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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것은’ 분열문에 대한 이동 분석

김석진(경성대)
<차 례>
1. 서론
2. 이동 분석의 기제
3. 분열문의 분석
4. 결론

【벼리】한국어 ‘것은’ 분열문의 도출 과정에 대한 분석은 기저생성 분
석과 이동 분석으로 크게 나뉜다. 영어의 ‘what’의 대응어가 한국어
‘것’이라는 생각에 한국어 분열문을 유사 분열문으로 보는 기저생성
분석이 더 타당하게 보였고, 이동 분석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
다.
본 논문은 기저 문장을 화제부와 초점부로 분열시키는 통사도출 과
정을 가진 이동 분석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초점구와 화제구로의 분
열, 공소, 명사화 어미, 화제 보조사, 확인 초점, 형식 용언이라는 이동
분석의 기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이동 분석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분열문은 유사 분열문이 아니다. 영어의 ‘it’분열
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 환경에서는 영어의 유사분열문과 ‘it’분열
문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 주제어 : ‘것은’ 분열문, 화제구, 초점구, 명사형 어미 ‘-ㄴ 것’,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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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 ‘이다’

1. 서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는 청자를 위해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데,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강세초점을 통해서이
다.
(1) ㄱ. 내가 마트에서 수박을 샀다.

ㄴ. 내가 마트에서 산 것은 수박이었다.

ㄱ)에서 ‘수박을’에 강세초점이 부가되면 ‘내가 마트에서 뭔가를 샀다’라

(1

는 전제가 형성된다. 초점이 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라면, 전제는 청화자간에 이미 공유되어 있는 덜 중요한 정보이
다. 이렇게 문장을 정보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포장해 주는 것을
정보구조라고 한다. 그러나, 강세초점을 통한 정보구조의 실현이 불가능한 문
어적 환경에서는 어순을 바꾸어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해 줌
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로 분열문이 이러한 역할
을 한다. 분열문(Cleft

이란 기저에서 하나로 존재하던 문장을 정

Sentences)

보구조에 따라 화제와 초점으로 재구성한 문장을 말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
자.
(2) ㄱ. [TP 내가 마트에서 수박을 샀-]

ㄴ. 내가 마트에서 산 것은 수박이었어.
ㄷ. 마트에서 수박을 산 것은 나였어.
ㄹ. 내가 수박을 산 것은 마트에서였어.

ㄱ)이 기저문 이며 이 문장은 화제나 초점으로부터 중립적이다. 이 문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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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구성성분 중에서 어느 것을 초점자리인
냐에 따라

이다’의 선행자리로 이동했느

‘-

ㄴ-ㄹ)과 같은 여러 형태의 ‘것은’ 분열문이

2)

(2

도출된다.

한국어 분열문의 도출과정에 대한 분석은 크게 기저생성 분석과 이동 분석
두 가지로 나뉜다. 기저생성 분석은 초점 성분과 화제 성분이 기저에서 따로
생성되어 계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분석이다. 영어의 허사
에 대한 대응어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고 특히

‘that’

이나

‘it’

의 대응어가

‘what’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한국어의 분열문을 유사 분열문 으로 보는 기저생
3)

‘

성 분석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특히,
=

ㄴ)에서 처럼 ‘내가 마트에서 산 것

(2

수박’이라는 의미적 명확성은 압도적이어서, 기저생성 분석 이외의 다른

분석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ㄷ)에서 ‘것’이 ‘나’를 지시하지 않고,

(2

ㄹ)에서 ‘것’이 ‘마트에

(2

서’를 지시하지 않는 것처럼, 유사 분열문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한국어 분열
문만의 특징들이 포착된다.
명사가 오는 경우나

이다’의 선행성분인 초점자리에

‘-

ㄷ)처럼 사람

(2

ㄹ)처럼 후치사구가 오는 경우에는 이동이 없다고 보

(2

는 기저생성 분석보다는 이동을 분열문의 주요 통사작용으로 보는 이동 분석
이 좀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이나, 이동 분석에 대한 연구는 기저생성 분석에
밀려 활발하지 못했다. 다만, 수문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혹은 다중 초점 분열
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곁다리로 분열과 이동이라는 기초 개념만 소개하는
정도이다.
본 연구는 기저문을 정보구조로 재구조화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동 분
석을 지지한다. 이동 분석이 기저생성 분석보다 설명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
음을 여러 기제를 사용해서 입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분열문이 이
1) 본 논문에서의 ‘기저문’은 정보구조가 적용되기 전의 구조로서 화제구나 초점구로의 이
동을 거치기 전의 구조를 말한다. 예문(2)에서는 시제소구가 기저문이다.
2) 논의의 편의를 위해 ‘분열문’으로 후술하겠다.
3)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유사 분열문을 명세적 계사문의 하위 구문으로 본다. 명세적 계사
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벼리와 서론과 결론 부분에는 유사 분열
문이라고 표현했으나, 그 외에는 명세적 계사문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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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도출과정을 거치며 그 이동을 보조하기 위한 여러 기능적 요소들이 삽
입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한국어 분열문이 계사문으로부터 도출된 유사 분
열문으로는 볼 수 없음을 밝힌다.
본 논문의 구성은 이와 같다. 먼저 2장은 이동 분석의 기제를 소개하고,

3

장은 분열문의 두 가지 분석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타당성의 점검이며 4장
은 마무리이다.

2. 이동 분석의 기제
2.1. 분열(초점구 이동과 화제구 이동)
먼저 분열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분열이 필요하다. 분열문의 생성이유가
문장을 중요한 정보인 초점과 덜 중요한 정보인 화제로 나누어 표현함으로써,
독자 또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동 분석의 초기 연구
에서

는 ‘분열문은 기저문에서 초점과 화제로 분

Jo(2005), Kim&Lee(2008)

열된 문장이다’ 정도만 소개를 해 놓았으나, 박소영ㆍ김석진(2019)에 와서야
좀 더 구체적인 접근으로써 분열된 화제와 초점의 도착점에 대한 제안이 있
었다. 이 논문에서

의 분리투사 개념을 한국어에 도입하여

Rizzi(1997,2004)

가 단순히 하나의 투사가 아니라, 정보구조를 반영하여 ‘화제구(TopP)>초

CP

점구(FocP)’와 같은 기능 투사로 쪼갤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 ㄱ. 너는 어제 어디에서 철수를 만났니?

ㄴ. 나는 어제 철수를 도서관에서 만났어.
ㄷ. [내가 어제 철수를 만난 것]은 [도서관에서]였어.

화제는 문두성을 가지기에 최상위 투사인
치한다.

Force Phrase4)

바로 아래에 위

ㄱ,ㄴ)에서 보이는 화제 보조사의 실현에 대해, 본 논문은 한국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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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제 보조사는 화제 성분이 문두에 있는 화제구로의 이동을 통해 화제 자
질이 점검됨으로써 실현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ㄷ)에서 화제인 ‘내가 어

(3

제 철수를 만난 것’도 또한 문두의 화제구로 이동했으며, 어순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바로 밑에 초점구가 투사되어 있어 ‘도서관에서’가 이동했다고
본다. 이를 수형도를 통해 살펴보자.
(4) ㄱ. 내가 그를 만난 것은 도서관에서였다.

ㄴ.

먼저 시제소구(TP)의

도서관에서’가 초점자질 점검을 위해 초점구

‘

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

(FocP)

5)

그러면 나머지 잔여성분은 전제를 형성

하고, 이 전제가 화제자질을 가짐으로써 화제구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이 문
장은 화제와 초점으로 쪼개지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즉, 분
열문은 시제구 또는 서법소구(ModP)에서 병합된 구조체를 정보구조에 맞춰
초점구와 화제구로의 두 번의 이동을 통해 재구성된 문장을 가리킨다.
4) Rizzi(1997,2004)의 분리투사를 참조.
5) Chomsky(1995b)에서는 흔적이론을 버리고 이동의 복사이론(Copy Theory)을 제안하였
다. 이동시에 복사체를 남기며, 복사체는 PF탈락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본 수형도상에
는 이동의 출발지를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해 흔적(t)이론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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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인 초점
의 초점의 분류에 따르면 제자리에서 강세를 받으면 정보의 참

Kiss(1998)

신성을 나타내는 정보 초점과 이동을 통해 초점이 부과되며 총망라성과 정체
확인성을 가지는 확인 초점으로 나눌 수 있다.

(5) ㄱ. *내가 만난 것은 철수였어, 그리고 영희였어.

ㄴ. 내가 철수를 만났어. 그리고 영희도 만났어.

전영철(2005)에 따르면, 확인 초점은 총망라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항목
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따라서,

ㄱ)에서처럼 내가 만난 사람을 총망라한

(5

것이 철수이므로, 철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더 만났다’는 식의 다른 대상을
추가하는 후행절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ㄴ)과 같은 제자리 강세초점의 경

(5

우에는 초점을 받는 성분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다. 이동 분석은
초점구로의 이동을 통해 초점자질이 점검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분열문의
초점이 확인초점이므로 총망라성을 가지며, 정체가 확인되지 못하는 부정극
어라든지 존재 양화사와 같은 성분은 올 수 없음을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러
나, 기저생성 분석에서는 이동이 없으므로, 왜 분열문의 초점이 이러한 특징
을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2.3. 공소
초점 성분이 상위의 초점구로 이동할 때 복사체를 남기고 이동하면 이 복
사체는 나중에 음성형식부에서 탈락되고 초점성분만 살아남는다. 따라서 분
열문에서는 이동 후에 복사체가 탈락된 자리 즉, 공소가 있어야 하고 이 공소
는 초점 성분과 동지표되어야 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6) ㄱ. 다친 몸으로 잘 싸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남길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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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런 재주 있는 애들 놀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은 비록

(6)

것은 -이다’의 형태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것’절에 공소를

‘-

가지지 않았으므로 분열문이 될 수 없다. 다만 계사문으로 볼 수 있다.
(7) ㄱ. *내가 할아버지를 학교i에서 만난 것i은 학교에서였다.

ㄴ. 내가 할아버지를 학교에서i 만난 것i은 학교(*에서)였다.
ㄷ. 내가 할아버지를 학교에서i 만난 것은 학교에서i였다.
(8) ㄱ. *내가 학교에서 할아버지를i 만난 것i은 할아버지다.

ㄴ. 내가 학교에서 할아버지를i 만난 것은 할아버지i다.

분열문의 ‘것’절을 기저생성 분석에서는 관계절과 관계절의 핵어가 합쳐진
것으로 본다. 만약 그렇다면 공소와 관계절의 핵어인 ‘것’이 동지표되어야 하
는데

ㄱ)처럼 한국어에서는 보충어 없이 후치사만 실현되는 후치사 좌초

(7

를 허용하지 않기에 비문이 되어야 한다.

ㄴ)에서는 관계절 내의 후치사구

(7

가 관계절의 핵어가 되면서 명사로 품사 전환이 일어난다. 따라서, 초점성분
에는 명사만 올 수 있으며 후치사구가 오면 비문이 되어야 하는데, 정문이다.
이러한 불일치 현상은 초점성분에 사람이 오면 더욱 명확해진다.
처럼 ‘할아버지를’과 ‘것’이 동지표될 수 없다. 반면에

ㄷ)과

(7

ㄱ)에서

(8

ㄴ)에서처럼

(8

공소와 초점성분이 동지표되면 모두 정문이 되는 것으로 보아 분열문에서의

–ㄴ 것 을 관계절과 관계절의 핵어로는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

.

또한, 공

소와 초점성분이 동지표되는 것은 바로 이동 분석에서 초점성분의 이동이 있
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4. 화제 보조사 ‘-은’
이동 분석에서는 전제부분이 화제구로 이동이 하기 때문에 ‘것’ 뒤에 화제
보조사만이 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주격 조사는 올 수 없다. 만약

이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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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명사를 논항으로 가지는 2항 술어인 계사로 본다면 주어가 있어야

–이다 를

하겠으나, 이동분석에서는 분열문의

‘

’

항 술어로 보기 때문에 주격

1

을 부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동 분석은 아래 예문과 같이 분열문에서 ‘것’뒤
에 주격조사가 올 수 없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6)

(9) ㄱ. 교수님께서 철수를 만난 것은/*이 카페에서였다.

ㄴ. 철수가 만난 것은/*이 선생님이었다.

기저생성 분석에서는

ㄱ)처럼 초점성분에 후치사구가 오는 경우, 분열문

(9

은 원래 명세적 계사문이지만 후치사가 실현되면 다른 종류의 계사문인 등가
문으로 바뀌기에 등가문에서는 후치사가 오면 비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ㄴ)에 초점성분에 사람이 오는 경우는

(9

ㄱ)과 마찬가지로 등가문으로 바

(9

뀌게 되면서 유정성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 분석은 이러한 추
가적인 제약을 설정할 필요 없이

7)

수형도(4ㄴ)에서처럼 구조적으로 주격이

출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ㄱ,ㄴ)은 계사문도 아니다. 이는 다음

(9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다음은

은/는’외의 다른 화제 보조사들이 분열문에 출현할 수 있을지를

‘-

살펴보자.

6) 한 심사자께서 ‘우리가/*는 만난 것이 3일 전이었다.’의 문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다.
먼저 이 문장은 ‘것’뒤에 주격조사가 실현되어 있으므로 분열문이 아닌 계사문이다. 계사
문에서는 ‘것’절이 관형절이다. 관형절내에서는 화제 보조사가 출현할 수 없다. 이것은
관형절의 관형화 어미가 화제구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기에, 관형화 어미보다 상위투사인
화제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화제 보조사는 관형절내에 실현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동분석이 분열문에서 ‘것’ 선행절을 관형절로 보지 않는다더라도 여전히 ‘것’절
내에는 화제보조사가 출현할 수 없다. 이는 ‘것’뒤에 화제보조사가 필수적인 분열문에서
는 두 개의 화제구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 분열문에 주격조사가 출현할 수 없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상이다. 다만, 최윤지(2017)
는 분열문에서 ‘것’절 다음에 주격 조사가 오는 경우인 ‘것이’구문을 비표준적 준분열문
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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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저 병원에서다.

ㄴ. 내가 그를 만난 것도 저 병원에서다.
ㄷ. 내가 그를 만난 것이야 저 병원에서다.
ㄹ. 내가 그를 만난 것이야말로 저 병원에서다.

남길임(2006)에서도 분열문에서

은’외의 화제 보조사가 실현될 수 있음

‘-

을 보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사들이 정보구조를 반영하고 있느냐를 확인
하면 된다. 여기서, 여러 화제 보조사들이 각자의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으나, ‘것’절은 모두 전제를 나타내는 구정보이고

이다’선행성분은 모두 신

‘-

정보인 초점이다. 따라서, 위의 모든 문장은 분열문의 조건인 정보구조에 따
른 분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이 주장하는 분열문의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은’외의 다른 보조사들이 출현하는 경우도 이러한 요건만

‘-

충족시킨다면 분열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
해, 분열문의 조건에는

은’만을 포함시키겠다.

‘-

2.5. 형식 용언 ‘-이다’
분열문에서의

이다’는 계사가 아니다. 계사는 주어 논항과 술어 논항이

‘-

있는 소절을 보충어로 가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논항 중에 하나가 이동을
통해 주격을 점검받는다. 계사는 2항 술어이며 본용언이다. 계사문은 크게 등
가문, 명세적 계사문, 서술적 계사문으로 나뉜다.

(11) ㄱ. 샛별은 금성이다.

<등가문>

ㄴ. 나는 학생이다.

<서술적 계사문>

ㄷ. 이 팀의 주장이 나다

<명세적 계사문>

계사는 모든

이다’를 대표하는 이름이 아닌 논리학 용어로서 명사와 명사

‘-

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명사의 의미 관계에 따라 두 명사가 대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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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등가문, 두 번째 명사가 술어 역할을 하면

ㄴ)서술적 계사문, 두 명

(11

사가 변항과 값의 의미관계를 가지면
ㄷ)에서 ‘이 팀의 주장인

(11

(11

ㄷ)명세적 계사문으로 분류한다.

(11

가 존재하고 그

X

가 나이다.’처럼 변항과 값의

X

의미를 가진다. 이제 이러한 계사문과 분열문을 대조해 보자.
(12) ㄱ. 내가 산 것은 수박이었다.

ㄴ. 내가 만난 것은 철수였다.
ㄷ. 내가 그를 만난 것은 학교에서다.

ㄷ)과

ㄱ)은 아주 유사해 보인다. 두 문장 다 두 논항이 변항과 값

(11

(12

의 의미를 가지는 명세적 계사문의 의미를 가진다.

ㄱ)과 같이 초점자리

(12

에 지시성을 가지는 명사가 오는 경우는 다른 분열문과 조금은 다른 문법성
과 분포를 가진다. 이 경우는 후행절에서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다.
의 경우를 보자. ‘내가 만난
값을 설정하면,
내가 만난

가 존재하는 데 그

가 철수였다’라는 변항과

X

X

ㄴ)도 명세적 계사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12

는 ‘것’인데 ‘것’은 무정성을 가지므로 내가 만난 무정적인 사물

‘X’

이 철수가 될 수 없다. 즉, 변항과 값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도 마

(12

찬가지이다. 변항과 값의 의미관계가 성립하려면, ‘내가 그를 만난
하고 그

ㄴ)

(12

가 존재

X

가 학교(*에서)이다’가 되어야 한다. 즉, 후치사가 실현되면, 변항

X

과 값의 의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사문이 가지는 의미관계가
분열문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열문의

–이다 가 계사와는 다름을

‘

’

살펴보았다.
또 다른 특징은 분열문의
는 것이다.

화제보조사에서 살펴본 현상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해 보겠다.

2.4

이동 분석의

이다’는 1항 술어로서 주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이다’는

‘-

8)

술어가 화제구 자리로 이동해 간 후, 비어 있는 술어

8) 앞서 살펴 본 이동 분석의 수형도에서는 일본어의 분열문 분석에서 초점구의 핵어자리에
`-da'가 삽입된다는 Hiraiwa & Ishihara(2004)의 분석에 따라 한국어에서도 ‘-이다’를 초
점구의 핵어자리에 삽입되는 것으로 놓았다. 그러나 정확한 삽입 위치와 기제는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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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채우기 위해, 음성형식부에서 부가되는 형식 용언이다. 박소영(2014)
과 임동훈(2005)에 따르면 분열문의 경우

이다’가 부사나 부사어, 어근 뒤

‘-

에도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형식 용언인

이다’의 기능이 어떤 개체나

‘-

상황의 존재를 제시하는 데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정수(1975)에서는

이다’가 표면구조에서 시제나 서법의 의미들을

‘-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형식소라고 본다. 형식 동사 ‘하다’처럼

이다’도 실질

‘-

적인 의미없이 변형의 과정에서 삽입된다고 보았다. 전영철(2013)에서 분열
문은 주어와 술어사이의 관계가 약화된 형태의 제언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다. 제언문에서의

이다’는 어떠한 성분을 제시하는 역할만 하는 1항 동사이

‘-

다.
요약하면, 분열문의

이다’는 계사가 아니라 시제소구가 이동하고 남아있

‘-

는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의 실현을 위해 삽입된 1항 동사인 형식용언이다.
분열문의

이다’를 계사로 볼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예문(12)을 통해 살펴보

‘-

았듯이, 분열문의

이다’가 계사라면 명세적 계사문이 가지는 두 논항사이의

‘-

변항과 값의 의미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분열문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둘째,
예문(9)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계사는 2항 술어여서 주격을 점검해야 하지만
분열문에서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계사문은 두 논항 다 주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나, 분열문에서는

이다’ 선행성분으로 비논항

‘-

이 오는 경우, 비논항은 주어가 될 수 없으므로 분열문의

이다’는 계사가 가

‘-

지는 분포와는 다르다. 넷째, 앞서 확인초점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분열문의
초점은 확인 초점으로 초점구 이동이 필요한데, 이동 분석은 이를 잘 보여준
다. 반면에 이미 초점과 화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계사문에서는 초점을
굳이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 이러한 4가지 이유에서 분열문의
가 아닌 기능적 요소인 형식용언으로 봐야 한다.

연구과제로 돌린다.

이다’는 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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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명사화 어미 ‘-ㄴ 것’
이동 분석의
화제 보조사

ㄴ 것’은 술어가 속해 있는 시제소구가 화제구로 이동해서

‘-

은’과 만날 때, 화제 보조사와의 형태적 충돌을 보조하기 위해

‘-

삽입되는 기능적 요소인 명사화 어미이다. 문숙영(2017)은

음’,

‘-

는 한국어 명사절의 분포를 극히 일부분밖에 기술할 수 없으므로,
음’,

‘-

기’만으로

‘-

ㄴ 것’을

‘-

기’에 준하는 명사화 어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아

‘-

래의 예를 보자.

(13) ㄱ. 그를 만나/*았/*던-기9)

ㄴ. 그를 만나/았/*더-음
ㄷ. 그를 만나/았/더-ㄴ것

통시적 연구를 살펴보면,

음’은 많은 시제, 상, 서법 요소를 담을 수는 있

‘-

지만 그 사용빈도가 점점 줄었으며,

기’는 사용빈도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

‘-

나, 아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된 시상표현만을 담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분열문에서는
을

10)

기’보다는 좀 더 많은 시상표현을 담을 수 있는

ㄴ 것’

‘-

선택한다. 최대희(2012)는 통시적 분석에서,

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16

것’의 사용이 점점 확대되는 동안 명사로서의 특성이 약화되면서,

‘

‘-

ㄴ 것’은

‘-

기존의 문법요소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획득하였다고 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분열문에서의

–ㄴ 것 은 이러한 명사화 어미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

’

,

9) ‘-ㄴ 것’ 대신에 ‘-기’가 삽입되는 분열문이 있다. 박소영(2018)의 ‘-기는’분열문은 대조
화제구에 시제와 서법을 선행요소로 가지지 않는 ‘-기’가 삽입된다고 본다. 즉 화제부분
에 좀 더 많은 시상표현을 담기위해서는 ‘–ㄴ 것’이 삽입되고, 적은 시상표현을 담기
위해서는 ‘-기’가 삽입된다고 볼 수 있다.
10) 수형도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열문에서 화제구에서 담을 수 있는 시상 표현의 한계
를 보여주는 초점구가 TP상위에 있으므로 시제 요소들은 모두 실현될 수 있으며, 또한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서법과 관련된 FinP, ModP보다도 초점구가 상위에 있으므로 분
열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출현가능하다.
예) 영희가 읽고 있던 것은 신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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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다른 명사화 어미와는 또 다른, 그야말
로 이동을 보조하기 위해 삽입된 기능적 요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열문의 요소 6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러한 이
동 분석의 설정이 어떻게 기저생성 분석과는 차별적으로 분열문의 현상을 설
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저생성 분석의 설정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3. 분열문의 분석
3.1 이동 분석
이동 분석은 초점 성분과 화제 성분이 원래는 기저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형성되었다가 이동을 통해 화제 부분과 초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보는 접근
법이다. ‘분열’이라는 개념에 가장 적합한 자연스러운 도출과정을 보여준다.
이동 분석에 대한 몇몇의 주장 중에서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한 주장은
Hiraiwa

가 일본어 분열문을 설명한 것을 다시

&

Ishihara(2003)

Kim

&

가 한국어 분열문에 적용해 본 것이다.

Lee(2008)

(14) ㄱ. 영희가 발표했던 것은 저 논문이다.

ㄴ. [CP 영희가 저 논문을 발표했-]
ㄷ. [Foc 저 논문i을 [CP 영희가 ti 발표했-]
ㄹ. [Top [CP 영희가 ti 발표했-]j [FocP [저것i [tj]이다.]]]

ㄴ)의 기저문에서

(14

을 하고,

ㄷ)의 명사구 ‘저 논문’이 초점구(FocP)로 이동

(14

ㄹ)과 같이 잔여 성분이 화제구(TopP)로 이동했다. 이러한 원리

(14

로 도출과정을 설명하는 이동 접근법은 분열문의 여러 특징들을 간결하게 설
명할 수 있다.
첫째, 이동 분석은 결속 조건과 관련된 연속성 효과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초점 성분은 초점구로 이동하기 전에 화제 성분과 같은 절을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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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에 문법성을 쉽게 가릴 수 있다.
(15) ㄱ. [철수i가 자기 자신i을 사랑한다]

ㄴ. [철수i가 자기자신을i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i이다.

ㄴ)에서 초점 성분인

(15

이다’의 선행 성분들은

‘-

ㄱ)처럼 마치 ‘것’절

(15

내부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비록 재귀대명사가 ‘것’절의 경계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행사와 같은 절에서 결속되는 것 같은 효과를 보
여준다.
둘째, 후치사 실현에 있어서도 초점 성분이 ‘것’절 내부에 포함되어있는 것
과 같은 연속성 효과를 보인다.
(16) ㄱ. 그가 그녀를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ㄴ. 철수가 돈을 보낸 것은 김 사장(*에게)이다.

에서 초점 성분에 후치사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후치사의 유무는

(16)

이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절내의 동사 ‘주목하다’나 ‘보내다’와의

‘

의미관계에서 결정되므로, 초점성분이 ‘것’절로부터 이동해 왔다는 증거가 된
다.
셋째, 분열문은 특정해석만을 가진다. 특정해석은 의미역 자리에서 이동된
경우만 나타나는 현상으로(최기용

2009),

초점구로의 이동을 가지는 이동 분

석이 이를 잘 보여준다.
(17) ㄱ. 영희가 어떤 남자를 만났다.

ㄴ. 영희가 만난 것은 어떤 남자다.

<특정/불특정 해석>
<특정 해석>

ㄱ)의 비한정적 ‘어떤 남자’는 특정해석과 불특정해석을 모두 가질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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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ㄴ)의 ‘어떤 남자’는 특정해석만을 가진다. 즉,

(17

ㄴ)은 아무

(17

남자를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염두에 둔 특정한 남자를 만났다는 의미를
가진다. 분열문의 초점은 이동에 의해 초점자질이 점검되는 확인 초점
으로 그 초점성분의 의미 또한 정체확인을 할 수 있

(Identificational Focus)

는 특정해석만을 가질 수 있다. 이동 분석만이 초점구 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넷째, 부정/존재 양화사가 초점 자리에 올 수 없음을 설명할 수 있다. 홍용
철(2015)은 초점 자리에 부정극어가 올 수 없는 것이 이동 분석을 부정하는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이동 분석으로도 그 비문법성을 점검할 수 있다. 세
가지 제약을 들어 보이겠다. 먼저 의미/화용적 제약을 살펴보자.
(18) ㄱ.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ㄴ. 아무도 빵을 훔치지 않았다.
ㄷ. *빵을 훔치지 않은 것은 아무도이다..
ㄹ. 누군가가 빵을 훔쳤다.
ㅁ. *빵을 훔친 것은 누군가이다.

에 따르면 초점은 전제를 생성시킨다.

Vallduvi(1992)

ㄱ)에서 ‘영희를’

(18

에 초점이 주어지면, ‘철수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전제가 생성된다. ‘아무도’와
누군가’와 같은 부정/존재 양화사는 초점이 부과되어도 전제가 생성되지 않

‘

으므로 음운론적 강세에 의한 초점은 실현될 수 있으나 분열문의 초점자리에
는 올 수 없다.

11)

분열문으로 정보를 포장하려면 전제와 초점으로 분열가능

한 문장이어야 한다. 두 번째, 앞선 절에서 분열문의 초점은 이동으로 부가되
는 확인 초점임을 밝혔다. 따라서, 배타적 초점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정체확
11) Jo Jung-min(2004)에서 ‘한국어에서의 초점은 강세만 있지, 이동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열문이 그 반례가 될 수 있다. 분열문에서는 초점 이동이 있어야 잔여 성분이
화제구로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점이 이동을 수반하는 초점과 제자리
초점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정재형(1991), Kiss(1998)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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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지 않는 불특정을 의미하는 존재/부정 양화사는 초점 자리에 올 수
없다. 마지막은 박소영·김석진(2019)가 보여준 통사적 제약이다. 한국어의 부
정극어는 동일 절 내에 부정소가 출현할 것을 요구하므로 부정극어가 부정소
가 있는 절을 벗어나는 이동은 불가능하다. 정리해 보면, 존재/부정 양화사는
의미/화용적으로는 초점 부과시 전제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분열문을 만들 수
없고, 배타성을 가지지 않아서 확인 초점 자리에는 갈 수 없으며 통사적으로
는 부정소를 벗어난 이동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분열문에 나타나는 기능적 요소들의 출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ㄴ 것’은 명사화 어미로서 지시성을 가지지 않으며, 또한 이동의 장벽이 되

‘-

지 못하며, 공소와 초점성분과의 동지표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이다’는 형식용언으로서, 명세적 계사문이 가지는 변항과 값의 의미

‘-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것’뒤에 주격 조사를 가지지 않으며,

이다’선행성분

‘-

으로 후치사구도 올 수 있는 점등 본래의 관형절과 관형절의 핵어, 그리고 계
사가 가지는 분포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는 데 이동 분석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섯째, 초점 자리에서의 격조사 탈락 문제이다. 이동 분석의 가장 큰 약점
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미 화제 보조사의 부가과정에서 구조격을 가진 성분
이 시제소구를 넘어 이동하여 화제구에 부가될 경우 격조사가 탈락되는 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구조격을 가진 성분이 시제소구를 넘어 초점구에 부가될
때, 격조사가 탈락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 있다. 임동훈(2005)은

이다’의 범주적 특징으로도 볼

‘-

이다’는 부사나 부사어, 어근 뒤에도 결합할 수 있

‘-

는 것으로 보아 서술력이 있는 일종의 형용사거나, 논항을 요구하는 술어가
아니기에 ‘이다’와 선행사 사이에 격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다’

‘-

선행어에 명사구가 오더라도 격 표지가 부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다’가 선행성분에 격할당 능력이 없음은

‘-

이다’를 서술격 조사, 주격 조사,

‘-

형식 용언, 지정사, 계사 등 논란이 되어 온 어떠한 범주로 보던지간에 공통
적인 현상이다. 게다가, 분열문에서 쓰인

이다’는 특히 본 논문은

‘-

이다’를

‘-

주어를 가지지 않는 1항 술어로서 형식 용언으로 보기에 더욱 격조사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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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열문의 도출과정을 설명하는 이동 분석은 연
속성 효과를 잘 보여줄 수 있으며, 기저생성 분석으로는 기능적 요소들의 출
현과 초점 자리에 후치사가 출현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그동안 이동 분석의 반례로 알려졌던 부정/존재 양화사 관련 문제들도 의미
적/통사적 제약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격조사탈락문제
까지도 이동분석의 반례는 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3.2 기저생성 분석
Kang(2006),

Kim

&

Sells(2013),

최기용(2011)등으로 대표되는 기저생

성 분석은 화제의 ‘것’절과 초점 성분이 독립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보는 견해
이다. 이동 분석과는 달리 분열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19) ㄱ. 내가 산 것은 수박이다.

ㄴ. [VP [SC [내가 사 -ㄴ 것] [수박]]이다]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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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형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기저에서 ‘내가 산 것’과 ‘철수’가 계사

‘-

이다’의 보충어로서 소절을 구성한다. 그런 다음에 ‘내가 산 것’은 화제구로
이동하여 화제 보조사가 부가된다. 계사문 중에서도 변항과 값을 나타내는
명세적 계사문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산 것

=

수박’임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이 분석은 특히 초점 성분의 ‘격조사’ 탈락 현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위의 수형도에서 ‘철수’는 ‘것’절 밖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다’의 선행성분으로 있었기에 격조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그리고, 영 운용자 이동(Null-Operator

를 통해 마치 초점 성

Movement)

분이 화제절 내부에 있는 듯한 연속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아래 예문을 보
자.
(20) [OPi 철수i가 opi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i이다.

의 경우 자기 자신이 철수와 결속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영 운용

(20)

자 이동을 통해 ‘것’과 초점 성분이 동지표해서 연속성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영 운용자 이동’이라는 설정부터 시작해서 기저생성 분석의
여러 반례를 들어 보이겠다. 영 운용자 이동은 영어 관계절에서 관계사가 생
략된 경우, 관계절 내의 동사의 의미역과 격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사
를 대신한 영 운용자라는 대용어를 설정해서 자질점검을 돕는 장치이다. 한
국어 관계절에서

이동을 하는 이러한 영 운용자 이동을 적용할 수 있는

‘wh’

가에 대한 문제는 둘째로 하더라도, 기저생성 분석의 ‘것’절은 관계절과 관계
절 핵어의 결합인데. 영 운용자가 관계절의 핵어를 뛰어넘어 초점 성분과 동
지표 한다는 설정을 이해가기 어렵다. 기저생성 분석의 ‘것’절은 복합 명사구
로서 장벽을 형성함으로 아무리 영 운용자라도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저생성 분석은 영 운용자 이동으로는 결속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둘째, 분열문의 기본 개념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분열문은 하나의 문장을
화제 부분과 초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열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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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임(2006)에서도 분열문의 기본조건으로서 초점 성분이 본래 문장

의 한

S

성분으로부터 이동된 것으로 본래 문장 S로 환원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기저생성 분석은 처음부터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므로 ‘환원 가능성’은 처
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분열문의 첫 번째 조건조차 가
지고 있지 않다.
셋째, 후치사구가 초점 성분에 오는 경우를 설명하기 힘들다.
는 계사문에서 서술격 조사

Moro(1997)

이다’ 앞에 올 수 있는 두 가지 논항 중에 첫 번

‘-

째 논항은 주어가 되고, 두 번째 논항은 그 주어에 대한 술어의 역할을 하는
소절 구조를 설정했다.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면 계사문에서는 소절을 구성하
는 성분은 모두 명사여야 한다. 아래 예문

ㄱ)처럼 소절의 술어 논항 자리

(20

에는 후치사구는 올 수 없다.
(21) ㄱ. 교수님께서 철수를 만난 것은 카페에서였다.

ㄴ. 교수님께서 철수를 만난 것은 카페였다.12)
변항 : 교수님께서 철수를 만난 X.
값 : 카페/*카페에서

또한, 명세적 계사문에서의 ‘변항과 값’관계는

ㄱ)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21

다. 값은 후치사구인 ‘카페에서’가 아니라 명사 ‘카페’여야 한다. 명세적 계사
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ㄴ)에서처럼 후치사가 없어야 한다.

(21

넷째, 본래의 범주와는 다른 분포를 가지는 기능 요소들의 출현을 설명할
수 없다. 기저생성 분석의 ‘것’절은 관계절+관계절의 핵어 관계이고, 동사는
12) 한 심사자께서 (21ㄱ)보다 (21ㄴ)이 더 자연스러운 것은 의미격 조사의 후삽입설을 지지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저자는 (21ㄴ)이 더 자연스럽다면 굳이 의미
격 조사를 후에 삽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본다. 그렇게 보면 잉여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러 특수한 기능적 요소들이 삽입되고, 어순까지 바꾼 분열
문(21ㄱ)과는 달리 계사문(21ㄴ)에서는 일반적인 분포를 가지는 요소들이 어순 그대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명세적 계사문의 의미관계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어서 좀 더 자연스
럽다고 느껴 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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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계사가 쓰이지만, 후치사가 초점성분에 왔을 때인
의

(21)

–ㄴ 과

‘

’

것’과 ‘이다’와는 의미와 기능이 다른데 이를 설명할 수 없

‘

다.
다섯째, 격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분열문에서 주격 조사가 출현하는
경우 비문이 된다. 분열문에는 주격 조사가 올 수 없으나, 기저생성 분석에
따르면 계사가 2항 술어임으로 주격 조사를 필요로 한다.
그 외에 ‘어떤’의 특정/불특정해석 문제 등,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던 기저
생성 분석의 반례가 많아서 이제는 이동 분석이 너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기저생성 분석이 훨씬 더 타당하게 보이는 아래와 같은 문
장이 있다.
(22) 내가 산 것은 수박이다.

초점자리에 ‘수박’과 같이 무정 명사가 올 경우이다. 가장 전형적인 분열문
중의 하나인

에서 ‘것’은

(22)

13)

과일’을 가리키는 지시성이 있다. 이러한 경

‘

우는 마치 계사문인 것같지만, 본 논문은 계사문과 분열문이 같은 형태를 공
유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도출과정은 다르나 외형적으로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수형도(23)를 통해 살펴보자.

13) 기저생성 분석의 ‘것’은 대명사로서 사람을 지시할 수도 있다.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
면 ‘것’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것’이 사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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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ㄱ. 분열문

ㄴ. 계사문

ㄱ)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동 분석을 통해 분열문이 도출되는 과정이다.

(23

초점성분 ‘수박’이 먼저 초점구로 이동을 하고, 잔여 성분이 화제구로 이동하
였다. 반면에

ㄴ)은 계사문으로 기저생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주어

(23

역할을 하는 ‘내가 산 것’과 술어 역할을 하는 ‘수박’이 계사 ‘이다’의 보충어
로 소절이 기저 생성되었다, 그 중에서 ‘내가 산 것’이 주격 점검을 위해 시제
구의 지정어 자리로

14)

이동하고 난 후, 다시 화제구로 이동한다. 남아있던 초

점 성분인 ‘수박’은 제자리 초점 강세가 부가되면

이다’와의 결합을 통해, 계

‘-

사문이 된다.
이 두 문장은 둘 다 화제와 초점을 가지게 되어 형태가 똑같아졌다. 의미적
으로는 분열문은 화용적 전략 혹은 포장으로서 ‘내가 샀-’이라는 구정보와 신
정보인 ‘수박’을 화제와 초점으로 분열시켜 표현한 것인 반면에 계사문은 ‘내
가 산

가 존재하는 데 그

X

가 수박’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X

14) 간략한 수형도를 위해 시제구에서 주격 점검이 일어나는 것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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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의 이점은 첫째 분열문에서 수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후치사의
실현에 대해 통일된 설명이 가능하다.
(24)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은 도서관(에서)였다.

기저생성 분석에서는 이를 수의적이라하고 ‘것’절이 사건을 나타낼 때에는
후치사가 실현되며, ‘것’절이 개체를 나타낼 때에는 후치사가 실현되지 않는
다는 의미적 제약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후치사의 실현의 유무는 명사구에서
후치사구로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단순히 ‘수의적’이라고 말하는 것
은 무책임하다. 반면에 이동 분석에서는 초점 성분에 무정명사가 오는 경우
는 계사문과 분열문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치사가 실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사문이며, 후치사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분열문으로 분
석된다. 다시 말하면 예문(24)는 후치사‘-에서’가 실현되어야만 분열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도치분열문에 대해 통일적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분열문을 도치시켜
보면, 아래와 같다.
(25) ㄱ.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은 도서관에서이다.

→ ㄱ'. 도서관에서는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이다.
ㄴ. 내가 산 것은 수박이다.
→ ㄴ'. 수박은 내가 산 것이다.
ㄷ. 영희가 만난 것은 선생님이다.
→ ㄷ'. 선생님은 영희가 만난 것이다.

도치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기저생성 분석은 계사문의 두 논항이 소
절을 구성하고 있어서 도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신 주격조사가 붙으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에 화제 보조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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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ㄱ. *도서관에서가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이다.

ㄴ. 수박이 내가 산 것이다.
ㄷ. *선생님이 영희가 산 것이다.

즉, 주격 조사가 올 경우는 초점자리에 지시성을 가지는 명사가 온

ㄴ)

(26

을 제외하고는 비문이 된다. 기저생성 분석에서는 위의 예문이 계사문은 맞
지만, 여러 의미적 제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비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동 분석에서는 의미적 제약도 필요없다. 이동 분석에서는 도치는 불가능하다.
화제는 화제구로 이동해서 화제 보조사와 결합하고, 초점은 초점구로 이동해
야하기에 그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ㄱ', ㄴ', ㄷ')은 분열문

(25

도 아니지만 계사문도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문인 이유는 이 문장이 또
다른 구문이기 때문이다.

ㄱ', ㄴ', ㄷ')는 사건 강조의미를 가지는

것이

(25

다’ 구문으로 계사문과는 도출과정이 다르므로 의미도 다르다.

15)

구문도 화제 보조사, 명사화 어미

ㄴ 것’ 그리고 형식용언

‘-

‘-

것이다’

‘-

이다’와 같은 분

‘-

열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인해 마치 같은
도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왜

ㄴ)은 다른 분포를 가지는가? 여기에 또 다시 지시성을 가지

(26

는 명사가 등장한다. 초점자리에 지시성을 가지는 명사가 오는 경우에 ‘것’이
명사를 지시할 수 있기에 대명사 ‘것’과 지시성이 없는 명사화 어미

–ㄴ 것

‘

’

사이의 형태적 동일성이 생겨나서 다른 구문으로 분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
기기 때문이다.

ㄴ)과 유사하게 보이는 구문은 아래와 같다.

(26

(27) ㄱ. 내가 산 것은 수박이다.

<계사문><분열문>

ㄴ. 수박은 내가 산 것이다.

<계사문><‘것이다’구문>

ㄷ. 수박이 내가 산 것이다.

<계사문>

ㄹ. 수박을 내가 산 것이다.

<‘것이다’구문>

15) 자세한 설명은 신선경(1993), 남길임(2004), 박나리(2012)의 연구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98 우리말연구 59집 (2019. 10.)

이미 앞서서 살펴본
유하는 현상이

ㄱ)의 현상 즉 계사문과 분열문이 같은 형태를 공

(27

ㄴ)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즉, 이번에는 화제 자리에 지시

(27

성을 가지는 명사가 오는 경우는 계사문일 때는 ‘것’이 대명사이고 계사가 실
현되지만, ‘것이다’구문일 때에는 명사화 어미

–ㄴ 것 과 형식 용언이 실현

‘

’

된다. 따라서 둘이 같은 형태를 공유하게 되므로 계사문, 분열문, ‘것이다’구
문 등으로 도출될 수 있다.
요약하면, 기저생성 분석은 이동이 없는 계사문을 분석할 때에만 타당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계사문과 분열문이 동일한 형태의

ㄴ’, ‘것’, ‘이다’를

‘-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열문의 초점에 지시성 명사가 오는 경우의 빈
도 또한 높아서, 분열문을 계사문의 한 종류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어왔다. 그
러나 초점자리에 지시성을 가진 명사가 오는 경우 또한 이동 분석으로 설명
가능한데다가, 초점성분에 사람명사가 후치사구가 오는 경우는 이동이 아니
고는 설명하기 힘들며, 확인초점이나, 주격조사가 오지 않는 1항술어인
다’. 그리고 이동의 장벽 역할을 하지 않는

이

‘-

–ㄴ 것 의 존재는 기저생성 분석

‘

’

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홍용철(2015)에서 이동 분석의 반례로 든 예문에 대해 이동
분석의 입장을 설명한다.
(28) ㄱ. 내가 ti 만난 것은 철수i이다.

ㄴ. 내가 ti 만난 사람은 철수i이다.

홍용철에 따르면, 명사구는 섬제약의 대상임으로 철수가 명사구를 벗어나
는 초점 자리로의 이동을 해야 하는 이동 분석의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ㄱ)은 계사문과 분열문 두 가지의

(28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 ‘것’을 섬제약을 가지는 명사로 본다면, 지시성
을 가지는 대명사가 되므로, 계사문으로 봐야 한다. 분열문이 아니다.

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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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론 계사문이다. 계사문에서는 왜 이러한 하위인접 조건의 예외가 되는
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

16)

4. 결론
먼저, 이동 분석의 6가지의 기제를 설정하였다. 분열 즉, 화제구와 초점구
로의 이동과 공소, 확인 초점, 화제 보조사, 명사화 어미

–ㄴ 것

‘

’,

형식 용언

이다’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것’ 분열문은 화제와 초점으로의 분열과 이를

‘-

보조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들이 사용된 결과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반면에
초점자리에 지시성을 가진 명사가 오는 경우에만 명확한 분석이 가능한 기저
생성 분석은 여러 기능적 요소의 존재나, 확인 초점, 그리고 초점자리에 사람
명사나 후치사구가 오는 경우와 같은 이동이 개입된 현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게다가 분열문의 모든 현상을 이동이 없는 계사문으
로 설명하려고 하니, 여러 제약을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한 제
약조차도 결속 조건이나, 이동의 장벽문제와 같은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것’이 지시성을 가진 명사를 의미하는 경우에만 기저생성 분석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ㄴ 것’과‘-이다’의 형태적 동일성으로

‘-

인해 분열문과 계사문의 두 가지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동 분석으로도
똑같이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동 분석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유독 후치사

에’가 출

‘-

현하면 문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29) ㄱ. *우리가 만난 것은 오후 열한시에다.

ㄴ. *철수가 돈을 숨겨 둔 것은 이 서랍에다.

16) 그러나, 굳이 제안을 하자면, 등가문에서 사실상 두 논항이 동지표인 것을 생각한다면,
공소와 관계절의 핵어가 동지표하고, 추가로, 초점성분이 동지표한다고 보면, 이동을
적용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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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분석에 따르면 후치사는 수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필수적인데 후치사
가 등장하면 오히려 비문이 되는 예문(29)와 같은 문장이 있다. 또한, 남길임
의 말뭉치연구에 따르면 실제 초점자리에 출현한 후치사구도

(2006)

까지’,

‘-

부터’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먼저

‘-

–에서

‘

에’의 경우는 그 이유를

‘-

’,

이

‘-

다’와의 어떠한 음운적 회피현상으로 추정하며, 후치사구가 초점자리에 나타
나는 종류가 제한적인 현상은 아무래도 분열문의 초점이 정체를 확인하는 확
인초점이다 보니, 논항의 정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비논항인 후치
사는 많이 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은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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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vement Analysis on Korean ‘Kesun’ Cleft
Sentences

Kim Suk-Jin(Kyungsung Univ.)
This article is to illuminate the syntactic analyses on cleft Sentences in Korean
language, the derivation of which has long been argued, divided by mainly two
approaches, base generation analysis and movement analysis. I support the movement
analysis with a focus movement and a remnant movement to Topic Phrase. As for
dropped-case markers and negative or whole particles which can not be in the focus
position, which often are given as a counterexample to deny movement analysis, I
explain by adopting semantic and syntactic constraints that only identified constituent
can occupy focus position and when a constituent moves out of TP merging with
other constituent, case markers can be dropped and dummy verb ‘-ida’ has no case
checking features. I shed lights on derivation of cleft sentence by showing the
detailed mechanism. I assert that 'kes' can be analyzed either a pronoun or a
nominalizer at the same time when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opular sentence,
it is a pronoun and when it shows those of cleft sentences, it is a nominalizer.
In summary, movement analysis on Korean cleft sentences have better validity
than base generation analysis. Movement analysis shows that main syntactic process
of Cleft sentences is movement and some functional categories such as dummy verb
‘-ida’ and a nominalizer ‘–n kes’ are supporting the process. I also suggest there are
6 components for Korean cleft sentences, namely, cleft, trace, a nominalizer ‘–n kes’,
topic marker ‘-eun’, identificational focus and a dummy verb ‘-ida’.
* Key words : focus phrase, topic phrase, remnant movement, , a nominalizer ‘-n
kes', dummy verb ‘-i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