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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문법화와 영어부사의 시제

Secondary Grammaticalization and English Adverbial Tense 

김양순

Kim, Yangsoon

요 약 본 연구는 –ly 부사의 역사적 발달, 즉 문법화 과정을 통해 영어 –ly 부사출현에 관한 연구에 목표를 둔다.
이원화된 (일차적 & 이차적) 문법화 관점에서 고대영어의 형용사화 접사 –lic이 중세영어시기에 부사화 접사 –ly로
변화한 것은 일차적 문법화이며 연속적으로 동사구부사인 태도부사가 문법적 자질인 양태성[+modal]과 시제자질

[+tense]을 습득하여 TP 영역의 문장부사로 변화가 일어난 문법화 과정은 이차적 문법화라고 정의한다. 이차적 문법

화란 어휘항목에 바로 문법화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문법화가 일어난 통사형태적 표지의 재분석이 일어나는

것이다([어휘범주 → 문법기능범주1 → 문법기능범주2]). 부사화의 과정에서 형용사화 접사 –lic이 부사화 접사 –ly
로 범주변화가 일어나는 일차적 문법화과정(형용사 → 태도부사)을 거친 후 태도부사는 이차적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법적 기능인 시제와 양태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이차적 문법화(태도부사 → 문장부사)의 결과가 문장부사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이차적 문법화, 태도부사, 문장부사, 시제자질, 양태성

Abstract The primary aim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r grammaticalization of English 
adverbial –ly suffix and provide a diachronic analysis of manner adverbs and sentence adverbs from the perspective 
of secondary grammaticalization. The grammaticalization includes both the primary grammaticalization from a lexical to a 
grammatical and the secondary grammaticalization from a less grammatical to a more grammatical status. The emergence of the 
manner adverbs is due to the primary grammaticalization from OE adjectival suffix –lic to ME adverbial suffix –ly. In contrast, 
the emergence of sentence adverbs is due to the secondary grammaticalization from manner adverbs in VP domain to sentence 
adverbs in TP domain with grammatical features of tense and modalit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secondary 
grammaticalization of the English adverbial –ly suffix includes the change from manner adverbs to sentence adverbs which 
obtain a new grammatical function of tense and mod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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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영어 부사화 접사–ly의 역

사적 발달, 즉 문법화를 연구하고 이차적 문법화

(secondary grammaticalization)의 관점에서 태도부사

(manner adverb)와 문장/양태부사(sentence/modal

adverb)의 통시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법화란

일차적 문법화와 이차적 문법화를 포함하는데 전자는

어휘범주(lexical category)가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y)로 변화하는 통시적 과정이며 후자는 덜 문

법적인 범주가 더욱 문법적인 범주로 변화하는 통시적

과정이다.

이원화된 문법화의 관점에서 태도부사와 문장부사

의 통시적 과정을 이해하고 고대영어(Old English)의

형용사화 접사 –lic이 중세영어(Middle English)시기

에 부사화 접사 –ly로 일차적으로 문법화한 뒤 연속

적으로 문장부사는 태도부사와 달리 이차적 문법화과

정을 통해 문법적 자질인 양태성[+modal]과 시제자질

[+tense]을 습득한다고 가정한다.1) 이차적 문법화란 어

휘항목에 바로 문법화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문법화가 일어난 통사형태적 표지의 재분석

(reanalysis)이 일어나는 것이다([어휘범주 → 문법기능

범주1 → 문법기능범주2]). 즉, 부사화의 과정에서 형

용사화 접사 –lic가 부사화 접사 -ly로 범주변화가 일

어나는 일차적 문법화과정을 거친 후 부사화 접사 -ly

는 새로운 문법적 기능인 시제와 양태성을 습득하는

이차적 문법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의 문장부사의 출현은 동사

구부사인 태도부사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나타났는데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는 이차적 문법화에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동사구 VP 영역 안에 놓이는 동사구부사인

태도부사와 달리 TP 영역안의 문장부사는 새로운 문

법기능인 시제자질과 양태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이차적 문법화의 과정이다.

Ⅱ. 부사와 이차적 문법화

문법화란 어휘의미를 넘어 형태의 확장이 일어나

고 그 결과 완전한 문법적인 기능으로 변화하는 과정

이다. 이 문법화과정을 일차적 문법화와 이차적 문법

1) 이는 서법성이라고도 번역된다.

화로 이원화할 수 있다. 네발레이넨은 부사가 형성되

는 문법화 과정인 부사화(adverbialization)를 논의했

는데 부사화의 과정에서 형용사가 접사 –ly와 함께

부사로 범주변화가 일어나는 일차적 문법화과정을 거

친 후 부사가 새로운 문법적 기능을 습득하는 이차적

문법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이차적 문법화의 과정은 기능적 구체화와 절

단위의 운용이 구 단위의 운용으로 바뀌는 운용도 포

함한다고 주장한다 [1].

기본이 제안한 이차적 문법화란 어휘항목에 바로

문법화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문법화가 일어난

통사형태적 표지의 재분석이 일어나는 것이다(어휘범

주 → 문법기능범주1 → 문법기능범주2) [2]. 즉 이러

한 이차적 문법화의 과정은 새로운 문법기능이 만들어

지는 기능적 재분석(functional reanalysis)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기능은 결과적으로 구

조적 재구성을 가져온다. 쿠로위츠는 문법화를 덜 문

법적인 것이 좀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문법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쿠로위츠의 문법화

개념에서 이차적 문법화란 좀 더 문법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포함한다 [3]. 한마디로 이차적 문법화는 투입

되는 항목이 문법적인 항목인 것이다.

요약하면, 이차적 문법화의 과정은 이미 문법적인 항

목이 새로운 그리고 좀 더 문법적인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2][3][4]. 2차 문법화의 과정이 초

기의 부사적 종속접속사를 보충어절을 취하는 보문소

로 전환한다.

1. 이차적 문법화란 무엇인가?

노르드는 이차적 문법화를 아래 표1처럼 자유(free)

형태소인 어휘동사(lexical verb)가 조동사(auxiliary)로

변화하고 다시 결합(bond)형태소 또는 접어(enclitic)로

변화한 후에 굴절(inflectional)형태소인 시제표지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차적 문법화라고 정의하였

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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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문법화
Table1: Grammaticalization

표1의 예를 들면, 일차적으로 to want 동사가 양태조

동사 will로 바뀌고 이차적으로 미래시제자질을 포함하

는 형태음운적 축약형인′ll이 만들어진다. 또한 일반

동사 do가 명목조동사 do가 되는 과정도 문법화 과정

이다. 이러한 문법화과정은 [동사 → 조동사[+tense]

→ 축약형]의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엡

스틴은 명사 앞의 부가어인 고대영어의 se가 직시적

(deictic) 표지인 지시사(demonstrative)에서 담화적 돌

출(discourse prominence) 표지인 강화사(intensifier)로

바뀌고 이후 정관사(definite article)로 변화한다고 주

장한다 [6].2)

일차적 문법화와 이차적 문법화의 과정을 포함하는

통시적인 연속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1-3)의 문법화

를 들 수 있다.

(1) 내용어(content item) > 문법적 단어

(grammatical word) > 접어(clitic) > 굴절접사

(inflectional affix) (호퍼 & 트라우곳) [7].

(2) 담화(discourse) > 통사론(syntax) >

형태론(morphology) > 형태음소론

(morphophonemics) > 영범주(zero) (기본) [8].

(3) 어휘적(lexical) > 파생적(derivational) > 굴절적

(inflectional) > 자유 문법적(free grammatical) >

통사적(syntactic) (비비) [9]

문법화란 덜 문법적 요소가 역사적으로 더욱 문법적인

요소로 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1)에서처럼 내용어

(content word)가 기능어(function word;

grammatical word)로의 문법화가 일어난 것이 한 예이

다.3) (2)에서는 화용론적인 담화로부터 통사론으로 그리

2) 예를 들면 지시사 that > 정도부사/강화사 that (much)
> the

3) 영어의 품사 중에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는 대체
로 내용어로 간주되며, 대명사, 조동사, 접속사, 관사 등은
기능어로 분류된다. 내용어는 지시성을 가지고 다른 범주
와도 결합할 수 있는 개방범주(open category)인 반면 기

고 형태, 음소적인 것으로의 변화도 문법화라고 할 수

있다. (3)의 통시적 연속변화에서 어휘범주가 파생적

접사로 바뀌는 과정은 일차적 문법화이며 이렇게 만들

어진 파생적 접사가 연속적으로 굴절접사로 바뀌는 것

은 이차적 문법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은 문법화

란 일차적 문법화가 일어난 후 이차적 문법화가 연속

적으로 일어나는 이중 과정으로 그는 희랍어 성경에

나오는 의존절 연구에서 “이차적 경로(secondary

pathway)”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 즉 명사절

이 관계절 또는 부사절이 되고 동사 보충어절로 변화

하는 경로를 이차적 문법화로 정의를 하고 있다.

(4) 명사(류)절 → 관계절 → 동사 보충어절
↓
부사절   

이차적 문법화 과정에서 종속부사(adverbial

subordinator)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문소

(complementizer)로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but,

if, though, lest, as if, as though와 같은 종속부사는

보충어절(complement clause)을 목적어로 취하는 보

문소 that으로 변화한다. that은 한정절(finite clause)만

을 보충어로 취하므로 that은 시제자질[+tense]을 갖는

다고 가정된다. 종속부사가 보문소로 변화하는 과정도

시제자질을 얻기 위해 동사구 중심구조가 시제구 중심

구조로 확장되는 이차적 문법화를 의미한다.

2. -ly 부사출현의 이차적 문법화 분석

영어의 –ly 접사는 문법화의 잘 알려진 예이다. 접

사 –ly는 기저 게르만어(proto-Germanic)인

*gôðolîko, ‘goodly’와 *mannlîko, ‘manly, manlike’에

서처럼 기저 게르만어 명사인 ‘body’를 뜻하는 단어였

으며 이는 이후 형용사 형태로 재분석되어졌다.4) 변화

된 형용사 형태는 명사나 다른 형용사에 추가되어 복

합 형용사를 형성하였다.

고대영어에서 부사는 가장 일반적으로 부사 접미사

–e로 나타나며 이는 모음수평화(levelling)현상에 의해

중세영어이후 탈락되었다. 따라서 고대영어의 –e 부

능어는 지시성이 없이 문법적 기능을 갖는 폐쇄범주
(closed category)이다.

4) 단어 앞의 *표시는 기저 게르만어의 기록이 없으므로 비
교연구를 통한 추정된 가설의 형태라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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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영부사(zero adverb)라고 불린다. 이러한 영부사

에는 hard, fast, loud (cf. Old English hearde, fæste,

hlude)와 같은 형태가 속하고 –e가 탈락된 나머지 형

태는 대부분 형용사로 간주되었다. 중세영어이후 영어

형용사의 상당부분이 불어에서 들어온 것이며 이러한

형용사에 접사 –ly가 붙어 부사화 되었다. 어휘범주인

형용사가 상당부분 관계 연결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부사로 바뀌는 과정은 일차적 문법화의 과정이다.

고대영어의 형용사에서 heard/heardlic ‘hard’ and

beorht/beorhtlic과 같은 중복형태가 사용됐으며 그 결

과 부사의 경우도 hearde/heardlice처럼 –e/-lice 부

사의 중복형태가 나타났다. 따라서 –lice 부사접사가

고대영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lice 부사

접사는 모음 수평화현상이후 부사의 –e가 탈락되었으

므로 –lic이 부사적 접사로 재분석(reanalysis)되었다.

이미 문법적 요소인 -lic가 형용사접사로부터 부사적

접사로 재분석된 것은 이차적 문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법화의 과정이후 부사적 표지인

–lic>–ly 접사는 이전에 쓰이던 기능보다는 확대되고

구체화, 계열관계(paradigmatization) 등을 포함하는 전

환된 문맥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 절에서 통시적으로 가장 먼저 출현한 양

태부사와 그 뒤를 이어 나타난 문장부사에 관해 살펴

보겠다.

2.1 -ly 부사 분석: 태도부사

  동사에 부가되는 부사(부사+동사(add + verb))라는

범주이름이 나타내듯이 초기의 –ly 부사는 동사를 수

식하는 기능이 기본 기능이었다. 따라서 초기에 부사

(Fr. adverbe; L. adverbium)는 동사만을 수식했고 현

재까지도 부사의 주된 기능은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라

고 가정되고 있다.

동사를 수식하는 –ly 부사 중에 태도부사가 최초의

부사, 즉 원형의 부사라고 주장된다 [1][10]. 재큰도프

는 태도부사는 문장 맨 앞이 아닌 문장 맨 뒤에 나타

나는 동사구부사의 하위범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는 possibly, frankly, probably와 같은 문장부사나

yesterday, in Rome과 같은 시간부사나 장소부사와도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11]

통시적으로도 문장부사보다 태도부사가 먼저 사용되

었고 중세영어시기까지 –ly 접사는 상당히 많이 사용

되었으며 그 기본은 태도부사였다. 중세영어의 부사에

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한 도너는 –lice가 부사적

접사의 지위를 갖는 순간부터 이 부사는 광범위하게

태도부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12].

2.2 -ly 부사 분석: 문장부사

  -ly 부사는 태도부사이후 다른 기능으로도 확대되어
인식적(epistemic) 의미를 갖게 되었다. 스완은

고대영어시기에는 화자기반(speaker-oriented) 구조의

상당한 가능성을 표현하는 양태부사인 probably,

possibly와 같은 부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태부사는 양태조동사처럼 문장

전체에 대한 영향권을 갖기 때문에 문장부사라고도

불린다. 중세영어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양태부사, 즉

문장부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3].

(5) a. Possibly, information is easy to deliver and

easy to receive. (COCA, 2012)

b. We're probably more visible than the rest of

the Army. (COCA, 2012)

초기 영어에서는위와 같은 문장부사 대신 아래 스완이

인용한 예에서처럼 전치사구에 의해서 부사적 표현을

하였다 [13].

(6) Hit gewearð for yfelnysse. þæt.

(lit: It happened with evilness. that.)

‘It unfortunately happened. that’

(6)과 같은 부사적 전치사구를 포함하는 문장구조는

화자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재영어(Present Day

English)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스완은 문장부

사의 발달은 강화사처럼 화자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포

함하려는 이유로 나타났으며 부사적 형태의 이러한 혼

합형이 문장부사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13].5) 양태부

사는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문장 진위를 묻는 역사적

으로, it is adjective that의 문장 형태로 화자의 태도

5) -ly 부사는 강화사로도 쓰이는데 섹스피어시기인 초기
현대영어시기에는 exceeding sorry, extreme ill과 같
은 표현이 적형의 문법적 표현이었으나 현재영어에서는
–ly가 없는 비굴절형태는 구어체의 담화에서만 극소수
의 부사에만 나타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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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7) Probably, Peter loves Michell.

(= It is probable that Peter loves Michell.)

문장부사는 주로 문장의 맨 앞에 나타나지만 피셔는

문장부사는 문장 앞에 나타나는 화자기반 구조의 다른

형태라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문장부사 출현의 주된

이유이며 그래서 그는 문장부사를 화용적 표지

(pragmatic marker)라고 불렀다 [14]. 또한 부가어를

포함하는 어떤 절들이 축소되어 문장부사로 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speaking frankly의 축소형이

frankly라는 예를 들었다 [14]. 광영향권을 갖는 문장

맨 앞의 부가어는 문맥이 허용할 경우 문장부사로 재

분석될 수 있다.

3. 이차적 문법화: 문장부사의 시제자질과 양태성

생성문법의 최소주의 관점에서 부사는 어휘부에서

기저생성되고 부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인 시제구

TP(Tense Phrase) 또는 동사구 VP(Verb Phrase)에

부가병합(merge)되는 영향권(scope interpretation)에

따라 부사는 문장부사와 동사구부사로 나뉜다. 예를 들

어 probably는 문장부사로 it is probable that의 형태로

바뀔 수 있지만 동사구부사인 completely는 문장과 관

련이 없어 it is complete that의 형태로의 전환은 불가

능하다.6) 기술적으로 시제와 관련되는 부사를 나타내

기 위하여 문장부사를 TP-부사로 동사구부사를 VP-

부사라고 부르겠다. TP-부사는 문장 TP가 갖고 있는

T-자질과 일치하여 문장해석에서 광영향권(wide

scope)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VP-부사는 T의 영향권

안에 올 수 없어 it is complete that의 해석이 불가능하

다. 아래 예문(8)에서 문장부사가 T의 영향권 안에 있

는 (8a, b)는 문법적이나 VP-부사가 T의 영향권 안에

나타나는 (8c, d, e)는 비문법적이다.7)

(8)a. Accidents will probably(T) never(V) be

completely(V) wiped out.

6) 부사 completely는 문장부사가 아니라 동사구 부사이기
때문이다. e.g. You have completely forgotten her
name.

7) 여기서 문장 앞의 *표시는 비문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b. Accidents probably(T) will never(V)

completely(V) be wiped out.

c. *Accidents will never(V) probably(T) be

completely [VP wiped out].

d. *Accidents will never(V) completely(V)

be probably(T) [VP wiped out].

e. *Accidents completely(V) will never(V)

be probably(T) [VP wiped out].

본 연구는 문장부사만이 가질 수 있는 시제자질과 양

태성의 특성은 이차적 문법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통시적으로 태도부사가 먼저 나타나고 문장부사가 나

중에 나타나는 이유는 형용사가 부사로의 품사전환이

일어나는 일차적 문법화 이후에 연속적으로 양태적 특

성과 시제자질을 갖는 이차적 문법화가 연속적으로 일

어나기 때문이다.

컴리는 시제와 상은 동사의 내재적인 범주로 시제는

‘시간의 문법적 범주(grammatical category of time)’라

고 정의한다 [16]. 이론적으로 문장의핵인 T의 영역 안

에 나타나는 모든 통사범주들이 시제자질을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ly부사가 아닌 yesterday,

tomorrow와 같은 명사적 부사류인 시간 부사들은 아래

예문에서처럼 어휘부에서 시제자질을 갖고 이 시제자

질은 동사의 시제를 점검하는 문장의 핵 T와 일치해야

한다.

(9)a. I plan to go to LA *yesterday/tomorrow.

b.*I decided to go to LA *tomorrow/yesterday.

문장의 T-자질과 부사의 T-자질이 일치하지 않는

(9a)[현재동사~과거부사]와 (9b)[과거동사~미래부사]의

문장들은 시제의 불일치에 의해 비문법적이 된다. 영어

의 시제를 갖는 시간부사 외에도 중국어와 같은 언어에

서는 동사에는 시제굴절이 나타나지 않으며 부사가 갖

고 있는 시제로 문장의 시제를 표현한다는 점을 생각하

면 언어에서 부사가 외현적으로 또는 내재적으로 시제

자질인 T-자질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가정일 것

이다.8)

8) 영어보다 더 많은 시제구별을 갖는 언어들도 있고 영어
보다 더 적은 숫자의 시제를 갖는 언어들도 있으며 전
혀 시제를 갖지 않는 언어들도 있다. 오스트로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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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문들은 문장부사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

는 분포위치, 즉 문장의 맨 앞(부사+주어), 주어와 (조)

동사 사이(주어+ 부사+(조)동사), 조동사와 본동사 사

이(조동사+부사+본동사)를 보여준다. 반면 형용사로부

터 부사로의 문법화의 과정에서 문장부사에 앞서 문법

화가 일어나는 태도부사와 같은 동사구부사는 예문

(10f, g, h)처럼 주요 분포위치가 문장 맨 뒤(주어+동사

+부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10)a. Probably(T) you cannot find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b. You probably(T) cannot find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c. You cannot probably find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d. *You cannot find probably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e. *You cannot find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probably.9)

f. She went away angrily.

g. He speaks English well.

h. He stood up suddenly.

요약하면, 동사구부사인 태도부사가 일차적 문법화

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이후 문장부사가 시제자질과 양

태성을 얻어 TP 영역의 문장부사가 되는 과정은 이차

적 문법화의 과정이다.

이제 문장부사가 문법화의 과정에 의해서 확장된 상

위구조인 TP 영역 안에서 시제자질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부사위치와 관련한 TP 구절구조의 수형

도를 살펴보자.

어족의 언어인 살리바(Saliba) 언어는 문법적 시제를 갖
고 있지 않으며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적 형태론, 시제
표지 또는 조동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제를 표
현하는 lahi '그리고 내일을 나타내는 maliitom과 같은
부사는 존재한다.

9) 문장부사 앞에 쉼표를 포함할 경우의 문장 맨 뒤에 올
수 있는데 이때는 문장 맨 앞에 올때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g. You cannot find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probably.

그림 1. 부사의 분포 수형도
Figure 1. Tree Diagram of Adverb Distribution

Ⅲ. 결론

지금까지 영어에 나타나는 –ly 부사의 문법화의 과

정을 통해 영어부사의 통시적 분석을 살펴보았다. 이

원화된 (일차적 & 이차적) 문법화의 관점에서 고대영

어의 형용사화 접사 –lic이 중세영어시기에 부사화 접

사 –ly로 변화한 것은 일차적 문법화이며 연속적으로

동사구부사인 태도부사가 문법적 자질인 양태성

[+modal]과 시제자질[+tense]을 습득하여 TP 영역의

문장부사로 변화하는 문법화 과정은 이차적 문법화라

고 정의한다. 이차적 문법화란 어휘항목에 바로 문법

화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문법화가 일어난 통

사형태적 표지의 재분석이 일어나는 것이다([어휘범주

→ 문법기능범주1 → 문법기능범주2]). 부사화의 과정

에서 형용사화 접사 –lic이 부사화 접사 –ly로 범주

변화가 일어나는 일차적 문법화과정(형용사 → 태도부

사)을 거친 후 태도부사는 이차적 문법화의 과정을 거

쳐 새로운 문법적 기능인 시제와 양태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이차적 문법화(태도부사 → 문장부사)의 결과

가 바로 문장부사의 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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