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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업에서의 보어 범주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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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 111> 

l ‘보어 논의에 대한 갱토 
2 문장성용과 !깅어어 
m 냥용 

조영일 

문장은 문을 구성한다 전체적인 액략으로서의 문은 그래서 문장 각각 

의 유기적인 결속융 요구한다 문장틀의 유기척인 컬속은 운 전체의 통일 

왼 맥락올 유지하게 해 주기 때문에 학교운법에서 문정틀 간의 결속 환경 

에 대한 당구는 매우 중요한 학습 목표가 왼다 그런데 우리는 문7J'틀의 

결속에 대한 교육율 너무도 중시한 나머지 문장 자체의 구성에 대한 교육 

에는 그렇게 큰힘(?)율 쏟고 있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한국어를 모 

국어로 하는 학습자라연 누구나 문장 생생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풍조가 위험 수위흘 념어서고 있는 것처럽 보이는 것이다 이는 

문장의 구성에 관계하는 성훈 개념조차 제대로 얄지 옷하는 대학생을을 

통해서 쉽게 확인해낼 수 있다 

• 서옹대학R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 시간장-)，t，j~벼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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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올 구성하는 문장의 조직과 방법에 따라서 글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글의 ‘앗이 달라질 수 있듯이 문장 구성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의 객격한 문장의 생산에 관계하논 성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습을 통해서 ξL습2 틀은 바른 글쓰기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싱제적인 능력의 함66'은 울론 지식의 측연까지 고려하여 

학생들율 지도할 멸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문장 성분에 대한 설영 체계 

가 타협}세 확보될 때에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갱 져t7 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면 속에서 학교운영은 사 

설 앞에서 언급한 학습목표흘 지향해 옹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곧 운법을 

싣제적 사용의 수춘에서 당구하여 학습지틀의 인지적 사고의 확장은 을 

론 실제척인 사용의 측연까지 고려히여 왔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 그리 

고 이틀은 한시척으로 정착원 학교문엉파 국어문법 시이의 간극올 끊입 

없이 조정해 왔올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제7 차 이후의 교육과정이 준비되 

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어 개녕에 대한 재고는 얘우 시의적절한 것이 된 

다 문장의 성용으로서 보어 개념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계속되지 않는 

다연 좋고.<:m!)에서 기존의 논의를 심화하여 주징L하였던 운장성분에 대 

한 영쟁의 확링은 요원할 것이기 때운이다 

보어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논의되 

었던 보어에 대한 연구틀을 몇 개의 모둥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이들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제시히여 보어 개녕올 재고해 보기로 한다 11 본 연구 

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되는 문제점은 다옴과 같다 

명수적 부사어의 개념융 안정하지 않고 이융을 모두 보어의 영역에 귀속 

1) 온고올 성사뼈 주신 익영의 싱Af위원등의 새싱한 조언 덕분으로 온고의 논지펀 나 

시 다음어 샌 수 있었나 여전히 오지라는 본고애서의 문재정퉁온 전적으호 인자의 
파운 ~，이나 싱사해 주신 심사 위원한깨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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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킹수는없는가 

되다， 아니다의 경우 심리형용사의 이중주어 구문과 똥영한 것으호 파 

악하여 보어로 보지 않올 수 있는가 

보어응 문장의 펠수 생용으로 보고 부사화 동시구 보어와 부사화 영시구 

보어로보아도종은가 

n 뻗융 

흔히 학교문법어 서는 서슬어 ‘되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운장 생분안 

을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고둥학교 운엽1=1강)에 

기술된 내용을 보연 ‘보어(뼈굉)도 서술어가 요구하는 펼수적인 성분이다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를 훨요로 하는 운장 성분얀을 보어로 인정 

한다’고 척고 있다 이를 보연 서술어 되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운장 성 

분만을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꾀다 01냐다와 강옹 λ{~힘고 할 때에는 이 두 서슐어 외에도 다른 

서슬어가 을 수 있는 여지툴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우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같이 보어에 판한 논의의 충방은 이 두 서숭어로 

한정왼 것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할까? 이것이 온 연구의 시l갈정이 

된다 다옴에문을보자 

(1) 풀이 얼옹의 되었다 

111' 툴이 옐웅으호 되었다 

기존의 학교문법에서의 운장성분에 대한 정의에 따르연 예문 (l)에서 

밍줄 친 부분운 보격 조사 ‘-이’와 결합한 보어로 파악외고 예운 (1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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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사격 조사 L으로와 결합한 부시어로 파악왼다 ‘되다’의 서술어가 

펼수적으로 취하는 성훈이 보어와 부.^I어 두 개로 파악휠 수 있는 것이 

다2l 이때 예문 (1)은 다흔 이중주어 구문과 그 형태척 구성이 같다는 점 

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운 (1)' 역시 펼수적 부사어로 보는 것 

이 타당한7)에 대해서도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논의에 

대해서는 다옴에 살펴보겠지안 이러한 논의의 출딸껑은 이들 두 문장의 

의미가를 동일하다고 보는 곳에 있다 의미적으로 동일한 해석융 갖는 이 

형태의 운장에 대한 분석은 그래서 형태 중싱으로 보느냐 기능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훈석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 

은 과연 이 두 문장이 통일한 의미적 해석을 갖고 있느냐가 될 것이다 그 

런데 에문 (j)과 (1)’는 사실 동일한 의미직 해석이 아니다 다옴 예운을 

보자 

(2 에앗옹 나우가 되었다 

(21’·써앗옹 나우로 되었다 

(31나우가슛이 되었다 

(31’·나우가 윷으호 되었<1. 

(4)구음이 비가 되었다 

(이’'n구음이 바로 되었다 

21 이러한 구한애 대해서 익영의 싱샤자쩨서 이는 영태중싱의 사고가 안영왼 것이며 
초/ .. ~의 f잉얘 따라 일판와게 처리하고 있는 학.'"운엉의 기준에 대혜 상세하게 지 
직하여 성명혜 주셨다 온고에서의 재고하고자 였던 것이 형태중싱이 아닝 기능중 

심의 용유였융융 인정OJ여 잉t<J uJ， 초고에서 논지가 용영하지 옷었었던 정융 다시 

상폈용용아융려방힌다 



악교문영에서 보어 멍주 째고 갱 

151아이는 어릎이 되었다 

(히’·아이는 어튼으효 되었다 

위의 예문틀은 예문(l)과 통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런데 보 

어가 아닌 부사어호 실현왼 문장틀응 하나같이 비문이 원다 이는 여문 

(j)에서 ‘뭉’이 j열옴’의 툴리적인 구성체이연서 다시 환원 기능한 속성을 

갖는 데에 반해 (2)', 131’, (4)’3l, (5)'의 문싼써 주어와 부λ에의 틴어들 

은 역으호 환원 울가능한 속생을 지녔기 때운으로 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운%써 서 ‘되다’의 자리에는 ‘자라다’， 변하다’， ‘크다’처럽 속성의 연 

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와야 적격한 문장이 원다 따라서 예문 (j)과 예문 

(j)'에 대한 해석은 형태 중십의 해석이 기능 중싱의 해석을 고려하거나 

기놓 중심의 해석이 형태 중심의 해석올 고려항 때 비로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운장 형식이 휠 것이다 다시 알해 이툴 문장의 의미7}에 대한 재 

고를 통해 보어에 대한 자리얘김이 다시 펼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찍다1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 생분만을 보어로 인정 

한다’고 할 때에는 ‘멸수적 부시어 역시 이미 ‘보어’로 보아도 무땅한 설 

영이 되는 것도 다시 재고해 올 필요가 있다 

l ‘보어‘ 논의에 대한 검토 

보어에 대한 논의틀에서 창고할 만한 논의는 보어를 인쟁하는 견해와 

이를 주어로 보는 견해， 부사어로 보는 견해로 구푼할 수 있다 이를 간략 

하게나아 정리해 보이연 다융과 강다 

31 응용 구응응 비호 외고 ‘져엉 연8κ} 의 자리에 1되나’을 냉어 쓴 운장옹 비문으 

로 보기는 어렵다 혀지만 이려얻 앤화와 의이 와대， 용j낀성에 대한 논의는 온고애서 

일단채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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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어톨 인징하는 견해 

구본판 • 고영근{:ro!: 2J:I←xα에서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논의하는 자 

리에서 필수적 부시어로 보이는 성분을은 비록 소거 시에 불완전한 운장 

으로 되어 보어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은 서술어가 달라지연 수의척 성 

분의 역할올 한다는 이유흘 들어 이을을 부사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 

고 ‘되다 아니다’의 경우 관형구성으로 용축시킬 때 피관형어가 되지 옷 

합올 예로 툴고 서술절의 경우와 대비하여 되다， 아니다’의 경우안 보어 

임을 인정하고 있다 강영윤{](ffi lJj)에서는 국어의 존'H/소유동사 있다’ 

와 j이다’를 예로 등연서 이등이 주어 위치에 의이역(야ru-roleJ옹 부여하 

지 않는 동.Aj<> 1며， 오직 씨의 보어에안 의미역을 부여핸 통사로 보아 

보어 개념을 인정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송복숭{때7:7)에서는 제 

언이 수행하는 문엠적 기놓으로 통사의 논향 구조가 통사부로 투사되었 

을 때에 주어， 옥적어를 제외한 나어지 항목 모두를 보어로 보는 견해를 

펴고 있다 잉홍빈 장소원O(ffi Z?8-Z9, 2잉 245)에서는 주어나 옥척어 

이외에 서술어가 흉사적 구성올 이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옐수적인 성 

환을 보어라고 하고 일부 용언에서는 문액과 의이척 욕겔에 따라 문제의 

성분이 보어가 왼다고 주장하연서 보어 설정의 원칙 다섯 가지로 제시하 

고 있다 앞의 송복숭('ðJJI)의 견해와 입징않 같이 송F는 견해로는 조경순 

{:nJl 뼈이 있는데 이에서는 보어를 통사의 어휘 의미 구조어 서 논함으 

로 요구하는 생훈으로 동사의 의미 힘바와 결합송째 어휘 의이 구조를 형 

성하고 흉사 구조에서 생략하연 안 되는 필수성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어를 인정하는 견해을의 공통정은 이들 모두 서술어의 자릿수를 중 

접으로 운장어 서의 보어 성분의 지위률 파eι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술어 

가 필수척으로 주어 외의 성분올 요구하느냐 그헝지 않느냐가 보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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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 중요한 쟁껑이 되는 것이다 울온 이틀의 논의가 모두 장은 지향 

정올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본 연구어 서는 과연 문장올 구성할 때에 

펠수척이지 않은 성분이 있느냐에 주목한다 문 구성에 관계-)'는 모든 요 

소는 그것이 구어이든 운어이든지 간에 반드시 펼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 

이다 울론 서술어가 안드시 취해야 할 성분이 있는 것이지얀 그것조차 

생략이 가능한 것을 보연‘ 결흔적으로 앙해서 표연화된 문장어 서 도출왼 

성분들이 핑수적인가 밀수객이지 않은기는 중요한 고려 사헝f이 아닌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어 서의 쟁정은 그것의 실현 과정에 대한 원 

리가 아니라 실현왼 문장들을 학융자가 어영게 인지히는지로부터 시걱L해 

서 자신이 의도한 문장올 합리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올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리서 학교문엉에서의 보어 개념은 초긍 더 정밀하게 

확장될필요가있다 

a 보어툴 주어로 보는 견해 - 문장성문에서 보어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음 

이익섭 채왼i= 1001에서처럼 보어블 다공 언어에서도 흔히 주어와 

같은 격을 위하므로 보격조사 ‘ 。V자를 주격의 기능 중 하나로 보는 견 

해는 이이 권재일(l쨌 2Z3-2241에서 철수는 아직 어론이 아니다’의 운장 

올 예로 을 때 ‘칠수는’올 전체 운장의 주어후 ‘어른이를 전체 운장의 서 

숭어를 실현하는 동.;，fT 내포문의 주어로 파악되고 있었고 최근의 저작 

인 한영옥i2:뼈 lffi-I671어서처럼 ‘물이 얼응이 된다잭 에운올 툴어 ‘풀 

이 얼옴으로 된다’의 문챔써 ‘열옴으로’처럽 기저어서 조격(illi格)이었 

던 것이 'aL가1 주어화왼 것으로 파악되연서 이 되다’ 유형의 이중주어 

구문을 주제어-주어+서술어’ 구조의 주제운 유형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단순히 ‘되마 아니다찍 셔술어로 한정하여 설영되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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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개념을 확장시쳐 형용사 서술어를 갖는 이중주어 구문에 대한 논의 

와 맞닿게 왼다 j되다， 아니다1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 이/가1를 보척조 

사로 보지 않고 주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현식11앉양 

Z씨-m~1에서 보어를 설갱하지 않고 종래의 주격보어를 서슬절의 주어 

로 보며 옥걱격 보어는 부사어로 보는 문볍 성영을 추구었던 것과 논의의 

액올같이 하고있다 

3 보어톨 부시어로 보는 견해 

보어를 부써로 보는 견해는 앙어써 인용원 인현식11쨌)에서는 울혼 

이고 고영근{l!ID 1Z7l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서는 전통문엄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보어가 그 표지가 뚜렷하지 옷t'올 근거로 히여 주어나 

부시어에 홍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를고 있다 

최근의 보어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획엔해 볼 수 있는 양영 

희(었1> 1찌)에서는 펼수적 부사어는 부사어이기는 하지만 수의객이지 않 

은， 운장올 이루는 펼수 성훈으로 판단하며 이툴윤 기존 문엉의 보어 엉 

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보어률 이미 서술어가 요구 

하는 필수적인 성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있 

다’고지직하고있다 

지금까지 보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툴올 단순화하연 다옴과 같이 정리 

41 이에서는 그통안의 보어 성정릎이 순수한 g시흔격 논의에 근거한 태도라기보다는 
용사의이용적 논의에 근거한 태도잉을 재확인하연서 영태 중싱의 순수한 용사흔적 

인 차원에서는 보어얄 셜갱하지 앨싸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장옹 혼한 
융 악기 위해서는 。V가가 성에 보어포 보언 M‘는 서슐절의 주어포 보고 ‘얘， 오 
와， 져엄， 보다 얀 ‘ 퉁이 양는 NP는 우써로 보연 보어와 보칙 설정에 따은 격형 
태의 중적 소속에서 오는 혼란옹 앙끔히 없앤 수 있다고 주장올 정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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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일수있다 

al 웅이 영휠l 되다 

청수는효생의아니다 

- ‘외다， 아니다’ 앙의 성용융 보어로 보는 견해잉 

bl 울이영휠l 되다 

내일은낱씌zl 좋다 

‘되다와 심리형용사의 쩔수성용올 보어로 보는 견해 

cl 율이 용휩 되다 

내일은효씌zl 좋다 

‘외다’와 심리앵정A:의 핑수성용올 주어오 보는 견해 

dl 툴이월~ 외다 
웅이영융응록되다 

。}이률이 쏘닝걷간n 군다 

- 웰수격 부J써호 보는 견해 

이틀은 예문 "J, b,1 CI처럽 ‘되다， 아니다’ 앞의 성분을 보어로 인정하느 

냐와 이중주어로 보느냐의 문제와 에문 d)처럼 펼수적 부사어률 인갱하 

느냐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되다1 아니다’를 포후녕뻐 성리형용샤의 

경우 주어로 설현되는 것은 모두 주격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일 

단 보류하고 예문 이에서 펼수척 부사어로 보는 ‘열옴으로와 ‘상냥하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논의해 보겠다 

‘울이， ζ 되다’의 운장 구성이 동일한 의띠를 갖는다고 전제하연 동일 

한 의미의 운장올 실현하는 두 가지 형식 즉， 통일한 자리의 구성성훈으 

로서 다른 문장 성분이 종재하게 되는 문제정올 갖게 된다 Y의 자리에 

51 내일은 얀써가 좋다‘와 갇은 문장은 서승절로 안긴운장으호 처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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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 되다’의 주어로 얼옴이’가 실현되는 동시에 ‘얼옴으로’라논 부사 

어가 실현쉴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될 수 없기 때문이마 그런데 이미 

전술하였듯이 예문이어서 ‘울’이 ‘얼옴’의 뭉리적인 구성채이연서 다시 환 

원 가능한 속성올 갖는다는 것을 제외하연 ‘율이 얼옴으로 되다의 의미 

는 ‘상냥하게’처렁 주어의 상태적 속성올 부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동일해 보이지안 동일하지 않은 의미 차이를 실현해 내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이 경우 부사어의 개념이 문장 성용으호서 반드시 핑요한 펼 

수 성훈은 아니라는 데에 문처 가 있게 된다 기존의 학교운영에서의 설영 

처럽 부사어가 운장의 부속성분이라연 생략쨌올 경우에도 그 문장은 -비 

록 의이의 완결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연}← 척져 

한 문장이 되어야 하는데 앙의 예운에서 ‘열옴으혹’와 ‘상냥하거Pl 생락 

되었올 경우 그 문장은 적격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틀은 문장에서 

서술어， 주어， 목적어 외의 필수적 필요 성용으호 파악할 수 있으므로 휠 

수적 부사어라는 개념올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히 그런데 여 

기서 이틀을 ‘보어’의 영역에 삽잉하는 방법올 여용려 볼 수 있다 문정삐 

서의 주어， 목적어， 서숨어 외에 이미 필수적 성환으로 ‘보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7l 울론 보어는 그 형태가 주격의 형태로 설현되기 때운에 이제 

이중주어로 보는 운제와 정연으로 맞닥뜨리게 왼다 띨수적 부시어로 보 

는 성분을을 보어로 보고 기존이 보어를 이중주어 구문에서의 한 성분으 

로 보게 되연 운제는 표연적으로는 모두 해결되는 것처렵 보이지만 여기 

에는 또 다양한 문제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논의의 전개흘 위해 문장 

성분에서 ‘보아의 개념올 명확히 해 윌 펼요가 있다 

61 깅광해 외(1m 214.←2β 에셔는 9ν과’처엉 헬수적으로 다툴 성한양 요구허l논 용언 

의 수가 제한씌이아는 정 때문에 19'6년에 아련딩 학교웅냉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 
에 오는 성분안 보어로 인정하고 나에지는 보충 내용융 모두 용언의 욕영한 용엉에 
의해 취해지는 부‘애로 취급하고 있다고 압히고 있다 

71 욕걱어융 갖는 문장의 서숭어얘 대한 논의는 이미 총용해 1ι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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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징성룰과 ‘보어’ 

졸고.('JJJ'; 346-3471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는 

문장성분에서 제일 문거 가 되고 있는 부분올 보어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했었다8) 

〈짝교문엉에서 문장성푼의 용유〉 

주 성 왈 • 주어， 옥적어， 서술어， 보어 

우속성용 - 판영어， 부사어 

독립성분 옥랩어 

보어의 개념을 팎에의 개념에 동합시킨91 고영권HID1271에서의 논 

의는 보어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권재일11없 m어 서의 견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서는 ‘문장은， 언어 형식틀이 계충척으로 긴벌하게 

관련되어 더 큰 언어형식을 구성하여， 그 자셰는 하나의 홍일성이 있는 

구성이연서‘ 다픈 언어영식과는 어떠한 구성율 이루지 않는， 언어형식이 

다”라고 설명하연서 한국어의 문장이 서숭어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옴 

에 주옥하여 이에 직접적으로 끌리는 것으로 주어， 옥적어1 부시어를 분 

류하고 이를 펼수성분으로 치 시하::i!， 0]에 간접적으로 끌리는 것으로 판 

형어를1 문장 전체에 끌려는 것으로는 독립어를 제시하연서 이를올 수의 

성분으호 구분하고 있다 고영근(l!Ð31어서는 보어를 부써로 파의닝}고 

81 용고에서는 중고 JIIl 애서의 논의유 조긍 수정하여 채시하였다 

91 고영근 냥기쇄100;)의 표춘국어문영온파 학쿄푼엉에서 주성용 주어‘ 서숨아 욕적 

어， 보어 부속J분 찬형어， 무시어， 특잉성안 옥덩이가 세시외었언 것I받 초긍 나 

흔 양상3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영근 선생닝의 최근 저서인 우리얄 문’잉온 

l'J:t8잉11)에서는 나시 운장성용으로 %안션용언의 의이융 보용히뜯 문장 성용’으로 

보어의 표지를 인정하여 규정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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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에 안해서 원재일(l쨌)에서는 보어를 이중주어 구문으로 파악하 

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견해는 다시 인현식(l쨌 Z씨 ZZf)어써 절충원 형 

태로 나타난다 보어를 설정하지 않고 종래의 주격보어는 서숭절의 주어 

로 처리하고 목적격 보어는 부사어로 보는 운법 설명올 추구하고 있옴을 

앞에서 。}이 살펴보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tr하여 ‘문장은 계충성， 긴일성1 통일 

성， 옥립성을 바탕으로 한 언어형식이 되며 한국어의 문장성용운 서술어 

가 중싱이 되어 분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문장성분을 일단 다옴파 같 

이 가상으로 재분류해 보기로 한다 

문장성용 셔숭어，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특렵어 

앙의 네 가지 항옥은 학교문법의 그것과 동일하지안 서술어를 중심으 

로 하여 셰일 앞으로 위치을 옮겼으며 주성분이니 부속성분이니 "1'는 운 

류는 하지 않았다l이 그리고 관형어는 그 용어의 홍일생을 위해 수식어로 

바꿔 썼마 그리고 이어 서는 부사어의 개념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주성분 

의 마지막 하나인 ‘보어’를 기존의 부사어의 개념융 대제하는 용애로 제 

안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보어는 운장에서 주어와 옥적어， 그리고 서술어 

와 합께 운 구성의 l차적 핑수 요소로 올 수 있다 

{61 철순효 (학표까지) 봐혈혹묘를를검 효영당 

주어 보어 서숭어 

(끼 으냄죄갱쇠 난영경 쇠효효 호성묘 

주어 보어 옥객어 서슐어 

101 이얘 대한 논의을 이이 중고i;!Ill 얘샤 혜 보았지안 핏받침할 안한 논성이 약었다 
이에 온고어 서는 잉안 그 개녕용 채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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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최'Í"?t 쪼녀으냉엉묘곡 효효 낸없묘 

주어 보어 옥척어 서술어 

예운 (61은 기존의 학교운법에 따르연 ‘ 게’형 부사어로 i빠르게’를 분석 

항 수 있다 그런데 부사와 부사어라는 개념운 용사의 개념올 성훈의 개 

녕으로 확장시켜 쓰는 것으로 운장 성분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옷한 

것이다 그리고 앞어 서 주장였던 것처럼 예문 (61에서 비록 ‘달리다라는 

동λ}가 ‘철수는 달렸마’로 쓰일 수 있다고 힐지라도 표준국어대사전어 서 

확인되는 예처럼 ‘으로’와 ‘을’과 결t~~져 쓰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풍 

λ}라연 바람보다 빠강11’ 역시 에문 (7)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장 구성의 

필수적인 성분이 원다고 올 수 있게 왼다JI) 구어나 문어를 통틀어 ‘철수 

는 달였다1는 앞이나 뒤에 이 문장올 윗받칭하는 다른 운장성분이 펼요 

한 것이다 요컨대 ‘바람보다 빠르게’라는 정보는 에문 (6)에서 반드시 필 

요한 성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필수적 부사어로 정의할 펼요는 

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럽 서술어를 뒷받침하는 주성용으로 ‘보어’ 개 

념이 이마 냥아있기 때문이다 이때 바람보다 빠르게’는 i유사화원 동시구 

보어로 처리하연 그 성격이나 기놓옹 설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게 된다 

그렇다연 에문 (71어 서 그동안 당연시 되던 ‘냐에게1 같은 부사어에 대 

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운제가 휠 수 있다 학교운영에서는 어떤 

행똥이 이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 ‘-에게’를 부사격으로 처리하여 

부사어로 보았으나 이 역시 앙의 논의에 기대어 부사화 영시구 보어로 처 

리한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최호철(l!!!i)나 이홍식('ðJJJ)에서 보인 바 있 

11 ) .H.중킥어대사전애시 채시왼 달리다‘의 에시 I 으호J J 올 J (' 으호‘ 대신에 

올 .. 얘뻐‘7) 쓰이기도 한다-) rl J알옹질져 5리 가거나 오나 !그는 문 쪽으로 쓴 
상강이 당렀다/그는 견송정융 .，얘}여 엉껏 당녔나끼~~리 당려라j새역길융 단 
리디f그는 100"1터콜 10.초대애 당린다 ~r2J차， 애 따위가 연리 용칙이다 ’어스가 
종정으로 단련나j/7l:*};가 션포를 쓴산경이 달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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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호철(1%에서는 성분의 펼수성 여부와 상관없이 문장성환 상의 의 

미 기능은 체언이 아닌 ‘로1나 에’가 지니는 것으로 보고 모든 j로’ 성분 

과 ‘어『 성분올 보어로 엉주화하였고、 이흥식(:lXXJ어 서는 펼수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같은 격조사구라도 보어와 부시어를 구분하고 있다고 보고 있 

다 이를 정리해서 보이고 있는 양영희(:m;; 184-187)에서는 성훈 하나하 

나의 띨수성을 따지는 것은 그 성분이 보어로 이름 울여지든 필수척 부사 

어로 이릉 붙어지든 앞으로의 과제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처렁 보어와 부 

λl어려논 영칭을 간의 힘겨루기는 부사화 동사구 보어， 부사화 영사구 보 

어처명 그 운장성분의 성격은 용사로서의 부시에서 취하고 그 문장성분 

의 개녕은 구정의 성분읍 포~해여 !i_어호 제시하연 해숫휠 것이다 

예문 (끼의 ‘자기 책이 젖었다고’는 학교문법에 의하연 간접인용절로 안 

긴문%에 되는데 이 역시 ’어영게의 자리에 쓰였으므로 부샤화 동사구 

보어로 용석할 수 있다12) 

얀약 이형게 멸수척 부시어를 포t'"때 부사어률 보어의 개념으로 파 

악할 수 있다연 。l제 앞에서 틀었던 예문 al같은 문장에서 기존에 보어로 

파악였던 얼옴이와 같은 성분을 어떻게 설영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납게 

왼다 즉， 이를 이중주어 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냥은 

것이다 

12) 이러한 성영용 씬댄장얘서의 절에 대한 셨영 또한 엽제 해낼 수 있다 그동안 인 
용정로 장이되던 성용운의 경우 그 성g의 역힐얘 띠뻐 절의 영칭융 꾸어잉게 '1는 

것이므로 다옴 에문과 강옹 운장용 인용절이 아니라 보절(뻐뼈)로 ￥윤 수 있게 되 
기얘문이다 

우리는 인ιF이 누구나 존꺼혀}CI고 믿는다 인용11 

- 우리는 인ζL이 누구냐 좀꺼하다고 믿는다 

우사회 동시구 보정(오운의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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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이 영옹이 되다 

챙수는학생이 아니다 

。l 두 운장은 모두 서술어Pn:rlicateX에 논항 A와 논항 B가 모두 주격 

으로 실현왼 것으로 파약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roi)({arg A, arg B]l 

이를 j주제어 주어+서술어’ 구조의 주제운 유형으로 분석하는 한영옥 

(때”에서와 같은 견해도 타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고(JXßlDl어 서 

논의되었던 것처렁 학교문엽에서는 서숭절로 파익하던 성분문의 자격을 

오히려 모문의 자격으로 보고 그 모문에 영사구 주절이 성분운으로 결합 

왼 겹문장으효 기존의 서술절로 안긴 운장옹 분석해내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따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대면 에운 al는 다융과 같이 분석할 

수있게 완다 

a’) 울의 월효의 묘.'1 

갱L호염 쇠효엄 

을효 

Y 
성분￥으호 서 의 저ll2 주어 역사{구) 주정 

풀이， ι 되다’의 문장 형식이 운장 구성에서 홍일한 의이를 갖지 않고 

실현되는 형태 역시 다르다연 이틀에 대한 각각의 분석율 하연 된다 그 

런데 만약 이들을 통일한 의미의 이형태적 문장 설현으로 파악한다연 여 

전히 Y의 자리에 서숭어 ‘되다’의 주어로 얼응。1'71 실현되는 동시에 ‘영 

옴으로’라논 보어가 실현왼다는 것은 쉽게 납득휠 수 없는 부분이 왼다 

앙의 예운 이흘 비록 다옴처험 설정한다고 한지라도 여전히 설영역이 빈 

의빼보이게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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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울이 경옮l 되다 (모문 주어‘ 제l 주어) 

율이 용율은흐 되다 (부사화 영사구 보어) 

그런데 이는 통일 구조 내에서의 표연형의 다".}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심충구조에서 두 개의 표충구조가 도출된 것으로 파악하연 되 

는 것이다131 이러한 선택은 율론 다시 의미적인 차이를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여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때연 보어의 개념응 

다응과 같이 갱려할 수 있다 

CD !i!.'어는 운장의 주성분의 하냐이다 

@ 학교운엉에서 어떤 문정에서 펼수걱으료 요구되는 성용 즉， 주성용 중 

어 서 서술어 주어1 옥적어1 수식어 외의 것은 모두 보어이다 

@ 주>1， 욕적격이 아닌 조시{기존 학교운영에서 부ι}격 죠사로 보고 있는 

→에에게， 외/과， 호 퉁)와 갤양한 성싼옹 보어이아 (￥사와 영사우 

보어) 

@ 동시{구)의 어간에 융어서 그 아래에 오는 흥사의 내용이나 갱도틀 제한 

하거나 어떤 옥요나 앵용이 이침융 나타내는 연컬 어미 -게’와 겔합한 

형태는 보어이다 (쭈사화 동시구 보어) 

m 닫융 

발화의 상횡이 매우 가변적인 것처컵 문장의 구성 역시 다양하게 실현 

13) 용사칙인 구죠씌 확렵 차원애서 울용 운엉적인 기능어와 어휘틀 간의 경앙얘 대한 

익이적인 이해가 만드시 원요한 것이기는 하지안 온질적으로 어휘나 운장의 의이 

격인 치이에 대한 논의는 l시액인 용사구조의 확힘 후에 다시 문장의 의이흔 용야 
얘서 다시 연구원 문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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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런데 동일한 싱충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통사적인 이형 

태로서의 문~틀에 대한 연구는 싱충구조에 대한 당구가 아니라 표충구 

조 자체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어야 한다 의미객 동일성을 담보호 통일 

기저형에 표연형틀이 어떻게 일치되는가에 대한 탕구는 홍사혼이 당당할 

분야는 아니다 연구지는 요즈옵 심충구조어써 표연형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표연적인 얄화체의 추상객 실체로서 싱충구조가 결정되는 것이라 

는 전제에 대해 고인하고 있다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연 ‘개별적인 발화 

현싱벼1 대한 싱충구조가 아년 언어 규법으로서의 싱충구조는 가장 합리 

척이고 체계적이연서 단순해야 한다1리논 결론에 도달하게 왼다 그러므 

로 보어에 대한 논의 역시 전적으로 운장의 표연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심충구초에서 통일해 보이는 이형태의 성분을올 실현왼 환경 그 자체 

에 주옥하여 다든 문장 성분으호 분석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울온 표 

연형 자체얀을 가지고 문법적인 설영이 전적으로 가놓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인 판단이 가이왼 섬충구조에 기댄 논의틀이 별반 

뚜렷하고 분명한 설영력올 갖지도 옷하고 있는 것을 보연 학교문업의 한 

시성을 고려할 때 표연형 자체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도 용영하게 해 주는 

것이 훨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문엽은 문엉 항옥에 대한 간절한 설영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운 

법능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료 얄전해 왔다 한국어에 대 

한 문볍 능릭의 〈양*은 개인의 교%에 아니라 국가적 수준의 교빵1다 

국가적인 수준의 교양 차원의 지도요목은 그래서 단순하고 간결힐수록 

중올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의 보어에 대한 논의가 간결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이유가된다 

그렇다고 해도 본 연구어 서는 서슬어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연서도 서 

숨어 어휘들이 어떻게 논~올 지배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펴지 옷했다 이 

에 대한 논의까지 뒷받칩펠 때 비로소 보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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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올 것이다 그리고 필수적 쭈사어에 대한 개념을 배제하거나 이중주 

어에 관한 논의는 몇 날 며철을 논의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논정이 왼다는 것율 잘 알고 있지만 윌자의 여력으로는 지금까지의 문제 

정올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아쉬융으호 남는 부분이지 

얀 미흉한 논거들에 대한 제시는 후일을 기익f하며 논의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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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학교운업에셔의 보어 개녕 채고 

조영일 

문장성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보어는 왜나 논란거리가 되는 주제 

다 보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와 부시어로 쩌리하는 견에 그리고 보어를 인정 

하는 견해틀 간의 입장 >1<> 1는 그리 쉽게 종혀질 것 같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 

는 보어의 실현 과정에 대한 원리의 탑구가 아니라 작문， 당화 상영에서 실현되 

능 문장를올 학습자가 어영게 인지하는지로부터 시직뻐서 자신이 의도한 문장 

융 합리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융 키워주는 것올 학교문법에서의 학습욕 

표로 보아 운장의 표연구조흥 중싱으로 논의릉 전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보어에 대한 연구을올 몇 개의 오둥으혹 나누어 "1교해 

보고 이틀에 대한 논자의 경해을 제시ilr여 보어 개념융 채고해 보았다 본 연구 

를 용해서 얻어친 경혼은 다응과 같마 

@ 보어는 문장의 주성용의 하나이다 

@ 어떤 문장애서 핑수적으로 요구되는 성용 즉j 주성분 중에서 서술어， 주어， 

옥석어 외의 것은 오우 보어이다 

@ 주격， 목적격이 아닝 조사{기존 학교운영에서 부시격 조사로 보고 있는 -

에， 에게 외/과1 로 둥)와 결앙한 성용은 보어이다 (￥사화 영사구 보어) 

@ 동사{구)의 어간에 옵어서 그 아래에 오는 동사의 내용이나 갱도를 제한 

하거나 어떤 옥표나 앵동이 미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게’와 결합한 형 

태는 보어이다 (부사화 동λ 구 보어) 

[주제에 문장성분， 보어 우사화 영사구， 부사화 동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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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lStracl 

A reconsideration of complement conception in Korean 

Zα 버αJrg-il 

Thisstuφ 양n‘vs that ca띠∞gκ """ψlioo in Kaean lTlISt ha、~est뼈i야생 

throogh the new aiteria for COO1lI머ms 이 회ro gl(ü l l lBl . 1 띠æaly 미ticized 

tre Sffilm:ε 벼s Ixe'l så up to coosiær the ’‘ature of its eXerI1lified 따t so trus 
study's Jl.II"αJSe>S 벼sed 00 that ar엄 P짝:ared a rew scmæ of Korean 

O:nPtmm coo::etíÌcn It is Ðφr뼈 m ε，tablish new 따..". foc 성xd gl(D!lIÐ1 

by coosicHatioo f(K a new int.erp'etatioo of the 예TlÌ<=ι m K!rem. a.angrr‘g 

!XlOnt 이 V\eW m 엉1ten:::e structure is 、Ifri useful m떠cl; 1 !hooghl 50 1 

밍ggested that the fcm InlXim of 띠"""며1t an:eø:s 00 this study, 

CD CoodffiHlt is a αirriJDl coostituent 이 엉뼈g 

(2) lf trere is a 엉1troæ "잉 it coosists of )l"in:::içøl o::nstituent 이 영1teoce， the 

δ""""'" 이 - α1>'0어1 coostilUent 이 the =teoce, 얘hich are rm:licate, 

su이oct， 여tct， is 띠，..;etrenl 
@ Exc:tlt thæe two caæ; ruπnaJj、Ie case aIli oojative CaSlξ if tru-e is usro 

a α:>StlUitimal wocd ard 었re wocd is tmlir‘!r: this case wa-d, it is a 
@띠etrent(odv.mæ NP ~I 

Q) A "'" 이 a 앤b 얘Iich i‘ @찌1빼 tre~융뼈'" ‘• Jll' is a 
@띠etrenl (외v.m어 씨) COOllIen:'1\t) 

[Key wαùsl Sentroæ """"'"' 에，..;etrent， 혀v.m꾀 w 따"';etren\ 영v.m에 

VP o::Jl1)Ierrß1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