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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들어가는 말 

영어동사 가운데는 원래는 장소이동의 의미는 없으나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나 부사와 같이 쓰이연 장소이동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 동사가 있다. 이 

러한 통합과정은 영어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밝혀졌다‘ 최근에 와서 

많은 학자들이 낱말 의미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휘 분석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Levin 1993, Levin and Hovav 1992, Pustejovsky 1995, Faber and 
Uson 1999). 그 대표적인 예로 Levin (993)은 영어 동사의 교체현상을 연구하 
여 어느 동사가 어떤 특정한 통사적 환경에 쓰이고 안 쓰이는 것은 동사의 의 

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 문제는 Talmy(l975, 1985)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비 장소이동 동사가 장소이동 동사로 바뀌는 현상을 

제시하고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갖는 동사는 그 범위가 

넓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소리동사， 빛 동사， 동작동사， 위치동사 동안 

을 다루기로 하겠다. 

료 

비 이동동사가 이동동사로 바뀌는 과정에는 소리와 관련된 동사， 빛과 관련 

된 동사， 동작동사， 위치 통사 등이 포함된다- 다음에 몇 개의 동사로서 각 범 

주를 예시하겠다. 

1 . 자 

1 . 1 소리 동사 

다음에 쓰인 동사 rattle은 어떤 용법으로 쓰이든 소리가 포함된 과정을 나타 

• 심사를 맏아 주신 익명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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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1) a. The window rattled in the wind 

(창문이 바람에 덜거덕거혔다) 

b. 1 rattled the door knob. 
(나는 문 손잡이를 덜거덕거렸다.) 

(2) a. A convoy of trucks rattled down the dirt road 

(일련의 트럭이 비포장 도로를 따라 덜거덕거리며 내려갔다.) 

b. The train rattled along the track. 

(기차가 선로를 따라 덜거덕거리며 지나갔다) 

rattle은 (l a)에서는 자동사로 (lb)에서는 타동사로 쓰였고 이 경우 자동이든 

타동이든 rattle에 의해서 나는 소리는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생긴다， 그러나 

(2)에서는 rattle은 소리뿐만 아니라 이동의 뜻이 나타난다. 즉 (2a)에서는 트럭 

이 소리를 내면서 길 아래로 그리고 (2b)에서는 기차가 소리를 내면서 철로를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동사 rattle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소리와 관련된 

거 의 모든 동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사 thump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3) a. He thumped the table with his fist. 

(그는 주먹으로 식탁을 콩 쳤다) 

b. He thumped his fist on the table. 
(그는 주먹을 식탁에 콩 쳤다.) 

c. His heart was thumping with fea r. 

(그의 심장이 콩콩 뛰고 있었다) 

(4) a. He thumped down the stony road 

(그는 플길을 콩콩거리며 내려갔다.) 

b. Feet thumped up the stairs 

(발들이 풍풍거리며 계단 위를 올라갔다) 

동사 thump는 (3)에서 소리와 함께 접촉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이동 

의 뜻은 없다 그러나 (4)에서는 이 동사가 down이나 up과 같이 쓰이면서 소 

리와 함께 이동의 뜻이 포함된다 

위에서는 rattle과 thump, 두 동사만 예를 들었지만 소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동사는 이동의 전치사나 부사와 쓰이면 이동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 소리와 관 

련된 동사로 clatter, roar, rumble, rustle 등이 실제 예문을 만들어서 확인하면 

위의 일반화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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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빛 동사 

빛과 관련된 동사도 소리동사와 같은 방법으로 쓰인다， 다음의 예에서는 빛 

동사 shine과 flash가 쓰였다 

(5) a. The moon shone beautifully last 띠ght. 

(달은 어제 밤 아름답게 빛났다) 

b. The sun shines brigh t. 

(해는 밝게 비친다.) 

(6) a. The sun shone fu lJ into his r∞m 

(햇빛이 방안으로 온통 비쳐 을었다.) 

b. The moon shone through the trees 

(달빛이 나무를 뚫고 비쳐 들었다) 

동사 shine은 (5)에서 어느 한 자리에서 주어가 빛을 발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6)에서는 into와 through와 같이 쓰여서 빛이 어느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다음에서는 동사 flash가 쓰였다. 

(7) a. The neon sign above the door f1ashed on and off 

(문 위의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다) 

b. The driver f1ashed rus light at us 

(그 운전수가 우리에게 불을 깜빡거렸다‘) 

(8) a. The lightning f1ashed across the sky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b. Sometrung black f1ashed by me. 
(검은 무엇이 섭광처럼 지나갔다) 

(7)에서는 빛이 한 자리에서 깜빡이는 과정을 나타내고， (8)에서는 어느 물체가 

깜빡이면서 웅직이는 과정을 나타낸다. 

1.3 움직임의 방법 동사 

동사 가운데는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고， 움직임의 방법을 나타내는 동 

사도 있다 동사 go9} come이 전형적인 이동동사이고， jump, stagger 등이 움 

직임의 방법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움직임의 방법을 나타내는 동사도 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나 부사와 같이 쓰이면 이동의 뜻을 가지게 된다‘ 동사 jump를 

예로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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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He jumped up and down 

(그는 위아래로 뛰었다.l 

b. He jumped at the sudden noi se. 

(그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벌떡 뛰었다.l 

c. He jumped to his feet 

(그는 펄쩍 뛰었다) 

(10) a. The frog jumped into the pond. 

(그 개구리는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b. The rabbit jumped out of the bush 

(그 토끼는 덤불에서 뛰어나왔다) 

c. He jumped over the fence. 

(그는 울타리를 뛰어넘었다.l 

(9)에서 jump가 나타내는 과정은 장소의 이동이 없이 같은 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1 0)에서 같은 동사는 뛰는 동작의 방법과 함께 장 

소의 이동을 나타낸다 동사 stagger도 Jump와 같이 움직이는 방법과 함께 이 

동의 뜻을 나타낸다. 다음을 살펴보자. 

(11) a. He staggered under his heavy load 

(그는 그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렸다.) 

b. The blow staggered him. 

(그 일격이 그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1 2) a. The drunken staggered away ‘ 

(그 취객은 비틀거리 며 사라졌다.) 

b. The old woman staggered up the stairs 

(그 늙은 여자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11)에서 동사 stagger는 주어가 어느 한 자리에서 비틀 거리는 모습을 나타내 

고 (1 2)에서는 주어가 비틀 거리면서 장소이동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위에서는 jump와 stagger의 두 동사만을 예로 들었지만 움직임의 방법을 나 

타내는 모든 동사는 위와 같이 두 가지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

1.4. 위치 모습 동사 

동사 fly l-} float는 보통 이 동동사로 간주되 지 만 이 들은 원 래 이 동동사라기 보 

다는 어느 개체가 어디에 특정한 상태로 위치해 있는 모습을 그리는 동사이다， 

먼저 fly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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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a. Birds are flying in the sky‘ 

(새들이 하늘에 날고 있다) 

b. The kite is flying high 

(그 연은 하늘 높이 날고 있다) 

(14) a. The plane flew across the Atlantic. 

(그 비행기는 대서양을 날아갔다.) 

b. They are flying to Sydney now. 

(그들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를 가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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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fly는 (3)에서 주어가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그리고， (4)에서는 주어가 

공중에 떠서 웅직이는 과정을 그린다 다음 동사 float의 예를 살펴보자， 

(5) a. A piece of wood is floating in the stream. 

(나무 하나가 개울에 떠 있다.) 

b. An empty bottle wiI1 float on water‘ 

(빈 병은 물 위에 뜬다) 

(6) a. Fluffy white clouds are floating across the sky. 

(보플보플한 흰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떠가고 있다.) 

b. She removed the pins and her hair floated down 

(그녀가 핀을 제거하자 머리가 아래로 흘러내렸다) 

c. The boat was floating gently down the river 

(그 배는 조용히 강 아래로 흘러내려 가고 있었다.) 

(1 5)에서 동사 float는 어떤 물체가 물위에 떠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6)에서는 

물체가 울위애 떠서 움직이는 과정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동사 가운데 소리와 관련된 동사， 빛과 관련된 동사， 움직임의 방 

법을 나타내는 동사，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는 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나 부사 

와 같이 쓰이면 이동의 뜻을 가지게 된다 위에서는 몇 개 동사만을 예로 들었 

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위 네 가지 유형의 동사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 현상이다 그러면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 문제 

를 이 논문에서 다루어 보겠다 

2 앞선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에서 살펴본 현상은 보면적이어서 일찍이 Leo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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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my 0985 : 184-187)가 이것을 연구한 바 있다. Talmy의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 보연 다음과 같다. 그는 float에 두 가지 뜻이 있음을 주목하고 이 두 가지 

의 뜻에 해당하는 의미구조를 설정하고 이 구조가 어떻게 표연화되는가를 보여 

준다 다음 그림 [8a -c]는 float의 위치동사(비이동 동사)의 기저구조와 파생과 

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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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 (m) 

the botle BE IN the cove AFLOA T 

[8] b Motion Situation 

N (F) V (M) Path (P) N (G) 
I _____________ 
V (M) Adv (m) 

BE AFLOAT IN 

the botle float ln the coue 

[8a]에서 동사 BE가 존재를 나타내고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AFLOAT가 옆에 

설정되어 있다 이 구조가 표변화되는 과정에서 BE와 AFLOAT이 함께 나타나 

고， 다시 이 두 요소는 동사 float로 표연화된다 

다음 [9a- c]는 이동동사 float의 의미구조와 표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8] c. Motion Situation 

R N 
|1 Path (P) N(G) 

the coue the botle floot Ln 

[8] d. The bottle floated in the c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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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 
N (F) V (M) Path (P) N(G) 

the botle MOVE INTO the coue AFLOAT 

[9] b. Motion Situation 

N (F) V (M) Path (P) 
1 _______ 

V (M) Adv (m) 

MOVE AFLOAT INTO 

the botle fl∞t tnto 

[9] c. Motion Situation 

V (Mm) Path (P) 

the bot!e MOVE INTO 

[9] d. The bottle fl∞ted into the coue. 

N (G) 

the coue 

N(G) 

the c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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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에서는 이 동사가 이동동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MOVE가 설정이 되었고 

[9비에 서 는 부사 AFLOAT가 MOVE 옆으로 옮겨 져 있다 이 두 요소가 합쳐 

져서 동사 float로 어휘화된다. 

위에서 살펴본 Talmy의 분석은 float와 같은 동사가 크게 두 가지의 뜻으로 

쓰이는 점을 주목한 점은 중요한 관찰로 생각되지만 분석 자체는 이 동사에 대 

해서 통찰력을 별로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석은 float에 두 가지 

의 뜻이 있다는 점만 말해줄 뿐 그 이상의 아무 것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에 BE, MOVE, AFLOA T와 같은 의미 요소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들의 의미는 정의가 안 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BE는 무엇을 가리키며， 

MOVE는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float 외의 다른 

동사는 어떤 식으로 분석될 것인가? 즉 float가 아닌 소리 동사， 빛 동사， 움직 

임의 방법에 관련된 동사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동사와 전치사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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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동사 float가 위치 동사로 쓰이느냐 이동동사로 쓰이 

느냐는 이 동사와 같이 쓰이는 전치사 (in 또는 int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만 Talmy의 분석에는 이 점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현상은 또 다음과 같이 locomotion이나 sound와 같은 자질을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위에서 살펴본 rattle은 다음과 같이 

자질을 써서 다의어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17) a. b 

rattle rattle 

a. NP (NP) a. NP (NP) 
b. sound b. sound 

c. - locomotion c. + locomotion 

(17)에 의하면， 이 동사는 (a) 자동사나 타통사로 쓰이고， (b) 소리와 관련되며， 
(c) 이동의 뜻을 가지거나 (17b) 안 가질 수 있다 (17a) 동사와 전치사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더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은 장소이동의 뜻은 장 

소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나 부사와 같이 쓰이연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18) a b. 

rattle rattle 

a. NP (NP) a. NP (NP) 
b. sound b. sound 

c. - Iocomotion c. + locomotion + PREP 

08b)에서 c1atter는 이동의 뜻을 갖는데 이 뜻은 전치사와 같이 쓰일 때 나타 

난다- 이 것은 영어 학습 사전에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Oxford Advanced 

Leamer’s Dictionary (OALD)와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lγ 

Engli sh (LDCE)는 소리 동사 rumbl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rumble (OALD) 

1. [I] to make a series of long low sounds , especially a long distance away 

from you: We could hear thunder rumbling in the distance. 

2. [1 always + adv/prep] to move slowly while making th is sound: 

[+along/past e tcJ A tank. rumbled past. 

3. If your stomach rumbles, it makes a noise, especially because you are 

hungη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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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ble (LDCE) 

1. [V] to make a long deep sound or senes of sounds: The machine 

rumbled as it started up. thunder rumbling in the di5tance. 1’m 50 

hung，η my 5tomach’'5 rumbling. 

2. [V+adv./prep.] to move slowly and heavily, making a rumbling sound: 

tank.s rumbling through the 5treet5 

3. [VN] (BrE, informal) Find out what someone is secretly intending to do: 

They knew they had been rumbled. 

위 정의의 첫 번째 풀이는 소리에 관한것이고 둘째 것은 소리와 웅직임에 관 

한 것이다， 움직임의 뜻은 전치사나 부사와 같이 쓰일 때 생김을 명시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연 영어 학습 사전이 이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전에서 취급한 방법도 제 1 소절에서 관찰한 현상을 포착하는 한 가지 방안 

은 되겠지만， 이것도 지나치게 기계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인 전치사나 부사도 아직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주어진 현상을 깊이 있게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예 

로서， 전치사나 부사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나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알 수가 없다. 

다음 소절에서 위에서 살펴본 현상을 인지문법의 틀 속에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3. 인지문법 

위에서 살펴본 현상을 인지문법의 툴 속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 필요 

힌 인지문법의 기본가정과 장치를 몇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인지문법에서 

는 문법을 구성성분을 통합(integration)하여 점차적으로 좀 더 큰 합성 구조 

(composite structure)를 만드는 본을 제 공하는 하는 것 으로 본다. 두 구조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두 구조 사이에 대응점이 있어야한다 예로서 전치사와 영 

사구가 통합되어 전치사구의 합성구조가 이루어진다. 이 두 구조 사이에는 다 

음과 같은 대응점이 있다 전치사 on의 지표와 명사구가 대응된다 대응되는 

두 개체를 포개면 전치사 on과 명사구가 통합되어 합성표현 [on + 명사구]가 

생긴다 이와 같이 두 구조가 합쳐져서 합성구조가 생기는데， 이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치사 on은 그립 (l a)와 같이 어느 개체 X가 다 

른 개체 Y의 표변에 접해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명사구 the table은 개략적으 

로 그림 Ob)와 같이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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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 the ball o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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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l a)의 on의 목적어(지표)와 그림 (l b)의 table 사이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두 개체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 전치사의 목적 

어에서 그림 (l b)로 가는 화살표는 두 개체 사이에 도식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다‘ 즉 전치사의 목적어는 도식이고 탁자는 이의 실례가 됨을 나타낸다. 그림 

(l b)의 table을 그림 (l a) 의 지표에 포개연 합성 구조(composite structure) 그 
림 (lcl가 된다 전치사 on과 합성 구조 on the table 사이의 차이는 on의 지표 
는 도식적이나 on the table에서는 on의 지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점이다 두 

요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합성 구조 on the table은 개체를 나타내지 않고 공 

간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on과 the tab le이 통합이 될 때 전치사 on이 통합 

구조 전체의 모습을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디시 말해서 on과 the table의 결합 

에서 잔치사 on이 합성 구조의 전체 모습을 결정하는 모습결정소 (profi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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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ninant)이다 그림 (ld)의 the balI과 그립 (1c)의 on 의 탄도체가 대웅한 

다 대응하는 점을 포개연 합성 표현 (1e)가 만들어 진다. 두 구조의 대용되는 

점이 포개져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합이라 하고 통합되어 나오는 구조를 합 

성 구조라 한다. (Langacker 1991 : 24-26 참조) 

다음으로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와 비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사이의 차 

이를 살펴보자. 동사 cross와 전치사 (또는 부사) across가 좋은 예가 된다 이 

두 낱말의 공통점은 어느 개체 (탄도체)가 길이를 가진 지표를 가로질러 건너 

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동사 cross와 전 

치사 across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낱말은 모두 그림 (2)의 상황을 묘사하지 

만， 이 상황을 해석하고 개념화하는 방법이 다르다. (Langacker 1991 : 21-23) 

구체적으로 말하연， 동사 cross는 어느 개체가 지표의 한쪽에서 다른 쪽￡로 

건너는 과정을 어느 개념자가 순차적으로 본다. 움직이는 개체가 어느 시점 T1 

에서 어느 지점 L1에 있다 또 어느 다른 시점 션에서는 지점 L3에 있게 된다 

이렇게 움직이는 개체가 이동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동사가 나타내 

는 과정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연 다음 2a와 같다. 

그림 (2) 
a. cross b. across 

T 1 깅
 이 

l ’ T r -

L1 L2 L3 L~ 

o 。

그림 (2a)에 의하연 관찰자는 특정한 시점 (TI.r.~ 등)에서 움직이는 개체 

가 어느 지점 (L1
, L2, L3 등)에 있는 관계만 본다 그 시점의 앞이나 뒤에 있는 

관계는 보지 못한다. 이것은 어느 관찰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것 

을 보는 관계이다. 특정한 순간 보행자는 특정한 위치에 있고 이 위치는 움직 

이는 순간마다 변한다 이미 지나간 위치는 보지 못한다. 이것을 연속주사(살 

펌) 라고 한다면 이 연속 주사와 대립되는 주사는 요약주사이다 요약주사에서 

는 웅직이는 개체가 움직인 자취를 한눈에 보는 방법이다 그림 (2b)에서는 움 

직이는 개체가 어느 지표를 건너간 자취를 재구성하여 한번에 보게 된다 성분 

상태는 연속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표시되어 전체가 다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사 (cross)와 전치사 (across) 사이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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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용을 보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cross는 움직이는 개체가 움직이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across는 움직이는 개체가 웅직이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4. 분석 

위에서 우리는 인지문법에 쓰이는 통합， 합성 표현， 연속 주사， 요약 주사와 

같은 개념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소절에서는 인지문법의 개념을 써서 비 

이동통사가 이동동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소리동사 c1atter를 예로 들 

어서 비 이동동사에서 이동동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동사는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동사는 물체가 부딪치면서 내는 소리를 묘사하는 

의성어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 자체에는 이동의 뜻이 없다. 둘째 이 동사는 순 

간동사이다 즉 소리가 한 번 날 때 소리의 시작과 끝이 밀접하여 그 사이를 

식별하기 어렵다 다음 문장 (19)에 쓰인 c1atter는 비이동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다음 그림 3c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a. The clish clattered. 
(그 접시가 딸그락거 렸다 ) 

b. The shutters are clattering 
(덧문이 딸그락거리고 있다.) 

c. The clish clattered several times 

(접시가 몇 번 딸그락거렸다) 

모든 과정은 시간 속에 일어난다. 그림 3c의 시간대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시간대의 진하게 된 부분은 소리가 일어나는 시간을 가리킨다. 장소(L1 )은 소리 
가 일이나는 장소를 가리키고 장소 안의 원은 소리를 내는 개체를 가리킨다， 위 

그림은 어느 개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내 

었음을 나타낸다 즉 r에서 한번 f에서 또 한번 내었지만 장소는 바뀌지 않았 
다. c1 atter가 순간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이것은 몇 가지 방법으로 연속적 

인 소리를 가리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진행형이다 순간동사가 진행형에 쓰 

이연 (l7b)에서와 같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복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또 빈 

도를 나타내는 부사와 같이 쓰이면， 순간동사는 반복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 문장에는 전치사 down이 쓰였고 이 것 이 쓰이면서 c1atter는 이동의 뜻 

이 생긴다 

(20) The cart clattered down the hiU 

(마차가 딸그락거리연 산 아래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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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 down은 across와 마한가지로 비시간적 복합관계를 나타낸다 어느 개 

체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옮긴 과정을 한 눈에 보여준다. 이것은 그림 

(3a)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a)의 원은 움직이는 개체이다 전치사 

down은 움직이는 개체가 처음 높은 곳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낮은 위치로 

이동하는 전 과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down과 the hiJI이 통합되어 그림 (3d)와 

같이 전치사구 (합성표현) down the hill 이 생성된다 down의 점선으로 표시되 

어 있는 묵시적 지표는 산의 측면과 대웅된다. down의 도식적인 지표를 그림 

(3b)로 대치하면 그림 (3d)의 합성표현이 만들어진다. 

다음 cIatter9t down the hill이 통합되어 합성구조 cIatter down the hill이 만 

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합성구조는 전체적으로 과정을 나타낸다- 그러므 

로 이 통합과정에서는 cIatter가 모습결정소이다 두 구성요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웅점이 있다. 첫째， 그림 (3d의 소리를 내는 개체와 그림 (3d)의 아래로 

움직이는 개체가 대웅한다 두 대응 개체가 통합되연서， 이 개체는 소리와 움직 

임을 모두 나타내게 된다. 둘째， 웅직임에는 통로가 있는데， 동사의 경우， 제자 

그림 (3) 

e. c1atter down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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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통로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down은 이동을 나 

타내므로 통로가 뚜렷하다 통합과정에서 전치사의 통로가 전체 합성표현에 반 

영된다 셋째， 동사는 순간동사이므로， 이 동사가 나타내는 과정은 순간적으로 

실현된다， 이 순간은 점으로 시간선상에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down의 시간대 

는 부각은 안 되어있으나 순간이 아닌 기간으로 표시될 수 있다 통합과정에서 

그림 (3e)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3)에 예시한 소리 동사와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나 부사의 통합 

관계는 빛， 움직 임의 방법， 위치 동사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 flash와 

같은 빛 동사의 경우도 cJatter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그림 (3d에서 동그라미 

는 빛을 발하는 개체이고 이 개체는 제 자리에서 빛을 발한다. 시간이 경과해 

도 장소의 이동은 없다 그러나 이것이 down, along , cross 퉁과 같은 경로의 

뜻을 포함하는 전치사와 같이 쓰이면 이동의 뜻을 가지게 된다 

stagger9} 같은 움직임의 방법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도 마창가지다. 이 동 

사는 어느 사람이나 물체가 같은 자리에서 비툴거리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c)에서 동그라미는 움직이는 개체이고 시간과 함께 개체의 비틀거림이 있어 

도 이 비틀거림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 동사가 이동 경로를 포 

함하는 전치사와 부사와 같이 쓰이면 이동을 나타내는 과정을 뜻하게 된다. 

위치 모습을 나타내는 fly를 살펴보자 이 동사는 어느 개체가 공중에 떠 있 

는 과정을 나타낸다， 연이 공중의 어느 한 자리에 떠 있듯이 장소의 이동이 없 

이 어느 개체가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동사도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부사나 전치사와 같이 쓰이면 이동 과정을 나타내게 된다. 그림 (3c) 

의 동그라미가 어느 장소에 위치해 있는 개체라면 이 개체는 시간이 지나도 

같은 장소에 있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은 경로를 포함하는 낱말과 같이 쓰이 

면 이동 과정을 나타내게 된다. 

위 분석에 의하면 비이동 동사가 어떻게 이동의 성질을 갖게 되는지가 자연 

스럽게 설명된다 구체적으로， 이동의 뜻은 이동과 경로를 포함하는 전치사나 

부사가 비 이동동사와 통합되는 가운데 동사에 이동과 경로의 뜻을 부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이동 동사가 이동동사로 합성된다 

5 마무리 

우리는 이 글에서 영어 어휘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규칙적 현상 하나를 인 

지 문법의 틀 속에서 살펴 보았다 비 이동동사가 이동동사로 쓰이는 현상을 

인지 문법의 틀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 현상의 연구는 몇 가지 점 에서 큰 의의 

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 어휘부와 통사부의 이분화 문제와 관계가 있다. 통상 어휘부는 낱말의 

특이한 정보만이 저장되고 통사부는 규칙적인 정보가 취급되는 것으로 간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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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규칙성을 기준으로 어휘부와 몽사부를 가르는 데에는 문 

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휘부에도 통사부에 못지 않게 규칙성이 있을 수 있으며， 

통사부에도 특이한 정보가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현 

상도 어휘부의 규칙성을 보여주는 많은 예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규칙성을 가지고 어휘부 통사부를 가르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언어 현상은 문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올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현상은 통합 과정을 설정한 인지 문법의 틀 속에 

서 자연스럽게 기술되고 설명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Farber, Pamela, and Ricardo Mairal Uson. (1999) Constructing a lexicon 01 

English uerbs, Berlin, Mouton de Gruyter. 

Kimball , John P. (ed) (1975) Syntax and semantics 4, New York , Academic 

Press 

Langacker, Ronald W. (987) Foundations 01 cognitiue grammar’ theoreti∞l 

prerequisite Vol 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Langacker, Ronald W.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s, Berlin, Mouton 

de Gruyter. 

Levin, Beth. (1993) English uerb classes and altem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vin, Beth. and M. Rappapαt Hovav (1 992) ‘The Lexical Semantics of 

Verbs of Motion: The Perspective from Unaccusativity,’ in I. Roca, 

ed. (1992), 247-269. 

Putstejovsky, James. (1 995) The generatiue lexicon,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 

Talmy, L. (1 975) ‘Semantics and Syntax of Motion,’ in J P. Kimball , ed 

(975) 181-238. 

Talmy, L. (1 985) ‘Lexicalization Pattems: Semantics Structure in Lexical 

Forrns,’ in T. Shopen, ed., μng.따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rn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사 전 

Cambridge Intem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995) Cambrdige: Cambrdige 



40 이 기 동 

University Press. 

Collins Cobuild Engloish Dictionary. (1앉:j5) Glascow, HarperCollins Publishers 

Longman Di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1995) London, Longman. 

Oxford Advanced Leamer’s Dictionary. (2뼈)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Composite Locomotion Verbs in English 

Keedong Lee 

There are some classes of verbs in English, which do not denote 

locomotion in themselves, but when they are used with certain prepositions 

or prepositional adverbs, they come to denote locomotion, as the following 

example sentences show 

(1) Susan is floating on her back. (2) The logs are floating down the nver. 

In (1) the verb denotes a process of Susan resting on the top of water, 

whereas in (2) , the pre∞sition down is used, the verb denotes a process of 

something moving down on the top of water. We can note that the verb, 

used with down, takes on the sense of locomotion. This is a common 

process of semantic change in Englis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ccount for the semantic change from 

non-Iocomotion to locomotion 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Grammar. In 

this granunar the concept of integ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Through 

the process of integration, two or more constituents are integrated to form 

a larger and more complex expression. A non-Iocomotion verb such as 

fIoat is integrated with a path pre∞sition such down to form a complex 

expression.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the non- Iocomotional verb takes 

sense of locomotion from the path pr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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