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용사의 부사화 쿠문 

깅 여 
。 희 

1. o. 한국어의 부사들 중에는 형용사에 ‘이’， ‘니’， 및 ‘게’가 첨가된 것들이 있다. 

(1) a. 순이 가 공손히 절 한다. 

b. 순이가 공손하니 철한다. 
c. 순이가 공손하게 절한다. 

위에서 (la)에는 ‘이 ’ 가， (1 b)에는 ‘니 ’ 가， 그리고 (1c)에는 ‘게’가 형용사에 첨가되어 형 

용사가 부사화하였음을 표시하여 주고 있다. 

이들 부사어 (adverbials) 또는 부사화소(ad verbializers) 에 대한 종래의 견해로는， (Ia , b) 

의 것은 파생 (derivation)의 법주에 속하고， 1 (1C)의 것은 굴곡(inHection)의 법주에 속한다. 

사실， ‘。1 ’， ‘니’， 및 ‘게 ’의 형태론적 분포는 이러한 견해를 업증한다. 참고로 부사화소들 

의 형태론적 분포를 (2)에 제시한다. 

(2) 선 행 요 소 | ‘。1 ’ ‘니’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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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대요소‘시’ + 
(2)에 보인 부사화소들의 형태론적 차이는， 부사화 구문의 면밀한 분석 • 기술을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띨요가 있다 그러나， (1a)- (l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사어， 

‘니’ 부사어， ‘게’ 부사어들이 주어와 서술어 등 문장성분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론적 관계 

나 통사론적 관계는 동일한 것무로 나타난다. 

그런데， 서정수(1971 : 199f)에서는 ‘이’ 부사어와 ‘게’ 부사어의 형태론적 차이를 통사 

론적으로 보강하면서 양자의 기저적 문법범주가 다르다고 하였다. 예문 (3) 이 그가 예증으 

1 훨자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b) 의 부사어도 파생범주로 다룬 사랍은 홍기문(1947 : 286{) 뿐이다. 

사천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논저에서는 (1 a)의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단， 홍기문은 ‘하니’ 
을 하나의 형태소로 그릇 분석하고 있다 

2 한 예로， 부사화소 ‘니’는 형용사의 어 간이 .하’나 ‘송’으로 끝난 경우에만 도업될 수 있다는 형 
태음운른적 제약을 들 수 있다. 

a 하늘이 뿌여 (송)니 흐렸다 
b 소녀가 차분하니 앉。1 있다 
C. *하늘이 맑니 개었다. 

d. *송녀가 외흡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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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은 것이다. 

(3) a. *그이 가 발음이 똑똑히 말한다. 

b. 그이 가 발음이 똑똑하게 말한다. 

그에 따르면， (3a)는 벼운법적이고， (3b)는 문법적이다. 그 까당은， (3b)의 ‘발음이 똑똑 

하게’는 ‘발음이 똑똑하다’ 라는 문장에서 유래하으로 주-술 관계가 성립되지만， (3a)의 

‘발음이 똑똑히’는 ‘발음이 똑똑하다’라는 문장에서 유래하지 않으므로 주-술 관계가 성 

립되지 않고， 따라서 (3b)와는 달리 이를 어긴 (3a)가 비운법적임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게’부사어는 기저구조에서 서술어이지만， ‘이’부사어는 기저구조에서도 부사타 

는 것이다. 그러나， 형용사의 부사화에 관한 한 ‘이’부사어나 ‘개’부사어나 기저의 문볍법 

주는 똑 같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3)의 주(主)서술이 ‘말하다’는 타동사인데， 비양도성 소유(ina liena ble possession)관계에 

있는 제 1명시-구와 제 2명사구는 주어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서숨어애 대한 목척어가 필 

요하다. 하지만， (3a)에는 목적어가 없으며， 타동사 운장이 목적어가 없으니 딩연히 13] 문법 

적 운장이 된다 그것이 문법 상의 목적어이든 의미상의 목적어이든 필요하다. 

운법상의 목적어가 나타나는 (4)를 보자

(4) a. 그이 가 발음을 똑똑히 말한다. 

b. 그이 가 발음을 똑똑하게 말한다. 

(4)는 (3)의 제 2주어이년 피소유어가 목적어화하였다. 이것은 ‘말하다’의 의미상 목적어는 

아니 지만， 결과적으로 (3a) 에 동의문인 (4a)가 문법적입은 물론 (3b)보다 (4b)가 더 자연 

스러운 운장으로 느껴지며， ‘。1 ’ 부사어와 ‘게 ’ 부사어의 차이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펀， (5)에는 (3)과 (4)에서 삭제되었던 의미상 목적이가 나타난다. 

(5) a. 그이 가 발음이 똑똑히 한국어 를 말한다. 

b. 그이 가 발음이 똑똑하게 한국어 를 말한다. 

(5) 에서는， 그것이 ‘이’ 부사어이든 ‘게’ 부사어이든， (3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2영사 

구와 주-술 관계 룰 맺 고 있 다. 그런데 , (5)는 (3) , (4)보다 더 기 저 적 구조(remote 

structure) 이다. 분영히 (3b)의 ‘발음이 똑똑하게’가 ‘발음이 똑똑히-다’라는 문장구조라면 ， 

(5b) 의 ‘발음이 똑똑하게 ’ 나 (5a)의 ‘발음이 똑똑히’도 ‘발음이 똑똑하다’ 라는 문장구조라 

고 보아야 한다. 이로부터 ‘이 ’ 부사어도 기저구조에서 서술어 임올 추론할 수 있다. 

이 점 ‘니 ’ 부사어 도 마찬가지이다. (6)은 (3)-(5)의 부사어를 ‘니’부사어로 바꾼 것 

이다. 

(6) a. 그이 가 발음이 똑똑하니 말한다. 

b. 그이 가 발음을 똑똑하니 말한다. 

c. 그이기- 발음이 똑똑하니 한국어 ‘를 말한다. 

(6)도 문법적이 며 ， ‘니’ 부사어기 서숨어임을 밝혀 준다. 이상과 같은 ‘이’， ‘니 ’ 및 ‘게’ 

s 이러한 점에서 (3b)도 엄격히 운법적은 아니다. 그럼 에 도 (3b)가 (3a)보다 덜 어 색 한 까닭은 언어 

수행 (performance) 상의 옥적 어 삭제가 가능하기 애운인 듯하다. 그렇지 않으연. (3h)와 ‘말하다’가 자 
동사로 쓰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셜사 뒤의 경우라 힐지라도 ‘。1 ’부사어와 ‘게 ’ 부사어 룰 달리 보아야 
항 충분조건응 뭇 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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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어들의 통사론적 동질성은 이 글의 전개과정에서 더 많이 발견될 것이다 

이상의 논지를 전제로 이 달은 한국어에 있어서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을 분석하여， 부사 

의 통사론적 특성 을 밝히 려 고 한다. 이 를 위 하여 여 기 서 는 Lakoff Cl970a)의 부사어 에 대 한 

변형론적 관점 을 이 론적 기설로 받아들인다. Lakoff는 영어의 ‘ ly’부사어를기저구조의 상 

위서슐어 (higher predicate) 인 형용시-가 변형한 결과라고 한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이’， 

‘니’ 및 ‘게’ 부사어들은 획 일적으로 상위 서술어에서만 유도할 수는 없는 것즈L로 판명된 

다 (cf. 김영희 1976) .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부시어의 특이성도 규명될 것이다. 

2.0. 이 글에서 분식대 상무로 삼는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은 예문 (7)에 제시되는 네 가지 

문장유형이다. 

(7) a. 그가 십매를 못마땅 {히， 하니， 하게} 여긴다. 

b. 소년이 꾸준 {히， 하니， 하게} 달린다. 

c. 어머닝이 음식을 넉넉 {히， 하니， 하게} 마련하신다. 

d. 상처가 말짱 {히， 하니， 하게} 낫는다. 

위의 (7a)-(7d)는 부사화소가 어느 깃이든 그 봉사구조나 의미론적 관계는 변함이 없다. 

그러 나 (7a)-(7d) 에 나타냐는 네 종류의 부사어 인 각기 의 기 저 적 양상을 달리 한다. 예 

컨대， 부사어의 기저형태인 형용사(약; Adj)의 기저적 계층의 차이가 한 예이다. 먼저， 

(7a)-(7d)를 대 략 분석 하여 (8a)-(8d)로 보이 기 로 한다. 

(8) 에서 (8a)는 (7a)의 기저구조로서 부사어일 형용사가 내포문의 서술어인데， 단언서술 

어 (assertive predicate , 약; ASSERT) 인 상위문에 내포됨을 보인다. (7b)의 기저구초인 

(8b)는 Lakoff의 상위서술어 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부사어가 상위서술어인 형용사이다. 

(8) a. 

S/// / i\ \ v ~\~\ 

/\\ ASSlERT 

4 물론 엄홍빈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사화소들의 의미특성은 각기 다를지도 모른다. 다음 예에 
서그차이를엿볼수있다. 

(1) a 그가 내 말을 곧이 듣는다 
b. 그가 나플 굳이 따라온다. 
C. 그의 엽적은 걸이 빛난다. 

(2) a. *그가 내 말을 곧게 듣는다. 
b. *그가 나를 굳게 따라온다. 
C. *그의 엽적은 걸게 빛난다. 

(3) a. 그가 왈을 곧게 뻗는다. 
b. 그가 나를 굳게 믿는다. 
c 머리가 걸게 자랐다 . 

(4) a. *그가 팔을 곧이 뻗는다. 
b. 그가 나를 굳이 믿는다. 
C. *머리가 킬이 자랐다 

임 홍빈교수는 「 ‘-게 ’ 부사화의 의 마 특성 J (제 32회 문볍 연 구회 • 1974 . 12.27)에 서 ·이 ’ 에 는 [-대 상성 ] 
·게’에는 [+대상성]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는 이러한 의미차이능 부사화소의 도 
업에 대한 운장의 의미론적 제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우록 보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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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의 기저구조인 (8c)도 (8a)와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내포문의 서술어임을 보여준다. 그 

러나 (8c)는 상위문이 단언문(asserting sentence) 이 아념과 더불어 내포문이 보문이 아넌 

관계절 (relative cIause) 이다. 끝으로 (8d)는 점속화(conjunction) 구조인데， (7d)의 부사이 

가 제 2접속철의 서술어로 나타난다. 

위 와 같은 통사구조를 기 준으로 형 용사에 서 오는 부사어 들을 분류하연 다젓 가지 로 나윈 

다. 2.1에 서 다룰 판단부사어 (심 리 판단부사어 , psychological judgement adverbials) , 2.2에 

서 다불 양상부사어 (modal adverbials) 와 비 양상부사어 ( non-modal adverbials) , 2.3에 서 다 

룰 제 한부사어 (restrictive adverbials) 및 2.4에 서 다룰 결 과부사어 ( resultative adverbials)들 

이 그것이다. 

2. 1. (7a) 와 같이 부사어가 내포서술어인 형용사이고， 상위서술어가 단언서술어인 부사 

화 문장으로 (9) 와 같은 예를 더 을 수 있다. 

(9) a. 나는 너를 건실히 취급했다. 

b. 네가 사태를 예사롭게 간주한다. 

(7a)는 주어가 3인칭이지만 (9)는 1인칭과 2인갱 이다. 

그런데， 부사의 전통적 뜻애김대로라면 ， 부사는 운장 또는 문장 안의 다른 성분들을 꾸 

미는 수식어이며， 수식어는 수의적 성분이려 할 수 있다. 부사기 나타나는 문장에서 그것 

을 식제하여도 역시， 부사의 의미만 없어질 뿐， 동일한 의미의 문장 즉 의미적으로 동반 

(entailment)되 는 문장이 성 립 할 수 있 다는 데 에 서 도 이 사실을 알 수 있 다. 예 로서 (7b)

(7d)의 부사어를 삭제히-여도 (lOa)- (lOc)처럼 문법성을 유지한다. 

(10) a. 소년이 달린다. 

b. 어머념이 음식을 마켠하신다. 

c. 상처가 낫는다. 

그렇지만， (7a) 나 (9) 와 같은 부사이 구문에서는， 부사어를 삭제하면， (11 )처럼 벼운법 

적이 되고 만다. 

( ll ) a. 용그가 십대를 여긴다. 

b. *나는 너를 취급했다. 

c. 용네 가 사태 를 간주한다‘ 

즉， (8a)로 분석되는 부사화 구문의 부사야는 의우적 성분이며， 단순한 수식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8a)가 보이는 바와 같이 (7(1) 나 (9)의 부사어들운 딸언문에 내포된 서술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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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러면 (7a)와 (9)가 단언서술어를 상위서숲어로 하는 보문화 구조인가를 보 

기로하자. 

(7a)와 (9)는 (12)와 같은 의역문으로 실현될 수 있다. 

(12) a. 그가 십 대 를 못마땅하다고 여 긴 다. 

b. 나는 너를 건실하다고 취급했다. 

c. 네 가 사태 를 예 사롭다고 간주한다. 

(12)에서 (7a)와 (9)의 부사어는 보문소(com plementizer) ‘고’를 동반하는 서술어로 나타 

나 있다. 그런데 이 내포서술어의 의비상 주어는 목적어 명사구들임을 알 수 있다. 실제료 

이들 목적어는 (13)에서처럼 주어로 실현된다. 

(13) a. 그가 십 대 가 못마망하다고 여 긴 다. 

b. 냐는 네기 건실하다고 취급했다. 
c. 네 가 사태 가 예 사롭다고 간주한다. 

(12)나 (13)과 같은 의역문은 오직 (7a ) , (9)와 같은 부사화 구문에만 가능하지， (7b) - (7d) 

의 부사화 구문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14) a. 용소년이 lIllr르다고 달린다. 

b. 융어머님이 음식 { 01.을} 넉넉하다고 마련하신다. 
c. *상처가 말짱하다고 낫는다. 

또한， 부사어를 비롯한 다른 운장성분들은 다 같을지략도 (7a) , (9)의 주서술어를 비단언 

서 술어 (non-assertive predicates)로 바꾼 (15) 도， 

(15) a . 그가 십 대 를 곳마땅히 살펀 다. 

b. 나는 너를 건싶히 다룬다. 
c. 네가 사태를 예사롭게 주시한다. 

(12) , (13)과 같은 보문화 구조로 바꾸면， (16)처 럼 변태 적 (anomaly) 인 문장이 된다. 

(16) a. 그가 십대 {를， 가} 못마땅하다고 살펀다. 

b. 나는 녁 {를， 가} 건실하다고 다룬다. 

c. 네 가 사대 {를， 가} 예 사롭다고 주시 한다. 

설령 (16) 이 유의미적이라 할지라도 ‘여기다’ 둥의 단언서술어를 주서술어 앞에 상정할 경 

우에만 그러하다. 

。l 상에서 (7a) 냐 (9)의 부사어 구문은 단언운이 상위문인 구조이며， 부사어들은 보문인 

내포문의 서술어에서 오는 것임이 판명된다. 

위의 사싣은 ‘보다’ ， ‘생각하다’， ‘알다’ 등의 서슐어 문장에 부사어가 나타날 경우에 발 

생하는 모호성을 해명해 준다. 

(17) a. 냐는 그 여 자를 그르게 봤다. 

b. 네가 이 문제를 단순하니 생각한다. 
c. 소인은 세 상을 좁게 얀다. 

(17)의 애들은 각기 두 가지로 해석된다. 그 의역문을 들면 ， 히-냐는 (18)이고 다른 하나는 

(19) 이 다. 

(18) a. 냐는 그 여 자가 그르다고 봤다. 

b. 네가 이 문제가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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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인은 세상이 좁다고 얀다. 

(19) a. 그 여자를 봄에 나(의 생각)는 글렀다. 

b. 네가 이 문제를 생각함이 단순하다. 

c. 세상을 앓에 소인(의 식견)은 좁다. 

그래서， (18)은 (13)과 같은 구조로서 주서술어들이 단언서술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반연에 (19)는 (8b)의 구조를 보여 부사어가 상위서술어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로 의역되는 경우 (17)의 주서술어들은 비단언서술어이다. 즉， (17)의 주서술어들이 

단언서술어라면 부사어는 판단부사이이며， 비단언서술어려면 뒤에서 볼 비양상부사어이다. 

그러면， 판단부시-어가 의무적 성분인 까닭을 보기로 하자. 의미론적으로 단언이 성립되 

려면， 판단 내용인 명제가 필수척이며， 명제는 적어도 하나의 명사와 서술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다변 ， (7a) , (9) 및 (17)의 판단 내용인 명제는 목적어와 부사어로 구성되 어서， 

목척어는 부사어의 의미상 주어기 되고， 부사어는 그 주어에 대한 서술어일 것이다. 이 의 

미론적 관계를 통사구조에 반영한 예가 곧 (13) , (18)의 예문들이다. 그런고로 (7a) , (9) 및 

(17)에서 부사어블 삭제할 때 무의미한 비문법적 문장이 띈다. 

다음， 단언서술어에 대하여 보자. Hooper(1973)는 단언서술어를 약한단언서술어 (weak 

assertive predicate)와 강한단언서 술어 (strong assertive predicate)로 나눈다. 지 금까지 든 

단언서술어들이 전자에 해당하고， 다음 예문의 주서술어들-‘말하다’， ‘단정하다’， ‘주장 

하다’ -이 후자에 해 당한다. 

(20) a. 내 가 너 {가， 를} 귀 엽 다고 말했 다. 

b. 네가 지구{가， 를} 길다고 단정했다. 

c. 사람들이 회 견 {이 , 을} 훌륭하다고 주장했 다. 

이 들 단언서 술어 문장의 공통적 특정 의 하나로서 HooperCl974 : 3-5)는， 영 어 의 경 우， 

보문 전치 (complement preposing) 규칙의 적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문 후치 (complement postposing)의 적 용을 받는다. (21)과 (22)는 약한단건문 (18)과 강 

한단언문 (20)에 이 규칙을 각각 적용한 결과이다 

(21) a. 냐는 보기에 그 여자가 글렀다. 

b. 네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단순하다. 
c. 소인이 알기에(는) 세상이 좁다. 

(22) a. 내가 말하기를 녀 {가，를} 귀 엽다고 했다. 

b. 네가 단정하기를 지구{기 를} 걸다고 했다. 

c. 사람들이 주장하기 를 회 견 {이 , 을} 홉륭하다고 했 다. 

반연에 양자를 구분짓는 중요한 통사론척 현상은， 내포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 그 형 

용사를 부사화 하는 것에 있다. 단언문에서의 부사화 과정은 대략 내포문의 주어 올리기 

(subject raising)와 부사화소 도입 (adverbializer intrusion)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약한 

단언문에 있어서는 (7a) , ( 9) 및 (17)처럼 부사화가 가능하지만， 강한단언문에 있어서는 

5 엄격한 의미에서 이 규칙은 보문 후치 라기보다 단언서숲어 복사(copy)규칙이 라고 보아야 한다. 그 
래야만 (22) 의 문장 끝에 남아 있는 대동사(pro'verb) 를 설영항 수 있다. 더구나 (21)의 경우에는 실질 
동사인 단언서술어가 그대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a. 나는 보기에 그 여자가 글렀다고 보았다. 
b. 네가 생각하기를 이 문제가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ç. 소인이 알기에(는) 세상이 좁다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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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불가능하다. (20)에 대한 (23) 이 이를 예증한다. 

(23) a. ? 내가 너를 귀 엽제 밀했다. 

b. *네기 지구를 걸게 단정했다. 

c. 용사람들이 회견을 훌륭하니 주장했다. 

다만， 강한단언서슬어라도 (23a)처럼 ‘말하다’， ‘보고하다 ‘이야기하다’ 등일 경우에만은 

부사화가 될 듯도 하다. 이 점에서 이 서숨어들은 약한단언서슬어에 가깝다. 

이와 같은 약한단언문에서의 부사화는 내포시술어가 명사인 경우에도 보인다. (24a)는 

명사에서 온 부사어 구문이고， (24b)는 그 부사이외 삭제가 윌-가능힘을 보인 예이고， (24c) 

는 보문 후치의 결과이고， (24d) 가 (24a)의 기저문장이다. 

(24) a. 나는 그를 전재로 예긴다. 

b. 용나는 그를 여긴다. 

c. 내가 여기기에는 그가 천재다. 

d. 나는 그가 천재라고 여긴다. 

요컨대， (7a)로 제시한 형 용사의 부사화 구문은 약한단언서술어를 주서슐어로 하는 단언 
문으로서， 부사어는 판단 내용인 명제의 서술어에서 유도되므로 (7b)-(7d)와는 달리 삭제 

될 수 없 다. 이 러 한 부사어 들을 판단부사어 (심 리 판단부사어 psychological judgement 

adverbials) 라 부르기 로 한다 

2.2. Lakoff Cl970a : 158, 165-7)는 양대 부사(manner adverb)를 비롯한 빈도 (fr태uency) ， 

이유(reason) ， 처소(locative)둥의 부사어를， 통사론적 증거와 문법기술상의 이점을 들어 

서， 상위서술어로 분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상위서술어 설은 여기서 다룰 (7b) 

와 같은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에 적용될 수 있다. 

(7b)의 의역문인 (25)가 그 근거를 제시한다. 

(25) 소년이 달립이 꾸준하다. 

(25)는 (7b) 에 대한 의역문의 하나인데， (7b)에서의 부사어가 주서슬어인 형용사로 실현되 

어 있고， (7b)에서 주서숨어이던 ‘달리다’는 보문소 ‘口’을 대동하고 내포서슐어로 나타 

나 있다. 즉， (7b)의 부사어는 ‘소년이 달린다’는 문장의 서술어이다. 이 점은 (7b)를 판 

단부사어 구문의 기저구조에 해당하는 (26)으로 의역할 수 없고， 

(26) *소년이 꾸준하다고 달린다. 

또한， 반대로 (7a) , (7c) 및 (7d)를 (25)와 같은 문장구조로 의역할 수 없다는 데에서 뚜 

렷해진다. (27)은 (7a) , (7c) 및 (7d)를 (25) 와 같은 구조로 의역한 결과이다. 

(27) a. 훌그기 십대를 여깅에 십대가 못마땅하다. 

b. 용어머님이 음식을 마련하섬에 음식이 넉넉하다. 

6 Green (1970) 은 영 어 의 세 가지 명 사뒤 수식 어 (postnominal modifiers) 를 말하고 있는데 ,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예 가 나온다. 

1 consider him alive (dead). 
위에서 형용사 ‘alive’ 또는 ‘dead’가 명사뒤수식어인데 . Dowty (1972: 51)는 이들이 심리적 판단 
(psychological judgement)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01 러한 심리적 펀단 형용사가 한국어의 경우에는 여 
기서 다푼 부사어로 나타나게 된다. 판단부사어란 영청은 여기서 따온 것이다. 

7 Lakoff (1970 a) 는 줄곧 ‘higher predicate' 로만 표현하였으나， 그뒤 Lakoff (1970b : 157) 에 서 는 
‘Rather they (time and locative adverbs) appear to be derived from predicates of other, “ higher" 

sentences .... ’ 〔이태 릭체는 펼자〕라고 표현하여 상위서솔어설을 누그린 듯한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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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처 가 나음이 말짱하다. 

그러므로 (7b) 와 같은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은 (8b)의 구조로 분석함이 마땅하다. 여기 

서는 먼저 양상부사어를 살피고， 다음에 비양상부사어를 보기로 한다. 

2.2. 1. 부사어들 중에는 주관동사(subjective verbs)인 형용사에서 오는 것들이 있다. 예 

컨대 예문 (28)의 부사어 ‘아니꼽게’， ‘야속하게’들이 그렇다. 

(28) a. 녀석이 아니꼽게 사람을 엽신여긴다. 

b. 순이 가 야속하게 동생 한터1 만 상냥하다. 

(28)의 부사어들도 상위서술어에서 옴을 (29)의 의역문에서 알 수 있다. 

(29) a. 녀석이 사람을 업신여겁이 아니꼽다. 

b. 순이 가 동생 한헤 만 상냥함이 야속하다. 

(29)에는 주관동사인 형용시-기 상위서술어로 나타난다. 

그리고， (29)로 보면， (28)의 부사어들은 내포운 전체를 그 영역 (scope of adverb)으로 

하묘로， Heny (1973: 217f)의 뜻매 겁 대 로 문장부사(sentence adverbs) 라고 하겠 다. 그러 나， 

(29)의 상위 서 숨어 는 주관적 판단을 풀이 하는 주관동사이 므로 그 주체 는 주어 가 아니 라 화 

자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9a)에서 ‘아니五L운’ 주체는 ‘녀석’ 이 아니 라 말하는 이 자싣 

이다. 따라서 (29)에는 화자에 해당하는 l인칭이 나타나게 된다. 

(30) a. 나는 녀석이 사람을 업신여김이 아니꼼다. 

b. 나는 순이 가 동생 한테 만 상냥함이 야속하다. 
(30)을 Fillmore (197l)의 격범주로 분석한다면， 화자는 경험격 (ex periencer) 이고， 내포문은 도 

구격 (instrumen t) 이 다. 이 경 우에 도구격 은 주관적 판단을 일S키 는 자극이 며 , 경 험 격 은 주관 

척 태도로 반응을 하며， 주관동사는 그 판단내용이다. 그러므로주관척 태도를풀이하는주 

관동사에서 유도된 (28)의 부사어들은 문장 전체와 더 불어 화자까지 그 영역으로 삼는다. 

Jackendoff(1972)의 용어를 빌린다면， 이러한 부사어는 향화자부사(speaker-oriented 

adverb) 가 되 겠으나， 화자의 주관척 태 도를 표시 한다는 뜻에서 양상부사어 (modal adverbials) 

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양상부사어는 판단부사어와 의미론척으로 흡사하다. 일반척으로 양상부사어는 주 

관동사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나， 째로는 비주관동사에서도 온다. 

(31) a. 그기- 버젓이 서민을 골린다. 

b. 녀석이 대 담하게 그를 비난한다‘ 
(31)은 흔히 양태부사어 구문으로 해석되지만， 양상부사어 구문으로도 쓰인다. (32)의 의 

역문이 이 를 입증한다. 

(32) a. 그가 서만을 끌립이 나에게는 버젓하다. 

b. 녀석이 그를 비난합이 나에게는 대담하다. 

이 는 마치 비주관적 형용사 문장 (33) 이 주관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과 같다. 

( 33) a. 나한테는 이 산이 높다. 

b. 나한테는 이 여자가 예쁘다. 

마찬가지로， 판단부사어도 (7a)의 경우에는 주관동사이지만， (9) 나 (17)에서는 비주관동사 

임을 폴 수 있다. (9) ， ( 17)의 부사어들이 비록 비주관적 의미의 어휘일지라도 주서술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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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심리적 태도를 표시하는 약한단연서술어인 까닭에 주관적 의미로 해석이 된다. 

(31), (32) 나 (33)의 비주관동사가 주관적 의미로 해석되는 이유도 익한딘언서술어를 상위 

운에 설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Fraser (1974)에 따르면， 약한단언서술어들도 이 행동시- (rerforma tive verbs)의 한 종류인 

평기동사(verbs of evaluatÎl， g) 에 속한다. Fraser의 -둔류기- 옳 디면， 익힌딘안서슐어들이 화 

자인 1인청 주어와 함께 최상위문을 구성하면 이 챙문이피고 히겠더 . 

예푼 (34)는 양상부시어 구문인 (28a)의 기 저문장 (3(a)와 (31b)의 기저문장 (32b) 가 약한 

단언서숭어의 이 챙문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다만 펀의상 1인칭 명시구의 중복은 피허였다. 

(34) a. 나는 녀석이 사람을 업신여겁이 아니꼽다고 생각한다. 

b. 냐는 녀석이 그를 비난함이 대담하다고 여긴다. 

역시 (34)의 의미는 (28a) , (31b) 나 (30a) , (32b)와 동의적이다. 마찬기지로 (33)도 약한 

단언문인 이 행 문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35) a. 나는 이 산이 높다고 생 각한다. 

b. 나는 이 여자가 예쁘다고 본다. 

그리하여 (35)로써 (33)의 비주관동사가 주관적 의미로 해석되는 이유가 설명된다. 요컨대 

양상부사어 구문은 기저구조에서 단언문인 이 행문을 최상위문으로 한다. 

그리고 (34)에 주어 올리기 및 부사화소 도입을 하면， (7a) , (9) 및 (17)과 같은 판단 

부사어가 유도되 겠고; 

(36) a. 나는 녀석이 사람을 업신여깅을 아니꼼게 생각한다. 

b. 나는 녀석이 그를 비난함을 대답하게 여긴다. 

그렇지 않고 이행문 삭제 (performaive deletion)를 하면 (29)나 (30) , (32)와 같은 문장으 

로 변 형 된 다. 그리 고， 동일 명 사구 삭제 와 Lakoff (1973a : 5)의 부사내 리 기 (adverb lowering) 

와 이행문 삭제를 적용하면， (28) , (31)과 같은 양상부사어 문장으로 변형된다. 또 때로는 

이행운 삭제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동일명사구 삭제와 부사 내리기만으로 (37)과 같은 양상 

부사어를 유도할 수 있다. 

(37) a. 나는 녀석이 아니꼽게 사람을 엽신여긴다고 생각한다. 

b. 냐는 녀석이 대 답하게 그를 비난한다고 여긴다， 

결국， 양상부사어 구문은 판단부사어 구문의 한 종류이며， 따라서 양상부사어를 판단부 

사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단， 양자는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사구조의 차이 를 갖고 있다. 

(38) a. ______ 1 _____ 

1싣씌| \얻sbERT 

b. S 

--기-----NP S1 
./ \ l 

a인칭 ì / \ ASSERT 
2인칭 v 
3인칭 ) 

Adj 

(38a)는 양상부사어 구문의 기 저 구조이 고， (38b)는 판단부시 어 구문의 기 저 구초이 다. 그래 

서， 양상부사어 구문은 최상위문인 S와 차상위문인 S1의 주어기- 1인칭이어야 함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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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부사어가 될 형용사가 SI에 나타나면서 ， SI은 다시 내포문 S2를 지배하여야 한다. 반 

면에 판단부사어 구문은 S의 서술어가 (38a)와 마찬가지로 약한단언서술어이 긴 하나 주어 

가 1, 2, 3인칭 이느 것이나 될 수 있고， 형용사가 SI의 서술어이지만 SI이 다시 보문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그 주어의 인칭에도 제약이 없다. 따라서， (38a)의 최상위문장 S는 

이 행 문이 지만， (38b)의 S는 이 행문이 아닐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기저척 차이는 표면구조상에 반영된다. 그 하나가 부시·의 삭제 여부이다. 앞 

에서 판단부사어는 삭제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상부사어는 그것이 삽엽될 문장이 

기저구조의 보문인 까닭에 부사 삭제가 가능하다. (28)에 대한 (39)가 이를 예증한다. 

(39) a. 녀석이 사람을 엽신여긴다. 

b. 순이 가 동생 한헤 만 상냥하다. 

다른 하나는 부사의 이동‘성 (transportabili ty)에서 나타난다. 먼저 판단부사어의 어순을 보 
자 8 

(40) a. 그가 나를 시 큰둥하니 얀다. 

b. ??그가 시큰둥하니 나를 안다. 

c. ??시큰둥하니 그가 나를 안다. 

판단부사어의 기본 위치는 그 기저구조로 보아 (40a)처럼 약한단언서숭어 앞이다. 이 위치 

에서 주어 앞이나 뒤로 이동하띤 어색해진다. 한펀 양상부사어의 기 본 위치는 불분명하다. 

(41) a. 이 아이가 양친을 가없게 여의었다. 

b. 이 아이가 가없게 양친을 여의었다. 

C. 가없게 이 아이 가 양친을 여의었다. 

(41)에서처펌 양상부사어는 서술어 앞이 든 주어의 앞과 뒤 이 든 모두 자연스럽다. 일반적으 

로 상위문이나 갈은 계총의 문장에서 오는 부사어는 (41)과 같이 자유이돔을 보이나 내포 

문에서 오는 부사어는 기저구조 상의 어순에 제약된다(cf. 2. 3) . 

끝으로， 양상부사어 구문에서만 생기는 현상 하나를 보키로 한다. 예문 (42)는 표연구조 

의 주서술어가 과거시제 ‘었’을 대동하고 있다. 

( 42) a. 녀석이 아니꼼게 사람을 엽신여 겼다. 

b. 어련 학생 이 가방을 주체스럽게 들고 있었다. 

(42b)의 부사어도 (42a)의 그것처럼 양상부사어로 느껴진다. 그러나， (42a)만이 양상부사어 

구문이다. 그런데 이 예문은 시제의 의미 와 관련펀 모호성을 띤다. (43) 이 이 를 보여 준다. 

(43) a. 녀석이 사람을 엽신여김 이 아니1i1..왔다. 

b. 녀석 이 사람을 업신여겼음이 아니꼽다. 

즉， (42a)는， (4 3a)처렴 화자의 주관적 태도까지 과거의 일일 수 있는가 하면， (43b)처럼 

화자의 주관적 태도는 현재의 일이며 주관적 태 도를 일으킨 자극 ‘엽신여김’만이 과거의 

일일 수가 있다. 이 와는 달리， (42b)는 ‘주체스럼게’가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아넘은 ， 물론 

시제의 모호성도 생기지 않는다. 

(44) a. 가방을 듣고 있음이 어린 학생에게 주채스러웠다. 

b. 융가방을 들고 있었음이 이련 학생에게 주체스럽다. 

(44a)는 (42b)의 므든 사건이 과거 에 일어났음을 보인다. ‘들고 있’는 챙 위 는 과거로， ‘주 

8 이 글에서는 휴지 (pause) 를 동맨하는 부사의 이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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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스러 ’ 운 사실은 현재 로 표시 한 (44b)는 성 립 하지 않는다. 그리 고， (42b)의 부사어 는 2.2.2 

에서 다룰 비양상부사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시제의 의미에 관한 부사어 구문의 모호성은 오직 양상부사어의 경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2.2.2. 앞에서 에문 (7b)의 의역문으로 (25)를 보인 바 있다. 펀의상 (25)흘 (45)로 옮 

겨 본다. 

(45) 소년이 달림이 꾸준하다. 

(45)를 보면 (7b) 인 ‘소년이 꾸준히 달린다’에서 부사어 ‘꾸준히’의 영역 (scope of adverb) 

은 문장 전체 또는 서술어 ‘달린다’이다. 이 때 ‘꾸준히’는 커저구조에서 표연상의 주절인 

‘소년이 달린다’를 명사(argument)로 하는 한자리서술어 (one place predicate) 이다. 

이처럼 한자리서술어인 상위서술어에서 오는 부사어를 아래 예문에서도 볼 수 있다. 

(46) a. 우리가 옛고난을 흔히 잊는다. 

b. 하늘은 천재를 드물게 냈다. 
(7b)의 부사어가 양태부사라면， (46)의 부시어들은 반도부사(frequency adverb) 인데， 이들 

은 (47)을 기 저 문장￡로 한다. 

(47) a. 우리가 옛고난을 잊음이 흔하다. 
b. 하늘은 천재를 냉이 드물었다. 

따라서， (46)의 부사어들도 그 영역을 문장 전체 또는 서술어에 둔다. 

그렇지만， (7b)의 부사어가 늘 한자리서술어만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의역되는 경우에 

는 두자리서술어 (two place predicate)로 분석 하여 야 한다(Lakoff 1973a : 4). 

(48) 소년이 달립 에 소년이 꾸준하다. 

(48)에서 ‘꾸준하다’는 문장과 그 문장의 주어를 명사(argument)로 하는 두자리서숭어로 

냐타나 있다. 따라서 (7b)의 ‘꾸준히’는 주어인 ‘소년’안을 그 영역으로 삼을 수도 있다t 

이 러 한 부사어 들을 Jackendoff (1972: 56-9)는 향주어 부사(subject-oriented adverbs) 라 한 

바 있다. 그러나， 두자리서술어에서 온다고 하여 꼭 향주어부사만은 아니다. 부사어가 두 

자리서술어로 분석되는 경우로 양상부사어를 앞에서 본 바 있는데， 이 부사어는 향화지-부 

사(speaker-oriented adverbs) 에 해 당한다. 

어쨌든 (7b)는 부사의 영역에 관한 불투명성 (opacity)을 띤다 하지만 (49)의 부사어 운 

장들은 불투명하지 않은 두자리서술어에서 온 것이다. 

(49) a. 하나닝은 죄를 너그러이 용서했다. 

b. 엄마가 아기를 걱정스례 들여다 본다. 
(49)의 부사어들은 향주어부사에 해당하며， (50)으로 의역이 된다. 

(50) a. (하나넙은) 죄를 용서함에 하나닝은 너그러웠다. 

b. (엄마가) 아기를 들여다 봄에 엄마가 걱정스럽다. 
이상에서 본， 한자리서술어 또는 두자리서술어인 상위서술어에서 유도되는 부사어들에는 

종래의 양태부사， 빈도부사， 정도부사(degree adverbs) , 시간부사등이 포함펀다. 그리고， 

9 이와 같이 양상부사어가 아니연서 상위서솔어에서 오는 부시어들은 불투명 성을 띠어 의미모호성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의미론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Lakoff (1973 a, b) , Heny (1973) 동의 논리 
적 접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의마흔적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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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위서술어에서 오는 점에서 양상부사어와 통사론적 특성이 같다. 즉 이들도 부사 내리기 

로써 표면상의 주철에 삽입되며， 부사의 이동성에 제약이 없다. 

(51) a. 우리 가 흔히 옛 고난을 잊는다. 

b. 흔히 우리가 옛 고난을 잊는다. 

(52) a. 하냐닝은 너그러이 죄를 용서 했다. 

b. 너그러이 하나닝은 춰괄 용-서했다. 

(51)은 한자리서술어로 분석되는 (46a)의 부사α1 를 주어의 앞과 뒤로 이동한 것이며， (52) 

는 두자려서술이로 분석되는 (49a)의 부사어를 같은 위 치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의 예문과 의미가 같다. 이는 양상부사어의 이동성과 동일한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을 비 양상부사어 ( non-modal adverbials) 라 이 름하여 양상부사어 와 구분하기 로 한다. 

2. 3. Dowty (1972)는 Green (1970) 이 논의 한 영 어 의 세 가지 영 사둬 형 용사(postnominaI 

adjectives) 중에 서 (53)과 같은 문장의 형 용사흘 시 간제 한형 용시 ( temporaIIy restrictive 

adjectives) 라 한 바 있 다. 

(53) John saw Harry alive. 

그는 이 형용사를 시 간부사냐 when-cIause와 같다고 하연서 (53)을 (54)에서 유도한다. 

(54) John saw Harry alive when Harry was a live. 

여커서 주목되는 것은 (53)의 형용사 ‘alive’기 종속섣의 서숭어에시 오며 부사와 같다는 

점 이다. 

비록 시간부사는 아니지만， 한국어의 경우， 예문 (55)의 부사아들을 보자. 

(55) a. 조난자가 많이 살았다 • 

b. 보수가 충분히 책정된다. 

한국어의 혐용사는 서술기능(pred i cative)만을 지니므로 서술이 자려에 쓰이지 않을때는 관 

형 형 이 나 부사형 으로 변형 한다. 그리 고 관형 형 은 명 사앞수식 어 ( prenominaI modifier) 이 지 만 

부사형 (즉 부사어)은 명사뒤수식어 (postnominal modifier)로 쓰이 는 경우가 있다(김영휘 19 

76) . 후자에 해당하는 예가 (55)의 부사어들인 ;;11. 이들이 Dowty의 시간제한형용사와 통사 

적 유사성을 가진다. 

(55)는 (56)으로 의역되어 그 기저구조를 예측케 한다. 

(56) a. 많은 조난자가 살았다. 

b. 충분한 보수가 껴정 펀다. 

(56)에서 는 (55)의 부사어가 관형형이 되어 신생하던 명사구 앞에 나타나서 그 명사구를 

꾸만다. 즉， (55)의 부사어는 (56)의 관형형과 그 의미척 기능이 같다. 그러면， 이들은 이 

다서 오는 것일까? 

만일， (55)의 부사어 가 상위서술어에서 온다면， (57) 이나 (58)의 예들이 의역문으로 성 

럽되어야 한다 10 

(57) a. 융조난자가 살음이 많았다. 

b. 용보수가 책정됩이 충분하디 . 

10 (55a ) 의 .많이’는 수량부시어 (quantifier) 일 수도 있고 띤도부사이일 수도 있는데 ， 만일 후자라연 

(57a) 로 의역된다 즉. 빈도부사어 로서의 ‘많이’는 한자리시솔어인 상위서숨어에서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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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a. 용조난자가 살음에 조난자가 많았다. 

b. *보수가 책정됨에 보수가 충분하다. 

(57)은 (55)의 부사어를 한자리서술어로 본 경우이고， (58)은 두자리서술어로 본 경우이다. 

그러나 모두 (55) 와 동의문이 아니거나 무의마한 문장들이다. 

거꾸로， 상위서술어에서 오는 부사어들은 (56)처럼 관형형이 될 수 없다. (59)는 2.2에 

서 본 부사어 구문들이고， (60)은 이들을 (56)의 구초로 바꾸어 본 것이다. 

(59) a. 순이 가 야속히 동생 한테 만 상냥하다. 

b. 우리가 옛고난을 흔히 잊는다. 

c. 하나닝은 죄를 너그러이 용서했다. 

(60) a. *야속한 순이 가 동생 한테 만 상냥하다. 

b. *우리가 흔한 옛고난을 잊는다. 

c. 용하나닝은 녀그러운 죄를 용서했다. 

설령 (60) 이 모두 유의미적일지라도 (59)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문장들이다. 

그런데， (56)의 관형형은 관계절 (relative cIause)의 서술어에서 온다. 따라서 (56)의 관형형 

과 의미적 기능이 똑 같은 (55)의 부사어들도 관형절의 서술어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55) 

의 부사어 들과 같은 영 사뒤 수식 어 로는 (61)의 수량사(quant퍼ers)도 들 수 있 다(김 영 희 1976). 

(61) a. 조난자가 하나 (영)가 살았다. 

b. 초난자가 여 렷 (명)이 살았다. 

그리고， 이들 수량사도 (56)에서처럼 관형형인 명사앞수식어로 바뀔 수 있다. 

(62) a. 한 (명의) 초난자가 살았다. 

b. 여 러 (명의) 조난자가 살았다. 
이 사실은 (55)의 부사어들이 명사뒤수식어로 쓰임이 특수한 현상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55)의 부사어들이 관형철 서술어에서 유도된다는 점은 (55) , (56) 이 (63)으로도 실현될 

수 있음에서 입증된다. 

(63) a. 조난자가 많은 조난자가 살았다. 

b. 보수가 충분한 보수가 책정된다. 
(63)에는 관형형을 중심￡로 동일명사구가 반복되어 있다. 이 반복 현상은 단지 언어수행 

(performance) 상의 반복은 아니 다. 첫 째 번의 동일 명 사구는 관형 형 서 술어 의 주어 이 고， 두 

째번 동일명사구는 관형절의 자매교점 (sister node)에 지배받는 머리명사(head noun) 이다. 

관형절의 명사구는 동일명사구 삭제로 삭제됨이 일반적이지만， (63)에서는 삭제되지 않았 

을 따릉이다. 만일， 동일명사구 삭제만을 하면， (63)은 (56)으로 변형하겠으나， 뒤이어 서 

술어 후치 (predicate postposing)를 적 용하면 (55)의 부사어 구문이 유도된 다. 이 접 수량사 

구문인 (61)과 (6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55)의 부사어는 내포문인 관형절 서술어에서 오는 명사둬수식어이다 Dowty의 시 

간제 한혐 용사와， 고유의 미 나 부사화라는 점 에 서 차이 는 있으나， 흡사한 통사론적 특성 을 지 넌 

다. 그러 므로 이 러 한 부사어 들을 제 한부사어 (restrictive adverbials) 라 부르기 로 한다. 

위와 같은 통사론적 사싶은 부사의 이동성에서도 입증된다. 즉， 양상부사어동 상위서술 

어에서 오는 부사어들과는 달리 제한부사어들은 피수식 명사구 뒤에만 위치한다. (64)를 

보기로 하자. 



188 語j뽑lVf究 第12卷 第 2 號

(64) a. 어머넘이 음식을 녁녁히 마련하신다. 

b. 해 양경 찰대 기- 조난자를 많이 구출했다. 
(64a)는 이미 (7c)로 제시된 예문인데， (64)의 부사어들이 분명히 제한부사어들이라면 부 

사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부사어를 피수식 명사구가 아닌 주어의 앞이나 뒤로 이동한 (65) , 

(66)에서 ; 

(65) a. 녁넉히 어머넙이 음식을 마련하신다. 

b. 어마넙이 넉넉히 음식을 마련하신다. 
(64a)의 ‘넉넉히’는 상위서술어에서 유도된 비양상부사어로 해석되며， 

(66) a . 많이 해 양경 찰대 가 조난자를 구출했 다. 

b. 해양경찰대가 많이 조난자를 구출했다. 

(64b)의 ‘많이 ’는 ， (66a)에서는 비양싱부사어에 속하는 빈도부사어로， (66b)에서는 빈도부 

사어 또는 주어의 명사둬수식어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제한부사어는 이동성이 전혀 없다고 하겠다. 이 사실은 ‘내포문에서 오는 부 

사어는 기저구조 상의 이순에 제약된다’고 한 2.2. 1.에서의 규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제 

한부사어 의 기 저 구조를 (8c)로 분석 함이 타당하다는 증거 이 기 도 하다. 

2.4. 마지 막으로 결 과부사어 ( resultative adverbia ls)를 예 문 (67)로써 살펴 보기 로 한다. 

(67) a. 달이 높아 댔다. 

b. 체온이 싸늘착니 식었다. 

(67)은 시제 요소 ‘었’의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과거이고 다른 하 

나는 완료된 상태 인데， 후자라면 (67)은 (68)로도 표현할 수 있다. 

(68) a. 달이 높이 떠 있다. 

b. 체온이 싸늘하니 식어 있다. 

즉， (67)의 ‘었 3 은 (68)에서처럼 ‘어 있’으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러나， (67) 이 단순히 과 

거의 사건을 의미한다면， (68)로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살피려고 하는 것은 과거의 풋을 

갖는 (67)이다. 

과거의 뜻인 (67)에서 그 부사어의 기저적 양상을 보기로 하자. 이 경우 (67)은 (68)로 

의역되지 못한다. 

(69) a. 휴달이 뜸이 높 았다. 

b. *체 온이 식옴이 싹늘했다. 

즉， (67)의 부사어를 상위서술어로 분석하연， (69)처럼 비문법적 구문에 부딪친다. 또한， 

(67)은 (70)으로도 의역되지 못한다. 

(70) a . 높은 달이 었 다. 

b. 훌싸늘한 체온이 식었다. 

(70)은 (67)의 부사어를 관계절의 서슐어에서 유도한 제한부사어로 가정한 경우인데， (70a) 

가 (68a)의 의역문은 될 수 있겠으나 (67a)의 의역문은 될 수 없고， (70b)는 의미상 모순 

성 (semantica lly contradiction)을 일으킨다. 고로 (67)의 부사어들이 관계절 서술어에서 오 

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67)의 부사어들이 판단부사어나 양상부사어라고 볼 수도 없다. 

Green (l970)과 Dowty (l972)는 (71)과 갇은 영어 문장의 명사뒤형용사는 결과(resul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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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을 갖는다고 한 바 있다. 

(71) Jesse shot him dead. 
즉， (71) 에 서 ‘dead’ 는 ‘shot’ 의 결 과라는 것 이 다. 
이러한 결과성이 한국어에서는 (67)처럼 부사어로 나타난다. 예컨대， (67a)에서 ‘높이’는 

‘달이 뜬’결과임을 의미하는 부사어이다. 그래서 (67)은 (72) 와 같은 문장으로 의역이 된다. 

(72) a. 달이 떠 서 높다. 

b. 체온이 식어서 싸늘하다. 

(72)는 ‘원인-결과’로 맺어지는 종속접속화(subordinate conjunction) 구조를 보인다. 그 
리고 (67)의 부사어들이 결과절의 서술어로 나타나 있다. 

(72)와 같은 종속정속화 구조로의 의역은 2.2나 2.3에서 다룬 부사어 구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73) a. 녀석이 그를 비난해서 녀석이 나에게는 대당하다. 

b. 휴하늘은 천재를 내서 천재가 드물다. 
c. *하느닝은 죄를 용서해서 하느닝은 너그럽다. 

d. 용조난자가 살아서 조난자가 많다.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3a) 인 양상부사어 구문을 빼고는 모두 변태적 문장둡이다. 

(73a)가 (31b)의 양사부사어 구문과 동의적인 까닭은 2.2.1에 서 말한 ‘자극-만응’의 의미 

적 관계와 여기서 보는 ‘왼인-결과’의 의미적 관계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11 그터나 이것 

은 우연한 동의성일 뿐이고， ‘원인- 결과’ 의 접속화는 (67)과 같은 결과부시-어 구문만의 

특성 이 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72)에서 접속사 ‘아셔’는 원인절이 결과절보다 시간적으로 앞성을 표시하기도 

하므로 (67)의 주서술어에 붙어 있는 ‘었’을 대신한다고 봉 수 있다. 그렇게 보면 (72)는 

(67) 과 시제의 의미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장의 

히두에 제시된 예문 (7d)는 ‘상처가 말짱히 낫는-다’인데 현재진행의 문장으로서 ‘말짱히’ 

가 결과부사어이다. 따라서 ‘원인 결과’의 종속접속화 구조로 의역이 되어야 한다. 

(74) 상처 가 나아서 말짱하다. 
(7d)는 (74)로 밖에는 의역펼 수 없는데， 시제의 의미가 (72) 와 같게 되어 있다. 시제가 다 

른 두 표연문장의 기저구조들이 동일한 시간개념을 표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67)이나 (7d)의 기저구조는 시제와 관련하여 달리 분석되어야 한다. (7d)를 

먼저 보기로 하자， (7d)의 의역문인 (74)는 시제로는 현재에 해당한다. (74)예서 결여된 

것은 (7d)에서 해석되는 진 행 의 의미이다. 이 진행의 의미는 (74)의 결과절 서술어인 형 용 

사 뒤 에 기 동동사(inchoative verb) ‘지 다’ 를 보충함으로써 살아난다. 

(75) 상처 가 나아서 말짱해 진 다. 

(75)에는 기동동사와 더 불어 현재시제라 할 수 있는 ‘ L’도 나타난다. 그 결과 비로소 (75) 

는 (7d) 에 합딩한 의역문으로서 그 기저문장이 될 수 있다. 

한펀， (74) 와의 대조로써 (72)의 접속사 i아서‘도 과거시제와 무관한 것ξ로 판명되고 비 

록 과거의 풋일지라도 (67)에서도 진 랭 의 의미가 파악띈다. 따략서 과거시제의 겔괴부사어구 

문도 기동동사를 결과칠에 상정하여야 한다. 곧， (67)의 기저문장을 (76)우로 보아야 한다. 

11 혹시 양상부사어 구문과 결과부시어 구문은 더 갚은 퉁사적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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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a. 달이 떠서 높아 졌다. 

b. 체온이 식어서 싸늘해 졌다. 
물론， (75) 나 (76)은 (77)처럼 원인절의 주어와 결과절의 주어가 동일하다. 

(77) a. 상처 가 나아서 상처 가 말짱해 진 다. 

b. 달이 떠서 달이 높아 졌다. 

c. 체온이 직어서 체온이 싸늘해 졌다. 

그리고， (77) 에 자르기 규칙 (chopping rule) , 기동동사 삭제동을 포함한 유도과껑으로 결 

과절의 형용사를 원인절에 삽입 • 부사화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부사어의 유도를 위한 변 

형규칙은 더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단， 여기서 기동동사 삭제의 타당성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의 형용사문장들을 보자. 

(78) a. 너 는 좀 뚱뚱하다. 

b. 너는 좀 바보스렵다. 

(78)은 주어가 2엔청얀 평서문이다. 이들을 명령문으로 바꾸연 (79)가 된다. 

(79) a. 녀 는 좀 뚱뚱해 라 ! 
b. 너는 좀 바보스러워라 !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령문의 주서술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79)에서는 형용사가 

명령문의 주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그 이유는 부사 ‘좀’에 ‘간청’의 풋이 있기 때문인 듯 

하다. ‘좀’을 뺀 (80)의 이색함이 이 를 뒷받침한다. 

(80) a. ??너 는 뚱뚱해 라 ! 
b. ??너는 바보스러워라 ! 

그런데， (80)에 기동동사가 나타난다면， 자연스러운 영 령문이 된다. 

(81) a. 녀 는 뚱뚱해 져 라 ! 
b. 너는 바보스러워 져라 ! 

또한， (79)에도 의미변화 없이 기동통사가 나타날 수 있다. 

(82) a. 너 는 좀 뚱뚱해 져 라 ! 
b. 녁는 좀 바보스러워 져라. I 

이는 의미론적3로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 즉， 예 흐서 (79a) 나 (80a)는 ‘현재 너는 너 

무 가날프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장래 뚱뚱한 상태로 변모해 갈 것을 요청하는 명령문이다. 

따라서 이 명령문은 상태추이를 요청하므로 그것을 표시하는 어휘법주가 상정되어야 한다. 

그 어휘가 (81)과 (82)에 나타난 기동동사 ‘지다’이다. 그러므로 (79)와 (80)은 실제로 

(81)과 (82)를 기저구조로 하며， 아직은 불확실한 초건에 의하여 기동동사를 삭제받은 문 

장들이 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결과부사어 유도과정 상의 기동동사 삭제가 특수한 (ad hoc) 규칙 만은 아 

니라고 하겠다. 

끝으로 2.2.1에서 언급한 부사의 이동성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상위문이나 다른 문 

장에서 오는 부사어의 이동은 자유스려운데， 결과부사어도 예외가 아니다. 예 를 들면 (83) 

과 (84)에서 이것이 입증된다 12 

12 이 에 운들의 부사이 애 사 는 결 과성 뿐만 아니 라 사동성 (causativity)도 해 석 띈 다. 따라서 (7d) 냐 

(67)의 부사어 구운과는 달리 분석되어야 한다 필자로서는 (83) 이 다음과 같윤 기저운장예서 유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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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a. 순이가 방을 깨꿋이 치운다. 

b. 순이가 째끗이 방을 치운다. 
c. 깨끗이 순이가 방을 치운다. 

(84) a. 돌아 가 눈을 수북하니 모았다. 

b. 돌이 가 수북하니 눈을 모았다. 
c. 수북하니 돌이 가 눈을 모았다. 

(83)과 (84)에서 결과부사어들은 서술어 앞이건 주어의 앞과 둬야건 

서 그 의미를 잃지 않는다. 

자유스럽게 이동하면 

지금까지의 논지를 갱려하면， 결과부사어 구문은 

과절에는 기동동사가 설청되어야 하며， 결과절에서 

스려운 이동성을 지닌다. 

‘원인-결과’의 종속접속화로서 그 결 

원인절에로 삽입된 결과부사어는 자유 

3. 0. 앞 장에서 논의판 부사어 구문과 

수 있다. 

부사어 종류들의 관계를 요약하연 (85)로 나타낼 

---- 판단부사어 
--- 양상부사어 

(85) 약한단언운 

보 문 화 {-- 비 양상부사어 

접 속 화 ------ 결과부사어 

관 계 화 제한부사어 

이들 부사어는 하나의 표연문장 안에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그럴 경우， 부사어들끼리의 어 

순은 현재로선 확인하기 힘들다 13 단 그 기저구조 상의 통사론적 계층(hierarchy)만은 다음 

과 같은 절차로써 확인이 된다. 

먼저， 제한부사어가 결과부사어와 함께 쓰이는 (86)을 보면; 

(86) 순이 가 깨 끗하게 방을 많이 치 운다. 

‘깨꿋하게’는 결과부사어이고， ‘많이 ’는 제한부사어인데， (86)윤 (87)로 의역된다. 

(87) a . 순이가 방을 많이 치워서 방을 많이 깨끗해 지게 한다. 

b. 순이가 많은 밤을 치워서 많은 방을 깨끗해 지게 한다. 

(87)은 곧 (86)의 기저운장으로서 (cf . 각주 12) 제한부사어가 왼인절과 결과절에 모두 보 

서는데， 결과절에서 결과부사어가 될 ‘깨끗해 지게’ 보다 하위계층에 있읍이 밝혀진다. 

」러나 결과부사어는 비양상부사어보다는 하위계층임이 (88)과 (89)로써 입증된다. 

다고 본\. 
a. 순이가 방을 치워서 방을 깨꿋해 지게 한다. 
b. 돌이가 눈을 모아서 눈을 수북해 지게 했다. 

즉. (83) 의 사동성은 결과철의 “게 하”에서 온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영령운을 힘리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순이가 방을 깨끗이 치 워라 ! 
d. 돌아가 눈을 수북히 모아라 ! 

c와 d의 키저운장은 e와 f이다. 
e. 순이가 방을 치워서 순이가 방을 깨끗해 지게 해라 ! 
f . 돌이가 눈을 모아서 올이가 눈을 수북해 지게 해 라 ! 
그러나 사동성을 띠는 부사어도 통사론적 현상들윤 결과부사어와 

않는다. 
똑같으므로 따로 나누어 다루지 

13 표연구조 상에서 부사어들끼리의 어순 관계는 뚜렷한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단， 제한부사어와 
그 피수식 영사구 사이에는 다른 부사이가 올 수 없고. 온다 하더라도 휴지를 동반하며， 상위운에서 
오는 부사어들이 하위문의 :;L것들북다 성행 위치에 놓아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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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순이가 민첩하니 많은 빙을 깨끗하게 치운다. 

(89)는 (88)의 의 역으로서 기저문장이 다. 

(89) a. 많은 방을 깨 끗하게 치 움에 순이 가 만첩 하다. 

b. 순이가 많은 망을 치위서 깨끗해 지게 함에 순이가 만첩하다. 

즉， (89)에서 비양상부시어기- 된 ‘민첩하다’는 원인절과 결과철 모두의 상위서술어로 분석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한부사어도 비양상부사어의 하위계층에 있다. 

(90) 사장이 각별 히 휴가를 충분하게 주었 다. 

(90)에서는 ‘각별히’가 비양상부사어인데， (90)은 (91)로 의역되어서 비양상부사어가 제한 

부사어보다 상위계층임을 보인다. 

(91) a. 사장아 휴가촬 충분하게 줌에 사장이 각별 했 다 . 

b. 시장이 충분한 휴가를 줌에 사장이 각별했디 . 

비양상부사어가 상위서술어에서 오는 만면에 결과부시-어나 제한부사이는 검속절이나 관 

계칠에서 오는 섣으로 보면 위외- 같은 통사계층은 타딩한 현상이 다. 

한펀 예 운 (92)에 는 비 양상부사어 와 양상부사어 가 함께 쓰인 다 . 

(92) 사장이 고맙게 충분한 휴가를 각별히 주었다. 

위에서 ‘고맙게 ’ 는 양상부사어이고， ‘각별히’는 비양상부사어이다. (92)를 의역하여 보면 

(93)에 서와 같이 양상부사어가 상위서술어로 나타나서 양상부사이 를 비양상부사어의 상위 

계층으로 분석하게 한다. 

(93) a. 사장이 충분한 휴가를 각띨 히 주었음이 나는 고맙다. 

b. 사장이 충분한 휴가를 줌에 각별했음이 나는 고맙다. 

이 역시 양상부사어가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풀이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폐， 양상부사이는 주어를 화자인 l인칭으로 하는 약한단언서슐어의 이 행 문에서 요므 

로 판단부사어의 일종이 다. 그래서， (92)의 양상부시-어는 (94a)에서 와 같이 약한단언 내용 

인 명제의 서숲어도 될 수 있고， (94b)에서처럼 판단부사어도 될 수 있다. 

(94) D.. 나는 사장이 충분한 휴가를 각별히 주었음이 고맙다고 생각한다. 

b. 니는 사장이 충분한 휴가를 각별히 주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 

(95) S 

.---

-----SI V --- -----S2 IModal 1 ASSERT 
~-------걱Judgement! 

S3 Non-modal 

------ -............ ---- •'- ‘~‘~ S4 Resu미1니lt때at디lve 

Restri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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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으로 판단부사어 는 양상부사어 와 통사계층이 동일하다고 하겠 다 14 

이상의 사실로부터 한국어 부사어들의 통사계층은 대략 (95)와 같은 양상임을 알 수 있 

다. 

4.0. 이 글은 한국어 부사의 통사론을 규명 하기 위 하여 통사흔적 특성 들이 비 교척 선명 히 
들어나는 형용사의 부사화 구운들을 살펴보았다. 형용사의 부사화는 부사화소 ‘이’， ‘니’， 

및 ‘게’가 표시하는데， 이들이 부사어의 통사론적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 

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부사어들의 디양한 의미 • 통사론적 현상들을 좀 더 많이 찾아서， 구 

체적 검토로써 이 글의 결론을 확증하려면 좀 더 시간이 펼요할 것 같다. 이 글에서 간추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에 있어서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은 약한단언문(weak asse"rtive sentence) , 보 

문화(complementation) , 관계 화(relativization) ， 종속정 속화(subordinate conjunction)를 기 

저구조로 한다. 

둘째 , 위 의 통사구조에 입 각하여 부사어 들을 분류하면 1) 판단부사어 (psychological 

judgement adverbials) , 2) 양상부시-어 (moclal adverbials) , 3) 버 양상부사어 (non-modal 

adverbials) , 4) 제 한부사어 (restrictive aclverbials) , 5) 결과부사어 (resultative adverbials)의 

다섯 가지로 나뀐다. 단， 비양상부사어란 명청은 잠정적으로 붙인 것이다. 

세해， 위 부사어들이 표면상의 한 문장 안에 함께 나타나면， 그들은 (95)의 통시계층을 

가진다. 

네째， 부사의 이동성에 있어서， 상위문 또는 접속절에서 오는 부사어는 자유 이동을 하 

지만， 보운 또는 관계절에서 오는 부사어는 기저적 위치에 제약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이 이 글에서 다룬 부사어들을 비롯하여 이른바 순수부사둥 다른 부사 

어들의 문뱀을 규명하는네 참고가 된다면 이 글의 소임을 다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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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erbialization of Adjectives in Korean 

Young-Hee Kim 

In Korean, there are processes of adverbiaJization by which underl ying ad jectives are 

converted into surface adverbials. Adverbializa tions are marked by the adverbializers; i , 
ni, or key. AdverbiaJs by these processes have four differen t syntactic sources. 

(1) Some adverbials are derived from predicates of complements in where the higher 

predicates are weak asserti ves. These adverbials can be called psychological judgemen t 

ad verbials. 

(2) There are adverbials that are derived from the higher sentences. In this case, 
adverbials are different in semant ic relations to their complements. One is the case that 

represen ts speaker ’s mental at t ituçl~ on the complement , Other is the case that modifie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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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 t think this concept is appropriate- the whole complement or the complement’s 

constituent. Potentially, 1 will call the former modal adverbials and the latter non-modal 

adverbials. 

(3) The predicates of relative c1auses are another source for adverbials in Korean. 

1 will give to these adverbials the terminology restrictive adverbials. 

(5) Some adverbials are derived from adjectives of the result-c1auses in subordinate 

conjunctions. These are resultative adverbials. 

The syntactic aspects above enable us to explain the transportability of adverbials. Psy. 

chological judgement adverbials and restrictive adverbials can not move to other positions 

from their own original one at all, because they have been derived from embedded sen

tences. But modal , non-modal adverbials, and resultative adverbials are derived from higher 

and the same hierarchical c1auses respectively, for they are freely transportable. 

When these adverbials occur together in a sentence, they show the hierachical structure, 
that is, at the top-most level are modal or psychological judegment adverbials, at the 

higher non-modal adverbials, at the lower resultative adverbials, and at the bottom 

restrictive adverbials. 

경북 대구시 남구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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