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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 연구

오민석

  본 논문은 한국어 명사 중 분포상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단어들의 통사의미적 특

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으로 수식성과 조사 

결합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한국어 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명사에는 관형어의 수식이 필

수적인 의존명사도 있고, 조사와의 결합이 제한적인 불구명사도 있다. 그리고 명사

로 판정받았지만 실제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수식성 어근도 있다. 그리고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하지 않는 한국어 명사도 있다. 

  1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한국어 명사의 분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 

수식 불허 명사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어떻게 정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관형어로 규

정한 것은 명사, 수사, 관형사, 관형격 조사, 인용격 조사,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형 

어미이다. 21세기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이들 관형어들이 선행하는 않는 명사들

을 후 보정 작업을 거쳐 확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형태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의미적 실체

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시 표현을 우선 

단일(singular) 지시 표현과 일반(general) 지시 표현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한정

(definite) 지시 표현과 비한정(indefinite) 지시 표현으로 각각 나누었다. 그리고 한

정의 일반 지시 표현은 배분적(distributive) 지시 표현과 집합적(collective) 지시 

표현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명사가 이상의 지시 표현으로 기능하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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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관형사, 배분사 등과 공기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시 

표현으로 기능하는 한국어 명사는 수식 가능성을 보이지만 지시 표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국어 명사는 수식 불허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미적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의 분포적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도 알 수 있었

다. 

  4장과 5장에서는 수식 불허 명사들이 후행하는 요소에 따라 갖는 통사 의미를 살

펴보았다. 이는 후행하는 요소와의 결합을 통하여 문장 내에서 기능할 수 있음을 고

려한 것이다.

  4장에서는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서술성’을 띠는 수식 불허 명사를 ‘-이다’ 

결합형과 ‘복합서술어’ 형식으로 나누어 그 통사ㆍ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다’ 

결합형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들은 결합형이 하나의 서술 단위로 변화하는 과정

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 서술 단위는 모두 선행하는 형식이 뜻하는 명제에 대

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수식성’

을 띠는 수식 불허 명사를 ‘-에’ 결합형, ‘-로’ 결합형, ‘-의’ 결합형으로 나누어 그 

통사ㆍ의미 기능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후행 요소로 ‘-에’, ‘-(으)로’, ‘-의’를 취하는 수식 불허 명사들을 대

상으로 수식성을 살펴보았다. ‘-에’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는 ‘-에’의 의미에 따

라 ‘시간’, ‘장소’, ‘원인’의 의미를 ‘-(으)로’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는 ‘-(으)로’

의 의미에 따라 ‘방향’, ‘자격’, ‘원인’의 의미를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의’

는 그 의미가 다양하지만 수식 불허 명사와 결합한 ‘-의’는 수식 불허 명사와 후행 

명사 사이의 비동격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 분포, 수식성, 조사 결합성, 수식 불허성, 조사 결합

형, 복합서술어

학 번: 2006 - 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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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고는 관형어에 의한 수식을 허가하지 않는 한국어의 명사(이하 이를 ‘수식 불허 

명사’로 부르기로 한다.)의 문법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명사에는 일반적으로 ‘관형어가 앞에 올 수 있고, 조사가 뒤에 올 수 있다’는 

분포적 특성이 있다(이하 전자를 ‘수식성’1), 후자를 ‘조사 결합성’으로 부른다). 본

고는 이 중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으로 ‘수식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사 

결합성’이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어 조사는 통사ㆍ의미 기능에 따라 격조사와 보조사로 분류했고 이들은 선행하

는 요소도 다르다. 한국어 격조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 보조사는 명

사뿐만 아니라 부사, 어미와도 결합하기 때문에 한국어 명사가 보이는 ‘조사 결합성’

은 ‘격조사 결합성’으로 정밀화해야 한다. 그러나 ‘합격하였음을 알려야겠다.’(이익섭

ㆍ장소원 1994: 74)에서처럼 한국어 조사는 동사의 명사형과도 결합한다는 점에서 

‘격조사 결합성’은 명사가 아닌 ‘명사성을 보이는 단위’의 특성으로 이해한다. 즉 격

조사와 결합한다고 한국어 명사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

으로 ‘관형어에 의한 수식을 허가하’는 ‘수식성’을 ‘조사 결합성’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에서는 수식성을 기준으로 한국어 명사를 ‘수식 허가성’의 

‘자립명사(free noun)’와 ‘수식 필수성’의 ‘의존명사(bound noun)’로 분류하였다. 그

러나 수식 허가성과 수식 필수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어 명사들이 있다. 수식성

이 선택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즉 수식성을 불허하는 명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보다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본고의 ‘수식성’은 ‘피수식성’이다. ‘수식성’은 수식하는 것

(modifiability)뿐만 아니라, 수식받는 것(de-modifiability)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고에서는 ‘수식성’으로도 수식을 받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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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그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ㄴ. 뜬눈으로 밤을 새고는 아직까지 깨어 있다.

ㄷ.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ㄹ. 밥은커녕 굶기(가) 일쑤다.

(2) ㄱ. 선걸음에 와야 한다.

ㄴ. 제보를 듣고 형사들은 선걸음으로 그리 내달았다.

(3) ㄱ. 그들은 수몰된 고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ㄴ. 정문에서 한참을 걸어갔지만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ㄷ. 약속 시간이 지나고도 한참 뒤에야 오고서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4) ㄱ. 이런 문제점은 비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ㄴ. 전자나 후자나 모두 마찬가지로 쉽게 답할 수 없다.

ㄷ. 대학생에게도, 고등학생에게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5) ㄱ. 이번 인사는 나이를 생각할 때 파격적이었다.

ㄴ. 대기업 컴퓨터와 비교해서 파격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성이다.

ㄷ. 실험성이 짙은 파격적(인) 연출을 주로 선보여 왔다. 

(6) ㄱ. 유가 인상의 산업별 파급 영향을 살펴보자.

ㄴ. 산업별로는 90년대 들어 제조업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ㄷ. 1분기 취업동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7) ㄱ.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ㄴ. 직업 글쟁이로 일가를 이뤘다.

ㄷ. 아침부터 소풍 준비에 부산을 떨었더니 피곤하다.

ㄹ. 노름으로 살림이 거덜이 나고 없다.

  이상의 예문에서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명사다. 그런데 이들 명사는 모두 관형어

의 수식을 허가하지는 않는다. 물론 조사 결합성은 확인할 수 있다. (1)의 ‘만면’, 

‘뜬눈’, ‘소정’, ‘일쑤’는 ‘만면에’, ‘뜬눈으로’, ‘소정의’, ‘일쑤이다’2)처럼 단수(單數)의 

2) ‘-이다’의 정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다. 학교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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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결합한 형식만을 확인할 수 있다. (2), (3), (4)의 ‘선걸음’, ‘한참’, ‘마찬가

지’는 각각 ‘선걸음에’, ‘선걸음으로’처럼, ‘한참이나’, ‘한참을’처럼, ‘마찬가지로’, ‘마

찬가지(의)’, ‘마찬가지이다’처럼 복수(複數)의 조사와 결합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

다. (5), (6)의 ‘파격적’, ‘산업별’은 한자어 접미사 ‘-的’, ‘-別’이 결합한 명사로 복

수의 조사와 결합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단어 역시 후행하는 조사와의 결

합을 통해서 또는 ‘파격적’, ‘산업별’의 조사 비결합형으로 문장 내에서 수식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의 ‘짝, 일가, 부산, 여념’은 ‘짝이 없다’, ‘일

가를 이루다’, ‘부산을 떨다/피우다’, ‘거덜이 나다’ 등 ‘NK V’ 구성3)의 복합서술어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복합서술어 형식의 명사들은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나의 짝, 평생의 짝’, ‘정회장 일가, 갈기갈기 흩어진 일가’처럼 원래 

수식 허가성이었으나 복합서술어 형식에서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경우이고, 다른 하

나는 ‘부산’, ‘여념’처럼 원래 수식 불허성으로 복합서술어 형식만으로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식 불허 명사’는 그 존재가 분명한 부류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어 문법에서는 지금까지 이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소위 

‘관형명사’라는 어휘를 다루면서 ‘수식 불허성’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어 

명사 중에는 분명히 수식성이라는 분포적 특성에서 ‘의존명사’ 외에도 불구의 모습

을 보이는 부류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수식 불허 명사’가 보이는 문법적 특

성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후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어에서 ‘수식 불허 명사’

의 목록을 작성하고 ‘수식 불허 명사’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들 범

주의 명사들이 가지는 의의를 확인하는 것이 본고가 목표하는 바이다.

한편 선행 요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선행 요소의 문법적 성격을 바꾼다는 점에서 접미사

로 보기도 한다. 선행 요소에 동사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능동사로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다’의 활용 체계가 형용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의존형용사’로 보지만 명

사와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의 기능을 

드러내는 요소로 조사와 함께 다루도록 한다.

3) ‘NK V’ 구성은 ‘명사(N)+조사(K) 서술어(V)’의 연속 구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명사는 수식 허가성을 가지기 때문에 ‘NPK V’ 구성으로 나타내어야 하지만 수식 불허 명

사는 명사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NK V’ 구성으로 나타낸다. 이하 본고에서 ‘N’으로 

약호한 경우는 수식 불허 명사를 나타내며 다른 약호 또한 동일하게 사용한다.



- 4 -

1.2. 선행 연구

  지금까지 한국어 명사 연구에서 분포와 관련하여서는 자립성과 비자립성의 대립

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 대립 양상은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인 수식성과 조사 

결합성, 두 측면에서 모두 다루어졌다. 이 대립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의존명

사’에 대한 논의이다. 의존명사는 수식성에서 비자립성을 보이는 명사를 지칭한 것

이다. 수식성이 필수적인 부류를 일컫는다. 관형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수식성을 필수적으로 보고 이를 ‘의존’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식 요소에 대한 절대적

인 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어 명사의 ‘의존성’에 대한 기술은 주시경(1910: 70-71)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 주시경(1910)에서는 ‘이, 것, 바, 줄’ 등 현대한국어에서 의존명사로 분류하는 

단어들을 ‘대임(대명사)’의 한 종류인 ‘언잇’으로 불렀다. 김두봉(1922)에서도 이들

을 ‘대명사’의 한 종류인 ‘매인대임(관계대명사)’으로 분류했다. 최현배(1937/1971)

에서야 이들을 ‘명사’로 다루었다. 최현배(1937/1971: 249)에서는 ‘독립성’을 기준으

로 이 단어들을 “제홀로 쓰히지 못하는” “불완전한 이름씨(不完全名詞)”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부사성 불완전명사(양, 척, 대로, 채, ...), 보

통 불완전명사(것, 바, 줄, 이, ...), 그리고 수단위(數單位) 불완전명사(자(尺), 치

(寸), 푼(分), 말, 되, ...)로 분류하였다. 정열모(1946: 66-67)에서는 의미의 형식성

에 주목하여 ‘형식명사’라 이름 붙였다.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내지 못하고 선행하는 

관형어에서 실질 의미를 기댄다는 점에서 ‘형식명사’라 명명한 것이다. 해당 명사 부

류는 ‘형식명사, 불완전명사, 준자립명사’ 등으로도 불렸다.4) ‘불완전명사’와 ‘준자립

명사’는 자립적인 쓰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포적 의존성을 나타낸 것으로 

‘의존명사’와 마찬가지이다. 이선웅(2012)에서는 의미적 비실질성과 분포적 의존성

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님을 지적하고 ‘형식명사’와 ‘의존명사’가 완전히 동

일한 범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 이영제(2013)에서는 실제적인 

4) 이들은 본고의 논의를 따른다면 ‘수식 필수 명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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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명사 의존명사

자립성 의존성

(수식 불허 명사)

수식 불허 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

자립성

｜

비자립성
수식성

불허성 선택성 필수성

의미를 가지는 일부 ‘의존명사’와 선행성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명사들을 묶어 ‘기

능명사’로 범주화하고 이들의 통사ㆍ의미를 살펴보았다.

  관형어에 대한 의존성, 곧 수식성의 정도를 선적으로 나타낸다면 의존명사는 아래

와 같이 한쪽 끝에 자리한다. 그리고 수식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의존명사와 자

립명사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립명사는 아래 실선의 다른 한쪽 끝에 자리한

다. 앞서 살펴보았던 수식 불허 명사 ‘만면’, ‘소정’, ‘선걸음’은 관형어에 대한 의존

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립명사와 같은 쪽에 자리할 수 있다. 이는 ‘만면에’, 

‘소정의’, ‘선걸음에’와 같이 명사에 후행하는 요소, 즉 조사가 아니라 명사에 선행하

는 요소, 즉 관형어에 대한 의존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식 불허 명사는 자립명사와 마찬가지로 수식성에서 자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립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수식성에서의 자립

적이라면 수식 불허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불허한다는 점에서 자립적이기에 2항 

관계가 아닌 아래와 같이 3항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의존명사가 수식성이 필수적인 명사를 지칭한다면, 소위 ‘조사 결합어’5)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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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성이 필수적인 명사를 지칭한다. 후행 요소로서 조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조사 결합성에서의 절대적 의존성을 보이는 부류이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공시적으로 명사와 조사의 제약적인 결합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제약

성을 명사 부류의 곡용 제약으로 보는 관점과 조사의 접사화에 따른 파생 과정의 

제약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고영근(1989)에서 이런 제약성을 ‘불구성’으로 언급한 이후 김영욱(1994), 시정

곤(2001), 최형용(2003), 오규환(2008) 등에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찾을 

수 있다. 김영욱(1994), 시정곤(2001)에서는 명사, 동사를 대상으로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서의 불구성을 다루었다면, 최형용(2003), 오규환(2008)은 불구성을 보이는 

결합형들의 어휘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논의 방향이 다르다. 

  곡용접사의 파생접사화에 대한 논의 역시 적지 않다. 고영근(1972ㄱ,ㄴ)에서도 

‘이렇게, 그렇고, 갈수록’, ‘여태까지, 마음대로, 아마도’ 등을 굴곡접사가 파생접사화

해서 파생시킨 부사로 보았다. 심재기(1982)에서도 조사와 어미류가 부사화 요소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부사 파생에 동원되는 기제를 살펴보면서 조사와 어미류가 

부사화 요소로 기능한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기주연(1994)에서는 ‘-로’를 명사, 

불규칙 어근 뒤에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굴곡접사의 파생

접사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들을 종합해서 이양혜(2000) 역시 조사와 어미

의 파생접미사화를 단어형성의 관점에서 보았다. 이양혜(2000)에서는 불구성을 보

5) 본고에서는 명사의 분포적 특성으로 ‘수식성’과 함께 ‘조사 결합성’을 들었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논의 대상을 ‘수식 불허 명사’라 이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식 필수 명사’로 부

를 수 있는 명사들은 기존의 논의를 따라 ‘의존명사’라는 술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논

의를 진행함에 있어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조사 결합성에서 

비자립성을 보이는 명사들은 ‘조사 결합 필수성’을 보이는 명사들이다. 이들도 후행 요소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존명사’다. ‘불구(不具)명사’, ‘불완전명사’ 등 여

러 명칭이 있었지만 분포적 특성을 다른 용어에 비해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조사 결

합어’라는 술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조사 결합어’는 최형용(2003), 오규환(2008) 등에서 

조사 결합 필수성을 가지는 단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해당 범주에 대한 ‘불완전명

사’, ‘불구명사’는 자립성이 떨어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불구’, ‘불완

전’의 특성이 조사 결합성이 아닌 ‘수식성’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조사 결합

어’를 선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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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성 의존명사  
자립명사

조사 결합어
의존명사

자립성

｜

비자립성
조사 결합성

불허성 선택성 필수성

이는 ‘명사+조사’ 결합형들에서 조사의 접사화 가능성을　살폈다. 그리고 이들은 완

전한 파생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아직은 파생접사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 결합성에서의 의존성은 이 외 여러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현배

(1937/1971)에서는 부사형이 부사로, 관형어가 관형사로, 명사형이 명사로 익은 언

어 형태들을 제시한 바 있다. 임홍빈(1989)에서는 ‘불의의, 불굴의’의 ‘-의’는 다른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는 ‘-의’와 동질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접미사’로 볼 수 없

다고 보고, 결합형 자체로 ‘굳어진 쓰임’의 일종으로 보았다. 김창섭(1990)에서는 

‘고(故)로, 절대(絶對)로, 실(實)로’ 등을 언어의 화석형으로 다룬 바 있다. 한편 하

치근(1989)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새로운 낱말 형성에 참여한다면 이는 굴곡요소로

도, 파생요소로도 보기 힘들다며 ‘굴곡ㆍ파생접사’로 새로이 명명하기도 했다. 

  수식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 결합성에서도 그 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자립성 여

부를 따져본다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한편 수식성에서 ‘필수성’이 아닌 ‘불허성’을 다룬 논의는 소위 ‘관형명사’ 논의에

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수식성’에서의 불허성 뿐만 아니라 ‘조사 

결합성’에서의 ‘불허성’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6) 수식성과 달리 조사 결합성에서는 조사 결합어에 대립하는 명사에 대한 명칭이 따로 주어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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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위 ‘관형명사’류의 정의

ㄱ. 스스로는 어떠한 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으며 합성명사, 파생명사, 명사

구의 표제(head)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수식부(attribute)만 될 수 있는 

명사류(김창섭 1999)

ㄴ. 어떤 명사 앞에서 관형어적으로만 쓰이고 그 자신은 자립적이지 않아 

조사 따위가 통합되어 쓰일 수 없으며 다른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 

특수한 명사의 부류(이선웅 2000)

ㄷ. 조사가 결합할 수 없으며 N1+N2 구성에서 N2만을 수식할 수 있고 다

른 관형어의 수식을 홀로 받을 수 없는 명사.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만족

시킨다 할지라도 N1+N2 구성에서 N2가 관형명사의 특성을 지니고 전문

용어나 고유명사와 같이 단 하나의 명사와 결합 가능하면 관형명사에서 

제외한다(김선효 2002).

ㄹ. 어떠한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N1+N2 구성에서 N2만을 수식할 수 

있고, N2 자리에 놓일 수 없는 N1에 속할 수 있는 명사의 부류(오규환 

2008)

  ‘관형명사’를 다루었던 이전 논의에서는 이들의 특징으로 ㄱ. 조사 결합 불가성, 

ㄴ. 수식성, ㄷ. 수식 불허성의 세 가지를 들었다. ‘기마자세(騎馬姿勢), 건전가요, 

거대병원, 미시경제’ 등에서 소위 ‘관형명사’로 불리는 ‘기마(騎馬), 건전(健全), 거

대(巨大), 미시(微示)’ 등은 수식을 받을 수 없고, 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는 ‘단어’들

이다. 즉 이들 ‘관형명사’는 명사 판정의 근거가 되는 분포적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

다. 때문에 의미적 실질성만을 인정받아 이전 연구들에서는 ‘어근적 단어’(고신숙 

1989, 채현식 2001, 이영제 2015), ‘명사성 불구어근’(시정곤 2001), ‘통사적 어

근’(이호승 2003ㄴ) 등으로 불렀다. 본고 역시 품사 판정에 있어 주요 판정 기준인 

분포적 특성을 전연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들은 명사로 판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

고 문장 내에서 ‘수식성’ 요소로서만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수식성 요소 외에 다른 

기능도 담당하는 명사’로는 판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소위 ‘관형명사’류는 품

사 판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문장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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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성

필수성

조사 결합성

허가성

불허성 ‘수식성 어근’

불허성 허가성 필수성

식성 어근’으로 부르고자 한다.7) 기존 명사 판정어들을 아래와 같이 표로 나눈다면 

‘수식성 어근’은 아래와 같이 자리할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한국어 명사의 분포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선웅(2014)

에서는 이들 논의에서 다룬 한국어 명사를 규정하는 다양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9) 이선웅(2014)에서의 명사 판정 기준

ㄱ. 격조사와 결합 가능하면 명사성이 강하다. 결합하는 격조사의 종류가 적

을수록 명사성이 약하다.

7) 오규환(2008)에서는 이전 논의들에서 정리한 ‘관형명사’ 목록 가운데 ‘민선(民選)으로 선출

된, 수습(修習)으로 일했던, 시립(市立)으로 설립한, 잔류(殘留)를 택한, ...’과 같이 적지 

않은 수가 조사 결합 불가성이 아닌 조사 결합 제약성을 보이는 단어들임을 보여 주고 있

다. 이영제(2014)에서도 이전 논의에서 ‘어근적 단어’로 정리되었던 ‘맹목(盲目)’, ‘간이(簡

易)’, ‘적극(積極)’, ‘단순(單純)’, ‘화려(華麗)’ 등의 단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식 가능

성, 조사 결합 가능성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영제(2014)에서는 명사성의 판

단 기준으로 어휘의미적 특성을 강조했는데, 달리 보면 ‘어근적 단어’(관형명사) 목록의 불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전 논의와 그 판정이 달라진 이유를 오규환

(2008)에서는 첫째, 본래 관형명사의 지위를 가졌던 것을 어느 정도의 명사성을 획득해 나

가는 중간 범주로 파악하거나 둘째, 본래부터 관형명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 어

느 정도의 명사성을 획득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분포를 기준으로 명사의 분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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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면 명사성이 강하다.

ㄷ. 격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해도 ‘이다’와 결합할 수 있으면 미약한 명사성

이 있다.

ㄹ. 형태변화 없이 관형어로 쓰이면 명사성이 있다.

ㅁ. 단어형성에서 다른 명사와 분포의 공통성이 많으면 명사성이 있다.

ㅂ. 부사의 분포적 특성을 허용하면 명사성이 약하고 부사의 분포적 특성만을 

보이면 명사성이 더 약하다.

ㅅ. 술어명사는 명사성이 약간 약하다.

ㅇ. 의존적 단어는 자립적 단어보다 명사성이 미약하게 약하다.

  이선웅(2014)는 명사성(名詞性)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이상의 여덟 가지를 정리하

고 그중 (9ㄱ,ㄴ)의 ‘분포’를 명사성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명사성 검증 

기준의 위계를 살핀 것이다. 이선웅(2014)는 명사류가 서술어의 논항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격조사 결합성’은 ‘수식성’보다 분포 기준으로서의 중요도가 더하다고 보았

다. 본고는 앞서 명사의 분포적 특성으로 격조사 결합성은 명사 판정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 관형어가 조사보다 명사와

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 분포적 특성만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선웅

(2014)에서는 ‘분포’와 함께 명사가 문장 내에서 보이는 ‘기능’도 고려한 결과로 조

사가 관형어보다 명사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선웅(2014)

에서는 기존의 품사 분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기준인 ‘의미’를 명사성을 판정

하는 규준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는 ‘명사’의 기본 의미로 언급되었던 ‘지시성

(reference)’이라는 의미적 특성이 한정하기 어려우며,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

문이다. 

  본고가 명사의 분포적 특성 각각에 대한 중요도 판정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선웅(2014)를 주목하는 것은 명사성 검증 기준들이 보여 주는 명사성이라는 정도

의 상대적 차이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민현식(1990)의 ‘부사성’과 ‘명사성’, 정희정

(2000)의 ‘명사성’, ‘부사성’, ‘문법소성’ 등의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도성에 대

한 논의의 일단을 보여 준 논의는 적지 않았지만 이선웅(2014)에서는 이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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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길임(2014ㄱ)은 이선웅(2014)에서 언급했던 명사의 정도성에 대한 말뭉치적 

접근이다. 전통문법에서 중요시하였던 ‘형태’와 ‘기능’이라는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살펴볼 수 없었던 문법 범주의 정도성을 ‘수식성’, 세분해서 관형성과 피수식성이라

는 분포적 특성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 논의이다. 기존 문법에서 이분법적으로 살

펴보았던 범주들이 실은 문법적으로 실현 양상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남길임(2014)는 말뭉치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문법 범주 분포의 정도성을 수치

화해서 보여 주고 명사의 관형성과 피수식성에 상당한 차이의 정도성이 있음을 보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한국어 명사가 보이는 분포적 특성을 정리해 본다.

(10) ㄱ. {사과, *것}가 매우 많다.

ㄴ. 나는 {어쩔 수, *수}가 없었다.

ㄷ. 그가 {잠들었던 줄, *줄}은 몰랐다.

ㄹ. {바람도 쐴 겸, *겸} 드라이브나 갈까.

ㅁ. {노력한 만큼, *만큼} 보상을 받는다.

(11) ㄱ. 간발(間髮)의, 부동(不動)의, 소정(所定)의, ...

ㄴ. 단김에, 단숨(單-)에, 엉겁결에, 절찬리에...

ㄷ. 다짜고짜로, 막무가내로, ...

(12) ㄱ.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반면에 지독히 미워하기도 한다.

ㄴ. 철수는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다. {그 반면, 반면}(에) 영희는 수재라 할

만 했다.

ㄷ. 사랑 때문에 그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다.

ㄹ. 철수는 성실한 만큼 뛰어나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때문에} 그리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13) ㄱ. 국문과 출신

ㄴ. 가느다랗게 늘어선 먼지 투성이

ㄷ. 대단한 애국자 연 (김창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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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ㄱ. 기마 자세, 기마 동작, 기마 민족, 기마 문화, ...

ㄱ′. 학생들은 {*기마, 기마 자세, 기마 동작}을/를 연습하고 있다.

ㄴ. 건전 가요, 건전 레포츠, 건전 만화, 건전 시민, 건전 업소, ...

ㄴ′. 협회에서 보급하는 OOO은 {*건전, 건전 체조, 건전 레포츠}을/를 표방하

고 있다.

  (10)의 ‘것’, ‘수’, ‘줄’, ‘겸’, ‘만큼’은 수식성과 관련하여 관형어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명사, 곧 의존명사다.8) 선행하는 관형어의 형식 또한 관형사, 관형절, 

명사형 전성 어미 등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11), (12)는 일부 조사와 결합한 

제한된 형태로만 확인되는 형식들로 조사 결합성과 관련하여서도 제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조사 ‘-의’, ‘-에’, ‘-(으)로’와의 제약된 결합형만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11)과 달리 (12)는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반면’은 관형어의 수식 양상은 ‘때문’과 동일하지만(그 반면에, 반면에 vs. 그 때문

에, 때문에) 조사의 결합 양상은 ‘때문’과 다르다는(그 반면에, 그 반면 vs. 그 때문

에, *그 때문) 분포적 특성만으로는 ‘자립명사’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자립

명사는 수식성이나 조사 결합성에서 어떤 제약도 없음을 떠올린다면 조사 ‘-에’와만 

결합하는 ‘반면’은 자립명사와 불구명사의 경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13)은 선

행 요소로 명사 또는 명사구만을 요구하는, ‘[NP][N]’ 구성의 부접명사 N을 보인 

것이다.9) 이들은 제약적이나마 선행 요소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수식 

불허 명사의 대척점에 자리한다. (14)는 사전에서는 ‘명사’로 판정받았지만 본고에

서는 ‘수식성 어근’으로 칭한 것들이다.

  이상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을 자립성과 비자립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

8) 의존명사는 선행 요소가 반드시 선행해야 하며, 이런 분포적 특성으로 인해 문두에 나타나

지 못한다는 위치 제약을 보여 준다. 의존명사가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는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와 같이 대상 언어적으로 쓰였을 때이다.

9) ‘부접명사’는 보충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관형어를 요구하는 ‘수식성’과는 달리 볼 수도 있

다. 그러나 선행 요소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의존명사 역시 필수적으

로 선행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부접명사’ 역시 선행 요소의 필수성이라는 점

에서는 의존명사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간단하게나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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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성

필수성 ① 의존명사 ② 의존명사 ③ 불구명사

조사 결합성

허가성 ④   (없음) ⑤ 자립명사 ⑥ 불구명사

불허성 ⑦ (수식성 어근) ⑧ 명부류 통용어 ⑨ 불구명사

불허성 허가성 필수성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의존명사: 겸, 대로, 만큼, 나머지, 가운데10), ...(부사성)

② 의존명사: 것, 데, 바(보편성), 리, 수(주어성), 줄(대상성), 따름(서술성)

③ 불구명사: 

④ (없음)   

⑤ 자립명사: 사과, 건물, 생각, 다름, 아침, 저녁, ...

⑥ 불구명사: 때문, 반면, ...

⑦ 수식성 어근: 기마(騎馬), 건전(健全), 미시(微示), 범정부(凡政府), ...

⑧ 명부류 통용어: 기왕(旣往), 기실(其實), 이왕(已往), ...

⑨ 불구명사: 간발(間髮), 부동(不動), 소정(所定), 단김, 단숨(單-), 다짜고

짜, 막무가내, 뜻밖, 의외(意外), 애초(-初), ...

10) 조사 결합 불가성을 보이는 ‘가운데’는 일의 진행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와 같은 예에서 확인되며 말뭉치에서는 어떤 조사도 결합한 형식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일의 진행을 나타내는 구성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에’, ‘사람들이 정신없는 와중

에’에서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의 진행’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쓰인 ‘가운데’가 실제 ‘가운데에’와 같은 표현에서 동음의 표현이 연속되며 ‘-에’

가 생략된 표현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의존명사 ‘데’의 다음과 같은 표현

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디저트를 먹는 데(에) 집중하느라 정작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다.

사람을 돕는 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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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다시피 수식성을 기준으로 ①, ②, ③은 ‘의존명사’이다. 그리고 조사 결합

성을 기준으로 ③, ⑥, ⑨는 반드시 조사가 결합해야 하는, ‘조사 결합어’라 칭할 수 

있다.11) 그러나 김영욱(1984)에서 지적했던 대로 조사 결합의 정도성을 따져보면 

위 표의 경계선은 확연한 구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무지개의 일곱 색깔들

의 경계처럼 정도성의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정도성은 의존명사를 다룬 논의들에서도 

단어에 따라 관형어의 종류가 다르고, 결합하는 조사가 달랐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보편성’, ‘부사성’, ‘주어성’, ‘목적어성’ 등의 의

미 기능을 나누었음은 최현배(1937/1971)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외에도 ④ 역시 ‘자립명사’에 비해 분포상 불구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분

포를 보이는 명사 판정어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일부 부사들에서 ④의 분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15) ㄱ. 박 씨는 세탁일을 하는 틈틈이 헌옷을 모아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었다

고 한다.

ㄴ.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짬짬이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를 익혔다..

ㄷ. 식탁 앞에 앉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양껏 먹을 수가 있다.

ㄹ. 내가 가지고 있는 힘껏 그를 도울 생각이다.

ㅁ. 시험 보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ㅂ. 쓰레기가 발생하는 즉시즉시 해결해야 깨끗한 부엌을 유지할 수 있다.

  남수경(2010)에서는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하는 부사들을 살펴보면서12) (15) 외

에도 ‘간간이(間間-), 건건이(件件-), 번번이(番番-), 그대로, 곧바로, 줄곧’ 등이 

11) ②의 의존명사의 조사 결합 가능성이란 어떤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일부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제약성을 모두 의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포와 관련한 명사

의 분류가 위의 표처럼 구분되기보다는 정도성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15ㄷ,ㄹ)은 ‘양껏’, ‘힘껏’이라는 부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한다기보다 ‘[자기가 먹고 

싶은 양]껏’, ‘[내가 가지고 있는 힘]껏’과 같이 ‘양(量)’, ‘힘’이 이루는 명사구에 ‘-껏’이 

결합한 통사적 파생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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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을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단어에 따라서는 관형사절 외에도 ‘그 간간이’, 

‘이런 틈틈이, 그 즉시즉시’처럼 지시관형사나 ‘전쟁 틈틈이’, ‘여름 내내’처럼 명사, 

‘살육의 틈틈이’, ‘강의의 짬짬이’처럼 관형격 조사구의 수식도 허가한다.13) ①, ④에

서 보이는 ‘부사성’은 조사 결합성, 더 자세하게는 ‘격조사 결합성’이 불가하다는 점

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⑧, ⑨는 수식성을 기준으로 ‘의존명사’의 대척점에 자리하는 ‘수식 불허 명사’이

다. ⑧은 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이는 단어들이다.14) 지금까지 이들을 다룬 논의에서

는 수식성과 관련하여 후행 요소와의 관계만이 언급되었을 뿐 선행 요소와의 관계

에 대한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식 필수성’이라는 공통 특성을 보이는 의존명

사(①, ②, ③)와는 달리, ‘수식 불허성’이라는 공통 특성을 범주화하지는 못한 것이

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⑧, ⑨의 통사 의미 기능

을 살펴보고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어 명사 논의에서 범주화하지 않았던 ‘수식 

불허 명사’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한국어 명사가 보이는 분포적 특성

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3) 이들 부사 중 일부는 조사와도 결합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명사가 보이는 분포적 특성과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남수경 2010: 94).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 줘.

네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애써 봐.

저번주 내내의 화제는 “멋있는 남자 캐릭터는 대체 무엇인가?”였다.

①에서 든 예들이 부사성 의존명사임을 고려한다면 일부 부사들이 ④를 규정하는 분포적 특

성을 일부 부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명사와 부사 사이의 품사 판정이 수월하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수경(2010)에서는 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이는 단어들은 두 가지 

품사 모두를 인정하고, 제약적이나마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을 보이는 (15)의 부사들은 

일률적으로 품사를 판정하기보다는 정도적 차이에 대해 고려가 우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14) 본고에서는 한 원형에서 파생되었다기보다는 두 용법으로 쓰이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통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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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의의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고는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이 논의가 최종

적으로 닿는 지점은 ‘명사성’(名詞性)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이 수식성과 조사 결합성이라면 이런 분포를 

보이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명사성’에 대한 여러 기초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여러 기초 자료 중 한국어 명사를 규정하는 분포적 특성, 보다 세밀하게는 ‘수

식성’을 살펴봄으로써 ‘명사성’의 일면을 알아보는 것이 본고의 작업인 것이다.

  둘째, 문법론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명사 연구에서 분포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명사 체계의 빈칸을 채운다. 앞서 언급했듯 지금까지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은 

수식 필수성을 보이는 의존명사와 조사 결합성의 다양한 정도성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합성의 정도에 따라 결합 불가성을 보이는 명사들에 ‘부사성’이

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하고 제약적이나마 결합 필수성을 보이는 명사들을 불완전명

사, 불구명사 등으로 범주화하는 등 그 정도성을 폭넓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수식성

에서는 수식 필수성을 보이는 의존명사 및 수식 허가성을 가지는 자립명사만을 다

루었을 뿐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명사들에 대해서는 ‘수식성 어근’(관형명사)을 다

루면서 언급되었다. ‘수식성 어근’은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명사 판정어들 중 조사 

결합 불허성을 보이는 범주일 뿐이다.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명사들은 ‘수식성 어근’

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빈칸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명사를 대상으로 조사 결합 양상에 대한 정도성을 살펴보는 것 역시 ‘명사’라는 범

주가 가지는 분포적 특성에 대한, 지금껏 살펴보지 못한 측면을 훑어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언어학에서 단어의 분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조건의 분포를 보이

는 단어의 통사ㆍ의미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의존명사의 연구에서, 기능명사의 

연구에서, 불완전계열의 연구에서 해당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의 분포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조건의 분포에서 보이는 통사ㆍ의미 기능도 살펴보았음은 당연하

다. 분포적 특성이 고정되면서 나타나는 관습적 쓰임을 ‘관용어’, ‘관용표현’, ‘숙어’, 



- 17 -

‘연어’ 등으로 범주화하고 그 통사ㆍ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합어’, ‘조사 

상당어’, ‘조사 상당 구성’ 등으로 범주화한 것도 분포적 특성이 고정되는 형식을 연

구한 결과이다. 수식 불허 명사 역시 조사와의 결합을 통해 그 통사ㆍ의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논의를 통해 확인된 수식 불허 명사의 통사ㆍ의미 기능을 통

해 한국어 교육에서의 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형어의 수식

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수식 불허 명사는 조사와의 결합을 통해 통사ㆍ의미 기능

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나마 제약된 조사 결합 양상은 ‘수식 불허 명사

+ 조사’ 결합형의 고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관습화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식 불

허 명사의 통사ㆍ의미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용례들의 사용 양상을 면밀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수식 불허 명사 + 조사’ 결합형이라는 고정형식

들에 대한 교수법, 확장해서 한국어교육에서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찾

을 것으로 기대한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 2 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의 목록을 확정한다. 선행 연구 및 형태 분석 말뭉치를 통해 1 차 목록을 

작성한 후 이들의 예문을 대상으로 다시 보정 작업을 거쳐 최종 목록을 확정한다. 3

장에서는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여러 형태ㆍ통사적 

검증법을 동원한다. 그리고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본다. 4

장에서는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서술성’을 띠는 수식 불허 명사를 ‘-이다’ 결

합형과 ‘복합서술어’ 형식으로 나누어 그 통사ㆍ의미 기능을 살펴본다. 5 장에서는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수식성’을 띠는 수식 불허 명사를 ‘-에’ 결합형, ‘-로’ 

결합형, ‘-의’ 결합형으로 나누어 그 통사ㆍ의미 기능을 살펴본다. 6 장에서는 이상

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의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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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식 불허 명사의 추출 및 목록 확정

2.1. 연구 대상의 추출 및 보정

  본고의 연구 대상은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하지 않는 ‘명사’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

서는 한국어 사전1) 및 ‘21세기 세종 계획의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이하 ‘형태의미분

석 말뭉치’)2)를 이용한다. ‘수식 불허 명사’를 추출하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

형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관형어와 명사구를 이루지 않는 명사를 추출하기 위

해서다.

  홍순성(1992: 4)에서는 수식 기능을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속성을 드러내거나 피

수식어에게 새로운 속성을 더 보태는 것’으로 정의했다.3) 그리고 수식 기능을 정보

를 한정하는 제한적 기능(파란 꽃)과 기존 정보 중 하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비제

한적 기능(강원도의 설악산)으로 나누었다. 홍순성(1992)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보이는 수식어의 유형으로 용언형(用言形), 체언형(體言形), 부체언형(副體言形)의 

대범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아홉 가지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었다.4)

1) 본고에서 이용한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연세 한국어사전》(이하 

《연세》), 《고려대 한국어사전》(이하 《고려》), 《조선말 대사전》(이하 《조선》) 네 

종이다. 이 중 《표준》(h t t p : / / s t d we b 2 . ko r e a n . g o . k r / m a i n . j s p ) , 《고려》

(http://dic.daum.net/index.do?dic=kor)는 웹을 이용하여 의미와 용례를 확인한다.

2)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tatsManager.do)

에 의하면 21세기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는 총 9,134,677 어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홍순성(1992)에서는 관형어를 수식어로 보고, 부사어를 한정어로 규정하였다. 

4) 홍순성(1992: 16-17)에서는 문장이 관형 표지를 취한 관형절을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로 

추가하였다. 이는 홍순성(1992)의 논의, 수식 구성의 유형 중 용언형이 확장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결국 ‘갖은, 괜한, 허튼’처럼 어휘화한 관형사(김주상 2010, 김선효 2011)가 

아니라면 홍순성(1992: 4)에서 용언형으로 분류한 수식 구성의 유형은 문장의 관형절로 대

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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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사 자는 사람, 읽은 책

용언형 형용사 예쁜 인형, 맑은 하늘

‘명사5)+-이다’ 노랭이인 할아버지, 대학생인 김양

명사+적     본격적 연구, 정치적 문제

체언형 명사(의)     머슴(의) 노릇, 교수(의) 교류

대명사(의)   우리(의) 소원, 너(의) 고향

관형사 헌 옷, 이 사람

부체언형 부사 매우 부자, 아주 미인

수사 다섯 사람, 두 번

김인균(2005: 80)에서도 한국어 명사구를 다루면서 관형 구성과 병렬 구성으로 나

누고 관형 구성에서 명사에 선행하는 관형 성분으로 관형사, 동사의 관형사형(-

(으)ㄴ, -(으)ㄹ), 관형격 표지 ‘-의’, 명사를 든 바 있다. 김선효(2011: 16) 역시 

관형어를, 핵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단어에서 문장까지 다양

한 유형의 관형어를 보여 주었다.6)

(2) ㄱ. 우리가 새 집을 얻을 때까지 한 달간은 완전한 혼란의 연속이었다.

ㄴ. 철이는 아빠랑 할아버지 산소에 절을 하였습니다.

ㄷ. 개화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

ㄹ. 실제 당신이 산 물건은 그것을 진열대에서 보기 전까지는 심지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던 것이다.

5) 실제 언어 양상은 ‘명사’가 아닌 ‘명사구’일 것이다.

6) 김선효(2011: 16)에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처럼 명사형 전성 어미를 앞세

우는 ‘VP기 때문-’ 구성은 ‘-기’ 관형어가 ‘때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김선효

(2011)에서는 이 구성을 관형어 구조로 처리하지 않고 ‘때문’이라는 명사가 ‘-기’ 명사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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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람에게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도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2)를 통해 관형사 ‘새’, 명사 ‘할아버지’, 관형격7) 조사구 ‘할아버지의’, 관계관형

사절 ‘당신이 산’, 명사구 보문 ‘상대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등이 후행 명

사를 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 (1)의 ‘매우 부자’, ‘아주 미인’과 같이 부사

들도 있다. 최현배(1937/1971: 592)에서부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던 것으로 이후로

도 이규호(2008), 이수미ㆍ김민국(2009), 이은섭(2011), 서정수(2013) 등 적지 않

은 논의들에서 이들의 품사 설정 및 의미 기능을 다루었다. 최현배(1937/1971), 서

정수(2013) 등에서는 이 구성이 가능한 이유를 ‘-이다’에 내재하는 용언성과 관련

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매우 부자를 만났다’, ‘아주 미인과 함께했다’처럼 ‘-이다’

와 관련시킬 수 없는 용언이 있다는 점에서 ‘-이다’와의 관련성만으로는 충분한 설

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관형어+명사’ 구성이 고정성을 보이는 

데 반해 ‘부사+명사’ 구성의 부사는 다음과 같이 자유로운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는 관형어로 취급할 수 없다.

(2′) ㄱ. *우리가 집을 새 얻을 때까지 한 달간은 완전한 혼란의 연속이었다.

ㄴ. *철이는 아빠랑 산소에 할아버지 절을 하였습니다.

ㄷ. *개화 무덤 할아버지의 앞에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

ㄹ. *실제 물건은 당신이 산 그것을 진열대에서 보기 전까지는 심지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던 것이다.

ㅁ. *사람에게는 사실 상대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하나만으로 자신

7) 홍용철(2010, 2013), 안덕호(2012) 등에서는 가시성 조건(visibility condition)과 격

(case)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는 격 표지(case marker)로 보기 어렵다며 ‘관형

격’으로 부를 수 없다고 했다. 홍용철(2010, 2013)은 ‘-의’를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할 

때 붙는 수식어 표지(modifier marker)로, 안덕호(2012)는 명사구 선행 요소들에 실현되는 

굴절 형태로 본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의’의 범주 및 명칭보다는 명사구 내에서 명사 앞에 

수식어로서 쓰이고 있다는 점에 더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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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3) ㄱ. 오직 나만 만나겠다는 거지.

ㄱ′. 너만 오직 만나겠다는 거지.

ㄱ″. 나만 만나겠다는 거지, 오직?

ㄴ. 철수가 아주 미남이다.

ㄴ′. 철수가 미남이다, 아주.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명사, 관형사, 관형명사, 관형사절, 명사구 보문 

형식, ‘-의’ 조사구를 한국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규정한다. 그리고 형태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수식 불허 명사를 추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들 관형어가 명사

에 선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관형어들의 태

그는 각각 NN(명사), NP(대명사), NR(수사), MM(관형사), JKG(관형격 조사), 

JKQ(인용격 조사), ETN(명사형 전성 어미), ETM(관형형 전성 어미)이다.8) 즉 명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체언

명사 NN

일반명사 NNG

고유명사 NNP

의존명사 NNB

대명사 NP 대명사 NP

수사 NR 수사 NR

용언

동사 VV 동사 VV

형용사 VA 형용사 VA

보조용언 VX 보조용언 VX

지정사 VC
긍정지정사 VCP

부정지정사 VCN

수식언

관형사 MM

부사 MA
일반부사 MAG

접속부사 MAJ

8)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의 문법 요소별 기호는 다음과 같다. 



- 22 -

독립언 감탄사 IC 감탄사 IC

관계언

격조사 JK

주격조사 JKS

보격조사 JKC

관형격조사 JKG

목적격조사 JKO

부사격조사 JKB

호격조사 JKV

인용격조사 JKQ

보조사 JX 보조사 JX

접속조사 JC 접속조사 JC

의존형태

어미 E

선어말어미 EP

종결어미 EF

연결어미 EC

명사형전성어미 ETN

관형형전성어미 ETM

접두사 XP 체언접두사 XPN

접미사 XS

명사파생접미사 XSN

동사파생접미사 XSV

형용사파생접미사 XSA

어근 XR 어근 XR

기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SF

쉼표, 가운뎃점, 콜론, 빗금 SP

따옴표, 괄호표, ?, SS

줄임표 SE

붙임표(물결, 숨김, 빠짐) SO

외국어 SL

한자 SH

기타기호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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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선행하는 어절 마지막 단위의 태그를 확인하는 과정이 수식성 여부를 확인하

는 일차 과정인 것이다.

(4) 시계

ㄱ. 바로/MAG 오메가/NNP 시계/NNG+이/VCP+었/EP+다/EF_./SF9)

ㄴ. 몇 번이나 자기/NP 시계/NNG+를/JKO 들여다보며

ㄷ. 머리맡에 풀/W+어/EC+놓/W+ㄴ/ETM 시계/NNG+가/JKS 없어졌다.

ㄹ. 흔히 볼 수 있는 여느/MM 시계/NNG+가/JKS 아니다.

ㅁ. 플랫폼의 보꾹/NNG+에/JKB 매달리/VV+ᆫ/ETM 시계__01/NNG+만/JX 쳐

다봤다.

ㅂ. 손목에는 두/MM 개/NNB+의/JKO 시계/NNG+를/JKO 차고 있다.

(5) 마찬가지

ㄱ. 그랬던 것은 너/MM+도/JKB 마찬가지_NNG+다10)

ㄴ. 다른 곳/NNG+도/JX 마찬가지/NNG+이/VCP+겠지만 서울도 인구 밀도가 

높다.

ㄷ. 과거학/NNG+과/JKB 마찬가지/NNG+로/JKB 미래학이란 말도 있을 수 

없다.

ㄹ. 문지기처럼 구석차기도 어색/XR+하/XSA+기/ETN+는/JX 마찬가지

(논리 수학기호, 화폐 기호 등)

명사추정범주 NF

용언추정범주 NV

숫자 SN

분석불능범주 NA

9) 이후 예문들에서는 명사에 선후행하는 요소들만 태그를 표시하도록 한다.

10) 말뭉치에서는 ‘그랬던 건 너도 마찬가지다’와 ‘너도 그랬던 것은 마찬가지다’처럼 정보구조

상으로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문법적으로는 단순히 어순 바꾸기로 의미가 차이나지 않

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에 선행하는 요소만을 논의 대상으로 확인하며 혹 수

치화할 경우에도 선행 요소만을 계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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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G+이/VCP+었+다.

ㅁ. 세상을 잃은 것/NNB+이나/JX 마찬가지/NNG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ㅂ. 여기 사람들도 대개/MAG 마찬가지/NNG+이/VCP+었+어.

ㅅ. 여기 모인 여자들은 다/MAG 마찬가지/NNG+이/VCP+었다.

ㅇ. 그것을 할인해 줌으로써 역시/MAG 마찬가지/NNG+의/JKG 이익을 얻었

다.

  (4)의 ‘시계’는 명사(NN) ‘오메가’, 대명사(NP) ‘자기’, 관형사(MM) ‘여느’, 관형

격 조사(JKG) ‘두 개의’, 관형형 전성 어미(ETM) ‘풀어놓은, 보꾹에 매달린’ 등 다

양한 관형어들이 선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의 ‘마찬가지’는 ‘너도’, 

‘다른 곳도’, ‘과거학과’, ‘어색하기는’, ‘잃은 것이나’ 등 조사(JK)와 ‘대개’, ‘다’, ‘역

시’ 등의 부사(MAG)가 선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하는 요소의 태그를 통해 우리가 다루는 명사의 수식 불허성 여부와 

함께 대상 명사의 기능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단어의 분포를 기술하는 것은 그 단

어의 ‘기능’을 기술하기 위한 전 작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명사에 선후행

하는 요소들을 기술함으로써 해당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수식 불허 명사는 선행하는 요소들과의 직접적인 

공기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후행하는 요소들, 즉 조사와의 결합 관계를 통해 문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형어의 수식은 불허하지만 선

행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수식 불허 명사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는 나열을 의미하거나(-이나, -랑), 같음(同)을 의미하

거나(-도, 또한, 역시), 또는 비교의 기준을 제시한다는(-와/과, -랑) 조사, 부사가 

선행한다. 이들 조사, 부사를 통해 우리는 (5)의 예문들이 ‘사람들’, ‘과거학과 미래

학’, ‘문지기와 구석차기’, ‘서울과 다른 곳’ 등 복수의 대상이 가지는 가치가 같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수식 불허 명사와 후행하는 요소들과의 결합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고 했

다. 김정남ㆍXu Xuefei(2011)에서는 ‘주로 ‘〜’ 꼴로 쓰여’, ‘흔히 ‘〜’ 꼴로 쓰여’, 

‘‘〜’ 꼴로 쓰여’ 등의 문법 정보가 주어진 단어 172 항목을 추출하고 이들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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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양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명사는 169항목으로 모두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항목이 사전에서 추출한 것이기에 말뭉치나 웹 

등 여러 언어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실제 사용 양상이나 조사 결합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수식 불허 명사의 실제 사용 양상을 제약적이나마 조

사와의 결합형에서 확인할 수 있음은 본고의 논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작업을 통해 확보한 목록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후 보정 작업을 진

행해야 한다.

  첫째, ‘동격 구성’의 처리이다. 예를 들어 ‘우리 선수’는 구성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 (6ㄱ,ㄱ′)의 ‘우리 선수’는 선행하는 ‘우리’가 후행하는 ‘선수’를 수식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ㄴ)의 ‘우리 선수’는 선행하는 ‘우리’와 후행하는 ‘선

수’가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다. ‘우리’가 ‘선수’이고 ‘선수’가 ‘우리’인 것이다. 이는 

(6ㄱ)의 ‘우리’와 ‘선수’가 지칭하는 대상이 다름과 대비된다. (6ㄴ)은 (6ㄴ′,ㄴ″)을 

통해 후행하는 ‘선수’가 선행하는 ‘우리’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하는 기본 구조를 보이지만 동격 구성처럼 선후

행 요소가 서로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11) 따라서 명사가 연속하는 구

성은 정밀한 검토를 통해 동격 구성을 배제해야 한다.

(6) ㄱ. 우리 선수가 막 경기장에 입장했다.

ㄱ’. 우리의 선수가 막 경기장에 입장했다.

ㄴ. 우리 선수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ㄴ’. ??우리인 선수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ㄴ″. 선수인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격 구성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동일 의미를 보이는 구성이 관형어로 기능하

는 경우가 있다.

(7) ㄱ. 저희가 정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11) 실제 작문에서는 ‘우리, 선수들은’과 같이 문장 부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6 -

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ㄷ. 저희가 정한 원고료를 드립니다.

  ‘소정(所定)’은 ‘이미 정해진 바’의 의미를 가지는 한자어다. 그런데 ‘저희 (출판

사, 회사, 학교)가 정한’처럼 관형어 형식을 갖춘 동의의 표현이 ‘소정’에 선행한다

면 이를 어떻게 판정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기계적으로는 ‘저희가 정한’은 ‘소정’을 

수식하는 구성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의미상 두 구성은 모두 ‘원고료’를 수식하

는 것이다.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도 내부 구조를 파악하여 논의의 대상 여부

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이유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둘째, 표면적으로는 선행하는 X는 관형어이지만 후행하는 N이 X의 수식을 받는 

것이 아닌 ‘XN’ 구성이 있다. 즉 ‘[X N]’이 아니라 ‘[X [N]]’으로 파악되는 구성으

로 이 구성 역시 후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 예문들은 ‘연중(年中)’, ‘초유(初有)’, ‘희대(稀代)’에 관형어가 선행하는 것을 

보여 준다.

(8) ㄱ. 지난봄에 기록한 연중 최저치를 밑도는 수치롤 기록했다.

ㄱ′. 지난봄에 기록한 최저치를 밑도는 수치롤 기록했다.

ㄱ″. *지난봄에 기록한 연중을 밑도는 수치롤 기록했다.

ㄴ.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다.

ㄴ′.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사건이다.

ㄴ″.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이다.

ㄷ. 기록에 남을 만한 희대의 대식가로는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있다.

ㄱ′. 기록에 남을 만한 대식가로는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있다.

ㄱ″. *기록에 남을 만한 희대로는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있다.

  (8)의 ‘연중’, ‘초유’, ‘희대’에 선행하는 ‘지난봄에 기록한’, ‘겪어보지 못한’, ‘기록

에 남을 만한’은 관형어지만, 이들 관형어가 수식하는 것은 뒤이은 ‘연중,’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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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가 아니라 ‘최저치’, ‘사건’, ‘대식가’이다. 이들은 ‘[[지난봄에 기록한] [[연중] 

최저치]],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 [[기록에 남을 만한] [[희대

의] 대식가]]의 구성이지만 ’명사의 ±1 어절 정보’만으로는 이와 같은 구성을 파악

할 수 없다.12) 따라서 후 보정 작업을 통해 ‘희대’, ‘초유’, ‘쌍방향’ 등과 동일한 구

성을 보이는 명사들은 수식 불허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말뭉치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직관상 관형어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아래 ‘혼잡통’은 말뭉치에서는 관형어가 선행 요소로 오는 경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지시관형사 ‘그’, ‘그런’이 ‘혼잡통’을 수식할 수 있다. 이처럼 말뭉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수식구조에 대한 후 보정 또한 필요하다.

(9) ㄱ. 이름을 불렀으나 혼잡통에 못 들었어.

ㄱ′. 이름을 불렀으나 {그, 그런} 혼잡통에 못 들었어.

  사실 이는 말뭉치 언어학이 가지는 근원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말뭉치를 이루는 원(原)자료의 성격상 특정 문구를 수집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영역(register)에 치우치지 않

은 다양한 영역의 원자료로 말뭉치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뭉치에 한계가 있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넷째, 대상언어적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명사라도 대상언어

적으로 쓰이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10) ㄱ.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로 이름만 불러댔다.

ㄴ. 사정에 사정을 해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ㄷ. 김 작가가 쓰는 ‘막무가내’는 ‘애정’의 다른 표현이다.

12) 남길임(2014)에서는 배열의 인접성이 100% 수식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샘

플 테스트의 경우 인접한 요소 이외의 수식 관계는 5% 미만으로 전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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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막무가내’는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하지 않지만 (10ㄷ)의 경우처럼 대상언

어적으로 쓰인다면 후 보정 작업을 거쳐 이 예문을 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의어의 경우 다음 ‘고도(高度)’, ‘한(限)’처럼 의미1은 관형어의 수

식을 허가하지만, 의미2는 관형어의 수식을 불허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의어가 

의미적 연관성을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 사용 양상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

고 후 보정 작업을 통해 수식 불허성의 의미를 보이는 예문을 추출해서 논의에 이

용한다.

(11) ㄱ. 비행기의 고도(高度)가 높아지면 순간 멍해진다.

ㄱ′. 고도(高度)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ㄱ″. 이번 합병으로 고도(高度)로 숙련된 기술을 확보했다.

ㄴ. 우승을 놓친 고통이 한(限)이 없다.

ㄴ′. 우승을 놓쳐서 억울하기가 한(限)이 없다.

ㄴ″. 집을 파는 한(限)이 있어도 이것만을 버릴 수 없다.

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限)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고도’는 본고에서 다루는 ‘고도(高度)’ 외에도 ‘古都’, ‘古道’, ‘孤島’ 등등 여러 이

의어들이 있다. 그리고 ‘고도(高度)’는 (11ㄱ)에서처럼 ‘물체의 높이’를 의미하거나 

(11ㄱ′,ㄱ″)에서처럼 ‘뛰어난 정도’를 의미한다. ‘한’ 역시 본고에서 다루는 ‘한(限)’ 

외에도 관형사 ‘한’을 비롯해 ‘恨’, ‘韓’, ‘漢’ 등등 여러 이의어들이 있다. 그리고 ‘한

(限)’은 (11ㄴ,ㄴ′)에서처럼 ‘끝’이나 ‘심한 정도’를 의미하거나 (18ㄴ″,ㄴ‴)에서처럼 

‘극한 상황’이나 ‘어떤 조건’을 의미한다. 이들 의미들은 각각 ‘고도(高度)’와 ‘한

(限)’이라는 하나의 표제항에서 주어졌다. 그러나 통사적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11ㄱ′,ㄱ″), (11ㄴ,ㄴ′)은 본고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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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식성

필수성

조사 결합성

허가성

불허성 수식 불허 명사

불허성 허가성 필수성

2.2. 연구 대상의 목록

  이상의 작업을 통해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수식 불허 명사들을 제약된 

조사 결합형과 함께 제시한다. 조사 결합형은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확인한 형식

들이다. 앞서 1장에서 분포적 특성을 기준으로 명사를 분류한 표를 제시했었다. 수

식 불허 명사들은 다음 표의 ⑧, ⑨에 자리한다.

  그런데 이 단어들 중에는 실제 사전 등재어로만 존재하고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

서는 한두 예만 나타나거나 실례를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단어들은 빈

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수식 불허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13) 따라

서 본고에서는 논의를 진행할 때 되도록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빈도가 높은 단

어들을 다룬다. 빈도가 낮은 단어들은 필요한 경우 언급은 하지만 본격적으로 다루

지는 않는다.14) 여기서는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빈도 두 자리 이상의 단어들을 

우선 보이고 전체 목록은 부록으로 돌린다. 두 자리 수의 빈도는 본고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후행하는 요소로서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적어도 ‘-이/가’(주격), ‘-

을/를’(목적격), ‘-이/가’(보격), ‘-은/는’, ‘-에’, ‘-에서’, ‘-도’, ‘-만’, ‘-부터’ 등

의 조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자리 수의 빈도여야 한다고 보았다. 

13) 본고에서 살펴본 단어들 가운데에는 ‘극강(極强)’, ‘죽기살기’, ‘범민주(凡民主)’ 등 사전 

등재어는 아니지만 사전에서 명사로 판정할 만한 단어들도 있다.

14) ‘이왕(已往)’, ‘절찬리(絶讚裡)’, ‘초미(焦眉)’, ‘피차일반(彼此一般)’과 같이 직관과 달리 형

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는 빈도가 0 또는 1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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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

마찬가지(2539)15): 마찬가지(의) N,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한참(1317): 한참 N16), 한참의 N, 한참을 가다, 한참이 지나다, 한참이나, 

한참이다

물론(勿論)(643): (-은) 물론17), 물론이다.

뜻밖(501): 뜻밖의 N, 뜻밖에, 뜻밖에도, 뜻밖으로, 뜻밖이다

당초(當初)(430): 당초, 당초(의) N, 당초부터, 당초에, 당초의

보통(普通)(398): 보통의 N, 보통은, 보통의, 보통이, 보통이다

오랜만(366)18): 오랜만에, 오랜만의, 오랜만이다

애초(-初)(353): 애초, 애초 N, 애초부터, 애초에, 애초의

의외(意外)(341): 의외의 N, 의외에, 의외로, 의외다.

일련(一連)(286): 일련의 N

일쑤(280): 일쑤다

예(271): 예나 지금이나, 예부터

잠깐(234): 잠깐(만), 잠깐 N, 잠깐의 N, 잠깐이다

극도(極度)(225): 극도의 N, 극도에, 극도로

한눈: 한눈에19), 한눈에도, 한눈으로

십상(十常)(196): 십상이다

15) 단어 뒤 숫자는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확인한 빈도이다.

16) ‘한참 동안, 한참 뒤’ vs. ‘한참의 낮잠’, ‘잠깐 동안’ vs. ‘잠깐의 고민’, ‘잠시 뒤, 잠시 후’ 

vs. ‘잠시의 구경거리’처럼 일부 수식 불허 명사는 조사 ‘-의’의 결합 여부에 따라 후행하는 

명사가 달리 확인된다.

17) 조사 비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만을 제시한 것은 ‘물론 그들의 말도 들어보아야 한다’, 

‘당초 7월에 약혼하기로 했다’,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처럼 부사적으로 쓰인 예들

이다.

18) ‘오랜만’의 표기 오류형인 ‘오랫만’은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오랫만에’, ‘오랫만이다’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오랫만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 ‘한눈’은 ‘한 번 봄’과 ‘일시에, 한꺼번에’라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

서는 ‘한눈에, 한눈에도, 한눈으로’ 외에도 ‘그 과정을 한눈 아래에 볼 수 있다’, ‘편지가 한

눈 가득 들어왔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뒤의 두 표현은 모두 ‘일시에, 한꺼번에’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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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暫時)(190): 잠시, 잠시 N, 잠시만, 잠시의 N, 잠시(라)도, 잠시이다.

단숨(單-)(166): 단숨에

한창(161): 한창 N, 한창이다

엉망(156): 엉망이 되다, 엉망으로, 엉망이다

가급적(可及的)(147): 가급적, 가급적이면

예사(例事)(134): 예사 N, 예사로, 예사이다

애당초(-當初)(134): 애당초, 애당초부터, 애당초에

연중(年中)(114): 연중, 연중 N, 연중에는

막무가내(113): 막무가내, 막무가내(의) N,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다

통째(99): 통째, 통째로

오래간만(80):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의, 오래간만이다

단번(單番)(75): 단번에

기실(其實)(69): 기실, 기실은

졸지(猝地)(66): 졸지에

금물(禁物)(64): 금물이다

삽시간(霎時間)(64): 삽시간에

안성맞춤(64): 안성맞춤의, 안성맞춤이다

딴판(61): 딴판으로, 딴판이다

은연중(隱然中)(61): 은연중, 은연중에

마구잡이(60): 마구잡이 N, 마구잡이로

역부족(力不足)(54): 역부족이다

비밀리(秘密裏)(53): 비밀리에

제각각(-各各)(53): 제각각, 제각각의 N, 제각각으로, 제각각이다

하등(何等)(53): 하등, 하등의

엉겁결(52): 엉겁결에

가관(可觀)(50): 가관이다

각양각색(各樣各色)(50): 각양각색의 N, 각양각색이다

기왕(旣往)(50): 기왕, 기왕에, 기왕이면, 기왕의

제격(-格)(46): 제격에 맞다, 제격이다

첫눈(46): 첫눈에, 첫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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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不時)(44): 불시, 불시에, 불시의

개중(個中)(43): 개중(에)

일거(一擧)(43): 일거에

불의(不意)(42): 불의의

자유자재(自由自在)(42):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다

부지기수(不知其數)(41): 부지기수로, 부지기수다

차제(此際)(40): 차제에

...

  한편 본고에서 다루는 대상 명사들의 적지 않은 수가 한자어 구성이다. 한국어에

서 한자어의 비중이 높지만 언중들이 모두 동일한 한자어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 

개인의 한자어 지식에 따라 한자어의 활용도는 달라진다. 그렇다고 모든 한자어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특히 네 자의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도 적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20)

(18) 네 자의 한자어로 구성된 수식 불허 명사21)

각양각색(各樣各色), 구사일생(九死一生), 극비밀리(極祕密裡), 몰두몰미(沒

頭沒味), 무두무미(無頭無尾), 무시이래(無始以來), 무심중간(無心中間), 백팔

십도(百八十度), 백절불굴(百折不屈), 부지기수(不知其數)(41), 부지불각(不

知不覺), 불가항력(不可抗力), 불요불굴(不撓不屈), 불요불급(不要不急), 불철

주야(不撤晝夜), 불하일장(不下一杖), 십상팔구(十常八九), 안중무인(眼中無

人), 안하무인(眼下無人), 오리무중(五里霧中), 온언순사(溫言順謝), 요지부동

20) ‘가지각색(--各色),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 안성맞춤(安城--), 애시당초(--當初), 어

마지두, 천만뜻밖(千萬--), 피장파장, 허위단심’ 등 단어 전체 또는 일부가 한자어를 확인

할 수 없거나 한자어가 아닌 경우 그리고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처럼 한자 다섯 자로 구

성된 경우 등을 제외한 목록이다. 제시한 단어 뒤의 괄호 안 숫자는 말뭉치에서 확인한 빈

도수이다.

21) 이들은 ‘각양각색’, ‘부지기수’, ‘불가항력’, ‘불철주야’, ‘안하무인’, ‘자유자재’, ‘천만다행’ 등

을 제외하면 사전 등재어로만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이 다수이다.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도 

이들은 목록에서 일부를 제외하면 그 빈도가 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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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搖之不動), 유무죄간(有無罪間), 유산태평(遊山太平), 유일무이(唯一無二), 

일생일대(一生一大)22), 일생일대(一生一代)23), 일언지하(一言之下), 일조일

석(一朝一夕), 일촉즉발(一觸卽發), 자고급금(自古及今), 자유자재(自由自在), 

족부족간(足不足間), 천만다행(千萬多幸), 천만의외(千萬意外), 천정부지(天

井不知), 출기불의(出其不意), 피차일반(彼此一般), ...

   네 자로 구성된 한자어는 그 자체로 성구를 이루어 완결된 의미를 나타내지만 

한국어 문법에서는 조사를 통해 문장 내에서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야만 한다. 

이는 네 자로 구성된 한자어를 비롯한 모든 한자어들이 그러하다.

(19) ㄱ. 그는 징용에 끌려갔다가 광복이 되어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 돌

아왔다.

ㄴ. 그놈들이 웬 놈일까 우리 집에서 무두무미(無頭無尾)에 나를 데리러 보낼 

리는 뜻밖이오.

ㄷ. 그들은 한결같이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의지를 갖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

들이었다.

ㄹ. 그들은 불하일장(不下一杖)에 죄상을 술술 불었다.

ㅁ. 건영이는 유산태평(遊山太平)으로 잠만 자고 있을 뿐이었다. 

ㅂ. 그야말로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ㅅ. 자고급금(自古及今)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주 망하는 

일이 생길 때는 그 화근이 타국에 있지 않고 자국 안에 있기 마련이다.

ㅇ. 출기불의(出其不意)로 아닌 밤중에 별안간 쳐들어오는 왜병을 막아 낼 준

비가 안 돼 있었다.

22) ‘일생을 통해 가장 중요함’을 뜻하는 말로 ‘일생일대의 실수’, ‘일생일대의 걸작품’과 같이 

주로 ‘일생일대의’ 꼴로 확인할 수 있다.

23) ‘인생의 전(全) 시기’를 나타내는 말로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하는 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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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의 ‘무두무미’, ‘불하일장’, ‘출기불의’ 등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한자어는 

조사와 결합함으로써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으로’와 결합함으

로써 ‘구사일생’, ‘유산태평’, ‘출기불의’는 방법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

고, ‘-에’와 결합함으로써 ‘무두무미’, ‘불하일장’은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

로 이해된다. ‘불요불굴’과 ‘일촉즉발’은 ‘-의’와 결합함으로써 후행하는 명사의 양상

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상의 한자어 4자 구성어는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연상시킨다. ‘사자성어’는 사

전적 정의로 ‘한자 네 자로 구성된 성구(成句)’를 이르는 말로 ‘고사성어(故事成語), 

한자성어(漢字成語), 성어(成語)’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남미혜(2006)에 따르면 

사자성어는 ‘고정된 형태를 가지는 사자어(四字語) 관용 표현’으로서 ‘내부 결합력이 

공고한 ‘단어’’이다.24) ‘내부 결합력이 공고하다’는 것은 IC 분석 가능성과 대치 가

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천만의외(千萬意外)’는 ‘천만’과 ‘의외’로 분

석할 수 있고, ‘천만뜻밖(千萬-)’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처럼 내부 결합력이 떨어

지만 ‘사자성어’가 아니라 ‘사자어’로 보아야 한다.25) 이처럼 분석 가능성과 대치 가

능성을 기준으로 이상의 목록을 살펴보면 ‘각양+각색, 무시+이래, 백절+불굴, 부지

+불각, 불요+불급, 불요+불굴, 불철+주야, 유일+무이, 일생+일대, 자유+자재, 천

만+다행, 피차+일반’ 등의 ‘사자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극[비밀]]+리, 

[[무심]중]+간, [[불가]항]+력, [[유무]죄]+간, [족[부족]]+간’ 등은 접사나 어근

이 결합한 구성으로 이들 역시 IC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자어(四字語)’로 분

류할 수 있다.

  조사는 선행하는 요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24) 남미혜(2006)에서는 ‘사자성어’의 기준으로 드는 ‘옛사람이 만든 말’의 경우 ‘三三五五’처

럼 《詩經》에서 유래했지만 단순 첩어로 분류되는 등 원전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조남호(1997)에서도 《杜詩諺解》의 旻天

之心, 勞謙之德, 力拂群議’는 原文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역시 출전을 따지는 것

이 무의미함을 지적한 것이다.  

25) 남미혜(2006)을 따르면 ‘사자성어’는 ‘사자어(四字語)’ 중 ‘IC 분석과 대치가 불가능한’ 

‘관용 표현’을 이르는 것으로 ‘사자성어’는 ‘사자어’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비(非)사자성어’의 의미로도 ‘사자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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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수식 불허 명사 중에는 사자어(四字語) 외에도 형

태론적으로 ‘간(間)’, ‘결’, ‘리(裡)’, ‘용(用)’, ‘적(的)’, ‘중(中)’, ‘형(型)’ 등의 어말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이들은 해당 구성 요소가 가지는 ‘시간’(간

(間), 결, 중(中)), ‘장소’(간(間), 리(裡), 중(中)), ‘방법’, ‘용도’(용(用), 형(型))의 

의미를 조사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낸다.

  

(20) ㄱ. 그간에, 근간(近間)에, 몽매간에, 몽매지간에, 무심중에, 무언중에, 별안

간에, 부지불식간에, 비몽사몽간에, 새중간(-中間)에26), 삽시간에, 순식간

에, 왕년에, 일조일석에, 저간(這間)에, 제시간에, 창졸간에, ...

ㄴ. 가부간에, 내외간에, 다소간에, 불원간(不遠間)에, 세간(世間)에, 양단간

에, 외간(外間)27)에, 좌우간에, 좌우지간에, 좌우당간에, 천지간에, 피차간

에, 항간에, ...

ㄷ. 겁결에, 꿈결에, 무심결에, 얼결에, 얼떨결에, 엉겁결에, ...

ㄹ. 결김에, 겹김에, 골김에, 내친김에, 단김에, 부앗김에, 분김(憤-)에, 술김

에, 얼김에, 얼떨김에, 홧김(火-)에, 흥김(興-)에, ...

ㅁ. 경쟁리에, 공개리에, 극비리에, 극비밀리에, 비공개리에, 비밀리에, 성공리

에, 성황리에, 암묵리에, 암암리에, 인기리에, 절찬리에, 평화리에, ...

ㅂ. 무심중에, 무언중에, 부지중에, 은연중에, ... 

ㅅ.28) 개중에, 객중에, 그중에/그 중에, 이중에/이 중에, 좌중에, ...

26) ‘사이(間)’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27) ‘자기 집 밖의 다른 곳’을 이르는 말이다. 

28) ‘그중(-中)’은 사전 등재어로 ‘개중’에 비해서는 그 범위가 특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그’가 지시사로서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지시사와 결합한 ‘이중’, ‘저중’은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그, 저’의 삼분 체계가 ‘이번/*그번/저번, *이간/그간/저간’과 같이 후행 요소와의 합성 

과정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중’과 동일한 의미 구성을 ‘이중/이 

중’, ‘저중/저 중’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중’만이 사전 등재어로 처리된 것은 분명히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필요할 시 ‘그중’과 평행하게 ‘이중/이 

중’, ‘저중/저 중’의 예문들을 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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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은 조사 ‘-에’를 취한 수식 불허 명사를 형태별로 정리한 것이다. (20ㄱ,ㄴ)

은 ‘X간(間)’형의 수식 불허 명사와 각각 시간의 ‘-에’, 공간의 ‘-에’가, (20ㄷ,ㄹ)

은 각각 ‘X결’형, ‘X김’형의 수식 불허 명사와 시간의 ‘-에’가, (20ㅁ)은 ‘X리(裡)’형

의 수식 불허 명사와 공간의 ‘-에’가 결합한 것이다. (20ㅂ,ㅅ)은 ‘X중(中)’형의 수

식 불허 명사가 각각 시간의 ‘-에’, 공간의 ‘-에’와 결합한 것이다. 5장에서 다루겠

지만 수식 불허 명사가 조사 ‘-에’와 결합할 경우 ‘시간’, ‘공간’의 의미가 두드러진

다. (20)에서 형태적으로 연관성을 확인했지만 조사 ‘-에’에 선행하는 수식 불허 명

사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 장에서 수식 불허 명사의 의미를 살펴본 후 조사 결합형

의 의미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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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식 불허 명사의 의미  

3.1. 한국어 명사의 수식성

  한국어에서 ‘명사의 수식성’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하나는 수식어로서의 

명사라는 뜻을 포함하며, 하나는 수식받는 대상으로서의 명사라는 뜻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든 ‘수식’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언어학 용어로서의 수식은 ‘문장에서, 체

언과 용언에 말을 덧붙여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일’(《표준》)이다. 우리는 ‘체

언과 용언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는 뜻풀이에 주목한다. 

  우리는 당연히 체언과 용언의 뜻을 분명하게 한다는 뜻풀이에 주목한다. 뜻을 분

명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선후행 요소 사이의 소유 여부, 소속 

관계 등을 따져볼 수 있으며, 행위ㆍ대상 관계의 가능성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수식 관계에 따른 의미는 한국어에서 보이는 명사 수식 유형이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유형별로 의미를 살펴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

리는 여러 지시 표현을 동원한 검증 과정을 통해 수식 불허 명사의 존재적 의미는 

지시성이 없음을 이후 논의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수식의 범위를 본다면 후행하는 어휘 단위에서 문장 단위까지 다양하다.1) 그런데 

1) 문법적으로뿐만 아니라 화용적으로도 수식의 범위를 찾아볼 수 있다. ‘울타리(hedge)’가 대

표적이다. 이는 Lakoff(1972)에서 처음 사용한 술어로 ‘주저함’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울타

리’는 특유의 억양부터 어휘, 구, 문장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다음에서 보듯(밑

줄) 전달하는 정보의 질이 제한적임을 나타내는 수식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ㄱ. 충분하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ㄷ. 분명하게 말하건대,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ㄹ.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화용론에서는 이와 같은 ‘울타리’ 표현을 대화 격률의 준수 여부와 함께 설명하기도 하는

데, 화용론적으로 정보의 양과 질이 제한적임을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에 뒤따르

는 문장이 문법론에서 문장부사에 의해 수식을 받는 문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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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으로 수식은 후행 요소의 범위를 제한, 한정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따라서 

한정(definite)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형식적으로 한국어에서 명사

와 관련한 수식은 수식의 대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식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 

없다.

  수식을 받는 대상으로서 명사는 수식하는 요소로 명사 외에도 여러 요소를 요구

함은 이미 확인한 바다. 우리는 관형격 조사2) ‘-의’ 역시 다양한 의미 기능을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최현배(1937/1981)에서는 ‘의’가 ‘소유’, ‘소산’, ‘소재’ 등의 여

러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서정수(1996: 573)에서는 이를 다시 정리하여 ‘소행(所

行, 여자의 말)’, ‘소작(所作, 학생의 글)’, ‘소위(所爲, 어머니의 말)’, ‘소속(所屬, 집

의 강아지)’, ‘소관(所關, 가을의 노래)’, ‘소기(所起, 한강의 기적)’, ‘유사(類似, 동물

의 사랑3))’(‘동물적 사랑’의 뜻)

  관형사를 통한 명사 수식 관계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형사는 성상관

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관형사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 나

눈 것이다. 따라서 수식받는 명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ㄱ. 한정성(definiteness): 화자가 자기가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하면 청자가 그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assume)할 때, 그 대상

이 갖는 특성.

ㄴ. 특정성(specificity): 화자가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가리킬 때, 

그 대상이 갖는 특성.

ㄷ. 총칭성(generality, genericiness): 특정한 대상이 포함되는 종이나 부류를 

것이다.

2) ‘-의’는 관형격, 소유격, 속격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지만 근본적으로는 격의 자격을 가지

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조사 ‘-의’ 전후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를 논의하기

에 자격과 관련한 논의를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격’과 관련하여 지칭할 때에는 통사

론적 입장을 반영한 ‘관형격’으로 부르기로 한다. ‘소유격’, ‘속격’ 등은 의미론적 입장을 반

영한 것이다.

3) ‘동물적 사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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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가리킬 때, 그 대상이 갖는 특성

(이상 이선웅 2005)

  지시관형사 ‘이, 그, 저’를 통해 우리는 화자도, 청자도 모두 지시 대상에 대한 이

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여러, 갖은’ 또

는 ‘전(全), 총(總)’ 등의 관형사를 통해 종(種)이나 부류 전체를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한편 관형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다 상세한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데, 특히 관형

형 어미 ‘-을’, ‘-은’, ‘-던’ 등을 통해 시상과 관련한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

에서 다른 관형어들과는 다른 수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경봉(1995), 이병모(2001), 김인균(2002) 등에서는 NP1과 NP2의 의미 

관계에 따라 명사구 구조를 해결하고자 한 바 있다. 그리고 김선효(2011)에서는 

‘NP1의 NP2’ 구성과 ‘NP1NP2’ 구성이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도 그리고 화용적으

로도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3.2. 한국어 명사의 의미 특성

  품사를 정의할 때에는 여러 기준을 들어 단어의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들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의미, 형태, 기능 그리고 분포였다. 한

국어 명사 역시 의미, 형태, 기능, 분포라는 기준에 맞춰 그 범주적 특성을 따져왔

다. 본고에서 다루는 수식 불허 명사의 판정 기준으로 수식성과 조사 결합성이라는 

분포적 특성을 우선하였지만 결국 해당 범주의 명사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의미, 형태, 기능 등의 다른 측면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런데 한국어 명사는 형태적으로 불변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결국 명사는 해당 

단어의 의미와 해당 단어가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수식 불허 명사 역시 마찬

가지이다. 수식 불허 명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어 명사를 조금 더 알아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장에서는 한국어 명사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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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수식 불허 명사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한국어 명사의 범주 의미

  품사의 분류 기준으로 ‘형태, 기능, 의미’의 셋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서 최현배(1930)은 한국어 품사 분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2) “씨(品詞)의 가름(分類)은 그 말법에서의 구실(役目, 職能) 곧 씨 서로의 關

係와 월(文)을 만드는 作用의 關係를 주장(主)으로 삼고, 그에 따르는 形式과 

意義를 붙힘(從)으로 삼아서, 이 네가지가 서로 關係하는 狀態를 標準으로 삼아 

決定하여야 한다. ... 씨와 씨의 關係란 것은 한 씨가 다른 씨와 合하는 일이 잇

나 없나, 또 合하는 境遇에는 어떠한 자리에서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씨의 뜻과 

꼴(形式)에 들어나는 모양을 이름이며, 월을 만드는 일함(作用)의 關係란 것은 

혹은 풀이하는가 혹은 풀이의 주장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 文法上의 作用이 

씨의 뜻과 꼴에 들어나는 여러가지의 모양을 이름이다.”(최현배 1930: 60-61)

곧, 현대 한국어학에서 들고 있는 품사 분류의 세 기준이, 최현배(1930)에서 언급

하고 있는 직능(기능)을 중심으로 형식(형태), 의의(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기준을 바탕으로 최현배(1937/1982)에서는 명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다.

(3) ㄱ. 임자씨는 개념을 들어내는 낱말이나, 월의 이마가 되는 힘을 가지며, 또 

다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늘 월의 뼈다귀를 이루느니라. 임자씨가 일몬

(事物)의 개념을 들어내는 것임은 이미 말한 바이어니와, 그것이 월의 임자

(主體)되는 힘을 가진 것이 그 월에서의 특질이니라. ... 어떤 경우에는 임

자씨 밖의 것이 월의 임자가 되는 수가 있지마는, 그때에는, 그것이 반드시 

임자씨의 감목(資格)을 임시로 얻고서 함이니라.

ㄴ. 임자씨는, 월에서의 여러가지의 관계를 들어내기 위하여 말꼴(어형)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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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짐(변화), 곧 끝바꿈(활용)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만 토를 붙여서 다른 말

에 대한 관계를 들어내느니라.(최현배 1937/1982: 157-158)

(3ㄱ)은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에 대한 언급이며 3ㄴ)은 명사의 형태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에 대한 언급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ㄱ. 개념을 드러내는 것

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ㄷ. 말꼴이 달라지지 않는 것, 즉 활용하지 않는 것

ㄹ. 토와 함께 다른 말에 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

(4ㄱ)은 의미적 특성, (4ㄷ)은 형태적 특성, (4ㄴ,ㄹ)은 기능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어 명사를 판별할 때 ‘형태, 기능, 의미’라는 세 기준을 적용하였

다. 그리고 한국어 명사를 규정하면 형태상으로는 불변어이며, 기능상으로는 문장에

서 주어적인 쓰임을 보이고, 의미적으로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규정해 왔다. 

이는 최현배(1937/1971)에서 정립된 것이다. 그리고 최현배(1937/1971)을 전후한 

여타의 논의들과도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有形無形 一切 事物의 名’(유길준 

1909),  ‘여러 가지 몬과 일을 이름’(주시경 1910), ‘사물의 닐홈’(안확 1923), ‘유

형무형의 일체 사물의 명칭’(박승빈 1937) 등 전통 문법에서는 한국어 명사를 ‘사물

의 이름’을 표하는 단어 부류임을 선언하였다. ‘명사’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과 떼어

놓을 수 없으며 이는 임, 임기, 임씨(님씨), 이름말, 이름씨 또는 名詞, 名字, 名號 

등 전통 문법에서의 고유어 또는 한자어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예들을 

통해 ‘사물(事物)’이란 ‘사물’을 포함하여 ‘사람, 장소’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에서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명사의 하위 분류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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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명사
무정명사

보통명사
유정명사

자립명사
추상명사

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최현배(1937/1982)에서는 이런 분류들이 한국어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며 집합명

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구체명사 등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의 명

사 하위 분류, 특히 유정성과 무정성의 의미 분류는 한국어 문법 기술에 있어 유의

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4) 범주적 의미에 따른 하위 분류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배진영 외 3인(2014: §3)에서는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유정성과 무정성

의 구분 외에 다른 구분은 명사 분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음을 언급

한 바 있다.  

(5) ㄱ. 나는 마라토너에게 물을 주었다.

ㄴ.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ㄷ. 그는 모 기업에서 돈을 받았다.

ㄹ. 그는 친구들에게서 돈을 받았다. 

한편 최경봉(1995: 55)에서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구분 역시 문법 기술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4) 중세국어에서도 명사가 관형격조사를 취할 때 유정명사는 ‘사 몸 외요미 어렵고(석

상 9: 28)’에서처럼 ‘/의’를 취하지만, 무정명사는 ‘蓮花ㅅ 고지 나거늘(월인 기 19)’에서

처럼 ‘ㅅ’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관형격조사 ‘ㅅ’은 ‘일체 여래ㅅ 

몸과 말과 뎃 업이 …(석상 9: 26)’에서처럼 높임의 명사에도 결합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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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ㄱ. 남대문은 국보 1호이다.

ㄴ. *남대문들은 국보 1호이다.

ㄷ. *남대문마다 색깔이 다르다.

ㄹ. *이거 말고 다른 남대문이 국보 1호이다.

ㅁ. 책걸상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다.

ㅂ. 책걸상들이 너무 낡아 쓸 수 없다.

ㅅ. 책걸상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다.

ㅇ. 이거 말고 다른 책걸상을 보여 주세요.        (이상 최경봉 1995: 55)

  (6)은 고유명사 ‘남대문’과 보통명사 ‘책걸상’을 동일한 문형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6ㄱ,ㅁ)의 단독형이 아닌 (6ㄴ,ㅂ)의 개체성 또는 복수성, (6ㄷ,ㅅ)의 개체

성 또는 배분성, (6ㄹ,ㅇ)의 지시성 등 의미가 특정되는 문형에서는 그 적격성의 판

단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는 의미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어 명사는 ‘사물의 이름’ 즉 존재하는 ‘사물, 사람, 장소의 이름’ 외에도 

‘동작’, ‘상태’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름’을 나타낸다는 ‘소박’한 정의(홍재성 2001)

로는 한국어 명사의 범주적 특성을 드러낼 수 없다. 결국 ‘이름’ 외 ‘동작’, ‘상태’ 등 

한국어 명사가 담당하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범주적 특성

을 넘어서 한국어 명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명사가 존재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다음 절에서는 이에 관련한 논의를 보다 진행하도록 한다.

3.2.2. 한국어 명사의 존재 의미

  앞절에서 간략하게나마 짚어본 명사의 하위 부류는 ‘이름’을 나타낸다는 범주적 

특성에 기초해서 의미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거나 자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의 역할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명사의 의미를 종합적으

로 살펴보기에는 이와 같은 분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한국어 명사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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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해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것이 Nida(1975),  

Lyons(1977)이다. 두 논의 모두 의미 영역(semantic domains)별로 명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Nida(1975)에서는 언어상징이 지니는 의미 사이의 경

계를 한정해서 ‘실체, 사건, 추상, 관계’라는 의미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며5)

Lyons(1977)에서는 ‘제1실체, 제2실체, 제3실체’를 명사의 의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Nida(1975)와 Lyons(1977)의 의미 영역은 다음과 같다. 

(7) Nida(1975)의 의미 영역(조항범 역 1990: 186-199)

가. 실체

무생물(inanimate)(자연적(지리, 자연물, 식물), 제조물(인조물, 

가공물, 건조물)), 생물(animate entities: 동물, 인간)

나. 사건

물리, 생리, 감각, 감정, 지적, 전달, 교제, 통제, 움직임, 충격, 

이동, 복잡한 행동

다. 추상

시간, 거리, 부피, 속도, 온도, 색깔, 수, 지위, 종교, 매력, 나이, 

진실-거짓, 선-악, 능력, 건강

라. 관계

공간적, 시간적, 지시적, 논리적

(8) Lyons(1977)의 의미적 실체의 존재론적 지위에 따른 구분(강범모 역 2011:

108-112)

가. 1차 실체(first-order entity):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로 물리적인 대상

5) Nida(1975)에서는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확인한 5,000여 단어를 대상으로 1,500여 개의 

상이한 의미들로 분석해서 의미 영역별로 제시했으며, 이후 살펴볼 최경봉(1998)에서도 중

고등학교 국정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황순원의 ‘소나기’), 수필(민태원의 ‘청춘 예찬’), 

논설문(최현배의 ‘한민족과 국어’)에서 확인한 671개를 대상으로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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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실체(second-order entity):

  실재 세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위치해 있고,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사건, 과정, 사태

다. 3차 실체(third-order entity):

시간이나 공간 속에 위치할 수 없는 것들로 단언, 부인, 기억될 수 

있는 명제와 같은 추상적 실체

    

  Nida(1975/조항범 1990: ch.6)에서의 의미 영역별 분류가 명명이나 환언과 같은 

언어행위를 설명하는 개념 자질들에 대한 관심을 정리한 것이라면 Lyons(1977나/

강범모 역 2011나: 108-112)에서의 의미 영역별 분류는 어떤 의미적 실체의 존재

론적 지위에 따른 것으로 실재 세계의 대상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

는가, 그리고 그 존재론적 지위는 실제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구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인식의 영역과 관련한 것으로 실재 세계의 대상이 반

드시 언어적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Lyons(1977)의 의미 영역을 한국어에 대입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들 목록은 언제나 추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 

(9) 가. 1차 실체 명사(first-order entities nominal):

공, 방망이, 장갑, 신발, 모자 등등

나. 2차 실체 명사(second-order entities nominal):

공격, 수비, 회의, 휴식, 만남 등등

다. 3차 실체 명사(third-order entities nominal): 

    사실, 생각, 명제, 선언, 소식 등등

  한국어 명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Lyons(1977)의 논의를 받아들여 최경봉(1998), 

이병모(2001), 김인균(2006) 등에서도 의미 영역별로 명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한국어 명사의 의미를 분류하기 위해 명사의 상적 특성에 주목한 원대성

(1985)이나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특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세운 민현식(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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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원대성(1985)은 ‘상태성, 비상태성, 동작’ 등과 함께 

명사의 의미로 ‘부사성’을 구분해서 다루었고 민현식(1990)은 시간성과 공간성에 논

의를 집중하였다. 최경봉(1995)에서는 존재론적 가치에 의미를 두었고 이병모

(2001)에서는 존재론적 가치에 더해 인식론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고 명사 분류

를 시도하였고 김인균(2005)에서는 상대적인 대립 관계에 기초해서 보다 더 명징한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다룬 의미 영역별로 명사 분류

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최경봉(1998)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경봉(1998)에서는 명사가 표현하는 대상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가 하는 사물의 존재론적 위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체와 양식을 우선 크게 

구분을 한 뒤 그 실체를 다시 인간과 사물로 양식은 관계성을 맺는 명사와 사태와 

관련한 명사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세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최경봉(1998)의 의미 영역별 명사 분류

명사

양식 실체

관계 사태 사물 인간

단위 차원 사건 상태 공간물 개체물

시간 공간 자동 타동 현상 추상 유정물 무정물

1. 실체명사

  1.1. 인간: 사람, 부모, 남편, 대통령, 국민, 관계자, 대중, 홍길동, 이순신, ...

  1.2. 사물

   1.2.1. 공간물: 산, 우주, 집, 운동장, 자리, 국가, 고향, 무대, 국회, 서울, ...

   1.2.2. 개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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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유정물: 호랑이, 사자, 원숭이, 개, 말, 쥐, 뱀, 토끼, 진돗개, ...

    1.2.2.2. 무정물: 나무, 주택, 전화(기), 흙, 돈, 산소, 사진, 증권, 음악, 드라

마, ...

2. 양식명사

  2.1. 사태

   2.1.1. 사건

    2.1.1.1. 자동: 운동, 비행, 곡예, 휴식, 변색(자립명사), 희망, 이해, 소망, 걱

정, 계획(보문명사), ...

    2.1.1.2. 타동: 결혼, 사랑, 전쟁, 공부, 연구(자립명사), 강조, 고백, 논박, 당

부, 동의(보문명사), ...

   2.1.2. 상태

    2.1.2.1. 현상: 추위, 더위, 홍수, 열기, 성실(자립명사), 척, 만큼, 대로, 통, 

뿐, 따름(의존명사), ... 

    2.1.2.2. 추상: 가치, 사상, 참, 거짓, 법, 사회(자립명사), 것, 줄, 바, 리, 나위

(의존명사), 소식, 소문, 모양, 이유, 명제(보문명사), ...

  2.2. 관계

   2.2.1. 차원

    2.2.1.1. 시간: 봄, 여름, 시간, 때, 하루, 틈, 사이(자립명사), 무렵, 즈음, 동

안, 차, 터, 적(의존명사), ...

    2.2.1.2. 공간: 위, 아래, 옆, 뒤, 앞, 가운데, 사이(자립명사), 쪽, 편(의존명

사), ... 

   2.2.2. 단위: 하나, 둘, 셋, 일, 이, 삼, 첫째, 둘째, 셋째(자립명사), 개, 마리, 

톨, 척, 손(의존명사), ...

  한편 이병모(2001)에서는 최경봉(1995)에서 행했던 사물을 중심으로 두는 존재

론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인식의 주체인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그 존재론적 위치를 구분하였다. 이병모(2001)에서는 명사가 표

현하는 대상을 실체와 추상으로 나누고 실체는 사물과 사람으로, 추상은 다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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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11) 이병모(2001)의 의미 영역별 명사 분류

명사

실체 추상

사물 사람 일반 특수

위치 관계 양상

1. 실체명사

  1.1. 사물: 책상, 산, 운동장, 나라, 무대, 진주, 돌, 맨드라미, ...

  1.2. 사람: 선비, 동생, 사장, 겨레, 의사, 외손자, 군중, 김철수, ...

2. 추상명사

  2.1. 일반: 솜씨, 사상, 사회, 신앙, 매사, 경우, 정도, 티, 마련, 상황, 사랑, 헌

신, 복종, 건설, 대답, 부족, 풍부, ...

  2.2. 특수

   2.2.1. 위치: 봄, 여름, 어제, 새벽, 장소, 중앙, 끝, 가운데, 가장자리, 이북, ...

   2.2.2. 관계: 인과, 연관, 인연, 원인, 까닭, 탓, 연결, 친분, ...

   2.2.3. 양상: 의도, 현실, 가능, 냉담, 비겁, 의리, 명령, 희망, 요청, 의문, 예측, 

...

  그리고 이병모(2001), 김인균(2005)에서는 최경봉(1995)에서의 명사 분류가 상

보대립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아 그 체계가 불명확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김인

균(2005)에서는 분류의 상보적 대립성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체계

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려고 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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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인균(2005)의 의미 영역별 명사 분류 

명사

실체 비실체

유정 무정 사태 추상

사람 동물 식물 무생물 사건 상태 추상물 위치

1. 사람 명사 – 사람, 후보, 동생, 국민, 군인, 어머니, 녀석, 자, 분, ...

2. 사물 명사7) - 책상, 연필, 종이, 흙, 공장(무생물), 나무, 꽃, 들국화(식물), 호

랑이, 강아지, 말(동물), ...

3. 사건 명사 – 사랑, 복종, 거절, 변모, 휴식, 계획, 고발, 이해, 원망, ...

4. 상태 명사 – 건강, 불행, 무능력, 요란, 청결, 고독, 성실, 평안, 얌전, ...

5. 추상물 명사 – 철학, 업무, 거짓, 기온, 관점, 성격, 기준, 마음, 명제, ...

6. 위치 명사 – 봄, 과거, 하루, 오늘, 동안, 공간, 옆, 가운데, 주변, 곳, 편, ...

이상의 의미 영역별 한국어 명사 분류에 들고 있는 단어들은 그 기본 속성이 존

재론적이건, 인식론적이건 간에 모두 ‘지시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시성’을 근간으로 하는 단어들은 관형어에 의한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사와 결

합할 수 있다는, 한국어 명사의 일반적인 분포적 특성을 보인다. 우리는 앞서 분포

상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한국어 명사들을 확인했었다. 그리고 이들을 살펴보면 이

상의 의미 영역별 한국어 명사 분류에 따라 이들 수식 불허 명사가 자리할 수 있는 

6) Nida(1975)는 이차원적 분류가 깔끔하고 체계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워 보이지만 수많은 변

칙적 자질들을 포함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의미 영역들 사이의 경계 설정의 

문제는 결코 깔끔할 수 없다고 했다. 

7) 김인균(2005: 75-77)에서는 실체명사는 제시한 수형도처럼 나눌 수도 있지만, [인간성]에 

의해 사람 명사와 동물ㆍ식물ㆍ무생물 명사 즉 사물 명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기성]에 

의해 사람ㆍ동물ㆍ식물 즉 생물 명사와 무생물 명사로도 분류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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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들 또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수식 불허 명사 중 일부를 최

경봉(1995), 이병모(2001), 김인균(2005)의 의미 영역별 명사 분류에 따라 각각 

들어보도록 한다.

(13) 최경봉(1998)의 의미 영역별 명사 분류에 따른 수식 불허 명사 분류 

시간 – 한참, 당초, 오랜만, 애초, 예, 잠깐, 한번, 잠시, 역대, 한창, 애당초, 

오래간만, 단번, 삽시간, 은연중, 엉겁결, 불시, 왕년, 차제, 단박, 홧김, 

근자, 무심결, 희대, 무시, 부지불식간, 내친김, 애시당초, ………

공간 – 졸지, 비밀리, 제각각, 개중, 한방, 암암리, 백방, 한달음, 겹겹, 아무짝, 

만면, ………

자동 – 일거, 자유자재, 일견, 일말, 불굴, ……… 

타동 – 불의, 부지기수, 회심, 불가항력, ………

현상 – 통째, 각양각색, 엉망진창, 가지각색, 소정, 단칼, ………

추상 – 마찬가지, 보통, 물론, 뜻밖, 의외, 한가지, 일련, 일쑤, 극도, 십상, 엉

망, 가급적, 예사, 열심, 기실, 안성맞춤, 딴판, 마구잡이, 역부족, 망정, 

매한가지, 응분, 천만다행, 불후, 매일반, ………

(14) 이병모(2001)의 의미 영역별 명사 분류

일반 - 통째, 각양각색, 엉망진창, 가지각색, 소정, 단칼, 마찬가지, 보통, 물

론, 뜻밖, 의외, 한가지, 일련, 일쑤, 극도, 십상, 엉망, 가급적, 예사, 열

심, 기실, 안성맞춤, 딴판, 마구잡이, 역부족, 망정, 매한가지, 응분, 천

만다행, 불후, 매일반, ………

위치 - 한참, 당초, 오랜만, 애초, 예, 잠깐, 한번, 잠시, 역대, 한창, 애당초, 

오래간만, 단번, 삽시간, 은연중, 엉겁결, 불시, 왕년, 차제, 단박, 홧김, 

근자, 무심결, 희대, 무시, 부지불식간, 내친김, 애시당초, 졸지, 비밀리, 

제각각, 개중, 한방, 암암리, 백방, 한달음, 겹겹, 아무짝, 만면, ………

양상 - 불의, 일거, 자유자재, 일견, 일말, 불굴, 부지기수, 회심, 불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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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인균(2005)의 의미 영역별 명사 분류 

사건 명사 – 일거, 자유자재, 일견, 일말, 불굴, 불의, 부지기수, 회심, 불가하

력, ………

상태 명사 – 마찬가지, 보통, 물론, 뜻밖, 의외, 한가지, 일련, 일쑤, 극도, 십

상, 엉망, 가급적, 통째, 각양각색, 엉망진창, 가지각색, 소정, 단칼, 예

사, 열심, 기실, 안성맞춤, 딴판, 마구잡이, 역부족, 매한가지, 응분, 천

만다행, 불후, 매일반, ………

위치 명사 – 한참, 당초, 오랜만, 애초, 예, 잠깐, 한번, 잠시, 역대, 한창, 애당

초, 오래간만, 단번, 삽시간, 은연중, 엉겁결, 불시, 왕년, 차제, 단박, 

홧김, 근자, 무심결, 희대, 무시, 부지불식간, 내친김, 애시당초, 졸지, 

비밀리, 제각각, 개중, 한방, 암암리, 백방, 한달음, 겹겹, 아무짝, 만면, 

………

  선행 연구들의 의미 영역별 분류에 따라 본고의 수식 불허 명사를 분류하면 실체

(최경봉 1998, 이병모 2001, 김인균 2005)에 자리하는 경우는 없으며 모두 시간, 

공간, 사건, 상태(최경봉 1998), 위치, 관계, 양상(이병모 2001), 사건, 상태, 추상, 

위치(김인균 2005)에 대부분 자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의미 영역별 분류와 관련해서 전통문법식 표현을 빌면 ‘일체 사물’처럼 일

차 실체보다는 ‘몬과 일’ 이차, 삼차 실체 등 그 의미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보다

는 추상성에 기반한 영역에서 수식 불허 명사들의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

서 ‘지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3. 수식 불허 명사의 비지시성 

  한국어 명사가 존재론적 지위에 따라 의미 영역별로 ‘지시성’의 경계가 상대적으

로 차이난다는 점에서 지시 표현과 관련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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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ons(1995: 294, 299)에서는 ‘지시(reference)’를 담화 환경에 근거한 발화의미

(utterance-meaning)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발화의미는 화자와 발화된 사물간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발화된 단어와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 사물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는 점에서 담화 환경에 따라 ‘지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Lyons(1977ㄱ, 강범모 

역 2013ㄱ: 283)에 따르면 지시 표현은 대상이 개체인지, 개체들의 부류인지에 따

라 단일(singular) 지시 표현과 일반(general) 지시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각에 대해 특정한 개체 또는 특정한 개체들의 부류를 지시하는 것과 특정 

개체 혹은 특정 개체 부류를 지시하지 않는 것들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은 한정

(definite) 지시 표현과 비한정(indefinite) 지시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일

반 지시 표현은 배분적(distributive) 지시 표현과 집합적(collective) 지시 표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배분적 지시 표현은 부류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 각각에 어떤 속

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집합적 지시 표현은 부류 전체에 속성을 부여하거나 부류 전

체의 속성을 단언하는 것을 이른다. Lyons(1977ㄱ)을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16)

단일(개체지시) ＜
한정지시 - 특정개체지시

비한정지시 - 불특정개체지시

일반(개체부류지시) ＜
한정지시 - 특정개체부류지시＜

배분적지시

집합적지시

비한정지시 - 불특정개체부류지시

  한국어 명사의 지시성의 정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명사 앞뒤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지시관형사 ‘이, 그, 저, 아무, 어떤, 무슨’ 등과의 

결합 가능 여부는 한정 지시의 의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분성의 접사 ‘마

다’, ‘씩’과의 결합 가능 여부는 대상물의 개체성, 곧 어휘의미의 명확성을 드러낸다

는 점에서 ‘지시성’을 확인하기에는 적절한 절차로 생각된다. 결국 의미적 특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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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서는 분포적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명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시관형사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 ‘아

무, 어느, 어떤, 무슨, 다른, 딴’ 등과 수관형사 ‘한, 두, 세’, ‘여러, 모든, 온갖, 갖은’ 

등과 결합하여 한정 지시 표현 또는 비한정 지시 표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식 불허 명사는 이런 관형사들의 수식을 받지도 못하고 당연히 한정 지시 표현 

또는 비한정 지시 표현으로 기능할 수도 없다.

(17) ㄱ. *어물어물 하다가는 허송세월하기 {이, 그, 저} 십상이다.

ㄴ. *저를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하기 {이, 그, 저} 짝이 없습니다.

ㄷ. 왕조 개창을 전후한 {이, 그, 저} 일련의 개혁 조치는 부국 안민을 목표

로 한 것이었다.

ㄹ. *{이, 그, 저} 졸지에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다.

ㅁ. *칠면조를 {이, 그, 저} 통째로 구웠다.

ㅂ. *그렇게 치열했던 우리의 논쟁이 {이, 그, 저} 기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18) ㄱ. *어물어물 하다가는 허송세월하기 {어떤, 무슨, 웬} 십상이다.

ㄴ. *저를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하기 {어떤, 무슨, 웬} 짝이 없습니다.

ㄷ. ?*왕조 개창을 전후한 {어떤, 무슨, 웬} 일련의 개혁 조치는 부국 안민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ㄹ. *{어떤, 무슨, 웬} 졸지에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다.

ㅁ. *칠면조를 {어떤, 무슨, 웬} 통째로 구웠다.

ㅂ. *그렇게 치열했던 우리의 논쟁이 {어떤, 무슨, 웬} 기실은 서로에 대한 관

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19) ㄱ. *어물어물 하다가는 허송세월하기 {한, 두, 여러, 모든} 십상이다.

ㄴ. *저를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하기 {한, 두, 여러, 모든} 짝이 없습니다.

ㄷ. ?*왕조 개창을 전후한 {한, 두, 여러, 모든} 일련의 개혁 조치는 부국 안

민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ㄹ. *{한, 두, 여러, 모든} 졸지에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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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칠면조를 {한, 두, 여러, 모든} 통째로 구웠다.

ㅂ. *그렇게 치열했던 우리의 논쟁이 {한, 두, 여러, 모든} 기실은 서로에 대

한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17ㄱ,ㄴ), (18ㄱ,ㄴ), (19ㄱ,ㄴ)은 수식 불허 명사 ‘십상’, ‘짝’이 지시관형사나 수

관형사와 결합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위 예문의 ‘짝’은 ‘雙, pair’를 의미할 때

에는 ‘한 짝, 두 짝, 그 짝, 어떤 짝’과 같이 지시관형사와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일반명사, 자립명사이다. 그러나 ‘짝’이 ‘없다’와 결합하여 복합서술어로 ‘비

교할 대상이 없음’을 의미하게 되면 ‘복합서술어’ 구성 전체로서 선행 요소로 ‘VP기

{Ø, K}’ 구성만을 요청하며 일체의 관형 형식은 선행하지 않는다. 이는 위 예문의 

‘십상’ 역시 마찬가지다. ‘십상’ 역시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서 앞선 명제에 대

한 평가를 보여 주는데 이때 형식적으로는 ‘VP기{Ø, K}’ 구성만을 요청하며 일체의 

관형 형식이 선행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사어는 적절성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20) ㄱ. ?어물어물 하다가는 허송세월하기 {너무, 매우, 아주, 정말, ...} 십상이

다.

ㄴ. ?저를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하기 {너무, 매우, 아주, 정말, ...} 짝이 없습

니다.

  그리고 (17ㄹ,ㅁ), (18ㄷ,ㄹ,ㅁ), (19ㄷ,ㄹ,ㅁ)은 수식 불허 명사 ‘일련, 졸지, 기

실’이 지시관형사나 수관형사와 결합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다

른 예문과는 달리 적격 판정을 받은 (17ㄷ)을 살펴본다. (17ㄷ)의 ‘이 일련의 개혁’

에서 ‘이 일련의’와 같이 명사 ‘일련’ 앞에 지시관형사 ‘이’가 선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선적인 배열은 ‘일련’이 수식 허가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게 한

다. 그러나 이 구성은 관형사 ‘이’가 후행하는 ‘일련’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련의] [[개혁] [조치]]]’와 같이 조사가 결합한 관형어 ‘일련의’가 수식하고 있

는 ‘개혁 조치’, 보다 좁혀서는 ‘조치’를 꾸며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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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규(2009)에서는 술어명사의 ‘비지시성’을 논하면서 보조사 ‘마다’와의 결합 

여부를 따졌는데, 이는 보조사 ‘마다’가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등등 개체화와 관

련한 의미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8)

(21) ㄱ. *기술은 위선으로 부족(不足)마다 메우려고 한다.

ㄴ. *그는 발포(發砲)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ㄷ. *그들은 모두 일어나 통치마다 반대하였다.

ㄹ. *이제 농성을 중지하고 이 곳 작업장에서 건설마다 임해주십시오.

ㅁ. 올해는 {난리/화재/폭우/감기}마다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ㅂ. 오늘밤 내내 빈발했던 {번개/천둥/벼락}마다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ㅅ. 그런 {문제/것/사실}마다 우리들을 곤란하게 한다.

ㅇ. (너희) {형제/자매/남매}마다         

(22) ㄱ. 영희는 수학을 {공부/연구}마다 했다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학생이다. 

ㄴ. 영희는 {공부/연구}마다 했다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학생이다.

(이상 이병규 2009: 95-96)9)

  이병규(2009)는 술어명사와 보조사 ‘마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한데 이는 술어명사

가 지시는 가능하지만 하나의 개체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사태명

8) 이병규(2009)에서는 술어명사의 문법적 특성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들고 있는데 본고에

서는 이 중 의미의 한정성 유무와 관련한 ‘지시성’ 검증 기준에 관심을 둔다.

① 술어명사가 머리명사어인 술어명사구는 상명사(aspectual noun)와 통합할 수 있다.

② 술어명사가 머리명사어인 술어명사구는 상동사(aspectual verb)와 통합할 수 있다.

(단, 순간술어명사는 복수 사태를 지시하는 술어명사구의 경우에만 적용됨.)

③ 술어명사가 머리명사어인 술어명사구는 시간성 의존명사 ‘시(時)’와의 통합이 가능하다. 

(단, 고유어 상태술어명사는 적용 안 됨.)

④ 술어명사는 의미역을 할당받은 논항과 함께 술어명사구를 형성한다.

⑤ 술어명사는 지시관형사 및 수관형사와 통합하여 한정 지시나 비한정 지시 표현이 되지 

못한다.

⑥ 술어명사는 복수 지시 표현 ‘들’과 결합하지 못한다.

⑦ 술어명사는 보조사 ‘마다’와 결합할 수 없다.    

9) ‘부족’과 ‘발포’의 한자어 병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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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문을 필수적으로 취하는 명사, 관계를 드러내는 명사는 지시가 가능하기 때문

에 하나의 개체로서 보조사 ‘마다’와의 결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2)의 ‘공부, 연구’처럼 술어명사가 중의적으로 사태명사적 쓰임을 보이는 경

우 이는 술어명사로서의 쓰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예를 통해 지시의 가능 여부를 

대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수식 불허 명사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는 단수 지시사 ‘한’

과 결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 지시사와도 결합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국어 명사의 단수 지시 표현에 조사 ‘마다’나 접사 ‘씩’이 결합하면서 

해당 부류의 개별 구성소에 어떤 속성을 부과하거나 접사 ‘들’이10) 결합하여 해당 

부류 전체에 어떤 속성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수식 불허 명사는 이런 후치사들과 

결합하여 배분적 지시 표현 또는 집합적 지시 표현으로 기능할 수 없다.

(23) ㄱ. *어물어물 하다가는 허송세월하기 십상{마다, 씩, 들}이다.

ㄴ. *저를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하기 짝{마다, 씩, 들}이11) 없습니다.

ㄷ. *왕조 개창을 전후한 일련{마다, 씩, 들}의 개혁 조치는 부국 안민을 목표

로 한 것이었다.

10) 《표준》에서는 다음의 예들을 대상으로 ㄱ의 ‘들’은 의존명사, ㄴ의 ‘들’은 보조사 그리고 

ㄷ의 ‘들’은 접미사로 처리했다. 

ㄱ.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다/과일에는 사과, 배, 감 들이 있다.

ㄴ.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

ㄷ. 사람들/그들/너희들/사건들.

   그러나 ‘들’의 범주와 관련해서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고영근

(1989/1999 :514)에서는 ㄱ을 ㄴ과 다름없는 보조사로 규정했으며, 남윤진(2000: 128)에서

는 위 예문 모두를 보조사로 규정했다. ㄷ의 범주에 대해서도 임홍빈(1989/1998: 50)에서

는 ㄷ을 통사적 접미사로, 송원용(2001: 170-177)에서는 임시어 형성 접미사로 규정한 바 

있는데 구본관(1999: 3-4)에서는 새로운 성격의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미

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1) ‘-이/가’, ‘-은/는’, ‘(으)로’ 등 선행하는 요소에 따라 이형태가 오거나 매개모음이 오지만 

단독형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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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졸지{마다, 씩, 들}에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다.

ㅁ. *칠면조를 통째{마다, 씩, 들}로 구웠다.

ㅂ. *그렇게 치열했던 우리의 논쟁이 기실{마다, 씩, 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

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유현경(2010), 정상희(2015)에서는 ‘마다’, ‘씩’ 등을 통해 이들에 선행하는 단어

에 어떤 속성이 배분적으로 부과됨을 설명한 바 있다. 한국어 명사는 지시관형사, 

수관형사와의 결합을 통해 단수 지시 표현으로 기능하거나 후치사 ‘마다’, ‘씩’, ‘들’

과의 결합을 통해 복수 지시 표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2) 한국어 접

사 ‘들’ 역시 선행하는 명사나 명사구의 복수성을 지시하는데, 이 경우 집합성만을 

드러내지 않으며 배분성을 통해 ‘개체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기본적

으로 복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개체화할 수 있다는 것

은 곧 대상 개체를 ‘지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예들

을 통해 수식 불허성의 한국어 명사가 이들 ‘들’, ‘마다’, ‘씩’ 등을 후행 요소로 취하

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수식 불허성의 한국어 명사는 ‘지시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수식 불허성의 한국어 명사를 대상으로 지시관형사, 수관형사와의 구 구

성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배분성, 집합성을 의미하는 후치사들과의 결합 가능 여부

를 따져보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수식 불허성의 한국어 명사들이 수식 허가성의 

한국어 명사들과는 달리 지시 표현의 경계가 불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사의 비지시성은 단어들의 합성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형사 ‘한’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관형사 ‘한’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12) 물론 이들도 조사 ‘마다’나 접사 ‘씩’이 모든 경우 ‘배분성’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비배분

성’, 즉 ‘집합성’ 역시 뜻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는 ‘마다’, ‘씩’이 배분

성의 의미를 띤다는 일반론을 취해 이를 적용한다.

13) 전영철(2014), 한정성과 복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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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전별 관형사 ‘한’의 뜻풀이

사전

단어＼
《표준》 《고려》 《연세》 《조선》

하나 ○ ○ ○ ○

어떤 ○ ○ - ○

같은 ○ ○ ○ ○

대략 ○ ○ ○ ○

(‘-’은 사전에 뜻풀이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의 의미는 사전별로 배열순서가 차이 나지만 《연세》에서 ‘어떤’을 한 표제항

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 ‘같은’, ‘어떤’, ‘대략’의 네 의미가 동일하

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대략’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은 사전 분류

와는 달리 의미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표제항에서 동형어 관형사로 처리를 

하거나(이수미ㆍ김민국 2009) 분포를 고려할 때 부사로 처리해야 한다는(오민석 

2008, 유현경 2008) 논의도 있다. 본고에서는 ‘한’의 품사 분류 또는 사전에서의 다

의어 또는 동형어 처리보다는 이들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김민

국(2010)에서는 수관형사 ‘한’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통해 애초에 ‘하나’라는 지시

성이 뚜렷한 의미가, ‘같은’, ‘배타적 지시’(한 …, 한 …), ‘비한정 지시’(어떤), ‘대략’

의 ‘비한정 지시’의 의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화자와 발화된 대상 사이, 발화

된 표현과 발화 대상 사이의 지시 관계, 곧 지시성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을 보인 것

이다.



- 59 -

(25) ‘한’의 변천 과정 정리(김민국 2010: 47)14)

의미＼시기 중세 근대 현대 현재 문법 범주

단수 ―――――――――――…………………〉

수관형사같은(同) …………………………………………………………〉

배타적 지시 …………………………………………………………〉

비한정 지시 ―――――――――――――――〉 지시관형사

대략              ……………………―――――〉 체언수식부사

  본고는 이와 같은 의미가 관형사 ‘한’이 참여하는 ‘한N’ 구성의 명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N’ 구성 외에도 한국어에서 ‘하나’를 나타내는 ‘단

(單)’, ‘일(一)’이 참여하는 ‘단N’, ‘일N’ 구성의 명사도 후행 요소와 합성어를 이루

는 과정까지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이 지시성이 약화하는 가운데 수식 불허성

과 함께 조사 결합성이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한’, ‘일(一)’, ‘단(單)’이 참여하는 명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요소들이 구성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어 형성 과정에서 후행명사의 의미가 부각되기도 하고, 

사전에서 가지는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변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N’ 

류 단어의 지시성 또한 약화되고 비한정 지시성이 강화된다. 따라서 ‘한’, ‘일(一)’, 

‘단(單)’이 참여하는 명사는 ‘한’, ‘일(一)’, ‘단(單)’의 의미에 따라 다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26) ‘한N’ 구성의 합성명사 

ㄱ. 하나: 한구석, 한길, 한끝, 한목소리, 한목숨, 한입, 한주먹, 한쪽, 한칼, 한

탕, 한판, 

ㄴ. 같은15): 한가지, 한길, 한날, 한날한시, 한동기, 한동네, 한뜻, 한마을, 한

14) 점선과 실선은 시기별로 ‘한’이 가지고 있던 의미의 우열을 나타낸다. 점선은 해당 의미가 

우세하게 쓰였음을 나타내며, 실선은 해당 의미가 열세적으로 쓰였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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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한목소리, 한방(-房), 한배(同腹), 한배(同舟), 한사람, 한소리, 한속, 

한솥밥, 한시(時), 한자리, 한줄기, 한집, 한집안, 한차(車), 한통, 한통속, 

한패, 한편, 

ㄷ. 어떤: 한군데, 한데, 한때, 한번, 

ㄹ. 잠깐16): 한눈, 한마디, 한순간, 한잔, 한잠(一眠)

ㅁ. 큰: 한걱정, 한겨레, 한고비, 한근심, 한금(金), 한길, 한나라, 한닻, 한댁

(宅), 한동안, 한물, 한밑천, 한바탕, 한방(防)17), 한방망이, 한밭(大田), 한

새, 한소나기, 한자리, 한줄기, 한참, 한터, 

ㅂ. 끊임없는: 한가락, 한걸음, 한달음,  

ㅅ. 중심: 한가운데, 한겨울, 한바닥, 한바탕, 한자리, 

ㅈ. 전체: 한눈, 한살이, 한생(生), 한세상, 한평생, 

ㅊ. 한창18): 한더위, 한밤, 한봄, 한세상, 한여름, 한잠, 한창, 한철, 한추위, 

(27) ‘일N’ 구성의 합성명사 

ㄱ. 하나: 일가족(一家族), 일각(一角), 일갈(一喝), 일개인(一介人), 일거(一

擧), 일건(一件), 일격(一擊), 일견(一見)19), 일경(一景), 일경(一境), 일계

(一計), 일고(一考), 일고(一顧), 일곡(一曲), 일곡(一哭), 일과(一過), 일괴

육(一塊肉)20), 일구(一口), 일구(一句), 일국(一國), 일국(一掬)21), 일군

(一群), 일극(一極), 일기(一技), 일기(一氣), 일기(一騎), 일낙(一諾), 일남

(一男), 일녀(一女), 일념(一念), 일단(一段), 일단(一團), 일단락(一段落), 

일도(一度), 일도(一途), 일도(一道), 일독(一讀), 일람(一覽), 일련(一連), 

일렬(一列), 일례(一例), 일루(一壘), 일망(一望)22), 일맥(一脈), 일면(一

15) ‘같은’의 의미는 ‘한마음’에서처럼 ‘변함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6) ‘잠깐’의 의미는 ‘한잔’에서처럼 ‘간단한, 중요하지 않은’을 의미하기도 한다. 

17) 사전 비등재어이지만 ‘한방에’와 같이 실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18) ‘큰, 한창’의 의미는 ‘한밤’, ‘한잠’에서처럼 ‘깊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19) 한 번 봄 또는 언뜻 봄. 일견에, 일견. ‘한눈’과 구문 비교 필요

20) ‘한 덩어리의 고기’가 ‘한 사람의 자손’으로 의미 변화했다.

21) 한 움큼. 

22) ‘하나의 ‘보름(망)’ 동안’ 또는 ‘한눈에 바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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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 일명(一命), 일무(一無)23), 일문(一文), 일문(一門), 일박(一泊), 일반

(一飯), 일발(一發), 일방(一方)24), 일방(一放 단방), 일변(一邊 = 一方), 

일별(一別), 일보(一步)25), 일부(一部), 일삭(一朔)26), 일성(一聲), 일세

(一世), 일수(一手), 일순(一旬), 일심(一心), 일언(一言), 일엽(一葉), 일편

(一片)

ㄴ. 전체: 일가족(一--), 일공(一空)27), 일괄(一括), 일구(一口)28), 일국(一

國), 일군(一軍), 일군(一群)29), 일금(一金)30), 일금(一禁), 일기(一氣)31), 

일기(一期)32), 일당(一黨), 일대(一代), 일대(一帶), 일동(一同), 일동(一

洞), 일리(一里), 일망(一望), 일목(一目)33), 

ㄷ. 큰: 일갈(一喝), 일긴(一緊)34), 일변(一變)35), 일성(一聲), 일체(一體), 

일후(一吼)

ㄹ. 보잘것없는, 평범: 일개(一介), 일루(一縷)36), 일모(一毛)37), 일반(一般), 

일발(一髮38))., 일부(一夫), 일분(一分), 일순(一瞬), 일엽(一葉)39), 일진

23) ‘하나도 없음’의 의미가 ‘전무(전무)’ 즉 ‘전체가 없음’으로 확대되었다.

24) 길이 일방으로 통한다. / 강력히 항의하는 일방(한편) 이 사실을 공지했다.

25) ‘한 걸음’ 갈 만큼 ‘아주 가까움’을 나타낸다.

26) 한 달.

27)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28) 단 한 사람 / 여러 사람의 똑같은 말(그를 일구로 칭찬한다) / 한 마디 말.

29) 온 마을 / 한 마을

30) 일금 오백만원, 일금 이십만원, ...

31) 만물의 기운 / 오늘의 집안 분우기는 어제와 일기다.

32) 한평생 .

33) 애꾸 / 한쪽 눈.

34) 가장 중요함 또는 가장 중요한 물건.

35) 크게 달라짐.

36) ‘한 올’, 한 오리의 실. 몹시 미약하거나 불확실한 상태 / 일루의 광명, 일루의 잔명, 일루

의 희망.

37) 지극히 적은 분량.

38) ‘한 가닥의 머리털’에서 ‘극히 작음’을 의미한다.

39) 아주 작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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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塵), 

ㅁ. 언뜻, 대충: 일견(一見), 일고(一顧)40), 일람(一覽), 일면(一眠)41), 일별

(一瞥)42), 일식(一息), 일확(一擴)43), 

ㅂ. 처음, 첫째: 일경(一更)44), 일급(一級), 일단(一段), 일등(一等), 일류(一

流), 일미(一味), 일색(一色)45), 일석(一席)46), 일악(一惡), 일익(一翼)47), 

일인(一人), 일착(一着), 일총(一聰)48), 일품(一品), 일한(日寒)49), 

ㅅ. 일부, 조금, 부분: 일경(一境), 일곽(一郭/一廓)50), 일말(一抹), 일속(一

粟), 일시(一時)51), 일자(一字)52)

ㅇ. 변함없음: 일관(一貫), 일규(一揆)53), 일념(一念), 일로(日露)54), 일률(一

律), 일리(一理)55), 일철(一轍), 일편(一偏)56)

ㅈ. 같은, 한가지: 일궤(一軌), 일규(一揆), 일기(一氣), 일당(一堂), 일맥(一

脈)57), 일문(一門), 일반(一般), 일수(一手), 일시(一時 한때), 일심(一心 

한마음), 일양(一樣), 일음(一音), 일치(一致) 

40) 잠깐 되돌아 봄.

41) 잠깐 한잠을 잠.

42) 살짝 흘려봄. 흘낏 쳐다 봄.

43) ‘한 움큼’, ‘한 줌’에 쥘 만큼 ‘손쉽게, 한번에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4) 초경(初更) 첫 번째 경.

45) 천하제일의 미녀.

46) 으뜸 자리.

47) 중요한 구실 / 일익을 담당하다. 

48) 제일 뛰어남.

49) 제일 가난함.

50)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친 지역, 같은 성질의 것이 모여서 이루어진 구역.

51) 잠시.

52) 아주 적은 지식.

53) 같은 경우, 한결 같은 법칙.

54) 수출이 증가 일로에 있다. / 성장 일로에 들어선 회사.

55) 어떤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56) 한결같다.

57) 같은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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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달리, 다른: 일명(一名), 일변(一邊), 일편(一便)

ㅋ. 전체: 일반(一般), 일병(一竝)58), 일석(一昔)59), 일소(一掃), 일소(一消), 

일읍(一邑), 일임(一任), 일장(一場 한바탕), 일절(一切), 일좌(一座), 일촌

(一村), 일총(一寵)60), 일평생(一平生 한평생)

ㅌ. 가까움: 일보(一步), 일비(一臂)

ㅍ. 기타(극히 작은/적은): 일약(一躍 단번에, 아주 짧은 순간에), 일적(一適 

아주 적은 양), 일조(一兆 아주 많은 수를 이르는), 일조(一朝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짧은), 일종(一種 어떤 종류의), 일찰(一刹)나(那), 일축(一蹴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음.), 일침(一針/一鍼 따끔한 충고)61), 일향(一晌 아주 

짧은 시간), 일호(一毫 극히 작은 정도)

(28) ‘단N’ 구성의 합성명사가 가지는 의미 

ㄱ. (단, 오직) 하나(만): 단가(單價), 단과(單科), 단급(單級)62), 단기(單技), 

단기(單記), 단년(單年), 단당(單糖), 단도(單刀), 단독(單獨), 단막(單幕), 

단매(單-)63), 단모금(單-), 단문(單文), 단발(單發), 단발성(單發性), 단

방(單方)64), 단방(單放)65), 단방(單房), 단배(單拜), 단번(單番), 단벌(單

-), 단봇짐(單-), 단비(單比), 단살(單-)66), 단색(單色), 단선(單線), 단

설(單設), 단손(單-)67), 단술(單-)68), 단실(單室), 단열(單列), 단위동물

(單胃動物), 단일(單一), 단자(單字), 단작(單作), 단잔(單盞), 단층(單層), 

58) 죄다 .

59) 하루 저녁 / 보통 10년의 한 단위.

60) 사랑을 도가지함.

61) 침 한 대, 따끔한 충고.

62) 여러 학년이나 학급을 하나로 모아서 편성한 학급.

63) 단 한 번 때리는 매.

64) 한 가지 약재로 약을 조제함 또는 그 약제.

65) 단방에. = 단번에, 단술에, 단손에, 단매에, 단칼에, 단살에, ...

66) 단 한 대의 화살.

67) 단 한 번 쓰는 손. 단손에, 단손으로 = 혼잣손.

68) 단 한 번 뜬 밥술. 단술에, 단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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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單一), 단칼(單一), 단통(單一)69), 단판(單一)70), 단판(單板)71), 단행

(單行)72), 단형(單形), 

ㄴ. 혼자, 홀로73): 단병(單兵), 단보(單步), 단성(單性), 단식구(單食口), 단신

(單身), 단안(單眼, 외눈), 단영(單營, 독립군영), 단자음(單子音), 단행(單

行)74)

ㄷ. 짧은: 단마디(單-), 단음(單音, 최소 단위음)  

ㄹ. 낱낱이, 빠짐없이: 단기(單記), 단자(單子)

ㅁ. 첫째: 단마디(單-), 단물(單-, 맏물)75), 

ㅂ. 간단한, 단순한: 단답형(單答型), 단선적(單線的), 단세포(單細胞)76), 단

식(單式), 단음(單音), 단조(單調)77), 

ㅅ. 큰, 중요한: 단대목(單-), 단목(單-), 단수(單手)78), 

ㅇ. 쉼 없이: 단걸음에79), 단숨에, 단참(單-)에, 

ㅈ. 전문: 단과(單科)  

ㅊ. 기본: 단면(單面), 단위(單位),  

ㅋ. 함께: 단짝(單-), 단패(單牌)

ㅌ. 힘없는: 단가(單家), 

69) 그 자리에서 대번에 곧장 하는 것. 단통에, 단통으로.

70) 단 한 번에 승패를 가르는 판.

71) 단판걸이, 단판내기, 단판싸움, 단판씨름, ...

72) 단 한 번만 하는 행동.

73) 단창, 단첨, 단청 등등 건설 용어에서 ‘홑’의 의미를 가지는데, 보다 확장해서 전문용어에

서의 ‘단’(單)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홑’의 의미를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이때

의 ‘홑’은 ‘하나’가 아니라 ‘짝이 없음’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74) 동행이 없이 혼자서 감. 

75) 그해의 맨 처음에 나는 물건.

76) 비유적인 의미로 단순하고 원초적인 사람을 이름.

77) 가락, 장단 따위가 변화 없이 단일함.

78) 바둑, 장기 등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한 수. 결정적인, 중요한.

79) ‘단결에, 단김에, 단불...’의 ‘단’은 ‘단(單)’이 아니라 ‘달아오르다(다리미가 달다, 쇠가 벌

겋게 달다, 마음이 달다, 속이 달다, 애가 달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았다)’의 관형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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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은 ‘시도’, ‘시간’, ‘강조’, ‘한 차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의미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품사를 판정하는 데 여러 의견이 있다. ‘춤 한번 잘 춘다’에서처럼 ‘강조’

의 ‘한번’은 부사로 판정하지만, ‘한번 해 보다’에서의 ‘시도’, ‘한번은 그런 일이 있

었다’의 ‘시간(과거)’, ‘한번 놀래오세요’의 ‘시간(미래)’의 ‘한번’은 사전마다 품사 판

정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29)

      의미

   사전
시도

시간
강조 한 차례

과거 미래

《표준》 부사 명사 부사 부사 부사

《고려》 부사 명사 부사 부사 부사

《연세》80) 명사81) 명사 - 부사 -

《조선》 명사82) 명사83) - - 명사

(‘-’은 사전에 뜻풀이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0) ㄱ. 언젠가 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ㄴ.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KTX로 한번에 갈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한번’에 대한 사전들의 판단이

80) 모든 사전들이 ‘한번’의 의미에 따라 품사를 달리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다른 사전들이 이 의미들을 한 표제항 안에서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는 데 반해, 《연

세》에서는 명사 ‘한번’과 부사 ‘한번’을 다른 표제항에서 뜻풀이를 제시하여 ‘동형어/이의

어’로 처리했다는 차이가 있다.

81) 품사는 명사로 주어졌으나 ‘부사적으로 쓰이어’라는 문법조건이 주어졌다. 

82) 품사는 명사로 주어졌으나 ‘부사로 쓰이어’라는 문법조건이 주어졌다. 《연세》에서처럼 

명사가 부사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3) 품사는 명사로 주어졌으나 ‘<한번은>형으로 부사로 쓰이어’라는 문법조건이 주어졌다. 

《연세》에서처럼 명사가 부사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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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 《고려》에서 이들을 명사로 판정한 근거는 간략하게나마 추론하는 

것은 이들이 조사 ‘-은’과 결합한다는 것 외에도 다른 근거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한번’이 결합하는 조사로는 ‘-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한번에’의 

형식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에’가 나타내는 것은 ‘한번’의 사전 기술 의미와는 다

른 것이다. ‘한꺼번에’, ‘한숨에’, ‘한참에’가 ‘표준’에서 부사로 처리된 것처럼 ‘부사’

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다. 이는 ‘단

(單)N’형 구조의 명사들이 조사 ‘-에’와 결합한 ‘단걸음에’, ‘단꺼번에’, ‘단번에’, ‘단

숨에’, ‘단작에’가 부사로 처리된 것, 특히 ‘단번에’에 비교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들은 ‘-에’ 비결합형으로는 부적절한 문장으로 판정한다는 점에서 조사 

결합형 자체로 하나의 부사로 취급해야 하며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사’ 판정이 적절하다. 

  ‘한N’이 가지는 개체성이 소멸되면서 비지시성이 강화된 것은 ‘한N’ 구성의 명사

가 아닌 부사 ‘함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함께’는 ‘’가 그 원형

으로 ‘일시에, 동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31) ㄱ. 太子 오 象 나티며 바시고 둘희 힘  이기시니 <월인

천강지곡 15a>

ㄴ.  八萬四千 사과  佛法 中에 出家리니 <월인석보 23>

ㄷ. 너왜   物 보로 이 내 보 보미라 면 <능엄경>

ㄹ. 이 먼 因이 부텨  發心야 功이 기프며 願이 너버 이 記 得호 

<법화경 4:57b>

ㅁ. 賢과 聖괘   나도다 <두시언해 6:34a>

ㅂ. 너희 무른 모미 일홈과 다  업스려니와 廢티 몯 江河 萬古애 

흐르리라 <두시언해 중간 16:11b>

  이 ‘’는 하나를 의미하는 ‘’과 시간을 나타내는 ‘’ 그리고 조사 ‘-의’가 결

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대한국어로 ‘한때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의미는 

‘동시성’을 나타낸다. 16세기에 들어 ‘’, ‘’ 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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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성에서 ‘ㅂ’에 동화를 받아 ‘’의 음상이 변화한 결과이다.84)

(32) ㄱ. 아비 安이  올 李壽의게 죽고 제 兄弟 세히  病야 죽거늘 

<속삼강행실도, 효:3a>

ㄴ. 魚復浦에셔 잠 머믈오 楚王의 臺로  디나가리라 <두시언해 중간 

21:19b>

(33) ㄱ. 흔이 와  타 노니시 다가 마니 보내여늘  가져 니 

<삼강행실도 충:30a>

ㄴ. 넷 사이 民으로 더불어  樂 故로 能히 樂이다 <맹자언해 

1:5a>

  이들 외에도 ‘긔, 끠, 께, , 함’ 등의 표기도 확인할 수 있다. 홍윤표

(2009)에서는 음운변화로 ‘’가 ‘’가 되면서 ‘’이나 ‘’의 의미를 잃어버리

면서 이전에 지니고 있던 ‘동시성’이 아닌 ‘동반성’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보

았다. 이렇게 동일함을 지니고 있는 것은 ‘함께’만이 아니라 ‘한N’형의 명사 중 ‘한

가지’, ‘한마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동반성 역시 ‘비한정성’이 강화하면

서 그 지시성이 약화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단N’, ‘일N’ 구성의 단어들에서도 ‘한N’이 보여 주는 합성 과정에서의 의미 변화

와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3. 한국어 명사의 기능 특성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선효(2011: 16)에서는 관형어는 핵명사를 수식하는 기능

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핵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

은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하지 않는 ‘수식 불허 명사’의 성격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

84) 이는 ‘이맘때(<이+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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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핵명사가 아닌 비핵명사로서의 ‘수식 불허 명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들은 

문법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에 수식을 허가하지 못하며, 문장 내에서 어

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결국 후행하는 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조사와의 결합 형식으로서 문장 내에서 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의미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후행 조사의 수에도 차이가 나는 듯

하다. 같은 동일성을 보이는 ‘마찬가지’, ‘매한가지’, ‘한가지’ 등을 보았을 때 이들 

사이의 경쟁 관계, 즉 조사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정도의 차이는 결국 이들이 보이는 

경쟁 관계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의미가 가지는 지시성, 구

체성 또한 그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85)

  3.2.에서 우리는 한국어 명사를 의미 영역에 따라 분류한 논의를 따라 한국어 수

식 불허 명사가 어떤 의미 영역에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명사를 종합적으로 살

펴본다는 것은 앞서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들었던 분포, 의미, 기능, 형태와 관련한 

특성들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한국어 명사가 형태 불변화사로서의 형태적 특성이 있

기에 한국어 명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형태적 특성을 제외한 분포적 특

성, 의미적 특성, 기능적 특성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본고

에서 목표로 삼은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분포적 특

성을 기반으로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의 기능을 살

펴봄에 앞서 의미와의 연고나성을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었다. 

  정희정(2000: 15)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사의 특성을 정리한 바 있다.

(34) ㄱ. 사물의 개념을 나타낸다.

85) 말뭉치를 통해서 ‘마찬가지’(2527), ‘매한가지’(127)는 모두 ‘-이다’, ‘-로’, ‘-의’를 취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비중은 차이가 난다. ‘마찬가지’가 ‘-이 아니

다’(1%)를 포함하여 ‘-이다’를 취하는 것이 56%, ‘-로’를 취하는 것이 41%, ‘-의’를 취하

는 것이 3%다. 반면 ‘매한가지’는 ‘-이 아니다’(7%)를 포함하여 ‘-이다’를 취하는 것이 

90%로 압도적이다. ‘-로’를 취하는 것이 7%, ‘매한가지 N’ 구성이 3%다. ‘매한가지 N’ 구

성에서 ‘-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가 ‘매한가지’에 비해 ‘-이다’와 ‘-로’의 분배율

이 균등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로’가 자격이 아닌 이유일 경우 서술성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미 기능상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표면적으로 ‘마찬가지’와 ‘매한가지’의 조사 

결합 양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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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활용을 하지 않는다.

ㄷ.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ㄹ.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ㅁ. 조사와 결합해서, 또는 조사 없이 문장의 여러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ㅂ. 관형어의 받침말86)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정리는 최현배(1937/1982), 허웅(1995)의 명사 논의를 재정리한 것인데 

‘의미’의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42)의 특성은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

가 있다. 이 중 (42ㄷ, ㅁ)은 한국어 명사의 특성 중 기능과 관련된 설명으로 우리

는 앞서 기존 연구에서 기능과 관련한 언급을 가져오면서 ‘기능’이 ‘다른 단어들과 

맺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어떤 단어이건 문장 성분으로 문장의 의미 생성에 기여하는 것은 다른 단어

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른 것으로 한국어 명사는 어떤 조사와 결합하는가, 그리

고 그 결합에 따라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로 그 ‘기능’적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희정(2000: 40)에서는 명사의 의미와 그 의미로 인한 통사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86) 정희정(2000)의 ‘받침말’은 학교 문법에서의 피수식어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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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명사의 의미와 통사 특성

의미적 특성 자질 기능

지시대상1(실체)
관형성1 관형 기능

지시대상2(행위나 상태)

지시대상2 서술성 서술 기능

지시대상1의 속성 관형성2 관형 기능

지시대상2의 속성 부사성 부사적 기능

지시의미의 약화 문법소성

문장 연결 기능

양태 기능

시상 기능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 역시 정희정(2000)에서처럼 의미적 특성에 따른 기능을 

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식 불허 명사가 결합하는 후행 형식

에 따라 어떤 의미 기능을 보이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상의 조사들과 결합한 형식들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격을 가리지 않고 

복수의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단수의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기실은, 보통은, 한번은’ 등과 같이 특정 보조사만 취하는 경우라든지, ‘내하오’, ‘이

왕이면’,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등과 같이 ‘-이다’의 특정 활용형하고만 결합한 경

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장과 5장에서 ‘서술성’과 ‘수식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복수의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 말뭉치에서 확인한 여러 결합형의 사용 양상을 확인

하고 그 비중을 따져 ‘-이다’와의 결합형이 절대적이면 ‘서술성’에서, ‘-에’, ‘-으

로’, ‘-의’와의 결합형이 절대적이면 ‘수식성’의 각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그 비중의 

치우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절에서 모두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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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식 불허 명사의 서술어 형성

  본장에서는 앞장에서 서술성으로 분류한 수식 불허 명사를 대상으로 그 구문들을 

통해 통사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우리는 서술성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의 

형식으로 ‘-이다’ 결합형과 복합서술어 형식을 들었었다. 4.1. ‘-이다’와 결합한 구

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4.2.에서는 복합서술어 구성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4.1. ‘-이다’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

  서술성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가 ‘-이다’와 결합한다면 이는 곧 ‘비관형어 + N

이다’ 구성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다’와만 결합하는 형식부터 다른 격조사들

과도 결합하는 형식까지 조사 결합성의 정도가 다양하다. 본절에서는 그 중 ‘-이다’

와 결합하는 수식 불허 명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통사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이들 ‘-이다’와 결합하는 수식 불허 명사들은 형태적으로 ‘-적’ 결합형들과 ‘-

적’ 비결합형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적’ 비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는 

선행하는 ‘비관형어’의 형식에 따라 문형을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명

사형 전성 어미 ‘-기’ 결합형이 선행하는 ‘N이다’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명사, 인용

절 등 그 외 요소가 선행하는 ‘N이다’ 형식이다. 이처럼 명사형 전성 어미 ‘-기’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 -기’가 관형어, 보충어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어서 후행하는 수식 불허 명사와의 상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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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VP기{{∅, K} N이다’ 구성의 수식 불허 명사 

  서술성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 중 ‘VP기{∅, K} N이다’ 구성이 눈에 띈다. 우

리는 2장에서 간략하게나마 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어로 명사, 수사, 대명사, 관형사, 

관형격 조사(‘-의’ 조사구), 인용격 조사,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형 전성 어미 등이 

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중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한 ‘VP기{∅, 

K}’ 구성이 선행하며, ‘-이다’와 결합하는 다음과 같은 수식 불허 명사들이 있다.1)

(1)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기{∅, 가} 다반사다.2)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 가} 십상이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기{∅, 가} 예사다.

ㄹ. 밥은커녕 굶기{∅, 가} 일쑤다.

ㅁ. 쉬쉬하더라도 결국은 소문이 나기{∅, ?에} 마련이다.

ㅂ. 미리 알았기{∅, 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ㅅ. 고구마는 기근을 이겨내기{∅, 에} 십상인 구황 식물이다.

  명사형 전성 어미 ‘-기’는 ‘인천에 상륙하기 직전’과 같이 보충어 형식을 이루기

1) 사전에서는 명사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고작’, ‘일쑤’ 등이 ‘부사’로도 품사 분류가 되어 있

음을 본다면 부사 ‘그만’, ‘딱’ 등도 이들과 함께 고려해 볼 만하다.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그 사람 됨됨이가 아주 그만이다.

하늘이 더없이 푸른 것이 소풍가기에 딱이다.

김 군은 신랑감으로는 딱이다.

2) ‘다반사’와 동의어로 ‘일상다반사’와 ‘항다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가 동일하다

고 그 분포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상다반사’는 ‘우리 동네 일상다반사’(cf. *우리 동네 

다반사, *우리 동네 항다반사)와 같이 수식어가 선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반사’와 ‘항다

반사’와 달리 수식 가능 명사로 분류한다. 다만 동의어 또는 유의어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

는 어느 정도의 빈도가 주어져야 하지만 ‘다반사’에 비해 ‘일상다반사’, ‘항다반사’가 빈도수

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동의어 또는 유의어 구문에 대한 논의는 해당 어휘를 다루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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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술 빨리 마시기 대회’와 같이 관형어 형식을 이루기도 한다. 따라서 (1)에

서 ‘다반사’, ‘십상’, ‘예사’ 등의 명사에 선행하는 요소로 명사형 전성 어미 ‘-기’를 

든 것이 의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나름’, ‘때문’과 비교해서 (1)의 ‘VP기{∅, 

K} N이다’ 구성은 분명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곧 (1)의 수식 불허 명

사들은 선행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의 사이에 조사가 개입할 수 있지만, 다

음 (2)의 ‘나름’, ‘때문’은 선행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의 사이에 조사가 개입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나름’, ‘때문’은 명사형 전성 어미 ‘-기’ 이외의 관형

어 형식이 선행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논의에서 제외한다.

(2) ㄱ. 합격하고 못하고는 네가 열심히 하기{∅, *K}3) 나름이다.

ㄴ. 인정을 받고 못 받고는 제 할 나름이다.

ㄷ. 나는 내 나름으로, 너는 네 나름으로 일을 하자. 

ㄹ. 시간을 낼 수 없는 건 일이 많기{∅, *K} 때문이야.4)

ㅁ. 그 때문에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ㅂ. 그녀가 결국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건 사진 때문이었다.

ㅅ. 이 ‘기능’을 품사 분류의 제일 기준으로 삼은 때문이다.

  (1)의 ‘VP기{∅, K} N이다’ 구성에서 N은 명사형 전성 어미 ‘-기’를 포함한 ‘VP

기{∅, K}’ 구성이 없다면 자립해서는 기능할 수 없는 불구의 형태들임을 알 수 있

다. 

3) ‘-기’와 ‘나름’, ‘때문’ 사이에 어떤 조사도 개입할 수 없다.

4) 사전에서는 명사 ‘때문’에 대해 ‘(명사나 대명사, 어미 ‘-기’, ‘-은’, ‘-는’, ‘-던’ 뒤에 쓰

여)’라는 문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화기 자료에서는 관형형의 선행 성분 뒤에 쓰인 

‘때문’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세종 1200만 균형말뭉치에서는 관형형이 선행 성분인 ‘때문’

은 확인할 수 없었다. 

허원을 린 문에 긔가 셩를 못 밧게 되엿스니 셩가 요긴다 면<경향보

감 4:148>

괴악 음가 나 문에 슈건을 여 코를 막 거시 뎨일 몬저 <매일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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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다반사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십상이다.

ㄷ. *밤마다 클럽에 예사다.

ㄹ. *밥은커녕 일쑤다.

ㅁ. *쉬쉬하더라도 마련이다.

ㅂ.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ㅅ. *고구마는 십상인 구황 식물이다.

  따라서 이들 명사들을 선행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존명사’로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선행하는 ‘VP기{∅, K}’에서 이미 확인했듯 ‘VP기’와 ‘N’ 사이에 조

사 ‘-가’, ‘-에’ 등이 개입한 형식은 ‘달리기 대회’처럼 ‘VP기’와 ‘N’가 수식ㆍ피수식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ㄱ. 윈도우즈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편리하

기 때문이다.

ㄱ′. *윈도우즈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편리

하기가 때문이다.     (신서인 2000: 21)

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ㄴ′. *남자는 여자하기가 나름이에요.

(5)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기, 혼나기가} 다반사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 의심받기가} 십상이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기, 출입하기가} 예사다.

ㄹ. 밥은커녕 {굶기, 굶기가} 일쑤다.

  ‘다반사’, ‘십상’, ‘예사’, ‘일쑤’는 모두 조사 ‘-가’가 개입하더라도 적격성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VP기’와 ‘N이다’ 사이에 개입한 조사 ‘-가’는 분명 격조사로서 그

에 선행하는 ‘VP기’가 서술어 ‘N이다’의 주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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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2014: 71-72)에서는 ‘-이/가’가 기본적으로는 문법적으로 주어를 표시하는 것

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특수 조사적 용법, 양태 조사적 쓰임, 배타성 표지 등 

격표지 이외의 여러 기능을 부차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말뭉치를 통해 ‘이/가(JKS)’의 98.32%가 명사구에 결합하여 주격을 나타

내고 있음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일례로 일반적으로 주격을 나타내는 ‘-이/가’

가 다른 보조사로의 교체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다른 보조사

로의 교체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1ㄱ,ㄴ,ㄷ,ㄹ)의 ‘-가’가 주격 조사로 기능하고 있

음을 보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6)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기{가, 는, 도, 만} 다반사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가, 는, 도, 만} 십상이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기{가, 는, 도, 만} 예사다.

ㄹ. 밥은커녕 굶기{가, 는, 도, 만} 일쑤다.

  한편 (1ㅁ,ㅂ,ㅅ)의 ‘마련’, ‘망정’, ‘십상(十成)’은 ‘다반사’, ‘십상’, ‘예사’, ‘일쑤’와

는 그 양상이 다르다. 

(7) ㄱ. 쉬쉬하더라도 결국은 소문이 {나기, 나기가, ?나기에, 나게} 마련이다.

ㄴ. 미리 {알았기, 알았기에, *알았게, 알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ㄷ. 고구마는 기근을 {?이겨내기, 이겨내기에5), *이겨내게} 십상인 구황 식물

이다.

  사실 (7ㄱ)의 ‘마련’은 조사 ‘-에’가 개입했다고 하기에는 그 적격성에 의문을 감

출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임홍빈(1998)에서는 ‘-게’와 ‘-기’를 취하는 ‘마련이

다’ 구성에서, ‘-게’ 구성은 ‘마련이다’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보고, ‘-기’ 구성

5) ‘안성맞춤’, ‘적절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겨내기에 십상’과는 달리, 조사 비실현형으로서 

(7ㄷ)의 ‘이겨내기 십상’은 ‘필연’의 의미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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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련’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게 마련이다’ 구성은 보조적 연결어미 

‘-게’로 이어진 ‘[VP게] [마련이다]’의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고, ‘-기 마련이다’ 구

성은 ‘-기’로 이어진 ‘[VP기 마련]이다’의 의존명사 구성으로 본 것이다. 즉 임홍빈

(1989)에서는 ‘마련’에 선행하는 ‘-기’와 ‘-게’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한 것을 알 수 

있다.6) 반면 ‘마련’에 선행하는 ‘-게’와 관련해서 김진형(1997), 신서인(2000)에서

는 각각 ‘-게’를 ‘-기의’, ‘-기에’의 축약형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러기에>그러

게’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게’는 ‘-기의’보다는 ‘-기에’의 축약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0ㅂ,ㅅ)의 ‘망정’, ‘십상(十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알았기에>알았게’, 

‘이해하기에>이해하게’의 축약을 상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만을 확인할 

뿐 ‘-기에>-게’의 변화를 확정할 수는 없다.7)

6) 임홍빈(1989: 176-177)에서는 ‘그런 마련, 이런 마련’과 같이 관형어의 수식을 허용하는 

‘마련’은 ‘어떤 일을 위해 ���비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본고에서 다루는 

‘NPK 마련이다’ 구성의 ‘마련’과는 다르게 보았다.

7) 사전에서는 명사 ‘마련’에 대해 ‘(‘-은/던 마련으로’ 구성으로 쓰여)’라는 문형 정보를 제공

하고 의존명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때의 ‘마련’은 ‘상태, 정도’로 해석된다. ‘마련’의 어형

은 19세기 후반에서나 상당수 확인할 수 있는데 ‘-게 마련’의 형식은 단 하나의 예만 확인

될 뿐이다. 이외에도 ‘갖추다, 준비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마련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

다. 세종 1200만 균형말뭉치에서는 총 1,045 예 중 다음의 두 예만이 관형형의 선행 성분 

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적절하다, 어울리다’로 해석할 수 있는 ‘마련이다’형이 하

나 확인된다.

츈츄로 경칩와 상강에 두 번만 지내기로 마련엿다더라<대한매일신보>

필경코 오래 사지 못리니 셰히 혜아려 마련여라 니<경향보감3:86>

젼국 인민이 층등 업시 뎡부 은을 닙게 마련 거슨즉<독립신문>

죄 젹은 는 그쳐럼 표를 여 비럭질게 마련이라<아악부가집>

그 영생(永生)이라는 걸 또 생각해야 견딜 마련이어서

환경의 궁극적인 마련이 적어도 현대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할 때

놋주발이나 놋대접 감으로 '마련인' 일차 재료

   참고로 세종 1200만 말뭉치에서는 총 1045개의 예 중 ‘-기’를 선행 요소로 취하는 것은 

385개(36.8%)이지만 그 중 조사가 개입하는 것은 ‘기습을 당하면 십중팔구 패하기가 마련

이다’의 단 한 예뿐이다. 한편 ‘-게’를 선행 요소로 취하는 것은 656개(62.8%)이며 그 중 

조사가 개입하는 것은 ‘세상은 먹고 살게는 마련이다’의 단 한 예뿐이다. 비록 0.4%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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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ㄴ)의 ‘망정’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적격형으로 판정받는데, 이는 동형의 선

행 용언에 원인,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 ‘-으니(까)’가 붙은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와 평행하게 원인을 나타내는 조사 ‘-에’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8)9) 말뭉치에서는 

떻든 실례가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자료를 다룸에 있어 조심스럽다. 한편 강소영(2011:

149)에서는 ‘마련’의 ‘준비하여 갖추는 것’은 이미 준비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진행되는 방

향임을 알려주게 되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낳은 것으로 보았다.

8) 《표준》, 《고려》, 《연세》, 《조선》 등에서 ‘-기에’는 연결어미로 분류되어 있다. 성기

철(2005: 220)에서는 보조사 결합 여부를 따져보면 ‘-기에’를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결합

형으로 쉽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하도 좋은 날씨에{도, 는, 만, 야} 산책을 갔다.

하도 좋은 날씨기에*{도, 는, 만, 야} 산책을 갔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시한 바대로 조사 ‘-에’의 결합이 수의적이며, ‘-에’를 ‘-가’로 대신

해도(미리 알았기{∅, 에, 가}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적격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기에 망정이지’ 구성의 ‘-에’는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에’로 

분리할 수 있을 듯하다. 이는 이익섭ㆍ임홍빈(1983: 262, 268)에서도 확인했던 바다. 다만 

‘하도 좋은 날씨길래 산책을 갔다.’처럼 ‘미리 알았길래 망정이지, ...’에서도 ‘-기에’를 ‘-길

래’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에’를 분리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다. 

9) 사전에서 판정한 바를 따르면  연결어미 ‘-길래’와도 대치될 수 있다. 안주호(1999: 116)

에서는 ‘-기에 > -길래’로의 변화를 청각영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단음절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ㄹ/’을 개재시켜 강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에’

에서 ‘-길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모든 경우에서 대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

기에’와는 다른 어미로 보았다.

어디를 {가기에, 가길래} 그리 바쁘게 뛰어가니? 

날씨가 하도 {좋기에, 좋길래} 산책을 다녀왔어요.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부지런히 {배워라, 배우자}.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길래 부지런히 *{배워라, 배우자}.

우리는 힘이 필요하기에 부지런히 {배울 것이다, 배우겠다}.

우리는 힘이 필요하길래 부지런히 *{배울 것이다, 배우겠다}.   (이상 안주호 1999)

     안주호(1999)에서는 연결어미 ‘-기에’는 선후행절의 주어 선택에 제약이 없음을 말하며 

사전들에서는 ‘-기에’의 구어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길래’보다는 통사적 허가폭이 크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기에’와 ‘-길래/길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안주호(1999), 성기철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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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었지만 ‘미리 알아서 망정이지’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 ‘-아서’ 또

한 ‘망정’에 선행하는 용언에 붙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참조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7ㄴ)의 ‘망정’과 관련해서 ‘VP기(에)’ 말고도 ‘망정’에 선행하는 ‘V으니(까)’, ‘V어

서’는 관형사절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정’의 명사구 보문으로 볼 수는 없다.10)

  한편 ‘망정’에 선행하는 연결어미 ‘-으니’와 ‘-아서’는 두 형식의 의미의 유사성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논의들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성기철(2007), 윤평현

(2005) 모두 ‘-어서’, ‘-으니(까)’를 원인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

러나 성기철(2007)이 ‘-아서’가 특정 상황을 전제해야 하는 데 반해 ‘-니까’가 특

정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도 쓰일 수 있다고 했지만 윤평현(2005)에서는 ‘-아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데 반해 ‘-니까’는 개인적인 이유를 나타낸다고 한 데에서 관

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논의는 모두 ‘-어서’가 화용론

적으로 선행절에 초점을 두거나(윤평현 2005) 후행절에 대한 충분한 이유, 원인을 

제공한다고(성기철 2007) 보면서 ‘-니까’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장경희

(1993, 1994)에서는 ‘-어서’가 [+법칙성], [+계기성], [+인과성]을 보이는 데 반

해 ‘-니까’는 [+조건], [+사실성]을 보인다고 파악했는데 ‘조건’이라는 것이 이후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인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장경희(1993)에서의 [+조건]은 

결국 [+계기성], [+인과성]과 전연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 이 두 어미는 ‘망정’에 

선행해서 등장하는데, 또 다른 선행 요소 ‘VP기에’를 생각한다면 그 의미 차이는 그

리 크지 않아 보인다.

(8) ㄴ. 미리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ㄴ′. 미리 알아서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의의 문장이 되었을 때 그 적격성의 판단에 차이가 나는데 

10) 이익섭ㆍ임홍빈(1983: 279)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사구 보문을 규정한 바 있다.

ㄱ. 명사구 보문은 기저의 한 문장이 관형사절이 된 구성을 말한다.

ㄴ. 관형사절의 피수식어가 관형사절 내부의 한 성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ㄷ. 관형사절은 피수식어 즉 보문명사의 내용절(content clause)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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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현(2005)의 논의를 원용해서 설명한다.

(9) ㄱ. ?미리 알았으니(까) 밤새 회의를 하지 않았다.

ㄴ. 미리 알아서 밤새 회의를 하지 않았다.

ㄷ. 미리 알았기에 밤새 회의를 하지 않았다.

  윤평현(2005: 187-189)에서 ‘-어서’와 ‘-니까’의 화용론적 차이를 화자의 심리

적 태도를 기준으로 설명한 바 있다. ‘-어서’가 화제의 초점이 선행절에 있다면 ‘-

니까’는 화제의 초점이 후행절에 있다는 것이다.  

(10) 아내: 왜 늦었어요?

남편 ㄱ. 손님의 찾아와서 늦었어.

   ㄴ.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늦었어.

   ㄷ.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늦었지.      (이상 윤평현 2005: 187)

  (10)에서 아내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것은 (10ㄱ)인데 이는 질문의 초점

이 ‘왜’, 즉 늦은 것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늦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했고 이는 곧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10ㄱ)이 

(10ㄴ)에 비해 응답에 충실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10ㄷ)에서처럼 ‘-니까’가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는 종결어미 ‘-지’가 확인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10ㄷ)은 아내가 남편이 늦은 이유를 알고 있음을 전제할 수 있다. 즉 남편

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종결어미 ‘-지’를 사용함으로써 아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재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10ㄱ)이 ‘미리 알았으니(까) 밤새 회의를 하

지 않았지.’와 같이 종결어미 ‘-지’로 끝난 경우 적격성의 판단이 달라지는 데 대해 

설명할 수 있다.11)

  (10ㄷ)의 ‘십상’은 본래 한자어 ‘십상(十成)’으로 ‘열 중의 열’ 곧, ‘틀림없이, 반드

11) 윤평현(2005)에서는 이 외에도 ‘-어서’와 ‘-니까’의 화용론적 차이로 공손함, 공감, 당연

성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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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뜻하던 말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처럼 ‘꼭 맞게, 어울리는, 안성맞춤’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근대국어 시기부터이다(김양진 2011: 214-215). 현대국어에서는 

제시된 ‘VP기에 십상이다’의 예문이 대부분으로 ‘십상’에 선행하는 ‘VP기에’의 조사 

‘-에’는 처격(locative)의 논항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개는 힘이 좋고 끈기가 있어서 투견으로는 십상이다’와 같은 문형에서도 ‘적절

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6ㄴ)의 ‘십상(十常)’은 대체로 ‘죽기 십상이면 팔구

라’, ‘셔가 솜씨에 견지 못고 쥭엇기가 십상이면 팔구 될 듯다’와 같은 용법

으로 사용되며 ‘십상팔구(十常八九)’와 동일한 의미를 보인다. 즉 ‘십상(十常)’은 ‘십

상(十成)’의 ‘거의 예외가 없음, 필연’과는 전연 다른 의미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성만 확인할 수 있지만, 19세기 후반에서야 확인되

기 시작하는 ‘십상팔구’는 ‘VP기가’ 형 이외에도 주어, 부사어 형식을 선행 요소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ㄱ. 장가들 궁리부터나 하는 것이 {십상팔구, 십중팔구}일지 모른다.

ㄴ. 전화를 해도 그가 자리에 없을 것이 {십상팔구, 십중팔구}이다.

ㄷ. 늦게 일어났으니 지각은 {십상팔구, 십중팔구}이다.

(12) ㄱ. 그런 놈들에게 기습을 당하면 십중팔구는 패하기 마련이다.

ㄴ. 십중팔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ㄷ. 이렇게 걷다가는 십중팔구 지각하겠기에 애들 손을 꽉 잡고 재게 발을 놀

렸다.

ㄹ. 속도가 빠르면 십중팔구 오타가 난다.

ㅁ. 수험생의 십중팔구는 피곤하다.

(13) ㄱ.  욕심만 오랴다 슌죵치 안이기가 십상팔구가 될 것이라<빈상설

601> 

ㄴ. 길로 모다 가다가는 그놈덜을 놋치기가 십상팔구나 될 것이니<쌍옥적>

ㄷ. 알지도 못고 차가다가 망신만 기 십상팔구 쉽겟스닛가<천초목6>

ㄹ. 엇던 슐집에나 계집의 집에 가 잇기가 십상팔구 운 일일더러<옥호기

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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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순식간의 팔쳔 졔자와 각영 장졸이 십상팔구나 업난지라<초한전 고소설 

판각본 전집3>

ㅂ. 셰상가 십상팔구나 과 치 못 일도 항상 잇고<한월39>

ㅅ. 착헌 것슬 비교허면 악헌 일이 젼혀 만아 십상팔구 다 되니<악부下2>

(14) ㄱ. 문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상이다.

ㄴ. 소청(訴請)이 많아 은유(恩宥)로 처리하자니 法이 유명무실해지기 쉽상이

다.  

ㄷ.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으로 떨리기 쉽상이다.

  (11)의 ‘십상팔구’는 ‘-이다’와 결합하여 ‘거의 대부분, 거의 틀림 없음’의 의미를 

가지는데, ‘십중팔구’ 역시 이와 동일한 구성을 보임을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12ㅁ)에서는 피수식어로서의 ‘십중팔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험생의 대부분’

이 피곤하며, 이는 ‘십중팔구 수험생은 피곤하다’와 같이 ‘수험생이 피곤하다’는 명제

가 당연함을 의미한다. ‘십상팔구’가 (13)과 같이 19세기 후반에 확인할 수 있는 데 

비해 ‘십중팔구’는 현대국어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듯하다. 한편 (13ㄷ,ㄹ)은 사실 

‘십상팔구 망신만 기 쉽겟스닛가’, ‘십상팔구 계집의 집에 가 잇기가 운 일일

더러’와 같이 ‘십상팔구’의 부사적 쓰임을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의 

‘쉽다’와 관련하여 현대국어에서 확인되는 (14)를 보자. ‘십상(十常)’과 ‘십상팔구’ 

그리고 ‘십중팔구’의 의미를 ‘거의 대부분, 거의 틀림 없음’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곧 

일이 진행하는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임을 뜻한다. 즉 일의 진행이 수월하

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의미의 개입이 음운적 유사성으로 인해 ‘쉽상’으로 표현된 것

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양진(2011: 215)에서는 이 ‘쉽상’을 ‘적격성’의 ‘십상(十

成)’과 관련지었으나, 의미를 따져본다면 ‘거의 대부분, 거의 틀림 없음’의 ‘십상(十

常)’으로 보아야 한다.

  이금희(2012ㄴ)에서는 ‘십상’, ‘일쑤’, ‘마련’과 함께 보문명사 ‘법’을 상호 비교하

면서 이들이 선행 요소의 명제를 일반화시킨다는 의미적 공통점이 있지만 ‘-기 마

련이다’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사실일 경우, ‘-기 십상이다, -기 일쑤이

다’는 화자의 경험에 따른 것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일 경우에 쓰이고 ‘-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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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나름 때문 마련 망정 십상 다반사 십상 예사 일쑤

선행 요소
관형형 어미 12)*

명사형 전성 어미 ‘-기’

선행 조사 X -에 -가

범주 판정 의존명사 수식 불허 명사

수식 여부 수식 필수성13) 수식 불허성

다’는 자연적인 법칙이나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운 경우에 쓰인다는 화용론적인 차이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모두가 ‘N이다’ 구성에 선행하는 명제에 대해 양태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사 ‘-가’가 개입하는 ‘다반사, 십상, 예사, 일쑤’와 조사 ‘-가’가 개입하지 

않은 ‘마련’, ‘망정’, ‘십상(十成)’은 관형형 어미의 선행 여부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앞선 논의에서 ‘나름, 때문’은 관형형 어미가 관형어로 선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망정’은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를 선행하는 형식만을 확인했지만 ‘-을망

정’이라는 어미의 문법화 과정을 따져본다면 이전에는 관형형 어미 ‘-을’이 관형어

로 선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련’ 역시 ‘-은 마련이다’ 구성을 확인할 수 있

는데, ‘VP기{Ø, K} N이다’ 구성에서 조사 ‘-가’의 개입은, 관형형 어미가 N에 선행

하느냐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VP기{Ø, K} N이다’ 구성에서의 N의 명사성 판단

12) ‘망정’은 현대국어에서는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 요소로 명사형 전성 어미 ‘-기’에 

조사 ‘-에’가 수의적으로 결합한 형식 외에도 연결어미 ‘-으니(까)’, ‘-어서’가 앞서는 형

식만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수식 불허 명사로 판정할 수 있는데,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ㄹ망정’에서 관형형 어미+의존명사 구성이 문법화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3) ‘때문’은 현대국어에서는 선행 요소로 ‘관형사’, ‘관형형 어미’, ‘명사형 전성 어미’ 등 관형

어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존명사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 ‘-에’

와 결합한 ‘때문에’ 형식은 선행 요소 없이도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등과 같은 접속

사로서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장소원(2008)에서는 이를 생략부사어라는 이름으로 처

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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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VP기{∅, K}’ 구성이 해당 N이 반드시 요구하는 관형

어로서 술어 구성이 취하는 태도의 근거가 되는 명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여기서의 N에 선행하는 요소가 관형어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VP기{∅, K} N이다’ 구성에서 ‘N이다’ 구성을 하나의 서술 단위, 곧 

용언으로 상정하는 것은 어떤가. ‘-이다’는 통사적으로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의존

적이어서 독자적으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없고,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 해당 선행 

요소를 상태 동사로 기능하게 하는 문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선웅(2012:

127-129)에서는 ‘-이다’를 형태를 기준으로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라고 하면서 의미적 기능에 근거해서는 지정형용사, 통사적 기능에 근거해서는 의

존형용사로 달리 부를 수 있다고 했다.14) 다만 의미적으로 원형적인 형용사성이 매

우 부족하기 때문에 타 품사론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문법에서는 통사적 기준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명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서술

격)조사’로 처리하였으나 ‘-이다’에 후행하는 요소가 어미라는 점에서 체계상의 문

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5)

(15)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기, 혼나기가} 다반사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 의심받기가} 십상이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기, 출입하기가} 예사다.

ㄹ. 밥은커녕 {굶기, 굶기가} 일쑤다.

ㅁ. 쉬쉬하더라도 결국은 소문이 {나기, *나기가, 나게} 마련이다.

14) 대부분의 명사가 ‘-이다’와 결합함으로써 서술성을 가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문장 내

에서 서술어로서 몇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명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규(2009: 81)에서는 의미역 할당과 관련해서 ‘N+

와’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친구, 형제, 자매’ 류의 단어들은 ‘형, 삼촌, 고모’ 류의 단

어들과는 달리 ‘-이다’와 통합하여야만 완전한 ‘서술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이다’의 

서술성 부여 기능을 언급한 것이다. 

15) 김창섭(2011)에서는 표지되지 않은 보충어, 즉 격조사를 가지지 않는 보충어에 직접 결

합하는 부접어의 동사 범주로 ‘같다’, ‘답다’, ‘시작하다’와 함께 ‘-이다’를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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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미리 {알았기, 알았기에, 알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ㅅ. 고구마는 기근을 {?이겨내기, 이겨내기에} 십상인 구황 식물이다.

(16)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는 것이 흔하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 의심받기가} 쉽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는 것이 {잦다, 흔하다}.

ㄹ. 밥은커녕 굶는 일이 잦다.

ㅁ. 쉬쉬하더라도 결국은 소문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

ㅂ. 미리 {알았기, 알았기에, 알았으니} 잘됐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ㅅ. 고구마는 기근을 {이겨내기, 이겨내기에} 알맞은 구황 식물이다.

  (16)은 ‘VP기{∅, K} N이다’ 구성을 ‘N이다’ 결합형의 통사ㆍ의미적 특성을 고려

하여 유사한 의미의 ‘NP-K A’의 형용사문으로 고쳐본 것인데, 조사 ‘-가’, ‘-에’를 

기준으로 앞뒤의 ‘VP기{∅, K}’와 ‘N이다’는 각각 문장의 주부(主部)와 술부(述部)

로 볼 수 있다. 남길임(2006: 294)에서는 ‘마련, 일쑤, 십상’이 거의 대부분 ‘-이다’

와 함께 쓰이며,16) ‘-은/던 마련으로’ 형식이나 ‘일쑤 라면으로, 십상 잘 쓴다’와 같

은 사전 용례로 제시되는 명사ㆍ부사적 쓰임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

의 의미 단위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게 마련이다, -기 일쑤이

다, -기 십상이다’ 형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N이다’ 결합형이 어휘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신선경(1993)에서는 ‘-이다’가 수행하는 의미 기능이 선행하는 

보어들에 대해 의존적이라고 언급하고 ‘N1이 N2이다’를17) ‘-이다’ 구문의 기본문형

어휘 총빈도 ‘-이다’ 결합 빈도 비율

마련 372 360 96.77%

일쑤 316 306 96.84%

십상 209 199 95.22%

16) 남길임(2006: 294)에 의하면 세종 계획 결과물 1000만 균형 말뭉치를 통해 다음의 빈도

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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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고 ‘-이다’와 그 보어(complement) 사이의 선택 제약으로 다음의 세 가

지를 들었다.

(17) ㄱ. N1과 N2는 상호 공유하는 자질들에 있어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한다.

ㄴ. N1과 N2가 구체적 사물 명사일 경우, N2는 N1에 대하여 의미적으로 그 

외연이 동일하거나 크다.

ㄷ. ‘-이다’ 구문의 명사구들이 상이한 성질의 명사일 때, 이들 사이에는 일

정한 위치 제약이 작용한다. N1에는 속성 등을 갖는 명사구가, N2에는 속

성 등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실현되는 제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신선경(1993: 132-134)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마련, 망정, 일쑤’ 등의 

명사들은 주로 ‘-이다’ 앞에만 나타나는, 출현 위치 제약을 보이는데, 이들 명사들

은 독립된 명사로 쓰이지 않고, ‘-이다’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면에서 ‘깨끗+하다’ 

류의 파생어와 유사하게 보았다.18) 그리고 이러한 처리는 (25)에서 얘기한 ‘-이다’ 

구문의 전형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 오히려 선행하는 형식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

도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용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은 ‘VP기{∅, K}’ 구성의 ‘-

기’를 ‘-아/어’, ‘-게’, ‘-지’, ‘-고’와 함께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잇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처리해야 한다는 체계상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 ‘-가’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N이다’가 구성이 서술 단위로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보

조용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VP기{∅, K}’와 ‘N이다’ 사이에 개입

하는 조사는 ‘오늘은 하늘이 높지{∅, 가, 는} 않다’, ‘요즘 밥을 잘 먹지{∅, 를, 

는} 못한다’의 ‘-가, -는, -를’ 등과 평행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입 요

소 ‘-가’가 격표지를 부여하는 격조사로서, 일반적인 격조사는 보조용언에 선행할 

수 없다는 분포적 특성을 떠올린다면 보조용언으로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격조사는 

보조사와 비교해서 선행 요소와의 결합 환경이 다르다. 보조사가 체언, 명사형 어미, 

17) 실제 ‘N1’과 ‘N2’는 ‘NP1’과 ‘NP2’일 것이다.

18) 물론 ‘깨끗{도, 만, 은} 하다’와 같이 어근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깨긋+하다’ 류의 

파생어보다 ‘N이다’ 구성의 결합 정도가 더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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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부사형 어미,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 선행 요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문

법 단위들과 결합할 수 있지만19) 격조사는 체언과만 결합할 수 있다는 분포적 차이

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 (18)에서처럼 연결어미 ‘-지’ 뒤에 조사 ‘-가’가 후

행하고 있음은 분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격조사 ‘-가’와 보조사 ‘-는’의 분포적 차

이를 강조할 수 없게 한다.20)21)

(18) ㄱ. 날씨가 춥지{가, 는} 않다.

ㄴ.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가, 는} 않다.

ㄷ. 그에게 일을 시켰지만 영 미덥지{가, 는} 못하다.

ㄹ. 동네에 남은 사람은 거의{가, ?는} 노인이다.

ㅁ. 동생의 그림은 대개{가, 는} 낙서나 다름없었다.

ㅂ. 네 말은 도대체{가, *는} 틀려먹었다

ㅅ. 이제부터{가, 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격 체계가 강조되다 보니 보조사들에 비해 그 의미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

으로 떨어지지만, 정보 구조와 관련한 많은 논의 덕에 우리는, ‘-은/는’은 주제와 연

관되어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내포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

의 내용과 함께 쓰이는 반면, ‘-이/가’는 새로이 알게 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며 

유일성ㆍ특정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가’의 의미 기능과 관련하

여 이필영(1982), 성기철(1994) 등에서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언급하

기도 하는데, (18)의 조사 ‘-가’는 선행 요소에 대한 강조로도 해석할 수 있을 듯하

다. 부정하는 상황, 즉 날씨가 춥거나, 기분이 좋거나, 그가 미덥거나 하는 상황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8ㄹ,ㅁ,ㅂ,ㅅ)에서 격조사 ‘-가’는 

19) 어근 분리와 같이 단어 사이에도 쓰인다.

20) (18ㅂ)에서처럼 보조사 ‘-는’은 오지 못하지만 격조사 ‘-가’는 올 수도 있다. 다만 이들

을 격체계가 아닌 정보 구조 차원에서 논의할 경우에는 논의의 차원이 달라진다.

21) 김기혁(2010)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조용언 범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학교 문법에서 보

조용언으로 처리한 대상들을 모두 본용언으로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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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 ‘-는’보다 선행 요소인 부사를 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

은 의미 기능은 격조사 ‘-가’의 격표지 이외의 부차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성기철(1994)에서는 격조사가 가지고 있는 격기능 외의 의미로 ‘지정’, ‘선택’, ‘배

타’, ‘대조’ 등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었지만, 이상의 의미들은 모든 격조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격조사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9) ㄱ. 바람{∅, 이} 분다.

ㄴ. 바람{∅, 이} 좀 분다.

(20) ㄱ. 김철수 장관{∅, 이} 미국에 다녀온 후에, 북쪽의 설명{∅, 이} 발표되

었습니다.

ㄴ. 김철수 장관{∅, 이} 미국 다녀온 후, 북쪽의 성명{∅, 이} 발표되었어.

(21) ㄱ. 비{∅, 가} 온다.

ㄴ. 기대했던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온다.

(22) 지구{∅, 가} 점점 오염돼 간다.

  이상의 예들에서 격조사 ‘-이/가’는 격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명시적으로 주

어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다만 (19)의 ‘바람’과 ‘불다’ 사이의 의미 연관성보다 

(21)의 ‘눈’, ‘비’와 ‘오다’ 사이의 의미 연관성이 보다 더 개연적이라는 사실은 격조

사가 가지는 ‘지정’, ‘선택’, ‘배타’, ‘대조’의 의미가 격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격조

사가 쓰인 문장 내 어휘의미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기철

(1994: 294)에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형태 ‘-가’에 의해서 주어가 명시됨으로써 

주어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앞서 다루었던 예문을 다시 가져온다.

(23)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기 다반사다.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기가 다반사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 십상이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가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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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기 예사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기가 예사다.

ㄹ. 밥은커녕 굶기 일쑤다.

ㄹ‘. 밥은커녕 굶기가 일쑤다.

  격조사 ‘-가’가 실현되었을 때와 비실현되었을 때를 비교하면, 격조사 ‘-가’가 실

현되었을 때 뒤따르는 ‘N이다’ 결합형이 보여 주는 태도의 근거 상황, 즉 담배 피우

다가 걸려서 혼나는 상황,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는 상황 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고 있다. 격조사 ‘-가’가 선행하는 명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은 (18)에서 격조

사 ‘-가’가 보조용언 ‘아니하-’에 선행하는 것을 통해 이미 확인했다. 다만 신선경

(1993)에서도 ‘보조용언적 쓰임’이라고 지적한 것이나 체계상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개입 요소 ‘-가’를 통해 ‘VP기{∅, K} N이다’ 구성에서 ‘N이다’를 보조용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본용언, 보조용언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N이다’ 구성이 서

술 단위로 기능할 수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2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서술 단위로 

기능할 때의 수식 양상은 이들의 서술 단위로서의 완성도에 정도성의 차이가 있음

은 확인할 수 있다.

(24)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기(가) 아주 다반사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가) 아주 십상이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기(가) 아주 예사다.

ㄹ. ?밥은커녕 굶기(가) 아주 일쑤다.

ㅁ. *쉬쉬하더라도 결국은 소문이 {나기, *나기가, 나게} 아주 마련이다.

ㅂ. ?미리 {알았기(에), 알았으니} 아주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22) 신선경(1993: 133)에서는 ‘엉망이다, 제격이다, 다행이다’가 스스로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남길임(2006: 294)에서도 분포적 측면에서 어근과 함께 쓰인 

‘열심이다, 다행이다’를 하나의 어휘 단위로 볼 수 있음은 당연하거니와 원래 부사의 의미

가 변화한 ‘그만이다, 고작이다, 제법이다’ 역시 하나의 형용사 자격으로의 사전 등재 가능

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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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고구마는 기근을 {?이겨내기, 이겨내기에} 아주 십상인 구황 식물이다.

(25)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는 것이 아주 흔하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가) 아주 쉽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는 것이 아주 {잦다, 흔하다}.

ㄹ. 밥은커녕 굶는 일이 아주 잦다.

ㅁ. 쉬쉬하더라도 결국은 소문이 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ㅂ. 미리 {알았기(에), 알았으니} 아주 잘됐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ㅅ. 고구마는 기근을 {이겨내기, 이겨내기에} 아주 알맞은 구황 식물이다.

  그렇다면 ‘VP기 N이다’ 구성 전체를 한 단위로 볼 수는 없을까. ‘VP기{∅, K} N

이다’ 구성 전체를 아울러 문법적 연어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다. 문법적 연

어는 ‘어휘요소와 문법요소 상호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연어핵인 어휘요

소가 연어변인 문법요소를 제약적으로 선택한 구성’(임근석 2006: 34)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어휘요소인 N이 문법요소인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 ‘-이다’를 제약적

으로 선택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VP기{∅, K} N이다’ 구성은 문법적 연어로 정의하

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련이다’를 제외한 다른 ‘N이다’ 결

합형이 선행하는 ‘-기’ 명사형과의 사이에 조사 ‘-가’, ‘-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문법적 연어, 그 중 어미적 연어가 보조사나 다른 명사적 요소의 

개입을 허가할 수 있는데(임근석 2006: 169-170) 앞서 우리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 ‘N이다’ 두 단위 사이에 개입하는 조사 ‘-가’가 강조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었다. 격표지로서의 주요 기능과 함께 ‘강조’라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는 

조사 ‘-가’는 문법적 연어의 연어핵과 연어변 사이에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여겨

진다. 

  그런데 통사적 결합 구성의 긴밀성을 따져볼 때 N에 선행하는 형식의 고정성의 

정도는 개별적인 차이를 보인다. 

(26)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기가 다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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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당시에는 홍역이나 마마 도는 열병에 걸려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

ㄷ. 그 시대에는 그런 일쯤이야 다반사였다.

(27) ㄱ.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가 십상이다.

ㄴ. 쌍둥이라면 서로 닮기 십상인데, 너희 둘은 그렇지 않구나.

ㄷ. 내가 헛스윙을 한 걸 애들이 다 본 이상 소문 퍼지는 건 십상인데.(이금

희 2012: 64)

(28) ㄱ.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기가 예사다.

ㄴ. 그의 어머니는 날이 밝고서야 자리에 드는 것이 예사였다.

ㄷ. 하루 종일 통으로 굶는 일이 예사였다.

(29) ㄱ. 밥은커녕 굶기가 일쑤다.

ㄴ. 누구나 보기만 하면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일쑤다.(이금희 2012: 64)

ㄷ. 이 바람에 비서관들과 행정관들도 툭하면 밤샘이 일쑤다.(이금희 2012:

64) 

(30) ㄱ. 쉬쉬하더라도 결국은 소문이 나기 마련이다.

ㄴ. 물건이란 오래 쓰면 닳게 마련이다.

(31) ㄱ. 미리 알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ㄴ. 이번 진급에서 끝자리에라도 올랐으니 망정이지 잘못하면 망신당할 뻔했

다.

(32) ㄱ. 고구마는 기근을 이겨내기에 십상인 구황 식물이다.

ㄴ. 키가 작은 네게는 이 구두가 십상이다.

  ‘다반사, 십상(十常), 십상(十成), 예사, 일쑤’가 연어변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 ‘-

기’를 선택함과 동시에 주부(主部)가 가능한 데 반해, ‘마련, 망정’은 연어변으로 오

로지 ‘-기, -게, -으니’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사적 결합 구성의 긴밀도가 앞선 

다섯 단어들에 비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VP기{∅, K} N이다’ 구성의 ‘N이다’ 결합형의 통사ㆍ의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NP-K A’의 형용사문으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N이다’ 결합형이 선행하

는 V에 대한 화자의 태도, 즉 ‘양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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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기, 혼나기가} 다반사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 의심받기가} 십상이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기, 출입하기가} 예사다.

ㄹ. 밥은커녕 {굶기, 굶기가} 일쑤다.

ㅁ. 쉬쉬하더라도 결국은 소문이 {나기, *나기가, 나게} 마련이다.

ㅂ. 미리 {알았기, 알았기에, 알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ㅅ. 고구마는 기근을 {?이겨내기, 이겨내기에} 십상인 구황 식물이다.

(34) ㄱ. 담배 피우다가 걸려 혼나는 것이 흔하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 의심받기가} 쉽다.

ㄷ. 밤마다 클럽에 출입하는 것이 {잦다, 흔하다}.

ㄹ. 밥은커녕 굶는 일이 잦다.

ㅁ. 쉬쉬하더라도 결국은 소문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

ㅂ. 미리 {알았기, 알았기에, 알았으니} 잘됐지 안 그랬다면 밤새 회의만 할 

뻔했다.

ㅅ. 고구마는 기근을 {이겨내기, 이겨내기에} 알맞은 구황 식물이다.

  ‘다반사, 십상(十常), 예사, 일쑤’가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마련’은 ‘당연히 

그럴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망정’은 ‘안도, 다행’을, ‘십상(十成)’은 ‘적절함, 알맞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다반사, 십상(十常), 예사, 마

련, 십상(十成)’이 명사로서의 의미가 그대로 ‘VP기{∅, K} N이다’ 구성에 반영되었

다. 그러나 ‘마련’의 경우 근대 후기 문헌에서 확인되는 아래의 예들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23)

23) ‘일쑤’에 대해서는 그 어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수(一手)’의 의미로서 쓰이는 다

음과 같은 구문이 본고에서 다룬 ‘VP기{∅, K} N이다’ 구성을 보여 관심이 간다.

어른 욕기가 난당이오 동무 려주기가 일수며 남의 말은 긔여코 위반기를 

쟝기로 아라 <금강문7>



- 92 -

(35) ㄱ. 인을 잡아 즉시 판쇼로 넘기게 마련이오 유무간에 가두 권리 

업 바이어<매일신문3 1898>

ㄴ. 식쥬인을 뎡고 밥을 먹게 마련이라 넉넉지 못 관황에 밥 먹고 

<홍도화>

ㄷ. 죄 젹은 는 그쳐럼 표를 여 비럭질게 마련이라. <아악부가집2>

ㄹ. 이것은 뎌것이 되지 안케 마련이라 엇던 것은 젹고 엇던 것은 크며 <경

향보감2 1907>

  ‘죄인을 잡아 즉시 재판소로 넘기게 준비하오’, ‘이것은 저것이 되지 않게 준비하

라’ 정도로 해석되는 것이 현대국어의 ‘마련’이 보이는 ‘-게 마련이다’의 ‘당연히 그

럴 것임’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어디서 행패냐’, ‘나는 적극 찬성이

다’와 같이 동작명사가 ‘-이다’와 결합하여 동작성을 띠는 어휘로 전성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대 후기 문헌에서 확인된, (35)의 ‘마련이다’도 그와 같은 구조

로 보인다.24)

  참고로 ‘VP기{Ø, K} N이다’ 구성과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N의 자리에 

부사 ‘그만’, ‘딱’이 오는 경우다.

(36) ㄱ. 이제는 그만 끝내고 싶은 마음이다.

ㄴ. 딱 들어맞는 게 더 이상 흔들림은 없어 보인다. 

(37) ㄱ. 오늘은 수업하기{Ø, 에, ?가} 그만이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Ø, 에, ?가} 딱이다.

(38) ㄱ. 오늘은 수업하기{Ø, 에, 가} 좋다.

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의심받기{Ø, 에, 가} 쉽다.

24) ‘VP기{∅, K} N이다’ 구성을 보이는 여러 명사들 가운데, ‘마련’의 의미가 다른 명사들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과 선행 요소의 고정성의 정도를 따져볼 때, ‘마련>망정>다

반사, 십상(十常), 십상(十成), 예사’의 순으로 해당 명사가 이루는 통사적 구성의 긴밀도를 

따져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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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과 ‘딱’은 (37)에서 보듯이 각각 ‘그 정도만 하고’, ‘정확히 맞닿은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는데25) 이들이 ‘-이다’와 결합한 형태로는 선행하는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38)에서처럼 대응되는 형용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명사 판정어들의 선후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단어들을 확

인하고 이들 가운데 ‘VP기{Ø, K} N이다’ 구성을 이루는 명사들은 모두 앞선 명제

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이 문장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

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들의 통사 의미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후 요소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우선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4.1.2. ‘NPK N이다’ 구성의 수식 불허 명사

  ‘-이다’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는 선행 요소로 올 수 있는 것들이 3.1.에서 보

듯 ‘VP기{Ø, K}’ 형식만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들 외에도 선행하는 요소로 명사절

과 부사절을 요구하는 ‘-이다’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도 확인할 수 있다.

(39) ㄱ.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는 모습이 가관이다. 

ㄴ. 너도나도 무스탕이니 밍크코트니 입고 다니는데 참 가관이더라.

ㄷ. 더 가관인 것은 새벽 영업을 정지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다.

(40) ㄱ. 부엌에서 허겁지겁 몇 술 뜨는 게 고작이었다.

ㄴ. 그래봤자 대입검정고시 합격증이 고작이었다.

ㄷ. 책상 하나, 냉장고 하나가 고작인 자취방이었다.

(41) ㄱ. 언사에 조심해야 하는 건 물론이요,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한다.

25) 물론 이 의미 외에도 ‘그만’은 ‘그만 일로 상심하지 마라’에서처럼 관형사로의 쓰임도 확인

할 수 있으며 ‘딱’은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창문을 닫자 소음이 딱 그쳤다’ 등의 부사로의 

쓰임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이 ‘-이다’와 결합한 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제시한 의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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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상표에 링컨이 그려져 있음은 물론이다.

ㄷ. 뗏배는 물론이거니와 주낙배 한 척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게다.

  ‘가관’, ‘고작’, ‘물론’은 모두 수식 불허성의 명사로 ‘-이다’와 결합하여 선행 구성

에서 표현되는 ‘대상’(모습, 정부 정책, 합격증, 책상, 냉장고, ...)이나 ‘일’(고급 의

류를 입고 다니는 일, 언사를 조심하는 일, 선박을 마련하는 일, ...)이 어떠하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서술성을 보여 주고 있다. ‘가관’은 평가 대상이 별 볼 일 없음

을, ‘고작’은 평가 대상이 별것 아님을, ‘물론’은 평가 대상이 되는 행동이 당연함을 

나타낸다. 곧 이들 ‘-이다’ 결합형들은 모두 선행 구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데 선행 명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평가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관(可觀)’은 한자어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볼 만하다’로 한국어 보

조 용언 구성 ‘-을 만하다’가 ‘먹을 만하다, 입을 만하다’와 같이 본용언의 행위가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치 평가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 이는 부정적인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가관’과는 그 

쓰임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전혀’, ‘별로’ 등을 생각해 본

다.

(42) ㄱ. 영호가 판소리에 관심이 있나요? / 전혀.

ㄴ. 이 커피 별로다. (이상 윤평현 2013: 180)

(42)는 부정성과 관련한 의미 변화와 관련한 예문으로 부사 ‘전혀’와 ‘별로’는 부정

서술어 ‘아니다’, ‘못하다’, ‘없다’ 또는 부정부사 ‘못’, ‘안’ 등과 함께 사용되는 ‘부정

극어’들인데 공기하는 부정어들에게서 부정성이 전염(contagion)되고 공기하는 부정

어들은 생략하면서 원래는 가지지 못했던 부정성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박진호 2015)인데 ‘가관’의 부정적인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 이상의 기제가 하

나의 설명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듯하다.

26) 화용론적으로 억양, 문맥에 따라 부정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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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예 문

문장부사 구문 물론 S 물론 그녀와의 만남이 기대된다.

주어

+

서술어

주어 물론이다
NP K 물론이다. 그녀와의 만남은 물론이다.

S K 물론이다. 그녀와 만나는 것은 물론이다.

주어 물론이고
NP K 물론이고 그녀와의 만남은 물론이고

S K 물론이이고 그녀와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주어 물론
NP K 물론 그녀와의 만남은 물론, … 

S K 물론 그녀와 만나는 것은 물론, …

(43) ㄱ. 위신을 세운답시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가관도 아니다.

ㄱ′. 위신을 세운답시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가관이다.

ㄴ. 그 소식 정말 뜬금 없다.

ㄴ′. 그 소식 정말 뜬금이다.

ㄷ. 그는 주책없는 사람처럼 키득거리고만 있다.

ㄷ′. 그는 키득거리기만 하는 것이 주책이다.

  부정어와의 공기가 필수적인 부정극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43ㄴ,ㄷ)의 ‘뜬금’, 

‘주책’이 (43ㄴ′,ㄷ′)과 같이 ‘뜬금 없다’의 뜻으로 ‘뜬금이다’, ‘주책없는 사람이다’의 

뜻으로 ‘주책이다’가 쓰인 것은 공기하는 부정서술어 ‘없다’에서 부정성이 전염된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가관’ 역시 (43ㄱ)과 

같이 부정서술어 ‘아니다’와의 공기에서 부정성이 전염된 것으로 보는 것 또한 마찬

가지이다.27)  

  ‘물론’의 경우 제시한 구문 외에도 다양한 구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배주채(2003)

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론’의 구문을 정리한 바 있다. 

(44) ‘물론’의 구문(배주채 2003)

27) 물론 부정서술어 ‘없다’, ‘아니다’와 어울리는 모든 명사들이 이와 같은 부정성이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 



- 96 -

단독 구문
물론이다. 그녀와 만나? / 물론이다.

물론. 그녀와 만나? / 물론.

  ‘물론’은 ‘논의하지 말라’라는 한자어대로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의미의 변화를 

겪어 ‘당연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 ‘당연하다’의 의미는 다시 ‘물론이고’, 

‘물론’과 같이 후행 요소 ‘-이다’의 활용형 ‘이고’ 또는 ‘-이다’가 결합하지 않은 형

식으로 이를 중심으로 선후행 요소 모두 결과로서 나타날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결과의 동일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28)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물론이고’, ‘물

론’ 이후에 후행하는 요소에 ‘동일성’을 나타내는 보조사 ‘도’ 내지 그와 유사한 의미

의 ‘까지, 조차, 마저’ 등도 함께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동일

성’은 ‘-이다’의 활용형 ‘이거니와’, ‘이려니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5) ㄱ. 밥은 물론(이고) 물도 못 먹었다.

ㄴ. 밥은 물론(이고) 물{까지(도), 조차(도), 마저(도)} 못 먹었다.

ㄷ. 밥은 물론(이고) 몰 {또한, 역시} 못 먹었다.    (이상 배주채 2003: 74)

(46) ㄱ. 밥은 물론{이거니와, 이려니와} 물도 못 먹었다.

ㄴ. 밥은 물론{이거니와, 이려니와} 물{까지(도), 조차(도), 마저(도)} 못 먹

28) 결과의 동일성이 선후행 요소의 실현 가능성이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박진호(2015:

7,8)에서는 다음의 예를 들어 ‘물론’을 전후한 요소 사이의 가능성의 정도가 다름을 보여 

주었다.

ㄱ. 대화에서 우승했니?

ㄴ. 결선 진출은 물론이고 우승까지 했다.

ㄴ′. 우승은 물론이고 결선 진출조차 못했다.

ㄷ. 우승은커녕 결선 진출조차 못했다.

   본문에서는 부정문을 예로 들었으나 위의 예를 통해 긍정문일 때에는 선후행 요소 사이의 

실현 가능성의 뒤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정문일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인 ‘결선 

진출’이 ‘물론’의 후행 요소로 오는 데 반해 긍정문일 경우에는 ‘물론’의 선행 요소로 온다

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능성의 정도 차이는 조사와의 결합에서 차이가 있음

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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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ㄷ. 밥은 물론{이거니와, 이려니와} 몰 {또한, 역시} 못 먹었다.

  ‘-거니와’, ‘-려니와’가 선후행 하는 절의 명제가 서로 관계있음을 드러내는 연결

어미라는 점에서도 ‘물론’이 나타내는 것과의 ‘동일성’ 내지 적어도 ‘유사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물론’의 범주와 관련하여 ‘-이다’와의 결합 이외에 그 어떤 분포

적 특성으로도 ‘물론’을 명사로 판정할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부

사’로의 쓰임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이다’, ‘금방이다’, ‘계속이다’, ‘먼저(이)다’와 

같이 부사와 결합한 ‘-이다’형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앞서 3.1.에

서 진술했던 ‘십상, 일쑤, 고작’ 등은 부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7) ㄱ. 그렇게 다니다가는 십상 발각되기 쉽다.

ㄴ. 짝은 일쑤 지각을 하기도 한다.

ㄷ. 고작 그것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과 동일한 구문 유형을 보이는 ‘예사, 다반사’ 등의 명사들 또한 ‘-이

다’와만 결합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지 부사적 쓰임을 보이지 않으므로 ‘명

사’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의미 영역별 분류에 의한다면 ‘물론’은, ‘논의하지 말

라’는 한자어 의미를 따르면 동작 영역에 배정될 것이고, ‘당연하다’는 의미를 따르

면 상태 영역이 될 것이다. 결국 ‘물론’의 품사와 관련한 논의는 한자어라는 형태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배주채(2003)에서 지적했듯 한문 표현의 국어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넓게 본다면 ‘물론’을 비롯한 여러 한자어 명사들의 품사 논의에 기

초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29)

  한자어 명사와 관련해서도 다음을 살펴보자. 

29) 이는 ‘이왕(已往)’, ‘기왕(旣往)’, ‘은연중(隱然中)’, ‘양단간(兩端間)’과 같은 ‘-이다’ 결합

형이 아닌 조사 ‘-에’ 결합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논란이다. 이들은 5장에서 살

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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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ㄱ. 내가 얼마나 열심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ㄴ. 결혼 후 처음 나간 모임이었는지 영우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ㄷ. 요즘 같은 때 그 사람처럼 일에 열심인 사람은 찾기 힘들다.

(49) ㄱ. 남의 나라말 배우기에 열중이다.

ㄴ. 나도 산행에 열중이어서 무심코 지나쳤나 보다.

ㄷ. 술꾼들 틈에서 장사에 열중이던 여주인에게 한 마디 했다.

  이상의 ‘열심’, ‘열중’은 의미 영역에 따라 분류를 한다면 ‘열심’은 상태 영역, ‘열

중’은 동작 영역에 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의미 특성상 명사로 분류되었

으나 분포상 ‘-이다’ 결합형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포가 불구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30)

  한편 ‘-이다’와의 결합을 통해 선행하는 명제에 대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심리

구문을 이루는 수식 불허 명사도 확인할 수 있다. 

(50) ㄱ. 협곡을 지나게 되니 기습이라도 받을까 봐 병사들이 전전긍긍이다.

ㄴ. 협곡을 지나게 되니 기습이라도 받을까 봐 병사들이 전전긍긍한다.

(51) ㄱ. 한시 바삐 집에 가자고 아이가 안달복달이다.

ㄴ. 한시 바삐 집에 가자고 아이가 안달복달한다.

(52) ㄱ. 우리 모두 그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이었다.

ㄴ. 우리 모두 그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이상의 ‘전전긍긍’, ‘안달복달’, ‘아연실색’은 각각 ‘병사들’, ‘아이’, ‘우리’라는 인간

이 겪는 정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심리구문을 나타내는 ‘수식 

불허 명사’들은 실상 ‘-이다’ 결합형과 함께 ‘전전긍긍하다’, ‘안달복달하다’, ‘아연실

색하다’와 같이 ‘하다’ 결합형으로도 확인된다. 다만 ‘하다’ 결합형에 비해 ‘-이다’ 

30) 이들은 ‘-이다’와의 결합을 통해 서술성을 나타내는데 ‘열심’은 상태 영역으로 분류되면서

도 ‘열심이다’는 ‘열심인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다’라는 ‘동작성’으로도 해석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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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형은 상대적으로 상태성이 도드라지는 듯하다.

  한편 이상의 ‘-이다’ 결합형들은 일반 명사들과는 달리 부정문 구성이 부적절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31)  

(40′) ㄱ. *부엌에서 허겁지겁 몇 술 뜨는 게 고작이 아니었다.

ㄴ. *그래봤자 대입검정고시 합격증이 고작이 아니었다.

ㄷ. *그의 자취방은 책상 하나, 냉장고 하나가 고작이 아니었다.

(48′) ㄱ. *그는 열심이 아니었는데, ...

ㄴ. *결혼 후 처음 나간 모임이었는지 영우는 누구보다도 열심이 아니었다.

ㄷ. *요즘 같은 때 그 사람처럼 일에 열심이 아닌 사람은 찾기 힘들다.

(49′) ㄱ. *남의 나라말 배우기에 열중이 아니다.

ㄴ. *나도 산행에 열중이 아니어서 무심코 지나쳤나 보다.

ㄷ. ?*술꾼들 틈에서 장사에 열중이 아니던 여주인에게 한 마디 했다.

(50′) ㄱ. *협곡을 지나게 되니 기습이라도 받을까 봐 병사들이 전전긍긍이 아니

다.32)

ㄴ. 협곡을 지나게 되니 기습이라도 받을까 봐 병사들이 전전긍긍하지 않는

다.

(51′) ㄱ. 한시 바삐 집에 가자고 아이가 안달복달이 아니다.33)

ㄴ. 한시 바삐 집에 가자고 아이가 안달복달하지 않는다.

(52′) ㄱ. *우리 모두 그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이 아니었다.

ㄴ. 우리 모두 그 소식을 듣고(도) 아연실색하지 않았다.

31) ‘전전긍긍 안달복달, 아연실색’ 등이 ‘하다’와 결합한 경우 ‘전전긍긍하지 않다. 안달복달하

지 않다, 아연실색하지 않다’와 같이 부정형이 가능하다.

32) ‘전전긍긍’은 말뭉치에서 확인한 바로는 선행문은 가정문(假定文)이 대부분이다. 주어진 

예문이 아닌 ‘한시름을 놓아서인지 병사들이 이제는 전전긍긍이 아니다’의 경우 부정문이 

가능한데 이 때 ‘한시름을 놓아서인지 병사들이 이제는 전전긍긍이다’의 긍정문이 어색하다

는 점에서 ‘전전긍긍이다’와 ‘전전긍긍이 아니다’의 문형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부정문 

‘전전긍긍이 아니다’의 선행문은 가정문이기보다는 결과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49)와 달리 부정문에서의 안달복달은 ‘한시 바삐 집에 가자고 아이가 여간 안달복달이 

아니다’와 같이 부정극어 ‘여간’이 들어간다면 보다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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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가관이 아니다’처럼 부정문은 가능하나 의미상 부정성을 띠지 않는 예를 확

인했는데, ‘안달복달이 아니다’ 역시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이 가능하지만 의미상으로

는 부정성을 띠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한 심리구문을 나타내는 ‘전전긍

긍’, ‘아연실색’ 등이 형식상 부정문이 부적절하게 판단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흥미롭다.

  그런데 수식 불허 명사 중에는 ‘-이다’와의 결합형만 가능한 것처럼 ‘-이다’의 부

정형인 ‘아니다’와의 결합형만 가능한 것도 있다. 

(53) ㄱ. 이번 홍수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ㄴ. *이번 홍수로 피해가 이만저만이다.

(54) ㄱ. 우리의 학창 시절은 시험과 시험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ㄴ. *우리의 학창 시절은 시험과 시험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다.

  ‘이만저만’과 ‘과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아니다’ 이외의 

서술어와는 공기하지 않는다. 이들을 긍정형으로 나타낸 (61ㄴ, 62ㄴ)은 모두 적격

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직 ‘N이 아니다’ 구성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들 표현 역시 

선행하는 대상인 (61)의 ‘홍수 피해’ 또는 (62)의 명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참고로 ‘NP이 N이다’ 구성과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N의 자리에 부사 

‘제법’이 오는 경우다.

(55) ㄱ. 날씨가 제법 춥다.

ㄴ. 여전히 어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법 어른스럽더라.

(56) ㄱ. 머리에 수건 쓰고 방망이를 두들기는 모양이 제법이었다.

ㄴ. 일솜씨가 초보 치고는 제법인데.

(57) ㄱ. 머리에 수건 쓰고 방망이를 두들기는 모양이 좋다.

ㄴ. 일솜씨가 초보 치고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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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은 (55)에서 보듯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부사로 쓰이는데 ‘-

이다’와 결합한 형태로는 선행하는 동작 또는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음을 

평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역시 대응되는 형용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법’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예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N이다’의 한 단위 가

능성을 살펴보면서 부정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58) ㄱ. 머리에 수건 쓰고 방망이를 두들기는 모양이 제법이 아니었다.

ㄴ. 일솜씨가 초보 치고는 제법이 아니다.

ㄷ. 제법 아냐?

  ‘NP이 N이다’ 구성을 이루는 수식 불허 명사는 ‘NP이 N이 아니다’ 구성으로 부정

문 여부를 타진했을 때 그 대부분이 적격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제법’만은 적격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N이다’ 구성을 이루는 수식 불허 명사와 달리 앞서 살

펴보았던 ‘가관’과 마찬가지로 ‘제법’ 역시 부정문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

관’이 부정문 구성을 통해 부정성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제법’은 도리어 

부정문으로도 긍정적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34) 즉 ‘방망이를 두들

기는 모양’이나 ‘초보의 일솜씨’ 모두 일정 수준에 이르렀음을, ‘제법이다’와 ‘제법이 

34) 부정서술어 공기하면서 부정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언급되는 예로 ‘여간내기’, ‘보통

내기’, ‘예사내기’가 있다. 이들은 ㄹ과 같은 구문을 통해 부정성이 전염된 것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는 ㅂ,ㅅ과 같이 ‘-라야 말이지’ 구문의 의미적 특성일 뿐 ‘여간내기’, ‘보통내기’, 

‘예사내기’라는 단어에 부정성이 전염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ㄱ. 한 마디 한 마디 대꾸하는 모습이 보통내기가 아니었다.

ㄴ. 예사내기 같으면 그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지.

ㄷ. 그런 말을 하다니, 여간내기가 아닌걸.

ㄹ. 그 친구, {여간내기, 보통내기, 예사내기}가 아니다.

ㅁ. *그 친구, 여간내기다.

ㅂ. 그 친구, 평범해야 말이지. 

ㅅ. 그 친구, 변호사라야 말이지,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일을 맡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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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양 표현이 똑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9) ㄱ. 지치기는 저나 나나 매일반이다.

ㄴ.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매일반이긴 하다.

ㄷ. 차 안 탄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나 매일반이다.

(60) ㄱ.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기는 매한가지다.

ㄴ. 모든 서양인들이 라틴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과 매한가지다.

ㄷ.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61) ㄱ. 가깝든 멀든 사람 우습게 알기는 피장파장이다.

ㄴ. 억울하기로는 저 형하고 나는 피장파장이다.

ㄷ. 사람 못됐기로는 너나 나나 피장파장인 것 같다.

  이상의 ‘매일반’, ‘매한가지’, ‘피장파장’은 똑같음 동일함을 뜻하는 유의어들로 ‘마

찬가지’, ‘한가지’ 등과 함께 각각의 구문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다’의 

특정 활용형이 수식 불허 명사와 결합한 형식들로 ‘내하(奈何)오’, ‘가급적이면’, ‘이

왕이면’, ‘기왕이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NP이 N이다’ 구성의 수식 불허 명사에는 X的’과 같이 ‘X+한자어 접미사’의 구성

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도 확인할 수 있다. 접미사 ‘-적(的)’ 결합형은 그 파생어

의 품사와 관련한 논의가 줄기차게 이어졌다. 김선효(2011: 25)에서는 파생어 ‘X적’

의 품사와 관련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62) ㄱ. ‘X적’은 명사와 관형사로 통용된다 : 최현배(1937/1982), 김광해(1983)

ㄴ. ‘X적’은 명사이다 : 임홍빈(1982), 김수호(1990), 세종보고서(2000)

ㄷ. ‘X적’은 명사와 부사로 구분된다 : 김재윤(1976), 이상혁(1991), 정희정

(2000)

ㄹ. ‘X적’은 명사이지만 형용사적 쓰임을 가진다 : 홍재성(1974), 김창섭

(1984), 조남호(1988) 

ㅁ. ‘X적’은 관형사이다 : 양재연ㆍ김민수(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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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X적’은 어근이다 : 세종보고서(2001)

  이상의 논의들은 ‘X的’의 품사 판정이 다양함을 보여준다. 이는 ‘X的’을 명사로 판

정하기에는 조사 결합 양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X的’이 ‘-이

다’와의 결합형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후행 요소와의 결합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제약이 그것이다. 다만 ‘가급적’, ‘비교적’은 다른 ‘X적’과는 달리 부사로서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ㄱ.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끝내도록 해라.

ㄴ. 가급적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ㄷ. 비교적 쉬운 문제

ㄹ. 우리 사무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 ㄱ. 가급적이면 빨리 가도록 해라.

ㄴ. 가급적이면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ㄷ. 예산은 가급적으로 적게 편성해라.

ㄹ. 비교적 고찰, 비교적 연구, 비교적 접근

ㅁ. 그녀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으로 빨리 모임 장소에 도착했다.

부사로서의 쓰임 외에도, ‘가급적’, ‘비교적’은 명사로서 제한적이나마 ‘-으로’와 결

합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은 N1N2 구성에서 N1에 자리하는 명

사로서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이 ‘-으로’를 제외하면 다른 조사

와의 결합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ㄹ)의 ‘비교적’은 명사 아닌 관형사로 판

정하기도 한다. 《표준》에서는 명사와 관형사를 한데 묶어서 처리한 데 반해, 《고

려》에서는 ‘가급적 N’ 구성에서는 ‘관형사’로, ‘-이다’, ‘-으로’와 결합한 경우는 

‘명사’로 처리하였다.

  한편 ‘가급적’의 경우 ‘-이면’ 결합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할 필

요가 있다. 《표준》, 《고려》, 《연세》 등에서 ‘가급적이면’을 모두 명사 ‘가급적’

과 ‘-이다’의 조건 활용형의 결합으로 보고 명사적 쓰임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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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결합형이 부사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35) 이와 같은 판

단의 근거로 ‘X的’과 ‘-이면’의 결합형은 문장의 조건문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확장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은 문장

의 조건문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결합형 자체로 부사로서의 쓰임을 보인다고 해야 

한다. 이는 ‘가급적이면’ 외에도 ‘기왕이면’,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하필이면’도 논

의를 동일하게 펼칠 수 있다. ‘기왕’, ‘되도록’, ‘이왕’, ‘하필’ 등이 이미 부사로서 기

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사와 ‘-이다’의 결합형의 조건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정도ㆍ김선혜(2011)에서 언급하듯이 부사와 ‘-이다’의 결합형은 종결형 어미와의 

결합형과 다른 활용형의 결합형이 가지는 통사ㆍ의미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 이 외에도 ‘-이면’과의 결합형인 ‘이를테면’은 ‘… 이를 터이면>이를 터이

면36)>이를 테면>이를테면’의 과정을 거쳐 부사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을 듯하다. 오규환(2012)의 논의를 따른다면 형태의 변이에 따른 어휘화 과정을 겪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면’은 ‘-이다’의 활용형이 그 기원이지만, ‘가급

적’, ‘기왕’, ‘되도록’, ‘이왕’, ‘하필’ 등과 결합하는 ‘이면’은 ‘X이면’ 형식으로 부사라

고 해야 할 것이다.37)  

  명사를 만드는 한자어 접사는 다음과 같이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성을 보이거나 

N1N2 자리에서 N2에 자리하여 수식성을 보이기도 한다.

35) 사전에 따라 ‘이면’을 ‘김 과장은 사업의 계획이면 계획, 추진이면 추진. 거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표준》)에서처럼 전후의 명사를 이어주는 접속 조사로 처리하였다. 그

러나 ‘가급적이면’의 ‘-이면’은 분포상 후행하는 명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미상 조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가 없다는 점에서 접속 조사로는 볼 수 없다.

36) 장소원(2008)의 분류를 따르면 ‘전방 요소 생략 부사어’로도 볼 수 있다.

37) ‘기왕’과 ‘이왕’은 ‘이전, 지나간 시간’을 의미하는 명사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함으로

써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이면’과의 결합형은 ‘이전의 시간’이 아닌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사전에 따라서는 ‘기왕이면’은 조건이 실현된 상황을 가정하고 

‘이왕이면’은 조건이 실현될 상황을 가정한다는 차이를 보여 주지만 실제 언중들에게서는 

이 시간적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왕’, ‘이왕’과 ‘기왕이면’, ‘이왕이면’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는 모든 사전에서 이 둘을 각각의 표제항으로 등재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적 차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되도록’, ‘하필’과 ‘되도록이면’, ‘하필이면’의 경우 ‘-이면’의 

결합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다르지는 않다. 이것이 사전에서 ‘되도록’, ‘하필’만을 표제항으로 

등재하고 ‘되도록이면’, ‘하필이면’은 표제항으로 삼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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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ㄱ. -급(級)

ㆍ재벌급, 국보급, 전문가급, 사장급, 역대급, 리더급, 선발급, 후보급, 수퍼급, 

메가톤급, ……

ㄴ. -별(別)

ㆍ능력별, 성별, 세대별, 인종별, 월별, 직업별, 학년별, 지역별, 계층별, 시기

별, 나라별, 국가별, 용도별, 산업별, 반별, 대학별, ……

ㄷ. -성(性)

ㆍ수용성, 지용성, 순수성, 신축성, 양면성, 인간성, 잔인성, 적극성, 정확성, 

창조성, 건전성, 확장성, ……

ㄹ. -당(當)

ㆍ개당, 인당38), 객실당, 마리당, 시간당, 학급당, 분당, 초당, 분기당, 면적당,

기당(한 機當), 사람당(한 사람當), 지역당(한 地域當), 대학당(한 大學當), 

ㅁ. -식(式)

ㆍ강의식, 계단식, 고정식, 기계식, 기업식, 서양식, 현대식.

ㆍ개관식, 개업식, 봉정식, 성년식, 송별식, 수료식, 졸업식, 입학식

  이들 한자어 접사에 의한 명사들은 ‘-적(的)’을 중심으로 그 명사성에 대한 논의

를 전개해 볼 수 있다. ‘-급(級)’, ‘-별(別)’, ‘-성(性)’, ‘-당(當)’ 등의 한자어 접

미사들에 의한 결합형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적’과 마찬가지로 한자어 접미사를 

취하면서 선행 요소의 분포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어 접미사 ‘-성(性)’은 문자 그대로 그 의미 특성을 드러내는 데 쓰인다. 그

런데 이들 ‘-성(性)’ 결합형은 그 분포에 따라서 수식의 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성, 지용성’ 등이 수식 불허성을 띠며 후행 성분을 수식한다면 ‘순수

38) 의존명사와 한자어의 결합이 자립명사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간(年間), 연대(年代, 연식

(年式)), 인분(人分), 일전(日前)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수사를 앞세운 단위명

사가 한자어와 결합한 형식으로 수사에 의존성을 가지는 단위였으나 ‘인분으로는 3인분이

구요, 양으로는 6인분으로 부탁드릴게요.’, ‘연식이 오래되었네요.’, ‘일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인당 세 잔씩 마셨네요.’ 등 단독형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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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양면성’ 등은 수식도 허가하고 후행 성분도 수식한다.

  한자어 접미사 ‘-당(當)’은 고유어 ‘-씩’과 대응해서 의미 기술되어 있음을 사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當)’이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씩’은 기준에 다

른 결과물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이는 ‘-씩’이 배분성을 보인다는 점과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배분이란 일정하게 갈라서 나눔을 얘기하는데, ‘-씩’

은 그 나누어진 결과의 단위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당(當)’

과 ‘-씩’은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가 선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당

(當)’과 달리 ‘-씩’은 ‘N씩’이 자립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64) ㄱ. ‘인당’ 세 명씩이면 한 사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ㄴ. ‘개당’ 1,000원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ㄴ′. 1,000원에 다섯 개씩 주세요.

ㄷ. 학년별로 두 학급씩(급당 OO명 정도) 편성하는 안이 상정됐다.

  그리고 ‘-당(當)’은 다른 한자어 접미사들과는 달리 단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

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N당’ 형식이 자립성이 아닌 의존성, 더욱이 수사를 선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수식 필수성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자어가 보이는 ‘N

당’의 선행 요소에 대한 의존 비율은 고유어가 보이는 ‘N당’의 선행 요소에 대한 의

존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사람과 인을 비교해 보면 그 비율에 

있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표본수가 유의미할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그 경

향성의 차이를 홖인할 정도는 된다고 본다. 그리고 수사를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때의 기준 단위는 거의가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일인당, 

한 사람당, 한 학급당 등 수사를 앞세운 경우도 그러하거니와 수사를 앞세우지 않은 

경우는 당연힌 그 단위수가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시간당’의 경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고정형으로 고착화된 경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의 ‘단위’란 곧 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하나’

가 아니라면 ‘30분당’, ‘10분당’, ‘10초당’ 등 특정 수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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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ㄱ. 군에서 마리당 3만원선에 팔리고 있다.

ㄴ. 마리당 비용이 1000-8000만원선으로 비싸다.

ㄷ. 소 한 마리당 40전의 수수료를 소득으로 하였다.

ㄹ. 소 한 마리당 2.2달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ㅁ. 두세 마리당 하나꼴로 물 전용 구유를 끼고 있다.

  사실 전체 확인할 수 있는 용례 가운데 하나 아닌 수사가 선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당’과 같이 ‘하나’가 없어도 그 의미가 명확

한 경우에도 ‘하나’를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이를 의미의 강조로 본

다. 기준 단위에 대한 활동수를 표시함에 있어 그 기준 단위를 보다 강력하게 어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분기당’의 경우 수사가 앞서는 경우는 확인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수사

가 올 수 있으나 실제 언어사용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수사를 앞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의 기준으로 주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후 해당 단위에서의 결과물로서 수치가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당 

심장박동수, 분당 회전수, 분당 시청률 등 기준 단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규

정은 ‘-당’ 결합형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당’ 결합형 

뒤에는 해당 활동의 단위당 활동수가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초당, 인당, 

시간당 등 단위 기준을 나타내는 모든 형식들은 이와 같은 형식의 구문을 보여 준

다. 단위당 활동수에서 적지 않은 부분은 비용을 나타내는 경우와 비용이 아닌 경우

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용이 아닌 경우 인구수를 나타내는 경우와 인구수가 아

닌 경우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당’의 경우 ‘인당 활동수’가 가능하지만 실제 

말뭉치에서는 일부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일인당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당(當)’, ‘-별(別)’에 공통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명사는 단위명사로 활용 가능

한 명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 단위성이 곧 ‘-당(當)’, ‘-별(別)’과의 결

합이 용이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당, 학급당, 분기당’, ‘가구별, 학급별, 

분기별’ 사이에는 수식 불허성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듯하다. 이는 기준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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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당(當)’이 단위수의 일정성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단위수의 

조정 가능성은 ‘-별(別)’보다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2. 복합서술어 구성의 수식 불허 명사

  본절에서는 자립형식으로 한국어 명사가 보이는 전형적인 분포적 특성을 가지는 

명사들이 일부 서술어와 제약적으로 어울려 쓰이면서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일부 

단어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통사의미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본래부터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부류들과 본래는 수식 허가성을 보였으나 특정 서술성 구성에서 

수식 불허성을 보이게 부류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산을 떨다’, ‘일독(一讀)을 권

하다’의 ‘부산’, ‘일독’ 등 수식 불허성으로 이상의 복합 서술어 구성으로 확인되는 

명사와 ‘김씨네 일가(一家)’, ‘나의 짝’과 같이 수식 허가성을 보이는 명사지만 ‘일가

를 이루다’, ‘짝이 없다’와 같이 복합 서술어 구성에서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명사가 

이에 해당한다.

(66) ㄱ. 거덜이 나다. 

ㄴ. 들통이 나다.

(67) ㄱ. 과언이 아니다. 

ㄷ. 어이가 없다.

ㄹ. 인정머리가 없다.

ㅁ.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본고에서는 앞서 서술성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 중 ‘-이다’ 결합형의 단어들을 

살펴보았다. 수식 불허 명사는 ‘복합서술어’의 형식으로 서술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복합서술어(complex predicate)는 본래 이호승(2002)에서 그 형체가 구체화된 용어

이다. 이호승(2002)에서는 ‘명사+조사+동사’의 구성을 보이면서 단독으로 논항 구

조를 보이는 단위는 ‘복합서술어’로 칭했는데, 이를 통해 명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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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문장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주 설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복합서술어의 구성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가 형태적으로 원래 수식 불

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원래는 수식 선택성이었으나 복합 서술어를 이루면서 

수식 불허성을 보이게 된 경우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

한 편이다. 이는 앞서 들었던 ‘일가(一家)’, ‘짝’39), ‘한(限)’과 같이 복합 서술어 구

성이 아닌 경우 수식 선택성을 보이는 경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언’, 

‘들통’, ‘여념’ 등은 복합 서술어 구성이 아닌 경우 수식 선택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여러 구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보이는 복합서술어 구성

은 ‘과언이 아니다’, ‘들통이 나다’, ‘거덜이 나다’와 같이 고정된 형식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식성을 기준으로 수식 불허 명사와 수식 임의성을 보이는 자립명사 그

리고 수식 필수성을 보이는 의존명사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수식을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수식 불허 명사를 제외하고는 수식 임의성과 수식 필수성에서는 그 정도

의 차이가 있음도 확인했다. 여러 선행 논의를 통해 수식의 형식으로, 관형어라 불

리는 대상들이 명사, 관형사, 관형형 어미가 결합한 동사 또는 문장 등 다양하지만 

수식 임의성에서 그 모든 관형어를 허락하는 자립명사부터, 소수의 관형어만을 허락

하는 자립명사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 수식 필수성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식을 반

드시 허락해야 하지만 그 모든 관형어를 허락하는 의존명사부터 소수의 관형어만을 

허락하는 의존명사까지 이 스펙트럼 역시 넓다. 

  수식성과 마찬가지로 조사결합성에 있어서도 그 정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모든 조사를 취할 수 있는 의존명사를 우리는 보편성 의존명사라 칭하며, 결합

하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우리는 주어성, 목적어성, 부사성, 서술성 등의 이름으로 

그 통사 기능을 확인한 바 있다. 수식 불허 명사 역시 결합하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통사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합하는 조사의 수를 통해 조사 결합성의 정

도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후행하는 조사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

39) ‘딱 그 짝이네’에서의 ‘짝’은 ‘모양’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짝이 없다’에서의 ‘짝’은 ‘쌍, 

pair’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표제항으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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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복합 서술어와 같이 후행하는 조사와 함께 그에 후행하는 서술어에서도 그 정

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과언이 아니다’, ‘들통이 나다’, ‘여념이 없다’와 같은 경우

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가운데 ‘들통이 나다’, ‘여념이 없다’ 등의 경우는 그 고정

형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고 사전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들통나다’, ‘여념없다’와 

같이 단일어로 처리하기도 한다. 반면 후행조사와의 결합의 정도가 아닌 ‘명사+조

사’에 후행하는 서술어의 수에 따른 정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거덜’의 경우 ‘거덜이 

나다’, ‘거덜을 내다’와 같은 ‘주동/사동’의 대립항만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차

도가 있다/없다’와 같이 의미의 대립 관계, 즉 반의 관계항만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복합 서술어를 구성하는 수식 불허 명사는 결국 조사 결

합성과 달리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을 듯하다. 고정성의 강화 정도에 따라 이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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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식 불허 명사의 수식어 형성

  3장에서 수식 불허 명사들이 후행하는 요소에 따라 서술성을 나타내거나 수식성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었다. 최형용(2003)에서는 ‘조사와 어미의 결합에 있어 불

완전 계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결합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언급했었는데, 수식 불허 명사는 선행 요소 없이 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의

해 문장에서 후행하는 요소의 수에 반비례해서 특정 조사와만 결합한 형식은 결합

형 자체를 하나의 단어의 가능성을 따져보게 된다. 본장에서는 수식 불허 명사가 후

행하는 요소로 조사 ‘-에’, ‘-(으)로’, ‘-의’가 결합한 형식과 Ø, 즉 조사 결합하지 

않은 형식을 대상으로1) 이들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본다.2)

  이와 같은 구성을 보이는 형식에 대한 논의는 앞서 명사에 대한 연구사에 살펴보

았던 소위 ‘조사 결합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 문법에서 명사를 부사

로 만드는 접사는 현대한국어에서는 ‘-껏’(양껏, 정성껏, 힘껏, ...), ‘-이’(간간이, 

1) 우리는 이들 외에도 ‘-부터’, ‘-까지’ 등의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 ‘-은/는’, ‘-도’ 등과 결

합한 형식들도 앞서 확인했었다. 이들 역시 수식 불허 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그 중

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본장에서 다루는 조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떨어져 절을 나누어 다루기보다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따로 언급하도록 한다.

2)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는 선행 요소가 올 수 없는 대신 후행 요소와의 결합력을 높이는 방

식으로 문장 내에서의 의미 기능을 강화하여 왔다. 이는 NX(X는 수식 불허 명사에 후행하

는 요소)의 구조가 한 단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사, 특히 분포

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의존명사의 경우 선후행 요소와의 결합도가 높아지면서 문법화 과정

을 거치고 양태적인 기능을 가지게 됨을 논한 연구는 안주호(1997), 박승윤(1998), 안효경

(2001), 시정곤ㆍ김건희(2009), 김건희(2011), 명정희(2014) 등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

다. 안주호(1997)에서는 명사의 문법화 단계를 ‘의존명사화 과정-접어화 과정-어말요소화 

과정’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의존명사들의 통사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박

승윤(1998)에서는 ‘-는 법이다, -는 것 같다’ 등을 통해 복문 구조의 의존명사 구문이 문

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말어미의 양태 기능을 가지게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안효경(2001)

에서도 한국어 의존명사 목록을 확정한 후 이들이 통시적 변화 과정을 겪고 나면 일부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문법요소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 역시 분포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명사라는 점에서 후행 요소와의 결합도가 높아

지면서 한 단위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이 문법요소이기보다는 어휘요소

로의 변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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샅샅이, 일일이, ...)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외에 여타의 의미로 명사

를 부사어로 쓰고자 한다면 조사 ‘-에’, ‘-으로’ 등과 결합한 형식에서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5.1. ‘-에’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

  우리는 2장에서 수식 불허 명사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문장에서 어떤 후행 조사와 

결합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 결합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들을 본고의 

명사 의미 분류표에 따라 의미별로 재분류했다. 여기에서는 이들 ‘-에’ 결합형을 보

이는 수식 불허 명사들이 후행하는 명사들과 보이는 공기 관계를 의미별로 따져보

고자 한다. 2장에서 정리한 목록을 의미별로 분류해서 보인다. 

(1) ㄱ. 기왕에, 그다음에, 그즈음에, 단숨에, 단번에, 당초에, 몽매에, 미구에, 불

시에, 오래간만에, 오랜만에/오랫만에3), 역대에, 애초에, 애당초에, 애시당

초에, 이왕에, 일거에, 일견에, 잠결에, 졸지에, 종국에, 종당에, 차제에, 천

고에, 첫눈에, 하룻저녁에, 한달음에, 한방에, 한번에, ...

ㄴ. 극도에, 뜻밖에, 만면에, 아무짝에, 일언지하에, 지상(至上)에, 한방(-房)

에, ... 

ㄷ. 한방(-放)에

  (1)은 모두 조사 ‘-에’와 결합한 수식 불허 명사를 제시한 것이다. 조사 ‘-에’는 

‘시간’, ‘공간’, ‘이유’, ‘방법’, ‘비교’, ‘기준’ 등 그 의미가 다양하다.4) (1ㄱ)은 ‘시간’

3) ‘오랜만에’가 표준어, ‘오랫만에’는 비표준어이지만 실제 언어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 형태의미분석 말뭉채에서 ‘오랜만’은 총 366 예 중, ‘오랜만에’가 306 예

(83%), ‘오랜만의’가 18 예(5%), ‘오랜만이다’가 43 예(12%)이며, ‘오랫만’ 역시 총 27 예 

중 ‘오랫만에’ 24 예(%), ‘오랫만이다’ 3 예(%)의 실제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간’, ‘공간’ 등으로 대표했지만 이들도 그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진행 

방향’의 ‘-에’(산에 가다),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에’(화분에 물을 주다), ‘목표, 목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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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와, (1ㄴ)은 ‘공간’의 ‘-에’와, (1ㄷ)은 ‘이유’의 ‘-에’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에’ 결합형들은 선행하는 수식 불허 명사들을 형태에 따라 

(2), (3)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2) ㄱ. 그간에, 근간(近間)에, 몽매간에, 몽매지간에, 무심중에, 무언중에, 별안간

에, 부지불식간에, 비몽사몽간에, 새중간(-中間)에, 삽시간에, 순식간에, 왕

년에, 일조일석에, 저간(這間)에, 제시간에, 창졸간에, ...

ㄴ. 겁결에, 꿈결에, 무심결에, 얼결에, 얼떨결에, 엉겁결에, ...

ㄷ. 결김에, 겹김에, 골김에, 내친김에, 단김에, 부앗김에, 분김(憤-)에, 술김

에, 얼김에, 얼떨김에, 홧김(火-)에, 흥김(興-)에, ...

ㄹ. 다음번에, 이번에, 저번에, 지난번에, ...

ㅁ. 그전에, 예전에, 이전에, 종전에, ...

ㅂ. 무심중에, 무언중에, 부지중에, 은연중에, ...

(3) ㄱ. 가부간(可否間)에, 내외간에, 다소간에, 불원간(不遠間)에, 세간(世間)에, 

양단간에, 외간(外間)5)에, 좌우간에, 좌우지간에, 좌우당간에, 천지간에, 피

차간에, 항간에, ...

ㄴ. 경쟁리에, 공개리에, 극비리에, 극비밀리에, 비공개리에, 비밀리에, 성공리

에, 성황리에, 암묵리에, 암암리에, 인기리에, 절찬리에, 평화리에, ...

ㄷ. 개중에, 객중에, 그중에/그 중에, 이중에/이 중에, 좌중에, ...

  이들 또한 결합한 조사 ‘-에’의 의미에 따라 나누면 (2)는 ‘시간’의 ‘-에’와, (3)

은 ‘장소’의 ‘-에’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에 대한 분류가 이와 같은 것은 

선행하는 명사들의 의미와 관련 지을 수 있다. 즉 ‘시간’의 ‘-에’와 결합하는 명사들

은 모두 ‘X간’, ‘X결’, ‘X김’, ‘X번’, ‘X중’의 형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들 유형화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間)’, ‘결’, ‘김’, ‘번(番)’, ‘중(中)’이 본래 시간과 관련한 의

상’의 ‘-에’(그 약은 몸에 좋다) 등은 ‘처소’의 ‘-에’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묶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의미는 다르다. 

5) ‘자기 집 밖의 다른 곳’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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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시간’의 ‘-에’와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2ㄴ,ㄷ)은 각각 ‘사이, 도중’을 뜻하는 ‘결’6)과 ‘기회, 계기’를 뜻하는 ‘김’ 결합형

과 조사 ‘-에’의 결합형을 들어놓은 것이다. 이 둘은 ‘시간’이라는 범주에서 ‘순간적

으로’ 일어났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간적으

로’ 일어났음에도 (2ㄴ)이 눈 뜨고 코 베이듯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면 

(2ㄷ)은 상대적으로 ‘의도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문을 통해서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ㄱ. 꿈결에 한 해가 지나갔다.

ㄴ. 그 말이 무심결에 입 밖으로 나와버렸다.

ㄷ. 꾀고 어르는 말을 듣다 얼떨결에 손을 잡았다.

ㄹ. 너무 놀라 엉겁결에 비명을 질렀다.

(5) ㄱ. 겁결에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며 내달렸다.

ㄴ. 그 얘기를 듣고 분결에 뺨을 때리고 말았다.

(6) ㄱ. 내친김에 관련 질문을 몇 개 더 했다. 

ㄴ. 그는 억울한 분김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ㄷ. 김 선생은 부앗김에 독을 깨뜨렸다.

ㄹ. 그 얘기를 들은 후 골김에 상대편의 뺨을 때리고 말았다.

ㅁ. 결김에 따귀를 때리다.

(7) ㄱ. 정신이 팔려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얼김에 목구멍으로 넘겨버렸다.

ㄴ. 술김에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고백을 했다.

(4), (5)는 ‘X결’이 조사 ‘-에’와의 결합형이, (6), (7)은 ‘X김’이 조사 ‘-에’와의 결

합형이 쓰인 문장을 보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진술하지만 

‘꿈’, ‘무심’, ‘얼떨’, ‘엉겁’과 같이 무의도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주로 ‘X결’을 구성

하는 데 반해 ‘분’, ‘부앗’, ‘골’, ‘결’7)과 같이 감정을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요소

6) 의존명사로서의 쓰이는 ‘결’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의 ‘결’이 ‘겨를’과 같다는 점에서

도 ‘동안’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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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로 ‘X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보이는 순간의 양상이 다르다고 짐작

할 수 있다. 물론 (5), (7)에서처럼 이상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예들도 있다. 그

러나 말뭉치를 통해서도 선행하는 명사의 의미에 따라 ‘순간적이지만’ 의도의 개입 

여부가 차이가 난다는 경향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다.8)

  (3) 역시 (2)와 마찬가지로 조사 ‘-에’에 선행하는 명사들의 의미와 관련 지을 

수 있다. (2)를 참고한다면 결국 선행하는 명사들의 구성 요소와 관련 지을 수 있다

고 해야 한다.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식 불허 명사들은 ‘X간’, ‘X리’, ‘X중’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間)’, ‘리(裏)’, ‘중(中)’이 장소와 

관련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시간’의 ‘-에’와의 결합 역시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유형화는 조사에 선행하는 명사의 후행 요소가 아닌 선행 요소로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수식 불허 명사의 의미를 따지면서 점차 비지시성을 보

이는 예로 들었던 ‘한N’, ‘단N’, ‘일N’의 합성어들이 이에 해당한다.9)

(8) ㄱ. 단N: 단모금(單--), 단방(單放), 단번(單番), 단손(單-), 단술(單-), 단

잠(單-), 단참(單-), 단칼(單-), 단통(單-), ...

ㄴ. 일N: 일가족, 일거(一擧), 일견(一見), 일결(一決), 일고(一考), 일고(一

顧), 일관(一貫), 일괄(一括), 일국(一國), 일대(一帶), 일람 (一覽), 일련

(一連), 일말(一抹), 일미(一味), 일방(一方), 일부분(一部分), 일색(一色), 

일시(一時), 일신01(一身), 일익(一翼), 일종(一種), 일평생(一平生), 일호

(一毫), ...

ㄷ. 한N: 한가득, 한가지, 한나절, 한눈, 한시(-時), 한데, 한때, 한마디, 한마

7) 이때의 ‘결’은 ‘겨를’이기보다는 ‘결기(-氣)’를 뜻한다.

8) 말뭉치를 통해 ‘얼떨결에(55), 엉겁결에(52), 무심결에(20), 꿈결에(4)’에 비해 ‘겁결에(1), 

분결에(0)’의 용례수가 적다거나 ‘홧김에(30), 내친김에(12), 결김에(1)’에 비해 ‘술김에

(10) 얼김에(0)’의 용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그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괄호 안의 숫자는 말뭉치에서 확인한 해당 표현의 용례수다. 한편 다른 명사들과 달리 ‘꿈

결’은 조사 ‘-에’와의 결합형보다는 ‘같이’, ‘처럼’과 함께 쓰인 용례가 더 많은데 이는 ‘꿈’

으로 표현된 ‘비의도성’, ‘무의지성’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9)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조사 ‘-에’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

은 해당 논의에서 다시 들어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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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한방(-放), 한번, 한참, 한칼, 한탕, ... 

  이상에서처럼 수식 불허 명사는 구성 요소의 의미에 따라 결합하는 조사가 다르

다. 이외에도 형태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에’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들이 있다. 다음은 ‘처음’을 의미하는 수식 불허 명사 ‘당초’, ‘애초’, 

‘애당초’, ‘애시당초’의 예문들이다.

(9) ㄱ.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훨씬 늘어났다.

ㄴ. 여러 기능을 하루아침에 익히기란 당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ㄷ. 인천은 당초에 서해안 쪽의 성장 발판 구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ㄹ. 미국에서도 당초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물인지에 대해서는 판례마다 

달랐다.

ㅁ. 하지만 그것은 당초 생각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10) ㄱ. 이날 경기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ㄴ. 애초에 의심을 드러낸 것치고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ㄷ. 애초에는 2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10개만 남아 있다.

ㄹ. 이날 폴란드 선수들은 애초 한국과의 경기에서 폴란드가 앞선다고 생각했

다.

(11) ㄱ. 커다란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대개는 애당초부터 단념한다.

ㄴ. 필자가 어떤 해답을 제기할 생각은 애당초에 없다.

ㄷ. 애당초 나는 우주가 수축하면 무질서가 적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12) ㄱ. 해결 못할 일은 애시당초에 그만두라는 것이다.

ㄷ. 자기 사랑이나 애착 따위가 애시당초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ㄴ. 그러한 기대는 애시당초 태평성대에나 가능한 일이다.

  ‘당초(當初)’, ‘애초(-初)’, ‘애당초(-當初)’, ‘애시당초(--當初)’는 모두 맨 처음

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들 단어는 그 형태가 유사해서 의미 역시 상관성이 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자어 ‘당초’는 일의 시작을 의미하며 ‘애초’, ‘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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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애시당초’의 ‘애’는 ‘아’에서 온 것이다.10) 동의의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

여 그 의미를 더욱 강화한 구성이다. 그런데 이들은 문장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

합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9), (10)의 ‘당초’, ‘애초’는 ‘-에’ 결합형 외에도 ‘-

부터’, ‘-의’ 결합형을 확인할 수 있다.11) 그러나 (11), (12)의 ‘애당초’, ‘애시당초’

는 ‘-에’ 결합형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는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도 ‘애당초에’, ‘애시당초에’가 비결합에 비

하면 그 비중이 크게 낮다는 점에서 실제 문장에서는 조사 비결합형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12) 이는 말뭉치의 근원적 한계일 수도 있고, 빈도

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유의 관계를 보이는 어휘들임을 감안한다면 확인된 예에서의 차이는 우선 음절수라

는 음운론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음절의 ‘당초’, ‘애초’와는 달리 ‘애당초’, ‘애시

당초’의 음절수가 크다는 점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언어생활에서 ‘당초’, ‘애초’에 비

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의 예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만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하게 한다.

  우선 ‘당초’, ‘애초’가 쓰인 구문을 보자.

(13) ㄱ.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훨씬 늘어났다.

ㄴ. 여러 기능을 하루아침에 익히기란 당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ㄷ. 인천은 당초에 서해안 쪽의 성장 발판 구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ㄹ. 미국에서도 당초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물인지에 대해서는 판례마다 

달랐다.

ㅁ. 하지만 그것은 당초 생각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14) ㄱ. 이날 경기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10) ‘아’는 ‘애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우(2015: 160)에서는 ‘애호박’의 ‘애’ 역시 ‘아

’에서 온 것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애호박’이 어린 호박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이’

의 준말로서 ‘애’를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의 ‘애’는 길고, ‘애호박’의 ‘애’는 짧기 때문에 소

리의 길이를 고려했을 때의 가능성으로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11) ‘당초(의) 계획’, ‘애초(의) 문장’ 등 ‘-의’ 결합형은 5.3.에서 다룬다.

12) ‘조사 비결합’이라고 하지만 실제 형태적 쓰임으로는 ‘부사’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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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후행 조사

단어  ＼
-에 (-의) -보다 -부터 Ø

당초
26/430 117/430 6/430 27/430 253/430

6% 27.3% 1.4% 6.3% %

애초
124/353 58/353 1/353 93/353 76/353

35.1% 16.4% 0.3% 26.3% 21.5%

ㄴ. 애초에 의심을 드러낸 것치고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ㄷ. 애초에는 2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10개만 남아 있다.

ㄹ. 이날 폴란드 선수들은 애초 한국과의 경기에서 폴란드가 앞선다고 생각했

다.

  ‘당초’와 ‘애초’가 결합하는 조사의 비중은 (15)에서 보듯이 그 비중이 차이가 난

다. ‘당초’가 조사 비결합형으로 부사적인 쓰임을 보이는 예를 제외하면 관형형이 비

중이 큰 데 반해, ‘애초’는 ‘-에’가 결합형이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부터’ 결합형

이 자리한다.

  그러나 ‘-에’ 결합형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조사다수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은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처음에’, ‘처음부터’의 조사 ‘-에’가 결합한 ‘당초

에’, ‘애초에’는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부정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긍정문 형

식을 취하더라도 반어법이 사용되었다든지, 또는 선후행 명제의 의미 관계가 ‘축소’, 

‘악화’ 등의 역접, 전환 관계를 보여 준다다는 점을 모두 포함한다. 

  이 부정적인 쓰임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부사 ‘당최’이다. ‘당최’는 ‘당초(當

初)+-에’의 축약형으로 이해되는데, 음운적 변형을 동반한 어휘화를 거쳐(송철의 

1992, 오규환 2016), ‘도무지’, ‘영’과 같이 부정극성(negative polarity)13)을 나타내

13) 부정극성과 관련한 논의는 남승호, 김영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논의에서 부정극

성은 부정문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인데 논의를 뒤집어 생각하면 부정극성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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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사로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16) ㄱ.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다. 

ㄴ. 어찌 된 일인지 당최 알 수 없다.

ㄷ. 말을 안 하니 당최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ㄹ. 네가 하는 말은 어려워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17) ㄱ. 아주 자발머리없는 길이 돼놔서 우리는 당최.

ㄴ. 그런 유의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당최.

(18) ㄱ. 당최 배 선생의 부탁을 모르쇠하고 물리쳐 버리는 건데 그랬다.

ㄴ. 이건 당최 가시덤불이야.

  (16)에서 ‘당최’는 부정어 ‘모르다’, ‘없다’ 또는 부정성을 나타내는 ‘알 수가 있어

야지’, 즉 ‘알 수 없다’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고 있다.(18)에서처럼 ‘당최’가 원말인 

‘당초에’의 의미로도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부정극성

을 나타낸 것은 ‘당초’가 가지는 속성에서 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17)에서 

‘당최’로만 끝맺음한 문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우리는 당최 이용할 수 없

다/이용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 ‘당최 관심이 없다/듣고 싶지 않다’와 같은 부정극성

을 포함한 표현이 생략된 것이다. 이 역시 ‘당최’의 부정극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당초부터’, ‘애초부터’처럼 ‘-부터’와 결합한 형식의 문장에서도 그 부정성은 여전

하며 ‘당초의’, ‘애초의’처럼 ‘-의’와 결합한 형식의 문장 역시 부정적이다.14) 전반적

으로 ‘당초’, ‘애초’가 쓰인 문장은 전체적으로 그 부정성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애당초’와 ‘애시당초’15) 역시 그 부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형태적으로 조사 결

장하는 것은 부정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부정에 대한 논의는 의미와 관련한 논

의도 빼놓을 수 없지만 명시적으로 부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정요소에 대한 확인 작업 역

시 빼놓을 수 없다. 본고에서 부정극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그 호응 관계르르 드러내는 부

정요소로 부정의 보조용언 ‘말다’, ‘않다’, ‘못하다’와 부정의 부사 ‘안’, ‘못’ 그리고 어휘적으

로 부정을 나타내는 ‘모르다’, ‘없다’, ‘다르다’ 등을 들도록 한다. 본고에서의 ‘부정

(negative)’은 인식적 차원에서 ‘긍정(positive)’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14) 5.3.에서 다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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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조사

단어 ＼ 
-이다 -에 -의

오랜만 43/366 (11.8%) 305/366 (83.3%) 18/366 (4.9%)

오랫만 3/27 (11.1%) 24/27 (88.9%) -

오래간만 13/80 (16.3%) 66/80 (82.5%) 1/80 (1.2%)

합형보다는 조사 비결합형으로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당초’, ‘애초’와 다  

다음은 ‘기간이 많이 흘렀음’을 나타내는 ‘오래간만’, ‘오랜만’, ‘오랫만’이 쓰인 예문

들이다.

(19) ㄱ. 고등학교 동창을 오래간만에 만났다. 

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ㄷ. 오래간만의 외출이나 그런지 그녀가 달라 보였다.

(20) ㄱ. 노인은 시집을 읽으며 실로 오랜만에 발음하는 모국어에 목이 메었다.

ㄴ. 참 오랜만이구나.

ㄷ. 시인으로서는 오랜만의 귀향이다.

(21) ㄱ. 오랫만에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

ㄴ. 오랫만이에요.

  ‘오래간만’, ‘오랜만’, ‘오랫만’ 모두 ‘-이다’, ‘-에’ 결합형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간만의 외출’을 제외한다면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의’ 결합형은 ‘오랜만의’ 형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만’ 류의 단어들은 모두 ‘-에’ 결합형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만의 일’, ‘오랜만의 해후’, ‘오래간만의 외출’이나 ‘오랜만에’, ‘오랫만에’, ‘오

15) 《고려》를 따르면 ‘애당초(-當初)’와 ‘애시당초(--當初)’는 문어(글말)와 구어(입말)라

는 사용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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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간만에’에 후행하는 문장을 통해 ‘-에’, ‘-의’ 결합형에서는 오랜 시간 후 이루어

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다’ 결합형에서는 그 무엇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없다. 이들의 예시 대부분이 ‘-이다’ 결합형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선행하더라도 누군가에 대한 호칭형(OO야, O 씨)이거나 ‘참, 실로, 정

말, 아주’ 등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시간이 오래 되었음을 강조하는 부사인 경우

가 대부분이다. 

(22) ㄱ. 이렇게 모여 앉기도 오랜만이다.

ㄴ. 오늘처럼 즐겁게 춤을 춘 것이 오랜만이다.

ㄷ. 신경 쓰고 차려입기도 오랜만이다.

(22)에서 오랜 시간 후 이루어진 것들은 각각 ‘모여앉은 일’, ‘춤을 춘 일’, ‘옷을 차

려입은 일’, ‘들판에 앉은 일’ 등임을 알 수 있다. ‘오랜만’ 류의 단어들이 ‘-이다’와 

결합한 형식은 모두 59 예인데, 이 중 ‘-이다’ 결합형에 선행하여 그 무엇인가를 명

시적으로 드러낸 표현은 7 예(11.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오랜만’ 류의 단어들

이 ‘-이다’와 결합한 형식은 단독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문맥에 의존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표현임을 나타낸다.16)

  ‘예상과 달리’를 의미하는 ‘뜻밖’ 역시 ‘-에’ 결합형의 비중이 높은 수식 불허 명

사이다. 여기서의 ‘-에’는 ‘장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태분석 말뭉

16) ‘오랜만’ 류 단어들과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표현이 ‘간만에’이다. ‘간만에’는 ‘참 간만에 

연락드립니다’처럼 ‘오랜만에’, ‘오래간만에’와 같은 의미를 보인다. 의존명사 ‘만’이 ‘십 년 

만의 귀국’, ‘두 시간 만에’와 같이 일정 기간의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간만

에’는 문자대로라면 ‘기간이 흐른 뒤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만에’는 실제 

‘오랜만에’, ‘오래간만에’와 같이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오랜

간만에 > 간만에’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오래간만에’의 ‘오래’가 가지는 의미가 ‘간

만에’에 ‘쏠려’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박진호(2005)에서는 의미의 영향을 끼치는 경

로를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로 나누고 통합 관계에서의 영향 관계를 ‘의미의 쏠림’으로 정

의한 바 있다. ‘간만’이라는 ‘명사’는 현재 주어지지 않았지만 구어에서 ‘오래간만’의 줄임말

로 ‘간만’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

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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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조사

단어 ＼
-이다 -에(도) -로 -의

뜻밖
93/501 241/501 4/501 162/501

(19%) (48.1%) (0.6%) (32.3%)

의외
45/346 15/346 231/346 55/346

(13%) (4.3%) (66.8%) (15.9%)

치에서 수식 불허 명사 ‘뜻밖’과 ‘의외’의 조사 결합 양상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조사 결합 양상만을 확인한 것으로 실제 ‘-에’ 결

합형의 경우 ‘-도’가 다시 결합했을 경우 그 예외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정도성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비교를 위해 유의어인 ‘의외’도 함께 예시한다.

  ‘뜻밖’이 가지는 ‘놀라움’은 ‘-이다’ 결합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놀라움’은 

긍정성에서 부정성까지 그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넓은데 이는 ‘-이다’ 결합형에 후

행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3) ㄱ. 뜻밖이어서 눈을 크게 뜨다. 

ㄴ. 그가 보인 행동은 뜻밖일 정도로 당황스러웠다.

ㄷ. 뜻밖이라는 듯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ㄹ. 뜻밖이라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ㅁ. 뜻밖이라는 눈치였는지 새댁은 웃음을 터트렸다.

(24) ㄱ. 의외인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ㄴ. 의외라는 표정으로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ㄷ.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외였는지 아무런 말도 없었다.

수식 불허 명사 ‘뜻밖’, ‘의외(意外)’ 모두 ‘-이다’와 결합해서 ‘놀라움’이라는 양태를 

나타낸다. ‘뜻밖이라는 표정, 뜻밖이라는 듯’으로 관습적인 쓰임을 보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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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조사

단어 ＼
-에 -에서 -을 -의

세간
10/52 10/52 1/52 31/52

(19.2%) (19.2%) (2%) (59.6%)

이 ‘놀라움’은 ‘웃음이 나오다’에서부터 ‘인상을 잔뜩 쓰다’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으

로 드러나는데 이 ‘놀라움’의 폭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놀라움’은 ‘뜻밖’, 

‘의외’가 쓰인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놀라움’이란 이야기의 전개 방향이 

전환될 때 느끼는, 즉, 예상 외의 전환에서 가지게 되는 감정일 것이다. 이런 감정을 

보여주는 단초가 ‘뜻밖’, ‘의외’의 앞 또는 뒤의 명제에서 ‘-는데’, ‘-지만’ 등의 역

접, 전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특정 의미 관계를 맺는 ‘-에’ 결합형으로 ‘세간(世間)’도 살펴본다. ‘세간’은 ‘세상 

일반’을 의미하면 수식 불허성을 보이지만 불교 용어로는 다음과 같이 수식 허가성

을 보인다.

(25) ㄱ. 굴업도는 비로소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ㄴ. 세간에서는 이를 ‘신 권언유착’이라고 부른다.

ㄷ. 그 일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ㄹ. 그가 처음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작품이다.

(26) ㄱ. 해인삼매가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의 세간으로 구획된다.

ㄴ. ‘찬기파랑가’에서는 세 가지 세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ㄷ. 법흥사에 50여 세간이 있었다.

ㄹ. 세간을 버리고 세간에 나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들어서 세간에 나는 것이 

불도의 입장이다.

  

  ‘세상 일반’을 의미하는 수식 불허 명사 ‘세간’의 조사 결합 양상은 ‘-의’ 결합형

이 상당수이고, ‘-에’, ‘-에서’의 결합형이 일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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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조사와 결합하든지 ‘세간’이 공기하는 어휘들은 ‘관심’과 관련되는 것들

이다. ‘세간에’는 ‘널리 알려지다’, ‘화제가 되다’, ‘여론이 형성되다’, ‘인식되다’ 등과, 

‘세간에서’는 문장에서 주어로서 ‘운위(云謂)하다’, ‘알다’, ‘보다’, ‘부르다’, ‘떠들다’, 

‘얘기하다’ 등의 서술어와, 그리고 ‘세간의’는 ‘추측, 의문, 이목, 주목, 화제, 언급’ 등 

상황을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공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는 단 한 예만이 확인되지만 ‘세

간을 떠들썩하게 하다’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르지 않다. 

  ‘-에’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는 ‘-에’만이 단독적으로 결합한 형식들이 있다. 

이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7) 결김에, 그적에, 극비리에, 근자에, 내친김에, 단결에, 단김에, 단모금에, 단

박에, 단숨에, 단잠에, 단참에, 단통에, 담차에, 만면에, 몽매에, 몽매간에, 무심

결에, 미구에, 백일하에, 부지불식간에, 불원간에, 비밀리에, 삽시에, 삽시간에, 

성공리에, 성황리에, 암암리에, 양단간에, 애시당초에, 유무죄간에, 은연중에, 인

기리에, 일거에, 일견에, 일언지하에, 전고에, 절찬리에, 제바람에, 졸지에, 종국

에, 차제에, 창졸간에, 평화리에, 하룻저녁에, 한걸음에, 한방에, 한칼에, 홧김에, 

흥김에,

이들 중 형태론적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들을 이들은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다시 

‘시간’, ‘장소’, ‘이유’ 등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28) ㄱ. 그적에, 근자에, 단결에, 단김에, 담차에, 몽매에, 미구에, 애시당초에, 일

거에, 일견에, 하룻저녁에, ...

ㄴ. 만면에, 백일하에, 일언지하에, 전고에, 제바람에, 졸지에, 종국에, 차제에, 

...

시간과 장소로 대변할 수 있으나 사실 ‘일언지하’를 본다면 ‘한마디로’의 의미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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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지만 이것이 곧 장소를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장소에 의해서’라

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졸지에’, ‘종국에’ 역시 표면적으로는 장소를 나타내지

만 실제로는 ‘이유’를 뜻하는 구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형태의미적으로 시간, 

장소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의미로 분류하기보다는 실제 사용상 그 의미

는 표면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진 형식으로 그 단위 자체의 의미로 한 단위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들의 문법 정보로 ‘흔히 ‘-~’ 꼴로 쓰여’라는 형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흔

히’, ‘주로’와 같은 빈도는 실제로는 ‘절대적’이라는 의미로 바꾸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흔히’란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에’ 결합

형을 제외하고 이들의 사용례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소의 ‘-에’와 관련해서 다음의 예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29) ㄱ. 이날의 만남은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ㄴ. 비밀리에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ㄷ. 올스타전이 어제 성황리에 OO 경기장에서 열렸다.

ㄹ. 악정(惡政)을 비판하는 말들이 암암리에 세간에 퍼졌다.

ㅁ. 절찬리에 상영되었던 작품들이 속편을 제작하기 쉽다.

  이들은 모두 ‘X리(裡)’의 형식으로 오직 ‘-에’와 결합하고 있다. ‘소매’를 의미하

는 ‘裡’를 고려한다면 ‘-에’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운

데’, ‘중(中)’과 같이 장소와 시간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면서 두 의미 중 하나의 의

미를 특정할 수 없기도 하다는 점에서 (29)의 ‘-에’가 장소로만은 볼 수 없다. 이들 

‘X리(裡)’의 형식은 (3)에서 보듯이 적지 않은 단어들이 있지만 실제 말뭉치에서는 

(29)의 다섯 예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 ‘경쟁리에, 공개리에, 극비밀리에, 비

공개리에, 성공리에, 암묵리에, 인기리에, 평화리에, ...’ 등은 모두 사전 용례로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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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으)로’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

  2장에서 수식 불허 명사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문장에서 어떤 후행 조사와 결합하

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으)로’ 결합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들을 본고의 명

사 의미 분류표에 따라 의미별로 재분류했다. 여기에서는 이들 ‘-(으)로’ 결합형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들이 후행하는 명사들과 보이는 공기 관계를 의미별로 따져

보고자 한다. 다만 이들 수식 불허 명사와 결합하는 조사 ‘-(으)로’가 여러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별 분류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2장에서 정리한 목록을 의미

별로 분류해서 보인다. 

(30) ㄱ. 극도로, 백방으로, 백팔십도로, 지상(至上)으로, 천정부지로, ...

ㄴ. 가급적으로, 겹겹으로, 구사일생으로, 구두로, 단번으로, 단칼로, 딴판으로, 

든손으로, 뜬눈으로,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부지기수로, 불시로, 선걸음으

로, 선발로, 자유자재로, 죽기살기로(비등재어), 첩첩으로, 첫눈으로, 충심

(衷心)으로, 통짜로, 통짜배기로, 통째로, 통짜로, 통짜배기로, 한일자로, ... 

ㄷ. 의외로, 천만뜻밖으로, 엉망진창으로, ....

ㄹ, 시쳇말로, 요샛말로, 역부족으로, 만으로, ...

ㅁ. 무상시(無常時)로, 무시(無時)로, 무시이래로, 불철주야로, 사흘거리로, 역

대로, 예로(부터), 일생일대로, ... 

(30)은 모두 조사 ‘-(으)로’와 결합한 수식 불허 명사를 제시한 것이다. 조사 ‘-

(으)로’는 ‘방향’, ‘경로’, ‘자격’, ‘도구’ 등 그 의미가 다양하다. 이를 따라 (30)을 나

누어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의미를 나누어 볼 수 있다. (30ㄱ)은 ‘방향, 경로’의 ‘-

(으)로’와, (30ㄴ)은 ‘방법, 도구’의 ‘-(으)로’와, (30ㄷ)은 ‘원인, 이유’의 ‘-(으)로’

와, (30ㄹ)은 ‘자격’의 ‘-(으)로’와, (30ㅁ)은 ‘시간’의 ‘-(으)로’와 결합한 것을 정

리한 것이다. 5.1.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 명사들은 그 의미에 따라 조사 ‘-(으)로’

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 ‘-에’와는 달리 선행 명사들을 형태적으로 유형화하기에는 공통성을 별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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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없다. ‘-(으)로’는 여러 의미 중 ‘원인,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주의해서 살

펴보아야 한다. 선행 명사가 단순 원인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N으로’의 구성이 ‘N

이다. 그러므로’와 같이 어미적인 쓰임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N으로’ 

구성 자체가 특정 의미를 가지는 단위처럼 쓰이기도 한다. ‘뜻밖으로’는 ‘뜻밖이라서, 

의외라서, 예상 외라서’ ‘오히려’ 선행 명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는 기능을 확

인할 수 있다. ‘예사로’ 역시 ‘예사이기 때문에’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쉽게, 수월하게’

라는 의미로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로’ 결합형이 ‘-이다. 그러므로’의 의

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로’ 자체로 어휘화하여 새로운 의미 단위로 쓰이게 되었음

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임홍빈(1998)에서는 ‘-로’가 서술성을 지닌 단위로서 기

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곧 ‘-이다. 그러므로’ 단위가 나타내는 의미로도 

읽힌다. 결국 ‘-로’ 결합형은 둘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며, ‘-로’ 결합형으로 하나

의 의미 단위화한 경우를 따로 분리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5.3. ‘-의’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

  2장에서 수식 불허 명사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문장에서 어떤 후행 조사와 결합하

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 결합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본고의 명사 

의미 분류표에 따라 의미별로 재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의’ 결합형을 보이

는 수식 불허 명사들이 후행하는 명사들과 보이는 공기 관계를 의미별로 따져보고

자 한다. 2장에서 살펴본 의미별 분류를 다시 보인다.

(31) 가지각색의, 각양각색의, 공전(空前)의, 기왕(旣往)의, 극강(極强)의, 극도의, 

다소간(多少間)의, 단번(單番)의, 당초의, 뜻밖의, 마구잡이의, 마찬가지의, 막무

가내의, 모종의, 묘령의, 무상의, 무심중(無心中)의, 무언중(無言中)의, 미증유

(未曾有)의, 발군(拔群)의, 배전(倍前)의, 불가항력의, 불굴의, 불세출의, 불시

(不時)의, 불요불급의, 불의(不意)의, 불패(不敗)의, 불후(不朽)의, 사양(斜陽)

의, 소기(所期)의, 소정(所定)의, 안성맞춤의, 애초의, 예사(例事)의, 역대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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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간만의, 오랜만의, 오리무중의, 유일무이의, 유수(有數)의, 유종의, 응분(應分)

의, 이만저만의, 이왕(已往)의, 일고(一考)의, 일련의, 일말의, 일촉즉발의, 의외

의, 자유자재의, 잠깐의, 잠시의, 절호의, 제각각의, 주지(周知)의, 죽기살기의, 

지상(至上)의, 천고(千古)의, 천부의, 첩첩의, 초미(焦眉)의, 특단의, 필생의, 하

등의, 한참의, 회심(會心)의, 희대의, 희유의, ...

(31)은 모두 조사 ‘-의’와 결합한 수식 불허 명사를 제시한 것이다. 조사 ‘-의’는 

다른 조사들과는 달리 명사와 명사 사이의 논항 관계를 보여 준다는17) 점에서 대상

언어적으로 쓰인 경우를 제외하면 ‘-의’와 결합한 단어는 명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들 역시 5.1., 5.2.에서처럼 조사 ‘-의’의 의미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의’에 선후행하는 명사들 사이의 여러 논항 관계는 앞서 살펴본 대로 다양하

다. 

  수식을 받는 대상으로서 명사는 수식하는 요소로 명사 외에도 여러 요소를 요구

함은 이미 확인한 바다. 우리는 관형격 조사18) ‘-의’ 역시 다양한 의미 기능을 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현배(1937/1982)에서는 ‘의’가 ‘소유’, ‘소산’, ‘소재’ 등의 

여러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고, 서정수(1996: 573)에서는 이를 보다 발전시켜 다음

과 같이 10가지의 의미를 들었다.

(32) ㄱ. 소유(所有): 동생의 모자

ㄴ. 소행(所行): 여자의 말

ㄷ. 소작(所作): 학생의 글

ㄹ. 소위(所爲): 어머니의 말

17) ‘행동 반경의 열림’과 같은 문구에서 ‘-의’를 전후한 요소들은 명사가 아닌 명사성을 보인

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하게는 명사성 요소 사이의 논항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18) ‘-의’는 관형격, 소유격, 속격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지만 근본적으로는 격의 자격을 가지

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조사 ‘-의’ 전후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를 논의하기

에 자격과 관련한 논의를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격’과 관련하여 지칭할 때에는 통사

론적 입장을 반영한 ‘관형격’으로 부르기로 한다. ‘소유격’, ‘속격’ 등은 의미론적 입장을 반

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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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재(所在): 한강의 다리

ㅂ. 소속(所屬): 집의 강아지

ㅅ. 소관(所關): 가을의 노래

ㅇ. 소기(所起): 한강의 기적

ㅈ. 소산(所産): 강원도의 감자

ㅊ. 유사(類似): 동물의 사랑(‘동물적 사랑’의 뜻)

  김창섭(2008)에서는 ‘-의’가 본래 N1을 관형화하여 ‘N1+의 N2’의 명사연속구를 

형성하는 통사론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관형화한 N1은 N2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론적 기능을 한다고 보고 ① 관형화 및 중심-결부물 관계의 

중심 표시, ② 관형화 및 비동격적 속성 표시, ③ 관형화 및 동격적 속성 표시의 셋

을 ‘-의’의 용법을 제시하였다.19) 관형화 및 중심-결부물 관계의 중심 표시만을 예

로 들면 다음과 같다.20)  

(33) 관형화 및 중심-결부물 관계의 중심 표시(김창섭 2008)

ㄱ. 소유자-소유물: 나의 옷, 다윈의 진화론, 거문고의 가락, 금의 무게, 꽃의 

19) 김창섭(2008)에서는 이상의 세 용법을 문어와 구어에서의 쓰임과 생략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N1과 N2 사이의 의미 관계를 논의하고자 하므로 사용역별 의미 상황

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언급하도록 한다.

N1, N2의 

존재성

N1,N2의 

지시 관계

통사

기능
의미 기능

‘의’의

용법

김창섭(2008)에서 

명명한 의미 기능

N1, N2 

모두 존재임

비동일 지시

(비동격적)
관형화

중심-결부물 관계 

중심 표시
A 관계 중심 표시

N2만 존재임 (무관)

관형화
단순한 속성-대상 

관계
B

단순 관형화N1, N2 

모두 존재임

비동일 지시

(비동격적)

동일 지시

(동격적)
관형화

단순한 속성-대상 

관계
C

20) 이를 종합해서 김창섭(20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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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건설의 역사, 나의 살던 고향, ...

ㄴ. 소재처-소재물: 양복의 주머니, 전화기의 고장, 비행기의 위치, 투쟁의 열

매, 선택의 여지, 눈물의 씨앗, 승리의 길, 시골의 인심, 정오의 뉴스, 올림

픽의 창시자, 이 책의 출판된 연도, ...

ㄷ. 참여자-사건: 감독의 선수 선발, 너의 부탁, 아이의 성장, 팔의 마비, 도

시의 파괴, 질서의 확립, ...

ㄹ. 기준값-변환값: 생일의 3일 후, 2의 두 배, 아들의 반(半), ...

  이외에도 임홍빈(1981)에서는 ‘존재 전제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복합 명사

구 N1의 N2는 담화세계에 지시대상을 가진다’는 것이다. N1의 존재를 전제할 때 

담화세계에서 통용 가능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유령의 회사’는 유령의 존재를 전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색하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유령 회사’는 ‘유령의 존재’가 

아니라 ‘유령’으로 표현되는 ‘실체 없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어휘적 의미

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 있다(박정섭 2014: 50). 목정수

(2007) 역시 임홍빈(1981)과 다름 없이 지시대상을 가지는 명사만이 ‘의’라고 보고 

그 의미는 소유관계와 한정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앞서 5.1.에서 ‘세간’은 복수의 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세간’은 

복수의 조사를 통해서도 공기하는 어휘들이 ‘관심’을 의미하는 것들이었음을 확인하

였다.  ‘-의’가 앞뒤의 명사들 간 논항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N의 NP’ 구성이 

고정형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5.1.의 ‘일거에’, ‘졸지에’, ‘차제에’, 5.2.의 ‘시쳇

말로’, ‘죽기살기로’ 등 단수 조사와의 결합형만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는 ‘-의’ 

결합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오직 ‘-의’와 결합하는 수식 불허 명사를 살펴

보자.

(34) ‘-의’ 단독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

공전(空前)의, 만반(萬般)의, 모종(某種)의, 묘령(妙齡)의, 무상(無償)의, 미

증유(未曾有)의, 발군(拔群)의, 배전(倍前)의, 불굴(不屈)의, 불세출(不世出)

의, 소기(所期)의, 유수(有數)의, 유종(有終)의, 응분(應分)의, 일고(一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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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一介)의, 일련(一連)의, 일말(一抹)의, 절호(絶好)의, 주지(周知)의, 철

천(徹天)의, 초미(焦眉)의, 초유(初有)의, 특단(特段)의, 파천황(破天荒)의, 

필생(畢生)의, 하등(何等)의, 회심(會心)의, 희대(稀代)의, ...

이 목록은 ‘일개’를 제외하면(일개(의) NP) 형태적으로 ‘-의’ 결합이 필수적인 수식 

불허 명사(N의 NP)들이다. 

(35) ‘-의’ 결합이 필수적인 수식 불허 명사 1

ㄱ. 공전의 사건

ㄴ. 만반의 준비

ㄷ. 모종의 음모 

ㄹ. 묘령의 아가씨

ㅁ. 미증유의 위기

ㅂ. 소기의 목적

ㅅ. 응분의 대가

ㅇ. 절호의 기회

ㅈ. 주지의 사실

ㅊ. 철천지원수(철천의 원수)

ㅋ. 초미의 관심

ㅌ. 특단의 대책

(36) ‘-의’ 결합의 필수적인 수식 불허 명사 2

무상의, 배전의, 불굴의, 불세출의, 유종의, 일고의, 일련의, 일말의, 파천황의, 

필생의, 하등의, 회심의, 희대의, ...

(35)와 (36)은 NP에 위치하는 명사들의 성격이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

이다. 그런데 이들 수식 불허 명사 외에 다음 (37)과 같이 수식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명사들 또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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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ㄱ. 유수: 세계 유수의 대학, 미국 유수의 대학, ...

ㄴ. 초유: 사상 초유의 일. 사상 초유의 사건, ...

ㄷ. 특유: 무역 회사 특유의 문화, 군대 특유의 지휘 체계, ...    

(37ㄱ)의 ‘유수’는 선행 요소로 말뭉치에서는 ‘세계’와 ‘미국’ 두 예만을 선행 요소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 유수의 기업’, ‘아시아 유수의 학회’와 같이 그 외의 지역들

도 상정할 수 있으나 실례로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 (37ㄴ)의 ‘초유’는 ‘사상(史上)’

만을 선행 요소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 ‘기업 회계 역

사상 초유의 스캔들’과 같이 선행 요소로 ‘OOO 역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사건’이 ‘[[사상 초유]의 사건]’과 같은 의미 구조를 보이는 반면 

‘OOO 역사상’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과 같이 단지 ‘초유’에 선행하는 요소

로서 ‘초유’와는 직접적인 수식 구조를 맺지는 않는 듯하다. (37ㄷ)의 ‘특유’는 ‘유

수’, ‘초유’와 달리 ‘사람, 생명체, 회사, 집단’ 등을 선행 요소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들 선행 요소들은 하나의 단위로 규정지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의 특성으로 대표

할 수 있는 단위로 기능한다.

  결합할 수 있는 조사가 ‘-의’ 외에도 다른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수식 불허 명사

는 다음과 같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조사는 괄호 

안에 담도록 한다.

(38) ‘-의’ 외에 다른 조사와도 결합하는 수식 불허 명사

뜻밖, 의외, 발군(拔群), 세간, 천만(千萬), 

  이들은 앞서 4장 및 5.1., 5.2.에서 살펴본 경우도 있고 여기서 새롭게 살펴볼 단

어들도 있다. 물론 그 분류는 후행 요소와의 결합형의 빈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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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6.1. 요 약

  본고는 분포상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한국어 명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통사의미

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명사는 일반적으로 수식성과 조사 결합성이라는 분포

적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한국어 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

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명사에는 ‘관형어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존명사도 있고, 조사와 결합할 수는 있으나 모든 조사가 아닌 ‘일부 

한정된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불구명사도 있다. 그리고 명사로 판정받았지만 실

제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서 명사로 판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소위 관형명사, 즉 수식성 어근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격

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여러 자료를 통해 관형어의 수식을 허가하지 않는 한국

어 명사 또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관형어로 규정한 것은 명사, 수사, 관형사, 관형격 조사, 인용격 조사,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형 어미이다. 이들 관형어에 의한 수식을 허가하지 않는 명

사는 조사와의 결합으로 문장에서의 기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수식 

불허 명사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서술성과 수식성으로 나누어 그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다’와의 결합형 및 복합 서술어 구성이 보이는 서술성과 ‘-에’, ‘-

(으)로’, ‘-의’ 등과의 결합형이 보이는 수식성이 그것이다. 한편 수식 불허 명사는 

조사 결합성의 정도에 따라 조사가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 허

가성인 명사로만 나눌 수 있다.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이 ‘수식성’과 ‘조사 결합

성’이라면 지금까지 ‘관형명사’로 분류했던 ‘기마(騎馬), 건전(健全)’ 등의 ‘수식성 

어근’은 한국어 명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분포적 특성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명사’

로 분류할 수 없다. 결국 분포적 특성으로 명사를 분류한다면 본고에서 다루는 수식 

불허 명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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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성

필수성

조사 결합성

허가성

불허성 (수식성 어근) 수식 불허 명사

불허성 허가성 필수성

  한국어 명사를 포함하여, ‘명사’는 일반적으로 단어 그대로 지시 대상의 ‘이름’과 

관련된 범주이다. 그러나 ‘명사’라는 이름으로 범주화된 단어들은 ‘이름’ 이외에도 사

태, 사건, 동작, 상태 등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본고에서는 Nida(1975), 

Lyons(1977ㄱ,ㄴ)에 기반하여 의미적 실체, 즉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실체가 언어적

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또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논의에 기반하여 한국어 명사의 의미적 실체들도 의미 영역별로 어떻게 표현되고 

인식되는가를 최경봉(2000)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살펴본 한국어 명사의 

의미 영역별 분류를 본고에서 다루는 ‘수식 불허 명사’ 목록과 맞춰본 결과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는 대체적으로 시간, 장소, 상태 등의 의미 영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가 담당하는 의미 영역이 상당히 좁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식 불허성이 수식 가능성에 비해 피수식 명사의 지시성이 낮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본고에서는 대상 명사에 선후행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 한국어 수식 불

허 명사의 지시성을 확인해 보았다. Lyons(1977ㄱ)에서는 지시 표현을 그 대상의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일(개체지시) ＜
한정지시 - 특정개체지시

비한정지시 - 불특정개체지시

일반(개체부류지시) ＜
한정지시 - 특정개체부류지시  ＜

배분적지시

집합적지시

비한정지시 - 불특정개체부류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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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표현은 지시 대상이 개체인 단일(singular) 지시 표현과 개체들의 부류인 일

반(general) 지시 표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특정한 개체 또는 특정한 

개체들의 부류를 지시하는 한정(definite) 지시 표현과 특정 개체 혹은 특정 개체 

부류를 지시하지 않는 비한정(indefinite) 지시 표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정의 

일반 지시 표현은 개체 각각에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배분적(distributive) 지시 표

현과 부류 전체에 속성을 부여하거나 부류 전체의 속성을 단언하는 집합적

(collective) 지시 표현으로 다시 나누었다.

  한국어 명사도 지시 표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상의 분류를 이용하여 한국어 

명사의 지시성의 정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명사 앞뒤의 여러 

요소들과의 공기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한정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관형사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 등과의 어울림을 살펴보았으며, 비한정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관형사 ‘무슨, 어떤, 어느’ 등과의 어울림을 살펴보았다. 일반 지시 표현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단수 지시 표현과는 달리 후행 요소 ‘들, 마다, 씩’과의 결합 양상

을 살펴보았다. 배분성의 접사 ‘마다’, ‘씩’과의 결합 가능 여부는 대상물의 개체성, 

곧 어휘의미의 명확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지시성’을 확인하기에는 적절한 절차로 

생각된다. 의미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의 분포적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명사의 지시 표현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검증 과정은 한

정. 비한정 지시 표현에서 지시 관형사, 배분사 등이 공기할 수 있는 한국어 명사는 

모두 수식 허가성, 수식 필수성의 분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상의 검

증 과정에서 이들 표현과 공기할 수 없는 한국어 명사는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것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어 수식 허가 명사 및 수식 필수 명사가 지시 표현

으로 기능한다면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는 지시 표현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은 수식 불허성을 보이는 단일어에서만이 아니라 ‘한달

음, 한번, 한눈’, ‘단박, 단손, 단칼’, ‘일거’, ‘일괄’, ‘일람’ 등과 같은 ‘한N’, ‘단(單)N’, 

‘일(一)N’ 구성의 수식 불허 명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형사 ‘한’은 통사적으

로 비한정 지시 표현 기능이 발달했는데, 지시성이 낮은 ‘한N’ 구성의 복합어가 대

체적으로 수식 불허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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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과 5장에서는 수식 불허 명사들이 문장 내에서 의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는 필연적으로 후행하는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야 함을 고려하여 후행하는 요소에 

따른 통사의미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후행 요소로 ‘-이다’를 취하는 수식 불허 명사들과 후행 요소로 여러 

격조사 및 서술어를 취하는, 소위 복합서술어 구성을 이루는 수식 불허 명사들을 대

상으로 서술성을 살펴보았다. ‘-이다’ 결합형을 보이는 수식 불허 명사들은 결합형

이 하나의 서술 단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 서술 단위는 모

두 선행하는 형식이 뜻하는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일쑤, 십

상, 예사’와 같이 ‘VP기{Ø, K}’ 형식이 선행하든, ‘가관, 고작, 물론, 열심, 열중, 전

전긍긍, 안달복달’과 같이 ‘NP’ 또는 S 형식이 선행하든 이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태도가 선행 명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를 드러내는 것인

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한편 서술성을 드러내는 수식 불허 명사들은 ‘부산을 떨다’, ‘거덜이 나다’, ‘일독

(一讀)을 권한다’, ‘일가를 이루다’, ‘짝이 없다’와 같은 복합 서술어 형식에서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루는 구문을 통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수식 불허 명사들의 

의미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가(一家)’, ‘짝’과 같이 본래 수식 허가성

을 보이던 명사들이 복합 서술어 형식으로 재구성되면서 ‘한N’, ‘단(單)N’, ‘일

(一)N’ 구성 등에서 확인했던 비한정 지시 표현으로 기능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

었다.

  5장에서는 후행 요소로 ‘-에’, ‘-(으)로’, ‘-의’를 취하는 수식 불허 명사들을 대

상으로 수식성을 살펴보았다. ‘-에’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는 ‘-에’의 의미에 따

라 ‘시간’, ‘장소’, ‘원인’의 의미를 ‘-(으)로’ 결합형의 수식 불허 명사는 ‘-(으)로’

의 의미에 따라 ‘방향’, ‘자격’, ‘원인’의 의미를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데 ‘-에’와 ‘-(으)로’의 결합형은 그 자체로 부사적인 쓰임을 보이거나, 어휘화하여 

특정 의미로 쓰이는 예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논의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의’는 그 의미가 다양한데 김창섭(2008)을 따라 관형화 기능을 기본으로 

선후행하는 명사들 사이의 속성 관계에 따라 중심-결부물 관계, 비동격적 속성, 동

격적 속성을 나타낸다고 본 김창섭(2008)을 따른다면 비동격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소유’, ‘소산’, ‘소재’ 등을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의’ 결합형은 ‘응분의 대가’, ‘일고의 가치’, ‘절호의 기회’, ‘초미의 

관심’과 같이 조사 결합형이 후행 공기 요소와의 공기성이 거의 고정적인 구성이 적

지 않음이 새롭다. 

6.2. 과 제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들은 선행 요소의 통사의미적 보조를 받을 수 없기에 결국 

후행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문장 내에서 존재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불구성

은 결과적으로 후행 요소와의 결합형이 한 단어로의 변화 과정을 거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면 한국어 명사가 가지는 지시 표현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고는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효용성

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수법과 관련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점 또한 후속 작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 단편적으로 언급

되었던 수식 불허성이라는 한국어 명사의 분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을 논문의 의의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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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

  다음은 본고에서 다룬 한국어 수식 불허 명사의 목록이다. 조사 결합성이 필수적

인 부류와 허가적인 부류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한다. 

ㄱ. 조사 결합이 필수적인 것

가관(可觀), 가지각색(--各色), 거덜, 결김, 경쟁리(競爭裡), 골김, 공전

(空前), 과언(過言), 구두(口頭), 구사일생(九死一生), 그적, 극강(極强), 극

도(極度), 극비리(極祕裡), 극비밀리(極祕密裡), 극성(極盛), 극한(極限), 

근자(近者), 금물(禁物), 금자(今者), 기다(幾多), 기실(其實), 끽소리, 나간

(那間), 납빛, 내왕간(來往間), 내친김, 내하(柰何), 다년간(多年間), 다소

(多少), 다소간(多少間), 단결, 단김, 단모금(單--), 단박, 단방(單放), 단

번(單番), 단손(單-), 단술(單-), 단숨, 단잠(單-), 단참(單-), 단칼(單

-), 단통(單-), 담차(談次), 두루치기, 든손, 딴판, 뜬눈, 뜻밖, 마구잡이, 

마찬가지, 막무가내, 만(滿), 만면(滿面), 만반(萬般), 망정, 매일반(每一

般), 매한가지(每---), 먼빛, 모종(某種), 목하(目下), 몰두몰미(沒頭沒

味), 몽매(夢寐), 몽매간(夢寐間), 묘령(妙齡), 무기한(無期限), 무두무미

(無頭無尾), 무상시(無常時), 무시(無時), 무심결(無心-), 무심중(無心中), 

무언중(無言中), 물론(勿論), 미구(未久), 미증유(未曾有), 미지(未知), 발

군(拔群), 배전(倍前), 백방(百方), 백일하(白日下), 백절불굴(百折不屈), 

백팔십도(百八十度), 부동(不動), 부산, 부지기수(不知其數), 부지불식간(不

知不識間), 불가항력(不可抗力), 불구(不久), 불굴(不屈), 불변(不變), 불세

출(不世出), 불시(不時), 불요불굴(不撓不屈), 불요불급(不要不急), 불우(不

虞), 불원간(不遠間), 불의(不意), 불일내(不日內), 불철주야(不撤晝夜), 불

패(不敗), 불하일장(不下一杖), 불후(不朽), 비동맹(非同盟), 비밀리(秘密

裡), 비영리(非營利), 사양(斜陽), 사흘거리, 삽시(霎時), 삽시간(霎時間), 

선걸음, 선바람, 선발(先發), 성공리(成功裡), 성황리(盛況裡), 세간(世間), 

소기(所期), 소정(所定), 시쳇말(時體-), 십상(十常), 십상(十成), 십상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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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常八九), 아무짝, 안달복달, 안성맞춤(安城--, 안성마춤), 암암리(暗暗

裡), 양단간(兩端間), 엉겁결, 엉망, 엉망진창, 여념(餘念), 역부족(力不足), 

열심(熱心), 열중(熱中), 예, 예사(例事), 예삿일, 오래간만, 오랜만(오랫

만), 오리무중(五里霧中), 왕년(往年), 요샛말, 유무죄간(有無罪間), 유일무

이(唯一無二), 유종(有終), 은연중(隱然中), 응분(應分), 의외(意外), 이만

저만, 인기리(人氣裡), 일가(一家), 일거(一擧), 일견(一見), 일고(一考), 일

련(一連), 일말(一抹), 일방(一方), 일생일대(一生一大), 일생일대(一生一

代), 일쑤, 일언지하(一言之下), 일조일석(一朝一夕), 일촉즉발(一觸卽發), 

자유자재(自由自在), 짝, 전고(前古), 전전긍긍, 절찬리(絶讚裡), 제격(-

格), 제바람, 졸지(猝地), 졸창간(卒倉間), 종국(終局), 종당(從當), 주지(周

知), 죽기살기, 찍소리, 차제(此際), 천고(千古), 천만다행(千萬多幸), 천만

뜻밖(千萬--), 천만의외(千萬意外), 천부(天賦), 천정부지(天井不知), 철천

(徹天), 첩첩(疊疊), 첫눈, 초미(焦眉), 충심(衷心), 친소간(親疏間), 친수

(親手), 통째, 특단(特段), 파천황(破天荒), 평화리(平和裡), 피장파장, 피차

일반(彼此一般), 필두(筆頭), 필생(畢生), 하룻길, 하룻저녁, 한(限), 한걸

음, 한달음, 한방(-放), 한방(-房), 한일자(-一字), 한참, 한칼, 허위단심, 

현행(現行), 홧김(火-), 회심(會心), 흥김(興-), 희대(稀代), 희세(稀世), 

희유(稀有), ...

ㄴ. 조사 결합이 가능한 것

가공(架空), 가급적(可及的), 각급(各級), 각종(各種), 간이(簡易), 간접(間

接), 강성(强性), 강제(强制), 개중(個中), 객원(客員), 거시(巨視), 경로(敬

老), 고가(高架), 고가(高價), 고공(高空), 고형(固形), 공립(公立), 공식(公

式), 공영(公營), 공통(共通), 과도(過度), 관변(官邊), 관선(官選), 관치(官

治), 관형(冠形), 괴뢰(傀儡), 구상(球狀), 국공립(國公立), 군립(郡立), 군

별(軍別) 군별(郡別), 군소(群小), 균질(均質), 극동(極東), 기립(起立), 기

복(祈福), 기실(其實), 기왕(旣往), 긴급(緊急), 농수산(農水産), 농축산(農

畜産), 남행(南行), 납량(納涼), 다종(多種), 단과(單科), 단독(單獨), 당초

(當初), 대등(對等), 도립(道立), 도별(道別), 동일(同一), 동질(同質),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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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聲), 무시이래(無始以來), 무임(無賃), 무한(無限), 무혈(無血), 미시(微

示), 민선(民選), 민영(民營), 반전(反戰), 범용(汎用), 별도(別途), 빈부(貧

富), 사영(私營), 삼중(三重), 수동(手動), 순수(純粹), 시립(市立), 시별(市

別), 시영(市營), 애당초(-當初), 애시당초(--當初), 애초(-初), 어이, 역

대(歷代), 연간(年刊), 연간(年間), 연례(年例), 예비(豫備), 온건(穩健), 완

벽(完璧), 완충(緩衝), 우전(右前), 원격(遠隔), 월간(月刊), 유성(油性), 이

왕(已往), 이중(二重), 이질(異質), 인공(人工), 인스턴트(instant), 인정머

리, 일간(日刊), 일개(一介), 일급(一級), 임시(臨時), 잠깐(暫間), 잠시(暫

時), 장학(獎學), 재임(在任), 재택(在宅), 저가(低價), 저개발(低開發), 저

공(低空), 저학력(低學力), 적법(適法), 전동(轉動), 정규(正規), 정통(正

統), 제각각(-各各), 제반(諸般), 조기(早期), 좌전(左前), 주립(州立), 즉

흥(卽興), 지상(至上), 직립(直立), 차후(此後), 천연(天然), 철야(徹夜), 청

정(淸淨), 최근(最近), 친미(親美), 평상시(平常時), 평소(平素), 평시(平

時), 하등(下等), 하등(何等), 하루아침, 학술(學術), 한러(韓-), 한창, 한평

생(限平生), 한평생(-平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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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에 에
서

으
로

부
터 의 이

다 기타

가관(可觀) 　 　 　 　 　 o 　

가급적(可及的) 　 　 o 　 　 o 　

가지각색(--各色) 　 　 　 　 o o 　

각양각색(各樣各色) 　 　 　 　 o o 　

개중(個中) o o 　 　 　 　 　

거덜 　 　 　 　 　 　 거덜이 나다
거덜을 내다

결김 o 　 　 　 　 　 　

경쟁리(競爭裡) 　 　 　 　 　 　 　

공전(空前) 　 　 　 　 o 　 　

과언(過言) 　 　 　 　 　 　 과언이 아니다

구두(口頭) 　 　 o 　 o 　 　

구사일생(九死一生) 　 　 o 　 　 　 　

그적 o 　 　 　 　 　 　

극강(極强) 　 　 　 　 　 　 　

극도(極度) o 　 o 　 o 　 　

극비리(極祕裡) o 　 　 　 　 　 　

극성(極盛) 　 　 　 　 　 　 　

극한(極限) 　 　 　 　 　 　 　

근자(近者) o 　 　 　 　 　 　

▪부 록 2 ▪

  다음은 수식 불허 명사의 조사 결합 양상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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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물(禁物) 　 　 　 　 　 o 　

금자(今者) 　 　 　 　 　 　 　

기다(幾多) 　 　 　 　 o 　 　

기실(其實) 　 　 　 　 　 　 　

기왕 o 　 　 　 o 이
면 　

납빛 　 　 o 　 　 o 　

끽소리 　 　 　 　 　 　 　

내친김 o 　 　 　 　 　 　

다년간(多年間) 　 　 　 　 　 　 　

다소(多少) 　 　 　 　 o 　 　

다소간(多少間) o 　 　 　 o 　 　

단결 o 　 　 　 　 　 　

단김 o 　 　 　 　 　 　

단모금(單--) o 　 　 　 　 　 　

단박 o 　 　 　 　 　 　

단방(單放) 　 　 　 　 　 　 　

단번(單番) o 　 o 　 o 　 　

단손(單-) 　 　 　 　 　 　 　

단숨(單-) o 　 　 　 　 　 　

단잠(單-) o 　 　 　 　 　 　

단참(單-) o 　 　 　 　 　 　

단칼(單-) o 　 o 　 　 　 　

단통(單-) o 　 　 　 　 　 　

담차(談次)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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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當初) o 　 　 o o 　 　

든손 o 　 o 　 　 　 　

딴판 　 　 o 　 　 o 　

뜬눈 　 　 o 　 　 　 　

뜻밖 o 　 　 　 o o 　

마구잡이 　 　 o 　 o 　 　

마찬가지 　 　 　 　 o o 　

막무가내 　 　 o 　 o o 　

만(滿) 　 　 o 　 　 　 　

만면(滿面) o 　 　 　 　 　 　

만반(萬般) 　 　 　 　 o 　 　

만원(滿員) 　 　 　 　 o o 　

망정 　 　 　 　 　 o 　

매일반(每一般) 　 　 　 　 　 o 　

매한가지 　 　 　 　 　 o 　

먼빛 o 　 o 　 　 　 　

모종(某種) 　 　 　 　 o 　 　

목하(目下) 　 　 　 　 o 　 　

몽매(夢寐) o 　 　 　 　 　 　

몽매간(夢寐間) o 　 　 　 　 　 　

묘령(妙齡) 　 　 　 　 o o 　

무기한(無期限) 　 　 　 　 o 　 　

무상시(無常時) 　 　 o 　 　 　 　

무시(無時)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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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이래(無始以來) 　 　 　 　 　 　 　

무심(無心-)결 o 　 　 　 　 　 　

무심중(無心中) o 　 　 　 o 　 　

무언중(無言中) o 　 　 　 o 　 　

물론(勿論) 　 　 　 　 　 o 　

미구(未久) o 　 　 　 　 　 　

미증유(未曾有) 　 　 　 　 o 　 　

미지(未知) 　 　 　 　 o 　 　

발군(拔群) 　 　 　 　 o o 　

배전(倍前) 　 　 　 　 o 　 　

백방(百方) 　 　 o 　 　 　 　

백일하(白日下) o 　 　 　 　 　 　

백절불굴(百折不屈) 　 　 　 　 o 　 　

백팔십도(百八十度) 　 　 o 　 　 　 　

부동(不動) 　 　 　 　 o 　 　

부산 　 　 　 　 　 　 부산을 떨다

부지기수(不知其數) 　 　 o 　 　 o 　

부지불식간(不知不識間) o 　 　 　 　 　 　

불가항력(不可抗力) 　 　 　 　 o o 　

불구(不久) 　 　 　 　 o 　 　

불굴(不屈) 　 　 　 　 o 　 　

불변(不變) 　 　 　 　 o 　 　

불세출(不世出)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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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不時) o 　 o 　 o 　 　

불요불굴(不撓不屈) 　 　 　 　 o 　 　

불요불급(不要不急) 　 　 　 　 o 　 　

불우(不虞) 　 　 　 　 o 　 　

불원간(不遠間) o 　 　 　 　 　 　

불의(不意) o 　 　 　 o 　 　

불일내(不日內) o 　 o 　 　 　 　

불철주야(不撤晝夜) 　 　 o 　 　 　 　

불패(不敗) 　 　 　 　 o 　 　

불후(不朽) 　 　 　 　 o 　 　

비동맹(非同盟) 　 　 　 　 o 　 　

비밀리(秘密裡) o 　 　 　 　 　 　

비영리(非營利) 　 　 　 　 N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양(斜陽) o 　 　 　 o 　 　

사흘거리 　 　 o 　 　 　 　

삽시(霎時) o 　 　 　 　 　 　

삽시간(霎時間) o 　 　 　 　 　 　

선걸음 o 　 o 　 　 　 　

선바람 　 　 o 　 　 　 　

성공리(成功裡) o 　 　 　 　 　 　

성황리(盛況裡) o 　 　 　 　 　 　

세간(世間) o o 　 　 o 　 　

소기(所期) 　 　 　 　 o 　 　

소정(所定)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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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쳇말(時體-) 　 　 o 　 　 　 　

십상(十常) 　 　 　 　 　 o 　

십상(十成) 　 　 　 　 　 o 　

십상팔구(十常八九) 　 　 　 　 　 o 　

아무짝
에
도 　 　 　 　 　 　

안달복달 　 　 　 　 　 o 　

안성마춤 　 　 　 　 　 　 　

안성맞춤(安城--) 　 　 　 　 o o 　

암암리(暗暗裡) o 　 　 　 　 　 　

양단간(兩端間) o 　 　 　 　 　 　

애당초(-當初) o 　 　 o 　 　 　

애시당초(--當初) o 　 　 　 　 　 　

애초(-初) o 　 　 o o 　 　

양단간(兩端間) o 　 　 　 　 　 　

어이 　 　 　 　 　 　 어이가 없다

엉겁결 o 　 　 　 o o 　

엉망 　 　 o 　 　 o 　

엉망진창 　 　 o 　 　 o 　

여념(餘念) 　 　 　 　 　 　 여념이 없다

역대(歷代) o 　 o 　 o 　 　

역부족(力不足) 　 　 o 　 o o 　

열심(熱心) 　 　 　 　 　 o 　

열중(熱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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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o 　 　 예나 지금이나

예사(例事) 　 　 o 　 o o 　

예삿일 　 　 　 o 　 o 　

오래간만 o 　 　 　 o o 　

오랜만 o 　 　 　 o o 　

오랫만 o 　 　 　 　 o 　

오리무중(五里霧中) o 　 　 　 o o 　

왕년(往年) o 　 　 　 o 　 　

요샛말 　 　 o 　 　 　 　

유무죄간(有無罪間) o 　 　 　 　 　 　

유일무이(唯一無二) 　 　 　 　 o 　 　

유종(有終) 　 　 　 　 o 　 　

은연중(隱然中) o 　 　 　 　 　 　

응분(應分) 　 　 　 　 o 　 　

의외(意外) 　 　 o 　 o o 　

이만저만 　 　 　 　 o 　 　

이왕(已往) 　 　 　 　 o 　 　

인기리(人氣裡) o 　 　 　 　 　 　

인스턴트(instant) 　 　 　 　 　 　 　

인정머리 　 　 　 　 　 　 인정머리가 
없다

일가(一家) 　 　 　 　 　 　 일가를 이루다

일개(一介) 　 　 　 　 o 　 　

일거(一擧) o 　 　 　 　 　 　

일견(一見)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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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一考) 　 　 　 　 o 　 　

일련(一連) 　 　 　 　 o 　 　

일말(一抹) 　 　 　 　 o 　 　

일방(一方) 　 　 o 　 　 　 　

일생일대(一生一大) 　 　 o 　 　 　 　

일생일대(一生一代)02 o 　 o 　 　 　 　

일쑤 　 　 　 　 　 o 　

일언지하(一言之下) o 　 　 　 　 　 　

일조일석(一朝一夕) o 　 　 　 o 　 　

일촉즉발(一觸卽發) 　 　 　 　 o o 　

자유자재(自由自在) 　 　 o 　 o o 　

짝 　 　 　 　 　 　 -기가 짝이 
없다

잠깐(暫間) 　 　 　 　 o o 　

잠시(暫時) 　 　 　 　 o o 　

전고(前古) o 　 　 　 　 　 　

전전긍긍 　 　 　 　 　 o 　

절찬리(絶讚裡) o 　 　 　 　 　 　

제각각(-各各) 　 　 　 　 o o 　

제격(-格) o 　 　 　 　 o 　

제바람 o 　 　 　 　 　 　

졸지(猝地) o 　 　 　 　 　 　

종국(終局) o 　 　 　 　 　 　

종당(從當) o 　 　 　 　 　 　

주지(周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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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살기 　 　 o 　 o 　 　

지상(至上) o 　 o 　 o 　 　

찍소리 　 　 　 　 　 　 -를 하다

차제(此際) o 　 　 　 　 　 　

차후(此後) o 　 o 　 o 　 　

창졸간(倉卒間) o 　 　 　 　 　 　

천고(千古) o 　 　 　 o 　 　

천만다행(千萬多幸) 　 　 　 　 o o 　

천만뜻밖(千萬--) 　 　 o 　 　 　 　

천만의외(千萬意外) 　 　 o 　 o o 　

천부(天賦) 　 　 　 　 o 　 　

천정부지(天井不知) 　 　 o 　 　 o 　

철천(徹天) 　 　 　 　 　 　 　

첩첩(疊疊) 　 　 o 　 o 　 　

첫눈 o 　 o 　 　 　 　

초미(焦眉) 　 　 　 　 o 　 　

충심(衷心) 　 　 o 　 　 　 　

친수(親手) 　 　 o 　 　 　 　

통째 　 　 o 　 　 　 　

특단(特段) 　 　 　 　 o 　 　

파천황(破天荒) 　 　 　 　 o 　 　

평화리(平和裡) o 　 　 　 　 　 　

피장파장 　 　 　 　 　 o 　

피차일반(彼此一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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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두(筆頭) 　 　 　 　 　 　 　

필생(畢生) 　 　 　 　 o 　 　

하등(何等) 　 　 　 　 o 　 　

하루아침 o 　 　 　 　 o 　

하룻길 o 　 　 　 　 o 하룻길을 
달리다

하룻저녁 o 　 　 　 　 　 　

한(限) 　 　 　 　 　 　 -기가 한이 
없다

한가지 　 　 o 　 o o 　

한걸음 o 　 　 　 　 　 　

한달음 o 　 　 　 　 o 　

한방(-房) o 　 　 　 　 　 　

한일자(-一字) 　 　 o 　 o 　 　

한참 o 　 　 　 o 　 　

한창 　 　 　 　 　 o 　

한칼 o 　 　 　 　 　 　

허위단심 　 　 o 　 　 　 　

현행(現行) 　 　 　 　 　 　 현행대로

홧김(火-) o 　 　 　 　 　 　

회심(會心) 　 　 　 　 o 　 　

흥김(興-) o 　 　 　 　 　 　

희대(稀代)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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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Un-Modifiable Nouns

Oh, Min Seo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un-modifiable nouns. It is common to say that 

there are modifiability and postposition-combinability as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nouns. However, not all Korean nouns can be 

modifiable and combine them with postpositions. There are some nouns in 

Korean in which modifiability is essential(bound noun), and some nouns are 

limited in their connection with postpositions(postposition-combination word). 

And although it is set to be a noun, there is actually modifiable roots that can 

be modifiable and can not combine with postpositions. There are also Korean 

nouns that do not allow the adnominal words, the subjects of our research, 

un-modifiable nouns. 

  In Chapter 1, we examine the distribution of Korean nouns in previous 

studies and confirmed the existence of un-modifiable nouns.

  In Chapter 2, we examined how we set the subjects of our research. In this 

paper, there are nouns, numerals, adnominals, adnominal positions, quotive 

postpositions, nominal type endings, and adnominal type endings which are 

adnominal words. In the Sejong corpus, form and meaning tagged, noun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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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not preceded by these adnominal words were confirmed after post 

correction works. We also briefly reviewe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In Chapter 3, we examined the meaning of Korean un-modifiable nouns. In 

this paper, we examined how linguistic reality is expressed and how semantic 

reality is perceived. First of all, indicative expressions are divided into singular 

and general indications. And then singular and general are divided into definite 

and indefinite indication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general indicative 

expressions of difinites are divided into distributive indicative expressions and 

collective indicative expres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the 

Korean nouns function as indicative expressions.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Korean nouns which function as indicative expressions show the modifiability 

but the Korean nouns which do not function as indicative expressions show the 

un-modifiability. In order to confirm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word.

  In chapters 4 and 5, we have examined the syntactic meaning of 

un-modifiable nouns according to the following elements. It considers that it 

can function in sentences by combining with following elements.

  In chapter 4, we divided the un-modifiable nouns with 'predicative' by the 

conjunction of the following elements into the form of '-ida' combination and 

'complex predicative', and examined syntactic and semantic functions of them. It 

seems that the un-modifiable nouns with the '-ida' combination appear to have 

undergone a process of changing the conjunctive into a predicative unit, and 

these predicative units all seem to represent the attitude toward the proposition 

that the preceding form means. 

  In chapter 5, we examined the un-modifiability of un-modifiable nouns that 

take '-e(에)', '-(eu)ro((으)로)', and '-ui(의)' as following elements, as a 

postposition. The '-e' binding types mean 'time', 'place', 'cause'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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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 e', the '-(eu)ro' binding types  means 'direction', 

'qualification', 'cause' according to the meaning of '-(eu)ro'. Although '-ui' has 

a variety of meanings, '-ui', which is combined with un-modifiable nouns, is 

considered to represent an inequality between un-modifiable nouns and 

following nouns.

  Chapter 6 summarizes the discussions of this paper and presents the future 

tasks.

Key words: korean un-modifiable noun, distribution, modifiability, case binding, 

un-modifiability, case binding type, compound predicate

Student identification number: 2006 - 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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