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소동사의 논항교체 현상과 온라인 유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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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소동사 Oocative verb) 의 논항교체 현상이란 load 2} 같이 물체이동과 처소
가 관련된 3 항 술어에서 이동되는 물체인 대상(theme) 과 이동되는 장소인 처소
Oocative) 가 목적어로도 사격의 전치사구로도 교체하여 표현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1) a. Mary \oaded the hay onto the truck.

b. Mary loaded the truck with the hay
이때 이 두 구문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대상이 목적어로 표현된 예문 (J a) 는

물체가 정해진 장소로 이동되는 과정인 이동양Ell (manner

of motion) 를 나타내

고， 처소가 목적어로 표현된 예문 (1 b) 는 정해진 장소에

물체 이동이 완료된

처소의 상태변화 (change of state) 를 나타낸다， 즉 하나의 동사가 두 가지 의미
로 쓰이는 다의 현상이다， 한편 이동 및 처소와 관련된 처소동사가 다 이런 논
항교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2) a. Tamara poured water into the bow l.
b. *Tamara poured the bow\ with wate r.
pour유형의 동사는 대상이 반드시 통사적으로 목적어로 표현되어야지 사격의

전치사구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반연에 fill 과 같은 동사는 다음과 같이 처소가

반드시 통사적으로 목적어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3) a. Bill fi lled the tank with water.
b. *Bill fi Ued water into the ta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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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처소동사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와 논 항교체 현상을 보이는 처소동사의 다의성을 어휘규칙으로 설명하
는 방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핵중심구구조문법 (HPSG)

의 틀 안에서 Koenig (l 999) 가 제안한 유형미명세 계층적 어휘부 (Type Under-

specified Hi erarchical Lexicon) 와 온라인 유형 구성 (On-Line Type Construction) 이 론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먼저 2장에서는 Pi띠{er(l 989) 의

처소 동사 하위분류와 어휘구조 및 어휘규칙

을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다음 3장에서는 처 소 동사의 논항교

체 현상을 어휘규칙이 아닌 Koenig (1 999) 가 제안한 유형 미영세 계충 어휘부에
서 온 라인 유형

구성이론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 4장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역이 아닌 Davis {l앉)6)가 제안한 원형적 역할에 따른 관계유형과 연결제약
에 따른 어휘구조를 소개하고

유형미명세 계층적 어휘부 이론에 입각하여 처

소 동사의 어 휘구조를 수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영어 처소동사의 하위분류와 어휘규칙
2 . 1 . P inke r ( 1 9 89 ) 의 처소동사 분류
영 어의 처소동사를 다음과 같이 크 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4) a. John poured water into the g lass
b. * John poured the glass with water
(5) a.

*John filled water into the glass

b. John filled the glas s with water
pour유형의 동사는 주어인 행 위자 X가 어떤 행위 를 해 서， 목적 어인 대 상

Y

가 사격의 전치 사구인 처소 Z로 이 동 되 는 과 정을 의미한다. 즉 이 동 양태 동사
로 다음 (6a) 와 같은 의미구 조를 지닌다

따라서 ( 4a) 와 같은 통사구조로는 쓰

여 도 (4b) 와 같은 통사 구조로는 쓰 이 지 않는 다

반면 fi ll 유 형 의 동 사는 주 어인

행 위자 X 가 어떤 행위 를 해서 목적 어인 처소 Z가 전 치사의 목적 어인 대상 Y
가 이 동 되어 옴 으로써 상 태 변 화되는 결 과 를 의미한다. 즉 처 소상 태변화 동 사
로 디 음 (6b ) 와 같은 의 미 구조 를 지난 다 l 따라서 (5a) 와 같은 통 사 구조로는 쓰

1

( 4a) 의 pour유형의 동사에 대 하여 PinkerO989) 는 목적 어가 이 동 되 는 내 용물 이 라는

의미에 서 내 용물 동사 (content verb ) 로 부르고 ， (4b ) 의 fill 유형 의 동사에 대 해서는 목적어
가 이 동된 물질 이 담겨 있는 용기라는 의 미에 서 용 기 동사 (container verb ) 로 부 르 고 있
다

또

Kim ,

1\1(1 999) 은 pour유형 의 동사 는 목적 어가 이 동 되 는 물 체인 모습 ( fig ure) 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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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고， (5b) 와 같은 통사구조로만 쓰인다. Pinker(989) 의 어휘 의미론에 따
르면 이처럼 동사의 통사적 구조는 그 동사의 의미구조에 따라 정해진다.

(6) a. X cause Y to go to Z
b. X cause Z to change its state by means of [X cause Y go to ZJ.
(4a) 의 mto- 유형의 통사구조는 (6a) 와 같은 의미구조에서 유래되는 데， X는

일종의

행위자로 주어로 연결되고

Y는 특정

방법에 의해 이동되는 대상으로

목적어로 연결된다.Z는 이동되는 경로나 처소로 사격의 전치사구로 연결된다，
(5b) 의

with-유형의

통사구조는 (6b) 와 같은 의미구조에서

마찬가지로 행위자로 주어로 연결되나

유래되는 데， X는

Z는 Y가 이동되어 옴으로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피영향자 (patient) 로 목적어로 연결된다 Y는 Z로 이동되는 대 상으로
사격의 전치사구로 연결된다

한편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통사구조로 다 쓰이는 동사의 경우를 보자.

(7) a. John sprayed the paint onto the wall

b. John sprayed the wall with pain t.
(7)과 같은 spray 유형의

동사는 (7a) 처럼 onto- 유형의

with- 유형의 통사구조로 다 쓰인다

통사구조와 (7b)처럼

이처럼 두 가지 유형의 통사구조로 다 쓰

이는 동사는 그 의미구조가 어휘규칙에 의해 바뀐 경우로 어휘적으로 다의적인
경우가 된다 즉 (6a) 와 같은 이동양태의 의미구조에서 (6b) 와 같은 처소상태변
화의 의미구조로 바뀐 경우이다. 따라서

동사 spray 의 의미도 서로 달라，

(7a)

의 spray 는 그냥 페인트를 벽에 뿌렸다는 의미로 동작이나 과정의 이동 양태를

나타내나， (7b)의 spray는 벽에 페인트칠을 다 했다는 의미로 처소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즉 하나의 동사가 논항교체 현상을 보이연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다의 현상이다
한면 이와 같은 어휘규칙에는 방향성이 있다.

(8) a. john piled books
b. ?John piled the shelves .

(9) a. john s tuffed the pi lJ ow
b.

*john

stuffed the feathers

의미에서 모습 동 사(figure verb ) 로， fill 유형의 동사 는 목적 어가 이 동 되 는 배 경 ( ground ) 이
라는 의미 에서 배 경 동사 ( ground verb) 라 고 칭 하 였 다

그 러 나 본 논문 에서 는 의미내 용 에

더 가깝게 이 동양 태 동사와 처 소상 태변 화 풍사 로 청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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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Je유형의 동사는 원래 이동양태 동사로 (6a) 와 같은 의미구조에서 어휘규칙
에

의해 (6b) 와 같은 처소상태변화의 의미구조로 바뀌는 경우이다

그 통사적

근거로 (8a) 처럼 책을 쌓아 놓는 특정 방법이 주요 관심거리이지， 그 쌓아 놓은
장소인 선반은 그다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또 처소상

태변화 구문으로 바뀌어도 (8b) 처럼 통사적으로 이동 대상인 책이 생략되어서

는 안 된다. 반연 stuff유형의 통사는 원래 처소 상태변화 동사로， (6b) 와 같은
의미구조에서 어휘규칙에 의해 반대로 (6a) 와 같은 이동양태의 의미구조로 바
뀌는 경우이다

그 통사적 근거로 (9a) 처럼 베개가 채워졌다는 처소상태변화가

주요 관심거리이지， 채워 넣은 물건인 깃털은 그다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므
로 생략이 가능하다. 또 이동양태 구문으로 바뀌어도 (9b) 처럼 처소인 베개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논항교체 현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통사구조로 다 쓰이는 다의 동
사의 경우에도 (8) 의 piJe처럼 이동양태의 의미가 기본의미인 다의 동사와

(9)

의 stuff처럼 처소상태변화의 의미가 기본의미인 다의 동사로 더 하위분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처소동사를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1 0) a. pour유형의 이동양태 동사， 따ibbJ e， spi Jl, sJop , JadJ e

b. fiJl유형 의 처소상태변화 동사 cover， decorate, bandage , Ii tter, soak
c. pi le유형 의 이 동양태 적 다의 동사 spray， sow, heap, spread
d. stuff유형의 처소상태변화적 다의 동사 load， cram, pack , jarn
2.2. Pinke r( 1989) 의 의미구조 및 어휘규칙의 문제점
Pinker (1 989 ) 의

의 미 에 따른 동사분류는 처 소동사를 의 미 적 으로 분류하여 통

사 적으로 다른 형태로 쓰이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점에서 매우 설명력이 높다，
또 통사적 형태는 의미와 연관이 있으므로 어휘규칙에 의한 의미구조의 변환으

로 처소동사의 논항교체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의미구조가 가지는 언어 보편성

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사의 하위분류와 의미구조 및 어휘규칙의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이 동양 태의 의미에서 처소상태변화

의 의미로 전환시키는 어휘규칙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자.

(11) a. Bob sprayed paint onto the w aJI.

b. Bob sprayed the w aJ l with pa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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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는 spray 와 같이 논항교체 현상을 보이는 이동양태적 다의

동사의 어휘의미표시를 (1 2) 와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앞 부분은 통사
spray 가 이동양태적 의미구조로 쓰인 경우로 Bob 이라는 개체가 페인트라는 개
체에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위치상 페인트가 벽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표시

되어

있다

즉 페인트가 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기술하여 이동양태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1 2) 의 후반부는 동사 spray 가 어휘규칙에 의해 처소상태변
화적 의미구조로 바뀐 경우로 Bob 이라는 개체가 벽이라는 개체에 영향을 끼쳐，

페인트가 벽으로 이동하는 방법 즉 spray 의 이동양태적

의미구조를 수단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벽이 페인트가 칠해진 상태로 변화는 관계이다

즉 이동방법

을 수단으로 하여 벽의 상태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pour 9} 같이 논항교체 현상을 보이지 않는 이동양태동사의 어휘의미표
시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1 3) a. ]ohn poured the water on the floor

b.*]ohn poured the floor with water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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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구조는 John 이라는 개체가 물이라는 물질의

속성을 지닌

개체에 영향을 끼쳐， 위치적으로 붙이 바닥에 쏟아져 내려가는 방법으로 이동

하는 관계인데， 이때 그 관계는 중력과 같은 힘에 의해 그릇과 같은 어떤 개체
속으로부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가도록 허용하는 관계이다. (12) 의 전반부에 기

술한 spray와 마찬가지로 이동양태를 나타내나 pour는 중력을 이용하여 쏟아지도
록 허용하는 관계이므로 어휘규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오직 이동양태구조로만 쓰
인다. 반연에 어휘규칙이 적용되는 (1 2) 의 spray는 영향을 끼쳐 그 결과 이동되는
관계이므로 (1 2) 후반부의 spray ;;t~럽 처소상태변화의 의미구 조로 전환된다 ，

다음 처소상태변화의 의미에서 이동양태의 의미로 전환시키는 어휘규칙의 적용

에 대해 살펴보자.Pi머<er(l 989

: 장7)는

st따f와 같이 논항교체 현상을 보이는 처

소상태변화적 다의동사의 어휘의미표시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15) a. Bob stuffed breadcrumbs into the turkey
b. Bob stuffed the turkey with breadcrumbs.
(16)
stuff
EVENT=---

---1 -------=:흰=~~팩~보ACT THING THIl'‘ G
EVENT

STATE
~ 1 ____
ACT THING THING
(lurkey) (c rumbs)

[(Bob)] [(crumbs)] / ' I \ \

GO THING PATJ-I
{c rumbs) []
/\

lO PLACE

--- -----

in

sluff
EVENT.•-‘ -•

~I~간꿇r

H UI'‘G

ACT T HlNG THlN G
EVENT : idenlification‘
[(Bo b)] [(lurkey)] /
1 \\
GO THING PROPERTY
(turkeyll /'" 、、
such
STAT
E
I ____

뾰행!

~

BE THING CONflG
{c rumbs)..-/ -、、
overPLACE

/\

in

T HlNG
(lurkey)
[PinkerO잊씻9

: 237. 5. 63)]

(]6) 의 진반부는 이 동양 태의 의미로 쓰인 stuff의 어휘의미표시로， Bob 이라는

개체가 빵 죠각 이라는 개체에 영향을 끼쳐， 칠면조가 빵 조각으로 가득 차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빵 조각 이 칠면조로 이 동하는 관계로 표시되어
다

한편

(1 6) 의

후반부는

처소상태변화의

의미로 쓰인

Bob 이라는 개체가 칠면조라는 개체에 영향을 끼쳐

s tuff의

있

의미구조로，

이동양태의 stuff동사의 의

미구 조를 수단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칠변조 에 빵 조각이 과밀하게 들 어가 있

게되는 상태의 속성으로 변화는 관계이다‘ 즉 이 동방법을 수단으로 하여 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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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달라지는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의

의미속에

포함되어

이처럼

이동양태의

있으므로 어휘규칙이

적용되어

93

수단이

처소상태변화

이동양태의

의미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cover처럼 처소상태변화의 통사구조로
쓰이는 동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I 7) a. John covered the bed with a shee t.

b.

*John covered the sheet onto the bed.

(1 8)
cover

EVENT_ _

~I\는녁환l
ACT TIllNG T HlNG
EVENT: idenlificäüonäl
[(ßob)] [(뼈 )]/1 \
GO TWNG PROPERTY
(아dl

./' \、

5uch ____
STATE
1 ----...

EVENT

/1 \ \
ACT TH.ING T l-11NG
(Bo bl
펙eel)]

BE HllNG I'LACE
(5heell ./' '、、
on
T l-11NG
(bE녕)

PROPERTY
2D

[Pi nkerO잊엉 233.

5.61)]

cover의 경우 침대가 쉬트로 덮여있는 처소상태변화를 나타내나 이동양태

의

수단이 아니라 평면인 쉬트를 펼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처

소가 상태변화를 일으키므로 어휘규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오직 처소상태변화의

의미로만 쓰인다. 이와 같이 개별동사의 어휘의미표시를 상세하게 표시하므
로써 어휘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휘의미표시와 어휘규칙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

저 (1 2) , (1 4) , (6) , (8) 과 같은 어휘의미표시는 화용상 문맥에 쓰일 때마다 달

라 질 수 있는 개개의 속성과 관계를 너무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기 때문에 복
잡할

뿐만 아니라 융통성 이

부족하다，

특히

ACT , GO , BE 와 같은 함수어

(functor) 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펼요하다면 얼마든지 첨가하거나 변형시

킬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또 (2) , (16) , (1 8) 과 같이 처소상태변화를
나타내는 어휘의미표시에서는 처소 논항 이 세 번이상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잉
여성이 있고， 또 이와 같이 여러 번 표시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통사적으로는
목적어로 단 한번만 전사되어 표시되는지 전사되는 과정을 기 술하기가 쉽지 않
다 2 더구나 이처럼 상세하게 표시된 어휘의미표시를 통체로 다른 어휘의미표

2 70 년대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에서 의미구조인 심층구조 를 보다 추상적으

로 설정하다보 니 통사구조인 표연구조로 표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어려웅이 있
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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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전환시켜 주는 어휘규칙이 갖는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3 특히 다
음 load 동사와 같이 기본 의미를 어느 것으로 해야 할 지 애매한 동사도 있다.

(1 9) a. The girl stuffed the turkey (with chestnuts).

b. The girl stuffed the chestnuts *(into the turkey).
(2이

a. The peasant loaded the donkey (with hay)
b. T he peasant

Pinker(l 989) 는

load려

the hay (on the donkey).

stuff유형과 l oad유형의

동사를

둘 다 원래

처소상태변화의

의미가 기본인 동사이나 이동양 태 의 의미로 전환되어 쓰일 수 있는 다의 동사
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 근거로 둔 통사적 현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 stuff는
Pinker(1989) 가 분류한 대로 무엇인가를 넣어

처소가 상태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기본의미이다 따라서 처소를 나타내는 turkey가 목적어로 표현된 (1 9a)

의

경우 구체적

물질인 chestnuts 은 생략해도 아무런 의미상의 흔란이 없다‘

한편 이동양태의 의미로 전환되어 이 동된 물질 인 chestnuts 이 목적어로 표현된
09b ) 의 경우 처소의 전치사구

into the turkey가 생략되면 chestnuts 을 이동된

물질이 아니라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처소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런 의미는 불가능하므로 비적격형이

된다

즉 통사적으로 이동양태

그러 나 그
구 문으로

전환되어 ( 19b) 처 럼 쓰일 경우 처소의 전치사구 into the turkey 와 반드시 같이
쓰여야 한다

반면에 load 의 경우는 처소인 donkey가 목적어로 표현되어 통사

적으로 처소상태변화 구문으로 쓰인 (20a) 의 경우도 이동된 개체인 hay가 생략
가능하고， 이동된 개체인 hay 가 목적어로 표현되어 통사적으로 이동양태 구문
으로 쓰인 (20b) 의 경우도 처소의 전치사구

on the donkey 가 생략 가능하다

즉 load 는 목적어로 선택된 논항이 처소의 의미에 가까운가， 아니연 이동된 개

체에 가까운가에

따라 의미해석이 달라진다， 따라서 load 유형의 동사는 의미

적으로 처소상태변화의 의미가 기본인 다의 동사라고 할 수 없고 순수 다의 동
사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load유형의 순수 다의 동 사의 경우 어휘규칙을 적용한다고 할 때

어느 의미구조를 기본형으로 보고 어휘규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
긴다

기본형을 설정하기 어려 운 문제점과 함께 통체로 어휘의미구조를 바꾸어

놓는 부담이 많은 어휘규칙 자체를 꼭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원적

인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load 유형의 순수 다의 동사의 의미는 어휘부에

이미

어 느 의미로 고정되어 정해져 있다가 어휘규칙으로 다른 의미로 변한다고 보기
보다는，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문장을 해석하거나 생성할 때 정

3

Pi띠‘er(l 989) 도 이러 한 부담 때문에 구체적인 어휘규칙의 작동과정 (operation)은 제시

하지 않고 (1 2) , (1 6) 과 같 이 입력 ( input) 과 출력 ( outputl 만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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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어휘부에서는 원형으로만 존재해 있

고 구체적인 의미는 정해져

있지

않은 미 명세상태( underspecification) 에

있다

가， 문장을 생성하거나， 해석하는 처리과정 (processing) 에서 구체적인 의미가 정

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은 경제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

3.

처소동사의 다의성과 온라인 유형 구성

3.1 . 계층적 어휘부 ( Hierarchical Le xi con )
핵중심구구조 문법 (HPSG) 에서는 단어를 정의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여
러 어휘적 관계 Oexica l relation) 를 계층적 어휘부에서의 다중적 계승관계 (mutiple

inheri tance) 로 설명한 다， 먼저 통사적 관계를 살펴보자
(21) a. Hany met Sally.

b. A simple example of multiple inheritance

/\\
\\/
[Koenig (l 999 : 14 (1)]
위

예문에서 쓰인 단어 meet는 통사적으로 품사는 동사이며 ， 하위범주는 보

충어를 하나 택하는 타동사이다 따라서 이를 다중적 계승관계로 (2 1b) 와 같은
도표로 표시 한다. 이 때 meet 리-는 타동사외 애 go 와 같은 자동사와 happy 와 같

은 자동사적 형용사 및 sure 와 같은 타동사적 형용사 등을 계층적 어휘관계로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온라인 AND/ OR 망을 이용하고 있다.

(22) a. A simple AND/ OR tree for word categories:

|

val꽤「릎=4SMem

/\\

trans

/、

vb

a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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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type hierarchy of word categories:

^

^

intrans adj traÌ1s adj
[Koenig (l 999 : 20 , 22, Figure9,
(22a) 애서

네모표시가 된 하위범주의

해야하는 연접적인 (conjunctive)

Figurel 이

원자가 (v머ence) 와 풍사는 반드 시 선택

AND 구조망이고， 그 외는 그 중 하나를 선택

하는 이 접적인 ( di sjunctive) OR 구조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적 계승관계에
따라 (22b ) 와 같이 자동사 유형， 타동사 유형， 지동적 형용사 유형， 타동적 형용
사 유형과 같은 하위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중적

계층관계에

서의 계송관계로 단어를 정의하는 장점은 단어와 단아 사이의 관계를 공통적인
속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불필요한 잉여성 (redundancy) 을 없앨 수 있다는 점
이다

한편 문장 중 에 쓰인 구체적인 단어 played , playing , bird , birds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통사 적 관계뿐만 아니라 형태론적인 굴절 어미 관계까지 포
함하여 다음과 같이 다 중적 계층관계로 나타 낼 수 있다.

(23) A more complex word hierarchy:

lexem e

풋찌
íntr-played

tr-pl띠líng

bírd

쫓자
birds

[Koenig0999 : 51 Figure 2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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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휘적 관계를 다중적 계승관계 (mutiple

inheri tance) 로 나타내는 것을 계층적 어휘부(lU erarchical lexicon) 라고 한다 그
러나 수동태에 쓰이는 과거분사 played, 능동태에서 쓰이는 타동사적 현재분사
playing , 단수명사 bird , 복수명사 birds 등 모든 어휘를 미리 계층적 관계로 명
시해 놓는다연 이는 단순한 목록에 지나지 않는다. 즉 화자는 단지 어휘부속에
들어 있는 목록을 보고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할 뿐이다 따라서 계층적 어휘부

에 실제 용법에 따라 쓰인 모든 경우의 어휘를 다 모아 명시적으로 적어 놓는
것이라면， 언어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

3.2 유형 미명세 계충적 어휘부 (Type Underspecified Hierarchical
Lexicon) 와 온라인 유형 구성 (On-line Type Construction)
Koenig0999 : 53) 는 계층적 어휘부는 언어의 창조성 내지 생성성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어휘를 목록으로 다 적어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경제적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어휘부에는 미명세적인 기본 범주 (underspec

ified, basic category) 와 이 기본 범주와 관련된 제약만이 들어 있고， 완전히 명
세화된 (f띠Iy type -s뻐cified) 복합범주 (complex category) , 즉 어휘범주는 문장
을 분석할 때 정해지는 것이 보고 있다
범주와

과거형

굴절어미가

결합된

예를 들어 “played" 는 [play] 라는 기본

복합범주로

[[play]ed] 로

분석된다.

이때

“ played" 라는 복합범주는 굴절어미 뿐만 아니라， 타동사， 자동사와 같은 하위범

주에 대한 원자가 유형값도 포함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이 어휘부에는 원형과
원자가 유형값， 굴절어미

유형값은 미명세인 채

다중적 계층관계로 표시되어

있다고 본다4

(24) A multidimentional hierarchy of lexemes:

-------키

/\

eat
[Koenig0999 : 54 Figure 26]

이처럼 유형미영세 계층적 어휘부에서는 원형과 함께 원자가와 굴절어 미 등

4

Koneig0999 : 54) 에서는 행위자， 경험자와 같은 외재적 논항(extem머 argument) 에 대

한 정보도 포함시컸으나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초점이 아니므로 편의성 생략하여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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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미명세로 있다가，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문장S 로 나타나연서 그 유형값이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25) a. Claudio played the sonata.
b. This sonata plays well on an organ.
(25a) 의 played 나 (25b) 의 plays는 이미 어휘부에 목록으로 그 값이 다 정해

져 있어 그 목록을 빌려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문장을 생성하거나 해석하는
처리과정에서 온라인 상으로 그 값이 정해져 명세화 된다. 즉 어휘부에는 기본
범주로 원형 play 만 영시되고， 원자가와 굴절어미 동에 대한 유형값이 미명세
인 채로 들어 있다가 새로운 유형인 복합범주， 단어 played와 plays가 온라인상
으로 다음처럼 완전히 영세화되어 구성되는 것이다.

(26) A simple exarnple of On-Line

Ty야

Construction

lexeme

/

3麗날뺑

eat

도표 (26) 을 보면 유형미영세 계층적 어휘부에서 원형과 함께 원자가와 굴절
어미의 유형값이 미영세로 되어 있던 기본 어휘 play가 (25) 와 같은 실제 문장

을 발화하거나 해석할 때 구체적으로 원자가 유형값과 굴절어 미 유형값이 명세
화되면서 복합범주인 단어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 을 보여주고 있다 .5 즉 복합범

주인 단어 played는 (25a) 문장을 분석하는 용라인상에서

굴절어 미 유형값이

과거형으로 명세화 되고， 원자가 유형값이 타동사로 명세화 되어 그 유형값이

완전히 명세화 된다 마찬가지로 plays는 (25b) 문장을 분석하는 온라인상에서
굴절 어미 유형값이 3 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명세화 되고， 원자가의 유형값이 중

5

굵은 사선표시는 온 라인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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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사로 명세화 되어 그 유형값이 완전히 영세화 된다
이와 같이 문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형구성을 가정하는 이점

은 복잡한 어휘규칙으로 해결해야 되는 모든 과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즉 온라인으로 유형구성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

playecl. plays 처럼 과거형

어미나 3 인칭 단수 현재형 어미를 첨가시켜 주는 형태론적 어휘규칙이 있어야
하며， 또 (25b) 의 play s 와 같은 중간형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타동사 유형

을 중간동사 유형으로 바꾸어 주는 논항교체형 어휘규칙이 펼요하게 된다

이

와 같은 경우 어휘부는 원형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대로 실제 온라인상 사
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를 목록으로 다 등재해야 하는 부담과， 어휘규칙이 적용
되는 기본형을 정해 그 값을 모두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

다

더구나 논항교체형

어휘규칙은 어휘규칙이라고는 하지만 동사규칙과 마찬

가지로 예외가 많은 규칙으로

타동사의

의미에서

중간동사의

의미로 바꾸어

주는 복잡한 규칙을 설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휘규칙이 갖는 부담

을 줄이면서도 어휘규칙이 하는 일을 모두 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유
형구성은 경제적인 분석이며， 인간의

언어적 창조성내지

있는 방법이다. 나아가 어휘부에는 미영세인 상태에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실제 문장을 처리하

는 과정에서 명세화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 직관에도 맞는다.

3.3 . 처소동사의 다의성과 온라인 유형 구성
처소동사의 경우 논항교체 현상을 보여 다의성을 보이는 spray유형의 동사를
예로 보자.

(27) a. john sprayecl the paint onto the wa lJ
b. john sprayed the walJ with pain t.
위와 같은 처소동사구문은 전통문법입장에서 보면 목적어와 목적보어로 전치
사구를 동반한 복합타동사 (complex

transitive verb) 구문이다 단 (27a) 와 같은
onto 형의 통사구조이고， (27b)와 같

처소동사구문은 이동양태의 의미로 쓰인

은 처소동사구문은 처소상태변화의 의미로 쓰인 with- 형의 통사구조이다. 따라
서

이들

처소통사의

원자가를

(27a) 의

경우

이동양태의

복합타통사 (complex

manner of motion verb) 로， com-man-of-mot로 표시 하고， (27b)의 경 우 처 소상
태 변화의 복합타통사 (complex 미1ange of state verb) 로， com-ch- of-st로 표시
한다

한편 유형미영세 계층적 어휘부에서는

spray 동사의 원형값과 함께 원자가와

굴절어미 등에 대한 유형값이 명시되지 않은 미명세인 채 있다. 단 그 원자가
와 굴절어미 등의 유형값은 (27) 과 같은 문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
이 온라인 유형구성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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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lexeme

com-man-of-mot

똥\릎|

co，껴즈ch - of-st

spray+past+COn1~n1αl-of-n1ot

도표 (28) 올 보연 미명세로 되어

있던 기본 어휘 spray 가 (27) 과 같은 실제

문장을 처리할 때 구체적으로 굴절어 미 유형값과 원자가 유형값이 영세화되면
서 복합법주인 단어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sprayed는 어휘부의 목록으로 들어
라，

즉 (27a) 의

동사

있는 동사를 그대로 빌려 다 쓴 것이 아니

(27a) 문장을 분석하는 온라인상에서 굴절어 미 유형값이 과거형으로 명세화

되고， 원자가 유형값이

이동양태의 복합타동사로 명세화 되어

표현된 경우이다 또 (27b) 의 동사 sprayed도
에서 굴절어미

구체적

단어로

(27b) 문장을 분석하는 온라인상

유형값이 과거형으로 명세화되고， 원자가 유형값이

처소상태변

화의 복합타동시-로 명세화 되어 구체적 단어로 표현된 경우 이다

한편 Pi nker(1989) 식의 어휘규칙을 가정할 경우

어휘부에서는 (27a) 과 같은

이동양태 의미로 쓰인 spray동사의 모든 유형값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와 같이 완전히 유형값이

정해진 어휘를 어휘규칙에 의해

(27b )와 같이 처소상태의 의미로 쓰인 spray 동사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비 록 어휘규칙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두 개의 s pray 동사가 이미

어휘부의 목록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어휘부에
서 실제 인긴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휘 를 다 적어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어휘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휘부의
부담이

매우 많은 땅법이다. 또 처소동사의

논항교체 현상에

따른 어휘규칙은

앞 2 장 에서 지적한 대로 예외 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제약을 가해야 하는 문제

점과 반드시 기본형이 있어야 하는 데 실제 동사 load 의 경우 어느 것이 기본
형인지 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어휘부에서 는 유형미영세로 있
다가 문장을 생성하거나 해석하는 처리과정에서 온라인상으로 그 값이 정해져
명세화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유형구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어휘규칙이 하는 일을 그 대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언어의 창조성은
어휘부의 어휘규칙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언어 를 생성하거나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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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리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적 직관과도 일치한다.
한편

다음과 같이

논항교체

현상을

보이지

않아 다의적으로 쓰이지

않는

pour유형과 fill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29) a. John poured water into the glass.
b. *john poured the glass with water.
(3이

a. *john filled water into the glass.
b. john filled the glass with water.

pour유형의 동사는 이동양태의 의미로만 쓰이지 처소상태변화의 의미로는 쓰

이지 않는다. 또 fill유형의 동사는 처소상태변화의 의미로만 쓰이지 이동양태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휘규칙으로 설명할 경우 이 들이 어휘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는 것을 복잡한 어휘규칙의 제약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유형구성과정에서는 사용상의 문제이므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
다， 따라서

단순히

예외임 을 인정하여 다음처럼

이미 유형값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3 1) Pre-typing and exceptions to lexical processes

lexeme

a

lexeme

b

lty-nòun

vèrbs

tn‘

pass

ranty

[Koen.Î g (l 999 : 79 Figure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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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spray는 어휘부에 원자가 유형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유형미명세이나，
동사 pour는 원자가 유형값이 이미 이동양태 복합타통사로 정해져
fill 은 원자가 유형값이
단 굴절어미 유형

정해져

처소상태변화 복합타동사로 정해져

있고， 동사

있는 것으로 본다

값은 미명세인 채로 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유형값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많은 어휘적

현상이 규칙으로 처리하기에는 예외가

많고 이런 예외는 실제 사용상의 현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부분적 생산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즉 (31b) 는

Koenig0999
사에 붙어

‘

79) 가 제시한 도표로 명사형 ity는 일반적으로 able 유형의 형용

명사로 만들어 주나 ranty 와 같이

예외적인 현상이

있고， 또 동사

love는 능동태로도 수동태로도 쓰이나 동사 h ave는 능동태의 타동사로만 쓰이
고， rumored는 수동태구문으로만 쓰이는 예외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4.

연결제약에 따른 어휘구조와 유형미명세 계층적 어휘부

4.1.

Dav;s ( 1996 ) 의 어휘구조와 관계유형

처소동사의 논항교체

현상에는 어휘규칙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상과 처소의

논항이 똑같이 목적어로 전사된다는 연결이론(linking theory) 상의 문제점도 있
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avis(996) 는 의미역을 사용하지 않

고 Dowty (l 991) 의 원형역할 (proto -rol e) 이론을 받아들여
피행동자

UND( undergoer) 와

행동자 ACT(actor) 와

같은 원형적 역할을 사용하여 어휘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다음은 동사 eat의 어휘구조를 실제 사건모형과 동사어휘가 나타내는
의미적 관계유형

및 통사구조와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32) Entities in the hierardùca1 model

events (and states)
eve nt

semantic relations
typed feature sttucture
proro-roJe
attribut맞

eating \

fι4\
4

‘

、

subcatcgorizations
list of syntactic
consutuents

매잉 ca l

-------

~I 안 띔jJ

\-:---~t

1-\...... I

〈NP 띠 Np 며〉
su 이 ect

l.!.J

。이야!

enrailments

V

\.

p ar1t c ’P 띠tlS

)

y

lexical entry

실제 상황인 사건모형과 어휘적 의미관계와 통사적 논항 구조 는 서로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도표 (32) 를 보면

자와 먹 는 음식은 어휘의

비언어 적인 실제

먹는 사건의

참여자인

의미내용에서는 먹는-관계 (eat-re]) 유 형속의

먹는

행동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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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와 피행동자 (UNÐ) 의 원형적 역할로 표현되고， 통사구조에서는 하위범주
화된 주어 명사구와 목적어 명사구로 연결된다， 이러한 관계는 그 어휘의 의미

가 지니고

있는

일종의

연결제약 Oinking constraint) 이다

따라서

어휘구조는

실제 사건모형을 나타내는 의미내용과 통사적인 논항구조로 나타낸다.
먼저 어휘의 의미내용을 기술하는 관계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Davis (1 996) 의

어휘의미론에서는

행위자

피영향자와 같은

의미역을 기본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형적인 행위자를 행동자로 원형적인 피영향자를 피행동자로 보고6， 원

형적

역할사이의

관계유형으로 의미내용을 나타낸다. 먼저

행동자와 피행동자

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33) a. We walked through the streets.
b. The fish is frying
c. John is driving a car.
(33a) 의 자동사 walk는 주어가 전형적인 행위자로 행동자의

원형적

역할을

하는 봉사가 된다. 즉 행동자 관계 (act-re]) 유형의 동사이다， 반연에 (33b) 의 자
동사 fry는 주어가 전통적으로 피영향자로 피행동자의 원형적 역할을 하는 동
사가 된다

6

즉 피 행동자 관계 (und-re]) 유형의 동사이다 7 한면 (33c)의 타동사

Dowty (l 99ll 는 행위자의 원형적인 역할(Agent Proto- Role) 과 피영향자의 원형적인

역 할 (Patient Proto - Role ) 로 다음과 같이 정 의 하고 있다

(i) Contributing properties for the Agent Proto-Role

a. volition aJ involvement in the event or state
b. sentience (anψOr perception)
c. causing an event or change of state in another participant
d. movement (relative to the ∞sition of another participant)
e. (exists independently of the event named by the verb)
(iil Co ntributing properties for the Patient Proto-Role
a. undergoes change of state
b. incremental theme
c. caus aJ ly affected by another participant
d. stationary relative to the movement of another participant)
e.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of the event or not at 외1)
7

띠행동자 관계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하위유형 (subsort) 이 있다
(i) a. The ice melted suddenJ y
b. This vegetable grew in this field

(ia) 의 자동사 melt 의 주어 논항은 전통적으로 상태변화의 피영향자로 분류되던 경우이
다

따라서 자동사 melt 는 피행동자-관계유형에서도 하위분류하여 상태변화-관계(c hange

of-s tate-re1)유형의 동사로 정의된다

한편 (ib) 의 자동사 grow 의 주어 논항은 상태변화

라기보다는 양이나 크기 둥이 늘어 나거나 줄어드는 증분의 대상 (incrementaJ theme) 이다
따라서 자동사 grow 는 피행꽁자- 관계유형에서토 하위분류하여 증분대상- 관계 ( incr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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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는 주어가 행동자의 원형적 역할을 하고

목적어가 피행동자의 원형적 역

할을 하는 동사로서， 행동자-피행동자 관계 (act-und-reJ)유형의 동사로 정의된

다

즉 행동자와 피행동자의 관계는 전형적인 타동성의 관계로 행동자에서 시

작된 물리적 심리적 힘이 피행동자에 끼치는 관계이다.
원형적 역할에는 행동자와 피행동자외에 모습 (figure) 과 배경 (ground) 이

있다.

즉 움직이거나， 위치에 놓여 있는 논항이 모습이 되고， 운동하는 경로나 위치해

있는 장소가 배경이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4) a. The mouse went under the table.
b. The mouse was under the table.
(34a) 의 자동λ ~ go는 주어 논항이 웅직이는 개체로 운동관계에서의 모습 아라
는 원형적 역할로 정의되고 전치사구 under the table은 이동되는 경로로 운동
관계에서의

배경 이라는 원형적

역할로 정의된다

즉 모습-배경-관계유형의 동

사이다. (34b) 의 be동사도 주어가 위치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모습의 원형

적 역할이고， 전치사구 under the table은 장소를 나타내는 배경의 원형적 역할
이다- 즉 모습-배경-관계유형의 동사로 정의된다. 이때 (34a) 의 동사 go는 모습
-배경-관계유형

중에서도

이동-관계 (motion -reI)유형의

동사가 되고，

(34b)의

be동사는 위치-관계 Oocation -reI)유형의 동사가 된다 즉 모습 -배 경 - 관계유형은

두 가지 하위유형인 이동-관계유형과 위치-관계유형으로 계승된다.8

한편 사건이나 상태속에

있는 참여자의 원형적 역할 외에도 결과의 원형적

역할과 수단의 원형적 역할이 있다. Ðavis (l 996) 는 이와 같은 함의관계를 다음
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theme- re!) 유형의 동사로 정의된다
8

이때 이 동- 관계유형에서 배정 은 다음과 같이 더 세운된다.
(i)

(ii)

a. ]ohn ，하 Seo비
b. ]ohn 따ssed Suwon
c. ]ohn entered the room

[::D [鐵， II

이 동-관 계유 형 에서 매경 은 다시 출처 (source) ， 경유 (via) ， 종착점 (endpoint) 둥을 나타내

는 경로 (path) 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ia)

동사 leave 의 의미구조 는 모습이 이

동하는 매 경 이 경로 중 에서도 출 처의 의미자 질로 표시되고， (ib) 의 동사 pa ss 의 의미구조
는 배 경 이 경로 중 에서 도 경유 의 의미자질로 표시되며， (ic) 의 동 사 enter 의

경로 중 에서 도 종착정 의 의미자질 로 표시된다

의미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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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 EFFECT : Is an event or state caused by another event
b. MEANS : Is an event that intervenes within another event and
enables it
결과란 다른 사건에 의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사건이거나 상태를 의미하는 원

형적 역할이고， 수단이란 다른 사건 속에 수단으로 사용된 사건을 의미하는 원
형적 역할이다

먼저 다음의 예문을 보자.

(36) Chri s jumped the horse over the gate.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인 동사 jump는 당연히 주어가 사역적인 원인자 (causer)

이고， 목적어는 피원인자(causee) 이다

는 행동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피원인자인 목적어는 또 점프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사건이 원

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종속사건 (subevent) 을 두는 다음과 같은 사역
결과-관계(cause-effect-re]) 유형을 사역-관계유형의 하위유형으로 본다 .9

(37)

l
l

IACT

띠

IUND

믿

IEFFECT

act-rel [ACT

며

cause껴ffect-rel

9

n

사역-결과-관계유형에서는 상위 사역-관계에서는 피행동자가 피원인자가 되나， 그

결과로 일어난 하위 행동자 관계에서는 행동자가 된다 따라서 사역적인 타동사로 쓰인

없꽤

(23) 의 동사 jump 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자질의 의미구조로 표시된다

1

띠며

(i)

며

따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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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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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뼈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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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역-짐프-관계는 사역적인 행동자가 피행동자에게 어떤 사역적인 행동을 하
여 그 결과로 피행동자가 점프-관계의 행동자가 된다는 의미제약이다 이처럼 결과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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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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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건블 나타내는 원형적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사역적인 타동사와 자동사로 쓰인 동사
의 의미적 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의미자질의 의미구조로 일반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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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w. deflect. attract 등의 통사는 사역 적 인 동사로 피 행

동자가 이 동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 ump 와 달리 스스로 이 동할 수 없으므로 행
동자가 될 수 없고 모습이 된다

즉 사역-관계유형과 이 동-관계유형에서 다중

적으로 하위계승된 사역-이동-관계유형의 통사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8)

IACT
IUND

IEFFECT

띠
며
mot-rel

[FIG

cfluse-mol -rel

처소동사와 관게유형에 따른 유형 미명세 계층적 어휘부

4.2

앞 2 장에서 논의한 처소동사의 기본 의미와 통사적 논항구조의 형 태 를 보고
이를 종합하면 처소동사를 다음과 같 이 크게 5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pour유형의 이동양태 동사

(39) a.
b.
c.
d.
e.

pour,

이ibble，

spill , slop, ladle

fi ll 유형 의 처 소상태 변화 동사 fi U ，

cover, decorate, bandage, litter ,
load유형 의 순수 다의 동사 load, pack , stock spray
pile유형의 이 동양태적 다의 동사 pile， sow , heap , spread
stuff유형의 처소상태변화적 다의 동사 stuff， cram , pack , jam

이때 처소 동 사의 통사적인 논헝구조는 그 동사의 의미적인 내용과 밀접한 관

련 이 있다

따라서 Davis(996) 은 어휘구조 속에 이미 의미내용과 통사적인 논

헝구 조가 연결제약으로 표시되어 있 는 것으로 가 정 한다

먼저 다음처럼 논항교

체 를 보이 는 다의동사 spray 의 경 우를 예로 보자，
(4이

a. Pat sprayed paint on the wall
b. Pat sprayed the wall with pain t.

처소동 사 spray 는 (40a) 처럼 이 동양 태의 의미 로 쓰인 경 우 (38) 의 사 역 -이 동
-관 계유 형 에서 게 숭된 사역 - 처 소 이 동 -관계 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행 동 자가 대

상인 피행동자에게 사 역적 인 힘을 가하여 그 결과로 이 동 관계가 되어 배 경 인
장소 로 위치이 통 이 되 는 관계로 표 시 할 수 있다

화의

의 미 로 쓰인

장소에

영향을

그러 나 (40b ) 처 럼 처소상 태변

경우， 사역이동관계 를 수단으로 하 여

끼치 는

행동자가 피행동자인

관계로 사역-처소상 태 변화-관계로

볼

수

있다

Davi s(996) 은 이 들 관계 를 Pinker( 1 989) 와 마찬가지로 다음 과 같 이

이때

의미 구조

에서의 어 휘규칙에 의 한 교 체 현상으로 설명하 면서 통사 구조 의 차 이 를 논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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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 하여 다음과 같은 어 휘 구조로 나타냈다 10

(4 1) a

띠 ， NP 낌 ， PP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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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a) 의 의미내용은 구체적인 동사 spray- 관계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역-처소

이동-관계로 행동자

ACT

띠이 피행동자

UND

띠에게 사역적인 영향을 끼쳐

그 결과로 피행동자가 경로인 장소로 이동되는 의미이다

반면 (4lh) 의 의미내

용은 사역-처소상태변화-관계로 (41a) 의 spray- 관계를 수단으로 해서 행동자

피 행동자 관계가 성 립하는 일종의 귀납적 사역-관계 ( i nductive cause- rel)이다

10 Oavis0996l 이 제시한 어휘규칙에 의한 논항교체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는
앞 3장에서 설명한 Pinker0989l 의 어휘규칙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같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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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띠이 사역-처소이동-관계인 (41a) 의 spray- 관계를 수단으로

하여 처소인 피 행동자

UND

댐에 영향을 끼쳐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의미이다

이때 논항구조는 통사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연결이론을 설정하지 않고，
내용에서의 행동자 ACT띠이 논항구조에서 첫 번째 영사구 NP: 띠， 즉 주어로
전사된다는 주어 명사구에 대한 일종의 연결제약을 나타낸 것이다. 또 (4 1 a) 에
서 피행동자 UND띠가 (41b) 에서 UND며이 각각 논항구조에서 마지막 영사구
이연서 동시에 두 번째 명사구 NP:띠 와 NP:뎌 즉 목적어로 전사된다는 일종
의 목적어 명사구에 대한 연결제약을 나타낸 것이 다 11
(4 1)과 같은 어휘구조는 실제사건모형을 어휘구조속의 의미내용으로 나타내

고， 통사구조는 별도의 연결이론을 가정하지 않고 어휘구조가 그대로 연결제약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미역을 사용하는 이론에서 (40a) 에서는 대상의 의미역
이라고 가정하였던

논항이

목적어로 전사되고

(40b) 에서는

처소의

의미역을

지닌 논항이 목적어로 전사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영향을 받는 피행동자 논
항이 목적어로 전사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와 같은 연
결제약은 규칙이 아니라 표현 (sign) 에 대한 제약이라는 장점도 있다 12 그러나

어휘부에 이미 어휘규칙에 의해 전환된 두 가지 의미의 spray가 통사구조를 포
함한 모든 유형이 완전히 명세화된 채로 목록속 에 다 들 어

있는 경우 가 되므

로， 앞에서 지적한 계층적 어휘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않고 있다， 따라서 유형미
명세 계층적 어휘부에서는 굴절어미 유형값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pour처럼 원

자가의 유형값이 이미 이동양태의 복합타동사로 정해진 경우 에만 (41a)과 유사
한 어휘구조로 표시한다. 또 fill 처럼

원자가의 유형값이

이미

처소상태변화의

복합타동사로 정해진 경우에는 (41b) 과 유사한 어휘구조로 표시한다，
이 때 논항교체 현상 을 보여 다의 적 으로 쓰이 는 다의 동사의 경 우

(3 9c, d,

e)

처럼 3가지 유형이 있다， 또 이 들은 원자가 유형값이 미명세인 채로 유형미영
세 계층적 어휘부에 들 어

있지만 pour나 fill 과 같이 원자가 유형값 이 이미 정

해져 있는 동사 와는 의미내용이 달라야 한다

즉 pour는 이동양태의 의미내용

으로 고정된 경우이고， fill 은 처소상태의 의미내용으로 고정된 경우라면， 이들
다의동사의 의미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동양태의 과정과 그 결과인 처소상태변
화의 상태를 다 의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11

피행동자 논항 (UND) 은 통사적인 논항구조에서 마지막 영사구로 전사되는 데， 영어

에는 타동사의 경우 마지막 영사구가 두 번째 영사구로 목적어이고， 이중타몽사의 경우

도 마지막 영사구가 세 번째 영사구로 저12 목적어이다

또 비대 격화 된 자동사의 경우도

명사구는 하 나 뿐이므로 마지악 영사구가 첫 번째 명사구가 되므로 주어가 된다
12

현재의 핵중심구구조 문댐에서는 Sag and Wasow (l999)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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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g n 에 서 보여주듯이 규칙보다는 표현에 대한 제약 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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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y 와 같은 다의동사는 유형미명세 어휘부에 원형과 발음값이 명세되어 있

고， 굴절어미 유형값과 원자가 유형값은 미명세인채로 있다 따라서 의미내용에
서 논항과 연결제약으로 표시되어 있는 논항구조도 미명세인 채로 있다. 그 값
은 (40) 과 같은 문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유형구성으로 정해지는 것으
로 본다

한편 의미내용은 이동양태의

의띠내용이나 처소상태변화의

의미내용

과 달리 이동양태의 과정과 처소상태변화의 상태의 두 가지 하위사건 의미내용
이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이동양태의 과정이

원인이 되어서

처소상태변화의 상태까지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 못하고 미명세화 되어 있다

이때 load 나 spray와 같은 순수 다의 동사는

중점값이 전체 미 명세 (total underspeification) 인 동사로 위 (42) 처 럼 과정과 상
태의 두 가지 하위사건 내용중 어느 것이 더 윤곽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

로 모두 명조체로 표시한다. 한편 pile~1 럼 이동양태적 다의 동사는 두 가지 하
위사건 내용중 이동양태의 과정이 중점값으로 되어

있는 부분 미명세 (paπial

unders야cification) 동사로 어휘구조에서 과정의 pnOCESS 부분이 윤곽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고닥체로 표시하고， stuff처럼 처소상태변화적 다의 동사
는 처소상태변화의 상태가 중점값으로 되어
조에서

있는 부분 미영세 동사로， 어휘구

상태의 STATE부분이 윤곽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고닥체로 표

시하여 이들을 구별한다.

5. 결

론

지금까지 처소동사구문의 논항교체 현상에 대해 그 구문의 의미적 특성과 통
사적 논항구조의 차이에 따라 동사를 하위분류를 하고 어휘규칙이 가지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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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및 의미역을 사용하였을 때의 연결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핵중
심구구조 문법의

틀안에서 유형미병세 계층적

법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어휘부와 온라인 유형구성의 방

먼저 처소동사의 하위분류에 있어서 R띠<er (I 989)

가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이 아니라 다섯 가지 유형이 가능함을 보였다 . 다음 핵

중심구구조 문법의 틀안에서 어휘규칙 대신 Koneig(1999) 가 주장한 미영세 계
층적 어휘부와 온라인 유형 구성의 방법으로 처소동사의 논항교체 현상을 설명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옹라인 유형 구성의 방법은 어휘부에서는 동사의 원형과
함께 원자가의 유형값이 미명세로 있다가 문장을 생성하거나 해석하는 처리과

정에서 온라인 상으로 그 값이 정해져 명세화 되는 방법으로 어휘규칙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연서도 어휘규칙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다음 의미역

이 론 대신 원형적 역할을 도입하여 어휘구조내의 논항구

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결제약으로 설명한 Davis(1996) 의 어휘구조의 장단점을
살펴 처소동사의 어휘구조를 미명세 계층적 어휘부의 입장에서 수정하여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이 유형미명세 계층적 어휘부와 온라인 유형구성방법에 따른 어휘구
조는 Pinker( 1989) 식의 어휘규칙과 별도의 연결이론을 설정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온라인 유형 구성의 방법은 어휘부에서는 동사의 원

형과 함께 원자가의 유형값이 미명세로 있다가 문장을 생성하거나 해석하는 처
리과정에서 온라인 상으로 그 값이 정해져 명세화 되는 방법으로 어휘부의 부

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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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gument Structure Alternations of the
Locative Verbs and the On-line Type
Construction
Kyoung- Hark Kim
This paper deals with locative verbs and argument structure altemations
in tenns of the lexical structures and the principle of the Type Underspecified Hi erarchical Lexicon and the On-line Type Construction. Locative verbs
and argument structure altemations can be found in the examples like Mary
loaded the hay onto the truck/ Mary loaded the truck with the hay. The
meanings of two sentenc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former indicates the manner of motion , and the latter indicates the change of state
That means that one verb like ‘ load’ has the two different meanings:
polysemy‘ On the other hand. the verb like ‘pωr’ only indicates the manner
of motion (Tamara poured water into the bow l./*Tamara poured the bowl
with water.) and the verb like ‘ fill ’ only indicates the change of state.(Bill
filled the tank with ωater./* Bill filled ωater into the tank..) In this paper, 1
discuss the problems of the lexical rule and argue that the on-lin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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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an do better than the lexical rule. And then 1 modefy the
linking principles and lexical structures on locative verbs on the point of the
T ype Unders및cified Hierarchical Lexicon and the On-line Type Consσuction
In section 2, 1 introduce Pinker(989) ’s lexical rules. Hi s theory is that the
syntactic frame of a verb is predictable from the semantic representation of
the verb. Different syntactic frames , therefore, reflect differences in the
semantic representations of the verb. However his lexical rules and classification of Iocative verbs have some problems about the argument structure
altemations like the verb ‘ Ioad and spray'. In section 3. 1 introduce the
Koenig (1 999) ’ s Type Underspecified Hierarchical Le xicon and the On-line
Type Construction. And then 1 argue that the On-line Type Construction
can do better than the lexical rule. In section 4. 1 introduce Davis ’ s (1 996)
lexical structures and linking constraints on the locati ve verbs and modify
them on the point of the Type Underspecified Hi erarchi c머 Lexicon. Finally 1
argue that the modifed lexical structures with the principle of the On-line
Type Construction can explain the locative verbs and their argument structure altemation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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