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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과 같은 한국어에 나타나는 분열문은 -것 분열문, 혹은 유사분열문이라고 불리

우며 (2)와 같은 영어의 it-분열문이나 유사분열문/자유관계대명사(free relative)로 

불리는 문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1) 존이 읽은 것은 모비딕이다.

(2) a. It was Moby Dick that John read.

b. What John read was Moby Dick.

(3) a. John read Moby Dick. 

b. 존은 모비딕을 읽었다.

 * 귀중한 지적과 논평으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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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문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i) 전체성의 의미(exhaustively)와 ii) 분열절에 

의한 존재 전제(existential presupposition)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1, 2)와 

같은 문장이 (3)의 일반적인 문장과 다른 점은 ‘준호’가 특정 시점과 상황에서 읽은 

책의 전체 목록은 Moby Dick이 전부이고 그 밖의 다른 책은 없다는 총망라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의 문장에 (4)와 같이 준호가 Moby Dick 이외에 

다른 책을 읽었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앞 절과 서로 상충되는 의미를 일으킨다. 

둘째 의미는 ‘준호가 읽은 것’이라는 분열절은 준호가 ‘뭔가를 읽었다’는 존재 전제

(existential presupposition)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5)에서와 같이 준호

가 뭔가를 읽었다는 전제가 수용(accommodate)되기 어려운 경우 또한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적정한 분열문 발생이 어렵다.

 

(4) #준호가 읽은 것은 모비딕이지만, 율리시즈도 읽었다.

(5) #준호가 무언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준호가 읽은 것은 모

비딕이다. 

한편, 분열문의 통사적 특징 중 하나는 (6-8)에서 보듯이 초점(pivot)의 계사구에 

후치사구 혹은 부사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6) 민호가 선물을 받은 것은 수미로부터이다.

(7) 민호가 꽃을 산 것은 수미를 위해서이다.1)

(8) 민호가 꽃을 산 것은 어제이다. 

본 연구는 i) (6-7)과 같이 후치사가 발생하는 분열문과 (2)와 같이 후치사가 발생하지 

않는 분열문 간의 의미유형적 차이를 밝히고, ii) 각 의미유형에 대하여 (4-5)에서 드러나

는 ‘전체성’과 ‘존재전제’의 의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미 도출 과정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논의를 토대로 한다. 

1) 분열문은 후치사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슬루스(sluice) 구조에서는 생략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손근원(2000)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논의했다. 
a. 민호가 어떤 여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데, 나는 어떤 여자(로부터)인지 모른다.
b. 민호가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샀다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른다.
이때 분열문과 달리 슬루싱 구문에서 후치사가 수의적인 이유는 이미 선행절에서 그 슬루싱 구문이 
선행 사건에서 담당하는 의미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졸고 
(2015)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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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어 것-분열문의 후치사 발생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의미 유형은 i) 등가절

(equative clause) 유형과 ii) 서술절(predicational clause) 유형임을 보인다. 둘째, 

두 유형의 차이는 논항/부가어 차이와 후치사 발생여부가 분열문의 의미적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발생함을 보인다. 

2장에서는 후치사 발생과 문법성의 관계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분열문의 두 

가지 의미 유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 두 의미 유형에 대한 의미적 통사적 

도출 과정을 보이며 5장은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2. 후치사 유무에 따른 문법성

후치사가 좌초할 수 없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면 (6-7)의 분열문의 후치사가 

필수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6)의 후치사가 생략이 되려면 (9)의 밑줄 친 분열절

(cleft clause)이 가능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 

(9) *민호가 _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어떤 여자이다.

이 비문성이 후치사 -로부터가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이고 후치사 좌초와 상관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독립 형태소가 후치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봐도 여전히 분열절이 불가능하다. 

(10) *민호가 ____ 때문에 넘어진 것은 어떤 여자이다.2)

이렇게 (9)나 (10)의 분열절(cleft clause)이 불가능한 것은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는 

언어인 영어의 경우는 (11a)와 같은 분열문이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

(11) a. It was a certain woman that John bought flowers for.

b. It was for a certain woman that John bought flowers.3)

2) 다음과 같이 -로부터를 완전히 생략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5’) *민호가 선물을 받은 것은 어떤 여자이다.

3) 또한, 이 분열문들로부터 발생한 슬루싱 구문도(9’a,b)와 같이 전치사 동반/비동반의 경우 모두 
정문이 될 수 있다. 
(9’) a. It was a certain woman that John bought flowers for, but I don’t know who 

it was that John bought flowers for. 
b. It was for a certain woman that John bought flowers, but I don’t know for 

whom it was that John bought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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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위와 같이 전치사 좌초가 가능하기 때문에 (11a)와 같은 분열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후치사 좌초가 불가능한 한국어는 초점에 후치사 없이는 분열문 발생이 

불가능해야 할 것이다. (cf. 손근원 2000)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2)에서 보았듯이, 의미적으로 후치사

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격조사는 분열문의 초점에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

로 금지된다(cf. Jhang 1994).4) 

(12) a. 준호가 만난 것은 수미(?를)이다.

b. 수미를 만난 것은 준호(?가)이다.

이와 같이 후치사 비필수인 경우와 필수인 경우의 차이는 전자는 초점이 ‘논항’인 

반면, 후치사가 꼭 필요한 (6-7)은 초점이 ‘부가어’라는 (13)과 같은 일반적인 사실이 

이전 문헌에서 관찰된 바 있다(이남근 2008).

(13) 분열문 초점의 후치사 발생 조건

a. 초점이 분열절의 논항일 때 : 후치사 비필수

b. 초점이 분열절의 부가어일 때: 후치사 필수

이 차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 이남근(2008)은 두 경우의 구조적, 의미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항 초점의 경우는 (14)와 같이 통사적으로 분열절에 공소

(gap)를 포함하는 구조로서, 이때의 것은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여 ‘개체’를 의미하며, 

예컨대, 존이 먹은 음식과 같은 관계절 같은 구조라는 주장이다. 

(14) 논항 초점

[존이 ___ 먹은 것은] 사과이다.

(15) 부가어 초점

[존이 사과를 먹은 것은] 어제이다.

(15)의 부가어 초점을 동반하는 분열절은 공소 없는 통사 구조로서, ‘사건’을 의미한

다는 주장이다.5) 본 연구에서는 ‘개체’와 ‘사건’ 두 종류의 분열절 주어의 의미에 

4) 이때 격조사 발생이 문법성을 저하시키는 이유에 대하여는 통사적 이유 등 여러 논의가 가능하겠으
나(cf. 손근원 2000), 이 주제는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치사도 일종의 
의미적 격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격조사와의 공통점을 지니며, 격조사 발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은 후치사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과 같은 의미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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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초점(pivot) 계사구와의 의미적 결합관계에 따른 분열문 전체의 의미적 도출

과정을 제시하여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공소 발생 여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후치사 출현의 수의성을 보이는 

자료를 관찰해 보겠다. (16-18)과 같은 문장에서는 후치사 발생이 수의적인데 이는 

위의 설명만으로는 예측되지 않는다. 

(16) 민호가 꽃을 보낸 건 수미(에게)이다.

(17) 수미가 편지를 넣어 둔 건 이 책상(에)이다.

(18) a. 민호가 수미를 만난 건 이 공원(에서)이다.

b. 수미가 춤을 춘 건 이 방(에서)이다.

한 심사자가 지적했듯이 (16-17)의 주어인 보내다, 넣어 두다와 같은 동사는 일반적으

로 목적지와 장소에 해당하는 구문을 부가어(adjunct)가 아닌 보충어(complement)

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a,b)의 문법성을 

비교해 보면, (19a)는 완전히 비문법적인 반면, 간접목적어와 처소격 논항이 빠진 

(19b,c)의 문장은 (19a)에 비해 훨씬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9) a. *오늘 존은 ______ 잃어버렸다.

b. 오늘 존은 꽃을 보냈다.

c. 존이 편지를 넣어 두었다.

이는 직접목적어인 대상(THEME) 논항에 비해 목적지 논항과 처소격 논항은 통사

적으로 필수성이 없거나 적어도 (19a)보다는 약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6-17)의 분열절은 통사적으로는 (적어도 (14)의 분열절에 비해서는) 완성된 절로서 

통사적 공소를 설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 점에서 (16-17)의 초점은 통사적으로 

부가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의 후치사는 수의적이다. 

이는 공소가 포함되어야만 후치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남근(2008)의 일반화에 

맞지 않는 현상이다. 

따라서 공소 발생 여부의 통사 구조만으로는 후치사 출현의 수의성, 즉, (6-7)과 

같이 후치사가 필수적인 경우와 (12, 16-18)과 같이 비필수적인 경우의 차이가 

5) 이와 같이 분열절이 ‘개체’와 ‘사건’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은 이전부터 관찰되어 왔다. 
(cf. 손근원 2000; Park 20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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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후치사 필수여부에 대하여 논항과 부가어의 ‘의미적’ 차이에

서 기인한다는 의미론적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분열문의 주어인 것-분열절 (cleft clause)은 ‘의미적’ 필수 논항이 누락된 

경우 그 논항에 해당하는 일반 ‘개체’(individual)를 지칭하고, 모든 논항이 포화

(saturate)되었을 때는 ‘사건’(event)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20) 것-분열절(cleft clause)의 의미 유형

a. 논항 개체 유형(individual type): 비명시된 의미적 필수논항 지시

b. 사건 유형(event type): 분열절의 명제가 의미하는 사건(event)지시

이에 따라 수미(에게)이다, 책상(에)이다, 공원(에서)이다와 같이 (16-18)의 초점

(pivot)에 발생한 계사구문의 유형도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 즉 (20a)의 경우 

초점은 분열절과 같은 ‘개체’ 타입으로서, 분열문 전체는 ‘등가문(XP=YP)’의 의미

를 갖는다. 후자 (20b)의 경우, 초점은 ‘1항 술어(one-place predicate)’의 함수

(function)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분열문 전체는 분열절의 ‘사건(event)’ 주어와 

function(argument), 즉, predicate(event)의 술어논리(predicate logic)적 형태로 표

현될 수 있는 의미 해석을 갖는다. 

(21) 초점(pivot)의 의미 유형

a. 개체 유형(e type): 전체 문장은 XP분열절=YP초점의 등가문(equative 

clause) 발생

b. 1항술어(one-place predicate): 전체 문장은 YP초점(XP분열절)의 서술

문(predicational clause)

이 두 가지 의미 유형이 초점의 후치사 발생 여부에 의해 구별될 수 있음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6) 여격과 처소격의 후치사는 생략가능하여 의미적 연관성에 따라 생략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전 
문헌에서도 관찰되어 관찰된 바 있다(김영희 2000; 박소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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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치사와 의미 유형

3.1. 논항과 후치사

우선 (22)의 분열문을 살펴보자.

(22) a. 민호가 수미에게 보낸 것은 꽃이다.

b. 수미에게 꽃을 보낸 것은 민호다.

논항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 (22a,b)에서는 목적격에 해당하는 대상(theme)과 

주격의 행위자(agent)가 격조사/후치사 없이 초점에 발생한다. 분열절의 사건 구조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초점에 THEME과 AGENT에 해당하는 논항이 나타나야 

분열절의 사건에 필요한 논항이 포화된다. 즉, 분열절에서의 유일한 비명시 논항인 

THEME과 AGENT 역할을 가짐으로써 후치사나 격조사 없이도 의미역 결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는 통사적으로도 필수논항으로 공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격조

사나 후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14-15)의 통사적 일반화에도 부합한다. 이 경우 

분열절은 (20a)에 해당되고 초점은 (21a)에 해당되어 전체 분열문의 의미는 등가절 

유형에 속하게 된다. 이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사 공식적(semi-formulaic) 

표현으로 환언될 수 있다.

(22’) a. 민호가 수미에게 보낸 것 (THEME) = 꽃

b. 수미에게 꽃을 보낸 것 (AGENT) = 민수

THEME과 AGENT가 분열절의 비명시 논항이기 때문에 초점에 격조사가 없어도 

그 의미역이 명확히 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때의 초점은 후치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16)과 (19b)를 통해 -에게와 같은 후치사는 통사적으로 공소가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치사가 수의적이었다. 그렇다면 -에게의 후치사 

발생시는 생략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수의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

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7) 

보내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3항 술어(3-place predicate)인 send (agent, theme, 

7) 한 심사자에 의하면 관계부사절을 포함한 관계절과 분열절이 동일하게 늘 공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통사론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 기반을 둔 한국어 분열문에 관한 
여러 통사적 접근 방식이 있어왔지만, 본 연구는 논항과 부가어에 따라 후치사 발생 여부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그 의미적 근거를 밝히고 그에 따라 통사적 설명에서 제시되지 않은 두 경우
의 의미적 유형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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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로서 행위자(agent), 대상(theme), 그리고 목적지(goal)라는 세 가지 의미역이 

필수적인 의미적 논항이다. (16)의 경우에 분열절은 그 세 논항 중 목적지의 논항이 

불포화된 사건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때 ‘민호가 선물을 보낸 것’이라는 분열절

이 의미하는 바는 그 세 의미역 중의 누락된 하나인 GOAL 의미역에 해당되는 

‘논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7)의 초점은 통사적 필수 논항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보내다의 사건에서 ‘목적지’(goal)의 논항으로서 의미적 필수 

논항이다. 초점에 나타나는 ‘논항’은 선행하는 분열절의 사건에서 필요로 하는 논항 

중 유일하게 누락된 논항이므로 그 의미역(semantic role)은 분열절에서 실현되지 

않은 논항의 의미역으로 결정될 수 있다. 통사적으로 공소를 포함하지 않지만 의미적

으로 필수 논항을 지칭하게 되어 일반 ‘개체’ 지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초점에서 

후치사가 생략되어도 그 초점의 항이 분열절에서 어떤 의미적 공헌을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18)의 동사 ‘넣어 두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소격(LOCATIVE)을 의미적 필수 

논항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후치사가 생략되어도 분열절에서 유일하게 

누락된 의미적 필수 논항인 처소격의 의미역으로 해석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16-17)의 후치사의 생략은 동사의 의미적 논항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18)의 처소격 후치사의 수의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 경우, 

의미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초점은 분열절의 부가어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에서와 

같은 처소격 조사 발생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미 관찰한 바와 같이 예측과 

달리 수의적이다. 또한, (16-17)과 같이 의미적 필수논항이 관여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나다’, ‘춤을 추다’는 각각 타동사인 이항술어, 자동사인 일항술어

로서 이미 의미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필수 논항이 명시되어 포화된(saturate) 상태

이다. 따라서 처소격이 후치사 없이 발생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화용적 설명을 제안한다.

(18)에 나타난 초점은 그 명사의 의미 자체로 장소의 의미가 화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공원이라든가 방이라는 명사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명사가 화용적으로 확실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명사라고 한다면 격조사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워진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23) a. ???존이 메리를 만난 건 이 책이다.

b. ??존이 메리를 만난 건 이 의자이다.

c. ?존이 메리를 만난 건 이 방이다.

d. 존이 메리를 만난 건 이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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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에서 (23d)로 갈수록 초점 명사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주인공이 마법에 걸려 개미만큼 

작아지기라도 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23a,b)와 같은 초점 명사도 쉽게 장소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질 것이다. 즉, 처소격의 후치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굳이 -에서라는 

후치사를 붙이지 않아도 쉽게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용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b)의 ‘춤을 추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이다. 

(24) a. ??메리가 춤을 춘 건 이 의자이다. 

(cf. 메리가 앉은 건 이 의자이다.)

b. 메리가 춤을 춘 건 이 방이다.

c. 메리가 춤을 춘 건 이 공연장이다.

여기에서도 (24a)에서 (24c)로 갈수록 초점 명사의 처소격으로서의 의미가 자연스러

워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명사의 공간적 크기나 용도와 동사의 의미 사이의 

화용적 관련성에 의해서 처소격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8) 

따라서 (18a,b)의 경우는 처소격 후치사가 생략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후치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해석하여 후치사구와 같은 부사구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이렇게 후치사 발생이 선택사항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i) 하나는 (16-17)과 같이 통사적으로 비필수적이지만 의미적인 필수논항이거

나, ii) (18)과 같이 화용적으로 논항의 의미역이 유추 가능한 경우로서 후치사를 

명시하지 않아도 그 의미역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후치사 유무와 상관없이 

부사구로 사용되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부가어’ 초점의 후치사가 ‘필수적’인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

을 시도해 보겠다. 

3.2. 부가어와 후치사

후치사가 필수적인 분열문으로 (7)을 예로 들면, 분열절의 사다라는 동사는 2항 

술어(2-place predicate)로서 행위자(AGENT)와 대상(THEME)이 필수 논항이다. 

8) 한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시간, 장소 등의 부가어와 달리 방법, 정도 등의 부가어는 후치사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분열문의 초점에서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문법성이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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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호가 꽃을 산 것은 수미를 위해서이다.

이 두 논항이 이미 모두 메리와 꽃으로 분열절에 명시되어 있다. 필수 논항 중 

빠진 논항이 없기 때문에 (20)에 의해 것-분열절이 ‘논항’을 지칭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 ‘개체’ 유형일 수가 없고, 메리가 꽃을 산 ‘사건’을 지칭하는 의미유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필수 논항이 이미 완성된 사건의 분열절에서는 계사구의 초점이 

어떤 의미역(semantic role)으로 전체 사건의 의미에 기여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 

그 의미역이 후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후치사가 없으면 초점의 의미

역이 명시되지 않아 비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어와 계사구문간의 의미적 조합 가능성을 통해 적절한 조합과 어긋난 

조합의 의미적 (부)적절성을 판별할 수 있다. 보내다와 같은 동사의 경우에 GOAL의 

논항은 통사적 필수 논항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필수논항으로서 후치사 없이도 

분열절에서 유일하게 명시되지 않은 의미역으로 의미역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점에서 후치사 생략이 가능하다. 또 통사적으로는 부가어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분열절은 사건을 지칭할 수 있고 후치사구가 그 사건에서 담당하는 초점의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후치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이미 논의된 대로 의미적 논항의 경우도 후치사가 동반되면, 주어인 

분열절은 논항 개체가 아닌 사건 유형을 지시한다. 그리고 후치사 미발생시에는 

초점이 논항을 의미하며 분열절도 같은 논항 개체를 의미해야 분열절과 초점간의 

의미적 관계가 성립이 된다. 다음과 같이 후치사 발생 여부에 따라 주어의 의미 

유형이 ‘사건’과 ‘논항 개체’로 나뉜다.

(25) 분열절의 종류와 후치사 발생간의 관계

i) 분열절이 논항개체(individual)를 지칭하면, 그리고 그래야만(if and 

only if) 무후치사 초점 동반. 

ii) 분열절이 사건(event)을 지칭하면, 그리고 그래야만(if and only if) 

유후치사 초점 동반.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열절의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즉, 후치사 발생 여부에 따라 

동반하는 초점도 서로 다른 의미적 기능을 가지게 됨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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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열문의 의미 유형9)

4.1. 등가절(equative clause)로서의 분열문

먼저 (22a)와 같이 분열절이 개체를 지칭할 때 논항인 무후치사 명사구는 초점에서 

어떤 의미적 역할을 할까? 주어가 개체를 지칭하는 경우 초점은 그에 대한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역시 ‘개체’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와 초점의 

명사가 모두 ‘개체’ 유형으로서 이 분열문의 의미는 두 개체간의 동일성을 단언하는 

‘등가문’이 되어야 한다. 이 ‘등가문’이라는 것은 계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홍재성(2010)에서 한국어 계사의 기능 중 하나로 분류된 바 있다. 또한, 영어의 

계사 (copula) 구문에 대한 Higgins (1973, 1979)에 따르면 ‘등가절(equative 

clause)’에 해당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것-분열절’이 지시하는 THEME 

논항 개체와 초점의 꽃이라는 개체가 같은 개체 유형(e type)끼리의 동일성을 의미하

는 등가문/등가절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열절의 논항이 누락된 경우 

분열절 ‘-것’의 의미 XP와 초점의 의미 YP는 모두 개체(individual)를 의미하게 

되어 ‘XP는 YP이다’의 등가문, 다시 말해, XP=YP로써 같은 개체들끼리의 동일성

을 표현한다. (22a)를 예로 들면, 사건의 대상(THEME)과 꽃 간의 동일성의 서술이 

이루어져 THEME=a flower, 즉 ‘민호가 수미에게 보낸 것=꽃’이라는 의미가 

된다. 

다음은 유후치사 초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4.2. 술어절 (predicate clause) 로서의 분열문

후치사구의 의미적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Davidson의 사건의미론(Event 

Semantics)이나 Parsons (1980)의 Neo-Davidsonian 이론에서 부사구의 처리 

방법을 고려해 보자. 사건의미론에서 부사구 slowly나 on the beach 등의 외연

(denotation)은 사건(event)에 대한 일항 술어(one-place predicate)와 같다. 예를 

들어 (26a)는 (26b)와 같은 사건의미론으로 표상된다.

(26) a. John walked slowly on the beach..

b. ∃e (walk(e, john) & slow(e) & on_the_beach(e))

영어의 전치사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후치사구도 개체 유형이 아니라 전치사구와 

9) 이 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졸고(2015)의 슬루싱 구문에 대한 논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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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속성 유형(<et> type)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N-에게와 같은 후치사구

의 기능은 사건의 ‘목적지’를 의미하는 et 타입의 술어(predicate)가 된다. 이때의 

주어는 논항 ‘개체’가 아닌 ‘사건’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목적지(GOAL) 

후치사를 동반하는 ‘N-에게’는 보낸다는 ‘사건’의 GOAL이어야지 ‘논항’의 GOAL

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후치사의 경우와 달리 유휴치사 

초점의 것-분열절 주어는 ‘개체’인 논항이 아니라 전체 ‘사건(event)’을 지칭한다. 

즉, 이 분열문에서 존이 꽃을 보낸 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의 (22a,b)와 같은 누락된 

‘논항’이 아닌 존이 선물을 보낸 ‘사건’을 지칭해야 하며, 그래야만 초점의 계사구문은 

그 사건의 목적지(goal) 의미역을 밝히는 et 타입의 속성으로서 술어의 역할을 하는 

의미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사건주어+목적지 술어’로 이루어진 ‘명제’로서 분열문 

전체의 의미가 완성된다. 따라서 예컨대, (16)에서 -에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의미를 자연 영어로 환언(paraphrase)해 보면, 각각 (27a,b)와 같다. 

(16) 존이 선물을 보낸 건 메리(에게)이다.

(27) a. The goal argument of the event of sending a present is 

Mary/*to Mary.

b. The event of sending a present is *Mary/to Mary.

즉, (16)의 -에게 생략 시 (27a)와 같이 ‘비명시된 GOAL 논항은 Mary와 동일하다

‘는 등가절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 후치사 발생 시에는 분열절 주어는 ‘사건’ 유형이고 

초점은 ‘속성’ 유형으로서, 꽃을 보낸 사건을 ev1이라고 했을 때 메리에게는 사건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서술해주는 술어(predicate), 즉 술어 논리적 표현으로 

to_mary (ev1)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10) 

그렇다면 이때 발생하는 계사 -이의 기능은 무엇일까? 홍재성(2010)은 이때의 

계사구는 다음의 예를 들며 분열문이라는 범주로 따로 분류하였다. 

(28) 내가 그 책을 빌려 준 것은 지우에게-이-었다.

다시 말하면 (28)의 분열문에 나타나는 계사구문은 일반적인 계사구문의 기능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았다. 즉 분열문에 나타나는 계사의 의미적 기능은 서술적인 

경우와는 다른 예외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10) 이남근(2008)에서도 (18)에서와 같이 주어인 사건과 어제와 같은 부가어 초점이 술어 관계에 있음
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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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분열절의 후치사구와 발생하는 계사 ‘-이’는 계사의 

술어적 기능의 한 예임을 주장 한다. 즉, 분열문에 발생하는 유휴치사 초점 계사구는 

서술적 기능의 한 종류로 봐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후치사 초점이 이미 et 타입의 

술어기능을 하기 때문에 계사 자체는 영어에서 전치사구의 계사와 같이 의미적으로 

공백(vacuous)이라고 할 수 있다.11) 

따라서 유후치사 분열문은 홍재성의 분류 중 ‘명사속성 서술문’ 혹은 Higgins 

(1979), Mikkelson (2005)의 ‘술어절(predicational claus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6)의 후치사 -에게의 미발생시와 발생시의 분열문의 의미를 

각각 일차술어논리(first order predicate logic)로 간단히 표현하면 (29a,b)와 같다.

(29) a. goal(e1)=mary

b. to_mary(e1) 

where e1=the event of sending a present.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분열문의 계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0) 계사의 기능

a. 주어가 ‘사건’일 때: 

- 초점+후치사는 술어(predicate), 

- 계사(copula)는 공백 의미(vacuous)

b. 주어가 논항 ‘개체’일 때: 

- 초점+∅도 개체(individual)

- 계사는 주어와 초점간의 등식을 의미하는 이항 술어12)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분열문은 i) ‘초점+후치사’의 경우엔 주어가 사건 유형 (event 

type), 계사 구문은 술어 의미를 가지게 되어, 분열문 전체는 술어절 (predicational 

clause)의 의미 유형을 갖고, ii) ‘초점+∅‘의 경우에는 주어와 계사구 둘 다 ’논항 

개체‘ 유형(e type)을 지칭하여, 분열문 전체는 등가절(equative clause)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았다.

11) 다음과 같은 영어 문장의 계사 be도 의미적으로는 무효한 경우이다.
a. John is in the room. 
계사구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2015)를 참조 바람.

12) 영어의 분열절에 대하여 Moon (2013)도 같은 입장을 취하여 계사에 대한 이항술어로서의 분석을 
제안한다. 그리고 Reeve (2010)와 Barros (2014)도 영어의 it-분열문을 등가문으로 분석하는데, 
계사의 의미가 아닌 기능범주 EqP를 설정하여 두 개체 간의 동일성을 서술하는 방법을 취한다. 
계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 (2015)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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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미 도출

이제 이상에서 밝혀진 두 가지 유형의 분열문의 의미유형과 1절에서 살펴본 분열절의 

두 가지 의미, 존재 전제(existential presupposition)와 전체성 의미(exhaustivity)

를 함께 포착할 수 있는 의미 도출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체와 개체 간의 등가문의 예부터 보자.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간단한 

(31)의 문장을 고려해 보자. 

(31) 떠난 것은 존이다.13)

이때 분열절 주어인 ‘떠난 것은’이 의미하는 바는 i) ‘Sombody left.’라는 존재 

전제의 의미와 ii) ‘The exhaustive list of the people who left is John.’이라는 

전체성/총망라성의 의미가 있음을 예문 (4)와 (3)을 통해서 각각 확인한 바 있다. 

전체성의 의미적 본질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전제(pre-

supposition)로 보는 견해가 Horn (1981), E Kiss (1998), Buring & Križ (2013), 

Velleman et al. (2012) 등 많은 의미론 연구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제의 의미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분열문의 분열절 혹은 

것-분열절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즉, 등가절 유형의 경우 분열절에서 누락된 논항을 지시하는 개체 지시체가 존재전

제와 전체성의 전제 의미를 모두 포괄하게 된다. 이 두가지 의미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Buring & Li (2013)에서 영어 분열절을 한정성의 의미로 포착한 

것과 같이 한국어 분열절의 개체 지시체를 조응적 한정 명사구(anaphoric definite 

noun phrase)와 같은 의미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영어의 it-cleft의 

분열절에 대하여 Reeve (2010)와 Barros (2014)가 처리한 방식을 받아들여 명사인 

‘-것 분열절’의 의미를 그것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속성을 iota 표현으로 타입전이

(type shift) 시켜서 포착할 수 있다(Partee 1987).14) 그리하여 분열절 ‘떠난 것’을 

13) 이때 초점에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a. 떠난 것은 학생이다. 
(a)에서 ‘학생’은 언뜻 보기엔 비한정 표현인 것 같지만, 이러한 분열문이 발생하는 문맥을 잘 
고려해 보면, 떠날 수 있는 후보자가 이미 주어져 있을 때, 예컨대 선생과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학생이 떠났을 때와 같은 한정적 표현이거나, 아니면 비한정 표현으로 쓰였다 해도 ‘어떤 학생’의 
의미를 갖는 특정성(specific)의 의미로 제한되는 듯하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학생’이라는 명사
구도 속성 유형이 아닌 개체 유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14) Reeve (2010)와 Barros (2014)도 영어의 it-분열절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한다. 한편, 한국어
의 것-분열문에 대한 다른 견해로는 Kim (2012), Park and Li (2014) 등의 den Dikken 
(2006)에 근거한 역술어적(predicate inverse) 분석 등이 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서술
(predicate)적 관계의 역방향으로의 술어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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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iota 표현으로 개체 유형이 된다.

(32) ιx[left’w(x)]

이 iota 표현은 한정성(definiteness)의 의미로부터 존재 전제(existential pre-

supposition)와 특정성 전제(uniqueness presupposition)를 도입한다. 특정성 

전제가 바로 ‘주어진 문맥에서 떠난 특정한 존재(들)의 전체 목록’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전체성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초점 명사 존은 개체를 의미하고 

‘-이’라는 계사 표현은 주어와 초점 간의 등가성을 서술해주는 2항 술어로서 (33)과 

같은 함수가 된다.

(33) 이다 ↦ λYλX [X=wY]

(34) 존이다 ↦ λYλX [X=wY](john’)

(35) 존이다 ↦ λX [X=w john’]

계사 (33)을 먼저 초점 ‘john’에 적용하여 (34)가 되고, 이를 람다 전환(lambda 

conversion) 시키면 (35)를 얻는다. 이는 다시 2항 술어의 나머지 한 항인 개체 

유형의 논항을 필요로 하므로, 분열절 ‘떠난 것’에서 얻어진 (32)에 해당하는 iota 

표현에 (36)처럼 함수 적용시켜, 람다 전환 하면 (36‘)과 같은 등가문이 얻어진다.

(36) λX [X=w john’](ιx[left’w(x)])

(36’) ιx[left’w(x)]=w john’

이 의미 도출 과정은 통사 구조와 함께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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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떠난 것은 존이다.

λx1 [x1=wjohn’](ιx[left’w(x)])

(ιx[left’w(x)])

λt[t]

t1

[x1=wjohn]

[x1=wjohn’]

=>λx1[x1=wjohn’]

λYλX[X=wY]

λX[X=wjohn’]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소절(small clause)에 해당하는 vP에서 

이미 주어가 남긴 흔적의 변항 x1과 결합된 [x1=wjohn]이라는 포화된 등가문 명제가 

표면적으로 얻어진다. 그런데, 이는 아직 [spec, TP]에 올라간 것-분열절인 주어와 

결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x1=wjohn]을 λx1[x1=wjohn]으로 람다추출(lambda 

abstraction)시켜 1항 술어로 다시 바꿔주어 것-분열절 논항과의 결합을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TP에서 -것 분열절 주어와 초점간의 등가문이 마지막으로 얻어지게 된다. 

다음은 부가어의 의미 도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예문 (38)을 이용해 보자.

(38) 존이 떠난 건 메리를 위해서이다. 

N을 위해서라는 의미는 et 타입의 속성유형의 서술어로서, 이미 4.2에서 논의한대로 

주어로 올 수 있는 의미적 유형은 명사 개체가 될 수 없고 ‘사건’ 개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서술어와 결합될 주어도 사건 유형이어야 하고 이 사건은 모든 

필수 논항이 포화된 것-분열절의 의미라는 사실도 위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초점 구문의 의미는 (39)와 같은 et 타입의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이 초점이 결합될 분열절 주어는 분열절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사건을 

의미하여 사건 e에 대한 iota 타입 전이를 취하여 존재전제를 만족시키며 얻어진 

(40), 즉, ‘the event e such that John left in e’이라는 의미와 같다. 그래서 

‘사건’인 (40)에 et 타입의 술어 (39), 즉, ‘for mary’를 적용하면 (41)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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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절로서의 분열문의 의미가 얻어진다. 이때의 e는 개체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event) 변항을 의미한다.15)

(39) 메리를 위해서 ↦ λe1[for_mary’w(e1)]

(40) 존이 떠난 것은 ↦ ιe[left’w(e, john’)]

(41) 존이 떠난 건 메리를 위해서 ↦ for_mary’w(ιe [left’w(e, john’)])

이를 얻어가는 의미적 통사적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16) 

(42)

λe1[for_mary’w(e1)(ιe[leftw(e,john)])

for_mary’w(ιe[leftw(e,john)])

ιe[leftw(e, john)]

λt[t]

λ

P[P]

λe[for_mary’w(e)](e1)

λe[for_mary’w(e)]

λt[t]
for_mary’w(e1)

λe1[for_mary’w(e1)]

λe[for_mary’w(e)]

15) 논항 개체든 사건 개체든 둘 다 개체 유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e 타입(individual)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건 e는 사건변항으로서 표기상의 공통점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논항 개체와 사건 개체는 유형은 같으나 그 지시적(denotational)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개체이다. 논항은 동사의 의미역을 갖는 항으로 일반적인 명사구에 해당하는 개체를 지시하
고, 사건은 동사와 논항이 완성된 명제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6) 도출과정 (42)와 (43)에서 화살표는 편의를 위해 람다 추출과 람다 전환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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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도 (37)의 등가문과 같이 소절 (small clause)에 해당하는 vP에서 이미 

for_mary’w(e1)이라는 명제가 얻어진다. 따라서 [spec, TP]에 올라간 분열절의 

사건 논항과의 서술적 결합을 위하여 (43)을 (44)로 람다추출 (lambda abstraction)

시켜 1항-술어로 바꿔준다. 그리하여, 주어인 분열절과 결합하는 술어절로서의 준비

가 된다.

(43) vP ↦ for_maryw(e’)

(44) λe1[for_mary’w(e1)]

다음은 후치사가 수의적인 -에게 발생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의미 구조(45-46)를 

살펴보자.

(45) 존이 선물을 보낸건 메리였다.

(46) 존이 선물을 보낸건 메리에게였다.17)

이때 겉으로 같은 분열절이 후치사 동반 여부에 따라 다른 의미 유형, 즉, 논항과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는 후치사가 발생할 경우 초점은 속성유형으로서 

그 속성을 만족시키는 분열절 주어가 필요하다. 4.2에서 논의했고, 특히 (27)에 

명시했듯이, 의미적으로 목적지(GOAL) 후치사를 동반하는 ‘N-에게’는 보낸다는 

‘사건’의 GOAL이어야지 ‘논항’의 GOAL이라는 해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25)의 조건에도 부합한다. 

(45)는 다음과 같은 의미 도출로 이루어진다.

17)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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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ιx[send’w(john,the_present,x)])=wmary

λYλX [X=’wY]

λx1[x1=wjmary](ιx[send’w(john’,the_present’,x)])

(ιx[send’w(john, the_present, x)])
λt[t]

[x1=wmary]

λx1[x1=wmary’]

λX [X=wmary’]

t1

(46)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48) 

λe1[to_mary’w(e1)(ιe[sendw(e,john,the_book)])

λe[to_mary’w(e)]

to_mary’w(ιe[sendw(e,john,the_book)])

ιe[send’w (e, john’, the_book’)]

λt[t]

λP[P]

λe[to_mary’w(e)](e1)

λt[t]
to_mary’w(e1)

λe1[to_mary’w(e1)]

λe[to_mary’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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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여격의 초점을 가지는 분열문에서 후치사 -에게의 수의적 발생에 의한 두 

가지 경우의 의미적 유형과 각각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것-분열문은 다음의 두가지 의미 유형으로 분류됨을 주장

하였다. i) 분열문의 분열절 주어가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 초점 계사구는 후치사를 

동반하고 그때의 초점 계사구는 개체 유형이 아닌 속성유형이다. 그래서 이 경우 

분열문은 사건 주어와 속성 서술어 간의 의미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서술절

(predicate clause) 유형의 명제를 이룬다. ii) 반면에, 분열절 주어가 사건이 아닌 

누락된 의미적 필수 논항을 지시할 경우는 초점은 후치사를 동반하지 않고 이때의 

주어와 계사구는 모두 ‘논항 개체’ 타입으로서 등가문의 명제를 이룬다. 

이 두 가지 의미 유형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49) 분열문의 두 가지 의미 유형

문장 유형 i. 등가문 유형: XP=YP ii. 술어문 유형: 
event (predicate)

것-분열절(cleft clause) 
포화 여부

불포화(unsaturated) 포화(saturated)

것-분열절 의미 유형 XP: e타입(비명시 논항) event 타입 

초점(pivot)의 의미유형 YP: e타입 et타입(술어, predicate)

후치사 비필수 필수

예문 (2), (12a,b), (22a,b) 
(37), (45) 등

(7), (16-17), (38), 
(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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