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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어 서술어의 구성에 대한 연구

안 희 제

  본고는 전통문법에서 규정된 서술어 개념에 근거하여 서술어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서술어로 분석/확인된 성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서술어는 동사/형용사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주

어를 서술하는 서술어의 기능과, 어미 결합이라는 국어 동사/형용사의 형태적 특

징은 결코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사/형용사가 주어를 가지고 그 주어

에 대해 행위나 상태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미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술어의 특징에서 어미 결합과 관련된 내용을 배제한다. 어

미 결합은 어디까지나 국어의 동사/형용사와 관련된 특징일 뿐, 서술어의 기능과

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술어의 특징에서 어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외되고 

나면, 서술어는 더 이상 동사/형용사에 속한 단어로 제한되지 않게 된다.

  이에 본고는 동사/형용사 이외의 품사에 속한 단어나, 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

도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서술어 및 서술어와 관련된 개념들을 검토하면서, 서술어는 문장 구

성과 관련된 통사/의미적 기능으로만 규정되는 문법 단위라는 점, ‘어미 결합’은 

서술어의 특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장성분의 특징을 살펴

보고, 문장 구성에서 단어/구 층위와 문장성분 층위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관형

어와 독립어는 기존 문장성분 체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 

문장/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어-서술어를 갖춘 형식이라야 한다는 점

을 설명하고, 문장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소형문’류는 문장의 일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3장 이후로는 동사/형용사 이외의 품사에 속한 단어나, 통사적 구성도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1개의 동사/형용사만으로는 문장/절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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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문들을 살펴보았다. 

  대상이 되는 구문들은, 보조용언 구문, 양태성 의존명사 구문, 술어명사 구문, 

‘이다’ 구문 등이며, 이들 구문에서는 ‘본용언#보조용언’, ‘용언의 관형사형#의존명

사#용언’, 술어명사, ‘NP#이다’가 서술어로 분석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서술어가 이처럼 특정한 단어/구 범주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서술어가 생성문법의 방법론에 의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폐

기될 수 없는 문법 단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서술어, 동사/형용사, 어미, 문장성분, 문장/절, 보조용언, 양태성 의존명

사, 술어명사, 명사문

학번 : 2003-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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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전통문법에서 규정된 서술어 개념에 근거하여 서술어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의해 서술어로 분석/확인된 성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개의 동사/형용사로 서술어

가 구성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서술어는 ‘주어를 서술하는 문장성분’으로 정의되어 왔다. 또 서술어

는 문장 구성에 필요한 다른 성분들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서술어의 자릿수

(valency)’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던 것이다. 

  기능면에서 설정된 ‘서술어’의 이러한 속성은, 품사 차원에서 설정된 동사/형용

사의 통사/의미적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다. 대부분의 동사/형용사는 논항과 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어를 비롯한 다른 성분들을 취

해 문장을 구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어/구의 범주를 통해 문장의 구성을 설명하는 생성문법의 방법론에서

는,1) 동사/형용사(V)를 핵으로 하여 최대 투사된 구 범주(VP)를 문장으로 설명한

다.2)

  이에 따라 V와 VP는 각각 전통문법의 서술어와 문장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

되기 시작했다. ‘서술어=동사/형용사’라는 관점은 비교적 많은 논의들에서 여러 가

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이러한 관점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도 있고 문장 분석 구조 등에 반영되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다.3)

1)  여기서 말한 ‘생성문법의 방법론’이란, 생성문법의 이론적인 세부 내용을 수용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문장/절의 구성을 설명하는 데에 문장성분 대신 단어/구의 범주를 사용하는 방법론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2)  여기서의 V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까지도 포함하는 ‘용언’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VP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문장을 VP로 간주한다는 것은, 넓게 보아 문장을 CP로 보는 견해까지도 포

함할 수 있다. 국어의 경우 C는 어말어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국어에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동사/형용사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3)  어순을 나타낼 때 흔히 쓰이는 SOV, SVO 등의 표현에서도 ‘서술어=동사/형용사’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어(S), 목적어(O)’라는 문장성분 분석상의 용어와 함께, ‘동사(V)’라는 품사 

분류상의 용어가 ‘서술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섭(2005:2), 고영근․구본관

(2008:16)에서는 SOV, SVO 등의 V를 일단 ‘서술어’로 고쳐 번역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

충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익섭(2005:2,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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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서술어의 정의와 동사/형용사의 분류 기준이 너무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술어는 주어를 서술하는 문장성분이고, 국어의 

동사/형용사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품사이다. 동사/형용

사가 서술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과 ‘어미 

결합’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야 하겠지만, 동사/형용사가 주어를 가지고 

그 주어에 대해 행위나 상태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미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술어의 특징에서 어미 결합과 관련된 내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어미 

결합은 어디까지나 국어의 동사/형용사와 관련된 특징일 뿐, 서술어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문법에서는 서술어라는 문장성분을 ‘통사/의미적 기능’으로만 규정했을 뿐, 

서술어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서술어의 

특징에서 어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외된다면, 서술어의 외연은 동사/형용사의 외

연과 달라지거나 그보다 더 넓어질 것이다. 동사/형용사가 서술어에 대응하는 것

으로 보면, 서술어는 구성 방식의 측면에서 다음 (1)과 같은 두 가지 제약을 가지

게 되겠지만, 이를 부정하면 아래 (2)와 같은 서술어가 존재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1) ‘서술어=동사/형용사’ 대응관계에서 나타나는 서술어 구성 방식의 제약

ㄱ. 품사상의 제약 : 동사/형용사만이 서술어가 될 수 있다.

ㄴ. 크기상의 제약 : 서술어는 1단어 크기라야 한다.4)

(2) (1)을 부정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서술어 구성 방식의 가능성

ㄱ. (1ㄱ)에 대한 부정 : ‘서술어≠동사/형용사’일 가능성

① 동사/형용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단어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

② 동사/형용사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ㄴ. (1ㄴ)에 대한 부정 : ‘서술어≠1단어’일 가능성

: 1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5)

- 이때는 predicate 대신 verb를 써 오고 있다. 용어는 어떻든 내용은 서술어이므로

verb를 ‘동사’로 번역하지 않고 ‘서술어’로 번역해 쓰고자 한다.

고영근․구본관(2008:16)

- 이곳의 ‘동사’라 함은 학교문법의 서술어를 가리킨다.

4)  이것은 ‘단어’만이 동사/형용사와 같은 품사를 가질 수 있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5)  주어/목적어/서술어 등을 분석해 내는 문장성분 분석은,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사론적 분석’

이고, 통사론의 최소 단위는 ‘단어’이기 때문에, 서술어로 분석된 성분이 단어보다 작을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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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어가 이처럼 특정한 단어/구 범주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서술어가 생성문법의 방법론에 의해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폐

기될 수 없는 문법 단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서술어=동사/형용사’의 틀에 

맞추기 위해, 동사/형용사가 아닌 것을 동사/형용사라고 하거나, 단어가 아닌 것을 

단어라고 할 수는 없다.

  (2)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면, 동사/형용사를 중심으로 하여 문장의 구성을 설

명해 왔던 기존 생성문법의 방법론에는, 다음 (3)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3) (2)의 존재 가능성과 관련하여 생성문법의 방법론에 제기되는 문제

ㄱ. (2ㄱ)과 관련한 문제

① V로부터 투사된 VP만이 문장/절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② 모든 V는 독자적인 서술어이며 반드시 VP로 투사되는가.

ㄴ. (2ㄴ)과 관련한 문제

: 어휘범주 X만이 서술어로서 논항을 취해 문장/절을 구성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생성문법의 방법론으로 국어의 많은 현상들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만큼의 정밀성은 갖추지 못했어도, 전통

문법에서 사용되어 왔던 문장성분의 개념 역시 아직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어/구의 범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문법의 개념을 적절히 수용하

고, 생성문법의 방법론은 여기에 정밀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문장의 구성에 

대한 문법의 설명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1.2. 기존 논의

1.2.1. 서술어와 동사/형용사를 동일시하는 관점

  앞에서는 ‘서술어=동사/형용사’ 관점이 비교적 많은 논의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 따라서 ‘서술어≠1단어’인 경우는 ‘서술어>1단어’인 경우로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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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이 확인되는 일부 논

의들을 검토하면서, ‘서술어’가 ‘동사/형용사’라는 특정 품사와 동일시될 경우, 어

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서술어=동사/형용사’의 관점이 명시되어 있는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4)는 이홍식(2000), 임홍빈·이홍식 외(2002)에서 인용한 것이다. 

(4) ‘서술어=동사/형용사’ 관점

ㄱ. 이홍식(2000:238)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용언으로 이루어진다. 동사나 형용사 등이 서술어

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매우 자명하다. 따라서 서술어를 확인

하는 것은 이들 용언의 확인을 통해 쉽게 이루어진다.

ㄴ. 이홍식(2000:239)

(‘나비는 나폴나폴 벌은 윙윙’에서) ‘나폴나폴’은 서술어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주어로 ‘나비’를 취하고 후행절에 대해 접속의 기능도 가지고 있

는 듯하다. 그러나 ‘나폴나폴’은 어미를 취하지는 않는다. 즉 ‘나폴나폴’

은 서술어가 가지는 형태론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구

성은 어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서술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특

정한 환경에서 해당성분이 생략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ㄷ. 임홍빈·이홍식 외(2002:222)

서술어는 흔히 용언으로 이루어진다.6)

ㄹ. 임홍빈·이홍식 외(2002:222)

서술어가 외현되지 않는 문장들이 있다. ‘우리는 조국의 방패’, ‘우리 등

반대가 정상을 정복’, ‘나비는 나폴나폴 벌은 윙윙’에서는 서술어가 없이

도 문장이 성립한다. 이들 예문에서는 각각 ‘이-’, ‘하-’ 등을 보충하여

분석한다. ‘정부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 연말에 집행할 예정이다.’, ‘고등

학교를 졸업 후에 직장에 들어갔다.’, ‘회의를 진행 중이다.’, ‘철수는 요

6)  임홍빈․이홍식 외(2002:222)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서술어는 용언과 어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문법이나, 본고에서

는 서술어에 어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어미는 별도의 선어말 어미구와

어말 어미구를 이룬다.

이는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먹-’만을 서술어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미들을 위

한 문장성분 용어가 따로 마련되지 않는 한, 위의 관점에서는 ‘철수가[주어] 밥을[목적어] 먹-[서

술어]’까지만 문장성분 분석이 이뤄지고 ‘-었-다’는 분석에서 제외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즉 분

석 대상에 대해 ‘완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선)어말 어미들이 (선)어말 어미

구를 이룬다는 것은 명사구/동사구/부사구 등과 평행한 ‘범주상의 문제’일 뿐, 주어/목적어/서술어

와 같은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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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목적으로 시골에 갔다.’에도 각각 ‘하-’를 보충하여 분석한다.

  (4ㄱ, ㄷ)에는 ‘서술어=동사/형용사’라는 관점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에 근거하여, (4ㄴ)에서는 ‘어미 결합’이 가능하다는 용언의 범주적 특징으로 서술

어를 판별하고 있으며, (4ㄹ)에서는 ‘서술어가 외현되지 않은 문장’으로 기술된 문

제의 형식들에 ‘하다, 이다’ 등 용언을 보충하는 것이 곧 서술어를 보충하는 것으

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4ㄴ)에 대해서는, 어미 결합이 가능하다는 용언의 범주적 특징과, 주어

에 대해 서술성을 가진다는 서술어의 기능 간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문제시될 

수 있다.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이 어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4ㄹ)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다음 (5)를 참고할 수 있다. (5ㄱ, ㄴ)의 ①②③은 

각각 서술어 자리에 ‘X’, ‘X#하다/X#이다’, ‘하다/이다’를 놓아, (4ㄹ)에 제시된 문

제의 형식들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7)

(5) 서술어 자리에 ‘①X, ②X#하다/X#이다, ③하다/이다’가 놓인 형식들의 문법성

ㄱ. ‘X, X#하다, 하다’의 경우 비교

: (4ㄹ)의 ‘정부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에서

① 정부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 [ ] = X

② 정부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다]. [ ] = X#하다

③ *정부는 연초에 계획을 [했다]. [ ] = 하다

ㄴ. ‘X, X#이다, 이다’의 경우 비교

: (4ㄹ)의 ‘우리는 조국의 방패’에서

① 우리는 [조국의 방패]. [ ]=X

② 우리는 [조국의 방패#이다]. [ ]=X#이다

③ *우리는 [이다]. [ ]=이다

  위 (5ㄱ, ㄴ)에서 ①의 ‘X’와 ②의 ‘X#하다/X#이다’는 주어를 비롯하여 다른 문

장성분들의 논항/격 실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것을 주어-서술어의 문

제로 환원하면, ①의 X와 ②의 ‘X#하다/X#이다’는 각각 (5ㄱ①, 5ㄴ①)과 (5ㄱ②, 

5ㄴ②)의 서술어이며, 이들은 (5ㄱ, ㄴ)의 주어인 ‘정부는, 우리는’과 주어-서술어 

7)  문제의 형식들에 ‘하다/이다’가 보충된 ‘X하다/X이다’의 통합체는 단어가 아니라 ‘X#하다/X#이다’

라는 통사론적 연쇄가 되어야 한다. ‘X하다/X이다’가 단어라면 그 일부가 임의로 생략되거나 보충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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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5ㄱ③, 5ㄴ③)의 ‘하다/이다’는 (5ㄱ①②, 5ㄴ①②)와 동일한 논항/격 성분

들을 가지고도 단독으로는 문법적인 문장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8) 이것은 (5

ㄱ③, 5ㄴ③)의 ‘하다/이다’가 독자적인 서술어로는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9)

  이러한 현상은 (4)의 ‘서술어=동사/형용사’ 관점에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다. 

(5ㄱ①, 5ㄴ①)의 X와 (5ㄱ②, 5ㄴ②)의 ‘X#하다/X#이다’는 각각 용언, 1단어가 

아닌데도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는 데 반해, (5ㄱ③, 5ㄴ③)의 ‘하다/이다’는 1단

어인 용언인데도 독자적인 서술어로 분석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서술어=동사/형용사’ 관점을 통사구조에 반영하여 간접

적으로 드러내는 논의들이다. 이 논의들은 ①‘서술어≠동사/형용사’ 또는 ②‘서술어

≠1단어’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사구조에서는 ①과 같은 서술어를 동사(V) 절점에 위치시키기도 하고, ②와 같

은 서술어, 특히 1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를 구 범주가 아닌 어휘 범주 

절점에 위치시키기도 한다.

  결국 이와 같이 분석된 통사구조에서는 서술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상

관없이 항상 ‘V’로 표시된 어휘 범주 절점 아래에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서

술어=동사/형용사, 서술어=1단어’라는 관점을 통사구조에 간접적으로 반영한 예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서술어≠동사/형용사’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6)은 서정수

(1975)에서 ‘학생이 국어를 공부(를) 하다’라는 문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6) ‘학생이 국어를 공부(를) 하다’에 대한 서정수(1975)의 분석

8)  (5ㄱ, ㄴ)의 ①②③을 비교해 보면, X가 ‘하다/이다’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다/이다’가 X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그렇다면 주어의 논항/격뿐만 아니라 다른 문장성분들의 논항/격 실현을 설명하기 위해, ‘하다/이

다’와 같은 요소가 (5ㄱ, ㄴ)의 ①에 보충되어야 한다고 볼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 논항/격 실현이 아니라, 어미 결합을 통해 시제/서법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

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다/이다’와 같은 용언의 보충이 필요해진다. 국어에서 어미는 

용언 어간에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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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서정수(1975:77)

S

NP VP

N NP V

학생 국어 [+Denom,
-Stative]

공부

ㄴ. 서정수(1975:78)

이러한 방식은 기저에서 “국어”가 “공부”의 목적어임이 명확히 표시되며

(…)

ㄷ. 서정수(1975:72-73)

“공부”는 일반적으로 명사이지만 동작성의 특질이 있는 것인 만큼 절점

(node) V의 지배에 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명사적 동사

(denominative (verb))”가 되는 셈이다. (…) [+Denom]은 (…) “하-”를 통하

여 동사화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요소 자체가 그런 동사

성을 가졌음을 표시한다.

  (6ㄱ)에는 최상위 절점이 S(=문장)로 표시되어 있다. 서정수(1975:77)에서 이 

(6ㄱ)은 ‘하다’가 생략된 형식의 통사구조가 아니라, ‘하다’ 삽입 이전의 통사구조

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10) (6ㄱ)에는 생략된 성분도 없고 생략된 성분을 위한 

절점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6ㄴ)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어’가 ‘공부’의 목적어라면, ‘학생’

도 ‘공부’의 주어일 뿐, (6ㄱ)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성분의 주어라고 보

기는 어렵다.11) 그렇다면 (6ㄱ)의 S(=문장)에서 서술어는 ‘공부’이며, 주어-서술어 

관계도 ‘학생(이)’와 ‘공부’ 사이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서술어 ‘공부’의 품사는 명사(N)이다. ‘일반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6ㄷ)에서도 이것이 ‘명사’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

부’가 (6ㄱ)의 구조에서는 동사(V) 절점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이 분석한 이유에 

대하여, (6ㄷ)에서는 이 명사가 ‘동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10)  서정수(1975:71)에서는 ‘하다’가 삽입 변형 규칙에 의해 도입되는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

11)  위 구조에서는 조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엄밀히 말하면 ‘학생이’, ‘국어를’이 각각 주어, 목

적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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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분석에는 국어의 동사/형용사를 분류하는 데에 어미 결합이라는 특징보

다 ‘동작성’이란 의미 자질이 더 우선시될 수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국어에 어

미 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동사/형용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6)과 유사한 분석은 다음 (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은 안희돈(2000)에서 

‘영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라는 문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7) ‘영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에 대한 안희돈(2000)의 분석

ㄱ. 안희돈(2000:30)

IP1

pro I'

VP I1

IP2 V 였다

영희가 I' 하

VP I2

영어를 V

공부

ㄴ. 안희돈(2000:34)

‘공부’가 동사라면, 타동의 V0 ‘공부’는 대격을 직접 부여할 수 있음에

또한 주목하자. 다시 말해서 (위 구조에서) NP ‘영어’에 대격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경동사 V0 ‘하-’가 아니라 ‘공부’이다.

  (7ㄱ)은 앞의 (6ㄱ)과 적어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6ㄱ)의 S에 해당

하는 형식 ‘영희가 영어를 공부’가 하나의 절(IP2)로 분석되어 있다는 것이고,12)

다른 하나는 ‘공부’라는 명사(N)가 동사(V) 절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또 (7ㄴ)에서는 ‘영어를’을 ‘공부’의 목적어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점도 (6ㄴ)과 

12)  안희돈(2000)에서는 이 문장을 두 개의 주어(‘영희가’, pro)와 두 개의 서술어(‘공부’, ‘하다’)가 

있는 복문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앞의 서정수(1975)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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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그렇다면 (7)에서도 ‘영희가’는 ‘공부’의 주어이며, ‘영희가 영어를 공부’

라는 절(IP2)에서 주어-서술어 관계를 이루는 것은 ‘영희가’와 ‘공부’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7ㄱ)과 같이 ‘공부’라는 명사를 동사 절점에 위치시키는 데 대해서는, 

앞서 (6)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서술어≠1단어’의 경우이다. 다음 (8)은 이홍식(1996), 

이호승(2003)에서 ‘복합 서술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8) ‘복합 서술어’에 대한 설명

ㄱ. 이홍식(1996:196)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용언에 의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술어 중에는 둘 이상의 용언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들도 있고, 용

언이 체언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들도 있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복

합 서술어(complex predicate)라고 부른다.

ㄴ. 이호승(2003:57)

[명사+조사+동사] 복합서술어란 내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이면서 동

시에 문장 구성에서는 한 단위를 이루어 서술어로 기능하고 전체

구성과 구성 요소들이 의미적 관련성을 맺는 형태/통사적 구성이다.

  (8)에서 ‘복합 서술어’는 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용어는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가 ‘복합’이라는 수식어를 필요

로 할 만큼 특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는 ‘서술어=1단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복합’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일반

적인 ‘서술어’가 될 것이다.

  따라서 (8)는 ‘서술어=1단어’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1단어인 서술어와 그렇지 않은 서술어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기 때문에, ‘복합 서술어’라는 단위/용어도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라

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어=1단어’ 관점은 통사구조에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9)

에서는 통사적 구성의 ‘복합 서술어’를 단어에 준하는 어휘적 단위(복합 서술어 동

사, Complex Predicate-Verb, CP-V)로 분석하고 있으며, 아래 (10)에서는 이것

이 어휘적 단위로 재분석(V'→V)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9) 구적 단위를 단어에 준하는 어휘적 단위(CP-V)로 분석한 경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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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2003:123-124)

[청중에게 [ [연설을]OKP [하다]V ]CP-V ]CP-V'

[당국에서 [ [허가가]NKP [나다]V ]CP-V ]CP-V'

(10) 구적 단위가 어휘적 단위로 재분석되는 것으로 분석한 경우

ㄱ. 임홍빈(2001:733)

[ [ [연설을]OKP [하다]V ]V' ]V

ㄴ. 임홍빈·이홍식 외(2002:227)

목적어와 동사가 다시 동사로 재분석되어 또 다른 목적어를 요구하

는 일이 있다.

수학을 공부를 하다.

유행가를 노래를 부르다.

귀가를 설득을 하다.

  위 (9-10)처럼 ‘복합 서술어’를 (준)어휘 범주로 분석하는 방법은, ‘서술어=1단

어’의 관점에서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가 통사구조에 1단어인 것처럼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에 대해 이와 같이 분석하는 것은, 주어/목적어 등 

다른 문장성분들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목적어 등에 대해서는 

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통사구조에서 구 범주 NP로만 

나타낼 뿐 어휘 범주 N으로 재분석된다고 설명하거나 N에 준하는 어휘 범주로 

분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8-10)에서 확인된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 소위 ‘복합 서술어’의 용어

상/분석상의 특이성을 주어/목적어의 경우와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주어/목적어 등 다른 문장성분들이 그러하듯, 서술어라는 

기능적 단위가 하나의 단어로 제한될 이유는 없다.

(11) 주어/목적어와 서술어에 대한 비교

13)  여기서 NKP, OKP는 각각 주격조사구, 목적격조사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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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성분의의 크기

‘1단어’인 경우 ‘1단어’보다 큰 경우

주어/목적어

용어 주어/목적어

분석 구 범주 NP

서술어

용어 서술어 복합 서술어

분석 어휘 범주 V
재분석된 어휘 범주 V

준어휘 범주 CP-V

1.2.2. 문장성분 분석과 범주 중심의 통사구조 분석

  서술어를 ‘서술어=동사/형용사, 서술어=1단어’로 보는 관점은 범주 중심의 문장 

분석을 지향하는 생성문법의 방법론과 무관하지 않다. 생성문법은 성분들의 범주

와 통사구조상의 위치를 통해, 전통문법에서 사용해 오던 주어/목적어/서술어 등

의 기능적 단위들을 다음 (12)와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생성문법에서 설명하는 주어/목적어/서술어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의 경우)

ㄱ. 주 어 : V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 NP

ㄴ. 목적어 : V의 보충어 자리에 위치한 NP

ㄷ. 서술어 : V

  여기서 (12ㄱ, ㄴ)의 주어/목적어는 ‘구 범주(NP)’로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12ㄷ)의 서술어는 ‘동사(V)’라는 어휘 범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14) (12)의 내용은 다음 (13)과 같은 구조로도 나타낼 수 있다. 

14)  이러한 내용은 생성문법의 초기 이론인 Chomsky(1957:26)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ㄱ

의 ‘서술어’는 ㄴ에서 ‘동사’라는 ‘어휘 범주’에 대응하고 있다.

ㄱ. 전통문법 : 문장→주어(부)+서술부 / 서술부→서술어+목적어

ㄴ. 생성문법 : Sentence→NP+VP / VP→Verb+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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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 (12)에 대한 구조적 표현

VP

NP V'

(주어)

NP V

(목적어) (서술어)

  (13)과 같은 구조에서는 VP 내부에서 지정어 NP와 핵 V 간에 항상 주어-서술

어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모든 VP는 하나의 문장/절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

석된다. 따라서 (12-13)에는 다음 (14)와 같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서술어를 ‘서술어=동사/형용사’, ‘서술어=1단어’의 관계로 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14) (12-13)에서 확인되는 상관관계

ㄱ. V = 서술어, VP = 절

ㄴ. [V의 개수] : [VP의 개수] = [서술어의 개수] : [절의 개수]

  그러나 품사라는 범주가 단어 고유의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과 달리, 문장

성분은 문장 내 기능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주’ 중심의 

문장 분석 방법만으로 단위들의 ‘기능’까지 설명하려 할 경우에는, 분명 전자의 절

대성과 후자의 상대성 간의 차이로 인해 한계가 드러나게 되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계’는 앞서 살펴본 여러 분석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범주 중심의 문장 분

석 방법론에는 다음 (15)와 같은 원칙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들

에서는 ‘서술어=동사/형용사, 서술어=1단어’에 어긋나는 예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원칙들을 조금씩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16)과 같다.

(15) 범주 중심의 문장 분석 방법론의 원칙

ㄱ. 어휘와 범주

① 단어는 통사론의 최소 단위로서 통사구조의 최하위 절점에 위치한다.

② 최하위 절점 X의 명칭은 그 아래에 위치한 단어의 품사에 따라 결정된다.

ㄴ. 범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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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는 다른 성분과 통합되어 X→X'→X''(…) 등으로 확대되어 간다.

② 확대된 구 범주 XP의 명칭은, 핵인 X의 품사에 따라 결정된다.

(16) (15)에 대해 앞서 살펴본 분석들에서 위배되고 있는 내용들15)

ㄱ. (6, 7)의 분석

: 최하위 절점의 범주(V)와 그 아래 위치한 단어의 품사(N)가 상이

⇨ (15ㄱ②)에 위배

ㄴ. (9)의 분석

: 통사적 구성(N#V)을 최소 단위 ‘CP-V’로 가정

⇨ (15ㄱ①)에 위배

: 명사와 동사가 통합하여(N#V) 새로운 범주(CP-V)를 형성

⇨ (15ㄴ②)에 위배

ㄷ. (10)의 분석

: V'→V의 역행과정을 가정

⇨ (15ㄴ①) 위배

  (16)의 문제점들은 ‘서술어=동사/형용사(1단어)’ 관점에 근거하여, 용언/1단어가 

아닌 서술어를 ‘용언/1단어’의 틀에 맞춰 분석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6, 7)의 논의들처럼 동사/형용사가 아닌 것이 동사/형용사로 

분석되기도 하고, (9, 10)의 논의들처럼 구적 단위가 어휘적 단위로 분석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V’의 절점 아래 놓인 것은 그저 ‘서술어’였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술어가 동사/형용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언 요소나 구적 단위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도 서술

어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음 (17)처럼 1개의 동사/형용사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흔한 경우이기는 하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형용사의 통사/의미적 기

능은 서술어와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서술어=동사/형용사’라는 대응관계는 논리

15)  일반적으로 통사구조에는 ‘공시적’으로 분석 가능한 내용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싸우-ㅁ’이 

‘싸움’이 되는 과정이나 ‘-아/어 있-’이 ‘-았/었-’이 되는 ‘통시적’ 과정은 통사구조에 반영되지 않

는다. 따라서 (9-10)에서 통사적 구성이 ‘CP-V’ 또는 ‘재분석된 V’ 등의 어휘적 단위로 되는 과

정을 통사구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공시적인 과정으로 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성분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범주가 생기거나(CP-V) 범주가 축소되는 과정(V'→V)은 

공시적으로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다. 통시적인 단어형성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ㄱ. 범주 변화의 예 : 잘(부사)+못(부사) : 잘못(명사, 부사)

ㄴ. 범주 축소의 예 : 멋#대로(구) : 멋대로(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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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 (17)와 같은 다수의 사례들로부터 귀납적으

로 얻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17) 1개의 동사/형용사가 서술어로 분석되는 문장들

ㄱ. 하늘이 푸르다.

ㄴ. 비가 그쳤다.

ㄷ. 철수가 학교에 간다.

ㄹ. 나는 밥을 먹었다.

ㅁ. 동생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1.3. 논의의 구성

  2장에서는 서술어, 문장성분, 문장/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떻

게 연관되는 개념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전통문법에서는 문장 구성과 

관련된 통사적/의미적 ‘기능’으로만 서술어를 규정하였을 뿐, 서술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미는 서술어의 기능과 무관한 요소이므로, 어미와 관련된 내용은 서술어

의 특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서술어가 동사/형용사를 통해서만 구

성되는 것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장/절의 구성에서 문장성분의 층위와 단어/구의 층위가 구별되어

야 하며, 문장/절은 단어/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를 비롯한 문장성분들

로 구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전통문법의 문장성분 체계

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관형어와 독립어의 경우는 문장성분 체계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문장/절은 문장성분들로 이루어진 문법 단위이므로, 적어도 주어-서술어

를 갖춘 형식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소형문, 불구문’처럼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문장/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3장 이후로는 ‘서술어≠동사/형용사’의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개의 동사/형용사만으로는 문장/절의 구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몇몇 구문들을 분

석해 볼 것이다. 

  먼저 3장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 구문의 서술어에 대해

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하나는 각각의 본용언, 보조용언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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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서술어로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문법에서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들의 연쇄를 1개의 서술어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자의 견해를 따를 경우, 복수의 주어/절을 설정하는 데에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구문은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가 하나의 서

술어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장의 논항/

격은 단순히 ‘동사/형용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를 통해 결정된

다는 점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을 수 있다’, ‘-을 뻔하다’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3장의 보조용언 

구문이 부사형 어미를 매개로 하여 두 용언이 연결된 것이라면, 4장의 구문은 관

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를 매개로 하여 두 용언이 연결된 것이다.

  이 구문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용언들을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에는 복수의 주어

/절을 설정하거나 명사구의 격을 설명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확

인하고, 각각의 구문에 대해 ‘V-을 수 있다’, ‘V-을 뻔하다’가 서술어로 분석되어

야 한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술어가 둘 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경우, 서술어 안에서 통사/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쪽과 형태를 담당하는 쪽이 서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하고, 명사구가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면, 그 명사구는 서술어 내부의 성분

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5장에서는 주로 ‘하다’의 생략으로 설명되어 왔던 구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구

문은 명사적 성분인 술어명사가 서술어로 분석되는 ‘명사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하다’는 명사문의 서술어인 X가 어미 결합으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

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뿐, 문장의 논항/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

을 확인할 것이다.

  또 ‘X하다’는 ‘X#하다’의 통사론적 연쇄가 별도로 존재하며, ‘X(#)하다’ 구문의 

서술어는 ‘X(#)하다’라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술어명사에 의한 명사문

과 ‘X하다’ 구문은 각각 ‘X’와 ‘X하다’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별개의 구문이라는 점

을 설명할 것이다.

  6장에서는 ‘이다’ 구문을 살펴보고, ‘이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고유한 

논항구조가 없는 ‘기능형용사’이며, 이 구문의 서술어는 ‘명사구#이다’라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5장의 술어명사와 달리 ‘이다’ 앞에 쓰이는 비술어명사가 주어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동일한 명사라도 그냥 ‘명사’인 것과 ‘서술어로서의 

명사’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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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장인 결론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본고에서 미처 다루

지 못했거나 남겨진 문제들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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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장에서는 ‘서술어’ 및 서술어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논저들에서는 ‘서술어’를 어떻게 규정해 왔으며, 서술어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어미 결합’

이 서술어 성립의 필수 조건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문장성분’의 분석 방법 및 ‘문장성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전통

문법의 문장성분 체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장성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인 ‘문장/절’의 성립 조건을 

확인해 보고, 소위 ‘소형문’류를 문장의 한 종류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

해 보고자 한다.

2.1. 서술어

2.1.1. 서술어의 특징과 정의

  ‘서술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나는 다음 (1ㄱ)과 같

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과 구별되는 문장성분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ㄴ)과 같이 문장/절을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주어 이외의 기타 성분들

로 이뤄진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1) 서술어의 두 가지 의미

ㄱ. 학교문법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의미

: [철수가]주어 [도서관에서]부사어 [책을]목적어 [읽는다]서술어

ㄴ. 학교문법의 ‘서술부’에 해당하는 의미

: [철수가]주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서술어

  학교문법에서는 앞의 것을 ‘서술어’, 뒤의 것을 ‘서술부’로 부르고 있는데, 본고

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 구분을 따르기로 한다.1)  

1)  ‘서술어’를 (1ㄴ)의 의미로 사용하는 논저로는 서정수(1996)이 있다. 그러나 ‘서술어’를 (1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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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다음 (2)를 통해, 기존 문법서들에서는 ‘서술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서술어’에 대한 기존 문법서들의 정의

ㄱ. 최현배(1961:748-749)

풀이말(說明語)은 그 ①임자말 된 일몬(事物)의 움직임과 바탈(성

질)이 어떠함과 또리 개념(類槪念)의 무엇임과를 ②풀이하는 조각이

니

ㄴ. 권재일(1992:218)

서술어는 문장의 중심되는 성분으로, ①주어인 <무엇이> 혹은 <누

가>에 대해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로 ②서술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동작, 상태, 환언을 나타낸다.

ㄷ. 남기심ㆍ고영근(1993:247)

서술어는 ①주어에 대해서 그것이 ‘어찌한다’든가, ‘어떠하다’든가,

‘무엇이다’든가 하는 것을 ②설명하는 말을 이른다.

ㄹ. 이홍식(2000:229)

서술어는 ①주어에 대하여 ②서술하는 성분이며, 서술의 내용은

속성이나 상태, 동작, 과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ㅁ. 임홍빈·이홍식 외(2002:221-222)

①주어에 대하여 그 동작이나 상태 등을 ②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말한다.

ㅂ. 이관규(2002:230)

서술어는 ①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및 성질을 ②서술한다.

  위 (2)의 정의들은 모두 서술어에 대해 다음 (3ㄱ, ㄴ)의 두 가지 속성을 제시

하고 있어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2) (3ㄱ, ㄴ)은 각각 (2)의 밑줄 친 ①②에 해당

하는 것이다.

의미로 사용한다고 해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 ㄱ과 같이 

(1ㄴ)의 ‘서술어’ 안에서 목적어, 부사어를 더 분석해 낼 경우에는, ‘읽는다’가 어떤 문장성분의 자

격을 가지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ㄱ. [철수가]주어 [ [도서관에서]부사어 [책을]목적어 [읽는다]?? ]서술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문법처럼 ‘서술어/서술부’를 구별하여 다음 ㄴ과 같이 분

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ㄴ. [철수가]주어 [ [도서관에서]부사어 [책을]목적어 [읽는다]서술어 ]서술부

2)  위의 ‘임자말/주어’, ‘풀이말/서술어’ 등에 대해서는 각각 ‘주어’, ‘서술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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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술어의 특징 1

: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ㄱ. 서술어의 서술 대상은 ‘주어’이다. (2①)

ㄴ. 서술어는 ‘서술’의 기능을 가진다. (2②)

  위 (3ㄱ, ㄴ)은 서술어의 ‘서술 대상’과 ‘의미 기능’에 대한 것이다. 이 중 (3ㄱ)

에서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추론해 낼 수 있는데, 바로 서술어는 ‘주어의 존재’

를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 (3ㄴ)의 서술 기능은 주어를 향한 것이기 때

문에, 주어가 존재해야만 이 서술 기능도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음 (4ㄱ, ㄴ)의 밑줄 친 성분들은 서술어가 될 수 없다. (4ㄱ)은 

소위 ‘주어적 속격’과 관련된 표현이고, (4ㄴ)은 ‘소절(small clause)’과 관련된 표

현이다. (4ㄱ, ㄴ)의 [   ]은 (4ㄷ, ㄹ)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지만, ‘꽃, 철수’가 

(4ㄷ, ㄹ)에서는 주어로 실현되어 있는 데 반해,4) (4ㄱ, ㄴ)에서는 각각 관형성분

과 목적어로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다.5)6)

(4) ‘주어’와 관련되는 ‘서술어’

ㄱ. [꽃의 아름다움]

ㄴ. 나는 [철수를 천재로/천재라고] 생각했다.

ㄷ. 꽃이 아름답다.

3)  이 점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1998:65)에서 제시된 다음 조건도 참고할 수 있고, 생성문법에서

도 EPP(Extended Projection Principle)라는 원리로 설명된 바 있다.

주어 전제 조건 : 국어에 있어 모든 서술어는 반드시 주어를 가져야 한다.

4)  주어를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격조사를 통해 형태적으로 판별하는 것이다. 이홍식

(2000:52-64)에서는 주격조사에 의한 기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통사적/의미적 기준들도 제시되

어 있다. 그러나 주어이면서 주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명사구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주격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① 중립적인 맥락에서 문두에 오는 성분

②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하는 성분

③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가 되는 성분

④ 보조사 ‘들’과 호응하는 성분

⑤ 부사 ‘일부러’의 의도성과 관련된 성분

⑥ 통제구문에서 주절의 성분에 통제되는 성분

⑦ 동작주, 경험주 의미역을 가지는 성분

5)  (4ㄷ)의 ‘꽃의’는 ‘아름다움’에 대해 의미적으로는 주어와 같은 해석을 가지지만, 통사적으로는 그

저 ‘관형성분’의 자격으로 ‘명사구’를 구성하고 있을 뿐, 서술어와 함께 ‘문장/절’을 구성하는 성분

은 아니다. 이상욱(2003:22-31)에서도 ‘주어적 속격’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밝

힌 바 있다.

6)  유현경(2004)에서는 ‘철수를 천재로’를 소절로 보는 견해를 부정하고, ‘천재로 생각했다’가 (복합)

서술어로서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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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철수가 천재이다.

  서술어가 반드시 주어를 가져야 한다면, 서술어와 그 서술 대상이 되는 주어는 

항상 짝을 이루어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절에 대한 형식적 

조건에 주어와 서술어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7)

  그렇다면 서술어는 ‘주어-서술어 관계’에 의한 문장/절 안에서만 존재하는 성분

이며, ‘주어가 없는 서술어’나 ‘주어-서술어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서술어’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8) 이를 정리하면 다음 (5)와 같다.

(5) 서술어의 특징 2

: 서술어는 서술 대상인 ‘주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ㄱ. 서술어는 주어와 항상 짝을 이뤄 문장/절 안에 함께 존재해야 한다.

ㄴ. ‘주어가 없는 서술어’란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서술어는 그 서술 대상이 되는 주어를 반드시 가지게 되므로, ‘서술어의 

개수’는 다음 (6)과 같이 ‘주어의 개수’나 ‘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와 항상 

일치하게 되고,9) 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에 따른 아래 (7)의 구분과도 밀

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6) 서술어의 특징 3

: ‘서술어의 개수’는 항상 ‘주어의 개수’ 및 ‘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

와 일치한다.

(7) 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에 따른 비문장/단문/복문 구분10)

7)  이에 대해서는 2.3 참조.

8)  일부 논의들에서는 ‘~에 대하여, ~에 의하여, ~를 위하여’의 밑줄 친 부분들처럼 마땅한 주어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용언들을 ‘조사 상당어’의 구성 요소로 파악하거나(서경숙(2004)), 이들 용언

이 주어와 짝을 이룰 수 있도록 통사 구조 안에 공범주 주어를 설정하기도 한다(임홍빈

(1985/1998)). 전자의 설명 방법은 ‘주어가 없다면’ 용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서 나온 것이

고, 후자의 설명 방법은 ‘용언이라면’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용언

을 서술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이러한 처리 역시 ‘주어가 없는 서술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밑줄 친 부분들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사 분류상 ‘동사/형용사’에 속하기는 해도, 주어가 없기 때문에 문장성분 분석상 ‘서술어’

의 자격을 가지지는 않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9)  고영근ㆍ구본관(2008:483)에서 인용한 다음의 설명도 이와 동일한 것이다.

주어-서술어 관계가 몇 번 이루어지는가는 대체로 문장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수를 세

어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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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

비문장 [0]

언어형식 단문 [1]

문 장 [1 이상]

복문 [2 이상]

  그런데 서술어와 관련을 맺는 성분이 주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술어는 문장/

절을 구성하기 위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그 밖의 다른 문장성분들을 요구하기

도 한다. 전통문법에서는 서술어의 이러한 특징을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 다음 (8)과 같이 밑줄 친 성분들을 서술어로 하여 문장/절을 구성할 

경우에는, [   ]의 개수만큼 다른 문장성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8) 서술어의 자릿수

ㄱ. 1자리 서술어

[꽃이]주어 피었다.

[날씨가]주어 흐리다.

ㄴ. 2자리 서술어

[철수가]주어 [밥을]목적어 먹는다.

[철수가]주어 [학교에]부사어 갔다.

ㄷ. 3자리 서술어

[철수가]주어 [영희에게]부사어 [선물을]목적어 주었다.

[선생님이]주어 [영희를]목적어 [양호실로]부사어 보냈다.

  이것은 서술어가 문장/절 구성의 핵으로 기능한다는 것, 주어를 포함한 각각의 

문장성분들이 어떤 논항으로 실현되고 어떤 격을 가지게 되는지가 모두 서술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목적어, 부사어 등은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서술어의 논항 구조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11) 그러나 위 (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어’는 필수적

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앞의 (3,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술어는 서술 대상인 

주어를 반드시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10)  여기서의 ‘비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아닌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11)  자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으며, 완전자동사나 완전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는 부사어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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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술어를 통해 올바른 문장/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술어가 가진 논

항 구조 안에 의미역이나 선택제약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렇지 않다면 다음 (9)와 같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를 모두 채워도 비문

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9) 선택제약/의미역의 위반

*[창문이] 피었다.

*[밥이] [철수를] 먹는다.

*[책상이] [철수에게] [계단을] 주었다.

  다음 (10)은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 앞의 (3)이 서술어의 의미적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10)은 문장/절 구성

과 관련된 통사적 기능의 성격을 가진다.

(10) 서술어의 특징 4

: 서술어는 문장/절 구성의 핵이 되는 성분으로, 주어를 비롯하여 문장/절 구

성에 필요한 다른 문장성분들의 논항과 격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확인한 서술어의 특징들을 종합하면, 전통문법에서 규정된 서술어는 

대략 다음 (11)과 같이 정의되는 문장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

(11) 전통문법에서 규정된 서술어의 정의

ㄱ. 자신만의 주어를 가지고, 그 주어에 대해 서술하면서, [⇦ (3, 5, 6)]

ㄴ. 문장/절 구성에 필요한 다른 문장성분들을 요구하며, 이들의 논항과 격

12)  여기서 언급된 특징들은 1.2에서 검토했던 논의들이 비용언 서술어나 구적 단위의 서술어를 어

휘범주 V에 위치시키는 데에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1.2에서 인용했던 (6, 7, 10)의 내용 중 밑

줄 친 부분만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ㄱ. (6ㄴ) : ‘국어’는 ‘공부’의 목적어임.

ㄴ. (6ㄷ) : ‘공부’는 일반적으로 명사이지만 동작성의 특질이 있는 것인 만큼 절점 V

의 지배에 속할 수 있다.

ㄷ. (7ㄴ) : NP ‘영어’에 대격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경동사 V0 ‘하-’가 아니라 ‘공부’이

다.

ㄹ. (10ㄹ) : 목적어와 동사가 다시 동사로 재분석되어 또 다른 목적어를 요구하는 일

이 있다.

이 논의들에서 ‘V’로 설명되었던 것을 ‘서술어’로 고쳐서 이해하면, 서술어는 ㄹ처럼 문장 구성에 

필요한 다른 문장성분을 요구하며, ㄱ, ㄷ처럼 그 성분들의 논항/격도 결정하고, ㄴ처럼 주어의 동

작에 대해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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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는 문장성분 [⇦ (10)]

  여기서 한 가지 ‘서술어’와 관련하여 언급해 두고자 하는 것은, ‘서술어’와 ‘술

어’의 용어 구분에 대한 것이다. 영어로는 모두 ‘predicate’에 해당하고 일부 논의

에서는 ‘술어’라는 용어를 ‘서술어’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둘

을 다음 (12)와 같이 구별하여 사용할 것이다.

(12) ‘서술어’와 ‘술어’의 용어 구분

ㄱ. 서술어 : 문장/절 안에서 ‘주어’와 짝이 되는 성분

ㄴ. 술 어 : 사태의 참여자 역할을 하는 ‘논항’들과 짝이 되는 성분

  즉, ‘주어-서술어’는 문장/절 구성과 관련된 통사론 층위의 용어로, ‘논항-술어’

는 의미 해석 층위의 용어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13) 이에 따라 다음 (13)의 밑줄 

친 성분들은 모두 논항을 필요로 하는 ‘술어’의 자격을 가지지만, 주어를 취해 문

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중 (13ㄱ, ㄷ)의 밑줄 친 성분들뿐이므로, 이들만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13) ‘서술어’와 ‘술어’의 용어 구분 예

ㄱ. 꽃이 아름답다. [형용사]

① 서술어 : O ⇦ ‘꽃이’를 주어로 취해 문장을 구성

② 술 어 : O ⇦ ‘꽃’을 논항으로 취함

ㄴ. 꽃의 아름다움. [형용사(명사형)]

① 서술어 : X ⇦ 짝이 되는 주어가 없어 문장/절을 구성하지 못함

(전체 구성은 문장/절이 아니라 명사구에 해당)

② 술 어 : O ⇦ ‘꽃’을 논항으로 취함

ㄷ.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동사]

① 서술어 : O ⇦ ‘미국이’를 주어로 취해 문장을 구성

② 술 어 : O ⇦ ‘미국’, ‘이라크’를 논항으로 취함

ㄹ.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사]

① 서술어 : X ⇦ 짝이 되는 주어가 없어 문장/절을 구성하지 못함

(전체 구성은 문장/절이 아니라 명사구에 해당)

13)  이선웅(2005:38, 110)에서도 논항은 술어에 ‘의미적’으로 요구되는 것, 술어는 ‘의미적’으로 논

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술어’는 ‘논항’과 짝을 이루는 것이며, ‘의미/해

석 층위의 개념’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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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술 어 : O ⇦ ‘미국’, ‘이라크’를 논항으로 취함

2.1.2. 서술어의 구성 방식

2.1.2.1. 구성 방식의 개방성

  서술어에 대한 위 (11)의 정의에는 서술어의 통사적/의미적 기능만이 언급되어 

있다. 주어의 경우는 주격조사 ‘이/가’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거나, 목적어의 

경우는 목적격조사 ‘을/를’과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거나 하는 형태적 특징이 있

는데, (11)의 정의에는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술어’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 위 (2)

에서 인용한 기존 문법서들의 정의에는 아무것도 규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비록 (2ㄴ, ㄷ)에는 서술어에 대해 다음 (14ㄱ)과 같은 동사적/형용사적 표현들

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서술어=동사/형용사’를 의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의 다른 정의들에는 이와 동일한 의미로 (14ㄴ)과 같은 명사적 표현들도 사용

되고 있다. 이 (14)의 표현들은 서술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3ㄴ)과 

관련하여 서술어의 서술 내용을 예시하는 것일 뿐이다. 위 (11)의 정의에 서술어

의 형태적 특징 내지 구성 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

문이다.

(14) (2)에서 서술 내용을 예시하기 위해 쓰인 표현

ㄱ. 동사적/형용사적 표현 : 어찌한다, 어찌하다/어떠하다, 무엇이다

ㄴ. 명사적 표현 : 움직임, 어떠함, 무엇임, 속성, 상태, 환언, 동작, 과정, 성질

  기존 논저 중에는 서술어가 동사/형용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

우가 많다.14) 국어에서 동사/형용사는 어미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류 기준으

14)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이홍식 (2000:238)

-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용언으로 이루어진다.

고영근․구본관(2008:284)

- 형태론적으로 볼 때 서술어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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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품사인데, 위 (11)에서 언급된 서술어의 통사적/의미적 기능들, 즉 주어에 

대해 ‘동작, 상태’ 등의 의미를 서술하고, 문장/절 구성에 필요한 다른 문장성분들

을 요구하며 이들의 논항/격을 결정하는 것 등은,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

니다. 용언을 어간과 어미로 나누었을 때, ‘동작, 상태’ 등과 관련된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고, 다른 성분들에 대한 논항/격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간 

쪽이다. 어미는 (11)의 특징과 무관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미 결합이 가

능한 동사/형용사만이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동사/형용사를 통해 서술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논의 중에는, ‘어미 

결합’을 비롯하여,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문법적 기능/의미까지 서술어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15)는 이홍식(2000:230-238)에서 제시된 서술어의 

형태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 기준을 정리하여 인용한 것이다.

(15) 이홍식(2000)에서 제시된 서술어 확인의 기준

ㄱ. 형태론적 기준

: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용언과 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ㄴ. 통사론적 기준

①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② 목적어를 요구하기도 한다.

③ 보어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⑤ 어순과 관련하여 대개의 경우 문장의 가장 뒤에 위치한다.

⑥ 어미를 통해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시제 등을 표시하며, 문장 내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표시하게 된다.

⑦ 어말어미를 통해 문장의 성격(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또는 내포되는지

등)을 결정한다.

ㄷ. 의미론적 기준

① 용언의 어휘부 정보를 통해 논항에 대한 의미역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논항에 대한 선택 제약도 포함된다.

② 선어말 어미는 서술어가 기술하는 사태의 참여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를 표현하기도 한다.

③ 선어말 어미는 서술어가 기술하는 사태가 시간 축의 어느 위치에 놓

이는가를 표현할 수도 있다.

④ 화자가 사태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⑤ 문종결 어미를 포함할 경우, 청자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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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ㄱ)에서는 형태론적 조건으로 ‘어미의 결합’이 제시되어 있고, (15ㄴ)의 통사

론적 조건 중 ⑥⑦에서는 어미의 문법적 기능, (15ㄷ)의 의미론적 조건 중 ②③④

⑤에서는 어미로 실현되는 문법적 의미가 언급되어 있다.15)

  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서술어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취한다는 것(15ㄴ①), 그 

밖의 다른 문장성분들도 취할 수 있다는 것(15ㄴ②③④), 이 문장성분들의 논항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15ㄷ①), 일반적인 어순에서 맨 뒤에 위치한다는 것(15

ㄴ⑤)만 남게 된다.16) 이것은 본고가 위 (11)에서 정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11)과 (15)는 ‘어미 결합’ 내지 ‘어미로 실현되는 문법적 기능/의미’를 서술

어의 특징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어미’는 (11)의 통사적/의미적 기능과 무관한 요소이므로, 서술어

의 특징에 ‘어미 결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11)에서는 찾을 수는 없다.

  만약 서술어의 특징에 ‘어미 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 다음 (16)

과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16) 서술어의 특징에 ‘어미 결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 서술어는 반드시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문법적 기능/의미까지도 나타내

야만 한다.

  그러나 동사/형용사에 어미가 결합되어 있어도,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문법적 

기능/의미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 (17)의 예를 보기로 한다. 

(17)은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 제목으로 자주 쓰이는 형식이다. 

(17)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문법적 기능/의미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예

: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줄어

  (17)의 형식만으로는 시제나 양태 해석도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 종결된 문장인

15)  대략적으로 나눠 보면, 선어말어미 ‘-(으)시-’와 관련된 것이 (15ㄴ⑥, 15ㄷ②), ‘-았/었-’과 관

련된 것이 (15ㄴ⑥, 15ㄷ③), ‘-겠-’과 관련된 것이 (15ㄴ⑥, 15ㄷ④), 어말어미와 관련된 것이 

(15ㄴ⑦, 15ㄷ⑤)이다. (15ㄷ④)와 관련하여 이홍식(2000)에서 원래 언급되었던 것은 ‘-어서’와 

‘-니까’지만, 화자가 사태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은 추측 양태와 관련한 ‘-겠-’

이라고 보아, ‘-겠-’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16)  일반적인 어순에서 ‘서술어’가 가장 뒤에 위치한다는 것은, ‘서술어’가 문장/절 구성의 핵으로 

기능한다는 점, 국어는 우핵 언어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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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절이 생략된 내포절인지도 불분명하다. 다음 (18ㄱ, ㄴ)처럼 시간을 나타내

는 표현이 함께 쓰인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시제 해석이 가능해지고, (18ㄷ, ㄹ)

처럼 이어지는 다른 절이 있다면 이를 통해 양태 해석이나 종결/내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뿐이다.17)

(18) (17)의 시제, 양태 해석 및 종결/내포 여부의 확인이 가능해지는 경우

(밑줄 친 부분 = (17))

ㄱ. 내일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줄어

ㄴ. 어제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줄어

ㄷ.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줄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ㄹ.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줄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17)의 ‘줄어’는 어간 ‘줄-’과 어미 ‘-어’가 결합한 형식이므로, (15ㄱ)의 형태적 

조건을 만족하지만, 문맥에 있는 다른 성분들의 도움이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15ㄴ, ㄷ)에서 언급된 통사적/의미적 조건 중,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문법적 기능

/의미들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17)의 ‘줄어’에 대해 서술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7)에서 ‘줄

어’를 서술어로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어미 결합이나 문법적 기능/의미의 실

현 여부가 아니라, 주어인 ‘미세먼지는’에 대해 ‘줄어’가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으

며, 이 주어의 논항/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은 결코 어미 ‘-

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미 결합 내지 어미로 실현되는 문법적 기능/의미는 서술어의 필수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어미 결합이 가능한 동사/형용사만이 서술어를 구성하

는 것으로 볼 이유도 없는 것이다.

  또 어미 결합을 서술어의 필수적인 특징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미를 서술어의 

형태적 표지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주어에 대해 주격조사를 형태적 

표지로 인정하고, 목적어에 대해 목적격조사를 형태적 표지로 인정하는 것과 평행

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체언이 다른 성분과 맺는 문법적 관계’를 격이라고 할 때, 격을 나

17)  이것은 시제, 양태를 나타내는 ‘-았/었-’, ‘-겠-’이 쓰이지 않았고, ‘-아/어’가 연결어미와 종결

어미의 두 가지 용법을 지녔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18)처럼 문맥에 따라 적절한 해석이 주

어질 수는 있지만, (17)의 형식 자체만으로는 용언이 서술어로 쓰여도 시제, 양태 및 종결/내포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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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형태적 표지는, 핵이 되는 성분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19)처럼 그 핵 성분과 종속적 관계를 맺는 체언에 나타나게 된다. 

(19) 격의 형태적 표지가 나타나는 성분

ㄱ. 주어/목적어/부사어와 서술어가 문법적 관계를 맺는 경우

: 주어/목적어/부사어에 주격조사/목적격조사/부사격조사 결합

⇨ 서술어가 핵 성분이기 때문

ㄴ. 체언과 체언이 문법적 관계를 맺는 경우

: 선행 체언에 관형격조사 결합

⇨ 후행 체언이 핵 성분이기 때문

  서술어가 격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문장/절 구성에서 핵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이다.18) 그런데 용언의 어미 결합을 서술어의 특징에 포함하여, 서술어에 대

한 형태적 표지처럼 다루는 것은, 학교문법에서 ‘이다’를 체언에 대한 서술격 조사

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19)

  서술어는 문장/절 구성에서 핵이 되는 성분이므로, 형태적 표지를 통해 다른 성

분과의 관계를 표시할 필요도 없으며, 자기 자신이 핵 성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

타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조사든 어미든 서술어에 대한 형태적 표지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20)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20) 서술어의 특징 5

: 서술어는 문장/절 구성에서 핵이 되는 성분이다. 따라서 서술어와 관계를

맺는 다른 문장성분들과 달리, 자신이 서술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조

사, 어미 등)를 따로 가지지 않는다.

  앞에서는 어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홍식(2000)에서 제시된 

(15)의 특징들은 본고에서 제시한 (11)과 유사해진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결

18)  서술어가 문장/절 구성의 핵이라는 점은, 앞의 (10)에서 ‘서술어의 특징 4’로 언급한 바 있다. 

서술어는 문장/절 구성에 필요한 다른 문장성분들을 요구하며, 이 성분들의 논항과 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9)  학교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설명해 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다’의 의존성보다 어

미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용언(형용사)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다’를 

조사로 처리하면, 예외적으로 어미 결합이 가능한 조사가 되어, 국어의 품사 분류 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장/절 구성의 핵인 서술어가 격을 가진

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서술격조사의 설정에 대한 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는 이선웅(2005:343)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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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서술어는 통사적/의미적 기능으로만 정의되는 성분일 뿐, 서술어가 되기 위한 

형태적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미 결합이 서술어에 대한 형태적 특징이 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동사/형용사

를 통해서만 서술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이유도 없어진다. 다음 (21ㄱ)과 같

은 동작성 명사나 (21ㄴ)과 같은 상태성 명사도, (21ㄱ', ㄴ')과 같은 형식에서 ‘하

다’ 등 다른 요소의 도움 없이도, 주어에 대해 ‘동작’, ‘상태’ 등의 의미로 서술의 

기능을 하고, 문장/절 구성에 필요한 다른 문장성분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 또 (21ㄷ)과 같은 비사태성 명사도 (21ㄷ')

과 같은 형식에서 ‘환언’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이다’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면, 역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1) 구문에 따라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는 명사

ㄱ. 동작성 명사 : 공부, 청소, 운동, 비행, 식사, ......

ㄴ. 상태성 명사 : 가능, 단정(端正), 난해, 평이, .......

ㄷ. 비사태성 명사 : 남자, 여자, 선생님, 학생, .......

ㄱ' 철수는 영어를 공부

ㄴ'. 학생들의 용모가 단정

ㄷ'. 나는 남자, 너는 여자

  (21ㄱ-ㄷ)의 명사들은 ‘하다, 이다’ 등의 용언과 어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용언들은 ‘기능동사’의 성격을 가진다. ‘기능동사’는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어서, 

자신만의 논항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0) 따라서 기능동사는 독자

적인 주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기능동사가 쓰인 구문에서는 ‘명사#기능동사’의 

통사적 구성이 서술어로 분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21)

  또 보조용언 구문의 경우는, 최근 다음 (22ㄱ)처럼 부사절을 내포한 복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조용언은 어휘적 의미가 약해, 독자적으로는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능동사와 유사하다. 

20)  홍재성(1999:138)에서는 ‘기능동사’에 대해,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어서 고유의 논항구조를 가

지지 않고, 시제/상/양태 등의 문법범주 표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만 하는 동사’로 설

명되고 있다.

21)  이와 같이 서술어 기능을 하는 통사적 구성에 대해서는 ‘복합서술어’라는 주제로 많이 다뤄진 

바 있다. 1.2에서는 다른 문장성분들의 경우와 비교해, 이러한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를 ‘복합서술

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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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통문법에서 설명하듯, 이 구문에서는 다음 (22ㄴ)과 같이 ‘본용언#보

조용언’의 연쇄가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22)

(22) 보조용언 구문의 경우 (밑줄 친 부분 = 서술어)

ㄱ. 부사절 내포문으로 분석하는 경우

: [철수는 [∅ 얼음을 만져] 보았다].

ㄴ. ‘본용언#보조용언’을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하는 경우

: 철수는 얼음을 만져 보았다.

  서술어의 특성에서 ‘어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서술어의 구성 방식을 

동사/형용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동사/형용사 이외의 다른 품사에 속한 

단어가 서술어로 분석되거나, 1단어보다 큰 구적 단위도 서술어로 분석될 가능성

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2.1.2.2. 용언 서술어에서의 어미 처리

  학교문법에서는 어미가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어간

과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만을 단어로 인정할 뿐, 어간과 어미 각각은 단어로 인정

하지 않는다.

  이러한 ‘활용형=1단어’ 체계에서는, 용언이 서술어로 기능할 경우 활용형을 한 

덩어리로 하여 서술어로 분석한다. 문장성분 분석은 통사론적 분석이고, 통사론의 

최소 단위는 ‘단어’이므로, 문장성분 분석을 통해 분석되어 나온 단위가 단어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어를 다음 (23)과 같이 분

석한다.23)

(23) 학교문법의 서술어

: 철수가 밥을 [먹었다]서술어

  그러나 최근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각각 단어의 자격을 가지며, 어미는 어

22)  ‘명사#기능동사’와 ‘본용언#보조용언’은, 앞쪽 요소가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문장성분들의 논항/

격을 결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3)  송원용(2007:8-9)에서는 문장성분론이 학교문법의 품사론 체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연구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어간+어미’를 따로 더 분석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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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24)와 같이 용언 어간을 핵으로 하는 구에 결

합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24) 어미의 결합 단위에 대한 최근의 견해

[ [ [철수가 밥을 먹] 었] 다]

  (23)과 달리 (24)에서는 ‘먹-었-다’가 성분을 이루지 못하므로, 이것을 ‘서술어’

라는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24)의 구조에서 주어를 가지는 것은 

‘먹었다’가 아니라 ‘먹-’이므로, (23)과 달리 ‘먹-’만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철수가 밥을 먹-’까지만 문장성분 분석이 이루어지고, 어

미 ‘-었-, -다’는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채로 남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

다. 분석 대상에 대해 완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미

들만을 위한 문장성분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어/목적어/서술

어 등과 달리 국어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문장성분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것은, 다음 (25ㄱ)과 같은 문장이다. 

(25ㄱ)에서 후행절뿐만 아니라 선행절까지도 과거의 해석을 가지는 것은, (25ㄴ)

과 같이 접속된 두 개의 절 [①+②] 뒤에 ‘-었-’이 결합했기 때문이고, 전체 문장

이 평서문이 되는 것은 이 [[①+②]+었] 뒤에 ‘-다’가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25ㄴ)과 같은 구조에서는 어미가 단어 이상의 단위에 결합한 것으로 분석되

므로 ‘단어’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해석을 단문의 경우로까지 확대하여 적

용한 것이 위 (24)이다.

(25)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문장

ㄱ.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졌다.

ㄴ. [ [ [①바람이 불고 ②낙엽이 떨어지] 었] 다]

  그러나 다음 (26)과 같이 ‘어간+어미’를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에도, ①

이 과거의 해석을 가지고 전체 문장이 평서문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다.

(26) ‘어간+어미’를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의 구조 (밑줄 친 부분 = 서술어)

[①바람이 불고] [②낙엽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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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17-18)에서는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줄어’라는 형식이 그 자체로는 시제, 

양태 해석도 가지지 못하고, 종결/내포 여부도 확인되지 않지만, 문맥이 주어지면 

해당 문법적 기능/의미에 대해 적절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다음 (27)과 같은 과정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27) ‘어간+어미’에서 문법적 의미가 해석되는 과정

ㄱ. 어떤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요소가 실현되어 있을 경우

: ‘어간+어미’는 해당 문법적 의미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가지게 된다.

ㄴ. 어떤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요소가 실현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어간+어미’는 해당 문법적 의미에 대해 중립적인 해석을 가진다.

① 선어말어미 ‘-(으)시-’, ‘-았/었-’, ‘-겠-’ 등이 결합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선어말어미에 의한 [주체높임법], [시제], [의지/추측]의 의미에 대해

서는 중립적인 해석을 가진다.

② 연결어미가 결합해 있을 경우, 종결어미에 의한 [상대높임법], [서법]

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해석을 가진다.

③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면, 중립적 해석을 가지던 ‘어간+어미’도 해당

문법적 의미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6)의 ‘떨어졌다’는 ‘-았/었-’과 ‘-다’가 결합해 있으므로, (27ㄱ)에 

따라 [시제], [상대높임법], [서법]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가진다. 반면 (26)의 

‘불고’에는 연결어미만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27ㄴ)의 ①②에 따라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문법적 의미들에 대해 중립적인 해석을 가진다. 그러다가 후

행절이 문맥으로 주어지게 되면, 후행절 서술어 ‘떨어졌다’에 결합한 ‘-었-, -다’

를 통해 ‘불고’는 과거의 해석을 가지게 되고, 이와 접속된 전체 문장은 평서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27)의 과정을 가정하면, ‘어간+어미’를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해도, (25)와 동일한 의미 해석을 얻을 수 있다.

  또 ‘어간+어미’를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하면, 다음 (28)과 같은 문장에서 밑줄 

친 성분들은 모두 ‘서술어’와 문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 

(28) 용언 어간만으로는 성분들과의 문법적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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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누가 철수한테 돌을 {던졌니?/*던졌다.}

ㄴ. 어제 하루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지나간다.}

ㄷ. 기필코 이번에는 너를 이기겠어.

ㄹ. 만일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은 취소됩니다.

  ‘어간+어미’를 서술어로 분석하면, 위 (28ㄱ)은 종결어미를 통해 [의문문]의 서

법 해석을 가지는 ‘서술어’의 선택제약으로, 의문사가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8ㄴ)은 선어말어미를 통해 [과거]의 시제 해석을 가지는 

‘서술어’의 선택제약으로, 과거표현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8ㄷ, ㄹ)에서 문장부사에 의한 부사어는, 어미 ‘-겠-’, ‘-

(으)면’과 호응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서술어’와 호

응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앞의 (24)와 같이 용언 어간만을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에는, (28)의 밑줄 

친 성분들이 서술어 외부에 있는 요소(어미)와 문법적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물론 용언의 어간만으로 다른 성분들과의 문법적 

관계가 전부 설명되는 경우도 많지만, 위 (28)의 경우는 용언 어간만으로 다른 문

장성분들에 대한 선택제약이나 다른 문장성분들과의 호응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2.2.2에서 살펴보겠지만, 문장성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는, 주어-서술

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절 또는 단문이다. 이 경우는 구성이 비교적 단순해

서, (23)처럼 문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서술어를 통해 문장이 구성되는 것으

로 분석하든, (24)처럼 명제적 내용에 문법적 의미가 더해져 문장이 구성되는 것

으로 분석하든, 구조적 차이에 따른 의미상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 어미가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논의들 중에도, ‘... 먹] 었] 다]’

가 ‘... [먹었다]’로 재구조화된다고 설명하거나, ‘... 먹] 었] 다]’에 연속적인 핵이

동이 일어나  ‘... ∅] ∅] 먹었다]’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논의도 있다.24) 결국 

문법의 어느 단계에서는 ‘어간+어미’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25)

24)  재구조화를 상정하는 전자의 논의로는 임홍빈(1997)이 있고, 핵이동으로 설명하는 후자의 논의

로는 시정곤(1998)이 있다. 단 임홍빈(1997)에서는 ‘재구조화된 구조’에 대해 실제 통사상의 구조

가 아니라, 국어 화자의 불완전한 직관이 반영된 인식상의 구조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25)  처음부터 [먹었다]가 하나의 성분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어는 각각의 용언마다 

수많은 활용형을 가지는데, 이것을 모두 어휘부의 결과물로 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

면 어미도 단어라는 점을 수용하여, 활용형이 [먹-었-다]의 형태론적 구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먹#었#다]의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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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그것을 문장성분의 층위라고 보는 것이다.26)

  따라서 문장성분 분석에서 용언이 문제가 될 경우, 본고에서는 (23)처럼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지 않는 쪽을 택하고자 한다. 

2.2. 문장성분

2.2.1. 문장성분 분석 방법

  서술어는 문장성분의 하나이다. 따라서 서술어는 서술어만의 개별적 특징뿐만 

아니라, 문장성분들에 공통된 일반적 특징들도 가지게 된다. 여기서는 문장성분이 

어떻게 분석되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위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문법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어절마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27) 그러나 어절 단위로 문장성분을 분석할 때의 문제점은, 

다음 (29)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9) 어절 단위 문장성분 분석의 문제점

: [예쁜] [꽃이] 피었다.

  (29)에서는 ‘꽃’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꽃이’가 주어 역할을 하고, 관형성분 

‘예쁜’은 이 ‘꽃이’라는 어절을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 

(30)과 같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30) (29)의 분석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ㄱ. 관형성분의 수식 대상은 명사(구)이다. 따라서 ‘예쁜’은 ‘꽃이’가 아니라

‘꽃’과 결합하여 성분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ㄴ. 따라서 주격조사 ‘이’는 ‘꽃’에 결합한 것이 아니라 ㄱ의 ‘예쁜 꽃’에 결

26)  뒤의 2.2.2에서는 문장 구성에서 단어/구 층위와 문장성분 층위가 구별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

다.

27)  고영근·구본관(2008:272)에서는 문장성분에 대해 ‘어절이 문장 가운데서 차지하는 기능’으로 설

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어미를 단

어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문법의 절충적 체계에서는, ‘단어#조사(단, 조사의 개수≥0)’가 어절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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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 경우 주어로 기능하는 것은 ‘꽃이’가

아니라 ‘예쁜 꽃이’가 된다.

  (30)의 사실이 반영되도록 위 (29)를 다시 분석하면, 다음 (31)과 같은 구조가 

된다. 비록 ‘꽃’과 ‘이’가 ‘어절’을 이루기는 하지만, ‘성분’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9)와 같은 어절 단위 문장성분 분석에서는 성분 관계를 올

바르게 포착해 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성분 분석은 어

절 단위로 이뤄질 수 없으며, 어절은 문장성분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28)

(31) (29)에 대한 올바른 분석

: [ [예쁜 꽃] 이] 피었다.

  한편 문장성분은 문장/절 안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석되는 단위이다. 이는 문장

성분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가 다음 (32)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문장성분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

: 자신이 속해 있는 문장/절 내부로 한정된다.

  전통문법에서는 다음 (33)과 같은 문장에서 ‘빌려준’이 ‘네가’에 대한 서술어 역

할도 하면서, ‘책’을 꾸미는 관형성분의 역할도 겸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했다.29)

28) 어절 단위 문장성분 분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홍빈·이홍식(1995:217-219), 이홍식

(2000:21-23)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학교문법과 달리 어절을 문장성분 분석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최소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다.

어절 :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 문장성분 분석의 최소 단위로서 띄어

쓰기의 단위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ㄱ은 전통문법의 ‘어절 단위 문장성

분 분석’과 일치하는 해석이고, ㄴ은 이와 조금 다른 해석이다.

ㄱ. 어절 단위로까지 문장성분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ㄴ.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어절이다.

  ㄴ의 해석에서는 어절보다 큰 단위도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어, (31)과 같이 ‘예쁜 

꽃이’를 주어로 분석해도 어절 개념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절과 문장성분의 관계에 대해서

는 오히려 ㄴ의 해석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9)  최현배(1961), 허웅(1995) 등에서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대해 서술어와 관형어 역할을 함께 하

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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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장성분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의 한정

나는 [네가 빌려준] 책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문장성분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를 위 (32)와 같이 한정하면, ‘책’은 (33)

에서 [   ]로 나타낸 절의 외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이 ‘책’에 대해 가

지는 기능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빌려준’은 그저 관형사절 [   ] 안에서 주

어 ‘네가’에 대한 서술어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이와 같이 설명되어야, ‘책’을 수식

하는 것은 ‘빌려준’이 아니라, ‘네가 빌려준’이라는 사실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33)의 ‘빌려준’이 서술어와 관형성분의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빌려준’이 그 앞뒤 요소에 대해 각각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두 살핀 결과이다. 

이것은 문장/절을 선형적/평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ABC라는 어떤 연쇄에 대해 다음 (34ㄱ)처럼 이분지/계층적으로 분석하면, B에 대

해서는 A와의 관계만 고려하면 되지만,30) (34ㄴ)처럼 선형적/평면적으로 분석하

면, 앞의 A, 뒤의 C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34) 어떤 연쇄 ABC에 대한 이분지/계층적 분석과 선형적/평면적 분석

ㄱ. 이분지/계층적 분석 : [ [A B] C]

ㄴ. 선형적/평면적 분석 : [A] [B] [C]

  그러나 (34ㄴ)처럼 선형적/평면적으로 분석하여 앞뒤 요소와의 관계를 모두 고

려하게 되면, 무엇과 무엇이 성분을 이루는지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문장성분 분석은 (34ㄱ)처럼 이분지/계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음 (35)는 문장성분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것

이다. 이것은 문장/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성분 관계가 올바로 드러나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35) 문장성분 분석 방법

ㄱ. 문장성분 분석은 어절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절마

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게 되지도 않는다.

ㄴ. 문장성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는 문장/절이다. 문장성분의 기

능이 미치는 범위도 그것이 속한 문장/절 내부로 한정된다. 따라서 문장/

절 외부에 있는 요소와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30)  이 경우 뒤의 C와 문법적 관계를 맺는 것은 B가 아니라 AB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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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문장성분 분석은 이분지/계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2.2. 문장성분의 특징과 정의

  이제 ‘문장성분’은 어떤 특징들을 가진 문법 단위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문장성분’은 그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문장’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36)과 같은 특징이 있다. 문장성분들을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36ㄱ)처럼 ‘문장/절’의 존재를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31) 이는 문장성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가 문장/절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만약 (36ㄴ)처럼 문장/절의 존재를 전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어/구와 같

은 통사론적 단위라도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36ㄷ)은 문장성분 

분석이 절에 적용된 경우이다.32)

(36) 문장성분의 특징 1

: 문장성분은 ‘문장/절의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분석이 가능하다. 즉 문장성

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는 ‘문장/절’이다.

ㄱ. 문장/절의 존재를 전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외현된 성분들을 통해 문장/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A : 너 뭐 샀니?

B : 나는[주어] 빨간색 색연필[목적어] 샀어[서술어].

② 문맥에서 생략된 성분들을 복원하여 문장/절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

A : 너 뭐 샀니?

B : (나는) 빨간색 색연필[목적어] (샀어).

ㄴ. 문장의 존재를 전제할 수 없는 경우

빨간색 색연필[??]

⇨ 명사구 ‘빨간색 색연필’의 문장성분 : 확인 불가

ㄷ. 문장성분 분석이 절에 적용된 경우

31)  ‘절’은 문장처럼 주어-서술어를 갖추고 있지만, 문장과 달리 독립해서 쓰이지 못하는 것이다. 

‘문장/절’에 대해서는 2.3에서 다룰 것이다.

32)  송원용(2007)에서는 문장성분 분석 대상을 홑문장(단문), 중문(대등접속문)의 각 하위절, 내포문

으로 한정하고, 내포문 내부의 내포절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6ㄷ)의 ①②③은 문장성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거나, 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를 통해 단문/복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포절에 대해서도 문장성분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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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부들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 (명사절)

[ [비가]주어 [내리기]서술어]

② 철수가 돌아간 사실을 영희만 모른다. (관형사절)

[ [철수가]주어 [돌아간]서술어]

③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더 거세졌다. (부사절)

[ [시간이]주어 [지날수록]서술어]

④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접속문의 선행절/후행절)

[ [봄이]주어 [가고]서술어], [ [여름이]주어 [왔다]서술어]

  문장/절로부터만 문장성분들이 분석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형성의 관점에서 

바꿔 생각해 보면, 문장/절은 ‘문장성분’들로 이뤄지며, 문장/절의 구성 요소로 쓰

이기 위해서는 ‘단어/구’와 같은 통사론적 단위도 일단 ‘문장성분’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장성분과 단어/구 모두 통사론적 단위에 

해당하지만, 문장성분들이 기능하여 문장/절을 구성하는 층위와, 단어/구가 기능하

는 층위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37)과 같다. (37ㄷ)의 수형도는 ‘단어/구→문장성분→문장/

절’의 층위를 반영하여, 타동사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의 경우를 계층구조로 

나타낸 것이다.33)

(37) 문장성분의 특징 2

: 문장성분은 문장/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문장/절은 문장성분으로 구

성되고, 문장성분은 단어/구로 구성된다.

33)  생성문법에서는 ‘문장(S)→명사구(NP)+동사구(VP), 동사구(VP)→명사구(NP)+동사(V)’처럼 문

장/절로부터 단어/구 층위의 단위들이 바로 분석되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다가, 이후에는 문장/

절도 구의 일종으로 간주되면서 문장성분 및 문장/절의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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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성분 단어/구

ㄱ. 공통점 통사론적 단위

ㄴ. 차이점

‘문장/절’의 존재가 전제돼야만

분석/확인 가능

‘문장/절’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아도 분석/확인 가능

(‘구’로부터도 분석/확인 가능)

‘문장/절 구성’을 위한 단위

(문장/절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구 구성’을 위한 단위

(문장/절 구성에는

간접적으로 참여)

ㄷ.

문장

구성의

층위

단어/구 ⇨ 문장성분 ⇨ 문장/절

문장/절 문장/절 층위

주어부 서술부

문장성분 층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명사구 명사구 동사 단어/구 층위

  한편 ‘문장성분’이라는 용어에서는 이것이 ‘성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통사론적 의미에서 ‘성분’이란 하나 이상의 단어들로 구성된 기능적 단위를 

뜻한다. 따라서 문장성분은 다음 (38)과 같이 그 크기가 1단어보다 클 수도 있고, 

아래 (39)와 같이 형태/의미가 동일한 단어/구라도 어떤 문장/절에서 어떤 기능으

로 쓰인 것인지에 따라 문장성분의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34)

34)  이와 달리 품사는 범주적 특징에 따라 단어들을 분류한 것으로, 단어들은 분류된 바에 따라 저

마다 고유한 품사를 가지게 된다. 이익섭(2005:32)에서는 품사와 문장성분 간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전자는 ‘본적’과 같은 것, 후자는 ‘현주소’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전에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 품사는 명시하지만 문장성분은 명시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8-39)에 따르면, 서술어를 동사/형용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서술어라는 문

장성분의 크기를 1단어로 제한하고, 동사/형용사가 서술어 이외의 다른 문장성분으로 쓰일 가능성

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품사나 다른 문장성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매우 

예외적이다. 주어/목적어 등은 단어보다 큰 구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명사의 경우는 주어로도 쓰

이고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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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문장성분의 특징 3

: 문장성분의 크기는 단어와 같거나 단어보다 크다.

ㄱ. 예쁜 꽃이 피었다.

[주어≥1단어]

ㄴ. 나는 네가 빌려준 책을 잃어버렸다.

[목적어≥1단어]

(39) 문장성분의 특징 4

: 문장성분은 문장/절 안에서의 기능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석되는 단위이다.

따라서 단어/구의 고유 속성이 될 수 없다.

A : 넌 뭐 먹었니?

B : 나는 설렁탕[목적어] 먹었어.

A : 설렁탕[주어] 맛있었니?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36-39)의 특징들을 종합하면, ‘문장성분’은 대략 다음 

(40)과 같이 정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0) 문장성분에 대한 정의

ㄱ. 문장/절 안에서의 [⇦ (36)]

ㄴ. 기능에 따라 [⇦ (39)]

ㄷ. 성분으로 분석된, [⇦ (38)]

ㄹ. 문장/절 구성의 기본 단위 [⇦ (37)]

  이처럼 문장성분은 문장/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문

장/절을 대상으로 하여 성분들 간의 순서를 바꿀 때에도, 문장성분은 위치 이동의 

단위가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 (41-43)과 같은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 등이 있다.35) 이와 같은 통사적 과정에는 (41-43)의 ㄱ처럼 문장성

35)  Radford(1988:90)에는 ‘성분’ 검증 방법으로 다음의 8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ㄱ. Does it have the same distribution as(i.e. can it be replaced by) an appropriate

phrase of a given type? If so, it is a phrase of the relevant type.

ㄴ. Can it undergo movement(i.e. preposing or postposing)? If so, It is a phrase of

some sort.

ㄷ. Can it serve as sentence-fragment? If so, it is phrasal constituent.

ㄹ. Does it permit positioning of S- or VP-adverbials internally? If so, it is S or VP,

and not, for example, an NP or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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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움직여야지, ㄴ처럼 문장성분의 일부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36)37)

(41) 어순 뒤섞기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주었다].

ㄱ. ① [철수의 동생이] [빨간색 꽃을] [영희의 언니에게] [주었다].

② [영희의 언니에게] [철수의 동생이] [빨간색 꽃을] [주었다].

③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철수의 동생이] [주었다].

④ [빨간색 꽃을]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주었다].

⑤ [빨간색 꽃을] [영희의 언니에게] [철수의 동생이] [주었다].

ㄴ. ① *[∅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철수의 [빨간색 꽃을] [주었다].

② *[철수의 동생이] 빨간색 [영희의 언니에게] [∅ 꽃을] [주었다].

③ *[철수의 동생이] [∅ 언니에게] 영희의 [빨간색 꽃을] [주었다].

ㅁ. Can it undergo Ordinary Coordination with another string? If so, it is a constituent

of the same type as the one with which it is coordinated.

ㅂ. Can it serve as the 'Shared constituent' in Shared constituent coordination? If so, it

is a phrase.

ㅅ. Can it be replaced by, or serve as the antecedent of an appropriate proform? If

so, it is a phrase of the same type as the proform.

ㅇ. Can it undergo Ellipsis under appropriate discourse conditions? If so, It is a VP.

위 (ㄱ-ㅇ)은 단어들의 연쇄가 성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ㄴ, ㄷ, ㅂ)과, 성분의 범주(NP, VP, 

PP 등)를 확인하기 위한 것(ㄱ, ㄹ, ㅁ, ㅅ, ㅇ)으로 나뉜다. 그러나 성분 중에는 문장성분에 속하

지 않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관형어’이다. 학교문법의 관형어가 문장성분 목록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뒤의 2.2.3에서 논의할 것이다. 관형어는 다음 ①, ②와 같은 예에서, 

성분 확인을 위한 (ㄴ, ㄷ, ㅂ) 중 (ㄷ, ㅂ)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②의 경우는 a와 같이 분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b와 같이 분석된다면 관형어 ‘새로 산’이 공유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① 너 [ [무슨 색]관형성분 색연필] 샀니? / 빨간색.

② 새로 산 옷과 신발 / a. [새로 산 [옷과 신발] ] / b. [새로 산 옷]과 [(새로 산) 공책]

결국 여기서는 위 ㄴ의 기준만을 취하여, 어순 뒤섞기뿐만 아니라 관계절, 분열문 구성으로까지 

위치 이동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또 관형어는 명사구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

기 때문에, ㄴ으로는 관형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36)  (41-43)에서 [   ]로 묶인 각각은 문장성분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장성분 분석

은 이분지/계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와 같이 분석하여 나타내면 [   ]가 중첩되어 알아보

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편의상 계층구조를 반영하지 않았다. 

37)  이들 중 일부만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문장에서 ‘호랑이(한테)’는 ㄱ의 어순 뒤섞기나 ㄷ

의 분열문 구성은 가능하지만, ㄴ과 같은 관계절 구성이 불가능하다. 

[토끼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

ㄱ. 어순 뒤섞기 : 호랑이한테 토끼가 잡아먹혔다.

ㄴ. 관계절 : *토끼가 잡아먹힌 호랑이 /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토끼

ㄷ. 분열문 : 토끼가 잡아먹힌 것은 호랑이한테다. /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것은 토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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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계절 구성38)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주었다].

ㄱ. ①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준] [철수의 동생]

② [철수의 동생이] [빨간색 꽃을] [준] [영희의 언니]

③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준] [빨간색 꽃]

ㄴ. ① *[∅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준] 철수.

② *[철수의 동생이] [∅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준] 영희.

③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 꽃을] [준] 빨간색.

(43) 분열문 구성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주었다].

ㄱ. ①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준] 것은 [철수의 동생]이다.

② [철수의 동생이] [빨간색 꽃을] [준] 것은 [영희의 언니에게]다.

③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준] 것은 [빨간색 꽃]이다.

ㄴ. ① *[∅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준] 것은 철수다.

② *[철수의 동생이] [∅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준] 것은 영희다.

③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 꽃을] [준] 것은 빨간색이다.

  그러나 다음 (44)와 같이 문장성분이 다른 문장성분의 내부로 이동하면 비문이 

된다.3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치 이동은 문장성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 이동을 통해 문장성분이 다른 문장성분의 내부로 들어가면, 

단위가 파괴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4) 문장성분은 다른 문장성분의 내부로 이동할 수 없다.

*∅ [영희의 [철수의 동생이]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주었다].

*∅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철수의 동생이] 꽃을] [주었다].

*[철수의 [영희의 언니에게] 동생이] ∅ [빨간색 꽃을] [주었다].

*[철수의 동생이] ∅ [빨간색 [영희의 언니에게] 꽃을] [주었다].

38)  (42ㄴ①)은 다음 ㄱ이 아니라 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3ㄴ①)도 마찬가지이다.

ㄱ.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주었다].

ㄴ. [철수는]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빨간색 꽃을 주었다].

39)  임홍빈(1997:142)에서는 이에 대해 ‘단위 성분 고도 조건’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성분 고도 조건 : 단위 성분은 다른 요소의 이동에 대해 고도이다.

임홍빈(1997)에서는 ‘단위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명사(구)#조사’, 

‘어간#어미’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되고 있어, 전통문법의 문장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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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의 [빨간색 꽃을] 동생이] [영희의 언니에게] ∅ [주었다].

*[철수의 동생이] [영희의 [빨간색 꽃을] 언니에게] ∅ [주었다].

  위 (41-44)의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45)와 같다. 그리고 (45)의 

내용으로부터 아래 (46)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5) 문장성분의 특징 5

: 문장/절에서 위치 이동의 단위가 되는 것은 문장성분이며, 문장성분은 다

른 문장성분의 내부로 이동할 수 없다.

(46) 문장성분의 특징 6

: 의존적인 단위는 홀로 문장성분을 구성할 수 없다.

  (46)은 형태론적 의존성을 가지는 ‘접사’와 같은 단위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의

존성을 가지는 ‘조사, 관형사, 의존명사’ 등에도 해당된다. 의존적인 단위는 홀로 

이동하거나 홀로 남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2.2.3. 기존 문장성분 체계 검토

  문장성분에 대한 위 (40)의 정의로 기존 문장성분 체계를 검토해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관형어’이다. 관형어는 위 

(40ㄱ, 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관형어는 문장/절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

라 명사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형어를 문장성분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는 다음 (47)처럼 문장성분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명사

구에서도, 관형어가 문장성분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47) 관형어를 문장성분으로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 1

: 문장성분 분석 대상이 아닌 언어 단위로부터도 관형어가 문장성분으로 분

석되어 나오게 된다.

[ [빨간색]관형어 [색연필]?? ]??

※ 위의 ‘빨간색 색연필’은 문장/절에 쓰인 것이 아니므로 문장성분 분석 대



44

상이 아님.

  두 번째는 다음 (48ㄱ)처럼 명사구 안에서 관형어를 문장성분으로 분석해 낼 경

우, 나머지가 어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는지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빨간색 색연필’도 목적어이고 ‘색연필’도 목적어라고 할 수는 없다.40)

(48) 관형어를 문장성분으로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 2

: 관형어를 분석해 낸 후 남은 성분이 어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는지 결정

할 수 없다.

ㄱ. 저는 [ [빨간색]관형어 [색연필]?? ]목적어 샀어요.

ㄴ. [저는]주어 [빨간색 색연필]목적어 [샀어요]서술어.

  (48ㄱ)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문장성분 분석이 적절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8ㄴ)과 같이 문장성분 분석 결과는 분석되어 나

온 모든 성분들이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48ㄱ)에서는 그 적절한 분석 단계를 넘어 관형어를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

문에, 분석 결과에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요소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41)

  이러한 문제점들은 관형어가 앞의 (40)에서 정의된 문장성분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37)에서는 문장성분 층위와 단어/구 

층위가 나뉜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는데, 관형어는 ‘명사(구)’를 수식하여 더 큰 

‘명사구’를 만드는 성분이므로, 문장성분 층위에서 기능하는 성분이 아니라, 단어/

구 층위에서 기능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형어를 문장성분에서 제

외하고, 문장성분 분석에서도 관형어를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위 

(47-48)과 같은 문제점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42)

40)  전통문법에서는 ‘색연필’이 목적어, ‘빨간색 색연필’이 확장된 목적어로 설명되기도 했다. 주시경

(1910)의 용어로는 ‘씀이, 씀이붙이’, 최현배(1961)의 용어로는 ‘부림말, 갖은부림말’이 이에 해당

한다.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관형어를 통해 확장된 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명사(구)

이다.

[ [빨간색]관형어 [색연필]목적어 ]확장된 목적어

41)  예를 들어 ‘쇠창살’에 대한 ‘형태소’ 분석은 ‘쇠+창+살’의 ‘쇠, 창, 살’처럼 모두가 형태소의 자

격을 가지게 되는 단계에서 끝나야 한다. 그러나 형태소 분석이 적절한 단계에까지 미치지 못하면 

‘쇠+창살’의 ‘창살’처럼 형태소보다 큰 단위가 남아 있게 되고, 적절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쇠

+창+사+ㄹ’의 ‘사, ㄹ’처럼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보다 작은 단위들이 분석되어 나오기 

시작한다. 관형어를 분석해 낸 결과로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성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은, 후자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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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법에서 관형어와 함께 부속성분의 하나로 설명되는 것으로는 부사어가 

있다. 그러나 관형어의 기능이 단어/구 층위의 명사구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부사

어의 경우는 문장성분의 층위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부사어는 논항의 자격을 가지는 것과 수식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중 논항 부사어의 경우는 필수적인 것이든 수의적인 것이든 서술어의 논항 구

조를 통해 문장성분 층위에서 서술어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수식 부사어의 경우는 수식 대상에 따라 문장 부사어와 성분 부사어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문장 부사어는 문장성분들로 구성된 문장/절을 수식하는 성분이므

로, 역시 문장성분 층위 이상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성분 부사어의 경우이다. 성분 부사어를 이루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분 

부사가 있다. 전통문법에서는 성분 부사의 수식 대상을 용언 내지 용언구로 설명

한다. 이 설명을 따른다면, 성분 부사로 이뤄진 부사어는 문장성분 층위에서 기능

하는 단위가 아니라, 단어/구 층위에서 기능하는 단위가 되어, 관형어의 경우처럼 

문장성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성분 부사(어)의 수식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49)를 보기로 한다.43)

(49) 성분 부사(어)의 기능 층위 확인

ㄱ. 선생님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 방이 매우 더럽다.

ㄴ. *철수는 권투를 연습을 열심히 한다.

/ *방이 깨끗은 매우 하다

ㄷ. 철수는 권투를 열심히 연습을 한다.

/ 방이 매우 깨끗은 하다.

ㄹ. 철수는 열심히 권투를 연습을 한다.

ㅁ. 선생님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신다.

  (49ㄱ)에서 ‘열심히, 매우’는 후행하는 용언 ‘가르치신다, 더럽다’를 수식한다. 

그런데 이 ‘가르치신다, 더럽다’를 동사/형용사로만 보면, (49ㄴ)이 비문이 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49ㄴ)에서도 (49ㄱ)처럼 ‘열심히, 매우’가 동사/형용사 

42)  송원용(2007)에서는 문장성분을 분석하는 데에 ‘서술어 중심 규약’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형어는 서술어와 무관한 성분이기 때문에 문장성분 체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43)  (49ㄴ)에 대한 문법성 판단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듯하다. 이와 같은 ‘X를 Y를 부사(어) 

하다’에 대해 임홍빈(1979)에서는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하지만, 김영희(1986)에서는 문법적

인 문장으로 판단한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문법성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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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부사어의 적절한 위치는 (49ㄷ, ㄹ)이다. (49ㄷ)에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성분은 ‘연습을 한다, 깨끗은 하다’이다. 이것은 이른바 ‘복합서술어’로 설명되는 

단위이다. (49ㄴ)과 (49ㄷ)을 대조해 보면, 부사어 ‘열심히, 매우’가 수식하는 대상

은 동사/형용사가 아니라 서술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49ㄱ)에서 ‘열심히, 매우’의 수식을 받는 것도 그저 ‘동사/형용사’가 

아니라 ‘서술어로서의 동사/형용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44) 이를 (49ㄹ, ㅁ)의 

경우로까지 확대하면, 여기서도 ‘열심히’가 수식하는 대상은 ‘명사+동사’로 이뤄진 

동사구가 아니라, ‘목적어+서술어’로 이뤄진 서술부라고 할 수 있다. 

  (49ㄱ)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자면, 성분 부사는 다음 (50ㄱ)처럼 단어

/구 층위에서 용언을 직접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50ㄴ)처럼 일단 부사어라는 문

장성분이 되고 난 다음 문장성분 층위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5)

(50) 성분 부사의 수식 기능

ㄱ. [부사] [용언]

: [열심히]부사 [가르치신다]동사 / [매우]부사 [더럽다]형용사

ㄴ. [부사]부사어 [용언]서술어

: [열심히]부사어 [가르치신다]서술어 / [매우]부사어 [더럽다]서술어

  전통문법에서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둘 다 부속성분에 속하며, 수식 부사어의 경

우는 관형어처럼 후행 성분에 대해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

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형어와 부사어는 기능하는 층위가 다르다. 전자

는 단어/구 층위에서 기능하는 성분이고, 후자는 문장성분 층위 이상에서 기능하

는 성분인 것이다. 따라서 부사어는 관형어와 달리 문장성분에서 제외되지 않는

44)  이홍식(2000:234)에서는, ①문장성분의 관점에서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②구조적 관점에서는 문장의 핵을 동사로 볼 수 있으므로 부사어가 동사를 수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장성분의 층위와 단어/구 층위를 나누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부사어에 대해 ①의 설명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기심·고영근(1993), 남기심(2001)에서

도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문장성분으로 설명되고 있다.

45)  성분 부사가 항상 문장성분 층위의 부사어 자격으로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성분 부

사는 관형사나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다음처럼 단어/구 층위에서 기능하여 명사구 

형성에만 관여하게 된다.

ㄱ. 선배한테 [아주 새 책]을 물려받았다. : [ [ [아주]부사 [새]관형사 ]관형사구 책]명사구

ㄴ. 오늘만큼은 [아주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 [ [아주]부사 [부자]명사 ]명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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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전통문법에서는 문장성분으로 다루고 있으나, 과연 문장성분으로 볼 수 있는

지 문제시되는 것으로는 독립어가 있다. 다음 (51ㄱ, ㄴ)의 ①이 독립어로 설명되

는 성분이다.

(51) 독립어가 쓰인 문장의 예

ㄱ. ①어, ②지갑이 어디 갔지?

ㄴ. ①철수야, ②아빠 오셨다. / ①아버지, ②철수가 왔습니다.

ㄷ. ①{어./어!/어?} ②지갑이 어디 갔지?

ㄹ. ①{철수야./철수야!/철수야?} ②아빠 오셨다.

/ ①{아버지./아버지!/아버지?} ②철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51ㄱ, ㄴ)의 ① 뒤에는 쉼표(,)를 대신하여, (51ㄷ, ㄹ)의 ①처럼 마침표

(.), 느낌표(!), 물음표(?) 등도 쓰일 수도 있다. 독립어가 문장성분의 하나라면, 이 

현상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생략된 성분이 없는 온전한 문장의 경우, 주어, 목적

어, 부사어와 같은 다른 문장성분 뒤에는 마침표/느낌표/물음표가 쓰이지 않는데, 

쉼표와 달리 마침표/느낌표/물음표에는 문어에서 문장의 끝 또는 다음 문장의 시

작을 나타내는 ‘경계’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립어로 설명되는 (51)의 ①이 문장 외부에 위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①]독립어 ②]문장’이 아니라, ‘[①]독립어 [②]문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어가 문장성분이라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 문장 외부에 

위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46)

  독립어는 ‘문장 내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 문장성분’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문장 구성에서 독립어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

미할 뿐이다.47) (51)에서 ①이 문장 외부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도, 

독립어의 이러한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문장성분으로서의 독립어는 ‘문장 외부에 위치한 문장성분’, ‘문장 구성과 

46)  최호철(1995:489)에서는 독립어를 ‘문장 밖 성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만약 (51ㄷ, ㄹ)의 경

우처럼 ①이 문장 외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 이것은 독립어가 될 수 없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 문장 외부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47)  유동석(1995:61-64)에서는 (51ㄴ)의 경우 다음 ㄱ과 같이 호칭어의 자질이 종결어미의 상대높

임법 자질과 일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립어도 문장 구성에 일정 부

분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호칭어와 종결어미 간에 직접적인 일치 관

계가 성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ㄴ처럼 호칭어의 청자와 뒤따르는 문장의 청자가 동일하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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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문장성분’이라는 점에서 모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48) 따라서 독립어도 

문장성분에서 제외하고, (51)의 경우도 문장성분 분석은 ②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한편 ‘보어’도 전통문법의 문장성분 체계 중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다음 (52)의 밑줄 친 성분처럼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로 쓰인 구문에

서 ‘이/가’와 결합하는 두 번째 명사구만을 보어로 인정한다.

(52) 학교문법의 보어

ㄱ. 철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ㄴ. 그 여자가 범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어를 취하는 서술어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다른 문장성분들과 달리 보어만을 위한 고유의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

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심리형용사 구문의 경우도 ‘되다, 아니다’처

럼 ‘이/가’와 결합한 명사구를 두 개 취할 수 있지만, 이때의 두 번째 ‘이/가’ 명사

구는 학교문법에서 보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장성분들은 주격조사, 목

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등 저마다 고유한 표지가 있는데 반해, 보어는 주격조사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한다.

  기존 논의들에서는 다음 (53)의 밑줄 친 성분들처럼 문장 구성에 필수적인 성분

들 중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외의 것을 보어에 포함시켜, 보어의 범위를 확장하

기도 하였다.49)

(53) 확장된 개념의 보어

ㄱ. 철수는 영희와 싸웠다.

ㄱ. 호칭어 종결어미
상대높임 자질 일치

ㄴ. 호칭어 종결어미

청자 청자
(동일인물)

48)  이선웅(2012:345)에서도 문장의 다른 성분과 문법관계를 맺지 않는 요소를 문장성분으로 인정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장성분의 여집합’으로서의 문장성분으로 독립어를 인

정해 온 전통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9)  任洪彬·張素媛(1995), 이홍식(2000), 최형강(2004)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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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영자는 반찬을 그릇에 담았다.

ㄷ. 범인이 감옥에서 탈출했다.

ㄹ. 영희가 철수한테 돈을 주었다.

  이는 전통문법에서 보어가 ‘주성분’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 주성분은 문

장 구성에 필수적인 성분이라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그 결과, 보어는 기존 ‘이/

가’ 결합형 외에 부사격조사 결합형들도 다수 포함하게 되어, 보어 표지와 관련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필수적인 성분들 중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외의 것을 보어로 정하는 

것은, 보어가 가진 고유의 속성을 통해 보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 목적

어, 서술어가 아닌 필수성분’처럼 다른 성분들을 부정하여 보어를 규정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계속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국어에서는 격조사가 문장성분의 자격에 대해 형태적 표지의 기능을 한다는 점

을 무시할 수 없다. 주어/목적어 등 다른 문장성분의 경우는 주격조사/목적격조사

의 결합 가능 여부가 주어/목적어를 판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보어를 확대

하려는 논의에서도 그 범위를 획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보어만의 표지가 없

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고유의 표지도 없고, 고유의 속성을 규정하기도 어려운 보어

를 인정하지 않고, 격조사의 표지 기능에 따라 다음 (54)와 같이 처리하고자 한

다.50)

(54) 보어에 대한 본고의 처리

ㄱ. 격조사 ‘이/가’와 결합하는 것은 주어이다.51)

① 격조사 ‘이/가’에 대해 보격조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격조사 ‘이/가’는

주격조사의 기능만 가진다.

② ‘되다, 아니다’ 구문, 심리형용사 구문 등의 경우처럼, ‘이/가’와 결합한

명사구가 두 개가 나타나는 것은 둘 다 주어이다.

ㄴ. 부사격조사와 결합하는 것은 필수적이든 수의적이든 부사어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고에서 생각하는 문장성분 체계를 학교문법의 

50)  민현식(1999:223-232)에서도 보어에 대해 본고와 유사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51)  ‘이/가’에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있다. 보조사 ‘이/가’의 대표적인 용법으로는 ‘차가 움직이지가

않는다.’에서처럼 ‘-지 않다/못하다’에 의한 장형부정문의 어미 ‘-지’ 뒤에 결합하는 것, ‘도대체가

너는 왜 그 모양이니?’에서처럼 부사 뒤에 결합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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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대조하여 나타내면 다음 (55)와 같다. 

(55) 문장성분의 체계

학교문법의 체계 본고의 체계

주성분

주어
주어

보어

목적어 목적어

서술어 서술어

부속성분
부사어 부사어

관형어 -

독립성분 독립어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형어와 독립어는 문장성분에서 제외되고, 주어와 동일

한 표지로 나타나는 보어는 주어로 편입된다. 또 전통문법에서는 주성분과 부속성

분을 나누었으나 여기서는 나누지 않았다. 관형어가 제외되고 나면 부속성분에는 

부사어만 남을 텐데, 부사어에도 필수적인 것과 수의적인 것이 있고, 필수적/수의

적 부사어를 부사격조사의 형태에 따라 범주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52) 주성분/부속성분을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2.3. 문장과 절

2.3.1. 문장 성립의 필수 조건과 소형문

  2.2.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장성분 분석은 ‘문장/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52)  예를 들어, 격조사 ‘이/가’, ‘을/를’과 결합하는 명사구는 각각 주어, 목적어로 볼 수 있지만, 부

사어의 필수성/수의성은 특정 형태의 격조사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서술어들의 의미 속성

에 따른다. 똑같이 ‘와/과’와 결합한 명사구라도 다음 ㄱ에서는 필수적인 부사어가 되지만 ㄴ에서

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ㄱ. 철수는 나와 사귄다.

ㄴ. 나는 아빠와 과자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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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장성분은 ‘문장/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이처럼 문장/절은 문장성

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문장/절이 어떤 속성을 가진 문법 단위

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문장’은 통사론의 최대 단위로 설명되고 있다. 문장의 정의와 판별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는데,53) 이정민·배영남·김용

석(2000)에서 정리된 것을 인용하면 다음 (56)과 같다.

(56) 문장을 정의하는 데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기준들54)

(이정민·배영남·김용석(2000:781))

ㄱ. 문장은 주어와 술부를 취하는 언어단위이다.

ㄴ. 문장의 모든 요소는 술부와 연관을 맺고 있다.

ㄷ. 문장은 하나의 완전한 의미단위를 이룬다.

ㄹ. 앞, 뒤에 휴지가 놓여 하나의 운율단위를 이룬다.

ㅁ. 통사적 독립성을 갖는 발화연쇄체의 한 부분이다. 즉 문장은 문법 기

술의 최대단위이다.

  여기에는 통사적인 기준도 있고 비통사적인 기준도 있다. 그러나 문장이 통사론

의 최대 단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 비통사적인 기준들은 최대한 걸러질 필요

가 있다.55) 문장을 판별하는 데에 비통사적인 기준들이 적용될 경우에는, 통사론

적인 설명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단위들까지도 문장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56ㄱ)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사

한 의미를 가지는 다음 (57)의 두 형식 중 주어-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57ㄱ)

만이 문장이라는 것을 쉽게 판별해 낼 수 있다. (57ㄴ)은 명사 ‘건국’을 핵으로 하

53)  이것은 통사론의 최소 단위인 ‘단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선웅(2012:241), 고영근·구본관

(2008:33)에서는 이처럼 ‘단어’, ‘문장’과 같은 문법 용어에 수많은 정의와 다양한 판별 기준이 존

재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이 문법 용어로 편입되기 이전에 일상어로 널리 쓰이던 것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54)  일단 여기에 쓰인 ‘술부’라는 용어는, 학교문법의 ‘서술부’가 아니라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55)  최근 들어 문법론에서는 통사적 기준들만으로 재규정된 ‘통사원자’의 단어 개념이 통용되고 있

다. 이것은 Di Sciullo, A. & Edwin Williams(1988)에서 제안된 것으로, 단어를 판별하기 위해 

이전에 제시되었던 여러 기준들 중 ‘자립 가능, 휴지 개재 불가’와 같은 비통사적 기준들을 제거

하고, ‘조응의 섬으로 기능’, ‘어휘고도제약의 적용 대상’, ‘구(句) 이상의 통사 단위와 결합 가능’

과 같은 통사적 기준들만을 적용하여 판별해 낸 언어 단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진호(1994)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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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사구에 해당한다.

(57) 문장과 비문장

ㄱ. 문 장 : 단군이[주어] 고조선을[목적어] 건국했다[서술어].

ㄴ. 비문장 : 단군의 고조선 건국 (명사구)

  (56ㄱ)의 ‘술부’에 대한 언급은 (56ㄴ)에도 나타난다. (56ㄴ)은 주어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성분들도 서술어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2.1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문장 구성에 필요한 다른 문장성분들의 논항/격 관련 정보가 서술

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7ㄱ)과 같은 문장이 구성되

는 데에 ‘단군, 고조선’이라는 논항 명사구가 필요하고, 이들 각각이 주격/목적격

을 가지고 주어/목적어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은, 서술어인 ‘건국했다’를 통해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56)

  반면 (56ㄷ)은 의미로 문장을 규정한 것인데, 단어/구와 달리 문장만이 가지는 

‘완전한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 (57)의 두 형식은 거의 동일

한 논항-술어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57ㄴ)과 달리 (57ㄱ)만 ‘완전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56ㄹ)은 ‘휴지, 운율’과 같은 음

운론적 특성으로 문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57ㄱ)과 같은 문장뿐만 아니라 (57ㄴ)

과 같은 구도 그 앞뒤에 휴지가 놓여 하나의 운율 단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준들로는 위 (57)에서 (57ㄱ)만이 문장이라

는 것을 판별해 낼 수 없는 것이다.

  (56ㅁ)은 ‘문장’을 문법론의 최대 단위이자 발화 구성의 기본 단위로 규정한 것

이다. 하나 이상의 문장들이 모여 발화를 구성한다는 것인데,57) 이에 따르면 ‘여

보세요.’나 ‘불이야!’와 같은 발화는 다음 (58)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것이다. 

(58) 문장을 발화 구성의 기본 단위로 볼 경우의 설명 방식

ㄱ. 여보세요. : ‘(단어 크기의) 문장’으로 구성된 발화

ㄴ. 불이야! : ‘(구 크기의) 문장’으로 구성된 발화

56)  이것은 任洪彬·張素媛(1995:194-199)에서 제시된 문장의 다섯 가지 조건 중 ‘구성의 완전성 

조건’과 유사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성의 완전성 조건 : 문장은,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서술어(또는 어떤 구성의 핵)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

57)  김정대(2003:66)에서는 ‘문장’을 ‘담화 분석의 최소 단위’라고 하여 문장을 통해 담화가 구성되

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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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58)에서 ‘문장’으로 설명된 형식들은 ‘소형문’, ‘불구문’, ‘불완전문’ 등의 이

름으로 불리어 왔던 것이다. 이 ‘소형문’류의 문장들은 대략 다음 (59)와 같은 특

징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58)

(59) ‘소형문’류 문장의 특징

ㄱ. 문장의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ㄴ. 문장에 준하는 표현 효과를 나타냄.

  그러나 (59)는 (56ㄹ)의 ‘자립성’을 전제한 채, (56ㄷ)의 ‘의미’를 ‘표현 효과’와 

같은 화용론적 의미로까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소형문’류는 위 (56ㄷ, ㄹ)

의 특성만으로 문장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57)의 ‘문장’과 ‘비문장’을 변별해 내기에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소형문’류는 그 설정 근거에 문제가 있어 문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없으며, (56ㅁ)도 문장을 판별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59)  

  또 ‘소형문’류의 문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60)과 같은 문장도 

복문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밑줄 친 ①, ②가 각각 ‘절’의 자격

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60) 참고로 학교문법에서 (60)은 독립

58)  서정수(1996:1395)에서는 ‘정상적인 문장이나 절의 구조를 갖추지 않고 쓰이는 단축 형태이지

만 의미적으로는 온전한 문장에 버금가는 표현 효과를 드러내는 것’(불구문)으로 설명되고 있고, 

윤평현(2003:205)에서는 ‘문장의 형식을 온전하게 갖추지 않았으나 온전한 문장과 맞먹는 표현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문장’(소형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편 Jesperson(1924:307)에서는 혀 차는 소리인 ‘Tut’, ‘Tck’까지도 문장의 자격을 가지는 것

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비언어적인 소리를 문자화하여 언어 단위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59)  이는 ‘발화 구성의 기본 단위’가 반드시 문장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화는 ‘통사 층

위’에서 문장과 상위-하위 관계에 있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여보세요.’, ‘불이

야!’는 소형문류의 ‘문장’으로 구성된 발화가 아니라, 단지 ‘단어/구’로 구성된 발화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Lyons(1977:26-27)에서는 ‘문장’과 ‘발화’ 간에 어떠한 상응 관계도 성립하지 않

는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고, 고영근(2011:1-3)에서도 ‘문장’과 ‘텍스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비가 온다.’, ‘도둑이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ㄱ의 경우처럼 문장(S)이 텍스트(T)가 되

는 경우도 있지만, ㄴ의 경우처럼 문장이 아닌 단위도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ㄱ. 비가 온다. : [T(S비가 온다.)S]T

ㄴ. 도둑이야! : [T도둑이야!]T

장소원(1994)에서는 ‘소형문’이라는 용어 대신 ‘소형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전 논의들에서 

‘소형문’으로 설명되어 왔던 것을 ‘문장’과는 무관한 ‘발화’ 차원의 것으로 분리/한정해 놓고 있다.

60)  실제로 함병호(2013)에서는 이러한 문장에 대해 복문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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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①)를 포함한 단문으로 설명되는 문장이다.61)

(60) ①어, ②지갑이 어디 갔지?

  그러나 앞의 2.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장성분은 문장/절로부터 분석되며, 문

장/절은 문장성분들로 구성된다고 할 때, ①처럼 문장성분 분석조차 불가능한 요

소를 절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문장’이란 일단 주어-서술어와 관련한 (56ㄱ, ㄴ)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

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즉 (56ㄱ, ㄴ)은 어떤 통사 단위가 문장의 자격을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위 (59ㄱ)에서 언급된 ‘문장의 형식적 조건’이라

는 것도, 주어-서술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초기 생성문법에서 문장을 ‘S 

→ NP+VP’로 설명했던 것도, 주어-서술어를 통해 문장이 구성된다는 것을 나타

내려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6ㄷ-ㅁ)처럼 문장이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고 앞뒤에 휴지가 놓여 하나의 운

율단위를 이루며 발화를 구성할 수 있다는 등의 비통사적 기준들은, (56ㄱ, ㄴ)의 

통사적 기준에 우선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통사 단위로서의 ‘문장’은 (54ㄱ, ㄴ)의 기준이 필수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다.62)

61)  앞의 2.2.3에서는 독립어가 문장성분 체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62)  장요한(2007:197)에서는 국어 ‘문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도 ‘문장’이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기준은 ‘주어-서술어’에 대한 ㄴ②이라고 할 수 있다. 

ㄱ, ㄷ의 음운론적, 의미/화용론적 특성은 ㄴ②을 만족한 이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ㄴ의 통사론적 

조건 중 ③은 ‘문장’을 ‘절’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 ①은 문장의 서술어가 용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

ㄱ. 음운론적 특성

① 문장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억양 단위를 가진다.

② 문장은 문말 수행 억양을 가진다.

ㄴ. 통사론적 특성

① 문장은 종결어미를 가진다.

② 문장은 하나의 서술어를 가지고, 그 서술어의 어간(V)이 요구하는 논항을 가져야

하나 상황에 따라 논항이 생략되거나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③ 문장은 구조적으로 독립적이다.

ㄷ. 의미/화용론적 특성

① 문장은 의미적으로 독립적이다.

② 문장은 발화 장면에서 언표내적 효력을 가진다.

③ 문장은 구성 요소들이 의미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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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문장과 절의 구별과 정의

  ‘주어-서술어’를 갖춘 형식 중에는 ‘절’도 있다. ‘절’은 적어도 다음 (61)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듯하다.

(61) 절의 두 가지 의미

ㄱ. 1개씩의 주어-서술어를 갖춘 형식

ㄴ. 주어-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나, 접속/내포와 관련되어 있어서 의존적인

형식

  (61)의 두 가지 의미는 주어-서술어를 갖춘 것을 ‘절’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지

만, (61ㄱ)에는 의존성에 대한 조건이 없고, (61ㄴ)에는 주어-서술어의 개수에 대

한 조건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단문/복문을 설명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61ㄱ)의 의미로는 문

장이 1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문, 2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복문이 

된다. (61ㄱ)의 의미에서 단문은 ‘문장=절’인 경우이며, 이 경우의 절은 자립성을 

가진다. 

  그러나 (61ㄴ)의 의미로는 ‘문장=절’인 경우가 있을 수 없다. 문장과 절은 독립

적인지 의존적인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라서, ‘의존적’인 성격의 절 1개만으로는 

문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의미로는 ‘절’을 통해 ‘단문’을 규정하지 

못하며, 절은 항상 복문에서만 나타나게 된다.63)

  반면 (61ㄴ)의 의미로는 다음 (62)의 ①②③이 모두 접속/내포와 관련되어 있으

므로 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64) (61ㄱ)의 의미를 따르면 ①②는 절이라고 할 수 

있어도 ③은 절이라고 할 수 없다. ③은 1개씩의 주어-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단

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62) 절 개념의 적용 결과가 (61ㄱ)과 (61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예

③[ ①[가격도 저렴하고] ②[품질도 좋은] ] 제품

  국어 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62)의 ③도 ‘절’로 인정해 왔다. 이것은 (61ㄴ)의 

의미로 ‘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65) ‘절’을 (61ㄴ)의 의미로 사용

63)  굳이 이 의미의 ‘절’로 단문을 설명한다면, 절의 개수가 0인 문장이 단문이 될 것이다.

64)  ①②는 대등절, ③은 관형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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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단문/복문은 절의 개수 대신 주어-서술어의 개수를 통해 구분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문장/절은 둘 다 주어-서술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문

장은 자립적인 반면 절은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문장의 판별 기준들 중, (56ㅁ)에 언급된 ‘통사적 독립성’이란, 절

의 ‘의존성’과 구별되는, 문장의 ‘자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절이 의존적이라는 것은 더 큰 문장 안에서 접속/내포 등의 방식을 통해 성분으로 

쓰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66)

  절은 다음 (63)과 같이 문장 안에서 쓰일 때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성분이 외

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두 개의 절이 동일한 성분을 가

질 경우에 나타난다. 이 점을 제외하면, ‘절’도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어가 

요구하는 다른 성분들을 취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문장의 구성 방식과 다르지 않

다. 

(63) 절의 성분이 외현되지 못하는 경우

ㄱ. [ [어제 ∅i 만난] 친구i를 오늘도 만났다.]

ㄴ. [어머니i는 [∅i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셨다.]

  지금까지 문장/절의 특징으로, ‘주어-서술어의 존재’와 ‘자립성/의존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2.2에서 살펴본 문장성분의 특징을 더하면, 문장/절은 대략 다

음 (64)와 같이 정의되는 언어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앞의 (36ㄱ

65)  장요한(2007)에서는 문장/절의 통사론적 차이 중 하나로, 문장은 구조적으로 자립적이고, 절은 

구조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任洪彬·張素媛(1995:194-199)에서 문장의 조건으로 제

시된 ‘구성의 자립성 조건(문장은 다른 구성 속에 포함된 일부이어서는 안 된다.)’도 의존적인 성

격의 ‘절’을 ‘문장’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절’을 (61ㄴ)의 의미로 해석한 것

이다.

  반면 (61ㄱ)의 의미는 주로 영어의 문법에서 쓰여 온 듯하다. Hockett(1958:203-204)에서는 

‘A simple English sentence (Birds sing) consists, apart from intonation, of a single clause’

라고 하여, 단문은 1개의 절로 구성된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 independent clause와 

dependent clause를 구분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1ㄱ)의 의미에서는 ‘절’을 의존적

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61ㄱ)의 의미에서 independent clause는 곧 단문이 된

다.

66)  이익섭(2003)에서는 ‘내포’를 의미하는 subordinate가 국어에 ‘종속접속’으로 잘못 수용된 역사

를 추적하여, ‘종속접속문/종속적 연결어미’로 설명되어 오던 것을 ‘부사절 내포문/부사형 어미’로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접속문에는 대등접속문만 있고, 내포문에는 명사절/관형사절/부사절 

내포문이 있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앞의 (36)에서는 문장성분 분석이 문장/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4종류의 절(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접속문의 선행절/후행절)을 예로 들었는

데, 이는 이익섭(2003)의 체계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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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와 같이, 문맥에서 생략된 성분을 복원하여 재구성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된

다.67)

(64) 문장/절의 정의

ㄱ. 1개 이상의 주어-서술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ㄴ. 문장 : 접속/내포되어 있지 않고 자립적인 통사적 구성으로

절 : 접속/내포와 관련되어 있어서 의존적인 통사적 구성으로

ㄷ. 서술어와의 문법적 관련성을 통해 문장성분들로 구성된 언어 단위.

  (64)에 따르면, 다음 (65)와 같은 형식들은 문장이 될 수 없다. 이들은 ‘무주어

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주어가 없는 문장’이라는 것은 (64ㄱ)의 조

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5) 무주어문의 예

ㄱ. 불이야!

ㄴ. 좋은 날씨다.

ㄷ.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주어를 상정할 수 없다면 (65)는 ‘문장’이 될 수 없다. (65ㄱ, ㄴ)과 같은 예는 

단어/구 층위에서 형용사 ‘이다’를 핵으로 하여 형성된 형용사구로 볼 수 있을 것

이다.68)

67) 任洪彬·張素媛(1995:194-199)에서 제시된 다음의 ‘상황 관련 조건’도 문맥을 통해 문장을 재구

성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 관련 조건 : 문장은 발화 장면이나 담화 속에 주어진 일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온전한 문장뿐

만 아니라, 문장의 단편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때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억양(intonation)으로 문장의 단편도 문장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한다.

68)  기존 논의들 중에는 주어가 동사구(VP)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아 ‘문장=동사구’로 간주하는 경

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구를 문장/절보다 작은 단위(문장/절>구)로 파악하기로 한다. 단 이것

은 주어가 동사구 외부에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예시한 초기 생성문법의 

‘S → NP+VP’ 규칙도 문장과 구를 ‘문장(S)>구(NP, VP)’의 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한편, 동일한 표현이 문장으로 분석되는지, 비문장으로 분석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65ㄱ)의 ‘불이야’가 다음 ㄱ과 같은 문맥에서는 문장으로 분석될 수 있다.

ㄱ. ‘불이야’가 문장으로 분석되는 경우

A : 엄마, 저게 뭐야?

B : (저건 [생략된 주어]) 불이야 [서술어].

  임홍빈(1985/1998)에서는 (65ㄱ)과 같은 형식을 ‘문장 내 서술어’로 보고, 다음 ㄴ과 같은 구조

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주어 [NP e]는 형태도 없고 의미 해석 대상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이 분석은 매우 추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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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65ㄷ)은 ‘낫, 기역자도’가 목적어로 해석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문장성분 

층위에서 형성된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 ‘낫, 기역자도’가 목적어라는 것은, ‘놓고, 

모른다’가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65ㄷ)은 문장성분들로 이루어졌으나, 주어가 빠져 문장/절이 되지 못

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2.1.1에서는 서술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학교문법에서는 이처럼 문장에서 주어만 제외된 형식을 

‘서술부’로 부른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즉 문장이 ‘문장=주어(부)+서술부’라면, 

이 서술부라는 단위는 ‘서술부=문장-주어(부)’라는 것이다.

  ‘서술어’를 핵으로 하여 구성된 서술부가 주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개념

적으로 모순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형식상으로만 보면 위 (65ㄷ)의 ‘낫 놓

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학교문법의 서술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어가 없는 

문장’이 아닌 ‘의사 서술부’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하다. (65ㄷ)은 2개의 의사 서술

부가 접속된 구성이 될 것이다.

2.4. 소결

  2.1에서는 ‘서술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통문법에 따르면, 서술어는 주어의 동

작, 상태 등을 서술하고, 문장 구성에 필요한 다른 문장성분들의 논항/격을 결정하

는 등, 통사적/의미적 기능으로만 규정된 문법 단위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존 논저들에서는 어미 결합이 가능한 동사/형용사를 통해 서술어가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어미가 서술어의 형태적 표지에 해당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미는 서술어의 통사적/의미적 기능과 무관한 요소이므로, 동사/형

용사만이 서술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어미를 서술어의 형태적 표지

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서술어는 동사/형용사로 제한될 수 없으며, 서술어의 통사적/의미적 

기능을 만족하기만 하면, 동사/형용사 이외의 품사에 속한 단어나, 단어보다 큰 통

ㄴ. ‘불이야’에 대한 임홍빈(1985/1998)의 분석

: [TOP e] [NP e] 불이야

※ ‘[TOP e]’는 (근문 주제 조건에 의한) 공범주 주제. ‘[NP e]’는 공범주 주어.

  (63ㄱ)의 ‘불이야!’를 문장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면, 주어 자리의 [NP e]뿐만 아니라 근문 주제 

조건에 의한 [TOP e]까지도 모두 불필요한 것이 되어 분석 구조가 훨씬 구체적이고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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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구성도 서술어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2에서는 문장성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장성분은 문장/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문장성분의 층위와 단어/구의 층위가 구별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기존 학교문법의 문장성분 체계를 검토하고, 관형어는 단어/구 층위

에서 기능하는 성분이고, 독립어는 문장 구성과 무관한 성분이므로 문장성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보어는 주어와 동일한 표지를 가지므로 주어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3에서는 문장/절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사론적 단위로서의 문장/절은 일단 ‘주

어-서술어’를 가져야 한다는 형식적 조건을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하며, 운율, 휴

지, 의미와 같은 비통사적 기준들은 이 형식적 조건에 우선하거나 단독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소형문’류는 ‘주어-

서술어’의 형식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문장의 한 종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문장과 절은 주어-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독립성/의존성에서 차이를 가지는 문법 단위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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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용언 구문

3.1. 보조용언 구문의 특징

  보조용언은 선행 용언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1) 그래서 보조용언 구문에

는 다음 (1ㄱ)과 같이 보조용언과 그 선행 용언이 항상 연쇄를 이루며 나타나게 

된다. 만약 (1ㄴ)처럼 선행하는 용언 없이 보조용언만 홀로 쓰일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1) 선행용언에 대한 보조용언의 의존성

ㄱ. 철수가 시장에 따라가 보았다.

ㄴ. *철수가 시장에 보았다.

  이 용언 연쇄에 대한 문장성분 분석 결과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하나는 연쇄를 이루는 각각의 용언들이 모두 별개의 서술어로 분석된다는 것이었

고, 다른 하나는 용언들로 이뤄진 연쇄 전체가 한 개의 서술어로 분석된다는 것이

었다.2) 서술어를 분석한 결과가 이처럼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 구문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2)와 같다.3)

(2) 보조용언 구문의 서술어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  보조용언에 선행하는 용언은 본용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보조용언일 수도 있다. 

2)  김영희(1993:185), 任洪彬․張素媛(1995:325-327), 최재희(1996:198) 등은 첫 번째 견해에 해당

하고, 전통문법의 설명은 두 번째 견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견해에서는 본용언-보조용언들의 연

쇄만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질 뿐, 본용언/보조용언들 각각은 독자적인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3)  이것은 ‘주어의 개수=서술어의 개수=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라는 상관관계에 근거한 것

이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2.1.1에서 ‘서술어의 특징 3’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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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각각의 용언을

별개의 서술어로

분석하는 견해

용언들의 연쇄를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하는 견해

① 서술어의 개수 2개 이상 1개

② 주어의 개수 2개 이상 1개

③
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
2회 이상 1회

④
문장의 종류

(단문/복문)
복문 단문

  기존 논의들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이 위 (2ㄱ)과 (2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다음 (3)과 같은 통사적 현상들을 합성용언 구문(단문)이나 내포문

/접속문(복문)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도 했다.4)

(3) 보조용언 구문의 단문/복문 판별에 사용되었던 통사적 현상들

(엄정호(1999:405-412)에서 제시되었던 것을 정리한 것)

(V1 : 본용언, V2 : 보조용언)

ㄱ. 부사에 의한 분리 불가 (*V1-부사-V2)

: *나도 사과가 먹고 매우 싶다.

ㄴ. 복문의 선행절에서 동일 V2의 생략 불가 (*V1-∅, V1-V2)

: *만이는 신문을 태워 ∅, 순이는 잡지를 찢어 버렸다.

ㄷ. 분열문 형성 불가 (*V2 것은 V1이다)

: *순이가 있는 것은 옷을 입고이다.

ㄹ. V2의 우행 도치 불가 (*V2, V1)

: *돌이는 있다, 철이와 싸우고.

ㅁ. V2의 대용 불가 (V1-V2 ⇨ *V1-대용언)

: *맏이도 불을 꺼 버렸고, 막내도 불을 꺼 그랬다.

ㅂ. V1-V2(또는 그 선행성분까지)의 대용 가능 (V1-V2 ⇨ 대용언)

: 맏이도 불을 꺼 버렸고, 막내도 불을 그랬다.

: 맏이도 불을 꺼 버렸고, 막내도 그랬다.

4)  주로 이들이 보조용언 구문과 비교되었던 이유는, 한 문장 안에 용언으로 분석되는 요소가 둘 이

상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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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V1(또는 그 선행성분까지)의 대용 가능 (V1-V2 ⇨ 대용언-V2)

: 맏이도 불을 꺼 버렸고, 막내도 불을 그래 버렸다.

: 맏이도 불을 꺼 버렸고, 막내도 그래 버렸다.

ㅇ. V2의 반복 가능 (V1-V2-V2)

: 너도 한 번 웃어 봐 봐라.

ㅈ. ‘-시-’의 중출 가능 (V1(‘시’ 결합)-V2(‘시’ 결합))

: 할아버지께서도 연애를 하셔 보셨나?

ㅊ. V1-V2 연속체의 생산성 : 높음

ㅋ. ‘부정극어-부정어’의 동절 내 공기제약 위배 가능

( […[부정극어…V1]절 V2-않다] )

: 철수는 [아무것도 찢어] 버리지 않았다.

  

  (3)의 현상들 중에는 합성용언 구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고, 내포문

/접속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었다.5) 이로 인해 보조용언 구문은 복문

의 특성과 단문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처럼 간주되기도 했고, 이러한 양면성을 설

명하기 위해 보조용언 구문에서는 ‘복문→단문’의 단문화 과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되기도 했다.6)

  그러나 (3)의 현상들 중에는 ‘서술어’나 ‘단문/복문’의 특징과 무관한 것도 섞여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의 구문에서 단문의 특징과 복문의 특징이 모

두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단문이면서 복문인 문장’이나 ‘단문도 아니고 복문도 아닌 문장’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 x가 ‘x=1’이면서 ‘x

≥2’이거나 ‘x≠1’이면서 ‘x<2’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7) 그렇다면 우선 (3)의 현상

5)  엄정호(1999)에 따르면, (3ㄱ-ㅁ, ㅋ)은 합성용언 구문과 유사하고, (3ㅂ-ㅊ)은 내포문/접속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합성용언 구문
(단문)

보조용언 구문
내포문/접속문

(복문)

(3ㄱ-ㅁ, ㅋ) 유사 상이

(3ㅅ-ㅊ) 상이 유사

6)  단문화 과정에 대해, Choe(1988ㄱ, ㄴ), 이선웅(1995), 이은섭(1996), 양정석(2005) 등에서는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엄정호(1999)에서는 ‘포합’이라는 기제가 작용하는 것

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김영희(2000)에서는 내포절의 경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복문이면서도 단

문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7)  x=0인 경우는 비문장이기 때문에, 단문/복문의 구분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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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의 현상들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을 듯하다. 첫

째로 (3ㄱ-ㄹ)은 보조용언의 의존성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용언은 

다음 (4)와 같은 성격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3ㄱ, ㄴ)처럼 선행용언-보조용

언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재하거나,8) (3ㄷ, ㄹ)처럼 선행용언-보조용언의 어순이 

뒤바뀌면, 각각 (4①), (4②)의 조건을 위배하여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4) 보조용언의 의존성

: 보조용언은 선행용언에 대해 특정 활용형을 요구하고, 그 활용형(#조사)에

①인접, ②후행한다.

  둘째로 (3ㅁ-ㅅ)은 보조용언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과 관련된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9) 대용어는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어서 대용되는 요소가 그것을 

채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보조용언은 어휘적 의미가 약해서 (3ㅁ)처럼 단독으로

는 대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휘적 의미를 가진 요소가 하나 이상 대용

되고 있는 (3ㅂ-ㅅ)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3ㅁ-ㅅ)에서 대용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 각각의 의미 특질, 그리고 대용 가

능성의 차이를 다음 (5)와 같이 정리해 보면, (3ㅂ-ㅅ)과 달리 (3ㅁ)만 비문이 되

는 이유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5) 문법적/어휘적 의미에 따른 대용 가능성

8)  여기서는 (3ㄴ)을 분리 현상의 일종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 ㄱ, ㄴ(=3ㄴ)에서는 선행절 용언의 활

용형에 따라 문법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ㄱ의 ‘태우고’는 ‘버리다’가 요구한 활용형이 아니

라서 ‘버리다’와 떨어져 있어도 비문이 되지 않지만, ㄴ의 ‘태워’는 ‘버리다’가 요구하는 활용형을 

취하고 있는데도 ‘버리다’에 인접해 있지 않아 비문이 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ㄱ. 만이는 신문을 태우고, 순이는 잡지를 찢어 버렸다.

ㄴ. *만이는 신문을 태워, 순이는 잡지를 찢어 버렸다. (=3ㄴ)

9)  손세모돌(1996:43-44)에서도 보조용언만의 대용이 불가능한 현상에 대해 이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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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ㅁ) (3ㅂ) (3ㅅ)

ㄱ. 대용되는 요소 보조용언
(명사구#)본용언

#보조용언
(명사구#)본용언

ㄴ. 의미 특질 문법적
(어휘적#)어휘적

#문법적
(어휘적#)어휘적

ㄷ. 대용 가능성 불가10) 가능 가능

⇨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대용 가능

  셋째로 (3ㅅ-ㅊ)은 보조용언이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선행용언#보조용언’의 

통사론적 연쇄를 이룬다는 점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1) 만약 이들이 합

성용언을 이루는 형태론적 연쇄였다면, (3ㅅ-ㅊ)에 대해 다음 (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6) ‘선행용언-보조용언’이 합성용언(단어)을 이루는 형태론적 연쇄였을 경우

ㄱ. (3ㅅ)과 달리 그 내부 요소인 V1(선행용언)만을 부분적으로 대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비교 : 갈아입다 ⇨ *그래입다 / 뛰놀다 ⇨ *그러놀다

ㄴ. (3ㅇ)과 달리 그 내부 요소인 V2(보조용언)만을 분리시켜 반복할 수 없

었을 것이다.

※ 비교 : 갈아입다 ⇨ *갈아입어입다 / 뛰놀다 ⇨ *뛰놀놀다

ㄷ. (3ㅈ)과 달리 합성용언의 어간 내부에서 V1(선행용언)이 독자적으로 활

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12)

10)  ‘NP이다’의 ‘이다’, NP답다’의 ‘답다’, ‘X하다’의 ‘하다’ 등도 단독 대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조용언과 유사한 면이 있다. 모두 어휘적 의미가 뚜렷하지 않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11)  보조용언과 그 선행용언의 연쇄가 통사론적 성격의 것이라는 점은, (3ㅅ-ㅊ) 외에도 다음처럼 

선행용언 뒤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보조용언과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철수가 시장에 따라가{는/만/도/...} 보았다.

12)  (3ㅈ)의 ‘-시-’ 중출 현상에는 다음 ㄱ, ㄴ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ㄱ. ‘본용언-보조용언’ 연쇄 중에도 이 현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찢어 지다, 예뻐 하다, 가나 보다 : *찢으셔 지시다, *예쁘셔 하시다, *가시나 보시다

ㄴ. ‘-시-’ 중출이 일어난 ‘하셔 보시다’형보다는 ‘-시-’가 한 번만 쓰인 ‘해 보시다’형

이 더 자연스럽다.

(다음 예는 문법성 판단을 포함하여 모두 호광수(2003:104)에서 인용한 것임.)

: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보셨다/??물으셔 보았다/?물으셔 보셨다.}

어렸을 때 배가 몹시 {고파 보신/??고프셔 본/?고프셔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시-’가 중출된 문장은 다음 ㄷ①②의 밑줄 친 부분들 사이에서 ‘통사적으로’ 혼효(blend)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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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 갈아입다 ⇨ *가셔입으시다 / 뛰놀다 ⇨ 뛰시노시다

ㄹ. (2ㅊ)과 달리 생산성이 낮았을 것이다.

∴ ‘선행용언-보조용언’의 연쇄는 ‘단어#단어’의 통사론적 연쇄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3ㄱ-ㅊ)의 현상들을 발생 원인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 보면, 다음 (7)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7) (3ㄱ-ㅊ)의 원인에 대한 검토 결과

ㄱ. (3ㄱ-ㄹ) : 보조용언의 ‘의존성’과 관련된 현상

ㄴ. (3ㅁ-ㅅ) : 보조용언이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와 관련된 현상

ㄷ. (3ㅅ-ㅊ) : 보조용언이 (단어의 일부가 아니라) ‘단어’라는 것과 관련된

현상

  마지막으로 (3ㅋ)은 보조용언 구문에서 ‘부정극어-부정어’의 동절 내 공기 제약

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3) 이 제약은 다음 (8ㄱ, ㄴ)처럼 부정극어

와 부정어가 같은 절 안에 위치해야 하며, (8ㄱ', ㄴ')처럼 부정극어와 호응하는 부

정어가 없거나 같은 절 안에 위치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14)

어나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ㄷ-ㅂ에서 각각의 ①은 ‘-시-’가 보조용언에만 결합한 문장이고, 

②는 ①의 논항/격을 유지한 채 본용언만 사용된 문장에 ‘-시-’가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ㄷ처럼 

①②가 모두 문법적인 경우에는 ‘-시-’ 중출이 일어날 수 있지만, ㄹ-ㅂ처럼 둘 중 하나라도 성립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 중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ㄷ.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셔 보셨다.

= ①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보셨다.

+ ②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시-었다.

ㄹ. *할아버지께서는 손녀를 예쁘셔 하신다.

= ① 할아버지께서는 손녀를 예쁘-어 하신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손녀를 예쁘시-다

ㅁ. *할아버지께서 옷이 찢으셔 지셨다.

= ① 할아버지께서 옷이 찢-어 지셨다. + ② *할아버지께서 옷이 찢으시-었다

ㅂ. *할아버지는 가시나 보시다.

= ① *할아버지는 가나 보시다 + ② 할아버지는 가시-ㄴ다

‘-시-’가 중출된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이 현상이 모든 보조용언 구문에서 가능하

지도 않은 것은, 통사적으로 예외적인 ‘혼효’ 과정이 적용된 데다가, ㄷ처럼 ①②의 두 문장이 모

두 ‘문법적’이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3) 여기서의 ‘절’은 2.3.2에서 살펴본 ‘절’의 두 가지 의미 중 자립성/의존성과 무관하게 ‘주어-서술

어 관계가 1회 성립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14) 이것은 Choe(1988ㄱ:242)에서, ‘양화사’와 ‘작용역 표지’가 같은 절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

로 제안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부정극어는 양화사에 해당하고, 부정어는 작용역 표지에 해당한다. 

이 조건은 Choe(1988ㄱ)의 재구조화 개념과 함께, 시정곤(1997), 임홍빈(1998ㄱ) 등에서 수용되

고 있다. 위에서는 단문이나 접속문의 경우만 예로 들었는데, 내포문이나 동사연속 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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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극어-부정어의 동절 내 공기 제약

: 부정극어와 부정어는 같은 절 안에 위치해야 한다.

ㄱ. [철수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 절 안에 부정극어와 공기하는 부정어가 있음

ㄴ. [철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영희는 사과만 먹었다].

⇨ 부정극어와 공기하는 부정어가 같은 절에 있음

ㄱ'. *[철수는 아무것도 먹었다].

⇨ 절 안에 부정극어와 공기하는 부정어가 없음

ㄴ'. *[철수는 아무것도 먹고], [영희는 사과만 안 먹었다].

⇨ 부정극어와 공기하는 부정어가 다른 절에 있음

  (3ㅋ)은 ‘절’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3ㄱ-ㅊ)의 현상들과 차이가 있다. 그런

데 (3ㅋ)은 부정극어-부정어가 서로 ‘다른 절’에 위치할 수 있다고 하여, 보조용언 

구문이 (2ㄱ)과 같은 복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15) 만약 보조용언 구문이 

(2ㄴ)과 같은 단문으로 분석된다면, ‘부정극어-부정어’는 보조용언 구문에서도 동

절 내 공기 제약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될 것이다.

  따라서 (3ㅋ)은 보조용언 구문이 단문/복문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는 현상이다. 복문으로 분석된다면 제약을 위배해도 비문이 되지 않는 특

이한 현상이 되겠지만, 단문으로 분석된다면 전혀 특이하지 않은 현상이 될 것이

다.

3.2. 보조용언 구문의 구조

  보조용언 구문에서 각각의 본용언/보조용언들을 별개의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에

는 다음 (9ㄱ)과 같은 복문의 구조가 되고, ‘본용언-보조용언들’의 연쇄를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에는 (9ㄴ)과 같은 단문의 구조가 된다. 주어/서술어/‘주어-

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와 관련하여, (9ㄱ, ㄴ)에는 앞서 살펴본 (2ㄱ, ㄴ)의 내

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편의상 보조용언이 하나만 쓰인 경우를 예로 제시하

15)  실제로도 보조용언 구문에서 ‘부정극어-부정어’에 대한 동절 내 공기 제약이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은, 보조용언 구문을 복문으로 보는 논의에서 제시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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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9) 보조용언 구문의 단문/복문 분석 구조

ㄱ. 복문 : [ [주어2] [ [주어1] ... [서술어1(본용언)] ]절1 [서술어2(보조용언)] ]절2

ㄴ. 단문 : [ [주어] ..... [서술어(본용언#보조용언)] ]

3.2.1. 복문 분석의 문제점

  먼저 (9ㄱ)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다음 (10)과 같은 두 가

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0ㄱ)은 절과 관련된 것이고, (10ㄴ)은 주어와 관련된 

것이다.

(10) (9ㄱ)의 복문 구조에 제기되는 문제

ㄱ. (3ㅋ)의 현상과 관련하여, 같은 절 안에 있어야 하는 ‘부정극어-부정어’

가 어떻게 다른 절에 나타날 수 있는가?

ㄴ. 복문 구조에는 둘 이상의 주어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 외현되는 것

은 왜 하나밖에 없는가?

  보조용언 구문을 복문 구조로 분석하는 논의에서는, (10ㄱ)의 문제에 대해 (9

ㄱ)의 구조가 단문화 과정을 겪는 것으로 설명한다. 단문화 과정이 일어나면, ‘부

정극어-부정어’가 같은 절 안에 위치하게 되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

다. 

  또 (10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의 주어들 중 외현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을 

공범주 주어로 설정하여, 표면에는 하나의 주어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

다. 그러나 단문화 과정이나 공범주 주어를 설정한다고 해서, 위 (10)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3.2.1.1. 복수의 절과 관련한 문제

  (10ㄱ)의 문제는 다음 (11)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부정극어가 쓰인 보조용언 

구문의 장형부정문을 위 (9ㄱ)에서 제시한 복문의 구조로 분석한 것이다. (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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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화 과정 이전의 구조에 해당하기도 한다.

(11) 보조용언 구문의 장형부정문 (부정극어가 쓰인 경우)

: 철수가 아무것도 먹어 보지 않았다.

[철수가 [∅ [∅ 아무것도 먹어]①절 보지]②절 않았다.]③절

  위 (11)의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문법적인 ①, ②가 성분절로 분석되어 

있다는 것이다. ①, ②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절 안에 부정극어와 호응하는 부정어

가 없기 때문이다. 부정극어와 부정어가 같은 절 안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비문이 

되는 것은 위 (8)에서 확인한 바 있다. (11)의 문장은 분명 문법적인데, 그 안에는 

비문법적인 연쇄가 성분으로 분석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문법적인 연쇄도 성분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문법 안에 ‘문

법의 기능이 멈춰 버려서 비문법적인 연쇄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단계’가 존재한다

고 해야 한다.16) 이것은 모순이다. 문법의 기능은, 비문법적인 것이 생성되는 것

을 막아 문법적인 언어 단위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7) 따라서 문법 

안에는 다음 (12)와 같은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성분의 문법성

: 문법적인 언어 단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문법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의

구성 성분들이 모두 문법적이라야 한다.

  복문 구조 (9ㄱ)의 문제는, 이 구조로 (11)과 같은 문장을 분석할 경우에 (12)

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은 (9ㄱ)의 복문 구

조를 단문화 이전 단계의 것으로 가정하는 논의에도 해당한다.18) 기저의 단계에서

는 비문법적인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6)  만약 그러한 단계가 존재한다면, 문법은 절③이 만들어질 때까지 절①②에 대한 문법성 판단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17)  이와 반대로 강명윤(2001:36, 각주9)에서는, ‘필수적인 통사론적 과정’이란 ‘비문인 기저 구조’

에서 ‘정문인 표면 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문을 기저 구조로 설정하는 것은 

Chomsky의 이론 구성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문법성까지 기저 구조에 허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비

문이 기저 구조에 가장 적합한 비문인지 등을 고민해야 하는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기저 구조에도 비문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18)  단문화 과정을 통해 서술어/절의 개수가 줄어든다면 주어의 개수도 함께 줄어들게 될 텐데, 단

문화 과정을 설정하는 논의에서는 이 점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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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복수의 절과 관련한 문제

  주어와 관련한 (10ㄴ)의 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외현

된 주어를 보조용언의 주어로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현된 주어를 본용언

의 주어로 보는 경우이다.

  먼저 보조용언의 주어가 외현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보조용언이 가진 문법적 

의미가 문제시될 수 있다. 앞에서는 대용과 관련된 (3ㅁ-ㅅ)의 현상들에 대해, 보

조용언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대용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어휘적 의미가 약해 단독으로는 대용조차 되지 못

하는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를 주어로 취하고, 그것에 대해 ‘행위, 상태’ 등의 의미

를 서술할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보조용언의 주어를 다음 (13)과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용언의 문법적 

의미에 대해 ‘주체’로 해석되는 요소를 주어로 상정하는 것이다. (13)은 호광수

(1993:78)에서 설명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19)

(13) ‘주체’로 해석되는 요소를 보조용언의 주어로 설명하는 경우

(호광수(1993:78))

ㄱ. 대상 예 : 너도 전에 100점을 맞아 보았니?

ㄴ. 보조용언 ‘보다’의 주어 : ‘너’

① ‘보다’의 의미 = 경험

② ‘경험’의 주체 = 너

∴ ‘보다’의 주어 = 너

  그러나 (13)에서 ‘보다’는 대상언어에 해당하고 ‘경험’은 메타언어에 해당한다. 

‘보다’의 주어를 ‘경험’의 주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대상언어의 차원과 메타언어의 

차원을 혼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둘을 동일시할 수 있다면 다음 (14)

와 같은 설명도 가능해질 것이다. 

(14) (13)의 설명 방법을 다른 문장에 적용한 예

19)  류시종(1996:109-111)에서도 보조용언의 주어에 대해 이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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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그는 지금쯤 서울에 도착했겠다.

① ‘-겠-’의 의미 : 추측

② ‘추측’의 주체 : 화자

∴ ‘-겠-’의 주어 : 화자

ㄴ. 걔는 벌써 다 끝냈더라.

① ‘-더-’의 의미 : 회상

② ‘회상’의 주체 : 화자

∴ ‘-더-’의 주어 : 화자

  (13)의 설명 방법을 적용한다면 (14ㄱ, ㄴ)의 문장들도 복수의 주어를 가진 복

문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들에 대해서는 통사구조에 ‘화자’를 

위한 공범주 주어를 설정하지도 않고, ‘화자’와 ‘-겠-’, ‘화자’와 ‘-더-’ 사이에 주

어-서술어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지도 않는다.

  (14)의 문장들은 그저 단문으로 분석될 뿐이다. 대상언어의 차원과 메타언어의 

차원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의 경우도 그래야만 한다. (13)에서 

보조용언의 의미에 해당하는 메타언어 ‘경험’은, 분석 대상이 되는 문장에 실제로 

쓰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20)

  한편 보조용언 구문에 대한 (9ㄱ)의 복문 구조에서, 외현된 주어는 본용언의 주

어이고, 보조용언의 주어는 공범주인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항상 공범주로만 실현되는 주어 논항’이 보조용언의 논항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

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외현된 성분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요소를 논항구조에 반영할 경우에는, 이 추상적인 논항들로 인해 논항구조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21)

20)  대상언어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메타언어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주로 어휘적 의미

를 가진 단어가 쓰인다. 그러나 대상언어가 쓰인 문장을 통사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의미적으로 해

석된 메타언어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문장을 임의로 고쳐서 분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21)  논항구조라는 것이 비록 술어의 의미에 기초한 것이기는 해도,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논항들은 

술어와의 ‘의미적’ 관계만을 근거로 하여 ‘선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술어와의 ‘통

사적’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웅(2005:38)에서는 논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술어와의 ‘의미

적’ 관계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항은 1차적으로 술어의 의미적 구현에 개념적으로 꼭 필요한 의미적 요소이

고, 2차적으로 술어의 통사적 구현에 꼭 필요한 통사적 요소이다.

또 논항의 종류에 대해, 이병규(1998:129-133)에서는 명세논항/필수논항/잠재논항 등으로, 임홍

빈․이홍식 외(2002:108-110)에서는 온논항/반논항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논항들도 역시 필수

성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외현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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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단문으로서의 보조용언 구문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9ㄱ)의 복문 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음 

(1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보조용언 구문에 대해 복수의 절, 복수의 주어를 

설정하는 데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5) (9ㄱ)의 복문 구조의 문제점

ㄱ. (부정극어가 쓰인 (11)과 같은 장형부정문에서) 비문법적인 성분이 ‘절’

로 분석되어 나오게 된다.

ㄴ. ① (외현된 주어를 보조용언의 주어로 볼 경우) 어휘적 의미가 약한 요

소조차도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외현된 주어를 본용언의 주어로 볼 경우) 절대로 외현되지 않아 경

험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논항까지 보조용언의 논항구조 안에 반영해

야 한다.

  (15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정극어가 쓰인 위 (11)의 문장은 다음 (16ㄱ)처

럼 부정극어-부정어가 같은 성분 안에 위치하도록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극어 ‘아무것도’는 부정어인 ‘않았다’ 없이 다른 용언 요소와 성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16ㄱ)을 더 분석하면 (16ㄴ)처럼 ‘아무것도’와 나머지 요소들로 나

뉘게 될 것이다.

(16) (15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의 분석

ㄱ. 1단계 : [철수가] [아무것도 먹어 보지 않았다.]

ㄴ. 2단계 : [철수가]주어 [ [아무것도]목적어 [먹어 보지 않았다.]서술어 ]

  (16ㄴ)의 분석에서는 (15ㄴ)의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 문장 안에는 외현된 주어 

하나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 공범주 주어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

이다. 이것은 앞서 단문의 구조로 제시되었던 (9ㄴ)의 구조와 동일하다.22) 이 구

문은 단문화를 겪는 복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석을 긍정문에 적용하면 다음 (17)과 같은 구조로 분석될 것이다. 

동일한 구문의 문장이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볼 

22)  김기혁(1987:101)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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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17) 긍정문에 대한 분석

ㄱ. 1단계 : [철수가] [단팥빵을 먹어 보았다.]

ㄴ. 2단계 : [철수가]주어 [ [단팥빵을]목적어 [먹어 보았다.]서술어 ]

3.3. 보조용언 구문의 서술어

3.3.1. 서술어의 확인

  (16ㄴ, 17ㄴ)에서 [   ]로 묶인 각각은 문장성분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본용언

#보조용언’의 연쇄가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되어 있다. 2.2.2에서는 문장성분에 다

음 (18)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23)

(18) 문장성분의 특징

ㄱ. 문장성분은 문장/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따라서 문장/절을 대상

으로 하여 성분들의 위치를 바꿀 때에도, 문장성분은 위치 이동의 단위

가 된다.

ㄴ. 형태론적/통사론적으로 의존적인 단위는 홀로 문장성분을 이룰 수 없

다. 의존적인 단위는 홀로 이동하거나 홀로 남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VP

V'

NP V'

Vaux

V' Vaux

아기를 안아 보아 주다

이에 대해 이선웅(1995:42-43)에서는 V→V'의 투사 개념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비판하

였다. 그러나 그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분석은 ①본용언이 보조용언들과 구조적으로 먼저 

결합하여 하나의 성분을 이룬다는 점, ②본용언이 아닌 ‘본용언#보조용언’ 연쇄가 논항(목적어)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생각과 유사하다.

23)  2.2.2에서 ‘문장성분의 특징 5, 6’으로 설명되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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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17ㄴ)의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이동할 때에도 (19ㄱ-ㄷ)의 ①처럼 함께 

움직이고, ②처럼 이 둘이 분리되거나 보조용언만 홀로 남겨지면 비문이 된다. 이

에 따르면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는 (18ㄱ)의 특징을 보이므로 문장성분의 자

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보조용언은 (18ㄴ)의 특징으로 보이므로 혼자서는 문

장성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

ㄱ. 어순 뒤섞기

① [단팥빵을] [철수가] [먹어 보았다].

② *[단팥빵을] 먹어 [철수가] [∅ 보았다].

ㄴ. 관계절 구성

① [철수가] [먹어 본] [단팥빵]

② *[철수가] [∅ 본] [단팥빵]

ㄷ. 분열문 구성

① [철수가] [먹어 본] 것은 [단팥빵]이다

② *[철수가] [∅ 본] 것은 [단팥빵을] 먹어이다

  한편 2.1.1에서는 서술어에 대해 다음 (20)의 특징들을 제시한 바 있다. (20ㄱ-

ㄷ)은 ‘주어’와 관련된 서술어의 의미적 기능에 해당하고, (20ㄹ)은 ‘문장/절의 구

성’과 관련된 서술어의 통사적 기능에 해당한다.

(20) 서술어의 특징

ㄱ. 특징 1 :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ㄴ. 특징 2 : 서술어는 서술 대상인 ‘주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ㄷ. 특징 3 : ‘서술어의 개수’는 항상 ‘주어의 개수’ 및 ‘주어-서술어 관계의

성립 횟수’와 일치한다.

ㄹ. 특징 4 : 서술어는 문장/절 구성의 핵이 되는 성분으로, 주어를 비롯하여

문장/절 구성에 필요한 다른 문장성분들의 논항과 격을 결정한

다.

  (17)의 단문 구조에서는 주어의 개수와 서술어의 개수가 1개씩으로 같아, (20

ㄷ)을 만족한다. 그리고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 ‘먹어 보았다’는 주어 ‘철수가’

에 대해 ‘동작’의 의미를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20ㄱ, ㄴ)을 만족한다.

  또 (17)의 구조에서 ‘철수가’, ‘단팥빵을’은 본용언 ‘먹어’의 주어/목적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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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 ‘먹어 보았다’의 주어/목적어로 분석되어 있다. 즉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가 (17)의 다른 문장성분들과 문법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 연쇄는 (20ㄹ)의 특징을 만족한다.

  이처럼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가 1개의 서술어로 분석된다면, 보조용언 구문

에 대한 (3)의 통사적 현상들 중, 일부는 합성용언에 의한 단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일부는 내포/접속에 의한 복문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보조용언 구문은 다음 (21)처럼 다른 두 구문과 부분적인 유

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 합성용언 구문/보조용언 구문/복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합성용언 구문 보조용언 구문 내포문/접속문

서술어의 개수

/ 문장 유형
1개 / 단문 2개 이상 / 복문

용언의 개수 1개 2개 이상

  보조용언 구문이 합성용언 구문과 같은 1서술어/단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보

조용언이 독자적인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앞의 (7ㄱ, ㄴ)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조용언은 의존성을 가지며 어휘적 의미가 약하다는 특

징이 있는데, 의존적인 요소는 홀로 문장성분을 이룰 수 없고, 어휘적 의미가 약

한 요소는 자신만의 주어를 취해 동작, 상태 등의 의미를 서술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ㄷ)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조용언과 그 선행용언이 형태론

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보조용언 구문은 2개 이상의 용언이 통사적으로 결합하여 1개의 서술어로 기능

하는 구문이라는 것이다. 서술어의 개수는 합성용언 구문의 경우와 같고, 용언의 

개수는 내포문/접속문의 경우와 같아서, (3)과 같은 통사적 현상들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24)  그렇다면 (3ㄱ-ㅅ)의 현상은 의존성 및 문법적 의미와 관련하여, 문제의 용언이 독자적인 문장

성분 내지 독자적인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3ㅅ-ㅊ)의 현상

은 문제의 용언이 단어인지 단어 내부의 요소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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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서술어 내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위 (20ㄴ)에 따르면, 앞의 (17)에서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가 서술어로 분석

된다는 것은, 주어/목적어에서 논항에 해당하는 명사구 ‘철수/단팥빵’과 격을 나타

내는 조사 ‘가/을’이 ‘본용언#보조용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17)의 경우는 본용언만으로도 문장 내 성분들의 논항/격의 실현을 모두 

설명할 수 있지만, 국어의 보조용언 구문 중에는 다음 (22)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

도 있다.

(22) 본용언만으로는 논항/격의 실현이 설명되지 않는 보조용언 구문

ㄱ. ‘-아/어 지다’ 구문(피동) : 보충설명이 덧붙여졌다.

(⇔ 보충설명을 덧붙였다)

※ 본용언의 내부논항이 주어로 실현

ㄴ. ‘-고 싶다’ 구문 : 밥이 먹고 싶다.

(⇔ 밥을 먹다)

※ 본용언의 내부논항이 주어로 실현

ㄷ. ‘-아/어 하다’ 구문 :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해 한다.

(⇔ 수업이 지루하다)

※ 본용언의 논항구조에 없는 성분이 주어로 실현

※ 본용언의 외부논항이 목적어로 실현

ㄹ. ‘-아/어 주다/드리다’ 구문 : 철수가 동생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 철수가 인형을 만들었다)

※ 본용언의 논항구조에 없는 성분이 부사어로 실현

  이러한 구문에서는 본용언이 아니라 ‘본용언#보조용언’ 연쇄가 문장 내 논항/격

의 실현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다음 (23)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문장 내 성분들의 논항/격을 결정하는 데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서

술어’라는 단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25)

(23) ‘본용언#보조용언’이 (22)의 논항/격 실현을 결정하는 과정

25)  박진호(1998:141)에서는 보조용언이 본용언의 논항 구조와 교섭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예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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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아/어 지다’ 구문(피동) : 보충설명이 덧붙여졌다.

(⇔ 보충설명을 덧붙였다)

서술어(덧붙여 졌다)

⇨

문장 내 실현
본용언(덧붙여) 보조용언(졌다)

외부논항 실현 억제 X

내부논항 주격 부여 주어(보충설명이)

ㄴ. ‘-고 싶다’ 구문 : 밥이 먹고 싶다.

(⇔ 밥을 먹다)

서술어(먹고 싶다)

⇨

문장 내 실현
본용언(먹고) 보조용언(싶다)

외부논항 실현 억제 X

내부논항 주격 부여 주어(밥이)

ㄷ. ‘-아/어 하다’ 구문 :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해 한다.

(⇔ 수업이 지루하다)

서술어(지루해 한다)

⇨

문장 내 실현
본용언(지루해) 보조용언(한다)

- 논항 도입/주격 부여 주어(학생들이)

외부논항 목적격 부여 목적어(수업을)

ㄹ. ‘-아/어 주다/드리다’ 구문 : 철수가 동생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 철수가 인형을 만들었다)

서술어(만들어 주었다)

⇨

문장 내 실현
본용언(만들어) 보조용언(주었다)

외부논항 - 주어(철수가)

- 논항 도입/부사격 부여 부사어(동생에게)

내부논항 - 목적어(인형을)

  이것은 (17)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17)의 경우는 보조용언의 역할이 (22)

의 경우만큼 크지 않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음 (24)는 (17)에서 문장 내 성

분들의 논항/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위 (23)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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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7)에서 논항/격 실현이 결정되는 과정

: 철수가 단팥빵을 먹어 보았다.

서술어(먹어 보았다)

⇨

문장 내 실현
본용언(먹어) 보조용언(보았다)

외부논항 - 주어(철수가)

내부논항 - 목적어(단팥빵을)

  보조용언 구문에서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가 서술어로 분석된다는 것은, 1.1

에서 제기한 문제 중 다음 (25)와 관련하여 아래 (26)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5) 1장에서 제기한 문제

ㄱ. 모든 V는 독자적인 서술어이며 반드시 VP로 투사되는가.

ㄴ. 어휘범주 X만이 서술어로서 논항을 취해 문장/절을 구성할 수 있는가.

(26) ‘본용언#보조용언’이 서술어로 분석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사실

ㄱ. (연쇄를 이루는 각각의 본용언, 보조용언들처럼) 용언이라도 독자적인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ㄴ. 1단어보다 큰 구적 단위로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

  (26ㄱ)은 모든 용언이 독자적인 서술어로 기능하여 자신만의 절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V가 항상 선행하는 논항들을 취해 VP로 투사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용언 구문의 본용언처럼 후행하는 보조용언과 먼저 결합하여 성분을 이룰 수

도 있다는 것이다.

  (26ㄴ)은 통사론적 연쇄를 이루는 구적 단위도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서술어에 대해 어휘적 단위로 재분석된다고 설명하거나 준어휘적 

단위로 분석하여 1단어의 틀에 맞출 필요는 없다.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만이 

문장성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체언과 체언의 통사적 결합이 하나

의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듯, 용언과 용언의 통사적 결합도 하나의 문장성분으

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2)의 ‘-아/어 지다, -고 싶다, -아/어 하다, -아/어 주다/드리다’ 구문을 

통해, 본용언이 가진 논항/격 관련 정보가 언제나 그대로 문장에 반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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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2)에서 문장에 실현된 논항/격을 결정하는 것은 ‘용

언’이 아니라 ‘본용언#보조용언’으로 구성된 ‘서술어’였다.

  2장에서는 단어/구 층위와 문장성분 층위가 나뉘며, 이 중 문장 구성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것은 문장성분 층위라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용언

이 논항/격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단어/구 층위에서는 아직 잠재적인 것

일 뿐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문장에 실현될 논항/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

는 것은 문장성분 층위의 ‘서술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27)과 같은 문장에서도, 논항/격은 ①과 같이 단순히 ‘동사/형용

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②와 같이 ‘서술어로서의 동사/형용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 ‘서술어=동사/형용사’인 문장에서의 논항/격 실현

ㄱ. 철수가 단팥빵을 먹는다.

① 용언에 의해 논항/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본용언 (먹는다)

⇨

문장 내 실현

외부논항 / 주격부여 주어(철수가)

내부논항 / 목적격부여 목적어(단팥빵을)

② 서술어에 의해 논항/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서술어 (먹는다)

⇨

문장 내 실현
본용언 (먹는다)

외부논항 / 주격부여 주어(철수가)

내부논항 / 목적격부여 목적어(단팥빵을)

ㄴ. 수업이 지루하다.

① 용언에 의해 논항/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본용언 (지루하다)
⇨

문장 내 실현

외부논항 / 주격부여 주어(수업이)

② 서술어에 의해 논항/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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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 (지루하다)

⇨
문장 내 실현

본용언 (지루하다)

외부논항 / 주격부여 주어(수업이)

  이 경우에는 (22)의 ‘-아/어 지다, -고 싶다, -아/어 하다, -아/어 주다/드리다’ 

구문과 달리, 논항/격을 결정하기 위해 서술어 안에서 함께 상호작용할 다른 요소

가 없기 때문에, 동사/형용사가 가진 정보가 그대로 문장에 반영될 뿐이다.

3.4. 소결

  여기서는 보조용언 구문의 서술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사절을 내포한 복문으

로 이 구문을 분석하면, 복수의 절 및 복수의 주어를 설정하는 데에 다음 (28)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가 하나의 서술어인 단문으

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28) 보조용언 구문에 대한 복문 분석의 문제점

ㄱ. (부정극어가 쓰인 장형부정문에서) 비문법적인 성분이 ‘절’로 분석되어

나오게 된다.

ㄴ. ① (외현된 주어를 보조용언의 주어로 볼 경우) 어휘적 의미가 약한 요

소조차도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외현된 주어를 본용언의 주어로 볼 경우) 절대로 외현되지 않아 경

험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논항까지 보조용언의 논항구조 안에 반영해

야 한다.

  또 문장 구성에 필요한 성분들의 논항/격은, 단어/구 층위에서 동사/형용사를 통

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성분 층위에서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보

조용언 구문처럼 서술어가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서술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장 내 논항/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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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태성 의존명사 구문

  3장에서는 ‘본용언#보조용언’의 연쇄를 보조용언 구문의 서술어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각각의 본용언/보조용언은 독자적인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지도 

못하고, 독자적인 절을 형성하지도 못한다. 이 경우 본용언에 결합한 부사형 어미

는 보조용언 구문에서 다음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보조용언 구문에서 본용언에 결합한 부사형 어미의 역할

: 본용언이 ‘부사절’을 형성하는 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후행하는

보조용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용언을 ‘부사형’으로 만들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의 용법 중에도, 용언이 ‘관형사절’을 만드는 데에 관여한

다기보다, 후행하는 명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용언의 ‘관형사형’을 만들기만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을 수 있다’, ‘-을 뻔하다’ 구문을 통해, 

관형사절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 관형사형 어미의 예를 확인하고, 이와 유사한 모

습을 보이는 다른 구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1)

4.1. ‘-을 수 있다’ 구문

4.1.1. ‘-을 수 있다’ 구문의 특징

  ‘-을 수 있다’는 주어 명사구로 지시되는 대상에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2) 기원적으로 이 ‘능력’의 의미는, ‘방법/수단’의 의미를 나타

1)  안주호(1997)에서는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를 다루면서 문법화의 단계를 셋으로 나누고, 여기서 

다룰 ‘수’, ‘뻔’을 그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명사들이 

접어의 지위를 가지며, 형태/통사적으로 분석은 가능해도, 선후요소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항상 

이 요소들과 결합된 형태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시정곤·김건희(2009)에서는 의존명사를 통해 양태의 의미가 실현되는 구문들을 다루면서, 이 둘

을 포함한 바 있다.

2)  ‘-을 수 있다’ 구문은 ‘능력’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의 의미를 나타내

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것만을 다루기로 한다. ‘가능성’의 의미는 ‘능력’의 의미가 한층 더 추

상화되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박재연(2003)의 용어를 빌리면, 주어에 대한 ‘능력’의 의미

는 ‘주어 지향적 양태’에 해당하고,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가능성’의 의미는 ‘화자 지향적 양태’

에 해당할 것이다.

‘능력’과 ‘가능성’의 ‘-을 수 있다’는 선어말어미 ‘-았/었-’의 결합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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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명사 ‘수(手)’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 ‘있다’에 의한 소유구문에

서 변화해 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구성 요소 ‘-을, 수, 있다’의 의미가 합성적으로 더해져 ‘능력’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요소로 이 구문의 

구성 요소를 대체할 경우에는, 다음 (2)와 같이 비문이 되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

되기 때문이다.

(2) ‘-을 수 있다’ 구문의 예 및 구문의 구성 요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예

: 철수가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

ㄱ. *철수가 자동차를 고칠 수를 {가졌다/소유했다}.

ㄴ. ≠철수가 자동차를 고칠 {방법/수단}이 있다.

ㄷ. ≠철수한테 자동차를 고칠 {방법/수단}이 있다. (=ㄴ)

ㄹ. *철수한테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다.

  위 (2ㄱ)은 ‘있다’를 ‘가지다/소유하다’로 바꾼 것인데 매우 어색하다. (2ㄴ)의 

경우는 ‘수’를 ‘방법/수단’으로 바꾼 것인데, ‘능력’의 의미보다는 ‘소유’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2ㄷ)처럼 ‘철수가’가 ‘철수한테’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명사구에 ‘에게/한테’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소유’의 

‘있다’ 구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ㄹ)과 같이 ‘-을 수 있다’ 

구문에서는 첫 번째 명사구에 ‘에게/한테’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구문은 ‘소유’의 ‘있다’ 구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능력’의 

의미는 ‘-을 수 있다’라는 한 덩어리의 연쇄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수 있다’가 하나의 단어는 아니다. ‘수’ 뒤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와 ‘있다’ 사이에 통사론적 경계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또 ‘-

을’과 ‘수’를 하나로 묶어 ‘-을수’를 부사형 어미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에는 ‘-을수’에 의한 부사형 용언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다/없다’밖에 없다는 

‘능력’의 의미일 때는 다음 ㄱ처럼 ‘있다’에만 ‘-았/었-’이 결합하지만, ‘가능성’의 의미일 때는 ㄴ

처럼 ‘수’에 선행하는 용언에만 ‘-았/었-’이 결합한다.

ㄱ. 철수는 혼자 집에 {갈 수 있었다/*갔을 수 있다}. (능력)

ㄴ. 철수는 혼자 집에 {*갈 수 있었다/갔을 수 있다}. (가능성)

또 ‘능력’의 의미일 때는 ‘수’의 선행 용언으로 동사만 가능하지만, ‘가능성’의 의미일 때는 형용

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ㄷ과 같은 문장은 ‘가능성’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ㄷ. 철수가 민호보다 더 빠를 수 있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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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이 문제가 된다.3) 따라서 ‘-을 수 있다’는 ‘-을[관형사형 어미]#수[의존명

사]#있다[형용사]’로 이뤄진 통사론적 연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을 수 있다’ 구문에는 두 개의 용언(고칠, 있다)이 의존명사 ‘수’를 매개

로 하여 함께 나타나는데, 이 두 용언은 다음 (3ㄱ-ㄹ)처럼 서로 분리되지도 않

고, 어순이 바뀌지도 않는다. 또 (3ㅁ)처럼 ‘있다’만을 대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을 수 있다’ 구문의 통사적 현상

ㄱ. 부사에 의한 분리 불가

: *철수는 자동차를 고칠 수 {많이, 상당히} 있다

ㄴ. 복문의 선행절에서 ‘있다’ 생략 불가

: *철수는 자동차를 고칠 수 ∅, 영수는 컴퓨터를 고칠 수 있다.

ㄷ. 분열문 형성 불가

: *철수가 있는 것은 자동차를 고칠 수이다.

ㄹ. 도치 불가

: *철수가 있다, 자동차를 고칠 수.

ㅁ. ‘있다’만의 대용 불가

: *철수도 자동차를 고칠 수 있고, 영수도 자동차를 고칠 수 그렇다.

※ [비교] 철수도 자동차를 고칠 수 있고, 영수도 그럴 수 있다.

철수도 자동차를 고칠 수 있고, 영수도 그렇다.

  이러한 특징들은 3장에서 살펴본 보조용언 구문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 현상들

에 대한 3장의 해석을 가져오면, (3ㄱ-ㄹ)은 ‘있다’의 의존성과 관련된 현상이고, 

(3ㅁ)은 ‘있다’의 어휘적 의미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있다’의 이러한 속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능력’의 의미가 구성 요소들의 

의미합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을 수 있다’라는 한 덩어리의 연쇄를 통

해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3)의 현상과 관련

지어 보면, 다음 (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3)  Choe(1988:518)에서는 보조용언 구문의 재구조화를 논의하면서, 이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을 수’를 어미(C)로, ‘있다/없다’를 보조용언(Vx)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편 ‘-을수’를 하나의 부사형 어미로 볼 경우에는, 이 뒤에 조사 ‘가’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사형 어미 뒤에 결합한다면 이 ‘가’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일 텐데, 부사

형 어미 중 보조사 ‘가’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부정의 보조용언 ‘않다’와 함께 쓰이는 ‘-지’가 유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부사형 어미 중 ‘-지’에만 보조사 ‘가’가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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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ㄱ-ㅁ)의 현상에 대한 해석

ㄱ. (3ㄱ-ㄹ) : ‘있다’의 의존성과 관련된 현상

⇨ 통사론적 연쇄 ‘-을 수 있다’는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한 덩

어리로 함께 쓰이기 때문에, ‘있다’를 비롯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연

쇄 안에서 항상 정해진 위치를 지키며 서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이 구문의 ‘있다’는 의존적이다.

ㄴ. (3ㅁ) : ‘있다’의 어휘적 의미가 약하다는 점과 관련된 현상

⇨ ‘능력’의 의미는 ‘-을 수 있다’가 한 덩어리로 나타내는 의미이지, 구

성 요소들의 의미합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을 수 있

다’ 구문에서 ‘있다’가 나타내는 독자적인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유’나 ‘존재’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독립해서 쓰일 수 있는 일반적인 ‘있다’

와 달리, ‘-을 수 있다’ 구문의 ‘있다’는 독자적인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을 수 있다’ 연쇄를 이루는 다른 구성 요소들과 항상 인접한 채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1.2. ‘-을 수 있다’ 구문의 구조

4.1.2.1. 복문 분석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구문에는 하나의 문장 안에 복수의 용언(V-을, 있

다)이 나타난다. 만약 각각의 용언을 별개의 서술어로 분석한다면, 이 구문은 관형

사절을 내포한 복문의 구조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 (5)와 같은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5) 각각의 용언들을 별개의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의 구조

: 철수가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다.

ㄱ. [ [ [철수가 자동차를 고칠]절1 수(가)] 있다]절2

ㄴ. [철수i가 [ [∅i 자동차를 고칠]절1 수(가)] 있다]절2

  (5ㄱ)은 ‘철수가’를 ‘고칠’의 주어로, ‘수’가 이끄는 명사구를 ‘있다’의 주어로 분

석한 것이고, (5ㄴ)은 ‘철수가’를 ‘있다’의 주어로, ‘고칠’의 주어는 외현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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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 (5ㄱ)의 분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다음 (6)처럼 

‘있다’에 ‘-시-’가 결합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의존명사 ‘수’에는 

‘-시-’와 호응할 수 있는 자질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형사절의 주어 ‘할아버

지께서’와 호응하는 것이다.4)

(6) (5ㄱ)의 문제점 1

[ [ [할아버지께서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으시다]

  둘째로 관형사절의 주어는 다음 (7ㄱ)처럼 ‘은/는’과 잘 결합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데, 위 (5ㄱ)과 같은 구조로 ‘-을 수 있다’ 구문을 분석하면, (7ㄴ)처럼 ‘철

수가’가 ‘철수는’으로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다.

(7) (5ㄱ)의 문제점 2

ㄱ. [{내가/?나는} 어제 산] 책을 민호가 빌려갔다.

ㄴ. [ [ [{철수가/철수는}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

  따라서 ‘-을 수 있다’ 구문에 대한 복문 구조는, 일단 (5ㄴ)과 같은 것으로 상정

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철수가’가 ‘있다’에 의한 주절의 주어로 되어 있으므로, 

‘-시-’가 ‘있다’에 결합하거나, ‘철수가’가 ‘철수는’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설명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ㄴ)의 분석에도 다음 (8)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3장

에서 보조용언 구문의 복문 분석 구조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와 유사한 것이다. 

4) 사실 이 구문의 ‘수’는 조사 ‘가’와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학교문법에서 ‘주어성 의존

명사’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어/주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있다’의 어휘적 의미가 

희석되고 나서도, 선행 명사구에 주격을 부여하던 ‘있다’의 통사적 기능이 화석처럼 남아 있는 것

일 뿐, ‘이/가’와 결합한 명사구가 실제로 주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목정수(2003:123)에는 다음 ㄱ과 같이 ‘수’ 뒤에 조사 ‘를’이 결합한 예를 제시하

고 있는데, 이 예도 ‘수’가 이끄는 명사구를 주어로 분석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명사구

를 주어로 분석할 경우에는, ㄱ의 ‘를’을 격조사로 보든 보조사로 보든 아래 ㄴ, ㄷ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ㄱ. 먹을 수가 있다. / 먹을 수를 있을까, 과연? / 먹을 수는 있지만 안 먹을래.

ㄴ. 격조사로 볼 경우 : 형용사인 ‘있다’가 목적어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보조사로 볼 경우 : 보조사 ‘를’이 주어에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예외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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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ㄱ)은 (5ㄴ)의 복문 분석 구조에서 복수의 절을 설정한 것과 관련된 문제이고, 

(8ㄴ)은 복수의 주어를 설정한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8) (5ㄴ)의 복문 구조에 제기되는 문제

ㄱ. 같은 절 안에 있어야 하는 ‘부정극어-부정어’가 어떻게 다른 절에 나타

날 수 있는가?

ㄴ. 복문 구조에는 둘 이상의 주어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 외현되는 것

은 왜 하나밖에 없는가? (왜 관형사절의 주어는 나타나지 못하는가?)

  (8ㄱ)의 문제는, ‘-을 수 있다’ 구문을 (5ㄴ)과 같은 복문의 구조로 분석했을 

때, 다음 (9)와 같이 부정극어-부정어의 동절 내 공기 제약이 위배되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것이다.

(9) ‘부정극어-부정어’의 동절 내 공기제약 위배

: [철수가 [ [∅ 아무것도 고칠]①절 수] 없다.]②절

  이와 관련해서는 보조용언 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는 문법적인 문장인데 

그 안에 비문법적인 ①이 성분절로 분석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①이 비문

법적인 이유는 절로 분석된 성분 안에 부정극어와 호응하는 부정어가 없기 때문

이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이 비문법적인 연쇄를 성분으로 분석하는 것은, ‘성분의 

문법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5)

  다음으로 (8ㄴ)에 대해서는, 과연 ‘있다’가 독자적인 주어를 취하고, 그것에 대

해 서술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는 (3ㅁ)의 

현상에 대해, 이 구문에 쓰인 ‘있다’는 ‘소유/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있

다’와 달리, 독자적으로는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있

다’만을 대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구문을 (5

ㄴ)와 같이 분석하여, ‘있다’만의 주어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4.1.2.2. 단문으로서의 ‘-을 수 있다’ 구문

5)  ‘성분의 문법성’에 대해 3장에서 설명한 바를 다시 인용하면, 언어 단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문

법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의 구성 성분들이 모두 문법적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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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을 수 있다’ 구문에 대한 (5ㄴ)의 복문 구조는 

다음 (10)과 같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을 수 있다’ 구문에 

복수의 절, 복수의 주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0) (5ㄴ)의 복문 구조의 문제점

ㄱ. 부정극어가 쓰인 부정문에서 비문법적인 성분이 ‘절’로 분석되어 나오

게 된다.

ㄴ. 독자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있다’가, 독자적인 주어를 취해 서술

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10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정극어가 쓰인 위 (9)의 문장은 다음 (11

ㄱ)처럼 부정극어-부정어가 같은 성분 안에 위치하도록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부정극어 ‘아무것도’는 부정어인 ‘없다’ 없이 다른 요소와 성분을 이룰 수 없

기 때문에, (11ㄱ)을 더 분석하면 (11ㄴ)와 같이 ‘아무것도’와 나머지 요소들로 나

뉘게 될 것이다.

(11) (10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의 분석

ㄱ. 1단계 : [철수가]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

ㄴ. 2단계 : [철수가]주어 [ [아무것도]목적어 [고칠 수 없다.]서술어 ]

  그리고 (11)의 구조를 긍정문의 경우에 적용하면, (2)의 문장은 다음 (12)와 같

이 분석될 것이다. ‘있다/없다’의 차이만 있는 긍정문/부정문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12) 긍정문 (2)에 대한 분석

ㄱ. 1단계 : [철수가]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

ㄴ. 2단계 : [철수가]주어 [ [자동차를]목적어 [고칠 수 있다.]서술어 ]

  한편 (10ㄴ)에서는 ‘-을 수 있다’ 구문의 ‘있다’에 대해, 독자적으로 어휘적 의

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만의 주어를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12ㄴ)처럼 ‘있다’가 다른 요소들과 함께 하나의 문

장성분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하면, 이러한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11-12)의 구조

에서는 주어-서술어가 1개씩 분석되어 나오므로, ‘-을 수 있다’ 구문은 단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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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구문을 (11-12)와 같은 단문의 구조로 분석하는 데에는, 다음 (13)

과 같은 예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는 주어와 관련된 요소이므로, 이것이 두 

번 나타났다는 것은 주어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13) 복문 분석을 지지할 수 있는 예

: 할아버지께서 자동차를 고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13)과 같은 ‘-시-’의 결합 양상은, ‘두 개의 주어’와 관련된다기보다, ‘-

을 수 있다’가 ‘주어’에 대한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며,6) ‘-시-’가 결합할 수 있는 

자리로 서술어 안에 두 개의 용언(V-을, 있다)이 있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

된다.

  선어말어미 ‘-시-었-겠-’의 결합 순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어에서는 주어 관

련 요소인 ‘-시-’가 어간에 먼저 결합하고, 화자 관련 요소인 ‘-겠-’이 나중에 결

합한다. 

  그런데 주어 관련 요소인 ‘-을 수 있-’이 쓰였을 때는, ‘-시-’도 주어 관련 요소

이므로, ‘주어 관련 요소-화자 관련 요소’라는 어순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음 (14

ㄱ)처럼 ‘-을 수 있-’의 앞에 쓰일 수도 있고, (14ㄴ)처럼 뒤에 쓰일 수도 있다. 

(14) ‘-시-’의 결합 양상

ㄱ. 할아버지께서 자동차를 고치실 수 있다.

ㄴ. 할아버지께서 자동차를 고칠 수 있으시다.

  ‘-시-’의 결합 어순이 의미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은, 다음 (15)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을 수 있다’는 ‘능력’의 의미 외에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

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처럼 ‘화자’와 관련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낼 때는, (15

ㄷ)처럼 ‘-시-’가 두 번 나타나지 못한다. (15ㄴ, ㄷ)처럼 주어 관련 요소인 ‘-시

-’가 화자 관련 요소인 ‘-을 수 있-’보다 뒤에 나타나면, 의미에 따른 어순의 제

약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7)

6)  김지은(1998)에서는 이 ‘-을 수 있다’를 주어 중심 양태 표현으로 다룬 바 있다. 

7)  이와 유사한 현상은 보조용언 구문에서도 나타난다. 보조용언이 주어와 관련된 양태를 나타낼 때

는 다음 ㄱ처럼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에 모두 ‘-시-’가 결합할 수 있지만, 보조용언이 화자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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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을 수 있다’가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

ㄱ. 할아버지께서 자동차를 고치셨을 수 있다.

ㄴ. *할아버지께서 자동차를 고쳤을 수 있으시다.

ㄷ. *할아버지께서 자동차를 고치셨을 수 있으시다.

  의미에 따른 어순 제약으로 인해, (15)처럼 ‘-을 수 있다’가 화자와 관련된 양태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시-’가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  )을 수 있-’의 

한 자리밖에 없다. 그러나 (14)처럼 ‘-을 수 있다’가 주어와 관련된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시-’가 ‘-(  )을 수 있(  )-’의 두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13)의 예는 이 두 개의 자리에 ‘-시-’가 잉여적으로 중복되어 나타난 것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즉 (13)과 같은 예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들 간의 결합 순서와 관련하

여, 서술어 안에 ‘-시-’가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두 개가 있어 ‘-시-’가 두 번 나

타난 것일 뿐이지, ‘-을 수 있다’ 구문에 두 개의 주어가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4.1.3. ‘-을 수 있다’ 구문의 서술어

4.1.3.1. 서술어의 확인

  위 (11-12)에서 [   ]로 묶인 각각은 문장성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칠 수 있다/없다’가 이 구문의 서술어로 분석되어 있다. 이 연쇄가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다음 (16ㄱ-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①처럼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 등에서 하나의 단위가 되어 움직

이며, ②처럼 그 내부 요소들이 분리되거나 홀로 남겨지면 비문이 된다.

된 양태를 나타낼 때는 아래 ㄴ처럼 보조용언에 선행하는 본용언에만 ‘-시-’가 결합할 수 있다.

ㄱ.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찾으러 양로원에 {가 보셨다/?가셔 봤다/?가셔 보셨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찾으러 양로원에 {가시나 보다/*가나 보시다/*가시

나 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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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

ㄱ. 어순 뒤섞기

① [자동차를] [철수가] [고칠 수 있다].

② *[자동차를] 고칠 수 [철수가] [∅ 있다].

ㄴ. 관계절 구성

① [철수가] [고칠 수 있는] [자동차]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철수]

② *[철수가] [자동차를] [∅ 있는] 고칠 수

ㄷ. 분열문 구성

① [철수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이다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철수]이다

② *[철수가] [자동차를] [∅ 있는] 것은 고칠 수이다

  (11-12)의 분석에서는 주어-서술어의 개수가 1개씩으로 같고, 주어인 ‘철수가’

에 대해 ‘고칠 수 있다’가 ‘상태’의 의미를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철수가’, 

‘자동차를’은 ‘고칠’의 주어/목적어가 아니라, ‘고칠 수 있다’의 주어/목적어로 분석

되어 있어, ‘고칠 수 있다’가 다른 문장성분들과 문법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가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한다면, ‘고칠’에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이 ‘관형사절’을 형성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의존명

사와 결합할 수 있도록 ‘관형사형’을 만들어 주기만 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선행 용언을 포함하여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이 하나의 서술

어로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 (17)과 같은 구문들이 더 있다. 

(17) [관형사형#의존명사#용언]’이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는 기타 구문들 1

ㄱ. -을 겨를이 있다/없다

① 긍정문 : 내가 외국어를 배울 겨를이 있겠니?

② 부정문 : 나는 아무것도 배울 겨를이 없다.

a. 복문 구조 : [나는 [∅ 아무것도 배울] 겨를이 없다].

b. 단문 구조 : [나는 [ [아무것도] [배울 겨를이 없다] ].

ㄴ. -을 리가 있다/없다

① 긍정문 : 걔가 그 일을 했을 리가 있겠니?

② 부정문 : 걔는 아무것도 했을 리가 없다.

a. 복문 구조 : [걔는 [∅ 아무것도 했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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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문 구조 : [걔는 [ [아무것도] [했을 리가 없다] ].

ㄷ. -을 턱이 있다/없다

① 긍정문 : 내가 그걸 알 턱이 있겠니?

② 부정문 : 내가 아무것도 알 턱이 없지.

a. 복문 구조 : [내가 [∅ 아무것도 알] 턱이 없지].

b. 단문 구조 : [내가 [ [아무것도] [알 턱이 없지] ].

ㄹ. -은 적이 있다/없다

① 긍정문 : 나는 스파게티를 먹은 적이 있다.

② 부정문 : 나는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다.

a. 복문 구조 : [나는 [∅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다].

b. 단문 구조 : [나는 [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다] ].

ㅁ. -은 법이 있다/없다

① 긍정문 : 걔가 청소를 스스로 하는 법이 있겠다.

② 부정문 : 걔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법이 없다.

a. 복문 구조 : [걔는 [∅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법이 없다].

b. 단문 구조 : [걔는 [ [아무것도] [ [스스로] [하는 법이 없다] ] ].

ㅂ. -을 줄을 알다/모르다 : 걔는 그것을 할 줄을 안다/모른다.

① 긍정문 : 걔는 그것을 할 줄을 안다.

② 부정문 : 걔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

a. 복문 구조 : [걔는 [∅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

b. 단문 구조 : [걔는 [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 ].

  이들 구문에서 부정극어가 쓰인 각각의 ②를 a와 같은 복문 구조로 분석하면, 

‘-을 수 있다’ 구문에 대한 위 (10)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비문법적인 연쇄를 

성분절로 분석해야 하고, 구문 내에서 어휘적 의미가 희박한 ‘있다/없다/알다/모르

다’ 등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주어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구문도 ‘[관형사형#의존명사#용언]’을 하나의 서술어로 하여 b와 같은 단문

의 구조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4.1.3.2. 서술어 내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을 수 있다’ 구문을 위 (11-12)와 같은 단문의 구조로 분석할 경우, 서술어인 

‘고칠 수 있다’는 다음 (18)과 같이 형용사의 어미 결합 양상을 보이는데, 문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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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동차를’이 ‘고칠 수 있다’의 목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

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18) ‘-을 수 있다’ 구문의 어미 결합 양상

[철수가]주어 [ [자동차를]목적어 [고칠 수 {있다/*있는다}]서술어 ]

  이와 같이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있다’가 형용사의 활용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 구문의 ‘있다’가 ‘-을 수 있다’의 구성 요소로 쓰이게 되면서 원래의 통사/의미

적 기능은 잃어버렸지만, 어미 결합과 관련된 형태적인 속성만은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음 (19)처럼 서술어 안에서 형태와 통사/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나

뉘어, ‘고칠’은 논항/격과 관련된 통사/의미의 기능을 맡고, ‘있다’는 어미 결합과 

관련한 형태의 기능을 맡게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에 따르면, 

(18)에서 목적어가 나타나는 것은 선행 용언 ‘고칠’에 의한 것이고, 형용사의 어미 

결합 양상을 보이는 것은 후행용언 ‘있다’에 의한 것이 된다.8)

(19) (18)의 서술어 ‘고칠 수 있다’의 형태/통사/의미의 기능 분담

고칠 수 있다 [서술어]

고칠 [의미/통사] 수 [의미] 있다 [형태]

논항/격 양태 의미 어미 결합형

8)   즉 ‘-을 수 있다’ 구문의 어미 결합 양상은, 선행 용언의 품사 내지 전체 문장의 성격과 상관없

이, ‘있-’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어말어미 ‘-았/었-’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음과 

같이 ‘-았/었-’ 뒤에 결합하는 어미는 어간의 품사와 상관없이 ‘있-’ 뒤에 결합하는 어미와 동일

하게 나타난다.

현재
동사 먹-는데 먹-는구나

형용사 작-은데 작-구나

과거
동사 먹-었-는데 먹-었-구나

형용사 작-았-는데 작-았-구나

‘있다’ 있-는데 있-구나

  역사적으로 ‘-았/었-’은 ‘-아/어 잇-’에서 유래한 것이라서 ‘있다’의 어미 결합 양상이 ‘-았/었-’

에 반영된 것인데, ‘-을 수 있다’ 구문에서 ‘있다’의 어미 결합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있다’

의 형태적 속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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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구문의 ‘있다’는 논항/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사/의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형용사적인 어미 결합 양상만 흔적처럼 가지고 있는 용언이라는 것이

다.

4.2. ‘-을 뻔하다’ 구문

4.2.1. ‘-을 뻔하다’ 구문의 특징

  ‘-을 뻔하다’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은 일’을 나타낸다. 앞

서 살펴본 ‘-을 수 있다’의 경우처럼, ‘-을 뻔하다’가 나타내는 ‘불성(不成)’의 의

미도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합성적으로 더해진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연쇄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을 뻔하다’ 연쇄를 구성하는 요소

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문법에서는 이 구문의 ‘뻔하다’를 보조형용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처리를 따르면, ‘뻔하다’는 관형사형에 후행하는 용언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뻔하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의존명사 ‘뻔’과 형

용사 ‘하다’로 이뤄진 구적 단위이며, 그 사이에 통사론적 경계가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이 점은 다음 (20)처럼 ‘뻔’ 뒤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하다’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 ‘뻔’ 뒤에 조사가 결합하여 ‘하다’가 분리되는 예

: 도망치다가 총에 맞을 뻔도 하고, 차에 치일 뻔도 했지.

: 담배 때문에 큰일날 뻔은 했지만, 그래도 쉽게 못 끊겠더라고.

  한편 ‘-을뻔’을 하나의 부사형 어미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을뻔’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하다’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문제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을 뻔하다’는 ‘-을[관형사형 어미]#뻔[의존명사]#하다[형

용사]’의 통사론적 연쇄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9)

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뻔’에 조사가 결합해 ‘하다’와 분리되어 쓰이는 경우에만 ‘뻔’을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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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1)은 ‘-을 뻔하다’ 구문의 예이다. 여기에도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용언

(먹을, 했다)이 의존명사 ‘뻔’을 매개로 하여 함께 나타나 있다.

(21) ‘-을 뻔하다’ 구문의 예

: 철수가 독극물을 먹을 뻔했다.

  이 두 용언은 다음 (22ㄱ-ㄹ)처럼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어순이 바뀌지도 않는

다. 또 (22ㅁ)처럼 ‘하다’만을 대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2) ‘-을 뻔하다’ 구문의 통사론적 현상

ㄱ. 부사에 의한 분리 불가

: *철수가 독극물을 먹을 뻔 {많이, 아주, 매우} 했다.

ㄴ. 복문의 선행절에서 ‘하다’ 생략 불가

: *철수는 독극물을 먹을 뻔 ∅, 영수는 오염된 물을 마실 뻔 했다.

ㄷ. 분열문 형성 불가

: *철수가 한 것은 독극물을 먹을 뻔이다.

ㄹ. 도치 불가

: *철수가 했다, 독극물을 먹을 뻔.

ㅁ. ‘하다’ 대용 불가

: *철수도 독극물을 먹을 뻔했고, 영수도 독극물을 먹을 뻔 그랬다.

※ [비교] 철수도 독극물을 먹을 뻔했고, 영수도 그럴 뻔했다.

철수도 독극물을 먹을 뻔했고, 영수도 그랬다.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살펴본 보조용언 구문, ‘-을 수 있다’ 구문의 경우와 비

슷하다. 앞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22ㄱ-ㄹ)은 ‘하다’의 의존성과 관련된 현상

이고, (22ㅁ)은 ‘하다’의 어휘적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다’의 이러한 속성은, ‘불성(不成)’의 의미가 구성 요소들의 의미합을 통해 실

현되는 것이 아니라, ‘-을 뻔하다’라는 한 덩어리의 연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

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22)의 현상들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다

명사로 인정하고, 조사 없이 ‘뻔’ 뒤에 ‘하다’가 바로 뒤따르는 경우는 ‘뻔하다’를 하나의 형용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뻔하다’를 용언으로 보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뻔하다’는 조사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뻔’과 ‘하다’의 통사적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현행 맞춤

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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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3)과 같다.

(23) (22ㄱ-ㅁ)의 현상에 대한 해석

ㄱ. (22ㄱ-ㄹ) : ‘하다’의 의존성과 관련된 현상

⇨ 통사론적 연쇄 ‘-을 뻔하다’는 ‘불성(不成)’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한 덩어리로 쓰이기 때문에, ‘하다’를 비롯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연

쇄 안에서 항상 정해진 위치를 지키며 서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이 구문의 ‘하다’는 의존적이다.

ㄴ. (22ㅁ) : ‘하다’의 어휘적 의미가 약하다는 점과 관련된 현상

⇨ ‘불성(不成)’의 의미는 ‘-을 뻔하다’가 한 덩어리로 나타내는 의미이지,

구성 요소들의 의미합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을 뻔

하다’ 구문에서 ‘하다’가 나타내는 독자적인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조사 결합과 관련하여, 이 구문은 다음 (24)와 같이 의존명사 ‘뻔’ 뒤에 어

떠한 격조사도 결합하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다. 학교문법에서는 ‘뻔’을 부사어성 

의존명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사격조사와도 결합하지 못한다.10) 단지 

위 (20)과 같이 보조사만이 결합할 수 있을 뿐이다.

(24) ‘뻔’과 격조사의 결합

: 철수가 독극물을 먹을 뻔{∅/*이/*을/*으로/*에/*에서/...} 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현상들을 토대로 하여, ‘-을 뻔하다’ 구문이 어떤 구

조로 분석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2.2. ‘-을 뻔하다’ 구문의 구조

4.2.2.1. 복문 분석의 문제점

  앞의 (2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구문에는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개의 용언

10)  ‘X#하다(예: 정직하다, (-을)법하다 등)’, ‘A-기{보조사} 하다(예: 좋기는 하다, 예쁘기도 하다

등)’처럼 형용사 ‘하다’가 쓰인 구문에서는, ‘하다’에 선행하는 명사적 성분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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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게 된다. 만약 각각의 용언들을 서술어로 분석한다면, 그 구조는 다음 

(25)와 같은 복문의 구조가 될 것이다.11)

(25) 각각의 용언들을 별개의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의 구조

: [철수가 [ [∅ 독극물을 먹을] 뻔] 했다.]

  이 구문에서는 다음 (26)과 같이 ‘하다’에 부정어가 결합하지 않는다.12) 따라서 

‘-을 뻔하다’ 구문은, 앞서 살펴본 보조용언 구문이나 ‘-을 수 있다’ 구문의 경우

와 달리, (25)와 같은 복문의 구조로 분석해도 ‘부정극어-부정어의 동절 내 공기 

제약’이 항상 지켜지게 되어, 문법적인 문장 안에서 비문법적인 절이 성분으로 분

석되어 나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6) ‘-을 뻔하다’ 구문의 부정문 (부정극어가 쓰인 경우)

ㄱ. [철수가 [ [∅ 아무것도 먹지 않을] 뻔] ] 했다.]

ㄴ. [철수가 [ [∅ 아무것도 안 먹을] 뻔] 했다.]

ㄷ. *[철수가 [∅ 아무것도 먹을] 뻔] 하지 않았다].

ㄹ. *[철수가 [ [∅ 아무것도 먹을] 뻔] 안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 (27)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7) (25)의 복문 구조에 제기되는 문제

ㄱ. 의존명사 ‘뻔’을 핵으로 하는 명사구는 어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는

가. 왜 이 명사구에는 어떠한 격조사도 결합하지 못하는가.

ㄴ. 복문 구조에는 둘 이상의 주어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 외현되는 것

은 왜 하나밖에 없는가.

11)  이 구문에 대한 복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는 없다. 의존명사 ‘뻔’이 이끄는 명사구 및 

‘하다’가 어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존명사 ‘뻔’이 이끄는 명

사구는 주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므로 주어가 될 수 없고, 주어가 없다면 ‘하다’는 서술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 [철수가 독극물을 먹을] 뻔] 했다].

安熙濟(2006)에서는 이 구문을 위와 같은 구조로 분석한 바 있는데, 이것은 ‘하다’에 선행하는 

성분이 명사문/명사구/명사절처럼 명제적 내용을 담고 있는 명사적 구성이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

추느라, 문장성분 분석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12)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의 의문문에서 ‘하다’에 부정표현이 결합되

어 나타나기도 한다.

철수가 독극물을 먹을 뻔하지 않았던가! (=철수가 독극물을 먹을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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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ㄱ)은 소위 ‘격 여과’와 관련된 것이다. 격 여과란, 모든 외현된 명사구는 추

상적인 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25)에서 ‘뻔’이 이끄는 명사구는 

주절의 서술어 ‘했다’로부터 받은 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격이 있다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부사격이든 해당 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앞의 (2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뻔’에는 어떠한 격조사도 결합하지 못한다.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부사어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27ㄴ)은 ‘하다’가 과연 독자적인 주어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 것이다. 앞에서는 ‘하다’의 단독 대용이 불가능한 (22ㅁ)의 현상

에 대해, 이 구문의 ‘하다’는 독자적으로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을 뻔하다’ 구문에 대한 (25)의 복문 구조는 다음 (28)과 같은 문제

를 가진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8) (25)의 복문 구조의 문제점

ㄱ. 의존명사 ‘뻔’을 핵으로 하는 명사구가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격 여과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분석되어

있는데도, 어떤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ㄴ. 독자적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하다’가 독자적인 주어

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2.2.2. 단문으로서의 ‘-을 뻔하다’ 구문

  이제 위 (28)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구문이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8ㄱ)과 관련해서는 다음 (29)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29) ‘뻔’을 핵으로 하는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해

석 가능성

ㄱ. 이 명사구도 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단지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

일 뿐이다.

ㄴ. 이 명사구는 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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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9ㄱ)의 해석에서는, 격조사와 결합하지도 못하는데 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격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이 격조사로 실현되지 못하는지

가 설명되어야 한다.

  반면 (29ㄴ)의 해석에서는 외현된 명사구인데도 왜 격을 가지지 못하는지가 설

명되어야 한다. 격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만 설명될 수 있다면, 이 명사구는 격이 

없기 때문에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29ㄴ)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앞의 2.1.1에서는 서술어의 특징 중 하나로, 서술어는 문장 구성에 필요한 성분

들의 논항/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논항/격의 실현은 문장 구성과 

관련된 것이고, 문장 구성은 문장성분 층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격이 서술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13) 서술어

로부터 격을 받을 수 있는 명사구 성분은 적어도 서술어 외부에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음 (30)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30) 격을 받을 수 있는 성분

: 격은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며, 서술어와의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ㄱ. 서술어 외부에 있는 명사구 성분만 격을 받을 수 있다.

ㄴ. 서술어 내부에 있는 명사구 성분은 격을 받지 못한다.14)

  의존명사 ‘뻔’에 격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30ㄴ)에 해당하는 경우

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뻔’과 ‘하다’만으로는 서술어를 이룰 수 없

다. 다음 (31)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1) ‘뻔하다’를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의 문제

ㄱ. 형태론적/통사론적으로 의존적인 단위는 문장성분을 이룰 수 없는데,15)

13)  이선웅(2012:283)에서는 Blake(1994)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명사구가 서술어 혹은 타 명사

구에 대해 가지는 문법관계를 형태적으로 표시하는 체계’로 격을 정의한다. 여기서 ‘타 명사구와

의 문법관계’는 ‘속격’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14)  김의수(2002ㄱ)에서는 국어에서 격 여과를 회피할 수 있는 기제 중 하나로 ‘포합’을 제시하고 

있다. 포합된 명사구는 격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명사구가 포합되면 서술

어 내부에 위치하게 되어 격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5)  2.2.2에서는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처럼 성분들의 순서를 바꿀 때 문장성분 단

위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의존적인 성분은 홀로 이동하거나 남겨질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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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만으로는 ‘뻔’의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의존명사 ‘뻔’의 의존성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ㄴ. 서술어는 문장 내 성분들의 논항/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뻔’과

‘하다’는 어휘적 의미가 약해 이들만으로는 논항/격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서술어 안에는 의존명사 ‘뻔’의 의존성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논항/격 실

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성분이 더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뻔하다’에 

선행하는 용언 ‘먹을’이 된다. 이것은 논항/격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관

형사형 어미를 취하고 있어 의존명사 ‘뻔’의 의존성도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위 (28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석 구조는 다음 (32)와 같이 될 

것이다. (32)의 분석에서는, 의존명사 ‘뻔’이 서술어 내부에 위치해 있어 격을 받

지 못하기 때문에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2) (28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 [철수는]주어 [ [독극물을]목적어 [먹을 뻔했다.]서술어 ]

  또 (32)에서는 ‘하다’가 선행 용언과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어 하나의 주어를 취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므로, 어휘적 의미가 약한 ‘하다’가 과연 독자적인 주어

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28ㄴ)의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 외현된 주어는 ‘하

다’의 주어가 아니라 ‘먹을 뻔하다’의 주어인 것이다.

4.2.3. ‘-을 뻔하다’ 구문의 서술어

4.2.3.1. 서술어의 확인

  위 (32)에는 ‘먹을 뻔했다’가 서술어로 분석되어 있다. 이 연쇄가 문장성분의 자

격을 가진다는 것은 다음 (33ㄱ-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먹을 뻔했다’는 ①처

럼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 등에서 하나의 단위가 되어 움직이며, 

②처럼 그 내부 요소들이 분리되거나 홀로 남겨지면 비문이 된다.

기 때문에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2.2.2에서는 이를 ‘문장성분의 특징 6’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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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

ㄱ. 어순 뒤섞기

① [독극물을] [철수가] [먹을 뻔했다].

② *[독극물을] 먹을 뻔 [철수가] [∅ 했다].

ㄴ. 관계절 구성

① [철수가] [먹을 뻔한] [독극물]

[독극물을] [먹을 뻔한] [철수]

② *[철수가] [독극물을] [∅ 한] 먹을 뻔

ㄷ. 분열문 구성

① [철수가] [먹을 뻔한] 것은 [독극물]이다

[독극물을] [먹을 뻔한] 것은 [철수]이다

② *[철수가] [독극물을] [∅ 한] 것은 먹을 뻔이다

  이 구문에는 1개씩의 주어-서술어가 분석되어 있으며, 주어인 ‘철수가’에 대해 

‘먹을 뻔했다’가 ‘동작’의 의미를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철수가’, ‘독극물

을’은 ‘먹을’의 주어/목적어가 아니라, ‘먹을 뻔했다’의 주어/목적어로 분석되어 있

어, ‘먹을 뻔했다’가 다른 문장성분들과 문법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먹을 뻔했다’가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한다면, ‘먹을’에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이 ‘관형사절’을 형성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의존명사와 결합할 수 있도록 ‘관형사형’을 만들어 주기만 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선행 용언을 포함하여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이 하나의 서술

어로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 (34)와 같은 구문들이 더 있다. 

(34) ‘[관형사형#의존명사#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는 기타 구문 2

ㄱ. -을 만하다1 (가치/가능)

: 이 책이 읽을 만하다.

① 복문 분석 : [이 책이] [ [ [∅ ∅ 읽을] 만] [하다] ]

② 단문 분석 : [이 책이] [읽을 만하다]

ㄴ. -을 만하다2 (자격)

: 철수는 상을 받을 만하다.

① 복문 분석 : [철수는] [ [ [∅ 상을 받을] 만] [하다] ]

② 단문 분석 : [철수는] [ [상을] [받을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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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은/는/을 듯하다

: 철수가 비밀번호를 바꾼 듯하다.

① 복문 분석 : [철수가] [ [ [∅ 비밀번호를 바꾼] 듯] [하다] ]

② 단문 분석 : [철수가] [ [비밀번호를] [바꾼 듯하다] ]

ㄹ. -을 법하다

: 걔가 너를 싫어할 법도 하더라.

① 복문 분석 : [걔가] [ [ [∅ 너를 싫어할] 법도] [하더라] ]

② 단문 분석 : [걔가] [ [너를] [싫어할 법도 하더라] ]

ㅁ. -을 것이다 (추측 또는 의지)

: 영희가 시계를 고장냈을 것이다. / 나는 새 노트북을 살 것이다.

① 복문 분석 : [영희가] [ [ [∅ 시계를 고장냈을] 것] [이다] ]

: [나는] [ [ [∅ 새 노트북을 살] 것] [이다] ]

② 단문 분석 : [영희가] [ [시계를] [고장냈을 것이다] ]

: [나는] [ [새 노트북을] [살 것이다] ]

ㅂ. -은/는 것이다 (강조)

: 영희는 수학여행을 포기한 것이다.

① 복문 분석 : [영희는] [ [ [∅ 수학여행을 포기한] 것] [이다] ]

② 단문 분석 : [영희는] [ [수학여행을] [포기한 것이다] ]

ㅅ. -은/는 법이다

: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법이다.

① 복문 분석 : [송충이는] [ [ [∅ 솔잎을 먹는] 법] [이다] ]

② 단문 분석 : [ [송충이는] [ [솔잎을] [먹는 법이다] ]

ㅇ. -은/는/을 것 같다 (추측)

: 저 선수가 MVP를 탈 것 같다.

① 복문 분석 : [저 선수가] [ [ [∅ MVP를 탈] 것] [같다] ]

② 단문 분석 : [ [저 선수가] [ [MVP를] [탈 것 같다] ]

  ‘-을 뻔하다’ 구문의 ‘뻔’처럼, (34)의 구문들은 의존명사들 뒤에 어떠한 격조사

도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①과 같은 복문의 구조로 분석하면, 이 의존명사를 핵

으로 하는 명사구가 어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구문들에 대해서도 ②와 같은 단문의 구조를 적용하면, 의존명사와 

그 선행 용언이 서술어 내부에 있는 요소라서 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격

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6)

16) 김창섭(2007, 2011, 2012)에서는 이와 같이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선행성분 뒤에 직접 결합

하는 단어들을 위해 ‘부접어’라는 단위를 설정하고, 부접어에 해당하는 명사, 부사, 동사/형용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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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서술어 내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21)의 ‘-을 뻔하다’ 구문이나 (34ㄴ-ㅈ)에 제시된 구문들은 다음 (35)처럼 목

적어를 가질 수 있으나, 형용사와 같은 어미 결합 양상을 보인다.17)

(35) ‘-을 뻔하다’ 구문의 문장성분 분석

: [∅ [독극물을]목적어 [먹을 {뻔한/*뻔하는}]서술어 ] 철수

  이것은 앞의 ‘-을 수 있다’ 구문의 경우처럼, 서술어 ‘먹을 뻔하다’가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다음 (36)처럼 형태/통사/의미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다’는 문장 내 논항/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어미 결합과 관련된 형태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다.18)

찾아 그 통사적 특징을 논의한 바 있다. 그 중 부접동사/부접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답다, 

이다, 같다(추측), 시작하다’가 제시되었는데, 이 용언들의 선행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못하

는 것도, 이들이 서술어 내부의 성분이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선행명사구#부

접동사’의 통사론적 구성이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34ㅇ)과 같은 예는 김창섭(2011)에서 다음 ㄱ과 같이 분석된 바 있다. (34ㅇ)과 달리 추

측의 주체를 ‘같다’의 주어로 본 것이다. 이처럼 추측의 주체가 드러난 경우, 이 구문은 ㄴ과 같이 

1인칭 평서문이나 2인칭 의문문에서만 자연스럽다는 점이 ㄷ의 심리형용사 구문과 유사하다.

ㄱ. [나는 [저 선수가 MVP를 탈 것] 같다].

ㄴ. 너는 저 선수가 MVP를 탈 것 {*같다./같니?}

/ 철수는 저 선수가 MVP를 탈 것 {*같다./*같니?}

ㄷ. 나는 개가 무섭다 / 너는 개가 {*무섭다./무섭니?} / 철수는 개가 {*무섭다./*무섭니?}

  임동훈(1997:39-44)에서는 서술절을 인정하면서, 위 ㄷ과 같은 심리형용사 구문을 다음 ㄹ과 같

이 분석한 바 있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심리형용사 구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위 ㄱ에 대해서

도 아래 ㅁ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ㄷ의 ‘무섭다’는 형용사이기 때

문에 서술절 내부에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ㅁ의 ‘탈 것 같다’는 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서

술절 내부에 목적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ㄹ. [나는]주어 [ [개가]주어 [무섭다]서술어 ]서술어

ㅁ. [나는]주어 [ [저 선수가]주어 [MVP를]목적어 [탈 것 같다]서술어 ]서술어

17)  ‘-을 뻔하다’ 구문은 평서문에서 선어말어미 ‘-았/었-’과 결합한 형태로 쓰인다. ‘-았/었-’이 결

합해 있으면, 어말어미에 따른 동사/형용사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예 : 먹-는다, 작-다 / 먹-었

-다, 작-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18)  ‘-을 수 있다’ 구문의 ‘있다’와 달리, ‘-을 뻔하다’ 구문의 형용사 ‘하다’는 다른 구문에서도 어

휘적 의미를 나타내거나 독립해서 쓰이는 경우가 없다. 원래부터 논항/격과 관련한 의미/통사적 

기능이 없는 용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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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먹을 뻔하다’의 형태/통사/의미 층위의 기능 분담

먹을 뻔하다 [서술어]

먹을 [의미/통사] 뻔 [의미] 하다 [형태]

논항/격 양태 의미 어미 결합형

4.3. 소결

  여기서는 ‘-을 수 있다’ 구문과 ‘-을 뻔하다’ 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형사절

을 내포한 복문으로 이 구문들을 분석할 경우에는, 복수의 절 및 복수의 주어를 

설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의존명사가 이끄는 명사구가 어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 구문에서

는 ‘[관형사형 용언#의존명사#용언]’을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설

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 (38)과 같다. (38ㄱ)은 개별 용언

들이 항상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고 독자적인 절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 (38ㄴ)은 서술어의 크기가 항상 1단어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8) ‘[관형사형 용언#의존명사#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로 분석되는 구문으로

부터 알 수 있는 사실

ㄱ. 관형사형 어미가 항상 관형사절 형성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용언의

관형사형만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용언이 항상 선행하는 논

항 성분들을 거느려 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관형사형 용언#의존명

사#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처럼 후행하는 성분들과 어울려 통사적 구성

의 서술어를 구성하기도 한다.

ㄴ. 1단어보다 큰 통사론적 구성도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

  또 서술어 안에서 논항/격과 관련한 통사/의미를 담당하는 부분, 어미 결합과 

관련한 형태를 담당하는 부분이 나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을 뻔하다’ 

구문의 의존명사 ‘뻔’처럼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명사구는, 서술어 내부에 위

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격을 가지지 못해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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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어명사 구문

5.1. 술어명사 구문의 특징

  지금까지는 1개의 용언이 문장/절을 이루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구문들을 대상

으로 하여, 이 구문들에서는 1개의 단어가 1개의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단어들로 이뤄진 통사론적 연쇄가 1개의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다음 (1)과 같은 형식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형식들은 그 자체로 

종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뒤로 괄호 안의 절이 더 이어져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 술어명사 구문의 예

ㄱ. 사건현장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ㄴ. A씨가 해외로 도피(,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ㄷ.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있다.)

ㄹ. B씨가 C씨와 동행(,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1)에는 주어/목적어/부사어에 해당하는 ‘문장성분’들이 있어, 서술어 내지 문장/

절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지만, 동사/형용사에 해당하는 요소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동사/형용사가 있었다면 ‘체포하다, 도피하다, 지원하다, 동행하다’ 등이 쓰였

을 법한 자리에, ‘체포, 도피, 지원, 동행’과 같은 술어명사가 위치해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형식을 ‘술어명사 구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의 형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2)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2) (1)의 형식들에 대한 해석 가능성

ㄱ. 서술어의 기능을 하던 ‘체포하다, 도피하다, 지원하다, 동행하다’에서 ‘하

다’가 생략된 것이다.

ㄴ. ‘체포, 도피, 지원, 동행’이 명사인 채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의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은 명사구와 격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들 명사구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것은, (1)의 내부에 있는 어떤 성분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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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술어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들 명사구가 주격/목적

격/부사격조사 등의 격조사와 결합되어 있는 것은, (1)의 내부에 있는 어떤 성분

으로부터 주격/목적격/부사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의 가능

성들을 검증하는 데에는, 아래 (3)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2)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

ㄱ. 술어명사만으로 논항에 해당하는 명사구들의 존재가 설명될 수 있는가.

ㄴ. 술어명사만으로 격을 나타내는 조사들의 존재가 설명될 수 있는가.

  만약 술어명사만으로는 (3)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1)은 표면에

는 나타나지 않은 어떤 다른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1)의 구성에 일정 부분 관

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1)의 형식들은 (2ㄱ)의 용언들을 

통해 구성된 것이며, 여기에는 ‘하다’와 같은 요소가 생략된 것으로 설명될 것이

다.

  그러나 술어명사만으로도 (3)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면, (1)의 형식은 

표면에서 확인되는 성분들만으로 이미 자족적인 문장/절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1)의 형식들은 (2ㄴ)의 명사들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술어는 ‘문장 내 다른 성분들의 논항/격을 결

정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논항에 해당하는 명사구와, 이 명사구들의 격을 나타내

는 조사들이 술어명사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 술어명사는 (1)과 같은 형식에

서 ‘서술어’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5.2. 술어명사 구문의 서술어

5.2.1. 논항/명사구와 술어명사의 관계

  여기서는 (1)에서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으로 기능하는 명사구들의 논항-술어 

관계가 과연 ‘술어명사’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술어명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요소의 존재를 더 가정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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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의 (1)을 다음 (4)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4)는 (1)의 술어명사들

을 핵으로 하여 (1)과 대칭적 의미가 되는 명사구를 만든 것이다. 

(4) (1)의 술어명사를 핵으로 하는 명사구

ㄱ. 사건현장에서의 경찰의 용의자(의) 체포{∅/*함} [⇦ (1ㄱ)]

ㄴ. A씨의 해외로의 도피{∅/*함} [⇦ (1ㄴ)]

ㄷ. 정부의 저소득층에게의 교육비(의) 지원{∅/*함} [⇦ (1ㄷ)]

ㄹ. B씨의 C씨와의 동행{∅/*함} [⇦ (1ㄹ)]

  ‘하다’의 명사형이 있으면 오히려 비문이 되기 때문에, (4)의 술어명사구에 대해

서는 생략된 ‘하다’의 존재를 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4)에서 논항명사구들과 

논항-술어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각각의 술어명사들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처럼 술어명사만으로도 (4)에서의 논항-술어 관계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면, (1)에서의 논항-술어 관계도 논항명사구들과 술어명사 사이에 이미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에 나타난 논항명사구들의 존재나 (1)에서의 논항-

술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생략된 ‘하다’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논항명사구에 결합되어 있는 조사들의 모습들만 다를 뿐, (1)을 구성하는 

논항명사구와 술어명사는 (4)의 것과 모두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5.2.2. 격/조사와 술어명사의 관계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1)의 논항명사구들에 결합되어 있는 조사들과 술어명사

의 관계이다. (4)의 논항명사구에 결합되어 있는 조사들을 (1)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실현 양상에 다음 (5)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은 각각 (1)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던 성분과, ‘주어/목적어’로 기능하던 

성분에 대응한다.

(5) (4)의 논항명사구에 결합되어 있는 조사들의 실현 양상

ㄱ. (1)에 결합된 조사가 (4)에도 나타나 있는 유형

① (4ㄱ) 사건현장#에서#의 : (1ㄱ) 사건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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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ㄴ) 해외#로#의 : (1ㄴ) 해외#로

③ (4ㄷ) 저소득층#에게#의 : (1ㄷ) 저소득층#에게

④ (4ㄹ) C씨#와#의 : (1ㄹ) C씨#와

ㄴ. (1)에 결합된 조사가 (4)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유형

① (4ㄱ) 경찰#∅#의, 용의자#∅(#의) : (1ㄱ) 경찰#이, 용의자#를

② (4ㄴ) A씨#∅#의 : (1ㄴ) A씨#가

③ (4ㄷ) 정부#∅#의, 교육비#∅(#의) : (1ㄷ) 정부#가, 교육비#를

④ (4ㄹ) B씨#∅#의 : (1ㄹ) B씨#가

  먼저 (5ㄱ)의 ‘에서의, 로의, 에게의, 와의’ 등은 각각 1개의 조사가 아니라, ‘에

서#의, 로#의, 에게#의, 와#의’처럼 분석 가능한 조사들의 연쇄이다. 그리고 이들 

연쇄에서 ‘의’에 선행하는 ‘에서, 로, 에게, 와’는 (1)의 부사어들에 결합되어 있는 

‘에서, 로, 에게, 와’와 동일한 것이다. 즉 (5ㄱ) 유형은 (1)의 ‘명사구#부사격조사’

에 조사 ‘의’가 더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4)의 술어명사구에 대해서는 생략된 ‘하다’의 존재를 가정할 수 없

었기 때문에, (5ㄱ)에 나타난 ‘에서, 로, 에게, 와’ 등의 부사격조사, 그리고 이들 

조사가 나타내는 부사격은 모두 술어명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다른 요소의 도움 없이도, 술어명사가 단독으로 논항명사구에 부사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1)의 부사어 논항명사구들이 가지고 있는 부사격도 술어명사

로부터 직접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ㄱ)의 부사격조사 뒤에는 ‘의’가 더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사격을 

가진 논항명사구들이 (4)의 술어명사구 안에서 관형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논항명사구들은 ‘부사격을 가진 관

형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6)과 같다.

(6) (5ㄱ)의 유형에 대한 해석

ㄱ. 술어명사로부터 직접 부여된 부사격을 가지고 있음.

ㄴ. (1)의 경우 : 논항명사구에 부사격조사가 결합.

(4)의 경우

① 논항명사구에 부사격조사가 결합.

② 부사격을 가진 논항명사구가 관형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가

추가로 결합.

ㄷ. 정리



107

술어명사에 의한 것
관형 기능과

관련된 것
논항명사구 조사 격

(5ㄱ①) 사건현장 에서 부사격 의

(5ㄱ②) 해외 로 부사격 의

(5ㄱ③) 저소득층 에게 부사격 의

(5ㄱ④) C씨 와 부사격 의

⇨ (5ㄱ) 유형 : 부사격을 가진 관형성분

  다음으로 (5ㄴ)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확인한 (5ㄱ) 유형은 논항명사구

가 관형성분으로 기능할 경우에도 부사격조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

만, (5ㄴ) 유형은 논항명사구들이 관형성분으로 기능할 경우 주격/목적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4)의 논항명사구들과 논항-술어 관계를 이루는 술어 성분이 ‘명

사’라는 점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음 (7)과 같이 술어 성분이 ‘용언’인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1)

(7) 관형성분으로 기능하는 논항명사구에 주격/목적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예

: 논항명사구와 용언의 명사형이 논항-술어 관계를 가지는 경우

ㄱ. 주격 조사의 비실현 : 새들∅의 지저귐 ⇦ 새들이 지저귄다.

ㄴ. 목적격 조사의 비실현 : 엑셀에서의 중복된 자료∅ 찾아내기

⇦ 엑셀에서 중복된 자료를 찾아내다.

  따라서 (5ㄴ) 유형의 논항명사구에 주격/목적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4)

의 술어 성분이 명사라서가 아니라, 논항명사구가 관형성분으로 기능할 때의 제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

1)  (7)의 ‘지저귐, 찾아내기’는 용언의 명사형으로, 사전에 (파생)명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2)  용언의 명사형을 술어 성분으로 하여, (7)과 같은 ‘명사구’가 아니라, ‘새들이 지저귐, 엑셀에서 

중복된 자료를 찾아내기’처럼 ‘명사절’을 형성할 경우에는, 논항명사구들이 주어/목적어로 기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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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에서는 (5ㄱ) 유형의 논항명사구들에 대해, ‘술어명사’로부터 부사격을 

받아 부사격조사와 결합한 것이며, 관형성분으로 쓰이기 위해 여기에 ‘의’가 더 결

합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은 (5ㄴ) 유형의 논항명사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관형

성분으로 기능할 때의 제약으로 인해, 주격/목적격조사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 

유형의 논항명사구들도 술어명사로부터 받은 주격/목적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처럼 (4)의 경우에도 술어명사가 단독으로 해당 논항명사구에 주격/목적격을 

부여할 수 있다면, (1)의 경우도 술어명사가 주어/목적어 명사구에 직접 주격/목적

격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ㄴ)의 논항명사구에는 조사 ‘(의)’가 더 결합해 있는데, 이것은 주격/목적

격을 가진 논항명사구들이 (4)에서 관형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

치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논항명사구들은 ‘주격/목적격을 가진 관형성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8)과 같다.3)

(8) (5ㄴ)의 유형에 대한 해석

ㄱ. 술어명사로부터 직접 부여된 주격/목적격을 가지고 있음.

ㄴ. (1)의 경우 : 논항명사구에 주격/목적격조사가 결합.

(4)의 경우

① 논항명사구가 관형성분으로 쓰일 때의 제약으로 인해 주격/목적격조

사가 나타나지 못함.

② 주격/목적격을 가진 논항명사구가 관형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 주격/목적격조사도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이선웅(2005:88-94)에서는 ‘이/가#의, 을/를#의’의 연쇄가 불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조사들 간의 결합 제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조사 ‘의’는 대부분의 보조사 뒤에 결합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

보조사 중에도 ‘만, 마다, 대로, 만큼’처럼 의존명사에서 기원한 보조사의 경우

는, 명사적 특징이 다소 남아 있어 ‘의’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② ‘이/가’, ‘을/를’은 보조사적 성격이 강한 격조사이기 때문에, ‘의’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이/가’, ‘을/를’의 보조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宣友容(1994) 참조.)

  그러나 ‘이/가, 을/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와 관련된 제약 때문이라기보다, 논항명사구가 

‘관형성분’으로 기능할 때의 제약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다음 예에서처럼 논항명

사구가 관형성분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의’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가, 을/를’이 나타나지 않기 때

문이다.

정부의 저소득층에게의 {교육비의/교육비/*교육비를의/*교육비를} 지원

3)  (4)의 ‘경찰의, A씨의, 정부의, B씨의’와 같은 성분들에 대해, 安熙濟(2007:142)에서는 관형성분

으로 쓰인 ‘주어’라고 했으나, 이것은 그저 ‘주격을 가진 관형성분’일 뿐, 주어는 아니다. 소위 ‘주

어적 속격’으로 불려 왔던 앞의 (7ㄱ)의 ‘새들의’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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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결합.

ㄷ. 정리

술어명사에 의한 것
관형 기능과

관련된 것

논항명사구 조사 격 ‘의’

(5ㄴ①)

경찰 (비실현) 주격 의

용의자 (비실현) 목적격 (의)

(5ㄴ②) A씨 (비실현) 주격 의

(5ㄴ③)

정부 (비실현) 주격 의

교육비 (비실현) 목적격 (의)

(5ㄴ④) B씨 (비실현) 주격 의

⇨ (5ㄴ) 유형 : 주격/목적격을 가진 관형성분

  (5)의 명사구들이 통사적으로는 관형성분으로 기능하면서도, 의미적으로는 주어

/목적어/부사어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이 명사구들이 주격/목적격/부사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부사격의 경우는 술어명사구 안에서도 (5

ㄱ)처럼 부사격조사가 실현될 수 있지만, 주격/목적격의 경우는 관형성분으로 기

능할 때의 제약으로 인해 (5ㄴ)처럼 주격/목적격조사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5.2.3. 서술어의 확인

  지금까지 (1)의 명사구들과 관련된 논항-술어 관계 및 조사들과 관련된 격의 문

제가 술어명사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1)의 구

성을 설명하기 위해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요소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은 ‘논항’에 해당하는 명사구와, 이들의 ‘격’을 

나타내는 조사, 그리고 술어명사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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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에서는 문장 구성에 필요한 다른 성분들의 논항/격이 ‘서술어’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1)에서는 ‘술어명사’가 서술어로 기

능하고 있으며, 논항명사구/격조사/술어명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1)의 형식은, 

표면에 나타나 있는 성분들만으로 이미 자족적인 문장/절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언이 아니더라도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논의에서는 (1)과 같은 형식에 대해, (2ㄱ)처럼 ‘하다’가 생략된 것으로 설

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다’는 다른 성분들의 논

항/격을 결정하여 문장/절을 구성하는 것과는 무관한 요소이다. ‘하다’ 없이 술어

명사만으로도 논항/명사구와 격/조사의 관계가 모두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4)

  만약 (1)에 ‘하다’가 있었다면, 이것은 논항/격 내지 명사구/격조사와 관련하여 

(1)을 구성하는 데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요소일 텐데, 굳이 이러한 요소의 존

재를 가정하고 생략되었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미 결합을 통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다’와 

같은 용언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국어에서 어미 결합이 가능한 것은 용언뿐이며, 

술어명사에는 어미가 직접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5)6)

  그러나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미 결합 내지 어미에 의한 문법적 기능/의

미는 서술어가 성립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술어명사만으로 (1)의 구

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하다’나 여기에 결합된 어미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4)  이와 달리, 고재설(1999)에서는 ‘하다’를 자동사/타동사/형용사로 나누고, ‘하다’가 ‘X하다’의 품사

와 논항구조를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품사는 ‘하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도, 

논항구조는 ‘하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양한 종류의 ‘X하다’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논항구조를 가진 수많은 ‘하다’가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5)  沈在箕(1982:360-363)에서는 ‘하다’에 선행하는 술어명사에 서술어로 쓰일 ‘의미상’의 조건이 이

미 갖추어져 있고, ‘서술 기능 완결소’의 기능을 하는 ‘하다’를 통해 ‘통사적’ 서술 기능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고의 해석으로는, 술어명사에 이미 의미/통사적 기능이 다 갖추

어져 있고, ‘하다’의 역할은 어미 결합을 통해 어미가 가진 문법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매개

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6)  (1)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술어명사는, 명사라는 특성상, 문법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어미가 

아닌 다른 범주의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수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예는 의존

명사(#조사)를 통해 술어명사에 상적인 의미를 보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ㄱ. 신청서를 제출 전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ㄴ. 가족들과 공원에서 산책 중에, 버려진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ㄷ. 본 제품을 세탁 후에는, 그늘에서 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ㄹ. 해일이 발생 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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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명사문의 성립

  (1)에서 술어명사가 서술어로 분석된다는 것은, 술어명사가 (1)의 핵 성분이며 

(1)이 문장/절에 해당하는 형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은 명사가 핵이기

는 해도, 지금까지 ‘NP’로 나타내 왔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금까지의 NP는, 

앞의 (4)와 같이 관형성분으로 기능하는 명사구들을 취해 핵 명사가 확대된 것을 

의미해 왔기 때문이다. 또 (1)은 VP가 될 수도 없는데,7) (1)에서 핵으로 기능하는 

것은 동사/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NP, VP를 통한 통사 표시 방법으로는, (1)과 같은 형식을 나타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서술어와 문장/절이 

각각 V, VP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왔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전통적으로 ‘명사절’이라고 불러왔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와 결합한 용언 서술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인데, (1)에는 어미가 결합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명사구나 명사절에 해당하는 형식은 명사와 분포가 같아서, 다음 (9)와 같

이 격조사를 취해 주어/목적어/부사어와 같은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8)

(9) 명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명사구와 명사절

ㄱ. 명사구

: 그들은 [정부의 저소득층에게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ㄴ. 명사절

: 그들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10)에서 알 수 있듯이, (1)의 형식은 명사가 핵이지만, 명사와는 

분포가 다르다. 앞의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종결된 문장처럼 쓰이거

나, 접속문의 선행절 내지 부사절처럼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명사와 다른 분포를 보이는 (1)의 술어명사 구문

ㄱ. *그들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ㄴ. *그들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7)  문장을 CP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도 VP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8)  생성문법의 방법론에서는 전통문법의 명사구, 명사절 모두 명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므로 NP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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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의 형식은 명사와 같은 분포를 보이기보다, 문장/절과 같은 분포를 보인

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절처럼 내부에 주어-서술어도 포함하고 있다.9) 이름을 

붙인다면, 명사가 서술어로 분석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명사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10)

  다음 (11)은 위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명사구/명사문/명사절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정리한 것이다.

(11) 명사구/명사문/명사절의 공통점과 차이점

명사구 명사문 명사절

논항명사구의

기능
관형성분 주어/목적어/부사어

핵 명사
(명사형 어미와

결합한) 용언

분포 명사와 동일 문장/절과 동일 명사와 동일

5.3. 술어명사 구문과 ‘X하다’ 구문

5.3.1. 통사론적 연쇄 ‘X#하다’의 확인

  명사문의 서술어로 분석된 술어명사 ‘X’의 자리에는, X 대신 ‘X하다’가 쓰일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X하다’는 사전에서 하나의 단어로 처리되고 있으나, ‘X#조사

#하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 논의에서는 단어인 ‘X하다’의 내부에 조사

9)  2.3에서는 ‘문장/절’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주어-서술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소형문류는 ‘주어-서술어’를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문장/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10)  여기서 사용한 ‘명사문’이라는 용어는 ‘명사구/명사절’이라는 용어와 조어 방식이 다르다. ‘명사

구/명사절’은 ‘명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구/절’이라는 의미인데, ‘명사문’은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명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 명사문은, 동사/형용사가 서술어인 문장에 대해 ‘동사

문/형용사문’이라고 불러온 것처럼, 명사가 서술어인 문장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명사문’이라는 용어는 주로 ‘철수가 학생이다.’처럼 ‘이다’가 쓰인 ‘NP1이/가 NP2이다’ 형

식의 문장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고의 ‘명사문’과는 지시대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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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재하여 ‘X#조사#하다’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어기분리현상’으로 

부르기도 했다.11)

  그러나 ‘X하다’와 ‘X#조사#하다’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명할 경우에는, 다음 

(12)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2) 분리 이전의 형식을 단어로 전제할 경우의 문제점

: 단어들의 문법적인 결합으로 ‘X#조사#하다’라는 통사론적 연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단어가 분리되어 통사론적 연쇄가 형성되기도 하는 예외

적인 경우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분리 이전의 형식은 단어가 아니라 ‘X#하다’라는 통사론적 연쇄로 보아

야 한다.12) 그러면 ‘X#조사#하다’의 형식은 단어가 조사에 의해 분리된 것이 아

니라, ‘X#하다’의 X에 조사가 통사적으로 결합한 것이 되므로 그 형성 과정에 특

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13)

  사실 (1)과 같은 형식에 대해 ‘하다’의 생략을 가정하는 논의도, ‘X하다’를 ‘X#

하다’와 같은 통사론적 연쇄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 내부의 성분

이 임의로 생략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어기분리에 의한 설명법은 ‘특정한 형태’의 ‘용언’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 수 있다. ‘하다’, ‘스럽다’, ‘대다’, ‘거리다’에 의한 파생

용언이나 ‘V-V’형 합성용언이 이에 해당한다. 

  파생용언 중에도 ‘롭다’, ‘답다’, ‘이다’에 의한 것은 어기분리현상이 나타나지 않

11)  임홍빈(1979/1998), 許喆九(1998) 등의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임홍빈(1979/1998)의 용어로는 

‘어근분리현상’이다. 어근/어기 모두 단어의 구성요소를 일컫는 명칭이므로, ‘X#조사#하다’를 어기

분리로 보는 것은 분리 이전의 형식을 단어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許喆九(1998)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전 시기에는 ‘X하다’형만 쓰이고, 이후에 X와 ‘하다’ 사이

에 경계 인식이 일어나 ‘X#조사#하다’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시적으로는 단어인 

‘X하다’에서 ‘X#조사#하다’가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어도, 공시적으로는 단어가 분리되어 통사론

적 연쇄가 형성되는 과정을 가정하기는 어렵다.

13)  安熙濟(2007)에서는 동일한 형태에 대해 ‘X하다’라는 단어와 ‘X#하다’라는 통사론적 연쇄가 모

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X하다’는 어느 경우에나 ‘X#하다’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사의 경우는 ‘봄(#)여름’처럼 ‘봄과 여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

미의 단어도 있고, 동일한 의미로 ‘봄#여름’이라는 통사론적 연쇄의 표현도 가능한데, ‘X하다’는 

‘X#하다’의 통사론적 연쇄만이 존재한다고 보면 오히려 품사에 따라 설명 방법이 달라지는 문제

가 생긴다.

따라서 ‘X하다’도 단어로서의 ‘X하다’와 통사론적 연쇄로서의 ‘X#하다’가 둘 다 존재하며, ‘X#조

사#하다’는 후자의 X에 조사가 결합한 형식으로 보고자 한다. 단어인 ‘X하다’와 통사론적 연쇄인 

‘X#하다’를 둘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X(#)하다’로 나타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여기서는 편

의상 ‘X하다’로 나타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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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하다’, ‘스럽다’, ‘대다’, ‘거리다’ 부류와 ‘롭다’, ‘답다’, ‘이다’ 부류의 

지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자는 접사의 지위만 가지는 것이 아니

라, 단어의 지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14)

  또 명사의 경우는 ‘봄과 여름’이라는 구가 ‘봄여름’이라는 단어에서 어기가 분리

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저 ‘봄’, ‘과’, ‘여름’이라는 세 단어가 통사

적으로 결합한 것일 뿐이다. 명사의 경우와 용언의 경우에 대한 설명방법이 동일

하지 않은 것이다. 명사의 경우에 준하여 생각한다면, 어기분리가 일어나기 이전

의 형식은 단어가 아니라 ‘단어#단어’의 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15)

  

5.3.2. ‘X하다’ 구문의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X하다’는 ‘X#조사#하다’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임홍빈(1979/199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다’에 선행하는 ‘X#조사’에

는 목적어에 가해지는 통사적 변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홍빈(1998:449-452)에 

제시된 예를 인용하면, 다음 (13)과 같다.

(13) ‘철학자는 상식을 연구를 한다.’의 ‘연구를’에 통사적 변형을 적용한 경우

ㄱ. 관형성분의 수식 : *철학자는 상식을 깊은 연구를 한다.

ㄴ. 관계문의 표제명사화 : *철학자가 상식을 하는 연구

ㄷ. 명사구 보문으로 대체 : ?*철학자는 상식을 그 성격을 살펴봄을 한다.

ㄹ. 대명사화 : *철학자는 상식을 연구를 하고, 문학자는 진실을 그것을 한다.

ㅁ. 부사에 의한 ‘하다’ 수식 : ?*철학자는 상식을 연구를 열심히 한다.

  임홍빈(1979/1998)에서는 (13)의 현상을 토대로, ‘연구’에 결합한 ‘를’은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를’이 목적격 조사

가 아니라면, 위 문장에서 ‘연구’는 다음 (14)와 같이 어떠한 격조사와도 결합하지 

못하는 명사라고 할 수 있다.

14)  이병근(2000:411)에서는 ‘거리다/대다’에 의한 파생어에서 어기분리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

하여, ‘거리다/대다’에 대한 사전 정보에 접사와 ‘동사’ 양쪽으로 기능한다는 내용이 주어져야 한

다고 하였다.

15)  그렇다면 어기분리가 일어나는 ‘V-V’형 합성용언의 경우도, 단어가 아니라 ‘관용적 의미를 나타

내는 구’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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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의 ‘연구’에는 격조사 결합 불가

: 철학자는 상식을 연구{*가/*에/*로/*에서/*와/...} 하다

  반대로 다음 (15)와 같이 위 (13)의 통사적 변형절차를 ‘상식을’에 적용해 보면, 

이것이 (13)의 목적어이며 여기에 결합한 ‘을’은 목적격 조사라고 할 수 있다.

(15) ‘철학자는 상식을 연구를 한다.’의 ‘상식을’에 통사적 변형을 적용한 경우

ㄱ. 관형성분의 수식 : 철학자는 일반적인 상식을 연구를 한다.

ㄴ. 관계문의 표제명사화 : 철학자가 연구를 하는 상식

ㄷ. 명사구 보문으로 대체

: 철학자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을 연구를 한다.

ㄹ. 대명사화 : 철학자는 상식을 연구를 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공부를 한다.

ㅁ. 부사에 의한 ‘연구를 하다’ 수식 : 철학자는 상식을 열심히 연구를 한다.

  그런데 (13)을 다음 (16)과 같이 분석할 수는 없다. (16)는 앞에서 살펴본 ‘명사

문’이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한 것인데, 여기에는 아래 (17)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6)

(16) (13)의 문장에 대한 문장성분 분석 1

: [철학자는 상식을 연구]를 한다.

(17) (16)의 문제점

: 명사문과 ‘하다’가 어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ㄱ. ‘를’은 격조사가 아니므로 (16)의 명사문 성분은 목적어가 될 수 없다

ㄴ. ‘하다’가 서술어라면, 그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

로, ‘하다’는 서술어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일단 ‘상식을’은 (15)를 통해 목적어로 확인되었으므로, (13)의 문장을 

다음 (18)까지만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를’과 

‘하다’가 어떤 문장성분의 지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16)  안희제(2006), 安熙濟(2007)에서는 이 ‘X#조사#하다’ 구문에 대해 (17)과 같이 분석한 바 있

다. 술어명사가 서술어로 분석되는 ‘명사문’이 성립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문장성분 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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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3)의 문장에 대한 문장성분 분석 2

: [철학자는]주어 [상식을]목적어 [연구를]?? [한다]??.

5.3.3. ‘X하다’ 구문의 서술어

  (13)의 문장에서 ‘하다’는 독자적인 서술어로 분석될 수 없다. 서술어로 분석되

기 위해서는 ‘하다’만으로 문장 내 논항과 격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의 ‘명사문’의 경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장 내 논항/명사구와 격/조사는 모

두 술어명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연구’만을 서술어로 분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분석하

면, (15)처럼 ‘철수는 ~ 연구’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16)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의 (14)에서는 (13)의 ‘연구’에 아무런 격조사도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이러한 특징은 4장에서 살펴본 의존명사 ‘뻔’의 경우와 동일하다. 4장

에서는 이처럼 명사적 성분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격이 없기 때문이

라고 해석하였다. 격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4장에서 제시되었던 것은 다음 (19)와 

같다.

(19) 격을 받을 수 있는 성분

: 격은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며, 서술어와의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ㄱ. 서술어 외부에 있는 명사구 성분만 격을 받을 수 있다.

ㄴ. 서술어 내부에 있는 명사구 성분은 격을 받지 못한다.

  (19)에 따르면, (13)의 ‘연구’는 문장 내 논항과 격을 결정하며, 자신은 격을 가

지지 않아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므로, 서술어 내부에 위치한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서술어 내부에 ‘연구’만이 있다면, ‘하다’가 어떤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

지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 (18)에서 ‘??’로 남아 있던 ‘연구를’과 ‘한다’

는 다음 (20)처럼 함께 서술어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0) (13)의 문장에 대한 문장성분 분석 3

: [철학자는]주어 [ [상식을]목적어 [연구를 한다]서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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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의 ‘연구를 한다’가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진다는 점은 다음 (21)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에서 이것은 (21ㄱ-ㄷ)의 ①

처럼 한 덩어리로 함께 있어야지, ②처럼 서로 떨어지거나 어느 하나가 홀로 남겨

지면 비문이 된다.

(21)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

ㄱ. 어순 뒤섞기

① [상식을] [철학자는] [연구를 한다]

② *[철학자는] 연구를 [상식을] [∅ 한다]

ㄴ. 관계절 구성

① [철학자가] [연구를 하는] [상식]

[상식을] [연구를 하는] [철학자]

② *[철학자가] [상식을] [∅ 하는] 연구

ㄷ. 분열문 구성

① [철학자가] [연구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을] [연구를 하는] 것은 [철학자]이다

② *[철학자가] [상식을] [∅ 하는] 것은 연구이다

  그리고 (20)에 따르면, 주어-서술어의 개수가 1개씩으로 같고, 서술어로 분석된 

‘연구를 한다’는 주어인 ‘철학자는’에 대해 동작의 의미를 서술하며, ‘철학자는’, 

‘상식을’을 각각 주어/목적어로 취해, 이들과 문법적 관련을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의 ‘연구를 한다’와 같은 형식은, 기존 논의들에서 ‘복합서술어’로 불려 왔던 

것이다.17) 5.2의 ‘명사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의 서술어 ‘연구를 한다’에서

도 논항/격 결정과 관련된 통사/의미적 기능은 술어명사 ‘연구’에 의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명사문과 차이가 있다면 뒤에 ‘하다’가 더 있다는 것이다. 이 ‘하다’는 어휘적 의

미가 비어 있어서 고유의 논항구조를 가지지 않는 ‘기능동사’로 설명된다. 이것은 

서술어 안에서 어미 결합과 관련한 형태적인 역할을 하며, 어미 결합을 통해 어미

가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매개해 주기만 할 뿐이다. 

  즉 ‘-을 수 있다’ 구문이나 ‘-을 뻔하다’ 구문의 경우처럼, ‘X#하다’는 서술어 

17)  ‘복합서술어’라는 용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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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의미/통사를 담당하는 부분과 형태를 담당하는 부분이 나뉘어 있다는 것이

다. 이를 다음 (21)과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한다. 

(21) (20)의 서술어 ‘연구(를) 한다’의 형태/통사/의미 층위의 기능 분담

연구(를) 하다 [서술어]

연구 [의미/통사] 하다 [형태]

논항/격 결정 어미 결합형 결정

  이와 같이 ‘X하다’ 구문의 서술어가 ‘X#(조사)#하다’로 분석된다는 것은, 서술어

의 크기가 반드시 1단어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술어명사 구문과 ‘X하다’ 구문은 각각 ‘X’와 ‘X하다’가 서술어로 기능하

는 별개의 구문으로 다뤄져야 하며, ‘하다’의 생략 여부만 다른 동일 구문은 아닌 

것이다.

5.4. 소결

  여기서는 술어명사 구문과 ‘X하다’ 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술어명사 구문에 

대해서는 ‘하다’가 생략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논항/격에 해당하는 명사구/

조사의 존재가 술어명사만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술어명사가 서술

어로 기능하는 ‘명사문’이라고 하였다.

  ‘하다’는 논항/격의 실현과 무관한 요소이며, 어미 결합 내지 어미를 통한 문법

적 기능/의미는 서술어의 성립과 무관하기 때문에, 명사문의 구성을 설명하는 데

에 ‘하다’와 같은 요소의 생략을 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명사문은 명사가 핵이지만, 논항들이 관형성분으로 나타나는 ‘명사구’와 구성 

방식이 다르며, 명사형 어미에 의한 ‘명사절’은 명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명사문은 문장 내지 부사절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X하다’와 ‘X#조사#하다’의 관계는, 단어인 ‘X하다’가 분리되어 ‘X#조사#

하다’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어인 ‘X하다’와는 별도로 통사적인 ‘X#

하다’가 있고, 이 X에 조사가 결합하여 ‘X#조사#하다’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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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하다’ 구문의 X는, 명사지만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것은 X가 서술어 내부에 있는 요소라서 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으로 설명하고, 이 구문의 서술어를 ‘X하다’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술어명사 구문과 ‘X하다’ 구문은 ‘하다’가 생략되었는지 외현되었는

지만 다른 동일 구문이 아니라, 각각 ‘X’와 ‘X하다’를 서술어로 하는 별개의 구문

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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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다’ 구문

6.1. ‘이다’ 구문의 특징

  ‘이다’는 범주 및 의미와 관련하여 상당히 논란이 많은 요소이다. 학교문법에서

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설명한다. 이것은 ‘이다’가 다른 격조사들처럼 명사구를 

‘서술어’라는 문장성분으로 만들어 주며 의존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어미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다’를 형용사로 보는 견해

도 있다.1)

  또 ‘이다’를 형용사로 보는 견해 중에는, ‘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두 자리 술어

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제시문’ 형성의 기능을 가지는 한 자리 술어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아예 논항을 취하지 않는 기능형용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2)

  우선 범주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다’를 형용사로 보는 견해를 택하기로 한

다. ‘이다’를 조사로 처리하면, 다른 조사들과 달리 유일하게 어미 결합이 가능한 

조사가 된다는 점에서, 품사 분류상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

이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1)처럼 ‘이다’가 비술어명사와 결합하는 경

우이다.

(1) 비술어명사와 결합한 ‘이다’의 예

: 철수가 요리사이다.

  (1)의 ‘요리사’는 논항구조에 주어 논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다’를 두 자리 술

어로 보는 견해에서는 ‘철수가’라는 주어 논항을 ‘이다’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다’ 구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 (2)와 같이 ‘이다’의 선행 명사구에 ‘이다’에 

의한 격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3)과 같은 경우는 ‘이다’의 선행 

명사구에 부사격조사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난’에 의한 것이다.

1)  ‘이다’를 (의존)형용사로 보는 대표적인 논저로는 任洪彬·張素媛(1995)이 있다.

2)  ‘이다’를 한 자리 술어로 보는 견해는 임동훈(2005)가 있고, 기능동사로 보는 견해는 김의수

(2002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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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다’의 선행 명사구에 격조사 결합 불가

: 철수가 요리사{∅/*가/*를/*에/*에서/*와/*로...}이다.

(3) 분열문의 경우

: [어제 내가 철수를 ∅ 만난] 것은 [학생식당에서]였다.

   

  또 ‘이다’ 구문은 다음 (4)와 같은 통사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다’와 그 선행 명

사구는 (4ㄱ-ㄷ)처럼 분리되거나 어순이 바뀔 수 없으며, (4ㄹ)처럼 ‘이다’만을 단

독으로 대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4) ‘이다’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

ㄱ. ‘이다’의 부사 수식 불가

: *철수가 요리사 {아주, 많이, 상당히} 이다

ㄴ. 두 번째 NP에 대한 분열문 형성 불가

: *철수가 인 것은 요리사이다.

ㄷ. 두 번째 NP 도치 불가

: *철수가 이다. 요리사

ㄹ. ‘이다’의 대용 불가

: *철수도 요리사이고, 영수도 요리사 그렇다.

※ [비교] 철수도 요리사이고, 영수도 그렇다.

  이것은 3장에서 살펴본 보조용언 구문의 보조용언, 4장에서 살펴본 ‘-을 수 있

다, -을 뻔하다’ 구문의 ‘있다, 하다’와 유사하다. (4)의 현상에 대한 3-4장의 해

석을 가져오면, (4ㄱ-ㄷ)은 ‘이다’의 의존성과 관련된 것이고, (4ㄹ)은 ‘이다’의 어

휘적 의미가 약하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5)

와 같다.

(5) (4)의 현상에 대한 해석

ㄱ. (4ㄱ-ㄷ) : ‘이다’의 의존성과 관련된 현상

⇨ ‘이다’는 선행 명사구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명사구와 ‘이

다’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재해서 이 둘이 분리되거나, 명사구 없이 홀

로 남겨지지 못한다.

ㄴ. (4ㄹ) : ‘이다’의 어휘적 의미가 약하다는 점과 관련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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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언은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어서, 대용되는 요소가 그 의미를 채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다’는 어휘적 의미가 약해 홀로 대용되지 못한

다.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토대로 하여, (1)의 문장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살펴보기

로 한다.

6.2. ‘이다’ 구문의 구조

6.2.1. ‘이다’를 두 자리 서술어로 보는 분석의 문제점

  (1)의 ‘이다’ 구문에서 문장성분의 자격이 가장 명확한 것은 주어 성분이다. 문

제는 (1)의 ‘요리사이다’가 다음 (6ㄱ, ㄴ)처럼 두 개의 문장성분인가, 한 개의 문

장성분인가 하는 것이다. (6ㄱ)은 ‘이다’를 두 자리 서술어로 보는 견해의 분석이

고, (6ㄴ)은 학교문법에서처럼 ‘이다’를 별개의 서술어로 보지 않는 분석이다.3)

(6) (1)의 문장에 대한 문장성분 분석

ㄱ. [철수가]주어 [요리사]?? [이다]서술어.

ㄴ. [철수가]주어 [요리사이다]서술어.

  먼저 (6ㄱ)의 분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6ㄱ)의 분석에서는 다음 (7)과 같

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7) (6ㄱ)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ㄱ. 주어 논항에 대한 의미역이나 선택제약은 ‘이다’에 의한 것인가.

ㄴ. 앞의 (2)의 현상과 관련하여, ‘이다’에 직접 선행하는 명사구에는 왜 격조사

가 결합하지 못하는가.

  다음 (8)은 (7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1)의 주어를 ‘바위가’로 바꿔 본 것이다. 

3)  (6ㄱ)의 분석에서 ‘요리사’는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므로 ‘이다’로부터 어떤 격을 받아 어떤 문

장성분으로 기능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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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적인 의미 해석을 하지 않는 한 (8)은 비문이다. ‘요리사’는 사람의 직업을 나

타내는 명사라서, 그것과 적절히 관련된 명사가 주어로 나와야 하는데, (8)은 사물

을 나타내는 명사가 주어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어 논항에 대

한 선택 제약이,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구의 의미 자질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8) 선택제약이 위배되는 예

: *바위가 요리사이다.

  2장에서는 서술어의 특징으로, 서술어가 문장/절 구성에 필요한 다른 성분들의 

논항/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미역이나 선택제약까지도 서술어에 의

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8)이 비문인 이유가 주어 논항의 선택제약 때문이

고, 이 선택제약이 ‘이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다’는 독자적인 서술어로 분석

되기 어려운 요소라고 할 수 있다.4)

  또 앞에서는 (4ㄹ)처럼 ‘이다’만의 단독 대용이 불가능한 현상에 대해, ‘이다’의 

어휘적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어휘적 의

미가 약한 요소가 과연 독자적인 주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서술할 능력이 있겠

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7ㄴ)은 ‘격 여과’와 관련된 것이다. 외현된 명사구는 격을 가져야 하고, 

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다’가 서술어로서 그 선행 명사구의 격을 결정했다면, 왜 해당 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지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다’를 두 자리 서술어로 보는 (6ㄱ)의 분석은 다

음 (9)와 같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9) (6ㄱ)의 문제점

ㄱ. ‘이다’가 서술어라면 주어 논항에 대한 선택제약은 ‘이다’에 의한 것이어야

할 텐데,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구의 의미 자질에 따라 주어 논항이 선택된

다.

ㄴ. ‘이다’에 직접 선행하는 명사구가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격 여과

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므로, ‘이다’에 직접 선행

4)  이것은 ‘나는 그 제안에 반대이다.’처럼 ‘이다’가 술어명사와 결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분들

의 논항/격은 ‘이다’와 결합해 있는 ‘반대’에 의한 것이지, ‘이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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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명사구가 어떤 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지 확인

할 수 없다.

6.2.2. 기능형용사로서의 ‘이다’

  이제 위 (9)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의 문장이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9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4장의 ‘-을 뻔하다’ 구문, 5장의 ‘X#하다’ 구

문을 검토하면서, 의존명사 ‘뻔’이 이끄는 명사구, 술어명사 X에 격조사가 결합하

지 못하는 것은, 이 명사(구)가 서술어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격은 서술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술어

로부터 격을 받기 위해서는 명사구가 서술어 외부에 위치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

었다.

  이에 따르면 (2)와 같이 ‘이다’에 직접 선행하는 명사구에 격조사가 결합하지 않

는 것도, 이것이 서술어 내부에 위치한 성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의 

‘요리사’와 ‘이다’는 별개의 문장성분이 아니라, ‘요리사이다’로 하나의 문장성분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석된 것이 앞의 (6ㄴ)의 구조이다. 다음 (10)으로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10) (1)의 문장에 대한 문장성분 분석 [=(6ㄴ)]

: [철수가]주어 [요리사이다]서술어.

  (10)의 분석에서는 (9ㄱ)의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주어에 대한 선택제

약은 ‘이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선행 명사구인 ‘요리사’에 의한 것이

라고 하였는데, (10)과 같이 ‘요리사’가 서술어 내부의 성분으로 분석되면, 주어에 

대한 선택제약은 서술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다’ 구문을 (10)과 같이 분석할 경우, 이 구문의 ‘이다’는 ‘X#하다’ 구문의 

‘하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5장에서는 ‘X#하다’ 구문의 논항이 ‘X’에 의

해 결정되며, ‘하다’는 단지 어미 결합을 통해 어미가 가진 문법적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동사’로 설명한 바 있다. (10)과 같이 분석된 ‘이다’ 구문

의 경우도, 주어의 선택제약은 ‘이다’에 직접 선행하는 명사구에 의한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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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이다’는 문장 내 논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이 없고, 단지 어미 결합을 

매개해 주기만 할 뿐이다. ‘이다’는 형용사적 활용 양상을 보이니 ‘기능형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

  또 앞에서는 (4ㄱ-ㄷ)의 현상이 ‘이다’의 의존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

였는데, 선행 명사구에 대해 ‘이다’가 의존적인 것도 X에 대해 ‘하다’가 의존적인 

것과 유사하다. 2장에서는 의존적인 요소는 홀로 문장성분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

데, 이 두 구문의 ‘이다/하다’도 독자적인 서술어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

우 닮았다고 할 수 있다.

6.3. ‘이다’ 구문의 서술어

  (10)의 ‘요리사이다’가 문장성분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다음 (11)과 같은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리사이다’는 (11ㄱ-

ㄷ)의 ①처럼 하나의 단위가 되어 움직이며, ②처럼 그 내부 요소가 분리되거나 

홀로 남겨지면 비문이 된다.

(11) 어순 뒤섞기, 관계절 구성, 분열문 구성

ㄱ. 어순 뒤섞기

① (해당 없음)

② *요리사 [철수가] [∅ 이다]

ㄴ. 관계절 구성

① [요리사인] [철수]

② *[철수가] [∅인] 요리사

ㄷ. 분열문 구성

① [요리사인] 것은 [철수]이다.

② [철수가] [∅인] 것은 요리사이다

  그런데 ‘요리사’는 비술어명사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다’는 자체의 논항구

조가 없는 기능형용사인데, 이 둘이 결합하면 주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5)  김의수(2000)에서도 ‘이다’는 의미역 할당 기능이나 격 부여 기능이 없는 ‘형식동사’로 규정하였

다. 이때의 ‘동사’는 형용사를 아우르는 용언의 의미로 쓰인 것이며, ‘기능동사’로 불리는 것과 크

게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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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분석에 대한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6ㄱ)처럼 ‘이다’를 두 자리 

서술어로 보면, 주어는 ‘이다’의 논항이라고 설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5장에서는 술어명사 구문을 다루면서, 동일한 명사가 (12ㄱ)처럼 ‘명사

문의 핵’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12ㄴ)처럼 ‘명사구의 핵’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것

을 확인한 바 있다.

(12) 동일한 명사가 명사문/명사구의 핵으로 기능하는 예

ㄱ. 명사문 : 사건현장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

ㄴ. 명사구 : 사건현장에서의 경찰의 용의자 체포

  (12ㄱ)의 ‘체포’는 문장의 핵으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체포’의 논항

들이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의 ‘문장성분’으로 실현될 수 있다. 반면 (12ㄴ)의 ‘체

포’는 문장의 핵이 아니라 명사구의 핵으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체포’의 논항들

은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관형성분으로만 실현될 뿐이다.6)  

  이처럼 동일한 명사라도 서술어로 쓰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12ㄱ)처럼 주어

를 가지기도 하고 (12ㄴ)처럼 주어를 가지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12ㄱ)의 

‘체포’는 ‘서술어로서의 명사’라서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의 문장성분들을 취해 ‘명

사문’을 구성하게 되지만, (12ㄱ)의 ‘체포’는 그저 ‘명사’일 뿐이라서 관형성분들을 

취해 ‘명사구’를 구성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다음 (13)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3) ‘명사’와 ‘서술어로서의 명사’

ㄱ. 서술어로서의 명사

: 주어/목적어/부사어와 같은 문장성분들을 취해 문장을 구성 [(12ㄱ)에 해당]

ㄴ. 명사

: 관형성분들을 취해 명사구를 구성 [(12ㄴ)에 해당]

  (12)의 술어명사로부터 확인한 (13)의 내용을 ‘요리사’와 같은 비술어명사의 경

우로 확대해 보면, (1)의 ‘요리사’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10)과 같이 분석된 

구조에서 ‘서술어로서의 명사’가 된다. 

  (12)의 ‘체포’와 달리, (1)의 ‘요리사’는 비술어명사라서 자체적으로는 주어 논항

6)  2.2.3에서는 문장성분 체계에서 관형어를 제외한 바 있다. 관형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

니라, 명사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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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서술어로 쓰이게 되면, 서술 대상으로 주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의 속성으로 인해, 주어를 하나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비술어명사의 경우, ‘명사’ 자체는 주어 논항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술어로서의 명사’가 되면 주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7)

  그렇다면 다음 (14)와 같은 형식도, 술어명사에 의한 (12ㄴ)의 명사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4) 비술어명사에 의한 명사문

: 철수가 요리사.

  5장에서는 (12ㄴ)와 같은 형식에 대해, 명사구로 실현된 ‘논항’과 조사로 실현된 

‘격’이 모두 술어명사만으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술어명사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명사문’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을 (14)에 적용하면, 비록 ‘요리사’는 비술어명사지만, 서술어로 쓰이게 되

면서 자신만의 주어 하나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주어 논항과 주

격은 ‘요리사’에 의한 것이며, 술어명사 구문의 경우처럼 ‘이다’와 같은 요소의 생

략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주어 논항의 선택제약이 ‘요리사’에 의한 것이

라는 점은 앞서 (8)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다음 (15)와 같은 형식도, 두 개의 명사구가 직접 주어-서술어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5) 주어-서술어로 분석되는 ‘NP가 NP로’ 구성

: 철수는 요리사로 (*하여), 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식당을 찾는다.

[비교] 2차 대전을 계기로 (하여), UN이 창설되었다.

  ‘NP를 NP로’ 구성은 ‘하다’를 넣어도 비문이 되지 않아, ‘하다’가 생략된 구성으

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15)의 ‘NP가 NP로’ 구성은 ‘하다’를 넣으면 오히려 

비문이 되기 때문에 ‘하다’의 존재를 가정할 수 없다. 이것도 ‘NP가’와 ‘NP로’가 

직접 주어-서술어 관계를 이루어 ‘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생략된 요소

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8)

7)  임동훈(2005:135-136)에서는 비술어명사를 포함해, 모든 명사는 비의미역 논항 R(referential 

argument)을 외부 논항으로 가진다고 하였다. 이 R 논항이 서술화(predication)를 통해 주어와 

연결되면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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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소결

  여기서는 ‘이다’ 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어 논항에 대한 선택제약을 가지는 

것은 ‘이다’가 아니라 ‘이다’의 선행 명사구이며, 이 명사구에는 격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구문에서는 ‘명사구#이다’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다’는 문장 구성과 관련하여 논항/격을 결정할 

능력이 없는 ‘기능형용사’로 분류하였다.

  한편 술어명사가 기능동사 없이 직접 서술어로 기능하여 명사문을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비술어명사도 ‘이다’ 없이 서술어로 기능하여 명사문을 구성할 수 있

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명사라도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을 취해 명

사문을 구성하는지 관형성분들을 취해 명사구를 구성하는지는, ‘서술어로서의 명

사’인지 그냥 ‘명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논항을 

가지지 않는 비술어명사라도, 서술어 자리에 쓰이면 주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으로 보았다.

  

8)  이 구문의 ‘로’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로부터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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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고는 전통문법에서 통사/의미적 기능으로 규정된 서술어 개념에 근거하여, 서

술어가 1단어 크기의 동사/형용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방식으

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서술어를 동사/형용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단어/구의 범주를 

중심으로 하여 문장을 분석하는 생성문법의 방법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처럼 동사/형용사만을 서술어로 분석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나

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서술어=동사/형용사’ 관점의 논의에서는 이 대응관계에서 벗어난 서술어를 서

술어로 인정하지 않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서술어로 다루어 왔다. 본고에서 명사 

서술어로 분석된 것은 그 자체로 서술어가 아니라 ‘하다’와 같은 용언 성분이 생

략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했고,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는 그냥 ‘서술어’가 아니라 

‘복합서술어’라는 다른 용어로 불리기도 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전형적인 서술어’

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을 원래의 서술어 개념에 비추어 ‘서술어’에 포함

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2장에서는 전통문법에서 설명된 ‘서술어’ 개념을 검토하면서, 서술어가 본래는 

통사/의미적으로만 규정된 단위이며, 그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된 바가 없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단어/구

가 아니라 문장성분이며, 이를 위해 단어/구 층위와는 별도로 문장성분을 위한 층

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문장성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기존 전통적인 문장성분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된 체계를 

제안해 보기도 하였다. 문장/절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주어-서술어를 갖춘 형식만

을 문장/절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소형문류, 무주어문은 문장으로 볼 수 없다

는 점을 설명하였다.

  3장 이후로는 각각의 동사/형용사가 서술어로 기능하여 절을 이루는 것으로 분

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구문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다룬 구문들은 보조용언 

구문처럼 단어보다 큰 통사적 구성이 서술어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었고, 술어명사 

구문처럼 동사/형용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단어가 서술어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었

다. 

  그 과정에서 문장 구성과 관련하여 성분들의 논항/격을 결정하는 것은, ①단어/

구 층위의 ‘동사/형용사’가 아니라 문장성분 층위의 ‘서술어’라는 것, ②서술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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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끼리 상호작용하여 문장에서 실현되는 논항/격이 정해질 수

도 있다는 것, ③용언이 항상 독자적인 절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통사적 

구성의 서술어를 이루는 일부분으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④경우에 따라서

는, 서술어 안에서 의미/통사/형태를 담당하는 부분이 나뉘기도 한다는 것, ⑤격은 

서술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명사적 성분이 서술어 내부에 있을 때는 

격을 가지지 않아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술어가 동사/형용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면, V를 서술어로 분석하고 이 V가 VP로 투사하여 절이 되는 것으로 보는 기존 

문장 분석 방법론은 수정이 필요해진다.

  실제로 최근에는 N/NP, V/VP와 같은 어휘범주/구범주 외에 ‘PrP(Predication 

Phrase)’와 같은 범주도 통사구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주어-서술어 관계

로 해석되는 성분을 하나로 묶는 기능범주이다. 소위 ‘소절’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

하여 일반 문장으로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과연 이것으로 인해 문장의 구조

가 더 효율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휘범주/구범주와 뒤섞여 더 혼란스

러워지기만 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어휘범주/구범주만으로는 문장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문이 있다.

ㄱ. 동사연속구성 서술어 : 그건 꼭 껍질을 벗겨 먹어라.

ㄴ. 부사 서술어 :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렇게 막 살면 안 돼.

ㄷ. 절 서술어 : 철수는 동생이 시계를 망가뜨렸다.

  ㄱ은 두 용언 사이에 ‘서’를 넣을 수 있으면 두 개의 서술어가 있는 복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의 개재나 용언의 개수와 상관없이, 이러한 동사연속

구성은 단일한 사태로 여겨지는 동시적/연속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하나의 서술어

로 분석될 수도 있을 듯하다.

  ㄴ은 부사로 분류되는 ‘없이’가 주어를 취한다는 특이성 때문에 자주 언급된다. 

‘-이’를 접사가 아닌 어미로 보면, ‘없이’는 형용사 서술어가 되어 주어를 취하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와 결합할 수 있는 용언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 다룬 대로 서술어와 품사가 서로 무관하다면, ㄴ은 

부사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사가 

주어를 취해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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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과 같은 구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국어의 특이한 구문이기 때

문에 기존 문장성분 체계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제’를 문장성분 체계 

안에 편입시키려고 하거나, ‘서술절’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견해는 ‘주제’라는 문장성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임홍빈(2007)에 따르면 ‘주제’는 어휘부의 논항 정보에 

의하여 분석되지 않는 잉여 성분‘인데, 어떻게 그런 성분이 문장 안에 있어도 비

문이 되지 않는지가 문제시될 수 있다. 반면 ‘절’이 주어/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어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하나, ‘라이

온즈는 투수들이 제구력이 좋다’와 같은 문장에 2개의 절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직관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문제가 있다.

  어휘가 가진 정보로 곧장 문장/절을 구성하지 않고, 문장성분의 층위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문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생성문법의 방법론에

서는 문장성분의 층위를 생략하고 X/XP와 같은 단어/구로부터 문장이 직접 만들

어지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성분들이 특정한 어휘/구범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통문법에서 사용되었던 문장성분들의 개념들은 아직 대체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장성분의 개념이 아직 유효하다면, 문

장의 구성은 동사/형용사와 같은 단어가 어떤 어휘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못지않

게, 이 단어들이 어떤 문장성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문장성분 안에서 어떤 역

할을 하게 되는지도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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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抄録>

韓国語の叙述語の構成についての研究

An Heeje (安 熙 濟)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本稿は伝統文法で規定された「叙述語」の概念に基づいて、叙述語を判別するた

めの基準を設け、この基準によって叙述語として分析/確認された成分はどのように

構成されているか調べることを目的にする。

　一般的に叙述語は動詞/形容詞によって構成されるものと説明されているが、主語

を叙述する叙述語の機能と、語尾の結合という韓国語の動詞/形容詞の形態的な特徴

は決して同一視できるものではない。動詞/形容詞が主語を持って、その主語に対し

て行為や状態などの意味を表せるのは、語尾によることではないからである。

　従って、本稿では叙述語の特徴から語尾の結合と関連した内容を排除する。語尾

の結合はあくまでも韓国語の動詞/形容詞と関連する特徴であり、叙述語の機能とは

無関係なものだからである。叙述語の特徴から語尾と関連した内容を除外すると、

叙述語は動詞/形容詞に属する単語に限らなくなる。　

  よって本稿は動詞/形容詞の以外の品詞に属する単語や、単語より大きな統語的な

構成も叙述語として分析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議論した。

  2章では敘述語および叙述語と関連した概念を検討し、叙述語は文章の構成と関連

した統語/意味的機能でけで規定される文法単位ということ、語尾の結合は叙述語の

特徴になれないということを確認した。そして文章成分の特徴を調べ、文章の構成

で単語/句の層位と文章成分の層位が区別されるということ、冠形詞と独立語は既存

の文章成分の体系から除外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議論した。また、文

章/節が成立するためは、少なくとも主語-敘述語を持っている形式でなけれいけな

いということを説明し、文章成分分析の不可能な「小形文」類は文章の一種にはな

らないという点を議論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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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章以降は動詞/形容詞の以外の品詞に属する単語や、統語的な構成も敘述語になれ

る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ため、一つの動詞/形容詞だけでは文章/節の構成が説明でき

ない構文を調べてみた。

  対象になった構文は、補助用言構文、様態依存名詞構文, 述語名詞構文、「이다」

構文などで、これらの構文からは「本用言#補助用言」、「用言の連体形＃依存名詞

＃用言」、述語名詞、「NP#이다」が叙述語として分析されるということを議論し

た。

  叙述語がこのように特定な単語/句の範疇に限らなく、多様な方式で構成されると

いうのは、叙述語が生成文法の方法論によって他のものに代替されたり廃棄された

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文法単位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最終章は結論で、前の論議をまとめ、残りの問題と展望を提示した。

キーワード：敘述語、動詞/形容詞、語尾、文章成分、文章/節,　 補助用言、様態性

依存名詞、述語名詞、名詞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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