 
구문을 어느 특정한 범주에 속하느냐는 논의보다 중의적이거나 이중적인 성격
들을 모두 포함하는 보조동사의 의미 특징을 다루었다. 이기동(1976a, 1976b, 
1977, 1978), 고영근(1999, 2007), 김영태(1997), 김석득(1992), 김종태(1986),  
민현식(1993), 김차균(1990), 김성화(2003), 김지은(1998), 김정남(2011),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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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2006), 권순구(2005), 구종남(1985, 2013), 류시종(1994), 손세모돌(1996), 
박선옥(2005), 박진호(2002), 이선웅(1995), 이성하(1998), 호광수(2003), 정언
학(2006), 한동완(1999a,1999b), 이관규(1986), 이건환(2002), 구종남(2013) 등
이다. 

1980년 후반부터 한국어에서 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보조동사의 
상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부류의 연구는 상 개념에 
기초하여 보조동사를 비롯한 동사와 다른 문장의 성분들의 의미적인 특성을 중
심으로 어휘의미론적인 접근방법으로 다루어졌다. 이들 연구 성과는 장석진
(1973), 이지양(1982), 정문수(1982), 옥태권(1988), 최동주(1995), 이호승
(1997), 김윤신(2004, 2006), 오충연(2006), 이영희(2010) 등에서 볼 수 있다.

[2] 키르기즈어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는 튀르크 언어학에서 축적된 지식과 자료

를 기반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튀르크어 ‘부동사 + 보조동사’ 통사적 
구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18세기에 터키어에 대해서 이루어졌다8). 1777년에 
출판된 ‘터키어 문법’에서는 후행동사는 선행동사에 결합하여 어형변화를 담당
하는 기타 형태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Yuldashev 
1977:5). 19세기에 들어 Böhtlingk (1848)를 비롯하여 Ivanov (1848)9) 등의 
많은 학자에 의해서 보조동사를 활용 접사와 동등한 범주로 취급하는 것이 강
력한 비판을 받았다. 그들이 보조동사에 대한 현상을 통사적 차원에서 다루어
야 하며 일반 접속문과 동일한 구성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alamanï ǰup ǰe
(사과를 씻어 먹다)’, ‘almanï ǰup koy(사과를 씻어 놓다)’와 같은 연속동사 구
성을 같은 접속 구문으로서 서술어 기능을 나낸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큰 한계
점이었다. 이렇게 보조동사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보조동사를 형태론에서 

8) 튀르크 어파는 30개 넘는 언어를 포함한다. 튀르크 언어는 크게 4개의 어군으로 구분되
는데 현대 터키어에서 사용되는 터키어는 오구즈(Oguz)어군에 속한 튀르크 언어들 중 하
나이다. 

9) Yuldashev (1977:5-16)에서 재인용: 
Turetskaya grammatika (1777), Kratkiy legkiy sposob k izucheniyu turetskogo 

yazyka, Moskva, (터키어 문법).
Böhtlingk O. (1848), Kritische Bemerkumgen zur zweiten Ausgabe von 

Kasembek’s turkisch-tatarischen Grammatik, Bull de la cl. 
Sciences Hist. Philol. et Polit. de L’Academeie Imperiale des 
Sciences. vol 22. St. Peterburg. 

Ivanov M. (1948), Tatarskaya grammatika, Kazan, (타타르어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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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인가 통사론에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19세기 말까지 이어져 왔다. 
현대 튀르크 언어의 보조동사는 선행동사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기능을 나

타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사 + 보조동사’ 구성을 동사의 통사적 구성
(Analytical construction) 혹은 우언적 구성(Periphrastic form)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Sherbak 1977:136). 

20세기에 튀르크 언어학 선행 연구에서 보조동사의 본질을 밝히고 통사 구조
와 의미 기능을 파악하고 하나의 범주로서 인정하려는 노력이 많았지만 개별언
어 안에서든 튀르크 언어 전체 틀에서든 보조동사의 어려운 개념을 규정짓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단편적으로 보조동사를 분류하고 목록을 제시하는 작업
에 그쳤다. 특히 1940-50년도에 보조동사를 문장 내에서 단순히 보조적인 역
할을 하는 구문론적 요소로 볼 것이냐 중요한 문법범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
단할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벌여진 끝에 1956년에 알마트에서 보조
동사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심포지움이 열리고 결정하기까지 했다
(Sauranbaev et al 1958). 이때 문법 범주 인정 여부를 표결에 붙이고 6 대 
8로 상(aspect)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지만 당시 튀르크 언어학계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타협식의 결정은 용납되지 않았다. 

튀르크 언어 보조동사 정립에 대한 생각은 양극으로 갈라지고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소련 시대의 튀르크 언어학자에 의해
서 진행되어 러시아어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즉, 연구에서 사용
된 기술 언어는 러시아어였고 연구방법은 러시아어에 적용된 접근방법을 이용
하여 기술되었다. 20세기 특히 공산주의 시대에 한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세
하다는 생각이 존재했으며 연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결과  튀
르크 언어 동사의 독특한 양상은 슬라브어 관점에서 보는 전통적인 개념에 맞
지 않아 익숙한 용어로 규정하지 못한 채 보조동사를 동사의 통사적인 접속 구
문으로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러시아어 상은 접두사나 접미사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상 개념을 실현한다. 
상 범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해당 범주를 기술하는 데 확고히 세운 
기준에 따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키르기즈어를 비롯한 다른 
튀르크 언어의 문법에서 시제와 상(양태 포함)에 관여하는 범주로 설명하는 시
도는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이러한 논리는 익숙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면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여 결론적으로 보조동사는 선행동사에 대해서 보
조적인 기능을 하는 서술어로 사용되며 서술부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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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앞선 연구들에 영향을 받아 어떤 튀르크 언어에서도 슬라브어 모델의 상 범

주는 단호히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보조동사가 현재 시제로 얼마든지 사용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한다. 이러한 견해를 밝힌 연구는 Sherbak 
(1977), Serebrennikov  (1958), Gadjieva (1975), Kononov (1960) 등에서 
볼 수 있다. 행위의 완료를 의미하는 범주는 현재 시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일반논리에서 벗어난 사실로 본 것이다. 다음 예시를 통해서 현재 시제 사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 범주를 대체로 시간의 축에서 분배되는 행위의 특징으로 정의한다면  
(4a)의 ‘okup al(읽어 내다)’는 ‘완료’의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현재 시제에 사용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4b)의 ‘aytïp ber(말해 주다)’ 보조동
사 구성은 ‘완료’에 대한 어떤 정보 없이 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
법 범주로 포함하지 않고 새로운 어휘를 파생시키는 어휘범주로 파악했다. 이
와 같이 반대 입장에 서는 학자들은 러시아어 상 대립에 그 기준에 아무리 다
양한 굴절어미가 사용되더라도 형식적인 형태소를 첨가시킴으로써 순수하게 물
리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언어 현상만이 비로소 문법적 범주로서 인정되고 
완전한 상 대립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양분되
는 슬라브어 상 체계에 반해 튀르크 언어들의 보조동사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
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문법 범주에서 제외시
켰다.   

 그리하여 보조동사의 상 범주 인정 여부가 보조동사의 모든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보조동사는 상을 나타내는 것인가, 즉 독립된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가 
어휘 범주를 나타내는가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보조동사는 상 범주를 실현한
다고 보되 전형적인 상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학자가 있었다. Batmanov 
(1940:10)는 키르기즈어에서 상 범주를 실현하는 엄격한 규정이 없으며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Zakharova (1965:99)에서 키르기즈어에서 상 범주는 

(4) a. Al kün-dö
day-LOC

bir
one

kitep-ten
book-ABL

oku-p  al-a-t.
read-C take-PRES-3SG

‘그는 매일 책 한권씩 읽어 낸다.’

b. 
 

Bul ǰönündö
this about

ayt-ïp  ber-e-t.
say-C  give-PRES-3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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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혹은 필연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erebrennikov 
(1958:215)에서 옛 튀르크 사람에게 의식 속에서 완료·미완료 개념이 있었지만 
문법적인 표현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Kononov (1960:211)에서는 
‘복합동사의 둘째 요소(보조동사)는 앞의 성분의 어휘적 의미를 수식하고 순간
성, 동적성, 가능성, 기동성, 반복성, 방향성 등의 행위의 양상을 실현한다’고 
설명하며 상적인 의미기능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른 그룹의 학자들은 튀르크 언어에서 보조동사가 상 범주를 나타난다고 인
정한다. Karybaev & Kasymova (2001:29)는 한 언어의 논리적 개념과 용어를 
다른 언어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고유 체계를 무시한 채 기계적
인 주입방식의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Mamanov (1949:35)에서 보조동사가 상 
범주를 나타낸다고 기술한다. Yuldashev (1965:39-40)에서는 튀르크 언어 보
조동사의 실현하는 상 범주는 러시아어의 상 범주와의 비동일성은 자명한 사실
이지만 두 언어의 범주를 서로 대립시켜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에트 시대가 끝난 이후 특히, 비슬라브 언어의 보조동사의 실현 양상이 
재해석되면서 새롭게 조명하기에 이르렀다. Sherbak (1977), Forsyth (1970) 
등에서 지지되는 슬라브어 이항 대립의 상 개념을 거부하고 동작류
(Aktionsart) 혹은 어휘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따른 상 체계를 기술했
다. 이러한 원리는 많은 튀르크 언어에서 적극 수용되면서 보조동사에 대한 연
구는 질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키르기즈어 대해서는 새로
운 어휘상에 논의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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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동사의 개념, 통사·의미적 특징과 유형

본 장에서 보조동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조동사
에 대한 설정 기준과 유형을 제시한다. 어휘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문법적인 것으로 
변해 가고 있는 보조동사는 문법화 과정에 있다. 제2.1절에서 문법화 과정의 특징
과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서 보조동사의 복잡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준다. 제2.2절에
서 두 언어 보조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토대로 문장 안에서 나타내는 통사적인 기
능을 살펴본다. 제2.3절에서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범주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다. 제2.4절, 제2.5절에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의 목록을 제시한다. 

2.1. 보조동사의 개념 

 언어학 이론에서 문장성분을 구별하고 각 범주를 정의할 필요성은 고대 학
자들에 의해서 일찍이 인식되어 기술되었다. 언어학이 발전하는 흐름에 따라 
문법의 기본적인 틀이 구축되고 문장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의 개념이 정교하게 
기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핵심 개념이 매우 정밀하게 규정되어 다양한 언
어의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언어마다 나타나
는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하는 데 일반적이거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의 원리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것은 개별언어마다 언어 현상은 내부 구조와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며 문
법범주가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실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현
상 이외에도 범언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문제를 일으키는 언어요소들도 있
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들은 변화 과정에 있으며 여러 성격을 동시에 가져서 
같은 언어에서도 어느 쪽 하나로 기술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보조동사는 그 중 
하나이다. 본 장에서 보조동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의 보조
동사의 유형과 통사·의미적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보조동사는 분명히 하나의 어휘 형태이면서도 본동사로 쓰일 때 어휘적 의
미(lexical meaning)를 나타내고 보조동사로서 쓰일 때는 의미가 추상화되고 
일정한 기능을 실행하는 특징은 어느 언어에서든 공통적이다. 옥스퍼드 영어사
전에서 보조동사(Auxiliary verb)는 “다른 동사의 시제(Tense), 서법(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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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Voice) 등을 형성하도록 사용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어마다 상
(Aspect), 양태(Modality), 부정(Negation), 인칭(Person)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그 용법이 언어마다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같은 문법범주라고 해도 언어
마다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모든 보조동사는 동일한 범주
를 나타낼 수 없다. 아래 <표 1>는 보조동사가 실현하는 범주를 몇 개 언어를 
대상으로 매우 개략적으로 종합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범
주를 규명하는 데 보조동사와 해당 범주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
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위의 표는 몇 개의 언어 대상으로 보조동사가 규칙적으
로 나타내는 범주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상(Aspect)과 동작류(Aktionsart)의 
범주는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 본고의 제2.3.1장과 제5.1장에서 자세하
게 다루고 있다. 앞서 말하자면 동작류는 동사와 다른 문장 성분들의 내재된 
상적인 특징을 규명하는 어휘적 범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언어의 동사
와 보조동사는 동작류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1> 보조동사의 문법 범주 실현 양상1).

1) <표 1>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어별 선행 연구에 내용을 참고하여 보조동사의 의미기능을 
구분했다. 
영어: 영어의 ‘have+분사’, ‘be+Ving’ 구성이 현재완료(Perfect), 진행(Progressive)의 
상 범주를 실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동작류의 개념은 주로 동사의 상자질에 의해서 표
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Vendler (1967)의 동작류의 주 원리는 동사 대상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독일어: 현대독일어에서 우언적 구성에 의해서 미래, 현재완료, 과거완료 등 6개의 시상
표현이 실현된다. 또한 공간적 어휘적인 의미를 포함한 이른바 기능동사로 불리는 보조
동사(stehen, bringen)도 있는데 영어의 보조동사만큼의 뚜렷한 상적 의미 기능을 나타
내지 못한다. 현재 독일어는 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작류만이 존재하는 언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윤혜준1998:16). 조경화(2015:233)에서 독일어에서 상 범주보다 동작
류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 동일한 기본 동사에 서로 다른 접두사가 결합해서 새롭게 
형성된 동사는 다양한 어휘적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일어에
서 상은 거의 문법화되어 나타나 있지 않고 구절표현이나 첨사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

시제
Tense

상 양태
Modality

법/태
Mood/VoiceAspect Aktionsart

영어 ○(미래시제) ○ ○ ○
독일어 ○ ○
스페인어 ○ ○ ○
러시아어 ○(미래시제) ○ ○
한국어 ○ ○
키르기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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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보듯이 영어에서 보조동사는 시제, 상, 양태, 법까지 새로운 
기능을 떠맡게 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영어에서 본
동사(full verb)로 쓰이던 have와 be는 본래의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문법
범주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처럼 보조동사가 많은 범주에서 실현되는 원인은 
역사적으로 동사의 굴절형이 대폭적으로 상실되면서 빈약한 시제형태(단순현재
/단순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동사를 새로운 활용형으로서 사용하게 되었
다(조성식1979). 영어의 보조동사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다음 예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
 Could John have done it if Mary didn’t? - No, it wasn’t done by a man.
 (Modality)  (Aspect)            (Negation)        (Voice)

영어의 특정 범주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could, have, didn’t, wasn’t 등과 
같은 서법조동사(modal verb)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auxiliary 
verb’, ‘helping verb’라고 명명한 것은 서술동사(full verb)의 일정한 문법범
주에 따른 활용을 돕는 기능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라틴어 대부분의 문법범주
는 굴절형태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영어의 보조동사의 광범위한 용법과 대조
적이다. Cantabo, cantarem, cantabatur은 각각 영어의 shall sing, might 
sing, was being sung에 대응되며 영어만큼 보조동사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
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어 굴절어미 중심의 동사활용 체계에서도 문법범주가 
굴곡적 접사에 의해서 실현되고 보조동사는 미래시제와 수동태를 나타내는데 
한해서만 사용된다. 이처럼 보조동사의 사용 범위와 실행 범주는 언어마다 다
양하게 나타나며 이들을 포괄하는 엄밀한 개념을 세우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
니다. 우선 언어마다 나타나는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 독일어는 상 표현이 비활성화된 언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어: 스페인어에서 시제와 상은 굴절어미에 의해서 구별된다(황지희2015:2). 동작류
(어휘상)는 동사의 상적 자질과 논항의 상자질에 의해서 좌우된다(Montrul 2004:94). 또
한 ‘haber/estar+과거분사’ 구성을 이용하여 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도 있는데 이를 
통사적 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의 보조동사 ‘-고 있다’와 ‘-p ǰat’는 진행상
의 의미를 전달하고 나머지 보조동사는 동작류와 양태의 의미 기능을 실현한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3-4장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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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조동사의 특징은 여러 맥락 속에서 어휘동
사와 보조동사의 2 가지 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 have는 
아래 (6)에서 보듯이 어휘동사, 보조동사, 접어 용법을 보인다. 

(6) a. Mary has a cake.
b. Mary has made a cake.
c. Mary’s made a cake.

보조동사 구성은 어휘의미 자질과 문법의미 자질을 모두 공유하고 맥락에 따
라서 선택적으로 특정 자질을 출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언어의 공시의 
체계에서는 단일 형태소가 여러 기능을 겹쳐서 동시 실현하기도 하고 음운적 
축약이 되고 접어로 바뀌기도 한다. 분명히 어휘동사의 영역을 벗어나고 기능
과 의미 면에서 완벽한 차이를 내서 문법적인 요소로 바뀌는 형태와 어휘의미
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발화자의 주관적 의견을 표시하거나 심리상태를 나타내
는 형태들이 공시 언어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보조동사의 개념을 기술하
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휘의미와 문법의미 중에 분명한 경계를 
짓지 못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기술할 수 있는 모호한 형태들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Heine (1993:48)에서 ‘겹치기 모델’(Overlapping model)을 통하여 보조동사
의 기능이 겹치는 현상을 다음 (7)과 같이 도식화했다. 

(7) Stage             1             2                     3      
   Morphosyntax  Verbal    Verbal Grammatical    Grammatical

   
보조동사를 문법화 맥락에서 다루는 연구는 Heine (1993), Hopper & 

Traugott (1993), Bybee et al. (1994)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문법화
(Grammaticalization)는2) 최초에 통시적인 언어 변화 현상으로 여겨져 왔는데 
Meillet (1912)3)에서 어휘적인 요소에서 문법적인 요소(기능어, 접사 등)로 진

2) Grammaticalization과 grammatication의 용어를 여러 학자에 의해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문법적 형태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강조하는 연구는 전자의 용어를 사용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범주들의 함의와 언어의 공시적 견해를 위한 의미들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의 용어를 사용한다(Hopper 1991:18)

3) Traugott & Heine (1991:2)에서 재인용: Meillet, A. (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In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historique, 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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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과정으로 규정한 이래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였다
(Traugott & Heine 1991:2). 여기서 현대 언어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Kuryłowicz의 정의를 인용하기로 한다. 

(8)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
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
되는 현상이다(Kuryłowicz 1965:53)4).

보조동사의 성격은 위 Kuryłowicz의 문법화 정의 안에서 연속적인 변화 과
정으로 기술이 되고 보조동사가 함께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들은 어휘적인 지
위에서 문법적인 지위로 그 범위가 변해가는 것으로 규정짓는 문법화 틀에서 
충분히 설명된다. 문법화의 핵심원리는 <연속체>(Continuum)와 <연속변
이>(Clines)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Hopper & Traugott 1993:7). 두 개념은 
변화의 연속을 의미하지만 연속변이는 언어 요소들이 따로따로 끊어지듯이 분
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 위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연속체는 공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언어 요소들이 의미와 통사적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연속적인 배열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5). 이때 한 쪽 끝에 어휘적 자립범주가 위치하고 다른 쪽에 의존
적인 범주가 위치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연속변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의미 기능 중심으로 문법화 현상을 도식화하는 Heine 
(1993:48)의 겹치기 모델과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겹치기 모델과 달리 어휘 형
태에 초점을 맞추고 연속 변화를 도출한 것이다. 

(9) 내용어              문법어             접어        굴절접사     
Content word    Grammatical word    Clitic    Inflectional affix

Paris: Champion.
4) 이성하(1998:23) 번역 재인용: Kuryłowicz (196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Esquisses Linguistiques 2:38-54, Munich: Fink.
5) Hopper (1991:22-24)에서 층위화(layering)의 개념을 소개하고 언어의 옛 층위에서 새

로운 층위가 계속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옛 층위는 새로운 층위와 공존하다가 차츰 사
라진다고 보고 문법화를 통시적인 측면에서 서서히 진화되는 과정으로 정의하는데 기
본 의미는 연속체와 동일하다. 비슷한 의미로 Heine (1993:66-69)에서 문법화 연쇄
(Chain of grammatical functions) 개념을 제안하여 문법화가 일정한 시점에 시작하
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어휘 형태가 문법 기능을 가지게 되
어 더 추상적 개념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 유사성
(Family resemblance)을 갖고 있는 여러 형태들이 공존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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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보조동사의 이러한 성격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보고 여러 연구에
서 문제로 삼았던 항목들, 즉 자립 대 의존, 어휘 대 문법 등의 범주를 가름하
는 것보다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어휘에서 문법으로의 이어지는 
연속성 맥락 속에서 살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통시적 관점에서 보는 문법화는 <단일방향성>의 특징을 가진 현상이다
(Traugott & Heine 1991:4, Bybee et al. 1994:12). 즉, 의미나 형태 그리고 
범주가 변화하는 경로는 언어마다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언제나 단일한 방향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0) Givon: 어휘항목(Lexical item) > 통사론(Syntax) > 형태론(Morphology) 
Bybee: 명시적(Specific) > 일반적(General) > 추상적(Abstract)
이성하: 의미: 구체적 > 추상적 

음운: 자립적 > 의존적 
범주: 어휘적 > 문법적

Bybee et al. (2010:41)에서 문법화의 경로들은 의미, 형태, 음운에 적용되어 
단일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언어 사용에 잠재된 
인지적이고 상호의사소통적인 보편적 패턴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범언어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변화 유형을 관찰하고 일반화했다. 보조동사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시제와 상의 표지들의 의미적·범주적 변화의 단일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었다.

(11) a. Resultative > Anterior > Perfective(Past)
b. Movement/Desiderative/Obligation > Future

이러한 양상은 음운론적인 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문법형태였던 것이 음운
론적 축약이 되어 접어나 접사로 바뀌지만 반대로 어휘적이거나 자립적인 요소
로 바뀌지 않는다. 단계 A와 B 사이에서 B 이전에 A가 발생하지만 그 역은 성
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단일방향성이 의미하는 것이다(Hopper 
& Traugott 1993:95).

문법화가 일어나는 기본적 조건은 의미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바뀌는 것
이다. 이 특징은 많은 연구에서 <일반화>(Generalization), <주관
화>(Subjectification), <탈범주화>(Decategorization)의 용어로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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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per & Traugott (1993:100-106)에서 의미의 일반화는 모든 어휘에 대해
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반적인 어휘항목들이 점점 더 많은 문맥에서 
사용될 때 일어난다고 했다. 즉, 특성화된 의미를 갖는 용어보다 일반 의미의 
어휘가 선택되어 다의어가 되어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Heine 
(1993:106)에서 <의미탈색>(bleaching)이나 <의미퇴색>(erosion)이라는 용어로 
기술되었다. 

Bybee et al. (1994:29)에서 walk, stroll, saunter, swim, roll, slide 모두
는 이동동사이지만 각각 이동의 성격이나 모습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포함하여 
특정한 문맥에 한해서만 사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일반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go, come 동사는 이동 성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
미적 제약 없이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동사는 문맥과 관계
없이 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점과 기타 동사를 대체하여 실현될 수 있는 
점에서 더 포괄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영어의 go, 한국어 가다·오다, 키르기즈어 bar·kel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언어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동사는 발화 속 출현빈도수가 훨씬 더 높
을 뿐만 아니라 어휘적 의미의 일부를 잃고 더 추상적인 용법을 보인다는 점은 
범언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동사의 의미집합이 있다면 이 
영역에서 총칭적인 어휘소(Generic members)만이 문법화로 진입하게 되는 것
이 보조동사의 대표적인 의미적 특성이다. 

본고의 제3-4장에서 키르기즈어와 한국어의 보조동사의 실현양상을 세부적
으로 고찰하고 동사의 원형의미 > 의미확장 > 보조동사 순서로 예문을 제시하
고 문법화가 되어 가는 성격을 고려하고 의미 변화 양상을 논의했다.  
  

2.2. 보조동사의 통사적 특성
    

Heine (1993:22-24)에서는 보조동사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다루었던 많은 
연구를 참조하여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들의 목록을 제시했
다. 개별 언어의 보조동사들은 이러한 특징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실현한

(12) a. John is going to town soon.
b. That tree is going to lose its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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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6).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의 기본적인 통사적 측면에서 비슷
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키르기즈어 ‘ǰat’ 보조동사가 음운 축약이 일어나서 
접어로 사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다음은 통사적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
기 위해 두 언어에서 공유하는 특징을 살펴보겠다. 그 중에 자주 거론되는 의
존성과 비분리성, 생략과 대용, 논항과의 무관성, 연속 출현성 등의 특징을 중
심으로 보겠다.

  
  [1] 통사적 구성
  키르기즈어 보조동사는 한국어와 마찬가지고 ‘선행동사 + 활용어미 + 후행

동사’ 통사적 구조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들 구조적으로 같은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구문론적 특성에 있어서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키르기즈어와 한국어는 같은 교착어로서 대부분의 문법범주는 교착적인 방
법(agglutivative method)에 의해서 실현되지만 보조동사는 통사적 구문을 이
루는 우언적 구성(periphrastic form)에 의해서 실현된다. 두 언어의 보조동사
는 V1 + V2 복합 동사 구성에서 본동사에 후행하여 둘째 동사로 실현한다. 이
때 본동사에 부사형(부동사형) 연결어미가 결합하여 보조동사구성을 이룬다.7) 
한국어에서는 부사형 어미 중에 ‘-아/어’ 계열과  ‘-고’ 계열이 있으며, 키르기
즈어에서는 연결어미 ‘-a’ 계열과 ‘–(ï)p’ 계열이 있다. 각각 언어에서 모음 계

6) Heine (1993)에서 (a)부터 (v)까지 총 22개의 보조동사 특징을 제시했다. 이 목록에서 
(a)-(g), (o)의 보조동사 특징은 두 언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h)의 특징은 키르기즈어
에서만 나타난다.
(a) 보조동사는 시제, 상, 법 등의 범주를 나타낸다.
(b) 수가 한정되어 닫힌 집합을 형성한다.
(c) 완전히 어휘적이거나 완전히 문법적이 단위가 아니다.
(d) 본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e) 문법적 기능과 함께 본동사의 형태∙통사론적 특징을 나타낸다.
(f) 동사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그 속성들이 한정되어 있(피동, 명령 등의 형태로 쓰이지 

못함)다. 
(g) 문장의 주요 서술어(main predicate)가 되지 못한다.
(h) 완형(I will go)과 축약형(I’ll go)의 변이형이 있을 수 있다.
... 
(o)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본동사에 한해서만 통사∙의미(synsemantic) 기능

을 수행하며 후자의 통사적 범주를 유지시킨다.
...

7) 키르기즈어에서 보조동사 구성에서 연결어미가 결합하여 선행 동사가 정형성을 잃고 부
동사(чактыл, деепричастие, converb)로 실현된다고 정의된다. 부동사는 문장 속에
서 그 문장 전체의 진술을 스스로 완료하지 못하고 다른 구절이나 동사에 대하여 부사
적 역할을 하거나 복합동사구성의 한 성분으로서만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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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연결어미는 여러 이형태들을 갖고 있는데, 이의 선택은 동사어근의 모음 
유형과 모음조화를 이루는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8). 본고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
하여 [-p V], [-어 V] 형식으로 기술한다9).              

         
  보조동사 구성에서 본동사는 부정(不定) 형태로 나타나고 시제, 법, 인칭  

등에 따른 굴절표지는 보조동사에 넘어가게 된다. 두 언어의 연속 동사 구성에
서는 동사가 V1+V2+....Vn 구조로 실현하고 동사의 접속구성과 합성어구성에
서는 똑같이 연결어미 ‘-p’, ‘어’를 취하며 실현한다. 접속구성, 합성어구성, 그
리고 보조동사구성은 별도의 유표적 장치 없이 똑같이 [-p V], [-어 V] 통사적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문장 속 실현하는 기능과 유형에 대한 판단은 대개 
직관을 이용하여 해당 동사구의 의미와 문장 속 어휘적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13) üy-gö       bir az   esal-ïp  bar-alï.
      Home-DAT  a while  rest-C  go-HORT
      ‘집에서 잠깐 쉬어 갑시다.’

  (14) Ayak-ka čeyin artïnan  čurka-p   bar-dï-m.
      There-up to   after    dash-C    go-PST-1SG 

8) 한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있어 어간의 모음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 ‘-아/어’ 
이형태가 정해진다. 키르기즈어에서는 원순·비원순, 전설·후설에 따라 두 가지 모음조화
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형태가 더 발달되어 있다. ‘-a’ 계열의 모음은 ‘-e, 
-o, -ö’ 이형태가 결합된다. ‘-(ï)p’ 계열의 이형태는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면 ‘-p’가 단
독으로 연결되며 자음으로 끝나면 어근과 ‘-p’ 사이에 어근모음의 유형에 따라 ‘-i, -ï, 
-ü, -u’ 이형태가 삽입된다. 

9) 김기혁(1987)에서 전통문법에서 부사형 어미로 다룬 연결어미 ‘-아/어, -고, -게, -지’와 
함께 이루어지는 동사구성을 중심으로, 보조동사구성으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들 어
미들이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 하나의 범주로 다루기 어려움을 제시했다. 따라서 보조동
사를 연결 어미 유형에 따라 ‘-아’계열 보조동사(가다, 오다, 보다, 버리다, 주다, 드리다, 
가지다, 놓다, 두다, 내다, 대다, 쌓다, 지다)와 ‘-고’계열 보조동사(‘있다, 말다, 나다 앉
다, 자빠지다’)로 분류했다. ‘-아’계열과 ‘-고’계열에 따른 분류는 손세모돌(1996:40)에서
도 각각 11개와 2개로 정리했는데 본고에서 이 분류를 따르기로 했다. 이 기준을 선택한 
이유는 제2.5에서 자세히 제시된다.

키르기즈어 V -p +  Vaux -a

한국어 V -어 +  Vaux-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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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뒤이어) 뛰어갔다.’

  (15) Densoolug-u  ǰakšï  bol-up    bar-a ǰat-a-t.
      Health-P      well   become-C go-C lie-PRES-3SG 
      ‘그의 건강상태가 잘 되어 가고 있다.’

(13)에서는 선.후행 동사는 각각 독립적 의미를 가진 동사이며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서술의 기능을 실현한다. 이때 “집에서 쉬고 난 다음에 갑시다.”로도 
해석이 가능하여 접속관계에 있는 두 개의 독립된 서술적 기능을 하는 동사로 
보면 된다. 이러한 동사의 실현은 병렬적으로 합쳐진 구성으로 보고 [V1 V2] 
접속동사로 판단된다. 

(14)에서는 선.후행 동사의 의미가 하나로 융합된 합성어로서만 해석이 가능
하다. 각 동사의 본래의 의미가 희석되어 제3의 의미로 굳어지게 되는데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기타 구성들과 크게 차이가 난다. 한국어 합성동사
의 선·후행 동사를 붙여서 쓴다. 합성어 구조는 [V1 + V2]=V3로 볼 수 있다. 

(15)에서 선행 동사는 서술어의 의미를 나타내고 후행 동사는 본래의 어휘적
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선행동사를 수식하여 일정한 문법적∙의미적 기능을 
실현한다. 따라서 보조동사로 처리하면 되며 [V V0]의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V0은 어휘적인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위의 각각 예문 밑에 한국어로 제시된 번역을 보면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접속 구성을 이루는 동사와 합성동사, 그리고 보조동사는 별다른 표시 없이 동
일한 동사연결 구성으로 실현되지만 통사·의미적 관계가 각각 다르며 문장의 
의미와 문맥에 따라서 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통사적 구조와 의미
적 관계를 다음 표와 같이 간략하게 제시하겠다. 

<표 2> 복합 동사의 통사적 구성

[2] 의존성과 비분리성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보조동사 통사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조동사가 

구조 의미적 관계 한국어 키르기즈어
접속동사 [V1] [V2] 병렬관계 쉬어 가다 esal-ïp bar
합성동사 [V1 + V2]=V3 융합관계 뛰어가다 kuu-p bar
보조동사 [V1 + V0] 주종관계 되어 가다 bol-up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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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술어의 활용 어미들은 보조동사에 넘
어가게 되는데 시제·법(한국어)과 인칭·수(키르기즈어)에 따른 굴절은 보조동사
에 표시하게 된다. 아래 (16b), (17b)에서와 같이 본동사가 생략된 경우 보조동
사에 의해 서술어의 기본 어휘 의미가 드러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보조동사의 이러한 의존성의 성질은 선행동사와 통사·의미적으로 강하게 유

10) 키르기즈어에서 명사마다 소유표지가 연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7a)의 ‘nanïn’은 
‘nan+ï(Possessive)+n(ACC)’의 형태소로 분석되어 ‘자기의 빵을’의 의미로 해석된다. 소
유재귀표지가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키르기즈어를 포함한 기타 튀르크 언어들의 고
유한 언어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명사마다 인칭소유표지를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이 거북
한 면이 있으며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된다고 본다. 또한 본고
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기술하는 데 있어 소유와 관련된 개념은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명사마다 실현되는 소유 접사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격 접사에 
포함된 소유재귀표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석을 달기로 했다. 단, 격표지에 소유재귀
표지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인칭에 해당되는 
격 접사를 제시한다.  

POSS

1SG 1PL 2SG
[-HON]

2PL
[-HON]

2SG
[+HON]

2PL
[+HON]

3SG/PL
(vowel)

3SG/PL
(consonant)

-ɨm-
-im-
-um- 
-üm-

-ɨbɨz- 
–ibiz- 
-ubuz-
-übüz-

-ɨŋ-
-iŋ-
-uŋ-
-üŋ-

-ɨŋar- 
-iŋer- 
-uŋor- 
-üŋør- 

-ɨŋɨz-
-iŋiz-
-uŋuz- 
-üŋüz-

-ɨŋɨzdar- 
–iŋizder-
-uŋuzda-
-üŋüzdør- 

-sɨ-
-si-
-su-
-sü-

-ɨ-
-i-
-u-
-ü-

+
NOM  ø ø
GEN -din, –dïn, –dun, -dün -nin, –nïn, –nun, -nün
ACC -di, –dï, –du, -dü -n
DAT -a, –e, –o, -ö -na, -ne, -nö
LOC -da, -de, -do, -dö -nda, -nde, -ndö
ABL -dan, -den, -don, -dön -nan, -nen, -nön

(16) a. 동생이 빵을 먹어 보았다.
b. ✤동생이 빵을 보았다. (‘먹다’의 술어의 본래 어휘의미가 드러나지 않음)
c. ✤동생이 빵을 먹어 천천히 보았다.

(17) a. Siŋdi-m    nan-ïn10)    ǰe-p    kör-dü.
   Sister-my  bread-ACC  eat-C  see-PST.3SG

 ‘동생이 빵을 먹어 보았다.’
b. ✤Siŋdim nandï kördü. (‘ǰe(먹다)’의 술어 본래 어휘의미가 드러나지 않음)
c. ✤Siŋdim nandï ǰep šašpay kördü.
   ‘✤동생이 빵을 먹어 천천히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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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어 있는 데서 확인된다. 이는 선·후행하는 동사 사이 다른 성분이 삽입되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보조동사 구문에서 보이는 의존성과 
비분리성은 보조동사구성을 접속동사나 합성동사구성과 구별하게 한다. 

(16), (17)에서 각각 (b)에서 본동사가 생략된 이후 문장 전체가 비문이 되거
나 의미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보조동사는 어휘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문장에서 
선행동사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에서이다. 또한 
(c)에서 보듯이 보조동사와 선행동사의 분리가 불가하여 ‘천천히’, ‘ǰana’와 같
은 다른 요소가 삽입되면 비문이 된다. 보조동사는 시제, 법 등의 범주를 나타
내는 동사 활용표지와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선행동사 아래에서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성분 삽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 동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의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실현함을 알 수 있다. 그
렇지만 키르기즈어에서는 강조를 나타내는 일부 조사 삽입이 가능한데 이는 한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생략과 대용
류시종(1994:78)에서 생략은 문장의 필수적 요소와 수의적 요소를 가르는 하

나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같은 말의 반복을 피
하기 위한 공백화(gapping) 현상과 다르다. 문장 안에서 항상 필수적으로 실현
되는 본동사(main verb)가 생략된 경우 위의 (16b), (17b)에서 보았듯이 문장
이 비문이 되거나 서술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상실하게 된다. 이와 반면에 문장
의 수의적으로 실현하는 보조동사가 생략되었을 때 그 보조동사에 의해서 추가
되는 양태·상적인 의미 기능이 나타나지 않을 뿐 서술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크
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는 아래 (19a,b), (20a,b)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8) a. Kezig-ip  sura-p  da  kör-dü-m.
   meet-C   ask-C  also see-PST-1SG
   ‘만나서 물어도 보았다.’ 

b. 만나는 보았지만 같이 사진을 찍지 못했다. 

(19) a. 동생이 빵을 먹어 보았다.
b. 동생이 빵을 먹었다. 

(20) a. Siŋdi-m   nan-dï      ǰe-p   kör-d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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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백화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조동사 구성 전체의 생략이 허락되지
만 보조동사만의 생략이 허락되지 않는다. 김기혁(1987:17)에서 합성동사와 보
조동사구성에서 후행동사의 공백화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보조동사의 분리가 
불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보조동사의 형태적 구성으로서의 특징을 부각시켜 준
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조동사구성 전체에 대한 생략이 가능한 데 반해 보조동
사만 생략이 불가능한 것은 선행동사와의 하나의 단일한 동사로 굳어졌기 때문
인 것으로 보았다. 아래 (21), (22)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언어에서 보조동사의 통사적 특징은 대용 현상에서도 드러난다. 접속동사
의 통사적 구성에서는 독립적인 두 동사가 결합하기 때문에 전체 대용과 각각 
동사의 대용이 가능한 반면 보조동사 구성에서 그렇지 못한다. 대용은 생략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의미나 기능 
면에서 본동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 않는 보조동사는 대용이 불가능하다. 이
선웅(1995:23)에서 보조동사는 기능 범주화하는 1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특정한 범주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대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형식적인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는 이와 마찬가지로 대용이 불가하다
고 보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대용 현상은 ‘그러하다’, 키르기즈어에서 ‘ošent(그
러하다)’에 의해서 실현된다. 

   Sister-my bread-ACC  eat-C  see-PST
 ‘동생이 빵을 먹어 보았다.’

b. Siŋdi-m nan-dï ǰedi.

(21) a. 철수는 서류를 찢어 버리고, 영희는 태워 버렸다.(김기혁1987:18)

b.✤철수는 서류를 찢어, 영희는 태워 버렸다. 
c. 철수는 서류를, 영희는 신문을 태워 버렸다.

(22) a. Men üy-dü      ǰïna-p   koy-du-m,    al  čač-ïp  koy-du. 
   I    house-ACC clean-C put-PST-1SG she mess-C put-PST.3SG
   ‘나는 집을 청소해 놓고 그는 어질러 놓았다.’

b.✤Men üydü ǰïynap, al čačïp koydu
c. Men üydü, al  koronu  ǰïynap koydu. 
   ‘나는 집을, 그녀는 마당을 청소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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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항과의 무관성
문장의 서술어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특정수의 명사구가 요구된다. 보조동사

구성에서는 서술어의 기능은 선행동사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모든 논항들
은 선행동사가 할당하는 의미역에 따라 정해진다. 보조동사는 자립적이지 못하
여 논항을 할당할 수가 없다. 

‘버리다’는 본동사 용법에서 행동주(NP1), 목적어(NP2), 부사어(NP3) 3개의 논
항을 요구하지만 보조동사 구성에서 그렇지 않다. (24a)는 보조동사로 실현되
는 경우에 논항이 할당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키르기즈어 본동사 ‘ber(주다)’
는 마찬가지로 행동주, 수혜자, 수혜물 3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수여 동사이지
만 (25b)에서 보듯이 보조동사 구성에서 수혜물과 수혜자 논항이 실현되지 않
았다. 

그러나 한국어 ‘-어 주다’, 키르기즈어 ‘-p ber(주다)’ 보조동사는 문장에서 
수혜자와 수혜물의 논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다(give)’ 본동사는 3개의 
논항을 요구할 만큼 보조동사 용법에서도 논항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어 주다’는 ‘수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주다’의 본래 어휘 의미가 그대
로 드러나서 동작주가 수혜물을 수용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

(25) a. 영희는 사라져 버렸다. 

b. Daniyar  baldar-menen oyno-p ber-e   al-a-t.
   Daniyar  children-with   play-C  give-C  take-PRES-3SG
   ‘다니야르는 아이들과 놀아 줄 수 있다.’

(23) a. 영희가 그림을 그려 보았다. 철수도 그래 보았다.
b. ✤철수도 그림을 그려 그랬다. 

(24) a. Biz  et-ti      ot-ko    kuur-up   koy-duk.
   We meat-ACC fire-Dat  roast-C   put-Past.3PL
   ‘우리는 고기를 불에 구워 놓았다.’

b ✤Alar dagï et-ti ot-ko    kuur-up  ošent-ti.
  ✤‘그들도 고기를 불에 구워 그랬다.’

c. Alar dagï et-ti ošent-ip  kuur-uš-tu. 
  ‘그들도 고기를 그렇게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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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달’의 의미는 수혜물이 전달되는 여격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면적으
로 착점 논항이 실현되는 것이다. 

위의 (26a)와 (26b) 비교하면 두 언어에서 ‘-어 주다’ 보조동사 구성에서 수
혜자 논항(여격어) 사용이 더 자연스럽다. ‘oku(읽다)’는 수혜 논항을 취하지 않
는 술어이지만 ‘-p ber(주다)’가 결합하여 여격 논항 사용이 필요하다. 이는 두 
언어에서 ‘주다’ 보조동사는 논항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4.3.1-2에서 후술하겠지만 여격어 논항을 취하는 것은 ‘주다’의 본래 어휘적 의
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동작주, 수혜물, 수용자
(recipient) 논항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주다’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수혜’라는 양태 의미로 변해 갈수록 착점 논항 사용도 자유로워진다. (25b)에
서 보듯이 다니야르가 아이들과 놀아 준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용자는 없으며 
‘놀아 줌’의 수혜자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 아이들과 놀아 주어서 시간의 여유
가 생긴 화자인 엄마일 수도 있다. 따라서 수혜자의 논항도 실현되지 않았다. 

 
[5] 연속 출현성과 반복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두 언어는 연속 동사 구성(Serial Verb 

Construction)이 가능한 언어이다. 여러 서술 기능을 하는 독립된 동사의 연속 
실현일 수도 있고 보조동사처럼 문법화되어 홀로 설 수 없는 성분의 연속 출현
일 수도 있다. 이 중에 본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보조동사가 반복해서 
출현할 수도 있다. 또한 의미가 다른 둘 이상의 보조동사가 이어서 출현할 수 
있는데, 한 문장에서 이러한 보조동사의 연속출현과 반복출현은 보조동사 구성 
특징의 하나다. 보조동사 구성문의 다음 예문들은 연속동사구성과 보조동사연
속출현, 그리고 동일 형태의 보조동사 연속출현을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27) a. 난 속이 너무 상해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a’.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 들어왔다.  

(26) a. ✤Mugalim  baldar-ga kitep-ti    oku-du.
   teacher   children-DAT book-ACC read-PST.3SG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었다.’

b. Mugalim baldar-ga kitep-ti    oku-p  ber-di.
   teacher  children-DAT book-ACC read-C give-PST.3SG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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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 (28a)에는 외형상 여러 동사가 연결되어 동일한 사건구조를 이루는 것
처럼 보이지만 각각 동작 방법을 지시하는 ‘기다’, ‘뛰다’, ‘čurka(뛰다)’ 동사
에 후행 요소들이 연결하여 접속 구문을 이루고 있다. 동사 사이 분리가 가능
하고 각각의 동사가 본래의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27b), (28b)는 보조동사구성에서 본동사에 결합하는 후행 요소가 문법화되어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일정한 기능만 나타낸다. (b)의 ‘만나/봐/주’, 
‘뽑아/내/버리다’와 (b)의 ‘ait/ber/ǰat’의 연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은 보
조동사구성의 형태∙통사적 특징이다. 

(27c), (28c)는 동일한 동사의 반복 출현이다. 류시종(1994:19)에서 이러한 
현상에서 같은 형태의 반복적 연속출현은 동일 형태라도 이들이 최소한 무엇인
가 다른 의미 기능을 갖고 실현된다고 보았지만 정확한 의미 기능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기혁(1987:27)에서 반복되는 후행 보조동사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
다고 보았다. Kudaybergenov (1980:326)에서 보조동사구성에서의 반복하여 
나타나는 후행 요소는 실질 어휘의미를 소실하고 보조동사로서의 기능을 실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기능 중에 ‘종결’, ‘순간성’ 등이 있다. 
   

b. 나는 그녀를 만나 봐 주었다.
b’. 나는 나무를 뽑아 내 버렸다.

c. 사람 완전히 버려 버렸네.
c’. 그 영화를 봐 봐요.

(28) a. Al üy-gö čurka-p bar-a  koy-du.
  he house-DAT run-C   go-C  put-PST.3SG 
  ‘그는 집에 뛰어 가 버렸다.’

b. Ayt-ïp   ber-ip   ǰat-kan-ïn   kör-dü-m.
   talk-C  give-C   lie-NMZ-ACC see-PST-1SG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c. Oyunčuk-tu   kutuča-ga  sal-ïp  sal.
   Toy-ACC     box-DAT   put-C  put
   ‘장남감을 박스에 넣어 놔.’

c’. Akča-nï    al-ïp   al.
   Money-ACC take-p take.INT
   ‘돈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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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조동사의 의미적 특성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보조동사의 문법화 양상을 살펴보려면 이들이 문장
에서 실현하는 기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국어 보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상(Aspect)과 양태(Modality)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으며 키르기즈
어에서 여러 상적 의미와 시제(Tense)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두 언어의 전
통문법에서 보조동사 기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논의는 통사구조와 통
사적 특징(접속구문, 통합구문 등)을 바탕으로 보조동사의 범주를 설정한 뒤 유
형별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11). 이 결과 보조동사의 
의미는 ‘끝남’, ‘보유’, ‘시행’, ‘강세’, ‘수혜’, ‘변화’, ‘아쉬움’ 등 연구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었지만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기능을 구체
적으로 밝히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은 1980년도 후반
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후의 연구에서 보조동사를 상적인 측면과 양태적인 측
면에서 바라보는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되었다. 보조동사는 상과 양태의 의미를 
중심으로 기술한 연구는 김성화(2003), 민현식(1993), 박선옥(2005), 이기동
(1976b), 권순구(2005), 김영태(1997) 등에서 제시되었다. 어휘·의미론적 차원에
서 다루는 연구는 이지양(1982), 정문수(1982), 옥태권(1988), 최동주(1995), 이
호승(1997), 김윤신(2004, 2006)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보조
동사의 양태의 의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상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보조동사의 양태적 의미 부가적인 의

11) 전통문법에서 보조동사의 구성과 형태∙통사적 차원에서 개념을 밝히고 난 이후 각각 
유형별 의미를 다루었던 연구로는 최현배(1975:397), 허웅(2000:353), 남기심·고영근
(2017), 서정수(1996) 손세모돌 (199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통사적 특징에 따
른 보조동사 목록도 다르지만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도 학자마다 다르게 설정했다. 여
기서 몇 명의 학자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기로 한다. 

남기심·
고영근
(2017)

∎진행:가다/오다/(-고)있다/(-고)계시다∎종결:(-고)나다/내다/버리다/(-고야)말다∎봉
사:주다/드리다∎시행:보다∎보유:두다/놓다/가지다∎사동:(-게)하다/만들다∎피동:지
다/(-게)되다▶부정:(-지)아니하다/말다/못하다▶강세:대다▶짐작:보이다▶당위:(-어야)
하다∎시인:(-기는)하다∎희망:(-고)싶다∎상태:있다/계시다

서정수
(1996)

∎완료:(-어)버리다/나다/대다∎수혜-어)주다/드리다∎시행:(-어)보다∎반복:(-어)쌓다/
대다∎보유:(-어)두다/놓다/가지다∎기동:(-어)지다∎사동:(-게)하다/만들다∎지속:(-어)
가다/오다(-고)있다∎결과:(-어/고)있다∎희망:(-고)싶다∎추정/의도:(-는가/나/ㄹ까/ㄴ
가)보다/싶다

손세모돌
(1996)

∎지속:가다/오다/있다∎결과지속:두다/놓다∎종결:내다/버리다∎수혜:주다/드리다∎
시행:보다∎강세:대다∎변화:지다∎희망:(-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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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보거나 아예 기술하지 않는 연구가 많다. 또한 양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더, -겠, -더니, -구나, -(으)ㄹ 것 같다’ 따위 형태를 다루고 있으며 보조동
사를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한다.12) 결론적으로 상이
나 양태의 범주를 파악할 때 어느 특정한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에 집중하여 규
명하는 반면 보조동사의 전반을 다루는 연구에서 상적인 측면이나 양태적 측면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다. 이것은 보조동사가 추상화 과정을 
완성하여 분명한 문법 범주를 실현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연구에도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보조동사가 관여하는 상, 동작류, 양태의 의미 중심
으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보조동사가 일정한 기능을 실현할 때 이러한 
기능은 해당 보조동사의 본질적인 기능인가, 특정 문법범주를 표면적으로 표현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
는 언어의 현상만을 문법범주로 인정하기로 한다.  

한국어, 몽골어, 튀르크어 등의 알타이 언어들의 특징은 언어유형론적 관점에
서 볼 때 미완료상(진행상, 지속상)13)을 유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반
대로 일부 인도유럽어와 슬라브어에서 미완료상은 특별한 형태 없이 개별 어휘 
의미와 문맥에 의해서 표현하고 있으나 완료상은 문법화된 유표적 방법으로 나
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 언어의 보조동사가 진행상만을 규칙적으로 실현한다고 보고 
있다. 완료나 완견, 끝남 등으로 불려온 상적인 의미는 동사 자질과 기타 논항
들의 상 자질, 그리고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상이나 양태의 범주로 설정하기 위해서 해당 범주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
어야 한다. 본장에서 일반 언어 이론에서 상과 양태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이후 보조동사 의미 기능을 기술한다.  

12) 이러한 연구로는 박재연(2004), 김지은(1998), 엄녀(2010) 등을 들 수 있다. 김지은
(1998)에서 ‘-나 보다’, ‘-ㄹ지 모르다’, ‘-기는 틀렸다’, ‘안되다’의 양태용언들과 함께 
‘두다’, ‘주다’, ‘버리다’, ‘보다’ 보조동사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양태적 의미로 파악
하여 보조동사 일부만을 다루었다. 박재연(2004)에서 어휘적인 요소가 문법적인 양태 요
소로 문법화하는 도중에 있는 우언적 구성들은 주어에게 존재하는 객관적 조건을 기술하
고 화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13) 미완료상은 진행상, 반복상, 습관상, 지속상 등의 상적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4.2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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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상

러시아어를 비롯한 슬라브 언어의 동사의 상(Aspect) 범주에 대한 기초는 17
세기에 Benedikt, Rosa 등 체코 문법학자들에 의해서 다져졌다(Maslov 
2004:525). 상 범주를 대체로 시간의 축에서 분배되는 동작의 모습(사태, 상황, 
행위 등)을 바라보는 범주로 정의하여 vid(‘view’,‘모습’)라고 명칭했다
(Peshkovskiy 1956:105)14). 슬라브제어에서 나타나는 완료∙미완료의 체계적
인 대립을 이루는 이러한 범주는 다른 비슬라브 언어에서도 기술됨으로써 오늘
날 일반언어학에서 Aspect(Lat. aspectus)이라는 언어 이론의 한 분야로 다루
어지게 되었다. 

러시아어를 비롯한 슬라브 언어에서 상 체계는 굴곡표지에 의해서 모든 동사
가 완료상(Perfective)과 미완료상(Imperfective)으로 양분되는 대립을 이루고 
있다15). 이러한 표지는 완료상을 유표항으로 나타내고 동사 어간의 접두사나 
접미사를 결합함으로써 실현된다. 굴절표지가 결합되지 않는 동사는 미완료상
의 해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동사는 완료·미완료의 상적인 의미 중에 하
나를 필수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시제나 인칭, 성 등의 범주가 동사 어
간에 활용형을 접속하여 나타나듯이 상의 범주도 뚜렷한 문법적인 방법으로 실
현된다. 이 이유로 일반언어학에서 이러한 상을 문법상(Grammatical Aspect)
이라고 부른다(Zaliznyak & Shmelev 2000:10). 다음 (1)는 러시아어의 상에 
따른 동사 어형변화의 예이다.  

(29a)의 ‘s-begat’’에서 ‘s-’ 접두사에 의해서 해당 동사가 완료상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발화하게 되는 무제한의 상황들을 둘로 구분해서 
표현해야 하는 기준을 파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즉, 이렇게 분명
한 형태소에 의해서 상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된다 하더라도 해당 상 표지가 나

14) Bondarko (2005:40)에서 재인용.
15) ‘ʒenitsya(장가 가다)’, ‘sootvetstvovat’(해당하다)’ 등과 같이 상에 중립된 어휘들도 있

다. 

(29) a. peti (Impf) -   s-peti (Pf) ‘sing’
b. stroiti (Impf) -   po-stroiti (Pf) ‘build’
c. teryati (Impf) -   po-teryati (Pf) ‘lose’
d. nravitsya (Impf) -   po-nravitsya (Pf)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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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환경을 규정하는 것은 슬라브 언어학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 중 하
나이다. 상의 범주를 정의함에 있어 여러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결과 상을 규정하는 기준이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설정
되었다. 

<표 3> 문법상 기준 원리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

Comrie (1976:3)에서 ‘상은 장면의 내부적인 시간 구
성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했다. 동작이 시간
이라는 축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직시적(deictic) 시제의 
개념과 달리 동작 자체의 내부 구성에서 시간을 바라보
는 관점과 같은 개념으로 규명했다. 

<총체성>(Totality) 총체성은 하나의 동작은 전개 과정에서 여러 단계나 시
기로 나누어서 관찰될 수 있는가 세부적인 국면과 상관
없이 하나의 전체로서 표현되는가에 따라 상적 표지들
이 구분되는 기준이다(Bondarko 2005:44). 

<점성>
(Punctuell, punctive)
<직선>
(Kursive, linear)

동사의 상에 따른 분류는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Saussure, Meillet에 거슬러 올라간다. 완료상
은 시간적 길이를 포함하지 않는 점으로 인식되며 미완
료상은 시간의 선에서 뻗어 시작과 끝 부분과 상관없는 
동작으로 이해된다(Vinogradov 1972:392).

<구체사실성>
(Concrete-factive) 
<일반사실성>
(General-factive)

(Maslov 2004:72)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은 구체적
인 사건과 일반적인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사건
은 대립관계에 있으며 서로 다른 상적인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인데, “tï pisal(Imp)?”의 문장의 술어는 미완료상을 나
타내며 “쓰긴 썼습니까?”, “쓴 적 있습니까?”의 일반적
인 사실을 나타내는 반면 “tï napisal(Pf).” “(특정한 글
을) 썼습니까?”에서와 같이 완료상은 구체적 사건일 때 
사용된다고 보는 기준이다.

<종결성>
(Bounded, Telic) 

종결 동사는 동작이 한계를 표현하여 내부적 달성점이
나 도달점을 나타낸다. 비종결 동사는 한계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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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되었던 기준은 각각 상황마다 완료와 미완료상의 표지가 선택되어 

사용되는 모든 상황을 망라하여 하나의 통일된 원리를 나타내지 못한다. 동사
의 상 표지와 결합은 동사의 어휘적인 의미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과정, 
그리고 해당 문맥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Maslov 2004:74). 그러나 완료의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특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완료상은 특정한 상황을 지시한 반면에 미완료상은 
과정과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다. 2) 완료상은 사건의 내부 단계와 무관한 전체
로서의 단일한 사건을 나타내며 3) 언제나 내부 한계를 달성한 동작을 표현한
다. Comrie (1976:21)에서 이러한 특징은 완료상이 사건을 하나의 점으로 압
축하는 효과를 낸다고 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하나의 사건이 A, B, C, D의 단계나 내부 국면을 갖고 있으면 완료상이 이
러한 사건을 하나의 점으로 파악한 반면 미완료상의 (동일한) 동작은 그것이 시
간 속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파악할 것이다. 완료상에는 
시작, 중간, 끝 부분 중에 어떤 단계도 부각할 것 없이 통합된 전체적인 것으
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점으로 파악되는 사건은 언제나 총체
성을 함의하고 과거 사태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종결된 동작인 동시에 한계를 

<비종결성>
(Unbounded, Atelic)

과정이나 지속을 함의하는데 전자는 완료상, 후자는 미
완료상이 실현되는 동사의 상적 특징이다(Maslov 
2004:387). 

<완료>(Perfective) 
<미완료>(Imperfective)

상을 동작이 완료되었는가 여부에 따른 구분은 가장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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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함을 나타낼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상과 더불어 어휘상(Lexical Aspect)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동작류(Aktionsart), 상황유형(situation types)이라
는 다른 명칭으로도 다루어지고 있다. 동작류는 본래 독일어에서 ‘행위의 유형’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슬라브 언어학에서 ‘동작의 방법’(sposob 
deystviya)의 용어로 사용된다. 스웨덴 학자 Agrell은 1908년에 최초로 
Aktionsart(복수 Aktionsarten)를 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규정하여 폴란드
어 동사를 상적 의미 중심으로 구분했다(Maslov 1962:10, 윤혜준1998:11). 

어휘상은 상의 의미를 동사 어휘의 고유한 의미자질로 파악한다. Vendler 
(1967)는 최초로 어휘상을 동사의 어휘·의미적 자질에 따라서 [±Stative], 
[±Activity], [±Achievement], [±Accomplishment]의 상적 속성으로 분류된 
체계를 제시했다. 이러한 상적 자질에 따라서 모든 동사가 상태동사(stative 
verb), 행위동사(activity verb),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 달성동사
(achievement verb)로 구분된다. 또한 동사 중심으로 시간 부사구와 다른 문
장 성분들과 공기하는 여부에 따라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을 파악한
다. 상의 의미를 각각의 상황에서 합성되어서 형성되는 상적 자질들이 드러나
는 상황 유형(situation type)으로 파악하여 기술한다(이호승(1997), 정문수
(1982), 옥태권(1988), 이영희(2010) 등)16). 

<표 4> Vendler(1967)의 동사 상 자질과 유형 

16) 대부분의 한국어 상 연구에서 상 범주를 이러한 상황 유형과 기능형태(선어말어미나 보
조동사)의 의미 합성으로 기술하고 있다. 옥태권(1988), 정문수(1982), 최동주(1995)에
서 Vendler (1967)의 동사 상 자질의 특성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었’, ‘-느’, ‘-ø’ 선
어말어미와 ‘-어 있다’, ‘-고 있다’ 일부 보조동사와 결합 양상을 다루며 동사의 내재된 
상적 자질에 따라 분류한 이른바 동작류와의 결합하여 합성된 의미로 파악한다. 

Comrie(1976:41)는 동사의 상 자질을 내적인 의미(inherent meaning)로 지칭하고 
Punctual·Durative(점성·지속성), State·Dynamic(상태성·동태성), Telic·Atelic(종결·비
종결)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State Dynamic Telic Punctual
Stative (상태동사) + - - -
Activity (행위동사) - + - -
Accomplishment(완성동사) - - + -
Achievement (달성동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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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동사는 정태적 상황을 가리킨다. 상태의 어휘 자질을 갖는 동사는 해당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지 못한다. ✤‘I am knowing.’ 문장
이 비문이 되는 것은 ‘know’ 동사는 상태의 어휘적 의미 자질을 포함한 이유
에서이다. 행위동사는 내재된 어휘 의미에 완성점(terminal point)이 없으며 
동질적(homogeneous)인 동작을 나타낸다. 달성동사와 완성동사는 반드시 동
사의 내재된 상적 의미에 완성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는 후자에 비해 순간적
인 상 자질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본고에서 Vendler (1967)의 분
류를 받아들여 상 자질을 좀 더 유형화한 박덕유(1998)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
여 동사의 어휘상을 분류하고자 한다. 동작류를 상적 자질에 따라 특징을 구별
하는 것이 논자마다 각각 다르다. Vendler (1967)의 동사 분류 방식에 기초하
여 가장 비슷하게 기술한다는 점에서 박덕유(1998)제시한 분류를 함께 제시하
기로 했다.    

<표 5> Vendler (1967)와 박덕유(1998)의 어휘상 분류

자질 Vendler (1967)
분류

박덕유
(1998) 동사류

+종결
(Telic)

달성동사
(Achievement)

순간동사 차다, 때리다, 두드리다, 던지다, 기침하다, 치다, 
쏘다

이행동사

reach the summit, recognize, realize, spot 
smth., lose/find smth., win the race, start, 
stop, resume smth.
도착하다, 도달하다, 착륙하다, 멈추다, 잃다, 죽다

완성동사
(Accomplishment)

완성동사

paint a picture, make a chair, build a 
house, write a novel, deliver a seremon
입다, 벗다, 신다, 매다, 닫다, 열다, 만들다, 짓다, 
달다

변화동사 변하다, 늦추다, 녹다, 얼다, 마르다, 나빠지다

-종결
(Atelic)

행위동사
(Activity) 행위동사

run, walk, swim, push, pull
먹다, 부르다, 주다, 걷다, 읽다, 일하다, 마시다, 
놀다

상태동사
(Stative) 상태동사

have, possess, desire, want, like, dislike
보다, 듣다, 맛보다, 바라다, 원하다, 알다, 믿다,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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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ler(1967)에서 제안된 동사 상 자질의 분류 기준과 체계는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추가되기도 하고 세분화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연구는 문장 
구성들의 어휘·의미론적 차원에서 상적 특징들을 분류하고 어휘상이라는 용어 
아래 상의 범주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동사의 의미 자질과 문장에서 공
기하는 시간 부사구, 격 표지, 보조동사 등 문장의 각 구성원의 의미자질을 확
인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이들의 결합 양상을 살피려면 연구의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파악되는 동사의 다의성
(polysemy)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동사를 예외 없이 고찰
하는 일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동사의 의미 중심의 분석은 본고에서 보조동사
의 문법적인 의미 기능을 지정하는 일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사마다 갖
는 개별 상 자질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에 
주는 영향과 제약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선행동사가 내포하는 어휘상에 따라 보조동사와의 결합 제약과 추출되는 의
미가 결정되어 보조동사는 각각의 문장 요소들이 갖고 있는 상 자질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는 선행동사와 시
간 부사어들과 공기하는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 이
러한 어휘상을 근거로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보조동사의 의
미 기능을 고찰하기로 한다.   

Maslov (2004:545)에서 동작류는 상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정확하게 명시
했다. 그에 따르면 상이란 범주는 한 언어의 동사 체계 전체 혹은 대부분을 포
괄하는 문법적이고 체계적인 범주이다. 완료와 미완료의 대립이 필수적으로 지
켜지는 현상을 나타내며 개별 어휘 형태가 엄밀한 패러다임 속에서 (완료·미완
료에 따라) 활용되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즉, 어휘적인 의미가 허용되지 
않는 순수하게 문법적인 기능을 실행하는 범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Serebrennikov (1958:29)에서도 ‘상 범주 실현은 한 언어의 체계에서 전면적 
분포(total distribution)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며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보조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은 어디까지 문법적인 범주로 규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본고에서 주된 관심 대상이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
조동사들이 문법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소로 봐도 될 정도로 문법화된 구성들이 
있는가 하면 어휘적인 의미를 상당히 지니고 있으면서 선행 요소와의 결합제약
을 나타는 보조동사도 있다. 본고에서 Maslov (2004)의 문법상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이고 두 언어의 보조동사들 중에 문법기능을 실현하는 보조동사와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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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를 내포하여 실현하는 보조동사를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상의 범주를 그것이 체계적으로 존재할 때의 언어 현상만을 문법 범

주로 설정하려고 한다. 즉, 문법상과 어휘상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정립할 것이다. 이는 구조적으로나 계통론적으로나 전혀 다른 슬
라브 언어들의 이항 대립의 상 체계를 기준으로 내세운다는 인상을 받을 우려
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 언어에서의 문법상으로 형성된 상 체계의 현
상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의 보조동사의 상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Maslov (2004:324-330)에서 제시된 문법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3개의 
기준으로 요약하겠다. 

이러한 규정은 슬라브 언어들의 굴절어미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 체
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의 완료(Perfect), 진행상
(Progressive)은 동사 체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have+분사’, ‘be+Ving’ 우언적 구성들을 문법 범주에 포함하게 하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그러나 독일어에서는 기초어에 접두사가 첨가되어 ‘완료적 의미’
가 더해지는 많은 동사들이 존재하지만 완료·미완료 체계적인 대립을 이루지 
못하여 동작류 개념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윤혜준1998:19).  

문법상과 어휘상은 동일한 상의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담당 의미영역이 겹
쳐져서 논자마다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두 범주의 
경계선을 규정짓는 것은 어려우나 문법상과 어휘상의 구분은 명확하게 드러나
고 있는 체계를 보이는 것은 러시아어를 비롯한 다른 슬라브 언어들의 상 체계
이다. 동작류는 동사의 내재된 상 자질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상
적 의미는 결과상(Resultative), 기동상(Inchoative), 반복상(Iterative), 약화상
(Diminutive) 등 언어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언어에서는 이러한 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문법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본고의 문법상과 
동작류의 구분하는 기준은 러시어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제5.1장에
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상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용어 정리를 한
다. 문법상은 문법 표지를 이용하여 사건이 전개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30) 1) 규칙성
2) 동사 체계 전반적 분포

3) 상 표지의 어휘의미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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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흔히 관점상이라는 명칭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의미에
서 완망상·비완망상(박진호2011), 외만상·내만상, 완결상·미완결상 등의 이름으
로 불러 왔다. 이러한 정의에서 관점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문법상을 이용하는 화자들은 사건을 표현할 때마다 관점의 개념을 도
입해서 발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익숙한 용어로 완료(완성)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완료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영어의 
완료(Perfect)의 상적 의미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용어를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

1) 문법상: 완료상(Perfective) - 미완료상(Imperfective)
2) 어휘상: 행위동사(Activity), 완성동사(Accomplishment)

달성동사(Achievement), 상태동사(Stative)
3) 영어의 Perfect:  선행상(Perfect), 현재완료(Present Perfect)

2.3.2. 양태

양태 의미란 문장으로 표현되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 상황에 대하여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양태’라 한다(김지은1998:12). 일반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양태 
체계는 크게 1950년도에 영어를 중심으로 양태 범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
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Palmer (1986)에서 양태 범주를 언
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다루고 라틴어와 고전 그리스어에서 평서법(Indicative), 
가정법(Subjunctive), 명령법(Imperative) 등 특정한 법(Mood)을 나타내는 문
장들은 영어로 서법조동사(modal verb)를 이용하여 번역된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방면의 연구를 종합하고 양태의 의미는 범언어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서 표현되며 언어마다 반드시 존재하는 범주라고 했다. 현대 언어학에서 양태
는 특히 동사와 관여되는 개념으로서 시제·상·양태(TAM category) 범주로 지
정할 만큼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Lyons (1977:452)에서는 양태를 크게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로 나누었
다. 명제 양태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와 증거성양태(Evidential)로 하
위 구분되며 사건 양태는 의무양태(Deontic modality)와 동적양태(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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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ity)로 하위 구분된다. 영어의 서법조동사 중심의 분류이기는 하지만 이
후의 많은 연구에서 양태는 이와 같은 프레임 안에서 다루어졌다. 인식양태는 
명제 사건에 대한 발화자의 지식이나 믿음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추리, 연
역, 추정 표현들이 여기에 속한다. 의무양태는 주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동작의 
필연성, 능력, 의무, 허용 등을 표현한다. 

Bybee et al. (1994)에서 화자 중심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와 
주어 중심 양태(agent-oriented modality)로 나눠 논했는데 두 개념은 위에서
의 Lyons (1977)가 분류했던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와 유사한 개념이다. 화
자 중심 양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 확실성, 증거성 등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주어 중심 양태는 선행용언이 가리키
는 행위나 관계된 주어의 의도, 바람, 능력, 의무 등의 양태 의미를 모두 포괄
하는 것이다(김지은1998:20:21). 두 분류의 개념을 통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양태 의미 분류 체계

양태는 활용어미에 의한 형태적 방법을 비롯하여 어휘적 방법, 통사적 방법 
등 언어마다 다양하게 실현된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는 3개의 방법을 모두 이
용하여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한다. 

화자중심양태 주어중심양태
Epistemic
추리,연역

Evidential
증거성

Deontic
허가, 의무

Dynamic
능력, 의지

(31) a. 순이가 갔더라.

의존어미a’. 순이가 갔네.
a’’. Alar barïptïr.
    ‘그들이 갔더라.’

b. 철수는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일반용언b’. 철수는 비가 올 것이라고 추측했다.
b’’. Biz anï išenebiz.
    ‘우리는 그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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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er (1986:16)에서 양태는 객관적 양태와 주관적 양태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전통 논리학에서 객관적인 양태를 중심적으로 다루었다고 했다. 그리고 
양태를 나타내는 요소가 문법화되어 형태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언어에서는 
화자의 태도의 주관성(subjectivity)이 높아간다고 보았다. 한국어에서는 양태의 
의미를 형태소(-더-, -겠-, -구나 등)와 통사적 구성(-을 것 같다, -(으)ㄹ 수 
있다, -다 이것-)을 중심으로 생산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
는 추리, 추측, 증거성, 회상, 개연성 등 너무 광범위한데 양태 보조동사가 담
당하여 나타내는 의미는 이에 비하여 극히 적은 편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보조동사는 크게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와 양
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구분해서 고찰한다. 양태 의미의 보조동사는 
선행동사가 가리키는 행위나 상태와 관련하여 주어가 가지고 있는 시행, 능력, 
수혜, 강세 등의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낸다. 

박재연(2004:5)에서 보조동사를 비롯한 기타 우언적 구성에 의해서 표현되
는 양태는 주어 지시 대상에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조건을 기술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31c)와 (31c’)에서 표현되는 ‘수혜’, ‘시행’은 주어에게 존재하는 객관
적인 조건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화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보조
동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양태 의미는 ‘주어 지향적 양태’로 규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양태의 범주를 화자 중심 양태까지만 볼 것인가 주어중심 양태까지 포
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 여부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31c)
와 (31c’)의 문장의 술어는 각각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열어 보았겠다.”로 
바꾸면 ‘-을 것-’, ‘-겠-’ 선어말어미가 붙어서 화자 중심 양태 의미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양태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은 똑같다. 

본고에서는 보조동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의미는 주어에 대한 조건을 표현하
는 양태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고 본다. 주어 중심 양태는 어휘적인 요소가 문
법적인 양태 요소로 문법화하는 도중에 있는 요소들의 의미 기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박재연2004:6). 보조동사에 의해서 전달되는 ‘수혜’, ‘시행’, ‘능력’이
라는 의미는 주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히 양태 
의미 기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 엄마가 빵을 만들어 주셨다.

보조동사
c’. 철수가 문을 열어 보았다. 
c’’ Kezigip kör
   ‘만나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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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키르기즈어 보조동사 유형

키르기즈어 보조동사는 다른 튀르크 언어에 비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보조동사의 용어와 목록에 대해서 몇 편의 논문에서 여러 학자의 의견만 참고
했을 뿐 실제 언어 자료를 분석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보조동사를 기술하는 문법서에서 기타 튀르크 언어에서 규명된 용어로 언급하
고 있다. 보조동사를 복합구성으로 보는 것은 Batmanov (1940)에서 복합 어
간(complex base morpheme)으로 불렀을 때부터이다.  Yuldashev (1965), 
Karybaev & Kasymova (2001)에서는 통사적 구성(analytical 
constructions), Sherbak (1977)에서 우언적 형태(periphrastic form), 
Ganiev (1963), Kononov (1960), Baskakov (1952) 등에서 복합동사
(complex verb)로 보고 있다. 

키르기즈어 전통문법에서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구성을 ‘복합동사’로 부르는 
게 대부분이다17). 아래는 Davletov & Kudaybergenov (1980)에서 제시된 정
의이다.   

Davletov & Kudaybergenov (1980:143) : 
술어의 의미는 부동사 형태를 취하는 선행 부동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후행 요소는 의미
를 더하거나 두 동사가 하나의 동사로 결합하여 복합 행위를 나타난다. 인칭 어미를 취
하는 후행 요소는 어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적 요소로서 나타난다(필자 번역).

  
대부분의 키르기즈어 문법서는 연결어미의 유형에 따른 보조동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형태소 중심의 분류이다. 즉, 각 연결어미와 통합되는 보
조동사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Yuldashev (1965)에서 바쉬키르어, 타타르어, 키
르기즈어, 카라칼파크어 등의 튀르크 언어의 보조동사를 상과 양태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동사 활용에 사용되는 경동사(light verb)까지 보조동사 목록에 포
함시켰다. 경동사는 명사나 형용사와 결합해서 새로운 동사를 생성하는데 폭넓
게 사용되고 있지만 낱말형성에 관여하는 접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상은 아니다. Grashenkov (2012)에서 키르기즈어, 카자흐어, 타타르어, 
쿠므크어, 카라차이발카르어 중심으로 보조동사의 실현양상을 다루었다. 그는 

17) Zakharova et al. (1987), ‘키르기즈 문어 문법’, Kudaybergenov (1980), ‘키르기즈어 
문법’, Abduvaliev (2015), ‘현대 키르기즈어 형태론’, Toktonaliev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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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화 과정에서 획득한 의미에 따라  보조동사를 분류했는데 보조동사마다 개
별 의미를 설정하여 보조동사 수만큼 새로운 의미를 설정해야 하는 한계를 나
타냈다18). 이 3개의 분류는 형태소, 문법기능, 의미 중심의 분류가 되겠는데 다
음 <표 7>에서 제시하겠다. 

<표 7> 키르기즈어 보조동사 목록

18) Grashenkov (2012)에서는 보조동사를 의미 기능에 따라 크게 6개 의미 그룹으로 나누
었다. 그러나 각각 보조동사마다 세부적인 의미까지 설정한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Directive의 의미 그룹에 속한 이동동사에서 발달한 보조동사는 각각의 세부 의미 기능
을 ‘진행’, ‘결과’, ‘완료’ 등으로 세웠다. 이와 같은 분류에는 서로 상반된 완료와 진행의 
의미가 같은 그룹의 보조동사에 의해서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결과’와 ‘완료’는 같은 종결의 의미 영역에 포함되는데 해당 보조동사마다 따로 설정
할 정도로 뚜렷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Directive

‘kel(오다)’ ‘진행(progressive)’, ‘습관(habitual)’
‘ket(나가다)’ ‘결과(resultative)’, ‘시작(inchoative)’
‘čïk(나가다)’ ‘완료(perfective)’
‘bar(가다)’ ‘시작(inchoative)’

Zakharova et al. 
(1987)

Yuldashev (1965) Grashenkov (2012)

-ïp

-ǰat(눕다)
-tur(서다)
-otur(앉다)
-ǰür(다니다)
-tašta(버리다)
-ber(주다)

Aspect

-p ǰat(눕다), 
-p tur(서다), 
-p otur(앉다), 
-p jür(다니다), 
-a tur(서다)
-p bar(가다)

Directive

-kir(들어오다)
-ket(나가다) 
-bar(가다)
-kel(오다)
-čïk(나오다) 
-tüš(내리다)

-kör(보다)
-koy(놓다)
-kal(남다)
-sal(넣다)
-ket(나가다) 
-bar(가다)
-kel(오다)
-čïk(나오다) 

-p kel(오다) 
-a bar(가다)
-a tüš(내리다) 
-p čïk(나오다) 
-p al(가지다)
-p tašla(버리다)
-p ket(나가다)

Imperfective
Progressive
Habitual

-ǰat(눕다)
-tur(서다)
-otur(앉다)
-ǰür(다니다)

-a
-bar(가다)

Modality

-a al(가지다) Applicative -p al(가지다)
-kel(오다) -a bil(알다) Resultative -ber(주다)
-al(가지다) -p bol(되다)

Perfective

-koy(놓다)

-sa -bol(되다) -gï kel(오다) -kal(남다)
-eken(하다) -asï kel(오다) -sal(넣다)

-mak -bol(되다) -a ǰaz(뻔하다) -tašta(버리다)

-gan -bol(되다) -gan bol(되다) Attemptive -kör(보다)
-ǰok(아니다) -kara(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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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Zakharova et. al (1987)의 ‘키르기즈어 문어 문법’ 분류에서 제시
된 보조동사를 다루기로 한다. 이 문법서는 같은 통합구성에 속하는 접속동사, 합
성동사, 보조동사를 통사적 특징에 따라 정확하게 구별하고 보조동사의 목록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형태소 중심의 보조동사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
데 본고의 제1.2장에서 세운 기준에 따라 다루지 않기로 했던 일부 보조동사는 제
외된다. 그 예로 ‘bar(가다)’ 동사에 결합되는 ‘-sa bol(되다)’, ‘-mak bol(되다)’ 
보조동사 구성은 각각 ‘가면 되다’, ‘가게 되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조
동사 자체에 의해서 파악되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고 접속 구성으로 봐도 별 무
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보조동사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본동사로서 사용되지 않는 
구성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eken(하다)’과 같은 요소들이 미포함되었다. 키르기즈
어 보조동사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다. 

 
  

2.5. 한국어 보조동사 유형

  한국어 보조동사의 유형과 목록에 대해서 논자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학자마다 각기 다른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보조동사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조동사
가 여러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동사의 유형을 정
하게 되면 다른 특징을 보이는 요소를 모두 배제하게 된다. 그러나 보조동사의 
의미 범위를 더 크게 설정하면 보조동사라는 범주에서 많은 요소를 포함하게 
되는데 각기 다른 의미 특징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
제는 한국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에서 서법조동사의 논의에서 각각 다
른 성격을 보이는 동사를 각기 다른 명칭(Auxiliaries, semi-auxiliaries, 
semi-modals, catenatives 등)으로 부르게 되어 문법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
어서 오히려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Heine 1993:15). 따라서 보조
동사에 대한 체계적으로 논의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조동사를 통사적 특징에 
따라 분류한 다음 유형별 의미 기능 중심의 논의를 전개했다. 이와 같이 통사
적 특성을 토대로 보조동사를 설정한 연구는 남기심·고영근(2017), 손세모돌

(32) -p/a ǰat(눕다), tur(서다), otur(앉다), ǰür(다니다), al(가지다), ber
(주다), kör(보다), koy(놓다), sal(넣다), ket(나가다), bar(가
다), kel(오다), čïk(나오다), tašta(버리다), ǰiber(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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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김성화(2003), 이선웅(1995) 등에서 볼 수 있다.  
  최현배(1971:254, 390-408)에서 42개의 어휘를 보조용언으로 수용하며서  

보조동사(도움 움직씨)와 보조형용사(도움 그림씨)로 나누었다. 이후 학자마다 
보조동사를 파악하는 기준이 상이하게 제시되어 본 목록이 추가되기도 하고 일
부 보조동사는 제외되기도 했다. 아래 <표 8>는 학자에 따라 보조동사 목록을 
제시하겠다. 

<표 8> 한국어 보조동사 목록

최현배
(1971)

김석득
(1992)

남기심·고
영근(2017)

서정수
(1996)

손세모돌
(1996)

민현식
(1993)

국립국어원
(2005)

-어/아

가다, 가지다, 
나다, 내다, 
놓다, 대다, 
두다, 드리다, 
바치다, 닥다, 
버리다, 보다, 
쌓다, 오다, 
있다, 주다, 
지다, 싶다

가다, 놓다, 
대다, 두다, 
버리다, 
보다, 쌓다, 
오다, 있다, 
주다, 지다, 
지이다

가다, 오다, 
있다, 계시다, 
대다, 버리다, 
주다, 드리다, 
보다, 두다, 
놓다, 가지다, 
지다, 보이다, 

가다, 가지다, 
나다, 내다, 
놓다, 대다, 
두다, 드리다, 
버리다, 보다, 
주다, 쌓다, 
오다, 있다, 
지다

가다, 내다, 
놓다, 대다, 
두다, 
드리다, 
버리다, 
보다, 오다, 
있다, 주다, 
지다

가다, 내다, 놓다, 
대다, 두다, 
버릇하다, 버리다, 
보다, 보이다, 
붙이다, 빠지다, 
오다, 있다, 
제치다, 
주다(드리다), 
죽겠다, 치우다

있다, 보다, 
보이다, 주다, 
오다, 버리다, 
가다, 놓다, 내가, 
나다, 두다, 
나가다, 가지다, 
드리다, 달다, 
아니하다, 갖다, 
먹다, 죽다, 치우다

-고
싶다
있다
지다

싶다
있다
지고

계시다, 나다 
말다, 싶다,
있다, 계시다

싶다, 있다, 
나다

있다
싶다

나다, 보다, 싶다, 
있다(계시다)

있다, 싶다, 말다, 
나다, 계시다, 
싶어하다

-지
말다
못하다
아니하다

못하다
아니하다

말다, 못하다, 
아니하다

말다, 못하다, 
아니하다

않다, 못하다, 말다

-게 되다, 만들다, 
하다

되다, 하다
되다, 만들다, 
하다, 

만들다, 하다
되다, 하다, 
만들다, 생겼다

하다, 만들다, 되다

-는가 보다, 싶다 보다, 싶다 보다, 싶다 보다, 싶다 보다, 싶다, 하다 보다

-(으)
ㄴ/는
-(으)ㄹ

듯싶다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번하다
양하다
척하다
체하다

듯싶다, 
듯하다, 
만하다, 
뻔하다, 
상싶다, 
성싶다, 
체하다

-까 싶다,
-까 하다, 듯싶다,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뻔하다, 
양하다, 체하다

듯싶다
듯하다
만하다
체하다
뻔하다
척하다

기타 -어야 하다
-기는 하다

-어야 하다
-기는 하다

-어야 하다
-기는 하다

-거나 하다, 
-거니 하다, -것 
같다, -고야 말다, 
-곤 하다, 
-기 마련하다, 
-다고 하다, 
-어야 되다
-어야 하다, 
-(으려/고자) 
하다, 

-어야 하다,
-려고 하다, 
기(는, 도, 만) 
하다, 
-는가 보다, 
-려고 들다,
-기로 들다, 
-자고 들다, 
-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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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보조동사의 분류에 있어서 손세모돌 (1996:81)에서 제시되는 
‘-아’계열 보조동사 11개와 ‘-고’ 계열 보조동사 2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필요
에 따라 다른 학자들의 목록에서 공통된 보조동사를 참조하기로 한다. 기타 연
구에서 다루었던 보조동사와 비교할 때 매우 한정된 목록이지만 본고에서 다루
고자 하는 상과 양태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목록에 제일 가깝기 
때문이다. 

위 제1.2장에서 보조동사의 선택 기준을 제시한 바와 같이 보조동사 중에 일
반 동사(용언)로서 나타내는 기능과 보조동사 구성에서 나타내는 기능이 비슷한 
것들이 제외된다. 최현배(1971), 서정수(1980:65)에서 보조동사를 크게 비합성
적 보조용언과 합성적 보조용언으로 나누었는데 본고에서 제외된 보조동사는 
바로 비합성적 보조동사에 해당된 것이다. 이 분류에 따라 비합성적 보조용언
은 선행 본동사와 결합하여 일정한 복합적 의미를 이루지 않는 것이다. 즉, 단
독으로 쓰일 경우에나 보조동사 구성에서 쓰일 경우 의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보조용언을 가리킨다. 

(33a)의 ‘-지 못하다’는 본동사와 연결된 이른바 보조동사 구조와 (33b)의 
‘못하다’ 단독 동사 구조 사이 아무런 의미적 차이가 없다. 즉, 본동사와 어울
려서 의미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결합인 것이다. 손세모돌 (1996:81)에서 이
와 같은 원리에 따라 보조동사 쓰임과 독립동사 쓰임에서 동일한 기능을 나타
내는 항목들을 제외시켰다. 제외된 보조동사는 본동사에 붙어서 형식상으로는 
‘V+연결어미 Vaux’ 구조를 이루지만 통사·의미 면에서 본동사의 특성을 나타
내므로 의존성이라는 보조동사의 개념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19). 이들의 구조도 

19) 손세모돌(1996:81-100), 서정수(1996:63-86) 본동사와 어울려서 의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보조동사를 한 데 묶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 아니하다/못하다/말다)’: 홀로 쓰일 수 있으며 ‘아니하다/못하다’의 의미는 ‘아
니’, ‘못’이 부사로 쓰일 때 나타내는 의미와 다르지 않아 보조동사(용언)에서 제외된
다.   
(i) (a)노래를 잘 하지 않는다/못한다.  (i’) 노래를 잘 않는다/못한다.

(2) ‘-게 하다/만들다/되다’: 사동의 ‘만들다’, 피동의 ‘되다’는 그것 자체로서 의미가 살아
있는 것이어서 따로 보조동사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 

-으면 하다

(33) 그 청년이 야구를 ｝ a. 하지 못한다.
b.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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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 상위문 동사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지 못하다’에서 ‘못하다’가 탈락되
면 서술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내포문을 이끌고 있는 서술어 기능
을 담당하는 요소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에 따라 나누어서 대조하기로 한다. 

<표 9>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 대조표

(i) 억지로 하게 만들었다. 
(3) ‘-고 나다/보다/말다’: ‘-고 나다’와 ‘-고 보다’는 종결 형태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

고 나니까’, ‘-고 보니까’ 형태로만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문으로
서 사용된다. 이들 순차적인 접속의 ‘-고’로 선행동사와 연결해서 보조동사구성을 이
루지 못하고 ‘-고 보니까’ 형태로만 연결어미 기능을 한다. 또한 후행문(절)의 동사는 
독립된 서술어로 작용한다. ‘-고 말다’는 종결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앞의 구성과 마
찬가지로 순차적 접속의 ‘-고’와 연결하고 ‘말다’의 본래의 ‘중단’, ‘그침’이라는 어휘
의미를 직접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반동사의 의미를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i) 당신을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4) ㄴ(는)/ㄹ가 싶/듯/듯싶다: 이들 보조용언은 추정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인데 본고에서 형용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i) 비소리가 들리는데 비가 오는 듯해. 

(5) (은)ㄴ/는/(을)ㄹ 뻔하다/체하다/법하다/체하다/양하다: 남기심·고영근(2017:119)에서 
전통문법에서 보조동사로 처리되어 온 이 보조용언은 의존명사 ‘뻔, 체, 법, 양’에 ‘하
다’가 붙은 것으로서 보조동사의 테두리에 넣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범주 의미(기능) 한국어 키르기즈어

상
Aspect

[+종결]

소거 (Eliminative)20) ‘-어 버리다’
‘-어 치우다’

‘-p tašta(버리다)’  
‘-p sal(넣다)’ 

보유 (Retentive)
‘-어 두다’
‘-어 놓다’

‘-p koy(놓다)’

완수 (Completive) ‘-어 내다’ ‘-p al(가지다)’

우발 (Momentaneous)
‘-p ǰiber(보내다)’ 
‘-p ket(나가다)’

[-종결]

지속(Continuous)
·진행 (Progressive)
·반복(Retentive)
·습관(Habitual)

‘-고 있다’
‘-p ǰat(눕다)’
‘-p otur(앉다)’
‘-p ǰür(다니다)’

Stative (상태지속) ‘-어 있다’ ‘-p tur(서다)’

목표지향 (Directive)
‘-어 가다’ 
‘-어 오다’

‘-p kel(오다)’
‘-p bar(가다)’

추진 (Promotive) ‘-어 나가다’ ‘-p čïk(나가다)’

양태 
Modality

[양태]

시행 (Attemptive) ‘-어 보다’ ‘-p kör(보다)’

능력 (Ability) ‘-a al(가지다)’

수혜 (Benefactive) ‘-어 주다’ ‘-p ber(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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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는 나타내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와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구분된다. 상의 의미
를 나타내는 보조동사는 [+종결] 자질 포함 여부에 따라 둘로 나뉜다. 이러한 
의미 그룹의 보조동사는 어휘적 의미가 유사성을 가지거나 문장에서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 기능이 유사한 동사의 쌍, 경우에 따라 동사의 소그룹으로 나누
어 선정했다. 가령 예를 들어 어휘적인 ‘완수’의 의미에 한국어 ‘-어 내다’ 보
조동사와 키르기즈어 ‘-p al(가지다)’ 보조동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분
류한 것은 이들 보조동사들이 ‘완수’라는 어휘의미를 유사하게 나타내기 때문이
다. 위 표에 포함된 보조동사들이 문법화 과정에서 획득한 의미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유’나 ‘우발’이라는 의미 기능을 설정한 것이 아
니고 기술의 편의를 위해서 관찰 대상의 보조동사를 작은 그룹에 묶은 것이다.  
  

20) <4>표에서 종결 자질의 ‘소거’, ‘보유’, ‘완수’의 의미대로 명칭은 김성화(2003)에서 가
져왔다. 

강세 (Intensive) ‘-어 대다’ ‘-a ber(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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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적 의미 기능

본 장에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의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들의 실현 
양상을 고찰한다. 이러한 보조동사에 한국어 ‘-어 버리다/치우다/놓다/두다/내다’
가 있으며 키르기즈어에서 ‘-p tašta/koy/sal/al/ǰiber/ket’이 있다. 보조동사가 
나타나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선행동사의 상적 자질과 결합제약을 
확인하여 보조동사의 상적 의미 기능을 밝힌다. 이 글에서 각각의 보조동사가 공통
되는 의미에 따라 ‘소거’, ‘보유’, ‘완수’, ‘우발’ 의미 그룹으로 나누어 본동사에서 
출발했던 의미에서 보조동사로의 의미 전이 과정을 확인하고 보조동사로서의 의미
를 다루어 본다. 

3.1. 완료 

3.1.1. 소거

제2.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opper & Traugott (1993:100-106)에서 
모든 동사가 문법화 길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가 일반적인 의
미를 가진 동사만이 문법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어 ‘버리다’, ‘치우
다’와 키르기즈어 ‘tašta(버리다)’는 동작의 구체적인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지 않으며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문맥에서 특별한 제약 
없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상황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다의어로 많이 사용
된다.

소거  (Eliminative)

한국어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종결]

[부담의 제거]
[아쉬움], [시원함]

키르기즈어 ‘-p tašta(버리다)’  
[박력], [부정적 태도]
[의도]

(1) 원형의미 
a. 철수는 휴지를 휴지통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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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 문장은 각각 (a), (b)는 한국어 ‘버리다‘, ‘치우다‘와 (c)는 키르기
즈어 ‘tašta‘ 동사들은 본동사의 어휘적인 의미(1), 확장의미(2), 보조동사(3)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들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키르기즈어 대사전
에서 본동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들 동사들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화자에 따라 쉽게 추상화되어 다의적
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이다. (1)에서 어휘동사의 원 의미를 나타내는 동
사는 (2)에서 보듯이 버리거나 치우는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추상적인 
생각, 습관, 직장 따위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통사구문에서 
‘버리다’, ‘치우다’은 【NP1는…NP2을 …NP3에】 세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타동
사이지만 문법화 과정에서 본동사의 본래 의미가 확장되어 물리적이고 객관적
인 사물이 아닌 추상적인 대상물에 대해서도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동의 

b. 방을 정리하면서 안 쓰는 물건을 모두 치웠다.
c. Al

He  
oku-gan 
read-REL

gezit-ter-di
newspaper-PL-ACC

tašta-dï
throw-PST.3SG

‘그는 읽었던 신문을 버렸다.’

(2) 의미확장
a.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b.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

c. On  ǰïl 
Ten years 

boyu
during

ište-gen
work-REL

jumuš-un
job-ACC

tašta-dï
throw-PST.3SG

‘십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버렸다.’

(3)
  

보조동사
a. 국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국수 한 그릇 다 먹어 버렸다.
b.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어 버렸다. 

c. Kerek     emes
Necessary not

ǰip-ter-di
thread-PL-ACC

kesi-p tašta-dï.
cut-C throw-PST.3SG

‘필요없는 실을 잘라 버렸다.’

(4) ‘버리다’      :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
나 하다.

‘치우다’      :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기다.
‘tašta(버리다)’: 물건을 내던지다, 관계·직장 따위 포기하다, 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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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점인 구체적 장소를 뜻하는 논항(NP3)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문법화가 이
후의 단계에서 목적어 논항(NP2)도 실현되지 않고 타동사에서 보조동사로의 기
본적인 통사구조도 바뀌게 된다.  

원형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동사에서 ‘종결’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의미로까
지의 그 의미가 전개되는 양상의 유연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손세모돌
(1996:310)의 통시적 고찰에서 ‘-어 버리다’는 중세부터 보조용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래부터 보조동사였던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
어 버리다’와 키르기즈어 동일한 형태인 ‘tašta(버리다)’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의 유연성이 미약할지라도 보조동사가 본동사에서 문법화해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 (1)-(3)에서 원형의미에서 의미 확장해서 보조동
사로까지의 의미 추상화 과정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언어에서 버리거나 
치우는 대상이 구체성을 잃고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 일정한 변화를 거쳐 새로
운 상태에 있거나 시야에서 없어지는 것이 한층 더 넓은 의미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데부터 의미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본 보조동사들을 하나의 그
룹으로 포함한 것은 보조동사들이 종결의 의미와 함께 어떤 사건이 소진하여 
소거되는 의미 뉴앙스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3.1.1.1. ‘-어 버리다’
보조동사 ‘-어 버리다’의 의미 기능은 ‘치우다/내다/두다/있다’ 보조동사와 

함께 ‘종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연구는 대부분이다. 최현배(1971)에서 
‘-어 버리다’의 의미를 ‘끝남’으로 보고 허웅(2000:369)에서 움직임을 완전히 
끝내거나 그 상태가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남기심·고영근
(2017:116)에서 ‘종결’, 김석득(1992)에서 ‘끝남의 강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문법범주인 상과 양태 두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견해가 제
시되었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인정하는 논의도 있는가 하면 상과 양태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 각 보조동사는 구

1)Œ 상 의미: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상의 범주로 보는 연구는 양태의미가 문맥에서 얻어
지는 부차적 의미로 설정하고 있다. 김성화(2003:238)에서 종결상의 ‘제거성 종결’, 최
동권(1983)에서 ‘완료상’, 김영태(1997:66) ‘종결상’, 민현식(1999:202) ‘완료상’, 옥태권
(1988:79)에서 동작의 끝 단계를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보고 ‘버리다’에서 파악되는 양
태적 의미는 명제 내용과 문맥에 관련된 의미로 보았다. 이선웅(1995:108)에서 ‘완료상
(perfective aspect)’으로 기술했다.

� 양태 의미: 다른 견해는 ‘-어 버리다’는 상적 의미를 거부하고 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고 보는 입장이다. 이기동(1976b:219)에서 ‘버리다’는 단순히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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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의미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동작이 끝나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종결’의 의미 혹은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본
고에서는 ‘종결’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문법범주인 완료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어 버리다‘는 문장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단순히 행위가 종결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완료의 의미보다 화
자의 ‘아쉬움’, ‘부담의 제거’ 등의 양태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완료’의 의미로 보는 연구에서는 (5)의 ‘먹다‘ 동사는 단순히 먹는 행위가 ‘-어 
버리다‘에 의해서 다 끝나고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파악이 가능하다. 
김성화(2003:247)에서 ‘-어 버리다’의 의미를 ‘필요하지 않은 대상의 제거’로 
해석하여 ‘가지 아니하는 행위가 제거됨으로써’ 가는 행위가 종결됨을 나타낸다
고 보았다. 

그러나 양태 의미로 보는 연구에서는 완료의 의미가 (5)에서 선어말어미 ‘-
었-’에 의해서 이미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어 버리다’는 상적 의미보다 케
이크를 먹은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실현한다고 본다. 
필자는 ‘-어 버리다’에 의해서 나타나는 양태의 의미는 물론, 손세모돌 (1996)
과 김석득(1992)에서 제시된 ‘종결의 강조’, ‘끝남의 강조’ 의미도 있다고 본다. 
(5)에서는 케이크를 먹는 동작이 완전히 끝나고 종결되었음을 더 강조하여 나
타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더 강하게 드러나 있다. 

황효천(2016:10)에서 ‘-어 버리다’ 자체 의미는 완료로 본 것을 다음과 같은 

니고 ‘기대 어긋남’, ‘부담의 제거’를 의미하고 상적인 의미보다 화자의 태도에 대한 의
미가 더 중심적인 의미라고 보았다. 김용석(1983:27)에서 ‘버리다’의 의미는 결코 ‘완
료’나 ‘종결’이라고만 할 수 없고 어떤 명제에 대한 말할이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구(2006:235)에서 상적인 의미보다 더 중심적인 뜻은 화자의 
주관적 견해인 ‘양태’의 의미로 기술하고, 이해윤(2011:246)에서 감정 표현의 의미를 지
닌다고 보았다. 남기심(2017:260)에서 기대에 어긋났다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던 것
이 제거되었다는 뜻을 보탠다고 보았다. 이익섭(2005:323)에서 ‘버리다’는 어떤 일이 바
라지 않은 방향으로 끝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과 어떤 일을 속 시원하게 끝내고 정
리한다는 뜻 두 가지로 판단했다. 

Ž 상과 양태 의미: 상이나 양태 의미로 중점을 두지 않는 셋째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속하는 몇몇 연구들에서는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선옥(2005:165)에서 ‘완료’와 ‘양태’, 손세모돌(1996:191) ‘종결의 강조’, ‘아쉬움’과 
‘부담의 제거’로 보았다.

(5) A: 영희가 남은 케이크 한 쪽을 저녁에 먹는대.
B. 그래요? 제가 영희 것인 줄 모르고 먹어 버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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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6a)-(6c) 문장은 모두 선행절에서 책을 읽었던 행위가 후행절에서 끝가지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하는 문장이다. (6b)는 ‘어 버리다’에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되었으며 (6c)에서 ‘-어 버리다’만 결합되었다. (6b,c)는 (6a)와 동일한 문
장이지만 선행절 서술어에 ‘-어 버리다’가 결합되어서 비문이 되었다. 황효천
(2016:10)에서 ‘-어 버리다’ 자체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의 
뜻을 지니고 있는 후행절과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6c)에서 ‘-었’을 
빼고 ‘-어 버리다’만 나타났는데도 비문이 되는 것은 ‘-어 버리다’의 ‘완료’의 
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 ‘버리다’는 (6b-c)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은 ‘버리다’에 의해서 파
악되는 ‘완료’의 의미를 포함된 때문인 것으로 보는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완료상으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어 버리다’ 구성
은 미완의 환경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아래 
(12)-(13)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어 버리다’에 의해서 
‘완료의 강조’, ‘끝남’의 의미가 부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6a)의 문장을 다
음과 같이 바꾸기로 한다. ‘-어 버리다’ 보조동사 대신에 ‘끝남’의 의미가 직접
적으로 표현되는 ‘끝’이라는 명사를 삽입해서 문장을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는 선행절에서 명제에 대한 내용이 후행절에 부정되어 의미 충돌이 일어
나 비문이 된다. 이것은 A라는 사실은 A가 아라고 하는 일반 진리 조건을 부
정하는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6b), (6c)의 ‘-어 버리다’가 사용된 
문장에서 ‘끝’, ‘끝부분’의 의미가 상당히 포함된다고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7)와 똑같이 비문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문장은 슬라브어와 로망스어, 그리로  어에서 선
행절에서 완료상과 미완료상 모두 허용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

(6) a. 나는 소설을 읽었지만 다 읽지 않았다.
b. ✤소설을 읽어 버렸지만 다 읽지 않았다.
c. ✤소설을 읽어 버리지만 다 읽지 않았다.

(7) ✤나는 소설을 끝까지 읽었지만 다 읽지 않았다.



- 51 -

다. 

(8)와 (9)는 ‘소설을 읽었는데 다 읽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이다. 러시아
어와 스페인어에서 선행절에 완료상이 나타나고 후행절에 완료를 부정하는 의
미가 나타나는데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두 언어에서 ‘완료상’의 의미 
파악 기준에서 ‘끝남’이나 ‘끝까지 완료’의 의미가 주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
이다. 

Comrie(1976:3)에서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완료상은 미완료상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사건을 전체적인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완
료상은 동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작의 시작, 중간, 끝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반면에 
미완료상은 세부적으로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지는 장면의 내부 구조에 중점을 
두어 파악되는 것이다. 위의 러시아어와 스페인어 문장의 화자의 관점이 소설
책을 읽는 동작을 하나의 전체적인 사건으로 보느냐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어지
는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완료상과 미완료상이 사용되었다. 

(10)의 문장은 한국어 화자 직관에서 읽어 버린 동작이 하나의 전체적인 단
일한 동작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0)의 문장에서는 여전히 읽고 끝냈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나 
있다. 이는 읽는 동작을 하나의 전체적인 사건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끝남에 
중점을 두고 완료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버리다’의 의미를 ‘끝남
의 강조’로 파악하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6b), (6c)의 문장의 부적격성에 대한 

(8) Russian
a. Ya čital(Imf) roman, no ne ves’.
b. Ya pro(Pf)-čital roman, no ne ves’.
  ‘소설을 읽었는데 다 읽지 않았다’

(9) Spanish
a. Leí(Imp) unanovela pero no lo termite toto.
b. Leía(Prf) unanovela pero no lo termite toto.
  ‘소설을 읽었는데 다 읽지 않았다’

(10) 짧고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어 버렸지만 여운은 오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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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할 수 있다. 기존에 연구들은 ‘버리다’와 함께 종결의 의미로 파악되는 
기타 ‘놓다/두다/내다/치우다’ 보조동사들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논자들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이들을 망라하면 ‘완료’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
한 ‘완료’의 의미를 ‘완료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각주 1 참조).   

Comrie (1976:18)는 완료상의 규정함에 있어서 완료의 의미를 그 기준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외견상 비슷하게 보이는 개념일지라도 
완료상의 특징을 지어주는 것은 ‘완료’가 아닌 ‘완성’의 개념이다. 완료상은 처
음, 중간, 끝을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완성’(complete)된 장면을 가리킨다. 
하지만 ‘완성’이 아닌 ‘완료’(completed)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완료상을 규정
하면 상황의 끝을 다른 부분보다 너무 강조하는 것이 된다. 완료상은 끝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황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한 단일한 전
체로서 파악되어야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Comrie (1976:18)의 완료상의 이러한 해석은 위의 (8), (9)의 러시아어와 
스페인어의 문장에서 왜 선행절의 완료상이 허락되는지 설명해 준다. 단순히 
‘완료’의 의미는 ‘끝남’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읽어 
버렸지만 달 읽지 않았다.’의 문장의 부적격함이 쉽게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료’보다 ‘완성’에 중점을 두는 완료상은 동작을 하나의 전체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완성된’ 동작에서 끝부분이 생략되어도 의미적으로도 논리적으
로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완성된 동작이지만 끝까지 실행되지 않은 동작
은 있을 수 있으나 끝을 본 동작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어 버리다’ 보조동사 구성은 ‘끝남의 강조’의 의미가 많이 포함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는 문법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특정한 상적 의미 
기능으로 바뀌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어 버리다’는 [+종결]의 상적 의미자질
을 나타낸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용법을 확인하여 완료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어 버리다’는 미완료의 환경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세모돌 (1996)에서 ‘버리다’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면서’ 
연결어미와의 결합제약에서도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비
판하는 연구도 있다. 권순구(2006)는 ‘버리다’ 자체에 완료상의 의미가 있는 것
이 아니고 문법적 형태소 ‘-었’과 결합할 때 상적인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으
며 구종남(2013)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 53 -

손세모돌(1996)에서는 ‘-면서’는 앞 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 동작
이 이어지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조동사 ‘-어 버리다’와 결합 제약이 오는 
것은 미완료와 반대되는 요소를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11a)에서 완료 의미의 ‘버리다’는 미완료 의미를 가진 ‘-면서’와 같이 쓰일 때 
의미 모순이 되어 결합이 제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순구(2006)에서 (11b)
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면 ‘버리다’는 ‘-면
서’와 공기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구종남(2013)에서 (11c)에서와 같이 
‘버리다’ 보조동사와 ‘-면서’ 연결어미가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며 손세모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11d)도 마찬가지다. 

‘-어 버리다’는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보지 못하는 것을 ‘언제나’, ‘항상’, 
‘늘’ 등의 다회성을 지니고 있는 부사들하고 공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
다. 

김성화(2003:282)에서 (11a)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동일한 여러 사건들의 

(11) a. ✤밥을 먹어 버리면서 말을 한다. (손세모돌1996:168) 
b. (그 많은) 밥을 먹어 버리면서도 배 고프니? (권순구2006:241)
c. 선희가 돈을 던져 버리면서 소리를 질렀다. (구종남2013:129)
d. 퍼프가 수분을 먹어 버리면서 좀더 퍽퍽하게 발리기 때문에 보송한 마무

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12) a. 생선을 널어놓으면 고양이가 {이따금/언제나} 먹어 버린다(김성화
2003:280).

b. 우리가 앞서갈 기회가 오면 항상 결승선을 옮겨 버리더라.
c. 열흘쯤에 한번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 깔아줄 톱밥을 사러 비봉 쪽으로 

나간다.. 가는길에 한정식집 간판이 작게 쓰여잇는데,,, 언덕넘어 바로이
다보니 항상 지나쳐버린다.

d. 가끔 회사에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오른쪽 무릎을 사물함에 쾅 하고 자주 
박아버리곤 해요;;ㅋ.

e.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미술 실기쪽만 신경쓰고 있고 공부는 거의 놓아버
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시간 실기 시간 빼곤 전 거의 다 엎어
지거나 잡니다. 어떻게든 수시 실기로 붙고 싶단 생각에 공부시간엔 자
주 엎어져 버리곤 합니다..오로지 미술 실기만 열심히 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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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여러 종결들이 일어남을 뜻하기 때문에 다회성 부사와 같이 나타나도 
완료상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생선을 늘어놓기만 하면 ‘먹음의 종결’ 사건이 이
따금 또는 언제나 발생됨을 나타내주고 ‘버리다’는 여전히 일회적인 종결을 뜻
한다고 했다.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고 완료상으로 볼 수 있지만 범언어적으
로 상 범주가 문법범주로 발달한 언어에서 여러 종결된 사건들이 있는 경우 동
작의 전일성이 파악되지 못하고 여러 사건의 내부시간의 구성과 관련지어서 봐
야 하므로 완료상을 이루지 못한다. 그 예로 러시아어나, 이태리어 기타 언어에
서 완료상은 다회성 부사어와 공기하지 못한다. 특히, 위 (12d)와 (12e)에서 다
회성 부사어가 쓰였을 뿐만 아니라 습관상을 나타내는 ‘곤 하다’가 결합하여 동
작이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버리다’의 의미
를 완료로 기술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러시아어에는 다회성 부사어가 미완료 동사하고만 공기할 수 있다. ‘언제
나’, ‘늘’, ‘자주’ 따위의 부사어는 동작이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완료상 동사하고 공기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보조동사 ‘버리다’는 ‘완료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지 못하고 종결에 대한 화자의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면 종결의 강조, 상태동사와 결합하면 상태의 강조 등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판단이나 태도 즉, 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의 연구에서 ‘버리다’의 의미 기능을 ‘완료상’으로만 보는 연구도2) 있지만 이렇
게 기본 의미 기능을 ‘완료’로 설정한 연구에서도 ‘버리다’의 심리적인 측면을 
함께 드러내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의미 기능을 ‘상’과 ‘양태’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화자의 심리 판단은 양태 범주에 속하며 명제에 대한 

2) 김성화(2003:280)는 ‘버리다’ 보조동사에 의해서 얻어지는 심리적 태도의 의미는 보조동
사 ‘-어 버리다’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문맥, 또는 선∙후행 절의 내용에서 얻어지는 화
용론적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버리다’는 어떤 동적 상황과 더불어 그것과 
대립되는 불필요해진 상황이 제거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 본동사의 제거성 종결상을 나
타낸다고 했다. 또한 손세모돌(1996:193)에서 ‘버리다’의 동일한 형태가 상반되는 심리태
도를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종결’이라는 기본 의미 기능이 심리 표현에 대해 중립적이라
고 했다.  

(13) Russian
a. ✤Koška vsegda  s’-ela   rïbu.

      Cat     always  Pf-eat  fish
     ‘고양이가 언제나 먹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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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나 감정에 관한 것이다. 보조동사 ‘-어 버리다’는 ‘아쉬움’, ‘기대에 어긋
남’, 혹은 ‘시원함’ 등의 심리 태도를 나타낸다.3) 이기동(1976:219)에서 화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심리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기동(1976:220)에서 (14)에서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함축된 심리태도를 각각 a’-a’’’ 괄호 안에서와 같이 해석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 버리다’ 보조동사와 함께 실현된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기대에 어긋남’, ‘아쉬움’과 이와 상반되는 ‘부담의 제거’, ‘시원함’의 의미이다. 
(14)에서 함축된 ‘부담의 제거’의 의미는 문장의 주어가 일인칭인 경우에 한해
서만 나타난다고 보았다4). 이러한 예시는 화자가 과자를 간수하기가 쉽지 않아 
부담감을 느껴왔는데 먹고 나니 간수하는 문제 같은 것이 없어지며 부담이 제
거된 상황을 묘사한 경우이라고 설명했다. 보조동사구성에서 파악되는 의미는 
버려지는 대상은 소중하고 필요한지 이와 반대로 부담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있
는지에 따라 두 개의 함축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본동사인 경우에도 ‘자식을 
버리다’처럼 소중한 자식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대상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아
쉬움’내지 ‘섭섭함’을 나타내거나 ‘버릇을 버리다’에서처럼 부정적 대상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부담의 제거’를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대상이 제거된다는 경우이지만 보조동사구성의 의미에서도 본동사 ‘버리다’에 
내재된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김영태(1997)에서 ‘해소, 기대, 미달’, 손세모돌(1996:191)에서 ‘아쉬움’과 ‘마음의 부잠 
제거’, 혹은 ‘시원함’, 권순구(2006)에서 ‘상황전환에 대한 중립적 판단’ 등으로 심리 태도
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김성화(2003:274)에서 보조동사 ‘버리다’의 화용론적 의미를 
‘필요하지 않은 대상의 제거’로 해석하여 이기동(1976b)에서 ‘부담의 제거’, ‘기대에 어긋
남’으로 해석했다. 

4) 보조동사 구문에서 주어가 1인칭일 때 반드시 ‘부담의 제거’의 뜻으로만 해석된다는 견해
는 이선웅(1995:90)에 의해서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손세모돌(1996)에서 ‘버리다’가 가지
는 ‘종결’이라는 기본 의미는 심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긍정과 부정 모두 해석될 수 있다
고 보았다. 

(14) a. 동생이 그 과자를 먹어 버렸다.
a’. (화자는 동생이 과자를 먹지 않기를 바랐다)
a’’. (그러나 동생이 그 과자를 먹었다) } 화자의 기대가 

어그러졌다) } ‘아쉬움’

b. 나는 그 과자를 어제 먹어 버렸다.
b’. (과자가 화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었다)
b’’. (화자가 그 과자를 먹었다. (문법상의 주어)) } 부담이 제거되었다} ‘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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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어 치우다’

‘치우다’를 보조동사로 설정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5). 본동사의 어휘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어 선행동사와 결합제약도 보이고 일정한 문맥에서만 실현하기 
때문이다. 표준어국어대사전에서 ‘치우다’ 본동사의 의미를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기다.”로 설명하고 보조동사의 의미를 “앞말이 뜻하는 동작을 쉽고 빠르게 
해 버림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버리다’와 
같이 물건을 옮기고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버리다’와 비슷한 실
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버리다’와 달리 의미의 추상화 정도가 낮아 
본동사의 어휘적인 기본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보조동사구성을 접속구
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선웅(1995:90)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치우다’는 
아직도 보조동사 자격을 갖지 못하고 접속문의 후행 동사인 것으로 파악했다.

즉, ‘밥을 먹고 치우다’, ‘주식을 팔고 치우다’ 본동사의 의미요소가 그대로 
유지되어 어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접속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동사는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앞에
서 살펴보았던 ‘버리다’보다 문법화가 덜 되고 타동사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제
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성이 요구되거나 품격이 떨어지는 문맥에서만 실현
된다(김성화2003:290). 

5) ‘치우다’를 보조동사로 설정한 연구는 김영태(1997), 김성화(2003), 박선옥(2005), 장미라
(2006), 이선웅(1995), 이익섭(2005) 등이다. 

(15) a. 먹돌이는 밥을 후딱 먹어 치웠다. 
b. 아버님께서 주식을 팔아 치웠다.

(16) 자동사와 결합제약
a. 그냥 한 없이 울어 버렸다/✤치웠다. 
a’. 일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다/✤치웠다.

[-신속성] 의미자질의 부사어와 결합불가
b. 앞뒤 재지 않고 후닥닥/✤천천히 해 치우는 버릇을 버려라.
b’. 라면을 순식간에/✤느릿느릿하게 먹어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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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a-a’)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치우다’는 ‘버리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
고 있어도 자동사와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을 갖는다. 이것은 본동사 ‘치우다’는 
타동사이므로 보조동사 용법에서도 타동사의 통사적 의미자질을 그대로 유지하
여 논항을 요구하는 구성에서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부사어와 공기
할 때도 몇 개의 제약을 나타내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작이 비
교적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속성] 의미자질의 부
사어와만 공기할 수 있다6). (16b-b’)에서 ‘후닥닥’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천천히’하고 사용될 수 없다. (16c-c’)는 품격이 낮은 부사어 
‘아무렇게나’와 공기하지만 품격이 있는 ‘정성껏’과는 공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
여 준다. 마지막으로 ‘치우다’는 본동사의 타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동주
의 능동성 및 의지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의지] 자질을 갖는 동사하고 결합하
지 못한다. (16d)에서 ‘잃다’는 비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치
우다’ 보조동사가 결합하면 부자연스럽다. 

보조동사 ‘치우다’의 위의 예시는 문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진전도
가 낮아 적어도 ‘버리다’에 비해서 많은 제약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치우다’의 원래 본동사는 어떤 불필요한 대상물을 옮기고 정리하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상물이 추상적인 목적어에 대해서 사용하기 시작했

6) 김성화(2003:290-300)에서 ‘치우다’는 신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속성]의 부사어와 
공기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직관에 따라서 [-신속성]의 부사어와 공기할 수 있
다고 볼 수도 있다. ‘수미는 과자를 조금씩 조금씩 먹어 치웠다.’ 문장은 한국사람 직관
에 따라 충분히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러나 ‘-어 치우다’ 보조동사 구성은 ‘없앤다는’ 의
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보통은 필요가 없거나 방해가 되는 물건을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빨리’, ‘잽싸게’, ‘후딱’, ‘단숨에’, ‘순식간에’ 등의 부사어들과 어울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속성에 의해서 동작의 품격이 떨어지는 동작 실행과 관련
되고 긍정적인 대사에 쓰이지 못한다고 보았다. 

[+품위] 의미를 갖는 부사와 결합제약
c. 그는 비싼 옷을 아무렇게나/✤정성껏 입어 치웠다.
c’. 포도 한 송이를 앉은 자리에 뚝딱/✤정성 드려 해 치웠다.
 
[-의지] 자질과 [-제거] 자질의 동사와 결합제약
d. 소중한 물건을 잃어 버렸다/✤치웠다.
d’.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약해 버렸다/✤치웠다.
d’. 아는 친구를 집에 다 불러 버렸다/✤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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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한층 더 주관화되어 일정한 상황이나 사건이 정리되고 없어지는 의미로서 
완료의 의미로까지의 추상화의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이유로 많은 논의에
서 ‘완료’의 상 의미를 드러낸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김영태1997, 박선옥
2005). 

본고에서는 ‘치우다’는 본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포함하고 실현양상에 많은 
선택제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단순히 완료상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다. 위 예시에서 보듯이 ‘먹어 치우다’, ‘팔아 치우다’, ‘해 치우다’ 등은 동작이 
전개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치를 도달하고 사건의 종결만을 나타낸다고 보기에
는 특정한 문맥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 문법적 완료의 범주를 
실현한다고 보기 위해 어휘의미가 없고 오로지 완료의 기능만을 나타내야 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환경에서만 보조동사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휘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치우다’가 
실현하는 범주를 규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문맥을 고려하여 ‘신속한 종결’, ‘품
위 낮은 행동의 종결’ 등과 같은 정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
서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의미 기능은 문법적인 상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제2.3.1장에서 상은 상황의 시간적 내부 구조에 따라 행위가 전개되는 모습
이 문법화된 수단에 의하여 표시되는 문법범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완료와 
미완료 체계가 문법범주로서 정확하게 성립된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상 개념의 
기본적인 정의이기도 하다. ‘치우다’는 타동사와만 결합제약을 나타낼 뿐만 아
니라 타동사 중에서도 일정한 의미 자질을 갖는 동사와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상을 나타내는 문법기능을 실현한다고 보기가 힘들다. ‘-어 치우다’는 
없애거나 제거하는 의미와 관련된 의미의 동사하고만 결합하고 이를 더 강조하
는 기능을 실현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거’라는 의미를 전제로 하는 [+종
결]의 상자질을 갖는 동작류에 속한다고 본다. ‘-어 치우다’는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추상화 정도가 낮아서 미완료의 문맥에서 희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반복적이거나 평소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17) a. 수질 정화에 탁월한 57종의 미생물이 물 속 오염 물질을 분해시키는 동
시에 어항 속 청소부인 ‘우렁이‘가 물고기의 배설물과 각종 슬러지, 증식
된 미생물을 먹어 치운다.

b. 프랑스사람은 자국의 먹거리에 대해 깊은 애착을 보인다. 대회에 출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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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에서는 ‘치우다’ 보조동사가 현대시제 선어말어미 ‘-은/는-’를 취하고 
있어서 종결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의미적 측면에서도 종결이 아닌 
평소와 같은 반복.습관적 의미를 묘사하는 문장이다. (17a)는 우렁이를 이용해 
자연생태 관리 원리를 설명하는 상황인데 물을 갈 필요도 없고 청소도 필요 없
는 어항이 출시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술의 핵심은 우렁이의 생활양식을 
이용하여 어항 정화에 적용한 것인데 (17a)에서 ‘먹어 치우다’는 우렁이가 평소 
때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우렁이가 미생물을 
먹어 치우고 어항에 더 이상 미생물이 없는 결과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우렁이의 평소의 먹는 행위에 초점이 주어진다. (17b)에서는 마찬가지로 바
게트빵을 매일 90개씩 먹어 치운다는 의미이고 (17c)에서 ‘치우다’는 ‘-곤하다’
와 결합하여 팔아 치우는 행위가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있었다는 의미이다. 따
라서 ‘치우다’를 완료의 상적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거’의 의미를 바탕으
로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더 강조하여 실현한다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박선옥(2005)에서 ‘치우다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부담 제거와 강세를 
두는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18)는 박선옥(2005:178)에서 제시된 예시다. 사장님은 직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으로 바꾸어서 부담이 제거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
고 있다. 이 문장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세를 두는 양태 의미가 보조동
사 ‘치우다’에 의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18b)에서도 부담이 되는 
개를 팔고 속 시원하다는 의미와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황에 대한 
강조의 의미도 있다. 또한 본동사 ‘치우다’의 제거 의미는 보조동사 ‘치우다’가 
가지는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 화자의 부담의 제거의 의미

(18) a. 사장님은 책임자를 갈아 치웠다.
b. 민수는 개를 팔아 치웠다. 
c. 유리창을 잘 닦아 치우고 내려 오너라. 

때마다 ‘갈리아의 수탉(축구팀 닉네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겨 먹
는 음식은 바로 바게트빵이다. 팀 전원이 매일 최대 90개를 먹어 치운
다. 이들의 먹성은 밀가루 반죽하는 파티쉐의 팔이 아플 정도다. 

c. 아버지가 수확한 걸 가지고 장터에 나가실 때 종종 따라나섰는데, 내가 
곧잘 팔아 치우곤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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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선옥2005:180). 이익섭(2005:323)에서 ‘치우
다’ 보조동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느낌을 풍긴다고 보고 있다.

3.1.1.3. ‘-p tašta’ 
Zakharova et al. (1987)에는 ‘tašta’ 보조동사는 동작이 다 소진되어 끝났

음을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동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을 내던지
다.”, “일·업무 따위를 포기하다.”, “술·담배·관심 등을 끊다.”로 기술되며 여러 
맥락에서 객체가 주체로부터 멀어지는 기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어 
‘버리다’의 의미와 비슷하며 보조동사 용법에서도 시야로부터 제거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 같은 ‘소거’ (Eliminative) 의미 그룹에 포함한 것이다. 

‘tašta’는 의미가 확대되어 추상적인 대상물에 대해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
는 속성은 의미 변화 과정에서 주체의 시선으로부터 제거된다는 상징적인 의미
로 쓰이다가 동작이 소진하고 완료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형태
는 키르기즈어 이외 하카스어, 카자흐어, 바쉬키르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위의 완료의 강조를 나타낸다(Yuldashev 1965:83). 키르기즈어
에서 완료의 의미는 본동사 ‘tašta’(버리다)의 본래의 어휘적인 의미와 많이 관
련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tašta’가 장소나 사물의 안에서부터 멀어
져 가거나 밖으로 나오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와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는 것이다.  

(20) a. Kerek emes
Necessary not

ǰip-ter-di
thread-PL-ACC

kes-ip tašta-y-m.
cut-C throw-Fut-1SG

(19) a. Oyun-ga
Game-for

šaš-ïp
hurry-C

tapšïrma-nï
homework-ACC

battan 
quickly

ǰaz-ïp   tašta-dï.
write-C throw-PST.3SG

‘놀려고 서둘러서 숙제를 빨리 써 버렸다.’

b. 
 

Balmuzdak
Ice-cream

ber-se-m
give-if-P

čoŋ-un
big-ACC

ǰeym dep
eat  QUOT

ïrgït-ïp tašta-dï.
toss-C throw-PST.3SG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는데, 큰 것을 먹겠다고 내던져 버렸다.’

c.  Tamak-tï
Meal-ACC

urda-gan
steal-REL

mïšïk-tï
cat-ACC

kuu-p   tašta-dï-m.
chase-C throw-PST.1SG

‘음식을 훔치던 고양이를 좇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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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c)에서 보듯이 ‘tašta’가 결합하는 선행동사 ‘kes(자르다)’,  ‘čigar(빼
다)’, ‘aldïr(뽑다)’ 등은 어떠한 대상물을 제거하거나 멀어지게 하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는 동사들이다. 이들 동사들과 어울리는 이유는 ‘tašta’의 문법화 진
행이 덜 되고 본동사의 내재된 의미가 보조동사에도 유지되어서 유사한 의미의 
선행동사와만 어울린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상술한 한국어 ‘치우다’와 
같이 본동사 ‘tašta’가 갖고 있는 의미자질들이 보조동사 용법에서도 그대로 나
타나고 있어서 선행동사와 결합양상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이유
로 (20a,c)의 예문은 ‘kesip tašta(잘라서 버리다)’, ‘aldïrïp tašta(뽑아서 버리
다)’ 접속구성으로서의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문장은 ‘제거’나 ‘멀어짐’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21a)에
서 동생이 낙서를 해 버리거나 (21b)에서 편지를 뜯어 버리는 동작은 없어지거
나 멀어짐의 의미는 거의 없다. 이는 ‘tašta’를 접속 구성으로 안 보고 보조동
사 목록에 넣는 이유이기도 하다. 

Hopper & Traugott (1993:189)에서 문법화의 하나의 특징은 의미지속
(persistence)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문법 요소가 점점 문법화되는 과정에서 
본동사로 쓰였을 때의 원래 의미가 흔적이 남아서 문법적 분포에 제약을 준다
는 것이다. 본동사의 의미가 확장이 되고 차츰 문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휘

‘필요없는 실을 잘라 버릴 거야.’

b.  üy-dün
Home-GEN

eski
old

buyum-dar-dï
thing-PL-ACC

sïrt-ka
outside-DAT

čigar-ïp   tašta.
put_out-C throw.IMP

‘집에 있는 헌 것들을 밖에 내놓아 버려.’

c. tiš-in
tooth-ACC

aldïr-ïp    tašta-gan   bol-ču.
pull_out-C throw-CON become-MOD

‘이를 뽑아 버리게 되었다.’

(21) a. Ini-si
Brother-P

üy-dün
home-GEN

oboy-una
wallpaper-DAT

čiy-ip  tašta-dï.
draw-C throw-PST.3SG

‘동생이 방의 벽지에  낙서를 해 버렸다.’

b.  Bermet
Bermet

kat-tï
letter-ACC

tït-ïp  tašta-dï.
tear-C throw-PST.3SG

‘베르멧은 편지를 뜯어 버렸다.’



- 62 -

적인 의미보다 일정한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가 많이 변화한 이
후에도 원래 의미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tašta’ 경우에도 ‘내던
져 치움’이라는 뜻은 보조동사에도 지속되어 있어서 유사한 의미의 선행동사하
고만 결합할 수 있는 제약을 가져온다. 

‘tašta’ 결합제약이 심한 보조동사 중 하나이다. 자동사나 상태·인지동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타동사 중에서도 ‘처리하다’, ‘처분하여 없애다’ 의미가 있는 
타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22a)는 ‘ukta(sleep)’ 자동사와 결합제약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 
‘tašta’ 보조동사는 의미적 주관화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아서 선행동사의 타동
성을 요구하고 자동사와 결합제약을 보인다. (22b), (22c)는 ‘tašta’ 보조동사가 
‘oylo(think)’, ‘bil(know)’과 같은 상태·인지 동사와 어울리지 못함을 보여 준
다. ‘tašta’는 행위주로부터 대상이 제거되거나 멀어지는 의미를 포함하여 이러
한 제거의 한계, 도달점을 함의한다. 상태·인지 동사들은 한계점 없는 상태지속
이나 속성의 지속을 표현하기 때문에 ‘tašta’와의 의미적 충돌을 불러일으켜서 
비문이 된다. (22d)는 타동사와 결합한 예문인데도 자연스럽지 못한다. 선행동
사 ‘birgizdir(통합하다)’은 대상을 제거하거나 멀게 하는 보조동사의 의미와 반
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멀어짐’과 ‘가까워짐’의 상반된 의미가 한 절에서 
사용되어 비문법적인 문장을 이룬다. 그러나 형제들을 통합하는 일은 부정적인 

(22) a. čarča-p
Exhaust-C

ukta-p
fall_asleep-C

kal-/✤tašta-dï-m.
leave-/throw-PST-1SG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b. 
 

Arganday
Different

oy-lor-du 
thought-PL-ACC

oylo-p
think-C

ket-/✤tašta-dü-m.
come out/throw-PST.1SG

‘여러 생각에 빠졌다.’

c. Kaisï  kün-ü
What  day-P

kel-gen-in
come-Nmz-ACC

bil-ip
know-C

al-/✤tašta.
take/throw-Imp

‘(그가) 며칠날 오는지 알아내라.’

d. Bir tuugan-ï
Relative-ACC

birgizdir-ip
put together-C 

koyo-/✤tašta-yn  degen 
put-/throw-CON QUOT

oy-u     bar.
thought  existent 

‘형제들을 통합하여 (놓으)/(✤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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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고 화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일, 가령 예를 들어 
형제간 싸움을 원하는 악의가 있는 경우이면 ‘tašta’ 사용이 가능해진다. 
‘tašta’는 객체가 주체로부터 멀어지는 의미의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어 보조동
사 쓰임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birgizdir(통합하다)’의 의미와 충돌하지만 본래
의 내재된 멀어짐의 의미보다 악의적 문맥에서 사용되면 또한 자연스럽다. 이
는 화자 판단이라는 양태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
합제약들은 ‘tašta’의 본동사의 어휘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정
한 양태적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객체가 주체로부터 제거되거나 멀어지는 의미의 존재는 이들 보조동사구성
을 키르기즈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소사 away, out 등으로 번역되면 가장 적
절하게 내용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Bybee et al. (1994:87)에서 방향이나 처소를 나타내는 영어의 up, down, 
over 등의 부사어들은 완료상(Perfective)의 의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휘
적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는 슬라브 언어들인데 이 언어
들에서 전치사들은 분법화되어 접두사화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상적 의미를 표
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Dahl (1985) 용어대로 ‘한계 달
성’(attainment of limit)이나 완료의 느낌(sense of completion)을 줄 수 있
다고 보았다. 따라서 영어의 eat up은 종결 달성, 대상의 완전한 소모
(complete object consumption)를 나타내는 반면에 eat 서술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 예로 write up, write down은 자
연스러운 끝 지점이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write 동사 홀로는 이러한 한계
점을 드러내지 못한다. Bybee et al. (1994)에서 슬라브제어와 마르기어
(Margi), 조지아어(Georgian) 등의 언어에 나타나는 부사적 근원으로부터 온 
표지를  한계소(bounders)로 지칭하고 완료상(Perfectivity)을 형성하는 하나의 
문법화 경로(grammaticalization path)로 기술했다. 

(23) kes-ip tašta cut away 잘라 버리다
ïrgït-ïp tašta throw away 던져 버리다
čïgar-ïp tašta take out 빼 놓다
bura-p tašta screw away 돌려 버리다

(24) a. Sun come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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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a)에서는 up은 방향 부사어로서 사용되었지만 (24b) He finished our 
supplies up에서는 동사와 함께 실현된 소사(Particle)로서 사용되었다. 
Brinton (1985:159)에서 소사는 기존의 구체적인 의미를 잃고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미를 유리잔에 물을 부을 때 일정한 한계에 도달
점을 의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이러한 양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또
한 특정한 한계점으로의 방향이나 지속성을 띠는 상황의 종결점을 나타내게 되
는 이러한 소사의 의미 변화는 통시적 과정이라고 했다7). 소사가 포함된 구절
동사(Phrasal verb)는 일반적으로 상적 의미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현
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유사-상적(quasi-aspectual) 기능이 
언어 전반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한계의 상적 의미를 생산적
으로 나타내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았다8). 이와 반대로 문법화가 완전히 일어
난 슬라브 언어들에서 부사적 근원에서 출발한 형태들은 동사와 결합하여 완료
상과 미완료상의 대립을 파생적인 방법으로 실현시키는 상 체계로 발달했다. 

보조동사 ‘tašta’는 이들 부사류와 유사한 어휘의미를 나타내고 어휘적인 근
원(source)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키르기즈어 ‘tašta’ 보조동사는 
종결 달성을 충분히 표현하고 (23)의 ‘kes(자르다)’, ‘ïrgït(던지다)’, ‘čigar(빼
다)’, ‘bura(돌리다)’ 동사가 홀로 쓰일 때 나타내는 의미보다 동작이 완성점에 
도달하는 의미를 덧붙인다.  

Mamanov (1949:61)에서 ‘tašta’ 보조동사가 결합하는 선행동사에 따라 완
료와 의지를 강조하여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Ganiev (1963:140)에서 선행동사
가 나타내는 동작이 순간적이고 박력있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덧붙인다고 보
았다. 앞선 연구에서 ‘tašta’가 나타내는 의미자질을 ‘박력’, ‘순간성’, ‘의지’로 

7) Brinton (1985:157)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소사의 유사-상적(quasi-aspectual)인 의미자
질은 break up, fade out, wear down, shut off, waste away 등의 구절동사를 규정
하는 요소로 보고 있으나 용어 및 개념상의 혼란 때문에 이러한 소사는 상(Aspect)이나 
동작류(Aktionsart)의 표지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Dowty (1979)에서 제안된 형식테스트를 통하여 소사는 일반 동사가 내포하는 지속 상황
에 대한 한계점이나 목표달성의 의미를 추가하여 동작류나 시간의 내부구성에 영향을 끼
칠 수 있으며 상적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간상 내부의 구성
을 갖지 못하는 달성동사와 같이 나타나거나 이미 한계점의 의미가 내재된 완수동사와 
함께 실현될 수 있어서 상적 표지로서의 기능하는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보
았다. 

8) Brinton(1985:157, Live1965:437 재인용)

b. He finished our supplie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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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별도의 양태적 의미를 다루지 않았다. 본고에서 대상물을 내던져 치
운다는 뜻은 [부정적 평가]의 양태적 의미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25a)는 방해가 되는 잡초를 뽑아 버리거나 (25b)에서 어떠한 사실을 늘어
놓는 일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 

3.1.2. 보유

한국어 ‘놓다’, ‘두다’와 키르기즈어 ‘sal(넣다)’, ‘koy(두다)’ 동사를 하나의 
의미 그룹에 포함한 것은 이들 동사들의 구체적인 의미 생성 양상을 보면 각각
의 개별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을 일정한 곳에 위치시킨
다.”는 의미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과 키르기
즈 문어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보유 (Retentive)

한국어
‘-어 놓다’, 

[+종결]
[결과지속]

[미리 대비함], [순간성]
‘-어 두다’ [이익], [유지], [의도]

키르기즈어
‘-p koy(두다)’ [유지]
‘-p sal(넣다)’ [부정적 태도]

(25) a. Otoo čöp-tü
   Grass-ACC

suur-up   tašta-dï-m.
tear off-C throw-PST-1SG

  ‘잡초를 뽑아 버렸다.’

b. Bul ǰönündö
   This about

el-din      baar-ïna
people-GEN all-DAT

ǰayla-p   tašta-y-t.
spread-C throw-Fut-3SG

   ‘그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 모두에게 떠벌려 버릴거야.’

(26) ‘놓다’    :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
‘두다’    : 물건을 일정한 곳에 놓다.

‘sal(넣다)’: 물건을 일정한 공간 속에 옮기다. 카펫·이불 따위 깔다. 벽·
건물 등 건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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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사들은 본래의 의미에서 보조동사의 의미로의 생성 과정의 유연성은 
앞에서 보았던 ‘버리다’ 보조동사에 비해서 더 쉽게 파악된다. 물건을 일정한 
곳에 위치시키는 의미는 추상화되어 일정한 기능을 실현하는 데까지의 그 의미 
변화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put smth in(on)to 
somewhere’의 구성은 문법화의 길에 진입하여 보조동사로서의 폭넓은 이용을 
받게 되는 다른 언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추상화될 수 있는 의미 
자질들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7) 원형의미 
a. 아줌마가 수저를 상 위에 놓으셨다.
b. 옷을 바닥에 두지 말고 옷걸이에 걸어요.
c. čay-dü

kettle-ACC  
gaz-ka 
gaz-DAT

koy-up
lay-C

kaynat-ïp 
boil-C

ič.
drink.IMP

‘주전자를 가스 위에 놓고 끓여서 마셔요.’
d. Paydalan-gandan

use-CON 
kiyin 
after

oz-ün
self-GEN 

orun-a
place-DAT

koy-uŋuz.
lay-IMP.HON

‘사용한 다음에 제 자리에 놓으십시오.’

e.  
 

Okuuču
Pupil  

depter-di 
note-ACC  

portfel-ine
bag-DAT 

sal-gan.
insert-PST.3SG

‘학생이 공책을 가방에 넣었다.’

(28) 의미확장
a. 김 화백이 붓을 놓은지 20년이 넘었다.
b.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낸다. 

c. Al
he

üylön-gön
marry-CON

menen
after

arak
alcohol

ič-ken-ni  
drink-Nmz-ACC  

koy-du.
lay-PST

‘결혼하는데로 술을 끊었다.’

d. ǰakšï
good

talant-tar-dï
talent-PL-ACC

kim
who

koy     
give up

de-sin?
say-INT

‘좋은 실력을 누가 포기하라고 하겠어?’

e. Ušul masele-ni
This question-ACC

köpčülük-tün
mass-GEN

ald-ïna
front-DAT 

sal-dï.
insert-PST.3SG

‘이 문제는 많은 사람 앞으로 내놓았다.’

(29) 보조동사

‘koy(두다)’: 물건을 일정한 곳에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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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는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놓다’, ‘두다’, ‘sal’, ‘koy’ 본동사의 어휘
의미(27), 확장의미(28), 보조동사의 의미(29)를 나타내는 예문이다. (27a,b)는 
수저, 옷, 주전자는 물리적인 이동을 통하여 일정한 곳에 있게 하는 의미를 나
타낸다. (28a,b)에서 그러한 의미가 더 확대되어 추상적인 대상에 대하여 ‘관심
에서 벗어나다’(붓을 놓다), ‘관계를 갖지 않고 떨어져 있다’(거리를 두다), 
(28c-e)‘이어지지 않게 하다’(arak koy‘술을 끊다’), ‘하는 일을 멈추게 하다’ 
(talant koy‘재능을 포기하다’) 등 물리적인 공간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추
상적인 끝점으로의 이동의미 전제로 특정한 활동이 행해지지 않거나 일단락된
다는 의미가 각각의 맥락에서 다의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29a,b)의 보조
동사 용법에서는 추상화의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동작의 끝냄’, ‘결과 유지’의 
의미를 타나낸다. 이성하(1998:216)에서 추상화란 비교적 구체적인 근원 영역
에서 추상적인 목표 영역으로 개념이 옮겨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
다.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본 의미 그룹의 보조동사들은 추상화를 거
친 정도는 각각 달라서 문맥과 선행동사 의미의 관계없이 자유롭게 쓰이는 보
조동사도 있고 일정한 파생 의미로만 사용되는 보조동사도 있다. 하지만 이들 
보조동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이유는 ‘결과 유지’라는 의미 기능을 기본적
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3.1.2.1. ‘-어 놓다’, ‘-어 두다’
한국어 ‘놓다’와 ‘두다’ 보조동사의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같은 항목

에 넣고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연구에서 ‘보유’, ‘유지’의 의미 기능을 실

  a. 하루 일정표를 정 가운데 올려 놓았다.
b. 더우니 문을 열어 두어라. 

c. üy-gö
home-DAT

kel-genče
come-till

tamak-tï
meal-ACC

ǰasa-p koy.
do-p  lay.IMP

‘집에 올때까지 음식을 만들어 놓아라.’

d.  Sarsana
Worry

bol-bo-sun
become-Neg-2SG

dep
Quot

telefon čal-ïp koy-gon-mun.
call-C         lay-PST-1SG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전화를 해 두었다.’
e. čoŋ

Big
sel
landslide 

ǰür-üp
go-C

ǰol-dor-du
road-PL-ACC

buz-up sal-dï.
ruin-C  put-PST.3SG

‘큰 산사태가 일어나서 도로들을 망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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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으로 다루었는데 이는 두 보조동사가 ‘결과 지속’이라는 의미를 공동
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동사마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 공동의미가 아닌 그 특정한 의미에 초점이 놓이면 상호 배타적으
로 실현되고 서로 다른 실현양상을 보이게 된다. 두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논함에 있어 앞에서 보았던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상의 의미에 치중하는 견해
와 양태 의미에 치중하는 견해, 그리고 양쪽 모두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9). 우선 두 보조동사는 본동사 쓰임에도 ‘삽입’, ‘빠뜨림’10), 
‘대상’의 어휘의미를 같이 담당하고 서로 대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어 관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9) Œ 상의 의미: 상적 관점에서 ‘놓다’, ‘두다’를 보았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고영근
(1986)에서 ‘완료된 행동을 그대로 유지’로 기술하고 있으며 김성화(2003)에서 ‘보유
성 종결상’으로 보았다. 또한 김영태(1997)에서 ‘종결상의 기본 의미와 보유나 상태
유지’, 민현식(1999)에서 ‘완료지속상’, 권순구(2005)는 상 의미 보조동사로 분류했으
나 앞선 연구와 반대로 완료가 아닌 ‘지속’으로 보았다. 이선웅(1995:108)에서 ‘완료
상(perfective aspect)’으로 기술했다.

� 양태의 의미: 상적인 의미 기능을 거부하고 양태 의미만을 실현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구종남(2013)에서 완료상 형식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
적인 의미를 부인하고 보조동사들은 모두 양태적 의미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김정
남(2011)에서 ‘대비함’과 ‘강조’의 양태적 의미 중심으로 기술했다.

Ž 상과 양태의 의미: 이기동(1979:480)에서 ‘완료’의 의미를 설정하고 양태 의미에 따라
서 ‘놓다’는 ‘상태 변화’, ‘두다’는 ‘상태 유지’를 실현한다고 보았다. 손세모돌(1996)
에서 ‘완료된 동작의 결과 지속’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그 외 ‘미리 준비하
다’, ‘바탕으로 하다’의 뜻을 지닌다고 보았다. 박선옥(2005:162)에서 ‘지속상’으로 기
술하고 ‘놓다’는 비교적 짧은 시간, ‘두다’는 긴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고 양태 의미는 
‘미리 대비함’으로 보았다. 허철구(1991:88)에서 ‘두다’는 ‘지속적 효과 유지’, ‘놓다’
는 ‘순간적·지속적 효과 유지’라는 상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평가]라는 양태의미도 포함한다고 파악했다.  정언학(2006:186)에서 
15-16세기 한국어 보조동사 구성을 논의하고 두 보조동사는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으나 ‘놓다’는 ‘두다’에 비하여 종결 국면 바로 뒤의 상황을 지시하는 
[+순간적]이라는 의미자질을 추가로 지닌다고 보았다. 

10) ‘빠뜨림’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했던 공유하는 “대상을 일정한 곳에 위치시킨다.”는 의미
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손으로 무엇을 쥐거나 잡거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거나 힘을 빼서 잡고 있던 물건이 손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다.”(놓다), “가져가거나 
데려가지 않고 남기거나 버리다.”(두다)의 의미도 함께 공유한다. 따라서 ‘빠뜨림’도 객
체가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곳으로 옮겨진다는 의미에서 같은 ‘위치시킴’과 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0) a. 탑승하려고 보니 신분증을 두고/놓고 왔네요.
빠뜨림b. 오늘 손난로를 쓰겠다며 장갑을 두고/놓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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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영역이 겹쳐지는 만큼 보조동사 용법에서도 많은 
의미 자질들을 공유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놓다’와 ‘두다’의 두 보조동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동일한 풀이를 하고 있다. 

⌜(동사 뒤에서 ‘어 놓다(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 주로 그 행동이 어떤 다른 일에 미리 대
비하기 위한 것임을 보일 때 쓴다.⌟

두 보조동사에 대한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것은 비슷한 의미 속성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허웅(2000:372)에서 ‘두다’와 ‘놓다’의 의미를 ‘움직씨의 끝바꿈꼴에 매여서 
그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님을 나타냄.’고 파악했으며 최현배(1971:406)
에서 ‘실제적 결과의 지님’으로 파악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상이나 양태 의미자
질 중에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어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상황결과의 지속’
이나 ‘상태 유지’로 파악된 의미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 의
미다(각주 9 참조). 위의 (31a-c)의 문장은 기록해 둔 일과 알아 둔 일 등은 미
리의 일을 대비하여 어떤 일을 한 것임을 나타낸다. 즉, 결과지속의 의미를 전
제로 선행동사의 동작이 전개되는 수행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놓다’와 ‘두다’는 
서로 대치가 가능한 것은 이러한 의미자질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조동사 ‘놓다’와 ‘두다’는 선행동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동작의 결
과가 이후의 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

(31) a. 초보 운영자를 위한 행정업무를 기록해 두었다/놓았다.
b. 이 일기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단단히 알아 두어라/놓아라.
c. 지금 간식을 사 두면/놓으면 이따가 먹을 수 있잖아.
d. 준비해 둔/놓은 게 없어서 막막해요.

c. 자연은 새들이 목마를까봐 열매 안에 즙액을 잔뜩 놓았죠
/두었죠. 삽입

d. 이불마다 안에 두는/놓는 소재가 제각각이다.

e. 사고의 원인을 두고/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상f. 최강자의 자리를 두고/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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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자질은 두 보조동사의 기능을 결과지속상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이유이
기도 하다. 그러나 아래 예문(32)에서 구체적인 실현양상에 각각의 양태 의미가 
드러나 서로 배타적임을 알 수 있다. 손세모돌(1996:179)에서 결과 지속이라는 
상적 의미 이외 ‘미리 준비하다’, ‘바탕으로 하다’의 화자의 판단의 뜻도 함께 
들어난 것으로 보았으며 이기동(1979:476)에서 ‘놓다’의 의미를 ‘상태변화’로, 
‘두다’의 의미를 ‘상태유지’로 보았다. 김성화(2003:240)는 본동사 쓰임에서 ‘놓
다’의 기본 의미는 어떤 장소에서 벗어나고 다른 장소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며 
‘두다’의 기본 의미는 일정한 모습으로 위치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러
한 의미는 보조동사 비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일부 특
정 환경에서 각 보조동사의 독자적인 의미 성분이 그대로 남아서 결합양상에 
영향을 준다.

 

(32a,a’)는 이기동(1979:494)에서 제시된 예문이다. 그에 따르면 ‘놓다’의 양
태 의미에서 환자의 관점은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두다’의 의미에
서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일은 
곧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놓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유지’ 의미의 ‘두다’가 쓰면 부자연스럽다. (32b)와 (32c)에서도 도
서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과 이상한 맛의 껌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 의미의 ‘두다’를 쓰면 어색해진다. 한편 (32a’)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과 유지의 의미가 부각되어 반대로 ‘두다’가 더 잘 어울린다. 이선웅
(1996:84)에서 이기동(1979)의 풀이를 받아들이고 ‘놓다’의 경우 어떤 사물을 
어떤 장소에 있게 하는 동작 자체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
는 반면 ‘두다’는 어떤 장소에 있게 하고 나서 그 결과로 계속 그 장소에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다’는 다음의 일을 위해 어떠한 사
건을 보유, 유지하려는 뜻이 ‘놓다’보다 강하다고 보았다.

(33a)에서 제시된 예문은 한송화(2000:192)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2) [상태 변화] - [유지]
a.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 놓았다/✤두었다. (이기동1979:494)
a’. 그때까지 살아 있던 사람을 살려 ✤놓았다/두었다. 
b. 시간이 다 되어서 도서를 반납해 놓았다/✤두었다.
c. 껌이 맛이 이상해 뱉어 놓았다/✤두었다.



- 71 -

‘두다’는 ‘놓다’처럼 완료의 지속상을 지니면서 ‘주어의 행위의 이익이 되는 일’
에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33a)의 일을 저지른 것은 화자의 판단에서 이익
이 될 수 없으므로 ‘두다’의 결합이 제약된다. 이에 반해 ‘놓다’는 [±이익] 자질
을 갖고 (33c)처럼 분위기를 망치건 수액을 엎지르건 그것과 상관없어 문제없
이 결합한다. 임홍빈(1994:149)에서 ‘놓다’는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은 행동’, 
‘무책임이나 방기’의 뜻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나 위의 (32a) 이기동(1979)의 예
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를 살려놓다’에서처럼 무책임과 상관없음을 알 수 있
다. 본고에서 이러한 의미는 문맥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34)는 위의 (32)과 관련된 예문이다. ‘두다’ 보조동사는 ‘유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결과를 유지하는 동작은 [의도]의 의미자질을 함축함을 추측할 수 
있다. 바로 이 자질은 ‘두다’가 쓰일 때는 행동주인 고양이가 꽃밭을 파헤친 동
작을 결과 유지를 생각하고 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어색하
다. 따라서 ‘두다’는 화자의 [+의도]인 경우에만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놓다’
가 쓰일 때 물론 [+의도] 의미는 없지는 않으나 상태변화에 가져오는 것에만 
초점이 놓이기 때문에 문법적이다. (34b)의 경우에도 눈이 머리털을 물들이는 
동작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의미가 되어 어색하다.  

이상에서 ‘두다’와 ‘놓다’의 완료된 행위의 결과 지속을 나타내는 상적인 의
미 기능과 이러한 결과에 대한 주어의 심리적인 태도를 함께 나타낸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들 완료라는 상적 의미로만 보지 못하는 것은 각각의 보조동사
의 어휘의미가 보존되어 결합제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놓다’와 ‘두
다’ 본동사는 타동사이며 이 자질은 보조동사에도 남아 있어 선행동사에 타동
사를 허용하고 자동사, 형용사, 피동사와 결합제약을 나타낸다. 

(33) [±이익] - [+이익]
a. 이미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두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한송화2000:192)
b. 엉뚱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망쳐 놓았다/✤두었다.
c. 수액을 바닥에 모두 엎질러 놓았다/✤두었다. 

(34) [±의도] - [+의도]
a. 고양이가 꽃밭을 파헤쳐 놓았다/✤두었다.(김인경2005:65)
b. 눈이 흑발을 하얗게 물들여 놓았다/✤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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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5a)는 김정남(2011:82)에서 제시된 예문이며 자동사와 서술어 종결형
으로 결합에 제약이 오는 것을 보이지만 (35a’)에서 연결어미 ‘-고’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남(2011)에서 ‘놓다3’를 설정하고 화자의 행
위자에 대한 비난의 태도가 강하게 드러날 때 사용된다고 보았다. 이때 ‘두다’
는 사용되지 못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 놓고3’ 형태로만 관습적인 용법
으로 쓰인다고 보았다11). 또한 이러한 표현은 구어에서 더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는 점도 들었다. 구어에서 비난의 태도나 원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러한 ‘어 
놓고3’를 설정의 필요는 ‘놓다’가 이러한 의미자질을 포함하기보다 구어에서 얻
어진 제3의 양태의미에 기인한 것이고 “문을 열어 놓고 환기 시키자.”에서처럼 
비난의 의미 없는 구성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35a’’)는 자동사와의 결합
제약을 갖는 ‘놓다’는 자동사를 사동화형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결합됨을 보여 
준다.   

(35b)에서 보듯이 ‘놓다’와 ‘두다’는 ‘명사+하다’ 동사 중에 [+일회성] 자질의 

11) 김정남(2011:82)에서 ‘놓다3’를 설정한 것은 이는 보조동사의 전반적인 실현양상과 다른 
용법을 보이고 ‘-어 놓고’ 형태로서만 쓰일 수 있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표현이라고 했
다. 이러한 형태는 타동사는 물론 자동사와도 사용될 수 있으며 ‘비난적 태도’의 의미
로 주로 쓰인다.

a. 자기가 먼저 웃어 놓고 나한테 왜 웃느냐고?
b. 너 금방 서로 인사하자고 그래 놓고 또 딴 소리 하냐고.
c. 하루종일 잠만 자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d. 당신이 그래 놓고 성질은 왜 우리에게 내지.

(35) a. ✤자기가 먼저 웃어 놓았다/두었다. } 자동사a’. 자기가 먼저 웃어 놓고/✤두고 나한테 왜 웃느냐고?
a’’. 미리 가게 해 놓았다/두었다.

b. ✤나는 실직(낙방/자살)해 놓았다/두었다. } ‘명사+하다’
 타동사b’. 보험에 가입해 놓은/둔 게 있는지 궁금하다.

c. ✤집이 워낙 작아 놓았다/두었다. }형용사c’. 말투가 거칠어 놓아서 그렇지 감성은 착한 사람이다.
c’’. 집이 워낙 작아 놓아서 가구 들일 곳이 없다.

d. ✤마을은 적들로 둘러싸여 놓았다/두었다. } 피동사d’.홍부가 놀부에게 땅을 빼앗겨 놓고 매일 술만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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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와 결합이 제약되는 반면 (b’)와 같이 [-일회성] 동사와는 결합제약이 해지
된다(손세모돌1996:184). 또한 ‘사랑하다’, ‘느끼다’, ‘그리워하다’ 등의 [+정서
성] 동사와의 결합제약을 보인다.  

(35c)는 두 보조동사가 형용사와의 결합제약을 보이는데 ‘어 놓으니’, ‘-어 
놓아서’ 연결형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쓰이면 결합제약이 해지됨을 보여 준다
(35c’,c’’). 일정한 형태로만 형용사와 결합하는 ‘놓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앞말이 뜻하는 상태의 지속을 강조하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김정남(2011:67)
에서 사전에는 ‘상태지속’이라는 같은 어휘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의미 차이
가 다의적이라기보다 동음어에 가깝다고 보고 ‘놓다2’를 설정한 바 있다. 형용
사와 결합하는 ‘놓다2’는 상적 속성들을 확인하기 어렵고 화자의 ‘강조’를 나타
내는 특수한 쓰임으로 해석하기 가능하다. 

(35d)는 ‘두다’와 ‘놓다’는 피동사와 결합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이선웅
(1995:85)에서 두 보조동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유지
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선행동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표현해야 
하는데 피동구성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홍부가 놀부에게 땅을 빼앗겨 놓고 매일 술만 마신다.”와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두다’는 ‘유지’ 의미를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놓다’는 자유롭
기 때문에 피동구문에서도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손세모돌(1996:170)에서 ‘놓다’, ‘두다’의 각각 보조동사의 의미의 차이는 
‘완료’ 이외의 의미 요소에서 비롯되므로 이 요소들이 ‘완료’의 의미보다 더 중
요하다고 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버리다’, ‘치우다’까지 완료의 형태들을 
행위의 완료를 공통으로 가지면서 각기 그밖의 뜻을 함께 가진다는 사실은 몇 
가지 결합 관계에서 확인된다. 완료 표시 ‘-었’과의 교체 불가능, 후행어미와의 
결합관계, ‘-기 시작하다’나 ‘-ㄹ 예정’과의 결합은 이들이 ‘완료’만을 의미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놓다’와 ‘두다’ 보조동사는 타동사와 결합이 가능
하지만 ‘놓다’는 특정한 문맥과 특수 쓰임에서 형용사와 자동사와 결합이 가능
하고 더 자유로운 통사적 결합양상을 보인다. 또한 의미적 측면에도 [±결과유
지], [±의도], [±이익] 자질을 ‘두다’와 함께 공유하지만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분포에서 실현되고 문법화 정도가 더 발달한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반대로 ‘두다’ 보조동사는 결과지속, 유지의 어휘
적인 의미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놓다’에 비해서 많은 제약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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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정언학(2006:181)에서 중세 한국어 ‘두다’가 선행용언으로 타동사만을 허
락하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 ‘두다’ 구성도 제한된 분포를 보이고 문법적 발전
이 덜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3.1.2.2. ‘-p koy’, ‘-p sal’

키르기즈어에서는 한국어 ‘놓다/두다’와 마찬가지로 동작 완료 이후의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가 보조동사에 의해 규칙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키르기즈어 
‘-p koy’(두다), ‘-p sal(넣다)’은 바로 이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들이다. 두 
동사는 사물을 일정한 장소에 옮긴다는 어휘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조동사 용법
에서도 그러한 의미의 잔영이 작용하여 ‘결과지속’이라는 의미 기능을 실현한
다. ‘koy(두다)’는 선행 동사가 뜻하는 동작이 끝나고 그 결과가 유지되고 있음
을 나타내며 ‘sal(넣다)’은 대상물을 한정된 공간에 들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
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두 보조동사는 앞에서 다루었던 ‘놓다/두다’와 마찬가지로 객체가 주체로부
터 멀어지고 시야에서 없어짐이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보조동사 구
성에서 ‘동작이 소진하여 완료됨’이라는 의미를 추가한다. 이 이유로 기본 의미
를 ‘완료’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12) 본고에서 [+한계점]의 상적 자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에 [+순간성], [+일회성] 상적 자질들을 추가
한다고 본다.     

12) Zakharova et al. (1987:228)에서 ‘koy’ 보조동사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완료는 ‘sal’에 비해 단정적이고 순간적인 의미가 없이 일정한 시간의 지속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Mamanov (1949:53)에서는 카자흐어 보조동사를 다루면서 ‘koy(놓다)’는 
부동사와 결합하여 선행동사에 완료의미와 순간적인 의미를 부가한다고 보았다. Ganiev 
(1963:44)에서 타타르어 ‘koy(놓다)’, ‘sal(넣다)’과 기타 보조동사는 어휘동사의 의미가 
그대로 보존하여 선행동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완료’의 상적인 의미를 나타
내기보다 선행동사의 어휘의미를 바꾼다고 보았다. 

(36) a. Kereg-in       bil-ip
Necessary-ACC know-C

akča-nï
money-ACC 

kaltïr-ïp koy-up ket-ti.
leave-C  lay-C  go-PST.3SG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남겨 두고 갔다.’

b. 
 

Suuk-ta
Cold-LOC

toŋ-bo-goš      üčün
freeze-NEG-CON for

gül-dü
flower-ACC

üy     iči-ne
house in 

kirgiz-ip  koy-du.
let in-C  lay-PST.3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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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y(두다)’ 보조동사는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물론 이러한 행위가 실
행됨으로써 일정한 결과지속이 있어야 함을 함의한다. (36a)는 ‘akča kaltïr - 
돈을 남기다’라는 선행동사구에 ‘koy’가 결합하여 돈을 건넨 뒤 받는이에게 돈
이 있는 결과 지속을 함께 표현한다. (36b)에서 마찬가지로 ‘kül kirgiz – 화분
을 들이다’ 선행동사 혼자 표현하는 의미에 비해 ‘koy’가 결합되어 화분을 집
에 들이는 동작의 결과에 초점이 놓여지게 되어 ‘결과지속’의 의미가 도드라지
게 나타난다. (36c), (36d)는 상황을 알아두는 일과 그림을 걸어 두는 일은 결
과지속의 의미가 부각되어 ‘미리 대비함’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는 한국어 
‘-어 두다’와 비슷하다.    

‘koy(두다)’는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데, ‘sal(넣다)’은 이에 비해 약하게 나타난다. 즉, ‘koy(두다)’는 행위가 일어난 
이후의 결과의 효과가 들어나야 하지만 ‘sal(넣다)’은 결과만 표현하고 이 결과
유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일정한 결과 지속이 있어야 하는 문맥에서 
‘koy’가 나타나면 적격한 문장이 되지만 ‘sal’이 나타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추운 데서 얼지 않도록 화분을 집 안에 들여 놓았다.’

c.  Tamak-tïn
Meal-GEN

baar-ïn
all-ACC

öz-ü
self-P

ǰe-p koy-du.
eat-C lay-PST.3SG

‘음식을 모두 혼자 먹어 버렸다.’

d. süröt-tü
picture-ACC

ǰakšï kör-ün-gön
well  see-PASS-REL

ǰer-ge
place-DAT

il-ip    koy-du.
hang-C lay-PST 

‘나의 언니는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다.’

(37) a. Aškazan ooru-čuday
stomach sick-CON

bol-so    ušul  čöp-tü
become-if this  herb-ACC

ič-ip    koy/(✤sal)
drink-C lay/insert 

‘위가 아플 것 같으면 이 약을 먹어 두어요.’

b. 
 

Bil-gen    adam 
know-REL man

ǰok    bol-gon-duktan
absent become-CON-because

ayt-ïp    koy/(✤sal)-up
inform-C lay/insert-p

ket-iš   kerek      bol-ču
go-CON necessary become-MOD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알려 넣고 갔어야 했어’

c. Karaŋgï-da kork-po-gondoy svet-ti    oŋdo-p koy/(✤sal)-g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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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a)에서 허브를 마시는 선행동사에 보조동사 ‘koy(두다)’와 ‘sal(넣다)’이 
결합되었다. 위가 아픈 사람에게는 (위에 좋은) 허브티를 마셔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먹는 동작의 결과를 요구하는 문장에서 ‘koy’는 잘 아울리지만 ‘sal’은 
이러한 의미가 없어 어색한 표현이 된다. (37b)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일에 대
하여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koy’가 결합되면 별 문제 없지
만 ‘sal’이 결합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미리 대비함’이라는 것은 일반
적으로 향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후행 문
장은 대부분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37a)와 (37b)에서
도 후행 문장에서  [+긍정적 평가]가 기대되는 상항인데 ‘sal’이 어울리지 못하
는 것은 [-부정적 평가]의 양태적 자질을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는 다음 예문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koy’는 긍정적인 문맥과 부정적인 문맥에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sal’은 부정적인 문맥에서만 나타난다. ‘sal(넣다)’ 본동사는 대상물을 일정한 
공간 위치시킨다는 의미 외에 ‘깔다’, ‘건설하다’, ‘향하다’ 등 결합하는 명사구
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다의적인 용법은 여러 문맥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이다가 문법화되어 보조동사로서도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본동사 ‘sal(넣다)’은 객체가 주체로부터 멀어지고 시야에서 없어짐이라
는 기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보조동사 구성에서 ‘처분하여 없앰’, ‘동작이 소
진하여 완료됨’이라는 의미가 확대되어 ‘무책임’과 ‘방기’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

night-LOC fear-NEG-for light-ACC repear-Clay/insert-IMP
‘밤에 무섭지 않도록 불을 고쳐 두세요’

d.  Abal-ïn  suura-p
state-ACC ask-C

bil-ip   koy/(✤sal)-soŋ
know-C lay/insert-if

öz-üŋö   ele   ǰakšï.
self-DAT even better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알아두면 (너의) 자신에게 좋을 것이다’

(38) [±긍정적 평가] - [-긍정적 평가]

a. Bul išti ǰakšï ǰasap koy/(✤sal)-soŋ akča köp alasïŋ.
‘이 일을 잘 하여    놓으면 돈을 많이 벌겠다.’

b. Bul išti eptep ǰasap koy/sal-soŋ bolot.
‘이 일을 아무렇게나 하여    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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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위의 (39a-b)에서 보듯이 시간적 내부 한계점을 갖지 않는 활동동사 ‘ǰaz(쓰
다)’, ‘ayt(말하다)’는 [+순간성], [+일회성] 자질을 가지며 이러한 동작이 무책임
하게 이루어졌다는 심리 판단도 나타내고 있다. (39a)의 작가는 특정한 작품을 
빠른 시일 이내 쓰고 끝냈다는 의미와 함께 굉장히 무책임하게 했다는 의미가 
전달된다. (39b)도 마찬가지로 비밀을 말해 버린 동작에 대해서 화자의 부정적 
평가가 함께 드러난다. ‘sal’의 [+부정적 평가]의 양태의미는 (39c)에서도 확인
된다. 화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빨래를 널지 말라고 했는데도 널어 놓
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의미가 ‘sal’에 의해서 추론된다. (39d-e)는 마찬
가지로 부정적 의미를 더해 준다.   

‘sal’은 부정적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제약 이외 자동사와 상태·인지 
동사와 통합하지 못하는 제약도 있다. 이에 비해 ‘koy’는 선행용언으로 타동사 
뿐만 아니라 자동사와 상태동사 모두 결합시킬 수 있다. 

(39) a. čïgarma-nï
work-ACC

ayabay 
very   

kïska
short

ǰaz-ïp sal-dï.
write-C insert-PST.3SG

‘작품을 굉장히 짧게 빨리 써 버렸다.’

b. 
 

ǰakšï
propely

ǰašïr-ayn
hide-CON

de-di-m        elem
QUOT-PST.1SG MOD

ayt-ïp sal-ba-dï-bï.
say-C insert-Neg.PST.INT

‘제대로 숨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말해 버렸잖니.’
c. ǰay-ba

Hang-Neg
de-se-m     dale
QUOT-even though

kiyim-di
cloth-ACC

ǰay-ïp  sal-ïptïr.
hang-C insert-MOD

‘(빨래를) 널지 말라 했는데도 널어 놓았다 이거야.’
d. Kölökö

Shadow
bol-bo-š         üčün
become-Neg-CON for

bak-tï
tree-ACC

kïy-ïp sal-ayn-bï?
cut-C insert-CON-INT

‘그늘이 되지 않도록 나무를 베어 버릴까?’

e. Ešik-ti
Door-ACC

ač-ïp   sal-gan-nï
open-C insert-Nmz-ACC

kara!
see-IMP

‘문을 열어 놓은 것을 봐라.’

(40) a. Toy-go
Event-DAT

bar-ïp
go-C

koy/✤sal.
lay/insert } 자동사

‘행사에 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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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는 두 보조동사 모두 피동사와  통합할 수 없음을 보이는데 (40d)에서 
같은 동사에 사동화 접사가 결합된 이후 통합이 가능해진다. 또한 (40a), (40b)
에서 상태·인지 동사에 사동형 접사를 결합하여 사동사로 바꾼 후 ‘sal’이 아무
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사동사는 문장의 주체가 행동이나 동
작을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항
상 동작을 강요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다. 이 관계로 선행용언으로 타동사만을 
허용하는 ‘sal’은 사동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sal’의 통사적 특징을 보면 자동사와 상태·인지 동사와의 결합제약을 나타
내고 타동사와의 결합에서 [+긍정적 평가] 의미의 동사와 결합제약이 따르며 
제한된 분포를 보이는 반면 ‘koy’는 제약없이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실현된다. 
이상 논의를 정의하면 ‘sal’은 문법화 단계의 정도에 있어 문법적 발전이 덜 진
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koy’는 ‘결과지속’, ‘유지’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었지만 
이러한 의미에 많이 의존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즉, ‘koy(두다)’는 [±결과유
지], [±긍정적 평가]의 자질을 실현하고 자동사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법화 단계에 있어 많이 진행된 보조동사라고 하겠다.  

Zakharova et al. (1987:228)에서 ‘sal(넣다)’는 동작이 단정적이고 순간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추가하고 ‘koy’는 이에 비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 
이후의 일정한 시간의 지속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고에서 두 보조동
사는 [종결]의 의미자질을 공유하며 ‘sal’ [+순간성], [+부정적 평가]의 자질을 
나타내고 ‘koy’는 [+순간성], [±유지] 자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본다. ‘koy/sal’이 결합되는 경우에 선행 동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완료
의 뜻을 가지게 된다고 보기보다 앞에 오는 동사의 동작의 시작과 끝점을 들여
다보지 않고 하나의 동작으로 만든다고 본다.     

b. 
 

Saat-tï
CLOCk-ACC

kara-p
look-C

koy/✤sal.
lay/(insert) } 인지동사

‘시간을 봐 두어라.’
c. Ešik

Door
ač-ïl-ïp
open-Pass-C

✤koy/✤sal-du.
lay/(insert) } 피동사

‘문이 열렸다.’
d. Ešik-ti

Door-ACC
ač-tïr-ïp
open-Caus-C

koy/sal-du.
lay/(insert) } 사동사

‘문을 열게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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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a)는 시작과 끝이 지정되지 않은 ‘kara(보다)’ 인지동사이며 (41b)는 한
계점이 없는 ‘ǰaz (쓰다)’ 행위동사이다. (41a)는 시계를 보는 동작의 완료에 대
한 정보를 과거형 시제어미 ‘-du’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koy’가 결합
되어 이러한 동작이 순간적이고 일회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시계를 보았다는 내용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한계점에 도달했
다는 의미도 나타낸다. (41a)의 눈길을 한번 시계 쪽으로 돌렸다가 끝났음을 
나타내며 bir yol(한번), bir(한방에) 등의 순간성 부사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koy’에 의해서 일회성의 의미가 드러난다. ‘ǰaz 쓰다’는 한계점을 갖는 동사는 
아니지만 ‘sal’에 의해서 편지 쓰는 동작이 일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수행방식을 표출되어 [+한계점] 자질이 없는 ‘ǰaz 쓰다’는 종결동사로 바뀐다. 

본고에서 두 보조동사는 앞에서 보았던 한국어 ‘놓다/두다’ 보조동사와 마
찬가지로 완료상을 실현한다고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를 반증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두 보조동사는 과거의 반복을 나타내는 ‘-ču’ 형태소와 
진행상을 나타내는 ‘-p ǰat’, ‘-p ǰyr’ 보조동사와 거듭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42) a. Ilgeri
long ago

svet-ti
light-ACC

erte
early

öčür-üp  sal-ču.
put_off-C insert-PST.HAB

‘옛날에 불을 일찍 꺼 버리곤 했다.’

b. 
 

Al 
He

uruš-tu
kuarrel-ACC

atayïn
deliberately

bašta-p koy-ču.
start-C lay-HAB

‘그는 싸움을 일부러 시작해 버리곤 했다.’

Student-ter
Student-PL

ǰuma    sayïn
weekend every

ǰardam
help

ber-ip koy-up ǰür-üš-öt
give-C lay-C  walk-RCP.3PL

(41) a. Ayša saat-ti     kara-p koy-du.
 Aisha clock-ACC watch  lay-PST
 ‘아이샤는 시계를 보았다’ 
 함의: ‘시계에 눈길을 돌리고 끝났다’

b. Ayša kat-ti     ǰaz-ïp sal-dï.
 Aisha letter-ACC write-C lay-PST
 ‘아이샤는 편지를 써 놓았다’ 
 함의: ‘편지를 쓰고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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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a), (42b)에서 ‘koy’, ‘sal’은 과거 반복을 나타내는 ‘-ču’ 접사와 결합하
여 나타났다. ‘-ču’는 키르기즈어 대과거를 나타내는 접사이며 보통 과거의 어
떤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되는 접사이다. 마찬가지로 진행상을 나타
내는 ‘-p ǰat’, ‘-p ǰür’은 ‘koy/sal’과 함께 실현될 수 있는 사실은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보지 못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3.1.3. 완수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완수하는 의미를 규칙적으
로 나타내는 보조동사가 있다. 앞에서 ‘소거(Eliminative)’의 의미는 ‘버리다’, 
‘tasta(버리다)’, ‘보유(Retentive)’의 의미는 ‘놓다/두다’, ‘koy(두다)/sal(넣다)’ 
보조동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보조동사들이 출발했던 
어휘형태의 사전적인 의미가 두 언어에서 유사했기 때문에 보조동사의 용법에
서 같은 의미영역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동
사에서 출발하고 문법화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양태의미 면에서 비슷한 의미를 
실현하는 형태도 있다. 한국어 ‘내다’와 키르기즈어 ‘al(가지다)’은 바로 이러한 
보조동사이다. 두 보조동사는 [+한계점] 의미자질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상술했
던 ‘버리다’, ‘놓다/두다’ 보조동사와 비슷하지만 이들과 다른 양태의미를 나타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완수 (Completeve)
한국어 ‘-어 내다’

[+종결]
[성취], [능력] 

키르기즈어 ‘-p al’(가지다) [성취], [소득]

(43) 원형의미 
a. 아이가 손가락으로 문풍지에 구멍을 냈다. 

‘학생들이 주말마다 도움을 주곤 한다.’

Unut-pa-ganday
Forget-NEG-for

ulam
frequently 

estet-ip   koy-up
memorize lay-C

ǰat-a-m.
lie-PRES-1SG

‘잊지 않도록 그때마다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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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보조동사는 각각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짐으로 보조동사 쓰임에서 나타내
는 의미상 뉘앙스가 다르지만 일을 성취하고 완수한다는 공통의미 영역을 포함
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같은 의미그룹으로 분류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내
다’의 본래 동사 어휘의미는 ‘나다’의 사역형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거나 나
가게 하다.”로 기본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명사구와 통합하여 다의
어로서 폭넓게 사용됨을 보여 준다. 또한 키르기즈대사전에 ‘al(가지다)’의 의미 
해석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매일 매일 땀을 내고 운동한다.
c. Stol

Table 
üstü-ndö-gü
above-LOC-GEN

kat-tï 
letter-ACC

kim 
who

al-dï?
take-PST

‘책상 위에서의 편지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d. Pasport

Pasport
on ǰeti
seventeen

ǰaš-ta
year-LOC

al-ïn-a-t.
take-Pass-3SG

‘여권은 17살에 갖는다.’
(44) 의미확장

a. 시간을 내고 이야기합시다.
b. 썬글라스를 끼고 멋을 낸다.

c. Doktur
Doctor

meni
me

ölüm-dön
death-Abl

al-ïp
take-C

kal-dï.
leave-PST.3SG

‘의사는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었다’

d. Al
He

söz-üŋdü
word-ACC

öz-ünö
self-DAT

al-dï.
take-PST.3SG

‘그는 너의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45)
  

보조동사
a. 이를 악물고 참아 냈다.
b.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 해 냈다. 

c. Biz
We

ǰaŋï
new

üy-dü
house-ACC

sat-ïp  al-dïk.
buy-C  take-PST.1PL

‘우리는 새로운 집을 샀다.’
d.  Amerika-ga

America-DAT
baldar-ïn
kids-ACC

čakïrt-ïp al-a-t.
call-c    take-FUT-3SG

‘미국에 아이들을 불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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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에서 ‘내다’와 ‘al(가지다)’의 원형의미, 확장의미, 보조동사의미를 
제시했는데 보조동사 구성으로 실현되기 전에도 확장된 의미로서 광범위한 분
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동사는 의미의 구체적인 속성을 내포하
지 않으며 앞에서 보았던 ‘버리다’, ‘놓다/두다’와 같이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단어에 속하고 문법화 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을 갖춘 동사들이다. 다양한 의미
로 파생되어 다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다의어들의 
모든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추상적인 의미자질을 제시한다면 ‘내다’는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 ‘al(가지다)’은 ‘외부 사물이 (손) 안으로의 이동’이 핵
심 의미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동은 도착점을 함축하는 사실은 선행동사
에 [+한계점] 의미 자질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상적 자
질 외에 보조동사의 쓰임에서 특정한 양태 의미가 실현되는데 이러한 의미의 
전이 과정의 유연성을 포착하기가 어렵지만 추상적 의미 속성에서 파생된 하나
의 특수한 의미로 파악하기로 하겠다. 다만, ‘나다’에서 어떤 일이나 현상이 저
절로 생겨날 때를 표현하지만 ‘내다’는 동작주의 의도에 의해서 어떤 일이나 현
상이 생기게 힘을 쓸 때를 표현하기 때문에 ‘성취’나 ‘완수’의 의미로 발전했다
고 가정해 볼 수 있다. 

3.1.3.1. ‘어 내다’
‘내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았던 ‘버리다/치우다’, ‘놓다/두다’

(46) ‘내다’ : 안에서 밖으로 나오거나 나가게 하다.
-신체 표면 땅 위에 솟아나게 함(‘땀을 내다’) 
-이름이나 소문 따위 알리다(‘동네에 소문을 내다’)
-길, 통로, 창문 따위가 생기게 하다(‘마을에 길을 내다’) 
-신문, 잡지 따위에 내용이 실리다(‘신문에 광고를 내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일어나게 하다(‘사고를 내다’) 
-흥미, 짜증, 용기 따위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다(‘짜증을 내다’)  
-시간적 여유를 내다(‘시간을 내다’)

‘al’   :
(얻다) 

손이나 영장으로 무엇을 잡아 자신에게 있게 하다.
-결혼하다 ‘katïn al(아내를 데리고 오다)’
-가져 오다/가다 ‘alïp kel/bar(가져오다/가져가다)’
-받아 내다 ‘kat aldïm(편지를 받다)’
-사다 ‘üy al(집을 사다)’
-남기다 ‘akča alïp kal(돈을 남기다)’
-구하다 ‘ölümdön al(죽음에서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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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논의와 마찬가지 학자들 간의 통일된 견해가 없다. 즉, 상적 기능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상의 의미 기능을 거부하고 화자의 심리 판단이 담겨진 양태
기능으로만 이해하려는 견해, 그리고 상과 양태 모두 실현한다고 보는 3개의 
견해로 나뉠 수 있다13). 전통문법에서 ‘종결’의 뜻을 갖는 보조동사로 분류되어 
왔다. 최현배(1971:401)에서 ‘내다’의 뜻을 ‘움직임의 끝남을 보이는 도움움직
씨’라고 풀이하고 단순한 동작의 완료로 본 것이다14). 허웅(2000:371)에서도 
‘움직임의 끝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손세모돌(1996:204)에서 ‘내다’는 ‘종결’이라는 단순한 동작의 끝남을 나타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종결’에 화자의 태도가 덧붙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
다고 보았다. 동작의 종결은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한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서 기본 의미를 ‘성취’로 지정했다. 김용석(1983:31)에서 어려운 일이 
이루어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13)Œ상 의미: 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연구에서 ‘내다’를 완료상 보조동사로 처리했다. 
민현식(1999:39)에서 고영근(1981:158)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다’를 ‘버리다’ ‘-고 말다’
와 함께 모두 완료상의 의존용언으로 통합 기술했다. 김성화(2003:249)에서 ‘완수성 종
결상’으로 분류했다. 이선웅(1995:108)에서 ‘완료상(perfective aspect)’으로 기술했다.

�상과 양태 의미: 김영태(1997:63)에서 ‘내다’는 ‘종결상’의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부차적인 의미로 ‘능력’이나 ‘가능’이라는 양태가 관여한다고 보았다. 손세모
돌(1996:204)에서 ‘완료’를 바탕으로 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한다’, ‘성취’의 심
리적인 태도를 덧붙어서 나타내는 뜻으로 설명했다. 정언학(2006:234)에서 ‘내다’ 보조
동사구성을 완료적 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 구성은 상 의미와 
함께 어휘적 의미의 잔영이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박선옥(2005:172)에서 
완료상 의미와 더불어 ‘끝까지 하다’의 뜻으로 ‘관철’의 양태의미를 갖는다고 기술했다. 

Ž양태 의미: 양태 의미로 기술하는 연구는 심리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의미 기능을 파악
한 것이다. 이기동(1976b:227)에서 ‘내다’의 뜻을 화자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된 의미로 
기술하고 영어의 ‘manage to’의 내포된 뜻과 동일하게 완성하기가 어려운 일을 해내
는 양태의미로 파악했다. 김용석(1983:31)에서 ‘내다’는 말할이가 어렵다고 보는 어떤 
일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가지는 말할이의 실리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선웅
(1995:83)에서  Œ의 상으로 기술하는 의견과 반대로 ‘내다’의 의미 기능을 성취의 뜻
을 강조하는 어휘의미로 설정하고 상 의미가 이러한 어휘의미에 따른 부수적 결과이지 
원래 기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익섭(2005:326)에서 ‘내다’는 일을 힘들게 극복함을 
나타내주는 보조동사로 기술했으며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용케 잘 극복한다는 뜻을 담
고 있다고 보았다. 

14) 손세모돌(1996:204) 재인용.

(47) a. 그는 어려운 일을 드디어 해 냈다.
b. ✤그는 쉬운 일을 드디어 해 냈다. 
c. 그는 이 일을 참 쉽게 해 내더라. (그 일이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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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b)은 비문법적인 것은 ‘내다’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과정을 거쳐 ‘성취’
의 양태 의미를 내포하는데 겪었던 일은 ‘쉬운 일’이라는 의미와 모순이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47c)에서 ‘쉽게’ 부사어를 썼는데도 적격한 
문장으로 해석되는 것은 괄호 안의 본 일이 원래 어려웠다는 화자의 판단이 있
을 때만 가능하다. ‘내다’는 동작이 미치는 대상이 어려움을 전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완수하게 되는 의미를 표현한다. ‘성취’, ‘완수’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
문에 타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고 동작이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사, 의지나 
노력 보다 자연적으로 표출되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인지동사, 피동사, 형용
사와의 결합제약을 나타낸다. 

‘내다’는 [+의지] 자질을 가지고 있어 동작주가 의식적으로 자기 힘으로 성
취에 도달하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48d)의 개가 이러한 동작을 이루어 내는 
의미로 파악이 되어 어색하다. 김용석(1983)에서 (e’-e’’)와 문장이 가능한 것은 
주어인 ‘바위’, ‘나무’를 외인화(personifying)했기 때문이므로 이상한 것이 없

15) 인지동사 중에 ‘알아 내다’, ‘생각해 내다’와 같이 일부 동사와 결합이 가능한데, 이 동
사들은 어휘화가 되어서 사전에 별도의 해석이 기재될 정도로 굳어진 표현으로 보면 된
다. 알거나 생각하는 동작을 노력하여 완수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다’, ‘찾아내다’와 같
은 제3의 뜻을 얻은 것이다.  ‘알아내다’는 “방법이나 수단을 써서 모르던 것을 알 수 있
게 되다.”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다른 인지동사와 결합은 ‘내다’와 결합제약을 나타낸다. 
예컨대, ‘싫어하다’, ‘미워하다’, ‘뉘우치다’, ‘수줍어하다’, ‘두려워하다’, ‘모르다’, ‘그리워
하다’, ‘기대하다’, ‘느끼다’, ‘아끼다’, ‘원망하다’, ‘용서하다’, ‘원하다’, ‘오해하다’, ‘의지
하다’, ‘잊다’, ‘조심하다’, ‘좋아하다’, ‘얕보다’, ‘후회하다’, ‘반하다’ 등이 이러한 결합 
제약을 보이는 동사들이다.  

(48) a. ✤졸리지 않아도 힘들게 자 냈다. } 자동사a’. ✤물이 그곳까지 어렵게 흘러 냈다.

b.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 냈다. } 형용사b’ ✤노력 끝에 날씬해 냈다.

c.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어 냈다. } 피동사c’. ✤문이 힘들게 열려 냈다. 

d. ✤오는 길에 봐 냈다. } 인지동사15)d’. ✤힘든 일을 겪고 실망해 냈다.

e. ✤개가 짖어 냈다.  } [-animate]e’. 바위가 나를 살려 내었다(김용석1983:31)
e’’. 저 나무는 100년이나 풍상을 견디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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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48d)에서는 타동사 중에 사람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인지동사
와 결합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감정·인지동사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어느 정도 통제하기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의
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는 행동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에 
기인된다. (48d)와 (48e)는 ‘내다’ 보조동사구성에서 동작주나 타동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자동사와 피동사 등과 결합이 제약되는 예문들은 ‘내다’가 본동사의 타동사
였을 때의 통사적 특징인 타동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48e)와 (48d)가 보여 주듯이 주어는 [-의지] 자질인 경우와 타동
사 중에도 [-의지] 자질의 인지동사와도 결합제약이 오는 것은 ‘내다’는 ‘성취’
라는 기본적인 양태의미를 함의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 준다. 

이러한 양태 의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다’의 기본기능을 ‘종결상’이나 
‘완료상’으로 보는 연구가 많다(각주 13). 본고에서 ‘내다’는 선행동사와 결합하
여 [+한계] 의미자질을 부여하기 때문에 종결의 의미를 추가한다고 본다. 그렇
지만 이러한 종결을 완료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내다’를 완료상으로 본 연구는 극복을 통하여 화자가 의도한 목표가 완수되
고 동작이 종결상을 나타낸다고 본다(김성화2003:263). 본고에서 ‘내다’ 보조동
사 구성은 완료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은 습관이나 반복의 의미를 포
함하는 문맥에서 자유롭게 실현되기 때문이다.  

(49) ‘-곤 하다’와 결합

a. 모진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목구비와 함께 아이 같은 천진함
을 간직한 김향기는 가장 보통의 소녀를 가장 비범한 연기력으로 소화
해 내곤 했다.
b. 손님이 오면 늘 대접하는 매실삼겹살은 신씨가 추천하는 대표 별미
다. 한번 요리를 할 때면 삼겹살 2근으로 푸짐하게 차려 내곤 했다.  

(50) ‘-고 있다’와 결합

a.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한지 3년. 오늘을 행복하게 살
자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치루어 내고 있지만 언제나 남는 후회... 이
러한 후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인가. 

b. 마텔의 ‘핫 휠’은 1968년부터 누적 50억 개의 장난감 차가 만들어졌
고 현재도 매주 90만 개의 장난감 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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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a)와 (49b)는 연기력을 소화해 내는 일과 상을 차려 내는 일은 과거에 
평상시 자주 있어왔던 일이었음은 ‘-곤 하다’와 결합하는 데서 확인된다.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주어의 노력이 수반되었던 상황에서 쓰였던 ‘내다’는 양태의미
를 드러내지만 완료이라는 상적인 의미를 드러낸다고 보기가 힘들다. (50a)와 
(50b)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결합하여 평상시 일어나고 있는 동작
임을 표시한다. 물론 ‘-고 있다’에 의해서 ‘결과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각
각 문장에서 나타나는 ‘매일’, ‘매주’ 부사어는 치루는 일과 만들어내는 일은 반
복적으로 이루어짐을 뜻한다. 

제2.3.1장에서 상(Aspect)이라는 범주를 문법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규칙적
이고 체계적으로 상적 자질을 실현하는 언어 현상만을 상으로 보기로 했다. 이
러한 상의 범주를 실현하는 형태(보조동사, 굴절어미, 우언적 구성)는 미완료 
표시와 공기하지 못한다. 러시아어에서는 완료과 미완료의 규칙적인 대립에서 
미완료를 나타내는 굴절의미나 부사어와 공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작류 역할
을 하는 경우 [+종결] 자질과 미완료의 술어의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51a)와 (51b)의 동사 어간에 결합되는 –ïva-, -va- 굴절어미는 동사가 미
완료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각각 동사에 ‘s-’, ‘vï-’ 접두사가 실현되었는데 
이 접두사는 특정한 어휘의미를 추가하지 않으며 [+종결]의 의미 자질을 나타
낸다. 즉 (51a)의 기계는 끝까지의 작동됨, (51b)는 커피 한잔씩 모두 마심이라
는 동작의 수행방식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각의 작동하거나 마시는 동작들이 
종결된 동작이었음을 나타내지만 두 동사는 여전히 미완료상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해석은 이러한 종결된 동작들이 종종 있다는 즉,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러시아어에 동작류를 나타내는 접두사는 [+종

10대가 팔린 정도로 핫한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51) Russian
a. Mašina    s-rabat-ïva-la     avtomatičeski.
   Machine  Pf-work-Imp-PST  automatically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했다.’

b. Ona  vï-pi-va-la         po čaške kofe   po utram.
   She  Pf-drink-Imp-PST  a cup of coffee  every morning
   ‘그녀는 아침마다 커피 한잔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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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나타내다가 완료상이라는 기능으로 발전했다. 물론 이렇게 생긴 새로운 
형태에 –ïva-, -va- 굴절어미가 결합되어 다시 완료상을 미완료상으로 바꾸는 
활용체계로 발전했지만 접두사가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종결] 자질을 실현하
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완료상을 실현하게 된 러시아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가 미완료상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된 상황에서만 ‘po utram
(아침마다)’라는 다회성 부사어와 공기할 수 있으며 완료-미완료 대립의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점이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는 결합하는 선행동사에 그 동사에 내재된 양
태의미와 [+종결], [순간] 상적 자질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자질들은 완료상을 
나타내는 표시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3.1.3.2. ‘-p al’
보조동사 ‘al(가지다)’은 키르기즈어 대사전에서 “선행동사에 결합하여 동작

이 동작주의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동작주를 위해서 실행되어 종결됨을 나타낸
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al’은 동작의 결과는 ‘소득’이 되는 의미와 ‘내다’와 
같이 ‘성취’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후자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보
다 남의 방해와 역경에도 자기의 의도대로 흔들림 없이 성취한다는 양태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주어가 2, 3인칭인 경우 동작주가, 1인칭인 경우 화자가 일을 
실행함에 있어 동작주의 강한 의도와 노력이 수반된 결과는 동작주를 향하여 
이루어짐이라는 심리적인 평가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al(가지다)’은 문법화
가 많이 진행되어서 본동사의 어휘의미가 많은 문맥에서 탈색되어 이러한 ‘동
작주를 위함’이라는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52) a. ömür-ünün ayag-ïna čeyn
life-GEN    end-DAT till

ǰetkidey
enough

darï-nï
medicine-ACC

kamda-p  al-dï.
prepare-C take-PST

‘명이 다하는데까지 충분히 약을 준비해 냈다.’

b. 
 

köp   ǰïldan beri 
Many years since

izde-gen  video-nu
seek-REL video-ACC

taap
find-C 

köčür-üp al-dïm.
record-C take-PST.1SG

‘오랜 세월 동안 찾았던 비디오를 찾아서 복사해 냈다.’

c. Sura-ba
Ask-Neg

de-sem   dale
say-CON though

sura-p
ask-C

tur-up al-dï.
stand-C take-PST.3SG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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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a-e)는 각각의 의미에서 ‘자신을 위한 완수’라는 함의된 의미가 드러난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53a)에서 동작주가 화자의 발을 밟았고 (53b)에서 손가락을 찔렀는데 동작
이 동작주를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각 문장에서 ‘atayïn (일부
러)’와 같은 부사어를 쓰면 ‘소득’, ‘자기를 위한 완수’이라는 의미가 환원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동작이라는 의미가 되살리게 된다. 
‘al’이 갖고 있는 양태의미는 매우 미묘한 뉘앙스로 남아서 작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탈색되어 없어지기도 하고 특정한 문맥에서 사용되면 표면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l(가지다)’ 보조동사는 여타의 보조동사 중에 문법화가 진전도가 높은 사실
은 선행동사에 자동사와의 결합을 허용한다는 데서 뒷받침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동사 ‘al’은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어 다의어로 사용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a’ 연결어미를 취하여 ‘능력’이라는 양태의미를 실현한다(3.2.1절). 
또한 ‘turup al’, ‘ǰatïp al’ 상태동사와 함께 실현하여 일정한 화용 의미도 나
타낸다. 

d. Bakït  ešik-ti
Bakyt door-ACC

takïldat-ïp
knock-C

kiši  čïk-kanča
man come out-till

kütü-p al-dï.
wait-C take-PST.1SG

‘바큿이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냈다.’

e. Deputat       el-ge
Congressman people-DAT
piar kïl-ïp  al-dï.
piar do-C  take-PST.3SG

ǰardam
help

ber-imiš bol-up  öz-ünö
give-CON as if-C self-for

‘국회의원은 국민을 도와주는 것처럼 꾸미고 자기 홍보를 했다.’

(54) a. Aman
safe

ǰet-ïp
reach-C

al.
take.Imp } 자동사

(53) a. Sen  menim
you  my

but-um-du
foot-my-ACC

bas-ïp     al-gan-sïn.
step on-C take-PST.2SG

‘너는 내 발을 밟았다.’

b. 
 

Al abayla-ba-y
he be careful-NEG-C

kol-um-du
hand-RF-ACC 

say-ïp   al-dï.
prick-C take-PST.3SG

‘그는 조심하지 않고 내 손가락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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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에서 보듯이 ‘al(가지다)’ 보조동사는 피동사와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자동사와 결합에서 보듯이 본동사의 통사적 특징인 타동성을 잃었지만 성취와 
의도의 양태의미 성분이 남아 있어서 피동사와 결합이 제약된다. 

키르기즈어 ‘al(가지다)’ 보조동사의 기능에 대해서 전통문법에서 ‘동작주를 
향함’이라는 양태의미를 포함한 단순한 ‘종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Yuldashev (1965:84)에서 튀르크 언어에서 ‘al’ 보조동사구성은 ‘동작의 
소진함’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Mamanov (1949:69)에서 동사의 어간은 상이라
는 범주에 대해서 중립적이기 때문에 보조동사가 결합함으로써 상적 의미를 표
현한다고 주장했지만 ‘al(가지다)’은 ‘ber(주다)’와 함께 ‘수혜’ 양태의미를 표현
하는데 후자에 비해서 선행동사가 가리키는 동작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
니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본고에서 [+종결]의 상적 자질을 ‘al(가지다)’ 용법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려고 한다. 물론 본동사의 양태의미가 보존하여 선행동사와 결합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형태임이기에 미묘한 의미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결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완료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우선 ‘al(가지다)’과 다른 [+종결] 의미 그룹의 동사들은 현재시제를 취할 수 
있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Ganiev (1963:54)에서 ‘본동사-p 보조동
사’ 구성의 부정형태가 한계점의 도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러한 [+한계] 자질
을 지향하는 의미만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즉, 완료상은 ‘한계점 도달함’을 나
타내는데 반해 튀르크어 보조동사는 이러한 자질을 지니고만 있으며 ‘한계점 
지향’의 상의 자질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이유로 현재시제 표지를 취할 수 

‘무사히 도착해라.’
b. 
 

Baar-ïn
everything-ACC

bil-ip
know-C

al.
take.IMP } 인지동사

‘모든 것을 알아내.’
c. ✤Iš

Work
ǰasa-l-ïp
do-Pass-C

al-dï.
take-PST } 피동사

‘일이 수행되었다.’
d. Iš-ti

Work-ACC
ǰasa-tïr-ïp
do-Caus-C

al-dï.
take-PST } 사동사

‘일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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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설명했다. 

(55a)는 평상시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었음을 나타내는 ‘sain(항상)’ 부사어가 
사용되었고 (55b)에서 현재 시제에 일어나는 일임을 뜻하는 ‘azïr(지금)’ 부사어
가 사용되었다. 보조동사구성은 현재시제 표지를 취할 수 있는 점은 한국어에
도 마찬가지다. 

또한 ‘al(가지다)’의 완료상 가설을 반증하는 예는 과거의 반복을 나타내는 
‘-ču’ 형태소와 동작이 반복적거나 습관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는 ‘-p ǰür(다
니다)’ 보조동사와 거듭 결합할 수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위의 ‘koy(두
다)’, ‘sal(넣다)’와 같은 현상이다. 

(56a)와 (56b)는 석탄을 캐고 사탕무를 걷는 일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
남을 ‘-ču’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는 데서 확인된다. 종결된 동작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6c)와 (56e)에서 ‘al(다니다) 보조동사구성이 

(55) a. Ušul ǰol   menen
This road with

öt-kön       sayïn
pass_by-CON always 

tïyïn-dï
coin-ACC 

tap al-at.
find take-PRES.3SG

‘이 길로 다닐 때마다 동전을 찾아낸다.’

b. 
 

Este-p     tur-ganda
Remember stand-when

azïr
now

sura-p al-ayïn-bï?
ask-C  take-CON-INT

‘기억하고 있을 때 지금 물어 볼까?’ 

(56) a. 80 ǰïl-dar-ï
80 year-PL-P

Kïrgïzstan
Kyrgyzstan

5 million
5 million

ton-don kömür
ton-Abl  coal

kaz-ïp al-ču.
dig-C  take-HAB

‘80 년대에 키르기즈스탄은 석탄을 5백만 톤씩 캐 내곤 했다.’

b. 
 

Murun
before

kol-u   menen
hand-P with

kïzïlča-nï
beet-ACC

ǰïyna-p  al-ču.
gather-C take-PST.HAB

‘예전에 손으로 사탕무를 걷어오곤 했다.’

c. Künügo ele
every day

arak-tï
alcohol-ACC

ič-ip    al-ïp   ǰür-ö-t.
drink-C take-C walk-PRES-3SG

‘매일 술 먹고 다닌다.’

e. ǰayïn-da      ele
summer-LOC even

ǰïluu
warm

kiyin-ip al-ïp  ǰür-ču.
wear-C take-C walk-HAB

‘여름에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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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ǰür(다니다)’와 결합하여 거듭해서 나타났다. 키르기즈어에서 ‘-p ǰür(다니
다)’ 보조동사는 어휘의미와 반복을 나타내는 상적 의미 중에 어느 하나를 실현
하는지 지정하기가 어렵다. 문법화가 일어나서 어휘의미보다 평상시 반복적으
로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복상을 실현한다고 보
면 (56c,e)에서 ‘ič(마시다)’, ‘kiyin(입다)’는 서술어 기능을 하게 되어 “매일 술
을 마셨다.”, “옷을 입었다.”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휘의
미를 실현한다고 보면 ‘ičip alïp(술을 마시고)’ 내포문을 안은 주절의 서술어
(다녔다)의 의미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문법화가 완전히 일어난 ‘ǰat(눕다)’와 같
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반복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에서 ‘ǰep al(먹어 내다)’는 문법화가 완전히 일어나고 진행상만을 나타

내는 ‘ǰat(눕다)’와 함께 실현하고 있다. ‘al’은 [+종결]의 자질을 나타내고 있으
면서 진행상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일은 모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
고에서 이러한 용법은 ‘al’은 ‘소득’의 어휘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본다. ‘künügo(매일)’ 부사어와 공기할 수 있음은 (57)에서 사과를 
먹는 동작들이 매일 일어나는 행위임을 표현한다. 그러나 ‘al’에 의해서 노력이 
수반하는 양태의미에 초점이 놓이면서 ‘성취’가 강조되는 화자의 평가가 부각된
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al(가지다)’은 [+종결] 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선행동
사에 종결의 의미를 추가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종결의 의미는 ‘완료상’의 기
능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54a)-(54e)에서 예문에서 보았듯이 ‘반복상’을 
나타내는 ‘-ču’ 형태소, ‘-p ǰat(눕다)’ 진행상 보조동사, 그리고 다회성 부사어
(‘künügo 매일’)와 공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al’은 [+종
결]의 동작류를 표현하지만 미완료의 환경에서 이러한 자질이 약해지고 양태 
의미가 더 부각되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완료와 미완료의 환
경에서 모두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7)  Men
I

künügo
every day

bir alma-dan
one apple-Abl

ǰe-p al-ïp
eat-C take-C

ǰat-am.
lie-PRES.1SG

‘나는 매일 사과 한 개씩 먹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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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우발 

3.1.4.1. ‘-p ǰiber’, ‘-p ket’
키르기즈어에서 ‘-p ǰiber(보내다)’, ‘-p ket(나가다)’ 보조동사에 의해서 동

작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조
동사가 결합하는 선행 동사에 감정동사, 심리동사가 오는 경우는 대부분이다. 

(58a)는 차 한잔 마시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데 ‘-p ǰiber’ 보조동사가 결

우발 (Momentenaous)
한국어 -

키르기즈어
‘-p ǰiber(보내다)’ 
‘-p ket(나가다)’ 

[+종결]
[순간성]

(58)
  

a. čay-dï
tea-ACC

uurta-p ǰiber-ip
drink-C send-C

sïrt-ka      čïk-kan.
outside-LOC come_out-PST.1SG

‘차 한잔 마셔 놓고 밖에 나갔다.’

b.  Süylö-p
say-C

ǰat-ïp
lie-C  

ïyla-p ǰiber-be-gen-ge
cry-C send-Neg-NMZ-for

öz-ün    karma-dï.
self-ACC control-PST

‘말하고 있으면서 울어 버리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자제했다’

c. Al   ǰaŋïlïk-tï
This news-ACC

ugu-p
hear-C

süyün-üp  ket-ti.
be glad-C  go_out-PST.1SG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d. Beknazar
Beknazar

ayuu-nu    kör-üp
bear-ACC see-C 

korku-p ket-ti.
fear-C   go_out-PST.3SG

‘백나자르는 곰을 보고 겁에 질렀다.’

e. Oroskul
Oroskul

otur-gan zamat
sit-CON  moment

ukta-p  ket-ti.
sleep-C go_out-PST.3SG

‘오로스쿨은 앉자 마자 잠이 들어 버렸다.’

f Beknazar dep
Beknazar QUOT

čïŋïr-ïp ǰiber-di.
yell-C  selnd-PST.3SG

‘백나자르라고 소리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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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해당 동작이 순간적이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추가한다. 이
러한 문장은 “한방에 마셨다.”의 의미가 충분히 파악된다. (58b)는 ‘ïyla(울다)’ 
행위동사가 사용된 문장인데 이러한 행위동사는 내적 시간 구성에 종결점이 없
는 동질적인 동작을 뜻한다. 그러나 ‘ïyla(울다)’ 술어에 ‘-p ǰiber’ 보조동사 구
성이 결합되면 문장 전체가 종결 자질을 나타내게 된다. 보조동사에 의해서 완
성점 도달의 상적 의미 이외 동작이 갑작스럽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어휘
의미도 추가된다. (58b)는 “울음을 터뜨리다.”, “순간 울어 버리다.”로 번역하
면 원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p ket(나가다)’ 보조동사도 동일한 의미기능을 실현한다. (58d)에서는 주
어가 곰을 보고 단순히 무서움을 느끼는 것보다 곰을 보는 순간 무서움이라는 
감정에 순식간에 휩싸였다는 의미가 보조동사에 의해서 표현된다. 한국어에서
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는 별로 없으며 이러한 의미
는 ‘우발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 등의 부사어구를 이용하여 어휘적으로 표현
된다. 또한 감정 의미의 동사인 경우에 ‘빠지다’ 동사를 이용하여 ‘충격에 빠지
다’, ‘사랑에 빠지다’ 등 어떠한 감정에 휘말린다는 의미를 표현하는데 순산성
의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인다. 앞선 논의에서 보듯이 한국어 ‘-어 버리다’, ‘-어 
치우다’ 보조동사는 [+신속성] 자질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을 보았지만 
개인의 직관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다. 

Toktonaliev et al. (2015)에서 키르기즈어 ‘-p ket(나가다)’는 선행동사에 
이동동사가 오는 경우 보조동사가 아닌 접속구성의 통사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때 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가는 이동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필자의 직관에 따라 접속구성에서도 ‘순간성’의 의미가 포
함된다고 본다.

Grashenkov (2012)에서 ‘-p ket’, ‘-p ǰiber’는 술어에 시작상(inchoative)

(59)
  

a. ǰatak abak-tan
prison-ABL

eki  kïlmïšker
two  prisoner

kač-ïp    ket-ti.
escape-C go_out-PST.3PL

‘감옥에서 두 명의 재소자가 도망가 버렸다.’

b.  čïmčïk
bird

uč-up  ket-ti.
fly-C   go_out-PST.3SG

‘새는 날아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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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자질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시작상은 술어가 지시하는 상황이 시작됨을 
나타내지만 사건 자체가 [+종결]의 상 자질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시작이 성립
됨과 함께 사건 자체가 성립된다는 의미가 되어 내부 구성에 종결의 의미를 포
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ïyla(울다)’의 동질적인 동작이 
종결의 자질을 갖게 되어 어휘의미에서 종결점을 나타내게 된다. 

3.1.5. 추진 

한국어와 ‘-어 나가다’와 키르기즈어 ‘-p čïk(나가다)’는 선행동사에 결합하
여 동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남을 뜻하는 의미 기능을 실현한다. 

3.1.5.1. ‘-어 나가다’
한국어에서 ‘-어 나가다’ 구성을 보조동사로 설정한 연구는 허웅(2000), 이선

웅(1995), 박진호(2002) 등이다. ‘-어 나가다’의 의미 기능은 ‘-어 가다’ 보조동
사가 실현하는 의미와 거의 유사한 용법은 나타낸다. 이선웅(1995:81)에서 ‘-어 
가다’는 목표역에 도달한 결과를 강조하지만 ‘-어 나가다’ 보조동사는 진행성이 

추진 Promotive
한국어 ‘-어 나가다’

[+종결], [진행], [추진]
키르기즈어 ‘-p čïk(나가다)’

(60)
 

a. 그는 놀라운 속도로 훌륭한 책을 읽어 나갔다.
b. 단숨에 원고를 쓴 뒤 틈틈이 고쳐 나갔다.

e. Tarïx
History

kitep-ti
book-ACC

tün-ü boyu
night whole

oku-p  čïk-tï-m
read-C go out-PST-1SG

‘역사책을 밤새도록 읽어 나갔다.’

f.  Körgözmö
Exhibition

tur-gan
stand-REL

ar bir
every

süröt-tü
painting-ACC

kara-p čïk-tï-m.
see-C  go out-PST-1SG
‘전시회에 있는 그림 하나 하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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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강하므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나가다’는 ‘가다’와 동일하게 [+이동]의 의미를 갖는 어휘동사이다. 지향점을 
향해 앞으로 진행하는 의미는 접속 구성과 보조동사 구성에서도 그대로 살려서 
사용된다. (61a,b)에서 접속 구성을 이루는 ‘-어 나가다’에서 화자의 기준에서 
앞으로 나간다는 물리적 ‘이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62a-c)에서 ‘나아감’이라는 
의미가 드러나지만 이러한 의미가 보조동사의 추상적 의미로 볼 것인지 본동사
의 확장된 의미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62a,b)는 배우의 인기
와 위기의 ‘나아감’은 추상적 대상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지만 (62c)는 
천둥의 울림은 실질적 이동의 의미로서 ‘나아감’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이다. 

(63a-c)에서와 같이 보조동사 구성에서 실질적인 이동의 의미가 희석해지고 
특정한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 문장에서 ‘가닥가닥’, ‘조
금씩’, ‘일일이’ 등의 부사어가 사용되어 단순한 진행보다 특정한 과정이 집중
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추진’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박진호(2002:83)에서 ‘-어 나가다’에 의해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이라는 ‘나
-(出)’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와 ‘나아감(進)’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로 보았다.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의 의미를 갖는 ‘-어 나가다’와 
결합하는 동사는 대개 자동사이고 ‘나아감’의 의미를 갖는 ‘-어 나가다’와 결합
하는 동사는 타동사인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나가다’ 동사 자체는 자동사임을 주목할 만하다. 즉, 문법화의 초기 
단계에서 같은 자동사와 결합하여 ‘이동’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이용하는 용
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에서 접속동사의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지 보

(61) a. 그는 조용히 뒤로 돌아 길을 걸어 나갔다.
이동b.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뛰어 나갔다.

(62) a. 배우의 인기는 영화와 연극 등에까지 뻗어 나갔다.
나아감b. 초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

c. 천둥 같은 울림이 퍼져 나갔다.

(63) a. 종이를 국수처럼 가닥가닥 오려 나갔다.
집중b. 문제가 뭔지 파악하며 조금씩 고쳐 나갔다.

c. 장 교수는 외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일일이 훑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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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사의 ‘진행’이라는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그
러나 타동사와 결합하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명한 보조동사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선웅(1995:81-82)에서 진행의 의미를 명확히 표시하고 싶을 때에는 ‘가다’
보다 ‘나가다’를 사용하면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
은 문장을 예시했다. 

(64a,b)에서 보듯이 ‘-어 나가다’ 보조동사가 ‘부르다’ 술어와 결합시 자연스
러운 반면 ‘가다’가 결합할 때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논의에서 ‘-
어 가다’ 구성은 ‘종결점까지의 진행’이라는 문맥에서 나타난다고 확인했다. 이
선웅(1995)에서 특징은 ‘-어 나가다’ 용법에서 초점이 과정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다’와 결합하는 데 제약을 나타낸다고 풀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어 나가다’는 [+종결]의 자질을 나타낸다고 본다. 본래 의미인 
‘이동’에서 ‘나아감’, ‘추진’의 의미로 추상화되었는데 본동사와 결합하여 [+종
결] 자질도 추가한다. (65b), (66b)에서 “김치 맛이 시다.”, “어려울수록 점점 
고생하다.”에서는 ‘-어 나가다’가 결합 제약을 나타내는 것은 각각 술어는 ‘추
진’의 의미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66a)에서 발전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닌 ‘꾸준한 시도’와 ‘추진’의 의미로 파악되기 때문

(64) a. 한별이는 노래를 계속 불러 나갔다.(이선웅1995)
b. ?한별이는 노래를 계속 불러 갔다. 

(65) a. 김치 맛이 시어 갔다. 
b. ?김치 맛이 시어 나갔다.  

(66) a. 날이 갈수록 발전해 나갔다.

b. ?일이 어려울수록 점점 고생해 나갔다.

‘V + 나가다’ 선행 동사 의미 기능
‘걸어 나가다’ 자동사 원형 의미
‘퍼져 나가다’ 자동사 확장된 의미
‘고쳐 나가다’ 타동사 추상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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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 나가다’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1.5.2. ‘-p čïk’
키르기즈어에서 ‘-p čïk’ 보조동사의 의미를 [+종결]로 기술하는 논의는 대부

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Mamanov (1949:57-58)에서 “동작의 전 과정을 
마쳤음을 뜻하며 이때 힘을 쓰거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도 함께 내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Toktonaliev et al. (2015:321)에서 동작이 처음부터 끝까
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고 정의하고 있다. Zakharova et al. (1987), 
Kudaybergenov (1980)에서 동작의 종결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한국어의 ‘-어 나가다’에서 파악되는 ‘추진’의 의미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p čïk’ 보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추진’의 의미를 표현하여 [+종결]
의 상적 자질을 첨가한다고 본다. 다음 예문에서는 Toktonaliev (2015)의 정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추진함의 의미가 드러난다. 

(67a,b)에서 책을 번역하는 동작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졌다는 의미
가 드러난다. (67b)의 ‘kara(보다)’ 지각 동사에 결합한 ‘čïk’은 역시 전시회에 
있는 전시품들을 전부 다 보았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kara(보다)’ 단독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 ‘-p čïk’에 의해서 첨가되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의미가 나타나
지 않는다. ‘kara(보다)’는 어휘 의미에서 종결점이 없는 지각동사이다. ‘karap 
čïk’에서 파악되는 종결의 의미는 ‘-p čïk’ 보조동사 구성에 기인된 것이다. 다
음 문장에서 일정한 종결점의 도달함을 나타내고 있다. 

(68a)에서 ‘kayna(끓다)’는 물을 데워서 거품이 바글바글할 때까지의 물의 온

(67)
 

a. Baš-tan
biginning-ABL

ayak-ka čeyïn kitep-ti
end-DAT till book-ACC

kotor-up   čïk-tïm.
translate-C go out-PST.3SG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해 나갔다.’

b.  Vïstavka-nïn
exhibition-GEN

ič-inde
inside-LOC

kïzïktuu
interesting

nerse-ler-din baar-ïn.
thing-PL-GEB all-ACC

kara-p   čïk-tïk.
watch-C  go out-PST.1SG
‘전시회에서 재미있는 것들 모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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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올라가는 변화를 내포한다. ‘-p čïk’가 연결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종결
점에 도달함을 나타낸다. (68b)에서도 ‘kïzar(빨개지다)’는 정도의 변화를 나타
내는 동사와 연결하여 종결점까지의 도달을 내포하고 있다. Yuldashev 
(1965:82)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할 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68c)는 ‘bol(되다)’ 달성동사와 연결하여 역시 종결
의 자질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 예문과 같이 반복의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반복의 문맥에서 종결의 의미가 희석해지며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68)
 

a. Suu
water

kayna-p   čïk-tï.
boil-C     go out-PST.3SG

‘물이 끓여 나갔다.’

b.  Bet-i
face-P.3SG

kulag-ï-na čeyin
ear-DAT   till

kïzar-ïp       čïk-tï.
become red-C go out-PST.3SG

‘그의 얼굴이 귀까지 빨개져 나갔다.’ 

c Men künölü
I     guilty

bol-up    čïk-tï-m.
become-C go out-PST-1SG

‘내가 죄인이 되었다.’

(69)
 

a. Mugalim
teacher

okuuču-lar-dïn   tapšïrma-nï      künügö 
student-PL-GEN  homework-ACC  every day 

tekšer-ip čïg-a-t.
check-C  go out-PRES-3SG

  ‘선생님이 학생들의 숙제를 매일 컴토해 나간다.’

b. Tünü boyu
night through 

kitep-ti    oku-p čïk-tï-m. 
book-ACC read-C go out-PST-1SG

‘밤새도록 책을 읽어 나갔다.’

c. Ar bir adam-dan 
Every person-ABL

suura-p čïk-kan-mïn.
ask-C   go out-PST-1SG.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 보았다.’

d. Akča-nï
money-ACC

al-gan    sayin
take-CON time

eseptep čïg-a-m.
count-C go out-PRES-1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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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a-d)에서 ‘künügö(매일)’, ‘tünü boyu(밤새도록)’, ‘algan sayin(받을 때
마다)’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구가 사용되었다. ‘-p čïk’에 의해서 파
악되는 [+종결]의 상적 의미가 미약해지며 ‘나아감’, ‘추진’ 의미가 더 분명해진
다. Yuldashev (1965:81-83)에서 ‘-p čïk’ 보조동사의 의미를 ‘분열
(fragmentation)’로 규정한 바 있다. (69a)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숙제를 한 
명 한 명 채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69c)에서 어떤 사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 보았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한국어 ‘-어 나가다’와 키르기즈어 ‘-p čïk’ 보조동사는 동일한 어휘의미(go 
out)를 나타내던 동사에서 발전하여 추상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보조동사 
구성에서 ‘나아감’, ‘추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각각의 술
어에 결합하여 ‘추진’이라는 의미를 추가함과 함께 [+종결] 자질을 나타낸다. 
이들 보조동사는 (69)에서 보듯이 반복의 의미가 두드러진 환경에서 ‘추진’의 
어휘적 의미가 더욱 드러나고 [+종결]의 상적 의미가 약해진다. 즉, “선생님이 
학생들의 숙제를 매일 매일 읽고 나아간다.” 어휘적 의미 그대로 사용하는 용
법에 더 가까워진다. 각각 상황에서 어휘의미와 문법적 기능을 선택적으로 나
타내는 양상을 미루어 봐 이들 보조동사가 Smith (1991)에서 규정한 상황 유
형의 개념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결] 자질의 ‘-어 
버리다/두다/놓다/내다/치우다’와 키르기즈어 ‘-p tašta/koj/sal/al/ǰiber’의 
보조동사와 같이 동작류 범주를 형성한다고 본다. 

3.2. 미완료 

미완료상(Imperfective)은 완료상(Perfective)의 대립 개념으로서 상황을 전
체적인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안쪽에서 바라보듯이 내부 시
간 구조를 나타내는 범주이다(Comrie 1976:24). 미완료상은 사건의 전개 과정
에서 작용되는 여러 국면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진행, 반복, 지속 등 여러 상적 
의미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Comrie (1976:26)는 기존 연구에서 영어에서
와 같이 진행 중인 사건(‘John was working’)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John used to work here.”)처럼 진행상(Progressive)과 습관상(Habitual)을 

‘돈을 받을 때 마다 세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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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형태가 존재하여 미완료상을 두 가지 독립 개념으로 양분하는 관례가 
있으나 이 두 영역은 사실 하나의 총체적인 개념(single unified concept)에 
소속된다고 보았다. 이 사실을 습관이나 진행이 변별되는 독자적 범위가 아닌 
단일한 개념에 융해되는 언어 현상에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했다.

 
위의 러시아어 ‘čital’과 프랑스어 ‘lisait’는 각각 미완료상(Nesoveršennyj 

vid, Imparfait)을 나타내고 진행, 습관, 반복 등 미완의 하위 의미를 문맥에 
따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화가 매우 진행된 러시
아어에서는 상이 형태화되어 완료·미완료 표지에 따라 양분 대립하는 문법범주
로 발달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어에서 시제표지와 별도로 완료·미완료의 두 
개의 상 표지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동사 어간에 실현시켜야 한다. 형태·통사적 
방법에 의해서 다양한 상적 의미를 두루 표현할 수 있는 기타 로망스나 게르만 
언어들과 달리 러시아어 상은 순수하게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굴절형태에 
의해 실현된다. 문법화를 완벽하게 거쳐 다양한 상황들을 두 개 상으로만 나타
내야 하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체계에서는 역으로 미완료상의 범위는 많은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다중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진행, 지속, 과정, 상태 가운데 선택은 언제나 문
맥에 의존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완료·미완료의 개념은 문법 형태소로까지 발달한 러시아에서도 미완
료상은 여전히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에 속한다. 이는 문법화 정도가 진행
될수록 해당 형태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바뀌는 문법화의 일반적 방향과 
동일한 양상을 반영해 주지만 시제, 법, 인칭, 수 등과 같은 문법범주만큼 상의 
의미 기능을 명료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제3장에서 많이 다루었듯이 완료
상이 전체성, 한계성, 종결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의 전체로
서 파악된다면 한계와 종결을 함께 포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

(1) a. French ‘il lisait’

‘그는 읽고 있었다’
‘그는 읽곤 했다’

b. Russian ‘on čital’
c. Bulgarian ‘četeše’
d. Modern Greek ‘diaváze’
e. Georgian ‘is ķitxulobda’



- 101 -

나  각각의 전개 모습과 실현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지속·진행·습관·반복·상태 
등의 의미 범위가 서로 겹쳐지기도 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해서 이들의 
의미를 통틀어서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ybee et 
al. (1994:126)에서도 미완료상과 현재시제는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치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아래 Comrie(1976:25)에서 완료·미완료 구분
과 미완료상이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는 도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표 10> Comrie(1976:25)의 상 분류 체계

상과 시제는 독립된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
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미완료상은 현재 시제와의 영역이 많이 
교차되어 현재 시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황을 현재시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진행이라는 상적 의미
를 현재시제와 미완료상이 같이 담당하여 실현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스페인
어에서 진행상은 현재시제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
다. 이들 언어에서 진행상이 수의적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어와 키르기즈어에서는 진행상 사용은 필수적이다. 

(2) a. -Qué haces? Estudias? -지금 뭐 해요? 공부해요?
 -No, miro televisión. -아니 티비를 봐요.

b.  -Qué haces por las noches? -저녁마다 뭐 해요?
-Miro televisión.
(Bybee1994:126)

-티비를 봐요.

Aspect

  Perfective Imperfective

Habitual  Continuous

Progressive Nonpro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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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과 현재시제의 용법이 겹쳐지는 현상은 진행상의 문법화 정도가 더 전
진됨에 따라 기능이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바뀌면서 의미영역도 현재시제
까지 넓혀 가는 결과이다. 영어의 진행상(Progressive)이 몇 세기에 걸쳐 현재
시제(Simple Present)의 범위를 규칙적으로 침범하여 현재시제 문법소의 기능
을 이어받아 해당 의미를 대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오늘날 영
어의 “I am taking swimming lessons these days.”와 같은 문장은 ‘be 
V-ing’ 진행상 구성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에 있는 상황뿐만 아니
라 현재 발화시를 포함하는 확대된 시간 폭에서 반복되거나 평소에 있는 일이
라는 의미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Bybee et al. (1994:127)에서 많은 언어를 통시적으로 대조·분석하고 진행상
의 문법화 진척 정도가 높아감에 따라 더 확대된 시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황
을 나타내는 지속상(Continuous)으로 발달하고, 지속상에서 더 발전하여 미완
료상(Imperfect)이나 현재시제(Present)를 나타내게 되는 점진적인 진화과정을 
다음 (4)과 같이 제시했다. 이러한 진행상의 문법화 과정은 터키어, 드라비드어
(Dravidian), 켈트어(Celtic)에서 확인되었는데 4.2.1에서 후술하겠지만 키르기
즈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4)  Progressive ->  Continuous ->  Imperfective/Present

키르기즈어 진행상을 담당하는 ‘-p ǰat(눕다)’ 통사적 구성은 접어화를 거쳐 
구어체에서 음운 축약해서 ‘wat’으로만 사용된다. 형태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지만 의미 측면에서도 현재시제를 기능을 떠맡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완료상을 현재시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야 하는 것은 이 두 개념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3) a. -What are you doing now? 
Studying?

-Azïr emne kïlïp ǰatasïn?
-ǰok, televizordu karap

-No, I’m watching television.  ǰatam(Prog)

b.  -What do you do in the 
evening?

-Kečinde emne kïlasïn?
-Televizordu karaym(PRES)

-I watch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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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지속

범언어적으로 진행상을 나타내는 우언적 구성들의 대부분은 장소를 나타내
는 표현에서 파생된다. Bybee et al. (1994)에서 79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상을 
언어유형론적으로 연구한 결과  진행상 형태에 해당되는 구성들이 장소적 근원
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Heine, Claudi, Hünnemeyer (1991)의 백 
개 이상의 아프리카 언어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사실은 진
행상이 범언어적으로 장소나 위치적 표현으로부터 발달하는 강력한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소적인 의미는 ‘sit’, ‘lie’, ‘stand’ 이른바 자세
동사(postural verb)에 의해서 표현되거나 소재(Location)의 의미를 뜻하는 ‘-
에 있다(be at)’, ‘-에 머무르다(stay)’와 같은 동사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전자
는 키르기즈어 보조동사들의 근원이 된 경우이며 후자는 한국어 진행상을 이루
는 ‘-고 있다’ 구성의 근원이 된 경우이다. 

Bybee et al. (1994) 연구에서 진행상이 장소적 의미가 포함된 근원에서 발
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태동사에서 파생된 구성은 소수의 언어에 한해서
만 확인되었다. 영어의 ‘be V+ing’ 계사와 동명사로 이루어진 진행상 구성과 
한국어 ‘-고 있다’도 이 소수의 언어들의 경우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상태(존재)동사에서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가리키는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문법화 초기 단계에 처소적인 의미에서 출발한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
했다. 이는 다른 많은 언어에서 보조동사이든, ‘at, in, on’ 등의 처소적 의미의 
후치사나 전치사든 어떤 형태로도 장소적 의미의 요소가 대폭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be V+ing’도 유형론적 일반성에 따라 장소적 의미로부터 기원되
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Jespersen(1949:168)에서 중세영어에서 처소 전치사
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영어 ‘be V+ing’ 구성도 ‘be on V+ing’ 구성이었을 것
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장소적 근원을 강조했다.

지속 (Continuous) [-종결]

진행 (Progressive)
습관 (Habitual)
반복 (Iterative)
상태지속 (Stative)

한국어 ‘-고 있다’, ‘-어 있다’

키르기즈어
‘-p ǰat(눕다)’, ‘-p otur(앉다)’
‘-p tur(서다)’, ‘-p ǰür(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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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소적 근원은 진행상의 본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본래의 장소적
인 의미를 나타냈던 구성은 “어떠한 것을 하는 가운데에 있다(in the midst of 
doing something).”라는 의미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체를 필요로 하
는 동태(dynamic) 술어와 연결했다. 특정한 장소에 한하여 사용되었던 구성들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의 의미전이가 이루어진 이후의 문법
화된 구성에서도 진행중인 상황(on-going activity)은 원칙적으로 동태술어와
만 결합한다(Dahl 1985:93). 한국어와 키르기즈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상을 나타내는 형식들이 많은 문맥에서 사용됨에 따라 
상태술어와도 연결해서 상태 지속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영어 ‘live’, 한국어 
‘살다’, 키르기즈어 ‘ǰaša(살다)’ 등의 상태술어가 진행상 통사적 구성으로서 사
용될 수 있는 것은 진행에서 의미확장이 되어서 상태지속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태동사는 정태적이거나 영구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동태적인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대립 관계에 있는 언어
에서는 정태적 환경에서 진행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영어의 ‘I live at 6 
Railway Cuttings’는 영속적인 거주를 나타내는데 ‘I’m living at 6 Railway 
Cuttings’에서와 같이 진행상으로 사용된 것이 일시적 거주함을 나타낸다
(Comrie1976:37).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상태술어가 진
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고 있다’, ‘-p ǰat’ 구성들이 표현하는 의미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Bybee et al. (1994) ‘진행상 -> 지속상’ 
문법화 진화 방향성에 따라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진행상은 동태술어와 결합할 수 있는 제약을 갖고 있지만 지속상
(Continuous aspect)은 한걸음 더 추상화된 개념으로서 이러한 제약이 느슨해
지는 것이다. 특히, 현대 한국어 ‘-고 있다’가 상태술어와 매우 자연스럽게 그

(5) a. He is on hunting.
 He was a-coming home.

(6) a. I am living at 6 Railway Cuttings. (Comrie 1976:26)
b. 나는 시골에 살고 있다.
c. Men ayilda ǰašap ǰa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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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매우 높은 빈도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면 지속상 표지로까지 발달
했다고 볼 수 있다(박진호2002:52). 

키르기즈어에서 지속상은 ‘ǰat(눕다)’, ‘otur(앉다)’, ‘tur(서다)’ 자세동사
(posture verb)와 ‘ǰür(다니다)’ 이동동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전통문법에서 현
재지속시제(Настоящее продолженное время)로 기술되어 왔다16). 이 4개
의 동사는 어휘의미를 나타내는 독립술어의 기능을 하지만 보조동사 구성에서 
진행과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각 동사는 어휘의미의 미
묘한 차이와 문법화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 ‘ǰür(다니다)’는 다른 동사에 비하여 어휘의미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존하고 있어서 상적인 의미 기능을 실현한다기보다 확대의미로 봐도 좋을 정
도로 문법화가 진전도가 낮은 동사이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보조동사들은 어휘적인 의미를 완벽히 소실하고 진행이
라는 특정한 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7a) 예문에서는 본동사 ‘bar’(가다)와 보
조동사 ‘ǰat’(눕다)는 가는 동작과 눕는 동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조동사구성
에서 두 동사가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은 ‘ǰat’(눕다)가 어휘적인 의미를 완전히 

16) Ahmatov T. et al.(1975) ‘키르기즈어’, Zakharova O. et al., (1987) ‘키르기즈 문어 
문법’, Kudaibergenov S. et al., (1980) ‘키르기즈어 문법’ Akmataliev A. et al. 
(2015) ‘현대키르기트어 형태론’.

(7) a. ǰoomart
Joomart

šaar-ga
city-DAT

ǰalgïz
alone

bar-a ǰat-a-t.
go-C  lie-PRES-3SG

‘조마르트는 도시로 혼자 가고 있다.’

b. Artïŋdan čurka-p tur-ganča
after    run-C  stand-than

öz-üm
self-P 

ǰasa-p al-a-m.
do-C  can-PRES-1SG

‘(너를) 따라 뛰어다니고 있느니 스스로 해 내겠다.’

c.
 

Baldar
children

koro-do
yard-LOC

oyno-p otur-uš-tu.
play-C sit-MUT-PST.3PL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d. Azamat
Azamat

bazar-da
market-LOC

sooda
trade

kïl-ïp ǰür-ö-t.
do-C walk-PRES-3SG

‘아자맛은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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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했기 때문이다. (7b)에서 마찬가지로 ‘čurka(뛰다)’와 ‘tur(서다)’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보조동사 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tur’가 
추상화되어 특정한 문법기능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7c)의 ‘oinop otur-’ 보조
동사 구성은 ‘놀고 있었다’로 번역해도 되고 ‘앉아서 놀았다’로도 번역해도 되
는데 이러한 문장은 반드시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앉아서 하는 동작이라는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는 화자가 당장 하고 있
는 행위라는 의미가 일반화되어 진행의 의미로까지 문법화된 것이다. (7d)의 문
장은 ‘시장에 장사하러 다닌다’로 원래의 의미 그대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
다. 그러나 이 문장을 듣는 키르기즈어 화자는 ‘ǰür(다니다)’에 의해서 파악되는 
이동의 의미보다 아자맛은 시장에서 장사하며 산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ǰür(다
니다)’ 동사의 어휘의미에서 어떠한 곳에 반복적으로 이동한다거나 같은 패턴으
로 뭔가를 한다는 습관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서 동사의 하나의 다의적 용법
으로 파악해도 좋다. 따라서 (7)의 a, b, c, d 순으로 제시된 예문은 문법화 정
도에 따른 순서이기도 하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키르기즈어에서 ‘ǰat(눕다)’는 
가장 문법화된 보조동사이다. 

키르기즈어 ‘ǰat’, ‘otur’, ‘tur’ 동사들은 문장에서 신체의 특정한 자세를 취
하고 있는 상태나 동작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문장의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 
소재(Location)와 존재 의미(existential meaning)를 나타낸다. 장소적인 어휘
의미를 나타내는 이들 동사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보조동사 구성에서 진행
상적 문법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Bybee et al. (199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른 많은 언어에서 진행상 표지들이 장소적인 근원에서 출발하는 
범언어적인 동향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8) a. Kiyim-der
cloth-PL

ǰer-de
floor-LOC

ǰat-at.
lie-PRES.3SG

‘옷이 바닥에 있다.’

b. Apa-m 
mother-my

üy-do 
home-LOC

baldar menen
kids    with

otur-at.
sit-PRES.3SG

‘엄마는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계신다.’

c.
 

Kitep
book

stol-dun  üst-ündö 
table-GEN above-LOC

tur-at.
stand-PRES.3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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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man et al, (2002:12-21)17)에서 인도유럽어(스페인어, 네덜란드어)를 
비롯하여 나일로 사하라언어(Mbay), 코이산언어(Kxoe),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Tunica), 오스트렐리아 등의 많은 언어에서 ‘sit’, ‘stand’, ‘lie’ 자세동사는 시
제·상·법 표지(TAM marker)로 발전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같은 세계를 공유하
는 사람의 경험이 언어학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들 동사들
이 나타내는 범언어적인 유사성을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experiential reality)
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루었다. 

자세동사의 원형(prototypical)의 의미는 사람의 3개의 상태와 연관되어 이
러한 경험적 요인들이 언어에 상호작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예로 서는 

17) Newman et al. (2002)에서 많은 연구를 종합하여 세 개의 자세동사에 의해서 실현되
는 상적인 의미를 제시했는데 본고에서 <표12>와 같이 여러 어족별 한 언어씩 제시하기
로 한다. ‘sit’, ‘stand’, ‘lie’ 중에 문법표지로 발전한 동사는 언어마다 다르고 실현되는 
의미도 진행상, 습관상, 지속상(durative) 등 각각 언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11> 언어별 진행상 표지

 
Newman et al. (2002)에서 이 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많은 언어의 자세동사 의미
확대 현상을 연구했다. 그 예로 스페인어 estar (<‘stand’)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거나 
과거분사와 함께 실현될 때 동작의 결과 상태를 표현한다. 또한 네덜란드어 liggen te 
(<‘lie’) 신체의 자세의 의미를 함축하면서 습관의 의미로 사용된다. 음바이어(Mbay)에서 
‘ndì(앉다)’, ‘dà(서다)’는 보조동사 용법에서 본동사에 진행의 의미를 부과하는 의미 기능
을 담당한다. 코이산어(Kxoe)어에서 현재시제 분사 ‘nuè’는 ‘nṹĩ(앉다)’에서, ‘-tè’는 ‘tɛ, 
tĩ(서다)’에서 유래되었으며 각각 앉은 자세, 서는 자세에 있는 동안 실현되는 행위를 나
타낸다. Urubu-Kaapor어와 Wardaman어에서 진행상 표지는 자세동사에서 파생되었
다. 진행상의 의미 기능은 선행동사와 보조동사가 동일한 자세동사인 경우에 더 분명하
게 드러난다.
(i) wapuk   u-ĩ
   3.sit     3-sit.AUX
   ‘He is sitting.’ (Urubu-Kaapor, Kakumasu 1986:386) 
(ii) margula     yurrb-a     Ø-jingi-ndi-yawu
   old man.Abs stand-Suffix 3SG-sit-PST-Nar
   ‘The old man was standing.’ (Wardaman, Merlan1994:537)

Family Language ‘sit’ ‘stand’ ‘lie’
Germanic Dutch habitual progressive habitual+poster 

meaning
Romance Italian progressive
Khoisan Kxoe Present/progressive + 

posture meaning(suffix)
Present+posture 
meaning

Present/habitual+po
sture meaning

Nilo-Saharan Nobiin durative
Tibetic Tibetan progressive
Altaic Tatar progressive progressive
Gulf isolate Tunica progressive progressive
Yolngu Djapu durative durative durative
Oceanic Manam progressive persistive

‘책이 책상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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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standing position)는 수직의 자세이며 감각운동의 통제(sensorimotor 
control)가  최대한 사용된 자세이다. 두 다리로 서는 사람은 물론, 동물이나 
건물, 다리가 있는 기타 사물에 대해서도 서는 자세가 파악되며 자세동사가 사
용된다. 이와 반대로 눕는 자세(lying position)는 수평의 자세이며 균형과 감
각운동의 통제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세이다. 길고 평평한 면적을 갖는 사물
인 매트리스, 종이, 옷 등이 눕는 자세로만 파악되고 공간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앉은 자세는 서는 자세와 눕는 자세의 중간의 자세로서 상체는 수직
이며 하체는 수평의 자세를 취하고 대부분 경우에 사람과 동물에 한해서만 사
용된다. 앉고, 서고, 눕는 자세(sitting, standing, lying)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며 언어마다 가장 일반적인 어휘로서 사용된다(Lichtenberk 2002:273). 수
직이건 수평이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간 자세에 대한 정보는 일정한 공간
을 차지함과 동시에 시간적 차지함으로 인지된다. 시간적인 구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시간의 지속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화자마다 시공간을 인지
할 때 이러한 의미의 생성 과정의 시나리오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파악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자세동사가 범주화되어 진행의 표지로 나타나는 보편
적 현상에서 뒷받침된다. 

Kuteva (1999:205)에서는 자세동사가 상표지로 바뀌는 선행조건은 해당 동
사가 ‘물체의 공간적 자세(spatial position)에 대한 무표적이고 전형적인 표현 
장치’로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용법은 자세에 대한 의미가 탈
색되면서 상적 의미 기능을 떠맡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Foley 
(1986:145)에서 파푸아 제언어(Papuan languages)의 ‘stay’, ‘sit’, ‘stand’, 
‘lie’ 동사는 내재적으로 시간의 지속을 함의하고 기본적으로 순간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지속적인 상태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의미적인 자질은 시
간에서 확대(extended in time)된 문법적 표지로서 실현할 수 있는 자격을 보
강한다고 했다(Lichtenberk 2002:273 재인용).

자세동사가 지시대상에 대해서 이용될 수 있는 범위는 인간 > 동물 > 사물 
순서에 따라 각각 언어마다 정해져 있다. 한국어에서는 ‘서다’는 건물, 가로수
와 같은 수직의 대형물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자세 의미를 
많이 포함하며, ‘눕다’와 ‘앉다’는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자세의미로만 사용된
다. 따라서 한국어 자세동사는 기본적으로 자세를 의미하고 소재나 위치의 의
미의 전형적인 동사는 ‘있다’이며 흔하지 않지만 ‘위치하다’, ‘소재하다’도 사용
된다. 영어인 경우에 물체의 공간 속에서 파악하는 과정에 따라 특정한 사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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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사용되는데 역시 제한적이다. 

이와 반면에 키르기즈어 장소를 뜻하는 사전적인 동사는 ‘tur(서다)’ 뿐이다. 
더군다가 위치의 의미를 표현하는 절 자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며 동사 없이 
문장을 이룰 수 있다. 

키르기즈어에서 ‘어디에-질문문’(where-question)과 이의 답변에서 ‘tur’, 
‘ǰat’, ‘otur’가 사용된다. 모든 동사는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제한이 없지만 사
물에 대한 장소의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 ‘ǰat(눕다)’가 가리키는 대상이 수평의 
자세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otur(앉다)’는 사용되지 않
는다. Lichtenberk (2002:310)는 자세동사가 소재의 의미로 표현되는 언어는 
반드시 문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법표지로 발달한 언어에서는 소
재의 의미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문법화 경로를 
제시했다.

(11) Posture > Locative/existential > Aspectual

키르기즈어 4개의 보조동사에 의해서 파악되는 의미는 자세 > 소재/존재 > 
(지속)상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상의 문법 범주로서의 의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성과 비슷한 형식을 이루는 다른 구성이 있다면 지속이나 과정의 의
미가 파악된다고 해서 똑같이 지속상의 문법 범주 기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
다. 키르기즈 전통문법에서 이들 동사는 ‘-p Vaux’ 통사적 구성으로서 같은 
무리에 묶고 기술되어 왔는데 이들 중에 문법화 진행이 완전히 이루어져 문법 
형태소의 기능을 하는 보조동사와 분포상 제약을 보이거나 문법 의미와 어휘 

(9) a. The snail is sitting on the bottom of the pond.
a’. ?The clothes are sitting on the floor.

b.  A precious vase stands on the piano.
b’. ?The TV stands on a desk in our house.

(10) Apa-m    üy-dö.
Mom-my  home-LOC
‘엄마는 집에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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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사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요소들이 있어 이를 정확하게 밝히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 중에 각각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과 선행동
사의 상적 자질에 의해서 형성되는 합성의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
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들 보조동사의 정확한 정의
와 선행동사의 상자질에 따른 분석을 하기로 한다.  

자세동사는 상태적 쓰임에서 강력한 정태성과 연상되고 상태를 나타내는 전
형적인 동사(Givón 1984:51)이지만 동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용법도 있다18). 
언어마다 이 두 용법은 구별하는 장치가 있는데 키르기즈어에서 격접사에 의해
서 구별한다. 한국어에서 상태적 쓰임은 ‘-어/고 있다’ 구성에서만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3.2.1.1에서 하겠다. 

3.2.1.1. ‘-고 있다’

한국어 상과 시제를 논함에 있어 ‘-고 있다’와 ‘-어 있다’에 대한 논의가 상
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 보조용언 구성을 이루고 있는 
‘-고’, ‘-어’, ‘있다’ 각각의 요소 의미 기능의 분석을 시작하여 보조동사 구성
이 결합하는 동사의 상자질과 관련지어서 분석하는 논의, 부사 등의 결합관계 
각각 상황유형에 따라 기능을 파악하고자 하는 논의까지 세밀하게 분석되었다. 
특히, 상 표지로 설정된 ‘-고/어 있다’는 동작류 논의에서 중심이 되었다. 

‘-고 있다’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서는 진행상을 뜻하는 것으로 설
명되고 있다.  외국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의미와 용법 면에서 즉각
적으로 진행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만큼 ‘-고 있다’의 전형적인 용법은 진행
에 있다는 것이다. 진행의 의미는 행위동사와 완성동사와 결합할 때 나타난다.

18) 키르기즈어에서 자세동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동작과 상태는 이들 동사구의 논항의 격표
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구의 논항에는 ‘-ga’ 여격 접사가 결합되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구의 논항에 ‘-da’ 처소격 접사가 결합된다. 논항에 결합하는 격접
사에 따라 ‘ǰat’, ‘otur’, ‘tur’ 자세동사의 동태적 용법과 상태적 용법이 구별된다.  

a) Men ǰer-ge(DAT) oturam. 나는 바닥에 앉는다(동작).
b) Men ǰer-de(LOC) oturam. 나는 바닥에 앉아 있다(상태).

a)는 ‘ǰer(바닥)’에 결합하는 여격 접사는 바닥이라는 곳을 도착점 혹은 종결 지점의 의
미를 부여한다. 동작주가 바닥에 앉은 이후 완성점을 도달하여 행위가 종결된다. 반면에 
처소격 접사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고 ‘ǰat’, ‘otur’, ‘tur’ 자세동사는 한계와 무관하게 
해당 자세로 있는 상태지속을 나타내고 언제 종결되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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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문맥에 따라 습관, 진행, 반복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기동(1978:365)에서 위의 세 문장을 꿰뚫고 흐르는 의미는 잠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 경우는 ‘-고 있다’ 결합하지 않고 ‘-는다’로 표현해도 본래 의
미 변화 없이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고 있다’ 구성이 연결할 때 
잠정성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특정한 시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동작임을 더 강
조하여 나타낸다.19) 

‘-고 있다’는 앞에서 연결하는 술어에 형용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허용하
고 있으나 동사나 부사어의 어휘적 의미, 논항의 격 표지 등의 문맥적인 요소
에 따라 ‘진행’, ‘반복’, ‘정태’, ‘결과상태지속’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장의 다른 성분들의 상적 자질을 함께 논
의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일부 의미 기능을 ‘-어 있다’와 분담하여 실현하는 
점이 있어 ‘-고 있다’에 의해서 실현되는 의미는 각각의 상황유형 안에서만 파
악해야 한다. 3.1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유형은 동사의 내재된 상자질
과 연결하는 ‘-고 있다’의 결합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래는 순간, 완성, 달
성 동사의 상적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고 있다’ 구성
과 통합해서 산출하는 의미를 고찰하기로 한다.

19) 서정수(1976:00)에서 진행 의미의 ‘-고 있다’를 분리할 수 없는 보조용언으로 보며 ‘고2 
있다’를 완료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고서 있다’, ‘-고 나서 있다’와 같은 분리가 가능
한 구성으로 처리했다. 그는 ‘-고 있다’는 ‘-어 있다’와 마찬가지로 ‘-고서 있다’를 거쳐
서 ‘-고 있다’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본다.  

(13) a. 그는 (요즘)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 습관

b. 그는 (지금)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 진행

c. 그는 (자꾸)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 반복

(12) a. 일을 끝내고 집에 가고 있다.

진행
b. 제비가 한옥처마 밑에 집을 짓고 있다.

c. 저녁식사하고 후식을 먹고 있다.



- 112 -

(14)에서 모든 동사는 [+순간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반복이라는 의미로
만 해석된다. 순간(semelfactive) 동사는 과정이나 진행을 드러내기에 불가능한 
시간 폭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의미한다. 공을 던지거나 기침하는 것은 시작단
계와 끝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시간의 내
부적 구성(internal constituency)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러한 동사와 연결되
는 ‘-고 있다’는 시간적으로 지속이 없는 순간동작들을 복수 행위로 만들고 반
복의 의미를 산출한다. Comrie (1976:42)에서 순간성(punctuality)은 미완료상
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짧은 지속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미완료상과 조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He is coughing.”에서와 같이 진행상 표지와 연결될 경
우 순간 동작들이 일련의 사건(series of coughs)을 만들고 미완료의 쓰임에서 
‘반복’의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하다(Comrie 1976:42). 한국어도 이러한 일반 
경향성을 벗어나지 않았다. ‘차다’, ‘두드리다’, ‘썰다’, ‘때리다’, ‘꼬집다’ 등의 
동사들은 ‘-고 있다’를 취하고 반복을 나타낸다.  

그러나 선행용언으로 올 수 있는 동사 중에 순간 자동사가 결합제약을 나타
낸다. (14d’)에서는 풍선 하나가 터지고 나면 반복적으로 다시 터지지 못하기 
때문에 비문이다. 하지만 (14d)에서와 같이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 이 제약이 
또한 해지된다. 이렇게 여러 동작주에 의해서 일어나는 동작의 되풀이에서 사
태의 복수성을 통해서 반복의 해석을 촉진하고 시간의 폭을 인식하게 만든 것
이다. 주어가 단수인 순간 자동사는 ‘-어 있다’(터져 있다) 보조동사 구성에 의
해서 자유롭게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2.2.1에서 다루기로 한
다. ‘-고 있다’는 순간 타동사와, 주어 논항이 복수인 자동사와 연결시 제약을 
나타내지 않고 일련의 동작들을 합쳐서 하나의 지속적 상황(durative 
situation)으로 늘리면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고 있다’가 문법화
된 구성임을 보여 준다는 점을 지목할 만하다.  

(14) a. 로마 트레비분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있다.

반복

b. 계속 기침하고 있어서 가습기를 구매했다.

c. 엄마가 아이의 뺨을 때리고 있는 동영상이 인터넷
을 뜨겁게 달구었다.

d. 호황의 샴페인은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d’.✤ 샴페인 한 병이 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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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일부 용법 중에서 정태적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박진
호(2002:54)에서 ‘-고 있다’에 의해서 실현되는 정태상을 따로 구분하기도 했
다. 

형용사는 ‘속성’(property)의 의미를 표현하므로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와 충
돌을 일으켜 본질적으로 ‘-고 있다’와의 결합을 허락하지 않는다(15a,a’). 그러
나 언중에서 사용되는 회화와 드라마 등에서 소수의 경우이지만 형용사와의 연
결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15b,b’). ‘-고 있다’는 정태술어와 결합하여 지속을 
나타내듯이 형용사와 연결할 때도 지속을 강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
상의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용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속성은 영구적인 개
념이기에 특정한 시간폭을 갖는 지속적인 상황과 모순이 되어 비문이 된다. 그
러나 지속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면 형용사는‘-고 있다’와 결
합하여 현재의 상태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다(박진호
2002:54). (15b)는 사법부에 갔을 때의 잠잠하고 있는 상황과 (15b’)도 역시 특
정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속성의 표현
이 아닌 제한된 시간 속의 상황이라는 배경이 충분히 전달되는 환경을 전제로 
하는 경우이다. 또한 형용사 중에서도 ‘상태’나 ‘상황’과 어울리는 것들만 ‘-고 
있다’를 취할 수 있다. (15b,b’)는 “잠잠한 상황에 있다.”, “그들은 급급한 상태
이다.”로 바꿔 말할 수 있지만 (15a,a’)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상
황.”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는 상황이
다’로 환언이 가능하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합 여부가 결정되는데 본고

(15) a. ✤신부의 한복이 너무 예쁘고 있다.

정태

a’.✤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있다.

b. 서 위원장은 사법부에 갔으면 잠잠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b’.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은폐하기 위해 여론 조작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c. 무서운 현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c’.그의 시선은 10년후를 향하고 있다.

d. 집에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지.
d’.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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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과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위의 (15c,c’) 예문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  

(15c,c’)의 동사는 상태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다’와의 결합이 가능하다(‘둘
러싸여 있다’, ‘향해 있다’). ‘-어 있다’는 피동사와 자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
고 사용이 제한적이다. ‘둘러싸다’, ‘향하다’, ‘인접하다’, ‘에워싸다’, ‘접하다’ 
위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는 문맥에 따라 정태 상황에 있음을 함축할 수도 
있고 동태적인 변화를 함축할 수도 있다. (15c, c’)의 예문은  전자 경우에 해
당되지만 같은 술어를 이용하여 ‘무장 경찰들이 범인을 둘러싸고 있다’로 바꾸
면 동태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바뀐다. 또한 목적어를 취할 수도, 취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양면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동사들의 자·타동 양용 
속성을 모두 갖춘 점을 감안하면 왜 ‘-고 있다’, ‘-어 있다’와의 결합을 모두 
허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두 경우는 정태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로 한다.20) 위의 (15d,d’) 예문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

(15d,d’)는 ‘웅크리다’, ‘도사리다’, ‘(가슴을) 펴다’, ‘(팔을) 뻗다’ 이른바 자
세(posture) 동사는 마찬가지로 정태 상황을 나타낸다. 박진호(2002:57)에서 이
러한 동사들은 결과상적 해석을 낳을 수도 있지만 사태가 과거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맥적 요인이 존재할 때 정태상으로 해석이 촉진된다
고 보았다. 앞에서 범언어적으로 진행상 표지들은 장소나 위치적 표현으로부터 
발달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용언 ‘있다’는 ‘존재’의 의미를 가
지고 있지만 ‘위치’, ‘장소’의 의미도 포함한다. 이러한 처소적인 의미에서 쉽게 
유도되는 것은 ‘상황’이나 ‘상태’이다. (15b-d)의 모든 예문은 ‘잠잠한 상태’, 

20) ‘둘러싸다’, ‘향하다’, ‘인접하다’, ‘에워싸다’, ‘접하다’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 
용법과 목적어 없어도 실현될 수 있는 자동사 용법을 모두 갖추었다. 이 동사들은 별개 
형태론적 표시 없이 자타양용 속성을 드러내지만 이 중에 ‘둘러싸다’는 ‘-이-’ 피동형 굴
절어미를 부착하여 타동사에서 피동사로 전환된다.

i) 저 대포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ii) 사람 물결이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다.   

(15) d.  집에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지.
d’.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15) c.  무서운 현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c’. 그의 시선은 10년후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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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상태’, ‘웅크린 상태’ 등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본용언 ‘있다’의 어휘
적인 의미의 일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 ‘-고 있다’는 단
순히 진행상 표시에서 정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속상 표지로까지 진행되
어 온 것임을 보여 준다.  

위에서 논의했던 ‘-고 있다’ 보조동사 구성이 행위동사, 순간동사와 연결하
여 합성적으로 생성하는 ‘진행’, ‘반복’, ‘정태’의 의미는 미완료상이라는 큰 프
레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었다. 그러나 ‘-고 있다’가 특정한 술어와 연
결하여 흔히들 ‘결과상’, ‘완료상’, ‘결과지속상’이라고 불리는 의미 기능을 실현
하는 용법도 있다21). 본고에서는 ‘-고 있다’에 의해서 미완료상의 하위 개념인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동일한 우언적 구성에 의해서 이와 대
립되는 ‘결과’나 ‘완료’의 의미가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
고 있다’가 연결하는 술어의 자질에 의해서 완료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해당 술어의 내재된 자질이며 문장의 술어 전체적인 의미는 
미완료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으로 결과지속이나 완료의 의
미가 파악되는 술어에는 심리술어와 재귀성 술어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른바 ‘완료상태 지속’(손세모돌1996:151)의 의미는 다음 (16)와 같이 심리
동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고 있다’는 심리동사와 연결하여 아는 중이거나 잊는 중인 과정이나 진행
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해당 동사는 상태를 나타
내고 종결의 상자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앎’이라는 상태로 즉각 변하고 한계를 도달하게 되어 있다. ‘알다’, ‘모르다’, 

21) 이지양(1982:60) ‘완료된 상태의 지속’, 박진호(2012:52) ‘결과상’, 박선옥(2005:158) ‘완
료후 상태 지속’, 손세모돌(1996:151) ‘완료 상태 지속’, 김정남(0000:167) ‘결과지속상’, 
박덕유(2006:200) ‘완료상’, 고영근(2004:295) ‘-고2 있다’ ‘완료상’, ‘-고1 있다’ ‘진행상’, 
김천학(2006:366) ‘완료’로 기술했다.

(16) a.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상태지속

b. 친구 생일을 깜빡 잊고 있었네요.

a’.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중이다.
b’. ✤친구 생일을 깜빡 잊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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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다’ 등의 심리동사들은 앞에서 보았던 행위동사나 완성동사와 비교할 때 가
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완료점을 도달한 후 그 결
과 상태가 유지됨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아는 상태의 지속’, ‘잊은 상태의 지
속’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 이 때문에 이러한 심리술어와 결합하는 ‘-고 
있다’는 일반적으로 ‘완료된 상태의 지속’, ‘결과지속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
주되어 왔다. 김종태(1986:486)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고1’와 결과를 나타내는 
‘-고2’로 양분하여 각각 구성을 동시성구조와 계기성구조로 명명한 이래 완료된 
행위의 결과가 유지되는 상태가 ‘-고2 있다’로 표시되어 왔다22). 김윤신
(2006:43)에서 ‘알다’, ‘잊다’의 동사는 순간성과 종결성, 그리고 결과상태를 나
타낸다는 점에서 분명한 달성동사로 보았다. (17a’), (17b’)에서와 같이 ‘-고 있
다’는 ‘-는 중이다’로 환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정의 계속을 의미하지 않고 
전형적인 달성동사의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심리동사는 이러
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심리동사이지만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하며 실현 양상에 많은 차이를 나타나는 것이다.  

(17)의 동사는 ‘-는 중이다’로 환언이 가능하고 행위동사와 같이 진행을 나
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심리동사 중에 동작의 진행과 결과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하위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박덕유(2007:139-145)에서 심리동사를 지각, 인식, 
감각 동사로 분류하고 ‘고 있다’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를 <표 13>와 같이 
제시했다. 

<표 12> 심리동사 분류

22) 고영근(2007), 김성화(2003), 박덕유(2007) 등을 참조.  

(17) a. 며칠 동안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b. 올림픽의 위상을 세삼 절실히 느끼고 있다.

a’. 며칠 동안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b’. 올림픽의 위상을 세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이다.

‘-고1 있다’ ‘-고2 있다’

심리동사
지각 + - 보다, 듣다, 맛보다, 맡다
감각 + - 쓰리다, 쑤시다, 결리다, 아파하다
인 a + + 희망하다, 소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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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에 따르면 지각과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고 있다’와 연결하여 
진행의 의미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동사와 감각동사가 나타
내는 동작은 앞에서 보았던 심리 달성동사와 달리 동작주가 시력·청력·미각 등
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로부터 특정한 자극이나 정보를 받고 난 이
후 이를 인지하고 의식하는 과정을 거쳐 특정한 감각·지각적 반응을 일으키는 
심리적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보다, 듣다, (냄새)맡다’ 등의 동사는 외부의 
자극을 분별하고 의식하는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동작이 이루어짐을 나타내
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1 있다’와  결합하고 지속을 나타낸다. 인식동사 
b류는 앞에서 보았듯이 달성동사로서 상태지속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a
류는 진행과 상태 중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18a)의 ‘생각하다’는 화자의 판단이나 마음가짐을 나타내며 정적인 심리 상
태를 뜻하며 달성동사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적이거나 총칭적인 지식
을 표현할 때 화자의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입력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묘사하기 때문에 정신적 활동이나 동작의 진행과 상관없
이 상태지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18a)의 문장에서 ‘-고 있다’와 연결될 때 어
색하며, ‘-는/은-’ 선어말어미와 연결하여 ‘생각한다’로 바뀌면 훨씬 더 자연스
러워진다. 반면에 (18a’), (18b)의 ‘생각하다’는 정신적 동작으로서 ‘심사숙고하
다’, ‘궁리하다’의 의미를 함축하고 화자가 머리 속에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
면서 일종의 활동량을 가진 동작으로 해석되면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내는 행위

23) <표13>에서 굵은 폰트로 표시된 동사는 필자에 의해서 포함된 동사이다. 김윤신
(2004:48)에서 “철수는 영희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이 문장은 ‘미워하
고 있는 중’으로 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으나 현
재의 심리적인 상황을 정신적 동작으로 보여 줄 수 있어서 이러한 달성동사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식

생각하다, 느끼다

b - +
알다, 모르다, 잊다, 믿다, 사랑하다, 
기억하다, 짐작하다, 동정하다, 좋아하다, 
미워하다23)

(18) a. ?무승부는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2 있다.
a’ 무승부는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1 있다. 

b. 여러 방안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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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로 처리할 수 있다. Comrie (1976:36)에서 전형적인 상태술어는 변화 혹
은 정도가 다른 과정의 해석을 받는 경우 비상태적 용법(nonstative use)을 나
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19a)의 문장은 화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과
정을 나타낸다. 머리를 자를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닌 고민, 추리, 상상 등의 
지적 활동이 수반되는 동작을 뜻한다. 즉, (19a)의 ‘think’는 행위동사의 용법
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는 달리 (19b)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 결
정, 등 이미 한계점을 도달한 생각인 것이다. 

Comrie (1976:36)에서 인식동사는 사고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정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지만 정도의 변화를 함의하는 경우 동작의 지속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다. (20a)에서는 날이 갈수록 화자는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
고 이해 정도가 높아감으로써 술어가 진행이나 과정으로 해석된다. (20b)는 이
와 반대로 변화에 대한 의미가 없어서 진행형을 취하지 못한다. 때문에 
Comrie(1976)에서 이러한 상태술어와 결합하는 진행형은 상황-의존적
(contingent state)인 구성으로 파악했다. 

이와 같이 인식동사는 변화 과정을 내포하면 동작의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
낼 수 있지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신적 활동
과 상관없는 사고 또는 판단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진행형이 사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완료의 의미가 유도되는 술어는 재귀성 자질을 갖는 동사이다. 
본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실행되면서 이의 결과가 유지됨을 나타내는 것이 특
징이다. 아래 예문은 ‘진행’과 ‘상태지속’ 사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다.

(19) a. I’m thinking of cutting my hair short. 

b. Yes, I think you are right.
b’.✤Yes, I’m thinking you are right.

(20) a. I’m understanding more about quantum mechanics as 
each day goes by. 

b ✤I’m understanding you.
(Comrie 19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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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1978:374)에서 일찍이 재귀성이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한 물건을 다
른 물건에 가져다 댄다는 의미의 타동사들의 중의적인 의미의 해석에 지목했
다. (21a)의 문장은 옷을 입고 있는 중인 진행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옷을 입
은 후 입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1b)와 (21c)의 문장도 마
찬가지로 진행의 ‘-고1 있다’와 결과지속의 ‘-고2 있다’의 의미 모두 가능하다. 

[+재귀적] 자질을 갖고 있는 타동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남순
(1998:54-59), 한동완(1999b:235-245)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이 ‘-고 있
다’가 중의성을 보이는 경우는 재귀적인 성격을 갖는 동사에 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입다, 신다, 매다, 쓰다, 끼다, 덮다, 달다’ 등의 신체 착용을 
나타내는 동사 이에 속한다. [+재귀성]은 동작주(주체)의 동작이 대상에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다시 주체에게로 귀결되어 주체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의미의 
속성을 뜻한다. 자동사인 경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재귀성이라는 자질과 비
관여적이다(한동환1999b:237). 

하지만 이러한 의미 특징을 갖는 타동사는 결과가 계속해서 동작주에게 영
향을 주고 있어서 결과 지속의 의미가 발생된다. 같은 [+재귀적] 동사를 이용하
여 제3자에게 변화를 가하고 있는 문장에서는 물론 이러한 의미를 살려낼 수 
없다. 

(22b)는 동작의 결과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본인에게 귀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의 의미 해석이 안 된다. 한편, 재귀성의 의미 특질을 가지고 있으
면서 상태지속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타동사도 있다. 

(21) a. 소희는 옷을 입고 있다. 

진행+상태지속b. 철수가 넥타이를 매고 있다.

c. 아이들은 야구모자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2) a. 아이가 이불을 덮고 있다. } 진행+상태지속
b. 엄마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고 있다. } 진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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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 예문에서 진행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가지다, 취하다’ 등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눈을 뜨다/감다, 입을 다물다/벌리다, 고개를 숙이다/젖히다, 
손을 들다, 주먹을 쥐다’ 등의 신체에 지니거나 신체부위를 움직이는 동사는 상
태지속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이 동사는 상태 의미만의 해석될 수 있음은 재귀
적 동사이면서 순간적인 자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3.2.1.2. ‘-p ǰat’
키르기즈어 ‘-p ǰat(눕다)’ 보조동사 구성은 전형적인 진행상 문법 범주로 

발달한 보조동사이다. 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르기즈어 전통문법서에서 
러시아어의 영향이 많아 상이라는 범주가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ǰat’는 ‘otur(앉다)’, ‘tur(서다)’, ‘ǰür(다니다)’와 함께 현재복합 시제를 이루는 
우언적인 구성으로 기술되어 왔다. 

키르기즈어에서 4 개의 보조동사 구성 모두는 상황의 내적 구조를 보여 주
는 의미에서 미완료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선행동사와 연결하여 나타
내는 구체적인 의미의 표현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확인한다. 이들 보조동사의 
의미영역이 겹쳐서 서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조동사마다 실현되는 
대표적인 상적 의미 기능이 정해져 있다. 

Karybaev & Kasymova (2001:78-82)에서 ‘ǰat’의 의미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 연구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설명이 주어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특
히 여러 문법서와 (대)학교 교재에서 현재복합시제의 표지로 처리하는 점에 대
해 강력하게 반발했다24). 그는 ‘ǰat’는 선행동사와 연결하여 과거시제에도 문제

24) Mamanov (1949:34)에서 ‘-p ǰat’는 선행동사에 결합하여 해당 동작이 주어진 시간 속
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정의했다. Kudayberenov (1980:331)에서 발행된 문
법서에서 술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동작의 지속되고 있음을, 그리고 현재 시점에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Gadjieva (1975:81)에서 중앙아시아 튀르크 언어들은 ‘ǰat’, 
‘tur’ 보조동사를 이용하여 현재시제를 표현한다고 언급한다. Tursunov (1968:69)에서도 
‘현재복합시제’를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본의미에 보조동사구성의 각각의 
요소의 의미에 따라 지속, 반복, 복수성 등의 미묘한 의미를 덧보탠다고 규정한다.  

(23) a.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

상태지속b. 원숭이가 손에 바나나를 쥐고 있다.

c. 오른손으로 우산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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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현재시제 표지일 수 없음을 명시했다. 
키르기즈어 ‘ǰat(눕다)’를 많은 연구에서 현재시제표지로 파악하는 것은 ‘ǰat’가 
실현하는 형태·통사·의미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우선, ‘-ïp ǰat’ 구성은 음운 
축약과 ‘-p’ 연결어미가 유성음화 과정을 거처 ‘-wat-’로 바뀌어서 발음된다. 
그러나 키르기즈어 공식 문어체에서는 음운론적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p ǰat’ 전체 구성을 표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Yuldashev (1965:54)에서는 
‘-p ǰat’ 기타 우언적 구성과 달리 단일형태소(monolithic morpheme)로 봐도 
되며 문법화 진전도가 진행되었다는 점과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실현한다는 점
에서 다른 보조동사 구성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ǰat’는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접어화 과정을 완성하여 현재시제의 의미를 
규칙적으로 나타낸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 ‘ǰat’의 사용이 필수적이고 습관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으로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ǰat’는 동사와 연결하여 명
령문과 청유문을 이루지 못하고 평서문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기타 보조동사와 
다른 점이다. 선행동사에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지 않으며 재귀적 구
성과 피동구성에서 ‘진행’의 의미만 나타낸다. ‘ǰat’는 아직 문어체에서 접사로 
보지 않지만 기능 면에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굴절 형태소의 기능을 나타
낸다. 다른 튀르크 언어에서 4개의 자세동사 중에 문법화 진전을 완성하여 접
사로 바뀐 동사는 언어마다 다르다25). 

‘-p ǰat’는 행위동사와 완성동사와 결합하여 진행(progressive)의 의미를 나
타낸다. 

25) 튀르크 언어마다 4개의 보조동사 중에 진행의 의미를 생산적으로 산출하는 보조동사 구
성은 각각 다르다. 큽착어군에 속하는 언어에는 ‘-p ǰat(눕다)’, 오구즈어군의 언어에 ‘-p 
yor(다니다)’, 하카스어, 투바어, 쇼르어에 ‘-p oltur(앉다)’ 구성이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Sherbak 1981:137). 그 예로 투르크맨어(오구즈어파)에서는 ‘yat(눕다)’는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ak(흐르다)’ 등의 몇 가지 술어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우즈백어와 위구르어
에서도 ‘yat(눕다)’는 별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구성으로서 구분하지도 않는다
(Kononov 1960). ‘-p tur(서다)’ 보조동사 구성은 튀르크 언어의 모든 어파에서 생산적
으로 사용된다.  

(24) a. čoŋ ata
grandfather

radio-nu
radio-ACC

ug-up  ǰat-a-t.
listen-C lie-PRES-3SG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

b. Bolgon küč-ü    menen
all     strength-P with

šoloktop
sop-C

ïyla-p ǰat-tï.
cry-C lie-PST.3SG

‘온 힘으로 흐느껴 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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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ǰat’는 (24a,b)에서 ‘uk(듣다)’, ‘ïyla(울다)’ 행위동사, (24c-f)에서 ‘öt(지나
다)’, ‘ǰasa(만들다)’, ‘sïndïr(불어뜨리다)’, ‘teš(찌르다)’ 완성동사와 연결하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ǰat’가 결합하는 선행동사가 동작의 방법을 나타내
는 경우 본래의 어휘의미와 진행상적 의미 사이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25a,b) 문장의 1)과 2)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며 어휘의미와 진행상적 의미 
사이 중의적으로 파악된다. ‘koŋuruk tartïp ǰat-(코를 골며 눕-)’는 코를 고는 
동작의 과정으로 이해되거나 코를 골면서 누워 있는 상태로 이해된다. 전자인 
경우 ‘ǰat’는 선행동사에 대한 지속상의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수행하여 보조
동사 구성을 이루는 것이다. 후자인 경우에 ‘ǰat’는 문장의 서술어의 기능을 나
타내며 ‘koŋuruk tart(코를 골다)’는 동작방법을 나타내는 수식어 기능을 하는 

(25) a. Koŋuruk
snore

tart-ïp  ǰat-a-t
do-C    lie-PRES.3SG

1) ‘그는 코를 골고 있다.’
2) ‘그는 코를 골며 누워 있다.’

b. Töšök-tü
blanket-ACC

ǰamïn-ïp ǰat-kan.
cover-C   lie-PST.3SG

1) ‘이불을 덮는 중이었다.’
2) ‘이불을 덮어 누워 있었다.’

c. Kün-dör
day-PL

tez
fast

öt-üp  ǰat-ïš-a-t.
pass-C lie-MUT-PRES-3PL

‘날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

d. Alia tamak-tï
Alia meal-ACC

ǰasa-p  ǰat-a-t.
make-C lie-PRES-3SG

‘알리아는 요리를 만들고 있다.’

e. ǰïgač-tar-dï
wood-PL-ACC

sïndïr-ïp ǰat-a-t.
break-C  lie-PRES-3SG

‘장작을 부러뜨리고 있다.’

f. Iyne-ni 
needle-ACC

al-ïp   teš-ip   ǰat-kan bolču.
take-C prick-C lie-CON MOD 

‘바늘을 가지고 찌르고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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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구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음운 축약이 안 되고 ‘-p ǰat’ 구성 전
체가 발음된다. 또한 접속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 다른 요소 삽입이 가능
하다. ‘koŋuruk tartïp poldo ǰatat’ 코를 골며 바닥에 누워 있다. (25b)의 
‘ǰamïnïp ǰat-(덮고 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의적인 해석은 누워 있는 상
태에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기타 동사와 결합하
는 경우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키르기즈어에서 ‘bar(가다)’, ‘kel(오다)’ 동사와 결합할 때 연결어미 ‘-p’가 
아닌 ‘-a’가 결합되는 것이 예외이다. 

‘-p ǰat’ 보조동사 구성은 순간동사와 연결할 때 반복의 의미를 산출한다. 
여기서 반복의 의미는 일정한 기간 안에 동질적인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시간적 간격을 가지면서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는 
동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촘촘한 동작의 연쇄를 
뜻하게 된다. 반복적인 상황이 ‘tur(서다)’ 보조동사에 의해서도 실현되는데 이
러한 의미는 동사 자체의 상적 특성에 순간성과 달성을 지니고 있을 때 파악된
다. 

(27a), (27b)에서 ‘teep(차다)’, ‘ǰötöl(기침하다)’ 술어는 시간의 폭을 가지지 
않는 순간동사이다. 이러한 동사가 ‘-p ǰat’와 연결하여 진행을 나타내지 않고 
반복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동작주가 대상에 가하는 동작을 복수행위로 만든다. 

(27) a. Al  top-tu
he ball-ACC 

but-u menen
foot-P with

teep ǰat-tï.
kick lie-PST.3SG

‘그는 공을 발로 차고 있었다.’

b. šaar-ga
city-DAT

bar-gan sayïn
go-CON every time

ǰötöl-üp ǰat-am.
cough-C lie-PRES.1SG

‘도시로 갈때마다 기침하고 있다.’

(26) a. Azamat
Azamat

ǰöö
by walk

bar-a ǰat-kan.
go-C  lie-PST.3SG

‘아자맛은 걸어가고 있었다.’
b. ǰaz

Spring
kel-e   ǰat-at.
come-C lie-PRES.3SG

‘봄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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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bir ǰolu tep ǰattï(한번 차고 있다).”, “✤bir ǰolu ǰötölüp ǰatam(한번 
기침하고 있다).”에서 ‘한번’이라는 부사구를 사용하여 일회적인 동작으로 쓰이
는 경우 비문이 되는 데서 확인된다. (27a)의 예문은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발로 차는 동작이이라는 의미인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때
마다 간헐적으로 발로 차는 동작이라는 의미인지는 문맥에 따라 해석된다. 시
간에 대한 별 언급이 없으면 가령 예를 들어 (27a)와 같은 문장에서는 동일한 
동작의 촘촘한 연쇄로 해석된다. (27d)는 이와 반대로 동작이 특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 부사어가 사용되어서 더 확대된 
시간 속에서의 반복을 의미한다. 

동사가 내포하는 상적 특정 중에 순간적인 동작이면서 완성점을 갖는 동작
을 나타내는 동사는 달성동사이다. 키르기즈어에서 달성동사는 문장의 동작주
가 복수인 경우에만 ‘-p ǰat’와 결합할 수 있다.    

(28a), (28b)에서 사용된 ‘öl(죽다)’, ‘ǰet(도착하다)’ 술어 자체는 완성점을 내
포하고 있는 동사이다. 이 술어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결합시 의미 
충돌이 일어난다. 즉 병아리 한 마리가 죽는 상황과 편지 한 통이 집에 도착하
는 상황을 진행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복수 동작주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위로 바꾸면 여러 동작주에 의한 반복의 의미가 파악되어 다음과 
같이 적격한 문장이 된다. 

26) ‘Balapan ölüp ǰatat’는 ‘병아리가 죽은 채 누워 있다’로 해석될 경우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27) ‘öl(죽다)’, ‘ǰet(닿다)’와 같은 달성술어가 단수 동작주와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어근동
사에 ‘-bar(가다)’, ‘-kel(오다)’ 동사와 결합해서 진행의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는 
달성동사를 과정동사로 만드는 경우이다. 한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a) öl-üp  bar-a ǰat-at(죽어 가고 있다).
b) ǰet-ip kel-e ǰat-at(도착해 오고 있다).

(28) a. ✤Balapan
 Chicken

öl-üp  ǰat-a-t26).
die-C  lie-PRES.3SG

‘✤병아리가 죽고 있다.’

b. ✤üy-go      ǰiber-gen kat 
 Home-DAT send-REL  letter 

bir  ay-da
one month-LOC 

ǰet-ip  ǰat-tï27).
reach-C lie-PST.

‘✤집에 보냈던 편지가 한달 안에 도착하고 있었다.’

(29) a. Balapan-dar öl-üp ǰat-ïš-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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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동사는 단일하고 특정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동작만을 표현할 수 있다
(Vendler1967:149). 편지가 도착하는데 한 달이 걸리지만 한 달 동안 편지가 
도착하는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한 이후에
야 도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달성동사는 발화시점에서 이미 완성점의 도달에 
대한 어휘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의 미완료상적 용법에서 비문이 되어 버린다. 
주체나 대상이 복수 표지를 취할 때 완료점에 도달한 개별 동작들의 반복 의미
가 파악되어 적절한 문장이 된다. 각각의 예문의 한국어로의 번역을 보면 한국
어 ‘도착하다’ 달성동사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8). 

동일한 달성동사이어도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로 사용되거나 의미적
으로 다른 속성을 보이면 단수행위인 경우에도 ‘-p ǰat’와 연결한다. 

(30a-c)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문장들이다. ‘ǰet’는 ‘도
착하다’ 이외 ‘닿다’, ‘이르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비문은 아니다. (30a)는 손끝이 위 선반

28) 옥태권(1988:65)에서 한국어에서 ‘닿다’는 복수행위로 파악될 때만 ‘-고 있다’와 결합된
다고 보았다.

i) 많은 손들이 (잇달아) 천장에 닿고 있다.(옥태권1988:65)
ii) 많은 환자들이 (잇달아) 죽고 있다.

Chicken-PL die-C lie-RECP-PRES.3PL
‘병아리들이 죽고 있다.’

b. ǰiber-GEN kat-tar 
Send-REL  letter-PL 

bir  ay-da
one month-LOC

ǰet-ip  ǰat-tï.
reach-C lie-PST.3SG

‘보냈던 편지들이 한달 안에 도착하고 있었다.’

(30) a. Kol-um
arm-P

üstünkü polka-ga
above   shelf-DAT

ǰet-ip   ǰat-a-t.
reach-C lie-PRES-3SG

‘내 손이 위 선반까지 닿는다.’

b. ǰït
smell

bïya-ka   čeyïn
here-DAT till

ǰet-ip  ǰat-tï.
reach-C lie-PST.3SG

‘냄새는 여기까지 나 있다.’

c. Bu-ga    kantip
this-DAT  how

alï
strength

ǰet-ip   ǰat-a-t?
reach-C lie-PRES-3SG

‘여기까지 어떻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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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닿는 동작이 발화 시점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묘사한다. ‘ǰet’는 ‘-p ǰat’
와 결합하여 화자는 팔을 뻗쳐서 손이 닿을락 말락 하다가 닿는 순간까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ǰet(닿다)’는 (30b)의 ‘ǰet(도
착하다)’처럼 종결 자질을 가진 동사로서 ‘손이 닿는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손
이 목표지점까지 닿아 완성점에 도달하는 동작으로 파악되는 달성동사이다. 그
럼에도 후자와 달리 동사의 내재된 한계자질과 ‘ǰat’ 진행의 자질이 의미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단수 주체에 의해서 일어지는 (완료된) 사건에도 성립된다. 한
국어 ‘닿다’는 책을 꺼내기 위해서 팔을 뻗고 손끝이 위 선반에 닿는 장면은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고 있다’와 결합이 제약
되고 현재 시제 표지 ‘-은/는-’이 연결된다(30a). 이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총칭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다(30b)29).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고 있다’ 진행상 보조용언 사용이 
수의적이다. 그래서 동사의 상자질과 모순이 되는 경우 ‘-은/는-’ 현재표시 시
제로 대체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은/는-’에 의해서 지속의 의미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봐 의미적 충돌을 피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
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유사한 의미 속성을 가진 ‘이르다’인 경우 ‘도착하다’와 
같이 개체의 실질적으로 이동하여 일정한 지점으로까지의 이르는 사건은 ‘-고 
있다’와의 연결을 불허하지만 의미가 확대된 대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약이 
해지된다. 

29) 또한 한국어에서 단수 동작인 경우 상태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다’와도 결합이 가능하
다. 이와 반면에 키르기즈어에서 상태지속은 ‘-p tur(서다)’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해 3.2.2.2에 후술하기로 한다. 

(31) a. 지금 손이 위 선반까지 닿는다. (그래서 지금 책을 꺼낼 것이다).

b. 그의 손이 길어서 위 선반까지 닿는다. (일반적 사실)

(32) a. ?등산객이 정상에 이르고 있다.

a’.상황이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b. ? Climber is reaching the summit.
b’.The temperature is reaching recor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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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a’)에서 ‘이르다’는 ‘도착하다’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물리적으로 이동하
여 최종 지점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 있다’가 연결되지 못하고 추
상적 의미로 파악되는 상황에 대해서 연결된다. (32b,b’)에서 보듯이 영어인 
‘reach(도착하다)’는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도달점을 표현하는 사건에서 사용이 
제약되고 추상적 대상에 대해서 가능하다. 온도가 올라가 최고치를 도달하는 
것이 물론 물리적 현상이긴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종결점을 도달함을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진행상 표현이 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 “We feel that our grief is reaching overwhelming 
proportions.” 문장에서 보듯이 추상적인 대상일수록 완료점에 도달함을 진행
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도착하다’는 주로 기차,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이나 사람이 목적한 곳에 물리적인 다다름을 나타내며 추상적 대상의 
도착을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휘의미에서 파악되는 도착이 시각·실질적으
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완료, 미달성 문법적 요소들하고 연결 시 의미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와 달리 문맥에 지장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르다’는 
추상적인 목표 도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 있다’와의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키르기즈어에서는 동일한 어휘항목에 소속된 ‘닿다’, ‘도착하다’, ‘대상에 미
치다’ 등의 의미가 ‘ǰet’라는 동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최종
점으로의 도착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p ǰat’와 제약을 나타낸다(28b). 
‘ǰet(닿다)’의 의미에서 손이 선반까지 닿는 물리적 동작임에도 ‘-p ǰat’와 연결
할 수 있는 이유는 ‘ǰet’의 본래 의미가 다의적이어서 추상적인 맥락에서 어떤 
범위에 도달하거나 이르는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키르기즈어에서 ‘-p ǰat’의 상태동사와 결합은 정도의 변화를 내포하는 경우
에만 허락된다.

  

c. ? I am losing my bag.
c’.I am losing my confidence.

(33) a. Men
I

matematika-nï   ǰakšï
mathematics-ACC well

bil-e-m/-✤ip   ǰat-a-m.
know-PRES-1SG/-✤C lie-PRES-1SG

‘나는 수학을 잘 안다/✤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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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어에서 심리술어 중에 인지적 진행을 표현할 수 있는 지각·감각 동
사는 ‘-p ǰat’와 문제없이 결합하여 ‘진행’의 의미를 표현한다. 인식동사는 변화
를 나타내는 문맥에서만 사용이 허락된다. ‘-p ǰat’의 ‘bil(알다)’과 같은 달성동
사와 결합은 선행동사에 의해서 정도의 변화가 드러날 때만 가능하다. 즉 ‘bil
(알다)’이라는 순간적인 달성동사는 알아 가는 과정으로 바뀌어 표현될 때 
‘bilip ǰat(알고 있다)’ 구성의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33b)는 수학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3.2.1.3. ‘-p otur’
키르기즈어 ‘otur(앉다)’는 앞에서 보았던 ‘ǰat(눕다)’와 같이 선행동사에 결

합하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34) a. Ešteke
anything

bil-be-y 
know-Neg-C

el-ge
people-DAT  

akyl üyröt-üp otur-a-t.
teach-C sit-PRES-3SG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b. Eǰeke-m
Sister-P

ïrda-p  otur-a-t.
sing-C  sit-PRES-3SG

‘언니는 노래하고 있다.’

c. Eki ǰïl
2 year

boyu  an-dan kat-tï
while  he-ABL letter-ACC

küt-üp otur-du.
wait-C sit-PST.3SG

‘2년 동안 그에게서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d.
 

üy-gö      kir-gende
home-DAT come-when

ata    gezit
father newspaper

oku-p  otur-du.
read-C sit-PST.3SG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다.’

e. Ata-m
dad-my

ǰïgač-tan   keme-ni
wood-ABL  boat-ACC

ǰasa-p otur-at.
make-C sit-PRES.3SG

‘아버지가 나무로 배를 만들고 있다.’

b. Men
 I

matematika-nï    emi ǰakšï
mathematics-ACC now well

bil-ip   ǰat-a-m.
know-C lie-PRES.1SG

‘나는 수학을 이제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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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tur’ 구성의 선행동사로는 (34a,b,c)에서 행위동사 ‘uröt(가르치다)’, 
‘ïrda(노래하다)’, ‘küt(기다리다)’가 사용되었으며 (34d,e,f)에서 완성동사 ‘gezit 
oku(신문을 읽다)’, ‘keme ǰasa(배를 만들다)’, ‘süröt tart(그림을 그리다)’가 
사용되었는데 모든 예문에서 ‘진행’이라는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 
(35)는 앞에 이동의 의미를 포함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는 경우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함을 보인다. 

(35a,b)에서 ‘otur’가 연결한  ‘kotor’와 ‘kur’ 동사는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이동하면서 짐을 나르거나 집을 짓는다는 의미의 완성동사이다. 또한 (35d)의 
‘ǰöö bar’(걸어가다)는 공간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
는 행위동사이다. 모든 동사는 [+이동]의 의미를 포함하여 ‘otur’와 결합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진행의 의미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색하다. (35)의 문장
은 키르기즈어 화자의 직관으로는 본동사 의미로서 실질적으로 앉는다는 행위
로만 파악된다. 본고에서 이러한 제약을 ‘otur’의 앉는다는 어휘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otur’는 이동술어와 결합할 때 진행상적 의미를 나타
내지 못하는 것은 본동사 용법에서의 상태술어 의미 잔존이 남아 작용하여 이

f. čogul-up al-ïš-ïp
gather-C take-MUT-C

süröt
picture 

tart-ïp otur-uš-kan.
draw-C sit-RECP.PST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35) a. ǰük-tü
stuff-ACC

baška
different

ǰer-ge
place-DAT

kotor-up otur-gan.
move-C  sit-PST.3SG

1)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
2)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앉았다.’

b. ǰoomart  üy-du
Joomart  house-ACC

kur-up otur-at.
build-C sit-PRES.3SG

1) ✤‘조마르트는 집을 짓고 있다.’
2) ‘조마르트는 집을 짓고 (나서) 앉았다.’

c. Biz döŋ-gö čeyin
we hill-DAT till

ǰöö     
by walk

bar-ïp otur-duk.
go-C   sit-PST.1PL

1) ✤‘우리는 언덕까지 걸어가고 있었다.’
2) ‘우리는 언덕까지 걸어가서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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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해석을 어렵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이와 반대로 위의 (35)에서 
제시된 문장에서 ‘otur’가 행위동사든 완성동사든 공통적으로 [-이동]의 의미를 
공유하는 선행술어와 결합하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
다. 그 이유는 모든 술어는 앉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이
다. 본 문장들은 ‘앉아 신문을 읽다’, ‘앉아 그림을 그리다’, ‘앉아 노래하다’ 본
래의 어휘의미를 살려 직역해도 전체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otur’가 포함하는 앉은 자세의 의미는 선행동사에 대해서 해당 동작이 제한
된 공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otur’의 본래의 지속의 의미를 진행
상적 문법기능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동사와 결합에서 의미적 충
돌이 발생하는 것은 앉은 자세로 하는 동작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otur’의 앉는다는 어휘의미의 성분이 아직까지도 영
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Zakharova et al. (1987)에서 
‘otur’는 일정한 시간 폭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하거나 특정한 공간에 한하
여 지속되는 동작을 표현한다고 정의하는 이유는 그것이다. 
Baskakov(1952:368)에서도 ‘-p otur’는 일정한 장소에 일어나는 동작의 지속
으로 정의하고 공간적 한계를 언급했다. 

‘앉다’, ‘눕다’, ‘서다’ 자세동사는 공간·시간적 의미영역(spatio-temporal 
domain) 안에서 공간의 의미는 물론 시간적 지속의 의미도 나타낸다(Newman 
2002:1). 사람은 앉은 상태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앉다’와 ‘서다’의 경우에 기본 의미가 ‘앉아서/서서 무엇을 하다’ 혹은 ‘앉으면
서/서면서 무엇을 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무엇을 한
다는 의미가 특정한 공간, 더 나아가서 특정한 시간을 차지하면서 동작을 한다
는 진행상적 의미로 확대되어 가는 주관화 과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
서 두 동사인 경우 본래의 정태적 의미가 진행상적인 의미와의 유연성이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유로 Newman (2002:16)은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자세
동사의 의미가 확대하는데 있어서 ‘sit(앉다)’는 ‘stand’, ‘lie’에 비해서 더 일반
적인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를 일반화시키려면 더 체계적이고 포괄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키르기즈어에서 ‘otur’는 보조동사 구성에서 
진행상적 의미가 쉽게 추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동사의 어휘의미가 상대
적으로 많이 함축되어 있어서 사람의 손이 닿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갖는다.   

 ‘otur’의 이러한 제약에도 키르기즈어 문법에서 ‘ǰat(눕다)’, ‘tur(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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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동사와 함께 미완료상의 기능을 실행한다고 보는 것은 문맥에 따라 이러한 
제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6a)에서는 ‘otur’가 ‘küt(기다리다)’에 연결하고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앉으면서 기다렸다는 함축의미도 없다. 이는 ‘-p otur’는 일정한 공간에 한해
서만 진행상적 의미를 표현하는 제약도 느슨해지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그러
나 이것은 어디까지 공간의 범위의 의미가 넓어졌거나 희석해져서 진행의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편지를 집에서 기다렸다는 의미를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동작은 집, 마을, 도시 등 하나의 제한된 곳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공간에 대한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36d)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고 있는 중
인 진행의 해석은 다소 어색한 면이 있지만  구어체에서 진행상의 의미로 표현
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사구 논항은 ‘koro(마당)’에 처소격 ‘-do(LOC)’가 아니
고 향격 ‘-go(DAT)’가 결합하는 경우 진행의 의미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마당
으로 뛰어가서 앉았다.”의 ‘otur’의 본래의 어휘 의미를 실현하고 서술기능을 
하게 된다. 즉, 이동동사 ‘čurka(뛰다)’는 ‘-do(LOC)’ 처소격 접사에 의해서 파
악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동작에 한해서만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p otur’ 보조동사 구성은 선행동사로 완성점을 가진 달성동사와 순간동사
를 취할 때 결과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37a)에서 보듯이 키르기즈어에서 일반적으로 ‘otur’는 ‘ǰet(도착하다)’와 같은 

(36) a. Eki ǰïl
2 year

boyu an-dan kat-tï
while he-Abl letter-ACC

küt-üp otur-du.
wait-C sit-PST.3SG

‘2년 동안 그에게서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b. Baldar     koro-do
children   yard-LOC

čurka-p otur-uš-kan.
run-C   sit-MUT-PST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고 있었다.’

c. ǰumušču-lar
worker-PL

ǰaŋï  ǰol-du
new  road-ACC

sal-ïp  otur-uš-a-t.
build-C sit-MUT-PRES-3PL

‘노동자들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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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동사와 결합은 가능하지만 진행이나 결과 지속의 의미를 표현하기가 불가
능하다. (37b,c)의 ‘ǰogot(잃다)’, ‘üz(끊다)’ 술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동작이 일
정한 결과를 내거나 완성점에 도달함을 함의하는 상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동작이 행해짐에 따라 잃거나 끊어진 대상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특정
한 결과가 있음을 함의한다. “눈빛을 잃고 앉아 있다.”, “희망을 끊고 앉아 있
다.”로 본래의 어휘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정도로 각각 문장에서 눈빛을 잃은 
결과 지속, 희망을 끊은 상황의 지속을 나타낸다. 즉, 선행동사가 나타나는 동
작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두 문장은 이
러한 결과의 지속이 부각되는 문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눈빛을 잃거나 희
망을 끊는다는 상황이 당장 눈앞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니면  ‘-p otur’ 
구성이 결합하지 않는다. (37a)의 경우 결과 지속의 의미가 드러나지 못한 것
은 앞에서 보았던 [+이동]의 의미를 포함한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p otur’ 보조동사구성에서 결과지속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 부정적인 양
태 의미도 포함된다. (37b)에서 화자인 오빠가 동생이 눈빛을 잃고 있는 상황
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ǰogot(잃다)’에 연결한 ‘otur’에 의해
서 나타난다. 생동감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눈빛을 잃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인
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동생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37c)
도 마찬가지다. 

‘-p otur’는 심리술어와의 연결하여 해당된 시점에서 심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정신적 활동은 앉아서 하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otur’가 
박덕유(2007:139-145) 분류에 따른 지각·감각·인식 동사와의 결합이 모두 가능

(37) a. Too-nun
mountain-GEN

baš-ïna  čeyin
top-DAT  till

ǰet-ip otur-du.
reach-C sit-PST.1SG

✤‘산 꼭대기까지 도착하고 있다’.
‘산 꼭대기까지 도착해서 앉았다. 

b. Köz-ünün
eye-GEN

nur-un
light-ACC

ǰogot-up otur-a-t.
loose-C  sit-PRES-3SG

‘눈빛을 잃고 있다’.

c. ümüt-ün
hope-ACC

üz-üp otur-a-t.
cut-C sit-PRES-3SG

‘희망을 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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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진행’의 의미를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그러나 키르기즈어 화자 직관
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상황을 나타내는 심리술어와의 연결되는 ‘-p 
otur’ 구성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38a)는 인식동사 ‘oylo(생각하다)’가 사용된 문장이지만 ‘-p otur’가 결합하
는 경우 비문이 된다. ‘생각하다’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신적 활동을 나
타낼 수도 있고 “나는 김태희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에서처럼 특정한 의견
을 표현하거나 순간적인 판단을 나타낼 수도 있다. 어느 속성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해당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이 달라진다. 독일 사람이 정확하다는 사
실은 대부분 사람에 잘 알려진 일반적인 사실이다. 여러 생각들을 거듭하여 고
민한 끝에 얻어진 지식이 아니고 이미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된 내용을 발화하
는 것뿐이다. 이때 ‘otur’가 결합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otur’가 선행동사인 ‘oylo(생각하다)’와 나타내는 결합제약은 바로 화자가 일반
적인 지식을 표현할 때이다. 이와 반면에 (38a’)는 총칭적인 지식과 무관한 저
녁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는 과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통
합하고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38b,b’)에서도 ‘otur’가 달성동사인 ‘bil(알
다)’과 연결은 총칭성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제약을 보이고 진행중인 상황에 대
한 심리적 활동을 표현할 때 진행상적 용법이 가능하다.   

(38) a. Nemets-ter
german

tak   ǰür-öt     dep
be_accurate-CON QUOT

oylo-ym/✤-p     otur-a-m.
think-PRES.1SG/-C sit-PRES.1SG

‘독일 사람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생각하고 있다. 

a’.Kečinde
Evening

emne kïla-yn dep 
what  do-to  QUOT

oylo-p   otur-a-m
think-C  sit-PRES-1SG

‘저녁에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b.Kïrgïz-dar köb-ü      orus til-di    ǰakšï
kyrgyz-PL majority-P  Russian-ACC  well

bil-et/✤-p otur-at.
know-PRES.2PL/-C sit-PRES.3PL
‘키르기즈 사람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잘 안다/✤알고 있다.’

b’.Ošol kïrgïz bala
That kyrgys boy

orus til-di 
Russian-ACC

bil-ip   otur-a-t.
know-C sit-PRES-3SG

‘이 키르기즈 젊은이는 러시아어를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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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p ǰür’
키르기즈어에서 ‘ǰür(다니다)’ 동사는 보조동사 구성을 이루며 습관이나 반

복적인 상황을 지시한다. ‘ǰat’나 ‘otur’ 보조동사에 비해 ‘ǰür(다니다)’의 어휘
적인 의미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ǰat’나 ‘otur’와 같이 진행의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문법표지보다 ‘ǰür(다니다)’의 확장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Yuldashev 1965:72).

(39a)에서 ‘ǰür’는 ‘atkar(책임지다)’와 연결하여 책임진다는 행위가 주기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책임지는 일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고 반복
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은 ‘dayïma(항상)’ 부사어구와 공기할 수 있는 데에 볼 
수 있다. (39b-f)에서도 ‘künügo(매일)’, ‘azïr(요즘)’, ‘akïrkï ubakta(최근)’와 
같은 부사어와 연결하여 습관이나 반복의 의미를 표현한다. (39e)는 최근에 가
수는 활동을 하지 않아 방송에서 잘 안 보인다는 뜻인데 “얼굴도 안 비치고 다

(39) a. Al dayïma
he always

mildet-in
responsibility-ACC

atkar-ïp ǰür-ö-t.
fulfill-C  walk-PRES-3SG

‘그는 항상 책임을 진다’

b. Akïl  künügo
Akyl every day

biz-din   üy-go
our-GEN home-DAT

kel-ip   ǰür-ču
come-C walk-HAB

‘아클이 매일 우리의 집에 오곤 했다.’

c. Azïr emne
now what

kïl-ïp  ǰür-ö-süŋ?
do-C  walk-PRES-INT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니?’

d. Kanča-ga čeyin
When-DAT till

el-di
people-ACC

alda-p    ǰür-ö-t?
deceive-C walk-PRES-INT

‘언제까지 사람을 속이고 다닐려고?’

e. Al   ïrčï   akïrkï ubak-ta
that singer last  day-LOC

kör-ün-bo-y     ǰür-ö-t.
see-Pass-NEG-C walk-PRES-3SG

‘그 가수는 요즘 별로 보이지 않다.’

f. ǰomart  koro-do   ǰiŋaylak
Jomart  yard-LOC barefoot

bas-ïp ǰür-dü.
step-C walk-PST.3SG

‘조마르트는 마당에서 맨발로 걷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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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ǰür’는 본래의 이동동사인데 선행동사에 똑같이 이
동동사가 오는 경우에 ‘습관’과 본래 어휘적 의미 중 하나를 나타낸다. (39f)는 
조마르트는 마당에서 맨발로 걸어 다닌다는 동작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ǰür’는 심리술어와 연결하여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낸다. 

‘ǰür’는 단일 사건만 표현할 수 있는 달성동사를 반복적인 상황으로 만든다. 
(40a)는 사장은 자기 부를 생각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생각
하다’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표현한다. (40b)는 어떠한 일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말을 안 했던 문장인데 똑같이 ‘ǰür’에 의해서 습관의 의미가 
전달된다. 한편 한국어에서도 ‘다니다’의 어휘의미에서 습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맨날 이 가방만 들고 다녀.”, “맨날 놀려만 다니냐?”에서와 같이 확대
된 의미에서 습관이나 반복의 의미가 드러난다.  

3.2.2. 상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상태지속’이라는 의미는 보조동사에 의해서 실현
될 수 있다.  상태(Stative)는 영어의 “The door is open.”에서와 같이 범언어
적으로 존재를 의미하는 동사(‘be’)와 분사나 부동사가 결합된 구성으로서 대개 

상태 (Stative)
한국어 ‘-어 있다’ [상태지속]
키르기즈어 ‘-p tur(서다)’ [상태지속], [반복]

(40) a. Direktor
director

öz-ünün  baylig-ïn    ele
self-GEN  wealth-ACC only

oylo-p  ǰür-ö-t.
think-C walk-PRES-3SG

‘사장은 자기 부만을 생각한다.’

b. Ayt-pa-sa  da ele
say-Neg-if though

baar-ïn
all-ACC

bil-ip   ǰür-dü.
know-C walk-PST.3SG

‘말을 안 해도 다 알곤 했다.’

c. üy-dü
home-ACC

sagïn-ïp ǰür-ö-süŋ-bü?
miss-C  wak-PRES-2SG-INT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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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경험자가 특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능동문에서 대상이 주어 자
리에 오는 피동구성(Passive)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데 “The door is 
opened by the student.”에서와 같이 의미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Nedjalkov (1988:4)는 두 구성을 각각 기본상태(primary state), 이
차상태(secondary state)로 분류했으며 전자는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상태로서 
동작주의 노력 없어도 원래의 상태를 의미하며 후자는 동작주의 힘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두 구성에서 선행 술어가 나타내는 이
전 상황의 결과가 도드라지게 부각되어 화자가 말하는 사건 속에서 지속하고 
있거나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서 흔히 결과상(Resultative)
을 나타내는 구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렇듯 동작주와 대상의 통사적 관계
를 규명하는 상태와 피동태는 통사적 개념에서 상적인 의미로 발달하거나 키르
기즈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에서 양태적인 의미로 발달하기도 한다. Sil’nickij 
(1988:97)에서 상태는 해당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암시하지 않는 
반면에 결과상은 특정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물론 이전 사건(preceding 
action)으로부터 연유된 결과를 함의한다고 규정한다. 상태와 결과상 두 구성 
모두 현실화된 최종 상태(terminal state)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어 상태표현은 기본적으로 ‘-어 있다’ 보조동사 구성에 의해서 실현되
며 자동사와 피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한국어 피동사는 타동사나 명사의 
어근에 ‘-이/히/리/기-’와 ‘-어지다’, ‘-되다’와 같은 표지들이 붙어서 형성되
는데 모두 상태를 나타내는 ‘-어 있다’ 구성과 자유롭게 연결된다. 키르기즈어
에서 ‘-p tur(서다)’ 보조동사 구성은 상태지속의 의미를 피동사와 정도의 변화

(41)
  

a. 진달래가 피어 있다.
a’. 문이 열려 있다. 

b. Balmuzdak eri-p  tur-at.
   Ice cream melt-C stand-PRES.3SG
   ‘아이스크림이 녹아 있다.’

b’. Ešik  ač-ïl-ïp       tur-gan.
   Door open-Pass-C  stand-PST
   ‘문이 열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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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달성동사에 한해서 나타내며 기타 동사와 결합할 때 ‘반복’의 의미
를 나타낸다.  

 
3.2.2.1. ‘-어 있다’

‘-어 있다’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극히 제한적이며 타동사, 사동사, 형용
사, 명사+하다와 결합제약을 나타낸다. 자동사와 피동사는 통사·의미 구조상 어
울리는 면이 있어 ‘-어 있다’와 통합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제약이 있어 일부
와만 통합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보조동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학자들 간에 ‘상’과 ‘양
태’ 기능 중 어느 하나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을 살
펴보았다. ‘-어 있다’는 화자의 심리 의미를 나타내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지만 상적 기능의 기술에 있어서 ‘완료’와 ‘미완료’의 기본적인 개념
의 원리를 섞어서 논자마다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30). 기존 연구에서 ‘완료형’
이나 ‘결과지속상’이라고 정의해 왔지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하나의 문
법적 기능으로 기술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우선 결과

30) ‘-어 있다’ 구성의 상적 의미 기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결과지속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일부는 완료의 의미를 강조하고 완료형으로 기술하는 반면에 일부 연구는 완료
의 의미를 인정하나 상태지속에 역점을 두고 ‘미완’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완료 상적 의미>: 고영근(1981:155)에서 ‘-어 있다’는 ‘완료상’을 표시하는 형태로 완
료된 동작의 지속을 표시하는데 쓰인다고 했다. 이기동(1978:359)에서 ‘-어 있다’는 ‘완
료형’으로 설정하고 의미 기능 분석에서 동작의 완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결과로 남아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고 상태변화 후 지속의 의미를 부각했다. 김성
화(2003:214)에서 ‘결과성 종결상’, 박덕유(2007:191)에서 ‘완료상’으로 보았다. 서정수
(1996:562)에서 ‘결과상 보조용언’으로 분류하여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과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한동완(2000:265)에서 ‘어 있다’는 의미론적 제약과 
더불어 통사론적 제약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 두 층위에서의 제약이 모듈
(module)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상태상’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옥태권(1988:92)에서 ‘결
과지속상(Resultative Aspect’으로 구분하여 [+완료성][+상태성][-순간성]의 상자질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이남순(1998:59)에서 ‘완료’의 ‘지속’으로 보았다. 
<미완료 상적 의미>: 손세모돌(1996:166)에서 ‘어 있다’는 ‘고 있다’와 함께 ‘지속’이라
는 의미 범주를 상보적으로 구성한다고 보고 선행어 결합에서 ‘고 있다’와 결합되지 못
하는 동사들은 ‘어 있다’와 결합함으로써 ‘지속’, ‘상태지속’을 표시한다고 보았다. 정언
학(2006:131)에서 중세한국어 ‘어 있다’ 구성을 분석하고 ‘결과상태지속’, ‘과정 지속’ 
모두 포함한데 이의 공통 분모는 ‘지속’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과상태지속’이라 할 
때 ‘미완료적 상’의 의미가 된다고 했다. 박선옥(2005:154)에서 완료 후 결과 상태 지속
의 상 의미를 실현한다고 기술했는데 완료 의미만을 드러내는 ‘-었’과 차이가 난다고 
기술한 것으로 봐 ‘지속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현식(1999:142)에서 문법
의미 관점에서 시상 범주 실현 요소로서 ‘-고 있다’는 ‘진행상’, ‘어 있다’는 ‘지속상’의 
실현 요소로 기술했다. 김석득(1992:645) ‘-어 있다’가 ‘정태지속상’을 표시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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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각된 ‘-어 있다’ 구성에서 완료 의미가 파악되는데서 모순이 빚어진 것으
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규명은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상태동사 ‘있다’는 ‘존재’라는 본래의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 기능 사이 정확
한 한계선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서정수(1990:563)에서 ‘-어 있다’는 ‘-고 있다’와 마찬가지로 본용언 ‘있다’
의 어휘적인 ‘존재’의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42a), (42b)는 각각 
괄호 안의 내용처럼 풀어서 쓰면 본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화가 없다. (42c)는 
반대로 보조동사구성에서 ‘버리다’의 본래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음을 보여 준
다. 최현배(1971) 정의대로 보조용언은 제홀로 완전한 풀이의 힘을 갖지 못한
다는 특징을 받아들인다면 ‘-어 있다’ 구성은 원의미를 그대로 실현한다고 볼 
수 있는 중의성 때문에 보조용언이 아닌 접속용언 구조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
선웅1995:96). 그러나 이러한 존재나 상태라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난다 해도 
‘-어 있다’는 보조동사 구성으로서 ‘지속’이라는 상의 중요한 의미와 맞물려 있
는 기능을 실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동사와 어울리지 못하지만 
(43b-b’’)에서처럼 같은 타동사를 피동사로 바꾸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어울린
다.31) 하지만 (43c-c’’)는 모든 피동사와 결합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42) a. 우리 집에 꽃이 피어 있다 = (우리 집에 꽃이 폈다. 꽃이 집에 있다)
b. 그는 집에 남아 있다 = (그는 집에 남았다. 그는 집에 있다) 
c. 친구가 등을 돌려 버렸다 ≠ (친구가 등을 돌렸다. 등을 버렸다)

(43) a.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잡아 있다.
a’. ✤이 사건이 우리를 위기에 놓아 있다.
a’’. ✤화살을 꽃아 있다.

b.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다.
b’.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다.
b’’. 화살이 꽂혀 있다.

c. ✤책이 읽혀져 있다.
c’. ✤소리가 들려 있다.
c’’. ✤산꼭데기가 보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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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c-c’’)와 (43b-b’’)의 피동사의 차이는 전자는 행위동사에서 파생되었으며 
후자는 완성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어 있다’의 피동사와 결합의 기
준은 해당 피동사가 파생된 자동사의 어휘의미에서 완성점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합 기준은 ‘-어 있다’가 자동사와 결합하는 
구문에서도 적용된다.  

(44)에서 ‘-어 있다’는 자동사와 통합된 구성이며 (44a-a’’)와 (44b-b’’)의 
달성동사와 잘 어울리지만 (44c-c’’)에서 제시된 행위동사와 어울리지 못함을 
알 수 있다32). 이는 피동사 구문과 같이 자동사 구문에도 종결 자질의 동사와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어 있다’의 의미 기능과 실현양상에 대한 여러 설
명이 제시되었지만33) 결합할 수 있는 선행동사의 상자질을 어휘·의미론적으로 

31) ‘-어 있다’는 예외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타동사는 ‘쓰다’, ‘끼다’, ‘맡다’ 등이다. 
i) 식탁 가운데 조그마한 종이에 '조용'이라는 말이 써 있었다.
i’) 아이들이 쥐포에 곰팡이가 껴 있는 줄도 모르고 먹었어요.
i’’) 필자가 편찬위원회 간사를 맡아 있었다. 

32) (44a-a’’)의 자동사는 한계자질을 가지면서 [+이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있다’의 존재
나 소재의 원 의미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지방
에 내려와 부모님 집에 있다.”처럼 기타 요소 삽입이 가능하며 접속구문으로 처리하기
가 가능해 보인다. 

33) 임홍빈(1975:26)에서 결합제약 자질을 ‘역동성’의 의미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타동사 구
문에서 ‘어 있다’가 통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동성을 갖는 타동사들이 경직성(硬直性)
을 갖는 ‘어 있다’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역동성이나 행
동성을 나타내는 자동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
들다. 한동완(2000:262)에서 역동성 제약이란 개념을 문법 기술에서 특별히 타동사의 
의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임홍빈의 같은 논저
에서 (c-c’’)에서와 같이 ‘-어 있다’가 일부 자동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행동사

(44) a. 내가 전화할 때까지 거기 가 있어라.
a’. 나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다. 
a’’. 한국을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 명단에서 우리 이름들이 빠져 있다.
b’. 길가에 매미가 죽어 있었다.
b’’. 바위 전체에 굴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b’’’. 그대 떠나 보냈던 아픈 길 그 안에도 아름다움이 묻어 있다.

c. ✤엄마가 웃어 있다.
c’. ✤아이가 공원에서 놀아 있다.
c’’. ✤바람이 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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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에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남승호(2004:104)에서 완성동
사와 달성동사는 복합 사건을 이루는데 하위 사건(sub-event)에서 전자는 예
비 과정, 후자는 결과 상태가 중점이 되는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또한 김윤신(2007:38)에서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사건의 중점과 
선후 관계에 의한 사건 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어휘상에 바탕을 
두고 형식의미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본고의 연구하는 방법과 다른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동사의 상적 의미를 분석하고 ‘-어 있다’ 결합 기준
을 정확하게 밝히는데서 성과가 크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 있다’에 선행하는 동사에는 종결 자질을 갖는 
달성동사가 허락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어 있다’ 의미 기능을 
‘결과상태상’, ‘완료’, ‘완료상’으로 간주했다(각주 31). 필자는 이러한 해석은 ‘-
어 있다’가 결합하는 동사가 내포하고 있는 상적 자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완료의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
요하다. 

옥태권(1988:88-97)의 진술에서 ‘-어 있다’가 동작의 결과 상태를 드러내는 
의미를 기본 의미로 파악했다. 어휘의미론적 논의에서와 같이 ‘-어 있다’ 구성
에서 결과상태가 중심 의미가 되는데, 자동문에서 주체가, 피동문에서 객체(문
장에서 주어로서 기능)가 이러한 결과 상태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으냐가 
‘-어 있다’ 구성의 결합력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결과 상태를 드러내는 
속성은 곧 동작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질 때만 확인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위에서 제시된 문장을 다시 제시한다. 

(44c)에서 “✤엄마가 웃어 있다.”가 비문이 되는 것은 웃는 동작의 전과 후
의 모습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웃는 동작은 사람의 입가가 양 

가 ‘행동이 끝이 없는’ 즉 [-한계]의 자질을 가지는 동사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어 있다’는 [+한계] 자질을 나타내는 선행동사와의 결합만을 허락한다
고 보는 것이지만 ‘앉아 있다’, ‘서 있다’에서처럼 [-한계] 자질임에도 결합이 가능하다. 
한동완(2000:275)에서 다음 두 가지로 결합제약을 요약했다. 1) ‘어 있다’ 구성은 타동
사 구문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2) [-결과상태성]의 상황 유형과 결합할 수 없다. 이는 
옥태권(1988) 기술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44) c. ✤엄마가 웃어 있다.
     c’. ✤아이가 공원에서 놀아 있다.
     c’’. ✤바람이 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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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올라감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 동작이 종결된 결과는 입가가 올라와 있
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원 표정으로 환원이 되는 것이다. 그
러나 ‘싹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 동질적인 동작
을 나타내는 ‘웃다’에 비해 ‘올라오다’는 특정한 한계를 가진 완성동사이기 때
문에 적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c’-c’’)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동작
이나 공원에서 노는 동작이 상태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이에 비해서 
(44b’-b’’’)에서 매미가 죽기 전과 후의 모습, 굴딱지가 붙기 전과 후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움이 묻기 전과 후의 모습이 일정한 상태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달성동사이기 때문에 ‘-어 있다’ 구성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34). 

자동사 구성에서 동작주가 일정한 동작을 실현함으로써 변화를 경험하게 되
는데 피동사 구성에서 객체는 여전히 동작의 변화를 입은 대상이긴 하지만 문
장에서 주어가 된다. 피동문은 동작의 결과상태에 말할이의 초점을 두는 표현
이라 할 수 있겠다(옥태권 1988:89). 위에서 살펴보았던 ‘-어 있다’의 결합제약
은 피동사 구문에서도 똑같이 작용되어 ‘-어 있다’의 결합 가능성을 더 제한적
으로 만든다. “✤책이 읽혀져 있다.”에서 그 결과로 동작주가 지식이 많아질 수
도 있겠지만 책 자체에 아무런 상태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들린 소리’, 
‘보인 산꼭데기’는 동작주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객체에 대해서 특
정한 상태변화를 확인해 주지지 못한다. 즉 객체가 초점을 받는 피동문에서 객
체의 상태변화, 자동문에서 동작주의 상태변화가 일어나야 ‘-어 있다’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어 있다’의 기본 의미는 선행동사의 동작이 끝난 후 결과가 지속됨을 나
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전 사건으로부터 유도된 결
과에 대한 의미를 별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박진호(2002:44)에서 이러
한 용법을 정태상으로 파악했다. 

34) ‘-어 있다’의 선행동사와의 공존 제한을 상태변화 속성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기동
(1978:360)에서 제시되었다. 그는 “✤자 있다.”가 불가능하고 “깨 있다.”가 가능한 것은 
동작이 일어난 결과로서의 모습에서 ‘자다’가 상태변화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반해 ‘깨
다’는 동작이 일어나기 전 모습과 후의 모습에서 확실하게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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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에서처럼 ‘-어 있다’ 구성에서 정태적 의미가 파악된 것은 선행동사 의
미자질에 기인한 것이다. ‘향하다’, ‘인접하다’, ‘접하다’ 등의 위치적 관계를 나
타내는 동사는 전형적인 정태술어이기 때문에 상태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점을 고려하고 결과나 완료의 의미는 ‘-어 있다’ 자체에 의한 의미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어 있다’의 의미 기능을 ‘완료상’, ‘종결상’이라는 
명칭 하에 다루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V어 있다] 구성에서 V에 
내재된  완성점의 상적 자질의 의미로부터 기인되는 결과물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상적인 의미의 파악에서는 동작이 종결점에 도달하고 완료된 이
후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곧 완료와 연관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완료는 그
침이 없는 미완료된 동작의 ‘지속’과 대립관계에 있는데 ‘완료’와 ‘지속’의 상적 
자질을 하나의 보조용언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은 성립되기가 어려워 보
인다. ‘-어 있다’의 의미 기능은 동작이 완료된 결과가 현재 시점이나 다른 시
점의 기준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영어 완료(perfect, Anterior)와 쉽게 연
상된다. Comrie (1976)에서는  영어의 완료(perfect)의 의미는 완료상
(Perfective), 미완료상(Imperfective) 범주, 즉 시간의 내적 구성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기준에 따른 개념을 나타낸다기보다 다음과 같은 의미 기능을 실행한
다고 보았다. 

1. ‘이전상황관여성’ (Relevance of previous situation)
2. ‘결과성’ (Perfect of result), 
3. ‘과거경험’ (Experiential perfect) 
4. ‘근접과거의 완료’ (Perfect of recent past)

영어에서는 이러한 ‘완료’는 현재까지 지속될 경우에만 현재완료를 나타낸
다. 가령 ‘I have seen John’의 문장을 발화하면 존이 반드시 화자의 근처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이다. 과거완료가 사용되면 ‘I had seen John 
before Mary left’에서와 같이 두 상황의 순서(sekuence)를 나타낸다. 
Comrie (1976)는 영어의 완료는 문법상(Grammatical Aspect)과 다르고 사건

(45) a. 우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박진호 2002:44)
b. 이 지역은 중국에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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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 특정한 상황의 이전 상태
와의 관계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The perfect is rather different from these aspects(완료/미완료상), 
since it tells nothing directly about the situation in itself, but 
rather relates some state to a preceding situation. Comrie (1976:52)

박진호(2011:301)에서는 문법적 범주인 완료상과 미완료상, 그리고 결과상
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고 있다’와 ‘-어 있다’를 의미 기능을 기술했다. 그는 
perfect는 과거의 일어난 사건은 현재까지 관여성(relevance)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한국어 ‘-어 있다’는 이러한 완료(perfect)보다 결과상(resultative 
aspect)35)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또한 결과상은 완료상에 비해 문법화 진전도
가 낮으며 동사와 제약도 심하고 의미 추상화 정도가 낮다고 언급했다. 

Bybee et al.(1994)에서 세계의 많은 언어에서 결과상은 선행상으로, 선행
상은 완료상(Perfective)으로 발달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46) 결과상(Resultative) -> 선행상(Perfect) -> 완료상(Perfective)

한국어 ‘-어 있다’는 결과상에서 완료의 의미가 파악되는데 자·타동사와 자
유롭게 어울리는 선행상(perfect)과 달리 결합 양상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다. 
이는 ‘-어 있다’ 구성이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상태지속’의 의미 기능이 자동사
와 피동사만을 요구하는 조건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있다’의 
존재의 의미가 ‘-어 있다’ 구성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속의 의
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Nedjalkov (1988:7)에서 상태와 결과상은 많은 
의미 특징을 공유하며 상태 의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은 결과상에 대해
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는 ‘결과지속상’으로 처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 있다’ 구성을 ‘완료형’으로 보는 논의에서 달성동사와 결합에서 나타나
는 완료 의미에 주목하여 기술했다. 이것은 ‘[+한계]V어 있다’ 구성은 선행동사

35) Bybee et al.(1994:93)에서 결과상(Resultatives)은 상태가 과거 행위의 결과로 존재함
을 나타내며 보통 피동작주를 절의 주어로 삼는다는 점에서 수동태와 유사하지만, He is 
gone에서처럼 주어의 변화 없이 자동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정의했다. 
또한 시간적 한계가 있는 동사, 즉 내재적 끝점이 있는 사건을 기술하는 동사와만 쓰일 
수 있다고 했다.



- 144 -

가 완료된 이후 결과가 지속되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
디까지 완성·달성동사의 자질로 말미암은 것이며 완료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 있다’가 미완료의 문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데
서 뒷받침된다. 

(47), (48)에서 보듯이 [V어 있] 구성에 ‘(으)면서’ 연결어미가 결합하고 앞절
과 뒤절의 서술어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 준다. (47a-c)의 상태동사는 
물론 (48a-d)의 종결 자질의 동사와의 결합에도 상태 지속의 의미가 그대로 드
러나 상황이 지속됨을 표현된다. 

(47a,b)의 ‘살아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에서 보듯이 행위동사인 경우에 
완료의 의미는 전혀 없다. (48)의 문장들에는 달성동사와 결합했는데, 동작이 
종결된 이후 어느 한 상태로서 지속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
면서’에 의해서 다른 동작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8c)는 죽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진리에 따라 살고 쉬는 모든 생
명체의 생각과 행동이 멈춰지고 종결되는 의미를 함의한다. 특히 같은 달성동
사 중에서도 ‘자주 떠나다’가 가능한 반면에 ‘자주 죽는다’가 불가능한 것처럼 
일회적인 동작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죽음 이후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 자연
스러운 현상이라고 가정하면 ‘죽어 있다’를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의 전환점으
로 이해하고 완료의 의미가 파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 이유
로 (48c)에서 ‘죽어 있으면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상상의 세계에서만 가
능한 일이다. 

(47) a. 고유의 질감과 색감이 살아 있으면서 이태리의 
감성을 담은 천연 나무시계이다.

상태동사b. 앉아 있으면서 살 빼는 운동을 안다.
c. 줄 서 있으면서 문자를 했다. 

(48) a.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서 위치까지 좋아서 
바로 이사 갔다. 

달성동사
b. 운동은커녕 집에만 붙어 있으면서 먹기만 해요.
c.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척하는 게 아닐까?
d. 집 떠나 있으면서 방치된 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게 밀린 숙제하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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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죽어 있다’에 의해서 파악되는 의미는 완료의 상적 의미로 
처리하는 것은 선행동사의 [+종결] 자질에 의한 것이며, ‘-어 있다’ 자체의 상
적인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위의 예문에서 보았듯이 상태동사가 이
용된 경우 ‘-면서’와 자유롭게 연결되는 것은 물론 달성동사와도 연결되는 것
을 보았다. 다만 종결동사인 경우 완료의 의미가 파악되는 것은 동사의 [+종결]
의미 자질에 의한 것이다. (48c)에서처럼 상상의 세계에서 이러한 의미 자질을 
없애면 ‘-면서’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어 있다’가 ‘완료’ 의미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다음 예문에서 ‘-어 있다’ 구성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함께 
쓰인 구성이다. 

박진호(2002)에서 (49a)에서 시간의 폭을 나타내는 ‘3시간동안’이라는 부사
구가 ‘-어 있다’ 구성과 결합할 때 결과상태 지속을 나타내고 (49b)에서 기절한 
뒤 결과 상태가 7시 정각에 성립됨을 나타낸다고 기술했다. 이는 본고에서 보
는 입장과 일맥상통한 해석으로 보인다. (49b)의 문장은 ‘7시 정각에’ 부사어구
는 [+종결]의 상 자질을 나타내고 문장 전체가 완료의 의미를 얻게 되지만 화
자의 초점은 결과지속에 맞추어져 있다. 

(49a)의 [3시간동안 기절]이라는 상황은 지속 부사어(durative adverbial)로 
말미암아 문장 전체가 [-종결]의 상적 자질을 얻게 된다. 이와 반대로 (49b)의 
문장에서는 시간틀 부사어(frame adverbial)가 사용되었으므로 [7시 정각에 기
절]이라는 상황은 [+종결]의 상적 자질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두 문장은 각
각 다른 상황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상황에서 완료의 의미가 별
로 없는 (a)와 완료의 의미가 부각되는 (b)의 문장에서 모두 상태지속이라는 의
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어 ‘-어 있다’ 의미 기능은 상태지속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어 있다’에 의해서 나타나는 완료의 의미는 
배경지식으로 남아 완료의 느낌을 주는 것이고 상적 자질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서 ‘완료 후 상태지속’이라는 해석도 제시되었지만 앞에서 언급
했던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서로 상반된 ‘완료’와 ‘지속’의 의미를 하나의 의미
기능으로 간주하는 것이 힘들다고 본다. ‘-어 있다’는 달성동사 외 종결의 자질

(49) a. 그는 3시간동안 기절해 있었다. (박진호2002:44)
b. 그는 7시 정각에 기절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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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동사와 결합에도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완료’의 의미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지만 달성동사와 결합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어 있다’의 의미기
능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3.2.2.2. ‘-p tur’

키르기즈어에서 ‘상태지속’의 의미는 ‘-p tur(서다)’ 보조동사에 의해서 실현
된다. 이러한 의미는 피동사와의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에 한해서만 나
타난다. 키르기즈어 피동사는 ‘-(ï)l-’, ‘-(ï)n-’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p 
tur’와 연결하여 상태지속을 타나낸다. ‘상태지속’의 의미 기능 피동 표현과 의
미적으로 어울리는 특징이 많아 피동사와 자유롭게 결합되는 것은 한국어 ‘-어 
있다’와 유사하다. 

(50)  완성동사
a. Parat-tïn

parade-GEN
ubag-ïnda
time-LOC

köčö-lör
street-PL

ǰab-ïl-ïp       tur-du.
close-PASS-C stand-PST.3SG

‘페레이드 시간에 거리가 폐쇄되어 있었다.’

b. Bu  ubak-ta  emnege 
this time-LOC why

svet 
light  

küy-ül-üp       tur-a-t.
switch-PASS-C stand-PRES-3SG

‘이 시간에 왜 불이 켜져 있습니까?’

c. Emne dep
what  QUOT

ǰaz-ïl-ïp      tur-gan-ï
write-PASS-C stand-NMZ

es-imde      ǰok.
memory-LOC absent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에 없다.’

(51) 행위동사
a. Eŋ üstünkü

most high
etaǰ-dan
floor-ABL

šaar-dïn baarï
city-GEN all

kör-ün-üp  tur-a-t.
see-PASS-C stand-PRES

‘가장 높은 층에서 시내의 모든 것이 보인다.’

b. Tamak
meal

köp-kö  čeyïn
long time till

ǰe-il-be-y     tur-du.
eat-Pass-Neg-C stand-PST3SG

‘음식이 오래까지 먹히지 않았다.’(누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c. ǰürök-tün
heart-GEN

sok-kon-u
beat-NMZ-P

daana
clearly

ug-ul-up     tur-a-t.
hear-PASS-C stand-PRS-3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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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피동사는 ‘ǰap(막다)/küy(켜다)/ǰaz(쓰다)’ 어휘 의미에서 종결 자질
을 갖고 있는 타동사(완성동사)에서 파생되었으며 (51)의 ‘kör(보다)/ǰe(먹
다)’/‘uk(듣다)’는 종결 자질이 없는 타동사(행위동사)에서 파생되었다. (50)의 
피동사 구성에서는 완성점이나 전환점에 의해서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상태
변화가 구분되는 결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p tur’ 구성은 화자가 관찰할 
수 있는 상태지속은, 곧 이러한 결과의 지속을 표현하기 때문에 ‘ǰab-ïl(막히-)’
과 같은 피동사와 잘 어울린다. 이는 한국어 ‘-어 있다’와 비슷한 양상이다. 그
러나 (51)에서와 같이 동작의 결과가 유도되는 완성점이 없는 행위동사에서 파
생된 피동사와도 잘 어울려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키르기즈어 ‘-p tur’
는 완성점에 의한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단순히 상태지속에 초점을 두고 표
현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듣다’, ‘노래 부르다’와 같은 동질적인 행위동
사의 상태 지속은 영어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현상과 비교된다. 

‘-p tur’에 의해서 ‘상태지속’의 의미는 자동사와 결합할 때도 나타난다. 

‘심장이 뛰는 것이 뚜렷하게 들린다.’

(53) 달성동사
a. Ešik     suuk

Outside  cold
bol-up    tur-a-t.
become-C stand-PRES-3SG

‘밖이 추워져 있다.’

b. Narïn-dïn
Naryn-GEN

suu-su 
water-P

toŋ-up tur-a-t.
freeze-C stand-PRES-3SG

‘나른강의 물이 얼어 있다.’

c. Bis  öz-übüzdün
Our self-GEN

baš-tar-ïbïz
head-PL-P

katï-p    tur-a-t.
harden-C stand-PRES-3PL

‘우리 스스로의 머리가 굳어져 있다.’(골치 아프다)

d. ✤Küčük  öl-üp  tur-a-t.
Puppü  die-C   stand-PRES-3SG
✤‘강아지가 죽어 있다.’ 

(52) a. His voice was being heard by others.
b. In our karaoke bar this song is probably the most 

sung one by g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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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서다)’는 자동사와 결합하여 상태지속을 나타내는 용법은 정도의 변화
를 나타내는 동사에만 한정되어 있다. 김윤신(2004:51)에서 ‘녹다’, ‘식다’와 같
은 동사들을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정도달성동사로 보았다. 이러한 동사는 변
화의 정도를 내포하고 있어서 화자가 언제나 그 변화를 목격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53d)처럼 정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지 않은 달성동
사인 경우에 결합제약이 나타난다. 

‘-p tur’는 앞에서 보았던 피동사와 정도달성동사 이외의 타동사와 기타 자
동사와 결합하여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어 ‘-어 있다’와 다른 점
이다. 

(54)의 ‘tur’가 각각 선행동사에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는 ‘반복’이다. 
(54a)는 대회에 참여하는 일, (54b)는 병원에 병문안 오는 일이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일어남을 표현한다. Baskakov (1979:16)에서 ‘-p tur’ 보조동사 
구성은 문장의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속을 지닌
다고 주장했다. Karybaev (2001:130)에서 이러한 정의를 비판하고 시간적으로 
한정된 동작은 ‘지속’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일반 논리에서 벗어난다고 주장
했다. 문제는 ‘-p tur’가 반복과 함께 일시적인 동작, 잠깐의 동작이라는 의미
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래 문장은 ‘-p tur’가 선행동사게 결합하여 
‘잠깐’, ‘잠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이다.

(54)  자동사
a. Olimpiada-ga

contest-DAT
ǰïl   sayïn
year every

katïš-kanga
take_part-for

bar-ïp tur-du-k.
go-C  stand-PST-1PL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매년 가곤 했다.’

b.Oorukana-da
hospital-LOC

ǰat-kanda
lie-when

kelin-im
daughter in law 

kel-ip  tur-du.
come-C stand-PST.3SG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가 병문안 오곤 했다.’

c. Al  ooru-ba-sa   dagï
she sick-Neg-if though

doktur-ga
doctor-DAT

čurka-p tur-a-t.
run-C   stand-PRES-3SG

‘그녀는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뛰어간다.’ 

d. ǰaan ǰaa-ganda
rain  go-when

üst-ündön
above-ABL

suu  tamč-ïp tur-at.
water leak-C stand-PRES-3SG

‘비가 오면 위에서 물이 세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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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ur’는 타동사와 결합시 ‘잠시 하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게 되어 
(55)에서 ‘잠깐 읽고 있었다’, ‘잠시 참여했다’, ‘잠깐 왔다’는 진행상적인 해석
을 받게 된다. ‘-p tur’가 나타내는 반복은 일시적인 동작 자체를 나타내거나 
이러한 한정된 시간 속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낸다.  이 동작들을 
가령 10년이라는 시간의 축에서 바라보면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수많은 동작들
의 모습에서 지속의 의미가 파악된다. Johanson (1999:172)에서 이러한 쓰임
은 사건의 시작과 종결 사이의 진행을 나타내는 한계내(intraterminal)의 용법
이라고 하고 큽착어군의 튀르크 언어 미완료상이 갖는 특징이라고 보았다.

키르기즈어에서 3개 자세동사의 의미 기능을 현재복합시제로 보는 이유는 
이들 실현양상에 ‘반복’의 의미가 파악되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한정된 ‘잠깐
의 순간들’이 합쳐져서 지속의 의미를 산출하고 시간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내
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평상시 하는 행동으로 파악되고 평
상시 하는 동작은 곧 일반적이거나 영구적인 동작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katïšïp turam(참여하고 있다)’는 ‘katïšam(참여한다)’와 같은 현재시제와 동
일한 의미해석을 받게 된다. 현재시제의 특성은 ‘동작의 지속이나 반복의 무제
한성’, ‘영구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다(Maslov2004:39). 제한된 시간 속의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p tur’가 문맥에 따라서 현재시제 의미로 융합되는 것
이다. 따라서 반복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지속의 제한성이라는 의미를 놓고 학
자마다 논의가 많았던 것은 지속과 비지속의 의미를 한 현상에서 드러나는 모
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Comrie (1976:28)에서 반복상의 특징은 일어나는 상황을 확대된 시간 속에

(55)  타동사
a. Mugalim

teacher
kel-gičekte
come-till

kitep oku-p  tur-gula.
book read-C stand-IMP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책을 (잠시) 읽고 있어라’

b.Dükön ač-ïl-ganča
shop  open-PASS-till

küt-üp tur-du-k.
wait-C stand-PST-1PL

‘가게가 열리기 전까지 (잠깐) 기다리고 있었다’

c. Muzïkalïk  irim-der-ine
music     club-PL-DAT

katïš-ïp  tur-du-m.
attend-C stand-PST-1SG

‘음악 동아리에 (잠깐) 참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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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The old professor used to arrive late.”는 일
정한 지속을 갖는 동작의 분명한 반복이지만 “The temple of Diana used to 
stand at Epheus.”는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Bybee et al. 
(1994:141)는 진행상이 문법화되어 미완료상이나 현재시제로 변화하는 과정의 
발단은 진행상 표지들이 반복적인 해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시제는 현재 미완료상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고 보았다. 이러한 진술을 받아들이면 많은 키르기즈어 문법서에서 ‘ǰat’와 
‘tur’의 미완료상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왜 현재시제 표지로 기술하는지에 대충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키르기즈 전통문법에서 상의 의미 기능을 별도의 범주
로 설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의 시제 개념으로 관찰했다.   

3.2.3. 목표지향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가다/오다’, ‘bar(가다)/kel(오다)’ 동사가 선행동
사에 결합하여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 기능을 실현한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이들 보조동사는 본동사 쓰임에서의 어휘의미가 동일하게 번역되고 보조동사 
용법에서도 유사한 실현양상을 보인다. ‘가다/오다’ 본동사로 쓰이는 경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물리적인 이동을 뜻한다. 이러한 ‘이동’의 구체적인 의미
는 화자의 중심으로 대상물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공간 안에서의 이동의 의
미를 나타낸다. 이 의미가 그대로 확대되어 화자가 지정하는 목표 지점을 기준
으로 점점 멀어지는 의미를 ‘가다’로, 가까워지는 의미를 ‘오다’로 표현하게 되
고 어휘동사와의 의미적 유연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보조동사구성에서는 같
은 의미를 공간이 아닌 시간 관계 속에서 파악하게 되고 목표점으로 지향해 가
는 혹은 지향해 오는 ‘지속’이나 ‘진행’의 의미가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다.  

목표지향 (Directive)
한국어  ‘-오 가다’ ‘-어 오다’ [지속]

[진행]
[방향]키르기즈어  ‘-p bar’(가다) ‘-p kel’(오다)

(56) 원형의미 
a. 아침 일찍 서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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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오다’ 두 동사는 (56-58)에서 ‘이동’의 기본적인 어휘의미를 내포하며 
확장 의미에서는  ‘금이 가다’, ‘감이 오다’, ‘mezgil kel(때가 되다)’에서와 같
이 ‘추상적인 대상의 이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보조동사구성에서는 ‘가다/오
다’가 결합하는 선행동사에 [+지속]이라는 상적 자질을 부여하고 ‘진행’의 의미
를 표현하지만 이동동사에 내재된 ‘방향’의 의미 요소가 그대로 작용해서 화자
가 바라보는 진행의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본동사의 어휘의미에서 비롯
된 기준이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의 시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동사 ‘가다’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동사 ‘오다’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58a,c)의 ‘기다려 오다’, ‘ǰïlïp kel(따뜻해지다)’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도

b. 나에게 오너라.
c. Ayïl-da

country-LOC
ǰaša-gan
live-REL

dos-uma
friend-DAT

bar-a-m.
go-Fut-1SG

‘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간다.’
d. konok-ko

guest-DAT
kel-gile
come-IMP

‘놀려 오세요.’
(57) 의미확장

a. 옷에 주름이 가다.
b. 얼핏 보니 감이 오고 있는 것 같았다. 
c. ömür-ü

life-P
uzak
long

bar-gan
go-CON

ǰok.
Neg

‘그는 오래 살지 않았다.’
d. Mezgil 

Time
kel-di.
come-PST.3SG

‘때가 왔다.’

(58)
  

보조동사
a.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다려 온 결과이다.
b. 다시 못 볼 사이처럼 우리는 멀어져 간다. 

c. Aba ïrayï
wether

ǰïlï-p    kel-di. 
warm-C come-PST

‘날씨가 따뜻해졌다.’
d.  Kün

day
ač-ïl-ïp 
clear_up-PASS-C

bar-a   ǰat-a-t.
come-C lie-PRES-1SG

‘날이 맑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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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점까지의 진해되는 과정, (58b,d)의 ‘멀어져 가다’, ‘ačïlïp bar(밝아지다)’는 
화자가 지정하는 출발점을 기준으로부터 미래를 향해 진행되는 과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듯 화자의 어느 기준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각 ‘가다’와 ‘오
다’가 선택되어 보조동사구성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거나 지속되는 과정의 의
미를 ‘진행’이라는 상적 기능을 맡아 실현하게 된 것이다. 

3.2.3.1. ‘-어 가다’, ‘-어 오다’
한국어 보조동사 ‘가다/오다’는 최현배(1971:397), 고영근(1985:116)에서 

‘진행’으로 기술하고 이기동(1977)에서 선행동사가 동사와 결합하면 ‘진행상’을, 
선행용언이 형용사와 결합하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세모돌(1996:127)에서 ‘지향점이 있는 지속’의 의미로 보고 정언학(2002)은 중
세 국어 보조동사 ‘가다’와 ‘오다’가 ‘과정의 지속’을 나타내며 현대 한국어에서
도 ‘진행’이라는 미완료적 상 의미를 드러내는 범주로 기술했다. 선행 연구에서 
의미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차이가 있지만 ‘지속’이나 ‘진행’이라는 
의미로 보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 보조
동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어 가다’ :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어 오다’ :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정의에서 드러나 있듯이 ‘가다/오다’ 보조동사가 실현하는 의미는 일반적인 
진행보다 기준점 혹은 목표점으로 향하는 진행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점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가 지정하는 어느 한 시점이 되겠는데, ‘가
다’는 이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영역을 담당하고 ‘오다’는 이 시점까지의 과거의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인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에서 이러한 기준점은 발화 시점이나 현재 시점, 청자/화자에 의한 기준 등으
로 보는 경우가 많다36). 이 기준에 따라 ‘가다’는 아래 (57a)에서처럼 미래 진

36) 김영태(1997:82-85)에서는 ‘가다/오다’ 보조동사 의미가 구분되는 기준을 발화 시점으
로 설정했다. 권순구(2005:61)에서 ‘가다/오다’의 분포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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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나타내야 하는데 “날이 밝아 갔다.”가 비문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현재시점이나 발화시점과 상관없이 화자의 심리적으로 지정하는 특정한 시점이 
‘가다/오다’가 선택되는 기준이 된다고 판단된다. 

(59a,a’)에서 보듯이 상태 변화를 뜻하는 문장에서는 화자의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다’나 ‘오다’가 선택되는데 그렇게 교체해서 자유롭게 쓰
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조동사가 담당하는 영역
을 가르는 기준에는 단순히 발화 시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59b,b’)에서처럼 
동일한 술어와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데서 확인된다. 

손세모돌(1996:126-138)에서 ‘-어 가다/오다’에 의해서 화자의 심리적인 태
도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화자의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위치, 거리, 방향 등에 대한 정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두 보조동사 사이 하
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대상이나 사건 등이 화자로부터 멀어져 가는
가 접근하는가, 상태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반대 방향으로 진
행되는가에 대한 생각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다. 즉 (59b)에서 밤이라는 시간
은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밤이 깊어지는 상황은 화자에게서 더 멀어
지는 의미로 판단되어 ‘가다’의 사용이 더 선호된다. (59b)에서는 이와 반대로 
날이 하루의 시작해서 다가오는 인상을 심어 주기 때문에 ‘오다’가 선택되어 화
자에게 가까워지는 의미로 사용된다. 

아래 예문에서는 반복의 의미가 파악되는 문맥에서는 ‘-오다’가 잘 어울리
지만 ‘가다’는 제약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 가다/오다’의 사
용은 ‘진행’, ‘상태변화’ 의미에 걸쳐 두루 가능하지만 ‘반복’의 의미 실현은 ‘오
다’에만 한정된다. 이를 다음 (60-61)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박덕유(2007:94)에서 ‘오다’는 발화시까지의 동작의 
계속을, ‘가다’는 완성점을 향한 동작의 계속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 ‘가
다/오다’ 담당하는 영역을 가르는 기준은 발화시점이나 현재시점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59) a. 처음에 약했지만 점점 강해져 왔다/갔다.

상태변화

a’. 오랜 세월 방치된 건물은 흉가로 변해 갔다/왔다. 

b. 오늘도 이렇게 밤이 깊어 ?온다/간다.
b’. 새 아침 새 희망의 날이 밝아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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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a-c)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문맥에서 반복의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어 가다’는 화자가 지정하는 시점에서 미래의 지향하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
문에 반복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미래에 일어날 반복의 표현은 흔치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60a-c)는 진행의 의미가 충분히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
문법적이라는 것으로 비추어 봐 바로 반복의 의미가 제약을 불러일으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김윤신(2007:24)에서는 ‘-어 가다’는 화자의 발화 시점과 관련이 없는 객관
적인 종결점까지 과정의 진행이라는 상적 의미로 정하고 있다. (60)의 문장에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월급이 깎이거나 나라의 정책에 시달리는 과정에서는 종결
점이 어떤 것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그러나 (61a)는 빛을 갚아 가는 과정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는 언젠가는 모든 빛이 갚아
지는 완성점에 도달함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61b,c)에서도 네트워크, 작품 
세계가 완성된다는 종결점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59b)
에서 ‘밤이 깊어 가다’와 같이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형용사)처럼  종결점
을 나타내는 동사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논의에서 상태 변화와 
종결점의 의미는 서로 연관된 개념임을 살펴보았다.   

‘가다/오다’에 의해서 진행과 반복의 의미가 파악되지만 ‘오다’, ‘가다’ 본동
사로부터 남은 방향성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고스란히 남아서 ‘-어 가다/오다’ 
보조동사 구성의 실현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표
현하는 데 화자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심리적인 요소와 선행용언의 상적 자
질들이 작용되어서 진행상의 문법기능을 하는 표지로 보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는 키르기즈어 ‘bar(가다)’, ‘kel(오다)’ 보조동사 용법에서도 똑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60) a. 이 회사는 고객들에게 수년간 바가지를 씌워 왔다/?갔다.
진행
 +
반복

b. 이 회사는 매년 행사 비용을 월급에서 깎아 왔다/?갔다. 

c. 온 국민이 1년간 정부 정책에 시달려 왔다/?갔다.

(61) a. 돈을 열심히 벌어 꼬박꼬박 빛을 갚아 갔다.
진행
 +
종결점

b. 기업은 고군분투하면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갔다.
c. 세잔은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들과 조우하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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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p bar’, ‘-p kel’
키르기즈어 ‘bar(가다)’와 ‘kel(오다)’는 선행동사에 결합하여 복합 술어와 보조

동사 용법을 실현한다. 두 경우 ‘bar’, ‘kel’의 방향성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포함되
어서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 ‘-어 가다/오다’와 유사하다. 

(62a)는 ‘uč(날다)’에 ‘bar(가다)’가 결합해서 비행기가 화자에게서 멀어지는 방
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과정을 나타낸다. 키르기즈어의 ‘uč(날다)’, ‘ayda(운전하
다)’, ‘bas(걷다)’ 등의 이동동사는 ‘bar’나 ‘kel’과 결합해서 단일방향동사
(edinichnoe dvijenie)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Karybaev & Kasymova 
2001:86). (62b)는 모기들이 날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인데 대부분 경우에 
직선으로 나는 비행기에 비해서 작은 공간에서 무작위로 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
다. 때문에 ‘bar/kel’과 결합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룬다. 한편 에어쇼
와 같은 장소에서 비행들이 하늘 위에 다양한 방향으로 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경
우에 ‘bar/kel’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복합 술어를 이루는 ‘bar/kel’은 방향의 
의미 특징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보조동사 용법에서 나타난다.  
   

(62) a. Samolet
Plane

uč-up bar-a
fly-C  go-C

ǰat-a-t.
lie-PRES-3SG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

b. čirkey-ler
Mosquito-PL

uč-up ǰat-ïš-a-t.
fly-C  lie-RECP-PRES-3PL

‘모기들이 날고 있다’

(63) a. Kün 
day

uzar-ïp     bar-/kel-e ǰat-a-t.
lengthen-C go/come-C lie-PRES-3SG

‘날이 길어져 가/오고 있다.’

b. ötkön ǰïlï
last   year

tik-ken   bak-tar
plant-REL tree-PL

ös-üp bar-/kel-e  ǰat-a-t.
grow-C go/come-C lie-PRES-3PL

‘작년에 심었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c. ǰalbïrak-tar
leaf-PL

sargay-ïp         bar-/kel-di.
become yellow-C go/come-PST.3PL

‘나뭇잎이 노래져 갔/왔다.’

d. El-din      turmuš-u oŋol-up     bar/kel-e   ǰ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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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에서 볼 수 있듯이 ‘bar/kel’은 선행술어에 변화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동사와 아무런 제한 없이 잘 결합한다. ‘uzar(길어지다)’, ‘ös(자라다)’, ‘sargay(노
래지다)’, ‘öŋöl(나아지다)’ 등은 상태 변화를 함축하는 동사이다. 여기서 ‘bar/kel’ 
동사의 선택은 화자의 지정하는 시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63a)와 (63b)에서는 ‘-p 
bar/kel’ 구성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ǰat(눕다)’와 잘 어울릴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진행의 의미는 종결 자질을 갖는 동사와 결합에도 확인된다(Yuldashev 
1965:77). 그러나 ‘bar’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복합 동사나 접속 문의 
술어 기능을 실행하게 된다.  

(64a-c)에서 ‘kel’ 보조동사가 선행동사에 결합하여 진행의 의미와 ‘오다’의 본
래 어휘 의미 사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며 ‘bar’는 본동사의 ‘가다’ 의미로만 해석된
다. ‘-p kel’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상태 변화 동사와 연결할 때 이러한 중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64a)에서와 같이 완성동사와 결합할 때 ‘üč ǰïldan 
beri(3년 전부터 쭉)’와 같은 반복의 의미의 부사어구가 사용되면 이러한 중의성이 
없어진다.  

people-GEN life-P get better-C go/come-C lie-PRES-3SG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

(64) a. Al üč ǰïl-dan   beri
he 3 year-ABL during

kitep-ti
book-ACC

ǰaz-ïp kel/✤bar-di.
write-C come/go-PST.3SG

‘그는 3년 전부터 쭉 이 책을 써 왔다/✤갔다.’

b. katuu ište-p
hard  work-C

plan-dï
plan-ACC

atkar-ïp kel/✤bar-dïk.
fulfill-C come/go-PST

‘열심히 일해서 계획을 이루어 왔다/✤갔다.’

c. Alar  oyun maksat-ïna
they  aim-DAT

ǰet-ip kel-e/✤bar-a  ǰat-ïšat .
reach-C come-C/✤go-C lie-Rcpr.PRES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룩해 오고/✤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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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태적 의미 기능

본 장에서 양태 의미 기능에 관여하는 보조동사를 고찰한다. 한국어 ‘-어 보
다’, ‘-어 주다’, ‘-어 대다’, 키르기즈어에서 ‘-p kör’, ‘-a al’, ‘-p ber’, ‘-이에 
속한다. 양태 보조동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보조동사와 달리 상적인 의미를 전혀 
갖지 않는다. 이들 보조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명제에 대한 화자 태도에 대한 
것이다. 양태 보조동사는 독립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동
사에 결합하여 보조동사 구성에서만 양태적 의미 기능을 실현한다. 이러한 의미 기
능은  제2.3.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 중심 의미와 화자 중심 의미이다. 본 
장에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양태 의미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다룬다. 

4.1. 시행

‘보다(see)’에 의한 보조동사 구성에서 ‘시행’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언
어는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 몽골어 등이 있어 매우 다양하
다. 앞에서 주어중심 양태동사를 선행동사가 가리키는 행위나 상태와 관련하여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 바람, 능력, 의무 등의 조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보조동사로 보는 정의에 따르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명제
와 관련성을 볼 때 주어중심 양태 보조동사는 화자중심 양태동사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항은 키르기즈어 ‘kör’ 보조동사에 
대해서 유효하지만 한국어 ‘보다’는 ‘-(을)까’, ‘-나’, ‘-ㄴ(은/는)가’, ‘-(ㄹ)려나’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며 화자중심 양태용언의 기능도 함
께 실현한다. 

4.1.1. ‘어 보다’

시행 (Attemptive)
한국어  ‘-어 보다’
키르기즈어  ‘-p kor’(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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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동사 ‘-아/어 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시행’, ‘경험’으로 간주되는 견해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행위를 시험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일을 
겪는 것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는 ‘경험’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기도 하고 특정
한 구문에서는 ‘가정’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행위의 
‘시행’을 기본 전제로 하기에 보조동사 ‘보다’의 원형의미는 ‘시행’으로 볼 수 
있겠다. 손세모돌 (1996:237)에서 ‘-어 보다’ 보조동사 구성의 기본 의미를 ‘시
행’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의미를 문맥에서 드러나는 의미로 처리했다. 호광수
(2003:26)에서도 ‘시행’을 일차적인 의미로 설정했다. 보조동사 ‘-어 보다’의 양
태 의미는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그것을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가 경험, 
또는 시도하였다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에서 ‘보다’의 사전적 의미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
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고 규명하고 있다. 또한 보조동사 ‘보다’를 ‘어떤 행
동을 시험 삼아 함.”이라고 정의한다. (1a-a’)는 물건을 고르거나 일을 맡기는 
일은 시행의 의미로 이해된다. (1b-b’)에서는 시행을 이미 해 본 상황이므로 
‘경험’의 뜻으로 해석된다. 시행과 시험은 서로 관계되어 있는 의미이다. 시행
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나타내거나 과거의 일어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은 항상 과거의 일어난 일이며 곧 과거의 시행이라는 뜻이다. 

‘-어 보다’는 문맥에 따라 ‘가정’으로 해석된다. 

(2a,b)는 ‘가정’의 의미를 드러낸다. (2a’,b’)에서 보듯이 술어에서 ‘-어 보
다’ 보조동사 구성이 생략되면 ‘가정’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기동
(1992:64), 손세모돌(1996:243)에서 ‘-어 보다’의 사용은 완곡한 표현으로도 사

(1) a. 마음에 든 물건을 골라 봐라.
a’. 그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 보기로 했다.

b.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른다
b’. 그런 책은 읽어 본 적이 없다.

(2) a. 깨끗이 안 치우기만 해 봐라.
a’. ? 깨끗이 안 치우기만 해라.

b. 이 녀석이 권력만 잡아 봐라. 
b’. ?이 녀석이 권력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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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1). 우회적인 표현으로 직접적인 표현보다 공손한 표현 
효과를 얻는 것이다. ‘-어 보다’는 상대방의 행동 지시에 ‘보다’를 첨가하여 상
대방의 자발적인 ‘시도’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3a)는 직접 명령형의 사용보다 보조동사 ‘보다’의 사용은 더 완곡한 표현으
로 받아들여진다. (3b)에서는 “가겠습니다.”보다 보조동사 ‘보다’를 첨가하여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보다’의 시행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는 곧 
이어질 동작에 대한 딱딱한 사실 전달하는 것보다 ‘시행’으로 바꾸고 표현함으
로써 지정된 사실을 약화시켜 친절한 어감을 얻게 된다. 

이상에서 보았던 ‘-어 보다’의 주어 중심의 의미 기능을 다루어 본 것인데 
‘보다’는 그밖에 화자 중심의 양태 의미도 실현한다. ‘보다’는 ‘-나, -은/는가, 
-(으)려나, -(으)ㄹ까’ 등과 같은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화자가 해당 행동이나 상
태를 추측하거나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호광수(2003:26)에서 이
러한 의미 기능을 이차적인 의미로 파악했다. 

(4a)에서 화자가 그저 밖에 비가 올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비가 직접 
보거나 비를 맞은 것은 아니며 (4b)에서는 화자는 순이네 집에 가서 어떤 상황
을 경험하지 않은 의미를 나타낸다. (4c-d)에서도 ‘보다’는 선행동사에 결합하
여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낸다. 이것은 위에서 보았던 주어 중심의 양태 

1) ‘완곡’의 의미를 구별한 논의는 그 밖에 김기혁(1987), 이선웅(1995:92), 박선옥(2002) 등
에도 있다. 이들은 보조동사 ‘-어 보다’가 ‘시행’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김기혁(1987:51)에서 ‘완곡’ 표현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나타난다고 본 바 
있다. 그리고 명령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어 부드럽게 표현하는 완곡 표현
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4) a. 밖에 아직도 비가 오나 봅니다.
b. 순이네 집이 오늘 무슨 날인가 봐.

c. 영희가 집에 없나 보다. 
b’.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려나 봐. 

(3) a. 헨드폰 좀 끊어 봐.
a’. 헨드폰 좀 끊어.

b. 그러면 가 보겠습니다.
b’. 그러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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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과 다른 점이다. 주어 중심 양태 보조동사는 화자의 의도나 능력 등 화자
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화자중심의 양태 의미는 화
자의 주관적인 심리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4)의 모든 문장에서 
나온 ‘연결어미 + 보다’ 구성은 ‘-라고 생각한다’로 대체하기가 가능하다. 

김지은(1998:37-38)에서 주어 중심 보조동사는 선행동사가 가리키는 동작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태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주어가 가지고 있는 상
태나 조건을 단지 진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면에 화자 중심 보조동사는 
주어와 특별히 관련 없이 명제가 가리키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
인 새로운 상태나 조건을 부여한다. 즉, 주어 중심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영역은 주어와 일차적으로 연결된 반면에 양태 중심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영역은 화자와 일차적으로 연결된다(김지은1998:38). 

화자 중심 양태 용언 ‘-나(은가) 보다’는 선행용언에 동사, 형용사, 지정사 
모두 허용한다(5a-c). 또한 문장 종결에만 쓰이는 제약이 있어 다른 연결어미
와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5d-e). 

주어 중심 양태 의미 ‘시행’과 ‘경험’과 화자 중심 의미 ‘추측’과의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인선웅(1995:107)에서 ‘보다’에 의해서 ‘추측’의 의미가 드러
난 것은 원래 ‘보다’가 외부 세계의 시각적인 인식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인 것
으로 보았다. 즉, 상항의 시각적인 인식이 주상화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지은
(1998:166)에서 ‘보다’가 나타내는 행위는 ‘눈’을 통해서 구체적 사물을 지각하
는 동작부터 더 확대된 의미에서 상황을 지각하는 동작, 그리고 추상적으로 파
악하는 용법을 나타내는 문장을 제시하고 ‘추측’ 의미로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
았다. 

(5) a. 영희가 집에 갔나 보다.
b. 영희가 똑똑한가 보다.
c. 영희가 학생인가 보다. 

d. 비가 왔나 보다(보구나, 보네, 보지, 봅니다).
e. 비가 왔나 ✤봐서(✤보는데, ✤보고, ✤보면).

(6) a. 그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고 자랐다. 일반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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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6a)는 ‘눈’을 통해 구체적인 사물을 지각하는 동작이며 (6b,b’)는 물건
을 지킨다는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6c,c’)는 눈을 통한 동작과 멀어진 쓰임인
데 화자의 주관적 판단, 추리의 의미를 나타낸다. 임지룡(1996:17)에서 동사마
다 의미 확장의 모습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구체성->추상성의 공통
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추상화 정도가 높을수록 본래 어휘 동사
의 의미와 유연성이 더 약해진다고 했다. 보조동사 의미 확장은 다의어적 쓰임
을 거쳐 구체성을 상실하고 추상성을 획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양태 
보조동사 ‘보다’는 추상화되어 화자 중심 양태 의미인 ‘추측’을 나타내게 된 것
이다.

표준어대사전에서 이 구성의 ‘보다’를 보조형용사로 처리했다. 또한 손세모
돌(1996:90-97)에서 ‘보다’를 ‘싶다’, ‘하다’로 대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용
언이 아니라고 보았다. 본고의 제1.2장에서 연구 대상인 보조동사의 목록에는 
보조 형용사를 제외했다. 이 이유로 ‘-나, -은/는가, -(으)려나, -(으)ㄹ까’ 등과 
연결하는 ‘보다’ 보조용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4.1.2. ‘-p kör’
키르기즈어 ‘-p kör(보다)’는 한국어 ‘-어 보다’와 본동사로서의 동일한 동

사에 의해서 실현될 뿐만 아니라 보조동사 실현양상에도 일치된 대응을 보인
다. 다만 키르기즈어 ‘kör’은 ‘시행’, ‘경험’의 주어중심 양태 의미만을 나타낸
다는 점에서 다르다. 

b. 내 가방 좀 잘 봐 줘라. 확장 의미
b’. 집을 내가 볼게.

c.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보십니까? 추상적 의미
c’. 나를 광신도로 보고 있다.

(7) a. Ayša
Ayša 

ǰaŋï 
new

köynök-tü 
dress-ACC

kiy-ip  kör.
wear-C see.IMP

‘아이샤, 새로운 옷을 입어 봐라.’ 

b.  Al  oy-un
he thought-ACC

iš-ke
work-DAT

ašïr-ïp     kör-dü
transfer-C see-PST.3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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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서처럼 ‘-p kör’는 여러 명령문, 청유문과 의문문 등에서 ‘시행’과 ‘경
험’의 의미로 제한 없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문장에서 ‘-p kör’는 
다른 문맥적 성분의 도움 없이도 ‘경험’과 ‘시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 (8)
에서 보듯이 키르기즈어 ‘kör’는 본동사 어휘의미에서도 ‘경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키르기즈어 ‘kör’는 ‘시행’과 ‘경험’의 주어중심 양태 의미 외에는 인식양태 
의미가 없다. 또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유문과 의문문에서 ‘-p kör’가 사용
될 때 ‘완곡’의 의미가 드러난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p kör’에 의
해서 나타내는 ‘시행’ 의미를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8) a. Al 
He

kör-bö-gön-ü
see-NEG-NMZ

kör   bol-du.
grave become-PST.3SG

‘그는 경험하지 않은 것이 무덤 밖에 없다.’(경험이 많다)
b.  Köp  menen

Many with
kör-gön toy.
see-NMZ happy occasion

‘국민과 함께 (많은 일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경사다.’

(9) a. At-ka
Horse-DAT

min-ip   kör-üŋüz.
get on-C see-HORT

‘말을 타 보시지요.’

b.  Erteŋki-den    bašta-p
tomorrow-ABL start-C

ište-p   kör-gülö.
work-C see-HORT

‘그는 생각을 실천에 옮겨 본다고 했다’ 

c. Stol üstündö-gü
table above-GEN

tamak-tïn baar-ïn
meal-GEN all-ACC

ǰe-p kör-dü-m.
eat-C see-PST-1SG

‘상 위에서의 음식 모두 먹어 보았다.’

d. ǰaŋï ǰïlda
new  year

ïsïk-köl-gö
Ysykkol-DAT

bar-ïp kör-ölük.
go-C  see-HORT

‘새해에 이슥쿨로 가 보자.’

e. Bizdin üy-übüzgö
our   home-DAT

kel-ip   kör-bö-y-süz-bü?
come-C see-NEG-PRES-HON-INT

‘우리 집에 와 보지 않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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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b)의 문장에서 보듯이 ‘-p kör’의 사용은 화자가 청자에게 거부감을 적
게 주기 위해서 명령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시행으로 환원하는 발화의 수법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행동을 요구할 때 부드러우면서도 좀 더 친근감을 나타
내어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p kör’ 구성이 직접 나타
내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p kör’ 보조동사가 ‘완곡’의 의미를 별
도로 나타내는 것보다 ‘시행’에서 파생되어 온 하나의 의미인 것이다. 

(9a,b)의 ‘min(말을 타다)’, ‘ište(일하다)’ 선행동사에 결합하는 ‘kör(보다)’는 
대상을 눈으로 본다는 본래의 어휘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시행’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Batmanov (1949:44)에서 목적어가 실현되는 문장에서 ‘-p kör’의 
보조동사 구성은 접속동사 구성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화자가 선행동사를 강조하여 발음하거나 긴 휴지(pause)를 취하는 경우  ‘-p 
kör’는 보조동사가 아닌 접속동사의 해석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10a)는 ‘kör’가 목적어를 취하는 본동사로서 실현된 문장이다. ‘oturup(앉아
서)’과 ‘kör(봐)’를 발화시 그 사이 충분한 휴지를 취해야 ‘kör’가 서술어 기능
을 나타내는 본동사의 의미로 이해된다. (10b)의 ‘ačïp kör(열어 보다)’는 보조
동사 구성(1)과 접속동사 구성(2)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한국어에서 ‘-서’를 
결합시켜서 접속동사의 용법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키르기즈어에서는 별도
의 형태론적 표지 없이 초분절적인 방법으로 구분한하기가 가능하다. 선행동사 
이후 긴 휴지를 취하고 발음하면 후행동사가 ‘보다’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동사의 의미를 얻게 된다. 따라서 (10b)의 2)에서와 같이 ‘ač-ïp’에 연결되
는 ‘kör’는 본동사로서의 해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문장을 휴지 없이 발
음하면 1)에서와 같은 보조동사 의미해석이 가능해지며 선물이 담긴 박스를 여

‘내일부터 (시작하여) 일을 해 보십시오.

(10) a. Kitep-ti     bu  ǰak-ka
book-ACC  this side-DAT

otur-up kör-gülö.
sit-C    see-IMP

‘책을 이쪽에 앉아서 보세요.’

b.  Belek-ti 
book-ACC

ač-ïp   kör.
open-C see.IMP

1) ‘선물을 열어 봐라.’ (함의: ‘시행’)
2) ‘선물을 열어서 봐라.’ (함의: ‘눈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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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작의 ‘시행’으로 이해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p kör’ 보조동사는 ‘완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용법은 ‘시행’의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았
다. 키르기즈어에서 ‘kör’는 ‘-a’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같은 ‘시행’의 의미를 부
담감 없고 즉흥적인 시도로서 표현할 수 있다. ‘시행’은 언제나 동작주가 명제
에 대한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명령문인 경우에 화자가 상대방
에게 해당 동작의 시행을 요구하는 문장이 되겠다. ‘-p kör’은 이러한 시행의 
요구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a kör’은 ‘시행’을 최대한 자발적이고 
의도가 없는 동작의 의미로 바꾼다.    

 (11a)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다리를 건널 때 제3자에게 동물원을 보여 주는 
것을 명령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körgöz(보이다)’ 술어에 ‘-a kör’ 보조동사 
구성이 결합하여 이러한 명령문에서의 명령의 의미를 최대한 중화시키고 자발
적이고 부담감 없는 시도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을 “다리를 건너간 
김에 동물원도 한번 보여 주어 봐라.”라는 양태적 의미가 추가되는 것이다. 
(11b)에서도 문맥상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가게 들러 
보라는 것을 추천하는 의미가 드러난다. 이러한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 kör’ 보조동사 구성은 부정문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11) a. Köpürö-nü  öt-üp  ǰat-ganda
bridge-ACC pass-C lie-when

zoopark-tï körgöz-ö kör.
zoo-ACC  show-C see.IMP

‘다리를 지나고 있을 때 동물원을 보여 주어 봐라.’

b.  Sabak-ka   bar-a ǰat-ïp  dükön-go
lesson-DAT go-C  lie-C  shop-DAT

kire-y   kör.
go_in-C see.IMP

‘수업을 들으러 갈 때 가게에 들러 봐라.’

(12) a. Bayka-ba-y
notice-NEG-C

bas-ïp     al-a   kör-bö.
step_on-C take-C see-NEG.IMP

‘보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밟아 내어 보지 마라.’

b.  öz-üŋ  dagï  bil-be-y 
self-P  too   know-NEG-C

ayt-ïp sal-a    kör-bö.
say-C insert-C see-NEG.IMP

‘(너) 스스로도 모르게 누설해 버리지 마라.’

c. Utyug ïsïk. 
iron   hot

Kol   menen 
hand with

karma-y kör-bö-gülö.
grasp-C  see-NEG-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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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c) 문장에서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우연찮게’라는 부사어구가 
사용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은 물론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화용적 
의미가 ‘-a kör’에 의해서 충분히 드러난다. 즉, ‘-a kör’가 선행동사에 결합
하여 동작주의 행위가 자신의 의도를 갖고 일어나거나 밖의 힘을 받아 일어나
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의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는 ‘-어 보다’ 보조동사 구성에서 ‘보다’ 동사가 거듭 사용되는 경
우가 있다. 구어에 한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 보아보아’의 

한국어에서 ‘보다’가 거듭 사용되는 경우 선행 ‘보다’는 분명한 ‘시행’의 의미
를 표현하지만 후행 ‘보다’는 본 시행을 가벼운 시도로 환원하는 의미로 사용된
다. 상대방에게 부담감 없이 요구할 수 있는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어투의 역
할을 한다. 개인의 직관에 따라 후행 ‘보다’는 ‘확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4.2. 능력

 

4.2.1. ‘-a al’
한국어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에 ‘(으)ㄹ 수 있다’ 통사적 구성이 

사용된다. 어떤 일을 하는데 능력, 가능성, 허용을 나타내는데, ‘(으)ㄹ 수 없다’
와 같이 용언 자체가 부정의 의미로 실현되는 경우 이와 반대되는 무능력, 불
가능성, 불허함을 나타낸다. 같은 ‘능력’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능력 (Ability)
한국어 -
키르기즈어  ‘-a al’(가지다)

‘다리미가 뜨겁다. 손으로 (우연찮게) 잡지 잡아 버리지 마세요.’

(13) a. 모르면 이 기사 읽어 봐 봐.
b. 녹음했는데 함 들어 봐 봐.
c.  인터넷에서 찾아 봐 봐. 분명이 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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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지식이나 소양을 갖는다는 의미로 ‘(으)ㄹ 줄 알다’ 구성도 사용된다. 

한국어에서는 ‘(으)ㄹ 수 있다’, ‘(으)ㄹ 줄 알다’ 복합 구성에 의해서 ‘능력’
의 의미가 표현된다. 각각 구성은 의존 명사 ‘수’, ‘줄’에 ‘있다’, ‘알다’ 용언이 
후행하여 복합 구성을 이룬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보조동사이기 때문에 한국
어에서의 ‘능력’ 의미 실현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키르기즈어에서 ‘al(가지다)’ 보조동사를 이용하여 ‘능력’의 양태 의미를 규
칙적으로 나타낸다. ‘-a al(가지다)’ 보조동사 구성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4.1.3장에서 ‘-p al’ 보조동사 구성에 의해서 ‘성취’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
법을 살펴보았다. 화자의 의도대로 흔들림 없이 성취한다는 양태의미를 함축하
고 있는 구성이지만 종결 자질을 나타내고 상적인 의미를 기본 의미로 기술했
다. 그러나 본 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a al’은 상의 의미와 무관한 ‘능력’이
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al’에 비해 연결어미 
‘-a’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본 구성에서는 동작주의 의도와 능력은 
기본 의미이다. 

(15)
  

a. Sportsmen
sportsman

kïškï
winter 

olimpik
olimpic

oyun-a 
game-DAT

katïš-a     al-at.
takepart-C take-PRES2SG

‘선수가 동계 올림픽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b.  Erteŋ
Tomorrow

saat
hour

eki-de
two-DAT

keziš-e al-a-sïŋ-bï?
meet-C take-PRES-2SG-Int

‘내일 두시에 만날 수 있습니까?’

c. Men ayaka
I    there

čeyïn
till

bir saat
one hour

ičine
within

bar-a al-a-m.
go-C  take-PRES-1SG

‘나는 거기까지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다.’

d. Nüzüp özü     gana takïr
Nusup himself only  at_all

unut-a   al-ba-dï.
forget-C take-NEG-PST.3SG

(14) a.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물체를 볼 수 있다. } 능력
b. 모험을 하다 보면 죽는 수도 있다. } 가능성
c. 이 도로에서 큰 차를 운전할 수 있다. } 허용
c.  형은 기타를 칠 줄 안다. }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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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는 키르기즈어 ‘-a al’은 화자의 능력이 있거나 의지대로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a al’은 평서문과 의문문에 쓰일 수 있으며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이지 못한다. (15a)는 선수들의 의지나 바람이 실행될 수 있는 능력을 뜻한
다. 마찬가지로 (15b)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만날 수 있는 능력을 물어 본 것이
다. (15c)에서도 역시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한 것이다.  

키르기즈어에서 ‘-a al’ 보조동사 구성은 ‘능력’과 함께 ‘실력’의 의미도 포
함한다.

4.3. 수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주다(give)’ 수여 동사는 보조동사 구성에서 ‘수혜
(Benefactive)’의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 ‘주다’ 본동사는 기타 동사와 달리 행
동주, 수혜자, 수혜물 3개의 논항을 취하는 동사이다. 이러한 통사적 특징으로 
인하여 여격 동사 구문(dative 언어마다construction)의 논항구조가 많은 관심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이른바 간접목적어(수혜자)의 격 할당과 의미역
(thematic/sematic role) 논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 ‘-어 주다’, 키르기즈어 ‘-p ber(주다)’ 보조동사가 격을 할당하고 논
항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동사의 논항 구조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끊임

수혜 (Benefactive)
한국어  ‘-어 주다’
키르기즈어  ‘-p ber(주다)’

‘누수프 자신만 도저히 잊지 못했다.’

(16)
  

a. Men süröt-tü
I    picture-ACC

tart-a al-a-m.
draw-C take-PRES-1SG

‘나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

b.  Apa-m
Mother-P

kiyiz-di
carpet-ACC

toku-y al-a-t.
knit-C take-PRES-3SG

‘엄마는 카펫을 짤 줄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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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어져 왔다. 보조동사는 ‘의존성’이라는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항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통사적 연구에서 큰 
관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어 주다’ 보조동사의 통사적 측면
과 논항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겠지만 ‘수혜’라는 양태 의미 중심으로 고찰해 보
고자 한다. 

Creissels (2010:42-47)에서 티베트-버마(Tibeto-Burman) 언어들을 비롯하
여 아이누어(Ainu), 일본어, 몽골어, 튀르크 언어, 드라비다 언어까지 아시아의 
SOV 언어들에서 ‘주다’ 본동사는 보조동사로 발전한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라
고 했다1). 그는 동사가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언어에서 수여 동사를 포함하는 
구문은 복합 사건(complex event)을 이루는데 이 사건의 후행절에서 보조동사
는 ‘주는 사건(giving event)’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러한 보조동사는 재분석되
면서 ‘수혜’ 의미로 확장되는데 두 언어에서 ‘-어 주다’ 보조동사 구성은 바로 
이러한 ‘수혜’의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

4.3.1. ‘어 주다’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다’ 동사의 의미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

1) Creissels (2010:43)에서 수혜 의미의 우언적 구문(benefactive applicative 
periphrasis)들이 포함하는 보조동사나 표지는 ‘주다(give)’에서 발달한 것을 관찰했다. 
그는 여러 연구에서 몽골어, 돌라카 네와르어(티베트-버마 언어), 아이누어, 타밀어(드라
비다 언어)에서 예문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i) 몽골어 (Mongolian) - Gaunt & Bayarmandakh (2004:29)

Ter  bidend   xool  xijž     ögnö.
3SG 1PL.DAT food  make.C  give.Impf
‘He will make food for us.’

(ii) 돌라카 네와르어 (Dolakha Newar) - Genetti (2007:334)
Janta     lukhā khoŋ-an bi-sin.
1SG.DAT door  open-C  give-IMP
‘나에게 문을 열어 줘라.’

(iii) 아이누어 (Ainu) - Tamura (2000:181)
Néno  iki wa en-kore  hani?
similar do C 1SG-give  ENUNC
‘Whould you do that for me?’

(iiii) 타밀어 (Tamil) - Krishnamurti (2003:376)
Rājā   Kumār-ukkuk  katav-ai  tirant-u koʈutt-ān.
Raajaa Kumaar-DAT  door-ACC open-C give.PST-3SGM
‘Raajaa opened the door for Kum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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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주다’는 행동주, 이전되는 
물건, 이전의 목표물이 되는 착점(받는 사람)의 논항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러
한 통사적 특징은 보조동사 용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위의 (17)의 문장에서 ‘읽다’, ‘열다’ 본동사가 여격 논항을 요구하지 않기 때
문에 (a,a’)에서 실현된 ‘아이에게’, ‘영희에게’ 명사구와 어울리지 못한다. 반면
에 (b,b’)에서 보듯이 ‘-어 주다’와 결합할 때 더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이것은 
‘-어 주다’ 보조동사는 착점 논항이 사용되도록 서술어의 논항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은 착점 논항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와 실현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준다. 

(18a,a’)에서는 ‘-어 주다’ 보조동사가 사용되었는데도 ‘-에게’가 결합된 착점 
논항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19)의 (b,b’)에 비해서 (a.a’)에서 이러한 착점 
논항이 사용되어서 문장이 오히려 어색해짐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 주다’ 보조동사 구성에서 착점 논항이 문장마다 다르게 실
현되는 것은 ‘주다’의 본래의 어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위에서 ‘주다’ 
본동사는 물건을 남에게 건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어 주다’ 보
조동사는 ‘수혜’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물건의 이전’의 
의미 요소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추상적 혜택의 이전(전달)의 의미가 유지된다. 
즉, 본동사는 구체적인 물건의 전달을, 보조동사는 추상적 혜택의 전달의 의미

(17) a.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셨다. 
a’. ?철수는 영희에게 문을 열었다.

b.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 주셨다. 
b’. 철수는 영희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18) a. 신분증과 도장을 주면 직원분이 알아서 등록해 준다. 
a’. 내손으로 심은 호박씨가 기쁘게도 무럭무럭 자라 주었다.

(19) a. ✤엄마가 아이에게 머리를 잘라 주었다.
a’. ✤운동은 고령자에게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올려 준다.

b.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잘라 주었다.
b’. 운동은 고령자의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올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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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다. (19a)의 문장에서의 혜택의 대상은 아이의 깔끔하게 잘린 
머리이다. 엄마가 머리를 잘라주면 아이는 머리의 모양이 달라지는 혜택을 받
지만 이러한 혜택의 전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자
면 “엄마가 아이에게 가발을 씌워 준다.”의 문장이 문법적인 것은 똑같이 아이
가 머리의 모양이 달라지는 혜택을 받는 동시에 그러한 혜택의 전달도 함께 이
루어지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19b’)에서 운동이 고령자의 면역력을 올
려서 고령자가 건강해지는 혜택을 받지만 결국 고령자의 본인들의 면역력이 올
라가는 것이며 역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각각 문장에서 속격 접사 
‘-의’가 사용되는 것이 올바르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이 똑같은 술어를 이용한 
문장에서 혜택의 전달의 의미가 포함되면 착점 논항의 사용이 허용된다. 

  

‘수혜’라는 은혜를 입거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어 주다’ 보조동사는 
이러한 ‘수혜’라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위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의미에
서 전달의 의미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렇게 혜택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문맥에
서도 ‘-에게/-에’ 착점 논항이 반드시 실현되는 문장과 실현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 있다. 위에서 (20a)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 주셨다.”에서 학
생들에게 ‘책을 읽는 혜택’이 전달되며 (20a)의 “신분증과 도장을 주면 직원분
이 알아서 등록해 준다.”에서 화자에게 ‘등록함의 혜택’이 전달된다. 그러나 전
자의 문장에서 ‘-에게’가 결합된 착점 논항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후
자의 문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본고에서 ‘-에게’ 착점 논항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 주다’ 보조동사의 추상화 정도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본다. 즉, ‘주다’ 본
동사는 간접목적어의 논항이 필수적인데, ‘수혜’라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용법으로 발전해 갈수록 ‘-에게’ 착점 논항 사용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착점 논항의 통사적인 기능이 바뀌어 감에 따라 의미적 영역도 수용자
에서 수혜자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된다.

Kittilä & Zúñiga et al. (2010:4)에서 ‘수혜자(beneficiaries)’와 ‘수용자
(recipients)’는 두 개의 다른 의미역이지만 많은 언어에서 일치하거나 공통되
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수용자는 동사의 필수적인 논항이지만 수혜

(20) a.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골고루 잘라 주세요.

a’.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렸다.



- 171 -

자는 수의적인 논항이며 문장에서 자주 생략될 수 있다고 했다.  

(21)는 Kittilä & Zúñiga et al. (2010:2)에서 제시된 문장이다. (21a)의 화자
는 직접적으로 케이크를 받는 동시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 즉, 수용자
와 수혜자가 일치된 것이다. (21b)에서는 ‘수혜(benefaction)’의 의미가 간접적
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파악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다음
과 같이 가정했다. 아버지의 상사가 올리브를 선물로 갖고 왔는데 가족들이 올
리브를 좋아할 것이라는 반응을 기대했다. 아이들이 상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올리브를 먹으면 아버지의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승진도 될 수 있다. 
따라서 (21b)의 문장은 아이들이 올리브를 먹는 행동에서 아버지를 향한 ‘수혜’
의 의미까지 포함한 것이다. 

Creissels (2010:47)는 ‘주다’의 문법화 시작은 연쇄 동사 구성(sequential 
construction)에서 후행동사를 재분석(reanalysis)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
장했다.   

 (22a)에서는 후행절의 ‘give(주다)’는 선행절 술어를 수식하는 요소
(modifying element)로서 해석되면서부터 ‘수혜’의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재분석이 완료되면 후행절에서 실현된 give는 주는 사건(giving even)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혜’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는 
사람(giver)과 주는 물건(gift)을 포함한 “She sewed a dress.”에 대한 수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앞절에서 수용자를 나타냈던 논항은 재분석된 이후 수
혜자의 의미역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수혜자는 목포물(target)이 되는 착점
의 의미역을 잃고 그 사건의 결과에서 나온 영향을 받는 주변적(peripheral) 
요소로 바뀐다(Kittilä & Zúñiga et al. 2010:4).

선행 연구에서 관찰했던 보편적 현상을 고려하고 한국어에서도 문법화된 여
격 동사 구성에서 수용자 의미역이 수혜자 의미역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논항 

(21) a. The dentist baked me a cake.
b. The children ate olives for their father.

(22) a. She sewed a dress and gave (it) to her daughter.
재분석

b. She sewed a dress for the benefit of her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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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규칙이 느슨해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를 다음 예문을 통해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3a-a’’)에서는 ‘짓다’, ‘만들다’, ‘잡다’ 술어는 ‘-에게’ 조사가 연결된 착점 
논항을 요구하지 않지만 ‘-어 주다’ 보조동사가 결합해서 ‘저에게’, ‘아이에게’, 
‘나에게’ 여격어가 실현되었다. 이 문장에서 착점 논항은 구체적인 대상이든 추
상적인 도움이든 전달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수용자이기도 하고 수
혜를 받게 되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24b-b’’)에서 착점 논항은 특정한 혜택을 받지만 직접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4b)의 화자는 남자친구가 신청서를 대인접수해 주었
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지만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즉, 화자는 접수가 됨으로써 발생한 유리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혜택을 보는 수
혜자일 뿐이다. (24b’)와 (24b’’)에서 역시 직접적으로 혜택이 전달되는 수용자
가 없다. 또한 이러한 수혜자도 구체적인 사람이 아닌 문맥상만 파악이 가능한 
그 어떤 누군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에게’ 조사가 연결된 착점 
논항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Kittilä & Zúñiga et al. (2010)에서 수혜
자와 수용자의 차이를 규정한 내용과 같은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용자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착점 논항을 취

(23) a. 저에게 별명을 지어 줄래요? 
a’. 아이에게 놀이공간을 직접 만들어 주고 싶네요.
a’’. 오빠가 나에게 택시를 잡아 주었다. 

b. 시간이 없어서 남자친구가 대인접수해 주었다. 

b’. 내가 정 때문에 같이 있어 준다.

b’’. 기차는 늦는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25) Beneficiaries are often affected by the result of an event... 
while patients are integral parts of the event that results in the 
affectedness of the beneficiary.
수혜자는 사건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수용자는 수혜의 영
향을 가져오는 사건의 필수적인 논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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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수혜자는 추상적인 이익, 혜택, 은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착점 
논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혜’라는 의미에서 구체적·추상적 대상의 
전달을 포함하느냐 어떠한 유익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입느냐에 따라서 
실현되는 논항들의 통사·의미적 구조가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 주다’ 보조동사는 ‘수혜’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데, 이를 실현시키는 논항은 수용자와 수혜자의 의미역
을 모두 포함한다. 문법화의 초기 단계일수록 수용자의 의미역을 나타내는 데 
이때 본동사 논항 구조와 별반 차이 없이 보조동사 구성에서 3개의 논항이 모
두 실현된다. 문법화가 더 진행된 단계에서 수용자와 수혜자 의미역이 겹쳐져
서 나타나는 데 마찬가지로 착점 논항이 사용된다. 문법화의 진전도가 많이 이
루어진 마지막 단계에서 순수하게 ‘수혜자’의 의미역을 나타내게 될 때에는 착
점 논항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 주다’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수혜’의 양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선행 연구에서 ‘-어 주다’의 의미 기능을 ‘봉사’, ‘시혜’, ‘후원’ 등 
다양한 명칭 아래 다루었다.2) 손세모돌(1993:214)에서 ‘수혜’란 선행동사의 동
작에 대한 유익성 판단을 말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선행동사가 표현하는 동작
이 유익하다는 화자의 판단의 의미를 덧보태 준다고 보는 것이다.   

(26)에서는 ‘-어 주다’ 보조동사 구성이 쓰이는 문장에서 수혜자의 논항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문맥상 수혜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주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 동작은 수혜자에게 유익하다는 양태 의미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유익함
은 어디까지 화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객관적으로 유익한 상황이 아

2) 남기심·고영근(2017:117)에서 ‘-어 주다’의 의미 기능을 ‘봉사’로 정의했다. 서정수
(1996:332)에서 주동사가 어떤 이에게 이로움이나 혜택을 베푸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고 ‘수혜’로 지정했다. 손세모돌(1996)에서 ‘수혜’나 ‘봉사’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며 
선행동사의 동작에 대해 유익하다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익섭(2005:321)
에서 ‘시혜’로 보았다. 김영태(1997)는 기본 의미는 ‘봉사’로 설정하여 그 외에 ‘후원’, 
‘수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박선옥(2005)은 보조동사 ‘-주다’의 양태 의미를 ‘제
공’이라고 규정했다. 김지은(1998:197)에서는 ‘봉사’의 양태 의미로 보았다.

(26) a. 오빠는 피곤해도 새언니랑 산책해 주었다.
b. 동생 생일이어서 일부러 져 주었다.

c. 아이들을 때려 주어야지 버릇이 안 나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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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경우가 많다. (26a)에서는 오빠는 상대방이 위험할까 봐 같이 산책해 주는 
일이 객관적으로 유익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26b)에서는 가령 게임을 하는
동안 동생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한 유
익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김지은(1998:197)에서 이러한 용법을 확인하고 ‘주
다’를 ‘봉사’의 뜻을 함의함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26c)에서는 수혜자는 
때림을 당하는 아이인데, 아이에게 이러한 동작은 객관적으로 유익한 일은 아
니지만 동작주의 판단에서 유익하다는 것이다.

(27b)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 ‘-어 주다’ 보조동사 
구성 사용은 수혜자가 윗사람인 경우에 제약을 보인다. 한국어 객체 경어법에
서 ‘-어 드리다’가 사용된다. 한국어의 ‘-어 주다/드리다’ [±존대] 특징에 따라 
정확하게 구별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사항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판단하기 어려
운 부분이다. 

 

4.3.2. ‘-p ber’
키르기즈어 ‘-p ber(주다)’ 보조동사의 의미를 Yudahin (1965:128)에서 

‘ber’가 ‘-p’ 부동사형 어미와 연결하여 술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위가 상대방
이나 제3자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지시대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고 정
의하고 있다. 보조동사 ‘ber’는 본동사로 쓰이는 동일한 형태의 ‘ber’와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 한국어 ‘-어 주다’와 함께 ‘수혜’의 양태적인 의미를 실현한다
고 본다.

‘-p ber’는 통사·의미적 논항 구조에서 한국어 ‘-어 주다’와 마찬가지로 3개
의 논항을 모두 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키르기즈어 여격
(dative)은 향격(allative)과 함께 동일한 ‘-ga’ 접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수혜자의 의미역과 물건이 이동하여 도착하는 처소 착점의 의미역은 같은 표지
에 의해서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유정물을 나타내는 체언과 무정물을 나타내는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는 각각 ‘-에게’, ‘-에’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키르기즈
어세서 모든 착점 논항에 ‘-ga’ 접사가 연결된다. ‘-p ber’는 ‘방향’의 어휘 의

(27) a. ?선생님께 인사를 해 주어라.
b. 선생님께 인사를 해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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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포함하는 모든 동사류와 문제 없이 연결할 수 있다. 

키르기즈어 동사의 어휘 의미에서 ‘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는 ‘-p 
ber’ 보조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8)의 수여 동사의 의미를 ‘방향’, ‘상
대’, ‘변화’의 하위 의미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공통되는 분모는 
‘이동’이다. 자동사인 경우의 동작주의 이동을, 타동사인 경우에 목적어의 이동
을 내포한다. 바로 이러한 ‘이동’의 의미는 행동주나 목적어가 이동하여 도착하
는 ‘곳’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유정물과 무정물을 통틀어
서 ‘-ga’ 접사가 연결된 착점 논항이 사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ber’는 동작주의 소유권에서 다른 소유권으로의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어휘이다. 기타 수여 동사류도 어휘 의미에서 ‘이동’
을 포함하기 때문에 ‘-p ber’ 보조동사와 결합하여 착점 논항을 공유하게 된
다. 따라서 ‘-p ber’가 결합된 구성의 논항 구조를 보면 선행 동사의 논항인지 
‘ber’ 보조동사의 논항인지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인 영향권을 갖는지 구별하기
가 힘들다(‘kattï ǰiberip ber’, ‘편지를 보내 주다’). 이와 관련하여 수여 동사 구
성은 ‘ber’ 보조동사와 결합하여 ‘-ga’ 착점 논항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
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ber’는 일부 명사와 연결하여 복합동사 구성을 이루는데 ‘keneš ber(조언
하다)’, ‘ǰoop ber(답변하다)’, ‘sabak ber(강의하다)’, ‘belek ber(선물하다)’ 
등에서처럼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데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복합동사는 
‘-p ber’ 보조동사와 결합하지 못한다. 어휘 의미에서 ‘이동’이나 ‘수혜’의 의미
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는 ‘-p ber’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
이 잉여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 줘 주다’에서처럼 중
복 사용이 제약된다. 

키르기즈어 ‘-p ber’ 보조동사는 선행동사에 연결하여 논항 구조에 영향을 

(28)

수여
‘-ga’

방향
(이동)

자동사: ‘bar(가다)’, ‘kel(오다)’, öt(건너다), ‘tüš(내리다)’

타동사: ‘alïp kel(가져오다)’, ‘ǰiber(보내다)’, ‘ečip kel(데리고 
오다)’, ‘tapšïr(제출하다)’, ‘kirgiz(들여놓다)’, ‘ötkör(넘기다)’

상대 ‘ayt(말하다)’, ‘tüšündür(설명하다)’, ‘kaal(바라다)’, ‘körsöt
(보여주다)’, ‘akïldaš(충고하다)’, ‘čal(전화하다)’, 

변화 ‘almaš(바꾸다)’, ‘aylan(변하다)’, ‘kotor(번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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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위의 수여 동사와 달리 아래 문장에서 제시된 술어는 ‘이동’의 
의미가 없어서 착점 논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여격어가 사용되었다. 

(29)에서 ‘böl(나누다)’, ‘tanda(고르다)’, ‘oku(읽다)’는 착점 논항을 요구하
지 않는 술어이다. 그러나 이들 문장에서 여격어가 사용된 것은 ‘-p ber’ 보조
동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p ber’가 술어 논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ber’에 의해서 파악되는 ‘이동’이라는 
의미의 요소가 작용해서 착점 논항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29a)의 
‘가축과 밀’을 나누어 줄 때와 (29b)의 ‘사과’를 따 줄 때는 구체적인 대상이 
제3자에게 이동된다.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대상을 받는 분명한 수영자이
면서 문맥상 파악되는 수혜를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는 ‘-p ber’에 의해
서 이동의 의미가 실현되어서 착점 논항을 팔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9c)
의 드레스를 골라 준 상황에서 드레스의 이동의 의미를, (29d)에서 동화책을 
읽어 준 상황에서 동화책의 이동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각각 예문
에서 수용자는 드레스를 골라 준 혜택, 동화책 내용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라는 
혜택을 전달 받는 것이 분명하다. (29a,b)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이동의 의미가 
드러나고 (29c,d)에서 추상적 혜택의 이동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모든 문장은 

(29) a. Kamči
Kamchi

köpös-tön
merchant-Abl

al-ïn-gan
take-PASS-REL

mal,   egin-di
cattle, wheat-ACC

bečara-lar-ga
poor_men-PL-DAT

böl-üp   ber-di.
divide-C give-PST.1SG

‘캄치는 상인들에게 받은 가축과 밀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

b. Baldar-ga
children-DAT

alma-nï
apple-ACC

üz-üp  ber.
pick-C give.IMP

‘아이들에게 사과를 따 주어라.’

  c. Apa-m
mother-P

maga    köynök-tü
me.DAT dress-ACC

tanda-p  ber-di.
choose-C give-PST.3SG

‘엄마가 나에게 드레스를 골라 주었다.’

d.  Tilek 
Tilek

karïndaš-ïna
sister-DAT

ǰomok-tu
fairy tale-ACC

oku-p  ber-di.
read-C give-PST

‘틸렉이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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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추상적 대상의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문장
에서 착점 논항이 사용된 것이다.  

제4.3.1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수용자의 의미역이 문법화됨에 따라 수혜
자의 의미역으로 변화한다. 또한 수혜자는 술어의 필수 논항이 아니며 문장에
서 자주 생략될 수 있다고 했다(Kittilä & Zúñiga et al. 2010:4). 아래 문장에
서 착점 논항이 실현되면 오히려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들 문장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문맥상 파악되지만 이러한 혜택의 직접적인 수용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30)의 문장에서 수혜자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문장에서 실현되지 않았
다. (30a)에서 아클이 방 안에 불을 켰는데 그의 행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
람은 화자일 수도 있고 방 안에 있는 식구들일 수도 있다. 수혜자는 ‘밝은 방’
이라는 혜택을 보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전달 받는 것이 없다. 즉, 유익한 상
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해당 혜택의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전달 받지 않는
다. 각각 문장에서 ‘밝은 방’, ‘깨끗한 집’, ‘일군 땅’, ‘다듬은 나무’라는 수혜가 
되는 사건을 나타내지만 모두가 이동이 불가능한 대상이다. 따라서 그저 유익
한 상황을 누리는 수혜자가 있음을 문맥상 파악이 가능하지만 문장 안에서 착
점 논항을 요구하는 수용자가 실현되지 못한다.  

‘-p ber’ 보조동사 구성에서 수혜자 논항은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수혜’의 의미는 명확하게 드러난다(Abduvaliev 2015:79). 위의 (30a)에서 동

(30) a. Akïl üy-dün
Akyl house-GEN

svet-ti 
light-ACC

küygüz-üp ber-di.
turn_on-C give-PST.3SG

‘아클이 방 안의 불을 켜 주었다.’

  b. Nebere-si
Grandson-P

čoŋene-nin
grandmom-2SG

üy-dü 
house-ACC

ǰïyn-ap ber-e-t.
clean-C give-PRES-3SG

‘손자가 할머니 집을 청소해 드린다.’

c.  Volonter-lor
volunteer-PL

kel-ip
come-C

ǰer-di
ground-ACC

kaz-ïp ber-iš-ti.
dig-C  give-MUT-PST.3PL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땅을 일구어 주었다.’

d. ǰardamči bak-tïn butak-tar-dï
helper   tree-GEN branch-PL-ACC

kes-ip ber-e-t.
cut-C  give-PRES-3SG

‘도우미가 와서 나뭇가지를 잘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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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주는 가난한 사람에게 밀을 나눠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의 의미가 담겨
져 있다. (30b)에서 손녀가 할머니 댁을 청소해 드리는 일은 화자의 입장에서 
할머니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수혜’의 의미를 나타낸다. ‘-p ber’ 보조동
사 구성은 항상 수혜자가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수혜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도 수혜자가 있음을 함축한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문
장에서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항상 있다. 

(31a)는 ‘kïl(하다)’ 술어에 결합한 ‘-p ber’는 ‘수혜’를 나타낸다. 화자 입장
에서 귀찮고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수혜자를 위한 동작임을 표현한다. (31b)에
서는 화자가 동작주이며 경기에서 일등을 했다는 의미의 문장이다. 그러나 일
등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했다는 의미는 ‘al(take)’ 술어에 결
합된 ‘-p ber’에 의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보조동사 ‘-p ber’에 의해 ‘수혜’의 
양태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일등은 한 것은 동작주인 
화자에게 유익한 일이지만 이러한 동작의 수혜자는 여전히 따로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일등한 일은 누구를 위해, 혹은 누구에게 유익한 일이어
서 한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4.4. 강세 

4.4.1. ‘-어 대다’
한국어 ‘-어 대다’ 보조동사 구성의 의미는 연구에 따라 ‘강세’와 ‘반복’의 

강세 (Intensive)
한국어  ‘-어 대다’
키르기즈어  ‘-a ber’(주다) 

(31) a. Taǰat-sa
annoy-if

dagï
even

kïl-ïp ber.
do-C give.IMP

‘귀찮지만 해 드려라.’

b. Birinči
First

orun-du
place-ACC

al-ïp   ber-di-m.
take-C give-PST-1SG

‘일등을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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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능을 가지는 보조동사로 처리되어 왔다3). 본고에서 ‘강세’의 의미를 표
현한다는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강세란 여러번 반복되거나 정도성을 갖는 행
위의 정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말한다(손세모돌(1996:229). ‘-어 대다’는 결
합할 수 있는 동사에 매우 심한 제약이 있으며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의미의 
특징을 보면 힘을 가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진호2002:80). ‘-어 대다’는 어떤 행위를 강도 혹은 강세 높게 행함을 나타
내는데 이러한 강세는 문자 그대로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다음은 손세모돌(1996)에서 인용된 문장이다.

(32) 문장의 동작이 강도 높게 수행되었는데 ‘얌전하게’, ‘작게’와 같은 부사
어랑 공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어 봐 ‘강도’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세모돌(1996:229)에서 ‘-어 대다’는 말하는 것이 정도에 지나치거나 
싫거나 또는 비하해서 말하려는 화자의 태도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껄이다’, ‘지르다’, ‘떠들다’와 같은 동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함축하
는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선옥(2004:156)에서는 (32c)의 문장을 들
고 “작게 웃어 댄다.” 문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조금 웃어 댄다.”의 부자연스
러움을 ‘대다’가 ‘강세’의 의미를 일차로 갖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의 의미를 
일차로 갖기에 ‘조금’의 반복성이 적어서 어색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이유로 
박선옥(2004)은 ‘-어 대다’의 기본 의미를 ‘반복’의 상적 의미로 설정했다. 

‘-어 대다’가 나타내는 강세의 의미에서 반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위에
서 언급했듯이 ‘반복’을 ‘-어 대다’의 의미 기능으로 본 견해가 있는데 본고에
서 이러한 의미가 ‘강세’에서 파생되어 온 이차적 의미로 본다. 위의 (32b)의 
문장을 반복 의미로 해석하기가 가능하나 이것은 ‘강세’ 의미에 함의된 ‘끊임없
는 동작’, ‘자주, 빈번히 진행된 동작’의 의미에 기인된 것이다. ‘강세’는 ‘반복’
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반복의 상적 의

3) 최현배(1971) 이래로 ‘대다’의 의미를 주로 ‘강세’로 이야기되어 왔다. 손세모돌(1996), 남
기심·고영근1985:118), 박진호(2002:80), 민현식(1999:126) 등이 이에 속한다. 김성화
(2003:184-198), 서정수(1996:301-302), 박선옥(2005:157)에서 반복의 의미를 표현한다
고 보았다. 

(32) a. 그는 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댔다/✤얌전하게 휘둘러 댔다. 
b. 그는 크게/✤작게 소리를 질러 댔다. 
c. 너무/✤조금 웃어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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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나타내려면 ‘공부해 댄다’, ‘책을 읽어 댄다’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공부하는 행위가 탐탁치 않다는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나
타내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어 대다’는 기본적으로 ‘강세’라는 화자의 심
리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데, ‘반복’은 이러한 의미로부터 파악되는 부차적 의미
이다. 

4.4.2. ‘-p ber’(주다) 
키르기즈어에서 ‘ber(주다)’에 의해서 앞에서 보았던 ‘수혜’라는 양태 의미 

뿐만 아니라 ‘강세’의 의미도 실현된다. ‘강세’의 의미는 ‘-a’ 연결어미와 결합
하여 ‘-a ber’ 보조동사 구성에 의해서 실현된다. 키르기즈어 ‘-a ber’는 ‘강
세’와 ‘반복’의 의미를 거의 제한 없이 나타낸다. Mamanov (1949:43), 
Kudaybergenov (1980:333), Toktonaliev et al. (2015:319)에서 ‘지속’의 의
미로 파악했다. 이러한 기술은 ‘-a ber’가 포함하는 반복의 의미에 중점을 두
고 논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3)의 모든 예문에서 동작주가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kečke(자꾸)’, ‘ǰadatïp(성가시게)’와 같은 어휘들하고 같이 사용되는 것

(33) a. Ayša
Aysha

kün-dön kün-gö
day-ABL day-DAT

arïkta-y    ber-di.
get thin-C give-PST.3SG

‘아이샤는 하루 하루 말라 갔다.’

  b. Tigi-nin
his

suroo-nu     tüšün-bö-y
question-ACC understand-NEG-C

ayt-a ber-di.
say-C give-PST.3SG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해 댔다.’

c.  Al alma-nï
he apple-ACC

maga  kečke ele
to me repeatedly

ber-e ber-di.
give-C give-PST.3SG

‘그는 자꾸 나에게 사과를 주었다.’

d. Emne-ni  kör-sö
what-ACC see-if

ooz-una
mouth-DAT

sal-a ber-et.
insert-C give-PRES.3SG

‘뭘 보면 입에 넣어 댄다.’

e. Sur-a ber-ip
ask-C give-C

ǰadat-ïp sal-dï.
annoy-C inset-PST.3SG

‘질문을 해 대서 성가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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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 ber’의 의해서 특정한 양태적 의미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33)의 모든 문장에 걸쳐 ‘귀찮음’, ‘짜증’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 ber’는 ‘반복’이나 ‘지속’이라는 상적인 의미와 ‘강세’라는 양태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으로 기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상
이나 양태 중에 어느 하나로 기술할 것인가는 일차적인 기본 의미로 어떤 것을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33a)에서는 아이샤는 말라 가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섞인 의미의 뉴앙스가 있다. (33b)에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
지 않고 자꾸만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는 화자의 심리적 판단이 나타나 
있다. (33c-e) 해석은 이와 마찬가지다. ‘-a ber’에 의해서 반복적인 내용이 드
러나 있어도 그러한 단순한 반복을 화자가 굉장히 강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은 본고에서 ‘강세’로 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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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동사 의미 기능의 언어 유형론적 고찰

본장에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언어 유형
론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앞선 논의에서 두 언어의 보조동사 의미 기능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고 동작류(어휘상), 상(문법상), 양태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았다. 본장에서 이 세 개의 범주가 나타내는 범위를 언어 유형론적으로 관찰
하고 보조동사가 전달하는 의미를 이들 범주들과 관련지어서 정리한다. 

 

5.1. 문법상

본고는 제1.2절에서 언급했듯이 언어 유형론적 방법에 바탕을 두고 한국어
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의 실현 양상을 기술해 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고의 핵심 논의는 특정한 이론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언어에서 사용되는 
많은 예문을 기초로 하여 귀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
상을 바탕으로 이들 보조동사들이 표현하는 개념을 규명해 보았다. 이러한 개
념들은 일반 언어학 이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문법 범주의 영역에 소속
시키는 것은 해당 범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보조동사가 하나의 범주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기술하는 
것이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분석이 되기가 쉽다. 학자마다 파악하고자 하는 각
도에 따라 해당 범주를 설정하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의 복잡한 실현 양상이 너무나 
특수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대상으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략한 
정의 안에서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온전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
당 범주를 문법적으로 실현하는 기제가 발달한 언어를 대상으로 상과 동작류의 
범주의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필요하다. 문법상과 동작류 사이에 경계선
을 가로지를 수 있는 언어는 러시아어이다(Dahl & Velupillai 2005:266). 본장
에서는 이들 범주들의 범위와 구별 기준을 엄밀하게 검토하고 그 차이점을 정
확하게 포착하여 보조동사의 의미기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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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절에서 상을 시간 속에서 분배되는 동작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했다. 
이러한 의미는 문법상과 동작류(어휘상) 모두가 관여하는 의미인데 전자는 문법
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 반면에 후자는 동사와 다른 문장 요소들의 어휘 의미
에 의해서 실현되는 범주이다. 또한 문법 범주에는 Maslov (2004:324-330)에
서 제시된 문법 범주의 정의를 받아들여 동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규
칙적인 범주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다시 한 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화 과정이 완전히 일어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종결] 자질의 ‘-고 있
다’와 ‘-p ǰat’의 우언적 구성이 본래의 어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진행, 반복, 
습관 등의 상적 의미를 규칙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관찰했다. 앞서 언급한 정의
를 받아들이면 ‘-고 있다’와 ‘-p ǰat’에 의해서 실현되는 의미는 미완료상
(Imperfective)이라는 문법 범주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종결] 자질의 한국어 ‘-어 버리다/두다/놓다/내다/치우다’와 키르기즈어 
‘-p tašta/koj/sal/al/ǰiber/čik’의 의미 기능에 대한 기술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제3-4장에서 보았듯이 이들 보조동사는 [-종결] 보조동사와 뚜
렷한 대비를 이루고, 어휘 의미에서 완성점을 포함하여 [+종결]의 상적 자질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보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종결의 의미를 나타
내지만 경우에 따라 반복·습관의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관찰했다. 즉, 
종결 자질을 나타냈지만 완벽한 완료상의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완료
와 반대되는 속성들도 함께 보였다. 

본고는 [+종결] 자질의 보조동사는 동작류 개념 아래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동작류는 어휘 의미와 연관되어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종결 자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5.2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Smith 
(1991)에서 동작류를 상황 유형(situation type)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사가 
지배적인 상적 자질을 포함한다고 해도 각각의 상황에서 참여하는 요소들의 작
용으로 상적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위동사인 
‘run’(“He ran.”)에서 전달되는 상황 유형과 “He ran a mile.”의 상황 유형의 
차이점은 후자는 특정한 사건에 한정하여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결 자질을 
포함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같은 동사라도 같이 사용되는 목적어와 부사

(1) 1) 규칙성
2) 동사 체계 전반적 분포

3) 상 표지의 어휘의미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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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격 표지 등에 따라서 상적 자질들이 바뀌는 것이다. 보조동사도 각각의 상
황에서 [+종결] 자질을 나타낸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종결] 
자질의 한국어 ‘-어 버리다/두다/놓다/내다/치우다’와 키르기즈어 ‘-p 
tašta/koj/sal/al/ǰiber/čik’의 보조동사는 본동사와 결합하여 [+종결] 자질을 
나타내고 동작류의 범주를 실현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질로 인하여 ‘완료’의 의
미를 나타내지만 완벽한 완료상 표지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동작류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어휘상의 단계를 지나 문법상으로 발달한 언어
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기타 슬라브 언어들이다. 러시아어에서 전치사는 규칙적
으로 동사 어간(기초어)에 결합하여 실현함에 따라 접사화의 역사적인 변화 과
정을 거쳐 동작류를 나타내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접두사가 결합하여 1차파생
법 완료화(perfectivation)를 이루며 이렇게 접두사가 결합한 동사 어간에 다시 
접미사가 결합하여 2차파생법 미완료상화(imperfectivation)를 이룬다1). 

<표 13> 러시아어 상에 따른 굴절 표지 결합

1) 러시아어 상에 따른 파생 방법에는 적지 않은 접두사와 접미사가 사용되는데, 1차, 2차, 
경우에 따라 3차 파생까지 이룬다. 2.3.1절에서 러시아어는 문법상 범주를 규칙적으로 
실현하지만 상 대립 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표 13>에서 
형태소(접두사, 접미다)에 따른 상 대립을 제시했지만 그 외에도 어간 모음 교체, 강세 
유무, 접미사 모음교체 등을 사용하고 있어서 결코 단일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일부 동사는 상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고 상에 중립된 동사도 
있어서 하나의 일관된 기준 없이 동사마다 매우 불규칙하게 실현된다. 

방법 Impf Pf 의미

접두사 videti uvideti ‘보다’
모음교체 brosati brositi ‘던지다’
강세 razrezáti razrézati ‘자르다’

어휘
derǰati (hold) poymati (catch) ‘잡다’ 
govoriti skazati ‘말하다’
iskati (search) nayti (find) ‘찾다’

상에 중립된 동사 startovati ‘시작하다’, atakovati ‘공격하다’. raniti ‘상처를 
주다’, issledovati ‘연구하다’, obeɕati ‘약속하다’

 1차파생 2차파생

미완료 완료 미완료

  
 dumatj

‘생각하다’->

po-dumati ‘생각하다’ -> po-dum-ïva-ti 동일의미

pri-dumati ‘생각해 내다’ ‘발명하다’ -> pri-dum-ïva-ti 동일의미
za-dumati ‘궁리하다‘, ‘계획하다‘ -> za-dum-ïva-ti 동일의미
ob-dumati ‘자세히 생각하다’,‘깊이 생각하다’ -> ob-dum-ïva-ti 동일의미
na-dumati ‘결심하다’, ‘마음먹다’ -> na-dum-ïva-ti 동일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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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파생으로 인한 동사 변화에는 기초어에 수많은 접두사가 결합되는데, 결
합되는 접두사(po-, pri-, za-, o/ob-, na-, pod-)마다 특정한 의미가 부가되
어 ‘dumati(생각하다)’ -> ‘pri-dumati(생각해 내다, 발명하다)’에서처럼 동사
가 나타내는 의미에 추가적 정보가 포함되기도 하고 ‘biti(치다)’ -> ‘u-biti(죽
이다)’에서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어휘가 파생되기도 한다. 전치사로부터 발달
한 접두사는 어원어의 의미를 전수 받아서 다양한 동사를 파생하는데 관여하고 
조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1차파생의 주된 기능이다(Vinogradov 
1972:395). 

그러나 접두사가 결합된 모든 동사가 [+종결] 자질을 획득하여 미완료의 환
경에서 한계를 나타내게 되는 흥미로운 현상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1차파생법의 접두사화(prefixation)는 기본적으로 동작이 어떻게 실현되
는지에 대한 정보(‘생각하다’ > ‘발명하다’ 등)를 추가하는 기능을 나타냄과 함
께 [+종결] 자질을 부과하는 기능도 한다2). 러시아어 국어사전에서 기본형 동
사와 함께 1차파생법으로 생긴 동사 목록은 별개의 독립된 어휘로 기재된다. 
이 이유로 1차파생법은 상과 별개의 어휘·의미론적 개념 아래에서 새로운 어휘

2) 러시아어 상 체계는 인구어 시기부터 공통슬라브어 시기를 거쳐 현대어까지 동사의 파생 
과정과 함께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역사적으로 아오리스트(Aorist)와 임
퍼펙트(Imperfect) 완료와 미완료 시상 체계가 재편되면서 현대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양분되는 체계로 발전했지만 동사 파생과정에 관여하는 많은 형태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서 단일한 계열(paradigm)을 이루지 못한다(제5장 각주 1 참조). 접두사 결합하기 전에
도, 특히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중에 완료상을 취하는 기본형도 있다. kupiti (Pf) -> 
zakupiti (Pf) -> zakupati (Impf) ‘사다’에서와 같이 ‘완료-완료-미완료’ 파생법을 이루
기도 하고 pisati (Impf) -> napisati (Pf) -> Ø ‘쓰다’에서와 같이 ‘미완료 – 완료 - Ø’  
파생을 이루는 동사도 있으며 동사의 패러다임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칸이 있는 경우도 
많다. Vinogradov (1972:400)에서 접두사가 결합되지 않은 기본형 동사가 완료상을 나
타내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이에 따른 파생법도 비생산적이라고 했다. Maslov (1962:22)
에서 고대 슬라브어와 현대 슬라브에서 상 대립의 형태론적인 매커니즘의 “스프링” 역할
을 하는 것은 <표 14>에서 제시된 미완료상화(imperfectivation) 2차 파생법이라고 했
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모든 동사를 상에 따른 쌍으로 가르는 가장 생산적이라고 여
겨지는 미완료-완료-미완료 1, 2차 파생법을 <표 13>에서와 같이 제시하기로 했다. 

 bitj

‘치다’ ->

po-biti ‘치다’ -> po-bi-va-ti 동일의미
pri-biti ‘쳐놓다’, ‘박다’ -> pri-bi-va-ti 동일의미
pod-biti ‘쳐 부시다’, ‘격추시키다’ -> pod-bi-va-ti 동일의미
za-biti ‘박다’, ‘채우다’, ‘골인하다’ -> za-bi-va-ti 동일의미
iz-biti ‘치다’, ‘때리다’, ‘패다’ -> iz-bi-va-ti 동일의미
u-biti ‘죽이다’ -> u-bi-va-iti 동일의미

|-----------------Aktionsart---------------------|
|-----------------------------상(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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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생(word formation)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동작류(Sposob deystviya, 
동작의 방법) 범주로 처리한다. 반면에 2차파생법에서 접미사 –iva/va-가 결합
하여 [+종결] 자질의 동사를 다시 미완료상으로 만드는데, 이때 1차파생법으로 
인하여 생긴 동사는 상적 의미가 바뀔 뿐 어휘의미는 동일하다. 따라서 상에 
따른 양분 대립은 러시아어에서 2차파생법만 인정하고 문법상을 이루는 동사의 
쌍도 2차 파생법에서 생긴 동사만 고려한다. 

러시아어 상 체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 어떤 모델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통합된 의견이 없다. 문자 체계가 형성되어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에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양분된 시상 체계가 이미 형성되어 동사의 대다수를 망라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Maslov 1962:24). 1차파생으로 생성된 많은 어휘형태들이 종결 
자질을 나타내면서 미완료의 환경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제약을 나타내게 되었
다.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오로지 완료를 미완료로 만드는 방법은 2차 파
생법의 ‘-iva-’접미사 결합으로 인한 미완료상화(imperfectivation)이다. 따라
서 2차파생의 굴절형태를 통하여 순수하게 완료-미완료에 따른 상적 대립을 이
루는 상(vid)이라는 문법적인 범주로 발달했다3). 

1차파생법에 의해 생긴 동사 상의 쌍들은 어휘의미를 포함하여 동작의 방식
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동작류(Aktionsart)의 개념과 많이 연관되어 어휘 범주
로 다루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4). [+종결] 자질을 나타내는 동작류를 표현함
과 동시에 2차 파생에서 생긴 동사와 상 대립을 이룬다. Dostal 
(1962:278-279)5)에서 1차 파생의 접두사화된 동사는 2차 미완료상화 파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러시아어
에서 동작류는 곧 형태소 중심으로 보는 개념이다. 러시아 동작의 방법들은 [±
종결] 자질에 따라서 일정한 그룹으로 분류된다. 

3) 상의 대립을 이루는 동사에는 어휘의미가 부재한 접두사(semantically empty prefix)를 
결하는 동사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접두사마다 조금씩 일정한 의미를 포함하여 순수한 
상의 쌍을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다. stoyal(Impf) ‘섰다’ - postoyal(Pf) ‘(잠깐) 섰다’ 상 
대립에도 po-에 의해서 전달되는 ‘짬깐’, ‘짧은 시간동안’이라는 어휘의미가 
po-stoyal(Pf) 완료상인 동사에 반영되어 “잠깐 섰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순수한 상
의 쌍을 이루는 동사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4) 러시아어 동작류(sposob dejstvija ‘동작의 방법’)를 논함에 있어 동사의 상 자질을 거론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형태소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슬라브 언어학에서 규정
하는 동작류와 일반 언어학에서 논의하는 동작류와 다른 점이다. 

5) Maslov (1962)에서 재인용(Dostal A. (1958), Sbornik otvetov na voprosy po 
yazykoznaniyu k 4 Mejdunarodnomu s’ezdu slavistov. Otryvok iz otveta na 
vopros 14. Mos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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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러시아어 동작류

 

<표 15>는 러시아어 동사는 동작류에 따라 특정한 어휘·의미 그룹으로 분류
됨을 나타낸다. 가령 예를 들어 ‘Cumulative’는 ‘na-’ 접두사에 의해서 동작이 
누적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kupiti(사다)’에서 파생된 ‘na-kupiti’는 ‘잔뜩 사
다’, ‘이것저것 사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Comitative’는 동작이 다른 행
위에 수반됨을 나타내는데 ‘pljasat’(춤추다)’에서 파생된 ‘pri-plyas-ïvati’는 
‘함께 춤추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본고의 제4장에서 다루었던 보조동사는 [+종결] 자질을 나타냄과 동시에 특
정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를 ‘보유
(Retentive)’, ‘소거(Eliminative)’, ‘우발(Momentaneous)’ 등의 어휘 의미 그
룹 안에서 기술했다. 이러한 어휘 의미의 그룹은 러시아 동작류로 구분되는 
‘Comitative’, ‘Finitive’ 등의 그룹과 비교할 때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만 다
를 뿐 특정한 표지들이 동사 어간에 결합하여 상적 자질과 어휘의미를 추가하
는 기능은 동일하다. 다만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에서 이러한 기능을 보조동사에 
의해서 나타내고 있는 데 러시아어에서 접두사를 붙이고 실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에서 2차파생으로 인하여 각각의 어휘 의미 그룹에 속하는 
동작류는 문법화 과정을 더욱 진행하면서 문법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종결] 자질의 한국어 ‘-어 버리다/두다/놓다/내다/치우다’와 키르기즈어 
‘-p tašta/koj/sal/al/ǰiber/čik’의 보조동사는 특정한 어휘의미와 상적 자질을 

 동작류

  
 [+종결]

<Inchoative> za-, po- ->zarabotati, zaplakati, 
<Delimitative> po- ->poguljati, posideti, poprigati
<Perdurative> pro- ->progovoriti, prosideti

<Finitive> ot- ->otgovoriti, otplatiti, otdïšatsya
<Cumulative> na- ->nakupiti, navariti, nadelati
<Saturative> na- ->nayestsya, nasmeyatsya

 [-종결]
<Intermittent> po-...-ïva- ->pokurivati, pogulivati, pokašlivati

<Comitative> pri-...-ïva- ->pristukivati, priplyasïvati

<Reciprocal-multiple> pere-...-ïva- ->peregovarivatsya, peremigivatsya
|---------------------------Aktion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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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데만 국한하여 아직까지 문법적 범주인 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
된다. [+종결]의 상적 자질을 드러내지만 완전한 상 표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동
작류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aslov(2004:34-38)에서 동작류에 관여하는 접두사는 동사에 [+종결] 자질
을 추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종결 자질로 인하여 완료상의 의미를 최대한 비
슷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상 범주를 이루는 ‘순수한 접두사화’의 수단으
로 보면 안 되며 동사의 종결 자질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의 [+종결] 자질의 보조동사는 본동사에 결합하여 동작
의 모습에 대한 특정한 내용을 추가한다. 이러한 의미 기능은 러시아어 등의 
슬라브어에서 접두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는 실현방식만 다르며 나타내는 기
능이 유사하다고 본다. 즉, 동작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작의 모습을 구체
화함과 함께 상적인 속성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만 슬라브 언어에서 이러한 
속성들은 문법화를 거쳐 접두사나 접미사를 첨가함으로써 문법적 범주인 상으
로 발달한 것이다. 

한국어 기존 연구에서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어 두다’, ‘-어 놓다’ 
등은 ‘종결상’이나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기술되었으며 키르기즈어 문법서에서 
‘-p tašta’, ‘-p sal’, ‘-p koj’, ‘-p al’ ‘완료상’, ‘완료’를 나타낸다고 학자마
다 다양하게 기술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보조동사들은 [+종결] 자질을 나타내
는 동작류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5.2절에서 하
겠다. 

 

5.2. 어휘상

문법화의 연속적인 변화 과정에서 상의 표지들이 문법상이라는 범주로 발전
한 것은 특정한 언어에 국한해서 발생한 일이지만 동사와 기타 문장 성분들의 
어휘·의미론적 특징에 따라 상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동작류)은 모든 언어에 걸
쳐 드러나는 현상이다(Maslov 2004:33-34). 앞선 논의에서 러시아어를 비롯한 
슬라브 언어에서는 굴절어미 중심으로 동작류를 구별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이를 파생 동작류(Derivational aspect)라고도 부른다(Dahl & 
Velupillai (2005:266), Lindstedt (2001:772) 등). 이러한 파생 동작류는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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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언어와 로망스 언어, 그리고 북 아메리카의 많은 토착 언어들에서 관찰할 
수 있다.

슬라브 언어 외 일반 언어학에서 동작류를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으로 명칭하고 어휘 자체에 이미 내재된 상적인 자질로 간주한다. 
특히 한국과 영미계 학자들 사이 Vendler (1967)에 의해서 제시된 동작류는 
고전적인 동사 상자질 분류로 널리 쓰이고 있다. 본장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자세하게 검토해 보고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이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Hermann (1927)은 ‘εβασιλευον’와 ‘εβασιλευσα’ “나는 왕이었다.”에서
처럼 헤로도토스의 글을 인용하여 각각 문장에서 아오리스트와 임퍼펙트가 실
현된 문장을 제시했다. 그는 헤로도토스가 이 문장을 49년 동안 왕 노릇을 해 
왔던 과정으로 이해하면 임퍼펙트를 사용하며, 동일한 문장을 “49년간의 통치
였다.”라는 전체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점으로 압축하게 되면 아오리
스트를 사용한다고 했다. 즉, 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른 상의 굴절어미가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상을 관점상이라고 부르고 객관적
으로 동일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관적 
상(subjective aspect)이라 했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문법상을 주관적 상 범
주로 간주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에 비해서 “왕이 되다.” 문장은 전혀 다른 사건을 나타낸다. 이는 시작점
과 종결점이 함께 포함하여 시간의 지속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지
속된 과정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왕이 되다’, ‘정상에 
도착하다’, ‘떠나다’ 등의 동사는 어휘 의미에서 종결점을 포함한 달성동사이다. 
물론 왕이 되는 일은 취임식을 치르는 절차부터 왕좌에 앉는 순간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이러한 동사는 어휘 의미
에서 종결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화자의 머리 속에서 언제나 종결점을 달성한 
동작으로 이해된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어도 예외 없이 이러한 동사가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와의 결합제약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았다.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세계에서는 달성·성취·상태·행위 동사에 의해서 전달되는 동작의 전개 
모습은 어떤 언어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Hermann (1927:46)에
서 이러한 동작류를 객관적 상(objective aspect)이라고 불렀다. 동일한 동작을 
여러 관점에서 보는 문법상에 비해 동작류는 객관적으로 서로 다른 동작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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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어/고 있다’, 키르기즈어 ‘ǰat(눕다)’, ‘otur(앉다)’, ‘tur(서다)’ 보
조동사는 상태동사에서 발전하여 지속의 상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들 
동사의 본래 어휘 의미는 상태를 뜻하는 상태(용언)동사였다. 이러한 객관적 상 
자질은 미완료상이라는 문법상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서 
전개 방법을 나타내는데 있어 동사의 내재된 상 자질에 의해서 모든 사건을 규
정하기가 어렵다. 

앞선 논의에서 Smith (1991)에서 동작류를 상황유형이라고 규명한 바 있다
고 했다. 동사 중심으로 목적어와 시간 부사구 등의 문장 요소들과 공기하는 
여부에 따라 상적 의미가 합성적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언어마다 이러
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사건의 종결 자질을 나타내는데, Bybee et al. (1994)에
서 이를 ‘한계소’(bounders)라고 불렀다. 본고에서 [+종결] 자질의 보조동사는 
바로 이러한 한계소 역할을 한다고 본다. 5.1절에서 보았듯이 러시아어에서 이
러한 요소들은 공간의 개념을 나타내던 전치사에서 발전하여 동작류를 나타냈
다가 완료상의 표지로 바뀐 것을 살펴보았다. 

Veldler (1967)에서도 동사 자체에 포함된 상 자질에 따라 분류함에도 불구
하고 동사와 공기하는 목적어에 따라 상의 자질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
어 ‘draw(그리다)’는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상 자질을  
나타낸다. 솜씨가 좋아서 잘 그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면 동질적인 동작으로 이
해되고 ‘draw a circle’에서와 같이 목적어와 같이 실현된 문장은 특정한 한 
사건으로 한정하면 종결 자질을 부여한다.  

[+종결] 자질의 한국어 ‘-어 버리다/두다/놓다/내다/치우다’와 키르기즈어 
‘-p tašta/koj/sal/al/ǰiber/čik’ 보조동사는 본동사에 결합하여 종결 자질을 
나타낸다. 이 보조동사는 ‘소거’, ‘보유’, ‘완수’, ‘우발’, ‘추진’ 등의 어휘 의미
를 실현함과 동시에 [+종결] 자질의 동작류를 형성한 것이다.  

<표 15>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
한국어 키르기즈어 의미(기능) 범주

[+종결]

‘-어 버리다’
‘-어 치우다’

‘-p tašta(버리다)’  
‘-p sal(넣다)’ 

소거 (Eliminative)

동작류
‘-어 두다’
‘-어 놓다’

‘-p koy(놓다)’ 보유 (Retentive)

‘-어 내다’ ‘-p al(가지다)’ 완수 (Completive)
‘-p ǰiber(보내다)’ 
‘-p ket(나가다)’

우발 (Momen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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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절에서 제시된 표를 위 <표 15>과 같이 다시 제시한다. 한국어와 키르기
즈어 보조동사는 어휘적 의미가 유사성을 가지거나 문장에서 나타내는 추상적
인 의미 기능이 유사한 동사의 쌍, 경우에 따라 동사의 소그룹으로 나누었다. 

<표 15>에서 한국어 ‘-어/고 있다’와 키르기즈어 ‘ǰat(눕다)’, ‘otur(앉다)’, 
‘tur(서다)’ 보조동사는 (상태)지속상, 진행상, 반복상의 문법상을 이룬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같은 [-종결] 자질의 ‘-어 가다/오다’, ‘-p bar/kel’은 어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표지향’이라는 동작류의 범주를 이룬다. 

[+종결]의 보조동사는 2.5절에서 어휘적인 의미가 유사한 것들끼리 ‘소거’, 
‘완수’, ‘보유’, ‘우발’, ‘추진’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이들 보조동사는 아직까지 
해당 어휘의미의 요소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어 문법적인 상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결]의 상 자질을 포함하고 어휘적인 범
주인 동작류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 

‘-어 나가다’ ‘-p čïk(나가다)’ 추진 (Promotive)

[-종결]

‘-어 가다’ 
‘-어 오다’

‘-p kel(오다)’
‘-p bar(가다)’

목표지향 (Directive)

‘-고 있다’
‘-p ǰat(눕다)’
‘-p otur(앉다)’
‘-p ǰür(다니다)’

지속(Continuous)
·진행 (Progressive)
·반복(Retentive)
·습관(Habitual)

문법상

‘-어 있다’ ‘-p tur(서다)’ Stative (상태지속)

[양태]

‘-어 보다’ ‘-p kör(보다)’ 시행 (Attemptive)

양태
‘-a al(가지다)’ 능력 (Ability)

‘-어 주다’ ‘-p ber(주다)’ 수혜 (Benefactive)

‘-어 대다’ ‘-a ber(주다)’ 강세 (In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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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고는 한국어와 키르기즈어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고찰해 보았
다. 두 언어에서 각각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통
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언어유형론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제2장에서 보조동사의 개념을 제시하고 각 언어 보조동사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보조동사의 선택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 대
상인 보조동사의 목록을 제시했다. 상적인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와 
양태적인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구분했다. 상 의미 기능의 보조동
사를 [+종결]와 [-종결] 자질 포함 여부에 따라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고찰
했다. 

상과 양태의 개념을 정리하고 각 범주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다. 본고의 주장
은 상이라는 범주가 대립관계에 있는 완료와 미완료의 개념을 동사 체계 전반
에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특정한 상의 의미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
하는 보조동사만이 해당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을 받아들
이고 보조동사 중에 문법적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과 상 자질과 어휘·의미 
모두 나타내는 것을 구분하여 기술했다.    

[-종결] 자질을 나타내는 한국어 ‘-고 있다’, ‘-어 있다’와 키르기즈어 ‘-p 
ǰat’, ‘-p tur’ 보조동사는 지속상이라는 범주를 규칙적으로 실현한다. 이들 보
조동사는 진행상 혹은 (상태)지속상이라는 문법적 기능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  완료와 미완료의 서로 상반된 의미를 하나에 형태에 의해서 실
현된다고 보는 입장을 비판하고 미완료상이라는 범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한 완료의 의미로 해석되는 ‘-고 있다’와 ‘-어 있다’는 보조동사가 결합하는 선
행 동사의 재귀적 자질과 완성점을 내포하는 상 자질로 인하여 파악되는 의미
로 보았다. [-종결]의 보조동사는 두 언어에서 양태적 의미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종결] 자질의 한국어 보조동사 ‘-어 버리다/두다/놓다/내다/치우다’와 키르
기즈어 ‘-p tašta/koj/sal/al/ǰiber/čik’는 문법화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 완정
점의 의미를 포함하여 [+종결] 자질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이들 보조동사는 
[+종결] 자질로 인하여 미완의 환경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제약을 보였지만 적
절한 문맥과 설명이 주었을 때 이 제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살펴보았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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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완료상, 종결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종결] 상적 자질로 
기술했다. 이러한 [+종결] 자질은 동작류(어휘상)에서 다루는 상적 특성
(aspectual character)으로서 기술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해당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에 대한 분석은 상황 유형의 개념을 바탕으로 선행 동사의 상 자질
(상태성, 완결성, 동질성)과 보조동사의 상적 특성과의 결합할 때 드러나는 합
성된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동작류는 동사의 상적 자질을 나타내는 어휘적 범
주이며 문법 범주와 대립 관계에 있다. 따라서 [+종결] 자질의 보조동사는 문법 
범주인 완료(종결)상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어휘적 개념과 문법적 개념을 섞
어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보조동사들은 [+종결]의 상적 의미 기능을 획
득했지만 문법적 기능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본동사에 결합하여 특정항 동작
류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는 보조동사마다 나타
내는 의미 영역에서는 양태 의미가 상당히 겹쳐져 있는 데서 확인되었다. 

제4장에서 양태적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보조동사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어 
보다/주다/대다’와 키르기즈어 ‘-p kör/ber’, ‘-a al/ber’ 보조동사는 주어 중
심 양태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는 ‘시행’, ‘능력’, ‘수혜’, ‘강세’라는 주어 중심 의미로 선정했다. 그러나 한국
어의 ‘보다’는 의미 확대가 일어나서 ‘-나, -은/는가, -(으)려나, -(으)ㄹ까’ 등
과 같은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추측’이라는 화자 중심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제5장에서 상과 동작류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범주가 정
확하게 실현되는 러시아어에서의 상과 동작류를 나타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본고에서 왜 [+종결] 자질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의미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작류 개념을 강조하는지 설명한다. 러시아에서 어휘적인 전치사인 
근원에서 발달한 접두사는 동작류의 의미 기능을 거쳐서 문법 범주인 상을 나
타내게 되었다. 동사 어근에 결합하여 동작류를 나타내는 접두사는 한국어와 
키르기즈어의 [+종결] 의미 자질의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상적인 의미 기능과 
유사하게 보았다. 본고에서 [+종결]의 보조동사는 문법화가 덜 진행되었지만 이
와 비슷한 역할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즉, 본동사에 결합하여 특정한 어휘의미
와 함께 상적인 의미 기능인 동작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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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Semantic Funct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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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fine grammatical functions of 
Korean and Kyrgyz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based on analyzing the 
realization patterns of auxiliaries and their semantic meanings. This 
paper also aims to determin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auxiliaries in the synchronical verb 
systems of both languages.

Chapter 2 presents the definition of the categories of Aspect, 
Aktionsart and Modality, which have been argued to be expressed by the 
auxiliary verbs in both language. An examination of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are also introduced. This also includes the selection 
criteria and list auxiliaries to be studied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Defining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auxiliar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work. Auxiliaries are considered to be spread on 
the continuum, which starts form the lexical verb and ends with the 
grammatical function. In previous studies the auxiliary verb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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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to express aspectual and modal meaning. Due to such 
assumptions their meaning was frequently referred to as ‘perfective’ 
aspect. The present paper argues, that although auxiliaries have gone 
through the path of grammaticalization and their lexical meaning has 
been semantically bleached not all the auxiliary verbs can be said to be 
expressing certain grammatical category. Many of them still represent 
lexical meaning.

Chapter 3 analyzes the auxiliary verbs inhibiting [telic] and [atelic] 
semantic features. Based on the analyses, made by this research [atelic] 
verbs '-ko iss-', '-e iss-' in Korean and '-p ǰat-', '-p tur-' in Kyrgyz 
can be shown to represent Imperfective Aspect category. Their 
grammatical function is attested in their regular realization of 
progressive, stative, iterative and habitual meaning. As opposed to the 
previous studies, which claimed ‘perfective’ or ‘resultative-continuous’ 
aspectual meaning this paper explains '-ko iss-' and '-e iss-' in terms 
of Continuous aspect. The sense of completion of an action expressed by 
these construction is attributed to the semantic features of reflexive and 
achievement verbs, which have terminal point in their semantic meaning. 

Korean '-e beri-/du-/noh-/chiu-’ and the Kyrgyz '-p 
tašta-/koy-/sal-/al-/ǰiber-/čik-' auxiliaries have [telic] features. Due to 
these telic semantic features, these auxiliary verbs showed constraints on 
showing up in imperfective environments. However, they also were found 
in imperfective surroundings when appropriate context and explanations 
were given. In the previous research, they are often been treated to as 
completive or perfective aspect. Present study strongly argues that these 
auxiliaries combine some lexical meaning altogether with more of less 
definable grammatical functions. But these functions must be referred to 
as Aktionsart category(lexical aspect).

Chapter 4 deals with auxiliary verbs, which perform modal meanings. 
Korean ‘-e bo-/chu-/dae-’, Kyrgyz ‘-p kor-/ber-’, ‘-a al-/ber-’ are 
suggested to perform the agent-oriented modal meaning of 'Attemptive', 
'Ability', 'Beneficity' and 'Intense'. However, in the case of Korean, the 
meaning of '-e bo-' it distinguishes ‘speaker-oriented’ modal meaning. 
Chapter 5 examines the notion of Grammatical Aspect and Lexical Aspect 
from the typolog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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