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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kinds of cognitive aspects must be inclusively considered for

understanding to transitivity. Basically, transitivity is not a notion of

pure lexical items, pure syntactic dimensions and only semantic

interpretation. That is, transitivity is affected by the extralinguistic

phenomena which contain speakers psychological and cognitive

interpretations. It is based on human cognitive abilities to interpret

the exact meaning of language expressions. To sum up, transitivity

has a relation with the observer's (speaker's) cognitive interpretation

within the entire contexts.

[transitivity/extralinguistic/cognitive interpretations, 전이성/언어

외적인/인지적 이해]

I. 서론

인간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의학적으로만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언어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더욱이 화자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청자

가 청취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야 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

력 중에서 으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화자와 청자는 인지적 사고 즉, 인

* 본 논문은 2002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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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 이론화하는 것은 언어학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이 언어이론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고 혹은 방법론을 달리하

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언어이론 내의 다양한 언어현상 중, 특정

언어 현상은 기존의 언어이론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수가 있다. 그러한 언어현상 중 하나가 수동화 현상이다. 최근의 언어

이론의 주류인 변형생성문법을 예로 들더라도 초기의 Chomsky(1965)의 표준이론에

서부터 후기의 확대표준이론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수동구문은 주요 연구대상의

일부였다. 특히 알파이동(move-α)과 격이론(case theory)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

어서 수동구문은 인상구문(raising construction)과 더불어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 또

한 사실이다. 나아가 생성의미론과 해석의미론을 가르는 주요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휘기능문법, 구구조문법, 관계문법 등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 수

동구문 분석이다.

이와 같은 수동화 현상에 대한 설명은 동사의 전이성
1)
에 입각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transitive는 특정의 행위나 사건이 하나의 개체에서

또 다른 하나의 개체로 전이하면서 모종의 영향력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이르는 말

이다. 즉 A에 의해 유발된 행위나 사건을 통해 어떤 대상 B가 영향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 행위나 사건의 전이(transition)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전이는 단지 타동사만을 매개체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transitivity는 ‘타동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이성’이라는 용어가 본래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Halliday(1967)는 전이성을 동사가 지닌 동사 특유의 특성으로 보는 대신

서법(mood)이나 주제(theme)와 같은 전체 문장이 지닌 자질로 보았다. 그는 서법이

란 문장 안에서 대인적(interpersonal) 기능을, 주제는 문맥적(contextual) 기능을 나

타내듯이 전이성은 경험적(experimental)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즉, 전이성

은 언어가 지니는 경험적 기능을 담당하는 인간이 가진 인지능력에 관련된 하나의

선택으로서 현실세계에 나타나는 추상적이고 구체적 현상을 언어구조로 표현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체계문법에서는 전이성을 동사와 문장구성요소의

속성이나 역할에 따라 문장의 자질로 구분한다. 이것은 전이성이란 동사자체가 가

지고 있는 속성만으로는 그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와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역할 즉, 행위자, 도착점, 속성 등을 기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이성을 자

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함으로써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의한 것

1) 종래의 타동성(transitivity)에 대한 용어로서 그 이유는 허(2003)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타동성’과 ‘타동사’는 별개의 개념으로 ‘타동성’이란 목적어의 유무를 떠나서 정의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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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하면, 전이성은 문장을 통해 화자가 느낀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기여한 모든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전이성을 문장

이 가지고 있는 자질로 보고, 동사의 자질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전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연적(extensive) 자질과 내포적(intensive) 자질로 구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동화 현상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전이성에 입각하여 설명해야하는

데, 본 논문에서는 문장에서 전이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인지적 측면을 반드시

접합시켜야 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전이성은 어휘론적 차원의 개념이 아님은

물론 순수한 통사론적 차원의 개념도 아니며, 나아가 의미론 일변도의 설명에도 한

계가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동일한 의미자질의 동사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수

동화가 기능하기도 하고, 혹은 불가능하기도 하므로 전이성과 비전이성은 엄격하게

이원화하여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전이성은 화자의 심리적 및 인

지적 이해를 포함한 언어외적인(extralinguistic) 현상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음을 논

의하려는 것이다.
2)

이를 위해서 순수통사론적 측면을 벗어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이원적 분석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화용론적 측면과, 인간의 다양하고도 주관적인

언어표현의 보다 정확한 의미파악을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

다는 인지적 측면을 살펴보겠는 바, 전자를 위해서는 Hopper와 Thompson(1980)과

Tsunoda(1981), 후자를 위해서는 Rice(1987), Rosch(1973, 1978)와 Langacker(1986,

1991)를 기본으로 논의하여 보겠다.

II. 화용론적 접근 방법

Hopper와 Thompson(1980)은 전이성이 어떤 사건(event)이나 동사의 유형에 돌

릴 수 있는 어떤 단일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들은 전이성을 동사가 술어

화 하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으로 표현되는 사건이 행위자(agent)에게서 피동자

(patient)로 전이(transfer)되는 과정에서 문장 전체가 지닌 속성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전이성을 언어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하며, 담

화 과정의 경우에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방법과

는 달리 전이성은 이원적(binary)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이성은 이분법적으로 전이적, 또는, 비전이적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일련의 연속축

(continuum scale)으로써 목적어의 유․무에 따른 이원적 개념이 아니라, 정도의 개

2) 허(2003)에서는 미완료 동사구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는 바 본 논문에서는 보다 폭넓고 근

본적인 사고의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려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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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보고 있다

Hopper와 Thompson(1980)은 전이성은 문법에서 보편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론

을 내릴 수 있는 언어가 가진 결정적 관계(crucial relationship)이며, 또한 전이성의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담화 속에서 결정할 수 있다(discourse-determined)는 주장

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전이성의 자질은 형태-통사론

적 또는 의미론적으로 나타남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이성 가설(Transitivity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즉 전이성을 담화 분석에 연결시켜, 담화에서 전이성이

높은 경우는 앞에 내세우기(foregrounding)와, 전이성이 낮은 경우는 뒷면에 감추기

(back-grounding)에 서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이성을 담화 속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따라서, Hopper와 Thompson(1980, p. 252)은 전이성을 단

순히 동사의 속성이라기보다는 문장을 포함한 담화 속에서 각기 높고 낮은 값을 가

진 10개의 이원적인 매개변항(parameters)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High transitivity Low transitivity

A. participant

Ｂ. kinesics

C. aspect

D. punctuality

E. volitionality

Ｆ. affirmation

Ｇ. mode

Ｈ. agency

Ｉ. affectedness of O

Ｊ. individuation of O

2 or more participants

A and O
4)

action

telic

punctual

volitional

affirmative

realis

A high in potency

O totally affected

O highly individuated

1 participant

non-action

atelic

non-punctual

non-volitional

negative

irrealis

A low in potency

O not affected

O non-individuated

위에 제시된 10가지 매개변항들이 동사가 술어화한 행위를 뜻하는 사건의 전이에

대한 효율성이나 정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어떤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전

이성의 정도는 이 변수들 중, 몇 개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

다. 따라서 전통문법과 기존의 변형문법이론이 주장하여온 전이성 분석의 유일한

기준으로 간주하여온 명사구 즉, 논항을 가리키는 참여자(participants)의 수는 화용

론적 분석에 따르면 단 하나의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

3) 이러한 생각은 Fillmore(1968)의 격문법에서 말하고 있는 격(case)이라고 하는 통사론적 개

념으로의 환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4) 이것은 절에서 두 참여자를 나타내는 용어로 Dixon(1979)을 따라서 A는 agent, O는

object로 표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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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론적 분석에서는 한 문장이 위에서 언급한 매개변항(A-J) 중에서 전이성이

높은 쪽에 더 많은 자질(feature)을 가질수록 전이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음

보기의 문장을 살펴보자.

(2) a. Jerry likes beer.

b. Jerry knocked Sam down.

(3) There were no stars in the sky.

위에서 (2b)는 (2a)보다 전이성이 좀 더 높다. 이것은 (2b)가 다음과 같은 속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4) kinesics : action

aspect : telic

punctuality : punctual

affectedness of O : total

individuation : high : referential, animate, and proper

한편 (3)은 (2a)나 (2b), 그 어느 것보다도 전이성이 대단히 낮다. 그것은 “reãlis"

를 빼고는 전이성이 높은 쪽에 아무런 자질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 (5)와

자동사 구문인 보기 (6)을 비교하여 보자.

(5) Jerry knocked Sam down(=2b).

(6) Susan left.

여기서는 참여자의 수도 다른 여러 개의 변수와 함께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보기 (6)은 보기 (1)에 나열한 매개변항 중 A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B, C, D, E, F, G, H 등 일곱 가지 매개변항 중 높은 전이적 자질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보기 (2a) 보다 더 전이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어는 형태론적으로 동사의 전이성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는 보통 동사

에 대한 외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다시 말하면 동사가 하위범주화

(subcategorization)하고 있는 논항의 수에 따라 전적으로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

하여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event)이 직접

목적어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소간 타동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포착하는데 실패

하고 있다. 따라서 Hopper와 Thompson(1980)은 전이성에 대한 매개변항을 설정함

으로써 위와 같이 정의를 내릴 때의 단점을 해결하려 시도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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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됨 충족되지 않음

(A) action

(B) impingement on O

(C) O attained

(D) O totally affected

(E) completed

(F) punctual

(G) telic

(H) resultative

(I) specific or single activity/

situation

(J) O definite/specific/

referential

(K) actual/realized

(L) realis

(M) affirmative

state

non-impingement on O

O not attained

O partially affected

uncompleted, or in progress

durative

atelic

non-resultative

customary/general/ habitual/

situation

O indefinite/non-specific/

non-referential

potential/nonrealized

irrealis

negative

Rice(1987, p. 35)는 전이성이란 무엇보다도 화자가 문장을 포함한 담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하는 해석상(construal)의 문제이며, 화자가 사건에 대하여 평가하

는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좀더 포괄적인 개념의 인지적 분석에는 이르

고 있지 못하지만 Hopper와 Thompson(1980)의 설명은 전이성에 대한 연구를 최소

한 순수한 통사적 입장에서 벗어나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Tsunoda(1981)는 주어와 직접목적어로 이루어지는 2항(two-place)의 행위나 상

황에서 효율성(effectiveness), 결정성(conclusiveness), 한정성(definiteness), 실제성

(actualness) 등과 관련한 조건을 효율성 조건(effectiveness condition)이라는 명칭

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이 조건은 능격언어(ergative language)를 중심으로 살피

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대격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의 효율성 조

건은 다음과 같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의미적 변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7) 효율성 조건(effectiveness condition)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문장이 이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주어와 직

접목적어의 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또한 동시에 완전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때는 주어와 직접목적어의 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효율성 조건을 충족하는 행위나 활동이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동시에 결정적이며,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실질적

으로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효율성은 정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전이성과 인지적 이해 251

(A), (B), (C), (D), (E), (F), (I)등 많은 매개변항 중에서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는

보기 (8)과, 이 5가지 변항(A-E) 모두에서 효율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기 (9)

를 비교해 보자.

(8) John kissed Mary yesterday.

(9) John used to have three sisters.

보기 (8)의 경우 John과 Mary 둘의 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 있지만,

보기 (9)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Hopper와 Thompson(1980)과 Tsunoda(1981)의 주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점은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매개변항들이 모두 서로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알 수 있듯이, Hopper와 Thompson(1980)

의 주장에 따르면, 보기 (10)은 모두 높은 전이성을 갖춘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 (11)은 상(aspect)에서, 보기 (12)는 동작성(kinesics)이라는

변항이 낮은 전이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10) John kicked Mary.

(11) John was kicking Mary.

(12) John liked Mary.

Hopper와 Thompson(1980)의 주장대로라면, 보기 (11)과 보기 (12)는 모두 높은

전이성을 갖춘 자질이 하나씩 줄어들었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전이성을 각기 지니

고 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이성이 동일한 수준이 아닌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를 살펴보자.

(13) John hit his brother

(14) John liked his brother.

(15) John resembled his brother.

보기 (13)-(15)에 나타난 각 문장은 통사적으로는 서로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

만, 행위를 나타내는 사건의 전이성에 대한 정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혀 그

전이성의 정도가 사뭇 다르다. 보기 (13)-(15)에서 처럼 같은 명사구로 이루어진 주

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있고, 시제도 역시 동일하게 놓고 대비하여 보면, 결국 전이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선적으로 동사가 지닌 자체의 의미 유형과 그 동사가

가질 수 있는 논항의 수가 어떤 의미 역할을 갖느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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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참여자의 수를 당연한 것으로 본다면, 문장이 지니고 있는 전이성의 정도

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변항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행위자성, 목적어가 지닌 피동

자성의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 자체가 지닌 동작성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어가 나타내는 행위자성은 동사 자체가 나타내는 동작을 수행하려는 의도

성, 행위 능력, 그리고 행위에 대한 제어력 및 일차적 책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 목적어 명사구가 지니고 있는 피동자성은 동사 자체가 나타내는 행위에 위한

피영향성을 핵심 개념으로 가지며, 비의도적이며 비제어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위에서 논의한 일차적인 요인 외에도 여러가지 부차적인 요소들을 가정할 수 있

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로, 시

상(aspect)에 관련되는 것으로 비진행상(non-progressive)이 진행상(progressive)의

경우보다 전이성이 높다.

(16) a. He hits me.

b. He was hitting me.

두번째로, 서법(mood)에 관련되는 것으로써 보기 (17a)와 같이 직설법의 표현이

가정법적인 표현보다 전이성이 한결 높다.

(17) a. He won the prize.

b. If only he won the prize, ...

세번째로는, 긍정적 표현이 부정적 표현보다 전이성이 훨씬 높다. 동사가 나타내

고자 하는 행동이 긍정문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반면, 부정문에서는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행동이나 활동이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a. John killed the snake.

b. John didn't killed the snake.

네번째로, 특정한 행위가 일반적이거나 습관적인 행위보다 전이성이 높다. 당연

히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의 전이성이

높아, 보기 (19a)가 보기 (19b)보다 더 전이적이다.

(19) a. I met John yesterday.

b. I used to meet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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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전이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항들을 일차

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것을

근거로 일차 변항들을 중심으로 타동사를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수동화 가능성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모든 타동사 중에서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수동화가 불가능한 동사가 있다. 이러한 동사에는 예를 들면 resemble,

weigh와 같은 류의 타동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5)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 중에서 주

어의 행위자성과 목적어가 지닌 전이성이 유지되는 동사를 원형적 타동사

(prototypical transitive)로 구분할 수 있으며, kill, smash, build, eat 등이 속한다.

또한 전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동사들을 준타동사로 구분하며, 이러한 동사에는

climb, enter, pay, feed, see, know, remember, like 등이 속한다. 준타동사는 동작

동사와 상태동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분류는 목적어가 전형적 피동자가 아닌

경우와 주어가 전형적 행위자가 아닌 경우로 분류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전자의 경

우 주어의 행위자성은 대부분 유지된다. 여기에 속하는 동사는 climb, enter, pay,

feed 등이 속하며, 후자의 경우 목적어의 피동자성은 유지되지 못하는데 see, know,

remember, like와 같은 동사가 속한다.

결론적으로 전이성은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을 포함하여 화용론적인 측면에

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적어도 종래의 논의에 사용되던 순수 통사론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이나 또는 순수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전이성의 문제를 논하

고 있는 화용론적 분석은 분명히 진일보한 시각에서의 수동문 분석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역시 매개변항이나 효율성 조건은 전이성의 근원적 속성을 정확하게 인

지하지 못하는 이원적 분석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인지적 접근 방법

지금까지 기존의 문법이론들은 주어, 목적어, 또는 행위자, 피동자와 같은 추상적

문법범주로써 문장이 가진 문법적, 혹은 의미론적 관계를 통하여 전이성을 분석하

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너무 구조적이거나 의미론에 치우쳤기 때문에, 동사를 술

어화하여 행위를 사건으로 표시하는 전이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인간의 다양하고도 주관적인 언어표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5) 여기서 ‘resemble’의 경우 “*The milkman is resembled by Tomy.”는 수동문이 될 수 없

지만 “Everyone is resembled by someone.”은 가능하다. 즉 ‘generic participant’를 가진 문장

의 경우로 Rice(1987)는 전이적 원형(transitive prototype)의 측면과 결부시키고 있다. 결국 다

른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동화가능성의 문제는 가․부의 이분법적인 구별은 어

렵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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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전이성을 분석하여야만 한다고 생

각한다.

문법화는 인간의 인지체계의 속성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지체계는 지

각입력(perceptual input)을 감시하고(monitor), 인간의 사고와 언어를 생성시키는

해석체계(interpretive system)의 속성에 따라서 문법이 조직화되어 일어나는 것이

다. 이 체계는 언어 그 자체처럼 개인에게 있어서 일부는 생득적이고 일부분은 후

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언어의 문법적 혹은 통사적 구성요소는 언어

안에서 혹은 일반적 인지(general cognition) 안에서 별개의 그리고 격리된 자립체

계가 아니다. 특히, 통사적 범주와 문법적 관계는 전반적으로 생득적이지도 않으며,

그들은 언어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도 아니다. 더욱이 그들은 단순히 어순이나 문

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맥락 중립적인 표지(context-neutral marker)가 아니고, 당연

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Rice, 1987).

절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 문장의 형식도 역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의 영

역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단 하나의 기호열이나 자질행렬(feature matrix)에서 직접

계산해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진 타동구문이

라 하더라도, 수동화 가능성 때문에 화자가 전이적(transitive)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6)
실제로 화자의 의도가 어휘 속에 들어가 있거나 없

거나에 관계없이, 술어-논항구조(predicate-argument structure)에 따라 문장유형을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는 문법으로 가려낸다는 일이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문장은 어구가 가진 내용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그

구의 뒤에 숨겨져 있는 장면이나 사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해석의 산물이다. 다

시 말하면, 같은 통사적 기호열이 수동화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는 상반된 통사적 행위를 하게 한다. 즉 통사적 요인이나 심지어는 어휘적 요인

도 의존하지 않고 기호열에 따라 나타난 사건의 해석에 따라서 다른 통사적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사건을 전이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해석할 수 있는 언

어외적 매개변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Rice, 1987).

(20) a. 두 개의 개체가 포함되어 있는가?

b. 두 개의 개체사이에 접촉이 있는가?

c. 이동이 요인인가?

d. 개체 중 하나가 변했는가?

e. 운동력이 포함되어 있는가?

6) 이는 단순히 통사론적 구문분석 개념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전이성을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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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절은 어떤 특별한 유형의 사건을 계속해서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어

떤 절의 유형이 표현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그런데 절의 형태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건의 유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때때로 형태는 필연적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건을 문장이나 절이라고 하는

한 기호열에 집어넣기 때문에 문법에 대단히 많은 예외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기호

열은 그것이 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많은 사건을 구별해 주면서, 다양한 의미의

차이를 항상 적절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문법학자들이 똑같은

기호열로 짜여진 전이성을 띤 문장이 수동화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설명하려

할 때,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의 어휘항목의 기저에 예외를 설정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수동화 가능성 같은 통사적 행위는 표현된 사건에 대한

화자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언어에서 어휘항목이나 구와 연관된 인습적

유형(conventional pattern)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행동주의의 우위적 시대에서 인지심리학이 활기를 찾던

시기였다. 미국에서도 이 시기에 구조주의자의 전통에 따라서 정신적 차원의 표현

보다는 화자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 언어적 신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렇지만 어쨌던 이 시기에 행동주의 학자들이 무시하였던 주의력과 기억력이 심리

학에 학문의 목표로써 재도입되었다. 언어학에서도 변형생성문법이 나타난 후 실제

적 발화보다는 언어능력 즉, 내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Rosch(1973, 1978)는 한 범주 안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반드시 똑같은 속성이나

특질을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한 집합으로 간주될 뿐이다. 사실상 범주

구성요소들은 등급을 갖는 현상(graded phenomenon)이며, 주어진 어떤 범주에서도

좀 더 나은 구성요소와 좀더 나쁜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각적

현저성(perceptual salience), 이해 기능(understood function), 학습시의 우선권

(primacy in learning), 쉬운 회상(ease of recall) 등을 근거로 결정된 범주에는 원

형이 있다는 원형모형(prototype model)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Rosch는 또한 한 범주 안에서의 심리적 실체로서의 계층을 상위어

(superordinate), 기본어(basis), 하위어(subordinate)로 정립한 바 있다. 즉, 우리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배우고, 사용하고, 기억하고) 다루는데 그것은 영역이나 범주

안에서 해당요소의 계층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furniture나 rocker라

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chair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chair가

기본계층 범주어(basic level category word)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층에 있어

서의 기본층위는 한 항목이 상상될 수 있고, 명백한 기능을 갖는 가장 높은 층위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층위의 항목은 계층으로 볼 때, 더 밑에 있는 항목들과 많

은 유사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범주의 원형(prototype)은 기본계층

상태(basic level status)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문법은 인간의 인지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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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할 수 있으며, 문법범주는 인간의 개념체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이나 범주의 전

형적인 보기를 뜻하는 원형을 좇아 형성되며, 또한 문법범주는 원형의 효과

(prototype effects)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이성은 사건(event)을 기술하려는 화자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다.

Langacker(1991)는 전이성의 개념은 자연범주인 언어를 범주의 속성에 바탕을

두지 않고 원형과의 유사성에 기초한 이상적 인지모형(ICM: Idealized Cognitive

Model, Lakoff, 1982)과 영상(imagery)을 통하여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상적 인지 모형(ICM)은 실재를 단순화시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된 모형을 뜻한다. 예를 들어, bachelor는 unmarried adult man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결혼적령기가 되면 남자는 결혼하리라고 예상하는 인간사회에서

는 미혼의 한 남자를 범주화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와 오랫동안 고립

된 채 사는 소년이 성숙했다고 bachelor라 하지 않으며, 또 당연히 결혼하지 않는

카톨릭 신부도 bachelor라 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지모형에 따라 객관적 현상이 언

어 표현과 대응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화자가 객관적 현상을 주관적으로 해석

하기 때문이다. 이 주관적 해석을 영상(imagery)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가정 아래, 전이성이란 인간이 에너지를 한 물체에 가하여 그 물체가

다른 물체와 강제로 접촉하게 되고, 또 그 물체는 또 다른 물체와 접촉하여 에너지

가 전달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행위가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이

동하는 즉, 전이하는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하나의 당구공에 힘이 가

해지면 그 공이 굴러가서 다른 공을 맞히게 되고, 다시 이와 유사한 일이 연쇄적으

로 일어나는 것에 비유하여 당구 모형(billiard-ball model)이라 한다.
7)
이와 같이 한

행위나 활동이 연쇄를 이루면 행위연쇄(action chain)라 하고 이 연쇄의 시작부분에

있는 개체를 머리(head)라 하고 끝 부분에 있는 개체를 꼬리(tail)라 한다. 머리에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 에너지가 차례차례로 흘러가서 꼬리에 이른다고 할 수 있으

므로 행위연쇄는 에너지 전이라고 볼 수 있다.

Langacker(1986)는 화자가 어떤 현상을 말한다는 것은 그 현상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무대란 화자의 시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현상을 무대에 비유한 것을 무대 모형(stage model)이라고 부른다. 다

음 보기를 살펴보자.

7) Langacker(1986)는 소위 ‘당구모형’(billiard model)과 ‘무대모형’(stage model)이라는 역동

적 도식을 제시하였는 바, 이 두 모형은 Talmy(1985)의 소위 geometric schematicization,

perspective point deployment, distribution of attention, force-dynamics의 네 가지 체계를 두

개의 통합된 체제로 합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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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 Floyd broke the glass with the hammer.

b. The hammer broke the glass.

c. The glass broke easily.

보기 (21a)에서 동사 broke가 술어화 하여 나타나는 행위인 사건이 주어 Floyd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구 hammer로 전이하고, 또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hammer에

서 동사의 직접 목적어인 glass로 옮겨간다. 이때 사건의 전이가 시작되는 머리어

는 명사구 Floyd이므로 Floyd가 주어가 되고, 전이의 끝인 꼬리가 명사구 glass이

므로 glass가 목적어가 된다. 반면 명사구 hammer는 사건의 전이가 시작하는 중간

역 이므로 부사구가 된다. 그러나 보기 (21b)를 보면 사건이 전이하는 머리어가 없

고, 대신 전이가 시작하는 머리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명사구가 hammer이

므로 명사구 hammer가 주어로 된다. 반면에 보기 (21c)는 사건의 전이가 일어나는

머리어과 중간역이 보기의 문장 안에 없으므로 전이의 꼬리인 명사구 glass가 주어

가 될 수 있다.

Langacker(1986)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위 연쇄’라는 개념을 어순, 문법적 관

계의 명시(design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태(voice)의 선택, 형태론적 격부

여(mophological case assignment), 전이성과 인과성(causality)의 측면, 즉 한마디

로 언어에서의 절의 구조의 기본이 되는 유형(pattern)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용

하고 있다. 이 행위연쇄 도식(schema)은 에너지의 전환(energy transfer)이나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한 사건에 있어서의 참여자들 사이의 기본적 상호 관계

를 나타낸다든지, 하나의 절 안에서 주어나 다른 문법적 관계의 문법적 선택에 대

한 개념적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기 (21)에서 본 것처럼,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의 뒤에 숨어

있는 움직이는 자(mover), 야기시키는 자(causer), 힘 혹은 에너지의 원천은 행위

연쇄(action chain)의 머리어(head)로서 혹은 행위자(agent)로 해석하며, 언어학적으

로는 주어로 인지한다. 실제적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결정은 전이성에 대한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분명히 하나의 절에서 두 개의 명사(nominals) 혹은 두

개의 동사 논항(verbal argument)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절의 전이성을 말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명사의 의미 속성과 그 속성을 화자가 해석하

는 방법은 전이성에 대한 일반적 인지 모형에 적절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지문법의 틀 속에서 보면, 언어 표현(linguistic expression)은 개별 단어이건

전체 절이건 간에, 개념적 해석(conceptual construal)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적 내용

(conceptual content)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어 표현의 내용은 물리적 공

간이나 야구의 세계라든가 하는 표현에 상응하는 인지 영역(cognitive domain)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언어 표현에 대한 해석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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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ity)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대한 물리적

(physical), 지각적(perceptual), 감정적(emotional), 혹은 개념적 시각(conceptual

perspective)을 말한다.

이와 같은 해석상의 매개변항들은 명사의 한정성(definiteness of nominals), 동사

의 시상(verbal aspect), 태의 선택, 특히 주어의 지정등과 관련지어 언어 표현에 대

한 심대한 문법적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비언어적 개념들(nonlinguistic notions)

이 전이성과 타동사절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이성은 어휘적 혹은 통사적 기초가 아니라 개념적 기초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대 모형(stage model)과 당구 모형(billiard model)은 비언어적

모형이다. 이 모형들은 언어적 표현의 목적에 대한 사건의 구성요소들을 우리가 어

떻게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구분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요약하면, 전이성이란 문장을 형성하는 통사론적 요소들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

니고, 오히려 사건(event)에 대한 관찰자 즉, 화자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더

욱이 그 요소들은 인지된 사상에 대해 다양한 개체(various entities), 관계(relation),

형세(phases) 등과 같은 통합적 특징을 띠고 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요소들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건은 여전히 전이성

을 띤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이성을 이해하는 데는 인지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접합시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이성이란 단순한 어휘적

개념이 아님은 물론 순수한 통사론적 차원의 개념도 아니며 나아가 의미론 일변도

의 설명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이성은 화자의 심리적 및 인지적 이해를 포함한 언어외적인 현상을 다분히 포

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다양하고도 주관적인 언어표현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요약하면 전이성이란 사건에 대한 관찰자(화자)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그 요소들은 인지된 사상에 대해 다양한 개체, 관계, 형세 등과 같은 통합적 특징을

띄고 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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