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연결어마문과 이동동사* 

홍 재 성 

1. 머리말 

1. O. 본 발표는 형 식 적 어 휘 classe로써 의 한국어 이 동동사 (verbe de mouvement , 이 하 Vmt 

로 약청 함) 구문을 통사론척 으로 분석 한 연구의 한 토막이 다. 

이 연 구는 한국어 어 휘 문법 (lexique-grammaire) 구성 의 업 장에 서 한국어 통사형 태 를， 거 

기에 실현되는 어휘요소와의 관련하에 분류하는 작업의 일단으로， 우선 구문의 형식적 특 

성에 의 거하여 동사요소플 유형화했다 

이 동동사는 이와 같은 엽장에서 젤청된 동사류의 한 예로서， 다음 문형에서 R 위치에 
나타나는 통사로 청의띈다. 

(1 ) No f) VO-러 N1-(Loc+Acc) Vo 

여기 서 No는 주어명사구， N1은 동사보어 역할을 하는 제 1 명사구이며 f)는 연결어미 

-러 가 뒤 따르는 동사의 가능한 보어 를 표시 한다. Loc는 장소표현의 격조사 -에메서로 

둥을 지칭하며 Acc는 대격조사 -톨올 나타낸다. (1)의 구조는 결국 -러연결어미문올 내포 

한 문장:의 통사형태를 공식화한 것으로 (2) '" (3) 이 이를 예시하는 이동통사문의 예가 된다. 

(2) 철수는 영회를 만나러 다방에 나갔다. 

(3) 철수는 토끼를 잡으러 숲속을 돌아다녔다. 

(2)는 목적지 (destina tion)를 나타내는 -에 명사구가 보어위치에 질현된 자동사적 용법의 

이동통사 구문의 예가 되고， (3)은 행로 (parcours)를 표현하는 목적보어안 -톨 명사구를 용 

인하는 타동사적 이동동사의 예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또 한펀， 어휘부 상에서의 (1)의 통사형태의 분포를 조사하여 Vmt의 외연 

적 청의를 시도하고， 그 결과 280개 청도의 Vmt 목록을 작성， 이를 분석하였다. 이 목록 

은 180여 개 의 순수한국어 동사와 외 훌하다， 훌발하다 둥 100개 정 도의 한자어 동사를 내 포한 

다. 순수한국어 이동동사는 가다， 오다 등 단일동사와 돌아다니다， 나가다， 흩어오다 퉁 

140개 이 상의 합성 동사로 구분된다 2 

연구의 중심내용은 이렇게 한청된 Vmt구문을 60여개의 통사적 기준(구조 • 분포적 기준 

및 변형적 기준)으로 낱낱이 분석하여， 이‘ 구문과 결부펀 통사청보를 체계적으로 수정 ·분 

* 이 글은 Hong(l 982a)의 일부흘 줄여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주최 제 16회 어학연구희 0982. 
11. 12-13)에서 구두로 발표한 것을 다시 글로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자세한 논의는 위의 논문 및 
Hong (1983b) 를 창조하기 바란다. 

1 풀어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착엽 의 실례 ， 앙볍론 빛 이 흔척 배경에 관해서는 특히 Gross (1975) 
를 올 것 . 

2 Vmt 목록작성상에 제기되는 합성동사의 확정문제는 Hong (1982b) 에 자세히 언급되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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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는 (1)의 형식적 청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 문제로 -러 연결어미문 (.Q Vo -러 )의 

통사적 특성을， 전통적으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숭된 -려고 연결어미문 (.Q Vo- 려고)과의 

대조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2. ‘-러’ 연결어미문의 붐석 

2. O. (1)의 구조를 현의상 (4) 와 같이 다시 표시하면， 

(4) p.[N p，[.Q VO-러] .Q V]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러문의 특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P1는 문장적 성 격 을 가진 Po의 성 분이 다. 따라서 P1과 Po는 등위 접 속구초를 이 루지 

않는다. 

ii) P1는 주동사에 의해 선택되고 이 주동사와 특수한 의존관계를 맺고있다. 이 관계는 

P1이 보여주는 다양한 제약에 의해 나타난다. 이 같은 관점에서 P1는 종속접속구조에 :실 

현되는 여타 연결어미문 (-려고연결어미문이 그 중의 한 예가 된다) 과 달리 동사보어 역할 

을 하는 보문적 성격을 지닌다. 

iii) P1의 몇 몇 통사적 특성 은 P1의 장소보어 적 성 격 을 보여 준다. 

2.1. 동위접속구조와의 비교 

2.1. O. -러문은 이를 포함한 No N1- (Loc+Acc) VO의 한 성분으로써 ，(1)이 등위접속구조 

의 예가 될 수없다는 점은 다음 네 가지 종류의 통사적 사실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2.1.1. 분열문 형성 (clivage) 

-러문은 P。에 서 인출 • 이동되어 Po것은 ~이다의 형 태를 갖는 분열문 (phrase clivée) 에 

서 춧점의 자리인 ~이다 앞에 놓일 수 있다. 이러 한 전환은 려고운의 경우도 가능하다. 

(5) 철수가 다방에 나간 것은 영회를 만나-(러 + 려 고) 였다. 

(6) 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위 접 속구조의 경우는 분열문 형 성 이 불가능하다. 

(6) 윷산은 높은 것은 바다는 깊- (고+지만 ... ) 였다. 

2.1 . 2. 특수조사부착에 의 한 양태 화 (modalisation) 

( 4) 의 P1은 주제화， 대조， 제한， 첨 가퉁 특수조사 부착에 의한 양태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려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철수는 영회 를 만나- (러 + 러 고)-(는+도+만 .. . ) 나갔었 다. 

(8)의 비문성은 이와 대조를 이룬다. 

(8) 용산은 높고-(는+도+만…) 바다는 갚다. 

2.1.3. 이동 (déplacement) 

P1은 Po의 다른 성분과 마찬가지로 위치 가 가변적 이 어서 문두나 Po내의 다른 위 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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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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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같은 특성은 -려고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될 수 있는데， 

연결어미문에서는 불가능한 전환이다. 
현
 엮
 (9) a. t.?Vo- (러 + 려 고) No N1-Loc V，。

영회를 만나-(러 +려고) 철수는 다방에 나갔다. 
b. No N1-Loc VO_(러 + 려 고) VO 
철수는 다방에 영희를 만나-(러+려고) 냐갔다. 

2.1.4. 명사구의 이동 

P1에서 명사구를 그 경계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으나， 퉁위접속구문의 경우는 불가 
(9a-b)는 -러 1-려고문이 이와 같은 특성을 나누어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이 

(4)의 

능하다. 

된다. 

(10) a. 관계절 형성의 예 

철수가 만나-(러 +려고) 나간 영희는 거기에 없었다. 

b. 분열문 형성의 예 
철수가 만나-(러 +려고) 나간 것은 영희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1 1a) 에 대응되는 01b-c)는 비문이다. 

( ll) a. 철수는 그 일을 끝냈지만 안 냐갔다. 

b *철수가 끝냈지만 안 나간 일은 어렵다. 

c. 용철수가 끝냈지만 안 나간 것은 그 일이었다. 

2.2. 종속접 속구조와의 비 교 

2.2. O. 2.1. 에서 관찰된 -러문의 동사적 특성은 -러문이 동위접속의 연결어마문의 예가 

아니라려고문을 위시한 종속접속의 연결에미문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사성을 

나타내는 한 두가지 특성을 더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2.2.1 . 주어의 동일성 

않는다. -러 j-려고문은 연결어미 문내에 주운의 주어와 상이한 주어가 실현됨을 허용하지 

(12) 용철수는 (그의+자기) 동생이 영회를 만나 (러+려고) 다방에 나갔었다. 

뿐만 아니라， 대명사화된 형태로도 주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확인될 

(3) *철수는 그가 영회를 만나 (러 +려고) 다방에 나갔다. 

-러 j-려고문에서 주어의 동일성에 대한 직관은 다음 사실들에 의해 더욱 분명히 

수 있을듯하다. 

i) 채귀대영사의 의미해석 

-러문(-려고문도 동일)이 재귀대명사를 내포할 때， 자기는 항상 주문의 주어와 공지칭적 

(coréféren tiel) 이 다. 

(14) 철수는 차기 형올 만나-(러+려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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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존칭어미 -시 의 사용 

주문의 주어기. -시 의 삽입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난 경우 러문에서 -시 가 삽입된다. 

(15) 선생님께서는 학생을 만나-시- (러+려고) 다방에 나가셨다. 

i) , ii) 의 사실을 관찰해 볼 때， (1 4)에서 자기의 의미해석 및 (1 5) 에서 만나에 뒤따르는 

-시 -의 사용은 -러 /-려고문은 주문의 주어와 반드시 동일한 내연주어 (sujet sous껴cent)를 

지니는 것으로 가청될 수 있다. 따라서， 표면구조에서는 러 / 려고문이 주어가 삭제된 형 

태로 실현되는 것으로 또한 가정될 수 있다. 그러나 (16) 의 예문은 특수한 조건하에서 이 

내면주어카 표면에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조건은 대체로 말해 

서 종속주어가 재 귀대명사 형태를 취하고 -이 /-가에 의해 대조화될 때이다. 

(16) 칠수는 자기가 직접 영회를 만나- (려 +려고) 다방에 나갔다. 

이것은 Cl7a-b) 의 경우와 평행적 사실인 듯 보인다. 

(17) a. 철수는 아폈 다고 말했 다. 

b. 철수는 자기가 아랐다고 말했다. 

동사보어 -고보문의 예인 (17a)는 통일주어 삭제규칙에 의해 표면형태에서 아폈다의 주어 

철수가 실현되지 않은 예 를 보여주는 반연， (17b)는 이 내재적 주어가 -이 /-가에 의해 대 

조화되어， 재귀대명시- 형태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2. 시 상 (temps-aspect) 어 미 의 사용 

-러 /-려고문은 몇몇 다른 종속접속구조의 연결어미문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상어미도 허 

용하지 않는다. 

(18) 용철수는 영희 블 만나-(사、 + 겠 + J.λ었 ... )- (러 + 려고) 나갔다. 

2.3. -러 연결어미문의 특수성 

2.3.0 . 2.2에서 본 바와 같이 -러문은 종속접속구조의 -려고문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 

나， 다음의 여 러 특수성 은 종속접 속구조의 에 로 분류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2.3.1 . .Q Vo-러 에 대한 제약 

2 . 3.1.1. 부정 

.Q Vo-러는 부정에 대해 특수한 통시적 행태 (comportement syntaxique) 를 보여 준다. 이는 

두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는데， 첫쩨는 러 문은 부청을 내포할 수 없A나려고문은 그 

것이 가능한 점이다. 

(19) a. 철수는 영 회를 안 만나 선러 + 려고) 다방에 나갔다. 

b. 철수는 영회 를 만나지 않으-(*러 + 려고) 다방에 나갔다. 

이 러 한 부정에 관한 제약은 지각동사의 것 보문에서 볼 수 있다. 

(20) 융철수는 영희가 안 오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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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는 부청 의 범 위 (portée de négation) 에 관한 특성 이 다. (19a) 가 예 시 하는 안에 의 한 부 

청 문의 경 우， NcLoc가 삭제 된 형 태 로는 (20) 에 서 와 같이 부청 이 가능하다. 

(21) 철수는 영회를 안 만나- (러 + 려고) 나갔다. 

그러나 (20) 에 서 러 /-려고에 따라 부갱의 법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다러문인 경우， 

만나러 나갔다 전체가 부정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철수는 영회를 만나지도 않고 나가지 

도 않은 것을 의미하게 되지만려고문인 경우， 안에 의한 부정의 법위는 -려고문내에 머 

물게 되어 그 의미는 목적지의 보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을 제외하연 (l9a) 에서 

-려고문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버리다 조동사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주동사 나가다가 버리다와 

결합된 경우러/-려고문은 다음 같이 대조를 나타낸다. 

(22) 철수는 영회를 안 만나- (‘러+려고) 나가버렸다. 

2.3.1.2. 대동사 (pro-verbe) 사용 

(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문은 -려고문과 달리， N c (Loc+ Acc) Vo를 그렇게 하로 대려 

하는 것올 허용하지 않는다. 

(23) 철수는 숙제하러 도서관에 남았었지만 영희는 친구를 만나-(려고+*러) 그렇게 하 

지 뭇했다. 

2. 3.1.3. 동사의 제약 

-러문에 실현될 수 있는 동사류는 여러 제약을 갖고 있다. 

i) 양태 (modalité) 표현의 조동사 및 이에 준하는 표현은 -러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24) *철수는 영회를 만나- ( 2.수있+2.것같+고싶…)-으러 다방에 나갔다. 

ii) 상태동사(형용사류)를 포함하여 비동작성 동사 (verbe non-actif)는 러문에 사용될 수 

없다. 

(25) *영 회는 좀 더 (매휴적 이 + 양전하+크…)-러 미장원에 갔다. 

그러나 있다， 알다 등 동작성 동사의 용법을 갖는 동사는 모두 -러 앞에 허용이 된다. 

(26) 철수는 (이곳에 며칠 더 있으+시간표를 알) -려 왔었다. 

iii) 동작성 동사중 이동의 의미직관과 결부된 동사는 -러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러푼이 

-려고문과 흥미있는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다시 말해 -려고문의 경우에 

는 동작성 동사에 대한 이와 같은 제 약이 없다. 

(27) a. 철수는 나가- (*러 + 려 고) 아래 충으로 내 려 왔다. 

b. 철수는 상십분 전에는 닿- (융으러 +으려고) 일찍 나겼다. 

2.3.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러와 결합이 불가능한 동작동사는 바로 (1)의 구 

조에서 Vo 위치에 나타나는 Vmt이다. 몇 개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Vmt는 -러문에 사용 

될 수 없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동의 의미직관과 결부되어 있으나 통사적으로 Vmt로 

정의될 수 없는 동사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냐가 걷다， 뛰다， 헤엄치다 등 이통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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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을 표현하는 동사이 다. 이 동사들은 VO위 치 에 실현될 수 없으며 

가능하다. 

또 한펀 -러와 결합이 

(28) a. *철수는 영회를 만나러 걷는다. 

b. 첼수는 숲속을 좀 걸으러 나갔다. 

2.3.1.4. 주동사에 대한 제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며， 이점에서 려고문과의 

-러문을 용인하는 동사는 강한 제약을 보여， 

대조를 볼 수 있다. 

280개 청도에 한하 

(29) 철수는 영희를 만나-(융러 +려고) (기다리 +전화를 거 +지하철을 다+조바심을 치 ... ) 

」다. 

-러연결어미문에 대한 현재까지의 언급에서 이와 같은 제약의 존재는 지적되었으나， 실 

제 어휘창의 -러문의 분포에 대해서는 폭 넓은 관찰이 없었 다. 흔히 가다， 오다 퉁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및 그 합성어만이 -러문을 용인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100여개에 해당 

하는 한자어 동사도 -러문과 결합이 가능하며， 머물다， 멈추다 등 이동의 중단이나 청치， 

또는 남다 등 부동 (不動)， 일어서다 등 자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도 -러문을 용인한 

다. 또한 걷다， 뛰다 등은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fJ VO 러를 용인하치 않을 뿐더러， 다 
른 여러 기준에서도 Vmt와 차이를 보인다. 

2 . 3 . 1. 5. Vo의 종결어미 

연결어미문은 주통사의 서볍 (언어행위의 유형에 대응되는 

과 제 약관계블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문형의 표지로써의 종결어마 ) 

(30) 비가 오(니까+*아서) 집에 있 〔어라+자) 

이 점에서도 -러문과 -려고문은 구분된다. 

취한 주동사와 결부되어 나타날 수 없다. 

즉 -려고문은 명령법이나 제안법의 종결어미를 

(31) a. 

b. 
신문을 사-(러 +려고) 나가-( L 다+ 니 ?) 

신문을 사- (러 +*려 고) 나가-(자+ 라) 

그런데 (31b) 와 같은 유형의 문장이 (32) 와 같이 보문 속에 내포되면 

두 가능한듯 보인다. 

(32) 나는 철수에게 담배 를 피우-(러 +려고) 나가라고 하였다. 

-러 /-려고문이 모 

그러나， (32) 와 같은 복문 속에서의 -러 /-려고묻은 그 통사적 성격의 차이를 뚜렷이 드러 

내 준다 러문은 Vmt에 의해서만 용인되으로， 나가라의 보어일뿐， 최상위 문의 동사 하였 

다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려고문은 명령법의 -라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하였 

다가 주동사인 최상위 문의 직접성분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33a-b)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볍성의 대조가 나타난다. 

(33) a. 

b. 
담배를 피우-(? ?려 + 려 고) 나는 철수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내가 철수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담배 를 피우-(융러+ 려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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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문의 직접성분이 아닌 -러문에 대해서는 -려고문과 달리 모두 이동이나 분열문 형성 

이 치단된다. 

또한 (32) 의 러/-려고문은 주어가 상이하다러문의 경우는 피우다의 주어가 앞에 분 

석된 대로 나가라문의 주어(철수)와 일치하지만， 하였다문의 성분인 -려고문은 그 주어가 

최상위문의 주어 (나)와 일치한다. 이러한 주어일치에 대한 해석은， 재귀대명사의 공치칭성 

해석의 차이 및 존청 어미 -시- 사용의 차이에 반영된다. 

(32) 와 동일 구조의 문장에서 -러 /-려고문에 각각 채귀대명사 자기가 내포되었을 때， 이 

에 대한 공치칭성의 해석에 입각한 선행사의 추적은 두 종류의 문장에서 상이하게 나타 

난다. 

(34) 철수는 영회에게 자기 통생을 만나- (러+려고) 나가라고 하였다. 

(34)에서 -러운의 경우에는 자기는 만나다/나가다문의 주어언 영희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 

하였다문의 주어인 철수가 선행사알 수도 있다. 그러나 -려고문이 문제가 될 해는， 자기는 

하였다의 주어가 아닌 영희를 션행사로 취할 수 없다. 

또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생님이 주어가 될 수 없는 -러문에서는 존칭어미 -시

는 용언되지 않는다. 

(35) 선생넙께서는 철수에게 담배를 피우-시- (융러+려고) 나가라고 하셨다. 

2. 3 .2. 장소보어적 성격 

-러문을 -려고문과 구별시켜주는 또 한 종류의 통사적 특성은， 그것이 지닌 장소보어적 

성격이다. 이 정은 다음 두 가지 사실로부터 추출휠 수 있을 것이다. 

i) 어디 의문문 

한국어 장소보어의 동질성으로 의문사 어디의 사용을 틀 수 있는데러문은 -려고문과 

달려 의문사 어디에 대응될 수 있다. 

(36) I -철수는 어디 가니 ? 
l-(다방에 +영희를 만나- (러+융려고)) 간다. 

ii) 동위구조 

-러 문은 동위 접 속문에 서 장소보어 와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 다. 

(37) 철수는 다방에도 가고 영화를 보 (러 +*려고)-도 갔었다. 

그러나， i) , ii)로부터러문을 N1-Loc (비대격적 장소보어 )중의 하나와 동일시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요하나러문을 대격적 장소보어와 접근시킬 

수 있는 점도 관찰됨을 지적해야겠다. 

다음 예문을 보자. 

(38) a . 철수는 목욕을 간다. 

b. 철수는 목욕을 하려 간다. 

(38a)에서 목욕을의 첩사 을이 다른 격조사와 대치되지 않고， 목욕이 의문사 어디에 대응 

되 는 점 에 서 대 격 적 장소보어 (직 접 목적 의 보어 , complément de but immédíat) 로 분석 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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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받아들이고， 또 한펀 (38a) 와 (38b) 가 그 두 운장사이의 동의성， 어휘 재료의 유사 

성， 통사적 성격의 여러 평행성동에 입각하여 규칙적 인 통사관계를 맺고 있음을 가청할째， 

(38b)의 -러문은 (38a)의 -률 영사구와 그 통사적 성격이 동일한 것이 아닌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 4. 사동의 Vmt 구문 

-러문은 (3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동의 Vmt (보내다， 내보내다 등): 구문이나 Vmt를 

내포한 사동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39) 철수는 영회를 만나-(러 +려고) 동생을 (내보내 +나가게 하)-L 다. 

물론 -려고문의 사용도 가능하다. 이때， 2.3.에서 관찰된 -려고문과 대조된 -러문의 특수 

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동구문에서의 -러문은 보내다등 극히 한청된 

동사에 의해서만 선택되는 장소성 성격의 동사보어로써 그 주어는 사동구문의 주어 인 -톨 

영사구( (39) 에서 동생을)와 일치한다. 그러나 -려고문은 -러문이 지니는 제약을 보이지 않 

으며， 특히 주어는 사동구운의 최상위 주어( (39)에서 철수는)와 일치한다. 이같은 차이를 

다시 한번 존칭어미 -시-의 사용 및 재귀대영사 의미해석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생님이 내연주어인 -려고문만이 -시-의 사용을 용인한다. 

(40) 선생넘께서는 영회를 만나 -시- (*려+려고) 철수를 (내보내+가게 하)-시 -L 다. 

한펀 러 /-려고문이 재귀대명사를 내포하게 되연， 그 선행사는 서로 다료게 확정된다. 

(41) 철수는 자기 동생을 만나- (러+려고) 영회를 (내보내 +가게 하)-시 L 다. 

(4 1 ) 에서 -러문의 경우는 자기의 선행사가 철수나 영희가 휠 수 있으나려고문의 경우 

는 최상위문의 주어인 철수만이 선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39)는 내포된 연결어미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분명한 별도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즉러문이 사용되연， 

철수가， 자기 대신 동생을 만나도록 영회를 내보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반연려고문이 사 

용되연， 칠수가 영회의 연전에서 동생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생을 밖￡로 내보내는 

것을 뭇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차는 (2) - (3) 에서 -러를 -려고로 대치시킬 경우는 분명히 

감지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2.5. 이밖에 -러 /-려고운이 나타내는 여타 통사적 특성을 몇 가지 더 치적해 본다연 다음 

같다. 

i) 결여동사 (verbe défectif) 데리다/다니다와의 결합 

결합가능한 어미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결여동사 데리다， 다니다는 -러문에서만 그 사용 

이 가능하다. 

(42) a. 칠수는 영회를 데리-(러+용려고) 갔다. 

b. 철수는 시골에 잠시 다니-(러+융려고) 내려갔다. 

(42b) 에서의 다니다와 의미가 흡사하지만3 결여성이 없는 툴르다는 러 /-려고와의 결합 

3 (42b)의 다니다는 다음 예운의 다니다와는 별개의 동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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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가능하다. 

( 43) 철수는 선생념 댁에 장시 들르- (러+려고) 냐갔다. 

ii) 주동사의 시 상어 미 와의 결 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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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문의 경우는 주동사의 시상어미의 실현에 있어 아우런 제약을 나타내지 않으냐 려 

고문은 (4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도의 겠과의 공존이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의도， 욕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구문에 내포되기 어렵다. 

(44) 나는 영회를 만나-(러 +*려고) 가겠다. 

(45) 나는 영회를 만나-(러 +용려고) 가고 싶다. 

iii) -러 /려고문은， 지금까지 분석된 구문에서는， 주어는 반드시 상위문의 주어와 일치되 

는 인물영사였으나， 사람의 조종이 전제되는 교통기관 영사둥이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도 

있다. 

(46) 트럭이 채소를 실 -(으러+으려고) 온다. 

그런데려고문은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문과는 달리 비인물명사를 주어로 -그 

것도 상위문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 취할 수 있다. 

(47) 비가 오려고 먹구름이 몰려온다. 

iv) -려고는 하와 결합되어 의도 또는 즉발상(aspect imminentiel)을 나타내는 복합표현 

을 이룬다. 또한， (48)에서와 같이 생각하다， 작정하다， 결심하다 동 제한된 동사구문에 내 

포되 어 동사 보문으로 분석 될 가능성 이 있는 종속문을 이 끈다. 

(48) 나는 철수를 찾아가려고 생각하였다. 

2.5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별도의 자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점들로써， 본 발표의 범위률， 

벗어 나므로， 간략한 언급으로 그치 려 한다. 

3. 맺는말 

지금까지， 한국어 이동동사류를 통사론척으로 정의해 보려는 입장에서러연결어미운 

의 통사적 성격이 -려고연결어미문의 그것과의 대비적 인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러문은 한청된 특갱 Vo에 의해서만 용인되며 ， Vo와의 긴밀성을 표현하는 여러 제약을 

나타내며， 장소보어의 흔적을 지난 문장적 성격의 보어로써 이동동사문을 특정짓는 점에서 
그 용인가능성이 Vmt의 통사적 갱의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보겠다. 

부수적으로 려고문은， 동사보어로써의 ‘-러 문과의 의미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러 
문이 지난 여러 제약이나 특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특히 복문(사동구문 포함)에서 주어 일 
치에 관한 통사행태로 보아 러문과는 그 성격이 판이한 문장보어임이 판명되었다. 

i) 철수는 중학교에 다닌 다. 

i) 의 다니다는 형태 흔적 ￡로 정 상적 인 동사로써 ii) 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통사적 특성이 C42b) 
의 다니다와 다르다. 

ii) '? *철수는 새 중학교에 다니러 서울에 올라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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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Construction en-l(J et verbes de mouvement 

Chai-song Hong 

Cet article est Ie résumé d’une partie de 1’étude sur les verbes de mouvement Vmt , 
menée dans Ia perspective de la construction d’un lexique-grammaire du coréen. 

Nous .avons défini Ies Vmt en termes de structures syntaxiques: sont dét~rminés comme 

Vη1t tous les verbes susceptibles de figurer dans la position Vo de la construction 

No Q V Lla N1-(Loc+Acc) Vo 
L ’élément essentiel de cette définition est 1’acceptabilité du complément phrastique Q 

V- la . En vue de montrer 1’ intérêt de ce critère, nous avons analysé les propriétés formelIes 

associées à ce complément. Deux points spécifiques se sont dégagés 10rs de cet examen: 

statut de complément de verbe et caract승re locatif. Nous considérons que ces deux 

propriétés permettent de caractériser Ia séquence en - la comme complément sp강cifique des 

Vmt , et par voie de conséquence, .de rendre p1ausible notre définition au moyen de cette 

séquence. Tout au Iong de 1’analyse, nous avons comparé des séquences en - la et en -lyako 

qui sont considérées d’ordinaire comme proches l'une de 1’autre, notamment du point de 

vue sémantique. Notre examen a mis en évidence des différences majeures de comportement 

syntaxique de ces deux séquences, ce qui n’avait pas été suffisamment discuté dans les 

études de Ia syntaxe coré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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