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희 락 

1. 서 론 I 

한국어의 하-는 매우 다양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운법적으로 아주 복잡 

한 현상올 보이고 있다. 일반척으로 한 단어는 그 쓰임의 폭이 넓으면 넓올 

수록 그것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우선 하-의 여러 종류 

에 대해서 알아 보고 이들의 형태론척 특성과 흉사론적인 륙성올 살펴 보려 

고 한다. 그리고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방법올 제안하려고 한다. 특히， “경술어구문 

(Light Predicate Construction)"과 관련 사항들의 적절한 분석에 춧점을 맞 

출것이다. 

분포척/형태적 특성에 따라 하-를 분류하면， 독립적으로 쓰이는 하-와 

[VP+ 하-]， [NP+ 하-] 및 [AdvP+ 하-]의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 

￡로 나눌 수 있다.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술 

어， 보조술어 ( (쩍계) 한다. (쩍어야) 한다)， 경술어 ((공부) 한다. (건경) 

하다). 주술어로서의 하-는 다시 대술어 ( (피우기는) 한다. (예쁘기는) 하 

1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1993년도에 수행된 연구 과제 “제2차 
한/불 꽁동 학술연구: 경통사 구문”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비와 논문 발표롤 위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 준 서울대 어학연구소와 당시 
소장이었던 박남식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 연구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는 
각종 모엄에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어 ‘하-’ 통사의 형태/풍샤 
론적 분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대규모 한국어 어휘자료체 구성을 위한 칩담회， 
1993. 12. 20) , “ Morpho-Syntactic Classification of Korean ha (Verbs): Light 
Verb and Others" (파리 7대학 언어/자료 자통처리 연구소， 1994. 2. 11), ‘“하-’ 
통사의 분류와 ‘하-’ 구운의 구조" (형식문법이론 연구회， 1994. 4. 11),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한국언어학회 겨울연구회， 1996. 2. 13). 이 과청올 거치면서 
양척으로뿐만 아니라 질척으로 크게 보완이 되었는데， 아낌없이 조언올 해 주신 많 
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노용균， 박병수， 박청운， 윤청미， 윤혜석， 이정민， 청소 

우， 흥기선， 홍재성 교수님). 그리고 상세하게 코멘트롤 해 주신 두 분의 어학연구 
심사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흘 드린다. 본언의 견해와 상충되지 않는 한에서는 모 
두 수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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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용통사 ( (… 다고/냐고/라고) 항다) 등으로 세분할 수 었다. 

형태론적으로 살펴 볼 때， 학-의 문법척 지위는 통일한 것이 아니라 환 

경에 따라서 (독립) 단어와 “의사어/접어 (clitics) " 및 접사로 나누어진다. 

예톨 들어， [NP+하-] 형태에서 움직 임/통사성 서술명사(Verbal Noun) 

와 결합하여 경동사구문(Light Verb Construction)올 이루는 하- ((공부) 

한다)는 단어로， 상태성/형용사성 서술명사(Adjectival Noun)와 결합하여 

경형용사구문(Light Adjective Construction)을 이루는 하- ((걷갱)학다) 

는 의사어로， 그리고 피한다， 작하다 등에서의 하-는 접미사로 분석되어야 

함율 보이려고한다. 

최근에 통사론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경통사구문이다 (H-D 
Ahn 1991, K. Park 1992 등). 일반척으로 다음의 문장 (가)와 (나)는‘ 경 

동사구문으로 분석하지만， (다)와 (라)는 일반통사 구문이라고 주장한다. 

(1) 가. 철수가 영회한테 민수를 소개(를) 했다. 

나. 철수가 영희한테 소개(를) 했다. 

다. 철수가 영희한태 재미있는 소개(롤) 했다. 

라. (재미있는) 소개를 철수가 영희한테 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가-나)의 소개와 하-는 (다-라)의 소개와 하-와 

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만， 각각의 소개 

와 하-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와 (라) 문장 

에서도 영흐l한테는 하-의 논향이 아니라 소개의 논항엄율 부청할 수는 없 

을 것이다. 

기존 분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서술명사의 

논항 중 단 하나라도 명사구 바깔에서 실현되었을 경우 그 문장을 경술어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의 네 문장은 모두 경술어구 

문의 문창이다. 툴째로， 경술어구문은 두 가지 구조가 았다: “경술어구조 

1"과 “경술어구조 2". 이 둘은 각각 vp[ ... , v.[PNP+ LP]v' ]vp (경 1구조)와 

vp[ ... , PNP, v.[LP]v']vp ( 경2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PNP: Predicate 

Nominal Phrase, LP: Light Prepicate). 본 논문의 세번째 주장은， 일반척으 

로 경술어 문장은 경 1구조와 경2구조를 통시에 가지는 충의척 문장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 (나)에서는 서술명사 소개가 경1구조의 V' 내에 
올 수도 있고 경2구조의 VP 내에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 

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중의성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문장 (가)는 경 1구 

조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V' 의 바깔에는 이미 다른 NP 렌수흘이 있기 때 

문이다. 문장 (다)와 (라)는 경2구조만 가능하다. 경 1구조에서의 서술명사 

는 경2구조에서의 서술명사보다 (통사성의 정도가 더 커서) 구조상 더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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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을 받거나 이동될 수 없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위 (가-라)의 모든 문장에서 소개와 하-는 

통일 단어로 분석된다. 이 문장들이 보이는 차이점들은 두 가지 종류의 구 

조를 가청함으로써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 

분이 (다-라)의 학-를 “실체성 명사” 캡， 나무， 숙쩌l 등과 결합하는 일반 

통사 하-와 같은 종류로 (혹은， 비슷한 종류로) 분석하고 있다. 

2. 하-의 분류 

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의 분포 혹은 하- 복합체의 형태 

척 특성(구성성분)에 따라서 그리고 하-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보기로 

한다 (최현배 1971, 서정수 1991, 1994 참조). 우선， 분포적/형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독립적으로 쓰이는 하-와 [VP+ 하-]， [NPjZP+ 하_]2 

및 [AdvP+ 하-]의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요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하- 자체의 보충어(complement )3가 없이 단독적으 

로 한 문장의 슐어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비독립척 하-는 

VP, NPjZP 혹은 AdvP 둥의 자체 보충어를 취해야만 하나의 독립된 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 주술어， 보조술 

어와 경술어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술어로서의 하-는 다시 대술어 

와 인용동사 등요로 세분할 수 있다. 

하- 자체가 하나의 독럽된 통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독립된 의 

미가 없느냐에 따라서 “다기능어설， 허형태설， 허형태와 본통사성 풍의 겸 

2 0 1 부류의 하-와 결합하는 어근은 주로 NP이지만， 어근이 독립성이 없기 때 
문에 그 품사를 밝힐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특히， 깨끗하다나 πl앙하다에서 

처럼 “경형용사”와 결합하는 “상태성” 어근일 경우， cf (24)). 이 논문에서는 이 
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NP/ZP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3본 논문에서는 보충어 (complement)와 논향(argument)을 다소 다른 의미로 사 
용한다. 보충어는 한 어휘 요소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지만 주어나 목척어 풍 전체 
문장의 핵심척인 부분이 아닌 국부적인 촉면에서 요구되는 것들이며， 논향은 문장 
의 핵심요소를 지청할 때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에서， 

i ) 철수가 영어롤 [공부를 한다]， ii) 철수는 사과를 [먹어 보았다]. 

동사 하-와 ~-는 용부흥과 펙어를 각각 보충어로 취하여 독립척인 술어가 펀 

다고 가청한다. 그리고 문장의 논향인 주어와 목적어 둥은 이들 술어와의 관련에 
의해 정의되는 요소이다. 보충어와 논항의 구멸을 도입하는 주된 목척윤 통사롤 
분류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특청한 이론내에서는 이 구분이 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율 것이다. 이 구별을 반영하는 이론에서는 보충어와 논향이 각각 다 
른 단어에 의해 허가훨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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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셜， 대동사/통사화소설， 본통사셜， 복합어 형성 요소설， 포괄통사셜” 퉁 여 

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서정수(1991 ， 1994)는 모든 종류의 하-에 

대해서 그 자체로서는 실질척 의미가 없고 형식척 “허형태”라는 주장을 펴 

고 있다F 이런 가정하에서， 서청수(1994: 575-586)는 하-의 기능을 i ) 

서술 형식 대행 기능， ii) 륙정 상황 통사 대행 기능과 ili) 륙청 용언의 대 

치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든 종류의 하-가 허형태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언용동사와 보조술어로 쓰인 하-와 [NPjZP+ 
하-] 형태 충 “실체성" NP와 결합하는 하_((1양/나무/숙계…) 한다)는 

(비록 부분척이라 할지라도)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술어의 역 

할윷 할 때와 “버실체성” 서술명사와 결합하는 경술어의 역할올 할 때에만 

실질적 의미가 없는 허형태라고 본다. 

하-의 종류를 살펴 보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분포/형태를 기준으 

로 하여 하위 단락올 나누고 각 단락에 속하는 여러 하-는 각각 어떤 기 

능을 하는지 살펴 보겠다. 

2. 1. 독립적 하- (대술어， 인용동사) 

(특정 형태의) VP 혹은 NPjZP 등 륙별한 종류의 보충어를 요구하지 않 
고 독럽적으로 쓰이는 하-가 있는데， 기능상으로 보면 대술어와 인용통사 

로 나눌 수 었다. 대술어적인 역할을 하는 예들올 먼저 살펴 보자. 이컷들 

은 서정수(1994)의 부류 (iii) (특청 용언 대치 기능)에 속하는 예들이다. 

(2) 가. 빨리 학교에 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cf. 그러겠습니다). 

나. 이 꽃이 아름답지? 예， 그러합니다 (cf. 그렇습니다). 

(3) 가. 영회가 탑배롤 피우기「는/도/만/조차/야」 한다. 

나. 미영이가 예쁘기「는/도/만/조차/야」 하다. 

(4) 왔다 겠다 한다， 앉거나 서거나 한다， 가고 오고 한다 (서청수 1994: 

584). 

(2)의 예들은 여러 언어를 살펴 보면 가장 보편척인 대술어 역할을 보이는 

것인데， 한국어에서는 그 쓰임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오히려 (3)에 

서 나오는 반복 대술어의 경우가 자연스럽고 많이 쓰인다 5 

4 “‘하다’ 자체에 여러 의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융 지양하고， 그 선행어가 보이 
는 갖가지 의미 기능과 관련지어 ‘하다’의 문제툴 다루는 컷이 마땅 ... " (서청수 
1994: 571). 

5 (3)의 술어 하-훌 “ Echoed VerbjAdjective"라고 하기도 하고 “시인 보조 술 
어”라고 붐휴하기도 한다 (남기심， 고영근 1993: 125). (3)의 문창들율 경술어구 
문으로 분석하는 학자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의 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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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술어 하-는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분포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 

렇지만 그 제약은 구조에 의한 외부척 제약이든지 하-가 대행하는 원래의 

술어에 기언하는 것이지 대술어 하- 자체가 따로 보충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에서 그행계 하-는 문장의 논항과 술어를 포함하는 

단위인 학교에 가-롤 대신하고， 그석하-는 아훌담-율 대신한다.6 (3)에 

서는 그 구문의 륙성상 하-가 주어진 위치에 나오게 되는 것이며， (4)의 

경우에도 구조척 요구나 대용적 성격에 의해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독립 술어적인 역할을 하는 다른 경우로 (직접) 언용을 나타내는 하-가 

있는데， 다음의 예들에서 이 용법을 볼 수 었다? 

(5) 가. 나는 “이젠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 북소리가 “퉁퉁” 하고 울렸다. (남기섬 1973) 

여기서의 -하고를 하냐의 새로운 인용조사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남기 

심， 고영근 1993: 385-386), 이는 억양까지 그대로 흉내낸다는 의미에서 

직접인용조사 -라고와는 기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동사의 활용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척이리라고 생각한다. 

(6) 가. 영희는 “이젠 살았구나" r하고/하며/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냐. 영희는 “이젠 살았구나” 했지만 철수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다‘ 

다. 여기서는 천둥소리가 “우르롱 구르풍” 하는구나. 

이 예들이 보여 주듯이 학-는 활용을 하며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문창을 

끝맺기도 한다. 

술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읍 ( i )의 문장들과 구조가 갈으며， 차이는 단지 두 
번째에 반복되어 나오는 술어가 하-에 의해서 대치된 컷이다. 

i ) 가. 영회가 담배를 피우기는 피운다. 냐. 미영이가 예쁘기는 예쁘다. 

경술어 분석에서는 (3)의 문장들과 이 문창들의 관계를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 

울 것이다. (3) 의 “경통사”롤 주술어로 대치하는 규칙이 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 

지만 이런 규칙은 객관척인 타당성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류시종(1995: 
91)은 이 동사졸 “형식용언에 가까운 보조용언”이라고 규정하고 었다. 

6그허하-의 경우에늪 대행하는 요소가 주어 이외의 논향을 요구하지 않는 아츰 
당-이기 때문에， 어학연구 심사위원 충의 한 사랍이 지척했듯이， 하-가 그혀

롤 보충어로 취하는 “대형용샤”로 굳어진 표현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7 류시종(1995: 91)은 (5)의 하-롤 “보문용언 범주와 형식용언 범주의 경계에 
있는 언어요소”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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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우리는 하-가 어느 정도의 독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 

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5)의 예들이 보여주는 인용의 하-가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하-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인용의 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용의 대상에 제한이 없 

기 때문이다P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하-가 앞에 나오는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물려 받을 일정한 근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특 

정 상황을 상청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인용의 하- 동사가 언용조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살펴 보자. 

(7) 가. 철수가 어제 “영회는 정말 예쁘다”라고 「했다/말했다J. 

나.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산골짜기에서 깊은 바다로 헤엄쳐 간다고 

「했다/말했다J. 

다. 그는 서울의 언구가 얼마냐고 「했다/물었다J. 

라. 순이는 영회에게 많이 먹으라고 「했다/말했다J. 

마. 철수는 빨리 학교에 가자고 「했다/말했다J. 

서정수(1994)의 분류에 따르면 위의 예들은 부류 (i피) (특정 용언의 대치 

기놓)에 속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예에서 하-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동사 

냐 비슷한 종류의 통사를 대치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 본 대술어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 

령， 문장 (나)에셔 했다는 ‘사람들이 ...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정 

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말했다는 어떤 사람이 직접 말한 것을 묘사하는 기능 

을← 가진다. 문장 (라)가 나타내는 상황에서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로) 먹으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으라고 I갖 

했을 수는 없는 것이다. 

2. , 2. VP+하-(보조 술어) 

술어 하-가 다른 VP에 뒤따르면서 여러 의미/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는 

데， 이 때에는 구문에 따라 그 VP가 일정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8) 가.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감기약을 먹게 하신다. 

나. 양심을 발통케 한 까닭인 듯하다. 

다. 칼숨을 홉수시키는 퍼센트를 다르게 하는데 

라 r아름답게/즐겁게」 한다. 

8 (5)의 하-는 “인용형 (citation form)"올 논항으로 취하는데， 인용의 대상은 륙 
별한 제약이 없이 (언어외척인 것까지도 포함하여) 아무 것이나 될 수 있다. 이련 

의미에서 여기서의 하-는 XP롤 논향으로 취하는 통사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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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시의 화자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나. 현실의 곤핍을 주저 없이 대처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 독자들에게 느낌이 좋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었다. 

(10) 가. 이 산을 념어야 한다. 나. 너는 언제나 건강해야 한다. 

(11) 가. 영희는 철수를 미워 한다. 나. 그녀는 언제나 추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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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영희는 가려고 하였다. 나. 철수가 그 책을 홈치려고 하였다. 

다. 영수는 좀 더 솔직하려고 했다. 

라. 이제부터 좀 정직하려고 (노력)해 봐. 

(13) 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한다. (서정수 1994: 585) 
나. 나는 그 애가 좀 더 용감했으면 한다. 

예 (8-9)에서 하-는 ‘사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VP- 계]와 [VP

도흑]의 형태를 보충어로 취한다. (10)에서는 [vP-어야J9의 형태를 취하 

고 ‘당위’의 뜻을 갖는다. (11)에서는 [vP- 어]의 형태를 취하며 VP내의 

심리형용사가 타동화되는 것을 보여 준다 (“De-emotionizer"). (12-13)에 

서는 [vP-( 으)려고]와 [VP[PAST]- 으켠]의 형태를 취하여 각각 ‘의도’ 

와 ‘바람/희망’을 나타낸다. 

위의 예들에서 10 하-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의 역할이 각각의 경우에 다르다 

는 것이다. 개별척으로 특별한 형태를 취하며 나타내는 의미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각 구문에서 하-와 이것이 취하는 보충어언 하위 통사와의 

관계도 일정하지 않다. (8-10)과 (12-13)에서는 보충어로 형용사나 통사를 

모두 취할 수 있는데， 하-는 언제나 통사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었다. (11) 

에서는 심리형용사만 보충어로 취할 수 있으며 결과는 언제냐 통사이다. 

하-에 독립척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련 차이를 설명하기가 상당 

히 어려울 것이다. 자체의 의미가 없으면 이런 모든 차이는 하-가 취하는 

9 노용균(구술)은 ‘당위’의 뭇을 나다내는 vp-어야 한다의 표현에서 [Vp-어 
야]는 하-의 보충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당위’의 의미는 [Vp-어야] 

를 보충어로 취하는 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자체의 의미에서 나용다 

고 한다. 그러나 상에 가야 범융 갱는다 풍의 표현에서는 ‘당위’의 뜻보다는 ‘조건 

(only if)’의 뭇이 훨씬 캉하다. 
10 [vp+ 하-] 형태의 표현이 단순히 (복합) 단어가 아니라 구라는 사실은 다음 
과 갈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i ) 가. 먹고 자게 하셨다. 나.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하- 앞의 vp 부분이 첩속이 될 뿐만 아니라 “한청사"도가 멋붙어 반복이 되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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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어에 의해서 결청되어진다고 해야 하는데 11 이련 설명은 거의 불가능하 
다고본다. 

(14) 약올 「먹게/먹도록/먹어야/먹으려고/먹었으면」 한다. 

이 모든 구문에 보충어로 통사 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 자체의 의 

미가 없다면 ‘사통’， ‘당위’， ‘의도’ 등의 의미 차이는 -계도흑어야， 

-려고연 풍의 요소에서 나옹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예롤 들어， 다음 

과 갈응 경우 -계는 ‘사동’의 의미와는 무관하다. 

(15) 가. 크게 보인다， 잘게 부순다， 쉽게 해결한다 

나. 주민들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업게 되었다. 

언어 보편척인 측면에서도 위에 나열된 것과 갈은 “작은 요소들(parti

cles) "야 운법척 의미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고 하-와 같은 

내용어가 ‘사동’ 등의 의미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척이라고 한다 (박청운， 구 

술). 

부청문에서도 하-가 (내재적으로) 나타난다 12 

(16) 가.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아니/못」 한다 (cf. 않는다/못한다*안 

한다). 

나. 영회가 예쁘지 「아니/못」 하다 (cf. 않다/못하다*안 하다). 

여기서는 아니/웃 하-의 분석여하에 따라서 하-와 [Vp- 지]의 관계가 

칙접척으로 맺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와 [Vp- 지]의 관련성은 부인 

할 수가 없다. 

11 하-가 ‘사통’， ‘당위’ 풍의 의미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취 
하는 보충어와 관계없이 그 의미가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술어 
가 그렇듯이 갈윤 단어라도 그컷이 취하는 보충어나 논향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었다. 그렇지만 보충어의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고 해서 그 슐어가 독립척인 의미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2 4장에서 찰펴 보겠지만， 부청의 하-는 보충어 [VP- 지]의 상태성 (stativi

ty)율 그대로 보전하기 때문에 이 VP의 상태성에 따라서 동사가 되기도 하고 형 
용사가 되기도 한다. 대술어와 경술어도 갈은 성격을 보이고 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부청의 하-를 경술어로 보는 견해도 있2..나， 대술어척인 성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의 [VP- 지 「아니 하 (않)/뭇하J-J는 영어의 [do 
lcan/be not VPJ의 구조와 별로 다르지 않다. 류시종(1995: 91)은 이롤 “형식용 
언에 가까움 보조용언”요로 규정짓고 있다. Cho & Sells (1995, fn. 33)에서는 

않-이 [아니 +하 -J로 분석훨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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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P (ZP) + 하-

우선， 일반적으로 경동사와 대버되어 “일반통사(heavy verb) 하"라고 

불리는 다음의 예들을 살펴 보자 (4장 참조). 

(17) 가. 영회가 「밥/나무/숙제 J{을/률) 했다. 

나. 술， 커피， 담배， {한)자리， 공장 

여기서의 하-는 서정수(1994)의 부류 (ii)에 속하는 것으로서， 륙정한 

화용론척 상황에서 이해되는 서술적 의미와 서술 형식을 함께 대행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양 하다의 의미는 우리의 언어 문화 생활의 환경에서 관 

용화되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 (p. 582). 즉， 하- 자체는 독립척 의미 

가 없고 관련된 특정 상황올 나타내는 통사를 대행하는 기능만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하-가 구체척으로 어떤 통사를 대행 

하는지를 밝힐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숙계 하다와 나무 

하다의 하-가 대행하는 동사가 있어야 한다숙계 풍다나 나무 에l다와는 

의미가 다르다. 다음의 예를 살펴 보자. 

(18) Q: 너회를 지금까지 「무엇을/뭘」 했니? 

A: 영희는 「이/저/그」 것을 하고 철수는 아무 것도 안 했다. 

여기서는 하- 이외의 통사로 해당 상황을 나타낼 수가 없을 것 같다. 하

가 독립적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문제로， 하- 자체의 의미가 전혀 없다면 왜 이 통사는 모두 주어 

로 행위자(Agent)만을 취하며 다른 논향으로는 직접목척어만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가 대행하는 륙정 상황 통사가 행위자를 주 

어로 취하는 통사만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반면에 (17) 의 하-는， 비록 결합할 수 있는 선행 명사는 (관용적으로/숙 

어적으로) 제한되어 었다고 할지라도， ‘someone does something'의 의미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동사라고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훨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통사 하- 구문을 [NP/ZP+ 하 -J의 한 부류로 다루 

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하-는 2.1에서 살펴 본 독렵척 하-의 한 종 

류로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선행명사는 하- 자체의 보충어 

가 아니라 일반통사로서의 하-의 논향이기 때문이다. 즉， [NP+ 하 -J 복 

합체 전체가 하나의 술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가 홀로 그 운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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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성이 없는 선행요소와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다음의 예들도 얼반통사 

학- 구문￡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 (학생 인) 양 한다， (먹는) 체 한다， (우는) 척 한다. 

서청수(1994: 577)에서는 이 의존명사들이 비실체성 명사이기 때문에 경동 

사 하-와 결합하여 경통사구문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다음에 

살펴 보겠지만， 어떤 명사가 비상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융칙엄이나 상태성올 나타내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의 

존명사 자체가 움직임의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또 

한， 의존명사와 하-가 결합된 단위를 하나의 단어로 보고 보조 술어로 처 

려하려는 경향도 있는데 (류시종 1995: 99- ), 기능적￡로는 비슷한 측면 

이 있을지라도 형태/분포적으로는 보조 술어로 볼 수가 없다. 

Ç20) 가. 철수는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는 체를 한다. 
나. 그 사람은 워낙 아는 체를 잘 해서， 사람들이 많이 속는다. 

명:사 혜 다음에 목척격 조사가 올 뿐만 아니라 이 명사와 학- 사이에 일 

반부사가 삽업될 수도 있다. 단어성 보조 술어는 이런 성향올 보이지 않는 

다 •. 

결론척으로， 위 (19) 의 예들도 (1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통사 하

구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불완전 명사가 야 하-와 결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숙어척/관용적인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미적￡ 

로 볼 때， (1 9)의 예들은 주어가 모두 행위자이며 ‘someone does some

th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3 

하- 복합체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옴 것이 바로 [NP+ 하-J 복합 

체언데， 그 중에서도 NP가 통사성 서술명사일 때는 “경통사(기능동사) 구 

문”을 이룬다. 이 구문은 여러 가지 특이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론척인 

측면에서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1) 영희가 영어를 공부(를) 한다. 

다음의 3장과 4장에서 살펴 보겠지만， 이 구문은 많은 논란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통사성 서술명사 

(“통사성 선행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서정수 1991: 177, 

13 일반통사 하-가 ‘someone does something'의 의미롤 가지고 있다고 할 때， 
(1 9) 의 문장에서는 ‘something’에 해당하는 의미 부분이 어느 정도 추상화되어 

‘pretense’와 같은 의비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가 었다 (cf. make a pre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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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77; J-R Kim 1993: 540-541 풍 참조). 

(22) 가. 사랑， 자랑， 간직， 차지， 이야기; 절， 일， 말， 생， 곱， 굿; 놀음， 
다짐， 칼부렴， 내기， (공)놀이， 노름， 싸움; 손질， 도둑질， 서방 

절， 계접질 

나. 운통， 연습， 창난， 회피， 성공， 생각， 결정， 걱청 ; 욕， 곡， 청， 

명，정 

다.사망，작고，변화，건조，성장，존재; 액화，고체화，현대화，기계 

화， 민주화 

라.빨래; 선물，편지，식사，전화 

마.드라이브，스톱，스타트，미팅 

(가)는 순수 우리말 목록인데， 다음절어， 단음절어， 동사의 명사형， 동작성 

이 없는 명사에 -작이 붙어서 동작성을 띠는 단어 풍 여러 가지 종류가 

었다. (나-다)는 한자어의 목록으로 여기서도 유형은 다양하다 14 대부분의 

명사는 (사람의) 통작이나 행위를 나타내지만 (다)의 명사들은 (샤물의 수 

동적 변화 등) 자연의 작용을 나타내는 명사들이다.15 (라)에는 우리말과 한 

자어가 섞여 있는데， 실체성의 의미와 비설체성의 의미를 통시에 가지고 있 

는 단어들이다. 버실체성의 의미로 쓰일 때 경통사구문을 형성할 수가 있 

다. (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 이외의) 외래어도 이 구문의 서술명사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었다 16 주로 원래의 언어에서 통사와 명사가 형태가 

갈을 때는 그 형태로， 그들의 형태가 다를 혜는 명사형으로 차용되어 쓰이 

는 것 같다. 전자의 예로， 드라이브홀 종낀다， 스톱이 어껍다， 스타트가 출 

다 등의 표현에서는 해당 차용어가 모두 그대로 전형적인 일반명사로도 쓰 

인다는 것을 얄 수 있다. 후자의 예는 αl팅 갈은 것이 있다.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구문 (21)에서 하-를 경통사라고 하 

는 가장 큰 이유는 하- 복합체의 논향구조가 서술명사에 의해 결청되고 

하- 자체는 독렵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1)과는 다른 구문이지만 일 

종의 경술어구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었다. 

14 “ More than half of Korean verbs are made up of a Sino-Korean verbal noun 
and the verb ha-" (K. Park 1992: 17). 

15 사양， 작고 통은 사랑에 대한 서술어로 사용되지만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작 
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독입과 협휴는 행위와 작용의 의미률 동시 

에 가지고 있다. 0-1.흥과 같은 서술명사는 주어롤 내채척으로 함유하고 었다는 점 

에서 륙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16 국립국어연구원(1995)에서는 국어생활어l 꼭 필요하지는 않은 “순화대상”까지 
롤 합쳐서 약 80개 청도의 통사성 [외래어 NP+하-] 항목윷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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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 영수는 성실하다그 개는 성설하다*이 막대기는 성실하다 

나. 영수는 이상하다， 그 개는 이상하다， 이 막대기는 이상하다 

다*영수는 찰막하다*그 개는 쩔막하다， 이 막대기는 쩔막하다 

여기서 주어에 “주제 (Theme)/수동자(Patient)"라는 의미격을 푸여하고 륙 

청의 주어하고만 결합하는 성격은 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의 선행요 

소에 의해 결청원다. 이 현상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 복합체를 하나의 

분리활 수 없는 단어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경통사구문에 상웅하는 경형용 

사구문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 17 

경형용사구운율 이끄는 상태성/형용사성 서술명사는 다음과 갈윤 것들이 

었다 (서정수 1991: 177, 1994: 577 참조).18 

(24) 가. 양전， 점잔， 고요; 부촉， 건강， 신버， 이상， 피로， 행복， 가난， 다행 

나.깨끗，쩔막，날씬，개운，남짓，비슷，따풋，포근，조용，씩씩，딱 

다.미안，충실，간편，미세，척당，중요，유해，유리，우수，찬란，간 

단，억옳，현명，지루 

라.믿음칙，큼칙，듬직，봉직，먹음칙，묵직 

마 19 로맨틱， 섹시， 유머러스， 코믹， 허스키 

(가)는 어근이 (부분척으로) 독립성이 있는 고유어 및 한자어 명사이다. 

(나)와 (다)는 독립성이 없어서 하- 복합체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는 고유 

어 및 한자어 어근이다. 사실 이런 경우는 다른 곳에서 독립척으로 쓰이는 

예가 없기 때문에 이 어근의 품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라)의 예는 

술어의 명사형에 -객이라는 첩사가 붙어서 상태성을 나타내는 어근으로 

바뀐 것이다. (마)에서는 외래어 형용사가 어근 역활올 하는데， 영어에는 

17 J-I Yeom (1994: 658)은 형용샤성 서슐명사에 한청사가 불융 때만 경술어 
구문율 형 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tative nouns can be used in LVCs only 
when a delimiter is attached to them"). 우리는 이 논문에서 경통사(구문)와 경형 
용사(구문)률 합쳐서 경슐어(구문)로 지칭한다. 

18 (19)에서 살펴 본 [의존명사+하-]의 통사 구성체에서 우리는 이 의존명사 
가 통사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반통사라고 주창했다. 이에 상웅하는 형용사 
구성체도 있다. 

i) (가는) 듯하다， (당당해 철) 법하다， (들어갈) 만하다， 
(다철) 뻔하다 (cf. 크게 다철 「뻔한1*뻔하는」 사건이 종종 얼어난다) 

이 표현틀에서 의존명사가 어떤 상태률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형용 
사가 아니라 얼반 형용사로 보는 것이 타당활 것 갈다. 

19 국립국어연구원(1995)에서는 (24마)에 추어진 다섯 단어만 국어생활에 꼭 필 
요한 것A로 인정하고 있지만 ιl엇학다. 스따르하다 풍의 순화대상율 포함하여 30 
여 개의 형용사성 항목율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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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형용사의 의미를 지닌 상태성 명사가 없어서 형용사가 그대로 쓰이는 

것 갈다. 

위에서 살펴 본 [NP/ZP+ 하-] 복합체 이외에 다음과 감은 하- 복합 

체가 있다 (H-D Ahn 1991: 32, 서청수 1994: 577 참조). 

(25) 가. 뭇하다， 벗하다， (소외) 당하다， 더하다 (+ ); 

피하다，속하다，향하다，통하다，청하다， 취하다，천하다，노하 

다， 변하다， 구하다， 대하다， 가하다， 감하다， 제하다， 권하다; 

버롯하다 (*버룻을 하다?*비롯응 하다)， 버릇하다， 이룩하다. 

나. 착하다， 참하다， 흔하다， (발길이) 뜸하다， 숱하다， (눈에) 선하 

다， 못하다; 분하다， 흉하다， 약하다， 강하다， 편하다， 추하다， 곤 

하다，귀하다，망하다， 연하다，진하다，순하다，독하다，박하다; 

불과하다. 

다. 대한/대하여/대해서， 관한， 의한， (3시를) 기한， 위한， 즈음한， 

불구하고. 

(가)의 단어들은 통사이고 (나)에 나오는 단어들은 형용사이다. (다)의 예 

는 불완전한 활용을 보이는 것들이다. 위의 단어들은 주로 어근이 한 음절 

어이지만 20 에훗하다. 배훗하다처럼 두 음절인 어근들도 있다. 서정수 

(1994: 580)에서는 위의 하-가 선행어에 서술 형식을 갖추어 주는 대행 

기능올 한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 접미사로 여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능만으로 문법단위의 지위를 논할 수는 없다. 형태척 

륙성과 기능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 보겠지만 

(25)의 예들은 전체를 하냐의 단어로 보고 하-는 접미사로 분석해야 될 

것이다. 앞에 나오는 하- 복합체와 비교해 보았올 때 두드러지는 차이는 

(25)의 경우는 (22마)와 (24마)에서 볼 수 있는 “생산성 (productivity) "이 

없다는 것이다. 

2.4. AdvP+ 하-

마지막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부사구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체를 이 

룰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의 2.3에서 본 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0 C. Lee (1973)에서는 이 부류의 명사는 예외 없이 단음철(“unexceptionally 
mono-syllabic")이라고 주장했으며， K. Park (1992: 13(fn 4) , 57- )에 의하면 

일본어에서는 단옴절/다음절의 음철수 차이에 따라 경통사의 형태가 다르다고 한 

다(‘-Zlru’ vs. ‘-s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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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 (청성올) 다 하다 (cf. *정성(올) 하다). 

나. 우리는 정성을 다 했기 때문에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이다 

(cf. 다하다 (30가) ). 

(27) 가. (울기를/때리기를) 거륨 하다 (cf. ?*r울기/때리기 J(를) 했다).21 

나. 동생은 울기를 거품 하여 아빠께 용돈을 얻어 내었다. 

그 사랑은 때리기를 거룹 하여 그 애를 쫓아 내었다. 

다 하다나 거등 하다와 갈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의 다와 거등은 하-를 

수식하는 일반 부사가 아니라 하-가 요구하는 필수요소이다. 만약 이것들 

이 일반 부사라면 갱성(웅) 학다나 웅기(흥) 하다가 가능한 표현이라야 한 

다. 다음의 예들도 비슷한 유형의 부사구 결합을 보이고 었다. 

(28) 가 r가까이/멀리」 할 수 없는 서척. (cf. *할 수 없는 서적) 

나 r오래/결에」 하고 싶은 친구. (cf. *하고 싶은 친구) 

다. 언제나 결에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샤람. 

여기서도 부사는 단순한 수식의 기능을 하는 수의적인 성분이 아니라 하

의 보충어 역할을 하고 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부사구 결합의 예들은 부사구 자체에 통사성이나 형용 

사성의 술어적 흑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를 경슐어로 볼 수는 없 

다. 이렇게 볼 때， 이 하-는 법/숙계/나우/… 하다의 하-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일반통사로 분류되어야 하며 어떤 종류의 부 

사와 결합하느냐는 숙어척/관용척 요인에 의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련 의미에서 여기서의 하-도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독립적인 하-이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부사구 결합의 예들은 경술어로 취급될 수 있는 종류 

이다. 

부사구와 하-가 결합하는 경우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은 양태부 

사 (의성/의태부사)와 결합할 때이다. 

21 다음의 (가)처렁 [NP- 훌]이 대조척으로 쓰인 문장은 괜찮다는 지척이 있다. 

i) 가. 내가 그애를 밀기롤 했니 때리기롤 했니? 
나. 우리는 하루종일 서로 「밀기만/때리기만J(올) 했다. 

문창 (나)의 경우에는 [NP- 훌]이 훌로 쓰얼 수도 있는데， 강은 종류의 하-인지 
다른 종류의 것 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나 부사구롤 요구하는 (277})의 학-와 

는 종류가 다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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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 반짝(반짝)， 어물어물， 소근소근， 흔들(흔들)， 중얼충얼， 삐걱삐 
걱， 달량달랑， 출령출령/철령 철령. 

냐. 어마어마， (머리가) 부수수， 미끈미끈， 화끈화끈， 어리벙벙， 조마 

조마， 알록달록， 둥글풍글， 반들반틀， 거철거철， 무시무시， 깜깜， 

울긋불긋， 기르스름， 파르죽죽. 

(가)에 쓰이는 하-는 통사로서 관련된 부사는 의성부사와 의태부사가 었 

다. (나)의 하-는 형용사인데 주로 의태부사하고만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사(적인 요소)와 결합하지만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하-를 (파생)접사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었다. 

(30) 가. (기력이) 다하다(개보다) 더하다 (cf. (257r) 더하다 (+ )), 

(머리가) 명하다， (코허리가) 쩡하다 (남기성， 고영근 1993: 
385). 

나‘ 「이/저/그」러하다 (cf. r 이/저/그」렇다). 

(가)의 다， 더， 맹， 껑과 (나)의 r이/저/그 j허가 부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분리되어 쓰일 수 없기 때문에， (25)의 경우에서처럼 전체를 독립된 단어로 

보고 하-는 접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형태론적 특성 

2장에서 하- 복합체가 구성요소와 분포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 과정에서 하-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 

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이 장에서는 그 각각의 하

가 형태론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 보 

겠다. 하-의 문법적 지위는 통일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하냐의 (독 

립된) 단어로 분석필 수도 있고 첩사로 분석될 수도 있으며， 혹은 제3의 단 

위로 분석될 수도 있다. 

3.1. “의사어/접어( c1itics)"와 한국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훌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단위 

인 단어와 의존척인 역할밖에 못하는 (굴절)접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S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단위언 “의사어/접어 (clitics) "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자연어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중간 성격의 단위를 가 

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청도로 관련 연구가 



424 채 회 락 

많이 되어 었다 (Nevis, et al. 1994 참조). 문제는 한국어의 분석에서도 이 

런 단위폴 가정해야 되며， 존재한다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느냐 하는 것 

이다. 

의사어라는 것이 하나의 동질척인 우리롤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버슷한 

성격울 가진 것들올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야지만 개략척으로 

다음과 갈이 청의를 내렬 수 있다. 

(31) Clitics (Zwicky and Pullum 1983, Zwicky 1985): 

Elements with some properties of inflectional morphology and 

some of independent words. 

위의 청의에 따르면 의사어는 한 가지 기준 이상에서 굴절접사의 성격올‘가 

지고 있A며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서 단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단위이다. 

한국어에도 의사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나요기 시작했는데， H. 

Kuh (1988)와 Y. No (1991)는 격조사와 다른 몇몇의 명사 첨가어 (nomi

nal particles)il- 의사어라는 주장을 했으며 Lapointe (1991)는 통사 첨가 

어 (verbal partic1es)의 일부가 의사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M. Oh (1991) 

는 “서술격 조사” 이-가 의사어라는 견해를 설득력 있게 펴고 있다. 의사 

어 분석의 한 예로， H-R Chae (1 991)에서는 우리말의 명사 복합체가 대체 

적으로 (cf. H-R Chae & Y. No 1996) 다음과 갈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2) 가 .. Stem-Der Suffix-Infl Suffix-Clitic 1-Clitic 2-Phrasal Affix 

(Clitic 1: 부사격 조사 (후치사); C2: “ XLim" 한정사; 

PA: 주격/대격/소유격 조사， “ ZLim" 한청사 (운/는. 도)) 

나. 선생-념-들-한테-만-은 (비밀이다) 

S DS IS Cl C2 P A 

우리말의 형태구성척 구조(morphotactic structure)는 어간， 파생접사， 굴절 

첩사， 의사어 1, 2 그리고 “구 첩사(phrasal affix) ，.의 순으로 연결되어 있 

다. 

3.2. 하-의 형태폴적/문법적 지위 

이제 하-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해서 논할 준비가 되었다. 2장에서 살펴 

본 하-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서 독렵척으로 쓰인 것들(2.1.)과 보조술 

어로 쓰인 것들(2.2.) 이 (독립) 단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데에 이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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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사랑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2.3.-2.4.에서 논의된 것들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통일된 의견이 

없다. 여기서는 경통사， 경형용사와 첩사로 쓰언 하-를 중심으로 살펴 보 

겠다. 

우선 [통사성 서술명사+하-] 단위를 살펴 보자. 이 단위를 단어가 아니 

라 구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S. Song 1967, 김계곤 

1969, 이상복 1975, K. Park 1992, 서정수 1994 풍; 일본어의 해당 구촉: 

Poser 1989), 이것이 분리훨 수 없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지 

배척인 것 갈다까 다음에 (5.1)절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이것이 잘못 
된 생각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33) 가. 영회가 영어를 공부 한다. 

나. 영어를 공부들 한다. 

다. 영회가 영어를 공부「만/조차/는/도」 한다. 

라. 영희가 영어롤 공부를 한다. 

마. 영회가 영어를 공부 (청말) 잘 한다. (cf. ??잘 공부 한다) 

바. 영어를 공부 하니? 응， 해. 

공부와 하- 사이에 의사어라고 할 수 있는 복수주어표지 (Plural Subject 

Marker) -플이나 각종의 한정사/조사가 끼어 들 수 었으며 (나-라)， 부 

사구의 삽업도 가능하다 (마). 이 부사구가 하- 복합체 전체의 앞에 놓이 

면 오히려 문장이 어색해진다. 전체가 하나의 단어라면 상당히 설명하기 어 

려운 현상이다. 그리고 (바)에서 볼 수 있듯이， 하-가 질문에 대한 대답￡ 

로 훌로 설 수도 있다. 여기서 하-는 대통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 

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가 대통사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 

학교에 가니? -*융， 해). 이 모든 증거들이 하-가 하나의 독렵 단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에 서술병사와 하-의 복합체가 더 이상 분리훨 수 없 

는 단어라는 중거는 거의 없다. 

공부 하다 전체가 하나의 단어라고 주장하는 사랑들은 (33나-바)는 전 

부 관련된 구인 공부출 하다에서 조사 -출이 생략된 것이지 공부 하다와 

는 직접척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창의 어려움은， 우선， 

공부 하다와 공부흥 하다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위라는 컷을 충명하고 

(33나-바)가 공부 하다보다 공부홀 하다에 더 가캅다는 것올 보여야만 한 

다. 더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 공부 작 하다는 공부홀 갯 하다에서 왔지만 

22 한글 맞춤법에서 하-와 선행명사롤 붙여 쓰도록 규정한 것도 갈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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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하다는 공부홀 하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그러 

나 하-가 하나의 단어언 입장에서는 두 쌍이 똑같은 관계에 있다. 그리고 

공부 하다와 공부홀 하다 사이에 조사 -홀에 기인 하는 것 이상의 의미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두 표현들은 “임의 변형"01라는 

서청수(1994: 578)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임의 변형의 다른 예로 다음 

과 같은 것을들고 있다. 

~34) 가. 노래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나. 거울 삼는다， 거울로 삼는다 

다. 재미 있다， 재미가 있다 

여끼서 조사가 없는 표현은 분리할 수 없는 단어라고 한다면 우리말은 단어 

와 구의 구분이 없는 말이라는 “독특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영 

우리는 앞에서 경통사 하- 복합체가 상당히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그 복합체가 비분리 단어라 

는 입장의 어려움이 었다. 우선 사전항목의 처리상 각각의 서술명사는 (독 

럽성이 있을 경우) 명사로서도 풍재되고 그 복합체의 일부로서도 풍재되어 

야 한다는 중복성의 문제가 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복합체가 생성되거나 

도.엽될 때 그것이 바로 단어라는 웅집력이 큰 단위가 되기보다는 웅집력이 

짱대적으로 약한 구가 되는 것이 훨씬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더 보편척이 

다. 더군다냐 서술명샤에 하-가 붙는 것은 지금도 얼어나는 생산적인 과청 

이다. 

다음으로 경형용사 하-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 보자. 

~35) 가. 철수는 건강하다. 

냐. 건캉들하다. 

다. 철수는 건강「만/조차/은/도」 하다. 

라*철수는 건강「이/을」 하다. 

마*철수는 건강 「정말/매우」 하다. 

바. 철수는 건강하니? *응， 해 (cf. 응， 건강해). 

여기서 하-는 경통사보다는 분포가 훨씬 멸 자유롭다. 복수주어표지 -등 

(나)과 한청사인 - ’캉/죠차 그리고 구 조사인 - 은/도 (다)는 서술명사와 

의 중간에 끼어들 수 있지만 또 다른 구 조사인 주격조사와 목척격조사는 

23 ，잦/뺏 있다의 경우에는 [마시따]와 [마디따]의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한데， 전 
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보아야 휠지도 모르겠다 (청소우， 구술). 경우에 따 
라서는 같은 소리의 연쇄가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마는 것율 보았 
다. 예를 틀어， 2.4.에서 (정성웅) 다 하다와 (기역이) 다하다롤 다르게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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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 수 없다 (라). 의사어는 그 중간에 삽업될 수 있고 구 조사는 고유 

한 의미가 있는 “특수조사”만 삽입이 가능한 것 같다. 독립 단어언 부사도 

끼어들 수 없으며 (마) 의문문의 대탑으로 훌로 설 수도 없다 (바). 경형용 

사 하-는 경동사 하-보다는 독립성의 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에 삽업될 수 있는 것들 

도 있어서 복합체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 

렇다면， 경형용사 하-는 의사어라는 가정을 세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H 

-R Chae 1995).μ， 25 즉， 통사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단어 역할을 하지만 

음운론척으로는 흩로 설 수 없는 단위라고 생각할 수 었다 26 

경통사와 경형용사 하-를 다음에 나타나는 비분리 하-와 비교해 보자. 

(36) 가. 영수가 선생님을 피한다. 

나*선생닝을 피들한다. 

다*영수가 선생님을 피「만/는/도/조차」한다. 

라*영수가 선생님을 피를 한다. 

마*영수가 선생님을 피 잘 한다. 

바. 영수가 선생님을 피하니? *응， 해 (cf. 응， 피해). 

24 경형용사가 아닌 일반 형용사 하-도 의사어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 (비가 
옹) 듯하다， (쳐수는 더욱 더 당당해작) I업하다>. 일반 형용사 하-도 경형용사와 

갈은 분포롤 보이기 때문에 형용사 하-는 모두 의사어라고 할 수 있다. 

25 (경)형용사 하-가 의사어라는 가청은 완전히 독창척인 것은 아니다. 한국어 
의 분석에 있어서 의사어라는 단위롤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랑틀은 대부분 
이것이 서술격 조사 。(-와 마찬가지로 의사어척인 성격을 가졌다고 가정을 할 

것이다. 노용균(구술)도 이전부터 형용사 하-가 의사어라는 견해를 피력한 학자 

충의 한 사랑이다. 
26 경형용사 하-가 부청 요소 안-과 결합되어 있는 다음의 문장에서는 하-가 
의폰대상체 (host)라고 분석되어 온 상태성 서술명사와 서로 떨어져 었다. 

i ) 철수가 행복_r은/만/도」 안했다. (J-I Yeom 1994: 658) 
ii ) 철수는 건강해? - 안해， 어제 큰 사고를 당했어. 
iii) 철수가 건강한지 안한지 모르겠다. 

(i-ii) 문장의 문법성에 이의롤 제기하는 사랑들도 있지만 완전히 버문법척인 
용법은 아닌 것 같으며， 문장 (iii)은 문법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익명의 성사자 
가 자료 제공).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의사어 분석에 운제가 있는 것 같지만 반드 
시 그련 컷은 아니다. 부청의 C강도 서술명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어 하-의 의존대 

상체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위의 자료롤 쉽게 설명할 수 었다. 만약 이 가 
정이 옳다면 。Z이 독립단어인지 아닌지 그 지위롤 밝히는 데에 충요한 실마리흘 
제콩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No (1988)에서는 이것을 접두사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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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선행요소인 피-와 하- 사이에 아무 것도 삽업될 수가 없다. 이 

는 피하다가 전형척인 단어 단위엄올 보여 준다. 한 단어 내부의 요소들운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없율 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외부 요소가 끼어들 수 

도 없다. 

위의 관측올 종합해서 살펴 볼 때 경통사 하-는 독렵 단어이고 (경)형 

용사 하-는 의사어이며 피하다의 하-는 첩사엄을 알 수 있다 27 비록 기 

능상A로는 모두 버슷한 역할을 하지만 형태/통사척언 역할은 분명히 구분 

이된다고할수있다. 

이제까지 2창과 3장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종류의 하- 충 [NPjZP+ 
하-]와 [AdvP+ 하-]의 구성성분울 이루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형태론척 

특성율 청리하여 간단히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갈다. 주술어의 기능올.하 

는 것으로 예를 든 것은 (접미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선행어 (NPjZP 

나 AdvP)가 관용척/숙어적으로 선택펀 것이다. 이 선행어들은 움직엄올 

나타내지 않으며 상태성의 의미도 가지고 었지 않다. 이 경우의 하-는 일 

반통사이기 때문에 선행어는 하-의 보충어가 아니라 전체 문장의 논향이 

다. 

27 한 어학연구 심사위원이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운정올 제기했는데， 이해를 
톱기 위해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왜 경통사에는 의사어가 쓰이지 못하 
고 경형용사에는 독렵된 단어가 쓰이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직접척인 당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춧첩은 경통사로 쓰이는 하-의 형 

태흔척 지위훌 살펴보니 독립된 단어이고 경형용사로 쓰이는 하-는 의사어라는 
것이다. 어떤 하-가 독립단어인 경통사이며 어떤 하-가 의사어인 경형용사이냐 

는 그것이 결합하는 서술명사의 성질(통사성 vs. 상태성)에 따라 결청된다. 둘째 
의문은 능격 경통사구문은 비능격 .경통사구문에 비해 “degraded" 된다는 것윷 어 
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데， 나중에 살펴 보겠지만， 이는 경술어구문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조 중에서 놓격 경통사구문은 서슐명사의 서술성이 더 큰 
구조 하나만 취할 수 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33)과 (35)에서 보이 

는 하-의 형태/분포척 차이률 셜명함에 있어 두 가지의 하-훌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하-훌 셜청하는 것보다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우선， 하나의 

하-만율 셜명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가놓한지 의문이다. 비록 한 륙정의 
이롱척인 훌내에서 그 차이롤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활지라도 셔슐명샤의 특성 
차이에 의거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 자체의 행동차이률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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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옆t 
NPjZP+하 AdvP+하 

단어 의사어 접미사 단어 의사어 첩미사 

@ 숙제한다 (다) 피한다 가까이한다 (사) 다했다 

주술어 iâl 
체 한다 ?(2) 

(가) ?(1) 착하다 (마) ?(3) 쩡하다 

듯하다 ?(4) 
@ 공부한다 (라) (a) 반싹반짝한다 (아) (c) 

경술어 lal 
(나) 건강하다 (b) (바) 미플미끌하다 (d) 

위의 도표를 보면 여러 곳에서 공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가 주술어로 

사용되든 경술어로 사용되든 통사일 때는 언제나 독립된 단어이고 형용사 

일 때는 언제나 의사어이다. 위의 공백충 (가-아)는 이 사실에 의해 설명 

이 된다. 공백 (a-d)는 경술어의 특성에 의해 설명이 될 것이다. 경술어라 

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술어척 형식밖에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의미역과 같은 

술어적 내용은 다른 단어나 구에서 도출되는 문장의 술어란 못이다. 그러므 

로 그 술어적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선행요소는 최소한 통사적으로는 경술 

어와는 다른 단어라야 한다. 그런데 공백 (a-d) 에는 선행요소가 술어성 요 

소와 하나의 단어로 융합된 술어가 위치하게 되는 자리이다. 

위 도표의 빈 자리 중 공백이 되는 이유를 셜명하기가 어려운 곳은 ?(1-

4) 이다. 하-와 (관용척으로) 결합하여 통사구나 형용사구롤 만드는 불완 

전 명사가 있는데， 이런 기능을 하는 “불완전 부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이 ?(2)와 ?(4) 이다. 공백 ?(1)에 나올 수 있는 항목은 [NPjZP+ 형 

용사 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 NPjZP가 (움직임은 물론 아니 

고) 상태성을 나타내지 않는 컷이다 (예를 들어， 통사 하-의 경우， 숙제 

하다의 숙계가 움직임(과 상태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한국어에 그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념짓하다와 갈은 것이 그 곳에 

들어갈 후보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종류의 표현이 었다면 전체는 형용사 

이지만 NPjZP는 상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공백 ?(3)에 

는 공백 ?(1)에 들어갈 수 있는 NPjZP와 똑같은 조건을 갖춘 AdvP가 존 

재하면 그 공백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을 떠나기 전에 술어 하-에 대해서 주창하고 싶은 가정이 하나 더 

었다. “원형이론”적 관점에서 살펴 볼 때 (cf. 류시종 1995), 하-의 근본 

바탕은 형용사가 아니고 통사라는 것이다. 다음 창에서 다시 살펴 보겠지 

만， 하-가 통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경우는 대술어， 경술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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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보조술어 역할을 할 경우이다. 그런데 이 경우의 형용사성은 모두 

다른 곳에서 전이된 것이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를 살펴 보면， 인용동사 

는 있지만 인용형용사는 없고， (부정 보조술어를 제외하고) 모든 보조 술어 

는 동사이다. 마찬가지로， 도표 (37)에서 보면， 어떤 형용사류가 있으면 그 

에 상응하는 통사류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일부 동사류에 대해서는 그에 상 

응하는 형용사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통사류 숙제하다에 상응하는 형용사 

류(공백 ?(1))와 동사류 가까이 하다에 상응하는 형용사류(공백 ?(3))는 

없다. 이렇게 볼 때， 공백 ?(1)과 ?(3)은 하-의 근본이 통사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형용사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가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쟁 

4~. 통사론적 특성과 경술어구문 

학- 복합체를 포함하는 구문의 통사적 특성요로는 여러 가지가 었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술어구문의 통사척 성격을 밝히는 데에 춧점 

이‘ 모아질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학- 복합체 전반의 특성과 경술어구 

문을 만드는 하- 복합체의 특성을 살펴 본다. 그리고 하- 복합체를 포함 

하고 있는 구문들 중에서 어떤 구문들이 경술어구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를 간단히 살펴 보겠다. 

제2장에서 하-의 여러 종류를 살펴 보았는데， 하- 복합체는 내부 요소 

(학- 선행요소)의 상태성 (stativity) 이 보전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었다 (Ahn 1991: 7- ). 결합체 전체가 내부요소의 상태 

성에 관계없이 언제나 통사， 즉 [ -stativeJ 인 경우도 있고 내부 요소의 상태 

성이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 하-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 (2.1.) 

와 파생접사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경술 

어로 쓰인 경우와 보조술어 중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내부의 상태성이 

그대로 이전되어 하- 복합체 전체는 통사나 형용사가 된다. 그외의 경우는 

내부요소의 상태성에 관계없이 복합체는 통사가 된다. 

독립척A로 쓰이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생각해 볼 때， 하-가 통사와 형용 

28 만약 (외부에서 형용사성을 물려 받은 경우에만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성을 
본질척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백 ?(1), ?(3)과 
?(4)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쳐l 하다와 등하다 

는 경술어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통사성과 형용사성은 각각 불완전 명사 혜와 
듯에서 나온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통사 피하다/다하다와 형용사 학하다/쩡하다 

의 차이도 피-/다-와 작-/쟁-의 차이에서 유래한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6장의 (113나)와 (115)에서 볼 수 있는 차이도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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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것은 대술어， 경술어와 부청의 보조술어이다. 대술 

어의 경우， 하-가 대신하는 원래의 술어가 동사이면 동사로 그것이 형용사 

이면 형용사로 된다. 부청 보조술어의 경우도 이와 버슷하다. 부청의 대상 

이 되는 원래의 술어가 동사이면 통사가 되고 그것이 형용사이면 형용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 보조술어도 일종의 대술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경술어의 경우는 선행요소의 성질에 따라서 하-의 품사가 결정이 된 

다. 이상에서 우리는 학-의 상태성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셔 결정될 때에 

만 하-가 통사나 형용사로 모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 

은 하- 자체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통사로서의 형식만 

제공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 같 

다. 하-의 상태성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자체의 의미나 

기능은 별로 없이 다른 단어의 의미/기능이 그대로 투영되고 형태척으로만 

술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가 있다. 반면에， 다른 요 

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통사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경우의 하-는 

자체의 의미/기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영 

이런 관측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서정수(1994: 575)가 “허형태성”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선행어가 동작성이면 동작성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그 형식을 갖추어 주고， 상태성이면 그런 상태성 서술어가 되는 

형식 요건을 갖추어 주는 기능을 보인다”는 주장은 모든 하-의 경우에 척 

용되는 컷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주창은 통사와 형용사로 같이 

쓰일 수 있는 대술어， 부청 보조술어와 경술어의 경우에만 척용되는 말이라 

고 할 수 있다. 통사로만 쓰일 수 있는 경우의 하-는 (어느 청도의) 독렵 

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하- 복합체 중 경술어구문(륙히， 경통사구문)을 이루는 하-는 주로 선 

행의 명사와 결합을 하는데， 이 선행명사는 아무 것이나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체성 (substantial) 명사는 하-와 결합하지 못하며 버실체성 (non 

-substantial) 명사만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 (서청수 1991: 175- ). 버실 
체성 명사는 [비상태성]， [동작성]， [작용성]의 움직 임을 나타내는 것과 

[상태성]， [비통작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 

자는 통사성 선행명사가 되고 후자는 형용사성 선행명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실체성의 명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과 상태/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양분되지는 않는다. 우선， 투지， 의욕. 자유， 인권， 총교 풍은 비실 

체성의 추상명사이지만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으며 경술어 하-와 결합 

29 물론， 그 외부의 요인이 언제냐 통사적 요소만 가능한 경우는 하-의 통사성 
이 자체의 성격 때문인지 이전되어서 그런지 결청하기가 쉽지는 않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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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없다. 그리고 2.3.의 (1 9)와 각주 18에 서 본 의존명사들도 제3의 

부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버실체성 명사 충의 일부인 

옴직임과 상태/성질올 나타내는 명사만 경슐어 하-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술명사라는 것은 경술어 하-와 결합할 수 있는 버설체성의 

명사만율 지시하는 용어이다.떼 움칙임울 나타내는 서술명사는 동사성 서술 

명사이고 상태/성질올 나타내는 것은 형용샤성 서술명사인데， 전자는 경통 

사구문옳 형성하고 후자는 경형용사구문을 만든다. 

관련 개녕율 좀 더 명백히 하기는 했지만， 어떤 [NP+ 학-] 구성체의 명 

사가 경통사 하-와 어울리는 (버실체성의) 통사성 서술명사인지 아니면 

얼반동사 하-와 어윷리는 (실체성의) 일반명사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 잘다 (2.3. 참조). 전형척 인 실체성 명사는 “사람， 동물， 물체/물질， 창소 
/시간” 풍옳 지시하는 명사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정수 1991: 175), 구 

체척으로 개별 명사률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었 

다. 예를 들어， 숙제나 빡해와 같윤 단어는 실체성 명사라고 해야 될지 버 

실체성의 서술명사라고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셔지가 않는다. 이련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해 객관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흉사론적， 의미론적 기준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미척으로 실체성 명사와 비실체성 서술명사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객관 

척 기준을 핫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강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 보자. 

(38) [N+ 용]: *밥충*먹중*나무중; 숙제중， 빨래중 (창고*간직중， 
*절충) 

30 바로 다음에 살펴 훌 우리의 기준에 따르면 아래의 운장도 서술명사롤 포함하 
는 경통사구푼의 일종인 것 같다. 

i ) 할아버지께서 송곳니롤 를니롤 하셨다. (최기용 1994: 752) 
ii) 영회는 어제 미장원에서 머리롤 했다. (cf. (43다)) 

( i )에서는 “이충목척어구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문창에서 주어는 모두 행 
위자(Agent)가 아니다 (cf. 각주 37). 만약 흥니와 떠허가 서술명사라면 실체성 
명샤도 서술명사가 필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실체성 명사와 버실체성 명사의 구분 또는 일반영사와 서술명사의 구분율 어렵 
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냐는 실체성 명사도 쓰임에 따라서 하-와의 결 
합이 상당히 생산척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얻천 하다， 책생 하다 퉁의 
말이 ‘…으로 쓰다， 대용하다’의 의미로는 실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노용균， 
구술). 어느 화장품 회사의 광고지에서 “오늘 아침， 베르당하셨어요?"라는 문구률 
보았는데， 베르당은 화장품 제품 이륨이다. 그 외에도 “빨래는 피흔하세요" (전설 
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랭에서) “ ... 가 여우했다” 퉁의 표현이 있다. 이들은 아직 자 
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수 있울 정도로 완전히 관용화되지는 않았지만 l양/떡 하다 

와 갈윤 일반명사와 일반통사 하-의 결합체로 보아야 할 것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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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장소표현+N]: 

가??푸엌에서의 「밥/먹」， ??산에서의 나무집에서의 숙제 

나. 목욕탕에서의 빨래， 운동장에서의 체조， 안방에서의 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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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척으로 다 갈이 움직엄올 의미하는 말이라도 그 움직엄을 대상으로 파 

악하는 것은 명사이고 그것울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통사이다 (남기섬， 고 

영근 1993: 115). 그러나 경통사구문에서의 서술명사는 특별한 종류의 명사 

로서 어 떤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cf. Grimshaw 1990: 5, J. 
Yoon 1991: 436) , [N+총]의 표현이 성립되느냐가 통사성 명사를 가려내 

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7￡적용과 갈 

。1 경동사구문을 이루는 서술명사 중에서도 비운법척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반면에 숙계는 일반명사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숙계총이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없다. (3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척으로 실체성 명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율릴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정민， 구술)， 문법성에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서 

효과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올 것 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갇다. 경술어구문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는 [NP+ 하-]의 구조에서 명사가 

실체적이냐 비실체적이냐의 구분보다 그 명사에 서술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모든 비실체성 명사가 경통사 

하-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술성의 존재여부는 그 명사가 (명 

사구 바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자체 논항(inherent argument)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씬 예를 들어， 악이라는 명사는 주 
어가 되는 행위자 논향을 가지고 었지만 l엽이라는 명사는 그런 자체의 논향 

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갈다. 그러냐 문제는 내재척 논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롤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명사가 자체의 논향을 가지고 있는 서술성 명사언지 서술성이 없는 

일반명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첫 

째는， 그 명사가 취할 가능성이 있는 논항으로 주어밖에 없는 경우이다. 둘 

째는， 그 명사가 주어 이외의 논향을 취할 수 있는데， 그 논항 충에 직접목 

척어가 아닌 다른 논향이 있는 경우이다. 셰번째는， 주어 이외의 논항중에 

[NP- 응/흘] 형태의 직접목적어밖에 없는 경우이다. 

31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경통사구문 내에서의 서술명사는 자신의 논 
항중 최소한 주어 논향 하냐는 서술명사구 바깔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반면에 “명 
사화된 통사(nominalized verbs)"는 명사구 내척 논항만을 가질 수 있다 (J. 
Yo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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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겠는데， [NP+ 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장에서 직접목척어 이외의 비주어 논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장은 

언제나 경통사구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가 일반통 

사인 경우에는 주어 이외의 논향으로 직접목적어밖에 취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 기준에 의하여 다음의 합석과 연지를 서술명사라고 판단을 내릴 수 

가 있다 32 

~40) 가. 철수는 영희와 합석(을) 하였다. 

나. 철수는 영회에게 사랑한다고 편지(를) 하였다. 

일반 통사로서의 하-는 [ ... 와] 혹은 [ ... 에게]와 같은 논향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논항을 취하는 명사는 모두 서술명사라고 단청지’을 

수까 었다. 

셰번째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중목적어 구문을 만들어 봄으로써 그 명사 

가 셔술명사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일반명사는 통사성이 없기 때문 

에 자체의 논향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숙겨l와 빡해를 비 

교해 보자. 

(41) 가?*철수가 영어를 숙제를 한다. 

냐. 영희가 장옷을 빨래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술어가 직접목척어를 둘 이상 갖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목적어 구문은 경통사구문에서만 가능하다 33 경통사구문에서 

서술명사는 경통사의 보충어이고 다른 한 직접목적어는 이 서술명사의 목 

척어이기 때문에 관여된 술어성 향목이 두 개가 있다. (나)의 문장이 문법 

척이라는 사실은 깎옷옹은 서술명사 뺏혜의 논향이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속성이 바로 경통사구문의 핵심적 특성이다‘ 그러나 (가)의 숙제는 영어출 

을 논항으로 취할 수 없는 일반명사라는 것이다. (41)의 문법성 결과에 따 

라서 숙제는 일반명사， 뺏혜는 서술명사라고 결정을 내렬 수가 있다. 다음 

32‘ 영흐l와 l업융 했다에서의 영효l와는 논향이 아니라 부가어이다. 여기서 영효l와 
는 멍이나 l앙융 하다에 의해 내재척a로 요구되는 요소가 아니라 단순히 의미적으 

로 첨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영희와 함께 밥을 할 수도 있고 혼자 밥을 할 수도 
있다. 

33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i ) 할아버지는 손자롤 손을 잡았다. ii ) 그 책을 영회를 주었다. 

( i )에서는 두 목적어가 “하나”로 인식훨 수 있는 륙별한 관계에 있으며 모두 갱 
았다라는 술어의 목척어이다. (ii)에서는 영효l흘이 대격표지롤 가지고 있지만 여 

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에게/한태와 대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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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들을 살펴 보자 34. 

(42) 가*어머니께서 쌀/조/수수를 밥(을) 하신다. 

나*철수가 장작을 나무(롤) 했다. 

다*그 분은 옛날에 장관을 한자리(를) 하셨다. 

라*할아버지께서 어제 막걸리를 술(을) 하셨다. 

(43) 가. 철수가 (영회에게) 반지를 선물(을) 했다. 
나. 그 선생님은 언제냐 강의 후 녹차를 한잔(을) 하신다. 

다. 영회는 어제 머리를 파마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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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목척어 구문의 생성 가능성이 명사의 서술성 판단에 좋은 기준이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편 한자혀와 헐장을 실체성/비실체성 차이로 서술명사 

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할 수가 없을 것 갈다. 

두번째와 세번째의 경우를 살펴 보았는데， [NP+ 하-] 구조의 문장에서 

명사가 취할 가능성이 있는 논향으로 주어밖에 없는 첫번째의 경우는 다시 

두 가지 하위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 주어가 행위자(Agent)가 아닌 

다른 의미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사가 서술명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문장은 경동사구문의 문장이 된다 (H-D Ahn 1991: 20). 왜냐하면， 일 

반 통사 학-는 행위자를 주어로 취하는 통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 

I강(플) 하다의 주어는 “주제/수통자(PatientjTheme) "이기 때문에 그 문창 

은 경통사구문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34 다음의 ( i 가)와 같은 문장은 문법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갈다. 

i ) 가. 원조 받은 쌀을 밥을 해서 사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원조 받은 쌀올 밥을 해서 수재민틀에게 먹이었다. 

ii) ?*얻어 온 쌀을 밥을 했다 (‘죽이 아니라’) . 

특히， 예를 들어， ‘죽을 해서’가 아니라 ‘밥을 해서’라는 대조의 뭇이 있을 혜는 더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박정운， 구술). 그러나 문창 ( i )은 [싹웅 l압웅 해서] 

전체가 하나의 경통사구문￡로 부사절 역할율 하는 것이 아니라 [1업올 해서]가 
부사절이고 싹응은 나누어 추었다의 목척어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갈다. 

(나)의 문장이 조금 어색한데 이는 ‘밥을 먹이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쌀을 벅이었 
다’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일 것이다. (ii) 의 문장은 대조의 의미가 부과된다 하 

더라도 문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장도 얻어 올 싹옹 부분을 화재 

(topic)로 해석하면 가능한 문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5 (42라) 문장에 비해 다음의 문장은 문법척이다 (익명의 심사위원). 

i ) 할아버지께서 술을 막걸리롤 하셨다. 

문장 ( i )에서 송과 딱져ιl 의 관계는 각주 33에서 문장 ( i )의 두 목척어 사이의 
관계와 칼은 것￡로 분석해야 될 것 갈다. 의미척으로 ‘손’이 ‘손자’의 일부이듯이 
‘막걸리’는 ‘술’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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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논향으로 주어밖에 없으면서 또한 그 주어가 행위자일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악(응) 하다를 포함하는 문장에서 엇이 서술명사라는 것을 객관 

척￡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01론척인 측면에서는 그 문 

장의 주어가 악의 논항이연 。4은 서솔명사이고， 그것이 하-의 논향이면 악 

은 얼반명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실제척￡로 별 도 

움이 안 된다. 물론，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문장의 주어가 악의 논항이라는 

생각이 툴지만 그 논향이 서술명사의 것인지 일반통사 하-의 것인지를 구 

별하여 보여 주는 분명한 구조가 없는 것 갈다는 것이다 36 

서정수(1991)는 하-의 선행요소를 l양， 나우 둥과 갈은 실체성 선행명사 

와 공부. 연구 풍과 갈윤 비실체성 선행명사로 양분하였다. 그러나 류시종 

(1995: 72)은 하- 앞에 오는 명사는 버륙 “실체성 명사”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실체성의 의미와 비실체성의 의미롤 통시에 가지고 있다고 주창한 

다. 

(44) 가. 영회는 빨래를 널었다. 나. 철수는 전화를 가설했다. 

(45) 가. 영 회는 빨래를 한다. 나. 철수는 전화를 했다. 

(44)에서는 빡해와 전화가 실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45)에서는 버실 

36 얼반명사인 떡과 서슐명사로 추정되는 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는하다. 

i ) 가. [영회의 떡]윤 언제나 맛있어. 냐. [철수의 일]은 언제나 완벽해. 
ii ) 가??검대풍령 어제 고향집에서 떡. 나. 김대풍령 어제 고향집에서 일. 

iii) 가??부엌에서의 떡 냐. 부엌에서의 일 ((39) 창조) 

( i )의 [ ] 속 표현에서 (나)는 천수가 주로 ‘일율 한’ 주체로 인식되지만 (가) 
에서는 영효l가 언제나 ‘떡올 만든’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쳐수와 。4의 

관계가 영효l와 떡의 관계보다 더 구체척인 제약에 묶여 있다는 (더 륙별한/밀접 

한 관계에 있다는) 컷율 보여 준다. 족， 척수는 악의 논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다. (ii)에서 (가)는 신문의 표제 풍으로 쓰얼 수 없으나 (나)는 가능하다. 이 
것도 낌대홍영이 악의 논항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융 보여 준다. 

다음 (iv) 의 구운율 이용하면 투 명사의 차이흘 더 명백하게 포착할 수 있율 

것 강다. 

iv) 그 영감윤 언제나 삿대질이야. 

v) 가. 김교수는 언제나 얼이야. 나*김교수는 언제나 떡 이야. 
찌) 철수는 *(언제나) (*수학을) 공부야/연구야. 

(cf. 우리는 오늘 출발이야， 그는 매사에 성실이다) 

( v 가)에서는 ‘낌교수가 얼올 한다’는 의미로 문법척이지만 (냐)에서는 ‘킴교수가 
펙율 한다/만든다’의 의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vi)의 예에서 불 수 있듯 
이， (iv)의 구문은 제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종의 관용척 표현인 것 갈다. 얻 

쩨나라는 표현이 꼭 있어야 하며 서술명사의 목척어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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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의 의미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와 결합하는 모든 선행명 

사는 이러한 비실체성의 의미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명사와 결합하는 

모든 하-는 경통사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명사가 실체성의 의미와 비실체성의 의미를 통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를 하지만 하-와 결합하는 모든 명사가 버실체성 

의 의미를 가지고 었다는 말에는 통의를 할 수가 없다. 하-와 결합하는 선 

행요소로는 l압， 떡， 숙저l와 같이 설체성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뺏혜냐 전화와 같이 양쪽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공 

부나 연구와 같이 버실체성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이 중 경통사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일반척으로 비실체성 의미를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요로든)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었다 37 우 

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실체성과 버실체성의 구분이 어떤 명사가 

서술명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단어가 서술성의 의미를 가지고 았 

으며 자체의 논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서술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 

은 아니다. 전형적으로 서술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안 공부와 갈은 단어도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는 외부논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서술명사라 

할지라도 특수한 환경에서는 셔술명사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었다. 

(46) 가. 공부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cf. *수학을 공부는 누구에게냐 어렵다.) 

냐. 영희는 공부를 즐기고 있다. 

(cf. *영희는 영어률 공부를 즐기고 있다.) 

공부가 (가)에서는 주어 자리에 있으며 (나)에서는 일반통사 출기다의 목 

척어 자리에 있다. 

마지막으로 경술어의 청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자. 다음에 살펴 보겠 

지만， 일반적으로 경술어라는 것은 “의미적/논향척으로 불완전한” 술어라고 

정의되고 있다. 한 문장에서 요구되는 논향이 그 문장의 술어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술어를 말한다. 경술어 

ð~-를 포함하는 문장을 예로 들면， 논향 선택성이 술어언 하-에 의해서 

결청되는 것이 아니라 하-의 선행요소에 의해 결청된다는 것이다. 하- 경 

술어구문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 명사의 상태성에 따라서 경통 

37 각주 30에서 살펴 보았듯이 흥니는 실체성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 갈지만， 
이중목척어 구푼이 가능하고 비행위자 주어롤 논향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경통사구문을 이루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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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문과 경형용사구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행 요소가 부사인 경우에도 

버슷하게 나누어진다. 그 부사가 통사성을 띠고 었으면 경동사구문이 되고 

형용사성을 띠고 있으면 경 형용사구문이 된다. 

5.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 

5.1. [VN 학- ] vs. [VN- 흥 하_J38 

앞에서도 그 부당성을 간단히 지적했는데， 많은 학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 중의 하냐가 “ [VN 하-]와 [VN- 출 하-]는 형 
태/통사론상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이다. 전자는 단순 단어 (simple 
word)야거냐 복합어 (compound)이지만 후자는 구(phrase)라는 가정 인데， 

야에 대한 특별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 (cf. (33)). 

딴약 그 둘이 전혀 다른 구성체라면 일반척으로 그 형태/통사론적 차이 

에 상응하는 의미척 차이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 -총 자체에 

기씬하는 것 이외의 의미적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서정수 1994: 574). 다 

음쩍 예들을 살펴 보자 39 

(47) 대치: 년 뭘 했니? • 공부 했어요

(48) (문장외척 ) 반복: 

가. 영어를 공부 하니? 응， 해. 

나. 밥 먹니? 응*해 (먹어). 

(49) ( 문장내 적 ) 반복 (K. Park 1992: 43-44, 87-89) 

가. 그 코치가 사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나. 철수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j*했는지」 모른다. 

(50) “ VN-ellipsis" (cf. H-D Ahn 1991: 33) 

가. 영희는 영어를 공부했지만 철수는 불어를 했다. 

나. 영회는 영어를 공부를 했지만 철수는 불어를 했다. 

38 여기서 VN (Verbal Noun)은 통사성 서술명사를 지칭한다. 
39 Sells (1994: 366-367, 1995: 283)에서는 음운론척 현상을 바탕으로 하-가 
독렵 단어엄올 주장하고 었다. 다음 ( i )과 갈은 예에서 한정사 -는말 퉁은 
통사에 붙율 수 있는데 그 동사는 두 음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 ii 가)의 버문법성에서 공부 해-의 해-만 통사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주창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cf. 오능밖 여기서 자도 총다). 

i ) 가. 잡아도 주세요. 냐*자도 주세요. 
ii) 가*공부 해도 주세요. 나. 권해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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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부사 (이상복 1975) 
가. 일(을) 다 했어요. 

나*다 얼 했어요. 

(52) 접속(Coordination) (K. Park 1992: 30) 
가. NBC가 그 사건을 조사 하고 보도 했다. 

나. NBC가 그 사건을 조사 보도 했다. 

다. NBC가 그 사건을 조사와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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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에서는 원(무엇융)이라는 말이 공부로 대치되었다. 몇 했니라는 말이 

단어가 아니라 구이기 때문에 그것과 계열관계에 있는 공부 했어요도 구가 

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 일 것이다. (48가)와 (497})의 예에서는 [VN 
하-]의 하-가 최소한 하나의 독립된 단어 단위로서 반복되어 훌로 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된 하-는 대통사 

하-가 아니다. (50)에서는 서술명사가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단어 

내부의 일부 요소가 통사척 조응관계에 의해 이렇게 생략이 된다는 것은 설 

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51)에서는 일반부사 다가 서술명사와 하

사이에 놓여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약 [VN 하-] 전체가 하나의 
통사라면 불가능한 현상이다. (52) 의 대통접속의 현상에서도 갈은 중거를 

보여 준다. 버록 (다)의 문창이 문법척으로 약간 어색하지만， 이는 문체상 

의 상충에 기인한 것이다 (노용균， 구술). [VN 하-]는 [VN- 총 하-]에 
비해서 구어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접속사 -와는 문어체적인 요소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와 대신에 휴지를 넣거나 -(이)냐로 대치하면 문 

장이 청상적으로 된다. 

(53) 가. NBC가 그 사건을 조사， 보도 했다. 
나. NBC가 그 사건올 조사나 보도 했다. 

위의 모든 예들은 [VN 하-]도 [VN-흘 하-]와 같이 하냐의 구업을 보 
여 준다. [VN 하-]가 단순 단어나 복합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에 나 
오는 것들은 모두 [VN-홀 하-]에서 -총이 생략된 형태이고 [VN 하-] 
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런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 

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VN 하-]보다는 [VN- 홀 하-]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는 [VN 하-]도 [VN
홀 하-]에서 조사 -출이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가정하면 풀린다. 

즉， [VN 하-]도 단어가 아니라 구인 것이다. 그 툴의 차이는 -흥 자체 
의 존재여부에 기언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예들을 바탕으로 [VN 하-]와 [VN- 홀 하-]가 서로 다른 
단위라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었다 (Ahn 1991: 19, J. Kim 1993: 539, 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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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1994) .40 

(54) 가*영회가 홈스키에 대한 연구 하였다. 

나. 영회가 춤스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55) 가*깅교수가 원자핵의 연구 한다. 

나. 검교수가 원자핵의 연구를 한다. 

(56) 가*촌이 주가의 설명 했다. 

나. 존이 주가의 설명을 했다. 

이들은 (가)의 문장들은 버문법척임에 비해 (나)의 문장들은 문법적이라고 

주장한다. [VN 하-]의 VN은 수식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VN- 흘 하-] 
의 VN은 수식올 받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법성의 차이는 [VN 하--] 
가 하나의 단어라고 가정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자료에 대해서 먼저 지척하고 싶은 말은， 첫째 (54)에서는 (가)의 

문장이 비문법척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아래 (57) 참조)， 둘째 (55-6)에서 

는 (가)의 문장이 완전히 비문법적이지는 않율 뿐만 아니라 (나)의 문장들 

도 문법척으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56나) ).41 

다시 말하면， (54-6)에서 (가) 문장과 (나) 문장 사이에 통사적 인 문법성 

차이를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 문장과 (나) 문장의 “수용성 (ac

ceptability) "에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는 문체적언 차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 

해 생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윤정미， 노용균， 

구술). 예를 들어， 앞에서도 지척했지만 목척격 조사가 생략된 [VN 하-]는 
구어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 -의는 문어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57) 가. 영회가 총스키에 대한 연구 (많이) 했어. 

냐. 영희가 「힘든/어려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다. 영회는 이 공창에서 아주 힘든 일 하고 있어. 

40 [VN 하-]와 [VN-홀 하-]가 문법성의 차이를 보인다고 내세우고 있는 
(54-6)과 (60)의 현상률이 다음과 갈은 타동척 구문에서는 전혀 척용되지 않는다 

(K. Park 1995: 323-328). 

i ) 혼이 그 논문울 출판(울) 하였다. 

훌판에 목척격 조사 -융이 붙건 말건 수식올 받융 수도 없고 이통도 안 된다. 
41 대격 조사 -홀의 사용유무에 관계 없이 (55-6) 운장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소유격 조사 -의의 사용에 있는 듯하다. 목척어가 명사구 내부의 요소 
로 실현되었융 경우(예， 죄의 성 I캘)가 주어의 경우(예， 적의 챔투)보다 덜 자연스 

렵다. 또한 월자핵 연구와 추가 생영과 같은 자연스러운 복합명사가 존재하는 것 

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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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가검교수가 오늘도 훨자핵의 연구 열심히 하고 있어. 

나존이 오늘도 주가의 설명 성실히 하고 있어. 

(57)처럼 서술명사가 수식을 받더라도 문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 

많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58)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식어롤 첨가하면 전체 

문장의 문법성이 높아진다. 

(55-6)에서 볼 수 있는 문법성의 차이는 하-와 관계 없는 다음과 갈은 

문장에서도 나타난다. 

(59) 가??검교수「가/는」 토끼의 다리 보신다. 

나. 김교수「가/는」 토끼의 다리를 보신다. 

그렇다면， (55-6)의 문법성 차이는 [VN 하-]와 [VN- 출 하-]의 차이와 
는 관계없는 독립척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었다. 서로 다른 구 

문이기 때문에 문장 (597})의 어색함은 문장 (55-6가)나 (58)과는 관계없 

다는 주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주장은 조사 -풍의 역할이 구문에 따 

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VN 하-]와 [VN- 홀 하-]가 다른 단위의 표현이라고 내세우면서 들 
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0’Grady 1991, 

cf. K. Park 1995: 324). 

(60) 가. 공부를 촌이 했다. 
나*공부 촌이 했다. 

위의 뒤섞기 (scram비ing) 현상에서 (냐)는 버문법척 안 반면에 (가)가 문법 

적인 이유는 (나)의 공부가 단어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 문장의 버문법성에 대한 이유가 독 

렵척으로 존재한다. 

(61) 가. 사과를 영회가 먹는다. 

냐*사과 영희가 먹는다. 

위의 (냐) 문창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는 조사 -홀이 생략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60나)의 버문법성은 

[VN 하-]와 [VN- 흥 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 

5. 2. 서술명사의 논항과 경동사/일반동사 구분 

우선 학자들이 경동사 및 서술명사， 혹은 경통사구문의 청의에 관련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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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올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간단히 해당 부분을 발훼하여 살 

펴 보자 42 

(62) Grimshaw & Mester (1988: 205): 

Suru is thematically incomplete or “ light" in the sense of Jesper

sen (1954) and Cattell (1984). It subcategorizes and case-marks 

a direct object NP, without assigning it a theta-role. 

(、63) H-D Ahn (1991): 

가. … refers to a verbal category that has an incomplete (if 

not null) theta-grid. Light verbs often combine with the 

theta-assigning verbal nouns which result in the complex .be

coming a full-fledged theta-assigning verb (p. 3). 

나. … two sufficient conditions for discriminating LVCs from 

HVCs: (i) when the subject bears non-Agent theta-role or 

( ii) when VNs appear without Acc marker. However, these 

two cannot be “necessary" (but only “sufficient") conditions 

for determining LVCs in Korean (pp. 20- ). 

(64) J-R Kim (1993: 536): 

Light verbs are generally understood to be verbs which do not 

have a fully specified argument structure; thus, they can be 

functional only when they are a part of complex predicates 

(Cattell 1984), and their arguments are transferred from a 

predicational noun (Grimshaw & Mester 1988) or some other 

source, such as another verb. 

(65) M-K Kim (1994: 88): 

a verbal category which is thematically incomplete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subcategorize any argument structure of a 

clause, while it carries verbal inflections. 

42 최기용(1994: 755-756)은 부사어가 서술명사 앞에는 올 수 있지만 서술명사 
뒤에 오면 문장이 이상해지거나 비문이 되면 경통사구문이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음 ( ii )의 문장을 비문법적으로 처리하는 풍 문법성의 판단에 통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i ) 영이가 언어학을 열심히 공부롤 했다. 
ii ) 영이가 언어학을 공부롤 열심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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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S-W Kim (1994): 

가. semantically defective verb (p. 137). 

냐. ... among the alleged light verb constructions with hata in 

Korean, only those with transitive verbal nouns and those 

with unaccusative verbal nouns are the true case of light 

verb construction (p. 156). 

(67) 최숭권(1995: 146): 서술명사와 기능동사 (즉， 경동사)의 통사와 

의미적 특성 

가. 서술명사는 자신의 하위 범주화구조를 가진다. 

나. 서술명사의 하위범주화구조가 기능동사구문의 하위법주화구조 

에 반영된다. 

다. 기능동사는 서술명사에 의해 결정된다. 

라. 기능동사는 서술명사를 하위범주화하여 자신의 하위범주화구조 

를 구성한다. 

마. 기능동사의 통사， 의미정보가 기능동사구문에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경동사”를， 불완전한 논향구조를 가진 통사(“thematically 

incomplete verbs") 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인 셔술명사(verbal noun)와 결 

합해야만 완전한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복합체가 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척이고 개괄적인 기준올 넘어서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시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이 

론의 를내에서 단편적A로 청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학자마다 다를 뿐 

만 아니라 객관성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기준에 맞으면 “경통사 

(light verb) "로 처리하고 맞지 않으면 “일반통사(heavy verb)"로 처리하 

여 똑같은 통사가 통사척 환경에 따라 경통사도 되고 일반통사도 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 충의 하나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VN 하-J와 [VN-홀 하-J의 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고 

이들의 “차이”가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동사(구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을 

몇 개 살펴보기로 하자. 홍재성(1992， 1993: 222)은 경통사(“기능동사")의 
통사적 특정으로 이충구문의 가능성， 서술명사구의 보어 제약과 의문문 형 

성 제약을 들고 있다. 

(68) 가. 철수는 기영이「에게/에 대해서」 전적인 지지를 약속을 했다. 

나. 철수는 기영이「에게/에 대해서」 전척인 지지의 약속올 했다. 

(69) 철수는 기영이에게 전척언 지지를 (*영희에 대한j*영회의) 약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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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가*철수는 기영이에게 전척인 지지를 무엇올 했니? 
• 약속올 했어. 

나. 철수는 기영이에게 무엇율 약속을 했니? 

• 전척인 지지롤 약속올 했어. 

(68)은 논항 전적인 지지가 서술명사구 바강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가) 

서술명사구 내에서 구현될 수도 있는 (냐) 구조척 이중성올 보여 주고 있 

다. (69)에서는 서술명사구의 논향으로 의도된 영효|에 대한/영희의가 올 

수 없다는 것올 보여 준다고 한다. (70) 의 예에서 우리는 서술명사 약속이 

의문의 춧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기준들이 경통사구문의 일부에 대한 특성율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 

지만 이것들이 모든 경통사구문을 그리고 경통사구문만을 규청짓는 기준으 

로는 사용될 수는 없을 것 갈다. 첫째로， 이중구문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컷은 논향이 두 개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논향이 하 

나밖에 없는 서술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구문은 경통사구문일 수가 없다는 

것올 전제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주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논 

항의 수가 하나이냐 그보다 많으냐가 경동사임을 규청하는 데 핵심적인 요 

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 (S-W Kim 1994 참조). 악， 서멍작， 샤r강 

퉁 많은 (서술)명사가 논항이 주어 하나밖에 없지만 이 논항의 성격이 서 

술명사에 의해 규청된다는 의미에서 경통사구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경 

통사구운엄율 보여 주는 더욱 중요한 요인은， 논항이 서술명사구 내외에서 

모두 구현훨 수 있다는 성질보다는 서술명사구 바깔의 논향이 통사가 아니 

라 서술명사에 의해 결청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두번째 기준에 대해서 논하자연， 홍재성(1993)은 (69)의 벼운법성은 기 

영이에게가 이미 약속의 제3논향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한 

다. 그러나 (69)의 문장은 영효|에 대한/영흐l의 위치에 제3논향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이 올 때에도 비문이 된다. 

(71) 철수는 기영이에게 전척인 지지를 (*쉬운/*어려운) 약속을 했다. 

그러므로 (69)/(71) 의 경우에는 (68나)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구조의 서 

술명사가 그컷의 논항이든 일반 수식어이든 관계없이 수식을 받올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관찰일 것 갈다 (cf. 6장)'-문장 (69)와 (71)의 공 

흥정은 -흥 표지롤 가진 옥척어가 문장내에 두 개가 었다는 것이다. 

(70)은 서술명사가 의문문의 춧점이 훨 수 없다는 세번째 기준을 예시하 

는데， 이 제약도 (687} )처럽 서술명사 이외에 외부척으로 실현된 -홀 목 
척어가 있는 구문에서만 척용되고 (68냐)처럼 그련 목적어가 없는 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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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척용되지 않는다. 

(72) 가. 철수는 기영이「에게/에 대해서」 무엇올 했니? 

• 전척인 지지의 약속을 했어. 

냐. 철수가 영희한테 무엇올 했니? • 소개롤 했어. 

의문문이나 분열문의 춧점이 훨 수 없다는 이 제약은 " 01동”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구문에서도 그대로 척용이 된다. 

(73) 가. *[철수가 기영이에게 천척언 지지률 e 한] 약속 

나. [철수가 기영이에게 e 한] 전적인 지지의 약속 

(74) 가*약속을/은 철수가 기영이에게 전척인 지지를 e 했다. 

나. 전척인 지지의 약속을/은 철수가 기영이에게 e 했다. 

결론적으로 홍재성(1992， 1993)의 세 기준은 어느 것도 모든 경통사구문 

을 그리고 경통사구문만을 정의해 주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경통사구문과 부분적인 관련은 있지만 내재척이고 

필연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것이다. 

경동사(구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논문 

인 s-w Kim (1994: 137)은 “타통적 서술명사 및 비목적격 서술명사”와 

결합하는 하-만 경통사구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갈은 문장은 

자통척 서술명사를 함유하고 있지만 경통사구문이다. 

(75) 가. 철수가 영희와 합석(을) 했다. 
나. 영 희가 그 얼을 빨리 끝내라고 충고(를) 했다. 

영흐l와와 그 악융 뺏ιl 끝내삭고는 각각 합석과 충고의 논향이지만 서술명 

사구 내부의 요소가 아니라 바칼의 요소로 구현되어 었다. S-W Kim 

(1994: 149, fn. 8)에서는 이것들이 NP 내부의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내부 

의 요소가 되려면 영효|와의 협석과 그 。4응 뺏ζ| 올내삭는 (끝내삭고 하 

는) 충고로 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서술명사가 타통척이라고 할지라도 이 서술명사의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경통사구문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76) 가. 철수가 청소를 깨끗이 하였다. 나. 철수가 깨끗이 한 청소 

다. 청소를 철수가 깨끗이 했다. 라. 철수가 무엇을 깨끗이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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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가. 철수가 마루를 청소를 깨끗이 하였다. 

나*철수가 마루를 깨꿋이 한 청소 

다*청소를 철수가 마루를 깨끗이 했다. 

라*철수가 마루를 무엇을 깨끗이 했니? 

s-w Kim (1 994)에 의하면 경통사구문의 서술명사는 이동의 대상이나 의 

문의 춧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767})는 경동사구문이 아니고 (77가)만 

경동사구문이 된다 (pp. 153-154). 문맥에 따라서 논향이 자유룹게 탈락될 

수 있는 우리말에서 (76)과 (77)의 청소를 서로 다른 단어로 취급해야 한 

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홍재성(1992， 1993)의 경우를 제외하고 ((68나) 창조)， 대부분의 학자들 

은 서술명사가 수식올 받거냐 이통이 되었으면 그 문장의 하-는 “일반동 

샤”라고 규정하고 있다 (H-S Han 1988, H-D Ahn 1991 , K. Park 1992, 

M-K Kim 1994, S-W Kim 1994 43
). 다음의 자료를 살펴 보자. 

(78) 가. 순이가 민수에게 고백(을) 하였다. 

나. 순이가 민수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였다. 

다. 순이가 민수에게 다른 남자를 사랑을 한다고 고백(올) 하였다. 

라. 철수가 영회와 합석(을) 했다. 

H-D Ahn (1 991) 에 의하면， 조사 -응이 없으면 (78)의 모든 문장이 경술 

어구문이다. 그러나 -응이 었으면 상황은 아주 복잡해진다. 이 경우 (나) 

는 언제나 경통사구문이지만， (가)와 (다)， (라)는 서술명사가 다른 요소에 

의해 수식이 되지 않고 이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경통사이다 (p. 18). 

K. Park (1 992)은 조사 -웅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나)는 언제나 경통 

사이고 나머지는 서술명사의 피수식과 이동의 여부에 따라 일반동사가 되 

거나 경동사가 된다고 주장한다. S-W Kim (1 994)에 의하면， 위에서도 보 

았듯이， (나)는 경통사이지만 (라)는 경통사가 아니다. 문장 (가)와 (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p. 154). 

M-K Kim (1994: 104- )는 (78나)뿐만 아니라 (다)도 불변의 경동사 

로 규정한다. 그러나 (가)는 생략된 목적어가 있으면 경통사구문이고 없으 

면 일반통사라고 주장한다 (“… a HVC in case there is no deleted ob

ject, while it is a LVC if there is a deleted object (p. 108)"). 다른 학 

자들과 다른 주장은 (다)와 같은 문장에서 서술명사가 이통이 되어도 경동 

43 S-W Kim (1994)에서는 “quasi light verb"라고 하여 l업 하다의 하-와는 구 
별하고 있지만， 문제는 협석 하다와 갈은 자동사류와 청소 학다와 같은 타통사류 

롤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데 있다 (p. 138, f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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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문이라는 것이다. 앞의 다른 논문들은 이동이 되었율 경우는 모두 일반 

통사의 경우로 간주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동 가능성 여부를 경동사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직결시키지 않는다. 

(79) 가. *[순이가 민수에게 사량을 e 한] 고백 

나. [순이가 민수에게 다른 남자를 사랑을 한다고 e 한] 고백 

그에 의하면， 위의 두 문장은 모두 경통사를 함유하고 있지만 (가)는 비문 

법적이고 (나)는 문법적이다. 이 문법성 차이를 경통사의 “불안정성(insta

bílity) "으로 설명한다 (p. 107) .μ 즉， 표면구조에서 경통사 앞에 [NP(-응 

/층)]이 오면 경동사는 이 요소와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안청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에서는 하-가 사영응과 결합을 하게 되어 고액 

과의 관계를 잃게 되어 비문법적으로 되는 반면에 (냐)에서는 하-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NP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고액과 관련이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법적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 보겠지만， 위의 주장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통”을 겪은 경통사구문의 모든 자료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다음과 갈은 

문장을 설명할 수가 없다 (J. Yoon 1991: 436). 

(80) 가*경고는 [촌이 사랑들에게 도피하라고 e 했다]. 

냐*경고를 촌이 사랑들에게 도피하라고 e 했다. 
다. ?*[촌이 사람들에게 도피하라고 e 한 것은] 경고이다. 

cf. 촌이 사람들에게 도피하라고 한 경고(는 큰 도움이 되었다). 

(79나)에서 경통사 하-는 불안정하지만 [ ] 내에는 이 통사와 결합할 수 

있는 서술명사가 없기 때문에 운제가 없다고 한다면， (807}-다)의 문창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 문창들에서도 서술명사가 이동이라는 통사척 작용 

(Topicalization, Scrambling, Pseudocleft, Relativization)을 겪 었으며 생략 

된 콩범주 주위에는 결합가능한 서술명사가 없기 혜문이다. 

만약 (79나)와 (80가-다)의 차이를， 하-는 불안청할 뿐만 아니라 서술 

명사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을 추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면， 우선， 

하-와 서술명사의 순서는 관계가 없다는 컷을 보여야만 한다. (79가)에서 

는 하-가 앞에 있는 서술명사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고 (79나) 

44 M-K Kim (1994)에서 “불안전성”은 그에 의해 경통사로 분류된 하-만 가 
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통사 하-도 그련 성질이 었다면 (79나)에서 
하-가 일반동샤로 처리되어 .. , 샤영융 한다고요} 먼저 결합해 버릴 것이기 때문 
에 고빽과의 연관성이 맺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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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뒤에 있는 서술명사와 관련이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법척이다. 

그뿐만 아니라 (79나)에서는 둘의 사이가 가까워서 문제가 없는 반면에 

(80다)에서는 버문법척이 훨 만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 비록 (80다)의 문장이 (80가-나)의 운장보다 조금 좋게 느껴질 수 

도 있지만 이는 (다)의 운장이 이 논의에서 관계없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원하는 의미로는 완전히 버문법척이다. 

다른 문제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살펴 보자. 

(81) 가*철수가 마루를 한 청소 (cf. (77나) ). 

나*공부를 석이가 불어를 한다. 

(가)에서는 하-가 따츄홀과 먼저 결합올 해서 청소와의 관련울 잃어 버리 

고 (나)는 용어훌 때문에 그 관련성을 잃는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이련 설명의 문제점은 따추홀 학-와 뿔어홀 하-가 (797})에서의 사영 

올 학-와는 달리 가능한 [서술명사+경동사]의 복합체가 아니라는 것이 

다.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경통사 복합체도 경동샤 학-를 플어 풀이는 

“힘”이 었다면 (79나)에서 ... 샤썽응 한다고도 충분히 그련 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81)의 자료와 관련하여， 하-의 불안정성을 서술명사이든 일반명사이든 

관계없이 (앞의) NP에 붙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자 (익명의 

심사자 제안). 이런 가정에 의하면 (81가-나) 문장의 문법성은 쉽게 설명 

이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77나)와 *쳐수가 다}추홀 낫따다 한 청소와 같 

은 표현에서는 선행의 NP와 하- 사이에 하-가 결합할 수 없는 다른 요 

소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79나)에서처럼 하-가 뒤의 서술명사와 관련이 

맺어져 청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문이다. 

이제까지의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서술명사가 수 

식을 받거나 이동이 되변 경통사구문이 일반통사 구문이 된다는 설명은 외 

부척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종류의 명사와 통사가 [서술명사+경통사]가 

되기도 하고 [일반명사+일반통사]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 

면， 서술명사는 수식올 받거나 이동된 경우가 없￡며 (서술명사로도 쓰이 

는) 일반명사는 수식올 받지 않거나 이통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주창올 

해야 한다. 어펀 명사가 수식을 받으면 수식올 받기 이전보다는 “명사성”의 

청도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명사가 이통이 되었다는 것은 

명사성이 높다는 것올 보여 주는 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만， 위의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식을 받는다는 것과 이통이 된 

다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식이 되 

거나 이통이 된다는 사실이 명사롤 분류하는 데에 객관척으로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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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이라는 것올 다른 경우의 예로 설명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관련 명사와 통사가 [서술명사+경통사]인지 [일 

반명사+ 일반동사]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전분석 (pre-analysis)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처음 분석할 때는 해당 명사와 통사의 정체 

를 모르고 출발하여 그 문장을 분석하고 나서야 버로소 그 명사와 통사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문장에서 주어진 명사와 통사 자체의 고 

유척인 륙성에 따라서 그 운장야 경통사구문이나 일반동사 구문으로 청의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가 경통사구문이나 얼반통사 구문으로 먼저 판 

벌이 되고 나서 그것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청체를 알 수 있다는 여야기가 

된다현 서술명사가 이통을 하더라도 여전히 경통사구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는 다른 학자들과 의견을 달리하지만 M-K Kim (1 994)의 경우에도 버슷한 

어려움이 있다. (787})의 경우 생략된 목적어가 있으면 경동사구문이고 없 

￡면 일반통사라고 주장한다. 생략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창의 분석뿐만 아니라 담화분석까지 해 보아야 하는 경우 

가 있다. 

위에서 말한 어려웅이 극복된다 할지라도， 서술명사가 다른 요소에 의해 

수식이 되거나 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도 서술명사구 바깔에 그 서술명사의 

논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일반동사라고 규청짓기는 어렵다. 

(82) 가. 정원이 영수에게 그 책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다. 

나*점원이 영수에게 그 책을 [상세한 소개](를) 했다. 

다. 점원이 영수에게 [그 책의 상세한 소개](를) 했다. 

라. (상세한) 소개를 점원이 영수에게 했다. 

(83) 가. 영희가 철수에게 포기 하라고 (어렵게) 충고(를) 했다. 
나. 영희가 철수에게 포기 하라고 [어려운 충고](를) 했다. 

다. 영희가 철수에게 [포기 하라는 어려운 충고](를) 했다. 

라. (어려운) 충고를 영희가 철수에게 했다. 

우선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82나)에서처럼 [NP- 훌]이 중첩되 

었을 때에만 두번째의 목적어가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82다

라)와 (83나-라)의 문창들이 경통사구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너 

무나 자의적인 해석이다. 만약 이들이 일반통사(heavy 하-) 구문의 문장 

45 여기에는 또한 일종의 순환성의 오류가 존재하는 컷 갈다. 어떤 문장이 경통 
사구문이라는 판단은 그 문장의 서술명사가 수식이 되거나 이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내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왜 서술명사는 수식되거나 이동필 수 없는지 
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통사구문이기 혜문이라는 순환척인 대답밖에 할 수 없윷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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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NP- 에거1]， [ ... 고]는 해당 서술명사의 논향이 아니라 하-의 논향 

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하-를 설정해야 되며 경술 

어를 가청해야 된다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이 논항들이 하- 동 

사의 것이 아니라 서술명사의 것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갈다. 

5.3. “서술명사는 동사다” 

경동사구문에서 서술명사 해당 문장의 논향을 하위범주화한다는 의미에 

서 서술명사가 통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경동사구문 분석과 관련하여 나옹 극단적인 주장 중의 하냐 

는 서술명사의 품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주장이다 (김영희 1986; 

“ ... argue that yenkwu in … is neither a ‘noun’ nor an NP, but in fact a 

‘verb’, following …" (H-D Ahn 1991: 19); “ the VN is, in f act, the head of 

VP" (K. Park 1995: 319)). H-D Ahn (1991: 19, 21)의 주장은 다음과 같 

응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84) 가*영회가 총스키에 대한 연구하였다. 

냐. 영회가 총스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85) 가*영회가 영어를 어려운 공부(를) 했다. 

나. 영희가 영어를 어렵게 공부(를) 했다. 

(8)t7} )의 연구는 통사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어 홉스키에 대한에 의해 수식 

을 받을 수 없지만 (나)의 연구는 명사라는 것이다. (85)에서는 (가)와 

(나)의 연구가 모두 통사인데 (가)에서는 명사 수식어언 어허운이 왔기 때 

문에 비문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847} )와 같은 종류의 문창을 모두 비문법적으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법성을 나쁘게 하는 독립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우리는 (84나)는 일반통사구문으로 보고 (85나)는 경통 

사구문으로 분석하는 견해에도 문제가 었다는 지적을 했다. 이런 문제점들 

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음의 자료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86) 가?*영회가 물리학을 어렵게 연구중， 그 사실을 발견했다. 

cf. 영회가 물리학을 어렵게 연구(를) 하던 충， 그 사실올 ... 

냐. 영회가 물리학을 연구중， 그 사실을 발견했다. 

셔술명사에 대격표지 -출이 없으므로 H-D Ahn (1 991)에 의하면 위의 

문장은 경통사구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공부가 통사로 처리되기 혜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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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의 문창은 문법적이어야 할 것이다. (867}) 문장의 연구는 통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가청하면 (86나) 문장의 설명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85나)의 부사어 어업계가 공부를 직접 수식한다고 보는 것은 문 

제가 있는 것 같다 (cf. 각주 66). 문장 (857})의 비문법성에 대해서는 다 
음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 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만약에 서술명사가 동사라면 어째서 이 “통사”만이 다른 통 

사와 전혀 다른 분포적/형태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87) 가*연군다*연구었다*연구겠다. 

나*연구고 있다. 

다*연구는/연군/연굴 것. 

통사라면 시제와 시상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을 뿐만 아니라 명사 수식의 관 

형형 어미도 붙을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사”가 격을 부여받는 

다는 것 자체가 아주 버 청상척 인 현상이다 (“why does a V need to be 

Case-marked?": J. Yoon 1991: 442). 이런 변에서 서술명사는 전형척인 

명사의 륙성을 가지고 있다. 

5.4. “불완전 명사 충. 동양， …은 굴절어미다” 

서술명사를 통사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총와 후를 

이 “동사”에 붙는 굴절어미 (inflec디onal affix)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88) 가. 영 희가 영 어를 콩부 중에 화창실에 갔다. 
나. 영회가 향상 학과를 공부 후에 철수와 만났다. 

(H-D Ahn 1991: 29) 

이런 분석에서는 이 요소틀이 형태적으로나 분포척으로 명사척 성격올 보 

이고 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 Y-S Lee(1994: 

183-187)에서 이것들이 기능범주 Infl에 속하며 [ -N]과 [ +V]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었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바 

탕을 두고 었다. 

(89) 가. 검교수의 원자핵의 연구 

다*검교수의 원자핵을 연구 

(90) 가. 검교수의 원자핵 의 연구 중 
다*김교수의 원자핵올 연구 중 

나*김교수가 원자핵의 연구 

라*킴교수가 원자핵을 연구 

나검교수가 원자핵의 연구 충 

라. 김교수가 원자핵올 연구 충 

서술명사만 있는 (89)에서는 서술명사구 바깔에서 구현되는 주격과 목척격 



452 채 희 락 

이 부여될 수가 없지만 층이 첨가되어 있는 (90)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외부격의 출처는 불완전 명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것이 격부여 능력이 있는 Infl로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시상을 표시하는 불완전 명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서술명 

사에 의해 외부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위의 주장운 어려융이 있 

다-

(91) 가. 김교수가 {원자핵올 연구}를 충단을 선언을 했다. 
나. 청부가 {양담배를 수업}율 중단을 선언융 했다. 

위의 자료에서 월자핵응과 양담배홀은 각각 연구와 수업의 논향이다. 그렇지 

만， 연구와 수입은 시상 명사가 붙어 있지 않올 뿐만 아니라 (선언응) 하

와도 직접척인 관련이 맺어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의 설명으로는 (91)의 

격부여 현상올 설명할 수 없다 46 

위의 운제점율 제외하더라도， 시상 명사가 Infl (aspect marker) 이라면 다 

음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향들에 대한 셜명올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첫째 -r용/후」어l와 갈은 표현에서 후치사 -에는 다른 일반척인 굴절어 

미에는 붙을 수가 없는데 (예*펙 -r었/겠 J- 어1)， 어떻게 이 “시상 굴절어 

미”에는 붙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에의 형태론척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연구용에와 연구에의 (의미)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충에의 -에는 연구에 붙는 것이 아니라 층에 붙는다. 그러면 

위의 분석에서는 -에는 층이라는 “굴절어머”에 붙은 후치사라는 주창올 

해야 한다. 굴절어미가 자신의 후치사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 둘째， 연구용이다와 같은 표현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 

-는 명사에 붙는 의사어인데 이 청우에는 통사의 어미에 붙는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형태론적으로 어미에 붙는 의사어로 보아야 하는데， 

어미가 자체의 의사어를 거느리는 경우는 없다 (cf. 연구용이다와 연구(이) 

다의 의미 차이). 셋째，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충과 집에 가는 총의 용 

은 근본척으로 다른 종류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은 갈은 불완전 명 

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6 한 익명의 심사자가 (91)의 문장에서도 다음 문장에서처럼 모든 목척격이 
하-에 의해서 칙첩 부여될 수도 있다는 제안울 했다. 

i ) 철이는 [영회률 (얼굴율) 귀률 왼쪽을] 혜렸다. 

이 구문윤 (91)의 구문과는 다르다는 사실 (cf. 각주 33) 이외에 이련 분석의 푼 
제점은 (88)과 (98)에서처럼 불완전 명사만 있고 하-가 없는 문장에서도 버슷한 

종류의 격부여 현상울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불완전 명사는 바로 앞의 
서술명사에는 격율 부여할 수가 없다 (cf.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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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명사가 동사이며 시상을 표시하는 불완전 명사가 어미라는 분석은 

모두 륙정이론의 를올 그대로 수용하여 한국어를 분석하려고 하는 데서 나 

오는 오류인 것 갈다. 이러한 분석은 어떤 언어에서든지 통사나 동사성 접 

미사만이 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나옹 것이라고 생각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서 근본척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의미나 기능 

과 형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명사 중에는 의미냐 기놓척￡로 통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미와 비슷한 성격을 보이는 것도 

었다. 그러나 형태척/분류적 기준에 의하면 엄연히 명사인 것이다. 

(92) 가. In the course/process of John’s study on physics 

나. After John studied physics 

위의 영어 표현에서 course/process와 after가 시간의 경과 과정이나 끝남 

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사의 꿀절어미로 분석할 수는 없 

는 것이다. 

6. 새로운 제안 

4장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비실체성의 의미를 지닌 명사중의 일부가 경 

술어 구문을 만드는 서술명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중 경통사구문을 형 

성하는 동사성 서솔명사는 [비상태성]， [동작성]이나 [작용성] 등 움직임 

을 과청적으로 냐타내는 명사이다. 이러한 추상척인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 

서술명사흘 객관척이고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명사구 바깔에 

서 실현될 수 있는 자체 논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아 보는 것이라 

고 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운장에 대해서 경동사구문의 문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학자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서론에서 밝혔듯 

이，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모든 문장이 경통사구문의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1) 가. 철수가 영희한테 민수를 소개(를) 했다. 

냐. 철수가 영희한테 소개(를) 했다. 

다. 철수가 영희한테 재미있는 소개(를) 했다. 

라. (재미있는) 소개를 철수가 영회한테 했다. 

(다)의 문장에서는 서술명사가 수식되었요며 (라)에서는 이통이 되었다‘ 

(1)의 자료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주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갈다. 첫째， 

아래에 상술하듯이， 한 문장이 경통사구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경통사구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구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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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통사 구조 l(경 1구조)"과 “경통사 구조 2(경2구조)". 47 셋째， 얼반적으 

로 경통사문장은 경 1구조과 경2구조를 풍시에 가지는 중의척 문장이다. 그 

러나 많은 경우에 이 중의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이 

련 관점에서 (1)의 모든 문장은 경동사구문의 문장이며， (나)의 문장은 중 

의척이다. 이 분석의 가장 큰 특정은 위의 모든 문장에서 소개와 하-는 통 

일 단어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각 문장들이 보이는 통사적 차이는 모두 구 

조상의 차이에 의해 설명이 된다. 

그러면 경통사구문을 정의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경동사구문은 서술명사를 가지고 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서술명사가 그 명사구 바깔에서 구현되는 외부 

논향이 있을 때와 내부논항만 가지고 있을 때는 서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다 ((89-90) 참조). 

‘93) 가. 적군의 그 도시의 파괴(는 아군에게 치명척이었다). 
냐*척군이 그 도시의 파괴(는 아군에게 치명척이었다). 

다*적군이 그 도시를 파괴(는 아군에게 치명적이었다). 

(94) 가. 김교수의 원자핵의 연구(는 과학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었다). 

나*김교수가 원자핵의 연구(는 과학발전의 획기척 전기가 되었다). 

다*김교수가 원자핵올 연구(는 과학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었다). 

워의 자료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서술명사는 그것의 논향이 모두 내부척으 

로 실현된 문장 (가)만 문법적이다. 문창 (나-다)에서처럼 외부논항은 가 

진 서술명사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다 ((46) 참조). 이처럼 내재적 논항만 

가진 서술명사는 일반 통사성 명사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논향을 가진 서술명사와 내부논항만 가진 서술명사 중 경통사(경술 

어)구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가정해 왔듯이， 물론 

외부논항을 가진 서술명사이다. 경통사구문이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 

이 바로 이 특성 때문이다. 이 구문의 특이성은 바로 문장의 논항이 통사에 

서 나오는 컷이 아니라 명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서술명사 

의 논항 중 어떤 것이 외부척￡로 실현되느냐 하는 컷이다. 모든 논항이 외 

47 경2구조에서보다 경 1구조에서의 서술명사가 “통사성"01 더 크다는 의미에서 
경 1구조를 “진경통사 구조”로 경2구조롤 “(반)경통사 구조”로 청할 수도 있울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청은 경통사나 서술명사 자체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 
할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냥 경 1/2구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동사성의 청도 
차이는 구조에 의해 포착되는 것이며 통사와 서술명샤 자체에는 차이는 없는 갈윤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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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척￡로 실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의 논항만 외부적으로 실현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결론부분에서 간단히 살펴 볼 것이다. 

한국어 분석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의하는 것은 최소한 서술명사 

의 주어 논항만은 외부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f. J. YOQn 

1991: 439). 

(95) 가* 철수의 일(을) 한다. 

나*철수의 영희한태의 소개(를) 했다. 

다*김교수의 원자핵의 연구(를) 했다. 

한국어에서 하나의 절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실현된 주 

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 

다. 왜냐하면 경통사구문은 반드시 절 단위로 구현되기 때운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술명사가 경동사구문의 운장에서 자신의 내/외부적 논 

향을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할 뿐만 아니라 의미역( theta role)과 

격 (case)을 할당하는 기능도 직접 가지고 있다고 가청한다 (cf. K. Park 

1995: 346).48 예를 들어，(1가) 운장에서 서술명사 소개가 논향 쳐수가. 

영휘한혜와 I강수홀을 하위벙주화하고 이 논항들에게 의미역과 격을 부여한 

다. 서술명사의 이러한 행동은 법주문법 (Categorial Grammar)과 HPSG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등의 전풍을 따르면 쉽게 처리 

할 수가 있다.0’Grady(1992)는 “이전 원칙"( Inheritance Principle: “ Un

satisfied dependencies are inherited upward")과 기타 범주문법척 장치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49 

48 J. Yoon (1991: 442-443)에서는 서술명사가 의미역과 격올 모두 부여하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 problems with the view that the VN is totally 
responsible for the thematics and Case-marking of i잉 dependents). 순수한 경통사 
구문의 문장에서는 서술명사와 경통사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의미역과 격을 부여 
한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98)과 (99)에서 볼 수 있는 구문에서는 그런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논문에서 격부여도 서술명사가 담당한다는 말은 경통사 하-에 의 
존하지 않고도 격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격이 서술명사에 의해 직접 주 

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구조， (계충척) 논향구조 퉁에 의한 간접척언 격부 

여의 여러 가지 방법 중 문법의 전반적인 사향을 고려하여 청할 수 있을 것이다. 
49 본 논문의 접근법과 O’Grady (992)의 방법론은 서술명사가 특정한 수와 특 
청한 형태의 논향(“arguments of particular number and type")올 직접 하위법 
주화한다고 가청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는 많은 차이가 었다. 예 
롤 들어， 0’Grady (1992)는 쳐학웅 연구출 했다의 경통사 하-률 게흘 축게 했다 

의 하-와 똑갈은 일반통사로 취급하여 행위자(Agent) 논항과 주제(안leme) 논 

향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통사가 일반통사일 수 
가 없다는 것을 여러번 지척했다. 특히， 01 런 분석에 의하면 하-가 없는 (98)과 

같은 문장에서 주어 '4.수가/는이 나타나는 이유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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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통사 하-는 통사척 형식을 갖추어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 

과 더불어 논항올 가지고 있는 서술명사 자체를 하위범주화하여 허가하는 

역할올 담당한다 50 서술명사가 경통사에 의해 허가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갈운 자료에서 알 수 있다. 

(96) 가. 수학(을) 연구 했다. 나. 수학(올) 연구를 했다. 

(97) 가. 수학(을) 연구 충(에) (그 원리를 발견했다.) 

나*수학(올) 연구를 중(에) (그 원리를 발견했다.) 

(96)에서쳐렴 경통사 하-가 나타날 때는 서술명사에 목적격 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 생략훨 수도 었다. 그러나 하-가 없는 구문 (97)에서는 서술명 

사에 목적격 조사가 붙을 수 없다.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문장 (97나‘)는 

서술명사에 목척격을 부여할 경통사가 없기 때문에 이 목적격 명사구는 허 

가롤 받지 못한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격 명사구를 허가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반면에， 아래에서 볼 수 있듯 

이， 문장 (977} )는 격표지와는 관계없는 다른 요소에 의해 허가를 받기 때 

문에 문법척이다. 

위에서 우리는 외부논향을 거느리고 있는 서술명사는 내부논항만 가진 

서슐명사와는 그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외부논 

향을 가진 서술명사는 어떤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위 

에서 보았듯이， 경통사구문에서는 경통사 하-에 의해 허가된다는 것올 알 

았다. 경통사구운 이외에 서술명사가 외부논항올 가지는 경우는 최소한 다 

음의 두종류가 었다. 

(98) 가. [철수가 물리학올 연구충(에)] 그 사실올 발견했다. 

나. [철수는 물리학올 연구중]이다. 

(99) 청부는 양담배롤 수업을 금지를 발표롤 했다. 

(98)의 구문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살펴 보겠지만， 연 

구총이 하나의 복합어롤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서술명사 연구는 갈 

이 복합어롤 이롤 수 있는 요소언 용에 의해 존재가 허용된다 (물론， 용이 

50 다음 ( i )의 예문에서 띄요로 하다는 예외척 인 행동율 보이고 있다 (최기용 
1994: 777). 

i ) 가. 영회가 백만원융 필요로 한다. 나*영회가 백만원율 필요흘 한다. 
ii) *영회가 백만원윷 필요로 「아추/당장/급히」 한다. 

그러나， (ii)에서 풀 수 있듯이 부사어의 삽입이 불가능하므로， 되요로 하다는 하 

나의 관용척￡로 굳어진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율 것 갈다 (cf. 픽요하다는 형용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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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의해서 허용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문장 (99)에서 서술명사 수업 

과 금지는 외부논향을 가지고 있지만 경통사에 의해 허가되지도 않고 복합 

어의 일부를 이루지도 않는다. 이 경우의 서술명사는 다른 서술명사에 의해 

허가된다. 즉， 수입융은 서술명사 금지의 논향으로 그리고 금지흥은 서술명 

사 l캘표의 논향으로 금지와 박표에 의해 각각 허가를 받게 펀다. 

(98)과 (99)에서 논의한 서술명사의 허가는 경통사구문과 직접척 인 관련 

은 없다. (98)에서는 복합어를 이루는 한 요소가 (우연히) 자체의 외부척 

논항올 가질 수 있는 서술명사이며， (99)에서는 다른 요소의 한 논향인데 

그것이 (우연히) 자체의 논향을 가질 수 있는 서술명샤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펀 물론， 문장 (99)에서는 외부논항 서술명사 중에 경통사에 의해 
허가되는 것도 었다. 경통사구문과는 달리 (98) 구문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서술명사의 논항이 외부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전혀 없어도 문법 

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100) (?)검교수의 원자핵의 연구중， 큰 폭발이 얼어 났다. 

((90가) 참조) 

문장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는 소유격 조사가 반복되어 쓰였기 때문이 

라고 생각되며 (95)의 문장들과는 푸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차이는 우리의 

분석에서 쉽게 설명이 된다. 경통사구문은 문장/절 단위의 구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는 외부논항으로 존재해야 되지만 (98) 의 [ ] 속에 있는 구문 

은 명사구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없다. 그래서 경통사구문의 서술명사는 

반드시 최소한 한개의 외부논항을 가져야 되지만 (98)의 복합명사 구문에 

서는 서술명사가 외부논항을 가질 수도 있고 내부논항만 가질 수도 었다 52 

외부논향을 가지는 서술명사가 허가될 수 있는 위의 세 가지의 경우를 종 

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울 수 있다. 

51 (98)의 구문과 (99) 의 현상이 복합척으로 나타냐는 문장도 있다. 

i ) 청부가 양담배를 수입을 금지롤 선언후， 그 약속을 스스로 깨어 버렸다. 

수입웅과 금지흥은 각각 끊지와 선언에 의해 허가되고 선언은 후에 의해 허가된다. 

52 갈은 논리로 (99)에서도 {양담배를 수업을 금지}의 부분에서 직접 관여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서술명사가 반드시 외부의 논향올 가져야 되는 컷은 아니다. 

i ) 정부가 [사기업의 양담배의 수입]을 금지를 선언(울)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갈은 문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폴 필요가 었다. 

ii ) 가. 정부가 [양담배의 수업]을 금지를 선언(율) 했다. 
나*정부가 양담배를 [수업의 금지]롤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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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외부논향을 가진 서술명사는 반드시 문창/절내에서 (이웃하는) 53 

다른 어휘 요소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면， 외부논향을 가지고 있￡면서 다른 어휘요소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서술명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54 외부논항을 가지 
는 모든 서술명사는 이 원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관련된 세 가지의 구문 

을 통합하여 “외부논향 서술명사 구문"01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46)에서 보았지만， 일반적￡로는 경통사구문을 이루는 셔술명사라 

고 할지라도 언제냐 외부논항을 가지고 있는 경통사구문을 이루는 것은 아 

니다. (93) 의 자료와 다음의 자료를 살펴 보자. 

(02) 가. *[수학을 공부]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나. *[영회와 합석]은 즐겁다. 

다*영희는 [영어를 공부]를 즐긴다. 

위의 예에서 서술명사는 모두 (경통사가 아닌) 일반동사의 주어나 목척어 

풍의 논항 위치에 온다. 이러한 자리는 외부논항을 가진 서술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엄을 앞에서 보았다. 왜 외부논향을 가진 서술명사가 올 수 없는 

지를 원칙 (101)에 의해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다. (93)과 (102) 의 모든 

바문법적인 예에서는 서술명사가 외부논항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서술명사가 

아무런 어휘요소에 의해서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 외부논향을 가진 서술명 

사는 경술어 하-나 다른 서술명사에 의해서 혹은 복합명사 내에서만 허가 

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937} ) 문장은 서술명사가 외부논향을 가지고 있 

지 않기 때문에 (101)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5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ii )의 각 문장에서 모든 서술명사의 주어는 모두 외부 
논향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한 서술명사의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일성 
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생략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비문법성은 다음에 살펴 

볼 독립척언 제약(“경 1구조의 서술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에 의한 것이다. 
53 한 어학연구 심사자가 다음의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할” 필요 

는 없다고 했다. 

i ) 원자핵윷 연구를 영회가 한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 문장이 문법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54 낌박사가 핵융합융 연구 (cf. (89))와 갈은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 
겠￡나 이는 신문의 표제어 청도로만 가능하고 하-가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5 경통사구문의 서술명사롤 통사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통사구문에서는 
문제의 명사가 통사이고 (93)과 (102)에서는 그것이 명사이기 때문에 문법성의 차 
이가 난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견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경통사구문에셔는 해당 명사가 통사가 되고 (93)과 

(102)에서는 그 명사가 명사가 되는 이유롤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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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하-’ 문장의 구조 

위에서 설명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문장야 실제척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살펴 보자 56 

(03) 석이가 공부를 한다. 

가. 경통사 구조 l(경 1구조) 

S 

-------------NP VP 

석이가 V' 

-----------NP[ -Subst] V' 

공부(를) LV 

냐. 경통사 구조 2( 경2구조) 

S 

-------------NP VP 

한다 

-----------석 이가 NP[ - fubst] Y/ 
공부(를) LV 

한다 

(103)의 문장은 (가)의 경 1구조와 (냐)의 경2구조를 가지는 중의척 :푼장 

이다 57 이 두 구조는 의미척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통사적으로는 많은 

56 우리말의 기본구조로 주어구와 목척어구가 자매관계롤 맺고 있는 “평면 구조 
(flat structure)"를 가청하는 컷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A로 사용하는 계충구조를 가정한다. 그리고 모든 버실체성 명사가 서 
술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체성 명사도 서술명사로 사용훨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의 편의률 위해 서술명사는 [ - Subst (antial) ]이라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청한다. 또 서술명사가 N으로 분석되어야 하는지 NP로 분석되어 
야 하는지의 문제 (J-I Yeom 1994)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포화 명사구(non-satu

rated NP)"라는 입장을 취한다. 
57 영어에서는 서술어에 따라서 경 1구조와 경2구조 충 하나로 청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셔술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서술어구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그 
서술명사의 (구조척) 성질이 청해진다 (S-W Kìm 1994: 138-139, cited from 
Kearns, Kate (1988) “ Light Verbs ìn English," ms.,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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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앓 우선，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수형도에서 서술명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경 1구조에서는 이 명사가 V' 의 딸로 VP의 딸인 경2구조 

에서보다 더 “깊이” 위치하고 있다. 서술명사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경 1구조의 서술명사가 경2구 

조의 서술명사보다 서술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명사성의 정도 

는 경2구조의 것이 더 크다. 이 차이 때문에 경 1구조의 셔술명사는 이동할 

수 없율 뿐만 아니라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59， 60 일반적으로 이동이 자유로 

운 명사구가 이동에 제약이 있는 명사구보다 명사성의 정도가 더 크며， 수 

58 (1 03)의 두 가지 구조에 따르는 의미척 차이는 (‘S. studies’ vs. ‘S. does 
studying') 청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다른 구조롤 설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근거 없는 충의성 
(spurious ambiguity)"을 유발하는 분석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의성은 많은 경우에 사라지게 휠 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의 이충성을 가청함 
으로 해서 이체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올 것이다. 
59 수형도상의 “깊이” 차이에 따라 어떤 명사구가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었다는 가청은， 최소한 표면구조만 인청하는 이론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위치에 따라 수식이 되고 안된다는 가청은 어려움이 있옳지도 모르겠다 

(노용균， 구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술성”의 정도와 피수식 가능성 여부 
의 관련성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임시척인 방편의 하나로 경 l구조의 서 
술명사는 [ -Subst]의 자질뿐만 아니라 [ - Modified]라는 자질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 

한 어학연구 심사자가， GB 이론 내에서는 목척어가 V에 가까운 곳에서 생성된 
다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을 받아들이면 경 1구조와 경2구조에서 서술명사 

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논문에서는 표연구조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 

렇게 분석할 근거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60 일반척으로 (서술)명사는 형용사의 관형형， 관계절이나 [논향+의/에 외한/ 

... ] 형태의 표현에 의해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경 1구조의 서술명사는 이련 표현 

에 의해 수식율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다음의 
자료률 살펴 보자. 

i ) 가. 순이가 어제 저녁 연주회에서 브라암스 소나타롤 열띤 연주를 하여 청 
중플로부터 열광척인 갈채를 받았다. (P-S Park 1981) 

냐. 돌이는 민속올 세 밀한 연구롤 했다. ( 검 영 회 1986) 
ii ) 한국경제가 빠른 성장올 하고 있다. 

위의 예툴운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전형적언 경통사구푼의 문창 

들이지만 서술명샤가 형용사에 의해 수식올 받고 었다. 
J-[ Yeom (1994: 664- )에서는 서술명사가 수식율 받을 수 없는 것은 명사 

수식의 일반척인 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eneral restrictions on 
the adnominal modification"). 최기용(1994: 770)윤， 위와 갈은 자료에 직면하여， 

(형용사는 속성 기능과 양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경통사구문의 셔술명사는 속 

성 기능만 가진 형용사에 의한 수식이 불가놓하다는 제안율 하고 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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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된 명사구가 수식이 안된 명사구보다 명사성의 청도가 더 크다고 가정할 

수가 있다. 경2구조의 서술명사는 일반척인 목척어와 갈은 위치에 있기 때 

문에 이통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수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록 한 경동사문장이 두 가지의 구 

조에서 나타나지만 서술명사와 경통사는 동얼하다는 것이다. (103나)의 구 

조에서 서술명사가 수식을 받거나 이동될 수 있는 것은 구조상의 차이 때문 

이지 서술명사나 경동사 자체가 다른 성격올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서술명사가 자기의 외부논향을 가진다는 점 이외에 두 구조에서 서술명 

사가 가지는 공통점은 그것이 “비포화 명사구(non-saturated NP)"라는 것 

이다 (J. Yoon 1991: 438-439). 이는 명사든 동사든 자기의 논항울 자기 

의 영역 바깔에서 찾아야 하는 모든 문법 요소의 공통적 특질이다. 이미 필 

요한 논향을 다 가지고 있어 포화 상태가 된 문장이 그 문장 바깔에서 다른 

논향을 더 취할 수 없듯이， 포화 상태가 된 명사구는 더 이상의 논향을 명 

사구 바깔에서 취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경통사구문의 서술명사는 명사구 

바깔에도 논향이 았으므로 포화 상태의 명사구는 될 수가 없다. 

(104) 가. 영회가 철수에게 포기 하라고 [설득력 있는 충고]를 했다. 

나*영희가 철수에게 포기 하라고 [바로 그 충고]를 했다. 

위 두 문장의 문법성 차이는 서술명사구의 포화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 

한다. (가)에서는 그 명사구가 버록 수식은 받고 었지만 버포화 상태이기 

빼문에 외부논향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나)에서는 그 명사구가 포화 상 

태이기 때문에 외부논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관사， 

지시대명사 등의 단어 (determiners)가 오면 포화 명사구가 되지만 우리말에 

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나)에서처럼 지시형용사가 붙 

윤 명사구는 명사성의 정도가 극대화되어 있는 포화 명사구라고 할 수 있울 

것이다. 

경2구조에서의 서술명사구는 포화 명사구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수식이 

필 뿐만 아니라 이동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과 갇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이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올 것이다 ((80) 참조). 

서술명사가 일종의 서술어 기능올 하고 있기 때문에 속성 형용사와는 의미척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본 논문의 논지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속성 기능올 가진 형용사만 경 1구조에 나타날 수 없다고 활지라도 
경2구조에서는 속성 형용사도 아무 문제가 없￡므로 경 1구조와 경2구조의 구별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포한 경 1구조에서만 속성 형용사가 나올 수 없다면 경 1 

구조에서의 서솔명사가 경2구조에서의 서술영사보다 통사성의 정도가 더 크다는 

우리의 가정과 일치한다. 서슐명사의 피수식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더 청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입장율 청리할 수 있을 것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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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경고는 존이 사람들에게 도피하라고 했다. 
나*경고를 촌이 사람들에게 도피하라고 했다. 

다?*촌이 사랑들에게 도피하라고 한 것은 경고이다. 

경2구조의 서술명사구가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위의 문장은 모두 문법척이 

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통사 과청은 화제화( topicalization) , 뒤섞기 

(scrambling) , 분열운화(clefting)로 이통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통사척 과정 

을 겪은 문장이다. 01런 의미에서 경2구조의 서술명사구도 이통할 수 없다 

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의 통사척 과청을 겪었지만 문 

법척인 문장이 많이 있다. 

‘106) 가. 공부는 석 이가 한다. 
나. 공부를 석이가 한다. 

다. 석이가 한 것은 공부였다. 

라. 석이가 한 공부(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U07) 폰이 사람들에게 도피하라고 한 경고(는 커다란 도움이 되 었다). 
(cf. (79나)) 

0;(6)에서는 경2구조의 서술명사구가 각종 통사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준다. 더군다나， (107)에서 볼 수 있듯이， (105)의 문장이 관계화 

과청올 겪으면서 서술명사구가 이통올 했지만 정상척 인 문장이다. 

그러면 문제는 (105)의 문장들이 버문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우리는 여기서 M-K Kim (1 994) 이 설정한 경통사의 “불안전성 "01라는 

개념을 이용할 수가 있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경통사 구문에 대한 그의 설 

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올 알았다. 그렇지만， 그 이론 

을 조금 수정하면 왜 (105)의 문장들이 버문법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고 생각한다. (105) 의 문장들과 006-7)의 문장들 사이에 통사척 인 차이는 

없으므로 이 문장들간의 문법성 차이는 “불안정성”이 가청하고 있는 언어 

이해 과정상의 심리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갈다. 

M-K Kim (1994)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는 통사는 경통사로서의 하

에 한정되는 것으로 가청하고 있지만 (cf. 각주 44) ,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다른 하-도 이 성질을 보인다고 가청하면 같은 원칙으로 (105)와 

(107)의 문법성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다. (107)에서는 하-와 결합할 가 

능성이 있는 두 요소(도피하삭고와 경고)가 서로 인접해 었다. 이럴 때는 

하-가 경통사가 되는 요소인 경고와의 결합력이 일반통사가 되는 도피하 

야고와의 결합력보다 크기 때문에 문창이 정상척으로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05) 의 문장들에서는 경고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응집력은 작지만 가까이 있는 도피하하고와 결합을 해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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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고와의 관련성이 끊어져 버린다고 할 수 있다 (cf. 박남식 1980). 

반면에， 비록 구조상￡로는 (05)의 문장들과 (106)의 문장들이 잘지만， 

(106)에서는 하-와 결합할 수 있는 요소가 서술명사안 공부밖에 없기 때 

문에 수용성에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이해된다. 

위의 설명은 (105) 문장들의 버문법성이 문장 이해과정상의 심리적인 요 

인에 기언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설명의 타당성은 무엇보다도 통사적으로는 

(105)의 문창들과 006-7)의 문장이 같은 성격을 며고 있다는 셜명을 유지 

할 수 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5냐)의 문장에서 도피하랴고 다음에 여혀 

번과 같은 부사어를 넣으면 문법성이 훨씬 좋아진다. 

다음으로 한 문장내에서 서술명사가 풀 이상 냐올 때는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알아 보자 61 (cf. (99) , J-R Kim 1993: 537). 

(108) 가. 정부가 양담배(를) 수입(을) 개방(을) 발표(를) 했다. 

나 S 

~ 
NP VP 

~ 
정부가 NP[ +SubstJ V’ 

~ 
양담배를 NP[ - SubstJ V’ 
~ 

수입을 NP[ -SubstJ V' 
~ 

개방을 NP[ -SubstJ V' 

발표(를) LV 

했다 

61 (108나)의 “우분지 (right -branching)" 구조보다는 다음의 ( i )와 강은 “화분 
지 Oeft-branching) " 구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었다. 

i ) NP[철수가JNP VP[NP[W[NP[수학을JNP N[공부(롤) JNJW JNP V，[ AdvP[ 열심히] V[했 
다JV]V' JVP 

ii) 가. 수학을 철수가 [e 공부(를)] 했다. 
나. ?*[수학을 공부를] 철수가 e 했다. (cf. 각주 53) 

iii) 가. 철수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J 했다. 

나. 돌이는 [민속을 세밀한 연구롤] 했다. (cf. 각주 60) 

그러냐 ( i )의 구조에서 ( ii 가) 문장을 “도출”하려면 “ A-over-A" 원칙과 일종 
의 “복합명사구 제약(Complex NP Constraint)"을 어기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문 
장 ( ii 나)가 버문법척임을 설명할 수 없으며 (iii) 의 문장틀율 효과척으로 분석할 
수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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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에서 목척어 양닦빼흥은 서술명사 수업의 논향이므로 이에 의해 

허가된다. 수업용과 개멍용은 각각 서술명사 개앵과 박표의 논향이므로 이 

들에 의해 허가된다. 마지막으로 맺표(층)은 경통사 하-에 의해 허가된다. 

어떤 서술명사의 주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 

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하-에 의해 허가되는 서술명사의 주어가 

명시척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109) 가. 청부가 [사기업의 양담배의 수업]율 개방을 발표(를) 했다. 
나. 사기 업 이 양담배를 수업을 개방을 발표(를) 했다. 

(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럽 ‘수업’의 주체는 문장의 주어인 정부가 아닐 

수 있는 반면에， (나)에서는 문장의 주어인 사기엽만이 ‘발표’의 주체가·될 

수 았다. 서술명사의 주어 논향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명시적 

A로 나타난 주어와 통일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융￡로 경2구조와 일반통사 하- 구푼의 구조를 비교해 보자. 

(110) 일반통사 구문 
S 

-----------‘ 
NP VP ----------석이가 NP[+Substantia1] Y/ 

나무(를) HY 
한다 

이 구조와 경2구조는 거의 갈지만 여기서의 NP는 실체성([ + Substantial]) 

이라는 점과 포화 요소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즉， 경술어구문을 이룰 수 없 

는 일반동사 구문인 것이다. 경2구조 (103나)에서 통사 하-는 공부(총)만 

보충어로 취하고 석이가는 공부의 논항이다. 그렇지만 문장 (1 10) 에서는 

석이가와 나우훌 모두 통사 하-의 논향이다. 

우리는 경통사구문의 문장。1 .원칙척으로 중의척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로는 많은 경우에 문장의 중의성이 사라지게 된다. 경 l구조만 성립되는 경 

우를 먼저 살펴 보자. 첫째로， 이중목척어 구문이 있다. 

(11 1) 가. 석이가 풀어블 공부(롤) 한다. 

나*석이가 불어를 어려운 공부를 한다. (modification) 

다*공부(플) 석 이가 불어를 한다. (scrambling) 
라*석이가 불어를 하는 콩부 (relativ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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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이중목척어 문장은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명사가 수식을 

받거나 이통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은 수형도(tree) 의 갈은 충위(level)에서 

두 개의 직접목적어 (DO)가 올 수 없다는 가정올 하면 쉽게 설명이 된다. 

한 충위에서 하나씩의 직접목척어만 올 수 있는 구조는 경 1구조밖에 없다. 

경2구조에서는 두 NP가 모두 VP의 직접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경 1구조에서는 서술명사가 경2구조에서의 서술명사보다 (통사성의 정 

도가 더 커서) 구초상 더 깊이 내포되어 있어서 수식을 받거나 이동될 수 

없기 때문에 위 문장의 문법성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경 1구조만 되는 경통사구문의 둘째 예로는 “능격문장(ergative sentences)" 
이 었다 62 

(112) 가. 술강이 인상(을) 했다. (cf. 그 회사가 술값을 인상(을) 하였다.) 

나*술앓이 [큰/엄 청난] 인상(올) 하였다. (modification) 

다*인상을 술값이 하였다. (scrambling) 

라*술값이 한 인상 (relativization) 

능격문장은 표연주어가 논리적으로/의미적￡로 목적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 

문에 이 문장들은 일종의 이충목적어적인 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111)의 구문과 비슷한 성격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연구조 

만으로 언어현상올 설명하는 입장에서 (1 12)의 문장이 경 1구조밖에 가질 

수 없는 사실은 “경2구조의 주어는 반드시 [ + AgentJ이라야 한다”는 가정 
을 세움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경 1구조만 되는 문장의 세번째 예로는 경형용사구문의 문장들이 었다. 

(113) 가. 철수는 건강-합니다. 

나*철수는 [[남아 부러워 하는] 건강J-합니다. 

cf. 철수는 [[남이 부러워 하는] 건강]을 유지하고 었다. 

다*건강( 이/을) 철수는 - 합니다. 

라*철수가 -한 건강. 

물론， (다)와 (라)가 버문법척인 이유는 형용사 하-는 의사어이기 때문이다. 

의사어는 의존대상체 (host)가 없이 독립척A로 훌로 셜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러나 (나)의 문창이 비문법척인 이유는 쉽게 핫을 수가 없을 것 갈다.잃 다음 

62 “비대격문장(unaccusative sentences)"이라는 말과 흔용되어 쓰이는데， 사I강. 
기져， 탄생. 도학， 영층， 쭉앤 풍의 서술명사가 능격 경통사구문올 만든다 (Miya
gawa 1989, J. Yoon 1991: 435-436, M-K Kim 1994: 109). 

63 (113냐)의 두 문장에서 나오는 건갱야 다른 종류의 단어라고 할지라도 첫째 문 
장의 건갱이 수식율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설명이 되어야 한다. 



466 채 희 락 

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척으로 의사어의 의존대상체도 수식을 받올 

수가 었다. 

(114)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책상]- 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형용사구문윤 경1구조밖에 없다고 가정할 수가 었다. 그 

러면 문제는 이 구문의 문장이 왜 경2구조를 가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 

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가청이 가능한데， 상태성 서술명사가 동사성 셔술 

명사보다 자립성이 척거냐 서술성이 더 크기 때문일 수가 었다. 혹은 의사 

어언 형용사 하-는 두 가지 이상의 구조가 가능할 때 될 수 있요연 구조적 

으로 가까운 요소에만 붙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64 

이렇게 경형용사구문은 경 1구조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1 13'나) 

의 비문법성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경 1구조의 

한 특징은 하- 선행요소가 수식올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문장들과의 문법성 차이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65 

U15) 가. [[내년에는 철수가 당당해질] 법]하다. 

나. [[모든 사람들이 기를 쓰고 이 학교에 들어갈] 만]하다. 

(1 13나) 문장의 건강윤 상태성 명사이지만 (115) 문장의 명사 법과 맡은 

상돼성 명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1 13나)는 경형용사구문이고 (1 15)는 

일반 형용사 구문인 것이다. (1 13나) 문장의 비문법성은 경 1구조를 가진 

것에 기언하는 반면에， (1 15) 의 구분에서는 명사에 대한 수식어 제한이 없 

다. 

이제는 경2구조만 가능한 경통사구문올 살펴 보자. 첫째로， 다음의 문장 

들은 모두 서술명사가 “이통”된 상태에 었다. 

‘116) 가. 공부롤 석 이가 한다. (scrambling) 

냐. 석 이가 하는 공부 (relativization) 

경 1/2구조 중 서술명사가 이통할 수 있는 경우는 경2구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보았다. 그러므로 경 1구조는 위의 문장들과 관계가 없다. 위 

64 의사어인 형용사 하-는 V’ 의 딸(daughter)에만 붙을 수 있는 요소라는 가 
청은 다음과 갈운 문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i ) [당당해질 [법]]-하다. 

이 문장에서 하-는 의사어야지만 경술어가 아닌 일반 술어로 의존주체인 NP [ 
당당해켜 [법 J]은 VP의 딸이다. 

65 이 문장들은 공백 (gap)이 없기 혜문에 관계절이 아니라 보문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병수，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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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장들은 통사적 작용으로 인해 중의성이 사라진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disambiguated by syntactic operations"). 
둘째로， 우리는 위에서 경 1구조의 서술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올 보았다. 서술명사가 수식될 수 있는 구문은 경2구조밖에 없다. 

(1 17) 가. 석이가 어려운 공부(를) 한다. 
냐. 어려운 콩부를 석아가 한다. (scrambling) 
다. 석이가 하는 어려운 콩부 (relativization) 

경2구조의 서술명사는 VP의 직접 지배를 받는 NP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사적 작용에 의해 이동할 수 있다. 

6.2. [서술명사+ 충， …] 구문: 복합명사 구문 

이 구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 보기 전에 몇 가지 알아 둘 사항이 었 

다. 이 구문은 어형의 변화없이 명사가 그대로 통사로 쓰이는 중국어 용법 

이 차용된 것으로 우리말에는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한 구문인 것 같다 (B

S Park 1974). 

(1 18) 가. 수학을 연구중， 물리학을 공부중 
나 ?*r간직/차지/절」 충 

우선 (가)의 표현들이 문법적으로 완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냐)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 우리말 서술명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예들이 있다. 

그렇지만 (1187})의 표현을 하나의 독렵된 구문으로 언청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119) 가. 그 여자는 지금 엄신중이다. 

나*그 여자는 지금 임신이다. 

다. ’*그 여자는 지금 임신(을) 하는 충이다. 

cf. 그 여자는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120) 가. 그 사랑은 지금 수술충이다. 

나. 그 사랍은 지금 수술(을) 하는 중이다. 

(1 19)에서는 (가)의 구문이 불완전 명사가 빠지거나 경통사 하-가 들어가 

서는 안되는 독립된 구조임을 보여 준다. (1207})는 중의척이지만 (나)의 

문장은 중의척이지 않다. 

그 다음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충. 후 등의 명사가 경동사 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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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술명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121) 가. ’*r자랑/간직/차지」충 (cf. r자랑/…」 하다). 

나. 상충(*상 하다， 상을 겪는 중)， 복중 (*복 하다복올 겪는 

중)， 휴가충 (*휴가 하다??휴가를 갖는 중). 

(가)에서 알 수 있듯이 하-와 결합할 수 있는 서술명사 중에서 총과 결합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층과는 결합할 수 있지만 

하-와는 결합할 수 없는 명사도 있다. 이련 의미에서 [(서술)명사+용， 

..• ]의 모든 구문에서 경통사 하-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구문을 셜명하기 위해， 하-와 의미는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른 추상통 

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이 추상동사는 다음에 오는·불 

완전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형의 형태로 활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갈응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66 

(122) 가. ID rule: NP • S[VFORM: øJ, N[1993J 

나 NP 

~ 
S[VFORM: øJ N[1993] 

그러나 이런 방법의 가장 큰 운제점은 형태가 전혀 없는 어휘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단 이런 종류의 무형 어휘를 인청하게 되면 다른 종류의 

무형 어휘도 인정해야 될 것이다. 여러 종류의 무형 어휘가 만들어지면 이 

어휘틀을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무형의 어휘를 인정할 수 있다 하 

더라도 그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123) 가. 박교수가 물리학(올) 연구차， 서울대를 방문했다. 

(cf. ?*연구(롤) 하는 차??연구를 하던 차??연구(를) 하려는 

차) 

나. 박교수가 물리학을 연구시， 이 원리를 발견 했다. 

(cf. *연구(를) r하는/하던/할」 시) 

개별 예에서나마 척절히 대치될 수 있는 통사가 없으므로 셜청된 추상통사 

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차， 시， 

.•. 와 갈은 불완전 명사는 생산성이 아주 낮아서 통사척 구성체로 보기는 

66 추상통사흘 설정하더라도 서술명사 연구 퉁이 그 자체로서 동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이 N과 V의 두 단어인 동음이의어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서슐 

명사 자체는 언제냐 명샤이고 통사의 형식이 부여되는 것윤 추상통사 때문이라고 
가정해야 된다 (cf. elbow-s/ed/ing vs. *연구-rL/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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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 갈다 (1*영어총 공부 차??영어흘 공부 시. …). 그리고 (서술)명 

사와 불완전 명사가 결합할 때 개별적인 제약이 있다 (cf. (118), (121)). 

위의 여러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면서 현상을 척절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은 이 구문을 서술명사와 불완전.명사의 복합어로 보는 견해일 것이다. 우 

리는 이 논문에서 서술명사 자체가 하위범주화 청보를 가지고 논향을 통제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동사가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복합어로 보 

면， 추상척언 어휘를 설정할 필요가 없율 뿐만 아니라 서술명사와 불완전 

명사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의 제약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관련된 두 명사가 결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단어의 개별척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구문에 대한 화자 개별척인 운법성 차이도 쉽게 

설명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불완전 명사를 통사의 굴절어미로 보아야 하 

는 궁색함도 사라지게 된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 보자. 

(124) 가*연구「만/를」 φ 중 (cf. (97)) 

나*연구 [어렵게/열심히] φ 중 

(125) 가?*영회가 물리학을 어렵게 연구중(에)， 그 사실올 발견했다 

(cf. (867})). 

나*철수가 어려운 공부중이다. 

cf. 철수가 어 려운 공부(를) 한다. 

만약 연구총의 연구 다음에 추상 통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구총은 하나 

의 구가 될 것이다. 그러면 (124)의 표현들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그러 

나 복합어로 보면 모든 것이 쉽게 설명이 된다. 복합명사의 한 가운데에 다 

른 요소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나의 어휘 중간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없는 이치와 같다. (125)의 문장즐이 비문법척인 이유도 마찬가지로 어엽 

계와 어려운이 단어의 일부띤 공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울 맺을 수 없기 때문 
이다 67 

67 문장 (1257} )에서는 부사어 어껍게가 단어의 얼부언 공부와 관계롤 맺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식할 대상인 공부가 통사가 아니라 명사이므로 문법척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 다음과 갈은 문장은 문법척이지만 사정이 다르다. 

i ) 철수가 불리학을 열심히 연구중이다. 

여기서는 복합명사 연구용이 계사 이-와 결합하여 서슐어가 되기 때문에 부샤어 

의 수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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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남은 문제 

술어 하-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 논문에서 주창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자. 우선， 여러 종류의 하- 중에는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도 있다. 둘째로， 학-는 선행 요소의 특 

징과 결합 정도에 따라 독립 단어， 의사어나 접미사로 분류가 될 수 있다. 

특히， 공부 하다와 공부흥 하다의 하-는 모두 독렵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구 사이에는 목적격 조사의 유무에 의한 차이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로， 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경통사구문이나 일반통사 구문으로 판별 

할 수 있는 객관척인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넷째로， 하 

- 문장에서 서술명사가 이동이 되었거나 수식이 되었다고 해서 우조건 ‘일 

반통사 구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서술명사는 통사가 

아니라 명사로 불완전 명사 용， 후 등도 굴절어미가 아니라 명사로 분석되 

어야 함율보았다. 

경통샤구문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술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구문과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우리는 서술명사 자체가 자신 

의 논항에 의미역을 할당할 뿐만 아니라 하-와는 관계없이 논향을 하위범 

주화하고 각 논항에 격을 (간접척으로)‘ 할당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 

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서술명사는 경동사 하-나 일부의 불완전 명사 

혹은 다른 서술명사에 의해 허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cf. (101)). 

경 1구조에서 서술명사가 (일부의) 형용사에 의해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규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설적인 설명은 했지만 근본척언 

이유를 밝히지는 못한 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었다. 그리고 서술명사가 

가질 수 있는 논향구조(argument structure)는 어떻게 되며 그 구조가 어 

떤 역할올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우선， 서술명사의 논항 정보가 경통사(구)로 이전(transfer) 이 되어야 하 

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될 필요가 없으며 논항의 처리는 서술 

명사 자체의 몫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경통사구문의 문장에서 한 서술명사 

의 논항이 명사구 내외에서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지 (“mixed Case mark

ings"/“partial transfer"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가 

능 Grimshaw & Mester (1988) , Dubinsky (1990) 퉁 vs. 불가능 J. 

Yoon (1991: 435, 437- 등) ). 이 문제는 하- 문장 내의 명사가 (수식이 

되거나) 이동이 되었올 때 그 문장을 경통사구문으로 보느냐 일반통사 구 

문으로 보느냐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식을 받았느냐 

아니냐와 이통의 과정을 겪었느냐 아니냐가 경통사 판별의 기준이 되지 않 

는다고 보기 때문에 논향이 서술명사구 내외에서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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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68 다음 문장에서 서술명사구 바깔의 영수에게와 서술명사구 내의 

그 책은 모두 서술명사 소개의 논항이다. 

(126) 가. 점원이 영수에게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했다. 

나. 점원이 영수에게 [그 책의 소개](를) 했다. 

위 문장의 문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명사구 내외격의 통시 실현 

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의 문장들은 경동사구문이 아니라 일반동사 구문 

이라고 주장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학-가 경통사가 아니라면 일반통 

사 하-가 영수에게를 논향으로 가져야 한다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본문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일반통사 하

를 가정해야 되며 결국에는 경통사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결 

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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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erties of ho,- and Light Predicate Constructions 

Hee-Rahk Chae 

In this paper there are several points that we make about the properties 

of the Korean ha- ‘to do/be;' .. ’. It shows an exceptional diversity not only 

in its semantic/functional behavior but also in its formal (morphological/ 
disributional) behavior. Firstly, we argue that, among the varlants of ha- , 
some have their own meanings and others behave as “dummy" verbs. Sec

ondly, ha- variants ar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units according to 

their morphological status: independent words (those which combine with 

“ verbal/process nouns (VNs)"), clitics (those which combine with 

“ adjectival/stative nominals") , and (derivational) endings. In particular, 
the ha- in the [VN ha- ] format, where the VN does not bear the accusa

tive marker -lul, is also analyzed as a word rather than a part of a word 

(i.e. a morpheme) , just like the one in the [VN-lul ha-] format. Thirdly, 
we provide some criteria to distinguish VNs from regular nouns. 

Although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Light Verb Constructions 

(LVCs), previous analyses have failed to provide objective criteria for de

fining L VCs (and hence “ thematically incomplete" Light Verbs (LVs) and 

accompanying VNs). The verb ha- and the noun preeding it are inconsis

tently regarded as a LV and a VN, respectively or as a “heavy verb" and a 

regular noun, respectively, depending on its environment. That is; sentences 

containing them are analyzed as L VCs only when the noun is not modified 

or “ moved". In the face of these problems, 1 argue firstly, that all ha- sen

tences should be analyzed as Light Predicate Constructions (LPCs: LVCs+ 

Light Adjective Construétions) when the potential VN/Predicate Nominal 

(PN) has at least one of the verbally case-marked phrases as its comple

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PN is modified or moved. Secondly, LPCs 

(neither LPs nor PN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struc

tural differences: vP["', v{PNP+LP]v']vp and vP["', PNP, LP]vp. Thirdly, 
LPC sentences in general are ambiguous between these two structures. 

Many sentences, however, are disambiguated because the PN in each struc-



476 채 희 락 

ture has its own special properties. In this approach, the differences of the 

behavior of the verb ha- and the noun preceding it in LPC sentences are 

attributed to their structural differences rater than to “spuriously" multi

plied lexical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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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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