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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paper demonstrates that Japanese used to be a language 
displaying “Au잉liary Selection," a phenomenon which has been unequivocally 
observed in only some European languages. Evidence for this claim comes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perfect auxiliaries in Old Japanese, -tu and 
-nu, display a close distributional correspondence to the European 
auxiliaries HA VE and BE, particularly to hebben and zijn in Dutch. This 
correspondence holds not only in the regular cases where -tu/hebben 
appear with transitives/unergatives and -nu/zijn with unaccusatives, but 
also in the irregular cases where some transitive verbs are exceptionally 
allowed to select -nu/zijn, the auxiliaries which are otherwise expected to 
appear with unaccusatives. Given that Auxiliary Selection is a possibility 
once allowed for Japanese, it is worthwhile (re)examining other Asian 
languages from this particula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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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7, 8세기의 일본어 (상대 일본어1))에 있어서의 완료 조동사 ? 

(tu)와 ~ (nu)의 분포를 검토하여 그것이 서구 언어들에서 넓게 관찰되는 조동사 

선택 (Auxiliary Selec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이라 

*본 연구는， 다음 네 프로젝트에 대하여 교부된 연구조성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i)神田外語大學COE
“先端的 금굶理論의 構葉과 그 多角的檢證" (연구대표: 井上和子)， (ii)國立國굶없究所 “듬굶表現의 意味 • 
機能의 普遍性과 多樣性에 관한 없究" (연구대표: 井上優)， (iii)東京大學 “東아시아 짧댐에서의 範廳化와 
文法化에 관한 짧究" (연구대표: 牛越直樹)， (iv)숲波大學 “금댐間의 ;튿뽑에 관한 ~ê述的 • 理論的 經合líJ'f
究" (연구대표: 驚尾龍-). 본 논문의 집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해 준 大失俊明， 안평호， 김 
영민， 채성식， 김희성， 김경수， Ruth Vanbaelen 및 齊木美知껴: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또， “어학 
연구”의 세 분의 심사위원에게서 받은 논평은 극히 유익하였으며，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었 
다. 본 논문에서 충분하게 취급할 수 없었던 문제에 관해서는 금후 더욱 검토하고 싶다. 

1) 일본어학에서는 7， 8세기의 일본어를 ‘上代’ 일본어라 부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 
어야지만， 한자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편의상 ‘상대’라고 표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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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것을 밝힌다. 이에 의해서 구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로는 아직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 - 즉， 조동사 선택은 서구 언어들에 국한된 현상인가 아 

니변 서구적 유형을 넘어 일어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현상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동양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충분히 공헌의 

여지가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하여 얻은 결론은 일본어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점을 제공한다. 18 

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완료 조동사 tu와 nu가 보이는 독특한 분포는 항상 일본어 

에 국한된 문제로 논의되어 왔지만， 만약에 이것이 보편성을 반영한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제안되어 온 여러 가지 분석의 타당성을 일반 언어이 

론의 문맥에서 재평가할 수가 있다. 더불어 tu와 nu의 분포에 대한 통일적 기술을 

저해해 온 몇 가지 관찰들을 비교 문법론적 시점에서 재해석할 수도 있다. 

서구 언어들에 있어서의 조동사 선택과 동일한 현상이 일찍이 일본어에도 존재 

했다고 하는 본 논문의 주장이 옳다면， 이와 유사한 현상이 다른 아시아 언어에도 

일찍이 존재했다 (또는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일본어 이외의 아시아 언어에서도 확인되면， 조동사 선택에 관한 아 

시아 제언어의 비교연구라고 하는 참으로 인상적인 연구영역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아시아 언어의 전문가들이 서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한다면， 이 분야 

의 연구는 금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2. 서구 언어들에서의 조동싸 선택 

서구 언어들에는 조동사와 과거분사로 되는 복합시제라고 부르는 형식이 있다. 

영문법에서 소위 완료구문으로 불리는 구문인데， 완료 조동사로 항상 have를 사 

용하는 영어와는 달리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등의 언어에서는， 

영어의 have에 해당하는 조동사와 be에 해당하는 조동사. (각각 haben/sein, 

avoir/être, hebben/zijn, avere/essere)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들의 사용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지만， 예외나 방언의 차이 등도 있으므로， 대 

략적인 일반화를 제시한 후에 예외를 열거하는 것이 전통문법에서의 전형적인 기 

술 방법이다. 예컨대 프랑스어의 표준적인 문법서에는， (i)타통사는 avoir를 선택한 

다， (ii)재귀동사는 être를 선택한다， (iii)자동사는 대체로 avoir를 선택하지만 être 
를 선택하는 자동사도 존재한다고 기술되어 있다기 이 경우 (i)과 (ii)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iii)의 자동사류인데， 타 

동사 전부가 avoir를 선택하고， 많은 자동사도 avoir를 선택한다는 사실에서 

2) Chevalier et al. (1989), Grevisse (1980) 풍을 참조. 불어문법에서는， (i)-(iii) 이외에 “피동문은 
être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규칙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기술이다 (피동문 
의 être는 완료 조동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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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r를 무표(unmarked)인 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문제는 

être를 선택하는 자동사류를 어떻게 획정하는가라는 점에 집약되게 된다.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독일어 문법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독일어의 표준적인 문 

법서에는，(i’)타동사는 haben을 선택한다， (ii’)재귀동사는 haben을 선택한다， (iii’) 
자동사는 대체로 haben을 선택하지만 sein을 선택하는 자동사도 존재한다고 기 

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i’)과 (ii’)에 예외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독일어의 경우 

에도 (iii’)의 자동사류가 기술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 다음의 (1)에 든 것은， (a)타동 

사， (b)haben을 선택하는 자동사， (c)sein을 선택하는 자동사의 구체적인 예들이 
다}) 

(1) a. pflanzen (심다)， mähen (베다)， trösten (위로하다)， trinken (마시다)， 
lesen (읽다)， besuchen (방문하다)， töten (죽이다)， ... 

b. spielen (놀다)， weinen 울다)， arbeiten (일하다)， lachen (웃다)， 

tanzen (춤추다)， seufzen (탄식하다)， … 
c. fallen (떨어지다)， ankommen (도착하다)， werden (되다)， sterben (죽 

다)， verblühen ((한창 때가) 지나다)， ausfransen (풀리다)， … 

독일어나 프랑스어의 전통문법에는， BE (sein/être)를 선택하는 자동사는 일반적 
으로 “장소이동”이나 “상태변화”를 나타낸다고 하는 기술이 보인다. 이것은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는 비대격 동사의 정의에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동사 

가 한 부류를 이루고， 그 이외의 자동사와 타동사 전부가 다른 한 부류를 구성한 

다고 하는 현상은， 비대격 가설에 근거한 이론에서는 용이하게 기술할 수가 었다. 

이러한 사정을 생각해 보면， 1980년대에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잇따라 제안된 것 

도 당연한 일이다 (Perlmutter, 1983; Burzio, 1986; Hoekstra, 1984; Grewendorf, 
1989 등을 참조). 

(2) a. 타동사는 HAVE를 선택한다. 
b. 비능격 동사는 HAVE를 선택한다. 
c. 비대격 동사는 BE를 선택한다. 

80년대 이후의 연구는 (2)의 일반화에 대해 비판적인 종류의 연구와， (2)를 타당한 

일반화로 간주하고 그 도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종류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은， 특별히 이 문제를 쟁점으로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하에서 지적하 

3) 독일어의 전통적인 기술에 관해서는 Curme (1905), Helbig and Buscha (1977) 동을 참조. 독일어 
의 재귀 대병사 구문과 프랑스어의 재귀 대병사 구문은 선택하는 조통사가 다르다. 예컨대 영어 
wash oneself에 대응하는 표현은， 독일어에서는 sich waschen, 프랑스어에서는 se laver인데， 전자 
는 HAVE!와 결합하고， 후자는 BE와 결합한다. 이것은， 재귀 대병사가 없形의 “clitic"인 로맨스 제언 
어와 clitic가 아닌 게르만 제언어에 보이는 일반적인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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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몇 가지 λ}실은 분명히 비대격 가설의 설명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3. 상대 얼본어에서의 조동사 선택 

완료 조동사 -::J(tu)와 없(nu)에 관해서는， 양자의 분포에 일정한 규칙이 보이는 

것， 그 규칙은 tu/nu가 접속하는 동사 〔즉， tu/nu의 “上接語")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것， 상접어의 종류에 따라서는 양자가 상호 배타성을 나타내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는 18세기의 학자 本居宜長의 “타마아라레" (rr玉￡ ι 

n~)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명확히 지적되어 었다 (本居 1792, p. 478 참조). 
현대 일본어에서처럼 상대 일본어에도 형태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타동사와 자 

동사의 쌍이 많이 존재했다. 예컨대 nasi- (MAKE/만들다)와 nari- (BECOME/되 

다)， tirasi- (CAUSE TO FALLI떨어뜨리다)와 tiri- (F ALLI(떨어)지다) 퉁의 쌍인 
데， 이들 동사가 완료구문에서 사용되는 경우， 타동사는 예외없이 tu9} 결합하고 
자동사는 예외 없이 nu와 결합한다. 예를 들변 다음과 같다 .. 4) 

(3) a. ohokimi-ha … tawi-wo miyakσto nasi-tu. [M4260] 
emperor-TOP country-ACC capital-as make-PERF.III 
‘The emperor ... has turned the country into the (capital) city.' 

b. Kase-no yama … miyakθto nari-nu. [M929] 
PNAME-GEN mountain capital-as become-PERF.III 
‘Mt. Kase ... has become the (capital) city.' 

(3a)는 “시골을 도읍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인데， 타통사 nasi- (MAKE/만 

들다)에는 tu가 접속하고 있다. (3b)는 “카세산이 도읍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문장 

인데， 자동사 nari- (BECOME/되다)에는 nu가 접속되어 있다. 다음의 (4)에서도 

같은분포가 관찰된다. 

(4) a. hana-tatibana-wo hototogisu … tirasi-tu. [M1493] 
flower-(plant name)-ACC cuckoo cause to fall-PERF.III 
‘Cuckoos made the flowers of the tatibana fall .... ’ 

4) [M426이 둥의 표기는 예문의 출전을 나타낸다. “M"은 그 예문이 “만요슈" (펴짜集)에 실려 있는 것 
을 의미하고， 숫자는 뺑핏:껏 시가의 일련 번호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생략 기호는 다음과 같다. ACC (Accusative), DAT (Dative), GEN 

(Genitive), INFER (Inferential), LOC (Locative), PST (Past), PCL (Particle), PERF (Perfect: 
-tu/-nu), PNAME (Proper Name), RETRO (Past, Retrospective), TOP (Topic/Contrastive) 용 
언의 활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호를 사용한다. 1 (미연형)， II (연용형)， III (종지형)， IV (관형사형)， 
V (이연형)， VI (명령형) 상대 일본어에서의 활용에 관해서는 Whitman (1998) 동의 문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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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huti-no hana-ha tiri-nu-besi ... [M798] 
berry-GEN flower-TOP fall-PERF.III-must 
‘The flowers of the china-berry would have fallen [be gone] ... ’ 

“새(두견)가 꽃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4a)에서는 타동사 

tirasi-가 tu를 선택하고， “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을 나타내는 (4b)에서는 

자동사 tiri-가 nu를 선택하고 있다. 

자동사와 쌍을 이루지 않는 타동사도 일반적으로 tu를 선택한다. (5)에 든 것은 

그러한 타동사의 예이다. 

(5) uwe- (심다)， kari- (베다)， nagusame- (위로하다)， nomi- 마시다)， 

omohi- (생각하다)， i- (쏘다)， … 

반면， 다음 (6)에 든 것은 대응하는 타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사인데， 이들은 

nu를 선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 

(6) keuse- (사라지 다)， sirake- (희 게 되 다; 백 발이 되 다)， siwami- (주름지 다)， 
miyakobi- (도시화되다)， ... 

이러한 사실에 의거해서 tu는 타동사에 접속하고 nu는 자동사에 접속된다고 하 

는 일반화를 가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실， 이는 19세기 이래 되풀이하여 지적되 

어 온 일반화이지만， 자동사인데도 tu를 선택하는 다음과 같은 동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tu와 nu의 분포를 타동성 개념에 입각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는 생 

각되지 않는다. 

(7) asobi- (놀다)， nenaki- (울다)， nageki- (탄식 하다)， wemi- (웃다)， ukehi
(점치다; 기도하다)， sane- (자다)， ... 

타동성에 의거한 이론에 대해서는，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대안이 제안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는 몇 계보가 있는데， 吉田(1973， pp. 595-596) 
가 小神野(1899， pp. 595-596)에서 발단되었다고 말한 일련의 연구는 본 논문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nu와 tu의 區別은 自動과 他動이 아니고 自然과 故意의 區別

을 反映하고 었다”고 말한 小神野의 일반화는， 예컨대 “tu는 意圖性動詞에 nu는 

非意圖性動詞에 接續한다”고 말한 住竹(1957， p. 61)의 일반화에 통하는 바가 있다. 
의도성 (내지는 의사성)의 유무에 의거하는 자동사의 분류는， 비능격과 비대격의 

구별에도 통하는 것이 었으므로， 상기 (2)에 가까운 일반화는， 아시아에서는 백년 

이상도 전부터 연구되고 있었던 셈이 된다. 

물론， 의도성의 유무에 의한 분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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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 ari- ‘BE/았다’가 tu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의도성 개념에 의거 

한 이론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점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ari-를 둘 

러싼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제7절에서 언어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4. 현상의 평행성 

제2절 및 제3절에서의 기술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구 언어들에 

서 HAVE가 선택되는 환경과 상대 일본어에서 tu가 선택되는 환경은 유사하며， 

서구 언어들에서 BE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대응하는 상대 일본어의 표현에서도 대 

개 nU7} 선택된다. 서구 언어들에서의 HAVE와 BE는 전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8) a. Er hat emen pfeil abgeschossen. [G] 

he has an arrow shot 
11 a tiré une flèche. [F] 

he has shot an arrow 
b. Wir haben draußen gespielt. [G] 

we have outside played 
Nous avons jOUé dehors. [F] 
we have played outside 

c. Der Frühling lst gekommen. [G] 

the spnng lS come 
Le pnntemps est arrivé. [F] 

the spnng lS come 

(8a)-(8c)는 각각 “그는 화살을 왔다，” “우리는 바깥에서 놀았다，” “봄이 왔다”를 

의미하는 독일어 (G)와 프랑스어 (F)의 표현인데， 이들의 어느쪽 언어에서도 타동 

사 “쏘다" (abschießen/tirer)나 의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자동사 “놀다” 

(spielen/jouer)가 HAVE계통의 조동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대격 동사 

의 전형인 것으로 생각되어 온 “오다" (kommen/arriver)는 BE계통의 조동사와 

공기하고 있다. 네덜란드어에서도 동일한 일반화가 성립한다. 상대 일본어에서는 

i- (“쏘다")와 asobi- (“놀다")는 tu와 공기하며， 계절의 도래 등을 나타내는 sari
(“오다")는 nu와 공기한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어 (D)와 상대 일본어 사이에는 다 

음과 같은 대응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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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쏘다: afschieten / i- (hebben, t띠 
a. Hij heeft een pijl afgeschoten. [D] 

he has an arrow shot 
‘He has shot an arrow.' 

b. masurawσno ... i-turu ya ... [M364] 

brave man-GEN shoot-PERF.IV arrow 
‘the arrow which the brave man has shot … 

(10) 놀다: spelen / asobi- (hebben, tu) 

a. Wij hebben buiten gespeeld. [D] 
we have outside played 
‘We have played outside.’ 

b. ... taki-ni asobi-tunL [M1104] 
fall-LOC play-PERF.IV 

‘ ... (we) have played in/beside the fall.' 

(11) 오다: komen / sari- (zijn, nu) 

a. Het voorjaar is gekomen. [D] 
the spring is come 
‘Spring has come.' 

h “. haru sari-ni-keri ... [M1836] 
spring come-PERF.II-RETRO 

‘ ... spring has come ... ’ 

말할 것도 없이， tu/nu의 분포가 서구 언어들에서의 조동사 선택과 동일한 현상 

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과 몇 개의 동사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t 필자는 상대 일본어에서 완료형 용법으로 확인되어져 있는 모든 동 

사와， 그들에 대응한다고 생각되는 네덜란드어의 동사를 가능한 한 대비하여 조동 

사의 분포 상황을 조사했다. 개념화 • 어휘화의 방식을 달리하는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한쪽의 언어에서 단일한 동사로 어휘화되어 있는 개념이 다른 쪽의 언 

어에서도 똑같이 어휘화되었을 것이냐는 보증은 없다.5) 사실， 양언어에서의 어휘 

화의 불일치가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어휘화되어 있는 개 

념이 충분히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상 

당한 수의 동사를 대비할 수가 있다. 

다음의 (12)에 든 것은 필자가 작성한 일본어 · 네덜란드어 대조표의 일부이다.6) 

5} 복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어휘의 대조 분석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비교한 驚尾 • 齊木(200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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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U/HEBBEN과 NU/ZIJN의 대응 

상대 일본어 네덜란드어 의미 

TU통사 HEBBEN동사 

1- [M364] schieten SHOOT 
uwe- [M411] (aan)planten PLANT 
kari- [M121] maalen CUT, REAP 
kise- [M3625] (aan)kleden DRESS 
suwe- [M3927] leggen PUT, PLACE 
nagusame- [M3135] troosten CONSOLE 
negahi- [M4470] wensen WISH, DESIRE 
noml- [M1l42] drinken DRINK 
yan- [M2799] sturen SEND 
yuhi- [M3948] binden TIE, BIND 
asobi- [M1104] spelen PLAY 
ukehi- [M2433] bidden SWEAR, PRAY 
nageki- [M2893] zuchten/( wee )klagen SIGH/LAMENT 
nenaki- [M1809] huilen, wenen,. snikken WEEP, CRY, SOB 
weml- [M4137] (glim)lachen SMILE, LAUGH 

NU동사 ZIJN동사 

oti- [M2356] zakken F ALL, DROP, SINK 
otorohe- [M2952] verzwakken/verdorren BECOME WEAK/WITHER 
ohi- [M181] groelen GROW 
kanahi- [M8] beteren* BETTER 
kitari- [M2036] arnveren ARRIVE 
sake- [M2878] scheuren TEAR 
san- [M475] komen COME 
sirake- [M1740] grijzen* GREY (hair) 
slwaml- [M1740] rimpelen WRINKLE 
nagl- [M2579] bedaren QUIET DOWN, APPEASE 
nan- [M29] worden BECOME 
nare- [M1787J wennen/versIíjten ACCUSTOM/FRA Y 
hi- [M271] drogen DRY 
makari- [M973] gaan GO 
miyakobi- [M312] urbanisieren URBANIZE 
moe- [M1848] botten BUD 
yaml- [M1757] luwen ABATE, DIE DOWN 
wakare- [M3625] ui teengaan/ scheiden SEPARATE 

6) 네덜란드어의 통사에 관해서는， van Dale 풍의 사전 이외에서는 Ueber and Baayen (1997), 

Donaldson (1997)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네덜란드어의 단어 및 예문은 전 
부 모국어 화자에 의해서 확인되어 었다. tu/nu의 상접어에 관해서는 山田(1913)， 松下(1930)， 小林
(1941), 松尾(1978)， 따竹(1957)， 中 I퍼(1957)， 井'r(1966)， 뿔힘외 (1967), 木下(1972)， 펀(ITl(1973)， 빠村 
(1988) 퉁이 벌써 그 전모를 밝히고 있는데， 필자도 상대 일본어 자료를 재차 조사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상대어 문헌자료는 권말에 일괄해서 제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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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서 *표를 붙인 beteren과 grijzen은 각각 “(날씨 등이) 좋아지다 “〔머리가) 

회색 [백발]이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개념적으로 상대 일본어에서의 kanahi
와 sirake-에 극히 가깝다. 

(13) … siho-mo kanahi-nu ima-ha kogi-ide-na. [M8] 
tide-also become good-PERF.III now-PCL row-go out-let’s 

‘... the tide has also become good, so let’s sail (depart)’ 

(14)... kami-mo sirake-nu ... [M1740] 
hair-too whiten-PERF.III 

‘ ... my hair has become white ... ’ 

(12)에서 kanahi-/ sirake-와 beteren/ grijzen을 대응시킨 것은 이러한 의미적 유 
사성에 입각한 것이지만， 현대 네덜란드어에서는 beteren/ grijzen은 그다지 사용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beter worden (BECOME BETTER)/grijs worden 
(BECOME GRAY)이라는 분석적인 표현이 사용된다. 다만， 일상적인 어휘가 아니 
더라도 beteren/ grijzen이 모국어 화자의 어휘 체계에 속해 있다는 것은 확실하 
며， 필자의 자료제공자들은 이들이 zijn (BE)를 선택한다고 하는 강한 직관을 가지 
고 았다. 물론 이 판단은 사전 등에서의 기술과 합치한다. 

(12)의 표는 이러한 기초적 조사를 거쳐 작성된 것인데， 상대 일본어와 네덜란드 

어의 통사를 의미적으로 대응시킨 일람표에서 tu/nu의 분포와 hebben/zijn의 

분포가 왜 이렇게까지 일치하는 것인가? 

5. 조동사 선택의 바한정성 (non-restrictedness) 

hebben과 zijn은 각각 본동사의 hebben과 zijn에서 발달한 조동사이므로， 조 

동사 hebben은 타동사의 계 열에 속하고， zijn은 자동사의 계 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tu와 nu는 각각 동사 utu (“버리다")와 inu (“떠나다， 가버리다")에서 
문법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조동사 tu는 타동사의 계열에 속하 

고， nu는 자동사의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대 일본어와 네덜란 

드어는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달해 온 두 가지 조동사를 구별해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쪽 언어에서도 그 구별에는 동사의 의미가 깊이 관여해 었다. 이것은 동사의 

의미에 입각한 일본어 · 네덜란드어 대조표를 작성해 본 결과， 이들 동사에 대한 

조통사의 분포가 체계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다른 기준 

(예컨대 음절수)에 입각하여 대조표를 작성해도， 이러한 조직적 대응은 얻을 수 없 

으므로， 현상의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적 원리인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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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유사성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고 하면， tu/nu와 hebben/zijn이 

보이는 특징적인 분포는， 인간 언어의 성질을 반영한 공통의 현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상대 일본어와 비교해야 할 대상을 네덜란드어에 

한정시킬 이유는 없어지게 된다. 네덜란드어에서의 hebben과 zijn의 구별이 다른 

서구 언어들에서도 관찰되는 “조동사 선택”의 문제인 것이 분명한 만큼， 네덜란드 

어를 다른 서구 언어들과 같이 취급한다면1 상대 일본어도 역시 그렇게 취급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현실성을 띠게 된다. 

(15) 조동사 선택에 관한 비한정성 가설: 
조동사 선택은 서구 언어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상대 일본어와 서구 

언어들은 같은 의미에서 조동사 선택의 현상을 보인다. 

제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동사 선택이 서구 언어들에 국한된 현상인가 아니면 

서구적 유형을 넘어 일어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현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종래의 연구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서구 언어들에서의 

HAVE/BE의 분포는， 이들 조동사와 과거분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 

이라고 하는， 주로 게르만계의 연구자가 제안해 온 가설에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었지만， (15)의 비한정성 가설이 받아들여진다변，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인 재고 

가 촉구되 어 질 것 이다. 논의의 상세 에 관해서는 졸고 (Washio, 2001a, 2001b, 

2002)를 참조해 주길 바라는데， 예컨대 Haider (1984)의 계보에 속하는 일련의 이 

론은， 조동사 선택이 관찰되는 언어에는 반드시 “과거분사”와 비슷한 문법 범주가 

존재한다는 귀결을 낳는다 (Hoekstra, 1984; Grewendorf, 1989; Ackerna, 1999 

등을 참조). 이것이 바람직한 귀결이라고 막연하게 양해되어 왔던 종래의 전제가， 

(15)에 의해서 명확히 부정되는 것이다. 이 이론적 파급 효과의 중대성를 생각해 

보아도， 비한정성 가설은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6. 조동사 선택과 타동성의 문제 

제4절의 (12) 표에서 제시한 상대 일본어와 네덜란드어의 대응은， 비한정성 가 

설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며， 또한 이 가설의 타당성을 거의 결정적인 형태로 

논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의 조동사 선택에서 

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화가 있다. 다음의 (16)도 그러한 일반화 

의 하나이다. 

(16) 타동사는 반드시 HAVE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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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안되어 있는 조동사 선택의 이론은， 어떤 형태로든지 (16)을 보증할 수 

있게 정식화되어 있고， 특히 비대격 가설을 인정하는 이론에서는 타동사가 BE를 

선택한다는 사태는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따라서， 만약 타동 

사가 nu와 공기한다고 하는 사태가 상대 일본어에서 관찰된다면， 본 논문에서 지 

적한 BE와 nu의 평행적인 분포는，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인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도있을수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극히 소수이지만， 상대 일본어에는 nu와 함께 쓰일 수 있는 

타통사가 존재한다. 다음의 (17)은 wasure- (FORGET /잊다)가 그러한 예외적인 
타동사인 것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17) … wasure-ni-si sono momitiba … [M2184] 
forget-PERF.II-PST.IV those autumn leaves 
‘ ... those autumn leaves whïch 1 had forgotten ... ’ 

따라서， tu/nu의 분포는 (16)의 일반화에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데， (16)이 조동사 

선택이라고 하는 현상의 한계점을 규정하는 조건이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조동사 

의 분포는 서구 언어들에서의 조동사 선택과는 비슷하나 다른 현상인 것이 되는 

셈이다. 

(16)은 극히 강력한 일반화이며， 타동사가 원칙적으로 HAVE와 공기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병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일반화에 예외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 

은 명백히 잘못이다. 독일어나 프랑스어만을 대상으로 이론화한다면， (16)에 대한 

진정한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지만， 네덜란드어에서는 BE와 

공기하는 타동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러 

한 타동사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조동사 선택의 연구에 있어서， Lieber and 
Baayen (1997)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무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의 토대가 되는 기초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외”에 관해서도 여러 언어 

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놀라운 시-실이 밝혀 졌 

다. (17)에서 보인 바와 같이， 상대 일본어의 타동사 wasure- (FORGET /잊다)는 
예외적으로 nu를 선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었는데， “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동 

사 vergeten은， 실은 네덜란드어에서도 예외적으로 BE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18) Ik ben de naam van het boek vergeten. 
BE the name of the book forgotten 

‘1 have forgotten the name of the book.' 

복합 동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적으로 BE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는 타동사 

는 네덜란드어에는 다섯 개 정도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 일본어에서도， 병백 

히 nu와 공기하는 타동사는 다섯 개 정도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타동사 전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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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섯인 만큼， 이들은 실로 예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대 일본어와 네덜란 

드어는， “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일본어와 네덜 

란드어에서의 조동사의 분포는， 역시 동일한 현상이고， 그 현상 자체의 성질에 의 

해서， “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가 예외로 취급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결론을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바로 도출할 수 있다. 상대 일본어에서의 tu/nu의 

분포는， 네덜란드어 빛 다른 서구 언어들에서 볼 수 있는 HAVE/BE의 분포와 동 

일한 현상이다. 서구 언어들에서의 조동사 선택은， BE선택이 예외적으로 타동사의 

영역에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는 현상이고， 실제로 확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잊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를 확장의 대상으로 한다. 이와 전적으로 같은 특정을 

가지는 tu/nu의 분포는， 네덜란드어 및 다른 서구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조동사 

선택 현상”이 상대 일본어에서도 실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동사 선택은 서구 언어들의 HAVE나 BE 또는 “과거분사”라는 구체적 
인 구성요소에 의존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보다 추상적인 레벨에서 성립하는 현상 

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추상적인 현상이 개별 언어에서 실현될 때에는， 각각의 

언어에 갖추어진 구체적인 장치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개별 언 

어의 제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언어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상대 일본 

어와 네덜란드어에서 실현되어 있는 조동사 선택 현상은， 타동사에 관해서는 다음 

과 같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a. 타동사는 원칙적으로 tu/hebben과 결합한다. 
b. (a)에는 예외도 있다. 
c. 일정한 조건을 갖춘 타동사만이 예외적으로 nu/zijn과 결합한다. 
d. “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는 (c)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nu/zijn과 결합하는 것이 허용된다. 

(19a, b)는 기술적인 일반화이지만， (19c, d)는 예외가 발생하는 장치에 관한 특정 

한 사고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구계의 HAVE와 일본어의 tu (즉 타동사에 
서 문법화된 조동사)를 “H"라고 하고， 서구계의 BE와 일본어의 nu (즉 자동사에 
서 문법화된 조동사)를 “B"라고 한다면， (19c, d)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는 가설이 었다. 

(20) B선태에 관한 영역확장 가셜: 

a. 일정한 성질 a를 갖추고 있는 자동사만이 B를 선택한다. 
b. B선택을 타동사의 영역에 확장하는 언어도 존재한다. 

c. 영역확장을 허용하는 언어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타동사만이 B선택 
을 할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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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는， 기본적으로 영역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이다. 

한편， 네덜란드어와 상대 일본어는 확장을 허용하지만， 이들 언어에서의 확장도 결 

코 랜덤하게 생기는 현상은 아니다. 영역확장 가설은， (i) “확장언어”와 “비확장언 
어”를 구별하는 매개변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 및 (ii)확장의 대상으로 되는 타 

동사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은 일정한 규칙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의 (ii)에 관한 구체적인 가설이 다음의 (21)이다. 

(21) B션택의 확장에 대한 조건: 
영역확장을 허용하는 언어에서 B를 선택하는 타동사는， B를 선택하는 자동 

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 β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B선택을 일으키는 자동사가 일정한 성질 β를 갖추고 있다는 가설은， 조동사 선택 

의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자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타동사에 의한 B 
선택이라는 현상을 설병의 대상으로 문제삼는다면， 누구라도 (21)과 비슷한 조건을 

가정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a 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설에 의하면 “ ß=비대격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B선택을 일으키는 타동 

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형식적인 개념으로서의 비대격성에 의해서 a를 규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없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7) 

따라서， β는 동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종래의 연 

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 가운데， 여기서는 전통 문법 및 

Wunder1ich (1987, 1997), Kaufmann (1995), Lieber and Baayen (1997) 등의 

계보에 속하는 “장소 · 상태의 변화”라는 의미 특성을 β 의 중심에 두는 입장을 취 

한다 (Sorace 2000도 참조). (12)에 언급한 B선택 자동사는 전부 이 의미특성을 가 

진다고 생각된다. vergeten (“잊다")은 타동사이지만， 이 동사도 주어의 상태변화 
를 나타낸다고 하는 의미 특성을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어에서는， vergeten 외에 
passeren (“지나{가)다， 통과하다")이 B를 선택하는데， 이는 장소변화를 나타내는 
타동사이며 예컨대 (22)와 같이 사용된다. 

(22) 마 reiziger zal deze plaats vandaag t멍，en de avond ge뼈S웠rd z띠 

the traveller will this plaæ today by the night pas때 BE 
‘The traveller will have passed this place by tonight.’ 

passeren과 가까운 뜻을 나타내는 상대 일본어의 동사는 sugi- “지나{가)다， 통과 

7) 예컨대， vergeten이 수동구문， 관형사 구문， 조동사 선택에 관해서 각각 보이는 성질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대격 가설에 의거한 이론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서는 졸고 200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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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아다. 이는 nu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동사인데， 일본어학에서는 통상 순수한 

자동사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passeren과 마찬가지로 sugi-도 대격으로 표시되 

는 장소구와 함께 쓰인다. 대격명사구와 함께 쓰이는 sugi-가 nu를 선택하는 것은， 

(22)와 거의 대용하는 다음의 실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8) 

(23) … kono matubara-wo kehu-ka sugi-na-mu. [M1674J 
this pine grove-ACC today-PCL pass-PERF.I-INFER 

‘ . would (he) pass this pine grove today?’ 

naderen (“접근하다")이라는 동사도 네덜란드어에서는 타동사이며， passeren과 
마찬가지로 B를 선택한다. 일본어의 tikaduki- (“접근하다")는 여격 지배이지만， 

이도 nu를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24) ... Nosima-ga saki-ni hune tikaduki-nu. [M250] 
PNAME-GEN headland-DAT ship approach-PERF.III 

‘ ... the ship approached Nosima Point.’ 

또 상대 일본어에서는 萬葉集에도 자주 나타나는 siri- (“알다")와 kohi- (“그리 

워하다")가 nu를 수반하는 타동사로 알려져 었다. 

(25) ... hito siri-ni-keru … [M3016] 
people know-PERF.II-RETRO.IV 

‘ ... people have known [that 1 am deeply in love] ... 

(26) … kono koro kika-zu-te are kohi-ni-keri. [M236] 
recently listen-not-as miss-PERF.II-RETRO 

‘ . not having listened to [her stories] lately, 1 have come to miss 
(them).’ 

일반적으로 siri- (“알다.")에 대응한다고 간주되어지는 네덜란드어의 동사는 kennen/ 
weten인데， 이들은 hebben을 선택하는 정칙인 타동사이다. (2이의 kohi-에 가까 

운 뜻을 나타내는 것은 네덜란드어에서는 missen인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의 

miss에 해당하는 타동사인데， 이도 확실히 hebben을 선택한다. 

따라서， 상대 일본어에서는 (i) wasure- (“잊다")， (ii) siri- (“알다")， (iii) kohi
(“그리워하다")가 전부 B선택 동사인 것에 대해서， 네덜란드어에서는 (i’) vergeten 

8) (23)예의 ‘na-rnu’는 원문에서는 ‘떠’이라는 한자 하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 조동사 na 
(< nu) + 추측 조동사 rnu"로 분석되는 것이며， 소원을 나타내는 조사 ‘narnu’와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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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B선택 동사이며， (ii’) kennen/weten과 (iii’) missen은 일반적인 타동사와 

마찬가지로 H선택 동사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 된다. 

일본어의 경우， (i) -(iii)에는 분명한 공통성이 있다. 어느 것이나 의도성이 없는 

타동사이며， 주어의 (심리적 · 인지적) 상태변화를 기술한다는 의미특정을 가진다. 

이것은 위에서 특정지은 β 의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i) -(iii)에서의 B선택 

은 예상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설명을 요하는 것은， 오히려 네덜란드어의 (íi’)

(iii’)인데， 이는 다음 절에서 문제 삼기로 한다. 

7. 조동샤 션택에서의 상태동사의 위치 

金田-(195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영어 know는 “상태동사”인 것에 대해， 일 

본어 siri-는 {金田-의 용어로는) “순간동사”이다. 의미의 초점이 정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know의 성질은， 물론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아니고， 독일 

어나 네덜란드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ii’)의 kennen/weten은， 영어 

know가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에 있어서 상태동사이다. 마찬가지로， (iii’)의 

missen도 상태동사인데， 여기의 논의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i’}의 

vergeten만이 이 범주에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i’)과 (ii’)을 단순 현재형으 

로 사용해 보면， 각각 (i’) Ik ken de vrouw (“나는 그 여자를 알고 있다")， (ii’) 
Ik mís de vrouw (“나는 그 여자가 그립다")라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 
만， (iíi’) Ik vergeet de vrouw의 경우에 “나는 그 여자를 잊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어역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상과 같은 관찰로 미루어 네멀란드어의 kennen, weten 그리고 missen이 H 
를 선택하는 것은， 이들이 공유하는 “상태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상태변화 동사 

인 vergeten은， 일본어의 wasure-, siri-, kohi-와 함께 B를 선택한다. 상대 일본어 
에는 urami-(“원망하다")가 nu와 함께 쓰인 다음과 같은 예도 있는데， 이것도 동 

일한 관점에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된다. 

(27) kimi-omi-wo-mo urami-nIL 續 B 本紀 • 宣命45]

sovereign-vassal-ACC-PCL bear a grudge-PERF.III 
‘ . (he) has come to have a grudge against the Emperor and his 
vassals.’ 

“원망하다”를 네럴란드어로 표현하는 경우， 일상어로는 haten (= 영어 ‘hate’}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문어로는 wrok(“원망")이라고 하는 명사에 의한 분석적인 표 

현 wrok hebben (= ’have a grudge’), 또는 그다지 사용되지는 않지만 

wrokken이 라는 동사도 있고， Ik heb een wrok tegen de vrouw (“나는 그 여 
자에게 원망을 품고 있다")， Ik wrok tegen de vrouw (“나는 그 여자를 원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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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등의 표현도 가능한데， 이들 역시 상태성의 정도가 높은 술어이며 

hebben을 선택한다. 

tu/nu의 분포를 오로지 일본어의 문제로 생각할 경우， 의도성 (의지성)이 낮은 

자동사는 nu를 선택한다는 일반화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상대 일본어의 존재동사 ari-는， ari-tu (M401l), ari-turu (M443), ari-ture 
(M3686) 등 tu와의 결합이 가능하므로 매우 예외적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 일본 
어에는 ari-namu (M2122)도 확인되고 있고， 이는 상대 이후의 일본어에도 빈출하 
기 때문에， 존재동사 ari-는 tu와 nu 어느쪽 조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었다고 생각 
된다. 이러한 tu/nu와 ari-의 복잡한 결합 양식은 종래 여러가지 형태로 논의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즉， 의도성 · 의지성이 없는 자동사인데도 H계통의 조동사와 결합하고， 또한， 

B계통의 조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복잡한 성질은， 일본어 ari-라는 어휘의 특 

수성인가， 아니면 “조동사 선택”이라고 하는 현상은1 원래 “ari-"와 같은 통사와 조 

동사의 결합을 복잡하게 하는 어떤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언어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조동사 선택에서 

언어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실은 “상태동사”에 속하는 부류이며， 예컨대 

영어 be에 해당하는 존재통사 (이탈리아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네덜란드어에서 

각각 essere, être, sein, zijn)는， 이탈리아어에서는 B를 선택하지만 프랑스어에서 

는 H를 선택한다. 네덜란드어 zijn도 B선택이므로 표면적으로는 이탈리아어와 동 

일한 형태이지만， 상태동사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zijn에 의한 B선택은 네덜 

란드어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언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었다. 이탈리아어의 경우， 상 

태동사는 기본적으로 B를 지향하기 때문에， essere에 의한 B선택을 그 연장선 위 

에 두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와는 달리， 네덜란드어에서는， 상태통사는 기본적으로 

H를 선택하기 때문에， 상태동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zijn자체는 이 일반화에 

대한 예외가 된다. 독일어에 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일반화가 가능하겠지만， 많은 

문법서나 사전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태동사의 조동사 선택에는 두드러 

진 방언의 차이가 관찰된다. 예컨대， 일본어의 존재동사에 흔히 대응하는 liegen이 

라고 하는 동사는 통상 haben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문법서나 사전에는 반드시 

“독일 납부 • 오스트리아 • 스위스에서는 sein을 선택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게 

다가 동일한 방언의 통일한 문장에서도 H와 B가 교체한다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사정은 더욱 복잡해 진다. 이탈리아어에 관해서도， 상태동사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직관은 상당히 약화된다고 하는 기술을 볼 수 있다. 

조동사 선택에 있어서， 왜 “상태동사”가 두드러진 복잡성을 보이는가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해야 할 문제인데， 비교 언어학적 고찰로 명백해지는 것은， 이것이 개 

별 언어에 그치지 않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점이다. 일본어 존재동사 ari-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찰은， 서구 언어들에서의 존재동사의 불규칙성과 상통하는 것 

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에서의 tu/nu의 분포는， 여기서도 또한 “조동사 선택”의 

특정인 중요한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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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비교 연구의 시작 

조동사 선택에 관한 “비한정성 가설”의 타당성을， 상대 일본어와 서구 언어들의 

비교에 의거해 제시하려 한 것이 본 논문이다. 논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현상 전 

체의 성질이며， 서구 언어들의 “조동사 선택”과 비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질을， 

tu/nu의 분포가 총체적으로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 -- 이것이 본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였다. 

동사의 뜻에 의거한 상대 일본어와 네덜란드어의 대조표에서， 양언어 간에는 체 

계적으로 대응하는 조동사의 분포가 관찰된다고 하는 사실은 물론 중요하지만， 대 

단히 예외적인 사례에도 일정한 유사성이 관찰된다고 하는 사실， 존재동사가 독특 

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범언어적인 사실 등은， tu/nu의 분포가 틀림 없이 “조동사 

선택 현상”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이 타당하다면， 연구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조동사 

선택이라고 하는 현상은， 강력한 범언어적 유사성을 보이는 한편， 언어 사이에 상 

당한 차이도 관찰된다. 통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서， 쉽게 소멸해 버리는 것 

도 이 현상의 특정이다. 다언어 비교에 있어서는， 다양성의 한계를 획정한다는 중 

요한 작업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언어 사이의 차이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가를 밝힌다고 하는 작업과 표리일체 관계이다. 

tu/nu의 분포는， 조통사 선택의 가능한 변이의 하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본어와 서구 언어들의 상이점을 분석함으로써， 구미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일반화를 발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ame-ga huru (“비가 오다 [내리다]") 등의 표현을 서구 언어들과 비교한 
다고 하자. 문장 형식을 동일하게 하면， Rain falls와 같은 인칭 구문을 비교 대상 
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조동사 선택에 관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조동사는 일관적으로 B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8) a. … ame-ha huri-ni-kerasi-mo. [MlS93] 
rain-TOP faILII-PERF.II-PST.INFER-PCL 

‘ ... the rain must have fallen (i.e., it must have rained).’ 
b. Der Regen ist gefallen. [G] 

the rain BE fallen 
c. La pluie est tombée. [F] 

the rain BE fallen 

그러나， 이러한 관찰만으로 바로 (28a)와 (28b)가 동일한 일반화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바람이 불다”를 비교하면， 일본어에서는 B가 나타나지 

만 서구 언어들에서는 H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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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 .... akikaze huki-nu … [M2ID2] 
autumn wind blow-PERF.III 

‘ . the autumn wind has blown .. .' 
b. Der Wind hat geweht. [G] 

the wind HA VE blown 
c. Le vent a soufflé. [F] 

the wind HA VE blown 

(29)를 고려해 볼 때， “비가 오다”와 “바람이 불다”를 한 유형으로 간주하는 일본 

어에 비해， 서구 언어들은 양자 사이에 어떤 선을 긋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 

연스럽다. 게다가， 일본어에서는 “나뭇잎이 바삭거리다， 종이 울리다 [울려 퍼지 

다)" 등에도 B가 나타나는데， 이들과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은， 서구 언어들에서는 

H와 함께 쓰인다. 

(30) a .... konoha sayagi-mL [古事記]
leaf rustle-PERF.III 

. leaves have rustled.' 
b. Die Blätter haben gerauscht. [G] 

the leaves HA VE rustled 
c. Les feuilles ont bruit. [F] 

the leaves HA VE rustled 

(31) a .... tera-tera-no kane-mo toyomi-nu … [歌經標式]
temple-temple-GEN bell-too ring-PERF.III 

. the bells of the temples have also rung out.' 
b. Die Kirchenglocken haben geläutet. [G] 

the church bells HA VE rung 
c. Les cloches de ’église ont sonné. [F] 

the bells of the church HA VE rung 

(i)비가 오다.， (ii)바람이 불다， (iii)나뭇잎이 바삭거리다， (iv)종이 울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통일한 범주를 구성한다는 견해는， 일본어의 감각으로는 결코 부자연한 것 

이 아니지만， 서구 언어들에서는， (i)과 (ii)-(iv)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ii)-(iv)가 기본적으로 과정 표현인 것에 반해， (i)은 “위치 변 

화”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는 동사를 보면 분명한 것처럼， 요컨대 

FALL이라는 개념화다. 한편， 일본어에는 (ii)-(iv)를 둘러싼 강력한 일반화가 존 

재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Leaves rustled (“나뭇잎이 바삭거리다")라는 문장은， 어떤 한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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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면 명백히 leaves에 관한 기술이다: leaves는， [x MAKE A DRY SOUND]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술어 (rustle)가 적용되는 대상이며， 그 외부 논항 X에 대응 

하는 주어로 표시되고 있다. 이 해석에 따라， 위의 문장은 “나뭇잎 X에 관하여 말 

하면， x는 바삭거렸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을， 여기서는 Kuroda 
(1972, 1995)의 용어를 빌려 Categorícal Judgment라고 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Leaves rustled는 화자가 지각한 주위의 상황에 있어서의 

특정한 변화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 (32)와 같은 문 

장의 화자는， 단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며， 

그 경우， (32)는 (33)과 거의 동일한 의미 내용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32) As 1 approached the dark woods, the wind blew, leaves rustled, 

and church bells rang in the distance. 

(33) As 1 approached the dark woods, the following occurred: the wind 
blew, leaves rustled, and church bells rang in the distance. 

이 해석은 Kuroda (1972, 1995)가 말하는 Thetic Judgment에 해당한다. 이 해석 
에 따르면， (32)의 화자의 관심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며， 바람이나 나뭇잎 등의 

개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32)를 바꾸어 말한 (33)에는 OCCUR라는 개념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변 

화”의 일종이며， 따라서， OCCUR를 의미하는 geschehen (G), gebeuren (D), 
arríver (F) 등은 당연 B를 선택한다. (32)의 경우， 이 개념은 표변에 나타나지 않 
지만， 이와 같은 형식의 문장을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또는 “상황 변화”의 표현 

으로 간주하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그러한 언어에서는 (32)가 B선택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다. 졸고 (200lb)에서 지적한 것인데， 상대 일본어는 바로 그 

러한 언어라고 생각되고， Thetic Judgment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B 
가 선택된다고 생각왼다. 

물론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은 앞으로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관찰로， 조동사 선택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이미 서구 언어들 

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단계를 맞았다는 것만은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9) 

9) 일찍이 金澤또三郞(1910， pp. 47-48)가 tui!- nu를 한일 동계논의 문맥에서 논의한 얼이 있었다 즉， 
tu는 한국어 선어말어미 { 더-}와 비교할 수 었으며， nu는 관형사형 어미 {-1-}과 관련될 가능성이 었 
다고 하는 주장이 그것이다. 불론 {-더 }와 {-1- }은 중세 한국어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대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tu: nu}={ 더- : -1- }이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을 상정할 수는 없다. 반면 중세 한국어 
의 시상체계에 있어서는 {-더-}와 {-는-}가 대립하여 표면적으로는 /t/와 /n/의 대립을 성립시키지만， 
이것도 기능적으로는 tu와 nu에 대응되는 대립이 아니다. 중세 한국어에 관해서 말하면， 오히려 {
더-}와 {-는-}의 대립보다도 {-더 이의 대립 (이른바 회상법과 부정법의 대립)이 일본어 {tu : nu}의 
대립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와 {ø}의 분포가 이들의 상접어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었 
다고 하는 기술을 필자는 본 적이 없다 〔ψI野六郞， 1948, 1953; 고영끈， 1981, 1997; 한재영， 1986;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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