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심리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중

김

셰

O. 심리형용사1는 형용사 중에서 특이한 문법적 행풍을 보이는‘ 어휘부류이
다. 때문에 영어의 경우에서나 국어의 경우에서냐 심리형용사구문에 대해서
통사척， 의미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심리이동 변형이 제기되었고，

타동척 형용사 (transìtìve adjective)의 부류가 설정되었으며， 국어에서는 이
른바 ‘이중주어(격)문’의

한 종류로서

통사 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첫째， 현대국어의 심리형용사구푼의 홍사 구조에 대한 논의흘 논
항구조의 관점에서 검로하고，

둘쩨， 심리형용사에 속하는 어휘들의 공통성

과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형운법의 초기 단체에서부터

논의 가 있어 왔다.
질현되어 있는

지금에 이료기까지

주로 ‘이 중주어 운’ (또는 ‘주격 중출운’ )의 한 종류로서 ,

두 개의 명사구의 문장성분이 각각 무엇인가가 논의의 대상

이 되어서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본고는 그 중에서 엄흥반

(1 974, 1985) 에 대해 그 문제점을 주로 논의할 것이다.
둘째 문제 에 대 해 서 는

Cook(1968) , Yang(1972) , Lee (1976) , Kim (1 978) ,

김 영 희 (1 980) , 강법 요(1983) ， 홍사만 (1985) ， 김 홍수(1 988) 의 업 척 을 검 토하
면서 몇 가지 문제첨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국어의 이른바 ‘이중주어문’ 또는 ‘주격중출문’에 대해서는 많은 통사，
의미흔적 논의가 있어 왔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1) 코끼리는 코가 걸다.
(2) 영희는 재주가 많다.
(3) 나는 딸이 있다.
(4) 영희는.보복이 두려웠다.
l

‘심 리 통사’

(psychological

verb)가 흔히 홍용되 고 있다. 이 ‘심 리 동사’ 라는 용어

는 동사(풍작동사)， 형 용사(상태 동사)플 포괄하는 것이 보용이 다. 본고는 형 용사에만
주목하기 째문에 ‘심 리형 용사’ 를 사용한다. 섬 리 동사(동작동사)구문과 섬 려형 용사

(상태동사)구문이

어떤 통사척 풍기에 의해셔 ‘심리동사’라는 한 까지 병주에

수 있는지에 대해셔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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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의 문장에는 하나의

형용사 서술어에

두 개의 명샤구가 질환되

어 있다. 이들 문장에서 어느 명사구가 주어이며， 주어 아난 명사구의 푼장
성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뚜렷한 차이가 있다.

논의의 초청이었다.

그런데

(1) ....... (3)과 (4) 는

(1) "-'(3)의 경우에는 서술어인 ‘킬다’，

‘많다’，

‘있

다’ 가 필수적 으로 요구하는 논항이 하나이 지 만， (4)의 서 술어 언 ‘두렵 다’ 가
요구하는 논항은 물이 라는 점 이 다 2 그러 므로 (4) 에 대 해서 는 (1) "-'(3) 과는
다른 통사 구조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본고는， 주격중출이라는 점에서는 갇지만 논항 구조가 (4) 와 다르기 빼문
에 (1) "-'(3) 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4) 와 같은 문장， 이른바 ‘섬‘리

동사구푼’의 통사 구조에 대해서 대략 아래의

다젓

가지의

분적이 제에，되

었다.

(가) 수행문의 기 저 구초 또는 ‘-아/어 하다’ 타동사문으로부터 의 도출

Lee (1 970)

등

(나) [주어 -AP[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파악하는 분석
청인상 (1980) 등

(다) [주제 어 -S[주어 -서 술어 ]]의 구조로 파악하는 분석
임홍반(1 985) 등
〔라) [주어 -S[주어-서술어 JJ 의 구조로 파악하는 분적
허웅(1 983) 등

(마) [주어 -AP[보어 -서 솔어 ]J의 구조로 파악하는 분석

Chung(1986) , Lee

& Kim(1988)

동

(가)와 (나)에 대해서는 분석의 우리함이 쉽게 설명이 된다. (가)는 폭잡
한 변형으로 언해 일반적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1 983) 에서 무리한 분석언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어

(나)에 대해서는 박병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다)의 분석에 대한 캡토， 비판이 주가 된다. 그리고 (라)， (마)는 모두 근
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마)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심리형용사(주관형용사)는 속성형용사(객관형용사)와는 의미， 통사 양면

에서 구별이 된다. 의미척으로 심리형용사는 사람이 품고 있는 감청에 대해
기술하는 부류이고， 속성형용사는 관찰할 수 있는 외부대상의 속정에
기술하는 부류이다.

대해

이에 따라 심리형용사는 감정의 주체인 경험주와 감청

의 대상 또는 원인이 각각 논항으로 요구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반면에

객관형용사는 사람의 감갱 아닌， 외부대상에 대한 기술이묘로 한 자리 서솔
2

이 첨에 대해 엄홍빈(1 985: 348-355) 은 의견을 달리 한다.

심리형용사라고 반드시 논항올 두 개 다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개의 논
항 중에서 필수척인 것은 경험주이고， 대상은 엄의적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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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다 4

심리형용사가 가지는 논항에 대해 엄홍먼(1 985:348) 은 다음과 같은 논의
를 하고 있다.

(5) 나는 호량이가 우섭다.
‘심리동사’구문으로 논의되어

‘우섭 다’ 가 요구하는 논항이고

온

(5) 와 같은 문장에서

‘나는’ 은

‘무섭 다’ 의

‘호랑이가’만이

논항이 아니고， 논항

과 무관한 주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홍먼(1 985:350) 에서는 ‘냐는’이 실현

꾀지 않은 (6) 과 같은 문장도 문법적인 푼장이다.

(6) 호랑이는 무성다.
그리하여 임홍반 (1985:353) 은 심리동사구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논항올 반드시

두 개를

요구하는 형용사의 우리들이 있다.

(7) 가. 나는 호랑이가 부렵다.
나.훌호랑이는 부러운 것이다.

(8) 가.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이 우척 궁금했다.
나.훌아들의 소식은 무척 궁금했다.

(7) ,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플 수 없다.

‘부렵다’，

‘궁금하다’는 이른바

즉， 총칭적언 (generic) 표현을 구성할 수 없다.

‘청언문’을
‘부렵다’는

부려움을 느끼는 경험주가 있어야 하고， 부러운 대상이 있어야 하며，
하다’도 마찬가지이다. 엄홍먼(1 985) 에서

은 ‘우섭다’를 대표로 삼고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즉，

용사로도 쓰이고 객관형용사로도 쓰이는 어휘언데，

객관형용사로서의

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궁금

‘심리동사’구문을 부청하게 된 것

‘무성다’는 심리형
용볍

‘무섭다’의 논항이 하나라는 업장을 고수하게 된 것

이다.
형용사는 객관형용사의 용법만을 가지는 형용사，

객관형용사와 심리형용

사 용볍을 다 가지는 형용사， 심리형용사의 용법만을 가지는 형용사로 분류
가 된다. 그 근거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4

흥사만(1 985:141-155) 에서는 다른 분류가 제시되어 있다.

(가) 영수는 천운학에 밝다.
(냐) 그는 GB이 흔에는 어 둡다.

(가)， (나)같은 예에서
인다.

‘밝다’，

‘어둡다’는 주어 밖의 논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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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그 사람은 어리석다.
나. 그 사람은 어리석기로 소문이 났다.

다. ?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 5

(1 0) 가. 그 할아버지는 무섭다.
나. 그 할아버지는 우섭기로 소문이 났다.
다. 나는 그 할아버지가 무성다.

(ll)

가*그 개는 부렵다.

나*그 개는 부럽기로 소문이 났다.
다. 냐는 그 개가 부렵다.

‘-기로 소문이 나다/유명하다’ 구성을 취할 때

(11 나)는 성렵이

‘-기 로 소문이 나다/유명 하다’ 에 는 ‘소문이 나다’ ,
때

‘유명 하다’ 의 의 마 로 볼

‘속성’을 가리키는 말만이 선행할 수 있는데 심리형용사는 어떤 사태에

대한 사람의 감청을 담고 있는 말이어셔
심 리 형 용사는
에서처렴
서

안 된다.

‘-기 로 소문이

‘무성다’의 경우

‘속성’을 냐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나다/유명 하다’ 구성 에 쓰일 수 없다. (1 0나)

‘-기로’ 구성에 쓰일 수 있는 이유는 (1 0나)에

‘무섭다’는 속성형용사， 즉 객관형용사로 쓰었기 때문이다.
논항구조와 관련하여， 심리형용사가 객관형용사(속성형용사)와

구별되는

어휘 부류라는 것은 문장의 접속에서도 나타난다.

(1 2) 영회는 머리가 좋고， 마음써가 착하고， 봄이 건강하다.

(13) 가*영 회 는 영 리 하고 궁금하다.
나. 훌영회는 영리하고， 아빠의 소식이 궁금하다.

즉 (1 2) 에서처렴 객관형용사들끼리 접속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13) 처렴

객관형용사와 심리형용사가 첩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두 어휘부류가
전혀 다른 종류의 부류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Lee

(1976: 259-260)

창조).

앞에서 심리형용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를 다섯 가지로
청리해 보았다. 그리고심리형용사는 두 자리 서술어이묘로 경험주의 논항을

문장밖의 요소언 주제어로 볼수는없음을밝혔다. 따라서， 다음 (14) 의

‘나

는’을 주제어로 쳐리함으로써 통사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14) 나는 영희가 부러웠다.
s 사람에 따라서는 (9다)의 정렵에 이상합융 느끼지 않융치도 모른다. 문제는 (9
다)가 자연스렵게 쓰앨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우의 ‘냐는’은 아래의 (10 1斗)의 ‘냐

는’과 생격이 다르다. 즉

(6) 에셔의 ‘냐는’은 이른바 발화상황에

(10다)에셔의 ‘냐는’은 ‘우성다’의 논항이다.

관련펀 성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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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가농성은 [영희가 부러웠다]를 서술철(문장술어)로 보는 방법과， 그
렇지 않고 ‘영희가’를 서술어의 보어로 보는 방법이다 6

서술절로 볼 째의 문제점은 과연 절표지가 없는 철이

것이다(남기심 (1986) 참조). 보어로 볼 때의

있을 수 있느냐는

문제점은 보어가 왜

‘주격조

사’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본고는 (14) 와 같은 심리형용사구문을 서울절로

을 절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설명하지 않고 보어성분

문제는， 보어가 하나의 문창성분이라면

왜 주격조사인 ‘-가’가 결합되느냐이다. 주어와 보어가 별도의
라 할 때 격표지가 동일한

문장성분이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고， 격표지가 같음에도 문

장성분이 다르다연 주어와 보어의 정의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문제

가 펀다. 이 문제는 여러 언어들을 조사함으로써 보어라는 운장성분이 필요
한지가 밝혀지리라고 본다.

본고의 잠청척 인 견해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1’ (주격조사) ι가2’ (보격 조사)로 나누어

즉 주격조사로서의

‘-가’와 보격조사로서의

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어에서 보격조사는 ‘-가’이고，

‘아니다’，

‘-가’
‘되다’，

심리형용사가 보어를 취한다.
보어의 특징은 서술어와의 밀착성이다.

보어와 주어는 모두 서술어가 요

구하는 논항이지만 서술어와 밀착하는 정도가 다르다. 즉， 보어는 주어보다

서술어에 더 가까운 요소이다.

따라서 서울어와 보어는 하나의 쿠성성분을

이푼다.
(1 5) 철수는 두목의 보복이 두려웠다.
(15) 와 같은 심리형용사구문에서 두 개의 명사구가 있다.

각각의 명사구를

표제명사로 해서 관계화우정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펀다.
(1 6)

'1 철수가 두려 웠던 두목의 보복

(17)

두목의 보복이 두려 웠던 철수

그런데 왜 둘째 영사구인 ‘두목의
6

Chung (I 986) , Lee

에 따르면

보복’은 관계화구성의 표제명사가 되지

& Kim(1988) ,

Han (1987) 이

형용사는 격을 부여할 수 없다.

‘-가’가 질현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

그러나 (1 4) 의

성명할 것인가?

법 주에

든다.

GB이 론

‘영희가’에는 주격조사

Han (1987) 은 GB이혼의

업장에서 (1 2) 와 겉은 집리형용사구문에서의 보어의 격배당에 대해 Exceptional Case
Marking Constructions 라고 하고 있다. 즉， ‘영 희 가’ 가 격 은 AGR로부터 받고 f)

역할은 서술어인 ‘부랩-’ S로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12) 와 같은 집리형용사

구문을 S[주어 -AP[보어 -셔 술어 JJ 의 단운 구조를 갖는 것 으로 본다.
업장에서

Kim(1988) 은

V'[NP V'[NP

V]] 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한펀

,

역시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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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화의 표제명사로 쓰일 수 없기 때

문이다. 보어가 관계화의 표제명사로 쓰일 수 없는 것은 서숨어와의 밀착성
때문이다.

심리형용사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지고 있지만
는 통사적 결속력의 청도가 다르다.

각각의 논항에 대해서 가지

대장의 명사구가 경험주의 명사구보다

심리형용사에 더 밀착해 있는 것이다.

보어를 요구하는 ‘되다’와 ‘아니다’

의 경우에도， 보어는 관계화구성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다.

(1 8) 가. 철수는 벼락부자가 되었다.
나. 철수는 바보가 아니다.

(1 9) 가. 벼 락부자가 된 철수
나. 바보가 아닌 철수
(2이 가.융철수가 된 벼락부자

냐*철수가 아닌 바보

보어는 목적어보다 더 서술어에 밀착해 있는 것이 특정이다. 목적어는 관
계화구성의 표제명사가 될 수 있지만 보어는 표제명사가 되지 못한다.
섬리형용사구문을

(1985:35 1)에서

[주어-[보어-서술어 JJ 로

지적된 바와 같이，

파악한다

심리형용사구문이

하더라도

엄홍먼

내포문으로 쓰일 수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2 1)

저 꽃은 아름답다.

(22)
(23)

철수는 저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나는 영회가 부렵다.

(24)훌철수는 내가 영희가 부렵다고 생각한다.

껴 관형 용사인 (2 1)의
이루어지는데，

‘아름답다’ 의

경 우에 는

(23) 의 심리형용사의

(22) 처 렴

내 포가 자연스럽 게

경우에는 심리형용사문이 내포된

(24)

가 비문언 이유는 무엇인가?
(24) 가 비문엄은

엄홍빈(1 985) 에서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이

‘부렵다’의 논항이 아난 한

(24) 는 (25) 와 같은 동작동사구문으로 바꿀 때 자연

스러워진다.

(25)

철수는 내가 영희를 부려워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4) 가 비문이기 때문에

(23) 의 심리형용사문에서의

어의 논항이 아닌 주제어이어야 하는가?

‘나는’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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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철수는 내가 부러운가 봐.
(27) 철수는 내가 부협나 봐.
(28) 철수는 내가 부려운 모양이야
(29) 철수는 내가 부러운 것 같다.
(26) , (27) 과 같은 문장에서의 ‘보다’의 문법적 자격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보다’를 보조형용사로. 보는·것이 일반적

인 쳐리이지만， (26), (27) 문창에서의

사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펀다.
않다.

여러 가지

‘보다’는

내포문을 안은 장위푼의 통

이렇게 보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충분치

(26), (27)의 ‘보다’ 가 장위 문의 동사라면， (26), (2η 은 주어 가 생 략

펀 문장이다. 주어는 발화상황의 한 요소언 화자 즉 ‘나’이다. 국어는 화용
폰적 전제에 민감한 언어이묘로 화， 청자가 알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26), (27) 과 같운 문에서의 주어의
시킬 수 없는 생 략으로서 일반적인 생 략과는 다르다.
주어는 ‘철수’일 수 없고， 실현되지 않는

부렵다’라는 심리형용사구문이

‘나’이며，

생략

‘생략’은 복원

어찌되었건 ‘보다’의
따라서

‘철수는 내가

‘보다’에 내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므로 심리형용사구문이 상위문이 내포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그러

주장이다.

(28) , (29) 에서는 ‘모양’， ‘것’과 통합하여 명사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역시
내포되어 었다.

(24) 가 비 문인 이 유는 상위 문의 동사 ‘생 각하다’ 에 서 찾아야 한다.

생각하다’ 구성이 어떠한 운장이나 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와 같이 심리형용사구문의 내포가

불가능한 것은 상위문의 서술어

‘-고

(24) 에서
‘생각하

다’ 때문이고 그것은 의미론적인 이유에서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30) 나는 참 커 쁘다.
(31)*냐는(내 가) 참 기 쁘다고 생 각한다.

(30)은 좋은 문장이다.

‘기쁘다’와 같은 형용사는 두 논항 즉 경험주와

대상 중에서 대상은 수의적이다.
비문이기 때문에 (30) 의

‘나는’이

(3이이 내포원
서술어의

(31)은 비문이다.

논항이

없다.

(32) 가.훌나는 내가 명회가 부렵다고 생각한다.
나.￥나는 철수가 영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

다.용나는 철수가 내가 부렵다고 생각한다.

되지

(31)이

못한다고 할 수

語學 I까究 第25卷 第

158

1號

라.훌나는 철수가 영회가 부렵다고 생각한다.
마.훌철수는 내가 영희가 부럼다고 생각한다.
바*철수는 영꾀가 내가 부렵다고 생각한다.
사*철수는 자기가 영회가 부렵다고 생각한다.

아*철수는 영회가 자기가 부렵다고 생각한다.

(32) 의 모든 문장은 성 립 이 불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색하다.

화자가 자신의 감정 에

또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적 감청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결합될 수 없

는 것이다. 이러한 의마론적인 동기에 의해 내포가 불가능한 것을두고，

‘순

환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충족시커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심리형용사는 객관형용사와 대렵되는 자연류를 이룬다. 그리하여 심리형
용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정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심리형용사는 사람의 내적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서
술문 현재 시제에서 l 인청의 주어만을 허용한다.

(33) 가. 나는 영 려 하다.
나. 영회는 영리하다.

(34) 가. 나는 무섭 다.
나.용영회는 무섭다.

둘째，

‘-어 하다’에 의해 동사문으로 되며，

두 논항은 동사문에셔 주어

목척어 관계로 실현된다.

(35) 가. 냐는 선생념이 두렵다.
나. 나는 선생닝을 두려워 한다.
세째，

‘-게도’에 의해 문장부사화한다.

(36) 섭섭하게도 영회는 그냥 갔다.
네쩨， 대부분 ‘-것’에 의한 보문을 취한다.

(37) 나는 영회가 온 것이 기쁘다.
다섯째，

‘-기’에 의한 내포문을 취하는 어휘들도 있다.

(38) 나는 칩에 가기가 두렵다.

여젓째， 섬리형용사문의 ‘냐는 --가 --하다’의 ‘냐는’은
으로 대치될 수 있다.

‘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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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 나는 영희가 부렵다.
나. 나에게는 영회가 부렵다.

이상의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언청제약에 대해서는 ‘진술관정’이 이동함으로써， 제약이 해제될 수
었음이 김홍수(1 988) 에서 지적되었다.

툴째，

‘-어 하다’는 심리형용사를 심리형용사 아닌 형용사와 구별하는 필

요 충분한 조건이 되지 옷한다. 심리형용사는 ‘-어 하다’에 의해 예씌 없이
동사문이

되지만， 심리형용사 아닌

형용사도 ‘-어 하다’에

의해 동사문이

되는 어휘가 었다.

(40) 가. 영희는 아주 겸손해 했다.
냐. 영희는 아주 공손해 했다.
또，

‘-어 하다’ 에 의 해 동사문으로 될 째， 반드시 두 논항이 나타나는 것

은 아니다.

심리형용사라고 해서 반드시

두 논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째문이다.

(4 1) 가. 나는 우울하다.
나. 나는 기 분이 우울하다.
다*냐는 영 회 가 우울하다.

(42) 가. 착장하다.
나. 기분이 착잡하다.
다. 융나는 영 회 가 착잡하다.

(43) 가. 나는 고향이 그렵 다.
나*나는 기분이 그렵다.

(41) , (42) 에서의 ‘우울하다’와 ‘착잡하다’는 경험주 외의 논항을 펼요로 하
지 않는다. 그러나 ‘기분’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명사향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 때의
(437}) 에서의

셋쩨，

‘기분’은

‘우울하다’，

‘착잡하다’의 보어가 아니다.

즉

‘고향’ 과는 다른 성 분이 다.

‘-게도’에 의해 문장부사화하는 것은 어휘개별적 특정이기 때문에，

‘-게도’에 의해 문장부사화하지 않는 어휘들도 있다.

(44) 얄맙게도， 영회는 혼자 11망을 먹고 있었다.
(45) *맙게도*의심스런게도*그렵게도
(46) 친절하게도
‘천절하다’는 객관형용사이지만 ‘-게도’에 의해 부사화한다. 따라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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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심리형용사의 전용적인 특징이라 할 수 없다.

넷째，

‘것’에 의한 보문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것’에 의한 보문을

취하지 못하는 어휘도 있다.

(47) 나는 영희가 나를 배신한 것이 분하다.
(48) 가. 나는 고향야 그렵 다.
나*냐는 고향에 가는 것이 그렵다.

(47) 의 ‘분하다’ 따위 는 ‘것’ 에 의 한 보문을 취 하지 만，

‘그립 다’ 는

보문

을 취하지 뭇한다.

다섯째，

‘-기’에 의한 내포문을 취하는 어휘가 있다.

(49) 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50) 나는 남을 보기 가 부끄럽 다.

(5 1) 냐는 돈을 또 내기가 억울했다.
(52) 나는 공부하기가 지겨웠다.
그런데，

‘-기’에 의한 내포문을 취하는 형용사뜰의 공통되는 의미적 특성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다.

여섯째， 경험주가 ‘-에게는’으로 나타날 때 문법성의 정도가 어휘마다 다
르다.

(53) 나에게는 영회가 법다.
나에게는 영회가 원망스럽다.
나에게는 영희가 의심스럽다.
나에게는 영희가 미럽다.

나에게는 영희가 부럽다.
나에게는 영희가 불쌍하다.
냐에게는 영회가 그렵다.
냐에게는 영회가 반가왔다.
나에게는 누가 올 지가 궁금하다.

냐에게는 내가 돈을 딴 것이 기쁘다.

(54) 냐는 영희가 법다.
나는 영펙가 원망스넨다.
냐는 영회가 의심스렵다.
나는 영회가 미렵다.

나는 영회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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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영회가 불쌍하다.
냐는 영회가 그렵다.
나는 영회가 반가왔다.
나는 누가 올 지가 궁금하다.

나는 돈율 딴 것이 기쁘다.
(53) 에 대해서는 문법성이 의심스렵다고 본다. 그러나 버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려나 (54) 는 문볍성이 아주 자연스럽다.

‘-에게’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얄 수 있다. 펼자의 직관으로는 (53)의 문장들은 대단히 어색하다 7
따라서 이른바 심리동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던 심리이동변형은 ‘-에게’
문 자체가 의심스러우묘로 국어에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휘마다

‘-에게’문의 문법성의 정도가 다르다면， 어떤 의마척 요인에 의해서 문법성
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것의 설명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볼 만한 푼제일 것
이다.
심리형용사는 형용사 전체에서 어떠한특정을 공유하고있는어휘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별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을 보았다. 따라서 심리형용사가
과연 하나의 자연류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
된다

본고에서의 검토에서 이미 어느 청도 드러난 바와 같이

심리형용사들을

정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오
히려 심리형용사들간의 이질성이 두드러진다.

더구나 심리형용사의 특성을

가지연서도 독특한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형용사들이 었다.

(55)

가. 나는 고향에 가고 싶은 생 각이 간절합니 다.
나*당신은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56) 어 떻게 살아나갈 지 앞일이 막연하다.
‘간절하다’는 주어에 대한 인칭제약을
지고 있으나，

가지으로 심리형용사의 성격을 가

‘생각， 기원， 소망’의 주어를 또 가진다.

제약을 가지면서，

‘막연하다’도 인칭

‘앞일， 생계’등의 주어를 가져야만 한다.

심리형용사는 김홍수 (1988) 에서

지척된 대로 ‘주체 중심’이냐，

‘대상 중

7

Park (1 972:6 1)에서도 ‘-에게’문의 문법성이 의심스러움플 지적하고 있다.

8

이 점과 관련해， 김영희(1980: 9-10) 에서는 주관동사/중성동사/객관동사로 형용

사플 3 분한 바 있고， 검홍수(1 988) 에서는 준섬，，1 동사라는 부류룹 설정한 바 있다. 그

러나 검영희(1 980) 에서의 중성동사，

김홍수(1 988) 에서의 준섬리동사가 과연 어떤 통

사， 의마적 특성을 지닌 어휘들인지， 그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통사적 기준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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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냐에 의해 크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57) 나는 외롭다.
(58) 나는 영희가 법다.
‘외좁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경험주만을 요구한다. 반대로 ‘법다’는

두 자리 서솔어이다. 경험주 외에 대상을 펼수적으로 요구한다. 전자는 ‘주
체 중심’， 후자는 ‘대상 중심’이다. 본고의 잠정적인 결론은，

‘주체 중심’，

‘대상 중심’이 분명하게 칼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휘에 따라 대상을 요구하

는 정도가 ‘법다’와 같이 필수적인 경우에서부터

‘외홉다’처럼 전혀 요구하

지 않는 경우까지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명은 심리

형용사에 속하는 어휘들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이루어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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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Problems on Psych-adjective Sentences of Korean
Sejung Kim
Psych-adjective sentences have been discussed due to the special character
in their syntax and semantics. In Korean , they have two noun phrases.
The issue is which of the two NPs is the subject of a sentence and what
is the grammatical function of the other NP. We argue that both NPs are
a11 arguments of psych-adjectives, and the first NP (i n unmarked word
order) is a subject and the second NP is a complement. That is, ps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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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ectives are special kind of predicate in that they require two arguments,
‘experiencer’ and ‘object ’. Thus, the second NP arguments of psych-adjectives, ‘anita’ (not to be) , ‘ toeta’ (become) are grouped as a natural class
since they form an AP together with those predicates. However, the reason
why the nominative case marker ‘-ka’ is attached to the complement NP
argument needs to be solved. And, the dative marker ‘-eke’ can be attached to the first NP argument of some psych-adjectives should be explained.
The commonness and difference of psych-adjectives are also discussed.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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