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언어학 박사 학위논문

한국어 조사 ‘-이나’의 의미와 쓰임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류 병 률



- i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사 ‘-이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세 가지 제안으로 구성되었

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기술된 다양하고 직관적인 ‘-이나’ 명사구의 양상 의미

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맥락이 제공하는 화용론적 양상 척도를 도입하여

‘-이나’ 명사구가 척도 상의 특별한 요소, 즉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안한

다. 다양한 양상 문맥들로부터 척도 해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척도의 형식을 완

전 순서 척도뿐만 아니라 부분 순서 척도까지 확장한다. 더불어 ‘NP-이나/도’가

문장의 담화가 구성하는 개연성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킨다고 해석한 Lee, et 

al. (2000)과 정대호 외(2002)의 ‘인식 양상’ 척도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새로이 필

연/의무성 기반의 ‘의무 양상’ 척도와 바람/원망성 기반의 ‘희구 양상’ 척도를 도

입하여 ‘-이나’ 명사구가 나타나는 예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한다.

둘째, 본 논문은 접속조사 ‘-이나’의 두 가지 통사적 분포 형식과 세 가지 의미

해석에 대해 다룬다. ‘-이나’ 접속 구문은 형식적으로 ‘NP-이나 NP’의 직렬 구

문과 ‘NP-이나 NP-이나’의 병렬 구문으로 나눈다. 예문들은 기존 연구를 분

석하고 분류한 후,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2003, 2007)에서 ‘-이나’ 명사구의 선/

후행 맥락에 나타나는 논리연산자들을 검색하여 분류하였다. 논리연산자 없이 나

타난 직렬 구문은 상황에 따라 ‘불리안 이접’, ‘임의선택’ 그리고 ‘연접’의 세 가

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며, 병렬 구문은 상황에 따라 ‘임의선택’과 ‘연접’의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하다. 

병렬 구문의 화용론적 중의성, 즉 ‘연접’과 ‘임의선택’의 차이는 의미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명사구를 ‘나열’할 때 ‘말

마디/말토막 경계’에 따라 발화를 위한 ‘휴지’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운율

구조 실험을 진행하였다. 의미 구조 차이와 운율 구조 실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의미 구조를 제안한다.

접속 구문 NP-이나 NP-(이나): (이나2는 접속조사, 이나1은 보조사)

(i) 직렬 구문 [NP-이나2 NP]

(ii) 병렬 구문 [NP-이나2 NP]-이나1: 내포 접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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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병렬 구문 [NP-이나1] [NP-이나1]: 나열 구조

셋째, 본 논문은 접속조사 ‘-이나’를 보조사 ‘-이나’와 같이 초점과 척도 해석으

로 통합하여 설명한다. 병렬 구문은 ‘각 개체항과 결합한 보조사’(나열 구조)와

‘내포된 접속 구조를 취하는 보조사’(내포 접속 구조)로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보조사 구문의 ‘자유선택’, ‘전칭’ 해석은 각각 접속 구문의 ‘임의선택’, ‘연접’ 해

석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므로, 보조사 구문과 접속 구문은 같은 척도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는 ‘연접’으로 해석되는 접속 구문과 ‘전칭’으로

해석되는 ‘Wh N-이나’가 공통적으로 ‘모두, 다, 항상, 합쳐서, 늘’과 같은 양화-연

산자와 함께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접

속 구문과 ‘아무 N-이나’는 ‘부정, 조건’의 명제-연산자, ‘도, 밖에 Neg’의 초점-연

산자, ‘이런, 그런’와 같은 ‘이런’ 류-연산자와 공통적으로 함께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나’ 명사구의 중의성을 척도 함축으로 통합하여 보인다. 예를

들어, ‘철수나 영희나 벌금/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문장은 화용론적 중의성을 가

진다. 이 문장이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철수, 영희, 철수∨영희’가 문

맥에서 구성된 벌금을 내야 할 의무성의 척도에서 동일한 의무를 가진, 순서 없

는 하한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철수, 영희, 철수∧영

희’가 모두 하한가로 가리킨다.

나아가 ‘이나’에 관한 본 논문의 연구 성과는 향후 다양한 보조사(‘-도’, ‘-라

도’)와 접속 구성들(‘-도 *(-도)’, ‘-든지 (-든지)’, ‘-하고 (-하고)’, ‘-랑 (-랑)’)에 대

한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하한가, 초점, 척도, 함축, 선형/비선형 순서, 인식/의무/희구
양상, 논리연산자, 직렬/병렬 구문, 이접/임의선택/연접 해석, 
나열 구조/내포 접속 구조

학 번 : 2002-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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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논문은 한국어 ‘-이나’의 의미와 쓰임에 관한 분석이다. 여기서는 명사구와

함께 나타나는 조사 ‘-이나’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이에는 명사구와 명사구

를 연결할 때 나타나는 연결사 즉 이접과 연접을 나타내는 ‘등위 접속’의 접속조

사 ‘-이나’와 학교 문법에서 보조사라고 불리는 ‘-이나’의 용법이 있다. 보조사 ‘-

이나’와 접속조사 ‘-이나’의 용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과

류병율(2009a, 2009b)에서 다루었던 자료들 그리고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Corpus)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접속조사와 보조사 ‘-이나’의 두 다른 용법을 가지는 한국어의 ‘-이나’와 달리

영어의 ‘or’는 접속의 한 형태로서 이접이 기본 의미이므로 기호논리학에서 다루

는 ‘불리안 이접’(∨)과 같은 해석을 가진다. 언어학 분야에서도 이접 및 연접 접

속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영어권 학자들은 ‘or’를 ‘양척도’의 개념과 발화 행위(speech acts)와 관련해

서 많이 다루어 왔다.1) 최근의 연구들에서 주된 관심사는 ‘혼의 척도’(Horn-scale), 

허락(permission)과 자유선택(free choice)과 관련된 것들이다.2)이와 관련하여 한국

어의 ‘-이나’의 기존 연구들에서도 영어 ‘or’를 설명할 때처럼 함의를 기반으로

한 혼의 척도(Horn-scale) 개념과 자유선택의 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아왔다.3)

1) Horn, L. R. 1989, 2000, 2004, Gazdar G. 1979, Chierchia 2003, 2006, Krifka, M. 2006 
etc.

2) Free choice에 대한 영어의 논의는 Kamp 1981, Dayal 1997, von Fintel 2000, Horn 2000, 
Giannakidou 2001, Sauerland 2004, Schulz and van Rooij 2004, Simons 2005, Spector 
2003, Fox 2007, Condoravidi 2008, Alonso 2009, and Paul Portner 2010 등이 있었다. 또
한 양상과 관련한 척도 함축의 자유선택 효과에 대해서는 Alonso 2005, 2009, Fox 2007 
등의 논의가 있었다. Fox 2007에서는 “Alonso-Ovalle 2005가 ‘Kratzer and Shimoyama 
2002에 따라 자유선택 효과가 척도 함축 설명 체계에서 유지된다고 본 것”과
‘Chierchia 2004의 논의’를 바탕으로 함축 투사에 관련된 ‘covert exhaustivity operator’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Chierchia 2004, Groenendijk and Stokhof 1984, Krifka 1995, 
Landman 1998, Aloni, M & Van Rooy, R. 2002 등에 의해 only와 유사한 것으로 제안된

것이다.

3) 주로 ‘아무’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다. 윤영은(2000)은 ‘any’에 해당하는 ‘아무’가 
Giannakidou의 ‘(비)진실성((non)veridicality)’ 개념에 근거하여 S. Nam (1994), 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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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먼저, 보조사 ‘-이나’의 의미 기술을 위해서 문맥이

어떠한 양상 척도를 제공하는가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이나’ 명사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 척도의 형태와 양상 의미들을 분류함으로써 기존 연구들

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양상 의미들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둘째, 접속조사 ‘-이나’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과 21세기 세종계

획 최종성과물(2007)의 구어 부분에서 ‘-이나’를 검색하고 이를 분석하여 예문으

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분석된 1079개의 ‘-이나’ 예문을 각각 보조사와 접속조사

로 분류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나’ 접속 구문을 직렬 구문과 병렬 구

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문맥에서 나타난 ‘-이나’가 해석되는 방식을 찾아내고 분

류 하였다. 여기서는 어떤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나는 ‘-이나’ 구문이 ‘임의선

택’으로 해석되고 또는 ‘연접’으로 해석되는지를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분석하는 접근법과 더불어 말뭉치(Corpus)를 이용하여 더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설명함으로써 조사 ‘-이나’의 통합적 의미해석을 이끌어 내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보조사 ‘-이나’와 접속조사 ‘-이나’의 통합적 해석에 대해 다루었다. 병렬

구문을 ‘내포 접속 구조’와 ‘나열 구조’로 나누고 각각 ‘연접’ 해석과 ‘임의선택’ 

해석을 가져옴을 보였으며, 이들을 모두 척도 함축 해석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접속 구문의 초점 해석이 보조사 구문의 초점 해석으로 도입된 척도와도 상관적

임을 보였다. 그 다음은 ‘누구나’와 같은 ‘Wh-이나’와 ‘아무나’와 같은 ‘아무 N-

이나’의 보조사 구문들도 논리연산자에 의해 그 해석이 결정됨을 보였다. 결국

두 구문의 의미 차이를 맥락이 제공하는 척도 구조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나’ 명사구의 의미론과 화용론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즉, ‘-이나’ 명사구와 논리연산자를 포함한 문장의 양상 의미 해석을 다

루는 의미론을 기술하며, ‘-이나’ 명사구의 해석이 기반 하는 척도를 제공하는 맥

락에 대한 화용론이 포함된다.

(1996), and Lee, C. (1996, 1997)과는 달리 모든 종류의 문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

았다. 또한 윤재학(2000)은 비한정어와 결합하는 경우를 전칭양화사(∀) 혹은 자유선택

(free choice = 'just any X')이라하고 ‘아무’는 이 두 속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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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제기: ‘-이나’ 의미의 통합적 해석

 먼저 전통적인 논의에 따라 ‘-이나’의 두 가지 쓰임, 즉 접속조사와 보조사의 예

문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a. 칼이나 가위 가져다 줘!

b. 칼이나 가위나 가져다 줘!

(2)  고향 가서 고기나 잡을까?

 위의 예는 모두 각각의 ‘명사구(칼, 가위, 고기)’가 ‘-이나’와 결합하여 나타난 예

문이다. 하지만 (1)에서는 ‘-이나’와 결합한 두 개의 명사구(칼, 가위)가 한 문장에

나타났으므로 이때의 ‘-이나’는 두 명사구를 이어 주는 ‘맞섬토’나 ‘이음토씨’ 혹

은 ‘접속조사’라고 불러 온 것이며, (2)에서는 ‘-이나’와 결합한 하나의 명사구(= 

고기)만이 한 문장에 나타났으므로 이때의 ‘-이나’는 격조사와는 다른 특수한 뜻

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여 ‘도움토씨’, ‘어림토씨’, ‘후치사’, ‘한정사’, ‘특수조사’, 

‘보조조사’ 혹은 ‘보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 온 것이다. 영어의 ‘or’와 유사한

접속 조사의 용법을 보여 주는4) (1)의 ‘-이나’에 대해서는 명사구의 자매항이 명

시되어 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라 하여 ‘안가림’이나 ‘아우름’ 혹

은 ‘자유선택’이나 ‘연접’이라 하거나, 두 명사구의 ‘나열’이라 하거나 혹은 ‘불리

안 이접’으로 해석 되는 것이라 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설명해 왔으며, (2)의 ‘-

이나’에 대해서는 명사구(고기)의 자매항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선택이 최상

의 선택은 아니라 하여 ‘소극적 선택’, ‘차선’, ‘양보’, ‘어림’, ‘대략’, ‘정도’, ‘비

교’, ‘추정’ 그리고 ‘추측’ 등으로 연구자들마다 다른 다기다양한 용어로 설명해

왔다. 더불어 두 구문이 모두 ‘선택’(혹은 가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두 구문을 ‘선택’이라는 의미로 통합하려는 연구들도 있었다.

 사실 이렇게 연구자들마다 다기다양한 용어들로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은 각각

4)  영어의 ‘or’는 단어와 문장 모두 연결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문장 접속은 ‘거나’, 단어 접속
은 ‘혹은, 아니면’과 ‘-이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중 ‘혹은’은 ‘A 혹은 B’의 형태로 사용되
며 배타적 이접으로 사용한다면, ‘-이나’는 많은 부분에서 영어의 ‘or’와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
성 때문에 ‘-이나’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에서 영어의 ‘이접사 or’에 해당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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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나’ 용례에 대한 직관적 해석으로서 적절할지 모르나, 그것은 ‘-이나’ 명사

구의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포착하여 데는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일반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먼저 (2)와

같은 보조사 ‘-이나’의 다기다양한 양상 의미를 일반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 척도를 도입할 것이다. 이 척도는 ‘-이나’ 명사구가 포함된

문장의 담화가 제공하는 척도로 개연성 척도로 구성되는 인식 양상, 의무성 척도

로 구성되는 의무 양상 그리고 희구성 척도로 구성되는 희구 양상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둘째, (1)과 같은 접속조사 ‘-이나’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

가 제시되는 이유는 접속조사 ‘-이나’ 구문에 대한 명시적인 통사-의미적 분석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본 논문에서는 접속조사 ‘-이나’가 나타나는 구문을 기본적으

로 (a)와 (b)의 두 가지로 분석하고 그 의미는 ‘불리안 이접’, ‘임의선택’ 혹은 ‘연

접’의 세 가지로 해석됨을 보일 것이다.

1.3 논문의 구성

 본고는 보조사 ‘-이나’와 접속조사 ‘-이나’ 구문에 관한 의미와 쓰임에 대한 분

석이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서 출발하여 ‘-이나’의 통합적

의미 해석을 위한 문제 제기와 논의의 구성에 대해, 2장에서는 ‘-이나’의 의미에

대한 여러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각각의 개별 연구 즉 보조

사의 의미 연구와 접속조사의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 본 후, 두 ‘-이나’ 

구문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것들을 개괄한다. 

 3장에서는 보조사 ‘-이나’의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직관

적인 용어들과 양상 의미들을 살펴본 후, 보조사 ‘-이나’의 통합적 의미를 해석하

기 위해서는 맥락이 제공하는 화용론적 양상 척도에서 ‘-이나’ 명사구가 척도의

‘하한가’(lower bound)를 가리킨다고 제안한다. 즉 ‘-이나’ 명사구를 포함하는 문장

들은 해당 맥락이 제공하는 적절한 척도를 요구하며, ‘-이나’ 구문을 적절히 해석

하기 위해서는 선형 척도와 비선형 척도라는 두 가지 척도의 형식이 필요하고, 

이들 척도는 적어도 세 가지 양상 의미에 기초하여 구성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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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은 접속조사 ‘-이나’를 두 가지 구문으로 분석하고,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됨을

보인다. 접속조사 ‘N-이나 N(-이나)’의 용례를 대형 말뭉치에서 수집하여 양적 분

석을 수행하고, 그 형식을 직렬과 병렬 구문의 둘로 나누고, 그 의미를 공기하는

논리연산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됨을 보인다. 특별히 병렬 구

문의 두 가지 해석-‘임의선택’과 ‘연접’-의 차이를 ‘내포 접속 구조’와 ‘나열 구조’

의 구조적 차이로 설명하고, 또한 운율적으로 두 의미 해석의 차이가 말토막/말

마디 경계에 따른 휴지 차이와 대응함을 보여 줌으로써 이를 뒷받침한다.

 이어 5장은 3장과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두 ‘-이나’ 구문의 통합적 해석에 대

해 제안한다. 앞서 제안된 병렬 구문의 두 의미 해석을 근거로, 전접항의 ‘-이나’

를 두 명사구를 연결하는 내포 접속 구조의 접속조사 ‘-이나’와 나열 구조의 보

조사 ‘-이나’로 나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사 ‘-이나’의

통합 의미를 척도 함축으로 설명하고, 이 두 ‘-이나’ 구문(보조사와 접속조사)이

유사한 의미 해석 유형(‘연접/전칭’ 그리고 ‘자유/임의선택’)을 나타냄으로써 동일

한 척도 함축 구조에 기반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인다. 6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관련 연구 과제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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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사 ‘-이나’의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

 본 장에서는 조사 ‘-이나’가 결합한 명사구의 의미와 쓰임에 관한 기존 연구들

을 살펴 본다. 여기서 논의되는 ‘명사구(Noun Phrase 이하 NP)’에는 ‘일반 명사

(Noun 이하 N)’와 결합하는 경우와 더불어 ‘분류사구(Classifier Phrase 이하 ClP)’

와 결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명사구’와 ‘-이나’가 결합하는 방식에는 ‘NP-이

나’, ‘NP-이나 NP’, ‘NP-이나 NP-이나’ 그리고 ‘NP-이나 NP-이나 (NP-이나)*’의 4

가지가 있다.

 첫 번째처럼 ‘NP-이나’로 실현된 경우를 기존 연구들은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도움토씨’, ‘어림토씨’, ‘후치사’, ‘한정사’, ‘특수조사’, ‘보조조사’ 그리고 ‘보조사’ 

등 다양한 용어들로 정의해 왔지만, 전통 학교문법에서는 이를 ‘보조사’라 부른

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보조사 구문에서 ‘-이나’를 ‘한정사’ 또는 ‘양화사’로

기술하거나, 혹은 이 구문에 초점 해석을 부여하고 출현 맥락에 따라 일종의 척

도 함축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나머지 세 가지 형식의 결합 방식, 즉 (i) ‘NP-이나 NP’, (ii) ‘NP-이나 NP-

이나’ 그리고 (iii) ‘NP-이나 NP-이나 (NP-이나)*’은 모두 ‘맞섬토’나 ‘이음토씨’ 혹

은 ‘접속조사’라는 용어로 기술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들 구문에서 쓰인 ‘-이

나’를 모두 ‘접속조사’로 통일하여 부른다.

 이러한 보조사 구문과 접속조사 구문의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 a. 할 일이 없어서 낚시질이나 다닌다. (허 웅 1995)

b. 누구나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허 웅 1995)

c. 아무것이나 가져 오너라. (김승곤 1978, 1992)

d. 밥하기 싫은데 빵이나 먹자. (채 완 1993; 이정훈 2005)   

(2) a.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오세요. (김정숙 외 2005; 이규호 2006) 

b.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소설가나 시인일 것이다.(이규호 2006)

c. 밥이나 죽이나 아무거나 먹겠다. (김승곤 1978, 1992) 

d. 산이나 들이나 모두 초만원이다. (채 완 1993; 이정훈 2005) 

e. 국어나 영어나 다 잘한다. (김승곤 1978, 1992; 정동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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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NP-이나’의 보조사의 예이고 (2)는 ‘NP-이나 NP(-이나)’의 접속조사의 예

이다.5) 먼저 (2)에서 주목할 것은 두 접속항 가운데 후접항에 ‘-이나’가 붙어 나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인석(1973)은 ‘N-이나 N’

을 닫힌 집합과 ‘N-이나 N-이나’는 열린 집합으로 분류하였으나, 허 웅(1995)에서

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고, 접속조사 ‘-이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이

두 구문을 구분하지 않았다.

 본 장에서는 먼저 2.1에서 보조사에 대한 기존 연구를, 2.2에서 접속조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각각 차례대로 살핀 다음, 2.3에서 ‘-이나’ 조사에 대한 통합적인 연

구를 살펴 보고, 문제 제기와 더불어 본고의 제안을 소개할 것이다. 이때 기존

연구들이 주로 두 ‘-이나’ 구문에 대한 통합의 근거로 삼는 주된 의미소는 ‘가림’ 

혹은 ‘선택’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이 ‘선택’이라는 뜻에서 두 구문의 ‘-이나’의

의미가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이었다.

2.1 보조사 ‘-이나’의 의미 연구

 본 절에서 다루는 보조사 ‘NP-이나’는 다양한 통사적 위치와 양상 맥락에서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상 의미가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어 왔다. 남기

심·고영근(1985)에서는 ‘보조사’ 또는 ‘도움토씨’라 하고 여러 격에 두루 쓰인다고

하였고, 김석득(1992)은 ‘-이나’를 ‘정도’와 ‘어림’의 뜻을 가지는 ‘정도 도움토시’

라 하고 다양한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면서 세 가지의 변별성을 가진다

고 설명하였다. ‘특수조사’는 이희승(1949)의 용어이며 가장 두루 사용되는 용어

이지만 현대 학교 문법에서는 통상 ‘보조사’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나’의 의미를 살펴 본다. 본 절은 기

존 연구들이 제시해 온 여러 의미들을 ‘소극적 선택’, ‘자유선택’, ‘양보’, ‘어림’, 

5)  홍사만(2002)은 (1a)를 ‘소극적 선택’, (2a)를 이접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염선모(1978)
는 (2)를 ‘자매항’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경우로 (1)을 자매항이 전제되었으나 표면에는

‘등록되지 않은 예’라 하였다. 채 완(1977)도 (1a)가 ‘할일 없음’이 배제되어 남은 ‘소극
적 선택(낚시질)’이라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1a)가 ‘할 일이 없어서 낚시질이나 산보(나)를
다닌다.’로 실현되는 경우만을 접속 구문으로 보고 다룰 것이지만 (1a)와 같이 나타날 때는 보
조사로 분류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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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람과 넉넉함’의 5가지 큰 의미로 다시 분류하여 개별적인 의미 특성을 예문과

함께 살필 것이다.

2.1.1 소극적 선택

 최현배(1961)가 ‘-이나’를 ‘가림(= 선택)과 어림(본고의 2.1.3절)’ 도움토씨로 분류

한 이래로, 양인석(1973), 김민수(1979), 채 완(1977), 홍사만(1983), 이기동(1993), 

그리고 이영주(1999) 등 많은 학자들이 ‘선택 혹은 가림’을 ‘-이나’의 기본 의미로

언급하였다.6) 아래 ‘선택’으로 제시된 보조사의 예문을 보자.

(3) a. 사이다나 콜라(나)를 마신다.

b. 극장에나 가거라.

c. 밥 지을 쌀이 없어 죽이나 쑤어 먹으니 한심하다.

d. 맥주나 마시겠어요.

 

 홍사만(2002)은 (a)를 이접 선택, (b)를 ‘소극적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염선모

(1978)는 (a)를 ‘자매항’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경우로, (b)는 자매항이 전제되었으

나 표면으로 ‘등록되지 않은 예’라 하였다. 채 완(1977)도 (c)가 ‘쌀’이 배제되어

남은 ‘소극적 선택(죽)’이라 하였다.7) 양인석(1973)은 (d)를 ‘차선의 선택(rather, at 

least)’이라 하였다.8)

 이렇게 다른 것이 배제되고 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뜻에서 ‘차선(혹은 소

극적 선택)’이라 분류해 온 용례들을 차례로 살펴 보자.

(4) a. 할 일이 없어서 낚시질이나 다닌다.

6) 이영주(1999)에서는 ‘-이나’를 ‘척도상의 선택’이라고 보았고, 그 중에 ‘할 일도 없는데

영화나 보자, 시원한 맥주나 마시면 좋겠다’의 예문을 ‘소극적 선택’ 혹은 ‘차선’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그녀는 Zwarts(1995)의 비진실성 맥락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미

즉 사실성이 보장되는 맥락에서는 ‘-이나’가 확정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로는 적절하지

가 않다고 지적하였다. 
7) 채 완(1977)에서는 보조사 ‘-이나’가 소극적 선택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단독의 소극적 선택과 부정적 평가의 나1과 강조의 나2(놀람에서 다룸)으로 나누었다.

8) ‘차선(이기동 1993, 윤재학 2000)’ 혹은 ‘불만(이익섭, 임홍빈 1983)’으로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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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 

c. 다른 것은 그만두고 공부나 하여라.

d.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e. 돈 없으면 대포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f. 아이 얘기나 먼저 들어 보고 혼을 내든지 하자.

g.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 합시다.

 (4)는 각 저자들이 선택(혹은 가림)이라는 기본 뜻으로 분류한 것들로 ‘소극적

선택’이라는 의미로 재분류될 수 있는 예들이다. (a)는 허 웅(1995)에서 ‘여럿에서

가림’으로9), (b)는 김석득(1992)에서 ‘정도’10)로 그리고 (c)는 김승곤(1996)에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의 뜻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d)와 (e)에 대해 윤재학

(2000)은 ‘굿을 보는 것’, ‘떡을 먹는 것’, ‘빈대떡 부처 먹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서 원하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는 ‘제1지망이 아닌 선택’을 뜻한

다고 하여 ‘차선’이라고 하였다. (f)와 (g)는 김정숙 외(2005)에서 만족스럽지는 않

지만 괜찮은 정도의 ‘차선’의 뜻으로 예시한 문장이다. (f)는 ‘먼저 아이 얘기를

듣고 나서 행동하자’는 뜻이며, (g)의 ‘차나’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선택’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채 완(1977)에서도 ‘소극적 선택’에 대한 예문을 아래 같이 제시하였다. 

(5) a. 월급장이 그만 두고 사업이나 해야겠다.

b. 밥 지을 쌀이 없으니 죽이나 쑤어 먹자.

9) 허 웅(1983, 1995)에서는 ‘-이나’를 ‘여럿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가려도 상관없음’을 나

타내므로 ‘확실하지 않으나’,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또는 ‘다른 것은 몰라도’와 같은

변두리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보다는 통사적 분포를

중심으로 ‘-이나’를 분류하였다. 아래는 ‘밥, 빨래, 꼴, 소, 윷, 술, 낮잠 그리고 남산’이 각각
‘-이나’와 결합하여 ‘마음에 들거나 중요한 일이 아닌 변두리적인 뜻’을 표현하므로 ‘소극적 선
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들이다.

   (i) a. 밥이나 해 주고 빨래나 해 주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b. 너는 꼴이나 배고 소나 먹여.

 c. 이 할 일 없는 하루는 친구와 윷이나 놀고 술이나 마시다가 낮잠이나 자자.
10) 이나1: ‘오로지, 오직, 다만. ①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오로지’) ② 당신이나 가시오.

(‘오직’) ③ 부산에나 갈까?(‘다만’) ④ 힘으로나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이)나1]의
월에서는 [오로지, 오직, 다만] 따위 어찌씨가 공존할 수 있다. 이 공존은 제시 대상의

수용에 대한 강조성을 덧붙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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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밥 지을 쌀이 없어 죽이나 쑤어 먹으니 {한심하다, *다행이다}.

d. 공부하기 싫으면 농사일이나 배우렴.

 (5)에서 ‘-이나’는 다른 후보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 남은 후보에게 붙이는

‘소극적 선택’의 의미라고 본 것이다. 다른 후보들이 배제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는 화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고 둘째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배제되는 경우이다. (a)

가 다른 후보들이 화자의 의지로 배제된 것이라면, (b)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배제

된 후보가 선택된 후보보다 가치가 적을 경우 (c, d)처럼 화자는 그에 대한 부정

적 평가(불만)을 내린다고 보았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이나’를 ‘(차선의) 선택’이라 하였다.11)

(6) a. 할 일 없는데, 영화나 보러 가자.

b. 영희는 적은 돈이나마 매달 저축을 했다.

c. 우리도 멋진 차{나, *나마} 하나 사자. 

 (6)에서의 선택은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나’와 ‘-이나마’는 마찬가

지이지만 (b)에서 알 수 있듯이 ‘-이나’에 대해 ‘-이나마’는 화자가 휠씬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에 쓰인다고 보았다. 따라서 (c)에서 볼 수 있듯이

‘-이나마’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상황에서 쓰지 못한다고 보았다. 

2.1.2 자유선택

 허 웅(1995)에서는 의문 대명사가 부정대명사(indefinite pronoun)12)로 사용되어 ‘-

이나’와 결합했을 때, 이 보조사를 ‘여럿에서 가림’이라고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이나’가 각각 ‘임자씨(임자말로, 부림말로, 위치말로, 방편말로, 견줌말로, 매김

말로, 맞섬말로)’, ‘풀이씨(한자격법, 두자격법)’, ‘매인풀이씨 짜임새 안’, ‘어찌씨’, 

‘이은말’, ‘마디’ 그리고 ‘한 낱말 안에 안김’과 결합하여 나타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11) 고영근·구본관(2008)의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8.1.4 보조사 p163.

12) 의문대명사가 의문의 기능이 없이 비한정적으로 사용될 때를 부정대명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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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석(1973)에서는 부정대명사와 결합한 경우를 which-class(“어느 사람/것/곧/때

-(이)나”)와 what-class(“누구나, 무슨 N-이나, 어떤 N-이나, 언제나, 어떻게나)로 나

누어서, 전자는 ‘한정과 특칭’ 자질을, 후자는 ‘부정과 특칭’ 자질을 가지는 것으

로 분류하였고, ‘wh-ever(아무나, 아무 N-이나, 아무 때/데/렇게-나)’류는 ‘부정과

비특칭’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영주(1999)는 ‘-이나’가 wh-form인 ‘누구’와 결합한 ‘누구나’는 보편양화로 해

석되며 또한 배분적으로만 해석된다고 보았다.

(7) a.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b. 인희나 은수나 그 의견에 찬성했다.

c. 인희도 은수도 그 의견에 찬성했다.

 누구, 언제 등의 wh-form은 지시체(referent)를 갖지 않으므로 영역 내의 어떤 개

체도 지시할 수 있다.13) 따라서 지시체를 갖지 않는 wh-form은 ‘-이나’와 결합해

서 보편양화의 힘을 갖는 것은 열린 집합(open set)으로 불리는 A나 B나의 해석

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위의 (b)에서 ‘A나 B나’는 (c)의 ‘A도 B도’와 동

일하게 해석된다. ‘A나 B나’의 ‘-이나’는 연접적으로 해석되어 ‘A도 B도’의 의미

를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서 또 다른 선택지들을 포함할 수

도 있게 된다고 보았다.14) 위에서 (b)의 ‘-이나’ 구문은 다음 2.2에서 접속조사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다루어질 것이다.

 아래는 허 웅(1995)에 제시된 ‘Wh N-이나’를 포함하는 예문들이다.

(8) a.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알아 두어야 하는 지식이다.

b. 사람은 누구나를 물론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c. 어떤 농가나 연장을 헛간에 두게 마련이다.

d. 어느 부상병이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것이다.

13) 이는 Lee, C. (1997, 1999)와 동일한 입장이다. Lee, C. (1997)은 설명의문이 “가능한 대
답들의 집합(set of possible answers)”을 지시한다고 본 Hamblin (1973)을 따라, 의문사와
동형인 비한정사는 그 집합의 어떤 원소라도 지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14) 여기서 사실 (b)와 (c)는 거의 동일하게 자유선택으로 해석되지 (c)가 연접으로 해석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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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임자씨 중 ‘주격’이나 ‘목적격’ 자리에 ‘Wh(누구/어느(어떤)) N-’이 나타난

경우이다.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에 ‘누구나’가 격조사와 함께 나타난 경우와

화제 자리에 ‘어느 부상병이나’와 ‘어떤 농가나’가 나타나서 모두 전칭으로 해석

되고 있다. 그러나 허 웅(1995)의 ‘여럿에서 가림’의 원 의미는 ‘전칭’이 아니라

‘자유선택’의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여기서 저자는 ‘자유선택’과 ‘전칭’ 해석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아래 (9)에서는 ‘-이나’가 ‘위치말이나 방편말’과 결합하여 나타난 것들이다.

(9) a. 과거는 언제나 행복이오, 고향은 어디나 낙원이다.

b. 글은 어디로나 멀리 전달할 수 있고, 어느 때나 두고두고 볼 수 있다.

c. 그 교수는 수업 후에는 언제나 사모님한테 전화를 건다.

d. 출근 시간에는 서울 시내 어디나 막혀.

 (9)는 모두 ‘어디로/어느 때’ 혹은 ‘언제/어디’와 ‘-이나’가 결합하여 나타난 예들

이다. (a)와 (b)는 허 웅(1995)에서 ‘여럿에서 가림’으로, (c)는 윤재학(2000)에서

보조사 ‘-이나’가 비한정어(indefinite) ‘누구/아무/어디/언제’와 결합하여 전칭 양화

사나 자유선택 양화사로 된다고 다룬 것이다. (d)는 김정숙 외(2005)에서 ‘(이)나’

가 ‘누구, 언제, 아무, 어디’ 등의 뒤에 붙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음’을 나타낸다고 본 예이다.15)

 이제까지 ‘Wh N-이나’ 구문을 살펴보았다. 이제 ‘아무 N-이나’의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자. 먼저 아래는 서정수(1990)에서 제시된 ‘아무 N-이나’에

대한 예문이다.16) 

(10) a. 아무나 가도 됩니까?

b. 응, 아무나 가도 된다.

15) 원문에는 ‘누구나’는 특정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누구라도’, ‘언제나’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언제라도’, ‘아무나’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어디나’는 장소를 가리지 않

는다는 뜻으로 보았다. 
16) 여기서 저자가 ‘부정사 위주설’은 “아무”가 물음말로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설명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다른 모든 부정사는 모두 물음말로 쓰이는데 반해서 “아무”는 그 예
외가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정사가 물음의 초점을 받아서 내용의문문으로 쓰인다
는 부정항(some X)이며, 그것이 새 정보로써 초점을 받으면 내용 의문문의 물음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일반화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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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니, 아무나 가면 안돼.

c. (?) 한국 사람이 가도 된다.

d. 그 문제는 아무나/누구나 풀 수 있지?

e. 그럼 아무나/누구나 풀 수 있지. 

f.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 아무나/누구나 풀 수 있다.

 ‘아무’는 언제나 부정사일 뿐이고 물음말로는 쓰이지 못한다. 그래서 (c)처럼

‘아무’의 내용을 밝혀 대답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나머지 아래의 예들

은 ‘아무나’와 ‘누구나’가 같이 쓰일 수 있는 예들로 제시하였다. 특히 (d)와 (e)

의 ‘아무나/누구나’ 혹은 ‘아무든지/누구든지’는 무한정 이접화(disjunction) 기능을

보이고, (f)에서는 곧 그 대상의 선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불특정 지시 기능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서정수(1990)에서도 ‘자유선택’과 ‘전칭’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11) a. 예야, 아무나 좋다고 사귀지 마라.

b. 괜찮으니 아무나 오라고 그러세요.

c. 누구나 언어를 가르치려 하지만 아무나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윤재학(2000)은 (11)과 같이 보조사 ‘-이나’가 비한정어(indefinite) ‘누구/아무’와

결합한 경우를 전칭 양화사나 자유선택(free choice) 양화사로 다루었다. 이 역시

‘전칭’과 ‘자유선택’(곧 ‘임의선택’)의 구분을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이제까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의미들이 ‘자유선택’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음과,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유선택’과 ‘전칭’ 해석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17) 채 완(1977), 염선모(1978), 이기동(1993), 윤재학(2000)에서도 ‘-이나’의 여러 의미 중 한 가지로
‘자유선택’이라는 부류로 따로 설정하여 논의하지만 이것과 ‘전칭’ 해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이는 부정 대명사와 ‘-이나’의 결합이 (11)에서처럼 모두 전칭 양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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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어림과 대략

 ‘-이나’를 ‘어림’ 도움토씨로 분류한 최현배(1961) 이래 김승곤(1978), 남기심

(1985), 채 완(1993), 김석득(1992), 이영주(1999)18) 그리고 윤재학(2000) 등에서도

‘-이나’가 갖는 ‘어림’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12) a. 돈푼이나 있다고 큰 소리 칠 것은 못된다.

c. 몇 번이나 찾아갔으나 만나지를 못했다.

b. 몇 명(사람)이나 왔습니까? 

d. 몇 겹이나 사람이 둘러 서 있었다.

 (12)에 나타난 ‘어림’은 기존 연구들에서 ‘정도’, ‘얼마간’, ‘어림’, ‘쯤’, ‘넉넉함’, 

‘기대이상’, ‘여럿에서 가림’ 등의 여러 다른 의미로 설명 되어 왔다. 김석득

(1992)는 ‘얼마간’, ‘쯤’, ‘어림’으로 이기동(1993), 윤재학(2000)에서는 ‘대략’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홍사만(2002)에서도 의문사와 결합한 때는 ‘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모두 몇 개(쯤, 정도)나 되느냐?’처럼 ‘-이나’ 앞자리에 ‘쯤’, ‘정

도’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허 웅(1995)은 ‘넉넉함’과 ‘여럿에서 가림’에 두

루 나타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이 ‘몇’, ‘어디’, ‘언제’ 등의 부사와 함께 의문문에 쓰이는 ‘어림

(대략)’의 ‘-이나’ 부류는 ‘추측(추정)과 의문’의 문맥제약이 있다고 보았다.

(13) a. 어제 저녁에 몇 시에나 집으로 갔니?

b. 그렇게 가다가는 지금쯤은 함박골 산모퉁이나 갔을가?

c. 동무네는 몇 사람이나 올 수 있소?

d. 여기 있는 게 백 개나 될까?

 (13)은 주로 ‘대략/어림’의 듯을 나타내는 ‘위치말’로 사용된 예문들이다. 차광일

(1981)에서 ‘추측’이라 분류한 (a)의 의문 대명사가 ‘-이나’와 결합하여 의문문에

18) 이영주(1999)에서는 ‘-이나’는 의문문에서 ‘정도’를 표현하는 몇, 얼마 등과 공기하면, 
‘대략, 쯤’의 의미로 쓰인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의미는 반드시 의문문과 수량의 의미

를 갖는 wh-form의 경우에만 가능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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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경우와 유동석 역(1961)에서 ‘추정’이라 분류한 (b)의 ‘쯤’과 더불어 ‘-

이나’ 명사구가 의문문에서 나타난 경우는 동일하게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차광

일(1981)에서는 이런 경우를 ‘-쯤’이나 ‘-가량’으로 바꿔 쓸 수 있되 그 밑에 또 ‘-

이나’를 덧 붙여 ‘-쯤이나, -가량이나’로 써도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을 ‘어림’

이라고 말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도 있다. 김승곤(1996)에서는 (c)를 ‘어떤 수를

어림으로 들이대어 말할 때’에 쓰인다고 보았다.19) (d)에 대해서는 김정숙 외

(2005)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그 수량이나 정도를 어림잡는 뜻’으로

어림잡아 ‘백 개쯤’ 됨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윤재학(2000)에서는 이를 ‘대략’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써 ‘몇’, ‘어디’, ‘언제’ 

등의 부사와 함께 의문문에 쓰인다고 파악하였다.

(14) a. 차표 몇 장이나 드릴까요?

b. 차표 몇 장 드릴까요?

c.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d. #천명이나 왔습니다.(의도하는 의미가 ‘대략’일 경우)

 (14)에서 ‘-이나’가 포함된 점에서만 다른 (a)와 (b)를 비교해 보면, (b)보다 ‘-이

나’를 포함한 (a)의 문장이 더 대략적인 응답을 허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면, 

이런 용례의 ‘-이나’는 의문문에만 국한된다는 것을 (c)와 (d)의 비교를 통해 관찰

하였다: (d)는 ‘대략 천 명’이 왔다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물론 여기서의 ‘천명’

이라는 수는 아래에서 언급될 ‘예상보다 많은’의 의미로써 기능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의 (a)와 (b)가 보여 주는 것은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의미적인 차이라

기보다는 화용적인 차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략의 의미와 유사한 ‘-이나’ 정형구에 대한 채 완(1977, 1993), 홍사만

(1983, 2002), 김정숙 외(2005), 차광일(1981) 등의 논의가 있었다. 홍사만(2002)은

이에 대해 [-이나 마찬가지다]형과 [마치 –이나 –ㄴ것처럼]형으로 세분화하였

다.20) 김정숙 외(2005)와 차광일(1981)은 ‘-나 다름없다/같다/마찬가지다’의 구성으

로 ‘비교’의 뜻이라고 보았다.

19) 김승곤(1996) (ⅹⅲ) 어림도움토씨 ‘-이나’의 용법 p. 345
20) 전자는 여럿 중에 하나를 ‘어림과 대략’으로, 후자는 2.1.5절에서 ‘양보’로 나누어 살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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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 큰 누나는 어머니나 같다.

b. 그건 도둑질이나 진배없는 행위이다.

c. 그는 바보나 다름없다.

d.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야.

e. 우리가 들은 소식도 동무들이 들은 소식이나 마찬가지다.

 (15)의 (a)에 대해 서정수(1996: 938)에서는 ‘-이나’의 특수 용법으로 보고, ‘어머

니나 큰누나나 같다’의 기저 구조로부터 뒤의 항목인 ‘누나’가 ‘주어/주제’로 변

형된 것으로, 홍사만(2002)는 ‘와(과)’와 혼용되는 ‘파생 구문’으로 분석하였다. (c)

에서 ‘바보’는 김정숙 외(2005)에서 ‘비교’의 대상인데 ‘바보나 다름없다’는 ‘바보

와 똑같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은 (15)의 ‘-이나’를 “-

와(과)”로 바꿔 쓸 수 있고 ‘동일’(equality)을 의미 하는 술어(같다, 다름없다, 진

배없다 ... 등)와 결합한 형태의 정형구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선택’과 ‘어림’에는 의문대명사나 의문부사 형

태가 ‘부정대명사’나 ‘부정부사’로 사용되어 ‘-이나’와 결합하는 경우가 공통적으

로 나타났다. ‘자유선택’의 경우는 주로 ‘전칭’과 ‘자유선택’ 해석의 문제가 혼란

으로 야기되어 왔다면, ‘어림과 대략’의 경우는 그러한 혼란의 문제는 없지만 ‘어

림과 대략’이라고 언급되어 온 예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2.1.4 놀람과 넉넉함

 기존 연구들에서 분류사구(Classifier Phrase 이하 ClP)가 ‘-이나’와 결합되어 나

타난 경우에 대해서는 ‘놀람’, ‘꽤’, ‘그 정도면 만족’, ‘넉넉함’, ‘감동조사’ 등으로

다양하지만 유사한 양상 의미들로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용어의 유사성은 ‘-이

나’가 분류사구(ClP)와 결합할 때, 주로 ‘놀람과 넉넉함’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

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양인석(1973)은 한정사 ‘-이나’에 의한 정도의 표현이 ‘수

(numeral)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 하고, 그 의미를 ‘꽤(rather), 적어도(at least)’

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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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세월은 흐르는 물이라더니, 벌써 다섯 해나 흘렀구나.

b. 아뿔싸, 바뀜점에서 10키로나 지나쳤구나.

c. 체중이 10킬로나 줄었다.

d. 그 논문을 삼년 동안이나 잡고 있다. 

e. 그는 올림픽에서 세 번이나 금메달을 땄다.

 김석득(1992)은 수량사와 결합한 (a)와 (b) 같은 예를 ‘이나2’의 ‘놀람’의 정도로

보았다.21) 더불어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낼 때 ‘-이나’가 느낌 어찌씨(‘아뿔사’) 

혹은 의향법의 느낌법(‘-구나’, ‘-도다’ 등)과 공기함을 지적하였다. 홍사만(1983, 

2002)은 (c)와 같이 조사 ‘-이나’가 수량이나 정도 표시어에 연결될 때는 ‘감동 조

사’라 하여 ‘보조사’와 구별하기도 하였다. 이기동(1993)은 이상의 예를 ‘기대 이

상’으로, 이춘숙(1993)은 확정된 사실의 표현에 나타난 의외성으로 보았다. 또한

윤재학(2000)은 (d)를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라고 정의하였다. 허 웅(1983)에서는

(e)와 같은 예에 대해 ‘놀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다시 허 웅(1995)에서는

‘만족함, 넉넉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강조-놀람’의 뜻

으로 번져 나간다고 보았다. 이영주(1999)는 특별히 위의 (c)와 (e)같은 구문은

‘감탄’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에 대한 기술이 주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보았다.

(17) a. 벌써 여름 방학이 열흘이나 지났다.

b. 더는 깍지 마시고 1000원이나 주세요.

c. 벌써 세 살이나 되었나?

d. 그 아이는 벌써 사과를 세 개나 먹었다.

 채 완(1977)은 (17)의 ‘-이나’는 수량이나 정도를 더욱 강조해 주는 기능을 한다

고 보았다. 그는 여기서 정도부사에 연결된 ‘-이나’는 언제나 강조의 기능을 하

21) 김석득(1992)에서 ‘이나2’는 어느 정도에 대한 뜻밖의 일에 ‘놀라는 느낌’. ① 세월은

흐르는 물이라더니, 돌아온 지 벌써 다섯 해나 흘렀구나/도다. (이름씨 아래, 임자자리,

‘느낌’) ② 아뿔싸, 바뀜점에서 10키로나 지나쳤구나. (이름씨 아래, 부림자리, ‘놀람’) 위

의 보기에서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낼 때는, ‘이나2’가 느낌어찌씨나(아뿔사) 의향법의

느낌법(-구나, -도다, ...)과 공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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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량을 나타내는 체언에 연결된 ‘-이나’는 언제나 강조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

고 강조의 ‘-이나’는 주로 감탄문에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 (b)

를 제시하였다. (c)는 김승곤(1996)에서 “어림과 선택도움토씨”가 ‘선택’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제시한 예문이며, (d)는 김정숙 외(2005)에서 ‘놀람이나 느낌’ 

같은 것을 나타낸다고 제시된 예문이다. ‘-이나’가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서 수량이 ‘예상되는 정도를 넘었거나 꽤 많음’을 나타내게 되므로 아이가 사과

를 먹은 개수가 예상을 넘었거나 꽤 많음을 나타낸다고 본 것이다. 

 차광일(1981)과 유동석 역(1961)에서는 ‘강조’, 윤재학(2000)에서는 ‘예상보다 많

은 수량’의 의미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다루었다.

(18) a. 회장에 모인 사람은 5,000명이나 된다.

b. 순이는 이 골짜기에서만 더덕을 거의 한 바구니나 실하게 케였다.

c. 그 모임에 열 명이(나) 왔다.

d. 전임됐더니 월급을 삼백만원이나 주더라.

 (18)의 보조사 ‘-이나’는 수량과 관련된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로 의미는 해당하

는 수량이 ‘기대 또는 원하는 선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특히 차

광일(1981)은 (a)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 다른 형태로

바꿔 쓸 수 없다고 보았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강조’는 ‘놀람이나 넉넉함’과

다르지 않다. (b)는 유동석 역(1961)의 예문이고, 윤재학(2000)의 예문 (c)에서 ‘열

명이나’는 주격 ‘열 명이’가 포함하지 않는 전제(10명의 인원은 상황의 적합성에

따라 바람/예상보다 많다)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d)의 ‘삼 백만원’도

예상보다 많은 액수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2.1.5 양보

 ‘-이나’의 의미기술에서 ‘양보’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기존 연구로는 ‘유동석 역

(1961), 양인석(1973), 채 완(1977), 차광일(1981), 이석규(1992), 이춘숙(1993), 허

웅(1995), 이원근(1996), Lee C.(1996, 1999, 2003), 홍사만(1983, 2002), Lee, Chung, 

and Nam (2000), 정대호 외(2002), 김정숙 외(2005)’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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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의미를 ‘양보’로 분석한 것으로는 ‘유동석 역(1961), 차광일(1981), 이춘숙

(1993), Lee C.(1999, 2003), 정대호 외(2002)’가 있었다.

(19) a. 텔레비전{이나/이라도/이나마} 보는 것이 어떠냐? (이석규) 

b. 나도 할 수 없으니 집에서 라지오나 듣겠다. (차광일)

c. 오늘은 거름이나 겨 낼가. (유동석 역 북한어자료총서)

d. 라면이나 먹었다. (이춘숙)

e. 아무나(/누구나) 극장에 들어갔다. (Lee, C.)

 (19)에서 나타난 ‘-이나’의 의미에 대해 저자들이 ‘양보’라는 용어로 분석하였지

만, 저자마다 ‘양보’라는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다. 먼저 이석규(1992)는

(a)와 같이 ‘이라도’와 ‘이나마’의 교체를 보이는 예문을 ‘불만족’으로 ‘이나마’로

는 교체되지만 ‘-이나’로는 교체되지 않는 것을 ‘양보’라고 보았다.22) (b)에 대해

서 차광일(1981)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 ‘양보하는 태도 선택’이

라 하고 ‘양보’의 뜻인 ‘-이라도’와의 교체가 가능한 것은 ‘양보’이고 교체가 가능

하지 않은 것은 ‘강조’라고 하였다. (c)도 유동석 역(1961)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작업들 중에서 ‘양보하는 태도’로 ‘선택’했다고 보았다. (d)의 ‘라면이나’에

서는 ‘-이나’의 영역설정을 양보(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라면을 먹는 행위 영

역)한 것으로 보았는데, ‘영역 설정에 대한 말할이의 무의지’ 및 ‘들을 이에 대한

영역 설정의 기대’ 등, 영역 설정에 대한 말할이의 심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23) Lee C. (1996, 1999, 2003)는 (e)에서처럼 ‘자유선택’(FC)과 ‘-이나’의 결

합은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상과 관련된 각각의 논의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이나’와 ‘-

이라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양인석(1973)에서 제시된 아래의 예문과 설명을

보자.

22) ‘양보’에 대한 논의에서는 ‘-라도’와 ‘-나마’의 교체 현상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이춘숙(1993)은 확정된 사실에 대한 표현인 (19d)에서는 ‘들을이의 선택 의지 기대의

의미는 없어지고’, 단지 ‘라면’ 등의 영역 설정이 ‘말할이의 선택 의지에 의한 것이 아

니라는 선택 무의지’의 의미만이 나타나고 있다. 즉 잠을 자고, 라면을 먹은 것은 말할

이 자신이 그러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보니 상황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

는 뜻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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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판매원): 싼 스웨터는 다 팔렸어요.

b. (손님): 비싼 스웨터{라도, *나} 사겠소.

c. (판매원): 비싼 것은 다 팔렸소.

d. (손님): 싼 것{이라도, *이나} 사겠소.

e. 학점을 따기 원하면, 출석{이라도, 이나} 잘 하라.

f. 술이 없으면, 물{이라도, 이나} 한잔 주라.

 (20)에서 보는 것처럼 (b, d)와는 달리 (e, f)에서 ‘-이나’와 ‘-이라도’ 양자는 큰

의미 차이 없이 화용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e)에서 ‘-이나’와 ‘-이라

도’가 교체 가능하려면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학점이 높지 않은 곳에서, 만약 출

석으로 낮은 대학 성적을 (대체하거나) 보상하기 원한다면 출석 율이 좋아야한다

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출석’에 상응하는

우선 선택으로 ‘학점’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양인석(1973)의 주장에 일치시키

려면 ‘-이나’가 ‘-이라도’의 교체는 가능하지만 뜻이 달라지는 경우를 다음처럼

상정하여야 한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출석 율에 따라 학점을 결정하는 문맥에서

는 ‘-이나’와 ‘-이라도’가 교체되면 뜻이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출석이

나’는 ‘학점’과 관련되는 ‘우선 선택(primary choice)’이고 ‘출석이라도’는 ‘대학 학

점’과 관련된 우선 선택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유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

이 우선선택을 제외하고 어떤 선택에 의존해야만 할 정도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우선 선택’이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나’와 ‘-이라도’의 사용에 대한 한 가

지 요구를 만족시킨다. (f)는 ‘술’이 ‘우선 선택’이지만 유용하지 않은 상황을 기

술한다. ‘우선 선택’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화자는 물을 요구했다. 만약

‘-이라도’가 물과 함께 사용된다면, 문장은 물이 최후의 대안이라는 것을 함의한

다. 만약 ‘-이나’가 물과 함께 사용된다면, 문장은 물이 최후의 수단은 아니지만

대안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화자들은 화용론적으로 ‘-이나’와 ‘-이라도’를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인석(1973)에서는 ‘-이라도’는 ‘최후의 선택’으로, ‘-이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 선택’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20)에서 ‘최소한의 양보적인

선택’인 ‘-이라도’와 (e)와 (f)에서의 ‘양보적인 차선’인 ‘-이나’가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동일한 선택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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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적 의미와 관련해서 교체 가능성을 가진 아래 (21)의 예들은 홍사만(1983, 

2002), 허 웅(1995), 김정숙 외(2005), 차광일(1981)에서 ‘마치 –나 –ㄴ것처럼’형

의 정형구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도 ‘-이나’ 부분을 ‘-이라도’로 교체

해도 그 의미 차이는 없다. 특히 차광일(1981)에서는 이를 ‘흡사성’의 뜻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21) a. 마치 아내의 탓이기나 한 것처럼 아내를 나무랐다. 

b. 마치 백두산 상상봉에나 오른 것 같구나.

c. 마치 승리나 한 것처럼/듯이/같이/양 당당했다.

d. 그는 자기가 무슨 내 상사나 되는 듯이 명령한다.

e. 대장부로서 100근도 못들면서 1,000근이나 드는 상 힘자랑을 하구나!

 (21)은 모두 ‘N+이나 ~처럼(듯이/듯)’이가 나타나는 예문들이다. 특히 (a)는 허

웅(1995)에서 ‘여럿에서 가림’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b)의 예문은 표준국어대사

전(1999)에서, (c)는 채 완(1993)을 홍사만(2002:291)에서 재인용한 예문이다. (d)는

김정숙 외(2005)에서 그리고 (e)는 차광일(1981)에서 나타난 예문이다. ‘마치’라는

부사나 ‘-나 되는 것처럼’, ‘-나 되는 듯이’가 붙어 현실과 다른 가정임을 더 확실

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행동함을 나타내며 빈정거

리는 뜻이 드러낸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경우는 ‘듯이(듯), 처럼, 마냥, 상’ 등과

도 잘 어울려 쓰인다. 이런 경우의 ‘-이나’는 또한 대부분 ‘-이라도’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이라도’ 교체와는 달리 채 완(1977)에서는 ‘-이나마’와의 교체를

중심으로 ‘양보’ 의미를 다루었다. 

(22) a. 밥 지을 쌀이 없으니 죽{나, 나마} 쑤어 먹자.

b. 동냥을 안주려면 쪽박{나, 나마} 깨지 말지.

c. 월급장이 그만 두고 사업{나, ?*나마} 해야겠다.

d. 공부하기 싫은데 낮잠{나, *나마} 자야겠다.

 ‘-이나마’는 ‘선택’의 ‘-이나’ 중에서도 외부의 힘(쌀이 없음, 동냥을 안줌)에 의

해 배제되고, 배제된 요소보다 선택된 요소(죽, 쪽박 깨짐)가 가치가 적은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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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에 ‘-이나’ 대신 쓰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나마’는 언제나

객관적 가치가 적은 요소에만 연결되는 것 같다고 보았다. 

(23) a. 너는 따라올 생각이랑 말고 집이{나/라도/나마} 봐라.

b. 밥 지을 쌀이 없으니 죽{이나/이라도/이나마} 쑤어 먹자.

c. 유미는 아무하고나(/누구하고나) 악수했다. 

d. 연구실{이나/이라도/이나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e. 밖에 나가 놀기{나/라도/나마} 하는게 다행이다.

f. 집에서 놀기{나/*라도/*나마} 하니 한심하다. 

g. 집에서 놀기{*나/라도/나마} 하니 다행이다. 

h. 적은 돈{*이나/이라도/이나마} 수재민에게 보내자.

 (23)의 ‘-이나’에 대한 설명에서 저자들은 ‘양보’라는 용어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

고 있다. 먼저 이석규(1992), 이원근(1996), 그리고 홍사만(1983)은 “{-이나, -이라

도, -이나마}의 공통의미자질로 ‘선택, 단독, 불만족’으로 분류하였고, 이중 (a-f)의

경우를 ‘불만족’의 경우로 (g-h)의 경우를 ‘양보’라고 보았다.24) 따라서 ‘양보’ 의

미가 ‘-이라도’와 ‘-이나마’에서 나타나며 ‘-이나’에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a~e)

의 ‘-이나’는 ‘-이라도’와 ‘-이나마’ 모두로 교체되며 의미 차이도 없음을 주목해

보자. 특히 (c)에 대해서는 Lee, C. (1996, 1999, 2003)에서 자유선택(FC)과 ‘-이나’

의 결합은 ‘양보’(concessive)의 뜻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나’의 ‘양보’ 해석을 척도에 기반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주

장을 소개한다. 이에는 이영주(1999), 윤영은(2000), Lee, Chung, and Nam (2000)이

포함된다. 먼저 이영주(1999)에서는 ‘-이나’를 ‘척도상의 선택’이라고 일반화하였

다.25) 여기서는 양인석(1973), 이기동(1993)에서처럼 ‘소극적 선택’, ‘정도’, ‘감탄’ 

그리고 ‘누구나(= 보편 양화)’의 4가지 양상 의미들에 대해 쓰임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척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킨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설

명하였다.

24) 이것은 ‘-나’에 대해서는 ‘[나]: 선택>단독>불만족-양보’로, ‘라도, 나마’에 대해서는

‘[라도/나마]: 선택>단독>불만족>양보’로 분류하여 나눈 것이다. 
25) 척도 개념에 대한 논의는 Fauchonnier(1975)를 참조할 것. 또한 보조사 가운데, ‘-도, -
라도, -까지, -조차, -마저’에 대해서도 척도 개념이 도입한 논의에 대해서는 홍사만

(1983)을 참조하고, 이를 담화표상이론적 접근한 것으로는 천현진(200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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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윤영은(2000)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와 ‘누구도 오지 않았다’를 비

교하면서 ‘한 사람도’는 척도 함축을 이끌어 내어 척도 축에는 한 사람 이외에

이보다 많은 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집합들이 자리 잡게 되는 반면 ‘아무도’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와 같은 수량의 척도 함축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중립적

인 맥락에서의 질의 함축도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두 문장의

의미는 같지만, 한 가지는 척도 함축을 이끌어 냈고, 또 한 가지는 척도 함축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봄으로 척도 함축의 가능성(possibility)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문제라고 보았다.

 셋째, Lee, Chung, and Nam (2000)에서는 접속어미 “어도/으나”가 가지는 ‘최소

양립성’과 ‘대조’의 의미관계를 ‘양보(concession)’의 의미로 통합하고, 이것을 조

사 ‘-이나’의 해석에 적용하여 화용론적 척도와 함축을 이끌어 낸다. 더 나아가

정대호·이정민·남승호(2002)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확장하여, ‘-(이)나’와 ‘-도’가

‘수사+분류사+명사’로 이루어지는 분류사구와 결합할 때는 물론 아래 (24)와 같

은 문장들도, 담화 상에서 적절한 개연성의 척도가 제공될 때, 주어 명사구는 이

개연성의 척도에서 가장 개연성이 낮은 하한가를 가리킨다고 보았다.26)

(24) a. 대통령도 그 일은 할 수 없다.

b. 대통령이나 그 일을 할 수 있지.

 (a)의 명제적 의미는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없다’이며, 척도상의 함축(scalar 

implicature)은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을 개연성’에서 대통령

보다 높다는 것이므로, 결국 명제적 의미에 의해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도 그 일

을 할 수 없다’는 추론이 생겨난다. 이때 설정되는 개연성의 척도는 문장 술부인

“(x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제공된다고 보았다. (b) 역시 “(x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열린 명제를 기준으로 개연성의 척도가 형성되며,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개연성을 갖는 하한가를 가리킨다

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나’의 척도상의 함축 해석을 다양한 구문

에 확대하여 적용할 것이다.

26) Lee, C. (2003)도 ‘양보’(concession)와 ‘임의’(arbitrariness)라는 용어를 지배하는 원리로

제시했다. 또한 양적인 NPIs를 위해 척도(scale)에서 가장 낮은 끝으로 내려가는 수단으

로 ‘양보’를, 성격묘사/의미변화의 척도 층위들의 수단으로 ‘임의성’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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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보조사 ‘-이나’의 의미 정리

 보조사 ‘-이나’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나’ 구문들과 그 의미 해석

을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예문들의 양상 의미를 ‘소극적

선택’, ‘자유선택’, ‘어림과 대략’, ‘놀람과 넉넉함’, ‘양보’의 5가지 의미로 다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이들 각각의 의미는 그들만의 출현 환경이나 제약을

포함하고 있음도 보았다. ‘명사구’와 주로 결합하는 ‘소극적 선택’, ‘의문 대명사

나 의문 부사’와 주로 결합하는 ‘자유선택’27), 또 ‘몇’과 같은 ‘의문 대명사’와 주

로 결합하는 ‘어림과 대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수를 나타내는 분류사구’와

주로 결합하는 ‘놀람과 넉넉함’이 있었다.

 먼저 ‘소극적 선택’에서는 ‘극장에, 맥주’와 같은 ‘일반 명사구’와 ‘-이나’가 결합

하여 ‘극장에나 가자’ 혹은 ‘맥주나 마시자’에서 나타나는 선택이 최선(혹은 최

고)의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하여 ‘차선(the second best choice)이나 소극적 선택’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자유선택’에서는 주로 ‘-이나’가 의문대명사와 의문

부사와 결합하여 부정대명사와 부정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하지

만 기존 연구들에서 ‘자유선택’이라고 분류한 것은 사실상 ‘전칭’ 해석인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의문부사’나 ‘분류사구’가 ‘-이나’와 결합하거나 ‘쯤’이나 ‘정도’ 

혹은 ‘추측’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나 ‘-겠-’과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 ‘대략이나

어림’의 뜻을 나타낸다. 넷째, 분류사구와 결합한 ‘-이나’가 ‘놀람’, ‘꽤’, ‘그 정도

면 만족’, ‘넉넉함’, ‘감동 조사’ 등으로 다양한 양상 의미들로 정의되어 온 것들

을 ‘놀람과 넉넉함’으로 통합하여 살펴 보았다. 다섯째, ‘양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저자마다 약간의 의미 차이를 두고 설명해 온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3장에서는 ‘-이나’가 나타난 문장의 해석을 위해서는 해당 맥락이 적절

한 개연성의 척도를 제공하며, 이 척도에 기반한 척도 함축을 가져온다는 정대호

외(2002)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또한 ‘-이나’의 다양한 양상 해석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들의 주장을 확장하여, ‘-이나’ 명사구의 해석을 위해 요구되는

척도는 다양한 양상-인식 양상, 의무 양상, 희구 양상 등- 의미를 기반으로 형성

27) 이때 의문대명사나 의문부사는 부정대명사나 부정부사가 되어 ‘자유선택이나 전칭해

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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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화용론적 양상 척도이며, ‘-이나’ 명사구는 이 척도의 하한가로 해석된다고

설명한다. 즉 문장에서 ‘-이나’ 명사구를 제외한 열린 명제를 기준으로 개연성/의

무성/희구성의 척도가 형성될 때, ‘-이나’ 명사구는 척도의 가장 낮은 개연성/의무

성/희구성을 갖는 하한가로 해석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렇듯 이제까지 다섯

가지 의미로 분류하여 보인 다양한 ‘-이나’의 양상 의미들을 일반화된 양상 척도

해석으로 보여 줄 것이다. 더 나아가 5장에서는 척도상의 함축 해석을 접속조사

구문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것이다. 

2.2. 접속조사 ‘-이나’의 의미 연구

 본 절에서는 ‘이음토씨 혹은 접속조사’로 보아 온 많은 기존 연구들 중에서 접

속조사 ‘-이나’의 형태와 의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영어의 ‘or’가 논리학

에서 주로 ‘불리안 이접’으로 해석된 것과 달리, 한국어의 접속조사 ‘-이나’는 ‘가

림/선택’ 혹은 ‘아우름/안가림’ 등 다양한 뜻을 지니는 것처럼 분석되어, 언뜻 보

기에는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영어의 ‘or’ 역시

‘불리안 이접’, ‘임의선택’ 그리고 ‘연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어의

접속조사 ‘-이나’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보일 것이다.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온 접속조사 ‘-이나’의 여러 의미를 ‘가

림과 아우름(안가림)’, ‘배타적과 포괄적 이접’, ‘임의(혹은 자유) 선택과 연접’, 

‘열거’의 큰 의미로 재분류하여 살펴 본다.

2.2.1 가림과 아우름(혹은 안가림)

 김석득(1992)에서는 ‘이나 ... -이나’를 쓰임에 따라 두 임자씨를 이으면서 ‘가림’

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나 ... 이나1)과 ‘안 가림’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나 ... 이

나2)으로 나뉜다고 보고 아래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25) a.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둘 중 하나를 심으시오.

b. 밥이나 죽이나 주는 대로 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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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는 김석득(1992)에서 부림말로 쓰여 (a)는 ‘가림’을 (b)는 ‘안가림’을 나타낸

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가림’과 ‘안가림’의 공통의미소는 ‘가림(선택)성’이다. 

김석득(1992)의 분류에서는 ‘가림’과 ‘안가림’ 해석을 결정하는 요인이 접속조사

자체의 형태에서 온다기보다는, ‘둘 중 하나’나 ‘주는 대로’라는 문맥에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가림’은 ‘배타적 이접’ 해석으로, ‘안가림’은 ‘연접’이

아닌 ‘주는 대로(= 임의선택)’라고 분류할 수 있다.

 허 웅(1995)에서도 ‘가림’이라는 의미를 언급하였지만, ‘안가림’보다는 ‘아우름’

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28) ‘-이나’를 ‘임자말, 방편말, 견줌말, 매김말 그리고 어

찌말’ 등에 나타나면서, ‘아우름’과 ‘가림’의 두 뜻으로 사용되는 ‘아우름-가림 맞

섬토’라 정의하고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나열하였다.

(26) a. 그의 마음은 쇠나 돌보다도 더 굳었다. (가림)

b. 쉰 목소리나 거친 목소리가 나올 때에는 ... 

c. 아마 음비녀 한 개에 십 전이나 이십 전이나 하는 줄 알았던 게야.

(27) a. 죽고 삶이나 부귀영화가 다 천명에 달렸다. (아우름) 

b.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공허한 논리가 아니다. 

c. 도련님의 활이나 검 솜씨는 서라벌에서 아무도 따를 자가 없었다.

d. 남이 쓰는 글이나 책에 대해서 ... (가림/아우름) 

 허 웅(1995)에서 (26)의 ‘-이나’는 ‘가림’, (27)의 ‘-이나’는 ‘아우름’이라는 용어로

기술되었다. 여기에 제시된 ‘가림’ 해석의 논리적 부류는 ‘배타적 이접’ 혹은 ‘불

리안 이접’이거나 ‘임의선택’ 해석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우름’의 ‘-이나’는 거의

‘연접’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기서는 (27d)처럼 나타난 경우를 ‘아우름’과 ‘가름’

의 뜻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포괄적 이접’이나 ‘임

의선택’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28) 허 웅(1995)에서는 ‘-이나’를 도움토씨 용법과 이음토씨 용법의 크게 둘로 나누고 있으

며, 이음토씨는 쓰임에 따라 두 임자씨를 이으면서 ‘가림’의 뜻과 ‘아우름’의 뜻을 나타내

는 것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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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 옆에 서시나 양귀비가 죽으로 와 앉았더라도 ...

b. 물고기나 사람이나 똑 같은 생물이다. 

c. 집안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매한가지야. 

d. 거리에 늘어선 건물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모두 수수하고 검박하였다. 

 (28)에서는 ‘죽으로, 똑 같은, 매한가지, 모두’와 같은 요소의 개입으로 ‘연접’이

나 ‘개체합’으로 해석된다. (26)의 ‘가림’은 주로 ‘배타적 이접’으로, (27)과 (28)의

‘아우름’은 주로 ‘연접’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허 웅(1995)에서의 ‘아우름’은 ‘임의

선택’이나 ‘연접’을 구분하지 않고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가림’은 ‘배타

적 이접’ 혹은 ‘포괄적 이접’이나 ‘임의선택’으로 볼 수도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

고 해서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난 ‘아우름’이 ‘연접’, ‘안가림’은 ‘임의선택’ 또는

‘가름’은 ‘배타적 이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문맥에 따른 화용론적

중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앞으로 4장에서 보일 것이다. 

2.2.2 불리안 이접

 우선 한국어의 두 가지 이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Lee, Y. S. (1995)의 논

의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Lee, Y. S. (1995)에서는 영어가 배타적 이접과 포괄

적 이접을 모두 표현하는 ‘or’를 가진 것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포괄적 이접은 ‘-

이나’로, 배타적 이접은 ‘아니면’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그는 Gazdar (1979)가

“어떤 언어도 배타적 이접 형태소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화용론적

강화에 근거한 한국어의 ‘아니면’을 배타적 이접사라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배타적 이접’과 ‘포괄적 이접’ 그리고 ‘연접’ 해석이 척도로 잘 표현된

것처럼 보인다.

(29) a. 메리 아니면 빌이 왔다. 'Mary or Bill came (but not both)'

b. 메리나 빌이 왔다.  'Mary or Bill came.'

c. 메리와 빌이 왔다.  'Mary and Bill came.'

 (29a)의 ‘아니면’은 ‘메리가 온 것’이나 ‘빌이 온 것’이라는 두 가능성 중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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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을 허용하는 배타적 이접으로 보는 반면, (b)의 ‘-이나’는 포괄적 이접으로 3

가지 경우의 수, 즉 (i) 메리만 오는 경우, (ii) 빌만 오는 경우, 그리고 (iii) 둘 다

오는 경우를 허락한다고 보았다. (c)는 물론 ‘메리와 빌이 모두 왔다’는 ‘연접’의

해석이다.

2.2.3 임의선택과 연접 해석

 ‘-이나’에 의해 결합된 많은 문장들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불리안 이접’으로

해석되지 않고 ‘임의선택’(혹은 자유선택)이나 ‘연접’(혹은 개체합)으로 해석되는

많은 예들이 있다.29)

(30) a. 여기 오려면, 너는 363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어!

b. 이 쿠폰은 영화나 파일들을 모두 다운 받을 수 있어!  

c. 이 쿠폰으로는 영화나 파일 하나를 다운 받을 수 있어!

 근데 둘 다는 안 돼! 

 (30)에서 ‘-이나’는 모두 ‘배타적 이접’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불리안 포괄적 이접’으로만 해석되지도 않는다. (a)에서는 ‘363버스를 타는

것’과 ‘지하철을 타는 것’ 그리고 ‘둘 다 타는 것’이라는 해석이 모두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둘 중에 임의로 선택해서 탈 수는 있지만 둘 다를 동시에

탈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Lee, Chung, & Nam (2000)에서는 이를 ‘임의선택’

이라 불렀다. 하지만 먼저 전철을 타고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는 선택 즉 둘 다를

타는 선택은 가능한 것이다.

 김윤신(1995)와 이정민(1977)에서는 ‘누구나’의 ‘-이나’를 ‘선언’의 ‘or’로 보아 개

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나 양상 맥락(modal context)에서 ‘연언’(= ‘연

접’)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아래 ‘-이나’ 접속 구문 역시 ‘연접’으로 해

석된다고 보았다.30) 

29)아래 예문은 Condoravdi (2008)에서 제시된 예를 한국어로 적절하게 바꾼 것이다.
30) 개체 층위 술어나 양상 맥락 외에도, 조건, 비교구문 등 반가법(anti-additive) 함수로 해
석되는 맥락에서 or는 and로 해석된다. 반가법 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 A functor is anti-additive iff f(X∨Y) = f(X)∧f(Y). (Ladusaw 199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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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 일본인이나 한국인은 밥을 먹고 산다. (Lee, C. 1997:222)

b. 김선생님은 말이나 행동이 엉뚱하다.

c.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이 영화를 볼 수 없다.

 (31)에서 ‘-이나’는 모두 ‘연접’으로 해석되어, 각각 ‘일본인도 한국인도 밥을 먹

고 산다’, ‘선생님은 말도 행동도 엉뚱하다’,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이 영화를 볼

수 없다’를 의미한다고 보았지만, 이에 대해 이영주(1999)에서는 ‘-이나’의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 ‘누구나’의 양화적 힘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것

은 선언(접속)의 ‘-이나’가 연언(연접)으로 해석되는 데는 맥락의 제한이 있는 반

면, ‘누구나’는 술어에 관계없이 항상 배분적인 보편양화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윤재학(2000)은 (32)에서 관찰되는 한국어 ‘-이나’와 영어 ‘or’의 차이점에 주목하

여 이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나’의 진리 조건적 의미를 정의하려고 하였

고 또한 이 정의를 이용하여 비접속 구문에서 ‘-이나’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32) a. 내일 전화나 팩스가 올 겁니다.(A or B)

 You will receive a phone call or fax tomorrow.

b. 아버지는 낚시나 사냥을 좋아하셨다.

(A and B: he liked both fishing and hunting)

 #My father liked fishing or hunting.

c. 오징어나 호두과자 있어요.(A and B)

 #I have apples or pears.

 윤재학(2000)은 “(32)의 (a)로부터 한국어의 ‘-이나’에 해당하는 영어 접속사는

‘or’임을 알 수 있으나, #이 표시하는 바와 같이 문장 (b), (c)에서는 영어 ‘or’는

‘-이나’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이 관찰된다. 이 경우 영어에서는 ‘or’보다는 ‘and’

가 더 적합한 번역이 된다”고 보았고, 문장 (a)와 (b)를 비교하면, 본 보조사의 의

미는 한국어의 ‘또는’, ‘혹은’ 등의 어휘와는 일면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a)의 문장에서는 ‘또는’ 및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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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과 대체되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b)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본 보조사를 영어의 ‘or’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 진다. 따라서 동

일한 형태의 ‘-이나’가 (a)에서는 ‘or’의 의미를 가지며, (b)에서는 ‘and’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나’는 모든 문장에서 ‘and’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문장에서만 (b)와 같이 ‘and’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정한’ 문장이 어떤 특징

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두 예들을 제시 하였다.

(33) a. 젊었을 때, 아버지는 낚시나 사냥을 좋아하셨다.

b. 내 동생은 스페인어나 불어에 능통하다.

c. 할아버지께서는 시간이나 돈에 후하시다/인색하시다.

(34) a. 김교수는 역사나 철학을 강의했다/가르쳤다.

b. 그는 어려서 지하철이나 시외버스에서 앵벌이를 했다.

c. 그 극장에서는 연극이나 고전 영화가 상영된다.

 나열한 문장들은 ‘and’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

면, 위의 문장들은 접속어를 분리하여 두 개의 명제로 나눌 때 논리적 접속관계

가 이접(disjunction, ∨)이 아닌 연접(conjunction, ∧)의 관계가 된다고 보아 ‘-이

나’ 접속어로 연결된 두 명사구가 연접으로 해석 되는 경우에 대해 특정한 함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2.2.4 열거

 서형국(2009)은 “접속 구성을 의미적으로 나누면 ‘연접’과 ‘이접’으로 구분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둘 이상의 지시대상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

는 방법에는 이들 모두를 합하여 하나로 인식하는 방법과 그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정된다는 점에서 ‘연접’과 ‘이접’을 나누는 타당성이 전제된다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아래와 같이 두 접속항이 하나로 해석 되는 연접과 병

렬로 나열되는 이접의 대조를 보여주었다:31)

31) 서형국(2009)은 접속 구성에 대한 의미적인 분류 방법으로 통상 연접(conjunction)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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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a'. #{[호랑이 이야기] + [곶감 이야기]}

b. 법이나 믿음을 저버리면

b'. {[법을 저버리면]+[믿음을 저버리면]}  

 또한 “연접 ‘-과, -며, -고’ 등이 개입하는 (a) 부류의 접속 구성과 ‘-나’가 개입하

는 (b) 부류의 접속 구성은 의미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두 구성이 의

미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두 구성은 별개의 구성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나’가 통합한 접속 구성을 ‘과’가 통합한 접속 구성과 비교 대조하여, 

그 의미 해석에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살피고 접속 구성의 의미 해석에 따라 구

분하면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36) a. 화합 구성: 접속항들이 하나의 단위로 해석됨.

b. 나열 구성: 접속항들이 여러 개로 해석되나, 배타적이지 않음.

c. 이접 구성: 접속항들이 여러 개로 해석되며, 동시에 나타나면, 모순되

는 해석.

 (36)에 대하여 ‘과’와 ‘-이나’의 해당 여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과’는 (a, b)

에 사용되고, ‘-이나’는 (b, c)에 사용된다. 즉 이 논의는 ‘과’는 연접과 나열 구성

에, ‘-이나’는 나열과 이접 구성에 사용된다고 본 것이다. 

 또 김진수(1987)는 아래와 같이 ‘와/과’와 ‘-이나’의 의미를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32) 

(37) a. 오이와 고추를 산다.

b. 빨강과 분홍의 신발을 신었다.

c. 오이와 고추와를 사겠다.

접(disjunction)을 설정하고, 여기에 역접(adversative) 등의 다른 범주를 추가하기도 한다

고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이접 어미 ‘-거나’는 비명제적 연결의 무표지적 이접이

며, 이접 조사 ‘-이나’는 명제적 연결 표지로써 무표지적 이접이라고 보았다. 
32) 명사구 접속문의 ‘이나, 이건, 이고’는 ‘이니, 이며, 이다’와 형태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니, 이며, 이다’는 ‘열거’의 의미가, ‘이나, 이건, 이고’는 ‘선택’의 의미가 두
드러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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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a. 오이나 고추를 산다.

b. 빨강이나 분홍의 신발을 신었다.

c. 오이나 고추나를 사겠다.

 (37a)에서 ‘와’는 ‘오이’와 ‘고추’ 둘 다를 산다는 뜻이고 (37'a)의 ‘-이나’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산다는 뜻이다. 또 (b)에서 ‘과’는 한 켤레의 신발 속에 빨

강과 분홍색이 같이 들어 있거나 이제까지 빨강과 분홍의 신발만을 신었다는 뜻

이다. 반면에 ‘-이나’는 빨강이나 분홍의 신발을 다 신었든지 어느 한 가지 색의

신발만을 신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을 강조한 것이 예문 (c)로 ‘와’는 ‘사겠다’ 

속에 ‘오이’와 ‘고추’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 존재하지만 ‘-이나’는 ‘오이’와 ‘고추’

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나’에 의해 접속된 명사구는 접속된 명

사구 중의 하나만 서술어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문장은 성립한다.

2.2.5 접속조사 ‘-이나’의 의미 정리

 본고에서 다루는 ‘-이나’는 통상적으로 ‘이접’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해 왔다. 하

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이나’가 해석될 때 어떤 때는 ‘이접’으로, 어떤 때는 ‘임

의선택’으로 또 어떤 때는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것을 차례로 살펴보면, 김석득(1992)에서는 ‘-이나’를 ‘가

림과 안가림’으로, 허 웅(1995)에서는 ‘가림과 아우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두

분류 모두에서 ‘가림’은 이접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지만, ‘안가림’은 ‘임의선택’에

가깝고 ‘아우름’은 ‘연접’ 해석에 가까이 기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Lee, Y. S. 

(1995)에서는 ‘아니면’은 배타적 해석을, ‘-이나’는 포괄적 해석을 그리고 ‘와/과’

는 연접 해석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불리

안 이접’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임의선택’으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연

접’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임의선택과 연접’에서는 한국어 ‘-이나’는 ‘불리

안 이접’보다는 ‘임의선택’이나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음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의 ‘열거’에서는 나열의 의미의 ‘NP-이나 NP-이나’를 보았다.

 본고는 이상에서 살핀 여러 접속조사 구문의 의미 해석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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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가 해석되는 방식을 먼저 ‘불리안 이접’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열’을 나타내

는 ‘임의선택’ 해석 그리고 두 구문이 하나로 묶여서 해석되는 ‘연접’까지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2.3 조사 ‘-이나’의 통합적 연구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이나’ 조사를 ‘여럿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한

다’라고 하여 ‘선택’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았는데, 특히 최현배(1961)에서는 이를

보조사와 접속조사로 구분하지 않은 채 ‘가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

다. 

2.3.1 가림: 최현배(1961)
 

 최현배(1961)의 “우리말본”에서는 토씨를 그 하는 구실에 따라, 자리토씨(格調
詞), 이음토씨(接續助詞), 도움토씨(補助詞), 느낌토씨(感動助詞)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33) 본고에서 다루는 ‘-이나’는 우리말본에 나타나는 ‘가림’와 ‘어림’ 

도움토씨 그리고 ‘느낌토씨’이다. 

(38) a. 배나 감이나 잡수시오.

b. 너나 내나 별 수 없다.

c. 그런 짓 하지 말고, 글이나 읽어라. (가림)

(39) a. 아마 두 시나 되었겠다.

b. 사람이 몇이나 왔습니까?

c. 이 논 한 마지기에 몇 섬이나 나겠습니까? (어림)

(40) a. 너는 다섯이나 먹었구나!

b. 벌써 두 시나 되었네(되었군!). (느낌)

33) 최현배(1961)의 p.611이하를 인용하였다(12판 정음문화사(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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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각각에 대해 최현배는 “(38)의 가림 도움토(選擇補助詞)는 두 가지 넘어

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를 가리는 뜻을 보이는 도움토이다, (39)의 ‘어림 도움

토’는 마음으로 어림함을 들어내는 도움토이다, (40)의 느낌 토씨(感動助詞)는

더러는 낱말이나 구(이은말) 뒤에, 더러는 문장(월)의 끝에 붙어서 느낌을 나타내

는 토씨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주어(체언) 뒤에 붙는 느낌 토씨에는 위와 같이

“도”와 “나(이나)”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40)에서 접속 구문의 ‘가림’과 비

접속의 (e, f)의 ‘가림’은 동일한 “선택”의 뜻을 나타내며, 이 선택의 뜻에서 “어

림도움토씨”와 “느낌토씨”가 나왔다고 보았다.

2.3.2 선택과 나열: 양인석(1973)

 양인석(1973)은 ‘-이나’의 의미를 더 형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

다. 한정사의 의미론에서 양인석(1973)은 ‘나[NA]’의 의미를 ‘rather(라기보다), at 

least(적어도)’라고 언급하고 그 의미론을 다음과 같이 공리화하였다:

(41) Semantics of na(‘나’의 의미론)

 전제: (Ⅰ). 선택은 여전히 열려있다.

(Ⅱ). ‘나’가 붙은 요소는 어떤 정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단언: ‘나’가 붙은 요소는 이상적인 첫 번째 선택을 보상(compensates)한다.

 함축: ‘나’가 붙은 요소는 최상의 선택도 최후의 선택도 아니다.

     (i.e. ‘나’가 붙은 요소는 두 번째 최상(차선 = the second best choice)이다.)

 전제 (Ⅰ)은 ‘나’가 붙은 요소의 선택이 잠정적인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

택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약 열린 집합 ‘A-이나 B(-이나)’ 

형태가 이접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결과라면 아래 (42)의 닫힌집합과

(43)의 열린집합처럼 두 하위-문맥으로 분석될 수 있다: 

(42) Closed set

a. 토요일에나 일요일에 만납시다.

'Let us meet on Saturday or on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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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금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을 주세요.

(43) Open set(n-tuple case); 나열

a. 토요일에나 일요일에나 만납시다. 

'Let us meet on Saturday or on Sunday (or some other day).'

b. 소금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주세요. (or something like that)

 (42)의 선택은 단지 열거된 항목들이 선택될 수 있는 곳에서 닫혀 있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항목은 선택될 수 없다고 본 것

이다. (a)에서 그들의 모임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의 어떤 날로 닫혀있기 때문

에 다른 평일들은 선택으로부터 배제되었다. (b)에서 역시 소금, 간장과 고추장만

이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에, 저자는 (43)을 비록 숨겨진 항들을 선택

할 기회가 매우 낮을 지라도, 열거된 항들 이외의 다른 유사한 항들이 선택 될

수 있을 정도로 잠정적으로 열려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닫힌 집합 (42)과 열린

집합 (43) 사이의 형식적인 차이는 열린 집합의 마지막 용어는 닫혀있지 않고

‘나(or)’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43a)에서는 만약 다음 월

요일이 휴일이고 토론을 통해 그 날이 더 편리하다고 동의한다면, 심지어 월요일

이 모임일이 될 수도 있다. 유사하게, (43b)에서는 소금, 간장과 고추장이 떨어졌

다면, 고객은 어떤 다른 대체물들로 만족될 수 있다.

(44) Open set(antonym case); 연접(and)  

a. John은 낮에나 밤에나 공부만 한다. (always = 언제나)

b.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인간이다.

 열린집합 중 (44a)가 다항(n-tuple) 집합이라면, (44b)처럼 반의어(antonym)들로 구

성된 것은 전칭 양화를 구성한다. (a)에서, 우리가 낮 시간과 밤 시간의 반의어

쌍으로 하루를 나눌 때, 열린 집합을 갖는 열거는 ‘언제나’ 혹은 ‘늘’의 효과에

시간의 전칭 양화를 생산해낸다, 왜냐하면 집합의 수들은 총망라하게

(exhaustively) 열거되어 지기 때문이다. 만약 반의어 쌍이 ‘낮에나 밤에’와 같은

닫힌 집합으로 열거되어 진다면, 그런 전칭 양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동등한 기

법이 연접사 ‘와’에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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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잠정적으로 열려있다고 말하는 전제는 한정사 ‘나’의 이접적 본질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보조사 ‘A-나’의 형태는 다항의 열린집합 ‘A-나 B-나

... Z-나’가 축약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명시적 나열 요소들이 암시적 기대 요소들

보다 더 잘 선택될 수 있다.

 전제 (Ⅱ)는 ‘나’가 붙은 요소가 어떤 정도를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라는 것을 말

해준다. 행위나 사건의 정도는 더 높은 지점 혹은 더 낮은 지점34)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45) a. 이건 어려운 문제는 천재나 풀 수 있다.

b. 이번에는 일등이나 해보세요.

c. 손이나 씻고, 식사를 해라.

 (45)에서 (a)와 (b)는 ‘나’가 붙은 요소가 사건 혹은 행동에서 가장 높은 가치인

상황이고, (c)는 최소한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a)에서 천제, (b)에서 1등이 가장

높은 가치인 상황이라면 이와 대조적으로 (c)에서 ‘손’은 더 낮은 지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서, ‘나’가 붙은 요소는 높음의 정도나 더 낮은 정도를 보

여주기 위한 본보기가 된다. (c)에서는 먹기 위해 최소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손

씻기, 옷 입기 등이다. 손 씻기는 본보기로 나타났다. 전제 (Ⅰ)처럼, 본보기의 나

열은 잠정적으로 대안들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손 씻기 대신에, 화자가 ‘나’가

붙은 요소로써 옷 입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문맥과 화자의 초점 지점에 의

존한 실제 발화 행위에서 선택될 수 있다.

34) ‘도’가 ‘X-도 없이/않고’라는 최소 요구 표현이라면, ‘나’가 붙은 요소는 최소한의 요구(더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영어에서 구 ‘such as’와 함께 나타난 예들처럼 가장 높은 정도
를 보이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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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약과 문제제기

 먼저, 보조조사나 도움토씨 혹은 특수조사라고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어온 보조

사 ‘-이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와 의미로써 그 의미를 설명해 왔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와 의미들로 설명되어 온 ‘-이나’의 의미를 본 절에서는 의미

별로 분류하고 요약하여 1절에서 ‘소극적 선택’, ‘자유선택’, ‘양보’, ‘어림’, ‘놀람

과 넉넉함’의 5가지 양상 의미로 정리해 다루었다. 하지만 보조사의 ‘자유선택’과

‘어림’에 관한 논의에서 그 해석이 전칭 해석과 구분하지 않고 겹쳐서 설명되었

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명사구에 대한 각기 다른 용어로 비슷하게 설명되어 일

관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이음토씨’ 혹은 ‘접속조사’라는 용어로 정의된 접속 구문의 ‘-이나’에 대

해서는 그것의 의미와 형태만을 다룬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논의

들에서는 ‘-이나’를 영어의 ‘or’와 유사한 것으로 주로 다루어 왔다. 따라서 ‘가림

과 안가림 혹은 아우름’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불리안 이접’, 허가와 관련된

‘자유선택’ 그리고 ‘연접’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왔다. 먼저 ‘가림’과 ‘안가림’으로 제시한 김석득(1992)와 ‘가림’과 ‘아우름’

으로 제시한 허 웅(1995)의 논의에서도 보았지만, 그 용어뿐만 아니라 그 의미

해석에서도 보조사의 ‘자유선택’에서의 논의와 유사하게 ‘연접’ 해석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설명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보조사 ‘-이나’와 접속조사 ‘-이나’의 공통 의미를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선택

(= 가림)’과 ‘나열’의 2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우선 최현배(1961)에서는

보조사와 접속조사를 가리지 않고 여럿이나 둘 중에서 하나를 ‘가림’이라 하여

‘가림 도움토’라고 설명하였으며, 양인석(1973)은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 열린 선

택’을 전제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에서 확장하여 접속조사의 열린집합과 닫힌집

합을 설명하였고, ‘-이나’가 붙은 명사구의 ‘단언과 함축’에서 ‘차선’이라는 양상

의미를 유도하여 두 구문을 공통적으로 ‘선택’이라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 ‘여러 나열된 것 중에 가려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사실 거의 모든 기존 연구가 이 두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수행

되어졌기에 주로 ‘선택’이란 요소를 중심으로 보조사와 접속조사를 설명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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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으로 보고 기술해 왔다. 이는 접속조사는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

는 것으로, 보조사는 잠재적인 요소(밖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하

나의 ‘선택’으로 설명한 것이다.

 통합연구를 다시 요약하면, 먼저 ‘가림’에서 접속조사와 보조사를 나누지 않고

함께 다룬 것과 ‘선택’이란 접속조사에서 시작하여 보조사도 ‘선택’의 하나로 설

명한 것들이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보조사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의미들을 ‘소극적 선택’, ‘자유

선택’, ‘양보’, ‘어림’, ‘놀람과 넉넉함’의 다섯 가지 용어로, 접속조사의 기존 연구

에서는 ‘가림과 안가림 혹은 아우름’, ‘불리안 이접’, ‘자유선택과 연접’ 그리고

‘열거’의 네 가지 용어로 의미들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

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된 ‘선택(= 가림)’이나 ‘나열’이란 개념으로 두 조사의 의

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했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우선 보조사 ‘-이나’와 접속조사 ‘-이나’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 동일한 한 가지 ‘-이나’ 명사구 결합에 대해 너무 다기다양한 양상 의미

로 기술되어져 왔고, 또한 보조사의 ‘자유선택’과 ‘전칭’ 해석뿐만 아니라 접속

조사의 ‘임의선택’이나 ‘연접’ 해석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에 본고는 이런 다양한 양상 의미를 ‘-이나’ 명사구가 나타나는 문장의 담화가

제공하는 척도 함축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할 것이다. 둘째로 ‘가림이나 안가림

(혹은 아우름)’ 혹은 ‘임의선택’이나 ‘연접’ 해석으로 유사한 ‘-이나’ 접속구문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해 온 해석 의미들을 ‘이접’, ‘임의선택’ 그리고 ‘연

접’ 해석의 세 가지로 명확히 나누고 직렬 구문은 맥락에 논리연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이 세 가지 의미 해석을 모두 가지는 화용론적 중의성이 있는 것으

로, 병렬 구문은 ‘임의선택’이나 ‘연접’의 두 가지만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로 기존 연구들이 보조사 ‘-이나’ 구문이 ‘자유선택’으로 해

석된다고 논의할 때 나타났던 ‘Wh N-이나’와 ‘아무 N-이나’를 각각 ‘전칭’과 ‘임

의선택’ 해석의 둘로 명확히 구분하고, 보조사와 접속조사 ‘-이나’ 두 구문에서의

‘연접/전칭’ 해석과 ‘임의선택’ 해석의 차이를 논리연산자에 의해 그 해석이 결정

되는 것 즉 맥락이 제공하는 척도 구조의 차이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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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보조사 ‘-이나’의 척도 해석

 본 장에서는 보조사 ‘-이나’의 척도 해석에 대하여 논의한다. 한국어 보조사 ‘-

이나’의 기존 연구들을 다룬 2.1에서는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서로 다른 용어와

양상 의미들을 다시 분류하여 ‘소극적 선택’, ‘자유선택’, ‘양보’, ‘어림’, ‘놀람과

넉넉함’의 5가지의 양상 의미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이나’ 명사구의 의미를 맥락이 제공하는 양

상 척도를 기초로 척도 함축이라는 통합적 기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용

되는 척도란 해당 문장이 쓰인 맥락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이나’ 명사구 해석에

요구되는 양상에 따라 척도가 형성된다. 이 척도는 ‘-이나’ 명사구와 그 대체항들

로 구성되는데, 일반 명사구는 부분 순서인 비선형 척도를 이루며, 분류사구는

완전한 순서인 선형 척도를 이룬다. 척도 형성의 준거가 되는 양상은 기본적으로

‘인식 양상’, ‘의무 양상’ 그리고 ‘희구 양상’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35)

3.1 개관

 본고는 기존 연구들에서 ‘가림 혹은 선택’이라는 의미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용

어와 기준으로 일관성 없이 설명되어 나열되어 온 ‘-이나’의 여러 양상 의미에

대한 기술들을 ‘-이나’ 명사구 해석에 요구되는 양상에 따라 형성된 척도 함축이

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36) 즉 ‘-이나’ 명사구를 적절

35) 본고의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보조사 ‘-이나’의 의미 기술을

양상 의미에 따라 분류 정리하여 ‘소극적 선택’, ‘자유선택’, ‘양보’, ‘어림’, ‘놀
람과 넉넉함’의 5가지로 정리해 보여주었지만, 본 장에는 ‘-이나’가 나타난 담

화가 제공하는 척도를 양상 논리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36) 여기서 양상(modality)은 어떤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과 그 의미를 가리킨다. 때로는 표현 자체를 양상 표현(modals)이
라 분리하여 부른다. 이에는 명제의 객관적 사실성, 의무성, 원망성, 혹은 증거

성 등을 표현하는 현상들이 포함된다. 또한 논리학에서는 양상을 판단의 확실

성, 곧 일정한 판단의 타당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왔다. 가능·필연
등 양상에서 언급하는 말이 들어간 명제로 구성된 논증의 구조를 연구하는 판

단의 확실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아리스토델레스는 양상을 필연성·우연성의
두 가지로 구별하였고, 전통적 형식논리학에서는 여기에 가능성·불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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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해당 맥락이 제공하는 양상 척도에서 ‘-이나’ 명사구

가 하한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적절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그 양상 척도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a. 체중이 10킬로나 줄었다.

b. 몇 번이나 찾아갔으나 만나지를 못했다.

c. 아무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d. 할 일이 없어서 낚시질이나 다닌다.

 (1)은 2장의 보조사 ‘-이나’의 의미 연구에서 분류한 것에 의하면 ‘놀람과 넉넉

함’, ‘어림과 대략’, ‘자유선택’, ‘양보’, ‘소극적 선택’ 등의 양상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즉, (a)의 ‘10킬로나’와 같이 분류사구(classifier phrase)와 ‘-이나’가 결합

한 경우는 ‘놀람’이나 ‘넉넉함’ 혹은 ‘감동 조사’ 등의 양상 의미로, (b)의 ‘몇 번

이나’는 ‘어림’이나 ‘대략’ 혹은 ‘놀람과 넉넉함’으로, (c)의 ‘아무나’는 ‘자유선택’

이나 ‘어림’으로, (d)의 ‘낚시질이나’는 ‘소극적 선택’이나 ‘차선’ 혹은 ‘양보’ 등의

다양한 양상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분류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a)의 ‘10킬로나’가 ‘10킬로’라는 분류사구와 ‘-이나’가

결합하여 ‘체중이 X킬로가 줄었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X킬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항들’로 이루어진 개연성 척도에 기초하여 해석된다고 본다. 이 척

도에서 분류사구 ‘10킬로’는 ‘화자가 생각하기에 놀랄 정도로 많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몸무게가 X-만큼 줄어들 개연성’에서 ‘10킬로’의 수량은 개연성이 아주

낮은 값(이하에서 이를 ‘하한가’(lower bound)라 함)을 가리킨다고 보았다.37)

 (b)도 ‘몇 번’이라는 명사구(의문 대명사)가 ‘-이나’와 결합하여 ‘X번을 찾아갔으

나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개연성의 척도에서 ‘몇 번이나’

칸트는 현실성·비현실성을 추가하여 모두 3그룹 6개로 구별하였다. 즉 명제논

리의 논리식에 연산자 필연성(L. 필연과 우연)과 가능성(M. 가능과 불가능)을
추가한 것이 양상논리(modal logic)이다.

37) 이와 같이 분류사구와 ‘-이나’가 결합한 경우에 담화가 구성하는 척도의 형태

는 ‘분류사구-이나’와 그 선후행간의 직선적인 함축 순서로 표현 가능한 형태

가 된다. Lee, C. (2003)에서도 ‘3사람이나 왔다/왔을까?/왔니?’와 같은 문장의

‘부정 예측, 긍정 단언의 회의심 혹은 ‘대략’(about) 등의 다양한 해석은 ‘문맥
에 의존 한다’고 보아 순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화용론적 척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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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번’을 나타내는 뜻으로 찾아갈 개연성에 있어서 가

장 낮은 값 즉 하한가로 사용되었다.38)

 (c)의 해석을 위해서는 맥락에서 ‘X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척도가 구성되며, 부정대명사 ‘아무나’가 지시할 수 있는 개체들이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나 개연성’의 척도에서 가장 낮은 값, 즉 하한가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d)의 해석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 X를 다닌다’라는 열린 명제에

기반해서 형성된 ‘X를 할’ 가능성의 척도가 해당 맥락에서 제공되며, ‘낚시질’을

포함한 여러 행위들로 이루어진 선택지들 가운데 ‘낚시질’이 그 개연성의 순서에

서 하한가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1)의 해석은 화자의 가치 판단과 평가에 따른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기초로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을 화용론적 인식 양상의 척도를 설정하여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양상이 아닌 다른 양상 척도를 요구하는 ‘-이나’의

용례들이 있다.

(2) a. 선생님은 대통령에나 출마해보세요. (양인석 1973)

b. (기차 여행 중/어린 시절 집에서) 비행기나 타 보았으면!

c. (예비군 훈련 중에) 시원한 맥주나 마셔봤으면!

 (2)는 ‘대통령, 비행기, 맥주’와 같은 명사구가 ‘-이나’와 결합하여 각 문장에서

제시된 예문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놀람과 넉넉함’, ‘양보’, ‘소극적 선택’, ‘열

린 선택’ 혹은 ‘차선’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되어 온 예들이다. 본고는 (2)의 예들

역시 (1)과 같이 각각의 문맥이 제공하는 양상 척도에서 이러한 의미를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

대호·이정민·남승호(2002)’에서 이용된 개연성 척도가 아닌 다른 유형의 양상 척

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를 ‘개연성이나 가능성’의 척도가 아닌

현실성/비현실성과 관련한 ‘(화자나 청자가) 어떤 것을 바라는 정도’, 즉 원망이

38) 이 경우 ‘몇 번’은 ‘어림이나 대략’의 기존 연구들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이나 ‘대략’이 앞에 나

와서 ‘대략 몇 명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Lee, C. (1996)에서는 이를

Question Marking(?)이 없으므로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기대보다 더 많거나

좋은 대안들로 다소 놀라움(surprise)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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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구성의 척도에 기반하여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2a)는 화자의 제안이나 바람을 표현하는 것으로, 문맥에서 ‘선생님은 X에 출마

해보세요’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척도가 형성되며, 이 척도에는 ‘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선택지들(예를 들면,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나열된다. 그런데 이

대체항들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원망성의 정도에 따라 나열되므로, 해당 척도는

희구 양상(optative/bouletic modality)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a)의 ‘대통

령이나’는 이 원망의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한 (2b)가 해석되기 위해서는 맥락에서 ‘X나 타보았으면!’이라는 원망에 기초

한 척도에서 ‘비행기’와 ‘타보고 싶은 것들’의 선택지(버스, 자가용, 기차, 비행기

등)이 제공되며, ‘(다른 것을 몰라도) 비행기나’는 이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

는 것으로 해석된다. (2c)는 ‘맥주’가 ‘-이나’와 결합하여 ‘X를 마셔봤으면!’이란

바람이나 원망을 나타내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척도에서 ‘(다른 것은 고사하

고) 시원한 맥주나’가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예문이다. 따라서 (2)

가 해석되기 위해서는 맥락이 일종의 희구 양상의 척도를 제공해야 하며, ‘-이나’ 

구문이 해당 척도의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39)

 이상에서 ‘-이나’ 명사구를 포함하는 문장들은 개연성에서뿐만 아니라 원망성을

표현하는 문장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 양상이나 희구 양상 이외에 의무 양상의 맥락에서도 ‘-이나’ 명사구가 동질

적인 척도 해석을 갖게 됨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다루는 척도의 형식

은 선형(linear)이나 비선형(non-linear)의 격자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리고 척도

의 의미는 ‘인식 양상’과 ‘희구 양상’ 그리고 ‘의무 양상’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

일 것이다.

 3.2에서는 ‘-이나’의 해석에 필요한 척도를 구조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척도를

구성하는 원소들(대체항들)과 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다룬다. 3.3에서는

맥락이 제공하는 척도의 형식 구조를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이나’의 다양한 양상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3.4에서는 척도를 구

성하는 양상 의미로 정대호·이정민·남승호(2002)의 가능성/불가능성에 기반한 인

39)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경우, ‘-이나’는 ‘을(를)’ 혹은 ‘이라도’로도 대체 가능

하다고 보았으며, ‘-이나’와 결합한 명사구를 화자가 생각하는 최상은 아니지

만 그 ‘정도’가 높은 선택지로 해석하여, 이를 대부분 ‘차선’으로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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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양상(개연성) 척도를, 3.5에서는 필연성/우연성에 기반한 의무 양상(의무성) 척

도를 그리고 3.6에서는 현실성/비현실성에 기반한 희구 양상(원망성) 척도를 자세

히 살펴보기로 한다.

3.2 척도와 구성요소

 ‘-이나’ 명사구가 적절하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담화 상에서 적절한 양상의 척도

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나’ 명사구는 이 양상 척도에서 가장 개연성이 낮은 하

한가를 가리키게 된다. 여기서 일반적인 ‘명사구-이나’가 제공하는 척도의 형식구

조는 ‘분류사구(ClP)-이나’가 제공하는 척도 형식보다 약간 더 복잡하다. ‘분류사

구-이나’가 제공하는 담화상의 척도 형식은 완전한 선형적 순서(linear order), 혹

은 완전 순서(total order)로 설명 될 수 있지만, ‘명사구-이나’의 경우는 그 명사구

의 특성에 따라 비선형적 순서(non-linear order) 혹은 부분 순서(partial order)로 이

루어진 척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이나’ 명사구의 해석을 위

해 필요한 척도와 그 구성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차례대로 일반적인

‘척도’의 개념과 그 척도를 구조화하는 관계 개념으로서 ‘순서’와 척도의 ‘최소

가’, ‘극소가’ 그리고 ‘하한가’, 그리고 그 척도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 ‘대체항 집

합’에 대해서 다룬다.

3.2.1 척도

 Horn(1976)의 척도(scale)는 Grice(1967: 45)의 다음과 같은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기반으로 정의된다. ‘화자는 적절한 증거가 있을 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함의(entail)하지만, 약한 것은 강한 것을 함의하지 않고 강한 것의 부정

(denial)을 함축하기 때문에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언급해야한다.’ Gazdar(1979)

는 Grice의 이론을 좀 더 엄밀히 적용하여, 일반적인 양의 함축을 척도 수량 함

축(Scalar Quantity Implicature)과 절 수량 함축(Clausal Quantity Implicature)으로 나

누었다.40) 하지만 이러한 양 함축 척도는 정보의 정도에 따라서 직선으로 나열

되는 완전 순서를 이루며, 그 구성요소들은 해당 표현에서 주어진 요소와 그의

대조적 요소들(대체항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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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처럼 정대호·이정민·남승호(2002)에서는 ‘양보’의 개념에서 확장된 ‘-

도’ 뿐만 아니라 ‘-이나’ 역시 개연성의 척도함축을 낳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고는 이러한 정대호·이정민·남승호(2002)의 논의를 확장하여, 인식 양상, 의무 양

상 그리고 희구 양상의 척도에 기반하여 ‘-이나’ 명사구의 다양한 양상 의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다양한 문맥에 나타나는 ‘-이나’ 명사구의 해

석을 위해서는, Horn의 선형 순서 척도를 넘어서 이보다 느슨한 구조의 비선형

척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3.2.2 순서와 하한가

 

 이제 척도를 정의하는 순서(부분 순서와 완전 순서)와 순서 관계에 따른 하한가

의 정의를 살펴보자. 척도는 순서를 가진 집합이며, 순서는 집합에 존재하는 요

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순서는 전이적인 이항(binary) 관계이며, 이

관계는 재귀성(Reflexivity), 대칭성(symmetry), 그리고 연결성(connectedness)이라는

일반적 특징을 갖는다.41)

 본고에서 다루는 ‘-이나’와 결합하는 명사구는 ‘분류사구’와 ‘명사구’의 두 가지

로 구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편의상 ‘분류사구-이나’와 ‘명사구-이나’라고

구분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류사구-이나’를 포함한 문장에서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척도는 수사들(numerals)이 구성하는 선형(liner)적인 완전

순서(total order)를 이루는 척도인데 비해 ‘명사구-이나’가 이루는 척도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하다. ‘명사구-이나’가 요구하는 척도는 선형적인 완전 순서 척도만으

40) 

<strong form> <weak form> <weak form implicate>
p and q p or q {Pp, P~p, Pq, P~q} (P = it is possible ...)
Since p, q if p, then q {Pp, P~p, Pq, P~q}
A knows p A believes p {Pp, P~p, Pq, P~q}
A realized p A thought p {Pp, P~p}
A revealed p A said p {Pp, P~p}

표2. Gazdar의 절 함축(Gazdar’s clause implicature)

41) 3.2.2절은 Partee et al. (1990)의 순서와 관계 부분이다. 전이(transitive)를 고려

한 순서는 재귀적(reflexive)이고 반대칭적(antisymmetry)인 약 순서(weak orders)
와 비재귀적(irreflexive)이고 비대칭적(asymmetric)인 강 순서(strong or strict)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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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좀 더 느슨한 비선형적인 부분 순서를 이루

는 척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부분순서(partial order)는 집합론의 ‘부분집합’과 같은 관계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순서를 일반적으로 ‘a는 b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기호(≤)로 나타낸다. 부

분순서가 주어진 집합을 부분 순서 집합(partially ordered set, 줄여서 poset)이라고

한다. 완전 순서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은 언제나 해당 순서에 의해 서로 비교될

수 있지만, 부분 순서 집합의 원소들은 언제나 비교가 가능할 필요는 없다. 즉, 

부분순서의 경우 두 원소 a와 b에 대해, a≤b도 아니고 b≤a도 아닐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아래 집합 S에 관한 관계 R이 부분 순서와 완전 순서를 이루는 정의

를 보자.

정의(DEFINITION) 1.

 순서 집합 <S, R>에서 R은 S에 대한 부분 순서(partial order)이다 iff:

1. 전이성(Transitivity): ∀x∀y∀z((Rxy & Ryz) → Rxz)

2. 재귀성(Reflexivity): ∀x(Rxx)

3. 반대칭성(Antisymmetry): ∀x∀y((Rxy & Ryx) → x=y)

정의(DEFINITION) 2.

 순서 집합 <S, R>에서 R은 S에 대한 완전 순서(total order)이다 iff:

1. R은 S에 대한 부분순서(partial order)이다.

2. 연결성(Connectedness): ∀x∀y(x≠y → (Rxy ∨ Ryx))

 아래에서 [a, b, c, d]로 이루어진 다양한 부분순서의 그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 다양한 부분순서의 그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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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순서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1)]에

서 관계는 a≤b이고 c≤d이고 c≤b이지만 a와 c, b와 d 그리고 a와 d 사이의

관계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2)와 (4)에서는 a≤b이고 a≤c이고 c≤d이지만 b

와 c의 순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3)에서는 b≤d이고 a≤d이고 a≤c

이지만 c는 b나 d와의 순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a는 b와의 순서도 정의되

어 있지 않다. 이렇게 모든 구성요소의 순서와 관계가 모두 정의되지 않은 순서

를 부분순서라 한다.

 위의 정의를 따르면 완전 순서는 부분 순서에 비해 더 많은 제약(예: 연결성)을

갖는다. 즉 완전 순서는 항상 부분 순서가 된다.

 아래에서 S ={a, b, c, d}라 하고 S에 대해 정의된 부분순서와 완전 순서를 비교

해 보자. 

(3) R1 = {<a, b>, <a, c>, <a, d>, <b, c>, <a, a>, <b, b>, <c, c>, <d, d>}

R2 = {<b, a>, <b, b>, <a, a>, <c, c>, <d, d>, <c, b>, <c, a>}

R3 = {<d, c>, <d, b>, <d, a>, <c, b>, <c, a>, <a, a>, <b, b>, <c, c>,

 <d, d>, <b, a>}

그림 2. (3)에서의 부분 순서와 완전 순서의 그림 

 [그림 2]는 (3)에 상응하는 관계 도형(diagrams)이다. 그림에서 R1과 R2는 부분

순서이며, R3는 부분 순서임과 동시에 완전 순서를 이룬다.

 다음은 부분/완전 순서의 ‘최소가/극소가’와 ‘최대가/극대가’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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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3: 완전 순서이든 부분 순서든 순서를 갖는 집합 <A, R>이 주어졌을 때,

    1. A에 있는 어떤 요소 x가 최소가(minimal)일 때, x를 엄밀 선행하는 요소가

A에 없어야만 한다(예:  R1에서 a;  R2에서 c와 d; R3에서 d).

    2. A에 있는 어떤 요소 x가 극소가(least)일 때, x가 A에 있는 모든 다른 요

소를 선행해야만 한다(예:  R1에서 a;  R3에서 d).

    3. A에 있는 어떤 요소 x가 최대가(maximal)일 때, x를 엄밀 선행하는 요소가

A에 없어야만 한다(예:  R1에서 c와 d; R2에서 a, d; R3에서 a).

    4. A에 있는 어떤 요소 x가 극대가(greatest)일 때, x가 A에 있는 모든 다른

요소를 선행해야만 한다(예:  R3에서 a).

 극대가(greatest element)는 다른 어떤 원소보다도 큰 원소를 말하며, 극소가(least 

element)는 다른 어떤 원소보다도 작은 원소를 말한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쌍대

관계에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하한가’라는 용어는 척도 상의 특정 요소를

가리키는데, 척도를 순서 집합으로 볼 때, 척도 상의 하한가는 위에서 정의된 ‘최

소가’를 가리킨다. 따라서 하한가는 부분 순서 척도에서는 둘 이상의 요소를 가

리킬 수 있으나, 완전 순서 척도에서는 유일한 최소가이면서 극소가를 가리키게

된다.

3.2.3 대체항 집합

 앞 절에서는 관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척도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하한가를

정의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이나’ 명사구의 해석을 위해 요구되는 척도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하는 문제를 ‘초점’과 ‘함축’ 개념과 관련하여 다루

고자 한다.

 2장에서 살펴본 ‘-이나’의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명사구-이나’가

여러 대상들에서 ‘선택’이나 ‘가림’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았다.42)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이나’ 구문을 ‘자매항’이 명시 된 것(= 접속조사)과 명시되지 않은 것(= 

보조사)라고 구분하여 정의한 것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명사구-이나’가

42) 특히 ’이나’가 붙은 요소와 언급되었거나 언급되지 않은 대체항(혹은 선택지

나 자매항)들 사이에서 ‘가림’이라고 본 최현배(1961)나 ‘선택’이라고 본 양인

석(1973)의 논의에서 주로 시작되었다. 



- 48 -

지시하는 개체를 선택하거나 가려내려면 먼저 특정한 대상들의 집합이 전제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렇게 전제된 여러 특정 대상들의 집합이 보조사

‘-이나’의 초점 해석에 의해 요구된다고 가정한다. 즉, 보조사 ‘-이나’와 결합한

명사구는 초점 해석을 받으며, 해당 명사구와 대체될 수 있는 담화상의 개체들이

“대체항” 집합을 형성하고, 또한 이 대체항들이 해당 척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문맥과 문장의 초점이 어떠한 대체항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4) (Out of all delicious foodstuffs that his mother prepares)

   Max only eats [HAMburgers]F 

 (4)에서는 ‘[HAMburgers]F’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초

점을 도입하는 요소인 ‘only’와 함께, 초점 강세 표지 [F]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

다. 이 문장은 주어가 초점을 받아 강조된 ‘맥스만 햄버거를 먹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고, ‘only’와 초점 강세에 의해 ‘햄버거’가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음

식들 중에 맥스가 먹는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초점의 대

체항 집합은 ‘엄마가 준비한 음식 중에서 맥스가 먹을 것들’로 이루어진다. 

 이제 다시 ‘-이나’ 명사구로 돌아와 아래 예문을 보자.

(5) (여자 친구를 사귀겠다는 선수에게) [운동]F이나 해라!

 (5)에서는 ‘-이나’와 초점에 의해서 선택된 ‘운동’의 대체항들(= 선택지 즉, 척도

의 구성요소들)은 ‘(여자 친구를 사귀겠다는 선수에게) 코치가 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이다. 즉 화용론적 문맥에 따라 이 집합은 ‘학습, 연애, 시합

출전 ...’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운동-이나’는 그 대체항들로 구성되는 척도

에서 ‘X를 해라/(청자가) X-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성의 척도에서 ‘최소한 운동은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운동-이나’는 척도의 하한가를 가리킨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을 근거로 다음 절에서는 척도의 형식 구조를 보이고, 그

다음 절에서는 척도의 의미 구조(양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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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척도의 형식 구조

 앞서 3.2에서는 담화상의 척도를 구조화하는 순서를 정의하고, 해당 순서에서

특별한 속성을 갖는 요소들(최소가/최대가, 그리고 극대가/극소가)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순서-부분 순서와 완전 순서-를 정의하였고, 초점 해석을

낳는 ‘-이나’ 명사구가 그 담화상의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이때 초점 요소는 맥락에서 그 대체항들을 추출해 내며, 문장의 양상 의미

에 따라 이 대체항들이 해당 척도에 배열된다.

 이제 본 절에서는 척도의 두 가지 형식 구조를 실제 예문의 척도 해석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나’ 명사구의 대체항이 이루는 순서 관계는 해당 문장의 선

/후행 문맥 요소가 이루는 열린 명제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수사를 포함하는

‘분류사구(Classifier Phrase, 이하 ClP)’와 그 분류사구의 대체항이 이루는 척도를

보면, 분류사구에 나타나는 수량과 그 대체항들(즉 대체수량들)이 선형적 함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해당 척도는 완전 순서에 의한 선형 척도를 이룬다. 하

지만 분류사구 대신 일반 명사구로 이루어진 ‘-이나’ 명사구가 해석될 때는, 해당

맥락에서 주어지는 척도가 반드시 완전 순서로 이루어진 것일 필요가 없다. 이때

는 부분 순서에 의한 비선형 척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제 ‘선형 척도’와 ‘비선형 척도’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3.3.1 선형(= 완전) 순서 척도

 먼저 ‘-이나’가 수사를 포함하는 분류사구와 결합한 예들을 보기로 하자. ‘분류

사구’는 언제나 수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대체항들 역시 수량의 집합으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수량에 따른 함의 관계가 전체 순서를 도출하고, 이들은 자연스

럽게 선형 척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의 해석에서 요구되는 선형 척

도를 생각해 보자.

(6) a. 5시간이나 기다려야해!

b. 벌써 5시간이나 지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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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X시간 기다릴’ 의무성과 ‘X시간 지났을’ 개연성

 (6)은 분류사구 ‘5시간’과 ‘-이나’가 결합하여 나타난 예이다. [그림 3]으로 표현

된 (a)에서는 ‘5시간이나’가 술부인 ‘(화자가) X-시간 기다려야한다’라는 열린 명

제가 구성하는 기다려야 할 필연이나 의무를 표현하는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킨다. 여기서 ‘5시간이나’의 대체항들은 ‘5시간’을 전후로 ‘1시간, 2시간, ... 5

시간, 6시간, ...’과 같이 완전 순서를 이루는 선형 척도로 표현된다. 또한 ‘5시간

이나’는 화자가 청자를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 너무 긴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함

으로써 화자가 기다려야 할 필연이나 의무에 있어 가장 낮은 값인 하한가가 된

다.43) 그림의 순서 있는 수사들은 의무성의 영역을 나타낸다. 이 중 ‘5시간이나’ 

보다 이른 시간인 4시간은 ‘화자’가 기다릴 수 있는 혹은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보다 높은 값이며, 1시간은 기다려야 할 필연이나 의무성이 가장 높은 값(즉 최

대가)이 된다. 또한 ‘5시간이나’라는 표현이 쓰이는 맥락에서는 ‘6시간 이상’ 기

다릴 필요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6시간’ 혹은 ‘7시

간’ 등은 해당 척도에서 필연이나 의무성 평가의 영역을 벗어난다.

 (6b)에서는 ‘5시간’이 술부인 열린 명제 ‘벌써 X-시간이 지났네’가 나타내는 화

자의 예상을 넘어서는 놀라울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을 인식하는 개연성 척도에

서의 하한가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6a)와는 의무성과 개연성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분석이 될 것이다.

 아래 역시 각각의 양상 척도에서 ‘분류사구-이나’가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a. 이 학교에서는 고등고시에 두 명이나 합격했다.

b. 맥주를 열 병이나 마셨어요.

c. 아홉 번이나 건넜는데도 목적지에 이르지를 못했다.  

43) 허 웅(1995)에서는 너무 길어서 ‘놀라움과 넉넉함’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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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세월은 흐르는 물이라더니, 벌써 다섯 해나 흘렀구나.

e. 그 논문을 삼년 동안이나 잡고 있다. 

 (7)에서는 ‘-이나’가 각각 ‘두 명, 열 병, 아홉 번, 다섯 해, 삼년 동안’과 결합하

였다. 각각 화자의 예상보다 많거나 높음을 나타내는 ‘분류사구(ClP)-이나’가 술

부인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인식 양상 척도 상의 가장 낮은 개연성인 하한가를

가리킨다. 따라서 예상보다 많거나 높음을 나타내는 수사를 포함하는 ‘분류사구-

이나’는 ‘그 분류사구 넘어 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함축이 발생하며, 각각

의 대체항인 영역은 순서를 가지는 선형 순서 척도로 표현된다.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의미는 대체로 ‘놀람과 넉넉함’ 혹은 ‘감동조사’라고 설명해 왔다.

 다음은 ‘분류사구-이나’에 대응하는 질문에 ‘의문대명사-이나’ 구문이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8) a. 몇 명(사람)이나 왔습니까? 

b. 몇 번이나 찾아갔으나 만나지를 못했다.

c. 몇 겹이나 사람이 둘러 서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8)의 예들을 주로 ‘어림과 대략’, ‘추정과 추측’ 혹은 ‘놀람과 넉

넉함’ 등으로 설명해 왔다. 특히 (a)는 2장의 ‘어림과 대략’에서 분류한 것처럼

윤재학(2000)이 ‘대략’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 예문인데, 본고에서는 선형척도의

하한가를 대답으로 요구하는 질문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a)에서 ‘-이나’의 쓰임

은 단순한 ‘어림과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화자가 기대하는 대답의 수량이 화자

에게는 최소한으로 만족할 만한 값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한 (b)와 (c)는 (a)

와 달리 의문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몇 번이나’는 비한정 수

량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수량은 ‘화자가 생각하기에 그 수량이 많음’

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화자가 X 번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의 척도

에서 가능성이 가장 낮은 하한가는 수량이 매우 높은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몇 번이나’의 비한정 수량은 해당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

다. (c)에서의 ‘몇 겹이나’ 역시 개연성의 수량 척도에서 ‘하한가’를 지시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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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8)의 해석을 위한 담화가 제공하는 척도는 인식 양상에 기초한 개연성/

가능성의 척도이며, 수량 집합으로 이루어진 ‘선형 척도’를 이룬다. 이제까지는

‘분류사구’나 ‘수량 의문사’와 결합한 ‘-이나’의 해석을 위해 선형 척도가 요구됨

을 보았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일반 명사구가 ‘-이나’와 결합하는 구조에서 비선

형 척도가 요구되는 경우들을 보고자 한다.

3.3.2 비선형(=부분) 순서 척도

 ‘-이나’가 3.3.1에서 살핀 엄밀한 제약을 가진 수사를 포함하는 ‘분류사구’와 결

합했을 때는 선/후행 순서들 간의 직선적인 함축 관계로 설명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명사구’와 결합했을 때는 이러한 완전 순서를 이루는 선형 순서만으로는

설명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사구-이나’가 적절히 해석되기 위해서는 완전

순서보다는 좀 더 느슨한 구조의 부분 순서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순서를 구성하

는 요소는 초점 받은 명사구의 대체항들이고 ‘명사구-이나’는 ‘술부가 나타내는

척도’(개연성, 의무성, 원망성, ...)에서 하한가를 가리키게 된다.

(9) a. 오늘 회의에는 김과장이나 오겠지!

그림 4. ‘오늘 모임에 X가 올’ 개연성

b. 대통령이나 그 일을 할 수 있지.

그림 5. ‘X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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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막식에 부통령이나 올까?

그림 6. X가 ‘올’ 개연성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a)는 ‘(오늘 회의에는) X-가 온다’라는 열린 명제

가 구성하는 가능성/불가능성에 기초한 ‘X가 올 개연성’ 척도에서 ‘김과장-이나’

가 하한가를 가리킬 것을 요구한다. 먼저 초점을 받은 ‘김과장’과 엄밀 순서를

형성하는 선택지로 상하급 직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급이 이루는 ‘이대

리, 김과장, 박부장 ... 황사장, 구회장’이 엄밀 순서를 이루며 선형 척도에 포함된

다. 이 척도에서 ‘김과장이나’는 화자가 생각하기에 다른 직급은 몰라도 최소한

‘김과장’은 회의에 올 것이라는 추측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김과장-

이나’의 대체항들 가운데는 ‘김과장’과 부분 순서를 이루는 것들도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연기자, 큰 아들, 작은 아들, ..., 영어교사, 학생주임, ..., 시장, 구청장, 

..., 김과장’ 등은 반드시 선형 순서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4]는 전체 순서가 아닌 부분 순서가 만드는 비선형 척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 실선 구간은 개연성의 영역을 나타내며, ‘김과장’보다 아래의 빈 구간

의 개체들은 개연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영역에 놓인다. 즉, ‘박부장, 황사장’ 등

은 개연성의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림 5]는 (9b)의 ‘대통령이나’가 ‘그 일을 X-가 할 수 있을 개연성의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킬 것을 요구한다. 즉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지’라는 열린 명

제가 구성하는 척도에서 ‘대통령이나’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된다. 따라서 대통령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은 사람이

없다면, 대통령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연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유일

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그림 5]에서 개연성의 영

역을 벗어난 곳에는 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각각 실무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배열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 6]은 (9c)의 해석을 위해 맥락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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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개연성의 척도를 보여 준다.

 아래 예문들 역시 기존 연구들에서는 ‘차선/소극적 선택’ 혹은 ‘양보’나 ‘정도’, 

‘가림’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온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본고에서

는 비선형 부분 순서 척도에 기반한 해석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10) a. 잠이나 자자.

b. 극장에나 가거라.

c. 이젠 농사나 짓자. 

d. 운동이나 열심히 해라.

e. 텔레비전이나 보는 것이 어떠냐?

f. 밥 지을 쌀이 없어 죽이나 쑤어 먹으니 한심하다.

 (10)에서는 각각의 명사구 ‘잠, 극장, 농사, 운동, 텔레비전, 죽’ 등이 ‘-이나’와

결합하여 각각의 문맥에서 제공되는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 등장하는 ‘-이나’ 명사구의 대체항들은 완전 순서로 관계가 맺어

지기보다 부분 순서로 맺어진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이다. 따라서 비선형 척도를

기반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다. 여기서 맥락이 제공하는 척도는 각각 개연성이나

의무성 혹은 원망성을 기반으로 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a)는 ‘X-을 하자’라

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척도의 대체항들은 ‘잠’을 포함하여 ‘운동, 공부, 쇼

핑, 심부름 등’ 할 일들의 집합을 이루며, ‘잠이나’는 ‘화자가 요구하는 필연이

나 의무성’의 척도에서 가장 낮은 하한가를 가리킨다. 이때 ‘할 일들의 집합’

은 완전 순서를 이룬다기보다 부분 순서를 이루는 비선형 척도라고 보는 것

이 직관적이다. (b-d)의 해석이 요구하는 척도 역시 필연성/의무성에 기반한

의무 양상의 척도이며, (e-h)에 포함된 ‘-이나’ 명사구는 기대치/원망성의 정도

에 기반한 희구 양상의 비선형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문맥이 제공하는 척도의

양상 유형에 대해서는 3.4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11) a. 아무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b. 아무나 와도 좋다. 

c. 아무나 극장에 들어갔다.

d. 유미는 아무하고나 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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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누구나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b. 존은 언제나 행복하다.

c. 그는 무엇이나 잘 먹는다.

d. 어느 부상병이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것이다. 

 (11)과 (12)는 기존 연구에서 ‘전칭’과 ‘자유선택’의 구분 없이 모두 ‘자유선택’으

로 해석된 예문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유선택 해석은 역시 비선형 척도를

요구하며, ‘아무나’와 ‘누구나’ 같은 비한정/부정 대명사들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리킬 수 있는 담화상의 개체들이 모두 해당 척도의 하한가로 배열되는

비선형 척도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1a)는 ‘아무’라는 ‘임의선택’의

부정 대명사가 담화에서 고려되는 모든 개체들을 가리지 않고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개체가 각각 ‘X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가능성 척도에서 모

두 하한가에 배열된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나’와 ‘누구나’의 의미-임의선택 혹은

전칭-을 해석하기 위한 비선형 척도에 대해서는 5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3.3.3 척도 유형의 정리

 본 절에서는 3.2에서 제시한 척도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척도의 형식구조

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을 5가지로 분류했던 2장의 보조사 ‘-이나’의 의미연

구에서 나타났던 예문들을 3.2에서 다룬 두 가지 형식의 척도(선형과 비선형 척

도)에 기반하여 해석하였다. 선형 척도는 주로 ‘분류사구-이나’ 구문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척도 유형이며, 그 척도를 구조화하는 순서는 수량 대체항들 사이의

완전 순서임을 보였다. 이에 반해 비선형 척도는 일반 명사구와 ‘-이나’가 결합한

구문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이때 담화가 제공하는 척도는 해당 대

체항들이 부분순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비선형 척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선형(‘분류사구-이나’)과 비선형(‘명사구-이나’) 척도가 정대호·이

정민·남승호(2002)에서 설명된 맥락이 제공하는 ‘개연성’의 정도에 따라 형성된

인식 양상 척도에서 뿐만 아니라, 필연성/우연성에 기초한 담화가 구성하

는 ‘의무성’의 정도에 따른 의무 양상 척도에서와 현실성/비현실성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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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제공하는 ‘희구성’의 정도에 따른 희구 양상 척도에서도 하한가를 가

리킴을 보일 것이다. 즉 인식 양상, 의무 양상 그리고 희구 양상의 세 가지 범

주를 기초로 보조사 ‘-이나’의 쓰임과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3.5 인식 양상의 개연성 척도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이나’ 명사구를 포함하는 문

장들의 양상 의미들과 용어들을 맥락이 제공하는 양상 척도를 기초로 척도 함축

이라는 통합적 기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용되는 척도란 해당 문장이 쓰

인 맥락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이나’ 명사구 해석에 요구되는 양상에 따라 척도

가 형성된다. 앞서 3.2에서는 ‘-이나’의 해석에 필요한 척도를 구조적으로 정의하

기 위해, 척도의 구성 원소들(대체항들)과 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정의하였

고, 3.3에서는 맥락이 제공하는 척도의 형식 구조를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누어

예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나’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서법(mood)과의 연관성을

논의한 바는 있었지만 양상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44) 이제 본 절에서부

터는 해석에 기반이 되는 척도의 양상 의미 범주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본 절에서는 ‘-이나’의 다양한 양상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척도를

구성하는 양상 의미를 우선 가능성/불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개연성’을 기초로

한 인식 양상 척도를 도입하여 설명할 것이다.

 Lee, Chung, and Nam (2000)에서는 ‘아무’와 ‘이나/도/라도’의 합성어는 문맥/상

황에 의해 결정되는 화용론적 척도 속에서 특별한 요소, 즉 하한가를 가리킨다는

것과 이러한 극어들(polarity sensitive items)의 통사적 분포를 보여 주었다. 여기서

‘아무나’는 진실성(veridical)과 비진실성(non-veridical) 맥락에서 나타나고 비일시적

(non-episodic) 운용자/연결사에 의해 허가된다고 보았다. 또한 앞서 본 바처럼 정

대호·이정민·남승호(2002)에서는 ‘양보’의 개념에서 확장된 ‘-도’ 뿐만 아니라 ‘-이

나’ 역시 척도 함축을 낳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이나’ 구문의 해석을 위해 해당 맥락이 구성하는 ‘개연성/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인식 양상(epistemic modality) 척도를 보기로 하자.45)

44) 채 완(1977)과 이춘숙(1993) 그리고 ‘목정수(200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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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 몸의 열이 39도나 넘었다.

b. 선생님은 시를 백수나 외우신다.

c. 몇 겹이나 사람이 둘러 서 있었다.

그림 7. 체온이 ‘X가 넘을’ 개연성(likelihood) 

그림 8. 선생님이 시를 _X수 외울 개연성 

 (13a)는 [그림 7]에서와 같이 술부인 ‘열이 X-가 넘는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

하는 ‘열이 X도가 넘을’ 개연성 척도에서 ‘39 도나’가 하한가를 가리킨다. 여기서

사람의 적정 체온이 36.5~37도 이므로 ‘36도 이상이나 37도 이하’라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값이며, ‘37도 이상이거나 36도 이하’가 되면 ‘놀라움을 표현하는 척

도’가 생겨날 수 있으며, 37도 이상을 생각해 볼 때 ‘38도’가 되면 놀랄 수 있는

위험한 정도이고, 문맥에서는 ‘39도나’가 그보다 더 위험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

한가를 가리키고 있다.46) 

 (13b)는 [그림 8]에서처럼 술부인 ‘시를 X-수 외우신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

는 ‘X-수 외울 수 있는 개연성’ 척도에서 ‘1수’를 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이므로 개연성이 최대가이고 당연가가 된다. 따라서 98수는 외울 개연성에서 상

45) 인식(epistemic)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단어 ‘이해’나 ‘지식’으로부터 왔다. 따라서 인식
양상은 화자의 이해나 지식의 상태로 해석될 수 있기에 주로 ‘개연성이나 가능성’의
척도로 표현된다. 여기에는 화자의 판단들과 그가 말한 것들에 대한 보증이 포함된다.

46) (a)에서는 ‘열이 삼십 구도가 넘었다’는 열린 명제에서 개연성 척도가 형성되

며, ‘39도’는 개연성의 ‘하한가’이고, 함축은 ‘40(ClP)은 아니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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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낮은 값이어서 외우기 어렵지만 99수보다는 그 개연성이 높고 100수는 화

자의 생각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어려워서 개연성이 낮은 하한가를 가리킨다.

 (13c)는 3.3.1에서도 살폈듯이 기존 연구들에서 ‘어림 및 대략’으로 다루어져 왔

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분류사구에 결합한 보조사 ‘-이나’ 구문으로 보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선형 척도를 이용한다. 술부인 ‘X-겹의 사람들이 둘러 서 있었다’

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개연성 척도가 형성되며, ‘몇 겹이나’는 해당 척도에

서 비한정 수량을 가리키면서 그 수량이 (정확히 지시되지는 않았지만) ‘화자의

판단에는 가장 개연성이 적은 수량’인 하한가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해당 구문

은 ‘대략’과 ‘분류사구’로 대치되었을 경우, ‘(대략) 열 겹이나 사람이 둘러 서 있

었다’와 같은 문장 역시 ‘열 겹’은 개연성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게 된다.

 따라서 (13)에서의 ‘39도, 100수, 몇 겹’이 각각 ‘-이나’와 결합하여 분류사구와

그 대체항들이 이루는 선형 구조의 인식 양상 척도에서 각각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해당 맥락이 제공하는 양상 척도는 모두 ‘개연성’이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인식 양상의 척도들이다.

 이상에서는 ‘분류사구-이나’ 구문의 해석을 위하여 선형 척도를 이용하는 경우

들을 보았다. 이제 일반 명사구가 ‘-이나’와 결합하는 경우들이 비선형 척도를 요

구하는 경우를 보자. 

(14) a. 밥 지을 쌀이 없어 죽이나 쑤어 먹으니 한심하다. 

b. 돈푼이나 있다고 큰 소리 칠 것은 못된다.

c. 존은 아무거나 잘 먹는다.

그림 9. ‘화자가 X를 먹으니 한심한 개연성’

 (14)는 ‘죽, 돈푼, 아무거’와 같은 명사구가 ‘-이나’와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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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소극적 선택’, ‘차선’, ‘정도’, ‘양보’, ‘자유선택’, ‘어림’ 등

의 다양한 양상의미로 언급해온 예들이지만, 본고는 이들 역시 ‘맥락이 구성하는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먼저 (a)는 [그림 9]에서처럼 ‘X를 쑤어 먹으니 한심하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

하는 개연성 척도로 나타났다. 화자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밥 지을 쌀

이 없어’라는 문맥을 통해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선택된 ‘죽이나’이므

로 부분 척도에는 죽의 종류(예: 숙 죽, 야채 죽, 참치 죽, 전복 죽 ... 등)나 먹을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문맥에서 죽의 대체항들(라면, 토스트, 물 ... 등)

이 여러 가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하나의 선형 척도를 이룰 필요가

없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림9]에서와 같이 부분 척도를 이루며, ‘죽이

나’라는 표현은 이 대체항들 가운데 ‘죽’을 하나의 하한가로 지시한다.47)

 (b)는 선행연구에서는 ‘차선’, 추측’, ‘추정’, ‘어림과 대략’ 혹은 ‘관용구’ 등으로

다루어져 온 예이지만, 여기서는 이 역시 술부인 ‘X-가 있다고 큰 소리 칠 것은

못 된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판단을 나타내는 가능성이나 개연성의 척도

에서 ‘돈푼이나’가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돈푼’은 많은 돈을

가리키지만, ‘많은 돈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화자의 판단에 가능성의 정

도가 가장 낮은 행위라는 표현이다.

 (c)는 기존 연구에서 ‘전칭’과 ‘자유선택’의 구분 없이 ‘자유선택’으로 해석된다

고 보아온 예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유선택 해석 역시 정대호·이정민·남승호

(2002)의 주장에 기초하여 비선형 척도를 요구하며, ‘아무나’와 ‘누구나’ 같은 비

한정/부정 대명사들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리킬 수 있는 담화상의 개체

들이 모두 해당 척도의 하한가로 배열되는 비선형 척도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존이 X를 잘 먹는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

양상 척도에서 부정 대명사와 ‘-이나’가 결합하여 ‘아무거나’로써 하한가를 가리

킨다. ‘아무거’라는 ‘임의선택’의 부정 대명사가 담화에서 고려되는 모든 개체들

을 가리지 않고 지시할 수 있으며, 이들 개체 모두가 ‘X를 잘 먹는다’는 가능성

47) 예문에서 ‘행위’를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의무 양상에서 다루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한심하다’라는 심리술어와 연관하여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 양상’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사람의 기호에 따른 희구 양상 척도를 생각한다면 원망

성의 ‘떡복기, 빵, 죽, 밥 ... 혹은 야채 죽, 전복 죽 ... 등(물론 이 척도의 순서

는 사람에 따라 기호가 다르다면 바뀔 수 있다)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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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에서 모두 하한가에 배열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개연성이나 가능성’의 척도로 표현되는 인식 양상에서 나타난

예들을 앞 장의 예들과 함께 일부 살펴보았다. 이들은 기존 연구에서 ‘소극적 선

택’, ‘양보’, ‘자유선택’, ‘어림과 대략’, ‘놀람과 넉넉함’ 등으로 다양하게 소개되

어 온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들이 나타난 문장이 구성하는 선형이나 비선형의 인

식 양상 척도에서 ‘-이나’ 명사구가 하한가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였으며, ‘양보’ 

혹은 ‘자유선택’의 ‘아무나/누구나’는 특수한 비선형 척도에 기초하여 해석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3.5 의무 양상의 의무성 척도

 이제 본 절에서는 ‘-이나’의 양상 의미가 의무나 필요를 나타내는 ‘의무성’의 척

도에 기초하여 해석되는 예들을 보자.48)

(15) a. A. 아버지, 100원만 주세요. B. 100원이나?

b. 아직 아홉 번이나 더 건너야 해!

c. 여기서 꼬박 여섯 시간이나 기다려야해!

그림 10. X시간 기다려야 할 의무 척도 

 먼저 (a)는 양인석(1973)에서 ‘높음이나 낮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된

48) Jespersen (1924)는 ‘의무(deontic)’가 ‘의지의 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인식양상은 명제에 대한 믿음, 지식, 진리 ... 등에 관련된 개념이라면, 의무양상은 화
자를 포함한 사람들에 의한 행위(action)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따라서 ‘-
이나 해야 한다, 해도 좋다, 필요하다, ~이 요구되다’ 등과 화자의 의향을 나타내는

표현인 명령이나 청유 ‘-이나 ~하자/해라/합시다’와 ‘-이나 ~겠/마’ 등과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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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으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를 ‘놀라움’, ‘넉넉함’, ‘양보’의 선택, ‘감동조

사’, 등의 다양한 양상 의미로 표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역시 ‘-이

나’ 명사구 ‘100원이나’가 이를 포함한 문장의 열린 명제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X-를 주어야 한다’가 형성하는 필연이나 의무성의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a)가 해석되기 위해서는 맥락이 위와 같은 의무 양상의 척

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분류사구 ‘100원’의 대체항들이 형성하는 선

형 순서(... 200원, ... 150원, ... 110원, ... 50원, ... 10원)에서 ‘100원’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대체항들(90원 ... 10원)은 아버지가 당연히 줄 수 있는 수량을 가리키

며, ‘100원’ 아래 값(110원 ... 200원 ...)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단위를 벗어나는 수

량을 가리킨다. 따라서 100원이 아버지 생각에는 아이에게 큰돈이어서 주어야 할

필연이나 의무성이 가장 낮은 하한가이다. 

 (b)에서는 분류사구 ‘아홉 번’이 ‘-이나’와 결합하여 ‘아직 X번을 더 건너야 해!’

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필연성의 의무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때 ‘-이나’가 분류사구와 함께 나타나므로 이 양상 척도는 완전

순서로 구조화된다. 따라서 선형 순서는 ‘한 번, 두 번, ...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의 척도 대체항들을 포함하며, 여기서 ‘한 번, 두 번, ... 여덟 번’

이 당연히 건너야 하는 것이라면, ‘열 번, 열한 번 ...’은 ‘아홉 번이나’의 하한가

를 벗어나서 해당 수량의 회수는 건널 필요가 없다는 함축이 발생한다.

 (c)는 [그림 10]에서처럼 ‘꼬박 X-시간을 기다려야 해!’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

는 필연성의 의무 양상 척도이며 ‘여섯 시간이나’는 그 척도에서 기다릴 의무성

의 하한가를 가리킨다. 즉, ‘-이나’가 취하는 ‘여섯 시간’은 화자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오랜 시간의 하한가가 되며, 그럴 때 그보다 짧은 시간은 당연히 기다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6시간이 넘게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함축이 생기게 된다.

 (15)의 ‘분류사구-이나’에 대해 양인석(1973)은 ‘꽤(rather), 적어도(at least)’의 놀

라움의 정도로, 홍사만(2002)은 ‘감동조사’, 윤재학(2000)은 ‘예상보다 많은 수량’, 

허 웅(1983, 1995)은 ‘놀람, 넉넉함’ 등으로 다양한 양상 의미로 설명하고 기술해

왔다. 하지만 본고는 (15)의 ‘분류사구-이나’들 역시 담화가 제공하는 의무 양상

의 선형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선형 척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비선형

순서를 요구하는 ‘일반명사구-이나’가 의무 양상에서 나타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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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자장면이나 내시오.

b. 당신이나 가시오.

c. 텔레비전이나 보는 것이 어떠냐?

d. 운동이나 열심히 해라.

그림 11. 청자가 X를 내야 할(= 사줄) 의무성 

그림 12. 청자가 X를 열심히 할 의무성1

그림 13. 청자가 X를 열심히 할 의무성2

 먼저 [그림 11]처럼 (a)는 ‘자장면이나’가 ‘X를 내시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

는 ‘청자가 음식 X를 사야할 필연이나 의무성’을 나타내는 의무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자장면’과 연관된 여러 실선으로

표시된 비선형(혹은 부분) 순서 척도 중 이 값보다 위의 여러 부분에 있는 다른

값들은 당연히 하한가보다 청자가 당연히 사야 할 필연성이 높은 값이라고 보았

다. 따라서 ‘화자가 X를 사줄 필연이나 의무성’에서 ‘짜장면’이 하한가를 가리키

므로 짜장면보다는 우동이 척도에서 필연이나 의무성이 높은 값이 되고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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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낮은 값이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선택되지 않은 의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척도(떡복이, 오뎅, ... 자판기 커피, 아메리카노, ... 햄버거, 스테이크, ... 만두, 군

만두, 물만두 ...) 등의 부분 순서 척도가 있지만, 여기서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

는 값들과 논할 필요가 없는 값들이 있다. ‘-이나’가 결합한 ‘자장면이나’가 하한

가이므로 비싸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의무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b)는 담화 상에서 이미 등장해 있거나 ‘당신’과 함께 화자가 생각할 수 있는 사

람들의 대체항들로 이루어지는 비선형 척도로 ‘가야 할’ 당위나 의무성의 척도로

의무 양상 척도에서 ‘당신이나’가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난 예이다.

 (c)는 ‘텔레비전’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체항들이 각각 그 문장이 구성하

는 척도의 구성 요소가 되며, 이 척도는 할 필요의 의무 양상에서 비선형 척도를

이루며 ‘-이나’ 명사구는 이 척도에서 하한가가 된다.

 (d)도 ‘X를 열심히 해라’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의무 양상

척도가 제공되었다. 이 척도에서 하한가인 ‘운동이나’는 그 대체항들과 더불어

이루는 다양한 비선형(부분) 순서 척도가 된다. [그림 12]는 ‘-이나’와 결합한 ‘운

동’이라는 명사구와 그 대체항들이 이루는 여러 부분 순서들 중 하나인 기초 체

력 운동 ‘달리기, 서젼트 점프, 높이 뛰기, ... 등’이 이루는 척도를 보여준 그림이

다. [그림 13]은 이런 선형적으로 보이는 기초 체력 운동이 제공하는 척도이외에

축구나 야구가 제공하는 더 많은 척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여기서는 ‘운동이나’를 하한가로 하는 다양한 비선형적인 부분 순서 척도들을 보

여주기 위해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확장하여 살펴보았다.49)

 (16)은 주로 기존 연구에서 ‘소극적 선택’, ‘차선’, ‘어림과 대략’, ‘정도’, ‘양보’ 

혹은 ‘자유선택’으로 설명되어 오던 예문들이지만 본고는 이들 역시 비선형(= 부

분) 순서이면서 필연성/우연성에 기반한 의무성을 요구하는 의무 양상의 척도에

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이나’ 명사구라고 설명하였다. 

49) 첫 번째 그림의 모든 내용은 두 번째 그림에 들어 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운동’을 하한가로 하는 부분 순서 척도에서 ‘축구’에서 나타나는 순서 척도와

‘야구’에서 나타나는 순서 척도 그리고 ‘기본 체력 운동’에서 나타나는 순서

척도의 다양한 부분 순서 척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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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희구 양상의 원망성 척도

 이제 본 절에서는 보조사 ‘-이나’의 다양한 양상 의미들 가운데 화자의 요구나

기원 혹은 바람을 나타내는 ‘원망성’의 정도에 따른 척도를 요구하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이런 양상의 맥락을 통틀어 희구 양상(optative/bouletic modality)이라

고 부르기로 한다.50)

 먼저 아래에서 선형척도의 하한가에 대한 대답으로 ‘의문대명사’와 원망의 동사

가 사용된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보자.

(17) a. (정확히) 몇 명(사람)이나 왔습니까? (‘대략’)

a'. (한) 몇 명(사람)이나 왔으면 싶습니까?

 (17a)의 예문은 2장과 3.4의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나’가 ‘대

략’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여 제시한 예문이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선형 척도를

요구하는 ‘분류사구-이나’로 분석하고 이들이 맥락이 제시하는 선형척도에서 하

한가를 대답으로 요구하는 질문으로 분석하였다.

 (a')은 이러한 논의를 희구 양상에 확장한 예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척도의 형식

은 역시 선형 척도이며, 담화가 제공하는 양상 의미는 원망성을 표현하는 희구

양상 척도이다. 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건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표현

한 명제를 향한 청자의 기대를 묻는 질문이다.

 (a')을 희구 양상의 질문으로서, ‘공연하는 사람에게 기자가 묻는 질문’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역시 ‘의문 대명사’가 요구하는 수량은 ‘청자’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량’을 답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다. 따라서 ‘청자’의 입장에서 판

단하는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희구 양상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건과 명제

50) 희구 양상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건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상태인 명제를 향
한 태도를 표현하는 양상이다. Palmer(2001; 115)에서는 인식 양상과 의무 양상 이외에
도 ‘희구와 기원’의 양상도 다루었다. Jespersen (1924)이 ‘실현성’의 유무에 따라 나눈
기원과 희구도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며 이들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바

람과 원망에 관련된 개념이다. 여기서는 희구(desiderative)나 기원(optative) 혹은 원망

(volitive)을 구분하지 않고 희구 양상에 모두 포함하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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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한 태도를 표현하므로 ‘화자가 놀라움이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판단’과

는 공기하기보다는, 미래의 일이나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같은 가정법과는 공기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질문 형태나 사실 그리고 놀라움 등의 판단과는 잘 어

울리지 않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이를 더 분명히 보기 위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 상태인 명제를 향한 태도를 표현하는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는 분류사구

가 나타난 예문과 그에 따른 변형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18a)는 전체 분류사구와 결합하는 ‘-이나’가 나타난 예문들 중에서 유일하

게 희구 양상 척도에서 나타난 예문이다.

(18) a. 이번에는 일등이나 한 번 해 보세요.

a'. 이번에는 일등이라도 한 번 해 보세요. 

b. *이번에는 100명이나 모으고 싶다. 

b'. 이번에는 100명이라도 모으고 싶다.

c. *이번에는 100명이나 모아 보세요. 

c'. 이번에는 100명이라도 모아 보세요.

그림 14. ‘X를 하고 싶을’ 원망성1 

그림 15. ‘X를 하고 싶을’ 원망성2 

 (18)의 해석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X를 한번 해 보세요’라는 열린 명제의 요구

정도에 따라 구성되는 희구 양상 척도를 필요로 한다. 이 척도를 피상적으로 보

면, 첫 번째 [그림 14]처럼 ‘일등’이라는 분류사구가 나타내는 선형 척도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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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나’가 하한가를 가리키는 구조로 설명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3.4에서 이러

한 분류사구와 결합하는 경우는 선형 구조의 척도를 요구하며, 대부분 이미 일어

난 일에 대한 평가로써 ‘의외성’의 표현인 ‘놀라움과 넉넉함’을 나타내는 ‘인식

양상’과 ‘의무 양상’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희구와 기원’의 미래 지향적인 ‘희

구 양상’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8)의 ‘일등’이 선형 순서의 척도를 요구하는 ‘분류사구’라

기보다는, 일종의 ‘일반명사’로 사용되어 비선형의 부분 순서 척도를 나타내는

‘명사구’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 14]는 적절한 해석을 주기 어렵

고 두 번째 그림인 [그림 15]와 같은 부분 순서의 척도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51) 즉, 비선형 구조의 희구 양상 척도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b)의 ‘*이번

에는 100명이나 모으고 싶다’와 (c)의 ‘*이번에는 100명이나 모아 보세요’에서

‘분류사구-이나’ 구문이 ‘희구 양상’과 함께 나타날 때는 좋지 않지만, (b')의 ‘이

번에는 100명이라도 모으고 싶다’와 (c')의 ‘이번에는 100명이라도 모아 보세요’에

서의 ‘분류사구-이라도’가 자연스러운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19)는 비선형 ‘명사구’가 ‘-이나’와 결합하여 각각의 문맥에서 제공된 희구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난 다양한 예문들이다. 

(19) a. 맥주나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b. 새마을이나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c. 제주여행도 좋지만 비행기나 한번 타 봤으면 좋겠다.

d. 자기가 무슨 천재나 되는 것처럼 굴더라.

e.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늦잠이나 실컷 자겠습니다.

그림 16. ‘X를 타고 싶은’ 원망성1

51)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불만이나 소극적 선택’의 의미도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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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X를 타고 싶은’ 원망성 2

 (19)는 기존 연구들에서 직관적으로 ‘소극적 선택’, ‘자유선택’, ‘양보’, ‘어림’ 등

으로 다양하게 다루어져 온 예문들이지만, 본 절에서는 보조사 ‘-이나’와 결합한

비선형 척도를 이루는 명사구(‘맥주, 새마을, 비행기, 천재, 늦잠’)가 그들 각 문맥

에서 제공된 희구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특히 본

절에서는 담화가 제공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사건에 대한 화자의 바

람’ 등을 나타내는 ‘희구’ 양상 척도를 다룬다.

 (a)는 부분 순서이면서 현실적/비현실적 바람이나 원망성을 나타내는 ‘희구 양

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킨다. 명사구인 ‘맥주’와 ‘-이나’가 결합하여 ‘맥주의

선택지들과 맥주’가 이루는 ‘(화자의) 원망성 척도’에서 비선형 명사구인 ‘맥주나’

가 하한가가 되는 구조의 척도이다. ‘X를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열린 명제

가 제공하는 척도이므로 마셨으면 하는 희구(= 원망 혹은 기원) 양상에서 당연히

포함 되는 척도의 대체항 즉 선택지는 ‘물, 맥주, 소주, 사이다, ...’ 등의 완전 순

서로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더 복잡한 부분 순서가 설정되어야 한다.

 (b)에서는 ‘새마을’이라는 [그림 16]과 같이 비선형 명사구와 보조사 ‘-이나’가

결합하여 ‘새마을이나’가 ‘X를 타봤으면 ....’이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화자의

현실적/비현실적 원망성과 바람을 나타내는 희구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

는 예이다. 이런 문맥이 제공될 때, [그림 17]처럼 보다 새로운 ‘KTX나 비행기

혹은 횡단 열차’는 당연히 바랄 수 있는 원망가가 되지만, 그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타고 싶은 바람이 표현되는 ‘자전거, 버스, 오토바이 ...’ 등의 원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맥은 화자가 타기 바라거나 희구하는 원망성에 기초해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화자가 아는 가장 좋은 기차인 ‘새마을’을 하한가로 선택한 것이

기 때문에, 이럴 때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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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서도 ‘비행기’라는 비선형 명사구가 ‘-이나’와 결합하여 나타난 ‘비행기나’

는 ‘제주 여행도 좋지만 비행기나 한번 타 봤으면 좋겠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

하는 희구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d)는 ‘천재’라는 비선형 명

사구와 ‘-이나’가 결합하여 ‘천재나’가 ‘자기가 무슨 X가 되는 것처럼 굴더라’라

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척도이다. 이 구문은 ‘-이

나 되는 ~처럼’으로 표현되는 바람이나 희구를 나타내는 희구 양상의 관용구 중

의 하나이다.52) (e)의 ‘늦잠이나’는 ‘저는 X를 실컷 하겠습니다’라는 열린 명제가

제공하는 희구 양상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척도이다.

 이제까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직관적 용어들과 양상 의미들(‘열린 선택’, 

‘소극적 선택’, ‘자유선택’, ‘양보’, ‘어림’, ‘대략’, ‘놀람’, ‘넉넉함’, ‘차선’, ‘감동조

사’, ‘정도’ ... 등)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왔던 ‘-이나’ 명사구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를, 맥락이 제공하는 척도에서 ‘-이나’ 명사구가 하한가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때 보이는 3가지 양상 범주를 이용하여 다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3.4에서는

선형 순서의 ‘분류사구-이나’와 비선형 순서 ‘명사구-이나’가 정대호·이정민·남승

호(2002)에서 설명된 맥락이 제공하는 ‘개연성’의 정도에 따라 형성된 인식 양상

에서 나타날 때, 3.5에서는 ‘의무성’의 척도를 이루는 의무 양상에서 나타날 때

그리고 3.6에서는 ‘바람이나 원망성’의 척도를 이루는 희구 양상에서 나타났을

때를 살펴보았다.

52) 2장에서 ‘양보의 정형구’로 본 이 정형구는 Jespersen(1924)에서 언급된 것처

럼 ‘불가능한 소망(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과 ‘미래에 대한 소망(일어나도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의 차이에서 불가능한 소망을 나타내므로 희구 양상

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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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결론

 이제까지 본고는 ‘-이나’ 명사구를 포함하는 문장은 각각의 담화가 제공하는 적

절한 척도를 요구하며, ‘-이나’ 구문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형 척도와 비

선형 척도라는 두 가지 척도의 형식이 필요하고, 이들 척도는 적어도 세 가지 양

상 의미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분류사구-이나’ 구문과 ‘의문 대명사-

이나’ 구문은 ‘선형’ 순서 척도에 기초하여 해석되며, ‘일반 명사구-이나’ 구문은

‘비선형’ 순서 척도에 기초하여 해석됨을 보였다.

 둘째로, 보조사 ‘-이나’의 해석을 위해 맥락에서 양상 척도를 추출해야 함을 보

였다. 이러한 양상 척도는 기본적으로 가능성/개연성의 인식 양상, 의무성/필연성

의 의무 양상, 기대/요구/원망성의 희구 양상 등이 포함된다. 정대호·이정민·남승

호(2002)은 ‘이나/도’가 나타나는 문장이 개연성 척도 상에서 ‘하한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고는 이들의 주장을 다양한 양상 문맥에 확장하여, 기존

연구들이 다기다양한 양상의미로 기술해온 보조사 ‘-이나’의 의미를 문맥이 제공

하는 여러 가지 양상 척도를 기반하여 해석하고, 척도상의 함축을 이끌어 냈다.

 본고에서 ‘-이나’ 명사구를 포함하는 문장의 술부가 나타낼 수 있는 양상 척도

는 각각 ‘양보’, ‘놀람과 넉넉함’, ‘어림’, ‘소극적 선택’, ‘자유선택’, ‘관용구’의 거

의 모든 양상 의미들을 표현하는 ‘인식 양상’의 가능성/개연성 척도, ‘양보’, ‘놀

람과 넉넉함’, ‘소극적 선택’의 의미를 표현하는 ‘의무 양상’의 필연성/의무성 척

도 그리고 ‘소극적 선택’, ‘관용구’의 양상 의미를 표현하는 ‘희구 양상’의 바람/

기대/원망성 척도를 기반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보조사 ‘-이나’ 구문에 대해 본고가 취한 해석 방법은 ‘-이나’ 명사구가

나타나는 문장에서는 그 문장의 담화가 제공하는 초점에 의해 도입된 적절한 척

도를 요구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나’ 명사구가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이

러한 구문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류사구-이나’가 이루는 선형(= 완전)과

‘명사구-이나’가 이루는 비선형(= 부분) 순서라는 두 가지 척도의 형식이 필요 하

고, 또한 이들 척도는 적어도 인식 양상, 의무 양상 그리고 희구 양상이라는 세

가지 양상 의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조사 ‘-이나’가 형성하는 관용구의 예들이다.



- 70 -

(20) a. 마치 아내의 탓이기나 한 것처럼 아내를 나무랐다. 

b. 처갓집에나 드나들 듯, 매일 서너 번씩은 찾아왔다.

c. 마치 승리나 한 것처럼/듯이/같이/양 당당했다.

d. 마치 부통령이나 된 것처럼 남북관계, 송수관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마치 ~이나 ~듯/것-처럼/같이/양’으로 표현되는

‘-이나’ 명사구 관용구라고 언급되어온 예문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관용구가

영어의 ‘as if’가 이끄는 부사절과 같이 전체 문장의 반사실 조건문 형식으로 내

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때 내포된 조건문의 형식들이 관용적으로 보조사 ‘-이

나’ 구문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조건문은 일종의 비현실적 사태이므로 양상 해

석을 요구하며, 척도 해석을 가져 온다. 각각의 조건 형식이 요구하는 척도가 인

식 양상이나 희구 양상으로 보이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포된 관용구에 나타나

는 보조사 ‘-이나’ 구문의 척도 해석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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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접속조사 ‘-이나’의

 두 가지 구문과 세 가지 의미

 본 장에서는 접속조사 ‘-이나’의 두 가지 구문과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논한다. 

한국어 접속조사 ‘-이나’의 기존 연구를 다룬 2.2에서는 ‘가림과 안가림’으로 제

시한 김석득(1992), ‘가림과 아우름’으로 제시한 허 웅(1995), 영어의 ‘or’처럼 ‘불

리안 이접’이나 ‘자유선택’ 혹은 ‘임의선택’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한 많은 기존 연

구들, 그리고 ‘연접적 이나’라고 제안한 윤재학(2000)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53) 이렇게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용어들처럼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도

‘불리안 이접’이나 ‘자유선택’ 혹은 ‘연접’ 해석 사이의 명확한 구분 없이 설명

되어 왔다. 이에 본고는 접속조사 ‘-이나’를 일관되게 분류하고 정의하기 위해, 

우선 형식적 특징을 후접항 ‘-이나’의 유무를 기준으로 말뭉치를 조사하고 해석

유형에 따라 분류 정리하였다.

 접속 구문이 어떤 요소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지를 토대로 두 가지 형식적

특징과 그에 따른 세 가지 의미 해석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이나 B-이나’처럼

후접항에 ‘-이나’가 있는 경우는 병렬 구문, ‘A-이나 B’처럼 후접항에 ‘-이나’가

없는 경우는 직렬 구문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었으며, 그에 따른 해석 유형을

‘불리안 이접’과 ‘임의선택’ 그리고 ‘연접’ 해석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53) 한국어 접속조사 ‘-이나’(A-이나 B, A-이나 B-이나)는 영어의 ‘or’(A or B; either A or 
B)처럼 두 가지 형식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핵(Head)’의 위치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대호(Personal Commentary 이하 PC)에서는 두 언어의 핵의 위치(‘-이
나’나 ‘or’와 결합된 위치)의 차이는 Chomsky (1981)에서 언급된 보편문법의 ‘매개변인
들’과 ‘원리들’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즉 개별 언어
마다 다른 매개변인들(parameters) 중에 ‘핵’이 보어의 앞에 오는가, 뒤에 오는가에 따
라 결정되는 ‘핵 매개변인(Head parameter)’에 따르면, 영어는 ‘핵-전치’ 언어이고 한국
어는 ‘핵-후치’ 언어이므로 두 구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두
형식의 유사점은 ‘-도’가 접속 구조를 이룰 때, ‘A도 B도’는 좋지만 ‘*A도 B’가 좋지
않은 것과는 달리 ‘-이나’ 접속 구문은 영어의 ‘or’와 한국어의 다른 연접 구조들(‘A하
고 B(하고)’, ‘A랑 B(랑)’, ‘A든(지) B((든)지)’)처럼 ‘A이나 B이나’와 ‘A이나 B’의 두

형식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의미 해석에서도
Eckardt, R. (2007)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존재 양화 하의 ‘이접’의 ‘자유선택 효과’가 있
다는 점과 다양한 문맥들에서 두 명사구를 접속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는 언어보편적인 원리(principle)라고도 설명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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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접속조사 ‘-이나’의 두 가지 구문

 본 절에서는 접속조사 ‘-이나’의 분포와 의미 해석 문제를 다룬다. 접속조사 ‘-

이나’는 일반적으로 ‘불리안 이접’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해 왔지만, 2.4에서도 언

급했듯이 실제 쓰임에서는 ‘임의 선택’이나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았

다.

(1) a. 밥이나 죽이나 주는 대로 먹어라!

b. 물고기나 사람이나 똑같은 생물이다.

c. 학생들이 총장실 난입이나 병원의 환자 방치가 모두 ‘민주주의’라는 명목으

로 행해진다.

d. 기업이나 가정의 유류절약 운동이 시급하다. 

 (1)에서 (a, b)의 외형만을 보면 그 형식은 ‘A-이나 B-이나’이고 (c, d)의 형식은

‘A-이나 B’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연접’으로 후자는 ‘부울리안 이접’으로 해석

된다고 생각해왔지만 실제 쓰임에서 이들은 다르게 해석 되었다.

 먼저 (a)는 ‘주는 대로’라는 표현의 영향으로 ‘(주는 대로) 밥도 먹고 죽도 먹어

라’라는 ‘임의선택’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b)는 ‘똑같은’이라는 관계 형용사에 의해, 접속된 주어 명사구가 분리되어 해석

될 수 없다. 즉, (b)는 ‘물고기는 똑같은 생물이거나(생물이고) 사람은 똑같은 생

물이다’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나’ 접속 구조의 두 주어가 합하여

하나의 복수 개체인 ‘개체합’ (individual sum)으로 해석된다.

 (c)의 ‘총장실 난입이나 병원의 환자방치’는 일반적으로 이접으로 해석되어야 하

지만 양화를 나타내는 ‘모두’ 때문에 두 접속항의 ‘연접’으로 해석된다.

 그와 달리 (d)는 화용론적 중의성을 보이는 예이다. 여기서는 (a)~(c)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논리연산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정의’를 포함하는 문장의 해석이 이접인지, 연접인지 혹은 임의선택

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이나 가정의 둘 중 적어도 하나의

유류절약 운동이 시급하다’와 같이 ‘둘 중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과 함께 나온다

면 이 문장은 이접으로,  ‘기업이나 가정 모두 유류절약 운동이 시급하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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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나 ‘(모두) 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나온다면 연접으로 또한 ‘아무’와 같

이 해석되는 경우는 임의선택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은 실제

쓰임에 있어서는 화용론적 맥락에 대한 지식 혹은 의미론적 논리연산자에 의해

‘불리안 이접’, ‘임의선택’, 그리고 ‘연접’으로 각각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과 달리 2장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서는 접속조사 ‘-이나’ 구문

의 여러 해석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해

석 방식의 대안으로 논리연산자와 맥락을 기준으로 ‘-이나’ 구문의 의미를 해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4.1에서는 ‘-이나’ 구문의 형식을 병렬 구문(A-이나 B-이나)과

직렬 구문(A-이나 B)의 두 가지로 나누고, ‘-이나’ 접속조사가 나타나는 구문을

2003년과 2007년에 발간된 ‘21세기 세종계획의 성과물’의 말뭉치(corpus)를 수집

하여 양적 분석을 수행하여 논리연산자의 분포와 그에 따른 해석 유형을 분류한

다. 4.2에서는 ‘-이나’ 접속 구문과 나타나는 논리연산자에 따라 직렬 구문의 의

미가 세 가지(‘이접’이나 ‘임의선택’ 혹은 ‘연접’)로 해석됨을 확인 할 것이다. 4.3

에서는 병렬 구문과 함께 나타나는 논리연산자와 그에 따른 두 가지(‘임의선택’

이나 ‘연접’)로 해석된다는 것과 이 두 해석을 구조 차이-‘내포 접속 구조’와 ‘나

열 구조’-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운율 구조적 차이를 보임으로 확인할

것이다. 4.4에서는 이상의 분석에 의거하여 ‘-이나’ 구문의 통합적 해석을 위해 

병렬 구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안할 것이다.

4.1.1 직렬 접속 구문과 병렬 접속 구문
 

 본고는 접속조사 ‘-이나’가 포함된 문장을 형식적으로 직렬 접속조사와 병렬 접

속조사 구문의 둘로 나누었다.

 직렬 접속조사 구문은 두 개의 명사구를 연결하는 접속조사 ‘-이나’가 첫 번째

명사구, 즉 전접항에 한 번만 나타난 경우(‘A-이나 B’)를 말하고, 병렬 접속조사

구문은 두 번째 명사구, 즉 후접항 뒤에도 ‘-이나’가 한 번 더 나타난 경우(‘A-이

나 B-이나’)를 말한다.

 따라서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A-이나 B-이나 C-이나’로 나타난 경우에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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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접속조사 구문의 한 종류로 보았다.

(2) a. 8월말이나 9월초로 예정된 실무접촉을 거쳐야 한다.

b. 범인이라 자처하는 전화나 편지가 3 ~ 4통씩에 이른다.

c. 경제 개혁이나 문호를 개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d. 표면상 논리나 주장과는 달리 북자체에 걸림돌이 많다

 (2)는 모두 ‘A-이나 B’ 형식의 직렬 구문이다. 앞으로 4.2에서는 이들의 해석이

시제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상술할 것이다. 각각의 ‘-이나’ 접속 구문

이 (a)에서는 ‘배타적 이접’으로, (b)에서는 ‘연접’으로 (c)와 (d)에서는 ‘임의선택’

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일 것이다. 

(3) a.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둘 중 하나를 심으시오.

b. 정부나 국민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다려야 한다.

c. 예나 지금이나 최고위원이다.

b. 이번 일로 당권 다툼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3)은 ‘A-이나 B-이나’ 형식의 병렬 구문이다. 이 역시도 앞으로 4.3절에서 이들

의 해석이 시제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상술할 것이다. 즉, 이들 예문

에 나타나는 ‘-이나’ 병렬 접속조사 구문이 이접으로 해석되는 것이 배제된 채, 

(a)와 (b) 그리고 (c)에서는 ‘임의선택’만으로, 그리고 (d)에서는 연접으로만 해석

되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제 직렬과 병렬의 ‘-이나’ 접속 구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그리고 맥락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 보자.

4.1.2 ‘-이나’ 구문의 실제 분포

 본 절에서는 ‘-이나’ 직렬이나 병렬 구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고 어떻게 해

석되는 지를 살펴 본다. 먼저 ‘-이나’ 접속 구문의 실제 쓰임을 알아보기 위해 대

용량 말뭉치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각 구문에서 출현하는 논리연산자들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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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의 ‘구어 말뭉치’에서 250개의

‘-이나’ 접속 구문을 찾아 문법적인 사항과 의미 해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확대를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2007)’의 ‘구어’ 부분에서 다시

‘-이나’ 접속 구문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논리연산자가 한 종류 이상 겹

쳐 나온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논리연산자를 우선시하여 분

석하였다.

4.1.2.1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에서의 실제 분포

 먼저 직렬이나 병렬의 ‘-이나’ 접속조사 구문이 각각의 통사적 위치에서 어떤

실제적인 분포를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의 ‘구어

말뭉치’에서 ‘-이나’ 접속 구문의 예를 250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54)

 이 250개의 목록을 형식에 따라 직렬과 병렬 구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통사적

위치와 논리연산자와의 관계를 살피고 재분류하여 아래와 같은 표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각각의 통사적 분포(수식 명사구, 논항 명사구, 시간 표현, 

논리연산자 포함)가 ‘-이나’ 접속조사 구문의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총250 수식명사구 논항명사구 시간표현 논리연산자 총합

직렬 구문 23 26 4 128 181
병렬 구문 10(동격) 16 4 39 69

표 3. 세종계획 성과물(2003)에서 표본 추출된 ‘-이나’ 접속 구문의 분포

 [표 2]에서 직렬 구문은 181개, 병렬 구문은 69개가 있었다. 수식 명사구는 23

개, 동격 명사구가 10개이며, 논항 명사구로써 각각 주어와 목적어 자리(화제자리

포함)에서 나타난 것이 직렬 26개와 병렬 16개, ‘조건’, ‘부정’ 등의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것이 128개와 39개였다.55)

54)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의 균형 말뭉치(천만어절-국립국어연구원): 구어 코퍼스

에서 ‘-나’를 검색하여 초기 11,000개 검색 중 250개의 접속 구문만을 분류하였다.
55) 직렬 구문에 나타난 논리연산자는 부정문 58개, ‘등, 같은, 도, 모두’ 등이 66개 그리고

접속문 8개를 포함하여 총 132개가 되어야 하지만, 두 연산자(예: ‘비교’과 ‘같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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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논리연산자 없이 나타난 직렬 구문 53개와 병렬 구문 30개의 분포이다.

　 수식명사구 논항명사구 시간표현 　
종류 ~의 기타 주어 목적 화제 기타 시간 계

직렬 구문 11 12 13 7 6 0 4 53
병렬 구문 10 (동격) 5 3 6 2 4 30

표 4.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이나’ 접속 구문의 분포

 [표 3]은 먼저 ‘-이나’ 접속 구문이 나타나는 통사적 위치, 즉 문법기능별로 정

리한 것이다. 수식 명사구와 논항 명사구, 시간표현에서 각각의 분포를 조사하였

다. 각각 직렬은 53개, 병렬은 30개의 예문으로 분류되었다.56) 이 분류는 문법 기

능이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논리연산자들에 의해 해석되었다.

 아래 예문은 직렬 구문이 해석되는 전형적 3가지 해석을 보여주는 맥락이다.

(4)  초기에는 범행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고지대 밀집 가옥의 한옥 나무

대문만을 골라 새벽 4시에서 새벽 5시 30분 사이에 3 6채씩 잇따라 불

을 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경찰도 이때는 (a)단순한 방화광이나

재개발사업 불만자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방화 사건이 크게

보도된 뒤인 8일을 고비로 (b)양옥 철제 대문이나 집안 현관 베란다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시간 대로 밤 11시에서 새벽 6시 30분까지로 분산

됐습니다. 12, 13일부터는 수도계량기함, 아파트 출입문, 트럭 커버까지

불이 났고 대낮에 집안으로 화염병이 날아드는가 하면 일부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보고만 재촉"불평; 다만 최근 1 주일 동안의 방

화는 크게 두 부류로 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수도 계량기함이나

트럭커버 방화 같은 것은 (d)장난기나 호기심, 혹은 방화 충동을 가진 사

람의 편승범죄 성격이 짙게 나타납니다. 이에 반해 한동네 3 4 개 가옥

에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분

석입니다.

과 ‘등’)가 겹쳐서 나타난 4개가 포함되므로 128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56) ‘시간표현’의 직렬 구문은 ‘배타적 이접’으로만, 병렬 구문은 ‘임의선택’이나 ‘연접’으로만 해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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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 접속조사 ‘-이나’를 포함하는 각각의 문장이 ‘명사수식과 동사수식, 화제

자리, 목적어 자리’의 통사적 위치에 나타나 있으며 맥락이 제시된 예문이다. 여

기서 맥락을 배제한 채 그 문장만을 떼어내어 해석할 경우 즉 한 문장 내에서

두 접속항(A-이나 B)의 통사적 위치만으로는 특정한 구문(특정한 조동사와 함께

오는 경우나 시간관련 표현 등)일 때를 제외하고는 그 해석이 ‘불리안 이접인지, 

임의 선택인지, 그리고 연접인지’ 결정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문맥

을 살펴서 해석하면 각각의 예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수 있다. 우선 (4)에서는

맥락에 의해 모두 연접 해석은 나타나지 않고 이접이나 임의선택으로만 해석됨

을 알 수 있다. 이중 특히 (c)는 임의선택으로만 해석된다. 직렬 구문은 이와 같

이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문장 자체로는 어떤 해석이 되는지 구별할 방

법이 없다. 하지만 예와 같이 앞뒤의 맥락이나 ‘같은’처럼 논리연산자가 제시될

때는 어떤 특정한 해석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아래 [표 4]는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에서 이러한 논리연산자 표현과 함

께 나타나는 경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논리연산자표현

종류

양화
논리연산자

개체
합

명제 연산자
초점
연산자

기타

모
두

다 합
쳐

같다 부정 조건
(접속문)

밖
에

도 혹
은

또
(는) 등

직렬
128 1 1 0 11/4 58 4(4) 1 14 0 3 31

병렬
39 1 0 1 5 12(9) 1 0 1 1 2(5) 1

표 5. ‘-이나’ 접속과 논리연산자 결합의 분포 

 [표 4]는 직렬 구문 128개와 병렬 구문 39개에서 나타나는 ‘임의선택’이나 ‘연

접’ 해석을 나타내는 연산자들을 각각 나누어 보여준 것이다. 연산자는 각각 양

화, 개체합, 명제, 초점 그리고 기타 논리 연사자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다. 병

렬 구문에서는 다른 논리연산자들과 겹쳐 나타난 ‘9개’의 부정 논리연산자가 있

었으며 이중에는 2개의 ‘부정 의문문’과 3개의 ‘긍정 의문문’이 있었다. ‘임의선

택’이나 ‘연접’ 해석을 나타내는 논리연산자는 각각 명제(‘부정/조건’), 양화(‘모두/

다/합쳐’), 초점(‘-밖에/도’), 개체합(같다/다르다) 그리고 기타(‘혹은/등/또(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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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연산자가 나타났다. 이러한 논리연산자들이 ‘이나 (이나)’와 결합하여 ‘임의선

택’이나 ‘연접’으로 해석되었다. 논리연산자가 겹쳐서 나타난 경우는 여기서는 해

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려해서 분류하였다. 

4.1.2.2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2007)에서의 실제 분포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2007) 말뭉치의 구어 부분에서 ‘-나’를 검색하여 최

초 4031개의 ‘-나’를 얻었고, 여기서 조사가 아닌 ‘-나’에 해당하는 부사어(얼마나, 

너무나, 어쨌거나 등), 의문사(않겠나, 걸렸구나 등), 접속사(그러나 등), 명사어휘

(서나머, 신미나, 안젤리나, 바나나 등), 대명사(나) 등을 제외한 1052개의 ‘-이나’

를 얻었다. 얻어진 1052개 중 755개는 접속조사이고 나머지 299개는 보조사의 예

가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우선 이전 성과물(2003)의 250개를 분석한 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2007)에서 ‘-이나’ 접속조사 755개를 분석하였다. 

755개로 확장된 접속조사 분류(2007년 최종 성과물)에서는 이전(2003년 성과물)에

보이지 않았던 유형의 논리연산자(이런, 저런, 그런)가 많이 나타났다. 이 논리연

산자는 직렬과 병렬의 접속 구문을 통틀어 243개나 되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정도가 나타났다. 아래에서 이것을 포함하여 제시된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755 논리연산자
이
런

접속
문

숫자
표현

수식(동격) 
명사구

논항
명사구

총합

직렬 구문 103 236 22 29 104 205 699

병렬 구문 14 7 0 7 22 6 56

표 6. 세종계획 최종성과물(2007)에서 표본 추출된 ‘-이나’ 접속 구문의 분포

 [표 5]에서는 직렬 구문은 699개, 병렬 구문은 56개가 되었고, ‘아니면, 같다/다

르다’를 제외한 부정을 포함한 다른 논리연산자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의

논리연산자와 표현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지만, 먼저 숫자표현인 것을 계산하여

따로 분류하고, 접속문이나 논리연산자(‘이런’ 류 포함)가 나타나면 그들이 논항

명사구로 실현되든 수식 명사구로 실현되든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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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영향을 미치는 접속문이나 논리연산자로 먼저 집계하여 제시하였다. 직렬

수식 명사구는 104개, 병렬 동격 명사구는 22개이며, 논항 명사구로써 각각 주어

와 목적어 그리고 화제 자리를 포함해서 나타난 것이 직렬 구문은 205개였으며

병렬 구문은 6개였고, ‘아니면’과 같은 논리연산자 표현과 나타난 것이 직렬 103

개와 병렬 14개였다. 이전 2003년 말뭉치의 분석에서는 미처 포착하지 못했지만, 

2007년 최종성과물 말뭉치에서는 243개의 ‘A이나 ((B)이나) 이런(저런, 그런, 뭐)’

의 표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4.2절과 4.3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아래 표는 시간표현의 수사를 포함한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이나’ 직렬

구문 360개와 병렬 구문 33개의 분포를 다루고 있다. 

395 수식명사구 126 논항명사구 211 수사36
종류 ~의 기타 주어 목적 화제 시간

직렬360 27 77 63(5) 73 60(4) 29
병렬 35 22 2 2 2 7

표 7.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이나’ 접속조사 구문의 분포

 [표 6]은 먼저 ‘-이나’ 접속 구문이 나타나는 통사적 위치 즉 문법기능별로 정리

한 것이다. 수식 명사구와 논항 명사구 그리고 분류사구에서의 분포를 조사하였

다. 각각 직렬은 104, 205, 29개로 360개가 있었으며, 병렬은 22, 6, 7개로 35개의

예문으로 분류되었다. 이 분류는 문법 기능이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 맥락은 앞 절의 예문 (4)에서처럼 각각의 논

리연산자들에 의해 해석되었다.

 아래 표는 ‘-이나’가 각각의 논리연산자와 결합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논리연산자표현 360

종
류

양화 개체합 명제 초점 ‘이런’ 류 기타

모
두

다 항
상

같다
부정 조

건
만 도 밖

에
이
런

등 etc
다르다

직
339 5 6 1 38

21
(2)

8 1 11 1 236 6 3

병
21 0 7 0 3 2(1) 0 0 0 0 7 1 0

표 8. ‘-이나’ 접속과 논리연산자 결합의 분포



- 80 -

 [표 7]은 직렬 구문 339개와 병렬 구문 21개에서 나타나는 연산자들을 각각 ‘명

제’, ‘양화’, ‘초점’, ‘이런’ 류 그리고 ‘기타’ 논리연산자로 분류하여 나타냈다. 병

렬 구문에서는 3개의 ‘부정’ 논리연산자가 있었으며 이중 1개는 ‘긍정 의문문’으

로 나타났다.

 표에서는 ‘모두/다/항상’와 같은 양화-연산자, ‘같다/다르다’와 같은 ‘개체합’ 해

석(양화-연산자와도 함께 나타남), ‘부정/조건’의 명제-연산자, ‘-밖에/도/만’의 초점

-연산자, ‘이런/그런/같은/등’의 ‘이런’ 류-연산자, ‘합쳐서, 정도’ 등의 ‘기타’-연산

자 표현 3개로 분류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나’ 접속 구문 각각의 구체적인 해석과 분포를 다룰 것이다. 

이에 따라 4.2절에서는 접속조사의 직렬 구문이 논리연산자의 유무에 따라, 그리

고 4.3절에서는 병렬 구문이 논리연산자의 유무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고 해석되

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4.2 직렬 구문의 분포와 세 가지 의미: 이접, 연접, 임의선택

 본 절에서는 직렬 구문의 분포와 세 가지 의미 해석에 대해서 다룬다. 이 세 가

지 의미는 ‘이접’, ‘임의선택’ 그리고 ‘연접’ 해석이다. 여기에 사용된 예문들은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과 ‘최종성과물(2007)’의 ‘구어 말뭉치’ 부분에서

추출한 것으로, 접속조사 ‘-이나’를 먼저 구문의 형식과 논리연산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직렬과 병렬 구문이라는 구문의 형식에 의거하여 21세기 세종계

획 성과물(2003)의 구어에서 250개의 ‘-이나’ 접속조사 그리고 ‘최종성과물(2007)’

의 구어에서 755개의 ‘-이나’ 접속조사가 나타난 구문을 합한 1005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에서 125개의 병렬 구문을 제외한 ‘880개’의 직렬의 ‘-이나’ 접

속조사 구문을 논리연산자와의 관계에 따라 분포를 분석하여 도표화하였다. 도표

화된 [표 3]과 [표 6]에 따라 직렬 구문에서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53개와 360개를 합한 413개 였고, 논리연산자가 개입한 문장은 467개가 있었다.

 분석에 표준이 된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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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커피나 홍차를 즐겨 마셔요!

b. (의사가 환자에게(이제)) 커피나 홍차나 마셔도 돼요!

c. (우리 카페 주인은) 커피나 홍차(나) 모두 (다) 잘 끓여요!

 (5)는 모두 ‘커피나 홍차(나)’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예이다. 먼저 (a)는 직렬 구

문이면서 논리연산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세 가지 해석의 모든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담화 상황에서

‘커피나 홍차를 즐겨 마셔요!’라고 말할 때 ‘-이나’가 기본적으로 ‘불리안 이접’으

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카페 직원이 주문하는 손님에게 선

택을 권하며’ 하는 말 중에 ‘(저희 가게 손님들은) 커피나 홍차를 즐겨 마셔요!’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각 개체항이 ‘임의선택’ 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 상황에서는 ‘커피와 홍차의 선호도’를 묻는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둘 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커피나 홍차를 (둘 다) 즐겨 마셔요!’라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연접’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음 (b)는 ‘-이나’ 접속 구문이 ‘허락/허가’의 맥락에 나타나서 각 개체항이 자

유로이 선택되는 ‘임의선택’으로만 해석되는 예이다. (c)는 ‘-이나’ 접속 구문이

‘모두’와 함께 나타나 ‘주인은 커피나 홍차(나) 모두 (다) 잘 끓인다’로써 ‘커피와

홍차 모두 (다)’로 ‘연접’으로만 해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에 따라 먼저 각각을 논리연산자의 유무에 따라 나누고, 

그런 다음 연접으로 되는지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각 논리연산자를

분류하였다. 특별히 논리연산자가 없는 경우는 통사적 분포(주어, 목적어, 화제

자리 혹은 동사구 수식과 명사구 수식)에 따라 분류하고 또한 현상 그대로 무엇

을 나타내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의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A-이나 B’의 직렬 구문이 술부(P)와 결합할 때, 발화의 실세계에서 ‘A(P)∨B(P)

가 참’으로 되는 ‘이접’ 해석, 발화의 실세계에서 접근 가능한(허용되는) 어떤 가

능세계에서도 ‘A(P)∨B(P)가 참’으로 되는 ‘임의선택’ 해석 그리고 발화의 실세계

에서 접근 가능한(허용되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A(P)∧B(P)가 참’으로 되는

‘연접’ 해석의 3가지 해석 방식이 모두 나타났다.

 그러면 먼저 논리연산자 없이 나온 구문부터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온 구문까지

를 차례로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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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구문

 직렬 구문에서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3]과

[표 6]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논리연산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용된 경우는 ‘수식

명사구, 논항 명사구 그리고 분류사구’가 있다. 여기서는 ‘수식 명사구, 논항 명

사구 그리고 분류사구’를 차례대로 예문과 더불어 살펴볼 것이다.

4.2.1.1 수식 명사구

 먼저 수식 명사구의 경우는 명사 수식과 동사 수식의 둘로 나뉠 수 있다. 접속

조사 ‘-이나’가 동사 수식 형식으로 ‘A-이나 B(으)로(에게/에서/까지)’로 나타나는

경우와 수식 명사구(‘A-이나 B의 N’)의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형식은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에서 ‘23개’와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

(2007)에서 ‘92개’가 있었다.57)

(6) a. 그래서 어법이나 문법에 신경 써서 표준말을 사용하고 있구요. 

b. 문민 기업이나 정부 기업으로 가서 활동하다가 돌아왔다.

c. 교회나 목사님 재산으로 된 게 너무 많아요.

d. 우리는 음료수 회사나 제과 회사의 트랜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동사 수식인 (a) ‘어법이나 문법에’는 ‘어법에 신경 쓰거나 문법에 신경 써

서’로 ‘불리안 이접’으로 해석 되는 경우와 ‘(억양이나) 어법이나 문법에도 신경

써서’에서처럼 ‘임의선택’으로 해석 되는 경우 그리고 ‘어법과 문법에 (모두) 신

경 써서’로 연접으로 해석이 되는 3가지 해석 가능성의 경우가 맥락에 따라 모두

나타날 수 있다. (b)의 ‘문민 기업이나 정부 기업으로’에서도 맥락에 따라 ‘문민

기업에서 활동했거나 정부 기업에서 활동했다’로 ‘불리안 이접’으로 해석되는 경

57) ‘A나 B’의 직렬 구문은 전형적인 ‘이접’ 표현이다. 전형적인 이접표현은 문맥이 일
반적으로 정의하는 3가지(불리안 이접, 임의선택, 연접) 중 어떤 하나의 의미 해석으
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직렬 구문이 들어 있는 문장만으로는 그 의미해석을 정
확히 나타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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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문민 기업과 정부 기업에서 모두 활동했다’로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나

혹은 ‘(봉사 단체나) 문민 기업이나 정부 기업으로 가서 활동하다가’로 ‘임의선

택’으로 해석 되는 경우가 상황에 따라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명사 수식인 (c) 역시 ‘교회나 목사님 재산’은 동일한 ‘A나 B N’의 구조로 ‘교

회의 재산이거나 목사님의 재산’으로 ‘불리안 이접’ 해석과 ‘(재단이나) 교회나

목사님 재산으로 된 게’로 ‘임의선택’ 해석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 둘 다의 재산

으로 되어 있는’으로 ‘연접’ 해석되는 경우가 맥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d) 

‘음료수 회사나 제과회사의 트랜드’에서도 ‘A-이나 B의 N’의 구조로 나타났다. 

이 역시 상황에 따라 ‘음료수 회사의 트랜드이거나 제과 회사의 트랜드’로 ‘불리

안 이접’으로 해석도, ‘(제빵 회사나) 음료수 회사나 제과 회사의 트랜드를 분석

하고 있다’로 ‘임의선택’으로 해석도, 그리고 심지어 ‘음료수 회사와 제과 회사의

트랜드를 모두 분석한다’로 ‘연접’으로도 해석 될 수 있다.

4.2.1.2 논항 명사구

 아래는 직렬 구문에서 접속조사 ‘-이나’가 주어 자리(-이/가)에 나타나는 경우와

목적어(-을/를) 자리에 나타난 경우이다.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를 살피는

이유는 통사적 위치가 어떻게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7) a. 10년 후면 GNP가 1만 5천 달러니 1만 달러니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게 어디 장관이나 경제관료들이 입으로 떠들어서 만들어 내는 겁니까. 

b. 나중에는 이게 대학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정부나 기업이 대학을 재

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c. 그래서 말이나 억양이나 어감이 딱딱하고 또한 이런 형식을 취하고.

d. 산림자원이 극히 빈약한 우리 현실에 착안, ... 거칠고 조악한 것으로 인식돼

온 콘크리트제품으로 목재나 철제를 대신해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겁니다.

e. 동서독간의 회담은 물론 양독정부를 포함한 미 영 불 소 등이 참가한 통독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흔히 ‘2+4’회담이라고 불리는 이 자리에서 독일 통일

이 불러 일으킬 우려나 불안감을 일소시킬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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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a)는 ‘불리안 이접’의 ‘장관 아니면 경제 관료들이(배타적 이접)’ 혹은 ‘장

관이 떠들거나 경제 관료들이 떠들어서(불리안 이접)’ 혹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나 경제 관료들이 입으로 떠드는(임의선택)’ 해석 그리고 ‘장관과 경제 관료들

이 모두 떠드는(연접 해석)’의 모든 해석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가능성들 중 반어문의 부정 해석이라는 문맥에 의해 ‘장관이 떠든다고 해서 안

되고 경제 관료들이 떠든다고 해서 안 된다’로 전체부정이면서 ‘임의선택’으로

해석이 된다. (b)의 ‘정부나 기업이’의 해석 역시 문맥에 따라 ‘불리안 이접’과 임

의선택 그리고 연접 해석의 모두 가능하겠지만 ‘~해야 한다’는 양상 문맥은 ‘정

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지원한다’는 임의선택의 해석을 요구한다.

 (c)의 ‘말이나 억양이나 어감이’ 역시 직렬 구문이기 때문에 ‘불리안 이접’ 해석

과 ‘연접’ 해석과 더불어 ‘세 명사구 중 아무거나 하나가 선택’되어도 참이 되는

‘임의선택’으로도 해석이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d)의 목적어 자리의 ‘목제나 철제를’에서는 역시 ‘목제를 대신하거나 철제를 대

신하는’의 ‘불리안 이접’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목제와 철제를 모두 대신하는’의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리고 ‘(석제나) 목제나 철제를 대신하는’의 ‘임의선

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어 자리의 (e) ‘우려나 불안감을’에서도 ‘우려를 일소시키거나

불안감을 일소시킬’의 ‘이접’으로 해석 혹은 ‘(걱정이나) 우려나 불안감을 일소시

킬’의 ‘임의선택’으로 해석 그리고 ‘우려와 불안감을 (단번에/모두) 일소시킬’의

연접 해석이 모두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논항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나’ 

직렬 구문의 해석은 ‘부정’이나 ‘양상’과 같은 어떤 맥락이 제시되지 않으면 상황

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한 가지 해석이라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 가능성에는 ‘이접, 임의선택 그리고 연접’의 3가지가 있다.

 다음은 접속조사 ‘-이나’ 직렬 구문이 화제자리(‘A-이나 B(은/는)’)에서 나타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화제’의 특성상, 수식어인지 혹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아

니면 부사어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지만, 문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8) a. 심야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조직 폭력배들의 소행이라는 설, `불'과 관련된

광신도들의 짓일지 모른다는 추측 등 온갖 소문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나 경찰에는 범인을 목격했다는 제보나, 스스로 범인이라고 밝히는 전화가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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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습니다.

b. 개개인이 이기주의에 집착해 `참다'는 덕목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근로자는 행

동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부나 사용자는 섣불리 물리력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c. 볼을 대여섯번 돌려 센터링에만 의존한다면 단순하다는 말을 듣겠지만 이제

한국은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여전히 윙 플레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d. 개발자나 사용자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겠죠?

 (8)은 모두 화제로 나타난 접속 구문이다. (a)의 ‘신문사나 경찰에는’에서 제보자

의 입장에서는 한 곳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타적 이접’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보자가 둘 중 어느 곳이라도 임의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곳에

모두 제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문맥인 언론(= 화자)의 입장에서도 ‘임

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것이 우선되겠지만 ‘신문사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제보하

는’ 해석과 ‘신문사와 경찰에 제보하는’ 해석도 배제될 수는 없다.

 (b)의 ‘정부나 사용자(고용인)는’에서는 ‘정부가 물리력에 의존하거나 사용자가

물리력에 의존하는’의 ‘이접’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정부와 사용자가 모두 물리력

에 의존하는’으로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리고 ‘(검찰이나) 정부나 사용자가

물리력에 의존하는’으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사용하는 환경과 맥락에

따라 모두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문맥에서 제시된 ‘노동자나 언론 혹은 기자’

의 입장에서 나타난 ‘~버려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양상’ 문맥은 ‘임의선

택’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에서는 ‘일본과 중국 모두 윙 플레이에 의존’이라는 ‘연접’ 해석이 우선되지

만 ‘(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윙 플레이에 의존한다’는 임의선택 해석이나 ‘일

본이 윙 플레이에 의존하거나 중국이 윙 플레이에 의존한다’는 이접 해석도 상황

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d)에서도 ‘개발자와 사용자한테는 편리하다’로 연접으

로 해석이지만 명확한 논리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투자자나) 개발

자나 사용자에게 편리한’의 해석인 ‘임의선택’으로도 ‘개발자에게 편리하거나 사

용자에게 편리한’의 이접의 해석도 배제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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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분류사구(ClP)

 아래는 ‘-이나’ 직렬 구문이 시간 표현의 ‘분류사구’ 형태로 나타낸 예들이다.

(9) a. 얘가 두시나 세시에 자거든요?

b. 일주일이나 십오일 남았을 땐 내가 형이라 그랬죠,

c. 그래서 한 사월이나 오월쯤에는 다시 갈 거 같애요

 (9)는 시간을 표현하는 분류사구가 직렬 구문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예들이다. 

(a)의 ‘두시나 세시’에서는 ‘두시와 세시에 잔다’는 ‘연접’ 해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분류사구 결합은 일반적인 명사구 직렬 구문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피

상적으로 보면 ‘두시에 자거나 세시에 잔다’라는 ‘배타적 이접’으로 해석될 것 같

지만, 부모가 ‘늦게 잔다’라고 표현하는 맥락에서는 ‘그것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그 때 쯤 잔다’라는 ‘임의선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b)의 ‘일주일이나 십오일’

에서도 ‘일주일과 십오일 남았을 때’의 ‘연접’ 해석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일

주일 남았거나 십오일 남았을 때’의 ‘이접’ 해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일주일 남

았을 때와 십오일 남았을 때’처럼 ‘임의선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c)의 ‘한 사

월이나 오월쯤에는’에서는 ‘한’과 ‘쯤’ 그리고 ‘같애요’가 나타내는 ‘어림과 대략’

의 의미에 의해 두 분류사구 중 어느 쪽인지의 불확실성이 더해져서 ‘연접’의 해

석은 완전히 배제되고 또한 ‘이접’이라기보다는 ‘임의선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직렬 구문의 시간표현 즉 분류사구 결합은 피상적으로는 ‘불리안 이접’의 해석이

지만, 상황에 따라 추측이나 추정의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

며 ‘연접’ 해석은 완전히 배제됨을 알 수 있다.

4.2.2 논리연산자 동반 구문

 앞서 각각의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접속조사 ‘-이나’ 구문을 표로 보여주었

다. 본 절에서는 그 표에 따라 직렬 구문이 각각의 논리연산자들과 함께 나타날

때 어떻게 해석되는 지를 확인할 것이다. ‘부정(Negation)’이나 ‘조건’의 명제-연산

자, ‘양보’의 접속-연산자, ‘밖에, 도, 만’의 초점-연산자 그리고 ‘이런, 그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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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및’ 등의 ‘이런’ 류-연산자가 직렬 구문과 함께 나온 경우는 ‘임의선택’으로, 

‘모두, 다, 합쳐서, 항상’ 등의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경우는 ‘연접’으로 해

석되었다.

4.2.2.1 임의선택 해석

 본 절에서는 직렬 구문이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전반적인 경우를 살펴 볼 것

이다. 여기에는 직렬 구문이 ‘부정(Negation)’이나 ‘조건’의 명제-연산자, ‘양보’의

접속-연산자, ‘밖에, 도, 만’의 초점-연산자 그리고 ‘이런, 그런, 어디, 등, 및’ 등의

‘이런’ 류-연산자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을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직렬 구문이 ‘부정’이나 ‘조건’의 명제-연산자나 ‘양보’의 접속-연

산자와 결합하여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을 아래에서 살펴 보자.

(10) a. 남의 압력이나 또는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b. 뭐 밥 먹는 시간이나 기타 무슨 일이 바빠지면 서로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돼요.

c. 정치인이나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찰과 분규가 생기

게 된다.

 

 (10)은 직렬 구문이 ‘부정’과 ‘조건’ 등의 명제-연산자나 ‘양보’ 접속-연산자와 함

께 나타난 예들이다. 먼저 (a)에서는 ‘A-이나 또는 B 않아야 한다’로 직렬구문과

‘부정’의 명제-연산자가 함께 나타났다. 이는 ‘남의 압력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체부정의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므로

‘남의 압력과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가 나타내는 연접의 부정(not 

both)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남의 압력에 빠지지 않아야 하거나 세속적인 유혹

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의 ‘불리안 이접’으로도 해석되지 않는다.58)

58) 이접의 부정(Neg)에 관해서는 Fox (2007)도 아래와 같이 ‘전칭/연접’과 부정이

결합한 경우는 ‘기본 의미’와 ‘자유선택 추론’을 갖는다고 보았다.

 (ⅰ) We didn't give every student of ours both a stipend and a tuition waiver.
1. basic meaning: ¬∀x[P(x)∧Q(x)]≡∃x ¬[P(x)∧Q(x)]≡∃x[¬P(x)∨¬Q(x)]≡∃x 

¬P(x)∨∃x ¬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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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서는 직렬 구문 ‘밥 먹는 시간이나 기타 무슨 일’이 조건의 명제-연산자 속

에서 주어 자리에 나타났다. 여기서 두 접속항의 해석에 주어 자리는 해석에 영

향을 주지 못하지만 ‘조건’-연산자에 의해서 ‘밥 먹는 시간이나 기타 무슨 일이

생기면 자리를 비운다’와 같이 ‘언제라도 바빠지면’의 뜻으로 ‘임의선택’으로 해

석 된다. (c)에서는 ‘정치인이나 정부가’는 ‘양보’의 접속-연산자 내부의 주어 자

리에 나타났다. 여기서도 ‘해도’라는 ‘양보’의 접속-연산자에 의해서 ‘정치인이나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로써 어느 쪽이 말하더라도 믿지 못

하는 임의선택으로 해석이 된다.

 다음은 직렬 구문이 초점 논리연산자와 함께 쓰인 예들이다. 

(11) a. 이런 아이디나 패스워드도 넣어야 되고.

b. 종이나 사환밖에 되지 않는다.

c. 반응표현이나 반응요구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말차례는 극소수구요.

 (11)에서는 ‘도’, ‘밖에’ 그리고 ‘만’의 초점 논리연산자가 쓰이고 있다. (a)는 ‘아

이디나 패스포드’가 ‘도’ 초점-연산자와 결합한 경우이다. 여기서는 ‘도’라는 초점

-연산자에 의해 ‘(주민 번호나) 아이디나 패스워드도 넣어야 된다’로 ‘임의선택’으

로 해석되거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넣어야 된다’와 같이 ‘연접(둘 다)’으로 해

석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아는 ‘화용론적인 상

식’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넣어야 된다’고 말하므로 ‘연접’으로 해석된다

고 볼 수도 있다. (b)의 ‘종이나 사환밖에 되지 않는다’에서도 ‘종이나 사환밖에

되지 않는다’로써 ‘둘 중 아무거나’를 나타내는 ‘임의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해석은 ‘종과 사환(= 종이자 사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연

접’ 해석과는 다르다. (c)에서도 초점-연산자 ‘만’에 의해 ‘(반응 응답이나) 반응

표현이나 반응 요구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말차례도 극소수다’와 같이 ‘임의선택’

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초점-연산자(도, 만, 밖에 Neg)와 함께 나와도 임의선택으

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직렬 구문이 ‘이런’ 류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예들이다.

 2. Free Choice Inference: ∃x ¬P(x) ∧∃x¬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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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뭐~ 예를 들어 이제 캥거루나 코알라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

b. 뭐~ 외분이나 내분 그런 거 가끔씩 문제 나오면.

c. 물을 좋아하기에 물기가 있는 연못이나 논 같은 곳에 살아요. 

d. 손짓이나 얼굴 표정이나 눈빛이나 웃음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12)는 ‘이런’, ‘저런’, ‘등’ 그리고 ‘~같다/다르다’의 ‘이런’ 류-연산자와 함께 나

타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직렬 구문들이다. (a)는 ‘이런 거 보면’과 함께 나

타나서 ‘켕거루나 이런 거 보면 신기하고 코알라 이런 거 보면 신기하다’로, (b)

는 ‘그런 거’와 함께 나타나서 ‘뭐 ~ 외분 그런 문제 나오고 내분 그런 문제 나

오면’로 ‘임의선택’으로 해석된다.

 (c)에서는 ‘이런’과 유사한 ‘같은’이 나타나서 ‘연못 같은 곳에 살고 논 같은 곳

에 산다’로써 ‘임의선택’으로 해석된다. (d)에서는 직렬 구문이 ‘등’과 함께 나타

나서 ‘(주연 배우의 대본에) 손짓이나 얼굴 표정이나 눈빛이나 웃음 등이 상당히

많다’로 나열되는 ‘임의선택’으로 해석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런’ 류 논리연산자는 두 접속항 A와 B를 ‘이런/그런 사

람(것/거)’과 동일한 것으로 열거하여 어느 개체항이 선택되더라도 참이 되는 ‘임

의선택’으로 해석된다. ‘[표 4]와 [표 6]’에서보면 ‘A-이나 B 이런’ 류에 해당하는

표현은 빈도를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나타났다.59)

 이상에서 우리는 ‘부정’이나 ‘조건’과 같은 명제-연산자, ‘양보’의 접속-연산자, 

‘만’, ‘밖에’, ‘도’와 같은 초점-연산자 혹은 ‘이런’, ‘저런’, ‘등’과 ‘같은/다른’과 같

은 ‘이런’ 류-연산자가 직렬의 ‘-이나’ 접속 구문과 함께 나타나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구문들을 살펴 보았다. 

59)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의 반-구어에서는 ‘같다, 다르다’로만 나와서 주
목하지 못했었지만, ‘최종성과물(2007)’에서는 ‘이런’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되었

다. 더욱이 ‘A-이나 B 이런’ 등은 해석 양상이 일관적이었으므로 ‘이런(like)’ 류로 묶
어서 분류하였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259개가 나온 ‘A-이나 (B) 이런/그런’과 29
개가 나온 ‘A-이나 머/뭐’와 65개가 나온 ‘A-이나 B 그런’, 그리고 142개가 나

온 ‘A-이나 뭐 이런’이 있었다. 유사하게 사용된 ‘같은/다른’ 그리고 ‘등’이 있었
다. 이상에서 나타난 명사구 결합에 대해 Nam (2012)에서는 영어의 ‘and/or the like’처
럼 한국어 ‘등, 이런, 그런’과 같은 ‘이런(class)’ 류와 결합한 각 개체들은 열린 집합이
며 비-한정적인 부류들을 지시하는 아주 엉성하게 조직된 복수를 나타내는 아주 자유
로운 부분 함수로서 문맥에 상당히 의존하는 외연을 가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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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연접 해석

 본 절에서는 직렬 구문이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와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을

살펴볼 것이다. 양화-연산자에는 ‘모두’, ‘다’, ‘항상’ 그리고 ‘합쳐(서)’ 등이 있다.

(13) a. 어~ 약주나 청주 모두 약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b. 총장실 난입이나 환자 방치가 모두 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다.

c. 자격증 남발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그 교육 기관이나 또 교수자들 모두

에게 질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d. 근데 윤미나 얘네들 다 집안이 좀 살거든.

e. 고정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은 항상 직원복을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f. 값은 바지나 처마에 저고리, 두루마리까지 합쳐 정장 한 벌...

 (13)에서 ‘모두’라는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예문은 (a)~(c)가 있다. (a)의 ‘약

주나 청주 모두’는 ‘약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식 절에서 사용되어 ‘약주와 청주

모두’라는 뜻으로 연접으로 해석 된다. (b)의 ‘총장실 난입이나 병원의 환자 방

치’는 주어 자리에서 사용되어 ‘모두’와 함께 나타났다. 여기서 주어 자리는 앞서

와 같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모두’라는 양화-연산자의 영향권 해석

에 의해 ‘총장실 난입과 병원의 환자 방치가 모두’로써 연접으로 해석 된다. (c)

의 ‘교육 기관이나 또 교수자들’에서도 ‘모두에게’라는 양화-연산자의 영향권에

걸려 ‘교육 기관과 또 교수자들 모두에게’로 연접으로 해석 된다.

 양화-연산자 ‘다’와 함께 나타난 예문은 (d)가 있었다. 주어나 화제 자리의 ‘윤미

나 얘내들’은 ‘다’라는 양화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나 ‘윤미와 얘내들 다’로 연

접 해석이 된다. (e)의 ‘다른 고정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항상’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불리안 이접’ 해석이나 임의선택 혹은 연접 해석이

모두 가능한 화용론적 중의성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는 양화 논리연산자 중의

하나인 ‘항상’과 함께 나타나 ‘고정 아르바이트와 직원들은 항상’으로 연접으로

해석이 되었다. (f)에서는 ‘바지나 처마에 저고리, 두루마리까지’의 ‘나열’되는 요

소는 ‘합쳐’에 의해 해석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합쳐’-연산자도 모든 명사구를 하

나로 해석되게 하는 연접을 유도하므로 본고에서는 양화 논리연산자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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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직렬 구문의 의미 해석: 화용론적 중의성

 본 절에서는 직렬 구문이 논리연산자 없이 수식명사구, 논항명사구(주어, 목적

어, 화제 자리) 그리고 숫자 표현으로 나타난 것과 [표 6]에서 본 것처럼 양화, 

명제, 초점, ‘이런’ 류, ‘양보’의 접속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것과 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이나’ 직렬 구문의 통사적 위치는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맥락에 따라 ‘불리안 이접’이나 ‘임의선택’ 혹은 ‘연접’ 해

석이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 중 어떤 것인지

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를 본고는 ‘화용론적 중의성’이라 하여 다루

었다. 또한 ‘-이나’ 직렬 구문이 ‘모두’, ‘(모두) 다’, ‘합해서’ 그리고 ‘항상’ 등의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타나는 구문은 ‘연접’으로 해석되고, ‘부정’이나 ‘조건’의

명제-연산자, ‘양보’의 접속-연산자, ‘밖에 Neg’, ‘만’, ‘도’의 초점-연산자 그리고

‘이런’, ‘그런’, ‘어디’, ‘등’ 그리고 ‘같은/다른’ 등의 ‘이런’ 류-연산자와 함께 나타

날 때는 ‘임의선택’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이나’ 직렬 구문이 논리연산자가 없이 나타날 때는 ‘화용론적 중의

성’이 있는 문장이 되지만, 이상과 같이 각각의 의미론적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

타난 경우나 시간 표현 수사를 포함하는 분류사구와 같은 어떤 특수한 맥락이

제시된 경우는 이러한 화용론적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연산자

없는 구문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화용론적 중의성을 나타내는 구문

연산자

있는 구문

연접해석 ‘모두, 다, 항상, 합쳐서’ 등의 양화-연산자

임의

선택

해석

‘부정’ 혹은 ‘조건’의 명제-연산자,
‘양보’의 접속-연산자, 
‘밖에 Neg’, ‘만’, ‘도’의 초점-연산자
‘이런, 그런, 어디, 등 그리고 같은/다른’ 등의 ‘이런’ 류-연
산자

표 9. 논리연산자와 해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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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병렬 구문의 분포와 두 가지 의미: 연접과 임의선택

 본 절에서는 병렬 구문이 ‘연접’이나 ‘임의선택’의 두 가지로 해석 되는 것에 대

해 다룬다. 제시된 예문은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년)과 최종성과물(2007)’

의 ‘구어 말뭉치’ 부분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여기서 ‘-이나’를 구문 형식과 논리

연산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추출한 구어 자료 ‘1005’개의 문장 중에서 직렬 구

문을 제외한 ‘125개’의 병렬 구문만을 다루었다. [표 3]와 [표 6]에 따르면 병렬

구문에서 논리연산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각각 30, 35개로 ‘65개’였고, [표 4]와

[표 7]에 따라 논리연산자가 나타난 것은 39, 21개로 ‘60개’였다. 도표에 따라 다

음에서는 병렬 구문에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구문과 개입된 구문을 차례

대로 살펴 볼 것이다.

4.3.1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구문

 논리연산자가 개입하지 않은 병렬 구문을 먼저 살펴 보자. [표 3]와 [표 6]의 분

류에서 각각 ‘30(10, 16, 4)개’와 ‘35(22, 6, 7)개’가 있었다. 논리연산자가 나타나

지 않는 ‘-이나’ 병렬 구문은 앞서 살핀 세 가지 해석 가능성의 화용론적 중의성

을 가진 ‘-이나’ 직렬 구문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었다. 즉 후접항 ‘-이나’의 영

향으로 ‘이접’ 해석은 나타나지 않았고, ‘임의선택’이나 ‘연접’으로만 해석 되었

다. 이를 동격 명사구나 수식어구로 나타난 경우와 각각의 논항 명사구 자리에

나타난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해 보자.

4.3.1.1 동격 명사구와 연접 해석

 아래 예들은 병렬 구문이 앞뒤의 명사구(N)와 동격(‘A-이나 B-이나 N’)이거나

혹은 명사구를 수식(‘A-이나 B-이나(의) N’)하는 경우이다. 

 
(14) a. 교산 특히 행동이나 말이나 모범을 보여야죠.

b. 외국인 중에 애 안 낳는 친구들 일본이나 미국이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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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건 일요일이나 평일이나 삼백육십오일 일곱 시에 밥 먹..

 (14)는 병렬 구문이 수식어구나 동격 명사구로 나타난 예문들이다. (a)에서는

‘교산 특히 X 모범을 보여야죠’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문맥에서 나타났다. 

여기 X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말이나’는 통사적 위치를 표현하는 조사가 없으므

로 ‘행동이나 말의 모범’과 같이 수식된다고 보거나 ‘행동이나 말이나(의) 모범’

과 같이 동격 명사구라고 볼 수 있다. 동격 명사구로 볼 때는 ‘행동이나 말이나’

가 ‘모범’과 같아지므로 ‘행동과 말로 모범을 보인다’는 연접으로 해석 되고, 수

식어구로 볼 때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말로 모범을 보인다’의 임의선택으로

해석되지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거나 말로 모범을 보여 준다’의 이접의 해석

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b)의 ‘일본이나 미국이나’ 역시 ‘친구들’과 동격으로

보면 ‘일본과 미국의 친구들’의 연접으로 해석되고, ‘일본이나 미국이나(에 있는) 

친구들’의 수식어구로 보면 임의선택으로 해석된다. (c)의 ‘일요일이나 평일이나’

는 먼저 ‘삼백 육십오일’과 동격으로 보거나 ‘삼백육실오일’을 수식하는 수식어구

로 볼 수 있지만 이 두 경우는 모두 ‘연접’으로 해석된다. 수식어구인 ‘일요일이

나 평일이나’의 두 명사구가 합쳐지면 ‘매일’과 같이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

해서는 4.3.3절에서 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4.3.1.2 논항 명사구와 임의선택 해석

 아래 예는 병렬 구문(‘A-이나 B-이나’)이 각각 논항 명사구 자리에서 나타난다

고 생각되는 경우를 살펴 본 것이다. 병렬 구문은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에 명확한 분류는 어렵지만 문맥은 아래와 같은 예들을 주고 있다.

(15) a. 뭐 이덕화씨나 설운도씨나 이렇게 가발을 쓰고 있다는 걸

b. 저나 여균동 감독이나 굉장히 이 신은 이렇게 하고 싶다.

c. 이 일로 당권 다툼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15)에서는 병렬 구문이 각각 논항자리인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예문이

다. 먼저 (a)는 주어자리에서 병렬 구문인 ‘이덕화씨나 설운도씨나’가 나타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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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여기서 후접항의 ‘-이나’는 ‘이덕화씨가 가발을 쓰거나 설운도씨가 가발

을 쓴다’라는 이접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둘 다 모두 가발을 쓴다’

는 연접보다는 ‘이덕화씨도 가발을 쓰고 설운도씨도 가발을 쓴다’는 임의선택으

로 해석된다. (b)의 ‘저나 여 감독이나’ 역시 두 번째 ‘-이나’에 의해 배타적 이접

의 해석은 배제되고 ‘여균동 감독도 이 신을 하고 싶고 저도 이 신을 하고 싶다’

의 임의선택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c)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당권 다툼이

나 권력 싸움이나’ 역시 배타적인 해석은 배제되고, ‘당권 다툼이나 하는 인상을

주고 권력 싸움이나하는 인상을 준다’의 임의선택으로 해석 된다.

 다음은 병렬 구문이 문장의 앞에 나타나서 화제 자리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들이다.

(16) a. 명절 때나 연말 때나 개인적으로도 많이 나갔다.

b. 너나 나나 큰일만 남았다.

c. 역시 기계나 사람이나 기름을 쳐줘야 원활하게 돌아 간다니까!

d. 정말 밤새 군산이나 목포나 정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16)의 병렬 구문(A-이나 B-이나)은 화제 자리에 나와서 임의선택이나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다. 우선 (a)의 ‘명절 때나 연말 때나’, (b)의 ‘너나 나나’, (c)의

‘기계나 사람이나’ 그리고 (d)의 ‘군산이나 목포나’에서 후접항 ‘-이나’는 이접으

로 해석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명확한 품사 표지나 논리연산

자가 없기 때문에 두 명사구 중 어느 쪽이 선택되어도 참이 되는 즉 ‘명절 때도

가고 연말 때도 갔다’, ‘너도 큰일만 남았고 나도 큰일만 남았다’, ‘기계도 기름을

쳐줘야하고 사람도 기름을 쳐줘야 한다’ 그리고 ‘군산에도 갔고 목포에도 갔다’

로 임의선택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명절 때와 연말 때는(= 휴일에는)’, ‘너와

나는(= 우리는)’, ‘기계와 사람은(= 모두가)’ 그리고 ‘군산과 목포는(= 호남 해안)’

으로 되어 두 명사구가 하나처럼 연접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4.3.2 논리연산자 동반 구문

 [표 4]와 [표 7]에서는 각각의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접속조사 ‘-이나’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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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렬 구문과 병렬 구문으로 나누어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도표에 제시된 것처

럼 병렬 구문이 각각의 논리연산자들과 결합하여 어떠한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

할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논리연산자들은 차례로 ‘모두, 다’의 양화-연산자와 더

불어 ‘부정’이나 ‘조건’의 명제-연산자 그리고 ‘이런, 그런, 어디’ 등의 ‘이런’ 류-

연산자들이다.

4.3.2.1 연접과 개체합 해석

 직렬 구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렬 구문에서도 연접 해석은 ‘모두’, ‘(모두) 다’, 

‘항상’ 혹은 ‘합쳐서’ 등의 ‘양화’-연산자와 결합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

나, 언제나 ...’처럼 해석되는 경우들이다.

(17) a. 파는 이나 사는 이나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처량한 심사를 느꼈다. 

b. 뭐~ 신림동이나 신대방동이나 거기 다 붙어 있는 동넨데,

c. 음악이나 영화나 다 그런 거 같애 쫌.

 (17)은 병렬 구문이 ‘모두’ 혹은 ‘다’라는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경우들이

다. (a)에서는 ‘파는 이나 사는 이나’가 모두라는 양화-연산자와 결합하여 ‘파는

이와 사는 이가 모두’로 ‘누구나’처럼 연접으로만 해석 된다. (b)와 (c)에서는 ‘다’

라는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나서, (c)는 ‘신림동이나 신대방동이나’가 ‘다’와 결

합하여 ‘신림동과 신대방동 거기 다’로 ‘어디나’처럼 연접으로 해석 된다. (d)는

‘음악이나 영화나’가 ‘다’와 결합하여 ‘음악과 영화가 다’로 ‘무엇이나’처럼 연접

으로 해석 된다.

 아래처럼 병렬 구문이 등치문(같다, 다르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양화 논리

연산자가 함께 나오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연접 해석과 유사한 ‘개체합’으로 해석

이 되었다. 

(18) a. 시의 유파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두 쪽으로...

b. 뭐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이나 가정 얘기나 저랑 꼭 같습니다.

c. 일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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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저희는 아직 신혼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18)에서는 병렬 구문이 등치문(다 마찬가지, 변함이 없다, 꼭 같다)과 함께 나타

나서 ‘개체합’으로 해석 된 경우들이다.60) 여기서 본고는 병렬 구문과 결합한 ‘같

다, 다르다, 마찬가지다 ... 등’은 ‘다’나 ‘모두’와 같은 양화 논리연산자가 있든

없든 그 해석은 모두 두 명사구를 분리하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개체합’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직렬 구문에서는 시간 표현의 분류사구 결합이 일회성을 보여 연접 해석

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c)와 (d) 같은 병렬 구문에서는 후접항 ‘-이나’가 두 접속

항을 하나로 만들어 ‘언제나’처럼 해석되게 한다. (c)의 ‘일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와 (d)의 ‘신혼 때나 지금이나’의 병렬 구문만을 두고 볼 때, 두 접속항이 나열된

것으로 보면 각각 임의선택으로 해석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표현의 두 명사구

(‘일 년 전’과 ‘지금’ 혹은 ‘신혼과 지금’)는 화합되어 ‘언제나’와 같이 연접으로

해석된다. 여기서는 특히 ‘변함없다’(= ‘다르지 않다 = 같다’로써 등치문)와 같은

술어가 두 명사구 ‘일 년 전’과 ‘지금’과 ‘신혼 때’와 ‘지금’을 따로 분리해서 해

석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개체합’으로 해석이 된 것이다.

4.3.2.2 임의선택 해석

 본 절에서는 병렬 구문도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부정’이나 ‘조건’의 명

제-연산자와 ‘양보’의 접속-연산자 그리고 ‘이런, 그런, 어디, 등, 같은/다른’ 등의

‘이런’ 류-연산자와 함께 나오는 경우들임을 살펴 볼 것이다.

(19) a.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여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b. 비문이나 오문이나 악문이 아닌 것이 바로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c. 다음에 대리나 또 계장이나 딴 부에 가가꼬 명함 주면, ...

60) 등치문과 더불어 앞서 본 ‘똑같은’이라는 관계 형용사에 의해, 접속된 주어 명사구가 분리되
어 해석될 수 없다. 즉, (a)는 ‘시의 유파는 영국이나 마찬가지이고, 미국이나 마찬가지이다’라
고 해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나’ 접속 구조의 두 주어가 합하여 하나의 복수 개체인 ‘개
체합’ (individual sum)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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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는 병렬 구문이 ‘부정’이나 ‘조건’의 명제-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예문들이다. 

(a)의 병렬 구문은 부정과 함께 나타나 ‘파키스탄에서도 여자들을 만날 수 없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여자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전체 부정’이면서 임의선택으

로 해석 된다. (b)도 3개의 명사구가 부정의 명제-연산자와 결합하여 ‘비문도 아

니고 오문도 아니고 악문도 아닌’으로 ‘전체 부정’이면서 임의선택으로 해석 되

었다. (c)에서는 병렬 구문이 ‘조건’-연산자 속에 나타나서 ‘대리도 딴 부에 가서

명함주고 또 계장도 딴 부에 가서 명함주면’으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고 주절은

청자의 추측이나 화자의 생각( ... )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A-이나 아니면 B-이나’의 형식이나 ‘이런’ 류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

난 예들이다.

(20) a. 특히 그~ 신촌이나 이런 종로나 이런 데 많이 있더라.

b. 특히 여자후배나 아니면 여자 친구들이나 많이 구박하는 편이야!

 (20)은 병렬 구문이 ‘이런 N(것/거)’ ‘이 N(사람)’, 그리고 ‘등’의 ‘이런’ 류 논리

연산자 혹은 ‘A-이나 아니면 B-이나’의 형식으로 나타난 예들이다.

 먼저 (a)는 ‘신촌이나 이런 종로나 이런데’에서는 ‘이런’ 류-연산자와 함께 나타

나서 ‘신촌이나 이런데도 많이 있고 종로나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로 명사구들

이 나열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었다.61)

 (b)에서는 병렬 구문이 ‘아니면’과 함께 나타났다. 따라서 ‘A이나 아니면 B’의

직렬 구문이 배타적으로 해석되는 것과는 달리 병렬 구문은 후접항 ‘-이나’에 의

해 그러한 배타성은 배제되고 ‘임의선택’으로만 해석 된다. 즉 직렬 구문과는 달

리 병렬 구문의 ‘A-이나 아니면 B-이나’는 ‘아니면’과 더불어 후접항 ‘-이나’ 때

문에 ‘임의선택’으로만 해석된다.

 이상에서 특이한 점은 ‘초점’-연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초점’-연

산자가 나타나는 자리가 병렬 구문의 후접항 ‘-이나’가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

이었다.

61)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2003)에서는 몇 개 나오지 않아 주목하지 못했지만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물(2007)에서는 [표 4]에서 본 것처럼 ‘236개’나 되는 ‘A-이나 B 이런’ 형식의 직렬 구
문이 나왔다. 하지만 병렬 구문에서는 [표 6]에서처럼 단 7개의 ‘A-이나 B-이나 이(런) 것(사람) 
~’의 형식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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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병렬 구문의 두 가지 의미와 두 가지 형식

 본 절에서는 병렬의 접속 구문이 논리연산자 없이 동격이나 수식명사구, 논항

명사구(주어, 목적어, 화제) 자리에서 나타난 것과 각각의 논리연산자(양화, 명제, 

양보 접속문 그리고 ‘이런’ 류)와 함께 나타난 것들을 차례로 살펴 보았다. 병렬

구문은 직렬 구문과는 달리 논리연산자가 없음에도 이접 해석이 배제되고 임의

선택이나 연접 해석의 두 가지 해석만이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이접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에서 후접항 ‘-이나’와 관련

이 있다. 먼저 ‘A이나 B’에 접속한 후접항 ‘-이나’를 ‘-도’와 같은 초점 논리연산

자로 볼 가능성과 두 명사구를 내포 접속 구조를 구성하게 하는 보조사로 볼 가

능성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확인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병렬 구문에서의 두 해석 즉 임의선택과 연접

이 ‘화용론적 맥락에 대한 지식’과 ‘의미론적인 논리연산자’와의 상호 관계에 의

해 어떻게 다른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병렬 구문에서는 이접의 해석은 배제되고 ‘임의선택’과 ‘연접’의 두 가지 해석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두 의미 해석 역시 의미론적 논리연산자가

있는 경우는 그 논리연산자에 의해 구분되며, 논리연산자가 없는 경우는 ‘화용론

적 맥락에 대한 지식’에 의해 구분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앞서 살핀 ‘의미론적 논리연산자’와 ‘화용론적 맥락에 대한 지식’

과 같이 ‘임의선택’과 ‘연접’ 해석을 구분하는 두 가지 뒷받침 되는 설명 방법을

도입할 것이다. 먼저 4.3.3.1에서는 ‘내포 접속 구조’와 ‘나열 구조’에 대해, 4.3.3.2

에서는 병렬 구문의 ‘운율 구조’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4.3.3.1 내포 접속 구조와 나열 구조

 우리는 앞 절에서 병렬 구문은 논리연산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불리안 이접’ 해

석이 배제되고 ‘임의선택’과 ‘연접’으로만 해석됨을 보았다. 더불어 병렬 구문에

서도 ‘조건이나 부정’의 명제-연산자, ‘양보’의 접속문의-연산자 혹은 ‘이런, 그런, 

어디, 같은/다른, 등’의 ‘이런’ 류-연산자가 나타나면 ‘임의선택’으로 해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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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두, 항상, 합쳐서’ 등의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타나면 연접으로 해석되며, 

‘같다/다르다 ...’의 술어 구문과 함께 나타나면 ‘개체합’으로 해석됨을 살펴보았

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연산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병렬 구문은 임의선택이나 연

접으로만 해석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앞에서는 이를 후접항 ‘-이나’가 초점-연

산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것과 두 명사구가 하나처럼 내

포 접속하고 후접항 ‘-이나’와 결합하는 연접으로 해석 될 가능성으로 제시하였

다.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열거하여 임의선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은 ‘나열 구조’

로 더 이상의 열거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연접으로 해석되는 것은

‘내포 접속 구조’로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내포 접속 구조’와 ‘나열 구조’의 예들을 보기로 하자. 

(21) a. 추상적 목표나 계획이 모두 다 그런 거 같애 쫌.

b. 어차피 콩이나 팥이나 다 콩인데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것 같다.” 

c.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하나님의 영으로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d. 너나 나나 큰일만 남았다.

e. 금릉해수욕장 피서객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22) a. 그는 결코 추상적 개념이나 목표나 계획 등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다.

b. 여기서 집주인이 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땅콩이나 다 ‘까짱’이라고 해서 헷갈

리더라구요,

c. 밤새 군산이나 목포나 정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d. 너나 나나 수진이도 힘들겠어!

e. 예나 지금이나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직렬 구문인 (21a)는 ‘추상적 목표나 계획이’에서는 ‘모두 다’라는 양화-연산자

에 의해 ‘추상적 목표와 계획이 모두 다’라는 연접으로 해석이 되었다.

 병렬 구문인 (b)에서도 ‘다’라는 양화-연산자에 의해 ‘콩과 팥이 (둘) 다’인 연접

으로 해석이 되었다. (c) 역시 ‘사울과 다윗이 둘 다’로 연접으로 해석되었다.

 (d)에서는 ‘너와 나’가 먼저 ‘우리’처럼 내포 접속하고 ‘-이나’와 결합하는 연접

으로 해석 되었다. (e)의 ‘예나 지금이나’에서도 ‘예와 지금’이 ‘항상’과 같이 내

포 접속 되고 ‘-이나’와 결합하여 연접(혹은 전칭)으로 해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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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과는 달리 (22a)에서는 ‘-이나’ 접속 구문이 부정과 함께 나타나서 ‘추상적

개념에도 매달리지 않고 계획에도 매달리지 않고 목표에도 매달리지 않고 계획

등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다’와 같이 열거되어 ‘나열 구조’가 되고 임의선택으로

해석 되었다. (b)에서는 ‘콩이나 녹두나’는 ‘다’라는 양화 논리연산자에 의해 연접

해석이 되어야 하지만, ‘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땅콩이나’로 네 가지 요소 속에서

‘팥이나 콩이나’의 두 요소는 단지 열거되는 구성원으로 작용하여 나열 구조가

되어 임의선택으로 해석되었다. (c) 역시 ‘군산에도 가고 목포에도 갔다’로 ‘나열

구조’를 이루어 임의선택으로 해석이 된다. 또한 (d)에서도 ‘너도 힘들고 나도 힘

들고 수진이도 힘들다’로 열거되어 나열 구조를 이루고 임의선택으로 해석 되었

다. 마지막으로 (e)에서도 ‘예나 지금이나’가 내포 접속이 되지 못하고 ‘미래’라는

세 번째 요소가 열거되어 ‘나열 구조’가 되어 임의선택으로 해석 되었다.

 결론적으로 (21)에서는 직렬이든 병렬 구문이든 ‘모두’와 ‘다’와 같은 양화 논리

연산자와 함께 나오거나 두 명사구가 내포 접속 구조가 되는 경우는 ‘연접’이나

‘개체합’으로 해석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22)는 병렬 구문에서도 내포 접속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열거되는 경우는 ‘나열 구조’가 되어 임의선택 해석이 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2)

 이를 정리해서 보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23) a. 나열 구조 [A-나] [B-나] : 열거된 나열 구조 = 임의선택 해석

b. 내포 접속 구조 [A-나 B]-나: 내포 접속과 후접항 ‘-이나’ = 연접 해석

62) 양인석(1973)에서는 형식적 기준으로 ‘N이나 N’의 닫힌 집합과 ‘N이나 N이나’의 열
린 집합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22b) ‘콩이나 팥이나’의 경우는 양인석의 분류

에 따르면 ‘직렬 구문’이기에 형식적으로는 열린 집합이고 의미적으로는 닫힌

집합에 해당하게 되지만, 본고는 이를 병렬 구문이면서 ‘나열 구조’에 해당하

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관련해, 이정민(PC)에서는 ‘병렬 구문’
보다 더 적합한 용어를 찾아보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찾지 못하였고, 정대호(PC)에서
는 ‘병렬 구문’의 두 구조 해석을 핵 매개변수(Head parameter: Head-initial인 ‘NP[A 
&1[& B]]’와 Head-final인 ‘NP[A &1[B &]]’)로 분석할 가능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이는 ‘핵-전치’인 경우를 ‘나열 구조’로, ‘핵-후치’인 경우는 ‘내포 접속 구조’로, 즉
‘임의선택’의 경우는 핵 매개변수 값이 ‘핵-전치’(head-first)로 고정되고, ‘연접’의 경우
는 핵 매개변수 값이 ‘핵-후치’(head last)로 고정되는 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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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운율 구조

 위의 (21)과 (22)에 나타나는 연접이나 임의선택의 예를 다시 비교해 보자. (22b)

의 경우에는 ‘콩이나 팥이나’를 읽을 때 잠시의 ‘휴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21b)의 ‘콩이나 팥이나’의 경우에는 ‘휴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운율 특징의 분석을 통해서도 분명한 시간 길이 차 즉 휴지의 차

이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임의선택 해석을 가져오는 나열 구조에

서는 접속항들 사이에 휴지 시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내포 접속 구조를 이루는

연접 해석의 경우에는 휴지 시간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형식이 동일한 어절들이 논리연산자나 맥락에 따라 임의선택과 연

접으로 다르게 해석되고, 이것이 운율에서의 차이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차이는 실제 음성의 음향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호영(1997)의 국어운율론에서 제시된 말토막, 말마디의 개념을 도입

하고자 한다.63)

 겉보기에는 형식이 동일한 어절이라도 상술한 문장 내에서의 문법·의미 구조의

차이에 의해 어떤 경우에는 온전하고 독립된 말토막, 말마디를 이룰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말토막의 일부만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운율 패턴에

차이가 생겨나 어절의 시간 길이나 어절 사이의 휴지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접과 임의선택으로 대비되는 병렬 구문의

여러 예문 쌍들을 구성하고, 이를 총 세 명의 화자에게 낭독하게 하여 녹음하였

다. 운율 비교의 주요 대상이 될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63) 이호영(1997)에 따르면 말토막은 하나의 강세음절과 영 개 이상의 비강세음절로 이
루어진 리듬·억양의 기본 단위이다. 말토막 경계에는 휴지(pause)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말토막의 마지막 음절을 장음화한다. 이러한 하나 이상의 말토막이

모여서 말마디를 이룬다. 말마디 경계에는 말토막 경계에서보다 더 긴 휴지

(pause)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을 장음화한다. 또한 말마

디의 마지막 음절에는 말마디 억양(tune) 중 가장 돋들리는 핵억양이 실린다. 
하나의 문장은 하나 이상의 말마디로 실현된다. 문장의 문법·의미 구조는 말토

막·말마디 경계의 부과와 이에 따른 문장의 운율 패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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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 개나 소나 다 기자하네!

b. 나는 생선이나 고기나 다 좋아한다.

c. 미군은 예나 지금이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d. 너나 나나 큰일만 남았다.

e. 비나 눈이나 물이긴 한가지인데

f. 어렵기는 외국어나 수학이나 마찬가지다! 

h. 어차피 콩이나 팥이나 다 콩인데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것 같다.”

i.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섬나라야!

j. 개념이나 목표나 다 바뀔 수 있다. (cf. 개념이나 목표도 다 바뀐다.)

k. 그에게는 예배나 일이나 (다) 한 세계의 다른 두 양상이었다. 

l.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부음 받아 ...

m. 음악이나 영화나 다 그런 거 같애 쫌!

(25) a. 집에서 기르는 개나 소나 돼지도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냐에 따라 달라진다.

b. 생선이나 고기나 (육포)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c. 예나 지금이나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d. 너나 나나 수진이도 힘들겠어!

e. 머지않아 구름은 비나 눈이나 얼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f. 외국어나 수학이나 과학 등에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어는 그만

h. 집주인이 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땅콩이나 다 ‘까짱’이라고 해서 헷갈 ...

i. 일본이나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부패 정도가 심한 나라로 ...

j. 그는 결코 추상적 개념이나 목표나 계획 등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다.

k. 예배나 일이나 놀이 등은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l.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은 모두 솔로몬 이전 시대의 인물들이다.

m.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그냥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 

 (24)는 ‘연접’과 ‘개체합’을 포함하는 ‘내포 접속 구조’의 예문들이고, (25)는 임

의선택으로 해석 되는 ‘나열 구조’의 예문들이다. 즉 (24)는 두 항이 하나처럼 해

석 되는 ‘내포 접속 구조’의 ‘연접’이나 ‘개체합’ 해석인 반면, (25)는 두 항이 열

거된 ‘나열 구조’의 ‘임의선택’ 해석이다.

 (24)와 (25)의 대응하는 문장쌍들은 밑줄 친 ‘A-이나 B-이나’라는 동일한 두 개

의 어절을 공유한다. (24)의 의미 해석은 ‘개체합’이거나 ‘연접’ 해석이므로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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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부분을 각각 ‘누구나, 무엇이나, 언제나, 어디에나 ...’ 등으로 대체해도 해석에

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25)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두 해석의 차이는

전접항 ‘-이나’에서 특히 두드러지므로, (24)와 (25)의 동일한 형식의 접속항 명사

구들을 각각 읽어보면 한 쪽은 ‘나열’하기 위한 조금의 휴지 시간이 발생하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전접항 ‘-이나’를 비

롯한 두 어절에 실리는 운율패턴의 차이를 개량화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만약 하

나의 명사구 쌍에서 겉보기에 동일한 두 어절에 서로 다른 운율 패턴이 실린다

면, 이는 두 어절의 구조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량화 방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한 쌍에서 실제 운율 패턴 차를 음향 정

보를 제시하면서 살펴 보자. [그림 18]과 [그림 19]는 동일한 공통요소 ‘개나 소

나’가 포함된 예이다.

그림 18.  (25a) ‘개나 소나 (다)’의 음향 실현 

그림 19. (25a) ‘개나 소나 (돼지도)’의 음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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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보기에도 ‘개나 소나’의 전체 시간 길이와 첫 번째 ‘나’의 억양 곡선에서의

차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개나 소나’가 (24a)에서는 724ms, (25)에서는 945ms

의 길이로 실현되었다. (24a)에서는 ‘개나 소나’ 전체가 하나의 말토막으로 구성

된 하나의 말마디로 실현되어 두 번째 ‘나’에 가운데수평조의 핵억양이 실린 반

면, (25a)에서는 ‘개나’, ‘소나’, ‘돼지도’가 각각 하나의 말토막으로 구성된 하나의

말마디로 실현되었고 각 어절의 끝 음절에 각각 낮내림조, 가운데수평조, 낮내림

조의 핵억양이 실렸다. 연접인 (24a) 예문에서는 ‘개나’와 ‘소나’의 사이에 말토막

경계나 말마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개나 소나’의 길이가 임의선택인 (25a)에 비

해 짧았고, ‘개나’의 ‘-나’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억양 특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24)와 (25)의 모든 접속항 쌍에 대해 위의 예처럼 운율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말토막 경계의 유무와 판단과 특정 경계가 말토막 경계인가 말마디 경계인가에

대한 판단이 늘 이론의 여지없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서 분석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율 분석을 시행하지 않고, 해당

두 어절의 길이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속한 쌍의 운율패턴의 차이를 감지하고

자 한다.

 시간 길이만으로 운율 패턴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근거는 다음과 같

다. 우선 길이 측정의 대상은 (24)와 (25)의 밑줄 친 부분 ‘A이나 B이나’의 해당

두 어절로 하였음을 밝힌다. (24j)를 제외하면 모두 첫 어절 ‘A-이나’가 문장의

시작이거나 그 앞에 반드시 말토막 경계나 말마디 경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다. 첫 어절의 첫 분절음부터 둘째 어절의 마지막 분절음인 모음 ‘ㅏ’까지를 측

정하였으므로, 두 어절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휴지는 측정 길이에 포함되나, 둘

째 어절 뒤에 존재할 수 있는 휴지나 첫 어절 앞의 휴지는 측정 길이에 포함되

지 않는다. 예문들에서처럼 측정 구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두 어절로 구성되어 있

고, 그 시작이 말토막의 시작과 일치한다면, 이 구간의 시간 길이는 (구성 분절음

조합, 발화 속도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전체 음절 개

수, 강세음절(α) 개수, ‘말토막에서의 마지막 음절(β)’ 개수, 두 어절 사이의 휴지

의 존재 유무와 그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 명사구 접속항 쌍 내

에서는 겉보기에 동일한 두 어절이 대상이므로 전체 음절 개수는 동일하고 나머

지 요인들이 시간 길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토막 내에서 강세음절(α)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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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음절(β)은 ‘마지막 음절이 아닌 비강세음절(γ)’들에 배해 보통 길게 실현되

므로 ‘말토막의 마지막 음절이 아닌 비강세음절(γ)’의 길이를 음절의 기본 길이

로 삼고, 강세음절(α)과 ‘말토막에서의 마지막 음절(β)’이 나타날 때마다 여기에

길이의 증가(+) 요인 점수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두 어절 사이에 말토막, 말마

디 경계가 부과되어 잠재적 휴지가 존재하면 그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이 길이 증

가(+) 요인 접수를 부여하고자 한다.64) 길이의 증가 요인들에 부여하는 점수는

<표 9>와 같이 임의로 하였다. 

길이 증가 요인 부여 점수

강세음절(α) +1

말토막의 마지막 음절(β) +1

말토막 사이의 잠재적 휴지(δ) +0.5

말마디 사이의 잠재적 휴지(ε) +1

표 10. 길이의 증가 요인과 부여 점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이루는 각 어절들이 두 개 이상의 말토막으로 쪼개져 실현

될 수 없다고 가정하면, 각 어절의 중간에는 말토막·말마디 경계가 삽입될 수 없

고 각 어절의 뒤에는 말토막 경계(‘|’로 표시)나 말마디 경계(‘∥’로 표시)가 나타

날 수 있다. 첫 어절 ‘A-이나’를 A로, 둘째 어절 ‘B-이나’를 B로 표시하면 결국

{A, A|, A∥}와 {B, B|, B∥}의 조합이 가능한 셈이다. 모든 가능 조합들과 여기

64) 말토막의 길이는 이것을 이루는 음절의 개수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
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비교적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세 음절 이상의 말토막에서는 강세음절과 마지막 음절에 비해서 마지막 음절

이 아닌 비강세음절의 시간 길이가 짧은데, 이 때문에 말토막을 이루는 음절

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말토막의 길이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

고, 아니면 실제로 말토막을 이루는 음절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세음절, 
마지막 음절, 마지막 음절이 아닌 비강세음절들이 모두 점진적으로 짧아져서

말토막의 길이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말토막의 음

절 개수의 증가에 따른 음절들의 길이의 감소는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음절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말토막의 마지막 음절이 아닌 비강세음절의 길이를 음

절의 기본 길이로 삼아, 강세음절과 말토막의 마지막 음절마다 길이 증가(+) 
요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길이의 개념을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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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여되는 길이 증가(+)요인 점수는 <표8>과 같다. 대부분의 예문에서 A의 시

작이 말토막의 시작이고, 강세음절은 보통 말토막의 첫 음절이나 둘째 음절에 해

당하므로, A는 항상 강세음절을 포함하고, A와 B 사이에 경계가 있으면 B도 항

상 강세음절을 포함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조합
길이 증가 요인

계
α 개수 β 개수 δ 유 ε 유

A B +1 0 +1

A B| +1 +1 +2

A B∥ +1 +1 +2

A|B +2 +1 +0.5 +3.5

A|B| +2 +2 +0.5 +4.5

A|B∥ +2 +2 +0.5 +4.5

A∥B +2 +1 +1 +4

A∥B| +2 +2 +1 +5

A∥B∥ +2 +2 +1 +5

표 11. 가능한 조합들과 부여 점수

 우리는 첫 어절의 ‘-이나’에 의한 운율 패턴의 차이에 주로 관심이 있으므로

<표9>에서 ‘A대 A|’, ‘A대 A∥’, ‘A|대 A∥’의 길이 증가의 차이에 유의하게

된다. 세 경우 모두 ‘A|B|대 A∥B’와 ‘A|B∥대 A∥B’의 두 하위 경우를 제외

하면 전자보다 후자가 길이 증가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첫 어절의 ‘-

이나’에 의한 운율 패턴의 차이가 측정 대상의 전체 시간 길이를 결정하는 주요

인으로 작용하며, 접속항의 쌍에서 측정 대상의 시간 길이가 길면 첫 어절의 끝

에 대응하는 개체항에는 없는 경계가 부여되었거나, 대응하는 개체항보다 상위의

경계가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첫 어절의 ‘-이나’의 문법·의미적 행동의 차이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율 패턴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수의 접속항 쌍들에서 나타나는 측정 구간의

일관된 시간 길이의 차이만을 통해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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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 부분
시간 길이

내포 접속 구조 나열 구조

개나 소나
529 1117
724 945

생선이나 고기나
907 1484
885 1127

예나 지금이나
882 1429
875 1143

너나 나나
645 1075
637 844

비나 눈이나
758 1178
836 1008

외국어나 수학이나
1202 1616
795 1440

콩이나 팥이나
737 1331
886 1181

일본이나 대만이나 1220 1695

개념이나 목표나 1119 1467

예배나 일이나 799 1408

사울이나 다윗이나 1255 1734

음악이나 영화나 1041 1148

표 12. (24)와 (25) 예문 쌍들에서 측정 대상 부분의 길이 측정값 (단위: ㎳)

항 쌍들에서의 실제 길이 측정값은 <표10>과 같다.

 자료에서 내포 접속 구조와 나열 구조 사이의 시간 길이의 차의 정규성 가정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표본의 Shapiro-Wilk 정규성 검정: W=0.9419, p=0.2851) 두

집단을 t-분포에 근거하여 대응 비교한 결과, 나열 구조의 그것보다 통계적으로

더 길었다(t(18)=10.4427, p<0.001).65)) 나열 구조의 해당 부분의 첫 어절 뒤에, 

65) 간단히 예문 (25c)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사실 이 예문에서는 ‘예나 지금이

나’에 대한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나 지금이나’를 숙어적 부

사구로 취급하여 연접의 내포 접속 구조로 해석하고, ‘미래’만을 후행 명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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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접속 구조에서는 부과되지 않을 운율 경계가 부과되었거나, 내포 접속 구조

에서 부과된 것보다 상위의 운율 경계가 부과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병렬 구문에서도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가지 구문이 존재하며 이것들

이 다른 운율 구조를 지녀 다른 음향 특성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

포 접속 구조에서는 두 어절 사이에 운율 경계가 부과되지 않거나 혹 부과되더

라도 하위의 것이 부과되고, 나열 구조에서는 두 어절 사이에 (상위의) 운율 경

계가 부과되어, 이것이 두 어절의 전체 시간 길이의 차이와 리듬, 억양 패턴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다.

 내포 접속 구조의 첫 ‘-이나’가 내포 접속 구조의 둘째 ‘-이나’나, 나열 구조의

두 ‘-이나’들과 문법·의미적 행동 방식이 달라 운율 실현에서 차이를 보여, 결과

적으로 전자는 운율 단위를 끝맺기 어려우나 후자는 운율 단위를 끝맺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열 구조에서는 각각의 접속항들이 운율적으로

서로 독립하여 두드러지게 들리나, 내포 접속 구조에서는 접속항들이 운율적으로

서로 독립하지 못하고 하나의 운율 단위로 합쳐 실현되기 쉽다.

수식하는 구조로 파악할 수도 있고, ‘예나 지금이나 미래’ 전체를 나열 구조로

파악하여 관형구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실험에 응한 화자들이 전자의 의미로

해석했다면 실험 결과에서 (24c)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겠지만,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두 화자 모두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들이 (25c)를 자연스레 후자

의 의미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문 (25j)에서는 ‘개념’을 수식하는 관형

어 ‘추상적’이 측정 대상을 선행하므로, ‘개념이나’의 시작이 말토막의 시작을

이루지 못해 타 예문들과는 달리 측정 대상의 첫 어절이 강세음절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측정 구간의 시간 길이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

지 길이 증가 요인들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어 측정 구간의 전체 시간

길이는 (24j)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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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접속조사 ‘-이나’ 구문의 통합적 해석

 본 장에서 우리는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 말뭉치 분류를 통하여 접속조사 ‘-이

나’의 형식에 따른 구체적인 분포와 그 의미 해석을 통사적인 분포와 의미론적

논리연산자 그리고 화용론적 맥락에 근거하여 어떤 해석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한국어 말뭉치에서 나타난 ‘-이나’ 접속조사의 형식을 형태론적으로 ‘A-이

나 B’의 직렬 구문과 ‘A-이나 B-이나’의 병렬 구문의 두 가지로 나누고 이들 각

각이 나타내는 해석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논리연산자와의 관계에

따라 살펴 보았다. 이에 따라 먼저 직렬 구문과 세 가지 의미에서는 통사적 위치

에 따라 논리연산자 없는 직렬 구문이 ‘수식 명사구나 논항 명사구’ 자리에서 나

타난 경우는 그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맥락에 따라 ‘이접’, ‘연접’ 

혹은 ‘임의선택’의 3가지 의미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고 살펴 보았다.

 또한 논리연산자와의 관계에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부정이나 조건’

의 명제-연산자, ‘양보’의 접속-연산자, ‘밖에, 도, 만’의 초점-연산자 그리고 ‘이런, 

그런, 등, 같이’ 등의 ‘이런’ 류-연산자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로, ‘연접’으로 해석

되는 경우는 ‘모두, 다, 항상, 합쳐서’ 등의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통합적인 의미 해석에서는 논리연산자 없이 나타난 직렬 구문을 상황에 따라

‘이접’이나 ‘임의선택’ 그리고 심지어 ‘연접’으로도 해석되어 질 수 있는, 즉 어떤

조건이라도 주어지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화용론적 중의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과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구문에서는 이러한 화용론적 중의성이 해소되어

‘임의선택’이나 ‘연접’으로 해석됨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의 ‘-이나’ 접

속 구문은 이와 같이 분명한 의미론적 기제가 없는데도 그 해석이 ‘이접’이나

‘임의선택’ 혹은 ‘연접’ 해석 중의 하나 혹은 둘로만 해석될 경우들이 있었다. 이

러한 경우는 두 명사구 접속항 혹은 문맥이 제안하는 맥락에 대한 화자의 지식

이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이 역시 ‘화용론적 중의성이 해소’된 것으

로 보았다.

 병렬 구문과 두 가지 의미에서는 논리연산자 없이 나타난 경우를 ‘동격 명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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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접 해석’과 ‘논항 명사구의 임의선택 해석’으로 나누어 병렬 구문은 두 가

지 해석만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렬 ‘연접’이나 ‘개체합’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양화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경우로, 명제-연산자, ‘양보’의 접속-연산

자 그리고 ‘이런’ 류-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경우를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것으

로 살폈다.

 통합적 의미 해석에서는 이렇게 병렬 구문이 논리연산자가 없음에도 ‘이접’ 해

석이 배제되고 ‘임의선택’과 ‘연접’으로만 해석 되는 것에 대해 본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첫째는 두 구문이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전

자는 ‘내포 접속 구조’를 이루어 ‘연접’ 해석이 되는 것으로 ‘과거나 지금이나’가

‘언제나’처럼 ‘연접/전칭’으로 해석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콩이나 고추

나 (팥이나/(등) ...)’과 같이 여러 대상이 열거되는 ‘나열 구조’를 이루어 ‘임의선

택’으로 해석되는 경우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반의어 관계 혹은 하나로

해석되는 것은 ‘내포 접속 구조’로, 각각의 개체항이 열거된 것은 ‘나열 구조’로

보았다. 둘째는 이 둘의 차가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운율적인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마디와 말토막’ 개념에 의거해 동일한 형식의 두 명사구가 다른 ‘운

율 구조’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증거들과 분석에 따라 본고는 여기서 병렬 구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안한다. 그것은 병렬 구문이 두 가지 의미 해석만을 보인다는 것과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이 서로 상보적 일수 있으므로 두 해석이 동일한 기원에서 온 것이 아

니라 두 가지 다른 기원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각각의 명사구들

을 ‘나열’하는 것에서 온 것과 ‘접속사’에서 온 것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각각의 열거되는 명사구의 요소를 대등한 것[[A-이나] 

[B-이나] ([C-이나], ...)]으로 다루고, 후자는 접속의 의미를 가진 직렬 구문을

내포하는 것[[A-이나 B]-이나]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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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접속조사 ‘-이나’와 보조사 ‘-이나’의

 통합적 해석

 본 장에서는 접속조사 ‘-이나’와 보조사 ‘-이나’의 통합적 해석에 대해 다룬다. 

이는 3장과 4장을 기반으로 두 ‘-이나’ 조사 구문의 구조를 둘로 나누고 그 의미

적 상관성을 척도 함축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5.2에서는 보조사 ‘-이나’와 결합한

명사구가 척도를 요구하는 초점으로 해석된 것처럼 접속 구문의 명사구 역시 척

도를 요구하는 초점으로 해석됨을 보인다. 다시 말해 접속 구문의 초점 해석이

보조사 구문의 척도를 요구하는 초점 해석과 상관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5.3에

서는 ‘누구나’나 ‘아무나’와 같은 보조사 구문도 접속조사 구문처럼 논리연산자에

의해 그 해석이 결정됨을 보인다. 이는 동일한 논리연산자가 사용되면 해석이 동

일하리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5.4에서는 ‘연접/전칭’으로 해석되

는 내포 접속 구조의 병렬 구문과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나열 구조의 병렬 구

문을 척도 함축으로 통합하여 해석한다. 그리고 두 구문의 의미 차이를 척도 구

조의 차이로 설명한다. 

5.1 두 ‘-이나’ 구문의 구조와 의미적 상관성

 보조사 ‘-이나’와 접속조사 ‘-이나’ 구문의 구조와 의미 상관성에 대해 주목해

보자. 4장에서 다룬 접속조사 ‘NP-이나 NP(-이나)’에서 접속조사의 후접항이 없다

면 3장에서 다룬 보조사 구문 ‘NP-이나’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동일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 ‘-이나’는 완전히 다른 ‘의미’나 ‘쓰임’을 갖는다고 보

아 왔다. 하지만 병렬 구문에서 ‘NP-이나’가 두 번 반복될 때 접속조사 ‘-이나’가

보조사 ‘-이나’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음에 주목하려고 한다. 앞서 보

았듯이 병렬구문의 구조는 내포 접속 구조와 나열 구조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

는 ‘NP-이나 NP’가 먼저 결합한 후에 ‘-이나’와 결합하는 경우와 두 개의 ‘NP-이

나’가 결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도식에서 이나1은 보조사로 이나2는 접속조사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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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 NP-이나1

접속조사: NP-이나 NP-(이나)

(i) [NP-이나2 NP]

(ii) [NP-이나2 NP]-이나1

(iii) [NP-이나1] [NP-이나1]

 위에서 (i)은 직렬구문이고 (ii)와 (iii)은 병렬 구문이다. 또한 (ii)는 ‘내포 접속

구조’이고 (iii)은 ‘나열 구조’에 해당한다. (ii)에서 보조사 ‘이나1’과 결합한 [NP-

이나2 NP]는 (i)과 동일하며, (iii)에서 각각 명사구 [NP-이나1]과 [NP-이나1]는

보조사와 동일하다. 즉 병렬 구문에서 ‘내포 접속 구조’인 경우는 직렬 구문이

내포되어 보조사와 결합한 경우로, ‘나열 구조’인 경우는 접속조사 없이 각각 명

사구가 보조사와 결합하여 나열된 경우로 본 것이다. 4장에서 ‘나열 구조’로 분

석한 병렬 구문에 대해서는 각각 개체항에 따라오는 조사 ‘-이나’를 모두 보조사

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각의 병렬 구문의 조사 ‘-이나’

도 보조사 ‘-이나’와 유사한 의미와 쓰임을 가질 수 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는 3장에서 여러 다양한 양상 의미로 해석해 온 보조사 ‘NP-이나’를 척도상

의 함축으로 통합하여 설명하였다. 이때 척도는 ‘NP-이나’가 나타나는 문맥의 양

상 유형에 따라 형성되며, 단순한 선형 척도뿐만 아니라 비선형 척도에서도 ‘NP-

이나’의 함축 해석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또한 4장에서는 ‘NP-이나 NP’의 직

렬 구문이 상황에 따라 ‘불리안 이접’이나 ‘임의선택’ 혹은 ‘연접’ 해석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화용론적 중의성을 가진다는 것과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온 직렬

및 병렬 구문에서는 화용론적 중이성이 해소될 수 있음도 보았다.

 그러면 화용론적 중의성이 해소된 접속 구문에서의 접속조사 ‘-이나’가 보조사

‘-이나’와 어느 정도로 의미적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보기로 하자. 

 먼저 아래에서 명사구 ‘콩-이나’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장의 예들을 보자.

(1) a. 오늘은 콩이나 까볼까?

b. 콩이나 팥을 먹어라!

c. 어차피 콩이나 팥이나 다 콩인데 그렇게 어렵나? 

d. 집주인이 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땅콩이나 다 ‘까짱’이라고 해서 헷갈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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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콩-이나’가 ‘오늘은 X를 해볼까?’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희구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보조사 ‘-이나’와 결합한 명사구의 예이다. (b)는 직

렬 구문으로 ‘불리안 이접’의 해석도, ‘임의선택’의 해석도 그리고 ‘연접’의 해석

도 상황에 따라 모두 가능한 화용론적 중의성을 가진다고 설명한 예문이다. (c)

는 ‘다’라는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타나 ‘연접’으로 해석이 되며, (d)는 여러 요소

가 나열되어 있는 중에 ‘콩-이나’가 나열 구조 속의 한 요소로 임의선택된 것이

다. 접속조사 ‘NP-이나2 NP(-이나)’ 구문과 보조사 ‘NP-이나1’ 구문의 공통점은 아

래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연접’이나 ‘개체합’으로 해석되는 (c)와 같은 내포 접속 구조에서 내포된

‘콩-이나2 팥’은 직렬 구문과 형태상 완전히 동일하다. 즉, 전접항의 조사는 접속

조사 ‘이나2’로 분석되지만, 후접항의 조사는 보조사 ‘이나1’으로 분석된다. 또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d)와 같은 나열 구조에서는 모든 접속항들에 보조사

‘이나1’이 붙은 것으로 분석한다.

 둘째는, 접속조사 구문이든 보조사 구문이든 ‘논리연산자’와의 결합 및 해석에

서 공통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먼저 5.2에서는 접속조사 ‘-이나’가 나타난 구문도 보조사 ‘-

이나’가 나타난 구문과 같이 초점에서 도입된 대체항들과 담화가 제공하는 척도

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 5.3에서는 보조사 ‘-이나’가 나타나는

구문도 접속조사 ‘이나 (이나)’가 나타나는 구문과 동일한 논리연산자가 나타나서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인다. 4장에서 다룬 접속조사와 논리연산자에 대한

논의를 보조사에까지 확대해서 이들 두 ‘-이나’ 조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논

리연산자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상에 따라 5.4에서는 조사 ‘-이나’의 통합 해석을 척도 함축으로 설명하였다. 

여기는 접속조사 ‘-이나’ 병렬 구문뿐만 아니라 중의성이 해소된 경우의 직렬 구

문도 앞서 4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나열 구조’와 ‘내포 접속 구조’로 세분화하였

고, ‘자유선택’과 ‘임의선택’을 묶고 ‘전칭’과 ‘연접’의 ‘-이나’를 묶어서 보조사로

해석하고 일반화하여 그림의 비교를 통해 구조화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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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나’ 접속 구문의 초점과 척도 해석

 본 장은 보조사 구문 ‘NP-이나’와 접속조사 구문 ‘NP-이나 NP(-이나)’ 사이의 의

미적 상관성 문제를 다루었다. 이 상관성은 접속조사 구문이든 보조사 구문이든

‘논리연산자’와의 결합 및 해석에서 공통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절

에서는 접속조사 ‘-이나’가 나타난 구문도 보조사 ‘-이나’가 나타난 구문과 같이

초점에서 도입된 대체항들과 담화가 제공하는 척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일 것이다. 즉 3장에서 보조사 ‘-이나’와 결합한 명사구를 담화가 제공하는 척도

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척도의 형태와 의미를 해석해 내는 식으로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접속조사 ‘-이나’ 구문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

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접속조사 ‘-이나’가 초점사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이

기 위해 다른 초점사 ‘도’, ‘밖에’ 등과의 의미적 공통점을 규명하려고 한다.

 먼저 명사구와 보조사 ‘도’ 혹은 ‘밖에’가 결합하는 여러 예들을 살펴 보자. 

(2) a. 약 70편중에 악역은 7편 밖에 안 된다. 

b. 초등학생도 그 문제를 풀 줄 안다.

c. 김씨의 직책은 종이나 사환밖에 되지 않는다. 

d. 갤럭시탭이나 애플 아이패드도 뒷면에 솔라셀을 부착하면 충전되겠죠.

 (2)는 명사구에 초점을 부여한다고 설명되어온 조사 ‘밖에’와 ‘도’가 결합한 문

장들이다. (a)에서는 ‘약 70편 중 악역은 X가 안된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개연성 척도에서 ‘7편밖에’가 초점 받은 요소로 해석되며, (c)에서는 ‘김씨의 직

책은 X가 되지 않는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개연성 척도에서 ‘종이나 사

환밖에’가 초점 받는 요소로 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b)는 ‘X가 그 문제를 풀

줄 안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척도에서 ‘초등학생’이 초점 요소로 해석되

며, (d)는 ‘X는 뒷면에 솔라셀을 부탁하면 충전되겠죠’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척도에서 ‘겔럭시탭이나 애플 아이패드’가 초점 요소로 해석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a, b)와 달리 (c, d)에서는 초점 받는 요소

가 ‘-이나’ 접속 구문이라는 것이다. 즉 (a)의 보조사 ‘밖에’와 (b)의 ‘도’는 각각

명사구 ‘7편’과 ‘초등학생’에 초점을 부여한다면, (c)와 (d)에서는 ‘밖에’와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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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접속 명사구와 결합하면서 접속 명사구 전체 ‘A나 B’가 초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접속 구문에 초점이 부여될 때는 두 접속항이 초점을 받

으면서 가능한 대체항이 이미 접속 구문 내에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나’ 접속 구문 가운데 병렬 구문에서는 후접항에 결합하는 ‘-이나’도

‘도’와 ‘밖에’처럼 초점사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초점 연산자로 해

석될 수 있음에 주목해 보자.

 앞서 3장에서 우리는 명사구와 보조사 ‘-이나’가 결합하는 경우 그 명사구는 초

점을 받게 된다는 것과 그 초점 받는 명사구의 대체항은 일정한 척도 함축을 이

루는 것을 보았다. 또한 문맥이 일정한 양상 척도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척도에

서 ‘-이나’ 명사구는 하한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보조사 ‘-이나’

가 일정한 담화가 제공하는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접

속조사 ‘-이나’도 담화가 제공하는 일정한 척도에서 해당 명사구가 하한가를 가

리킬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아래에서 (a, b)는 보조사 ‘-이나’를 (c, d)는 접속

조사 ‘-이나’를 포함한다.

 
(3) a. 예정보다 사흘이나 늦었다.

b. 여차하면 사업이나 하자!

c. 짬뽕이나 짜장이나 그런 거면 괜찮아요. 

d. 나는 생선이나 고기나 다 좋아한다.

 여기서 대체항이 구성하는 척도 형식에 대해 살펴 보자. (a)에서는 보조사 ‘-이

나’가 분류사구인 ‘사흘’과 결합한 ‘사흘이나’가 ‘예정보다 X가 늦었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개연성 척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킨다. ‘사흘’이라는 초점 받은

요소의 대체항은 “1시간, 2시간, ... 12시간, ... 하루, ... 이틀, 사흘, 나흘, ...” 중에

서 화자 생각에 가장 놀라운 정도의 낮은 개연성에 해당하는 ‘사흘’이 하한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사구와 결합한 (b)의 ‘사업이나’ 역시 ‘여차하면 X

를 하자!’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현실성/비현실성에 기반하는 희구 양상 척

도에서 하한가를 가리킨다. ‘사업’이라는 초점 받은 요소의 대체항은 “농사, 대학

원 진학, 운동, ... 사업” 등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화자가 바라는 정도

의 원망성 척도에서 가장 낮은 값 ‘사업’이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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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달리 (c)와 (d)는 접속조사를 포함한 문장이다. 하지만 ‘사업이나’처럼 명

사구를 포함한 (c)는 ‘X 그런 거면 괜찮아요’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희구 양

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호도 척도를 요구한다. 즉 맥락에서 ‘짬뽕이나 짜장’이

화자가 원하는 여러 선호도 높은 음식들 가운데 선호도와 희구성이 낮은 하한가

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d)의 병렬 구문도 ‘나는 X를 다 좋

아한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희구 양상의 척도에서 ‘생선이나 고기’가 ‘-이

나’와 결합하여 하한가를 가리킨다. 여기서 초점 받은 요소 ‘생선이나 고기나’의

대체항 역시 나열된 두 요소와 관련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되므로, 육류가 이루

는 선형 순서를 포함하는 비선형 순서의 먹을 것들 즉 “과자, 빵, 면 종류, 떡, 

스파게티 ...등”이 이루는 부분 순서 척도에서 화자는 ‘생선’과 ‘고기’를 하한가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보조사 ‘도’, ‘밖에’, ‘만’ 혹은 ‘-이나’와 결합하는 명사구가 초

점을 받아 척도가 형성 되는 것처럼 접속 구문도 ‘도’, ‘밖에’ 혹은 ‘만’과 결합하

는 접속항이 초점을 받을 때 그 대체항이 이루는 척도를 기반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보았다. 더불어 ‘-이나’ 접속 구문에서 후접항의 조사 ‘-이나’가 ‘도’, ‘만’, 

‘밖에’와 같은 초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 즉 ‘-이나’ 접속 구문 역시 ‘-이나’ 보

조사 구문과 같이 초점 해석과 함께 척도를 기반으로 하는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또한 앞으로는 접속 구문에서 이러한 척도를 기반으로 하는

해석이 ‘연접’과 ‘임의선택’의 의미를 도출하는 예들을 살펴볼 것이다.

5.3 두 ‘-이나’ 조사와 논리연산자

 앞서 4장에서 접속조사 구문은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날 경우 화용론적 중의

성이 해소된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보조사 ‘-이나’ 구문들도 문맥에 나타나

는 ‘논리연산자’에 의해 중의성이 해소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두 ‘-이나’ 조사의 구문들이 유사한 해석을 이룰 때 공통적인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다. 또한 ‘임의선택’과 ‘전칭/연접’의 구분을 ‘-이나’ 

접속의 두 구조(나열/내포 접속 구조)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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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누구나’와 ‘아무나’ 
 

 본 절에서는 먼저 ‘누구나’와 ‘아무나’의 의미에서 드러나는 ‘전칭’, ‘연접’ 및

‘임의선택’ 해석이 ‘-이나’ 접속 구문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

한다.66) 이를 기반으로 다음 5.3.2와 5.3.3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을 접속 구문과

보조사 구문에서 상세히 비교할 것인데, 이 때 이들 구문이 논리연산자와 결합할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김윤신(1995), 이정민(1997)에서는 ‘누구나’의 ‘-이나’를 선언(혹은 이접)의 ‘or’로

보아 개체층위 술어나 양상 맥락, 조건, 비교구문 등 반-부가(anti-additive function)

로 해석되는 맥락에서 ‘or’는 결국 ‘and’로 해석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67) 장

영준(2005)은 ‘-이나’를 이접 접속사로 보고 한국어의 ‘아무나’는 자유선택어이며, 

사실상 비한정 명사구와 이접 접속사 ‘-이나’의 결합이라고 주장하였다.68) 또한

이영주(1999)는 ‘누구나’는 항상 전칭이지만, ‘아무나’는 특정 맥락에서 존재양화

로 해석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9) 유사한 논의로 Yun J. (2011)에서는 ‘누구나’

는 ‘전칭’으로, ‘누구든지’는 특수한 맥락에서 ‘자유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Lee, Chung, and Nam (2000)에서는 한국어의 ‘아무-N-도/이라도/이나’의 통사적

분포와 더불어 ‘임의선택 양화’와 ‘양보’라는 용어로써 그 의미적 특징들을 설명

하였다. 또한 정대호•이정민•남승호(2002)에서는 ‘분류사구-이나’는 긍정극어로써

부정의 영향권 밖에서, ‘분류사구-도’는 부정극어로써 부정의 영향권 안에서 해석

66) 본고는 ‘-이나’ 병렬 구문이 내포 접속 구조인 경우는 전접항의 ‘-이나’는 접

속조사로 후접항의 ‘-이나’는 ‘보조사’라고 보았으므로, ‘누구나’와 같은 ‘Wh- 
N-이나’에서는 유일한 ‘-이나’가 후접항이므로 이를 보조사로 그리고 전접항에

해당하는 대체항들의 내포 접속 방식은 ‘연접’ 결합이라 보았다. 또한 나열 구

조인 병렬 구문의 경우는 각각을 모두 보조사로 다루었으므로, ‘아무나’의 유

일한 ‘-이나’는 보조사로 그리고 그 대체항들의 내부적인 나열 접속 방식은

‘양보’적 결합이라 보았다.
67)  반가법 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 A functor is anti-additive iff f(X∨Y) = f(X)∧f(Y). (Ladusaw 1995: 325)
    이 분석과 맥락을 같이하는 접속조사 ‘-이나’의 분석은 윤재학(2000)의 ‘연접
적 이나’도 있었다.

68)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Choi, Y. (2012)는 ‘나’를 이접접속사 ‘or’로써 일반

적인 함축을 가져오는 것과 인식 양상과 반사실 양상의 접속법 표지로써의 두

가지로 언급하였다.
69) Vendler(1967), Carlson(1981), 이영주(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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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기존 논의들 즉 김윤신(1995), 이정민(1997)에서 지적된 ‘연접’ 해석, 이

영주(1999)에서 지적된 ‘누구나’의 ‘전칭’ 해석, Lee, Chung, and Nam (2000)에서

지적된 ‘아무나’의 ‘임의선택’ 해석을 모두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보조사의 ‘전칭’ 

해석과 접속 구문의 ‘연접’ 해석을 그리고 보조사의 ‘자유선택’ 해석과 접속 구문

의 ‘임의선택’ 해석을 논리연산자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 볼 것이다. 즉 접속 구

문이 ‘양화’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올 때 ‘연접’ 해석되는 것처럼, ‘누구나’는 ‘전

칭/연접’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접속 구문이 ‘임의선택’으

로 해석될 때 나타났던 논리연산자들이 ‘아무나’와도 함께 나타나서 ‘임의선택’으

로 해석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누구나’와 ‘아무나’를 규정하기에 앞서 먼저 ‘누구’와 ‘아무’의 의미에 대해 살

펴 보자.

(4) a.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b. 이번 일의 책임자는 박 아무라는 사람이다.

c. 누구 코에 바르겠는가? 

d. 아무 소용이 없다.

 (4)는 주로 비한정 의문사(혹은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는 ‘누구’와 인칭 대명사

나 관형사로 사용되는 ‘아무’의 기본형이다.70) (a)에서 ‘누구’는 ‘누구를 만나느라

고 좀 늦었어’와 같이 가리키는 대상을 밝혀서 말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된 예이

다. 특히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와 같이 의문

문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b)에서 ‘아무’는 ‘그 일은 인사부에 있는 김

아무와 이 아무가 저질렀다’와 같이 성 다음에 쓰이거나 특정한 이름을 대신하여

어떤 사람을 막연하게 가리키는 경우로 사용된 경우이다. 또한 어떤 대상이나 사

물 따위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거나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꺼비가 입을 벌

리고 쭈그려 않은 것을 보면 아무가 보아도 능청스럽다, 아무가(=누가) 그랬다’와

70) ‘누구’는 주로 의문문에 쓰여 잘 모르거나 막연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와

가리키는 대상을 밝혀 말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며, ‘아무’는 주로 어떤 사람

임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리키거나 ‘않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전혀 ‘아무런, 어떠한’의 뜻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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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은 아무 사람이 와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와 같이 주로 사용된다. (c)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물건이 너무 적을 때 이르는 표현으로 여기서

‘누구’는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유사한 표현으로 누구라고

가려 말할 것 없이 모두 다를 나타내는 ‘누구 할 것 없이’와 ‘누구든지 할 수 있

다’ 등이 있다. 양상과 관련된 이 경우들은 ‘사람은 배신감 앞에선 누구나가 자

신이 먼저다’의 예에서처럼 ‘누구나’와 관련될 수 있다. (d)에서 ‘아무’는 주로

‘없다’, ‘않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전혀 ‘아무런·어떠한’의 뜻으

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도’와 관련된다. 따라서 (b)의 인칭 대명사 ‘아무’와 (c)

의 인칭 대명사 ‘누구’가 주로 ‘-이나’와 결합하여 각각의 양상 척도에서 하한가

를 가리키는 ‘아무나’ 혹은 ‘누구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d)의 관형사

‘아무’와 부정의 결합은 좀 더 명확한 ‘도’와 결합하여 ‘아무도’로 표현되거나 ‘-

이나’와 결합하여 ‘아무나’로 된다고 볼 수 있다.71) 

 먼저 비한정 의문사 ‘누구’와 ‘-이나’가 결합한 ‘누구나’의 경우를 보자. 

(5) a. 청춘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b. 염치를 내세우던 시대에는 누구나 겸손함과 부끄러움의 덕목을 지니

고 있었다.

c. 인간은 누구나 현존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d. 어릴 때 수두에 걸렸던 사람은 누구나 대상 포진이 생길 수 있다.

 (5)는 비한정 의문사 ‘누구’와 ‘-이나’가 결합한 ‘누구나’의 예들이다. ‘누구나’의

경우는 여기처럼 거의 모든 맥락에서 전칭으로 해석된다는 것에 주목해 보자. 

‘누구나’가 (d)에서는 ‘다’라는 양화 논리연산자와 (b)에서는 긍정문에서 그리고

(c)와 (d)에서는 양상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절 ‘Wh N-이나’와 정칭/연접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둘째, 비한정 관형사나 인칭 대명사로 주로 사용되는 ‘아무’와 ‘-이나’가 결합한

‘아무나’의 경우를 보자.

71) ‘아무’와 결합한 ‘아무나’는 긍정으로 사용되는 ‘누구나’와 대조적으로 사용될

때는 주로 ‘아무나 ~하지는 않는다’처럼 부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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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아무 거나 먹고 싶은 거 시켜.

b. 기분이 좋지 않아 아무나 만만한 상대가 있으면 화풀이 하고 싶었다.

c. 사장이라면 우리 회사의 첫자리인데 아무나 하게 할 수는 없다.

d. 그렇다고 시험을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 아무 새나 난다.  

 (6)은 비한정 관형사나 인칭 대명사로 주로 사용되는 ‘아무’가 ‘-이나’와 결합해

서 나타난 ‘아무나’ 혹은 ‘아무 N이나’의 경우이다. (a)에서는 ‘아무 거나’는 특히

명령문에 나타나서 어떤 것인지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

다. (b)에서는 조건문에서, (c)와 (d)에서는 양상 문맥에서 나타난 ‘아무나’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임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e)에서는 ‘총

칭’의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d)는 부정과 양화 논리연산자가 함께 나온

것임을 주목하자. 이상의 ‘아무나’에 대해서는 ‘아무 N-이나’와 임의선택 해석에

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을 통해, ‘누구나’는 거의 모든 맥락에서 ‘전칭’으로 해석되지

만, ‘아무나’는 기존 연구에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맥락에서 ‘임의선택’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래 예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 해준다.

(7) a. 철수나 영희 중에 아무나 벌금을 내야한다.

b. *철수나 영희 중에 누구나 벌금을 내야한다.

 (7)은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자유선택’이나 ‘전칭’으로 해석된다고 보아온 ‘아무

나’가 포함된 예문이다. 그런데 (7a)의 ‘철수나 영희 중에 아무나’는 좋은 반면, 

(7b)의 ‘철수나 영희 중에 누구나’가 좋지 않은 것은 ‘아무나’는 ‘누구나’와 달리

‘전칭’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하에서 보조사로 분석되는 몇 가지 유형의 ‘-이나’ 

구문을 보여주고, 이들이 접속 구문과 동질적임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 유형

들을 여기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이들이 ‘-이나’ 접속 구문과 병렬적

으로 출현하고, 이들이 또한 ‘연접/전칭’이나 ‘임의선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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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Wh N-이나’와 연접/전칭 해석 

 본 절에서는 ‘누구나’로 대표되는 ‘Wh N-이나’ 보조사 구문의 ‘전칭/연접’ 해석

과 접속 구문의 ‘연접’이나 ‘개체합’ 해석이 동일한 ‘논리연산자’가 사용되는 유

사한 관계로 분석될 수 있음을 살필 것이다. 먼저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

한정 의문사 ‘누구(혹은 Wh N)’가 ‘-이나’와 결합한 ‘누구나(혹은 Wh N-이나)’는

거의 대부분의 맥락에서 ‘전칭/연접’으로 해석되었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나’ 접속 구문도 ‘양화’ 논리연산자와 결합하는 경우는 모두 ‘연접’으로 해석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Wh N-이나(혹은 누구나)’와 접속 구문의 ‘연접’이나

‘개체합’ 해석이 동일한 논리연산자와 함께 유사한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필 것이다. ‘Wh N-이나’에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어떻게나’ 

등이 있고, 4장에서 살핀 양화-연산자에는 ‘모두, 다, 항상, 합쳐서’ 등이 있었다.

 아래는 비한정 의문사 ‘누구나’가 ‘양화’ 논리연산자(모두, 다)와 결합하여 전칭

으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8) a. 누구에게나 다 추억은 있지요.

b. 누구나 모두 결혼할 수 있다.

c. 교주는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불사영생할 수 있다면서 접근하였다.

d. 학생이나 교수나 누구나 다 참석해야 해!

 (8)에서 ‘-이나’와 결합한 비한정 의문사 ‘누구(에게)’는 모두 ‘양화’ 논리연산자

와 함께 나타나 전칭으로 해석되었다. 먼저 (a)에서는 ‘누구에게나’, (b), (c) 그리

고 (d)에서는 ‘누구나’가 양화 논리연산자(모두 혹은 다)와 함께 나타나 전칭/연접

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d)에서는 ‘학생이나 교수나’의 ‘-이나’ 병렬 구문과 더불

어 ‘누구나’ 그리고 ‘다’가 한꺼번에 나타났다. 비한정 대명사 ‘누구’와 ‘-이나’가

결합하여 나타난 ‘누구나’가 병렬 구문과 함께 나타난 경우는 양화 논리연산자인

‘다’가 없더라도 연접/전칭으로 해석되므로 이 문장에서 둘은 동일한 역할을 하

는 것이다. 앞서 4장에서는 논리연산자가 나타난 표현 이외에도 시간 표현 병렬

구문이 논리연산자 없이도 연접으로 해석됨을 보았다. 여기서는 이에 해당하는

시간(이나 장소)을 나타내는 ‘Wh N-이나’인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나’ 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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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 보자.

(9) a. 과거는 언제나 행복이오, 고향은 어디나 낙원이다.

b. 글은 어디로나 멀리 전달할 수 있고, 어느 때나 두고 볼 수 있다.

c. 출근 시간에는 서울 시내 어디나 막혀.

 (9)는 ‘Wh N-이나’인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로)나’가 논리연산자 없이 나타난

예문들이다. 우선 (a)와 (b)에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매래의 모든 시간이나 막연

한 시간을 나타내는 ‘언제나’와 ‘어느 때나’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b)와 (c)에

서도 모든 장소나 막연한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로)’가 ‘-이나’와 결합하여 ‘어디

(로)나’로 전칭/연접으로 해석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렬 구문의 시간 표

현이 논리연산자 없이 ‘연접’으로 해석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전칭/연접으로 해석되는 ‘Wh N-이나’나 ‘내포 접속 구조’를 이루는 두

명사구가 양화 논리연산자와 함께 출현하는 맥락은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개체

합’ 해석이 더 있다. 

(10) a. 두려운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b. 사람마다 미의 기준은 다른데 반응은 언제나 항상 똑같다.

c. 종북은 정부나 국민 모두가 마찬가지로 경계하고 척결해야한다.

 (10)은 ‘개체합’ 해석을 요구하는 술어와 함께 나타난 예문들이다. 앞서 살핀

‘연접’과는 달리 ‘개체합’ 해석은 술어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개체합’을 요구하

는 술어로는 ‘같다2’(= 다르다)가 있으며 ‘모두’나 ‘항상’과 같은 양화 논리연산자

와도 잘 어울린다.72) (a)에서는 ‘누구나’가 ‘다’라는 양화-연산자와 더불어 ‘마찬

가지다’라는 ‘개체합’ 술어와 함께 나타났다. (b)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에 해당

하는 (8a)와 같은 ‘언제나’가 ‘항상’의 양화 논리연산자와 함께 복수 개체 해석

(plural reading)을 요구하는 ‘똑같다’라는 술어와 함께 나타났다. (c)에서의 ‘정부나

국민 모두가’는 ‘정부나 국민(이나) 누구나’로 바꾸어도 동일하며, 전칭인 ‘누구

나’처럼 ‘모두가’가 나타나 ‘연접’이나 ‘개체합’으로 해석되게 하고 있으며, 또한

72) 이것은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같다1’의 ‘이런’ 류 논리연산자와도 같은 이

유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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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합’ 해석을 요구하는 ‘마찬가지’와 함께 나타났으므로 ‘복수 개체합’ 해석이

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나’와 결합하여 ‘전칭/연접’과 ‘개체합’으로 해석되는 ‘누구’를

포함하는 ‘Wh N-’과 ‘연접’과 ‘개체합’으로 해석되는 ‘-이나’ 접속 구문을 비교하

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간(언제, 어느 때)와 장소(어디) 표현이 ‘-이나’와 결합한

경우를 4장에서 살펴본 시간 표현의 ‘-이나’ 병렬 구문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을 표로 정리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명사구

내포 접속 구조

논리연산자 화용론적 지식

양화 시간/장소
Wh N-이나1 모두/다/늘/항상 언제나, 어디나
A이나2 B(이나1) 모두/다/합쳐/늘/항상 과거나 현재나, 여기나 저기나

표 13. ‘연접/전칭’ 해석과 논리연산자 혹은 화용론적 지식

5.3.3 ‘아무 N-이나’와 양보접속/임의선택 해석
 

 본 절에서는 ‘아무나’를 포함하는 보조사 구문과 ‘-이나’ 접속 구문이 ‘임의선택’

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비교하여 다룰 것이다. 따라서 4장에서 정리하여 보여주었

던 접속 구문이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나타났던 논리연산자들이 ‘-이

나’ 보조사 구문에서도 나타나는 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부정이나 조건’의 명제-연산자, ‘도, 밖에’의 초점-연산자, ‘이런, 그런, 등, 같은/

다른’ 등의 ‘이런’ 류-연산자 그리고 ‘양보’의 접속-연산자가 있었다.73)

 아래는 ‘아무 N-이나’를 포함하는 ‘-이나’ 보조사 구문이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

타난 예이다.

(11) a. 아무 때나 시간나면 또 전화하세요.

b. 아무나 사대보험 내면 퇴직금 받나요?

c. 직장 메뚜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73) 그런데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이나’ 접속 구문의 ‘-이나’는 모두 각각의 보

조사로 보았기 때문에 이 절에서 나타나는 ‘-이나’는 모두 보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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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글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언어 연구를 해야 되겠다.

e. 뭐 ~ 인터넷이나 또 어디 보면 많이 나와요.

f. 짜장이나 그런 거면 괜찮아요.

 (11)은 4장에서 언급되었던 ‘조건’이나 ‘부정’의 명제-연산자, ‘양보’의 접속-연산

자 그리고 ‘이런, 그런, 어디’ 등의 ‘이런’ 류-연산자가 ‘-이나’ 보조사 구문과 함

께 나타난 예문들이다. (a)에서는 ‘아무 때나’가 (b)에서는 ‘아무나’가 각각 ‘~나

면’과 ‘~내면’이라는 조건의 명제-연산자와 (c)에서는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부

정-연산자와 함께 나타나 ‘임의선택’으로 해석되었다. (d)에서는 ‘글이나’의 명사

구가 ‘이런’, (e)에서는 ‘인터넷이나’라는 명사구가 ‘어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f)에

서는 ‘짜장이나’라는 ‘-이나’ 명사구가 ‘그런’과 같은 ‘이런’ 류-연산자와 함께 나

와 각각 나열 구조를 이루고 ‘임의선택’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논

리연산자들과 함께 나타나는 각각의 명사구(보조사 구문이든 접속조사 구문이든)

는 나열 구조가 되어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맥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맥락 중에도 명확한 논리연산자 없이 ‘-이나’가 비한정 관

형사 ‘아무’를 포함하는 명사구와 결합하여 나타날 때 ‘임의선택’으로 해석이 되

는 경우들이 있었다.

(12) a. 아무 학생이나 갈 수 있다.
b. 교회에서 가는 캠핑 아무나 가도 돼? 

c. 부대원 아무나 응답하라!

d. 그 문제는 아무나 풀 수 없어!

 (12)는 인칭 대명사 ‘아무나’나 ‘-이나’가 비한정 관형사 ‘아무’를 포함하는 명사

구와 결합하여 명확한 논리연산자도 없이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다. 

먼저 (a)에서의 ‘아무 학생이나’는 학생이면 갈 수 있게 허락된 맥락에서 모든 학

생이 다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도 됨을 나타낸다. (b)에서 ‘아무

나’는 의문문에서 (a)처럼 ‘허가(허락)’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어 갈 수 없는 사람

이 있는지(혹은 자기가 가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c)의 명령문에서는 부대

원 중 한 명이상 응답하거나 모두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지만 부대원 모두

응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경우이다. (d)에서는 부정의 양상 문맥에서 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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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 수 없는 사람도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임의선택’으로 해

석 되는 경우는 항상 모든 명사구를 충족해야 하는 ‘연접/전칭’ 해석과는 달리

양보적으로 접속하여 모든 명사구가 충족되어도 좋지만 충족되지 않은 명사구가

존재해도 되는 경우이다.

 아래는 ‘아무 N-이나’가 ‘없/않’ 등의 부정 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경우이다.

(13) a. 숲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b. 난 아무나 따라 가진 않아요!

c. 참회록은 아무나 쓰지 않고 또 쓸 수도 없다.

d. 종족본능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아무나 쉽게 택할 수 없는 길이다.

e. 노인은 대부분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f. 그러한 울림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3)에서는 ‘아무 N-이나’가 각각 ‘없-/않-’의 부정 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경우들

이다. 먼저 (a)의 ‘아무나’는 ‘않-’ 부정 연산자와 함께 나타나 ‘그래도 숲이 받아

들이는 사람이 있음’을 나타낸다. (b)의 부정문에서도 ‘내가 따라 가지 않아야 할

아무’는 항상 모든 사람인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c)는 ‘아무나’가 ‘않-’과 ‘없-’과 동시에 나타나 ‘쓰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d)와 (e)도 (c)에서처럼 ‘아무나’

와 ‘없-’이라는 부정 연산자와 결합하여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나타

내고 있으며, 가능성/불가능성을 나타내는 양상과의 결합도 자연스럽다.

 이에 비해 (f)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가 병렬 형태로 나타났지만 ‘언제나 누

구에게나’가 ‘연접/전칭’으로 해석되는 것과는 달리 ‘아무’의 비한정성과 ‘부정’의

결합은 ‘그래도 울림이 있는 경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3)에서처럼 ‘아무나’와 부정이 결합 했을 때는 그래도 모든 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함을 나타냄으로써 ‘양보’로 접속하여 임의선택으

로 해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나’ 접속 구문과 보조사 구문이 함께 나타난 경우를 살펴 보자. 

(14) a. 콩이나 팥이나 *아무 거나/어느 거나 (다) 같다.

b. 윤리나(와) 도덕은 아무나(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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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행정조직이나(*?과) 공무원 없이 아무나 순서대로 나누어 주었다.

d. 관료들은 누구나 한시나 시조 몇 수쯤 읊조릴 수 있었다.

e. 철수나 영희나 (아무나/누구나) 세금(벌금)을 내야한다.

 (14)는 ‘-이나’ 보조사 구문과 접속조사 구문이 함께 나타났을 때 서로 간의 해

석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가 영향권과 관계됨을 보여주는 예문들이다. 먼저

(a)와 같은 ‘개체합’ 해석이 되는 구문에서 ‘어느 거나’는 좋지만 ‘아무 거나’는

좋지 않은 것은 ‘전칭’ 해석과 ‘임의선택’ 해석의 차이를 방증하는 예라 볼 수 있

다. 또한 (b)와 같이 ‘임의선택’과 ‘전칭’ 해석이 유사한 의미로 교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일반적인 것은 (c)에서처럼 ‘연접’ 표현이 ‘아무나’와 결합되지

않아 두 구문이 교차되지 않는 것이다. (d)의 ‘누구나’는 주어인 ‘관료들’과 관련

되며 두 명사구(한시, 시조 몇 수)와는 무관하다. (e)에서의 병렬 구문은 ‘아무나’

와 결합할 때와 ‘누구나’와 결합할 때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누구나’와 결합하

는 경우는 ‘연접’으로, ‘아무나’와 결합할 때는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도 병렬 구문의 두 가지 해석 가능성과 ‘전칭’ 해

석과 ‘임의선택’ 해석을 방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먼저 ‘-이나’ 보조사 구문이나 접속조사 구문을 ‘임

의선택’으로 해석되게 하는 명령문 같은 공통적인 맥락이나 논리연산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은 ‘허가나 명령문 혹은 청유문’이며, 논리연산자는 ‘부정, 조

건’의 명제-연산자, ‘밖에 Neg, 도’의 초점-연산자 그리고 ‘이런, 그런, 같은/다른, 

어디 (뭐), 등’과 같은 ‘이런’ 류-연산자가 있었다. 둘째로 ‘-이나’ 접속 구문 혹은

두 개의 보조사(‘누구나’와 ‘아무나’)나 두 개의 접속 구문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

우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나열 구조
논리연산자 화용론적 지식

초점 명제 ‘이런’ 류 맥락

아무 N-이나1 이나1 부정, 조건 이런, 그런, 같은, 등 허락/허가 맥락

A이나1 B(이나1) 이나, 도, 밖에 부정, 조건 이런, 그런, 같은, 등 허락/허가 맥락

표 14. 임의선택 해석과 논리연산자 혹은 화용론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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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요약

 본 절에서는 ‘-이나’ 보조사 구문도 ‘-이나’ 접속조사 구문처럼 해석될 수 있음

을 보인 것이다. 즉 5.2절에서는 3장을 기반으로 접속조사 ‘-이나’ 역시 보조사 ‘-

이나’처럼 초점 해석과 척도 함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면, 본 절에

서는 4장을 기반으로 ‘누구나’와 ‘아무나’를 포함하는 ‘Wh N-이나’와 같은 보조

사 구문 역시 접속조사 구문과 마찬가지로 논리연산자와 맥락에 의해 ‘연접/전

칭’이나 ‘임의선택’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본 것이다.

 먼저 ‘-이나’와 결합하여 ‘연접/전칭’으로 해석되는 구문부터 정리해 보자.

(15) 전칭/연접 해석 구문: 

보조사 구문: ‘Wh N-이나’, ‘누구나’ + 양화 논리연산자(다, 모두, 항상 등)

접속조사 구문: ‘A-이나 B(-이나)’ + 양화 논리연산자(다, 모두, 합쳐서 등)

   혹은 ‘A-이나 B-이나 분류사구 시간표현 맥락(병렬 구문의 시간표현)74)’

 (15)는 접속조사 구문 ‘A-이나 B(-이나)’의 두 명사구가 ‘모두, 다, 합쳐, 항상’ 

등의 양화 논리연산자와 결합하여 ‘연접’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보조사 구문 ‘Wh 

N-이나’도 양화 논리연산자와 결합하여 ‘전칭’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본 것이다.

 먼저 직렬 접속조사 구문과 병렬 접속조사 구문에서는 위와 같이 양화 논리연

산자와 함께 나온 경우이거나 ‘A-이나 B’가 내포 접속 구조를 이루는 경우들이

‘연접’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B이하에 ‘-이나’가 다시 나온 시간 표현 또한 ‘언제

나’가 ‘전칭’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모두 ‘연접’으로 해석이 되었다. 보조사 구문

에서는 ‘누구’를 포함하는 ‘Wh N-’이 ‘-이나’와 결합하여 ‘양화’ 논리연산자와 함

께 나온 경우가 ‘전칭’으로 해석 되었다. 

 둘째로 ‘연접/전칭’으로 해석되는 것과 같은 구조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

아야 하는 아래와 같이 ‘개체합’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74) 시간표현 병렬 접속에 대해서는 4.3.1.1절 ‘연접과 개체합’ 해석에서 다루었으

며, 이에 상응하는 ‘전칭’으로 해석되는 ‘언제나’의 보조사 구문은 5.3.2절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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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체합 해석 구문: 같다2의 개체합 술어75)

보조사 구문: ‘누구나’ + [양화 논리연산자(다, 모두, 항상 등)] + 같다2 술어.

접속조사 구문: ‘A-이나 B-이나(도)’ 

+ [양화 논리연산자(다, 모두, 항상 등)] + 같다2 술어.

 (16)은 명사구가 ‘개체합’을 요구하는 술어에 의해 ‘개체합’으로 해석이 되는 경

우이다. 먼저 접속조사 구문에서는 4장에서 살핀 것처럼 ‘A나 B나 모두(다, 항상) 

같다2’의 등치 구문이 있었다. 이에 상응하게 보조사 구문에서도 ‘언제나(혹은 누

구나) 모두(다, 항상) 같다2’의 ‘개체합’으로 해석되는 구문이 있었다. 따라서 이

러한 ‘개체합’을 요구하는 술어와 함께 나타나는 ‘전칭’ 해석의 보조사 구문(언제

나, 누구나 ... 등)은 양화 논리연산자와도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연접’ 해석의 병

렬 접속조사 구문(어제나 오늘이나, 철수나 영희나 ... 등)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

어 동일하게 분석될 수 있다.

 다음은 양보적으로 접속하여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구문을 보자.

(17) 임의선택 해석 구문:

보조사 구문: ‘아무 N-이나’, ‘N-이나’ + [명제-연산자(조건, 부정), 

접속-연산자(‘양보’), ‘이런’ 류-연산자(이런, 그런, 같은1, 등)]

접속조사 구문: ‘A-이나 B’ + [초점-연산자(밖에 Neg, 도)]

‘A-이나 B-(이나)’ + [명제-연산자(조건, 부정), 

접속-연산자(‘양보’), ‘이런’ 류-연산자(이런, 그런, 같은1, 등)].

 (17)은 직렬이나 병렬의 접속조사 구문과 보조사 구문 ‘아무 N-’이 ‘-이나’와 양

보적으로 접속하여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다. 먼저 4장에서 살펴본 ‘-

이나’ 접속조사 구문에서는 직렬 구문이 ‘밖에, 도’의 초점-연산자와 함께 나오거

나, 직렬이나 병렬 구문이 ‘이런, 그런, 어디’의 ‘이런’ 류, ‘부정이나 조건’의 명

제 혹은 ‘양보’의 접속절의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나서 ‘나열 구조’를 이루는 경

우들이었다. 이전 절에서 살펴본 이에 상응하는 보조사 구문에는 먼저 ‘N-이나’

가 ‘이런’ 류-연산자와 함께 나와서 ‘나열 구조’를 이루거나, ‘아무 N-이나’가 ‘이

75) ‘개체합’을 요구하는 같다2 술어는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다, 일반이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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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그런, 어디’의 ‘이런’ 류, ‘부정이나 조건’의 명제 그리고 ‘양보’의 접속절의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나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임을 확인하였다.76)

5.4 조사 ‘-이나’의 통합 의미: 척도 함축

 본 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속 구문의 ‘-이나’가 척도 함축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먼저 보조사 구문의 ‘-이나’가 초점 해석이 되어 척도

의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처럼, 접속조사 구문의 초점-연산자(‘밖에 –Neg’, ‘-도’)

와 후접항의 ‘-이나’도 초점처럼 사용되어 척도의 선택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을 보였다. 그 다음은 보조사 구문도 접속조사 구문에서처럼 문맥과 논리연산자

에 의해 화용론적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화용론적 중의성이 해소되는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론

적 논리연산자가 있거나 화자의 화용론적 지식에 의해 그 특정 구조가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는 접속조사 구문도 보조사 구문처럼 척도를 기반으로 설

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구문이 갖는 ‘연접’ 해석과 ‘임의선택’ 해석

이 기반하는 척도는 구조적으로 특징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장의 서론에서 도입한 것처럼 병렬 구문의 후접항 ‘-이나’가

하나의 ‘보조사’라는 제안으로 일반화하여 척도 함축으로 통합적인 구조를 보여

주려 한다. 이미 4.4와 5.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용론적 중의성을 가진 직렬

구문의 전접항 ‘-이나’는 두 항을 연결하는 접속조사로 본다. 하지만 중의성이 해

소 되고 ‘임의선택’으로 해석된 경우의 전접항 ‘-이나’는 개체항들을 ‘A’, ‘B’ (C 

...)처럼 나열되게 하는 ‘나열 구조’가 되므로 이때의 ‘-이나’는 각각 초점 받는 보

조사로 본다. 또한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의 ‘내포 접속 구조’에서 전접항 ‘-이

나’는 접속조사로 보고 후접항 ‘이나/∅’는 보조사/초점연산자로 분석된다. 다음으

로 접속조사 구문에서 둘 이상의 후보가 나와 ‘A-이나 B-이나 C-이나 ...’처럼 ‘-

이나’ 명사구가 나열된 ‘나열 구조’를 이룰 때는 ‘-이나’ 명사구가 모두 하한가를

76) 따라서 이상과 같은 ‘논리연산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

는 ‘아무 N-이나’와 ‘-이나’ 접속 구문에서 각각의 명사구 후접항 ‘-이나’들은
각각의 명사구를 동등한 지위로 하여 ‘나열 구조’를 이루게 하며 각각의 명사

구에 초점을 부여하는 보조사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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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래는 먼저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이나’ 보조사와 접속조사 구문의 예이

다. 

(18) a.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준비할 게 많아요.

b. 우리 애는 아무나 따라 가진 않아요.

 (18)의 (a)는 앞서 살핀 것처럼 ‘A-이나 B(-이나 C-이나 D ...)’에 ‘이런’ 류-연산

자가 결합되어 ‘임의선택’으로 해석된 예이다. 또한 (b)는 ‘아무나’가 부정문과 함

께 나타나 임의선택으로 해석된 경우이다. 각각 3장과 4장에서 살핀 것처럼 문장

이 ‘A-이나 B(-이나) P’일 때 ‘X(명사구 각각의 해석 값)가 P’일 때 ‘-이나’ 명사

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맥락이 제공하는 양상 척도 즉 필연이나 의무성의

의무 양상 척도에서 접속조사와 보조사 ‘-이나’ 구문이 하한가를 가리키는 척도

를 이루는 구조로 나타났다77).

 아래 그림에서 척도 상에서 가장 낮은 값인 하한가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혹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불리안 이접’이다.

(18') a.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준비할 게 많아요.

그림 20. X가 오면 준비 할 의무성(원장님, 시의원 ...) 

77) 이 경우의 배타적 요소는 ‘직렬 구문의 시간 표현(그것은 순서가 정해질 수 있다)’에
서와는 달리 임의선택(⊇ 배타적 이접) 속에 포함되거나 동등한 구조를 지니는 것으
로 파악 되며, 연접 해석(⊃ 임의선택)은 당연 값이거나 논외 값이 될 것이다. 임의선
택의 경우는 주로 연접(A and B)이 ‘당연 값’이고 하한 값에 A,  B,  A or B가 있으
며, 배타적 이접(A ore B)은 하한가와 같거나 부분 집합(⊇)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척도 함축은 이미 담화 상에 등장해 있지만 ‘후원자나 자원봉사자가 아니어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사람’과 ‘아무나’가 아니어서 따라 갈 수 있는 부모님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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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리 애는 아무나 따라 가진 않아요.

그림 21. X를 따라가지 않을 당위성(엄마/아빠/...)  

 위 (18')은 (18)의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예문을 각각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다. 먼저 (18'a)는 ‘X가 오면 준비해야 할 의무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18a)의 ‘이런’-연산자가 임의선택 해석을 가져오는 데, 접

속항이 ‘임의선택’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두 개체항의 ‘불리안 이접’(후원자 ∨ 

자원봉사자) 역시 하한가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림 21]에서 ‘아무나’는 ‘아무’에 해당하는 모든 개체를 가리키며 이들이

모두 하한가로 해석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이 개체들의 가능한 모든 ‘불리안

이접’이 하한가에 놓인다. 예를 들면 ‘삼촌’과 ‘아줌마’가 하한가이듯이, ‘삼촌∨
아줌마’도 역시 하한가이며 ‘삼촌∨아줌마∨아저씨’ 역시 하한가라는 것이다. 

 둘째로 보조사의 ‘전칭’ 해석과 더불어 두 개체항을 하나의 접속항으로 묶어주

는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자. 

(19) a. 가격이나 배송 모두 다 최고예요! 

b.  누구나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19a)에서는 두 명사구의 직렬 구문이 양화 논리연산자인 ‘모두’와 ‘다’ 둘과 함

께 나타나 연접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고는 첫 명사구 ‘가격’과 결합하는 ‘-이나’

는 접속조사로 보았고, 두 번째 명사구 ‘배송’ 뒤에 ‘∅’(= ‘-이나’가 있어도 동일

함)는 배분성이 적용되는 접속조사라기보다는 보조사로 보았다.

 유사하게 (19b)는 ‘전칭’을 나타내는 ‘누구’와 명사구를 하한가로 하는 보조사 ‘-

이나’와 결합한 경우이며 아래는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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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 가격이나 배송 모두 다 최고예요!

그림 22. ‘X나 Y’가 모두 최고여야 할 개연성
 

b.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그림 23. ‘X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할 개연성’

 [그림 22]의 ‘연접’ 해석과 [그림 23]의 ‘전칭’ 해석은 같은 척도 구조를 갖는다. 

[그림 22]에서는 ‘배타적’ 해석과 ‘임의선택’ 해석은 나올 수 없고, ‘연접’인 ‘가격

과 배송 모두 다 최고예요’의 해석만 나온다. 여기서 각 개체 항과 함께 두 접속

항의 연접 역시 하한가를 구성한다. [그림 23]은 ‘누구나’로 표현된 전칭 해석이

다. ‘누구나’와 그 대체항들이 이루는 척도는 ‘X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할 필연

이나 의무성이 이루는 척도’에서 ‘누구나’를 하한가로 하는 그림이 된다.78)

 아래에서는 임의선택과 연접 해석의 척도 구조를 비교한 그림을 보도록 하자.

그림 24. 임의선택과 연접 해석의 척도 구조 비교  

78) 여기서 척도 함축은 ‘이미 담화 상에 등장해 있는 가격과 배송’이 아닌 보다 더 중
요한 최고의 서비스(예: AS, 설치)와 ‘누구나’는 아니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의 경우는 없을 수도 있음)이며, 이들은 언급할 필요 없이 부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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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나 배송이나”는 두 요소의 연접으로 해석되는데, 다시 말해서 “가격과

배송의 연접”이 척도 상의 하한가를 가리킨다. 그림에서 A∧B가 하한가에 위치

해 있다. 그런데 그 옆의 임의선택의 해석을 요구했던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나”

의 해석은 맥락이 제공하는 척도에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이접”이 척도상의

하한가를 가리키면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연접”은 그보다 개연성이 높은 위

치에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후원자와 자원봉사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하한가를

형성하게 된다.

 아래에서 다시 ‘아무나’ 혹은 ‘누구나/모두 다’와 관련하여 ‘철수나 영희나’ 병렬

구문의 두 해석 즉 ‘임의선택’과 ‘연접’ 해석의 척도 구조를 비교해 보자.

(20) a. 아무나 벌금을 내야한다.

b. 누구나 벌금을 내야한다.

c. 철수나 영희나 벌금을 내야한다.

c'. 철수나 영희나 (아무나) 벌금을 내야한다.

c''. 철수나 영희나 (누구나 다) 벌금을 내야한다. 

 (20)은 모두 ‘X가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X가 내야 할

의무성/필연성을 기반으로 의무 양상 척도가 형성된 예들이다. 우선 (a)와 (b)는

Choi, J. (2008)에서 제시된 필연성 양상(necessity modal)에서 하에서 ‘아무나’와

‘누구나’의 불일치(discrepancy)로 언급한 예이다. (c) ‘철수나 영희나’의 병렬 구문

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떠한 논리연산자와도 함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임의선택’과 ‘연접’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화용론적 중의성

을 가진 경우가 된다. 이러한 (c)에서 나타나는 화용론적 중의성은 (a)의 ‘아무나’

와 (b)의 ‘누구나’의 차이를 이용해서 (c')과 (c'')처럼 변형시키면 두 구문을 더 분

명히 구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a)와 (c')은 ‘아무나’-연산자에 의해 ‘임

의선택’으로 해석되어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벌금을 내야하는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예가 된다면, (b)와 (c'')는 ‘누구나 다’라는 양화-연산자에 의해 ‘철수나

영희나’의 병렬 구문이 ‘전칭’으로 해석되어 각 개체항이 ‘연접’ 즉 ‘접속항’이 하

나로 내포 접속하고 거기에 보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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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이상의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잘 표현된 그림을 포함하는 표이다. 

 

 ‘임의선택’ 해석의 척도 구조 ‘연접’ 해석의 척도 구조
1. 철수가 내야 할 의무

2. 영희가 내야 할 의무

3. 철수∨영희 낼 의무

1. 철수가 내야 할 의무

2. 영희가 내야 할 의무

3. 철수∧영희 낼 의무

하한가 사이에는

 서로 순서가 없다.

(철수, 영희, 철수∨영희)

하한가 사이에는

 서로 순서가 없다.

(철수, 영희, 철수∧영희)

표 15. 임의선택과 연접 해석의 척도 구조 비교

 그림에서 두 해석은 ‘하한가’만 다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즉 ‘임의선택’에

서는 ‘철수, 철수∨영희, 영희’가 각각 문맥에서 구성된 벌금을 내야 할 의무성의

척도에서 동일한 의무를 가진 순서 없는 ‘하한가’를 가리키는 경우라면, ‘연접’에

서는 ‘철수, 철수∧영희, 영희’가 세금을 내어야 할 의무성의 척도에서 순서 없는

의무성을 지닌 ‘하한가’를 가리키는 경우이다.

 먼저 ‘임의선택’ 해석에서는 ‘철수나’와 ‘영희나’가 각각 보조사이면서 하한가이

므로 ‘-이나’ 병렬 구문이 적절하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X가 내야 한다’라는 열

린 명제가 구성하는 벌금이나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필연성을 기반으

로 형성되는 의무 양상 척도에서 ‘철수, 영희, 철수∨영희’가 척도상의 하한가를

가리킨다는 것이며, ‘철수∧영희’는 그보다 개연성이 높은 위치에 존재한다. 이

경우에 ‘철수’와 ‘영희’는 각기 독립적으로 하한가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다’와 결합한 ‘철수나 영희나’는 접속항이 ‘연접’으로 해석되므로, 

다시 말해서 “철수나 영희의 연접”이 척도상의 하한가를 가리키게 된다. 그림에

서 A∧B가 하한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철수와 영희’가 보조사 ‘-이나’

와 결합한 것과 같으므로 여기서의 ‘-이나’ 병렬 구문이 적절히 해석되기 위해서

는 ‘X가 내야한다’라는 열린 명제가 구성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필연성을 기반으

로 형성되는 ‘의무 양상’ 척도에서 ‘철수, 영희, 철수∧영희’가 척도상의 하한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79)

79) 따라서 ‘임의선택’ 해석의 척도 함축은 각각 ‘이미 담화 상에 있는 철수나 영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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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논리연산자가 없는 직렬 구문은 그 문맥이 제공하는

척도 함축에서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화용론적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먼저는 각각의 논리연산자들이 있으며, 둘째는

두 번째 ‘-이나’가 나타나는 병렬 구문에서 그 구조가 내포 접속 구조인지 나열

구조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담화가 제공하는 척도는 접속조사 ‘-

이나’로 결합된 각 접속항 ‘A나 B’와 초점에 의해 도입된 그들의 대체항들 즉

선택지들이 이루는 척도이다.

외한 벌금 낼 의무가 있는 사람 (예: 두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일행)’과 ‘연접’ 해석의
척도 함축은 ‘이미 담화 상에 등장해 있는 철수와 영희’와 같이 세금을 내야하는 의
무가 있는 사람(이 경우 동일한 형태의 세금을 부여받은 거의 모든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예: 벌금에서 제외되는 미성년자와 고령자 같은 연령층)이 척도의 하한가
아래 척도 함축으로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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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과 전망

 본고는 한국어의 보조사 ‘-이나’와 접속조사 ‘-이나’의 의미와 쓰임에 관한 분석

이다. 한국어 조사 ‘-이나’는 피상적으로 볼 때 둘 중 하나 혹은 여럿 가운데 하

나 이상이 ‘선택’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접속조사 ‘-이나’와 보조사 ‘-이

나’를 통합하여 설명하려 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선택’이라는 의미소에 주목하여

조사 ‘-이나’를 통합하여 설명해 왔다. 또한 영어의 ‘or’와의 유사성을 포착하여

접속조사 ‘-이나’를 설명한 연구들에서는, ‘가림 도움토씨’에서 나온 선택과 같은

의미소인 ‘가림’에 근거하여 ‘가림과 안가림’ 혹은 ‘가림과 아우름’으로 설명하거

나, ‘-이나’를 수학적인 ‘불리안 이접’이나 ‘연접’으로 설명하였고, 또 가장 최근에

는 ‘자유선택’이나 함축과 관련하여 설명하기까지 다양하게 접속조사 ‘-이나’를

설명해 왔다. 이에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다양하고 직관적인 용어들로 기술되어

온 ‘-이나’의 의미와 쓰임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명사구와 결합하는 보조사와 접속조사 ‘-이나’ 구문으

로 정하고, 연구 방법은 ‘-이나’ 명사구와 논리연산자를 포함한 문장의 양상 의미

해석을 다루는 의미론과 ‘-이나’ 명사구 해석이 기반하는 척도를 제공하는 맥락

에 대한 화용론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더불어, ‘-이나’ 구문의 통합적

의미 해석을 위해 두 구문의 전형적인 예와 더불어 기존 논의에서 어떻게 다루

어 왔는지와 본고의 논의의 구성에 대해 다루었다.

 2장에서는 조사 ‘-이나’의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조사 ‘-이나’의 개별 연구와 통합 연구를 각각 나누어 살폈다. 먼저 보

조사의 의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의미에서 확장된 다양한 의미들, 보조

사 ‘-이나’의 ‘어림’, ‘정도’, ‘비교’, ‘추정’, ‘대략’, ‘어림’, ‘놀라움’, ‘양보’, ‘감동

조사’, ‘추측’, ‘소극적 선택’ 혹은 ‘차선’, ‘양보적 선택’ 등의 여러 양상 의미들을

본고는 5가지 간단한 양상 의미로 다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접속조사의 의미

연구에서는 ‘가림과 아우름 혹은 안가림’, ‘불리안 이접’, ‘임의선택과 연접’ 그리

고 ‘열거’라는 네 가지 중요한 의미 해석 유형을 기준으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

여 살펴 보았다. 이어서 통합 연구에서는 최현배의 ‘가림’, ‘느낌’ 그리고 ‘어림’ 

그리고 양인석의 ‘선택과 나열’ 그리고 ‘열린과 닫힌 집합’에 대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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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에서는 보조사 ‘-이나’의 의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이런 여러 가지

직관적인 용어들과 양상 의미들을 문장의 맥락이 제공하는 화용론적 양상 척도

에서 ‘-이나’ 명사구가 척도의 ‘하한가’(lower bound)를 가리키는 것으로 통합적인

해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해석 방식을 접속조사 ‘-이나’의 의미에 확대하여, 5

장에서는 ‘-이나’ 병렬 구문을 ‘내포 접속 구조’와 ‘나열 구조’라는 두 가지 구조

로 분석하고, ‘-이나’ 명사구가 맥락이 제공하는 척도에서 하한가로 설명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이나’ 구문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류사구’

가 이루는 선형적인 완전 순서 척도와 ‘일반명사구’가 이루는 비선형적인 부분

순서 척도라는 두 가지 척도의 형식이 필요하고, 이들 척도는 적어도 세 가지 양

상 의미에 기초하여 구성된다는 것이다. 

 4장에서는 ‘N-이나 N(-이나)’를 두 가지 구문으로 분석하고, 세 가지 의미로 해

석됨을 보였다. 접속조사의 용례를 대형 말뭉치에서 수집하여 양적 분석을 수행

하고, 그 형식을 직렬과 병렬 구문의 둘로 나누고, 그 의미를 공기하는 논리연산

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됨을 보았다. 직렬 구문이 논리연산자

없이 나왔을 때는 이상의 3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본고는 화용론적 중의성이라고 보았다. 이

러한 화용론적 중의성이 해소되는 경우는 논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난 경우이거나

화자가 맥락(주로 시간 표현이나 양상 맥락)에 대한 화용론적 지식으로 알 수 있

는 경우였다. 또한 병렬 구문인 경우도 두 개체항이 나열되는 ‘임의선택’과, 접속

항이 하나로 해석되는 ‘연접’의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그 해석 가능성을 논리연산자와 맥락의 관련성 하에서 ‘나열 구조’와

‘내포 접속 구조’로 나누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말마디 경계와 운율

구조 차를 분석해 보여주었다.

 5장에서는 보조사 ‘-이나’와 접속조사 ‘-이나’ 구문의 통합적 해석에 대해 제안

하였다. 우선앞서 제안된 병렬 구문의 두 의미 해석을 근거로, 전접항의 ‘-이나’

를 두 명사구를 연결하는 ‘내포 접속 구조’의 접속조사 ‘-이나’와 ‘나열 구조’의

보조사 ‘-이나’로 나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사 ‘-이나’의

통합 의미를 척도 함축으로 설명하고, 이 두 ‘-이나’ 구문(보조사와 접속조사)이

유사한 의미 해석 유형(‘연접/전칭’ 그리고 ‘자유/임의선택’)을 나타냄으로써 동일

한 척도 함축 구조에 기반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5장은 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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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의 통합 의미가 ‘초점’으로 도입된 척도이며, 병렬 구문의 후접항 ‘-이나’

는 보조사라는 제안과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속조사 구문이 ‘모두, 다, 항상, 늘, 합쳐서’ 등과 같은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

타날 때 ‘연접’으로 해석 되었던 것처럼, 보조사(= Wh N-이나) 구문에서도 이 양

화 논리연산자가 나타날 때는 동일하게 ‘전칭’으로 해석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접속조사의 ‘연접’과 보조사의 ‘전칭’은 동일한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병렬

접속조사 구문의 시간 표현과 보조사 구문 ‘언제나’ 역시 동일한 ‘항상’이라는 논

리연산자와 함께 나타날 수 있음과 더불어 ‘연접/전칭’과 유사한 ‘개체합’ 해석이

되는 개체합 술어 ‘같다2((다) 같다, 마찬가지다, 다르다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보

았다. 이렇게 각 명사구에 음성학적 휴지가 없고 ‘모두, 다, 함께, 항상, 늘 합쳐

서 ...’ 등과 같은 양화-연산자와 함께 나타나서 ‘연접’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 척

도 구조를 ‘내포 접속 구조 [A-이나 B](-이나)’로 보여 주었다. 여기서는 각 접속

항(ℒ(왼쪽)항 ℝ(오른쪽)항)과 연접(boolean meet = A∧B)이 같이 하한가에 위치

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연접 해석과 같이 하나처럼 해석되는 경우는 ‘연접’과

‘개체합’이 있다. 따라서 전접항 ‘NP-이나2 NP’에서의 ‘-이나2’는 두 명사구를 묶

는 역할을 하는 접속조사로, 후접항 ‘-이나1’는 이들을 한꺼번에 취하는 보조사로

본 것이다.

 또한 접속 구문이 ‘부정이나 조건’의 명제-연산자, ‘도, 밖에 Neg 등’의 초점-연

산자, ‘이런, 그런, 저런, 어디 같은/다른, 등’의 ‘이런’ 류-연산자 혹은 ‘양보’의 접

속-연산자와 함께 나타날 때 ‘임의선택’으로 해석 되었던 것처럼, 보조사(= 아무

N-이나) 구문에서도 이러한 ‘부정이나 조건’의 명제-연산자, ‘도, 밖에 Neg 등’의

초점-연산자, ‘이런, 그런, 저런, 어디 같은/다른, 등’의 ‘이런’ 류-연산자 혹은 ‘양

보’의 접속-연산자들이 나타나서 ‘임의선택’으로 해석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각

‘-이나’ 명사구에 음성학적인 휴지가 있고 ‘이런’ 류-연산자나 ‘조건’의 명제-연산

자와 함께 나타나서 임의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 척도 구조를 ‘나열 구조[A-

이나 B(-이나 (C-이나))]’로 보여 주었다. 이 구조는 이접(boolean join = A ∨ B

항) 값이 각 접속항(ℒ(완쪽)항 ℝ(오른쪽)항)과 함께 하한가에 위치할 때이다. 따

라서 ‘NP-이나1, ‘NP-이나1’ 그리고 ‘NP-이나1’에서 ‘-이나’는 모두 독립적인 보조

사이며, 이 경우 보조사는 평면적 척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다시 기술해 보면, 먼저 척도 함축의 구조는 맥락이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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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제공 한다. 둘째, 이 맥락이 구성하는 척도 구조에 따라 세 가지(‘이접’이나

‘임의선택’ 혹은 ‘연접’) 해석이 결정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해석이

맥락에 의해 구성되거나 결정되는 것을 화용론적 중의성이라고 보았다. 셋째, 척

도 함축의 구조는 격자 구조를 띠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 완전이나 부분 순서

를 이루는 것으로, 척도 상의 요소들은 개별 성분(이접항이거나 접속항)일 수도

있고, 또는 접속항들의 연접이나 이접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속조사 ‘-이나’를

가진 두 접속항의 해석은 우리가 앞 장에서 본 것처럼 의미론적 논리연산자나

화자의 화용론적 지식에 의해 그 특정 구조가 결정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특

정 구조 척도에는 ‘임의선택’과 ‘연접’을 이루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척도 함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유사한 보조사 ‘-도’와 ‘-도 *(-도)’ 

구성, 그리고 의미적으로 유사한 ‘라도’ 그리고 형태적으로 유사한 접속 구성을

이루는 ‘-든지 (–든지), -하고 (–하고), -랑 (-랑)’ 등을 포함하는 많은 접속 구성

들과 유사한 보조사 구문들 역시 문맥이 제공하는 척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

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보조사’와 ‘접속조사’ 연구의 전반적인 설명이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척도 함축과 문맥이 제공하는 양상 척도의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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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the 

Delimiter ‘-ina’ In Korean

Ryu, Byung-Ryul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main proposals. First, this dissertation 

describes the meanings of ‘-ina’ which have been explained in different 

standards and various terms without coherence, and introduces a pragmatic 

modal scale to define the meaning of -ina NPs as denoting a special element 

– lower bound – in the scale with a scalar implicature. Lee, et al (2000) 

and Chung, et al (2002) interpreted ‘NP-(i)na/-to’ as denoting the lower 

bound (the least element) in a probability scale. To derive scalar 

interpretations from various modal contexts, this dissertation takes the lower 

bound in the probability scale as consisting of epistemic modality, and also 

makes use of deontic and optative/bouletic modality. Applying these works, 

we also uses partially ordered scales as well as totally ordered scales. This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scalar meaning of –ina NPs is 

represented in diverse modal contexts. Thus, unlike previous research based 

on entailment, this work discusses extending the meaning of –ina NPs to the 

pragmatic modal scale with a scalar implicature. What is more, extending this 

concept to connective constructions, this study accounts for correlation 

between ‘A-ina B(-ina)’ and ‘NP-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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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this dissertation will be concerned with two types of syntactic 
distribution and three semantic interpretations of the disjunction ‘-ina’ in Korean. The 
disjunction ‘-ina’ in Korean is morphologically divided into a parallel 
construction ‘A-ina B-ina’ and a series construction ‘A-ina B.’
   The disjunction ‘-ina’ is basically interpreted as a Boolean disjunction, but 
when looking at uses of ‘-ina’ in everyday life, it seems that the morpheme 
‘-ina’ rarely ever exhibits this pure meaning. There is more often an 
“arbitrary choice” interpretation which is more similar to a conjunction than 
a Boolean disjunction.
   This work gathers data by examining previous research and then searching 
for the Sejong Corpus. This search for logical operators which have yet to 
be studied in previous research may yield an explanation for the ‘-ina’ 
conjunction construction.
   First of all, Unless a ‘logical operator’ intervenes in the series 
construction, all interpretations; the ‘Boolean disjunction’, the ‘conjunction’ 
and the ‘arbitrary choice’ may appear. Likewise unless a ‘logical operator’ 
intervenes in the parallel construction, interpretations of the ‘conjunction’ and 
the ‘arbitrary choice’ may appear. This results in ‘pragmatical ambiguity.’
   Next, as the paralleled construction lacking any logical operators produces 
only the interpretations of ‘conjunction’ and ‘arbitrary choice’, We elucidate a 
discrepancy in the interpretation due to semantic structure, ant then, when an 
‘enumeration’ of NPs is clearly pronounced, We anticipate ‘a pause’ in 
pronunciation according to the ‘accent/intonation boundary.’ Therefore, We 
carry out a prosody structure experiment. The results of the prosody structure 
test lead to the following new proposals.

  Connective NP-ina NP(-ina): (-ina2 is Connective, -ina1 is a delimiter)

  (i) Series construction [NP-ina2 NP], 

  (ii) Parallel construction [NP-ina2 NP]-ina1: inner bonding structure,

  (iii) Parallel construction [NP-ina1] [NP-ina1]: enumer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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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unite the conjunction ‘-ina’ with the 

delimiter ‘-ina’ by means of the focus and scale. According to proposal 

above, We divide the parallel construction into an ‘enumeration structure’ in 

which each individual item is a delimiter and an ‘inner bonding structure’ in 

which the delimiter takes combined unit. Therefore, in the parallel 

construction, the final ‘-ina’ is considered a delimiter. This study represents 

the conjunction ‘-ina’ as denoting the lower bound in the scale.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 choice’ and the ‘universal’ interpretations of the 

delimiter corresponds with the ‘arbitrary choice’ and the ‘conjunction’ 

interpretations of the ‘A-ina B(-ina)’ construction, We propose that these two 

constructions should be dealt with via the same scale.

   There are two directions on the course of unification and correlativity of 

two construction. First of all, as the delimiters, ‘-to, -bakkae, -ina’ introduce 

components of scale in the discourse into focus interpretation, the second 

item ‘-to, -bakkae, -ina’ of ‘A-ina B’ construction also introduces components 

of scale in discourse into focus interpretation. Next, as the interpretation of 

‘arbitrary choice’ and ‘conjunction’ in connective constructions are based on 

the ‘logical operator’ used, that of ‘free choice’ and ‘universal’ of delimiters 

also identify the proposal to be true. (‘Wh N-ina’ is used with the 

quantitative-operator, ‘modou, da, hangsang, nul’; ‘Amu N-ina’ co-occurs with 

the proposition-operator of ‘negation’, ‘condition’, the focus-operator, ‘-to, 

-bakkae’, and ‘irun’ kind-operator of ‘irun, kurun’ etc).

   Consequently, to show the unified scale, We analyze the sentence, ‘John-ina 

Mary-na sekumul neya handa.(= John or/and Mary must pay taxes)’ to discover a 

discrepancy in the ‘-ina’ parallel constructions, that is, an ambiguity in ‘arbitrary 

choice’ and ‘conjunction.’ The ‘arbitrary choice’ interpretation represents each ‘John, 

Mary, John ∨ Mary’ + ‘-ina’ as denoting the lower bound in the deontic modality 

scale without order. The ‘conjunction’ interpretation represents each ‘John, Mary, 

John ∧ Mary’ + ‘-ina’ as denoting the lower bound in the deontic modality scale 

withou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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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there are many other delimiters in Korean not dealt with in this thesis 

that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via scale in the future: such as the similar 

delimiter ‘-to’ and ‘-to *(-to)’ construction, the semantically similar delimiter ‘-rato’, 

and the formally similar conjunctions such as ‘-tunji (-tunji), -hago (-hago), -rang 

(-rang)’ etc. As we have seen, there exist scales in a large parts of ‘delimiters’ or 

‘conjunctions’ and We expect to carry out research based on this thesis and hope to 

do more research regarding the conception of a modal scale providing context. We 

shall make mention of remaining issue not to deal with regarding delimiters in 

further studies.

keywords : Lower bound, Focus, Scale, Scalar implicature, Linear/Non-linear 

order, Epistemic/Deontic/Optative modality, Logical operator, 

Series/Parallel construction, Disjunction, Conjunction, Arbitrary 

choice,  Enumeration/Inner bond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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