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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근， 규칙 적인 統亂廠係기 있는 표현틀 간에 약간의 의미차이가 있더라도 이들 表행을 

같은 심층구조에서 유도하는 한편 의미차이 를 보펀적인 話用論的 원칙이나 일반적 인 첼‘味 

論하J 원칙에 -올리려는 웅직임을 엿볼 수 있다 

話用땀的 원칙 에 호소하는 주장 중 McCaw ley (1 978)플 예로 들어본다. kill이나 open 같 

은 어휘적 {更않形은 直接使投을 지시하는 한펀， 그에 대응하는 통사적 使않形 cause to die 

나 cause to open은 의 미 상 분화되 지 않은 -般便彼을 지 시 하며 , 直接使投의 경 우에 어 휘 적 

使않形이 사용되고 間援댄않의 경우에 동사적 使投形이 시-용되는 것은 話用論上의 협조원 

칙에 의거한다는 깃이다 인간의 원칙적인 使投關係(즉 어린애가 처음 배우며 다른 使投

쩌係습듀의 모체가 되는 관계 )는 행 동주와 행 동대상 간에 직접적인 점촉이 있는 동시에 냉 

동대상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보고 이러한 直接使投은 최소한으로 標識된 

( marked) 使않開係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문상 標識되지 않은 어휘적 使짧形이 그러한 直

接使投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더 標識된 使沒I해係 

을 지 시 히- 려 면 cazιse to die나 caμse to open에 서 처 럼 그만큼 comment가 더 필요한 것으로 

만일 화자가 청자에게 標誠된 使않l해係의 의도를 시사히지 않은 한 청자는 標識되지 않은 

使않~힘係의 의도플 집착하게 마련이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휘적 使投形과 통사적 

使投形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적 차이는 심층구조의 치이기- 이니 고 conversa t ional im plica

ture의 영 역 에 속히 는 것 이 며 G rice (1 975)의 협 조원칙 드로 다루워 이-할 문제 라고 McCawley 

l 이 글의 원운은 필자가 1978년 여릉과 가을동안 Fulbright-Hays faculty research abroad granl로 
양明大學校에 있을 해 쓴 것으로， 서울大學校 제 12회 어학연구회에서 발표하었고 내 용의 일부를 용北 
大學校에서도 발표하였다. 발표후 논평해주신 여러 선생닝플께 감사드련다. 

2 cause나 make 같은 동사가 일 반사역 을 지 시 하나 conversational implicature를 통하여 간접 사역 의 
해 석 을 받는다는 주장을 뒷 받침 하기 위 하여 McCawley는 Heringer (1 976) 의 다음과 같은 예 문을 들고 
있다. 

Bill r caused Mary to 1 [lose her balance. l 

I ma닝e Mary J ~ laugh. 

l drop her parce l. J 
즉 위의 문깅 들은 직점 • 간씌의 사역에 싱관없이 동용된다. 그것은 대 응한 어휘적 사역형이 없기 때 

문이다. 

3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은 운장의 해 식 에 제약이 가해진다. 
( i) 1 took my hat off. 
( i i) 1 took Bi lI 's hat off. 
( i ) 은 가장 표식되지 않은 상황 즉 “내가 내 모자를 내 머리에서 벗겼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 

고(더 표식된 해석 “디픈사람의 머 리에서빗겼다”는 불가)， ( ii ) 에서는 “내가 Bill의 모자를내 머리나 
Bill의 머리에서 벗겼다”라는 표식되 지 않은 상황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고， 더 표식 된 상황 즉 제 3자의 
머리에서 벗겼다는 것을 지시하려띤 추가적인 comment (예컨대 off Johπ’ s head) 가 표현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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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픽하고 있다. 

다음， 동일한 심층구조걷- 갖는다고 보는 싱이 한 표펀능간에 나타나는 약간씌 의미차이릎 

잎 만적 인 첩‘ I싸詢배 윈 칙 으혹 해 소시 키 야 는- 노 팩 으로는 Lakoff (1 972)의 meaning-postula tes 

등에서도 엿윤수 있지만 꾀근피 서l 안으로 묶히 Ross (1978)찰 달 수 있는데 이 것이 관 논문 

의 주셰이다 이히 Ross의 기설을 먼지 소개히고 디-픔에 한국이에 적용시치 」ι띤서 그 가 

설의 타당성을 산펴보고지 한다. 

Ross는 영어갚 위시한 여뎌 인이-닫 기 ~=1:.. S-하여 모든 언이에 적용된다는 펠‘싹論的가살을 

(1)과 :샅이 제칭-하고 있다. 

(1) vVhen there are h \'o ,vays of saying sOll1ething in rough ly the same words , the 

‘shortel ’ one is the 1l10re ‘immecliale’ seman tica ll y. 

마구어 딘-히 면， 의미 구조는 섣지만 표현같 두가지도 한 수 있고， 그뜰 두 표한의 統解的

내 지 11ij낀1‘ |꺼 펀계 갚 deletion이 나 f ronting이 나 ra i sing이 나 concept souncling등으모 .연 진 시 

킬 수 있읍매， 칩} 은 표현은 의비 상 "'1 ‘ immccliale ’ (끽점적 ， 즉시적)하다는 깃이다 이러한 

보핀끽 인 잔、짜詞的 씬척을 세움으로써 한편으노는- 해식 의 미 료-의 약낀 이 이고 쉰 수 있는 게 

띨걱인 의미해석원끽의 난립을 믹을 수 있고 다은 한편으노는 생성의 미 릎의 약전 이라고 볼 

수 있는 해 체분석 (clecom posi l ion ) 에 띠픈 심층구초와 표떤구측 간이나 표연구조 싱호 강의 

근소한 의 미치이흘 ;성당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Ross는 immeclia teness골 (2)와 같이 정 씌 하고 있 다. 

(2) a. c10seness vs. fnnoteness to the speaker in terms of timc and space 

b. con tact necessary vs. no contact J1 ccessary 

c. prox imate causa tiOll vs. med iale causalion 

d. pennanenl predica tion vS. tem pora ry predication 

즉 (2)의 각항에서 둘채 사실에 대비해서 첫째 것이 immeclia leness룹 나타낸다고 하며 

(3)과 같은 여러 운장을 예로써 ;.ij 시하고 있다. 

(3) a. He arrived (*011 ) lhi s morning 

cf. He arrived (?o n) 너l at morning . 

b. Sheila ga lloped the horse. 

Sheila ll1ude the horse gallop. 

c. Billy is in prison. 

Bill y is in the pri soIl . 

(3a ) 에 서 tlzat 1norning 앞에 서 는 oη융 써 도 그리 나쁘지 않지 만 this ηwrηilZg 앞에 서 는-

• 1 978년 용 Ross는 Univen;ity of Hawaii의 특깅윤 통하여 그의 가설융 발표하였는이1 여기에 인용 

하는 것은 필자의 청장노우트에 기 초플 두고 있다 . I홈永根교수에 의하연 같은 내용윤 구라파에서도 발 

표하였다고 한다. 

5 Concept sounding의 에 로시 heTe대 there . this대 that 같은 것을 을고 있는데 . heTe냐 this는 閒母

표 디〕륜 가지고 있는데 대히여 thcre니 that는 바j母품을: ;;1 지고 있어서 sonorance가 낮은 꽤훌은 그것 

이 농은 開쯤에 ul 폐 셈다고 보는 것이 다. 짧기 때운에 너 직점성윤 나다니l 어 화자에게 가까운 것융 

지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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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을 써 서 는 안되 는데 , 이 것을 Ross는 this가 화자에 게 시 간적 으로 가깜기 때 문에 문장을 

짧게 하려는 언어습득 때문이라고 한다.6 (3b)의 첫 문장과 윷째 문장은 같은 심층구조에 

서 나왔고 칫 문장은 (1)의 원칙에 따라 직전성을 려운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떤 첫 문장은 

주어 인 Sheila기- 말에 타고 있음이 젠j提되 어 있는 반먼 (즉 contact necessary) 출째 문장은 

그러한 前굉가 되어있지 않다(즉 110 CO I1 tact l1eccssary). 또한 첫운정에서는 Sheìla가 말에 

타고서 땀을 질주시 컸음으로 直孩使않(proximate causat ion ) 인데 반하여 둘째 문장은 주로 

Sheiμ가 어떤 간선적인 수단， 빙범으포 말을 달리게 하였을 경우 더 지연스럽게 쓰이기 때 

문에 간선 시-역 (mediate causation) 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ill과 cause to become ηot 

aliνe의 관계 도 直接使沒과 間接使投의 관계 로 설 명 할 수 있 겠 다. 

(3c)의 두 문장도 같은 심층구조에서 유도된 것A로 보고 첫문장은 Billy가 죄수라는것이 

前提되어 있음으로 permanent predication을 나타내어 의미상 직점성을 띄우는 반면， 둡째 

문장에는 그러한 前提가 없고 오히 려 Billy가 임시로(방문 등을 통히 여) 강옥에 있다는 풋 

이 간한 tem porary predica tion을 나타낸 다. Ross의 맡은 아니 지 만 우리 가 찰 아는 He weηt 

to school과 He weηt to the school의 차이 , He is in church외 He is in the church의 차이 , 

He is in bed와 He is in the bed의 차이 둥도 모두 (3c)와 같은 permanent대 temporary 

predication의 차이 임 을 알 수 있 다. 

(1)의 가설은 하나의 보펀적 원칙의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한국어의 使沒形에 척 

용시켜보고자 한다. 變形文法의 테두리안에서 한국어 시역을 기숭한 것은 Song (1867)과 

H. Lee (1970)에서 쉽 미시 (-이히기리우이무 등) 사역구문을 다르고 Cook 

(1 968)에서 句(-게 하다) 사역구문을 다룬것을 비롯하여 그후 많은 분들이 연구하여 왔는 

데， 특히 쇠근의 논란의 주 초점은 접미사사역구문(이하 短形)과 句시-역구문(이하 長形)

을 동일한 심층구조에서 유도할 것인가， 상이한 심층구조에서 유도할 것인가로 축약될 수 

있다. 동일 섬층에서 유도하자는 주장은 長短形이 사역의 의마에 관한 한 동의라는데 근거 

를 두고 있고 상이한 십층에서 유도하자는 주장은 통사적 기능의 상이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근거플 두고 있다 

Ross의 기설은 상솔한 두 주류의 결충이라고 할 수 있는 비 의비상의 약간의 자이 즉 直

援 • 間接 사역을 인정 하면서도 長短形을 동-일한 심층에서 도입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짧 

述한 바와같이 意妹의 차이는 가설(1)에 따라 예측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oss의 가설의 

적용성 내지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우선 한국어 사역의 短形이 간칩사역을 지시하 

6 Ross가 지적한 것은 아닌데， 더 적절한 예로서 Let' s sleep과 Let us sleep을 비교해보연， 前꿇는 

inclusive인 us만의 경 우로 청 지 의 행 동을 요청 하고 後者는 inclusive인 us와 exclusive인 us 양쪽 다 E.. 

함하여 청 자의 행 동이 나 허 가블 요청 한다 청 자와의 대 화에 서 청 자를 화자에 포항시 키 는 inclusive us가 
청자플 제외한 것보다 더 직 접적 이며 화자의 챙위와 통일한 행위흘 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화자와 제 3 
자의 행위에 대한 허가플 요청하는 것보다 다 직접적이라 하겠다. 

7 세부적인 기술과 심층구조 성정 에 있어서는 모두가 서로 판이하지만 대체로 보아 長短形의 동일 

심충구조를 主張하는 것은 r. Yang (1972, 1974, 1976) , C. Lee (1974) 등에서 볼수 있고 상이한 심층 
구조의 주장은 Park (1972) , Shibatani (1 973 , 1956) , C. Lee (1 973) , Patterson (1 974) , K. Lee (1 976) , 
Song (1977 , 1978) 둥에 샤 판 수 있 다. 

8 D. Yang (1 975)에 서 는 영 어 의 長短사역 형 을 통일 한 섬 층구조에 서 유도하고 某種의 의 미 상의 제 약 

2..로 그 의미차이를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상 Ross와 갇은 영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D. Yang에서는 의미상의 제약이 구체적응록 어떠한 것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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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長形이 간접시역을 지시하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할것이다 비근한 예로 (4)의 문장을 

보자. 

(4) a. 영수가 그 새를 축였다. 

b. 영수가 그 새 를 죽게 했다. 

영수가 새 를 총으로 쏘았건 자기가 운전한 차로 치었건 몽풍이로 두들겼건 영수의 살생 

행위가 세에게 직접적으로 정촉하고 새가 죽은 동작과 영수의 죽게히-는 동착이 거의 동시 

에 일어났다고 하자. 이것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화자는 당연히 (4a)를 발화할 것이고 

(4a)를 들은 청자는 의폐히 영수의 직선 적인 살생행위와 일차적인 잘생책임을 인식할 것이 

다. 이와 반대로 고의이건 과싣이건 영수가 새 를 고양이 가까이 두었거 나 추운 곳에 두어서 

그 결과 새가 고양이한태 먹혀 죽었거 나 먹혀 죽을뻔 했거나 얼어 죽었거 나 죽을뻔 했다고 

하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는 화자같으면 (4b)를 쓰는것이 자연스럼고 (4b)를 들은 청 

자도 영수의 간점행위나 2차적 책임을 인식할 것이다. 이번에는 화자가 새의 소유주라고 가 

정하자. 영수의 간점적 행위가 자기 새 를 축게한 결과가 된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영 

수에 대한 분노와 책임전가 내지 청자에 대한 설득 등의 심리작용 때 문에 (4a)를 발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화자가 (4b)를 쓰는 대신 (4a)플 씀으로씨 간정책임을 직점책임으로 

돌리려는 심리작용은 다시말해서 短形 (4a)가 직전사역과 걸부되고 長形 (4b)가 간선사역과 

결부되어있다는 증거 이다. 

(4a)의 직접성과 (4b)의 간접성은 (5)의 문을 보면 두드더진다-

(5) a. ?? 영수가 그 새 를 축었기 예 문에 그 새가 죽었 다. 

b. 영수가 그 씨 를 죽게했기 때문에 그 새가 죽있다. 

(5a)에서는 “그 세가 죽었다”가 갖는 informatioIl이 선행하는 죽이다 내에 이미 폭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새 로운 information을 주지옷하여 (5a )가 우습게 들린다. 반면 (5b)가 지

연스럽게 을리는 것은 죽게 했다가 죽었다를 前提하지 않고 따라서 “그 새가 죽었 다”가 새 

로운 information을 주기 때문이다. 환언하띤 短形 죽이다는 죽음을 완성시킨다는 직점성 

의 뜻이고 長形 죽게 한다는 죽음의 원인을 야기시키는 것만을 서숭하는 간점성을 나타내 

고 그 결과로서의 죽는 동작은 내포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이 미 Shibatani (1973) , c. Lee (1973) 등에 서 지 적 한 바이 지 만， 長短形이 다소의 의 미 

차이를 나타내는 예 문을 아래에 인용해 본다. 

( 6) a. 어머니는 석달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b. ?어머니 는 석달펀 아이에게 옷을 입 게 했다. 

(7) a 껑수가 길을 좁히었다. 

b. 칠수가 길을 좀게 했다. 

(8) a. 박씨 는 아이 을 나무에 두손으로 올리 었 다. 

b. 박써는 아이에게 나무에 두손으로 오르게 했다. 

9 Park (1972) , Shibatani (1973) 둥에 서 direct/ indireçt 내 지 immediate/distant의 의 마 차이 를 지 
척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관정을 달리헤서 살펴혹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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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에 비해 (6b)가 엉뚱하게 들리는 것은 -게 하다의 간성 사역성 때문이 략 하겠 다. 옷 

을 입는 랭위는 (새가) 축는 것과는 달리 의식적인 동작인데 원인만을 이-기시키는 長形 -게 

하다를 시용함으로써 주아인 이머니가 석날된 이이 에 게 그러한 의식적인 동작을 강요하는 

것이된다. (6a)는 수동적인 아이에게 어머 니 스스로 옷 입은 상태플 왼성시킨다는 뜻임으로 

一히다가 직선시→ 역 성을 갖는디는 것을 예증해준다. C. Lee (1 973)에서 ， (7a)는 길이 이미 존 

재한다는 것을 前提하는데 (7b)는 그린 前提가 없음을 읽히고 있다. 좋히는 행위가 기존한 

길에 선촉함으로써 더 직선성을 나타넨다고 할 수 있다. (8a)에서는 두손이 아이의 손임을 

허용치 않고 악씨 만의 손을 지시 하는데， 이것은 올라는 랭 위가 박씨만의 직정적인 동작임 

을 나타낸다. (8b)에서는 두손이 아이의 손도 지시할 수 있음으로써 -게 하다의 간접사역 

성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근소한 의미차이를 비탕으로 長 • 短形의 심층구조블 달리 설정하 

는데 반대 하고 그 代身 단걱 동의 성 (cognitive synonymy)에 기 초흘 두고 長 • 短形이 동의 라 

고 흔히 주장하고 있는데 치금까지 보아 왔듯이 이 것은 옳지 옷하다. 예컨데 (4a)의 문장이 

l힐일패 (4 b)가 반드시 흡은 아니 기 때문이다. (9a)와 (9b)에서 드러나듯이 (4a)에서는 새 

가 죽었음이 前提되고 있지만 (4b)에서는 그러한 前提가 없다. 

( 9) a. *영수가 그 새 를 축였으나 안 죽었다. 

b. 영수가 그 새 를 죽게 했으나 안 죽었다. 

따라서 단적동의성에 있어서도 長 • 短形이 완전하지 뭇함으로 우리는 간점 • 끽점사역의 

의미차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短形이 간점사역을 지시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다 1. Yang 

(974)의 예 문을 보자-

(10) a . 외부손닝을 먼저 태움시다. 

b. 외부 손닝을 먼저 타게합시다. 

1. Yang에서 설명하듯， 승강기에 손닝을 태숲 때는 결국 손닝들 스스로가 타는 것이지만 

즉 엄밀한 의미에서 간점사역이지 만 OOb)보다 OOa)의 표현이 더 자연스럽 게 쓰인다. 

Song (1978)에서는 이러한 사싶을 외부 손넘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동양적 사고빙식과 결 

부시키고 손념의 의사나 행동의 지유플 돌아보지 않고 보이지 않은 호의의 손걸로 밀어넣는 

것S로 화자가 인식하기 때문에 短形올 쓰게 된다는 것이다. 확싣히 OOb)에 비하띤 ClOa) 

에서는 손닝의 자의 콸 도외시한 주어의 일벙적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다. 싶제 로는 손닌 01 

자의 로 타겠지 만 (10a)에 서 는 Song (1978) 이 말한 controllabil i ty나 res ponsi bi li ty를 전 적 '" 

로 주어에 -닫리고 있음으로써 긴국 직점 사녁을 나타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ClOb) 

는 영싣공히 간쉽사역으로서， 주어는 원인 만-응 이 기시키 고 타는 댐 위는 슨념의 자의에 맡 

기는 경 우에 아주 지연스터 운 표펀으로 시 용된다. ( 11 )의 문장을 (10)과 비 교해 보자. 

( 11 ) a. 개부터 먼저 먹이 고 고양이는 나중에 먹입 시다. 

b. 개부터 먼저 먹게하고 고양이 는 나중에 먹게 함시녀 . 

우리는 일만적으로 개나 고양이의 의사를 무시하기 째 문에， 비록 개니- 고양이가 스스로 

먹기는 하지만， ( llb)보다는 ( l1 a)가 렐씬 자영스럽 다. (0) , ( ll)에 반해서 펴사역자 



146 語學R다究 第14卷 횡 2 號

(causee)가 화자의 존경의 대상인물일 경우에는 사억지-(causer) 가 시-석상팽-을 쉰제상 지매 

한다고 생각되는데도 長形을 쓰는것이 보통인데 이는 피시역자의 자의성을 인정해야하는 

사회의 존대규뱀의 채약과 통사상 존대사 -(으)시 관 長形에서만 씀- 수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동사에 띠라 정도차는 있지만 (12a)는 어색하고 (12b) 기 자연스텀다 . 

(12) a. 그분들은 이 시영 부동녕을 부축해서 결녔다(단위에 윈-렀디， ;;:1 에 태 있니) 

b. 그분들은 이 시영 부등령을 부촉해서 낀으시개 셋녀(단위에 오으시게 썼다， 자 

에 타시게 했다) 

Song (1967, 1978) , Pattersoll (1971 ) , K. Lcc (1 975) 등에 서 이 미 지 석 핀 바이 지 만， 상당 

한 수의 시익동시에서는 短形인데도 동샤기- 지시히는 동착의 성짚싱 사익지는 원인야기 이 

상의 행위플 할 수가 없다. ‘ 원히다， 쓰이다(씨우다) ， 씻기다， 놀리다， 울리다， 웃기다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동시에서는 상 · 短形의 싣제상의 의미자이는 극도노옴-다고할 수 있디 . 

(13) 에서 보듯이 長 • 短形이 지적동의성을 갖는듯하다. (1 3a/)가 좀 어색하게 둡띤다는

분이 있는데 펀자는 괜찮다고 생각히며 아무펀. (9a)~다는 휠씬 더 자연스낀다. 

(1 3) a. 나는 우리 아이에게 Shakespeare갈 읽혔다 

b. 나는 우리 이이에게 Shakespeare를 읽게했다 

a' 나는 우피 아이 에 게 Shakespeare쓸 읽 혔는데 이 씌 안 읽 었 넉 . 

b' . 나는 우리 아이 에 게 Shakespeare길- 읽 게 했는테 이 직 딴 섬 있 다. 

a". 나는 우리 이이에게 Shakespea re찰 두시간 읽았다. 

b". 나 는 우리 아이 에 게 Shakespeare.~- 두시 간 읽 게 뤘 다. 

이렇 듯- 長·短形의 의미가 전근히기 예 운에 꽉 같은 싱핑인데 도 숨- 핀걱.!l... ll:- 싫j形-융 갚가 

스스는 사람과 長形을 즐겨 쓰는 시-람이 있￡며 많述힌- 존대규멍에 관계되연 일촬적ξ로 長

形을 쓰게된다. 이러한 사실이 Ross의 가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안된다. 短形이 

직점성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세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의 이이기이기 때 푼이다 죽이 다， 

입히다， 먹이다 등에서는 사역 자가 싣제로 축이거니， 입혀주거나， 먹여주거나 할 수 있지 

민 “읽혀 출”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걱점 • 간점의 7.1 이는 싱내적인 깃이다. 읽 히디 외 원 게 

하다가 현신세계에서는 졸 다 왼 인만 야기시키는 간검 랭 위;;1- 하더리도 (1 3a)에서는 (13b)에 

서 보다 더 피사역자의 자의가 도외시된듯하고 (1 3b)에서는 (13a)에 서 보다 더 시역지의 

행 위 의 폭 (arrange , permit, suggest, cause , order , force 꽁 ) 이 넓 고 또 피 시 약 지 기- 산 지 교 

Shakespeare를 읽은 화율이 (1 3a)가 더 크다는 것은 부언할 수 없다 ( (13a')가 공c 어씩하게 

들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드로 (13a)는 (1 3b)보다 상대적으로 더 직성성을 띄쑤고 

있다 할 수 있고 따라서 (1)의 기-설과 부합원디 

이와 관련하여 Song (1978)의 예 문하나를 (14)에서 상펴보자. 

(14) 어머니는 아이에게 오랫동안 그 옷을 입히었다. 

Song에서 밝혔-듯이 시간부사 오랫동안은 이이가 옷응 인는 시간응- 지시한 수드 있고 어머 

니의 입허는 동직의 시간을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보띤， 태원주다， 먹여주 

다 처럼 입히다도 사역자가 직경 입혀주는 수드 있고 (10a) , ( l1a ) , (1 3a)에서 차런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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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옷을 엽도콕 윈인만 야기시킬 수도 있다. 오랫동안 이 -히플 수식하는 것은 홉íj者-의 상 

황에 한하며 ， 입 을 수식히는 갓은 後겹→의 상황에 한한다. 입을 수식하는 後者의 境遇에는 

(1 4)가 長形 “어머니는 아이에개 오랫등안 그 옷을 임게 했다”와 의미상 아주 가까워지며， 

(l 3a) 외 (1 3 b)의 관계외 f合似히다 . 여기서 주목힐것은， 입히다기 나타내는 上述한 두 상황 

의 :.:< 1 - 이 가 언이 학싱 그며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모호성 ( vaguen css) 인가， 이 니 면 중요한 에 

매성 (Qmbi guity )인가 히뉴- 것이다. 펀지는 」二述한 부시 의 수식관계 의 규칙성드로 보니→ (1 5) 

의 tc st코 브아 언어꾀상 중요첸- 이1 ， ， 1 1 션이리고 생각젠디. 

(5) 어미니기- 이이에게 오넷동안 그 웃융 인렀는데 이 111 지도 그꾀다. 

다시맏하면 ， 어머 니기 직섞 옷을 입히줬다고 히연 아버지도 반드시 직접 엽혀렀다는 뜻 

이고 이미니기 옷윤 익j 게했다면 아버지드 입 게 댔다는 뜻으쿄 밖에 새겨지지 않는다. 

입히다외 많은 다른 短形에 이러한 규칙적 인 애매 성 이 있고， 또 애매성 자체기- 직점 • 간 

점외 치 이 임드로 켈국 長 • 短形은 다음과 갇은 scale 위에 놓인다고 올 수 있다. 

(1 6) 短形(a) 1 短形(b) I 長形
직전사역← →간전사역 

여기서 短形(a)는 시-역자기- 가장 직전 적인 사역 행 위 를 수행하는 경우(예컨대 입혀 준다는 

뜻드로의 입히다)이고 短形(b)는 피사역자의 자의성이 나 자발성은 무시하지만 사역의 원인 

만을 야기시키는 경우(예컨대 읽히다나 입게한다는 뜻에 가까운 입히다)를 말한다. 의미상 

으로 볼때 는 짧述한바와 감이 短形(b)와 f승形間의 차이 는 短形(a) 외- (b)問의 자이 보다 도 

신재적으로는 더 착다고 봉 수 있다 10 

~形과 短形問의 간점 • 직점의 의 미 각이는 이 상에서 본 바와 같이 Ross의 가설(1)에 깐 

부합되는데， 短形(a)외 (b)의 ~l 검 • 간선 의 상대적 5.1-이는 어떻게 성명할 것인가? 지금까 

지는 (a)와 (b)플 동일섬층에서 유도하거 나 피사역자 NP의 格內容만을 달리 취급하자는제 

안(예 컨대 Song 1978, K . Lee 1975) , 내 포둔장의 存否와 결부시 키 자는 제 안(예 컨대 Patter

son 1974)등이 있다. 그러 나 Ross를 따른다면 長形， 短形(a) ， 短形(b) 모두를 동일한 심층 

구조에서 유도해야 한A로， 한국어의 경우 두가지가 아닌 세가지의 사역의미 플 섣명할 수 

있도록 가설의 화장 내지 보완이 요청된다. 

E뭔狂l히 는 바와 같이 풍부한 長形에 비 하여 短形은 그 수가 극히 제 한되 어 있는데 , 1. 

10 Song (1 978)에서는 사역성황을 회 자가 어떻게 인식 (perce i v e) 하는가에 기 초블 두고 長短形의 의 

미 치 이 판 성맹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Thc choice between the lex ical and pcriphrast ic causa tives depends entirely on the perception of 
an e\'en t on the part of a speakeL If he perceives the causa tive situation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sub jec t NP , he would automatically opt for the lexical causa tive whenever it is available ... 
An y description of Korea n causa tives based on no tion like direct and indirect causation or agency of 
the embedded subject mi sses an important generalization . 
마라서 Song에 따르연 심충구조실청에 있어서(즉 의 미 상에서) 長形과 短形間에만 중요한 차이 플 인 

청 하고 있 다. 주어 의 con trolla bili ty 냐 respons ibili ty , 화지 의 perceptlOn 등 Song의 예 려 한 관찰에 도 불 
구하고 필지는 그대로 직접 · 간칩 사역이란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단지 필자는 Song에서의 “ direct/ 

indirec t ca usat i or; "과는 달리 더 포괄적 인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Ross의 “ proximate/ mediate cau
sa tion"을 服中애 두고 있다. 뿐더러 회지의 인식에만 기 초플 둘 경우 약간의 예 외 가 생 기는데， 많述 

한 바와 같이 화자의 인식과 다른 선리 작-3 ， 화자의 반한슴관， 사씨의 존대규밴 등도 長 • 短形시 용에 
영향윈- 마 젠다고 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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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1 974)에서도 지적하었듯이 長形에 대응한 短形이나 代用語(예컨대， 가게하다에 對한 

보내다나 들어가게하다에 대한 넣다)가 없을때는 長形이 직접 • 간점시-역을 다 I마 맡는다. 

걷다一걸리다-걷게하다에 비해 달리다 ￠ 달리게하다， 보다-보이다-보게하다에 비해 (냄새 

-를) 맡다-<þ-깥게하다， 공부하다 공부시키다 공부하게하다에 비해 망하다-<þ-망하게하다 등 

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신은 Ross의 가섣과는 무관한 U]- , (1 )에서는 長 • 短形이 공존한 

정우만을 때않하기 때문이디 . 또 이려한 사싶이 長 • 短形의 의미가 같다는 증가 기 퍼지 않 

는다는것은 Shibatan i (1 975) 나 Song (1 978)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이지만， 표 • 短形을 동 

일힌 심층에서 유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근거의 일부기 펠 수는 있다. 

長 • 短形을 동일한 심층에시 유도할 강우 그 심층구조의 모양은 어떠하며 어떤 변형듀척 

이 펼요한기-도 중요한 문제이겠거 니 와 여기서는 詢外꼬 한다 여담이지만 땀明大學校의 이 

느 조교가 필지에게 “선생념 고피에 섣탕 티1 워드렐까이] ? .. 히고 불은 적이 있다. 태우다는 

표준아 타다 ‘mlx’이지만 펄지는 순간 표준어 태우다 ‘ load’와 흔동히여 고피위에 설탕을 끼 

얹는 것을 연상했다. 타다가 태우다의 준말이라고 기정하변 ， 타게하다→태우다→타다의 短

形化와 긴선사역의 직점회가 상관관계에 있다고 불 수 있다. 즉 形이 삶아지맨서 피시역자 

(causee , theme)가 어떤 목적울(ground) 에 점점 점근하고 타다에 이르라서는 목적물괴 뒤 

섞임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짧고 긴 形이 직접 • 간섬시-역과 갤부되아 있다고 보는 Ross의 

가설은 원칙상 상딩한 티당성을 지니고 있디할 수 있다. 

사역에 대한 인급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균형이 잡폐지 않지만 시간과 지민관제싱 이 

하 다른 분야에 대해시는 극헤 간딘헤 사순한다. 우선， 우리가 깐 알고 있갖이 띤형운빔의 

출현과 더불어 시-역구운에 뭇지않게 과거 1 0여년깐 악순암， 승~]중， 이 흥배， 오춘규， 임 굉

빈， 낌영기， 양동휘， 조준핵 ;<1] 씨에 의해 한국어에시 끈질기게 벌어진 논쟁은 부정 운에 대 

한 것이다. 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논갱의 핏점은 동 · 短形(예 : 가지않았다 對 안갔다)의 

의미차이의 유무와 심층구조의 성정운재이다. 심층구조 섣정에는 세가지 주장이 있는데 1 

첫째는 長短形의 의미가 진적으로 또는 거의 모든 문장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심 층에서 

나와야 한다는 압도적인 주장이요， 둘째는 송석중씨의 일련의 주장으로서， 등시적 및 의미 

콘적 이유로 상이한 십층구조플 설정헤이: 한다는 주장이며， 셋째는 Cho (1 975)등의 주장으 

로， negat l ve scope의 차이 찰 깎안하여 長形중 短形과 의미성 동일한것 즉 narrow scope의 

것은 短形과 동일한 심 층에서 유도하고 wide scope에 있는 長形들은 상이한 심층구조를 설 

정하자는 것이다. 

Cho 등에 서 만， 많은， 여러번， 많이 ， 때문에 ， 끊다， 등A로 scope of negat ion을 검토했 

는데， 우리는 長形에서만 scope의 애애성이 있음을 인정해이: 할 줄 안마 만 만을 가지고 

예 플 들어본다. 

(17) a. 나만 안〔가〕고 다른 사람은 갔다. 
\.....J' 

=나만 〔기- J 지 않고 다른 사럼은 갔다. 
,--_.J 

b. 용 나만 안가고 다른 사란도 갔다. 

〔나만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갔다. 
,--___ .J 

c. (나만 안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안갔다. 
,--_ __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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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a)에서 보듯이 안간다와 가지않는다는 둘다 predicate의 부청 즉 assertion of "-' P가 되 

는 것이나 Cl7b)에서는 長形의 경우에만 전운장의 부정 즉 denial of P가 가능하다. 환언하 

면 07a) 의 短 • 長形 두 문장은 부청의 narrow scope의 경우이고 (l7b)는 長形의 wide scope 

의 경우이다. 長形이 narrow scope외에 wide scope가 가능히다는 침은 (17c)에서도 확인해 

주는바， 이중부정 “안가지 않았다”가 “갔다”는 의미가 안되는 것은 문장전체의 부정 즉 

wide scope인 것이 다. 

negative scope 문제도 Davison (1 978) 이 나 Givon (1 978)등은 회-용론으로 다룰 것을 제 안하 

고 있으나 여기서는 Ross의 가설 만을 고펴해보면， 한국어 長 • 短 부정형을 동일한 심층에 

서 유도할 경 우 negatlve scope의 치-이는 (2 )의 직선성의 내용을 화장함으로써 가능하지 않 

을까 한다. 즉 短形은 직접성과 결부된다고 볼 수 있는 narrow scope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 아썼던 부정의 長 • 短形이 여러가지 점에서 (규칙적인 통사관계， 밀점한 의미관계， 短

形의 원천적 성격등) ， 사역의 長 • 短形과 흡사한 점으로 미루워보아 어느 이론을 따르든지 

사역기술과 같은 방법으로 다루는 것 이 바람직스럽다. 

그외에도 한국어 플 포함한 여러 언어의 예 를 살펴보면 특히 화자의 청자에 대한 친근성 

(s이idarity)과 표현의 長 • 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친근성이 강하다고 화자가 느 

낄때 삭제 (deletion)가 허용되 거 나 concept sounding이 착용하는 예 가 많다. 비근한 예 로 

필자는 장모에게는 꼭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진어머니에게는 省홍形 “엄 니”라고만 부른 

다. 또 “갔오 ? "보다는 問母륨을 쓰는 “갔우 ?"가 더 친근감을 더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2)의 직접성 내용-에 短形이 화자에 대한 시간 • 공간상의 가까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가 

까웅도 나타낸다는것을 내포시킬 것을 제안한다 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Ross의 가설은 잠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광뱀위한 적용성 

을 갖는 일반이론으로 설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화장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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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 and Short Forms 

IIo-min Sohn 

In rcccn t gencrativc grammar rcscarch , there bas becn a striking trcno loward dcaling 

w ilh minor mcaning d iffcrcnccs bclwccn two syntacli cally rclatcd cxprcssions in thc li gbt 

of univcrsal semant ic Cc.g. Hoss 1978) or pragmatic (e.g. McCawlcy 1978) principks, 
whi lε c1 criv ing thc two exprcssions f rom the same underlying structure. 

The present paper aims to apply Ross ’s uni versal semantic hypothesis ( that a short 

statement is semanticall y more immediate than the corresponding \ong onc) to somc of 

the most controversia l issues in Korean. Korean causatives may be trea tecl à la Ross in 

tha t short forms consistently reflect proximate causatioll and long forms , mediate cau

sation . However, again there are two readings, prox imate and mecl iatc, in a large sct of 

short forms , w hich are regardecl as Iinguistica lIy significan t. This means that in Korean 

there are three, not two , clegrees a long the scale of proximate and meclia te causa lÏon. 

Accorclingly , Ross’ s proposa\ needs to be expanded or moclifìed in order to accommoda tc 

Korean causatives. A furt hcr expansion of Ross’s proposa\s may be able to show a para llcl 

between Korean negation ancl causatives , in that short forms are always relatecl to 

narrow scope, and long forms to both narrow and wide scope. Ross’ s proposal may also 

be modifìed so that cerlaill honorifìc expressions can bc handled in a para ll el way , since 

degrees of solidarity have a closc bearing on short-\ong distin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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