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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에서 體言 뒤에 연결되는 {로}는 흔히 造洛助詞란 이름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로} 

가 현시하는 關係意味의 다양성은 단순히 그를 造格이란 술어로써는 후괄할 수 없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로}를 그 의미관련에 따라 材料格 · 器貝格·原因格 · 方向格 · 資格格등3로 

분류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 나 이 러한 방법도 해결이 아닝을 切感하지 않으면 안 띈다. 그 

난점이 단순히 국어에서 格 법주數를 多l技化한다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 각 예의 

{로}에서 건너휠 수 없는 異質性이 인식되기 보다는 어떤 共通뾰이 예감되기 때 둔이다. {로} 

가 보여 주는 관계의미의 多樣住과 同質性， 그 간의 딜렘마는 분명 이를 圍燒하여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端績가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로}에 

原初的이며 積極的인 어 떤 의미특성이 포함된다고 가정하는 방법 이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만약 그러한 意味特性에서부터 {로}가 보이는 관계의미의 다양성을 설명해 낼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직연한 難關은 그 최소한의 突破口를 찾은 셈이 될 것이다. 이러한 方法은 

사실상 造格에 대한 이제까지의 점근방볍과는 구멸된다. 종래의 接近方法은， 어떠한 입장에 

서건 {로}를 뒤에 갖는 체언의 관계의미에 지나치게 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웅극 

적으로 {로}에는 적극적인 어떤 意味特뾰이 내포되지 않는다고보는입장인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해橋Cl972b)에서 국어의 格現象에 대한 몇 가지 소박한 假說을 설정한 바 있다. 그 

것은 국어의 格이 단순히 形態論的인 現象만이 아니라， 강한 統嚴論的인 特性을 때고 있 

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체언이 格助詞의 도움에 의해서 受動的으로 格을 갖게 되는 것이 아 

니라， 文章에 出現하는 체언은 격조사의 도움없이도 그 文章이 요구하는 格을 갖추어 갖는 

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어의 格이 文章을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다는 意味이며， 둔장 속 

에서 체언은 알몽으로도 格을 가질 수가 있다는 풋이었다. 이는 매우 凡常한 假說에 지나 

지 않a나， 국어 의 문장 속에서 숨겨진 格形態를 찾아 내는 데 有益한 頁敵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어의 格에 관힌- 논의가 나타난 형태에만 迷평되어서는 안 된다 

는 하나의 충고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原理를 造格이란 이름으로 불려 온 일련의 現

象에 照明시켜 보았다. {로}가 아무런 수식이 없는 본래의 {로}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그 

속에 숨기 고 있는 {로} 언가 하는 문제 는 충분히 檢討해 볼 만한 價{直가 있는 것으로 생 각된 

다. 그리고 필자는 {로}가 貝現하고 있는 關係意味의 多樣性을 각 해당 문장의 構造上의 差

異로 설명하려고 한다. 

*본고는 張奭앓교수와 李翊燮교수의 귀 중한 忠告와 a흠示에 의 해 많은 과요가 고쳐 지 고 적 지 않은 모 
호갱이 분명해질 수 있었다. 두 분께 深甚한 謝意를 표한다. 울흔 본고에 나타난 과오는 어디까지나 
필자 자신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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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그 앞이나(혹은 둬에) 무엇인가 다픈 格形態를 감출 수 있다는 特性을 端的으로 

말해 주는 것은 이른바 複合助詞의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유김-스럽게도 국어의 실제는 그 

러한 例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단지 아래와 같은 예들이 눈에 뜨일 뿐이 

다 

( 1) a. 일요일인데， 날 찾으러 학교에로 가다니 ! 

b. 동생펀지가 나에게로 왔다. 
C. 그가 형을 때런 것은 권총으로가 아니다. 

d. 인간에로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였다. 
e. 내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서울에서로 마지막이 될 줄이야! 

主題化의 {은/는} 이 나 {을/를} 과 함께 나타나는 ‘-로는로를’ , NP-뾰列의 {와/과} 와 

함께 나타나는 ‘-로와와로’ 및 ‘서 , 써 , 부터 , 더 불어 ’ 등의 後置詞와 함께 나타냐는 

‘-로서로써로부터로더불어’ 등의 예들을 제외한다면 (1a)-(le)는 {로}가 다른 格

助詞와 어윷려 나타나는 예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2 (la)는 處橋助詞 뒤에 

{로} 가 나타남을 보이 며 C1b)는 與格助詞 뒤 에 나타남을 보인 다. ( 1c)는 名詞文 否定構文에 

서 {이 /가}가 {로} 뒤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며 Cld)는 屬格助詞가， (le)는 후치사 ‘서’ 

뒤에 {로}가 나타남을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로}를 造格과 같은 것으로 믿어 온 

종래의 태도에 대해 강한 회의를 불러 일a킨다. 왜냐하면 {로}와 先行名詞와의 관계가， 主

格이나 對格 및 與格이나 處格과 같이 密홉되어 있지 않고 보다 하i遠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는 비단 (1)에서와 같이 露出된 경우 외에도， 즉 先行名詞와 {로}가 密홉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성 립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은 차라리 당연한 것이 라고 해 야 하겠다. 그 

것이 우리가 文法記述에서 바라는 統-住이기 해문이다. 그 관계를 가령 ‘NP十x+(로}’로 

표시한다면 ， x 는 某種의 격조사， 흑은 後置詞와 더 불어 나타나는 격조사라는 것이다. 이러 

한 論議는 펼연적으로 {로}를 격기능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되며， f로}에 어떤 積極的인 意、

味特性이 포항됨을 假定하는 것이 된다. 우선 우리는 {로}가 숨기고 있는 I 를 찾아 보기로 

하자. 

(2) a. 그는 동남쪽을 바라보았다. 

b. 그는 동남쪽으로 바라보았다. 

1 (1a) ( le) 가 국어의 文法的인 文훌이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疑感올 표시하였다. 펼자만의 

方言일는지는 모르나. (1a) (le) 가 국어의 문볍척인 문장이라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그들이 口語的이 아니라， 文語的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만은 분영하다 할 것이다. 
(1d) 및 ‘에게로’가 成立可能하고， ‘에게’가 ‘의 +x+에 ’ 로 해석될 수 있는 한， 처격 뒤에 {로} 
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령 (1 a) (1 e) 가 非文이라 하여도 전연척으로 否定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2 펄자는 국어에서 {은/는〕은 물흔 {이/가}나 {을/를}도 主題化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해橋 

1972b 참조) . 아직도 필자는 그러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c) 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로 

가’의 예 및 ‘-로를 ’ ‘-로는’ 둥의 예가 (1)에서 빠진 것은 펄자나름대로의 論理에 의한 것이 다. 그 
리고 또 필자는 졸고(1972a)에서 {와/과}를 格助휩에서 분리하여 뾰列應離인 것으로 규갱하였다. 

따라서 (1)에서 ‘-로와’ ‘-와는’과 같은 예들이 배제된 것은 펼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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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취미를 말한다면， 아법은 낚시를 좋아한다. 

b. 취미로 말한다면， 아법은 낚시를 좋아한다. 
(4) a. 그가 하는 짓을 보연， 김션생은 나쁜 사람이 아니 다. 

b. 그가 하는 짓￡로 보면， 깅선생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 5) a. 웃음의 바다를 이루었다. 

b. 웃음으로 바다를 이루었다. 
(6) a.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b.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分明한 例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연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셔 (2)- (6)은 自明한 論理를 

현시한다고 하겠다. 文章의 名詞成分과 本動詞와의 統離的인 관련에서 불 혜， (2)의 경우 

‘바라보다’는 ‘동남쪽’을 對格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a)는 그러한 관련을 소박 

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2b)에는 그러한 관계가 소박하게 나타나 있 

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동남쪽’과 ‘바라보다’와의 통사관계는 분명 目的語와 他動詞

의 관계인 것으로 상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계를 (2b)의 {로}에서 검출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對格助詞的인 {로}를 천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혀 便法에 지나지 

않으며 가능한 해결을 봉쇄해 버릴 뿐이다. 우리는가능한한한형태에 異質的이며 複數的인 

기능이 포함된다고 가정하는 입장을 피하기로 한다. 이해 (2b)의 {로} 앞에 실현되 지 않은 

1성분으로 우리는 對格助詞 {을/를}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3b)에서도 ‘취미’는 (3a) 에 

서와 마찬가지로 ‘말하다’의 팀的語로 이해되며， (4b)에서도 ‘그가 하는 짓’은 ‘보다’의 目

的語로 이해된다. (5b)를 (5a)와 관계없이 가령 ‘웃음으로’와 ‘이루다’와의 관계로 해석한 

다면 납득할 만한 의비해석은 不可能해진다. 마법사를 상청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5b) 에 대해서도 (5a)에서와 마찬가지로 屬格關係의 설정이 불가피하다. 이 

와 동일한 왼리를 (6b)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마법사가 아닌 이상 ‘이야기 i 로 ‘꽃’을 피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법사를 상정해야 하는 (5b) (6b)에 대한 다른 의미해석의 可能

性은 물흔 構造的인 모호성 o 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로}의 앞과 둬， 특히 앞에는 우엇인가 강추어진 다흔 形態가 있무리라는 우리의 假說은 

비단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그 가능성을 더 확대해 보기로 하자. 

(7) a. 가울에 곡식 이 타죽는다. 

b. 가물로 곡식 이 타죽는다. 

(8) a. 아칩과 저녁에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b. 아침과 저녁으로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9) a. 우리는 그를 회장에 추대하였다‘ 
b. 우리는 그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10) a. 적명이 헛간 뒤에 숨었다. 

b. 적영이 헛간 뒤로 숭었다. 

(ll) a. 여 름에 는 바다에 가자. 
b. 여름에는 바다로 가자. 

위의 文例 (7)- (11)은 處格의 몇 가지 用옳에 {로} 를 적용시켜 본 것이다. (7a)의 ‘가불 

‘에’를 원인의 처격으로， (7b)의 ‘가물로3 를 원인의 조격으로 구분해 온 것이 이제까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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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방법이었다. 그러나 ‘가물’이 ‘곡식이 다죽은’ 원인인 한에 있어， (7a)나 (7h)가 差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이 보언다. 차이가 지는 것은 오직 그 意味特M:=

일 뿐이다. 이러한 難點은 (7h)의 ‘가물’이 {로}에 이끌리는 造格이 아니라， ‘가물’ 자체가 

이마 처격을 며고 있다고 가청함으로써 쉽게 해결된다. 그것이 이제까지의 우리의 해석원리 ’ 

이었다. 단지 ‘가물에로 곡식이 타죽는다’는 構成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8b)에서도 {로}를 제외한 ‘아칩’이나 ‘저녁’은 ‘에’를 가지고 있는 (8a)에서와 마찬가지로 

時間表示의 처격으로 해석될 수 있고， (9b)에서도 ‘회장’은 處格으로 해석될 수 있a며~ 

(10b)의 ‘헛간 뒤’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lla)의 ‘바다에’와 (llb)의 ‘바다로’도 종래에는 다같이 方向의 관계 의미를 갖는 處格

과 造格으로 해석하였다. 이혜에도 Cllb)의 方向性이 척어도 {로}에 의해서 유도되지 않음 

은 분명한 듯이 보언다. 거기에는 우엇보다도 ‘바다’라는 處所性 名詞와 ‘가다’라는進行뾰 

動詞의 존재가 두드러지기 혜문이다. 이 두 어휘요소의 상호충돌에서 方向性이 빚어지는 것 

은 아닐까 ? (llb)의 ‘바다’ 를 (lla)의 ‘바다에 ’ 와 같은 처 격 으로 해 석 함으로써 방향성 에 관 

한 온당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것A로 보인다. 그러한 方向住에 단지 {로}가 感加되고 있 

을 뿐인 것이다. 문제는 그 {로}가 어떼한 意味特뾰을 부가하고 있는가 하는 운제일 것이다. 

이밖에도 {로}에 의해서 감추어진 格助詞에는 主格助詞 {이/가}가 있는 것표로 보인다. 

‘되다’構文에 나타나는 {로}와 이른바 資格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가 그것이다. 우 

선 前者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기로 하고， 後者에 대해서는 뒤에셔 다시 다루기로 한다. 

(12) a. 아이가 어른이 된다. 

b. 아이가 어른으로 된다. 
필자는 뾰稱(1972b)에서 ‘되다’構文을 두 부류로 나누고 (l2a)와같은文例를진정한主格 

重出文으로 해석하여， ‘어른이’를 主格補語로 본 바 있다. 그 후로 지워지지 않는 의문은 

(l2b)와 같은 文例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論理를 이에 

켜용시켜 보기로 하자. 그 경우， (12b)에서 ‘어른’은 (12a)에셔와 마찬가지로 主格으로 남 

아 있다는 것이다 4 단지 거기에 {로}가 愈加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앞서의 예들과 同휩L 

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m 
이저l 우리는 {로}가 과연 어떠한 意味特性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지 않으연 안 된다.

{로}에 格機能과는 다른 어떤 적극적인 의미특성이 내포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 

기 혜문이다. 우선 아래와 같은 두 예의 文章이 실제의 짧驗的인 狀況에서 어떠한意味差를 

나타내 보이는가에 주의를 기울여 보기로 하자. 

(13) a. 그는 펀지를 나에게 보냈다. 

3 (9b)의 ‘회장’이 처격으로 해석될 경우， 그것은 職位로서의 · ‘회장’ 을 운제상는다. 資格올 문제상올 
경우에는 (17) (18)과 같은 .로서’ 구문￡로 해영될 것이 다. 

‘ 'NP+ 이 -NP+(로)-되다’를 vP-補文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그 包有文 S는 ‘NP+ 
이 -NP+이+(로)-이다’와 강은 構造를 갖게 될 것이고， 同一 名휩句 消去와 緊離消去. (로} 앞 
의 主格助휩 消去 둥의 변형절차를 거치면 (1zb) 에 이르게 될 것이 다. 이 혜에도 {로}의 특성에는 

변함이 없다. ‘변하다’類의 동사는 반드시 이러한 構造로 혜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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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는 펀지를 나에게로 보냈다. 

우리는 (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먼저， 03a)와 (13b)는 모두→ 

참인가 하는 물음이다. 그러나 文面에서만 본다연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不可能하다. 

우리는 03a)나 03b)가 모두 참이며 適切한 陳述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둘째， ‘나’는

‘그의 펀지’를 받았는가? 이 점도 역시 불확실하다. ‘그’가 ‘펀지’즐 부쳤다는 사실만의 

確認으로도 (13)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연 03a)나 03b)에서 ‘나r 

는 ‘그의 펀지 ’를 받아 보지 않고는 전혀 ‘그’가 ‘펀지’를 보낸 意圖를 모르고 있는가? 이 

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03a)의 경우에는 그럴지도 모르나 03b)의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 다. (13a)는 賴面 그대로의 사실을 表白하고 있으나， 03b} 

는 銀面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문제삼고 있지 않기 혜문이다. 액면 그대로의 사실을 그냥 

그대로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것은 ‘편지’의 내용에 관해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을 

뭇한다. 03a)의 ‘내’가 ‘펀지’의 내용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냐 그 

것은 03a)의 文面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적어도 話者안 ‘내’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째， ‘그’는 과연 ‘나’에게 ‘펀지’를 보낼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를 물을 수 있다. 

03a) 에서 ‘펀지를’에 춧점강세가 놓이는 어떤 경우， ‘나’는 ‘그’가 적어도 ‘편지’는 보→ 

낼 수 없는 입장이라든가 혹은 그럴 펼요가 없는 입장이라든가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말하자연 ‘나’는 어떤 경우 ‘그’가 직접 찾아 와야 한다든가 A便을 보내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가령 ‘그’가 전화를 해도 그런 일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경우， 

03a)의 ‘그’는 ‘펀지’를 보낼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3b) 의 경우 

는 ‘펀지를’에 춧접강세가 놓이더라도， (13a)의 ‘펀지를’에 춧점강세가 놓였을 때의 그一 

般的언 意味 즉 다른 것을 보내지 않고 펀지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意味解釋만이 가능하다. 

말하자연 (13b)로써 ‘그’ 자신이 직접 ‘나’를 찾아 와야 한다는 의미를 갖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연 03b)의 ‘그’는 언제든지 ‘나’에게 ‘펀지’를 보낼 만한 입장이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쩨， ‘내’가 ‘그의 펀지’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러연 이 

벤에는 ‘내’가 정말로 그 ‘펀지’를 받을 사람언가를 물을 수 있다. 단순히 ‘내’가 轉交A

일 경우가 있을 것이기 혜문이다. 필자는 ‘내’가 轉交A일 경우 03a)와 같은 표현은 語張;

이 아니연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03b)로써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事情을 표백할 

수 있는 것￡로 보인다. 

다섯째， ‘나’는 ‘그의 펀지’를 원었는가? 위에 적은 理由들에서 뒷받칩을 받는다면 

(13a)는 안 읽 었을 蓋然性이 보다 크고， 03b)의 경 우는 읽 었을 개 연성 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펀지’의 意圖를 전혀 모르고는 03b)와 같이 말할 수 없기 해문이다. 물론

‘편지’를 읽고서도 03a)와 같이 말할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는 펀지의 內容에 관한 문제 

이다. 그러면 여섯째， 그 ‘펀지’는 단순한 問安펀지인가 아니면 무슨 부탁의 펀지인가? 

03a)는 단순한 문얀펀지일 개연성이 크고， (13b)는 부탁의 펀지일 蓋然性이 크다고 하겠 

다. ‘내’가 ‘그 ’ 에게서 단순한 문안펀지를 받았을 때 03b)와 같이 쓸 수는 없는 듯이 보-
인다. 비록 부탁의 펀지를 받고도 (13a)와 같이 말할 수는 있다고 해도 말이다. 일곱째， 

그것이 부탁의 펀지였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이번에는 그 부탁의 성격을 문제 삼을 수 있 
다. 03a)에서 그 부탁은 순수히 ‘나’ 개인에게만 관련된 것일 개연성이 크나 (13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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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것이 ‘나’ 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관련될 수 있는 부탁일 개연성이 크다. 운안펀지일 

경우라도 (l3b)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문얀이 곁들여 있는 것이다. (l3b)는 ‘그’의 그러한 

부탁이 라면 ‘냐’ 외에도 누구누구하는 다른 몇몇 사람도 해 줄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Cl3a)의 ‘내’가 그러한 성격의 부탁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냐 話者인 ‘내’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Cl3a)는 그러한 사정을 밟히고 있지 않은 것이다. 

Cl3a)가 ‘펀지’를 받았다는 고마웅의 표현일 수 있고， Cl3a)가 부탁을 받았다는 찜훌의 표 

현일 수 있음은 바로 그러한 이유예문이다. 

이러한 意味狀況의 점검이 만약 쭉當한 것이라면， 

미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Cl3a)와 Cl3b)의 意

味差를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A 

•
j1·0 

우리는 {로}에다 C+選擇的〕이라는 의 

A 

N~ ;>fB 
、

、 | 
、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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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F' V 

* E 
〈그림 2> 

148 

〈그림 1> 

〔그림 1]은 Cl3a)의 경우로서， 0는 보내는 사람 ‘그’이고， A는 받는 사람 ‘나’이다. 0에 

서 A를 향하는 화살표는 ‘나에게’와 ‘보내다’란 用言 사이에 성립하는 方向性을 표시한다. 

〔그림 1]이.표시하듯 Cl3a)는 ‘펀지’가 0 에서 A 까지 온 단순한 事件만을 문제삼는다. C그 

렴 2J에서도 O는 ‘그’를， A는 ‘나’를 표시한다. 實線 화살표는 〔그림 1]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에게’와 ‘보내다’란 용언 사이에 성립하는 方向性을 표시한다. 方向性에 관한 한 (13a) 

와 Cl3b)의 同-性은 의심할 바 없다. 이는 {로}가 方向性과는 전혀 無關함을 보여 준다. 

〔그렴 2J에서 {로}가 하는 역할이란 實線의 화살표에 대하여 點線의 화살표를 陽刻시켜 주 

는 일이기 때문이다. 점선 화살표는 ‘편지’를 받을 수 있는 可能한 A物들로서， ‘그’에 의 

해서는 選擇되지 않은 B,C, .. . N 등을 말한다. f로}에 의해서 話者가 想定하고 있는 것은 

‘그’가 B,C, ... N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A 즉 ‘냐’를 선택했다고 하는 前提이 

다. 이러한 전제에서 위에서 우리가 살펴 본 Cl3a)와 Cl3b) 의 그 最大限의 意味差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가필요한것은， 우리가 {로}를 〔十선택척〕이라고했을때우리가의미 

하는 것은 Chomsky(1965)가 選-擇制約이라는 것을 설정했을 혜와 같은 그러한 言語的인 선 

택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경우의 선택이란 統離構造上의 어느 위치에 오는 語尊項담을 총 

-콸하는 개념일 것이략. 그러나 {로}가 문제삼는 選擇은 경험적인 狀況을 前提로 하는 선택 

이며， 話者의 짧識의 領域을 문제삼는다. 그것은 프라그마틱스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C13b) 

에서는 ‘그’가 ‘나1 외의 다른 사람은 排除했다는 의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러으로 

{로}의 의미특성을 보다 청확히 특정지우기 위해서는 C+선택적〕이라는 특성 외에 다시 C+ 
- 排除的〕이라든가 [-言語的J(현실 文服의 設定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라든가하는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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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要求된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척〕이란 숭어를 언어적인 선택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 

용하여， {로}가 (+選擇的〕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로 한다. 

이러한 {로}의 의미특성이 우리가 많往에 소개한 문례들에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la)는 누군가가 ‘학교에’ 갔다는 단순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일요일’ 

에 ‘나’를 찾3려연 가령 ‘칩’에는 와 보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책망이 서려 있는 것이다. 

그 누군가는 ‘나’를 찾을 수 있는 確率性이 보다 큰 다른 장소를 排除하고 특히 ‘학교’ 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ld)에서도 그것을 ‘인간에의 길’로 썼다면， 그 ‘걸’은 실상사람 

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당연한 걸이며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길임을 뜻하게 된다. 그 

러나 (ld)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선택의 苦熾가 담겨져 있고 온갖 유혹과 싸운 흔적이 

있다. 神에의 길을 걷던 사랑， 다락의 길을 걷던 사람이 다시 돌이켜 찾은 ‘인간에의 길’이 

라 할 만하다. (le)는 ‘내 ’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서울에서’만났다는뜻이 아니다. ‘냐’ 

는 이미 ‘서을’ 외에서도 ‘어머니’를 여러 차례 만나 왔고 또 아무 생각없이 ‘서울에서’도 

만났다. 그런데 그 후 某種의 사고가 생겨 생각해 보니 ‘서울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는 뜻이 다. 여기서도 選擇과 排除의 의미가 두드러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2b)는 가령 

話者는 ‘그’ 가 다른 쪽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랩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그’가 다른 쪽 

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가 ‘동남쪽’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뭇을 갖는다. (3a)에서 문제 

는 오로지 ‘취미’이지만 (3b)에서는 말할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취마’를 골랐다고 하는 뭇 

을 갖는다. (4b)는 ‘그’의 말과 行動을 서로 對比하여 말하고 있다. 

(7a)는 原困의 쳐격， (7b)는 原因의 造格이라 하던 것이나 단지 원인으로서의 ‘가불’이라 

는 점에서는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단지 (7b)에서 話者는 ‘곡식’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타죽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가물’ 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話者의 意識域。1
(7a)보다는 (7b)의 경우가 더 넓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7a)의 狀況이 (7b)의 경우보 

다 더욱 절박하다. (7a)가 농부의 입장이라연 (7b)는 어느정도 뽑觀者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다. (8b)가 (8a)와 구별되는 것도 (8b)가 하루의 다른 時刻과 ‘아침과 저녁’을 對比시키 
고 있다는 점이다. (9b)는 ‘그’를 ‘부회장이나 ‘총우’와 같은 것으로도 ‘추대할’수 있었음 
을 말하고 있고， OOb)는 ‘적영’이 숨을 수 있는 다른 곳들을 제쳐놓고 ‘헛간 뒤’에 숨었음 
을 말하고 있다. (Ub)는 예컨대 ‘山’과 ‘바다’를 전제해 놓고 그 중에서 ‘바다’ 를 선택하 
여 가자는 풋을 갖는다. 

{로}가 (+선택척〕임을 端的￡로 보여 주는 것으로는 예컨대 處格으로는 羅列이 불가능하 
나 {로}로써는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01') a. *여 름에 는 산에 들에 바다에 가자. 

b. 여름에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자. 

또한 ‘학교에 가다’ 가 공부하러 간다는 뭇을 갖기가 쉽 고， ‘학교로 가다’가 볼 일을 보러 
간다는 돗을 갖기가 쉽다는 데에서도 우리의 논의는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02a)와 (12b)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抽出될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02a)는 

A→B와 같은 변화가 선택의 餘地가 없는 경우， 특히 그 變化의 과정을 문제삼지 않을 경우를 
記述하는 더l 쓰이는 반연， (12b)는 A→B와 같은 연화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경우， 특히 그 

변화의 過程을 문제삼을 경우를 기술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試驗管 속의 변화를 관찰하연 
서， 그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할 경우 (12a)와 같은 표현은 쓸 수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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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注意를 요하는 것은， {로}가 〔十選擇的〕이라는 前提로서의 선택을 意味特性으로 

갖는다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話者의 판단이라는 점이다. (1a)에서 흑 그것 

이 行動主인 그 누군가의 전제가 아닐까， (2b)에서도 혹 그것이 ‘그’의 전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마까지가 話者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행동주의 選

擇이라고 할 경우， (1e) (7b) 등은 不可解한 예가 될 것이다. 

W 
이제까지 우리는 體言 뒤에 나타나는 {로}를， 없述語와의 관련에서 보아， 格助詞로 취급 

하는 것이 不當함을 밝히는 데에 노력해 왔다. {로} 앞에는 무엇인가 감추어진 格즈시가 있 

음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가 검로한 (1) -(13)은 {로}의 그러한 성격을 비교적 쉽게 브여 주 

는 예들이다. 그려나 {로}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不明한 기타의 허다한 예들이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예들에서 우리의 解釋原理는 어 떻게 되는가? 우선 ‘쓰다(用)’에서 은 것으로 

알려진 復置詞 ‘써’가 {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예부터 살펴 보자. 

(14) a. 나무로 접을 지었다. 

b. 나우로써 칩을 지었다. 
(15) a. 칼로 인형을 다듬었다. 

b. 칼로써 인형을 다듬었다. 
(16) a . 명은 약으로 낫는 것이 아니 다. 

b. 병은 약으로써 낫는 것이 아니다. 

(14)의 ‘나무’는 ‘집’의 材料이며， (15) 의 ‘쌀’은 A形을 다듬는 道貝이며， (16) 의 ‘약’은 

명을 낫게 하는 方法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을 造格의 하위범주들로 설정하든지 ‘연장 자리 

투’란 또다른 격범주로 설정하든지(최현배 1959:605-6) 해 온 것이 종래의 태도였다. 그 외 

에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14)-(16) 의 {로}나 ‘로써 ’를 ‘~을 가지고’ 란 맏로 대치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든 이들의 用法이 순수조격적이어見 그 이상의 논의가 가 

능하지 않은 듯이도 보인다. 그러나 이들 각 예들이 {로} 뒤에 ‘써 ’를 許容하고 있다는 사 

실에 注덤할 필요가 있다. 그 ‘쓰다’는 분영히 他動詞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의 ‘쓰다’ 가 

造格을 支配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담的語는 對格이어이- 하기 때문이다. 

或者는 Lakoff (1968)的인 해결법을 이에 도입하려 할는지 모른다. 영어의 ‘ with’를 ‘ use’와 

관련시켰듯이 {로} 를 ‘쓰다’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걸도 역시 迷宮으로 

통해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그러한 해결법은 (14)- (16)에서와 같이 {로}가 材料나 道貝

나 方法을 이끄는 경우 외에는 有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서’의 {로}나， ( 1) - (1 3)의 

{로} 등 보다 -般的인 {로} 는 설명 이 포기 된 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더우기 그것은 (14) 

-(16) 에 대해서조차 십상치 않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가령 b型에서 {로}가 ‘쓰다’란 意味

特性을 갖는다면 우엇때문에 그러한 {로} 뒤에 다시 ‘쓰다’에서 온 ‘써’가 나타날 수 있느 

냐 하는 점이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剩餘的얀 表現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14)-(16)을 어 떻 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b型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러니까 (14b)에서 ‘써’는 통사 ‘쓰다’와 마찬가지로 他動性을 유지한 

다는 것이며， ‘나무’ 는 ‘써’의 目的語로서 사실은 對格이라는 것이다. 그 경우， (14b) 의 

{로} 앞에는 對格조사가 숨어 있다는 해석을 낳게 된다. 이러한 해석이 만약 옳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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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는 그때의 {로}에 대해서도 앞서의 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택적〕이란 의미 특 

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5b) (16b) 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이 가능함은 明白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제 (14b)의 ‘나무로’가 ‘지었다’에 소박하게 造格으로 統觀되었다고 말할 수 

는 없다. ‘나무로써’는 副詞節로 ‘칩을 지었다’란 母文에 包有되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러나까 {로}는 母文 속에서가 아니라 包有文 속에서 ‘나무’에다 〔十선택적〕이라는 의 

미특성을 부가하는 것이 된다. 

(14)- (1 6)의 a많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찰법이 요망된다. 종래와 같이 ‘써’를 잉여적인 

것으로 보아 a 쟁에서 b 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의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보아 

그 a 많은 不可解한 존재가 되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14a)에서 ‘나무로’는 

‘쓰다’ 를 前提로 한 Cl4b)와는 달리 ‘접을 지었다’란 문장과 어떼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가 

不明한 것이다. 우리는 종래 의 說明方法의 述順을 취하기로 한다. 즉 a型에 ‘써’가 덧붙어 

b型이 유도된 것 이 아니 라， b型에 서 ‘써 ’ 가 省略되 어 a型이 만들어 졌 다고 보자는 것 이 다. a형 

과 b형은 전혀 同一한 統歸構造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경우， 가령 (14a)의 ‘나무로’는 (14b) 

의 ‘나우로써’와 마찬가지로 深層의 副詞節 包有文이란 해석을 낳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 

어 (I4b) 의 ‘써’ 는 ‘나우’가 對格이기를 요구하는 意味要素이며， 包有文을 副詞節이게하 

는 統蘇훨素이다. 이렇듯 적지 않은 기능을 담당한 ‘써’가 어 떻게 생략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는 결쿄 심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단지 (14)-(16) 의 a型과 b 

型에서 어떠한 意味上의 差異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을 뿐이다. ‘NP+{로}’ 

가 母文에 서 어떠한 意味로 받아들여지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사용해서 ’ 나 ‘이용해서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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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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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 N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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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었다 

5 여기서 SI은 많文. NP는 名詞句. VP는 動휩句.N은 名詞. AdP는 副휩句.V는 動詞. S2는 包有文，
AdZer 는 副詞化素(01 는 전 통적 으로 副動詞 語尾로 분류되 어 왔으며 , 최 근에 는 補文素로 취 급 되 어 
왔다) . PP는 똥蘇句. CM은 格助詞. Pcl은 똥解를 말한다. 세부는 略하였다. 뼈橋(I972b) 에서 필자 
는 國語文章이 S→T+ S'로 分技되 는 과정 을 重視하였 다 그런 의 미 에 서 SI 은 우엇 보다도 호題化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圖解의 煩雜을 피하여 본고에서는 .省略하였다. 



152 語學맑究 10卷 2 號

같은 表現을 요구하고 있으연， ‘써’는 實現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다. 만약 (14)-(16)의 a형과 b형이 同意라는 우리의 가갱이 옳다면 그 두 형의 統훌훌構造가 

같아야 한다는 추론 또한 正當하다고 할 것이다 a 型이 잃어버린 ‘써’는 언제든지 復元이 
가능한 것이다. (14)의 統離標識는 〔그립 3)과 같이 된다. 

위 分技表는 ‘나무’ 가 包有文 S2의 목적 어 로서 對格이 며 (그 格표지 는 表面에 나타나지 않 

는다)， {로}는 .. ::17} ‘집’을 짓기 위해서 다른 이용가능한 材料를 배제하고 ‘나무’블 선택했 

다고 하는 前提로서의 選擇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논의로써 충분할 
것인가? 갱말로 {로}에는 부사적인 기능이 없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표면에서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 아래의 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17) a. 그는 사원으로 일한다. 

b. 그는 사원으로서 일한다. 
(18) a. 범죄가 사실로 드러났다. 

b. 뱀죄가 사실로서 도러났다. 
(17)의 ‘사원으로’는 종래에 흔히 資格의 造格(또는 資洛洛)이라 부르던 것이다. 그러나 

(18) 의 ‘사실로’가 資格인지는 명확치 않다. 어떻든 이러한 命令이 현상을 만족스렵게 설명 

할 수 없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17) (1 8) 이 (1 4)- (1 6) 과 同一한 

方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18)의 a型과 b 型이 궁극적으로 意味差횟를 가 

지지 않고， ‘서’의 근원이 ‘있다’에서 유래한다는 歷史的인 설명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기 

얘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7) (8)의 a형과 b형은 同一한 잖羅構造를 갖는것으로 설 

명할 수 있으며， ‘사원으로서’ ‘사실로서 ’는 深層의 부사섣로서 이흘 이끄는 것은 ‘있다’의 

副動詞形으로 이해되는 ‘서’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는 {로}대로 〔十신택적〕이라는 

의미특성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7) (18) 의 a형과 b형이 참말로 同意的이냐 하는 을음-이 

다. 이들과 類似한 구성을 가진 것으로 ‘서’의 출현을 租否하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19) a. 목소리 가 低흡으로 나왔다. 

b. 용목소리 가 低흡으로서 나왔다. 

그러 나 (19)는 (17) (18) 과 다른 構造인 것으로 생 각된다. 왜 냐하띤 09')는 가능하나 07' ) 

( 18')는 불가능하기 때 문이 다. 

09') 목소리 가 低흡이 나왔다. 

07') *그는 사원 이 일 한다. 

(18') 용뱀죄가 사실이 도러났다. 

09')는 ‘학생 이 둘이 있다’나 ‘값이 백원이 싸다’와 같은 구성인 것으로 여겨진다(짧樞 

1972b; 1974) . 적어도 09b)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가 低홈으로 있다’와 같은 狀況을 상 

정해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온’ 목소리가 低륨이지 본래의 ‘목소리’가 低흡은 아니 

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로}가 표면에서 부사적일 수 있음은 위에서와 마찬가지이다. 

(7)의 包有文만을 分技表로 예시하면 〔그림 4)와 갇다. 

〔그림 4)에서 Sl은 ‘그이 일한다’와 같은 구문이다. S3는 vp-補文으로 ‘사원A로’에 이 

르려연 同一 名詞句 消去， 주격조사 ‘이’ 消去 및 CopuI? (緊關)소거 절차가요구된다. 擊蘇

消去란 변헝절차가 어 떻게 正當化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명확한 헤 답을 갖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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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 단지 名詞文이 본래 계사없이도 쓰일 수 있고， 그렇게 쓰이는 많은 언어들이 있다 

는 사실과， 09')와 같은 構文에서 계사가 消去된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재료나 도구， 방법 퉁의 關係意味를 가지는 것￡로 보이는 {로}와 資格

의 관계의미를 갖는 {로}에 대해서도 그 統雖的인 構造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 본 예들과 同一한 해결법이 가능함을 보인 셈이 된다. 

V 

{로}가 참여하는 構文의 多樣뾰은 비단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텀的語 뒤에 

나타나는 {로}와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짧述語와의 관련S로 보아 文構成의 펼수요소로 

보이는 ‘NP+{로}’가 그것이다. 아래에 예를 들고 그 심층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20)6 a. 나는 그를 건달로 여 긴 다. 

b. 나는 그를 벙어리로 알았다. 

c. 그들은 나를 도둑무로 생 각한다. 

(21) 7 a. 우리는 그를 귀빈으로 대접했다. 

b. 경찰은 나를 살인범으로 취급했다. 
c. 형은 동생을 실력자로 추천하였다. 

(22)8 a. 철수는 냐를 형으로 불렀다. 

b. 영회는 동쟁을 거짓말장이로 말했다. 

6 (20) 부류에 속하는 동사로는 ‘상상하다， 착각하다， 추측하다， 추리 하다， 믿 다’ 등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7 (2 1) 에 속하는 등사로는 ‘맞이하다， 몰다， 세우다， 인정하다’ 등의 동사가 더 있다. 

8 (22) 에 속하는 동사로는 ‘일걷다， 이릎짓다， 욕확다， 영영하다， 적다’ 동을 더 플 수 있다. 



154 語學!iFf究 10卷 2 號

(23) a. 칠희는 사장을 형으로 삼았다. 

b. 영수는 동생을 과학자로 만들었다. 
목적어 뒤에 ‘NP+{로}’가 서술동사의 必須成分으로 나타나는 예는 대체로 위에 例靈한 

;네 부류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은 몽사의 의미특성에 따른 펀의적언 분류 

이다. 그러나 {로}가 ‘라고’와 어 떻게 代置되느냐에 의해 그 통사적 인 構造上의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η a. 나는 그를 건달이 라고 여긴다. 

b. 나는 그를 벙어리라고 알았다. 

C. 그들은 나를 도둑이 라고 생 각한다. 

(21') a. (융)우리는 그를 귀빈이라고 대접했다. 

b. (용)경찰은 나를 살인범이라고 취급했다. 

C. (*1형은 동생을 실력자라고 추천하였다. 

(22') a. 철수는 나를 형이라고 불렀다. 

b. 영휘는 동생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했다. 

(23') a. (률)철회는 사장은 형이 라고 삼았다. 

b. (융)영수는 동생을 과학자라고 만들었다. 

(21') (23')는 어 떤 경 우 成立可能한데 , 상상력 에 의 해 많은 부분이 補完될 때 이 다. 가령 

‘ (21'a)는 ‘우리는 그를 뉘반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귀빈으로 대접했다’는 뭇이며， (21'b) 

는 ‘경찰은 나를 살인법이라고’ 생각하여 ‘나를 살인법A로 취조했다’는 뭇이고， (21'c)는 

“형은 통생을 실력자라고’ 생각하여 ‘동생을 실력자로 추천하였다’는 뜻인 것이다. 이에 대 

해 서 (23'a)는 ‘사장을 형 이 라고’ 할 수 없는데 , ‘철휘 는 사장을 형 으로 삼았다’ 는 뜻이 며 , 

(23'b)는 ‘동생을 과학자라고’ 할 수 없는데， ‘영수는 동생을 과학자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어떻게 補完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NP+을-NP+ {로)-v’는 解消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 

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운제는 (20) 과 (20' ) , (22)와 (22') 가 어떠한 差異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바꾸어 이 점을 살펴 보기로 하자. 

(24) a. 그는 나를 형으로 불렀다. 

b. 그는 나를 형이라고 불렀다. 

(25) a. 나는 그를 아버 지 로 알았다. 

b. 나는 그를 아버 지 라고 알았다. 

(24)에 대해서 가령 다음과 같은 經驗的인 狀況을 설정해 보기로 하자. ‘그’가 ‘나’ 의 

4""'6年 후배 일 경 우이 다. (24a) 에 서 는 ‘그’ 가 ‘나’ 를 ‘선생 ’ 이 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단순히 

‘선배’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는 ‘나’에 대해서 가능한 몇 가지 呼稱을 제외하고 ‘형’ 

이란 호칭을 사용했다는 意味特性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 (24b)는 그러한 意味狀況의 설정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選擇에 대한 고만이 없이 부료는 호칭인 것으로 話者가 판 

단한 것이다. (25a)는 가령 ‘내’가 ‘그’를 잘못 ‘알았을’ 경우， ‘그’는 ‘兄’이거나 ‘뼈父’ 

、이거나 ‘伯父’이거나 혹시는 ‘내’가 전혀 모르는 他A일 수 있다. 그러나 (25b)의 경우‘내’ 

가 잘못 ‘알았을’ 때， ‘그’는 ‘아버지’ 맙지 않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다. 물 

~폰 (25a)로써도 이러한 뜻을 갖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냐 그 경우라도 (25b)가 (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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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에서와 같이 다른 A物을 排除하고， ‘아버지’를 選擇한다는 뜻을 갖지 않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NP+{로}’와 ‘NP+라고’가 同意的인 表現이 아니라는 사실은 (20)-(23)에 쓰인 

모든 {로}를 ‘라고’로 代置할 수 없다는 데서 우선은 분명해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4) 

(25)의 a형과 b형에 대하여 同一한 深層構造로 설명할 수는 없게 된다. 실제로 b型은 補文

素 ‘고’에 의해 유도된 문장이고 a 型은 [+선택적〕이란 意味特性을 갖는 {로}에 의해 유 

도된 문장인 것 이 다. (24a)의 分技表를 아래 에 보이 기 로 한다. 

Sl 

VP 

Sz 

NP PP Copula 

NI 기 t _ 
__ 1 NP PèI 이다 

N CM N C+선택척〕 

나 이기 로 
N CM 

형 이 

〈그림 5) 

v 
블렀다 

- [그렴 5J에서 (24a) 에 이르려면 {은/는} 主題化 결차(이에 대해서는 批精(l972b)를 참고 

하기 바람)와 함께 包有文 S2 에서 同一名詞句 消去와 ‘형이 ’ 에서 主格j助詞 소거， 계사 ‘이 

다’ 소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주격조사 消去는 극어의 격현상이 캉한 統歸的 特性을 갖 

고 있다는 사실에서 근거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22)의 統蘇構造를 설명해 온 셈인데， (21)도 〔그렴 6J과 같은 方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에서와 마찬가지로 (21)에서도 ‘NP+{로}’를 제거해 

도 文章의 基本的언 意味는 남아 있게 되기 때문이다. 

(21η a. 우리는 그를 대접했다. 

b. 경찰은 나를 취곱했다. 

C. 청은 동생을 추천했다. 

(22η a. 철수는 나를 불렀다. 

b. 영휘는 동생을 말했다. 

그러 나 (20) (23)의 예 들은 ‘NP+ {로} ’ 가 빡지 연 非文이 되 거 나 전혀 다른 뭇의 문장이 

되어 버린다. 이들에 대해 우리는 Kiparsky(1971)의 ‘主語上昇(subject raising) ’의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20) (23) 이 (21") (22η와 같은 문잔으로의 成立을 거부한다면， 명확히 g 

的語로 설정될 수 있는 요소가 定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20) 과 (23)은 같은 深

層構造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23a)의 통사표지 를 아래 에 보인 다. 

〔그램 6J은 主語上昇 규칙을 적용하기 이 전의 (23a) 의 심층구조이며， [그립 7J은 V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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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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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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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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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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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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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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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밴
1
N
l

-

SI 

NP 

N CM 

사장 을 

NP 

N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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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7) 

補文 S2의 主語를 母文의 서술어 ‘삼다’ 의 목적어로 上昇시킨 뒤의 구초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울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렴 5}-v[그림 7J에서 정 

작 補文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로} 

라는 요소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論理에 의하연 {로}는 補文素일 수 없다. 그것은 요직 NP 
에만 관련하여 그에 [+선택적〕이라는 의미 특성만을 부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 해 어 

떤 抽象的인 補文素의 존재를 假定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 

았다. 그것은 심층에서의 {로}는 어디까지나 [+선택적〕이란 특성을 유지하지만表面에서는 

그 기능이 보다 據大될 수 있음을 重視한 결과이다. {로}를 副詞的인 기능으로 파악해 온 

그 간의 오랜 因習이 {로}의 그러한 可能性을 십분 뒷받침해 주고 있다. ‘NP+ {로}’가母文 

짧述語 앞에서 副詞的인 특성을 갖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선택적〕이 란 樣態가 어 떤 종류 

의 副詞的인 기능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이러 한 논리가 청당한 것이라띤 〔그렴 

5J""[그림 7J에서 補文素를 설정할 필요성은 없어진다. 그러한 端的인 예를 우리는 ‘적극적 

으로， 생산적흐로’와 같은 예에서의 ‘-的+ {로}’의 구성 및 ‘홀로， 새로’와 같은 예에서의 

{로}등에서 찾을 수S 있다. 이 들에 서 {로}는 결극 樣態化에서 副詞化로 그 最大限의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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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14)- (16)의 a형 및 (17) (18)의 

a청에 대한 논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는 어다까지나 樣態化의 {로} 

인 것이다. 

W 

이제까지의 논의를 要約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가) {로} 는 매 우 多樣한 關係意味를 顯示한다. 종래 에 는 이 를 造格이 란 이 름A로 모두어 

부르든가， 그 관계의미에 따라 材料格 ·方向格· 資格格이라든가 하는 이름으로 나누어 불러 

왔다. 그러나 {로}를 죠격이란 이름 하나로 包括할 수 있을 만큼 그 機能이 統一的인가 하 

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또 {로}를 그 關係意味에 따라 몇 가지 다른 격으로 細分할 만큼 異

質的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로}가 格인가 아닌가 하는 점부터 문제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 필자는 국어의 格에 관한 매우 소박한 假說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것은 국어의 格

에 관한 한， 助詞만을 문제삼는 態度는 止擾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초사 앞에 오는 체언 

도 함께 문제삼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체언이든 助詞없이도 文章 속에서는 그 文章이 요 

구하는 格을 갖추어 가질 수 있기 때 문이 며 , 국어 의 格의 강한 統훌훌論的인 特性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筆者는 {로}에 이러한 原理를 照明시켜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로}가 그 

앞에 감추고 있는 어떤 格助詞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특히 他動詞 앞에 오는 ‘NP十{로}’를 

그 典型的인 예로 문제삼았다. 文服意味에서 보아 그 NP를 對格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 

는 예이다. 이러한 方法￡로 우리는 {로}앞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格助詞들도 발굴할 수 았 

게 되었다. 

(다) {로}가 쓰인 많은 예를 검로하면 할 수록 우리는 {로}에서 어떤 同質的인 의미특성 

을 예강하게 되는데， 우리는 {로}가 다른 格助詞와함께 寶現되는例(NP+에게+로)와 {로f 

없이 나타나는 例 (NP+에게)를 비교· 검로하여， {로}의 意味特性을 〔十選擇的〕이라 규정 

하였다. 그것은 NP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다른 對象이나 A物을 排除하고， 바로 그 對象이 

나 人物을 선택했다고 하는 意味特性을 갖는다. 그것은 話者의 前提이지 行動主의 전제는 

아니다. 필자는 모든 {로}에 이러한 의마 특성이 내포된다고 보았다. 그러연 {로}가현시하 

는 關係意味의 多樣住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를 우리는 {로}가 쓰인 文例들이 보이는 

文章構造의 差異에서 淵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선택적〕 

이란 樣態化가 一種의 副詞的언 양태화로도 인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로}의 周邊

的인 機能에 지 나지 않는다. ‘的으로’ 와 같은 構成 및 ‘홀로， 새 로’ 와 같은 構成에서 {로} 

가 순수히 副詞的인 機能을 행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이러한 기능이 據大된 것흐로 이해 

된다. 

(라) 母文의 서술어에 統蘇되지 않는 ‘NP+{로}’를 우리는 深層의 包有文으로 해석하였다. 

9 ‘生훌的’ ‘흘’ ‘새 ’ 는 現行文法에 서 冠形詞로 분류된 다. 그러 나 名휩的언 어 떤 特性을 假定하지 않 
으면 {로}가 뒤에 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冠形등혀가 名등회的이었다고 사실은 歷史的으로 
立證될 수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的’을 名굶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따 
른다. ‘的’을 순수 意味素로 보는 方法이 굳어져 名詞的인 堅固性을 획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야 

정은 더 강이 살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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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로} 뒤 에 ‘씨’가 나다날 수 있는 例의 검로에서 우리는 그 包有文의 樞펄를 ‘NP-I- 이 

-~P+을+{로J-쓰다’로 섣정하였다. 즉 ‘NP+{로}’의 NP 는 ‘쓰다’에 통사되는 g的語

로서， {로} 앞에는 對洛助해가 감추어져 있는 구조이며， {로}는 {로} 대로 C+선택적〕이란 

의마특성을 但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包有文을 母文에서 부시젤로 이끄는 것은 ‘쓰디-’의 

副動詞形 ‘써’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NP+ {로}’가 표면에서 부시치램 안식되는 것은 [+신 

택적 J이란 영:];태화가 부사적인 양태화로도 확대된다는‘사싣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 資格을 나다내는 것으로 알려진 {로}에 대해서도 (라)와 같은 해걷범을 시도하였다. 

‘서’를 ‘있다’에서 온 것으로 봄으로써 부사철 포유문을 가정하고， 그 속에 名詞文 補文이 

다시 드유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우리는 그혜의 명사문 構펄를 ‘(NP+ 이 -NP+ 이+{로}

이다’로 설정하였다. 여기서도 {로}는 {로} 대로 C+선택적〕이란 意味特性.을 固守하며， 그 

앞의 主꼈助詞는 생략되는 것으로 보았다. ‘NP+{로}’가 표면에서 副꾀的으로 인식되게 되 

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서’에 의한 것이거나， (라)에서와 같이 (+선댁적〕이란 양태가 부 

사적인 잉:태에로까지 확대 됨에 의한 것이거나로 이해된다. 

(바) ‘NP+{로} ’ 는 또 ‘여 기 다， 삼다， 부르다’ 대 하다’ 등의 떻j띔외 "'1.날어 VP-補文으 

로 쓰인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深層의 包有文-을 ‘NP+ 이 -NP+ 이+(로J- 이다’와 같은 

名詞文 構쉰로 가정하였다. 여기서도 {로}는 (+선택적〕이란 意味持性을 앓지 않게 된다. 

VP- 補文을 ‘NP+S+V '로 상정하느냐， ‘S+V’로 상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NP+을-NP 

+{로}-V’가 ‘NP+{로}’를 제거해도 原意흘 保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하였다. 

‘대하다’類동사와 ‘부르다’類 동사얘 대해서는 ‘NP+S+V’블， ‘여기다‘찮， ‘상다3 類에 대 

해서는 ‘S+V’의 構造를 假定하였다. ‘S + V’階필에서는 ‘主띔上되 ’ 규척을 적용하여 ‘NP + 

을’을 해결하였다. ‘여기다’類， ‘부프다’類의 통사는 ‘NP十{로}’ 빠成 외에도 ‘NP+ 라고’ 

構成을 허용하는데， 이 두 構成을 同意的이라고 보는 견해는 배척펴었다. 두 1샤成은 분영히 

意、味좋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으로써 우리는 대체로 {로}에 관한 전 1간적인 문제를- 샅펴 온 셈이다. 턴 가지 朱웹決 

의 둔제가 있음에도 불구히고 이제 우리는 {로}를， (+선택적〕이란 펀、떠씌性픔 갖는 양대화 

의 ~뤘로 칠른지을 수 있을 깃이다. 이 조그만 訴議가 극어의 쩍많핑의 경치l 플 밝히는 데 

다소라도 도융이 되 었으떤 하는 마음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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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and Selection as a Presupposition 

Hong-Pin 1m 

( Kook-min University) 

Traditionally lo is known as a instrumental case marke r. There has been another position which 

c1assified the case uses of lo into several cases according to their context meanings. Bnt it is evident 

that neither the former nor the !atter can be a solution for the problem. 1t is because we. Koreans. 

have the amorphous idea that the case uses of lo are not so homogenic nor so heterogenic. It cannot 

be denied that we feel a certain consistency of lo despite of their functional diversity in use. 

1n 1m (l972b) we set up a hypothesis concerning the case phenomena of Korean. 1t is that the 

case of Korean is strongly syntactica l1y oriented. Former1 y only possible exp!anation about this matter 

rnorphological, such as a nominal with i/ka is nominative; with il/ lil is accusative; with e is locative; 

etc. But this is nothing but a biproduct resulted from emphasizing the agglutinative natu re of Korean 

morphology. A bare form of a nominal which is so popular in spoken is remained without explanation. 

It seerns clear that a nornina! even without the case marker can have a case required for the sentence. 

When applied to lo, this principle brings us a great advantage. First of all. we come to notice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preceding nomina!s and lo is not so tightly connected. Some otner case rnarkers 

or postpositions can be inserted between them. This suggests that lo is not a case literally as it was 

supposed. 

Now consider the fo l1owing. 

(1) a. py;:mci-ka na-eke o-ass-ta. 

letter SM 1 DM come past 

b. py;mci-ka na-eke-lo o-ass-ta. 

“ A letter came to me ." “The letter came to me (1 wonder why not to others)." 

The translation of (lb) is far from satisfactory. It is only seemingly near to Korean. To c1arify 

the nuance implicated in it is our primary concern. We attained the conclusion by examining thei r 

possible situations. 1n (lb) the speaker “1" presupposed that the agent had se!ected “ me" among 

others who could deserve the Ietter. in other words, that the agent had excluded otl1ers except “ me". 

On the other hand. (la) does not say anythi ng !ike this. Factua lIy. the same thing may be presupp

osed in (1a). But in (1a) such implication is not expressed overtly. We presurned that lo always has 

the same presupposition at any construction. For we could explain the diversity of 10 uses comes from 

differences in deep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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