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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머 리 말 

자연언어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접근방법이 쓰여왔는데， 인접학문의 방법 

을 벨어 쓰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철학에서 쓰는 ‘전제’와 ‘지시’ 개념을 벌어 썼고， 또 논 

리학에서 쓰이는 ‘진리치’의 개념을 빌어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지금까지 자 

연언어의 의미를 밝히는 데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어연구에 언간요소를 고려해 넣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자연언어란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생겨난 도구이므로 이것은 인간의 인지능력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대체로 소홀하게 다 

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언어학 자체내에도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었다. 구조주의 학 

자들은 어떤 낱말 (주로 문법형태소)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 변형문법학자들은 

한 낱말야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해 

오고 있다 이와는 대조가 되는 방법은 사전 현찬자들이 하는 방생이다. 즉 한 문법형태 

소에 여러가지의 뜻을 열거하는 방법이다. 

위의 두 가지 방법도 모두 만족스럽지 옷하다. 첫째， 언어에 쓰이는 기호에 형태만 있고 

의미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둘째 ， 사전에 질련 의미는 문법형태소의 의마 

라기 보다는 이 형태소와 같이 쓰이는 명사와 동사의 의미를 열거해 놓은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 글에서 자연언어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방법의 기본 가청은 언어사용에 있어서 언어능력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른 지 

각-인치 능력의 일부이므로 언어분석에 지각-인지 능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2 Bolinger (1979) 교수는 한 형태에 한 의미만 있으며，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전치사의 돗은 사전에 여러가지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여러가지의 

돗 밑에는 반드시 공통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청은 명뱀하지 

만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Bolinger가 말하는 의 

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한 전치사가 여러 맥락에 쓰일 때 

서로 다르지만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는 공통되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 공통 

되는 요소를 추출한 것이 이 전치사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그립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개념형성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개체와 현상 

l 이의 전형적인 예는 전치사 by가 되겠 다. by의 일부는 뜻이 있고 일부는 뜻이 없는 것으로 변형 

문벙에서 다루어 졌 다. 뜻이 없는 by는 수동형 에 변형으로 삽입되었다. 
2 이 러 한 주장은 Yngve, Chafe, Langacker, Lakoff, Ross, Givon 둥의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Givon Cl979)의 제 l 장에서는 설득력있게 。1 점을 깅 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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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타 단] 웰J (딩 
그림 1. 

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l대 l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주화하여 정신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 예로서 의자라는 물건을 생각하여 보자. 이 세상에는 수 많은 의자가 있다. 그 

러나 엄밀하게 보면 꼭 같은 의자는 없을 것이다. 크기， 모양， 색 ， 등등이 조금씩이라도 

다를 수 있다. 만약 의자 하냐하냐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인간두뇌는 이를 강당하지 못 

하고 말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어떤 한 무리의 개체에서 공통 

되는 속성을 뽑아서 범주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 문에 외부세계에 청신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 언어에 있는 어휘는 이러한 법주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또 한 

낱말은 여러 실례에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전치사의 경우， 어느 한 천치사는 여러가지 

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느 한 전치사가 이렇게 여러가지의 경 

우에 적용이 되더라도 이 전치사가 갖는 핵심의미 (공통특성 )는 어느 경우에나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음 그립에는 4개의 원이 있다. 이 원들은 서로 다른 영역올 차지하지만 공통되 

는 부분이 있다. 이 공통되는 부분이 한 낱말의 핵심되는 기본의미라고 한다면 그밖의 의 

그림 2 

a 비 숫한 예로， 다응 도형융 보자. 이 도형은 서로 다르다. 그러냐 공통되는 속성(동그라미)이 있 

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다. 

O f2 걷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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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기본의미와 문맥에서 추리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치사 on의 기 본의미를 찾아내고， 이 기본의미가 어떻게 여러가지의 

의미에 확대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1. on으| 기본의미 

전치사 on은 두 개체 X와 Y가 서로 맞닿아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을 그립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런데 X와 Y가 맞닿아 있는 관계에서 X와 Y 사이의 접촉， X가 Y에 가 

하는 압력 ， Y가 X를 떠받치는 지지와 같은 세부관계도 끌어낼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를 

Il-----*

’ -im---------

- -y 

그림 3. 

따로 떼어놓기는 어 렵지만 맥락에 따라서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두드러져 나타냐는 경 

우가 있다. 그리고 그림 3에 나타난 on의 관계가 표준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가지의 

다른 꼴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단 그림 3의 관계를 알고난 다음에는 X와 Y가 그 

림 3과 같이 나타나지 않더 라도 on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 다읍 그립 4에는 그렴 3의 관 

계를 다른 방향으로 옮겨놓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접촉의 관계는 들어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on이 쓰일 수가 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늘 이러한 능력을 쓰고 있으 

나， 의식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어느 한 의자가 망막에 나타나는 상은 각도 

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개체를 의자로 파악하고 나연 다른 각도에 

서 보더라도 같은 물건으로 볼 수가 있다. 만약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일상생활 

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그림 4에 나타난 네 가지의 접촉을 서로 

a. b. 

l -
C d.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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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치사로 쓴다면 언어사용자에게 그 만큼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그림 3에 나타난 관계를 파악하고나면， 이것을 가까운 곳에서 보든 먼곳에서 보든 같 

은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래 그림 5에는 그립 3의 관계가 서로 다른 원근 

법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로서， 우리가 어딴 사람을 잘 알면 그 사람을 가까 

운 곳에서 식별할 수 있음은 물론 먼 거리에서도 식별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지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애기들의 경우블 보면 당연하게 받아 

들일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다높은 위치에서 보면 큰 자동차라도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보인다. 물건이 멀리 떨어 져 있으면 작게 보인다는 개녕구조가 발달하지 않 

은 애기는 작게 보이는 자동차를 장난감으로 생각하여 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다 . 

• 싫훌 ... 닐‘ 
그림 5‘ 

다음， 한 개체가 있을 때， 우리는 속성에 띠라서 여러가지로 법주화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파란 네모꼴이 있다고 생각하여 보자. 이것은 여러가지의 속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색갈을 생각하면 이것은 파란색을 가진 다른 물건과 같은 뱀주에 넣을 수 있고， 모 

양만을 생각하면 네모꼴을 가진 다른 물건과 같은 뱀주에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림 6b 

에 있는 관계 를 범주화하는 방법도 어떤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는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접촉에 주의를 기울이연 X on Y로， 크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Y over X 

로 표현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지식과 그밖의 지식 사이의 경계선을 긋기가 어 렵 

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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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톨l톨l톨톨 겁속 

x --- ---월 고ν{ 
그립 6. 

비 슷한 경우로 다음 그립을 살펴보자. 그렴 7의 a , b, c는 분명히 셔로 다르다. 그러나 이 

그립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속성하나에만 주의블 기울인다면， 서로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예릎 들어서 그립 7d와 같은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삽으면 그림 7의 a , b, c 

는 같은 법주에 점어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립 2의 핵심의미플 찾는다는 것은 그럽 7의 

a ， b ， c에서 갚은 구조를 가려내는 것올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두 개체 X와 Y 사이에서 어떤 개 념이 형성되면 이 개념은 이 개 

‘ over의 기본관계는 。1 기동(198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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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그림 7. 

념을 낳은 구체적인 개체에서 독립하여 제나름대로의 실체성을 갖게 되어 머리속에 저장되 

고 조작될 수가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개체에서 영은 개념이 반드시 구체적인 공간관계에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관계에도 척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또 애 

기들의 인지 발달 과정을 보면， 구체적인 조작단계에서 추상적언 조작단계로 이어진다고 하 

는데 후자는 전자와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어지는 관계라면 추상적인 관계에도 공간적인 

속성이 있으리라 예측할 수가 있다 

치금까치 우리는 언어사용에 쓰이는 능력을 몇가치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천치사 on을 

예로 들어서 위에서 살펴본 능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다. 

2. on~1 적용 

X on Y에서 Y가 쓰인 경우에 on을 전치사로， Y가 쓰이지 않은 경우는 부사로 펀의상 

나누어셔 살펴보겠다. 

2.1. 전치사로 쓰얀 on 

전치사 on이 적용되는 영역은 뚜렷이 구체적언 두 개체의 공간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뚜렷이 추상적인 두 개체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물 사이는 어디에서 갈라놓을 수 

없는 연속변차션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래에 제시된 분류도 절대적인 성격을 띈 것이 아 

님을 여기에서 밝혀 준다. 

2.1.1. 공간관계 

전치사 on이 공간영역에 쓰일 때는 그림 4에 냐다난 모든 관계가 적용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 a. The children were lying on the floor. 

‘그 아이들은 마루에 누워있다.’ 

b. She is sitting on a chair.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다.’ 

5 Flavell (1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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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re is still a lot of snow on the street. 

‘아직 도 많은 눈이 길위에 있다.’ 

(l)의 세 문장은 모두 그립 3 ( ..，L )의 관계를 담고 있다. 그런데 (2a)는 어느 정에 춧점 

을 두느냐에 따라서 on이 쓰일 수도 있고 over도 쓰일 수 있다. 다음 그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lb)는 접촉에 춧점을 둔 표현이다. 만약 다리가 의자에 걸쳐 있는 부분에 춧점 

을 두었다면 over가 쓰였을 것이다. 

그림 8. 

다음 문장에 쓰인 on은 그립 4의 b와 d의 관계 (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2) a. Some pictures were hanging on the wall. 

‘몇개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 

b. John was sitting on the side of the street. 

‘존은 킬 건너 펀에 앉아 있다.’ 

(2a) 에 쓰인 on은 위-아래의 관계는 아니 다. 벽이란 보통 수직이므로 이 수직벽에 무엇이 

붙어 있다는 관계이므로 그럽 (4b ， d)의 관계에 가깡다. (2b) 에서는 화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 4의 어느 관계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화자의 시선과 길이 나란히 있으연 그립 4의 

b냐 d로， 그의 시선과 길이 대각올 이루연 그립 4의 a나 C가 되겠다. 

(l)과 (2)에서 on이 쓰이는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 보았는데 ， 상황이 허용하연 on은 적 

어도 위의 두 가지로 풀이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이 이의 한 예가 되겠다. 

(3) They live on the river. 

‘그들은 강위 에 산다. ’ 

‘그들은 강가에 산다. ’ 

다음 문장에 쓰인 on은 그립 4a (T )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었다. 

(4) a. Lots of flies are on the ceiling. 

‘많은 파리가 천갱 에 붙어 있다. ’ 

b. Lots of oranges are on the tree. 

‘많은 율이 그 나우에 달려 있다.’ 

2.1.2. 시간관계 

전치사 on이 시간관계를 나타낼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인데， 이 때 on의 접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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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다음 두 기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5) a. He arrived on Monday. 

‘그는 월요일에 도착했다.’ 

b ‘ He was bom on 15th June. 

‘그는 6월 15일에 태 어 났다. ’ 

(5) 에서 X (도착， 탄생)와 y (월요일， 6월 15일 )는 모두 추상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쓰안 

cn은 어떤 특정한 날이 바탕이 되고 도착이냐 탄생 같은 사건이 이 바탕뒤에 붙어 있는 것 

( t- ) 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펀， 다음 문장에 쓰인， on은 X와 Y 사이의 수평 적인 관계를 연상하게 해주는데， 이 

것은 우리가 시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6) a. On hearing about his illness, at once 1 went to visit hìm. 

‘그의 병에 대한 얘기를 듣자말자 나는 그를 찾아 갔다.’ 

b. On our retum, he greeted us politely. 

‘우리가 돌아오자 그는 우리를 청중하게 맞아들었다. ’ 

전치 사 on은 (6a) 에서 듣다와 가다가 맞닿아 있고， (6b) 에서는 도착과 인사가 맞닿아 있음 

을 표시한다. 다시 말하연， X와 Y는 모두 시간과 관련이 있고， 또 X와 Y 사이에는 시간 
척인 틈이 없다는 돗이으로 ‘곧’， ‘하자마자’의 돗으로 풀이할 수 있다. 

2.1.3. 기타 

위의 두 장 (2. 1. 1-2) 에서는 X와 Y의 성질이 모두 구체적인 물건이나 시간과 관련된 것 

이었다. 그러나 이밖에도 X와 Y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많은데， 그것을 세분화하기가 

어려워서 이곳에 한데 모았다. 가르기 힘든 이유는 X와 Y가 구처11 -추상의 연속선상에서 한 

정을 시키 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7) a. We played some music on the gramophone. 

‘우리는 전축에 음악을 틀었다.’ 

b. We hear very good talks on the radio. 

‘우리는 라디오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사전을 보면 위에 쓰인 on은 도구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뭇은 on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 

다. 윗문장에 쓰인 on은 앞에서 쓰인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전치사의 기본의미 

는 정측이으로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일은 접촉의 의미이다. (7a) 에서 on은 전축 

과 음악을 듣는 것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낸다. 사실은， 이 경우에 음악과 전축 

은 떼어놓을 수 없다고 외국인언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 (7b) 에서도 on~ 이야기를 듣는 

일과 라디오는 붙어있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낸다. 

다음 문장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8) a. In win 1;er, the dogs live on bread and water. 

‘겨울에 개는 빵과 물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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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iss Foly lives on a few dolIars a day . 

‘포우리 양은 하루에 몇 달러 갖고 산다. ’ 

c. Silkworm feed on mulberry leaves ‘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산다.’ 

(8a) 에 서 on은 산다와 빵-물이 붙어 있 다는 뭇이 다. 다시 말하면 떼 어 놓을 수 없는 관계 

다. 약간의 추리가 더해지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다. (8a) 에서 개가 빵과 물을 먹는 

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운에 설제의 접촉은 산다와 빵-물을 먹다 사이이다. 이것은 바로 

벅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낸다. (8b) 에서도 돈이란 생활비를 돗하므로 어느 액 

수의 생활비와 삶이 붙어 있다는 뭇이 되겠다. 

다음 문장에도 on은 기본의미만 나타낸다. 그러나 이에 우리의 세상지식이 보태 어지면 

좀더 구체적인 돗이 나용다. 

(9) a. We congratulate her on success. 

‘우리는 그녀가 성공했기 때문에 축하했다. ’ 

b. He prides himself on his good English. 

‘그는 영어를 찰하기 때문에 뽑낸다. ’ 

c. He was dismissed on good grounds. 

‘그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되었다.’ 

(9a) 에서 우리의 축하와 그녀의 성공이 붙어 있음을 on이 나타낸다. 그 위에 성공이 무엇 

이며， 축하가 무엇언가를 알기 때문에 성공이 축하의 이유로 우리는 풀이할 수가 있다. 

(9b) 도 마찬가지다. 자랑하는 것이 훌륭한 영어에 붙어 있다는 뭇인데 우리의 세상지식에 

비추어 보면 영어가 자랑의 이유가 됨을 알 수가 있다. (9c) 에서도 해고가 근거에 붙어 있 

다는 돗이므로， 근거를 해고의 이유로 볼 수가 있다. 

다음에 쓰인 on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 

(10) a. Last year our company lost on its motor-cycles . 

‘작년에 우리 회사는 모터 • 사이클로 손해를 봤다.’ 

b. The interest on these shares is 4 per cent a year. 

‘이 주식에 대한 이윤은 일년에 4퍼센트이다. ’ 

c. There is a heavy tax on tobacco here. 

‘이곳에는 담배에 세금이 많다. ’ 

(lOa) 에서는 회사의 손실과 모터 • 사이콜이 붙어 있다는 개략척인 뜻만을 on이 나타낸다. 

그러나 세상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므로， 이 회사가 모터 • 사이클올 만들었거나 팔았는 

데 손해를 보았다는 뭇으로 풀이할 수 있다 . ( lOb) 에서 이윤이 주식에 붙어있다는 것은 이 

윤이 주식에서 오는 것드로 풀이할 수 있다. (lOc)에서도 세금이 담배에 붙어 있다는 것은 

담배에서 오는 세금으로 볼 수가 있다. 

참모나 위완회는 한 사랑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 

원이 된다는 것은 위원회라는 단위에 블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관계도 다음 

과 같이 on으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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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Captain Smith is on the staff of the 8th Army. 

‘쏘미스 대위는 8균 참모다.’ 

b. John is on our Foreign Affairs Committee. 

‘촌은 외무위원회의 위원이다.’ 

c. Are you on the board of management? 

‘당신은 이 회사 경영진의 이사업니까?’ 

그림 3에서 X가 Y 위에 있을 때 X가 Y에 영 향을 주는 관계도 읽을 수 있는 데， 보통 

Y가 사람일 때 이러한 뭇이 드러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12) a. She turned her back on the man. 

‘그녀는 그 남자에게 등을 돌렸다. ’ 

b. The boys played a trick on the sister. 

‘그 소년들은 누이에게 장난을 쳤다.’ 

c. She revenged on him.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복수를 했다. ’ 

(12a) 에서 그 여자가 돌아선 행동이 그 남자와 접촉되어 있음을 on이 나타낸다. 이밖에 Y 

가 사람이므로 X의 영향을 받는다는 돗도 나온다. (I2b) 에서 소년들이 장난을 친 것이 누 

이와 닿아 있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누이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1 2c) 의 on도 위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풀이된다. 다음도 위와 마찬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 

(13) a. She took pity on the beggar. 

‘그 여자는 그 거지에게 동정을 했다. ’ 

b. Fortune smiled on them. 

‘운명이 그들에게 미소지었다.’ 

c. He blew on his tea. 

‘그는 그의 차를 붙었다.’ 

(13)의 세문장 가운데 c 문장이 on의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입검을 불면 그 업검은 

차에 닿고， 또 그차는 식는다. (12) 의 문장과 (l3a, b) 도 위와 같은 영상이 들어 있다고 

풀이 해 도 될 것 이 다. 이 밖에 , pound, jump, fall , impose 같은 몽사가 on과 같이 쓰이 면 관 

용어로 취급되나 모두 on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on의 목적어가 

유청동물이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도 보통 관용어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on의 기본의미는 그대로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14) a. The house is on fÌ re. 

‘그 집은 불이 붙었 다. ’ 

b. The picture will be on show. 

‘그 그령은 전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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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y are 00 duty. 

‘그들은 근무중이 다. ’ 

우리말에도 00과 비슷한 개념을 담고 있는 ‘붙다’가 (14a)와 같은 내용을 나타낸다. 단 차 

이가 있다면 X와 Y의 관계가 바뀐 것 뿐이다. 영어는 ‘칩이 불에 붙었다’고 표현하고， 우 

리말은 보통 ‘집에 불이 붙었다’고 한다. ( 14b)는 어 느 그림이 전시와 닿아있을 것임을 0 0 

이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는 전시와 그림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돗을 끌 

어 낼 수가 있다. (14c) 에서 어느 사람이 근무에 붙어 있다는 돗이므로 근무중이라는 뜻이 

되 겠다. 

다음에 쓰인 00도 관용적 인 용법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00의 기본의미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5) a. The enemy are 00 the move again . 

‘적은 다시 이동중이다. ’ 

b. My mother is 00 a visit to a friend. 

‘어머 니는 친구를 방문하고 있다. ’ 

c. Father is 00 a t rip to Europe. 

‘아버지는 유럽을 여행하고 있다.’ 

(15) 에서 X는 모두 사람인데，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과정에 붙어있다는 것은 행동을 하거 

나 과정 을 겪 는 사람으로 풀이 될 수 있 다. 이 밖에 on the strength of"-,, on approval, on 

balance, on second thoughts , on the t rack of ,....." on the scent of'"'-' , on purpose와 같은 ‘관 

용어’가 있으나 모두 00의 기 본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치사 00은 반복의 의미도 나타낸다. 

(16) a . trouble 00 t rouble 

‘문제 위에 문제’ 

b. loss 00 loss 

‘손실 위에 손실 ’ 

위의 경우， 어느 문제가 같은 종류의 문제 위에 있거나 이어져있는 것으로 영상화하면 겹 

친 문제나 손실로 쉽게 풀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의 문액속에서 00의 쓰임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경우에나 00의 기본의 

미는 찾아볼 수가 있었다. 전치사 00은 보통 위 라는 개념과 결부되었었기 때문에 설명이 

안되는 예외적인 용법이 않았다. 그러나 접촉을 00의 기본개념으로 보면， 그러한 예외는 

다 없어진다. 한 예로 call 00을 들어보자. 이것은 ‘만나다’의 돗인데， 만나다도 접촉의 

의미가 있다. 두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두 선분이 접촉한다는 돗이다. 누구 

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두 사람이 접 촉한다고 생 각할 수 있으므로 call 00에 쓰인 00도 

기본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어떤 한 관계나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는 각도， 거리， 위 

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전치사 00은 관계나 사건에서 접촉연에 춧점을 두라는 표시 

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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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사로 쓰인 on 

on이 목적어와 쓰일 때는 전치사이고， 둔맥이나 상황에 의해서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돗 

이 통할 때 이 목적어는 생략될 수가 있는데， 목적어 없이 쓰이는 on을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겠다. 다음에서 on의 목적어가 어떤 경우에 생략되며， 또 생략되는 목적어의 성절도 살 

펴보겠다. 그러는 사이에 on의 기본의미에 수정이 필요한지도 잘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다음을 살펴보자. 

(17) a. Put a clean shirt on. 

‘깨끗한 셔스를 입어라.’ 

b. He has suspenders on. 

‘그는 바지 멜빵을 걸치고 있다.’ 

c. The plates are on. 

‘접시가 (어디에 ) 얹혀 있다.’ 

d. He put a jazz recording on. 

‘그는 자즈곡을 올려놓았다.’ 

Cl7a , b) 에서 셔스와 멜빵을 사람이 입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그래서 (17a) 에 서 on 

의 목적어는 명령을 받는 사람(의 몸)이고， Cl7b) 에 서는 ‘그’가 on의 옥적어임을 알 수가 

있다. (17c)의 경우， 접시를 없어놓을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을 수 있디 찬장， 식당， 

설거지 대 ... 그러나 (17c) 와 같은 문장이 어느 주어진 상황 --밥상을 차리는 상황--에 

서는 가능한 여러 장소 가운데 어느 곳인지 곧 알 수가 있다. Cl7d) 도 마찬가지다. 음반이 

란 보통 전축과 관련을 지을 수가 있다. 음반을 올려 놓았다고 하면， 보통 전축 위에 올려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17) 에 있는 네 경우는 모두 우리의 세상 일에 대 

한 지식으로부터 on의 목적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이것은 다시 말하 

면， 옷과 봄， 정시와 식탁， 음반과 전축， 이러한 짝은 기능적인 조합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화자가 일부러 Y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청자가 Y를 곧 알아낼 수 있 

다고 화자가 판단할 때만 쓰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은 동작과 관련된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어떤 동작 (X)을 하다가 얼마쯤 쉬고난 다 

음 같은 동작 (X') 을 이어서 한다면 이는 앞서 한 동작과 쉬고 나서 하는 동작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X와 X'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동 
착 자체는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 

(18) a. He spent a day there and went on to the next town. 

‘그는 그곳에서 하루 지내고， 다음 .읍내로 계속해서 갔다.’ 

b. Go on. Don’ t stop here. 

‘계속해서 가거라. 여기서 멈추지 말아라.’ 

c. He urged his tired horse on . 

‘그는 지친 말을 계속해서 가게 몰아대었다.’ 

08a) 에서 on의 목적어는 go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라는 장소를 떼나 B에 이르러서 

하루 쉬고 B를 떠나 C로 간 경우， 가는 동작 (going) 만을 생각하면 B에서 끊기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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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 L-- j 
X 는 이미 일어난 동작이고， 

X' 는 일 어 날 일 이다. 

그림 9. 

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Cl8b) 에서 도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말에는 움직임이 있 
었다는 뭇이 내포되어 있다· ’ 그래 서 go on은 go on going의 뜻으로 풀이해도 무리는 아 

닐 것이다 :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다. 이것은 중복을 나타내는 표현 X on X 

(trouble on trouble , loss on loss ) 와 같다고 볼 수 있겠 다. 여기서 X가 동작을 나타낸다는 

점 이 trouble이 나 loss와 다를 뿐이다. (18a) 의 경우 X와 X' 사이는 시간적으로 떠 있다. 
그러나 (I8b, c) 에서는 이려한 사이가 없다. 단지 어떤 시간 상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볼 때 

동작이 끊이지 않고 이어 집을 나타낸다. 다음 경우도 (b, c) 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 

(19) a. He read on late ínto the níght. 

‘그는 계속해서 밥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b. He spoke on without hesitation. 

‘그는 머뭇거리 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다. ’ 

c. He slept peacefully on. 

‘그는 면안히 계속해서 갔다.’ 

(18) 의 경 우，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된 다음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변화가 X와 X'의 경계선이 되 겠다. 위의 on이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다음에서는 주어진 물건의 기능적 조항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이다. 먼저 예문을 

살펴보자 : 

(19) a. The water .is on. 

‘물이 나온다. ’ 

b. The lights are on. 

‘불이 켜져 있다. ’ 

c. The radio was on. 

‘라디오가 켜져 있다. ’ 

(19) 에 쓰인， 울， 전기， 라디오는 움직 이거나 흐르기 위해서는 어떤 근원이 필요하다. 야 

근원이 전치사 on의 목적 어로 나타나야 하는데， 주어진 문장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거의 명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기 해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꼭지가 수도관에 연결이 될 혜 가능하고， 

전등이 켜져 있다는 것은 전기 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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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가 켜져 있다는 것도 이 라디오의 부속이 전원에 연결(접촉)이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의 지식으로부터 on의 목적어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 

문에 생략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 경우도 위와 거의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동사 turn , come 등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뿐이다. 

(20) a. He turned the gas on. 

‘그는 개스 불을 컸다.’ 

b. The electricity finally caine on. 

‘천기가 마침내 틀어 왔다.’ 

c. He switched the water on. 

‘그는 스위치를 틀어서 물이 나요게 했다.’ 

다음 경우에서， on의 목적어는 계획이나 행사 예정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21) a. What ’ s on at the Town Hall? 

‘시민회관에 오늘 무슨 공연이 있나?’ 

b. What have you got on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에 무엇을 하나?’ 

c. Two speeches had already been given and he was told he would be on 

nex t. 

‘두 연설이 끝났는데， 다음은 그의 차례라고 누가 그에게 일러 주었다.’ 

시민회관 같은 곳에서 하는 행사는 아무 때나 계획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을 알면， (21a) 의 on의 목적은 행사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1b) 에서， 개 

인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on의 뮤적어는 

개언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21c) 에서도， 강연회에 여러 연사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도 on의 목적어 

는 강연 순서 예정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21a) 에 쓰인 on의 숨은 목적어는 그 다음에 오는 전치사 at과도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 

Ixlon 
What ’S 0η [포~ at the Town Hall? 1=손I~I조I 

X on Y at 

Y at Z 

그림 10. 

다시 말하면 Y는 양쪽 전치사와 다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Y는 on의 목적어， at의 선행 

어가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x와 Y 사이는 접촉관계이고， Y와 Z 사이는 상호작용 관 

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이란 자극-반응， 학생-수엽， 노동자 일과 같은 관계이다. 

그래서 시민회관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것은 행사계획표 같은 것이 되 겠 다. 이것은 X와 

의 관계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빈칸(Y) 에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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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접촉 또는 충돌을 나타내는데 ， on의 

있다. 

a. The two cars smashed head on. 

‘두 자동차가 정면 충돌했다. ’ 

b. The boats collided bows on. 

‘배들이 뱃머리로 충돌했다. ’ 

목적 어는 문맥이 나 

c. 찌T e drifted in to the other ship sideways on. 

일반지식으 

d. 

‘우리 배 가 떠내려 가다가 다른 배와 뱃전끼리 부딪혔다.’ 

The wrecked ship was thrown on the beach broadside on. 

‘난파선이 바닷가 옆으로 밀쳐졌다. ’ 

(22a ) 에서 자동차가 정면 충돌한 것은 한 차의 앞 부분이 다른 차의 앞 부분과 닿게 되는 

경우이므로 on의 목적 어는 head 임을 알 수가 있다. (22b)에서 on의 목적 어는 뱃머리임을 

알 수가 있다. (22c) 에서는 뱃전이 ， (22d) 에서는 바닷가가 on의 목적어 임을 일반 상식 으 

로 알아낼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 우， on은 순수한 부사라고만 생 각해 왔으나， 위 와 같은 방법 드로 on의 

목적 어 를 찾아낼 수가 있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23) a. He was not on to what had happened. 

‘그는 무엇이 일어 낮는지 모르고 있었다.’ 

b. He luckily got on to what they were trying to do. 

c. 

‘그는 곧 그들이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알아내었다. ’ 

He is getting on well with them. 

‘그는 그들과 잘 지낸다. ’ 

(23a) 에서， 주어인 ‘그’ 가 사고에 향한 관계를 전치사 to가 나타내어 주는데， 이것은 직접 

적이 아니고 중간 매개체를 가지고 있음을 전치사 on이 나타낸다. 그러나 on의 목적 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맥 이나 일반지식으로 찾아뱉 수 있다는 뭇이 

다. 여기서 on의 목적어는 ‘실마리’ 또는 ‘정보망’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3b) 에 쓰인 전치 

a. 

b. 

단〕 

on to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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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on의 목적어도 ‘실 마리’나 ‘정보망’으로 생각할 수 있다. (23c) 에서 전치사 with는 주 

어인 ‘그’와 목적어가 어떤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on의 목적어는 이러한 ‘관 

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3) 에서 살펴본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a') He was not on 댄프핀 to what had happened 

x z 
(23a') 에서， not이 없으면， X는 Y와 on과 접촉되고 Z와도 to에 의해 연결된다. 그림 11a 

에서는 X와 Y가 떨어져 있으으로 Z에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뭇이 된다. 그리고 그렴 11b 

에서는 X와 Y가 연결이 되어 있으으로， 결국 X가 Z를 안다는 돗이 되 겠다. 

3. 맺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영어 on의 기본의미를 찾고， 이 의미가 모든 경우에 어떻게 척용되는 

지 살펴보았다. on의 기본의미는 접촉으로 나타났다. 만약 접촉 대신 위를 기본의미로 잡 

으면 일반성이 없어서 몇몇 경우에는 적용되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 

나 접촉개념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기본의미는 추상적이 

고 도식 적 이 (schematic) 아닐 수가 없다. ‘사람’ 이 란 낱말이 나타내 는 개 념 을 생 각하여 보 

자. 이 낱말은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어느 경우에나 척용된다. 이것 

은 ‘사람’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성 또는 상(像)을 가지고 있기 때운이다. 

‘사람’의 개념이 구체적이면 그 적용법위가 한청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on의 개념도 

구체적이연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추상척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넓다. 이 글에 쏟인 예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에 포함되지 않은 예에서도 접촉의 

개념은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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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the Preposition on 

Kee-dong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a basic core meaning of the preposition 08. It 

is propposed in this paper that the core meaning is c08tact. The fìgures below illustrate 

the relation denoted by 08 in X on Y. Figure (a) can be a prototypical relation. But 

this form can be altered irr different ways, but can be recognized as the same relation. 

X can appear left or right of Y, and the vertical relation can be reversed (see fìgures 

b- d) . 

@ 
\ .호 I 

a 

J y J 

Q9 

b c d 

What is important in a11 the cases is that a part of X is in contact with that of Y. 

This spacial relation is applied to different domains in figurative ways : it can be app1ied 

to abstract relations of time and process as in the following: 

We live on rice. 

On hearing the news, he ran home. 

We played the music on the piano. 

On denotes that the italicized parts above are in contact with those in Gothic , and each 

relation between them is interpreted according to our knowledge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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