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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명칭이다. 1 ) 이 연구도 여쩍 보어에 대한 이련 일빈적으로 받아 

틀여지는 의미적， 형식적 성의룹 채택한다. 또 여격 보어는 수령주 

이외에 경협주 Expcriencer. 퉁가물 Equivalenr, 소유주 Posscssor 둥 다 

%댄f 의 0) 적 기능올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의미적 기능의 영역은 언 

어에 따라 다르다.2) 

이 연구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둡 대상으로， 투 언어에시 여격 보어를 

실정하고 특정지으려 한 때 발생되는 문제가 무잇인지 밝히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두 언이의 여직 보어 

존재 여부에 대한 탑과 여걱 보어의 정의를 제시히·고자 한다. 

우선， 두 언어에서 여격 보이륜 설정하고 정의하려 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간략히 설명한다. 프랑스어를 먼저 온다. 프랑스어는 여타 

보어와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여격 보어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격 보 

어가 설정될 수 있다. 

(1) a . Je laisse mon vélo à Marie. 

(격 Je lui laisse mon vélo. / *J ’y laissc mon vélo.) 

b. Je laisse mon vélo à la garc. 

(걱 *Jc lui lalsse mon vélo. / J ’y laisse mon vélo.) 

위 예문 ( la)의 여격 보어 cì Marie는 간접목적어 인싱대명새간목 

대명사) /ui로 대리되고. (tb)의 장소 보어 à la gare는 간목대명사로 

대리되지 않고 중성대명사 y로 대리된다 이처럽 프랑스어 여격 보 

1) :J.렇지만 여써 보이는， 여l'1 ~，t이91 형식석으보 구운되느냐91 상{’}없이. 수여 개 

년용 표연하는 구문01 수냉수 시농송 하는 보어 빛 그 R어 !>l 행 tm 시시하는 의 
띠로도 A}용된다. 한놔어 장사상 }ι외에 나오는 〈여격 보어>. <이 ιl 강사〉 등의 

〈여격〉은 대깨 이련 의1l 1 .iL 사용딘 섯이디 한국어 몽사콘에사는 아주 인반씌으로 

〈여져〉응 이원 후자의 의이 ~l 사용하지애 굳이 이런 사용의 선<iI ii 제시하지는 
않겠다. 

2) Haspelmath (2α)6). Van BeUe & Vangcndonck (1996) 산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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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전치사 à + 명시구>3) 형태를 띠고 간목대병사로 대리되는 

특성을 지님으로써， 같은 행태줍 띤 장소 보어를 포함한 여타의 비 

(~n여격 보어들과 구멸된다. 

그런데 문제는 <å + NP> 형태의 보어가 정확하게 어떤 풍사

의미적 조건을 지닐 때， 여격 보어의 지위를 부여 받아 간목대명사로 

대리되느냐이다. 이 문제는 선행연구들의 분석이 있지만 여전히 만족 

스러운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탑을 

찾이·서， 프랑스어 여격 보어에 대한 보다 완전한 정의쉰 제시한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여격 보어를 설정할 멸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는 Kim (2004)에서 한국어의 <NP-에/에깨1/> 형태 

보어를 취하는 2항 자동사구문을 다루었다. 이 연구릎- 통해， 우리는 

이 자동사구문에서， 의미직관적으로 한국어의 여격 보어와 장소 보 

어에 각각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보어는 <NP-에/에깨1/>라는 동일한 

구성을 지닐 뿐 아니라 봉사적으로도 전혀 구분되지 않아서 자동사 

-f문에 관한 한， 한국어는 여격 보어를 설정할 필요 없이 장소 보어 

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완 보였다. 우리는 이 연구관 흉해， 타통 

사구문까지 논의를 확정시켜， 한국이에 과연 여격 보어사 실징될 필 

요가 있는가를 한 번 더 살며보고 그 답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이상의 논의펀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저12절에서는 프랑스어에서 여격 보어를 설정하고 정의내릴 때 제기 

되는 문제를 다룬 후， 프랑스어 여격 보어에 대한 정의룹 내린다. 

저13절은 한국어 여격 보어의 설정 문제를 다룬다. 이플 풍해， 한국 

어는 여격 보어를 따로 설정할 멸요 없이 장소 보어에 포함시키는 것 

이 타당함을 보인다. 지14절은 영향성 Affectedness 게념융 동원하여 

프랑스어에는 여격 보어가 존재하지만 한국어에는 여격 보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논거틀 제시한다. 

3) 이하애서는 <å + NP>꾀 약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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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프랑스어 여격 보어의 설정과 정의 

프랑스어 여격 보어는 <à + NP> 형태로 실현되고 /ui 풍의 간목 

대명사로 대리되는 특성폴 지닌다. 프랑스어에는 같은 형태의 보어 

이지만， 간목대명사로 대리되지 않고， <à + 강세형 인칭대명사〉나 

중성대명사 y로 대리됨으로써， 여격 보어와 구별되는 비(~n여격 보 

어가 존재한다. 아래 예륜 살펴보자. 

(1) a. Maric plaÎt à Pa비. 

(= Maric lui plait. / Marie pl따t à lui. / Mane y plait.) 

b. Marie va à Paris. 
(~ 'Marie IUI va. / 'Marie va à lui. / Mane y va.) 

c. Maric pcnsc à Paul 

(~ Marie lui pense. / Marie pense å lul. / Mane y pense.) 

(1 a)의 여격 보이는 /ui로 대리되지딴) (lb-c)의 비여춰 보어는 이 

것이 불가능하다. 반띤， ( Ib-c)의 벼여격 보어는 ( Ib-c)서랩 ， y로 대리 

되거나，(1이처럼， 잔치사의 목적어 명사구가 강세형 인칭대명사로 

대리되나， (la)의 여격 보어는 이 두 종류의 대리가 불가능하다. 이와 

샅이 프랑스어 여격 보어는 대리에 관한 특성에 있어， 동일 구성의 

여타 보어와 형식적으로 구별된다:1)，5) 

4) ~람스어 여척 보이가 반드시 <à + NP> 형태블 띠는 섯은 아니나. 영용사/영사 

구분에시는 여킥 보이 11 <pollr + N P> 형태도 추|한다. _ L닝I .lt 이 ~.사 행태의 

여격 브이도 간꽉대영사jf 대닝|씬I:~ Herslund (1988: 9) 삭쓰. 

(에) Ce sera (une joic + hcureux) pour nous dc vous reccvoir 
= Ce nous sera (une joie + hcureux) de vous rcccvoir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pollr + NP> 형태의 여격 보어는 논의에시 셰외한다. 
또 풍시애， 이 연구는 R강〈 여셔 보어의 논의 벙위픔 논항 지우l암 시나는 여격 
보어 complémeDl dalif lexical파 안성한다 그래서 아래 예의 소위 심성사 여격 
daûf éùúque 보어 등- 논항 시우|it 시니시 않는 여석 보어는 논의에서 셰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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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문제는 (la)의 여격 보어가 어떤 통사-의미적 특성을 

지녀서 간목대명사로 대리기- 가능하고. (lb-이의 비여격 보어는 이것 

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 연구로 Herslund (1988), Tayalati 

(2005), Tayalari & Van Peteghern (2009)이 있마 이 선행연구들을 

살며본다. 

Hcrslund (l988)는 <â + NP> 보어가， 타동사의 경우는 직접목적 

어와， 자동사의 경우는 주어와 2차 주술관계 prêdication secondaire를 

맺는데， 이 주술관계에서 <à + NP> 형태의 여격 보어는 깥은 형태의 

비여격 보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주술관계를 표현하는 환언문에서， 여격/비여격 보어는， 첫째， 술어 

선택에서 차이를 보이고 둘째， 전자는 주어 자리를 점유히는 데 반해， 

후자는 보어 자리를 점유하는 환언문을 구성함으로써 상호 구별된 

다고 주장한다. 아래 예를 살펴본다， 

(2) a. Jc laisse mon vélo à Marie. 

(= {Je fais [Marie A VOIR mon vélo]2 >，삼 1 1'1수*) 

b. Je laisse mon vélo à la garc. 

(= lJe fais [mon vélo ETRE å la gare)2 ll-t상1"수속) 

(3) a. L’idéc est venue å Pa비. 

(= lL’idée eSl venue }t 'H . .;; + lPa비 AVOIR 1 ’ idéch>，유숭) 

b. Pa비 est venu å la gare. 

(= IPaul est venu jl샤션 + [pa비 ETRE à la gare)2셔 r속) 

(여1) La mcr te monte à une de ces vitesscs’ 
우리If 이렇게 프랑스어 여킥 보이에 대한 밝|플 지l한하는 。|유는 이 연우에서는 
이 + NP>랴논 동임 형태응 취하는 여격 보어와 바여격 브어릎 어떻게 형식적으호 
구분해 넬 것임기2.j-는 문::111만흘 디루기 위혜서이다-

5) Herslund (1988: 319)는 (Ib)와 강은 벼여격 보어를t complémenr locaüf, ( 1이와 

같은 ul여씩 보어갈 complément neu tTc라 각각 영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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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lund에 의하면， (2a)의 타동운 여격 보어의 경우， 직접복적어와 

여격 보어 간의 2차 주술판계는 여격 보어를 주어로 하고 직접목적 

어를 보어로 하며 AVOIR플 술어로 하는 환언문으로 표현되지만， 

(2b)의 타동문 벼여격 보어의 경우， 직접목적어플 주어로 하고 비여격 

보어를 보어로 하며 ÊTRE룹 술어로 하는 환언문으로 표현된다. 

또 자동문의 경우， (3a)의 주어와 여격 보어 간의 2사 주술관계는 

여격 보어를 주어로 하고 구문의 주어 L뼈e를 보어로 하며 AVO없를 

술어로 하는 환언운으로 표현되지만， (3b)의 비여격 보어는， 구문의 

주어를 주어로 하고 비여격 보어를 보어로 하며 ETRE같 숲어로 하는 

환언분으로 표현된다. 이렇듯， 2차 주술관계에서 여격/버여격 보어는 

숲어 선택 및 논항의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Herslund의 이런 설명은 2차 주술관계를 나타내는 환언 

문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전적으로 의미적 직관에 의존한다는 접에서 

객관적 검증의 어려용， 형식적 엄밀성의 부재라는 한껴|플 지닌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여격/비여격 보어의 의미직 성격과 

차이에 관한 핵심을 따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설명 방식은 포든 여격/비여격 보어 구분에 항상 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닌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설명 방식이 쉽게 적용되지 않는 r짧embler나 pr짧g 구문 풍의 여 

격 보어 2차 주술관계 환언문에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자의 

적， 인위적 성격의 술어 PARE止나 PRE-CEDER를 설정한다.6) 

또 Herslund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번째 문제점을 지닌다. 

이 2차 주술관계 환인문은 Jackendoff (1990)의 어휘 개냄 구조 

Lexical ConceptuaI StJUctu l'coJl 상용하는， 순수 의 01 표상 구조라 

6) Hers.lund (1988: 212.215)는 rC$SCTIψlκ외 p껴fèrer 구문의 여서 보어 2사 주술관셰 

환언문윌 다음과 갇이 재시한다 

(예) a. Personne ne resscmb1e a Cbar1es. (= [Cbar1es PAREIL â pcrsonneh l : ‘ ) 
b PauJ, je lui pr댔re Luc. (= lJe causc [pa띠 PRÉ-CÉDER LucJ_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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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끼 그렇지만 Hcrslund는， co"espondre, comparer 등 구운의 

0.1격 보어가 구성하는 2차 주술관계 환언문의 경우， 환안푼 주어에 

프랑스어 구문의 표층 주어에 작용하는， 특정성 Sp강cificirê 관련 통 

사-의미 제약이 작용한다고 분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이 추술관 

계 환언문은 순수 의미 표상 구조라고 보기만도 어업고 결국 그 성 

격이 모호하다.8) 

한면 Hers1und는 여격/미여격 보어가 2차 주숨관계에서는 차이 

감 보이지만 통사구조 상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풍일한 지위를 

섬유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2a-b)의 두 구문과 (3a-b)의 두 구문은 

각각 동일한 구조틀 지닌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뒤에서 보는 잣처럼， 

여격/비여격 보어는 동일한 풍사적 지위를 정유한다고 볼 수 없는 

관잘 사실이 존재한다. 이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Hcrslund (1988) 

의 설명은 불완전하거나 옳시 않은 부분이 있다. 

두 번째 선행연구는 Tayalati (2005)와 Tayalari & a l. (2009)이 

다. 이 연구들은 여격/비여격 보어의 차이를 비대격 가실 Unaccusativc 

Ilypothcs압9)과 의[11 역 위셰가설l이에 입각하여 다음과 강이 섣냉한다. 

속 <â + NP> 보어는 심층에서 의미역 위계가 더 낮은 또 다른 내재 

논항윷 갖고 있을 때만 α| 찍 보어의 지위를 얻고 그렇시 않으면 비 

여격 보어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 설명을 다음 예갈 풍해 살 

며보자. 

(4) a. PauJ est embèrant å Ma끼e. 

b. Paul lui est embëranl. 

7) Ilcrslund (1988)는 사선이 셰시iJH는 2사 주술관계 환인문의 싱시윈 성화하세 파악 
하꺼1 ðf.-~ 어떤 언급도 하지 ?암 다 한연 어휘 개념 구조에 대해시논 Jackcndoff 
(1983 , (990) 참￡ 

8) Hcrs1und (1988; 1(3) 잔쇼. 
9) Pcrlmuuer (1978) 상쇼 

l이 Bakcr (1989), 8resnan & Kanerva (1989), Jackendoff (1990) .~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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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a비 est emoctanl à 미Ic. 

d. Paul y est emb강[anl 

(5) a. Paul CSI scnsiblc å Maric. ll) 

b. Paul lui est sensiblc. 

c. Pa비 CSI sen.sible à cllc. 

d. PauJ y est sensiblc‘ 

(6) a. la fouJe esr grouillante à Paris. 
b. -La foule lui est groui lIante. 

c. La fouJe esr grouillante à eUe. 

d. La fouJe y esl gro삐lanre. 

위 예문 (4) 구문의 서술어 형용사 αnbêtam은 비대격형용사a이ccrif 

inaccusatif'이다. 그래서 대상Thcmc 의미역을 지년 주어 Paul은 심층 

구조에서 내셰 논항의 지위블 전유하고 경험주 의 01역울 지니는 보 

어 à Marie 역시 내재 논항의 시위를 지닌다. 그낼지만 후자 논항 d 

Marie가 전자 논항보다 의미역 위계가 높다. 그래서 d κrie는 여격 

보어의 시위쓸 지난다. 

반띤， 예문 (5) 구문의 형용사 sensible은 u1능격형용사a이ccrif 

inergatlf이다. 그래서 행위주 Agcnt 의미역을 지닌 주어 논항 Faul은 

심층에서도 표충과 동일한 주어(외채 논항) 위치플 점유하며 대상 

의미역의 보어 à Marie는 내새 논항의 지위를 점유한다. 그러므로 d 

Marie는 심충에서 의미역 위계가 더 낮은 또 다른 내지| 논항을 갖고 

있지 않아， 여격 보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간복대땅사로 대리가 뭘 

가능하다. 

예문 (6) 구문의 형용사 groαω11…M씨t““서i.“il/a 
대상 의미역의 주어 μ foule은 심층에서 내재 논항의 지위를 지니고 

11 ) 여시서 (5a) +운은 “풍은 1J~21에세l 띤산하세 행동한다"는 애사이 부여되는 +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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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Location 의미역을 지니는 보어 à Paris 역시 내재 논항의 지위를 

지닌다. 그렇지만 후자 논항 à Paηs는 전자 논항보다 의미역 위계가 

낮다.12) 그래서 à Paris는 여격 보어가 될 수 없고 산목대명사로 대 

리가불가능하다. 

이 설명 역시 여격/비여격 보어가 나타나는 구분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여격 보어의 제한적 분포갚 잔 설명해 준다 그렇지만 이 연구 

들은 프랑스어에 유효한 의미역 옥록， 각 의미역의 정의 그리고 의 111 

역들 간의 위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쟁집이 될 

만한 구문의 경우에는 이 연구틀의 설명이 과연 맞는 것인지 검증이 

불가능하다. 예룹 들어， 비대격동사인 correspondre, 11싫었nbler. succéder, 

préexister, survivre 들은 모두 대상 의미역을 지닌 표충 주어가 심층 

에서는 내재 논항의 지위를 섬유하고 또 다른 내재 논항은 여격 보 

어의 지위블 갖는다. 그런데 이븐 통사의 여격 보어가 어떤 의미역 

을 지니기에 여쩍 보어의 지위픔 얻는지에 대해 이 연구들은 어떤 

설명도 제시하지 않아 검증이 란사농하다-

또 이 연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반례도 존재한다. 이 연구들의 가 

셜은 행위사 주어와 여격 보어관 시니는 2항 동시구운에 여격 보어 

가 출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7) a. Je parlc å Marie. ~ Je lui parlc. 

b. Jc téléphone å Marie. ;') Je lui télëphonc ‘ 

c. Je souns å Marie = Je lui SOUIlS 

12) 의ul익 위셰시션용 주장하듀 이에 '11，펀이 셰시δ}는 ~Iu l 악 ·녁-꽉과 의nl 역h 

간의 ~(새사 시￡ 완전히 인시하， 섯은 이니다. 꽉õl 인시아시 않는 부분은 심 

소와 내성 。1"1 역 산의 상호우1'11이나 JackendoB- (1990) ~ 상소쉰 대상보다 이 
상위 위 41에 놓았JI_ Baker (1989), Bresnan & Kaneπa (1989)는 대상유 상소보 
다 더 상~((얘 놓았다 Ta뻐하I (2005)와 TayaJati & al. (2009)은 어떤 의미역 우| 
:>iI에 엽각한다고 영시적으포 받iI(시 ?i<'J으나 대상읍 성.1: 9.t~ 더 상위얘 놓고 

논의갚 선새했디JI 불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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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끼 구문에시， 보어 à Marie는 심층애서 의미역 위계가 더 낮은 

또 다른 내제 논항을 갖지 않으므로 비여격 보어의 지위룹 얻어야 

하지만， 여격 보어의 지위를 지닌다. 이에 대해 Tayalati (2005)나 

Tayalati & al. (2009)은 만족스런 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13) 

Taya1ati (2005)와 Taya1ati & a1. (2009)이 지닌 또 다른 문제점은 

(4)와 갇은， 여격 보어를 지닌 구문과 (5-이과 갇이 비여격 보어를 

지닌 구문의 통사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이 연구들의 논의에 따르띤， 여격/비여격 보어는 서로 다릎 의 

미역 위계에 상응하게， 통사적 지위도 달라야 하고， 이로 인해 해당 

구문 구조 역시 달라야 한다. 그렇지만 이 연구플은 이에 대한 영시 

적 언급이 없마.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å + NP> 보어가 어떤 통사‘의미적 특 

싱플 지닐 때 여격 보어의 지위릎 부여받고， 또 다른 어떤 특성을 

지닐 때 비여격 보이의 지위를 부여받는지에 대한 규명은 아직 완전 

하시 않으며 각 보어가 해당 구문에서 지니는 풍사적 지위에 대한 

분석도 미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이에 관해， 기존 논의들 

의 운제점을 해결하는， 보다 나은 설명력을 지닌 분석과 가설을 제 

시한다. 

시존 연구들의 첫 번째 문제정은 <à + NP> 형태의 여격/비여격 

보어의 통사적 지위에 대해 잘꽂펀 분석을 하든가 아무런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Hcrslund (1988)가 선자， Taya1ati (2005)와 

13) ~I 세션 Tayalan (2005)와 TayaJau & a1. (2009)은 안의 띤위닫 형용사τ4분ai: 

ç-l 성하고 있어 이 풍사구분틀이 무 ~1-r의 주장에 만례시 되지 않깐마...1t 생샤항 
수도 었다. 그낼지밴 이 연구뇨이 세시한 의‘’l외 몽사 간의 띤결 큐λ|이 생용사 

구분에만 ~1용，ÇI ，1 농사구문에쓴 셔용되시 않는다l서 1μI!'-보서의 유!i.닝읍 의 

↑l해야 한 안갑 야수 예외적이j’ 꽉엔힌 젓이 된다 
14) 냉시사 언급은 없으나 문액으화 9_띤 이 연구판은 !F 보어7. 동인한 똥사서 

시우l갚 지닌다j’ ‘&는 것므로 관만풋|다 그라고 우닝l의 이앙l 판단이 품l~’!L 이 
인구관은 의ulOl 우1'11 사섣윌 야수 !’'，'1힌 망식으파 i>!I ~I 하고 있디jl 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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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alati & al. (2009)이 후자의 경우이다. Herslund (1988)는 아래 

(8a)의 여격 보어 구분과 (8b) 비여 격 보어 구문이 통일한 용사 구조 

플 지닌 것으로 분석한다. 

(8) a. Je latSse mon vélo à Mane. 
(= Je lui laisse mon vélo. / J'y laisse mon vélo.) 

b. Je laissc mon vélo à la gare. 
(= .Je lui laissc mon vélo, I J’y 1따ssc mon vélo.) 

즉， Herslund (1988)는 (8)의 두 구문이 모두 아래외 갇은 흉사 

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식한다 15) 

(9) 

· l,// ~~ 
/ 

/"'" 
Je laisse mon vélo 

\、“.......... 1'( ’ 

/~ 

a 

그렇지만 우리는 프랑스어의 여격/비여격 보어는 몽사적 지위가 

서로 같지 않다고 판딘된다. 그 근거는 다음 두 가시이다. 섯째， 

Miller (2001)에서도 지석된 것처렴， 타동구문에시 여격/벼여적 보어는 

직접복적어와의 결속현상에서 상호 차이를 보인다. 비여격 보어는， 

(lOa)에서 보는 것처법， 직집복적어를 구성하는 운요소가 비여격 

보어를 구성하는 분요소깔 결속하지만， (lOb)에샤 보는 것지럼， 그 

반대는 가능하지 않다. 

15) Hcrslund (1988. 3<1) 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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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U laissc chaquc, voyagcur à sa, garc. 

b. 11 laisse scs, voyagcurs å chaquc, garc. 

반면에， 여격 보어는， 역으보， (llb)처럼， 여격 보어갈 구성하는 

문요소가 직접목적어를 구성히는 문요소를 결속하고， (l la)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반대는 가농하시 않다. 

( 11) a. U laissc chaquc, élève à son, institutcur. 

b. n laisse scs, élèves à chaquc, instituteur. 

아래 예문 (12)의 dOl1ner 동사구문의 경우도 여격 보어펀 구성하는 

문요소가 직접목적어룹 구성하는 문요소를 결속하지 그 반대는 가능 

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12) a. -n donne chaque, élèvc à son, prof 

b. 11 donnc ses, élèvcs à chaquci prof. 

또 아래 (13)의 envoyer 홍시카L문은 직접목적어플 구성하는 문요 

소가 비여격 보어를 구성하는 문요소를 결속하지 그 역은 가농하지 

않응을한번더보여준다. 

(13) a. 11 envoie chaquc, soldal à soo, terrain dc combat 

b. -11 envoic scs, s이dalS à chaque, terrain dc combat. 

그런데 선행사와 재귀사 간의 결속관계는 표층에서 전자가 후자를 

시배하는 구조일 때 성립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석이다.16) 

그러므로 위의 (1 0-13) 구문은 비여격 보어가 직접똑직어에 지배 

16) Bunng (2003) 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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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여격 보어가 직섭복적어룹 시배하는 구조플 지녀야 위의 결속 

현상에 부합된다. 그리고 Hcrslund (1988)가 제시한 (9)의 몽사구조는 

이를 포착할수 없다. 

두 번째 근거는 통제 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 역시， 프랑스어 여격 

/비여격 보어의 통사적 시위사 잘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1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격 보어는 분사구문의 통제자가 펠 수 있지만， 

(14b)에서 보는 바와 강이， 띠여격 보어는 이것이 불가능히다.17) 

(14) a Cet homme plaÎt à Maric, [tout cn 0 , ne 1’ayant jamais ren

CODσèl . 

(= Cct hommc 101, plait [cout 이 0 , ne l"ayant jamais ren

contrl이.) 

b. Marie va à la réumon [roul en 0 , 뼈nt néfasrc pour cll야. 

(= Marie y, va [ro띠 cn 0 éranr n쩌stc pour clleJ ) 

우리는 김종명(2013)에사 프랑스어 분사구문의 통제현상에 대해， 

심총 또는 표충에서 가장 늪은 풍시-척 위껴l의 논항이 봉지1지지 된마 

는 분석올 제시했다. 따라서 이 분석에 의거할 떼I (I 4a)의 여격 보 

어는 심층에서 주아 논항보다 더 높은 지위를 지나고 (14b)의 비여격 

보어는 심충에서 주어 논항보다 더 낮은 지위플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두 가지 관찰 사실에 부합된 풍사구조는， 타동문의 

경우， 여격 보어가 직접목적어보다 더 높은 동사적 시위륜， 비여격 

보어는 직접목적어보다 더 낮은 홍사적 지위를 지니는 구조이어야 

17) 되든 구푼의 여각 맨이시 이시| 앵 rl1 :;. _l，I_이는 것은 아니다. 이능 이낀 Y.어시 

~l송에서 사정 잊i유 몽사시 우I '~I의 논항안 성우만 샤늪하J! -“성 사 ~l휴 여 껴 
보어는 아래 (예)에시 놔는 l’}외 p.이. 이런 행태흰t 9_이시 입는나 Lcgendre 
(펙삐 상쇼 

(예) * Je IUI aJ parlC de cela IIOUI en ø éta.nt corecn 1 
그렇1.1만 비여격 보이얀 이낸 앵대샤 전히 보이시 않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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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자동문의 경우는 심-층에서 여격 보어가 또 다른 내재 논항 

(= 표층의 주어 논항)보다 더 높운 통사적 지위플， 비여격 보어는 

또 다른 내재 논항{= 표층의 추어 논항)보다 더 낮은 통사적 지위를 

시니는 구조이다. 따라서 우리는 (lOa)의 비여격 보어 타동구문에 

대해서는 (15)의 구조를， (llb)의 여격 보어 타동구문에 대해서는 

( 16)의 구조를 각각 제시한다 18) 

(15) (= (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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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laisse, chaque. voyage따 ‘, å son l!cole 

18) 아-.9. 러 (14a)익 이 서 보이 샤풍구문에 내찌|서는 (에 1 )띄 _，L소륜， (14b)!)1 "1이식 

닛어 λ냉→문애 대혜ιl는 (예 2)이 구소갚 각각 새시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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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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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사， 우리의 추가직인 분식에 펼요한 두 가지 전제듭 

제시한다. 칫째， 우리는 아래 (17)와 같이， 기존 언어학 논의에서 널21 

받아들여시는 의미역 위계가션이 프랑스어 통사폼에 유효하게 적용 

펀다고 가성한다. 

(17) Brcsnan & Kaneπa (1989)의 의미역 위계가선 
Agcn! > ... > Reciplcnt/Posscssor/Expcncnccr > ... > Themc 

> Location/GoallSourcc 

둘째， 이 가설에 입각하여， 위에 제시한 여격/벼여격 보어 구분 

구조에서， 여격 보어는 수령주/소유주/경험주 Rccipienc/Possessor I 

Expe꺼enccr 의며역이 부여되고， 비여격 보어는 장소 의미역이 부여 

된다고 간주한다. 이런 최소한의 사설에 입각한 우리의 분석은 이제 

보는 바와 같이I Herslund ( J 988) 및 Taya1ati (2005), Tayalati & 

a1. (2009)의 분석 중 유효한 부운뜰을 모두 잘 설냉하고， 표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분석틀이 지년 문제접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수있다. 

우선， 우려의 분석이 기존 분석의 유효한 부분등옴 모두 잘 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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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H crslund (1988)는 직접목적어와 <å + 
NP> 보어 간에 2차 추술관계가 선정되며 이 2차 주술판계를 표현 

하는 환언분을 만들어 .!.!.연， 여격 보어는 항상 주어 자리룹 점유하 

는 환언문을 구성하는 반면， 비여격보어는 항상 보어 자리플 점유하 

는 환얻운응 구성한다는 점에서 상호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18) a Je lalsse mon vélo å Manc. 

(= “ Je fals (Marie AVOIR mon vélo).") 

b. Je laissc mon vélo à la gare. 

(= “ Jc fals (mon vèlo ÈTRE à la 없re).") 

즉 ( 18a) 타동문의 αl 격 보어의 경우， 직집복죄어와 여격 보어 간의 

2차 주술관셰는 여격 보어를 주어로 하고 직집목적어를 보어로 하며 

AVOIR흘 술어로 하는 환언문으보 표현되지만t (1 8b) 타동분의 비 

여격 보어논， 직접목적어릎 주어퍼 하고 비여격 보어룹 보어로 하며 

ETRE콜 쏟어로 하는 환언문으보 표현된디고 했다. 감은 내용을 

우리가 채택한 의미역 위계가설에 임각한， 의띠역 구조로 바꿔 말하 

면， ( 18a)에서 여격 보어는 소유주 의미역슬 지니고 ( 1 8b)에서 비여 

격 보어는 장소 의111역을 지니며， 직접목직어는 두 구문에서 공히 

대상 의미역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17)의 의미역 위 

계에 따라， 여격 보어는 직접목적어보다 통사적으로 더 높은 지위블 

그리고 u)여격 보어는 직접목적어보다 더 낮은 통사적 지위를 점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앞서 독립적인 근거에 의거해 제시 

한 두 구뮤의 통사구초와 잘 부한된다. 

또 이와 별도로， 우리의 분석과 가설은 아래 ( 19) 구문에시 두 내제 

논항 간에 일어나는 재귀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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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 II pr，강sente chaquc, élève å sonl prof. 

(= 11 (*luÎ + y) présence chaque élève.) 

a’. (= ‘ '11 faÎc (chaquc, élève SE PRESENTER å son, prot)") 

a". (= "[Agem1 falC (따cme) SE PRESENTER å [Goal))") 

b. 11 pr강sente scs, élèvcs å chaque‘ prof. 

(= 11 (11II + *y) présenre ses élévcs.) 

b '. (= “ 11 faÎ t (chaquι prof AVOIR Ia P뼈δltation de scs, élëves)") 

b ’'. (= “ (AgcOIj fall (IPosscssor] AVOIR la présentation dc 

(Theme])") 

(19)의 préSClller 동사구분은 (19a)처럼， 직접목적어 구성 운요소가 

<ú + NP> 보어 구성 문요소플 결속핸 것도 가능하고 ( 19b)저렴， 

<à + NP> 구성 문요소가 직접목적어 구성 문요소릅 결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구푼은 의마가 서로 갈지 않다. 두 구문의 

의미는 Herslund의 방식으로 하자연I (19a)와 (l9b)처럽 차별직으 

로 표상할 수 있고 여기에 의 01역 구조를 더 하연， (19a ’1와 (19b ’1 
치럽 표상할 수 있다. 따랴시 우랴의 분석에 입각한 떼I (19a)의 

<å + NP>는 비여격 보어로， (19b)의 <à + NP>는 여찍 보이로 각 

각 판멸된다. 그리고 이 판열은 실제로 옳다 혜냐하면 작 구분의 보 

어들 대리사로 대치하연 (19a)의 <å + NP>는 풍성대냉사 y로. 
( 1 9b)의 <à + NP>는 간목대명사로 대치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제시하는 여격/비여격 보어 구문에 대한 분석은 

Taya1ati (2005), Taya1ati & a l. (2009) 분석의 유효한 부분뜰을 모 

두 잘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연구는 여격/비여격 보어의 차이틀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그것은 <à + NP> 보어는 심충에서 자신보 

다 더 낮은 의미역 위계룹 갖는 또 다른 내재 논항을 갖고 있을 때 

딴 여격 보어의 지위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비여격 보어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여격 보어는 소유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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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의 의 III역을 부여받아 대상 의ul역을 지닌 또 다른 내재논항보 

다 의미역 위계가 높으며 따라서 흉사적 지위도 높다. 반연에 비여 

걱 보어는 장소 의미역을 부여 받아 대상 의 111역을 지닌 또 다른 내 

재논항보다 의미역 위계가 낮으며 흉사적 지위도 낮다. 그러므로 두 

연구가 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분석도 잘 설명할 

수있다. 

그러연 이제 선행연구들이 지닌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 

고 이에 대한 해결책윤 제시한다. 앞서 우리는 Herslund (1988)의 

정우， 이 격/비여격 보어블 판별하는 2차 주순판계 환언분의 형식적 

비엄정성의 문제플 지적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했던 것은 ressemhler, 

pn행rel'， corn잉;pondre、 comparer.‘ succéder、 préexister.‘ survì"re 구푼의 Z 차 

추술관셰 환언문이 시닌 자의적 성격의 술이였다. 우리는 이 동사구 

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된 2차 주술관계 황언문올 제시함 

으로써 이 문제점을 완화(또는 해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 a Rien nc ressemble à cela 

(= [Ccla N’AV이R ncn de ressemblam å ricn]) 

b. Ce mot correspond à cecl. 

(= [Ceci AVOJR unc correspondance avec cc m。이) 

c. On compare A å B. 

(= On fait [B AVOIR une comparaison avec A]) 

d A succède ã ß . (= [8 A VOIR unc pr않xisrcncc à A[) 

c. A préexistc å B. (= [8 A VO fR la succession de A)) 

f A survir à B (= [8 A VOfR unc prée.XJStencc à AJ) 

g. Je préfèrc A å 8 . (= Je fais [8 AVOIR une concéssion å A]). 

우리는， E lersluod (1988)와 달리， (20)에서 보는 것저렴， 여격 보 

어가 형성하는 2차 주펀판계 환언문윤 만드는 데， 자의적 숨어를 사용 

하지 않고 기 사용된 AVOIR 괄어딴을 사용함으로써 형식적 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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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의 새로 제시된 2차 

주술관계 환언문 안에서는 <å + NP> 보어플은 모두 소유추 의미 

역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그젓들이 모두 여격 보어임이 

잘 드러난다.19) 

이제 Taya1ati (2005)와 TayaJati & aJ. (2009)의 분석이 시닌 또 

다른 두 문제접틀을 보자. 칫째로 제기했던 문제전은 com'양>pOl1dre， 

ressembler’" succéder, p'상:exÎster， survÎvre 동시구문의 여 격 보어 가 어 떤 

의미역을 부여받는지 명시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_L렇지만 

우리는 이 구문들이 보두 (20)과 감은 의미 구조를 지님으보 <å + 
NP> 보어들에 소유주 의미역이 부여되고 따라서 여격 쏘어임이 드 

러난다는 것을 앞서 논의하였고 이 논의를 통해 이 운세는 이미 해 

결하였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두 연구의 가설이 아래 (21 )과 같은， 

행위자 주어와 여격 보어룹 지니는 2항 동사구문에 여격 보어가 출 

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21) a. Je parle à Maric ‘ ~ Jc lui parle. 
b. Je ~강léphOl\c ã Marie ~ Je lui téléphone. 
C. Je souris å Maric, ~ Jc lui souns. 

그런데 (21) 구문의 동사틀은 모두 소통동사로서， 이 (21) 구문에 

대해， Herslund (1988)식의 2자 주술관계 환언문을 만블면， 이 환언 

19) 깐은 분제판 해션i감 4:'\. ~'I :j-,0_ )f. 디릎 방법노 았다 이-! (20)익 이 + NP> 

혐-어에 모두 둥까갇 혀uivalcn‘이닌H- 의띠역을 부여하Jl 이'Ì~ (17)에 새시씬 ~I 

1’|역 위계에시 소유쑤/수낌수//J힘주와 감은 위계에 위지시'1{ 깃01 디 선제문 
(20)의 모든 <å + Nl'> .trφH .(H동시 +분의 경우는 주어 안-항」’1. 1:1농사 구문의 

싱우+= 직선옥신어 논:양J_'I olul 서 능'H견을 。|릎다고 ~I판 ~I으끽 반‘!￥!디 즉 
이듬은 모두 동힐문 hyα:mym어| 속야논 'H 째 hyponym감01나. :1러브피 01런 의 

‘’|사 성격의 <å + NP> Y어에는 등/H깥 의미역욕 부여야고 상'71 깐 gl"1역흘 

소유주. 수영주. 성험쑤와 tf욕 의미역 위셰애 워지시 '1연 이 <å + NP> 보어틀 
이 여객 보어의 ~I위섭 ~I니는 ι!싼 나10.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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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둘은 아래 (21 ')과 같이， 의미적으로 소유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있다. 

(21) a. Je parlc à Marie 

(= Je fais [Mane A VOI R une parolcl)‘ 
b. Je téléphone à Marie. 

(= Je fa lS (Maric AVOIR un appel t허강pho미qu이) 

c. Jc souris à M값ic. 

(:. Je fais IMarie AVOIR un sounrc]). 

우리는 이 2차 주술관계 환언문이 지니는 소유운 의미에 근거하여， 

(21)의 <à + NP> 보이는 소유주{또는 수령주) 의미역이 부여되고 

따라서 여격 보어의 지위를 지닌다고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프랑스어 여격 보어룹 다음과 갇이 정의내린 

다. 프랑스어 여격 보어는 소유주/수령주/깅험주 의띠역이 부여 

되고 같은 구문 내에 대상 의미역플 지니는 또 다른 논항이 있을 

경우， 이 논항보다 더 높은 의ul역 위계와 (심충의) 풍사적 위계를 

지닌다. 반띤에 비여격 보어는 장소 의미역이 부여되고 감은 구문 

내에 대상 의미역올 지니는 또 다른 논항이 있윤 경우， 이 논항보다 

더 낮은 의 ul역 위계와 (심층의) 풍사적 위계플 지닌다. 그리고 이상 

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이런 정의는 프랑스어 여격 보어의 특성 

을 선행연구플보다 더 유효하제 포작하고 설명한다. 

OI. 한국어 여격 보어의 설정과 정의 

이제 한국어의 경우쉰 살펴본다. 한국어는 여격 보어를 설정할 펼 

요가 있는지 여부가 운제된마 효댁어는 여쩍 보어가 존재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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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서는 반드시 여격 보어로 나타나는 수여 깨념 표현 동사의 수 

령주 논항 자리에 <NP-에/에깨I!> 형태의 보어가 실현된다. 

(1) a. 나는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b. 나는 꽃밭에 물올 주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여격 보어라기보다는 장소 보어라고 여겨지는 

다음 구문의 보어 역시 동일한 <NP-에/에깨I!> 형태로 실현된다. 

(2) a. 고지대에 산소가 (적다 + 부족하다). 
b. 철수에께 돈이 (적마 + 부족하다). 

우리는 한국어의 모든 자동사구문에 나타나는 <NP-에/에까 보 

어는 그것이 다른 언어의 여격 보어에 상용하는 것이든 비여격의 장 

소 보어에 상용하는 것이든 항상 통일한 행태를 보이고 따라서 단일 

한 성격의 하나의 보어를 구성한다는 것을 Kim (2004)을 통해 확인 

히였다. Kim (2004)를 통해 확인된 바를 여l를 들어 설영한다. 

(3) 냐에게 철수가 싫다 

(4) (그 곳에 + 철수에게) 자료가 맙다. 

(3)의 <NP-에/에깨I!> 보어는 한국어 심리형용사 구문에 관한 기 

존의 여러 연구에서 경험주 기능을 담당하는 여격 보어로 논의된 것 

이다.20) 그리고 여격 보어가 존재하는 다른 언어에서도 여격 보어는 

20) GerdlS (1 989). GerdlS & Youn (1988)‘ Y∞n (2001), Y∞n (2004), 십전희(2α13) 

등 상죠. 또 한 집음 다 냐이기， 힌놔이 심리형용사 구문에시 경험주 의마역을 
담당하는 여격 보어릅 구운의 주이로 분석힌 언-r뜰도 있다 : Gcrdts & Youn 
(1988). Yoon (20Q.l) 등 합쏘 그협시 l!r 우리뉴 후늄L이의 소위 맡하는 성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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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동사〈또는 형용사) 구문에 나타나 경험주의 기농윤 전형직으로 

답당한다.21) 그러므로 만약 한국어에 여격 보어가 설정됩 수 있다면 

바로 이 (3)의 <NP- 에/에깨1/> 보어가 한국어의 전형적인 여격 보어 

예일 것이다. 

한편 (4)는 직관적으로 <NP- 에/에깨1/> 보어가 장소 보어 기능을 

담당하는 구문의 에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3-4) 구문의 <NP-에/에 

깨1/> 보어는 서로 어떤 차별적 행태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3-4) 

구문은 동일한 동사구조콸 지니고 있다 즉 두 구문은 꼬두 내재 논 

항만 지 니고 주어가 없는 부추어 Subjectless 구운이 며 두 내재 논항 

중 <NP- 에/에깨1/> 보어는 주격 보어보다 더 높은 흉사직 지위를 점 

유한다.22) 이러한 분석윤 지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주어를 판별하는 형식적 기준으로는 좀칭선어발어미 . 

시의 일치와 ... 연세/되 구문의 통제현상이 있다. 이 기춘틀에 의거 

하연 (3-4) 구문은 <NP-에/에깨1/> 보어와 주격 보어 중 어느 것도 

주어로 판별되지 않는다. 

우선 존칭선어말어 \] 1 -λ/의 일치를 살펴본다. Hong (1 991), IGm 

( 1998) 퉁이 밝혔듯이， 비(Jn논항 주제어가 없고 주어와 보어 둥 순 

수 논항으로안 구성된 구문에 관한 한， 효F국어는 전쟁납， 환of에Ã/ 

등과 같은 존칭의 대상이 되는 인물명사가 주어 자리에 분표하면 그 

시능의 여격 화어가 상~ 의 "1역욕 시닌 상소 보어랴..l! 만단펜다. 왜냐하띤. 성 
험수는 언어보현식으쿄 여셔 51.어가 암당하는 의nl역이시 때문이.Jt， 안꽉어에 이격 

보어사 없고 장소 보이반 쓴새야냐는 우낭|의 분석이 맞'*댄 싱혐쑤 시능은 사금 
분셰쿄 삼고 있는 함샤이의 꾀어에 만여되지 않지 때운이다. 우리느 심송영(2013) 

에서 이에 대한 논의감 했는네， 우리는 여기서 이펀 。|유갚 〈싱휘주 。|ιI {ι항〉 

이란 용이 대신 <(신 ~l)싱 ~ 얀항〉이렌 용어즙 사용했다. ~1 밴， 한，L이 ↑1 21형용 

시 구분에서 경험주 시능윈 남당하는 여격 보어가 구문91 수이 t'~는 :f장은， 분운 
에서 세 .'-(하는 바와 삽이， 옳^I 않은 수상이라고 판단된다 

21) Haspelmath (2006) 삭죠. 

22) 우리는 여기에‘| 연의상의 이유길 소사 _01/_71가 꽁은 보5 -깐힘(보어)관 수격 

논항(보이)이라 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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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의 서술어에는 존칭신어말어미 .λ/가 붙는다. 그팽7.1딴 주어가 

아닌 다른 보어 자리에 살은 인물명사가 분포하면 그 구문의 서술어 

에는 존칭선어말어미 -시가 붙지 않는다. 아래 에운 (5)가 이륜 에시 

한다. 

(5) a (할아바지는 + 김 선생님은) 철수를 (좋아하신다 + 좋아한다} 
b. 철수가 (환아버시션 + 김 선생님을) (좋아하신다 + 좋아한다). 

그런데 (3-4)의 두 구붙은 <NP-에/ 에깨1/> 보어와 추격 보어 중 어 

느 껏도 존칭선어말어미 -λ/의 쓸현올 유발하지 않는다. 

(6) a. 내가 (할아바지에게 + 집 선생넘에게)(싫은 + 싫.。신) 잣 같다. 

b. 나에게는 (할아새시가 + 김 선생님이) (싫다 + 싫으시다). 

(7) a. (할아벼지에게 + 긴 선생님에게) 자료가 (많다 + 많으시다). 
b. 그 방에 우리 학.ú!. 선생님등이 (많다 + .많으시 다). 

두 번째로 ... 연깎되 구분의 통제 현상을 살펴보지. Gcrdls & 

Youn(1988)에 따르연， .... 젠/떠 절의 어휘적으￡ 실현되지 않은 

수어는 반드시 주절의 쭈어가 풍제한마 아래 예운이 이관 보여 춘다. 

(8) a. [0,./ 띠국윤 종i아하띤시도1. 철수，는 ul국 사랍 u}-이깜윤 미워한다. 

b 10. ‘l 내안 인천에 산 인이 있으면서도J. 영희l는 성수)에제 오늘 

인천에 가라고 영영한다. 

그런데 (3-4) 두 구문은 <NP- 에/에깨1/> 보어와 주썩 보아 중 어느 

것도 .... 연센되 구문의 어휘직으로 실현되지 않은 주어찰 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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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끼α 이국을 좋아하면서도J. 철수에게는 미국사람 마이클이 싫다}3> 
b. [0, 한국을 좋아하띤서도.)， 철수에게는 미국사람 마이풀이 싫다. 

( 10) a. ’[0i 경제적으로 너넉히지 않으면서도1. 그 고장，에는 인재가 
많다. 

b. [0, 아주 땅이 작으면서도)， 그 고종벼|는 자원이l 많다. 

그러므로 이 두 구문은 주어가 없는 무주어 구문이고 <NP-에/에 

깨f/> 보어와 주격 보어는 툴 다 내재 논항이라고 판단펀다. 그렇지만 

두 구운은 두 내재 논항 중 <NP- 에/에깨f/> 보어가 주격 보어보다 

더 높은 똥사적 위계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한국어 복수접미사 -들의 전사{~Î:、~) p1ur허 copying어l 

관련된 것이다. Lee (1991)가 밝혔듯이， 같은 구문 내에서 통사적 

으로 더 높은 지위어l 있는 문요소에 붙은 1연r수칩마사 -들은 낮은 

지위에 있는 운요소에 ·들올 전사한다. 그러나 역망향으로의 ·출 

전사는 콸가놓하다. 예문 (1 1-12)가 이를 발해 준다. 

” ” l / , , 
、 a. 화생릎이 밥올 맛있게 먹는다. 

-갑의 전사 =:) b. 학생갚이 (밥들을 + 밥응펠) 맛있게들 먹는다 

(12) a. 외켜 학생들을 그 선생님이 가르치신다. 

·;?의 선사 =:) b. 외국 학생들을 그 선생닝이들 가르치신다. 

예문 ( 1 1)에서 보듯이 통사적으로 더 높은 지위깔 지난 문요소인 

주어에 붙은 복수접미사 -틀은 낮은 지위의 문요소인 목적어에 -를 

23) 심리형용Ar;낸-에서 여격 보어/1 +운의 주어라고 수징61는 G뼈lS & Youn (1988) 
풍의 연구갑옹 이 (9a) 구문이 성;，ι이라j 판단하지만 -?-강I~I 판단에는 벼푼에 

샤~다. :1리고 이 구운음 정닫Rl·’ 딴단한다면. 우리의 ，tl판으로뉴 야 구운파 
동언한 용인도강 지닌 (10a) 뉘꽉의 상소 논항도 구분S'I 수어꼬 분석되어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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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사한다. 그러나 예문 (12)에서 보듯이 역방향으로의 -들 전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짓저렴 (3-4) 구문에서 <NP- 에/에깨1/> 보 

어에 붙은 ·문은 주격 보어에 다소 힘들게 -들을 전사하지만 반대 방 

향으로의 선사는 완전히 붉가능하다. 

(13) a. 그 화쌓흙n제는 수학 과꽉이 이추 싫은 것 걷다. 

’r의 전사 ~ b. 그 학생뜰에게는 수화 과석촬이 아주 싫은 
것 {J 다. 

(14) a. 그 과목플은 영희에게 아추 싫은 것 같다 

.’F의 전사 = b 그 과E띔t은(영희갚애게 + 영회에게월 아수 

싫은 것 같다. 

(15) a. 그 하교틀에는 내가 찾닌 색이 많다. 
-‘년의 전사 = b. ’그 회교퓨에는 내가 잦던 책이쥔 많다 

a 그런 풋릎은 저 가게에 많다 
-닫의 선사 = b. ..:L띤 웃들은 저 가세에.’J 많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풍사구문에 나타나는 <NP-에/에깨1/> 

형태의 보어륜은 여격 보어와 장소 보어로 구분됨 없이， 모두 동일 

한 통사직 행태를 보인다. 여기서 자동사구문에 관한 이상의 논의플 

타동사구문에도 확장한다， 다음의 두 타동사구문쏠 보자. 예문 (16) 

은 의미직관 상 전형적인 장소 보어의 기능을 하는 보어를 지닌 타 

통사구문이고 예문 (1끼은 수영주랴는 전형적인 여쩍 보어의 기능을 

하는 보어갚 지난 타통사구문이다. 

(16) 현수가 그 책을 (탁자에 + 영회에게) 놓았다. 

(17) 철수가 그 사실을 (영회에게 + 학교에 + 산디밥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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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 타동사구문에 나타나는 보어는 <NP- 에';1/> 형태는 취하지 

않고 <NP-짜 형태만 쥐하고 W에는 항상 불리적 장소라 여쳐지 

는 명사구가 분포한다. 그러묘로 호F국이에 여격/상소 보어의 구분이 

존재한다띤 이 구문은 장소 과어띤 취하지 여격 보이는 취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1끼의 타동사구문은. <NP-에께f/> 형태 보어 

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잘 취하지만. <NP-of/> 형태 보어를 취할 때는 

NP에 인간 십단이나 단채로 해식되는 명시구만 분포하지 순수 물 

리적 장소 의마의 명사구는 분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이에 여 

격/장소 보이의 구분이 존재한다띤， 이 구문은 여걱 보어만 취하지 

장소 보어는 쥐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호댁어에 여격/장소 

보어의 구분이 존재한다면. (16-17)의 두 보어는 풍사적 행태를 서로 

달리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지를 살펴보자. 

우선 (16-17)의 두 구문은 모두 <NP-에/에/싹 분요소가 아닌 주 

격 운요소71. 존칭선이말어 111 -λ/외 출현을 유싼힌다. 그러므로 이 

두 구문에사 <NP-에/에싸는 주어가 아니다. 

(18) 앤애|지께서 그 책윈 탑사에 (놓으첼t + 놓았다). 

(19) a. 항아비시께서 그 시싱윈 (영회에게 + 학교에) (보고하짧t + 
보고하였다). 

b. 션수가 그 사섣판 (~!아벼지에게 + 학교에) ( 보고하갔다 + 
보고하였다). 

두 번째로 .... 연세되 구문의 풍제 현상을 살펴보자. 

(20) a. [0. '.! 힘이 없으띤세도J. 섣수7r， 그 책윈 탁샤에 놓았다-

b.10‘ v 내일 인천에 상 일이 있으띤서노J. 션수가， 그 사싣윤 

영회I에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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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17) 두 구문은 <NP-에/에까〉 문요소가 아닌 주적 문요소가 

.. 연세되 절의 어휘적으보 실현되지 않은 주어플 용제한나. 이를 

몽해， 이 두 구문에서 <NP- 에/에깨1/>는 주어가 아님윤 한 번 더 

확인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구문에시 <NP-에/에깨1/> 보어는 내재 논항이다. 

그렇다면 두 구문에서 <NP-에/에짜〉 보어와 또 다른 내재 논항인 

직접목적어 간의 상호 용사직 위계 관계가 어떠한지룹 한국어 복수 

짐미사 ·플의 전사 테스트룹 풍해 따져 보자. 

(21) a. 할아tll지께서 그 책등을 서 나사에 놓으셨다. 

-뜸의 전사 Q b ’향t아벼시께서 그 책플쓸 서 닥사에감놓으셨다 

(22) a 한아배시께서 저 탁자들에 책윤 놓으였다. 
-들의 전사 =1 b *r아내 ^I께서 저 탁자들에 잭블;당 놓으셨다. 

(23) a 션수가 그 사실들올 영회에게 보고했다. 
-등의 선샤 ~ b 션수가 그 사실들쓸 영회에꺼|:5-- 보고했다. 

(24) a 혀수가 이러 선생님들에게 그 사신붉 보고했다 
-뜸의 선사 ) b 선수가 여러 선생님뜰에거| 그 사선복잔 보고 

했다.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렴. (1 6- 1끼 두 구문에서 <NP- 에/에깨1/> 

보어에 붙는 -플은 직접복적어에 -들을 다소 힘듣세 전시하지만 반 

대 방향으로의 전사는 완껴히 불가능하거나 더 용인도기 떨어진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감이， 타동사구문에서도 장소/여쇠 보이의 형식 

적 구별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어는 자동사 및 타동사 구문 전반에시 <NP-에/에 

깨1/> 보어가 여격 보어와 상소 보어로 세분됨 없이， 하나의 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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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고 판단펀다. 따라시 한국어에는 여격 보어가 존제하지 않 

고 장소 보어만 존재한다고 딴단된다.24) 

IV. 프랑스어 여격 보어와 호택어 장소 보어의 영향성 

Affectedness에 관련한 차이 점 

저14절에서는 프랑스어가 0-1 격 보어와 장소 보어의 구분이 있는데 

반해， 한국어는 이 구분이 없다는 우리의 주장올 뒷받첩하는 또 하 

나의 논거를 제시한다. 이 논거는 Tenny (198η， Andcrson (2006) 

에서 제기된 영향성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프랑스어는， 여격 보어와 장소 보어가 영향성에 있어서 상호 차이 

접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즉 프랑스어의 여격 보어와 장소 보어는 

솔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 

( I a)의 여격 보어 구문과 ( I b)의 장소 보어 구문의 의띠 차이릎 살펴 

보자. 

(1) a. Je laisse mon vélo å Maric. 

(= “ Je fais (Marie A VOIR mon vélo). ") 

b. Je laisse mon vélo å la 없re. 

(= .'Je fais (mon vélo ETRE å la gare).") 

(lb)의 장소 보어는 직접목적어가 지칭하는 대상풀이 위치하는 장 

24) 여걱/상소 보어의 혐"1"1 구’，'1이 없는 성우， 선험적q쿄.얀， 생소 l，J_이 가 아니라 
여격 보어만 었다.:tl 한 수~r 있용 갓이다. 그렇지만 인이 멍 연석 .0_ ，ι 〈여끽> Iß 
넙은 〈장소〉 개념에시 111 암:효I{! 젓이랴는 Arisrar (1996), Kury,o .... ,cz (1964) 동 

의 Loca1isI HypαhcslS갑 받아닫여 상소 논항만 좀새한다고 봐f 섯이 한-:o!-어애 

관한 우리의 직관서 F!!!얘뚜무한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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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해석된다. 즉 ( l b)의 술어는 대상물을 장소 보어에 위치시킴을 

표현한다. 반면에 (la)의 여격 보어는 직접목적어가 시칭하는 대상 

블이 위치하는 장소로 해석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대상원의 새로운 

소유주로서의 해석을 부여받는다. 즉 (la)의 술어는 대상울의 여 격 

보어로의 위치 이동만용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울에 대한 여격 

보어로의 소유권 이전(f했’씨까지도 표현한다. 그러므로 여격 보어는 

장소 보어보다 술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 수 있다.25) 

같은 측면에서 한국어관 살펴보자. 한국어 흉사홀에서도 영향성 

개념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펀 찾을 수 있다. 예찰 판어， 조사 · 

을/골이 다른 문범 표지플 대 신해서 나타날 때， 소사 -즙/갚은 영향 

싱을 드러낸다고 생각된다. 

(2) a. 내가 영동에서 (헤냈다 + 뛰어다였다). 
b. 내가 명동용 (혜댔다 + 뛰어다녔다). 

(3) a. 내가 벽에 (트닝|원) 상식했다. 

b. 내가 벽블 (트이.st) 정식했다‘ 

한국어의 장소 보어틀은 (2-3)에서 보는 것처럼， 순어가 표현하는 

행위가 장소 전체에 관여되어 결과적으로 장소가 술어의 행위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연 초사 -올/흘이 붙은 직접복적어로 전환 

되는 특성을 보인다.26) 그렇지만 아래 (4)의 장소 보어는 술어의 행 

위가 장소 전제에 관여적이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장소는 

25) 이셔 .!il_어가 소，Or수/수녕주 의 l뻐이 아니라 성협주 의 111역원 우어씬 싱우도. 

이새 (예)의 구분에시 잉는 ’1~91 {}이.01 시 R어는， 어 111 대상에 디|센 산성의 소 
유주보 해석된다는 심에서， 우|의 ;↑.F「츄/수령추 의띠역은 반깐 여 ι1 .'.t어와 풍언 
한 방사으로 출어애 01째 영향-S 만는다고 생각된다. 
(여1) Marie pl하I à Pa비 (= (Paul AV01R la ∞mplalsance pour Mancb , . ) 

26) 흉써성(198끼 침3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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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 행위에 영힘탤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직접옥척어로 전환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4) a. 내가 서월에 (도삭했다 + 거주한다 + 정착한다 + 다다른다). 
b. *내가 서플원 (도삭했다 + 거주한다 + 정삭한다 + 다다른다). 

또 다음 (5-6) 구문윤 보사. 직관적으로， (5a) 구운의 <NP-에짜 

보어는， (6a) 구문의 <NP-에깨f/> 보어에 비해 숨어의 행위가 <NP

에깨f/> 보어에 더 직접적으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번데 (5a)의 

<NP-에깨f/> 보어는 식접꽉직어로 전환되는 반면 (6a)의 <NP-에꺼f/> 

보어는 그런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5a)의 <NP-에깨f/> 보어 

는 술어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만 (6a)의 <NP-에셰f/> 보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이런 차이를 보이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a. 내가 그에세 (웃우~. '?l 혔다 + 빵을 벅였다 + 띤시윈 l~했다). 
b. 내가 그를 (웃음 인혔다 + 빵올 먹였다 + 넨 ~l 냥 사했다) 

(6) a 그는 나에게 (면 시갑 갚-였다 + 연락을 취했다 + 신접윤 보냈다 + 
전화블 견었다). 

b. 그는 L년 ( 면지원 관였다 + 연락플 취했다 + 선펀완 보냈다 
+ 선화뜩 걸었다) 

이 테스트를 (7)과 갈은 한국어의 전형 적인 수여동사의 <NP- 에/ 

에짜 보어와 (8)과 강은 선형적인 물리적 장소 표현의 <NP-에/에 

짜 보어어1 적용해 보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갇이， 쥬L까 둥 일부 동 

사의 에외적 경우플 제외하띤 거의 일관되게 이 두 부퓨의 보어들은 

공히 조사 -을/를이 줍는 직접목적어로 전환되지 않응용 펀 수 있다. 

(끼 a. 그는 나에거나1-fd수었다 + 선사했다 + 제공했다 +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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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다 + 맡겼다). 

b . ..1는 나릎 물응 ( 주었다 + 선사했다 + 제공했다 + 선물했다 
+ 넘겼다 + 맡겼나).27) 

(8) a. 나는 그 곳에 나푸깐 (심었다 + 두었다 + 상웠다 + 보관했다 + 
옮섰다). 

b. 나는 그 곳을 나무쉰~(심었다 + 두었다 + 감웠다 + 보관했다 
+ 룹졌다). 

(7)의 <NP.에/에께1/> 보어는 여격 보어가 존재하는 언어에서는 

어김없이 여격 보어로 실현되는 수여동사의 수령주갚 나타내는 제3 

논항이고 (8)의 <NP.에/에'/f/> 보어는 전형적인 윌리적 장소 표현 

의 장소 보어이다. 그렇지만 서의 일관되게 이 두 부류의 보어들은 

직접목적어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의 보어가 후자의 보어 

보다 술어에 의해 더 영향윌·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관찰윤 통해 한국어의 <NP- 에/에깨1/> 보이는 공기하는 

술어에 따라 (3)과 (5) 구문의 경우처럼 술어로부터 영향성을 부여 

받는 경우도 촌재하고 (4)와 (6-8) 구문의 경우치 협 영향성을 부여 

받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아울퍼 영향성이라는 의미 

자질이 프랑스어의 경우처럼j 여걱 보어와 장소 보어플 구분 짓는 

방식으로 <NP.에/에깨1/> 보어에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젓이 바로 효택어에는 여격/장소 보어의 구 

별이 없고 오직 장소 보어만 존제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관찰 사 

실이라고 생각된다. 

27) 츄태 동사가 다갚 수여동사와 얀<'1. <NP-얘짜 보어애 이 영향-싼 비친다i 생각 

하71 이i.'1 운대도 예외적으포 =L -되씌 <NP-ofI~ 보이I~ "1 접꽉식어효 선환 

되듀 이유는 7fL까동사의 다응-과 상븐 예외적 앵태와 함께 연<t .~..:-새로 냥겨 둔다‘ 

(얘) ul 야.ll애 (갔다 + 노 샤했다 + 다다랐다 + 이 단었나) 
」시 학과쉰 (갔다 + ‘또삭했띠 + -다다랐다 + .이간‘d_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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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에서 여격 보어관 설정하고 특정지 

으려 할 때 밥생되는 문제플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합으로써 두 언어의 여격 보어 존재 여부에 대한 당과 여격 보어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감은 갤과플 얻었다. 

1) 프랑스어 어격 보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마. 

프랑스어 여격 보어는 <å + NP> 형태로 실현되고 간목대명사로 

대리되는 번별작 특성올 지난다. 이 보어는 소유수/수령주/경협주 

의미역이 부여되고 같은 구문 내에 대상 의미역윤 지니는 또 다른 

논항이 있음 경우， 이 논항보다 보다 더 높은 의 01 역 위계와 (심층 

의) 통사적 위제를 지닌다. 반띤에 같은 형태의 U)여격 보어는 장소 

의미역이 부여되고 같은 구분 내에 대상 의미역윤 지니는 또 다른 

논항이 있윤 경우， 이 논항보다 더 낮은 의미역 위셰와 (심층의) 풍 

사적 위져l갚 지닌다. 

2) 한택아에는 여격 보어시· 쓴세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NP-에/에께1/> 보어는 여격/장소 보어로 세분되지 않 

고 장소 보어로만 기능한다. 

3) 프랑스어와 한국어는 영행:싱 자질의 부여 방식에서 차이륜 보 

인다. 

프랑스어는 여격 보어가 술어로부터 영향성 사실을 부여받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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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보어는 이 자질을 부여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 <NP-에/에 

까〉 보어는 술어에 따라 영향성 자질을 부여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 

기도 하지만， 여격/장소 보어로 이분되는 방식으로 이 자질을 부여 

받지는 않는다. 이는 프랑스어에는 여격/장소 보어의 구벌이 존재한 

지만 한국어는 여격 보어가 없고 장소 보어만 존재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가이다. 



366 붕어문화권연구 저1123호 

디 참고문헌 

검건희， 2003, r형용사 중출 구문과 여격 주어에 대하여」， r한말연 

구.1， 13. 

김종명， 2013 , r한국어와 프랑스어 형용사의 대조연구 - 언어유형론적 

분석과 관점을 중심으로J ， 만남출판사. 

홍재성， 1987, r현대 한국어 통사구문의 연구J ， 탑출판사. 

Anderson , M. , 2006, ‘，~eα.cdncss)) ， in M. Everaert and al니 (eds.), 

The B1ackweU Companion to Syntax, Blackwel1. 

Aristar, A. R., 1996, ~‘The Relationsbip Between Dativc and 

Locative - Kwylowicz’s Argument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o), Diachro.ηica 13:2. 207-224. 

Baker, M., 1989, <‘。이ect Sharing and Pr이ection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Linguisfic lnquiry 20 ‘ 513-553. 

Bresnan, J. & J. Kanerva, 1989, ‘ιocative Inversion io Chichewa: 

A Case Study of FactorÏ2arion in Grammar>) , Linguistic 

lnquiry 20: 1-50. 

Büring, D. , 2003 , Bindi.ηrg 1까eory， CambJ띠ge Univcrsity Press. 

Gerdts, D. B. & C. Youn, 1988, <<.Korean psych constructions: 

advancement or retreat?)), CLS 24. Chicago University. 

Gerdts, D. B., 1989, (.‘Non-nominative su비eαs in Kor.않n>> ， io 

Kuno, S. & alii (eds) , 빠rvard Studies in Knrean Linguistics, 

vol. 3. Hans비nmu피.1wasa . 

Haspelmath, M. , 2006. DitransiLive Const1uclÍons in the World 's 

Languages. Lecture in Leψrzig Spηng Schoo/ on Ling““tic 

Diveαity. Marcll 2006. 



프‘상스이외 한삭어의 이격 보어 선생:1'1 싱의 !?I 센셰 367 

Hers1und, M., 1988, Le Dmif en fi"ançais, Editions Peetcrs. 

Hong, K. $., 1991, Arguf1utnr selection and case marldng in Korean , 

Doctoral Thcsis, Sranford University. 

Jackcndoff, R. , 1983. Scmantics and Cognition, Cambridge: MIT 

Press. 

Jackendoff, R.) 1990, SI!1’w1Ific Srmαures， C없nbridge: MIT Press. 

Kim, J . M. , 1998, Lexique-grammaire des constntctiol1s aG야'Ctivales du 

coréen, thèsc dc doctorat, Université du Québcc à 

Montréal. 

Kim, J. M. , 2004, “Linking rcgularity between scmantics and 

syntax in Korcan - unaccusative and unergauvc vcrb 

consσuαion양， 언어학 제39집. 

Kuryiowicz, J. , 1964, πII! 세α-:tional ca앵on'es of Ind，ιEuropean， 

Heidelberg: Wintcr. 

Lcc, H. G. , 1991 , “Plural marker copying in Korcao>) in Kuno, 

S. & alii (eds), Harvard Studies 꺼 Korean Linguisrics, vol. 4. 

Hanshinmunhwasa, 513-528. 

Lcgcnφ'c， G. , 1990, “ Frcnch impcrsonal construCllons,)’ Ncuural 

La，핑uage and ü끼guisric ηleory 8. 

Miller, P. , 1992, Gùics ol1d COt1Sl;tl.lI?f1fs ;11 Phrase SfllIcrure Grammar. 

London: Garland. 

Perlmutter, D. M., 1978, 사mpcrsonal Passives and thc Unaccusative 

Hypothesîs>>, Proceedil핑's of che 4th Annual Ml!etÎl핑 of the 

BerkeLey Linguis’fics Society, 157-190. 

Tayalati, F., 2005, “La corrélation cntre 1’opposition adjectif 

ergatif/ adjeσif incrgatif et 1e cas datif en français ct en 

italieo>>, in François, J. (dir.), L '0ψ없if I!1I fi"ançais α d 



368 상어분화켠연구 째23~.‘ 

rravers les langues. Acu'S du colloque internationale de Caeη， 

Presses Univcrsiraircs dc Cacn, 2005. 

Tayalati, F. & Van Petcghcm. M., 2009, (,‘Pour un traircmcm 

unitaire de 1’assignarion du datif en français .. , Li，앵vωicae 

Inve째ationes 32: 1, John Benjamins Publishíng Company, 

99-123. 

Tcnny, L. c., 1987, Gra’”’I1micalizing as，κπ and 뺑αedness. DoctoraJ 

Thesis, MrT. 

Van Belle W. & Van Langcndonck, W. (cds.), 1996. 깨(! Ðaliv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Yoon, C. , 2001 , “Korcan Experiencers : Dative Subjects or 

I-Nonunals?)'. Stlldi잉 m Modem Grammar 26, 135-160. 

Yoon, J. H. , 2004, “Non-nominative (majOl) subjcct and case 

stacking in Korcan", 10 P . Bhaskararao & V. S. Karumuri 

(eds.). Non-nominatÎl'l' Suψ1!cts， Vol. 2, Typologlcal Srudies 

in Languagc 61 , John Bcnjamins Publishing Company. 



JEig::어21 한낙어의 여격 보어 션생」’} 성의 ~I γ.ιU 369 

“ Résumé)) 

Problématiques de la notion du complément datif 

en 듀ançais et en coréen 

KlM Jong Myung 

(Université Narionalc dc Séoul) 

Le complément darif cs[ un rype de complémcnl fonneUemcnt 

repérable q비 joue surtou[ Ic rôle sémar띠que “ Récipicndairc )) 

dans une construction dénotant I ’ id강e “밍ving" commc cclle du 

verbe français dOl1l1er ou du vcrbc coréen Cl/fa. 

La norion du complémcm datif ainsi défi띠C， nous abordons 

des problémaliqucs qui SC SOnl posées lors dc 1’application dc 

cette notion au français ainsi qu ’au corécn. 

En effe(, en ce qui conccme le français , il est hors dou[c que 

le complément datif y est bicn présent. 11 s’agir du complémcnt 

<à(ou pour) + NP>. qui sc substitue par le pronom complément 

d ’objet indire다 (COl). Pourrant, ce qui est problématiquc cst de 

savoir sous quelle(s) condition(s) exacte(s) certains complémcnts 

dc ccttc fonne se remplaccnr par le COI pour dcvcnir datifs 

(= (la)) et d’auσes complémcnts de la même fonnc ne se 

pronominalisent pas dc ccπc façon pour êtrc qualifiés de non 

datifs (= (lb)). Cettc ques디。n artend to내ours une meilleurc r야x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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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J’6σis unc Icttrc à Maric. = Je lui écris unc lcttrc. 

b. Je prêtc ancntion â Marie. = 'Jc lui prête altemion. 

par ∞ntre， q뼈nr au ∞rrécn， le ∞nψI강ment de la fOrTre <NP‘e/eke> 

csr σaditionnellement considéré commc jouanr dcux différents 

rôles, soit ceux datif ct locatif. Pourtant, un examcn minutieux 

des compoπements dc cc complément ne justifierait pas une telle 

bifurcarion fonctionne l1c. Alltrement 이t， sclon nous, 1’existcnce 

même du complémcnt dalif scrait incertaine cn corécn. 

Par rapport å ces problématiqucs, la préscntc articlc consisrc à 

Justlfier nos réponses proposécs qui suivent 

1) En français, Ic complément da따 dc la formc <å + NP> se 

d.istinguc dcs autrcs compléments non datifs ayant la même 

forme(= complémcnts non datiκ) p없 les faits suivants. 

c’CSl par rappon à un autrc argumcnt intcmc évcnrucUcrncnt 

c∞currcnr quc lc complémenr datif ocαpc roujollIS une 

position symaxiquc supé꺼eure dans la srruαurc profonde 

a10rs que ccux non datifs s ’y placcnr à une position 

inférieure 

- le complémcnt datif joue uo des rôlcs sémannques : 

Posscsseur, Récipicndaire, Exp강rienccur. Par contre, celui 

non datif assumc son seul rôle de Location. 

2) En coréen, Ic complément <NP-e/eÁ"C> cst toujours locatif 

mais non pas darif. Ainsi, cerre languc nc dispose pas du 

complément d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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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 français, Jes complements datif et non datif se distinguent 

par le fait que celui-Ià est sémantiquement affecté par le 

prédicat alors que celui-ci ne I'est pas. Mais eo coréeo, on 

observe un même σait sémaorique qui joue au complément 

<NP.ef eke> I mais pas d ’une manière ideotique. C’est-å-dire, 
le complément <NP-e/eke> est tantôt affeαé par le prl강dicat， 

tantôt ne 1’est pas. Mais il ne se divise pas en deux rypes, 

soit datif et locatif selon 1’existence du trait. 

주제어 : 여격 보어， 장소 보어， 의미역， 수령주， 소유「주， 영향성 

Mots-clés : complémcnt datif. complément locatif, rôle sémantiquc, 
Récipiendaire, Possesseur, trait d ’être a많c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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