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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기준

0. 1. 이 글은 1 한국어 형용사 문장 구조의 가능한 모든 유형을 형용사
어휘 요소 전체에 대한 조사를 풍해 귀납적으로 제시하고， 각 유형들을 통

사척으로 분류， 분석한다는 ‘어휘 통사론’ (Lexique-Grammaire) 2 의 업장에
서

시도되였다.

여기셔

논의의

초점이

된 ‘심리

형용사’( adjectif psycho-

Iogique) 류는 따라서， 형용사 구문의 형식척 유형에 의해셔 재정의된 개념
임을 밝힐 펼요가 있으며， 이것은 한국어의

형용사 어휘 전체를 그것들이

실현되는 문장 유형의 형태에 따라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우리들의 작업의
한 일부가 된다.

우리의 작업에 있어서， 한국어 형용사의 기본 문장 구조는， 각 형용사 어
휘 요소가 요구하는 보어 (complément) 의 형태에 의해 분류되었다. 예를 들
어， 형용사 ‘비슷하다’와 같은 경우， ‘인아의 이야기는 민우의 이야기와 비슷

하다’에서처럼 ‘와(파)’ 보어의 존재는 펼수척이어서 이 보어가 삭제되거나
또는 다른 보어의 형태로 실현되면， 그 문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인아의
이야기는 비슷하다j* 언아의 이야기는 (민우의 이야기에

+

민우의 이야기

로) 비슷하다). 형용사 ‘비슷하다’는 그러므로 ‘와’ 보어류에 의해서 특정지

어질 수 있는 ‘ NO Nl-와 Adj ’ 유형의 형용사류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문제삼는 형용사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이 글은 1991 년 10월 제 10 회 Colloque Européen sur la Grammaire et le
Lexique comparés des Langues Romanes (Evry) 에서 구두로 발표된 바 있으며，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Amsterdam; J. Benjamins B. V.) , 1993, X vn : 1 에

불어로 게재될 예정이다. 이 글에 도움을 주신 흥재성 선생념께 감사를 드린다.
2

‘어휘 통사론’의 방법론적 정의는 M. Gross (1 975) 에서 자세히 논의되였으며， 한

국어의 경우 홍재성(1 987) 에서 동사 구문의 연구에 이미 적용，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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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끼. 그들의 지나친 간섭은 민우에게 몹시 짜증스러웠다.
L. 언아의 갑작스런 출발이 진오에게는 무척 섭섭했다.

위의 형용사 구문은 형식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창 구조를 이룬다.

(2) NO

N1-에

Adj

실제로 (2) 와 같은 문창 유형을 이루는 형용사류를 살펴보면， 하나의 단일
뱀주로 분류되기에는 통사적으로나 의며적으로 너무나 이절척이어서， 이러

한 차원의 형식적 분류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다음의
형용사들도 모두 (2) 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3) 끼 . 연주회장에 관객들이 아주 조용하다.
L.

언아는 친구들에게 아주 극진하다.

c.

민우가 그 일올 얻는 것이 인아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이때， 이 ‘에’ 보어들의 속성은 획일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용사들 자
체도 동일범주로 처리되기에는 의미척， 통사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1)의 형용사들이， (2) 의 문창 구조에 규칙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다음 (4) 와 같은 문장 유형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4) N1

NO-.로

Adj

즉， 이 구조는 (2) 에서와 동일한 논항들을 내포하되， 그 논항들의 문법적
기능이 서로 교차되어 있다. (2) 에서 보어인 N1 은 (4) 에서 주어 자리에 나
타나고， (2) 에서 주어인 NO는 (4) 에서 보어 자리에 분포되어， 문장 (2) 와

(4)

사이의 일정 ‘동의관계’ (rapport

de

synonymie) 가 성립된다. 여기서 동

의관계란， 어휘척 차원의 의미변화는 없이， 양태 (modalité) 변에서의 변이가
폰재하며， 그 경우， 그것이 각 쌍들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일캠는다. 따라셔， (1) 의 문장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동의관계의 문창들이
관찰된다.

(5)

Î.

민우는 그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몹시 짜증스러웠다.

L. 진오는 언아의 갑작스런 출발로 무척 섭섭했다.

이것은 (3) 에서 나타난 형용사들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문창 구조이다.

(6) 끼*연주회장이 관객들로 아주 조용하다.
L. *친구들이 언아로 아주 극진하다.

c.

*인아는 민우가 그 일올 얻는 것으로 아주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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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짜증스렵다’， ‘섭섭하다’가 (1)과 (5) 의 두 문장 구조를 성렵시키는
점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
다. 즉， ‘짜증스러움’， ‘섭섭함’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경험자’

와 또 그러한 심리적 경험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원인적 요인’ 각각이 논리

적으로 그 술어에 대한 기술 대상인 ‘주어’로 설현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그런데 다음을 보자.

(7) 끼. 민우에게는 인아의 그런 태도가 아주 불안스러웠다.
L. 민우에게는 인아의 그런 태도가 아주 사랑스러웠다.

두 논향 사이의 논리척 관계는 (7) ，에서와 (7)L 에서 아주 유사하게 나타

난다. 그런데 (7) ，이 다음과 같은 교차 구문을 허용한다면 (7)L 의 경우
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8)

기. 민우는 인아의 그런 태도로 아주 불안스러웠다.

L. *민우는 인아의 그런 태도로 아주 사랑스러웠다.
여기서， 비록 직관적인 차이를 느낀다 하더라도， (8)L 의 문장의 비문성을

(8) ，과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차라리 각 형용
사 어 휘 요소들이 갖는 어 휘 적 (lexical) , 통사척 (syntaxique) 특이 성 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정에서 우리는 위의 (2)-(4) 의 통사 관

계를 용언하는 형용사류를 그 의미척 속성에 의해 가정하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각 어휘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언 검증을 통하여 정립하고자

하였다 3

위에서 형식적 기준이 된 (2)-(4) 의 두 문장 유형을 다시 척어

보면 다음과 같은데，

3

앞의 (7)-(8) 에서 나타난 ‘사랑스럽다’와 같은 류의 형용사들의 예를 더 들어

보면 다음에서와 같이 ‘그렵다’， ‘법다’， ‘싫다’와 갇은 것들이다.

(i) ' . 민우에게는 어린 시절의 고향이 한없야 그리웠다.
L. 인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웠다.

c. 진요에게는 그 일이 무척 싫었다.
이들은 모든 ‘에’ 보어를 취하며， 그때 두 논항 사이의 관계도 ‘짜증스렵다’， ‘불안
스렵다’ 등과 같이 심리적 경험에 대한 ‘원인자’와 ‘경험자’와 같은 관계로 설청되
어 있는데， 모두 다음과 같은 ‘로’ 보어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ii) 끼*민우는 어련 시절의 고향으로 한없이 그리웠다.
L. *언아는 세상 사람들로 다 미워졌다.
c. *진오는 그 일로 무척 싫였다.
위의 (ii)와 같은 통사 구조를 용언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의미적으로 논항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보이는 일련의 형용사들올 우리는 ‘평가형용사’ (adjectifs

évalua“fs) 라는 부류 (classe) 로 분류하였다. 이 형용샤 부류의 형식적 기준과 그
특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한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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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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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
Adj

우리는 바로 이러한 통사적 관계에 의하여 정의된 형용사 부류 (classe) 를

‘심 리 형용사’로 부르기로 한다.

0.2.

다음을 보자.

(10)

가. 그런 점이 인아에게 뛰어나다.
L.

인아는 그런 점으로 뛰어나다.

(1 1) ' . 별들이 북쪽 밤하늘에 가득하다.
L. 북쪽 밤하늘이 별들로 가득하다.

(10) , (11)에서 나타난 형용사들은 위의 (9) 의 통사적 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는데， 이때 이 형용사들을 특징지어 주고 있는 보어들의 속성 (nature) 은
앞서 살핀 (1 )-(5) 에서의 보어들의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1 0).

과 (1 1) 기에서 나타난 ‘에’ 보어들의 경우，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 명
사 NO와 일종의 ‘부분-전체’의 관계， 또는 ‘장소’와 ‘그 곳을 점유하고 있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N1-에

NO

〈그림 1)

이러한 의미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는 (1 )-(5) 류의 형용사들
의 논리적 관계와，

|

NO

~

déclencher
[sentiment]
εprouver

〈그림

2)

>|

N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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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구별된다. 즉 (1 0) , (1 1) 에 나타난 ‘에’ 보어들의 경우는 결코 언
물명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점에서 (1 )-(5) 의 형용사들과는 우선 구별되며，

(1 0) 의 경우와 같이 ‘에’ 보어에

인물명사가 실현된 경우 ‘에’ 보어 명사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인물 명사에 의한 속격구문이 주어자리에 삽입될 수 없

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중의 하나이다. (1 0) 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을 관찰할
수 있다.

(1 2)

ï . *민우의 그런 점이 언아에게 뛰어나다.

L. *언아는 민우의 그런 점으로 뛰어나다.

이것은 두 논항 ‘그런 점’과 ‘인아’ 사이의 논리척 내포 관계가 ‘민우’라는

외재적인 다른 명사의 개업에 의해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에’
보어 자체가 주어 명사 NO와는 이미 ‘배타적 관계’로 형성해야 하는 (1)-

(5) 류의 형용사 구문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다음 형용사 ‘만족스렵다’
는 (1 )-(5) 류와 같은 부류의 형용사로 분류될 수 있는데，

(1 3) 기. 민우의 그런 점이 언아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L. 연아는 민우의 그런 점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1 2) 의 형용사 ‘뛰어나다’ 구문과는 이런 점에서 구별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논
리적 내포 관계’나 ‘논리적 배타 관계’라는 개념만으로써는 위의 형용사들의
차이를 지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것은 각 형용사 어휘 요소들이 내재적

으로 지니고 있는 통사척 자질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1 3) 의 경우， 주어 논향의 속격 구문 ‘민우’는 ‘에’ 보어의 ‘인아’와
동일언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 3) 의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를 형성한다.

(1 4) 끼. 자기의 그런 점이 인아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L. 인아는 자기의 그런 점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이 형용사가， 형용사 ‘뛰어나다’의 (1 0) 의 경우처럼 속격 구문이 나
타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게 되면， 이때 두 논항 사이의 관계에

는， (1 0) 에서와는 달리 ‘내포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배타적 관계’가 전제
된다.

(1 5) 끼. 그런 점이 인아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L. 엔아는 그런 점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형용사

‘뛰어나다’에 있어서는 위와는 정확히 상반된 제약 관계를 발견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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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가령 (1 2) 의 구문의 비문성을， 논리적으로 위배되는 ‘민우’의 인물

명사의 존재에 의한 것이라 가정할 때， 그것이 ‘에’ 보어 명사언 ‘인아’와 동
일언을 지칭하게 되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 예는 재귀대

명사 ‘자기’를 통해서 ‘그런 점’과 ‘언아’ 사이에 논리적 내포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나다’ 구문은 여전히 비문임을 보여준다.

(1 6)

1 . *자기의 그런 점이

언아에게는 아주 뛰어나다.

L. *언아는 자기의 그런 점으로 아주 뛰어나다.

이와 같은 관찰은 형용사 ‘만족스렵다’， ‘뛰어나다’들이 각 논항의 통사적
언 특성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형용

사 ‘만족스렵다’는 속격 구성의 명사구， 즉 보문 (complétive:

(Qu P) 로 약

칭함) 구조를 주어로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뛰어나다’류와 구별된다고
할 수 었다. 위의

(13) 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문 구조를 상정해

볼 수 었다.

(17) 가. 민우가 그런 점을 지난 것이 인아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L. 인아는 민우가 그런 점을 지닌 것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속격 구성의 명사구와 보문 구조 사이의 대응 관계는 대체로 규칙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으로， (18) 의 구문들을 용인하는 ‘섭섭하다’의 경우， 버록 보문
논향이 덜 자연스러운 문장을 유도할지라도 (1 9) 와 같은 두 문장 유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언다.

(1 8) 끼. 민우의 갑작스런 출발이 인아에게는 아주 섭섭했다.
L. 인아는 민우의 갑작스런 출발로 아주 섭섭했다.

(1 9) 끼. 민우가 갑작스럽게 출발한 것이 인아에게는 아주 섭섭했다.
L.

인아는 민우가 갑작스럽게 출발한 것으로 아주 섭섭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로부터， 위에서 버교한 두 가지 형용사류를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였다.

NO

N1-에

Adj

= N1

NO-로

Adj

(20)
(21)

(Qu P)O

=
4

N1-에

(NO

추

Qu P)

Adj

N1 (Qu P)O-로 Adj

4

심리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déclencher) 원인으로서의 보문 (Qu P) 논항과 그

심리적 감청을 경험하는 (éprouver) 주체로서의 인물 명사 (N1) 논항이 (21) 의 두

문장에서처럼 각각 ‘심리 형용사’의 문법 주어로서 나타날 수 었다는 점은 통사적
으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불어의 경우 이와 같은 통사적 특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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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에서와 같이， 보문 논향을 허용하지 않는 두 문장 사이의 통사척 동의

관계에 의하여 정의된 형용사류는， (21) 과 같이 보문 논향을 허용하는 형용
사류에 대하여 통사척，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는 이 형용사 부

류 (classe) 를 잠정적으로 ‘장면 형용사’ (adjectif scénique) 5로 명명하였다 6

(Nam Jee-Sun 1992a).
보이는 형용사류는 한국어에 있어서처럼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반면 M. Gross (1 975) 에서 ‘심리 동샤’ (verbe psychologique) 류로 정의된 다음과
창은구푼의 동사들은，

(i) (QU

P)O

V

두 분사 형태 (participe

Nhum
présent/participe

passé) 를 통하여 우리의 심리 형용사류

와 유사한 문창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즉 (i)의 V의 현재분사에 의한 구

조가 다음과 같다면，

(ii) (Qu

P)O être V-ant pour Nhum

(i)의 V의 과거분사를 통한 수동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iii) Nhum

être V-pp (par+de)

(Qu P)O

예를 들면 (i) 의 동사 구문에 대해서，

(iv) Que Marie parle tout le temps fatigue Paul
다음의 (v), t피과 같다.

(v)
(띠)

Que Marie parle tout le temps est fatigant pour Paul
Paul est fatigué par le fait que Marie parle tout le temps

이때， ‘현재 분사 술어’ (être V--ant) 와 ‘과거 분사 술어’ (être V-pp) 는 바로 한국

어에서 하나의 단일 형용사 유형에 대응되는데 (즉， ‘피곤하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 형용사류’에 대한 통사적 정보의 기술은 한국어 통사 사전에 중요한 한 부
분을 이룰 뿐 아니라， 나아가 한불사전류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에 있어서
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다음과 같이 형용사 ‘피곤하다’는，
쩌i)

.,.

(QU P) être fatigant

L.

Nhum être fatiguε

와 같은 불어의 두 가지 술어 유형 (être fatigant/être fatigué) 에 대응시켜야 한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 심리 형용사로 청의된 형용사 술어들
의 불어와의 대응 관계는 분사 형태에 상당 경우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불어 술어의 기술을 보면，
로， 때로는 현재분사류의 해석만으로 불규칙하게
있다. 위의 ‘피곤하다’의 경우를 보면 인물 명사를

대응되는데， 한불 사전류에서의
때로는 과거분사류의 해석만으

나타나고 있는 컷을 관찰할 수
주어로 하는 ‘ être fatiguε’의 구
조만이 대응되고 있으며， ‘난처하다’와 같은 경우를 보면 반대로 보문 논항을 주어
로 하는 ‘ être génant’의 구조만이 대융되고 있다.
5 이 형용사들의 얼부는 J. -P. Boons; A. Gui!let; Ch. Leclξre (1 976) 에서 정의된
standard-croisé 의 문창 구조를 이루는 일련의 동사톨과， 흥재성(1 987) 에서 정의
펀 ‘교차 장소 보어 구문’의 동사류들과 상당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6

두 논항 사이의 논리적 판계가 각각 일종의 ‘내포’ 관계와 ‘배타’ 관계로 형성

되어 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제시해 주는 (20) 과 (21) 의 문창 유형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또 하냐의 문장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즉， (20) 의 형용사류의 얼정
수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허용하는데，

(i)

(N1-의

NO)

Adj

(21) 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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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 같은 통사 관계에 의하여 정의된 형용사류는 이 글의 논의의 출

발점이 된 ‘짜증스럽다’， ‘섭섭하다’， ‘만족스럽다’와 같은 유형으로， 우리의
형용사 목록 (Nam

Je e-Sun 1991a) 으로부터 각 어휘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을 통하여 약 200 여 개의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형용사‘부류는
‘통사적으로’ (21) 의 구조적 관계를 용언한다는 특성으로 정의된 것들언데，
의미척으로도 서로 유사한 속성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앞서 이미 살핀 바
와 같이， 보문 (Qu P) 논항에 의해서 유발되어， 인물명사 N1 에 의해 경험되

는 ‘심리척 상태’ (état psychologique) 를 표상하는 것으로 7 바로 이러한 의
미적 자질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이

형용사 부류를 ‘심리 형용사’ (adjectif psychologique) 로 명명하였다 8
(i i) *(N1-의 (Qu

P)O) Adj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ii) 기. 그런 점이 언아에게는 뛰어나다.
L. 인아는 그런 점으로 뛰어나다.
t::. 인아의 그런 점이 뛰어나다.

(떼 기. 민우의 그런 점이 인아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L.

언아는 민우의 그런 점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t::. *인아의 민우의 그런 점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20) 류의 형용사들에

있어 (i)과 같은 재구성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iii) 의 경우 두 논항이 ‘부분-전체’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다음 (v)의 경우 두 논항
은 ‘장소’와 ‘그 곳을 정유하고 있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보이는데， 대체로 이
경우 (i)과 같은 속격 구성이 불가능하다.

(v) ' . 별들이 북쪽 밤하늘에 가득하다.
L. 북쪽 밤하늘이 별들로 가득하다.
t::. *북쪽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하다.
(i)의 문장 유형은 따라서 (20) 의 기준에 의혜 정의된 ‘장면 형용사’류를 다시 하
위 분류하논 데 하나의 중요한 통사적 기준이 된다.

심리 형용사의 두 구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부러’， ‘마지못해’와 같이 의도
d’ intentiona1ité )를 삽입할 수 없는 점은，
(i) ' . 철없는 언아가 민우에게는 늘 걱정스러웠다.

7

성 부사 (adverbe

L. 민우는 철없는 언아로 늘 걱정스러웠다.
*철없는 인아가 민우에게는 일부러 늘 걱정스러웠다.
L. *민우는 철없는 언아로 마지못해 늘 걱정스러웠다.
이 형용사류 술어의 어떤 의미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즉， (ii)의 어떠한 문법 주어
도 ‘행동성’을 지난 주어 (sujet actif)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하는데， 이런
점에서 심리 형용사류는 아래와 같은 형용사들로부터 구별된다.
(iii) ' . 인아는 그 남자에게 일부러 무뚝뚝했다.
L. 진오는 손님들에게 마지못해 친절했다.

(ii)

8

1

위의

(20) , (21) 의 기준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덧붙일 점이 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위의 기준에 의해서 장면 형용사로 정의된 ‘뛰어나다’가 아래와

같은 문창외에도，
(i) 기. 결론 부분이 이 논문에서 뛰어나다.
L. 이 논문은 결론 부분으로 특히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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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셔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에게 ‘심리 형용사’라는 명청은 ‘통
사적 관계’ (relation syntaxique) 에 의해 얻어진 목록에 대한 귀납적인 선돼
언

것으로，

‘심리

형용사’라는

명칭에

대한

‘의미적

개념’ (notion

sé-

mantique) 이 전제되어 설정된 부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
업은 형용사 어휘 요소 전체를 재생산적언 (reprod uctiO 일련의 형식 체계

에 의하여 기본적 분류를 하는 전체 작업의 한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다음 (ii)의 문장과 같이 일종의 보문 구조의 논항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아다.

(ii) -,. 결론 부분이 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이 논문에 특히 뛰어나다.
L. 이 논문은 결론 부분이 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뛰어나다.
그렇다면， 이 경우 ‘뛰어나다’는 장면 형용사가 아니라 심리 형용사인 것인가， 아
니면 장면 형용사의 경우도 보문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하는가? 여기
서 (ii)에서 나타난 유형의 보문 논항은 특야한 제약 조건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는
데， 즉 (ii)의 보문에서 ‘행동주 (agent) ’는 훨연적으로 ‘에’ 보어로 실현된 인물 명

사와 동일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에서，
폐 기， 저자가 결론 부분을 단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이 논문에 특히 뛰
어나다.

L. 이 논문은 저자가 결롱 부분을 단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뛰어나다.

보문의 주어 ‘저자’는 동시에 이 논문의 ‘저자’이어야 하며，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iv) 기，*민우가 결론 부분을 단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언아의 논문에 특
히 뛰어나다.
L

?*언아의 논문은 민우가 결론 부분을 단청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뛰어나다.

또 다른 예를들어보면，

(v) -'. 넓은 어깨가 그 남자에게 특히 특청척이였다.
L. 그 남자는 넓은 어깨로 특히 특징적이었다.

형용사 ‘특정적이다’논 위의 문장에 병행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구성하는데，
(띠) -'. 어깨가 넓은 것이 그 남자에게 특히 특정적이었다.
L. 그 남자는 어깨가 넓은 것으로 특히 특정적이였다.
이때 보문의 주어는 필연적으로 ‘에’ 보어의 인물 명사에 의존적이어서 다음과 같
은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때 -,. *그 여자의 어깨가 넓은 것이 그 남자에게 특히 특갱척이었다.
L.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어깨가 넓은 것으로 특히 특징적이었다.

우리는 위의 폐， (피에서 나타난 보문의 유형이 보이는 이와 갇은 제약 현상을 토
대로 해서， 이러한 류의 보문을 잠정적으로 ‘관계 주어 보문’ (complétive

â sujet

relationnel)이라 부르고， 일반적인 보문 논항의 일종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보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요구되나， 일단 여기서 위의
폐， (피)에서 나타난 형용사들은 장면 형용사류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심리 형용샤를
특정짓는 (21) 의 보문 논항 (Qu P) 에는 이러한 류의 보문 구조가 포함되지 않음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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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 N-이’ 구조
1.1.

‘심리 형용사’를 정의하는 데 형식적 기준이 된 다음 두 문장 유형

에 대응하여，

(Qu P)O

(1)

Nl-에

Adj

= Nl (Qu P) o-로 Adj
동의 관계의 또 하나의 문장 유형이 존재한다. 그것은 전통 문법에서

소위

‘이중 주어문’이라 불리어 온 것으로， 형태상 주격조사로 분석될 수 있는
‘이(가)’에 의한 논항이 연달아 나타나는 문창구조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표시된다.

(2)

NO-이 Nl-이

Adj

즉， (1)의 통사 관계를 보이는 다음 문장들에 대하여 각각 (5) , (6) 과 같이

‘이중 N-이’ 문창 구조가 가능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 1. 민우에게는 그들의 지나친 간섭이 몹시 짜증스러웠다.
L. 민우는 그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몹시 짜증스러웠다.

(4)

1. 진오에게는 언아의 갑작스런 출발이 무척 섭섭했다.
L. 진오는 언아의 갑작스런 출발로 무척 섭섭했다.

(5) 민우가 그들의 지나친 간섭이 몹시 짜증스러웠다.
(6) 진오가 언아의 갑작스런 출발이 무척 섭섭했다.

(5) , (6) 의 문장들은， ‘N-이’가 ‘NO-는’의 형태로 대치되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7) 민우는 그들의 지냐친 간섭이 몹시 짜증스러웠다.
(8) 진오는 인아의 갑작스런 출발이 무척 섭섭했다.
여기서 우리는 후치사 ‘이(가)’와 ‘는(은)’ 사이의， 주어진 문장 밖에서 설
정될 수 있는 일반적인 구별의 가능성을 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예를 들어， 후치사 ‘이(가)’는， 때로는 주어를 나타내는 격조사로서， 때로는
양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 성분과도 결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조사로서， 때로는 담화의 차원에서 재구성된 하나의 주제화된 성
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체로 문두에 나타나는 한 특수 첨사 (particule) 로

분석되기도 하였는데， 후치사 ‘는(은)’의 경우도 문맥에 따라 바로 이와 같
은 기능틀올 모두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이(가)’와

‘는(은)’은 단일한 성격의 요소로 분석될 수 없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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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forme) 자체만으로 구별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2) 와 같은
문장 유형을 잠정적으로

‘이중 N-이’ 구조로 명명하는데， 이것은， ‘이(가)’

와 ‘는(은)’ 사이의 선험적언 구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N-이’의 ‘이’는
위의 형태들을 모두 대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 때 (2) 의 문장 구조에 대한 통사적 분석에 대해 살펴보자. 만
일 ‘이중 N-이’ 구조를 한국어에 있어서 하나의 통사적인 기본 문장 유형으

로 간주하고자 한다면， 우선 한 문장에 있어서 두 개의 문법 주어를 상정한
다는 것은 일반척언 현상에 비교해서 상당한 가설을 덧붙여야 하는 부자연
스러움이

있고， 그렇다고， 둘중의 하나를 주제화된 성분으로 보는 분석은

이미 통사론적인 기본 문형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런 점
에서， ‘이중 N-이’ 구조에 있어서 한 성분은 주어로，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유형의 보어들과 마찬가지로 술어

성분을 특정지어 주는 하나의 보어로서，

주어 성분의 후치사 ‘이’와 통일한 형태의 후치사를 취한 것으로 분석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이’ 보어류를 취하는 술어 성분이 폰재하는 사실은 위와 같은
가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살펴보자.

(9)

1. 민우는 학생 이 아니다.

L. 포도주가 식초가 되었다.
t:. 인아는 철이 없다.

이들은 위의

(7) , (8) 의 심리 형용사 구문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명사구의 위치 이동이 쉽게 얼

어나는 심리 형용사 구문에 있어셔 문제는 과연 어느 연쇄를 주어로， 또는

보어로 분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9

(1 0) 그들의 지나친 간섭이 민우는 몹시 짜증스러웠다.
(1 1) 언아의 갑작스런 출발이 진오는 무척 섭섭했다.
9

게다가 (10) , (11) 의 두 논향들이 각각 주어로 실현된，
(i) NO
Adj

의 문장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해 두자. 예를 들어 (1 0) 으로부터，
(ii) 기. 그들의 지나친 간섭은 몹시 짜증스러웠다.

L. 민우는 몹시 짜증스러웠다.
와 같이 비록 논리적으로 제 2 의 논향이 전제되어 있을지라도 각각을 주어로 한
문장이 문법척으로 용언되는 현상은 모든 ‘이중 N-이’ 구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중 N-이’ 구조로부터，
’6피 1 . 계절은 가을이 적당하다.
(때「과 같은 문창은 유도할 수 없다.
(떼 기*계절은 적당하다.

L. 가을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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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r

(9) 의

문장들이

관계절화 (rela

변형에서 보이는 공통적 인 제약 현상이 (1 0) , (1 1) 의 심리 형용

사 구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설로 하나의 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다옴에서，

(1 2) 기. 학생이 아닌 민우
L. 식초가 된 포도주
t:. 철이 없는 언아

(13) 1. *민우가 아닌 학생
L. *포도주가 된 식초
t:. *인야가 없는 철

(13) 의

변형 이 불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어와 술어와의 응접 력’이

‘주어와 술어와의 응집력’에 비해서 훨씬 그 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
해 볼 수 있으며， (1 2) , (1 3) 을 통해서 (9) 의 문법적 주어는 각 문장의 첫
번째 명사들언 것으로 가정할 수 었다.
심리 형용사 구문에 이 변형을 적용시켜 보면，

(14)

1. 그들의 지나친 간섭이 짜증스러운 민우

L. 인아의 갑작스런 출발이 섭섭한 진오

(1 5) 1. *민우가 짜증스러운 그들의 지나친

간섭

L. *진오가 섭섭한 언아의 갑작스런 출발

(1 4) 에서처럼， ‘민우’， ‘진오’만이 (9) 의 문법 주어들처럼 관계절 변형을 용
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찰로부터， (7)(8)-(1 0) (1 1) 에서처럼 두 논항 사
이의 위치 변화가 비록 쉽게 일어나더라도 문법 주어는 보문 (Qu

P)

논항

이 아니라 각각 인물 명사 N1 들이라는 유추 해석이 가능해진다 10

10

심리 형용사류의 ‘이중 N-이’ 구조는 이런 점에서， 잉여적으로 ‘N-이’ 단위

가 첨가된 류의 문창 구조들파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하나의 논항만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형용사 ‘산뭇하다’와 같은 경우를 보자.
(i) 벽지 색깔은 훤색이 산못하다.
다음과 같이 어떠한 방법의 관계절화도 불가능한데，

(ii) -'. *흰색이 산뭇한 벽지 색깔
L

*벽지 색깔이 산뭇한 흰색

그렇다고， 하나의 논항을 요구하는 형용사라고 해서 모든 이중 구조가 위의 (ii)와
같은 제약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iii) 인아의 집은 거실 분위기가 산뭇하다.
(띠 -,. 거실 분위기가 산돗한 인아의 집
L. *인아의 집이 산뭇한 거실 분위기
관계절 변형이 (헤끼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즉， 앞의 (9) 의 문장들처럼 분명히 두
개의 논향을 요구하는 술어들로 이루어진 구조가 아닌 경우， 이중 ‘N-이’로부터

유도되는 관계철 변형은 논향들이 어떠한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는가에 더 직접척
으로 영향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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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성’ (ambiguïté

syntaxique) 의 문제였다. 즉 위의 심리 형용사 구문들에서 두 논항 사이의

논리척 관계는 그것들이 서로 어느 위치에 실현되어도 의미적 해석상의 문
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1 6) 민우는 인아의 태도가 아주 불안스러웠다.
(1 6) 에서

논향

‘인아의

태도’는

일종의

환유적

관계 (rapport

de

mξto

nymie) 를 통해서 ‘인아’로 재구성될 수 었다.

(1 7) 민우는 인아가 아주 불안스러웠다.
이 때， 이 두 논향 사이의 위치 선돼과 ‘이’와 ‘는’의 선택가능성은 ‘통사척

분석의 모호성’뿐 아나라， ‘의미척 분석의 중의성’ (ambiguïté sémantique)
을 유발시킨다. 다음을 보자.

(18)

1. 민우가 인아가 아주 불안스러웠다.

L. 민우가 인아는 아주 불안스러웠다.
C. 민우는 언아가 아주 불안스러웠다.

e.

민우는 안아는 아주 불안스러웠다.

이때 두 논항의 순서를 바꾸어 주면， 다음과 같다.

(19) 기. 언아가 민우가 아주 불안스러웠다.
L. 인아는 민우가 아주 불안스러웠다.
C. 인아가 민우는 아주 불안스러웠다.

e.

(18) ,

인아는 민우는 아주 불안스러웠다.

(1 9) 의 문장들에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이러한 ‘불안스럽다’

는 감정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위의 각 문장들은 그 자연스런

정도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나， (1 8)c 과 (1 9)L 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해
석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설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1 8)c 과 (1 9)

L 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한 가지 의미해석만이 두드러지는떼， 즉 각각에서

첫째 ‘N-이’가 심리적 경험주로서 해석되며， 둘째 ‘N-이’는 그런 감정을 느
끼게 하는 원인적 대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의 현상들을 통해서， ‘이중 N-이’가 나타난 심리 형용사 구문

에서 ‘심리적 경험주’가 후치사 ‘는’을 동반하여 문두에 나타나고， ‘그런 심
리 경험을 유발시키는 대상’이 후치사 ‘이’를 동반하여 두 번째 명사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인 문장구조언 것으로 가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1 8)c 과 (1 9)L 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에서 나타난 두 가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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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기본 유형의 변이형언 한에셔 가능한 것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1. 2.

그러나， 우리는 심리형용사류에

있어서

‘이중 N-이’ 유형은 기본

문장 구조로서 간주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것은 오래 논의되어 온 바와 같
이， 일반적으로 ‘이중 N-이’ 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자질이 복잡하고 다양하
기 때문에 쉽게 유형화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경우 그것이 일정 다른 통사

구조와 ‘재구조화 (restructuration)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
문이다. ‘이중 N-이’ 구문은 한국어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로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유형의 문장 형태와 관계맺고 있다. 그러나 다양

한 속성의 ‘이중 N-이’ 구조자체를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어떠한
종류로 유형화될 수 있을지를 가정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것은 논의의 전개가 역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한국어에 있

어서 술어 어휘를 중심으로 한 가능한 모든 기본 문장 유형을 우선 설정하
고， 그 다음에， 각 유형들에

있어서 그 유형을 용언하는 각 어휘요소들이

‘이중 N-이’ 구조를 허용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통사 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을지를 낱낱이 검증해 보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20) 에서와 같은 속격 구문의 명사구는 다음 (21) 과 같이 쉽게 ‘이중 N-

이’ 구문과 대응되는 것이 지적되어 왔는데，

(20) τ. 민우의 책이 많다.
L. 인아와 동생이 영리하다.

(21) ' . 민우는 책이 많다.
L. 인아는 동생이 영리하다.
그러나， 모든 속격 명사구가 이 ‘이중 N-이’ 구문에 대응될 수 없는 사실도
이미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제약 관계는 흔히 속격 구문의 두

명사 사이의 의미적， 논리척 관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분석되
어 왔는데， 실제로 이 속격 명사구가 나타난 문장의 ‘술어 성분’과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 ，예문과 동일 술어를
내포하고 있는 다음 문장을 보자.

(22)

저 서점의 책이 많다.

이 문장은 (21) ，처럼 ‘이중 N-이’ 구문을 용인한다.

(23) 저 서점은 책이 많다.
그러나 같은 속격 명사구에 대하여 술어 형용사를 ‘많다’에서 ‘비싸다’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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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 보자.

(24) 까 • 민우의 책 이 비싸다.
L. 저 서점의 책이 비싸다.

그 결과 우리는 ‘이중 N-이’ 구문은 (24)L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관
찰할 수 었다.

(25) 기*민우는 책이 비싸다.
L. 저 셔점은 책이 비싸다.
이런 현상은 ‘이중 N-이’ 구문의 가능성은 문장의 술어를 이루는 어휘요소
와 긴밀한 상관이 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다른 경우를 보자.

(26) 기 . 인아가 그 일에 아주 정 성스럽다.
L. 그 시험 성척이 민우에게 늘 걱정스러웠다.
C. 아이들이 좁은 방에 시끌시끌하다.

위의 문장들은 모두 형식상으로 ‘NO Nl-에 Adj ’의 유형을 취하고 있으나，
이때 모든 ‘에’ 보어 구문들이 ‘이중 N-이’ 구조를 용언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다.

(27) 기*인아는 그 일이 아주 정성스럽다.
L. 그 시험 성적이 민우는 늘 걱정스러웠다.
C. *아이들이 좁은 방은 시끌시끌하다.

‘에’ 보어 구문의 ‘이중 N-이’ 구문과의 대응 관계는 그 보어 자체의 문법
적， 통사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일반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보어의 자질을 결정짓는 형용사 술어 자체와 밀접

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형용사 어휘요소들의
어휘적(lexical) ， 통사적 (syntaxique) 기술에 있어서， ‘이중 N-이’ 구문의 가

능성은 통사척 기준의 하나로 제시될 수 었을 것이다. 단， 우리는， ‘이중

N-

이’ 구문이 그것과 규칙적으로 대응되는 다른 통사구문을 갖지 못할 때에
는， 이것을 그 기저 문장 유형으로 삼고， 그때 나타나는 형용사 술어들은，

따라서， ‘이’ 보어에

의해 유형화되는 하나의 부류 (classe) 로 분류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구문의 형용사를은 ‘ NO Nl-이 Adj ’의 문창 유형으로 특정
지어진다 11
11

이 유형의

형용사를 우리는 ‘중상 형용사’ (adjectif symptomatique) 로 분류

하였다. 그 형식적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는

Nam

Jee-Sun (1 993) 에셔 자세히 논의

되었다. ‘NO Nl-이 Adj ’는 전통 문법에서 의미적으로 ‘심리 형용사’로 불리어 온
형용사들의 형식 구조인 것처럼 종종 언급되어 왔으나(가령， ‘민우는 언아가 그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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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끼 • 민우는 오줌이 마렵다.
L. 인아는 배가 고프다.

t:. 진오는 어깨가 가렵다.

2.

재귀대명사의 실현

2. 1.

다음 문장을 보자.

(1) 끼. 민우의 실패가 언아에게는 늘 부끄러웠다.
L.

인아는 민우의 설패로 늘 부끄러웠다.

명사구 (groupe

nominal)

속의 속격 명사 ‘민우’가 ‘에’ 보어의 ‘인아’와 통

일인으로 실현될 때， 어느 하나는 일종의 재귀 대명사로 대치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2) 끼. 언아의 실패가 인아에게는 늘 부끄러웠다.
L. 언아는 인아의 실패로 늘 부끄러웠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 의 문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재귀
대명사 ‘자기’의 문장 구조가 가능하다.

(3)

Î.

자기의 실패가 인아에게는 늘 부끄러웠다.

L. 인아는 자기의 실패로 늘 부끄러웠다.
반면， 다음 (4) 와 같은 구성은 불가능하다.

(4) 기*인아의 실패가 자기에게는 늘 부끄러웠다.
L. *자기는 인아의 실패로 늘 부끄러웠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은 논향들의 순서와는 무관한 듯이 보인다. 즉 (3) 의
경우， 두 논항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도 문법성의 변화가 없다.

(5) 기. 인아에게는 자기의 실패가 늘 부끄러웠다.
L.

자기의 실패로 언아는 늘 부끄러웠다.

다7‘민우는 인아가 부럽다’와 같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중 N-이’ 구조
는 우리의 심리 형용사 부류에 있어서 하나의 특청적인 대응 구조로 제시될 뿐，

그것이 통사적 기저 구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럽다’， ‘부렵다’와 같은 형용사
들이 ‘이중 N-이’ 구조와 대응되는 ‘에’ 보어 구조를 가지나 ‘로’ 보어 구조를 갖

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앞서도 언급되었는데，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이들은
(28) 의 형용사류처럼 ‘이’ 보어에 의해 유형화되는 형용사류가 아닐 뿐더러 심리
형용사류도 아닌，

‘ NO Nl-에 Adj ’의 한 형용사 유형 인 ‘평가 형용사’로 분류된다

는 점을반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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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 대하여 같은 검증을 할 때， 우리는 여전히 비문을 관찰하게 된다.

(6) -'. *자기에게는 언아의 실패가 늘 부끄러웠다.
L

*언아의 실패로 자기는 늘1부끄러웠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논향들 사이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이미 통사적 구조

에 있어서 명사구의 속격 단위가 ‘에’ 보어와 공지청 관계에 있게 되면， 그
때 재귀 대명사로 대치되는 것은 항상 속격 구성의 명사가 아닌가 하는 가
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이 곧 드러난다. 다음의
문장을살펴보자.

(7) 민우의 그런 행동은 결국 민우에게 되돌아 왔다.
재귀 대명사는 위의

(3) ,

(4) 에서와는 달리 속격 단위를 대치하지 않고

‘에’ 보어를 대치하고 있다.

(8)

민우의 그런 행동은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 왔다.

(9)

*자기의 그런 행동은 결국 민우에게 되돌아 왔다.

또한 (3) , (4) 에서와는 달리， 이 때 논항들의 순서는 비교적 중요한 한 조
건인 듯한데， 즉 (8) , (9) 의 두 논항의 위치를 바꾸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1 0) ?자기에게 민우의 그런 행동은 결국 되돌아 왔다.
(1 1) ?*민우에게 자기의 그런 행동은 결국 되돌아 왔다.

(2) -，의 문장과 (7) 의 문장은 모두 다음과 같이 속격 구성의 명사구와 ‘에’
보어 구문 사이의 꽁지청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1 2) (Ni-의

N)O

(Ní)l-에

그러나 재귀 대명사의 실현 여부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

지 형태상으로 통일한 ‘에’ 보어의 실현만으로 재귀 대명사 문제를 일반화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앞서 ‘이중 N-이’ 구조의 가능성 여

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에’ 보어를 취하는 술어 성분에 대한 일차적인 형
식 분류만으로는 위의 현상들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심리 형용사 구문

의 ‘에’ 보어 ((2) 가의 예문)와 (7)구문의 ‘에’ 보어는 그 속성 (nature) 이 다

른데，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척어도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에’ 보어들의 경우에서는 모두 일관성 있게 (3)( 4)-(5) (6) 의 현

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귀 대명사의 실현 문제는 단순히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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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의한 통사적 문장 구조 유형과 논항들의 순서에 의해서뿐 아니라，
동일 형태의 보어라 할지라도(예를 들어 ‘에’ 보어)， 그 보어의 통사적， 문

법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보어의 속성을 결정해
주는 술어 어휘 성분 자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다
시 한 번 지적해 두자.

2.2.

심리 형용사류 구문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재귀 대명사의 문제

는 (1 2) 의 구조에서와 같은 유형의 공지칭 관계를 통한 것이였다. 그런데，

논항 사이의 이러한 공지칭 관계는 다음과 같은 구성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1 3) (Ni)O

(Ni-의

N)l-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4) 민우는 민우의 가족들에게는 늘 수치스러웠다.
그런데， 이 때 재귀대명사 ‘자기’는， 앞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어느 논향에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1 5) *민우는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늘 수치스러웠다.
(1 6) *자기는 민우의 가족들에게는 늘 수치스러웠다.
(1 5) , (1 6) 의 비문성은 두 논항의 순서를 바꾸어도 변함이 없다.

(1 7)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민우는 늘 수치스러웠다.
(18) *민우의 가족들에게는 자기는 늘 수치스러웠다.
이것은， 얼반척으로 주어와 공지청 관계에 있는 속격 구성의 보어 구문의
경우， 재귀대명사 ‘자기’의 실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현상에 비교해 보면 특

야한 것이다. 예를 들어， (1 4) 와 형식적 구조가 동일한 다음 문창에서 다음
(20) 과 같은 재귀 대명사 ‘자기’의 실현은 자연스럽다.

(1 9) 민우는 민우의 친구들에게는. 늘 친젤했다.

(20)
(2 1)

민우는 자기의 친구들에게는 늘 친절했다.

*자기는 민우의 친구들에게는 늘 친절했다.

(1 4) 의 문장에서， ‘에’ 보어의 속격 구문이 주어와 공지칭 관계를 나타낼

때，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적 장치는 ‘자기’가 아니라 대명사 ‘그’의
실현인데， 이때 ‘그’는 두 명사 중 어느 것이라도 대치할 수 있으나， 논항들
의 순서에 민감하여， 처음 출현한 명사가 대명사 ‘그’로 대치되기는 어렵다.

(22)

민우는 그의 가족들에게는 늘 수치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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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는 민우의 가족들에게는 늘 수치스러웠다.
’그의 가족들에게는 민우는 늘 수치스러웠다.

(24)

(25) 민우의 가족들에게는 그가 늘 수치스러웠다.
속격 구성의 명사구 논항이 나타난 심리 형용사 구문에 있어서， 두 인물
명사 사이에

일종의 ‘공지청 관계’ (rapport

de

coréférentialité) 가 형성될

때， 실현되어야 하는 ‘재귀 대명사’의 형태와 그 제약 관계는， 그 명사구 논
향이 주어 위치에 실현되었는지， ‘에’ 보어 위치에 실현되었는지에 따라 달

라진다. 이 때， 관찰되는 현상들은 심리 형용사류가 아닌 다른 어휘류를 술
어로 하는， 따라서 문장 구조 형식상 통일할지라도 그 속성을 달리하는 보

어류를 취하는 다른 문장 유형들에 있어서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상
기해야 할 것이다.

심리 형용사와 두 가지 동사 구문

3.

성리 형용사류를 정의하는 데 기준이 되었던 두 가지 문장 유형은 다음과
칼다.

(1) '. (Qu P)O
L.

Nl (Qu

Nl-에
P) Q-로

Adj
Adj

이와 같은 형용사 구조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유

형의 동사 구문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끼•

(2)

L.

N1 (Qu P)O-를
(Qu P)O Nl-를

Adj-어 하다
Adj-게 하다

예를 틀어 보자. 성리 형용사 ‘불쾌하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문아 가
능하다.

(3) 끼. 그 소식은 민우에게 몹시 불쾌했다.
L. 민우는 그 소식으로 몹시 불쾌했다.

이것에

대하여， 다음 (4) 와 같이， 규칙적인 대응 관계 (rapport d걷qUlva

lence) 13를 갖는 두 가지 타통문 구조가 존재한다.

(4)

가. 민우는 그 소식을 몹시 불쾌해 했다.
L.

13

그 소식은 민우를 붐시 불쾌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적인 대웅관계’란· 앞서 두 형용사 구문 사이의 ‘동의 관

계’에 있어서도 언급했듯이 일청 양태척 변화가 각 쌍들에 있어셔 동일한 정도로

개입되는 것을 뭇한다. 형용사 구문들에 대해서 이 두 동사 구문은 모두 어떤 내
적 심리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apparition) 을 보여주고 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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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사 구문은， 어휘적으로 심리 형용사 ‘불쾌하다’를 내포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두 동사 구문이 ‘파생 동사 구문’으로 설정되어야 하
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4) 의 동사 술어
들이 형태론적 파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모두 통사적인 구문상의 대응

관계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데， 실제로， ‘Adj-게 하다’
구문은 거의 모든 형용사나 동사로부터 규칙적으로 생산되어， 형태론적 관
점으로 ‘파생’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건 간에， 구체적으로 문제화되지 않았

다. 문제는 ‘Adj-어 하다’의 경우인데， 그것은 우선 ‘v-어 하다’의 구성이
불가능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형용사류로부터 통사라는 다른 문법
범주로 이행시키는 하나의 장치로 이해되었고， 전체 형용사에

있어서도 그

생산이 아주 제한적언 데에다， 비교적 짧은 형용사 어휘로부터 유도되었을
때에는 하냐의 단위로 붙여 표기되기도 하는 데에서 특히 파생동사로 취급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Adj-어 하다’ 구문을 하나의 파생 통사로 보지 않으려 하는 이유

는 우선 이 ‘Adj-어 하다’의 표기법에 있어서 띄어쓰기가 체계적이지 않으
며， 사전에 파생 동사로 등재된 것들도 일관된 기준이 없이 선택된 것들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용사 ‘기쁘다’， ‘슬프다’에 대해서 ‘기뻐하다’， ‘슬

퍼하다’가 파생동사로 설정되어
워하다’는 등재되어

었다면， ‘괴롭다’， ‘즐겁다’에 대해서， ‘괴로

있고， ‘즐거워하다’는 올려

있지 않다. ‘짜증스러워 하

다’， ‘불쾌해 하다’ 동은 벌써 한 단위로 붙여쓰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전
에 아무런 흔척도 찾아볼 수 없다. ‘Adj-어 하다’ 형태의 통사 구문을 허용
하는 형용사들에 있어 ‘기뼈하다’， ‘슬퍼하다’와 같이 사전에 동재된 것은 대

체로 무작위척인 선택에 의한 것이며， 그 수도 극소수에 해당한다 14
우리는 이런 점에서， (2) 의 두 동사 구조를， 각각 직접 목적어를 소유한
두 유형의 타통문 구조로서

분석하고자 하는데，

(2) .. 은 ‘Adj-어’ 연결어

미문을 요구하는 동사 ‘하다’를 술어로 하는 구조이고， (2)L 은

‘Adj-게’

연결어미문을 요구하는 통사 ‘하다’를 술어로 하는 구조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면 먼저 ‘Adj-어 하다’류 동사 구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14

그러나 반면， ‘늦다’， ‘높다’ 등의 형용사에 대해셔 ‘늦추다’， ‘높허다’ 등의

동사는 파생 동사로 여겨진다. 하나의 논거를 들자면， 그것은 이러한 동사들이
결코 두 개의 독립된 단위 (가령， 늦+추다， 높+히다)로 떨어져 나타나는 경우
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독립된 단위로 실현될 수 있는

‘Adj-어 하다’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i) 1. ‘기뻐하다’
L.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t:. 수줍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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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어’ 연걸어미문에 의한 동사 구문

3.1.

‘어’ 연결어미를 취하여 동사 ‘하다’를 통반하는 성분은 형용사에만 국한

되며， 그 수도 극히 제한척이라는 것을 이미 지척하였다. 이러한 형용사류
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관찰된다.
일종의 기능동사 (verbe support) ‘하다’로 이루어진 자동사 구문을 허

-

용하는 형용사류

일종의 연산동사 (verbe opérateur) 15 ‘하다’로 이루어 진 타동사 구문

-

을 허용하는 형용사류

위의 두 구문을 모두 허용하는 ‘섬리 형용사’류

-

다음 문장에서 나타난 형용사 ‘겸손하다’는 ‘ Adj-어 하다’의 동사 구문을

용인한다.

(5) 민우는 누구에게나 아주 겸손했다.

(6) 민우는 누구에게나 아주 겸손해 했다.
이 때 이 동사 구문은 자동문 구조로서， 단순한 양태 (modalité) 의 첨가가 일
어났을 뿐이다.

반면， 다음 문장에서 형용사 ‘수상쩍다’를 보자.

(7)

진오의 태도가 인아에게는 아주 수상쩍였다.

이 형용사는 심리 형용사류에 있어서와 유사한 ‘에’ 보어 성분을 요구하나，

교차된 논항을 내포한 ‘로’ 보어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 형
용사류’와는 구별되는데， (5) 와 마찬가지로 ‘NO Nl-에 Adj ’의 형식을 취하
고 있다. 그런데

‘Adj-어 하다’ 동사 구문은 (6) 의 것과는 전혀 그 구성이

다르다.

(8) 인아는 진오의 태도를 아주 수상쩍어 했다.
(8) 의 ‘Adj-어 하다’ 구문은 직접 목척 보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타
동문 구조이다，

(9) ?*인아는 아주 수상쩍어 했다.

15

우리에게 있어， ‘연산동사 (verbe opérateur) ’란 기저 문창 구조에 어떠한 어

휘적 요소 (élément lexical)를 새로 첨가하지 않으면서 각 기저 문장에 아주 규

칙적언 방법으로 양태와， 특히 문법상의 변화를 개업시키는 류의 동사들을 의
미한다 (M.

Gross 1975).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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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하다’는， (6) 과 같이 단순한 ‘양태’ 요소를 첨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7) 의 형용사문의 통사적 구조자체를 변형시키는 일종의 ‘연산동사’

(verbe opérateur) 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심리 형용사의 경우를 보자.

(1 0) 인아의 간섭 이 민우에게는 몹시 피곤했다.
(1 0) 의 구문에는 (11) 과 같은 ‘Adj-어 하다’의 동사 구조가 대응된다.

(11) 민우는 인아의 간섭을 몹시 피곤해 했다.
이것은 위의 (8) 과 같은 타동문 구조를 이룬다. 즉 (8) 과 (1 1) 은 모두 다

음과 같이 ‘ Adj--게 생각하다’의 타동문으로 환언 (paraphrase) 할 수 었다.

(1 2) 1. 언아는 진오의 태도를 아주 수상쩍게 생각했다.
L. 민우는 인아의 간섭을 몹시 피곤하게 생각했다.

‘ Adj-계 보이다(행동하다)’와 같은 자동문 구조와 대응되는 (6) 의 구조와는
이런 점에서 더 분명히 구별된다. 즉， (6) 은 다음 (1 3) I 과 같은 문장으로
해석될 것이다.

(1 3)

1. 민우는 누구에게나 아주 겸손하게 보였다(행동했다).

L. ?*민우는 누구에게나 아주 겸손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8) 과. (1 1) 을 다시 비교해 보자. (8) 에서 직접 목적 보어
‘진오의 태도를’이 필수 성분이었다면， (11) 에서 직접 목적 보어를 삭제한

다음과 같은 문창은 비문이 되지 않는다.

(1 4) 민우는 몹시 피곤해 했다.
그러면 (11) 과 (14) 에서 ‘Adj--어 하다’는 과연 동일한 단위로서 단순히 직
접 목적 보어가 생략된 것언가? 우리의 대답은 부정척언데， 그것은， (14) 의
‘Adj--어 하다’가 (11) 의 것과는 달리， 차라리 (6) 의 것과 가깝다고 판단되

기 때문이다. 즉 (14) 에 나타난 동사 ‘하다’는 (6) 의 구문에서처럼 단순한
양태

표지의

동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11) 의

대응되는

형용사 구문이

(1 0) 과 같은 것이었다면， (1 4) 의 기저 형용사 구문은 다음 (15) 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1 5) 민우는 몹시 피곤했다.
(1 0) 과 (1 5) 를 다시 형식화해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기저를 이루는

형용사 문장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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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

N1 피곤하다

이 때， (1 6)L 은 확장 구조로 (1 7) 을 갖는다.

(17) N1 (Qu P)O-로 펴곤하다
예문 (15) 는， 따라서， 확장형 구조로 다음 (1 8) 을 갖는다.

(1 8) 민우는 얀아의 간섭으로 몹시 피곤했다.
위에서의 관찰을 검토해 보면， ‘섬리 형용사류’에 있어 ‘에’ 보어를 갖는

형용사문은， ‘Adj-어 하다’가 ‘Adj-게 생각하다’로 해석될 수 있는 타동문
구조를 형성하고，

(1 9) 끼. 민우에게는 인아의 간섭이 몹시 피곤했다.
L. 민우는 인아의 간섭을 몹시 피곤해 했다.

‘로’ 보어를 갖는 형용사문은， ‘Adj-어 하다’가 ‘Adj-게 보이다(행동하다)’
로 해석될 수 있는 자동문 구조를 이룬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20) 끼 • 민우는 인아의 간섭으로 몹시 피곤했다.
L.

그러나，

민우는 인아의 간섭으로 몹시 피곤해 했다.

(1 9) ,-(1 9) L 과 (20) , -(20) L 과 같은 관계쌍의 설청은 일단은

자의적인 것이어서， 섬리

형용사 어휘요소들이 보이는， 그들 구문 사이의

규칙척인 관계는 관찰되나， 구체척으로 어느 유형의

de

변형 관계 (opération

transformation) 를 통하여 가정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

로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1 9) ，과 (20) 기의 두 형용사문 자체가 구문상

의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1 9) ，과

(20)L 에

의한 관계쌍이나，

(20) ，과 (1 9)L 에 의한 관계쌍의 성립도 전혀 배제되지 않는다. 이 문제

는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일단 여기서 더 이상의 논의를 보류하
기로한다.

3.2.

‘Adj-:게’ 연걸어미문에 의한 동사 구문

심리 형용사류를 기저로 해서 형성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동사 구문

으로서， ‘Adj- 게’ 연결어미문에 의한 ‘하다’의 타동문 구조를 앞서 지적했
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다.

(21) (Qu P)O

N1-를 Adj-게 하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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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타동문 구조로서，

(22) 민우의 실패는 진오를 무척 괴롭게 했다.
‘괴롭다’에 의한 두 대응되는 형용사 구문은 아래와 갇다.

(23) ' . 민우의 실패가 진오에게는 무척 괴로웠다.
L. 진오는 민우의 실패로 무척 괴로웠다.

여기셔， (23)L 의 ‘로’ 보어는 (22) 의 사역 구문의 주어와 그 문법척 기능

에 있어 아주 규칙척으로 대응되는데 16 이러한 현상은 ‘심리 형용사’ 구문
이 아닌 다른 구문에 있어서도 관찰된다. 즉 (24) 와 같은 형용사 구문에서
‘로’ 보어는 (25) 와 같은 사역 구문의 주어로 실현된다.

(24) 그 마을은 전통적 도자기 공예로 유명하다.
(25) 전통적 도자기 공예는 그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26) 기과 같이 ‘로’ 보어를 취하는 동사구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6)

1. 진오는 민우의 실패로 결국 떠났다.
L.

민우의 실패는 진오를 결국 떠나게 했다.

그런데， ‘Adj-게’나 ‘v-게’의 경우， 그것들은 반E시 사역 구문어}만 나타나

는 연결어미문은 아닌데， ‘Adj-게’ 구문의 경우， 특히 ‘v-게’ 구문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Adj-게’ 연결어미문이， 접미사
‘게’가 형용사에 결합되어 형성하는 ‘게’ 부사류와 형태상 동일한 데에서 일

어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이’나 ‘히’ 등에 의해 유도되는 부사류와는 달리，
접미사 ‘게’에 의해 형성되는 부사 형태는 거의 모든 형용사에 적용된다.

(27)

가. 슬프다 -

슬프게

L. 예쁘다

예쁘게

1::.

-

피곤하다 -

2. 홍겹다

-

피곤하게
홍겹게

그런데， 예를 들어， ‘Adj-.게 하다’의 사역 구문에 다음과 같이
(i) 민우는 진오를 그와 같은 소식으로 무척 괴롭게 했다.

16

사역의 의마를 지닌 ‘로’ 보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문장의 문
법 주어와 ‘로’ 보어가 반드시 ‘함께’ 사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셔 다음과 같은
재구조화가가능하다.

(ii) 민우의 그와 같은 소식은 진오를 무척 괴롭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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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문을 보자.

(28) -'. 민우는 노래를 슬프게 했다.
L. 민우는 언아를 슬프게 했다.
이 두 문장은 모두 (29) 의 형식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29) NO

N1-를 Adj-게 하다

그러면 (28) 기의 ‘Adj-게’와 (28)L 의 ‘Adj-게’는 동일한 성격의 연쇄언가?

두 성분 사이의 통사적， 의미적 차이는 직관적으로 쉽게 느껴진다. 이러한
직관척 판단은 다음과 같은 통사척 검증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즉
「의

문장에

있어서

‘Adj-게’의

삭제 (effacement) 나， 위치

(28)

이동 (déplace

ment) 이 아주 용이하다.

(30) -'. 민우는 노래를 했다.
L. 민우는 슬프게 노래를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8)L 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사적 행태를 관찰할 수 없다.

(31)

기*민우는 인아를 했다.
L. ?*민우는 슬프게

언아를 했다.

위의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28) -，의 ‘Adj-게’가 하나의 부사어

라면， (28)L 에 나타난 ‘Adj-게’의

(adverbe)

경우는 ‘게’에 의한 연결어미문으로 동사

‘하다’와 결합되어 일종의 사역 구문을 이루는 것이라는 분석을 가정할 수 었

다 17 우리에게 있어서， ‘부사’란 술어 구조를 특정짓지 않는 부가적인 단위
를 뭇하며， ‘게’ 연결어미문은 문장의 구조를 특정짓는 데 본질적인 성분

(élément essentiel) 의 지 위를 지 니고 있음을 뭇함을 밝혀둔다.
그러므로，

(28) -', (~8) L 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통일 형태소로 실현

된 ‘슬프게’는 그것이 문장밖에서 단독으로 주어졌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척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부사로 간주되어야 할지， 아니
면 하나의 연결어미문으로 간주되어야 할지는 그 성분이 실현된 문장의 유
형， 더 구체적으로 통사의 유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17

그러나 위에서 관찰된 이러한 특성들은 모든 유형의 ‘ (V+Adj)-연결 어미문’

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서， 가령 ‘V-러’ 연결어미문의 경우
처럼 삭제나 이동이 가능하다.

(i) -'. 민우는 도서실에 공부하러 갔다.
L. 민우는 도서실에 갔다.
L:. 민우는 공부하러 도서실에 갔다.

(28) -，의

‘부사’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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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 동사들이 ‘Adj-게’ 뒤에 나타나면 이 통사들은 통사적으로 ‘게’ 연결

어미문올 요구하는 동사들이 아니므로 다음 문장의 ‘Adj-게’들은 ‘부사’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분석되기 어렵다.
그리다

(32) -'.

L. 모시다

(33)

끼 • 민우는 인아를 재빠르게 그렸다.
L. 인아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모셨다.

(33) 과 같은 문장들을 ‘게’ 연결어미문을 취하는 (28)L 과 같은 사역구문과
의미적 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33) 에서 ‘Adj-게’가 목적어 성분과 아무런
서술 관계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 반면， (28)L 과 같은 사역 구문에서는 ‘게’

연결어미문의 ‘Adj ’가 목적어와 늘 일종의 서술 관계로 맺어져 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다음에서와 같이 ‘NI-Adj ’의 주술 관계가 내포되어 있
는 것처럼 보인다.

(34) NO [ Nl-를

Adj-게

Jp v

(28)L 은 그러므로，

(35) 인아가 슬프다.
와 같은 논리적 내포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33) 의 통일 동사들에 대해서 다음 문장을 보자.

(36)

끼. 민우는 언아를 예쁘게 그렸다.
L. 인아는 손님들을 안락하게 모셨다.

이 때， (33) 에서와는 달리 목적어와 ‘Adj-게’는 논리적으로 일종의 주술관
계를 이루고 었다.

(37) 끼 • 인아가 예쁘다.
L. 손념들이 안락하다.

‘게’ 연결어미문의 (34) 와 같은 사역 구문과 유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6) 의 ‘Adj-게’들은 그것들이 ‘삭제’와 ‘이통’의
통사척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33) 과 같은 ‘부사’의 하나로 간주될 것

이다 18 이것은 논향 사이의 논리척 관계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통사적인
한 현상의 예를 보인다.
18

(33) 과 (36) 에서 ‘Adj-게’들의 논항들과의 논리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

는 하나의 부사에
sujet) 인지

있어 그 수식

‘목적어’ (adverbe

maniére) 인지
있을 것이다.

대상 (portée) 이 ‘주어’ (adverbe' 01빠lté

orienté vers

1’objet) 인지，

포는

vers le
de

‘동사’ (adverbe

등에 따라 부사를 하위 범주화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재조명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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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들을 종합해 보자면， ‘Adj-게’ 구문이 하나의 부사언지， 하나의
연결 어미문연지의 결정은 그것이 함께 설현된 본동사의 구조적 특성에 좌
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고자 한 심리 형용사류의 경우，

그것이 다음과 같이 사역 구문을 이루는 동사 ‘하다’， ‘만들다’와 함께 실현
되면，

(38) (Qu P)O

Nl-를 Adj-게 (하다

+

만들다)

‘Adj-게’ 유형은 하나의 부사어가 아니라“게’ 연결어미문의 일종으로서 사

역 구문의 훨수 성분을 이룬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19 이 때 관찰되는 ‘게’
연결어미문의 통사 구조가 심리 형용사류와 어떤 구체척 절차에 의해 관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문
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20

4.

맺음말

이상에서 우려는， 다음과 칼은 두 가지 문장 구조 사이의 통사적 대응 관
계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형용사 부류 (classe) 를 설정하였다.

(1) (Qu P)O Nl-에 Adj

= Nl (Qu
이

P) o-로

Adj

형용사 어휘들의 공통적언 의미척 자질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이들을

19

이때， ‘Adj-게’가 버록 ‘하다’， ‘만들다’와 같은 동사와 같이 실현된다 해도， 그

것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서나 마찬가지로 ‘게’ 연결
어미문이 아니라 하나의 ‘부사어’로 분석된다. 이것은 동사 ‘하다’， ‘만들다’ 자체가
‘사역의 연산동사’ (verbe

opérateur causatif) 외에도 어휘적 의미를 지년 하나의

일반동사 (verbe distributionnel)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얼어냐는 현상으로서，
다음 문장에서 (i)，의 ‘만들다’는 앞서

(28) ，에서의 ‘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역의 연산동사’로 분석되기 어렵다.

(i) ,. 민우는 책장을 근사하게 만들었다.
L. 실패는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20

‘ Adj-게’ 구문에 있어서，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일 점은 삭제와 이동이 자유로

운 위와 같은 류의 부사가 아니면서， 또한 사역 구문의 연결 어미문도 아닌 다음
과 같은 경우이다.

(i) ' . 인아는 누구에게나 얄맙게 군다.
L. 민우는 착하게 생켰다.
이 구문들은 심리 형용사류에 의한 ‘Adj-게’ 동사 구문과는 그 동사류의 특수한
속성(여기서， ‘굴다’， ‘생기다’류는 일종의 ‘기능 동사’ (verbe support) 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으로 인해 분명히 구별된다. 이러한 류의 ‘기능동사’와 함께 나타나

는 ‘Adj-게’ 연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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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형용사’ (adjectif psychol-ogique) 로 명명하였는데， 그것은 ‘보문 논향’

(Qu P) 에 의해 유발되어 ‘ N1 언물 논항’에 의해 경험되는 일종의 ‘심리적
상태’ (εtat psychologique) 를 기술하는 것을 특정으로 한다.

위에서 얻어진 심리 형용사 부류는， 정의의 기준이 된 그 통사적 구문 관
계 자체가 두 논항 사이의 어떤 특수한 논리적 관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데에서

형성된· 관계이므로， 이 ‘통사적 부류’ (classe syntaxique) 에 들어가

는 형용사 어휘요소들은 의미적으로 통질척인 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형용사 구문이 규칙적으로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다음의 두 가지 동사

구문의 유형은 심리 형용사류를 특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도 앞서 3 장에 셔 살펴 보았다← 21

(2) N1 (Qu P)O-( 를
(3) (Qu P)O

+

로) Adj-어 하다

N1-를 Adj-게 하다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여기서 논의의 초점이 된 심리 형용사류는 (1) 과

같은 ‘두 문장 사이의 규칙적 통사 관계’에 의해 얻어진 한 형용사 부류로
서， ‘심리 형용사’라는 ‘의미적 정의’가 전제되어 설정된 부류가 아니라는 점

을 다시 밝혀둔다. 현재의 형용사 목록 (Nam

Jee-Sun

1991a) 으로부터， 각

어휘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을 통하여 얻어진 심리 형용사의 수는 잠정

적으로 약 200 여 개에 이른다. 이와 같은 작업은， 현재 4 ， 500 여 개의 어휘

자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형용사 목록에 대한 통사적 분류의 한 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심리
21

형용사 부류 (AEP) 는 보어의 유형에 따라 분류된

우리의 ‘심리형용사’류가 이와 같이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고， 그 구문들

과 일정한 대응관계를 갖는 통사적 구조로서 두 가지 동사 구문이 관찰되었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이 의미적으로 두 논항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보이나， 어휘적으로
심리형용사류와 규칙적

대응관계를 갖지 못하는 동사구문류는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i) 민우는 인아의 그런 성격을 증오한다.
(ìi) 인아는 진오의 잇따른 실패에 몹시 좌절했다.
(i) , (ii) 에서 나타난 일종의 ‘심리동사’류는 동사 구문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의 맥락
속에서 정의되고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또 다른 경우로서 일정한 ‘기능동사’류(예를 들어， ‘나다’와 ‘내다’)가 바
로 위와 같은 관계의 두 논항을 취하는 일종의 ‘심리명사’를 동반하여 술어를 이
루는 문창 구조이다. 즉， 다음 (iii)의 심 리 형용사구문에 대하여 우리는 (헤의 두 가
지 기능동사구문을 비교해 볼 수 있다.

(iii) 민우는 그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몹시 짜증스러웠다.
(iv) 1 . 민우는 그들의 지나천 간섭으로 몹시 짜증이 났다.
L. 민우는 그들의 지나친 간섭('으로+에) 몹시 짜증을 냈다.
(ψ)와 같은 구문들은 ‘기능동사’ (verbe support) 와 아울러 그것과 결합되는 ‘서술명

사’ (substantif prédicatif)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비로소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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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십여 개의 ‘통사적 부류’ (classe syntaxique) 의 하나에 해당한다.

개별 어휘 요소에 대한 통사적 정보의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기술은， 한
편으로 언어 현상에 대한 통사척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이론의 정립에 필연

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는 변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작업의 의미가 재확인되는데， 그것은 자연 언어

(langue naturelle) 를 자동 처리화 (traitement automatique) 하고， 전산화된
여러 프로그랩에

이용 가능하도록 자료화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전자 사전’( dictionnaire εlectronique) 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한데， 바로 이

때， ‘각 어휘 항목의 체계적인 입력’과 ‘일관성 있는 통사척 정보의 수록’은
그 기초 작업을 이룬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리 형용사류에 대한 가능한 모든 통사적 기술의 체계화는 다른
형용사 부류에 대한 기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셔 한국어 통사

부류에 대한， 또 그외의 어휘 요소 모두에 대한 통사척 기술이 동시에 이루
어질 때， 비로소 ‘어휘 통샤론’ (lexique-용rammaire) 의

입장에셔 시도된 이

와 같은 작업의 의미가 찾아진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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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Pour une classification syntaxiqu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en coréen
l-Une classe d’adjectifs psychologiquesJee-Sun Nam
Nous avons défini un ensemble d’adjectifs au moyen d’un critère formel:
(1)

(Qu P)O N1 -e Adj
= N1 (Qu P)O-lo Adj

Ces adjectifs, nommés ‘ psychologiques’, expriment ‘un sentiment déclenc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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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le (Qu P)O e.t éprouvé par le Nl ’. Ils permettent la plupart du temps
deux constructions à verbe opεrateur， régulières et systématiques:
(2a) Nl (Qu P)O-Acc Ad~ hata
(2b) ‘ (Qu P)O NI-Acc Adj-ke hata
Soulignons que notre classe d’ adjectifs dits psychologiques ne correspond
pas à un ensemble intuitivement répertoriable: elle regroupe des adjectifs
qui partagent certaines particularit é s syntaxiques, significatives pour la
description systématique des éléments lexicaux. L’ étiquette “ adjectif
psychologique" est donc attribuée à un ensemble formellement établi. Cet
ensemble fait partie des classes d ’adjectifs coréens caractér‘ isées par la
forme du complément approprié. Pour 1’instant, nous avons obtenu une
dizaine de classes pour un ensemble de 4500 items. L’appartenance à une
classe syntaxique implique, pour un mot, une série de propriétés qui caract
êr‘ isent son fonctionnement dans la langue. Ces propriétés doivent donc figurer dans un dictionnaire syntaxique, εlectronique ou non, d’ une manière
systématique et exhaustive. L’objectif d’un lexique-grammaire ne sera
atteint que par des εtudes faites selon ce principe sur tous les adjectìfs,
ainsi que sur tous les éléments lexic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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