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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의 particle 소고 

1 
~ 준 학 

이 글의 목적은 넓게는 영어 particle의 뜻과 쓰임에 관혜서 알아보고 휩 

게 는 Bolinger (1 977)가 암시 한 “dramatic" particle과 “undramatic" particle 

의 구분이 타딩한 갓인지를 펀자가 수집한 예문을 통해 검증해보려는 데 있 

다. 흔히 불변화사라고 쑤르는 particle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 

지 않다. 따라서 2절에서는 이 글에서 논하는 particle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를 밝히기로 한다. 

3절에서는 Bolinger (1 97 1)블 통해 particle의 의마자질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 어 4절 에 서 particle을 dramatic한 것 과 undramatic한 것 ￡로 구분한 Bolinger 

(1 977)의 암시를 검토한 다음 5절에서 야구 경기를 중계하거냐 기솔한 표 

현들을 자료로 하여 “dramatic" particle과 “undramatic" particle의 구분이 타 

당한 것엄을 검증하려 한다. 예문을 야구경기의 해설이냐 기울에서 수집한 

까닭은 야구야말로 가장 활동적인 경기로서 이 경기를 기술하는 데 잘 쓰이 

는 particle은 dramatic한 것 이 고 잘 쓰이 지 않는 particle은 undramatic한 것 

이 라고 가정했기 때운이다. 5절에서는 이 글에 시 밝혀진 사실을 종합 • 정리 

하고 여기서 채 다루지 못한 운재들을 다음의 연구과제로 제시히키로 한다. 

2. Particle의 정 의 

영어의 particle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러 

나 몇몇 문벙학자들의 정의를 검토해 보는 가운데 이 글에서 의도하는 particle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받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1. Jespersen (1933) 

Jespersen (1933: 68-69) 은 particle에 대 한 징 의 를 내 려 지 않고 다음과 같 

은 품사들이 particle이 라고 예 시 만 하고 있 다. 

1) 부사 : well, fast , yesterday, quite, not 등 

2) 전 치 사 : at, in, through , for 등 

3) 등위 경 속사 : and, or,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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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속접 속사 : that, iJ, uηless， because 등 

위 의 예 시 에 서 Jespersenol 말하는 particle은 어 미 의 굴절 이 없는 불변화사 

를 의마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 글에서 의도하는 

particle 즉 협의의 불변화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 야 하다. 

2.2. Akmajian and Heny (1 975) 

영어에는 동사와 전치사로 구성된 수 많은 동사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 

에서 전치사가 동사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있다. Akmajian and Heny 

(1975: 177)는 이 렇 게 동사로부터 떨 어 질 수 있는 전 치 사를 partic1e이 라고 

불렀다. 다음의 예 를 보자. 

(1) a. Mary sent out the package. 

b. Mary sent the package out. 

(2) a. John called on his uncle. 

b. 용John called his uncle on. 

(1 a) 의 sent out란 표현은 (1b)에서처럼 out가 sent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좋 

은데 반하여 (2a)의 called on은 on이 called와 분리 되 연 (2b)에 서 보듯이 

좋지 않은 문장을 만든다. 이 런 경 우 out는 partic1e이 라 할 수 있지 만 on은 

particle이 라 할 수 없 다. 

2.3. Fraser (1974) 

Fraser 0974: 1 -5)는 통사적인 증거를 바탕부로 동사와 결합되는 partic1e 

을 전치사나 부사와 구별하고 다음 열여젓개의 낱말을 partic1e로 규정하 

였다. 

about, across, along , around, aside, away, back, by, down, Jorth , in , 
off, 0η， oul, 0νer， up 

Fraser는 이들 partic1e중 어떤 것은 여러 동사와 함께 쓰이지 만 어떤 것은 

하나의 동사와만 같이 쓰이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2.4. Quirk, et al. (1985) 

Quirk, et a1. (1 985: 1150-115 1)은 drink up, dispose oJ, get away with와 

같은 표현에서 통사 뒤에 오는 어형의 변화가 없는 낱말들을 중렵적인 명칭 

을 써서 partic1e이 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 particle이 서로 다르면서도 중복 

되는 법주 즉 전치사와 공간부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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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치사로만 쓰이는 것 

against, amoηg， as, at, beside, for, from， πto， like, of, onto, uþ()n, 
with 등 

2) 전치사냐 공간부사로 다 쓰이는 것 

about, above, across, after, along, around, by, down, in, oJf, on, out 

(AmE) , over, past, round, through, under, up 둥 

3) 공간부사로만 쓰이는 것 

aback, ahead, apart, aside, astray, away, back, forward(s) , home, in 

front , on top, out (BrE) , together 등 

위에서 보다시피 particle이 이것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particle을 광의로 해석한 Jespersen (1933)을 제외한 세 사람들의 견해를 종 

합해 보연 particle이 란 원 래 동사와 결 합하여 쓰이 는 전 치 사로서 그 동사로 

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Fraser가 열 

거 한 열 여 젓개 를 particle로 간주하기 로 한다. 

3. Particle의 의 미 자질 

Bolinger (1971: 83-84)는 particle의 핵 심 의 미 에 는 두가지 의 미 자질 즉 공 

간을 통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자질과 종점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 

자질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었다. 이런 의미흔적 기준에 의해 그는 다음 문 

장들의 비문법성을 설명하었다. 

(3) a. 융1 left home the money. 

b. *They pulled downward the blinds. 

(3a)가 비 문인 것은 left라는 동사와 같이 쓰인 부사 home에 결과의 뭇은 

있지만 움직 엄의 뭇이 없기 때문이고 (3b)가 비문인 것은 dou까ward，에 움직 

임의 뭇은 있지만 결과의 뭇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3a)의 left 대신에 

brought블， (3b)의 downward 대신에 down을 쓰연 이 문장들은 모두 좋은 

문장이 된다. 

또한 Bolinger (1971: 95)는 particle에 동사성 (verbness)이 있음을 지적하 

고 down의 동사성 에 관해 서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하고 있다. 

1) Aim the gun down. 

( “down by aiming" 이 라고 보기 는 어 렵 고 “aim in a downward direc

tion" 이 라고 보는 것이 적 절하다. ) 

2) Toss me down the top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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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by tossing" 이 라고 볼 가능성 이 좀 더 많지 만 “Toss me the 

package" 다는 표현 도 완벽 하다. ) 

3) Chop down the tree. 

( “down by chopping" 이 라고 해 도 좋을 만큼 동사성 이 강하다. ) 

4) Live down your past. 

( “down 나t by living well 0야r long힐" 

5야) Sp야e리11 them down. 

(“down them in a spelling con test") 

6) Scale down your demands. 

( “down them to a lowe앙r point on the sca려le" 

7η) Get down the pill. 

(get는 무의 미 한 사역 동사에 불과하다. ) 

위의 예시는 (1)에서 (7)로 내려갈수록 down의 동사성이 더 강하게 나타 

냥을 보여준다. particle에 이와 같이 동사성이 있다는 사실은 곧 particle에 

도 보다 더 dramatic한 것과 럴 dramatic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4. Particle으| 구분 : “dramatic" particles와 “undramatic" particles 

영어에는 이 른바 표상구문(presentative construction)이라는 것이 있다. 다 

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4) a. A grocery is across the street. 

b.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4a)는 정 상적 인 구문인데 반하여 (4b)는 장소부사구가 동사의 앞에 냐와 

있다. 화자는 (4b)를 발화함A로써 식 료품 가게 가 걸 건너 펀에 u싼히 보인다 

는 것을 강조한다. (4b)와 같은 구문을 표싱구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particle과 동사로 구성 된 구동사 (phrasal verb)의 particle이 동사 

앞으로 나와서 표상구문을 만드는 데 는 몇 가지 제 약이 있다. 우선 다음 예 

문들을 비교해 보자. 

(5) a. Tte tree fell down. 

b. Down fell the tree. 

(6) a. The car broke down. 

b. *Down broke the car. 

(5a)는 (5b)에 서 처 럼 표상구문이 가능한데 만하여 (6a)는 (6b)에 서 보듯 

이 표상구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5a)의 down은 문자 그대 로의 장소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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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서 (6a)의 dowπ은 문자 그대로의 장소부사 

척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표상구문을 이룰 수 있는 구동 

사의 particle은 구체적 의미를 지녀야지 추상적인 의미를 가져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장소부사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표상구문올 이루는 필요조 

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옷띈다. 장소부사는 또한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a. 융Apart came the toy. 

b. * Aside stood. the soldier. 

(7a)에서 장난감이 분해되는 것이 그렇게 생동감을 주지는 옷하며 (7b)에서 

도 병사가 옆!!...로 비켜서는 것이 그리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7)의 예운들은 표상구문￡로서 적절하지 옷하다. 

그러 냐 비 교적 극적 이 아닌 particle도 반복해 서 쓰면 극적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다. 

(8) a. ?Over flopped the dolphin. 

b. Over and over flopped the dolphin. 

(9) a. ? Around turned the carousel. 

b. Around and around turued the carousel. 

(8a)에서 보듯이 돌고래가 한 번 재주를 넘는 행위는 그리 눈에 확 띄지 않 

지만 (Sb)에서처럼 되풀이해서 여러 번 재주를 넙흐면 그것은 훨씬 생동강 

을 더해준다. 마찬가지로 (9a)에서처럼 회전목마가 한바퀴 도는 것보다 두 

바퀴 이상 되 풀이해서 돌연 훨씬 더 눈에 잘 띈다. 따라서 (8a)와 (9a)보다 

는 (8b)와 (9b)가 더 좋은 표상구문이 되는 것이 다. 

위 에 서 Bolinger (1977)는 비 교적 극적 이 아닌 (relatively undramatic) 이 

란 표현을 씀으로써 particle을 undramatic한 것과 dramatic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Bolinger (1 977)의 이러한 구 

분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일이다. 

5. 야구경기 해설메 자주 쓰이는 particle의 용례 

여러가지 운동경기 중에서도 특히 야구는 선수들의 순발력이 매우 중요한 

활력이 넘치는 경기이다. 따라서 선수들의 활력에 찬 야구경기를 해설하는 

데는 자연히 생동감 넙치는 표현들이 많이 쓰이기 마련이다. 필자는 그러한 

표현을 이 루는 데 쓰이 는 particle 이 야말로 dramatic한 particle일 것 이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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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하에 1984년 도 미 국 메 이 저 리 그의 National League와 American League 

의 Championship 경 기 와 W orld Series 경 기 를 해 설 한 기 사와 TV 방송에 서 

particle이 포함된 좋은 표현들을 수칩 •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 앞에서 

열 거 한 particle중에 서 out, up, in, down , ofJ, 0η， atνay 등은 매 우 자주 쓰이 

는데 반하여 그밖의 particle들 즉 about, across, along, arouηd， aside, back, 
by, forth , over는 비교적 잘 쓰이지 않거 냐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제 부터 “dramatic" particle의 쓰염 에 관해 서 살펴 보기 로 한다. 

5. 1. out 

out와 결합된 구동사(앞으로 펀의상 out.구통사라 함)는 타동사와 자동사 

로 쓰임을 볼 수 있는데 먼저 타동사로 쓰인 에 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10) a. Morris raced over, gloved the ball and tagged Wiggins out. 

(모리스가 칠주해서 공을 글러브로 잡아 위긴스를 태그 아웃시 

켰다. tag out는 공을 가진 손이나 글러브를 주자의 옴에 대어 

주자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 ) 

b. Gossage struck him ou t. 

(고써지가 그를 상진으로 잡았다. strike out는 타자를 상진으 

로 장다는 뭇인데 정확하게 말하연 타자가 뱃트를 휘둘렀으나 

못 맞추었을 때 는 strike him out swinging이 라고 하고 다자가 

우두커니 서서 보다가 삼진당했을 때는 strike him out looking 

이라고 한다. ) 

c. Terry Pendleton walked to knock out Dedmon. 

(테리 펜을턴이 사사구로 결어나가 데드먼을 강판시켰다. 즉 

타자인 Pendleton이 사사구로 걸어 나가자 투수인 Dedmon이 강 

판당했다는 뜻이다. ) 

d. The pitcher pitched out a ball. 

(투수가 공을 빗겨 던졌다. pitch 0ιt는 도루나 번트를 방지하 

기 위해 타자가 칭 수 없을 정도로 공을 일부러 빼는 것을 의 

미한다. ) 

e. 1’ 11 bet you 10 bucks 1’m gonna hit it out. 

(내가 그것을 때려낸다는 데에 10불을 결겠다. 즉 투수의 공을 

자신있게 쳐내겠다는 뭇이다. ) 

위의 예문들에서 (10a)- (l Oc)의 목적어는 타자나 투수인데 반하여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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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의 목척어는 투수가 던진 공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 번에 는 out-구동사가 수동형 으로 쓰인 예 문을 보자. 

(11) a. Gwynn went out of the basepath to avoid tag-and was called 

out. 

(그윈이 태그를 피하려고 주루선을 벗어났다. 그래서 아웃을 

선언당했다. ) 

b. Bevaqua was thrown out while trying to stretch a lead off 

double into a triple. 

(배 바콰가 선두주자로 나와 2루타를 치 고 3루로 뛰 다가 송구에 

걸려 아웃되었다. ) 

이 밖에 도 be forced out (봉살되 다)， be tagged out (태 그 아웃당하다) 등의 

표현이 자주 쓰엄을 볼 수 있다. 

다음에 는 out-구동사가 자동사로 쓰이 는 예 를 들어 보자. 

(2) a. Bob Dernier fl.ew out to shallow right fìeld. 

(꼼 더니어가 우익수 앞에 비구를 치고 아웃되었다. ) 

b. Leon Durham grounded out to end the inning. 

(리언 더렁이 땅블을 치고 아웃됨a로써 2회의 꽁격을 끝냈다. ) 

c. Mathews struck out. 

(애슈스가 삼진을 당했다. ) 

이 밖에 도 fiy out (비 구를 치 고 아웃되 다) pop out (높이 치 솟는 공을 치 고 아 

웃되다) foul out (파울선 밖으로 떨어지는 공을 치고 아웃되다)동 다양한 

표현들을 볼 수 있다. 

위 에 서 살펴 본 out-구동사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명 사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3) a. strikeout (삼진 ) 

b. force-out (봉살) 

c. pitchout (공을 빗 던 지 커 ) 

d. two straight fìve-hit shutouts 

(두번 계속해서 5안타만 허용한 영봉승) 

이번에는 out가 부사적으로 쓰이는 예를 몇개 들어보자. 

(14) a. With the bases lo!ided and none out Nettles hit a sacrifìce fly 

deep to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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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플스가 무사만루에서 중견수쪽으로 깊숙히 희비를 때렸다. ) 

b. San Diego had two men aboard with one out in the fourth. 

(샌디 에 고는 4회 에 l사후 주자가 두명 있었다. ) 

c. Nobody on and nobody out. 

(무사에 주자가 없는 상태 ) 

out는 또한 명사로도 쓰임을 다음 예들에서 볼 수 있다. 

(15) a. Herndon caught the final out. 

(헌던이 마지막 아웃을 장았다. ) 

b. It made the final three outs easy for Hernandez. 

(허난데스가 마지 막 세 타자를 아웃시키는 일을 쉽게 만들었 

다. ) 

이러한 명사로서의 out는 다음 예에서처럼 수식어로 쓰이기도 한다. 

(16) a. A two-out double 

(2사후의 2루타) 

5.2. up 

b. A two-out, two-strike wild pitch 

(2사후 투스트라이크 때의 폭투) 

먼저 up-구동사가 다통사로 쓰인 예 를 들어 보자. 

(17) a. Atlee Hammaker, 2-1, picked up his first victory as a starter. 

(2송 1패플 기 록한 해머커가 선발투수로서 첫 송리를 취했다. ) 

b. The second Gibson homer sewed up ‘ a victory. 

(겁슨의 두번째 홈런이 송리 를 굳혔다. ) 

이번에는 째-구동사가 자동사로 쓰인 예 를 몇 개 살펴보자. 

(18) a. Ron Cey popped up to his old Dodger teammate Garvey. 

(론 세이가 그의 옛 다저시철 동료인 가비 쪽으로 비구를 쳤 

다. ) 

b. It was a terrific catch, but it didn’ t prevent Gwynn from 

tagging up at third and coming home. 

(멋지게 공을 잡았으나 그윈이 3루를 밟고 있다가 흠A로 들 

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tag up는 외야수가 비구를 잡는 

순간 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다음 루로 진루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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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n inning later Bevaqua came up with two men on. 

(한회 뒤 에 두 주자를 두고 베 바콰가 등장했다. ) 

up-구동사가 수동형으로 쓰인 예는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람을 목적 

어로 쓰는 표현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up-구 

동사가 명사화된 것은 볼 수 있다. 

(19) Castillo caught Daryl Motley’ s foul pop-up for the last out. 

(카스티 요가 모틀리 가 친 파울성 비 구를 잡음으로써 최 종 타자를 

아웃시컸다. ) 

또한 up-구동사가 형용사적부로 쓰이는 예를 볼 수 있다. 

(20) Grubb rounded first on his way to stand-up double. 

(그러브가 당당한 2루타를 치고 1루를 돌았다. 여기서 staπd-up 

double은 타자가 서서 2루에 도달할 만큼 당당한 2루타라는 뭇 

이다. ) 

이 밖에 도 mop-up artist (끝마무리 예 술가 즉 구원 투수)， lineup jugg!iηg 

(타순을 가지고 요술부리기 즉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타순을 바꾸 

는 것)， backup catcher (뒷받침 할 포수) 등의 표현을 올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은 up가 부사적으로 쓰인 것들이다. 

(21) a. The top of the Padres’ batting order was due up. 

(파드레스댐의 타순이 일번 타자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 

b. Three up and three down. 

5.3. down 

(3자 법퇴 ; 즉 세명의 타자가 나와서 그대로 아웃되었다. 여기 

서 down은 out과 같은 뭇이 다. 

down은 out와 같은 돗드로 자주 쓰임을 다음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다. 

(22) a. Parrish called for a pitchout and gunned down the world-be 

base thief by 10 feet. 

〈패리시는 꽁을 빼도록 신호해서 도루하려는 주자를 10피트 앞 

에서 아웃시켰다. ) 

b. Milt Wilcox (17- 8) mowed down the Royals for the first 

three innings of this game by throwing mostly fast balls. 

(밀트 윌콕스(17송 8패)는 이 경 기의 처음 3회동안 주로 속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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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서 로얄스 타자들을 휩쓸어버렸다. ) 

c. That was the turning point- when Brown didn’ t get the bunt 

down. 

(브라운이 번트를 성공시키지 옷했을 때가 전환점이었다. ) 

dowη-구동사가 자동사로 쓰인 예문들도 자주 볼 수 있다. 

(23) a. Down goes Gary. 

(개리선수가 불러난다. ) 

b. Down goes the Tiger. 

(타이거스팀의 타자가 물러난다. ) 

(23a)와 (23b)는 표상구문이 므로 Gary goes down. 이 라는 정 상적 인 문장보다 

더 생동감을 준다. 

down-구동사가 명사화된 예문은 흔치 않지만 ruηdown(협 살)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rundowη은 주자가 루와 루 사이 에 서 두 명 이 상의 야수에 게 

협공 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번에 는 down이 부사적 으로 쓰인 예 문을 살펴 보자. 

(24) a. With two down in the ninth, Rich Gossage got Jody Davis 

to ground to third baseman. 

5. 4. off 

(9회 2사 때 리치 고써지는 조다 데이비스를 3루 땅볼로 잡았 

다. ) 

b. Three up and three down. 

(상자 법되) 

particle off는 사용빈도가 매 우 높A나 off-구동사가 쓰이 는 경 우는 비 교적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다음의 예 를 보자. 

(25) a. 1 fouled off a couple of his pitches then, but he eventually 

struck me ou t. 

(냐는 당시 그의 투구플 두개 파울선 밖흐로 쳐냈 o 냐 그는 결 

국 냐를 삼진시컸다. ) 

b. Ricky Herndon led off a game with a home run for the fì.fth 

time this season. 

(리키 헨던은 이벤 시즌에 다섯띤 째 판런으로 경기의 시작을 

장식 했다. 즉 신두타자로 나와 홈런을 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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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Atlanta Braves cooled off the St. Louis Cardinals in a big 

way. 

(어틀랜터 브레이브스가 센트 루이스 카디날스를 대패시켰다. 

여기서 co01 ojl는 상대팀의 공격을 무력하게 한다는 돗이다. ) 

off-구동사가 자동사로 쓰인 예 는 1ead off 하나뿐이 다. 

(26) Benito Santiago led off with a single. 

(베니 로 산티아고는 선두타자로 나와서 단타를 쳤다. ) 

lead off는 명 사화해 서 a lead-off하면 선두타자라는 뭇이 되 며 또 다음 예 

에서와 같이 형용사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27) a. Sutcliff walked lead-off hitter Camelo Martinez on four pitches. 

(서드클리프는 선두타자 카멜로 마티네스를 볼 네 개를 던져 

사사구로 내보냈다. ) 

b. Daryl Boston drew a lead-off walk and scored one out later. 

(대렬 보스턴은 선두타자로 나와 사사구를 빼내고 한 타자가 

아웃된 후에 득점을 했다. ) 

이 밖에 off는 play off(양리그의 선두 각 두 팀이 7연전을 하여 우송을 가 

리는 경기 )에서처렴 명사화하기도 하며 a playoff MVP(우승팀 결갱전 최 

우수 선수)에서처럼 형용사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off.는 전치사로서 

가장 많이 쓰엄을 볼 수 있다. 

(28) a. Lou Whitaker doubled off starter Mark Thurmond. 

5.5. in 

(루 위터커가 선발투수 마크 서몬드로부터 2루타를 빼냈다.) 

b. In the sixth, McReynolds hit a three-run homer just over the 

fence in left off reliever George Frazier, and Padres coasted to 

a 7-1 víctory. 

(6회에 맥레놀즈가 구원투수 조지 프레이져로부터 좌측 담장을 

살짝 넘기는 3점 홈런을 쳤고 파드레스는 7대 1로 낙송했다. ) 

iπ-구동사는 다음 예 에 서 보듯이 주로 타동사로 쓰이 는 것 같다. 

(29) a. Garvey drove in the go-ahead run with a single into left. 

(가비는 좌익수쪽으로 단타를 쳐서 경기플 리드하는 타점을 올 

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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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 drove in two runners. 

(그는 두 주자를 흠으로 들어 오게 했다. 즉 2타점을 올렸다. ) 

(29a)에서는 droνe η의 옥적어가 득점 (run) 인데 반하여 (29b)에서는 주 

자(runner) 인 정이 재미있다. driνe in 대신에 bat η(타점을 올리다)을 쓰 

기도 하며 단타로 타점을 올렸을 때는 single η， 2루타로 타점을 올렸을 때 

는 double in, 3루타로 타점을 올렀을 때는 triple in이 라는 m-구동사를 쓴 

다. 타점 이 란 명 사는 rιn batted in이 라고 하며 첫 글자만 따서 RBI라고도 

한다 η은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부사로도 자주 쓰인다. 

(30) a. In comes Gibson. 

(겁슨이 홉에 들어온다. ) 

b. The winning run comes in. 

(송리점이 홈에 들어온다. ) 

c. Lefferts came in with one out and walked Lemon. 

(헤퍼쓰가 일사 때 구원둥판하여 헤몬을 사사구로 걸렸다. ) 

5.6. away 

away는 다른 particle만큼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다음 예에서 그 쓰임을 

알아볼 수 있다. 

(31) a. He fouled the ball away. 

(그는 그 공을 파울선 밖으로 쳐냈다. ) 

b. But the Padres began pecking away and Petry left with the 

score tied 3-3. 

(그러 나 파드레 스가 조금씌 따라 붙기 시 작하였3며 , 피 트리 는 
3대 3으로 동점인 상태에서 물러녔다. ) 

이번에는 away가 부사적A로 쓰인 에를 들어 보자. 

(32) a. With one away in the San Diego seventh Gwynn beat out a 

single off reliever Bill Scherrer' s glove. 

5.7. on 

(센디에고 7회 공격시 일사때 그윈은 구원투수 띨 셔l 러의 글러 

브에 맡고 튀기는 단타를 쳤다. ) 

b. They are three outs away from victory. 

(그들은 세 티자만 장a만 승리하게 되어 있다. ) 

on이 동사와 구를 이루는 예는 찾기가 어 련다. 다음의 예는 그리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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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못펀다. 

(33) a. He smelled triple, and third-base coach Ozzie Virgil waved him 

on. 

(그는 3루타라고 직감했고 3루코치 오지 버질은 그에게 달리라 

고 손짓했다. ) 

b. Kennedy hopped on a fastball and sent it toward the farthest 

reaches of center field. 

(케 네디는 속구에 텀 벼들어 그것을 중견수쪽 가장 깊숙한 곳무 

로 쳐보냈다. ) 

on은 다음 예에서처럼 부사로 자주 쓰인다. 

(34) a. He homered in the ninth with one on to take the game. 

(그는 9회에 주자를 하나 두고 홉런을 쳐서 경기를 승리로 이 

끌었다. ) 

b. Nobody on and nobody out in the ninth inning. 

(9회 무사에 주자없음. ) 

그러나 oπ은 전치사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35) a. Garvey walked on four pitches. 

(가비는 네개의 볼로 사사구를 골라 걸어나갔다. ) 

b. Coleman went to second on a balk. 

(콜먼은 투수의 보크로 2루에 진루했다. ) 

c. Both runners advanced on a double steal. 

(두 주자는 이중도루로 진루했다. ) 

d. Cey moved up to third on the throw and scored on a sacrifice 

fly. 

(세이는 그 송구를 틈타 3루에 진루했다가 희비로 득점했다. ) 

e. Another run scored on a passed ball. 

(포일로 또 한점을 염었다. ) 

위 에 서 살펴 본 7개 의 particle 외 에 back과 oνer가 쓰인 예 문이 좀 있을 뿐 

그밖의 particle이 쓰인 예문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따라서 out, up, dowη， 

oJf, away, iη과 0끼은 적 어 도 야구경 기 에 관한 한 매 우 dramatic한 particle이 

고 나머 지 는 undramatic한 particle이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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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는 말 

지 금까지 우리 는 실제 예 문을 동해 서 Bolinger (1977)가 암시 한 “dramatic" 

particle과 “undramatic" particle의 구분이 타당한 것 임 을 검 증하였 다. 그리 

하여 Fraser (1 974)가 열거 한 16개 의 particle 가운데 out, up, down, oJf, away, 
in, on 등 7개 는 적 어 도 야구경 기 에 관한 한 “dramatic" particle이 라는 결 론 

을 내릴 수 있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이들 

7개 의 particle의 사용빈도가 같지 않다는 점 이 다. 즉 out와 up은 in이 나 oπ 

보다 더 자주 쓰인다는 점이다. 또 하냐는 위의 결론이 야구경기에 관한 한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이다. 민-얼 마식축구경기에 관한 예문을 수집 • 분식 

했 다띤 down이 나 back 같은 particle이 사용빈 도가 더 높 았을지 도 모르며 농 

구경기에 관한 예문을 위주로 했다면 over 같은 particle이 훨씬 자주 쓰임을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드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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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 Dramatic" Particles in English 

Choon-Hak Cho 

Bolinger (1977) has implied that a distinction can be made between 

“dramatic" and “undramatic" particles.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to 

verify such a distinction. For this purpose, a set of data is collected from 

TV commentaries on and magazine descriptions of baseball games under the 

assumption that expressions appropriate for such circumstances are full of 

“ dramatic" particles. An analysis of the data reveals that partícles 0μt ， up, 
down , oJf, away, in and 0π appear frequently in the data whereas particles 

such as about, along , aside, forth , and over seldom or never appear. It 

follows from this that the former set of particles may be legitimately called 

“dramatic"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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