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統離的 派生에 대하여 

任 洪 *용 

1. 서 론 

겸통척으로 ‘派生’은 조어볍장의 개념으로， 어근이나 語基에 정두사나 청 

미사가 연결되어 새로운 단어가 만틀어지는 형태론적언 철차를 말한다 여 

기서， 語基를 B, 정미사를 S, 첩두사를 P, 단어즐 W라고 할 때， 파생의 

구조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았을 것이다. 어근은 어거의 하나로 

취급하기로한다. 

(1) a. [[BJw/MSJW’ 

b. [P[BJw/MJW’ 

c. [P[[BJw/MSJW'JW" 

d. [[P[BJw/MJγSJw" 

(1a, b)는 단어나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는 어기 (W/M)에 첩미사나 첩두사 

가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경우를 보인 것이며， (1c, d)는 단어나 형태소 

의 자격을 가지는 어커 (W/M)에 정미사나 접두사가 붙어 새로운 단어 (W') 

가 된 뒤에 다시 다른 접미사나 첩두사가 붙어 또다른 단어 (W")를 이루게 

되는 철차를 보인 것이다. (1a-d)를 파생의 가장 일반척인 구조라고 할 때， 

파생의 원리적인 정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2) a. 파생은 형태소나 단어의 자격올 가진 어기에 대하여 작용한다. 

b. 파생의 결과는 단어나 또 다른 어거의 자격올 가진 형식을 생정 

한다. 

c. 파생에 의하여 초래되는 문법적이거나 의미론적인 변화는 어기 

의 문법적이거나 의미흔적인 성격에 대하여 작용하게 펀다. 

l 이는 문제를 매우 단순화한 것이다. ‘파생’과 관련되는 형태론척 갤차에 정두 
법이나 접미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는 삽요법도 포함되고 ‘내척 변화’나 ‘영 
변화’도 포함펀다. Bloch and Trager (1942)에서 지척된 다섯 가지의 형태론척 철차 
가운데 ‘중천법’이나 ‘보충법’이 파쟁과 관련되는지는 확질치 않다. ‘다달이， 일일이， 
정집이， 사람사람’ 등이 복수를 만드는 충첩법이라는 것이 전통척인 이해이나， 파생 

의 예로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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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b)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2c)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語基는 부사인데 그에 접미된 요소가 바로 그 부사에 대해서가 아니 

라， 문장의 다른 성분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파생이 되 

지 옷한다. 

국어의 ‘첩미사’ 가운데는， (2)와 같은， 파생의 전형적인 정의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는 많은 예들이 있는 반연， 그 성격이 정확하게 (2)와는 일치하 

지 않는 예들이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예들이 그 동안 주목되지 않은 

바는 아녀나 2 그 전반적인 성격이 명확하게 구명된 얼은 없는 듯이 여겨진 

다. 본고는 이러한 에들을 중심으로 ‘통사적 파생’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사적 파생은 국어에 매우 광법하게 나 

타냐는 현상이며， 국어의 유형적 특정과도 관련되묘로， 문법 현상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톰사적 파생의 성격 

원리적으로， 위의 (2)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파생을 ‘형태적 파생’이라고 

할 째， ‘통사적 파생’은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든 (2)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 

는 파생을 뭇하게 된다.3 (2)의 각 항을 부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펀다. 

(3) a. 통사적 파생은 형태소나 단어의 자격을 가진 어기에 대하여 작 

용하지 않는다. 

b. 통사적 파생의 결과는 단어나 또 다른 어거의 자격을 가진 형식 
을 생성시키지 않는다. 

C. 통사적 파생에 의하여 초래되는 운법적이거나 의마론척인 변회

는 어거의 문법적이거나 의미론적인 특성에 대하여 작용하지 않 

는다. 

‘형태적 파생’이 (2)의 성격 모두를 가져야 하는 데 반하여， ‘통사적 파 

생’은 (3a"'-'c)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더라도 성렵하게 된다. (2)의 어느 하나 

를 어기더라도， 그것은 파생의 전형적인 부류에는 속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중 통사적 파생을 가려내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3a)이다. (3a)가 뜻하는 ‘형폐소나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어기가 아닌 것’ 

을 ‘통사척 구성’으로 바꾸어 보기로 한다. 

2 이 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창섭(1984)이다. 접미사 ‘-답-’을 두 부류로 

나누어 하냐는 명사구 뒤에 연결되는 것으로， 다른 하냐는 단어척언 파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이는 파생 접마사가 연결되는 구조에는 형태척 파생과 통사적 파생 외에는 달 

리 없음을 천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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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사적 파생의 성격 

어휘척 의미를 온전히 가지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법적인 요소가 

통사적 구성 뒤에， 통사적인 연결 장치의 도움 없이， 연결되는 것올 

‘통사적 파생’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3)에는 세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냐누어 기출해 

보기로 한다. 

(5) a. 운제의 요소는 어휘적인 의미를 온전히 가지지 뭇하는 운법적언 
요소이다. 

b. 문제의 요소는 단어나 형태소의 자격올 가지는 어기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구성 뒤에 붙는다. 

C. 문제의 요소와 선행 통사적 구성 사이에는 이마 알려져 있는 바 
와 같은 통사적인 연결 장치가 없어야 한다. 

(5)의 각 항이 가진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척인 예들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접미사 논의와 톰사적 파생 

기왕의 접미사 논의를 중심으로， (6b)에 보언 예와 같이 형태적 파생으로 

보기 어려운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예들도 함께 보이기로 한다. 

(6) a. 념 , 네 , 마념 , 놈， 년， 꾼， 쯤， 깨 1(힘 -), 강(옷-)， 거 리 (일-)， 

결 (물-)， 자락(옷-)， 장이 /쟁 이 , 질， 씨 (많)， 가(哥)， 양(購)， 
군(君)， 공(公)， 등 

b. 끼 리 , 들， 씩 , 째 , 깨 2(보름-)， 뿐답-，스럽 -，싶-，하-， 
。

c -앙이이애보브-， -1:1-, -'풍이사귀， 등 

(6) 가운데는 접마사로 다루어진 예들도 있고， 또 논의에 따라서는 청마 

사의 목록에서는 제외된 예들도 있다 4 가령， 최현배 (1959)에 의하연， (6a) 

‘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6)은 .접마사 또는 정미사껴안 예의 총목록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 유형의 총목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접미사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틀이 있 
다. 최 현배 (1937, 1959) , 이 숭녕 (1961, 1981), 이 기 문(1961 ， 1972) , 안명 회 (1963) , 깅 
계곤(1969따， b 및 1976) , 고영근(1974) ， 허 웅(1975) ， 송철의 (1977， 1983) , 만현식 
(1983), 김 창성 (1984) , 하치 근(1988) 퉁이 주목펀 다. 고영 근(1974)는 고영 근(19723， 
b. 1973a， b)흘 수록한 것이나， 여기서는 주로 고영근(1974)를 참조하기로 한다. ‘짜 
리(빽 원-)， 어치(백 원-)’ 풍은 비록 [[백 원] 짜리]， [[배 원] 어치] 등과 갇이 통 
사척 구성 뒤에 쓰일 수 있어 (6b)와도 홉사한 성격을 가지나， *[[어제 내가 춘 빽 
원] 어치]와 같은 구성올 이룰 수 없으므로， (6b)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여기셔는 
이들이 수량 표현 뒤에 쓰엄을 중시하여， 수 단위 의존 영사와 성격이 같은 갯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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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꾼， 질’ 등은 “말가지” 즉 접미사에 속하는 것이나， ‘넙， 써， 놈， 년， 

션， 수재(秀才)， 도령， 아기셰’ 둥은 “안옹근이름써” 즉 의존 명사에 속하 

는 것이며， 유창돈(1971)에서는 의존 명사 외에 “관형사"5에 연결될 수 없 

는 ‘개 (아무-)， 초리 (눈-)， 섭 (눈-)， 부려 (눈-)， 솔( ‘밸’ [ ‘밸’ 이 툴리 다]의 

뒤에 붙었던 형식)， 복(빅-)， 젖/젖， 맡， 실(구의-)， 매(팔-)， 녁/녘， 지 

(팔-， 가락-)， 마/머 (터 럭 -), 나잘(흔-)’ 등을 ‘첩 미 명 사’ 라는 특이 한 이 

름으로 부르고 있다 

고영근(1974)에 의하면， (6a)의 ‘놈， 년’은 ‘네놈， 검가놈’ 등과 같은 예 

에서는 “접사적인 성격이 다소 농후하지마는 [ .•• ] 단순한 자렵 형식”이 

며， ‘감， 거리， 자락， 결’ 등은 접미사이다. Martin(1954)에 의하면， (6a) 

의 ‘네， 질’이나 (6b)의 ‘들’은 다같이 ‘후영사(post-noun)이며， Martin et 

al. (1968)에 의하면， ‘념， 싸， 양， 마냥， 생원， 서방’ 풍도 ‘후명사(post

noun) ’ 이 나， 이 후자들은 고영 근(1974)에 서 는 접 미 사의 자격 을 가지 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6a)의 ‘념’이나 (6b)의 ‘끼리， 째’ 등은 김계곤(1969 

a)에 의 하면 의 존 명 사이 다. r조선어 문법 1J(1960)에 의 하면 ‘군(써 름-)， 

머리(심술-)， 쟁이〈십솔-)’ 등은 “단어 조성의 접미사”로， 선어말 어미나 

피동， 사동의 접마사 및 전성 어미 등과 같은 “형태 조성의 정마사”와 구별 

된다. 이들은 다시 문볍적인 기능을 하는 “토”와 구별되었는데， r조선문화 

어문법규범 J (1976)에서는 “형태조성의 접미사”와 “토”를 모두 “로”로 취급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이 (6)의 어떤 예를 접미사로 본다고 하더 

라도， 문제의 요소가 나타내 보이는 쓰엠 모두를 접미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점미사에 관한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장의 하나는 (6c) 및 

(6b)의 ‘-스럽-’ 등과 같은 예들에 대해서는 그 첩미사적인 성격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깨’는 ‘힘깨나 쓴다’라고 할 혜의 ‘깨 1’과 ‘보름깨， 그음깨’ 할 혜의 
‘깨 2’를 구별하기로 한다. 통사척 특징이 다르다. 

5 이는 ‘관형사형’의 잘못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개’의 ‘개’에 대해서는 ‘아 
무붐’의 ‘분’과 달리 ‘*좋은 개*젊은 개’ 풍이 성렵하지 않는다는 사질이 주목되고 
있다. 

6 고영근(1974)에 나타난 운맥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고영 
근(1974)에서는 유창돈(1971)의 “접마 명사”를 ‘정미사’의 일종으로 파악한 듯한 느 
껑을 주며， Martin (1954)와 Martin et al. (1968)의 ‘후영사(post noun)’도 ‘정미사’ 
로 해석한 듯한 느낌을 준다. 

7 가령 고영근(1974)에서 ‘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뀐다. 체언에 직경되거나 [예， 
사람들] 다른 접미사에 통합되는 ‘들’은 접미사로， 생의 대장이 되지 않는 명사나 

부사 또는 조사 또는 어미 뒤에 붙어 주어가 복수임을 예상해 주는 ‘들’은 초사로 보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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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의문이 제기되어 본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유창돈(1971)에서는 “파생 

명사[複形 名詞J"는 곧 ‘잘립， 걸음C步〕’ 등과 같은 “전성 명사”를 의미하 

는 것으로 상청하고 있을 청도이다 8 그만큼 (6c)는 첩미사의 가장 전형적 

인 특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 명확히 분석된 일 

도 있으나， (6a)와 (6b) 중에는 분명히 명사척 성격을 가지는 예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된다. 하 

나는 C6c)를 형태적 파생의 전형이라고 할 때， 형태적 파생의 ·본철적인 속 

성을 파악하껴 위해서는 (6c)가 (6a， b)의 지배적인 부류에 대하여 어떠한 

변별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이러 

한 샤실의 로대 위에서 (6a， b)가 가지는 성격은 어떠한 것이며， (6a)와 (6b) 

사이에는 또 어떠한 성격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치 사실이 궁극적으로는 (6c)가 가지는 형태적 또는 어휘적 특이성 

과 관련을 맺고 있음이 분명하다. 

첩미사흘 젤청하는 기준으로 그 동안 주목되어 온 것은， 캡미사적인 구성 

이라고 불려 온 결합 형식 속에 다른 형식이 개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분리성(分離性)， 첩미사의 가능 후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요소가 관형사형 

에 의하여 수식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결합상의 제약， 또는 문제의 형식 

이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가 어휘적인 질질적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어휘 • 

의미론적 성격， 또는 분포가 제약되는가 어떤가 하는 분포상의 제약 조건과 

같은 것이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캡미사를 변별해 내는 데 이러한 기준들이 어느 청도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이들이 첩미사 구성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데 푼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휘적 의미를 가지 

는가，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어뎌까지나 정도상의 문제로 환 

원될 가능성이 많다. (6a)나 (6b)의 어떤 요소들이 의존 명사와 얼마나 다 

른가 하는 것은 오직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기준이 찾아지기 어렵다. 분포의 측면에서도 ‘다요， 달라’와 같은 

‘불구 동샤’ 또는 ‘불완전 동사’ [이 는 학교 문법 용어 이 다]와 (6a， b)의 어 

떤 요소가 보이는 특성이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니다. 분류사도 특정.한 부류 

의 구성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분포상의 제약이라는 조건도 결정적언 기 

준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불의(不意)의 사고’나 ‘불굴(不屆)의 의지’와 

같은 예에서의 ‘불의의’나 ‘불굴의’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려한 형식으로 

g 여기서 “전성 명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척 성격의 변화， 즉 통사척 범주의 변 
화률 초래하는 파생율 가리킨다. (6c)와， (6b)의 일부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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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쓰일 뿐이다 9 접미사 앞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가진 형식이 올 수 없다는 

결항상의 제약도， 분명 유효한 조건의 하나이기는 하나， 반드시 접미사 형 

태의 앞에만 관형사형이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명(학 

생 한 -), 톤(석 탄 3 -), 개 (사과 한 -), 대 (차 한 -), 접 (오이 한 -)’ 등 

과 같은 분류사 또는 ‘수 단위 의존 명사’ 앞에도 용언의 관형사형은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운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은 특히 용언의 관형사형만을 

그 변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다고 여겨진다. 유창돈(1971)에셔도 이 

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고영근(1974)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 

다. 그러나， 관형사형뿐만 아니라， 관형사도 고려되어야 하고， ‘명사+명 

사’의 구성에 있어서 선행 명사가 아무런 표지 없이도 관형적인 기능을 수 

행할 수도 있다는 사질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사과 한 개’의 ‘개’ 앞 

에는 ‘%누가 준 개*내가 먹을 개’와 같이 관형사형 어마를 가지는 형식은 

올 수 없으나， 이미 ‘한 개’의 ‘한’이 관형사[또는 관형적인 기능으로만 쓰 

이는 형식]이므로， 이 구성 자체는 통사적인 쿠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놈’에서의 ‘네’도 ‘너’와는 다른 형식이고， 이미 속격올 갖춘 형식이으로， 

그 구성 또한 통사적인 것이다. ‘이 서방， 김 생원’의 ‘서방’이나 ‘생원’이 

점마사일 수 없는 것은 ‘이+서방， 김+생원’ 사이에 ‘%김의 생원’과 같이 

비록 다른 조사가 개입할 수 없어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 

나[고영근(1974)에서는 관형사형이 올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낌 

서방’에서 ‘김’은 명사 자체로서 관형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것이다. ‘무슨 서방이 왔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김 서방이 왔다’와 

같은 대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 따라서， 이 조건은 좀더 정밀화될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분리성’ 기준은 형태적 파생을 변별해 내는 매우 유 

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째로는 어근이 분리될 수 있는 현상이 있 

으으로11 어근 분리 현상과 접미사적인 존재가 가지는 비분리성은 구별해 

야 할 필요가 있다. 

g 이 경우는 ‘불의(不意)의， 불굴(不屆)의’의 ‘의’를 캡미사척인 존재로 설갱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 예의 ‘의’는 다른 통사척 구성에 나타나는 ‘의’와 그 형 
태 • 통사 또는 의미척 기능의 동칠성이 인갱될 수 있는 일이므로， 접미사일 수 없다. 
이는 굳어진 쓰임의 일종으로 보인다. ‘불굴의 의지’는 사석에셔 고영근 교수가 지척 
해 춘 예임을 밝혀 고마움을 표한다. 

10 ‘깅 과장， 갱 사장’과 같은 예의 구척인 특성에 대해서는 졸고(1987b)를 참고 
하기 바란다. 

11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해서는 졸고(1979)를 창조하기 바란다. 이에 대한 부분척 

인 비판에 대해서는 홍재생(1985)이 창조펀다. 그러나， 국어에 어근 분리 현장이 존 
재한다는 사질 자체는 의성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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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톰사적 구성에 의한 검중 

분리정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포 

함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중시하기로 한다. 

(7) 어 휘 는 孤島(island)이 다. [Kato(l985) 창조] 

(7)은 어휘 내부의 어떠한 요소도 통사적 구성의 다른 요소와 관련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통사적 절차도 어휘척언 단위의 ‘내적언 요소 

를 참조할 수 없음올 말한다. 파생어라는 것이 어휘척언 단위의 형성과 관 

련되는 것이라면， 국어의 파생에 대해서도 (7)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것 

은 예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에 통사척 변형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우리는 (7)을， 파생어를 이루는 정미사적인 요소는 독자척으로 통사적언 구 

성에 참여해서는 안 환다는 조건으로 받아틀이기로 한다. 따라서， (7)을 다 

음과 갇은 조건으로 수청하고， 이를 ‘첩미사의 어휘 고도 제약’이라는 이름 

으로 부르기로한다. 

(8) 첩미사의 어휘 고도 제약 

파생어를 이루는 접미사적인 요소는 독자적으로 통사적언 구성에 참 

여할 수 없다. 

(8)에 비추어 볼 혜， 종래의 캡미사에 대한 논의가 왜 관형사형이 앞에 

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특히 주목했던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첩미사 앞 

에 관형사형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통사적 구성이며， . (8)의 ‘첩미사 

의 어휘 고도 제약’을 어긴다. 그것은 관계 구성이나 관형 구성에 접며사가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6)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틀이 통사적 구성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9) a. *가지에 붙은 앙이 [‘가장이 ←가지+앙이’에서 두 요소플 분 
? 리한 것] 

b. 훌가지는 앙이가 많다. 
C. 훌양이가 많은 것은 가지이다. 

d *그 앙이가 이것이다. 

e. 융무슨 양이가 있느냐? 

f. ￥[[땅에 떨어진 가^J 앙이] 

(10) a. ?앵에 열중하는 장이 r ‘햄장이’의 ‘햄’과 ‘창이’를 분리한 것] 
b. ?앵 은!장이 가 한다. 
c. ?햄을 하는 것은 창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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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런 장이는 몇 사람 안 된다. 
e. 물음 : 우슨 장이가 왔느냐? 대답 : 앵장이가 왔다. 

f. 용[우리 정에 필요한 햄]장이. 

(11) a. 션동물이 모인 끼리 [‘동물 끼리’를 분리한 것] 

b. 안동물은 끼리로 논다. 
C. 끼리로 노는 것은 동물이다. 

d. 그것들 끼리 논다. 
e. 무엇 끼리 노느냐? 
f. [[우리 집에 있는 동물] 끼리] 

(9)는 (6c)에 속하는 ‘-앙이 ’ 의 형 태 적 파생 어 ‘가장이 [ ‘가지 + 앙이 ’ ]에 
몇 가지 통사척 철차를 척용해 본 것이다. ‘-앙이’는 (9a)와 같은 관계 구 

성의 표제도 훨 수 없고. (gb)와 같은 주제 구성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9c)와 같은 분열문 구성도 성렵시키지 않으며. (gd)와 같은 대명사 구성도 

성렵시키지 않고. (ge)와 같은 의문을 허용하지도 않으며， (9f)와 같은 분 

석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분리성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통사 

적인 철차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정은 (6c)에 보인 예들에서 공통 

척으로 확안될 수 있다. 션행 어커의 통사적언 범주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 

타의 많은 정미사들도 이러한 특정을 가지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다. 이러한 특정은 (6c)의 예들이 전형적인 형태적 파생에 속함을 말해 준 

다. 접미사 논의에서 이들의 접미사성에 대한 의심이 전혀 제기된 일이 없 

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10)은 (6a)에 속하는 ‘장이 ’ 의 한 가지 예 인 ‘댐 장이 ’ 에 (9)와 같은 통 

사적 철차를 적용하여 본 것이다. (10a"，-，d)가 다소 이상한 것은 사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9a"，-，d)가가지는 非文法性에 비교될 수 있는 정 

철의 것이 아니다. (IQe)의 성렵은 완벽한 것이무로， ‘장이/쟁이’ 라는 것이 

u] 록 모든 통사적 구성에서 완벽하게 통사적 참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어떤 구성에서는 독자적인 통사적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는 적 

어도 어휘적인 차원에서는 ‘엠장이’ 사이에 다른 어떠한 요소도 개업될 수 

없으나， 그 구성은 통사적임을 의미한다. 분리성 제약은 다른 이유로 절명 

되어져야 할 예이다. 가령， ‘소금쟁이’ [동물 이름]에 대해서는 전혀 (10)과 

같은 절차를 상정해 볼 수 없으나， 이는 ‘장이/쟁이’의 어휘 ·의미흔적인 

특수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그 구성 자체의 특이성에서 말미암은 것은 아 

니다. ‘댐장이’는 아마도 합성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난가 한다. (10f) 

와 같이 두 단위가 따로 다른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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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의 다른 예들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특장을 가지는 것이묘로， 일일이 

예를 드는 것은 피하기로 한다. 

(11)은 (6b)에 속하는 ‘끼 리 ’ 의 한 가지 예 인 ‘동물 끼 리 ’ 에 (9)나 (10) 

과 같은 통사적 철차를 적용하여 본 것이다. (l1a)가 ClOa)보다 더 나쁘다 

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들은 거의 그 성럽에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l1a)가 ClOa)보다 더 나쁜 것은 (6b)의 예들이 동사적 쿠성에 독자적 형식 

으로 쓰일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1d, e)가 거의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 것은， 첩마사 앞에 이마 필요한 

형 식 이 나타나 있기 해 문이 다. (11)의 , (10)과 다른 가장 특정 적 인 사실은， 

(10f)와 달리 (llf)는 그 성립에 거의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 ‘우리 집에 있는 동물 끼리’에서 ‘끼리’는 ‘동물’뒤에만 연결되어 ‘동 

물끼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끼리’가 ‘우리 집에 

있는 동물’이라는 통사적인 구성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10)은 

(6a)의 예들이 선행 형식과 함께 합성어[그 내적인 구조가 통사적일 따름이 

다]를 이줌을 보이는 데 대하여， (ll)은 (6b)의 예들이 선행 형식 전체와 

통사적인 구성을 이줄 수 있음을 보인다. 

(11f)가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8)의 ‘첩미사의 어휘 고도 제약’을 어치 

는 것은 물본， (5b)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묘로， 우리가 (3)이나 (4)에 

서 상정한 ‘통사적 파생’이라는 부류에 속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조건의 하나는 (5a)와 (5c)이다. (5a)는 ‘통사적 파생’에는 ‘어휘적 의 

미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운법적 요소’가 와야 한다는 것이며， (5c)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은 통사적 연결 장치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5a)의 조건을 단순히 어 휘 론적 인 문제 로만 받아들여 (6a)와 (6b) 중에 어 

느 것이 더 문법적인 요소의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어느 것이 

더 어휘적인 의마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해 

결책도 없는， 종래와 마찬가지의 주관적인 논의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 그 

러 나， 우리 는 (6a)와 (6b)를 나누는 가장 강력 한 문법 척 인 장치 인 (9)"'(11) 

의 (f)와 같은 구성에 대한 변별 기준을 가지고 있으으로， (6a)와 (6b)의 구 

별은 다소 용이하다. 뒤에 있는 요소가 단지 선행 요소와만 관련되면 (6a) 

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며， 뒤에 있는 요소가 선행 요소를 포함하는 선행 통 

사적 구성 전체에 연결되는 것이면， 그것은 (6b)에 속하는 부류이다. 다만， 

(6a)의 예들이 독렵척언 어휘척 단위로 쓰이는 경우는 우리 논의에서 제외 

된다. (6a)가 선행 형식과 매우 밀첩한 관련을 이룰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것 

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성어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보아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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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의 부류와， (6a)가 아닌 다른 부속 형 식 들과의 사이 에 는 (5c)와 같은 

기줌이 그 변별의 유효한 초건이 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2) a. 나는 [[철수가 오는] 것]율 보았다. 

b. 냐는 [[철수가 오기] 전]에 준벼를 끝냈다. 
c. [[돈이 없으면 돈을 꾸게] 마련이]다. 

d. [[이런 날이면， 물에 가기] 십상]이다. 

e. 그가 냐를 찾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12a)는 의존 명사인 ‘것’올 운제상은 것이다. ‘것’ 앞에 ‘-L’과 같은 

문법척인 장치가 있어 션행 구성과 ‘것’과의 관계는 어휘적언 구성이 아니 

라， 통사적인 구성엄을 말해 준다. (6b)와의 구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l2b)는 ‘전’ 앞에 ‘-기’ 구성이 온 예이다. ‘전’은 ‘-기’ 구성을 그 보어로 

요구하는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 구성과 ‘전’ 사이 

에는 ‘이 전， 그 전， 요 전， 초 전’， 둥과 같은 예들이 성렵하므로 12 ‘전’ 

은 관형 성품을 앞에 가지는 것A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12b)에서 

‘-기’ 구성과 ‘전’ 사이에 외현적인 통사척 연결 장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관형 구성임을 얄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같 

은 이상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녀다. (l2c)의 ‘마련이다’ 앞에 요는 

‘-게’ 구성의 성격은 미요하다. ‘-기’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 구 

성이 ‘마련이다’라는 서술어 전체에 대하여 걸린다면， 그 연결의 통사적 장 

치는 비교척 쉽게 찾아진다. ‘-게’는 부사척언 성분을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사척언 정분이 서술어에 연결되는 관계는 통사척언 연결 장치의 하 

나가 된다. 그러나， ‘마련’ 앞에 ‘-기’ 구성이 나타나는 경우 13 그 성격은 

다소 애매해진다. 01 를 관형 구성이라고 보는 데에도 다소의 운제가 있다. 

‘마련’ 앞에는 지시사 ‘이， 그， 저’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반면 

‘이련 마련， 그런 마련’과 같은 구정은 가능하다. 어느 한 가지 구성의 성 

n ‘이， 그， 저’는 대명사로 쓰이는 얼이 있으나 ‘요， 고， 조’는 대명사로 쓰이는 
얼이 없다. 가령， ‘이는 우리가 소흘했떤 탓이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짓이다， 그는 창 다행한 얼이다’ 풍은 찰 성렵하나， ‘*요는 우리가 소흘했던 탓이다’ 
둥은 천혀 성렵하지 않는다. 관형사로셔는 ‘고것 창， 요것 창’ 둥과 같이 천혀 아무 
련 이상。1 없다. 이러한 정철은 검중에 매우 유효하게 이용훨 수 있다. 

13 이러한 논의는 ‘-게 마련이다’라고 할 예의 ‘-게’ 구성은 ‘마련이다’란 천체 
셔술어에 대한 부사척 성분으로 해껴하고， ‘-기 마련이다’라고 할 혜에는 ‘-기’ 구성 
이 ‘마련’에만 관련되는 것엄옹 천제로 하는 것이다. (12c)의 괄호 표시는 이를 반영 
한 것이다. 한펀， ‘성장’에 대하여 ‘-기’는 정렵하나， ‘-게’는 ‘*-게 심장이다’는 성 
렵하지 않는다. ‘심장’은 ‘마련’과 달리 ‘-기’가 아니라， ‘-기에’를 요구한다고 보아 
야 한다. 다만， 초사 ‘에’가 잘 쓰이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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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이 그 성격을 결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번에는 어휘적인 

의미의 동질성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 마련’이라고 할 째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언 데 대하여 ‘-기 마련’이라고 할 빼에는 

‘어떤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을 가지기 때운이다. ‘이 

치가 준비된 상태인’ 데 대하여 전자는 ‘물건이 준비된 상태’를 뭇하묘로， 

두 의미는 동질적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충분한 것이 

냐 하는 데에는 역시 다소의 의문이 남는다. (12d)의 ‘쇠장’에 대해서는 

‘%이 십상， 훌저 십상’도 성렵하지 않고， ‘*이런 십상， 홉저런 십상’도 성립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기 섭상’과 같은 구성은 본래 ‘-기에 십상’ 

이었다고 가정해 보는 방법이 가능하다. 앞에 관형성분이 놓이지 뭇하는 것 

은 이러한 성격의 반영이다. 반면， (12e)의 ‘때문’에 대해서는 ‘-기’ 뒤에 

그 통사적인 연결 방법을 명시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개업시킬 수 없으나， 

‘때문’ 앞에 ‘이 때문， 그 때문’이냐 ‘이런 때문’ 둥과 같이 관형 요소가 올 

수 있다. 이는 그 구성이 통샤적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5c)에서 

말하는 ‘통사적 연결 장치’를 가진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13) 문제의 요소 앞에 문법적으로 일청한 자격을 가지는 형태소들이 

나타나 두 성분 사이의 연결 관계가 명시되는 경우는 물론이려나와， 

외현적으로는 아무련 형식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 

관계를 명시하는 형태소들의 삽엽이 잠재적으로라도 가능한 경우， 또 

는 문제의 요소가 가지는 의미 기능적 측면을 크게 손상시킴이 없이 

다른 구성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구성의 경우는 ‘통사적 연결 장치’ 

를 가진 것으로본다. 

(13)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12)의 예들에 대하여 적용한 것과 같은 방식 

을 (6b)의 예들에 적용해 보면 그 결과는 아래의 (14)와 같다. 몇 가지 예 

들에 관형사적 용볍만을 보이는 지시사 ‘요， 고， 조’와 ‘이련， 저런’만을 

문제의 요소 앞에 놓아 보기로 한다. 

(14) a. *요 끼리， 융조 끼리， 률이런 끼리*.저런 끼리 

b. *요 들*조 틀*이런 들*저런 틀[들은 복수 표지엄] 

c. *요 씩*조 씩， 율이런 씩*저런 씩 

e. *요 째*조 째*이런 째*저런 째 

(14)는 어느 하나의 예도 성렵하지 않A며， 성렵할 가능성초차 없다. 따 

라서， (14)의 ‘끼리， 들， 씩， 째’ 풍은 적어도 (12)의 예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들과 그 선행 요소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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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3)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통사적 연결 장치’는 없는 것￡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는 명백히 논리적인 결함이 개재한다. 통사적 구 

성울 이루는 요소가 ‘통사적 연결 장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 

논리장 통사적 구성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척 보완이 필요하다. 주어-서술어의 관계나 목척어-서술어의 관계 혹은 

기타의 통사적 성분과 그와 관련을 맺는 성분과의 관계를 통사적 관계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13)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통사척’ 파생 

관계플 맺는 의존 요소와 선행 성분과의 관계를 ‘우표적인 보어 관계’을 이 

루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의마론척인 의존성을 강하게 가지는 어떤 요소가 

그 성렵을 위하여 꼭 필요로하는 성분을 ‘보어’라고 부르는것은 온당하며， 

다른 유표적인 형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표척’이라고 부르는 것 

도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청려해 보기로 

한다. 

(15) (13)에 대 한 보충 

통사적 파생을 유도하는 요소와 그에 선행하는 통사적 성분 사이에는 

비록 (13)에 규청된 바와 같은 ‘통사적 연결 장치’는 없다고 하더라 

도， 그들 사이에는 ‘무표척 보어 관계’가 정렵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 다음 예들을 보기로 하자. 

(16) a. 그는 [[우리가 믿는 청치언]당]다. 
b. 오늘은 [[[비가 올]듯]하]다. 
C. 요늘은 [[[비가 올]정]싶]다. 

d. 오늘은 [[[그가 옴]직 ]하]다. 

e. 오늘은 [[[그가 옴]직]스럽]다. 

(16a)의 ‘-랍-’은 김창섭 (1984)에서 지척펀 바와 갇이 바로 ‘청치인’뒤에 

만 연결된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청치언’이라는 구적인 범주 뒤에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5b)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또한 ‘-답-’은 어휘척 요 

소라기 보다는 문볍척 요소라는 점 에 서 (5a)을 충족시 키 며 , ‘-답-’ 앞에 는 

청혀 아무런 ‘통사척 연결 장치 ’ 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캠 에 서 (5c)와 (13) 

및 (15)의 조건올 충족시킨다. 이러한 특정은 (16b， d)의 ‘-하-’에 대해서도 

그대로 생렵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듯하다， 직하다’ 동을 ‘보조 동사’로 

취급하기도 하고， 때로 조풍사라는 솔어를 쓰는 사람도 있으며， 서정수 

(1975)에서는 “형식 동사”의 역할을 하는 ‘-하-’도 설청되고 있는 것이지만， 

‘보조동사’라고 할때에는 ‘-어 보다게 하다게 되다고 말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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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형적 ‘보조 동사’ 구성에 나타나는， 국어의 얼반적 통사 구성의 원리 

를 어기는 것이 되고 14 만약， ‘-하-’를 “형식 통사”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단지 우리 조건의 (5a)만을 충족시 키 는 것일 뿐， 다른 효과를 가지지 못한 

다. 또， 논리적으로도 내용이 없는 ‘순수한 형식의 용언’이라는 기형을 낳 

게 된다. 적어도 그것은 (16c)의 ‘-짚-’과는 다른 용언이라는 의미에서 전 

혀 “형식만의 동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를 ‘통사척 파생’에 

참여하는 용언 요소라고 하면， 그 특이성의 대부분이 포착될 수 있다. (16c) 

의 ‘-싶-’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흘 할 수 있다. ‘싶-’이 보운 동사라는 

것은 이미 찰 알려진 사실의 하나이다. 다만， (16c)의 ‘-짚-’은 ‘-고 싶-’ 

과 같은 완전한 통사적언 구성에 쓰인 것이 아니라， 파생척언 성격을 가지 

는 통사적언 구성에 쓰이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16d)의 ‘-음#직하 

다’ 는 ‘-음칙 # 하다’ 와 같이 분석 하껴도 한다. 그러 나， (16e)와 같이 ‘-하-’ 

의 자리에 ‘-스럽-’이 쓰일 수 있음이 주목된 일은 드물다. 이는 (16d)에 

서 ‘-하-’의 자리가 완전히 통사적인 자격을 가지는 위치가 아념을 의며한 

다. !ll 록， 그 자리에 ‘-스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통사적 파생’ 

의 원리에 의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된다. 그것은 통사적 파생이라는 

그 정의적 속성 자체에 충실한 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에서 다시 검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하다’ 

구성이다. 관련 예들과 함께 보기로 한다. 

(17) a. 철수가 가거나 영희가 오거나 한다. 

b. 멜로디가 나쁘든지 가사가 나쁘든지 하다. 

(18) a. 그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 

b. 자동차가 “빵빵”한다. 

c. 옷이 행탱그렁하다. 

(19) a. 그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b. 방 안에 사람이 있기는 하다. 
(20) a. 그들이 우리에게 희망올 가지게 한다. 

b. 동생들이 떠나려 한다. 

14 이는 가령 ‘올 듯하다’ 와 갇은 갱 우， ‘올’ 이 라는 통사의 관형사형 이 ‘듯하다’ 
와 같은 형용사를 수식하게 펀다는 통사 구성의 이장성을 지척한 것이다. ‘척하다， 
볍하다， 체하다， 듯싶다， 성싶다， 뻔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구성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졸고(1985b)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 동안 잘 지척되지 못했던 것은 
‘만하다’이다. 관형사형 뒤에 오는 것과 명사 뒤에 오는 것을 구별하여 전자를 보조 
형용사로， 후자를 정미사로 또는 조사호 취급하는 얼도 있으나， ‘。1만한 물건’ 이라고 
하는 예의 ‘만한’에 대해서는 접미사나 조사가 “활용”을 한다는 기술을 해야 하는 컬 
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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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는 학교에 갈까L말까ι 한다. 

d.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17)에서는 선행 운장 전체를 받고 있는 ‘-하-’가 문제이다. 이들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예의 ‘-하-’가 전혁 독립적 어휘 의미를 가지지 뭇한 

다는 것이다. 서청수(1975)에 의하면， 이들은 다시 “형식 동사”이다. 그러 

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려는 것은 예의 ‘-하-’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느 한 법주로 고정되지 않고 신행 요소나 성분의 의미흔적 특성에 따라，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 

다. 실질적 어휘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특 

성은 통사적 파생이 가지는 (5a)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품사가 선행 요소의 

의미론척인 성격[이에는 화용론적인 고려도 포함된다]에 따라 결정되는 방 

식 은 (18a"-'c)의 예 들과 유사하다 [남기 심 (1973) 참조J. 선행 요소가 행 동성 

을 갖춘 것이면 동사가 되고 상태성을 갖춘 것이면 형용사가 된다. 이에 대 

해 서 (20a"'c)는 ‘-하-’ 가 독자적 으로 품사적 자격 을 가지 는 예 이 다. 선행 요 

소에 의 하여 영 향을 받지 않는다. (20d)도 통사적 파생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 는 독자적 으로 일정 한 통사적 법 주에 속하게 된다. 이 는 (17a， b)와 

같은 예의 ‘-하-’와 선행 요소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는 현상과 

대조를 이룬다.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a. *철수가 가거나 영휘가 오거나 그들은 한다. 

(19a)는 이 른바 장형 부청 의 예 이 며， (19b)는 동사구[또는 문장이 나 용언] 

의 주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의 ‘-하-’도 그 통사적 법주가 선행 용 

언의 형태 ·통사·의미적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17)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이제 우리는 이들 구성도 통사척 파생의 한 가지 예가 되는 것으로 

보려 고 한다. 이 들도 (5a， b)의 조건을 충족시 키 기 때 문이 다. 송석 중(1971) 

에 서 는 장형 부정 의 ‘-지 ’ 와 (19b)의 '-커 ’ 를 동일시 하였으나， 이 는 통사적 

구성 자체가 다른 것이며， 그 품사적 자격의 결청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구 

성에서나 ‘-하-’의 성격에 의한 것이다. (19a, b)에서 ‘-하-’는 통사적 파생 

의 첩며사라는 성격을 공유하기 때문에 통사척 범주가 선행 구성에 의존척 

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현장의 해명에도 도움이 된다. 

(21) a. *잘기 는 거 북이 가 가장 오래 한다. [최 현숙(1988) 참조] 

b. 살기는 거북이가 가장 오래 산다. 

(22) a. 철수는 사람을 해 리 기 조차 한다. 

b. 션철수는 사람을 때리기조차 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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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는 사랍을 때리기는 때란다. 

d. *철수는 샤람을 째리기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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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흘 대 동사라고만 한다면， (21b)와 달리 (21a)가 그 성 럽 에 이 상올 

가지 는 것이 이 상하고， (22b)와 달리 (22a)가 성 렵 하는 것이 이 상하다. 그러 

나， ‘-하-’ 구성과 다른 본동사 쿠성은 본래 그 구성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것￡로 본다면， 다른 문제가 없어진다. (21a)는 통사척 파생 구성이으로， 선 

행 요소와 ‘-하-’ 사이에 초샤 외의 다흔 요소가 개입되지 웃함을 보인다. 일 

단 (21) , (22)와 같은 예 의 ‘-하-’ 를 대 동사가 아니 라고 할 때 , (22a), (22c) 

와 (22b) , (22d)의 관계 는 본동사를 대동사로 바푸는 과청 이 아니 라， 통사척 
파생의 ‘-하-’를 관련 동사로해석하는 방법이라고할수 있다. 이 째， ‘는’ 

과 같이 의미 내용이 비교적 작은 조사가 있을 때에는 관련 동사로의 해석 

이 가능하나， ‘도， 초차’ 둥과 같이 의미 내용이 큰 조사가 있을 때얘는 그 

러한 해석이 제약된다는 일반화가 가농하다. 

이제 그 동안 많이 지적되어 옴 ‘들’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 15 

(23) a. [그들은 밥을들 많이 들 먹 었다]플. [깅 영 희 (1976) 참조] 

b. 나는 [[[성장기에 냐에게 좋은 말을 해 준 사람]들]을] 잊지 

뭇한다. 

C. [[그 때 나를 보살펴 준J [사람들JJ이 고맙다. 

d. 그들은 [매우 열심히]들 일한다. 
e. 책상 위에는 [[책， 연펼， 지우개]들]이 있다. 

(23a)의 밑줄 친 ‘들’은 그들 바로 앞에 오는 성분의 복수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주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개별적 복수성과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전혀 형태적 파생의 법주에는 들 수 없는 예이다. 이들은 형태적 

파생이 가지는 (3c)와 같은 조건을 어긴다. 이 ‘들’은 당연히 동사적 파생 

의 범주에 든다. 그러나， 선행 성분 외의 다른 성분의 복수성과 관련되는 

‘들’만이 몽사적 파생의 범주에 도는 것은 아니다. 그 의"01 파악이 아주 마 

요한 문제 이 기 는 하나， (23b)의 ‘들’ 도 통사적 파생 일 가능성 이 있다. ‘들’ 

15 ‘들’이 바로 씬행하는 성분의 복수가 아니라， 주어의 복수 표현과 관련될 수 

있음이 지척된 것은 Ridel (1881)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비교척 최근에 이 문 
제에 주목한 논의는 여렷이냐 최현숙(9185， 1988)에서 ‘을’을 국어의 AGR로 다루고 
있는 것이 주목펀다. 그러나， ‘을’이 반드시 주어와만 연관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돈들이 아쉽다’와 같은 예의 ‘돈들’은 주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최현숙(1985， 
1988)에셔 다시 AGR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시-)도 반드시 주어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AGR이라고 해석해셔는 안 펀다. 이에 대해셔는 졸고(1985a)를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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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말을 해 준 사람’의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 

적인 개체 접합적 복수 개념이 동샤적인 관련 사항인지 화용흔인 관련사항 

인지는 명백치 않다. (23c)와 같이 동시적 개체 집합적인 복수 대상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23c)와 갚은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개체성의 의미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23c)에 대해서도 (23b)와 같은 구조 

의 장청이 가능하다. (23d)는 ‘들’이 ‘매우 열심히’라는 부사구에 연결되는 

경우이다. 물롱， ‘매우들， 열심히들’과 같이 그들 각각에도 연결될 수 있다. 

(23e)는 나열되는 정분 뒤에 놓이는 ‘들’의 예를 보인 것이다. ‘들’은 앞에 

나열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낸다. 학교 문법에서는 (23e)의 ‘들’올 의존 

명사의 하나로 취급하나， ‘통사척 연결 장치’가 찾아지지 않는다는 첨에서 

일반적인 의존 명사와는 다르며， 선행 성분이 보다 큰 통사적 구성일 수 있 

다는 점에서 수 단위 의존 명사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이들은 의존 명사라 

기보다는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이다. 

위에서는 ‘들’의 쓰임 중 통사적 구성 뒤에 연결되는 ‘틀’을 분리해 내는 

데에만 힘을 모았다. 그러나， ‘들’의 두 가지 의미는 해석상의 차이일 가능 

성이 많다. 아 점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이다. 

(24) a. 책상 위에 두 책이 있다. 
b. ￥책상 위에 두 책들이 있다. [‘책’이 두 권밖에 없는 경우] 

c.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국어 의 경 우， (24c)의 ‘ two books’와 정 확하게 대 응하는 (24b)의 ‘두 책 

들’과 같은 구성이 성렵하치 않음이 지척된 것은 \1]교적 오랜 일이다. 그려 

나，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환 일이 없는 듯하다. 영어 

의 예와 국어의 예를 다음과 같은 구조적언 차이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16 

(25) a. *[NP[ADN 두][N 책 들JJ 

b. [[NP[ADN 두][N 책 ]그 [55 들]] 
C. [NP[QP two] [N books]] 

(25a)는 ‘두 책들’을 (25c)와 동일한 구조로 장청하여 본 것이다. (25a)가 

(25c)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국어에서 (25a)와 같은 

구조는 상청될 수 없다. 만약， 국어에 형태척 파생의 캡미사로서의 ‘들’이 

존재한다면， (25a)에서 [N 책들]과 같은 구성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25a)는 성렵하지 못한다. 이는 문제의 ‘들’이 명사가 아니라 명사 

16 (25)에셔 ADN(=ADNominal Phrase)는 관형사구를， SS는 통사척 파생의 
정미사플， QP는 양화사구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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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뒤에 연결되는 통사척 파생의 첩미사이다. 다른 어려움이 없다. 반면， 

영어에 있어 (25c)와 같은 구성이 성렵한다는 것은， (25c)가 통사적인 현 

상이 아니라 형태적인 현상임을 뭇한다. 통사적 성분 사이의 호응은 또 다 

른 현상이다. 국어에서 성렵할 수 있는 구성은 (25b)와 같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두 책’들의 복수를 뭇하는 구성이다. 다시 

다음과 같은 예들을 보기로 한다. 

(26) a. ??*[[[한 해 동안 나를 보살펴 준J[사람들-JJ들]이 고맙다. 

b. ??*[[저 사람들]들] 좀 봐 ! 

만약， 국어에 형태적 파생의 ‘들’과 통사적 파생의 ‘들’이 있어 그 존재 

성을 달리하는 것이라면， (26a, b)에서와 같이 형태적 파생의 ‘들’ 뒤에 다 

시 통사적 파생의 ‘즐’이 연결되는 구성을 상청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6a， b)는 아주 이상하다. 이는 적어도 형태적 파생의 ‘들’과 통사적 파생 

의 ‘들’이 중첩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이 이유를 우리는 그 기능상의 동 

질성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어 문법에서 혹 현의상 

‘들’을 형태적 파생의 접미사로 취급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예들은 형태 

적 접미사로 다루는 것이 보다 펀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17 ‘들’은 단지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로서의 자격만을 가지는 것으로 

상청하기로 한다. 이는 ‘들’은 N 이 아니라， NP 뒤에만 연결됨을 의미한다. 

가령 , (26a)의 ‘사람들’ 이 선행 관계 절에 의 하여 수식 을 받는다고 하더 라 

도， 그것은 ‘사람들’이 명사 구성이 아니라， 명사구 구성으로 관계절을 가 

짐을 못한다. 그 구조를 간략하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ss는 통사적 첩 

미사를 나타낸 것이다. 

(27) [5’ [5[NP e;] ... 보살펴 주-] [COMP-LJJ [NP[NP[N 사람iJJ [55들JJ 

(25a)와 같은 구성의 불가능성을 다른 측만에서 해석하면， 어떤 구성 안 

의 복수성은 (25b)와 같이 그 구성 밖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25a)에서 가령 [두 책]의 복수성은 명사구의 내적인 구조 안에서만 적 

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사구 밖에 ‘들’로써 나타내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그것은 하위절의 복수성이 상위절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동궤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17 이는 가령， ‘그플， 이플， 저들’과 같은 예는 통사적인 구성을 이룬 것이 아니 
과， 형대흔적인 구성으로 보는 것이 운볍 기술에 있어서는 더 현리할 수도 있음을 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형태론척인 파생으로 보는 것은 여천히 펀의상의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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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 캄냐는 [[아이들이 펀안히 놀]게]들 하였다. 
b. *냐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을 생각하였다. 

자명한 일이지만， (28a, b)가 결함을 가지는 것은 하위절 주어의 복수성을 

그 절 경계 바깥에 반영한 데 었다. 이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3a) 

의 운장 끝에 있는 ‘틀’이다. (28b)와 같은 예가 성렵하는 일은 없으묘로， 

(23a)가 액면 그대로 성렵한다면， 그것은 예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 

기서도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29) a. [그 사람이 좋아]들? 

b. [돈이 있어〕틀? 

c. [그 사람이 칩에 찾아왔어]을? 

(29') a. [당신들은 그 사람이 좋아]들 ? 
b. [당신들은 돈이 있어]들? 

c. [당신들은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들? 

(30) a. 꽉우리들은 그 사람이 좋아들. 

b. ?*우리들은 톤이 있어플. 

c. ??[야만인들이 음악을 좋아할까]들? 

(29a，""c)는 문장 밖에 ‘들’이 있다고 해도 비교적 잘 성립한다. ‘들’은 분 

명히 주어의 복수성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29a，，"，c)를 (29'a，，"，c)와 같이 

바꾸어 보면， ‘플’ 은 문장 속의 ‘당신들’ 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그것은 결코 평면적인 관련이 아니다. (30a, b)와 같이 ‘들’에 선행하 

는 것이 명서문일 경우， 그 성렵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담화의 출발에 (30a"-'c)가 쓰이는 것은 극히 제 약된다. 청자가 무엇인 

가를 알고 있어 야 하고 그런 상황을 화자가 의식하고 있어 야 한다. (30c)도 

의문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는 ‘들’ 관련 대상이 직 

접 발화 장면 속에 있을 때， 문장 경계 밖에 쓰이는 것이 자연스려움을 말해 

준다. 그것은 관련 대상의 의식을 개별적으로 문제상을 수 있는 창면이라고 

할 수 있a며， 의미론적으로는 그러한 관련이 상위문적인 역할을 하게 펀다 

고 할수 있다[이는 통사적인 71 저에 그러한 문장이 설정펀다는 의미가 아념 

을 주의하기 바란다J. 따다서， 문장 안의 어떤 성분이 가지는 복수성이 문 

장 밖에 아무런 전제도 없이 불규칙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3a)의 

문장 끝에 있는 ‘플’에 대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프 

리카인들은 음악을 좋아한다들’이라는 예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이는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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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척언 전체가 충족되지 못한 데 그 원언이 있다. 

구성 내부의 복수성이 그 경계 바깥에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해 보커로 한다. 장위 구성의 복수성이 다른 주체와 관련되는 하위 

의 구성에도 영향올 미치지 못하므로， 이 조건은 보다 확대될 수 있다. 

(31) 복수성의 상위 침투 금지 제약 

어떤 통사적 구성 내부에서 성렵하는 복수정은 그 구성왼 경계 바깜 

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예에 주목해 보커로 하자. 

(32) a. 학생 들은 모두들 집 으로 갔다. 

b. 학생들은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다. 
C. 훌학생 들은 모두들이 /모두가들 집 으로 돌아갔다. 

d *학생 들 모두들이 /모두가들 칩 으로 돌아값다. 

(33) a. 학생 들은 셋 이 그 일을 하였다. 

b. *학생들은 셋들이 그 일을 하였다. 

c. *학생들 셋들이 그 일을 하였다. 

(34) a. *[[학생들 셋]들] 
b. *[TOP학생 들은] [S[NP[ei 셋 ]들] 이 …] 

C. *[TOP학생들은] [S[NP[ei 모두]들]이 ... J 

(32c)는 박금자(1985)에 서 그 현 장의 특이 성 이 지 적 된 예 이 다. (32a)와 

(32b)는 아무련 이 상을 가지 지 않는데 , (32a)의 ‘모두들’ 과 (32b)의 ‘모두 

가’를 복합시켜 놓은 것과 같은 (32c)의 예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32) 
에서 주목되는 것은 ‘모두’가 양화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이며， 그런 한 

에 있어 그 구성의 특이성은 (33)의 예들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b)는 (33a)와， (32C)는 (33b)와， (32d)는 (33c)와 그 구성 적 특정 이 같 

고， 문법성 판단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모두’는 

(32a)에서와 같이 부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데 대하여， (33)의 ‘셋’은 그러 

한 용볍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33c)의 ‘학생들 셋들’과 같은 

구조를 (34a)와 같이 나타내 보기 로 하자. (34a)가 부적 격 하게 되 는 이 유는 

자명하다. (31)의 제약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32c)와 (33b)의 文頭 ‘학 

생플은’이란 표현은 ‘모두들이/모두가플’이나 ‘셋들이’와 같은 구성 속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양화적 요소와 관련되는 양상은 (34b) 
(34c)와 같이 나타내 본다면， 그 의미론적인 관련이 (32a)와 다른 것이 아 

넙이 드러나게 된다. 그들도 (31)의 조건을 어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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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a)와 같은 구조의 부척격성은 궁극적으로 ‘들’이 형태적 파생에 관여1 

하는 요소가 아니 라， 통사적 파생 에 관여 하는 요소임을 의 마한다. 만약， 

(34a)의 구성 밖에 있는 ‘들’이 구성 전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직접 선행하는 수사 ‘셋’에 대하여 작용하게 펀다면， 그와 같은 구성 

이 부적격하게 될 이유가 없다 18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국어의 조사와 어마에 관한 운제이다. 국어의 

조사나 어마가 형태흔적인 파생의 첩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 

실이 못 된다. 이를 곡용이나 굴절의 접며사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어 왔음 

을 우리 는 알고 있다 19 그러 나， “션행 체 언”에 조사가 연결되 는 것， 또는 

“선행 동사”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냐 어말 어미가 연결되는 것은 과연 무슨 

관계인가? 우리는 이러한 관계도 통사적 파생의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보려 

고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조사나 어미가 체언이나 통사에 연결되는 것이 

아닝을 분명히 하기로 한다. 

(35) a. *[[어제 온][사람에게]] 

b. [[어제 온 사람]에게] 

(36) a. Wo wohnt seine Tante? 

b. [[seineJ[+nom case] [TanteJ [+nom c.se]] 

(37) a. [5’ [5 어제 오-J [COMP- L J [NP 사람JJ 

b. [5’ [5 철수가 오-] [COMP-고]J [5[5영회가 오-][55-았-JJ [COMP
다J20 

C. [5’ [5 철수가 오-J [COMP-다가JJ [5 [5영희가 오-J [55-았-JJ 

[COMP-다] 

d. [5’ [5[5 철수가 오-] [55-았-]J[COMP-다가JJ [5[5영회가 오-J [55-

았-JJ [COMP -다] 

조사가 “체언”에 연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술 방식이기는 하나， 보다 

18 여기서 우리는 주어나 주제와 관련되는 ‘플’이 문장의 어떠한 성분 뒤에 복사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24) 나 그 확대 제약이 척용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해 볼 수 있다. (i) ‘들’ 
은 주어나 주제의 직정 지휘 (command) 영역 안에 있는 성분 뒤에만 복사될 수 있다 

[여기서 ‘직정 지휘 영역’이란 (24)의 제약을 지키는 영역을 말한다J. (피) ‘들’은 문 
법적인 형태소 사이에는 쩍-사펼 수 없다. (iü) ‘들’은 다른 명사구의 관형 성분에는 
복사될 수 없다. 

19 이는 Ramstedt (1939)냐 이기푼(1961) 및 안병희 (1961) 등에서 suffix 또는 “격 
정미사” 또는 “주체 경양볍의 전미사”와 같은 표현이 사용펀 것을 염두에 두 것이다. 

20 졸저(1987a)에서는 문장 구성에 선어말 어마가 연컬된 것을 S'로 상정하였으냐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는 운장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鏡홉￥的 ~生에 대하여 187 

정밀하게 말한다면， 초사가 연결되는 것은 명사구이다. (35a)와 같은 구성 

은 국어에서는 절대로 성립하는 일이 없다. 이는 가령 (36)의 독얼어에서 

주어 seine Tante에 격이 1 통사적으로 배당된다면， 그 격이 그 구성의 주요 

성분에 삼투될 수 있고， 또 삼투되어야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현상이다. (36b)는 (36a)의 각 성분에 상워 성분의 격 자질이 삼 

투됨을 보인 것이다. 격 자질이 단지 표제 (head)에만 삼투되는 것만이 아 

닌 것이 특이하다. 형용사가 격에 따흔 굴절을 보이지 않는 영어에 었어서 

는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에 격 자질이 삼투될 필요가 없을 따름이다. 원리 

척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무위 척용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 

러나， 국어에서는 명사구의 수식 성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척이 그 표제 성 

분에 삼투되는 일도 없다. 

(37a， b)에서도 우리는 국어의 선어말 어미가 단지 동사에 어간에만 연결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이루는 선행 문장 전체에 걸리는 것으로 상정하 

였다. 이러한 구조는 관계절이나 기다 보문 구성 또는 접속 구성 등에 일정 

한 서법 어미를 상정한 뒤에 다시 그것을 삭제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삽업하 

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게 한다[이에 대해서는 이익섭 외 

(1983)올 참조하기 바란다J. 이 러 한 이 폰 내적 언 이 첨 외 에 도. (37b)에 있 

어서는 통사적 첩미사로서의 ‘-았-’을 상청할 경우에는 ‘-았-’이 선행 첩속 

문에 참재해 있다거나 삼투된다거나 션행 접속운의 ‘-았-’이 이동했다거나 

하는 등둥과 같은 불펄요한 절차를 상갱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았?’ 은 션 

행 문장 전체에 대하여 그 의마론적 작용을 마치는 것이며， 션행 문장과 후 

행 문장과의 사이에는 접속 어마 또는 보문자[여기서는 보문자로 설정하였 

다]의 의미기능이나 화용폰적 고려에 따라 두 사건의 시간적인 션후 관계가 

결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37c， d)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37c)는 선 

행 사건이 완료된 상태일 수도 있고 완료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 데 대하 

여. (37d)에서는 그것이 완료된 상태로만 해석된다. 어느 예에서나 후행철 

에 들어 있는 시제 형태가 선행절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연， 

적어도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해석이 얻어질 것이다. 용언의 경우， 션어말 

어마를 통사척 파생으로 설정한다면 이른바 “활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례‘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와 

같이 어간에 어미가 연결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고， 어마에 션어말 어마 

와 어말 어미를 설정할 경우는 ‘-았다다았으나았으니’등이 연결되 

는 것을 모두 “활용”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냐， 얼단 ‘-았-올 통 

사적 파생 접며사라고 할 째， 우선 “활용”에는 어말 어미만을 관련 대상으 

로 선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마에서 국어에서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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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펀의상의 개념일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활용”은 형태론적인 개 

념이지 통사적인 개념은 아니기 째문이다. 

이러한 성격은 그 자체로서 (5b)의 통사척 파생에 관한 청의적 속성을 만족 

시킨다. 초사나 선어말 어미는 단어적인 요소에 연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통 

사적인 우성에 연결되는 것이다. (5a)의 성격 자체는， 조사나 션어말 어마가 

실질척인 어휘적 의미를 가진 어휘척 요소가 아니묘로， 그 성격은 자명하다. 

다시 다음의 예들올 보기로 하자. 

(38) a. 철수록분턴 온 펀지 

b.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철수푼헌흔 하였다. 

C. 철수엔겐선호단(펀지가 왔다) 

d. 철수운던렌겐 (물어 보았다) 
(39) a. ?나는 어 제 그 일올 하느라고 죽켈청단/률죽컬켈다. 

b. 아버넘께서 말씀하시요니/말씀하온진니/??말씀하잔윷좌온잔니 
C. 좋던좌니>향시더니 

d. 좋으흘잔니 >하신흐흐니 

(38a"，d)는， 조사의 연결 순서에 어떤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연결에 

철대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넘을 보인다. 이는 조사의 연결이 통사적 구성 

의 성격을 가짐을 의미한다. (38a)와 (38b)의 밑줄 친 부분의 구성적 의미 

가 다른 것은， 조사가 동일 체언에 평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 2 

차적언 조사는 제 1 차적인 조사 구성 전체에 대하여 그 의마가 작용되게 됩 

을 의미한다. 동일한 특성이 선어말 어미 구성에 대해서도 찾아질 수 있다. 

(39a)에서 ‘죽겠었다’는 다소 그 성렵이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 

렵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일 운맥에서 ‘죽었겠다’ 

는 철대로 성렵하지 않기 때문이다. (39b)에서와 같은 션어말 어마 구성도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39c, d)와 갇은 변화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 

약， 국어의 선어말 어미의 연결 순서가 절대적으로 고갱적언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선어말 어미의 순서가 바뀌는 것과 같은 역사적안 변천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선어말 어마의 연결에도 순서에 관한 어떤 경 

향은 있는 것이지만， 절대적인 순서라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절대적 

인 순서가 있다면， 역사적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요소들이 고청 

적인 순서를 가지지 않는 구성을 형태론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21 

21 이와 같은 현장 및 뒤에서 다루어지는 어마의 대해서는 부분척으로 1988년 2 
월 12얼 한국언어학회 겨울 연구회의 토흔회에서 “국어의 활용에 대한 통사척 기술” 
이라는 제목으로 다룬 바 있다. 



鏡蘇的 派生에 대하여 189 

어미의 성격에 관하여 위에서는 주로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만 주의를 보 

았다. 어말 어마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들도통사적 파생의 접미사 외의 다 

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서볍 어미나 보문 어 

미 또는 접속 어미 둥 어느 것이든 선행 운장 전체의 구성이나 의미에 대하 

여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은 어말 어미를 선행 문장 전체에 

대하여 통사적인 파생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상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효과 

적업을 의미한다. 또한， 논리적으로는 선어말 어미가 이루는 구성을 위에서 

와 같이 이마 동사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 어말 어미는 선어말어미 뒤에 연 

결되는 것이묘로， 그 자체가 이미 통사적인 구성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행 형태가 이며 선행 문장 전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 그 뒤에 오는 형태가 션행 문장의 용언에 대해서만 작용하게 된다는 것 

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다흔 근거의 하나는 어말 어미라고 하여 운 

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말 어미 뒤에는 다시 다 

른 요소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만을 보이기로 한다. 

(40) a. 철수가 노래를 부른단다. 
b. 철수가 옵니다요. 

C. 오늘은 집 에 있잣구나. 

d. 그 사람이 온다며? 

e. 그 사람이 이 런 곳옐 오다니 ! 

(40a)의 ‘-1-다’ (40b)의 ‘-요’ (40c)의 ‘-구나’ (40d)의 ‘-며’ (40e)의 

‘ 니’ 둥은 문장이 끝난 뒤에 다시 연결된 형식이라는 의마에서 “초문미” 

또는 “문마 외적인 문미”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좋고(1981) 참조. 권 

재일(1983)에서는 ‘강조법’이다J. 단， 동사 ‘하-’의 생략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은 제외된다. “초문마”는 일단 문장이 끝난 뒤에 연결된 형식들이 

묘로， 형태흔적인 파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적어도 문장이라는 의마에서 이들은 통사적인 구성 뒤에 연결된 것이며， 이 

로써 통사적 파생의 정의적 속성 (5b)를 만족시킨다. 다른 의마에서 만약， 예 

의 ‘-구나니며’ 둥과 같은 어말 어머 형식아 본질적으로 통사적인 구 

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형태론적인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40c， d， e)와 같은 구성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의 어말 어미 

들은 통사적 파생의 첩미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과 의의 

‘파생’이란 본질적으로 형태론적언 개념이나， 국어에는 분명 형태론적인 

파생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접미사척인 요소가 존재한다. 형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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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이라는 것을 첩사적인 요소가 형태소나 단어에 연결되어 또 다른 단어 

를 만들어 내는 과청이라고 이해할 째， 우리의 정미사는 통사적 구성 뒤에 

연결되는 것올 두드러진 특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우리는 “통사척 파 

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관련 첨미사적인 요소들을 “통사적 파생의 

첨미사”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형태흔척언 첩미사들은 “어휘 고도 제약”에 

지배를 받는 반면， 통사적 파생의 첩미사들은 “어휘 고도제약”을어기는일 

이 있음은 그 구정이 형태흔척인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것엄을의미하는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그 가장 전형적인 예들올 출발점으로 하여 궁극 

에는 국어의 조사나 어미가 이루는 구성이 통사척언 파생 구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국어를 언어 유형흔적인 분류상 “교착어”에 속한다고 할 째 그 가 

장 두드러진 특정은，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들의 경계가 명확하며 그형식 자 

체가 고정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해 왔으나， 본 논의를 동하여 도 

달한 보다 본질적인 특정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어휘적인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굴절어”는 통사적 과생의 존재는 드물거나， 있다고 하더라도형태흔적인 것 

a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본고는 언어 유형론에 대 

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형태흔적 파생에 있어서 

교착어나 굴절어나 고렵어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 

이 다[언 어 유형 흔에 대 해 서 는 ]espersen(l964) , Comrie(l981), Mal1inson 

and Blake(1981) 둥이 참조된다]. 
둘쩨， Chomsky(l981, 1986a, b)등에서 액스-바 이론은 언어의 보펀 문볍 

(UG)속에 들어 있으나， 언어 유형 상 교착어 에는 통사적 파생 이 라는 구성 이 

지배적인 운법 구조의 하나가 되는 한에 있어， 교착어는 엑스-바 이’폰을 청 

면으로 위배하는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연 구조의 예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이러한 구조의 하나가 제시된 것은 

Hale and Platero (1986)이 다J. 

(41) a. [1 [NP…J [S5 ..• JJ 
b. [1 [S ..• J [SS .•• JJ 

(41a)는 영사구 뒤에 통사적 파생의 정미사(SS)가 오는 예를 보언 것이며， 

(41b)는 문장 뒤에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가 오는 예를 보인 것이다. 액스-바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구성의 장위 법주 ?는 표제보다 바-하나가 더 많은 

구성이 된다 이러한 논리를 (41a， b)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41a)의 ? 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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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S'가 될 것이며， (41b)의 ? 뱀주도 SS'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접미사 
가운데는 선행 어기의 통사적 법주플 바꾸는 것도 있고 바꾸지 않는것도 있 

다. 따라서， 풍사적 법주플 전혀 바꾸지 않는 접마사 구성에 대하여 그 상 

위의 법주를 선행 구성과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 째， 국어 의 조사 구성 을 때 로 PP(Postpositional Phrase)와 같이 설청 하 

는 일이 었으나， 이러한 법주의 설정도 위의 논리에 따라야한다. 초사가션 

행 명사구의 법주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범주가 상위 법주로 설정되 

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PP 법주의 상청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 

조사 구성이라고 하여 DP(Delimiter Phrase)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조사는 선행 명사구의 법주적 성격을 변화시킴이 없는 것이기 때문 

이다[이에 대해서는 졸저 (1987)에서 다푼 바 있으나 내용에는 달라진 부분 

이 있다]. 

넷쩨， 국어의 격을 어떻게 절청하는가 하는 운제는 형태론척인 어형 변화 

의 법렬에 의하여 결갱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게 된다. 명사구에 격조사가 

연결되는 것도 통사적 파생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으로， 국어의 격조사는 엄 

격하게 인구어적인 의미의 격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운이다. 따라서， 

국어에서의 격 법주의 섣청은 어떤 요소의 분포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운법 

기술의 펀의장의 문제로 환윈된다. ‘보다’나 ‘쳐렴’를 비교격으로 섣청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른 데에서는 해답이 올 수 없다. 

다섯째， 선어말 어미도 통사적 파생에 관여하고 어말 어미도 통사적 파생 

에 관여하는 것이라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 

다. 통사적 구조의 유형은 동일하나， 그 기능상의 차이는여전히 남는다. 따 

라서， 그 기능을 중심a로 하는 분류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 

말 어마흘， 그냥 어말 어마대로 설청하느냐 보문자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 

는， 그 분류의 기준이 형태론척인 것인가 통사척인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 

결된다. 우리가 본 바로는 어말 어미는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것이묘로， “어 

말 어미”란 개념은 펀의장의 개념일 가능성이 많다. 통사론에서는 문장 어 

미란 명명이 더 적합하다. “보문자”는 통사적인 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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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Syntactic Suffixation in Korean 

Hong-pin 1m 

Obviously, suffixation is one of the morphological processes which makes 

lexical derivatives by attaching dependent forms to lexical bases. This 

means that morphological derivational suffixes should be attached to 

‘lexical’ bases, and that the products of morphological derivation should 

be lexical units or other lexical bases. It is also self-evident that the 

semantic effects of morphological suffixes involve the semantics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exical bases. We accept these three conditions as 

defining characteristics of morphological derivation. 

In Korean, however, we come to recognize the presence of some peculier 

suffix-like dependent forms showing different behaviours from typical mor

phological suffixes. Among such dependent forms are tul (a plural marker 

which performs the semantic function of individuating a generic entity), 
ssik (a marker adding distributive meaning to a plural entity), 상ir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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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 playing a semantic role of making a plural entity into some small 

inner closed circle) , kkae (a marker denoting ‘aroundness’ after quantifying 

expressions), and a kind of -tap- (a derivative suffix which makes an 

adjective-like predication from NP and indicates that the subject has the 

quality of just described entity). These dependent forms especially verbal 

endings, prefinal endings, so-called case markers and delimiters, cannot be 

described as the ones participating in morphological proc~sses. Firstly, they 

are not attached to lexical bases, but to syntactic constructions. Secondly, 
their products cannot rigidly be characterized as new lexical units or bases. 

Thirdly, their semantics sometimes does not operate on the immediately 

preceding elements, and sometimes the derivational results are not strictly 

independent words or lexical bases. 

The procedure just described could be called ‘syntactic derivation (SD). ’ 
SD explains many strange phenomena involved in Korean syntax and sheds 

some light on linguistic typology. Especially, it is pointed out that the 

case marker in Korean should remain as a case marker after an NP. The 

case feature of an NP never percolates into the head noun, contrasted 

with the Indo-European cases. This means that, in Korean, cases are not 

abstract cases, not like the ones postulated in the Chomskyan school. A 

syntactic function carrier in nature determines the syntactic function of a 

syntactic construction, just as a morphological suffix determines the cate

gory of morphological derivatives concerned. The same is true for verbal 

endings and prefinal endings in Korean syntax. In addition, since the 

category of a syntactic construction is to be determined by syntactic deri

vational suffixes, which does not imply that the only means of determining 

the syntactic category is SD, X-bar theory plainly fails at least in Korean 

syntax. In the light of SD, the position that views the category of NPs 

with some postpositions (case markers) in Korean as PPs (postpositional 

phrases) also ie not tenable. It is simply because that what determines the 

syntactic category of a construction is the nature of syntactic derivational 

suffixes. 

How many and what syntactic categories should be set up in Korean 

syntax is an empirical question, which is to be determined by the consider

ation of syntactic function of suffixes and of explanatory convenience of 

syntactic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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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functions of the elements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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