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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문법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푼장내에서 서로 (무한히)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면서 특별한 관련을 맺 

고 있는 두 부분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영어에서 “tough-구 

문”과 비교구문은 이러한 “(무한) 이접성 (unbounded discontinuity)"을 보인다 

는 의미에서 의문구문이나 관계구문과 비슷하다. 그러나 앞의 구문들은 문장내 

의 특정 단어나 구의 존재로 인해 그 구문이 성 립되는 반면에 뒤의 구문들은 

문장내의 특정 단어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구문이다. 그러므로 tough-구문과 

비교구문에서는 무한 이접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특정의 단어가 어떻게 각각 

의 구문이 만들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영어의 tough-구문과 비교구문을 한국어의 상응 

표현들과 비교 분석하여 좋은 문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 

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 표현들이 이접성을 보이고 특정의 단어와 밀접한 관련 

이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는 두 언어가 같지만，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왜냐하면，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공흥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편문법적 요소 

와 언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개별 언어적 요소는 탈리 취급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영어에는 이들 구문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존 연구물을 잘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한국어에서는 이 구문들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tough-구문과 비교 표현의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 

다. 한국어에서는 이들이 독립적 (자체의 독흑한 문법적 특성을 가진) 동사 구 

조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 통사적으로 독 

l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3.2. 
절의 한국어 비교 표현 분석에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둠 1" (김홍규， 강병모 1996)에 
서 추출한 용례를 사용했는데，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 
구소와 강범모 교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이 논문의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 

도록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윤혜석 교수와 홍기선 교수께도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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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비교구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한국어에서 이들 표현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정체성 (identity)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분석을 제공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어 자체의 분석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두 구문 

에 대하여 영어-한국어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이나 영어-한국어 번역시스뱀 등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한다. 

영어에서 tough-구문과 비교구문은 무한성 (unboundedness)의 문제와 관련하 

여 언어학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tough

구문은 50년대 후반 Chomsky에 의해 현대언어학이 태동될 당시부터 논의의 

대상이 된 구문이다. 표면구조만으로는 언어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심층구조를 설정하고 이들을 연결해 주는 변형규칙도 있어야 된다는 “변형생성 

문법”이 나온 이후 표연구조만을 가정하는 언어학자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한성과 공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70년대말경 

에 표면구조만으로도 모든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GPSG 이론 등이 나 

올 수 있었던 것은 무한성과 공백을 표면구조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개 

발되었기 때문이다. Chomsky (1977) 이후로 비교구문은 주로 tough-구문을 다 

루는 문법적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많이 연구 

되어 오고 있다. 

이 두 구문이 많은 학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생성문법의 전통을 따르는 이론에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분석 

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GB 이 

후의 최근 이론에서는 tough-구문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 

는 것 같다. 그만큼 이 구문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잘 정리하 

여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내에 

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른 나라 언어에서 상응하는 

구문을 살펴 보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2 

비록 만족할 만한 분석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에서는 

연구물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Browning 1987, Jones 1990 등)， GPSG적 표연 

구조만을 설정하는 이론 내에서도 tough-와 비교구문 및 이와 관련된 각종 구 

문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나와 있다 (Chae 1992).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이 

들 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격적으로 tough-구문에 대 

해서 다룬 논문은 Gerdts and Youn (1987) , Song (1988)과 Kim (1988) 등 몇 개 

2 한국어에서도 영어의 tough-구문과 비슷한 구문이 있고 불어 (Kayne 1975)와 
Caribbean English (Winford 1992)에서도 유사한 구문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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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되지 않으며 비교구문에 대해서 다룬 논문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2장에서는 우선 영어의 tough-구문과 비교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을 

Chae (1992)를 바탕으로 정리한다.3장에서는 한국어의 상응 표현들을 관찰하여 

일차적 분석을 한다 그리고 두 언어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 

을 밝혀 냄으로써 두 언어에 작용하는 공통적 특성과 영어 혹은 한국어에만 존 

재하는 개별 특성을 골라 낸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우선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한국어 해당 구문들의 분석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한 언어의 현 

상만으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이 상대 언어에서의 현상에 의해 쉽게 

밝혀질 수도 있으므로 두 언어 모두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영어의 tough-구문과 비교구문 

이 장에서는 영어의 tough-구문과 비교구문을 깊이 있게 다룬 Chae (1없2)를 

바탕으로 이 두 구문의 핵심적인 쟁점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영어에서는 이 두 

종류의 표현이 통사적으로 독립된 구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론의 여지가 없다. 각 구문올 성 립하게 하는 한 특정의 요소가 있으며 이 요소 

가 그 구문내의 다른 요소를 허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 

반적으로는 생략될 수 없는 요소들이 이 구문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처럼 이 

들 구문은 구성소들의 단순한 결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통사적 성질을 가지고 었다. 

우선，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구문 (construction)"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Goldberg (1앉)6: 68)에서는 구문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 a pairing of fOIm with meaning/use such that some 

aspect of the form or some aspect of the meaning/use is not strictIy 

predictable from the component p따ts or from other constructions aIready 

established to exist in the Ianguage." 이 정 의 에 따르면 단어 도 일종의 구문 

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법적 구문3"만을 관 

심의 대상으로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 보면 구문이란 “구성 요소들의 성 

질만으로는 자신의 통사적 성질이나 의미적 성질의 모든 측면을 규명할 수 없 

는 일정한 유형의 구/절 단위 구성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구성 요소들만으 

로는 어떤 구문의 특성을 모두 밝힐 수 없으므로 한 언어의 언어 현상을 체계 

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문의 존재를 빠짐 없이 파악해야 

한다. 그 반면에， 각 구문이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구 

3 Shibatani & Thompson (1앉)6: vü)에서 는 “traditiona1 constructions"라고 부르고 있으 
며 Goldberg (1996: 70)에서는 “Jru'π'ked constructions"란 용어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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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일종의 “원소적 요소 (primitives) "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구문이 설정되 

면 문법의 기술 체계가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일반화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 

2.1. tough-구문 

“tough-구문”의 주요 특정 은 difficult, easy, hard, simple이 나 tough 같은 형 

용사가 주술어로 나오며 이 형용사의 존재에 의존해 있는 NP 공백을 가진 VP 

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1)과 같은 문장이 전형적인 tough-구문의 예이다. 

(1) The book is easy (for me) (to 야rsuade Mary) to read e. 

(2) 가. (For me) to read the book is easy. 

나 It is easy (for me) to read the book. 

문장 (1)에서 주어인 [the book]과 공백 (gap) e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의미적 

으로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며， 괄호 속의 (to persuade Mæγ)가 

보여 주듯이 그 둘의 관계는 절의 경계를 넘어서서 성립하는 무한성을 보이고 

있다. 

이 구문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논쟁거리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주어 [the 

book]과 공백의 관계가 단순히 의미적인 것이냐 아니면 통사적인 연계성 

(syntactic connectivity)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통사적인 연계성까지 있다면 

그 둘의 관계는 통사적으로 포착되어야 한다. 두 번째 논점은 괄호 속의 (for 

me)가 상위문의 전치사구로 ‘easiness’의 경험자 (experiencer)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하위문의 주어 역할을 하는지， 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 

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for me)와 부정사 [to read]가 easy의 보충어인 

지， 첨가어인지 아니면 제3의 관계인지의 문제이다.4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하지 

만 (2)의 구문들도 (1)의 구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 

는다 (Chae 1992: 105-6, 각주 34 참조). 

첫 번째 논점 즉， 문장 (1)에서 주어 [the book]과 공백의 관계가 의미적인 

것인지 통사적인 연계성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보자 (Chae 1992: 

77-85). 크게 나누어 “인상 문장 (raising sentences)"의 일종으로 분석 하는 부 

류 (Postal 1971, Bayer 1990 등)와 일종의 “통제 문장 (control sentences)"으로 

분석하는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the book]이 

통사 구조상 “실질적”으로는 하위문의 목적어이지만 “형식적”으로만 상위문의 

주어로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주어와 공백간에 통사적 연계성이 있 

4 이 논문에서 언어자료를 표시할 때 [ ]와 ( )를 모두 사용하는데， 전자는 구성성분 
(constituent)을 이루는 단위를 나타내며 후자는 (수의적인 요소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구성성분을 이루지 못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쇄체 <string)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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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는 이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을 보여 준다. 

(3) 가. The rock is hard for me to move, but that one is quite easy e. 

나. John is eager to leave, but Bill is much less eager e. 

다. * John is certain to win. but Mary is not certain e. 

(가)와 (나)에서처럼 tough-구문과 통제구문에서는 형용사 다음에 VP가 생략 

될 수 있는데. (다)가 보여 주듯이 인상구문에서는 생략될 수가 없다. 만약 

tough-구문이 인상구문의 일종이라면 문장 (가)가 문법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 

면 인상 형용사는 절을 보충어로 취하는데 보충어의 일부분인 VP가 생략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Jacobson 1992). 

통제 문장의 일종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tough-형용사가 NP 공백을 가 

진 VP를 하위범주화 한다고 가정하는데， 여기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Gazdar 등 (985)과 Hukari & Levine 0987, 1991a)에서는 통사적 연계성 

이 있다고 가정하거나 주장하고 있으며 Jacobson (1992)과 Chae (1992)에서는 

통사적 연계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어와 공백이 각각 다른 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어는 주격을 가지고 었으며 공백은 목적격이 요구 

되는 자리에 있다. 만약 통사적인 연계성이 있다면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결속과 등위접속 현상에서도 통사적 연계 

성이 있다고 가정하기가 어려움을 보여 준다. 

(4) Being easy to please e, 1 like Mary very much. 

(5) 가. John is [handsome] and [easy to understand eJ. 
나. *The doctor who [[Kim worked for Lee] and [Sandy relied on e]] 

died. 

문장 (4)에서는 공백이 문장 외적인 요소에 의해 결속이 되는데， 이런 현상은 

선행요소 (filler)와 공백 사이에 통사적 연계성이 있는 wh-구문에서는 볼 수가 

없다. 문장 (5가)에서 볼 수 있듯이 [easy to understand e]가 공백이 전혀 없 

는 [handsome]과 등위 결합을 할 수 있다. 이 현상도， (5나)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 요소와 공백 사이에 통사적 연계성이 있는 구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다 5 비록 내부적으로는 공백을 가지고 있지만 [easy to understand e] 전체는 

3 일반적으로 통사적인 제약으로 간주되고 있논 “동위구조 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혀nt)"이 의미적인 제약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Culicover & ]ackendoff 1997 참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5)와 관련된 위의 논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미적인 제 
약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이 제약으로 (5)의 두 문장의 문법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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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tough-구문에서는 주어와 공백 사이에는 통사적인 연계성이 없고 의마 

적인 관련성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논점 즉， 문장 (1)에서 괄호 속의 연쇄체 (for me)가 어떤 지위를 가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자 (Chae 1992: 85-99). 이 연쇄체는 Bresnan 

(971) 이래 전통적으로 상위문의 전치사구로 ‘easíness’의 경험자 (experiencer) 

역 할을 한다고 주장되 어 져 왔다 (Berman 1973, Lasník & Fiengo 1974, Nan띠 

1978, ]acobson 1992). 그러나 Gazdar 등 (1985)과 H버<ari & Levine 0991b)은 

for가 보문자이고 그 다음의 NP는 하위문의 주어라고 주장한다. 우선 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들을 살펴 보자. tough-문장에서 (for NP)는 분포상 문 

두나 문미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NP만이 올 

수 있다. 

(6) 가. For Kim, thís book is easy to understand e. 
나. This book is easy to understand e, for Kim. 

(7) 가. *This park would be easy for there to be a riot in e. 
나. *BilI would be easy for it to bother e that Mary left. 

만약 (for Kim)이 보문자와 하위문의 주어라면 (6)의 문장들은 불가능할 것이 

다 (Chomsky 1973). 왜냐하면 이런 분석에서는 (for 퍼m)이 하나의 구성성분 

(constituent)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7)의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for NP) 

에 대한 의미적 제약이 있는데， NP 자리에 경험자가 될 수 있는 유정적인 

(a띠mate) 요소든지 어떤 능력을 가진 요소만 올 수 있다 (Nanní 1978, 

]acobson 1992). 만약 (for NP)가 상위문의 PP라면 이 제약은 tough-형용사의 

보충어에 대한 제약으로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보문자와 하위문의 

주어로 보는 입장에서는 상위문의 서술어인 tough-형용사와 이들을 연결시키 

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가 없다. 

(for NP)가 상위문의 PP임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지만 하위문의 요소인 것처 

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NP의 의미적 제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 

보자. 

(8) 가. The Títaníc is ímpossíble (for any iceberg) to sink e. 
나. This boulder would be dífficult (for even a bulIdozer) to move e. 

(9) 가. ??These books are hard (for reviewers of e) to praise e sincerely. 

나. ??John would be hard (for friends of e) to admíre e 

위에서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무정적인 요소는 for 다음의 NP 자리에 올 수 

없지만 (8)의 문장들은 완벽한 문장이다 (Berman 1973). 여기서 (for NP)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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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tough-형용사와 아무런 의미(역) 관계가 없 

다. 그러므로 (for NP)는 하위문하고만 관련이 있는 듯하다. (9)의 문장들에는 

그 NP에 “기생 공백 (parasitic gap)"이 있는데，6 이 현상은 상위문 pp 가설로 
는 설명할 수가 없다. 기생 공백은 진짜 공백의 영역 내에서만 허가가 되는데 

만약 pp가 상위문의 요소라면 진짜 공백의 영역 바깥에 오기 때문이다 

(Jacobson 1984). 예문 (8-9)에서 보이는 현상이 (for NP)가 하위문의 요소라는 

증거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Gazdar 등 (1985)과 H마ari & Levine (1991b) 

이 주장하듯이 for가 보문소이고 NP가 하위문의 주어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 

다. Chae 0992: 94-96)는 pp가 그대로 하위문의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 

이 더 타당한 분석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to맹h-구문의 (for NP)가 상위문의 요소로 분석되어야 하 

는 경우와 하위문의 요소로 분석되어야 하는 경우를 각각 보았다. 그러나 다음 

과 같은 예는 어떤 분석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0) 가. *Susy is unpleasant for Mary for John to go out with. 

나. It is unpleasant for Mary for John to go out with Susy. 

(나) 구문에서는 (for NP)가 연속적으로 두 개 나올 수 있는 반면에 tough-구 

문 (가)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for NP)를 상위문의 

pp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하위문에 주어 pp가 올 수 없다는 제약을 가해야 

하겠지만 (8-9)에서 보았듯이 pp를 하위문의 주어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위문의 pp로 보는 입장에서는 하위문에 pp 주어가 있을 경우에는 상위문에 

pp 경험자가 올 수 없다는 제약을 두어야 하는데 이런 제약은 상위문의 pp를 

규제하기 위해서 하위문의 내부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불합리한 

제약이 될 것이다. 

비록 (10)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통사적 제약을 설정했다고 할지라도 (for 

NP)가 상위문의 경험자 역할과 하위문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적 제약이 추가되어야 한다. 

(11) This book is easy for me to read e. 

이 문장에서 me는 ‘easiness’의 경험자이며 동시에 ‘reading’의 주체이다. ‘me’가 

아닌 다른 사람이 ‘easiness’의 경험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는 사 

람이 될 수는 없다 (Nanni 1978). (for me)를 상위문의 pp로 보는 입장에서는 

6 (9)의 문장들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비문법적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어 
색함에 대한 독립적인 이유가 있다. 기생 공백이 진짜 공백보다 앞서는 경우는 tough-구 

문 이외의 경우에도 어색하며 진짜 공백이 기생 공백보다 앞 쪽으로 올 때는 정상적인 

문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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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p가 언제나 하위문의 주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 제약을 설정해야 한 

다. 하위문의 pp로 보는 입장에서는 하위문의 주어가 언제나 상위문의 경험자 

로 해석된다는 제약을 설정해야 하는데 하위문의 내부요소인 주어를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약은 설정하기기 매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for me)가 통사적 
으로 상위문의 pp이면서 동시에 하위문의 주어 pp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7 

tough-구문의 세 번째 핵심 논쟁 거리는 (for NP)와 공백이 있는 VP 부정사가 
tough-형용사의 보충어인지 아니면 첨가어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 논문 

의 중심 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Chae (1992: 99-104)의 논증을 

받아들여 이들이 보충어도 아니고 첨가어도 아년 제3의 관계라고 가정한다. 지 

금까지 살펴 본 세 가지 논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 어의 tough-구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2) 

ζ뇨 聊〈
식
 
爛하위문의 VP는 공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백이 AP까지는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장의 주어와 공백 사이에는 통사적인 연계성이 없다. 그러고 pp는 

통사적으로 상위 AP의 딸이면서 동시에 하위문 VP의 딸이다. 각 tough-형용 

사의 특성에 따라서 pp와의 관계가 약화될 수도 있다 ((8) 참조). Chae (1992: 
V장)에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tough-구문과 관련 구문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2.2. 비교구문 

영어에서 한 문장을 비교구문으로 만들어 주는 핵섬요소는 형용사나 부사 혹 

은 명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er이나 more이다. 이 요소가 떨어져 있을 수 있 

는 than 복합체를 허가하여 전체 문장을 비교구문의 문장으로 만든다. 그렇지 

7 tough-구문의 (for NP)가 상위문의 PP이면서 동시에 하위문의 PP라는 본 논문의 분 
석은 (for NP)가 상위문의 PP로써 하위문의 PRO를 통제한다는 GB적인 분석과는 근본 
적으로 다르다. 위에서 살펴 본 (8-9)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PRO가 아니라 (for NP) 자체가 하위문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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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영어의 비교구문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통 

일된 분석이 나오기가 힘드는 것 같다. 

(13) 가. Marγ is taller than John (?).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John (?). 

(14) 가. Mary is taller than (I thought) John is ( ).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John eats ( ). 

(5) 가. Mary is taller than John is ( ) thin.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John eats ( ) oranges. 

(16) 가. Mary was taJler at 15 than (?) at 21.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 oranges. 

위에서 (가) 문장들은 형용사에 비교소 -er (혹은 more)이 붙고 (나) 문장들은 
명사 앞에 more가 와서 비교운장이 되었다. 이러한 각종 비교구문의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논점들이 많이 있다:j) 빈 칸 ( ) 속에는 어떤 것들이 생략되었 

는가， ii) (?)로 표시된 부분에는 생략된 요소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iii) 
more9} than은 단일 기능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 면 복합적 인 기능을 가지고 있 

는가 등. 이 논문에서는 Chae (1992: VI장)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논점들을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첫 번째 논점， 즉 자료 04-15)의 ( ) 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의미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 ) 

부분에 복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가. Mary is taller than John is (x ta1J).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John eats (x-many apples). 

(15') 가. Mary is taller than John is (x) thin.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John eats (x-many) oranges. 

여기서 x는 정도구 (degree phrase)를 나타내고 x-many는 수량구 (quantity 

phrase)를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괄호속에 있는 요소들은 비교구문 자체의 특 

성에 의해 생략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04')의 탈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비교급 탈락 (comparative deletion) 규칙”을 설정하였으며 (15')의 자료를 설 

명하기 위해 “비교급 하위탈락 (comparative subdeletion) 규칙”을 설정하여 이들 

을 두 가지 다른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Bresnan 1973, Chomsky 19η 등). 

그렇지만 (14' 7})의 ta11과 (14'나)의 apples의 탈락은 비교급 자체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일 요소가 반복되었을 때에 뒤의 요소가 생략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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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Mmγ is ta11er than Joan is t떼. 

나. ?Joan eats more apples than Mary eats apples. 

우선 알아야 할 사항은 (나)가 문법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는 문장이라는 것이 

다.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는 통일 요소가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된 것 때문 

에 느껴지는 현상이지 비문법적으로 판단될 정도는 아니다. (가) 문장은 비문법 

적이지만 이는 tal1이 반복되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비문볍성에 대한 독립 

적인 이유가 있다. 비교급 문장에서 정도 부사나 수량 부사와 결합해 있는 형 

용사는 “중립적 의미 (neutral meaning)"를 가진다. 그런데 (17가)의 than-절에 
있는 t떠1은 정도 부사 (x)가 생략되어 (꽁백으로) 있기 때문에 중립적 의미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 오히려 일반 문장에서의 “극 의미 (pol와 mea띠ng)"가 부각 

된다. 이런 의미적 상충 때문에 <177})가 비문법적으로 된다. than-절 내의 형 

용사 앞에 정도 부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중립적 의미가 

상당히 약하다는 사실은 C187})와 같은 자료에서 알 수 있다. 

(18) 가. What is more, this desk is higher than that one is HIGH. 

(Chomsky 1977: 122) 
나. Henry is taIler than 6 feet (taJl). (Rusiecki 1985: 48) 

<187})에서는 형용사 high에 강세를 줌으로써 중립적 의미가 없어지고 극 의미 

가 되살아 난 것이다. 그렇지만， 08나)에서 볼 수 있듯이， 수량 부사 (6 feet)가 
명시적으로 있을 때는 중립적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극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147})에서와는 달리 형용사가 반복이 되어도 

문법성에 문제가 없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자료 (14)의 괄호 속에서 생략된 요소는 두 가지 종류 

가 있는데， 정도구 (x)와 수량구 (x-many)만 비교구문 자체의 특성으로 생략된 

것이며 나머지 생략 부분은 반복을 회피하려는 언어적 일반 속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료 (15)의 괄호 속에는 비교구문에 의한 생략 현상만 볼 수 있다. 

(14)에서 생략된 요소가 두 종류라는 분석에서는 (14)와 (15)에서 볼 수 있는 

비교구문에 의한 생략 현상을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논점， 즉 자료 (13)과 (16)에서 (?)로 표시된 부분에 생략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자. 

(13) 가. Mary is taller than John (?). 

나.M따y eats more apples than John (7). 

(16) 가. Mary was taJler at 15 than (?) at 21.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 oranges. 

이 문제는 다음의 세 번째 논점에서 살펴 볼 than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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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여기서는 결론만 간단히 말하겠다. (3)에서는 통사적으로 아무 것도 생 

략된 것이 없으며 [than John]이 전치사구로 분석된다. (6)의 (?) 속에는 생략 

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문장 067})에서 

는 [x talI]이 생략되었고 (나)에서는 [x-many]가 생략되었다. 물론， (가)에서 X 

는 비교구문 자체의 특성에 의해 생략된 것이고 ta11은 반복 회피 현상에 의해 

생략된 것이다. 

세 번째 논점으로 넘어 가서， more와 than이 각각 어떤 종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영어의 than은 환경에 따라서 전치사 (3), 보 

문소 (complementizer) 04-15) 혹은 대등접속사 (16)로 분석이 된다. than 다음 
에 명사구만 올 경우는 전치사이고 (최소한 주어와 술어기- 있는) 절이 올 때는 

보문소 역할을 하며， 그 이외에는 접속사로 분석되어야 함을 보이려고 한다. 

비교구문에서 [than + NP] 단위가 전치사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9) 가. different from/than NP 

나. superior/inferior to NP 

다. taller than mel*I 

(20) 가. (?)Who is Mary ta11er than? (Hankamer 1973) 
나. Who do 1 이ink beer more than? (Ryan 1986: 160) 

(21) John thinks [Maryi is t떠ler than herself;νl*herJ (Napoli 1983: 164-5) 

(9)의 자료는 than이 일반 전치사와 서로 교환이 가능하며， 비교의 의미를 가 

지고 있는 형용사가 전치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며 than 다음에 대명사가 올 경 
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 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than이 전치사라고 가정하면 이 현상들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 
의 자료에서 우리는 than 다음의 명사구가 일반 전치사의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에서 선행요소와 대명사의 관계가 

보여 주는 현상은 than 다음의 명사구가 비교구문의 주어와 같은 절내에 있다 

는 것이다. 만약 than이 보문소라면 재귀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대명사를 필요 

로 할 것이다. 

than 다음에 주어와 술어를 갖춘 절이 올 경우는 than이 종속절을 이끄는 보 

문소로 분석되어야 하는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살펴 보자. 

(22) 가. *Who is Mary tal1er than e is? 

나. Mary is [ta11er than Joan isl 

(23) 가. Is Mary taller than Joan is thin? 

나. *Is Mary tal1er than is Joan thin? 

(cf. Is Mary very ta11 and is Joan very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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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22가)는 than이 전치사가 아님을 보여 준다. 만약 전치사라면 (20)에서처 

럼 than 다음의 명사구가 의문문에서 문두로 이동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2나)와 같은 문장에서 [taller than ]oan is]는 구성성분을 이루기8 때문에 

(Mary is taller)는 구성성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than은 대등접 

속사도 아님을 알 수 있다. (23)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위문이 의문문이 되어 

도 than 다음에 오는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형 

적인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문장에서는 볼 수 없으며 보문소에 의해 유도 

되는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6)에서처럼 than 다음에 

가 올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than은 

1983: 2.1절). 

명사구나 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요소 

등위 접속사로 분석 되어 야 한다 (Nap이i 

(16’) 가. Mary was [taller at 15] than [(x talJ) at 21].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x-many) orangesJ. 

(24) 가. Nancy Reagan, 1’ve seen [more pictures of e] than [(x-many) 

books about e]. 

나. *Who did you see [more pictures of e] than [(x-many) b∞ks 

about Ron외d]? 

다. * Who did you see [more pictures of Nancy] 

books about e]? 

than [(x-many) 

(25) The team made/*liked [more noise] than [(x-much) headwayJ. 

우선 (24)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비교구문이 “등위구조 제약 (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than이 등위접속사로 분석되어야 

함을 보이는 또 다른 증거는 (25)에서 볼 수 있다. 숙어적 표현 [make 

headway]는 분포상 제약이 크며 [like headway]는 불가능한 표현이다. 문장 

(25)의 상위문 술어로 make가 오면 정문이지만 like가 오면 비문법적이 된다는 

것은 상위문의 술어와 두 번째 접속 요소에 나오는 headway가 직접적인 관련 

이 맺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than이 종속절을 이끄는 보문소라면 설명하기 어 

려운 현상이다. 

이제까지 than이 상황에 따라 전치사 보문소 혹은 등위접속사로 분석이 되 

8 (22나)에서 [taller than Joan is]가 구성성분을 이룬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서 알 수 있다. 

i ) How tall is M따y? --- [T혀ler than Joan isl 
ii)M앙y is [taller than Joan is] and [richer than Sandy is]. 

의문문의 대답으로 홀로 설 수 있으며 등위접속 구문의 접속 요소 (conjunct)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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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을 보았는데， 이제 more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자. 

(26) Mary is [more beautifuI] than Joan. 

여기의 more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것으로서 -er과 같이 정도부사 역할 

을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펴 본 more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량사 역할을 한 

다. more는 이 두 가지 기능 이외에 이 논문에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은 “메타 

비교구문 (meta-comparatives)" (Pinkham 1982, Napoli 1983, Ryan 1986)에서 

특별한 기능을 한다. 

(27) 가. Mary is more ta11 than (she is) thin. 

나. This car runs more fast than smoothly. 

이런 종류의 문장에서는 정도나 양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A라기보다는 B’라 

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Chae (1992: 171)에서는 메타 비교구문의 more를 than과 짝을 이루는 분리 

등위접속사9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알아야 할 사항은 메타 비교구문의 more는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Pinkham 1982: 150-1). 

(28) 가. Mary was 흐쁘n more angry than she was sad. 

나. Mary was 띠얻료되댄얻 more angIγ than she was sad. 

이 문장은 more가 정도부사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메타 비교구문의 의미 

는 없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메타 비교구문의 mor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수 

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 비교구문에서와는 달리 

메타 비교구문에서는 than 다음에 아무런 공백도 없다. 

(29) Mary is more very ta11 [than very thin]. 

일반 비교구문에서처럼 more가 than-구/절 내의 정도부사구 공백을 허가한다 

고 가정하면 (29)의 [ ] 속에는 두 개의 정도부사 (공백과 veη)가 있다고 분석 

해야 되는데， 정도부사가 형용사구를 닫는 (closing)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 

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러한 증거로 볼 때 메타 비교구문의 more는 

정도구도 수량구도 아닌 등위접속사(의 일부)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영어의 비교구문에서 more와 than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살펴 

보았는데， 각각 세 종류의 어휘로 분석되어야 함을 보았다. -er이나 more가 문 

장 내의 than-구/절을 허가하여 비교구문으로 성립하게 하므로 (tough-구문에 

9 분리 등위접속사에는 neither ... nor, either ... or, both … an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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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tough-형용사처럼) 이들이 비교구문의 핵심 요소이다. 이 관계를 좀 더 

형 식 적으로 나타내면，10 정 도를 나타내는 -er과 more는 PP[PFORM than], 

S[COMP than]!DP 혹은 XP[CONJ than]!DP을 허가한다. 그리고 수량을 나타 

내는 more는 PP[PFORM than], S[COMP than]/QP 혹은 XP[CONJ than]/QP 

를 허가한다. 그리 고 메타 비교구문에 나오는 접속사 more는 XP[CONJ than] 

을 허 가한다 (Chae 1992: 6.1.4. 참조). 

3. 한국어의 tough-구문과 비교 표현 

영어의 tough-구문과 비교구문에 대해서는 구문 자체의 정체성 (identity)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앞 장에서는 이런 가정하에서 이 구문들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논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어에도 이들에 상응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의미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변 통사적으로 독립된 구문으로 존재하는지에 대 

한 진지한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 장에서는 우선 이 점에 초점을 맞 

추고 검토해 볼 것이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영어에서 살펴 본 논점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앞 장의 도입 부분에서 우리는 구문을 “구성 요소들의 성질만으로는 자신의 

통사적 성질이나 의미적 성질의 모든 측면을 규명할 수 없는 일정한 유형의 구/ 

절 단위 구성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영어에서 tough-문장과 비교 문장은 

각 구문을 성립하게 해 주는 한 특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생 

략될 수 없는 요소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속성들은 구성소들 

의 단순한 결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통사적 성질이기 때문에 

tough-구문과 비교구문을 설정 해야 한다. 한국어 에서도 tough-구문과 비교구문 

을 설정해야 될지의 문제는 이들 표현만의 통사적 (혹은 의미적) 특성이 존재하 

느냐 아니면 모든 성질을 좀 더 포괄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구성소의 특성만으 

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좀 더 포괄적인 원리”라는 것은 해 

당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표현도 함께 포함하는 더 큰 부류의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비교문에서는 -er이 붙어 있 

는 요소와 than-구의 관계는 비교 문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인 반면에， 한국 

어의 비교 표현에서는 정도 부사 더 혹은 [NP-보다]와 이들이 결합하는 요소 

의 관계가 수식어-피수식어의 관계를 규명하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는 

비교 표현만을 위한 원리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다. 

lO pFORM은 전치사의 구체적인 형태를 표시하며 COMP는 보문소， CON]는 등위접속 
사를 나타낸다 그리고 !DP와 /QP는 정도구와 수량구가 공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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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ough-구문 

한국어에도 영어의 tough-구문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독립된 구문으 

로 간주휠 수 있는지， 있다변 여러 가능한 문형들 중에서 어떤 것을 tough-구 

문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정설이 아직 없다. 한국어의 tough-형용사나 

tough-구문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Lee (1968), Cook (1968), 

Yang (1972) 등에서 부분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으며 11 이후에 Gerdts & 

Youn (1987)과， Song (1988) 및 Kim (1988)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12 

먼저 Song (1988)과 Kim (1988)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어의 tough-구 

문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13 우선 의미적으로 영어의 tough-구문에 상응 

하는 다음 (3이의 문장들을 살펴 보자. 

(30) 가. 불어가 배우기가 쉽다/어렵다. 
(cf. 불어가 [우리가 [영희가 삼 년만에 e 배웠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나. 불어를 배우기가 쉽다/어렵다. 

(31) 가. [불어J:，;p [배우 기 쉽다Jvp 

나. [[[ø [불어 배우]、 p]s 기]5 ’ ]~p [쉽다]vp 

11 이 선행 연구들에서 주요 논점중의 하나는 쉽다가 ‘easy’와 ‘likely’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의적 어휘항목이라는 것인데， 전자의 의미플 가지는 어휘항목이 지금의 논의에 
관련이 있는 tough 형용사이다. 

12 한국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어의 tough 구문에 대한 연구는 Ikeya 
(1앉)6)에 정리되어 있다. 

J:l Gerdts & Youn (987)은 tough-구문니l 의 “격 변이”에 대해서 관계문볍 (Relationa1 
Grammar) 체계하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i) 선생넘 이/에게(는) 그 책-을/이 읽으시기가 쉬우셨다. 

경험자 선생닝에 붙는 [이/어|게]의 변이는 “lnversion"으로 하위절의 개념적 목적어 그 
책에 붙는 [응/이]의 변이는 “Ascension"으로 설명한다 경험자는 (어떤 표지가 붙든 관 
계 없이) 주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p. 60) 개념적 목적어는(비흑 주격 표지가 붙 

더라도) 주어적인 속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pp. 62-3). 
이들은 하위절의 명사화 접미사 기 다음에 주격조사가 붙어 있는 자료만 취급하고 

우리가 이 논문에서 핵심적인 tough-구문으로 분석하는 -에가 붙은 자료는 다루지 않았 
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이들이 개념적 목적어에 목적격 표지가 있는 표현도 
tough-구문으로 처리하는 반면에 우리는 (관련성은 있지만) tough 구문은 아닌 것 (“절
주어 구문")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문장에서처럼 개념적 목적어에 대격 
표지가 붙었을 경우， 

ii) 선생넘이 그 책을 읽으시기가 쉬우셨다. 

그들의 분석으로는 경험자 선생났。|가 (tough-구문의) 상위문 요소이지만 우리의 분석으 

로는 (절 주어 구문의) 하위문 주어가 된다. 분석상의 이러한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 
는 관계문법이 (i)에 나타나는 네 가지 종류의 문장이 모두 동일한 “심층 구조”에서 “도 
출”되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48 채 희 락 

Song (1988: 359-361)에서는 (307}-나)의 문장이 각각 (317}-나)의 구조를 가지 
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자료 (32)에서 볼 수 있듯이 양태 부사가 (가) 구 

문의 문두에는 올 수 없지만 (나) 구문의 문두에는 올 수 있다. 

(32) 가*몰래/단번에 불어가 배우기가 어렵다. 
(cf. 불어가 몰래/단번에 배우기가 어렵다) 

나. 몰래/단번에 불어를 배우기가 어렵다 

(33) 가. 불어가 무척 배우기가 쉽다. 

나*불어를 무척 배우기가 쉽다. 

(cf. 불어를 배우기가 무척 쉽다) 

양태 부사가 VP내적 요소라고 가정하면 쉽게 설명이 되는 현상이다 ([ó [똥애/ 

탕번에 풍어 배우]vPJs). (33)에서는 정도 부사가 문장의 중간에 와서 문법성이 

반대가 되었다. 정도 부사는 일반적으로 수식받는 VP 앞에 용다는 점을 생각 

하면 주어진 구조 차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문장 (33나)에서는 정 

도 부사가 수식받는 VP 쉽다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절 내부에 있다. 아 

마 많은 학자들이 (307})의 두 문장이 구조를 달리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 

의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아래의 Kim 1988 참조). 이 두 구문의 차이는 
2장에서 살펴 본 영어 문장 (1)과 (2)의 차이에 상응한다고 볼 수 었다. 

(1) The book is easy (for me) to read. 

(2) (For me) to read the book is easy. 

그런데 Song (1988)은 (변형생성문법적인 견지에서) (30)의 두 문장이 다른 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31 나) 구조에서 (31가) 구조가 도출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307})의 기저형 자체가 (3Ft)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tough-구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문장 (3Ft)가 

독립적인 구문을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의 문제는 이런 변형문법적인 방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지금은 관계문법적인 분석 (각주 13 참조)을 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통규칙을 인정하는 문법이론에서조차 (31나)를 문장 (307})의 기저 

형으로 보지 않는다. 문장 (307})가 하나의 독립된 구문 (즉， tough-구문)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는 것은 이 문장이 다른 구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그것만 

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별되어야 한다. 

Song (1988)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어 tough-구문 연구에서 빼놓 

을 수 없는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임홍빈 1972, 1974, Gerdts & 

Youn 1987: fn 1 참조). 

(34) 불어가 배우기에 어렵다. 

(cf. 불어가 [우리가 [영희가 삼 년만에 e 배웠다고] 생각하기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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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과 문장 (307)-)의 차이는 명사화 접미사 -기 다음에 주격조사 -01/가가 

아니라 후치사 -어|가 온다는 것이다. 

(3이 가. 불어가 배우기가 쉽다/어렵다. 

나. 불어를 배우기가 쉽다/어렵다. 

Kim (1988)에서는 (34)와 같은 표현만 한국어에서 tough-구문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30)의 두 표현은 모두 절을 주어로 가지는 (tough 구문으로 볼 수 없 

는) 일반 형용사 구문이라고 주장한다. 문장 (307)-)에서 풍어가는 비록 주격표 

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위절의 주어가 아니라 하위문의 한 요소라고 분석한다 

(p. 269).14 이에 대한 증거로 다음의 자료 (35)를 제시하고 있다. 

(35) 그 분께서 모시기가 어렵다-!*어려우시다. 

(36) *그 분께서 모시기에 어려우시다. 

(37) 개들이 부려먹기-가/에 상당히-들 어렵지. 

문장 (35)에서 그 훈께서가 상위문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와 일치를 이 

루어야 하는 존칭접미사 -시-가 상위문 동사에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 (Hong 

1994 참조). 그러나 문장 (36)에서 볼 수 있듯이， Kim (1988)에서 tough-구문으 

로 규정된 문장에서조차 존칭접미사가 틀어갈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37)에 

서처럼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가 복수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접미사 -둥이 두 

문형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홍기선， p.d. 이처럼 주어와의 일치 현상만을 보 
았을 때는 두 문형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Song (1988)에서 

지적한 자료 (32-33)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34)뿐만 아니라 (307)-)도 기본적으로는 (317)-)의 구조 

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15 즉， 두 종류의 문장 모두에서 형용사가 주어절만 

을 하위범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VP를 하위범주화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14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주격표지는 종속절내에서 어떤 구에든지 자유롭게 붙을 수 
있다는 가정 이 있다 (Kim 1988: 264). 

15 tOugh-구문의 문장 (35)와 (36)에서 주어와 술어가 존칭 일치 현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각주 13 참조). 그러나 (37)에서 복수 주어 
표지 -등의 행동으로 보아서는 개둥이가 상위문의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37)과 다음 문장을 비교해 보자. 

i)[개들을 부려먹기가] 상당히-들 어렵지. 

이 문장에서는 -풍이 ‘부려먹는’ 대상인 개등과 일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려먹는’ 주체 
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37)의 상위 주어는 개둥이이지만 i)의 주어는 생 
략되어 있음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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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ough-구문의 중요 특정 중의 하나는 의미적/논리적인 견지에서 보았을 

때는 하위문의 목적어인 것이 상위문의 주어 역할을 하며 하위문에는(정상적 

으로는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없이 공백으로 있다는 것이다.16 그리고 상위문 

의 주어와 공백은 서로 무한히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 영어의 이런 특성을 염 

두에 두고 한국어에도 하위절에 공백이 있는지 살펴 보자.17 

(38) 가 그 책이 [서론을 읽기]-가/에 어렵다. 

나. 이 책이 [내용을 이해하기]-가/에 쉽다. 

다. 이 기계가 [엔진을 수리하기]-가/에 어렵다. 

라. 한글이 [자모를 배우기]-가/에 쉽다. 

이 자료는 하위절의 목적어 자리가 공백이 아닌 음성적 실체를 가진 요소로 채 

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불가능하다. 

(39) *The book is easy [to read its introduction}. 

Kim (1988: 274)은 문장 (38가)에서 상위문의 주어 [그 잭이]가 하위문에 있는 

[NP N ’]l\'P 구조의 [그 잭응 서훗;웅]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 

위절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8 그러나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구 

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분석에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 첫째로， 

[그 잭웅 서초웅]에서 NP[그 잭웅]이 N ’ [서호응]의 지정어 (specifier)인 것으 

16 이런 의미에서 Gazdar 등 (1985)에서는 tough-구문을 “Missing Object Construction" 
이라고 부르고 있다. 

17 Kim 0988: 273)에서는 [그 책이 서훗;응 임기에 어껍다]라는 문장이 완전하지는 않 
은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38가)와 관련된 문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었다. 

i) 가. 그 책이 서론이 읽기가 어렵다. 
나. 그 책이 서론이 읽기에 어렵다. 

ii) 가. ?*그 책을 서론이 읽기가 어렵다. 
나*그 책을 서론이 읽기에 어렵다 

iii) 가. 그 책을 서론을 읽기가 어렵다. 
나*그 책을 서론을 읽기에 어렵다. 

(i)의 문장들은 일종의 이중주격 구문을 형성하고 있으며 (ü)의 문장들은 주어절 내에서 
목적격과 주격이 모두 나옹다 Kim (1988: 273)과 Gerdts & Youn 0987: 62)에서는 (jj)와 
같은 문장을 문법적인 것￡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사정응 작아배지께서 쓰시기가 쉬우 

셨다). 문두의 목적격 NP가 절의 경계를 넘어 주제화되었거나 “뒤썩기 (scrambling )" 작 
용을 겪은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j)의 두 문장이 문법성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 

해서는 바로 다음에 살펴 볼 것이다. 
18 문장 (387})에서 주어 [그 책이]가 하위절의 [그 책응 서초응]에서 도출되었다고 하 
더라도 Kim (1988)과는 다른 구조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려나 (41)과 같은 자료 
를 생각해 볼 때 하위절에 반드시 공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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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복합명사 

구로 분석되고 있는 [그 책웅 서 훗;웅]에서 NP[그 책웅]이 빠져 나가는 것은 

일종의 “복합 명사 제약 (Complex NP Constraint)"을 어기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설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하에서는 다음의 문장이 문법 

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바문법적이다 (각주 17 참조). 

(40) *[그 책을 서론]이 [e 읽기]에 어렵다. 

이 문장은 복합명사구 [그 책응 서훗;응] 전체가 빠져 나가 상위문의 주어가 되 

었기 때문에 복합 명사 제약을 전혀 어기지 않고 있다 19 

한국어의 tough-구문에 공백이 펼수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다른 종류의 예문이 있다. 

(41) 가. 저 두껍고 어려운 책이 [[철수가 그(것의) 서론을 읽었다고] 믿기

가/에] 어렵다. 

나. 그 까다로운 문제가 [[철수가 혼자 힘으로 그것을 풀었다고] 주장하 

기-가/에] 어렵다. 

문장 (가)에서는 상위문의 주어를 지칭하는 대용어가 하위문에 지시형용사/소 

유격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의 지정어라고 간주되는 지시사나 

소유격 명사가 있는데 또 다른 지정어의 공백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 

울 것 같다. 문장 (나)에서는 상위문 주어플 그대로 지칭하는 대용어가 하위문 

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백이 있을 여지가 없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영어의 tough-구문에서와는 달리 한국 

어의 상응 구문에는 하위문에 공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백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은 공백의 존재가 해당 구문 

의 개별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공백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tough-형용사 자체가 하위문 VP[NFORM -기]!NP 

(각주 25 참조)를 하위범주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 온 

대부분의 예문에서 하위문에 공백이 있었으며 상위문의 주어와 이 공백은 의미 

적으로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백은 선행 요소와 통일한 요소가 

요구될 때는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특성 (“pro 따'OP" 

19 복합명사구 전체가 빠져나간 문장이 (40)이 아니라 다음의 이중주격 구문이라고 생 
각할 수도 있올 것이다. 

i) [그 책이 서론이] 읽기에 어렵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책웅 서초]-01]가 [그 책이 서훗~ol]로 되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 

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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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의해 생기는 공백일 뿐이며20 tough-형용사에 의해 허가되는 요소는 

아니다. 이러한 공백의 해석은 결속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한국어 tough-문장의 하위절에 언제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백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공백이 없는 경우에도 문장의 주어는 

하위절의 어떤 요소와 의미적으로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혜석， p.cJ.21 하위절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백이 주어에 결속되어야 하 

며 공백이 없을 때는 (38)에서처럼 이중 주격/목적격 구문에서 볼 수 있는 정 

도의 의미적 관련성이 있거나 (41)에서처럼 공지시적인 대용형이 있어야 한다. 

이런 특별한 의미적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이 한국어 tough-구문의 한 특정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영어의 tough-구문에 상응하는 표현이 한 

국어에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지만 하위문에 있는 공백의 성격이 두 언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42) 가. 불어가 배우기가 어렵다. 

나. 불어가 배우기에 어렵다. 

한국어에서는 하위문의 공백이 tough-형용사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 

미에서 영어의 tough-구문과 통사적으로 똑같은 특성을 가진 구문은 한국어에 

없다. 그렇지만 위의 두 표현이 기능적으로 영어의 to맹h-구문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내에서 독립된 구문으로서의 정체성 (identity)을 가지고 있는지 

의 여부는 아직 판별이 나지 않았다. 이 표현 나름대로의 독립적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면 한국어의 tough-구문으로 정 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42)의 두 표현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들 중 어떤 것이 영어의 

tough-구문과 비슷한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자. (42가)룹 “-이/ 

가-구문”이 라고 하고 (42나)를 “-에-구문”이 라고 부르기 로 한다. 우선 다음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가-구문은 문장을 주어로 갖는 관련 구문 (“절

주어 구문”으로 지칭하고자 함)이 있지만 -어1-구문은 이런 관련 구문이 없다는 

것이다. 

(43) 가. [그 책을 읽기]가 어렵다. 

나. *[그 책을 읽기]에 어렵다 

m 홍기선 (p.c.)은 tough-구문의 공백이 “pro-drop"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문 
두의 “주어”가 주제 (topic)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38)처럼 “생략”되는 것이나 
(41)에서처럼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제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기 때문이다， 

21 그 “특별한 관련성”이 “공지시성 (coreferentia1ity)"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38)의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들 문장의 하위문에 공백이 있다고 분 
석하면 공지시성을 tough-구문의 의미적 제약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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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 [그 책을 서론을 읽기]가 어렵다. 

나. *[그 책을 서론을 읽기]에 어렵다. 

절-주어 구문의 자료를 더 살펴 보자. 아래의 문장들은 비록 문두에 주격표 

지가 붙어 있는 명사구가 나오지만 -이/가-구문의 주어가 아니다. 

(45) 가. [그 사람이 책을 읽기]가 어렵다. 

나. *[그 사람이 책을 읽기]에 어렵다. 

(46) 가. [철수가 우승하기]가 어렵다. 

나. *[철수가 우승하기]에 어 렵 다. 

문장 (45)에는 하위절의 동사가 타동사이지만 목적격 표지의 명사구가 하위절 

에 그대로 있으며 (46)에는 동사가 자동사이다. 얼핏 보기에 [그 사껍아]와 [석 

수가]가 상위문의 주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위절의 주어라고 보아야 

한다. 정도 부사의 행동과 경험자 표현의 분포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47) 가. ?*[그 사람이 무척 책을 읽기]가 어렵다. 

(cf. [그 사람이 책을 읽기]가 무척 어렵다). 

나. ?*[철수가 무척 우승하기]가 어 렵 다. 

(cf. [철수가 우승하기]가 무척 어렵다). 

(48) 가*내게(는) 그 사람이 책을 읽기가 어렵다. 

(cf. 내게는 책이 읽기가 어렵다.) 

나*내게(는) 철수가 우승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33)에서 정도 부사는 일반적으로 수식을 받는 VP 앞에 온다는 것을 

보았다. 문장 (47가)에서 만약에 [그 샤껍이]가 상위문의 주어라면 (잭웅 임기 

가 어겹다)가 VP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한다. (48)의 자 

료는 절-주어 구문에서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날 때는 경험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홍기선. p.cJ.22 -이/가-구문에서는 비록 상위문의 주어 

가 있더라도 경험자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가와 -에-구문에서 상위문의 주어가 하위문의 직접 목적어 이외의 요소 

와도 관련이 맺어지는데，23 이러한 자료도 -이/가-구문은 관련 절-주어 구문이 

22 (48)의 예문은 비문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절-주어 구문에서도 경험자 
가 나타날 수 있다 ((10나)와 (54-58) 참조). 

i) 영희에게(는) [철수가 영자와 데이트하는 것이] 불쾌하다. 
g 영어의 tough-구문에서 하위문의 직접목적어 이외에도 전치사의 목적어가 공백이 

될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도 직접목적어 이외의 다른 요소가 상위문의 주어와 관련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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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어1-구문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49) 가. [이 바이올린으로 소나타를 연주하기]가 쉽다. 

나. *[이 바이올린으로 소나타를 연주하기]에 쉽다. 

(cf. [이 바이올린이][소나타를 연주하기]-가/에 쉽다.) 

(50) 가. [전쟁직후에 음식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나. *[전쟁직후에 음식물을 구하기]에 어려웠다. 

(cf. [전쟁직후가] [음식물을 구하기]-가/에 어려웠다.) 

(51) 가. [온실에서 식물이 자라기]가 쉽다. 

나. *[온실에서 식물이 자라기]에 쉽다. 

(cf. [온실이] [식물이 자라기]-가/에 쉽다) 

해당 구가 [NP-후치사]의 형 태로 하위문에 있을 때는 -이/가-구문 관련의 절

주어 구문이 되고 -어1-구문 관련 문장은 전혀 성 립하지가 않는다. 반면에 후치 

사가 없이 NP가 상위문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이/가-구문과 -어1-구문이 모 

두 성립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문장 (46가)에 상응하는 영어 표현은 

다음의 (가) 문장이 아니라 (나)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2) 가. *Chtùsoo is diffictùt to win the race. 

나. For ChuIsoo to win the race is diffictùt. 

다시 말하면， 석수가가 “tough-작용 (operation)"으로 인해 tough-구문의 상위 

문 주어가 된 것이 아니라 절-주어 구문의 하위절 주어라는 것이다 24 이제까 

을 수가 있다 (Kim 1988: 271; Ikeya 1996: 67, 82; T:삶mmi 1996: 100-2, 105-6 참조) 

i) 가 이 바이올린-이/??으로가 [소나타를 연주하기]가 쉽다. 
나. 철수-가/에 게가 [자문을 구하기]가 쉽다. 

다 이 칼-이/??로가 [연펼올 각기]가 쉽다. 
라. 도시-가/?에서가 [살기]가 어렵다. 
마 전쟁직후-가/??에가 [음식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 문장들에 나오는 상위 주어는 하위문에 나타난다면 모두 특정의 후치사와 결합해야만 
되지만 상위문에서는 오히려 후치사가 없이 주격조사만 붙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 
데 이/가 구문에서는 후치사와 격조사가 함께 나타나도 대체로 (부자연스럽더라도) 문 

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1-구문에서는 비문법적이다(*석수에게가 자운웅 구하기에 
엽다). 물론 -어1-구문에서 상위문의 주어에 주격조사만 붙은 경우에는 모두 문법적이다. 

갱 T삶{amiO앉)6: 101)는 일본어 tough-구문의 경 우에 “even an embedded subject can 
become the matrix subject" ièj-고 했는데， 아마도 일본어에서도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구가 tough-구문의 상위 주어가 아니라 절 주어 구문의 하위 주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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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을 때， 

(53) 가. 읽기가 참 어려워. 

나. 읽기에 참 어려워. 

(가) 문장은 중의적이지만 (나) 문장은 한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전자는 -이/가-구문에서 상위문의 주어가 생략된 것일 수도 있고 관련 절

주어 구문에서 하위문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 

자의 경우에는 관련 절-주어 구문이 없기 때문에 -어1-구문의 상위 주어가 생 

략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가 없다. 

-이/가-구문과 -어1-구문이 관련 절-주어 구문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구문틀의 다른 차이는 각 구문이 허용하는 하위절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이/가-구문은 […기] 형태 이외의 다른 하위절도 허용한다. 

(54) 가. 이 문제가 [푸는 것]이 어렵다. 

나*이 문제가 [푸는 것]에 어렵다. 

(55) 가. 영어가 [배우는 것]이 어렵다. 

나*영어가 [배우는 것]에 어렵다. 

(56) 가. 영어가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 

나*영어가 [배운다는 것]에 쉽지 않다. 

(57) 가. 인생이 [끝까지 구원함]이 쉽지 않다. 

나*인생이 [끝까지 구원함]에 쉽지 않다-

(58) 가. 이 사전이 [다목적 사용]이 어렵다. 

나?*이 사전이 [다목적 사용]에 어 렵 다. 

(54-55)와 (56)에서 볼 수 있듯이 -이/가-구문은 하위절에 [s-는 것] (Asakawa 

& Miyakoshi 1않)6: 116. 121 참조)과 [s-다는 것]도 허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57)과 (58)에서처럼 명사형 접미사 -(으)rv 과 서술명사도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민현식 1앉Xl， 서정수 1앉)6: 1317- 참조). 

이제 우리는 -이/가-구문과 -어1-구문에 나오는 형용사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각 구문을 정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형용사는 두 종류의 하위범주화 틀을 가지고 있다.25 

25 하위절이 내부적으로는 동사구/절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명사(구)의 
속성융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VP[NFORM ...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동사구가 
명사적 자질 NFORM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논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점들올 내포하고 있다 (Yoon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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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가. < (NP[nom]), VP[NFORM -기， ... ][nom]> 

나. <(NP[nom]), VP[NFORM -기]-P[PFORM -에]> 

이들에 의해 도출되는 두 구문 모두 주어와 하위절을 보충어로 취한다는 점에 

서는 같다. 주어는 생략될 수 있는 수의적 (optional) 보충어이고 하위절은 생략 

될 수 없는 필수 보충어이다.26 

(60) 가. (이 기계가) 수리하기-가/에 어렵다. 

나*이 기계가 어렵다. 

하위절에 존재하는 공백은 형용사에 의해 허가되는 요소가 아니라 한국어의 보 

편적 특성인 “pro-drop" 현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두 

구문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Chae 1992: VIII장 참조). 

(61) 가. 영희가 웃기기-가/에 쉽다. 

나. (쉽다’(웃기다’(영희’) ))(영희’) 

위의 두 문장이 모구 엽다’가 영희’와 [웃기다’(영희’)]를 논항으로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59)의 하위범주화 틀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의 형용사는 

하위문의 공백을 형용사가 직접 허가하지는 않는다는 것'2:1 이외에는 영어의 

tough-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당 

형용사를 한국어의 tough-형용사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597})와 (59나)의 차이는 전자는 명사화된 절에 주격조사가 붙는 반면에 후 

자는 후치사 -어|가 붙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는 […기] 형태의 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위절로 취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L. 기] 형태의 하위절만 취 

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 

사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크다. 이 유사성만 고려하더라도 

% 한국어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보충어를 갖는 낱말은 일부의 명사 (대 효걷용， 
따씨 둥)와 일부의 동사 (01_, 강- q- 퉁) 그리고 후치사와 보조동사이다 (노용균 

1997).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장 (ii)는 문장 (i)에서 하위절이 생략되어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인다. 

i) 이 문제가 풀기-가/에 쉽다. 
ii) 이 문제가 쉽다 

그러나 문장 (ij)에 나오는 험다는 (j)에 나오는 험다와 다른 종류의 하위법주화 를을 가 
지고 있는 어휘로 분석해야 될 것이다， 문장 (j)에서는 쉬운 속성을 가지는 것이 ‘이 문 
제를 풀기’임에 비해 (jj)에서는 ‘이 문제’의 본래적 속성 때문에 쉬운 것으로 이해된다. 

낀한국어에는 tough-형용샤가 직접 하위철의 공백을 허가하지는 않지만 구문의 성격 
상 상위 주어와 하위절의 특정 요소 사이에는 “특별한”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각주 21 
참조). 이 의미적 관련성 때문에 비록 공백이 없더라도 상위 주어와 그 특정 요소는 무 

한히 떨어질 수 있는 것 같다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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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문들은 다른 구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특정을 가지고 있다. 다 

시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공통의 특성 중에서 tough-형용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하위절의 공백처럼) 다른 일반적 특성에 기인하는 요소는 없다는 것이 

다.28 그렇다면 한국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tough-구문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다. 다만 (59나)에 의해 유도되는 tough-구문이 (597})에 의한 것보다 더 한정 

된 종류의 하위절을 취하며 관련 절-주어 구문이 없다는 의미에서 좀 더 개별 

적인 특성이 강한 구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위에서 정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tough-형용사에는 어껍다， 

업다， 까다옵다， 적%하다， 풍가능하다， 종다， 상다， 꾀송다， 찢↓등다 등이 있 

는데 (서정수 1996: 1324 참조) 일반적으로 심리형용사가 하위절을 보충어로 취 

할 때는 tough-형용사가 되는 것 같다 (Yang 1972, Gerdts & Youn 1987, 

1988).29 

(62) 이 돌이 들기 -가/에 무겁 다. 

반면에 일반 형용사는 (부정) 정도 부사 너무와 결합한 경우에만 tough-구문적 

속성을 보이는 것 같다 (Kim 1988 참조).30 

(63) 가*이 나무가 뛰 어 념 기 -가/에 높다. 

나. 이 나무가 뛰어넘기-가/에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는 tough-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부사 너우가 수행하는 것으로 분 

석 해야 될 것 이 다 (영 어 의 too-구문 참조， H-R Chae 1992: V장). 

이제 2.1절에서 살펴 본 영어 tough-구문에서의 세 가지 주요 논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어에는 각각의 논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렬 수 있을지 생각 

해 보자. 첫째 논점은 상위절의 주어와 하위절의 공백 사이에 통사적 연계성이 

%에m0988: 270)에서 종다는 tough-형용사가 아년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다음 자 
료에서 알 수 있듯이 종다도 영어의 go여과 마찬가지로 tough-형용사로 분류되어야 한 

다 (Chae 1992: 51). 

i) 철수가 [내가 상대하기] 가/에 좋다. 
ii) [내가 철수를 상대하기]-가!*에 좋다. 
었 심리형용사가 고유의 기능으로 쓰일 때는 다음과 같은 하위범주화 틀과 의미를 가진다. 

i ) [나는] [영희가] 그립다 ii) (그립다’(영희’))(나’) 
때 영어에는 too-구문뿐만 아니라 enough-구문도 tough-구문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데， 한국어에서는 enough-구문이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 

i) *이 나무가 자르기-가/에 크다. 

ii) ?*이 나무가 자르기-가 충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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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아니면 의미적인 관련성만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tough

형용사에 의해 허가되는 공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점은 생기지 않는다. 하 

위문에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문의 주어와 공백의 관계는 선행사 

(antecedent)와 생략된 대명사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속의 문제로 

귀속된다. 결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통사적인 관련성은 없고 의미적 

인 연관성밖에 없다. 세 번째 논점은 하위절이 tough-형용사의 첨가어로 분석 

이 되어야 하는지 보충어로 분석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제3의 관계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하위절을 tough-형용사의 보충어 

로 가정을 했는데，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 

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두 번째 논점， 즉 영어의 (for NP)가 상위문의 pp인지 하위문의 요소인지 아 

니면 양쪽에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개괄적으 

로 살펴 보아 다음 (1)의 영어 표현은 한국어에서 (64-67)과 같이 표현된다. 

(64)와 (65)는 -이/가-구문으로 나타낸 것이며 (66-7)은 -에-구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2)에 있는 표현들은 (68)처럼 절-주어 구문으로 표현된다. 

( 1 ) The book is easy for me to read e. 

( 2 ) 가. For me to read the book is easy. 

나. It is easy for me to read the book. 

(64) 가. 내가 그 책이 읽기가 쉽다. 

나 내게 그 책이 읽기가 쉽다. 

다. 내게는 그 책이 읽기가 쉽다. 

라. 나는/나로서는 그 책이 읽기가 쉽다. 

(65) 가. 그 책이 내가 읽기가 쉽다. 

나. ??그 책이 내게 읽기가 쉽다. 

다. ??그 책이 내게는 읽기가 쉽다. 

라. 그 책이 나는/나로서는 읽기가 쉽다. 

(66) 가. 내가 그 책이 읽기에 쉽다. 

나， 내게 그 책이 읽기에 쉽다. 

다. 내게는 그 책이 읽기에 쉽다. 

라. 나는/나로서는 그 책이 읽기에 쉽다. 

(67) 가.?그 책이 내가 읽기에 쉽다. 

나?*그 책이 내게 읽기에 쉽다. 

다?*그 책이 내게는 읽기에 쉽다. 

라.?그 책이 나는/나로서는 읽기에 쉽다. 

(68) 가. 내가 그 책을 읽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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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게 그 책을 읽기가 쉽다. 

다. ??내게는 그 책을 읽기가 쉽다. 

라. 나는/나로서는 그 책을 읽기가 쉽다. 

59 

한국어에서는 주어와 경험자플 나타내는 표현이 각각 내가와 내거I (는)/나(효 

서)는으로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분포를 잘 살펴 보면 영어 (for 

me)의 지위를 밝혀 줄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31 그렇지만 위의 

자료에 대한 문볍성 구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내가와 내거I(는)/나(효서)는의 선택이 주어냐 경험자냐의 문제에만 영향 

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주제/대조 표지 -는이 개입되어 있으며 

나(효서)는은 경험자 표시와 직접적이고 내재적인 <inherent) 관련성은 없는 것 

같다. 

위의 자료 (64-68)에서 내렬 수 있는 대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상위문 

에서 경험자와 주어가 동시에 나타날 때는 (64)와 (65) 그리고 (66)과 (67)의 

문법성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자가 주어보다 순서상 앞에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융혜석， p.c.). (65)와 (67)에서 (가)와 (라)가 (나-다) 문장 

보다 문법적으로 더 좋은 이유는 아마도 (가) 문장의 경우에 (최소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자와 주어가 모두 나타나는 구문이 아니라 주격만을 두 개 가 

진 구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라) 문장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나(효서)는이 고유한 경험자 표지가 아니며 주어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65)와 (67)의 (라)는 냐(흐서)능이 경험자를 나타내 

는 표현으로는 어색하며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진다 

고 말할 수 있다 (65)의 문장블에 비해서 (67)의 문장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쁜 

이유는 -이/가-구문과 -에-구문의 속성 차이로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자료 (68) 

에서 문장 (나-다)가 어색한 것은 절-주어 구문이 경험자 표현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48) 참조). 이와는 반대로 문장 (가)와 (라)는 문제 

가 없는데， 이는 경험자 표현인 내게(는)이 상위 숨어 엽다와만 관련이 있는 

상위문의 요소인 반면에 내가와 나(효서)는은 하위문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 

기 때문일 것이다. 

3.2. 비교 표현 

우리는 2.2절에서 영어의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물을 정리하였다. 이제 영어의 

비교구문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들을 살펴 보고 이들의 통사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 tough-구문에 대해서는 한국어에도 독립적인 구문이 

31 일본어에서의 주어와 경험자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는 Kaneko (1996: 11), Ikeya 
0996: 68)와 T와없ni (1996: 100. 100-7)플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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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비교구문의 경우에는 독립된 구문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앞에서 살펴 본 영 어 비교구문 문장 (13-16)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각각 (69-72)로 나타낼 수 있다. 

(13) 가. Mary is taller than John.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John. 

(14) 가.M따y is talIer than Uohn is e].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John eats eJ. 

(15) 가. Mary is taller than [John is e thin].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John eats e oranges]. 

(16) 가. Mary was [tal1er at 15] than [e at 21]. 

나. Mary eats [more apples] than [e oranges]. 

(69) 가. 영희는 철수보다 (더) 크다. 

나. 영희는 철수보다 (더) 많은 사과를 먹는다. 

(70) 가. 영희는 [철수(*가 그런/큰 것/정도))보다 (더) 크다. 

나. 영희는 [철수(가 먹는 것/양)]보다 (더) 많은 사과를 먹는다. 

(71) 가*영희는 [철수가 야윈 것/정도]보다 (더) 크다. 

나.?영희는 [철수가 률을 먹는 것/양]보다 (더) 많은 사과를 먹는다. 

(72) 가. 영희는 [21살 때 (?*그랬던/컸던 것/정도)]보다 [15살 때가 (더) 컸다]. 

나. 영희는 [률(의 양))보다 [(더) 많은 사과]를 먹는다. 

영어의 비교구문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13 

가)와 (14가)가 (69가)와 (707t)에서처럼 똑같이 표현되며 (l57t)의 의미를 표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없다 (71가). 그리고 (707t)와 (72가)에서 알 수 있듯 

이 -보다가 붙은 구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 요소가 반복될 경우에는 대용형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생 

략을 해 버리는 한국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이 사항 

은 영어의 than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보다는 언제나 NP하고만 결합한다는 

것이다. 

영어와 한국어 비교 표현의 가장 큰 차이는 영어의 -er이나 more가 이에 상 

응하는 한국어의 더와 문장 내에서의 행동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는 한 문장을 비 교구문으로 만들어 주는 핵심요소가 바로 -er이나 more이며， 

이들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than 복합체를 허가하여 전체 문장을 비교구문의 
문장으로 성 립하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는 비교 문장내에서 생략될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어의 비교 표현에서는 더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 라 생 략될 수도 있다. 대단위 자료체 (corpus)를 살펴 보면 오히 려 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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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표현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더가 없을 때 [NP-~다]는 어떤 요소에 의 

해 허락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모든 비교표현에 원칙적으로 

는 더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무성무형 (zero-fonn)의 특정 

단어를 가정해야 되고 (자유변이형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며 어떤 경우에 명시적이지 않는지 그 조건을 밝혀야 한다. 더 어려운 점은 다 

음의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73) 가. 영희는 철수보다 사과를 *(더) 먹었다. 

나. 영희는 철수보다 계획을 (더) 앞당겼다. 

문장 (나)에서는 더가 수의적임에 비해 (가)에서는 생략되면 비문법적으로 된 

다. 두 문장이 똑같은 문형으로 실현되었으므로 이 차이는 동사 쩍다와 앞당기 

다의 차이로 돌렬 수밖에 없다.32 그러면 우리는 엑다는 항상 명시적으로 나타 

나는 더를 (보충어로) 취해야만 하고 앞당기다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비명시적 

일 수도 있는 더를 취한다고 가정을 해야 한다. 더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것도 문제이지만 벅었다가 더를 반드시 취해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 

다. (비교 표현이 아닌) 모든 문장에서 더는 수식의 기능을 하는 수의적인 부가 

어이다. 

한국어 비교 표현에서 더는 일반적으로 수의적이지만(비교 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NP-~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므로 후자가 비교 표현을 특정짓는 

중심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위 의 자료 (69-72)을 살펴 보면 [NP-보다]와 직 접 

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가) 문장들에서는 코다이고 (나) 문장들에서는 암운 

임을 알 수 있다. [NP-보다]와 이들의 밀접한 관계는 다음의 자료에서 쉽게 알 

수 있다. 

(74) 가. 영희는 [철수(가 먹는 것)]보다 많은 사과를 먹는다. 
나. 영희는 많은 사과를 먹는다. 

다*영희는 [철수(가 먹는 것)]보다 사과를 먹는다. 

r잖응은 문장내에서 명사구 수식어로서의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석수(가 

쩍는 것)보다]는 않윤이 없이 홀로 설 수 없다. 그렇다면 [석수(가 벅는 것)보 

다]의 존재는 ’잖윤의 존재에 의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비교 표현의 

자료를 살펴 보면 [NP-뾰다]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 (host)은 형용사뿐만 아니 

라 동사， 부사， 명사와 관형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잃실제로 더에 의해 수식받는 요소에 [정도성]의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와 비교 표현에 
서 더가 생략될 수 있는지는 연관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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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NP-보다]의 문법 적 지위에 대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NP-보다]가 의존 대상을 수식하는 (수의적인) 첨가어 

(adjunct)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NP-보다]를 의존 

대상의 보충어 (complement)로 처리하는 것이다 (cf. -'e{ 비슷하다하고 다르 

다보다 낫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의존 대상이 [NP-보다]와 결 

합할 때는 비교급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급의 의미를 가지기 때 

문에 [NP- .!t다]를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중의적으로 (최소한 다의어로) 분 

석해야 한다. 설명하기 더 어려운 점은 [NP-보다]의 의존 대상이 형용사， 동사 

와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와 관형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78-79) 참조). 일 

반적으로 형용사， 동사와 병사는 보충어를 가질 수 있지만 부사와 관형사는 보 

충어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NP-보다]가 의존 대상의 첨가 

어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노용균 1997: 31). 그러면 [NP- .!t다]와 의존 대 

상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된다. [NP-보다]라는 수식어가 수식할 수 있 

는 피수식어는 형용사， 동사와 명사 뿐만 아니라 부사와 관형사도 될 수 있다. 

더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학자들이 이제까지 한국어 비교 표현을 어떻게 분 

석해 왔는지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 한 마디로 말해서 비교 표현에 대해서는 

별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최현배 (1937/1인1: 627-9) 

이래로 -보다딴용 등을 주로 “비교격 조사”로만 언급하였고 비교 표현을 특 

별히 따로 취급하지 않았다(김정대 1994: 2-3). 아마도 비교 표현이 독립된 비 

교구문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정대 

0990, 1994), 김정아(993)， 이상태(994) ， Jhang (994) 등에서 독럽적인 구문으 

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 비교 표현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방법과 최근의 연구 

방법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독립적인 구문으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김정대(1994: 18)에서는 “비교의 개념”을 “한 문장의 서술 내용을 어떤 

기준과 관련시키는 일”이라고 정리하고서 “비교구문”을 “그 안에 명시적 기준 

을 가지는 구문33"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가 영어의 분석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변형)생성문법적인 방법론의 영향인지 아니면 자생적인 방 

법론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국어 비교 

표현 연구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명사와 동사에 붙는 각종 첨 

가어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Chae & No 1998 참조) 이 분야에 있어서도 최 

소한 기본 방향에는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앓김정대(1994: 16-17)는 비교 표현에 관련된 각종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 문장 
을 바탕으로 각 용어가 어떤 부분을 가르키는지 알아 보자. 

i) 이 연펄이 저 연필-[보다 (더)!만큼/처럼] 길다. 

“기준어구" (저 연껴)와 “비교어구" (이 연와)를 합하여 “비교짝”이라고 하고， 기준어구와 
“비교소" (-보다/켠용/처랬)의 연쇄체 (쳐 연"i-보다/ ... )를 “기준”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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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비교 표현의 [NP-보다]가 의존 대상의 보충어가 아니라 의존 

대상을 수식하는 첨가어라고 가정하고 있다. 한국어의 비교 표현에서 가장 핵 

심적인 요소라고 간주되는 [NP-보다]가 단순히 수식어이기 때문에 비교 표현 

이 통사적으로 특별한 구문을 형성하지는 않는다.34 [NP-보다]가 수식어라는 

가장 큰 증거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의존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가 수의적일 뿐만 아니라 의존대상이 부사와 관형사도 된다는 것이다.35 

아래의 각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은 [NP-보다]의 의존 대상 피수식어플 표시한 

다.36 

(75) 형용사 

가. 현실에서의 갈등은 [소설 속에서의 갈등]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약하 

것이다. 

나. 나의 실험이 [거미]보다 약간 몽할 것이 있다면 · 

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이 [불을 보는 것]보다 뾰화단. 

라 [그]보다 던할 것도 된다. 

마. [어줍잖은 자존심 같은 것]보다 진실이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거구 

바. 자사 제품 광고가 [다른 기업의 제품 광고]보다 조금은 효갚응i콕'" 

사. 그러나 [그]보다 더욱 완므L잃늘 여론은 .. , 

(76) 동 사 

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내면적 가치]보다 외면적 가 

치를 숲스l화늪 가치관의 . 

나. 일단 [국가 개념]보다 쇠뾰화연 계급 개념이 놓일 수 있기 때문에 . 

다. [예상했던 것]보다 메달수가 파격적으로 웅높앓콕 ... 

라. 그의 관점과 해석은 [그런 것]보다 더 난앞갚 입장에 있었다. 

마. 문학은 마땅히 [자신의 것]보다 앓쇠 문학을 열심히 뒤따르기에 힘 

써야 할 것이다. 

바 이 작품이 [당초의 계획]보다 더욱 깊언월 징후가 보임으로써 ... 

사. 잔여구간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앓닮견 오는 96년까지 . 

아. 미는 [금]보다 도둑을 좌료할단. 

3-1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비교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교 표현이 의미적으로도 
아무런 개별적인 특성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의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통사적 특성에 관계 없이 규정될 수 있다. 

끊 김정대<1994: 34)에서도 이런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통사범주에 대해서 형 
용사와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 부사와 관형사까지도 서술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해하기가 힘든 주장이다 예를 들어， (77)의 (나1 ， (아1 ， (자1 ， (차)와 (타)의 경우에는 의존 
대상 명사가 서술어 위치가 아닌 곳에 분포하고 있다. 

36 (75-781의 예문과 (80)의 예문은 각주 1에서 언급한 “고려 대학교 한국어 말모둠 1"에 
서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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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것은 [기름에다 불을 싸지르는 것]보다 더 마음음 담뜨게 하는 것 

이었다. 

차. [그 어느 때 그것으로 말해진 것]보다 더욱 치리가 되였다. 

카. [남들]보다 쉴료강늪 사람이 되어야 한다. 

(77) 명 λ} 

가. [남편이나 가정]보다 명령이 쪼쇠이라는 것이다‘ 

나. 충청북도 청주 근처에 있는 부강은 [강경보다] 금강 쏘릎에 있으면 
서 ... 

다. [공해 부과금 무는 것]보다 결젠절(이 다). 

라. 우리 선비사회의 ... [여느 다른 세상의 그것]보다 경쇠절이고 효륜 

절이었다. 

마. [그녀]보다 네 살 윈인 서른한 살의 미술대학 전임강사 ... 

바. [그]보다 여섯 살이나 영쏘인 · 

사. 오산학교에는 [그]보다 두 살 얀램언 춘원 이광수 

아. 또는 [그]보다 더 포에 나온 ·‘· 

자. 근대문학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됨의 시기를 잡는 것은 ... 

차. 그러나 원래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불좀에 있는 듯 · 

카. 하기는 저 자신은 [그분]보다 몇 배 속잎뾰-L데 주제념는 말을 했 

습니다. 

타. 하루를 48시간으로 살아가므로 [남]보다 두 배의 쉴솜을 가진다. 

(78) 부 사 

가. 폐지 회수 비용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보다 던 들기 때문에 

냐. 하인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한 글자라도 던 알면 그에게 배울 수 

았어야 한다. 

다. 결핵균은 [만기 형의 가슴]보다 보좌 만기 형의 머릿속을 갈아 먹고 

있었다. 

라. [평균 강수량]보다 두드러지게 비가 않의 내리는 지역. 

마. [여렷이 확자지껄하게 가는 것]보다 오히려 갚 되었다는 느낌이 들 

었다. 

바. 좀 섬하게 말하자연 [가장 훌륭한 어른과 노는 것]보다 가장 심술꽃 

은 언니와 노는 것이 아이에게 됨 해롭다. 

사. [그 신벼를 알고자 애쓰는 것]보다 더욱 멀좌 그 신비를 쫓아 살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 [감추는 것]보다 더 찰 드러 냄 이 없다. 

자. 모든 일이 [자기가 상상하였던 것]보다 예상 이외에 숲족롭겐 진행 

되었던 것이다. 

차. [예정 했던 것]보다 훨씬 뭘란까지 나와 있었다. 

카. ‘과학적’이라는 말이 [과거]보다 더욱 좌조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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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관형사 
그 거지는 [나]보다 씌4헐 옷을 입고 있었다 

비교 표현의 [NP-보다]가 수식하는 각종 범주의 의존 대상 피수식어플 살펴 

보았는데， (75마-사)와 (76자-카)처럼 의존 대상이 단어가 아니라 구인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의존 대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특성은 [정도성] 

의 자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김정대 1994: 34). 우리의 분석에서 어떤 단어나 구 

가 [NP-~다]와 결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순전히 어떤 단어나 구가 [NP-보 

다]에 의해 수식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는 (73)에서 더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았는데， (787}--나)의 자료플 보면 어떤 경우에 필수적인지 알 수 있다. 이 예들 

을 잘 살펴 보면 더가 바로 [NP-~다]의 의존 대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수식 

어와 피수식어가 있을 때 피수식어가 존재하지 않는 수식어는 존재할 수가 없 

다. (78바)와 같은 열등비교 표현에서도 반드시 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NP-보다]를 수식어인 첨가어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더와 덕의 필수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을 

쉽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2.2절에서 살펴 본 영어 비교구문에 있어서의 각종 논점이 한국어 비교 

표현에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알아 보자. 사실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는 비 

교구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별 의의가 없다. 그렇지만 부분적인 비교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첫째로 살펴 본 생략 요소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에 대한 

(반복 회피 등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거나 의미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통사적으로 독립된 비교구문이 없기 때문에 구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생략 

현상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more와 than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more에 상응하는 더는 부사로서 [NP-~다]와 함께 통일 피수식어를 수식하거 

나 (석수보다 더 르단) [NP-보다]의 의존 대상 역할도 할 수 있다 〈석수보다 덤 

쩍었다， (73) 참조). than에 상응하는 한국어 -보다는 언제나 NP하고만 결합하 

기 때문에 후치사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에서 [more . 

tha버이 일종의 분리 대등접속사 역할을 하는 메타 비교구문에 의미적으로 상 

응하는 표현이 한국어에도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단원을 끝내려고 한다.37 

(80) 가. 이제 그림의 주요 목적은 [‘죽인다’는 것]보다 동물을 ‘제작한다’는 

잉 김정대(1994: 66-72)에서는 (8이의 유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음의 두 유형 
(“-기보다” 구문과 “-느니보다” 구문)을 “의사 비교구문”이라고 칭하고 있다. 

i) 이 강은 넓다기보다〈는) 길다. 
ii) 나는 배부른 노예가 되는니보다 (차라리) 배고픈 자유인이 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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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있게 되었다. 

나.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속에 아시안 게임을 갖는 것]보다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참가해 ... 

다. [밤 기차 속에서 잠이나 자는 것]보다 달리는 고속버스 차창에 비치 

는주변의 ... 

라. [그 동안 급상승했던 종목을 추격매수하는 것]보다 오히 려 급등할 

때는 매도해서 매매이익을 실현하는 단기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마. [편안히 앉아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려 

고 항상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 내 이 불구의 몸은 나를 겸손하게 했고 [겉]보다 속을 그리워하게 

했지요. 

이러한 표현에서도 -보다가 통사적으로 후치사 이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절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통사적 

측면에서는 모든 경우에 명사(형)에만 붙는다. 

4. 결론 및 기대 효과 

우리는 이 논문에서 영어의 tough-구문과 비교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어의 상응 표현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어야 할지 살펴 보았 

다. 영어에서는 이들이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독립 구문이라는 것이 잘 밝혀져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상웅 표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미흡했던 것 같다. 그 

래서 한국어 상응 표현들의 통사적 정체성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한국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tough-구문이 있지만 비교구문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록 tough-형용사의 하위절 보충어가 구문 자체의 특성에 의한 공백 

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tough-구문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 특성들 

은 다른 구문에는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한국어 비교 표현에는 이들만이 가지 

고 있는 특별한 성질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교 표현의 핵심 요소인 

[NP-보다]는 문장내에서 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나 관형사를 수식하는 첨가어 

로 분석되어야 함을 보았다. 한국어에서는 이들 피수식어가 문장내에서 [NP-보 

다]에 의해 수식을 받으면 비교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 이외에 비교 표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특별한 통사적인 특 

성은 없다. 

이 논문에서는 특정 구문/표현에 대해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는 방법론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이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어 

에서의 축적된 지식이 한국어의 분석에 참고가 되었으며 한국어 자료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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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에서 상응 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어느 정도 밝혀 

졌기 때문에 두 언어 사이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 

니라 보편 문법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특정 구문들을 비교하여 병렬적으로 분석했기 때 

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교재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 이외에도 영어-한국어 번역 시스템 개발 등의 목 

적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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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ough- and 

Compar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 

Hee-Rahk Ch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comparative ana1ysis of the 

tough- and compar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with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in Korean. Even though no current approaches provide a satis

factory ana1ysis of these constrctions in English, we have an accumulation 

of va1uable works dealing with them. At least, there is no dispute over 



“tough-구문”과 비교구문의 영어 한국어 비교 분석 71 

their status as constituting unique constructions in English. However,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in Korean. 

Scholars do not agree, for example, even on such a basic issue as whether 

these expressions form separate constructions or not. In this respect, this 

study focuses on establishing their syntactic identities. 

My ana1ysis demonstrates that Korean has two different types of tough

constructions( -i/ka- and -ey-marked constructions) but it has no (syntac

tica1ly identifiable) comparative constructions. The English and Korean tough

constructions do not have exactly the same set of properties: e.g., the gap 
in the VP complement of the tough-adjective is obligatory in English while 

it is not in Korean. Even with this difference, the Korean tough-constructions 

have unique “tough-like properties" which cannot be attributed solely to 

their component elements. 

There seem to be two special elements in the comparative expressions in 
Korean: the word te (‘more’) and the phrase [NP-pota] (‘than NP’). Among 

these two e1ements, the former can be deleted freely (in most cases) and 

yet the comparative meaning of the expression remains intact. Thus, we 
can say that [NP-pota] is the only characterizing element of the comparative 

expressions in Korean. However, a c10se examination of relevant date 

revea1s that even this element can best be an머yzed as a simple modifier/ 

adjunct. Firstly, it cannot stand a10ne without the element which it 
combines with. Secondly, it can combine not only with predicates and nouns 

but a1so with adverbs and prenomina1 modifiers. These two properties are 
typical of the adjuncts (as opposed to the complements). These adjunct 

properties of [NP-pota] led me to conc1ude that the Korean comparative 

expressions have to be analyzed as a subtype of the [modifier-modified] 

construction rather than as constituting a separat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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