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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무리 가까운 언어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든 용례를 1:1로 대응시켜 비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두 언어를 비교할 수 있을
까? 두 언어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은 무엇일까? Talmy(2000)와 Frenda
(2005a, b)같은 인지언어학자들은 두 가지 다른 언어를 비교할 때 인지적 의미
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경험, 곧 인지 체
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모든 언어의 화자들은 공통된 신체적 경험, 공통된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와 환경의 차이로 언어마다 다소 다른
인지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인지 체계에 있어서는 매우 유
사하다(Kövecses 2005).
이런 인지언어학적 관점이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된 연구는 Lakoff & Johnson
(1980/2003)과 Johnson(1987)이다. 그들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은 신체적 인지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경험
하는 공간적, 물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진다. 시간, 감정과 같이 공간과 관련
없는 비공간적, 비물리적 체험들은 공간적, 물리적 체험의 투사를 통해 인지되고
표현된다. 그런데 공간적, 물리적 체험을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이다. 이 때문에 인지언어학자들은 전치사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 왔는데,
대개 전치사가 가지는 다의성(polysemy)에 그 연구 초점을 맞추어 왔다. 다의성
은 전치사뿐만 아니라 언어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언어적 특징
이기 때문이다(Evans & Green 2006: 371-375).
인지언어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전통적인 형식주의 의미론적 관점
에서 전치사 on의 의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근원적 의미를 찾고자 했으며, 많은
학자들은 ‘접촉’(contact)을 가장 근원적인 의미라고 여겨왔다(Cooper 1968;
Leech 1969). 그러나 형식주의 의미론으로는 전치사 on이 보여주는 다의성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Brugman & Lakoff(1988), Johnson(1987, 1991),
Lakoff(1987, 1990), Lakoff & Johnson(1980)은 영상도식과 의미적 연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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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on이 가지는 다의성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Beitel, Gibbs &
Sanders(1997)는 전치사 on의 의미에는 지지(support), 압력(pressure), 제약
(constraint), 덮기(covering), 가시성(visibility)이라는 다섯 개의 도식이 나타나
며, 이 가운데 어느 요소들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37개의 구체적, 추상적 의미
로 사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영어 전치사 on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지만, 이탈리아 전치사 su
의 다의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on과 su의 다의성을 비교한 대표적인 학자
들로는 Taylor(1988), Bowerman(1996a, b), Frenda(2005a, b)가 있는데, 이
연구들 역시 공간 전치사 전체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on과 su에 관
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on과 su가 지니는 다의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연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 전치사
su의 의미확장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전치사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 전치사 su가 공통적
으로 가지는 원형의미를 살펴보고, 그 원형의미가 접촉상태, 정지상태, 가시성과
관련되어 어떻게 정교화 되는지, 또 은유적으로 어떻게 의미확장이 되는지 비교․
분석할 것이다.

2. on과 su의 원형의미와 변이형
Lakoff(1987), Brugman & Lakoff(1988)은 영상도식을 이용해서 전치사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원형의미와 변이된 의미, 그리고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들을 분
석하는데, 이 의미들이 어떻게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함으로써 다의성을 드러내는지를
밝힌다. 여기서 영상도식은 하나의 전경(figure)과 배경(ground)으로 이루어지는데, 전
경이란 지각적으로 현저한 것을 나타내고, 배경은 그 전경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의미한
다1). 전치사란 이 전경과 배경이 가지는 공간적 관계를 언어로 실현한 것이다. 그런데
1)

게슈탈트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각할 때 어떤 것이 전경이고 무엇이 배경인
지를 즉시 구분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책상 위에 꽃이 놓여 있는 장면을 지각한다고 할 때
꽃이 전경이며, 책상이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꽃 밑에 책상이 있다는 식으로 인지하거나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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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off (1987)과 Johnson(1987)은 영상도식으로 전치사의 의미를 다루면서
Langacker(1987)의 탄도체(trajector)와 지표(landmark)라는 개념을 가져와 설명하는
데, 한 영상도식 안에서 전경의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가 탄도체가 되고, 배경의 위치
를 차지하는 요소가 지표가 된다. 전치사의 영상도식에서 탄도체는 경로(path)에 따라
이동하거나 정지해 있는데, 지표는 탄도체 움직임의 방향이자 정지해 있는 위치를 표
시하는 참조점 역할을 한다. 전치사와 관련된 영상도식은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 곧
탄도체가 지표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표현한 것이다.
대개 공간을 의미하는 전치사는 다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도식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영상도식의 공통되는 부분을 기본의미, 혹은 원형의미
라고 부른다(이기동 1980: 200). 그리고 이 원형의미가 제공하는 도식의 특정
부분을 상술하면서도, 도식의 일반적 형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의미를 정교화,
혹은 변이형이라 부른다(Ungerer & Schmid 2006/2010: 241). 그러면 on과 su
의 원형의미를 살펴보고 그 변이형에 대해 살펴보자.

2.1 on의 원형의미
전치사 on을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탄도체가 어떤 지표 위에 놓여
있는 영상도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림 1> on의 영상도식

<

이 영상도식에서 알 수 있듯이 on은 우선 탄도체와 지표가 상하로 접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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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1) a. There is a cup on the table.
b. A cat is on the cupboard.

(1a)에서 ‘컵’(a cup)과 (1b)에서 ‘고양이’(a cat)는 탄도체에 해당하고 ‘탁
자’(the table)와 ‘찬장’(the cupboard)은 지표가 된다. 이창희(2001: 283-284)
가 지적하듯이, on은 (1a, b)에서 볼 수 있는 상하접촉관계 표현에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고, 또 인지적 경제성(cognitive economy)(Rosch 1978) 측면에서 상
하접촉관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에, 이것을 on의 원형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원형의미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Tyler

&

Evans(2003: 45- 50)는 공간 전치사의 원형의미를 결정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원형의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의미여야 하며, 둘째, 의미 연결망에 있어서 다른 개별 의미에 가
장 빈번하게 관여하는 의미여야 한다. 셋째, 원형의미는 그 전치사가 합성어의
접두사로 쓰일 때와 구동사에 쓰일 때에도 나타나야 한다. 넷째, 원형의미는
다른 전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적 차원을 적절하게 분할해 주는
대조 집합(contrast set)을 형성하는데 자연스러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의미확
장 예측이 매우 용이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하접촉관계를 on의 원형의미로 설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상하접촉관계를 원형의미로 삼는다면 다음과 같은 예에서 원형의미가
어떻게 관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2) a. The fly is on the ceiling.
b. The handle on the door was broken.

(2a)는 탄도체 ‘파리’(fly)가 지표인 ‘천장’(ceiling) 밑에 위치하고 있고, (2b)에
서 탄도체 ‘손잡이’(handle)는 ‘문’(door) 측면에 접촉되어 있는데, 이창희(2001:
284)는 이것을 위치와 관련된 변이형이라고 본다. 즉, 상하접촉관계의 변이형이
라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형이 원형의미에 해당하는 영상도식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2a, b)는 상하접촉이라는 영상도식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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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뒤바꾸어놓을 정도로 그 기본적인 속성을 깨뜨린다고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상하접촉을 on의 원형의미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
에 나타나는 은유적 의미확장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3) On his arrival, I will greet him politely.

여기서 탄도체는 ‘인사’라는 사건이고, 지표는 ‘도착’이라는 사건인데, 전치사
on은 이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서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임을 은유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이 시간적인 접촉은 대개 시간의 흐름이라는 좌표 위에서 좌우로
접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상하접촉이 원형의미라고 한다면, 이
원형의미에서 좌우접촉과 관련된 은유적 의미확장을 결코 예측해 내지 못할 것
이다.
이 모든 문제는 원형의미를 ‘접촉’으로 볼 때 모두 해결된다. 즉, ‘접촉’을 원
형의미로 보게 되면 (1a, b)와 (2a, b)는 모두 원형의미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
라, (3)의 은유적 의미확장 예측도 용이해 진다.
원형의미를 식별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이기동(1980: 200)은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한 어휘의 다양한 의미들 모두에 가장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내
는 것이다. 이기동(1980: 201-203)은 이를 토대로 전치사 on의 기본의미가 접
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기동(1980: 201)에 따르면 (1a, b)와 (2a, b)는
모두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하나 같이 ‘접촉’이라는 원형의미를 표현한 것
이다.

2.2 su의 원형의미
Trifone & Palermo(2000: 161)는 공간에서의 상하접촉관계(posizione
soprastante)를 su의 기본적인 의미로 여기며, 이탈리아어 사전들(한국외국어대
학출판부 1992; Ragazzini & Biagi 1997; Zingarelli 2001; Patota 2008)은 su
의 일차적 의미로 공간에서의 상하접촉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어사전인
Ragazzini & Biagi(1997)는 전치사 su가 일차적으로 영어 on, upon, on top of,
onto, up과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Frenda(2005a, b)는 이탈리아어 전치사
su가 영어 전치사 above, on, onto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견해들을 본다면, 이
탈리아어 사전들은 대개 (4)와 같은 상하접촉관계를 전치사 su의 원형의미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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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고 할 수 있다.
(4) C’è

una coppa sulla2) tavola.

There is a

cup on the

table.

(4)에서 탄도체 ‘컵’(una coppa)은 지표 ‘책상’(la tavola) 위에 정적인 상태
로 놓여 상하로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 영어와 마
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역전된 상하접촉이나 좌우접촉의 형태를 표현하는데도
사용된다.
(5) a. C’è

una mosca sul

There is a

fly

soffitto.

on the ceiling.

b. Il manico sulla porta era

lotta.

The handle on the door was broken.

(5a)에서 탄도체 ‘모기’(una mosca)는 지표 ‘천정’(il soffitto) 아래에 접촉해
정지해 있는 상태인 상하역전관계를 보이고 있고, (5b)에서 탄도체 ‘손잡이’(il
manico)는 ‘문’(la porta) 옆에 접촉해 정지해 있는 상태인 좌우접촉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탈리아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상하접촉
관계를 원형의미로 삼는다면, 원형의미가 (4)와 (5a, b)의 모든 관계들에 관여
하는 의미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이탈리아어에서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상하접촉관계를 원형의미로 삼는다면, 다음과 같은 은유적 의미확장을 예측하
기가 어렵다.
(6) Siamo arrivati su due piedi.
are

arrived on two steps

We arrived at once.

(6)은 ‘도착’이라는 사건이 ‘두 걸음’이라는 사건에 접촉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
으로, 영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좌표 위에 두 사건이 좌우로 나란히
2)

이탈리아어 전치사는 정관사 앞에 나올 때 정관사와 결합하여 sul / sullo (su + 정관사, m,
sg), sulla (su + 정관사, f, sg), sui / sugli (su + 정관사, m, pl), sulle (su + 정관사, f, pl)의 형
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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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되어 있는 것으로 은유화되어 있다.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도 그 원형의
미를 ‘접촉’이라고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곧, (4)와 (5a, b) 모두에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탄도체와 지표가 좌우로 은유화되든, 상하로 은유
화되든 상관없이 모든 은유적 확장을 예측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영어와 이탈리아어는 공통적으로 ‘접촉’을 원형의미로 갖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변이형
본 절에서는 전치사 on과 su의 접촉 양상을 여러 개의 변이형으로 나누어 살
펴볼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변이형이란 원형의미가 지닌 접촉의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면서 특정한 한 속성들을 부각시키거나 변이시키는 것인데, on의 변이형
에는 접촉상태 변이, 정지상태 변이, 가시성 변이가 있고, su의 변이형에는 접촉
상태 변이, 정지상태 변이가 있다. 이러한 변이형 역시 탄도체와 지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원형의미라 할 수 있겠다.

2.3.1 접촉상태 변이
영어 전치사 on은 접촉이라는 의미를 변이시킴으로써 하나의 변이형을 만들어
낸다. 그 예는 (7)과 같다.
(7) a. There is a gas station on the highway.
b. There is a garden on the lake.

(7a)는 탄도체 ‘주유소’(a gas station)는 지표 ‘고속도로’(highway)와 서로 완
전히 접촉한 상태라기보다 약간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접촉한 상태이다. 이것은
(7b)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데, 탄도체 ‘정원’(a garden)은 지표 ‘호수’(the
lake)에 근접해서 접촉해 있는 상태이다.
이창희(2001: 286)는 근접접촉(neighboring contact) 형태를 (2b)에 나오는
좌우접촉 형태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의미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본다. 곧, (2b)
에서는 탄도체 ‘손잡이’가 높이가 있는 지표 ‘문’에 좌우로 접촉하는 형태를 나
타내는데, (7a, b)의 탄도체 ‘주유소’와 ‘정원’은 높이가 없는 지표 ‘고속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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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 좌우로 접촉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이창희
(2001: 285-290)는 이 근접접촉을 시간적 확장, 추상적 확장과 같은 부류의
의미확장으로 본다. 본 논문은 이창희와 달리, 근접접촉 역시 넓은 의미에서
접촉을 의미하므로 on의 원형의미에 해당한다고 본다(김일곤 2001; 이기동
2002; 정희자 2007).
영어에서는 이 평면적인 좌우 근접접촉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전치사가 있
는데 바로 near이다. 그렇다면 on과 near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치사 near는
on이 의미하는 근접성보다는 다소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된다. 곧 (7a)는 주유소
가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접촉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on을 near로
바꾸어 There is a gas station near the highway라고 표현하면 주유소는 고속
도로변이 아니라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가까운 어느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탈리아어에서는 어떨까? (7a, b)를 이탈리아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8) a. C’è

una stazione di servizio sull'autostrada.

There is a
b. C’è

station of service on the highway.

un giardino sul

lago.

There is a garden on the lake.

(8a)의 ‘주유소’(una stazione di servizio)와 (8b)의 ‘정원’(un giardino)은
각각 탄도체 ‘고속도로’(l'autostrada)와 ‘호수’(il lago)에 평면적인 측면에서
좌우 근접접촉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탈리아어 전치사 su도
영어 on과 마찬가지로 원형의미인 ‘접촉’의 접촉상태와 관련된 변이형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영어 near와 on과 같은 관계가 이탈리아어에도 존재한
다는 것이다.
(9) C’è

una stazione di servizio vicino all'autostrada.

There is a

gas station

near the highway.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어 역시 su 대신에 vicino a라는 표현을 사용
해 탄도체 ‘주유소’가 지표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가까운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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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할 수 있다.

2.3.2 정지상태 변이
on의 원형의미를 탄도체가 지표에 접촉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탄
도체가 지표에 정지된 상태로 접촉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즉, 정지상태는 on의
원형의미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on의 의미에는 이 정지
된 상태와 관련된 속성을 변이시킨 변이형이 발견된다. 다음을 살펴보자.
(10)a. The man jumped on the train.
b. He has put the apple on the table.

여기서 ‘뛰어오르다’(jump)와 ‘놓다’(put)는 각각 탄도체 ‘사람’(the man)과 ‘사
과’(the apple)가 지표를 향해 이동하는 모습을 요약주사3)(summary scanning)
한다. 즉, 처음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마지막에 가서 접촉하게 된 사건
전체를 전치사를 이용해 한꺼번에 표현한다는 것이다. (10a, b)에서 on은 ‘뛰어
오르다’, ‘놓다’라는 행위의 결과에 따른 접촉상태를 표현하는데, 이 때 on의 원
형의미 가운데 정지된 상태라는 속성을 변이시키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일종의
변이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접촉’이라는
의미를 유지하기 때문에 원형의미에 포함시킬 수 있다(정희자 2007).
Langacker(1991: 23)는 이것을 복합정적관계(complex stative relation)라 부른
다. 왜냐하면 단순정적관계(simple stative relation)4)를 나타내지 않고 탄도체가
경로를 따라 움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이형은 이탈리아어 su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는 인간 인지 양상을 요약주사(summary scanning)와 순차주사(sequential
로 구분한다 요약주사란 모든 양상이 관찰자에게 하나의 전체로 수집되는 것인데,
대개 명사적 윤곽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순차주사란 사건의 전개 과정, 변화를 수집하고 표
현하는데 사용된다. 대개 순차주사는 한정동사로 표현된다(Ungerer & Schmid 2006/2010: 274276).
4) 김일곤(2001: 49)에 나오는 용어를 가져온 것으로 단순정적관계란 공간에서 탄도체가 지표 위
에 접촉해서 이동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3) Langacker(1987: 144-146)
sc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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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

The man has jumped
b. Ha messo la mela
has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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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o.

on the train.
sul

tavolo.

the apple on the table

He has put the apple on the table.

여기서 전치사 su는 (11a)의 ‘사람’(l’uomo)과 (11b)의 ‘사과’(la mela)라는 탄
도체가 각각 지표 ‘기차’(il treno)와 ‘책상’(il tavolo)으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직접 접촉한 상태를 갖게 된 전체 이동경로를 요약주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탈리아어 전치사 su는 정지상태와 관련해서도 영어 전치사 on과 동일한 변이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3 가시성 변이
Wierzbicka(1994), Beitel, Gibbs & Sanders(1997: 256), Goddard(2002:
288-290)는 탄도체가 지표 표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탄도체의 가시성 역시 on의
원형의미에 속한 하나의 중요한 속성으로 본다. 그런데 (12)와 같이 가시성을 특
별히 부각시키는 변이형이 있다.
(12) The fish are on the surface.

(12)의 예문에서 물고기는 실제로 물 속에 들어 있는데도, 전치사 on을 사용
한다. 왜냐하면 물 밖에서 물고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Beitel, Gibbs &
Sanders(1997)에 따르면 on이 사용된 대부분의 예에서 이 가시성이라는 특징
이 발견된다. 그러나 (12)에서 전치사 on이 사용된 것은 단순히 ‘가시성’ 때문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 표면에 근접접촉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시성은 근접접촉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곧, 물고기가 물 밖에서
보이는 것은 물고기가 물표면 근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시성 변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접촉’이라는 원형의미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시성이라는 특성은 이탈리아어 전치사 su의 원형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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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속성임이 분명하다. 탄도체가 지표 위에 정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시성
을 담보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13)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탈리아어에는 (12)와
같은 가시성 변이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다.
(13) I

pesci sono

The fish

are

alla

superficie

del mare.

at the

surface

of the sea.

이탈리아어에서는 ‘~의 표면에’(alla superficie di)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서 탄도체인 ‘물고기들’(i pesci)이 지표인 ‘바다’(il mare) 표면 가까이 있음을 표
현한다. 이탈리아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가시성 변이를 su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인도유럽어인 불어, 독일어도 마찬가지인데, (14a, b)에서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4) a. Les poissons sont à
The fish

are

la surface de la mer. (불어)

at the surface of the see.

b. Es gibt die Fischen an der Oberflächen. (독일어)
It gives the fish

at the surface.

There are the fish

on the surface.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어와 같은 어족에 속하는 불어뿐만 아니
라 독일어 역시도 이탈리아어와 마찬가지로 ‘~의 표면에’(à la surface de; an
der Oberflächen)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탄도체인 ‘물고기들’이 ‘바다’ 표면
가까이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시성 변이는 영어 화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보인다.

3. on과 su의 은유적 확장
앞 장에서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어 전치사 su의 원형의미와 변이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on과 su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를 나타낼
때 가시성 변이를 제외하고는 ‘접촉’이라는 원형의미에 있어서 1:1로 대응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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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on과 su의 공통된 의미적 속성
은 두 언어가 같은 인도유럽어족에 속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on과 su가 추상적인 지표나 탄도체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
되는 경우들을 살펴볼 것이다. Ungerer & Schmid(2006/2010: 244)는 이것을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sion)이라고 부르는데, 물리적 공간 영역의 관계
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추상적인 영역의 관계를 구조화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두 전치사가 어떻게 은유적으로 의미를 확장하는지 살펴볼 것
이다. 이를 통해 두 전치사가 서로 유사한 은유적 확장을 보이면서도, 상이한 점
이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인데, 특히 이탈리아어의 경우 영어에 비해 추상적인 의
미로의 은유적 확장이 매우 적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
유를 Talmy(2000: 222)의 동사 틀부여 언어(verb-framed language)와 위성어
틀부여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다.

3.1 on과 su의 은유적 공통점
on과 su는 시간과 관련된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행위의 근거와 토대, 어떤
주제나 소재를 추상적 지표로 삼는 경우, 또 첨가와 가중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
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3.1.1 시간적 의미
시간은 비록 인간의 기본적인 체험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은유적 과정 없
이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즉, 시간은 공간적 경험을 토대로 한 존재론적 은
유와 구조적 은유를 통해서 개념화된다. 이에 본 논문은 시간적 의미를 은유적
의미확장의 한 형태에 포함시켜 다룬다. 특히 전치사 on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는데, 시간이 공간적 지표로 은유화되기 때문이다.
(15) a. We arrived in New York on Monday.
b. He was born on Dec. 17, 1990.
c. The accident occurred on the night of the 2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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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 on의 의미는 탄도체 ‘사건’과 지표 ‘시간’이 서로 상하로 접촉되어
있는 영상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15a)에서 탄도체는 ‘도착’이라는 사건이
고 지표는 ‘월요일’이라는 시간인데 사건이 시간이라는 지표 위에 정지해서 접촉
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15b)에서는 ‘탄생 사건’이 탄도체이고, ‘1990
년 12월 17일’이 지표가 되며, (15c)에서는 ‘벌어진 사건’이 탄도체가 되고 ‘20
일 밤’이 지표가 된다.
이런 시간적 의미확장은 이탈리아어 전치사 su에서도 발견되는데, (16)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다.
(16) a. La festa terminò

sul

far

del

mattino.

The feast finished on the doing of the daybreak
The feast finished at daybreak.
b. Ritornarono sulla mezzanotte.
returned on the midnight
They returned at midnight.
c. abbiamo
have

camminato

sulle due ore.

gone for a walk on the two hours

We have gone for a walk for two hours.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 on과 마찬가지로 탄도체와 지표가 맞닿아 있는
일정한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16a)에서 탄도체는 ‘축제’(la festa)이고,
지표는 ‘새벽녘’(il far del mattino)이다. (16b)에서 탄도체는 ‘그들이 돌아옴’이
라는 사건이고 지표는 ‘자정’(mezzanotte)이며, (16c)에서는 ‘산보’가 탄도체이고,
‘두 시간’ (due ore)이 지표가 된다. 그런데 Trifone & Palermo(2000: 162)에
따르면 이 경우 su는 ‘대략, 즈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3)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시간과 관련해서 전치사 on은 두 사건이 시간
적 전후 관계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17) On hearing about our disease, he consoled us for it.

여기서 탄도체 ‘위안’이라는 사건은 지표 ‘들음’이라는 사건과 시간적으로 직접
맞닿아 있어서 시간적인 ‘직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본다면 두 사건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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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흐름이라는 좌표에 있어 좌우로 직접 접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 예는 그다지 많지 않고 다
음과 같이 일부 특정한 표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18) Non si deve bere vino

sul

latte.

not you must drinkt wine on the milk.
You shouldn't drink wine after milk.

(18)은 우유를 마신 뒤 즉시 와인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탈
리아어 문장이다. 여기서 전치사 su는 탄도체 ‘포도주를 마시다’라는 사건과 지
표인 ‘우유(를 마시다)’라는 사건의 시간적 전후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즉,
su는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근접접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비교를 통해 공간 관계를 나타내는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어
전치사 su가 공통적으로 은유적 의미확장을 통해 시간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2 공통된 은유적 확장
전치사 on은 행위의 근거와 이유, 저술이나 강연의 주제, 혹은 책이나 논문의
소재와 같은 추상명사를 지표로 삼거나, 첨가와 가중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들은 지표가 탄도체를 떠받치고 있는 상하접촉이라는 영상도식이 은
유적으로 추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일곤 2001: 59-63; 이창희 2001:
290- 293).
(19) a. Please act on principle. (근거)
b. He is writing a new book on the new millennium. (주제)
c. Failure on failure discouraged him. (첨가/가중)

(19a)에서 탄도체는 ‘행위’라는 사건이고, 지표는 ‘원칙’(principle)이다. 이 때
행위라는 사건은 원칙이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원칙은
행위를 지탱해준다. (19b)에서 탄도체는 ‘새 책’(a new book)이고 지표는 ‘새 천
년’ (the new millennium)이다. 여기서 새 책은 새 천년이라는 주제에 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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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책이 새 천년이라는 주제와 접촉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19c)에서
탄도체는 ‘어떤 실패’(failure)이고 지표는 ‘또 다른 실패’(failure)이다. 여기서 하
나의 실패는 또 다른 실패 위에 얹어져서 그 의미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 영어 전치사 on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근거와 이
유, 저술이나 강연의 주제, 혹은 책이나 논문의 소재, 첨가와 가중을 표현한다.

(20) a. La tua opinione si è fondato su questo principio. (근거)
the your opinion

is based

on this

principle

Your opinion is based on this principle.
b. Parliamo

su questo tema. (주제)

Let's talk

on this theme

Let's talk about this theme.
c. Ho commesso errori su errori. (첨가/가중)
have made

errors on errors

I made a mistake after mistake.

(20a)에서 탄도체는 ‘너의 의견’(la tua opinione)이고 지표는 ‘이 원
칙’(questo principio)인데, su는 그 의견이 이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여기서도 원칙이라는 토대 위에 의견이 놓여 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20b)에서 탄도체는 ‘대화’라는 사건이고 지표는 ‘이 주제’(questo
tema)이다. 대화라는 사건은 이 주제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20c)에서 지표는 ‘실수들’(errori)이고 탄도체 역시 ‘실수
들’(errori)이다. 여기서 전치사 su는 실수 위에 또 다른 실수들이 계속 가중되
어 얹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지금까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볼 때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는 행위의 근거와 이유, 저술이나 강연의 주제, 혹은 책이나 논문의 소재, 첨가와
가중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on과 su의 은유적 차이점
시간이나 몇몇 추상명사를 지표로 삼는 경우 on과 su는 은유적인 확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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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서로 동일하였다. 하지만 다른 은유적 확장에 있어서 on과 su는 상이한 차
이를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 전치사 on은 폭넓게 은유적으로 확장되
는 반면, 이탈리아어는 전치사 su는 은유적 확장이 빈약하다. 이 장에서는 이 점
들을 상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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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상이한 은유적 확장
on과 su는 은유적 확장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on과 su가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탄도체가 추상명사인 지
표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on과 su는 서로 상이함을
보이기도 한다.
(21)a. He is here in Seoul on business.
b. She is going on an errand for her mother.
c. The laborers are on strike.
d. The watchman was on duty that night.
e. The apartment house is on sale
f. The jewels are on exhibition.
g. She is on vacation.

위의 예는 구체적인 탄도체가 지표가 되는 추상명사와 지속적인 접촉 상태
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21a)는 탄도체 ‘그’(he)가 ‘사업’(business)이라는
목적으로 서울에 있음을, (21b)는 탄도체 ‘그녀’(she)가 ‘심부름’(errand)을 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21c)는 탄도체 ‘일꾼들’(the laborers)이 ‘파업’(strike)이
라는 지속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21d)는 탄도체 ‘경비원’(the watchman)이
‘당번으로서의 임무’(a duty)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21e)는 탄도체
‘아파트 집’(the apartment house)이 ‘판매’(sale)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
고, (21f)는 탄도체 ‘보석들’(the jewels)이 ‘전시’(exhibition) 중임을 나타낸다.
(21g)는 탄도체 ‘그녀’ (she)가 ‘휴가’(vacation) 중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영
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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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확장된 on의 영상도식

<

이 영상도식에서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표들은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탄도체가 그 위에 놓일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로 은유화되고 있는데, 이는 Lakoff & Johnson(1987: 25-32)의
존재론적 은유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추상적인 대상이 하나의 사물로
은유화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탄도체는 추상적인 대상 위에 지속적으
로 놓여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어에서 추상명사를 지표로 삼는 경우는 어떨까? (22)는
(21)에서 사용된 영어 전치사 ‘on + 추상명사’ 구조를 이탈리아어 ‘전치사 + 추
상명사’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22) a. on business = sugli affari
b. on an errand = su incarico
c. on strike = in sciopero
d. on duty = in servizio
e. on sale= in vendita
f. on exhibition = in mostra
g. on vacation = in vacanza

위에서 알 수 있듯이, (22a, b)의 이탈리아어 ‘사업’(affari), ‘심부름’(incarico)
의 경우는 영어의 ‘사업’(business), ‘심부름’(errand)과 마찬가지로 전치사 su를
사용해 탄도체가 지표와 상하로 접촉하는 것처럼 표현된다. 하지만 (22c-g)의
경우 같이 지표 ‘파업’(sciopero),

‘임무’(servizio),

‘판매’(vendita),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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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mostra), ‘휴가’(vacanza)와 같은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와 달리 전치사 in을
이용해 추상명사를 하나의 방, 장소로 은유화하고 있다. 즉, 탄도체가 지표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Lakoff & Johnson(1987: 29-32)의 존재론적 은유 가운데
그릇 은유(container metaphor)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
다.

그림 3> 확장된 su의 영상도식

<

<그림 2>와 <그림 3>의 영상도식을 비교한다면 이탈리아어와 영어는 각기 다
른 방식으로 사태를 은유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
에서 오는 것일까?
여기서 Kövecses(2005)가 주장하는 문화적 상대성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개념적 은유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하지
만, Algeo(2006: 172)의 조사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 중에
서도 전치사 in과 on의 경우는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Algeo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거주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전치사 in이 자주 사용되는 반면에 미국
에서는 on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23)a. I live in Broad Street.
b. I live on Broad Street.

여기서 (23a)는 영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고, (23b)는 미국에서 자주 사
용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이탈리아어가 영어 전치사 on의 자리에 in을 사
용한다는 것이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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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영어 화자와 이탈리아어 화자의 문화적 차이로까지 확
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영어 전치사 on의 자리에 이탈리
아어 전치사 in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두 언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겠다.

3.2.2 su의 빈약한 은유적 확장
영어에서는 앞의 예들 이외에도 영향력의 행사(24a, b), 인간 혹은 국제 관계
(24c) 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on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김일곤 2001: 5963).
(24) a. Hard work began to tell on his health.
b. The feeling stole in on me.
c. Israel is not on good terms with palestine.

그러나 이탈리아어 su의 경우에는 은유적 확장에 있어서 영어의 on만큼 많은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탈리아어는 대부분의 경우 (25)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영어가 동사와 전치사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들을 대개 하나의 동사로 표현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탈리아어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5) a. to hand on = transmettere
b. to check on = controllare
c. to come on = cominciare, accendersi
d. to bring on = provocare
e. to build on = aggiungere, sfruttare
f. to call on = invitare
g. to carry on = continuare
h. to catch on = attecchire

이러한 특징을 Talmy(2000: 222)가 말하는 동사 틀부여 언어(verb-framed
language)와 위성어 틀부여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라는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다. Talmy(2000: 222)는 탄도체가 이동하는 경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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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로망스계어, 셈족어, 일본어, 타밀어, 폴리네시안어 등
을 동사 틀부여 언어라고 부르고, 로망스어를 제외한 인도유럽어, 피노-우가릭
어, 중국어 등과 같이 경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전치사나 독일어의 경
우와 같은 분리전철을 이용하는 언어를 위성어 틀부여 언어라고 부른다.
(26)a. The bottle floated into the cave.
b. La botella entró

flotando a la cueva. (스페인어)

the bottle entererd(MOVED-in) floating to the cave.
(27)a. He flew across the Channel.
b. He traversa

la manche

en avion. (불어)

He traversed(MOVED-acorss) the Channel by airplain.

(26a)와 (27a)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는 이동 경로를 전치사로 표현하고 있지
만, 스페인어 (26b)와 불어 (27b)는 이동 경로를 동사의 의미에 포함시켜 표현하
고 있다(Talmy 2000: 227). 영어와 같은 위성어 틀부여 언어는 (27a)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이라는 의미와 이동 방식을 동사로, 이동하는 경로를 전치사로 표
현한다. 반면에 동사 틀부여 언어들은 (27b)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 이동이라는
의미와 경로를 동사로, 이동하는 방식을 부사구나 절로 표현한다. 이러한
Talmy(2000: 222)의 분류에 따르면 이탈리아어는 불어, 스페인어와 같은 로망
스계통어로 (25)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를 이용하여 탄도체의 경로를 기술하므
로 동사 틀부여 언어에 속한다. 여기서 영어와 이탈리아어 화자가 기본적으로 사
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이로 인해
이탈리아어 전치사 su는 영어 전치사 in에 비해 그 사용 빈도수가 적고, 또 전치
사의 은유적 의미확장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영어에서도 동사를 이용하여 탄도체의 경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
러나 이때 사용되는 동사는 대개 이탈리아어의 조상어라 할 수 있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25)의 ‘동사 + 전치사’ 식의 표현에 해당되는 동사들을 해당
이탈리아어와 라틴어 단어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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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탈리아어, 라틴어, 영어 동사 비교

이탈리아어

라틴어

영어

transmettere

transmittere

to transmit

controllare

프랑스어에서 유래

to control

cominciare

comiziare

to commence

accendere

accendere

to accede

provocare

provocare

to provoke

aggiungere

adjungir

to add

invitare

invitare

to invite

continuare

continuare

to continue

attecchire

독일어에서 유래

(28)의 이탈리아어는 독일 남부어(theihan)에서 온 attecchire와 프랑스어
(contrôler)에서 온 controllare 외에는 대부분 라틴어(Simpson 1959; Catiglioni
& Mariotti 2007)에서 온 것들인데, 이 경우는 영어와 어원상 동일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영어 전치사 on과 이탈리아 전치사 su의 의
미확장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전치사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먼저 영어 전치사 on이 접촉을 원형의미로 가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탈리아어
전치사 su 역시 on과 마찬가지로 접촉을 원형의미로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
어서 on과 su의 원형의미 접촉의 변이형인 접촉상태 변이, 정지상태 변이, 가시
성 변이에 관해 다루면서, 이 변이형들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형의미에 포함시킬 수 있음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전치사 on과 su가 가
시성 변이를 제외하고는 원형의미에서 거의 1:1로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on과 su의 은유적 확장을 비교․분석하면서, 두 전치사가 시간을 추상화하
는데 있어서, 또 행위의 근거와 이유, 저술이나 강연의 주제, 혹은 책이나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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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와 같은 추상명사를 지표로 삼거나, 첨가와 가중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공통
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난다는 점을 보았다. 하지만 이 두 전치사의 은유적 확장
에는 상이한 점도 있었는데, 영어 전치사 on이 쓰이는 자리에 전치사 su가 아니
라 in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이점이 두 언어를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영어 화자 역
시도 방언에 따라 on 자리에 in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어 전치사 su가 은유적 의미확장에 있어서 영어에 비해
빈약하다는 점을 밝히고, 그 이유를 Talmy(2000: 222)의 동사 틀부여 언어와
위성어 틀부여 언어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이탈리아어는 동사 틀부여 언어이기
때문에 위성어 틀부여 언어인 영어에 비해 전치사 활용이 적고, 전치사의 은유적
확장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두 전치사 on과 su가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큰 공통점
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곧, 원형의미와 변이형, 시간의 추상화,
은유적 의미확장 등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영어 전치사에
비해 이탈리아 전치사의 은유적 확장이 빈약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 역시 이탈
리아어가 동사 틀부여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결국 두 전치사는 의
미적인 차원에서 그 차이점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하지만 두 언어가 은유적
의미확장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틀부여에서도 상이한 점을 보이기 때
문에, 두 언어가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상이점을 지닌다는 것 자체를 부인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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