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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fines ‘movement verbs' as those which denote an event of 
location change, and characterizes their lexical semantic structures consisting 
of event-, argument-, case- and qualia- structures. The paper classifies and 
accounts for the argument alternations of the verbs in terms of under
specification of event structure. Events of location change involve a moving 
object and its trajectory; the former is denoted by AGENT or THEME 
argument and the latter is denoted by a locative argument (SOURCE, 
GOAL, DIRECTION, or PATH). The paper illustrates six types of argument 
structures of movement verbs, which include transitive verbs as well as 
intransitive ones. We assume that the aspectual meaning of the verb is 
determined by the event structure, particularly the HEAD-feature of the 
event (Pustejovsky 1995). Assuming eight different simplex/complex event 
structures, the paper illustrates seven argument alternation patterns of 
motion verbs, and accounts for their polysemous nature in terms of 
underspecification of HEA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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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연구는 한국어 이동 동사의 어휘의미를 기술하기 위하여 그 논항구조 및 사 

건구조의 유형을 분류하고， 표면적으로 둘 이상의 격구조를 실현하는 다의성 술어 

의 논항교체를 유기적인 어휘의미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Pustejovsky 

(1991, 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을 수정， 확대하여 이동 동사의 의미 구조를 형식 

화하여 표상하는 이론을 제안한다. 먼저 한국어의 이동 동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정의 : 문장 S의 본동사 P가 처소논항을 취할 때， s가 P의 다른 한 논항의 
처소 변화를 함의하면 그 동사를 이동 동사라 한다. 

가. 행동주이동 동새 동사 P의 행동주(Agent) 논항이 이동함을 함의할 때. 

나. 대상-이동 동사: 동사 P의 대상(Theme) 논향이 이동함을 함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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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홍재성(1983， 1987a)등은 이동 동사를 통사적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주로 

자동사를 다루고 있다)) 위의 정의 (1)은 이동 동사 범주가 의미론적으로 정의되 

어， 자동사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타동사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의미상 행동주 

(agent) 논항이 처소 변화를 겪게 되는 동사들을 ‘행동주-이동 동사’라고 부르고， 
의미상 대상(theme) 논항이 처소 변화를 겪게 되는 동사들을 ‘대상-이동 동사’라 

고 부른다. 한국어의 동사들 가운데 ‘대상-이동 동새로 분류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2) 대상-이동 동λk지 

가져가다，가져오다，건지다，걸다，교환하다，꺼내다，꽂다，끌다，끌어내 

다， 끌어들이다， 나르다， 내걸다， 내놓다， 내려놓다， 내리다， 내버리다， 내보내 

다， 내세우다， 념다， 넘기다， 넣다， 놓다， 달다， 당기다， 던지다， 덮다， 데려가 

다， 두다， 들여놓다， 맡기다， 매다， 메우다， 몰다， 묻다， 묶다， 밀다， 밀어내다， 

바르다， 받다， 벗기다， 벗다， 보내다， 부치다， 붙다， 붙이다， 비우다， 빠뜨리다， 

빼다， 빼내다， 빼놓다， 뽑다， 사다， 새기다， 새겨넣다， 쌓다， 싸다， 쓰다， 씌우 

다， 없애다， 연행하다， 예금하다， 올려놓다， 올리다， 옮기다， 운반하다， 움직이 

다， 유도하다， 이식하다， 인출하다， 입다， 입히다， 저장하다， 제거하다， 주다， 

지우다， 집어넣다， 쫓다， 차다， 채우다， 치우다， 칠하다， 투입하다， 파견하다， 

파묻다， 팔다등 

먼저 2절에서는 의미-화용론적 기준에 의거하여 “필수 논항”을 정의하고， 한국어 

이동 동사가 취하는 논항구조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3절에서는 이동 동 

사의 상적 의미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건구조의 내적 형식을 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일곱 가지 유형의 사건구조 해석 방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는 2-3절에서 제안된 논항구조와 사건구조의 형식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 부류의 

1) 홍재성(1982)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사적 기준에 의해 ‘이통 통사’를 정의한다. 
(i) 다음 문형에서 Vo 위치에 나타나는 동사를 ‘이동 동사’라 한다. 

No Q VO-뢰 Nt-(Loc+Acc) Vo 
여기에서 No는 주어명사구， 1\h은 동사보어역할을 하는 제1명사구이며，Q.는 연결어미 -뢰가 뒤따 
르는 동사의 가능한 보어를 표시한다. Loc는 장소표현의 격조사 -와 -외죄록 둥을 지칭하며 
Acc는 목적보어표지로서의 대격조사 -릎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가다， 오다， 떠나다， 도착하다’ 퉁이 포함되는데， 홍재성(1983)에서 예시된 이동동사들은 
본고의 2.1깅3에 포함되어 다루어진다. 이동 통사 범주의 확대와 관련한 문제는 남숭호 (2000)에 상술 

되어 있다‘ 

2) 여기에 예시된 통사들은 빈도가 높은 한국어 술어 (동사， 형용사 포항) 2,500 여개 가운데 나타난 것 
들이다. 본 논의에서는 동사의 유형을 통사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하지 않고， 이동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논항의 수에 따라 ‘1항’ (unary), ‘2항’ (binary), ‘3항’ (ternary) 술어로 분류한다. 
다음의 문장틀은 2향술어와 3향술어의 이동 동사의 예를 보여준다. 

(i) 가. 근이가 학교에 갔다. (2항술어) 
나. 근이가 옷을 입었다. (2항술어) 
다. 근이 가 진이를 학교에 보냈다. (3항술어) 
라. 근이가 책을 가방에 넣었다. (3항술어) 
마. 근이가 보자기를 책상에 덮었다. (3항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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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동사가 논항교체와 함께 보이는 논리적 다의성(logical polysemy)을 설명한다. 

2. 이동 동사의 논항구조 및 논항교체 유형 

이제 이동 동사가 어떤 논항들을 어떻게 취하는지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논향구 

조’라는 용어를 의미론적으로 사용한다. 즉 어떤 동사 혹은 형용사가 문장을 구성 

하는 데 필요한 논항의 수와 그 의미역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논항은 문장이 가 

리키는 사건 혹은 사태에 참여하는 요소들(participants)을 가리킨다. 그런데 문제 

는 하나의 술어가 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이란 어떤 것 

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술어의 필수 논항을 판별하는 의미-화용론적 기 

준으로 남승호 (2000)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따른다. 

(3) 정의:3) (i) 하나의 발화가 완성된 정보단위(complete information unit)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그 발화가 하나의 사실이나 주장으로 받아들 

여지기 위해 필수적인 모든 정보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ii) 어떤 술어의 필수 논항은 그 술어가 사용된 발화가 완성된 정보 
단위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논항을 말한다. 

앞서 이동 동사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이동 통사는 처소 변화를 겪는 논항 

을 필수적으로 하나 이상 요구하는데， 이 논항은 통사적으로 주어로 실현되기도 

하고 (행동주 이동 통사의 경우)， 목적어로 실현되기도 한다 (대상 이동 동사의 경 

우). 이동 동사는 처소 변화를 겪는 논항 이외에도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는 논항이 

언제나 개입하는데， 이들이 ‘착점’(goal) ‘기접’(source)， ‘방향’(direction ), ‘경 

로’(path) 등에 해당한다. 

2.1. [행동주+착점/방향] 논항구조 

먼저 행동주-이동 동사의 유형 가운데 ‘가다/오다’류의 이동 동사는 다음 예들과 

같이 행동주와 착점/방향의 논항을 취한다. 

(4) 가. 진이가 학교에 갔어요. 

나. 진이가 학교로 갔어요. 

다. 진이가 학교를 갔어요. 

3) 정의 (3)에 쓰인 ‘완성된 정보단위(information unit)'라는 개념은 모든 담화의 핵심적인 기능이 정 
보의 전달이라는 것과， 담화의 기본적인 구조는 정보흐름(information flow)에 기초한다는 의미-화 
용흔적 직관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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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와 ‘오다’는 다른 동사어근과 함께 많은 합성동사를 형성한다. 홍재성(1983)의 

이동 동사 목록에서 많은 것이 ‘-가다/오다’로 합성된 이동 동사들이다. 위에서 ‘명 

사구-에’는 착점(Goal)을， ‘명사구-(으)로’는 방향(Direction)을 가리킨다. 착점의 논 

항이 대격 표지 ‘-을/를’과 함께 나타날 때는 소위 ‘대상화’(thematization) 혹은 

‘초점’(focus)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아래 (5)에서 보듯이 모든 착점 논항이 이 

러한 교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떤 논항이 ‘-에/을’의 교체를 보인다고 해 

서 항상 ‘착점’의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5) 가. 진이가 구석-에/으로/*을 몰렸다. 

나. 진이가 결승점-에/으로/*을 다가가고 있었다. 

다. 진이가 서울역-에/?*으로/*을 도착했다. 

라. 책상이 벽-에/?으로/*을 바짝 붙었다. 

(6) 가. 진이가 근이에게 쫓야갔다. 

나. 진이가 근이를 쫓아갔다. 

(7) 가. 진이가 학교-에/로 쫓아갔다. 

나. ??진이가 학교-를 쫓아갔다. 

(6가)의 ‘근이 에게’는 착점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지만， (6나)에서는 다만 ‘근이’가 

쫓는 대상(Theme)이 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어의 행동주-이동 동사들이 착점과 

방향 논항을 모두 취하지는 않는다. 다음에서 (8)의 동사들은 착접 논항을 취하면 

서 방향 논항은 취하지 않는 것이며， (9)는 착점 논항은 취하지 않고 방향 논항만 

을 취하는 것들이다. 이들 부류의 동사들이 (10)과 (11)에 더 예시되어 있다. 

(8) 가. 금강산 관광선이 속초항-에/*으로/*을 닿았다. 
나. 진이가 버스-에/*로/를 탔다. 

다. 먼지가 옷-에/*으로/*을 묻었다. 

(9) 가. 달이 서쪽 하늘-로/*에/*을 기울었다. 

나. 연합군 보병대가 전선-으로/*에/*을 이동했다. 

(1이 [행동주+착점] 논항구조를 취하는 이동 동사: 

이르다， 도착하다， 닿다， 묻다， 붙다， 걸리다， 타다， 착륙하다， 납다， 들르다， 

머물다등 

(11) [행동주+방향] 논항구조를 취하는 이통 동사: 

이동하다， 움직이다， 밀리다， 기울다 등 



한국어 이동 통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115 

이제까지 살펴본 이동 동사들은 행동주와 함께 착점이나 방향의 논항을 취하는 2 

항술어들이다.3항술어의 대상-이동 동사에 대해서는 2.4에서 살펴 본다. 

2.2. [행동주+기점1 논항구조 

이동 동사들 가운데는 기점(Source)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틀이 었다. 

기접 논항은 보통 ‘-에서’로 표시되는데， 기점 논항이 필수 논항인지를 앞서의 정의 

에 따라 살펴 보자. 

(12) 가: 진이가 떠났어요. 

나: 아， 그래? tt그런데， 어디에서 떠났어? 

나‘: ö }, 그래? 그런데， 어디로 떠났어? 

‘떠나다’는 기점 논항융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것은 위의 (12나}가 (127})에 대한 

응답으로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떠나는 사건’에 대한 정보내용 

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점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떠나다’나 ‘사라지다’는 행 

동주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그 곳을 벗어난 것을， 즉 더 이상 그 위치에 있지 않다 

는 것을 뜻한다. 이들 동사는 행동주가 이동한 결과 있게 되는 착점(Goal)이 어디 

냐 하는 것을 어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12)에서 (나‘)의 발화는 자연스 

럽다. 

이와 달리 앞서 2.1에서 다루었던 ‘가다/오다’ 부류의 동사들은 기점 논항을 필 

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 담화를 보면 분명해진다. 

(13) 7}: 진이가 걸어 갔어요. 

나 ö}， 그래? tt그런데， 어디-에/로 걸어 갔어? 

나‘: 아， 그래? 그런데， 어디에서 걸어 갔어? 

(13나}의 발화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어디-에/로’의 착점/방향 논항이 ‘걸어가다’의 

필수논항임을 말해 주며， (13나‘}이 자연스러운 것은 ‘어디에서’라는 기점 논항이 

필수적이 아님을 말해 준다. ’떠나다， 사라지다‘와 같이 기점논항을 필수적으로 요 

구하는 이동 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이틀 동사들은 대부분 기점 

논항을 ‘-에서’나 ‘-을/를’ 조사와 함께 취한다. 

(14) [행동주+기점] 논항구조를 취하는 이동 통사: 
떠나다， 나서다， 나가다， 물러서다， 벗어나다， 비켜나다， 사라지다， 멀어지다， 

도망치다， 떨어지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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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동주+경로] 논항구조 

한국어의 행동주-이동 동사 가운데는 경로(Path)의 논항을 취하는 타동사들이 

있다. 즉， 경로 논항이 대격 표지 ‘-을/를’을 취하며 타동구문을 이루고， 주어로 나 

타나는 행동주 논향이 그 경로를 따라 처소를 옮겨가는 사건을 나타낸다. 다음 예 

들을보자. 

(15) 가. 근이는 한강-*에j*으로/을 건녔다. 

나. 진이가 우리집 앞'-*에 j*으로/을 지났다. 

다. 도둑이 우리집 담-*에j*으로/을 념 었다. 

라. 진이는 그 운동장-*에j*으로/을 2분만에 돌았다. 

위에서 쓰인 이동 동사들은 모두 행동주의 처소 변화를 기술하면서， 처소 변화의 

경로에서 하나의 장소(‘한강， 우리집 앞， 우리집 담， 그 운동장’)를 부각시키고 었다. 

이러한 경로의 논항은 전체 이동의 기점(Source)과 착점(Goal)이 어디인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상의 특성은 이 부류의 이동 동사들을 2.1.-2.2.에서 논의 

한 동사들과 구분해 준다. 위의 예문들이 보여 주듯이， 경로의 논항은 다른 처소 

표지 ‘-에’나 ‘-(으)로’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행동주+경로]의 논항구조를 갖는 이동 동사에는 ‘건너다， 지나다， 거치다， 넘다， 

돌다， 우회하다， 통과하다， 따르다， 오르다， 쫓다， 지르다， 찾다， 헤매다’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동사들은 대부분 '-7}다/오다/다니다’와 결합하여 합성동사를 이루는 

데， 이러한 합성된 동사들은 다음에서 보듯이， 경로의 논항을 ‘-(으)로’와 함께 표현 

할 수도 있다. 

(16) 가. 진이가 (학교에 가면서) 우리집 앞-으로/을 지나갔다. 

나. 진이는 (학교를 다닐 때) 이 산-으로/을 넘어다녔다. 

다. 이 길-로/을 쭉 따라서 가면， 그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의 ‘지나가다’는 ‘우리집 앞-으로/을’이라는 경로의 논향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서’와 같은 담화/문맥상의 착점 논항을 가정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 

로 (나)에서도 ‘넘어다니다’의 담화상의 착점 논항이 ‘학교를’에 의해 설정되고 있 

다. 위에서 문장 〔다)는 이동 동사 ‘따르다’와 ‘가다’가 합성동사 ‘따라가다’와 마찬 

가지로 경로 보어를 ‘-(으)로’와 함께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병사구-을/를’로 나타나는 경로의 논항이 ‘명사구-에서’로 나타나는 상 

황적 처소 논항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지적한다. 다음 (17)을 위의 (15라)와 비교해 

보면 ‘운동장에서’는 ‘돌다’의 상황적 처소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15라〕에서는 ‘운 

동장을’이 일정 사건에서의 이동 경로의 거리를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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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진이는 그 운동장-에서 2분만에 돌았다. 

(15라} 진이는 그 운동장-*에j*으로/을 2분만에 돌았다. 

대격 표지 ‘-을/를’과 함께 나타나는 경로 논향이 정량화( quantization)될 때， ‘2분 

만에’와 같은 시간틀 부사구(frame adverbial)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 

격 표지가 아닌 상황적 처소 표지인 ‘-에서’와 함께 나타나는 논항은 정량화되지 

못하고， 시간틀 부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4. [행동주+대상+착점/방향] 논항구조 

지금까지 2항술어의 행동주가 처소 변화를 겪는 행동주-이동 동사를 살펴 보았 

다. 이제 3항술어로서 대상 논항이 처소 변화를 겪는 대상-이동 동사의 논항구조를 

살펴 본다. 이러한 이동 동사의 유형은 앞서 2.1에서 [행동주+착점/방향]의 논항구 

조를 취하는 동사들과 의미론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그것은 [행동주+대상+착점/방 

향]의 구조에서는， 행동주가 대상의 처소 변화를 야기하는 사동주(Causer)의 의미 

역할을 함으로써， [행동주+[대상+착점/방향1]과 같은 의미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이동 동사의 의미구조는 사동구문에서 사동주에 의해 

야기되는 결과 사건이 하위 사건으로 내포된 내부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착점이 

나 방향의 논항이 행동주 논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4) 

대상-이동 동사들 가운데는 본절에서 다루는 착점/방향의 논항을 취하는 것과 

다음 2.5에서 다룰 기점의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그러변 대상 논항의 처 

소 변화를 착점이나 방향의 논향으로 표현하는 이동 동사를 살펴 보자. 

(18) 가. 진이가 미국-에/으로j*를 책을 보냈어요. 

나. 진이가 근이-한테j*한테로/를 책을 줬어요. 

다. 진이가 근이를 창밖-*에/으로j*을 밀었다. 

위에서 예시한 (187]-다) 세 가지 유형은 앞서 2.1에서 보았던 [행동주+착점/방향] 

의 논항구조를 취하는 동사들에 대응한다. 먼저， (가}의 ‘보내다’는 ‘-에/으로’와 함 

께 착점/방향의 논향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이동 동사 부류에 속한다. 이러한 부류 

4) 하나의 논항구조에서 각 논항들 사이의 이러한 비대칭적인 관계는 통사론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주어와 목적어의 비대칭성(asymmetry)이나 통사론적인 논항과 부가어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통사론의 주요 쟁점들 가운데 하나이다. 본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3항술어와 관련해서도 통사적으로 
주어를 제외한 내부 논향들(internal arguments)이 먼저 하나의 통사 단위를 이루어 소절(small 
clause) 혹은 VP-shell을 형성한다고 본다 이동 동사의 내부 논항들이 소절이나 VP-shell을 형성한 
다고 할 때， 물론 내부 논항틀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공범주의 설정에 관하여 명시적인 설명이 필 
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이동 동사의 대상 논항과 착점/방향 논항이 통사론적인 결속력 
뿐만 아니라 의미론적으로도 사동의 의미구조에서 야기된 결과 사건(result/caused event)을 형성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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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던지다， 빠뜨리다， 나르다， 팔다， 넘기다， 빌어내다， 끌어당기다， 올리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부류의 동사들은 착점/방향의 논항이 대격 표지 ‘-을/를’을 

취하며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위의 (18나)에 예시한 ‘주다’와 같은 부류의 이동 동사들은 방향의 의 

미역을 취하지 않는데， 이러한 유형에는 ‘놓다， 넣다， 두다， 채우다， 쌓다， 붙이다， 

덮다， 걸다， 칠하다’ 등이 포함된다. ‘주다’는 착점의 논항이 대격 표지 ‘-을/를’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유형의 모든 동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18다)에 예시한 ‘밀다’와 같은 부류의 이동 동사들이 있다. 이 유형 

의 동사들은 방향 논항만을 취하며 착점 논항은 취하지 못한다. 이에는 ‘옮기다， 

움직이다， 밀다， 몰다， 쫓다’ 등이 포함된다. 2.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유형의 

대상-이동 동사에서도 방향의 논항은 대격 표지를 취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2.5. [행동주+대상+기점] 논항구조 

앞서 2.2에서는 [행동주+기점]의 논항구조를 취하는 행동주-이동 동사를 다루었 

다. 본절에서는 3항술어로서 대상 논항이 처소 변화를 겪는 대상-이동 동사 가운데 

기점(Source) 논향을 취하는 통사들을 살펴본다. 이들은 대상 논항과 함께 기점 

논항을 내부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들이다. 여기에는 ‘비우다， 지우다， 치우다， 없애 

다， 제거하다， 꺼내다， 빼앗다， 박탈하다， 착취하다， 빼다， 뽑다， 벗기다， 훔치다’ 등 

이 포함되며， 또한 ‘닦아내다， 긁어내다， 털어내다’ 등과 같은 ‘-내다’류 동사들이 포 

함된다. 이들은 대상논항을 ‘-을/를’ 표지와 함께， 기점 논항을 ‘-에서/한테서’ 표지 

와 함께 취하며， 똑같은 구문에서 기점 논항은 대격 표지 ‘-을/를’로 교체되지 않는다. 

(19) 가. 진이는 옷장-에서j*를 새옷을 꺼냈다. 

나. 진이는 근이-한태서j*를 돈을 빼앗았다. 

위의 동사들이 기점 논항을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것은 다음 담화에서 쉽게 확인 

된다. 

(20) 7}: 진이가 새옷을 꺼냈어요. 

나: 아， 그래? tt그런데， 어디서 꺼냈어2 

(21) 가: 진이가 돈을 빼앗았어요. 

나: 아， 그래? tt그런데， 누구한테서 빼앗았어? 

위의 담화는 ‘꺼내다’와 ‘빼앗다’가 기접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받다’나 ‘사다’와 같은 동사들은 기점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아래 담화 (23)이 자연스럽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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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 진이는 근이한태서 선물을 받았다. 

나. 진이는 근이한테서 책을 샀다. 

(23) 가: 진이가 선물을 받았어요. 

나: 아， 그래? 그런데 누구한테서 받았어? 

이러한 [행동주+대상+기점]의 논항구조를 취하는 동사들은 대상이 기점에 있다가 

다른 위치로 옮겨갔음을 뜻한다. 이러한 동사들 가운데는 대상이 기점의 위치에서 

제거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소위 ‘제거 동사’(verbs of removíng)들이 있다. 아래 
의 ‘지우다’와 ‘비우다’는 제거 동사로 쓰이면서， 또한 기점이 ‘-을/를’ 조사를 취하 

면서 상태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24) 가. 진이는 칠판에서 낙서를 지웠다. 

나. 진이는 칠판을 지웠다. 

다*진이는 칠판을 낙서를/낙서로 지웠다. 

(2되 가. 진이는 탱크에서 물을 비웠다. 

나. 진이는 탱크를 비웠다. 

다*진이는 탱크를 물을/물로 비웠다. 

위의 (24-25)에서 (가) 문장은 ‘지우다’와 ‘비우다’가 제거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나) 문장은 {가) 문장의 대상 논항을 취하지 않고 기점 논항만을 내부 논항 

으로 취함으로써， 3항 술어가 아닌 2항 술어로 쓰이고 있다. 즉， (24나)와 (25나)에 

서는 이동하는 대상이 표면 구조에 실현되지 않고， 다만 용기(container)가 상태 

변화를 겪는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24나)는 ‘칠판’의 상태변화를， 그리고 

(25나)는 ‘불탱크’의 상태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점논항을 취하는 제거 동사들 가운데는ν상태변화의 2항 술어로 쓰 

이면서 기점 논항이 대상 논항과 교체되는 것들이 있다. 이에는 ‘비우다， 닦아내다， 

벗기다， 세척하다， 지우다， 착취하다， 청소하다， 치우다’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 

에는 제거 동사 용법이 상태변화 용법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상태변화 용법이 더 기본적인 것이 있기도 하다. 제거동사 논항교체와 의미 

특성에 관해서는 4.3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2.6. [행동주+대상] 논향구조 

이동 동사 가운데는 2항술어의 대상-이동 동사들이 있다. 이들은 전형적인 타동 

사로서 대상(Theme) 논향이 행동주의 신체부위에 착용되거나 혹은 신체부위에서 

분리되는， 따라서 공간적인 접촉 혹은 분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가리킨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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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동 동사이면서도 처소 논향을 표면구조에 취하지 않는 동사 부류를 이룬다. 

(26) 가 진이는 코트를 입었다. 
나. 근이는 코트를 벗었다. 

위의 ‘입다’와 ‘벗다’ 같은 동사들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은 모두 대상과 행동주 사 

이의 공간적 관계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동사들은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사 

동 접미사와 함께 사통동사를 파생하며， 착점과 기점 논항을 취하는 대상-이동 동 

사가된다. 

(27) 가. 연이는 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 

나. 연이는 근이한테서 털모자를 벗겼다. 

3. 이동 동사의 사건구조 

Vendler(1967)의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에 따른 술어의 분류에서 시작 

하여， 술어의 사건 구조를 형식화하려는 Jackendoff(1990), Dowty(1979), Parsons 
(1990)의 연구， 그리고 술어가 논항 명사구와 통사적으로 결합하면서 복합 술어의 

사건 구조가 어떻게 합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Krifka(1987, 1989)와 

Verkuyl(1993)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의미론적인 사건구조와 통사구조의 대응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다. 이에 관해서는 Cinque(1999), Travis(2000), Tenny 
(2000)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이동 동사의 어휘적 상적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이론을 제안한다. 이것은 Pustejovsky(1991, 1995)의 생성 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을 한국어 술어 일반의 의미기술을 위하여 수정， 확대시킨 것으 
로서 Lee, Nam 및 Kang(1998)의 제안에서 발전된 것이다. 

3.1. 상적 의 미와 사건구조 

3.1.1. 상적 의미의 분류와 형식화 
먼저 상적 의미와 사건구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 이 관계를 명시적 

으로 나타낼 형식화된 사건구조의 틀을 제안한다. Vendler(1967) 이후 그의 네 가 
지 사건유형 분류는 - 상태(state)， 행위(activity)， 완성( accomplishment), 달성 

(achievement) - 모든 상적 의미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Dowty(1979)는 Vendler 
가 제시한 네 가지 부류의 상적 의미를 몬태규(Montague) 식의 형식 의미론으로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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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상태 Pn(XI， ••• ,Xn) 
2. 행 위 DO(Xl， Pn(XI, ... ,Xn)) 
3. 달성 BECOME(Pn(xI， •.. ,Xn)) 
4. 완성 CAUSE(ø， BECOME(Pn(xI, ••• ,xn))) 

※ [Pn = n-항술어， 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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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ty의 형식화에서 주목할 것은 ‘상태’를 가장 단순한 사건으로 취급하였고， ‘행 

위’와 ‘달성’에는 ‘상태’를 내포하는 의미구조를 부여하였다. ‘행위’는 ‘DO’라는 기초 

술어를 이용하여 사건성(eventuality)을 보여주고 있으며， ‘달성’은 ‘BECOME’이라 

는 기초술어로 변화(change)가 수반되는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다. Dowty는 ‘완 

성’을 가장 복잡한 사건구조를 갖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완성’은 어떤 선행사 

건이 원인이 되어서 ‘달성’에 해당하는 후행사건이 결과로 야기된다는 것을 

"CAUSE"라는 기초술어로 나타내고 있다. 

Dowty의 이러한 형식화는 이후 Jackendoff(1990)와 Parsons(1990)의 사건의미 

론적 기술에 주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Pustejovsky(1991, 1995)는 기 

존의 이론들이 다의어(polysemy)나 은유로 다루어진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한계 

가 있음을 지적하고， 어휘의미가 생성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적절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생성 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을 제안하고 있다. 생성 어 
휘부 이론은 Dowty와 Jackendoff식의 개념구조 기술이 구조적으로 단선적 

( uni-layered)이며， 다의어 기술에서 나열식(enumerative) 방식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병 렬적 인 다충(multi-layered) 구조로 기술한다. 

(29) 어휘의미 기술의 형식 : 
어 휘 항목(lexi떠1 item) 

사건구조 = [ ... 1 
논항구조= [ ... 1 
격구조= [ ... 1 

한 어휘항목의 의미구조는 네 부분의 하위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사건구 

조(event structure)는 단어가 지시하는 사건의 유형 빛 내부구조를 표시한다. 본 

절에서는 바로 이 사건구조를 중심으로 이동 동사의 다양한 상적 의미를 표상한 

다. 그리고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는 단어가 요구하는 논리적 논항의 수 

와 그 의미유형을 표시한다. 격구조(case structure)는 본래 의미적인 논항구조가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한국어 술어의 의미기술을 위하 

여 Pustejovsky (1995)의 어휘의미 구조에 첨가한 것이다. 격구조는 논항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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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논항들이 취하는 표면격의 격틀(case frame)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특질 

구조(qualia structure)는 단어의 개념과 인식양상을 표시하며， 이에는 단어가 지 

시하는 대상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형태적인 특성을 보여 주는 형상역(FORMAL) 

과 목적과 역할을 보여주는 기능역(TELIC)， 사건의 행동주나 원인을 나타내는 작 

인역(AG많TIVE)，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전체 관계를 나타내는 구성역(CONSl1πmVE) 

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3이은 ‘떠나다’의 의미구조를 예시하고 있다. 

(3이 떠나다 

사건구조 =，사건1 = e1 : 과정 기 
|사건2 = e2: 상태 1 

L중점 e2 J 

논항구조 =，논항1 = x: 행동주[유정불] 기 
L논항2 = y: 대상 」

격 구 조 = ，격틀1 = x가-y에서기 

L격틀2 = x가-y를 」

특질구조 =，처소변화-개념유형 기 

1 형상역 x가-y에-없음(e2，x끼 | 
L작인역 x가-y를-떠나는-행위(e1，x，y)J 

3.1.2. 사건구조의 형식 

이제 한국어 이동 동사의 상적 의미를 표상하는 사건구조의 형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Pustejovsky(1991)은 사건구조 기술에 사용하는 사건의 유형을 상태 

(state), 과정(process)， 전이(transition)로 구분한다. 그는 이 세 유형의 사건이 다 

시 내부구조를 갖는 복합사건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전이’ 사건이 반드시 둘 이상 

의 하위사건(subevents)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사건구조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제한 

한다. 

(31) 사건구조 형식상의 제약: 
가. 단순사건 : 상태(state)， 과정(process) 

나. 복합사건은 내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Depth of event structure 드 1) 

다. 복합사건은 두 개의 하위사건만을 갖는다. 

(Length of event structure 드 2) 

먼저 단순사건은 상태나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 단순사건은 시간적인 동질성 

(temporal homogeneity)을 갖는 사건을 말하며， 상태와 과정은 Vendler(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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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상 분류에서 ‘상태’와 ‘행위’(activities)에 해당한다. 복합사건은 Vendler의 

‘완성’(accomplishment)과 ‘달성’(achievement)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을 표상한다. 

복합사건은 내부적으로 동질적인 단일 구조를 이루지 않고 반드시 둘 이상의 하위 

사건들로 분석되는 사건을 표상한다. 이 하위사건들은 상태나 과정의 단순사건들 

이다. 

앞서 (3이에서 보인 ‘떠나다’의 사건구조는 두 개의 하위사건이 ‘e1:과정’과 ‘e2:상 

태’로 구성되어 었다. 여기에서 선행사건 e1은 ‘떠나는 행위’를 가리키고， 후행사건 

e2는 결과 상태， 즉 ’행동주 X가 처소(기점) y에 없음‘을 가리킨다. 위의 (31나)에서 

복합사건이 내포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제약은 어떤 하위사건이 또 다시 하위사건 

들을 내포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 제약은 (31다)와 함께 하나의 어휘 술어가 지시 

하는 사건의 구조가 얼마나 복합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제약이다. (31다)의 

제약은 하나의 사건은 셋 이상의 하위사건들로 분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 

음의 예는 위와 같은 사건구조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32) 영리하다 

사건구조 = [혈1 = 말 : 상태 ] 

(33) 뛰다 

사건구조 =[짧1 말 :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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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사건구조의 중점(HEAD)과 상적 의미 표상 

위에서 예시한 사건구조에는 ‘중점’(HEAD)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Pustejovsky 
(1995)는 사건구조의 ‘중점’을 술어의 상적 의미를 표상하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한 

다. 중점이란 두 개의 하위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에서 해당 술어가 어느 하 

위사건을 부각시키는가를 표상한다. 단순사건일 경우에는 해당 사건 전체가 무표 

적으로 중점을 부여 받는다. 이것은 위의 (32) ‘영리하다’와 (33) ‘뛰다’의 사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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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된다. 복합사건 구조를 이루는 (34) ‘짓다’와 (35) ‘도착하다’를 보면， 중점 
을 받는 하위사건이 각각 el과 e2로 표시되어 있다. 먼저 ‘짓다’는 완성 

(accomplishrnent) 동사로서 결과 상태를 야기하는 예비과정(preparatory process) 
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착하다’는 달성(achieve

ment) 동사로서 결과 상태에 선행하는 예비과정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어휘 
적 특성상 그 예비과정에 초점을 두지 않고 결과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차이는 동사의 어휘적 특성이며， 사건을 인지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 

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사건구조의 형식은 Vendler의 상 분류에 대 

한 Dowty / Jackendoff의 형식화 이후， Pustejovsky가 제안한 또 다른 방식의 상 
적 의미 기술 방식이다. 

앞으로 본 논의에서는 한국어 이동 동사의 상적 의미가 단순한 Vendler식의 사 

분법으로 기술될 수 없음을 보이고， 사건구조의 형식을 최소한 확대하여 다양한 

상적 의미를 기술하려고 한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이동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격 

교체(case alternation) 양상과 관련하여 논리적 다의어(logical polysemy) 설명 
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다. 

3.1.4. 중점과 하위사건 논항의 통사적 실현 

복합사건 구조에서 중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해당 술어의 상적 의미가 결 

정된다. 이러한 중점의 위치는 또한 그 술어가 취하는 논항들이 통사적으로 실현 

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술어의 상적 의미와 논항의 통사적 실현 방식 사이의 상관 

관계에 관하여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소위 ‘연결/사상 문 

제’(Li따å.ng/Mapping problem)라는 이름 아래， Baker(1988)의 UT AH(Universal 
Theta Assignment Hypothesis), Tenny(1989)의 Aspectual Interface Hyp아hesis， 그 

리고 Perlmutter(1978), 뻐lum(1988)， Bur강이1986)의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 Krifka(1989)의 정 량화 대 상(quantized theme), Anderson(1979)과 
Hale 및 Keyser(1987)의 영향입음 가설(Affectedness Hypothesis) 퉁이 제안되 
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결 문제와 관련하여， 동일 술어의 논항구조가 둘 이상의 

격틀(case frame)로 실현되변서 일으키는 의미상의 다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흔 

히 ‘격교체’(case/frame alternation)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부류의 술 

어에서 발견되어 연구되었다. 영어 격교체에 관한 기술적 연구는 Levin(1993)에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격교체를 일으키며 동시에 의미상의 차이를 야기하는 논 

리적 다의어(logical polysemy)의 의미기술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다음의 예 

는 영어의 동사 sink(이태리어의 affondare에 해당)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 

는 것을 보여 주는데， 타동사로 쓰인 (367})는 직접사역(direct causative)의 의미 

를 가지며， 자동사로 쓰인 (36나)는 주어가 행동주가 되지 않고 대상(혹은 피동주) 

으로 해석되는 비대격(unaccusative)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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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 1 nemici banno affondato la nave. 
‘The enemy sank the boat.' 

나. La nave è affondata. 
‘The boat s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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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술어가 둘 이상의 표면 형식을 취하면서 다의어로 쓰일 때， 어휘의미론에 

서는 흔히 이 의미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해 왔다. 다시 말하면 위에 예시한 

영어의 sink는 sink1과 sink2로 분리된 채 기술되었다.(Levin & Rappaport, 

1995, 1996) 이러한 나열식 의미기술 방식은 두 의미 사이의 긴밀한 의미상의 관 
련성을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왜 의미의 차이가 통사적 구문의 차이를 일으키는 

지를 보여 주지 못한다. 

Pustejovsky(1995)는 sink와 같은 동사의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의미가 

긴밀하고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직관에 기초하여， 두 의미가 하나의 기본 

의미에서 생성적으로 도출된다고 설병하였다. 즉， 어떤 다의 술어의 기본의미가 특 

정한 의미속성에 대해 미병세되어( underspecified) 있고， 실제 맥락에서만 명세화 

된다는 ‘미명세’ ( underspecifica tion)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 
를 통해 Pustejovsky(1995, p.l92)는 sink의 복합 사건구조에서 그 중점(HEAD) 

이 특정 하위사건에 부여되지 않고 미병세되어 있다고 기술한다. 

(37) sink/affondare 
사건구조 =，사건1 = e1 : 과정기 

| 사건2 = e2:상태 | 
L 중점 -.J 

논항구조 =，논항1 = x: [유정물]기 
L논항2 = y : [물체 1 J 

특질구조 =，사역causative-개념유형 기 

| 형상역 =y가-가라앉은-상태(e2，y) 

L 작인 역 x가-y를-가라앉히 는-행 위(e1，x，y)J 

위의 사건구조에서 미병세된 중점값(HEAD-value)은 문맥에 따라 선행사건 e1이 

나 후행사건 e2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의적 해석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sink/affondare가 (367})와 같은 타동 구문에 사용될 때 중점 이 e1 
에 놓이게 되어 ‘배를 가라앉히는 과정’이 부각되고， (36나)의 자동 구문에 사용될 

때는 사건의 중점이 결과 상태인 e2에 놓이게 되어 ‘배가 가라앉은 상태’가 부각된 

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중점이 e2에 놓일 때는 e2에 간여하는 논항 (y)만이 통 

사적으로 실현되어 자동사 구문을 형성하고， 중점이 e1에 놓일 때는 ‘배를 가라앉 

히는 과정’에 간여하는 두 논항 (x끼가 모두 통사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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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가라앉히는 과정’에는 가라앉히는 행동주〔혹은 사동주Causer)인 X가 대상인 

y에 어떤 행위를 가하고 있으므로， 두 논항 모두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배가 가라앉은 결과의 상태에는 대상 논항인 y만이 참여한다. 이러한 설명은 의미 

에 따라 논항의 통사적 실현이 결정된다는 논항 연결/사상(argument linking/ 

mapping)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어휘 의미와 통사의 상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3.2. 중점 미명세의 확대와 새로운 상 분류 

Pustejovsky(1995)는 사건구조의 중점 미명세를 이용해 다의적으로 실현되는 

통사의 상적 의미들을 하나의 기본의미에서 생성적으로 도출해 낸다. 이러한 방식 

의 설명은 궁극적으로 동사가 갖는 상적 의미의 부류가 Vendler식의 네 가지(상 

태， 행위， 달성， 완성}에 머물지 않고， 다의적으로 쓰이는 영어의 sink의 의미에는 

달성과 완성의 두 상적 의미가 융합되어 있다는 주장과 같다. 

한국어 술어， 특히 다의적인 술어의 의미기술을 위하여 Lee, Nam 및 Kang 

(1998)과 남승호(2000)은 이러한 직관을 받아들이고， 중점 미명세를 이용한 다의어 

의미기술을 확대하였다. 본 절에서는 먼저 중점 미명세의 확대와 그 의미해석 방 

식을 살펴보고， 다음 4절에서는 이러한 미병세 방식을 한국어의 다의 술어 

(polysemous predicates)의 의 미 기술에 적용한다. 

앞서 3.1.2에서는 네 가지 사건 구조 유형을 (32-35)와 같이 예시하였다. 이들은 

종래의 상태， 행위， 완성， 달성이라는 사건 유형에 대응하는 사건구조를 표상하였 

다. 그런데 아래의 사건구조에서는 중점값이 “e1/e2"로 명세되어 있다. 

(38) 사건구조 =，사건1 = e1 : 과정기 

| 사건2 = e2: 상태니 
L 중점 = e1/e2 .J =? 중점 = e1, e2 

이것은 앞서 보았던 Pustejovsky 식의 미명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술어의 중 

점값이 문맥에 따라 e1이 될 수도 있고， e2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어 

다의 술어를 기술하기 위해 중점 미병세 방식을 확대한다. 다음 4절에서는 한국어 

이동 통사의 의미기술을 위하여 아래 (39-41)의 미병세 방식을 이용한다. 아래와 

같은 미명세 방식을 통해 한 복합사건의 중점이 하나의 하위사건에만 부여된다는 

Pustejovsky(1995)의 제한을 넘어서서 두 하위사건 모두에 중점을 부여할 수 있 

다. 이러한 중점 해석 방식의 확대는 단순사건의 중점이 당연값으로 전체사건이 

되는 것과 같이， 복합사건도 그 전체사건이 중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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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건구조 =r 사건1 = e1 : 과정기 

| 사건2 = e2: 상태| 

L 중점 ø .J응 중점 '" e1, e2, e1+e2 

(4이 사건구조 =r사건1 = e1 : 과정기 

l 사건2 = e2: 상태 l 

L 중점 = e1(e2) .J승 중점 = e1, e1+e2 

(41) 사건구조 =r사건1 = e1 : 과정기 

| 사건2 = e2: 상태| 

L 중점 = (e1)e2 .J응 중접 = e2, e1+e2 

먼저 (3아는 중점이 완전히 미명세된 경우로서 해당 술어가 문맥에 따라 세 가지 

가능한 해석을 받을 수 있다 : (i) 중점 = e1, (ii) 중점 = e2, (iii) 중점 = [e1+e2]. 

여기에서 (iii)의 경우가 바로 두 하위사건 모두에 중점이 놓이는 해석을 말하는데， 

이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특별한 중점해석 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무표적인 해 

석방식이다. 

(4이의 중점 미명세는 “e1(e2)"로 되어 있어서， e1에는 항상 중점이 부여되고， e2 

에는 문맥에 따라 중점이 부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1)은 중점이 “(e1)e2"로 명세되어 있어서， 해당 술어의 사건구조를 

해석할 때 e2는 항상 중점이 되지만 e1은 문맥에 따라 중점이 될 수도 있음을 의 

미한다. 여기에서 (40-41)의 미병세 방식은 (38)과 함께 ‘부분 미영세’(partial 

underspecification) 방식 에 속한다. 

사건구조의 중점해석이 해당 술어의 상적 의미를 결정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 

는 단순사건의 두 가지 해석과 복합사건의 여섯 가지 해석을 합해 모두 여닮 가지 

의 어휘적 상 부류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다음 4절에서는 한국어 이동 동사의 

복합 사건구조에서 네 가지 중접 미명세를 이용하여 그 다의성(polysemy)을 병시 

적으로 설병할 수 있음을 실제 이동 동사의 예들과 함께 보인다. 

4. 한국어 다의성 이동 동사의 생성적 의미기술 

이제 4절에서는 한국어 이동 동사의 격교체 현상과 함께 논리적 다의성을 설명 

한다. 먼저 이동통사의 기본 의미를 ‘중립적 처소변화’， ‘부착’， ‘제거’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부류의 동사들이 격교체와 함께 드러내는 다의성을 유형별로 살펴본 

다. 특히 처소변화의 의미와 상태변화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어휘 

의미 구조 안에서 기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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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처소변화 동사의 타동성 교체 

4.1.1. ‘움직이다’ 유형:2항-1항 교체 

- . ’ -

남승호 

같은 형태의 동사가 타동구문과 자동구문을 이룰 때 이를 포괄적으로 타동성 교 

체(transitivity alternation)라 부른다. 한국어 의 ‘멈 추다’와 ‘움직 이 다’와 같은 동 

사가 그러한데， 흔히 ‘중립동사’(middle verbs) 혹은 ‘자타양용 동사’라고 분류되는 
것들이다.히 즉 한편으로는 2항 술어로， 다른 한편으로는 1항술어로 쓰이므로， ‘2항 

-1향 교체’라고 하였다. 앞서 3.1.4.에서 본 영어의 sink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 

다음의 예문들은 전형적인 타동성 교체현상을 보여 준다. 

(42) 가. 진이가 차를 멈추었다. 
나. 차가 멈추었다. 

(43) 가. 근이가 책상을 움직였다. 
나. 책상이 움직였다. 

(44) 가 J anet broke the crystal. 
나. The crystal broke. 
다. Crystal breaks at the slightest touch. 

위의 (427)-)에서 ‘멈추다’는 행동주 논항과 대상 논향을 취하고， ‘속도를 줄여서 정 

지하게 하는’ 과정과 그 결과 대상 논항이 ‘멈춰 있는’ 상태를 하위사건으로 포함 

한다. 즉 ‘멈추다’는 ‘예비 과정’(preparatory process)과 ‘결과 상태’(result state) 

라는 두 개의 하위 사건(subevent)으로 이루어지며， 예비 과정의 하위 사건(e1)은 

결과 상태의 하위 사건(e2)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며， 이러한 시간적인 선후행 관계 

를 아래의 ‘제약 = el<e2’과 같이 표상한다. 

(45) 멈추다 

사건구조 =，사건1 = e1 : 과정기 
| 사건2 = e2: 상태 | 
| 제약 = el<e2 
L 중점 = (e1)e2 J 

5) 한국어의 소위 ‘중립 통사’에 대한 연구에는 연재훈 (1989, 1993), 우형식 (1998), 임동식 (2002) 퉁이 
있다. 특히 ‘중립 통사’의 정의와 용어사용의 문제가 입동식 (2002)에 잘 언급되어 있다. 영어의 타동 
성 교체의 분류에 대해서는 Levin (1993, pp. 25-44)를 창조할 것. 본고에서는 ‘움직이다’와 같온 이 
동 동사들이 타통 구문에서는 목적어로 취하는 논항이 자동 구문에서는 주어 명사구로 실현되는 교 
체현상에 주목하고， 이 자동-타동 구조의 의미해석을 통합적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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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체 사건의 ‘중점 = (el)e2’는 중점이 부분적으로 미명세되어 있어서， 중점 

이 e2에만 부여될 수도 있고， 전체 사건 [el+e2]에 부여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중점이 e2에만 부여될 때， ’멈추다‘는 대상 논항만을 표면에 취하면서 자동 구문을 

이루어 기동(inchoative)의 의미를 갖고， 중점이 [el+e2] 전체에 부여되면 행동주 

논항과 대상 논항을 모두 취하는 타동 구문을 이루어 사동(causative)의 의미를 

갖는다. 

이제 이동동사 ‘움직이다’를 포함하는 (43)의 예문을 살펴보자. (437})는 (427}) 
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하위사건을 통시에 지시한다. 즉 행동주가 대상 논항에 대 

해 영향을 입히는 예비과정과 그 결과로 대상 논항의 처소가 바뀌는 과정을 동시 

에 나타낸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멈추다’와 달리 ‘움직이다’는 두 하위사건이 

모두 과정(process)이라는 것， 그리고 원인 과정(el)과 결과 과정(e2)이 시간적으로 

중첩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사건구조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46) 움직이다 

사건구조 =r 사건1 = el : 과정 기 

l 사건2 = e2:과정 l 
l 제약 = el 0 e2 I 
L 중점 = (el)e2 -.J 

위에서 ‘제약 = el 0 e2’은 두 하위사건이 시간적으로 중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앞서 ‘멈추다’와 마찬가지로 ‘중점 = (el)e2’는 타동구문에서 나타나는 사동 

의 의미와 자동구문에서 나타나는 기동의 의미를 미명세 방식으로 표상한 것이다. 

즉 타동구문에서는 전체사건 [el+e2]에 중점 이 부여되며， 자동구문에서는 [e2]에만 

중점이 부여되면서 행동주 논항이 표면 문장에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멈추다’와 ‘움직이다’의 사건 구조상의 차이는 어떠한 상적 의미를 드러 

내고 있으며， 이 차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사건 구조상의 차 

이를 확인해 주는 현상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이 두 동사가 지속의 의미를 

갖는 ‘-고 있다’ 구문을 취할 때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 

(47) 가. 진이가 차를 멈추고 있다. 

나. 근이가 책상을 움직이고 있다. 

먼저 ‘멈추다’가 쓰인 (477})는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i) ‘진이가 차를 멈추는 과 

정이 지속된다’는 의미와 (ii) ‘진이가 차를 멈춘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 한국어 
의 보조용언 ‘-고 있다’ 구문은 기본적으로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일 

반적인 자타동사가 지시하는 사건에서 ‘과정의 지속’을 뜻할 수도 있고， 사동 

(causation)의 의미를 갖는 동사와 함께 ‘결과 상태의 지속’을 뜻할 수 있다.6) 이 

와 달리， ‘움직이다’가 쓰인 (47나)는 중의적이지 않아서， 오직 과정 지속의 의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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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두 동사가 갖는 사건구조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그 

것은 ‘멈추다’의 사건구조에서는 결과사건 (e2)가 상태임에 반해， ‘움직이다’의 사건 

구조에서는 결과사건 (e2)가 과정이다. 또한 ‘멈추다’와 달리 ‘움직이다’의 두 하위 

사건은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중첩되어 있어서 ‘원인 과정 (el)의 지 

속’이 ‘결과 과정 (e2)의 지속’과 동시에 이루어져 결과 사건을 시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 구조상의 차이는 또한 ‘-어 었다’와의 결합 가능성에서 차이 

를 불러 온다. 

(48) 7}. 차가 멈 춰 있다. 

나. ??책상이 움직여 었다. 

위에서 ‘멈추다’는 ‘-어 있다’와의 결합이 자연스럽지만， ‘움직이다’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어 있다’가 자동사 가운데 상태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와만 결합하 

면서 ‘결과 장태의 지속’을 의미하는데， ‘멈추다’와 달리 ‘움직이다’는 결과 사건이 

상태가 아닌 과정이기 때문이다.7) 

‘멈추다’와 ‘움직이다’의 사건 구조상의 차이는 지속시간 부사구(durative 

adverbial)와의 결합에서도 드러난다. 

(49) 가 근이가 한 시간 동안 차를 멈추었다. 

나. 진이가 한 시간 동안 책상을 움직였다. 

즉 (가)에서 ‘한 시간 동안’은 ‘차를 멈춘 결과 상태’의 지속시간을 가리키지만， (나) 

에서는 ‘한 시간 동안’이 ‘책상을 움직이는 과정’의 지속시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차이는 두 동사가 부사 ‘계속’과 결합할 때도 드러난다. 

6) ‘-고 있다’ 구문이 갖는 이러한 ‘과정의 지속’과 ‘결과 상태의 지속’의 의미를 다음 예문에서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i) 근이는 자고 있다. 
(ii) 근이는 운동장을 뛰고 있다. 
(iii) 큰이는 양복을 업고 있다. 

(i)과 (ii)에서 과정의 지속을 의미하며， (iii)은 중의적이어서 과정의 지속과 함께 결과상태의 지속올 
의미한다. ‘-고 었다’가 결과 상태의 지속올 의미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타동사와 결 
합해야 한다. 만일 ‘죽다’나 ‘눔다’와 같이 변화를 내포하는 자동사가 결과상태 지속올 의미하기 위해 
서는 ‘-고 있다’ 대신 ‘-어 있다’가 쓰인다. 

(iv)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 있었다. 
(v) 진이는 쓰러져 누워 있었다. 

7) ‘책상이 움직여 있다’가 조금은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온 화 
자가 대상 논항 ‘책상’이 실제로 움직이는 과정올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위치가 변해 있는 것올 

결과 상태로 기술하는 경우이다. 즉 위치가 변해 가는 과정이 화자의 인식에서 배제된 상황에서는 
화자가 오직 결과 상태만을 부각시키면서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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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가. 그 차가 계속 멈추었다. 

나. 책상이 계속 움직였다. 

(507})는 ‘그 차가 멈추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었음‘을 의미하지만， (50나)는 ’책상이 

움직이는 과정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결과 사건이 상태인 ‘멈추다’의 경우 

는 ‘계속’이 전체사건의 반복을 의미하나， 결과 사건이 과정으로서 원인 사건과 시 

간적으로 중첩되는 ‘움직이다’의 경우는 ‘계속’이 결과 과정의 지속을 뜻한다. 

이와 같이 이동동사 가운데 ‘움직이다’류의 중립 동사에는 ‘운행하다， 작동하다， 

튀기다， 풍기다’ 등이 포함된다. 아래는 ‘움직이다’의 어휘 의미구조를 보여준다. 

(51) 움직이다 
사건구조 =，사건1 = el : 과정기 

|사건2 = e2: 과정| 

! 제약 = el 0 e2 
L 중점 = (el)e2 J 

논항구조 =，논항1 = x: 행동주[유정물]기 
L논항3 = y: 대상[구체물] J 

격 구 조 =，격틀1 = x가-y를1 

L 격틀2 = Y가 」

특질구조 =, 이동-개념유형 기 

| 형상역 =y가-움직이는-과정(e2꺼 | 
L작인역 x가，-y를-움직이는-행위(el，x，y)J 

4.2. 부착-상태변화의 술어 

4.2.1. ‘입다’ 유형 :2항-2향 교체 

대상-이동의 일부 타동사는 격교체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다의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착용 동사들인데， ‘입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의성을 보언다. 

(52) 7t. 근이는 재빨리 새 옷을 입었다. 
나. 근이는 하루종일 양복을 입었다. 

이러한 경우 두 구문 모두 타동사로서 두 개의 논항을 취하고 있어서 ‘2항-2항 교 

체’라고 부른다. (527))의 ‘재빨리’는 ‘양복을 업는 과정’을 수식하는 시간 부사어로 

기능하며， (52나)의 ‘하루종일’은 ‘양복을 업은 결과 상태’를 수식하는 시간 부사어 

로 해석된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이동 동사인 ‘업다’가 어휘적으로 상적 의미 해석 

에서 다의성을 갖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러한 다의성은 ‘입다’의 사건구조를 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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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53) 입다 

사건구조 =，사건1 = el : 과정 기 
| 사건2 = e2: 상태 | 

1 제약 = el<e2 
L 중점 = e1/e2 J 

논항구조 =，논항1 = x: 행동주[유정물] 기 

L 논항3 = y: 대상[구체불， 의복]J 

격 구 조 = [격틀1 = x가-y를] 

특질구조 =, 대상이동-개념유형 기 

| 형상역 x가-y를-입은-상태(e2，x，y) I 
L 작인역 = x가-y를-업는-행위(el，x，y)J 

남송호 

사건구조의 중점이 [e1/e긴로 되어 있으므로， 맥락에 따라 el(예비과정)이 중점이 

될 수도 있으며， e2(결과상태)가 중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해석 방식에 따 

라， (527})와 (52나)의 문장에서 두 수식어가 서로 다른 사건을 수식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동 동사에는 ‘입다， 매다， 달다， 쓰다’ 등의 착 

용통사 이외에도 ‘숨기다， 넣다， 내보내다， 맡기다， 들여놓다， 예금하다， 입히다， 모 

이다， 타다’ 등이 있다. 이들 통사는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고 있다’와 결합할 때 

‘과정지속’의 의미와 ‘결과상태 지속’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54) 가 근이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다. 
나. 김씨는 장롱에 보물을 숨기고 있었다. 

이러한 다의성은 역시 ‘-고 있다’가 갖는 ‘지속’의 의미가， 사건의 중점이 어느 하위 

사건에 놓이느냐에 따라 ‘과정지속’이나 ‘결과상태 지속’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4.2.2. ‘칠하다’ 유형 :3항-3항 교체 

먼저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이동 통사는 다음과 같은 격교체 현상을 보인다. 

(55) 가. 근이가 노란 페인트를 벽에 칠했다. 

나. 근이가 노란 페인트로 벽을 칠했다. 

대상-이동 동사인 ‘칠하다’는 [행동주+대상+착점]의 논항구조를 취하는 3항술어이 

다. 위의 교체현상은 대상과 착점이 서로 다른 격틀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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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에서는 대상 논항 ‘노란 페인트’가 대격 표지 ‘-을/를’을 취하고， 착점 논항이 

‘-에’ 표지를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55나}에서는 대상 논항이 ‘-로’ 표지를， 착접 

논항이 대상화되 어(thematized) ‘-을’을 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격틀은 또한 의 

미상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차이는 착점 논항의 영향입음(affectedness) 정 

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55나)는 ‘벽’ 전체가 노란 페인트로 완전히 칠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557})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가리켜 (557})의 착점 

논항 ‘벽’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입었다고 하고， (55나)에서는 ‘벽’이 완전히 영향을 

입었다고 한다08) 이와 유사한 격교체 현상은 영어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소위 ‘처소 교체’(locative alternation)란 이름으로 논의되어 왔다.9) 

(56) 가. Jack sprayed paint on the wall.(Levin, 1993, p. 51) 
나. Jack sprayed the wall with paint. 

(57) 가. The Jeweller inscribed the name on the ring. 
나. The jeweller inscribed the ring with the name. 

이러한 교체를 보이는 한국어 이동 통사에는 ‘칠하다， 붙이다， 바르다， 가꾸다， 장 

식하다， 새겨넣다’ 등이 포함되는데， 다음은 ‘칠하다’의 의미구조를 보여 준다. 

(58) 칠하다 
사건구조 =í 사건1 = e1 : 과정 끼 

| 사건2 = e2: 상태 ! 
| 제약 = eke2 
L 중점 = e1(e2) -.J 

논항구조 =í 논항1 = x: 행동주[유정물] 기 

| 논향2 = y: 구체물 | 
L 논향3 = z: 물질， [형상역 = mass] -.J 

격 구 조 =í 격틀1 = x가_z를-y에 기 
L 격틀2=x가一Z로-y를」 

8) 영향입음(affectedness)에 관하여는 Anderson (1979)과 Hale and Keyser (l987), 연재훈(l993)을 
참조할것. 

9) ‘처소 교체’ 현상은 본고에서 다루는 타동사 부류 뿐만 아니라 자동사와 형용사 부류에서 보이는 다 
음과 같은 교체 유형도 포괄한다. 자동사와 형용사 부류에서 보이는 ‘처소 교체’ 현상에 관해서는 
Salkoff(1983), 홍재성 (1987b), 남승호 (2002)을 참조할 것. 
(i) 극장에 관객들이 가득갔다. 극장이 관객들로 가득갔다. 
(ii) 새벽길에 안개가 자욱하다. 새벽길이 안개로 자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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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구조 =，대상이동-개념유형 기 

| 형상역 = y가_Z로-칠해진-상태(e2，y，z) 

L작인역 x가_z를-y에-칠하는-행위(el，x，z씨」 

남승호 

위에서는 중점값이 [el(e2)]로 부분 미명세되어 있으므로， 전체 사건구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i) el만이 중점을 받는 경우에는 특질구조의 작인역에서 

보이듯이 el에 간여하는 세 논항이 모두 표면 통사구조에 격틀1과 같이 실현된다. 

이때 결과상태인 e2가 중점을 받지 않으므로 착점 논항 y가 완전히 영향입은 결 

과 상태를 함의하지 않는다. (ii) 만일 ‘칠하다’의 중점이 [el+e2] 전체에 부여될 때 

는 특질구조의 두 하위사건에 간여하는 세 논항 모두가 격틀2와 같이 실현된다. 

이 때는 결과상태인 e2도 함께 중점을 받으므로 논항 y가 완전히 영향입은 결과 

상태를 함의하게 된다. 미명세된 사건구조를 (i)로 해석하는 것은 그 상적 의미를 

완성(accomplishment)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ii)와 같은 해석은 그 상적 의미를 

완성과 달성(achievement)의 융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4.2.3. ‘채우다’ 유형 :3항-3항-2항 교체 

‘채우다’는 대상-이동 동사로서 앞서 살펴본 ‘칠하다’의 격교체 현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2항술어로도 쓰이는 특이한 교체 유형에 속한다. 다음 (59)는 세 가지 

격틀의 교체를 보여 준다. 

(59) 가 근이가 약수물을 병에 채웠다. 
나. 근이가 약수물로 병을 채웠다. 

다. 약수물이 병을 채웠다. 

4.2.2.에서 분석한 부류의 이동 동사와 마찬가지로 ‘채우다’ 유형의 통사들도 [행동 

주+대상+착점]의 논항구조를 갖는다. 다만 이 유형의 이동 동사들은 (59다)와 같이 

행동주가 표변에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대상이 주어로 착점이 목적어로 실현 

되고 있다. (59)의 각 문장은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나)와 (다)는 

〔가)와 달리 착점 논항 ‘병’이 완전히 영향입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착 

점 논항이 대격 표지를 받아서 대상화될 때 생겨난다. 다만 (597})는 대상 논항인 

‘약수물’이 처소 변화를 겪는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착점인 ‘병’이 부분적으로 

영향업음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이동 동사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것들로는 ‘채우다， 덮다， 메우다， 싸 

다， 묶다， 치우다， 막다’ 둥이 있다. 다음에 보인 영어의 교체현상은 한국어와 비슷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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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 가. 1 filled the pail with water. 
나. *1 filled water into the pail. 
다. Water filled the pail. 

(61) 가. June covered the baby with the blanket. 
나. *June covered the blanket over the baby. 

(62) 가. *Tamara poured the bowl with water. 
나. Tamara poured water into the bowl. 

위의 (6이에서 보듯이 영어의 동사 fill은 한국어의 ‘채우다’와 달리 물질(대상)인 

water가 목적어로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61)에서의 영어 cover와 한국 

어 ‘덮다’의 차이와 같다. 하지만 (62)에서 보듯이 영어의 pour는 한국어의 ‘붓다’ 

와 유사한 교체현상을 보이며， 불질(대상)이 반드시 목적어로 실현되는 것을 보이 

고있다. 

(59)의 세 구문에서 나타나는 ‘채우다’의 의미를 하나의 통합된 어휘의미 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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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구조 =, 논항1 = x: 행동주[유정물] 기 

l 논항2 = y: 착점[물체， 형상역 = container] I 
L 논항3 = z: 대상[물질.J 

격 구 조 =, 격틀1 = x가_z를-y에기 
l 격틀2=x가_z로-y를」 
L 격틀3=z가-y를 」

특질구조 =，대상이동-개념유형 기 

L 형상역 = y-가_z-로-차다{e2，y，z)J 

작 인 역 x-가_z-로-y-를-채우는-행위(e1，x，z，y) 

위의 사건구조에서는 중점값이 완전히 미명세되어 있다. 따라서 중점값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i)과 (ii)는 앞서 4.2.2의 ‘칠 

하다’의 두 의미에 대응한다 : (i) 중점이 e1으로 해석될 때는 ‘채우다’가 완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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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ii) 중점이 (e1+e2)로 해석될 때는 달성과 완성이 융합된 
것으로， (iii) 중점이 e2로 해석될 때는 달성의 상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세 가지 
상적 해석은 앞서 (59)의 (가， 나， 다} 문장에 각각 대응한다. 

논항구조의 통사적 실현 방식이 그 상적 의미와 갖는 상관성을 다음 문장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6471-다)의 격틀은 위의 (597)-다)와 각각 대응한다. 

(64) 가 근이가 10분동안 약수물을 병에 채우고 있었다. 
나. 근이가 10분동안 약수물로 병을 채우고 있었다. 

다. 학생들이 10분동안 교실을 채우고 있었다. 

(647))는 사건구조의 중점이 완성의 예비과정인 e1에만 부여되면서， 시간 부사어 

‘10분동안’은 예비과정의 지속 시간을 가리킨다. (64나)에서는 사건구조의 중점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e1+e2) 전체 사건에 부여되며， 시간 부사어 ‘10분동안’은 

(647})에서와 같이 예비과정의 지속 시간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또한 결과상태 

의 지속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약수붙이 병을 채운 상태 

가 경과된 시간이 10분임’을 의미할 수 있다. (64다)는 행동주가 빠져 있는 2항술 

어 구문을 이루는데， 이때 사건구조의 중점은 결과상태인 e2에만 놓이며， ‘10분동 

안’은 역시 이 결과상태의 지속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학생들이 

교실을 채운 상태가 지속된 시간이 10분임’을 의미한다. 

‘채우다’의 사건구조가 완전히 미병세된다면， 여기에서 파생된 ‘채워지다’의 사건 

구조 역시 부분적으로 미명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어지다’에 의한 파 

생은 피동 접미사에 의한 파생과 같이 행통주가 삭제되면서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 

는 격틀로 실현된다. 따라서 다음 (657)-나)는 위의 (597)-나)에 각각 대응하는 피 

동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65) 가. 약수물이 병에 채워졌다. 

나. 병이 약수물로 채워졌다. 

그런데 (657깨는 착점 논항 ‘병’이 부분적으로 영향입음을 의미하지만， (65나)에서 

는 대상화된 착점 논항 ‘병’이 완전히 영향입음을 의미하여， 병이 가득 채워져 있 

음을 함의한다. 이것은 ‘채워지다’의 사건구조에서 중점이 e1(e2)와 같이 부분 미명 

세된 것으로 기술되어야 함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채우다’는 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반하여， ‘채워지다’는 달성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 문장들에서 

확인된다. 

(66) 가. 약수물이 병에 10분간 계속 채워지고 있다. 

나. 병이 약수물로 10분간 계속 채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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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워지다’가 달성으로 해석된다면， ‘10분간 계속’과 같은 수식어로 수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위의 문장들은 자연스러운 문장들이다. 

4.3. 제거-상태변화의 술어 

제거동사는 처소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사건을 가리키며， 이동동사의 한 부류 

를 형성한다. 여기에서는 남송호 • 박신영(2002)를 따라， 제거동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거동사는 [행동주-대상-기점]이라는 기본적인 논항구조를 갖고， 행동주 

논항이 대상 논항을 기점 논항의 처소에서 제거하는 사동( causation)의 사건올 가 

리킨다. 이러한 제거동사는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행동주-가 대상-을 처소-에(게〕 

서/로부터]라는 격틀로 실현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거동사가 갖는 의미구조를 

기반으로 세 가지 논항교체의 유형을 분석한다)0) 

4.3.1. ‘비우다’ 유형 :2항-3향 교체 

한국어 타동사 가운데는 대격을 취하며 나오는 목적어가 상태변화를 겪는 대상 

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처소변화를 겸는 대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들이 있다. 

아래의 예에 나오는 ‘비우다’와 같은 동사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 

(6끼 가.진이는 물탱크를 비웠다. 

나.진이는 불탱크에서 물을 비웠다. 

(677})에서는 목적어로 나오는 ‘물탱크’가 상태변화를 겪는 대상으로 해석되며， 물 

탱크에서 제거되는 논항은 표변에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677})의 ‘비우다’는 

[행동주-대상]의 2항술어 이면서， 대상 논항의 상태변화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67나)에서는 ‘물을’이 대상 논항으로 나오고， ‘물탱크에서’는 기점 논항으로서 필수 

논향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비우다’는 I행동주-기점-대상]의 논항구조를 가 

지면서， 대상 논항을 기점 논향으로부터 이동시키는 제거동사로 해석된다. (677}) 

와 같은 구조에서 상태변화를 겪는 대상 논항으로 흔히 용기(container)를 나타내 

는 ‘병， 잔， 쓰레기통’ 등과 같은 명사들이 자유롭게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자리， 

집， 가게’ 등과 같은 병사들도 나타난다. 

(68) 가. 그 회사는 몇 달째 사장자리를 비워 두고 있다. 
나. 진이는 하루종일 집을/가게를 비웠다. 

10) 남승호 • 박신영(2002)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제거동사의 세 가지 교체 유형(4.3.1.-4.3.3.) 이외에 다 
음과 같은 별도의 유형올 제시하고 었다. 

(i) 연이는 혼합물에서 기름을 분리했다. 
(ii) 연이는 불과 기름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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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자리， 집， 가게’ 동은 본래 용기를 가리키는 명사류가 아니고 장소를 나 

타내는 명사류에 속하는 것들로서 ‘비우다’와 함께 쓰이면서 그 장소가 기점의 논 

항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주어 논항에 의해 단지 비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대상으 

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교체는 동사의 상적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데， 위의 (68)의 문장에서 

‘몇달째’와 ‘하루종일’이라는 지속 부사구가 상태의 지속시간을 의미하는 것과 같 

이， 아래 (697})에서도 ‘한 시간 동안’이 탱크가 비워진 결과상태의 지속시간을 뜻 

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된다. 그러나 (69나)에서는 ‘한 시간 동안’이 탱크에서 물을 

비우고 난 후의 상태지속으로 해석되기보다， 물을 비우는 과정의 지속시간을 뜻하 

는 것으로 먼저 해석된다. 

(69) 가. 탱크를 한 시간 동안 비웠다. 

나. 탱크에서 물을 한 시간 동안 비웠다. 

(7이 가 진이는 물통을 계속 비웠다. 

나. 진이는 물통에서 계속 물을 비웠다. 

이러한 차이는 (7이에서도 발견되는데， (707})는 부사 ‘계속’의 의미가 물통을 비우 

는 사건이 반복된다는 의미로 쉽게 해석되지만， (70나)는 사건의 반복이라는 의미 

보다 과정 지속의 의미로 먼저 해석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들은 ‘비우다’가 비유적으로 의미를 확장할 때， 제거의 의미 

구조를 보이는 (71나， 71라)보다 상태변화의 의미구조를 보이는 (71가， 71다}가 훨 

씬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71) 가. 진이는 마음을 깨끗이 비웠다. 

나. ??진이는 마음에서 깨끗이 욕심을 비웠다. 

다. 근이는 자리를 한 시간 동안 비웠다. 

라. ?*근이는 자리에서 한 시간 동안 비웠다. 

‘비우다’가 2항 술어로서 상태변화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위의 (71다)에서 보듯 

이 문장 전체의 상적 의미는 달성으로 해석되어서 ‘한 시간 동안’은 과정의 지속시 

간으로 해석되지 않고 결과 상태의 지속시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적 해석은 

다음의 대조에서도 확인된다. 

(72) 가. 진이는 단 5 분만에 소주병을 깨끗이 비웠다. 
나. ??진이는 단 5 분만에 소주병에서 소주를 비웠다. 

‘비우다’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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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우다 
사건구조 =r 사건1 = el: 과정 기 

| 사건2 = e2: 상태 ! 
! 제약 = el<e2 
L 중점 = e2/el ...J 

논항구조 =r 논항1 = x: 행동주[유정물] 기 

| 논항2 = y: 대상「 형상역 = 용기/장소II 
L 구성역 = 물질(z) ...J I 

L 논항3 = z: 대상[물질...J 

격 구 조 =r 격틀1 = x가._y를 1 

L 격틀2=x가-y에서_z를」 

특질구조 = 상태변화개념유형 
[형상역 = x7Ly를-비운-상태(e2，x，y) l 

작인역 x가--y에서_z를-없애는-과정(el，x，z，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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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의미구조에서 사건구조의 중점이 부분 미병세되어 있으나， ‘비우다’가 논항1 

과 논항2가 ‘격틀1’로 실현될 때는 사건의 중점이 e2로 해석되면서 ‘논항2가 빈 상 

태’임이 부각되고 상적으로는 달성의 의미가 선호된다. 그러나 ‘격틀2’에서와 같이 

세 논항이 모두 실현될 경우는 사건의 중점 이 el으로 해석되고 ‘논항2에서 그 내 

용물을 없애는 과정’이 부각되면서， 달성의 의미보다는 완성의 의미가 선호된다. 

다시 말하면 중점이 e2로 해석되면 ‘상태변화’의 의미가， 중점이 el으로 해석되면 

‘처소변화’의 의미가 부각된다. 실제 대규모 말뭉치에서 ‘비우다’의 용례를 찾아보 

면， ‘격틀1’의 표변구조가 ‘격틀2’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나서 그 기본적인 의미가 

‘상태변화’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비우다’가 본래 ‘비다’라는 상태의 술어에 

서 파생된 사동동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비다’라는 술어는 아래의 (74)에서와 

같이 용기가 주어일 때는 자연스럽지만， (75)와 같이 내용물이 주어일 때는 부자연 

스럽다. 

(74) 가. 물통이 비 었다. 

나.빈물통 

(75) 가. ?*물통-에/에서 물이 비 었다. 

나*물통-에/에서 빈 물 

4.3.2. ‘치우다’ 유형 :3항-2항 교체 

앞절에서 살펴본 ‘비우다’와 유사한 교체를 허용하면서도 의미상으로는 좀 색다 

른 동사들이 발견되는데， 다음의 예에 나타나는 ‘치우다’와 ‘지우다’ 퉁이 그렇다. 



140 남승호 

(76) 가. 진이가 상에서 접시를 치웠다. 

나. 진이가 칠판에서 낙서를 지웠다. 

(77) 가. 진이가 상을 치웠다. 

나. 진이가 칠판을 지웠다. 

위의 (76)에서 ‘치우다’와 ‘지우다’는 대상논항인 ‘접시/낙서’가 제거되는 사건을 가 

리킨다. ‘제거’라는 사건에는 언제나 기점논항이 설정되는데， 이것은 대상이 존재했 

다가 없어지는 장소를 가리킨다. 즉 (76)에서 ‘상에서’와 ‘칠판에서’가 바로 기점이 

다. 그런데 (77)에서는 이 기점논향이 대격표지의 목적어로 나타나고， 제거되는 대 

상인 ‘접시/낙서’가 표변에 실현되지 않고 사라진다. 따라서 (77)은 제거되는 대상 

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상과 칠판의 상태 변화만을 가리키는 사건이 된다. 이러 

한 교체는 앞서 ‘비우다’에서 확인되는 논항교체와 유사하다. 

그러나 ‘비우다’의 경우와 달리， ‘치우다’와 ‘지우다’의 논항교체는 아주 제한적으 

로 허용되는데， 이들이 위의 (77)에서와 같이 상태변화의 의미로 해석될 때， 대상 

으로 나타나는 명사류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즉 ‘치우다’의 경우는 ‘상， 방， 집안， 

진열대’ 동의 명사들이 상태변화를 겪는 대상논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어 

지럽게 널려 있는 상태에서 깨끗이 정돈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킨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반 명사가 쓰일 경우에는 상태변화의 의미를 갖지 못하 

고 단지 처소변화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즉 (787})는 가방이 정돈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가방이 어떤 장소에서 제거되었음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787})에 

대응하는 3항술어의 격구조가 실현된 (78나)는 아주 부자연스럽게 된다. 

(78) 가. 진이는 가방을 치웠다. 

나. ??진이는 가방에서 책을 치웠다. 

‘지우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아래의 (79)가 보여주듯이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대상논항에 ‘칠판， 공책， 디스켓， 유리창’ 등이 나타날 때는 위의 논항교체가 자연 

스럽지만， (8이에서와 같이 일반 명사가 나타나변 교체가 자유롭지 않다. 

(79) 가. 진이는 디스켓에서 비밀문서 파일들을 지웠다. 

나. 진이는 디스켓을 지웠다. 

(80) 가. 진이는 옷/손에서 핏자국을 지웠다. 

나. 찍진이는 옷/손을 지웠다. 

앞절에서 살펴보았던 ‘비우다’는 그 기점논항 명사에 ‘용7l'(container)라는 의미제 

약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치우다’와 ‘지우다’는 기점논항으로 취하는 병사류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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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의미제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치우다’와 ‘지우다’는 위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상태변화의 의미로 해석될 때보다는 처소변화(제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기본적인 의미구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규모 말뭉치에 나 

타나는 이들 동사의 용례에서도 확인된다. 즉 3항 술어로서의 격구조가 2항 술어 

로서의 격구조보다 훨씬 많이 발견된다. 

4.3.3. ‘말리다’ 유형 :2항-3항 교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교체를 보이는 유형을 살펴본다. 이 유형은 제거 

의 의미를 갖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상태변화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81) 7}. 진이는 비에 젖은 옷을 말렸다. 

나. 진이는 옷에서 물기를 말렸다. 

(82) 가 진이는 옷을 〔물에) 적셨다. 

나. 진이는 빨래에 물을 적셨다. 

‘말리다’와 ‘적시다’는 ‘물， 물기， 수분’과 같은 액체성 물질이 대상 논항에서 제거되 

거나 대상 논항에 흡수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따라서 ‘적시다’는 이 대상 논항이 

의미상 착점의 역할을 하는 데 비해， ‘말리다’는 이 대상 논향이 의미상 기점의 역 

할을 한다. (81-82)의 대비에서 보듯이， (817})와 같은 상태변화의 사건을 가리킬 

때는 제거되는 액체성 물질이 표면에 실현되지 않으나， 이 물질이 이동하는 사건 

을 표현할 때는 (81나)와 같이 표면에 실현된다. 즉， ‘말리다’가 2항 술어로 실현될 

때는 대상 논항 ‘옷’이 대격을 취하면서 상태변화의 의미를 갖고， 3항 술어로 실현 

될 때는 기점이 ‘-에서’ 표지와 함께 나타나면서 제거의 의미를 갖는다. ‘말리다’는 

상적으로 완성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이는 다음 예에서 확인된다. 

(83) 가. 진이는 1시간만에 옷을 말렸다. 
나. 진이는 1시간동안 (계속) 옷을 말렸다. 

다. 진이는 1시간동안 〔계속) 옷을 말리고 있다. 

즉 (837})는 젖은 옷을 완전히 말리는 데 걸린 시간이 한 시간이었음을 의미하변 

서 전형적인 완성의 해석을 드러내고， (83나)와 (83다〕는 모두 옷을 말리는 과정이 

한 시간동안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고 있다’ 구조의 (83다)에서 ‘1시간동안’ 

은 옷이 다 마르고 난 결과 상태의 지속시간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계속’이 과정의 지속을 수식하고 있을 뿐， 결과 상태의 지속이나 전체 사건 

의 반복을 의 미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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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맺음말 

이 논문은 처소 변화 사건을 가리키는 한국어 동사들을 모두 이동동사로 정의하 

고 이들 통사의 어휘 의미 구조를 논항구조와 사건구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처소 변화의 사건은 반드시 움직이는 대상과 움직이는 경로가 있게 마련이며， 대 

상의 움직임이 또 다른 논항에 의해 야기될 경우 사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때 

움직임을 야기하는 논향은 행동주 논항으로 분석되어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을 형 

성한다. 또한 처소변화 양상을 드러내는 논항이 기본적으로 기점(source)， 착점 

(goal), 방향(direction)， 그리고 경로(path)로 실현된다고 보아， 이동통사의 논항구 

조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자동사와 타동사 가운 

데 일부는 처소 논항(착점에， 기점-에서， 방향으로)이 ‘-을/를’의 대격 표지로 교체 

하면서 실현되는 양상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또한 생성 어휘부 이론(Pustejovsk， 1991, 1995)을 확대하여， 사건구 

조의 중점(HEAD) 해석이 해당 술어의 상적 의미를 결정한다고 보고， 모든 사건구 

조의 해석에서 단순사건은 두 가지로 복합사건은 여섯 가지로 표상하여 모두 여닮 

가지의 어휘적 상 부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향구조와 사건구조의 표상방식에 

기초하여， 논항교체를 보이는 이동통사의 어휘의미구조를 사건구조의 중점 미병세 

방식을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표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논항교체 유형을 다루었다. 

(84) A. 처소변화의 타동성 교체 

(i) ‘움직이다’ 유형 : [el(과정)+e2(과정/상태)]， 중점 = (el)e2 

B. 부착-상태변화의 교체 
(i) ‘입다’ 유형 : [el(과정)+e2(상태)]， 중점 = e1/e2 

(ii) ‘칠하다’ 유형 : [el(과정)+e2(상태)]， 중점 = el(e2) 

(iii) ‘채우다’ 유형 : [el(과정)+e2(상태)]， 중점 = ø 

c.제거-상태변화의 교체 

(i) ‘비우다’ 유형 : [el(과정 )+e2(상태)]， 중점 = e2/el 

(ii) ‘치우다’ 유형 : [el(과정)+e2(상태)]， 중점 = el(e2) 

(iii) ‘말리다’ 유형 : [el(과정)+e2(상태)]， 중점 = el(e2) 

위에서 예시된 미병세 사건구조는 해당 유형의 술어들이 공유하는 구조이지만， 이 

11) 남숭호 · 박신영 (2002)에서는 제거통사의 의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에는 격교체를 보이 
지 않는 제거동사들{‘꺼내다， 내쫓다’ 퉁)도 포함되어 있다. 

(제 거풍사) <-----------------------------…--------------------------------…--------------> (상태 변화) 
꺼내다 치우다 비우다 말리다 
내쫓다 지우다 닦다， 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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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구조가 개별 술어의 상적 의미를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두 하위사건 간 

의 시간적 관계가 완전 선후행 관계인지 아니면 중첩을 허용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전체 사건의 상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각각의 교체유형이 드러내는 다의 

성을 설명하기 위해 중점의 미명세 방식이 이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교체 유형 가운데 항가의 변화를 가져오는 (A), 
(C) 유형과 그렇지 않은 교체유형의 차이는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 유형의 교체 구문들이 미병세된 의미구조에서 어떻게 통사적으로 생성되는지， 

그리고 교체 구문들 가운데 한 구문이 기본적인 구조를 이룬다면 다른 구문이 어 

떻게 통사적으로 도출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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