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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고는 의미구조와 통사구조에 따라 심리술어의 부류를 

설정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히 한국어 심리술어 연구는 주로 단순 

심리술어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의미 및 통사에 따른 분류작업도 일부 

술어에 제한되었다. 또한 의미적 성질에 따른 부류와 통사적 성질에 

따른 부류간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는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복합 심리술어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단순 및 복합 심리술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법을 제안한다. 특히 사건적 의미에 따라 통사적 실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면밀하게 고찰한다. 이를 통해 술어의 주요 

의미구조인, 기저의 사건 구조와 표면의 논항 구조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건구조에 

속하는 중점구조를 다양하게 설정함으로써, 심리술어의 다양한 용법과 

논항교체 현상 등 심리술어 특유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아래 두 문장에 사건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1)  “철수가 진이한테 고마웠다.”    

          (“Charles was thankful for Jinny.”) 

(2)  “철수한테 그 영화가 지루했다.”    

          (“For Charles, the movie was boring.”) 

 

경험주(Experiencer, 이하 EXP)가 주격으로, 자극(Stimulus, 이하 

STM)이 여격으로 실현된 (1)의 문형에서는 철수(EXP)가 

진이(STM)에게 고마워하는 심리적 경험사건이 강조되는 데 반해, 격이 

반대로 실현된 (2)의 문형은 철수(EXP)의 심리적 경험 사건보다는 

영화(STM)의 ‘지루하다’는 심리적 속성을 더 부각해서 기술한다.  

우선 본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1)과 (2) 각각에서 주격과 

여격의 통사적 지위 격차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여격의 

STM이 보어(complement)로 등장한 데 반해서, 후자에서 여격의 

EXP는 부가어(adjunct)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두 여격 논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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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으로도 그 역할이 다른데, (1)의 여격STM이 주격EXP의 심리적 

상태가 향하는 대상인데 반해, (2)의 여격EXP은 주격STM이 가지는 

심리적 속성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 즉, (1)의 

심리술어는 애초에 2항 술어인데 반해, (2)는 어떤 개체의 속성을 

기술하는 1항 술어 구문에 그저 판단자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심리술어가 속성기술의 1항으로 쓰이는 경우와 

심리경험의 2항으로 쓰이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체의 

본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사건과, 두 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1항 용법과 2항 용법을 구분한 후에 해결할 문제는, 왜 아래와 

같이 일부 술어는 1항 용법이 가능하고 다른 것들은 그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명세 또는 미명세된 다양한 중점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해결하였다.  

 

(1’)  *철수는 고마웠다.  

(2’)  그 영화가 지루했다.        

 

본고는 대규모 말뭉치(Corpus)에서 얻은 자료 중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심리술어를 하나의 부류로 묶고, 그 기제를 설명함으로써 다른 

심리술어 부류와의 차이를 보여주려 한다. 본고의 심리술어 분류법은 

단순 및 복합 심리술어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류 연구를 

통해서 심리술어의 사건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간의 연관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심리술어, 사건구조, 논항교체, 경술어, 사건명사, 복합술어  

학   번 : 2014 -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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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문제 의식과 논의 방향 
 

심리술어는 여타 일반술어와는 다른 특별한 성질을 많이 보이기에 

독자적인 연구 분야를 형성해 왔다. “The dog frightened the 

baby.”와 “The baby feared the dog.”은 ‘the baby(경험주 

Experiencer, 이하 EXP)’가‘the dog(자극 Stimulus, 이하 

STM)’를 무서워한다는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런데 전자의 

문장에서는 주어로 실현된 STM 이 후자에서는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EXP 은 반대로 전자에서 목적어로, 후자에서 주어로 실현되었다.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술어가 이렇듯 역전된 통사구조를 갖는 경우는 일반 

술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도 유사한 현상은 발견된다. “(1)나는 어둠이 

무섭다.”는 “(2)나한테 어둠이 무섭다.”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3)어둠은 무섭다.”와 같이 쓰이기도 한다. 본고의 목표는 똑같아 

보이는 ‘무섭다’에서 왜 (1)과 (2)와 같은 환언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모국어 화자라면 (1)과 (2)의 미묘한 

의미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3)과 같은 문장이 가능한 이유도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1’)나는 고향이 그립다.”의 

‘그립다’는 “(3’) 고향이 그립다”와 같이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3’)와 

같은 문장은 ‘고향’의 ‘그리운’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1’)에서의 주체가 문맥상 생략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한편 “(2’)나한테 

고향이 그립다.”도 비문이다.  

그렇다면 심리술어 ‘그립다’와 ‘무섭다’는 성질이 다른 두 

심리술어로 분류될 것이다. 그 성질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떠한 기제로 

설명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각 부류가 어떤 특징적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 탐구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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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적 배경 
 

1.2.1 Levin의 심리술어 부류  

 

심리술어는 동일한 사건을 역전된 통사구조로 실현하는 등 (예: 

fear-frighten 과 같은 쌍) 여타 일반적 술어가 갖고 있지 않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타 술어와는 별도의 연구분야를 형성하며 

연구되어 왔는데, 최근 영어권에서는 Levin(1993)의 작업이 대표적이다. 

한국어 심리술어의 부류를 나누려는 시도도 Levin 의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영어권에서의 연구를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3 장에서 이어서 한국어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Levin 은 심리술어를 포함한 대규모의 술어를 동일한 종류의 

통사구조와 교체현상을 공유하는 부류로 나누었는데, 이 중 

심리술어에는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type)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논항 실현 

부류명 

경험주  자극  예 

ADMIRE 유형 주어 목적어 admire, adore, dislike, 

enjoy, envy, fear,  

like,…regret 

AMUSE 유형 목적어 주어 amuse, affect, amaze, 

anger, arouse, …wow 

MARVEL 유형 주어  전치사 구 marvel, bother, care, 

mind, sadden, …wonder 

APPEAL 유형 전치사 구 주어  appeal to, matter to, 

niggle at, grate on, jar on  

 

각 유형(이하 ‘부류’라고 통일)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ADMIRE 부류와 AMUSE 부류에는 타동사가 속하고, MARVEL 부류와 

APPEAL 유형에는 자동사가 속한다. ADMIRE 부류는 타동사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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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주 논항(이하 EXP)을 주어로, 자극 논항(이하 STM)을 목적어로 

실현하는 술어들을 포함한다. Levin(1993)에서 직접 들고 있는 예시인   

“The tourists admired the paintings.”에서 주어인 ‘the tourists’는 어떤 

대상을 존경하는 주체인 EXP 의 의미역을, 목적어인 ‘the paintings’는 

그 존경을 받는 대상으로서 STM 의 의미역을 갖고 있다.  

AMUSE 부류도 타동사로 이루어져있지만 ADMIRE 부류와는 

반대로 STM 이 주어로, EXP 은 목적어로 실현된다. “The clown 

amused the children(Levin, 1993).”에서 즐거워하는 주체인 ‘the 

children’이 의미적으로는 EXP, 통사적으로는 목적어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EXP 를 즐겁게 하는 원인인 ‘the clown’은 

의미적으로 STM 역할을 하며, 통사적으로는 주어로 나타났다.  

MARVEL 부류와 APPEAL 부류는 자동사로서, 앞선 두 

부류처럼 목적어를 직접 취하지 않는다. 따라 EXP 와 STM 의 두 개 

논항이 모두 등장하려면, 주어로 실현된 논항 이외의 다른 하나는 

전치사 구로 나타나야 한다. MARVEL 부류는 “Megan marveled at the 

beauty of the Grand Canyon(Levin, 1993).”에서 볼 수 있듯이, 

EXP(‘Megan’)를 주어로 STM(‘Grand Canyon’)을 전치사 구로 

실현한다.  

APPEAL 부류 역시 자동사이지만 MARVEL 부류와 역전된 

통사구조를 보인다. “This painting appeals to Malinda(Levin, 

1993).”에서 EXP(‘Malinda’)가 전치사구로 STM(‘this painting’)이 

주어로 나타난 것은 MARVEL 부류 술어의 논항 실현 방식과 반대인 

것을 비교해 보라.  

지금까지 각 부류에 속하는 심리술어의 논항 구조를 살펴보았다. 

Levin 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 문장 구조 뿐만 아니라, 각 부류가 

보이는 논항 교체의 종류 등 다른 통사적 속성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는 한국어 심리술어에 대한 것이므로, 그것들에 대한 소개는 

하지 않겠다. 본고와 달리 Levin 의 심리술어 연구에는 형용사는 

포함되지 않았고 (위에 언급한 4 가지 부류도 “Psych-verbs”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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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s of psychological state”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기본적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술어의 부류 설정에 대한 Levin 의 방법론은 그대로 따르면서도,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3 장에서 

한국어 심리술어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1.2.2 Vendler와 Pustejovsky의 사건 유형 

 

문장은 세상에 나타나는 사건을 기술한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핵심적 정보는 대부분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술어에 담겨있다. 사건 

중심의 의미론은 술어가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문장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특히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사건 

참여자들이 문장에서 통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건의 내부구조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Vendler(1967)에서 동사 

상(aspect)의 부류를 나누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Vendler 는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의 종류를 크게 상태(state), 행위(activity), 

완성(accomplishment), 달성(achievement)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 상태와 행위 유형은 동질적 사건이 유지되는 단순사건인데 반해, 

완성과 달성 유형은 어떠한 변화가 내포되는 복합사건이다. 복합사건은 

둘 이상의 단순사건을 그 하위사건으로 갖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개념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Dowty(1979), Jackendoff 

(1983,1990), Levin & R.Hovav (2005) 등 여러 연구자들이 사건의 

구조를 형식화된 표상으로 나타내려는 시도를 했는데,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Pustejovsky 의 형식을 따르고 필요에 따라 하위 

구성요소를 변형하였다. Pustejovsky(1995)는 Vendler 의 네 가지 

사건유형을 아래와 같이 재 유형화하여 사건구조에서 사용하였다.  

 

1) 상태(State):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해석되는 단순사건 

e(state: 사건참여 논항)로 표상  

예: be sad, be intelligent, know 

2) 과정(Process): 동일한 행위의 반복되는 사건  

e(process: 논항)으로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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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run, walk, study 

     3) 전이(Transition) : 사건 내부적으로 변화를 겪는 복합사건으로 

완성과 달성 유형이 이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상 

[e1(process: 논항), e2(state: 논항)]  

예: kill, build, arrive  

 

본고에서 다룰 심리적 사건은 인과사건이기 때문에 

전이(Transition)를 겪는 복합사건이다. 따라서 사건구조가 다시 

하위사건 (원인과 결과 사건)으로 구성되는 3)과 같은 표상을 이용할 

것이다. 한편, e(state: 논항)의 표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 유형 함수 

뒤에는 사건에 참여하는 논항이 표시된다. 이 자리에는 해당 논항이 

사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의미역)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미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몇 개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Gruber 1965, Fillmore 1971, 

Jackendoff 1990, Grimshaw 1990, Dowty 1991). 하지만 본고의 

관심은 심리술어이므로 심리사건에 필수적인 경험주(Experiencer, 

심리적 경험을 겪는 주체)와 자극(Stimulus, 경험주의 심리적 경험의 

대상이 되거나 원인을 제공)의 두 가지 의미역만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경험주와 자극이라는 의미역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논하기 보다는, 

전자는 심리경험의 주체이며 후자는 그 대상이라는 단순한 관점을 취할 

것이다. 본고는 의미역 자체에 대해 탐구하기 보다는, 심리술어 구문의 

다양한 통사적 구조를 관찰하여 그것이 사건과 관련한 의미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1 장에서는 본고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밝히고,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2 장에서 연구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3 장에서 심리술어 부류에 대한 선행연구 소개 및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다. 4 장에서는 그 제안을 분석틀로 삼아 2 장에서 

언급한 연구 대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이 이어진다. 5 장에서는 연구 

전체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함의를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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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복합 심리술어 설정 및 연구 범위 
 

본고의 주된 관심 대상은 한국어 복합 심리술어이다. 그런데 복합 

심리술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아직 널리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한국어 

심리술어 연구가 지금까지 주로 심리형용사나 심리동사와 같이 한 

단어의 술어(단순 술어)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본고가 복합 심리술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밝히고,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겠다.  

  

 

2.1 복합 서술어의 구성과 특성 

 
비록 복합 ‘심리’술어에 한정된 연구는 아니었지만 한국어 복합 

(서)술어 전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있다. 여기서는 

이호승(2003)을 중심으로 한국어 복합 서술어가 어떠한 통사의미적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복합 서술어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복합 서술어의 구성: <명사+조사 +동사> 

 

이러한 서술어에 대해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복합 

서술어 구문의 논항 구조를 동사만의 어휘 정보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를 보라. 

 

(이호승 2003의 예) 

(1) 철수는 수학을 공부를 하였다.  

(2) 나는 철수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  

 

(1)과 (2)에서 문장 전체의 동사는 얼핏 보면 ‘하다’와 ‘가다’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와 ‘이해가 가다’전체를 

술어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1)과 (2)에 있는 일부 

논항들은 ‘하다’와 ‘가다’에 의해 도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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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보라.  

 

   (3) *철수는 수학을 하였다. 

   (4) *나는 철수의 행동이 간다.  

 

(3)과 (4)에서 ‘수학’과 ‘철수의 행동’논항은 ‘하다’와 

‘가다’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이해’가 취하는 논항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수학’은 ‘하’는 것이 아닌 ‘공부하’는 

대상이며, ‘행동’또한 ‘가’는 곳이 아니라 ‘이해하’는 대상이다.  

이렇듯 ‘공부’와 ‘이해’는 비록 명사부류에 속하기는 하나 일반 명

사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즉, 이들은 서술명사(predicative 

noun)로서 마치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술어처럼 사건을 나타내며, 그 

사건에 개입하는 참여자들을 논항으로 취한다. 따라서 복합 서술어 구성 

<명사+조사 + 동사>에서 명사는 논항구조를 갖고 있는 서술명사여야 

한다.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는 명사가 논항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

도 그 논항을 명사구 바깥에 실현할 수는 없다. 복합 서술어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후행동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흔히‘경술어’ 

혹은 ‘기능동사’로 불리는 이 후행동사에 대한 논의는 2.3절에서 자

세히 이루어질 것이다.  

<명사+조사 +동사>구성의 복합 서술어는 마치 한 단위의 술어

처럼 기능한다. 여기서 복합 서술어의 독특한 성질이 발생하는데, 그것

은 구적 성격과 단어적 성격을 이중적으로 갖는다는 것이다. 단어적 성

격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명사+조사 +동사>가 마치 한 단위처럼 문장

에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사+조사 +동사>는 이미 그 내부에 

통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복합 서술어의 구적 성격이다. 이

러한 이중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호승(2003)은 복합 서술어의 개념을 

“내적으로 통사적 구성이면서 문장 형성에서 한 단위로 기능하는 술

어”로 정의 하였다. 앞서 살펴본 (1)~(4)가 복합 서술어의 단어적 성

격을 보여준다면, 아래 (5),(6)처럼 그 내부에 부사어가 삽입 될 수 있

다는 것은 구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5)나는 철수의 행동이 이해가 충분히 간다.  

(6)그는 대원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령을 조심스럽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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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이호승 2003)  

 

이렇듯 <명사+조사 +동사> 복합 서술어의 논항 구조가 동사만

의 어휘적 정보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복합 서술어 전체가 어휘

적 정보를 가져야 함을 뜻한다. 즉, 복합 서술어는 하나의 어휘 단위는 

아니지만 어휘부(lexicon)에 등재되어야 하는 단위인 것이다. 복합 서술

어 단위의 독자적인 어휘적 정보가 있어야만, 복합 서술어가 마치 한 단

위의 술어처럼 기능하며 문장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합 서술어를 어떠한 통사부류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 드물다. 하지만 명확한 것

은 한 단어의 술어와는 분명히 다른 범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단순 서술

어와 복합 서술어가 다른 통사 범주를 이룬다는 주장은 아래의 예로 뒷

받침 된다.  

 

(7)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힘있는 연설을 했다.  

(이호승 2003)  

(8)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힘있게 /*힘있는 연설했다.  

 

(7)과 (8)은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지만 (7)은 복합 서술어가, 

(8)은 단순 서술어가 사건을 기술한다. 그런데 (7)에서 ‘연설을 했

다’는 ‘힘있는’이라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았다. 하지만 본래 동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8)

에서 드러난다. 이와 같은 대조를 볼 때, 복합 서술어를 단순 서술어와

는 다른 통사범주로 분석할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고 복합 서

술어를 단순히 ‘복잡한’한 단위의 서술어로만 볼 수도 없다. 아래 (9)

를 확인해 보라.  

 

(9) 시장이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이호승 

2003) 

 

‘소문이 돈다’가 하나의 술어 단위라면 (9)문장에는 주어가 없다. (9)

에서 문장의 주어를 찾자면 ‘소문’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듯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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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격을 갖는 복합 서술어는 기존 통사부류에서 술어를 다루었던 방식

과는 또 다르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호승(2003)에서 분석한 복합 심리술어 구성은 크게 <명사-

을 +동사>와 <명사-이 +동사>이다. 동사 중에서도 특히 ‘하다’, 

‘되다’, ‘시키다’를 연구대상으로 택하였다. 물론 동사가 아닌 형용

사가 복합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호승(2003)에서도 인지

하고 있다. 본고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형용

사의 논항구조가 동사에 비해 단순하여 기초 연구를 하는 데는 더 유용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박철우ᆞ남승호 2004). 또한 본고는 <명사-

을 +술어>와 <명사-이 +술어> 중에서 후자의 구성만을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복합 심리술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

구 범위만을 넓히는 것은 복합 심리술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도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사+주격조사 +술

어>의 구성에서 명사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명사일 때 복합 심

리술어가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복합 심리술어의 구성: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     

  

이렇게 구성된 복합 심리술어에 대해서, 그 구성요소인 심리명사와 술어

의 선정과 관련한 논의가 각각 2.2절과 2.3절에서 이어질 것이다.   

 

 

2.2 심리명사의 설정 
 

<명사+조사 +술어>구성의 복합 서술어 중에서도 명사가 

심리명사인 복합 심리술어의 경우,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형성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호승(2003)에서도 일부 심리명사가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심리적 사건의 의미상 주어는 일반적 

행동주(Agent)가 아닌 경험주(Experiencer)의 성격을 강하게 띄기 

때문에 다른 사건명사가 복합 서술어 내 선행 명사로 등장하는 경우와는 

독립적으로,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호승(2003)에서는 복합 술어의 선행명사를 ‘행위명사’, ‘작용 

명사(예: 오염, 장발, 격앙)’, ‘관계명사(예: 연결, 포함)’, ‘상태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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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건강, 불규칙, 불가능)’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연구했는데, 

심리명사의 경우 이 부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래 <행위명사+주격조사 +되다>구성을 보자.  

 

    (이호승 2003 의 예에서 변형) 

(10) 그녀에게는 철수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11) 그녀에게는 그 일이 크게 걱정이 되었다. 

(12) 그녀에게는 칭찬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13) 그녀에게는 그 일이 막대한 이득이 된다.  

 

(10)~(13)을 모두 행위명사로 보았지만 ‘이해’, ‘걱정’의 여격주어 

‘그녀’가 경험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데 반해, ‘약’과 

‘이득’에서는 그렇지 않다. 심리명사는 일정 정도 행위명사로서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상태명사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합 

서술어의 선행명사가 심리명사가 되는 복합 심리술어의 경우 별도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어 복합 심리술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남승호(2007, 미출판)에서 ‘오다/가다’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승호(2007)는 ‘오다/가다’와 결합하는 서술명사를 

<21 세기 세종계획 세종전자사전> 상의 온톨로지 정보에 기반해서 

부류별로 접근하였다. 일부 서술명사는 ‘오다’와만 결합하고 다른 

것들은 ‘가다’와만 결합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오다/가다’와 결합하는 선행명사는, 세종전자사전 온톨로지 

하위 부류 목록에서는 1920 개가 있는데 이들은 다시 크게 7 가지 의미 

부류로 나뉜다: 1)사건명사 2)소통명사 3)상태명사 4)인지명사 

5)양태명사 6)질병 및 증상명사 7)시간 및 순서명사. 본고에서는 

남승호(2007)의 선행작업을 토대로 하여, 의미적으로 최대한 동질적인 

선행명사를 추출하려 하였다. 서술명사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하위 부류에 따라 다른 통사의미적 성격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오다/가다’와 결합하는 인지명사 부류 중에서 

본고의 연구대상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인지부류에 심리적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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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명사가 가장 많았고, 또 ‘오다/가다’결합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을 확인하라.  

 

(남승호 2007 의 예) 

(14) 나는 그 말에 납득이 가지/*오지 않습니다.  

(15) 듣고 보니 그의 처지에 동정이 갔다/*왔다. 

(16)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을 사랑할 때 고민이 

온다/*간다.  

(17)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이 (몰려)왔다/*갔다.  

 

심리명사‘납득’과‘동정’은 술어‘가다’와만 결합할 수 있는 

데 반해, ‘고민’과 ‘감동’은 술어‘오다’와만 결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승호(2007)은 ‘가다’와 결합한 복합 심리술어는 심리적 

영향성이 경험주(EXP)에서 자극(STM)으로 향하는 데 반해, 

‘오다’와 결합하는 복합 심리술어에서의 방향성은 반대로 

자극(STM)에서 경험주(EXP)로 흐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그러한 미묘한 방향성의 차이를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방향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단지 ‘오다/가다’가 

나타낼지도 모르는 심리적 방향성이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각 술어와 결합하는 심리명사의 수를 비슷하게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심리명사는 아래와 같다.  

 

  <심리술어 연구 범위>  

‘오다’결합 심리명사: 고민, 불안, 슬픔, 우환 (4) 

  ‘가다’결합 심리명사: 흥미, 확신, 애착, 의심, 호기심 (5) 

 

 9 개의 심리술어는 남승호(2007)의 연구상 모두 인지명사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심리적 사건을 나타낸다. 비록 세종전자사전 온톨로지 

의해서는 ‘인지명사’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지만, 인지(cognition)뿐 

아니라 감정(emotion)을 가리키는 명사도 충분히 포함되었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서 ‘심리명사’라고 총칭하게 되었다. 이제 이 

9 개의 심리명사와 결합할 술어에 대해서 2.3 절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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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술어의 설정 

 
앞서 살펴본 이호승(2003)과 남승호(2007, 미출판)의 복합술어 

연구에서 서술명사와 결합한 동사들은 일반적인 동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2.1절에서 살펴본 예를 다시 한번 보자.  

 

(1) 철수는 수학을 공부를 하였다.  

(2) 나는 철수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  

 
‘공부를 하다’에서 ‘하다’와 ‘이해가 가다’에서 ‘가다’는 문장 

전체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가 약하다. 오히려 선행하는 서술명사인 ‘공

부’와 ‘이해’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듯 서술

명사의 논항이 명사구 바깥까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사는 홍재성(1986, 이호승2003에서 재인용)의“기능동사”라는 이름

으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홍재성(1999)에 따르면 기능동사는 논항에 대해 선택 제약을 

가하지 못하며 어휘적 의미를 전혀 갖지 않는 동사이다. 기능동사는 문

장의 시제, 상, 태와 같은 문법 범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문

법적 의미만 가지며, 문장의 논항 구조는 기능동사가 아닌 술어명사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기능동사에는 어휘적 의미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이선희(1993, 이호승2003에서 재인용)는 선행

하는 서술명사에 후행하는 동사에도 어느 정도는 어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선행명사와 후행명사가 복합 서술어의 의미에 모두 

기여한다는 균형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본고도 선행명사와 후행명사의 

합성과정에서 둘 모두가 영향력을 가진다는 입장에 동의하며, 따라서 선

행명사와 후행명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한 본고의 견해는 결론인 4.5.2절에서도 다시 논의될 것이다.  

후행 동사의 의미적 기여를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기능동사”

보다는 “경동사(light verb)”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후행 동사가 문법

적 기능(function)만 할 뿐만 아니라 일반동사처럼 어휘적 의미도 갖되, 

그 정도가 가벼울(light)뿐이라는 의미에서다. 이정민(2013)에서는 아래

와 같이 동사의 의미가 발전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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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발전양상: 

 무거운(heavy)동사 -> 가벼운(light)동사 ->조동사(auxiliary) 

-> 첨사(clitic) -> 접어(affix) -> 활용어미(conjugation) 

 

남승호(2007, 미출판)에서도 ‘오다/가다’를 기능동사가 아닌 경동사

로 보고 연구하였다. 전형적 기능동사인 ‘하다’와 경동사로서의 ‘오

다/가다’의 차이를 아래의 예에서 살펴보자.  

 

   (남승호 2007의 예) 

(18a) 사냥꾼이 깊은 산으로 사냥을 간다. 

(18b) *사냥꾼이 깊은 산으로 곰을 사냥을 간다.  

(19a) *사냥꾼이 깊은 산으로 사냥을 한다. 

(19b) 사냥꾼이 깊은 산에서 곰을 사냥을 한다.   

 

(18a)의 ‘깊은 산으로’는 분명 ‘가다’에 의해 실현된 착점(GOAL)

논항이다. (19a)의 ‘하다’에는 이러한 착점 논항이 실현될 수 없다. 

즉, ‘하다’는 ‘사냥(하다)’의 논항을 그대로 실현시킨다. (19b)에서 

‘곰을’은 “사냥꾼이 곰을 사냥(한다)”에서 나온 것이다. 즉, 기능동

사 ‘하다’는 서술명사의 논항구조를 그대로 받아서 실현한다. 하지만 

(18b)에서는 서술명사‘사냥’의 논항구조에 따라 ‘곰을’도입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가다’와 같은 경동사는 서술명사의 논항구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논항 구조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다.   

    본고도 후행동사가 문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통사 의미적 특성도 가

진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홍재성

(1999), 이호승(2003), 남승호(2007)의 연구에서 후행술어가 모두 동

사였기 때문에 ‘기능동사’, ‘경동사’라고 칭하였다. 후행술어가 동사

에만 한정될 필요가 없고, 또 본고에서는 동사보다 간단한 의미의 형용

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들을 경술어(light predicate)라는 

용어로 부르겠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된 경술어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이다.  

 

 １３ 



 

<경술어의 연구 범위> : ‘있다’, ‘없다’, ‘많다’, ‘크다’ 

 

물론 2.2절에서 선정한 심리명사는‘생기다’, ‘느끼다’, ‘가다’, 

‘오다’ 등의 술어와 잘 결합하여 쓰이는 빈도가 코퍼스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술어들은 의미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심리명

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의미가 간단한 존재술어를 이

용하는 것이 복합 심리술어에 대한 기초적 연구에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그러한 의도에서 의미구조가 간단한 형용사인 존재술어 ‘있다, 

없다, 많다, 크다’4가지를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한편, ‘적다’와 ‘작다’대신 ‘많다’와 ‘크다’만을 연구 대

상 경술어로 설정한 데에는 근거가 있다. 우선,‘많다’와 결합할 수 있

는 심리명사는 ‘적다’와도 결합 할 수 있으며, ‘크다’와 결합할 수 

있는 심리명사 또한 ‘작다’와의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0) 나는 수학에 흥미가 크지만, ?과학에는 흥미가 작다.  

   (21) 나는 수학에는 흥미가 많지만, 과학에는 흥미가 적다.   

   (22) 나는 과학에 흥미가 적다.   

 

(20)의 ‘흥미가 작다’는 화자에 따라서는 어색하게 느낄 수 있으나 

(21)의 ‘흥미가 적다’는 자연스럽다. 따라서 ‘크다’, ‘많다’와 더

불어 ‘적다’,’작다’까지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복적인 작업이

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많다’가 ‘적다’로 ‘크다’가 ‘작다’로 대체 가능하다는 

판단 외에도, ‘적다’와 ‘작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더 실제

적인 이유는 그 사용 빈도가 ‘많다’와 ‘크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

이다. 위 (21)에서 ‘흥미가 적다’는 ‘흥미가 많다’는 앞 문장이 없

어도 (22)처럼 독립적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아래 (23)에서 ‘애착’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3) ?? 나는 우리 둘째에게 애착이 작다.  

(24)나는 우리 첫째에게 애착이 크지만, 둘째에게는 애착이 작다.  

 

(23)에서와 같이 ‘애착이 작다’는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은 상당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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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다. 한편 (24)에서와 같이 ‘애착이 크다’는 사건과 대비해서

‘애착이 작다’는 사건을 표현하면 한결 자연스러워진다. 박철우, 남승

호(2004)에서도 코퍼스 자료를 토대로 명사부류가 부정적 형용사‘작

다’와 ‘적다’와 결합하는 빈도는 긍정적 형용사‘크다’와 ‘많다’

결합하는 빈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도 

언급했듯이, 그 원인은 언어 보편적 경향상 ‘크다/작다’와 ‘많다/적

다’와 같은 척도 반의어 쌍 중에서 한쪽이 더 유표적(marked)이고 다

른 쪽이 더 무표적(unmarked)이기 때문인 듯하다(Bierwisch, 1967).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작다’와 ‘적다’보다 ‘크다’와 ‘많다’가 

유표적인 이유에 대해 엄밀히 논하지는 않고, 단순히 코퍼스 상 더 많이 

발견되는 형용사를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다만 그 이유를 상식적

으로라도 조금은 이해해볼 수 있다. 심리명사가‘크다/작다’또는 ‘많

다/적다’와 결합할 했다는 것은 모두 해당 심리상태가 ‘있다’는 사건

을 함의하는데, 존재하는 심리상태가 충분히 드러나는 사건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 양이 적어 잘 드러나지 않는 사건을 표현하는 일보다는 잦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절~2.3절을 통해서 설정한 본고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복합 심리술어의 구성은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이다. 

2) 심리명사는 ‘고민, 불안, 슬픔, 우환, 흥미, 확신, 애착, 의심, 호

기심’9가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3) 경술어는 ‘있다, 없다, 많다, 크다’ 4가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1),2),3)에 따르면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복합 심리술어는 9*4로 36

가지로 제한된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4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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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순 심리술어의 의미구조와 격 실현 

 

3.1 기존 (단순)심리술어 부류 
 

1.2.1 절에서 언급한 Levin 의 심리술어 연구는 술어가 보이는 

통사적 특성에 따라서 부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통사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술어들 사이에 의미적인 유사성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한국어의 심리술어 부류에 대한 연구도 

Levin 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몇몇 연구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단, 

여기서 소개하는 선행연구는 단순 심리술어에 대한 것이다. 본고의 주된 

관심은 복합 심리술어이기는 하지만, 우선 심리술어 부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단순 심리술어 부류의 연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 이후 3.2 절에서 기존의 분류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나 복합 

심리술어에 적용하는 데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분류법을 

제안하겠다. 

 

3.1.1 격 실현에 대한 선행연구     

 

 우선 남승호(2007)에서는 격틀(case frame)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7 가지 단순심리 술어의 예시를 보였다. ①  

① 참고:  

-자극(STM)이 그것을 취하는 술어에 따라 원인(CAUSER), 대상(THEME), 목

표물(TARGET), 대상(OBJECT) 등 다양한 의미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Levin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적 있다. 본고에서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STM논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역으로 해석되는지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어떠

한 격으로 실현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남승호(2007,2015)에서 

그랬듯이, 본고에서도 CAUSER, THEME, TARGET, OBJECT 인지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STM으로 통칭하였다. 이들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미묘하기도 

하고 주관적일 수 있으며, 그 구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EXP와 STM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부류 내의 술어들은 통사의미적 속성을 공유하면서 한 집합을 구성한다는 

뜻에서, 앞으로 ‘부류’를 소괄호 기호 {부류명/기호}로 줄여 쓰는 경우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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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만족하다’부류  [EXP-nom + STM-dat] 

〮1.2 ‘무섭다’부류 [EXP-nom + STM-nom] 

〮1.3 ‘냉정하다’부류[EXP-nom + GOAL-dat] 

〮1.4 ‘걱정하다’부류[EXP-nom + STM-acc] 

〮2.1 ‘매료시키다’부류[STM-nom + EXP-acc] 

〮2.2 ‘감지되다’부류 [STM-nom + EXP-dat] 

〮3.1 ‘믿음직스럽다’부류 [STM-nom + EXP-dat] 

 

선행연구에서는 위 모든 부류에 대해서 EXP 와 STM 이 갖는 관계 등 

각 부류의 특징이 면밀히 검토되었으나, 그 중에서 본고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주격과 여격이 등장하는 부류 위주로 살펴보겠다. 7 개의 부류 중 

EXP 와 STM 이 주격이나 여격으로 실현되는 부류는 {1.1 

‘만족하다’},{1.2 ’무섭다’},{1.3 ‘냉정하다’}, {2.2 ‘감지되다’},{3.1 

‘믿음직스럽다’}가 있다. 우선 이 중 {1.3 ’냉정하다’}는 “태도 심리 

형용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EXP 의 심리상태가 STM 과 무관하게 

EXP 이 취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때는 STM 이 아니라 

GOAL 로 보았다). 아래를 확인해 보라.   

 

       (1) 철수는 모든 동료들에게 냉정하다{1.3}.  

 (2) *철수는 모든 동료들 때문에 냉정하다{1.3}.  

것이다.  

 

-편의를 위해 주격(nominative), 여격(dative), 대격(accusative), 그 외의 사격

(oblique)를 각각 nom, dat, acc, obl로 줄여 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

는 격 표지(case marker)가 조사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이 조사

를 각 격 표지로 파악하였다. 

 

주격(nom) 표지:  ‘-이/가’,   ‘-은/는’  

여격(dat) 표지:  ‘-에게(는)’,   ‘-에(는)’,   ‘-한테(는)’  

대격(acc) 표지: ‘-을/를’ 
사격(obl) 표지: 주격,여격,대격 이외의 기타 ‘-에 대해(서)’, ‘-(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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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형적으로 EXP 와 STM 이 등장하는 심리술어에만 관심을 

가진다. 전형적 심리사건이란 EXP 와 STM 사이에 심리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직접적 심리적 영향관계가 없는 {1.3 

‘냉정하다’}의 술어들은 본고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또한 {2.2 

‘감지되다’}의 술어는 본동사의 피동형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더불어 {1.4 ‘걱정하다’}와 {2.1 ‘매료시키다’}은 주격과 대격으로 

논항을 실현시키는 심리술어 부류이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서의 

심리술어는 당연히 2 항술어이기 때문에, 1 항 술어를 허용하는 

심리술어에 대해서도 설명하려는 본고의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주격과 여격으로 논항을 실현하는 아래 3 가지 

부류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1 ‘만족하다’}  

부류 구성원소: 넌더리내다, 불만족하다, 식상하다, 심취되다/하다,  

감동되다, 골탕먹다, 노발대발하다, 당황하다, 불끈하다, 화나다 등 

격틀 : [EXP-nom + STM-dat] 

“철수가 그녀의 무례한 행동에 당황했다.” 

{1.2 ‘무섭다’} 

부류 구성원소: 그립다, 가상하다, 괴롭다, 그리워지다, 못마땅하다, 

섭섭하다 등 

격틀: [EXP-nom + STM-nom] 

“아이들은 호랑이가 무서웠다.” 

{3.1 ‘믿음직스럽다’} 

부류 구성원소: 떳떳하다, 마땅찮다, 믿음직스럽다, 신비스럽다,  

아깝다 등 

격틀: [STM-nom + EXP-dat] 

“철수에게(는) 새로운 조교가 매우 믿음직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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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점 

1 장에서 밝혔듯 본고의 목표는 심리술어를 그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부류로 나누는 것이다. 심리술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지 알면, 그 술어가 보일 언어학적 행동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술어의 사건적 의미가 술어가 형성하는 구문에 통사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 

남승호(2007)에서는 대규모의 자료를 기반으로 심리술어의 

부류를 설정하고, 한 부류내의 술어들이 공유하는 성질을 세심하게 

고찰하였다. 하지만 한 부류 내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술어들이 

섞여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래에서 굵은 글자로 표기된 것들을 

확인하라.  

 

{1.1 ‘만족하다’} : [EXP-nom + STM-dat] 

넌더리내다, 불만족하다, 식상하다, 심취되다/하다, 감동되다, 골탕먹다,

노발대발하다, 당황하다, 불끈하다, 화나다 등 

 

{1.1‘만족하다’}의 심리술어들이 대부분 동사인데 반해‘식상하다’ 

는 형용사이며, 주격 중출 구문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1.2 

‘무섭다’}에도 중복적으로 속한다. 또한 [STM-nom + EXP-dat] 

문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1 ‘믿음직스럽다’}에도 속한다. 

아래에서 (3)의‘식상하다’를 (4),(5)와 같은 여타 {1.1 

‘만족하다’}의  다른 술어들과 비교해 보라.  

 

(3a) 철수가 이제 웬만한 영화에는 식상했다{1.1}.  

(3b) 철수가 이제 웬만한 영화는 식상했다{1.2}. 

(3c) 철수한테 이제 웬만한 영화는 식상했다{3.1}.  

 

(4b) *철수가 호텔의 서비스는 불만족했다{1.2}. 

(4c) *철수한테 호텔의 서비스는 불만족했다{3.1}. 

(5b) *철수는 그녀의 무례한 행동은 당황했다{1.2}. 

(5c) *철수한테 그녀의 무례한 행동은 당황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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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에서 볼 수 있듯이‘식상하다’를 제외한 {1.1 

‘만족하다’}의 심리 술어들은 {1.2 ‘무섭다’}와 {3.1 

‘믿음직스럽다’}에는 중복으로 속할 수 없다. 

 

 

{1.2’무섭다’}에서는 ‘그립다’가 이질적인 심리술어이다.  

‘그립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1.2} 심리술어들은 논항 교체를 

허용한다. ‘괴롭다’,’섭섭하다’, ‘못마땅하다’,’떳떳하다’는 {3.1 

‘믿음직스럽다’}의 [STM-nom + EXP-dat]의 문형을 취할 수 있다. 

동시에 ‘못마땅하다’,‘섭섭하다’, ‘떳떳하다’는 {1.1 

‘만족하다’}의 [EXP-nom + STM-dat]로 논항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동일 부류로 분류한 술어들이 각기 다른 종류와 수의 논항 

교체를 보이므로, 이들이 비록 격틀은 공유한다고 해도 사건 구조 

측면에서는 동일한 부류의 술어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2 절에서는 교체를 허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심리술어들이 구분될 수 있는 새로운 부류 설정법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1.1}~{3.1}의 심리술어 중 일부 부류는  EXP 와 STM 두 

논항이 모두 등장하지 않고, 둘 중 하나의 논항만이 나타나는 문장으로 

쓰일 수도 있다. 남승호(2007)에서는 {3.1: [STM-nom EXP-

dat]}에서 EXP 논항이 항상 생략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6) 철수에게(는) 새로운 조교가 매우 믿음직스러웠다. 

(6’) 새로운 조교가 매우 믿음직스러웠다.  

 

(6)에서 ‘철수(EXP)’의 역할은 ‘새로운 조교(STM)’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주체이므로, ‘철수의 생각에 따르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6)와 (6’)은 다른 종류의 

심리술어라고 분석하고자 한다. (6’)은 단순히 (6)에서 판단주체가 

생략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조교(이것을 STM 으로 보아야 할지도 

{1.2 무섭다}: [EXP-nom + STM-nom] 

그립다, 가상하다, 괴롭다, 그리워지다, 못마땅하다, 섭섭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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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의심스럽다)’가 갖고 있는 ‘믿음직스럽다’는 속성을 기술하는 

문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3.2 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항술어와 2 항술어로써 쓰이는 심리술어를 구분할 

것이다.  

또한 남승호(2007)에서 언급되지 않은 {1.1 ‘무섭다’}에도 

1 항술어로 쓰일 수 있는 심리술어가 있다.  

 

(7) 철수는 그녀의 무례한 행동에 당황했다{1.1}. 

(7’) 철수는 당황했다.  

 

(8) 철수는 그 영화의 소재에 식상했다{1.1}.  

          <-> 철수는 그 영화의 소재가 식상했다{1.2} 

(8’) 그 영화의 소재가 식상했다.  

 

특히 (7’)와 (8’)를 비교해 보라. 2 항 술어의 심리술어가 1 항 

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7’)에서는 그 1 항이 EXP(‘철수’)가 

되었고 (8’)에서는 STM(‘그 영화의 소재’)가 되었다. 따라서 

심리술어의 1 항과 2 항으로서의 쓰임을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1 항 

술어를 또 다시 EXP 또는 STM 을 주어로 취하는 부류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단순 심리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교체  

 

교체현상을 기준으로 단순 심리술어의 부류를 설정한 연구는 남승

호(2015)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구대상은 심리 형용사로 한정되었다. 여

기서 제안된 “행동주성 경험주 술어(Agentive Experiencer Predicates, 

이하 AEP)”는 선행연구 상 {3.1 ‘믿음직스럽다’: [EXP-dat + STM-

nom]}과 {1.2 ‘무섭다’: [EXP-nom +STM-nom]} 문형 사이에서 

EXP격교체 현상을 보이는 심리술어에 해당한다. 반면에 {1.1 ‘만족하

다’: [EXP-nom + STM-dat]}과 {1.2 ‘무섭다’: [EXP-nom +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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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 문형 사이에서 STM격교체현상을 보이는 심리술어는 “피동주성 

경험주 술어(Patientive Experiencer Predicates, 이하 PEP)”로 분류하

였다.  

AEP와 PEP 두 부류를 나누는 주요 기준은 “경험주의 행동주성

(Agentivity of Experiencer)”라는 개념이다. 우선 두 부류의 술어가 보

이는 교체 유형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라.  

 

(9a) 철수는 그 영화가 지루했다{AEP}. 

< -> (9b) 철수한테 그 영화가 지루했다{AEP}.  

 

‘지루하다’는 주격에서 여격으로 EXP의 격교체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고맙다’는 아래와 같이 STM의 격교체가 이루어진다. 

 

(10a) 철수는 진이가 고마웠다{PEP}.  

<-> (10b) 철수는 진이한테 고마웠다{PEP}.  

 

그런데 이렇게 EXP의 격교체와 STM의 격교체를 보이는 심리술어들이 

가리키는 사건의 성질이 다르다. (9a),(9b)는 아래 (9c)로 환언될 수 있

고 (10a),(10b)는 (10c)으로 환언될 수 있다.  

 

 (9c) 철수는 그 영화를 보는 것이 지루했다.  

 (10c) 철수는 진이가 도와준 것이 고마웠다.  

 

(9c)와 (10c)에서 EXP인 ‘철수’는 원인사건에서의 의미역에 차이가 

있다. (9c)의 원인사건은 ‘철수가 그 영화를 보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철수(EXP)’는 보는 행동의 주체로서 행동주(Agent)의 역할을 한다. 

반면에 (10c)의 원인사건인 ‘진이가 철수를 도와줬다’는 것에서 ‘철

수(EXP)는 도움을 받은 피동주(Patient)이고 오히려 행동주는 ‘진이

(STM)’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10c)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철

수’일 필요는 없다. 아래 (10c’)을 보라.  

 

 (10c’)철수는 진이가 그의 동생을 도와준 것이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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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의 원인사건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철수(EXP)’가 아닌 제3

의 인물 ‘그의 동생’이기 때문에, 피동주는 ‘철수’가 아닌 ‘그의 

동생’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10c)과 (10c’) 어떤 경우이든 EXP였던 

‘철수’는 원인사건에서는 행동주가 아니다. 따라서 심리사건을 원인과 

결과의 하위 사건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결과사건에서의 EXP가 원인사

건에서의 행동주라면 EXP교체를 보이고, EXP가 원인사건에서 피동주이

거나 적어도 행동주가 아니었다면 STM교체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남승호(2015)에서는 이렇듯 한국어 심리형용사가 전자의 AEP(예:’지

루하다’)와  후자의 PEP(예: ‘고맙다’)로 나뉠 수 있다고 제안하였

다. 

이와 같이 정의된 AEP와 PEP가 보이는 서로 다른 격교체를 설

명하기 위해 사건구조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아래에서 AEP

와 PEP의 형식화된 의미구조를 비교해 보라.  

 

‘지루하다’등 AEP의 의미구조 (남승호 2016) 

 

논항 구조 =[논항1:EXP, 논항2: e1] 

사건 구조 =[e1(process: EXP, STM)   ,     e2(state: EXP)] 
         원인사건: EXP가 STM를 경험하는 행위   결과사건: EXP가 지루해진 상태 

           

시간제약=[e1ㅇe2] 

          중점 =[e1(e2)] 

  

부류 구성원소: 지루하다,괴롭다,거북하다,무섭다,즐겁다,…편안하다 . 

 

 

AEP부류의 심리술어는 복합사건으로서 원인사건(e1)과 결과사건(e2)

의 하위사건들로 구성된다. 남승호(2015)의 의미구조에서 특이한 것은 

AEP부류는 통상적으로 EXP와 STM을 요구하는 심리술어와 달리, 어떠

한 개체타입의 STM대신 사건타입(여기서는 e1)의 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물론 e1의 사건 내부에는 STM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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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 철수는 그 영화가 지루했다. 

           EXP    STM 

< -> (9b) 철수한테 그 영화가 지루했다.  

 

교체구문 (9a),(9b)를 위 의미구조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a),(9b)에서 비록 표면 문장에서 EXP는 ‘철수’로 STM는 ‘그 영

화’로 나타나지만, 사건 측면에서 보면 ‘철수’가 ‘그 영화’ 자체를 

지루해하는 것보다는 ‘그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지루한 상태에 놓이

게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영화’를 지각하는 사건 없이 ‘철수’

가 ‘그 영화’로 인해 지루해질 수 없고, 만약 그런 사건이 다른 문장

에서는 가능하다고 해도(예: “철수는 그 영화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루했다.”) (9a),(9b)의 문장은 분명히‘그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지루해졌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구조 측면에서는 

‘그 영화’가 아닌 “철수가 영화를 보는 행위(e1)”가 원인사건이 된

다고 보았다. 그 결과로 “철수가 지루해진 상태(e2)”가 되는 것이다.  

또한 e1이 원인이고 e2가 결과이므로 기본적으로 e1이 e2에 선

행하기는 하나, [e1ㅇe2]는 그 둘 사이에 반드시 시간적 중첩이 있다는 

뜻이다. (9a),(9b)문장을 예로 설명해보면, ‘철수(EXP)’가 ‘그 영화

(STM)’를 지루해하는 사건은 ‘철수’가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중

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에서 (9a),(9b)는‘그 영화’를 보는 중에

는 지루하지 않았으나, 보고 난 이후 지루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사건을 

가리키지 않는다. 

(9a)과 (9b) 두 교체구문간의 의미차이는 사건구조 내 중점구조

로 설명할 수 있다. (9a)이 (9b)에서보다 ‘철수(EXP)’의 능동성이 

부각되는데, 의미구조에서 이를 설명해보자. AEP부류는 의미구조에서 

[e1(e2)]로 중점이 미명세(Head underspecification)되어있다. 

[e1(e2)]는 e1+e2 또는 e1 으로 중점이 실현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

우 e2(state: EXP)의 ‘철수’가 결과적으로 지루해졌다는 사건이 함께 

부각되므로 ‘철수(EXP)’도 주격을 받아 문장(9a)로 실현된다. 후자

의 경우 ‘철수’가 지루해지는 결과 사건이 아닌, 영화를 보고 있는 원

인 사건 e1(process: EXP, STM) 만이 부각되므로 (9b)와 같이‘철

수’는 주격이 아닌 여격으로만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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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 중점 : (9a) 철수는 그 영화가 지루했다. 

↑ 

AEP의 EXP 격교체 현상 

↓ 

     e1 중점 : (9b) 철수한테 그 영화가 지루했다. 

 

본고는 이 설명이 조금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e1인 ‘철수가 영화를 

보는’사건에서 ‘철수’의 역할이 충분히 능동적인 것 같은데도 ‘철

수’가 주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AEP에 대응되는 PEP의 의미구조를 살펴보자.  

 

‘고맙다’등 PEP의 의미구조 (남승호 2016) 

 

논항 구조 =[논항1:EXP, 논항2: STM] 

사건 구조 =[e1(process: STM (,EXP))    ,  e2(state: EXP,STM)] 
         원인사건: STM의 (EXP)에 대한 행위     결과사건: EXP가 고마워진 상태 

           

시간제약=[e1<e2] 

          중점 =[(e1)e2] 

 

부류 구성원소: 고맙다, 못마땅하다, 섭섭하다, 샘이 나다,  

숨이 막히다, 신경 쓰이다 . 

 

 PEP부류는 논항구조 상 개체타입인 STM을 논항으로 취한다는 점에서 

사건타입의 e를 대신 논항으로 취했던 AEP부류와 차이가 난다. 아래 

(10a)을 (9a)과 비교해 보라.    

 

(10a) 철수는 진이가 고마웠다{PEP}.  

     (STM: 진이가 자신을 도와준 것이) 

(9a) 철수는 그 영화가 지루했다{AEP}.  

     (STM: 철수 자신이 영화를 보는 것이) 

 

남승호(2015)에서는 (10a)에서 ‘철수(EXP)’는 ‘진이(ST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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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건 (예: 진이가 자신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진이’라는 개

체 자체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입

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원인사건을 ‘영화’자체가 아닌 ‘영화 보는 사

건’으로 분석한 AEP부류의 (9a)과 다르게 분석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즉, (10a)에서도 ‘진이’자체가 아닌 ‘자신이 진이에게 도

움을 받은 사건’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볼 수도 있다. 

   PEP부류는 사건구조 상에서는 시간제약이 [e1<e2]라는 점에서 [e1

ㅇe2]였던 AEP부류와 다르며, 중점구조 또한 [(e1)e2]로 [(e1)e2]인 

AEP부류와 미명세 방식이 다르다. 위의 (10a)을 예로 들어 위 의미구

조를 설명해보자. 원인 하위사건인 e1(process: STM (,EXP) )는 ‘진

이(STM)’가 한 어떠한 행위이다. 그 행위는 직접적으로‘철수

(EXP)’를 향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앞서 언

급한 예문(10c’)을 참고하라). 그 행위의 결과로‘철수’는 ‘진이’

에게 고마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e2(state: EXP,STM)). 이제 아래 교

체구문 (10a)과 (10b)의 의미차이를 살펴보자.  

 

(10a) 철수는 진이가 고마웠다.  

           EXP   STM 

<-> (10b) 철수는 진이한테 고마웠다.  

 

    PEP부류의 술어들은 STM의 격이 주격에서 여격으로 바뀌는 STM

격교체를 허용한다. STM격교체는 [(e1)e2]라는 미명세된 중점구조 때

문에 가능한데, 이 구조에서 중점은 e1+e2 또는 e2로 실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원인사건인 ‘진이가 (철수에 대해) 한 행위’도 함께 중

점을 받으므로 ‘진이(STM)’도 주격으로 실현된다. 반면에 후자의 경

우, ‘철수가 진이에게 고마운 상태’라는 결과사건만이 부각되며 오직

‘철수(EXP)’만이 주격으로 실현된다.  

 

e1+e2 중점 : (10a) 철수는 진이가 고마웠다.  

↑ 

PEP의 STM 격교체 현상 

↓ 

     e2 중점 : (10b) 철수는 진이한테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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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EP부류의 사건에는 [e1<e2]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는데, e1과 

e2는 그 사이에 중첩이 없이 선후관계를 이룬다. ‘철수’가 ‘진이’에

에 고마워하는 것은, 진이가 철수로 하여금 고맙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만한 행동을 한 이후의 사건이지 그 도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비판점  

논항구조와 사건구조를 기준으로 단순심리술어의 부류를 설정한   

3.1.1, 3.1.2 절의 연구들은 한국어 심리술어의 다양한 격틀을 세밀하게 

탐구하였고, 논항교체 현상을 형식화된 의미구조를 이용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모국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두 교체구문간의 

미묘한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점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특별히 

발전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앞서서 이익환, 이민행(2005)에서는 아래 

교체구문 (11a)과 (11b)의 의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다.   

 

(11a) 아이들이 호랑이가 무서웠다.  

(11b) 아이들한테 호랑이가 무서웠다.  

 

(11a)은 ‘아이들(EXP)’이 ‘호랑이(STM)’를 특정 상황에서  

직접 지각(direct sentience)한 결과 ‘무섭다’는 심리 상태에 놓였다

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11b)는 ‘아이들’이 ‘호랑이’를 직접 마

주한 적이 없이도,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호랑이라는 것은 무서운 동

물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이익환, 이민행(2005)에서는 이를 간

접 지각(indirect sentience) 사건이라 불렀다. 물론 대부분의 한국어 모

국어 화자는 이러한 의미차이 기술에 동의할 것이나, “직접 지각”과 

“간접 지각”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개념이 두 

교체구문 간의 의미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남승호(2015)에서는 AEP부류의 심리술어의 의미구

조를 제안하며, 보다 형식화되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이와 같이 일부 교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구조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졌지만, 교체 유형을 기준으로 심리술어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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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남승호(2007)의 {1.1: [EXP-nom + 

STM-dat]}에 속하는 심리술어 중에서도, {1.2 :[EXP-nom + STM-

nom]}로 교체를 허용하는 ‘고맙다’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술어가 

(예:‘불만족하다’)있다. 남승호(2015)에서는 심리 형용사에 한해서 

해당 교체를 보이는 것들을 설명했지만, 이들과 교체를 보이지 않는 것

들을 구분하기 위한 하위 분류는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3.1.1절의 비판

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AEP 와 PEP 를 나누는 기준인, “경험주의 

행동주성(agentivity of experiencer)”라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남승호(2015)에서는 아래 (12)과 (13)에서 각 

심리상태에 놓이는 ‘철수(EXP)’가 원인 사건에서 맡는 역할은 각각 

행동주(Agent, AGT 로 표기)와 피동주(Patient, PAT 로 표기)로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12a) 철수는 그 강연이 지루했다{AEP}.  
<-> (12b) 철수한테 그 강연이 지루했다.  
원인 하위사건: 철수(AGT)가 강연을 들었다. 

 (12c) 철수-는/한테 [자신(AGT)이 강연을 듣기]가 지루했다.  

 

(13a) 철수는 진이가 고마웠다{PEP}. 

<-> (13b) 철수는 진이한테 고마웠다. 

원인 하위사건: 진이가 철수를(PAT)를 도와줬다. 

 (13c) 철수는 [진이가 자신(PAT)을 도와준 것]-이/에 

고마웠다.  

 

그런데 (12a,b)의 원인 하위 사건이 ‘-하는 것’이라는 사건절로 분명

히 드러나는 (12c)에서, 원인사건이 반드시 ‘철수가 그 강연을 듣는’

사건일 필요는 없다. PEP의 대표 예로 든 (13)의 ‘고마웠다’도 마찬

가지이다. 가능한 하위 원인 사건은 다양할 수 있으며, 같은 사건이더라

도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과 관점에 따라서 AGT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12)에서 어떤 사람이 강연과 접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강연

을 듣는 것’이고, (13)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것은 어떤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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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든 ‘도움이나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위사건 설정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

에 의한 것인지, 상식과 같은 백과사전적 지식 (world knowledge)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휘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하위사

건 설정이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술어를 분류하는 것은 언어학적 접근으

로 볼 수가 없다.  

한편 AEP는 (12a)와 (12b)처럼 EXP격교체를 보이고, PEP는 

(13a)와 (13b)처럼 STM격교체를 보인다. 그런데 EXP 혹은 STM격교

체 여부가 심리술어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두 

종류의 교체가 갖는 통사적인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논항의 수

의성 문제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12b)의 경우 아래 (12b’)와 같이 

1항술어로 쓸 수 있지만,  (13b)에서는 불가능하다.  

 

(12b) 철수한테 그 강연이 지루했다.  

(12b’) 그 강연이 지루했다. 

 

(13b) 철수는 진이한테 고마웠다. 

(13b’) *철수는 고마웠다.  

 

즉 (12b)의 ‘철수(EXP)’와 (13b)의 ‘진이(STM)’는 모두 여격으로 

실현되었지만, 그것들이 각각 주격으로 나타난 ‘그 강연(STM)’과 

‘철수(EXP)’와 맺는 의미 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12b’)는 ‘그 

강연’이 지루한 속성을 가진다는 기술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철수’가 추가적으로 등장한 문장이 (12b)이다. 반면에 (13b)의 

‘고맙다’가 나타내는 사건에는 EXP 와 STM 모두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13b’)는 비문이다. 따라서 AEP 의 [EXP-여격 STM-주격]구문과 

PEP 의 [EXP-주격 STM-여격]구문에서 주격과 여격의 통사적 위계 

격차 또한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두 구문에서 나타난 

여격 논항의 통사의미적 성질 차이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주격-여격 격교체가 일어난 논항이 EXP 인지, STM 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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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심리술어의 부류를 나누었던 선행 연구보다는 더 엄밀한 기준에 

따른 부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더 분명한 기준에 따른 심리술어 부류 

연구는, 각 부류의 심리술어가 보이는 상이한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본고는 특히 (12b’)와 (13b’)에서와 

같이, 심리술어가 1 항술어 용법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3.1절에서 본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3.2절에서는 새로운 심

리술어 분류법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3.1.1절의 논항구조 연구와 3.1.2

절의 사건구조 연구간의 연관성을 높이면 한국어 심리술어 부류를 더 체

계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심리술어 새로운 부류 제안 

 
     사건구조와 논항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부류 설정을 위해서, 본고는 

심리술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리술

어가 1항 술어로 쓰일 때는 그 1항의 속성을 기술하는 의미적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EXP와 STM가 등장하며 2항 술어로 쓰일 때는, EXP과 

STM이 서로 심리적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심리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

건을 가리킨다. 어떤 심리 술어는 1항으로만 쓰이며 (예: ‘외롭다’), 

다른 심리 술어는 2항으로만 쓰이고(예: ‘고맙다’와 같은 PEP) 또 다

른 심리술어는 두 용법을 모두 허용한다(예: ‘지루하다’와 같은 AEP).  

      하나의 심리술어가 1,2항 용법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경우, 1항

술어로서의 의미와 2항술어로서의 의미를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

지만 본고는 두 용법에서 심리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종류가 다르다고 

파악하며, 선행연구에서 둘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술어

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제한이 생겼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1

항 속성기술 사건과 2항 심리관계 사건여부를 심리술어 분류의 제1기준

으로 삼으려 한다. 이에 대해 3.2.1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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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논항 구조 측면: 심리술어의 1항 용법과 2항 용법 분류  

 

아래 (14)과 (15)의 심리술어‘흥미롭다’를 비교해 보라.  

 

(14) 나한테 그 것이 흥미롭다.“For me, it is interesting.” 

(15) 나는 그 것이 흥미롭다.  

“I found it interesting. /“I am interested in it.” 

(16) 그 것은 흥미롭다.                 “It is interesting.” 

(17) *나는 그 것에 흥미롭다.       “I am interested in it.” 

 

(14)과 (15)는 같은 사건을 나타내지만 (14)이 “내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흥미로운 것이다.”의 의미인데 비해, (15)는 “내가 그것을 

통해 흥미롭다는 심리적 경험을 겪는다”는 의미이다.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14)과 (15)는 영어의 “For me, it is 

interesting.”과 “I found it interesting.”문장과 비슷한 의미 차이를 

갖는 듯 하다.  

   남승호(2007)에서는 (14)에서 여격의 EXP 논항은 항상 생략되어 

(16)과 같은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16)의 

‘흥미롭다’와 (14)의 ‘흥미롭다’는 서로 다른 용법으로 쓰인 

경우로 구분한다. 즉 전자는 1 항 심리술어로서 어떤 대상의 속성을 

기술하는 구문이다. 반면에 후자는 전형적인 심리술어 구문으로 EXP 와 

STM 의 2 항이 개입하는 사건이며 심리적 경험이 반드시 수반된다.  

심리술어의 1 항 술어로서의 용법과 2 항 술어로서의 용법을 

나누는 것은, 술어가 몇 개의 논항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통사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1 항 또는 2 항이라는 통사적인 

문제는 사건 의미적인 차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앞 단락에서 우리는 

(16)과 같은 1 항 용법의 심리술어 구문은, 개체의 속성을 기술하는 

문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14)과 (15)와 같은 2 항 용법의 심리술어 

구문은, 심리적 경험이 포함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이 심리적 경험은 

영향을 주는 개체(causer)와 영향을 받는 개체(causee)가 포함되는 

인과사건으로, 원인사건(causing sub-event, e1 로 표기)과 

결과사건(caused sub-event, e2 로 표기)이라는 하위사건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변화 사건에 개체들 간 에너지 역학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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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이 심리적 경험 사건에도 일종의 영향을 주고 받는 심리적 

방향성이 있다고 본고에서는 보고 있다.  

     그런데 여러 심리술어를 살펴보면 1 항 용법으로만 쓰이는 

‘외롭다’와 같은 술어는 매우 드물었다. 대부분의 심리술어는 심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2 항 용법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며, 그 중 일부가 

개체의 속성을 기술하는 1 항 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1 항 

술어로만 쓰이는 심리술어가 드문 것은 ‘심리’술어의 특성을 따져보면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18) 그 영화가 지루하다.(1 항)  

   (19) 철수가 그 영화가 지루하다.(2 항) 

   (20) 철수한테 그 영화가 지루하다.(2 항) 

   

위에서 ‘지루하다’는 (18)의 1 항 용법과 (19),(20)의 2 항 용법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심리술어이다. 그런데 (18)가 ‘그 영화’라는 

개체의 ‘지루하다’는 속성을 기술한다고 할 때, 비록 문장 표면상 

구체적인 EXP 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로 인해서 지루해진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 영화가 지루해질 수는 없다. 즉,‘지루하다’는 

속성은 항상 그것을 경험한 주체를 전제로 한다. 만약 (20)의 

‘철수(EXP)’에게 지루했듯이 철수가 속하는 반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그 영화가 지루했다면, 그러한 평가가 모여서 (적어도 철수 

반 사람들에게) 그 영화는 지루한 것이 되어 (18)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8)와 같은 1 항용법은 (19),(20)의 개별적 경험들이 

모여서 일반화된 총칭적 사실을 기술한다.  

이 논의는 Carlson 이 제안한 개체 층위 술어(individual level 

predicates)와 장면 층위 술어(stage level predicates) 의 분류와도 

연관되는 듯 하다.  

 

   (21) 철수가 똑똑하다.  

   (22) 그 영화가 길다. 

 

   (23) 철수가 취했다.  

   (24) 서비스가 이용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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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1)과 (22)의 ‘똑똑하다(intelligent)’와 ‘길다(long)’는 

(23),(24)의 ‘취하다(drunk)’와 ‘이용가능 하다(available)’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영속적인 개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즉 시간 및 

상황과 관계없는 ‘철수’와 ‘그 영화’의 속성을 기술하는 술어이므로 

개체 층위 술어라 부른다. 반면에 (23),(24)의 술어들은 특정한 시점과 

상황에 한하는 일시적인 사건을 나타내므로, 장면 층위 술어로 분류한다.  

(18)~(20)의 심리술어 ‘지루하다’도 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9), (20)에서 2 항 용법 ‘지루하다’는 ‘철수(EXP)’가 ‘그 

영화(STM)’를 보는 상황에서의 사건을 기술하므로 장면 층위 술어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면 (18)의 1 항 용법의 ‘지루하다’는 특정 

시간에 한하지 않는 ‘그 영화’의 영속적 속성을 기술하므로 개체 층위 

술어에 가깝다. 하지만 ‘그 영화’가 경험되는 사건 없이 그 자체로 

지루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18)의 ‘지루하다’를 (21),(22)와 같은 

전형적인 수준의 개체 층위 술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심리술어의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1 항 용법으로만 쓰이는 

심리술어가 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  

개체/장면 층위의 구분은 본고에서 쓰는‘속성 기술’과 ‘심리 

경험’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돕고자 언급하였을 뿐, 앞으로 본고에서는 

개체/장면 층위 술어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겠다. 특히 (18)와 같은 

문장을 (21),(22)처럼 분명하게 개체 층위 술어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단지 본고에서는 1 항 용법과 2 항 

용법이라는 비교적 분명한 통사적 기준에 의해서 심리술어를 우선 

분류할 것이다.  1 항 용법의 속성기술 문장은 심리적인 방향성이 없는 

사건으로, 2 항 용법의 심리경험 문장은 두 논항 사이에 심리적 방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심리술어의 1 항 용법과 2 항 용법을 

구별해보았다. 이 절의 처음에 언급한 문장들을 다시 보자.  

 

(14) 나한테 그 것이 흥미롭다.“For me, it is interesting.” 

(15) 나는 그 것이 흥미롭다.  

“I found it interesting. /“I am interested in it.” 

(16) 그 것은 흥미롭다.               “It is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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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는 그 것에 흥미롭다.      “I am interested in it.” 

 

그런데 제 1 분류 기준에 따라 1 항과 2 항 용법을 나눠본다고 

해서, 동일한 2 항 용법인 (14)과 (15)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가 

설명되지는 않는다. 또한 ‘흥미롭다’술어가 (17)와 같은 논항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 

3.2.2 절에서는 제 2 분류기준인 사건구조상 중점구조 명세 방식에 따라 

하위 분류를 설정할 것이다. 

 

 

3.2.2 사건 구조 측면: 중점 구조 차이에 따른 교체 현상  

 

3.2.1 절에서 제안된 제 1 분류법은 심리술어의 1 항 용법과 2 항 

용법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 항 용법의 심리술어 구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개체의 속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고, 심리적 경험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둘이 동등하게 강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합 심리술어 ‘흥미가 있다’는 그 세가지 경우를 모두 보인다.  

 

(25) 철수는 언어학이 흥미가 있었다.  

(26) 철수는 언어학에(대해) 흥미가 있었다.  

(27) 철수한테 언어학은 흥미가 있었다.  

 

(25)~(27)은 본고의 제 1 기준에 따르면 심리경험의 2 항 용법으로 

쓰였다. 그런데 STM 이 여격(사격)으로 실현된 (26)는 (25)에 비해서 

‘철수(EXP)’가 ‘언어학(STM)’에 대해 갖게 된 심리적 상태가 

강조된다.  반면에 EXP 이 여격으로 실현된 (27)은 (25)에 비해서 

‘언어학(STM)’이 가지는 심리적 속성이 ‘철수(EXP)’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강조된다. 즉, 비록 같은 사건을 나타내지만 (26)는 

EXP 의 관점에서 사건이 기술하며, (27)은 STM 에 중심을 두고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각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과 통사적으로 

주어가 되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EXP 의 경험이 강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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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는 EXP 가 주어로 실현되고, STM 은 그보다 통사적 지위가 

낮은 여격이나 사격으로 실현된다(앞으로 이러한 문형을 

[EXP>STM]으로 줄여 씀). STM 의 심리적 속성이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는 (26)에서는 통사적으로도 STM 이 주어가 된다. 이 때 여격의 

EXP 는 그저 해당 속성에 대한 판단자로 사건에 개입한다는 논의가 

3.1.2 절 도입부분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이하 [EXP<STM]로 표기).  

EXP 와 STM 이 모두 주격으로 실현되는 (25)과 같은 문장은 

국어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격 중출(double nominative) 구문 

이다(이하 [EXP=STM]). 3.1.1 절에서 소개한 남승호(2007)의 격틀 

부류 연구에서 아래와 같은 {1.2 ‘무섭다’}의 심리술어가 주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부류에 해당한다.  

 

(28) 아이들은 호랑이가 무서웠다.  

(29) 나는 고향 친구들이 그립다.  

 

EXP 과 STM 모두 조격 조사 ‘-이/가’를 취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을 주어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주격 중출 구문에서 두 논항의 주어성에 대해서는 김건희(2005)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있는데, 주체 존대 ‘-시’와의 호응을 근거로 들며 

EXP 가 진정한 주어라고 주장한다. 아래 (30),(31)을 (29)와 함께 

비교해 보라.  

 

(30) 김 선생님(께서)는 고향 친구들이 그리우셨다.  

(31) *우리는 김 선생님이 그리우셨다.  

 

(29)의 EXP 가 ‘나’대신 (30)과 같이 존대(honorific)를 받는 ‘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심리술어에도 존대형 ‘-시-’가 삽입될 수 

있다. 반면에 (29)의 STM 인 ‘고향 친구들’이 (31)에서와 같이 

존대를 받는 ‘김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서 심리술어에 ‘-시-’가 

삽입될 수는 없다. 따라서 문장 전체의 술어를 포함하는‘-시-’가 

EXP 논항에 호응하므로 EXP 논항을 문법적 주어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주격 중출 문장에서 STM 논항은 주격조사를 취할 뿐 주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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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에 부분적으로만 동의한다. EXP 가 

문법적인 주어같기는 하지만,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절의 후반부에서 의미구조 표상을 제안하며 

다시 언급하겠다. 일단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2 항 용법의 심리술어 

구문에서, 의미적으로 강조되는 하위사건과 문형의 유형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점 미명세를 통한 교체 현상 설명 

(32a) 철수는 언어학이 흥미가 있었다.  

(32b) 철수는 언어학에(대해) 흥미가 있었다.  

(32c) 철수한테 언어학은 흥미가 있었다.  

 

(32a) <-> (32b) 혹은 (32a) <->(32c)와 유사한 격교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는 남승호(2015)에서도 일부 이루어졌다.  

전자와 같이 STM 격교체를 보이는 심리형용사를 PEP 부류로, 후자와 

같이 EXP 격교체를 보이는 것들을 AEP 부류로 나눈 것이다. 아래 

AEP 와 PEP 의 의미구조에서 서로 다른 중점 미명세 방식이 서로 다른 

격교체 현상을 야기한다(자세한 논의는 3.1.2 절을 참고하라). 

 

 

AEP의 의미구조 (남승호 2016) 

 

논항 구조 =[논항1:EXP, 논항2: e1] 

사건 구조 =[e1(process: EXP, STM)   ,     e2(state: EXP)] 

           중점구조= [e1(e2)] 

PEP의 의미구조 (남승호 2016) 

 

논항 구조 =[논항1:EXP, 논항2: STM] 

사건 구조 =[e1(process: STM (,EXP))    ,  e2(state: EXP,STM)] 

             중점구조= [(e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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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위와 같은 의미구조 상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중점 미명세 방식에 따른 교체현상 설명에는 동의한다. 또한 더 다양한 

종류의 중점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설명되지 않은 심리술어 

부류도 의미구조를 상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위 구조에 대한 

비판은 3.1.2 절 후반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그러한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아니라 유용성 차원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다. 즉, 

AEP 와 PEP 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 하위 구성 요소를 다르게 

설정해버리면, 정확히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두 부류간 다른 성격이 

나타나는지를 포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최대한 동일한 요소로 

사건구조를 구성하여, 다만 중점구조 상의 차이에 의해서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본고는 남승호(2015)의 PEP 에 해당하는 의미구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상정하고자 한다.  

 

기존 PEP 의미구조와의 차이점은 원인사건 e1 과 결과사건 e2 의 사건 

유형을 모두 상태(state)유형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e1 은 개체의 속성을 

기술하는 사건으로서 본고의 1 항 용법에 해당한다. 실제로 e1 에는 

하나의 개체만이 사건에 개입한다고 표상되어있다. e2 는 EXP 와 

STM 사이의 심리관계 사건으로 본고의 2 항 용법에 해당한다. 물론 

상태변화 결과인 e2 가 있으려면 지각 및 심리적 과정(process)이 

필요하나, 이는 당연히 상정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위 구조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AEP 에 해당하는 의미구조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PEP 에 대한 새로운 의미구조 제안 ([EXP=STM]가능) 

 

논항 구조=[논항 1:EXP, 논항 2 :STM]  

사건 구조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e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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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AEP 구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논항 2 역시 사건 유형이 아닌 

개체 유형으로 본 것이다. 본고는 AEP 의 논항 2 만을 PEP 와 달리 

사건유형으로 봐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EP 와 

PEP 의 논항구조를 통일해야 둘 간의 비교도 용의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새로운 의미구조는 기본적으로 주격 중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심리술어 부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주격 중출 

구문은 상당히 특이한 성격을 가진 문장이다.  

 

(32a) 철수는 언어학이 흥미가 있었다.  

(32b) 철수는 언어학에(대해) 흥미가 있었다.  

(32c) 철수한테 언어학은 흥미가 있었다.  

 

(32b)와 (32c)이 속성기술 사건(위 구조상 e1)과 심리경험 사건(e2) 

중 어느 한가지를 강조하는 데 반해, (32a)에서는 둘 중 어느 사건이 더 

두드러지는지 알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건적으로는‘언어학(STM)’이 

‘흥미가 있다’는 속성과 먼저 결합한 후, 그러한 속성을 

‘철수(EXP)’가 경험하게 되는 순서를 거친다. 따라서 문법적인 문장 

전체의 주어가 EXP 라 하더라도(김건희 2005), 사건 의미적으로는 

우선 STM 이 주어였다가 이후 EXP 로 주어가 바뀐다고 분석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주격 중출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 술어의 

의미구조는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까.     

 

(33a) *선배는 본인의 비전이 확신이 크다. 

(33b) 선배는 본인의 비전에 확신이 크다. 

(33c) *선배에게 본인의 비전이 확신이 크다.  

 

AEP 에 대한 새로운 의미구조 제안 ([EXP=STM]가능) 

 

논항 구조=[논항 1:EXP, 논항 2 :STM]  

사건 구조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e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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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는 (32a)의 주격 중출 구문에서 나타난 사건 기술상의 관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선배(EXP)’가 ‘비전(STM)’을 

경험하는 사건만이 강조되고 ‘비전(STM)’이 확신이 있을만한 속성을 

가진다는 기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의미구조를 제안한다.  

 

[EXP>STM]문형 술어의 의미구조 ([EXP=STM]불가능) 

 

논항구조 = [논항 1: EXP, 논항 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2] 

  

선행연구에서는 속성기술의 e1 을 무조건 STM 의 상태로만 보았다. 

하지만 ‘외롭다’와 같은 EXP 의 속성을 기술하는 심리술어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속성기술 사건을 e1(state: STM)뿐 아니라  e1(state: 

EXP)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EXP>STM]문형에서 주어는 

EXP 라는 사실도 이를 지지한다.  

 주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EXP<STM] 

문장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의미구조를 상정해볼 수 있다.  

 

(34a) *철수가 새로운 조교가 매우 믿음직스러웠다.  

(34b) *철수가 새로운 조교에 매우 믿음직스러웠다.  

(34c) 철수에게(는) 새로운 조교가 매우 믿음직스러웠다. 

 

[EXP<STM]문형 술어의 의미구조 ([EXP=STM] 불가능) 

 

논항구조 = [논항 1:EXP, 논항 2:STM] 

사건구조 = [e1(state: STM) , e2(state: STM, EXP)] 

             중점구조= [e1/e2] 

 

기존의 e2(state: EXP,STM)을 e2(state: STM, EXP)로 바꾸었는데, 

전자가 EXP 가 STM 을 겪은 결과상태를 말한다면, 그것을 후자의 

STM 이 EXP 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환언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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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기 때문이다. 즉, 두 사건은 기술의 관점만이 변화하였을 뿐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인사건을 e1(state: STM)으로 

STM 관점으로 시작했다면, 결과사건도 같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간결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위 중점구조는 [EXP<STM]문형이 가능한 

술어 중  ‘믿음직스럽다’에 한하는 것일 뿐, 술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해 질 수 있다.  

 

 

EXP와 STM의 통사적 위계 관계에 따른 의미구조 양식 설정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2 항 술어 구문이 [EXP>STM], 

[EXP<STM], [EXP=STM]중 어떤 문형을 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 양식(templat)를 설정할 수 있다. 

[EXP<STM]문형에서는 주어가 EXP 이므로 “EXP 중심 

심리술어”라는 부류명을 지었고, [EXP<STM]은 “STM 중심 

심리술어”라고 하였다. 두 논항이 모두 주격으로 나타나는 

[EXP=STM]문형은 원인사건에서는 STM 의 상태가 사건의 중심이 

되고, 결과사건에서는 EXP 의 상태가 중심이 되므로 “EXP-

STM 중심변경 심리술어”라고 부르겠다. 
 

①EXP 중심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 

 

②STM 중심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STM) , e2(state: STM, EXP)] 

             

중점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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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EXP-STM 중심변경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 … (미명세 필수) 

 

이제 우리는 위 3 가지 의미구조에서 중점구조만을 조금씩 

변형하여 선행연구의 심리술어뿐 아니라, 이전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복합 심리술어의 의미표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에서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위 3 가지 의미구조를 이용하여 복합 심리술어의 

부류를 설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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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복합 심리술어 사건구조의 격 실현 양상 
 

지금까지 3.1 절에서 단순 심리술어 부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거기서 발견된 한계점을 보완하여 3.2 절에서는 심리술어의 

새로운 분류법을 제안하였다. 이 분류법을 이용하여 복합 심리술어의 

부류를 설정할 것이다.   

 

4.1 복합 심리술어의 문형 분포 요약   
  

술어의 부류를 나누는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술어구문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고는 심리술어 구문이 보이는 

문형과 심리술어의 1/2 항 용법에 따라서 부류를 설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우선 이 두 기준에 따라 복합 심리술어 구문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9 개의 심리명사와 4 개의 경술어로 <심리명사+주격조사 + 경술어>의 

형태를 이루는 총 36 개 복합 심리술어의 분포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② 앞으로 표기상의 편의를 위해서 각 복합 심리술어를 [표1]의 번호로 표기하

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표 1] 복합 심리술어 목록 ②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에서 주격조사 생략 

1 애착많다      2 애착없다     3 애착있다     4 애착크다 

5 의심많다      6 의심없다  7 의심있다      8 의심크다 

9 호기심많다  10 호기심없다   11 호기심있다   12 호기심크다 

13 확신많다 14 확신없다 15 확신있다 16 확신크다 

17 흥미많다  18 흥미없다 19 흥미있다 20 흥미크다 

21 고민많다 22 고민없다 23 고민있다 24 고민크다 

25 불안많다 26 불안없다? 27 불안있다 28 불안 크다 

29 슬픔많다 30 슬픔없다 31 슬픔있다  32 슬픔크다 

33 우환많다 34 우환없다 35 우환있다 36 우환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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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합 심리술어 구문의 문형 분포 

 

 [그림 1]의 벤 다이어그램 안에 적힌 숫자 1~36 는 [표]에 따른 

복합 심리술어를 가리킨다. 일부 복합 심리술어는 한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데, 자료가 잘 발견되지 않는 술어는 [그림 1]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③  물론 한 가지 복합 심리술어 번호가 벤 다이어그램 상 여러 

③ 총 36개의 복합 심리술어 중, 코퍼스 상에서 10개 미만의 자료가 나타난 ‘확
신이 많다’, ‘흥미가 크다’, ‘불안이 많다’ 3개의 술어는 한국어 화자들이 잘 쓰지 

않는 술어라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13.확신많다>, 

<20.흥미크다>, <25.불안많다>은 각종 그림이나 표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확신’의 정도가 강한 것은 양을 표현하는 ‘많다’ 경술어와 결합하지 않고  

‘크다’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13.확신많다>는 코퍼스에서 잘 나타나

지 않았고 필자의 모국어 직관에 의해서도 어색한 표현인데 반해,  <16.확신

크다> 구문은 풍부하게 발견되었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술어로 느껴진다.       

- 마찬가지로 <20.흥미크다>와 <25.불안많다>도 각각 <17.흥미많다>와    

<28.불안크다>가 그 쓰임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서술명사+경술어>구성에서 서술명사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경술어의 

종류가 달라지는 현상은 본고의 연구대상인 심리명사 이외의 여타 서술명사에

 ４３ 

                                            



 

구역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편의를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 상 

복합 심리술어 구문이 나타난 구역에 (A)~(G)라는 구역명을 

표기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복합 심리술어 구문의 분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3 장에서 제안했듯이 심리술어의 1 항 용법과 2 항 

용법을 나누어서 각각을 왼쪽 사각형과 오른쪽의 타원으로 나타냈다. 

일부 심리술어는 1 항과 2 항 용법을 모두 허용하므로 집합 사이에는 

교집합 영역이 존재한다. 2 항 용법으로 사용되어 EXP 와 STM 두 

논항이 모두 등장하는 구문은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EXP 가 

주어로 실현되는 EXP 중심 심리술어 ([EXP>STM]로 표기), STM 가 

주어로 실현되는 STM 중심 심리술어([EXP<STM])와 주격 중출 

구문([EXP=STM])이 가능하다. 모든 2 항 심리술어는 2 항 타원 내의 

수평 점선으로 구분되는 이 3 가지 종류의 문형 중 한 가지를 취한다. 

한편, 1 항술어 사각형에서 수직의 실선은 그 1 항이 EXP 인지 

STM 인지를 나눈다. 실선은 기준으로 왼쪽은 EXP 가 주어로, 오른쪽은 

STM 이 주어로 실현되는 1 항 술어 구문이다.  

이제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복합 심리술어 구문 분포의 전체적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대부분의 복합 

심리술어는 1 항과 2 항 용법을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1 항 술어로만 

쓰이는 술어는 심리명사‘불안’, ‘슬픔’, ‘우환’를 포함한 복합 

심리술어들이었다((A)구역).  반면에 ‘애착이 없다’, ‘애착이 크다’, 

‘확신이 크다’, ‘흥미가 많다’등은 1 항 술어로는 쓰이지 못하고 

2 항 용법만을 허용했다((C)구역).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술어들은 

1,2 항 용법이 모두 가능했는데, 1 항으로 쓰였을 때 STM 의 속성을 

기술하는 경우(교집합 구역 내 오른쪽 부분)는 ‘의심이 없다’, 

‘흥미가 있다’, ‘흥미가 없다’3 가지 술어뿐이었다.  특히 

[EXP<STM]가 가능한 술어는 1 항으로 쓰일 때 모두 [STM-

nom]문형을 취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라((E)구역). 반면에 [EXP-

도 발견된다. 특히 ‘크다,작다’와 ‘많다,적다’ 형용사 쌍간에 결합하는 선행명사

의 비대칭성이 발견된다는 박철우∙남승호(2004) 연구가 있다.  

(예: 무리가 *크다/*작다/많다/적다, 걱정거리가 *작다/*크다/많다/적다, 관심이 

크다/*작다/많다/적다)  

한편, 본고의 36개 복합 심리술어 중 3개를 제외한 33개의 술어는 [그림1]에 

모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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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의 1 항 술어 구문이 가능한 술어들은 2 항의 [EXP<STM]문형을 

취할 수 없다. 2 항 술어 전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술어가 EXP 를 

주어로 실현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4.2 절에서 이러한 EXP 중심 심리술어의 성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위 분류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3 개의 2 항 술어만이 STM 을 주어로 

취하였는데 ((E)구역의 STM 중심 심리술어) 이들에 대해서는 

4.3 절에서 알아볼 것이다. 특이하게도‘흥미가 있다’와 ‘흥미가 

없다’는 3 가지 2 항 문형을 모두 취할 수 있는데((D),(E),(F)구역에 

모두 나타남) 이들에 대해서는 4.2, 4.3, 4,4 절 모두에서 언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4.2  경험주(EXP)중심 심리술어   
 

[그림 1]의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A),(B),(C),(D) 구역이 

3 장에서 정의한 EXP 중심 심리술어이다. 아래에서 각 구역의 

심리술어가 EXP 중심 술어인 것을 확인하라.  

 

(A)  

(1) 맑은 얼굴이지만 그 작가는 슬픔이 많다.  

(1’)맑은 얼굴이지만 그 작가님께서는 슬픔이 많으시다. 

 

(B) 

(2) 정신과 환자들은 대개 의심이 많다. (1 항) 

(2’)정신과 환자분께서는 대개 의심이 많으시다.  

 

(3) 그는 낯선 사람들에게 의심이 많다. (2 항) 

(3’)그 분께서는 낯선 사람들에게 의심이 많으시다. 

(3”)*우리 애는 낯선 분들께 의심이 많으시다. 

 

(C) 

(4) 우리 아버지는 둘째에게 특히 애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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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아버지께서는 둘째에게 특히 애착이 크시다.  

(4”) *우리 애는 할아버지께 특히 애착이 크시다. 

 

(D) 

(5) 철수는 맨날 공부 얘기만 하는 진이에게 흥미가 없었다. (2 항) 

(5’) 할아버지께서는 맨날 공부 얘기만 하는 진이에게 흥미가     

없으셨다.  

(5”) *철수는 맨날 공부 얘기만 하는 선생님께 흥미가 없으셨다.  

 

 

   위의 존대형(honorifics) 호응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EXP 중심 

심리술어 구문이 나타내는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EXP 의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EXP 중심 술어들이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미구조를 

가진다고 상정한다 .  

 

 

EXP 중심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 

 

(A),(B),(C),(D)구역의 복합 심리술어들은 모두 위와 같은 의미구조를 

공유하는데, 이들이 조금씩 다른 언어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위에서 

표기하지 않은 중점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본고는 각 구역의 

심리술어들이 보이는 현상에 따라 이 중점구조를 추측해보고, 이에 따라 

EXP 중심 심리술어를 4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선 36 개의 복합 심리술어 중 가장 많은 술어들이 속하는 

(B)구역에 대해서 4.2.1 절에서 살펴보자. 앞으로 (A)~(G)구역에 

나타나는 심리술어를 부류 A ~ 부류 G 라고 부를 것이다. 한편, 이 

부류체계는 격틀 A~G 에 따라 나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통사적인 

부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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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부류 B (‘고민이 많다’부류)  

-[1항: EXP-nom] * [2항: EXP>STM]구문을 형성하는 심리술어  

 

B 부류에는 가장 많은 복합 심리술어가 속하므로 가장 전형적인 

의미를 가지는 복합 심리술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심리술어들은 아래와 같다.  

 

B부류 복합 심리술어 목록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에서 주격조사 생략 

1 애착많다      5 의심많다       7 의심있다    

9 호기심많다   10 호기심없다     11 호기심있다  12 호기심크다 

14 확신없다 15 확신있다    

21 고민많다 22 고민없다   23 고민있다     24 고민크다 

 

B 부류의 복합 심리술어들은 2 항 술어로 쓰일 때 EXP 이 

주격으로 실현되고, STM 이 그보다 통사적 지위가 낮은 여격‘-

에/에게/한테’ 와 결합하거나‘-에 대해’와 결합하여 사격으로 

실현된다. 어떠한 문형으로 실현되든 간에 EXP 의 통사적 지위가 

STM 의 지위보다 높다([EXP>STM]문형). 이러한 B 부류의 복합 

심리술어는 개체의 속성을 기술하는 1 항 술어로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때는 EXP 에 주격표지‘-이/가’가 결합하여 EXP 가 주어로 

실현된다. B 부류에 속하는 심리술어들은 다른 [그림 1]의 벤 다이어그램 

상 다른 구역에서 중복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으므로 논항교체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몇 가지 B 부류의 복합 심리술어가 각각 2 항과 1 항 

용법으로 사용된 아래 예들을 살펴보자.  

 

‘의심이 많다’ 

-2 항 

(6) 그는 낯선 사람에게 의심이 많다. 

(7)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해 의심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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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8) 그는 의심이 많다기보다 의문이 많았습니다.  

(9) 그는 적을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으니까 자연히 의심이  

많은 거야. 

(10) 정신과 환자들은 대개 의심이 많고 우유부단하다. 

 

‘호기심이 많다/없다/있다’ 

-2 항 

(11)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성관계에 호기심이 많다. 

(12) 어머니는 바깥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전혀 없었다. 

(13) 그는 여러 오락에 호기심이 있다. 

 

-1 항 

(14) 사람도 아이 때 호기심이 많듯이, 닭도 병아리일 때 

호기심이 많은 거 같다. 

(15) 꼰대는 자신의 경험에만 입각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없거든요. 

(16) 인간은 본래 호기심이 있고,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6),(7)와 (11),(12),(13)는 전형적인 2 항 심리술어로써의 쓰임으로 

EXP 가 STM 에 대해‘의심’이나 ‘호기심’이라는 심리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때 STM 은 유정물(6), 무정물(7), 추상적 

개념(11)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13)의 ‘오락’처럼 개체이면서도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명사가 STM 으로 오기도 한다.  

이러한 2 항 심리술어들은 (8)~(10)와 (14)~(16)에서처럼 개체의 

속성을 기술할 수도 있는데, 모두 EXP 의 속성을 기술하는 1 항 술어로 

쓰인다. 물론 STM 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체를 EXP 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2 항 술어와의 비교를 

위해 이를 EXP 로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심리적 속성이 기술되는 

대상인 이 개체를 행동주(Agent)나 단순한 대상(Theme)으로 볼 수 

없다는 논의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예를 들어 (8)에서 “그는 

의심이 많다”고 했을 때, 비교적 영속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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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그’는 비록 그 기술의 대상(Theme)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세상의 어떤 대상에 대해 의심을 느낀다는 

의미에서 ‘그’를 EXP 로 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심리술어를 완전한 개체 층위 술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3 장의 

논의를 참고하라).   

 1 항 술어 구문 (8)~(10)와 (14)~(16)은 2 항 술어 구문 

(6),(7)와 (11)~(13)에 비해 대상의 영속적인 속성을 성격을 기술하며, 

2 항 술어 구문은 1 항 술어 구문보다는 비교적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낸다. 특히 아래의‘대개(10)’나 ‘본래(16)’와 같은 부사구가 

1 항 술어의 본질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10) 정신과 환자들은 대개 의심이 많고 우유부단하다. 

(16) 인간은 본래 호기심이 있고,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속성기술의 대상인 EXP 자리에 특정 개별자보다는 

집단적이고 총칭적인 개체가 오면서 종 전체에 대한(generic) 일반적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14) 사람도 아이 때 호기심이 많듯이, 닭도 병아리일 때 

호기심이 많은 거 같다. 

(15) 꼰대는 자신의 경험에만 입각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없거든요. 

 

위와 같은 사실은, 2 항 술어 구문이 나타내는 단발적인 심리경험이 

축적되어 속성 기술의 1 항 술어 구문으로 일반화 된다는 본고의 논의를 

지지해준다. 즉 여러 사람들이 여러 대상에 호기심이 많을 경우, 

‘사람’전체가 ‘세상’에 호기심이 많다는 일반화가 이루어져 (14)와 

같이‘사람’집단의 총칭적인 속성을 기술할 수 있다. (15)의 

‘꼰대’도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통된 속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킨다. 물론‘호기심이 많다’와 ‘호기심이 없다’의 속성을 가지는 

개체가 아래와 같이 개별자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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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a) 철수는 호기심이 많다.  

   (15a) 철수는 호기심이 없다.  

 

그런데 위와 달리 B 부류에 속하는 일부 술어는 개체의 본래적 속성을 

기술하기에는 어색하다. 아래와 비교해 보라.  

 

    (17) ?철수는 의심이 있다. 

(“철수는 의심이 있는 사람이다.”) 

(18) ?철수는 호기심이 있다.  

        (“철수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다.”) 

 

(14a)와 (15a)에 비해서, (17)과 (18)는 EXP 의 영속적인 심리적 

속성을 기술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는 한국어 화자들이‘호기심 

많다’와 ‘호기심 없다’를 개체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1 항 

용법으로 더 자주 쓰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화자에 의한 쓰임의 

문제일 뿐이며,‘의심이 있다’와 ‘호기심이 없다’도 속성 기술의 

1 항 용법이 가능하다고 분석하는 것이 옳다. ‘의심이 있다’와 

‘호기심이 있다’또한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는 자연스럽다. 

 

(19)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20) 새로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호기심이 있는 편입니다.  

 

 

의미구조 형식화  

앞서 우리는 B 부류를 포함한 EXP 중심 술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구조를 공유한다고 상정하였다.  

  

EXP 중심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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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일한 EXP 중심 술어인 A,C,E 부류와 차별되는 B 부류만의 

특징을 중점구조에 반영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B 부류는 

[EXP-nom]의 1 항 용법과 [EXP>STM]의 2 항용법을 모두 허용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중점구조를 제안할 수 있다.  

 

B 부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1/e2] 

 

사건구조 내의 중점구조가 [e1/e2]이면 중점은 1) e1 으로 실현되거나, 

2) e2 로 실현될 수 있다. 전자는 EXP 의 속성을 기술하는 사건이고, 

후자는 EXP 가 STM 을 경험하는 사건을 나타냈다. 물론 e2 도 사건 

유형이 상태(state)이기 때문에 e1 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e1 이 

EXP 의 본래적 속성을 기술하는 데 반해 e2 는 EXP 이 STM 과 

관련하여 갖게 된 결과적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물론 결과사건인 e2 는 

EXP 가 STM 을 경험한 사건이 전제된다. 따라서 e2 가 강조되면 

심리경험 사건이 부각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제안된 위의 구조를 실제 

예문을 통해서 아래에서 확인해보겠다.  

 

 

‘고민이 많다{B}’의 의미구조 

 

(21) 수험생들이 과목 선택에 고민이 많다.  

 

논항구조 = [Arg1:수험생, Arg2:과목 선택] 

사건구조 = [e1(state: 수험생) , e2(state: 수험생, 과목 선택)] 

중점구조=[e1/e2] 

 

   (21)의‘고민이 많다’는 수험생(EXP)의 심리적 속성을 상태로 

나타내는 e1 과, 수험생(EXP)이 과목 선택(STM)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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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경험의 결과상태인 e2 로 구성된다. 중점구조 [e1/e2]에 따라 

가능한 중점 실현은 아래 2 가지 경우이다.  

 

ⅰ)중점실현: e1 

=> (21a) 수험생들이 고민이 많다.  [1항: EXP-nom] 

 

ⅱ)중점실현: e2 

=> (21b) 수험생들이 과목 선택-에/에 대해 고민이 많다. 

[2항: EXP>STM] 

 

중점이 e1 일 경우 수험생(EXP)의 심리적 속성만이 부각되며, 어떤 

대상(STM)에 대해 고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부각되지 않아서 

(21a)와 같은 1 항 심리술어 구문이 나온다. e2 만이 중점이 될 

경우에는 수험생(EXP)이 과목 선택(STM)을 경험한 후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결과상태만 강조가 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경험 사건에는 

EXP 과 STM 이 모두 개입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경험의 주체는 

EXP 이므로 EXP 가 주격을, STM 은 그보다 낮은 여격이나 사격을 받아 

(21b)와 같이 실현된다.  

   아래 B 부류의 다른 심리술어들도 위와 같은 기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항 

‘애착이 많다’ 

(22) 저 애가 워낙 애착이 많답니다. 

‘확신이 있다’ 

(23)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차분하며 확신이 있어야 한다. 

‘확신이 없다’ 

(24)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 어느 편이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이 

없겠습니까? 

‘고민이 있다’ 

(25) 철수는 고민이 있다며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한다. 

‘고민이 없다’ 

(26) 꼭 선생님께서는 내가 고민이 없을 때 고민을 쓰라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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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 

‘확신이 있다’ 

(27) 선배는 본인의 비전에 확신이 있다. 

‘확신이 없다’ 

(28)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에 확신이 없거든요. 

‘고민이 크다’ 

(29) 지난해 취임한 오 본부장은 산적한 현안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EXP 중심 심리술어 중 B 부류는 [e1/e2]의 중점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와 유사하지만 B 부류의 2 항 

문형 [EXP>STM]만을 취하는 (C)구역의 심리술어들을 살펴보자.  

 

 

4.2.2 부류 C (‘흥미가 많다’부류) 

- [2항: EXP>STM] 구문을 형성하는 심리술어 (1항 구문 불가능) 

 

 

C 부류에 속하는 복합 심리술어는 위의 목록과 같으며, 이들은 

B 부류의 복합 심리술어들이 보이던 2 항 구문만을 구성한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라.  

 

-2 항 

‘애착이 없다’ 

(30)그 사람은 원래 젊어서부터 돈에는 그리 큰 애착이 없었어. 

‘애착이 크다’ 

(31)저는 평가와 상관없이 제 모든 작품에 애착이 크답니다. 

C부류 복합 심리술어 목록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에서 주격조사 생략 

2 애착없다      3 애착있다      4 애착크다      8 의심크다 

16 확신크다    17 흥미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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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 크다’ 

(32) 선배는 본인의 비전에 확신이 크다. 

‘흥미가 많다’ 

(33) 저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것에 흥미가 많습니다. 

 

한편 위의 C 부류 심리술어들은 1 항 구문을 이룰 수 없다. 아래를 

확인하라.  

 

(30a)*그 사람은 원래 애착이 없어. 

(30b)*돈은 그리 큰 애착이 없어.  

(31a)*저는 애착이 크답니다. 

(31b)*제 모든 작품은 애착이 크답니다. 

 

위의 (a)표현이 불가능한 것이 C 부류와 B 부류 술어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아무런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문장들은 

불완전한 정보를 준다. 청자는 “무엇에?”라는 추가적인 질문으로 

STM 를 알아내려 할 것이다. 즉 ‘아무것에도 애착을 갖지 않는 

사람(30a)’이나 ‘모든 것에 애착이 큰 사람(31a)’이라는 의미가 

표현되지 않는다. 물론 이 또한 언중의 쓰임에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모든 것에 애착이 없거나 큰 심리적 속성을 기술하는 1 항 술어로 

앞으로 사용되게 될 여지는 있다. 본고는 해당 복합 심리술어가 

1 항으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만약 쓰일 수 없다면 

의미구조상 어떤 이유에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한다.  

   주어인 EXP 와 ‘-에’의 여격이나 ‘-에 대해’의 사격 STM 가 

필수적으로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C 부류의 심리술어는 마치 아래와 같은 

영어타동사와 비슷하다. 즉, 개체의 본래적 속성이 아닌 인과관계에 

의한 상태의 변화사건만이 항상 강조된다.  

 

   (34) The newspaper angered John. 

   (34’) *The newspaper angered.  

   (35) The dog frightened the baby. 

   (35’) *The dog frigh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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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구조 형식화  

EXP 중심 심리술어의 기본적인 의미구조에, 심리경험 사건만이 

항상 중점이 되는 C 부류의 의미구조를 아래와 같이 표상될 수 있다. 

 

C 부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2] 

 

이 의미구조에서 아래 예문(36)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자. 

 

‘애착 크다{C}’의 의미구조 (수정 전) 

 

(36) 나는 처음 맡은 작품에 가장 애착이 크다. 

 

논항구조 = [Arg1:나, Arg2:작품] 

사건구조 = [e1(state: 나) , e2(state: 나, 작품)] 

중점구조=[e2] 

 

중점구조가 [e2]이므로 중점의 실현도 e2 만이 가능하다. e2 는 

내(EXP)가 작품(STM)을 경험한 이후의 심리적 결과상태이므로, 

EXP 가 주격으로 STN 이 그보다 낮은 여격이나 사격으로 실현된다. 

아래 (36a)문장이 불가능한 것은, e1 만이 중점을 받기가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6a)*나는 애착이 크다. 

   (36b)*처음 맡은 작품이 애착이 크다.  

 

또한 (36b)가‘처음 맡은 작품(STM)’은 애착이 갈만한 개체라는 

기술을 하려면 e1(state: STM)라는 하위 구성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애착이 크다’는 애초에 EXP 중심 술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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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한편 ‘애착이 크다’는 아래와 같은 문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36’)나는 처음 맡은 작품이 가장 애착이 크다. 

 

(36’)와 같은 주격 중출 구문은 C 부류의‘애착이 크다’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이 격틀 C 와 격틀 G 를 모두 취할 수 

있는‘애착이 크다’는 여타의 기본 C 부류와는 다른 의미구조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즉, ‘애착이 크다’를 제외한 C 부류의 술어들은 

모두 위에서 제시한 ‘애착이 크다{C}’의 의미구조를 갖지만, ‘애착이 

크다’의 의미구조는 위의 것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애착이 크다’ 

술어의 의미구조에 대해서는 4.4 절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4.2.3 부류 D (‘의심이 없다’부류)    

- [1항:STM-nom]*[2항: EXP>STM] 구문을 형성하는 심리술어 

(이후 수정) 

 

D부류 복합 심리술어 목록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에서 주격조사 생략 

6 의심없다    18 흥미없다      19 흥미있다   

 

   2 항 술어일 때 EXP 가 주격으로 실현되면서 1 항 술어일 때는 

STM 이 주격으로 실현되는 (D)구역에는 ‘애착이 없다’, ‘흥미가 

있다’, ‘흥미가 없다’ 3 가지의 복합 심리술어가 속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3 가지가 동일하게 (E)구역에도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말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주의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이들이 형성하는 아래 문장들을 확인하라.  

 

-2 항 

‘의심이 없다’ 

(37) 그는 스승의 말에 의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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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우리는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  

‘흥미가 있다’ 

(39) 저는 다큐멘터리처럼 정보를 알리는 것에 흥미가 있었어요. 

(40) 그는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 흥미가 있었다. 

‘흥미가 없다’ 

(41)저는 비틀즈 팬은 아니어서 존 레논에게는 큰 흥미가 

없거든요. 

(42)저는 솔직히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어요. 

 

물론 위 [EXP>STM]의 2 항 술어들은 속성기술의 1 항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  

 

(37a) ?스승의 말은 의심이 없다.  

(38a)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의심이 없다.  

 

(39a) 정보는 알리는 것이 흥미가 있었어요. 

(40a) 문학과 역사의 관계는 흥미가 있었다.  

 

(41a) 존 레논은 흥미가 없다.  

(42a) 솔직히 공부는 별 흥미가 없다.  

 

‘의심이 없다’는 (37a)같은 경우 어색하게 느끼는 화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38a)에서와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의 의미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위 (37a)~(42a)의 1 항 술어는 EXP 가 아닌 STM 을 

주어로 실현했다. 4.2 절은 지금까지 EXP 중심 술어를 다뤄왔는데, 

EXP 중심 술어에서는 (37a)~(42a)와 같은 문장이 나올 수 없다. 왜 

그런지를 의미 구조상에서 설명하겠다.  

 

 

의미구조 형식화  

1 항과 2 항 용법이 모두 가능하려면 속성기술의 e1 사건과 

심리경험의 e2 사건이 모두 중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항과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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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을 모두 허용했던 B 부류의 중점구조와 동일한 [e1/e2]를 

D 부류에도 설정해볼 수 있다.  

 

D 부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수정 전)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1/e2] 

 

그런데 위에 제안된 의미구조 표상이 적절하지 않다. 우선 제안된 

구조대로 예문을 들어 아래에서 살펴보자.  

 

‘의심이 없다{D}’의 의미구조 (수정 전) 

 

(43) 우리는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  

 

논항구조 = [Arg1:우리, Arg2:사실] 

사건구조 = [e1(state: 우리) , e2(state: 우리, 사실)] 

중점구조=[e1/e2] 

 

ⅰ)중점실현: e2 

=> (43) 우리는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  [EXP>STM] 

 

ⅱ)중점실현: e1 

=> (43a) *우리는 의심이 없다. [EXP-nom] 

 

 [e1/e2]중에서 e2 만 강조된 경우에는 (43)처럼 EXP 가 주격, 

STM 가 여격이나 사격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여러 부류에서 

살펴본 [EXP>STM] 문형에서 설명된 바 있다. 그런데 중점이 

e1 으로만 실현된 (43a)는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D 부류는 B 부류와는 달리 1 항 술어 용법으로서는 STM 를 주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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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시키는 부류이다. ‘의심이 없다{D}’는 (43a)에서“우리(EXP)는 

항상 모든 것에 의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속성 기술을 하지 못한다.  

앞서 (37a)~(42a)의 1 항술어도 모두 STM 을 주어로 실현시켰다. 

화자에 따라서는 (43a)가 ‘우리(EXP)’의 본래적 속성을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만약 ‘의심이 없다’가 ‘의심하지 

않는’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갖는다면 물론 EXP 의 속성기술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의심이 없다’를 B 부류에 포함시키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의심이 없다’가 1 항술어로써 EXP 의 속성을 

기술할 수는 없다는 전제(필자의 직관과 코퍼스에 나타난 빈도를 

바탕으로)하에, 그러한 ‘의심이 없다’는 어떤 의미구조를 가지는지를 

형식화 해보려 하는 것이다.  

위 의미구조에서 도출된 (43a)가 비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D 부류의 술어는 B 부류와 EXP 중심 술어라는 점에서 

사건구조를 공유하지만 중점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43a)와 같은 1 항구문이 도출되지 않는 아래와 같이 완전히 

명세된(specified) 중점구조를 갖는다고 제안할 수 있다. [e1/e2]의 

미명세된 중점구조를 가졌던 B 부류와 아래를 비교해 보라.   

 

‘의심이 없다’의 의미구조 (1 차 수정 후, 잠정적) 

 

(43) 우리는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  

 

논항구조 = [Arg1:우리, Arg2:사실] 

사건구조 = [e1(state: 우리) , e2(state: 우리, 사실)] 

중점구조=[e2] 

 

위와 같은 의미구조에서는 ‘의심이 없다’가 EXP 1 항만을 

취하는 구문을 형성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의심이 

없다’는 오히려 아래와 같이 STM 의 속성을 기술하는 1 항 문장을 

실현시킬 수는 있다.  

 

   (43b)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의심이 없다.  

          [STM-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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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3b)와 같이 STM 이 주어가 되려면 우선 속성 기술 하위 

사건이 e(state: STM)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상정한 사건 

구조는 e1(state: EXP)이므로 속성 기술 사건 e1 만 중점을 받는다고 

해도 STM 이 아닌 EXP 에만 주격을 줄 수 있다. 즉, (43b)와 같이 

STM 의 속성을 기술하는 문장은 e1(state: STM)을 하위사건으로 갖는 

STM 중심 술어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4.3 절에서 

이어질 것이다. ‘애착이 있다{D}’의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우선 D 부류 술어의 부분적 의미구조는 아래와 같다고 정리할 

수 있다.   

 

D 부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2] 

 

이제 마지막 EXP 중심 술어인 A 부류를 살펴보겠다. 

 

 

4.2.4 부류 A (‘슬픔이 많다’ 부류) 

- [1항:EXP-nom]구문을 형성하는 심리술어 (2항 불가능) 

 

   우리는 지금까지 EXP 중심 술어 중 2 항만을 허용하는 C 부류와, 

1 항과 2 항을 모두 허용하는 B 부류를 살펴보았다. EXP 중심 술어는 

본고의 정의상 EXP 의 상태에 집중하는 관점을 취하므로, 하위 

원인사건 e1(state: EXP)과 결과사건 e2(state: EXP,STM)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2 항 구문에서는 [EXP>STM]문형을 취하며 1 항 

구문에서는 [EXP-nom]문형을 취한다. 이제 마지막 EXP 중심 

술어이자 [EXP-nom]문형으로만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A 부류의 복합 

심리술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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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류 복합 심리술어 목록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에서 주격조사 생략 

26 불안없다 27 불안있다 28 불안 크다 

29 슬픔많다 30 슬픔없다 31 슬픔있다  32 슬픔크다 

33 우환많다 34 우환없다 35 우환있다 36 우환크다  

 

A 부류의 술어들은 심리명사 ‘불안’, ‘슬픔’, ‘우환’가 

경술어 ‘가다’가 아닌‘오다’와만 결합하는 복합 심리술어들이란 

점이 흥미롭다(2.2 절 참고). 이 술어들을 포함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불안이 많다/있다/없다’ 

(44) 아이가 불안이 너무 많거나 주의집중이 떨어진다면 그 

부모가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45) 누구나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다. 

(46) 오히려 빼앗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안이 없다. 

 

(44)~(46)에서 ‘불안이 많다/있다/없다’는 불안을 느끼는 

주체(EXP)의 비교적 일반적이고 영속적인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 

(44)의 ‘아이’는 한 아이가 아니라 특정한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 

집합을 의미하며, (46)의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45)에서는 

‘누구나’라는 표현이 문장이 일반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나타낸다.  

    한편,  A 부류의 복합 심리술어는 2 항 술어로 사용될 수 없는데 

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라.  

 

   (47) *나는 그의 죽음에 슬픔이 있다.  

   (48) *우리 집은 요새 가족들 건강에 우환이 많다/있다.  

 

위 문장들은 아래와 같이 [EXP-nom]로 나타나면 자연스러워진다.  

 

   (47’) ?나는 슬픔이 있다.  

   (48’) 우리 집은 요새 우환이 많다.  

 

 ６１ 



 

(47’)은 화자에 따라서는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48’)는 충분히 

자연스럽다. A 부류의 술어심리 목록에서 1 항 용법이 다소 어색한 

것들에는 ‘?’표시를 해두었다. 하지만 (48’)가 자연스럽다면 

(47’)도 익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고는 보았다. 한편 A 부류의 

술어들은 [EXP-nom]문형에서 EXP 격교체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EXP-dat]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48’)같은 경우 

격교체를 통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  

 

   (47”) 나한테는 슬픔이 있다.  

   (48”) 우리 집에는 요새 우환이 많다/있다. 

 

 

 의미구조 형식화  

A 부류처럼 1 항의 [EXP-nom]문형을 취할 수 있는 심리 

술어는 아래와 같은 B 부류가 있었다.  

 

B 부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1/e2] 

 

A 부류가 B 부류와 다른 점은 2 항 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중점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A 부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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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건구조에 의한 문장실현은 B 부류에서도 논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EXP 중심 복합 심리술어를 A,B,C 세 부류로 나누어보았다. 

4.3 절에서는 STM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심리술어를 살펴보겠다.  

 

 

4.3  자극(STM)중심 심리술어   

 

 

[그림 1]의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E)구역의 심리술어는 3 장에서 

정의한 STM 중심 심리술어이다. STM 중심 술어구문은 STM 의 상태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므로, 아래와 같은 의미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는 

논의가 3.2 절에서 이루어졌다.  

 

 

STM 중심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STM) , e2(state: STM, EXP)] 

중점구조= … 

 

 

STM 이 사건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STM 이 주어로 실현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미 4.2.3 절에서 살펴본 아래의 존대형의 호응관계에서도 

드러난다.  

 

(E) 

(49) 학생들은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  

(49’)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으시다.  

(49”)*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아무런 의심이 없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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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절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심이 없다’술어를 4.2.1 절에서 

다루어보겠다.  

 

 

4.3.1 부류 E (‘의심이 없다’부류) 

-[1항:STM-nom]*[2항: EXP<STM] 구문을 형성하는 심리술어  

 

E부류 복합 심리술어 목록 (이후 수정)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에서 주격조사 생략 

6 의심없다    18 흥미없다      19 흥미있다   

 

[그림]의 벤 다이어그램 상 (E)구역에 나타나는 복합 심리술어는 

위 3 가지이다. 우선 4.2.3 절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심이 없다’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의심이 없다{D}’에서 들었던 예문은 아래와 

같았다.   

 

‘의심이 없다{D}’ 

 (50) 우리는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  

 

우리는 ‘의심이 없다{D}’의 의미 구조에서는‘의심이 없다’가 

형용사 ‘의심스럽지 않다’의 의미로 쓰인 아래 (50a)와 같은 문장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4.2.3 절에서 논하였다. D 부류는 EXP 중심 

술어로서 e(state: STM) 하위사건을 갖지 않기 때문이었다.  

 

(50a)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의심이 없다.  

 

그런데 (50a)가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은 문장도 가능하다.  

 

     (50b) 우리에게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의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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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50a), (50b) 두 문장은‘의심이 없다{D}’가 아닌 ‘의심이 

없다{E}’에서 실현된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 두 문장의 술어가 

동일한 의미의 술어이며, (50)의 술어와는 의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50b)에서 ‘우리(EXP)’는 

심리경험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의심이 없는’ 심리사건을 겪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사실(STM)’이 이미 

‘의심이 없’을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EXP)’는 판단을 

통해 그러한 속성을 ‘사실(STM)’에 귀속시켰을 뿐이다. 

‘우리(EXP)’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의심이 

없다’는 ‘사실(STM)’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 된다면 (50a)와 

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  

 

의미구조 형식화  

앞 페이지에서 제시한 STM 중심 심리술어의 공통적 의미구조 

표상에 (50a), (50b)를 실현할 수 있는 ‘의심이 없다{E}’의 

중점구조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의심이 없다{E}’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우리, Arg2:사실] 

사건구조 = [e1(state: 사실) , e2(state: 사실, 우리)] 

중점구조=[e1/e2] 

 

ⅰ)중점실현: e2 

=>(50b) 우리에게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의심이 없다. [EXP<STM] 

 

ⅱ)중점실현: e1 

=>(50a)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의심이 없다. 

[STM-nom] 

  

중점이 e1이 되면 ‘의심이 없다{D}’에서는 불가능했던 (50a)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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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는 STM의 속성을 기술하는 문장이다. 중점이 e2가 되면 

STM이 EXP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는 심리적 영향관계가 강조된다. 

따라서 STM이 주어로, EXP이 그보다 낮은 여격으로 실현되어 (50b)와 

같은 문장이 나타난다.  

따라서 (D)와 (E)구역에 걸친 (50),(50a),(50b)의 ‘의심이 없다’는 

아래와 같이  복수의 사건구조 양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의심이 없다{D<->E}’의 의미구조 (수정 후, 최종적) 

 

사건구조 1= [e1(state: 우리) , e2(state: 우리, 사실)] 

중점구조=[e2] 

사건구조 2 = [e1(state: 사실) , e2(state: 사실, 우리)] 

중점구조=[e1/e2] 

 

위와 같이 수정된 의미구조에서 사건구조 1 의 e2 가 강조를 받으면 

[EXP>STM] 2 항의 (50)문장을 실현할 수 있고, 사건구조 2 의 e1 이 

강조를 받으면 (50a)와 같은 [STM-nom]문장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심이 없다’는 EXP 중심 술어의 특성과 STM 중심 

술어의 특성을 모두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때로는 EXP 가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가 원인사건이 되며, 때로는 STM 가 의심을 받을만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원인사건이 된다. ‘의심이 없다’가 구성하는 

문장이 이 두 사건구조 중 어떤 구조에서 도출되었는지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50a)와 같은 [STM-nom]문형이 사건구조 2 에서 

도출 되었다는 것(즉 STM 중심 술어라는 것)은 꽤 납득할 만 하다. 

(50a)의‘사실’등 어떤 무정물(STM)이 불특정 유정물(EXP)로 

하여금 의심을 받지 않을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사건에서는, 

분명 무정물의 상태가 전체 심리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단지 

(50a)에서는 그러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결과사건, 즉 

‘사실(STM)’이 어떤 사람을 의심하지 않게 했는지는 중점을 받지 

않아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EXP 로서 

드러난 문장이 [EXP<STM] 2 항 구문인 (50b)이다. 비록 EXP 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EXP 가 e1 에서나 e2 에서나 사건의 중심은 

아니므로 주격이 아닌 여격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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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의심이 없다’를 이와 같이 STM 중심 술어로만 볼 수 

없는 근거도 있다. 존대형이 EXP 에 호응하는 아래 (50’)의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XP>STM] 2 항 술어일 때의 ‘의심이 없다’는 

EXP 중심 술어가 분명한 듯 하다.  

 

   (50’)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화가의 30 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으시다.  

   (50”)*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아무런 의심이 없으시다.  

 

   이러한 직관과 근거는‘의심이 없다’가 두 가지 상이한 사건구조 

양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는 본고의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따라서 

(D)구역과 (E)구역에 속하는 심리술어의 의미구조를 아래와 같이 

표상할 수 있다. 

 

D 부류와 E 부류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1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1] 

사건구조 2 = [e1(state: STM) , e2(state: STM,EXP)] 

중점구조=[e1/e2] 

 

위에서 E 부류에 해당하는 의미구조 부분만 따로 떼어두면 아래와 같다. 

  

E 부류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STM) , e2(state: STM, EXP)] 

중점구조=[e1/e2] 

 

한편, 역시 (D)와 (E)‘흥미가 있다’와 ‘흥미가 없다’는 일단 

보류해두고 4.4 절에서 따로 다루려 한다. 왜냐하면 ‘흥미가 없다’는 

(E)구역뿐만 아니라 (F)구역에도 중복적으로 속하기에,‘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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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와는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F)구역의 

주격 중출 구문은 지금까지 제안한 의미구조에서는 생성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복합 심리술어는, C부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이던‘애착이 크다’와 지금까지 논의를 미뤄온 ‘흥

미가 없다’와 ‘흥미가 있다’이다.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4절에

서 알아보겠다.   
 

 

 

4.4  경험주-자극 중심변경 심리술어  

 

‘애착이 크다’,‘흥미가 있다’, ‘흥미가 없다’3가지 복합 심

리술어의 공통점은 EXP와 STM이 모두 주격으로 실현되는 주격 중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격 중출 구문은 상당히 독특

한 구문이며, 지금까지 설정한 중점구조로는 실현될 수가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위한 독특한 형식의 중점구조를 설정할 것이다.  

복합 심리술어가 주격 중출 구문을 이루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것은 단순 심리술어와의 큰 차이점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36 개의 복합 

심리술어 중 3 개만이 주격 중출 구문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에 단순 

심리술어에서는 많은 술어들이 이를 허용한다. 아래는 격틀을 중심으로 

한 남승호(2007)에서 주격 중출 구문을 취할 수 있는 단순 심리술어를 

{1.2 ‘무섭다’}로 분류해둔 것이다.  

  

{1.2 ‘무섭다’} 

격틀: [EXP-nom + STM-nom] 

부류 구성원소: 무섭다, 그립다, 가상하다, 괴롭다, 그리워지다, 못마땅

하다, 섭섭하다 등 

 

(51) 철수는 고향이 그립다.  

(52) 선생님께서는 노력한 학생이 가상했다.  

(53) 나는 시험이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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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3)과는 달리 대부분의 복합 심리술어 구문에서 주격 중출 

구문은 아래 (54)~(56)와 같이 어색하다.  

 

   (54) *많은 사람들이 선거는 의심이 있다.  

   (55) *장의사는 죽음이 슬픔이 없다. 

   (56) *선배는 본인의 비전이 확신이 크다.  

 

한편, 주격 중출 구문은 지금까지의 본고의 기준에 따르면 EXP중

심 술어로 보일지도 모른다. 아래에서 존대형의 호응관계를 확인해보면 

술어가 EXP에 호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 

   (57) 철수는 맨날 공부 얘기만 하는 진이가 흥미가 없었다. 

   (57’) 할아버지께서는 맨날 공부얘기만 하는 진이가 흥미가 

없으셨다.  

   (57”) *철수는 맨날 공부 얘기만 하는 선배분들은 흥미가 없으셨다.  

    

(G) 

   (58) 나는 우리 둘째가 특히 애착이 크다.  

   (58’)우리 아버지께서는 둘째가 특히 애착이 크시다.  

   (58”) *나는 우리 선배분들이 애착이 크시다.  

 

그런데 (57), (58) 문장을 보면 비록 문법적인 주어는 EXP인 ‘철수’

와 ‘나’라 해도 심리 술어가 STM의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STM의 지위도 여격이나 사격과 같이 낮지는 않다고 본다. 특히 아래와 

같이 (57)는 1항으로 사용될 수 있고, (58)는 판단자인 EXP를 여격으

로 하며 STM만이 주어로 실현될 수 있다.    

 

   (57a) 진이는 흥미가 없었다. [STM-nom] 

(“진이는 흥미롭지 않은 인물이다.”) 

   (58a) 나한테 우리 둘째는 특히 애착이 크다. [EXP<STM] 

      (“나에게 있어서, 우리 둘째는 특히 애착이 가는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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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고는 주격 중출 구문을 EXP중심 술어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주격 중출 구문은 층위가 다른 두 사건이 내포되어 있는 

사건일지도 모른다. (57),(58)에서 복합 심리술어는 우선 주격의 STM

과 결합하며 그 속성을 기술한 후, 다시 EXP가 STM의 심리적 속성을 

경험하는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다. 즉, 두 주격 논항은 병렬적이지 않다. 

의미적으로는 EXP의 경험 사건 내에 STM의 속성 기술이 내포되어 있

는 구조로 보인다.  

주격 중출 구문을 이루는 심리술어를 EXP중심 술어 혹은 STM중

심 술어로 분류할지는 본고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본고는 다만 복합 심

리술어를 그들이 보이는 행동에 따라 부류를 나누고, 그 부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적 중점구조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특수

한 3가지 술어에 대해서는 3.2절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를 상정하였

다.   

  

주격 중출 구문이 가능한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 …(미명세 방식 필수) 

 

위 의미표상은 앞 단락에서 설명한 주격 중출 구문의 의미적 특성을 반

영한 것이다. 즉, 심리술어이므로 기본적인 두 논항인 EXP와 STM을 

상정하되, 술어와 먼저 의미적으로 먼저 결합하는 STM에 대한 속성기

술을 원인사건 e1(state: STM)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후 술어와 결합하

는 EXP는, EXP가 STM을 경험한 결과로 갖게 되는 심리상태인 

e2(state: EXP, STM)에 등장한다. 이전까지 살펴본 EXP중심이나 

STM중심 술어들은 모두 [e1(state: EXP), e2(state: EXP,STM)]이나 

[e1(state: STM), e2(state: STM, EXP)]로,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에서 

술어의 방향성(더 중점적으로 보는 대상)이 EXP 또는 STM으로 고정되

었었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주격 중출 구문은 원인사건에서는 STM

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 결과사건에서는 EXP을 보는 식으로 인과사건 

를 겪으며 관점이 변화하는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위의 의미구조

를 가지고 남은 F와 G부류에 대해 설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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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부류G (‘애착이 크다’부류) 

- [2항: EXP=STM] 구문을 형성하는 심리술어 (1항 구문 불가능) 

 

2 항의 주격 중출 구문만을 취할 수 있는 복합 심리술어에는 아래 

3 가지가 있다.   

 

G부류 복합 심리술어 목록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에서 주격조사 생략 

4 애착크다 18 흥미있다    19 흥미없다 

 

4.2.2 절에서 C 부류의 ‘애착이 크다’로 설명하지 못했던 아래 문장을 

보라.  

 

(59’)나는 처음 맡은 작품이 가장 애착이 크다{G}. 

cf.  (59) 나는 처음 맡은 작품에 가장 애착이 크다{C}.  

 

(59)의 ‘애착이 크다{C}’의 의미구조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고, 이 

구조는 EXP 와 STM 을 모두 주격으로 실현시킬 수 없는 구조이다.  

 

‘애착이 크다{C}’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나, Arg2:작품] 

사건구조 = [e1(state: 나) , e2(state: 나, 작품)] 

중점구조=[e2] 

 

 

의미구조 형식화  

우선 ‘애착이 크다{G}’는 비록 형태적으로는 ‘애착이 

크다{C}’와 같지만, 사건구조의 하위 구성 요소가 전혀 다르다. 즉, 두 

구문의 의미는 다른 기제로 설명된다. 앞서 3.2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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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격 중출 구문을 위해 설정된 아래 의미구조에 따라서 (59’)를 

설명하겠다. 위 C 부류의 의미구조와 비교해 보라.  

 

‘애착이 크다{G}’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나, Arg2:작품] 

사건구조 = [e1(state: 작품) , e2(state: 나, 작품)] 

중점구조=[e1+e2] 

 

그렇다면 (C)구역과 (G)구역에 걸쳐 나타나는 ‘애착이 크다’구문은 

C 부류 사건구조와 G 부류 사건구조를 합쳐서 아래와 같은 의미구조로 

표상할 수 있다.  

 

‘애착이 크다{C<->G}’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나, Arg2:작품] 

사건구조 = [e1(state: 작품) , e2(state: 나, 작품)] 

중점구조=[(e1)e2] 

 

 중점이 미명세된 방식의 [(e1)e2]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점 실현형이 

2 가지이다. 심리경험 사건 e2 는 항상 중점을 받는 데 반해, 속성기술의 

e1 은 중점을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다.  

 

ⅰ)중점실현: e1+e2 

=> (59’)“나는 처음 맡은 작품이 가장 애착이 크다.”[EXP=STM] 

 

ⅱ)중점실현: e2 

=> (59)“나는 처음 맡은 작품에 가장 애착이 크다.”[EXP>STM] 

 

e2 만이 강조를 받으면 앞 절에서 살펴본 C 부류의 ‘애착이 크다’와 

동일한 (59)문장이 실현된다. e1 과 e2 가 동시에 강조를 받으면 e1 

사건의 중심인 ‘작품(STM)’과 e2 사건의 중심인 ‘나(EX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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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주격으로 실현되어 (59’)와 같은 문장이 나타난다. 따라서 (C)와 

(G)구역간 교체 현상을 보이는 심리술어의 의미구조는 아래와 같다.  

 

 

C 부류와 G 부류에 중복으로 속하는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e1)e2] 

     

 

여기서 G 부류의 사건구조에만 해당하는 부분만 표상하면, ‘애착이 

크다{G}’의 의미구조에서 보았듯 아래와 같다. 4.2 절과 4.3 절에서 

각각 살펴본 EXP 중심 술어와 STM 중심술어의 의미구조와는 달리, 

원인사건 e1 과 e2 에서 사건의 중심이 STM 에서 EXP 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라. 이는 EXP 중심술어는 원인과 결과사건에서 모두 EXP 의 

상태가, STM 중심 술어에서는 STM 의 상태가 사건 기술의 중심으로 

유지된 점과 대조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구조에서는 원인과 

결과 사건이 동시에 중점을 받는 경우도 없었다. [e1+e2]의 중점구조 

및 중점실현은 STM 에서 EXP 으로 사건의 중심이 바뀌는 아래와 같은 

사건구조 양식에서만 일어난다.   

 

 

G 부류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e1+e2] 

 

 

‘애착이 크다’외에도 ‘흥미가 있다’와 ‘흥미가 없다’의 

구문도 이 의미구조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아래에서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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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가 있다’ 

(60a) 사실 학자들은 연구 자체가 흥미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60b) 사실 학자들은 연구 자체에 흥미가 있어서… 

 

‘흥미가 없다’ 

(61a) 나는 이런 장르는 역시 흥미가 없어. 

(62b) 나는 이런 장르에는 역시 흥미가 없어. 

 

(63a) 철수는 사실 조사 따위는 흥미가 없었다. 

(63b) 철수는 사실 조사 따위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위의 ‘흥미가 있다’와 ‘흥미가 없다’는 종종 아래와 같이 

‘흥미롭다’와 ‘흥미롭지 않다’를 대신해서 쓰이기도 한다.  

    

   (60c) 연구 자체는 흥미가 있다. 

        (“연구는 흥미로운 활동이다.”)  

   (61c) 이런 장르는 역시 흥미가 없다. 

        (“이런 장르는 흥미롭지 않은 장르이다.”)  

   (62c) 조사 따위는 흥미가 없었다.  

       (“조사는 흥미롭지 않은 활동이다.”) 

 

그런데 (60c)~(62c)는 STM 의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 G 부류 술어의 

사건 구조에서 e1(state: STM)가 구성요소로 있기는 하지만, 

중점구조가 [(e1)e2]이기 때문에 이 속성기술의 e1 만 중점을 받을 

수는 없다. e1 은 실현된다 하여도 e2 와 함께 중점을 받으며 주격 중출 

구문을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의 문장은 ‘흥미가 

있다/없다{G}’가 아닌, 다른 종류의 ‘흥미가 있다/없다’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에 대해서 4.4.2 절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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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부류 F (‘흥미가 있다’부류) 

- [1항: STM-nom]*[2항: EXP=STM] 구문을 형성하는 심리술어  

 

F부류 복합 심리술어 목록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에서 주격조사 생략 

18 흥미없다      19 흥미있다  

 

4.4.1 절의 마지막에서 언급한 ‘흥미가 있다’와 ‘흥미가 

없다’가 F 부류에 속한다.  G 부류의 ‘흥미가 있다’와 ‘흥미가 

없다’는 [STM-nom]의 1 항술어 구문을 형성할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또 다른 의미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흥미가 있다{F}’의 의미구조 (잠정적) 

  

(63a) 나는 역시 이런 장르가 흥미가 있어. 

 

논항구조 = [Arg1: 나, Arg2:장르] 

사건구조 = [e1(state: 장르) , e2(state: 나, 장르)] 

            중점구조 =[e1(e2)] 

 

G 부류와 달라진 점은 중점구조가 미명세 되는 방식일 뿐이다. F 부류의 

중점구조 [e1+e2)]에서는 e1 과 e2 모두는 항상 중점을 받아 문장을 

실현한다. 위 의미구조로 G 분류에서는 설명할 수 없던 문장을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ⅰ)중점실현: e1+e2 

=> (63a) 나는 역시 이런 장르가 흥미가 있어. [EXP=STM] 

 

ⅱ)중점실현: e1 

=> (63b) 이런 장르는 역시 흥미가 있어. [STM-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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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의 속성기술 e1과 EXP의 심리경험 e2 사건이 모두 중점을 받으면 

두 논항이 (63a)에서와 같이 모두 주격으로 실현된다. 하지만 e1만이 

중점으로 실현되면 이후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경험될 것과 관계

없이, STM의 속성을 기술하는 (63b)와 같은 주격의 STM 1항 문형이 

된다. 

하지만 ‘흥미가 있다’는 아래 (63c)와 같은 [EXP>STM]문형

도 형성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더 전형적이다.  

 

(63c) 나는 이런 장르에 흥미가 있다. [EXP>STM] 

 

(63c)는 ‘흥미가 있다{D}’에서 생성된 문장이다. [그림1]에서도 <18.

흥미있다>가 (D)구역에도 속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D부류의 

EXP중심 사건구조에서 결과사건 e2만 중점을 받아 실현된 문장이 

(63c)인 것이다. 따라서 ‘흥미가 있다’ 전체는 D부류와 F부류를 사건

구조를 모두 가지며 아래와 같이 의미구조를 표상할 수 있다.  

 

‘흥미가 있다{D<->F}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잠정적)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1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2] 

사건구조 2 =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e1(e2)] 

 

 

 [그림1]에 따르면 <18.흥미있다>는 총 4가지 문형 분포를 가진다:   

1) (D)구역에서 [EXP>STM]문형과, 2) 1항으로 구문일때는 항상 

D 부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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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nom]문형이며, 3)(G)구역에서 [EXP=STM]문형, 4) (E)구역

에서의 [EXP<STM]문형이 가능하다. 이 중 1), 2), 3)문형은 위에 제

안된 ‘흥미가 있다’의 의미구조에서 아래와 같은 중점이 실현된 것

이다. 4)는 지금까지의 의미구조에서는 도출되지 않는다.  

 

1a) 사건구조1에서 중점 e2실현  

1b) 사건구조2에서 중점 e2실현 

:[EXP-이 STM-에(대해) 흥미가 있다]  

 

2) 사건구조2에서 중점 e1실현 

    :[STM-이 흥미가 있다] 

 

3) 사건구조2에서 중점을 e1+e2으로 실현 

:[EXP-이 STM-이 흥미가 있다]  

 

여기서 발생되는 한가지 문제점은 1) [EXP>STM]문형이 사건구조1에

서도(1a) 사건구조2에서도(1b)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

는 1)이 가리키는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하는 개체는 EXP가 아닌 STM

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즉, EXP가 원래 많은 것에 흥미를 잘 느끼는 사

람인 것이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STM이 흥미로운 속성을 가진 것이 원

인을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더불어 코퍼스에서

도 전자와 같이 EXP의 속성을 기술하는 1항 구문을 발견되지 않았다. 

아래 (64),(65)은 모두 어색하다.  

 

(64) *어린 아이들은 흥미가 있다.  

(65) *학생들이 흥미는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문장이 어색하지 않은 경우는 문맥상 이미 ‘흥미’의 대상

(STM)이 언급되어서 생략되었을 때 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에?”라는 질문이 되돌아오게 된다. 즉, 한국어에서 (65)은 ‘학

생(EXP)’들이 표현되지 않은 특정 ‘과목(STM)’에 흥미를 갖고 있

는 사건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원래 모든 일에 흥미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총칭적 기술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EXP의 본래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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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할 수 있는 (66),(67)의‘호기심이 많다’’의심이 많다’와는 

대조적이다.  

 

  (66)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다.  

 (67) 우리 아이는 의심이 많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흥미가 있다’의 의미구조에서 EXP중심 사건구

조를 제외하고, STM에서 EXP로 바뀌는 사건구조도 중점구조를 바꾸어

서 아래와 같이 표상하겠다.  

 

‘흥미가 있다{D<->F}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1 차 수정 후, 잠정적)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1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2] 

사건구조 2 =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e1/e2/e1+e2(완전 미명세)] 

 

 

이제 우리는 ‘흥미가 있다’구문 중, 4) [EXP<STM]문형을 제외한 1),  

2),3)문형을 하나의 사건구조에서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중점구 

조는 특이하게도 완전 미명세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중점의 실현  

이 가능하다. 이제 이 의미구조가 4)문형도 도출할 수 있도록 사건구조

를 추가해보자. 4)는 E부류에서 도출되었으므로, 위 의미구조에서 아래

와 같이 STM중심 술어의 의미구조를 사건구조1에 새로 추가하였다.  

 

‘흥미가 있다{D<->F<->E}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최종적)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1 = [e1(state: STM) , e2(state: STM, EXP)] 

중점구조= [e2] 

사건구조 2 =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e1/e2/e1+e2(완전 미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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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가된 사건구조1에서, STM이 EXP에게 영향을 입힌 결과사건 

e2만이 중점을 받으면 이전 의미구조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EXP<STM]문형이 생성된다. 여기에서도 앞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문

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해결이 더 쉽지 않다. 사건구조1와 사건구조

2에서 모두 2) [STM-nom]문형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a) 사건구조2의 완전미명세된 중점구조에서 e1이 실현 

 2b) 사건구조1의 중점구조가 [e1/e2]이고 여기서 e1실현 

     : [STM-이 흥미가 있다] 

  

위 두 경우의 중점 실현에서 동일한 문형이 생성되는데, 실제로 이 때  

[STM-nom]문형이 두 사건구조 중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는 앞선 1a)와 1b)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번 문제는 

직관적으로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다. 전자는 결과사건이 동일할 때 원인

사건을 무엇으로 볼 지에 대한 문제였던데 반해, 후자는 원인사건이 동

일할 때 결과사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항의 

[STM-nom]구문에서 EXP가 사건에 개입하는 결과사건은 아직 일어나

지 않았는데 이것을 미리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후자의 문제는 

전자의 문제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문장 상에서 아직 일

어나지 않은 사건이 e2(state: STM, EXP), e2(state: EXP, STM)인지

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사건모두 EXP가 

STM에 의해 어떤 심리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그저 STM이 

영향을 미치는 것(causer로서의 성격)과 EXP이 영향을 받은 것

(causee로서의 성격) 중 어떤 관점에서 기술했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물론 EXP과 STM의 영향관계에서, e2(state: STM, EXP)는 

EXP가 비교적 수동적인 입장에 있고, e2(state: EXP, STM)는 EXP가 

비교적 능동적인 입장에 있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능

동’과 ‘수동’의 정도가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문장에서, 어떤 사람이 영화를 지루하다

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지(능동)와 영화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지

루하게 하는지(수동)를 구분할 수 있을까? 전자와 같은 대상에 대한 판

단과, 후자와 같은 지각작용은 언어학적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기에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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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 미묘한 차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러한 심리적 및 물리적 영향

은 뇌 과학이나 심리학 등 여타 인지과학 분야의 실험적 연구에서 더 잘 

드러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두며, 단지 이론적 간결

성을 위해서 2a)의 경우로 의미구조를 설정해두었다. 4가지 문형이 2개

씩 각기 다른 구조에서 나온다는 설명보다는, 하나의 구조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문형이 산출되도록 표상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기제로 최대한의 표현형을 설명하는 것이 어휘의미론 이론 연

구의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사건구조를 표상하는 방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건구조 양식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 후행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흥미가 있다’의 구조를 한 가지로 통합해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도, 사건구조2에서 최대 3가지 문형이 산출되는 

선택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흥미가 있다’가 다른 복합 심리술어에 비해 위와 같이 복잡한 

사건구조를 갖는 것은,‘흥미가 있다’의 다양한 쓰임에 비춰보면 당연

해 보인다. 한국어에서 표면적으로 동일한‘흥미가 있다’는 영어에서의

‘be interesting’, ‘find something (to be) interesting’의 의미를 

모두 갖기 때문이다. 3.2절에서 언급한 적 있는 아래 문장들을 확인해 

보라.  

 

(68) 나한테 그 것이 흥미롭다.“For me, it is interesting.” 

(69) 나는 그 것이 흥미롭다. “I found it interesting.”  

(70) 그 것은 흥미롭다. “It is interesting.” 

 

지금까지 4.2절, 4.3절, 4.4절에 걸쳐 본고의 연구대상인 36개의

심리술어가 사건구조적으로 고정된 EXP 혹은 STM중심적인지, 중심

이 변경되는지로 나누었다. 또 각 부류 내에서도 문장 현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점구조가 다른 하위 부류를 설정하였다. 4.5절에서 복합 

심리술어의 통사적 분포와 의미 부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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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복합 심리술어의 부류 종합 
 

지금까지 4.1절에서 정리한 복합 심리술어구문의 문형별 분포에 

따라, 4.2절~4.4절에서 그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구조를 제안하였

다. 이제 4.5.1절에서는 상이한 의미구조 표상별로 심리술어의 부류를 

정리해볼 것이다. 이 심리술어 부류는 4.1절의 문형별 분포에서 나타났

던 모든 술어를 포함하면서도, 서로 중복되는 의미 부류는 없다.  

4.5.1절에서 의미구조 표상별로 설정된 심리술어 부류는 복합 심

리술어뿐만 아니라 단순 심리술어에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5.2절에서는 복합 심리술어의 분류가 3.1절에 살펴본 단순 심리술어 

부류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차이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5.1 복합 심리술어 구문의 문형 분포와 의미 부류 요약 

 

 4.1절에서 아래 [표1]의 36개 복합 심리술어 각각이 보일 수 있

는 문형을 조사하여 [그림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그림 1] 복합 심리술어 구문의 문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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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림 1]이 그대로 복합 심리술어의 의미 부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술어의 본래적 의미구조에 따라서 심리술어의 부류를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그림 1]에 나타난 심리술어는 실제 자료로 나타난 

문형에 따라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림 1]은 심리술어 자체의 

부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술어의 실제 표현형 내지는 실현형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점의 실현이 e1 인 문장이 

있다고 해서 술어의 중점구조 또한 [e1]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e1 은 [e1]뿐 아니라 

[e1(e2)]이나 [e1/e2]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듯 본질적인 구조와 

실현된 구조를 혼돈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1]에서 심리술어가 7 개 

구역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그대로 7 가지의 의미부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그림 1]은 복합 심리술어의 통사적 부류이다. 본 연구의 

최종적 목표는 통사적 부류가 드러내는 의미적인 부류를 설정하는 

것이다.     

통사적 분포에서 의미적 부류를 설정하려 할 때, [그림 1]의 7 개 

구역 중 2 개 이상의 구역에 동시에 존재하는 ‘4 애착이 크다’와 

‘6 의심이 없다’, ‘18 흥미가 없다’와 ‘19 흥미가 있다’는 특히 

주의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의미 부류를 나누는 데는 통사적 특징을 

[표 1] 복합 심리술어 목록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에서 주격조사 생략 

1 애착많다      2 애착없다     3 애착있다     4 애착크다 

5 의심많다      6 의심없다  7 의심있다      8 의심크다 

9 호기심많다  10 호기심없다   11 호기심있다   12 호기심크다 

13 확신많다 14 확신없다 15 확신있다 16 확신크다 

17 흥미많다  18 흥미없다 19 흥미있다 20 흥미크다 

21 고민많다 22 고민없다 23 고민있다 24 고민크다 

25 불안많다 26 불안없다? 27 불안있다 28 불안 크다 

29 슬픔많다 30 슬픔없다 31 슬픔있다  32 슬픔크다 

33 우환많다 34 우환없다 35 우환있다 36 우환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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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36 개 복합 심리술어가 보인 모든 문형은 

아래와 같이 5 가지 종류이다.   

 

문형① [EXP-nom]    

문형② [STM-nom]  

문형③ [EXP<STM]    

문형④ [EXP>STM]     

문형⑤ [EXP=STM] 

 

이론적으로는 5 가지 통사구조로는 25 로 32 가지 조합이 가능하지만 

실제 자료로 나타난 조합은 아래 6 가지였다.  

 

1) ①[EXP-nom]    : (A)구역에만 포함 

 

2) ①[EXP-nom]와 ④[EXP>STM]  : (B)구역에만 포함 

 

3) ④[EXP>STM]    : (C)구역에만 포함 

 

4) ④[EXP>STM]와 ⑤[EXP=STM]  

: (C)와 (G)구역에 중복 

 

5) ②[STM-nom], ③[EXP<STM], ④[EXP>STM] 

            : (D)와 (E)구역에 중복 

 

6) ②[STM-nom], ③[EXP<STM], ④[EXP>STM], ⑤[EXP=STM] 

      : (D),(E),(F)구역에 중복 

 

 

위 조합 1)~6)의 번호를 그대로 부류명으로 하여 36 개 심리술어가 

형성하는 6 가지 의미부류를 아래 [표 2]로 정리하였다. 이 6 가지 

부류는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관찰된 33 개의 술어를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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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조합별 

부류 

(술어수) 

① 

[EXP-

nom] 

② 

[STM-

nom] 

③ 

[EXP<STM] 

④ 

[EXP>STM] 

⑤ 

[EXP=STM] 

 

부류 1 

(11) 
V     

부류 2 

(13) 
V   V  

부류 3 

(5) 
   V  

부류 4 

(1) 
   V V 

부류 5 

(1) 
 V V V  

부류 6 

(2) 
 V V V V 

 

[표 2] 복합 심리술어의 의미 부류 

 

[표 2]를 보면 복합 심리술어는 제 2 부류가 전체 33 개 술어 중 

13 개로 가장 많다. 또한 대부분의 복합 심리술어는 교체현상을 보이지 

않으며 2 항 구문에서 한 가지의 문형만을 취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문형을 취하며 교체현상을 보이는 복합 심리술어는 제 4 부류의 

<4.애착이 크다, 제 5 부류의 <6.의심이 없다>, 제 6 부류의 <18.흥미가 

없다>와 <19.흥미가 있다>로 총 4 개뿐이었다. 이 4 가지 술어는 

대부분의 복합 심리술어와는 달리 [EXP<STM] 또는 

[EXP=STM]문형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다른 

술어들처럼 [EXP>STM]문형 또한 취할 수 있다. [EXP<STM] 또는 

[EXP=STM]문형만을 취하는 복합 심리술어는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요컨대 모든 2 항 용법의 복합 심리술어는 교체현상 가능성과 

상관없이 [EXP>STM]문형의 EXP 중심 술어로 존재한다. 그 중 

교체현상을 보였던 4 가지 술어가 STM 중심 또는 EXP-STM 중심변경 

술어로도 역시 쓰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류 분포 패턴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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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술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단순 심리술어와 복합 심리술어 

사이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4.5.2 절에서 더 논의해볼 것이다.  

 

지금까지 [그림 1]과 [표 2]를 통해서 한국어 복합 심리술어 

일부의 의미부류 분포가 보이는 대략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6 개 의미 

부류의 사건구조와 해당 구성원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① 부류 1 (‘슬픔이 많다’)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1] 

 

부류 구성원소: 26~28, 29~32, 33~36 

 

 

② 부류 2 (‘고민이 많다’)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1/e2]  

 

부류 구성원소:  1,5,7,9,10,11,12,14,15, 21,22,23,24  

 

 

③ 부류 3 (‘흥미가 많다’)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2] 

 

부류 구성원소: 2,3,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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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류 5(‘의심이 없다’)의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1 = [e1(state: EXP)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e2] 

사건구조 2 =[e1(state: STM) , e2(state: STM, EXP)] 

중점구조=[e1/e2] 

 

부류 구성원소: 6  

 

 

⑥ 부류 6 (‘흥미가 있다’)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1 =[e1(state: STM) , e2(state: STM, EXP)] 

            중점구조=[e2] 

사건구조 2 =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완전미명세(e1/e2/e1+e2)] 

 

부류 구성원소: 18, 19  

 

 

 

④ 부류 4 (‘애착이 크다’) 심리술어의 의미구조  

 

논항구조 = [Arg1: EXP, Arg2:STM] 

사건구조 = [e1(state: STM) , e2(state: EXP, STM)] 

            중점구조 =[(e1)e2] 

 

부류 구성원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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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복합 심리술어 종합 논의 및 단순 심리술어와의 비교 

 

4.5.1 절에서 정리한 복합 심리술어의 의미부류 분포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들은 대부분의 술어가 EXP 중심 술어였다는 것, 동일한 

심리명사라 하더라도 결합한 경술어에 따라 다른 부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4.5.2 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 이유가 잘 밝혀지지 않는다면 본고 연구의 어떠한 

한계점 때문인지를 따져볼 것이다.        

 

 

심리술어의 경험주 중심화 현상 

복합 심리술어가 경험주 중심화 되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현상을 일컫는다.  

 

<경험주 중심화 현상들> 

 

① 2 항 용법에서 [EXP>STM]문형이 [EXP<STM] 또는 

[EXP=STM]문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② 1 항 용법에서 [EXP-nom]문형으로 EXP 의 속성을 기술할 

수는 있어도, [STM-nom]문형으로 STM 의 속성을 기술하는 

술어는 매우 제한적이다.  

 

③ ②에서 언급한 극히 드문 [STM-nom]를 취하는 술어도 

[EXP-nom]으로 교체현상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즉 1 항 

구문에서 EXP 을 주어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EXP 과 

STM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술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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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합 심리술어 구문의 문형 분포  

  

[그림 1]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복합 심리술어는 2 항 용법에서  

[EXP>STM]문형을 허용하는 EXP 중심 술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심리술어가 [EXP>STM]문형과 더불어 [EXP<STM] 또는 

[EXP=STM]문형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복합 심리술어의 

분포가 EXP 중심 술어로 쏠리는 현상은 단순 심리술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특이한 현상이다. 3 장에서 살펴본 단순 심리술어 부류에 대한 

연구에서는 <EXP-에게 STM-이>과 주격 중출 구문 <EXP-이 

STM-이>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술어도 비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단순 

심리술어와 복합 심리술어가 모두 심리적 사건을 가리키는 술어일텐데, 

둘 간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가지 단순한 설명은 복합 심리술어가 이미 하나의 단어가 아닌 

통사적 구성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EXP-이 STM-이>와 

같은 주격중출 구문이 복합 심리술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이유는 본고의 복합 심리술어 구성 탓일 수도 있다. 본고는 복합 

심리술어를 <심리명사(Psychological Noun, 이하 PN)+주격조사 

+경술어(Light Predicates, 이하 LP)> 구성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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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심리술어가 주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면 <EXP-이 STM-이 PN-

이 LP>라는 문장이 된다. 주격 조사가 한 문장에서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색하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 심리술어가 

주격 중출 구문을 잘 형성하지 않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단순히 표면 형태의 어색함에 의해서만 복합 

심리술어의 EXP 중심 술어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단순 

심리술어에서 EXP 중심 술어와 비등한 부류를 형성했던 부류들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은, 분명히 심리술어가 복합 심리술어화 하면서 어떠한 

의미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앞 문단에서 

주격조사 중복이 일어난다고 언급한 [EXP=STM]문형 뿐만 아니라 

[EXP<STM]문형의 STM 중심 술어가 사라져버린 것은 단순한 표면적 

어색함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즉, <EXP-이 STM-에 PN-이 

LP>구성과 <EXP-에게 STM-이 PN-이 LP>구성은 그 복잡함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심리술어가 

압도적으로 전자로 실현되는 것은 특기할만한 현상인 것이다. 후자에서 

STM 과 PN 에서 주격조사 중복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EXP 논항과 

STM 논항은 충분히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본고는 단순 심리술어와 복합 심리술어가 보이는 이러한 대조적 

현상이, 심리술어의 본질적인 성격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심리술어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이란, 심리술어는 기본적으로 유정물 

개체(EXP)가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즉 심리술어는 EXP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렇듯 EXP 의 

참논항(true argument)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험주 중심화 

현상①에서처럼 2 항 용법 문장에서는 EXP 이 반드시 주격으로 

실현되며 STM 은 이보다 통사적 지위가 낮은 여격으로 실현된다. 즉 

EXP 와 STM 의 통사적 지위 격차는 곧 두 논항의 필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현상②에서처럼 일부 술어가 1 항구문에서 STM 를 주격으로 

격상시키며 STM 의 속성기술 기능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다.  

  요컨대 심리술어가 단순 술어에서 복합 술어가 되면서 경험주 

중심화 ④ 가 강해진다는 설명보다는, 오히려 심리술어는 본래적으로 

④ 본고의 “경험주 중심화” 현상과 관련하여, 복합 심리술어에서는 “심리술어의 

1인칭 제약(1st person requirement, 이정민2016)”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이정민, p.c). 1인칭 제약이란 심리술어 문장은 현재시제와 평서문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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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주 중심적 성격을 가지는 술어이며 이 성격이 복합 심리술어에서는 

좀 더 극명히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 단순 

심리술어에서 더 다양한 문형을 허용하며 자극 중심적 성격을 지닌 

술어도 발견되는 것은, 한 단위의 단어로서의 단순 심리술어에서 쓰임의 

다양성 및 의미분화가 더 쉽게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 심리술어 구문이 

EXP 논항 없이도 STM 논항의 속성에 대한 총칭적 기술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원래 EXP 의 심적 상태를 기술하던 기능에서 술어의 

의미가 발전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한 심리명사가 결합하는 경술어에 따라 다른 의미 부류가 되는 현상 

 [그림1]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동일한 심리명

사가 결합한 경술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

었다는 것이다. 이 현상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본고의 2장에서 언급하였

듯이, 복합 심리술어의 ‘심리 술어’로서의 의미적 성격은 심리명사에

서 나온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경술어가 미치는 통사적, 의미적 역

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술어 ‘있다, 없다, 크다, 많다’를 연구범

위로 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심리명사의 의미와 역할에 최대한 집중하

인칭 단수 경험주인 경우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예: 나는 어지러워./ *그녀

는 어지러워.) 

   심리술어의 1인칭 제약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심리상태를 

증거 습득 사건 없이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심리철학에서 말하

는 1인칭 권위(1st person authority, Davidson 1984 재인용)가 언어학적 1인칭 

제약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는 2,3인칭의 심리상태를 직접 알 수 없다는 사

실과 더불어, 1인칭 내면의 심리판단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포함한다(Shoemaker 1968, 재인용).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없고,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타인이 그 참거짓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인칭 제약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본고의 경험주 중심화와 이정민의 1인

칭 제약이 심리술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unpleasantly loud/ frighteningly close/boringly effective(이정민 2016의 예)”
에서 심리적 부사들이 모두 경험주인 화자와 연결된다는 현상도 심리술어는 1

차적으로 EXP에 대한 술어라는 것을 지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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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심리명사가 동일한데도 결합한 경술어에 따라서 

의미 부류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복합 심리술어 구성 과정에서 

경술어도 어떠한 의미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애착’+    ‘많다’(->부류B) /‘있다’(->부류C) 

(71) 우리 애가 워낙 애착이 많아요/*있어요. 

‘의심’+   ‘많다’(->부류B) /‘크다’(->부류C)/ 

(72) 그 남자는 평소에 의심이 많다/*크다.  

 

(71),(7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애착’과’의심’이‘많다’,‘있

다’, ‘크다’와 결합했을 때 전체 복합 심리술어의 의미 부류가 달라

졌다. 심리명사 ‘애착’의 경우, 존재술어 ‘있다’와 결합했을 때보다

는, 존재술어인 동시에 양적 정보도 포함된 ‘많다’와 결합할 때 1항 

속성기술 문장이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후행 경술어의 어휘적 의미가 전

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애착’, ‘의심⑤’이외의 모든 심리명사에서 위와 같은 

‘많다’-‘있다’ 또는 ‘많다’-’크다’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

니다. 즉, 심리명사와 경술어의 결합 구성에서 의미 부류 상 일정한 패

턴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아무리 중립적인 의미의 경술어도 의미

합성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심리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도 동일한 경술어와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서술명사로서의 심리명사와 경술어의 합성에서 두 구성요소 모두

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있다, 없다, 많다, 

크다’의 각 경술어의 통사의미구조에 대한 고찰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심리명사들 가운데 믿음과 관련된 것들은 하위 부류를 따로 설정하고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이정민, p.c.). 본고에서는 ‘심리명사’
라고 통칭하였지만, 심리사건은 감정(emotion)/인지(cognition)/지각

(perception)의 서로 다른 사건을 가리킬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의심’, ‘확
신’과 같은 인지명사는 믿음(belief)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여타 심리명사와는 

이질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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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술어의 사건 구조 유형  

본고는 심리술어의 다양한 언어학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형식

화된 사건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기본적으로 Pustejovsky(1995)

에서 심리적 인과사건에 대해 제안한 사건구조 형식을 토대로 하였으나 

약간의 변형을 거쳐 아래와 같이 표상하였다.  

 

사건구조=[e1(state: STM), e2(state: EXP, STM)] 

 

위 사건구조는 e1을 process가 아닌 state의 사건 유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Pustejovsky(1995)나 남승호(2016)에서 제안한 사건구조를 그

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는 본고의 탐구 대상인 심리 형용사의 사건구조

는 ‘anger’와 같은 영어 타동사에 대해 제시된 기존의 사건구조와 다

르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process유형이 아닌 state유형의 사건으로만 구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구조를 포함하여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세가지 사

건구조 양식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원인e1과 결과e2의 하위사건으로 구

성된 인과사건을 표상한 것이다. 원인사건에는 하나의 논항만이 사건에 

개입하였고, 결과사건에는 두 논항이 모두 사건구조에 등장한다.  

 

 사건구조①=[e1(state: EXP), e2(state: EXP, STM)] 

 사건구조②=[e1(state: STM), e2(state: STM, EXP)] 

 사건구조③=[e1(state: STM), e2(state: EXP, STM)]  

 

그런데 사건구조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상될 수 있으며, 심

리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인사건을 2항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EXP중심 술어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구

조①이 의미하는 바는, EXP가 평소 갖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서 결과적

으로 EXP가 특정 STM에대해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런데 원인사건에서 EXP가 대상이 없는 심리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심리사건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건구조③도 아래와 같이 원인사건을 2항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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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구조③’=[e1(state: EXP, STM), e2(state: STM)] 

 

위의 대체적 구조③’는 EXP가 경험을 통해 STM 대해 특정한 심리적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결과 STM에게 이와 관련한 심리적 속성이 부

여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영화(STM)가 흥미롭다’는 심리적 

속성은, 어떤 유정물(EXP)이 영화를 보고 흥미롭다는 인상을 받은 뒤에

야 영화에 귀속될 수 있는 성질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향 관계가 

오고 가는 심리적 경험의 특성상 원인사건에 한 개체만 등장하는 구조③

이 직관적이지 않은데 반해, 처음부터 2항관계를 상정하는  구조③’는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더불어 본고는 2항 사건 표상으로 e2(state: STM, EXP)와 

e2(state: EXP, STM)을 모두 이용하였다. 그런데 사건구조 상에서 논

항 등장의 순서 차이로 사건에서의 역할에 차등을 둘 수는 없다는 비판

이 가능하다. 즉, 논항구조와 사건구조를 혼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본고는 전자는 STM의 관점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후자는 EXP이 사건

기술의 중심이라고 하였지만 “중심”과 “관점”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언어학적 증거가 더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기초로 활용한 심리적 인과 사건의 의미구조는 물리적 

인과사건의 구조에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심리적 사건은 물리적인 사

건보다 역학관계다 더욱 복잡하다. 심리적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

고 듣는 등의 물리적이고 지각적인 사건도 필요함과 동시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도 형성된다. 따라서 상태(state)와 행위

(process), 원인과 결과,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역학관계를 모두 고려

한 하위 사건 설정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사건의 종류와 단계를 

더욱 세분화할수록 심리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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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4.5 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합 심리술어는 대부분이 

EXP 중심 술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EXP 를 주어로 하는 

1 항 용법과, 주격 EXP 와 여격 및 사격 STM 을 실현하는 2 항 용법을 

모두 허용하는 제 2 부류(‘고민이 많다’부류)에 속하는 술어가 가장 

많다. 이는 단순 심리형용사에 대한 남승호(2015)의 선행연구 상에서는 

PEP 부류에 해당한다. 즉, 단순 심리술어에는 AEP 와 PEP 부류가 

비등하게 존재했으나, <심리명사+주격조사 + 존재술어>로 구성됨에 

따라 복합 심리술어는 대부분이 PEP 부류와 같아지는 것이다.  

본고는 비록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존재술어 ‘있다’, ‘없다’, ‘크다’, ‘많다’의 

영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미적 기능이 적은 

경술어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명사 또한 개체로 파악한다면, 그러한 

추상적 개체가 존재하는 장소(Location)는 사람과 같은 경험주일 

가능성이 높다. 1 항의 [EXP-nom]문형을 보이던 심리술어구문이 

[EXP-dat]로도 환언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EXP 는 심리상태를 겪는 

‘주체’인 동시에 심리상태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단순 심리술어에 비해서 복합 심리술어에서는 EXP 중심 

심리술어 부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심리술어에 대한 연구이며, 

<심리명사+주격조사 +경술어>구성의 복합 심리술어에서 

‘심리’술어로서의 성격은 자연히 심리명사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심리술어가 조사 및 경술어와 결합한 복합 심리술어 구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심리명사만의 의미가 아니라 경술어의 

의미 및 영향이 포함되었을 수 밖에 없다. 동사에서 바로 파생한 

서술명사가 많은 영어권에서의 동사형 명사(deverbal nominal, 예: 

‘admiration’, ‘destruction’)와는 달리, 한국어 심리명사는 반드시 

동사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동사의 

사건구조로부터 서술명사(동사형 명사)의 사건구조를 파악하는 식의 

영어권 연구를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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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 서술명사로서의 심리명사가 갖고 있는 사건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본 연구에 포함된 각 경술어들에 대한 후행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비교적 의미적으로 중립적인 존재술어를 시작으로 해서, 

그보다 복잡한 의미의 다른 경술어(예:‘오다/가다’) 또는 일반 술어(예: 

‘생기다’)의 성격을 각각 파악하게 되면, 더 다양한 조합의 복합 

심리술어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와 후행연구를 통해서 단순 구성뿐 아닌 복합 구성을 

포함하는 심리술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술어가 아니더라도 <서술명사+조사 +경술어>구성의 일반 복합 

술어에 대한 연구에도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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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ent Structure and  

the Argument Structure of 

Complex Psych-predicates  

in Korean  
 

Jisu Park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goal of this thesis is to assign the classes or 

categories for psych-predicates according to their semantic and 

syntactic structure. The scope of studies on Korean psych-

predicates has been confined to simple predicates. Moreover, only a 

few semantic or syntactic classes of them were investigated. Most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semantic class and syntactic 

class has not been extensively explored. 

   This thesis studies Korean complex psych-predicates, which 

has not yet been investigated in depth, and proposes a novel 

classification that can be adjusted to both simple and complex 

psych-predicates. Specifically, we deliberately examine how 

eventual meaning has effect on the syntactic realization. Through 

this discussion,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at superficial 

 ９９ 



 

external argument structure and fundamental internal event 

structure are greatly intertwined to each other. Furthermore, 

settling various head structures in event structure allows us to 

explain many distinctive uses and alternation phenomena which are  

unique properties of psych-predicates. 

   The main question of this thesis is about event-semantic 

difference between two sentences below: 

 

 (1) Charles-nun Jinny-hanthey komawessta. 

  (“Charles was thankful for Jinny.”) 

 (2) Charles-hanthey ku yenghwa-ka cilwuhayssta. 

  (“For Charles, the movie was boring.”) 

 

In sentence (1) in which experiencer(EXP, henceforth) is realized 

in nominative case and stimulus(STM, henceforth) in dative case, 

the event of psychological experience that Charles(EXP) undergoes 

related to Jinny(STM) is highlighted. In (2) of the reversed 

syntactic realization, in contrast, the movie(STM)’s psychological 

property of boringness is more focused than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Charles(EXP).  

   The noteworthy point in (1) and (2) is that the hierarchical gap 

between nominative and dative argument is not the same in two 

sentences. The dative STM of (1) is a complement of predicates, 

whereas the dative EXP of (2) is an adjunct. These two dative 

arguments demonstrate different semantic roles in that STM of (1) 

is the oriented theme by EXP, whereas EXP of (2) participa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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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ent as a judge. In other words, the psych-predicate of (1) is 

the two-placed predicate and that of (2) is one-placed predicate in 

which the judge is added optionally.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that it is imperative to discriminate between one-placed and two-

placed psych predicates. This is because the event of describing 

property and that of showing the effect between two entities are 

innately different.  

In addition to the classification between one-placed and two-

placed use,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question why some 

psych-predicates allow one-placed use and the others cannot as 

below. This thesis answers to this question by proposing various 

head structures which are either specified or underspecified.  

 

   (1’) *Charles-nun komawessta.       

        (“*Charels was thankful.” –to whom?) 

   (2’) Ku yenghwa-nun cilwuhayssta. 

 (“The movie was boring.” – to somebody) 

 

   This thesis collects the abundant data from Corpus and groups 

the psych-predicates which exhibit the same sentential behavior 

into one class. By explaining the mechanism of the sentential 

behavior, the thesis shows the semantic difference among various 

classes of psych-predicates. The newly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in this thesis is adjustable both to simple and complex 

psych- predicates. Semantic classes propos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allowing us to captu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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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eventual and syntactical property of psych-

pred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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