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補充法과 不完全系제의 問題*

高 永 根

I. 머 리 말 

뿔語가 rltlffl 이 나 活며의 語形變化얘 기 대 어 x法f꺼 l해係뜰 표시 할 때 에 는 

대 부분 語基와 接짧가 일정한 모습을 보여 준다. 

(1) a. A+a, b, c, d, e ., . 

b. B +a, b, c, d, e . 

c. C + a, b, c, d, e . 

( 1)은 任意의 語基 A, B, C . .. 에는 똑같은 接解 a, b, c, d, e .. . 가 붙는다 

는 사실 을 나타내 는 플(Paradigm: 系列J l이 다. 이 러 한 틀에 해 당하는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a'. CD 소+는， 를， 로， 야， 도， 만 .. , 

@ 보+ L 다， 느냐， 자， 고 L ' 

b'. CD 법 +은， 을， 으로， 아， 도， 만 ... 

@ 념 +는다， 느냐， 자， 고， 은 ‘. , 

c'. CD 말+은， 을， 로， 아， 도， 띤 .. , 

@ 알(아)+는(L) 다， 느냐， 자， 고， 은 (L )' " 

( 1' )에 서 @은 體릅語基플(z;는 川딘訊基찰 가리킨다 . (1)의 體릅訊꿇· 

‘소， 멤， 말’ 은 뒤에 어 떤 lUjmM~젠가 불더다5_ 이기에 띤동이 없다. (~의 

용언어기에서는 (a' ) (b' )는 연동이 없고 (c' )에서는 판3ξ안에 시1 시 한 바와 

같이 ‘ E ’이 탈략되 어 ‘이- ’ 기 원디 . (c' ) 의 ‘ μ ’ 딸딱-은 일징적1 센J[H&~f 앞 

에서 는 예 외없이 자풍직 ξζ.!i. 얼 어 난다. (J/의 IUI Jn앉節에 서 는 밟검-의 끔소리 

에 따라 ‘는/은， 플/을， 로/으로， 야/아’ 도 띤동하는 일도 있고 ‘도， 만’ 과 

* 이 을은 휠傑없 선생의 V까年을 기라는 뜻으보 쓰여낀 것인디l 서융大學校꿇뽕앙{ 

究所 주최 제 79회 月例語學세미나0987.3.30)에서 구두로 l살표한 바 있다. 

1 ‘틀’ 은 paradigm을 옮긴 킷이다. 한자어포는 “뼈?íIJ "이 다 말하는 일도 없지 않 
a나 “系잦IJ째係" (paradigmat ic r elation ) 와 보조」를 앗준다는 뜻에 서 “ jf: ?i IJ " 이 다 부j조기 

로 딴다. 구두반표 에는 “떼?ílj "이다 -블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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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정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도 있다. ~의 活用接蘇에서도 어기의 끝 

소리에 따라 ‘」다/는다， L/은’으로 갈라지는것이 있는가 하연 ‘느냐， 자， 

고’와 같이 모습이 일정한 것도 있다. (1)의 를은 어기와 접사가 변동이 없 

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變動條件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을 “규칙 

적 틀”이 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파語에 따과서는 接鷹의 統合이 制約을 받는 일이 있다. 

(2) a E + a, e, f 

b. G+b, g, 
c. K+ c, e, h 

(2)는 任意의 語基에 붙는 接解가 한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틀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2) a'. CD 비 증유(未曾有)+ 의 (전 란) 
@ 데리+어， 고 

b'. CD (간) 지 +가 (3년) 

~ (자치회에) 대하+L ， 여 

c'. φ (가기) 때문+에， 이다 
~ (가는가)보+다， 구나 

이곳에서도 @은 體言語基를，~는 用言語基를 가리킨다. 그런데 (1')와 

는 달리 접사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2a')는 實質的(語葉的) 語基에 붙는 

정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 ~의 ‘미증유’는 曲用接解 ‘의’ 밖에는 붙지 못 

하며 ‘데 리 ’ 는 活用接解 ‘어 ’ 와 ‘고’ 이 상을 許容하는 것 같지 않다. (2b'2c') 

는 形式的(文法的) 語基에 붙는 接解가 제 한을 받는 것 이 다. (b'CD)의 ‘지 ’ 

는 曲用接解 ‘가’ 밖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2， (c'CD)의 ‘때문’ 은 曲用接解

‘에， 이다’에 그친다. (b'~)의 ‘대하’가 그 앞에 뾰l用接解 ‘에’를 支配하 

면 取하는 活用接離가 제한을 받아 ‘ L , 여’에 그친다. (c'~)의 ‘보’는 추 

측보조형용사로서 명서 형어 미 ‘다’， 강단형어마 ‘구냐’만 취할 뿐이고 疑問

形 ‘보냐’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完了의 補助動詞 ‘(고)나다’ 도 같은 類

型에 속한다. ‘아서’ (먹고 나서 )， ‘니’ (먹고 나니 ) 등 일부의 연결어미 만 

결합된다. 이렇게 語形變化가 일어날 때 접 사를 두루 갖추지 옷한 것을 “不

完全系列"(defective paradigm)이 라 한다 이에 대해 (1)과 같은 틀은 “完

全系列”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補助젊 ‘는， 도’ 가 붙는 것은 論議 밖으로 한다. 

3 영 어 의 ‘can, may, shall, will, must'는 不定法이 없고 ‘must’는 과거 시 제 가 없 

A며 ‘scisso rs’는 단수형이 없다는 갱에서 불완전계 열에 속한다 (Bloomfield 193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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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形變化에서 어떤 單語는 語基나 接蘇가 不規則的 樣相을 매는 일이 

있다. 

(3) a. V+b, d 

b. s:+c, e, f 

cf. A+a, c, e ... 

cf. B+a, b, d . 

(3)은 語基가 정 상적 語훌와 오숨을 달리 함을 意、味하는 것이 다. A와 B 

를 거꾸로 놓은 것이 그것을 뜻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3) a'. 달(다)+라， 오 cf. 주게， 주어， 주연 ... 

b' 말+아라， 자 cf. 않는다， 않느냐 • 

(3a')는 ‘화자에게 건네 다’ 의 뭇을 표시 하는 ‘주다’ 가 命令形 接解 ‘라， 

오’ 앞에서는 륨聲上의 類似性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 語훌 ‘달(다)’로 交替

되는 것이다. (3b')는 否定의 補助動詞 ‘않다’ (<아니하다)가 명령형과 챙 

유형 접사 ‘어라， 자’ 앞에서 역시 륨聲上의 類似性이 없는 語基 ‘말’로 交

替되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접사 앞에서 語基가 송두리째 바뀌는 현상을 

補充法(suppletion)이라고 한다. 보충법이란 形態論的 不規則性 가운데서 가 

장 복잡한 類型에 속하는 것A로서 주어진 틀〔系列〕 안에서 같은 形態素임 

을 표시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語뼈的￡로 관련없는 형태의 文法的 交替

를 가리킨다. 語形變化의 틀에 나타냐는 어기가 補充法에 의한 형성이 되는 

充分條件은 어원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4 補充法은 어기뿐만 아 

니라 접사에서도 실현되는 일이 있다. 

(4) a. A+R, a 

b. B+R, a 

c. C+ R, a 

d. a+q 

(4)는 정사가 정상적 접사와 모습을 달리한다는 뜻이다. a, e, h를 거꾸로 

놓은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4) a'. 가+거 라 cf. 받아라. 

b'. 오+너라 cf. 보아라. 

c' . 이르+ 러， 렀다 cf. 따라(<따르어)， 따랐다(<따르었다) 

d' 다+오 cf. 달아라(縣) 

4 補充法에 대 한 최근의 연구로는 Rudes (1980) 창조 ‘불완전계열’은 “系列上의 
不完全性"(paradigmatische Defektivität) 이 라고 하는데 이 는 補充法과 함께 屆折形廳

論의 현저 한 不規則뾰을 이 룬다(Plank 1981: 30)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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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a')는 傳統文法에 서 ‘거 라’ 불규칙 활용으로 처 리 해 오던 것 인데 보펀 

적 명령형접사와는 모숨이 전혀 다르다.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거라’에 나 

타냐는 ‘거 ’ 의 첫 자음이 보펀적 인 ‘어 라’ 의 ‘어 ’ 와 다르다는 뜻이 다. (4b') 

는 전통문법에서 ‘너라’ 불규칙활용드로 처리되는 것인데 이 또한 보편적 

명령형접사와 모슴이 전혀 다르다. (4c')는 전통문법에서 ‘러 ’불규칙활용으 

로 처리되어 왔다. 같은 ‘르’로 끝난 ‘따르’는 ‘따라， 따랐다’로 교체되는 

데 대하여 ‘이르’는 어미가 ‘러， 렀다’가되 어 역시 정상적 정사 ‘어， 었다’ 

와는 모숨이 다르다. 이곳에서도 다름의 기준을 어미의 첫자음에 두었다. 

(4d')는 (3a')의 補充語基 ‘달(다)’ 에 해 라체 의 보편적 정 사와는 모습이 다 

른 ‘오’ 기- 붙은 것이다 

補充法에는 부분적 類似性을 따고 있는 語基와 接蘇도 포함될 수 있다. 

(5) a. A' + a , b, c, d, e ... 

b. B' + a, b, c, d, e . 

c. C' + a , b, c, d, e .. . 

(5)는 任意의 語基가 그 모숨을 부분적 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표시 하는 를 

이다. 이에 해 당하는 例는 현대국어의 語幹의 불규칙활용을 들 수 있다 

(5) a'. 물+ 어， 우니， 었다 ... ... cf. 묻+는다， 고， 지 .. . 

b'. 도요+ 아， 으니， 았t::} •.. cf. 톱+고， 지， 는다… 

c' . 지 + 어， 으니 ， 었다 ...... cf. 짓+고， 지， 는다' " 

(5a')는 끝자음 ‘ E ’, ‘ H ’, ‘ λ ’이 ‘ E ’, ‘오 (w) ’ 로 바뀌거나 탈락하여 

원래의 폼基와 부분적 類似性만 지 니 고 있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는 것은 어 간의 앞부분이 공통되고 뒷부분이 다료다는 뜻이다. 이 러한 끝자 

음의 變化는 현대국어의 즙짧 첼結에서는 규칙화할 수 없는 非自動的 交替

이다. 교체된 어기 가 부분적으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된 까닭을 섣명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 나 通時的 훨因을 고려하면 교체된 어 기 가 음운변화 

에 기 대어 성렴되었음을 알 수 있다 ‘ E ’ 어기는 ‘ E ’ 어기에서 ， 1>어 기 는 

‘人’어 기와 ‘A’어기의 두 段階를 거쳐 ， ‘오’ 어 기 도 ‘ 닝 ’ 어 기 와 ‘ 빙 ’ 어 기 

의 두 段|햄를 거쳐 각각 형성된 것이 다. 이 런 어 기 를 가진 動첸는 據似補充

5 Bloomfie ld (1933 : 2 1 5) 에 서 는 ‘oxen’의 [-nJ 을 [- iz, -z , -sJ 의 보충적 갖첸形으 

로 처려하였다 T rager/ Bloch (1 942: 58-9)에서는 ‘oxen’의 ‘en’ 뿐만 아니라 ‘children’ 
에 나타나는 ‘-ren’까지도 체￡法깐힘로 보고 있다 한펀 金Ji퍼(1970: 3 16)에서는 
‘oxen’ 의 ‘-en’ 을 보충법으로 보는 데 대해 斷定올 삼가고 있다. 

6 어 간의 불규칙환용에는 이른바 ‘으’， ‘ E ’ 품규칙용언을 제외한 ‘λ ， C , 티， 강 ’ 
불규끽용언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냥기심 • 고영근 (1 985: 13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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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詞(p&eudosuppletive verb)로 처리할 수 있다 中世國語에 나타나는 다음 

과 같은 體言語基의 交替도 의사보충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낡+ 요， 이Ç>로， 융 •• . ••. cf. 나모， 냐모와， 냐모도 ... 

(5")에서 ‘낡’은 母륨接蘇 앞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그밖의 환경에서 나타 

냐는 ‘나모’와는 부분적 유사성만 띠고 있다“낡’도 앞의 경우와 같이 륨 

題變化에 의 한 所옳일 가능성 이 크다 중세국어 의 動詞語幹 ‘시 므’ (植)는 

母흡接解 앞에서 ‘집’으로 交替되는데 이 역시 음운변화에 의한 分化일 가 

능성이 많다. 

擬似補充法은 접사에서도 목격된다. 

(6) H+g', m', n', 0' 

(6)은 특정한 語基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어기 아래에 붙는 접사와 비슷한 

것이 붙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6') (생각)하+었다， 여， 여서 

(6')는 ‘여 ’ 불규칙 활용이 다. 語基의 끝母흡이 ‘ } ’ 로 끝냐 있기 때 문에 

‘갔다， 가서 ’ 를 고려 하면 마땅히 ‘률랐다(<*하았다)， *하(<육하아)， 용하서 

C<융하아서)’가 되어야 할 것이나 ‘하었다， 하여， 하였다’가 된다. 보펀적 

형태와 부분척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국어의 륨題結合의 規則￡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 역시 앞선 時期의 즙題變化에 그 원인이 있 

을 가능성이 크다 

국어의 曲用과 活用을 중심으로 系列의 不完全性과 補充法의 基本麗念을 

논의하였다. 국어형태론에서도 이미 언곱한 바와 같이 불완전계열이나 보충 

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목격된다. 이 방연의 엽적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7 의 사보충동사는 Rudes (1980) 참초. 이 곳에 는 의 사보충동사가 생 성 되 는 原因올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극심한 음웅변화의 결과로 다른 형태와 관련이 없어진 

것이다. 플랜드語의 ‘끊다’ (to cut)플 의미하는 ‘a lua’의 活用形 (tn (i)-)와 (cia-) 는 

原始 인도 • 유럽語의 ‘*tem’의 규칙적 反射形이다. 의사보충동사의 다른 類型은 뜻없 

는 요소가 붙어 생성된 것이다. 프량스語의 ‘끝내다’를 의미하는 活用形 ‘finissant’에 
나타나는 [finiss-]는 (fini-) 에 原始로망스語의 起動接解 ‘*-sk’의 뭇없는 그루터기 

(residue)가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8 李基文 (1962: 154)에는 ‘나모’와 ‘납’이 古代形 ‘*나럭’에서 발달한 것으로 推

定하였고 허웅 (1975: 325)에서는 ‘나모’와 ‘닝’이 가상적 기본형태 ‘*나옥’에서 導

出되는 것￡로 설영되어 있다. 
9 李賢熙 (1985: 7-8)에는 ‘하다·의 중세국어 語形 ‘후 다’의 活用形을 기초로 하 

여 古代形 및 基底形을 ‘* .~1 다’로 장고 ‘여’의 中世形 ‘야’가 붙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鄭 洗 (1986)에도 비슷한 해석이 시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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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을 맞춘 것도 없지 않으냐 두 가지 개념을 확대한 것도 있고 混同하는 

일도 있어 그 인식이 올바른 휩L道 위에 서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 이곳에서 

는 주로 국어의 補充法을 體言과 用言3로 구분하여 다루되 동사의 補充法

에 重點을 두기 로 한다 10 이 곳에 서 다루게 되는 補充法이 란 擬似補充法율 

제외한， 語源的으로 관련이 없는 語훌의 交替에 국한한다. 

n. 빼름補充法 

體言의 補充法은 代名템와 數詞에서 확인펀다. 

(7) a. 나 : 우리 

b. 너 :너 희 

c. 저 :저 희 

(7)은 대명사의 數體系의 일부분이다 11 (7a)는 제 1 인칭 ， (7b)는 제 2 인 

청， (7c)는 낮춤의 제 1 인칭이다. (7b, c)의 ‘너 희 ， 저희 ’ 를 대 상으로 한다 

연 제 2 인청 빛 낮춤의 세 l 인칭 대명사는 單數인 ‘너 ’ 와 ‘저’에 접사 ‘희 ’ 

가 붙어 만들어진다. 이러한 造語法에 따른다면 제 l 인칭의 複數形은 응당 

‘%나회 ’ 가 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냐 이 자리에는 語源的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 ’ 가 補充되어 있다. 따라서 제 1 인칭 복수대명사 ‘우리’는 補充

法에 기댄 形成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어 떤 자리에 쓰이던 ‘우리’가 제 1 인 

칭 복수대명사로 보충되었는가 하는 것은 현재 의 국어자료로는 잘 알 수 없 

다. 중세국어에도 현대국어와 같이 제 1 인청복수형은 ‘우리’ 였다. 

(8) a. 첫째， 둘째， 세째， 네째 … 열한째 ， 열두쩨 ... 

b. 혼자， 둘이 ， 셋이 -

(8)은 수사의 部類이다. (8a)는 序數등킴인데 ‘첫째 ’에 서 보충법이 인식된 

다. ‘열한째’를 고려하연 ‘*한째’가 되어야 할 것이나 ‘한’이 기대되는 자 

리에 이와는 어원척￡로 관련이 없는 ‘첫 ’이 보충되어 있다 13 그런데 중세 

10 필자는 냥기심 • 고영근 (1985: 1 40-2)에서 ‘달다’ (달라‘ 다오)외 ‘말다’ 를 보 

충법으로 처리한 바 있는데 남키섬 (1986)에서 이를 否認하는 견해가 발표되었다. 이 

러한 견해의 차이는 우리 두 사랑이 관여하였떤 學"ß{文法m一業애 기댄 고둥학교 「운 

법」 교과서(1985년 발행)의 집필과정에서도 날카롭게 대렵 펀 바 있다. 이 글은 남기 
싱 (1986) 에 대 한 답변도 겸 하고 있응을 밝혀 둔다. 

11 대영사의 진반적 고찰은 냥기성 · 고영근 (1985: 91) 참조. 

12 영어의 제 l 인칭 主格'M '1’ 와 이의 사격형 ‘me’를 보충법의 플로 파악하는 

Rudes (1980) 의 견해 참조. 이와 관련펀 성영은 金芳않 (1970: 321-2) 창조， 
13 Ff數를피의 구성 적 특정 에 대 하여 는 냥커 심 • 고영 근 0985: 86-2) 창조. 金키·않l 

(1970: 329)에도 이 런 정이 지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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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에는 규칙적 인 어기가 쓰여 ‘향냐차히’였다 14 현대국어의 序數詞 ‘첫 

째’는 中世에서 現代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初，

始’ 를 의미하는 數冠形詞 ‘첫’이 ‘향나’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자 한 

다. 15 (Sb)는 A數詞라 불리는 것이다 16 ‘흔자’는 ‘둘이， 셋이 ... ’ 등을 고 

려하면 규칙 어기얘 ‘이’가 붙은 ‘%하냐이’가 나타나야 할 자리이다. 그러냐 

이 자리에는 아원적A로 거의 유사성이 없는 ‘혼자’가 냐타나 있다. ‘혼자’ 

는 ‘獨’을 뭇하는 부사인데 그대로 인수로 보충펀 것으로 정작된다. 

名詞 가운데는 얼핏 보기에는 보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다. 

덤立名詞 ‘진지， 간자’와 依存名詞 ‘분’ 은 ‘밥， 숭갈’과 ‘이’의 높엄말이다. 

이 렇게 본다연 전지-는 후자의 보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無情名詞나 依存

名詞 語基에 접사가 붙어 높임 말이 되는 플이 있다연 보충법에 기댄 형성으 

로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드므로 보충법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17 

A稱代名詞 ‘우리’， 人數詞 ‘혼자’를 보충법으로 처리하는 것온 복수접사 

‘회 ’， 인수접사 ‘이’얘 기대어 복수와 인수를 형성하는 形態論的 節次가 있 

기 때문이다. 서수가 복수 및 인수와 다른 점은 전자에서는 서수형성의 틀 

이 ‘첫째’와 같이 그대로 나타냐는 데 대해 후자에서는 ‘%우리희’냐 ‘f흔자 

이’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lI. 動詞補充法

국어의 補充法은 動詞에서 많이 확인된다. 우선 높임의 동사에서 나타냐 

는 보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9) a. 잡수시다. 

b. CD 주무시 다 ~돌아가시 다. 

C. 계시다. 

(9)는 동사의 주체 높엄말로서 모두 補充法으로 설명된다. (9가)는 動詞

語基 ‘먹’이 나타냐야 할 자리에 ‘잡수’가 보충된 것이다. 국어에는 主語名

詞句가 높임의 대상이 될 때에는 이에 일치하여 動詞의 活用形에 ‘시’가 쓰 

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틀에 따르면 ‘먹다’의 높임법 活用形은 ‘%먹으시 

14 중세국어의 서수사의 구성척 특징에 대하여는 고영근 (1987: 72) 참조. 
15 영어의 ‘first , second'도 ‘one, two' 의 補充法흐로 본다는 사실올 참고할 필요가 

있 다 (Rudes 1980). 
16 Å數힘에 대 한 것은 高永根 (1968) , 남기 심 • 고영 근 (1985: 85-6) 참조. 
17 金芳짧 (1970: 330)에서 이미 。1 런 方홉으로 ‘진지’가 보충법이 될 수 없음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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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는 語流을 달리하는 ‘잡수’가 그 자리에 보충 

되어 있다. 

‘먹’의 補充法 語基 ‘장수’는 중세국어에서 ‘좌’로 나타난다. 

(9a') 王이 좌시고 病이 요하(석보상철 권 11, 21장) 

중세국어에서도 높입법 活用形에 따르연 ‘*머그시다’가 되어야 하겠으나 

동사어기 ‘먹’의 자리에 ‘좌’가 보충되어 있다. ‘좌시다’의 ‘시’는 ‘좌샤， 

좌삼， 좌산’에서 보는 마와 같이 많룹語尾 ‘아， 옴， 온’ 앞에서 ‘샤’로 交

替되으로 일반적인 동사의 주체 높입법 活用에 나타나는 交替樣相과 초금도 

다름이 없다. 이런 사정을 두루 참작할때 중세국어의 ‘좌시다’의 어기 ‘좌’ 

도 보충법에 기댄 형성입애 틀립없다. 현재로서는 ‘좌’가 무엇을 의미하였 

는지 밝히기 어렵다. 

(9b)의 語基도 보충법에 기댄 형성이다.CD의 ‘주무시다’는 국어의 주체 

높엽의 活用形에 따른다연 ， 앞의 ‘장수시다’로 미루어 볼 때， ‘용자시다’가 

되어야 할 것이나 ‘시’ 앞에서 ‘자’가 ‘주우’로 보충되어 있 다. (ì)의 ‘돌아 

가시다’ 역 시 ‘*죽A시다’ 가 기대되는 환경에 나타난 것이므로 보충법으로 

쳐리된다 18 

(9b)의 예 들은 중세국어에 서 規則的으로 活用하였다. 

(9b'φ) 성 안해 자싫 제 (용비 어 천 가， 67장) 

(gb'(ì)) 大師 l 이대 겨시다가 주그시거늘(냥영 집 언해 권상， 52장) 

(9b'φ)의 ‘자싫 ’ 은 ‘자다’ 의 규칙적 높입볍 活用形이고 (gb'(ì))의 ‘주그 

시 거늘’ 역시 ‘죽다’ 의 규칙적 높입법 활용형이다 19 (9b)의 예를 통해서 

현대국어의 ‘주무시다， 돌아가시 다’는， 앞의 序數洞의 ‘첫째 ’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옮아오는 도중에 다른 語基기- 보충되어 형성펀 것 이 

다. ‘주무시 다’의 補充語基 ‘주무’가 무슨 뜻인기- 하는 것은 쉰게 말할 수 

없지마는 ‘돌아가시다’ 의 보충어기 ‘돌아가’ 는 중세국어에서부터 쓰인 ， ‘歸’

18 r큰사전」에는 ‘돌아가다’의 뜻을 ‘앓’ 와 ‘죽다’ 의 높임말의 두 까지로 장고 있 

다. 그렇게 본다변 ‘졸아가시다’는 ‘돌아가다’의 단순한 규칙척 活用形에 지나지 않 
는다‘ 그러나 ‘죽다’ 플 의비할 에는 ‘*돋아가다’ 가 쓰일 수 없다는 청을 고려하연 ‘돌 

아가’를 보충법어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랑에 따라 ‘꼴아가다’가 ‘죽다’의 뜻으 
로 쓰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일이 있다. 이런 쓰엽이 보핀화되면 ‘폴아가시다’는 규칙 

활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폴아가시다’의 보 
충법 처 리 는 金芳漢 (1970: 329) 창조. 

19 중세국어의 ‘죽다’의 높입법에는 ‘주그시다’ 이외 ‘엽스시다’도 있었다. 후자 

의 형성과 그것이 천자와 뱃는 의마상의 관계가 논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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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 ‘도라가’ 임이 를렴없어 보인다 20 

(9c)의 ‘계시다’도 보충법에 기댄 형성이다. ‘계시다’는 主語名詞句가 높 

임의 인물일 때 그에 일치하여 쓰이는 높엽의 動詞이다. 

(9c/) 아버지가 마루에 계시다. 

이 경우 다른 동사와 관련시키연 ‘f있으시다’가 되어야 할 것이나 先語末語

尾 ‘시 ’ 앞에서 ‘계’가 보충되었다. 

앞의 보충동사와는 달리 ‘있다’의 規則活用形 ‘있a시다’가 다른 경우에 

쓰이는 일이 있다. 

(9c ll
) 아버지는 책이 많이 있으시다. 

위의 ‘있으시다’는 앞의 ‘제시다’와는 통사적 관계가 다료다. 전자는 ‘책’ 

을 直接主語로 하고 다시 間接主語名詞 ‘아버지’에 걸려 있는 데 대하여， 

후자는 A勳主語名詞 ‘아버지’에 직접 걸려 있다. 이런 경우의 ‘있다’는 所

有의 의미를 띤 것으로 이렇게 規則活用을 한다. 

‘계시다’의 中世國語 語形은 ‘겨시다’이다. 이 語形 역시 補充法에 기댄 

형성이다. 현대국어의 補充動詞 ‘계시다’와 규칙활용형 ‘없으시다’의 통사 

적 관계는 일정해 있는 데 대하여 중세국어는 어떤 질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9C'
Il

) CD 如來…핏고래 수머 겨샤(석보상절 권6， 4장)/大愛道 1 ... 흔 
말도 몰좋야 잇더시니(석보상절 권 6, 7장) 

@ 世尊이 엇던 因緣으로 이런 詳瑞 잇거시뇨(석보상절 권 13, 15장)/ 

부테라 흔 일후미 져시고(석보상절 권13， 59장) 

(9C"ICD)에서는 높엄의 대상이 되는 A物을 직접주어로 삼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補充形과 規則形이 수의로 교체되고 있으며 @에서는 大主語名詞에 

딸린 일이나 물건을 직접주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두 語形이 수 

의로 交替하고 있다. 현대국어의 補充形 ‘계시다’와 規則形 ‘있으시다’는 

중세국어의 과도적인 상태를 정검다리로 하여 定훌된 것으로 생각한다 21 

補充法은 객체높임의 동사에서도 발견된다. 

(1 0) a. 얻즙다. 

20 ‘장수시 다， 주무시 다， 돌아가시 다’ 의 세 語윷가 보충통사란 사설은 許雄(1963:

11-2) , 金芳漢 (1970: 329-30)에서 언급되었고 신창순 (1966)에서도 同意흰 바 있다. 
21 ‘계시다’가 보충동사란 것온 許雄 (1963: 12), 신창순(1966)에서 논의펀 바 있 

다. 허웅 (1975: 444)에셔는 중세국어의 ‘겨시다’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좌시다’ 

와 함께 보충동사로 처려할 수 있는 根據가 제시펀 일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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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저습다 

(10)은 중세국어에서 語基가 객체높엄의 先語末語尾 앞에서 補充되는 것 

이다. (10a)의 ‘영즙다’는 현대국어의 ‘여쭈다’의 직접적 소급형이다. ‘여 

쭈’는 더 분석할 수 없는 單一語基이지만 중세국어의 ‘열즙’은 분석이 가능 

하다. 이곳에 나타나는 ‘즙’ 은 다른 동샤어 기에 자유로이 붙기 때 문에 우선 

‘얻’ 과 ‘즙’ ￡로 분석 된다. 그러 나 ‘열’ 은 단독S로 쓰일 수 없기 때 문에 

補充語基가 된다. 16세기의 일부 문헌에 어기 ‘얻’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열 E ’ 이 있는 것을 보면 22 ‘얻’ (<열)을 規則語基라고 말할 수 있a나 15 

세기의 문현에 예외없이 ‘얻즙’으로 나타나므로23 補充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24 

(10b)의 ‘저 용 다’는 현대국어의 ‘저씁다’의 직접 적 소급형 이다. 앞의 ‘여 

쭈다’와 같이， 현대국어의 語形은 분석이 어 렵 지만 중세국어의 ‘저 습 다’는 

중세국어에 ‘절 좋다， 절좋습 다’ 가 있는 것을 보면 ‘%절’ 이라는 動詞語基에 

‘습 ’이 붙은 것 이 라 생각된다. 중세국어에 는 名詞語基가 그대로 動詞語훌 

로 쓰이는 것이 많다. ‘저습다’는 ‘용절다’ 에 ‘습 ’이 붙은 ‘*절습 다’ 를 거쳐 

形成된 것으로 보인다. ‘융절 다’ 란 몽사가 實在하지 않는 限， ‘저 습 다’ 의 

‘저’ (<*절)를 ‘절흉’ (拜)의 補充語基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25 

객체높임의 동사 가운데는 자칫하면 짜tìJC몇b詞로 보기 쉬운 것 이 있다 26 

( ll ) 드리다， 외시 다， 올이 다， 바티 다， 보l 다， 알외 다. 

( ll )은 중세국어의 객체높임의 동사를 列學한 것 이 다. 이 가운데서 ‘꾀시 

다， 올 이 다， 비 티 디 ， 알외다’ 는 ‘모시다， 올리 다， 바치다， 아뢰다’로 바뀌 

어 현대국어에 계송되어 있고 ‘드리 다， 봐 디’ 는 그대로 념아 있다. 이들 

동사에는 객체높임의 신어말어미 ‘ 읍 ’이 붙은 다음과 같은 活用形도 목격 

펀다. 

(1 1') 드리 읍 다， 꾀시 습 다， 올이 습 다， 바티 옵 다， 봐 읍 다， 알외습다. 

22 ‘얻 E 다’ 의 用예는 신창순 (1966) 과 劉昌修 C1971 : 63) 창조 
23 ‘염증다’ 의 用얘l는 劉昌뻗 (1971 : 566) 참조. 
24 安秉햄 0978: 73-4)에는 앞의 ‘계시다’와 함께 ‘염 즙다， 저 용 다’ 릎 派生語

幹으로 다루고 있다. 훨자도 이에 따라 피생어간으로 다푼 띤이 있다 (고영근 1987: 
156-7). 그러나 이 들을 보충법에 기댄 형성으로 보는 이상， 이곳에 나다나는 ‘시’와 
‘종’은 先語末語尾가 펀다 

25 ‘저용다’ 에 대하여는 신창순 (1966) • 劉릅傳 (1971: 322) 참조. 
26 신창순 (1966)에는 앞의 ‘주무시다， 장수시다’ 이외， ‘말씀하시다， 꾸짖￡시다， 

드시다’ 와 같은 주체높엄말은 물론， ‘드리 다， 올리다， 바치다， 회시다， 웹다， 사뢰다， 
아뢰 다， 여쭈다， 저쏟다’ 등의 껴체높임말도 補充法에 기댄 형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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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9) , (1 0)의 동사를 補充法으로 처리한 것은 일정한 선어말어미 앞 

에 서 規則的인 語基 대신 모습이 다른 어기가 보충되기 해문이었다. 그런데 

(11)은， (1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습’의 사용이 필수적이 아니므로 補充

法으로 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l)의 통사만￡로도 객체를 높일 수 

있a나， (1 1')와 같이， ‘습’이 들어가연 높업의 정도가 강화되는 기능상의 

차이를 수반한다 27 중세국어의 ‘영갑다， 저습다’의 직정적인 繼承形인 ‘여 

쭈다/여종다， 저씁다’ 냐 역시 현대국어의 ‘드리다， 모시다/외시다， 올리다， 

바치 다， 아뢰다， 외다/볍다’는 객체높임의 통사이기는 하지만 ‘계시다’와 

같이 그 語基가 어떤 文法範購의 형 성에 관여하는 접사 앞에서 냐타냐는 것 

이 아니므로 補充語基로 볼 수 없다. 

(9) , (1 0)의 동사는 선어말어미 앞에서 語基가 보충되는 것이었는데 補充

動詞 가운데는 語末語尾 앞에서 실현되는 것이 있다. 먼저 (3a')에서 들었 

던 ‘달다’에 대한 補充法的 解釋을 자세히 시도해 보기로 한다. 

‘달다’는 최현배 (1937 : 449) 이래로 不完全系列의 성격을 띤 動詞로 파악 

되어 “절이움직써”， “모자란움직씨” 또는 “不具動詞”란 이름A로 불려 왔 

다 28 이러한 전통적 처리에 異議를 내세우고 동사 ‘주다’의 보충법으로 쳐 

려한 것은 高永根 (1974: 145) , 남기심 • 고영근 (1985: 140-1) 29이고 洪允

杓 (1 977: 398-400)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被鍵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남기 

심 (1 986)에서는 ‘달다’가 ‘주다’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不完全動詞라고 

하여 펼자를 비판하고 있다 30 과연 ‘달다’는 ‘주다’와 직접 관련이 없을까? 

현행 국어 사전을 보연 ‘달다’ 는 ‘달라다’ 라는 標題語 아래 ‘냥에 게 대 하 

여 주기를 청하다’로 뭇풀이가 되어 있다. 실제로 ‘달’을 語基로 하여 나타 

냐는 語形은 ‘달라， 다오’뿐이다. 中世의 文敵에는 ‘달라， 다고려， 다고’로 

나타나고 후대에 ‘다오’가 보이며 南部方言에는 ‘돌라， 도라， 도고’로 실현 

된다 31 또 젊은 世代 사이에는 ‘다오’ 대신 ‘주라’가 쓰이는 일도 없지 않 

다. 時代와 地域 그켜고 世代에 따라 語形上의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표준 

어형 ‘달라， 다오’만을 대상A로 하여도 이 동사의 성격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27 껴 체 높임 동사의 “습” 活用形에 대 한 해 석 은 고영 근 0987: 267-8) 참조. 
28 불구동사를 “불완전동사”로 부르는 文홉家도 있다(이영철 1948: 58. 이회 송 

1949: 85). 필자의 “不完全系列”이란 바로 이곳에서 따온 것이다. 고등학교 「운법」 
(1985: 35)에서는 “불구동사” 대신 “불완천통사”가 채 택되어 있다. 

29 ‘달다’ 를 다푼 냥기 성 • 고영 근 (1985)의 제 2 펀은 필자의 분당부푼이 다. 
80 펼자의 이릉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주 10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 ll] 판대상은 휠자이다. 
81 ‘달다’ 의 자료는 劉昌淳 (1971: 344-5). 洪允杓 (1977: 3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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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다’와 기능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다’의 기능부터 먼저 살펴보 

기로 한다- ‘주다’는 다음의 두 경우에 쓰인다. 

(12) a. 냐는 철수에게 공책을 주었다. 
b. 철수는 나에게 공책을 주었다. 

(12a)의 ‘주다’는 화자가 냥에게 무엇을 주는 경우이고 (12b)의 ‘주다’는 

남이 화자에게 무엇을 주는 경우이다. 전자를 A, 후자를 B로표시한다. 다 

른 活用形에서는 두 경우의 ‘주다’가 形態上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데 오 

직 命令形에서 차이가 생긴다. 

(13) a. 철수에게 공책을 주어라. 

b. 나에게 공책을 다오. 

A의 기능을 띤 (1 2a)는， (1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라’ 가 되어 변 

화가 없으나 B의 기능을 띤 (12b)는， (1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오’가 

되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다오’는 형태상으로는 하오체와 같으 

나 기능상으로는 해라체라고 함은 일찍 부터 많이 지척되었다 32 이러한 形態

交替는 間接引用構文에서도 마찬가지로 목격된다. 

(13) a'. 영수는 철수에게 공책을 주라고 한다. 
b'. 영수는 자기에게 공책을 달라고 한다. 

(13a')는 ‘주다’ (A)로서 (13a)와 語基에 있어 차이 가 없으나 ‘주다’ (B) 인 

(13b')는 (13b)와 같은 語基가 실현되어 있다. 전자의 어기 ‘달’이 후자에 

서 ‘ E ’이 脫落하여 ‘다’가 되는 현상도 일찍부터 잘 인식되어 있다. 

같은 命令形이라도 하게체 이외의 活用形에서는 형태상의 변화가 없다. 

(14) a. (…철수에게) 주게， 주오， 주십시오， 주어 .. . 

b. (…냐에 게) 주게， 주오， 주십 시오， 주어 .. . 

‘주다’의 기능을 두 가지로 장을 때 A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문제가 

없으나 B에서는 해라체와 간접인용구문에서 語基기- ‘달(다)’로 바뀌기 때 

문에 그 交替樣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 

다. ‘달’ 과 ‘다’ 는 間接引用構文과 해 라체 에 서 나타나고 ‘주’ 는 나머 지 환 

경에서 냐타나으로 두 가지는 形態論的으로 제약된 暴形態로서 相補的 分布

룰 보여 준다. ‘달(다)’ 의 자리 에는 ‘주’ 가 나타나지 못하고 ‘주’ 의 자리 에 

는 ‘달(다)’ 가 나타나지 옷한다. 형 태 들이 異形態가 되 어 하나의 形態素로 

82 ‘다오’ 의 예 푼 (4) , (4')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接辦 ‘오’ 는 ‘거 라， 너 라’ 와 같 
은 補充法 接짧이다 자세한 것은 高永根 (1974: 144) , 남기싱 • 고영근 (1985: 145)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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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지는 펄요 • 충분조건은 그 分布가 상보적일 것이 요망되는데 ‘달’과 

‘주’는 그런 條件을 충족시 키고 있으므로한 형태소의 異形態가 될 수 있다. 

남기심 교수는 ‘주다’의 두 가지 기능도 인정하고 필자가 제시한 命令形

의 系列까지 援用하면서 ‘주’와 ‘달’은 形態論的 相補性에 말n] 암은 異形態

가 아니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15) 따라서 여 격 어가 말하는 이 자신과 동일한 인물일 때 시 킴꼴의 

해라체와 인용체 에 있어서는 ‘주다’의 끌바꿈괄이 없는 셈이고 그 자리를 

‘다오， 달라’가 채워주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달라， 다오’의 출 

기는 ‘달-’로 추정되므로 이 활용표에서의 ‘달-’의 쓰임은 보충법 에 의한 

반칸 채움이 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남기심， 1986: 40). 

남교수의 이 주장은 ‘주다’ ( B )에 대한 설명으로서 펼자의 주장을 되 풀이 

한 것 이다. 그러냐 뒤에 가서는 ‘주다’ ( A )와 ‘주다’ (B)를 混同하연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6) 언돗 생 각하기 에 ‘주-’ 와 ‘달-’ 은 그 분포가 형 태 론적 으로 상보척 

인 것 같다. 시 킴꼴의 해라체에 있어서 ‘주-’는 ‘-어라’ 앞에 냐타나는데， 

‘달-’은 ‘-오’ 앞에 냐타나며 서로 자리를 엇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러나 ‘주 ’와 ‘달-’의 분포가 상보적 이었다는 것은 이들 움직씨의 여격어 

가 말하는 이와 동일한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추가조건이 있어야만 성 링 

한다(남기 심 1986: 41). 

“시킴꼴”의 해라체에서 ‘주’가 ‘어라’ 앞에 나타나고 ‘달’이 ‘오’ 앞에 나 

타난다고 하는 설명이 ‘주다(A)와 ‘주다’ (B)를 同一視하는 것이다. 뒷부 

분에서 남교수는 여격어가 말하는이와 동일하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추가조 

건이 붙어 야만 ‘주’와 ‘달’이 相補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펄자 

의 주장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 ‘주다’의 두 가지 기 능을 구별하지 않고 해 

라체 와 간접 인용구운만을 대 상으로 한다면 ‘달(다) ’ 는 不完全系列에 속하는 

不完全動詞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두 가지 기능을 구별하고 하 

게， 하오， 합쇼체를 비롯하여 어마전반에 걸쳐 系列表를 만들어 보면 ‘달 

(다〕’는 ‘주다’ ( B )의 補充的 語基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달다’를 

불완전동사로 처리해 온 것은 최현배 (1 937)에 영향 받은 바도 있지마는 ‘주 

다’의 두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전반적 系列表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 

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달다’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는 의도에서 (9)에서 논의한 ‘계시 

다’와 ‘있으시다’의 관계를 다시 끌어 오기로 한다. ‘있다’는 “所有”와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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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의 두 기능을 며고 있다. 전자를 ‘있다’ (A), 후자를 ‘있다’ ( B )로 구별 

하기로 한다. ‘있다’ (A， B)가 높엄의 主語名詞句에 대한 됐述語가 될 때에 

는 다음과 같은 系列1:의 차이가 목격된다. 

(17) a. 아버지는 지금 돈이 있으시다. 

b. 아버지는 지금 방에 계시다. 

(17a)의 ‘있드시 다’ 는 ‘있다’ (A)의 活用形흐로서 主語名調句가 안높임 의 

대상이 라면 ‘있다’로 바뀌고 Cl7b)의 ‘계시다’는 ‘있다’ ( B )의 活用形으로 

서 主語名詞句가 안높입 의 대 상이 라면 역 시 ‘있다’ 로 나타난다. 주어 명 사구 

가 안높임의 대상일 때는 ‘있다’의 기능이 달라도 活用形은 차이가 없다. 

그러 나 높임 의 대 상이 되 면 ‘있다’ ( A )는 ‘있￡시 다’ 로 規則活用을 하는 데 

대하여 ‘있다’ ( B )는 어기 ‘있’이 接解 ‘시’ 앞에서 ‘계’로 補充되어 불규 

칙활용을 한다. 이는 마치 ‘주다’가 A의 기능을 매면 정사 ‘오’와 ‘라’ 앞 

에서 ‘달(라)’로 보충되는 것과 혐行되는 현상이다. 

남기 심 교수는 필자가 相補的 分布의 개념을 單語 이상의 경 계에 鍵大 • 

適用했다고 심 하게 나무라고 있다. 남교수의 지적대로 형태소의 交替樣相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 條件이 륨題論的이든 形態論的이든 相補性을 따어 

야 한다. 필자가 ‘주다’를 A와 B로 구분하고 ‘달다’ 를 ‘주다’ ( B )와 관련 

시킨 것은 형태론적 구성의 同-性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달다’ 를 ‘주다’ 

(A)와 관련시켰다연 統解論的 領城으로 뛰어들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겠 

으나 철저하게 구별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교수는 ‘주다’ ( A ) 

와 ‘달다’의 語基가 같은 형태소가 펌을 否認하기 위하여 든 ‘신다/쓰다’， 

‘감다/다불다/닫다’의 예 는 자연히 필요없는 것이 된다. 이 들은 目的語 名

詞句의 어떠함에 따라 구별되는 이른바 專用動詞인 것이다 33 설사 ‘주다’ 가 

‘달다’와 다른 동사라 하더라도 이들을 전용동사와 관련시 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또 남교수는 ‘달다’ 가 ‘주다’ 의 補充動詞라연 ‘주무시 다， 잡수시 다， 계 시 

다’도 보충동사가 되어야 하며 ‘마시다’도 ‘먹다’에 대한 補充法的 形成임 

을 인정해야 한다고 反論을 펴고 있다. 전자가 보충동사라고 함은 이미 (9) 

에서 논의하였으므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마시다’는 특정한 目的語 名

詞句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專用動詞인 것이다. 

냥기섭 (1 986)과 같이 ‘달다’는 불완전동사로 보기는 하지 만 그 系列表上

의 민칸을 ‘주다’기- 채워 준다는 所見이 있다. 않允杓 (1978)에서는 ‘달다， 

33 專用動힘의 개년은 劉昌↑享 (1971: 33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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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 로만 活用을 하는 ‘달다’ 의 빈칸을 ‘주다’ 가 보충해 준다고 하여 그 

관계를 보충법￡로 해석하고 있다. 

홍윤표 교수는 ‘달다’와 ‘주다’가 對立되는 위치에 쓰이는 어휘이기는 하 

나 완전한 相補性을 지니지 못하여 ‘달다’의 빈칸을 ‘주다’가 보충해 준다 

는 것이다. 補充法이란 語形變化에 나타냐는 規則的 語基를 모습이 다른 語

基로 바꿈으로써 系列表上의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반대의 의미를 지난 ‘주 

다’가 ‘달다’의 자리 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띨 수 있 

는지 의심스럽다. 

홍윤표 교수는 中世國語의 ‘홍 다’와 ‘니 무다’， ‘아올다’ 와 ‘어울다’， 그 

리고 현대국어의 ‘데리다’와 ‘모시다’를 모두 보충벙무로 해석하고 있다. 

‘ 즐다， 아올다， 테리다’는 不完全動詞로서 제한된 어미만 붙는 데 대하여 

‘니무다， 어울다， 모시다’는 活用形이 완전하여 전자의 活用上의 빈 자리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보충볍3로 본다는 것이다. 홍교수가 든 例들은 앞의 

‘달다’ 와 ‘주다’ 와는 달리 類意的 關係의 語웰들이 다. 홍교수의 補充法은 

예로는 反意的， 해로는 類意的 關係에 놓여 있는 어기가 불완전동사의 빈칸 

을 메꾸어 주는 것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 나 앞에서 規定한 의 

미의 보충법은 형태흔적 절차의 하나로서 보충된 어기는 規則語基와 의미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니 무 다’ 가 ‘훈 다’ 의 보충동사기 되 려 면 두 活用形이 

상보적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닐오뎌， 닐온’ 과 ‘ 7 로마， 증온’ 이 共

存하고 있고， 홍교수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意味도 같지 않으므로 완전동 

사와 불완전통사 이 상의 가치 부여는 큰 돗이 없어 보인다. 

語末語尾 앞에서 실현되는 보충동사에는 ‘주다’ 이 외에 C3b')에서 언급한 

일이 있는 ‘말다’ 가 있다. 

‘말다’ 는 전통운법 에 서 “말렴 "(禁止)이 나 “그만둠"(中止)의 否定 補助動詞

로 처리되어 오다가 (최현배 1971 : 398) , 이흥배 (1974 : 42)에서 ‘않다’ (<아 

니하다)와 관련하여 命令文과 請홉秀文에서만 나타난다는 文法的 制約이 드러 

났표며 高永根 0976: 32)에서는 ‘말’과 ‘않’ 이 어 미의 종류에 따라 구별된 

다는 相補的 分布의 특정 이 지적되었다. 남기 섬 • 고영근 (1 985 : 1 41 -2)에서 

는 명령운과 청 유운뿐만 아니라 ‘든지~든지’와 같은 반복성을 띤 連結語尾

를 대 상무로 하여 ‘말’이 ‘않’의 보충법에 기댄 形成엄도 언급하였다. 필자 

가 이곳에서 논의의 대 상무로 삼는 ‘말다’는 ‘그만두다’나 完了를 의미하는 

補뼈動詞와는 성 격 이 다르다. 

(8) a. C공부하다가) 말고， 만다， 마느냐 ... 

b. 기어이 이기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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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a)의 ‘말다’는 ‘중지하다’를 뜻하는 動詞로서 사전에서도 딸도의 標題

語로 등록되어 있다. 연결어미 ‘다가’뒤에 주로 나타난다는 점 이의에는 일 

반 몽사와 크게 차이없는 活用表를 만들 수 있다. (18b)의 ‘말다’는 연결 어 

미 ‘고야’ 뒤에 나타나는 完了의 補助動詞로서 否定의 ‘말다’와는 意味와 分

布애 있어 서 하등의 共通性이 없다 34 

否定의 補助動詞 ‘말다’ 는 명 령 형 계 통의 語尾와 反覆性을 띤 連結語尾에 

서 질현된다. 냥기심 교수는 ‘말다’가 補助動詞라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 앞 

의 ‘달다’에 이어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필자는 부정보조동사 ‘말다’ 역시 

‘달다’와 같이 보충동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 

다. 부정의 ‘말다’는 명령형계동의 어미뿐만 아니라 반복성을 띤 語尾나 이 

에 상당하는 표현의 被否定部分에도 필수적으로 실현된다. 

(19) a. (보지) 말+아라， 려우니 지-

b. φ 볼까 말까， 보나 마나， 보거 나 말거 나， 볼지 말지 ， 브다가 

말다가， 보든치 말든지 . 

@본듯만듯， 본둥만풍， 본체 만체 

(19a)는 ‘말’이 보초동사로 쓰인 깃이다. 보조동사로서의 ‘말’은 ‘않’과 

마찬가지 로 補助的 連結語尾 ‘지 ’ 에 의 존하는데 만드시 命令形， 許諾形， 請

歸形， 곧 명령형 계통의 어미 앞에서만 실현된다. 다음과 같은 非命令形 계 

통의 어미와는 결합되지 못한다. 

(l9a') *(보지 ) 말(마)+L 다， 는구나， 느냐， 면 ... 

반면 ‘않다’ 는 zp:~形， 感漢形， 疑問形 동의 非命令形 계 통의 어 lJ 1 와만 
결합되고 命令形 계통과는 결합되지 옷한다. 

(l 9a" ) 선보지) 않+아라， 으려무나， 자 

cf. (보지 ) 않+는다， 느냐， 는구나， 으연 '" 

非命令形 계 통의 어 미 라 할지 라도 命令의 意味가 함축되 어 있으면 ‘말’ 이 

쓰일 수 있다. 

(l 9a"' ) 그곳에 는 가지 말아야 한다 

위 의 ‘-이-야 하다’ 는 ‘當寫’ 를 뜻하는 익 은 표현인데 사실은 ‘그곳에 가 

지 말라’과는 의미가 합축되어 있으므로 ‘말’이 쓰일 수밖에 없다. 

34 ‘ 말’이 연결 어미 ‘고’ 와경함하띤 ‘이짓말고 저깃 주새요’에사 처럼 조사의 기 

능을 띠는 수가 있고 ‘주고 알고요’에 시 는 ‘고’와 힘'7/1] 따JlJ 씨 멈힘로 쓰이 는 잎이 
있 다. 이 런 에 는 이 곳에 서 크게 주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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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9b)는 반복되는 표현에서 앞의 動詞를 부정할 때 ‘말’이 나타나는 것이 

다. CD은 終結語尾 ‘-2.까’와 連結語尾 ‘거냐2.지， 다가， 든지’ 를 반복시 

킴A로써 앞의 동사를 ‘말’에 기대어 부정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 ‘않’이 냐 

타나는 일은 없다. 

(l9bφ') *볼까 않을쇄 *갚나 않으나*보거 나 않거 나*볼지 않을지 , 

%보다가 않다가 *보든지 않든지 . 

(l9b~)는 冠形詞形과 依存名템의 구성이 반복될 때 뒷부분이 ‘말’에 기 

대어 부정되는 것이다. 구성 자체는 統購論的이지만 @과 같이 ‘말’이 실현 

되는 것을 보면 形態論的 構成과 차이가 없다. 依存名詞는 이와 같이 형태 

론적a로 처리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 경우도 @과 같이 ‘않’은 허용되지 

않는다. 

(l 9b~') *본 듯 않은 듯-j;.본 풍 않은 둥 *본 체 않은 체 

(l9b)의 否定法이 반드시 (l9a)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전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짧은 부정 법 이 가능하나 후자에 서 는 불가능하다. 

(l9a') *안 보아라， 용인- 보려 무나 *안 보자. 

(l9b'CD) 볼까 안 볼까， 보나 안 보나， 보거 나 안 브거 나， 불지 안 볼 

지 , 보다가 안 보다가， 보든지 안 보든지 

(19b'~) 본 듯 안본 듯， ?본 둥 안본 둥， 본체 안본 체 

(l 9b ' ) 가 (l 9b)와 의미가 완전히 같 o 냐 하는 것은 쉽게 단정할 수 없지 

만 일단 同意的인 것이라 간주한다면 전자는 후자의 수의적 變異形이라 할 

수 있다. 자연스런 말씨에서는 역시 ‘말’ 에 기댄 부정법 이 우세해 보인다. 

‘말’은 명령문 계 통의 語尾나 반복성을 띤 연결어미에서는 ‘않’과 相補的

이어서 같은 形態素로 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나 어떤 어미 앞에 

서는 ‘않’과 ‘말’이 함께 허용되기도 하고 같은 어미라도 경우에 따라 ‘ 않’ 

과 ‘말’의 어느 하나만 선택되기도 한다. 남기심 교수는 命令形과 非命令形

에서는 ‘않’과 ‘말’이 相補的이어서 하나의 형태소로 묶일 수 있다는 필자 

의 주장에 同;향、하면서도 같은 어미가 ‘말’과 ‘않’ 을 선택적으로 取하는 사 

실을 들어 같은 동사가 아니라고 反論을 펴고 있다 35 

(20) a. 오늘은 회 사에 가지 말까. 

b. 오늘은 비 가 오지 않을까. 

(21) a.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만갤 그랬네. 

35 남기 싱 (1986: 42-4) 의 f끼j文(13) (1 4)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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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가 나하고는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을갤 

(20) , (21 )은 남교수의 말과 같이 분명히 같은 語尾 ‘ E까’ ， ‘ E 걸’ 앞에 

서 ‘말’과 ‘않’이 함께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운장의 구성은 물론， 含짧된 

의미도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a) , (2 1a)는 主語가 話者

자신인 데 대 하여 (20b), (2 1b)는 非話者이다. 

(20a)는 화자가 대문 밖을 나서며 내뱉는 흔잣말〔獨白〕일 수도 있고 상대 

방에게 화자 자신의 行動邊行을 제안하는 發話일 수도 있다. 이 표현을 직 

접적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청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20a /) 오늘은 회 사에 가지 말자. 

(20a)는 표면 상으로는 疑問文이 지 마는 화자의 독백 이 나 자신 의 행 동수행 

에 대한 提案의 의미 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선택되었다고 해석한 

다. 이런 文章構成에서는 ‘ E 까’ 疑問文이 라 하더라도 ‘않’이 쓰일 수 없 

다. 그러나 (20b)에서는 (20a)에서 나타냐는 의미가 좌혀지지 않으므로 ‘ 않’ 

이 쓰였다고 해석 한다. 

(21a)도 (20a)와 비 슷한 방식 으로 해 석 할 수 있다. 이 런 표현은 화자가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는 독백 에서 흔히 쓰인다. 과거의 잘옷을 反省한다는 

것은 미래에는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신하는 것이니 ‘다 

시는 싸우지 말자’ 라는 청 유의 의미가 함축되 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1a) 
는 또 화자가 청자에게 타이를 때도 쓰일 수 있다. 그렇다연 여기에는 ‘다 

시는 싹우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 나 (21b) 
에는 청 유나 명령의 意味가 파악되지 않는다. 단순한 推測으로 생각띈다. 

(21a)에 ‘말’이 쓰인 것은 행동수행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들어 있기 때문 

이고 (21b)에 ‘ 않’ 이 쓰인 것은 그러한 意味의 요소기-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같은 ‘ E까’ 구문이라 하더 라도 문장 구성은 물론， 함축된 의미가 다르 

연 ‘않’과 ‘말’이 함부로 바뀌어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않’과 ‘말’이 같은 환경에서 任意로 선돼되는 경우가 있다. 

( 22) a. 냐는 네 가 이 곳을 떠 나지 말/않기 를 바란다. 

b. 비가 오지 말/않아야 할댄 데. 

c. 이재 바람이 불지 말/않았으면 좋겠다 

(22)는 ‘바람’ 〔願望〕을 뜻하는 문징이다. (a)에는 그런 몽사가 실제로 쓰 

였고 (b) , (c)에는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역시 ‘바람’의 의미가 파 

악펀다. 후자의 운장들은 ‘비가 오지 않기쓸 바란다’， ‘더 이상 바람이 쓸지 

않기 를- 바란다’ 랴는 뜻이 까때하게 표현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사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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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는 ‘말’과 ‘않’이 동시에 허락되는 사실을 內包文의 中立的 뾰格과 관 

련시켜 설명하는 일도 없지 않으냐36 이 문장 역시 명령적 의미와 관련시킬 

수 있다. (a)에는 ‘네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b)에는 ‘비야 오지 말아 

라’ , (c)에 는 ‘바람아 불자 말아라’ 와 같은 祝願的 命令의 의 미 가 함축되 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않’보다 ‘말’이 자연스러운 것 

도 이런 의미가 스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2)의 문장에 ‘않’이 쓰 

이는 일이 없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37 요컨대 (22)의 환경 

에 나타나는 ‘말’과 ‘않’의 出現은 수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말’ 

이 이 환경에서 더 본질척이라는 것은 中世國語의 자료를 &면 잘 알 수 

있다. 

(22') CD 橫째애 즐어 디 디 마오져 빙 라미오(법화경 언해 권 5, 155장) 

@ 떼 디 디 마와뎌 얻 라노라(능염 경 언해 권 9, 113장) 

@의 ‘오져’는 ‘고져’의 交替形이고 @의 ‘와뎌’는 ‘과뎌’의 交替形이다. 

이들은 동사 ‘언라다’ 앞에 와서 ‘바람’을 의미하는데 ‘말’의 교체형 ‘마’ 

가 쓰이었다. 이는 願望文에 나타냐는 ‘말’의 쓰임이 歷史가 상당히 오래되 

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南교수가 ‘말’과 ‘않’의 同一形態素論을 부정하는 근거로 내 세운 것은 

(20) , (21)의 문장이 었 다. 그러 냐 이 두 운장의 ‘말/않’ 의 쓰임 은 함축된 의 

미가 명령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증명한 이상， 쫓當性이 

없다. ‘않다’와 ‘말다’가 형태론적으로 관련 없는 독렵된 동사라연 意味差

異를 밝혀 내어야 하는데 남교수는 이를 保留하고 있다. 남교수의 견해가 

옳다고 해도 ‘않’과 ‘말’의 相補的 分布와 수의적 교체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意味의 같고 다름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했어야 한다. 둘 다 부 

정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意味가 같지 않다고만 말하고 있다 38 남교수의 意

味가 形式的인 것인지 實質的인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양자가 ‘부청’ 

의 뭇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을 보연 形式的 意味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같지 않다는 것을 보면 實質的 意味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 

다. 形態素 定立에 있어 고려하는 것은 形式的 意妹이지 寶質的 意妹가 아 

니 다 39 만일 후자를 重視한다면 형 태 소라는 文法單位 자체 가 쓸모없이 되 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36 이 문제는 이 흥매 (1974: 43) 에 제기되어 있다. 

31 젊은 世代플에게는 ‘않’의 선태이 더 자연스런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일이 있다. 
38 남기 심 (1986: 45) 아례 말 참조. 
“‘않-’과 ‘말-’은 툴다 부정의 뜻을 지녔다. 그러나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다 

% 의미의 성 진성까 형식상에 대하여는 高永根 (1 983: 178) 참조. 



524 語웰%究 第23卷 第 3 號

N.::후| 갑 

지금까지의 국어문법앤구에서 不完全系列과 補充法이 논의되지 않은 바 

아니었다. 그러나 더러는 현상 파악에 있어 모자럼 야 많았고 權念 자체를 

잘옷 잡은 일도 있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그 동안 散發

的 • 非體系的으로 인식되어 온 두 擺念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국어보 

충법을 定立하는 일이었다. 홍§담를 간추림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不完全系列은 體言과 用닫의 語基에 붙는 접사가 제약을 받는 것을 뜻 

한다. 대 부분의 不完全動詞가 이 에 속하고 소수의 자램 명 사와 의 존영 사도 

이 부류에 들어온다. 

2. 補充法은 規則的 語基나 接解와 모숨이 전혀 다른 것 이 보충됨 으로써 

系列上의 빈칸을 매꾸어 주는 것을 뜻한다. 語基의 補充法에는 종전에 불완 

전동사의 하나로 간주되어 온 ‘달다’와 부정명령동사 ‘말다’가 포함된다. 

接蘇의 補充法에는 종전의 ‘거라， 너라， 러’ 불규칙활용이 속한다. 

3. 補充法에는 규칙적 어기와 부분적 유사성 을 매고 있는 擬似補充法도 

포함된다. 이에는 종전의 ‘ C , l:l, 人’ 불규칙활용과 ‘여’불규칙활용을 소 

속시켰다. 

4. 體言補充法에는 제 1 인칭 복수대명사 ‘우리’， 序數의 ‘첫째’， Å數의 

‘혼자’ 정도가 소속된다， 

5. 動詞 補充法에는 주체 높임의 동사 ‘주무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 

다’와 중세국어의 객체높임의 동사 ‘얻즙다， 저습다’가 있다. ‘주무시다， 

돌아가시 다’ 는 중세국어 에 는 ‘자시 다， 주그시 다’ 와 같이 규칙 적 活用形이 

었다. 

6. ‘달다’는 전통적￡로 불완전동사로 쳐리해 왔고 현재도 그러한 견해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A냐 ‘화자에 게 건네 다’ 라는 ‘주다’ 의 한 기 능과 관 

련시키면 ‘주다’의 補充法임이 분명해진다. 

7. ‘말다’ 는 전통척 A로 ‘않다’ 와 독립 적 3로 처 리 해 왔으나 양자는 분포 

가 相補的이므로 역시 補充法으로 처리해야 한다. 두 語基는 같은 어미 앞 

에서 동시에 실현되는 일이 없지 않으냐 문장의 구성적 특정과 함축된 의미 

를 고려하면 그 분포가 상보척 이므로 같은 형태소로 묶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高永根 (1968) ‘主格助詞의 한 種類에 對하여 , ’ 李뽕寧탬土짧활紀;念論휴양， 

Z西文化社.



補充法과 不完全系列의 問題 525 

__ (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 한 構造的 맑究， ’ 語學맑究， 10. 1. 

__ (1976) ‘現代國語의 文體法에 대 한 쩌究， ’ 語學%究 12. 1. 

__ (1 983) 國語文法의 빠究， 탑출판사. 

_ _ (1987) 표준중세 국어 문!핍 론， 탑출판사. 

金芳漢 (1970) 言語學鎬었， 서 울大學校出版部. 

남기 심 • 고영 근(1985) 표준국어 문법 론， 탑출판사. 

남기 심 (1 986) ‘이 형 태 의 상보적 구성 과 통사적 구성 , ’ 한글 193. 

신 창순 (1966) ‘ 15세 기 국어 의 보충법 의 존대 말， ’ 한글 137. 

安秉힘 (1 978= 1959) 十五世紀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昭究 (國語

學맑究選휩 2) , 첼出版社. 

劉됨↑￥[ (1971) 語짧史핍究， 효明文化社. 

李基文 (1962) ‘中t止國語의 特珠語幹의 交替에 대 하여 , ’ 震樓學報 23. 

이 영 철 (1948) 중등국어 문법 , 을유문화사. 
李賢熙 (1 985) ‘中世國語의 用言語幹末 ‘-좋-’ 의 性格에 대 하여 , ’ 柳種相外

(共編) 國語學新돼究， 뺨버版社. 

이홍배 (1 974) ‘국어의 변형생성 문법 CI ), ’ 문법 연구 1. 

이 회 송 (1 949) 초급국어 문법 , 박문출판사. 
鄭 洗 (1986) “좋 ’ 動詞活用의 흡調論的 解釋，’ 柳樓相 外(연) ， 國語學新

핍究， 뺨出版社. 

최 현배 (1971) 우리 말본， 정 음문화사. 

허 웅 (1963) 中따國語빠究， 正륨社

__ (1975) 우리 옛 말본， 샘 문화사. 

洪允杓 (1977) ‘不具動첸에 대 하여 , ’ 李뽕寧先生古f，ffl紀念國語國文學論覆，Wi 

出版社.

Bloomfìeld, L. (1 933) Language, London: Allen & Unwin. 

Plank, F. (1980) Morphologische (Ir- )Regularitäten, Tübingen: Narr. 

Rudes, B.A. (1 981) ‘On the Nature of Verbal Suppletion,’ Linguistics 18, 

655-676. 

Trager, G. L. / B. Bloch (1 942) Outline 01 Linguistic Aηalysi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526 등휩學 liff究 第23卷 第 3 號

ABSTRACT 

The Problem of Suppletion and Defective Paradigms in Korean 

Yong-Kun Ko 

This paper systematically re-examines the two concepts of “supp1etion" 

and “defective paradigm" in Korean grammar. In defining “ supp1etion" in 

Korean we found that: 1) “Defective paradigm" means simp1y that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affixes that may attach to a verba1 or nomina1 base: 

this covers the majority of “defective verbs" and a small number of free 

and bound nouns. 2) Supp1e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illing in of para

digm gaps. Talta has been referred to as a defective verb in the past, but 

we view it as a case of supp1etion. Likewise for the affixes - kela, -ηela ， 

- le, formerly called 치rregu1ar conjugations." 3) We a1so include the 

irregu1ar t , p, s stem verbs and affix - ye as cases of pseudo-supp1etion. 4) 

The 1st pl. pronoun wuli, the ordinal chesccay, and hoπca are cases of 

substantiva1 supp1etion. 5) The subject honorifics cu'umusita, capswusita and 

tolakasita, and the MK object honorifics yetcApta, cezApta are cases of verba1 

supp1etion. ( “sleep" and “die" are regu1ar in MK: cf. casita and cw，샤usita) 

6) Traditionally, talta has been viewed as a “defective verb," but given its 

function as “give" in the sense of “give to the speaker," we can view it as 

in a supp1etive re1ation with cwuta. 7) Traditionally, malta and anhta have 

been treated independently, but given their comp1ementary distribution and 

their common semantic component, we can a1so treat these as a case of 

supp1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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