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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동 동사 ‘따르다’와 ‘跟’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환유-은유’ 모형을 이용하여 이 과정
에서 나타난 두 언어의 인지적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따르다’의 어원적 의미가 이동 동사인 반면에 ‘跟’의 어원적 의미는 명사인 ‘발꿈치’이었다. 나
중에 ‘따르다’는 ‘동사 → 접속부사 → 보조사’라는 문법적 과정을 거쳤지만, ‘跟’은 ‘명사 → 동사 → 개
사 → 접속사’라는 문법적 과정을 거쳤다.
둘째, ‘따르다’와 ‘跟’은 동사로 쓰일 때 모두 환유적 의미의 확장 현상을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가지
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따르다’와 ‘跟’은 모두 ‘추종’, ‘남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 그리고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 의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跟’은
‘따르다’가 관용표현으로 쓰일 때 나타나는 ‘기준에 의거한다’ 혹은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
나다’ 등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跟’만 가지고 있는 ‘시집오다’의 의미는 ‘따르다’가 가지지
못한다.
셋째, 한국어 ‘따르다’와 중국어 ‘跟’은 문법화 과정을 거쳐 모두 조사/개사의 용법이 생겼으나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 한국어 조사 ‘따라’가 시간 경로 동사 ‘따르다’를 거쳐 결국 ‘그때에만 유독’이라는 ‘한
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중국어 개사 ‘跟’은 ‘비교의 대상을 나타냄’, ‘협동의 대상을 나타냄’, ‘행위와
관련된 대상을 나타냄’, ‘행위의 처소를 나타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협동의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 ‘跟’은 이동 동사 ‘跟’에서부터 협동을 나타내는 동사 ‘跟’을 거쳐 결국 개사 의미를 가지
게 되었고 이때 ‘跟’에 결합한 NP1과 NP2가 역할이 대등하지 않다. 나중에 NP1과 NP2간의 이러한 차
이가 없어져 결국 ‘跟’은 영어 ‘and’와 같이 대등한 두 대상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따르다’와 중국어 ‘跟’은 모두 동사에서 문법화과정을 거쳐 각각 ‘따라서’, ‘跟着’
의 형식으로 절 혹은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따라서’는
사전에 접속부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跟着’는 아직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따라서’와 ‘跟着’는
의미적으로도 차이점을 보이는데 ‘따라서’는 ‘인과관계’, ‘跟着’는 ‘시간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어 ‘따
라서’가 ‘근거를 나타내는’ 동사 ‘따르다’에서 온 것이지만, ‘跟着’는 ‘따라하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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