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김 창 섭 

1 . 머리말 

1.1 다음 (I)의 ‘(문법을) 설명하다’ 등 ‘X하다’ 형 동사에 대해서는 (2)의 

‘(문법) 설명을 하다’ 등 ‘X를 하다’ 형 동사구 구성 이 대웅한다 또， (2)의 문장 

들에 대해서는 (2')와 같은 관계화 구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X’에 해당하는 

요소에 밑줄을 쳐서 제시하기로 한다. 

(I) a 철수가 문법을 자세히 쉴보한다. 

b. 한국 경제가 많이 와좌했다， 

c 집의 창은 사람의 눈에 핵요한다 
d 철수는 아주 죄좌하다. 

(2) a. 철수가 문법 쉴보을 자세히 한다 

b. 한국 경제가 접좌을 많이 했다. 

c. *집의 창은 사람의 눈에 헬효올 한다 l 

d. *철수는 죄좌(을) 아주 하다， 

(2') a. 철수가 자세히 하는 문법 실뭘 

b. *한국 경제가 많이 한 설좌 

c. *집의 창이 사람의 눈에 하는 핸료 

d. *철수가 아주 한 겁깊 

위 문장들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의 문제들을 다루기로 한다. 

첫째 ， 위에서 밑줄친 형식 (X)들의 문법적 자격은 무엇인가? 그 ‘X+하’ 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2장) 

둘째 ， (1), (2)의 각 문장 짝들의 동의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2)의 ‘하다’는 

• 이 연구는 1999학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1 ，해당’을 목적어로 해석해서는 비문이라는 뜻이다 (l c)의 ‘해당’에는 주제화의 ‘을’이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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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의미를 얻는가? (3 , 4장) 

그리고 부수적으로 (2) , (2')의 각 문장들의 성립과 불성립은 ‘X’의 의미와 어 

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1.2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연서 본고에서는 ‘X’와 ‘하’의 결합에 관한 두 가 

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1)의 ‘X’ 자리에 오는 요소들을 위해 통사부에 語根句(RP. root 
phrase)라는 절점을 설정하고， ‘하’는 접미사적인 성격을 가진 동사로 이해하여 

RP와 ‘[하1 V[ -SUFFlXJ’로 이루어지는 이 특별한 구(RP+하)를 관할하는 절점 V^를 

설정한다 (2)의 ‘X ’ 자리에 오는 요소들은 물론 명사구(NP)이며， 그때의 ‘하’는 

‘[[하lvlv‘’이고， 그들의 결합 ‘[[Xl NP+[하lv‘]’를 관할하는 절점은 일반적인 V’ 

이다. 

둘째， V ’ 구성인 ‘X를 하’에서 ‘X’의 의미는 모두 ‘[하lv'’에 투영된다 따라서 

‘X’의 의 미 에 따라 ‘[하]이는 행 위 동사， 작용 동사， 관계 동사， 상태 동사로 

분류되는데， 행위 동사와 작용 동사일 때에 ‘X’와 ‘하’는 대격 구성을 이룰 

수 있다. 

1.3 ‘ X+하’에 대한 연구는 형태론적 관점에서의 연구， ‘하’에 기능동사(또는 

경몽사)라는 개념을 적용한 연구 ‘X+하’에 복합 숨어라는 개념을 적용한 연구， 

서술성 영사의 논항 실현에 관한 연구， ‘X하’와 ‘X를 하’의 동의성을 변형 관계 

로 설명하기 위한 연구 등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업적들에서 많은 설명법들을 별도 논의 없이 채택하여 

논의 배경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1)의 ‘설명하다’， ‘성장하다’ ， ‘해당하다’， ‘건강 

하다’의 ‘설명’， ‘성장’， ‘해당’， ‘건강’은 ‘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을’은 주제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임홍빈 1979, Ahn Hee-Don 1991 , Park Kabyong 1992) , 

이러한 ‘을’을 가진 ‘설명을하다’ 등은 ‘설명하다’의 변이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라고 본다 2 본고에서는 또 ‘X하’의 ‘하’나 ‘X를 하’의 ‘하’가 모두 어미를 실 

현시킬 버팀목의 작용을 할 뿐인 기능동사(또는 경동사)이며， 논항을 선택하고 

하위범주화하는 것은 서술성 어근/명사/부사라는 관점을(홍재성 1992, 1999, 채 

희락 1996 등) 받아들인다. 그러나 본고에서 ‘서술성 X’로 인정하는 것은 ‘하’의 
보충어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한한다. 또， 본고는 기능동사 개념에 의한 분 

석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다’의 특수성도 그것이 접미사적 성격을 가 

지는 동사라고 이해하는 데서 그친다“되다’， ‘시키다’， ‘시작하다’ 등 다른 기능 

동사의 보충어로만 나타나는 요소는 본고에서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그 요소를 서술성 명사라고 부르는 것도 유보한다， 

2 따라서 이 글의 제목에 있는 ‘X흘 하다’는 이 ‘X하다의 변이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 
니라 예문 (2) 의 그것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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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사부 요소로서의 ‘어근’과 어근구의 설정 

2 . 1 . 졸고(1997)에서는 ‘따뜻하’와 ‘설명하’는 전통적 관념을 따라 어휘부에서 

파생된 동사(형용사 포함)로 보았으며 ‘비가 올 법하’와 ‘책을 읽는 척하’는 임 

홍빈(1989)를 따라 통사부에서의 파생 구성으로 보았었다. 그것은 ‘따뜻’과 같은 

어근은 어휘부에서만 운용되고 ‘설명’과 같은 단어는 어휘부와 통사부에서 모 

두 운용될 수 있으며， ‘비가 올 법’， ‘책을 읽는 척’과 같은 명사구는 통사부에서 

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따뜻’이나 

‘비가 올 볍’이나 모두 ‘하’와 바로 결합할 뿐이며 그 결합의 성격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통사부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비가 올 법’， ‘책을 읽는 척’， ‘따뜻’， ‘설명’을 그러한 인식대로 기술하기 위 

해서는 그들 모두를 위한 하나의 문법 범주가 필요해진다. 

2 . 2 . 임홍빈(1979)에서는 ‘X(를)하다’가 목적어를 가지고 쓰였을 때는 ‘X’가 

괄호 안에 보인 통사적 절차를 불허하는 것을 보이고， 그를 근거로 하여 이 문 

형의 ‘X’는 NP가 아니라 ‘어근’이라고 한 바 있다. 

(3) a. 철수는 문법을 설명을한다.3 

b. *칠수는 문법을 자세한 설명을한다 (관형 수식 )4 

C. *철수가 문법을 하는 설명 . (관계문 표제화) 

d. *철수는 문법을 설영을하고 영수는 발응을 그것을한다. (대명사화) 

e. ?*철수는 문법을 설명을 열심히 한다 (부사의 ‘하’ 수식 )5 

이것은 ‘Y를 X+하’ 구문， 즉 타동사적인 ‘X+하’에서 어근을 확인한 것이다. 

3 엄홍빈(979)의 예문은 ‘철학자는 상식올 연구를 한다’이었다 
본고에서는 ‘설영’과 ‘하’의 결함에 0)의 ‘설영(을)하다’(Rp+하 ‘을’은 주제화 요소)와 

(2)의 ‘설명(을) 하다’(NP+하 ‘을’은 대격 표지)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 때에 
는 ‘설명(을)하다’， ‘설명(을) 하다’와 같이 띄어쓰기로써 두 가지 구조를 구별한다. 구별을 
피할 때는 ‘설영(을)+하다’와 같이 쓴다. 

4 필자는 임홍빈(979) ， Ahn H않-Ðon0991:21l， 김용하(995) ， 채회락(1996) 둥과 함께 
이 문형의 ‘설명’은 관형 성분을 불허한다고 본다‘ Park Byung-Soo(1981l, 김영회 (1986) ， 
고재설(1988) ， 최기용(1994) 등에서는 관형 성분이 허용된다고 보는데， 필자로서는 그런 
경우는 ’칠수는 문법을， 자세한 설명을 한다’와 같이， 말하는 중간에 문형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문법을’ 뒤에 휴지를 두연서 관형 성분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필자는 임홍빈(1979) ， 최기용(1994)과 함께 이 문형에서 ‘하다’가 부사어를 가질 수 없 
다고 본다 고재설(988) ， Park Kabyong(992) , 김영회(1988) ， 김용하(1995) ， 채회락(1996) 
등은 부사어가 허용된다고 보는데， 필자로서는 앞의 관형 성분 허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나타나는 경우는 말하는 중간에 문형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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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자동사적인 ‘X+하’에서도 어근을 확인할 수 있는가? 

국어에 결과 상태상을 나타내는 구문에는 ‘어 있’과 ‘고 있’이 있는데， ‘어 있’ 

은 자동사와 결합하고 ‘고 있’은 타동사와 결합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6 이 

사실올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X+하’의 ‘X’가 목적어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자동사적인 ‘정좌(正坐)+하다’를 예로 생각해 보자. 

(4 ) a 김 사범은 정좌해 있었다. 

b. 김 사범은 정좌(를) 하고 있었다. 

(4a, b)는 모두 결과 상태상을 나타내므로 (4a)의 ‘정좌하’는 ‘非목적어+하’이 

고 (4b)의 ‘정좌(를) 하’는 ‘목적어+하’라고 판정된다. 그런데 (4a)의 비목적어적 

인 ‘정좌’는 (5)의 검중에 의해 ‘어근’으로 판명된다 비교를 위해 (4b)의 목적어 

‘정좌’에 대해서도 (6)과 같이 검증해 보자 

(5) a. 김 사범은 그렇게 정좌해 있었다. 

b. *김 사범은 그런 정좌해 있었다. 

C. *김 사범이 해 있었던 정좌 

d. *김 사범도 정좌해 있고 박 사범도 그것해 있었다. 

e. *김 사범은 정좌(를) 오랫동안 해 있었다. 

(6) a 김 사범은 정좌(를) 하고 있었다. 

b 김 사범은 그런 정좌를 하고 있었다. 

C. 김 사범이 하고 있었던 정좌 

d. 김 사범도 정좌를 하고 있었고 빅 사범도 그것을 하고 있었다. 

e. 김 사범은 정좌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5) , (6)의 검증으로 자동사적인 ‘X+하’에도 어근인 ‘X’가 참여한 것과 

영사구인 ‘X’가 참여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X’에 관형어가 없을 때， 자 

동사적인 ‘X하’는 대격 구성 ‘X를 하’의 ‘를’ 생략형과 ‘어근+하’ 구성 인 ‘X하’의 

두 가지 구조가 다 되는 것이다.7 

형용사적인 ‘X+하’의 경우에는 ‘X’는 언제나 어근이고 명사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 백한 사실이지만 다음애 예문올 들어 본다. 

(7) a. 철수는 건강/씩씩하다. 

b. *철수는 그런 건강/씩씩 하다 

6 자세한 것은 한동완(1앉웠， 2α)())을 참고. 

7 여기에는 ‘X’가 [+명사]로 명세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본고 3장 참고) ， [ + 행동성] 
혹은 [+작용성]의 의 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본고 4장 참고)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67 

C. *철수가 한 건강/씩씩 

d. *철수도 건강/씩씩하고l 영수도 그것하다. 

e. *철수는 건강/씩씩 아주 하다. 

그러므로 타동사적인 ‘X+하’의 ‘X’뿐만 아니라 자동사적인 ‘X+하’의 ‘X’에도 

똑같이 어큰과 명사가 있으며 형용사적인 ‘X+하’의 ‘X’에는 어근만이 있다고 

정리된다. 그리고 이때의 ‘어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하고， 관계문의 표제 

명사가 될 수 없으며 ， 대명사화될 수 없으며， 그 자매인 동사 ‘하’는 부사의 수 

식을 받지 못한다는 성격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제 ‘어근’의 성격 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졸고(1997)에서는 여러 

가지 ‘X+하’ 구성들 가운데 다음 (8)-( 1 2)와 같이 ‘X+하 ... ’가8 종속 접속절의 서 

술어로 쓰일 때 ‘하 ... ’ 생략을 보이는 것들을 파생에 의한 구성으로 보았었다 

(8) a 이 지역은 기후가 특별히 올날i딱뚱[‘하 .. ’ 생략] ， 비닐하우스 없이도 ... 

b 철수는 !OO미터 달리기에서 12초를 막르[‘하 .. ’ 생략J， 사람들을 
(9) a. 철수는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강좌[‘하， ’ 생략]， 어려운 .. 

b 철수는 화석에 대해 오랫동안 멸모[‘하…’ 생략]， 드디어 주라기의 

(1 0) a. 곤 비가 옴 듯[‘하".’ 생략J， 하늘이 검어지고 , 

b. 칠수는 책음 임논 척[‘하 ... ’ 생략J， 부지런히 책장을 . 

(11) a. 온 산이 온통 호효불응[‘하 .’ 생략J. 마치 화장한 것처럼 , 

b. 철수는 선생님 질문에 한참 호올쪼울[‘하".’ 생략J， 선생님을 

(1 2) a 꽃이 볼거나 희거나 [‘하 ’ 생략J， 철쭉은 다 . 

b.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 생략] ， 내일은 ’ 

(8)의 ‘온난’， ‘따뜻’은 어디에서도 영사로는 쓰이지 못하고(온난+*이/*을/".， * 
적 당한 온난) 어 근으로만 쓰이 며 (溫I않하다， 溫I짧氣候， 溫I앓化)， 어 떤 기 록을 낸 

다는 뜻의 ‘마크(m킹 k)’도 아직 어근에 머물러 있다(마크+*가/*를/*에/ ... , *놀라 

운 마크). (9)의 ‘건강’과 ‘연구’는 앞의 (3)에서 본 임홍빈(1979)적인 의미에서 

어근이다. (10)의 ‘ ... 듯’과 ‘… 척’은 관형절(보문)의 수식을 받으므로 명사이지 

만 명사구 ‘ - 듯’， ‘ . 척’은 주어，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하며 격조사 

를 가질 수도 없으므로 句 외부적으로는(즉 문장 형성에서는) 앞의 ‘온난’， ‘따 

뜻’， ‘마크’， ‘건강’， ‘연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질 뿐이다. 말하자연 名詞句가 語램 

化한 것이다.9 (11)의 ‘울긋불긋하다’， ‘우물쭈물하다’는 ‘올긋불긋’， ‘우물쭈물’이 

후행하는 ‘하다’를 부사적으로 수식하는 구조가 아니다. ‘울긋불긋’， ‘우물쭈물’은 

8 ’는 ’-어’나 ’-고’， ‘-게’ 동과 동렬에 서는 특정한 어미를 뜻한다， 

9 예를 들어 ‘책을 읽는 척’은 다음과 같이 임홍빈(]979)적인 의미의 어근적 성격을 보 
인다 (영사구인 ‘책을 읽는 시늄’과 대조된다 ) 



68 김 창 섭 

‘하다’와 결합했을 때 앞의 ‘온난’ ‘따뜻’ 동과 문법적 행동이 동일하다. ‘-거나’ 

는 어간끼리의 문장을 대등접속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므로 (12a)의 밑줄친 부 

분은 절 외부적으로는 ‘꽃이 붉거나 희’와 마찬가지이다.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 

해서(혹은 문장 전체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되는지를 말해 줄 ‘어도’와 같은 

종속 접속어미 혹은 부사화 어미가 없는 것이다 10 

그러므로 (8)- (12)의 밑줄친 ‘X’의 공통적 성격은 어떤 서술성의 의미를 가지 

고 있되， ‘하’의 보충어가 되는 것을 제외하면 문장의 어떤 성분이 될 자격은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것은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격조 

사를 가지지 못하며 관형 수식을 받지 못하며， 대명사화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자매는 접미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여 부사어의 수식을 받지 못하게 한다 

2.3 . 2 . 2 . 에서는 여러가지 ‘X+하’가 한결같이 ‘어근+접미사’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바와는 반대로 ‘X+하’에는 통사부의 구 

와 같은 성격이 있다 이제 ‘X’와 ‘하’가 각각 별개 단어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 

기로 한다. 

(1 3) a. 문법 이 필요하면 할수록 . 

사회를 개방하면 할수록 ... 

b. 문법이 필요해 안 해? 

문법을 설명하니， 안 하니? 

(1 4) a 문법 이 펼요 안 해 ?11 

b 문법을 설명 안 해? 

(15) a. 결과를 분석 및 종합하여 . 

(16) a 문법이 필요는하니? 
b. 문법을 설명은하니? 

(17) a. 철수는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겁좌[‘하 .’ 생략]， 어려운 (=9a) 

(비교*철수는 어릴 때부터 누구 못지 않은 꺼갓[‘하 .. ’ 생략J， 어려운 ) 

b. 칠수는 화석에 대해 오랫동안 보코[‘하 ... ’ 생략]， 드디어 . (=9b) 

(비교 *철수는 화석에 대해 옥봐보로 [‘하 .. . ’ 생략J， 드디 어 ... ) 

‘책을 읽는 척 ’(어근화한 형식) ‘책을 읽는 시늄’(NP) 

*철수의 우스운 [책을 읽는 척 ] 철수의 우스운 [책올 읽는 시늄] 

??철수가 하는 [책을 읽는 척] 철수가 하는 [책을 읽는 시늄] 

*엄마에게도 [책올 읽는 척]올 하고， 엄마에게도 [책올 읽는 시늄]올 하고， 

아빠에게도 그것올 한다 아빠에게도 그것올 한다 

??[책을 읽는 척]올 열심히 했다 [책올 읽 는 시늄]을 열심히 했다‘ 

10 이 예문들애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997) 참고 

11 "문법이 안 필요해?"와 같은 예문은 반대로 ‘필요해’를 한 단어로 보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인 ‘필요 하-’가 단어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봄으로써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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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3)-(17)에서는 반복된 ‘X’의 생략， ‘안’의 ‘하’만의 부정， 접속 부사에 의 

한 ‘X’의 병렬， ‘X’의 주제화， ‘하…’의 생략 등 통사적 과정이 ‘X’나 ‘하’에 적용 

되었다 어떠한 동사적 과정도 어휘적인 단위의 내부를 볼 수 없다는 어휘론자 

의 기본 가설을 따르면 위의 예들은 ‘X+하 ’ 句 립을 지지하는 것이 된다 12 

그런데 ‘X’가 일음절이연 어떤 경우에도 ‘X+ 하’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못하므로 적어도 이 ‘X+하 ’만큼은 구가 아니라 단어， 그것도 어휘부에서 형성 

된 단어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앞의 (1 3)-(17)과 같은 성격의 예를 동 

사에 한해 만들어 보기로 하자 

(8) a. *마음이 통(퍼)하면 할수록 ... 

b. *마음이 통하니， 안 하니? 

(19) *마음이 통 안 해? 
(20) *비난을 피(週) 내지 연(免)하여 

(21) *설명을 요(꽃)는 하니? 
(22) *칠수는 음식을 보자 식욕이 동(폐)[‘하 ... ’ 생략1 마음을 바꾸어 . 

그런데 대상 형식이 l음절이변 적용이 제약된다는 조건이 부과되는 문법 

과정은 이 외에도 합성동사나 보조용언 구성에서의 특수조사 개입에서도 

볼 수 있다 

(23) 3. 껴안았니? *껴는안았니? 

b. 끼어들었지만 · 끼어는들었지만 

(24) 3 . 써 보았지 : *써 는 보았지 

b 걸어 보았지 : 걸어는 보았지 

(23)에서는 ‘끼어들다’의 ‘V1 -어’에 특수조사 ‘는’이 결합하였다고 해서 ‘끼어들 

다’는 합성동사가 아니고， ‘껴들다’만 합성동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반대 

로 (24)에서는 ‘써 보다’의 ‘V1 어’에는 ‘는’이 결합할 수 없다고 해서 ‘써 보다’ 

를 합성동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합성동사에서나 보조용언 구성에서 

나 선행 성분에 특수조사가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선행성분의 음 

절 수에 달린 문제일 뿐이므로 그것으로 그 구성들의 문법적 구조에 대해 달 

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8)-(22)의 ‘X하다’들에 대 

12 (7)은 줄고(1 997)에서 ‘어근+하 ， ’의 ‘하/는 생략이 될 수 있어도 ‘명사구+하 ’의 
‘하 ’는 생략이 쉴 수 없다는 예로 들었던 것이다 비교문과의 차이는 ‘어근+하 ’와 ‘영사 
구+하. ’가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것임을 말해 주지만， 전자는 어휘부의 파생어이고 후자 

는 통사부의 구라는 것까지 말해 주지는 않는다 줄고(997)에서 이러한 예로써 전자는 

어휘부의 파생어이고 후자는 동사부의 구라고 온 것은 성급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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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X’나 ‘하. ’가 따로 어떤 통사적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을 그 ‘X+하. ’가 어 

휘부의 한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단지 ‘X’가 일음절이 

기 때문에 (18)-(22)에 보인 통사적 행위를 겪지 못할 뿐인 것이다 13 ‘X’가 일 

음절인 경우도 다른 경우와 똑 같은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 

2.4. 국어 문법론에서 단어를 조어론적으로 분석해서 얻는 단어의 중심부를 
‘어근’이라고 불러 왔다 14 임홍빈(1979)에서의 ‘어근’이 이것이다. ‘문법을 설명 

하다’의 ‘설명’은 그것이 명사구라연 받아들여야 할 여러 가지 문법 과정을 불 

허하므로 명사구가 아니며， 자연히 ‘설명’은 어근이 된다. 한편 이익섭(1968)에 

서의 ‘어근’은 굴절접사와 결합될 수 없고 자립형식도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귀중’， ‘확실’은 관형어의 수식도 받지 못하고 격조사와 결합하지도 못하므로 

‘어 근’이 된다 전자의 ‘어근’은 주어진 연쇄 속에서 분석되어 나오는 ‘연쇄에서 

의 어 근’인 데 비해， 후자의 ‘어근’은 어디에 나타나든지 한결같이 ‘어근’이어야 

하는 ‘목록에서의 어근’이다. 본고에서는 ‘어근’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합 

하여 ‘귀중’， ‘확실’ 등이 목록 개념으로서의 ‘어근’이고 ‘설명 ’은 목록 상의 어근 

겸 명사이며， ‘듯’， ‘법 ’， ‘ 척’은 목록에서는 명사이고， 연쇄 (‘하’와 결합했을 때 )에 

서는 어근화한 것으로 보았다 15 이것은 곧 ‘어 근’을 準品詞로 본 것이다 16 그럼 

으로써 ‘어 근’이라고 하는 문법 범주는 형태부에서는 ‘[어근+접 사]단어 ’와 같은 층 

위 개념 이연서 통사부에서는 명사나 부사와 동렬에 서는 어휘부류 개념， 즉 품 

사적 인 개념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8)-(22)의 ‘X하’에 대해서 확인한 것은 그것 이 내부 구조는 

句的이지 만( 2.3 에서 확인 ). 외부적으로는 하나의 ‘어 근’과 같은 구실을 한다는 

(2.2 에서 확인) 것 이며， 이러한 사실은 ‘X’가 일음절일 경우에도 다름이 없다 

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통념 상 어근은 형 태부에서 만 운용될 수 있고， 명사구나 절은 통사부에 

1 3 ‘딱{도/*들/*은} 하다’는 일음절 ‘X’를 가지고 있는데도 ‘도’에 의한 분리를 허용하는 
데， 그것은 ‘딱+창+도’에서 ‘향’가 생략된 중세국어 ‘딱도’의 화석일 가능성이 있다(중세국 
어 어형으로서 의 ‘ 딱’은 가상된 것임)‘ 중세국어에서는 어근 말(末)의 무성음과 1 , C , 
님^으로 시작하는 어미 사이에서 ‘향’가 생략될 수 있었다(안영회 1959) 어간에 ‘도’가 
직결되는 것 역시 과거의 문법으로서 현대국어에 ‘오도 가도 못한다’， ‘듣도 보도 못했다’ 
둥에 화석 이 님아 있다 

1 ，1 그러므로 이때의 ‘어근’은 모든 접사를 제거하고 남은 궁극적인 어 휘 형태소로서의 
‘어근’과는 다른 개념이다 굴절형태론에서 어 미를 분리해 내고 남는 주요 부분은 ‘어간’ 

이 라고 불러 왔다 

15 단어 수준에서 평행한 예를 들자연 ‘동네 아저씨’에서 ‘동네’는 목록 개념(풍사)으로 
서는 명사이고， 이 주어진 구 속에서는 관형사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16 임홍빈(200 1)에서는 ‘깨끗은 이것이 저것보다 더 하다’콜 놓고 어근(‘깨끗’)은 통사적 
역할도 크고， 실제로 쓰이는 일도 많기 때문에 풍사 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거의 훔사적 

성질도 가진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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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졸고(1997)에서는 ‘X’가 어근이나 단어일 때는 

‘하’와의 결합이 형태부에서 일어나고 구나 절일 때는 ‘하’와의 결합이 통사부 

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통사부에는 어근이 어휘삽입될 수 없다는 배 

경 이론과의 타협이었다. 그런데， 어차피 통사부에는 (A)‘바가 올 법’， ‘책을 읽 

는 척’， ‘꽃이 붉거나 회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를 삽입할 절점이 있어 

야 하는데， 목록상의 어근들인 (B)‘깨끗’， ‘온난’， ‘마크’， ‘통(週)’ 퉁도 통사론적으 

로는 그들과 똑 같은 자격이므로 똑 같이 그 절점에 삽입될 수 있어야 한다. 

국어 통사부에 이러한 성격의 절점은 아직 설정된 적이 없다. 그 절점의 명칭 

이 ‘NP’일 수 없음을 우리는 2.2 . 에서 보았다. 또 ‘X’는 ‘하다’의 자매(보충어) 

가 된다는 외에는 어떠한 통사적 기능도 없고， 자신을 핵으로 하여 보충어나 

부가어를 가지면서 확대될 수도 없는 그 자체로서 최대 구(句)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語根句’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의 ‘어근’이 준품사적 개념(즉 

목록적 개념)이므로 현재로서는 ‘하’ 앞 모든 ‘X’를 위해 ‘어근구(RP. root 

phrase)’를 설정하기로 한다 어근구의 성격은 “서술성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의 보충어가 되는 것을 제외하연 문장의 어떤 성분이 휠 자격을 갖추지 못 

한 여러가지 범주의 형식”이 된다 17 

머리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고는 이 RP를 보충어로 삼는 접미사적인 동사 

‘하’가 자신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기능동사(혹은 경동사)라는 관점을 

받아들인다 ‘하’의 접미사적 성격이 어기 역할을 할 보충어를 요구하여 ‘어근적 

구 + 접미사적 동사’가 되어 ‘RP+하’ 전체로서 하나의 동사처럼 일정한 논항 

구조를 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18 즉 자신이 통사론적 구성(句)이면서도 문장 

형성에서는 하나의 동사(YO)와 같은 위상을 가지므로 이것을 Y'와도 yO와도 

구별하여 Y^로 쓰기로 한다 따라서 ‘문법을 설명하다’와 ‘문법 설명을 하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된다. 

(25) a 문법을 설명하 [[문법 ]NP을 [[설명 ]RP [하]vJv-] v ‘ 

b. 문볍 설명올 하 [[문법 설명 ]NP을 [[하]vJv-]v . 19 

3. 서술성 어근과 서술성 명사 

3.1. 앞의 (25)에 보인 바와 같이 단어(명사)로서의 ‘설명’뿐만 아니라 어근 

으로서의 ‘설명’도 통사부에 어휘삽입이 된다 그러므로 어휘 항목인 ‘설명’에 

17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의 보어가 된다는 성격은 ‘하’의 보[어인 ‘X’에 한하는 것 
이다 국어에는 l국제’나 l원시’와 같은 또 다른 성격의 어근들이 있다 

18 이것은 임홍빈(2001 : 70-71)의 설명을 본고의 틀에 맞춘 것이다 본고 4.3을 참고할 것 

19 ‘문법 설명을 하다’의 ‘하’를 ‘[[하l vJv.’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4 . 3장에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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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과 [ +RJ의 두 가지 품사를 준 셈이다. 그런데 기왕의 몇 연구에서 이미 본 

고의 어근을 λ}실상 새 어휘범주(품사)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정수 

(1975)에서는 본고의 어근을 ‘명사적 동사(denominative verb)’라 하여 동사(V) 

절점 아래에 삽입하였고， 안희돈(1991)에서는 VN(동사성 명사 verb외 noun)이 

사실은 동사적 범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사 절점에 삽입하였다 이들이 본 

고의 ‘설명’과 같은 ‘어근’을 명사로 보지 않고 통사의 한 종류로 보았다는 사실 

이 중요하다 특히 Park Kabyong(1992 : 4-5)에서는 본고의 명사로서의 ‘설명’ 

은 [+N, -VJ의 명사로 보고， 어근으로서의 ‘설명’은 명사와 동사의 특성을 다 

가지 는 [-N, -VJ로 보았다 그의 [-N, -VJ는 V와 마찬가지 로 XO 층위 의 범주 
가 되며 ， 목적어적 보충어를 취하여 VNP( verbal noun phrase)를 형성한다. 그 

러므로 본고의 ‘어근’과 Park의 [-N, -VJ는 명사도 동사도 아니며 준품사적 지 

위의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이제 몇 가지 전형적인 예로서 서술성 어근과 서술성 명사의 성격을 더 분명 

히 해 보기로 하자. 

3.2 . 동사로부터 파생되어 서술성을 가질 것이 기대되지만 서술성 명사로도 

서술성 어근으로도 쓰이지 못하는 명사틀이 있다. 

(26) a. *형이 동생을 도움했다. (‘형이 동생을 도왔다’는 뜻) 

b. *형 이 동생 {을/에 대해/에게/은/으로 말하자연/. .. ) 도움을 했다 

(26)의 ‘도움’은 명사이기는 하되 ‘하다’와는 결합하지 못하므로， 본고에서는 [서 

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타동사에서 파생되어 왔으면서도 대상이 통합된 ‘*동 

생(의) 도움’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서 술성]을 부인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밍 

이 부류에는 ‘도웅’과 같은 파생명사뿐만 아니라 ‘과오(過誤)’와 같은 비파생어 

도 포함된다 21 

다음으로 서술성 어근으로는 존재하지만 서술성 명사로는 존재하지 않는 항 

목들이 있다 [+상태성]인 ‘X’는 모두 이러한 서술성 어근이다(예‘ 착， 順， 깨끗， 

편안， 평온， 건강， 행복). ‘건강’과 ‘행 복’은 비서술성 의 명사로는 쓰이지만 서술 

성 명사로는 쓰이지 못한다 22 [-상태성] 서술성 어근은 대부분 일음절짜리들이 

m 본고에서 말하는 ‘서숲성 ’ X는 ‘하다’의 보충어로 제한된 것이다 다른 ‘되다’， ‘당하 
다’， ‘베풀다’/나다’ 동의 보충어인 유사한 형식들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보류한다 
‘형의 도움’， ’나의 과오’와 같이 주어직 관형어를 가지는 것은 본고의 서술성 영사와 
무관하다 

21 ‘가르침’， ‘믿음’， ‘놀림’， ‘죽음’， ‘흐름’ 둥과 ‘고장(故않)’， ‘휴가’， ‘후계(後繼) ’ 등의 예가 
더 있다 

z 앞의 예문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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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예: 求， 퍼‘ 經， 傳) . 이음절 이상짜리로는 관계 명사(본고 4장 참고)인 ‘의미’， 

‘비롯’， ‘마크’ 등이 있다， ‘주춤’처럼 부사적 의미의 [-상태성] 서숲 어근도 있다. 

(27) a. 철수는 100미터 달리기에서 12초를 마크했다. 
b. *칠수는 1000] 터 달리기에서 12초 마크를 했다 

(28) a 무지개는 평화를 상정한다 

b. *무지개는 평화(의) 상징을 한다. 

C. *무재개는 평화에 대한 상정을 한다. 

d. *무지개는 평화에 대해 상정을 한다 

e. *무지개는 (평화는/평화로 말하자연/. .. ) 상정을 한다 

(29) a. 아이는 개를 보자 주춤하였다. 

b. *아이는 개를 보자 주춤을 잠깐 하였다 

‘마크(mark)’는 이 곳에서의 의미(‘어떤 수치의 기록을 내다’)로는 오직 V~ 구조 

의 ‘마크하다’로만 쓰인다. 이 의미의 ‘마크’는 관형어를 가지지 못하며 조사와 

도 결합되지 못하므로 ‘서술성 어근’의 자격을 가질 뿐이다.23 ‘평화’는 [-서술 

성]으로는 명사로 쓰일 수 있으나 [+서술성]으로는 어근으로만 쓰인다 부사적 

인 서숲성 어근은 서술성 명사를 겸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어휘부에 독립된 부 

사로는 존재하여도 독립된 명사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술성을 가질 때는 늘 

어근이 된다. ‘주저(찮쇄)’나 ‘걱정’ 같은 본래 명사들도 반복되연 부사적이 되어 

서술성 어근으로만 쓰인다(주저주저하다， 주저주저+*가!*를!*의 .. " 걱정걱정하 

다， 걱정걱정+*이/*을!*의 . .). 

서술성 어근과 서술성 명사를 겸하는 항목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이 a 너는 규칙을 무시(를)했다. 

b. *너는 규칙 무시를 여러 번 했다. 

C. *너는 규칙에 대한 무시를 여러 번 했다. 

d. *너는 규칙에 대해 무시를 여러 번 했다. 

e. 너는 (규칙은/규칙으로 말하자연/. .. ) 무시를 여러 번 했다 

앙‘경기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가까이에서 막거나 방해함’을 뜻하는 ‘마크’는 어근과 영 
사 두 가지로 다 쓰인다· “악착같이 마크한다， 마크룹 악착같이 해야 한다” 

4장에서 볼 [ +관계성]의 ‘X’들 중에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것들이 많다: 비롯， 이웃. BIi 
後， 포항， 所在 등 또， ‘V+음’의 파생영사는 본래 [서술성]을 가지지 않지만(그래서 ‘*도 

움하다’가 불가능하다). 의미가 변화하연서 [서술성]을 획득하게 되는 수가 있다 ‘다짐’， 
‘노름’， ‘셈’， ‘가름[分] ’， ‘갈음[代]’ 등이 그 예인데(다짐하다， 노름하다 ... .l, 이들 가운데 ‘가 
름’“갈음’은 명사 지위를 잃고 어근의 자격만을 가지고 있다 ‘*가름을 잘못 했다*갈음 
을 어떻게 하나? 줍고0996 : 136-137. 19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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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 너는 취직을 장담했다 

b. *너는 취직 장담을 했다. 

C. *너는 취직에 대한 장담을 했다. 

d. 너는 취직에 대해 장담을 여러 번 했다 

e. 너 는 (취 직 은/취 직 으로 말하자연!. ..) 장담을 여 러 번 했다. 

(32) a 우리는 자연을 보호한다 

b. 우리는 자연 보호를 한다. 

C. *우리는 자연에 대한 보호를 한다. 

d. ??우리는 자연에 대해 보호를 한다. 

e. 우리는 (자연은/자연으로 말하자연!. ..) 보호를 열심히 한다. 

(33) a 철수는 문법을 설명(을)한다， 

b 철수는 문법 설명을 한다. 
C. 철수는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d 철수는 문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 

e. 철수는 (문법은/문법에 대해 말하자연!. . .l 설명을 한다. 

(30)-(33 ) 의 ‘X’들은 a 문형에서는 서술성 어근으로 b-e 문형에서는 서술성 명 

사로 인정 되는 것들인데 서술성 명사로서의 용법은 (3이의 ‘무시’에서 (33)의 

‘설 명 ’으로 가면서 점 점 더 확고해진다 24 그러나 그 점진적인 단계가 일률적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이 아니므로 어휘부에는 그 항목의 논항들이 문장에서 어 

떻게 실현되는지가 개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25 

3.3 이제 (33)과 같은 ‘X+하다’의 문장들이 어떻게 해서 동의성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능한 설명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방법은 b 

문장형을 기저적인 것으로 잡고 그로부터 a 문장형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김영희(1986) ， 시정곤( 1994)는 이 설명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설명 법은 (30), (31)처럼 b 형이 성립하지 않는데 a형이 성립하는 예들이 존재 

하므로 지지 받기 어렵다(허 철구 1998 : 12- 19) 둘째 방법은 반대로 a 문장형에 

서 b 문장형을 유도하는 것이고， 셋째 방법은 ‘설 명’과 같은 하나의 어휘항목이 

24 V^ 구조의 서술성 어근으로 쓰이다가 V’ 구조의 서술성 명사로 재분석됨으로써 점 
점 영사적 용법을 굳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 의 ’무시’는 그 영사화의 첫 밴 

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애국자연하다’의 ‘애국자연(팔탱者然)’도 마찬 

가지 이다 서술성 어근에서 서술성 명사로의 재분석의 좋은 예는 ‘잘못’이다“계산을 잘 

못 했다’의 ‘잘못’은 부사이고계산을 잘못했다’의 ‘잘못’은 서술성 어근이며， ‘계산 잘옷 
을 했다’의 ‘잘못’은 서술성 영사이다 ‘X하다’가 언제나 목적어를 가지고 쓰이는 경우는 

‘X’의 명사로의 발달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g 홍재성(999)에서는 서술성 영사가 자신의 의미적 논항들을 문장에 어떻게 실현시키 
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올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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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성 어근과 서술성 명사의 두 품사를 겸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둘째 

방법에서는 a형 구조로부터 b형 구조로의 어떤 변형을 가정하여야 하고， 셋째 

방법에서는 단순히 어휘부에서 해당 항목이 [ +RJ과 [ +NJ의 품사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면 된다 둘째 방법에서도 결국 각 항목의 어휘 내항에 

[ +RJ과 [ +NJ 자질의 보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마크’와 같은 경우는 

그 변형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것은 셋째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이 방법을 택한다. 이 방법은 이미 Park Kabyong(992)에서 사용된 것이다. 그 

연구에서는 “존이 그 사건을 조사(를)하였다”의 ‘조사’에 대해서는 [-N, -VJ로， 

“존이 그 사건의 조사를 하였다”의 ‘조사’에 대해서는 [+N, -VJ로 기술하고， 두 

용법의 ‘조사’가 동일한 논항 구조와 의미 정보를 가진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 

러므로 (33)의 문장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하나의 어휘 항목 ‘설명’이 

서술성 어근과 서술성 명사의 두 자격을 겸해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논항 구 

조와 의미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4. ‘X’의 의미의 ‘하다’에의 투영과 대격 구성 

4.1 . 이 章에서는 ‘X를 하’의 V' 구조에서 ‘X’의 모든 서술적 의미가 ‘ 

[하]V^’에 투영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작업으로 

Hong Ki-Sun099l)과 홍기선(994)에서 제안한， [+결정자] 동사는 피 영 향자가 

주어지면 그 피영향자를 목적어로 하는 대격 구성을 이룬다는 가설의 정당성을 

확인할 것이다 

4 .2. 이 장의 전개를 위해서는 먼저 동사를 그 의미에 따라 하위분류해 두 
는 것이 필요하다 동사를 의미에 따라 분류할 때 일반적인 방법은 행위 동사， 

작용 동사， 상태 동사로 삼분하는 것이다.26 본고에서는 여기에 상황의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 ‘관계 동사’를 새로 추가하고자 한다. 국어에서 행위 동사와 작 

용 동사， 그리고 관계 동사는 동사 활용을 하며， 상태 동사는 형용사 활용을 하 

므로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또， 행위 동사와 상태 동사는 대개 ‘-어지다’와 결합 

할 수 있고 작용 동사와 관계 동사는 그럴 수 없다 'l:7 또， 작용 동사와 관계 동 

사와 상태 동사는 부정문으로 ‘-지가 않는다/않다’를 취 할 수 있으나 행위 동사 

는 그럴 수 없다(Choi Seungja 1991 , 이홍식 2000 ’ 143). 

χ 동사를 상태(statel ， 작용(processl ， 행위 (actionl의 의미 자질 (sem하ltic unitl로 구별하 
는 방법에 대해서는 Chafe(1970 잃- 101) 창고 서정수(1975)에서는 ‘process’를 ‘과정’으로 
번역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작용’을 택한다 작용동사와 행위동사를 다시 사건동사로 묶을 
수 있는지， 작용동사가 이른바 비대격 동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더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낀단 2음절 이상의 서술성 어근을 가진 비상태 V^는 다음과 같이 ‘-어지다’와 결합할 
수 없다 *설명해지다*성장해지다*비롯해지다， 깨끗해지다， 건강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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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 철수가 책을 읽흐단 

b 오늘은 책이 잘 읽언좌묘 

C. *철수가 책을 읽좌간효뇨단. 

(35) a. 나는 걷늘단 

b. 오늘은 잘 걸와죄단. 

C. *내가 걷지가 않늘표. 

(36) a.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b. *(자식 은) 부모가 닮랴죄단 

C. 자식 이 부모를 닮좌ZL효앓단. 

(37) a. 꽃이 포단. 

b. *봄이 오니 꽃이 피와죄단 

C 봄이 왔어도 꽃이 피지가 않논다. 

(38) a. 신이 발에 잘 맞늘묘 

b. *신이 발에 맞악죄단. 

C 신이 발에 맞지가 않는다. 

(39) a 꽃이 붐단 

b. 꽃이 붉의짧닥， 

C 꽃이 붉좌ZL월단 

(34), (35)에서 ‘읽 다’는 타동사이고 ‘걷다’는 자동사이지만 똑 같이 행위 동사 

로서 a, b를 만들고 C를 만들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36), (37)에서 ‘닮다’는 타 

동사이고， ‘피다’는 자동사이지만 똑 같이 작용 동사로서 a, C를 만들고 b를 만 

들지 못한다. (38)의 ‘맞다’는 관계 동사로서 작용 동사와 마찬가지 로 a, C를 만 

들고 b를 만들지 못한다 (39)의 ‘붉다’는 상태 동사로서 a, b, C를 모두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동사를 의미에 따라 행위 통사， 작용 동사 및 관계 동사， 상태 

동사로 분류하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용 동사와 관계 동사는 이 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의미에 

서 구별된다. 

(4이 〈행위 동사〉 행위를 나타냉 ‘일부러’ 등 ‘의도’와 관련된 부사의 수식을 
받。 ...... 있으 '2 T 디 

a 타동사: 가르치 다， 닮다1 ，28 설명 하다， 이 해하다 29 

b 자동사: 걷다， 죽다1 ， 닮다1 ， 산책하다， 독서하다 ... 

갱 ‘ 닮다’는 행위， 작용， 관계 동사의 용법을 다 가진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순신을 닮 
읍시다’의 ’닮다’는 행위 동사이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닮 

다’는 작용 동사이며， ’‘마을 모양이 기러기를 닮았다”와 같이 단순히 얘似性을 확인할 때 
는 관계 동사이다 

m ‘X하다’들은 Y'J가 아니 라 V'이지만 편의싱 ‘동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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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작용 동사〉 상황의 변화를 나타냄. ‘일부러’ 류의 수식을 받지 못하며， 

‘저절로’ 등 ‘의도’를 부인하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30 

a. 타동사· 닮다2， 향하다31 

b 자동사: 죽다2， 얼다， 외워지다， 중독되다， 성장하다， 증발하다 ... 

(42) <관계 동사〉 두 항 사이의 비상태적 관계를 나타냄 ‘일부러’ 류의 수식 

도 ‘저절로’ 류의 수식도 받을 수 없음 

a 타동사· 닮다3， 비롯하다， 前後하다， 대신하다， 상징하다， 의미하다 . 

b. 자동사. 맞다， 모자라다， 어울리다， 이웃하다， 해당하다， 소속하다， 셉因 

하다， 유래하다， 우선하다 

(43) <상태 동사〉 상태를 나타냉. ‘일부러’ 류의 수식도 ‘저절로’ 류의 수식도 
tl]. .Q. 걱::. o-I.Q. 
c e. "^口，

자동사. 작다， 출다， 같다， 좋다， 깨끗하다， 건강하다 ... 

먼저 위에서 행위 동사에는 타동사와 자동사가 고루 갖춰져 있으나， 작용 동 

사는 대부분 자동사이고 타동사는 예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두기로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타동사는 행위 동사라는 사실과 관련된 것 

이다(연재훈 1997). 상태 동사도 궁이 말하자연 자동사에 포함될 것이다. 관계 

동사는 자동사가 우세하나 타동사도 적지 않다. 

이제 이 네 가지 동사의 하위부류에 각각 [행위성 J ， [작용성J. [관계성 J ， [상태 

성]의 의미 자질을 인정하기로 한다. 

4.3. 우리는 앞의 2장에서 ‘[X를 하Jv.’가 일반적인 대격 구성임을 확인하였 

었다[예문 (4)와 (6) 참고] ‘[X를 하Jv"에서 동사구의 의미에 따라 선택되는 부 

사어는 ‘[X를 하Jv" 전체 구성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동사구 내 ‘하’의 앞에 올 

수도 있다. 

(44) a. {일부러/열심히/깊이/*크게} ’ 문법에 대해 ... 설영을 .. . 했다 

b. {*일부러/*열심히/깊이/*크게} : 문법에 대해 .. 이해를 .. . 했다 

c. {*일부려/*열심히/*김이크게} ‘ 문볍에 대해 오해를 했다 

(45) a. {*일부러/착실하게/*두껍게/*깊이} : 경제가 ... 성장을 .. 했다 

b. {*일부러/*착실하게/두껍게/?깊이} : 한강이 .. 결빙을 .. 했다 

c. (*일부러/*착실하게/*두껍게/깊이} 철수는 .. . 실망을 ... 했다. 

찌‘저절로’의 수식은 흉기선0991 ， 1 994)에서 ‘잡히다’ 류 피동사나， 무생물 논항을 선택 
하는 동사들을 대격 부여자로 포괄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이다 

31 대부분의 작용 동사는 자동사이다. 타동사인 작용 몽사로는 ‘닮다’와 ’건울이 바다를 
향해 있다’의 ‘향하다’와 같은 극소수 예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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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각 예문의 앞에 제시한 부사어들은 각 예문의 ‘ .. ’로 표시한 자리에 

똑 같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식어는 언제나 피수식어의 앞 

에 온다는 국어의 일반 어순에 따라 동사구 내 ‘하’ 앞에 오는 부사어는 바로 

그 ‘하’ 만을 수식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V’가 가질 수 있는 

부사어들이 그대로 ‘하’가 가질 수 있는 부사어라는 사실은 ‘X를 하’ 전체의 의 

미와 ‘하’의 의미가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심재기(1982 ‘ 362)에서는 ‘철수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예문에 대해 

‘한다는 일차적으로는 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며， 2차적으로는 “‘運動!’이 지닌 의 

미를 그대로 複寫投彩한다”라고 하고 그 의미를 ‘투영의미’라고 명명한 바 있 

다. 또 임홍빈(2001 : 71)에서는 ‘힘있는 연설을 하였다’의 해석을 위해서는 ‘연 

설’의 의미를 동사 ‘하’앞에 상정한 공범주에 가져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모습은 ‘[[힘있는 연설]I\'P을 [[e=연설]wr [하] sx] v] v' ]-였-다’가 될 것인데 ，32 이것 

을 본고 식으로 고치면 ‘[[힘있는 연설]NP을 [[e=연설]Rl' [하]vJv-Jv.]-였-다’가 될 

것이다 공범주의 설정은 접미사적 성 격의 ‘[하]V[-SUFFαl’가 자신의 어기를 요구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임홍빈 2001 : 69)‘ 이 말은 ‘X하’의 ‘하’만이 아니 

라 ‘X를 하’의 ‘하’도 고유하게 [+접미사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포 

함하고 있다 

이제 V ' 구조에서 목적 어 위치의 ‘X’의 의미가 ‘ [[e]하]V"’에 그대로 투영되므 

로 ‘X를 하’의 의미는 ‘ [e=X]하’가 되어 ， 접미사성이 해소된 ‘하’의 의미와 같다 

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X를 하-’의 의미 해석 방법은 ‘[V+음]N을 V ’ 

형의 동족 목적어 구성에 의해서도 지지 받을 수 있다，33 예를 들어 ‘[불음]I\'P을 

[묻] V] V.’의 구조는 ‘[[질문JNP을 [[하]Y[-SUFFαJJv-J v" 가 해석되는 ‘[[질문]NP을 [[e= 

질문]I1P[하]Y[-SUrF때Jv-] Y'’의 구조와 평행한 것이다 

이렇게 ‘ [[X]NP를 [[하]yJv-] Y'’에서 ‘ [X]NP’의 의미가 바로 ‘[하] y’에 투영되는 것 

이 아니라 V^ 절점 아래 공범주 RP를 상정하고 그 RP에 투영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X하]Y^’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투영을 말할 수 없게 된다 그 RP 자리 
는 이미 ‘X’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X하Jv-’에서 ‘하’가 ‘X’의 의미에 

따라서 동사 활용 혹은 형용사 활용을 하는 것은 ‘하’의 활용으로 한 것이라고 

찌임홍빈(2001 )애서는 “힘있는 연설을 하다”의 해석을 다음 il을 iil로 해석하는 것처 럼 
할 것을 제안하였다 

i) 깨끗은 이것이 저것보다 더 하다 

ii) 깨끗은 이것이 저것보다 더 [A [wn e=깨끗1 [sx 하-]] -다 
(A 형용사， WR 어근， sx‘접 미사) 

정확하게 무엇이 투영 되느냐는 더 정띨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나도 철수와 그 
문제에 대해 [의논이라는 것lNP을 해 보았다”에서는 NP 속의 서술성 영사의 의 미가 투영 
되었다 

g ‘ [X를 하lv"에서 ‘X’와 ‘하’의 의 미 관계가 동족 목적어와 그 서술어 의 동족 관계와 
홉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송병학 1974 : 8, 서정수 1975 : 81. 김영회 1988 : 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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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V^ 전체의 활용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동 

안 많은 연구에서 ‘[XlRP [하J vlv-’의 구조에서 ‘X’의 [:t상태성]의 의미가 ‘하’에 

전해져 상태 동사(‘형용사’)나 비상태 동사(‘동사’)의 활용 패러다임을 택하게 한 

다고 보아 온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34 

4.4. 투영 의미를 가진 ‘[하]V^’의 의미는 ‘X하’의 의미와 똑 같을 것이기 때 

문에 동일한 ‘X’에 대해 ‘X하’와 ‘X를 하’의 대격 구성 가능성은 동일할 것이 

예상된다 즉 동사의 의미 부류(행위， 작용 관계， 상태 동사)에 관계없이 ‘Y를 

X하다’가 가능하연 다음 (46) 중 한 가지 이상의 ‘ .. Y ... X를 하다’가 가능하 

고， ‘Y를 X하다’가 불가능하면 ‘ y ... X를 하다’도 모두 불가능할 것 이 라고 

예상된다. 

(46) Y(의 )X를 하다 (문법 설명을 하다) 

Y에 대한 X를 하다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하다) 

Y에 대해 X를 하다 (문법에 대해 설명을 하다) 

Y는 X를 하다 (문법은 설명을 하다) 

그러나 아래 (47)-(50)에서 보듯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X하다’가 타동사적 

인가 자동사적인가에 관계없이 행위 동사와 작용 동사에서는 대부분의 ‘X하다’ 

에 대해 ‘X를 하다’가 존재하고， 관계 동사와 상태 동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X를 하다l v'’가 존재하지 않는다 35 

(47) [+행위성]의 명사 ‘X ’ 

‘X하’가 타동사일 때의 ‘X를 하’: 문법 쓸멸효 자세히 화단， 부탁에 대해 

건결효 분명하게 화단， ... 

‘X하’가 자동사일 때의 ‘X를 하’: 가벼운 쇠첼율 화단， 재미있는 효죄효 

화단， .... 

(48) [ +작용성]의 명사 ‘X ’ 

‘X하’가 타동사일 때 의 ‘X를 하’: ø(타동사인 ‘X하’가 없음)36 

‘X하’가 자동사일 때의 ‘X를 하’ 긴결을 자주 화단， 효발효 금방 화단，. 

% 졸고(997)의 그러한 처리도 수정되어야 한다 한정한(993)에서 ‘X하’에서 기능동사 
‘하’가 ‘X’의 [ :t상태성] 자질에 조웅(J원應)한다고 본 것도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 그는 
본고의 ‘ [X를 하Jv.’의 경우에는 ‘X’와 ‘하’ 사이에 ‘조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하’ 자체가 동사， 형용사로 존재하여 ‘X하’의 품사성을 결정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재설 1999]) 

죄 여기에서 작용 동사와 관계 봉사가 문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도 볼 수 있다. 

% 예외적인 ‘ 1꾀하다’ 등이 있으냐 ‘향’은 어근으로만 존재한다 



80 낀 차 서 

(49) [ +관계성]의 명사 ‘X’ 

‘X하’가 타동사일 때 의 ‘X를 하’: 0 (타동사인 ‘X하’는 있으나 그 ‘X’는 어 

근임) 

‘X하’가 자동사일 때의 ‘X를 하’: 0(자동사인 ‘X하’는 있으나 그 ‘X’는 어 

근임 )37 

(5이 [ +상태성]의 명사 ‘X’ 

‘X하’가 타동사일 때의 ‘X를 하’: 0(타동사인 ‘X하’가 없음) 

‘X하’가 자동사일 때의 ‘X를 하’ : 0(자동사인 ‘X하’는 있으나 그 ‘X’는 어 

근임)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의미의 동사가 대격을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어떤 동사가 ‘목적어+타통사’의 대격 구성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 

냐가 그 동사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대격 구성의 필요 조 

건으로 [+ 행위 자] 또는 [+결정자]라는 동사 의미가 들어진다잃 ‘결정자’란 Hong 

Ki - Sun0991 : 101), 홍기선(994)에서 “통사에 의해 그려지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 날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규정된 동사의 의미자질이다. [ + 행위자] 동 

사는 대체로 본고의 행위 동사와 같으며 39 [+결정자] 동사는 대체로 본고의 행 

위 동사와 작용 동사를 합한 것과 같다. 그런데 대격 구성 의 예측을 위해 ‘결정 

자’ 외에 ‘피결정자’라는 개념도 필요하다고 한다. 피 결정자란 동사가 그리는 상 

황에서 영향받는 요소 가운데 자신이 결정자이기도 한 것을 뺀 것을 가리킨다 

(Hong Ki -Sun 1991 : 110-111, 홍기 선 1994 : 297) 

(4이- (43) ， (47)-(50)의 결과를 이러한 이론과 연관지어 보연， 일반 동사와 ‘X 

하다’의 경우에는 [+행위성 ] 동사가 대격 구성을 이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X 
를 하다’의 경우에는 [+결정자] 동사가 대격 구성을 이룬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행위성]과 [+작용성 ]의 서술영사 ‘X’가 피결정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다 그때의 피결정자는 동족 목적어처 

럼 결과 목적어 Cobject of resul t)의 일종이다 (40)-(43)에서 보았듯이 [ +작용성 ] 

꺼 X가 서술성 명사라고 가정하고 대격 구성을 만들어 보아도 모두 성 립하지 않는다 
‘X하다’가 타동사일 때 *선생님에 대해 봐효효 화단*개학 따흉룹 화타 

‘X하다’가 자봉사일 때 *화료을 정확히 화단속솜융 오례 화단 

$ Kirn Young Joo( l990)은 [ + 행위성]이 대격 구성의 필요 조건이고， Hong Ki-Sun 
099Il과 홍기선(994 )에서 는 [+결정 자]가 대격 구성 의 필요 조건이라고 본다 

m 특별한 문맥에서 i솔직하다’가 ‘솔직 해라’와 같은 영령형으로 쓰이는 것을 인정하여 
‘솔직하다’가 [+상태성+행위성]의 자질을 가진다고 보는 수가 있다CKim Yong-J<∞ l!m 
69) 그러나， ‘솔직하다’ 류가 그러한 용법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전환(conversion 또는 
영파생)의 결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솔직하다’ 등은 상태 동사일 때도 있고 
행위 동사일 때도 있는 것이지 상태 풍사이면서 동시에 행위 동사일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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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가 대격 구성을 이루기 힘들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그리는 상황이 

피결정자를 설정하지 않고 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곳의 ‘하 

다’는 어휘 항목 자체가 ‘X’ 즉 목적어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의당 그 ‘X’ 

를 목적어로 하는 대격 구성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성]의 서술 명사와 [+작용성]의 서술 명사는 대격 구성을 취하 

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서술 명사를 표제로 하는 관계절을 이룰 수 있 

느냐 없느냐 하는 데서는 차이를 보인다 

(51) a 설영을 자세히 한다 자세히 하는 설명 

b. 산책을 가볍게 하였다 . 가볍게 한 산책 

C 독서를 오래 하였다 오래 한 독서 

(52) a. 경제가 성장을 빠르게 하였다 ’ *경제가 빠르게 한 성장 

b 닭이 기절을 완전히 하였다 *닭이 완전히 한 기절 

C. 한강이 결빙을 단단히 하였다 *한강이 단단히 한 결벙 

이것은 대격 구성 ‘[X를 하]V'’에서 ‘하’를 행위 통사와 작용 동사로 구별하는 

것이 정당하며， 나아가 ‘X’의 의미가 ‘[하] V.’에 투영된다는 본고의 가정이 타당 

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5 우리는 이제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 

게 되었다 그것은 행위성과 작용성의 ‘X’에 한해 ‘[[X] IlP [하]VJv-’와 

‘ [[X] NP를 [[하] v]v . ] v' ’의 짝이 만들어 질 수 있는데， 후자는 ‘[[X]NP를 [[e=X] IlI' 

[하]V [ .SUFFIXJJv .] V'’처럼 의미가 해석되므로 이 두 구조의 의미는 같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X’의 의미가 ‘[하Jv-’에 투영되연 ‘X를 하다’는 ‘물음을 묻다’나 

‘잠을 자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미가 해석된다， 

5 마무리 

본고에서는 ‘[착]하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다’에 이르는 ‘X+하다’의 여 러 부 

류를 모두 포함하여 논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X+하다’의 의미론적 하위부 

류를 시도하여 관련 현상을 의미 부류별로 관찰함으로써 일반성있는 결론을 얻 

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본고에서 얻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語根’을 쩍튿品詞的인 개념으로 사용하여 ‘[착]하’， ‘[설명]하’， ’[비가 올 법]하’ 

등의 ‘[ ]’ 안의 형식들을 위해 구절구조에 語恨句(RP)의 설정이 필요하다. 

‘RP+하’는 문장 형성에서는 YO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지만 그 안에서 성분의 

생략과 같은 변형도 겪으므로 특별한 작은 동사구 V^로 설정된다. ‘X’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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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lRP [하lvνSUFF씨lv'’(‘X하’)를 구성 하거 나， (B)‘[[XlNP [[하l V [ <SUFFLXJlv. l v' ’ 

(‘X를 하’)를 구성하는데， (B)는 ‘X’의 의미가 ‘[하lv'’에 투영된 ‘ [[Xl센 [[e=XlRP 

[하lvνSUFFlJ(j] V'] V ‘’로 의미가 해석되므로 (A)와 (B)의 의미가 같게 된다- 단 이 

때， ‘X’는 명사와 어근의 두 풍사/준품사를 겸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들의 의미 

는 [+행위성] 및 [+작용성]이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A)와 (B)의 짝을 이룰 

수 없다. 

이른바 대동사 ‘하다’ 등 여러 ‘하다’ 구성에 본고의 설명법을 적용해 보는 문 

제， 다른 기능동사구， 나아가 명사구에의 어근구 개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 본고의 관계 동사 설정을 뒷받침할 근 

거를 더 찾고， 본고의 작용 동사를 비대격 동사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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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Relationship of ‘Xha- ’ and 
‘X+reul ha-’ 

Kim Chang-seop 

In th.is paper, 1 pro∞se to analyze ‘X +ha(do)’ constructions like 

‘[cfok]+/U-(be g∞d) ， ’ ‘[μaekkeutJ +/u- (be cl않n) ， ’ ‘[seo!myeong] + ha- (explai n) ’ 

and ‘ [Pi-ga 01 teutJ+lu-(seem likely to rain) ’ as ‘Root Ph.rase(Rp) + Verb 

[ +Suffix ]’ constructions. A root normally constitutes the base of a deri

vative. But 1 regard roots with the feature [+predicate] as a se야rate pseudo 

part-of-speech a nd inc1ude ‘Root Ph.rase (RP) ’ in the syntactic component. 

‘X ’ and ‘ha- ’ are combined to form (A) ‘[따놔 [ha-] V[-SUFFIXJJv-’(‘Xha- ’) or 

(B) ‘[[저NP+ reu!(obj. case marker) [[ha-]V[‘ SUFFIXJ1v-]V' ’(‘X +reu! ha- ’). The 

‘X ’ s in (A) and (B) are identical lexical items. So are ‘ha-s’ in (A) and (B) 

In (B), the meaning of ‘X ’ is projected to ‘[ha-Jv-’ and therefore (B) is 

semantically ana lyzed as ‘[[저NP+ reul [[e= XJRP [ha- ]V[ -SUFFlXJJV‘]V‘’ Hence the 

meaning of (A ) and (B) becomes identical. Since ‘/u-’ in (B) has the 

projected meaning ‘[[e=À1rn' [ha- Jv[.SUFFIXJJv-’, it becomes an action, process, 

relation, or s tate verb depending on the meaning of ‘X ’ When ‘ha-’ is used 

as an action or process verb, it can have ‘object + verb’ construction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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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reul 00- ’ But it cannot have the ‘object + verb’ construction when it is 

a relation or state 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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