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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어 결과구문 연구
- 한·중 대조 및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

심지영

본고는 한국어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의 다양한 형식 및 그 특징들
을 관찰 기술함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되, ‘결과’의 의미를 중심으로 각 형식들의 내
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아울러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하여 한국어 결과구문
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결과구
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과구문’에 접근하는 본고의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통합을 결과구
문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간주한다. 둘째, ‘결과’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표시하
는 형태로 나아가는 표현론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셋째, 구문문법적 시각을 채용하
여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결과구문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교차언어적 관찰을 통
하여 결과구문의 본질적 공통점과 개별 언어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을 고찰한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밝히고 주요
선행연구들을 제시하였다. 2장 기본논의에서는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 ‘결과구문’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 후, 중국어 결과구문을 통해 개별언어적 특수성을 보였다. 이
어서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결과표시 요소의 문법범
주에 따라 각 유형의 대표형을 지정하였다.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AP게 V’,
‘NP로 V’, ‘V1어 V2’등 대표형 결과구문에 대한 기술이 된다.
3장에서는 ‘-게 V’ 형식 중 어떤 것을 결과구문 논의에서 다룰지를 결정하고, 그
중 대표적인 상태변화 결과구문인 ‘AP게 V’에 대하여 세부 유형별로 특징을 기술하
였다. 이때 ‘AP게’는 논항의 객관적인 상태 변화를 표시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개
념화자의 평가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집중적으로 논하였다. 이어서 ‘방식(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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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결과(result)’의 의미 표시가 ‘AP게’의 보다 근본적인 기능임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NP
로 V’ 구문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동사연결형과 결합할
때 도착점 도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 상태변화를 나타내
는 ‘NP로 V’의 경우 어떠한 동사부류와 결합하는지를 목록으로 밝히고 그 경향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목적어+산출동사’ 구성의 산출구문이 ‘NP
로 V’형 결과구문과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5장의 목표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한 종류로서 ‘V1어 V2’의 위상을 확실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지금까지 결과구문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타동사+타동사’ 구성 역시
동사의 결과 함축에 기대어 결과를 표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V1어 V2’ 형
식은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외에도 V2 자리에 보조동사가 쓰여 동사의 완결성을 높
이거나 결과상태상을 표시하는 등 한국어 결과범주의 여러 층위와 관계되는 형식임
을 강조하였다. 또한, ‘V1어 V2’ 는 한국어에서 사건통합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형식
이라는 점에서 그 구문적 성격이 확인됨을 말하였다.
6장은 결과구문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적 고찰을 담고 있다. 우선 한·중 결과구
문의 결과 부호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한·중
결과 표현의 대응양상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7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
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의 결과범주가 매우 현저하
므로 결과구문 교육의 필요성이 특별히 대두된다. 이들을 위한 결과구문 교육의 기
본 방향으로 본고는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학습자 모국어 변인을 고려한
교수요목 마련. 둘째, 의미중심의 문법 교육 보강. 그리고 관련 문법항목의 위계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교수.
마지막 8장은 결론으로, 앞선 내용과 주장에 대한 요약과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주요어 : 한국어 결과구문, 사건통합, ‘AP게 V’, ‘NP로 V’, ‘V1어 V2’, 산출구문,
한·중 대조, 한국어교육, 표현론적 접근법
학번

: 2011-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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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에 있어 ‘결과(result)’의 의미범주와 관련된 언어사실을 종합적
인 시각으로 파악하고, 결과범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어 현상들을 ‘결과구문
(Resultative Construction)’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충실하게 기술하는 것을 그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다. 기존에도 ‘결과’의 의미와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져 왔지만 어
미 ‘-게, -도록’ 등 특정 형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또 ‘결과’를 표시
하는 여러 형태에 대한 연구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전체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우리는 ‘결과구문’이 가지는
다양한 형식 및 그 특징들을 통합적으로 관찰하여 한국어 결과구문 범주의 전체적
인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각각의 결과구문 형식들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그들 사이
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어 결과구문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한다. 한국어의 결과 범주는 그것을 전담하여 표시할 수 있는
특정하고 단일한 문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며 정도, 목적, 방식 등 다른 의미와 표시 형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
실은 한국어에서 ‘결과’와 관련된 언어 현상을 하나의 범주로 자각하기 어렵게 만든
다. 이에 본고는 일견 서로 무관해 보이는 요소들이 기실은 결과 표시 기능을 중심
으로 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려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태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통사적으로 서술어의 일부이거
나 적어도 서술어를 보완해 주는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 것
인데 한국어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과 관련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예
를 들어, 이른바 한국어의 필수적 부사어 혹은 보어1)와 같이 특정 문법 범주가 깔
1) 국어학에서 ‘보어’의 정의 및 그것이 포괄하는 대상의 범위는 일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연구
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어는 넓은 의미에서의 보어로서 “주어와 목적어 이외에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을 말한다. (임홍빈·장소원 (1995:223~232), 홍재성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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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하게 구획되지 않는 문제에는 ‘결과’를 표시하는 요소들, 즉 ‘AP게’, ‘XP도록’, ‘NP
로’, ‘NP에’, ‘V1어 V2’ 중의 ‘V1어’ 등이 부사어의 형태로 표시된다는 사실이 그 원
인의 하나로 관련되어 있다.2) 이러한 요소들은 지금까지 각각 한국어 문법계의 중
요한 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들을 결과 의미 표시와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해석
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어 통사론에 있어 문제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게’, ‘-도록’, ‘-아/어’와 같은 어미들도 결과 표시 기능으로 쓰일 때
와 다른 용법으로 쓰일 때 상당한 문법적 이질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어 결과
구문의 특성을 고찰하는 일은 그대로 한국어 문법의 쟁점이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한편, ‘결과’란 선행사건(원인사건을 포함하여)을 전제하는 개념이므로 흔히 둘 이
상의 사건이 연관된 복합사건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복합사건이 인간의 인지
작용 속에서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또 그러한 개념화의 결과가 한국어에서 어떤 형
식으로 표상되는지를 중심으로 결과구문 고찰에 접근하고자 한다. 자연 세계에서 어
떠한 동작·행위와 그 동작·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태는 연속적으로 관찰·경험되
며, 원인 행위와 그 결과 간의 관계가 전형적일 경우 이러한 경험은 빈번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그것을 하나의 복합사건으로 개념화하는 것 역시 인간
인지의 보편적인 경향일 수 있다.3) 두 개의 사건을 언어적으로 표시하는 가장 일반
적이고 합당한 방식은 그 각각을 분리된 절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
가 연속적으로 관찰되는 자연 세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사건을 하나로 통합
하여 개념화 한다면 그러한 개념화의 언어적 반영은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절 안에
서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사건과 그 결과사건을 하
2) 이 중 ‘AP게’, ‘XP도록’, ‘NP로’, ‘NP에’는 결과 표시 요소이고, ‘V1어 V2’ 중의 ‘V1어’는 원인행위
(선행행위) 표시 요소이다. 이들에 대하여 보어로 보는 견해, 필수적 부사어 혹은 논항성 부사어로 보
는 견해, 그리고 일반적인 부사어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3) Talmy(2000)에서는 이른바 복합사건에 기본적인 유형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Macro Event’라고
지칭하였다. 즉, 두 사건이 융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개념화되는 것을 복합사건이라 할 때 이에는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으며, 이들 복합사건은 ‘전경-배경’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문으로 표시될 수 있다
고 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시한 매크로 이벤트의 5가지 유형에는 이동(Motion), 상태의 변화(Change
of State), 시간적 윤곽(Temporal Contouring), 동작의 연계(Action Correlating), 실현
(Realization) 등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결과구문은 이중 ‘상태의 변화’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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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절 안에서 표시하는 형식으로서 이른바 ‘결과구문’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과연 이러한 개념화의 경향이 복수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각각의 개별언어에서 어떠한 특수성을 띠
고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어는 ‘결과’의 의미범주를
전담하여 표시하는 단일한 문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과범주를 뚜렷하게 자각하
기 어렵다. 이때, 해당 문법 범주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언어와의 비교는 이들
을 인식하거나 판정함에 있어 효과적인, 혹은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언어간 비교 대조의 방법을 주요한 연구의 방법으로 채용할 것이
다. 이러한 대조의 방식이 한국어 결과 범주의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선행사건과 그것의 결과가 하나의 절구조 안에서
표시되는 사건통합의 양상을 교차언어적으로 관찰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조의 대상으로 삼는 언어는 주요하게는 중국어와 영어이며 기타 일본어 등의 예
를 참조할 수 있다. ‘결과구문’이라는 개념이 영어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 정의된 것
인 만큼 영어와의 비교는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다만, 우리는 영어 결과구문의 특
징 및 제약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어의 실질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 이에 더하여 본고는 중국어 결과구문과의 비교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결과의
의미범주와 그것을 표시하는 문법범주가 일관되게, 빈틈없이 대응되는 언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다할 때 중국어는 전자, 한국어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결과 표시 기능이 다른 기능과 혼재하며,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
도 여러 가지 형태로 흩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어만을 들여다보아서는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결과’의 의미를 문법적으
로 표시하는 방식이 체계화 되어있는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 결과구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
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중국
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같이 의미에서 출발하여 형태로 나아가는 표현론적(onomasiological) 접근법
의 고찰은 언어 간 비교·대조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아가 제2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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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언어 교육과 관련된 언어 간 대조연구는 형태의 대조보다는 두 언어 간 의미
적 등가(等價)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결과구문에 대
한 이해는 다시 말해 원인행위와 그 결과를 접속문이 아닌 단문 구조 안에 나타내
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처럼 사건통합을 언어적으로 부호화하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적용되는 범위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는
제2언어 학습시 모어의 부정적 전이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결과구문과 관련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어에서 이른바
보어(補語)로 표시하던 바를 한국어로 나타내고자 할 때 범주 대 범주로 대응할 만
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일찍이 모어에서 경험한 바 없는 통사 유형이기 때문에 그 당혹감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중 간 모국어 간섭에 기인하는 결과 표현 오류 유형 중의 하나로 모어 문장의
원인행위 표시 부분과 결과 표시 부분을 분리하여 목표어의 각기 다른 문장으로 나
타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이른바 결과구문에 두 가지의 사건이 통합되어 있음
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런 사건 통합의 개념화가 각 언어에 반영되
는 양상이 다름에 따라 목표어 학습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은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고 생각되며, 결과표시 요소가 속하는 문법범주에 따라 그 대응 형식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이 글에 사용된 예문 등 자료의 출처는 외국어의 경우 중국어 및 영어 소설
텍스트에서 추출한 것이 있으며, 기존 논저들에서 인용한 예문들도 다수 있다. 예문
을 직접 만든 경우에는 복수의 모어 화자들을 통해 적격성을 검증하였다. 한국어 결
과구문의 예들은 선행연구를 참조하거나 내성적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 낸 문장이
일부 있으며, 특정 문형과 의미역을 제시할 때는 <세종 전자사전> 중 <용언사전>
에서 해당 예문을 검색,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1.2.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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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어 결과 구문을 고찰함에 있어서 한국어 결과 의미범주의 전체적
구도 속에서 그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의 결과구문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
어의 결과 표시 형식에는 그 문법적 층위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으며
이들이 모여 전체 결과범주를 구성한다. 우선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면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1) 민수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결과상 표지 ‘-아/어 있-’)
(2) 철수가 참고서를 불태웠다.
(동사의 과거형 혹은 완망상(perfective aspect)에 함축된 결과)
(3) 철수가 참고서를 불태워 버렸다.
(함축된 결과의 실현을 높이는 보조동사 )
(4) 철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V1어 V2’ 동사연결형 결과구문)
(5) 영희가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다.
(‘AP게 V’형 결과구문)
(6) 영희가 유리창을 눈이 부시도록 닦았다.
(‘XP도록 V’형 결과구문)
(7) 어머니가 고추를 가루로 빻았다.
(‘NP로 V’형 결과구문, ‘NP로’-결과상태역)
(8) 나비가 회의장으로 날아 들어왔다.
(‘NP로 V1어 V2’형 결과구문, ‘NP로’-도착점역)
(9) 영희가 장미를 꽃병에 꽂았다.
(‘NP에 V’형 결과구문, ‘NP에’-도착점역)
(10) 철수가 케이크를 구웠다.
(결과목적어-산출구문)
(11) 철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보어4)-결과상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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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철수는 물통을 가득 채웠다.
(결과 상태를 표시하는 부사)
(13) 아이가 참 잘생겼네요.
(‘결과+행위’ 의미구조의 형용사)
(14) 영희가 책상을 깨끗이 닦았다.
(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이/히’계 부사)
(15) 철수가 기뻐서 펄쩍 뛰었다.
(인과관계 접속문)

이상의 예들은 일견 서로 무관하게 보이며 문법적 지위나 성격상으로도 매우 비
균질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예문들은 ‘결과’라는 공통
의 술어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예문 (1)에는 한국어 문법상(grammatical aspect)
체계의 일부분인 ‘결과상(resultative aspect)5)’ 표지 ‘-어 있-’이 개재되어 있다.
또, 예문 (2)에서 보듯 ‘불태우다’와 같은 상태변화 동사의 과거형에는 그 행위의
결과인 ‘불탔다’가 함축되는데, 다만 한국어의 경우 ‘참고서를 불태웠으나 웬일인지
타지 않았다’와 같이 함축된 결과가 취소되는 일이 있다. 이때 (3)에 등장하는 ‘-어
버리다’나 그 외 ‘-어 두다/놓다/치우다’ 등의 보조동사가 추가되면 동사가 나타내는

4) 이때의 ‘보어’는 현행 학교문법에서 규정하는 보어로서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가’를 동반하고
나타나는 성분을 말한다.
5) ‘결과상(resultative aspect)’은 ‘결과상태상’ 또는 ‘결과상태지속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완망상
(imperfective aspect)중 지속상(continuous)에 속하며 ‘완료 후 결과상태의 지속’이라는 상적 의미
를 나타낸다. ‘결과상’을 한국어 문법상의 한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완
료상(perfect aspect)’이 완료 후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까지 표시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기존에 ‘-아/어 있-’은 흔히 완료상 표지로 간주되었으며 내재적인 시간적 끝점을 가지는 동사와
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임홍빈 1975, 정태구 1994). 반면, 박진호(2003:41-44)에서
는 범언어적으로 ‘결과상(resultative aspect)’과 ‘완료상(perfect aspect)’이 가지는 특징들에 비추어
한국어의 ‘-아/어 있-’과 ‘-고2 있-’을 ‘결과상’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V어 있다’가 나타내는 사건의 종결성은 사건참여자(특히 주어)에만
relevance를 가지는데, 전형적인 완료상은 그 사건의 효과가 특정적이지 않다. 둘째, 영어의 ‘have+
과거분사’와 같이 전형적인 완료상은 거의 모든 동사에 적용되는 반면에 한국어의 ‘-아/어 있-’과 결
합할 수 있는 동사는 어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셋째, 타동사에 ‘-아/어 있-’이 결합되어 자동 구문
을 형성하는 일이 관찰되는데 이는 범언어적으로 결과상이 가지는 특징이며, 완료상은 일반적으로 어
기 동사의 결합가를 바꾸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박진호(2003)의 논의를 따라 ‘-아/어 있-’을 결과상
표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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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완결성이 강화되며 동시에 동사에 함축되는 결과 상태의 실현 가능성도 대
폭 높아진다. 한편, (4)~(9)는 문장의 주동사 외에 한국어의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으로 거론되는 유형들이며 본고의 중심 고찰 대상이 된다. (7)과
(11)에는 ‘결과상태 의미역’을 가지는 명사구 논항이 등장한다. 이중 (11)의 경우,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보어가 결과상태 의미역을 받는 논항이 된다. 예문 (9)번의
‘꽃병에’는 명사와 처소의 부사격 조사 ‘-에’의 결합형으로서 동사 ‘꽂았다’의 결과
로 장미가 위치하게 된 도착점을 나타낸다. ‘도착점’이 가지는 의미는 이 글에서 다
루고 있는 ‘결과’ 의미의 원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예문 (10)은 본고에서
산출구문으로 다루고 있는 유형으로, 이 문장의 목적어는 이른바 창조동사와 결합한
‘결과목적어’로 분류된다. (12)에 나오는 부사 ‘가득’은 문장의 서술어 동사 ‘채웠다’
가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 (13)의 ‘잘생기다’
는 특이하게도 항상 ‘-았/었-’과 결합하여 대상의 상태를 표시한다. 보통 그 자체로
형용사로 분류되지만 그 내부는 부사 ‘잘’과 동사 ‘생기다’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며
단어 생성 당시에는 이들 각각의 어휘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잘’은 ‘생기다’라는 행위를 수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행위의 결과 상
태로 볼 수 있다.6) (15)번 예문은 원인을 나타내는 선행절과 결과를 나타내는 후행
절이 접속된 인과관계 접속문으로서 ‘결과’의 의미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 (14)의 ‘깨끗이 닦았다’에 보이는 ‘깨끗이’는 부사화
접사 ‘-이/히’ 결합형 부사로 예문 (5) ‘깨끗하게 닦았다’의 ‘깨끗하게’와 비교할 때
적어도 직관상으로 의미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사화 접사
‘-이/히’ 결합형은 어미 ‘-게’ 결합형과 비교할 때 동일절 안의 명사성 성분에 대한
서술의 기능이 현저히 약하다는 점에서 결과 구문으로의 인정을 유보하게 되는 경
우이다.
이들은 문법적 층위와 형식에서 각기 상이하지만 ‘결과’의 의미를 표시한다는 기
준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한국어 결과의미 범주를 형성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같은 범주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결과’
6) 한국어에서 이러한 예들은 ‘잘생기다’ 외에도 몇몇이 발견된다. 그 예로는 ‘잘, 못’이 결합된 ‘잘생기
다, 못생기다, 잘나다, 못나다’ 등을 비롯하여 ‘막되다, 세련되다, 틀려먹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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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술어가 위 형식들 간의 연관성 속에서 단일하게 정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말하는 ‘결과’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예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결과’는 “자연스런 사건 전개가 도달하는 가장 마지막의 상
태”7) 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떠한 사건이 종결된 후 그 사건으로 인해 사
건의 참여자에게 유발된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될 때, 그 상태를 ‘결과’라고 본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 말하는 ‘결과’는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특정 행위·동작으로 생겨난 모종의 ‘변화’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모종의 변화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행위의 대상에게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변화’란 상태의 변화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치의 변화’ 혹은 ‘인식의 변화’, ‘생성과 소멸에 관련된 변화’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어에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형식이 상태의 변화를
표시하는 형식과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따라
서 아래 각 장의 논의에서 상태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변화들을 함께 다루게 될 것
이다.
한편, 전통적인 영문법에서 말하는 ‘결과(result)’의 개념은 직접적인 인과관계
(causation)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문장의 1차 술어인 주동사와 결과를 나타내
는 2차 술어가 한 문장에 나타나는 이른바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에서
문장의 주동사(V)와 그 결과(XP)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
해 전통적인 영문법의 입장은 그것이 ‘인과관계(causation)’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록 많은 경우 결과구문은 본성적으로 인과적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Beavers(2010)에서는 그 예외를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보이고 있다.

[표 1-1]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영어 결과구문의 유형
유형1
유형2

사역 구문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The pond froze solid ≠‘The pond got solid/solidified by freezing
인과적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문장의 주동사(V)가 결과 상태(XP)를

7) 이는 동사의 논항이 가지는 의미역 중 하나인 ‘결과상태’ 의미역을 ‘final state’라고 지칭하는 인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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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야기하는 것은 아닌 경우
Smith cut the bread into thick slices.
결과(XP) 부분이 거꾸로 동사(V)의 동작을 야기하는 경우
유형3

The truck rumbled into the driveway.

이런 예들로 미루어보아 언어로 표상되는 ‘결과’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이고도 엄밀한 인과관계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Rappaport Hovav and Levin(2001:775-779)에서는 동사(V)와 그 결과
(XP)사건 간의 관계에 대해 인과관계를 떠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 ‘시간적 의존
성’(temporal dependance)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사건의 복합성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요소를 인과관계가 아닌 시간상의 의존성이라고 본 것인데, 이것은 ‘결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상적 해석을 제공한다.8)
한편, 중국어에서 ‘결과’는 매우 현저하게 인지되는 의미범주인 동시에 전체 문법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문법범주로서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8) Rappaport Hovav and Levin(2001)의 논의는 영어 자동사 결과구문의 두 가지 유형의 차이를 설명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영어의 자동사 결과구문에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아래 (a)와 같은 ‘비대
격 자동사 bare XP 결과구문’ 유형과 (b)와 같이 거짓 목적어를 취해야 하는 ‘비능격 자동사 ECM
결과구문’ 유형이 있다.
a. bare xp unaccusative resultative: 비대격 자동사 bare XP 결과구문
ex)The pond froze solid.
b. unergative ECM resultative : 비능격 자동사 ECM 결과구문
ex)He ran his Nikes threadbare.
이전까지 이 두 자동사 결과구문에 나타나는 통사적 차이는 이른바 비대격가설에 바탕을 둔 ‘직접목
적어 제약(DOR)’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위 연구는 DOR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들을 제시하며 그 대
안적 설명으로 ‘시간적 의존성(Temporal Dependance)’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bare XP 패턴
에서 V와 XP가 나타내는 사건성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의존적이어야 한다. 즉, 같은 시간에 걸쳐 일
어나고 같은 시간 비율로 전개되어야 한다. 반면, ECM Resultative에서는 둘이 시간적으로 의존적일
필요가 없고, V의 사건이 XP 상태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의존성은 “event
co-identification (사건 동일시)”라는 말로 표시되는데 위 (a)와 같은 자동사 통제 패턴에서는 V와
XP가 동일시된다는 것이다. 즉 연못이 언다는 것은 곧 연못이 단단해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경우, 한 문장 안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사건만이 존재한다고 보
았다. 반면, 비능격 ECM 자동사 결과구문에는 여전히 두 가지의 사건이 공존하는데, 거짓목적어를
취하여 보다 복잡한 통사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사태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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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서 ‘결과’의 의미는 그것을 전담하여 표시하는 특정한 통사적 위치를 가지
고 있다. 즉, 동사 뒤의 자리는 이른바 ‘보어(補語)’라 불리는 성분이 차지하는데,
보어는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뒤에 와서 그것을 보충 설명하는 문장성분”(齐沪扬 主
编 2007: 374)이라고 정의되며 그것이 나타내는 세부적인 의미· 기능에 따라 종류

가 세분되지만9) 크게 보면 결국은 ‘결과’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이 여러 연
구자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10) 그렇다면 이처럼 ‘결과’가 뚜렷한 범주를 형성하는
중국어에서는 결과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우선 중국의 대표적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现代汉语词典>(第六版）에서 정의하는 ‘결과’는 “일정한 단계에서, 사
물의 발전이 도달하는 바의 최후상태(在一定的阶段,事物发展所达到的最后状态)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는 직접적이고 엄밀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결과에 한정되
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의 시간적 전개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어진 상태를 말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어법계에서 말하는 결과라는 용어도 이러한 기본적 인
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결과’는 중국어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정의해 온 결
과의 개념 및 Rappaport Hovav and Levin(2001)에서 제시한 시간적 의존성의 개
념과 일치하는데, 이는 이상의 견해들을 받아들이는 것임과 동시에 앞서 (1)에서
(15)까지의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결과’라는 술어와 관
련지어 연구되어 온 언어 현상들에서 귀납된 것이기도 하다. 즉, 이 글에서 말하는
‘결과’란 어떤 행위가 시간적 전개 과정을 따라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마지막의 상태
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때 ‘자연스럽다’는 것은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단순히 연속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태로 여겨질 만큼 내재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짐을 뜻한다. 따라서 이에는 전형적인 인과관계까지 포함된다.
본고는 이와 같이 정의된 ‘결과’의 개념 하에 한국어의 결과범주를 구성하는 여러
층위의 요소 중 단문 구조로 나타나는 ‘결과구문’에 집중하여 그 유형을 제시하고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단문 구조’라는 용어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

9) 일반적으로 결과보어, 추향보어(趨向補語, 방향보어), 정도보어, 상태보어, 가능보어, 수량보어, 정태보
어 등으로 분류한다.
10) 吕叔湘(
1
952）,王寅(
200
0）,石毓智(
200
3)등이 이러한 견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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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결과구문이 단문 구조로 나타난다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타내
고자 하는 것은 원인행위와 그 결과를 표시하는 요소가 각각 다른 절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접속문 구성11)이 아니라는 뜻으로 썼을 뿐 반드시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번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는 ‘NP로 V’ 구문의 예 중 “나는 넥
타이를 선생님께 드릴 선물로 선택했다.”과 같은 경우 포유문의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결과구문의 내부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절의 형식을 취함에 따라 포유
문이 될 수는 있으나 원인행위 요소(선택했다)와 결과표시 요소(선생님께 드릴 선
물로)가 두 개의 분리된 접속절에 나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접속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단문+포유문’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면 그것을 가져다 쓰면 좋을 것이나 실제로는 그러한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사실 국어학계에서는 주술관계의 성립 횟수에 따라 이른바 ‘단
문’과 ‘복문’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언어의 경우 ‘복문’이라는 개
념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어학계에서 이미 굳어져 쓰이고 있는
용어임을 고려할 때 결과구문을 ‘단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비접속문 구조’라고 하기에는 용어 자체가 다른 개념을 전제한
후 그것을 부정하는 소극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특정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 쓰기
에는 역시 옹색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단문 구조’라는 용어를 하나의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위에서 우리는 결과범주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단문 구조로 나타나는 결과구
문’에 집중하여 고찰할 것이라 하였다. 다만, 서두에서 제시한 (1)에서 (15)까지의
예들은 내부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기술의 과정에서 모두 언급될 수 있
다. 특히 (10)의 산출구문의 경우는 ‘NP로 V’형 결과구문과 연속선상에서 다룰 것
이다. 또, (1)(3)(4)의 경우 ‘V2’의 문법적 기능과 지위가 다를 뿐 ‘V1어 V2’ 형식
을 공유하고 있으며, (8)은 ‘NP로 V’형과 ‘V1어 V2’형이 결합된 ‘NP로 V1어 V2’형

11) 이때의 접속문이란 ‘coordinate sentence(대등접속문)’와 ‘subordinate sentence(종속접속문)’를 합
한 개념이다. 또한 모든 ‘종속절(subordinate clause)’을 ‘내포절(embedded clause)’과 동일한 것으
로 보는 입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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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5)와 (6)의 경우, 결과표시부가 주술관계로 된 절일
때 ‘-도록’ 과 ‘-게’가 서로 호환되어 쓰일 수 있는 관계에 있다.

1.3.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선행 연구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로 한국어 ‘-게 V’ 구문과
영어 결과구문과의 비교를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게’, -도
록’, ‘-로’ 등 관련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국어학계 내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지만 각 형태 개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결과구문이라는 개념 하에 고찰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 된다.
와시오 류이치(1997)은 결과구문에 대한 교차언어적 연구 중 그 성과를 널리 인
정받고 있는 연구로서, 각 언어별로 구문 내부 의미의 합성성 혹은 투명성 정도에
따라 결과구문의 유형을 3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즉, 영어의 결과구문은 문장
의 동사로부터 결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Strong Resultative(강 결과구문)’가 많은
반면, 일본어와 한국어의 결과구문은 주로 동사로부터 그 결과를 대략 짐작할 수 있
는 ‘Weak Resultative(약 결과구문)’, 혹은 방식(Manner)과 결과(Result)의 경계에
있다 할 ‘Spurious Resultative(의사 결과구문)’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의미적 특징 혹은 상적 특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각 부
류를 다음과 같은 예문으로 보일 수 있다.12)
[표 1-2] 한국어 결과 표현의 유형(와시오 류이치 1997)
Strong Resultative

Weak Resultative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The horses dragged the logs smooth.
*

말들이 통나무를 반들반들하게 끌었다.

I painted the wall red.
나는 벽을 빨갛게 칠했다.

12) 와시오 류이치(1997)에서는 한국어만을 고찰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경향이 일본어에서도 나타남을 말
하고 있다. 또, 프랑스어의 경우에도 영어와 같은 형식의 결과구문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언어의 경우는 생략하고 한국어에 초점을 맞추어 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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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rious Resultative

영어
한국어

I tied my shoelaces tight.
나는 구두끈을 단단하게 매었다.

Strong Resultative는 동사의 의미로부터 결과술어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
인데, 이때 동사는 ‘drag, hammer’와 같은 행위동사들이다. Weak Resultative는 이
와 반대로 결과술어의 내용을 동사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때 동사는
주로 ‘칠하다’, ‘구부리다’, ‘태우다’ 등의 상태변화 동사가 온다. 따라서 거칠게 말하
면 결과를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행위동사라도 변화의 일정한 방향을 함의하는 경우는 weak한 부류에 넣을 수
있다. 저자는 ‘wipe’를 그 예로 들었는데, ‘wipe’는 비록 행위동사지만 표면에서 무
엇을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로 일어날 변화의 방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닦다’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Spurious Resultative’는 엄밀하게 따지면 결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구두끈을 매는 행위 끝에 구두끈이 단단하게(tight) 되었음은 인정되
지만, 그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두끈을 매는 방식(manner)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주어의 의지에 따라 ‘단단하게’ 묶을 수도 있고 ‘느슨하게’ 묶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서술을

‘tight’와

반대되는

‘loose’로

바꿔도

무방하며

‘tightly’와 같이 부사형으로 쓸 수도 있다. 한국어 역시 ‘단단하게’ 대신 ‘느슨하게’
를 써도 문장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인 부사
어로 쓰일 때와 결과술어로 쓰일 때의 차이를 형태상 반영할 방법이 없다.
Kim and Maling(1997)에서는 결과구문의 유무를 기준으로 각 언어를 다음 네 가
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ㄱ. 통사적으로 결과구문이 아예 없는 언어 (Irish, 일본어)
ㄴ. 다양한 결과구문이 있지만 고정된 통사 형식이 없는 언어 (한국어, 타밀어)
ㄷ. 다양한 결과구문이 있고 고정된 통사 형식도 있는 언어 (영어, 노르웨이어)
ㄹ. 제한적이지만 고정된 통사 형식을 가진 결과구문이 있는 언어 (핀란드어, 독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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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는 한국어 결과구문과 영어 결과구문의 구별적 특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
히 한국어 결과구문의 2차서술어는 영어와 달리 종종 동사의 내부논항이 아닌 외부
논항을 서술하기도 함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영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차서술어가 외부 논항을 서술하는 예가 관찰된다. 아래의 (17)은 Wechsler에서 제
시한 예문이고 (18)은 Kim and Maling(1997)에서 제시한 것이다.
(17) ㄱ. The wise men followed the star out of Bethlehem.
ㄴ. The sailors managed to catch a breeze and ride it clear of the rocks.
ㄷ. John dance mazurkas across the room.
ㄹ. The children played leapfrog across the park.
(18) ㄱ. 존이 [침이 마르게] 영희를 칭찬했다.
ㄴ. John praised Mary his/ *her saliva dry.

한편, 이러한 인식은 Hong(2005)에서도 발견되는데, 역시 한국어 결과구문의 2차
서술어는 문장의 주어를 서술할 수 있는데 반해 영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문장의 목적어를 서술해야 함을 지적했다. 즉, “John hammered the metal tired”는
영어에서 “존이 피곤한 채로 금속을 두드렸다”라는 묘사적(depictive) 의미로만 읽
히는 반면, “존이 금속을 피곤하게 두드렸다”라는 한국어 문장은 이런 묘사적인 의
미 외에 ‘피곤하게’가 주어에 나타난 결과 상태로 읽힐 수도 있다. 즉, “존이 금속을
두들겨서 피곤하다”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 결과구문에는
영어와 같은 엄격한 직접목적어 제약(DOR)이 적용되지 않는다. Hong(2005)에서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2차 서술어가 의미 지향에 있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얼굴이 빨개지는’ 결과는 주어인 존을 서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목적어인 메리를 서술하는 것일 수도 있다.
(19) ㄱ. 존이 메리를 [얼굴이 빨개지게] 뽀뽀했다.
ㄴ. John kissed Mary until his/her face becam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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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and Kim (2001)에서는 결과 2차서술어의 주어(동사 바로 뒤 명사성분)에
대한 격 할당에 주목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하고 있다. 즉, 영어의 경우 결과구
문의 주동사가 타동사이든 자동사이든 구별 없이 대격을 부여하는 데 반해, 한국어
의 경우 문장의 주동사가 타동사이면 대격을, 자동사이면 주격을 부여함을 지적하였
다. 아래에 예문을 옮겨 온다.

(20) 가. 영어 타동사 결과구문
ㄱ. Bill hammered them flat.

(them은 metal)

ㄴ. Bill hammered *they flat.

(they는 metal)

나. 영어 자동사 결과구문
ㄱ.The joggers ran them threadbare. (them은 shoes)
ㄴ.The joggers ran *they threadbare. (they은 shoes)
(21) 가. 한국어 타동사 결과구문
ㄱ.로빈이 쇠를/ *가 뜨겁게 달궜다
ㄴ. 나는 로빈을/ *이 좋지 않게 여긴다
나. 한국어 자동사 결과구문
ㄱ. 로빈이 배꼽이/ *을 빠지게 웃었다
ㄴ. 로빈이 구두가/ *를 닳게 달렸다

Wechsler and Noh(2001)은 한국어 결과구문과 영어 결과구문이 결국 평행한 구
조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연구이다. 동 연구는 먼저 한국어와 영어에서 모두 결과
사건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2차 서술어로 표시되거나
아니면 종속절로 표시된다는 것인데, 이를 ‘非절결과구문 (Non-Clausal Resultaives
)’과 ‘절결과구문(Clausal Resultatives)’이라고 칭하였다. 전자는 결과표시부에 주격
표시 명사구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메리는 금속을 납작하게 두들겼다, Mary
hammered the metal flat), 후자는 결과표시부에 명시적 주격 표시 명사가 있는 경
우를 말한다(톰은 발이 아프게 달렸다, Tom ran until his feet hurt). 이 두 유형의
중요한 차이점은 절결과구문의 경우 보문자인 ‘-게’가 결과표지 ‘-도록’과 호환되어
쓰일 수 있으며, 非절결과구문의 주어는 생략될 수 없고 대격 표지를 붙일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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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있다(*톰은 아프게 달렸다, *톰은 발을 아프게 달렸다).
동 연구는 영어의 경우 이 두 가지 타입의 일부 특징들을 동시에 가지면서 두 방
식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제3의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ECM 결과구문이
며(The joggers ran themselves exhausted), 한국어에는 이러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의 결과구문을 비교할 때는 각각의 해당 유
형을 비교해야 마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두 언어의 결과구문이 다르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오도됨을 지적한다. 결국 Wechsler and Noh(2001)의 논점은 ‘톰은 발이
아프게 달렸다’에서 ‘발이 아프게’를 종속절로 본 것이다. 이어 한국어와 영어 결과
구문이 기본적으로 평행하며 둘의 차이점은 ECM 결과구문의 유무에 있음을 결론으
로 제출하였다.
상기 연구들에 비해 좀 더 한국어 자체의 특성에 집중한 연구로는 박소영(2001)
을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한국어 결과부사형 어미 ‘-게’의 특징을 밝힌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의 ‘-게’ 부사형 중에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부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양태부사와 구별·대응되는 결과부사
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결과부사형 ‘-게’의 해석에 있어서 동사의 ‘상태변화’ 자질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는데 이는 다시 말해 결과부사형 ‘게’가 주로 상태변화를 수반하는 동사와 공기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아울러 결과 부사형에 결합하는 형용사는 대체적으로 어떤
대상의 객관적인 형상이나 상태 혹은 질을 나타내는 것들임을 지적하였다. 동 연구
에서는 ‘-게’에 대하여 부사형이라고 정의하면서, VP 안의 동사의 논항으로서 목표
역의 의미역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는 ‘-게’ 부사형을 결과구문 내의 결과표시 요소로 봄에 다름 아니다.
또한 결과를 나타내는 ‘-게’ 부사형이 주로 상태변화를 수반하는 동사와 공기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 결과부사형 ‘-게’의 실현으로 인한 사건의 종결성 변
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영어 결과구문과 대비되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의미
적 특질 및 상적 특징을 밝혔다. 아울러 문장의 주동사에 상태변화 동사가 오느냐
창조동사가 오느냐에 따라 ‘-게’ 부사형이 나타내는 의미가 ‘논항의 변화된 속성’
대 ‘결과물의 속성’으로 갈림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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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2001)의 연구 성과는 ‘-게’ 부사형이 가지는 결과표시 기능을 새롭게 부
각시켰을 뿐 아니라 ‘-게 V’형 한국어 결과구문이 가지는 기본적 특징을 제시하였
다는 데 있다. 이는 이후 한국어 결과구문 연구의 기본적 바탕이 되고 있다. 동 연
구의 내용은 아래 3장의 내용에서 다시 제시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소략하게
언급한다.
허세문(2004)는 한국어 결과구문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으로서 ‘-게’형 구문을 중
심으로 한국어 결과구문의 형태·분포·의미적 특징과 제약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결과구문의 사건구조 및 종결성의 문제까지 아울러 살피고 있다. 특히 결과
표시부에 논항이 하나 추가된 유형(철수가 배가 아프게 먹었다)과 추가되지 않은
유형(철수가 깨끗하게 탁자를 닦았다) 사이에 어떤 통사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에 주목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영어와는 달리 두 유형 사이에 뚜렷한 통사적 의미
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으며 분포적, 사건적인 특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포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 연구는 형용사의 척도상의 특징을 통해서 결과구문 형
성의 제약과 결과구 자체의 의미적 특성을 살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닫힌 척도 형
용사 부류가 결과구문을 생산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반하여 열린 척도 형용사 부류
는 거의 정도·양태 수식의 의미로 사용됨을 밝혔다.
한편 위 연구는 형용사로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 뿐 아니라 후치사구로써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도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로’
구문이 상태변화를 표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 처소교체를 나타내는 구문의
경우도 결과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경로가 병합
된 이동동사(들어가다, 나오다) 및 연쇄동사(Serial Verb) 역시 결과구문의 한 형태
로 볼 여지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유형 및 범위에
대한 본고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위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에 대
해서는 가능성의 언급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오충연(2010)은 과연 한국어에 결과구문이라는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취급되어 온 구문들이
실상은 영문법에서 정의된 결과구문과 통사 의미상 매우 다름을 인식하고, 국어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로 전개된다. 동 연구에서 한국어와 영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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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의 차이로 지적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영어 결과구문의 결과
서술은 상태성(stativity)를 가지며 거의 직접목적어에 대한 서술이다. 둘째, 영어와
같이 목적어에 직접 연결되는 이차 서술 방식이 국어에는 없고, ‘-게’ 의 경우 논항
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로서의 형용사구가 아니라 술어에 대한 부가 형식인 부사구
(AdVP)인데 이는 국어의 일반적인 부사구의 구조와 다르지 않다. 통사론적 양식으
로서 결과 부사구가 특수한 범주가 아니라는 점은 결과구문에 대한 범주 설정의 필
요성을 떨어뜨린다. 셋째,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도 영어의 결과서술은 결과성에 대해
확정적인데 반해 국어 결과 부사구의 서술 방식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영어 결과구문은 진행형이 부자연스럽고 결과취소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한국
어는 진행형이 자연스럽고 결과취소가 흔히 일어난다. 상기한 이유들로 인하여, 오
충연(2010)에서는 결과구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즉 ‘원인에 해당하는 술어
에 대하여 결과에 해당하는 술어가 공존하는 구문’이라는 전제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통사 의미론적 성격에 대해서는 개별언어의 특성으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 연구에서는 영어의 결과구문 중 “The water froze solid”과 같은 비대격 자동
사 구문이 “영희가 미끄러져 넘어졌다”와 같은 한국어 표현과 술어 연결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잠정적으로 동사연결구성을 한국어 결과구문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만 이때 V1과 V2 사이에는 ‘자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해
야 하며 시간적으로 연속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동
연구는 한국어 결과 서술을 크게 ‘Pr게 Pc’ 형과 ‘Pc어 Pr’형으로 대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단 이 때 ‘Pc어 Pr’은 한 사건의 연속적 내용을 구성해야 하고 하나의
절 안에서 구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서술은 시제분리가 일어
나지 않고 결과구로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두 서술 중 하나가 불구절의 범위를 넘
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오충연(2010)은 영어 결과구문의 특징 및 제약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벗어
나 한국어의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기준을 세우려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어 결과구
문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동사연결형을 한국어 결과구
문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게 V’형과 함께 결과후치형과 전치형으로 대별함으로써
한국어의 결과구문 범주 설정의 틀을 마련하였다. 다만, “철수가 도서관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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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예도 결과구문에 포함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어 있다’가 비록 완전
한 문법 요소로 문법화하지 못하고 어휘적 의미를 일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국어의 결과상태상 표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 자동사 구
문에서만 동사 연결형의 결과상태 표시 기능을 인정한 것은 타동사 구문인 경우 V1
과 V2가 모두 타동사로 나타나는 국어 특징 상 V2로써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
렵기 때문임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그것이 상태변화를 함축
하는 동사인 경우 그 함축에 기대어 결과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고 타동사 구
문에 쓰인 동사연결형까지 포함해서 다루기로 한다.
한편, 황주원(2011)에서는 오충연(2010)에서 제시된 견해를 전반적으로 수용하
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국어 결과구문으로의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는 형식들을 몇
가지 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한 뒤 최대한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다.
홍기선(2011)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을 거친 후 ‘게’ 구문이
의미적으로는 실현된 결과와 기대되는 결과 모두를 표현할 수 있으며 통사적으로는
부사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의 ‘-게’ 구문이 의미적으로는 영어의 결
과구문을 포함하나 통사적으로는 매우 다른 구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동 연구는 이
러한 언어 개별적 기재들의 차이를 기술하고 나아가 그 유형론적 함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동 연구의 입장은 ‘-게’를 결과의 함의라는 관점에 국한시키지 않고 ‘-게’
가 쓰이는 전체적인 예들을 함께 조망할 때 ‘-게’ 구문과 결과구문과의 관계를 더
잘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게’는 동사 앞뿐 아니라 문장의 다양한 위치에 나와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결과를 지시할 수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중복 사용될 수도
있다(놀랍게 철수가 밤새 팔이 아프게 할머니를 시원하게 주물러드렸다). 또한 실현
된 결과 외에도 의도·목적 등의 기대되는 결과나 정도를 지시하기도 한다 (버스가
지나가게 모두 길을 비켰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게’구문의 제2주어 역시 기존에 생각해 왔던 것과 달리 제한적이지 않아서 주절
의 논항과 상관없는 독립된 주어이거나 표현 안 된 담화 속 인물일 수도 있다. 또,
‘-게’의 의미를 넓게 받아들이면 기존연구들에서 예외로 처리해 왔던 과장법적 용법
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며, 결과상태의 함의는 기본적으로 실제 세계에서
그 사건이 실현가능한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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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구문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우선
가장 문제로 되었던 결과 함의 여부, 즉 영어의 경우처럼 항상 실현된 결과로 해석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게’의 용례를 검토한 끝에 ‘주절의 주어가
제2주어로 해석되고 제2술어가 객관적 상태를 묘사하는 상태동사이며, 주절의 동사
가 사건의 끝점이 있는 동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실현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제시하였다. 또, 영어에서 높은 정도로 지켜지는 직접목적어 제약(DOR)
은 언어보편적 제약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 의미상 제약인 ‘전형적 결과 제약’
역시 한국어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철수가 머리를 길게 잘랐다”와 같은 예를 통하
여 지적하고 있다. 통사적으로는 모든 ‘-게’ 구문을 주절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게’를 보어구나 보어절로 분석해야 할
적극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 표현이 술어로 해석
되는 것은 한국어에서 제2술부 관계는 기본적으로 의미 화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또, “탐이 집을 [바닥이 하얗게] 칠했다”와 같이 기존에 많이 다루어지
지 않았던 확대구조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기능함을 보이고 이를 격중출구문 및
주어인상구문과의 연관 하에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홍기선(2011)은 한국어 ‘-게’ 구문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통사·의미·화용
등 각 방면에서 영어 결과구문과 대비하여 재검토하되, 영어의 기준 및 기존 연구들
의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로 ‘-게’가 쓰이는 다양한 경우를 관찰하여 귀납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수용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 결과구문, 특히 ‘-게 V’ 형식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았다. 여기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각각의 결과구문 유형

및 관련 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해당 장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결과구문에 대한 영문법계의 다양하고도 심도 깊은 논의에 비하여 한국어 결과구
문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많지 않으며 특히 국어학 쪽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편이
다. 이는 국어 특성 상 결과 표시부의 통사적 지위가 일반적인 부사구와 다르지 않
아 특별한 관심을 끌기 어렵고, 결과의 의미를 표시하는 단일한 형태 체계가 없음으
로 인해 결과 범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영어 결과구문과의 평행성 여부를

-20-

살피는 비교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고, 특히 해당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밝히는데 집
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연구들이 ‘非節 결과구문’과 ‘節결과구문’의 통사적
지위 및 특성을 영어 통제결과구문 및 ECM 결과구문과의 대응관계를 통해 밝히려
는 데 관심을 쏟아왔다. 이처럼 영어 결과구문의 특징 및 제약을 기준으로 한국어
결과구문을 구획하고 재단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뿐 아니라 한국어에서
결과의 의미를 표시하는 언어현상을 다각적이고도 충분하게 탐구·기술하는 것을 오
히려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영어 결과구문에 대한 축적된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되 한국어의
실질에 집중하여 한국어 결과구문의 특징을 기술하려 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결과구문 형식, 혹은 가능성만 제시되었을 뿐 본격적인 고찰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형식을 본 고찰에 포함시켜 한국어 결과구문 범주 전반에 대한 통합적
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1.4. 논의의 구성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우선,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
상을 밝히고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상기하였듯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한국어의 ‘결과구문’에 대해 충실하게 기술하는 동시에 각 결과구문들 사이
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또, 결과구문에 대한 교차언어적, 대조분석적 접근
을 통하여 한국어 결과구문의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가 된다. 이때 연구의 대상은 원인과 결
과를 단문 구조 안에 표시하는 형식 즉 결과구문을 대상으로 하되, 이는 전체 한국
어 결과범주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파악된다.
2장에서는 ‘결과구문’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소개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정의와 범위를 지정한다. 결과구문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언어학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결과구문과 최근 연
구의 동향에 따라 보다 확장된 개념의 결과구문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결과구문
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또, 결과구문의 실현 양상이 언어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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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남을 보이기 위하여 중국어의 결과구문에 대한 기술을 보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이해 위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구
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1장과 2장이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결과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이 글의 관점 및 연구의 범위를 획정하는 내용이라면, 3장
부터 5장까지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대표적인 형식들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로 구성
된다. 본고에서는 결과를 표시하는 성분이 어떤 문법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 각 유
형의 대표형을 선정하고 이를 각 장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3장은 형용사로
결과를 표시하는 ‘AP게 V’ 구문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며, 4장에서는 명사성성분
이 포함된 조사구를 통해 결과를 표시하는 ‘NP로 V’ 구문에 대해서 살펴본다. 5장
에서는 ‘V1어 V2’ 동사연결형 중 ‘V2’로써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를 결과구문의 일
종으로 보고 고찰을 진행한다.
3장부터 5장까지의 고찰에서 가장 중심이 될 사실이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3장에서는 결과상태를 표시하는 ‘AP게 V’ 구문의 예를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
하고 각각의 특징을 기술한다. 특히 한국어의 ‘AP게’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변화의
결과에서부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변화, 혹은 변화된 상태 전반에 대한 평가에 이
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결과를 표시할 수 있음을 다른 언어의 경우와 대비하며
논한다.
4장에서 고찰하는 ‘NP로 V’ 구문은 위치변화의 결과와 상태변화의 결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이다. 이는 결과구문이 사역이동 구문을 은유적으로 상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된다. 본고에서는 ‘NP로 V’가 위치변화를 나타내
는 경우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그 특징을 기술한다. 이 중 전자의
경우 목표점 도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4.2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NP로 V’중의 ‘NP로’에 결과상태(Final
State) 의미역을 부여하고 있는 <세종전자사전>의 인식은 동 형식을 결과구문으로
보는 본고의 인식과 상통한다. 4.3절에서는 상태변화 ‘NP로 V’ 구문의 세부유형과
그 각각의 특징을 살피기 위하여 ‘NP로’에 결과상태 의미역을 부여한 예들을 동 사
전에서 추출하여 어떤 의미부류의 동사들과 결합하는지 정량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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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목록으로 제시한다. 마지막 4.4절은 ‘결과목적어+산출(창조)동사’로 이루어진
이른바 산출구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출구문의 경우 결과표시부가 목적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결과구문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 형식은
‘NP로 V’형 결과구문과 내적으로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4.4에서는 두 구
문 형식 간의 연관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5장의 내용은 ‘선행(원인)행위+결과’의 의미관계를 보이는 ‘V1어 V2’에 대한 고
찰이다. 그동안 ‘V1어 V2’ 형식은 한국어 결과구문으로 편입될 가능성만 언급되었
을 뿐 본격적으로 결과구문 논의에 포함시켜 다룬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5장에서
는 동 형식을 결과구문으로 볼 수 있는 이유와 그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
다. 특히 ‘V1어 V2’는 그 자체로 사건의 시간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결과범주
를 구성하는 여러 층위의 요소들과 폭넓게 연관될 뿐 아니라, 한국어에서 이른바 사
건 통합을 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자동사성
‘V1어 V2’의 결과표시 기능이 대체로 인정되는 데 반해, 관련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던 타동사성 ‘V1어 V2’에 대해서도 그 결과 표시의 기능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
장한다.
이어서 6장과 7장에서는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중
대조연구 및 한국어 교육에의 응용을 시도한다. 우선 6장에서는 한·중 결과구문 간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 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두 언어의 결과 표시 형식들
간 대응관계를 정량적으로 밝히고 그 사이의 경향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7장에서
다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삼는 동시에 앞
장들에서 고찰해 온 사실들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해 보는 수단으로 삼는다.
7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교육 현황과 학습자들의 습득 현황이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
하고 있음을 교재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다. 7장의 마지막 절은 이러한 인
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구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으로 끝맺는다.
8장에서는 앞 장들에 대한 요약과 남은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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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논의
우리가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른바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
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제1술어가 되는 동사와 그 동사로 표시되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제2술어가 한 문장 안에 공존하는 형식’으로 정의된다.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는 영문법 쪽에서 선도되었다. 영어 결과구문은 한 문장 안
에 두 개의 술어가 문법 요소의 개재 없이 공존하는, 통사적으로 매우 특이한 구조
를 보인다. 결과구문은 이처럼 특수한 통사구조를 통해 ‘결과’라는 특정한 의미를 관
습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통사론과 의미론의 접면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 쪽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결과’라는 것이 선행사건(혹은 원인사건)을 전제하는 개념이라 할 때 이 두 사건
을 표시하는 가장 자연스런 방식은 이들을 각각의 절로 구성한 후 둘 사이의 논리
적 관계를 표시하는 성분13)을 이용하여 이어주는 접속문의 형식이 될 것이다. 하지
만 결과구문은 이들을 단문 구조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구문이 가지는 구문
(construction)으로서의 성격에 기본이 된다.
한편 이러한 일은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연계에서 관찰되
는 원인사건과 결과사건 간의 긴밀성과 인접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결과
구문의 구체적인 양상은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과구
문은 인간 인지 및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가 되므로 결과구
문을 통하여 한국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관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관찰
거리가 될 수 있다. 본고가 생각하는 결과구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는 결과
구문이며 따라서 개별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통사·의미적 제약의 차이보다
는 근본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고찰할 것이다. 타 언어 결과구문과의 비교 역시 이러
한 입장에서 병행하기로 한다.
우선 아래 2.1절에서는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이 무엇인지 그 개념
을 알아보기로 한다. 즉 일반 언어학적으로 결과구문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결과구
13) 대표적으로 접속사나 연결어미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성분이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접사 등으로 표
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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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요한 특징과 제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때 주요하게는 영
문법에서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2.2절에서는 결과의
의미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중국어의 경우 결과구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
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영어와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논의에서 포
착되지 않았던 점들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한국어 결과구문의 개념을 밝히고 범위를 획정하기로 한다.

2.1. 결과구문의 개념과 유형
본 절에서는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고 이와 함께 결과구문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때 우선적
으로 살펴볼 것은 전통적인 결과구문의 개념, 즉 보다 엄밀하게 정의된 좁은 의미의
결과구문에 대해서이다. 한편 최근에는 구문문법 등의 영향으로 결과구문의 개념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2.1.1. 전통적인 ‘결과구문 (Resultative Construction)’의 개념
‘Resultative’란 용어는 Halliday(1967)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원래는 ‘Resultative
Attribute’라고 하였으며 ‘Depictive(묘사구문)14)’과 구별하기 위하여 고안된 명칭이
다. 우선, 가장 전형적인 결과구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타동사 통제 결과구문 (Transitive Control Resultative)
ㄱ.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ㄴ. John wiped the table clean.
ㄷ. John hammered the metal into a ball.

14) ‘Depictive(묘사구문)’은 동작의 결과가 아니라 동작 당시 참여자의 상태를 묘사하는 구문을 말한다.
(ex: John hammered the metal na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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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ㄱ)의 구조를 살펴보면, ‘hammer’가 문장의 주동사(V)이고 밑줄로 표시된 ‘flat’은
결과를 나타낸다(XP). 또, ‘the metal’은 ‘hammer’의 목적어인 동시에 ‘flat’의 주어
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1)과 같은 유형을 보통 ‘타동사 통제(control) 결과구문’
이라고 한다.15) 한편, (1ㄱ)에서 동사 ‘hammer’가 문장의 1차 서술어임에 대해
‘flat’은 2차 서술어16)라 하는데, 한 문장 안에서 주동사는 어떤 사태를 일으키는 동
작을 나타내고 2차 서술어는 그 동작의 결과로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특수한 문장
구조를 이룬다. 이때 1차 서술어와 2차 서술어 간의 특수한 관계를 표시해 주는 요
소는 따로 없으며 두 서술어가 다만 일정한 어순으로 나열될 뿐이다. 영어의 경우
“the metal flat”에서 보듯이 서술어의 활용 없이 서술(predication)이 성립하고 있으
므로 이 부분이 소절(small clause)을 이룬다고 할 만 하다. 영어 결과구문에서 2차
술어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목적어라야 하는데, 이를 직접목적어 제약(DOR)이라고
하며17) 영어 결과구문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18)
한편, 결과를 나타내는 XP의 성분은 (1ㄱ)의 ‘flat’이나 (1ㄴ)의 ‘clean’과 같이 형
용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1ㄷ)의 ‘into a ball’과 같이 전치사구로 나타날 수도 있
다. 또, 매우 드물게 한정사구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John painted the barn a
fiery red”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John hammered the metal
flattened”의 예에서 보듯 영어에서 동사는 결과표시 2차 술어로 쓰이지 못한다.
영어의 결과구문에는 (1)과 같은 타동사 결과구문 외에 자동사성 결과구문들도
있는데 그 양상은 타동사 결과구문에 비하여 좀 더 복잡하다. 우선 동사의 성격에
따라 자동사 결과구문은 비대격(unaccussative)동사 결과구문과 비능격(unergative)
15) 주로 상태변화 동사(break, crack, bend)와 표면 접촉 동사(sweep, rub, wipe)류가 이 유형에 쓰인
다. 동사를 피동형으로 해도 XP는 유효하지만 이때는 표층 주어를 서술하게 된다. (The metal was
hammered flat)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에서 결과 XP는 일반적으로 모문 주어나 간접목적어
를 서술하지 않는다. (*He gave her a book tired)
16) 2차 서술어(secondary predicate)란 문장의 서술어는 아니면서 특정 문장성분에 대하여 서술적 속
성을 지닌 조사구, 부사절 등을 통칭한다. 즉, 2차 서술어는 통사적 서술어의 개념보다는 의미적 ‘술
어’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 묘사서술어(depictive/descriptive predicate)와 함께 결과서술어
(resultative predicate)가 2차 서술어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선웅 2012:424-425)
17) Direct Object Restriction. (직접목적어 제약)
18)직접목적어제약(DOR)을 포함하여 영어 결과구문의 기본적인 통사적·의미적 특징은 일찍이
Simpson(1983)에서 그 개략적인 모습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OR’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고 그 특징을 중점적으로 논한 것은 Levin & Rappaport Hovav (1995)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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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결과구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구문이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비대격 결과구문의 예부터 살펴보자.

(2) 비대격 통제 결과구문 (Unaccussative Control Resultative)
ㄱ. The lake froze solid.
ㄴ. The bottle broke open.

위 (2ㄱ)과 (2ㄴ)에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XP인 ‘solid’와 ‘open’이 다른 명사성 성분
을 동반하지 않고 ‘bare XP’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때 결과 XP의 주어는 문장의 주
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문장의 주어인 ‘The lake’와 ‘The bottle’은 기저
에서 목적어였던 것이 통사적 원인에 의해 표층에서 피동주 주어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2ㄱ)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제2술어 ‘solid’는 기저의 목적
어인 ‘the lake’를 서술하는 것이 되고, (2ㄴ)의 ‘open’ 역시 기저의 목적어인 ‘the
bottle’를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의 예문들은 영어 결과구문의
주요 제약이라고 한 바 있는 직접목적어제약(DOR)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여겨
진다. 이처럼 피동주 논항 하나만을 가지는 자동사로 구성되며 목적어를 취하지 않
는 유형을 ‘비대격 통제 결과구문’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비능격 자동사로 구성되는 결과구문의 모습은 다음 (3)과 같이 나타난
다. 이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의 동사와 목적어 간의 관계가 특수하다는 점이
다. 즉,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지 않는 목적어를 취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를
‘비능격 ECM 결과구문’으로 불러왔다.19)
(3) 비능격 ECM20) 결과구문 (Unergative ECM Resultative)
ㄱ. John cried himself hoarse.
ㄴ. The jogger ran his Nikes threadbare.

19) 이처럼 XP의 주어가 동사에 의해 독립적으로 선택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통제(control)구문과 예
외적 격표시 구문(ECM)으로 나누는 방식은 Wechsler(1997)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결과구문의 유
형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20) Exceptional Case Marking. 즉, ‘예외적 격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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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에서 보듯 문장의 목적어인 ‘himself’와 ‘his Nikes’는 각각 동사 ‘cried’와 ‘ran’
에 의해서 하위범주화 되지 않는 목적어로서, 흔히 ‘거짓 목적어(fake object)’라고
불린다.21) 그런데 이들은 후행하는 형용사 ‘hoarse’와 ‘threadbare’의 주어가 된다.
이와 같이 행위주 논항 하나만을 가지는 비능격 자동사는 (3)의 예들처럼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지 않는 직접목적어가 올 때만 결과 XP를 취할 수 있고, XP나
목적어 없이는 비문이 된다.22) 영문법계에서는 위 (3)의 예들 역시 DOR로 설명된
다고 보았다. 즉, 비능격 자동사는 (2)의 비대격 자동사 구문와는 달리 표층의 주어
가 기저에서 목적어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DOR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위범주화
되지 않는 거짓목적어를 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타동사이면서 위 예와 같이 거짓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도 발견된다. 아래
(4)에서는 ‘drink’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범주화 되지 않는 목적어 ‘the pub’
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타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동사 변이형으로 쓰인
것으로 본다. ‘drink’는 목적어 없이 ‘음주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자동사 변이형을 가지지 않는 일반적인 타동사는 이러한 형식으로 결과구문을
구성할 수 없다.

(4) The bankers drank the pub dry.

한편, 위에서 말한 DOR과 함께 영어 결과구문의 중요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V+XP’ 복합사건이 ‘완성(accomplishment)’의 상적 유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들에 나오는 ‘hammer, run, cry’등의 동사는 그 자체로는 경계성(telicity)
이 없는 동작 동사들이다. 그런데, ‘flat, threadbare, hoarse’와 같은 형용사가 동작
의 결과 상태를 표시해 줌으로써 전체 문장이 상적으로 경계 지워진(telic) 상태가

21) ‘John cried himself hoarse.’에서 ‘himself’는 거짓 재귀사(fake reflexive)라고도 함
22) 그러나, DOR을 의심케 할 만한 사례도 있다. 첫째, 맨 XP(bare XP)와 함께 쓰이는 비능격 동사들
이 있는데 주로 이동동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John danced to the other side of the room) 둘째,
XP가 목적어를 건너뛰어 주어를 서술하는 타동사 구문도 발견된다. ( The wise men followed the
star out of Bethle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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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1ㄱ)은 “John hammered the metal”이라는 문장에 ‘flat’이 붙었을 뿐인데
그 사건구조가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달라진다.

(5) ㄱ. hammer(Activities) : [x ACT<MANNER>(y)]
ㄴ. hammer the metal flat: (Accomplishments)
: [[x ACT<MANNER>(y)] CAUSE[BECOME[z <STATE>]]]

이처럼 영어의 결과구문은 ‘완성(accomplishment)’의 상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
는 구문 안의 2차 술어가 동작이 완결된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형적인 영어 결과구문은 동작 완결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래의 (6)와 같이 진행형으로 쓰면 어색하고 (7)과 같이 그것이 표시하는 결과를
취소할 수 없다.

(6)

??

John is hammering the metal flat.

*

(7) John wiped the table clean, but it was not clean.

또 영어 결과구문은 아래 (8)과 (9)에서 보듯 동사와 XP의 공기 양상이 제한적
인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영어의 Resultative는 어휘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3)
(8) He wiped it clean/dry/smooth/*damp/*dirty/*stained/*wet.
(9) The solider struck/??hit/*injured a civilian dead.

(8)에 나타난 현상과 관련하여 Wechsler(2005a)은 Krifka(1998)의 ‘사건-논항
간 동형주의 모델(Event-Argument Homomorphism Model)’을 기반으로 그 이유를
23) 주지하듯이 ‘어휘화(lexicalization)’라는 술어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여 왔다. 즉, 공시적으로는
개념 범주를 언어로 나타내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온 반면, 통시적으로는 ‘어휘부로의 편
입’ 또는 ‘문법의 생산적인 규칙으로부터의 이탈 과정’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어휘화는 후자를
뜻한다. 한편, Boas(2003)에서는 resultative의 생성에 대한 해석으로는 위와 같은 제약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이는 완전히 어휘화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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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는데, 특히 V와 XP가 어떻게 협력해서 경계성(telicity)을 결정짓는지에 초
점을 두었다. 동 연구에서는 통제결과구문(control resultative)에 동형주의적 사상
(homomorphic mapping)이 요구되며 이 때 XP는 척도(scalar) 상의 경계를 표시한
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hammer the metal flat”은 평평함의 척도를 따라 쇠붙
이의 변화가 증가하는 사건을 나타내며 그 끝점은 ‘쇠붙이의 (완전) 평평함’이 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 (8)에서 ‘damp, dirty, stained, wet’ 등이 결과를 나타내는
2차 술어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척도 상의 끝점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
문이라고 설명된다.
Wechsler(2005a)는 형용사구와 동사 간 공기 제약으로 척도와 동사 사이의 긴밀
한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동사와 형용사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
는데 결과구문에서는 그들 중 일부만이 서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동사에
순간성 동사와 지속성 동사가 있듯이 형용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표 2-1] 등급성과 척도 개방성 여부에 따른 형용사의 분류
비등급적
형용사

dead, pregnant (*more dead, *more pregnant)
열린 척도

등급적
형용사

형용사

wide, short
(*completely wide, *completely short)
최소

John is wetting the towel

닫힌 척도

끝점

⇒ John has wetted the towel.

형용사

최대

John is flattening the towel

끝점

⇏ John has flattened the towel

통제 결과구문(control resultative)은 이중 오직 두 가지 유형의 형용사, 즉 ‘비등
급적 형용사’와 ‘최대 끝점 닫힌 척도 형용사’와만 쓰인다고 Wechsler는 주장하였으
며 이 둘만이 확실한 최종 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최대 끝점 닫힌 척
도 형용사는 지속성 동사와 함께 쓰여 경계성을 부여하고 (hammered the metal
flat), 비등급 형용사는 순간성 동사와 함께 쓰여 끝점을 제공한다(shot him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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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hsler(2005a)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영어 결과구문이 가지는 경계성(telicity)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였다.24)
다음으로 영어 결과구문이 가지는 의미적 제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Simpson(1983:146)에서는 영어 결과구문이 가지는 의미적 제약으로 두 가지를 지
적하였다. 그 첫째는 ‘필수적 영향 제약(necessary effect constraint)’이다. 이는 결
과구문의 주절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
이다. 영어 결과구문에 접촉을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변화 동사가 자유롭게 올 수 있
는 반면 아래 (10)와 같이 지각동사가 올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약과 관련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각동사는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25)
(10) *I saw him genius/into genius.

또한 접촉(contact)의 동사가 주동사로 오는 경우 전치사 ‘at’을 동반하지 않아야
함을 지적했는데, 만일 동사 뒤에 ‘at+NP’가 오면 NP의 영향 받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 John was shot dead.
(12) *John was shot at dead.

두 번째 의미적 제약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술
어와 함께 쓰일 수 있지만, 논항의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라면 동일한 논항에 대
하여 그것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2차 술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26) 아래
24) 이러한 제약이 다른 언어에도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와 한국어의 경우 열
린 척도 형용사 역시 다음과 같이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ex) ㄱ.학생들이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ㄴ.张三把地板擦脏了
25) 동 연구에서는 심지어 매우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어도 영어 지각동사는 결과구문을 구성할 수 없다
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ex) *Medusa saw the hero stone/into stone .
26) 이에 대하여 Goldberg(1995)에서는 단일경로제약(Unique Path Constric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절 안에서 구체적 대상물 논항 X에 대하여 복수의 경로로 서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X는 주어진 시간에 동시에 다른 두 위치로 이동된다고 서술할 수는 없으며, 하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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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문 중 (13)의 경우는 1차 술어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broke)이고 결과
술어는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전치사구(into the bowl)로서 적격한 문장이 된다. 반
면, 1차 술어가 위치변화를 나타내고 2차 술어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우선 아래 예들 중 (14)(15)는 비문은 아니지만 결과 표시로 해석
될 수 없다. 즉, bedraggled(후줄그레한)은 동사 emerged의 결과로 될 수 없고
emerged할 때 bedraggled한 상태였다는 뜻이며, 마찬가지로 fell 당시 dead의 상태
임을 나타낸다. (16)는 적격한 문장이 되지 못하며, carried한 결과 존이 giddy(어
지러운) 상태로 되었다고 해석될 수 없다.
(13) We broke the walnuts into the bowl.
(14) He emerged bedraggled .
(15) He fell (down) dead.
(16) *She carried John giddy.

이상으로 영어 결과구문이 가지는 통사적 제약과 의미적 제약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2. 확장된 결과구문의 개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의미의 ‘결과구문’은 일정한 통사적·의미적 제약을
기반으로 엄밀하게 정의되고 구획된 특수한 형식에 한정되어 왔다. 그런데, 근래에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결과구문에 대
한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하여 원형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함께 포괄하는 경
향이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결과구문 외에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예들도 결과구문의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에 속하는 경로를 따라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문 (15) *She carried
John giddy.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John이 물리적인 길과 (추상적으로) 어지러운 경로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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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berg(1995)에서는 결과구문과 사역이동구문 간의 상속관계를 주장한 바 있는
데, 영어에서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결과구문은 ‘사역이동(Caused Motion) 구문’의
은유적 확장이라고 본 것이다.
자세한 논의에 앞서 우선 Goldberg(1995)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동 연
구에서는 일련의 ‘논항구조 구문(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 역시 일종의 하
위 구문으로 볼 수 있으며 한 언어의 절 표현을 위한 기본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
고 있다. 즉, ‘논항구조 구문(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이란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기본적 문형인 ‘단문’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영어의 기본문은 그 역시 구문
의 구체적인 예로서 특정동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식과 의미의 대응물이라
고 말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Goldberg & Jackendoff (2004:533)에서는 구문
에는 특이한 통사구조를 가지거나 혹은 구문임을 표지하는 특수한 형태가 개재되어
있어 쉽게 포착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27), 다양한 통사구조로 나타나면서도 동일
한 특정 의미가 부착되어 있어 일정한 제약을 함께 가지는 구문들도 있다고 하였다.
후자와 같은 종류는 일반적으로 감지해 내기가 어려운데, 결과구문(resultative)도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이중타동구문이나 결과구문과 같이 고도로 도식
적인 논항구조 구문(Argument structure construction) 역시 구문의 테두리 안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 단위 논항구조 구문의 예로는 이중타동 구문
(Ditransitive), 사역이동 구문 (Caused Motion), 결과 구문

(Resultative), 자동사

이동 구문 (Intransitive Motion), 시도 구문(Conative) 등이 있다. 한편, 이들 구문
은 상속 연결(inheritance links)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위 연구의 중요한 주장
중의 하나이다. 상속관계의 유형으로는 다의성 연결, 은유적 확장 연결, 부분관계 연
결, 예시적 연결 등을 제시하였는데 전술했듯이 결과구문은 사역이동 구문에서 은유
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28)
이러한 구문문법적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는 위치변화를 표
시하는 예들도 함께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Goldberg & Jackendoff (2004)에
27) 예를 들면, ‘let alone‘, ‘one more∼and/or∼’, ‘the 비교급∼ the 비교급’ 등이 이에 해당된다.
28) 장소(place)가 근원영역(source domain)이 되어 시간(time) 혹은 상태(state)의 목표영역(target
domain)으로 은유적 투사가 일어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널리 관찰되는 현상임이 밝혀져 왔다. 이동
(motion)과 상태변화(change of state) 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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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양한 종류의 ‘resultative’가 그 원형으로부터 가족닮음을 통하여 연결된 일
종의 ‘구문 가족’(family of construction)을 형성하며 이들은 각기 다른 복합사건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동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한 결과구문의 유형
중 위 (1)-(4)와 같은 상태변화 표시 구문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17) Bill rolled the ball down the hill.
(18) The ball rolled down the hill.
(19) The bullet whistled out of the room.
(20) The witch vanished into the forest.

이들은 모두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부류들인데 예문 (17)은 타동사 이동구문,
(18)~(20)은 자동사 이동 구문에 해당된다. 이때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밑줄 친 전
치사구들이다.
Talmy의 일련의 연구들로 널리 알려졌듯이 영어는 동작의 방식(manner)을 나타
내는 동사와 그에 뒤따르는 전치사구29)를 통해 이동사건을 표시할 수 있다. 대표적
으로 예문 (18)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19)는 이른바 소리방출 동사
(sound emission verbs)를 통해 이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20)은 이동이라기보다는
‘사라짐’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지만 역시 이동사건과 그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상기 연구는 이처럼 유사한 통사구조, 논항구조, 하위사건을 가지되 각각의 해석 및
선택 제약에 있어 자신만의 특수성을 가지는 구문들이 어울려 ‘결과구문 가족
(family of resultative construction)’을 이룬다고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
이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본 연구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전통적인 개념의 결과구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요소는 형용사로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Broccias(2004) 등의 연구에서는 로망스어
계통의 언어들뿐 아니라 영어에서도 일부 부사어로써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지
적하였다. 동 연구에서 그 예로 제시하고 있는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9) Talmy의 일련의 연구에서는 이를 위성(satellite)이라고 지칭하였다.

-34-

(21) She painted her room beautifully.
(22) She fixed the car perfectly.
(23) He grows chrysanthemums marvellously.
(24) The soldier was wounded badly.

위 (21)~(24)의 예들에서 밑줄 친 부분은 형용사에 ‘-ly’를 붙여 만든 부사어들
인데, 이들은 각각 문장의 목적어를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각 문장의 동사로 인해
목적어에 발생한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즉, (21)의 경우 ‘painted’한 결과 ‘her
room’이 ‘beautiful’하게 된 결과를 나타내며, (22)의 경우 역시 ‘fixed’한 결과 ‘the
car’가 ‘perfect’한 상태로 되었음을 표시한다. 만일 이때 “She fixed the car
perfect.”와 같이 결과표시 요소를 형용사로 쓰면 온건하게 말하여 구어체적 변용처
럼 느껴지지만 적법한 표현이라 할 수는 없다 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결과표시부가 부사어로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일까?
Broccias(2004)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형용사 결과술
어로 나타나는 변화는 대상의 “완전한 영향 입음(complete affectedness)”을 나타내
며 “부분-전체 영향의 일반화(the part-whole affectedness generalization)”가 적
용된다고 하였다. 이는 결과구문의 형용사 2차술어가 피영향 대상 Y의 특성 P를 묘
사한다면 이때 P는 Y의 모든 부분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John
hammered the metal flat”의 형용사 결과술어 “flat”은 피영향 대상인 ‘the metal’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과 전체에 다 해당되는 특성이다. 같은 원리로 “John hammered
the metal *long”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long’은 ‘the metal’이 전
체 개체로서 가지는 자질이지 ‘the metal’의 임의의 각 부분이 ‘long’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위 (21)에서의 beautifully와 같이 부사어 결과술어가 나타내는 바는 영향
입은 대상인 ‘her room’의 전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부분 부분을 살
핀다면 전혀 beautiful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영어에서 부사형 결과구문으로 나타
나는 특성은 ‘beautiful, perfect, marvellous, bad’ 등의 예에서 보듯 다분히 주관적
인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영향 입은 개체의 게슈탈트(gestalt)적인 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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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자(conceptualizer)의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평가와 판
단은 대상 개체가 동사로 인해 변화한 끝에 가지게 된 상태로 귀속된다. 한편, 이처
럼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그 위치가 동사 뒤로 한정됨으로써 일반
적인 부사어와 어순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 연구는 형용사로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와 부사어로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이와 같이 인지기반적 시각에서 밝히고 전자를 “형용사형 결과구문
(adjectival resultative constructions)”이라 함에 대해 후자를 “부사형 결과구문
(adverbial resultative constructions)”

30)이라

칭함으로써 위 (21)-(24)와 같은

경우 역시 결과구문의 일종으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어 등 로
망스어 계통의 언어에는 형용사형 결과구문(adjectival resultative constructions)이
나타나지 않고, 전치사구로서 결과를 표시하는 형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부사
형 결과구문(adverbial resultative constructions)은 로망스 어에서도 널리 쓰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결과 표시 요소인 ‘-게, -도록, -로’ 등이 부사어로 나타나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객관적인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든 개념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를 반영한 것이든 동일한 형태로 결과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결
과구문을 논할 때는 객관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형용사형 결과구문만이 아니라 변화
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표시하는 부사형 결과구문까지 비교의 대상으로 해야만
그 실체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전통적인 결과구문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아울러 결과
구문에 대해 보다 확장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도 살펴보았다. 본고
는 결과구문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일반언어학적 사항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려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2.1.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엄격한 통사적 의미적 제약에 따
라 한국어 결과구문을 판정·구획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영어 결과구문
과 통사·의미적으로 동일한 형식을 한국어에서 찾아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지
30)Geuder(2000)에서는 이와 같은 부사어를 ‘resultative adverbs’라고 부른 바 있으나 Broccias(2004)
에서는 부사형 결과구문(adverbial resultative constructions)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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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다만 우리는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결과구문의 개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
국어 결과구문을 정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적 기준을 얻고자 하였다. 결과구문
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결과를 표시하는 구문의 실현 양상이 모든 언어에
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구문에 대한 접근이 다각도
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엄밀한 통사적 기준에 따라 정의된
좁은 의미의 결과구문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결과구문의 기본 개념 하
에 각 개별언어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구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는 넓은
의미의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에서 소개한 바 있는 구문문법의 관점을 수
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결과구문에 대하여 ‘결과의 의미와 그것을 표시하는 형
태의 결합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것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것까지
포괄하여 한국어 결과구문을 고찰할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아래에서는 중국어의 결과구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는 중
국어가 결과를 표시하는 뚜렷한 문법적 수단인 보어(補語)를 가지며 이로써 매우
활발하게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동시에 영어 결과구문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어의 경우와 함께 중국어 결과구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궁극
적으로 한국어 결과구문 연구에 참고로 삼고자 한다.

2.2. 중국어 결과구문
전술한 바 있듯이 중국어는 결과의 의미를 부호화하는 방식이 매우 발달된 언어
인데, 그것은 보어(補語)의 발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중국어의 보어는 동사의
뒤에 와서 동사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말한다. 보어의 주요한 기능은
결과, 방향, 정도, 정태(情態), 상태(狀態), 시간, 지점, 대상 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 기능 중 많은 부분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결과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31)
31) Chao(1968)에서 ‘동사+보어’ 구성을 복합어로 보고 이를 ‘동사-결과 복합어(V-R Compound)’라고
한 것이나 Li & Tompson(1982)에서 ‘결과식 복합어(Resultative Compound)’라고 한 것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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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사와 보어가 결합한 ‘동(動)+보(補)’ 구조는 넓은 의미에서 동사의 행위
와 그에 따른 결과를 표시하는데, 중국어학계에서는 그 중 특히 전형적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부류에 대하여 ‘동결식(動結式)’이라고 불러왔다. 이때 전형적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부류라 함은 동사의 행위로 인한 상태 변화를 표시하는 결과보어 결합형
을 말한다. 중국어학계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방향보어 결합
형32)까지를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결과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보아왔다. 이는 최근
영미권의 결과구문 논의에서도 상태변화 결과구문과 위치변화 결과구문을 함께 다
루는 경향을 보임과 일치하며, 한국어에서도 위치변화를 표시하는 일부 형식이 상태
변화까지 함께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런데 중국어의 보어 중 이처럼 상대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표시하는 종류 외에
‘정도, 상태, 정태(情態)’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어들도 보다 상위의 개념인 ‘결과’
의 개념 아래 포괄될 수 있음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王寅
(2009) 등 최근 중국어 ‘동결식’ 혹은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보어들까지
포함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본고 역시 이와 동일한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어에서 ‘동사+보어’ 구성은 적용의 범위가 넓으면서 그 쓰임이 강제적이고 빈
도 또한 높은 형식으로서 중국어의 특징을 대표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보어는 중국 어법학계에서 일찍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다각도에서 연
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동결식’을 영어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과 평행한 중국어의 결과구문으로 보는 연구가 다수에 이른다. 이른바
동결식에서는 원인행위(선행행위)와 그 결과가 각각 1차 서술어와 2차 서술어로서
단문의 구조 안에 함께 표시되기 때문이다. 또, 결과 표시 성분이 붙어 전체 구성에
경계성(telicity)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영어의 결과구문과 일치하는 특징을 보인
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중국어의 대표적인 결과표시 성분인 보어에 대해서 알아
본 후 중국어 결과구문으로서의 동결식이 가지는 특징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박정구 1998에서 재인용)
32) 이를 따로 ‘동추식(動趨式)’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동결식(動結式)이라 할 때는 이 동추식
(動趨式)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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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중국어 보어의 결과표시 기능
중국어에서 보어는 동사의 뒤에 오는 서술성 성분으로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행
위의 결과 혹은 상태를 표시하는 성분이라고 정의된다. 보어는 문장의 목적어와 마
찬가지로 동사의 논항이 되는 필수 성분으로서, 주요 기능은 동사를 도와 그 의미를
완전하게 하는 데 있다. 이때 보어로써 보충되는 의미는 주로 행위· 동작의 결과 혹
은 구체적인 상태이다. 보어가 개입되는 구성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이 두 가지의
서술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아래의 간단한 예를 보자.

(25) ㄱ. 我

吃

饱

了

나 먹다 배부르다 (완료)
‘나는 배부르게 먹었다’
ㄴ. 张三 跑

进

教室

장삼 달리다 들다 교실
‘장삼이 교실로 달려 들어갔다.’

위 (25ㄱ)에서 문장의 주동사는 吃(먹다)이고 보어는 饱(배부르다)인데, 이 두 요
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문장에는 두
가지의 서술, 즉 “我吃(나는 먹었다)”와 “我饱了(나는 배부르다)”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원인-결과’의 관계가 성립된다. (25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장
의 주동사인 ‘跑(달리다)’에 대하여 보어는 ‘进(들다)’인데, 역시 “张三跑(장삼이 달
리다)”와 “张三进教室(장삼이 교실에 들다)” 라는 두 가지 서술이 공존하고 있고 선
행 사건에 의하여 후행 사건이 도출되는 관계를 구성한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 온 ‘결과구문’의 기본 구조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원인(선행)행위와 그 결과라는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그것이
접속문이 아닌 단문의 구조로 표시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결과구문의 핵심적 요
건이라 할 때, 중국어의 ‘동사+보어’ 구성은 바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킨다.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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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결과구문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부터 중
국어학계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보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형용사, 동사, 개사구(전치사구), 형용사구, 동사구,
수량사구 등이다.33) 이 중 수량사구 보어는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이나 동작의 차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결과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며 株德熙(1982)
등에서는 보어로 보지 않고 빈어(賓語, 목적어)로 보는 등 이견도 적지 않으므로 본
고의 결과구문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표 2-2] 중국어 보어를 구성하는 성분
·
他 擦

형용사 보어

干净

桌子

그 닦다 깨끗하다 탁자

‘탁자를 깨끗하게 닦았다’
·
他 把

동사 보어

妹妹

气

哭了.

그 (pre.) 여동생 화내다 울다.

‘그는 여동생을 화나게 해서 울렸다’
·
老师

개사구 보어

把

生词

在黑板上 。

写

선생님 (pre.) 새 단어 쓰다

칠판 위에

‘선생님은 칠판 위에 새 단어를 쓰셨다.’
·
这 个

형용사구 보어

小女孩

长

得

很

漂亮。

이 (양사) 여자아이 생기다 (구조조사) 매우 예쁘다

‘이 여자아이는 매우 예쁘게 생겼다’
·
这 个

동사구 보어

地方

乱

出名了。

이 (양사) 곳 무질서하다 이름나다.

‘이 곳은 무질서하기로 이름났다’
·
这 本

수량사구 보어

书 你 看

过

几 遍 了？

이 (양사) 책 너 보다 (동태조사) 몇 번 (완료)

‘이 책을 너는 몇 번 보았니?’
33) 수량사구를 제외한 체언 성분은 그 자체로는 보어가 될 수 없고, ‘把A看成 B (A를 B로 보다), 把A
叫做 B (A를 B로 부르다)’ 와 같이 동사 뒤에 허화(虛化, 문법화)된 보어 성분이 온 후 이들의 결합
체가 다시 뒤에 오는 명사성 성분을 목적어로 취하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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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태를 기준으로 보어를 구분하면 크게 ‘점합식(黏合式)’과 ‘조합식(組合式)’
으로 나뉜다. 점합식은 동사와 보어 간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형식이다. ‘간단보어’ 형식이라고도 하며 동사와 보어간의 관계가 밀접하
여 ‘動-補’구조의 ‘VV’ 합성동사로 어휘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어 ‘V1어 V2’
구성에서 두 동사간의 통사·의미적 관계가 밀접한 경우 종종 합성동사로 어휘화하는
것과 같은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식은 동사와 보어 사이에 구조조사 ‘得，
個，得個’ 등의 요소가 들어가 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어가 나
타내는 바는 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보다는 그 결과의 정
도 및 상태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서술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 및 평가
가 들어갈 수 있다.
중국어의 보어는 주로 의미·기능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왔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느냐에 따라 종류와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 분류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하
지만 현재 주요하게 채택되는 분류의 방식을 따르면 결과보어, 추향보어(방향보어),
정도보어, 상태보어, 정태보어, 가능보어, 수량보어 등으로 나뉜다.
이 글에서 중국어의 다양한 보어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표시하는 의미가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즉, 보어의 유형은 서로 구
별되는 세부적 특징에 주목하여 나누어 놓은 것일 뿐 크게 보면 결국 ‘결과’의 의미
로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吕叔湘（1952:67)에서는 보어의 의미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动词的后附加语主要是表示行为的结果(동
사의 뒤에 부가되는 말은 주로 행위의 결과를 나타낸다)”. 王寅 (2009:196-197）
역시 “其实，只要仔细推敲一下就会发现，这8小类补语大多与‘
结果’
有关(사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8종의 보어가 대부분 ‘결과’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
며 吕叔湘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또, 石毓智（2003）에서는 현대 중국어의 문장이
정보를 구성하는 원칙에 대하여 ‘수반되는 특징+중심 술어+결과상태’의 순으로 배
열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때의 ‘결과상태’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
로서 현대 중국어의 보어 전체가 가지는 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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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연구인 김윤정(2007)에서도 현대 중국어 보어는 그 세부적인 유형이 가지는
전형적 의미에 더하여 전반적으로 [+결과]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며 보어 전체의 완
료상 표시 기능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면 결국 중국어에서 문장 동사
뒤 자리는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여겨진다.34)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중 ‘정도(程度)보어’ 와 ‘상태(狀態)보어’, 그리고 ‘정
태(情態)보어’는 형식상 공통적으로 구조조사 ‘得’이 개재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
이 서로 얽혀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35) 이들은 결과보어나 추향
보어에 비하여 주관적으로 결과 상태 및 그 정도를 묘사하며 사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표시하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정도(程度)와
상태(狀態)와 정태(情態),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結果)라는 개념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사실 자체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 여기서는 刘月華 外(2010)를 참고하여 각 보어 유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결과보어’(結果補語)는 말 그대로 동작 혹은 상태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는 행위주·경험주 혹은 피동주·대상에 발생한 상태 변화를 말한다. 아래는 결과보어
가 쓰인 문장의 예들이다. 밑줄 친 부분은 ‘동사+보어’ 구성이며 진하게 표시된 것
이 보어이다.

(
26) ㄱ.他们

赶

走

敌人。

了

그들 쫒다 가다 (완료) 적
‘그들이 적을 쫒아 내었다.’
ㄴ. 他 吓

哭

了

孩子。

놀래다 울다 완료 아이
34) 동사의 뒤에 와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정도나 상태를 묘사하는 성분에 대하여 중국어 어법학계
에서 처음부터 보어로 인정하고 이들이 일종의 결과를 표시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연구자와 시
대에 따라 이들을 동사 뒤에 오는 부사어로 보기도 하였으나 80년대 이래로 보어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해 지면서 점차 이러한 요소 역시 보어로 보는 것에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35) 현재 이들 보어의 분류와 구획에 관해서는 정론이 없다. 강춘화(2004:26)의 정리에 따르면 이들 보
어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모두 ‘程度補語’로 보는 방식. 둘째, ‘정도보어’와
‘狀態補語’
로 나누는 방식. 셋째, ‘정도보어’와 ‘情態補語’로 나누는 방식. 넷째, ‘정도보어’와 ‘情狀補
語’로 나누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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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아이를 놀라게 하여 울렸다.’

(
27) 屋子 收拾

干净

了。

집 정리하다 깨끗하다 (완료)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
28) ㄱ.大家 笑

痛

肚子。

了

그들 웃다 아프다 (완료)

배

‘그들은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ㄴ.她

熬

红

了

眼睛

그녀 밤새다 빨갛다 (완료)

눈

‘그녀는 밤을 새워 눈이 빨개졌다.’

(
29) ㄱ.他

吃

饱

饭。

了

그 먹다 배부르다 (완료) 밥
‘그는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이처럼 중국어의 여러 보어 중 결과보어가 구조조사 ‘得, 個’의 개재 없이 동사와
바로 연결된 점합식(粘合式) 구조가 나타내는 결과는 영어의 형용사형 결과구문이
표시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변화에 가장 근접한다.
이어서 살펴볼 보어는 ‘추향(趨向)보어’ 인데 다른 말로 방향보어라고도 한다. 이
는 주동사의 뒤에 와서 동작의 방향을 표시하는 성분으로서 한국어의 이동동사 ‘오
다, 가다’에 해당되는 ‘來 ,去’를 필두로 하여 ‘上(오르다), 下(내리다), 進(들다), 出
(나다)’ 및 ‘回(돌아오다), 過(지나다), 起(일어나다), 開(나아가다), 到(도달하다)’
등의 동사로 이루어진다. 또, 이 중 경로를 나타내는 부류들이 ‘來 ,去’와 결합한 ‘上
來, 上去, 下來, 下去, 進來, 開去...’ 등이 있다. 이들을 복합추향보어라고 하는데 한
국어에서 경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오다, 가다’와 결합하여 ‘올라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등의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것과 평행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들을 종합한 28개 추향보어를 아래 도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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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현대 중국어 추향보어 체계 (刘月華 等 2010：546)
간단
추향보어
복합

來 去

추향보어

上

下

進

出

回

過

起

開

到

上来

下來

進來

出來

回來

過來

起來

開來

到.
.
.
來

上去

下去

進去

出去

回去

過去

開去

到.
.
.
去

추향보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크게 방향의미와 결과의미, 그리고 상태의미를 들 수
있다. 이중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방향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동작을 한 후 위치 변화를 일으킨 결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來’는 기
준점으로의 이동을, ‘去’는 기준점에서 떠나 다른 목표지점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동사건에 직시적(deictic) 요소가 개입함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일하다.

(
30) ㄱ. 跑

進

来

[방식] + [경로] + [이동/직시소]
달리다

나다

오다

‘달려 나오다’
ㄴ. 挤

出

去

[원인] + [경로] + [이동/직시소]
밀다

나다

가다

‘밀려 나가다 (짜 내다)’

또한 이들이 동사와 결합하여 이동사건을 나타낼 때, 그 결합 순서는 [방식/원인]
+ [경로] + [이동/직시소]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한국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추향보어는 때로 아래 (31ㄱ)의 예와 같이 동작이 모종의 결과를 얻거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공간적 이동을 나타내는 기본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상태변화의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나아가 어떤 사태의 시간적 전개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
기도 한다. (31ㄴ)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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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ㄱ.他

考

上

大学。

了

그 시험보다 오르다 (완료) 대학
‘그는 대학에 시험 봐서 붙었다.’
ㄴ.说

下

去!

말하다 내리다 가다
‘계속 말해!’

다음으로 정태보어(情態補語)를 살펴본다. 정태보어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
해 기술하면서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평가를 드러내는 부류를 말하며, 그 형식은
동사 뒤에 먼저 구조조사 ‘得’36)을 붙인 후 다시 보어가 오는 형식으로 나타난다.37)

(
32) ㄱ.他 写

中国字

写

得

很

好。

그 쓰다 중국글자 쓰다 (구조조사) 매우 좋다
‘그는 한자를 매우 잘 쓴다.’
ㄴ.玛丽

메리

汉语

说

得

比

我 流利。

중국어 말하다 (구조조사) 비하다 나 유창하다

‘메리는 중국어를 나보다 더 유창하게 한다.’

위와 같은 경우, 한국어 대응표현에서는 결과성을 직관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하
지만 중국어 모어화자들은 이러한 경우 자연스럽게 부사어가 아닌 보어를 채택하는
데, 이때 보어가 나타내는 결과성이란 매우 넓은 의미에서의 결과를 포괄하는 것으
로 어떤 사태가 화자에게 불러일으킨 생각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6) ‘得’는 본래 동사이던 것이 능원동사, 구조조사, 형태소 등의 용법으로도 쓰이고 있다. 또한 의미상
본래 [+획득]을 나타내던 것이 [+완성, 실현], [+허가], [+가능], [+능력], [+정도], [+결과], [+상태], [+
초래]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특히 ‘得’이 보어표지의 구조조사로 쓰일 때 나타내는 의미는 ‘결과, 상
태, 가능,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윤유정 2009 참조)
37) 구조조사 ‘得’을 동반하더라도 결과보어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주로 동사로 인해 얻어진
결과임이 분명하되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ex) 他
跑
得
满
头 大 汗.
그

달리다 (구조조사)

차다

머리

큰 땀

‘그는 머리가 온통 땀에 젖도록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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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도보어(程度補語)는 말 그대로 동사의 뒤에 써서 동사 행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류이다. 형식상으로는 ‘得’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있고 동반하는 것이 있
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 이들의 주요 기능은 동사가 나타내는 정도가 매우 심함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들은 원래 동사로 인해 얻어진 결과인데 그 결과가 범상치 않
음을 말함으로써 정도의 심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처럼 결과 표시 형식을 통하여
정도의 심함을 표시하는 일은 한국어 및 영어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
33) ㄱ.我 今天

나 오늘

累

了。

坏

피곤하다 상하다 (완료)

‘나는 오늘 매우 피곤하다.’
ㄴ.我 今天

累

得

要

命。

나 오늘 피곤하다 (구조조사) 요구하다 생명
‘나는 오늘 죽도록 피곤하다.’

마지막으로 상태보어(状态补语)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태보어는 문장 술어 뒤에
구조조사 ‘得’을 동반하고 나타나서 동작의 결과 상태를 표시하거나 혹은 동사의 동
작에 수반되는 상태를 표시한다. 이때 전자는 결과 표시 기능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
며 후자는 방식(manner)의 의미에 가깝게 읽힌다. 또 상태보어에는 형용사(구), 동
사(구), 성어, 관용구, 주어서술어구, 명사구 등이 두루 쓰일 수 있으며 이들은 주로
생생한 묘사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정도보어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태·정도·정태보어는 이처럼 서로 교차하여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
문에 다수의 문법서에서 정도보어와 상태보어를 구분하지 않고 정도보어로 묶어서
제시하거나, 상태보어의 기능을 정태보어와 정도보어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본고에
서는 앞서 다른 보어의 기능으로 소개된 부분을 제외하고, 동사 동작에 수반되는 상
태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태보어의 예를 제시한다.

(
34)ㄱ.张三
장삼

走

得

慢慢的 。

걷다 (구조조사) 느릿느릿하다

‘장삼은 느릿느릿하게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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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他

把

头

抬

高高的 。

得

그 (pre.) 머리 들다 (구조조사) 높디높다

‘그는 고개를 꼿꼿하게 들었다.’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보어인 ‘慢慢的’, ‘高高的’ 는 각각 문장 동사 ‘走’, ‘抬’의 동
작에 수반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앞서 중국어의 각종 보어가 크게 보면
모두 ‘결과’의 의미를 표시한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동작의 방식(manner)으로 읽히
는 경우에도 결과의 의미와 연관 지을 수 있을까?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는 가장 전
형적인 요소는 중국어에서도 역시 부사라 할 수 있다. 위 예문들 역시 방식을 나타
내는 요소를 동사 앞에 두어 부사어 수식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부사어
가 아닌 보어를 통해 동작에 수반된 상태를 표시하는 것은 두 형식이 나타내는 의
미에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동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동작의
방식을 순수하게 나타내는 것이 부사라면, 상태보어는 동작에 수반된 상태를 관찰한
후 그로 인해 화자가 가지게 된 생각을 담아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34ㄱ)은 단순히 장삼의 걷는 방식을 표시하는 데 더해 ‘장삼이 (걷는 모습을 보
니) 걷는 것이 참 느릿느릿하구나’ 하는 화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넓은 의미의 결과로 본다면 위 예와 같은 상태보어 역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현대중국어의 각종 보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의 간략한 소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어의 보어가 가지는 의미 기능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형식
역시 단일하지 않다. 하지만 서두에서 강조하였듯이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공통점
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넓은 의미의 ‘결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결과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 범주에 대한 이해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王寅(2009)에서는 중국어 결과구문
을 고찰함에 있어 우선 의미에 근거한 보어의 유형들을 소개한 다음, 이 중 ‘결과보
어, 정도보어, 추향보어, 정태보어, 상태보어’를 결과표시 요소로 보고, ‘시간보어, 지
점보어, 대상보어’는 제외하였다. 본고 역시 기본적으로 위 연구와 동일한 입장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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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결과구문과 관련하여 중국어 보어를 거론할 때 그 범위는
결과, 추향(방향), 정도, 정태, 상태 보어에 해당하는 예들에 한정함을 밝힌다.

2.2.2. 중국어 결과구문의 유형과 특징
중국어에서 어떤 행위와 그 결과를 단문의 범위 안에서 표시하는 구문인 결과구
문(동결식)은 위에서 살펴본 보어를 결과표시 성분으로 하여 ‘동사+보어’, 혹은 ‘동
사+得(個)+보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罗思明(
2010), 王寅(2009), 殷红
伶(2011) 등 중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중국어의 동결식, 즉 결과

구문의 유형과 특징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우선 중국어 동결식 중 점합식38)의 종류를 구성성분과 그들 간의 배열 순서에 따
라 나누면 크게 8종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나열해 보면 ‘SVRO’ ‘SVR’ ‘S把OVR’
‘SVRO1O2’ ‘SOVR’ ‘SVOR’ ‘SV1OV2R’ ‘SV1O1V2RO2’ 등이 있다. 이들 8가지 결과구
문 유형 중에는 ‘得, 個’가 개재된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중국어 동결식 중 점합식 구조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구조
조사 ‘得, 個’가 개재된 조합식 구조는 아래의 기술에서 우선 제외하였다. 또한 예문
을 제시함에 있어서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부류보다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부류를 중
심으로 제시하였다. 아래의 기술은 罗思明(
2010)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31)부터 (47)까지의 예문 역시 주로 동 연구에서 인용하였
음을 밝힌다. 그러면 중국어 결과구문의 8가지 유형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SVRO’식은 동사와 보어가 나란히 놓여 ‘VR’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고 그
것이 다시 목적어 O를 취하는 형식이다. 이는 동사와 보어 간의 의미 관계, 즉 원인
과 결과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공고함에 따라 V와 R의 두 성분이 위치상으로도 나
란히 결합하게 된 것이다.39) 이때 ‘VR’의 긴밀도는 매우 높아서 거의 합성어의 정
도에 육박하며 새로운 하나의 문법단위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VR 구조가
그 자체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SVRO’ 형식은 영
38) 동사와 보어 사이에 다른 문법 요소가 개재되지 않는 간단 형식의 動補구조
39) 중국어에서 이러한 현상은 15세기부터 이미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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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타동사 결과구문이 기본적으로 ‘SVOR’의 어순을 보이는 것과 대비하여 중국어
결과구문의 특징을 드러내는 대표적 형식이라 할 수 있다.
‘SVRO’식은 다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통사구조 및 사건 참여
자들 간의 의미관계가 영어나 한국어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35) 他

推

窗户。

开

그 밀다 열다 창문
‘그가 창문을 밀어 열었다’

(
36) 张三

喊

哑

了

嗓子

장삼 고함지르다 쉬다 (완료) 목
‘장삼이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질렀다.’

(
37) 他 一连

吃

断

了

两 双

筷子。

그 연달아 먹다 부러지다 (완료) 두 (양사) 젓가락
‘그는 (음식을) 먹다가 젓가락 두벌을 연달아 부러뜨렸다’

우선 (35)는 전형적인 행위주 주어와 피동주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다. 어순은 다
르지만 영어의 ‘타동사 통제 결과구문’과 평행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예문 (36)은
문장의 주동사에 자동사 ‘喊’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어 ‘嗓子’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구문의 주동사가 비능격 자동사일 때 통사상의 목적어 O는 동사가 아닌 보
어성분 R과 의미상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40) 이는 어순은 비록 다르지만 영어
의 ‘비능격 자동사 ECM 결과구문’ 형식과 평행함을 알 수 있다. (37)에서는 목적어
인 ‘两双筷子(젓가락 두 벌)’가 피동주가 아니라 도구이며 동사 ‘吃(먹다)’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된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해 ‘吃(먹다)’라는 타동사가 하위범주화 되
지 않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 이는 영어의 “The bankers drank the pub dry”와

40) 이 때 목적어 O와 보어 R이 소절(小節, small clause)을 이루고 이 소절이 다시 주동사의 보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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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아래 (38)과 (39)는 중국어 결과구문의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

(
38) 800米

能

跑

死

人？

800미터 ~수 있다 달리다 죽다 사람
‘800미터 달려서 사람이 죽을 수 있나?’
(
39) 张三 喝

醉

了

酒。

장삼 마시다 취하다 (완료) 술
‘장삼이 술을 마셔 취했다’

(38)에서는 주어인 ‘800米’가 동사 ‘跑(달리다)’의 행위주가 아니며 결과술어 ‘死
(죽다)’의 경험주도 아니다. 跑의 행위주 및 死의 경험주가 되는 것은 목적어인 人
이다. (39)의 경우는 문장의 주어인 ‘張三’이 동사 ‘喝(마시다)’의 행위주이면서 결
과술어 ‘醉(취하다)’의 경험주이기도 하다. 즉, 이때의 결과 ‘醉’는 문장의 목적어
‘酒’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영어 결과구문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했던 직접목적어 제약(DOR)에서 벗어나는 예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 SVR 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해당된다.

(
40) 我

喝

醉

了。

나 마시다 취하다 (완료)
‘나는 술을 마시고 취했다’
(
41) 酒

喝

多

了。

술 마시다 많다 (완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우선 (40)에서 문장의 주어인 ‘我(나)’는 동사 ‘喝(마시다)’의 행위주인 동시에 보어
‘醉’의 경험주이다. 즉, 결과술어가 주어를 서술하는 경우로서 이 역시 영어의 DOR
을 위배한다. (41)에서는 결과술어 ‘多(많다)’가 피동주 주어 ‘酒’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多’는 동사 ‘喝’에 의해서 ‘酒’에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라 동사의

-50-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王紅旗(1996)에서는 중국어의 이른바 ‘결과보어’ 중에 이와 같이
‘동작이나 동작의 피동주, 혹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부류가 있음을 지
적하고 이를 ‘評價式述補結構’라고 지칭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란 동작이나
피동주, 혹은 결과가 예상이나 기대 혹은 표준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하
는데, 주로 그에서 벗어나 있음을 표시한다.41) 원래 포폄의(褒貶義)를 가지지 않는
중립적인 형용사인 경우에도 보어로 쓰여서 예상이나 표준에서 벗어남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这鸡蛋盐放多了,炒咸了不好吃了(이 계란은 소금을 너무 많이 뿌
렸다. 짜게 볶아져서 맛이 없다)” , “这件上衣裁肥了,还得改一下儿(이 웃옷은 너무
크게 지었다. 다시 고쳐야겠다)” 와 같은 경우 보어인 ‘多’와 ‘肥’는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너무 많이 뿌렸다’ 혹은 ‘뜻하지 않게 너무 크게 지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42)
한편, 아래 (42)의 경우는 결과술어가 피동주 주어를 서술하고 있지만 피동문임
이 형태적, 통사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영어 결과구문의 유형 중 ‘비대격 자
동사 통제 결과구문’과 평행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43)에서는 통사적 피동
문임이 ‘被’에 의해서 밝혀져 있다. 즉, 일반적인 타동사 통제 결과구문의 피동형이
라 할 수 있다. (44)는 결과 서술의 대상인 주어 ‘車子(차)’가 동사 ‘挤(떠밀다, 들
어차다)’의 피동주가 아니라 처소 논항에 해당되는데 넓게 보아 동사 행위의 영향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있다.

(
42) 饭

煮

熟

了。

밥 끓이다 익다 (완료)
‘밥이 다 익었다’
(
43) 墙

被

孩子们

推

倒

了。

담 (피동) 아이들 밀다 넘어지다 (완료)
41) 이러한 생각은 현대중국어 보어 중에 예기했던 결과에서 벗어남을 표시하는 부류가 있다고 본 陆俭
明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42) 다만 이러한 평가는 특정 보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这次盐放多了,鸡蛋妙咸了,很好吃
(이번에는 소금을 많이 뿌려서 계란이 짭짤하게 볶아졌다. 아주 맛있다.)"와 같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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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이 아이들에 의해 밀려 넘어졌다’
(
44) 车子

都

차

挤

了。（처소주어)

破

심지어 들어차다 망가지다 (완료)

‘차마저 미어 터졌다’

세 번째, ‘S把OVR’형, 즉 파자구(把字句) 동결식 역시 중국어만의 독특한 결과구
문을 형성하는데 이는 파자구(把字句) 자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중국
어의 일반적인 어순은 SVO이지만 전치사 ‘把’를 이용해서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내
어 주제화할 수 있고, 그 결과 ‘S把OV’어순의 ‘把字句(파자구)’가 만들어 진다. 그런
데 이때 파자구의 Ｖ는 형식과 의미상 결과를 나타내는 구성이 와야 하므로 결과적
으로 ‘S把OVR’형을 구성한다. 따라서 파자구는 일종의 변형된 동결구문으로 볼 수
있다. 파자구 동결식은 또다시 여러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뉘지만 중국어에 국한된
특수한 형식이므로 대표적인 몇 유형만을 소개한다.
(
45) ㄱ.他

把

花瓶

打

了。

破

그 (pre.) 화병 때리다 부서지다 (완료)
‘그는 화병을 때려 부수었다.’
ㄴ.这

堆

衣服

이 무더기

옷

把

我

洗

了。

累

(pre.) 나 빨다 피곤하다 (완료)

‘이 옷들을 빠느라 나는 피곤했다’
ㄷ.他

把

孩子

走

了。

掉

그 (pre.) 아이 걷다 떨어지다 (완료)
‘그는 걷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ㄹ.(
教）这 孩子（英语） 把

我

教

烦

了。

이 아이 (영어) (pre.) 나 가르치다 힘들다. (완료)
‘나는 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느라 지쳤다’
ㅁ. （跑）贷款

把

爸爸

跑

烦

了。

대출 (pre.) 아버지 달리다 힘들다 (완료)
‘아버지는 대출 받으러 쫒아 다니느라 힘드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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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字句(파자구) 동결식’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사역사건을 구성하는데 위
(45ㄱ)-(45ㄷ)은 사역원인주인 주어가 체언성을 띠는 경우이며 (45ㄹ)-(45ㅁ)은
사건성을 띠는 사역원인주가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이 중 (45ㄱ)은 행위주 주어와
피동주 목적어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45ㄴ)은 피동주가 주어로, 행위주
가 목적어로 나타난다. (45ㄷ)의 주어 ‘他’는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태에서 손실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으며, (45ㄹ)의 주어는 ‘敎(가르치다)’ 라는 행위의 수여자가
된다. (45ㅁ)의 주어 ‘(跑)贷款’은 동사 ‘跑’의 목적이 된다. 한편 위 예들에서 결과
술어는 공통적으로 목적어를 서술하고 있으나 동사와 목적어간 관계는 같지 않다.
(45ㄱ)에서는 ‘花甁’이 동사 ‘打’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된 목적어이지만 그 외 나머
지의 경우는 ‘洗-我,走-孩子,敎-我,跑-爸爸’의 쌍에서 모두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
화 되지 않는 목적어들이다.
네 번째 유형인 ‘SVRO1O2’형은 동결식에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가 모두 쓰인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아래
(46)과 같이 ‘教+会+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의 구성으로만 쓰인다.

(
46) 李老师

教

会

이선생님 가르치다 알다

了

我 音标。

(완료) 나 음표

‘이 선생님은 나에게 음표를 가르쳐 알게 해 주셨다’

다섯 번째, ‘SOVR’ 형식은 중국어의 일반적 어순인 ‘SVO’에서 벗어나는 경우인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47) ㄱ. 你 酒

喝

多 了。

너 술 마시다 많다 (완료)
‘너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ㄴ. 你 书

买

贵

了。

너 책 사다 비싸다 (완료)
‘너는 책을 너무 비싸게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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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47ㄱ)은 표면적으로 위 (41)의 예문, 즉 SVR형 평가성 동결식 “酒喝多了”에
목적어 O가 추가된 형태로 보인다. 한편, 罗思明(
2010:224)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평가성 동결식 두 개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47ㄴ)을 아래와 같은 구
조로 본다는 것이다. 이때 ‘평가성 동결식1’과 ‘평가성 동결식2’는 동일한 사건 중의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각각 다른 각도에서 평가한 것이라야 한다. 이처럼 ‘SOVR’ 형
식으로 썼을 때 그 효과는 목적어 O가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8) <SVR형 평가성동결식1>+<SVR형 평가성동결식2>=<SOVR형 평가성동결식>
你买贵了

+

너 너무 비싸게 샀다

书买贵了

+ 책 너무 비싸게 샀다

=

你书买贵了

= 너 책 너무 비싸게 샀다

다음, 여섯 번째 유형으로 ‘SVOR’형을 들 수 있다.

(
49) ㄱ.张三

장삼

打

李四

때리다

直流血

이사

계속 피나다

‘장삼이 이사를 때려 계속 피가 났다’
ㄴ. 你

要

再

不

好好 学习，

너 (조동사) 다시 (부정소) 잘

공부하다,

看

不

你 爸爸

捶

你

扁。

보다 너 아버지 두드리다 너 (부정소) 납작하다
‘너 또다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네 아빠가 흠씬 두들겨 줄 테니 두고 봐’

‘SVOR’형은 영어에서는 결과구문의 기본 형식이 되지만, 현대중국어에서는 결과구
문으로서 무표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SVOR’형 결과구문은 실제의 언어생활
중 주로 (49ㄴ)과 같이 상대방을 견책, 압박하는 문맥에서 부정형으로 쓰인다.43)
그러나 중국어의 사동문이 ‘SVOR’ 어순을 취하고 있고44), 결과구문은 사동구문에
43) 같은 문맥의 다른 예로 “你看我打你不死!” (어디 봐, 내가 너를 때려죽이나 안 죽이나!)와 같은 것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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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때 ‘SVOR’ 유형은 중국어 결과구문의 바탕이 되는 형식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王寅(2009)에서는 ‘SVOR’ 형식을 중국어 결
과구문의 원형으로 보았으며, 이 원형적 구문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이 각각 비전형적
인 요소로 대체되면서 중국어 결과구문의 다양한 형식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일곱 번째 유형으로 ‘SV1OV2R’ 형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래 예문에서 보듯 동사
를 복사(copy)하여 각각 목적어와 보어 앞에 한 번씩 쓰는 형식으로서 ‘拷贝(copy)
句式’(동사복사구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50) ㄱ.我 吃

肉

吃

了。

腻

나 먹다 고기 먹다 질리다 (완료)
‘나는 고기를 질리도록 먹었다’
ㄴ.我 喝

酒

喝

多

了。

나 마시다 술 마시다 많다 (완료)
‘나는 술을 많이 마셨다’

‘SV1OV2R’ 구문은 ‘SV1O’와 ‘SV2R’의 두 서술이 하나로 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50ㄱ)의 경우, ‘我吃肉(나는 고기를 먹었다)’ + ‘我吃腻了(나는 질리
도록 먹었다)’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동일한 사태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그 의미를 부각시킨다. 즉, 전자는 ‘행위’를 드러나게 한다면
후자는 ‘결과’를 부각시킨다. 이 둘을 합쳐놓은 ‘SV1OV2R’ 형식은 사태의 구조를 명
백하게 해 주므로 청자의 이해에 드는 노력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알려
져 있다. 이 역시 현대중국어의 매우 특수한 통사 형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유형인 ‘SV1O1V2RO2’는 다시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44) 중국어 사동문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 这 件
事 使
我 很
着急.
이 (양사) 일 (pre.) 나 매우 마음 졸이다
（이 일이 나로 하여금 무척 마음 졸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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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ㄱ. 我

写

信

写

落

了

一

个

字。

나 쓰다 편지 쓰다 빠뜨리다 (완료) 하나 (양사) 글자
‘나는 편지 쓰면서 글자 하나를 빠뜨렸다.’
ㄴ.我

写

字

写

落

了

一

个。

나 쓰다 글자 쓰다 빠뜨리다 (완료) 하나 (양사)
‘나는 글자 쓰면서 하나를 빠뜨렸다’
ㄷ.我

吃

核桃

吃

坏

了

一

颗

牙。

나 먹다 호두 먹다 망치다 (완료) 하나 (양사) 이빨
‘나는 호두를 먹다가 이빨 하나가 망가졌다’

‘SV1O1V2RO2’ 유형은 앞서 살펴본 ‘SV1OV2R’형에 목적어 하나가 더 추가된 꼴
로, 역시 ‘拷贝(copy)句式’(동사복사구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역시
두 가지의 서술이 합쳐져 있고, 그 구조는 “SV1O1 + SV2RO2”라고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위 (51ㄷ)의 원래 구조는 “我吃核桃 + 我吃坏了一颗牙” 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사태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그 의미를 부각
시킨다는 점은 ‘SV1OV2R’형과 동일하다. 위 (51ㄱ), (51ㄴ)과 (51ㄷ)의 다른 점은
(51ㄱ), (51ㄴ)의 경우 ‘O1’과 ‘O2’가 모두 문장의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는 목
적어인 반면, (51ㄷ)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또, (51ㄱ), (51ㄷ)의 ‘O2’가 ‘수사
+양사+명사’의 구조인 데 반하여 (51ㄴ)의 ‘O2’는 ‘수사+양사’로 되어 있다는 점에
서 구분된다. 후자의 구조는 ‘O2’가 ‘O1’의 부분집합일 때만 가능하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중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 중에는 원형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도 있다. 그 중 王寅(2009)에서는 ‘SVOR’ 형식을 중국어
결과구문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어 결과구문이 ‘SVOR’ 형식의 사
동구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행위주→ 동작→ 피동주 →결과’ 의
어순이 사건 전개의 과정 및 그것의 인지적 개념화 과정을 도상적으로 반영하고 있
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 연구에서는 ‘SVOR’의 원형적 구문을 이루는 전형적 구성요
소들을 다음 (52)과 같이 제시한다. 또, 이들 전형적인 구성요소들이 각각 어떠한
변이형으로 대체되느냐에 따라 중국어 결과구문의 다양한 형식을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원형은 다양한 요구와 원인에 따라 주변적 형식으로 확장되고 원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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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변부가 어우러져 결과 범주를 형성한다고 보는데 이 때 확장은 원형구문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별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원형을 이루는 각 요소의
특징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52)

중국어의 원형적 결과구문과 원형적 구성요소
Ｓ

Ｖ

Ｏ

张三

打

李四

直流血

대상

결과

(피동주)

(동사)

행위주

타동성 동작

(생명체)

(타동사)

Ｒ

즉, 중국어 결과구문의 원형적 주어는 유생성 행위주이지만 무생성 주어나 비행위
주 주어로 대체될 수 있다. 동사의 경우는 타동성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가 전형적
이지만 자동사가 올 수도 있다. 또 목적어로는 동사의 피동주인 대상 목적어가 전형
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동사의 직접 피동주가 아닌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45) 생
략될 수도 있다.
한편, 동사가 목적어와 나란히 연결되는 원형과 달리 보어와 먼저 연결되는
‘SVRO’ 형 및 개사 ‘把’를 이용하여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어낸 ‘S把OVR’형, 그리
고 동사를 복사하여 목적어와 보어 앞에 한 번씩 쓰는 ‘拷贝句式’(동사복사구문) 역
시 이러한 변이로 설명될 수 있다.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 R로는 동사가 오는 것이
원형적이지만 이는 형용사로 대체될 수 있다. 또 보어(R)로 쓰이는 동사와 형용사
는 연합식, 중첩식, 주술식 등 어떤 형식이 와도 좋다.
의미지향의 측면에서 결과요소 R을 살펴보면, R은 동사 뒤의 참여자, 즉 목적어
를 서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아래 (53)와 같이 주어를 서술할 수도 있으
며, (54)과 같이 둘 다로 볼 수 있거나, 심지어 (55)과 같이 문장 밖의 요소에 관계
된 경우도 있다.

45) 이처럼 구문의 주동사가 자동사일 때 통사상의 목적어 O는 동사가 아닌 보어성분 R과 의미상 직접
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이는 영어의 ‘비능격 자동사 ECM 결과구문’ 형식과 평행함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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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어 서술
她

洗

衣服 洗

그녀 씻다 옷

得

滿

头

大

汗。

씻다 (보어표지) 가득하다 머리 크다 땀

‘그녀는 온 얼굴이 땀투성이가 되도록 빨래를 했다’
(54) 목적어 또는 주어 서술
ㄱ.李四 骑

累

马。

了

이사 타다 피곤하다 (완료)

말

‘이사는 말을 너무 타서 지쳤다’
ㄴ 李四 骑 累了 马。

‘이사가 너무 타서 말이 지쳤다’
(55) 문외 환경 서술
ㄱ.她

洗

衣服 洗

그녀 씻다 옷

得

太阳 都

下

山 了。

씻다 (구조조사) 태양 다 내리다 산 (완료)

‘그녀는 해가 넘어가도록 빨래를 (오래) 했다.’
ㄴ.她

讲

故事

讲

得

我

都

睡着

了。

그녀 말하다 이야기 말하다 (구조조사) 나 이미 잠들다 (완료)
‘그녀는 내가 잠이 들도록 이야기를 (길게) 했다.’

이상에서 중국어 결과구문의 유형 및 특징을 구성 요소간 배열 및 의미관계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원형이론적 관점에서도 간략히 개관해 보았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대중국어의 결과구문은 영어에 비하여 그 통사적 형식이 상당히 다
양하며 영어 결과구문 유형을 모두 포함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중국어 결과구문 중
에는 영어 결과구문의 중요한 제약인 직접목적어 제약(DOR)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어에 나타난 결과 상태를 서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문외 환경에 대
해 서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결과술어 형용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미가 아
닌 화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며, 나아가 예상에서 어긋나는 결
과를 표시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다시 말해, 중국어 결과구문의 범위와 유형은 영
어에 비하여 통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더 넓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 결과구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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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6장에서 자세히 다시 다루기로 한다.

2.3.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범위 구획
위 2.1.1에서 살펴보았듯이 결과구문은 통사·의미적으로 매우 특수한 구조를 가진
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결과구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조
건과 제약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결과구문에 대한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연구들이
영문법 쪽에서 이루어졌기에 다른 개별언어에서의 결과구문 연구는 영문법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즉, 각 개별 언어에 영어 결과구문과 평행
한 결과 표현이 있는가를 찾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어에서도 Wechsler &
Noh (2000)와 같은 연구들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들 연구는 영어 결과구문에
상응하는 한국어 결과구문 형식을 제시하고 영어와 대비하여 한국어 결과구문이 가
지는 통사적·의미적 특징 및 제약을 밝히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결과구문에 대한 정의 자체가 영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가를 기준으로 다른 언어의 결과구문을 판정하는 것은 무
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결과구문에 대한 교차언어적 연구들에 의하면 언어
마다 결과를 부호화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이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어
나 덴마크어 등 게르만계 언어에서는 대체로 영어와 같은 결과구문이 성립되지만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로만스어 계열에는 이와 동일한 구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한다. 또한 개별 언어 특정적인 양상들도 밝혀지고 있는데, Wechsler &
Noh(2000)에서는 한국어에 ECM 결과구문이 없음을 밝힌 반면, Williams(2008)에
서는 중국어에는 ECM 결과구문이 영어보다 더 많을 뿐 아니라 주어 지향 타동사
결과구문도 훨씬 폭넓게 수용되므로 영어와 같이 DOR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
였다. 따라서 영어 결과구문의 특징(특히 통사적 특징)을 기준으로 타 언어에서의
결과구문을 판별하고 획정 짓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우선 이 글에서 말하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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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한국어 결과구문의 개념
지금까지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게 V’형식이다(금속을
평평하게 두드리다, 책상을 깨끗하게 닦다). 형용사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
합하여 만들어진 ‘A게’형 부사어는 분명 한국어에서 상태변화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형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통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여러 이견이
있어 왔다. 즉, 부사어의 꼴을 취하고 있지만 2차 서술어이며 보충어라고 보는 견해
가 있고, 2차 서술어지만 부가어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2차서술어 자체가 아니
라는 견해가 있다. 이들을 2차 서술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미상의 주어와 함께
‘소절’(small clause)를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과 한국어의 특성상 소절 구성은 성립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또, 이들 ‘A게’ 부사어는 표면상 주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pro 주어가 있는 ‘절’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대우법 선어말어미 ‘시’를 붙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통사적 지위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 외
결과표시 요소가 ‘주어+술어’ 구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부사절로 볼 것인가 접
속절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는 목이 쉬게 울었다”와 같은 경
우에 대하여 영어의 ECM 비능격 자동사 결과구문(He cried himself hoarse)과 평
행한 한국어 결과구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게’ 부사형이 영어나 중국어 결과구문의 결과표시 요소들처럼 통사적으로 뚜렷한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통사적 기준으로 한국어 결과구문을
획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영어 결과구문을 정의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알려
져 온 제약들 중 영어 내부에서조차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예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결과를 나타내는 2차 술어는 반드시 문장의 목적어에 대한 서술이어야
한다는 직접목적어 제약(DOR)은 다음 (56),(57)과 같은 예문에서 부정된다. 밑줄
로 표시된 결과표시 전치사구가 의미적으로 목적어(the star, mazurkars)가 아닌 주
어(the wise man, John)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Goldberg & Jackendoff
(2004)에서 지적하듯이 영어 결과구문은 상적으로 telic하다는 믿음도 다음 (58)(59)와 같은 경우 지켜지지 않는다. (58)은 결과술어 부분이 비교급으로 쓰여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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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59) 역시 ‘for hours’와 함께 쓰여 모순되지 않으
므로 완성(accomplish)의 상황유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60)의 경우 동작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56) The wise men followed the star out of Bethlehem.
(57) John danced mazurkars across the room.
(58) For hours, Bill hammered the metal ever flatter.
(59) Bill floated down the river (for hours).
(60) The road zigzagged down the hill.

한편,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 중에는 한국어의 특성상 영어 결과
구문의 통사적·의미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켜 결과구문을 판별할 수 없음을 말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오충연(2010)에서는 “결과구문의 기본적인 개념,
즉 원인에 해당하는 술어에 대하여 결과에 해당하는 서술이 공존하는 구문으로서
결과술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전제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통사․의미론적 성격에 대해
서는 개별언어적인 특성으로 다루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황주원(2011)에
서는 “한국어 결과구문은 영어 결과구문과 달리 통사 구성 자체로 결과구문을 구성
하지 못하고 1차 서술어와 2차 서술어의 밀접한 의미 관계를 제약 조건으로 하여
결과구문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어 결과구문 분석을 의미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 라고 쓰고 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또한 우리는 결과구문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각각 구분되는 원인사건과 결과사
건을 개념적으로 융합하여 이를 단문 구조 안에 언어적으로 반영한 형식이라는 데
있다고 본다. 여러 언어에서 이처럼 접속절이 아닌 단문의 구조 안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형식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다른 세부적인 차이를 덮을 만큼 중요
한 통사적 공통점인 동시에 인간 인지의 보편적 경향을 말해주는 현상이라고 할 것
이다. 이 글에서 우리가 결과구문을 정의하는 관점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
영어의 결과구문은 주동사가 가지는 의미로부터 2차술어가 나타내는 결과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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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사가 표시하는 의미와 해당 구문이 표시하는 의
미의 합보다 실제 문장 의미의 총합이 더 크다고 말해진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의미
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어 ‘-게+V’구문의 경우는 동사의 의미로
부터 결과술어의 의미가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어 결과구문
과 같은 정도의 뚜렷한 구문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와
시오 류이치(1997)에서는 한국어에는 ‘弱결과구문(Weak Resultative)’과 ‘의사결과
구문(Spurious Resultative)’만이 있을 뿐, 영어에서와 같은 ‘强결과구문(Strong
Resultative)’은 없다고 한 바 있다.46)
박소영의 일련의 연구들(2001,2002,2003) 역시 ‘A게 V’에서 결과 ‘A’의 내용은
주동사 V에서 거의 추측된다고 하였다. 또 한국어의 경우 결과구문에 쓰이는 동사
들이 거의 상태변화를 함의하는 부류들이므로 결과구문에 의해 동사의 상적 특성이
극적으로 바뀌는 일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에서 결
과를 나타내는 형식을 적극적으로 ‘구문(construction)’이라고 주장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른바 구문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눈에 띌 만큼 그 의
미와 구조가 특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7) 또한, 한국어의 모든 결과표시 형식들이
의미상 지극히 합성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철사를 둥글게 구부렸다’라는 문장에서 ‘구부리다’라는 동사
가 대상의 물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철사가 ‘둥글게’ 되는 따
위의 결과를 낳을 것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문장이 가지는 의미가 완전
히 합성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는 아들이 합격하게 열심
히 기도했다’라는 문장에서 유감스럽게도 ‘합격하게’가 결과로 읽히지 않는다는 사실
46) 와시오 류이치(1997)에 대해서는 1.3.의 내용을 참조할 것.
47) Bybee(2001:173)에서는 구문(construc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용기반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Constructions are frequently used sequences of morphemes or words that bear a
particular semantic or functional relation to one another when used together – a relation
that they do not necessarily have outside that construction. Constructions have different
degrees of conventionalization, as they come to be established in a language through
repeated use”
“구문이란 함께 쓰였을 때 특정한 의미 또는 기능 관계를 갖게 되는 형태소 및 단어의 연속체가 빈번
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의미 기능 관계가 꼭 그 구문의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문들의 관습화 정도는 구문마다 다르며 언어 안에서 반복 사용을 통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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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비할 때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즉, ‘X게+V’구문에서 ‘X게’ 자체는 확정된 결
과를 표시하지 않으며 다만 결과로의 방향성을 나타낼 뿐이다. 이는 ‘-게’ 의 성격
과 관련되는데, 원래 사동사(하다, 만들다, 시키다)와 함께 장형사동 구문을 구성하
는 것이 원형적 기능인 ‘-게’는 결과를 유도할 뿐 그것의 실현을 담보하지는 않는
다. 따라서 결과로 확정될지 아닐지는 동사가 표시하는 의미와 구문이 나타내는 의
미 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X게+V’구문이
결과를 표시할 때 문장의 동사로부터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 문
장의 의미가 온전히 합성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철사를
구부렸다’는 행위가 ‘아버지가 철사를 둥글게 만들었다’라는 결과를 낳는 수단·방편
이 된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장의 내부는 온전히 투명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영어 결과구문의 경우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에 영향
을 끼쳐야 하는데, 이를 Simpson(1983:146)에서 ‘필수적 영향 제약(necessary
effect constraint)’이라고 한 바 있다. 이때 영향이라 함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영
향을 뜻하는 것이며 대상 전체에 빠짐없이 적용되는 영향이라야 한다. 따라서 대상
에 일어난 변화가 추상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그 영향이 대상 전체에 골고루 미치지
않는 경우, 영어에서는 전형적인 형용사 결과구문으로 쓸 수 없다. 이때는 “Alice
painted her room beautifully”의 예에서 보듯이 결과의 2차서술어에 형용사가 올
수 없고 부사형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는 Simpson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언어 특
정적인(language-particular) 의미 제약으로서 이를 한국어 결과구문에 적용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AP게+V’, ‘NP로+V’, ‘V1어V2’ 등을 한국어
결과구문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희는 철수를 믿음직하
게 생각한다”, “영희는 철수를 그냥 친구로 본다”, “영희는 철수의 말을 알아들었
다”48)와 같은 경우, 동사가 대상에게 끼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가시적인 영향이 드러나는 경우(영희는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다)와 마찬가지로 결
48) ‘V1어V2’ 형식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V2’이다. 실세계의 시간의 흐름을 도상적
(iconic)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사 연결 구성에서 원인보다 결과가 뒤에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알아 듣다, 알아 보다, 여겨 듣다, 여겨 알다, 달아 매다’ 등 일부 예는 결
과가 전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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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구문 형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한국어의 실제가 이러한데 굳이 이들을 분리하여
대상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부류만을 결과구문이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여러 사항들을 종합할 때, 한국어에서 ‘원인(선행행위)-결과’ 복
합사건을 단문으로 표시하는 형식은 이른바 영어 결과구문과 많은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를 나타내는 제2술어의 통사적 지위가 확실하지 않다
둘째, ECM 결과구문이 없다. 즉, 거짓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가 없다.
셋째, 직접목적어 제약(DOR)을 받지 않는다. 즉, 결과술어는 문장의 목적어 외에
다른 성분을 서술할 수도 있다.
넷째, 결과구문이 나타내는 결과가 취소될 수도 있다.
다섯째, 결과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등급성과 척도 개방성에 따른 제약이 없다.
여섯째, 동사의 의미에서 대체로 결과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동사가 대상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가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영어 결과구문과 한국어의 결과 표시 형식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물
론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영어의 제약을 만족시키는 예들에 한정하여 결과구문
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곱 번째 차이의 경우, 동사
의 영향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한 후 한국어 결과구
문을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이 영어 결과구문이 가지는 특성과
제약에 기대어 한국어 결과구문을 정의·구획·판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어의 실질을
놓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의미 범주를 표시하는 특정한 형식이 복수의 언
어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할지라도 어디서 어디까지를 같은 범주로 보아 동일 형
식으로 나타낼지는 개별 언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을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이후의 논의
를 전개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 ‘결과’의 의미를 표시하는 형식으로서 고빈도로 사용되고 그리하여
관습화된 단문 구조의 단어 연쇄로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공존하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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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조 구문”

위의 정의는 통사보다는 의미적인 특징에 보다 주목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또,
특정 의미가 특정 형식을 통해 고빈도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보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Bybee(2001, 2006)49), Goldberg(1995, 2006)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문(construction)의 개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통사적으로
는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단문의 범위 안에 통합되어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삼
되, 결과표시 요소의 통사적 자격이 결과구문 판정의 관건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결과구문을 고찰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
적 시각에서의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영어 결과구문을 구문문법적 시각에서 분석하
고 있는 Goldberg & Jackendoff (2004:538)에서는 결과구문에 대한 구문문법적 접
근의 요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결과구문 문장에는 두 가지의 하위사
건(subevent)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문장의 주동사에 의해 결정되는 동사사건
(verbal subevent)이고 다른 하나는 구문에 의해 결정되는 구문사건(constructional
subevent)이다. 그런데, 전체 결과구문 문장은 이들 두 하위사건의 단순 합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Willy watered the plants flat”이라는 문장은 단순
히 Willy가 행한 두 가지 일, 즉 “Willy watered the plants”와 “Willy made the
plants flat”을 합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49) Bybee(2001)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위 각주 (47)을 참조할 것. 한편, Bybee(2006)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From a grammarian’s point of view, constructions are identifiable because they are
groupings of words that have idiosyncratic behavior at some level: they might be formally
special, but more often they take on an unpredictable meaning or pragmatic effect
(Fillmore, Kay, and O’Connor 1988; Goldberg 1995). From the broader perspective of
usage-based theory, however, constructions can be viewed as processing units or chunks
—sequences of words (or morphemes) that have been used often enough to be accessed
together. This would mean that word sequences that are often used are constructions
even if they do not have idiosyncrasies of meaning or form (Bybee 2006; Goldberg 2006a)
“문법론자들의 관점에서는 구문이란 어느 정도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단어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구문은 형식적으로 독특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측되지 않는 의미나
화용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사용기반 이론의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구문이란 처리 단위 혹
은 청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 덩어리로 접근되기에 충분할 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 혹은 형
태소들의 연쇄를 말한다. 이는 의미와 형태에서 특이성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 사용되는 단
어 연쇄라면 구문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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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y made the plants flat by watering them”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이때 동사사
건은 구문사건을 발생시키는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동사는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
는 의미를 지닌 채 구문의 틀 속에 들어가고, 구문은 그 자체로 ‘결과’의 의미를 발
생시키는데, 이 두 의미가 연관 관계 속으로 통합됨으로써 전체 문장의 의미가 도출
된다는 것이다.
또한, Goldberg(1995)에서는 이른바 기본문이라고 불리는 단문의 논항구조구문들
이 상속관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논항구조구문의 내부 구성원들은
다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이 글의 기본
생각과 부합되는데, 우리는 한국어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형식들이 내적으로 연관되
어 있다고 생각하며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고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형식을 결과구문으로 인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한국어에서 ‘결과’의 의미를 부호화하는 형
식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각기 어떤 차별적인 의미·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전체
를 완전하게 구성하는데 기여하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
이에 우리는 위에서 제시한 바 있는 구문문법의 관점을 받아들여 상태변화의 결
과뿐만 아니라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역시 고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만일
그 밖에 또 다른 종류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표시된다면 그 역시 논의의 대상에 포
함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이동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가 아니므로 모든 위치변화 표시 형식을 다루지는 않고 상태변화와 밀접하게 연
관된 이동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아래에서 한국어의 결과구문을 고찰함에 있어 종종 영어 및 중국어
의 결과구문과 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한국어 결과구문은 그 자체로 충족적인 개념
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결과의 의미와 이를 표시하는 형태가 독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구문 범주가 보다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타 언
어와의 비교 고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러한 비교 고찰을 통하여 한
국어 내부만을 들여다보아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66-

2.3.2. 한국어 결과구문의 유형
한국어의 결과구문에 대해서는 비록 양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연구가 이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게+V’구문 외에 한국어의 결과구문 유
형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몇 연구들에서 특정한 형식을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볼 것을 제안한 예가 있다.
우선, 국어의 2차 서술어 구문에 대한 연구인 양정석(2002a: 39-48)에서는 ‘게’ 외에 ‘로’를 가진 조사구(후치사구)도 결과술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며 “어머
니가 고추를 고운 가루로 빻았다”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비록 결과
구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판정구문’이라는 이름하에 “철수는 영호를 천재로
생각한다”의 ‘천재로’ 역시 2차 술어가 될 수 있음을 말한 바 있다.50) 또, 오충연
(2010)에서는 결과가 전치하는 ‘-게+V’형식 외에, 결과가 후치하는 ‘영희가 걸려
넘어졌다’ ‘철수가 도서관에 와 있다’와 같은 ‘V1어 V2’ 형식도 한국어의 결과구문
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51) 한편, 황주원(2011)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결과
구문으로 제시된 바 있는 형식들을 모아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그 적격성을 검토하
였다. 이때 통사가 아닌 의미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 ‘-게+V’, ‘-도
록+V’, ‘-이/히+V’, ‘-로+V’, ‘V1어 V2’ 등의 형식을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볼
수 있다 하며 가장 다양한 형식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결과구문으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 형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검토할 것이다. 또한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및 인식의 변화52)
50) 양정석(2002a)에서는 “-게 만들다”의 장형사동 형식도 결과구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만들다, 하다, 시키다’ 와 같은 동사의 경우 그 어휘의미 자체가 결과구문의 의미 구조에 상응하며
결과에 대가 되는 원인 행위를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게 만들다/하다/시키다’ 등을 결과구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51) 이때 원인성분과 결과성분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이 서술어임을 말하기 위하여 각각 ‘Pr게
Pc’와 ‘Pc어 Pr’로 표시하였다. (P=Predicate, c=cause, r=result)
52)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는 ‘그를 유능하게 생각하다’ ‘그를 천재로 여기다’ ‘그의 말을 알아 듣
다’ 등의 표현이 포함된다. 인식의 변화는 크게 보아 상태 변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객관세계의 변화
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념화자의 인식 속에서 대상에게 발생하는 상태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하여 <세종 전자사전-용언사전>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의 ‘NP로’에 결과상태역(Final State)
을 부과하고 있다.
ex) ·철수는 영수를 안내자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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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존재적 변화53)를 나타내는 경우도 결과구문의 범위 안에서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결과구문의 본령은 역시 상태변화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한국어 결
과구문의 주요 유형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태변화를 전담하여 나타내거나, 혹은 상
태변화 및 위치변화의 결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형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형식으로는 ‘AP게 V’, ‘NP로 V’, ‘V1어 V2’
등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결과표시 요소의 문법범주에 따라 분화되는데, 이 글
에서는 결과표시 요소가 형용사성일 때 그 대표형을 ‘AP게 V’로 보고, 결과표시 요
소가 명사성이거나 동사성일 때는 각각 ‘NP로 V’와 ‘V1어 V2’를 대표형으로 삼는
다. 그 외에 결과의 의미를 일부 표시하기는 하나 이들만큼 전형적이지는 않은 형식
들에 대해서는 결과 구문 범주를 형성하는 주변적 요소들로 보고자 한다. 우선, 각
대표형 별로 그것이 표시하는 의미와 전형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1) ‘AP게 V’형
ㄱ. 아버지가 철사를 둥그렇게 구부리셨다.

(상태변화)

ㄴ. 세탁 후 스웨터가 아주 작게 줄어 버렸다.

(상태변화)

(62) ‘NP로 V’형
ㄱ.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급히 상해로 날아갔다.

(위치변화)

ㄴ. 그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위치변화)

ㄷ. 불과 30년 전의 미나리꽝이 아파트촌으로 개발됐다.

(상태변화)

ㄹ. 다음 한국어 문장을 자연스런 중국어로 번역하시오.

(상태변화)

(63) ‘V1어 V2’형

·아버지는 다 큰 자식을 아직도 어린애로 여겼다.
·그는 현실을 무척 긍정적으로 본다.
53)존재적 변화란 새로운 개체의 생겨남(혹은 소실)에 관한 변화를 말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형식 중 이
른바 산출구문이 존재적 변화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태변화에
비하여 그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변화의 성격이 보다 근본적이어서 ‘변화’ 보다는 ‘산출(창조)’
로 여겨지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상태 변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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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저금통을 열자 동전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위치변화)

ㄴ. 어머니가 선반 위의 보따리를 끌어 내리셨다.

(위치변화)

ㄷ. 추위에 수도관이 얼어 터졌다.

(상태변화)

ㄹ. 화가 치민 그는 휴대폰을 밟아 부수었다.

(상태변화)

우선 (61)의 ‘AP게 V’ 구문은 한국어에서 상태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
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으며 영어의 결과구문과도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결과
표시 요소가 형용사이므로 결과 상태를 표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반면 위치변화의
결과를 표시하지는 못한다. (61ㄱ)과 (61ㄴ)은 각각 영어의 ‘타동사 통제(control)
결과구문’ 및 ‘비대격 자동사 통제 결과구문’과 대응된다. 한편, 결과표시 요소가 절
의 형식을 띠는 다음과 같은 예들은 영어의 ‘비능격 자동사 ECM 결과구문’과 비교
되며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64) ㄱ. 영희는 신발이 닳게 걸어 다녔다.

(상태변화-정도, 결과)

ㄴ. 그 말에 우리는 배꼽이 빠지게 웃었다. (상태변화-정도)

이러한 예들을 결과구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중반까지 주로 통사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초반의 연구들에서는 위
밑줄 친 부분을 보충어로 인정하는 쪽이었다면 근래에 올수록 보충어가 아닌 부가
어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결과표시 요소의 통사적 지위로 결과구문을 획
정하는 것은 한국어의 실질에 맞지 않다고 보고 위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새
로운 정의를 도입한 바 있다.
위 (64)의 밑줄 친 부분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정도를 표시하는 동시에 주어
에 대한 서술로서 접속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정의한 통사적 기준
을 만족시키며, 의미상 동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적
기준을 만족시킨다. 또한 이들은 관용어처럼 고정된 표현을 이루어 고빈도로 쓰이고
있다. 다만, 이들 표현이 과장의 어기를 띠면서 행위의 ‘정도’를 표시한다는 점은 언
급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결과표시의 외형을 빌리고 있지만 그 주된 목적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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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 결과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불가
능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법적인 표현에까지 엄밀한 결과
실현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64ㄴ)의 경우 ‘배꼽이 빠지는’ 결과가 실현
된 것으로 가정함에서 과장의 느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 예들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비록 형용사는 아니지
만 의미상 ‘고(高)정도성’을 띠면서 관용적으로 쓰이고, 밑줄 친 부분 전체가 동사의
논항(여기서는 주어)의 결과 상태를 표시한다고 보아 결과구문의 범위 안에 포함시
킨다. 다만, (61)의 예들만큼 전형적인 요소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편 어미 ‘-게’의 선행어가 동사이고 특히 절을 이끄는 경우, 아래 (65)와 같이
‘의도’ 혹은 ‘목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결과구문으로 보기 어렵다
는 입장을 취한다. 우선 (65)의 예들은 일반적으로 종속접속절로 생각된다. 부사절
과 종속접속절에 대한 국어학계의 논의는 매우 긴 이야기가 될 뿐 아니라 이미 널
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상세히 되풀이 하지는 않는다. 다만, ‘-게’가 이끄는 절
이 부사절인가 접속절인가 하는 것은 양분법적으로 일도양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라 ‘-게’와 결합하는 요소의 문법적 범주, 의미의 확장 여부, 선행절과 후행절 간
의미관계 등 변수에 따라 다양한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
도 (65)과 같이 어미 ‘-게’가 동사에 결합하는 경우는 선어말어미가 붙을 수 있는
등 정형절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61)와 같이 ‘-게’가 형용사에 붙는 경우는
물론 (64)와 같이 관용어적 절에 결합하는 경우에 비해서도 접속절의 성격이 강하
다고 볼 수 있다.

(65) ㄱ. 민호는 어머니가 주무시게 불을 껐다.
ㄴ. 민호는 밖이 잘 보이게 창문을 열었다.

(목적)
(목적)

한편, ‘목적’은 일종의 ‘실현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범주 사이
의 의미적 친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상(相)
적인 속성을 가지는 개념으로서 어떤 사태의 자연적인 전개가 도달하는 마지막의
단계를 뜻하는 것인 반면, ‘의도’와 ‘목적’은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행위에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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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체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65ㄱ)의 경우 민호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결과를 의도하고 불을 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리는 이처럼 시간적·상적 특성을 역행하는 예까지 결과구
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범주 설정의 의의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미 ‘-게’가 절에 통합된 경우를 결과구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견해로는
Yeo(2006), Son(2008), Park, M.-K.(2010) 등이 있다 (홍기선 2011:1146-1152
참조). 특히 Yeo(2006)는 몇 가지 이유54)를 제시하며 위 형식이 의미상 실현된 결
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문제 삼았고, Son(2008)에서도 결과보다는 ‘정도’
혹은 ‘목적’의 의미를 표시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홍기선
(2011)에서는 의미상 ‘목적’이나 ‘정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실현된 결과’와 ‘기대되
는 결과’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절로 이해하는 것이 ‘-게’를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식은 동일한 형태에 대하여 동일 기준의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이점이 있으나 그것을 결과구문의 범위 획정에까지 적용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결과 실현’을 기본(default) 해석으로 가지지 않는 형식
을 결과구문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 글에서는 (61)과 같은 경우를 ‘-게 V’형 결과구문의 대표형으로 삼
는다. ‘-게’가 절을 이끄는 경우에 대해서는 (64)와 같이 논항의 변화 상태를 서술
하면서 ‘정도’의 범주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결과구문의 주변형으로 보되, (65)와 같
이 동사의 논항과 주술관계를 맺지 않고 ‘목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구문 논의
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위에서 결과의 의미를 일부 표시하기는 하나 전형적이지 않은 형식들에 대
해서는 결과구문 범주의 주변적 구성원으로 보겠다고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도
록 V’ 형식을 들 수 있다. ‘-도록’은 경우에 따라 ‘-게’와 호환되어 쓰일 수 있다는
점55)에서 일찍부터 결과구문 논의에 등장하였다. 하지만 다음 예들에서 보듯 ‘–도
54) 첫째, DOR을 위배한다.
둘째, 비능격 동사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동사가 쓰인다.
셋째, ‘-게’를 ‘-도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넷째, 2차술어에 과장 표현을 허용하는 것도 이 형식이 실현된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55) 결과구문 형식과 관련하여 ‘-도록’이 ‘-게’와 교체 가능한 것은 주로 절 단위와 결합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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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결합형은 ‘도급(到及)’이나 ‘정도’, 혹은 ‘목적’으로 읽히는 경향이 강하여 결과범
주의 핵심적 구성요소라고 보기 어렵다.56)

(66) ㄱ. 그들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늦잠을 잤다.

(도급)

ㄴ. 민호는 팔이 뻐근하도록 글을 썼다.

(도급-정도)

ㄷ. 민호는 그녀를 죽도록 사랑했다.

(정도)

ㄹ. 민호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소염제를 먹었다. (목적)
ㅁ. 할머니는 머리를 *곱도록 빗으셨다.

(결과-상태)

‘-도록’은 원래 ‘도급(到及)’의 의미, 즉 선행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적 지점까지
후행 행위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어미였던 것이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어 ‘정도’ 혹
은 ‘목적’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57) 위 (66ㄴ)의 ‘팔이 뻐근하도록’이 ‘팔
이 뻐근할 정도로’와 ‘팔이 뻐근할 때까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에서 보듯이 ‘도
급’의 의미는 ‘정도’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정도’의 의미는 다시
‘결과’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66ㄴ)에서 ‘팔이 뻐근하다’는 것은 ‘글을 썼다’라는 행
위 끝에 민호에게 나타난 결과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록’은 (66
ㄹ)에서 보듯 전형적인 성질 형용사와 결합하지 못하므로 (61)과 같은 대표적인 상
태변화 표시 결과구문을 구성할 수 없다. 또 (66ㄹ)과 같이 일차적으로 ‘목적’의 의
미로 읽히는 경우, 우리는 비록 그것이 예상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결과 표시 구문으
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XP도록’이 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66
ㄴ)-(66ㄷ)과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정도 표시 기능에 힘입
어 결과범주와 일부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XP도록 V’는 결과구문
56) 윤평현(1988b, 2005)에서 ‘-도록’을 ‘-게’와 함께 결과관계 접속어미로 본 것은 실현된 결과만이 아
니라 ‘예상되는 결과’까지 결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동 연구에서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ex) · 물이 잘 빠지 {게, 도록} 철수가 하수구를 고쳤다.
· 배탈이 나지 않 {게, 도록} 날 것을 먹지 마라. (윤평현 2005: 358)
57) ‘-도록’은 최현배(1937) 이래로 ‘도급형(到及形, 미침꼴)’ 연결어미로 다루어져 왔는데, ‘도급’이란 후
행 사건이 계속되어 오다가 ‘-도록’이 나타내는 지점에까지 미침을 나타낸다. ‘-도록’이 가지는 의미
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해서는 “석주연(2006),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19, 한국어 의미학회.”를 참조하였다. 또, ‘-도록’이 가지는 ‘도급, 정도, 목적’ 등의 의미와
‘결과’ 의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오윤경· 신연수(2015), ‘-도록’의 의미-도급에서 온 목적, 『국어
학』 제74집, 국어학회, 267-302.”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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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한국어 결과구문의 전형적 형식이라 할 수
는 없다.58)
다음으로 살펴볼 대상은 형용사 어근에 부사화 형태소 ‘-이/히’가 붙은 ‘높이, 멀
리, 말끔히, 조용히’와 같은 예들인데, 이들이 아래와 같이 ‘A게’형과 동일하게 결과
를 표시하는 것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67) ㄱ. 영희가 책상을 깨끗이 닦았다.
ㄴ. 어머니가 창고를 말끔히 치웠다.
ㄷ. 영희가 옷을 빳빳이 다렸다.
ㄹ.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셨다.

‘-이’와 ‘-게’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이미 부사화소로 사용되어 왔다. 이 시기 ‘이’는 부사형 어미와 접미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분포 및 결합에 있어
그 세력이 훨씬 크고 생산적이었으나 역사적으로 점점 ‘-게’에 의해 그 사용 영역을
잠식당해 왔으며, 특히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이’가 가졌던 술어적 기능은 ‘게’로 대체되었다고 알려져 있다.59) 공시적으로 ‘-이’ 결합형들을 무엇으로 볼 것인
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견이 있어 왔으나60), 대체로 파생 부사로 보는 것에 합의
가 이루어진 듯하다. 즉 ‘-이’는 부사화 파생접사로, ‘-게’는 굴절어미로 보는 견해
가 일반적이다.61) ‘-이’ 를 파생접사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이’와 결합할 수 있
58) 견해에 따라 ‘-도록’ 결합형을 결과표시 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다. 박철우·김종명(2005) 및 이를 바
탕으로 한 <세종전자사전>에서는 일부 ‘-도록’ 결합형을 논항성 부사어로 보고 ‘결과상태 (Final
State)’ 의미역을 부과하고 있다. 해당 예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 ㄱ. 내가 철수를 수업에 빠지도록 꼬드겼다.
ㄴ. 기영이는 자기와 동생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주인에게 사정사정했다.
반면, ‘-도록’ 및 ‘-게’가 일차적으로 ‘목적’을 표시하는 경우, 결과 구문 논의에서 제외하는 견해들도
있다. Yeo(2006), Son(2008), Park, D.-W(2010) 등이 이에 속한다.
59) ‘-이’와 ‘-게’의 교체, 혹은 ‘-게’의 확장에 관한 통시적 연구로는 이광정(1983), 이승욱(1984), 박성
현(1989), 방영심(2008)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방영심(2008)을 참고하였다.
60) ‘-이’의 문법 범주에 대한 연구는 대략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최정은 2009:2-3 인용)
① ‘-이’를 파생접사로 보는 견해 : 허웅(1968,1975), 박동근(1998), 남기심(2001), 황화상(2006)
② ‘-이’를 부사형 어미로 보는 견해: 김영희(1976), 우순조(2001), 최웅환(2003)
③ ‘-이’를 통사적 접사로 보는 견해 :송철의(1992), 시정곤(1993)
④ ‘-이’를 부사형 어미와 파생 접사로 나누는 견해: 최현배(1961), 이양혜(2000), 이익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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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어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이’는 형용사와 결합할 뿐 동
작동사와는 결합하지 않으며, 형용사 중에서도 결합이 제한적인 부류들이 있다. 또,
‘-이’의 선행어기로는 ‘깨끗-, 조용-’과 같은 비자립적 어근이 올 수 있는 반면, ‘게’는 활용의 단위인 어간과 결합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서술 기능의 유무 혹은 많고 적음이 ‘A게’형과 ‘A이’형의 중요
한 차이로 지적된다. 즉, 전자는 부사어로서의 기능 외에 문장 안의 논항을 서술하
는 기능을 가지는 반면, 후자는 그러한 기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장영준(2000:133-161)에서는 제2서술어가 등장하는 각종 문장에서의 채택 양
상을 근거로 ‘A게’는 명사 논항을 필요로 하는 형용사 서술어인 반면, ‘A이’는 동사
를 수식하는 전형적인 부사임을 주장하였다.62) 이때 본고의 연구 대상인 결과 구문
역시 이러한 경우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68) ㄱ. *나는 그를 솔직히 생각한다.
ㄴ. 나는 그를 솔직하게 생각한다.
ㄷ. *존은 깡통을 납작히 눌렀다.
ㄹ. 존은 깡통을 납작하게 눌렀다.

이처럼 부사어로서의 기능 외에 동일절 내의 명사성 성분에 대한 서술 기능을 가
질 수 있다는 점이 ‘-이’형 부사에 대비하여 ‘-게’형 부사어가 가지는 차별적인 특
61) 최현배(1928), 홍종선(1990), 시정곤(1993, 1998)등이 이러한 견해를 보이는 연구들이다.
62) 장영준(2000)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아래에 옮겨 본다. 이들은 각각 판정적 서술어, 묘사적 서술어,
결과 서술어, 목적절 서술어, 사역절 서술어에 해당되는 2차 서술어로 ‘-게’형을 취하고 있다. 반면,
아래 예문에서 ‘-이’형은 이러한 서술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① ㄱ. *나는 그를 솔직히 생각한다.
ㄴ. 나는 그를 솔직하게 생각한다.
② ㄱ. *존이 물고기를 신선히 먹는다.
ㄴ. 존이 물고기를 신선하게 먹는다.
③ ㄱ. *존은 깡통을 납작히 눌렀다.
ㄴ. 존은 깡통을 납작하게 눌렀다.
④ ㄱ. *방이 시원히, 문을 열어놓아라.
ㄴ. 방이 시원하게, 문을 열어놓아라.
⑤ ㄱ. *두 기둥 사이의 거리를 멀리 하여라.
ㄴ. 두 기둥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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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라는 점이 국어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결합형과
‘-게’ 결합형이 모두 가능하지만 의미상으로 차이를 보이는 예들에서 보다 설득력
있게 증명된다.63)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69) ㄱ. 분명히 나는 글씨를 썼다.
ㄴ. 분명하게 나는 글씨를 썼다.
(70) ㄱ. 아버지께서는 철수를 똑똑히 보셨다.
ㄴ. 아버지께서는 철수를 똑똑하게 보셨다.
(71) ㄱ.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더욱 단단히 다져라.
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라.
(이상, 최정은 2009:43-47에서 인용)
(72) ㄱ. 시계가 5분 빨리 간다.
ㄴ. 시계가 5분 빠르게 간다.
(이상, 임홍빈 1976:43에서 인용)

위 (69)에서 (72)의 예들은 ‘-이’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사물
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반면에, ‘-게’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가시적인 사물이나 사건
을 나타냄으로써 [+/-대상성] 자질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임홍빈(1976)의 주장을
증명하는 예들로 제시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는 ‘-게’ 결합형과 ‘-이’ 결합형이 논
항 서술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위 예들은 각각 ‘-이’ 결합형인 ㄱ항과 ‘-게’ 결합형인 ㄴ항을 가지는데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읽힌다. 즉, (69ㄱ)은 ‘분명히 썼다’는 사실을, (69ㄴ)은 ‘글씨가 분명
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70ㄱ)에서 ‘똑똑히’는 단순히 ‘보셨다’라는 행위를 수식하
는 반면, (70ㄴ)의 내용은 ‘아버지의 인식 속에서 철수는 똑똑하다’의 뜻으로 해석
된다. (71ㄱ)의 ‘단단히’는 ‘다지는’ 행위를 확실하게 시행하라는 의미로, (71ㄴ)의
‘단단하게’는 ‘몸이 야무지고 튼튼하게’ 되도록 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같은 맥락에서
63) 형용사 중에는 ‘-이’ 와 ‘-게’ 중 어느 하나와만 결합할 수 있는 부류들이 있다. 위 논의에서는 이러
한 부류를 제외하고 ‘-이’와 ‘-게’ 양쪽 모두와 결합할 수 있는 예를 택하여 각각의 경우 의미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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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ㄱ)은 ‘(한 시간에) 5분 빨리 간다’라는 의미로, (72ㄴ)은 ‘시계가 5분 빠르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할 때, 결과적으로 전자의 시계는 두 시간 뒤 10분 빠를 것이고
후자의 시계는 여전히 5분 빠른 시각을 가리킬 것이다. 이상의 예로써 우리는 ‘-이’
가 서술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 전형적인 부사와 동일한 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이 V’형을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위 (67)의 예들에서 ‘A이’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비추어 ‘A게’와 다름없
는 서술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읽힌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일부 ‘A이’ 형이 결과서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 하더라도 그것
이 ‘A이’형 부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은 아니라는 사실을 중시한다. 즉, 적어도
문중의 동일한 위치에 쓰였을 때 위 (69)-(72)의 예들과 반대로 ‘A이’ 형이 ‘A게’
형보다 우선적으로 서술 기능을 하는 예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67)
과 같은 예들은 결과 표시의 기능을 인정하되 특정 어휘에 한정되는 예외적 경우로
보아 ‘A이 V’ 형식을 한국어 결과구문의 대표적 형식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NP에 V’ 형식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는
명사성 성분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대표형으로 ‘NP로 V’를 선정
한다 하였는데, 영어 전치사구 결과구문64)에 의미상 대응되는 한국어의 조사구 결
합형들 중 본고에서 유독 ‘NP로 V’형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태변화와 위치변
화를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격교체를 통하여 산출구문(결과목적어
구문)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한다.
‘NP에’가 문제되는 이유는 그것의 의미·기능이 ‘NP로’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
이다. 우선 이들은 공통적으로 ‘처소’를 나타낼 뿐 아니라 ‘원인’ ‘도구’ 등의 의미도
공통으로 가진다. 하지만 동시에 둘 사이에는 일정한 의미 차이가 감지되는데, 이러
한 점에 주목하여 두 형식을 비교·고찰한 연구가 다수에 이른다.65)
64) 영어 결과구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XP는 거의 형용사구 혹은 전치사구로 나타난다. 이때 전치사구
를 이끄는 전치사로는 ‘to, into’를 비롯하여 ‘over, across, off, out of’ 등이 다양하게 쓰인다.
65) 이러한 연구 중에는 이들 조사구와 서술어의 관계에 바탕하여 생겨나는 관계의미에 대한 연구와 조
사 자체가 가지는 내재의미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전자로는 김민수(1970), 박양규(1972), 안명철
(1982), 남기심(1993), 박정운(1999) 등을 들 수 있고, 후자로는 이승욱(1970), 임홍빈(1974), 홍윤표
(1978). 심재기(1981), 이기동(1981), 김흥수(1982), 이남순(1983나), 이광호(1984), 유동석(1984나),
정희정(1988), 권미경(1991), 이양혜(1992), 김원경(1999) 등을 들 수 있다. (이지수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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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과표시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주목하는 ‘NP에’의 기능은 그것이 ‘도착점’
을 표시한다는 데 있다. 사실 도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NP에 V’가 ‘NP로 V’
보다 더 확실하게 그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즉, ‘NP에 V’ 형식은 동사의 행위 끝
에 모처에 도달함을 나타내므로 본고에서 ‘결과’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위치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세종전자사
전>에서는 대부분의 ‘NP에’ 논항에 ‘도착점(Goal)’의 의미역을 부여하고 있다. 아래
에 몇몇 예를 보인다.

(73) ㄱ. 내 동생은 대학 입학시험을 보러 서울에 올라왔다.
ㄴ. 바닥에 짐을 내리고 잠시 쉬어라.
ㄷ. 나물들을 소쿠리에 그러담아 깨끗이 씻었다.
ㄹ. 저 스님은 불문에 귀의한 지 30년이나 되었다.
ㅁ. 현재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의 수가 거의 53%에 달한다.

위 (73ㄱ), (73ㄴ)의 예에서 보듯 ‘NP에’ 논항은 전형적인 이동 사건에 쓰여 구체
적인 도착점을 나타낼 뿐 아니라, (73ㄷ), (73ㄹ)과 같이 추상적 도달점으로 확장
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결과구문의 핵심적 기능은 여전
히 상태변화 표시에 있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상태변화를 전담하여 나타내거나 혹
은 상태변화 및 위치변화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형식에 한하여 결과구문의 한 유
형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NP에 V’는 상태변화의 결과를 표시할 수 있
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태변화를 표시하기는 하나 특정한 부류에 한정된다. 아
래의 예문은 <세종전자사전>에서 ‘NP에’ 논항에 결과상태역(FNS)을 부여하고 있
는 예들이다.

(74) ㄱ. 젊은 정치인들이 이번 정계 요직에 많이 기용되었다.
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훌륭한 인재들을 비서관에 등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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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그가 그런 직책에 발탁된 것은 모두 그의 아버지 덕택이다.
ㄹ. 왕은 그를 제후에 봉했다
ㅁ. 영수는 이번 선거에서 총학생 회장에 임명되었다.

위 예들에서 ‘NP에’는 공통적으로 이른바 ‘자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문장의 동사 역
시 ‘기용되다, 등용하다, 발탁되다, 봉하다, 임명되다’ 등 대상에 ‘직위, 직책, 품계,
신분’ 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NP에 V’ 형식에 쓰여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5) < ‘자격’의 ‘NP에’를 취하는 동사들>
기용되다,

기용하다,

나앉다,

등용되다,

등용하다,

발탁되다,

발탁하다,

보하다, 봉하다, 선발되다, 선발하다, 선임하다, 선임되다, 선출되다, 선출하다,
오르다, 올리다, 올라서다, 올라앉다, 옹립되다, 옹립하다, 임명되다, 임명하다,
임용되다, 임용하다, 재임명되다, 재임명하다, 재임용되다, 재임용하다, 재추대
되다, 재추대하다, 중용되다, 중용하다, 지명되다, 지명하다, 진급시키다, 진급
하다,

천거되다,

천거하다, 추대되다, 추대하다, 추천하다, 취임시키다, 캐스팅

되다, 캐스팅하다 등

그런데, ‘도달점’을 나타내는 위 (73)의 예들과 ‘자격’을 나타내는 (74)의 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R State]에서 [+R State]로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즉, ‘NP에 V’를 통해서 표시되는 결과는 결과 그 자체에 중점이 놓
일 뿐, 결과를 향한 변화의 방향성이나 과정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NP로
V’와 대비된다. ‘NP에 V’ 형식이 아래의 예들처럼 ‘변성’을 표시하지 못한다거나,
‘자격’ 중에서도 관계 및 지위의 변화를 전제하는 자격은 나타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6) ㄱ. 이 액체는 상온에서 쉽게 고체로 응고된다.

(변성)

ㄴ. *이 액체는 상온에서 쉽게 고체에 응고된다.
ㄷ. 사단장은 젊은 대령의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켰다. (지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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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사단장은 젊은 대령의 계급을 이등병에 강등시켰다
ㅁ. 그는 고아원의 아이 하나를 딸로 입양시켰다.

(관계의 변화)

ㅂ. *그는 고아원의 아이 하나를 딸에 입양시켰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NP에’가 표시하는 ‘도달점’ 혹은 ‘자격’은 동사의 행위 끝
에 그 결과로 도출된 변화가 아니라 동사의 행위 끝에 위치하게 된 지점(직위, 신
분)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부 제한적인 경우
에 ‘NP에’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기실은 공간적 도달점에
서 확장된 것일 뿐 변화를 전제하는 결과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NP에 V’
형식을 결과구문 범주의 한 구성원으로 보기는 하되, 그것을 한국어 결과구문의 대
표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NP1이 NP2가 V’ 형식에서 ‘NP2가’가 아래와 같이 결과상태를 나타
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보어’로서, 아래의 예들에서는
결과상태 의미역을 받는 논항으로 생각될 수 있다.

(77) ㄱ. 인호는 외교관이 되었다.
ㄴ. 왕자는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되었다.
ㄷ. 이 분은 저에게 당숙이 되십니다.
ㄹ.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이때 문장의 동사는 거의 ‘되다’에 한정되며 그 외 다른 동사가 있다 하더라
도 극소수에 그친다. 문제는 ‘NP1이 NP2가 되다’ 구문의 경우, 결과와 대를 이루는
‘원인행위(선행행위)’를 적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NP1 becomes NP2 by
V-ing” 의 의미틀로 풀이할 수 없는데, 이는 ‘되다’ 동사 자체가 이와 같은 구문의
의미구조를 어휘 의미로서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형식을 한국어 결과
구문의 범위 안에서 다루지 않을 것인데, 이는 ‘-게 하다/만들다/시키다’와 같은 사
동 보조동사 구문을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
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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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 2-4] 한국어 결과구문의 유형
결과표시부의 문법범주
형용사성

대표형 결과구문
‘AP게 V’

주변형 결과구문
‘AP이 V’
‘NP에 V’

명사성

‘NP로 V’

‘NP에게 V’
‘NP까지 V’ 등

동사성

‘V1어 V2’

‘VP도록 V’(정도 표시)

이상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의 범위 안에서 다룰 형식과 그렇지 않은 형식을 정리
하였고 다시 대표적 유형과 주변적 유형을 본고의 논점에 따라 설정하였다. 이에 따
라 이후 3장~5장까지의 내용은 ‘AP게 V’, ‘NP로 V’, ‘V1어 V2’ 등 주요유형으로 설
정된 형식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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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P게＋V’형 결과구문

‘-게 V’형식은 한국어에서 상태변화의 결과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형식으로, 한국
어 결과구문을 말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그동안
의 선행 연구도 ‘-게 V’식 결과구문에 집중되어 왔음을 위 2장에서 말하였다. 이에
본장에서는 ‘XP66)게＋V’형식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바, 3.1절에서
는 어미 ‘-게’의 성격을 간단히 알아보고, 이어 3.2절에서 ‘XP게＋V’형식을 취하는
예들 중 결과를 나타내는 부류를 획정할 것이다. 이어 3.3절에서는 이중 결과를 나
타내는 핵심적인 형식인 ‘AP게 V’의 각 유형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
막으로 3.4절에서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AP게 V’에 대해서 그 성격을 기존의 방
식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3.1. 어미 ‘-게’의 성격
잘 알려져 있듯이 ‘-게’가 연결어미인가 부사형 어미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
가를 둘러싸고 한국어 문법계에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는 앞서 한국어 결과구
문에 대한 정의의 일부로 ‘단문 형식 안에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동시에 표시되
는 형식’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만일 ‘-게’가 선행절과 후행절을 잇는 연결
어미라면 그것은 접속문이 되어 결과구문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게’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는 우리의 관심사의 하나가 된다.
단, 이 글은 ‘-게’의 범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므로 관련 선행연구의 주
요한 갈래를 정리해 보고 그 중 우리의 논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견해인
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어미 ‘-게’의 범주에 관한 최현배(1937)의 견해를 살펴보면, ‘-게’는 감목

66) ‘-게’와 결합할 수 있는 성분에는 크게 동사성인 것과 형용사성인 것이 있다. 편의상 이들을 포괄하
여 잠정적으로 ‘XP’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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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격법)의 일종인 어찌꼴(부사형)에 속하며 그 중 둘째 어찌꼴(제2부사형)이라
고 하여 ‘-아/어, -지, -고’와 함께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였다. 이때 최현배(1937)
가 말하는 부사형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어찌꼴은 움직씨가 다른 말 곧 임자말의 풀이말 노릇을 하면서 일변에는 그 다음에
오는 말에 대하여 어찌씨 부사의 노릇을 하는 꼴을 이룬다.”

이러한 정의에는 이들이 서술적 역할과 부사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대한 인
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즉, 최현배 식의 이해에 따르면 ‘-게’ 결합형 성분이 들
어간 문장은 부사어를 가진 단문이 되며, 이것이 결과구문에서 이른바 제2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이처럼 ‘-게’를 부사형 어미로 단일하게 보는 견해는 최현배(1937) 이래 허웅
(1983), 남기심·고영근(1985, 2012), 이익섭·채완(1999), 박소영(2002), 고영근·구
본관(2008, 2011), 유현경(2011)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중 이익섭·채완(1999)에서는 대등적 연결어미만을 국어 연결어미로 인정하고,
그 외 기존에 종속적 연결어미로 보던 것들은 모두 부사형 전성어미로 처리하고 있
다. 따라서 ‘-게’ 역시 부사형 어미로 분류되었다. 고영근·구본관(2008, 2011)에서
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을 둘 다 인정하며 구분하고 있는
데, 이때 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치 이동이 용이한가, 선어말 어미와 결합 가
능한가, 선·후행절의 주어의 통제 여부 등이다. 한편, ‘-게’가 들어간 문장은 부사절
을 가진 안은문장에 넣고 있다. 유현경(2011)의 처리는 또 다른 면이 있다. 동 연
구의 어미 체계를 보면 어말어미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나누되 비종결어미는
선·후행절을 이어주는 접속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다시 부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로 나뉘는데, 이들 전성어미는 선·후행절을 종속적 관계
로 만들어 주며 일부만이 대등적 관계의 문장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유현경(2011)
의 체계에 의하면 부사형 어미는 전성어미이면서 동시에 접속어미의 역할도 수행하
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게’ 역시 부사형 전성어미이면서 종속
적 연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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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이 ‘-게’를 부사형 어미로 단일하게 보는 견해를 보인다면, 다음의
연구들은 ‘-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에 주목하여 세분하는 입장을 취한다. 우선
권재일(1985, 2012)에서는 ‘-게’의 앞뒤에 선·후행절이 있으면 이때의 ‘-게’는 둘
을 결과관계로 이어주는 종속절 연결어미라 하였고, ‘-게 하다’, ‘-게 되다’ 의 구성
에 참여할 때는 상위문 동사의 서술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적 연결어미
로 처리하였다. 김기혁(1987)에서는 동일한 ‘-게’라 하여도 선행어의 범주와 문장
의 구성 방식에 따라 연결어미일 수도 있고 부사형 어미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고 ‘-게’의 선행어를 포함하여 두 문장의 서술어가 모두 동
사일 때의 ‘-게’는 연결어미로 보았고, 선·후행절 주어가 같고 서술어가 각각 형용
사와 동사일 때의 ‘-게’는 부사형 어미로 보았다. 서정수(1988)에서는 ‘-게 하다/
만들다’ 구성에서 ‘-게’가 동사성 선행어와 결합할 때는 사동법으로 쓰인 것이라 하
였으며, 만일 후행하는 동사가 사동 조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도달관계 접속문을 구
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게’가 비동사성 선행 용언과 결합하는 경우는 그 구

절 전체가 후행 동사구절을 수식하는 구실을 하며, 이때 ‘-게’가 포함된 선행절은
부사절 또는 보문으로 내포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윤평현(1989)는 어미 ‘-게’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게’가 가지는 절접속 기능을 인정하여 연
결어미로

간주하였으며, 한편으로 ‘-게’는 보조용언과 결합하여 특수 구문을 구성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어미 ‘-게’의 성격은 그 자체로 단일하다기보다 선행어의 종류 및 선·후행
절의 구성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고가 고찰 대상
으로 삼는 결과구문에서의 ‘XP게’ 는 문장의 1차 서술어 동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논항 개체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해당 논항과 ‘XP게’ 사이에 성립하는 주술
관계의 긴밀성으로 볼 때 접속절로 보기 어렵다. 특히 ‘-게’의 선행 결합어가 형용
사일 경우 이러한 ‘결과서술’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반면 ‘-게’의 선행 결합
어가 동사이고 후행절의 서술어도 동사일 경우에는 접속절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결과서술이 아닌 목적이나 의도로 읽히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게’가 속하는 문법범주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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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X게’가 결과서술로 읽히는 경우, 비접속절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
에 아래의 논의를 시작한다.

3.2. ‘XP게＋V’형 결과구문의 획정

‘XP게+V’67) 구문은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
진 형식이며 한국어의 상태변화 표시 구문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 형식이
다. 하지만 ‘XP게+V’형식이 나타내는 의미는 ‘-게’와 결합하는 성분의 문법범주에
따라서, 혹은 문장의 1차 서술어인 동사의 유형에 따라서 결과뿐 아니라 방식, 정
도, 목적, 평가, 묘사(depictive) 등 기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우선 여러 유형의 ‘XP게+V’와 그들 각각이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중
‘결과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자 한다. 판별의 기준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단문 구조 안에 원인행위(선행행위)와 그 결과를 나타내는 서술성분
이 있는가. 둘째, 결과 표시 요소가 논항인가. 셋째, 결과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읽히는가. 넷째, 결과구문의 기본 의미 구조인 [X causes
Y to become Z by V-ing]68)를 만족시키는가.
한편,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결과구문을 확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부류로 나
누어 살필 것인데 우선 사동 조동사가 개입된 ‘-게 하다/만들다/시키다’의 경우 및
동사성 ‘XP’와 결합한 경우, 그리고 형용사성 ‘XP’와 결합한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
해 보기로 한다.
67) 이때 XP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동사, 형용사, 동사구, 형용사구, 주술 구조의 절 등이다. 여기서는
특히 동사와 형용사를 함께 표시하기 위하여 XP로 표시하였다.
68) 이는 결과구문의 기본적인 의미 구조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Ettlinger(2006)에서 제시된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결과구문의 통사구조를 [SUBJ +V+(OBJ)+Rcomp]로 보고, 이로써 표시하는 의미는 [SUBJ
causes OBJ to become Rcomp by VERBing] 혹은 [SUBJ becomes Rcomp by VERBing] 로 나타
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Goldberg(1995)에서는 원형적인 결과구문의 의미는 [X CAUSES Y to
BECOME Z]로 대표되며, 그 형식은 [Subj V OBj Xcomp]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Ettlinger(2006)에
서 제시한 결과구문의 의미구조는 cause와 Verb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Goldberg(1995)에
서 제시한 의미구조에 비해 보다 설명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ttlinger(2006)의 방식에 따라 한국
어 결과구문의 의미를 풀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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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동 보조동사 결합형에 대한 처리
우선 ‘XP게+V’가 구성하는 기본 문장 형식을 <NP1이 NP2를 XP게 V> 혹은
<NP1이 XP게 V>라고 할 때, 이 구조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장의 유형들을 제시
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선생님이 학생들을 앉게 했다
(2) 아이의 말이 어머니를 기쁘게 했다
(3) 어머니는 아이들을 스스로 판단하게 가르쳤다
(4) 철수가 나무토막을 매끈하게 사포질했다
(5) 어머니가 케이크를 맛있게 구우셨다.
(6) 철수가 식빵을 두껍게 잘랐다.
(7)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8)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힘들게 닦았다
(9) 학생들이 선생님을 훌륭하게 여겼다.
(10) 아이가 강아지를 못살게 굴었다.
(11) 물집이 동그랗게 부풀었다.
(12) 철수가 목이 쉬게 울었다.
(13) 철수가 숨이 넘어가게 달렸다.
(14) 학생들이 책상을 서투르게 닦았다.
(15) 어머니가 커피를 뜨겁게 드셨다.

이중에서 우선 사동 보조동사가 개입된 (1)과 (2)의 예들을 먼저 살펴본다. 위
(1)번은 한국어의 장형 사동 형식인 ‘-게 하다’ 구문이다. 범언어적으로 결과구문은
사동 형식에 형태적·의미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 역시 이에 해
당함을 알 수 있다. 예문 (1)을 다시 가져와 의미구조를 풀어 보기로 한다.

(1′) 선생님이 학생들을 앉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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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1 (intends) to cause NP2 to do X]
[NP1이 NP2로 하여금 X하게 (의도)하다]
(V=하다) (X:동사, 앉다)

이처럼 ‘하다’와 ‘앉다’ 사이에는 분명한 사역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인과관계의 원
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앉게’는 그것을 생략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했다”와
같이 비문이 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히 동사의 논항이다. 하지만, 원인이 되
는 선행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과연 결과가 실현되었는지도 불확실하다. 사
동 형식은 일차적으로 ‘시킴’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것의 결과 실현은 담보
되지 않는다.69) 예문 (1′) 역시 그 자체로 ‘선생님이 앉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앉
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학생들이 실제로 앉았을지는 알 수 없다. 따라
서, 예문 (1′)는 한국어 ‘-게 형’ 결과구문의 형태·의미적 원류를 확인시켜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결과구문에 넣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예문 (2)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아이의 말이 어머니를 기쁘게 했다
[NP1 causes NP2 to become X]
[NP1이 NP2로 하여금 X 되게 만들다]
(V=하다) (X= 형용사, 기쁘게)

예문 (2)는 예문 (1)과 동일하게 ‘-게 하다’로 구성되지만 ‘-게’와 결합한 선행어
의 문법범주가 형용사인 경우이다. 이 자리에 와서 ‘A게 하다’로 쓰일 수 있는 형용
사는 ‘기쁘게, 슬프게, 즐겁게, 신나게’등의 심리형용사와 ‘시리게, 뻐근하게, 시원하
게’ 등 감각형용사, ‘건강하게, 무겁게, 가볍게, 강하게’등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2)의 ‘기쁘게’ 역시 그것을 생략하면 “*아이의 말이

69) 일반적으로 통사적 수단을 통한 장형 사동은 사동접사와 같은 형태적 수단을 통한 단형 사동에 비해
결과 실현의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와 ‘어머니가 아이에
게 옷을 입혔다’를 비교할 때, 결과적으로 아이가 옷을 입었을 가능성은 후자에 비해 전자가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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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했다”가 되므로 논항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사와 ‘-게 하
다’가 결합한 경우와 달리 결과 상태가 실현된 것으로 읽힌다. 즉, 아이의 말에 어머
니는 실제로 기뻤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결과구문으로 보기엔 무리
가 따르는데, 결과의 원인이 되는 선행행위를 적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구문의
의미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역사건과 동일하다. 하지만 결과구문의 인과관계 의미는
구문을 통해 도출되는 반면 사역문의 인과관계 의미는 사동 보조동사 자체의 의미
에서 나온다. 즉, ‘하다, 만들다, 시키다’ 등 동사의 기본의미에서 이러한 사역 의미
가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oldberg & Jackendoff(2004 :538-539)에서는 ‘make, get’과 같
이 ‘본질적으로 resultative’한 동사들은 어휘자체에 ‘X CAUSES Y to BECOME Z’
의 의미를 가지며 결과구문이 그 의미를 논항구조에 사상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
으로 논항 구조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이를 ‘verbal resultative’라고
부르며 일반적인 통사적 결과구문과 구별하였는데, 특히 동사사건이 구문사건에 제
공하는 ‘수단(means)’의 의미가 도출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즉, “They made him
angry”를 풀어 “*They caused him to become angry by making him”이라고 했을
때 문장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1)과 (2)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선
생님이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앉게 했다”와 같이 “*아이의 말이 함으로써 어머
니로 하여금 기쁘게 했다”와 같이 의미가 적법하게 풀이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한국어 결과구문을 고찰함에 있어 ‘하다, 만들다, 시키다’와 같은 사동 조동
사가 개입된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2.2. 결과를 표시하는 ‘VP게+V’의 유형과 특징
다음으로 ‘-게’의 선행어로 동사가 오는 경우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한국어 결과
구문으로 거론되어 온 ‘-게 V’구문은 주로 ‘-게’에 형용사가 결합된 ‘AP게 V’를 그
대상으로 삼아왔다. ‘-게’에 동사가 결합되는 경우 결과의 의미로 읽히기보다는 목
적·의도로 읽히는 경향이 있으며 통사적으로도 ‘-게’에 의해 연결된 접속문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예들 중 예문 (3)은 ‘-게’의 선행어로 동사구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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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이다.

(3′) 어머니는 아이들을 스스로 판단하게 가르치셨다.
[NP1 (intends to) cause NP2 do X by V-ing]
[NP1이 V함으로써 NP2로 하여금 X하게 의도하다]
(V=가르치셨다) (R=동사구, 앉으시게)

이 경우 역시 (1)의 예문과 같이 결과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스스로 판
단하게’는 우선적으로 주어인 어머니의 의도로 읽히며, 실제로 아이들에 의해서 실
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범언어적으로 ‘목적’의 의미범주는 ‘결과’ 범주와 교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목적·의도’는 결과와 표리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실현
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한국어의 결과구문은 결과의 실현 여부를 가지고 판정하기
어렵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영희가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으나, 책상은 깨끗하지 않
았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한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결과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
거로 ‘-게+V’형 결과구문의 종결성(telic)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결과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과 아예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전자는 굳이 취소를 일으
키지 않는 한 결과가 실현된 것으로 읽히지만, 후자는 결과 실현이 우선적 해석이
되지 못한다. 결과 취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그렇다면, ‘-게’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모두 결과 도달로 해석되지 못하는 것
일까?70) 이러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VP게 V’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16)

ㄱ. 선생님이 학생들을 앉게 했다.
ㄴ. 학생들이 앉았다.

70) 이종희(1991)에서는 ‘-게’는 부사절을 형성하는 내포절 어미로서 쓰이는 경우와 절을 이끌지 않고 부
사를 형성하는 부사형 어미로 쓰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 절을 이끌지 않는 부사형
어미는 주로 형용사에 붙는다고 하였지만 ‘화나게’, ‘겁나게’와 같은 극히 일부 동사와 결합할 때는
절을 이끌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때 ‘화나게’, ‘겁나게’ 등은 동사이기는 하지만 동작
성이 강하지 않고 상태 표시 기능이 있는 부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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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ㄱ. 사나운 천둥번개가 아이들을 떨게 했다.
ㄴ. 아이들이 떨었다
(18) ㄱ. 사용자측은 그들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압박했다.
ㄴ. 그들이 노조에서 탈퇴했다.
(19) ㄱ. 민호는 고무줄을 끊어지게 잡아당겼다.
ㄴ. 고무줄이 끊어졌다.
(20) ㄱ. 할머니는 사발에 가득 차게 술을 부었다.
ㄴ. 술이 사발에 가득 찼다.
(21) ㄱ. 영희는 감자를 물러지게 삶았다.
ㄴ. 감자가 물러졌다.
(22) ㄱ. 철수는 글자를 두 배 되게 확대했다.
ㄴ. 글자가 두 배 되었다.
(23) ㄱ. 옛날에 우리들은 수제비를 질리게 먹었다.
ㄴ. 우리들은 질렸다.

위 예들에서 ‘-게’와 결합한 선행어는 모두 동사로 동일하지만 각 예들에서 ‘ㄴ’
으로 표시되는 결과의 실현 정도가 다르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16)과 (17)는 둘
다 ‘-게 하다’의 장형 사동 구성이지만 (16ㄴ)에 비해 (17ㄴ)의 실현 가능성이 확
연히 높다. 이는 (17)의 주어가 ‘천둥번개’라는 무정성(inanimate) 주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동사에 대해 주어의 의지가 작동할 수 없음과 관련되어 있다. 즉, ‘NP1
intended to cause NP2 do X’( NP1이 NP2로 하여금 X하게 의도했다) 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떨다’로 표시되는 결과 상황은 그것의 주어인 ‘아이들’이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결과 상황을 고정되게 하는 요인이 된
다. 따라서, 결과취소의 가능성 역시 두 예문에서 달라진다.

(17′) 선생님이 학생들을 앉게 했지만 학생들은 앉지 않았다.
(18′)

??

사나운 천둥번개가 아이들을 떨게 했지만 아이들은 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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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은 문장의 주동사가 행위동사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18)의 경우는 제1술어인 ‘압박했
다’의 결과로 그들이 노조에서 탈퇴했을지 안 했을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는
(18)의 목적어이자 ‘탈퇴하게’의 주어인 ‘그들’이 유정성 위계가 높으며 강한 자유의
지를 가졌음과 관계되어 있다. 이때 ‘탈퇴하게’는 일차적으로 주어인 ‘사용자측’이 의
도하는 목적으로 읽힌다. (19)의 경우 ‘고무줄이 끊어졌을’ 가능성은 (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고무줄’이 무생성 사물이라는 사실과 (19)의 ‘X게’에
상태변화를 표시하는 요소 ‘-지다’가 들어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끊
어지게’가 민호의 의도로 해석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20)의 경우는 결과가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데 이는 목적어의
무정성뿐만 아니라 동사의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붓다’ 동사는 비록 그 자체
로 경계성을 가진 동사는 아니지만 ‘사발’이라는 양화의 도구가 등장함으로써 경계
성을 획득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20)에서 결과를 나
타내는 2차서술어 ‘가득 차게’가 의미적으로 지향하는 대상은 ‘사발’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사발은 문장의 주어도 목적어도 아니지만 제1술어 동사 ‘붓다’로 인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른바 ‘영향받는 자(force recipient)’로서 넓은 의미의 피동주라고
할 수 있다.71) 결과를 나타내는 ‘차다’는 동사이긴 하나 동작성이 크지 않으며 어휘
의미 자체에 경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 ‘붓다’와 ‘차다’ 간에는 논리적 인과관계와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한다. 즉, ‘할머니가 술을 붓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발이 가득
차게 만들었다.”로 해석됨에 따라 ‘가득 차게’는 ‘붓는’ 행위의 결과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맥에 따라 ‘술잔에 가득 차게’ 붓는 것이 행위주의 의도라고 해석
될 여지가 있다. 한편 (18),(19),(20)을 취소시켜 그 적격성을 비교, 판별해보면 다
음과 같다.
71) 영어 결과구문에서 결과술어는 문장의 목적어를 서술해야 한다는 DOR(직접목적어 제약)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DO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ex) a. The wise men followed the star out of Bethlehem.
b. John danced mazurkars across the room.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Wechsler는 결과 XP의 주어는 반드시 피동주라야 하는데 그 피동주는 특수한
환경 아래서는 주어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동주’의 개념 역시 ‘영향 받는 자(force
recipient)’로 보고 잠재적인 피동주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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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용자측은 그들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그들은 탈퇴하지 않았
다.
(19′) ?민호는 고무줄을 끊어지게 잡아당겼다. 하지만 고무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20′)

??

할머니는 사발에 가득 차게 술을 부었다. 하지만 사발은 가득 차지 않았다.

다음으로 (21)의 경우는 문장의 주동사인 ‘삶다’의 어휘 의미 자체에 일정한 결과
에 대한 방향성이 내재되어 있다. ‘X게’에 해당되는 부분 역시 상태변화를 표시하는
‘-지다’가 개재되어 있어 결과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20), (21)의 ‘가득 차다’
‘물러지다’와 같이 ‘-게’의 선행어가 동사라 하더라도 대상의 외형이나 물리적인 상
태의 변화와 관련된 동사는 결과의 실현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22)의 경우는 기실 ‘확대(擴大)’라는 한자어 동사 자체에 ‘행위+결과’가 모두 들
어있다.72) 따라서 이때 ‘두 배 되게’는 ‘대(大)’라는 결과의 한 종류를 명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결과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3)의 경우는 ‘질리게’가 문장의 목적어인 ‘수제비’가 아닌 주어 ‘우리’를 서술하
고 있다. 이때 ‘먹다’를 ‘질리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서론에서
정의하였듯이 이 글에서 말하는 ‘결과’는 어떤 사태가 도달하는 마지막의 상태를 뜻
한다. (23ㄴ)의 ‘우리는 질렸다’는 아마도 사실일 것이고, 또한 다른 예들과 달리
‘의도·목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하지만 이때의 ‘질리게’는 결과를 나타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질릴 정도로 많이’라는 뜻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결과범주는 ‘정도’의 범주와
겹치는 일이 많으며, 이는 최소한 영어· 중국어를 포함하는 다른 언어들에서도 공통
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로써 확인되듯이 ‘XP+게’에서 X의 범주가 동사일 때, 그 의미는 ‘목적, 의도’
혹은 ‘정도’와 ‘결과’ 사이의 어디쯤인가에 위치한다.73) 이는 ‘VP게+V’를 한국어 결
72) 이처럼 ‘행위+결과’로 이루어진 ‘VV’구성은 중국어 결과구문의 전형적인 형식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한자어 어휘 중에도 이러한 구조를 가진 동사들이 있다.
73) 이와 관련하여 어미 ‘-도록’의 ‘목적’ 의미를 고찰한 신윤경·오연수(2015)에서는 Schmidtke-Bode
(2009:17)를 인용하여 ‘목적’이란 ‘어떠한 행위의 의도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표현된 이유 (a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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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구문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상 (16)-(23)의 예를 통해 알아보았듯이 “XP게+V” 형식이 결과의 의미를 가
지는가 여부는 반드시 X의 범주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동사일 때
라도 그 결과실현의 정도는 논항의 유정성 정도, 동사의 상적 유형 및 어휘 의미적
특징 등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 (16)-(23)의 예들 중, ‘-게’의
선행 결합어가 동사성 요소지만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실선 박스 안
에 있는 (20), (21), (22), (23) 등이다.
일반화하자면 좀 더 확대된 데이터가 필요하겠으나 현재 단계에서 ‘VP게 V’가 결
과를 표시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게’
와 결합하는 동사는 동작성이 약한 부류로서 의미상 상태변화나 감정 등을 표시한
다. 둘째, 상태변화의 의미를 가지는 ‘되다’, ‘-지다’ 결합형 동사가 오는 경우, 결과
표시 기능이 강화된다. 셋째, ‘V게’의 내용이 ‘가득 차게’나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
게’와 같이 동사의 행위가 대상에 동형적(homomorphic)으로 사상되어 척도의 양 극
단에 다다른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 결과로 읽히기 쉽다. 넷째, 주어의 유정성 위계
가 낮은 경우, 의도나 목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차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과로
읽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섯째, ‘-게’와 결합하는 결과의 내용이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인 경우 목적·의도보다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어느 때라도 ‘VP게 V’는 결과가 아닌 주어의 ‘의도, 목적’으로 읽히거
나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74). 우리는 ‘정도’를 넓은 의미의 결과
formulated in terms of the intended outcome” of that action)’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목적, 결과, 의도, 이유’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어 위 연구에서는 ‘목적’은 의
미적으로 ‘의도’와 ‘(기대되는) 결과’라는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Schmidtke-Bode(2009:17)에서는 ‘의도’와 ‘결과’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74) 결과를 나타내는 형식으로써 정도를 표시하는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ㄱ. 잔칫날 그들은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셨다.
ㄴ. 그 당시 우리는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했다.
ㄷ. 방이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ㄹ. 아, 배고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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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의도·목적’으로 읽히는 경우,
그것을 ‘잠재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아직은 결과로 실현되지 못한 것
이므로 결과범주를 구성하는 중심적 요소로 다루지 않는다.
한편, ‘VP게 V’형식으로 달성되지 못했던 결과 실현은 ‘원인-결과’ 관계의 접속문
형식, 혹은 ‘V1어 V2’ 동사연결 구성으로 쓸 때 비로소 확정된다. 즉, ‘압박하여(서)
탈퇴했다’, ‘잡아당겨(서) 끊어졌다’, ‘사발에 술을 부어(서) 가득 채웠다’, ‘삶아(서)
물러졌다’와 같이 쓰면 V2로 표시되는 부분이 결과로서 확정된다. 따라서, 하나의
절 안에서 동사로써 결과를 표시하려 한다면 가장 적당한 방식은 뒷부분에서 다루
게 될 ‘V1어 V2’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3.2.3. ‘AP게+V’형 결과구문의 유형과 특징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AP게 V’구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위
에서 제시한 예문들 중 (4)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상태변화 결과구문으로 인정될 만
한 경우이다.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4′) 철수가 나무토막을 매끈하게 사포질했다.
[NP1 causes NP2 to become X (by V-ing)]
[NP1이 V함으로써 NP2를 X되게 만들다]
(NP1=철수, NP2=나무토막, X=매끈하다(형용사), V=사포질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소영(2001, 2003)에서는 한국어의 ‘-게’결합형 부사어가 방식
(manner)의 의미와 별개로 결과(result)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과 이때 결합하는
동사의 유형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또한 와시오 류이치 (1997c), Wechsler & Noh
(2000) 등에서 한국어의 이러한 ‘-게+V’형식을 영어 결과구문과 비교하여 그 특성
을 밝히는 등 연구가 축적되면서 위 (4)와 같은 형식은 한국어 결과구문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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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 문장의 주동사는 상태변화 동사(굽히다, 붉히다 등)이거나 변화의 방
향성을 강하게 함의하는 동작·행위동사(닦다, 쓸다, 빨다 등)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
음이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 위 (4)의 예문에서 ‘사포질하다’ 역시 동작동
사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거의 짐작되는 부류이다. 박소영(2001:49-50)에서 제시
한 예를 아래에 옮겨온다.

(24)

ㄱ. 은수는 수줍은 듯이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ㄴ. 아버지는 철사를 둥글게 휘셨다.
ㄷ. 어머니는 식은 국을 뜨겁게 데우셨다.
ㄹ. 아이가 내 교과서를 너덜너덜하게 찢어 버렸다.

영어 결과구문 중에는 주동사의 의미에서 결과 상태를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예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문장 의미의 투명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구문으로서의 성
격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는 “Willy watered the plants flat”과 같이 문장의 주동사
에 동작동사가 쓰인 통제 결과구문(control resultative)의 예도 있지만, 많은 경우
“He drove the engine clean”과 같은 예외적 격표지 구문(ECM resultative)75)들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위 (4)나 (12)와 같은 한국어 ‘A게+V’의 경우 결과를 표시하
고 있기는 하지만 동사로부터 그 결과를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점은
와시오 류이치(1997c) 혹은 박소영(2001)등에서 일찍이 지적된 바로서, 한국어에
ECM 결과구문이 없다는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A게+V’구문의 내부가 완전히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게’에 결합하는 선행어가 동사인 경우, 즉 위 (1)(3)과 같
이 ‘V게 V’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
75)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ECM resultative)의 예를 좀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John shouted himself hoarse.
b. Bill sang Sue to sleep.
c. He ran his Nikes threadbare.
d. They ate us out of house and home.
e. They laughed the play off the stage.
f. Fred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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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X게+V’구성에서 ‘X게’의 실현 여부는 X의 문법 범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X가 동사일 경우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반면, X가 형용사일 때는
일차적으로76)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실현됨과 안 됨으로 양분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실현됨과 안 됨을 양
극단으로 하여 그 사이에 여러 단계가 분포되어 있는 연속성의 문제로 생각된다.
이제 다시 (4)의 예문으로 돌아가서 ‘A게+V’형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위
에서 ‘VP게+V’를 살펴본 결과, 그것의 결과실현 가능성에 크고 작음의 차가 있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목표’ 혹은 ‘의도하였으나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
표’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적 특성이 어미 ‘-게’에
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즉, ‘-게’가 가지는 [+과정성] [+방향성]의 자질에 힘입
어 목표점 혹은 결과로 나아가는 방향과 과정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그
지점에 도달함을 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어미 ‘-게’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사동형식 ‘-게 하다/만들다’를 구
성하는 바, ‘사동’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역사적인 사실로도 뒷받침되는데, 방영심(2008)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X게+V’형
식은 동사에 ‘-게’가 결합한 후 후행동사 ‘하다, 만들다’와 연결된 장형 사동 ‘V게
하다’의 형태로 처음 등장하였다. ‘-게’는 그 이후 형용사와도 결합하여 ‘A게 하다’
의 사동 형식으로 쓰이게 되면서 결과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다
시 ‘하다/만들다’ 외의 다른 동사와도 결합하면서 결과 상태를 표시하는 형식이 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결과구문이 사동(causative)형식에 뿌리를 두고 있
다는 범언어적 경향과 일치한다.
이렇게 ‘사동’이 ‘-게’의 원형적인 의미라 할 때, ‘X게+V’가 변화사건을 나타내기
적합한 구조를 가졌음과 동시에 그 결과의 실현을 보장할 수는 없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사동사건이란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끔 만드는 것이지
그 실현까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동의 원형적 의미에서 ‘76) 이때 ‘일차적으로’라고 한 것은 한국어의 결과구문에서 결과취소가 일어나는 경향이 지적되기 때문이
다. 즉, “영희가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으나 책상은 깨끗하지 않았다”와 같이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영어나 중국어의 결과구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결
과구문의 종결성(Telic)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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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의 [+과정성], [+방향성] 자질이 비롯된다 할 때, ‘X게’는 ‘not X’상태에서 ‘X’상
태 쪽으로 가는 변화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X게’가 가리키는 방향의 끝
에는 변화의 최종적 상태인 ‘결과 X’가 놓인다. 다만 ‘X게’ 자체는 결과를 향한 지향
을 나타낼 뿐 여전히 도달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 ‘변화’와 관련된 ‘-게’의 [+과정성], [+방향성] 자질

(
변화의 방향)

notX

――――― (
X게)――――――→ X

(
변화 전 단계)

(
변화의 과정 단계)

(
변화의 결과 단계)

우리는 이와 같은 ‘-게’의 특성상 ‘X게+V’로써 특정한 결과에의 도달을 표시하기
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V게+V’의 예들에서 확인하였듯이 ‘A게+V’에서
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하지만 위 (4) 혹은 (12)의 예문에서 보듯이
‘A게+V’는 한국어에서 결과 상태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형식이다. 이 문장에 대하여
우리는 ‘매끈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포질했다’거나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포질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매끈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며 ‘사포질한 결과 나무도막
이 매끈해졌다’로 읽는다. 이는 결과구문이 가지는 기본 의미, 즉 [X causes Y to
become Z]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족시킨다. 즉, ‘철수가 사포질을 함으로써 나무
토막을 매끈하게 만들었다”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문 (4)와 같은 문장이 가지는 전체 의미, 즉 ‘어떤 행위로 인하
여 그 결과 상태에 도달함’의 의미는 내부 구성 성분 ‘A게’와 ‘V’가 가지는 어휘의미
의 합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으며 ‘A게+V’라는 구문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전형적인 결과구문과 한국어의 ‘A게+V’구문의 차이는 여기서 발견된
다. 즉, “John hammered the metal flat”과 같이 형용사로 결과상태를 표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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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변화의 과정과 방향이 드러나지 않아 동사와 결과상태 간의 관계가 매우 직접적
이다. 또, 과정이나 방향 없이 확정된 결과(flat)만이 제시됨에 따라 전체 문장은 쉽
게 경계성을 확보한다. 이때, 동사 ‘hammered’와 결과술어 ‘flat’ 간의 관계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사의 행위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는 점이 영어 결
과구문이 가지는 구문적 성격의 핵심이 된다. 한편, “철수가 쇠붙이를 납작하게 두
드렸다”와 같은 한국어 예에서 ‘납작하게’와 ‘두드렸다’ 사이의 관계는 ‘-게’를 통하
여 그 방향성과 과정성이 암시되고 있다. 이는 영어 결과구문 중 전치사구로써 결과
를 나타내는 “John hammered the metal into a ball”과 같은 예, 혹은 부사형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She painted the room beautifully” 등 예에서 변화의 방향과 과
정성이 드러나고, 결과표시 요소와 동사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라는 점에
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A게 V’ 형식은 ‘게’에 의하여 변화의 방향이 제시되는 반면 그 결과의 확정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
고 전체 문장이 상적 경계성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우리는 한국어 ‘A게+V’
결과구문의 특징이 이 지점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특징은 4장에서 살펴
볼 ‘NP로 V’형 결과구문에서도 공통된다고 본다.
또한 이에 더하여 한국어 ‘A게+V’구문은 부사어로써 결과를 표시한다는 사실 자
체에 그 의미적 불투명성이 전제되어 있다. 부사라는 것은 동사를 수식·한정하는 것
이 원래의 임무인데 (4)와 같은 문장에서는 오히려 동사의 논항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어 부사형 어미 ‘-게’가 가진 태생적 특징인 동시에77), 아울러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단문구조 안에 표시된다는 결과구문의 핵심적 특징을 구
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어 ‘A게+V’구문 역시 그 내부가 완전히
합성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로써 우리는 ‘A게+V’가 한국어에서 상태변화를 표
시하는 구문 형식임을 재확인하였고 이어서 역시 ‘A게+V’로 나타나는 다른 예들을
보기로 한다.
우선 (5)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맛있게 구우셨다”는 박소영(2001:50)에서 제시한

77) 이러한 특성은 일찍이 최현배(1982)의 ‘-게’에 대한 언급 중에 지적되고 있다. 위 3.1에서 제시하였
던 원문을 다시 가져와 보인다. “어찌꼴은 움직씨가 다른 말 곧 임자말의 풀이말 노릇을 하면서 일변
에는 그 다음에 오는 말에 대하여 어찌씨 부사의 노릇을 하는 꼴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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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어머니가 찌개를 맛있게 끓이셨다”, “현이가 인형을 예쁘게 깎았다”와 같은
부류로 문장의 주동사에 이른바 창조동사(굽다, 끓이다, 깎다, 접다 등)가 쓰인 경우
이다. 이때 문장의 목적어이자 결과 술어의 의미상 주어인 ‘케이크’는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물이다. 또, 결과술어 ‘맛있게’는 목적어에 일어난 변화의 결과를 표시하
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로 나타난 결과물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5′) 어머니가 케이크를 맛있게 구우셨다
[NP1 causes NP2 to exist (with the state of X) by V-ing]
[NP1이 V함으로써 (X 상태의) NP2를 존재하게 하다.]

박소영(2011)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때는 케이크의 상태가 [-맛있음] 에서 [+
맛있음]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케이크의 현재 상태가 [+맛있음]임을 표시
할 뿐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언어에서도 ‘굽다(bake, 焼(やき), 烤)’류
의 동사가 행위의 결과물을 목적어로 취하여 ‘창조(산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은
공통된다.78) 하지만 이를 결과구문의 형식으로 쓸 수 있는가 여부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영어에서는 결과구문의 형식으로 결과목적어(창조물)의 상
태를 표시할 수 없는데, 이로써 Simpson(1983)에서 밝혔듯이 영어 결과구문의 목
적어는 동사가 표시하는 행위의 영향을 입어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함을 재확
인 할 수 있다. 영어 결과구문에 인지·지각 동사가 쓰일 수 없음도 이러한 제약과
관련되어 있다 하였다. 한편, 영어와 달리 일본어와79)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78) Hopper & Tompson (1980) 에서는 창조동사가 창조물 목적어와 직접 결합하여 결과목적어 구문을
형성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공통되게 발견되는 특징임을 말한 바 있다.
79) 일본어는 위와 같은 창조동사의 결과구문뿐 아니라 일반적인 형식의 결과구문도 한국어와 거의 동일
한 구조로 표시된다. 즉, 결과를 표시하는 제2술어가 부사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김영민(2011a: 5)의
예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ㄱ. ジョンが壁を青く塗った。
‘존이 벽을 파랗게 칠했다.’
ㄴ. 彼はテーブルをきれいに拭いた。
‘그는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았다.’
ㄷ. 水溜まりがカチカチに凍っている。
‘물웅덩이가 단단하게 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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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식이 가능하다.
(25)

‘굽다(bake, 焼(やき), 烤)’ 동사 구문
ㄱ. 영어 : *Mom baked a cake delicious.
ㄴ. 한국어 : 어머니가 케이크를 맛있게 구우셨다.
ㄷ. 일본어 : 母

は

ケーキ

を

おいしく 焼った

어머니 (주격) 케이크 (목적격) 맛있게
ㄹ.중국어 :母亲

蛋糕

烤

得

구웠다

好吃。

어머니 케이크 굽다 (구조조사) 맛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인식되어 왔
으나 고찰의 방향은 주로 이를 결과구문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집중되
었다. 박소영(2001)에서는 일반적인 ‘A게+V’형 결과구문과의 차이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예들 역시 결과구문으로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松井・影山
(2009:275-276)는 결과구문이 아닌 것으로 분석한다. 후자의 경우, (27)과 같은
창조동사 결과구문은 “ニンジンを大きく切る。(양파를 크게 썰었다)” 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행위(굽다, 썰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목적어(케이크, 양파)가 특정한 상
태로(맛있게, 크게) 변한 것이 아니라, 행위 다음에 다만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음
을 나타낼 뿐이라 하여 이들을 결과구문에서 제외하였다. 김영민(2011a:11)에서는
松井・影山(2009)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두 경우를 분리하여 “母はケーキをおいしく
焼った (어머니는 케이크를 맛있게 구웠다)”와 같은 예는 진정한 결과구문으로 인정
하고 “ニンジンを大きく切る。(양파를 크게 썰었다)” 와 같은 경우는 와시오 류이치
(1997a, 1997b, 1997c)에서 말하는 의사 결과구문 (Spurious Resultative)으로 분
류하였다.
우리는 우선 위 (5)의 예 및 아래에서 볼 “식빵을 두껍게 잘랐다”, “바닥을 더럽
게 닦았다”, “선생님을 훌륭하게 여기다” 등의 예에서 동사와 ‘A게’ 간의 관계가 직
접적인 원인-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이 글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결과’란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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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존성에 기반한 개념이며 “어떤 사태의 자연적인 전개가 다다르는 마지막의
상태”임을 서론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과구문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에서 결과범
주에 속하는 여러 언어 현상들에서 귀납된 것이지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
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5)의 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동사 결과구문이 한국어의 상태변화
결과구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박소영
(2001), 김영민(2006) 등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듯 (5)의 예에는 ‘not A’와 ‘A’의
대립이 없으며, 다시 말해 목적어 ‘케이크’는 ‘맛없음’에서 ‘맛있음’으로의 변화를 경
험하지 않는다. 이는 (4)의 “나무토막을 매끈하게 사포질했다”에서 나무토막이 ‘매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끈한’ 상태로의 변화를 경험한 것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이
처럼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문장 속의 논항 개체
의 변화를 표시하지는 않는 ‘A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A게’가 표시하는
다른 무엇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위에서 어미 ‘-게’가 사동에서 비롯된 원형적인 자질인 방
향성과 과정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5)에서 ‘맛있게’가 지시하는 방
향은 어디인가? 일단 이것은 행위주의 ‘의도’로 읽히지는 않는다. 즉, 어머니가 케이
크를 맛있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외부 관점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케이크가 맛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케이크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를 해당 케이크의 특성으로 귀속
시킬 주체80)가 필요한데, (5)의 예문에서 적어도 어머니와 케이크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문장의 바깥에 존재하는 시각, 다시 말해 화자 층위의 관
점이 개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게’가 화자의 관점을 표시할 수 있음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문장부
사어로 쓰인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26) ㄱ. 다행스럽게, 그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 갔다.
ㄴ. 불행하게(도), 그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였다.
80) 이는 인지언어학 분야에서 말하는 이른바 개념화자(conceptualizer)에 상당하는 것이다.

-100-

위 예들에서 ‘다행스럽게, 불행하게’는 후행절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 혹
은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게’가 나타내는 방향성과 과정성은 사태에 대한
주관적 개념화의 방향 및 과정과 부합한다.
[그림 3-2] 개념화와 관련된 ‘-게’의 [+과정성], [+방향성] 자질

ø

――――

( -게 ) ―――→ 다행스럽게

(
개념화 전) ―――― (
개념화 과정)―――→ (
개념화 후)

이때에도 [X causes Y become Z]의 의미구조가 성립하는데, 이때 X는 특정 개
체가 아니라 후행절이 가리키는 사태 전체가 된다. 즉, [그가 점점 건강을 되찾아
가는 사태가 화자로 하여금 다행스럽다고 느끼게 만든다]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다행스럽게, 불행하게’는 문장구조의 바깥에 있는 요소이므로 문장 내
부 구조 속의 ‘A게’가 개념주체(conceptualizer)의 개입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
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한국어에서는 이처럼 행위의 대상에 실현되는 객관적인 상태변화와 변화의 결과
에 대한 주관적 개념화를 형태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
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결과로 파악하되 둘의
차이를 형태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위 (25ㄹ)의 예문 “蛋糕烤得好吃”에서
처럼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烤:굽다)와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好吃:맛있다) 사이에
형태소 ‘得’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아니라 행위의 결
과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생각임을 표시한다. ‘好吃(맛있다)’라는 것이 ‘蛋糕(케이
크)’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은 ‘烤(굽다)’라는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
로 대상에게 초래된 상태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개념주
체에 의해 케이크에 부과된 특성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예문 (6)을 살펴본다. “철수가 식빵을 얇게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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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창조동사 결과구문과 달리 목적어 ‘식빵’이 경험한 변화와 그 결과를 나타낸
다. 즉, ‘얇게’는 ‘잘랐다’의 행위 끝에 목적어 ‘식빵’에 생겨난 가시적 결과이다. 하
지만, 이때 ‘잘랐다’의 행위가 꼭 ‘얇은’ 상태를 낳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
르는 행위 끝에 도달한 식빵의 상태가 ‘얇다’는 것이다.81) 우리는 한국어의 실질에
기반하여 이러한 경우 역시 ‘결과’로 보기로 한 바 있다. (6)의 의미를 풀어보면 다
음과 같다.

(6′) 철수가 식빵을 얇게 잘랐다.
[NP1 causes NP2 become X (by V-ing)]
[NP1이 V함으로써 NP2로 하여금 X 되게 만들다.]
V= 자르다, X=형용사, 얇게

(6′)의 의미는 (4′)와 같이 [NP1이 V함으로써 NP2로 하여금 X되게 만들다]로
풀이된다. 하지만 (6)의 ‘얇게’는 (4)의 ‘매끈하게’와 다른 점이 있으며 (5)의 ‘맛있
게’와도 다르다. 셋 다 형용사로서 대상의 특정한 상태를 표시하지만 (4)의 ‘매끈하
게’는 동사 ‘대패질하다’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과관계를 이루는, 다시 말해 내
재적으로 필연적인 결과인 반면, (5)의 ‘얇게’는 ‘자르다’ 동사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빵은 얇게도 자를 수 있고 두껍게도 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6)의 ‘얇게’가 (5)의 ‘맛있게’와 구별되는 점은 전자의 경우 대상의 외형에 가시적
으로 드러나는 결과이고 후자는 위에서 보았듯이 외부 시각에 의해서 개념화 된 사
항을 대상물의 특성으로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둘 사이에 명백한 경계선
을 설정하기는 어려운데, ‘얇다’ 역시 완전히 객관적인 표준에 의하여 (예를 들어 몇
밀리미터 이하이면 얇다고 판정한다든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관찰된 결과라고 보느냐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이
라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와 중국어가 그러하
81) 이는 ‘식빵을 두껍게 잘랐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식빵이 얇게 되는 것은 ‘자르
다’라는 동사의 의미에서 예상되는 변화이지만, 두껍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즉, 식빵은 두껍지 않
은 상태에서 두꺼운 상태로의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7)의 예문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와 함께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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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어는 이러한 의미 차이를 문법적 수단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27) 가. 영어
ㄱ. John cut the bread thin.
ㄴ. John cut the bread thinly.
나. 중국어
ㄱ.张三把面包切薄了 。
ㄴ.张三把面包切得很薄。

다. 한국어 : 철수는 식빵을 얇게 썰었다.

중국어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주관적 개입의 정도를 달리하여 파악하고 그것을
구분하여 표시함은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도 볼 수 있다.
(
28) ㄱ.她把衣服洗干净 :결과에 대한 객관적 서술
ㄴ.她洗衣服洗得干干净净的。:결과 서술 + 주관적 개념화
(
29) ㄱ.母亲把我的鞋带繫紧了 。:결과에 대한 객관적 서술
ㄴ.母亲把我的鞋带繫得紧紧的 。:결과 서술+ 주관적 개념화

위의 두 예는 모두 ‘그녀가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라고 번역되지만 (28ㄱ)이 세탁
한 결과로 나타난 옷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데 비하여 ‘得’이 개입된 (28
ㄴ)은 동일 결과 상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29)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나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라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9ㄱ)은 단단히
묶여진 결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29ㄴ)은 단단히 묶여졌음에 대한 화자
의 태도가 추가되어 있다.
심지어 중국어 보어는 순수하게 동사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태도 및 평가를 드러
내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做得不太好(그다지 잘 하지 못했다)’와 같은
경우, ‘得’이하의 보어로써 온전히 행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표시한다. 이러한 경
우까지도 결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와
는 별개로 ‘결과’라는 의미 범주가 ‘평가, 판단, 태도’와 같은 양태성(modality)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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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차할 수 있음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와 중국어가 다른 지점은 중국어는 동일 사태를 ‘행위의 방식’으로 보느냐, 아
니면 ‘행위에 따른 결과’로 보느냐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보어와 부사어로 구분
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도 (30나)와 같이 경우에 따라 결과술어를 형
용사와 부사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지만, 이때 부사어라고 하여 결과를 나타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30) 가. 중국어
ㄱ.母亲把我的鞋带繫紧了 。
ㄴ.母亲緊緊地繫好我的鞋带。

나. 영어
ㄱ. Mom tied my shoelaces tight.
ㄴ. Mom tied my shoelaces tightly.
다. 한국어
ㄱ. 어머니는 내 신발끈을 단단하게 매셨다

즉, 중국어의 경우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경우 (30가-ㄱ)과 같이 동사 뒤에 두어 보
어로 표시하는 반면, ‘행위의 방식’인 경우 (30가-ㄴ)과 같이 ‘緊緊地’를 동사 앞에
두어 부사어로 표시하는 것이다.82) 이때 부사어 ‘緊緊地’(단단하게)는 끈을 묶는 방
식(manner)으로 읽히는 동시에 단단하게 묶으려 마음먹은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영어 역시 동일한 사태를 보는 시각에 따라 (30나)와 같이 부사어와 형용사 2차술
어의 형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단, 이때 (30나-ㄱ)의 ‘tight’와 같이 대상의 구체
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결과술어로 쓸 수 있으나 ‘*Mom tied my
shoelaces beautiful.’과 같이 추상적 성질 혹은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경우 형용
사를 써서 결과구문을 구성할 수 없고 “Mom tied my shoelaces beautifully.” 같이
써야 한다. 즉, 동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형용사로써 나타낼 때,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 결과구문 안의 2차술어로만 쓰이는 것이 있고, 그에 더하여 부사어로도 표시할
82) 한편, (28)의 경우, ‘洗(세탁하다)’라는 행위와 ‘干净(깨끗하다)’라는 상태는 중국어에서 행위-결과 관
계로 고정되어 있어 ‘干净(깨끗하다)’을 부사어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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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 있고, 부사어로만 표시되는 것이 있다. 예문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가. 형용사 2차 술어로만 쓰이는 예 :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나. 형용사와 그것의 부사형으로 쓰이는 예
ㄱ. Mom tied my shoelaces tight.
ㄴ. Mom tied my shoelaces tightly.
ㄷ. Mom tightly tied my shoelaces.
다. 부사형으로만 쓰이는 예 : Mom tied my shoelaces beautifully.

“Mom tied my shoelaces tightly”와 “Mom tightly tied my shoelaces”는 부사어
‘tightly’의 위치가 각각 동사 뒤와 동사 앞으로 다르다. 동사 뒤에 쓰인 ‘tightly’가
보다 결과표시적이고 동사 앞에 쓰인

‘tightly’는 보다 부사어의 원래적 성격에 가

까운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사 앞에 오는 경우는 주어의 의도를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한편, 앞서 2.1.2에서 제시한 바 있듯이 Broccias(2004)는 영어 결과구문과 관련
된 위와 같은 특성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인지기반적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즉, 영
어에는 “John hammered the metal flat”과 같이 결과술어가 형용사로 나타나는 “형
용사형 결과구문(adjectival resultative constructions)”도 있지만 “She painted her
room beautifully”와 같이 결과표시 요소가 부사형으로 나타나는 표현도 있음에 주
목하고 이를 ‘부사형 결과구문(adverbial resultative constructions)’이라 칭하였다.
그가 제시한 부사형 결과구문의 예를 좀 더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83)
(32)

ㄱ. She fixed the car perfectly.
ㄴ. He grows chrysanthemums marvellously.
ㄷ. He grows chrysanthemums marvellously.
ㄹ. The soldier was wounded badly.

83) 이들은 2장의 예문 (21)~(24)와 중복되지만 편의상 다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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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형용사형 결과구문과 위와 같은 부사형 결과구문의 가장 큰 차이는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형용사 결과술어로 나타내는 변화는 대상의 외형이나 성
질에 일어난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변화에 한정되며 이때 표시되는 상태는 대상의
각 부분과 전체에 빈틈없이 적용되는 상태이다. 즉, “John hammered the metal
flat”의 형용사 결과술어 “flat”은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피영향 대상
인 ‘the metal’의 모든 부분과 전체에 다 해당되는 특성이다. 반면 부사형 결과구문
에서 ‘-ly’형 부사어로 표시하는 변화는 ‘beautiful, perfect, marvellous, bad’ 등과
같이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영향 입은 개체의 전체적인 상태에
대한 개념화자(conceptualizer)의 평가와 판단을 나타내며, 이러한 평가와 판단은 대
상 개체가 동사 행위의 결과로 가지게 된 상태로 귀속된다.
즉, 영어의 결과구문은 대상에 나타난 변화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장 외부의 개념주체가 변화 결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에 관계된 것이냐에 따라 구별되는 형태로 표시함을 알 수 있다. 이때 둘 중 어
떤 형태로 쓸 것인지는 형용사의 의미부류에 따라 거의 결정되지만 위 (31나)의 예
에서 보듯(tight, tightly) 중간적인 부류도 있어서 두 형태 모두로 쓰이기도 한다.
또, 형용사의 부사형이 결과표시 서술어로 쓰일 때는 일반적인 부사어의 위치와 달
리 동사의 뒤, 문장의 끝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중국어 역시 사태에 대한 개념화자의 평가와 판단, 태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대
해서 ‘得’이 개재된 결과표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부사어가 나타
내는 의미·기능과 대립을 보임을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한국어는 현재로서
는 이 모두를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7)의 예문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에 대하여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7′)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NP1 cause NP2 become X by V-ing]
[NP1이 V함으로써 NP2로 하여금 X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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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1=학생들, NP2=교실바닥, X=(형용사)더럽게, V=닦았다)

이 경우 역시 기본 의미구조는 [NP1이 V함으로써 NP2로 하여금 X되게 하다]로
(4)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 역시 영어 결과구문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동사
‘닦다’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인 ‘깨끗하게’가 아니라 정반대의 상태 ‘더럽
게’가 결과술어로 쓰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33), (34)의 경우에도 관
찰되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A게 V’구문의 한 특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33) 영희가 머리를 길게 잘랐다.
(34) 민호가 가방을 가볍게 채웠다.

이러한 종류의 ‘A게’가 표시하는 결과는 행위의 대상(목적어)가 경험하는 ‘not A’
에서 ‘A’로의 변화 결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즉, 위 예문들의 목적
어 ‘교실바닥, 머리, 가방’이 각각 ‘더럽지 않은, 길지 않은, 가볍지 않은’ 상태에서
‘더러운, 긴, 가벼운’ 상태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진실은 아마도 반대로
교실바닥은 닦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깨끗해졌을 것이고, 머리는 깎기 전보다 약간이
라도 짧아졌을 것이며, 가방은 채우기 전보다 하다못해 100g이라도 무거워졌을 것
이다. 그렇다면 이들 ‘A게’가 표시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인가? 이들은 행위의 결과
로 나타난 상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혹은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생각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문 (7)이 시사하는 바는 비교적 명백하다. 즉, 한국어의 ‘A게’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대상 자체에 일어나는 외형적 변화 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초래
된 상태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표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것
이다. 즉, 위 (5)와 (6)의 예를 통하여 추측되던 바를 (7)에서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영어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관계를 결과구문으로 구성할 수 없다. 즉, 영어는
동사와 결과술어 형용사 간에 일정한 공기 제약이 있으며 결과술어로 쓰일 수 있는
형용사 자체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반면, 중국어는 X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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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여 X′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둘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일반적인 세상사 지식에 비추어 타당하든 아니든, 혹은 어떠한 형용사 부류
가 오든 별다른 공기 제약이 없다.
(35)

ㄱ. 한국어: 학생들이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ㄴ. 영어 : *John wiped the floor dirty
ㄷ. 중국어: 张三把地板擦脏了

일본어는 상태변화 결과구문에 있어 대체로 한국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위
(35)와 같은 의미 관계를 구성할 수는 없다.85) 즉, 동사로 예측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이면서 특히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상태를 결과표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없
다. 이처럼 언어에 따라 결과의 의미는 그 종류를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형태로 표
시할 수도 있고, 하나로 뭉뚱그려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와 결과표시 요소 간 공
기제약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다음 유형에 대한 고찰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어 ‘AP게 V’형 결과구문의 결
과취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덧붙이고자 한다. 한국어의 결과구문은 기본적
으로 확정된 결과를 표시하여 전체 사건에 상적 경계성을 부여하지만, 그 결과는 취
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와 관련하여 그
원인의 하나로 문장의 바깥에 존재하는 개념화자 시각의 개입을 제기한다. 우리는
앞의 내용에서 ‘A게 V’결과구문에 개념화자의 평가가 개입할 수 있음을 보았는데,
84) 2.1절의 [표 2]를 참조할 것.
85) 김영민(2011:9) 에서는 일본어의 이런 특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ㄱ. 彼女は息子を {立派に/ *ばからしく} 育てた。
ㄴ. 彼はケーキを {おいしく/ *まずく/ *やわらかく} 焼いた。
즉, 일본어에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일반적인 목적에 반대되는, 특히 부정적인 결과를 표시하지
못한다. 반면, 아래 한국어 대응 표현에서 보듯 한국어는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ㄱ′. 그녀는 아들을 {훌륭하게/바보같이/멋있게} 키웠다.
ㄴ′. 그는 케이크를 {맛있게/맛없게/부드럽게}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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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를 맛있게 구웠다”, “식빵을 두껍게 잘랐다”, “교실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머리를 길게 잘랐다”와 같은 예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외부 시각의 개입이 위의 예들뿐 아니라 ‘AP게 V’형 결과구문에 널리 적
용될 수 있다고 볼 때, “영희는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으나 책상은 깨끗하지 않았다”
와 같은 결과취소 현상이 성립한다면 이는 문장 내부의 서술과 문장 외부에 존재하
는 시각이 서로 대립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판단·평가
의 주체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지동사 구문을 들어 이와 같은 생각을 검증해
볼 수 있다.
(36) “나는 그를 성실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성실하지 않았다”
(해석1) 나의 그를 성실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성실하지 않았다. (O)
(해석2) 나는 그를 성실하게 생각했지만 내 인식 속에서 그는 성실하지 않았다. (X)

위 예문의 “A게 V” 형식은 인식 작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1)과 같이
서로 다른 판단 주체가 개입되는 경우 결과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해석2)와 같이
판단의 주체가 단일한 경우, 그 결과는 취소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자동사 결과구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37)

ㄱ. 영희의 피부가 검게 탔다.
ㄴ. *영희의 피부가 검게 탔지만 피부는 검지 않았다.

(38)

ㄱ. 그 아이가 참 예쁘게 생겼다.
ㄴ. 그 아이가 참 예쁘게 생겼으나 예쁘지 않았다.

(37ㄴ)의 경우, 판단의 주체가 단일할 뿐 아니라 결과의 내용도 색깔이 ‘검다’라는
객관적 사실에 관계된 것이어서 평가의 대립이 일어날 여지가 차단되므로 결과 취
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38ㄴ)의 경우는 객관적 서술과 주관적 평가가 대립을
보이는 경우로서, 이때는 결과 취소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한국어 결과구문의 결과취소 가능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온 이슈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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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적어도 ‘AP게 V’형 결과구문의 경우, 한 문장에 작용
하는 두 가지 관점의 대립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86)

이제 (8)의 예문,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힘들게 닦았다”로 넘어가 보자. 이 경우,
결과표시 요소 ‘힘들게’가 의미적으로 지향하는 개체가 목적어 ‘교실바닥’이 아닌 주
어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 예문 (8)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8′)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힘들게 닦았다
[NP1 causes NP1 himself become X (by V-ing)]
[NP1이 V함으로써 NP1 자신으로 하여금 X 되게 만들다]
V= 닦다, X=형용사, 힘들게

즉, ‘닦다’라는 행위의 끝에 ‘힘들게’ 되었다는 원인 결과 관계는 성립되나, 그것이
행위의 대상에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행위주에 일어난 변화라는 점에서, DOR(직접
목적어 제약)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영어 타동사 통제 결과구문과 구분된다. 하지만
이는 Simpson(1983:144)에서 이미 “결과술어가 주어를 서술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
며 다만 개별언어 특정적 제약일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한국어 결과구문을 결
정할만한 제약이 되지 않는다.87)
다음으로 (9)의 경우를 보자. 영어 결과구문의 의미적 제약 중 하나로 ‘필수적 영
향 제약(necessary effect constraint)’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Simpson(1983:146)
에서부터 지적된 것으로서, 결과구문의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에 영
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목적어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영향을 받아 물

86) 홍기선(2011:1153)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식이 보인다. 즉, “철수가 영미를 예쁘게 분장해 주었으나
영미는 예쁘지 않았다”의 예문에서 앞 절의 ‘예쁘게’는 철수의 판단을 지시하고 뒷 절의 ‘예쁘게’는
다른 사람이나 객관적인 판단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
되는 형용사가 쓰이면 결과가 함의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87)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다음 예들과 같이 결과술어로써 주어를 서술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되며 심지어
문장 바깥의 환경을 서술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ㄱ.她洗衣服洗得满头大汗。(주어 서술: 그녀는 온 얼굴이 땀투성이가 되도록 빨래를 했다)
ㄴ.他讲话讲得我都睡着了。(문외환경 서술: 그는 내가 잠이 들도록 말을 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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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드러내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
지 못하는 지각동사나 인지동사류는 영어 결과구문을 구성하지 못한다.88) 위에서
언급했듯이 변화의 결과 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는 부사형 결과구문으로
표시한다고 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A게 V’구문에서 ‘A게’로 나타낼 수 있는 결과의 종류가
영어의 경우처럼 제한적이지 않고 수용적이어서 (9)의 예 “학생들이 선생님을 훌륭
하게 여겼다”에서 보듯 ‘생각하다, 여기다, 느끼다, 보다, 간주하다’ 등의 인지·지각
동사 역시 ‘A게 V’구문에서 활발하게 쓰일 수 있다. 다음 예문들이 그러한 경우를
보여준다. 이때 ‘훌륭하게, 유망하게, 성실하게, 불안하게’는 각각 ‘여기다, 보다, 생
각하다, 느끼다’ 동사에 선행하여 각 동사가 나타내는 인식 작용의 끝에 대상에 대
해 가지게 된 인식 내용을 표시한다고 본다.
(39)

ㄱ. 그의 담당 딜러는 내수관련 종목을 유망하게 보았다.
ㄴ. 나는 철수를 성실하게 생각한다.
ㄷ. 나는 철수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예를 들어 (39ㄴ)의 경우, 대상인 ‘철수’는 이때 가시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으
키지 않으므로 동사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실은 내가
철수에 대하여 ‘생각한’ 결과, 대상 ‘철수’는 나의 인식 상에서 ‘성실하게’ 개념화된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여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전제할 때, 예문 (9)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9′) 학생들이 선생님을 훌륭하게 여겼다
[NP1 cause NP2 become X (in NP1’ s mind) ] (by V-ing)
88) “I consider him honest”, “I think him honest”과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하나 영어에서는 이를 2
차 술어구문으로 볼 뿐 결과구문으로 보지는 않는다. 동사와 2차 술어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각동사는 이러한 형식으로 쓰지 않는 등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영어 결
과구문(형용사형 결과구문)의 전형적인 예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변화와 구별되기 때
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게’로 나타내는 변화에 있어 주관성과 객관성, 구체성과 추
상성에 따른 구별이나 제한이 없으므로 영어와는 사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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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1이 V함으로써 NP2로 하여금 (NP1의 인식 속에서) X되게 하다]
(NP1=학생들, NP2=선생님, X=(형용사)훌륭하게 (V=여기다))

보다 중요한 점은 언어에 따라 결과표시 형태로 쓸 수 있는 의미 부류의 수용 정
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는 위 경우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관적이고 추상
적인 종류의 변화는 전형적인 형용사형 결과구문으로 쓰지 않는데 반해, 한국어 및
중국어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표시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선생님을 훌륭하게 여기다”와 “나무토막을 매끈하게 사포질하
다”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고, 중국어에서도 “把她认为很伟大”（그녀를 위대하게
여기다)와 “把桌子擦干净”(책상을 깨끗하게 닦다)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언어적 현
실이 이러한데 가시적인 상태변화가 아니라 하여 이를 결과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
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역시 한국어 결과구문의
틀 내로 받아들일 것이며, 아울러 이를 한국어 결과구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한 가지, 위에서 제시한 인지·지각동사들 중에서 ‘여기다’가 가지는 특수성을 언급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다, 느끼다, 보다’ 등은 ‘A게 V’구문 외에도 일반적인 타동
사 구문에 쓸 수 있는데 반해, ‘여기다’ 동사는 ‘X를 여기다’의 형식으로 쓸 수 없고
오로지 ‘X를 A게 여기다’, ‘X를 NP로 여기다’, ‘여겨 V(여겨 듣다, 여겨 보다)’ 등
결과표시 형식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동사 ‘여기다’의 어휘
적 의미와 결과구문이 가지는 결과 도출의 기능이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라고 이해
한다. 또, ‘A게 여기다’ 자체를 하나의 구문으로 볼 때, 이는 보다 큰 ‘A게 V’ 구문
을 예시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류는 ‘A게 V’ 의
구문뿐만 아니라 ‘NP로 V’ 및 ‘V1어 V2’ 등 이 글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의 대표형으
로 보는 형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어 결과구문의 차별적 특징을 형
성한다.
예문 (10)번의 “아이가 강아지를 못살게 굴었다”에서 ‘굴다’ 역시 ‘X게 굴다’ 형식
으로만 나타나는 특수한 동사로서 자동사문에 쓰일 때도 “예쁘게 굴다”, “밉살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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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굴다” 등으로만 나타난다. 또, 이때의 ‘못살다’ 역시 ‘성가시고 견디기 힘들다’의
뜻으로 어휘화한 단어로서 ‘못살게’의 형태로 몇몇 동사와만 결합하는 특수한 쓰임
을 보인다. ‘못살다’는 현행 품사 분류상 동사에 속하지만 그 의미상 동작성이 매우
약하고 ‘괴롭다’라는 뜻으로서 형용사에 가깝다.89) 동사가 ‘-게’의 선행어로 오는
경우 의도나 목적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 ‘강아지를 못살게 하려
는 의도를 가지고 *굴다’로 해석되지 않는다. (10)의 의미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10′) 아이가 강아지를 못살게 굴었다.
[NP1 cause NP2 become X (by V-ing= behaving in a certain way)]
[NP1이 (V함으로써=어떠하게 행동하거나 대함으로써) NP2로 하여금 X되게 하다]
(NP1=아이, NP2=강아지, X=(동사)못살게, V=굴다=어떠하게 행동하거나 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10)의 ‘-게 굴다’ 구문도 (10)의 ‘-게 여기다’ 구문과 마찬가지로
‘VP게 V’결과구문의 특수한 하위 유형으로 본다.
유형 (11)과 (12)는 자동사 구문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우선 (11)의
“반죽이 동그랗게 부풀었다”에서 결과술어는 ‘동그랗게’로서 대상 주어인 ‘반죽’의 상
태를 표시한다. 이때 ‘동그랗게’는 일단 문장의 주동사인 ‘부풀다’의 결과로서 ‘반죽’
에 나타난 상태로 읽힌다.
(11′) 반죽이 동그랗게 부풀었다.
[NP1 become X while NP1 is V-ing] 혹은
[NP1’ s V-ing cause NP1 become X]
[NP1이 V하면서 X의 상태로 되다] 혹은
[NP1의 V함이 NP1으로 하여금 X되게 하다]
(NP1=물집, X=(형용사), 동그랗게, V=부풀다)

예문 (12) “철수가 목이 쉬게 울었다” 역시 자동사로 구성된 또 다른 구문인데, 결
89) 국어에는 ‘(외모가) 잘생겼다’, ‘(외모가) 못생겼다’, ‘(경제적으로) 잘살다’, ‘(경제적으로) 못살다’의 경
우와 같이 ‘잘, 못+동사‘가 형용사로 어휘화 한 예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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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표시하는 부분이 ‘목이 쉬다’의 주술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의 경우, 이처럼 주술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까지 결과술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는 ‘-게’가 부사형 어미인가 접속(연결)어미인가 아
니면 둘 다인가 하는 국어학의 오랜 난제와 관련된 부분이며 아울러 이것을 부가절
로 보느냐 보어절로 보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
들의 견해가 몇 가지로 나뉘는데, 홍기선(2011)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
<type1>과 <type2>로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의 ‘X(P)게 V’에 대한 문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선행연구들의 견해를 종합 정리하고 나아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40)

‘X(P)게 V’의 두 가지 유형
가. <type1>
ㄱ. 물이 단단하게 얼었다
ㄴ. 철수가 금속을 납작하게 두들겼다
나. <type2>
ㄱ. 철수가 목이 쉬게 울었다.
ㄴ. 철수가 신발이 닳게 달렸다. (홍기선 2011:1145)

이 두 유형에 대한 판단은 크게 ⅰ)둘 다 보어절로 보는 견해 ⅱ) <type1>은 보
어절, <type2>는 부가절로 보는 견해 ⅲ)둘 다 부가절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만일 영어 결과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기준으로 결과구문의 적격성을 판정한다면, 보
어절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과구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
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본고의 결과구문에 대한 접근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깊이 다루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type2>의 ‘목이 쉬
게’와 같이 관용적 쓰임을 보이는 경우는 결과구문의 범위 안에서 다룰 것임을 말하
려 한다.
위 <type1>은 영어의 통제결과구문(Control Resultative)에 대응하는 유형임에
대해 <type2>는 예외적 격표시 결과구문 (ECM Resultative)에 대응되는 경우이
다. <type2>의 영어 대응형이 ECM이라 함은 문장의 동사가 자동사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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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John cried himself hoarse” 혹은 “John ran his Nikes threadbare”와 같이 동사
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지 않는 거짓 재귀사, 혹은 거짓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 결과구문의 결과술어가 문장의 목적어만을 서술해야 한다는 직접목적어
제약(DOR)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같은 자동사 구문이라도 <type1> 자동
사 구문의 대응형 “The pond froze solid”에서는 거짓 목적어를 쓰지 않는데 대해서
는 주어인 ‘The pond’가 기저에서 목적어이기 때문에 결과술어는 여전히 DOR을 준
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Rappaport Hovav & Levin (2001)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설명에 위배되
는 예들이 발견됨을 지적하고, 자동사 결과구문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즉, “John cried himself hoarse” 혹은 “John ran his Nikes threadbare”와 같이 자동
사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것은 사건의 복합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들 문장은
“John cried”와 “John became hoarse” 그리고 “John ran”과 “John’s Nikes became
threadbare”라는 두 개의 사건이 통합되어 있고, 이 두 사건들 사이에는 명백한 인
과관계가 성립되며, 두 사건의 발생이 반드시 동시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
하였다. 즉, John이 cried 한 후 시간이 얼마간 경과한 후에 hoarse의 상태로 되었
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맨(bare) 목적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The pond froze
solid” 의 경우는 기실 두 가지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의 단순성이 논항 하나짜리의 구조와 대응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해
당 예문은 두 개의 서술어로 인해 복합사건인 것처럼 보일 뿐, ‘freeze’의 과정은 바
로 ‘solid’화의 과정이므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둘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90) 위 연구는 이와 같이 결과 패턴의 선택은 사건들
끼리의 시간 구조에 달린 것이지, 동사의 부류나 XP의 의미부류에 달린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과구문에 대한 기존의 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시 한국어의 문제로 돌아와서, 한국어에 ‘ECM Resultative’가 없다 함은 영어와
달리 “*철수가 목을 쉬게 울었다”나 “*철수가 신발을 닳게 달렸다”와 같은 형식으로

90) 이러한 시간관계의 즉각성은 “John hammered the metal flat”과 같은 타동사 통제 결과구문에서
도 공유되는 특성이다. 즉, 하위사건들이 시간적으로 공존(coextensive)하고 같은 비율(rate)로 전개
된다는 점에서 통제구문들은 공통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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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에서 제시한 Rappaport Hovav & Levin (2001)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DOR에 따라서 결과구문의 유형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즉
한국어에서도 <type2>와 같은 형식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통사구조를 통하여 사건
의 복합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원인사건
과 결과사건 간에 순차적 시간관계가 성립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형식이 통사적으로 결과구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가의 여부
보다는 한국어의 결과구문들이 각각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들이 모여 전
체 결과구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type2>와 같은
경우 역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한국어 결과구문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사실을 반영하여 (11)과 (12)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11′) 반죽이 동그랗게 부풀었다.
[NP1 become X while NP1 is V-ing] 혹은
[NP1’ s V-ing cause NP1 become X]
[NP1이 V하면서 X의 상태로 되다] 혹은
[NP1의 V함이 NP1으로 하여금 X되게 하다]
(NP1=물집, X=(형용사), 동그랗게, V=부풀다)

(11)의 의미를 [NP1 become X while NP1 is V-ing]이라고 풀이한 것은 시간적
관계에 기반한 자동사 결과구문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는 엄밀
한 의미에서 두 가지 사건의 통합이 아님을 표시한 것이다. 그 아래 [NP1’s V-ing
cause NP1 become X] 라고 풀이한 것은 두 술어 간에 전형적인 사역관계는 아니
더라도 ‘약한’ 사역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12′) 철수가 목이 쉬게 울었다.
[NP1’ s V-ing cause X-state (X-state = NP2 become X)]
[NP1의 V함이 X 상태를 초래하다. (X상태= NP2가 X로 됨)]
(NP1 = 철수, X = (형용사), 동그랗게, V=부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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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의미를 [NP1’s V-ing cause X-state (X-state= NP2 become X)]라 하여
[NP1 cause NP2 become X] 와 구별한 것은 NP2가 목적어인 사역관계와 구별하
기 위해서이다. 즉, 결과를 표시하는 2차 술어가 주술관계인 ‘목이 쉬게’로 나타날지
라도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태를 나타냄을 말하는 것이다.
예문 (13) “철수가 숨이 넘어가게 달렸다”는 형식으로 보아서는 (12)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자동사 결과구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요소가 주술구조로 나타나는
예이다. 다만 이 경우 의미상의 특수성이 있는데, “숨이 넘어가게”를 과연 결과로 보
아도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즉 결과구문을 구획함에 있어 진정으로 실현된 것만을
결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과장법처럼 쓰인 것도 결과로 볼 것인가 하는 문
제를 제기한다. 이 경우, 만일 ‘숨이 넘어가게’가 그 실현이 매우 의심되므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영희는 코피가 터지게 공부했다’와 같이 실현되었을 수도 있
고 아닐 수도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즉, 매 표현마다
그 실현 여부로 결과 구문의 판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어에는 이러한 표현이 마치 관용어처럼 쓰여 ‘정도의 심함’을 드러내는 경우
가 다수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이 일부 예를 들 수 있다.91)
[표 3-1] ‘정도의 심함’을 표시하는 ‘NP가 VP게’
뼈가 빠지게

허리가 휘게

등골이 내려앉게

입이 찢어지게

배꼽이 빠지게

배가 터지게

입이 떡 벌어지게

눈이 휘둥그레지게

귀청이 터지게

골병이 들게

정신이 번쩍 들게

넋이 나가게

숨이 넘어가게

눈물이 쏙 빠지게

말도 안 되게

어안이 벙벙하게

코피가 터지게

귀에 못이 박히게

속이 터지게

기가 차게

장난 아니게

이들은 모두 뒤에 오는 행위나 상태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
91) 이처럼 ‘정도의 심함(高程度)’을 드러내는 관용적 표현의 ‘NP가 VP게’는 ‘NP가 VP도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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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중에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어남직한 일도 있다. 하지만 모두
과장의 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후행 동사로 인하여 범상치 않은
결과에 이르렀음을 말함으로써 결국 그 정도의 대단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실제 세계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적어도 언어적으로는
원인 결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을 빌어 정도를 나타내는 일은 비단 한국어 뿐 아니
라 영어와 중국어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영어의 경우, 이른바 거짓목적어를
취하는 ECM 결과구문 중에 과장의 어기를 표시하는 예가 많으며, 중국어의 경우
이른바 정도보어가 흔히 이러한 의미를 표시한다.
(41) 영어 ECM 결과구문
ㄱ. The joggers ran the pavement thin.(Carrier & Randall 1992)
ㄴ. They drank the pub dry.
(42) 중국어 정도보어구문
ㄱ.这 几天 我

이 며칠 나

难过

힘들다

死

了

죽다

(어기사)

‘이 며칠 나는 힘들어 죽겠다.’
ㄴ.这 件

事

吓

我

吓

得

魂 都 没了。

이 (양사) 일 놀래다 나 놀래다 (구조조사) 혼 다 없어지다
‘이 일로 나는 혼이 나가도록 놀랬다.’

이처럼 결과의 범주와 정도의 범주(특히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교차하는
일은 범언어적으로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9)와 같은 경우
역시 결과를 표시하는 형식의 일종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위 3.2.1의 서두에서 제시했던 여러 ‘XP게 V’의 예 중 한
국어의 결과구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AP게 V’의 예들을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철수가 나무토막을 매끈하게 사포질했다
(5) 어머니가 케이크를 맛있게 구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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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수가 식빵을 두껍게 잘랐다.
(7)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8) 학생들이 교실 바닥을 힘들게 닦았다
(9) 학생들이 선생님을 훌륭하게 여겼다.
(10) 아이가 강아지를 못살게 굴었다.
(11) 물집이 동그랗게 부풀었다.
(12) 철수가 목이 쉬게 울었다.
(13) 철수가 숨이 넘어가게 달렸다.

3.3. 방식(Manner)과 묘사(Depictive)를 나타내는 ‘AP게＋V’
우리는 위에서 ‘VP게 V’및 ‘AP게 V’가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들을 유형별로 살펴
보았고, 이제 예문 (14) “영희가 책상을 서투르게 닦았다”92)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
다. (14)는 ‘AP게+V’형식의 새로운 국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이전의 경우와 달리
‘서투르게’가 동사 ‘닦았다’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이 문장은 사건 참여자인 영희 혹은 책상이 ‘닦는’ 행위를 통하여 ‘거
칠게’ 되는 변화를 경험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닦는’ 행위의 방식
(Manner)이 ‘서투르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동사로 나타내는 행위의 방식을 표
시한다는 점에서 이는 부사어 본연의 기능에 보다 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박
소영(2001)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AP게 V’에서 ‘AP게’는 ‘방식’을 나타내
는 부류가 있음에 더하여 ‘결과’를 나타내는 부류가 있고, 이때 결합하는 동사는 상
태변화 자질을 가진 동사들임을 강조한 연구이다.
이처럼 (14)의 ‘서투르게’가 방식(Manner)을 나타낸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
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게 V’에 대하여 본고가 보태고자 하는 한 가지
새로운 이해는 동사의 방식과 동사에 의한 결과를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일이
한국어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관점에 따라서는 이들 모두를 넓은 의미의 ‘결과’로서
92) 박소영(2001:46)에서 “순희가 서투르게 테이블을 닦았다” 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고찰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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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어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래에 예문으로써
제시한다.

(
43) ㄱ.学生们

把

桌子

擦

得

很

학생들 (pre.) 탁자 닦다 (구조조사) 매우

马虎 。

엉성하다

‘학생들이 탁자를 서투르게 닦았다.’
ㄴ.张三 走

慢慢的。

得

장삼 걷다 (구조조사) 느릿느릿하다
‘장삼이 느릿느릿하게 걷는다.’
ㄷ.张三

说

得

有

道理。

장삼 말하다 (구조조사) 있다 일리
‘장삼이 일리 있게 말했다’

우선 (43ㄱ)은 (14)번 예문 “영희가 책상을 서투르게 닦았다”에 대응되는 문장으로
‘서투르게’와 대응되는 ‘很马虎’
가 동사의 뒤에서 보어로 쓰였다. (43ㄴ)과 (43ㄷ)의
‘慢慢的(느릿느릿하게)’，‘
有道理(일리있게)’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모두 동사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힘에도 불구하고 부사어가 아닌 보어로 쓰였다. 앞으로 7
장의 한중 대조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지만 중국어에서 보어는 동사
앞에 오는 부사어와 통사·의미적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 기능은 결국
‘결과’를 표시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때의 ‘결과’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서
보다 전형적인 결과가 있는가 하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보다 비전형적인 결과
도 있다.
그런데, 위 예들과 같이 방식(manner)으로 읽히는 경우까지 결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방식이 부사어로 나타내는 방식과 다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다. 특히 위 예들을 보면 동사와 보어 사이에 구조조사 ‘得’이 개재되어 있는데, 이
는 화자의 생각, 느낌, 판단, 평가 등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경우에 주로 쓰이며, 후
행하는 보어의 형태 역시 느낌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慢慢的)를 쓰
거나93)，(43ㄷ)처럼 화자의 판단·평가가 드러나는 내용(有道理-일리 있게)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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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43ㄴ)의 ‘慢慢的’ 역시 단순히 동사 ‘走(걷다)’의 방식을 표시한다기보다
그 동작을 보고 화자가 가지게 된 생각· 느낌까지 함께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이를 굳이 한국어로 나타내면 ‘걷는 걸 보니 느리다(는 생각이 든다)’ 혹은 ‘느
리(다는 생각이 들)게 걷는다’ 정도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는 객관적 사실
로서의 결과를 나타내는 ‘*走慢慢’으로 쓸 수 없다. 한편, 이것을 보어로 쓰지 않고
부사어로 바꾸어 ‘慢慢地走’라고 쓸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走’라는 동작이 일어
나고 있을 때의 방식·양태를 표시할 뿐, 그 행위가 끝나고 난 후 총평으로서 쓸 수
는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국어의 보어는 동사로 인해 그 논항 개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표시할 때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변화 외에 주관적 평가까지 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동사로 표시되는 동작 자체에 대한 주관적 태도까지 결과의 범위 안
에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AP게’ 중 방식을 나타내는 (14)와 같은 경우도 중국어 보어
와 같이 넓은 의미의 결과로 볼 수 있을까? 마침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앞서 (5)
“어머니가 케이크를 맛있게 구우셨다”, (6) “철수가 식빵을 두껍게 잘랐다”, (7) “학
생들이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의 예들을 통하여 한국어의 ‘AP게 V’가 변화를
경험하는 개체에 드러나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뿐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이
고 추상적인 평가까지 표시할 수 있음을 본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14)의 ‘서투르게’를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는 것은 한국어의 현실에 비추어 무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무엇보다 그것을 증명할 만한 언
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보어와 부사어의 의미적 대립을 통하
여 결과성의 구분이 가능한 중국어와는 사정이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14)를 다른
결과 표시의 예들과 구분하여 ‘방식‘으로 봄은 이 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우리는 한국어의 ‘AP게’가 전형적인 방식·양태 표시 부사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방식·양태 표시의 기능보다는 결과 표시 기능에 더 적합한 형식임을 말하고
93) 형용사 중첩형이나 접사 파생형, 정도부사 수식형, 조어법상 비유가 들어간 형용사 등이 이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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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 중첩형 의성·의태부사의 단독형과 ‘-하게’ 결합형
간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상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흐물흐물, 찰랑찰랑’과 같은 중첩형 의성·의태부사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게’와 결합한 형태로 쓰일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동사의 양태를 생동감 있게 나타낼 수도 있고 결과를 표시할 수
도 있는데, 만일 ‘-하게’ 결합형과 단독형 간에 별다른 의미 차이가 없다면 이를 통
하여 ‘-게’가 결과 및 방식의 의미 사이에 치우침 없이 둘 다를 표시할 수 있는 성
분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고 두 의미 중 어느 한쪽에 더 적합하
게 쓰인다면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우선 아래의 예들을 보자.

(44)

ㄱ. 정윤이가 흐물흐물 수옥의 곁으로 다가갔다.
(출처: 조선말 대사전 1992)
ㄴ. 정윤이가 ?흐물흐물하게 수옥의 곁으로 다가갔다.

(45)

ㄱ. 질이 좋은 칡을 한여름에 베어서 썩히면 껍질이 흐물흐물 벗겨졌다.
(출처: 한수산, 부초)
ㄴ. 질이 좋은 칡을 한여름에 베어서 썩히면 껍질이 ?흐물흐물하게 벗겨졌다.

(44)의 경우, ‘흐물흐물’은 정윤이라는 인물의 다가가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을 뿐
‘다가가다’ 라는 동작으로 인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흐물흐물 다
가가다’는 자연스럽지만 ‘흐물흐물하게 다가갔다’는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다. (45)
역시, 껍질이 벗겨지는 모양이 흐물흐물하다고 형용한 것이지 벗겨진 후 결과가 흐
물흐물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 경우, ‘-하게’ 결합형보다는 단독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의 예는 다르다.

(46)

ㄱ.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온몸의 기력이 우뭇가사리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듯하였다. (출처 : 문순태, 타오르는 강)
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온몸의 기력이 우뭇가사리처럼 흐물흐물하게 녹아내
리는 듯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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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는 녹아내리는 모양을 형용한 것일 수도 있고, 녹아내린 결과 상태
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별 무리 없이 어울리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어서 다음의 예를 보자.
(47)

ㄱ. 닭을 푹 고았더니 뼈까지 ?흐물흐물 익었다.
ㄴ. 닭을 푹 고았더니 뼈까지 흐물흐물하게 익었다.

(47)의 경우에는 (47ㄴ) 쪽이 좀 더 적당하게 느껴진다. 이때 닭은 ‘익다’라는 동
사를 통하여 흐물흐물하지 않다가 흐물흐물한 상태로 변화한 정황이 분명하다. 이렇
듯 변화의 방향이 뚜렷한 경우 단독형보다는 ‘-하게’ 결합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
인다. 이어서 ‘찰랑찰랑’ 과 ‘찰랑찰랑하게’의 경우를 보자.
(48) ㄱ. 어둠 속에서 나귀들이 찰랑찰랑 방울 소리를 내며 밤길을 가고 있었다.
ㄴ. 어둠 속에서 나귀들이 *찰랑찰랑하게 방울 소리를 내며 밤길을 가고 있었다.

(48)처럼 ‘찰랑찰랑’이 의성어로 쓰인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
다. 즉 이처럼 순수하게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 ‘-하게’ 결합형은 부적격하다
할 정도로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49)

ㄱ. 유리잔에 주스를 ?찰랑찰랑 따랐다.
ㄴ. 유리잔에 주스를 찰랑찰랑하게 따랐다.

위의 경우는 ‘-하게’ 결합형이 매우 자연스럽다. ‘따르는’ 행위를 통하여 찰랑찰랑
하지 않았던 것을 찰랑찰랑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질을 가진 어미 ‘-게’
와 의미적으로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결과의 의미로 ‘찰랑찰랑 따랐다’의
적격성을 판정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찰랑찰랑하게’보다는 못하며, 동작의 방
식을 묘사한다고 볼 때 더 자연스럽게 읽힌다.
이상의 예들을 살펴본 바를 종합했을 때, 의성·의태의 중첩부사가 결과를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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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하게’ 결합형이 상당한 정도로 더 적합하며, 반면에 순수하게 동작의 방식을
형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게’와의 결합 없이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향이 발
견된다. 우리는 이러한 관찰의 결과를 통해 한국어의 ‘-게 V’는 경우에 따라 방식과
결과를 둘 다 표시할 수 있기는 하나,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이 보다 본유적인 기능
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위 (14)의 예문 “영희는 책상을 서투르게 닦았다”
의 ‘서투르게’는 동작의 방식·양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중국어의 정태보어와 마찬가지로 동사 동작의 결과가 개념화자에 불러일으
킨 생각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15)의 예문 “어머니가 커피를 뜨겁게 드셨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각
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 경우 “뜨겁게”는 분명히 동사의 직접목적어 논항인 ‘커피’
의 상태를 서술하므로 2차서술어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동사 ‘드셨다’의 결과로
해당 논항에 일어난 상태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 커피는 어머니가 드시기 이전에 이
미 뜨거운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동사의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결과구문(Resultative)과 구분하여 묘사구문(Depictive)으로 불러
왔다. 이때의 묘사(depivtive)란 주동사의 행위가 일어날 당시 이미 동사의 논항들
에 갖추어져 있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며 그 상태가 동작·행위 시에도 지속되는 관
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구문과는 매우 다른 의미관계를 표시하는 구문이
며 그 통사구조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어에서는 결과구문과 달리 목적어
외에 주어를 지향할 수도 있다는 점이 큰 차이로 지적되어 왔다. 묘사구문은 결과구
문과 달리 사건(event)이나 어휘의미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가적인 성격
을 가진다. 또 결과구문은 원래 동사가 취하지 않던 새로운 논항의 추가를 가능하게
하고 사건구조를 바꾸는 등 그 영향이 크게 미치는 반면, 묘사구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문제는 이처럼 다른 의미를 표시하는 두 구문이 적어도 표면
적으로는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묘사구문은
영어에서 결과구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한국어의 경우에도 ‘AP게 V’, ‘NP로 V’
형 결과구문 형식과 같이 쓰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V1어 V2’ 구문도 묘사구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나 결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V2’인데 반하여 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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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ictive)인 상황을 나타내는 요소는 ‘V1’으로 표시된다. 이는 ‘V1어 V2’ 구성이
기본적으로 시간의 전개과정을 반영하는 구조인 것과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50) ㄱ. She handed him the towel wet.

(Goldberg and Jackendoff 2004)

(그녀는 그에게 수건을 젖은 채로 주었다.)
ㄴ. The chairman came to the meeting drunk. (Wechsler 2005a)
(회장님이 회의에 술 취한 채로 참석했다.)

(51) ㄱ. 철수는 커피를 뜨겁게 마신다.
ㄴ. 철수는 위스키를 언더락으로 마신다.
ㄷ. 철수는 사과를 깎아 먹었다.

이처럼 서로 상이한 의미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되는 예가 복수의 언어에서 관
찰된다는 것은 해당 의미들이 모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고 보아 무방
할 것이다. 또, 이때 두 의미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일수록 이들이 언어 내부적으로
나 범언어적으로 단일한 형식으로 표시될 가능성은 크다. 그렇다면 ‘결과구문’과 ‘묘
사구문’ 사이에도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고
찰이 필요할 것이며 더 이상의 언급은 본고의 역량을 넘는다.
다만, (51)의 한국어 예문들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른바 ‘방식’(manner)으로 해석
되어 온 예들인데,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와의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동사의 논항이
가지는 상태를 표시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동사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태인가 그 후에 이루어진 상태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 형식의 성립 요건은 1차 술어와 2차 술어 간
시간적 선후 관계보다는 논항과의 주술관계가 성립하는가가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94) 뒤에 7장에서 보겠지만 중국어 동결식은 묘사(depictive) 구문과

94) 이와 관련하여 장영준(2000)에서는 어미 ‘-게’ 결합형 부사어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부사가 아니고
부사형을 취하는 이차적인 서술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소절 (small
clause), 묘사적 서술어 (depictive clause), 목적절 (purposive clause), 결과절 (resultative
clause), 사역절 (causative clause)에 쓰인 ‘-게’형 부사어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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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는 해당 형식의 성립요건으로 시간성이 우선적임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고, 본 절에서
는 예문 (15)는 형태상 결과구문과 동일하지만 결과구문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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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P로 V’형 결과구문
4.1. 한국어 결과구문으로서의 ‘NP로 V’의 성격과 범위
이번 장에서 살펴볼 구문 형식은 ‘NP로 V’구문이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NP로’ 조사구, 그리고 조사 ‘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NP로’
조사구 및 조사 ‘로’는 그것이 가지는 이례적으로 다양한 의미·기능 때문에 일찍부터
국어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의미 기능들에 대한 이해는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인 ‘NP로 V’형 결과 구문이 가지는 결과표시 기능의 이해에 바탕이 되기 때문
이다.
‘NP로’ 혹은 조사 ‘로’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을 세분하거나 반
대로 공통점을 중심으로 크게 대별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 각각의 쓰
임이 가지는 개별적 특징들을 기술하거나 혹은 서로간의 연관관계를 밝히려는 연구
들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조일영·김일환(1999)에서는 ‘-로’의 의미에 ‘도달, 수
단, 경로, 방향, 수량, 변성, 원인, 도구, 분할, 재료, 자격, 선정’ 등 12가지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각 의미를 세분하여 그 특징들을 살피고 있다.
‘NP로’ 조사구에 대해서는 일찍이 김민수(1970)에서 조사 ‘로’가 표시하는 격을
‘구격(具格), 향격(向格), 전격(轉格)’ 등으로 나눌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NP로’ 조사구가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남기심(1993)은 ‘에 조사구’와 ‘로 조사구’를 함께 비교하며 기술하고 있다. 동 연
구에서는 이 두 조사구를 논항과 비논항으로 분류하고, 논항으로 쓰이는 경우 자동
사문과 타동사문의 각 문형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한편, ‘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이 단일한 원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 중
에서는 유동석(1984나)의 주장이 주목할 만하다. ‘NP로’ 중에는 필수 성분인 것도
있고 수의 성분인 것도 있는데, ‘변성’과 관계된 것은 필수성분이고 그 외 ‘도구, 원
인, 재료’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수의성분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수의성분인
‘NP로’에 대하여 동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래 ‘-로 하-, -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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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말미암아’와 같이 후행동사의 부사형과 결합하여 ‘변성, 자격’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구를 형성하였던 것인데, 어떤 연유로 인하여 동사가 탈락함으로써 동사와 ‘NP
로’ 사이에 형성되었던 ‘변성, 자격’ 등의 의미가 소실되고 ‘NP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던 두 번째 동사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감기로 하여 결석했다 → 그는 감기로 결석했다) 결국, ‘NP로’는 ‘변성’의 의
미를 가지는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 하지만, 현재 실재하지 않는 성분의 존재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후행동사
가 어떠한 이유와 조건 하에 탈락하는지, 또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논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궤의 논의로서 정희정(1988)에서는 ‘로’는 목표점으로의 방향을 의미하며 거기
서 생겨난 ‘경유’의 의미로 인하여 도구, 원인 등의 기타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또, 권미경(1991) 역시 조사 ‘로’에 방법, 재료, 원인, 분할, 양태, 한정, 방향, 시간,
자격, 지정, 변성의 의미 표시 기능이 있으며 이들은 ‘경유’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
진다고 보고 있다. 또, 이양혜(1992)는 ‘로’가 나타내는 격에 ‘수단격, 원인격, 자격
격, 방향격, 결과격’ 등을 설정하고 이들이 [+변성]의 공통 자질을 가짐을 주장하였
다.
이제 논의를 다시 ‘NP로 V’구문으로 돌려 본다. ‘NP로 V’구문은 한국어에서 이동
사건을 표시하는(지붕위로 날아가다) 대표적인 형식인 동시에 대상의 ‘변성’을 표시
하는 구문 형식이기도 하다(폐교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꾸미다). 위의 선행연구들에
서 주목하였듯이 ‘NP로’는 매우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성분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NP로 V’구문이 위치변화와 상태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 구문 형식임
에 주목한다. 연구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결과구문을 고찰함에 있어 이동사건
을 통해 일어나는 위치변화의 결과와 상태변화 사건의 끝에 도출되는 결과 상태를
동류로서 다루고 있으며, 이 두 종류의 변화 사이에는 은유적 확장 관계가 성립한다
고 보고 있다.95)
위치변화는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인데 반해 상태변화는 상대적으
95) 처소·공간적 개념이 시간, 상태 등 다른 의미영역의 개념적 기초가 된다는 사실은 그간의 인지언어학
적 연구 성과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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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이 둘은 모종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념적 유사성을 가진다. 따라서 전자를 근원영역으로 하여 후자의 목표영역으로 나
아가는 은유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지적 원리에 부합하는 순리적인 과정
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Johnson(1987)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발점·경로·도
착점 도식’ (source-path-goal schema)을 제시한 바 있다.

96)

[그림 4-1] 출발점·경로·도착점 도식 (Johnson 1987)
< 경로 >
□
<출발점>

□
<도착점>

이 도식은 체험적인 공간인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동’ 현상에 전형적으로 적용
되지만, 공간적인 ‘이동’에서 ‘변화’로의 은유적 사상(mapping)에도 적용된다. 이때
아래 도식에서 보듯 <출발점>이 <재료>에, <도착점>이 <산물>에 사상되는데
이것이 더 추상화되어 각각 <원인>과 <결과>로 사상되기도 한다.

97)

[그림 4-2] ‘이동’에서 ‘변화’로의 은유적 사상

출발점

도착점

재 료

산 물

원 인

결 과

96) ‘출발점·경로·도착점 도식’ (source-path-goal schema)에 대한 설명은 ‘임지룡 외 옮김 (2004),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다. (p229)
97) 이에 해당되는 예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a. Wine is made from grape.
b. The house burn to cinder.
(2) a. John got sick from overwork
b. We have tried hard in V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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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인식은 전부터 국어학계에 있어 왔는데, 예를 들어 박정운(1999)는
‘로’에 대하여 ‘경로’의 의미를 중심으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난 다의어로 보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로’가 공간영역과 시간영역에서 경로의 의미를, 상태영역에서 상태변
화와 자격의 의미를, 행동영역에서 도구, 원인, 재료, 양태, 부사화의 의미를 가진다
고 하고 있다. 또, 최근 인지언어학 방면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이동사건’에 대
한 연구들에서도 물리적·객관적 이동으로부터 주관적·가상적 이동으로 일어나는 확
장에 주목하여 관련된 사실을 밝히려 하였다.
‘결과구문’과 관련해서는, 전술했듯이 Goldberg(1995)에서 영어 결과구문이 사역
이동구문으로부터 은유적으로 확장된 상속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 이후로 영
어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는 위치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영문법계의 이러한 동향과는 별개로 중국어의 결과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결식(動結式)’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상태의 변화를 표시하는 부류와
위치변화를 표시하는 부류를 함께 다루어 왔다. 위치변화를 표시하는 부류를 구분하
여 ‘동추식(動趨式)’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재 중국어 어법계에서 동결식이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98)
다시 말해 여러 언어에서 위치 변화와 상태 변화는 개념적으로, 나아가 언어 형식
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동의 끝에 도착하는 도달점 혹은 모종의
변화 끝에 얻어진 새로운 상태를 ‘결과’라는 개념 아래 포괄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어에서는 ‘NP로 V’구문이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P로 V’구문은 한국어의 결과구문을 논할 때 빼놓을 수
98) 이와 관련하여 罗思明(2010:2-3)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 제시한다.
“呂叔湘 선생이(1980:11) 처음으로 動結式이라는 개념을 제기할 때, 두 번째 서술어의 의미와 어휘
특성에 따라 ‘동결식‘과 ‘동추식’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겸하여 다음처럼 밝히셨다.
“두 종류의 短語式 동사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다: 하나는 주로 방향을 표시하는 동사가 더해진 것
으로 동추식이라 부름직하고, 또 다른 하나는 주로 결과를 표시하는 형용사 혹은 동사가 붙어 이루어
진 것으로 동결식이라 부를 만하다.”
중국어의 동결식에는 협의의 동결식과 광의의 동결식이 있다. 협의의 동결식은 통상 두 개의 술어성
분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구별되는 두 개의 사건을 표시한다. 즉, 앞의 것은 ‘행위’ 사건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동사가 담당한다. 뒤의 것은 ‘결과’ 사건을 나타내며 보통 형용사나 동사가 담당한다...
(중략)...광의의 동결식은 협의의 동결식 외에 동추식(動趨式)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중국어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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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AP게 V’형 결과구문에 비하면 ‘NP
로 V’형식을 본격적으로 결과구문의 범주에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양정석
(2002), 임창국(1999, 2006), 유현경(2004), 황화상(1996)과 같은 몇몇 연구에서
‘NP로 V’구문을 국어의 이차서술어 구문 중의 하나로 살피고 있다. 결과구문을 정
의하는 핵심적 요건은 단문 구조 안에 원인을 나타내는 주동사에 더하여 결과를 나
타내는 2차술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의 논의들은 ‘NP로 V’구문을 결
과구문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본적 바탕이 된다.
물론 국어의 특성상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부사어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의 그것처럼 통사적으로 보어 또는 보
충어의 자격을 가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A게 V’의 ‘A게’와 마찬
가지로 ‘NP로 V’의 ‘NP로’ 역시 그것의 직접 논항을 서술하는 2차 술어임이 인정되
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동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이 글에
서 정의하는 결과구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양정석(2002)는 ‘NP로 V’구문을 결과구문에 포함시켜 한국어의 2차 서술어 구문
중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인데99), 결과구문의 하위 유형으로 다음
과 같은 예들을 제시하였다.

(1) 양정석 (2002)에서 제시한 한국어 결과구문의 유형
(가)-1. 어머니가 그 고추를 가루로 빻았다.
(가)-2. 훌륭한 교육이 학생들을 지성인으로 변화시켰다.
(나)-1. 날이 훤히 밝았다/ 달이 높이 떴다
(나)-2. 그 큰 바위가 가루로 부서졌다
(다)-1. 인부들이 벽을 하얗게 칠했다
(다)-2. 그가 생선을 얇게 저몄다
(라) 날이 훤하게 밝았다
(마) 그가 나를 힘빠지게 만들었다. /그 사건이 나를 세상을 달리 보도록 만들었다.
99) 양정석(2002)는 Williams(1980)과 Rothstein(1983)의 ‘서술화 이론’을 바탕으로 ‘이중목적어문·이중
주어문, 한정어, 외치구문, 처소교차구문, ‘를’판단구문(예외적 격표시구문), 결과구문’등 한국어의 2차
서술어 구문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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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무심한 태도가 나를 맥없이 만들었다. / 그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위의 예들 중 (가-1, 2)와 (나-2) 그리고 (마)의 마지막 예 등이 ‘NP로 V’구문
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예들은 없고 상태변화를 표시하는 부
류들만 제시되어 있다. 동 연구에서는 위의 모든 결과구문들의 통사구조에서 임자가
VP의 명시어로 설정되며, 이차서술어는 V′의 부가어 위치에 놓인다고 하였다. 하지
만 이에 덧붙여 정작 결과구문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의미구조와의 대응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정석 2002:39-43)
한편, 위 연구에서는 2차서술어 구문 중 ‘판정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하면서 이들 구문의 의미가 동사가 가지고 있던 의미구조와 사뭇 다른
형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였다.

(2)

양정석 (2002)에서 제시한 ‘판정구문’의 예
ㄱ. 철수는 영호를 천재로 생각한다.
ㄴ. 철수는 영호를 가엾이 생각한다.
ㄷ. 철수는 영호를 측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위의 예들에서 ‘천재로’ ‘가엾이’ ‘측은하게’ 등의 2차 술어는 문장의 주동사
가 표시하는 인지 활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인식상의 변화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이
러한 부류들을 결과구문의 틀 안에서 다루려 한다.
이 외에 임창국(2006)에서는 2차 술어를 포함하는 ‘NP로 V’구문에 결과
(resultative) 2차 술어 구문과 묘사(depictive) 2차 술어 구문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두 구문의 통사적 구조를 대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어 두 구문 간의 차이를 관
계화, 의사분열문화, 정도부사의 명사서술어 수식, 주제화, 어순 뒤섞기, 대동사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명하려 하였다.
한편, 근래에는 ‘NP로’ 조사구에 어떤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관심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의미역
할당은 ‘NP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기능을 몇 가지의 부류로 나눌 것인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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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 아니라 이들 중 논항성인 것, 나아가 보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판별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혜원(2004)에서는 ‘N-로’를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 구문을 고찰함에 있
어 ‘Nl이 N2을 N3로 V’의 분포를 보이는 동사류를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동사 부
류를 제시하였다.

(3) 유혜원(2004)의 ‘Nl이 N2을 N3로 V’의 분포를 보이는 동사류
ㄱ. ‘삼다’류 : 삼다, 만들다
ㄴ. ‘바꾸다’류 : 바꾸다, 치환하다, 번역하다, 교체하다 등
ㄷ. ‘인식하다’류 : 인식하다, 착각하다, 오인하다, 알다 등
ㄹ. ‘빚다’류 : 빚다, 쑤다, 짓다 등
ㅁ. ‘선택하다’류 : 선출하다, 선택하다, 뽑다, 선발하다 등
ㅂ. ‘판결하다’ 류 : 판결하다, 선고하다 등
ㅅ. ‘규정하다’류 : 규정하다, 정하다 등
ㅇ. 기타 : 키우다, 섬기다 등

나아가 이들 동사들을 대상으로 통사 의미적 유사성 및 상이성을 살핀 끝에 ‘NP로’
와 관련한 기본 문형과 의미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유혜원(2004)에 제시된 <N1이 N2를 N3로 V>문형의 의미역
ㄱ. 행위주-대상-자격-V : 철수가 영희를 며느리로 삼았다
ㄴ. 행위주-대상-결과-V : 철수가 뒷마당을 텃밭으로 바꾸었다
ㄷ. 행위주-대상-선정-V : 판사가 그를 무죄로 판결했다
ㄹ. 경험주-대상-자격-V : 철수가 영희를 범인으로 의심했다.

이때 NP3에 부과된 ‘자격, 결과, 선정’ 등의 의미역은 해당 문장 안에서 가지는
세부적인 의미로서는 적절한 해석일 수 있으나 과연 이 모두에 다른 의미역을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만일 엄밀하게 각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4ㄱ)에서의 ‘자격’과 (4ㄹ)에서의 ‘자격’이 같은 의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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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의미 범주를 이루는 요소들을 그 공통점에 근거하여 한데 묶는 것과
그들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는 것은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전자의 입장에서 이들 세부 유형들이 ‘결과’라는 상위 개념으로 포
괄될 수 있음을 우선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하지만 이때 각 세부 유형별로 어떤 차
별적인 특징을 보이는가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유혜원
(2004)의 분류는 지속적으로 참조할 만하다.
한편, 한국어 의미역 목록의 확정에 관한 연구로 박철우·김종명(2005)을 빼놓을
수 없는데, 동 연구는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분과 중 용언 전자사건 구축
의 의미역 정보에 대한 기술 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 결과물로서, 한국어
용언사전 기술을 위한 의미역 확정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용언의 의미역
정보 기술에 유효한 의미역 목록을 한정하고 특정 용언이 지니는 특정 논항에 대해
어떤 의미역을 배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려 하였다. 동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의미역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박철우·김종명 (2005)에서 제시한 의미역 목록
행위주(Agent)

대상(Theme)

출발점(Source)

방향(Direction)

경험주(Experience)

장소(Location)

도구(Instrument)

목적(Purpose)

도착점(Goal)

영향주(Effector)

내용(Content)

심리행위주
(Mental Agent)
동반주(Companion)

결과상태
(Final State)

기준치(Criterion)

이 중에서 ‘NP로 V’결과구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의미역은 ‘결과상
태역(Final State)’과 ‘도착점역(Goal)’, 그리고 ‘방향역(Direction)’이다. 본고가 ‘NP
로 V’형식을 주요 결과구문으로 판정함에 있어 가장 큰 근거로 삼는 것은 동 형식
이 위치변화 사건의 결과인 도착점과 상태변화 사건의 결과인 결과상태를 모두 표
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박철우·김종명(2005:558-560)에서는 “유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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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와 같이 위치 이동을 나타내는 예와 관련하여 ‘NP로(바다
밑으로)’는 도착점이라고 하기에는 끝점이 불분명하고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인다고 하여 도착점역(Goal)이 아닌 방향역(Direction)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전자사전>의 ‘용언사전’에서 채택하는 의미역 기준은 위 연구를 바탕으로 하
고 있는데 동 사전의 방향역(DIR)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향(direction, DIR): 공간적/물리적 행위가 이루어질 때 지향하는 방향.
지금까지 GOL 의미역을 부여하던 논항 중 실제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기
만 하는 논항이 DIR에 해당됨. 대개 격표지 ‘-로/에게로’를 달고 나타남. 추상적인
상태변화의 종착점으로서의 FNS는 변동 사항 없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은 위 기준과 다른 점이 있다. 물론 한국어 조사
‘로’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에 [+방향성]의 자질이 있으며, “영희가 학교로 달렸다”
와 같은 예에서 ‘학교로’는 도달점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는 영어와 달리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와 후치사구의 결합만으로는 목표한
지점에의 도달을 표시할 수 없는 한국어의 특성과 관련된 사실이다.100) 하지만 동
시에 구문에 따라서는 ‘NP로’ 논항이 도달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읽히는 예들이 엄
연히 존재한다. 즉, “나비가 집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공을 지붕 위로 던져 올렸다”
와 같은 예들에서 이동하는 개체인 ‘나비’와 ‘공’이 이동의 결과로 ‘집안에 있음’ 혹
은 ‘지붕위에 있음’으로 읽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정석(2004)에서는 “영어에서 ‘TO’는 내재적으로 한계성을 가짐
에 비해 ‘TOWARD’와 ‘VIA’는 비한계성을 가진다. 한계성뿐만 아니라 비한계성의
값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어의 조사 ‘-로’는 이러한 전치사들의 의미를 아울
러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를 거칠게 풀어 말하면 영어의 ‘to’는 목표점에의
도달을 함의하는데 반하여 한국어의 ‘-로’는 반드시 도착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100) 영어의 경우 심지어 소리내기 동사 등 이동을 전혀 담보하지 않는 동사들마저도 적절한 전치사구와
결합하여 위치이동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에 한국어는 특히 자동
사 이동의 경우 ‘가다/오다’로 대표되는 이동동사 없이는 이동사건을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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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렇다고 하여 도착점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로’로써 표시되는 이동사건은 때에 따라 위치변화의 결과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변수에 의하여
도달과 위치변화 여부가 결정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한편, <세종 전자사전>의 의미역 기술에서도 ‘NP로’ 논항에 일괄적으로 방향역
(DIR)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도착점역(GOL)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들이 오히려 적
지 않다. 요는 실제로 도착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인데 예문에 따라 그 구분
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발견된다. 일부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NP로’에 부여된 ‘방향역’과 ‘도착점역’ : <세종 전자사전> 中
자동사

내 모습을 본 쫑은 문밖으로 달려나왔다.

방향역

이동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DIR)

타동사
이동
자동사

도착점역

이동

(GOL)

타동사
이동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셨다.
표범이 사슴을 나무 위로 끄집어 올리고는 내려왔다
아이들은 더위를 식히러 강물로 뛰어들었다
바로 집으로 뛰어 들어가 소인들에게 물을 퍼다 주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니 염소들을 모두 우리 안으로 끌어와라
그는 화가 나서 책을 방바닥으로 내던졌다.

위 표에서 방향역을 부여받은 경우는 이동하는 개체가 이동의 결과로 ‘문밖에, 하
늘에, 고아원에, 나무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도착점역을 부여받은 경우는 현재
‘강물에, 집에, 방바닥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문밖으로 달려 나왔
다” 와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둘 다 “NP로+방식+경로+오다/가다”의 동일한 구
조를 이루고 있는데, 각각 DIR과 GOL의 의미역으로 나뉘었다. 물론 둘 사이에 완전
히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자의 ‘문밖’은 사방으로 열려있는 공간인 반면, 후자
의 ‘집’은 사방의 막힘이 있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점 도달 여부
를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이 이 둘을 다른 의미역으로 갈라야 할 만큼 큰 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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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데에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으려 한다.
아래 4.2절에서 <세종 전자사전>의 표제동사를 대상으로 이 두 의미역 부여 현황
과 그 내재적 경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것이지만, 그것은 목표점 도달과 미도
달로 읽히는 경우의 몇 가지 경향을 제시하려는 것일 뿐 방향역과 도달점역을 엄밀
하게 구분하는 데 목적을 두지는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한 본고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NP로’는 그 자체만을 보았을
때 ‘NP에’에 비하여 목표점에의 도달을 나타내기 어렵다. 하지만, ‘NP로 V’구문 안
에 놓이면 NP의 의미와 V의 의미, 그리고 둘 간의 관계에 따라 도달 여부가 결정된
다. 이는 ‘NP로 V’가 이동사건이 아닌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 그 도달 여부가
확정된 것으로 읽힌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치변화를 나타내
는 경우인데,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도 함께 쓰이는 V의 성격에 따라 목표점 도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원인(방식)+결과’의 의미관계로 해석되는 ‘V1어
V2’ 구성의 동사와 결합할 경우 ‘V2’가 나타내는 결과표시 기능에 힘입어 ‘NP로’ 역
시 도착점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목표점 도착으로 해석되는 ‘NP로 V1어 V2’의 예
가. 자동사 구문
ㄱ. 나비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 왔다.
ㄴ. 아이들이 강물로 뛰어 들었다.
나. 타동사 구문
ㄱ. 경찰은 우리를 짐짝처럼 비좁은 유치장 안으로 밀어 넣었다
ㄴ. 굴속에 숨어 있던 공비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냈다.

정리하면, 이동사건을 나타내는 ‘NP로 V’구문에서 ‘NP로’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동의 결과로서 현재 위치하게 된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다.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우세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4.2절에서 살펴볼 것이며, 우선 여기에서 목표점 도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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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NP로’와 결합하는 동사의 형태와도 관계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넘어간다.
또한 우리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방향성], [+과정성]을 가지는 성분이 특정한
구문의 틀에 들어가서 도착점, 즉 확정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서 ‘NP로
V’형식의 구문적 성격이 확인된다고 본다. 이는 위 3장에서 살펴보았던 ‘AP게 V’구
문에서 ‘-게’가 [+방향성], [+과정성] 의미 자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결과상태를 표시함과 평행하다 하겠다.
한편, 위의 논의가 위치이동의 결과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것이
었다면 아래는 ‘결과상태역(Final State)’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박
철우·김종명(2005)에서 제시한 ‘결과상태역(Final State)’ 구문의 일부 예를 아래에
보인다.

(6)

‘결과 상태역’ 의 예들 (박철우·김종명 2005:560)
ㄱ.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ㄴ. 그는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었다.
ㄷ. 우리 팀의 골키퍼가 김병지로 바뀌었다.
ㄹ 우리 업체는 인삼을 당의정으로 가공한다.
ㅁ. 그녀는 그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
ㅂ. 선생님은 철수를 사위로 삼으셨다.
ㅅ. 너는 나를 바보로 아니?
ㅇ. 나는 이번 주에 처리할 업무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
ㅈ. 그는 감형을 받아 형기가 3년으로 되었다.

위의 예들 중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NP1이 NP2이/가 되다’ 형식
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보어 구문으로서 여기서는 ‘포
도주가’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우리는 앞서 2.1.3. 절에서 이와 같은 형
식의 경우 결과구문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되다’ 동사의 의
미 특성 상 결과상태에 앞서는 원인행위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두 번째 예인 “그는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었다”는 이른바 산출구문(창조동사구문)
인 “그는 빵을 만들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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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사의 어휘의미 자체가 결과구문의 의미구조에 상당하며 원인행위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글의 결과구문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위 예문 중 “너는 나를 바
보로 아니?” 의 경우, 양정석(2002)에서 ‘판정구문’이라 명명하며 2차 서술어 구문
의 한 종류로 보았던 유형이며, 유혜원(2004)에서 제시한 NP3를 필수적으로 취하
는 동사부류 중 ‘인식하다류’에 속하는 예이다. 박철우·김종명(2005)에서는 이때의
‘바보로’에 ‘결과 상태역’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결과구문의 범위 내에
포괄하여 ‘인식작용의 결과’로 분류하고자 하는 본고의 생각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처럼 위 연구는 ‘NP로 V’구문이 한국어에서 상태변화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형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 연구의 성과를 적용한 ‘세종전자
사전’의 의미역 기술을 바탕으로 ‘결과상태역’을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의미부류
(semantic class)’별로 정리하여 예문과 함께 아래에서 보임으로써 한국어에서 상태
변화를 표시하는 ‘NP로 V’구문의 실제적 모습과 범위를 파악하려 한다. 동 사전에
서 제시하는 동사 의미부류(semantic class)는 총 242종이며, 이 중 결과상태(FNS)
와 관계되는 것은 분석 결과 60여 종으로 나타난 바, 그 중 상위 그룹을 중심으로
각 그룹에 속하는 동사들의 목록과 예문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신서인(2007)의 고찰 내용은 우리의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 연구에
서는 ‘NP로’ 성분을 요구하는 동사는 크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변화를 나타내
는 동사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자의 경우 ‘NP로’를 도달점(到達點)으로, 후
자의 경우 ‘NP로’를 결과상태(結果狀態)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특히 박철우·김종명(2005)에서 ‘NP로’는 방향을 나타낼 뿐 도착점을 표시할 수
없다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 연구에서 구분했던 ‘도착점역’과 ‘방향역’을 합하
여 ‘도달점역’으로 명명하고 있다.
위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동과 변화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 구조를 가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인데, 저자는 이를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표
현하고 있다. 즉, 변화를 추상적인 차원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도달점(GOL)과 결과
상태(FNS)를 구분할 필요 없이 ‘NP-(으)로’ 논항을 단일하게 ‘도달점(GOL)’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두 논항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통사·의미적으
로 다른 행동을 보이므로 둘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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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도달점 논항은 어순의 변이가 비교적 자유로우나 결과상태 논항은 어순 변이가
제약된다.101) 둘째, 도달점 논항은 쉽게 관계화 되지만 결과상태 논항은 관계화가
불가능하다.102) 셋째, 도달점 논항은 ‘장소’를 의미하지만 결과상태 논항은 ‘상태’를
의미한다.
본고는 신서인(2007)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인식에 동의한다. 즉, ‘NP로’가 표시
하는 ‘도달점역’과 ‘상태변화역’은 모종의 변화(전자는 위치변화, 후자는 상태변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과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결과’라는 술어 아래 묶일 수 있다
고 보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NP로 V’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원형적 모델을 제
시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NP로 V’
형식을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판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 만족하며, 이 두 의미역
을 굳이 하나로 합하여 기술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서인(2007)
에서 지적한 통사·의미적 차이에 더하여, 의미역을 지나치게 세분하는 것도 의미역
설정의 의의를 떨어뜨리지만 의미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직관에서 멀어지
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도달점’과 ‘상태변화’가 개
념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결과’라는 상위 범주에서 만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편, 이은섭(2008)은 특별히 ‘여기-’와 ‘삼-’ 구문에 실현되는 ‘로’ 부사어의 속
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는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의미역 관련 연구에서는
아래 (7ㄱ)의 ‘NP로’에 ‘자격’의 의미역을 부과해 왔는데, (7ㄴ)의 예 역시 동일하
101)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신서인 2007:72)
(18) 가. 경찰은 이씨를 유치장으로 옮겼다.
나. 경찰은 유치장으로 이씨를 옮겼다.
(19) 가. 경찰은 이씨를 범인으로 단정했다.
나. *경찰은 범인으로 이씨를 단정했다.
102)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신서인 2007:73)
(20) 가. 경찰은 이씨를 유치장으로 옮겼다.
나. 이씨를 유치장으로 옮긴 경찰
다. 경찰이 유치장으로 옮긴 이씨
라. 경찰이 이씨를 옮긴 유치장
(21) 가. 경찰은 이씨를 범인으로 단정했다.
나. 이씨를 범인으로 단정한 경찰
다. 경찰이 범인으로 단정한 이씨
라. *경찰이 이씨를 단정한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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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격의 의미역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7) ㄱ-1. 철수가 영희를 며느리로 삼았다
ㄱ-2. 철수가 영희를 며느리로 여겼다.
ㄴ-1. 철수는 팔을 베개로 삼아 …
ㄴ-2. 영희는 사채를 … 타개의 유일한 방편으로 여기고 …

아울러 ‘자격’의 의미역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적 의미역의 상정을 검토하
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유혜원(2004)나 홍재성(2002)에서 말하는 결과역, 결과상태
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유동석(1984), 남기심(1993), 유혜원(2004)
등 기존의 연구에서는 ‘-로 여기’에 대하여 ‘변성’역을 주로 설정해 왔으나 이은섭
(2008)은 ‘변성’이라는 속성은 ‘로’ 부사어가 대상역을 받는 목적어와 맺는 관계를
말한다 할 때 ‘삼다’는 외재적 내재적 변화를 다 동반하는 전적 변성인 반면, ‘여기
다’는 내재적 변화만을 동반하는 내적 변성이므로 성질이 다름을 지적하였다. 아울
러 전형적인 자격역 논항으로 간주되는 성분들은 통사적인 측면에서 필수 성분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필수 성분인 ‘삼-’과 ‘여기-’ 구문의 ‘로’ 부사어에 자격역을
할당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어 ‘삼-’구문과 ‘여기-’ 구문의 ‘로’
부사어는 두 동사의 행위가 표상하는 사태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서술어에 관여적이
고 의미적으로는 변성의 속성으로 대상역의 목적어에 관여적임을 지적하고, 결론적
으로 두 부사어는 서술어의 행위가 구현된 후 대상에 나타나는 변화 결과를 표상하
므로 ‘결과역’을 할당받는 논항 성분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은섭(2008)의 견해에 동의하며 ‘삼-’과 ‘여기-’ 구문의 ‘로’
부사어에 부과되어 왔던 ‘자격역’은 ‘결과역(결과상태역)’ 아래에 포괄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들 ‘삼-’과 ‘여기-’ 동사가 일정한 문형, 즉 ‘NP1이
NP2를 NP3로 삼다/여기다’ 형식으로만 쓰이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들 동사가 가
지는 의미구조와 결과구문이 표상하는 의미구조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해
석한다. 즉, ‘여기-’ 구문과 ‘삼-’ 구문은 ‘NP로 V’형 결과구문의 구성원의 하나로
서, 해당 상위구문의 한 예를 보여주는 예시관계에 있다고 간주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할 때, ‘NP로 V’구문은 ‘AP게 V’구문과 마찬가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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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결과구문으로 인정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두 구문의 가장 큰
공통점은 표면상으로 동사에 전치하는 부사어 성분이 결과표시 요소(2차술어)가 된
다는 데 있으며, 두 구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표시 요소의 문법범주가 각
각 형용사와 명사로서 구별된다는 데 있다. 한편, 결과표시 요소에 개재된 문법성분
‘-게’와 ‘-로’가 [+방향성], [+과정성]의 의미자질을 띤다는 것 역시 두 구문의 공
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방향성]과 [과정성]은 결과를 향한 방향
및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 자체로는 경계성(telicity)을 가질 수 없는 성분임
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문에 쓰일 때 경계성을 획득한다는 것이 이 두 형식의 공통
점이며 동시에 이들이 구문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래 4.2절에서는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NP로 V’구문의 예들을 제시하고 그 특성
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 4.3절에서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NP로 V’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어에서 이동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식은 ‘V1어 V2’형
동사연결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NP로 V’가 가지는 상태변화 표시의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고찰함
을 밝힌다. 한편 4.4절의 내용은 ‘결과목적어+산출동사(창조동사)’의 구조로 이루어
진 이른바 산출구문에 관한 것인데 주로 ‘NP로 V’ 구문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고
찰하게 될 것이다.

4.2. 위치변화 ‘NP로 V’구문의 유형과 특징
우선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NP로 V’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문의 유형을 아
래와 같이 제시해 본다. 괄호 속 의미는 ‘NP로’가 나타내는 의미이다.

(8) ‘NP로 V’ 구문 유형
ㄱ. 민수가 집으로 달렸다.

(방향)

ㄴ. 민수는 산길로 다닌다.

(경로)

ㄷ. 아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 갔다. (도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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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우리는 공원으로 모였다.

(도착점)

ㅁ. 돼지를 우리로 몰아넣었다.

(도착점)

ㅂ. 아이들을 집밖으로 꾀어냈다.

(도착점)

ㅅ. 할머니를 방안으로 모셨다.

(도착점)

ㅇ. 얼음을 물로 녹였다.

(상태변화의 결과)

ㅈ. 그는 나를 바보로 여긴다.

(인식작용의 결과)

ㅊ. 꼬마 아가씨가 학부형으로 성장했다. (상태변화의 결과-자격)
ㅋ. 오늘 회의는 학부형으로 참가했어요.

(사전에 구비된 자격)

ㅌ. 찹쌀로 경단을 빚었다.

(재료)

ㅍ. 낫으로 수수를 베었다.

(도구)

ㅎ. 영희는 감기로 앓아누웠다.

(원인)

ㄲ. 영희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현재 상태 묘사)

위에 제시한 여러 ‘NP로 V’문장 중 [+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실선 박스 안에 있는 예들로서, 이동의 결과 도달한 지점을 나타내는 (8ㄷ) ,
(8ㄹ), (8ㅁ), (8ㅂ), (8ㅅ), 어떤 행위로 인해 대상에 일어나게 된 변성의 결과인
(8ㅇ), (8ㅊ), 그리고 인식작용의 결과로 화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결과상태인 (8ㅈ)
을 들 수 있다. (8ㅋ)의 ‘학부형으로’는 ‘자격’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동사 ‘참가
하다’의 결과로서 생겨난 자격이 아니라 동사 ‘참가하다’ 이전에 이미 구비하고 있는
자격이므로 결과 논의에서 제외된다.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8ㄷ)-(8ㅅ) 중 (8ㄷ)은 주어의 자발적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이동동사 ‘가다/오다’가 결합한 전형적인 한국어 자동사 이동구문이다. 이
때 목표점 혹은 도착점을 나타내는 ‘NP로’ 뒤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이어진 동사
연결형이 결합하였다. 반면 (8ㄹ)는 자동사 이동구문이지만 하나의 동사만으로 이동
이 표현된 경우이다. (8ㅁ)과 (8ㅂ)은 사역 이동에 해당되는 타동사 이동구문인데,
둘 다 동사 연결형이 쓰였지만 (8ㅁ)은 두 동사 ‘몰다, 넣다’가 모두 이동을 함축하
는 경우인 반면, (8ㅂ)은 동사 연결형을 이루는 두 요소 중 이동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사(꾀다)가 개입된 경우이다. (8ㅅ)은 단일동사로 사역이동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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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2절에서는 (8ㄷ)-(8ㅂ)과 같이 위치변화에 관계된 유형들을 먼저 다루기로 한
다. 논의 전개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사로써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부류와 타동사로
써 사역적 이동을 나타내는 부류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4.2.1. 자동사 위치변화 ‘NP로 V’구문
우리가 4장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위치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NP로 V’구문의
특성과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NP로 V’구문의 특성 및 그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
다. 그 중 4.2절에서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은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위치
변화 결과구문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동사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사건에 대해서는 Talmy(1985, 1991, 1996a, 2000)의 일련의 연구들이 인지
언어학적, 유형론적 관점의 접근을 통해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Talmy(1985: 61)에서는 ‘이동 사건’을 구성하는 인지적 성분으로 전경, 배경, 경로,
이동, 방식, 원인의 6개 요소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
다. 아래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이동사건의 기본 요소로 인정되는 것은 ‘전경, 배경,
경로, 이동’의 네 가지이며 그 외 ‘방식’과 ‘원인’을 부차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9) 이동사건을 구성하는 인지적 성분 (Talmy 1985: 61)
ㄱ. 전경(Figure) : 움직임의 주체 혹은 이동체
ㄴ. 배경(Ground) : 전경의 이동과 관련된 참조점 대상
ㄷ. 경로(Path)

: 배경과 관련하여 전경이 따라가는 진로

ㄹ. 이동(Motion) : 움직임
ㅁ. 방식(Manner) : 이동을 실행하는 수단이나 양태(Manner)
ㅂ. 원인(Cause)

: 이동을 발생시키는 외적 요인

이동사건은 대표적인 통합사건( event Integration)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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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사건에는 위 요소들 중 ‘전경, 배경, 경로, 이동’으로 이루어진 주사건과 ‘방식,
원인’으로 구성되는 종속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되어 있다. 주사건(틀사건)은
전체사건을 지배하는 개념적 틀에 종속사건을 연결시켜 주는 틀(frame)로서의 기능
을 제공한다. 이때 주사건을 이루는 요소들 중 핵심이 되는 것은 ‘경로(path)’인데,
경로는 전경체를 배경체에 이어주는 연결 기능을 함으로써 틀사건의 도식적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사건의 핵심 스키마는 ‘경로’ 혹은 ‘경로+배경’이 된다.
Talmy 이론의 핵심은 이러한 복합사건의 도식적 중심이 어디에 나타나는지에 따
라 세상 언어를 두 가지 유형론적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이미 널리
알려진 바대로 이동사건에서 ‘경로(path)’를 나타내는 것이 문장의 주동사인가 아니
면 동사에 붙는 위성(satelite)103)인가에 따라 세상 언어를 ‘동사틀 언어(Verb
framed language)’와 ‘위성틀 언어(satelite frame language)’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다.104) 틀사건의 스키마적 핵심이 동사에 있는가 아니면 위성 안에 위치하는가
하는 사실과 함께 각각의 경우에 동반 사건은 어디에 나타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틀위성을 가진 언어들은 동반사건을 주동사에 사상시키는 반면, 틀동사를 가
진 언어들은 동반사건을 위성이나 부가사(부사류), 더 전형적으로는 동명사 타입의
요소에 사상시킨다. 위성틀 언어인 영어와 동사틀 언어인 스페인어의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이 대비된다. (Talmy 2000: 223)
(10) ㄱ. 영어

: The bottle floated out

ㄴ. 스페인어 : La

botella salio flotando

(관사) bottle

exited floating

이렇게 볼 때, 한국어는 일단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동사틀 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103) Talmy(2000)의 언급에 따르면 위성(satelite)에는 다음과 같은 문법 형식들이 포함된다. 영어의 동
사 부치사, 독어의 분리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동사 접두사, 라틴어와 러시아어의 접두사, 중국어의
동사 보어, 라후 어의 비핵 동사, 카도 어의 명사통합형, Atsugewi어의 동사어근 주위의 다중 통사적
접사 등등. Talmy는 이들이 동사 어근과 자매 관계에 있는 명사구 보충어든 전치사구 보충어든 혹은
어떤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든 모두 문법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104) 대표적인 동사틀 언어로는 로만스어, 셈어, 일본어, 타밀어, 폴리네시안어, 반투어, 마야어의 일부,
카도어 등등이 포함된다. 위성틀 언어라고 말할 수 언어로는 로만스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도 유러
피안어, 피노-우그릭 어족, 중국어, Ojibwa어, Warlpiri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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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즉 ‘경로(path)’가 주동사로 표시된다는 것인데, ‘달려 들어가다’의
예에서 이동의 ‘방식’에 해당되는 ‘달려’가 부동사로 표시되고 ‘경로’에 해당되는 ‘들
어’가 이동을 나타내는 ‘가다’와 함께 결합하여 주동사를 구성한다고 보면 과연 그러
하다. 하지만 한국어 이동사건은 많은 경우 ‘달려 나가다, 뛰어 들어가다, 날아 올라
가다, 굴러 내려오다’ 등의 동사연결구성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동사들 간의 긴밀도
는 합성동사의 단계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아 주종 관계를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
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어는 ‘동사틀 언어’라고 보기가 어려워진다.105)
이러한 사항들은 한국어 이동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필수 사항이 된다. 하
지만 본고의 관심은 한국어 이동구문이 엄밀하게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에 있지 않
다.

그보다는

이동구문이

결과구문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건통합(event

Integration)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의의를 둔다. 즉, “바위가 굴러 내려
갔다”라는 대상 이동의 사건에는 “바위가 굴렀다”와 “바위가 내려 가 있다” 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으며, 전자는 후자에 원인 혹은 수단을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
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결과구문의 통사 및 의미구조와 동일하다.
한편 위성틀 언어에 속하는 영어의 경우, 이동의 ‘방식(manner)’ 혹은 ‘원인’을 나
타내는 동사가 문장의 주동사로 쓰이며 이것이 이동까지 아울러 나타낸다. 이때 경
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배경체의 결합으로 이동의 결과인 변화된 위치에 있음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1) ㄱ. The pencil rolled off the table.
ㄴ. The bottle floated into the cave.
ㄷ. She danced across the room.
ㄹ. The bullet whistled out of the room.

105) 이와 관련하여 Slobin(2004)에서는 기존에 주장된 동사틀 언어와 위성틀 언어 외에 타이어와 같이
방식과 경로가 동등한 문법적 자격으로 나타나는 언어들이 있음을 들어 Talmy(1991)의 유형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 한국어에 관한 선행연구 중 임지룡(2000)에서도 한국
어는 동사틀 언어와 위성틀 언어 중 어느 하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그 외, 진현(2010),
홍연옥(2013) 등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 고찰하면서 두 언어 모두 전형적인 동사틀 언어 혹은 위
성틀 언어라 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 특히 홍연옥(2013)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Slobin(2004)에서 제시
한 제 3의 유형, 즉 ‘방식-경로 동등형 언어’ 에 속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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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ㄱ), (11ㄴ)에서 the pencil과 the bottle은 전경, the table과 the cave는 배
경, off와 into는 경로에 해당된다. 한편 이 문장들에서 전경체는 이동의 결과 테이
블에서 떨어져 있거나 동굴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11ㄷ), (11ㄹ)의 경우도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동사 자체에 이동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비합성적이라 할 만하다.
한국어의 경우는 영어와 사정이 다르다. 범언어적으로 이동 현상은 보편적이며 이
동 사건의 구성 요소도 동일하지만, 그 구성 요소들이 결합되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
난다. 한국어 이동사건 구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만으로
는 이동사건을 표시할 수 없고, 그에 더하여 반드시 ‘이동동사’ 혹은 ‘경로동사+이
동동사’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위 영어문장들이 나타내
는 바를 표현한다면, ‘*병이 동굴 안으로 떴다’, ‘*그녀는 방 건너편으로 춤췄다’, ‘*총
알이 방 밖으로 쉭쉭거렸다’와 같이 하나의 동사로 표시할 수 없고 ‘병이 동굴 안으
로 떠 들어갔다’와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추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는데, 그 중 임지룡(2000)은 인
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106)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
연구로서, 특히 ‘가다’ 합성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언어 유
형론적 특징을 밝히려 하였다. 특히, ‘가다’는 ‘오다’와 함께 개념화자를 전제로 한
직시 동사로서 여러 이동동사 중 이동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원형적 보기라고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Shon(1976), Choi & Bowerman (1991), 채희락(1999) 등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중 Shon(1976)에서는 동시동작을 나타내
는 한국어 합성형 동사의 어순이 ‘활동-방향-이동-심리적’의 순으로 고정된다고
하였다. (달려 나 가 보다).

또, Choi & Bowerman (1991)에서는 자발적 이동의

‘가다’ 및 ‘오다’ 합성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는 ‘가다’와 ‘오다’가
합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되며 그 의미정보는 <이동+직시소>가 융합된 것
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직시적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어 자발적 이동 구문의
106) 이때의 어휘화(lexicalization)란 이동사건의 인지적 성분들이 함께 표현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개념 범주를 언어로 나타내는 방식’으로서의 어휘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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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특징이 된다.
(12) 존이

방에

뛰어 -

들어 -

왔다.

<전경> <배경> <방식> <경로> <이동+직시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지룡(2000)은 한국어 이동사건 구문의
차별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한국어의 경우 이동사건의 <이
동>, <경로>, <방식> 등의 의미 정보가 동사에 함께 나타난다. 둘째, 한국어에서
이동사건의 의미 정보가 어휘화 되는 양상은 동사의 단순형을 통해서 표현되기보다
‘((V3어)V2어)VI어+가다’와 같은 합성형을 통해서 표현된다. 셋째，한국어 이동사
건의 합성형에는 다양한 유형의 의미정보가 결합될 수 있다. 이상 선행 연구들의 내
용을 종합할 때 한국어 자동사 이동사건은 영어 등과 달리 이동동사107)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복수의 동사가 연결되어 이동의 여러 유형을 나타낸다는 것이 특징
이며, 아울러 대부분의 경우 직시적 요소가 개입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NP로’가 개재된 자발적 이동구문을 한국어 결과구문의 일종으
로, 다시 말해 ‘자동사 위치변화 결과구문’으로 살피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이동구문의 특징은 우리의 논점에서는 그대로 위치변화 결과구문의 특징이
된다. 우선, 이동동사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구문의 주동사에서 위치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AP게 V’형 상태변화 결과구문의 경우
에도 해당되는 특징이다. 또, 이때의 이동동사는 주로 ‘가다/오다’로서 개념화자

107) 참고로 양정석(2004:336)에서 제시한 이동동사의 목록을 아래에 인용 제시한다. 이 목록은 국어의
최상위 빈도순(약 3000번까지) 동사에서 추출한 것이다. 한편 여기서 제시된 이동동사 역시 동사연결
형인 경우가 많고 특히 ‘가다, 오다’가 들어간 예들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오다, 나오다, 나타나다, 나가다, 들어가다, 가다, 다니다, 오르다, 돌아오다, 보내다, 들어오다,
돌아가다, 올라가다, 찾아오다, 지나가다, 가져오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다가오다, 찾아가다,
올라오다, 나아가다, 넘어가다, 날아가다, 달려가다, 달려오다, 귀가하다, 몰려오다, 끌려가다,
다가가다, 되돌아가다, 따라오다, 침투하다, 데려가다, 출동하다, 시집가다, 내려서다, 솟아오르다,
되돌아오다, 전전하다, 밀려오다, 쇄도하다, 퇴장하다, 옮겨가다, 이전하다, 입대하다, 쳐들어오다,
뛰쳐나가다, 침범하다, 넘어오다, 넘나들다, 날아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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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izer)를 전제로 하는 직시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 역시 ‘AP게 V’ 결과구
문에서 관찰되는 개념화자 개입성과 상통하는 특징이라 하겠다. 다만 ‘NP로 V’ 구
문에서는 그 개입이 ‘오다/가다’를 통해 드러나는 반면, ‘AP게 V’의 경우 특정한 형
태를 통해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구문의 주동사에 단일형태소 동사가 아닌 동사연결형이 쓰인다는 것은
주로 ‘NP로 V1어 V2’ 의 꼴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V1어
V2’ 형 결과구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합성동사로 보
아 온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V1어 V2’ 동사 연결형을 구문(construction)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V1’과 ‘V2’ 사이에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함에 기대어 ‘NP로 V1어
V2’에서 ‘NP로’가 도착점으로 읽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NP로 뛰어들
다/날아들다/솟아오르다/튀어오르다’ 등의 예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V2’는 ‘들다, 오
르다’인데 이들은 <방향·경로>를 나타내는 요소이지만 ‘NP로 V1어V2’ 구문 안에서
는 동작 방식을 나타내는 선행동사의 결과로 ‘NP’에 위치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
다. 즉 ‘NP로 들다/오르다’가 이 구문의 결과부분이고 ‘뛰다, 날다, 솟다, 튀다’등 동
작 방식을 나타내는 선행 동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로’
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구문의 힘에 의해
도착점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자발적 이동구문에 쓰이는 이동동사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다,
오다’인데, 이들은 이동 외에 직시적 성격까지 가지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V2로서 참여하는 ‘달려가다, 날아오다’ 혹은 ‘들어가다, 나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등 예에서 ‘가다, 오다’는 앞의 예들과 같이 위치변화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한 본고의 생각은 이러하다. 즉, 이들이 단독으로 ‘NP로 V’구문에 쓰
였을 때는 “민호는 학교로 갔다”에서 보듯이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방식>동사만 쓰인 “민호는 학교로 달렸다”에 비해서 위치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느껴진다. 또 ‘가다/오다’가 <방식> 동사와 결합하여 “NP로 V1어 V2” 구문에 들어
갈 경우, “나는 아버님을 마중하러 역으로 달려갔다” “민호는 학교로 달려왔다”에서
보듯 직관상 위치 변화와 함께 도달의 가능성도 비교적 높아진다. 만일 <경로>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여 위 구문을 구성한다면, “민호는 학교로 들어갔다”,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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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방으로 들어오셨다”에서 보듯 목표점 도달의 가능성은 상당한 정도로 높아져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결과구문으로서의 “NP로 V1어
V2” 구문이 가지는 의미는 이동행위의 결과 특정 개체의 위치가 바뀌어 ‘NP’ 에 있
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의 관찰로서 우리는 ‘가다, 오다’가 해당 구문에서 ‘V2’
요소로 참여할 때, 이와 같은 전체 구문의 의미를 도출하는데 기여함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위치가 변하였음을 ‘가다, 오다’로써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이들은 이동동사인 동시에 화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직시소이기도 하다. 즉, ‘가다’는 화자로부터 출발하여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이동을
나타내고, ‘오다’는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화자의 위치로 접근하는 이동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자동사 위치변화 결과구문인 “NP로 V1어 V2” 에는 대부분 직시소인 ‘가
다, 오다’가 V2로 참여한다 할 때, 동 구문이 나타내는 위치변화란 이러한 특성에
입각한 위치변화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객관적이고 엄밀한 의
미에서 ‘변화된 위치에의 도달’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직시적 특성에 입각한 주관적
위치변화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국어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민호는 학
교로 달려갔다”라는 문장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민호가 변화된 장소
인 학교에 있을지 없을지 완전히 확신하기 어렵다. 반면에, 직시소 ‘가다’의 특성에
비추어 ‘민호는 현재 화자의 위치에서 떠나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위치변화’로 인정할 경우, 동 구문을 위치변화 결과구문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
다. ‘오다’의 경우 “민호는 학교로 달려왔다”에서 보듯 화자가 이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새로운 장소에의 도달 역시 보장된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어의 자동사 위치이동 결과구문의 전형적인 형식을 “NP로 V1어 가다/오다”로 보고,
당 구문이 표시하는 결과는 주관적 기준에서의 위치변화를 나타낸다고 본다.

4.2.2. 타동사 위치변화 ‘NP로 V’구문
4.2.2에서 살펴볼 것은 타동사 구문에 쓰여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NP로 V’형식,
다시 말해 사역이동과 관련된 ‘NP로 V’구문이다. ‘사역이동구문(caused motion
construction)’이란 동사가 표시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동사의 논항이 목표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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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이동되는 구문을 말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치변화를 상태변화와 함께 ‘결
과’로 다루기로 한 바 있으며, 이 두 가지 변화를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을 보이기 위하여 ‘NP로 V’구문을 살피고 있다. 한편 남승호(2003:111)에서는 이동
동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의미상 크게 행위주 이동동사와 대상이동동사로
나누고 있다.
(13) 남승호(2003:111)의 ‘이동동사’ 정의
·정의 : 문장 S의 본동사 P가 처소논항을 취할 때, S가 P의 다른 한
논항의 처소 변화를 함의하면 그 동사를 이동동사라 한다.
가. 행위주 이동동사: 동사 P의 행위주(Agent) 논항이 이동함을 함의할 때.
나. 대상 이동동사: 동사 P의 대상(Theme) 논항이 이동함을 함의할 때.

우리가 현재 4.2.2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어 사역이동구문은 의미상 대상(theme)
논항이 처소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에서 말하는 ‘대상 이동동사’가
문장의 주동사로 오게 된다. 위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대상 이동동사로 다음과 같은
동사들을 제시하고 있다.

(14) 한국어 ‘대상 이동동사’ (남승호:2003)
가져가다, 가져오다, 건지다, 걸다, 교환하다, 꺼내다, 꽂다, 끌다, 끌어내다, 끌어
들이다, 나르다, 내걸다, 내놓다, 내려놓다, 내리다, 내버리다, 내보내다, 내세우
다, 넘다, 넘기다, 넣다, 놓다, 달다, 당기다, 던지다, 덮다, 데려가다, 두다, 들여
놓다, 맡기다, 매다, 메우다, 몰다, 묻다, 묶다, 밀다, 밀어내다, 바르다, 받다,
벗기다, 벗다, 보내다, 부치다, 붙다, 붙이다, 비우다, 빠뜨리다, 빼다, 빼내다,
빼놓다, 뽑다, 사다, 새기다, 새겨 넣다, 쌓다, 싸다, 쓰다, 씌우다, 없애다, 연행
하다, 예금하다, 올려놓다, 올리다, 옮기다, 운반하다, 움직이다, 유도하다, 이식
하다, 인출하다, 입다, 입히다, 저장하다, 제거하다, 주다, 지우다, 집어넣다,
쫒다, 차다, 채우다, 치우다, 칠하다, 투입하다, 파견하다, 파묻다, 팔다 등

위에서 한국어 자동사 이동사건을 살펴볼 때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에서 이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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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시하는 것은 거의 이동동사 및 이동을 함축하는 동사가 개입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는 어휘 의미 자체에 이동을 전혀 함의하지 않는 동사로도 사역이동을 나타
낼 수 있는 영어의 경우와는 대비되는 점이다. 영어의 사역이동구문, 즉 대상 이동
구문은 기본적으로 ‘동사+전치사구’의 형식으로 표시되며, 이때 동사에는 이동의 의
미를 가지는 타동사뿐만 아니라 각종 동작동사, 특히 자동사 등이 와서 문장 내부의
의미가 불투명하고 비합성적인 구문들을 만들어 낸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
은 경우가 있다.

(15) ㄱ. Frank sneezed the tissue off the table.
ㄴ. Frank squeezed the ball through the crack.
ㄷ. The critics laughed the play off the stage.

한국어 사역이동구문의 경우, 4.2절의 서두에서 제시한 (8ㅂ)과 같이 어휘 의미
자체에 이동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동사가 개입된 경우도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몇 경우에 한정된다. 그나마 그러한 동사가 단독으로 쓰이면 아래의
(16ㄴ), (17ㄴ)에서 보듯 완전한 위치 변화를 표시할 수 없고, 추가로 이동의 의미
를 가지는 동사가 연결되어야만 위치변화를 보장할 수 있다.
(16) ㄱ. 그 남자는 아이들을 집밖으로 꾀어냈다.
ㄴ. 그 남자는 아이들을 집밖으로 꾀었다.
(17) ㄱ. 어머니가 아이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ㄴ. 어머니가 아이들을 집안으로 불렀다.

영어에서 이동사건을 표시하는 기본적인 형식이 ‘동사+전치사구’라 할 때, 전치사
구를 이끄는 데는 ‘to, into‘를 위시하여 ‘off, onto, across, through, from’ 등 여러
전치사가 개입될 수 있듯이 한국어의 이동사건을 표시할 때도 표시하고자 하는 의
미에 따라 ‘에, 에게, 로, 까지, 에서’ 등 여러 가지 조사가 이끄는 조사구가 동사와
결합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논항교체가 일어난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본고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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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라 한국어 결과구문을 고찰함에 있어 상태변
화와 나란하게 위치변화의 결과를 살피고 있으며 특히 두 변화를 모두 표시할 수
있는 ‘NP로 V’구문을 우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역이동을 나
타내는 ‘NP로 V’구문에서 ‘NP로’가 도달점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한국어 ‘NP로 V’구
문으로써 나타내는 위치 변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때 대상 이동을 표시하는 ‘NP로 V’구문의 예들은 <세종 전자사전>의 ‘용언사
전‘에서 의미부류(semantic class)상 ‘사동 이동 행위’로 분류된 동사들의 용례에서
추출하였다. 물론 전체 문장의 의미가 사역이동을 나타내는 예들은 이 외에도 더 있
을 수 있으나, 전술했듯이 한국어의 경우 동사 자체에 이동의 의미가 없는 동작동사
나 자동사가 이동구문을 구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편의상 사역이동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동사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귀납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위 4.1절에서 위치변화와 관련된 ‘NP로’가 과연 이동의 방향만을 나타내는
가 아니면 그 결과까지 나타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동일
한 ‘NP로 V’구문이라 하더라도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의 ‘NP로’는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하여 일괄적으로 ‘Final State’(결과상태, 이하 Fns로 표기함)
의미역을 부여하는 데 반하여,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NP로’는 실제 변화된 지점에
도달하였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Direction’(방향, 이하 DIR로 표기함)과 ‘Goal’(도달
점, 이하 GOL로 표기함)로 나누고 있는데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세종 전자사전>의 <용언사전>에서 의미부류(Semantic Class)가 ‘사동이동 행
위’로 분류되는 동사들을 모아 보면 총 223개 의항(義項, Sense)108)이 추출된다.
또 이들 동사가 쓰이는 문형에서 주어와 목적어 논항 외에 장소명사와 관련된 제3
의 논항이 있는 경우는 162개였다. 그 논항에 배당되는 의미역은 크게 ‘방향(Dir),
도달점(Goal), 출발점(Source), 장소(Location)’로 나타났으며 드물게 ‘도구(Ins)’의
의미역이 섞여 있다.

109)

해당 논항과 결합하는 조사는 ‘에, 로, 에게, 까지, 에서,

108)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총 167개 동사이다. 223개란 ‘방향’의 의미역 논항이 들어가는 문형으로 쓰
일 수 있는 sense의 개수를 말한다.
109) ‘도구(Ins)’의 의미역이 부여된 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나는 문틈으로 편지를 들이밀었
다”, “엄마는 주먹밥을 창문으로 디미셨다”, 이는 조사 ‘로’가 가지는 여러 의미 중 ‘경로’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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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등이 관찰된다.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3] 장소명사에 부여된 의미역별 빈도와 결합 조사: <세종전자사전> 中
의미역 구분

출현 횟수

결합된 조사

방향(Dir)

27

로

도착점(Goal)

103

에, 에게, 로, 까지

출발점(Source)

22

에서, 에게서

장소(Location)

8

에, 에서

도구(Instrument)

2

로

합 계

162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의미역은 ‘방향(Dir)’과 ‘도착점(Gol)’ 논항인데, 방향
논항에 붙는 조사는 위 표에서 보듯 ‘로’가 유일한 반면 도달점 논항에는 여러 가지
조사가 붙을 수 있다. 도착점 논항에 붙는 조사 중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것은 ‘에’
로서 도착점을 나타내는 103개 동사 의항(sense) 중 94개가 ‘NP에’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역시 도착점 논항과 결합하는데 그 횟수는 47회 관찰되었다.
이중 ‘에’와 ‘로’ 둘 다 쓰이는 경우가 36개인 반면 ‘로’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표시된
경우는 4개에 그쳤다. 나머지 7개는 ‘에, 로’ 뿐 아니라 기타 조사와도 결합하는 경
우이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방향, 도달점 논항과 결합하는 조사 및 조사 결합 비율
의미역
방향
(Dir)

결합하는 조사

결합 비율

로

27/27

도착점

에, 에게,

에

(Gol)

로, 까지

로

94/103
47/103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4-

‘에, 로’ 둘 다 쓰임
36/47

‘로’만 쓰임110)
4/47
기타
7/47
25/103

기타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역 이동 사건에 쓰인 ‘NP로’는 ‘NP에’와 호환되어 쓰
이는 경우 ‘도착점’으로 읽힐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향’을 나타낸다
고 보는 것이 <세종 전자사전>의 기본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방향’을 나타
내는 경우의 ‘NP로’는 목표점에의 도달, 즉 사역 이동사건의 결과로서의 위치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 글은 ‘NP로 V’형식을 한국어 결과구문의 한 유형
으로서 다루고 있는 바, 만일 그것이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를 결과
구문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NP로’에 ‘방향역’을 부여한 <세종 전자사
전>의 해당 예문들이 실제로 ‘결과 미(未)도달’로 읽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그렇
지 않다면 결과 도달로 읽히는 경우와 결과 미도달로 읽히는 경우가 어떻게 나뉘는
지를 밝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방향’(DIR)만을 나타낸다고 한
27가지의 문장을 아래에 보인다.
(18) ‘방향’(DIR)만을 나타내는 'NP로'의 예 (세종전자사전 中)
(18-1) 표범이 사슴을 나무 위로 끄집어 올리고는 내려왔다.
(18-2) 비밀 경찰이 그를 어딘가로 끌어갔다.
(18-3) 그는 발로 앞에 떨어져 있는 돈을 자기 쪽으로 끌어왔다.
(18-4) 뱃사공은 마을 주민들을 하루에 세 번씩 강 건너로 날라 준다.
(18-5) 동생은 두 팔을 책상 아래로 내려뜨리고 힘없이 앉아 있다.
(18-6) 수위는 아이들을 건물 밖으로 내몰았다.
(18-7) 미순이는 밥을 얻으러 온 사람을 매정하게 문 밖으로 내밀었다.
(18-8) 철수는 계속해서 입으로 한숨 소리를 내뿜고 있었다.

110) 도착점 논항이면서 조사 ‘로’와만 결합한다고 표시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비가 올 것 같으니 염소들을 모두 우리 안으로 끌어와라”
“꽃병을 벽 쪽으로 들이켜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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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셨다.
(18-10) 여자친구들은 키 큰 남자를 골목길로 따돌리고 술집으로 갔다.
(18-11) 인수는 배낭을 짐칸 깊은 곳으로 떠다밀었다.
(18-12) 영수는 친구를 방 한구석으로 몰아가서는 심하게 두들겨 팼다.
(18-13) 왕은 신하들을 모두 밖으로 물리고 그만 남게 했다.
(18-14) 우리는 차를 앞으로 밀었다.
(18-15) 그 사람은 엉덩이로 나를 아랫목에서 문 근처로 밀어 냈다.
(18-16) 그는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을 한구석으로 밀쳐놓았다.
(18-17) 그는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을 한구석으로 밀트렸다.
(18-18) 그들은 아이를 담장으로 밀어 올렸다.
(18-19) 그는 자동차를 뒤로 뺐다.
(18-20) 사람들이 배에서 항구로 짐을 부리고 있다.
(18-21) 낙하산 인사계획을 집행하느라 때로는 임기 중인 위원을 딴 자리로
영전시켜 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관료출신을 앉히기도 한다.
(18-22) 벽을 새로 도배하려고, 방 안에 있던 모든 가구들을 마루로 옮겼다.
(18-23) 이사센터 사람들이 이삿짐을 여기에서 새 아파트로 옮겨 갔어요.
(18-24) 그 친구는 직장을 서울로 옮겨 왔어요.
(18-25) 가족들은 아버지의 관을 장지로 운구했다.
(18-26)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다.
(18-27) 그 철제 캐비닛을 왼쪽 벽 쪽으로 움직여 주세요.

모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이들 문장의 목표점 도달 여부를 가늠했을 때, 우리는 이
들 모두에서 목표점 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각각의
목표점 도달 여부 및 그 가능성의 크기가 같지 않다고 본다. 일단 위의 각 예들을
과거형(혹은 완망상)으로 써서 그 조건을 동일하게 해 놓고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우선, ‘NP로’에 특정한 장소 명사가 아닌 ‘∼쪽으로, ∼방향으로, 앞으로, 뒤로’ 등의
방위성 명사가 왔을 때 그것은 특정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18-5) “두 팔을 책상 아래로 늘어뜨렸다”의 경우, 팔이 아래쪽을 향하여 늘어졌다
는 것이지 특정 지점에 도달했는지가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18-19)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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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차를 뒤로 뺐다”에서도 자동차가 현재 뒤에 있는가 여부를 말하려는 것이 아
니다. (18-26)의 “아래에서 위로 움직였다” 및 (18-27)의 ‘벽 쪽으로 움직였다’도
마찬가지다. 다만, ‘∼위로’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지점이 될 수도 있기에
사정이 좀 다르다. (18-1)의 “나무 위로 끄집어 올렸다”에서 ‘나무 위로’는 나무 위
의 공백 지점일 수도 있지만 특정 나뭇가지와의 접촉면일 수도 있다. 우리의 직관
및 전체 문장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18-1)의 경우는 후자로 읽히며 따라서 ‘나무
위로’는 도착점(Goal) 논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언급할 것은 ‘NP로 V’에서 ‘NP로’가 도착점이냐
방향이냐 하는 것은 후치하는 동사의 형태와도 관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15), (18-16)의 “문 근처로 밀어 냈다”, “한구석으로 밀쳐놓았다”에서 ‘NP로’
와 결합하는 동사는 ‘밀어 냈다’, ‘밀쳐놓았다’로 ‘V1어 V2’의 형태를 취하는 동사
연결 구성이다. 이때 ‘V2’는 ‘V1’ 동작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결과이거나(내다),
‘V1’ 동작의 완결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동사에 함축된 결과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놓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V1어 V2’가 후치동사로 올 때 ‘NP로’는 방
향이 아닌 도착점으로 읽힐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즉, (18-15),
(18-16)에서 ‘나’는 현재 ‘문 근처’에 있으며 ‘물건들’은 ‘한구석’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18-1)에서의 ‘끄집어 올렸다’에서도 같이 적용되어 사슴은
틀림없이 현재 나무 위에 올려 져 있을 것으로 본다. (18-6), (18-7)의 ‘내몰았다’
와 ‘내밀었다’는 두 동사의 순서를 바꾼 ‘몰아냈다’와 ‘밀어냈다’에 비해서는 위치변
화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나 적어도 ‘건물 밖으로 내몰았다’ 가 ‘건물 밖으로 몰았
다’에 비해, 그리고 ‘문 밖으로 내밀었다’가 ‘문 밖으로 밀었다’에 비해 대상이 현재
‘건물 밖에’ 혹은 ‘문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18-2), (18-3)에서와 같이 ‘V2’에 직시적 이동
동사 ‘가다, 오다’가 쓰인 경우이다. 즉, (18-2) “어딘가로 끌어갔다”, (18-3) “자
기 쪽으로 끌어왔다, (18-12) “방 한구석으로 몰아갔다”에서 도착점으로 읽힐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가다’가 개입된 경우, 우리는 그것의 목
표점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2.1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다’는 화자가 위치하
는 지점에서 더 멀어짐을 나타내는 직시적 요소로서, 목표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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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시야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곳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반대로 ‘오
다’는 화자가 위치하는 장소에 가까워지는 이동을 나타내므로 그 도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나누어서 ‘가다’가 개입된 경우
‘방향’의 의미역을 부과하고, ‘오다’가 개입된 경우 ‘도착점’의 의미역을 부과하는 것
이 온당한가? 우리는 한국어 자동사 이동사건에 직시요소 ‘가다, 오다’가 대부분 개
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경우 위치가 변화하였는지 여부는 화자를
기준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앞 4.2.1에서 주장하였다. 즉, 목표점에 진실로 도달하
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화자가 관찰하건데 원래 있던 위치에서 떠나 이동하였으면
위치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NP로 V1어 가다/오다’
의 형식 안에 쓰인 ‘NP로’ 역시 다른 ‘V1어 V2’와 결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
착점역을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사 연결형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이동을 강하게 함축하는 동사라
면 ‘NP로’를 도착점으로 읽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 (18-22)
“모든 가구들을 마루로 옮겼다”의 경우, 이것을 굳이 “모든 가구를 마루에 옮겼다”라
고 하지 않더라도 가구들이 현재 마루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NP로 V’구문 안의 ‘NP로’가 방향만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목표점에 도달
하여 변화한 위치에 있음까지 표시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준에 따라 일률
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본고의 기본 생각이며, 이때 목표점
도달로 볼 수 있게 하는 요소로는 후행하는 동사의 형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제기하였다. 즉, ‘원인(방식)+결과’의 의미관계로 이어진 ‘V1어 V2’ 형
식과 결합할 때 ‘NP로’는 위치변화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NP로 V1어
V2’ 형식을 한국어의 위치변화 표시 결과구문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4.3. 상태변화 ‘NP로 V’구문의 유형과 특징

위 4.1-4.2절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국어학계에서는 조사
‘로’ 혹은 ‘NP로’ 논항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기능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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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문법형태소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들이 다수 있지
만 그 중에서도 조사 ‘로’가 나타내는 의미가 예외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 ‘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도달, 경로, 방향, 수량, 변성, 원인, 도
구, 수단, 분할, 재료, 자격, 선정’ 등으로, 혹은 ‘방법, 재료, 원인, 분할, 양태, 한정,
방향, 시간, 자격, 지정, 변성’ 등 10여 가지에 이르도록 그 의미를 최대한 잘게 세
분하는가 하면, 이들 중 공통되는 부류들을 가려 묶어 ‘구격(具格), 향격(向格), 전
격(轉格)’ 등으로, 혹은 ‘수단격, 원인격, 자격격, 방향격, 결과격’ 등의 격체계로 분
류하는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 기능 중에 본 연구의 주제
인 ‘결과’와 관련된 것은 세분화된 의미 중 ‘도달, 변성, 자격, 선정(지정)’ 등을 들
수 있으며, 보다 큰 단위의 개념으로는 ‘전격, 조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NP로’가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크고 작은 서로 다른 개념들이 제
시되어 왔지만 그 중 이 글에서 논하고 있는 ‘결과’의 개념과 가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NP로’ 논항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역에 대한 최근의 논의 중에서 발
견된다. 특히,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 중의 하나인 <세종 전자사전>이 채택
하는 의미역 유형 중 ‘결과상태역(Final State)’이 본 4.3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결
과’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4.2절의 서두에서 우리는 ‘NP로 V’로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의
종류를 제시하고 그 중 결과 표시와 관련된 부류를 지정한 다음 위치변화를 나타내
는 경우를 먼저 다루었다. 이어서 본 4.3절에서는 4.2절의 서두에서 제시한 유형 중
“얼음을 물로 녹였다”, “꼬마 아가씨가 학부형으로 성장했다”, “그는 나를 바보로 여
긴다” 류의 상태변화 및 인식 작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NP로 V’구문을 살펴볼 것이
다.

4.3.1. 사역이동 동사로 상태변화를 나타내는‘NP로 V’
한편, 우리는 위에서 ‘NP로 V’구문이 위치변화와 함께 상태변화를 나타낼 수 있
음을 강조해 왔다. ‘NP에 V’나 ‘NP까지 V’등 위치변화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
른 조사구(후치사구)들이 있음에도 이글에서 ‘NP로 V’를 그 대표형으로 삼는 것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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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러한 사실에서 기인한다. 최근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결과구문이 사역이동 구문
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음에 따라 두 유형의 변화를 모
두 결과로 다루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구문이 나타내는 결과의
본령은 상태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어에서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NP로 V’구문과 사역이동 구문의 연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이 사역이동 동사가 직접
‘NP로 V’ 구문에 쓰인 예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11)

(19) 사역이동 동사가 상태변화 구문에 쓰이는 경우
ㄱ. 조선 중종대에 간신들은 조광조 선생을 역적으로 내몰았다.
(주동사: 내몰다, FNS 논항: 역적으로)
ㄴ. 나는 검사에게 내가 그 때 미국에 있었음을 알리바이로 대었다.
(주동사:대다, FNS 논항: 알리바이로)
ㄷ. 은행은 만기가 된 내 적금을 자동적으로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였다.
(주동사: 대체하다, FNS 논항: 정기예금으로)
ㄹ. 우리 팀은 휴가비를 일괄적으로 회식비로 돌린다.
(주동사: 돌리다, FNS 논항: 회식비로)
ㅁ. 결국 딸 하나를 그 집안 며느리로 들여보냈다.
(주동사: 들여보내다, FNS 논항: 며느리로)
ㅂ. 그 대학은 예전에 홍 선생을 총장으로 모셨다.
(주동사: 모시다, FNS 논항: 총장으로)
ㅅ. 그 사람은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갔다.
(주동사: 모시다, FNS 논항: 총장으로)
ㅇ.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 보아야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을 알 수 있다.
(주동사: 몰아가다, FNS 논항: 극한 상황으로)
111) 이들은 <세종전자사전>에 등재된 동사 중 결과상태역인 ‘NP로’ 논항을 취하는 예들의 일부이며 그
중에서도 동사의 원래 의미부류가 사역이동과 관련된 예를 가려 뽑은 것이다. 이들의 세부 의미부류
(Semantic Class)는 [방향성 행위] [변형행위] [결과행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역
이동행위]와 의미 확장 관계에 있는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사 ‘대다’는 위 예문에서
[대답]의 의미부류에 속하지만 ‘마른 논에 물을 대다’와 같은 사동적 이동행위와 의미적 연관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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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그들은 나를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주동사: 몰아붙이다, FNS 논항: 불순세력으로)
ㅊ. 회사측이 임의로 협상을 다음 주로 물렸다.
(주동사: 물리다, FNS 논항: 다음 주로)
ㅋ. 우리는 그를 반장으로 밀었다.
(주동사: 밀다, FNS 논항: 반장으로)
ㅌ. 철수는 성적을 10등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과외를 했다.
(주동사: 상향시키다, FNS 논항: 10등으로)
ㅍ. 위원회는 회사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김씨를 이사로 올렸다.
(주동사: 올리다, FNS 논항: 이사로)
ㅎ. 다음 일본어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시오.
(주동사: 옮기다, FNS 논항: 한국어로)

위 예문의 동사들 중 ‘몰다, 들이다, 물리다, 밀다, 올리다, 옮기다’ 등은 전형적인
사역이동의 동사들로서 어떤 대상을 이동시켜 다른 위치에 있게 만듦을 나타내는
것이 본래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NP로 V’구문에 참여하여
장소 이동이 아닌 상태 변화의 원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19ㄱ)의 경
우 ‘내모는’ 행위를 통하여 목적어인 ‘조광조 선생’으로 하여금 ‘역적’의 상태(자격)
으로 되게끔 만들고 있으며, (19ㅎ)의 경우 ‘옮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목적어 ‘일본
어 문장’이 ‘한국어로’ 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때 문장 전체의 의미는 투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 문장을 이루는 각 요소
들의 의미를 합한다 하여도 전체 문장이 가지는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다. (19ㅂ)
“그 대학은 예전에 홍 선생을 총장으로 모셨다”를 예로 들면, “그 대학은 홍선생을
모셨다”와 “홍선생이 총장이다”라는 두 사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진 것인데,
이때 결과 표시 요소 ‘총장’과 원인행위인 ‘모시다’ 사이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로’가 개재되었을 뿐 두 사건 사이의 관계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이 문장의 의
미를 가장 합성적으로 나타낸다면 “그 대학이 홍선생을 모심으로써 홍선생이 총장이
(되었)다”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NP로 V’형식은
그 의미가 합성적이지 않은 구문적 성질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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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예문들은 결과구문의 기본적 의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X causes Y
to become Z by (V-ing)] 즉, [X가 (V함으로써) Y로 하여금 Z 되게 하다]를 만
족시킬 수 있다. 이때 만일 결과를 나타내는 Z가 형용사성 성분으로서 직접 변화상
태를 표시한다면 앞 3장에서 살펴본 “AP게 V”형 결과구문 형식이 된다. 반면, 결과
를 나타내는 Z가 명사성 성분이라면 조사와 결합하여 조사구를 형성하는 바, 본 4
장에서 살피고 있는 ‘NP로 V’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Z는 주어인 NP1
과 목적어인 NP2에 이어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성 NP3를 구성한다. 예문 (19ㅈ)의
“그들은 나를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였다”와 (19ㅍ) 중의 “위원회는 김씨를 이사로 올
렸다”의 문장 의미를 아래와 같이 풀어 본다.
(19ㅈ′) 그들은 나를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였다
[NP1 causes NP2 to become (thought as) NP3 by V-ing]
[NP1이 V함으로써 NP2로 하여금 NP3 (로 생각)되게 하다]
(NP1=그들) (NP2=나) ((NP3=불순세력) (V=몰아붙이다)

(19ㅍ′) 위원회는 김씨를 이사로 올렸다
[NP1 causes NP2 to become (the status of )NP3 by V-ing]
[NP1이 V함으로써 NP2로 하여금 NP3(의 자격이) 되게 하다]
(NP1=위원회) (NP2=김씨) ((NP3=이사) (V=올리다)

이처럼 위의 ‘NP로 V’예문들에서 문장의 주동사와 결과 간에 원칙적으로 사역관계
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문장에서 ‘불순세력으로’나 ‘이사로’가 결과의 의
미를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NP로 V’라는 구문 형식에서 얻어짐
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두 문장의 ‘NP로’는 일견 균질하게 목적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즉, 전자는 ‘몰아붙임’으로써 목적어
‘나’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불순세력)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반면, 후
자는 ‘올리는’ 행위를 통해서 목적어 ‘김씨’의 신분·지위에 실질적인 변화(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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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즉, 전자가 특정 개체의 정체에 대한 판단을 그 개체의 특징
으로 부여한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특정 개체가 경험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의 결과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하지만 이 둘은 결국 목적어의 신분이나 지
위, 혹은 정체성에 나타난 변화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결과’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일
수 있다.
위 두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사건을 구문문법적 시각에서 동사사건(verbal
subevent)과 구문사건(constructional subevent)으로 나누어 본다면, 동사사건에 해
당되는 것은 “그들은 나를 몰아붙였다”와 “위원회는 김씨를 올렸다”이고, 구문사건에
해당되는 것은 “그들은 나를 불순세력이 되게 했다”와 “위원회는 김씨를 이사가 되
게 했다”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인 동사사건이 전체 사건에 원인을 제공하는 반면,
문장 전체가 가지는 결과의 의미는 후자인 구문사건에 의해 도출된다. 그런데 이때
이 두 하위사건 간의 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재구하여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표 4-5] ‘NP로 V’ 구문의 하위사건들 및 그 사이의 관계
구분

(18ㅈ)

(18ㅍ)

동사사건

그들은 나를 몰아붙였다.

위원회는 김씨를 올렸다.

구문사건

그들은 나를 불순세력이 되게 했다.

위원회는 김씨를 이사가 되게 했다.

두 사건의

그들이 나를 몰아붙임으로써 나

위원회가 김씨를 올림으로써 김씨를

를 불순세력이 되게 했다.

이사가 되게 했다.

관계

이처럼 동사사건이 구문사건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되는 관계에 있음은 문장 내부
요소들을 어떻게 합한다 하더라도 얻어지지 않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 형식
의 결과구문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예들을 통하여 사역이동의 동사들이 상태변화를 나타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는
데 이는 은유적 기제를 통한 의미 확장의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과구문이 사
역이동구문을 은유관계로 상속하고 있다함은 이처럼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은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동’의 범주와 ‘상태변화’ 범주 간의 개념적 은유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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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 자체의 의미로는 사역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사라
할지라도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여 결과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는 위 (18ㄱ)-(18ㅎ)의 예들처럼 사역이동 동사들이 직접 결과상태를 표시하는 경
우를 통하여 두 범주 간의 은유적 상속관계를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어서 ‘NP로 V’구문이 상태변화를 표시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4.3.2. 상태변화 ‘NP로 V’구문에 쓰이는 동사의 부류
우리는 ‘NP로’가 가지는 의미 중 그동안 ‘도달, 변성, 자격, 지정’ 등으로 지칭되어
온 의미들을 ‘결과’라는 개념 하에 통일하여 기술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이러한 방식
이 결과라는 의미 범주에 대한 본고의 기본적인 관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며, 또한 다
른 결과구문들로써 표시되는 변화의 유형들 역시 ‘결과’라는 상위 술어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NP로 V’형식에 대하여 말하는 ‘상태변화의 결과’는 그
개념과 범위가 이른바 ‘결과상태(Final State)의미역’과 일치함을 밝힌 바 있다. 따
라서, 아래에서 제시하는 상태변화 표시 ‘NP로 V’구문의 예들은 <세종 전자사전>
의 의미역 구분 기준에 따라 ‘NP로’에 Fns(결과상태) 의미역이 부과된 예들을 대상
으로 한다.112)
우선,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NP로 V’는 단일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높은 비율
로 상태변화 의미역(Fns)을 부여받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구문을 구성하는
동사들이 어떤 부류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종전자사전-용언
사전>에서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갖는 동사를 추출한 끝에 1024개의 샘플을 얻
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Fns 논항을 취하는 동사는 대부분이 행위동사(934개)였으

112) <세종 전자사전>의 결과상태(FNS)의미역은 명사성 성분에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주로 ‘NP
로’ 논항에 주어진다. ‘물이 얼음이 되다’에서의 ‘얼음이’와 같이 이른바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보어 성
분에도 결과상태역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는 미미하다. 또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XP게, XP도록’ 성분을 논항성 부사어로 보아 의미역을 부여한 예들도 섞여 있지만 이들 역시
그 숫자는 많지 않다. 본 절에서는 ‘NP로 V’형식을 중심으로 그 상태변화 표시 양상을 살피고 있으므
로 여타 유형의 예들은 원칙적으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의 주요한 목표는 정확한 정
량적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된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들을 굳이 분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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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외 상태변화 동사(72개), 정적사태 동사(10), 현상 동사(8), 사건 동사(0) 순
으로 나타났다.113)
지금까지 ‘AP로 V’ 형식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어 결과구문에 쓰
이는 동사가 주로 상태변화 동사이거나 결과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행위동사라고
말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목록을 통하여 이를 검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고의 분석에 의하면 적어도 ‘NP로 V’ 형식으로 표시되는 상태변화 결과의 경우, 행
위동사가 제1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상태변화 동사는 그 수가 예
상보다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결과상태 의미역을 취하는 행위동사를 다시
하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는 행위동사의 부류
단독행위 (16개), 이동행위 (6개),
사동적 이동행위 (1개), 배치 (1개),
접근 (2개), 일 (2개),
물리적

단독행위 (457개)

행위

지속적 활동 (5개), 지속적 행위 (2
개), 범죄 및 비행 (1개), 방식행위(7
개),

(511개)

113) <세종전자사전>에서 의미부류(semantic class)는 일종의 위계구조를 보인다. 우선 동사는 거의 ‘사
태’의 의미부류로 나타나며 ‘사태’는 다시 ‘정적사태, 행위, 사건, 현상, 상태변화’로 나뉜다. 또 이들
은 다시 각각의 세부 하위 의미부류로 나뉘는 바, 세 번째 단계까지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
정적
사태

행

위

비
추 소 심
물
의
상 통 리
속 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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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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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 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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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
위

사건

태
현

상

상태 변 화

인
간
반
자
우 계
관
복
소
냄 연 연
발 획
증 감 유 전 생 소 종 변 악 개
련
빛 불
적
새 기 현
사 사
가 소 동 이 성 멸 료 형 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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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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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건
현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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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행위 (1개),
종교 및 의례행위 (2개)
결과행위(411개)
방향성행위 (39개), 처벌 (1개),
포상 (2개), 제약 (1개), 간섭 (3개),

방향성 행위 (48개)

수여행위 (2개)
대칭적 행위 (6개)
비의도적 행위 (6개)
성공 (5개)

비의도적

실패 (4개)

행위(248개)

인간의 변화 (1개)
피동적 행위 (232개)
추상적 행위 (15개)

추상적 행위
(117개)

인지적 행위 (89개)

인지적 행위

인지추상적행위 (3개), 평가 (10개)

(102개)

소통행위 (25개)
논쟁 (1개)
언어행위 (1개)
비난·욕설 (6개)

소통행위

명령 (3개)

(51개)

보고제안 (4개)
이야기 (9개)
대답 (1개)
허락 (1개)

심리행위

외향적 심리행위 (5개)

(7개)

내재적 심리행위 (1개)

긍정적 태도 (1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동사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하
는 부류로는 물리적 행위 중 ‘단독행위’ 아래의 ‘결과행위’ 동사가 가장 두드러지는
데, 결과행위 중에서 다시 ‘결과행위’로 표시된 것과 ‘사동적 행위’ 및 ‘변형행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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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위 표에서 제시하지 못한 ‘결과행위’의 하위부류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4-7] 결과상태 의미역을 취하는 결과행위 동사 부류
결과행위 (240개)
창조행위 (6개)
파괴행위 (1개)
종료행위 (4개)
개시행위 (2개)
증가행위 (5개)
감소행위 (21개)

결 과
행 위
(411개)

변형행위 (52개)
장식행위 (1개)
포장행위 (1개)
가입 (2개)
탈퇴 (1개)
긍정적 결과행위 (5개)
사동적 행위 (62개)
획득행위 (5개)
개선행위 (1개)
악화행위 (1개)
착용행위 (1개)

‘결과행위’ 다음으로는 비의도적 행위 아래의 ‘피동적 행위’ 동사가 상당히 많으며
추상적 행위 아래 ‘인지적 행위’ 동사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해당 의미부
류(semantic class)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동사의 의미로부터 그 결
과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이중에서 ‘인지적 행위’ 동사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어 결과구문
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에 객관적 상태 변화 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의 변화도 포함
된다는 본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는 ‘NP로 V’ 형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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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에서도 공통되는 특징임을 앞서 2장에서 밝힌 바 있다.
행위 동사에 이어서 빈번하게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동사부류에는 ‘상태변화’
동사가 있다. 총 1039개의 샘플 중 78개의 동사가 상태변화 의미부류에 속하는데,
이는 940여 개의 행위동사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 여전히 결과상태역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는 동사부류라고 할 수 있다. 상태변화 동사는 다시 그 세부 의미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빈도로 결과상태역을 취한다.

[표 4-8]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상태변화동사의 부류
상태변화 (37개)
증가 (1개)
감소 (3개)
유동
상태변화
(72개)

전이(14개)
생성 (4개)
소멸
종료 (1개)
변형 (1개)
악화 (6개)
개선 (5개)

아래에서는 행위동사와 상태변화 동사를 통틀어 가장 빈번하게 결과상태 논항을
취하는 동사들의 목록을 각 의미부류별로 제시한다. 목록을 제시할 대상은 ‘결과행
위’, ‘피동적 행위’, ‘인지적 행위’, ‘소통행위’, ‘방향성 행위’ 의미 부류의 동사들과
‘상태변화’ 동사들이다. 결과행위 동사의 경우, 워낙 그 숫자가 많으므로 다시 ‘결과
행위’로 표시된 부류와 ‘사동적 행위’ 및 ‘변형행위’로 표시된 부류로 나누어 목록을
보이기로 한다. 이처럼 동사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결과구문으로 표시
가능한 상태변화 결과사건의 종류와 범위를 짐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많은 동사가 포함된 ‘결과행위’ 의미부류의 동사들과 그 대표적인 예문들을 아
래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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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는 ‘결과행위’ 의미 부류의 동사목록 (240개)
가계약하다, 가르다, 가장하다, 가칭하다, 간소화시키다, 간택하다, 간행하다, 갈
다, 갈라서다, 갈아치우다, 개종하다, 개편하다, 경계하다, 계층화시키다, 계층
화하다, 고르다, 고용하다, 골라잡다, 공식화하다, 공인하다, 공천하다, 교체시
키다, 교체하다, 교환하다, 구성하다, 구현시키다, 기록하다, 나타나다, 돌아가
다, 둔갑하다, 등분하다, 맞다, 몰고 가다, 몰다, 몰아가다, 못박다, 물리다, 미루
다, 밀다, 밀어주다, 바꾸다, 바르다, 받아들이다, 발령하다, 발전시키다, 발전하
다, 발탁하다, 발현시키다, 발현하다, 범주화하다, 부르다, 부임하다, 분단하다,
분류시키다, 분류하다, 분반시키다, 분반하다, 분산하다, 분석하다, 분업화시키다,
분절시키다, 분절하다, 분철하다, 분파하다, 분할시키다, 분할하다, 분해시키다,
분화시키다, 사정하다, 상향조정하다, 선도하다, 선발하다, 선임하다, 선처하
다, 선출하다, 설정하다, 세분하다, 세분화하다, 속이다, 승계하다, 승급하다,
승진하다, 신고하다, 쓰다, 안착하다, 앞당기다, 약칭하다, 양극화시키다, 양용하
다, 엮다, 연기시키다, 연기하다, 오진하다, 올리다, 운명짓다, 유도시키다, 유
도하다, 유지시키다, 유형화하다, 육화시키다, 응결시키다, 응결하다, 응고시키다,
응집시키다, 응집하다, 응축시키다, 이르다, 이름붙이다, 이름 짓다, 이름 하다,
이분화하다, 인도하다, 일구다, 일반화시키다, 일컫다, 임명되다, 임명하다, 임용
되다, 입관되다, 입관하다, 입증되다, 있다, 자리매김하다, 자리잡다, 작용하다,
잘못짚다, 잡다, 잡히다, 장려되다, 재간택되다, 재결되다, 재결정하다, 재계약되
다, 재구성되다, 재당선되다, 재분할되다, 재분할하다, 재생하다, 재선되다, 재인
식되다, 재임되다, 재임명되다, 재임명하다, 재임용되다, 재임용하다, 재창조되
다, 재창조하다, 재추대되다, 재추대하다, 재편성하다, 재형성하다, 재활용되다,
전락되다, 전성되다, 전용되다, 전제하다, 전직되다, 전해 듣다, 전화되다, 전환
되다, 전환하다, 접변되다, 정선되다, 정의되다, 정의하다, 정정되다, 정하다,
정해지다, 제공되다, 제약되다, 제약시키다, 제약하다, 제지받다, 제지하다, 제
품화되다, 제한되다, 제한하다, 조련되다, 조련하다, 조작되다, 조치되다, 종합되
다, 좌천당하다, 좌천되다, 주의받다, 주의시키다, 주의주다, 준비시키다, 중생
하다, 중선시키다, 중용되다, 증언하다, 지레짐작하다, 지명되다, 지명받다, 지목
당하다, 지목받다, 지적하다, 지정되다, 지정하다, 지출되다, 지칭되다, 지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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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탄받다, 직역되다, 진급되다, 진단내리다, 진단되다, 진단받다, 진단하다, 집
계하다, 집성되다, 집약하다, 징용하다, 차단시키다, 채용하다, 채택시키다, 채
택하다, 책봉하다, 책정하다, 처단하다, 천거하다, 추대하다, 추상화시키다, 축
척하다, 출마하다, 치환하다, 캐스팅하다, 키우다, 통일시키다, 통일하다, 통폐합
하다, 통합시키다, 통합하다, 판결나다, 판명나다, 판정나다, 편성하다, 형성하다.

(21) ‘결과행위’ 동사가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예
ㄱ. 지금 사용하는 이 악기는 너무 낡아서 이제 새 것으로 갈아야 할 것 같다.
ㄴ. 그는 내게 철수를 자기 동생으로 속였다.
ㄷ. 이것은 제가 그 동안 틈틈이 발표한 글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ㄹ. 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ㅁ.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실험대상으로 강제로 징용했었다.
ㅂ. 우리 회사는 명망있는 지도층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ㅅ.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결국 무죄로 판결났다.

위 (20)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행위 동사가 취하는 결과상태역 논항은 기
존에 ‘변성, 자격, 지정, 선정, 결과’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논의되어 왔던 종류들이
포괄되어 있다. 어떤 동사의 의미부류(semantic class)가 ‘결과행위’에 속한다면 그
동사가 결과상태 논항을 취할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결과상태
역 논항을 취하는 동사에 결과행위 의미부류의 동사들이 가장 많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이 구성하는 ‘NP로 V’결과구문은 동사의 의
미에서 결과인 ‘NP로’의 내용이 거의 예측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영어 결
과구문의 경우 동사의 의미에서 구문전체의 결과의미가 예측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에 대비된다. 하지만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AP게 V’ 결과구문 역시 동사의 의미
로부터 결과가 짐작되는 경우가 많고, 동사와 그 동사가 참여한 결과구문의 상적특
징 혹은 사건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과 나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동사 중 ‘사동적 행위’와 ‘변형행위’의 의미부류
에 속하는 동사들의 목록과 예문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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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는 ‘사동적 행위’ 의미부류의 동사목록 (62개)
가입시키다, 갈아입히다, 개간시키다, 개량시키다, 개명시키다, 개종시키다, 갱생
시키다, 격상시키다, 귀결시키다, 귀착시키다, 귀화시키다, 끌어내리다, 내세우다,
늘리다, 늙히다, 다변화시키다, 다운시키다, 당선시키다, 대비시키다, 대체시키다,
동결시키다, 되돌리다, 등극시키다, 등장시키다, 등재시키다, 마모시키다, 매도시
키다, 물들이다, 변이시키다, 부임시키다, 선동시키다, 선임시키다, 선출시키다,
세분화시키다, 소개시키다, 수행시키다, 승격시키다, 승단시키다, 승진시키다, 시
키다, 응집시키다, 임관시키다, 입상시키다, 입선 시키다, 입양시키다, 전개시키
다, 전락시키다, 전성시키다, 전역시키다, 전위시키다, 전이 시키다, 전향시키다,
전환시키다, 지향시키다, 진급시키다, 출세시키다, 취임시키다, 취직 시키다, 탄
생시키다, 탈바꿈시키다, 통용시키다, 특진시키다.

(23) ‘사동적 행위’ 동사가 ‘결과 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예
ㄱ. 우리 학교는 교양 강의시간을 여섯 시간으로 늘리고, 전공은 두 시간을 줄였다.
ㄴ. 성희는 막내동생에게 옷을 외출복으로 갈아입혔다.
ㄷ. 우리는 그 물질을 액체 상태로 응집시켰다.
ㄹ.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이 결국에는 나를 사장으로 출세시켰다.

이들 동사는 형태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 어근에 ‘-시키다, -이/히/리/우’
등의 접사가 개재된 사동사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결과구문이 나타내는 ‘원인-결
과’ 관계는 사역관계(causative)를 그 의미적·형태적 원류로 하는 경향이 범언어적으
로 발견된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결과구문으로 판정함에 있어 그 의미적 기준으로
“X cause Y to become Z by V-ing”의 기본적인 사역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것
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 동사들은 따로 사역성의 검증 과정
을 거칠 필요가 없는 예들이다. 또, 동사의 의미부류(semantic class) 중 위에서 살
펴본 ‘결과행위’의 일부로서 동사의 의미로부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류에 든다.
한편 ‘변형행위’의 의미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의 목록과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조하다, 나누다, 번안하다’ 등의 예에서 보듯 ‘변형’ 역시 특정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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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강하게 함축하는 것이므로 이들로 구성된 결과구문 역시 동사 의미를 통
하여 참여자에게 일어날 결과 상태를 거의 추측할 수 있는 종류가 될 것이다.
(24)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는 ‘변형행위’ 의미부류의 동사목록 (52개)
가꾸다, 각색시키다, 갈라놓다, 개간하다, 개명하다, 개발하다, 개선하다, 개작하다, 개정하다, 개제하다, 개조시키다, 개조하다, 개축하다, 개칭하다, 개헌하다,
개혁하다, 고치다, 교환시키다, 나누다, 대체하다, 도식화하다, 돌려쓰다, 돌리다,
동결하다, 바람넣다114), 반전시키다, 번안하다, 번역하다, 변개시키다, 변개하다,
변경시키다, 변모시키다, 변색시키다, 변성하다, 변신시키다, 변용하다, 변장시키다, 변장하다, 변조하다, 변천시키다, 변혁시키다, 변형시키다, 변형하다,
변환시키다, 변환하다, 분장시키다, 분장하다, 재활용하다, 착색하다, 탈바꿈되다, 탈바꿈하다, 편곡하다

(25) ‘변형 행위’ 동사가 ‘결과 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예
ㄱ. 철수는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었다.
ㄴ. 우리 팀은 휴가비를 일괄적으로 회식비로 돌린다.
ㄷ. 김 씨는 섹스피어의 작품을 우리 것으로 번안해 공연하여 흥행에 성공했다.
ㄹ. 우리 당은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여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다음으로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동사 중 ‘피동적 행위’의 의미부류(semantic
class)에 속하는 동사들의 목록과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6)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는 ‘피동적 행위’ 의미부류의 동사목록 (232개)
가장되다, 가정되다, 가집행되다, 가칭되다, 각인되다, 간소화되다, 간주되다,
간직되다, 간척되다, 간탁되다, 간택되다, 간행되다, 갈라지다, 감면되다, 감별
되다, 감축되다, 감형되다, 강요당하다, 강제당하다, 강제되다, 개간되다, 개념화
114) 각주 (113)에서 밝혔듯이 <세종전자사전>에서는 ‘NP로 V’의 ‘NP로’ 이외의 일부 성분에도 결과상
태 의미역을 부여하고 있다. ‘바람넣다’ 역시 그와 같은 경우로, ‘XP도록’에 결과상태역을 부여한 다
음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ex) 삼촌이 내게 주식을 투자하도록 자꾸만 바람넣는 바람에 돈을 천만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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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 개량되다, 개명되다, 개발되다, 개작되다, 개제되다, 개조되다, 개칭되다,
개편되다, 거론되다, 건의되다, 격하되다, 결론나다, 결말나다, 결산되다, 결의
되다, 결정나다, 결정되다, 계산되다, 계층화되다, 계획되다, 고시되다, 공인되다,
공채되다, 공천되다, 과장되다, 관측되다, 교사되다, 교체되다, 교환되다, 구별
되다, 구분되다, 구현되다, 규범화되다, 규정되다, 기대되다, 기록되다, 기술되다,
기용되다, 나누어지다, 나누이다, 나뉘다, 낙인 찍히다, 낙점되다, 낙착되다, 내면
화되다, 내정되다, 논평되다, 다변화되다, 단순화되다, 단일화되다, 단장되다, 단
정되다, 단축되다, 당선되다, 대두되다, 대별되다, 대분되다, 대신되다, 대용되
다, 대우 받다, 대접받다, 대체되다, 대치되다, 대표되다, 도식화되다, 되다, 들리
다, 매도되다, 모함받다, 몰리다, 불리다, 비평되다, 비평받다, 빗보이다, 뽑히다,
사용되다, 상징되다, 서술되다, 선동되다, 선발되다, 선약되다, 선전되다, 선정되
다, 선출당하다, 선출되다, 선포되다, 설득당하다, 설득되다, 설명되다, 설정되다,
세뇌당하다, 세분되다, 세분화되다, 소개되다, 소환되다, 숭배받다, 숭상받다, 숭
앙받다, 승격되다, 승급되다, 승단되다, 승압되다, 승진되다, 시인되다, 신뢰받다,
쓰이다, 안착되다, 약속되다, 약정되다, 약조되다, 약칭되다, 양극화되다, 양
용되다, 얘기되다, 여겨지다, 연기되다, 예견되다, 예상되다, 예언되다, 예우
되다, 예우받다, 예정되다, 예측되다, 예편되다, 오역되다, 오용되다, 오인당
하다, 오인되다, 오진되다, 오판되다, 오해당하다, 오해되다, 오해받다, 요약
되다, 유도되다, 유인되다, 윤허되다, 응집되다, 응축되다, 의결되다, 의심당
하다, 이야기되다, 이임되다, 이해되다, 인식되다, 인정되다, 인정받다, 인준
받다, 인증되다, 일단락되다, 일축되다, 일컬어지다, 집계되다, 찍히다, 착각
되다, 착색되다, 채용되다, 채택되다, 책봉되다, 책정되다, 처단되다, 처벌당
하다, 처벌되다, 처벌받다, 처분되다, 처형당하다, 처형되다, 천거되다, 체포
당하다, 초빙되다, 초청되다, 총살당하다, 총살되다, 총칭되다, 추대되다, 추대
받다, 추론되다, 추방되다, 추산되다, 추상화되다, 추서되다, 추앙되다, 추앙
받다, 추정되다, 추천되다, 추천받다, 추측되다, 축약되다, 취급당하다, 취급
되다, 취급받다, 취직되다, 측량되다, 측정되다, 치부되다, 치이다, 치환되다,
칭찬받다, 캐스팅되다, 통역되다, 통칭되다, 통합되다, 특파되다, 판단되다, 판명
되다, 판정되다, 편곡되다, 편성되다, 평가되다, 평가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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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피동적 행위’ 동사가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예
ㄱ. 한방에서는 벌침이 통증 치료제로 쓰인다.
ㄴ. 연섭이는 여자들에게 바람둥이로 찍혔다.
ㄷ. 그는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신뢰받는다.
ㄹ. 이것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이야기되는 신제품이다.
ㅁ. 그는 새 드라마의 의사 역으로 캐스팅되었다.

이들 동사는 형태적으로 ‘되다, 당하다, 지다, 나다, 받다’ 등의 피동 관련 접사 혹
은 보조용언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표시하는 부류들이다. ‘피동’은 원인-결과
관계의 원형이 되는 ‘사역(casative)’ 형식과 표리 관계에 있다. 특히 사역주를 주어
로 하는 사동문에서는 그 사동행위의 실현여부가 불분명함에 반하여 피동주를 주어
로 취하는 피동문은 피동적 변화의 실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형
식으로 알맞은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 자동사 결과구문을 구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사 결과구문은 타동사 결과구문에 비하여 결과의 확정성이 높고 결
과의 취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 그 중 위의 예들과 같이 ‘되다, 당
하다, 지다’등의 피동표지(혹은 ‘변화’의 표지)가 붙거나 피동접사가 결합한 경우,
본 4장에서 다루고 있는 ‘NP로 V’뿐만 아니라 기타 한국어 결과구문 형식, 즉 ‘AP
게 V, V1어 V2’ 구문에서도 다음 예들과 같이 제1술어로 쓰여 ‘NP로’나 ‘AP게’ 혹
은 ‘V2’를 확정된 결과로 만들어 준다. 혹은 (28ㄷ)의 ‘넘어지다’와 같이 스스로 결
과표시 요소로 참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동적 행위의 의미부류(semantic class)
에 속하는 동사들은 각종 한국어 자동사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8) ㄱ. 흔히 마도로스라면 방탕아적인 비가정적 인간으로 취급당하기 일쑤다.
ㄴ. 소설 속에서 그 인물은 무척 야비하게 그려졌다.
ㄷ. 철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한편, 결과상태역(FNS)를 취하는 동사의 부류 중에 ‘인지적 행위’를 빼놓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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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어 결과구문이 인지적 행위의 결과를 나타냄은 ‘AP게 V’(영희는 철수를 유
능하게 생각한다)와 ‘NP로 V’형식(영희는 철수를 천재로 생각한다)에서 공통되며
뒤에서 살펴볼 ‘V1어 V2’ 형식에서도 확인된다(나는 그의 말을 알아 들었다). 즉,
한국어는 인지적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인식상의 변화를 표시할 때 상태변화를 나
타내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115)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
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 작용의 결과를 표시할 수 있음을 한국어 결과구문이 가지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다음은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동사 중 ‘인
지적 행위’ 의미부류에 속하는 동사의 목록인데,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관찰됨으로
써 본고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29)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는 ‘인지적 행위’ 의미부류의 동사 목록 (112개)
가상하다, 가정하다, 개념화하다, 건너짚다, 결단하다, 결론짓다, 결심하다, 결의
하다, 결정짓다, 결정하다, 계획하다, 곡해하다, 과대평가하다, 관측하다, 구별시
키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귀결짓다, 규정짓다, 기대하다, 기억되다, 나누다, 나
타나다, 낙관하다, 낙인찍다, 낙점하다, 넘겨짚다, 논리화하다, 단정짓다, 단정하
다, 대별하다, 대분하다, 듣다, 맹신하다, 묘사하다, 믿다, 배려하다, 보다, 보이
다, 사유되다, 산정하다, 삼다, 생각되다, 생각하다, 선택하다, 소구분하다, 소분
하다, 소화하다, 속단하다, 시인하다, 알다, 알아듣다, 여기다, 예상하다, 예정하
다, 예측하다, 오역하다, 오인하다, 오판하다, 오해하다, 옮기다, 유의하다, 이해
하다, 인정하다, 정죄하다, 짐작되다, 착각하다, 착오하다, 총칭하다, 총합하다,
추론하다, 추산하다, 추정하다, 추측하다, 치다, 치부하다, 택하다, 통하다, 특징
짓다, 파악하다, 판결내리다, 판결짓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판명하다. 판정하다,
평가하다, 평판하다, 확정하다.

(30) ‘인지적 행위’ 동사가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예
ㄱ. 대구 지하철 화재는 우리들에게 악몽으로 기억된다.
ㄴ. 아버지는 다 큰 자식을 아직도 어린애로 여겼다.
115) 거듭 언급되었듯이 영어의 경우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지동사· 지각동사류는 결
과구문을 구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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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그는 현실을 무척 긍정적으로 본다.
ㄹ. 나는 선생님께 드릴 선물로 넥타이를 선택했다.
ㅁ. 재판부는 결국 그의 행위를 무죄로 판결내렸다.

한편 위 예들 중 (30ㄷ)은 결과표시 요소인 ‘NP’에 ‘X적’ 형태의 명사가 쓰였다
는 점에서 흥미롭다. ‘경제적, 기계적, 사실적’ 등 일련의 ‘X적’ 명사는 여러모로 특
수한 문법적 행동을 보이는데,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의미적으
로는 형용사와 같이 [+정도성]의 자질을 가지지만 통사적 분포에 있어서는 명사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X적’ 명사가 결합할 수 있는 조사는 ‘이다’를 제외하면
‘로’ 밖에 없는데, 이때의 ‘로’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
와 “그들은 경제적으로 산다”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위 (30ㄷ)과 같은 예문을 통해 ‘X적으로’가 결과상태를 표시하는 ‘NP로’
의 한 종류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이 예문 안에는 ‘그는 현실을 본다’와 ‘현실은 긍
정적이다’ 라는 두 사태가 있으며, 문장의 목적어인 ‘현실’은 ‘보다’라는 인지적 행위
의 결과로 그의 인식 속에서 ‘긍정적’이라는 해석·평가를 얻었다. 즉, “그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본다”와 “영희는 철수를 바보로 본다” 는 통사·의미적으로 동일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X적으로’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처럼 인지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와 쓰일 때가 주된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이 다른 유형의 동사가
올 수도 있다. 이때 ‘부정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가 나타내는 바는 ‘여기다,
짜다, 배치하다’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에 대한 개념화자의 판단·평가 내용을 행위의
대상인 ‘이(창경궁의 중건), 작업스케줄, 각 공간의 배치’의 특성으로 부여한 것이
다. 앞서 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현상은 ‘AP게 V’구문에서도 나타나는 바,
“그녀는 자신의 방을 아름답게 꾸몄다”와 같은 예문에서와 평행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31) ㄱ. 왕은 창경궁을 중건할 것을 명하였으나 대신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여겼다
ㄴ. 그들은 작업 스케줄을 매우 합리적으로 짰다.
ㄷ. 이 건물 설계자는 각 공간을 매우 경제적으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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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X적으로’가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어의 결과구문 형식이 기본
적으로 결과표시 성분의 문법적 범주에 따라 달라짐을 재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예를 들어, 위 (31ㄴ)의 예문에서 명사인 ‘X적’을 형용사적 성질을 가지
는 ‘X적이다’로 바꾸면 결과구문의 형식도 “그들은 작업 스케줄을 무척 합리적이게
짰다”로 되어 ‘AP게 V’구문으로 바뀜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방향성행위’ 의미부류에 속하는 동사들 역시 결과상태로의 변화를 강하
게 함축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때의 방향성이란 변화의 방향성을 가리킨
다고 하겠다. 특히 ‘수여’ 행위와 관계된 동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방향성 행위 동사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는 ‘방향성행위’ 의미부류의 동사목록 (48개)
가르치다, 감독하다, 감시하다116), 강제시키다, 강제하다, 걸다, 격하시키다,
격하하다, 교육시키다, 교육하다, 국한하다, 기용하다, 나서다, 말리다, 내몰다,
내버려두다, 닦달하다, 단속하다, 대우하다, 대접하다, 독려하다, 독촉하다, 등용
하다, 막다, 맞이하다, 모시다, 바뀌다, 받들다, 배역하다, 보내다,

보하다,

봉하다, 사주하다, 소개하다, 윤허하다, 의결하다, 인증하다, 임관하다, 임용하다,
제지하다, 지도하다, 주다, 추기다, 추방시키다, 추서하다, 추천하다, 표창하다,
허용하다.

(33) ‘방향성행위’ 동사가 ‘결과 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예
ㄱ. 어린 학생들에게 도둑들을 정치가로 가르쳐서야 되겠소?
ㄴ. 김교수는 학생들에게 들뢰즈를 프랑스 철학의 선구자로 소개했다.
ㄷ. 김영감은 참한 색시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싱글벙글이다.
ㄹ. 왕은 김 장군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여 난을 평정하도록 했다.

116)이들 동사 목록에는 ‘감독하다, 감시하다’와 같이 결과표시 요소로 ‘NP로’가 아닌 ‘XP게’ ‘XP도록‘을
취하는 예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너희들은 인부들이 자재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컨닝을 못 하게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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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예문 중 (33ㄱ)의 ‘정치가로’는 목적어 ‘도둑들’에 대한 다른 각도의 해
석·평가를 뜻한다. 즉, 이때의 변화는 목적어인 ‘도둑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변화
의 결과가 아니다. (33ㄴ)의 ‘프랑스 철학의 선구자로’ 역시 목적어 ‘들뢰즈’에 주어
지는 평가일 뿐, 들뢰즈 자신은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물론 ‘도둑들’과
‘들뢰즈’는 누군가의 머리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인식되므로 전혀 변화를 입지 않았
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의 객관적인 모습과 상태, 혹은 지위와 자격에 변화가 초
래된 것은 아니다. 이때 변화를 경험하는 개체는 오히려 여격을 취한 ‘학생들’ 쪽인
데, 이들은 ‘가르치다, 소개하다’라는 행위의 결과로 ‘도둑들’에 대해, 그리고 ‘들뢰
즈’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를 경험하는 자(undergoer)’가 행위주나 피동주 외에 다른 논항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한국어의 일부 ‘AP게 V’ 결과구문 및 영어와 중국어
결과구문에서도 관찰된다.

(34) ㄱ. 할머니는 술잔 세 개에 가득 차게 술을 따랐다.
ㄴ. John loaded the truck full with the hay.
ㄷ.张三 装

满

了

卡车

장삼 채우다 가득 (완료) 트럭
“장삼은 트럭을 가득 채웠다.”

위 예문에서 각각 ‘가득 차게, full, 满’의 결과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술잔 세 개’,
‘the truck’, ‘卡车(트럭)’등으로, 이들은 동사의 직접목적어 피동주 논항이 아니라
대상을 채워 넣는 장소(location) 논항이다.117) 이와 유사하게 (33ㄱ), (33ㄴ)에서
의 ‘학생들’ 역시 새로운 정보를 채워 넣는 장소로 은유될 수 있다.
반면, (33ㄷ)과 (33ㄹ)의 경우 문장의 목적어인 ‘참한 색시’와 ‘김 장군’은 그 자
격에 있어 객관적이고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된다든가 ‘병
117) 이러한 현상에 대해 罗思明（2009：92-94）에서는 ‘준전형동결식(准典型动结式)
’이라 명명하고 ‘전
형동결식‘ 및 ‘비전형동결식’과 구분하고 있다. ‘전형동결식’은 ‘통제 결과구문’에 해당되고, ‘비전형동
결식’은 ‘ECM 결과구문’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즉, ‘준전형동결식’이란 이 둘의 중간적 속성을 가지는
형식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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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절도사‘가 된다는 것은 공문서에도 기재되는 엄중하고 객관적인 변화인 것이다.
한편 둘 사이에는 차이도 있다. 전자의 ‘며느리’는 둘 사이의 관계성을 전제로 한 명
사임에 따라 이때 일어난 변화는 참한 색시에게 일어난 신분·자격의 변화인 동시에
김영감과 참한 색시 간의 관계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는 “그 부부는 아들을 형님 댁
에 양자로 주었다”에서 ‘양자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병마절도사’는 관
계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33ㄹ)에 일어난 변화는 단지 김장군이 경험한 신분·
지위의 변화일 뿐이다.
다음으로 ‘상태변화’의 의미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거의
비대격 자동사에 속하는 부류로서 형태적으로 ‘-어지다, -되다, -화(化)하다’ 등
상태변화를 표지하는 문법적 성분이 개재된 예가 많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상태변화
를 강하게 함축하고 있는 경계성(telic) 동사들이므로 동사의 의미에서 결과 상태가
예측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문에 의한 사건구조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들이 구성하는 자동사 결과구문은 타동사 결과구문에 비하여 결과의 실현이 뚜
렷하고 따라서 결과 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온몸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으나 온 몸
이 노을빛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Rappaport Hovav & Levin (2001)에서는
이러한 비대격 자동사 결과구문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표시하고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
(35)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는 ‘상태변화’ 의미부류의 동사목록 (72개)
가져가다, 갈리다, 개과천선하다, 갱생하다, 거듭나다, 격상되다, 격상하다, 격하
되다, 굳어지다, 급부상하다, 끝나다, 다운되다, 대두하다, 도출되다, 돌아서다,
돌아오다,

되다,

되어가다118),

등장하다,

뜀박질하다,

묘사되다,

물들다,

미루어지다, 반전되다, 발신(發身)하다, 발전되다, 발탁되다, 발현되다, 밝혀
지다, 변모하다, 변색하다, 변성하다, 변신하다, 변용되다, 변전되다, 변전하다,
변질되다, 보직되다, 분류되다, 분립되다, 분석되다, 분업화하다, 분열하다,
118) ‘되어가다’ 는 ‘NP1이 NP2이/가 V’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때 ‘NP2’가 결과상태 의미역을 받는다.
‘되다’ 역시 ‘NP로 V’ 외에 이러한 논항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ex) · 저축액이 벌써 1000만원이 다 되어간다.
· 인호는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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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되다, 분철되다, 분해되다, 분화되다, 분화하다, 비화되다, 비화시키다, 비화
하다, 삼분되다, 선임되다, 승격하다, 승화하다, 양극화하다, 예편하다, 오다,
유형화되다, 윤색되다, 인하되다, 일괄되다, 일반화되다, 전락하다, 전성하다,
좌천하다, 진화하다, 퇴행하다.

(36) ‘상태변화’ 동사가 ‘결과 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예
ㄱ. 올해 프로야구의 판도는 양강 체제로 굳어졌다.
ㄴ. 온몸이 타는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았다.
ㄷ. 잔다르크의 죽음은 당시에는 한 마녀의 처형이었지만 훗날 성스러운 순교로
승화했다.
ㄹ. 구전 소설이 극작품으로 윤색되어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다.

동사의 의미부류 중 ‘소통행위’로 분류되는 부류들도 종종 결과상태역 논항을 취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통행위’의 경우 소통의 상대를 전제하는 바, ‘-에게’ 등이
붙은 간접목적어 성분이 개제되어 “NP1이 NP2에게 NP3로 V” 문형을 구성하는 경
우가 많다. 아래에 소통행위 동사의 목록과 예들을 보인다.

(37) ‘결과상태역(FNS)’ 논항을 취하는 ‘소통행위’ 의미부류의 동사목록 (51개)
강요하다, 거짓말하다, 건의하다, 격려하다, 공약하다, 과장시키다, 과장하다,
꼬드기다, 꾸며대다, 나서다, 내걸다, 내세우다, 논박하다, 논평하다, 당부하다,
대다,

둘러대다,

들여보내다,

매도하다,

맹세하다,

명령하다,

모함하다,

몰아대다, 몰아붙이다, 몰아세우다, 묵시되다, 보도되다, 부르다, 부탁하다, 분부
하다, 붙이다, 빌다, 사인하다, 사정사정하다, 사정하다, 서술하다, 선전하다,
설득시키다, 설득하다, 성원하다, 시달하다, 애원하다, 어르다, 언약하다, 진술
하다, 촉탁하다, 칭하다, 통역하다, 통칭하다, 폄하하다, 평론하다.

(38) ‘소통행위’ 동사가 ‘결과 상태역’ 논항을 취하는 예
ㄱ. 사기꾼들은 땅을 사면 금방 부자가 될 것으로 거짓말한다.
ㄴ. 이동통신 회사마다 많은 물건들을 경품으로 내걸고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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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다.
ㄱ. 그들은 철수를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다.
ㄴ. 이 회사는 고객들에게 그 염색제를 판매 1위 상품으로 선전한다.

‘소통행위’ 의미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의 경우, 결과구문을 구성함에 있어 위의 예
문들처럼 ‘NP로 V’형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아래 (39)의 예와 같이 ‘XP도록 V’혹은
‘XP게 V’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종 전자사전>의 결과상태(FNS)
의미역은 ‘NP로’나 ‘NP이’(얼음이 되다), ‘NP라고’(이름을 예삐라고 붙였다) 와 같
은 명사성 논항 외에 일부 ‘XP게’나 ‘XP도록’ 역시 논항성 부사어로 보아 결과상태
역을 부여하기도 함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소통행위 의미부류의 경우, ‘강
요하다, 격려하다, 꼬드기다, 당부하다, 사인하다, 설득시키다, 사정하다, 어르다’ 등
상대적으로 많은 동사가 결과상태역을 부여받는 ‘XP게’나 ‘XP도록’을 취하여 “NP1
이 NP2에게 XP게/도록 V” 문형을 구성함이 관찰된다.
(39) ㄱ. 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추천도서들을 한 달 내에 모두 읽게 강요했다.
ㄴ. 내가 철수를 수업에 빠지도록 꼬드겼다.
ㄷ. 박감독은 준호에게 공을 승준에게 패스하도록 사인했다.
ㄹ. 기영이는 자기와 동생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주인에게 사정사정했다.

이상으로 결과상태 의미역의 ‘NP로’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의미부류
(semantic class)별로 나열하고 해당 예문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동사에 따라 의미
부류 분류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예들도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살피기에는 무리가
없다. 위에서는 출현빈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
은 거의 동사의 의미에서 결과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한국어 결과구문이 가지는 의미적 특징 중의 하나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결과구문에는 영어 결과구문과 같이 동사의 의미에서 그 결과
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혀 없을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그러하

-181-

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자료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아래 몇몇 예를 들어 그 가
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4.3절을 마무리한다.

(40) 동사의 의미로부터 결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예
ㄱ. 정부는 주요 당직자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매듭
짓기로 했다.
ㄴ. 대통령의 공약은 구호로 그치고 말았다.
ㄷ. 김 과장은 편하게 한직으로만 돌았다.
ㄹ. 처음부터 철이는 민이를 자기 짝으로 찍어놓고 있었다.
ㅁ. 이 영화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배경으로 깔아 크게 성공했다.

4.4. 산출구문
위에서 한국어의 결과 의미를 단문 구조로 표시하는 결과구문의 대표적인 형식들
로 ‘AP게 V’와 ‘NP로 V’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의미적으로 ‘상태변화’, ‘위
치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나타냄에 있어서 한국어에서 고빈도로 쓰이는 형식
이며, 문장의 주동사 외에 그로 인해 주어 혹은 목적어에 나타난 상태를 서술하는
결과 서술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하는 형식임을 보았다. 또한 결과구문이란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여 인식하는 개념 통합의 결과가 그에 상응하는 단
문의 형태로 언어 형식에 반영되는 것임을 살폈다.
한편, 본 절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을 통해서 ‘결과’
의 의미를 표시하는 특수한 구문이다. 한국어에서 목적어의 의미역은 대상 혹은 피
동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케이크를 굽다”, “종이학을 접다”와 같이
경우에 따라 행위 동작의 결과물이 목적어로 나타나는 예들도 있다.119) 이런 경우
전체 문장의 의미는 ‘창조’ 혹은 ‘산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의 동사를 일반
119) 창조동사와 결과목적어가 바로 결합하여 산출구문을 형성하는 것은 세계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관찰
되는 언어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ndrews 1985, Hopper ＆ Thompson 1980, Levin
1993)

-182-

적으로 ‘창조동사’ 혹은 ‘산출동사’로 불러왔으며,120) 이런 종류의 목적어는 ‘결과목
적어’로 지칭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구문을 편의상 ‘산출구문’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위에서 논한 결과구문들과 비교했을 때 본 절에서 다룰 ‘산출구문’은 결과의 의미
를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나타내고자 하는 변화의 종류가 다르고 문장의
논항 구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변화의 종류에 있어 위에서 다루었던
결과구문들은 문장 안의 특정 개체가 경험하는 변화 (그것이 상태의 변화이든 위치
의 변화이든 인식의 변화이든)를 다루고 있으며, 해당 개체는 비록 변화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개체로서 존재하고 인식되는 반면, ‘산출구문’이 나타내는 변화는
새로운 존재의 ‘생겨남’과 관련된 변화로서 여타의 결과구문들이 나타내는 변화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121) 또 ‘산출구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도
‘주어+목적어+술어동사’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성으로서, 무엇보다 문장의 목적어가
담당하는 역할이 대상 혹은 피동주가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산출구문’은 결과 의미를 담지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결과범주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그 내부 요소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특수한 의미
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구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철수가
케이크를 구웠다”에서와는 달리 “철수가 생선을 구웠다”와 같이 피동주 논항을 목적
어로 취하는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산출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뚜렷
이 드러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결과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전체
적인 구도를 염두에 두되, 그것이 단문 구조로 표시되는 경우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는 점에서 산출구문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하지만, 이를 ‘결과구문’으로

120) 한편, 이렇듯 구문을 통하여 표시되는 경우 외에, ‘만들다, 짓다’와 같이 그 자체로 산출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도 있다. 즉, ‘의자를 만들다’에서 ‘의자’는 ‘만들다’라는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산출물인
데, ‘만들다’는 이처럼 결과목적어만을 취하는 동사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A게+V’구문에
서 ‘하다, 만들다’를 어휘적 결과구문으로 보아 논의에서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의 주요한 고
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21) 이와 관련하여 Levin (1993)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구문에 관계되는 동사를 각각 영향류(affective)
동사와 제작류(effective)동사로 구분하여 불렀다. 즉,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경우 영향류(affective) 동
사, 결과목적어 구문(이 글에서 말하는 산출구문) 중의 동사는 제작류 (effective)동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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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여 여타의 결과구문들과 함께 분류하지 않는 것은 ‘결과구문’을 정의함에 있
어 ‘결과’의 의미를 표시한다는 의미적 기준 외에, 주동사 외에 결과를 표시하는 술
어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통사적 기준을 적용해온 전통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상술한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출구문’을 고찰함에
있어 ‘결과구문’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중심에 두고 살피려 한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의미적 동질성에서 출발하여 형식상의 관련성까지 살핌으로써 ‘산출구문’을 ‘결과구
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산출
구문과 ‘NP로 V’결과구문의 연관성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이때, 다른 언어(주로
중국어)의 대응형식 간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 본장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데, 이처럼
산출구문이 복수의 언어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구조가 언어 일반적인 인지
적 바탕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아래 4.4.1에서는 한국어 ‘산출구문’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되 산
출물 및 그 재료 논항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NP로 V’결과구문과 산출구문
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4.4.1. 한국어 산출구문의 종류와 특징
(41) ㄱ. 생일날, 어머니가 케이크를 구우셨다.
ㄴ. 김 작가는 올해 두 편의 소설을 썼다.
ㄷ. 지방정부는 교통편의를 위해 터널을 뚫었다.
ㄹ. 우리는 급히 (여행) 가방을 싸서 제주도로 떠났다.
ㅁ. 철수는 요즘 새 여자 친구를 사귀었다.
ㅂ. 김수녕 선수가 이번에는 10점을 쏘았습니다.
ㅅ. 아이가 즐거운 꿈을 꾸는지 자면서 웃고 있다.

위 (41)의 예문들은 한국어 ‘산출구문’의 예들로서, 동사와 그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산출물이 목적어로 결합하여 ‘창조, 생산’의 의미를 표
시하는 구문이다.

이들 문장의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없는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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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41ㄹ)에서 보듯이 ‘케이크’ 자체를 오븐에 넣고 굽는 것이 아니고, ‘터널’에 굴
착기를 대고 뚫을 수 없으며, 여행 가방을 다시 보자기로 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이들 목적어는 동사의 행위가 끝나야만 그 결과로 존재하게 된다. 마찬가지 논
리로 (41ㅁ) (41ㅂ) (41ㅅ)에서의 동사-목적어 관계도 ‘사귀-’기 전에는 ‘여자 친
구’가 아니고 ‘쏘-’기 전에는 ‘10점’인지 모르며, ‘꾸-’어야만 꿈이 되는 것이다. 한
편, 이들 구문에서 쓰인 동사들은 일반적인 문장에서 아래와 같이 대상 혹은 피동주
역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전체 문장의 뜻에서 ‘창조, 산출’의 의미
는 찾아볼 수 없다.

(42) ㄱ. 생일날 어머니가 조기를 구우셨다.
ㄴ. 아이가 종이에 알파벳을 썼다.122)
ㄷ. 지방정부는 교통 편의를 위해 산을 뚫었다.
ㄹ. 우리는 급히 떡을 싸서 가방에 넣었다.
ㅁ. 철수는 쉽게 사람을 사귄다.
ㅂ. 김수녕 선수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ㅅ. 아이가 낮의 일을 *(꿈으로) 꾸는지123) 자면서 웃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지만 위 (41)의 문장들을 살펴보면 다시 그 유형
이 몇 가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우선, (41ㄱ)의 ‘케이크를 굽다’에서 ‘케이크’
와 ‘굽다’의 관계는 ⅰ)구운 결과 케이크가 만들어지며, ⅱ)굽는 행위가 끝나기 전에
는 케이크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산출구문의 의미구조를 보인다. 단, 이선웅
(2011:326)에서 제시된 다음 예문에서 보듯 이때의 목적어는 한정성이 부여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과목적어로도 대상/피영향주 목적어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화자가
122) 이 경우, 목적어 ‘알파벳’이 (2a)의 ‘조기’와 같은 정도로 뚜렷한 피영향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
다. 글씨로서의 ‘알파벳’은 써야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자체계로서의 ‘알파벳’은 ‘쓰-’
는 행위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 이미 대상으로서 인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알파벳을 쓰다’에서는 ‘소설을 쓰다’에서와 같은 ‘예술작품 창조’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123) ‘꾸다’는 ‘웃다’ ‘울다’ ‘자다’ 등과 함께 이른바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서, ‘-을 꿈으로 꾸다’의
형식 외에는 ‘꿈’ 이외의 다른 대상을 직접목적어로 취하기 어렵다. 동족목적어를 결과목적어로 보아
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일단 넓게 보아 함께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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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을 비한정적(indefinite)으로 인식하는 (43ㄱ)의 경우 결과목적어로만 인식
되는데, 이는 행위가 완료되기 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산출물’의 특성에 부합
하는 것이다. 반면 (43ㄴ), (43ㄷ)와 같이 부사어나 관형어의 개입으로 한정성 획
득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 목적어로 해석될 수 있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한
다.
(43) ㄱ. 철수는 라면을 끓였다. (결과목적어)
ㄴ. 라면을 다시 끓여라. (대상/피영향주 목적어, 결과목적어)
ㄷ. 나는 그 라면을 다시 끓였다. (대상/피영향주 목적어)

한편, 이처럼 음식물 조리와 관련된 경우 산출구문으로 표시되는 일이 많은데, ‘된장
찌개를 끓이다’ ‘튀김을 튀기다’ ‘매실주를 담그다’와 같은 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재료 논항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청매실로 매실주를 담그다”와 같이
쉽게 복원할 수 있다. (41ㄴ)의 예는 목적어로 나타나는 산출물이 ‘예술작품’에 해
당되는 경우로서, 구문 전체에는 ‘예술창작’의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인 창작
의 원재료를 상정할 수 있는 (41ㄱ)와 달리, (41ㄴ)의 ‘소설’과 같은 예술작품의 경
우 그 원재료로 즉물성을 띤 구체적 사물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풍경화를 그리다’
‘곡을 쓰다’ ‘소설을 쓰다’ ‘도장을 파다’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41ㄷ)은 특정한 장소나 사물의 일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생겨나는 빈 공간이 산출
물로 파악되는 경우로서, ‘터널을 뚫다, 구멍을 뚫다, 연못을 파다, 구멍을 파다’ 등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때의 산출 활동은 무엇인가를 원재료로 삼아 가공하는 것
이 아니라 ‘제거’하는 활동이므로 재료 논항을 상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남승호(2007:134)에서 지적되었듯이 ‘구멍’의 종류에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완전
히 관통된 경우와 한쪽에만 파인 경우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구멍’이 산출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파-’거나 ‘뚫-’는 행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웅(2011:336)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목적
어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화자가 그것을 한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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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ㄱ. 철수는 구멍을 팠다. (결과목적어)
ㄴ. 철수는 구멍을 더 팠다. (대상/피영향주 목적어, 결과목적어)
ㄷ. 나는 이미 판 구멍을 더 팠다. (대상/피영향주 목적어)

다음으로 (41ㄹ)의 경우는 특정 사물에 대해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물의 구조와
배열을 재조정하고 그 용도를 변경한 것인데 이렇게 구조 변경된 결과를 산출물로
보아 결과목적어로 취했다. 이때 목적어 ‘가방’은 새로이 창조되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방’의 내용물을 용도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 ‘가방’ 그 자체에는 어떠한 변
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짐을 넣기 전의 가방은 단순한 사물로서의 가방인데 반
해, ‘싼’ 이후의 가방은 여행에 필요한 짐을 갈무리한 새로운 실체로서의 가방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경우의 다른 예로 ‘(잔치)상을 차리다’ 등을 들 수 있다. ‘상’ 역시
‘차리-’기 전에는 table을 뜻하는 사물에 불과하나, 그 위에 놓이는 음식물들을 조
정 배치함으로써 ‘차린-’후의 ‘상’은 그 모두를 포함하는 새로운 상이며 따라서 결
과목적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반찬을 차리다’에서의 ‘반찬’이 대상 목적어로 해
석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41ㅁ)은 일종의 관계·자격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역시 목적어 그 자체
에는 아무런 물리적· 화학적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사귀-’는 행위의 결과
로 여자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이 ‘여자친구’로 되는 변화를 나타내는 바, 이는 관계
혹은 자격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42ㅁ)에서 보듯 ‘사람을 사귀다’에
서는 ‘사귀-’는 행위의 결과로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1ㅁ)과 같은 유형으로는 ‘거래처를 트다’ ‘체험단을
모시다’ 등의 예가 있다. 역시 ‘트-’기 전에는 아직 ‘거래처’가 아니고, ‘모시-’고 나
서야 체험단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벽을 트다’나 ‘어른을 모시다’에서
의 목적어가 대상으로 읽히는 것과 구별된다.
(41ㅂ)은 동사가 표시하는 행위의 결과로 얻은 성과 내지 성적을 목적어로 취하
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의 산출물은 실체적인 사물이 아니며, 산출물의 원재료를
상정 내지 복원할 수도 없다. 엄밀히 말하면 창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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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쏘-’는 행위의 끝에 얻어진 결과가 성적 ‘10점’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수용
된다. 이러한 부류에 해당되는 예는 주로 운동경기나 시험 등 상황에서 발견되는데
‘(당구) 220을 치다’, ‘(수학시험)100점을 맞다’ 등이 이 부류에 든다.
마지막으로 (41ㅅ)은 이른바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목적어 ‘꿈’
을 동사가 표시하는 행위의 끝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지, 아니면 의미상으로나 논항
결정에 있어서나 핵심 역할은 서술성 명사 ‘꿈’에 있고 동사 ‘꾸-’는 형식동사에 불
과한 것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이 글에서는 전자로 보
고 결과목적어가 들어간 산출구문의 일종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예로
‘꿈을 꾸다’, ‘잠을 자다’, ‘웃음을 웃다’, ‘울음을 울다’ 등이 있다. ‘꿈’의 경우에는
(42ㅅ)에서 보듯 ‘경험한 일’ 등을 그 재료로 삼을 수 있으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료를 상정하기 어렵다.124)

4.4.2. 산출구문과 ‘NP로 V’ 결과구문의 연관관계

위 4.4.1.에서 한국어 산출구문과 종류와 특징을 개관하여 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들 구문에 생략되어 있던 재료 논항을 추가하는 경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를

살피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산출구문과 결과구문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산출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 중에는 재료 논항을 추가해 넣을 경우 문장의 문법성
이 떨어지거나 의미상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재료 논항과 산출물 논항이 동
시에 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각 논항이 취하는 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 생겨나는지 알아보는 것을 주요한 내
용으로 삼는다.
우선, 한국어에서 산출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에 재료 논항과 산출물 논항이 모두
출현하는 경우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45ㄱ)과 같이 재료논항에 대
격이 주어지고 산출물 논항에 구격표지125)가 붙는 예가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24)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간의 설움을 기나긴 울음으로 울었다”
와 같이 문학적 색채를 띠는 표
현이 되는데,이는 표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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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재료논항이 구격을 취하고 산출물 논항에 대격표지가 붙는 (45ㄴ)과 같은
경우이다. 또, 세 번째로 두 가지 논항이 동일한 격표지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두 논항 모두 구격을 취하는 경우는 (45ㄹ)에서 보듯 성립하지
않는다. 두 논항 모두 대격을 취하는 경우는 (45ㄷ)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있으나
문장의 동사가 ‘만들다, 시키다, 삼다’등 그 자체로 ‘제작’의 의미를 가지는 일부 동
사에 한정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5) ㄱ.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다.
ㄴ. 벽돌로 탑을 쌓다.
ㄷ. 딸 셋을 의사를 만들다.
ㄹ. *찹쌀 반죽으로 경단으로 빚다.

재료 및 산출물, 또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이들 유형 중 어느 한쪽을 선호하거나
혹은 어느 한쪽으로는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복수의 유형을 넘나들
며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46) ㄱ. 황금을 돌로 생각하다
ㄴ. *황금으로 돌을 생각하다
(47) ㄱ.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쓰다
ㄴ. 자신의 경험으로 소설을 쓰다
(48) ㄱ.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다
ㄴ.

??

학생들로 인재를 키우다

(49) ㄱ. ?벽돌을 탑으로 쌓다
ㄴ. 벽돌로 탑을 쌓다
(50) ㄱ. *밀가루 반죽을 케이크로 굽다
ㄴ. ?밀가루 반죽으로 케이크를 굽다
125) 조사 ‘-로’는 매우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들을 크게 ‘구격’과 ‘향격’ 표지
로 분류하여 왔다. 위 (4a)와 (4b)의 ‘-로’ 결합형 중 (4a)의 ‘글로벌 인재로’는 ‘향격’에 가깝고 (4b)의
‘벽돌로’는 ‘구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역으로 보자면 (4a)는 ‘결과상태역’, (4b)는 ‘도구·수단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편의상 ‘-로’를 ‘구격’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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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케이크를 굽다
(51) ㄱ. *마당을 연못으로 파다
ㄴ. *마당으로 연못을 파다
ㄷ. 연못을 파다
ㄹ. 마당에 연못을 파다

우선, (46)의 예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로 V’ 결과구문 중 ‘인식의 변화’를 나타
내는 예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인식 작용의 대상을 재료로 보고, 그 인식작용의 결과
로서 대상에 대해 새로이 가지게 된 평가를 산출물로 본다. 주목할 점은 위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오직 변성중심형으로만 표시된다는 점이다. 즉, 이런 경우 (46ㄴ)에
서 보듯 재료논항과 산출물논항 간의 격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출중심형으로는
쓸 수 없다.126)
다음으로 (47)의 예는 재료논항과 산출물 논항 간의 격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경우이다. 재료논항이 대격을 취하든 구격을 취하든, 혹은 산출물이 대격을 취
하든 구격을 취하든 문장의 적격성 정도에 별 차이가 없다.
(48)의 경우 재료 논항이 대격을, 산출물 논항이 구격을 취하는 것이 가장 자연
스럽고 그들 사이에 격이 바뀌면 문장의 의미가 바로 서지 않는다. (49)의 예는 산
출물 논항에 구격이 붙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대격이 와야만 자연스럽다. (50)의 경
우도 (49)처럼 산출물에 대격이 붙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산출물에 구격이 왔을 때
부적격성이 (49)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한편, (51)의 ‘연못’은 무엇인가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산출물로서 그 재료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료논항이 실현되는 경우는 (51ㄱ)처럼 대격을 취하든
(51ㄴ)처럼 구격을 취하든 문장이 바로 설 수 없으며, 재료 논항 없이 산출물 논항
만 출현하는 (51ㄷ)의 형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51ㄹ)처럼 재료논항이 아닌 장소논
항이 와야만 성립된다. 재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126) 즉, (45)의 예문은 변화의 종류 중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존재적 변화’를 나타내는
예들, 즉 결과목적어를 취하는 산출구문과 구별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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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ㄱ. 터널을 뚫다. / 구멍을 뚫다. / 구멍을 파다. / 연못을 파다.
ㄴ. 100점을 맞다. / 10점을 쏘다.
ㄷ. 웃음을 웃다. / 잠을 자다.

이처럼 선호와 제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각 유형이 표시하는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지하듯이 형태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의미 혹은 화용의 차
이를 가져온다. 우리는 이들 유형의 차이가 ‘결과물의 산출’에 중심을 두는지 아니면
‘재료의 변성’에 중심을 두는지에 있다고 본다. 이때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
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 하나로 사태를 인식하는 ‘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사태를 어떠한 각도에서 파악하는지
그 관점에 따라 두 유형 간 선택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127)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여기서 우선 강조할 점은 어떤 바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대격
을 부여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격이 가지는 가장 원형적인 의미는 ‘영향
받는 자’라고 할 때, 재료논항에 대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재료가 행위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며, 산출물 논항에 대격을 부여한다
는 것은 행위의 영향으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 문장에서 정보적 가치가 가장 높고 초점을
받는 요소는 동사 바로 앞자리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예문들처럼 산출의 의미
를 가지는 문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재료 논항을 동사 앞자리에 가져오지 않는 한 산
출물이 동사 앞자리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출물
이 초점을 받는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로’를 취하면 해당 사건을 ‘변화’로 파악
하는 관점을 표시하고 ‘-를’을 취하면 ‘창조(산출)’로 파악하는 관점을 표시한다고
127) 격교체에 관한 이러한 생각과 관련하여 오충연(2009:45)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격은 어휘적으로 결정되는 자동화된 체계가 아니라 문법성의 재조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여기서는
그 문법성의 조절체계를 ‘관점’이라는 개념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관점이란 상황과 문맥, 그리고
화자의 정서와 의도로부터 결정된다. ‘처격-대격’ 교체의 경우, 대격으로 표시될 수 있는 논항이 둘
이상이라면 이들 중 어느 것이 대격 논항으로 선택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처격 또는 구격이 대격
과 교체되는 구성에서는 어느 논항이 술부 내에서 화자에게 심리적 대상화가 되느냐에 따라 격의 구
성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때 문맥은 ‘심리적 대상화’의 여건을 형성한다.”

-191-

하겠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미적 특징을 중심으로 전자를 ‘변성 중심형’, 후자를
‘산출 중심형’, 그리고 두 논항이 모두 대격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변성·산출 중심형’
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로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개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두 방식: 변성중심형과 산출중심형
유 형
변성중심형

산출중심형

논항의 격

예

재료논항 - 대격
산출물논항 - 구격
재료논항 - 구격

문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인재로 키웁니다.

신라인들은 벽돌로 탑을 쌓았다.

산출물논항 - 대격
변성·산출 중심형

재료논항 - 대격
산출물논항 - 대격

저 집은 딸 셋을 의사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산출 의미를 가지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문장은
재료논항과 산출물 논항에 아무런 지시적, 한정적 요소가 붙어있지 않은 문장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는 절대적인 분류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전형적인 경
향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위의 분류에서 ‘산출중심형’은 본 주제인 이른바
‘산출구문’에 해당하되 재료논항이 생략되지 않고 명시된 경우이며, ‘변성중심형’은
‘결과구문’ 중 4.3절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한 ‘상태변화의 NP로+V’형 결과구문에 해
당된다.
한편, 위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상, 형태상의 차이가 사태를 인식하는 관점에 따
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한 바, 그렇다면 동일한 명제라도 관점을 달리했을 때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47)은 변성중심
형, 산출중심형 양쪽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경우로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즉, ‘유년의 경험’이라는 재료가 소설로 변화하는 사건에
관심을 가진다면 (47ㄱ)의 형식이 적합하고, 그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떤 산출물이
만들어졌는지(소설인지, 시인지)에 주목한다면 (47ㄴ) 형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48)의 예 중에서 (48ㄱ)이 적합하고 (48ㄴ)이 부적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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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표시하는 사태 자체가 ‘변성중심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의
소중한 딸 혹은 아들인)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들이 교육의 결과 어
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이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재료가 유정물, 특히
사람일 경우에는 ‘변성중심형’으로 쓰이는 것이 보다 전형적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
만, 그렇다 할지라도 산출중심형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맥락과 관점
이 주어지면 형식의 변화, 즉 격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53) ㄱ.

??

우리 대학은 학생들로 인재를 키웁니다.

ㄱ′. 우리 대학은 평범한 학생들로 인재를 키웁니다.
ㄴ. ?어머니는 고추로 고춧가루를 빻으셨다.
ㄴ′. 어머니는 손수 수확하여 말린 햇고추로 고춧가루를 빻으셨다.

즉, 변성중심형으로 쓰는 것이 우세한 경우라도 위 (53)의 예처럼 적절한 맥락을
제공하면 산출중심형으로 쓸 수 있다. 이 경우 적절한 맥락은 재료의 특수성에서 나
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53)의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재료의 변화를 문제 삼는
변성중심형 사건이지만 특수한 재료가 주어지면 그 특수한 재료를 가지고 수행하는
산출활동으로 관점이 변화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53ㄱ′), (53ㄴ′)가 성립하게 된
다. 물론 재료가 특수해도 변성중심형으로 쓰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우리 대학은
평범한 학생들을 인재로 키웁니다.).
한편, (48)과는 달리 (49)는 ‘산출중심형’의 예문이다. 일반적으로 탑을 만드는
사건에서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그 무엇이지, 재료인 벽돌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에 있지 않다. 따라서 산출중심형으로 쓰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할 것인데, 만일 이를 변성중심형으로 쓰려면 거기에는 역시 적당한 맥락과 관점의
변화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재료의 특수성’은 이러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아래 (54ㄴ)에서 재료논항은 ‘세존에 대한 그리움’으로, 탑 제작 사
건에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돌·나무·벽돌 등의 재료를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이 특
수한 재료가 온다면 그 특수한 재료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관심을 집중하
는 변성중심형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원래처럼 산출중심형으로 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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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미얀마인들은 세존에 대한 그리움으로 탑을 쌓았다.).
(54) ㄱ. ?그들은 벽돌을 탑으로 쌓았다.
ㄴ. 미얀마인들은 세존에 대한 그리움을 탑으로 쌓았다.

반대로 (55ㄴ)과 같이 완성 후의 산출물이 특수성, 의외성을 띠는 경우에도 그 변
화의 내용이 주목받게 되어 변성중심형으로 쓸 수 있다. 흔히 산출물에 수식·한정어
가 붙는 경우 이런 효과를 낳는다. 이때 아래 (55ㄷ)처럼 재료논항까지 특정한 대
상으로 한정되면 변성중심형으로 썼을 때 더욱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물론 이 경
우도 산출중심형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돌멩이로 높디높은 탑을 쌓았다. 길가
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높디높은 탑을 쌓았다.).
(55) ㄱ. ?등산객들이 돌멩이를 탑으로 쌓았다.
ㄴ. 등산객들이 돌멩이를 높디높은 탑으로 쌓았다.
ㄷ. 등산객들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높디높은 탑으로 쌓았다.

그런데, 특정한 물체 자체가 아니라 ‘-모양’이나 ‘-형, -꼴’ 등 그것의 형태를 표시
하는 요소를 산출물 논항으로 제시할 경우, 아래 (56), (57)에서 보듯 변성중심형
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산출중심형으로 쓰는 것보다 낫거나 심
지어 그렇게 써야만 한다. 다시 말해 원재료의 배열 및 구성만을 달리하는 변화인
경우는 우리의 인식에 ‘창조(산출)’로 포착되지 않고 ‘변화’로 인식된다고 하겠다.

(56) ㄱ. 이쑤시개를 탑 모양으로 쌓았다.
ㄴ.

??

이쑤시개로 탑 모양을 쌓았다.

(57) ㄱ. 찰밥을 삼각형으로 뭉쳤다.
ㄴ.

??

찰밥으로 삼각형을 뭉쳤다.

예문 (49)는 (50)과 같은 산출중심형으로서 기본적인 성질은 (49)와 유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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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성격면에서 다소 다른 점이 있다. (47)~(50)의 예문은 모두 모종의 변화를
표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47), (48), (49)의 경우를 물리적 변화라 한다면,
(50)의 경우는 화학적 변화 혹은 그에 버금가는 변화라 할 만하다. 즉, 전자들의 변
화에서는 재료의 성질 및 형체가 유지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완성된 산출물에서
원재료의 모습과 성질을 확인하기 어렵다. (50)처럼 변화의 정도가 비교적 크고 그
과정을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변화로 인지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재료의 성질이 유지되는 탑을 쌓는 사건에 비하여 케이크
를 굽는 사건은 (58ㄱ)에서 보듯 변성중심형으로 썼을 때 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진
다. 이에 반해 (58ㄴ)처럼 재료의 성질이 다소나마 유지되는 경우는 변성중심형으
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8) ㄱ. *영희는 밀가루와 버터와 우유를 케이크로 구웠다.
ㄴ. 오늘은 비스킷 가루와 치즈를 케이크로 구워 봅시다.

이러한 사실은 음식물 조리와 관련된 다른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식재료의 구성에 변화가 일어났을 뿐 그 형태와 성질이 유지되는 (59ㄱ)의 경우 변
성중심형으로 써도 수용 가능하지만 식재료의 형태와 성질에 비교적 큰 변화가 일
어난 (59ㄴ)의 경우 변성중심형으로 쓰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다.
(59) ㄱ. 남은 음식들을 김밥으로 말았다.
ㄴ. ?남은 딸기를 쨈으로 고았다.

이상으로 한국어에서 산출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의 유형을 변성중심형과 산출중
심형으로 나누고 두 유형 간에 넘나듦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중 한 가지는 두 유형간의 호환 가능성이 일종의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
는 점이다. 즉, ‘변성중심형으로만 쓰이는 경우’와 ‘산출중심형으로만 쓰이는 경우’를
양 극단으로 하여 그 중간 단계에는 ‘변성중심형이 우세한 경우’, ‘두 유형 모두 가
능한 경우’, ‘산출중심형이 우세한 경우’ 등이 놓임을 알 수 있다. 예와 함께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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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표 4-10] 변성중심형과 산출중심형의 연속체
‘변성중심형으로만 쓰이는 경우’
ㄱ. 영희는 철수를 바보로 생각한다.
ㄱ′. *영희는 철수로 바보를 생각한다.
ㄴ. 영희는 찰밥을 삼각형으로 뭉쳤다.
ㄴ′. *영희는 찰밥으로 삼각형을 뭉쳤다.
↓
‘변성중심형’이 우세한 경우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웁니다.
?

우리 대학은 학생들로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

두 유형 모두 가능한 경우
그는 유년의 경험을 소설로 썼다.
그는 유년의 경험으로 소설을 썼다.
↓
‘산출 중심형’이 우세한 경우
ㄱ. 등산객들이 돌멩이로 탑을 쌓았다.
ㄱ′. ?등산객들이 돌멩이를 탑으로 쌓았다.
ㄴ. 영희는 남은 사과로 주스를 짰다.
ㄴ′. ?영희는 남은 사과를 주스로 짰다.
↓
‘산출중심형’으로만 쓰이는 경우 1
영희가 케이크를 구웠다.
*

영희가 반죽을 케이크로 구웠다.
↓

‘산출중심형’으로만 쓰이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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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그들은 마당에 연못을 팠다.
ㄱ′. *그들은 마당에 X를 연못으로 팠다.
ㄴ. 김선수가 10점을 쏘았다.
ㄴ′. *김선수가 X를 10점으로 쏘았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 A라는
재료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B라는 산출물이 있을 때, 이들과 관련된 사건을 ‘변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창조(산출)’로 볼 것인지는 A, B의 성격 및 동사의 성격, 그리고
오감을 통한 변화의 관찰 가능성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정물이 재료논항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그것의 변화 방향에 관심을
집중하는 변성중심형, 즉 ‘NP로 V’형 결과구문으로 쓰는 것이 전형적이다.128) 반면,
무정물이 재료논항으로 실현되면서 그 재료와 산출물의 관계가 일반적인 예측을 벗
어나지 않는 관계일 때는 변화의 내용이나 방향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무엇이 결과
로 도출되는지에 관심을 두는 산출구문으로 쓰는 것이 보다 전형적이다.
특히, 재료가 경험하는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라 할 만큼 크고 근본적이어서 재료
의 원래 형태 및 성질이 보존되지 않거나 그 변화의 과정을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
는 경우,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변화’로 인지하기보다 ‘창조’로 인지하여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것의 언어적 실현 역시 산출중심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관점에 따라 변화로 파악할 수도 있고 창조로 파악할 수도 있는 사건인 경우
두 유형 중 어떤 쪽으로 쓰더라도 적격성에 큰 차이가 없이 넘나들 수 있다. 반면,
재료를 아예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변성중심형으로 쓸 수 없고 산출중심형으로만
쓸 수 있으며 이때에 재료논항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위와 같은 경향성은 그러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전형적으로 ‘-로’를 취하거나 ‘-을/를’을 취하는 논항들 간에 서로 격표지가 바뀌어
128) 유정물 재료논항 외에 어떤 예가 변성중심형을 전형적으로 구성하는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을 -으로 여기다’ 구문도 사유의 대상을 재료로 보고 사유의 결과를 산출물로 보았을 때, 재료 논
항에 대격이 붙고 산출물 논항에 구격이 붙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으로 변성중심형을 취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다’ 동사는 그 자체로 ‘-을 -(으)로 여기다’ ‘-을 -라고/다고 여기다’ 형식으로
만 쓰이므로 변성중심형과 산출중심형 중 비교 우세를 논하는 다른 예들과 달라 일단 논의에서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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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표시하고 그에 따른 격교체를 가능하게 하
는 요인으로는 재료논항 및 산출물 논항의 특수성 부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논항에 한정 수식어를 부가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즉, 해당 논항의 특수성이
관습과 세상사 지식에 기초한 두 논항 간의 전형적인 관계를 깰 만큼 클 때는 원래
의 유형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두 형식, 즉 ‘NP로+V’형 결과구문과 산
출물을 목적어로 취하는 산출구문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로 교체되는 관계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여 산출구문을 결과구문의 파생
형식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두 구문의 의미적 연관관계는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그 연관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NP로+V’형 결과구문은 재료 논항의 변화에 주목하는 형식인 만큼 재료
논항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반면, 산출구문은 새로이 산출된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에 재료 논항이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재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생략될 수밖
에 없다. 이렇게 재료 논항이 생략된 산출구문은 ‘NP로+V’구문과 형태상 차이가 크
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들 간의 내적 연관성은 여전히
쉽게 복원될 수 있다.
한편, 위 [표 4-10]에서 ‘산출 중심형으로만 쓰이는 경우 2’로 분류한 것은 다른
유형들과 달리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아예 재료논항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인데,
‘그들은 마당에 연못을 팠다’나 ‘김선수가 10점을 쏘았다’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
다. 이때는 위의 예들처럼 “NP로 V” 구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기에
다른 유형들과 연결 짓지 않고 따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들 문장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이들의 원래 모습은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60) ㄱ. 그들은 마당을 파서 마당에 연못을 만들었다.
ㄴ. 김선수가 10점 부분을 쏘아서 10점을 받았다.

즉, (60)의 문장들은 논리적으로는 마땅히 그렇게 써야 하겠으나 중복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전체로 보아 정보 부담량이 적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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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사와 ‘받다’ 동사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파다’와 ‘쏘다’ 동사를 대체해 넣은 다
음, 다시 중복된 성분을 생략하는 과정을 거친다.

(61) ㄱ. 그들은 마당을 파서 마당에 연못을 (만들었다)
(대체)

→ 그들은 마당을 파서 마당에 연못을 팠다
그들은 (마당을) (파서) 마당에 연못을 팠다

(중복성분 생략) → 그들은 마당에 연못을 팠다.
ㄴ. 김선수가 10점 부분을 쏘아서 10점을 (받았다)
(대체)

→ 김선수가 10점 부분을 쏘아서 10점을 쏘았다
→ 김선수가 (10점 부분을) (쏘아서) 10점을 쏘았다

(중복성분 생략) → 김선수가 10점을 쏘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구문적 환유(type coercion)에 의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마당에 연못을 V’라는 구문과 ‘10점을 V’라는 구문이 있다 할
때 여기에 가장 전형적인 동사는 ‘만들다’와 ‘받다’일 것이다. ‘파다’와 ‘쏘다’는 이러
한 구문에 딱 들어맞는 동사는 아니지만 인접한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유로 해서 상기 구문에 끼워 넣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구문적 환유에 의해 형성된 산출구문과 재료를 상정할 수 있는 여
타의 산출구문들, 그리고 ‘NP로+V’결과구문, ‘NP로+V1어 V2’ 결과구문이 의미적으
로 결과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서로 조금씩 통사적 형식을 달리하지만 연
관을 맺고 있는 관계로 본다.
한편, 결과구문과 이른바 산출구문 사이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다른 언어, 특히 중
국어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구문과 산출구문 사이 연관
관계의 내재적 긴밀성을 방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아래에서 별도로 제시
한다.

4.4.3. 중국어 결과구문과 산출구문의 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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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에도 동사의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동사의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결
과목적어’ 구성이 아래와 같이 존재하는데,

129)

그 통사적·의미적 구성 방식이 이

글에서 말하는 산출구문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62) 烤蛋糕

케이크를 굽다

包饺子

만두를 싸다(빚다)

沏茶

차를 끓이다

煮咖啡

커피를 끓이다

垒塔

탑을 쌓다

刻印

도장을 파다

挖隧道

터널을 파다

钻孔

구멍을 뚫다

挖荷塘

연못을 파다

装包

가방을 싸다

剪春联

춘련을 오리다

折纸鹤

종이학을 접다

织毛衣

스웨터를 짜다

编竹筐

대바구니를 짜다

砌房子

집을 쌓다(짓다)

盖房子

집을 덮다(짓다)

한편, 이처럼 결과목적어130)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 외에 현대 중국어에서

일반

적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은 동결식(動結式)을 이용하는 것이다. 동결식은 두 개
의 서술성 성분이 ‘행위+결과’의 의미관계로 이어진 구조를 말하며, 이때 결과를 나
타내는 서술성 성분을 보어라고 부른다. 이처럼 동결식(動結式)은 중국어의 결과구
문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63) ㄱ.踩

밟다

碎了

花瓶.

부수다(부서지다)

화병

129) “孟琮 ,1984,
《动词用法词典》,上海辞书出版社” 에 따르면 중국어의 ‘동사+목적어’ 구조에서 목적
어가 나타내는 의미 종류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목적어 의미역
피동주
대상
결과
도구
장소
행위주

비 율
65%
32%
19%
13%
12%
8.7%

목적어 의미역
방식
도달점
목적
원인
동등
시간

130) 중국어 문법용어로는 결과빈어(結果賓語)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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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6.7%
6%
4.7%
3.3%
2.7%
1.3%

‘화병을 밟아 부쉈다.’
ㄴ.洗

干净

了

빨다 깨끗하다 (완료)

衣服

옷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

위 (62)와 (63)의 예들을 비교했을 때 결과목적어는 어떤 동작 행위를 통하여 만
들어진 모종의 사물 혹은 현상을 가리키며 목적어 부분이 결과를 표시한다. 동결식
은 어떤 동작 행위가 사물에 영향을 미쳐 생겨난 새로운 상태를 표시하며 결과부분
은 보어를 이용하여 표시한다.131)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하나는 목적어, 하나는 보
어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 둘은 결과를 표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큰 공통점을
가지며 그 출현 위치도 동사 뒤로 동일하다. 또한, 원래 끝점을 가지지 않는 무경계
성(atelic) 동사에 붙어 유경계성(telic)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64) 刻 (파다, 무경계 동사) → 刻印

(도장을 파다, 산출구문, 유경계)

织 (짜다, 무경계 동사) → 织毛衣 (스웨터를 짜다, 산출구문, 유경계)
踩 (밟다, 무경계 동사) → 踩碎了 (때려 부수다, 결과구문, 유경계)
洗 (빨다, 무경계 동사) → 洗干净 (깨끗하게 빨다, 결과구문, 유경계)

한편, 彭国珍(2011:103-120) 에서는 중국어의 결과목적어와 관련된 몇몇 문제들
이 표면적으로는 동결식(결과구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하나의 통일된 해석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의 산출구문을
결과구문과의 연계 속에서 일종의 연속관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본고의 방향과 기본
적으로 일치하는 바, 아래에서 그 논의를 소개한다.
우선, 중국어의 결과목적어 중에는 아래 (65)와 (66)의 예문에서 보듯 쟁론의 여
131) 결과목적어를 거느리는 동사의 동작 결과는 새로운 사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A류의 "
编， 织，
盖”의 결과물이 각각 “筐，毛衣，房子”
.B류의 “
一个包,一身痱子”등 역시 각각 “撞，捂”등 동작의 결

과로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결과보어를 거느리는 동사는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단지 이
미 존재하는 사물에 영향을 미쳐 사물의 새로운 상태가 출현하도록 할 뿐이다. Levin(1993)에서는 이런
두 종류의 동사를 각각 제작류(effective)동사와 영향류(affective)동사로 구분하여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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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없는 전형적인 부류가 있다.
(65) A1류 결과목적어
ㄱ.爷爷

编

了

筐。

一个

할아버지 짜다 (완료) 하나 광주리
‘할아버지가 광주리를 하나 짰다.’
ㄴ.她

绣

了

一朵

그녀 수놓다 (완료)

花。

한 송이

꽃

‘그녀가 한 송이 꽃을 수놓았다.’

(66) A2류 결과목적어
ㄱ.大 公鸡 刨

了

一个 坑。

큰 수탉 쪼다 (완료) 하나 구멍

‘큰 수탉이 구멍을 쪼아 (만들었다.)’
ㄴ.张三 凿

了

一个 冰窟窿。

장삼 뚫다 (완료) 하나 얼음동굴

‘장삼이 얼음동굴을 뚫었다.’

이때 목적어는 (65)의 “筐(광주리)，花(꽃)” 등과 같이 동작 행위가 창조한 일종의
새로운 사물이거나 (66)의 “坑(구멍)，冰窟窿(얼음동굴)” 등과 같이 물체 표면에 생
겨난 움푹 팬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를 각각 <A1류>와 <A2류>로 분류하
였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어 결과목적어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부류이다.
이런 전형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모종의 동작 행위가 초래한 일종의 상태나 현상
을 결과목적어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이들 중 다수는
‘口子(구멍)，窟窿眼儿(구멍)’과 같이 행위주가 의도하지 않은 의외의 파손일 수 있
고, ‘泡(물집)，包(모기 물린 흔적)，汗(땀)’과 같이 예견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
다. 이러한 종류의 결과목적어 구문에서 주어는 파손이나 예기치 않은 사물이 생겨
난 장소일 수도 있고 행위의 결과를 일어나게 한 사람 혹은 사건일 수도 있다. 彭国
珍(2011)에서는 이런 경우를 <B류>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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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B류 결과목적어
ㄱ.棉被

上 烧

两个 窟窿。

了

솜이불 위 태우다 (완료) 두 개 구멍
‘(솜이불이) 타서 솜이불에 구멍이 두 개 났다.’
ㄱ′.他

把

棉被

烧

两个 窟窿。

了

그 (pre.) 솜이불 태우다 (완료) 두개 구멍
‘그가 솜이불을 태워서 구멍을 두 개 냈다.’
ㄴ.衣服

옷

上

剐

了

口子。

一个

위 찢다 (완료) 하나 틈새

‘(옷이) 찢어져서 옷에 구멍이 하나 생겼다.’
ㄴ′.树枝把 衣

服剐 了

나뭇가지 (Pre.) 옷

口子。

一个

찢다 (완료) 한개

틈새

‘나뭇가지에 옷이 찢어져서 구멍이 났다’
ㄷ.手 上 叮

了

一

大 包。

个

손 위 물다 (완료) 하나 (양사)

큰 물집

‘손에 모기에게 물린 흔적이 크게 생겼다.’
ㄷ′.蚊子 把

我的 手 叮

了

一

个

大 包。

모기 (pre.) 나의 손 물다 (완료) 하나 (양사) 큰 물집
‘모기가 나의 손을 물어서 큰 흔적이 생겼다.’
ㄹ.张三 跑

了

장삼 달리다 (완료)

一身

汗。

온몸

땀

‘장삼은 온 몸이 땀투성이가 되도록 달렸다.’
ㄹ′.这 段 路 把

张三

跑

了

一身 汗。

이 단계 길 (pre.) 장삼 달리다 (완료)

온몸

땀

‘이 길은 장삼으로 하여금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도록 달리게 했다.’

한편, 우리는 위 (67)의 예문에서 전형적인 중국어 결과구문의 경우를 보았는데
이때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는 “干净(깨끗하다)，碎(부서지다)”와 같은 실질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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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성분이었다. 하지만 동결식의 보어는 아래 예문과 같이 상대적으로 허화된
성분이 올 수도 있으며132), “成，立，出” 등이 이에 속한다.

(
68) ㄱ.养

成

了

好的 习惯。

一种

기르다 이루다 (완료) 일종

좋은 습관

‘한 가지 좋은 습관을 길렀다.’
ㄴ.形

成

一种 独特的 风格。

了

만들다 이루다 (완료) 일종 독특한 기풍
‘하나의 독특한 기풍을 이루었다.’
ㄷ.建

立

了

세우다 일으키다 (완료)

一种

友好的

关系。

일종의

우호적

관계

‘일종의 우호적 관계를 건립하다.’
ㄹ.想

생각하다

出

了

一个

好

내다 (완료) 하나 좋은

办法。

방법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다’

한편, 각종 결과구문과 산출구문을 잘 늘어놓고 살피면 이들 간에 일종의 연속성
이 발견되는데 이는 결과 표시 요소, 즉 보어가 가지는 의미의 실질성 정도와 관련
되어 있다. 즉, 그 의미가 매우 실질적인 것부터 허화된 단계를 거쳐 아예 ø 인 것
까지 분포한다는 것이다. 彭国珍(2011:109)의 표를 가져와 아래에 인용한다.
[표 4-11] 중국어 결과구문에서의 ø 결과 표시 요소

實義보어 동결식

洗
踩

干净
碎

了

衣服
花瓶

132) 이러한 종류의 동결식 문장에 대해서는 다소 쟁론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 “养成，建立，想出” 중
의 “成，立，出”를 매우 허화된 보어성분으로 보기도 하고, 혹자는 “V成，V立，V出” 등에 대하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로 보아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결과목적어에 넣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彭国珍(2011)에서는 “V成” 구조와 일반적인 결과구문은 모두 동일한 절 생성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문제 삼지 않으며 단지 글 구성의 편의를 위하여 “V成”구조를 결과구문(동결식)의 보어 안에 넣
어서 다룬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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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化보어 동결식

B류 결과목적어

A류 결과목적어

养

成

想

出

叮

ø

跑

ø

盖

ø

编

ø

了

了

了

一种好的习惯
一个好办法
一个包 一身汗
一所房子
一个筐

[표 4-11]의 맨 윗간의 동결식은 일반적인 결과보어의 예로서 그 의미가 실질
적인 반면, 두 번째 간의 보어는 ‘成, 出’ 등 그 의미가 허화된 경우로서 어휘적 의
미가 뚜렷하지 않다. 이어서 세 번째 간은 결과목적어의 예 중 의도하지 않은 결과
를 나타내는 목적어이며, 네 번째 간은 역시 결과목적어의 예지만 행위주가 의도한
결과를 표시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결과목적어 구문을 虛化보어 동결식으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이다.

一个

包 。

물다 내다 (완료) 하나

자국

(
69) ㄱ. 叮

出

了

모기에 물려서 자국이 생겼다
ㄴ.盖

얹다

成

了

一所 房子。

이루다 (완료) 한 채

집

집을 한 채 지었다.

이때 (69ㄱ) ‘叮出了一个包’가 (69ㄴ) ‘盖成了一所房子’보다 좀 더 자연스러우며,
후자의 경우 위와 같이 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맥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쨌든 위
[표 4-11]은 실질적 의미의 동결식과 허화된 의미의 동결식,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목적어와 의도한 결과목적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한국어 산출구문(결과목적어 구문)과 ‘NP로+V’구문 간
의 연속적 연관 관계와 평행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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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결과표시 2차술어가 형용사이든 동사이든 혹은 명사성분을 포함하는 것이
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VV’형식으로 나타나므로 이 모두를 연속선 상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 각각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표시 요소가 명사로 나
타나는 ‘NP로+V’구문에 한하여 산출구문(결과목적어 구문)과의 연속관계를 포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결과구문과 산출구문(결과목적어 구
문) 간의 연관관계가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는 사실은 한국어 산출구문
을 결과구문과 연관지어 다루고자 하는 본고의 논지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떤 구성체 및 그 구성 요소들의 통사적 자질은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공
통적으로 변화의 결과를 나타냄에 있어서도 화자가 그 변화를 재료에 일어난 변성
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존재가 산출되었다고 보느냐에 따라 재료논항과 결
과 논항 간에 격교체가 일어날 수 있고, 나아가 재료논항의 생략과 함께 산출물을
이른바 결과목적어로 취하는 산출구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격교체나 논항의 생략이 반드시 화자의 개념화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의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방식이 해당 사건의 언어적 구성에 영
향을 끼칠 수 있음이 밝혀져 왔고, 이른바 산출 구문 역시 그러한 현상의 하나로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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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1어 V2’형 결과구문

133)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V1어 V2’ 구성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동사연
결 구성으로 그것이 가지는 형태·통사·의미상의 특수성과 다양성 때문에 일찍부터
국어학계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
우선 형태·통사적으로 ‘V1어 V2’는 접속절 구성(만나(서) 얘기하다)에서부터 본
동사와 보조동사의 연결형(먹어 버리다), 그리고 합성동사(달려들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 해당되는 예들이 나타난다. 이에 강현화(1998)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한국어 ‘V1어 V2’ 구성은 몇 가지의 형식에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속체(continuum)를 이루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의미·기능상으로도 ‘V1어 V2’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우선 V1 및 V2의 의미
에서 전체 구성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합성적인 경우(넘쳐흐르다)가 있는 반면,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넘겨짚다). 또, V1과 V2가 시간적으로 계기(繼起)하
여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사과를 깎아 먹다),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걸어 다니다). 또, V1과 V2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 요소가 원인 행위와 결과
의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밟아 뭉개다), 단순히 연속되는 관계일 수도 있으며
(데려가다), 그 외에 방식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관계로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들 의미관계 역시 명백한 경계선을 구획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처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V1어 V2’ 형식이 그 의미 기능 중 하나로
선행행위와 그것의 결과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짐에 주목하며, 나아가 한국어 결
과구문의 한 종류를 구성한다고 본다. 그 동안의 한국어 결과구문 연구는 주로 ‘AP
게 V’(깨끗하게 닦았다) 혹은 ‘NP가 V도록 V’(목이 쉬도록 외쳤다) 구문에 집중되
어 왔고, 거기에 ‘NP로 V’(가루로 빻았다) 형에 대한 언급이 일부 추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AP게 V’ 형식은 전형적으로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한국어 결과구
133) 본 5장의 내용은 “심지영(2015), 한국어 결과구문으로서의 V1어 V2 특성 고찰-중국어 動結式과의
비교를 통하여, 『새국어교육』 제10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355-390.” 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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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표적인 형식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AP게 V’ 형식이 한국어 결과구문으로
서 가장 먼저 인식되고 주목받은 반면 ‘V1어 V2’ 의 결과구문적 성격이 온당한 평
가를 받지 못한 데는 결과구문을 정의하고 획정함에 있어 영어 결과구문의 특징과
제약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영어 결과구문
에서는 동사가 결과표시 2차술어로 쓰이지 않고, 연쇄동사 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 결과구문은 ‘주동사+보어’의
술어 연결형으로 구성되며 그 중 결과 표시 성분인 보어에 동사가 쓰이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한국어의 대표적인 동사연결형인 ‘V1어
V2’ 역시 결과구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선행 연구 중에도 한국어 동사연결형을 결과구문으로 볼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들
이 있는데, 허세문(2004)에서는 “철수가 호랑이를 때려 죽였다(Lee 2003)”의 예문
을 인용하며 “한국어에서 결과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결과표현은 연쇄동사(SVC) 형
태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중국어의 경우도 결과구문은 연쇄동사 유형으로 나타난다.
SVO의 언어가 연쇄동사형을 이룰 때는 보통 V2의 위치에 비대격 동사가 나타난다
(Lee 1996). 그러나 SOV 어순인 한국어의 경우는 V2의 위치에 타동사만이 나타날
수 있고, 타동사가 결과상태를 함의하는 전이동사일 경우는 결과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현상이다”라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언급하
고 있다.
노명현(2007)에서는 국어에서도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
다고 하며 그 중 하나로 복합동사를 들었다. 또, 이 유형은 원인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가 연계되어 복합동사를 이루고 있는 형태라고 하며 “철수는
영희를 [때려/찔러/쏘아] 죽였다”, “철수는 문을 밀어 젖혔다”, “동수는 순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결과구문
형식은 ‘-게, -도록’을 취하는 경우라며 복합동사형에 대한 것은 언급에 그쳤다.
한편, 오충연(2010)에서는 영어의 결과구문 중 “The water froze solid”과 같은
비대격 자동사 구문이 “영희가 미끄러져 넘어졌다”와 같은 한국어 표현과 술어 연결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결과표시부가 주어를 지향하는
경우의 동사연결구성을 한국어 결과구문 유형의 하나로 보았다. 또 이를 ‘Pr게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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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대응되는 ‘Pc게 Pr’형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어의 결과구문 범주를 결과전치형
과 결과후치형으로 대별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다만 이때 V1과 V2 사이에는 ‘자동
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시간적으로 연속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
다. 또 두 술어 중에 적어도 하나가 성취동사여야 결과성을 담지하게 된다고 하였
다. 한편 황주원(2011)에서도 위 오충연(2010)의 내용을 수용하여 ‘V1어 V2’형 동
사연속 구성을 한국어 결과구문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V1어 V2’ 동사연결형의 한국어 결과구문 편입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주장한 경우는 오
충연(2010)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동 연구 역시 ‘V1어 V2’ 구성 중에서 결과구문
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류를 자동사성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V1어 V2’가 결과를 표시하는 실제의 모습을 살펴보고 기술함으로써 가능성으로만
존재해 온 ‘V1어 V2’의 한국어 결과구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 이때
‘V1어 V2’와 마찬가지로 동사연결형의 형식을 취하는 중국어 결과구문과의 비교를
논거의 하나로 삼을 것이다.

5.1. 한국어 결과구문으로서의 ‘V1어 V2’의 성격과 범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은 ‘V1어 V2’의 수많은 예들 중 V1과 V2 사
이에 ‘(원인)행위-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류들이다. 우선 자동사성을 띠
는 예들부터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원인-결과’ 관계 자동사성 ‘V1어 V2’ 의 예
뛰어오다, 걸어오다, 기어오다, 날아오다, 굴러오다, 흘러오다, 전해오다, 달려
오다,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다가오다, 쫓아오다, 올라오다, 내려오다, 들어오다,
나오다, 건너오다, 들려오다, 따라오다, 뛰어가다, 걸어가다, 기어가다, 날아가다,
굴러가다, 흘러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들어가다, 나가다, 건너가다, 다가가다,
달려가다, 밀려가다, 끌려가다, 날아오르다, 뛰어오르다, 차오르다, 떠오르다, 타
오르다, 부어오르다, 불타오르다, 부풀어 오르다, 솟아오르다, 기어오르다, 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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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르다, 솟구쳐 오르다, 녹아내리다, 흘러내리다, 떨어져 내리다, 미끄러져
내리다, 뛰어내리다, 쏟아져 내리다, 뛰어들다, 기어들다, 날아들다, 끼어들다,
빠져들다, 덤벼들다, 밀려들다, 녹아들다, 스며들다, 조여들다, 줄어들다, 오그라
들다, 움츠러들다, 모여들다, 몰려들다, 뛰쳐나오다, 걸어 나오다, 기어 나오다,
달려 나오다, 기어 올라오다, 뛰어 들어오다, 풍겨 나오다, 빠져나오다, 퍼져 나
오다, 쏟아져 나오다, 터져 나오다, 뛰어나오다, 배어나오다, 몰려나오다, 흘러나
오다, 풀려나오다, 새어나오다, 튀어나오다, 도망쳐 나오다, 새어 들어오다, 비쳐
들어오다, 기어들어오다, 전해져 오다, 치밀어 올라오다, 솟아 올라오다, 삐져나
오다, 스며 나오다, 불거져 나오다, 뿜어져 나오다, 떠내려 오다, 쏘아져 나오다,
떨어져 나오다, 잘려나가다, 뻗어나가다, 퍼져나가다, 달려 내려가다, 떠내려
가다, 날아 올라가다, 뛰어 내려가다, 굴러 나가다, 빠져 나가다, 달려 내려가다,
뛰어 들어가다, 흘러나가다, 걸어 들어가다, 빨려 들어가다, 떠내려가다, 꿇어
앉다, 주저앉다, 일어나 앉다, 가라앉다, 내려앉다, 일어서다, 멈춰서다, 올라
서다, 앓아눕다, 드러눕다, 얼어붙다, 녹아 붙다, 엉겨 붙다, 눌어붙다, 달라붙다,
들어붙다, 오그라 붙다, 썩어 문드러지다, 피어 흐드러지다, 말라 부스러지다,
끓어 넘치다, 흘러넘치다, 넘쳐흐르다, 살아남다, 생겨나다, 살아나다, 되살아
나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달아나다, 일어나다, 물러나다, 깨어나다, 자라나다,
살아나다, 만들어지다, 죽어 없어지다, 썩어 없어지다, 닳아 없어지다, 삭아
없어지다, 늙어죽다, 얼어 죽다, 굶어죽다, 맞아죽다, 찔려죽다, 말라죽다,
아파죽다,

미워죽다,

배고파 죽다,

심심해 죽다,

불어터지다,

부어터지다,

익어 터지다, 부풀어 터지다, 썩어 빠지다, 놀라 자빠지다, 죽어 자빠지다,
걸려 넘어지다, 삭아 떨어지다, 지쳐 쓰러지다, 걸려 넘어지다, 울려 퍼지다,
굴러 떨어지다 등

이어서 타동사성을 띠는 ‘V1어 V2’의 예들을 일부 제시한다.
(2)

‘원인-결과’ 관계의 타동사성 ‘V1어 V2’ 의 예
들어 올리다, 건져 올리다, 던져 올리다, 밀어 올리다, 떠올리다, 퍼 올리다,
걷어 올리다, 차올리다, 추어올리다, 깎아내리다, 찍어 내리다, 끌어내리다, 밀어
내리다, 쓸어내리다, 당겨 내리다,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 따라잡다, 뛰어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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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들이다, 받아들이다, 끌어들이다, 걷어 들이다, 거둬들이다, 모아들이다,
주워 들이다, 떠받들다, 깎아내다, 잘라내다, 도려내다, 긁어내다, 쳐내다, 밀어
내다, 파내다, 뽑아내다, 떼어내다, 닦아내다, 씻어내다, 밀어내다, 밀쳐내다, 쓸어
내다, 지워내다, 들어내다, 덜어내다, 몰아내다, 덜어내다, 빼내다, 솎아내다,
짜내다, 벗겨내다, 꺼내다, 주워내다, 뜯어내다, 토해내다, 게워내다, 뱉어내다,
뿜어내다, 쏟아내다, 도려내다, 알아내다, 밝혀내다, 생각해내다, 잡아내다,
드러내다, 빚어내다, 만들어 내다, 불러내다, 꾀어내다, 찾아내다, 길러내다, 키워
내다, 밀어 넣다, 몰아넣다, 끼워 넣다, 붙여 넣다, 쑤셔 넣다, 꽂아 넣다, 접어
넣다, 박아 넣다, 찔러 넣다, 새겨

넣다, 채워 넣다, 던져 넣다, 열어젖히다,

밀어젖히다, 꺾어 젖히다, 벗어젖히다, 끌어당기다, 눌러 펴다, 두드려 펴다,
다려 펴다, 불어 끄다, 두드려 끄다, 밀어 떨어뜨리다, 밀어 넘어뜨리다, 밀어
자빠뜨리다, 밀어 쓰러뜨리다, 밀어 무너뜨리다, 걸어 넘어뜨리다, 걸어 자빠
뜨리다, 눌러 터뜨리다, 깔아뭉개다, 밟아 뭉개다, 까뭉개다, 쳐부수다, 밟아
부수다, 때려 부수다, 까부수다, 찢어발기다,

허물다, 때려잡다, 쏘아 죽이다,

밟아 죽이다, 때려죽이다, 쳐 죽이다, 말려죽이다, 먹어 없애다, 지워 없애다,
태워 없애다, 씻어 없애다, 쏘아붙이다, 밀어붙이다, 몰아가다, 매달다, 치켜
들다, 구워 익히다, 삶아 익히다, 데쳐 익히다, 불러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틀어막다, 내려놓다, 빌려주다, 던져주다, 찔러주다, 건네주다, 건네받다, 받아
들다, 받아 쥐다, 움켜쥐다, 꺼내들다, 빼어들다, 집어 들다, 알아듣다, 알아보다,
여겨듣다, 여겨보다, 내몰다, 내쉬다, 내쫓다, 내밀다, 내치다, 내두르다

이상에서 제시한 것은 ‘원인-결과’ 관계로 이어진 ‘V1어 V2’ 구성의 일부 예들이다.
즉, ‘V1’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V2’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예
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이미 합성동사의 단계에 이른 것도 있고 합성동사와 통사적 구
성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연쇄동사 구성(serial verb construction)의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다. 우리는 V1과 V2 사이에 ‘(원인)행위-결과’의 의미관계가 성립되고 그
것의 통사적 성격이 절접속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한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다룰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어휘부와 통사부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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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문문법적 시각과 상통한다. 또, 동사 연결형에서 합성동사와 구의 구분이 명확
하지 않아 일종의 연속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중국어의 결과구문으로 불리는 동
결식(‘동사+보어’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속성이 ‘V1어 V2’를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어의 동
사연결형 결과구문에서는 선행동사와 후행동사 간에 어떠한 문법 요소도 들어가지
않는 데 반해, ‘V1어 V2’의 경우 어미가 개재되어 있다는 것은 차이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아/어-’는 한국어 어미 중 그 의미가 가장 무표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V1어 V2’를 연쇄 동사 구문(SVC)으로 보는데 있어서 ‘-아/어-’의 존재가 결정적
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앞 장들의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는 한국어 결과
구문을 고찰함에 있어 그 구문적 특징의 핵심을 ‘사건통합(event integration)’의 측
면에서 찾고 있는데 ‘V1어 V2’ 구성은 한국어에서 사건통합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결과구문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통해 초래된 모종의 변화를
표시한다고 할 때, 위 (1) (2)에서 제시한 예들 중에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도 있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즉, ‘내려가다, 날아오르다, 스며들다,
뻗어나가다, 들어 올리다, 덜어내다, 몰아넣다’ 등은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썩어 문드러지다, 얼어 죽다, 불어터지다, 열어젖히다, 걸어 넘어뜨리다’ 등은 상태
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부류를 아래에 따로 제시해
본다.
(3)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성 ‘V1어 V2’ 의 예
떠오르다, 부어오르다, 불타오르다, 부풀어 오르다, 치밀어 오르다, 녹아내리다,
녹아들다, 스며들다, 조여들다, 줄어들다, 오그라들다, 움츠러들다, 꿇어앉다,
주저앉다, 일어나 앉다, 일어서다, 멈춰서다, 앓아눕다, 얼어붙다, 녹아 붙다,
엉겨 붙다, 눌어붙다, 달라붙다, 들어붙다, 썩어 문드러지다, 피어 흐드러지다,
말라 바스라지다, 끓어 넘치다, 살아남다, 생겨나다, 살아나다, 되살아나다, 드러
나다, 일어나다, 깨어나다, 자라나다, 솟아나다, 만들어지다, 밀려나다, 쫓겨나다,
터져 나가다, 죽어 없어지다, 썩어 없어지다, 닳아 없어지다, 삭아 없어지다,
삭아 떨어지다, 밀어닥치다, 밀려닥치다, 몰아닥치다, 늙어죽다, 얼어 죽다,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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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다, 맞아죽다, 찔려죽다, 말라죽다, 아파죽다, 미워죽다, 배고파 죽다, 치어
죽다, 타죽다, 떨어져 죽다, 불어터지다, 부어터지다, 익어 터지다, 부풀어 터
지다, 썩어 빠지다, 놀라 자빠지다, 죽어 자빠지다, 걸려 넘어지다, 밀려 넘어
지다, 지쳐 쓰러지다, 울려 퍼지다 등

(4)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타동사성 ‘V1어 V2’ 의 예
떠올리다, 깎아내리다, 벌어들이다, 받아들이다, 지워내다, 솎아내다, 알아내다,
밝혀내다, 생각해내다, 잡아내다, 드러내다, 빚어내다, 만들어내다, 찾아내다,
길러 내다, 키워내다, 빌려주다, 새겨 넣다, 채워 넣다, 열어젖히다, 밀어젖히다,
꺾어 젖히다, 벗어젖히다, 눌러 펴다, 두드려 펴다, 다려 펴다, 불어 끄다,
두드려 잡다, 때려잡다, 밀어 무너뜨리다, 걸어 넘어뜨리다, 걸어 자빠뜨리다,
눌러 터뜨리다, 깔아뭉개다, 밟아 뭉개다, 까뭉개다, 쳐부수다, 밟아 부수다,
때려 부수다, 까 부수다, 찢어발기다, 허물다, 때려잡다, 쏘아 죽이다, 쳐 죽이다,
밟아 죽이다, 때려죽이다,

말려죽이다, 먹어 없애다, 지워 없애다, 태워 없애다,

씻어 없애다, 쏘아 붙이다, 밀어붙이다, 치켜들다, 구워 익히다, 삶아 익히다,
데쳐 익히다, 불러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틀어막다, 움켜쥐다, 알아듣다, 알아
보다, 여겨듣다, 여겨보다, 내쉬다, 내치다, 내두르다 등

이 중 ‘올라오다, 내려가다, 뛰어오다, 기어오다, 날아오르다, 기어들다’ 등 이동사
건과 관계된 예들을 ‘(원인)행위-결과’ 관계로 파악한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올라오다, 내려가다’ 등은 ‘경로(path)+이동’으로 볼 수 있고, ‘뛰어오다, 기어가다’
등은 ‘방식(manner)+이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날아들다, 기어오르다’ 등은
‘방식+경로·이동’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라오다, 내려가다’ 및 여기에서 더 확장된 ‘날아 올라 오다, 뛰어 내려가
다, 기어 들어오다, 굴러 나가다’ 등을 본고에서 ‘(원인)행위+결과’로 보는 것은 서
론에서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한 본고의 인식이 ‘어떤 (원인) 행위의 자연
스런 전개과정을 거쳐 다다른 마지막 상태’의 개념이며, 이때의 원인은 반드시 결과
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오르
거나 내리는 행위 끝에 화자에 가까워지거나(올라오다) 화자로부터 멀어지는(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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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결과가 일어났다고 파악하며, 날거나 기는 행위 끝에 도착점에 ‘들-’거나(날
아들다) ‘오르-’(기어오르다)는 결과가 생겨났다고 본다.134) 이는 상태변화를 나타
내는 ‘밟아 뭉개다’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V1인 ‘밟아’는 V2인 ‘뭉
개다’의 ‘방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밟-’는 행위 끝에 ‘뭉개-’는 결과로 이
어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목표지점에의 도달 여부와 관계된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
서 이동사건을 나타내는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동사연결형을 취하고 있으며, 이동사
건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전경>, <배경>, <경로>, <이동>, <방식>, <원인>
이 각각 동사로 표시된다. 이때 이동의 목표점에 분명히 도달하였음을 나타내는 요
소는 <경로>이다. 즉, “나비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 들
어갔다” 의 예에서와 같이 <경로> 요소가 개재되면 ‘NP로/에/까지’등으로 표시되는
목표점에 도달하였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목표점 도착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야말로
전형적인 위치변화의 결과구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붕위로 날아갔다’ ‘집안으로 굴러왔다’와 같이 경로 요소 없이 ‘<방식>+
가다/오다’로 구성된 동사연결 구성이 한국어에서 높은 빈도로 쓰이는데, 이때에는
목표점 도달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NP로 V1어 V2’를 결과구문
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자발적 이동구문에서 ‘오다, 가다’ 혹은 ‘오르다, 내리다, 들
다, 나다’ 등의 이동동사를 쓰지 않고서는 위치변화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 예문135)을 보자.
(5)

ㄱ. she took to her heels and galloped away into the field.
그녀는 들판 쪽으로 뛰어가 버렸다.
ㄴ. The cows declared unanimously that Snowball crept into their stalls and

134) 이와 관련하여 임지룡(2000:35)에서는 한국어의 ‘가다/오다’를 <이동+직시소>의 정보가 융합된 것
이라고 하였다. 또, “그 중 <이동>은 합성형에서 공간 및 시간의 변화를 표시하며, <직시소>는 이동
체의 출발점과 도착점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데, ‘가다’는 화자의 위치가 이동체
의 출발점이며 상대적으로 ‘오다’는 화자의 위치가 이동체의 도착점임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135) (5)의 예문들은 George Orwell의 1945년작 <Animal Farm>에서 추출한 것이며, 번역본은 ‘최윤영
역 (1994), <동물농장, 1984년>, ‘혜원세계문학 73’, 혜원출판사’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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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ked them in their sleep.
암소들은 스노볼이 그들의 우리 속으로 몰래 들어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우유를 짜 갔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위 예문에서 보듯 영어의 경우는 ‘galloped, crept’ 등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는 동
사와 ‘into’ 등 전치사구의 결합만으로 위치이동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
들판 쪽으로 뛰어 버렸다’ 혹은 ‘?우리 속으로 몰래 들어’와 같이 ‘가다/오다’를 빼고
쓰면 비문이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어 버린다. 이는 영어의 “He walked to the
store”가 가게에 도착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이것을 “그는 가게로 걸었다”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달의 의미가 사라지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자발적 이동사건을 나타낼 때는 이동동사가 개입된 ‘NP로+V1
어+V2’로 주로 쓰이며, 이때 V2에는 ‘가다/오다’가 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NP로
+V1어+V2어+가다/오다’로 실현되기도 한다. 한편 위에서 제기한 문제, 즉 ‘<방
식>+가다/오다’는 목표점 도달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어 결과구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경우 역시 한국
어의 위치변화 결과구문으로 보고 있음을 앞 4장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가다/오다’가 가지는 직시적(deixis) 성격이 ‘결과’의 의미 표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집안으로 굴러왔다’, ‘지붕위로 날아갔다’가 나타내는 이동
사건에서 ‘위치의 변화’를 판별할 때 그 기준은 ‘목표점에의 객관적인 도달’이 아니
라 ‘화자가 관찰한 바로서의 위치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집안으로
굴러왔다’에서 ‘왔다’는 화자가 관찰하건데 이동체의 위치가 집밖에서 집안으로 바뀌
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갔다’는 ‘왔다’와 사정이 또 다르다. ‘지붕 위로 날아갔다’에
서는 화자가 출발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동체가 실질적으로 지붕 위에 도달했는지
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목표점 도달을 장담할 수 없는 ‘갔다’는 결과
를 나타내지 못하고 ‘왔다’만이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일까?
앞의 예문에서 ‘갔다’는 ‘화자의 관찰에 의하면 이동체는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것
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경우 역시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결과구문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그것이 이동사건에 직시적 요소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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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 고빈도로 쓰여 개념화자의 개입을 드러내는 한국어의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
이다.
한편, 위에서 ‘V1어 V2’ 구성이 상태변화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였으나 여
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즉, V2가 변화와 관계된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동사인
이상 변화된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태를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용사가 하는 일이다. 다만 동사의 행위가 실현되었을 경우, 그것이 함
축하는 결과를 통해 상태변화를 나타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얼어 죽었다’와 ‘열
어젖혔다’에서 ‘얼다’와 ‘열다’가 표시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죽다’와 ‘젖히다’로 이
어지는데, ‘죽다’와 ‘젖히다’가 실현 되었을 경우 그것이 의미적으로 지향하는 대상
(전자는 유생성 경험주, 후자는 창문 따위의 피동주 대상물)이 ‘죽은’ 혹은 ‘젖혀진’
상태로 변화했을 것임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함축은 대체로 순조롭게 작동하는 듯 보인다. 특히 자동사 구문의 경우
결과표시 성분인 V2가 주어를 의미적으로 지향하는 동시에 태(態)의 일치를 보이므
로 주어의 상태변화를 나타냄에 무리가 없다. 또 한국어 동사의 결과 함축 정도는
영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결과의 취소가 일어나는 일이 많다고 알려져 있
지만136), 아래 (6ㄱ)(6ㄴ)에서 보듯이 자동사성 ‘V1어 V2’가 나타내는 결과는 확정
되어 취소되지 않는다. 타동사 결과구문과 달리 자동사 결과구문에서 결과가 확정되
는 경향은 (6ㄷ)(6ㄹ)에서 보듯 ‘AP게 V’ 결과구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6) ㄱ. *밥이 눌어붙었으나 밥솥 바닥에 붙어있지 않다.
ㄴ. *문고리가 삭아 떨어졌으나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다.

136)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과거시제(past tense) 또는 완망상(perfective
aspect)으로 사용했을 때,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여부, 즉 결과 (달성) 함
축의 강도는 언어에 따라, 동사에 따라,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목적 지향적 행위를 나타내는
선행절과 결과 취소(result cancellation)를 나타내는 행위절을 결합했을 때, 일부 언어에서는 동사에
함축되었던 결과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완전성 효과(incompleteness effect)라 한다. 한
국어나 일본어에서는 결과 취소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은 반면, 영어에서는 수용불가(unacceptable)
한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하면 영어는 동사의 결과 함축이 강한 반면에, 한국어와 일본어는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간 동사의 결과 함축 강도 차이 및 결과 취소 가능성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
로는 Ikegami (1985), 宮島達雄(1985), 影山太郎(1996), 佐藤琢三(2005) 등이 있다. (순효신 外 5인
2012:102-104에서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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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물집이 볼록하게 부풀었으나 볼록하지 않다.
ㄹ. *옷감이 푸르게 물들었으나 푸르지 않다.

문제는 타동사 구문의 경우인데, 결과를 표시하는 타동사성 ‘V1어 V2’에서 ‘V2’는
항상 타동사로 나타나며 주어에 태의 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나타난 상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렵다. 만일 “철수가 민수를 밀어 떨어뜨렸다”와 같은
예문에서 V2에 타동사 ‘떨어뜨리다’가 아닌 자동사 ‘떨어지다’가 올 수 있다면, 즉 “
*

철수가 민수를 밀어 떨어졌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한다면 목적어에 일어난 변화 상

태를 ‘V1어 V2’로 표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떨어졌다’가 ‘민수’에 대한 서
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실제는 그렇지 않아서 위의 예는 성립하지 않
는다. 이를 적격한 문장이라 한다면 그것은 “철수가 민수를 밀어, (민수가) 떨어졌
다” 와 같은 접속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져 왔듯이 한국어의 연쇄동사 구성에는 ‘타동사+비대격동사’
혹은 ‘비대격동사+타동사’의 구성이 없다.137) 이러한 사실은 위 두 구성이 모두 가
능한 중국어의 경우와 대비된다. 한국어 연쇄동사 구성이 가질 수 있는 논항구조의
종류를 제시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함희진 2010:71에서 인용)

[표 5-1] 연쇄동사 구성의 논항구조
V1

V2

<Ag<theme1>>
<Ag>
<theme1>

<Ag<theme2>>

<Ag>

<<theme2>>

<Ag<themeX>>
졸라매다

<Ag<theme1>>
찾아가다

<Ag<themeX>>
*
때려죽다

<Ag<theme2>>
뛰어넘다
<Ag<themeX>>
*
끓어 쏟다

<Ag>
기어가다
<Ag=theme1>>
퍼져 눕다

<Ag<theme2>>
목매 죽다
<theme1=2>
맞아 죽다

137) Li(1997)은 한국어에 ‘타동사+비대격동사’ 의 결과구문이 없는 이유는 한국어가 핵말 언어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보어 구문은 의미상 원인 사건이 주절이 되고, 결과 사건이 보어가 되어
야 하는데 한국어는 핵말 언어여서 이 관계를 동사 연결로 표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행여 원인 사
건을 핵이 되는 동사로 표시하게 된다면 ‘결과-원인’의 순서가 되기 때문에 동사를 연결할 때 사건
순서를 어순에 반영해야 한다는 도상성을 어기게 되므로 이러한 연결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함희진 2010:7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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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어 ‘V1어 V2’ 구성 자체에 ‘타동사+비대격동사’ 구성이 성립되지 않
기 때문에 목적어의 변화를 표시하는 타동사 결과구문으로 쓰인 ‘V1어 V2’ 구성은
‘타동사+타동사’의 구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V2’로써
목적어의 결과 상태를 표시하는 것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V1어 V2’ 구성을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적극 주장한 오충연(2010)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주어에 대한 결과서술, 즉 ‘걸려 넘어지다’와 같은 자동사성 ‘V1어 V2’에 한해서만
결과구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동사성 ‘V1어 V2’의 경우 역시 한국어 결과구문 논의에 포함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타동사+타동사’로 구성된 ‘V1어 V2’의 경우 결과 표
시는 V2 타동사에 함축된 결과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어에서 이러한 결
과 함축이 일반적으로 무리 없이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어 동사의 결과
함축 정도는 영어 등의 언어에 비해 약하며, 실현된 듯 보이는 결과도 취소를 일으
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순효신 외(2012)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예문을 발췌하여 제시한다.
(7)

ㄱ. 영희는 철수를 誘惑했지만, 철수는 誘惑에 넘어가지 않았다.
ㄱ′. *Mary seduced John, but John didn’t succumb.
ㄴ. 철수는 그 옷을 불 속에 던져 태웠지만, 그 옷은 (不燃 素材로 만들어져 있
어서) 타지 않았다.
ㄴ′. *I burned it, but it didn’t burn.
ㄷ. 물을 끓였으나, (불이 弱해서 그런지) 도통 끓지 않았다.
ㄷ′. *I boiled the water, but it didn't boil.

한국어 동사에 ‘–았/었-’을 붙여 쓰면 일반적으로 동사에 함축된 결과가 실현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위 예문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이러한 결과 함축
에 종종 취소를 일으킬 수 있다. ‘V1어 V2’ 구성 역시 한국어 동사의 이런 특징에
서 자유롭지는 않아서 일부 타동사성 ‘V1어 V2’에서 아래와 같이 결과 취소를 일으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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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수가 자판기에 동전을 밀어 넣었지만, 동전은 넣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단일 동사보다는 ‘V1어 V2’ 구성에서 결과 함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9)

ㄱ. 철수는 옷을 불 속에 던져 태웠지만, 그 옷은 타지 않았다.
ㄴ. *철수는 옷을 불속에 던져 태워 없앴지만, 그 옷은 타지 않았다.
ㄷ. *철수는 옷을 불속에 던져 태워 없앴지만, 그 옷은 없어지지 않았다.

만일 ‘V1어 V2’ 구성이 결과 달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이를 결과구문으로 인정하
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결과 취소의 경향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결과구문으로 인정
되고 있는 ‘-게 V’구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며138), ‘-로 V’구문도 예외가 아니다. 이
처럼 결과 실현이 종종 취소된다는 점은 영어나 중국어의 결과구문과 구별되는 한
국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10) ㄱ. 영희가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지만 책상은 깨끗하지 않았다.
ㄴ. *John wiped the table clean, but it was not clean.
ㄷ.*張三 擦

乾淨

了

桌子， 但是

桌子

不

乾淨。

장삼 닦다 깨끗하다 (완료) 탁자, 하지만 탁자 (부정) 깨끗하다

(11) ㄱ. 어머니가 고추를 가루로 빻았지만 가루가 되지 않았다.
ㄴ. *Mom pounded the chillies into powder, but powder was not made.
ㄷ.*媽媽

把

辣椒 舂

成

辣椒粉， 但是

没有

成

辣椒粉。

어머니 (pre.) 고추 빻다 되다 고춧가루, 하지만 (부정) 되다 고춧가루

138) ‘-게 V’구문의 결과취소 경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AP게 V’ 구문에 결과 취소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개념화자의 개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보았
다. 즉, 동일한 상태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 취소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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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ㄱ. 영희가 비닐봉투를 물어뜯었지만 봉투는 뜯어지지 않았다.
ㄴ. *John bite the plastic bag open139), but the bag was not open.
ㄷ.*張三 咬

破

了

塑料袋，

但是

塑料袋

沒有

破。

장삼 물다 뜯다 (완료) 비닐봉투, 하지만 비닐봉투 안(부정) 뜯어지다

앞서 영어 결과구문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유경계(telic)’의 상적 특징을 가진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결과 표현에서 위와 같이 결과 취소가 일어난다는 사
실은 경계성(telicity)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영어 결과구문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어에서는 결과구문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
아가 취소되는 결과를 진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 예들에서 결과가 취소될 수 있기는 하나 취소 전 문장의 기본
적 해석은 결과가 실현된 것으로 읽힌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한다. 결과 취소는 굳이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을 때 일어날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 기본적 해석은 아니다.
즉, ‘-았/었-’을 붙여 썼을 때 결과 실현의 가능성이 미실현의 가능성보다 훨씬 우
세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결과 범주 내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사연결형으로 결과를 표시할 때 그 동사의 결과 함축에 기대는 일
은 한국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어의 결과구문이라 할 수 있는 동결식
(動結式) 역시 ‘VV’식 동사연결형으로 구성되는 일이 많은데, 이때 그 구성이 ‘타동
사+타동사’ 로 나타나는 일이 있으며 이때의 결과 표시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동사의 결과 함축에 기대게 된다.

(13) 孩子 玩

忘

了

时间

아이 놀다 잊다 (완료) 시간
‘아이는 노느라 시간을 잊어버렸다.’

139) 한국어의 ‘뜯다’와 중국어의 ‘破’는 동사이지만 영어의 open은 형용사이다. 영어 결과구문에서는 결
과를 표시하는 XP가 동사로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동사 연결 구조로 결과를 나타내는 형식은 관찰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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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VV’ 동결식은 ‘玩(타동사)+忘(타동사)’로 구성된다. 예문에서 목적어인
‘時間’은 ‘잊혀진’ 상태가 되는데 이는 두 번째 동사인 ‘忘了(잊었다)’에 함축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목적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아니라 동사에 함축된 바를
통해 결과를 나타낸다 하여도 중국어 결과구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한편 타동사가
보어로 쓰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작동사인 ‘翻，服，混，见，开，
赔，折，勝，赢，赚’ 등과 심리동사인 ‘懂, 忘’ 등이 있다. (박정구 1998:85)

물론 중국어의 타동성 동결식의 경우 한국어 ‘V1어 V2’ 구성과 달리 ‘타동사+비
대격동사’ 구성으로 나타나는 일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러한 구성이 불가능한 한
국어의 ‘V1어 V2’보다 목적어에 대한 서술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첫
번째 동사는 주어의 행위를 서술하더라도 V2가 목적어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어에 비대격 동사가 온다 하여도 중국어
에서는 이것이 ‘행위(V)+결과(R)’ 구조를 가진 새로운 하나의 타동사성 단위를 구
성하며, 이것이 다시 목적어를 취하는 일이 흔하다. 그리하여 ‘SVRO’ 형식의 결과구
문을 구성한다 할 때, 보어(R)인 비대격 동사가 직접적으로 목적어의 상태를 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동사성의 ‘VR’ 합성동사에 함축되는 바에 의지하여 결과를 표
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14)ㄱ.他

推

开

窗户。

그 밀다 열(리)다 창문
‘그는 창문을 밀어 열었다’
ㄴ.他

그

吃

断

了

两

双

筷子。

먹다 부러지다 (완료) 두 (양사) 젓가락

‘그는 먹다가 젓가락 두벌을 부러뜨렸다’

위 (14ㄱ)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開’는 중국어에서 ‘열리다’의 뜻으로 쓰일 수 있
으나 위 예에서는 동사 ‘
推(밀다)’와 먼저 결합하여 ‘推開’
를 형성한 후 이것이 다시
목적어 ‘窓戶(창문)’을 취하는 구조라고 보아야 한다. 즉 ‘
開’
가 ‘窓戶’의 상태를 단독
으로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推開’
라는 타동사를 통하여 열린 결과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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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14ㄴ)에서는 동사 ‘吃(먹다)’가 목적어인 ‘两双筷子(젓가락 두벌)’을 바
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
斷’은 중국어에
서 ‘부러지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동사지만 위 예에서는 주동사와 먼저 결합하
여 합성타동사에 준하는 ‘吃断’을 먼저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两双筷子(젓가락 두
벌)’을 목적어로 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역시 ‘젓가락이
부러진’ 결과는 ‘먹어서 부러뜨리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 ‘吃断’에 함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40)
따라서 한국어의 타동사성 ‘V1어 V2’ 구성이 ‘타동사+타동사’로만 나타날 뿐 ‘타
동사+비대격동사’의 구성을 취할 수 없다고 하여 동 형식의 결과표시 기능을 부정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즉, ‘V1어 V2’ 구성을 과거형으로 썼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결과 함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그 함축에 기대어 결
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어와 같은 다른 언어에서도 유효한 방식이기 때문
이다. 다만, 사실상 거의 개방부류에 가까운 중국어 ‘VV’ 동결식에 비하여 한국어
‘V1어 V2’는 두 동사의 공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이 결과구문으로서 ‘V1어
V2’가 가지는 약점이라는 사실은 지적해야 할 것이다.

5.2. ‘V1어 V2’ 의 결과표시 기능
한국어에서 결과표시와 관련하여 ‘V1어 V2’ 형식이 부담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으며 오히려 기능 부담량에 관한 한 다른 형식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
래 7장의 텍스트 분석에서도 드러나는데 중국어 텍스트의 결과구문에 대한 한국어
대응 형식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V1어 V2’로 나타났다. 또, 그
자체로 결과를 표시하는 외에 ‘A게 V1어 V2’ 혹은 ‘NP로 V1어 V2’와 같이 다른 구
140) 이와 관련하여 박정구(1998)에서는 이처럼 원래 타동사가 아닌 성분(자동사 혹은 형용사)이 보어로
쓰여 타동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중국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뚜렷한 경향이라
고 지적한다. 또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 문법의 어느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개별적인 특징이 아니라,
중국어에서 일종의 유형화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라고 주장하였다. 즉, ‘遠之, 活之’ 등의 예가
보여주듯 이전시기 중국어에서 자동사나 형용사를 타동사처럼 쓰던 ‘致動’의 용법이 이러한 보어의
쓰임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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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형식을 도와 결과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서, 실제로
‘V1어 V2’ 형식이 어떻게 결과를 표시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기로 한다.
(15) ㄱ. 밥이 밥솥에 눌어 붙었다.

(상태변화)

ㄴ. 철수가 케이크를 밟아 뭉갰다.

(상태변화)

ㄷ. 비둘기들이 날아 올랐다.

(위치변화)

ㄹ. 나비가 건물 안으로 날아 들어 왔다.

(위치변화)

ㅁ. 물속에서 보따리를 건져 올렸다.

(위치변화)

ㅂ. 그는 마침내 내 말을 알아 들었다.

(인식의 변화)

ㅅ. 영희는 나를 못 알아 보았다.

(인식의 변화)

이와 같이 ‘V1어 V2’는 한국어에서 상태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까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141) 이때, 원인 사건은 주로 선행동사
‘V1’이, 결과 사건은 후행동사 ‘V2’가 표시한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15ㄱ)와 (15ㄴ)의 경우 상태변화를 표시한다. 밥이 ‘눋
-’은 결과 밥솥 바닥에 ‘붙-’는 상태로 변화했고, 철수가 ‘밟-’은 결과 케이크가
‘뭉개지-’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사 연결 구성으로 상태변화를 표시한
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중국어의 ‘결과보어’ 구문과 유사하다.
(
16) ㄱ.饭 焦

了。

煳

밥 눋다 타다(엉키다) (완료)
‘밥이 눌어 붙었다.’
ㄴ.他

把

蛋糕

踩

碾

了。

그 (pre.) 케이크 밟다 뭉개다 (완료)
141) ‘결과’라는 것이 결국 모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 할 때, 변화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으로는 ‘상
태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영어 결과구문 연구에서는 엄격하게 정의된 ‘상태 변화‘
구문을 다루어 왔다. 하지만 논리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에는 상태변화 외에도 위치변화나 생각
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oldberg(1995)는 영어의 결과구문이 사역이동구문의 은
유적 확장이라고 한 바 있다. 이어서 Goldberg & Jackendoff (2004)에서는 위치 이동과 관련된 구
문도 결과구문의 일원(family)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결과’에 관한 구문문법적 연구는 대체로
상태변화 결과구문과 위치 변화 결과구문을 같이 다루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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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케이크를 밟아 뭉갰다.’

다만, 한국어 ‘V1어 V2’에서 ‘V2’는 동사로만 나타나므로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특히 타동사 구문인 (16ㄴ)에서 ‘뭉개다’는
주어와 일치를 보인다는 점에서 목적어에 대한 직접 서술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
만 ‘뭉개다’가 ‘-았/었-’과 결합한 경우 동사의 의미에 함축된 결과로써 목적어인
‘케이크’의 변화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위에서 말한 바 있다.
(15ㄷ)의 경우, 동작동사인 자동사 V1 뒤에 이동동사 V2가 와서 비둘기의 위치
가 전보다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때 종착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비둘기들
이 나무 위로 날아 올랐다’와 같이 목표지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비둘기들이 현재
종착점인 나무 위에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보장하기 어렵다142).
우리는 ‘-로’의 형태로 목표지점이 명시되는 경우, (15ㄹ)의 경우처럼 동작동사와
이동동사 뒤에 다시 직시적 요소 ‘가다/오다’가 추가되었을 때 이동사건의 달성이 보
다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본다. 이때 이동의 결과는 화자의 위치에
서 이루어진 관찰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위에서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중국어의 보어에도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부류가 있는데, 한국어의 ‘V1어
V2’와 구조 및 형태면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추향(방향)보어’라고 불
린다.
(
17) ㄱ.气球 飘

了。

上

풍선 뜨다 오르다

(완료)

‘풍선이 떠 올랐다.’
ㄴ.气球 飘

上

풍선 뜨다 오르다

天空。

了

(완료)

공중

‘풍선이 공중으로 떠 올랐다.’
ㄷ.孩子们

等待

着

水

流

进

村

来。

142) 이에 대해서는 모국어 화자들 간에도 직관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 동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결
과 함축의 불완전 효과에 의해서 ‘날아올랐으나 오르지 못했다’와 같이 결과 취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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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기다리다 (지속) 물 흐르다 들다 마을 오다.
‘아이들은 물이 마을로 흘러 들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위 예를 통해 중국어에도 ‘동작동사+이동동사’ 혹은 ‘동작동사+이동동사+목표지
점(도달점)+來/去’ 형식으로 위치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3) 중국
어의 다양한 보어 중에서도 이러한 ‘추향(방향) 보어’는 앞서 상태변화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살펴보았던 이른바 ‘결과보어’ 와 함께 결과달성을 가장 확실하게 표시하
는 부류라 할 수 있으며, 중국어의 결과구문으로 불리는 ‘動結式’을 구성하는 한 요
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V1어 V2’ 구성은 (15ㅂ), (15ㅅ)과 같이 인식작용의 결과도 표시할
수 있다. 이때는 V2로써 결과를 표시했던 위 두 경우와 달리 V1로써 결과를, V2로
써 선행행위를 나타낸다. 시간의 구성 순서로 보아 ‘듣-’거나 ‘보-’는 행위가 선행
되어 내 말의 내용이나 나를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예는 ‘알아
보다, 알아듣다, 여겨듣다, 여겨 보다’144) 등 극소수의 몇 예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들은 V1과 V2 사이의 통합이 긴밀해져 합성동사의 수준에 이른 예들이다.
이처럼 동사 복합 구성으로 인식작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중국어 동결구조에
서도 역시 발견된다. 단, 중국어는 이러한 때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행성분
으로 결과를 나타낸다.
(
18) 他

终于

听

懂

了

我

的

话。

그 마침내 듣다 알다 (완료) 나 (속격) 말
‘그는 마침내 내 말을 알아 들었다.’

143) 중국어에서 위치변화는 ‘V+부치사(개사)+목표지점’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이 역시 동결구조의 일종
이다. 아래 예문에서 원숭이는 현재 말 등 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ex)猴子
跳
在
马背 上。
원숭이 뛰다
(pre.)-에 말등 위
‘원숭이가 말 등 위로 뛰어 올랐다.’
144) 중세국어의 동사 복합 구성에서는 선행동사가 결과를 나타내는 일이 현대국어보다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알아듣다’류 ‘V1어 V2’ 구성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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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한국어 ‘V1어 V2’ 구성이 상태변화, 위치변화, 인식작용의 결과로서의
인식의 변화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는데, 이는 ‘AP게 V’, ‘NP로 V’
등 한국어의 다른 주요 결과구문들이 표시하는 결과의 양상과 대체로 평행하다. 아
래의 예문을 보자.
(19) ㄱ. 영희가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다. (상태의 변화)
ㄴ. 철수는 영희를 불쌍하게 여겼다. (인식의 변화)

(20) ㄱ. 우리는 공원으로 모였다.
ㄴ. 얼음을 물로 녹였다.

(위치의 변화)
(상태의 변화)

ㄷ. 그는 나를 바보로 여긴다. (인식의 변화)

(21) ㄱ. 돼지를 우리로 몰아넣었다. (위치의 변화)
ㄴ. 아이가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위치의 변화)
ㄷ. 나비가 교실로 날아 들어 왔다. (위치의 변화)
ㄹ. 어머니가 고기를 물렁하게 삶아 익혔다. (상태의 변화)

위 (19)은 ‘AP게 V’결과구문의 예로서, 각각 상태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20)은 ‘NP로 V’구문의 예로서, 위치변화와 상태변화 및 인식의 변화까지를 표시하
고 있다. 우리는 이들 예를 통해 한국어에서 결과를 표시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세
형식, 즉 ‘AP게 V’와 ‘NP로 V’그리고 ‘V1어 V2’ 구성은 결과를 표시하는 성분의 문
법범주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화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결과를 나타내
는 성분이 형용사일 경우 ‘-게 V’로 나타나고, 명사성일 경우 ‘-로 V’로 표시되며,
결과표시 요소가 동사로 나타날 때는 ‘V1어 V2’ 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한편, (21)의 예에서는 ‘NP로 V’구문 혹은 ‘AP게 V’구문의 V 위치에 ‘V1어 V2’
구성이 와서 각각 위치변화 혹은 상태변화를 보다 확실하게 표시해 주고 있다. 이
예들은 한국어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두 구문 형식이 합쳐지거나 서로 협력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때 결과를 표시하는 부분은 ‘AP게+V2’ 혹은 ‘NP로+V2’로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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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사의 양쪽에 나타난다.
이상으로 ‘V1어 V2’ 구성의 결과표시 기능과 그 역량을 살펴보았고, 적어도 표시
할 수 있는 결과의 종류에서 ‘AP게 V, NP로 V’등 한국어의 다른 결과구문들과 비
교하여 모자람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 ‘V1

어 V2’ 구성이 중국어의 대표적인 결과표시 구문인 동결식과 그 구조와 형태, 그리
고 기능에서 유사한 점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V1어 V2’에는 중국어의 동결식과 다른 특징도 발견된다. 위 5.1과 5.2절에
서 언급한 바 있는 몇 가지 사실들 외에 V1과 V2 간에 공기할 수 있는 쌍이 대체
로 정해져 있어 적용범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어 ‘때려 부수다’는 자연스럽지만 ‘?받아 부수다’는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어휘에 따
라 공기할 수 있는 상대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영어 결과구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구문은 결국 어휘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의
통설이다. 즉, 중국어의 ‘VV’형 결과구문과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V1어 V2’가 결과표시 기능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은 해당 형식을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논거가 된다. 상기한 몇몇 차이점은
개별 언어적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V1어 V2’ 형식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결과
의 경우 다른 형식들이 그것을 보충함으로써 한국어의 전체 결과 범주를 구성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5.3. ‘V1어 V2’의 상(相, aspect) 표시 기능
앞서 1장 서론에서 보인 예문 (1ㄱ)은 한국어의 결과상태상(결과상) 표지 ‘-어
있-’의 쓰임을 보이는 예문이었다. ‘결과상(resultative aspect)’은 어떤 사건이 완결
된 후 그 결과로 도출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문법상으로, 한국어에서는 ‘-어
있-’과 ‘-고 있2-’ 이 결과상 표지로 인정되고 있다.145)
한국어에서 동작의 완결을 나타내는 요소로 보조동사를 들 수 있는데 ‘먹어 버렸
145) 한국어의 문법상(grammatical aspect) 체계 및 그것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의 결과상(resultative
aspect), 결과상과 완료상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박진호(2003,2011)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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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씻어 두었다’ 등의 예에서 보듯 이들은 원래의 어휘적 의미를 상당 부분 유지하
면서 한편으로는 선행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완결되었음을 표시한다. 선행동사의
완결을 확정짓는 것은 그에 함축된 결과상태의 실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러한 보조동사에는 ‘버리다, 치우다, 내다, 두다, 놓다’ 등이 거론되어 왔다. 결과상
태상 표지인 ‘-어 있-’과 ‘-고2 있-’ 역시 원래는 ‘본동사+보조동사’의 구조였으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문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어의 동사는 ‘-았/었-’과 함께 썼을 때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자
연적인 도달점, 즉 결과에 이르렀음을 나타내지만 그 결과는 취소될 수 있다 하였
다. 아래 (21)는 단일 동사와 ‘동사+보조동사’ 구성의 결과를 취소해 본 것이다. 동
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완결되었음을 표시하는 ‘버리다’ 따위의 보조동사가 추가되면
‘참고서가 불타(없어지)는’ 결과는 취소되기 어려움을 이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다.

(22) ㄱ. 민수가 참고서를 불태웠으나 타지 않았다.
ㄱ′. *민수가 참고서를 불태워 버렸으나 타지 않았다.

이처럼 결과상 표지 ‘-어 있-’이나 사건의 완결을 표시하는 ‘-어 버리다/두다/내
다/놓다/치우다’ 역시 그 형식에 있어 ‘V1어 V2’ 구조에서 왔음을 환기함으로써 이
형식이 한국어의 상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V1어 V2’가 상
적으로 민감한 이유는 V1과 V2의 배열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V1어 V2’는 그 자체로 시간적 혹은 상적인 구조이며, 이
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결과’ 범주를 지탱하는 주요한 형식이 됨을 알 수
있다. 아래 (23)의 ㄱ~ㄷ의 예는 ‘V1어 V2’의 성격이 문법적 요소에서부터 어휘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결과’ 혹은 ‘완결’을 나타낸다.
(23) ㄱ.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다.
ㄴ. 철수가 밥 세 공기를 먹어 치웠다.
ㄷ. 범인이 인질을 쏘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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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의 동결식(동사+보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중
국어의 보어는 술어 뒤에 출현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보태는 성분을 말한다. 보어가
가지는 상(相, aspect) 표지로서의 기능은 일찍부터 학계에서 주목받아 왔다.
본고에서 중국어 보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 중국어 보어의 가장 큰 기능이 ‘결
과’ 표시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장 서론 중 (1)-(15)의 예문들에서 제시하
였듯이 한국어에는 ‘결과’와 관련된 형식들이 다양하게 혼재한다. 그런데, 이들이 담
당하는 결과표시 기능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어에서는 보어의 형식으로 통일되게 표
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흔히 ‘결과보어’라 불리는 유형은 ‘洗干净（씻다+깨끗하다)’，‘摔倒
（넘어지다+뒤집히다）’와 같이 선행동사로 초래된 상태를 뒤따르는 보어로써 표시
하는 형식인데, 그 중 아래（24)과 같은 예들에서는 보어가 선행 술어로 표시되는
사건의 완결을 나타낸다.146)
(
24) 说
完
말하다 끝나다
‘말 다하다’

吃
掉
먹다 떨어지다
‘먹어 버리다’

做
好
하다 끝나다
‘해서 끝내다’

‘完，掉，好’외에도 ‘到，着(zhao)，住，上’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사건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그에 앞서 사건이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완결의 의미는 이들 보어가 원래 가지는 어휘적 의미에 바탕을 두
고 있다. 이는 상기한 한국어의 ‘버리다’류 보조 동사의 기능과 평행하다고 할 수 있
다.
중국어의 결과상태 지속상 표지로는 ‘着（zhe）’가 거론되어 왔는데 이 역시 결과
보어에서 문법화 되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어의 결과상
태상 표지 ‘-어 있-’이 ‘V1어 V2’ 형식인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에서 문법화된 것
과 비교할 수 있다.147) 위 (23)의 한국어 예문을 중국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146) 范晓（1985）에서는 일반적으로 결과보어라고 말해지는 형식은 실제로 다음 세 가지의 의미를 나
타낸다고 하였다.
ⅰ)동작의 결과: 冻坏，喂肥，逗笑 등
ⅱ) 동작의 정도: 吃多，穿小，来晚 등
ⅲ) 동작의 태(态)（情貌) : 단어의 확장의미 혹은 허화된 의미 到，着，住,上,完,好,掉,起来,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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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하게 나타난다.
(
25) ㄱ.桌 上

放

书。148)

着

탁자 위 놓다 (결과상표지)

책

‘탁자 위에 책이 놓여있다’
ㄴ.哲秀 吃

掉

三 碗 饭。

了

철수 먹다 떨어지다 (완료) 세 그릇 밥
‘철수가 밥 세 그릇을 먹어 치웠다’
ㄷ.犯人 开

枪

把

人质

打

了。

死

범인 쏘다 총 (pre.) 인질 때리다 죽다 (완료)
‘범인이 인질을 총 쏘아 죽였다’

이처럼 한국어의 ‘V1어 V2’ 구성과 중국어의 ‘동사+보어’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각각의 언어에서 ‘결과’ 와 관련된 상적 특성을 표시하는
일관된 계통을 이루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중국어 결과보어와 한국어 보조동사의 상적 기능
구 분

한국어

동작의 완료

결과상태 지속

‘-어 버리다/치우다/두다/놓다/내다’

‘-어 있다, -고 있다’

(보조
동사)

ㄱ. 얼음이 얼어 있다

숙제를 해 버렸다

ㄴ. 모자를 쓰고 있다.

‘
完,好,過’

중국어
(보어)

완결

写

好

了

一 封 信

‘
着（z
he
)
’

쓰다 (완결)(완료) 한 통 편지

147) 다만 결과상 표지로서 ‘着（zhe）’와 ‘-어 있-’의 분포나 기능 부담량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48) ‘着（zhe）’의 문법화 정도는 상당히 높아서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는 이를 ‘ 动态助词（동태조사）’
로 분류하고 있다. (10a)의 예문 역시 결과보어로서 쓰인 것은 아니나, 형태적인 연관성을 보이기 위
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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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한 통을 다 썼다’
‘
着(
z
hao)
，到，见,得，住’

결과

做

149)

짓다 (결과)(완료) 한 벌 옷

得

了

一 件 衣裳

‘옷 한 벌을 지어 냈다’

桌 上

放

着

书

탁자 위 놓다 (결과상태) 책

‘탁자 위에 책이 놓여 있다.’

5.4. ‘V1어 V2’의 사건 통합 표시 기능과 구문적 성격
5장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 장에서는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존재해 왔던 ‘V1어
V2’의 한국어 결과구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위
내용에서는 ‘V1어 V2’가 가지는 결과표시 기능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
적으로 ‘V1어 V2’의 결과 표시 기능은 다른 구문과 비교해 모자람이 없다. 또한
‘V1어 V2’를 포함하여 한국어 결과구문 형식들은 결과를 표시하는 성분이 속하는
문법범주에 따라 각각의 맡은 바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V1어 V2’ 형식이 실제 한국어에서 결과표시의 기능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6장의 텍스트 분석 결과
중국어 결과구문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V1어 V2’ 형식이 여러 결과 표시 형식들 중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언급할 수 있다.150)
그뿐 아니라 동작의 완결을 표시하는 몇몇 보조용언 구성과 결과상태상 표지 ‘어 있-’등이 이 형식을 취하는 바, ‘V1어 V2’ 구성은 한국어 상체계의 일부를 문법
적으로 표시하는 요소이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 형
149) 중국어의 경우 다시 완결상 표지와 결과상 표지로 나눈 것은 陈前瑞 (2003) 등 중국어 상표지에 관
한 연구의 결과들을 따른 것이다. 동연구에 따르면 완결상 표지는 동작의 종결 혹은 완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telic 상황이나 atelic 상황에 모두 쓰일 수 있다. telic 상황에 쓰여 완성을 표시할 때는 상
황에 내재하는 자연적인 끝점을 나타내고, atelic 상황에 쓰이면 임의의 시점에서 상황을 종결했음을
나타낸다. 한편 결과상 표지들은 상황의 종결과 완성을 표시하는 외에 동작이 획득한 결과까지 표시
할 수 있다. 결과상 표지는 telic 상황에만 쓰일 수 있다.
150) 분석의 대상이 중국어 텍스트라는 점에서 중국어 동결식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V1어 V2’
의 비중이 순수한 한국어 텍스트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전체적인 경
향을 뒤바꿀 만큼 크다고 할 수는 없다.

-231-

식이 가지는 구문적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혹은 중국어의 경우, 결과표현이 가지는 구문으로서의 성질이 한국어에 비해
확연히 드러난다. 상태변화 동사가 아닌 동작동사가 널리 쓰일 수 있다는 점, 그리
고 행위표시 성분과 결과표시 성분 간에 어떠한 문법 요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등이 구문으로서의 성질을 뚜렷하게 한다. 다시 말해 구문 전체의 의미가 합성적이
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151)을 보자.
(26) ㄱ. The horses dragged the logs smooth.
ㄴ. 那 些 馬

把

木头

拖

光滑

了．

그 (pl.) 말 （pre.) 통나무 끌다 반들거리다 (완료)
ㄷ. *말들이 통나무를 반들반들하게 끌었다.
*

말들이 통나무를 끌어 반들거린다.

(27) ㄱ. The bullet whistled out of the room.
ㄴ. *총알이 방으로부터 휘파람 소리를 냈다.

(26)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로 영어와 중국어의 예문에서는 동작동사 drag
과 拖가 쓰여도 문장이 성립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끌다’라는 동작 동사로는 결과
구문을 성립시키지 못한다.152)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영어는 (27ㄱ)와 같
이 소리내기 동사(whistle)로도 결과구문을 구성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어는 위 4
장에서 보았듯이 이동 동사가 들어가야만 한다.153) 즉, 한국어의 결과 표현들은 의
미상 구문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
의 결과구문은 한 문장 안에 주서술어 외에 2차 술어가 공존하는 통사적 특징이 뚜
렷하고 그 2차 술어가 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절(small clause) 구성으로 볼 가

151) 영어 예문은 와시오 류이치(1997b:435)에서 재인용하였는데 원래 Carrier and Randall(1992)에 나
오는 예문이다. 한국어 대응표현 일부와 중국어의 예문은 대응표현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152) 이와 관련하여 와시오 류이치(1997b)에서는 한국어에는 Strong Resultative가 없다 하였고, 박소영
(2001)에서는 한국어의 결과부사형 ‘-게’는 상태변화를 수반하는 동사만이 공기 가능하다고 하였다.
153) 위치변화 구문의 경우, 중국어는 영어식의 구문과 한국어와 유사한 구문을 모두 가진다. 5.2.의 내
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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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도 다분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결과를 표시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한국어 통사구
조에서 벗어나지 않아 통사 상으로도 구문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1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성들을 구문(construction)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구성에서는 모종의 행위 사건과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 사건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두 사건 사이의 통
합이 언어 형식에도 반영되어 단문 구조로 나타난다. 셋째, 행위사건과 결과사건을
표시하는 성분들 사이에 문법 요소가 개재되기는 하나 그 의미 기능이 극히 무표적
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Talmy(2000)의 내용에 기반한 것인데, ‘V1어 V2’
에 관한 최근의 연구 중 주지연(2008:19-20)에서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V1어 V2’가 표상하는 ‘사건’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한다.
즉, ‘사건(event)’이란 ‘인간의 인지가 자연과 세상을 구획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의
개체로서 분절적으로 인지되는 행위 혹은 상태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며, 하
나의 사건은 언어적으로는 하나의 절로 표상된다는 전제 하에 ‘V1어 V2’를 구성하
는 두 가지의 사건 요소가 각각 별개의 사건을 구성한다면 두 개의 절이 접속된 것
으로 보고, 반대로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건 의미를 만든다면 그 복합적 의미가
하나의 절에 표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155)

본고는 ‘V1어 V2’에 대한 위와 같은 접근 방식에 동의하며, 아울러 결과구문으로
서의 ‘V1어 V2’ 구성을 구획하는 데도 상기의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즉, 두
개의 사건이 있다면 그 각각을 독립된 절로써 표시한 후 두 절 사이의 의미관계를
드러내 주는 접속어미로 연결하는 것이 한국어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라 할 때, 이
른바 결과구문으로 거론되는 ‘-게 V’ 구문이나 ‘V1어 V2’ 구성은 그러한 전형과는
154) 오충연(2010)에서 “결과구문의 기본적인 개념, 즉 원인에 해당하는 술어에 대하여 결과에 해당하는
서술이 공존하는 구문으로서 결과술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전제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통사․의미론적
성격에 대해서는 개별언어적인 특성으로 다루고자 한다”라고 한 것이나, 황주원(2011)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은 영어 결과구문과 달리 통사 구성 자체로 결과구문을 구성하지 못하고 1차 서술어와 2차
서술어의 밀접한 의미 관계를 제약 조건으로 하여 결과구문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어 결과구
문 분석을 의미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과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155) 동 연구에서는 하나의 행위의미가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를 단일사건 구성, 두 개 이상의 행
위로 구성되나 그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는 예는 합성사건 구성, 복수의 행위
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각립사건 구성으로 명명하고 각각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데, 본고에서 다루는 결과구문은 이 중 두 번째 유형, 즉 합성사건 구성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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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역시 두 개의 동사성 성분이 어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절일
가능성은 상존하고, 그 통사적 정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형
식은 해당 어휘의 문법적 성질이나 구성 요소들 간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각각 다
른 양상으로 연결되므로 현재는 ‘V1어 V2’ 구성에 대하여 합성동사에서부터 연쇄동
사 구성(SVC)156)을 거쳐 접속절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연속체(continuum)를 이루
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중 두 성분이 원인-결과 관계로 이어
진 경우는 연속체의 한쪽 극단인 접속절의 반대쪽, 즉 연속동사 구성 혹은 더 나아
가 합성동사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미와 통사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데, 한국어의 결과구문은 두 사건이 하나로 통합된 의미관계에 힘입어 단문 형식으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구문적 속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본고의 관심사인 ‘V1어
V2’ 구성은 두 성분을 매개하는 어미 ‘-어’가 현대국어에서 일반적인 절 접속에 거
의 쓰이지 않아 연속동사(SVC)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57)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V1어 V2’ 구성은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될 때
이를 표상할 수 있는 대표적 형식임을 말하고자 한다. 결과 구문으로서의 ‘V1어 V2’
구성은 그러한 경우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Talmy(2000)에서는 두 사
건이 융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개념화되는 복합사건의 기본적인 유형(Macro
Event)이 있음을 말하고, 이들은 교차 연관된 ‘전경-배경’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문
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매크로 이벤트의 5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예와
함께 보이면 아래와 같다.

(28) ㄱ. 이동(Motion) : the ball rolled in.
ㄴ. 상태의 변화(Change of State): the candle blew out.
ㄷ. 시간적 윤곽, 相(Temporal Contouring): they talked on.
ㄹ. 동작의 연계(Action Correlating): she sang along.
ㅁ. 실현(Realization): the police hunted the fugitive down.

157) 한국어에서 SVC 구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연결어미로는 ‘-어, -고, -게’ 등이 거론되나 그 중 ‘-어’
가 가장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그 기능이 가장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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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 5가지의 기본적인 통합사건 중 ‘이동(Motion)’ 및 ‘상태변화(Change of
State)’가 포함되어 있음과 이들 통합사건이 단문으로 표시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른바 결과구문이 바로 이 부류의 통합사건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V1어 V2’는 한국어에서 ‘이동(Motion)’ 및 ‘상태변화’를 비롯하
여 위 5종의 근본적인 통합사건을 대부분 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식임을 말하
고자 한다. 앞서 5.2절에서 ‘V1어 V2’가 가지는 위치변화와 상태변화의 결과표시 기
능을 살펴보았고, 5.3절에서는 완료상 및 결과상을 중심으로 한 상(相) 표시 기능을
밝힌 바 있다. 그 외에도 ‘노래를 따라 부르다’와 같이 ‘동작의 연계’를 표시하는 경
우 역시 ‘V1어 V2’ 형식이 가지는 계기(繼起) 용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V1어
V2’가 가지는 구문적 성격은 근본적으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결과구
문이 가지는 구문적 특징의 핵심적인 요건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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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구문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적 고찰
본 6장에서는 결과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결과의미를 부호화하는
방식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고찰을 진행한다. 이는 한국어 결과 의미 범주에 대한 이
해에 도움을 얻고자 함인 바, 한국어에서는 결과의 의미를 부호화하는 방식이 일정
하지 않아 범주 자체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 반면, 중국어의 경우 어순 및 보어
와 같은 일정한 수단을 통하여 결과 의미를 일정하게 표시함에 따라 그 범주적 현
저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결과범주 혹은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가 통합적
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결과를 표시하는 각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
이 있다. 반면, 중국어의 경우 결과의 의미를 전담하여 표시하는 요소가 있고 방식
이 통일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용이 강제적이며 빈도가 높다. 따라서 결과범주의
체계와 범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결과 의미 부호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는 한국어
의 결과 범주를 고찰함에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글의 목표는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결과 구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 하는 것이므로 중국어 결과 표시 형식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보다는 한국어 연
구에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소를 위주로 관찰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대
조고찰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 학습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장의 구성은 우선 6.1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결과의 의미를 부호화 하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비교하여 기술하고 이어 6.2절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계량적 분
석을 통하여 한·중 결과표시 형식간의 실제적인 대응 양상을 알아본다.

6.1. 한·중 결과구문의 결과 부호화 양상 비교 분석
앞서 2장의 기본논의 중 2.2.절에서 중국어 보어의 결과의미 표시 기능과 중국어
결과구문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다. 또,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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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의 각 장들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러한 선행 내용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결과구문의 결과 부호화 양상을 비교, 정리해 본다. 단, 이글은 두
언어 결과구문의 통사· 의미· 화용적 특징을 통틀어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
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 결과구문의 형식 중 把子句(파자구)나 拷贝(Copy)构式(동
사복사구문)와 같은 형식이 있음은 중국어에 특수한 현상으로서 한국어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아 그 특성을 세세히 다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즉, 본 절에서는 한
국어 결과구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중
심으로 두 언어 결과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할 것이다. 한편 이와 함께 본
절의 내용은 다음 7장의 한국어 교육적 고찰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6.1.1. 결과 표시 성분의 위치 및 문법범주에 따른 비교

한국어 결과구문은 크게 결과 전치형과 결과 후치형으로 나누어진다. 결과 전치형
의 경우 결과 표시 요소가 부사어로 나타나고 결과 후치형의 경우 동사연결형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중국어의 경우 결과는 일관되게 원인 동사의 뒤에 나타난다.
한국어 결과 전치형 결과구문의 대표적인 형식에는 ‘AP게 V’와 ‘NP로 V’형이 있
고158) 이들 형식에서 결과표시 요소는 ‘AP게’ 혹은 ‘NP로’와 같이 문장 구조상 부
사어로 나타난다. 한국어 결과구문 중 결과 후치형의 대표적인 형식은 ‘V1어 V2’
형식이다. ‘V1어 V2’ 형식은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지만, 그 중 선행 행위인 ‘V1’
의 자연스런 전개가 ‘V2’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이를 결과구문으로 볼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걸려 넘어지다, 밀어 넘어뜨리다, 밟아 부수다, 눌어붙다, 날아
들어오다 등). ‘V1어 V2’ 형식은 동사 두 개 연결형을 기본으로 세 개 혹은 네 개의
동사가 연결된 구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V1어 V2’ 형식이 한국어에서 담당하는
결과표시 역할 부담량은 상당히 크며159), 특히 다른 결과구문과 연계하여 그 결과
158) 그 외 ‘A이/히 V’, ‘VP도록 V’, ‘NP에 V’, ‘NP까지 V’등이 부차적 형식으로서 한국어 결과구문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159) 이는 다음 절의 텍스트 분석결과에서도 증명되는데 중국어 소설 텍스트의 결과구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표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V1어 V2’ 형식이었으며 전체 대응 표현의 30퍼센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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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을 더욱 확실히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인재로 키워 내다)
중국어의 결과구문은 사건의 시간적 전개 순서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는 성분이
원인 동사에 후치하며 ‘동사+보어’의 구조를 이룬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어로 하
는 학습자가 각기 상대의 언어를 제2언어로 학습할 때 목표어의 결과표시 방식과
모국어의 결과표시 방식을 쉽게 연결 짓지 못하는 데는 이처럼 두 언어의 결과 표
시 방식이 통사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한국어 결과구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요소가 원인행위 표시 요소에 전치하
거나 후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과표시 요소의 문법범주에 따라 결정된다. 즉, 결
과표시 성분이 형용사성인 경우 기본적으로 ‘AP게 V’형을 취하고,160) 명사성인 경
우에는 ‘NP로 V’형이 대표적이며, 동사로써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 ‘V1어 V2’ 형식
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V1어 V2’ 형식은 다른 결과구문 형식과 함께 쓰
여 그것의 결과 실현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형태는 ‘NP로 V1어
V2’와 같이 결과 전치형과 후치형이 복합된 형태를 구성한다. 전술했듯이 중국어의
경우는 이 모든 결과성분들이 동사 뒤 보어로써 표시된다.
[표 6-1] 결과요소의 문법 범주에 따른 한·중 결과구문 유형
결과요소의
문법 범주

형용사성

한 국 어

중 국 어

책상을 깨끗하게 닦다

他擦干净桌子

단단하게 쥐다

抓紧

분명하게 얘기하다

说清楚

검게 타다

晒黑

가구를 때려 부수다
동사성

그의 말을 알아 듣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오다

把家具打破了
听懂了他的话
一只蝴蝶飞进来

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0) 단, 일부 동사의 경우 ‘술을 술잔에 가득 차게 따랐다’와 같이 ‘VP게 V’형식으로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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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성161)

부귀를 뜬구름으로 여기다

富贵看成浮云

회장으로 선출하다

选出董事长

이처럼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결과표시 요소의 문법범주에 따라 결과구문의 유형
이 나뉜다는 사실은 한·중 두 언어를 각각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상대 언어를
제2언어로 학습할 때 목표어 결과 표현의 습득과 관련된 가장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어에서 목적어로써 결과를 표시하는 이른바 산출 구문은 ‘NP로 V’형
결과구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어의 목적어(賓語) 중에도 결과를 표시하
는 부류들이 존재한다(烤蛋糕 -케이크를 굽다, 刻印-도장을 파다, 编竹筐-대바구
니를 짜다). 결과목적어 역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동사에 전치하고 후치하는
차이는 있으나 이는 한국어가 SOV형 어순을 가지는 반면 중국어는 SVO형 어순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어순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히 결과표시 방식과 관련된 문
제가 되지는 않는다.

6.1.2. 한·중 결과구문이 표시하는 결과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
결과구문은 각각의 개별 언어에서 ‘결과’의 의미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범주를 이룬다. 하지만, 각 언어에서 결과구문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결과
의미의 범위와 특성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개별언어 특정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중 결과구문이 표시하는 의미 기능도 몇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공통점
과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한국어 ‘V1어 V2’ 형식은 구체적인 어휘의미를 가지는 요소로서 결과를 표

161) 한국어에서 명사성 성분이 결과를 표시할 때는 ‘-로,-에,-까지’ 등 조사가 붙어 조사구를 형성한다.
중국어의 경우, 명사성 성분이 바로 보어로 쓰일 수는 없고 ‘成 ,出, 做, 爲’ 등 허화된 동사를 먼저
보어로 취한 다음 다시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성 성분을 목적어로 취하는 ‘V成NP’ 등 형식으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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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도 하지만,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동작의 완결을 표시하는 상표지적 요소, 즉
일부 보조동사를 ‘V2’로 취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국어의 동결식과 공통점을 가진
다. 이와 관련하여 위 5장에서 중국어의 결과보어 중 상(相)표지 기능을 가지는 예
들과 한국어에서 동작·행위의 완결을 나타내주는 보조동사들을 [표 5-2]로 비교하
여 보인 바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V1어 V2’ 형식과 중국어 결과보어는 상적인 특
성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한편 한국어 ‘V1어 V2’ 구문이 ‘V2’를 통해 어휘적으로 표시하는 결과의 종류는
중국어의 결과보어 중 동사로 쓰인 보어 및 방향보어가 나타내는 결과의 종류와 가
장 유사하다. 위 2.2.에서 중국어 보어를 개관하면서 밝혔듯이 중국어의 여러 보어
중 가장 객관적이고 뚜렷한 결과를 표시하는 부류는 결과보어와 추향보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언어 간 대응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2] 한국어 ‘V1어 V2’와 중국어 결과보어구문 대응 양상
한국어 V1어 V2

중국어 결과보어구문

밥이 밥솥에 눌어 붙었다

饭焦煳了.

철수가 케이크를 밟아 뭉갰다

他把蛋糕踩碾了。

그는 한자를 알아 본다

他看懂汉子

[표 6-3] 한국어 ‘V1어 V2’와 중국어 추향보어구문 대응 양상
한국어 V1어 V2

중국어 추향보어구문

풍선이 떠 올랐다.
선반 위의 짐을 끌어 내렸다

气球飘上了.
搁板上的行李拉下来

하지만, 한국어 ‘V1어 V2’ 구문은 중국어의 결과구문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우선 한국어 ‘V1어 V2’ 구문에서 결과표시 성분 ‘V2’에 올 수 있는 성분은 동
사로 제한되는 데 반해 중국어의 경우 결과표시 성분인 보어로 동사, 형용사, 동사
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주술구조, 수량구 등 다양한 성분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 ‘V1어 V2’ 구문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성분은 ‘AP게 V’나 ‘N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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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등의 다른 형식으로 표시된다.
또, 한국어의 ‘V1어 V2’는 동사로써 결과를 표시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결과의
‘상태’를 형용사만큼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즉, ‘컵을 밟아 부쉈다’에서 대상
인 컵에 나타나는 결과 상태는 동사 ‘부쉈다’에 함축되는 결과에 의존하여 표시되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경우 역시 결과보어로 동사를 쓰는 일이 많지만 원인행위를 나
타내는 첫 번째 동사와 결과를 표시하는 두 번째 동사 간에 어휘적 공기 제약이 거
의 없어서 보다 폭넓게 결과의 의미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한국어보다 직
접적인 결과 표시로 읽힐 가능성도 높다. 중국어 동사의 경우 행위주인 주어를 서술
하는 경우나 대상(혹은 피동주)을 서술하는 경우나 동일한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张三把杯子碾碎了(장삼이 컵을 밟아 부쉈다)’와 같이 행위주를
주어로 쓰나 ‘杯子碾碎了(컵이 밟혀 부서졌다)’와 같이 대상을 주어로 쓰나 결과표
시 성분인 ‘碎’에 형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사로 행위의 결과를 나
타낼 수 있는 범위가 한국어에 비하여 넓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국어 결과구문 중 중국어의 동결식에 가장 근접하는 형식은 ‘V1어
V2’ 구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결과구문 중 ‘AP게 V’구문이 표시할 수 있는 결과의 유형과
이에 대당되는 중국어 결과구문을 대별시켜 그 의미 기능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AP게 V’구문은 한국어 결과구문 중 상태변화의 결과를 가장 전형적으로 표시하는
형식이다. 표에서 제시하는 결과의 유형은 앞서 3장의 고찰에서 얻어진 것이다.

[표 6-4] ‘AP게 V’구문과 중국어 동결식의 대응 양상
구 분
객관적

한 국 어

타동문

나무토막을 매끈하게 사포질했다.

자동문

피부가 검게 탔다.

상태
변화

상태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선택적 상태변화

중

국

어

他把树皮磨光滑了
他把树皮磨得很光滑
皮肤晒黑了

교실 바닥을 더럽게 닦았다.
식빵을 얇게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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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地板擦脏了
把地板擦得很脏
面包薄薄地切了一刀(
부사어)

面包切得很薄 。(
보어)

산출물의 상태
인식의 변화
상태변화의 정도
방식

어머니가 케이크를 맛있게
구우셨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훌륭하게
생각한다.

妈妈把面包烤得很好吃
学生们觉得老师挺厉害的

철수가 목이 쉬게 울었다.

哲秀把嗓子哭哑了

학생들이 책상을 서투르게 닦았다.

学生们把桌子擦得很马虎。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AP게 V’구문과 중국어 동결식은 대상의 객관
적 상태변화 뿐만 아니라 상태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선택적 상태변화, 산출물의
상태, 인식의 변화, 상태변화의 정도 등을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중국어
는 이러한 변화 자체를 있는 그대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그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得(個)’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차이가 있다.
한편 마지막 점선으로 표시된 칸, 즉 ‘방식’에 해당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한정하면서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한국어 ‘AP게 V’
구문은 이처럼 크게 결과를 나타내는 부류와 방식을 나타내는 부류로 대별됨이 그
간의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위의 “서투르게 닦았다（擦得很马虎 )”의 예에서 보듯 중국어에서는 일견
방식(manner)으로 읽히는 부류도 보어로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 2.2.1에서
제시한 바 있는 “走得慢慢的(느릿느릿하게 걷다)”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에 대하여 우리는 사태가 개념화자에게 불러일으킨 판단을 결과로 보기 때문에 보
어로 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어에서 이것을 전형적인 방식(manner)과 다
르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부사어가 있음에도 굳이 보어로 썼기 때문이며 부사어로
썼을 때와 보어로 썼을 때의 의미 대립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 중국어 대응형을 근거로 이것이 방식(manner)이 아니라 넓은 의
미의 결과라고 말할 만한 근거와 그렇게 처리할 때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어 ‘A게’가 가지는 의미 중 ‘결과’의 의미는 ‘방식‘의 의미보다 한
층 더 포괄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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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또 다른 결과 전치 구문인 ‘NP로 V’구문이 가지는 결과 표시 유형들을
제시하고 이들이 표시하는 의미 기능을 중국어 동결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NP로 V’구문이 표시하는 아래와 같은 결과의 유형은 앞 4장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표 6-5] ‘NP로 V’구문과 중국어 동결식의 대응 양상
구 분
위치변화
(자동사 이동)
위치변화
(사역 이동)
상태변화
자격변화
인식의 변화

한 국 어

중 국 어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跑进房间里来。

지붕 위로 던져 올렸다.

扔到房顶上去了。

빵을 반으로 나누다.

把面包分成两半 。

고추를 가루로 빻다.

把辣椒磨成粉末 。

철수가 반장으로 선출되다.

哲秀被选为班长 。

그의 말을 진리로 믿다.

把他的话当成真理 。

이처럼, ‘NP로 V’구문이 위치이동의 결과를 나타낼 때는 중국어의 복합추향보어
형식과 대응하는데 이때 도착점은 ‘동사+추향보어’ 의 목적어 형태로 실현된다. 또,
‘NP로 V’ 구문이 상태변화의 결과, 즉 ‘변성’ 혹은 ‘자격’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 중
국어 대응형태는 결과보어 중 ‘成，出，为’
와 같이 그 의미가 허화된 동사성 보어와
결합한 후 다시 결과의 ‘NP’ 에 해당되는 성분을 목적어로 취한다. 다시 말해 한국
어 ‘NP로 V’구문은 중국어 대응 동결식에 비하여 동사가 하나 적어서 구문적 성격
은 더욱 크다. 반대로 중국어의 ‘V+成/
做/
爲+NP’ 에서 동사 ‘成/
做/
爲’는 한국어 조
사 ‘로, 에’와 같은 문법성분으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결과구문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밝히려면 상당히 많은 사항을 언
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결과구문과 중국어 결과구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술어의 통사적 일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중국어 결과구문에서 결과를 나타
내는 요소는 서술어 뒤의 보어로 일관되게 표시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결과를
표시하는 요소의 문법 범주에 따라 부사어 혹은 동사연결형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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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어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동사+보어’ 구성은 많은 경우 형태·통사적으로 합
성동사에 준하는 문법적 행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방 부류를 이룬다고
할 만큼 두 요소 간 공기(共起)의 범위가 넓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이에 일정한
어휘적 제약이 있다.

6.1.3. 한·중 결과구문과 영어 결과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거칠게 말하자면 중국어의 결과구문은 영어 결과구문과 통사적으로 유사한 부분
이 많지만,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영어 결과구문을 포함한다 할 만큼 그 수용하
는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반면, 한국어 결과 구문과 중국어 결과구문은 단순 비교
가 어려울 만큼 통사적인 차이가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어 결과구문
의 특징 및 제약에 대하여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언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중 결과구문은 영어 결과구문과 달리 결과표시 성분에 동사가 올 수
있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SVC(연쇄동사구성)에
해당되는 동사연결 구성이 존재하는 반면 영어에서는 그러한 구성이 성립하지 않는
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또, 영어와 달리 결과를 표시하는 2차 서술어가 반드시 문장의 목적어를 서술해야
한다는 직접목적어 제약(DO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유사한데, 두 언어에서
결과 표시 성분이 주어를 서술하는 예가 공통적으로 관찰되며162) 나아가 중국어에
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동시에 지향하거나 문외의 상황을 서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영어와 중국어에는 ECM 결과구문, 즉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 되지 않는 목적어
를 취하는 형식이 발견되는 반면, 한국어에는 그러한 형식이 없다는 점도 차이점의
하나로 지적할 만하다.
한편, 한국어 결과구문의 경우 동사 자체의 의미에 일정한 결과가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구문이 동사의 경계성(telicity)을 바꾸어 버리는 일이 영어
162) 영어에서도 이러한 예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a. The wise men followed the star out of Bethlehem.
b. The sailors managed to catch a breeze and ride it clear of the rocks.
c. He followed Lassie free of his captors. (Wechsler 199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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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처럼 흔히 관찰되지 않는다. 중국어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가 모두 다양하게 존재하고 활발하게 쓰인다.
본 절에서는 각 언어의 결과구문이 나타내는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
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한·중 결과구문은 대상에 일어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 변화와 더불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변화를 모두 표시할 수 있어서 영어 (형용
사형)결과구문의 ‘필수적 영향 제약(necessary effect constraint)’

16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어와 중국어 결과구문이 인식의 변화, 인지작용의
결과를 표시하는 예는 풍부하게 관찰된다(영희는 철수를 훌륭하게 여긴다, 철수는
영희를 엄마로 생각한다, 张三把她看做干妈 등）. 이는 영어의 전통적인 결과구문,
즉 형용사형 결과구문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의미적 특성이다. 한국어의 경우, 위 각
장에서 다룬 대표형 결과구문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예가 발견되며 중국어의
결과구문에서는 이른바 정태보어 혹은 상태보어가 이러한 의미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영희는 방을 파랗게 칠했다” 의 객
관적·가시적인 결과와 “영희는 방을 아름답게 칠했다”의 주관적·추상적 결과가 같은
‘AP게 V’형태로 나타난다.164) 중국어에서 “英姬把房间刷蓝了(영희는 방을 파랗게
칠했다)”와 “英姬把房间刷得很漂亮(영희는 방을 아름답게 칠했다)” 역시 동일하게
보어 성분으로 결과를 표시하지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 ‘得’
과 같은 표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구분된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경우를 부사
어등 통사적으로 다른 수단을 통하여 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어의
경우, “She painted her room blue”와 “She painted her room beautifully”가 각각
형용사와 형용사의 부사형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서 대비된다.

163) ‘필수적 영향 제약(necessary effect constraint)’이란 동사의 행위가 반드시 대상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는 영어 결과구문의 의미적 제약이다. 이는 영어에서 인지동사, 지각동사류가
결과구문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164) 나아가 “영희는 철수를 성실하게 생각한다”와 같은 인지작용의 결과도 동일하게 ‘A게 V’형으로 나
타낸다. 중국어 대응표현 “英姬觉得哲洙很诚实”
의 경우 ‘觉得’이 역사적으로 원래는 ‘동사+보어’ 의
구조였으나 이미 하나의 단어로 공고하게 굳어져 공시적으로는 동결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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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한·중·영 결과구문의 결과 의미 종류에 따른 부호화 방식
구분

객관적 구체적 변화

주관적 추상적 변화

한국어

영희는 방을 파랗게 칠했다

영희는 방을 아름답게 칠했다

중국어

英姬把房间刷蓝了

英姬把房间刷得很漂亮

영어

She painted her room blue.

She painted her room beautifully.

즉, 영어의 (형용사형) 결과구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시하
는 데 특화된 형식임에 반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결과구문은 전형적인 상태변화의
결과 뿐 아니라 그 외 비전형적인 결과의 의미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면에 중국어는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 즉 보어로써 ‘목적·의도’를 나타내
지 않으며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행위 이전에 이미 참여자에게 갖추어져 있던 상태
를 표시하는 이른바 묘사구문(Depictive)을 보어로써 표시할 수 없다. 즉, 중국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예정된 결과라 해도 보어로 나타내
지 않으며, 이미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동사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 아니면
보어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국어 보어는 인접 의미 범주를 결과의 의미
범주 안에 포괄하는 데 있어 매우 수용적이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결과가 아닌
것은 보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타적이다.
우선 ‘목적·의도’의 의미와 ‘결과’ 의미의 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어에는 결과표시
요소이면서 목적·의도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들이 관찰된다. 특히 ‘-게, -도록165)’
등 일부 연결어미가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함에 있어 선행절의 내용이 후행절의
행위의 결과로 일어났음을 표시하는 경우와 후행절 행위의 목적을 표시하는 경우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짐이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1)

ㄱ.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두꺼운 커튼을 쳤다.

(목적· 의도)

165) ‘-도록’은 최현배(1937)에서부터 미침꼴(도급형, 到及形)로 분류된 어미로서 원래 역사적으로 ‘시간
적 미침’을 나타내는 요소였던 것이 그 의미가 확장되어 ‘목적, 정도, 결과’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윤평현(1937) 에서는 ‘-도록’을 ‘-게, 게끔’ 등과 함께 결과관계 접속어미로 분
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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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영희는 커튼을 깨끗하게 빨았다.
(2)

(결과)

ㄱ. 학생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목적·의도)
ㄴ. 그들은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했다.

(결과, 정도)

이처럼 결과의 의미와 목적의 의미가 교차하는 현상은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
어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됨이 최근의 유형론적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는 목
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대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
로 충분히 개연성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는 결과표시 성분이 흔히 부사어로 나타남에 따라 부사어가 본래적으
로 표시할 법한 ‘목적·의도’의 의미가 결과표시 요소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
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부사어와 보어의 통사적 위치가 각각
동사의 앞과 뒤로 나누어져 있고 그들 각각이 전형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도 구분되
어 있다. 중국어의 보어는 결국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성분이며 그 중에서도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결과만을 표시한다. 따라서 비록 ‘목적’이 ‘예정된 결과’를 의미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어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른바 묘사구문(Depictive)과 결과구문(Resultative)의 관계를 보자. 우
선 영어와 한국어는 결과구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묘사구문(Depictive)을 표시할 수
있다. 한 문장 안의 두 서술성분이 묘사적인 관계를 보이는 경우란 아래 예들처럼
주동사의 행위가 일어날 당시 이미 동사의 논항들에 갖추어져 있던 상태가 행위 시
에도 지속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사가 표시하는 행위의 결과로 제2술어 성
분이 도출되는 관계와는 다르다. 따라서 결과구문과 묘사구문은 명백히 다른 통사구
조를 가지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같은 형식으로 보인다.

(3)

ㄱ. She handed him the towel wet. (Goldberg and Jackendoff 2004)
그녀는 그에게 수건을 젖은 채로 주었다
ㄴ. The chairman came to the meeting drunk. (Wechsler 2005a)
회장님이 회의에 술 취한 채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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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철수는 커피를 뜨겁게 마신다.
ㄴ. 철수는 위스키를 언더락으로 마신다.
ㄷ. 철수는 사과를 깎아 먹었다.

166)

위 (3)과 (4)의 예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모두 depictive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처럼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묘사구문’이 결과구문과 표면상으로 같은 형식을 띠고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위와 같은 문장 구성이 불가능하다. 전술했듯이
중국어의 보어는 결과의 의미를 넓게 수용하여 표시하지만 이처럼 두 서술 성분 간
에 하등의 주관적·객관적 인과관계가 없고 시간의 선후 관계를 도상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보어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위 영어나 한국어의 묘사 구문을
중국어로 옮겼을 때 묘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국어 보어로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아래 (5)에서 영어 묘사구문을 중국어의 동결식으로 옮겼을 때, (5ㄱ')와 (5ㄴ')
에서

보듯 그 의미는 묘사적(depictive)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

(resultative)으로 바뀌어 버림을 알 수 있다.

(5) ㄱ. She handed him the towel wet.
ㄱ′. 她把毛巾递给他湿了 。
（그녀가 그에게 수건을 건네줘서 축축해졌다)
ㄴ. The chairman came to the meeting drunk.
ㄴ′. 那位董事长参加会议大醉。
(사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대취했다)

이처럼 서로 상이한 의미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되는 예가 복수의 언어에서 관
찰된다는 것은 해당 의미들이 모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고 보아 무방
할 것이다. 또 이때 두 의미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일수록 이들이 언어 내부적으로나
범언어적으로 단일한 형식으로 표시될 가능성은 크다. 그렇다면 ‘결과구문’과 ‘묘사
166) 한국어 ‘V1어 V2’형 결과구문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성분은 극소수의 예외(알아듣다, 알아보다, 여
겨듣다, 여겨 알다)를 제외하고는 V2이다. 반면, 묘사적인(depictive)한 상태를 나타내는 성분은 위
(33ㄷ)에서 보듯 V1이다. 따라서 결과구문과 묘사구문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예는 아니지만 참고
를 위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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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사이에도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본격적
인 고찰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언급은 삼간다.
일반적으로 어떤 언어가 표시해야 하는 의미와 개념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은 반
면 그것을 표시하는 수단인 형식과 구조는 제한적이므로 하나의 형식으로 비슷한
부류의 유사한 의미들을 표시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된다. 다만, 실제로 그 중의
어떤 것들을 같은 형태로 표시할 것인가는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6.2. 텍스트 분석을 통한 한·중 결과 표현 대응양상 고찰

이 절에서는 실제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한·중간 결과표시 형식의 대응양상을 살펴
보려 한다.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한국어의 결과구문 형식들이 과연 제대로 설정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중국어에서 하나의 체계로 정비되어 있는 결과 범주의
구성원들이 이 글에서 한국어의 결과 표시 형식으로 제시한 형식들과 등가로 대응
될 수 있다면 이러한 구획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
다. 둘째, 한중 결과표시 형식 간에 의미 있는 대응관계가 발견된다면 제2언어 교육
이나 번역 등의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5장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모옌(莫言)의 1986년 작 소설 <紅高粱>
과 그의 한국어 번역본이다. 원작은 총 43199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로서 현
대중국어의 실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국어 번역본
은 2014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한 <붉은 수수밭> 중 <紅高粱>에 해당되는
<붉은 수수> 부분이다. 이는 모옌의 일련의 연작을 모아 번역 출간한 단행본으로
역자는 심혜영이다.

167)

167) 언어 간 번역은 번역자의 개성과 성향에 따라 의역이나 생략 등 변용의 폭이 넓으므로 반드시 두
언어 간 대응 관계를 엄밀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선택한 번역본은 대체로
원문의 내용과 구조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한·중간 결과표현의 대응 관계를
결정적으로 오도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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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방향은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진다. 즉, 중국어 텍스트 원문에 나타
나는 ‘동사+보어’ 구조를 추출한 후168)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 표현을 찾고 그 유
형을 분류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한·중간 결과표현 대응양
상을 밝히며, 아울러 이러한 수치 및 대응관계를 통하여

한국어 결과범주에 대해

시사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어 원문 텍스트를 통하여 추출한 ‘동사+보어’ 구성은 총 1808개인데, 이는
중국어의 각종 보어를 포함하되 수량보어를 제외한 수치이다. 이들에 대한 한국어
번역 표현은 몇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에는 “X게+V”, “NP로+V” 및 “V1어 V2”
등 앞서 한국어 결과구문으로 주장한 바 있는 형식들과 그 외 기타 표현들이 포함
된다. 이를 노출 횟수와 함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7]『紅高粱』추출 ‘동사+보어’ 구성의 한국어 대응표현 유형 및 노출 빈도
대응표현 유형

하위 유형

노출횟수

비율

383

21

585

32

30

2

56

3

5

0.3

171

10

단일형태소 동사
하나의 동사169)

사동·피동접사 개입
비통사적 합성어

기타
V1어V2
‘V1어 V2’형 동사연결 구문 V1어V2어V3
V1어V2어V3어V4
으로 대응
V1어V2어V3어V4어V5
‘V1고 V2’형 동사연결 구성 V1고 V2
으로 대응
‘X게+V’구문170)으로 대응
‘X도록+V’구문으로 대응
‘NP로+V’구문으로 대응

V1고 V2어 V3
X게+V
X게+V어V2(...)171)
X도록+V
X도록+V
NP로+V

168) ‘동사+보어’ 구조를 추출하는 이유는 앞서 7.1장 및 7.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어에서는 보어로
써 결과범주를 거의 포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할 만큼 결과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형식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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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로+V1어V2(...)
NP에+V
NP에+V1어V2(...)

‘NP에+V’구문으로 대응

(-에 V1고 V2:4개)
NP까지+V

‘기타조사구+V’로 대응

‘부사172)+V’로

기타
부사+V
부사+V1어 V2

대응

178

10

39

2

77

4

19

1

7

0.4

62

3

부사+V1고 V2
A이/히+V
A이/히+ V1어 V2(...)
소계
NP이+V

‘A이/히+V’로 대응

‘NP이+V’로 대응

NP이+V1어 V2
‘-어서’ 개입
V1어+기타 성분+ V2

접속절로 대응

기타 접속절

기타

‘주어+술어’ 관계

(24)

‘목적어+술어’ 관계

(45)

상적 표지

(20)

생략

(44)

의역, 기타
소 계

(63)
196
1,808

총 계

11
99.7

아래에서는 이들 유형 각각의 대응 양상과 그 특징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169) 여기서 하나의 동사라고 할 때는 합성동사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V1어V2’ 혹은 ‘V1고V2’ 구조의
합성동사는 제외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결과구문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도표
에서 보듯이 따로 하나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현대중국어에서도 이른바 점합식, 혹은 간단형식의
‘VV’동결구성은 합성동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구문론적 관
점의 연구에서는 결과구문(動結式)으로 논의하고 있다.
170) 이때 X에는 ’형용사, 형용사구, 동사, 동사구’가 해당된다.
171) 동사 두 개 이상이 연결된 경우가 있으므로 (...)로 표시하였다.
172) 어미 ‘-게’가 결합된 부사어, 접사 ‘-이/히’가 개재된 파생부사를 제외한 순순한 부사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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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하나의 동사로 대응
위에서 제시한 여러 대응 형식 중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중국어 ‘動-結’ 구조
에 대하여 하나의 한국어 동사로 대응하는 경우이다. 중국어의 ‘동사+보어’ 구성은
두 개의 서술성 성분이 결합한 것인데,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 표현에는 다음과 같
이 동사 하나만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6) 高粱【长高】时，爷爷带着我到高粱地里去

‘수수가 자라면 할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수수밭으로 들어갔다.’

이는 다시 다음 표에서와 같이 하위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표 6-8] ‘하나의 동사로 대응’되는 유형의 하위 유형
대응표현 유형

파생동사
하나의 동사로 대응
합성어

하위 유형

노출횟수

단일형태소 동사

254

사동·피동접사 개재

53

기타

53

비통사적 합성어

8

기타

15

계

383

우선 공시적으로 보았을 때 단일형태소 동사라고 할 수 있는 부류가 있고, 그 외 파
생어와 합성어가 있다. 파생어 중에서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부분은
사동·피동 접사에 의해 파생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합성어 중에서는 비통사적 합성
어의 존재가 주목되지만 그 수가 매우 적다.

6.2.1.1. 단일형태소 동사로 대응
우선 단일형태소 동사로 대응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경향은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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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문장이 거의 대부분 타동사문이며, 여기에 더해 이른바 추향보어(혹은 방향보
어)라고 불리는 부류에 대한 번역 표현인 경우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표에서 보
듯 하나의 한국어 동사로 대응되는 경우는 총 383 개가 추출되었고 그 중 단일형태
소로 된 동사가 254개인데, 이들 중 중국어 원문 대응형이 ‘동사+방향보어’ 인 경
우가 186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모든 방향보어가 한국어 번역시 의미가 누락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 살펴볼 ‘V1어 V2’ 등의 대응형에서는 방향
보어에 대응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동사의 부류에 따라 결
과표시 부분을 밝혀 쓰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중국어의 ‘동사+방향보어’ 구성이 한국어의 단일 형태소 동사와 대응하는 구
체적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7) 轿夫放下轿子，也把新得的铜钱掏出，【扔下】。

‘가마꾼들도 가마를 내려놓고 새로 얻은 돈들을 꺼내 던졌다.’
(
8) 国破了，家亡了，同胞们快起来，【拿起】刀拿起枪，打鬼子保家乡……

‘나라는 쪼개지고 집안은 망했다네. 동포들아, 어서 일어나 칼 들고 총 들고, 왜
놈을 무찔러 고향을 지키자’
(
9) 冷 支 队长 【 端 起 】 酒 ， 喝 了 半 碗 。 放 下 碗 ， 他 说 :
"余 司 令 ， 兄 弟 不 胜 酒 力 ，
告辞啦!
"

‘렁 지대장은 술 사발을 들고 반쯤 마시고는 내려놓으며 말했다. “위 사령관, 이
몸은 술기운을 못 이겨서 이만 가야겠소!”’

특히 ‘자세동사+방향보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즉, 자
세의 변화를 나타낼 때 중국어에서는 ‘자세동사+방향보어’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자세동사만으로 이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한국어의 자세동사는 자세 변화와 관련된 전체 사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실제의 대응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0) 冷支队长【坐下】，抽出一支烟点燃。

‘렁 지대장이 자리에 앉아 담배를 한 대 붙여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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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余司令说“
趴下”
。父亲又不情愿地趴下。

‘위 사령관이 “엎드려” 하고 고함을 질렀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엎드렸
다.’
(
12) 父亲【跪下】，让奶奶的胳膊揽住自己的脖颈，然后用力站起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팔을 자신의 목에 휘감고는 힘을 주며 일어났
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진 경향은 이처럼 단일형태소 동사 하나로 대응되는 경우, 감각
동사 혹은 인지동사인 예가 많다는 점이다. 총 254개의 단일형태소 동사 중 인지동
사와 감각동사는 89개였다. 한편, 이들의 중국어 원문 대응표현은 바로 위에서 언급
한 바 있는 추향보어가 개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89개 표본 중 87개가 ‘감각·인
지 동사+추향보어’ 의 형식이었다.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건에 있어서
동작과 그것을 인지한 결과를 동결식으로 나타낸다. 즉, ‘감각의 입력+대뇌의 인지’
및 ‘사고 작용+대뇌의 인지’를 ‘동사+보어’의 구조로 각각 나누어 표시하는 반면,
한국어의 대응 동사는 두 가지를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 유형에 해당
되는 예들이다.

(
13) ㄱ.父亲【看到】泪水在奶奶腮上流过，就变红了。

‘아버지는 할머니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려 볼이 발갛게 물드는 걸 보았다.’
ㄴ. 父亲先是【听到】耳边一声尖厉呼啸...
‘아버지는 먼저 획 하며 귓가를 스쳐가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고’
ㄷ.父亲【闻到】了那种新奇的、黄红相间的腥甜气息。

‘아버지는 어떤 신기하고,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도 없는 들척지근한 비린
내를 맡았다.’
ㄹ.突然【感到】凉气逼人，他打了一个战。

‘서늘한 기운이 엄습해오는 걸 느끼며 몸서리를 쳤다.’
ㅁ.长大后努力学习马克思主义，我终于【悟到】

‘성장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난 뒤에 결국 나는 깨달았다.’
ㅂ.妇道人家【懂得】什么!余司令心烦意乱地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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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위 사령관이 심란한 듯이 말했다.’
ㅅ.父亲【觉出】余司令前跨了一大步，一只手捺住了王文义的后颈皮。

‘아버지는, 위 사령관이 왕원이 쪽으로 한 걸음 성큼 다가서더니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내리누르는 걸 느꼈다.’

위 예들에서 보듯이 중국어에서는 ‘보다, 듣다, (냄새)맡다’ 등 감각과 관련된 행
위와 ‘알다, 느끼다, 깨닫다’ 등 인지와 관련된 행위를 ‘
看到,听到,闻到,感到,悟到,
懂得,觉出’ 와 같이 표시하는데, 이는 두 개의 서술성 성분이 아무 표지 없이 결합

하여 이룬 ‘동사+보어’의 구조이다.173)
요는 이들에 대한 한국어 번역 표현이 동사 하나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인데, 중국어에서는 무릇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라면 동사유형에 관계없이 동
결구조를 쓰므로 이러한 대응관계의 특수성은 오히려 한국어 인지·감각 동사 쪽에
있다 하겠다. 즉, 한국어의 인지·감각 동사는 한국어 내의 다른 동사들에 비하여, 혹
은 중국어의 인지·감각 동사에 비하여 결과 함축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찰되는 바는 중국어에서 ‘고정됨과 개방됨’을 결과로서 표시하는 동결
식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하나의 동사로 대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고정
됨을 나타내는 ‘V+住’와 개방됨을 나타내는 ‘V+開’ 등이 대표적인데, 그 예를 뽑아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4) ㄱ.哑巴又【按住】了父亲的鼻子，用力一掀，父亲的眼泪噗噗冒出。

‘벙어리는 다시 아버지의 코를 힘껏 눌렀고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
아져 나왔다.’
ㄴ.花容月貌巧机关，调来铁耙摆连环，【挡住】鬼子不能前……

‘꽃 같고 달 같은 아리따운 얼굴에 지략까지 뛰어났지. 쇠써레를 가져다가 둥그
렇게 울을 쳐서 왜놈들이 도망가는 걸 막았고...’
ㄷ.孙五躺在地上，双手【捂住】脸。

‘쑨씨네 다섯째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173) 이때, ‘인지하였음’을 결과로 표시하는 ‘到, 得, 出’ 등의 보어는 위 5장에서 중국어의 결과상 표지
로 언급한 바 있는 예들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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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站住】!劫路人有气无力地喊着。

‘“멈춰!"강도는 김이 다 빠져나가버린 것 같은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ㅁ.罩头的红布把她的双眼【遮住】。

‘머리에 뒤집어쓴 붉은 수건이 두 눈을 가리고 있었다.’
ㅂ.娘，你好了!
你不要死，我已经把你的血【堵住】了。“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 죽지 않아요, 내가 벌써 피를 막았다고요.”’
ㅅ. 小个子伪军把骡子【解开】，用力牵扯...
‘키 작은 괴뢰군이 노새를 풀어 힘껏 끌어당겼지만...’
ㅇ.【开开】大门，刚要飞跑，就被一把拉住。
‘방문을 넘어 대문을 열고 막 달아나려고 할 때 어떤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ㅈ. "爷爷【撕开】袖子，让父亲抽出他腰里那条白布，帮他捆扎在伤口上。
‘할아버지는 소매를 찢고 아버지에게 허리춤에 있는 하얀 천을 꺼내 상처를 묶
게 했다.’
ㅊ. 奶奶【松开】手，冷支队长把左轮手枪抓过去，挂在腰带上。
‘렁 지대장의 대답을 듣고 할머니는 손을 풀었고 렁 지대장은 모체르 총을
받아 들어 허리띠에 매달았다.’

위 예들에서 보듯 중국어의 결과보어 중 ‘住’는 ‘정지하여 머무름, 부착·고정됨’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처럼 동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고정·부착 상태를 중국어에
서는 ‘V+住’174) 구조로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는 단일동사 V로 나타내고 있다. 이
때 한국어의 ‘누르다, 막다, 가리다, 멈추다’ 등 동사는 동작·행위와 그에 함축된 결
과를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나란하게 중국어에서 ‘V+開’ 구조로 나타내는 ‘열림·개방·놓아줌’의 의미
역시 한국어에서는 대체로 단일동사 V로 나타내는 경향이 발견된다. 중국어 보어
‘開’가 동사의 행위로 인해 무엇인가가 외부를 향해 열리게 되는 결과를 표시한다
174) ‘V+住’ 외에도 ‘V+凖’ ‘V+定’ 같은 경우 ‘고정됨’의 의미를 가진다.
ㄱ.大爷【瞄准】骡脸，啪地一响，正中骡子宽广的脑门
‘아저씨는 노새의 얼굴을 겨누고 ‘앗’하는 소리를 내며 ...’
ㄴ.送葬队伍在柳树下围成一个圆圈【站定】时,
‘운구 행렬은 버드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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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한국어의 ‘열다, 찢다, 풀다’ 등은 그러한 결과를 자체 내에 함축하는 정도에
있어 중국어 동사 ‘解,开,撕,松’ 등에 비하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의 ‘동사+보어’ 구성이 한국어의 단일 동사로 대응되는 경우를 위에서 살펴
보았는데, 이때 번역에서 누락되는 보어는 ‘下，起，到，出，住，开’ 등이었다. 이들
은 중국어 보어 중에서도 문법화 정도가 상당히 높은 부류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래
의 어휘적 의미에서 상당히 멀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도 한중 대응관계에서 발
견되는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어의 ‘동사+보어’ 구조를 한
국어에서 하나의 단일동사로 번역하는 경우, 선행 동사 쪽을 택할 수도 있고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 쪽을 택할 수도 있으며 그 외에 둘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동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6.2.1.2. 하나의 피·사동 동사로 대응
이른바 동결식(결과구문)이란 궁극적으로 어떠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NP1 causes NP2 become X” 즉, “NP1이 NP2로 하여금 X(상태로) 되
게 만들다” 의 사역의미를 구성한다 할 때,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은 동사의 사동형을 쓰거나 혹은 어휘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있는 상태변화 동사를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어에는 형태적 사동이 없어175) 사동사를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영어 등에 비해 동사의 결과 함축이 매우 약한 편으로, 비록 과거
형으로 (혹은 완망상으로) 쓴다 하더라도 동사에 함축되어 있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176) 이와 관련하여 중국어의 단일 동사는 반드시 결과를 표시
하는 또 다른 서술 성분과 함께 ‘VV’형으로 써야만 결과에 이르렀음을 표시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즉, 중국어 동사가 그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서술성분인 보어를 취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어 동사는 영어보다는 약하지만 중국어보다는 강한 결과 함축을 가진다
175) 형태변화가 거의 없는 중국어에서는 통사적으로 사동 혹은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은 있으나 접사를
붙여 형태론적으로 사동사 혹은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없다.
176)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미완료 효과(incompleteness effect)’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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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져 있고 형태적 사동화의 적용 범위도 상당히 넓다. 따라서 중국어 동결식에
대한 한국어 번역 표현에 한 개의 상태변화 동사나 사동사가 나올 수 있음은 예측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피동은 사동과 표리의 관계에 있지만 상태의 변화를 표시함에 있어 사동보
다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데, 이는 피동 자체가 변화를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
서술이기 때문이다. 피동의 상황이란 대상이 행위주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아 상태
의 변화를 일으켰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방법 중
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중국어에는 형태적으로 피동사를 만드는 방식은 없으나 통사적으로 피동을 나타
내는 수단은 있다. 하지만 피동 상황을 나타내고자 할 때 굳이 통사적인 방법을 동
원할 필요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중국어의 동사는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이른바
무표지 피동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
15) ㄱ.我

完成

学业。

了

나 완성하다 (완료) 학업
‘나는 학업을 완성했다.’
ㄴ.学业

了。

完成

학업 완성하다 (완료)
‘학업이 완성되었다.’

(
16) ㄱ.我 把

衣服 挂

나 (pre.) 옷

在

墙上。

걸다 (pre.) 벽

‘나는 벽에 옷을 걸었다.’
ㄴ.衣服 挂

옷

在

墙上。

걸다 (pre.) 벽

‘옷이 벽에 걸려 있다.’

위 예에서 보듯 중국어는 ‘완성하는’ 것과 ‘완성되는’ 것, ‘거는’ 것과 ‘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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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형태 차이가 없어서 주어와 서술어간 태의 일치가 문제로 되지 않는데, 이처
럼 따로 피동형을 쓰지 않아도 피동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어 동결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 타동
문에서 사·피동 관계를 밝히지 않은 두 개의 동사를 나란히 쓰더라도 대상의 상태변
화와 피동의 의미를 적법하게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사정은 달라서 타동
문에서 동사 연결형을 쓰는 경우 두 동사 모두 ‘타동사+타동사’ 구성으로 문장의 주
어에 일치를 보여야 한다.

(
17) ㄱ.张三

把

我的 杯子 踩

장삼 (pre.) 나의

컵

碎了 。

밟다 부쉈다.

‘장삼이 내 컵을 밟아 부수었다.’
ㄴ. 我的 杯子 踩
나의

컵

碎

了。

밟다 부수다 (완료)

‘내 컵이 밟혀 부서졌다’
(18) ㄱ. 장삼이 내 컵을 밟아 부쉈다.
ㄴ. *장삼이 내 컵을 밟아 부서졌다.
ㄷ. 내 컵이 밟혀 부서졌다.

위 (17)에서 중국어 동사 ‘碎’는 주어가 행위주이든 대상이든 관계없이 아무런 사
동·피동 표지가 붙지 않은 채 쓰였다. 반면, 한국어의 ‘밟아 부쉈다’는 주어인 장삼
에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만일 두 번째 동사를 피동형으로 표시하면 (18ㄴ)과 같이
문장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대상의 상태변화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려면
(18ㄷ)처럼 대상을 문장의 주어로 한 피동문을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동사 혹은 피동사로써 중국어의 동
결식에 대응하는 경우인데, 이중 피동사가 쓰인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번역표현의
주어와 중국어 원문의 주어가 다를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에는 무표
지 피동문의 출현빈도가 높으므로 원문에서는 피동문이 아닌데 번역문에서는 피동
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텍스트 분석결과 중국어 동결식을 사·피동사 하나로 번역한 경우는 전체 4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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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그 숫자가 많지 않았으며 이중 사동 형태는 10여 건, 피동 형태는 20여 건
이 관찰되었다. 피동의 경우, 원문에서는 피동형이 아닌데 번역문에서는 피동형으로
나타난 예가 20건, 다시 그 중에서 원문의 주어와 번역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 즉
원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취해 피동문으로 구성한 것이 15건 관찰되었다. 이 경우,
7.4.1.1에서의 관찰과 일치되게 역시 대부분이 감각동사였다. 아래에 예문을 보인다.
(
19) ㄱ.父亲精神一振，眼睛睁开，然而【看到】的，依然是半凝固半透明气。

‘아버지는 그 소리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보이는 건 여전히
반쯤은 엉겨 있고 반쯤은 투명하게 흩어져 있는 안개뿐이었다.’
ㄴ.他恍惚【听到】一阵尖厉的哨响

‘갑자기 날카롭게 울리는 호각 소리가 들렸고,’

6.2.1.3. 기타 파생어와 합성어로 대응
중국어의 동결식을 한국어의 동사 하나로 대응시켜 번역한 경우 중 위에서 살펴
본 두 가지 유형, 즉 단일 형태소 동사와 피·사동 접사 파생어를 쓴 경우를 제외하
고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20) ㄱ. X+하다
명심하다(
记住)
,성장하다(
长大)
,생각하다(
想起)
,그득하다(
布满)
，
사랑하다(
爱上)등
ㄴ. X+되다
뒤범벅되다(凝成）
ㄷ. 강세접사 파생어
휘감기다(
罩住)
, 휘두르다(
挥动起)
, 뒤덮다(
盖住)
, 뿌리치다(
挣开)
, 펼치다(
伸展
开来)
,덮치다(
扑到)등

ㄹ. 비통사적 합성어
붙잡다(
扯住,促获,促住，拉住，抓住)
,일깨우다(
唤醒)등
ㅁ. 기타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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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다(
挡住)
，물들다(
湿透)
,뒤쫒다(
追上)
,수놓다(
绣出)등등

이중 강세접사가 개입된 파생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는 주목할 만하다. 우선 강세접
사 파생어는 해당 예들에서 보듯이 접두사도 있고 접미사도 있는데, 이들을 강세접
사라 함은 주로 그것이 결합하는 어기의 뜻을 강하게 해 준다는 뜻에서 붙은 명칭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때 ‘뜻을 강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중 하나로 결과
확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감기다’보다는 ‘휘감기다’가, ‘덮다’
보다는 ‘뒤덮다’가 행위의 보다 확실한 완결을 표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결과의 취
소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어의 동결식과 한국어 강세접사 파생어간 대
응이 하나의 경향으로 확인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해당되는 예가 위 몇 개에 불과하여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함이 아쉽다.
한편 비통사적 합성어는 두 어근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
서 사실상 그 구조가 중국어의 ‘VV’동결식과 가장 유사하며, ‘일깨우다-唤醒’과 같
은 예에서 그 동질성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 역시 추출된 예가 두 어 개에 불과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6.2.2. ‘V1어 V2(...)177)’구문으로 대응

주지하듯이 ‘V1어 V2’ 형식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동사연결 구성으로 일찍부터 학
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결과구문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한
국어 ‘V1어 V2’ 형식이 가지는 특질에 대해서는 앞서 5장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절
에서는 텍스트 분석 결과에 주목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V1어 V2’
형식이 과연 한국어의 결과구문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몇 가지 전제할 사실이 있다. 첫째, 본 절에서 말하는 ‘V1
어 V2’ 형식은 동사 두 개가 연결된 구성 뿐 아니라 그 이상이 연결된 구성까지도
177) ‘V1어 V2(...)’와 같이 표기하는 것은 동사 두 개가 연결된 구성뿐만 아니라 세 개 이상이 연결된
경우까지를 함께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도 (...)로 표시된 것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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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한다는 점이다. 즉, ‘V1어 V2어 V3’ 와 ‘V1어 V2어 V3어 V4’를 비롯하여, 극
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V1어 V2어 V3어 V4어 V5’ 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
‘지다, 버리다, 놓다, 있다, 주다’ 등 일반적으로 보조동사로 분류되는 것들과 접미사
인지 동사인지 논란이 있는 ‘뜨리다’까지 대상에 넣기로 한다. ‘뜨리다’는 어근에 바
로 결합하는 경우보다 어미 ‘-아/어’로 연결되는 예가 더 많기 때문에 접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다’와 의미상 한 쌍을 이루어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
소가 된다고 보고 이를 보조동사로서 통계에 포함시켰다.
둘째, 이들 중에는 이미 합성동사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
되어 있으나 구분하지 않고 다른 예들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다. 이는 텍스트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중국어 동결식 역시 ‘VV’합성동사로 보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조건
이 되기 때문이며, ‘V1어 V2어’ 구성에 대한 이 글의 시각이 이러한 구성이 만들어
지는 기본 원리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V1어 V2’ 형식은 단독으로 결
과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다른 결과 표시 구문들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즉, ‘X게
+V1어 V2’, ‘NP로+V1어 V2’, ‘NP에+V1어 V2’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들은 ‘X게’나 ‘NP로’ 등 기타 요소들이 표시하는 결과의 의미를 보다 확정적으로 만
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각 해당 구문에 넣기로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하고 분석하였을 때, 도표 [29]에서 보듯이 중국어 원문의
동결식을 한국어 ‘V1어 V2(...)’ 형식으로 번역한 예는 585건이 관찰되었다. 이는
전체 1808 건 중에서 약 32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다른 형식들과 함께 나타
나는 경우까지 포함시킨다면 수치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선 한
국어 결과범주에 있어 ‘V1어 V2’ 형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유형과 위에서 살펴본 하나의 동사로 대응하는 경우(약 21%)를
합하면 약 53%가 되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된다.
한편 ‘V1어 V2(...)’ 대응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동사 두 개가 연결된 ‘V1어 V2’
구성은 450건, 동사 세 개가 연결된 ‘V1어 V2어 V3’는 약 100건이 추출되었으며,
‘V1어 V2어 V3어 V4’는 30여 건, ‘V1어 V2어 V3어 V4어 V5’ 는 2건이 관찰되었
다. 아래에서 각 하위 유형별로 분석의 결과와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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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V1어 V2’ 로 대응
중국어의 동결식을 한국어로 나타낼 때 동사 두 개가 연결된 ‘V1어 V2’로 쓰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V1’이 원인행위, 혹은 선행행위를 나타내고 ‘V2’가 그 결과로 나
타난 상태를 표시한다.178) ‘V1어 V2’ 구문에 대해서는 앞서 5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텍스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기했듯이 텍스트 원문의 동결식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미 ‘-어’로 연결된 동
사연결구성을 쓴 예는 585건이었으며 그 중 동사 두 개가 연결된 ‘V1어 V2’ 형식은
450건으로 동사연결형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몇몇 예를

대응되는 중국어 원문의

동결식과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21) ‘V1어 V2’ 로 대응되는 예
ㄱ.“
【打死】了，这东西，这么不经打!
”

‘“맞아 죽었군. 병신, 매도 못 견디는 게!”’
ㄴ.罗汉大爷胯骨灼热【胀大】。

‘뤄한 큰할아버지는 사타구니뼈가 후끈거리며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ㄷ.从路两边高粱地里【飘来】的幽淡的薄荷气息。

‘길 양쪽의 수수밭에서 날아 오는 그윽하고 담백한 박하 향기’
ㄹ.一个高大的人影在河堤上一闪，我父亲和我奶奶被【拉下】河堤。

‘커다란 사람 그림자 하나가 갑자기 둑 위에서 번쩍하더니 아버지와 할머니를
둑아래로 끌어 내렸다.’
ㅁ.它们竟然【认不出】主人啦。

‘나귀들은 뜻밖에 주인을 알아 보지 못했다.’

이 때, ‘V1어 V2’는 (21ㄱ), (21ㄴ)과 같이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21
178) 다만 이때 ‘날아 올랐다’의 예에서 보듯 ‘V1’이 원인이라기보다 방식(manner)으로 읽히는 예들이
많으며, ‘때려 부쉈다’처럼 결과의 ‘V2’가 동사로 나타나고 주어에 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형용사와
같이 대상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때 ‘V1’은 방식과 행위동작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상태가
V2로 나타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채택하는 결과의 정의에 따라 ‘V1어 V2’를 결과구문의
일종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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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21ㄹ)처럼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있으며 (21ㅁ) 과 같이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류도 있다.
한편, 중국어 동결식과 대응하여 쓰인 ‘V1어 V2’에서 V2 자리에 보조동사인 ‘버
리다, 치우다, 두다, 놓다, 있다, 지다, 주다’ 등이 오는 예들도 다수 발견된다. 그 이
유는 한국어에서 이들 보조동사들이 그 자신의 어휘적 의미 외에 선행 동사의 완결
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기 때문이다. 선행동사의 완결을 확정짓는 것
은 그에 함축된 결과상태의 실현을 확실히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중국어 동결식
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결과보어 중에는 ‘好，完，过,到,得,着,掉’ 등의 요
소가 있어 선행동사의 완결을 표시하거나 그 이후의 결과상태를 표시하는 상적 표
지로 쓰인다. 따라서 중국어 동결식의 대응 표현에 한국어 보조동사가 등장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주동사와 보조동사의 결합이 ‘V1어
V2’ 형식을 이룸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래는 그 대응 양상의 보기를 보인 것이다.

[표 6-9] 중국어 PVC 구문의 한국어 대응 형식
중국어 PVC 구문
那人【撕掉】蒙面黑布，显出了真相

한국어 대응 형식
그자가 얼굴에 뒤집어쓰고 있던 검은
수건을 벗어 버리자 ...

他【找到】一柄锋利的铁锹。

날카로운 삽 하나를 찾아 냈다.

你躺在这里【睡着】了吗……"

니가 여기 누워서 곯아 떨어 진 거냐...

이처럼 한국어의 ‘V1어 V2’ 형식과 중국어의 동결식은 상적인 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각각의 언어에서 각종 상적 표지
들을 문법화 시켜내는 원류가 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 두 형식은 어순에 있어
서도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바, 한국어의 각종 결과표시 형식 중에서 중국어의 동결
식과 가장 유사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되는 형식은 ‘V1어 V2’ 구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장의 텍스트 분석결과 중국어 동결식에 양적으로 가장 많이 대
응하는 형식이 ‘V1어 V2’라는 점에서도 뒷받침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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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V1어 V2어 V3(...)’ 로 대응
동사 세 개가 연결된 ‘V1어 V2어 V3’ 대응형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해
당 중국어 원문의 ‘동사+보어’ 중 ‘보어’가 대부분 추향보어(방향보어)라는 점이다.
원래 중국어 추향보어의 사용 빈도가 높기도 하지만 전체 약 100건의 샘플 중 80
건 이상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비율을 상회한다. 이때 문장의
형식은 거의 자동사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어 대응 표현이 동사 세 개 연결형
인 경우, 자동사 이동구문을 구성하여 자발적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낼 가능성
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앞서 하나의 한국어 동사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국어 동결식의 보어가 추
향보어인 예가 현저하게 많다고 하였으나 그 경우 문장형식이 타동문이면서 지각동
사·인지동사·자세동사와 관련된 경우가 주를 이룬다 하였다.
한편 세 개 동사로 대응되는 경우 중국어 원문의 표현은 동사 두 개가 결합된 경
우도 있고 세 개가 결합된 경우도 있는데, 그 둘 간의 비율은 7:3 정도로 여전히 두
개 동사 결합형이 더 많지만, 전체로 보아서는 세 개 동사 결합형의 비중이 이 유형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179) 이러한 사정은 한국어 번역 표현에서 동사 네 개
이상이 ‘-아/어’로 연결된 경우에도 비슷해서 이들과 대응하는 중국어 원문의 동결
식 역시 3개(혹은 이상)의 동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약 30%를 차지한다.
즉, 중국어 원문의 동결식이 동사 세 개 결합형이면 한국어도 세 개 이상의 동사로
대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V1어 V2어 V3’로 대응된 실제 예들이
다.

(22) ‘V1어 V2어 V3’ 의 예
ㄱ.罗汉大爷几乎不敢相信，这么容易就【逃出来】了。
179) 한국어 번역 표현이 단일형태소 동사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 중국어 원문 동결식의 동사 개수는 2개
인 경우가 절대다수로, 254개 샘플 중 원문 동결식의 동사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10여 건에 불
과하여 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번역 표현이 ‘V1어 V2’형, 즉 2개 동사 연결형인 경우에도 중
국어 원문 동결식의 동사 숫자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0퍼센트 정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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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한 큰할아버지는 자신이 이렇게 쉽게 도망쳐 나 올 수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
기지 않았다.’
ㄴ.引火绳口兹口兹地响着，冒着白烟【消逝】了。

‘도화선은 츠츠츠 하는 소리를 내며 하얀 연기를 뿜어내고는 그만 사그라져 버
렸다.’
ㄷ.两股热辣辣的泪水从眼窝里【凸出来】。

‘뤄한 큰할아버지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라 왔다.’

(23) ‘V1어 V2어 V3어 V4’ 의 예
ㄱ.隐在倾斜的脸面下的嘴里，【吐出】一串一串的五彩泡沫。

‘비스듬한 얼굴 밑에 감춰져 있는 입속에서는 계속해서 오색찬란한 거품이 뿜어
져 나 왔다.’
ㄴ.手枪已老，烧蓝【退尽】。

‘소총은 낡아서 총 표면에 칠해져 있던 산화 방지막이 다 닳아 없어 져 버렸다.’

(24) ‘V1어 V2어 V3어 V4어 V5’ 의 예

一对对圆杆状的眼睛从凹陷的眼窝里【打出来】

‘작은 막대 사탕같이 생긴 게 눈은 움푹 들어간 눈구멍이 속에서 툭
불거 져 나 와 있었다.’

한편 동사 세 개 연결형인 ‘V1어 V2어 V3’로 대응되는 경우 각 동사는 어떤 순서
로 배열되며 그들 간의 의미관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선 ‘V1어 V2어 V3’ 의
구조를 보이는 예들의 유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5) ㄱ. 쓰러 져 있다, 흩어 져 있다, 늘어 져 있다
ㄴ. 올라 와 있다, 들어 와 있다
ㄷ. 들어 와 버리다, 날아 가 버리다, 내 버려 두다, 늘어 뜨려 놓다
ㄹ. 닳아 없어 지다, 울려 퍼 지다, 굴러 떨어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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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쏘아 쓰러 뜨리다, 밀어 떨어 뜨리다
ㅂ. 미끄러 져 내리다, 떨어 져 내리다
ㅅ. 달려 들어 오다, 떠 내려 오다, 풀려 나 오다, 기어 올라 오다
ㅇ. 걸어 들어 가다, 달려 내려 가다, 뛰어 올라 가다, 흘러 나 가다,
ㅈ. 숨어 들어 가다, 빨려 들어 가다

우선 위의 예들은 보조동사가 결합된 예들이다. 이 중에서 (25ㄱ), (25ㄴ)은 ‘V1
어 V2어’ 가 다시 보조동사 ‘있다’와 결합한 것인데, ‘-어 있다’는 한국어의 대표적
인 결과상 표지로 인정되고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문법 형태소로 문법
화하기 전의 우언적 구성 단계에 있어 보조동사로 분류되므로 여기서 ‘V1어 V2어
V3’의 한 유형으로 계산되었다.180)
(25ㄱ)의 ‘쓰러져 있다, 흩어져 있다’ 등은 ‘V1어+지어+있다’의 구조로서 이때
‘지다’는 피동주 혹은 경험주가 ‘지다’에 선행하는 V1 동사의 영향을 입은 상태로 변
화함을 나타내는 요소이며 ‘있다’는 그러한 변화의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즉, 이들은 어미 ‘-어’로 연결되는 ‘V1어 V2(...)’형 동사연결구성 중 상
태변화 결과 지속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25ㄴ)
의 ‘올라 와 있다, 들어 와 있다’ 는 이동 후 위치 변화된 결과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25ㄷ)의 ‘버리다, 두다, 놓다’ 등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 이들이 원래 가지는
어휘적 의미에 더해 선행 동사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해 주는 보조동사들로서, (25
ㄷ)의 예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보태고 있다. 동작의 완료나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이
러한 표지들은 동사 두 개 연결구성인 ‘V1어 V2’에서 V2로 나타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중국어의 결과보어 중에도 완료상 및 결과상 표지로 쓰이는 부류들이 포함되
어 있는 것과 평행한 현상이며 따라서 중국어 동결식의 번역 표현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동사 세 개 연결형 ‘V1어 V2어 V3’ 에서는
V2가 이미 결과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조동사들로써 상기한
180) 단, 본고의 앞선 논의에서는 ‘부산에 가 있다’ 와 같은 예들을 결과구문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본
텍스트 분석에서만 대응 표현으로 카운트하였음을 밝힌다. 본고에서는 ‘-어 있다’를 결과상 표지로 보
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충연(2010)에서는 ‘걸려 넘어지다’의 예와 함께 ‘부산에 가 있다’의 예도
한국어의 결과 후치형 결과구문으로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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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능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고 있다. 이때 그 쓰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
택적인 것이다.
한편, (25ㄹ)과 (25ㅁ)에서 세 번째 동사로 나타난 ‘지다’와 ‘뜨리다’는 역시 보조
동사에 포함되지만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일단 표면상 ‘지다’는 동사에 피동적 의
미를 더하는 반면, ‘뜨리다’는 사동적 의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사건 참여자가 모종의 변화를 입게 됨을 표시한다. 이때 ‘지다’는 경험주나 피
동주, 혹은 대상 주어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뜨리다’는 대상 및 피동주 목적어
가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함축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25ㅂ)-(25ㅈ)의 예들은 이동에 따른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V1어 V2어 V3’ 대응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류이다. 즉,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사 세 개 연결형은 한국어에서 자동사 이동 사건을 표시하는 데 가장 전형적으로
쓰이는 형식이다. 이때 세 번째 동사에는 이동을 나타내는 ‘가다, 오다, 오르다, 내
리다, 들다, 나다’ 등 이동 동사만이 올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다/오다’ 결합형
이 가장 많다.181) 한편 이처럼 자동사 이동을 나타내는 ‘V1어 V2어 V3’의 경우, 앞
장에서 밝혔듯이 각 동사들의 의미 관계는 일정한 배열을 보인다. 우선 ‘가다/오다’
는 마지막 순서(V3)에 고정되며 이때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동+직시(deixis)]
이다. ‘가다/오다’ 앞 V2에는 일반적으로 [경로]를 나타내는 요소가 오며, 그보다 앞
자리에는 이동사건의 [방식]이나 [원인]이 온다.182) 이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예
시할 수 있다.

181) ‘오르다, 내리다, 나다, 들다’ 등은 현대 한국어에서 ‘날아오르다, 뛰어내리다, 벗어나다, 굴러들다’
와 같이 복합동사에 참여하여 이동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단독형으로는 그 쓰임이 제한적이다. 또, 쓰
인다 하더라도 의고적인 색채를 띠는 경우가 많다.
182) 앞의 4장과 5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동사건을 구성하는 의미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지언어학
적 관점에서 이동에 관한 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Talmy(1985:61)에 따르면 ‘이동
사건’을 구성하는 성분으로는 ‘전경(Figure), 배경(Ground), 경로(Path), 이동(Motion), 방식
(Manner), 원인(Cause)’ 등이 있고, 그중 ‘전경, 배경, 경로, 이동’이 이동 사건의 기본 요소가 되며
‘방식과 원인’은 부차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하였다. “The paper blew off the table"에서 보듯
영어의 경우 이동동사의 개입 없이 ”방식, 원인동사+경로“ 만으로도 이동사건을 구성할 수 있고 이때
경로는 부치사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는 이동동사가 개입된 동사연결구성으로 나타나며 경로 역시
동사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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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ㄱ. [방식]+[경로]+[이동+직시소]
달려 들어 오다, 날아 올라 가다, 뛰어 넘어 가다, 굴러 내려 가다
ㄴ. [원인]+[경로]+[이동+직시소]
빨려 들어 가다, 배어 나 오다

이처럼 이동동사와 결합하여 자동사 이동사건을 나타내는 ‘V1어 V2어 V3’ 의 빈
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원문의 동결식은 어떤 양상
을 보일까?

(27) ㄱ. 一股新鲜的高粱酒的味道，从那洞里【涌出来】。
‘...거기에서는 신선한 고량주 향기가 풍겨 나 왔다.’
ㄴ. 血从他鼻子里【流出来】。
‘그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 나 왔다.’
ㄷ. 推开车门【跳出来】
‘차 문을 밀고 뛰쳐 나 와’
ㄹ. 任副官怒冲冲【闯进来】，吓了奶奶一大跳。
‘런 부관이 노기등등하게 뛰어 들어 오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ㅁ. 毛驴高亢的叫声，【钻进高粱地里来】
‘나귀가 목청 높여 울부짖는 소리가 수수밭으로 전해 져 왔을 때’

위 예들에서 보듯 중국어에서도 자발적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 동사 세 개 연결형
으로 쓰는 일이 많고, 이때 동사의 배열 순서도 한국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즉,
[방식]+[경로]+[이동+직시소] 혹은 [원인]+[경로]+[이동+직시소]의 순서로 나
열됨을 알 수 있다. 이때 마지막의 [이동+직시소] 요소로 한국어의 ‘오다/가다’와
대응을 이루는 ‘來/去’가 오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27ㅁ)과 같이 도달장소 명사가
목적어로 개입되어 있을 때는 [이동+직시소] 요소인 ‘來/去’가 장소 목적어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
한편, 중국어의 경우 자발적 이동사건을 아래와 같이 동사 두 개로 표시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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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ㄱ.又【滋出】了新鲜的津液

‘다시 신선한 액체가 스며 나 왔고’
ㄴ.
【拐进】高粱地后雾更显凝滞

‘수수밭으로 돌아 들어 가자 안개는 더욱 짙게 엉기고’
ㄷ.
【跳上】河堤后,

‘둑 위로 뛰어 올라 가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경우, ‘수수밭으로 돌아 들자’ 나 ‘둑 위로 뛰어 올라서’는
가능한 표현이기는 하나 ‘가다/오다’가 결합되어 있을 때에 비하여 목표점에의 도달
여부가 불확실하게 느껴지며, ‘*신선한 액체가 스며 났고’의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즉, 이동동사 중 ‘나다’는 ‘벗어나다, 달아나다, 넘쳐나다’ 등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동사연결형의 마지막 자리에서 ‘가다/오다’를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달려/걸어/굴러/날아 났다).183)
한편, 동사 네 개가 연결된 ‘V1어 V2어 V3어 V4’

형식도 29개 표본이 관찰된

다. 이들의 중국어 원문 대응 형식은 동사 두 개 연결형일 수도 있고 세 개 연결형
일 수도 있는데, 만일 중국어 동결식이 동사 세 개짜리인 경우 세 번째 동사는 모두
‘來‘ 혹은 去’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대응형의 구조는 어떠한가? 네 개 동사 연결형,
즉 ‘V1어 V2어 V3어 V4’의 구조적 특징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29개의 표
본 중 27개가 ‘V1어+지어+나아+오다/가다’의 꼴을 취하고 있다. 실제 예를 몇 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10] ‘V1어 V2어 V3어 V4’ 형식의 사용례 : ‘지다’가 V2에 오는 경우
텍스트 원문

한국어 번역표현

秀出来,拔出

빠 져 나 오다

射出

쏘아 져 나 오다

滑脱

빠 져 나 가다

183) ‘뛰어나다, 살아나다, 자라나다’ 등의 예가 있으나 이들은 이미 이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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迸出,吐出 ,
滋出来,蹿出

뿜어 져 나 오다

炸裂,钻出来

터 져 나 오다

蹿出来,
洒出

쏟아 져 나 오다

脱离

떨어 져 나 오다

위 표를 보면 동사 네 개가 연결되는 경우 두 번째 동사는 ‘지다’, 네 번째 동사는
‘오다/가다’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 위 예들에서는 세 번째 동사가 ‘나다’ 로만 나타
났으나 ‘들다’(빠 져 들어 가다, 쏟아 져 들어 오다)와 ‘내리다’(떨어 져 내려 오다,
쏟아 져 내려 오다) 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원인]+[변화]+
[경로]+[이동직시소]의 배열을 보인다.
위 형식에서 벗어난 예는 다음 몇 경우만이 관찰되는데, ‘지다’가 세 번째 동사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본 텍스트 분석에서 추출되지는 않았지만 ‘나 가 떨어 지다’와
같은 구성도 가능하다.
[표 6-11] ‘V1어 V2어 V3어 V4’ 형식의 사용례: ‘지다’가 V3에 오는 경우
텍스트 원문
退尽
泻下来

한국어 번역표현
닳아 없어 져 버렸다
퍼 부어 져 내렸다

한편 다섯 개 동사 연결형인 ‘V1어 V2어 V3어 V4어 V5’ 의 경우, 위와 같은 ‘V1
어져 나오다/가다’에 ‘-어 있다’가 연결된 ‘V1어 져 나와/나가 있다’의 형태를 이룬
다. 이때 ‘-어 있다’는 상적 표지로서 선택적으로 붙는 것이므로 다섯 개 동사 연결
형을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다섯 개의 동사가 ‘-어’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건을 구성한다면 그 마지막은 ‘있다’ 동사라고 할 수 있다.
(
29) ㄱ.一对对圆杆状的眼睛从凹陷的眼窝里【打出来】。

‘막대사탕 같이 생긴 게 눈은 움푹 들어간 눈구덩이 속에서 툭 불거져 나와 있
었다.’
ㄴ.枪口堵着一团破棉絮。抬杠的后部【翘出】一根引信。

‘총의 뒤쪽에는 신관(信管)이 삐져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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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X게+V’구문으로 대응

‘X게+V’형식으로 대응되는 경우는 총 56건이 관찰되었다. 이는 전체 표본 1800
여 개의 약 1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X게+V’형식이 한국어의 대표적인 결과
구문으로 인정받고 있기는 하나 출현빈도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를 표시하는 ‘X게+V’형식의 전형은 ‘-게’ 선행요소로 형용사가 오는 경우인
데, 중국어 원문에서나 한국어에서나 마찬가지로 형용사로써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
는 제한적이다. 전체 54개 표본 중에서 중국어 원문의 동결식에서 보어부분이 형용
사성인 것은 27개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한국어 번역표현에서 ‘-게’의 선행요소가
형용사성인 것은 47개로 훨씬 많다. 이는 한국어에서 ‘X게+V’형식으로 결과를 표시
하기 위해서는 X를 형용사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이 형식의 노출 빈도가 낮은 것은 ‘X’와 동사 사이에 적절한 의미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추출한 ‘X게+V’간 관계
는 대략 다음과 같다.

[표 6-12] 중국어 동결식과 대응된 ‘X게+V’구문의 예
X게

동사

X게

동사

부들부들하게

변하다

둥그렇게

뜨다

크게

뜨다

평평하게

눕히다

벌겋게

변하다

확실하게

밝히다

붉게

적시다

말끔하게 X 3

씻기다

푸르게

적시다

잘게

치다

시퍼렇게

물들다

정확하게

겨누다

붉게

물들다

창조하게

되다

가득 차게

붓다

붉게

녹슬다

단단하게

밀착시키다

뻣뻣하게

서다

-272-

곧게

펴다

떨게

하다

놀라게

하다

흩어지게

하다

새까맣게

타다

똑똑하게

보이다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게

벗기다

납작하게

누르다

울긋불긋하게

그을다

평평하게

메우다

발갛게

물들다

편안하게

늘어지다

가련하게

떨리다

그득하게

널리다

더 빠르게

달리다

납작하게

엎드려지다

높게

날아오르다

말끔하게

씻겨내다

선명하게

되살려주다

뜨겁게

달아있다

빠르게

내달렸다

누렇게

말라죽은

완전무결하게

벗겨내다

둥글게

둘러서다

말끔하게

닦아내다

무겁게

느껴지다

똑똑하게

들려오다

즐비하게

널려 있다

납작하게

눌러놓다

유창하게

따라 부르다

생생하게

바라보다

불룩하게

튀어나오다

우선 ‘-게’의 선행요소로 동사성 요소가 오는 경우는 ‘하다’나 ‘되다’가 결합하여
사·피동 관계를 이루는 예가 있다. 또, ‘V게’의 내용이 ‘가득 차게’나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게’와 같이 채움 혹은 비움의 동사 행위가 그 대상에 동형적(homomorphic)
으로 사상되어 양적 척도의 양 극단에 다다른 상태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예들도
관찰된다.
‘-게’의 선행요소로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 ‘A게’ 와 동사 간의 관계는 “푸르게 적
시다”, “새까맣게 타다”, “붉게 녹슬다”, “납작하게 눌러놓다”, “평평하게 눕히다”, “잘
게 치다”, “말끔하게 벗겨내다”, “불룩하게 튀어나오다”와 같이 ‘A게’가 대상의 색채
나 형상, 표면 감촉, 공간 배치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
수를 이룬다. 또 이때 동사의 의미로부터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둘 사이의
공기관계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완전무결하게 벗겨내다”, “확실하게 밝히다”, “유창하게 따라 부르다”와 같이
동사가 표시하는 사건에 대한 개념화자의 평론자적 판단 내용도 ‘A게’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의 의미를 결과표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은 한·중 양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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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일하다. 다만, 중국어의 경우 부사어와 보어로써 표시하는 의미에 구별이 있
는데 반해 한국어는 그 모두를 부사어로 표시한다는 점은 큰 차이로 남는다.

6.2.4. ‘X도록+V’구문으로 대응
본고의 텍스트 분석에서 중국어의 동결식이 한국어의 ‘X도록+V’형식으로 번역된
예는 다섯 건에 불과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중국어에서 결과 혹은
정도를 표시할 때 한국어의 ‘-도록’과 같은 ‘도급(到及)’의 개념을 끌어 쓰지 않음
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중국어 원문에서 영어의 ‘until’이나 한국어의 ‘-도
록’에 해당되는 도급의 표현이 나타난다면 번역표현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도록’은 ‘-게’에 비하여 그 어휘적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지 행위와 결과 사이에 ‘得’을 개재시켜
나열하기만 하여도 그 행위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다. 한국어와 같이 ‘어디에 미칠
때까지’라는 도급의 개념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30) 她

洗

衣服 洗

得

太阳 都

下

山 了。

그녀 빨다 옷 빨다 (구조조사) 태양 벌써 지다 산 (완료)
‘그녀가 빨래를 (너무 오래) 해서 해가 벌써 산을 넘어갔다.’
‘그녀는 해가 지도록 옷을 빨았다.’

따라서, 본 텍스트 분석의 결과가 ‘X도록+V’에 대한 한국어의 실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 참고로 텍스트 분석 결과 얻어진 예문을 제시한다.

(
31) ㄱ.父亲吃螃蟹【吃腻】了。

‘아버지와 할머니는 게를 물리도록 먹었다.’
ㄴ.我奶奶【喝醉】了酒

‘할머니는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는’
ㄷ. 一直【喝到】太阳过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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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술을 마시고 난 뒤에야’
ㄹ.爷爷把枪【砸成】一堆碎铁

‘할아버지는 총이 가루가 나도록 박살을 낸 뒤에’

6.2.5. ‘NP로+V’구문으로 대응
앞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NP로+V’구문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이동사건 표시 형
식이다. 또, 이동사건을 구성하는 내부 요소들 간의 관계 및 구문의 의미가 은유적
으로 확장되어 상태변화 사건을 표시하는 구문을 구성하기도 함을 보았다. 전자의
경우 NP에 부여되는 의미역은 도착점역(goal)이고, 후자의 경우 NP에 부과되는 의
미역은 결과상태역(final state)이다.
중국어에서 이동사건을 표시하는 형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와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하나 혹은 두 개)를 나란히 써서 이동을 표
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구를 써서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다. 중국어 문법체계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동사+보어’의 구조라 할 수 있으나, 전자
는 보어의 성분이 동사이고 후자는 전치사구이다. 또, 전자는 한국어의 이동사건 표
시 형식과 유사한 반면, 후자는 영어의 이동사건 표시방식과 유사하다.

(
32) ㄱ.气球 飘

上

184)

天空 。

了

풍선 뜨다 오르다 (완료) 공중
‘풍선이 공중으로 떠 올랐다.’
ㄴ.猴子

跳

원숭이 뛰다

在

马背 上 。

(pre.)-에 말등 위

‘원숭이가 말등 위에 뛰어 올랐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
184) 영어의 경우, 이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동작 방식 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으로도 이동을 나
타낼 수 있고, 심지어 소리 방출 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으로도 이동을 나타낼 수 있다. 앞서 4장에
서 소개한 영어 결과구문의 유형 중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부류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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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총 1808개의 중국어 동결식 표본 중 한국어 ‘NP로+V’로 번역된 예는
171건으로 전체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중 하나의 동사가 나타나는 ‘NP로
+V’형은 50여개, 동사 연결형으로 구성된 ‘NP로+V1어V2(...)’ 형은 약 120개가 관
찰되었다. 두 유형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3) NP로+V
奶奶满脸的红润，都【集中到双腮上】

‘할머니의 얼굴에 고르게 퍼져 있던 불그스름한 술기운은 두 뺨으로 모이고’
(34) NP로+V1어V2(...)
父亲的眼里蒙着泪水，但不到【流出眶外】的数量。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렸지만 눈 밖으로 흘러나올 만큼은 아니었다.’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크게 이동의 의미와 상태변화의 의미가 있다. 즉, ‘NP로’
가 이동의 도달점을 나타내는 예와 상태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예로 대별된다. 그
출현빈도는 도달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자는 150여 건인 반면,
후자는 18건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어 ‘NP로+V’로 번역되는 중국어의 동결식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크게 ‘V在+NP’와 ‘V到+NP’
+NP’

186)가

185)

및 ‘V+추향보어’ 로 나뉘며, 거기에 더하여 ‘V成

일부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6-13] 한국어 ‘NP로+V’로 번역되는 중국어의 동결식
유 형

출현 횟수

‘V到+NP’

80회

‘V在+NP’

32회

185) 단, 중국어 보어 중 하나인 ‘在’는 명백히 개사(전치사)로서 후행하는 NP와 함께 전치사구를 구성하
나, ‘到’는 전치사로 볼 수도 있고 동사로 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到’의 범주와 관계없이 ‘在+NP’
와 ‘到+NP’ 의 한국어 대응 형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며 살피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186) 중국어의 보어 중 ‘成’은 ‘爲, 作’ 등과 함께 문법화의 진전도가 높은 부류에 속하는데, 동사와 결합
하여 ‘V成’을 형성한 후 후행 NP성분을 목적어로 취한다. 거칠게 말하면 한국어 ‘NP로+V’의 ‘-로’와
같은 문법 성분으로 변화해 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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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추향보어’

49회

‘V成+NP’

11회

계

171회

위 표의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NP로+V’와 의미적으로 가장 잘 대응하
는 중국어 동결식 형태는 ‘V到+NP’라고 할 수 있다. ‘V在+NP’도 적잖이 겹치는 부
분이 있으나 전자보다는 못하다. 이는 우선 직관적으로 조사 ‘-로’가 가지는 ‘방향
성, 과정성’의 자질이 ‘在’보다는 ‘到’와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경우의 예를 대별해서 보인다.

(
35) ㄱ.“
你们，都给我【滚到轿子后边去】，要不我就开枪啦!
”

‘“너희들은 모두 가마 뒤쪽으로 물러서. 그렇지 않으면 총으로 갈겨 버릴 테니!”’
ㄴ.娘--我父亲撕肝裂胆地高叫一声，身体【弹到堤上】。

‘“엄마--”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불러대며 둑 위로 뛰어올라갔다.’
ㄷ.西边的队员们也【冲到了车前】。

‘서쪽에 있는 대원들도 차 앞으로 돌진해왔다.’
(
36) ㄱ.它们就【停泊在河边的生满杂草的浅水里】

‘그것들은 다 잡초가 무성한 강변의 얕은 물가로 떠밀려와 있다가’
ㄴ.手枪【落在一棵叶子折断的金色苦菜花上】。

‘총은 잎이 잘린 황금색 씀바귀꽃 위로 떨어졌다.’
ㄷ.蛤蟆【躲在高粱根下】

‘개구리들은 수수의 뿌리 속으로 숨어들어가’

텍스트에서 추출된 ‘NP로+V’표현의 대부분은 ‘NP에+V’로 바꾸어 써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단, 위 (35)의 예들은 ‘V到+NP’를 ‘NP에+V’로 번
역하면 어색한 경우를 가려 제시한 것이다. 또, (36)의 예들은 ‘V在+NP’가 한국어
‘NP로+V’로 번역되어 있기는 하나 ‘NP에 V’라고 번역할 때 더 자연스러운 경우이
다. 다시 말해, ‘NP로+V’는 그 의미상 대체로 중국어 ‘V到+NP’와 가장 잘 부합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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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V成+NP’ 가 주목되는 이유는 추출된 11회 모두 상태변화를 나타내고 있
기 때문이다. 즉, 중국어의 ‘V成+NP’는 한국어의 ‘NP로+V’형식에 직접적으로 대응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표시하는 의미는 상태변화이다. 아래 예들에서 보듯, 상
태변화를 나타내는 ‘NP로+V’중에는 중국어의 ‘V成+NP’ 외에도 ‘V在一起 (하나로
V)’와 같은 고정적 표현과 대응하거나 ‘V得＋정도보어’ 에 대한 대응으로 ‘∼할 정
도로+V’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37) ㄱ.嚓一声【撕成两半】，递给王文义。

‘확 하고 둘로 갈라 왕원이에게 건네주었다.’
ㄴ.我奶奶由黄花姑娘【变成了风流少妇。】

‘할머니는 순결하고 청초하던 처녀에서 풍류를 아는 성숙한 여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ㄷ.一群群大雁往南飞，一会儿【排成个“
十”
字】，一会儿排个 "
人"
字，等等。

‘기러기들은 한 줄로 늘어서거나 사람 인자를 그리며 무리 지어 남쪽으로
날아간다.’
ㄹ.
【烧成一片可怜的艳红。】

‘가련한 붉은빛으로 온통 달궈놓았다.’
ㅁ.墨河水由暗红渐渐【燃烧成金红。】

‘검붉던 모수이 강이 서서히 붉은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ㅂ.刑场【选在.
.
.
.
.
.
半月形湾子边。】

‘형장은 ......반달 모양의 도랑가로 결정되었다.’
ㅅ.黑血把地上的碎高粱.
.
.
.
.
.
，都【弄得肮脏不堪。】

‘머리에서 흘러내린 검은 피가, 땅바닥에 널려있던 수수들을...... 더러워서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ㅇ.把胶县平度县两座县城【连在一起】的胶平公路。

‘그렇게 갈라진 자오현과 핑현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자오핑로였다.’

한편, ‘NP로+V’구문은 위와 같은 일부 예들 외에는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위치변
화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단, 문자적인 의미는 위치변화를 나타내지만 은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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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변화를 표시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38) ㄱ.父亲【跳上河堤】后，还在想着去年的一些情景

‘아버지는 둑 위로 뛰어올라가서도 여전히 지난해의 그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다.’
ㄴ.王文义一头栽下河堤，也【滚到】了河床上,

‘왕원이는 곧장 둑 아래로 곤두박질쳤다가 다시 강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ㄷ.大爷躺着不敢动，竟迷迷糊糊地【睡过去】。

‘뤄한 큰할아버지는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깜빡 어렴풋하게 잠 속
으로 빠져들었다.’

이로써, 한국어의 ‘NP로+V’는 위치변화와 상태변화를 모두 표시할 수 있는 형식
이며, 위치변화를 나타낼 때는 중국어 ‘V到+NP’와, 상태변화를 나타낼 때는 ‘V成
+NP’ 와 가장 전형적으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6.2.6. ‘NP에+V’구문으로 대응
위 7.4.5에서 ‘NP로+V’로 대응된 경우를 알아본 데 이어 이 절에서는 한국어
‘NP에 V’와 중국어 동결식 간의 대응 양상을 살펴본다. 한국어 조사 ‘에’와 ‘로’가
표시하는 의미가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들이 위치의
변화, 즉 이동 후 도달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만일
이들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차이를 보인다면 그 차이의 경향을 분석하는 일은 한국
어 ‘에’와 ‘로’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국어 동결식을 ‘NP에+V’로 번역한 사례는 총 178건으로 전체의 약 10퍼
센트를 차지한다. 이는 다른 형식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은 수치로서 ‘NP에+V’가
한국어에서 결과(목표점) 도달을 나타내는 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NP에+V’
로 번역된 동결식의 유형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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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NP에+V’로 번역된 동결식의 유형
유 형

출현 횟수

‘
V在+NP’

117회

‘
V到+NP’

39회

기 타

22회

계

178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NP에+V’와 가장 전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어 동결
식은 ‘V在+NP’인데, 앞서 ‘NP로+V’의 전형적인 대응쌍은 ‘V到+NP’라고 한 것과
대비된다. 물론 이것은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응을 말하는 것
이며, 두 경우 모두 ‘V在+NP’와 ‘V到+NP’가 교차되어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에서
‘NP에‘와 ‘NP로’가 가지는 의미 및 공기관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영한다 하겠다.
한편, ‘NP로’와 ‘NP에’ 이외에 중국어 동결식과 대응되어 쓰일 수 있는 조사구로
‘NP까지’를 들 수 있다. 본 텍스트 분석에서 ‘NP까지+V’가 추출된 것은 총 22건이
었으며 그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4건을 제외하고 모두 ‘V到+NP’형이었다. 해당 예들
을 아래에 제시한다.
(
39) ㄱ.
【听到这里】，我兴奋异常。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난 몹시 흥분했다.’
ㄴ.第二夜，奶奶手持剪刀，【坐到天明】。

‘둘째 날도 할머니는 손에 가위를 든 채로 날이 밝을 때까지 꼬박 앉아
있었다.’
ㄷ.一种从未有过的冰冷从脚底【上升到腹部】，在腹部集合成团,产生强大压力。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얼음 같은 냉기가 발끝에서 배까지 올라와 배에서
한데 모이더니 그것이 배를 힘껏 눌러댔다.’

중국어 원문의 ‘V到NP’ 가 ‘NP까지+V’로 번역된 경우, 대부분은 ‘NP로 V’나 ‘NP
에 V’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39ㄱ)과 (39ㄴ)의 경우 그러한 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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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불가하다.
(40) ㄱ. *여기로 들었을 때 난 몹시 흥분했다.
ㄴ. *여기에 들었을 때 난 몹시 흥분했다.
(41) ㄱ. *날이 밝을 때로 꼬박 앉아 있었다.
ㄴ. *날이 밝을 때에 꼬박 앉아 있었다.

즉, 이동동사가 아닌 동사와 결합하여 시간적 도급(到及)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중국
어 원문 동결식이 ‘V到NP’라 할지라도 ‘NP로’ 혹은 ‘NP에’로 표시할 수 없고, 도급
의 어휘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NP까지’로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39ㄷ)의 예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복수의 경유지점이 제시되는 경우로, 이때는
표현적인 면에서 ‘NP까지 V’의 형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총 22건이 추출
된 ‘NP까지+V’의 표본 중 상당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위의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어 ‘V到’의 ‘到’는 한국어의 ‘NP에’의
‘에’, ‘NP로’의 ‘로’, 그리고 ‘NP까지’의 ‘까지’와 의미자질의 일부를 공유하지만 그
의미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앞선 관찰들
을 종합할 때 우리는 ‘V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즉, 중국어
동결식의 하나인 ‘V到NP’는 동사 행위의 도달점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NP
에’, ‘NP로’, ‘NP까지’와 의미상 상통한다. 하지만 그 도달점은 모종의 이동 혹은 변
화 과정을 전제하는 도달점이라는 점에서 ‘NP에’ 보다는 ‘NP로’나 ‘NP까지’에 더 가
깝다. 그런데, 한국어의 ‘NP로’는 이처럼 이동이나 상태변화 끝의 도달점을 표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도달점을 적시하거나 강조하는 용법으로는 쓰일 수 없다. 따라
서 이동이나 상태변화 과정을 전제하되 끝점이 강조되는 ‘도급’의 상황에서는 ‘NP
로’ 대신 ‘NP까지’가 쓰인다. 중국어 ‘V到’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서, 모종의 변화
과정을 전제하여 특정한 도달점에 이름이 보장되기만 하면 두루 쓰일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한국어의 ‘NP에 V’는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져 왔듯이 이동의 결과를
나타내기는 하나, 그 의미의 중심이 도달점 자체에 주어질 뿐 변화의 과정을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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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점에서 ‘NP로’와 구별된다. 한국어 ‘NP에 V’의 이러한 특성은 중국어
동결식 ‘V在+NP’와 유사한 면이 있다. 단, 중국어의 ‘V在+NP’는 동작 후 어떠한
장소에 존재하게 됨을 나타낼 뿐 애초부터 이동을 나타내는 형식이 아니어서 순수
한 이동 동사와는 거의 결합하지 않는다.

6.2.7. 부사로 대응
이제까지 살펴본 중국어 동결식의 한국어 대응 표현은 동사·형용사 등의 서술성분
이 단독으로 혹은 구문을 이루어 대응하는 경우였다. 이와 달리 이 절에서 살펴볼
대응 형식은 결과요소가 부사로써 표시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표본은 전체 1800여 개 중에서 약 4퍼센트를 차지하는
71개였고, 특정 부사에 중복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4회 이상 중복 출현하는 예는
‘다, 잘, 가득, 잔뜩’ 등이다. 이들의 출현 횟수와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5] 중국어 동결식이 ‘부사로 대응’하는 예
구분
다

텍스트 원문

한국어 번역

爷爷【穿好】衣,

할아버지가 옷을 다 입고,

我的血【流光】了,

피가 다 빠져나가서

【收好】他的一切东西

“그의 물건들을 모두 잘 간수해라”

잔뜩

12회

5회

잘

가득

횟수

"
余司令，【打得好】!
“

“위사령관, 잘 싸웠네!”

【盛满】清水的大木盆

맑은 물이 가득 담긴 나무 대야

那时候【堆满】了洁白的

그때는 하얀 돌조각이랑 돌멩이들이

石条和石块

잔뜩 쌓여 있었고

5회
4회

이들 중 가장 많이 출현한 부사 ‘다’는 어떤 행위 동작이 완료된 것을 표시하는 ‘好,
完, 毕’ 계열의 보어, 혹은 행위의 대상이 소진되었음을 뜻하는 ‘尽,光’, 또는 정도
가 매우 심함을 뜻하는 ‘透’ 등의 보어에 대한 대응 표현으로 쓰였다. 또, ‘잘’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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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으로 원문의 보어 ‘好’와 대응되는데 그 형태는 ‘好,得好,得好好的’ 등으로 나
타난다. 즉,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이 긍정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가득’과 ‘잔뜩’은 그 의미가 유사하나, ‘가득’인 경우 특정한 용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가득’의 전형적인 대응 표현은 보어 ‘滿’으로 ‘印满,布满,缀满,
盛满,装满’ 등으로 쓰이고 있다. ‘잔뜩’ 역시 대응 표현이 동일해서 ‘沾满,布满,堆
满’ 등의 동보구조에서 보어 ‘滿’과 대응된다.

이상의 대응표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는 어떤 행위가 대상에 이체동형
적(homomorphic)으로 사상되어 양적으로 축적되거나 소진됨을 나타낼 때 그것을
결과로 파악하여 보어로써 표시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는 양적 범위를 나타내
는 부사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잘’의 쓰임과 그 대응표현을 보았을 때, 중국어에서
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매우 포괄적이고도 주관적인 평가를 보어 ‘好’로
나타냄으로써 이것을 일종의 동사가 초래한 결과로 보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전형적
으로 부사 ‘잘’을 써서 표시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동사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인다.
그 외 세 번 이하 출현한 부사의 예로는 ‘고루, 똑바로, 쭉, 떡, 퉁퉁, 넙죽, 갈가
리, 깜짝, 벌떡, 온통, 흠뻑, 깡그리, 제대로, 도로, 더, 일찍, 먼저’ 등이 관찰되는데,
이들 중 ‘온통, 흠뻑, 깡그리’는 ‘다, 잔뜩, 가득’과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루, 똑바로, 쭉, 떡, 퉁퉁, 넙죽, 갈가리, 깜짝, 벌떡’ 등은 행위에 수반되거나 행위
의 끝에 대상에 나타나게 되는 외적 형상을 표시하는 부류이다.
한편, 이러한 관찰은 한국어 부사 중에 의미상 결과 표시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류
가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하겠다. 특히 ‘잘’과 ‘다’의 경우, 두 언어에서 표시하는 방
식의 차이가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응표현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6.2.8. 기타 대응
이상에서 중국어 결과구문이라 할 수 있는 동결식에 대한 한국어 대응표현을 실
제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알아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주요 대응 형식은
하나의 동사, V1어V2(...) 동사 연결형, ‘-게 V’구문과 ‘-도록 V’구문, ‘NP로 V’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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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및 ‘NP에 V’구문, 부사 등이었다.
이들 형식 외에도 다양한 번역 표현들이 관찰되는데 그 중에는 번역자의 선택에
의한 의역이나 생략 등 자의적 표현 방식에 의한 것이 있고 번역자의 문체적 개성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듯 우연적인 경우 외에도
표본의 수는 적지만 중국어 동결식과 의미 있는 대응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기타의 형식들이 있다.
예를 들어 ‘책상을 깨끗이 닦다’의 ‘깨끗이’와 같은 ‘-이/히’형 파생부사와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다’의 ‘산산조각이’처럼 결과상태역을 받는 ‘이’ 결합형 명사구로 대응
되는 경우가 각각 19회와 7회 관찰되었다. 이들은 비록 그 숫자는 작지만 각각 ‘게 V’형 결과구문과의 연관성 및 한국어 보어의 존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
는 표본들이다.
우선 ‘-이/히’ 형 부사로 중국어 동결식에 대응시킨 경우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관찰된다. 이들 중에는 (42ㄱ)-(42ㄴ)과 같이 한국어에서도 결과의 의미가 비교적
뚜렷하고 ‘-게’형 부사어로 교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42ㄷ)-(42ㅁ)과 같이
‘-게’형과 교체되지 않고, 의미상 행위의 결과로 논항에 생겨난 변화 상태를 나타내
는지 동사의 행위를 수식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42ㅂ)-(42ㅅ)과
같은 경우 한국어로는 결과 해석이 어렵다.

(42) ㄱ. 말끔히 씻어내다(洗净)/닦아내다(擦掉)/흡수되다(吸收得干干净净)
ㄴ. 훤히 드러나다(闪出来)
ㄷ. 높이 날아오르다(跳起老高)/솟다(鼓起老高)/던져 올리다(扔了一个高)
ㄹ. 종적도 없이 사라지다(跑得无影无踪)
ㅁ. 산산이 부서지다(迸裂)
ㅂ. 가만히 서있다(
站定)
ㅅ. 쉴 새 없이 떨리다(
抖个不停)

특히 (42ㅂ), (42ㅅ)과 같이 동작에 수반되는 상태 혹은 정도에 대한 묘사를 중
국어에서는 동사 뒤에 써서 결과처럼 나타낼 수 있다. 따로 부사어 자리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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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보어로 표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일종
의 결과와 같이 드러낸다는 데 있다.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결과 표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것은 중국어와 동일하나, 한국어의 경우 동작의 양태· 방식 혹은
정도를 결과와 구분하여 표시하는 통사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모두 부사어로 표시
한다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다.
한편, 아래는 ‘NP1이 NP2가 V’형식으로 나타난 예들인데, 이 때 동사의 자리에는
‘되다, 나다’ 등 제한된 어휘들만 관찰된다. 이는 이른바 한국어 보어의 개념과도 관
련 되는데 여기서 보어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이들 ‘이/
가’ 조사구에 결과상태 의미역을 부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2장의 논의에서 이
러한 경우는 한국어 결과구문 유형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결과 사건을 특정
할 수는 있으나 원인 사건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뽕나무밭이 바다
가 되다’라는 문장에서 결과는 ‘바다가 되다’임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
게 된 원인사건이나 선행사건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아래 (43)
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어 대응 표현에서는 보어 앞의 동사가 원인사건으
표시하고 있다.

(
43) ㄱ. 流出的鲜血灌溉了一大片高粱，把高粱下的黑土【浸泡成】稀泥，使他们拔脚迟
缓。

‘시체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수수밭 한쪽을 널찍하게 적셔놓았고 수수 밑동
의 검은 흙은 피로 진창이 되어 그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ㄴ.勃朗宁枪口吐出一缕白烟。父亲头上一声巨响，酒盅【炸成】碎片。

‘브라우닝총의 총구에서 하얀 연기가 한 줄 뿜어져 나왔고 아버지의 머리
위에서 굉음이 한 차례 울렸다. 술잔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외에 중국어 원문에서 ‘동사+보어’로 나타내는 ‘동-결(動-結)’ 관계를

한국

어적 표현에 맞추어 원문의 일부 성분을 생략한 채 주술관계 혹은 술목관계로 바꾸
어 제시하는 예들도 관찰되는데 전자가 약 20회, 후자는 약 40여 회 추출되었다.
예시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아래 예들은 공통적으로 밑줄 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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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에 대한 대응 표현이 생략되고 결과만을 표시하고 있다.
(44) ㄱ. 凝成水珠 ： 물방울들이 생겨났고
ㄴ. 怎么也点不着 :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았다
(45) ㄱ. 红成血海 ： 피바다를 이루다
ㄴ. 炸成了碎块 : 박살을 내버렸다

이는 중국어식의 ‘動-結‘ 관계를 그대로 살려서 자연스런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
운 경우가 적지 않음을 말해주는 예들로서, 이러한 현상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있지
만 이를 대응 형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번역자의 개성과
의도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표시할 여지가 넓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엄연히 단문 형식인 중국어의 동결식을 번역함에 있어 두 개의 절을
연결한 접속절로 표시한 예들도 관찰된다. 이러한 예는 50여 건이 추출되었다. 한
편, 이 글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의 하나로 보고 있는 ‘V1어 V2’ 구문의 경우 통사적
구성에서부터 복합동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연속되어 있는 형식으로서 접
속절과 쉽게 구분되지 않는 예들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명백히 접속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들에 한정하여 빈도를 추출하였는데, 아래 (46ㄱ)과 같이 연결어미 ‘-어서’
로 연결되거나 (46ㄴ)처럼 ‘V1’과 V2’ 사이에 다른 통사적 성분이 개입된 경우, 그
리고 (46ㄷ)과 같이 기타의 연결어미가 개재된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
46) ㄱ.民佚们都被赶到一个用杉木杆子【夹成】的大栅栏里。

일꾼들은 모두 삼나무 막대기들을 끼워서 만든 울타리 안으로 내몰렸다.
ㄴ.奶奶换上了一件深红上衣，头上的黑发用梳头油【抹得】乌亮。

할머니는 진홍색 윗옷으로 갈아입고 새카만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빗으로
다듬어 윤기 나게 손질을 했다.
ㄷ. 那些雪白的大饼，葱绿的大葱,【揉碎】的鸡蛋，散在绿草茵茵的草坡上。
눈처럼 하얀 다빙들과 푸른 대파들, 찢어지고 뭉개진 달갈들이 담요
처럼 깔린 푸른 풀 언덕 위로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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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른 언어의 결과구문을 목표어의 접속절로 번역하는 경우는 개연성이 충
분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결과구문이란 원래 두 가지의 사건을 단문으로 표시한
특수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애초에 접속절 대응표현의 출현빈도가 높
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50여 회라는 횟수는 예상보다 작은 수치였으나 어쨌든 예측
한 현상을 확인하였음은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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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
본 장에서는 앞 3장~5장의 고찰에서 얻어진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이해와 6장
중국어 결과구문과의 대조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의 적
용을 모색해 보려 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글과 같이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범
주적 연구는 언어간 비교·대조와 제2언어 교수학습 등의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부나마 본 장에서 확인해 보려
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대조언어학은 언어적 계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언어를 대조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한계를 갖는다.187) 이러한 이유로 근래 대조언어학적 연구는 제
2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오류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의 한 부류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 교육에 있어 대조언
어학이 가지는 의의를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학습자의 모어가 그들의 사고체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안에서
사고한다고 하였다. 즉 언어가 사고의 전반을 관장한다는 것인데, 이때의 언어는 모
국어, 즉 제1언어를 말하므로 결국 인간의 사고 체계는 제1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문법은 곧 사고의 틀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한 사람의 사고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모국어 문법을 이해하는 것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의
모국어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제2언어 교수·학습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대
조언어학적 연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언어 간 비교·대조 연구에 있어 형태와 그 대응 형태를 비교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일정한 의의가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해당 언어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인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즉 언어 간 대조에 있어서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고찰
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며, 그 일환으로 ‘결과’의 의미범주가 중국
어와 한국어에서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앞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언
187) 심혜령 이선중(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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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두에서 원인과 결과를 단문 구조 안에 표시하는 형식인 결과구문이 있음은 공
통적으로 관찰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를 결과로 보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일관되게
부호화하는지는 두 언어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남을 알았다. 이는 다시 말
해 ‘결과’의 의미에 관련하여 두 언어의 사고 체계가 다름을 말해준다. 본 7장에서
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결과구문 교육에 접근하려 한다.

7.1. 교육의 필요성
본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교육 대상으로 특정할 때, 한국어의 결과표시 방
식을 교육함에 있어 모어와 목표어 간 결과의미 부호화 양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중국어는 결과의미 부호화에 관한 한 매우 뚜렷한 범주적 특징을 보이는 언
어이므로 한국어 학습 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국어 전이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결과의 의미범주에 관한 한 특별히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변인에 맞춘 교
육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 생각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아래 표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2014년 현
재 국내 체류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이다. 이들은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수학하
고 있는 학생들인 동시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2014
년 현재 약 85,000명의 유학생 중 중국인은 약 60%에 해당되는 50,000여명에 이
른다.

[표 7-1] 2014년 현재 국내 체류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
국 가
유학생
수
비 율
(%)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50,336

3,958

3,104

3,181

1,873

3,126

19,313

84,891

59.3

4.7

3.7

3.7

2.2

3.7

2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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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또, 국내 체류 유학생 뿐 아니라 중국내의 한국어 학습자의 숫자도 증가 일로에 있
다. 김병운(2012:2-3)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까지 중국 내 대학교에 개설된 한국
어 관련 학과가 200여 개에 이르며, 위 조사에 참여한 170여 개의 한국어(조선어)
과에만 해도 학부생부터 박사 과정까지 총 43,000여명이 재학 중이라고 하였다. 이
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및 교수요목의 개발과 교육방안
의 마련은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는 결과의 의미를 매우 수용적으로, 동시에 매우 일관된 방식으로 반영하는
언어이다. 즉, 결과 범주에 편입되는 하위 의미 부류가 다양하지만 이를 동사 뒤에
오는 서술성분, 즉 보어로써 통일되게 표시한다. 이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성분의 통
사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동사 앞의 부사어와 차별되는 의미를 표시
함으로써 매우 공고한 결과범주를 형성한다. 반면, 한국어의 결과구문은 결과를 표
시하는 요소가 어떤 문법범주에 속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결과 의미를 전담하여 표시하는 통사적 위치나 문법요소가 없고, 어떤 형식이 결과
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결과 아닌 다른 의미를 표시하는 예와 형태를 공유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특정 의미가 특정 형태와 전형적으로 혹은 우세하게 결합되
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의미범주를 뚜렷하게 자각하기 어렵다. 국어학계에서 결과
의 의미범주와 관련된 언어 현상들을 개별적으로는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 왔으나
이들을 결과 의미를 중심으로 연관관계 속에서 파악한 연구가 많지 않음도 이러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어에서 결과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현저하므로 이러한 모어의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목표어 학습에 전이
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국어 변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교육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른바 결과구문이란 원인이 되는 선행사건과 그 선행사건으로 인해 초래되
는 결과사건을 단문 구조 안에서 표시하는 형식이며, 이때 두 사건 간의 논리적 연
관 관계에 대한 형태적 단서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구문이라 할 때, 이러한 사실 자
체로 통사·의미적 특수성을 띠게 된다. 이처럼 통사와 의미의 접면에 관련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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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통사적 사실이나 의미적 요소보다 학습의 난이도가 높을 것임이 예측된다.
다시 말해 모국어가 아닌 언어에서 두 개의 서술성분을 하나의 절 구조 안에서 연
결하는 것은 목표 언어의 일반적인 절 구성 방식을 아는 것과 내부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對外漢語(외국어로서의 중국어) 학계에서는 중국어의 결과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결구조가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항목에 속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188) 따라서 동결구조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외국인 학
습자들의 오류 경향 분석, 보어에 대한 대외한어적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박영희·이희원(2014)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 시 나타나는 중
국어 보어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구성 오류 중 모국어 직역 글쓰기와 더불어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오류를 특
별히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어 보어의 한국어 표현 오류는 비록 전체 문장 구성 오
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오류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고질적으로 나타나며 글쓰기 이해에 있어 그 비중이 커서 다루었다”라고 밝히고 있
다. 특히 중국인 학생의 글쓰기 오류 중 모국어와 한국어의 기본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가 바로 중국어 ‘보어전환’이라고 하며, 중국어의 보어를 한
국어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대표
적인 오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1)

ㄱ. 저는 한국 청주에서 살아요. 저는 좋아하게 살고 있어요.
(我在淸州生活得好)
ㄴ. 제 고향은 경제 좋게 발전합니다.
(我的故鄕經濟發展得好)
ㄷ. 우리는 래프팅을 했습니다. 기분이 격해집니다.

188) 刘月华（2005：533）에서도 중국어의 ‘동사+보어’는 원인(혹은 방식)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구조로
서 다른 언어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형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런 경우 다른 언어에서는 두 개
의 절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을 쓰므로 “보어는 외국인이 습득하기에 비교적 어려운 문법항
목이다（因此补语是外国人较难掌握的一个语法点）”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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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們漂流玩得很激動)

위 오류들을 보면, 우선 중국어의 ‘동사+보어’ 구조를 한국어로 나타낼 때 두 문
장으로 나누어 쓰는 경향이 있음이 눈에 띄는데, 특히 (1ㄷ)과 같은 경우 한국어에
서 원인 행위와 그 결과를 단문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1ㄱ)과 (1ㄴ)의 경우는 중국어의 보어를 한국어로 표시
할 때 ‘-게’형 부사어로 표시할 수 있음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태보어 구
문 “V得好”와 같이 특정적인 표현은 선행 사태에 대한 화자의 총체적인 평가를 표
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형적으로 한국어의 부사 ‘잘’과 대응함을 알지 못해서 일
어난 오류로 생각된다. 즉, “저는 한국 청주에서 잘 살고 있어요”로 표현해야 할 것
인데 ‘得好’를 ‘좋게’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구성하지 못해서 두
문장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의 동결식, 즉 결과구문은 중국어적 사고 체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한국어의 구성 체계로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울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이러
한 점에서 결과구문에 관한 한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변인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의미로부터 접근하는 교육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2. 결과구문에 대한 한국어 교육적 연구 현황 및 교육 현황
현재 단계에서 결과구문 혹은 결과 범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으로 가장 먼
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한국어 내부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형식들에 대한 종합적
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한국어에서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이 준
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어의 보어 및 동결식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어 교육이 아닌 중국 내에서의 대외한어 교육 쪽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의 성과들이 한국어 교육 쪽으로 도입,
응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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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2006), 김정현(2006), 이의선(2000) 등이 중국어 보어에 대한 한국어 대
응표현을 제시한 연구들이며, Xu HaiXia (2012)에서도 역시 대응표현에 대한 언급
이 있다. 먼저 김종섭(2006)에서는 중국어 결과보어의 한국어 대응 표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어에서 구체적 결과의미를 가지는 결과보어는
한국어의 부사어로 대응된다. 둘째, 중국어의 PVC189) 중 ‘完,好’등은 한국어에서
‘다, 제대로’ 등의 부사로 표시된다. 셋째, 한국어의 보조동사 중 ‘버리다, 놓다, 내
다’ 등이 동사와 결합하여 중국어의 동결구조를 표시할 수 있다.
김정현(2006)에서는 중국어 결과보어가 한국어에서 부사어, 일반 동사, 그리고
‘동사+보조용언’ 세 가지의 표현에 대응한다고 하며, 이때 부사어로 대응하는 경우
는 ‘形+히+V’, ‘形+게+V’, ‘부사+V’, ‘필수부사어+V’등의 형식이 있다고 하였다.
“필수부사어+V”의 형식은 다시 ‘名+에게/에/로/까지+V’의 경우가 해당됨을 밝혔다.
또한 중국어의 동결식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종종 생략이 일어나는데, 이때 보어 요
소가 생략될 수도 있고 서술어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의선(2000)도 중국어 결과보어는 한국어로 표시할 때 종종 생략됨을 지적하면
서,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PVC는 본래의 어휘의미를 상실하
고 주로 문법적 기능을 한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어떤 동작을 언급하면 의미상으로
그 동작의 결과가 자명한 경우가 있다. 셋째, 한국어에서는 동작과 결과를 포함해서
하나의 단어를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중국어의 동결구조를 표현할 수 있
다. 위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동사의 결과 함축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써 한국어
와 중국어 동사를 완망상(perfective aspect)으로 썼을 때 한국어의 일부 동사 부류
가 중국어의 동사에 비하여 결과함축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관찰한 것이라 하겠다.
즉, 중국어의 동사는 보어를 취하지 않고는 결과의 실현을 나타내기 어려움과 관련
된 것이다.
Xu HaiXia (2012)에서는 위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대응형식 외에 “한국어에서 선
행절과 후행절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지며 인과 관계적 연결 의미를 가지는 접속
189) 본래의 어휘의미를 상실한 채 술어동사의 추상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보어를 PVC라고 부른다.
결과보어는 분명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PVC는 주로 완결을 나타내는 부류이다. 최규발·조경
환(2010) 참조.

-293-

어미로 ‘아’ ‘아서’로 구성된 ‘V1-어(서)V2’가 중국어 동결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이를 논의에 포함시켰고,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V1-어(서)V2’, ‘동사+보
조용언’, ‘하나의 동사’ 등 형식이 중국어 동결구조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중국어 동결식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한국어 대응표현의
유형은 대체로 다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사 및 각종 부사어, V1-어
(서)V2, 동사+보조동사, 하나의 동사 등의 형식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외
한어(對外漢語, 외국어로서의 중국어)의 관점에 입각한 연구들로서 중국어 동결식에
대한 한국어 번역 표현의 분석에 치중하고 있으며, 분석의 대상 또한 중국어 결과보
어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라는 특정 용어에 이끌린 결과로 보인다. 물론 결
과보어는 중국어의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결과보어만이 결과를 나
타내는 것은 아니다.
한편, ‘결과’의 의미와 관련된 한국어 교육 쪽의 연구는 주로 접속어미(연결어미)
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도 ‘결과’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연
구보다는 이유, 인과, 원인에 해당되는 연결어미들, 즉 ‘-어서’ 혹은 ‘-니까’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서 연결어미에 대한 한국어 교육적 연구들
이 늘어나면서 ‘목적·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의 습득 양상을 살피는 연구들
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듯
이 현재 한국어교육 문법에서 어미 ‘-게’와 ‘-도록’은 ‘-러, -려고, -고자’ 등과 함
께 목적관계 연결어미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국어원(2005)190)에
서는 의미에 따라 연결어미를 11가지로 나누면서 목적관계 연결어미로 ‘-(으)러,
-(으)려고, -도록, -게’의 4개 항목을 선정한 반면, 결과관계 연결어미는 따로 설
정하지 않고 있다. 김정연(2013)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현행 한국어 교재들에도 반
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주요 대학의 한국어 교재에서 ‘-게’와 ‘-도록’은 부사
형 어미로 분류되어 연결어미 교육 항목에서 빠지거나, 포함된다 하더라도 ‘목적’ 표
시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주요 한국어 교재에서 어미 ‘-게’
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190)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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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연결어미 ‘-게’ (김정연 2013:11)
교육기관

-게

경희대

‘-게’ 앞에 오는 행위가 뒤에 오는 내용의 결과, 목표, 조건을 나타낸다.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The action in the preceding clause of ‘-게’ is the purpose of the
action in the following clause.
It is used to show the purpose to initiate an action.
It is attaches to an action Verb stem.
‘A/V+게’는 뒤에 오는 행동에 대한 목적을 나타낸다.

위 표에 의하면 어미 ‘-게’의 결과 표시 기능을 언급한 것은 경희대 교재가 유일
하며 나머지는 모두 ‘목적’ 표시 기능만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목적·의도’와 ‘결과’
의 의미는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유형론적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표시되
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한국어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통사적·의미
적 특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으로 한데 묶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결과’의 의미
표시 기능은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게’와 ‘-도록’의 결과 표시 기능에 주목하여 중국어와 대조를 시도한 연구
들도 있는데, 이들은 ‘-게’와 ‘-도록’을 연결어미로 보는 관점에 이끌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대응되는 중국어 성분인 관련사(접속사) 중에서 대응 요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게’와 ‘-도록’의 결과 표시 기능을 인식했다 하더
라도 중국어 보어와의 관련성 및 결과구문 구성 요소로서의 특성을 고찰의 대상으
로 삼지 않았다.
본고는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연구이므로 ‘-게’나 ‘-도록’이 연결어미로서 접속
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피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제시하
는 이유는 현행 한국어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결과’ 의미 표시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한국어에서 결과를 표시
하는 요소들이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의 통일된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한국어 내부에서 그 범주적 현저성이 떨
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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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글에서 한국어의 주요 결과구문으로 다루고 있는 형식들에 대한 교
수·학습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고는 국내의 대표적인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중국 내에서 편찬된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를 선택하여 이들 형식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할 항목은 본고의 3장~5장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으로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는 ‘AP게 V’, ‘NP로 V’, ‘V1어 V2’ 구문이다.
교재의 각 과별로 제시하고 있는 문법 사항에 위 항목들이 포함되는지를 살피되,

결과 표시 형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해당 형태가 제시되면 추출한 후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대상 교재는 국내 교재로는 초급부터 고급까지『서울대 한
국어』전 12권,『연세 한국어』전12권,『서강 한국어』전 10권,『이화 한국어』전
9권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내 출판 교재로는 北京大学，复旦大学 등 25개 대학에

서 사용하고 있는《标准韩国语》191) 전 3권과 广东外语外贸大学에서 사용하고
있는《韩国语教程》192) 전 4권 (초급 1·2권，중급 1·2권)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국내 교재에서 ‘AP게 V’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분
석한 결과를 아래의 표로 제시한다.
[표 7-3] 국내 주요 한국어 교재의 ‘AP게 V’ 관련 제시 현황
구 분

제시
단계

서울대
한국어

[2B]

연세
한국어

[2-1]

12과

2과

제시 문형 및 문법설명

예

문

‘A게’: 뒤에 나오는 행위의 정도

·선생님 글씨 좀 크게 써 주세요.

나 방식 등을 나타낸다.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게’: 동사와 함께 쓰여 동사를

·마리아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상세하게 묘사한다.

·고기를 얇게 썰어서 넣으세요.

191)《标准韩国语》는 북경 대학, 복단 대학, 대외경제무역 대학, 연변 대학 등 25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편찬한 교재로서 총 3권으로 되어 있다. 중국내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대표적인 교재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판본은 1,2,3 권 각각이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개
정되어 나온 가장 최근의 수정판이다.
192)《韩国语教程》은 광동외어외무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교재이다. 초급 상, 초급
하, 중급 상, 중급 하로 나뉘어 있으며 초급은 2008년에, 중급은 2010년에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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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사진 찍을 때는 환하게 웃으세요.
·잘 보이게 사진을 벽에 걸까요.

서강
한국어

·

·
a: 앞머리는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

이화
한국어

[2-2]
8과

동작·행위의 방식이나 정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게’를
쓴다.

b: 조금 짧게 잘라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
세요.

위 표에서 보듯이 국내 출판 한국어 교재에서는 ‘AP게 V’를 대체로 초급 2단계
정도에서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들을 보면 대부분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결과구문으로서의 ‘AP게 V’에 해당되는 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재에 제
시된 문법 설명은 공통적으로 ‘동사의 방식이나 정도를 표시한다’거나 ‘동사의 행위
를 상세하게 묘사한다’고 되어 있을 뿐 결과의 의미, 즉 동사로 인해 그 논항에 생
겨난 변화를 표시함은 어느 교재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예문 역시 “마리
아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와 같이 전형적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와 “사진
을 찍을 때는 환하게 웃으세요”와 같이 동사의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를 함께 제시하
는 경향이 있으며, ‘잘 보이게 사진을 벽에 걸까요’와 같이 ‘-게’의 선행어에 동사가
와서 목적을 나타내는 예까지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결과의 의미를 언급하지 않고도 해당 문법 항목을 성공적으로 습득하게 할 수 있
다면 이러한 방식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결과의 의미
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일본어 등 언어권 출신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어의 결과범주가 매우 현저하며 결과의 의미를 전담하
여 표시하는 문법적 수단(보어)을 가지는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제시 방
법은 해당 항목의 습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설사 습득에는 특별한 어려움
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제시 방
식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어 모어 학습자들이 모어에서 보어
로 표시하던 결과의 의미를 목표어인 한국어로 표시하려 할 때 어떠한 형식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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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대답을 제공해 주지 않으며 목표어 문법에 대한 체계
적 지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목표어의 완전한 습득에 장애
를 초래한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모국어 문법의 특성을 이용하여 목표
어의 규칙을 보다 쉽게 내재화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인 학습자
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의 명시적 교육과 모어와의 대응 관계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위에서 조사한 국내 교재들은 다양한 언어권 출신 학습자들을 위한 일반목
적의 범용교재이므로 현실적으로 특정 언어 모어 학습자들의 특징과 요구를 반영하
기 어렵다. 반면 중국 내에서 편찬한 한국어 교재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성
과 모어인 중국어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교재로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결과’ 관련 항목에 대하여 국내 교재와 다른 특징을 보여 줄 것으
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중국내에서 편찬된 교재에도 ‘결과’의 의미에 초
점을 맞춘 설명이나 중국어 보어 및 동결식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아래는 중국내 출판 교재의 ‘AP게 V’ 항목 제시 현황이다.

[표 7-4] 중국내 출판 한국어 교재의 ‘AP게 V’ 관련 제시 현황
구분

제시
단계

제시 문형 및 문법 설명

예

문

·‘-게’

ㄱ. 머리를 어떻게 자를까요?

:형용사 어간 뒤에 쓰여 형용사를

ㄴ. 좀 짧게 잘라 주세요。

부사형으로 만들어 주며 문장 내

标准
韩国语

에서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빨

ㄱ.문수씨 여자친구 예쁘게 생겼어요?

리,높이’ 등의 부사는 독립된 단어

ㄴ.네,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1책

이지만 '빠르게, 높게'등 형용사에

29과

서 파생된 부사형은 독립된 어휘

※ 귀엽다 →귀엽게 생겼어요.

가 아니다. 따라서 형용사에 대응

可爱的

되는 부사가 존재하는 경우 부사

빠르다 →*빠르게 가십시오.

를 사용해야 하며 형용사의 부사
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韩国语
教程

·

193)

·

长得可爱

빨리 가십시오.
快

快走

·

-298-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韩国语教程>에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AP게 V’에 대한
내용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고, <标准韩国语>에서는 초급에 해당되는 제1책에서 ‘AP
게 V’ 형식을 목표 문법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문장에서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고 설명할 뿐 이 형식의 결과 표시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함께 제시
된 예문은 의미상 결과를 표시하는 예들이며 그것의 중국어 대응표현 역시 아래에
보듯이 ‘동-보’ 구조의 동결식이다.

(2) ㄱ. ａ： 머리를 어떻게 자를까요? (头发怎么剪？）
ｂ： 좀 짧게 잘라 주세요.（剪短一点。）
ㄴ. a : 식사가 입에 맞았어요? (饭可口吗？)
b : 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是的，吃得很香 。)
ㄷ. a : 저 영화 어때요? (那个电影怎么样？)
b : 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我看得津津有味。)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교재에서는 한국어 ‘AP게 V’ 구문의 결과표시 기능 및 중국
어 동결식과의 대응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형용사에서 파생된 ‘-게’
형 부사어는 독립된 어휘가 아니므로 아래의 (3ㄱ)과 같이 대체할 부사가 없을 때
는 ‘-게’형을 쓴다 하더라도, (3ㄴ)과 같이 대응되는 부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
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ㄱ. 귀엽다

→ 귀엽게 생겼어요.

(
可爱的 → 长得可爱)

ㄴ. 빠르다 →

*

빠르게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
快

→ 快走 ）

193)用于形容词词干后，将形容词转变为副词形，在句子中起修饰语的作用。“
빨리,
높이”
之类的副词是独立
的单词，而像“
빠르게,
높게”
等从形容词派生的副词形不是独立的词汇。所以，当存在与形容词相对应的副
词时，就要使用副词，而不是使用形容词的副词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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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이/히’형 파생 부사와 ‘-게’형 부사어의 기능상의 차이를 제대로 설
명한 것이 아니다. “시계를 5분 빠르게 맞추어 놓았다”와 같은 경우 오히려 ‘빨리’를
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 위 (3ㄱ)과 (3ㄴ)의 차이는 동사의 결과로 논
항에 생겨난 상태를 표시하는가 아니면 동사를 단순히 수식 한정하는가에 있으며
이는 중국어 대응 표현에서 각각 보어와 부사어로 다르게 나타남에서 확인된다. 중
국인 학습자에게는 이처럼 ‘AP게’가 ‘결과’의 의미를 표시할 수 있음을 모국어의 보
어와 대응시켜 밝혀주는 것이 해당 형태의 습득을 도울 뿐 아니라 추후 학습자 스
스로 목표어 문법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데에도 유효한 지식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내 출판 교재든 중국 내에서 출판된 교재든 현행의 한국어 교
재들에서는 ‘AP게 V’ 구문이 결과를 표시하는 예는 제시하되 그것이 결과를 표시하
고 있음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 형식의 ‘결과’ 표시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AP게 V’ 외에 어미 ‘-게’와 관련된 다른 기능들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
을까? 우선 국내 교재의 경우 아래의 정리표에서 보듯 ‘-게 되다’, ‘-게 하다’ 등을
고정된 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게 되다’의 경우 공통적으로 ‘화자의 의도와 관
계없이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연세대
교재에서 ‘결과’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보인다. 한편 ‘-게 하다’는 사동의 의미를 중
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 ‘-게’의 선행어에 동사가 와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
내는 경우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7-5] 국내 주요 한국어 교재 중 ‘AP게 V’ 이외의 ‘-게’ 관련 항목 제시 현황
구 분

제시
단계
[2-B]

서울대
한국어

15과
[3-B]

제시 문형 및 문법 설명
‘V-게 되다’ :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V-게 하다’ : 사동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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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문

·한국 친구를 사귀고 나서 한국말을 잘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동생에게 방을 청소하게 했

나타내며 주어가 목적어에 간

15과

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사용한다.

[6-A]
6과

표현하게끔 예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께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

[2-2]

어난 결과를 나타내는 데 쓴

7과

다. 보통은 그 결과가 다른 사
람이나 시간의 영향에 의해 일
어난 상황에서 쓴다.

[3-2]
9과

·열심히 연습해서 한국말을 잘 하게 되
었어요.
·그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이제는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휠체어 지나가게 길 좀 비켜 주세요.

목적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그 식당 좀 찾아가게 약도 좀 그려줘.

동작 동사의 어간에 붙는다.

·제 시간에 도착하게 일찍 나갑시다.

[3-2]

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

9과

도록 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도
록 만들기를 원할 때 쓴다.

9과

·일 때문에 외국에 가게 되었어요.

‘목적’의 ‘-게’:어떤 일을 하는

‘-게 하다’ : 어떤 사람이 다

[2B]

·형이 동생에게 컴퓨터를 못 쓰게 했다.
·예술 치료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목적’의 ‘V-게끔’
‘-게 되다’ : 동작 동사와 함

연세
한국어

어요.

·그 사람은 항상 나를 화나게 한다.
·할머니가 아이에게 혼자 옷을 입게 했
다.

·전에는 한국 문화를 잘 몰랐는데 한국

‘-게 되다1’

어를 배운 다음에 이해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알람을

[3B]
4과

서강
한국어

목적의 ‘-게’

맞춰 놓으세요.

‘V을 수 있+게’

·내일 사용할 수 있게 오늘 저녁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4A]
말하기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한국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게 되다2’

공부하게 되었어요.

[5A]
5.문학

이화

[2-2]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게 하다’

좋아한다.
‘V게 되다’: 주어의 의지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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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타샤 씨, 이사 가세요?

망에 어긋나지만, 타인의 행위

13과

나 모종의 외부적 조건에 의해

b. 네. 남편 직장 때문에 외국에 가게

어떤 일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

됐어요.

함

[3-1]

한국어

1과

[3-1]
4과

a. 제이슨씨, 회의하면서 마시게 커피

목적의 ‘-게’
‘A/V+게’는 뒤에 오는 행동에
대한 목적을 나타낸다.

좀 사올까요?
b. 그게 좋겠어요. 고마워요, 영민 씨.
a. 부장님, 이번 출장은 누구를 보낼까

‘-게 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을 나타낸
다.

요?
b. 박영민 씨가 성실하니까 박영민 씨
가 가게 하세요.

한편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도 사정은 비슷하여 ‘-게 되다’, ‘-게 하다’, ‘게 만들다’, ‘-게 생겼다’ 등을 관용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 ‘목적’을 나타내는
‘VP게 V’ 구문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표 7-6] 중국내 출판 한국어 교재 중 ‘AP게 V’ 이외의 ‘-게’ 관련 항목 제시 현황
구분

标准
韩国语

제시
단계

제시 문형 및 문법 설명

예

문

'-게 되다'

ㄱ.왕단 씨도 내일 지영 씨 집에 오

제2책

:동사의 뒤에 써서 모종의 원인이

시지요?

11과

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상태 혹은

ㄴ.미안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일 때

성질이 변화함을 표시한다.

문에 못 가게 되었어요.

‘-게 하다’

초급 下

韩国语
教程

3과

:관용형, 연결어미 ‘-게’와 동사‘하

·상 앞에는 책, 돈, 실 등을 놓고 아

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짐. 동사·형

이에게 잡게 한다.

용사의 어간 뒤에 쓰여 사동을 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말

타낸다. 중국어의 ‘使.
.
.
’‘
让.
.
.
’등

하게 한다.

에 해당된다.

초급 下
6과

‘-게 되다’

·벌써 나뭇잎이 누렇게 되었어요.

:관용형. 접속어미 ‘-게’와 동사

·회사 일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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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짐. 용언
의 어간 뒤에 쓰여서 사정에 변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게

가 발생하여 새로운 상황이 생겨났
음을 표시한다. 중국어의 ‘变得.
.
.
’

됩니다.

에 해당된다.
‘-게 생겼다’

중급 上

:관용구. 용언의 어간 뒤에 쓰여,

·오늘 선생님께 야단맞게 생겼네.

10과

어떠한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

·그 아이 때문에 피곤하게 생겼다.

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중급 下
9과

‘-게 만들다’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관용구.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한다.

‘그렇게 되게 하다’의 뜻으로 쓰인

·수리공은 한 시간 동안 고치더니

다.

드디어 세탁기가 잘 돌아가게 만들
었다.

다음으로 ‘NP로 V’형 결과구문에 대해서는 현행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를 살펴본다. 국어의 여러 조사들 중에서도 ‘로’는 특별히 다양한 의미·기능을 가진
다. 우리는 현행 교재들을 분석함에 있어 본고에서 주목하는 ‘결과’의 의미가 아니더
라도 ‘로’, 혹은 ‘NP로’가 가지는 여러 의미 중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순서로 제시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아래의 표로 제시한다.

[표 7-7] 국내 주요 한국어 교재의 ‘NP로 V’ 관련 내용
구 분

제시
단계
[1A]

서울대
한국어
[2A]
6과

제시 문형 및 문법 설명

예

문

·N(으)로: 이동의 방향을 나타

·이 버스가 서울대학교로 가요?

낼 때 사용한다.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갈 거예요.

·N(으)로: 명사 뒤에 쓰여 그것
이 어떤 행위의 도구나 수단,
방법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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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보내면 3일 걸려요.
·인터넷으로 게임을 해요.

[5A]
4과
[5A]
5과
[5A]
6과
[6B]
11과

·N의 대표적인 예로 N을/를 들
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들 수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

·N(으)로 인해

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N을/를 N(으)로 꼽다

·이 노래는 올해 최고의 유행곡으로 꼽
히고 있다.
·이 영화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

·N(으)로 말미암아

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으로/로1’(방향, 도착점)
:이 조사는 명사와 함께 쓰여

[1-2]

방향을 표시한다. 뒤에 ‘가다,

가.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7과

오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나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세요.

다, 나오다’등의 동사가 따라온
다.

연세
한국어

‘-으로/로2’(수단, 이유)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1-2]

:‘이 조사는 명사와 함께 쓰여

·한국말로 말하십시오.

7과

수단, 이유, 원인, 상태 등을 나

·버스로 왔습니다.

타낸다.

·연필로 씁니다.

‘으로/로’ (선택)

·다음 정류장에서 272번 버스로 갈아

[2-1]

:바꿈을 표시하는 동작 동사 앞

5과

에 와서 교환 대상의 선택을 나
타낸다.

[1A]
6과

서강
한국어

(듣고

a. 집에 버스로 가요? 지하철로 가요?

‘-으로’ (수단)

b. 버스로 가요.
·시청에서 대학로(혜화 역)로 가려면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 것이 좋겠습니까

‘방향’의 ‘-(으)로’

·지금 2번 출구로 나와서 연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못 찾겠어

말하기)
[5A]
6과

이화

[1-1]

·만 원짜리를 천 원짜리 열 장으로
바꿔주세요.

[4A]
5과

타세요.

·사람들은 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의 ‘-(으)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의 ‘(으)로’

a:실례합니다.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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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오른쪽으로 가세요. 우체국 옆에 있습

4과
[1-2]
11과

니다.
a:마이클 씨는 학교에 어떻게 가요?
b:버스로 가요. 요코 씨는요?

‘수단’의 ‘(으)로’

c:저는 지하철로 가요.

한국어

a:호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싸게

[2-2]
12과

‘경유’의 ‘(으)로 해서’

가는 방법을 알아요?
b:일본으로 해서 호주에 가면 교통비를
줄일 수 있어요.

이들 국내 교재에서는 ‘NP로’가 가지는 여러 의미 중 공통적으로 ‘방향’의 의미와
‘도구(수단)’의 의미를 초급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세 한국어>에서는
‘방향’의 의미에 ‘도착점’이 포함될 수 있다 하였고, 특히 ‘-로’가 교환 대상의 ‘선택’
을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때의 ‘선택’은 본고에서 ‘NP로 V’ 결과구문이
표시하는 ‘결과’의 의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이화 한국어>에서는 ‘경유’의
의미를 추가로 제시하였고,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고급 단계에서 ‘N의 대표적인
예로 N을/를 들다’, ‘N을/를 N(으)로 꼽다’, ‘N(으)로 말미암아’ 등의 고정 표현을
교육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방향’ 및 ‘도구(수단, 이유)’ 표
시 기능을 중심으로 ‘NP로’를 교육하고 있으며, 비록 ‘결과’의 하위 의미에 해당되는
일부 기능이 ‘선택’ 등으로 제시된 예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NP로’가 가지는
결과 표시의 기능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재 중의 읽기 텍스트나 대화문에
서는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했다”(<서강 한국어 2B>, 8과 ‘읽고 말하기’ 자료
中) 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NP로 V’가 가지는 실제의 의미와 교재에서 문
법 항목으로 제시되는 의미 사이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결과’의 의미 기능에 보다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내 출판 교재의 경
우는 어떠한지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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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중국내 출판 한국어 교재의 ‘NP로 V’ 관련 내용
구분

제시
단계
제1책
24과
제1책
24과

제시 문형 및 문법 설명

예

문

·(교통工具)+(으)로 가다/오다

·회사에 버스로 옵니까?
a. 서울에서 런던까지 바로 갑니까?

·(교통工具)+(으)로 갈아타다

b. 아니요, 도쿄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탑니다.

·-(으)로

a.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제1책

:조사, 방향동사와 함께 써서 동

b.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28과

작 진행의 방향 및 목적지를 나

a.어디 가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타낸다.

b. 사무실로 오십시오.
ㄱ.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제2책
5과

ㄴ.밀가루로 만듭니다.

·(으)로
:격조사. 명사 뒤에 쓰여 수단,
도구, 재료 등을 나타낸다.

ㄱ.이 서류에 볼펜으로 써도 됩니까?
ㄴ.안 됩니다. 만년필로 쓰십시오.
ㄱ.제주도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ㄴ.비행기나 배로 갈 수 있습니다.

标准
韩国语

제2책
16과

·공항에서도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꿀

·-(으)로
:조사 ‘-(으)로’는 명사의 뒤에
쓰여 변화의 대상을 표시한다.

수 있습니까?
·이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장강 씨가 모범학생으로 뽑혀 상을 받

제3책
4과

·-(으)로

았습니다.

:명사 뒤에 쓰여 자격, 신분 등

·저는 2남 3녀 중의 장남으로 책임감이

을 표시한다.

강합니다.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싶으세요?

제3책
14과
제3책
21과

·-로 해서
:명사 뒤에 붙어 동작이 경유하
는 장소를 표시한다.

ㄱ.이 비행기는 뉴욕까지 직행합니까?
ㄴ.아니요, 동경으로 해서 갑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

·-(으)로 인하여

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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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上
20과

‘-로/으로(1)’-동작방향

·홍연정 씨 휴대폰으로 전화해 보세요.

:부사격 조사, 체언의 뒤에 쓰여

·기차역으로 달려 갔습니다.

동작의 방향을 표시한다.

·길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로/으로(2)’ -도구, 수단 등

초급 上
21과

:체언 뒤에 쓰여 수단·도구·재
료·자격 등 문법의미를 표시한
다. 중국어의 “用......”, “以......”
에 해당된다.

초급 上
23과

‘-로/으로(3)’ -변화 결과
:부사격 조사, 체언의 뒤에 쓰여
변화의 결과를 표시한다.

194)

‘-로는/으로는’ -범위

초급 上
24과

:‘-로는’은 부사격조사 ‘-로’와
보조사 ‘-는’이 결합하여 이루
어지며 체언의 뒤에 쓰여 범위
를 나타낸다.

·버스로 예술의 전당에 갑니다. (수단)
·칼로 사과를 깎습니다. (도구)
·나무로 가구를 만듭니다. (재료)
·학교의 대표로 회의에 참가했다.(자격)
·한국의 대부분 은행에서는 달러를 한
국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섭씨 0도가 되면 물이 얼음으로 변합
니다.

·금융업무로는 보험, 예금, 공과금 수납
업무가 있다.
·한국의 광역시로는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이 있다.

‘(으)로(3)’ - 순서

韩国语
教程

:부사격 조사, 앞에서 우리는 방
향, 도구, 수단, 변화, 전성, 시

초급 下
2과

간범위 등 의미를 표시하는 ‘로/으로’를 배운 적이 있다. 이
과에서는 서수사 혹은 순서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뒤에서 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
다.
·우리는 처음으로 백두산에 갔다.
·오늘 내가 세 번째로 면접시험을 보았
다.

서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으)로(4)’ - 원인

초급 下
3과

:부사격 조사, (중략) 이 과에서
는 발병, 사건, 사고, 현상 등의
부류의 명사 뒤에 쓰여 원인을
나타낸다.

초급 下
5과

·요즘은 감기로 병원에 오는 환자가 많
아요.
·그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웬일로 이렇게 일찍 출근했어요?

‘(으)로(5)’-자격, 신분, 명성

·그는 학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

:부사격 조사, (중략) 이 과에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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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사의 뒤에 쓰여 자격, 신
분, 명성 등을 표시하는데 쓰인
다. 중국어의 ‘作为.
.
.
.
.
.
’ 등에
해당된다.

195)

‘(으)로(6)’-선택, 인정의 대상

초급 下
6과

:부사격 조사, (중략) 이 과에서
는 명사의 뒤에 쓰여 선택 인정
의 대상을 나타낸다.

초급 下
7과

중급 上
5과

196)

‘(으)로 (7)’-방식, 상태
:격조사, 행동의 방식이나 상태
를 표시함

197)

·우리는 그를 한국어 선생님으로 모셨
다.
·그는 작가로 이름이 있다.

·저는 이번 여행지를 계림으로 결정했
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진실로 여겼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왕선생을 찾아갔
다.
·현금으로 주세요
·편지를 등기로 부쳤습니다.

‘-(으)로 해서(인해서)’

·갑자기 내린 눈으로 해서 교통이 마비

:관용구. 체언 뒤에 붙어 어떤

되었다.

일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

·졸음으로 인해서 운전 사고가 많이 발

타내는 표현이다.

생한다고 해요.

‘-(으)로 미루어 (보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중급 下

:관용구. 체언의 어간 뒤에 쓰여

아직도 일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14과

뒤의 내용을 추측하게 된 근거

·김 선생님의 억양으로 미루어 보아 경

가 앞의 내용임을 나타낸다.

상도 지역 출신인 것 같아요.

‘-(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중각에 그

중급 下

:관용구. 체언의 뒤에 쓰여 앞의

만두었다.

14과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운전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사고가

이유를 나타낸다.

났습니다.

중국내에서 출판된 교재들은 한국 교재들에 비하여 ‘NP로’가 가지는 의미 기능을
더 다양하고 상세하게 소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标准韩国语>에서는 ‘방향(목적지),
194) ‘-로/으로’是副词格助词，用于体言之后，表示变化或转变的结果。
195)副词格助词,
之前我们学过‘
-로/으로’
表示方向，工具，手段，变化，转成等意思，本课中用于名词后,
表
示资格，身份，名声等。相当于汉语的‘
作为.
.
.
.
.
.
’
等。
196)副词格助词,
之前我们学过‘
-로/으로’
表示方向，工具，手段，变化，转成等意思，本课中用于名词后,
表
示选择认定的对象。
197)格助词，表示行动的方式，状态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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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도구, 재료), 변화의 대상, 자격(신분), 경유’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변
화의 대상’ 및 ‘자격·신분’을 표시하는 경우는 본고에서 말하는 ‘결과’ 표시의 기능과
상통한다. 교재에서 중국어 대응 표현으로 제시한 예문 역시 ‘동사+허화보어(成,
爲)+목적어’ 구성의 중국어 결과구문들이 주로 제시된다.

(4) <변화의 대상>
ㄱ. 이 1,000원짜리를 한국돈으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ㄱ'
.请把这张1,
000元的换成韩币吗？

<자격·신분>
ㄴ. 저를 반장으로 뽑아 주시면 1년 동안 우리 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ㄴ'
.如果选我为班长，我会为我们班努力工作一年。

<韩国语教程>의 경우는 더욱 많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동작방향, 도구(수단),
변화 결과, 범위, 순서, 원인, 자격(신분,명성), 선택·인정의 대상, 방식·상태’ 등 9종
에 달하는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중 ‘변화 결과’를 위시하여 ‘자격, 신분, 명성’,
‘선택·인정의 대상’ 등이 본고에서 다루는 결과의 의미와 관련된다. 해당 예문의 중
국어 대응 표현은 역시 중국어 결과구문 형식을 띤다.

(5) <변화 결과>
ㄱ. 섭씨 0도가 되면 물이 얼음으로 변합니다.
ㄱ'
.到攝氏零度的話,水就變成氷 。

<자격, 신분, 명성>
ㄴ. 우리는 그를 한국어 선생님으로 모셨다.
ㄴ'
.我们请他当韩国语老师 。

<선택·인정의 대상>
ㄷ. 그가 오늘 시험을 잘못 본 것으로 보인다.
ㄷ'
.看起来他今天考试考得不太好 。

이상의 교재 분석 결과를 볼 때, 국내에서 출판된 교재보다는 중국내에서 출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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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NP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NP로’의 다양한 의미들을 단순히 나열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학습자들
이 그 모두를 내재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특히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한
차별화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NP로’가 동사의 결과로 도출되는 최종 상태를 표시할 수 있
음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고, ‘결과상태, 자격, 선택’ 등 결과와 관련된 예들은 중
국어의 ‘동사+허화보어(成, 出 등)+목적어’ 구문과 대응될 수 있음을 언급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의 하나로 제시한 ‘V1어 V2’ 동사연결형
의 경우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결론적으로 주요
현행 교재에서 ‘V1어 V2’의 결과 표시 기능을 주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고에서 결과구문으로 간주하는 ‘V1어 V2’의 예들인 ‘걸려 넘어지다, 썩어 문
드러지다, 달려 들어가다, 밟아 부수다, 밀어 쓰러뜨리다, 던져 올리다’ 등의 결과표
시 기능에 대해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바가 없다. 대신 공통적으로
‘-아/어서’를 ‘원인’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VP1어서 VP2’
의 구조는 ‘V1어 V2’구성과 형태, 의미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V1어 V2’와
달리 명백한 절 접속 구성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아/어서’와 관련해서는 아래
(6)과 같은 ‘이유’의 의미 외에 (7)에서처럼 앞의 일과 뒤의 일이 시간적으로 이어
서 일어남을 나타내는 ‘계기(繼起)’의 의미를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와 중국 출판 교재에서 동일하다.

(6)

‘이유’의 ‘-아/어서-’
ㄱ.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요
ㄴ.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픕니다.

(7)

‘계기(繼起)’의 ‘-아/어서-’
ㄱ. 어제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ㄴ. 주말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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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어 교재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하게 다루는 ‘V1어 V2’ 구성은 ‘V어 버
리다, V어 보다, V어 주다’ 등의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인데 이들 각각을 하나의
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상당
히 다양한 종류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종류를 보면 위 세 가지 예를 제외하고도 ‘아/어지다, -아/어 보이다, -아/어 놓다, -아/어 있다, -아/어 오다, -아/어 가다,
-아/어 두다, -아/어 내다, -아/어 대다, -아/어 치우다, -아/어 드리다, -아/어
주십사, -아/어 가지고’ 등등이 목표문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본고에서 결과표시 형식으로 주목하는 종류의 ‘V1어 V2’ 구성은 문법으로
제시되는 일이 없었으며, 합성동사로서 어휘에 제시된다 하여도 결과성에 대한 언급
은 없다. 우리는 ‘V1어 V2’를 어휘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두 동사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과 장기
기억으로 유도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어에서 중국어의 결과구문인 동
결식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것이 바로 ‘V1어 V2’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의 주요 형식으로 보고 있는 세 가지 형식, 즉
‘AP게 V’와 ‘NP로 V’ 및 ‘V1어 V2’에 대해 현행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어떤 방식과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들에서 공
통적으로 ‘결과’의 의미범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출판된 교재의 경우, 국내 출판 교재에 비해서는 ‘결과’의 의미를 언급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체계적이지 않아 다른 의미 기능
과 혼재되어 있으며 중국어 결과구문과의 대응관계를 목표 문법의 교수 학습에 활
용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7.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결과구문 습득 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습득 현황과 오류의 경
향을 파악함으로써 앞선 주장들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적
합한 교육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에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중 고급 단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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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의 목적은 현행 실러버스와 교수 방식에 따라
학습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해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지를
이해와 표현 측면에서 알아보고, 아울러 모어인 중국어와 한국어 결과구문의 연관관
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설문은 세 개의 지역(서울, 대전, 부산 각 1개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총
114명의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문항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
꾸는 부분과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중국어를 한국
어 대응 표현으로 바꾸는 문제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표현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결
과구문의 형식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려 하였으며,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문항을 통해서는 이해 측면에서의 습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쌍방향의 측정을 통하여 모어와 목표어의 결과구문 간 대응 관계에
대해 내재화된 체계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습득에
머무르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문항은 분
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한 형태에 대한 질문을 두 문항으로 중복 구성하
였다. 우선, 중국어를 한국어로 대응시키는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7-9] 중국어를 한국어로 대응시키는 문항
문항

목표 형식

문 항 의 실 제
学生们 把

1번

-게 V

桌子

擦

了。

干净

학생들 (pre.) 책상 닦다 깨끗하다 (완료)

‘학생들이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다’
孩子们 都

2번

-게 V

晒

了。

黑

아이들 모두 그을다 검다 (완료)

‘아이들이 모두 (햇볕에) 검게 그을었다’
她

3번

-게 V

走

得

慢慢的。

그녀 걷다 (구조조사) 느릿느릿하다.

‘그녀는 느리게 걸었다’
4번

NP로 V

我 妈

把

辣椒 磨

成

粉末。

나 엄마 (pre.) 고추 빻다 만들다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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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가 고추를 가루로 빻으셨다’
同学们

5번

NP로 V

推

他

班长。

当

친구들 추천하다 그 담당하다 반장

‘친구들이 그를 반장으로 추천했다’
张三 把

6번

V1어 V2

杯子

장삼 (pre.)

踩

컵

了。

碎

밟다 부서지다 (완료)

‘장삼이 컵을 밟아 부수었다’
听

7번

V1어 V2

懂

他的 话。

了

듣다 알다 (완료) 그의

말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
她 洗 衣服 洗

8번

‘-도록 V’

得

太阳 都

了。

下山

그녀 빨다 옷 빨다 (구조조사) 태양 마저 하산하다 (완료)

‘그녀는 해가 넘어가도록 옷을 빨았다’
哲秀 把 嗓子 哭

9번

‘-도록 V’

了。

哑

철수 (pre.) 목 울다 쉬다 (완료)

‘철수가 목이 쉬도록 울었다’
我

10번

부사(잘)

在 大田

生活

好好的。

得

나 –에서 대전 생활하다 (구조조사) 좋다

‘나는 대전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
余司令， 打

11번

부사(잘)

得

好!
”

여사령관, 때리다 (구조조사) 좋다

‘여사령관, 잘 싸웠소’
盛

12번

부사(가득)

满

清 水

的

大

木盆。

붓다 가득 차다 맑다 물 (구조조사) 크다 나무대야

‘맑은 물을 가득 채운 커다란 나무대야’
他 闻到 了

13번

단일동사

一

股

浓烈 的

高粱酒 味。

그 맡다 (완료) 하나 (양사) 짙은 (구조조사) 고량주 냄새

‘그는 짙은 고량주 냄새를 맡았다’
张三 撕

14번

단일동사

开

了

自己

的

衬衫。

장삼 찢다 열다 (완료) 자신 (구조조사) 셔츠

‘장삼이 자신의 셔츠를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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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결과 각 문항별 오답률198)에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중국어를 한국어
로 대응시키는 문항에 대한 오답률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1] 중국어를 한국어로 대응시키는 문항의 응답 양상
중국어→한국어
'AP게V' 1

20.18

'AP게V' 2

66.67

'AP게V' 3

88.60

'NP로V' 4

45.61

'NP로V' 5

34.21

'V1어V2' 6

71.93

'V1어V2' 7

41.23

'-도록V' 8

85.09

'-도록V' 9

오답율%

73.68

잘10
잘11

12.28
17.54

가득, 다12

53.51

단일동사13

38.60

단일동사14

35.09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이어서 각 문항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
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1번과 2번 문항은 ‘AP게 V’가 한국어에서 결과상
태를 표시하는 형식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이용해 한국어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중국어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형식인
결과보어 구문과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통해 이를 측정하려 하였다. 1번 문항은 중
국어 ‘擦干净’을 ‘깨끗하게 닦았다’로 번역하는지, 2번 문항은 ‘晒黑’를 ‘검게 탔다’로

198) 이때의 오답률이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목표 문법이 아닌 다른 형태를 써
서 나타낸 것까지를 포함한다. 즉, 의미상으로는 상통한다 하더라도 결과구문 형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설명식의 응답과 같은 경우는 오답에 포함시켰다. 이는 본 조사의 목적이 한국어 결과구문 형식
의 습득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이며, 설문 시 대응 언어의 결과구문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
는 형식을 쓰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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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살폈다.
이 두 문항은 같은 문법 항목을 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 양상이 크게 다
르게 나타났다. 즉 1번의 경우 대체로 ‘깨끗하게’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문장을 구
성하였으나, 2번의 경우에는 결과상태에 해당되는 ‘검게’를 생략하고 ‘햇볕에 탔다’
혹은 ‘탔다’로 대응시킨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가지는 중국어에서 ‘동사+보어’ 구성이 합성동사에 가까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일이 많으므로 그것이 한국어 대응표현에서도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晒黑’ 자체를 ‘(햇볕에) 타다’의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두 번째 해석은 학습자들이 교재나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게 닦다’라는 표현에는
많이 노출되어 이를 하나의 표현 단위로 저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검게 타다’라
는 표현을 접한 빈도는 낮아서 이를 목표 형태로 구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 교재의 ‘AP게’ 관련 문법 설명에서 ‘깨끗하게 닦다’라는 예문이 제시
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후자의 가능성을 중시한다면 이는
결과 상태를 표시하는 ‘AP게 V’에 대한 습득이 불완전함을 뜻한다. 즉 일부 사용빈
도가 높은 예에 대하여 고정 표현으로 저장하고 있을 뿐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문법 규칙으로 습득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어서 3번 문항은 중국어 상태보어 구문을 한국어의 ‘AP게 V’로 대응시킬 수 있
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어의 ‘
走得慢慢的’
를 ‘느리게(느릿느릿하게) 걸었
다’로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앞서 우리는 중국어에서 전형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결과보어 구문이지만 그 외에 이른바 상태보어, 정도보어, 정
태보어 등도 넓은 의미의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즉, 3번 문항의
‘走得慢慢的’는 느리게 걷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결과보다는 방식
(manner)에 가깝게 이해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를 부사어로 표시하는 것과 보어로
표시하는 것에 의미차이가 있다. 즉 ‘慢慢地走’와 같이 부사어로 쓰면 단순히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는 반면, 3번 문항처럼 보어로 구성할 때는 동사의 행위가 화자에게
불러일으킨 생각과 태도가 결과로서 함께 표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AP게’ 부사어로 표시한다.
그런데, 3번 문항에 대한 응답은 ‘천천히 걸었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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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그 역시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국인 학습자
들은 모어의 ‘走得慢慢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방식(manner)’으로 해석하며 한국
어에서 그에 적합한 형식인 부사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응
답은 엄밀히 말해 오답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우리는 3번 문항을 통해 중국인 학습
자들이 ‘-게’를 모국어의 상태보어에 대응될 수 있는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회의적이라고 해석한다. 그 이유는 기타 응답에서도
‘-게’형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천천히’라고 응답한 비율이 극히 높았다는
점에서 중국어 ‘慢慢的’와 한국어 ‘천천히’를 어휘적으로 대응시킨 결과라고 보는 것
이다.
다음으로 4번과 5번 문항은 동작 행위의 결과가 명사성 성분으로 나타날 때 이를
한국어의 ‘NP로 V’ 구문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4번
문항에서는 동사로 인한 논항의 상태변화를 표시하는 ‘NP로 V’구문과 중국어의 허
화보어 구문 ‘V+成/出+NP’간의 관계를 학습자들이 내재화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자 하였다. 즉 ‘고추를 빻다’와 ‘고추를 가루로 만들다’라는 두 가지 사건을 합하여
‘고추를 가루로 빻다’라는 단문 구조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모어인 중
국어에 “把辣椒磨成粉末”라는 대응구문이 있으므로 특별히 습득하기 어려운 항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문항 4에 대한 오답률은 45%로 나타났는데, 설문의
대상이 중·고급 학생들임을 감안할 때 습득율이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위
6.4절에서 실시한 교재분석 결과에서 ‘NP로’에 대한 국내 주요 교재들의 제시 양상
이 ‘도구·수단’과 ‘방향’의 의미에 집중되어 있을 뿐 ‘결과’ 표시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5번 문항 역시 결과 의미를 나타내는
‘NP로 V’ 구문에 대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격’의 획득과 관련된 경우이
다. 이 경우는 4번 문항에 비하여 정답율이 높았다.
6번과 7번 문항은 ‘V1어 V2’ 형식이 결과상태를 표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알아보려 하였다. 즉, 결과를 표시하는 성분이 형용사 혹은 명사성
성분일 때 이를 부사어로 나타냄에 반하여 결과 표시 요소가 동사일 때는 ‘V1어
V2’ 형식을 써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어 동결식 중 보어에 동사가 쓰인 예를 제시하고 그 대응 형식을 한국어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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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6번 문항에서 ‘踩碎’를 ‘밟아 부수다’로 대응시키지 못한 경우
가 70퍼센트를 넘었는데 이는 ‘V1어 V2’ 형식 자체 및 그것의 결과 표시 기능에 대
한 인지도가 낮음을 말해준다. 6.4절에서의 교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V1어
V2’ 에 대한 현행 교재의 제시 내용은 대부분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에 치중되어
있다. ‘V1어 V2’가 표시할 수 있는 ‘원인-결과’ 관계나(밟아 부수다, 걸려 넘어지다
등) ‘계기(繼起)’ 관계는(깎아 먹다 등) 어미 ‘-어서’와 관련하여 제시된다. 따라서
6번 문항의 오답률이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6번에 비해 7번의 정
답률이 높은 것은 ‘알다듣다’의 사용 빈도가 높음에 따라 이를 관용어로 숙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8번과 9번 문항은 ‘정도’를 표시하는 ‘-도록’의 용법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범언어적으로 정도의 의미범주와 결과의 의미범주는 서로 교
차함을 앞 장들의 내용에서 말한 바 있다. 결과를 표시하는 형식을 써서 ‘정도의 심
함’을 표시하는 일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위 8, 9 문항
은 중국어의 정도보어 구문을 한국어의 ‘-도록 V’에 대응시켜 쓸 수 있는지를 알아
보려 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은 ‘太阳都下山’을 ‘해가 넘어갈 때까지’로, ‘把嗓子哭哑了’
를 ‘목이 쉴 정도로, 목이 쉴 만큼’으로 번역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의미상 상
통하는 표현이므로 엄밀히 말하여 오답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측정하고
자 하는 것은 ‘해가 넘어가도록, 목이 쉬도록’과 같이 목표문법을 써서 정도의 의미
를 표시할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오답 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문항에서 목표 문법을 쓰지 못한 비율은 85.09%와 73.6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
국어 문장에서 ‘고(高)정도’의 의미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한국어의 대응 구
문으로 표시하는 규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까지’ 혹은 ‘정도로, 만큼’ 등의 어휘
를 사용하여 설명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위 6.4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어미 ‘-게’와
‘-도록’을 ‘-러, -려고, -고자’ 등과 함께 목적관계 연결어미로 분류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도록’과 ‘-게’에 대하여 목적 표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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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도록’의 경우는 ‘도급(到及)’ 및 ‘정도’를 표시하
는 것이 주요한 기능임에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된 바가 없다. 따라서 학습자들
이 전반적으로 ‘-도록’의 정도 표시 기능에 대하여 알지 못함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
과라 하겠다.
10번과 11번은 중국어에서 정태보어 구문 ‘V得好’ ‘V得很好’ ‘V得好好的’로 표시
되는 바를 한국어에서 표시할 때 전형적으로 부사 ‘잘’과 대응됨을 학습자들이 파악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들 문항은 오답률이 매우 낮아 학습자들이 전반적
으로 이러한 대응관계를 잘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전형적이고 단
순한 대응일 뿐 아니라 영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well’과 같은 부사를 통해서 표
현하는 등 중국인 학습자에게 생소한 대응관계가 아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2번 문항 역시 중국어의 결과보어가 한국어의 부사로 대응되는 경우에 관한 것
이다. ‘盛满’을 ‘가득 채우다’라고 하지 않고 ‘담아서 가득하다’와 같은 식으로 번역
한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 경우 의미가 상통하면 일부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약 54%의 오답율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한국어 부사 중 결과 상태
를 표시할 수 있는 예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3번과 14번 문항은 중국어에서 필수적으로 ‘동사+결과보어’로 표시해야만 하는
의미를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동사로 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음에 대한
것이다. 특히 감각동사나 인지동사 계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13번의
‘闻到了’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한국어에서는 단일동사 ‘맡았다’로 대응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맡아 냈다’와 같이 번역한 학습자들이 있었다. 중국어에서
는 냄새를 맡는 행위와 그것을 인지한 결과를 구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보어’
의 형태로 써야한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14번 문항의
경우도 ‘撕开了’를 ‘찢었다’로 대응시키면 될 것을 ‘찢어 버렸다’로 번역한 학생이 상
당수에 달했다.
이상으로 중국어 결과구문을 한국어로 대응시키는 문항들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
답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위 설문의 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는 중국인 중·고급 학
습자들의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표현적 측면에서의 습득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대체로 높은 오답률에서 알 수 있듯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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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의미를 한국어로 표시할 때 한국어의 대표적인 결과구문 형식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 둘째로는 목표 문법을 성공적으로 습득하고 있
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관찰되지만 이것이 일관된 경향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부 사용 빈도가 높고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예에 한해 습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그 외의 경우 습득 여부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일반적인 규칙으로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어서 한국어를 중국어로 대응시키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의 습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7-10] 한국어를 중국어로 대응시키는 문항
문항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목표 형식

문 항 의 실 제

‘V+A’

학생들이 바닥을 더럽게(깨끗하지 않게) 닦았다.

(결과보어 구문)
‘V+得+VP’
(정태보어 구문)
‘V+成/出/作+NP’
(허화결과보어 구문)
‘V+V+來/去’
(복합방향보어 구문)
‘V+得+VP’
(정도보어 구문)

(
学生们把地板擦脏了。)

그는 일리 있게 말한다.
(
他说得有道理。）

소왕은 그녀를 양어머니로 여긴다.
（小王把她认做干娘。）

나비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一只蝴蝶飞进屋里来。）

그는 얼굴이 땀에 젖도록 달렸다.
（他跑得满头大汗。）

‘V+得+好/很好/好好的’

마리는 한자를 참 잘 쓴다.

(정태보어 구문)

（玛丽写汉字写得很好。）

‘V+光’
(결과보어 구문)
‘V+住’
(결과보어 구문)

나무 대야의 물이 다 흘러 나갔다.
（大木盆里的水流光了。）

할아버지는 나의 어깨를 눌렀다.
（爷爷按住了我的肩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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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각 문항의 오답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2언어 학습에서 일반적
으로 이해의 측면은 표현 측면에 비하여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서도 중
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첫 번째 파트에 비하여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두 번째
파트의 오답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설문 결과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각 문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7-2] 한국어를 중국어로 대응시키는 문항의 응답 양상

한국어→중국어
V+A 1
V+得+VP 2

35.09
33.33
37.72

V+成/出/作+NP 3

51.75

V+V+來/去 4

V+得+好/? 好/好好的 6
V+光 7

오답률%

57.89

V+得+VP 5
18.42
20.18

79.82

V+住 8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우선 1번과 2번 문항은 한국어의 ‘AP게 V’형이 결과를 표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중국어 결과구문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1번의 결과 ‘더럽게’는 동사 ‘닦다’를 통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
와 상반되는 의미를 표시한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와 중국어는 이처럼 일반적인 기
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됨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1번 문항은 ‘더럽게(깨끗하지 않게)’를 번역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脏 , 不干
净’을 사용하였는데, 간혹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구조조사 ‘得’을 사용한 응답자들이

일부 있었다. ‘没’를 사용하여 ‘没擦干净’이라고 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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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목표 문법대로 쓰지 못한 경우가 약 35퍼센트였다.
2번 문항의 목표 대응표현인 ‘说得有道理’는 동사 ‘说’에 보어표지 ‘得’이 오고 그
뒤에 ‘有道理’라는 보어가 결합된 정태보어 구문이다. 이 경우 ‘일리 있게 말하다’라
는 한국어 표현이 하나의 관용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의 중국어 대응표현
역시 일종의 관용어처럼 쓰이므로 둘 사이의 대응관계를 비교적 쉽게 파악하는 것
으로 보이며 오답률도 높지 않다.
3번 문항에서는 한국어 ‘NP로 V’ 구문이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중국어의 허화보어 구문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즉 ‘양어머
니로 여기다’에서 ‘양어머니’는 동사 ‘여기다’로 인해 화자의 인식에 일어난 변화인
데, 이를 ‘认做干娘’
의 의미로 올바르게 이해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오답률이 약 37퍼센트로 중·고급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여기다’ 동사 구문의
구조와 그것의 중국어 대응 형식을 대체로 잘 파악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다만 ‘여기
다’와 같이 특수한 동사가 아닌 경우에도 습득의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또
위와 같은 대응을 규칙으로서 습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에는 설문의 내용이 부족
한 것으로 생각된다.
4번 문항은 한국어에서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 이동구문과 중국어의 방향보
어 구문 간의 대응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응답 중에는 경로의
‘進’(들어오다)을 누락하고 ‘飞过来’
나 ‘
飞来’와 같이 번역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
국어 자동사 이동구문의 ‘NP로+<방식>어+<경로>어+<오다/가다(이동직시소)>’
구문을 모국어의 ‘<방식>+<경로>+NP+<來/去(이동직시소)>’(
飞进屋里来) 구문
으로 대응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동사건과 관련된 자질의 배
열 순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일하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성 성분의 통사적
성격과 위치는 각각 부사어와 목적어로서 다르기 때문이다. 4번 문항에 대한 오답률
은 50퍼센트를 넘었다.
다음 5번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도록 V’ 구문의 정도(程度) 표시기능을 이해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로서, 중국어의 정도보어 구문과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통해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오답률이 약 58퍼센트에 달했는데, 이는

학

습자들이 이해의 측면에서도 ‘-도록’이 가지는 정도표시 기능을 잘 습득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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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말해준다. 조사의 전반부에서 드러났듯이 ‘-도록’의 ‘정도, 도급’ 표시 기능
에 대해서는 표현 측면에서의 습득율도 매우 낮았다. 이는 현행 주요 교재들에서
‘-도록’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나 주로 ‘목적’의 의미를 중심으로 제시하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6번 문항은 부사 ‘잘’에 대한 것으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동작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이런 경우 부사가 아닌 ‘得’199)을 동반한
보어로 나타내며 보통 이런 부류를 정태(情態) 보어라고 부른다. 정태보어 중에서도
‘V+得+好/很好/好好的’ 등은 한국어 부사 ‘잘’과 전형적으로 대응한다. 위 설문 결
과에서 6번의 오류율은 약 18퍼센트에 그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중·고급 학생들은
‘잘’의 이러한 쓰임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표현 측면에서
도 ‘잘’의 쓰임과 관련된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하지만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 보어의 간섭을 받아 ‘한자를 좋아하게 씁니다’ 혹은 ‘한
자를 씁니다. 참 좋습니다’ 와 같은 오류를 만들어 낼 여지가 있다.

200)

7번 문항은 ‘다(부사)+V’가 가지는 완결, 결과의 의미를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
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7번의 한국어 문장이 가지는 결과
의미를 학습자들이 이해한다면 모어의 동결식 ‘V+光’으로 대응시킬 것으로 기대하
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流光了’를 쓴 학생은 114명 중 4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보어가 아닌 ‘都/全 ~ 流出来/去了’ 에서와 같이 부사(都/全)을
써서 번역하였다. 중국어에서 이른바 범위부사로 분류되는 ‘都/全’ 등이 동사의 의미
에 직접 연결되기 보다는 동사의 논항인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7번 문항에 한해서는 예상했던 목표 문법이
아니지만 현대 중국어의 실제적 쓰임을 고려하여 ‘都, 全 ~ 流出来/去了’ 등을 정답
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 8번 문항은 한국어 단일 동사의 과거형에 함축된 결과의 의미를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어에서 단일 동사로 표
199)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문항 중 위 2번, 5번, 6번의 경우 述補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조사 ‘得’
을 써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응답자들이 관형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두
문법 성분의 발음이 동일한 것에서 온 모국어 오류로 판단하여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200) 박영희·이희원(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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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의미를 중국어에서는 반드시 ‘동사+보어’ 구조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
다. 즉, 8번의 한국어 문장 ‘할아버지는 나의 어깨를 눌렀다’에서 ‘눌렀다’는 수직으
로 나의 어깨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 할아버지의 손이
나의 어깨 위에 얹혀 있고 나의 어깨가 눌려진 상태가 되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
다. 우리는 만일 응답자들이 ‘눌렀다’를 이러한 의미로 파악했다면 중국어의 ‘동사+
보어’ 구조, 즉 ‘按住了’로 번역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어 없이
‘按了’로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높았는데, 이는 한국어 ‘눌렀다’를 단순 동작으로 보
았을 뿐 누른 이후의 결과상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것을 일
단 오답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오답률은 79.8%에 달했다.
우리는 중국어의 ‘按了’가 위 한국어 문장에서의 ‘눌렀다’에 포함되는 의미를 충분
히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문법적으로 부적격한 것이
아니며, 한국어의 ‘눌렀다’가 단순히 동작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를 오답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
일 동사 과거형이 가지는 결과 함축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것
으로 8번 문항 결과에 대한 해석을 대신한다.
한편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할 때,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결과구문 습득 정도 및 모어와의 대응 관계 파악 정도는 특히 표현 방면에서 전반
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형식은 이해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준
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또, 설문 항목들 간에 정답률이 고르지 않고 차이가
큰 것으로 볼 때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습득은 전체 목표어
문법 속에서 체계적으로 내재화된 지식이기보다는 각 해당 어휘 및 구문의 노출 정
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7.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에 관한 제언
앞서 대조 고찰을 통해 알아보았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결과의미 표시 방식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구별되는 지점 역시 크다. 즉, 한국어에는 중국어의 ‘동사+보
어’에 상당하는 통사구조가 없거나 혹은 유사한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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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달리 결과가 부사어의 자격으로 동
사에 전치하는 형식이 다수에 이른다. 중국어의 경우, 다른 언어에 비해 결과의 의
미를 매우 중요하게, 또한 규칙적으로 표시한다. 중국어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
은 ‘동사+보어’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의 적용이 강제적일 뿐 아니라 출현 빈도 또
한 매우 높다. 따라서 위 7.1에서 주장하였듯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어에서 보
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시하던 결과의 의미를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
고자 하는 수요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위 7.2.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에서 이러한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따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실러버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결과 7.3.의 설문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결
과구문에 대한 습득 정도는 대체로 낮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7.1.~7.3.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필요성과 현행 교육 방식의 문제, 그리고 낮은 습득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렇다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는가’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
국인을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큰 방향에 대한 제언이 될 것이다. 결과구문에 대한 한국어 교육적 고찰은 매우 초
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따
라서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교수 방안이나 수업 설계보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충
분히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이 아래의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학습자 모국어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미중심의 문법 교육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은 관련 문법항목의 위계화를 바탕
으로 각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계에
서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는 과제이다. 학습자 변인에는 학습의 목표나 숙달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가 있겠으나 그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모국어 변인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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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중국어 모어 학습자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어 음운체계를 고려한 발음교육
방안, 혹은 한·중 동형어의 의미차이에서 발생하는 어휘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어휘
교육 방안 등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연구 성과를 실제의 교육에 성공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 모어의 문법을 고려한
교육방안 마련은 그 당위성에 비하여 실질적인 연구 및 대응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
다. 학습자 모어로 된 교재 개발도 시도되고 있으나 현실은 한국어 교재의 단순 번
역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으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교재가 되기 위해서는
모어의 음운, 문법, 화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내용이 구성되어
야 할 것이다.201) 본고는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변
인을 고려한 맞춤형 실러버스를 설계한다 할 때,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교육은 모
어에서 결과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라 생각한
다.
또한, 이 경우 모국어 문법을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의 중심적 내용은 모어와의
대응관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모어 문법에 대한 직관을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목표어 문법을 내재화하도록 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결과구문이란 단문 구조 안에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의 두 가지
서술이 공존하지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표시되지 않는 구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관용구와 달리 고도의 추상성을 띠고 있어 이러한 의미와 형태 간 결합 관계의 특
수성이 쉽사리 파악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제2언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결과구문은
습득이 용이한 항목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Boping

Yuan(2008:283-284)에서는

‘L1의존

접합면

가설

(L1-Dependant Interface Hypothesis)’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
다. 즉, ‘통사와 그 외 다른 인지적 영역의 접합면에 관계된 문법 요소는 만일 그러
한 접면이 학습자의 L1에 어떤 형태로든 성립되어 있다면 성인 L2 학습자에게 수
201) 이와 관련하여 강현화(2006:5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개발되는 교재에
서는 대조분석적 관점에서 개발한 다양한 언어권별 교재가 요구된다. 그간의 교재는 목표언어에만 치
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언어권별 학습자를 고려한 문법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몇몇 교재는 특
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간되었지만 현행 교재를 해당 언어로 번역했을 뿐, 실러버스 자체가
해당 언어권을 대상으로 편성되지 못했으며 문법 역시 해당 언어권과의 대조분석적 관점에서 제공되
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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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하다. 하지만 학습자의 L1에서 쓰이지 않는 L2 요소라면, 비록 비접면 영역
에서 통사적· 의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인 학습자의 L2 문법에서
다른 요소와 접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202)’
한편, Boping Yuan (2008)의 ‘L1의존 접합면 가설’에 입각하여 그것을 실증적으
로 입증하려 한 Xu HaiXia(2012)203)의 경우,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VV’ 동결구
조 습득에서 위 가설의 주장이 의미 있는 정도로 입증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때
모국어인 한국어의 영향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
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함께 나타남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L1의존 접합면 가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입증이 추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위 가설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중국어 모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결과구문을 학습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학습자들이 중국어 동결식을 학습하
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
자가 중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일단 중국어의 보어와 같은 성분이 모어에 없다는 사
실에 더해, 모어인 한국어에도 결과구문이 존재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범주적 일관
성과 현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목표어 학습에 긍정적인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어의 동결식은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통사구조와 논
항구조가 특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습득이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의
데이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宋燕·
崔日義(2011)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결과보어 사용 오류
를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결과보어를 누락하고 쓰거나, 보어가 아닌 부
사어로 표시하거나, 보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뒤바꿔 쓰는 등의 오류를 높은 비율로
보임을 밝히고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 간섭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 보어 및

202) “grammatical aspects involving an interface between syntax and other cognitive domains
is acquirable in adult L2 grammars if such an interface is established in some form in
learners’L1; however, L2 items which are not available in learners’ L1 will not be able to
establish an interface relationship with another element in adult L2 grammars although
they can fulfil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functions in a non-interface domain.” (Boping
Yuan (2008:2834)
203) Xu HaiXia (2012),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V-V’동결구조 습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326-

결과구문의 습득은 한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습득이 매우 어려운 항목이 된다.
반면 중국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경우, 모국어인 중국어에
서 결과구문이 가지는 통사·의미의 접면적 특성이 내재화되어 있을 것임을 감안할
때, 하나의 절구조 안에 원인과 결과가 함께 나타나는 결과구문에 대한 수용은 상대
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목표어의 해당 항목 학습 시 그것이
결과의 의미 범주를 표시하는 구문임을 자각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
런데 현행 교육 방식으로는 이러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모어
의 결과구문과 목표어 결과구문의 형식적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모어의 전이
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모어인 중국어의 전형적인 결과구문과 그
에 대한 한국어의 전형적인 대응 형식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고 학습자 스스로 그
안의 규칙을 찾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때 교사와 교재의 역할은 적절한 맥락
을 제공해 주고 그 맥락 안에서 연습을 통해 이러한 대응규칙의 습득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어와 한국어 결과구문 간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본고
앞장들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각 대응관계의 쌍을 6.1.2에서 제시한 바 있
다.
한편,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은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
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제2언어 교수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가장 큰 관심
은 모국어의 특정 형태와 그에 대한 목표어의 문법적 대응 형태가 어떻게 같고 다
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표시하였던 의미를 목표어에
서 등가(等價)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을 채용해야 하는가에 있다. 따라
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교차언어적 연구와 대조언어학적 연구, 그리고 제2언어 교
수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의미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204)
이와 관련하여 문법 항목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학습의 단계에 따라 문법 교육의
204) 이와 관련하여 방성원(2003)에서는 문형 중심의 목표 설정이 고급단계에서도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고급학습자들이 오류의 문제를 스스로 검토하고
문법적으로 사고하여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고급 담화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능력은 개별 문법 형태 중심
의 교육보다 의미 및 문법의 범주, 담화 기능 중심으로 조직화된 문법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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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제2언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의사소통’에 있다 할 때 문법 교육 역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기여하
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현행 한국어 문법
교육은 주로 특정 과제 해결과 관련된 개별 형태 위주, 특히 문형과 어휘 위주의 교
육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형 중심의 문법 교육만이 의사소통 능력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학습자의 요구나 학습 단계에 따라, 혹은 목표 문법의 성격에 따라 문형 제시
일변도의 문법 교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 학습자의 경우
보다 명시적이고 체계화된 문법 교육을 제공할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보
고가 있으며, 고급학습자의 경우 새로운 과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규칙으로서의 문법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목표 문법의 성격에 따라서도 형태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한국어 결과구문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은 단일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뿐만 아니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하여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 형식들이 있고, 그 각각
의 형식은 결과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표시한다. 이런 경우, 학습 단계의 진전에 따
라 이 형태들을 다 학습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의 의미를 표현해야 할 상황에 마주쳤
을 때 이들 중 조건과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해 쓰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를 아래와 같이 도식으로 표시해 보자. 입체 도형으로 나타낸 것이 한국어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형식들인데, 도형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것은 각 구문 형식의 특성
과 제약이 다름을 나타낸다. 한편, 그 안의 기호들은 각 형식이 표시할 수 있는 의
미인데 이들 의미는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중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로 표시한다. 그렇다면, 아래처럼 A B C D 각각의 형태별로 학습
한 후 ★의 의미를 표현해야 할 수요가 생겼을 때 학습자들은 이 의미를 중심으로
각각 다른 특성의 A B C D 형식을 재구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형식을
쉽게 선택해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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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형태 중심 문법 교육의 도식화

▽

<A형식> :

♠

★ ▼

▲

<B형식> :

□ ◇ ★

● ◎

<C형식> :

★ ♣

□ ◎

<D형식> :

● ♤ ★

아마도 이러한 방식보다는 ‘결과’ (★)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교수하였
을 때, 조건에 맞는 형태를 성공적으로 선택해 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국어에
서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이 다양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 형식들이 표시할
수 있는 의미가 결과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림 7-4] 의미 중심 문법 교육의 도식화
<

★를

표시하는 형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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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에 관한 한 의미중심의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목표 항목에 대한 ‘이해’의 측면보다는 ‘표현’의
측면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결과구문에 관한 현행 교육은 위 7.2의 교재 분석
결과로 볼 때 문형 위주의 교육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그나마 해당 문형이 ‘결과’의
의미를 표시한다는 사실이 거의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결과구문 교
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해당 항목에
대한 교육을 재설계할 때 의미중심의 교육 방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의 대상이 중국인 학습자로 특정될 경우, 그러한 요구는 더욱 높아진다.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지만 중국어적 사고방식에서 ‘결과’는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의미범주이다. 또한 중국어의 결과 의미는 그것을 전담하여 표시하는 ‘보어’
라는 문법적 수단을 가진다. 따라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결과’의
의미를 목표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중국인 학습자
를 위해서는 별도의 결과구문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교육의 방식
은 의미에서 출발하여 그에 해당되는 형태를 정리, 제시해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때 각 형태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들을 결정짓는 규칙과 제약은 어
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어에서 결과의 의미를 표시하는 주요 형식에는
‘AP게 V’ ‘NP에 V’ ‘V1어 V2’ 등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 중 결과를 표시하는 요소
가 형용사성인 경우는 ‘AP게 V’로, 명사성인 경우는 ‘NP에 V’로, 그리고 동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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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V1어 V2’로 나타냄을 밝혀주는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이때 메타언어를 동
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명사성, 형용사성, 동사성인 여러 예를 주고 이들
을 이용하여 결과구문의 각 형식을 구성해 보도록 하는 충분한 연습 활동이 필요하
다.
한편, 결과구문에 대한 이해란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이라는 두 가지의 서술이 하나
의 절에 통합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으며, 주어에 대한 서술과 동사로 인해
변화를 경험한 개체에 대한 서술이 동일절 안에 함께 표시되는 특수한 형식을 이해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과구문의 내부를 구성하는 두 가지 서술을 주고 하
나로 통합하는 연습을 통해 이러한 특수한 의미관계 및 구조를 이해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희는 책상을 닦았다+책상이 깨끗하다=영희
는 책상을 깨끗하게 닦았다’의 관계가 되며, ‘나는 사과를 잘랐다+사과가 반이 되었
다=나는 사과를 반으로 잘랐다’와 같이 결과를 표시하는 ‘NP로 V’ 결과구문을 구성
한다는 사실을 연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V1어 V2’의 경
우 역시 ‘나는 돌부리에 걸렸다+나는 넘어졌다=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의 관
계가 되며 ‘나는 컵을 밟았다+컵이 부서졌다=나는 컵을 밟아 부수었다’와 같이 하
나로 통합될 수 있음을 충분한 연습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한편, 이때 모국어의 대응표현을 함께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은 모어에 정립되어 있
는 직관 및 스키마를 활용하여 해당 목표문법에 대한 개념을 보다 빨리, 그리고 확
실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과구문은 통사·의미
의 접면적 성격을 가지는 구문이며 그 의미구조와 통사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
운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국어에 동일한 구문이 뚜렷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그
에 대한 직관을 빌려와 목표어 이해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언할
사항은 해당 항목들에 대한 위계화와 단계별 교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목표
항목들 간의 중요도,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별로 위계화 한 후 학습자의 숙
달도와 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각 단계에 맞는 교수 내용과 방법을 적용해야만 효과
적인 습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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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방법으로
학습자 모국어 문법을 고려, 활용할 것과 의미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이 모든 단계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전자와
관련하여 모국어의 대응 표현을 제시하거나 한국어 결과구문과의 대응 규칙을 제시
해 주는 방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두 유효하나, 역시 단계에 맞게 구성하여 적용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면, ‘결과’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형태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초급단계에서는 오히려 학습자의 부담을 가
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초급에서는 과제 상황과 관련된 문형 중심의 제시
가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중급 이후부터는 일반화, 체계화
된 문법 지식으로 교수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고급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문법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향후 새로운 과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문법 규칙을 스스로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의미
중심 접근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방성원(2003)에서는 현재 고
급 단계의 문법교육이 단순히 난이도가 높고 빈도가 낮은 항목을 다룬다는 점이 다
를 뿐 기본적으로 문형 중심의 문법 제시 방식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아울러 고급 단계의 문법 교육은 개별 문법 형태 중심의 교육보다는 의미 및 문
법의 범주, 담화기능 중심으로 조직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결과구문에 대한 교수 학습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계별 특징과 수요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각 단계의 교수 학습이 내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나선형 구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반복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어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다른 의미 기
능들과 같은 형태를 통하여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이 많다. 따라서 어느 한 단
계에서 한가지의 방법으로 습득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이러한 위계화와 단계
별 교수가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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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하여 탐구해 보았다. 본고는 서론에서 밝혔
듯이 한국어 결과의미 범주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의 ‘결과구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전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과
정에서 결과구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통찰을 얻기 위하여 다른 언어와의 비교 대
조를 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 성과를 한국어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해 보았다.
본장 결론에서는 우선 각 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그 의의를 짚어볼 것
이며, 이어서 본 연구를 통해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들을 제
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세우려 하였다.

8.1. 정리 및 요약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와 의의를 제시하였다. 즉, 한국어 결과구
문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그를 통한 결과구문 범주의 일반적인 특징을 밝히려 한다
는 목표를 밝혔다. 또, 결과구문으로 나타나는 사건통합의 경향을 다른 언어와 비교
하여 고찰한 후 그 성과를 응용언어학적으로 적용한다는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제
시하였다. 아울러 보어 혹은 필수적 부사어와 관련된 국어학계의 전통적 논란에 대
하여 의미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가 가지는 의
의 중 하나로 제출하였다.
한편, 서론에서는 ‘결과’ 의미에 대한 본고의 정의를 밝히는 것으로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기초로 삼았다. 이때 ‘결과’의 개념은 한국어 결과 의미범주를 구성
하는 여러 층위의 예들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단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어떤 사태가 자연스런 전개 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가장 마지막의 상태”로 정의하였
다. 또, 이때의 결과가 모종의 변화를 전제한다 할 때, 그 변화의 종류로 ‘상태의 변
화’ ‘위치의 변화’ ‘인식의 변화’ ‘생성과 소멸에 관련된 변화’ 등이 포괄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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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술을 중심으로 하되 언어간 비교의 방법과 텍스트
분석을 병행하며 아울러 부분적으로 구문문법적 접근 방식을 채용함을 밝혔다.
제2장 기본 논의에서는 우선 ‘결과구문’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밝히려 하였다. 이
때 좁게 정의된 전통적인 결과구문의 개념 및 유형과 최근 연구 동향에 따라 확장
된 결과구문의 개념 및 유형을 제시하여 결과구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구했다. 이
어 개별언어에서 결과구문이 가지는 언어 일반적인 성격과 개별언어 특정적 요소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결과범주가 특별히 발달한 중국어의 결과구문에 대하여 소개하
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 한국어 결과구문을 새롭게 정의하고 결
과구문의 범위를 획정하려 하였다. 이때 한국어 결과구문은 영어 결과구문의 정의적
특징 및 제약에 맞춰 구획될 수 없음을 보이고 한국어의 실질에 맞춘 결과구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국어에서 ‘결과’의 의미를 표시하는 형식으로서
고빈도로 사용되고 그리하여 관습화된 단문 형식의 단어 연쇄로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공존하는 논항구조 구문”. 이어서 이러한 정의에 준하여 한국어 결
과구문의 범위와 유형을 설정하였는데, ‘AP게 V’, ‘NP로 V’, ‘V1어 V2’ 등을 한국어
결과구문의 주요유형으로 삼고, ‘XP도록 V’, ‘A이 V’, ‘NP에/에게/까지 V’ 등을 주변
적 요소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선행연구의 성과들을 소개함으로써 다음
에 이어질 논의의 바탕으로 삼았다.
제 3장부터 5장까지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각 대표유형에 대한 기술을 주요 내용
으로 삼았다. 우선 제 3장에서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결과구문 형식이라 할 수 있는
‘AP게 V’ 구문에 대하여 그 세부 유형별로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때 기존 연구들의
성과에 더하여 본고의 견해를 추가하였다. 우선 ‘AP게 V’를 살피기에 앞서 ‘VP게
V’가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즉, 동사성 성분이라고 하여
반드시 결과 상태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성분의 종류와 ‘VP게’가 표시
하는 결과의 종류에 따라 결과표시 가능 여부가 결정됨을 지적하고 결과 표시 기능
이 인정되는 몇 유형을 제시하였다. 단, 이때 ‘VP게’가 표시하는 바가 결과가 아닌
목적·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목적 혹은 의도가 일종의 ‘예정된 결
과’로서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읽
히지 않는 한 결과의 범주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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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P게 V’의 경우를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질을 비교하였다. 이때 결과
구문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을 확정하기 위하여 “NP1 causes NP2 become X by
V-ing”의 의미틀에 넣어 이를 만족하는지를 측정하였다. 한국어 ‘AP게’가 나타내는
기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후행동사의 성질에 따라 결과
를 나타내는 경우와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로 대별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결과를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는 ‘AP게’를 유형별로 제시하되 그것이 표시하는 결과의 의미가
객관성 및 주관성, 구체성과 추상성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단계를 표시함을 제기하
였다. 즉, 한국어의 ‘AP게’가 표시하는 결과는 영어의 전형적인 형용사 결과구문이
나타내는 것과 같은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인해 변화된 상태에 대한 개념화자의 평가를 동사의 논항에 부여하는 부류가 포함
되어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일이 한국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영어의
경우 문장 끝에 오는 형용사 부사형으로 표시하며 중국어의 경우 구조조사 ‘得’이
개재된 형태의 결과구문으로 나타냄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일견 동작의 방식으로 읽히는 사례도 결과구문으로 쓸 수 있
는데, 즉 동작의 방식이 개념화자에 불러일으킨 생각까지를 결과의 범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본다.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부사어와 보어의 대립으로 구분되지 않
으므로

‘AP게’가 나타내는 의미에 방식과 결과가 공존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본고에서는 그 중 ‘결과’의 의미가 좀 더 본유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는
국어의 중첩부사 중 원래의 형태와 ‘-하게’ 결합형으로 쓰이는 예들을 결과 표시 문
맥과 방식 표시 문맥에 썼을 때 어느 쪽과 더 의미상 부합하는가를 보았을 때, ‘-하
게’ 결합형이 결과 표시 문맥에서 적합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들었다.
한편, ‘AP게 V’ 구문은 이처럼 결과와 방식을 표시하는 외에도 ‘정도’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결과의 범주 안에 수용하였다. 그 이유는 정도 범주가
결과 범주와 교차하는 일이 범언어적으로 관찰될 뿐 아니라, ‘코피가 터지게 공부했
다’와 같은 표현이 비록 정도의 과장된 어기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 실현 여부는
현실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언어가 책임질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러한 표현도 언어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며, 그 실현을 전제함으로써 과장의 어
기를 획득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AP게 V’가 ‘묘사(Depictive)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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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는 동사로 인하여 ‘AP게’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행위 이전에 그 논항에 갖추어져 있다가 동사의 행위 시까지
지속되는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구문과 묘사구문이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영어 뿐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관찰되는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결
과의 의미와 구분해야 함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은 ‘NP로 V’ 구문에 대한 기술로서 ‘NP로 V’ 구문을 크게 위치이
동을 나타내는 부류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부류로 나누어 그 각각의 유형과 특징
을 알아보았다. ‘NP로’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 ‘도착점’ 혹은 ‘변성’,
‘자격’ 등을 표시한다고 알려진 부류들이 본고의 관심사인 결과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국어의 여러 조사구 중 유독 ‘NP로’를 대표적인 결과표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는 ‘NP로’가 이동 후의 공간적 도착점과 변화 후의 결과 상태를 모
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형식이기 때문이다.
4장의 내용은 우선 4.1절에서 ‘NP로 V’를 위치변화 표시 결과구문으로 보고 이를
다시 자동사 이동구문과 타동사 이동구문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한국어 자동사
이동구문(혹은 행위주 이동구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이동동사가 들어간 동사
연결형(혹은 복합동사)이 쓰인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다, 오다’ 결합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가다, 오다’는 <이동>과 <직시(deixis)>를 나타내는 요
소로 알려져 있다. 연결되는 동사들 각각은 이동사건의 서로 다른 의미정보를 나타
낸다. 한편, 자동사 ‘NP로 V’ 구문이 과연 목표지점에의 도착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확실하지 않다. 'NP로’는 방향을 나타낼 뿐 도달을 나타내지는 않으며,
확실한 도달을 나타내는 것은 ‘NP에’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NP로’가
<경로(Path)>를 나타내는 성분이 개입된 동사연결형과 결합할 때 그 도달의 가능
성이 높아지며, 아울러 이동직시소 ‘가다/오다’와 다시 결합하는 경우 도달을 높은
정도로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집으로 달려 들어 갔다’에서의 ‘집으로’는 방
향역이 아닌 도달점역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NP로’와 연결되는 동사연결형(V1어 V2)이 기실 한국어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구문
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때 동사연결형의 마지막에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
나는 ‘가다, 오다’는 지금까지 이동과 직시성을 나타내는 요소로만 생각되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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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것이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데 기여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즉, ‘가다, 오
다’에 의해 개념화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어 자동사 이동구문
이 나타내는 위치변화란 화자의 위치에서 떠났거나 도착했음을 기준으로 정의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4.2.2절에서는 타동사 이동구문(혹은 대상 이동구문)으로 쓰인 ‘NP로 V’
를 살피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NP로’가 도착점역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
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부류(Semantic Class)가 '사동이동 행
위'로 분류되는 동사들을 추출한 다음 ‘방향(DIR)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NP로’의
예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비추어 목표점에 도달한
것으로 읽히는 예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방향역과 도착점역의 구별, 즉 도착점 도달 여부를 결정짓는 데에는
몇 가지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며, 결코 일률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을 지적하였다. 또, 도착점 도달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앞 4.2.1에서 주
장한 바 있는 ‘V1어 V2’ 동사연결형과의 결합을 다시 제시하였다.
4.3에서 살피고 있는 것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NP로 V’형이다. 이 경우의 ‘NP
로 V’는 단일동사가 쓰인 경우에도 높은 비율로 상태변화역을 부여받고 있다. 그렇
다면 이러한 상태변화 구문을 구성하는 동사들이 어떤 부류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빈도가 높은 부류별로 동사의 목록을 제시하려 하였다. 사태의 종류를 크게 보아 정
적사태, 행위, 현상, 사건, 상태변화로 나눈다 할 때 가장 많은 동사가 포함된 부류
는 ‘행위’였으며 그 다음이 ‘상태변화’였다. 의미부류 위계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행위’ 중에서 빈도를 파악하면 ‘물리적 행위>비의도적 행위>추상적 행위>소통행
위’ 순이다. ‘물리적 행위’ 아래에서는 ‘결과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방향성 행위’와 ‘단독행위’가 일부 보였다. 한편 ‘비의도적 행위’ 중에서 가장 많
은 것은 ‘피동적 행위’였으며 ‘추상적 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인지적 행위’였다.
‘소통행위’의 경우 언어행위와 관련된 부류가 많았다. 한편, ‘상태변화’ 동사의 하위
부류 중 상태변화의 ‘NP로’와 가장 많이 결합하는 것은 ‘전이’의 의미를 가지는 종
류였으며 그 외 ‘악화, 개선, 감소’ 등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소수 있었다. 이러한
동사 부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동안 막연히 한국어 상태변화 결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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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쓰이는 동사는 주로 상태변화 동사일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행
위’ 동사가 많다는 점이다. 다만, 행위 동사라 하더라도 ‘결과행위’, ‘방향성 행위’,
‘피동적 행위’ 등 동사의 의미로부터 결과의 방향을 대략 추측할 수 있는 부류들에
집중됨은 사실로 밝혀졌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지적 행위’의 의미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이 결과상태역을 취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어 결과구문이 영어 결과구문과 달리 ‘인식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본다.
4.4절에서는 ‘산출동사+결과목적어’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산출구문’에 관
하여 고찰하였다. 산출구문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의 목적어가 담당하는 역할이 대
상 혹은 피동주가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데 있다. 우리는 한국어 산출구문의 유형과
특징을 먼저 기술한 다음 이어서 결과구문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그 의미적 동질성에서 출발하여 형태상의 관련성까지 살핌으로써 산출구문을 결과
구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산출구문과 ‘NP로 V’ 결과구
문의 관련성을 확인한 것이다.
산출구문은 산출물에 대격이 부여된 구문인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던 재료 논항을
추가하면 산출물에 구격 부여된 ‘NP로 V’ 구문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이는 몇 가지 변인에 의해 그 실현 가능성이 결정된다. 변인에는 재료를 과연
특정할 수 있는가를 비롯하여 재료와 산출물 중 어떤 것을 중점에 두느냐 하는 정
보구조 혹은 화용적 변인이 있으며, 변화의 정도에 있어 원재료의 모습을 유지하는
변화인가 아닌가, 또 재료와 산출물이 일반적인 것인가 특수한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출물에 대격이 부여된 ‘NP를 V’를 산출중심형으로
보고 산출물에 구격이 부여된 ‘NP로 V'를 변성중심형으로 보았을 때 산출 사건이
구성하는 형식은 이 두 형식을 양 극단으로 하는 일종의 연속체를 이룬다는 것이
4.4절의 중심 생각이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구문과 결과구문의 연속성을 주
장하였으며, 이때 동일한 연속성이 중국어의 산출구문과 결과구문 사이에서 발견됨
을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제5장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결과후치형 결과구문 ‘V1어 V2’에 관한 내용이다. 이
형식은 그동안 한국어 결과구문으로서의 가능성만 간혹 언급되었을 뿐 본격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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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유형이다. 본고는 위 형식이 한국어에서 담당하는 결과표시
기능의 분담량이나 종류에 비하여 그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 결과구문으로서의 ‘V1어 V2’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
다.
‘V1어 V2’는 위치변화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태변화의 결과를 나
타낼 수도 있으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식변화의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도 있다.
5.1절에서는 우선 이러한 기능을 표시하는 ‘V1어 V2’의 목록 일부를 제시함으로써
이해의 기초로 삼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동 형식의 한국어 결과구문으로서의 특징
을 제시하고 범위를 획정하려 하였다. ‘V1어 V2’의 결과 표시 기능은 다른 결과구
문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으며, 후속되는 6장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과 표시 기능의 분담량에 있어서는 다른 형식들보다 그 비중이 더 크다. 또한
‘NP로 V’나 ‘AP게 V’등 다른 결과구문과 연계하여 그 결과 도달의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형식면에서 ‘V1어 V2’는 동사 연결형이라는 점에서 중국어의 결과구문인 동
결식과 가장 유사한 형식을 보이며, 선행동사가 원인행위가 되어 후행동사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때 두 동사 사이에 개재
되어 있는 어미 ‘-아/어’는 그 의미 기능이 극히 무표적인 어미이므로 ‘V1어 V2'를
절 접속이 아닌 하나의 단위, 즉 연쇄동사(SVC) 구성이나 합성동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V1어 V2’ 형식은 중국어의 결과보어 구문과 마찬가지로 강
한 상(Aspect)표시 기능을 가진다. 즉, 양 언어에서 두 형식은 동작의 종결 혹은 완
료를 표시하는 우언적 구성으로 쓰이거나 혹은 문법화가 더욱 진전된 상표지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상적으로 매우 민감한 형식들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이 단순
히 어휘적으로 결과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문법적으로 표시하는 층위와 맞
닿아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결과표시 형식으로서 ‘V1어 V2’가 가지는 약점은 결과표시부가 동사임에
따라 결과상태를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V1어 V2’ 전체 구성
이 타동사성인 경우 ‘V2’ 역시 주어에 일치를 보여 타동사로만 나타나므로 목적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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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상태를 표시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 ‘V2’가 결과를 강하게 함축
하는 동사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동사의 결과 함축 기능에 기대어 결과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V1어 V2’의 결과 함축의 정도가 단일어 동사의
그것에 비하여 높음을 보임으로써 ‘V2’ 동사의 결과 함축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중국어의 타동사성 ‘VV’ 동결식 역시 두 번째 동사의 결과 함축에
기대어 결과를 표시함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그동안 본격적
인 결과표시 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타동사성 ‘V1어 V2’ 역시 결과구문의 범위
에 포함됨을 주장한 것은 5장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된다.
이어서 6장과 7장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결과구문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고찰과 이
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6.1절에서는 한·중 결
과구문의 결과 부호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결과 표시 성분의 위치 및 문
법범주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한·중 결과구문이 표시
할 수 있는 결과 의미의 종류와 범위를 비교 기술하였다. 또 한·중 결과구문과 영어
결과구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개관하였다. 이어서 6.2절에서는 텍스
트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한·중 결과표시 형식간의 실제적인 대응 양상을 알
아보았다.
이처럼 한중 대조를 시도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는 결과범주의 형식적 일
관성 및 의미범주로서의 현저성이 높은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의 결과
범주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대조고찰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방면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이다.
중국어의 결과구문은 ‘동사+보어’의 형식을 통하여 일관되게 표시되며 이때 ‘보
어’에 올 수 있는 성분의 범위가 넓어서 형용사(구) 뿐 아니라 동사(구), 전치사구,
수량구 등이 두루 올 수 있다. 명사성 성분이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는 ‘V+成/出/作/
爲+NP’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 결과구문은 결과표시 성분의 문법
적 범주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결과표시 성분이 형
용사이면 ‘AP게 V’로, 결과표시 성분이 명사성이면 ‘NP로 V’, 동사면 ‘V1어 V2’로
표시된다.
한편, 중국어와 한국어의 결과구문은 영어 결과구문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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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 우선, 형식적으로 직접목적어 제약(DOR)을 받지 않아서 결과의 제2술어
가 주어를 서술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필수적 영향 제약(necessary effect
constraint)에서 자유로워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변화 외에 인식의 변화 및 인지작
용의 결과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아가 한·중 결과구문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와 관련된 의미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의 판정에 개념화자의 개입을 허용한
다는 뜻이다. 그 외 ‘결과 상태의 척도상 정도가 높음’을 표시하는 경우도 결과구문
의 형태로 나타나며 많은 경우 관용표현을 구성함도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 결과구문은 ‘목적·의도’를 표시하지 않으며 묘사구문(Depictive)과 형
태를 공유하지도 않는데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와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6.2절에서는 중국어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동결식을 추출하여 그것의 한국어 대
응형을 살펴보는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앞서 본고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의 각
유형으로 제시한 ‘AP게 V’, ‘NP로 V’, ‘V1어 V2’ 등과 실제로 대응됨을 확인하였으
며, 각 형식의 출현 빈도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V1어 V2’ 형식의
빈도가 30퍼센트대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V1어 V2’를 한국어의 결과 후치형
결과구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5장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가 된
다. 반면, ‘XP게’나 ‘XP도록’은 출현 빈도가 생각보다 낮아 1퍼센트 대와 그 아래에
머물렀다. 한편, 중국어의 동결식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에서 결과구문이 아닌 단일
동사로 대응되는 예가 상당수(약 30퍼센트)에 이르는데, 이러한 대응은 주로 감각·
인지 동사 및 자세동사, 열림과 개방을 나타내는 동사 등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
였다. 즉, 이러한 유형의 동사인 경우, 중국어보다 한국어에서 단일동사 결과 함축
정도가 높음을 말해준다. ‘NP로 V’의 경우는 출현 빈도가 10퍼센트대로 꽤 높았으
며,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치변화의 결과와 상태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모
두에 대응되었다. 단 이때 위치변화의 경우는 ‘V到+NP’와, 상태변화를 나타낼 때는
‘V成+NP’와 가장 전형적으로 대응한다. ‘NP에 V’는 그 출현 빈도가 ‘NP로 V’의 빈
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어 위치변화 사건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단, ‘NP로 V’의 전형적 대응형이 ‘V到+NP’임에 반하
여 ‘NP에 V’의 전형적 중국어 대응형은 ‘V在+NP’임에서 알 수 있듯이 ‘NP에 V’는
이동의 결과 모처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즉 이동의 결과에 집중하는 형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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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과정은 전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동결식이 한국어의
순수 부사로 대응되는 경우가 약 4퍼센트 정도로 나타났다. ‘다, 잘, 가득, 잔뜩’ 등
이 대표적인데, 주로 차거나 비는 정도가 양 극단에 이름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이
중 ‘잘’은 중국어 보어 중 ‘好’와 전형적인 대응 관계를 보이는데, 둘 다 동사가 나타
내는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이 긍정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외, 자연스런
한국어 표현을 위하여 중국어의 ‘동사+보어’ 중 결과부인 보어만을 번역하는 경우와
접속절로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수 관찰되었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어 결과구문 유형
과 그 특징들을 밝힌 앞 장들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고, 앞 장들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으며 제2언어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한다.
이어서 7장에서는 이상에서 고찰해 온 바를 바탕으로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한
국어 교육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특히, 결과범주의 체계성 및 현저성이 뚜렷하고 결
과구문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중국어의 사정을 감안할 때,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한층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7.1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결과구문과 같은 통사·의미 접면적 현상은 제2언어로서의 습득이 쉽지 않으
며 언어마다 그것을 부호화하는 방식이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 어려움이
더해진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를 통해 이러한 통사·의미 접면적 구
조에 익숙하므로 만일 한국어의 대응 형식 및 규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준다면 그
습득의 정도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7.2절에서는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교육 현황을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이를 위
해서 국내의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들과 중국내에서 출판된 교재들을 분석한 끝에
현행 교육은 전반적으로 ‘결과’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 7.3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결과구문 습득 정도 및 오류 양상을 파악하
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총 114명의 중국인 중·고급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에서는 항목별로 오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국어를 한국어로 대응시키는 문항들은 한국어를 중국어로 대응시키는 문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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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오답률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결과구문과 관련하여 중국인 학습자
들은 전반적으로 ‘표현’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처럼 오답률의 편차가 큰 이유는 결과구문에 대한 일반적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내
재화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한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습
득 정도는 관련된 개별 단어나 관용 표현들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깨끗하게 닦았다”에 대한 습득률이 높은 이유는 교육과
정 중 목표 문법 ‘AP게’를 설명하는 예문 중 위의 예가 전형적으로 쓰일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두 어휘가 공기하여 사용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한국어 결과표현을 중국어로 대응시키는 항목은 대체로 오답의 비율이 높
지 않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중에도 관용적 쓰임이 강한 경우의 정답 비율이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결과구문의 일반적 대응 관계를 파악하
고 있다기보다는 개별 표현들이 공기하여 쓰이는 빈도에 따라 습득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또, 이동을 나타내는 ‘NP로 V’ 구문을 중국어 추향보어 구문과 대응시키는
문제 역시 ‘NP’의 문장성분이 양 언어에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결과구문
에 대한 이해는 특히 ‘표현’의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며, 전체 범주에 대한 혹은 모
국어와의 대응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7.4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에 대한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국어
문법을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 결과구문에 대한 습득을
표현의 단계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미 중심의 문법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구문과 관련된 교육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위계화한 후
각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8.2. 남은 문제
본고는 한국어 결과구문을 고찰함에 있어 전체 결과 의미 범주의 연장선상에서
그 특징을 파악하려 하였다. 본고에서 말하는 ‘결과’는 전체 결과 범주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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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며, ‘결과구문’은 결과범주의
구성 요소 중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서술을 단문 구조 안에 함께 나타내는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결과구문을 구성하는 형식들 사이에도 내부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러한 관계를 밝히는 것을 본고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하지만, 지면과 능력의 부족으로 전체 결과 범주에 대한 조망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했음은 이 글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한국어 문법상(aspect) 구성 요소로서의
결과상태지속상, 한국어 동사의 결과 함축 양상, 그리고 인과관계 접속절로 표시되
는 결과 등 한국어 결과범주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특성 및 그들 간의 연관관계
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 통찰력 있는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한편, 본고에서는 한국어 결과구문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AP게 V’, ‘NP로 V’, ‘V1
어 V2’를 제시하였으며 그 외 이른바 산출구문 역시 결과구문의 연관 형식으로 파
악하였다. 결과표시 요소가 속하는 문법 범주별로 결과구문의 각 유형을 정함에 있
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상태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위치변화까지 아울러 표시할 수 있는 형식
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이 위의 구문 형식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각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 요소들로서 제시된 것일 뿐, 이들 외에도
상대적으로 덜 전형적이거나 덜 원형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록 V’는 ‘도급’의 의미를 바탕으로 ‘정도’의 높음을 나타내거나 ‘목적·의도’를 나타내
는 구문으로 쓰이지만, 정도와 결과의 범주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과와 연결된다.
또, 일부 어휘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부사화 접사 ‘-이/히’에 의해 파생된 부사들 중
에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또 ‘NP로 V’의 경우는 조사 ‘-로’ 외에도 ‘NP
에/까지/에게’ 등 여러 조사구들로써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영어의 각종 전
치사구들이 결과표시 2차술어로 쓰일 수 있음과 마찬가지다. 본고에서는 이들 주변
적 형식들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언급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특징과 제약을 자세히
밝히지 못하였다. 결과구문의 주변적 요소로 분류한 위 형식들에 대한 고찰까지 병
행되어야만 한국어 결과구문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중 하나로 국어의 보어 혹은 필수적 부사어와 관련
된 논란에 새로운 해석을 보탤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국어학계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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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외에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이해
되고 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 중 보어의 기능에 대하여 ‘주어
에 대한 정체 밝힘’이라고 한 경우가 있으나205) 이는 좁게 정의된 보어에 한정되는
것이다. 본고의 내용은 넓은 의미의 보어 혹은 필수적 부사어가 가지는 이른바 필수
성이 ‘주어의 정체 밝힘’ 이외에 동사의 행위로 인한 논항의 ‘결과상태’와도 관련되
어 있음을 말해준다. 다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음은 이 글
의 아쉬운 점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의미에서 형식으로 접근하는 표현론적(onomasiological) 연구
의 특성에 맞추어 본 고찰의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고 이를 검증해 보려 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결과구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과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국어의 특성상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가 예상되며 아울러 결과의미를 적극적
으로 표시하려는 수요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결과구문의 특징 및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대조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결과구문
교육을 위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현행 한국어 교육에서 결과 범주 교육에 대
한 논의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한
국어 결과구문 교육을 위한 제언을 시도하였으나 전반적인 교수 학습의 방향을 제
시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데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5) 이선웅(2010)에서는 조사 ‘이/가’를 동반하여(혹은 무조사구로) 계사 혹은 준계사 앞에 오는 성분만
을 보어라고 인정하였으며, 그 통사 ·의미적 기능은 ‘주어에 대한 정체 밝힘’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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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
-from the View Point of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Sim Ji 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observe and demonstrate diverse
forms and features of 'Resultative Construction' in the Korean language, it also
tries to reveal internal connections between each form based on the meanings
of the 'results'. Furthermore, through a contrastive study with the Chinese
language, I tried to get insights for the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 an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 suggested a way of teaching it to Chinese leaners.
This study approaches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from the following
theoretical aspects. First, it regards 'Event Integration' as a fundamental
requirement of resultative construction. Second, it takes on the onomasiological
approach that starts from the meaning of 'result' and identifying the expressive
forms that convey the result meaning. Third, it studies a wider range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a more expansive sense from the viewpoint of
Construction Grammar. Lastly, through cross-linguistic observation, I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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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s with the understanding of general and
language-specific features of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Each chapters are organized as follow ; Chapter 1, the introduction, reveals
the purpose and subject of the study and summarizes the major previous
studies. Chapter 2 looks into the concept and patterns of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from

language-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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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veness

linguistic
by

viewpoint,

presenting

and

features

also
of

the

presents
Chinese

resultative construction. It then provides a renewed definition for the concept
of the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 and identifies the representative forms of
each type, based on the grammatical category of the resultative phrase. Chapter
3 to 5 describe the representative forms of the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
such as ‘AP-key V’, ‘NP-lo V’, ‘V1-e V2’.
Chapter 3 identifies the specific forms of 'XP-key V' as a Resultative
Construction, and demonstrates the features of each detailed type regarding
'AP-key V', which is the representative resultative construction denoting
change of state. The discussion about 'AP-key' focuses on its ability not only
to present objective change of state of the argument but also to indicate the
evaluation of the conceptualizer about it. This chapter also claims that
expressing the meaning of 'result', instead of 'manner', is a more fundamental
function of 'AP-key'.
In chapter 4, the characteristics of 'NP-lo V' construction indicating change
of location and change of state are discussed. In the case of change of location,
it is emphasized that there is a higher chance of reaching the goal when
combined with a verb sequence. As for the case of change of state, the list of
semantic classes of verbs combined with 'NP-lo’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this is presented. Lastly, it is asserted that the creation verb construction
which is composed of [result object+creation verb] is closely related with the
'NP-lo V’ resultative construction, inter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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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aims to clarify the status of 'V1-e V2' as a type of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in the Korean language. It specifically claims that the
form of 'transitive verb+transitive verb', which was excluded from previous
discussions

regarding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can also express results

relying on result implications of the verbs. Also, it is highlighted that the
'V1-e V2' form is associated with diverse levels of resultative category in the
Korean language, in that besides from forming a resultative construction, it can
also enhance the completeness of verbs or express resultative aspects by using
auxiliary verbs in the place of V2. Moreover, the constructional features of ‘V1
어 V2' are also confirmed in that it is the representative form to denote event
integration in Korean.
Chapter 6 presents a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resultative
constructions. First, the contrastive analysis on the way of encoding the
meaning of result in Korean and Chinese resultative constructions is presented,
then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corresponding forms between Korean and

Chinese result expressions based on text analysis is presented.
Chapter 7 presents the necessity of teaching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s
to Chinese learners and suggests a direction for it. In the case of Chinese
learners, this necessity rears up, as their first language has a prominent
category of result. We suggest that the following three points should be
included in teaching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to Chinese learners: preparing a
customized syllabus with regard to the learner’s first language, enhancing
meaning-oriented grammar education, and a stepwise teaching based on the
hierarchy of relevant grammatical items.
The final chapter summarizes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arguments and
presents remain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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