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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l얹n 뻐d

This article examines locative altern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and
argues that the alternation attributes to the fact that (intransitive) locative
verbs have more than one argument structure (rather than the fact that
it involves syntactic movement). That is, each variant of the constructions
has its own distinct underlying structure. This follows from the fact that
in two alternating variants, -e ‘on/in’ and -10 ‘ with’ variants, the theme argument of a locative verb displays different syntactic behaviors with respect to relativization, the possibility of occupying focus position in a
pseudσclefting sentence, and modification by degree adverbs. Furthermore,
on the basis of the observation that in the -10 variant the theme argument of a locative verb behaves like a predicate nominal, the article proposes that the variant involves a small c1 ause, which is syntactically represented as PrP in the sense of Bowers 1993.
Key words: locative alternation, Case alternation, argument structure,
small clause, PrP (predication phrase), predicate nominal

1 서

론

한 문장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들이 둘 이상의 격표지 (Case- mar king) 를
‘수의적으로’ 허용하는 현상은 생성문법 (generative grammar) 에서 심도 있게 다
루어 온 주제 중 하나이다. 아래 (1)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1) 가. 맥주{가/를} 먹고 싶다.
나. 통사론{이/을} 배우기가 어렵다.

*

익명의 〈어학연구〉 논평자 세 분께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 장려
금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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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들은 이른바 “격교체 (Case alternation)"라 불리며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왔다. 가령， 주격과 목적격이 교체하는 소위 “주격 목적어 구문”인 (1가)는
하나의 기저문장에서 출발하여， 통사적 이동변형 (Move- 야에 의해 다른 하나가

도출된다. 편의상1 이런 분석을 통사적 이동변형 (syntactic

transformational)

접

근이라 부르자.1)
고광주(2003)는 격교체 현상에 대한 통사적 이동변형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한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어떤 한 논

항에 둘 이상의 격이 수의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단지 표면적 교체일 뿐이며， 사
실 이 러 한 격교체는 그 서 술어 가 복수의 어 휘-통사 구조(lexical-syntactic

ture),

struc-

즉 둘 이상의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를 가지 는 데 에 기 인한다고

위 저자는 주장한다 편의상， 이러한 입장을 어휘적(lexical) 접근이라 부르자02)
“격교체” 현상에 대한 두 접근을 염두에 두고i 아래의 소위 장소교체(locative

alternation)

구문을 보자.

(2) ‘에’ 유운
가. 해변에 미인들이 붐빈다.
나. 정원에 꽃이 가득하다.
다. 거리에 구경꾼들이 북적인다.
라. 단지 에 벌들이 우글거린다.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해변， 정원， 거리， 단지’ 따위의 논항이 장소의 후치사 ‘에’
와 함께 나타난다. 논의의 편의상， (2)와 같은 구문을 ‘에’ 구문이라 부르자. 흥미
롭게도， 아래

예문 (3)에서는， 그러한 장소(location)논항에는 주격표지 7}， 대상

(theme)논항에는 후치사 ‘로’가 뒤따른다. 논의의 편의상， (3)과 같은 구문을 ‘로’
구문이라부르자

(3)

‘로’ 큐운

가. 해변이 미인들로 붐빈다.
나. 정원이 꽃으로 가득하다.
다. 거리가 구경꾼들로 메어진다.

라. 단지가 벌들로 우글거린다.
요컨대 장소교체구문의 외형적 두 가지 교체는， 장소논항에 주격표지가， 대상논
항에 ‘로’가 실현되는 ‘로’ 구문과， 대상논항이 주격표지를 갖고 장소논항이 장소

1)

2)

한국어 주격 목적어 구문에 대한 통사적 이통변형 분석의 일례로 김선웅 1995를 참조.

엄밀히

1990).

말하면， 논항구조는 어휘적 표상(repr.esentation) 인 동시에

통사적

표상이다{Grim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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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치사 ‘에’와 함께 나타나는 ‘에’ 구문이다.
본고의 목표는 ‘에’ 구문과 ‘로’ 구문에서 관찰되는 표면적 격교체 현상을 어휘
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데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에’ 구문 (2가〕와 ‘로’ 구문

(3

가}는 동일한 단일 기저문장에서 이동변형에 의해 어느 한 문장이 다른 한 문장
을 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소교체 동사 ‘붐비다’가 서로 상이한 두 개의 논항
구조， 즉 하위범주화 자질(subcategorization features)을 가지어 두 구문이 각
각의 기저구조를 만들어 서로 다른 도출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본고의 어휘적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구문의 대상논항의 통사적
특성 차이에 주목한다. ‘로’ 구문의 경우， 대상논항이 관계화되지 않는 반면， ‘에’
구문에서는 대상논항의 관계화가 허용된다(2.1절). 대상논항 ‘로’구는 분열문의 초
점자리에 올 수 없으나， ‘에’ 구문의 대상논항은 초점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2.2
절). 또한 ‘가장’과 같은 정도부사가 대상논항 ‘로’구를 수식할 수 있으나， ‘에’ 구

문의 대상논항은 수식을 받을 수 없다(2.3절). 끝으로， 대상논항이 ‘로’ 구문에서
의문사 ‘무엇’으로， ‘에’ 구문에서는 의문사 ‘누구’로 의문화됨을 보인다(2.4절). 두
구문의 대상논항이 위와 같은 뚜렷한 대조를 보임을 근거로， 두 구문의 상이한
기저구조( underl ying structure)를 제시한다. 특히， ‘로’ 구문의 대상논항이 보이
는 통사적 특성 이 명사서술어 (predicate nominal)의 그것과 일치함에 주목하여，
‘에’ 구문과는 달리， ‘로’ 구문의 소절(small

z

clause)

분석을 제안한다(3장).

대상논항의 통샤적 특생들

2.1. 관계화
명사서술어 (predicate nominal)는 외견상 명사구이지 만 보통의 논항명사구와

통사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중 하나는， 논항명사구는 관계화를 경험하는
반면， 명사서술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Kuno

clause; SC)
(4)

1970).

아래 이른바 소절 (small

구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자.

가. 철수가

[sc

영 이를 아내로] 삼았다

나. [철수가 아내로 삼은l 영이
다. *[철수가 영이를 삼은] 아내
표준적 분석에 따르면， (4가)에서， ‘영이를 아내로’는 소절을 형성한다(조은
입창국

1999).

1998,

즉， ‘아내’는 지시체 (referent)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라는 속

성 (property)을 나타내어， 소절 주어 ‘영이’의 서술어 기능을 담당한다. 통사 범주
적으로 말하면， 이 둘은 모두 명사구로 이해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소절 주
어 명사구인 ‘영이’는， (4나)에서 보이듯， 관계화될 수 있지만， 명사서술어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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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다)에서 관찰되듯， 관계화될 수 없다. 요컨대， 명사서술어는 관계화를 경험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아래 장소교체 ‘로’ 구문의 예에서 ‘해변’은 관계화가 가능하지마는， ‘미인들’이
는 관계화를거부한다.

(5)

가 해변이 미인들로 붐빈다.

나. [미인들로 붐비는] 해변
다. *[해변이 붐비는l 미인들
관계화 여부에 있어 두 표현이 보이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두 논항의 상이한
통사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위의 소절 경우와

같은 논리로， ‘해변’은 일반 논항명사구이기에 관계화가 가능한 반면， ‘미인들’은
명사서술어이기에 관계화되지 않는다.4)

반면에， 아래 ‘에’ 구문 (6)에서 관찰되듯， 장소논항 ‘해변’과 대상논항 ‘미인들’
모두 관계화를 경험할 수 있다.

3) 관계화되지 않는 요소가 모두 명사서술어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자. 아래 예에서，
(i) 가 영이가 손이 크다. •

*영이가 큰 손

나 철수가 영이보다 크다. •

*철수가 큰 영이

다. [철수가 Opd영이 l보다] 크다]
(i가〕에서 ‘손’이 관계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명윤 1996에 따르연， 최대투사 XP만이 관

계화가 가능한데， ‘손’은 핵， 즉 N>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또한，(i나}에서 ‘영이’가 관계화되지 못
하는 이유는，

표준적

분석에

따르면， (i다)에

간단히

제시되어

있듯， 비교 구문은 운용자

(operator)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관계화를 겪지 못하는 요소는 다양한 형태 • 통사적 이
유에서 그러할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명사서술어는 관계화 여부에 대한 충분조건이다.

4)

익명의 한 논평자는， 남숭호 2002:304를 인용하며， ‘로’ 구문에서의 대상논항이 관계화되지 않는 이유
는 그것이 ‘원인’ 의미역(즉， 원인논항)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i) 가.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다.

나나무가 쓰러진 태흥

홍재성 (1987:184) 역시 ‘로’구가 원인 의미해석으로 풀이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ii) 대합실은 막차를 기다리는 귀성객들로 (E+인해+해서+말미암아) 몹시도 붐혔다
먼저， (i)과 관련하여， ‘태풍에’가 원인 의미해석을 받으며， 그것이 관계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선행 각주에서 지적하였듯이， 관계화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장소교체
‘로’구의 관계화 불가능 원인이 (i)에서의 원인 표현의 관계화 거부 이유와 동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본고에서 장소교체 통사의 대상논항이 관계화되지 않기에 명사서술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화 불가능 증거 하나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충거들(분열문 초점자리 출현 여부， 정도부
사의 수식 여부 동)을 함께 고려하여 ‘교집합적’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로’구가 원인논항이라
는 주장을 위해서는 관계화불가능 중거 이외의 독립적인 중거가 요구된다.
(ii)와 관련하여， 만약 ‘로’ 구문의 대상논항이 원인논항이 라면 아래 (iii)과 같이 원인 표현이 부가적
으로， 중첩적으로 출현한 예문의 자연스러움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i i i) 열차지연으로 〔인해+해서+말미암아) 대합실은 막차를 기다리는 귀성객들로 옵시 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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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해변에 미인들이 붐빈다.
나. [미인들이 붐비는] 해변
다. [해변에 붐비는] 미인들
(5)와 (6) 에서 보이는 이러한 대조의 주목할 만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에’ 구문

과 ‘로’ 구문이 서로 다른 구문이며， 따라서 ‘붐비다’ 장소교체 동사가 상이한 통
사구조를 갖는다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2.

분열문

계속해서

(c1efting

제시될

증거는， 일반 논항명사구와는 달리， 명사서술어는 분열문

sentence)의 초점자리에 출현할 수 없다는 Emonds(1984)의 관찰에 기

반한다. 가령， 아래 예문에서 ‘미인’은 ‘영이’에 대한 명사서술어인데， 후자는，

(7

나〕에서 확인되듯， 초점자리에 자연스럽게 출현할 수 있다. 반면에， (7다}에서는，
‘미인’이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7) 가. 철수가 [sc 영이를 미인으로] 생각한다.
나. 철수가 미인으로 생각하는 것/사람은 영이이다.
다*철수가 영이를 생각하는 것은 미인(으로}이다.
이렇듯 논항명사구와 명사서술어가 보이는 대조를 염두에 두고， 장소교체 구문으
로 돌아가자. ‘로’ 구문 (8가)에서 ‘미인들’은 명사서술어이다. 이러한 분석이 옳다
면， 분열문 초점자리와 관련하여 예측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해변’과는 달리， ‘미

인들’은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예측은 (8나， 다)에서처럼
실로 올바르게 판명된다.

(8) ‘로’ 구문
가. 해변이 미인들로 붐빈다.
나. 미인들로 붐비는 {것은/곳은} 해변이다.

다*해변이 붐비는 {것은/사람들은} 미 인들(로)이다.
그러나 ‘에’ 구문 (9가)의 경우， 장소논항과 대상논항이 일반 논항병사구이기에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오는 것이 비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래에
서 확인되듯， 과연 그러하다.

(9) ‘에’ 구문
7}. 해변에 미인들이 붐빈다.
나. 해변에 붐비는 {것은/사람들은} 미인들이다.
다. 미인들이 붐비는 {것은/곳은} 해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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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의 관계화 불가능 증거와 함께， 본 절에서 확인한 분열문 초점자리 출현 불
가능은 ‘로’ 구문의 대상논항이 명사서술어라 이해될 때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또
한 ‘에’ 구문에서 장소와 대상 두 논항이 모두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둘이 모두 ‘붐비다’ 동사의 일반 논항병사구를 형성함을 의미한다.5)

2.3.

정도부사의 수식

일반으로，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달리 말해， 부사
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가장’ 따위의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아래 예를 보자.

(10)

가. 철수가 이 마을에서 가장 미남이다.
나*철수가 가장 미남을 죽였다.
다*철수가 가장 학생이다.

(107})에서 정도부사는 ‘미남’을 수식하고 있다. 반면， (10나)에서는 동일한 정도부
사가 ‘미남’을 수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대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잘 설명된다. 명사 ‘미남’이 (107}) 에서는 명사서술어인 반면，
(10나)에서는 논항명사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사적 조건이 충분하지는 못하다

고 임창국(1999)은 주장한다. (10다)를 보면， 정도부사가 명사서술어를 수식하는
데 있어 의미적 조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송철의

1992,

황화상

1996).

즉，

(107 },

다)에서 ‘미남， 학생’은 모두 명사서술어이지만， 전자는 정도성 (gradable) 명사인
반면， 후자는 비정도성 명사이다. 요컨대， 정도부사 ‘가장’의 명사수식 조건은， 통
사적으로는 명사서술어 이 어 야 하며， 의 미 적 으로는
정도성 명사이어야 한다〔임창국

5)

[+gradable]

의 미자질을 갖는

1999:18ff).6)

익명의 한 논평자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i)

해변이 붐비는 {것은/이유는} 미인들 때문이다.

이러한 문장은 본고가 의도하는 분열문 구문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대웅되는

비분열문 문징K‘로’ 구문}에는 ‘때문’과 같은 표현이 폰재하지 않는다: ‘해변이 미인들 때문에 붐빈다’
대 ‘해변이 미인들로 붐빈다’

6) 익명의 한 논평자는 (i)과 같은 문장이 수용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i) 개 철수는 아주 미납하고 결혼했다. (문법성 판단은 논평자의 것입)
냐. 형희는 그 마을에서 아주 효자한테 시집갔다. (문법성 판단은 논평자의 것엄〕

(ii)

가 *갑돌이가 갑순이보다 더 부자를 살해했다.

나나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제일 미인이 좋다.
다갑순이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제일 미남과 결혼한다더라.

임창국(1999:19ff)은 한국어학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linguistics.or.kr)를 통해 모어화자들
의 직관을 조시한 것을 인용하며， (ii)의 운장들이 비문법적이라 보고하고 있다. 문법성 판단은 독자
들의 몫으로 남긴다.

131

한국어 장소교체 구문에서의 대상논항의 통사적 특성과 통사구조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예를 보자.

(11)

철수가 I영이를 (이 마을에서) 가장 미인으로] 생각한다

정도부사 ‘가장’이 명사 ‘미인’을 제대로 수식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
째， ‘영이를 미인으로’는 소절을 형성하며， ‘미인’은 명사서술어이기 때문이다. 둘

째， ‘미인’은 정도성 의미자질 [+gradable]을 갖는 정도성 명사이기 때문이다.
이제 장소교체 두 구문에 이를 적용해 보자.

(12)

‘로’ 유운

해변이 가장 미인들로 붐빈다.

(13)

‘에’ 유운

??*해변에 가장 미인들이 붐빈다.
‘로’ 구문 (12)에서， 정도성 의미자질 [+gradable]을 갖는 ‘미인들’은 명사서술어이
다. 이러하기에， 정도부사 ‘가장’의 수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 구문인 (13)에서는， ‘미인’이 정도성 명사이기는 하나， 논항명사구이기에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2.4.

의문사 ‘무엇’

끝으로 살펴볼 내용은 의문사 ‘무엇’과 ‘누구’의 의미

통사적 제약과 관련된다.

진리조건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에서， 술어는 속성 (property)을
나타내고， 논항은 개체 (entity)를 나타낸다. 가령，

[+human]

의미자질을 갖는 ‘총

각， 미인’ 따위의 명사가 개체일 경우에는 의문사 ‘누구’를 사용한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human]

자질을 갖는 유정명사가 속성을 나타낼 때는， 즉 (명사)서술어

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의문사 ‘무엇’을 사용한다. 아래 예문 (14)와 (15)는 이를 예

시한다(영어의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는

(14)

Kuno

1970을 참조할 것).

가. 철수가 영이를 만녔대.
나. 누구를/*무엇을 만났다고?

(15)

가. 철수가 총각이래.
나. 철수가 뭐라고/무엇이라고/*누구라고?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장소교체 구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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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로’ 유운
가. 해변이 미인들로 붐빈대.
나. 해변이 무엇으로 붐빈다고?
다*해변이 누구누구로 붐빈다고?

(17)

‘에’ 구문

가. 해변에 미인들이 붐빈대.
나*해변에 무엇이 붐빈다고?

다. 해변에 누구누구가 붐빈다고?

‘로’ 구문인 (16) 에서， ‘미인들’은 [+human] 의미자질을 갖으며， 미인의 속성을 지
시 (refer)하는 명사서술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미인들로’는 의문문에

서 의문사 ‘무엇’이 대신하고 있으며， 의문사 ‘누구’가 대신한 경우는 비문이다. 반
면에， ‘에’ 구문에서는， ‘미인들’은 미인들 개체를 지시하는 논항명사구이다. 그러

므로 [+human] 명사 ‘미인’은 의문문에서 의문사 ‘누구’가 대신하여 야 하며 의문
사 ‘무엇’이 대신한 (17나)는 비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에’ 구문과 ‘로’ 구문의 통사적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
상논항이 두 구문에서 상이한 통사적 행동을 보였는데， ‘에’ 구문에서는 일반 논
항병사구처럼， ‘로’ 구문에서는 명사서술어처럼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

적으로， ‘로’ 구문의 대상논항은， ‘에’ 구문의 그것과는 달리， 관계화되지 않으며，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출현하지 못하며，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의문사
‘무엇’으로 의문문화된다. 이러한 뚜렷한 대조는 두 구문에 서로 상이한 통사구조

를 설정할 때 잘 설명된다. 즉 두 구문의 서로 다른 통사구조는 이동변형의 통사
적 기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소교체 동사가 두 개의 상이한 논항구조를 갖는다

고 가정하면 잘 설명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동과 같은 통사적 변형은 위에서 관
찰된 다양한 대조를 초래하는 기제가 결코 아니다. 다음 절에서는 두 구문의 통
사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제안: ‘로’ 구문윤 소절구조
앞 절에서 관찰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장소교체 ‘붐비다’류 자동사의 ‘에’ 구문
의 통사구조는 (187})처럼， ‘로’ 구문의 통사구조는 (18나)처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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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에’ 구문의 종사유조

... vP

~
v

VP

~‘

V’

PP

해 변에

~‘‘--‘~‘~’‘‘‘’‘‘’
DP
미인들이

V

붐비-

나. ‘로’ 유운의 종사T조

~

VP

~

V

PrP

~

해변이

붐비-

Pr'

DPl

~
PP

Pr

~

DP2

P

미인들

-로

주목할 점은， ‘에’ 구문 (187})에서는 장소논항과 대상논항이 ‘붐비다’류 동사의 내
재논항(internal argument)이다.7) 무엇보다， 제안된 구조 (18나)에서 주목할 점
은 DP 1 과 [pp DP2-P]가 하나의 소절 (small clause)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해변이’

와 ‘미인들로’는 소절을 형성하여， 전자는 주어로， 후자는 술어로 해석된다.
여기서 잠시 소절과 그 통사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논의를 다음과 같은 가
정에서 출발해 보자. 주술관계는 통사적으로 반드시 Bowers(1993)의 서술구(PrP;

Predication

Phrase)와 같은 절구조(clausal structure)로 표상(representation)

되 어 야 한다고 가정하자. 나아가， 장소논항 DP 1 과 대상논항 [pp DP2-P]가 형성하
는 소절의

7)

의미가

[DP1 HAVE

DP2]라 가정하자.8) ‘해변이

이러한 구조는 장소교체 동사가 비대격동사임을 의미한대양정석

1995,

미인들로’는 [해변

엄창국

1997). Legate(2003)

에 따라， 비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경통사 U가 설정되어 있다.

8) Lee(1998)도 장소교체 타통사의 의미형태(Semantic Form) 설정에 있어 대상논항과 장소논항과의
의미관계를 ‘HAVE-ON’라는 의미술어를 설정하여 소유로 분석한디{Paek 20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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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들]， 즉 ‘해변이 미인들을 가지다’라는 의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HAVE

첫 번째 가정에 따라， 이러한 의미적 소절관계는 통사적으로도 절(c1ause)로 표
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소논항 DPl과 대상논항 [pp DP2-P]가 형성하는 소
절은 서술구 PrP로 표상된다. 제안된 구조 (18나)에서 주목할 점은 [대상논항-로]
가 일종의 명사서술어 (predicate nominal)라는 점이다.9)，10)
‘로’ 구문이 갖는 소절은 여타의 소절과는 의미해석에 있어 일견 이질적으로 보
인다. 다시 말해， 기왕의 소절들은 아래 예들이 보여주듯이 [X가 Y 이다]라는 계사

적 (copular) 또는 서술적 (predicational) 의미해석을 가지는 반면，

(19) 7]-.

철수가 [prp 영 이를 아내로] 삼았다

나. 철수가 [prp 영이를 바보로] 생각한다
‘로’ 구문의 소절은 소유/존재 (possession/ existence)의 의미 해석을 갖는다. 이
는 일견 본고의 소절분석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듯하다.
‘로’ 구문의 소절의 소유/존재 의미해석에 대해서， 소절 PrP의 의미해석은 모
문동사와의 공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Yim

2004).

(19)의 경우， 소절이

서술 의미해석을 갖는데， 이는 ‘삼다’ 따위의 소위 소절 동사와 PrP가 서로 공모
하여 얻어진다. 반면에 ‘붐비다’ 따위의 장소교체 동사는 PrP와 공모하여 소유/
존재 해석을 낳게 된다고 가정하자)1)

(i)

가. 영이가 벽을 신문지로 붙였다
냐.

[CAUSE (Yongi, [HAVE-ON (wall, newspaper)])]

9) 본고는 장소교체 자동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익명의 한 논평자는 다음과 같은 장소교체
타동 구문 역시 통일한 선상에서 분석할 것인지， 나아가 (i다)와 같이 ‘로’가 출현하는 구문에 본고의
분석이 확대적용될 수 있는지 묻는다.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고의 장소교체 자
통사 구문분석이 타동사 구문분석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또한 (i다)와 같이 ‘로’가 출현하는 구문에 대하여는， 유통석 (1984)의 분
석에 따라 ‘로’의 통합적 분석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남은 과제로 돌린다. (아래 각주

(i)

10

참조.)

가. 철수가 페인트를 벽에 칠했다.

나. 철수가 페인트로 벽을 철했다.

다. 철수가 학교-에/로/를 갔다.

10) 엄창국 1999와 Yim 2004는 한국어의 ‘로’가 서술성 표지 (predicational marker; Pr o ) 라고 주장한
다. ‘로’는 다양한 소절구분의 명사서술어에 후행한다.

(i)

가. 철수가 영이를 아내로 삼았다. <소철〉

나. 철수가 라면을 야참으로 먹었다.<묘사 01자줄에(depictive secondary
다. 철수가 특급투수로 떠올랐다. <결패resultative) 이자줄어〉

predicationJ>

그에 따르면， 한국어의 서술성표지는 ‘이(다)， 게， 로’이며， 이들은 각각의 형태 • 통사적 역할을 분업
화하고 있다. 먼저， ‘이’는 시제철(tensed clause)에， ‘게， 로’는 비시제 (nonfinite) 소절에 나타난다.
나아가， ‘게’는 선행 요소가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류일 때， ‘로’는 명사류일 때 선돼되는 서술성

표지이다(구제적인 분석은

11)

Yim 2004

참조).

소절이 보이는 의미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강명윤 1995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소절 속
의 주부와 술부 관계는 서술관계 (predication)， 동치관계 (identification)， 소유관계 (possession)로
확대해석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하여， ‘코끼리가 코가 길다’와 같은 비분리소유(inali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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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초점을 바꾸어， 장소교체 구문에 대한 본고의 어휘적 접근 분석이 가지
는 장점에 대해 보자‘ 홍재성 (1987)은 ‘붐비다’류 동사의 ‘에’ 구문과 ‘로’ 구문이
보이는 이른바 ‘전체/부분 관여’라는 의미해석 차이를 관찰한다.

α0) 가. 오늘도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인다.

나 1*오늘도 밤하늘이 별 하나로 반짝인다. (홍재성 1987:182-3)
‘로’ 구문 (20나)가 어색한 이유는， 장소논항 ‘밤하늘’이 밤하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J:l}, 별 하나가 밤하늘 전체를 반짝인다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이

다. 반면에， ‘에’ 구문 (20가)에서는， 장소논항 ‘밤하늘’이 밤하늘의 일부분으로 해

석되어， 별 하나가 밤하늘 일부분을 반짝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의미 해석상의 차이가 통사적 이동변형 접근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동일한 기저구조를 설정하여 이동변형으로 두 개의 “격교체” 구문을 도출하는 통
사적 이동변형 분석에서는 전체/부분 관여 의미해석이 문제가 아널 수 없다. 그
도 그럴 것이， 이동변형은 문장의미를 (적어도 위와 같은 양상으로는) 바꾸지 않
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을 동일한 기저구조로 설정한
후에 이동변형으로 포착하려 했던 70년대의 변형생성이론이 그러한 입장을 포기
하고， 능동， 수동 구문 각각에 상이한 기저구조를 할당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동
변형이 의미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정에서였다.

4. 결

론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어 장소교체 구문이 보이는 두 가지 “격교체” 구문， 즉
‘에’ 구문과 ‘로’ 구문에 대해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분석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
로， 두 구문은 동일한 하나의 기저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붐비다’류 술
어가 두 개의 상이한 논항구조， 즉 하위범주화 자질을 가져 그 각각이 상이한 두
개의 기저구조를 생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에’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는 장소와 대

상 논항을 내재논항으로 갖는 2항 비대격 (dyadic
였으며(임창국

1997),

unaccusative)

통사로 분석하

‘로’ 구문의 동사는 소유 의미해석의 소절 PrP를 단일 보충

어로 취하는 비대격동사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구문적 차이는 대상논항이 두 구
문에서 보이는 상이한 통사적 특성의 뚜렷한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possession)
고주장한다.

관계를 나타내는 이중주격 구문에서， ‘코끼리가 코가’ 부분이 소유관계 소절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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