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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관한 연구

이 후 인

지금까지 국어의 문장부사는 부사가 담당하는 의미‧기능에 따라 양태부사와 접속
부사로 대별되는 체계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문장부사들 중에는 양태부사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접속부사로도 볼 수 있는 예들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
한 예들을 부사의 어떤 하위 범주에 소속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나 양태부사와 접
속부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고는 양태와 접속의 의미‧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특이한 부사들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사들의 범주를 판별하기보다는 부사를 통
하여 양태와 접속이 동시에 실현되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본고
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부사들 중에서 양태와 접속을 모두 확인할 수 있
는 부사들을 선별하여 ‘양태접속부사’로 명명하였다. 양태접속부사의 유형은 부사의 
세부적인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다시 척도 형성 부사류, 부연 부사류, 양보 부사류, 전
환 부사류로 나누었다. 척도 형성 부사류는 부가의 부사류와 정정의 부사류로 다시 
구분하였다.

양태접속부사는 통사‧의미적으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성격을 모두 지니는 동시
에 이 부사들만의 독특한 성격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양태접속부사의 가장 
큰 의미적 특징은 해당 부사가 쓰인 문장의 의미가 온전하게 해석되기 위하여서는 
전후 맥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선행문 또는 후행문
이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역할을 양태접속부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척도 형성 부사류는 척도에 의해, 부연 부사류‧양보 부사류‧전환 부사류는 
전제가 작용하여 접속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문과 후행문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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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화자의 감정 및 평가가 부사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태접속부사
는 감정 양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부차적으로 의외
성과 증거성 등의 의미 성분도 포착되었다. 또한 그동안 양태부사의 양태는 후행 단
위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양태가 그에 선행하는 언
어 단위에까지 작용을 하는 예가 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양태접속부사의 통사적 특성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통사적 제약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았다. 지금까지 접속부사는 선행절에 제약이 있고, 양태부사는 후행절 서법에 
제약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양태접속부사가 양태부사와 접속
부사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가설을 따른다면 양태
부사와 접속부사와는 다르게 양태접속부사의 통사적 제약은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양태접속부사의 선‧후행절 제약과 관련하여서는 부사의 양태 관련 의미, 즉 감정 
양태와 의외성, 증거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 유형 안에
서도 부사에 따라 선행절 제약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해당 부사가 지
니는 고유한 의미가 양태 및 접속의 정도성 차이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통사적 
제약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부사의 의미는 변화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의미·화용적 문법화 및 주관화 이론을 
몇몇 양태접속부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양태접속부사의 가변적 특성을 보이고자 하
였다. 또한 다의성을 지니는 부사들을 통하여 양태‧접속의 정도성이 의항마다 상이
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논하면서 이러한 부사들은 교차분류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
였다. 부사의 양태성이나 접속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의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부사들이 양태접속부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주요어: 양태부사, 접속부사, 양태, 접속, 감정 양태, 증거성, 의외성, 문법화, 주관
성, 상호주관성

학  번: 2013-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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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문장부사’라는 범주를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대별해 온 전통문법의 부사

체계에 대하여1)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성격을 모두 지니는 부사류가 존재함을 밝
히는 데 목적이 있다.2) 부사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는 문장부사 중에 범주적 정체성
이 불분명한 부사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문
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방대한 부사 연구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태접속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양
태와 접속의 의미·기능을 모두 지니는 데서 기인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그간 논의되어 온 양태부사 및 접속부사의 개념과 분류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양태적 의미와 접속 기능이 비교적 분명히 포착되는 부사들
을 추출하고,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토대로 양태접속부사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것이다. 이 유형 분류는 부사가 양태접속부사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몇 가지 경로를 
보여주기에 양태접속부사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뒤에는 양태접속부사를 유형별로 의미·통사적 측면에서 관찰할 것이다. 의미적 측면
1) ‘양태부사(樣態副詞)’는 ‘말재어찌씨, 화식부사(話式副詞), 진술부사(陳述副詞), 서법부사(敍法副

詞), 양상부사(樣相副詞)’ 등의 술어로도 불리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를 ‘양태부사’로 술어를 통
일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논의 가운데에는 ‘양태부사’를 ‘manner adverb’로 지칭하기도 하
는데, 본고에서는 ‘modal adverb’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이후 논의에서는 편의상 이 부사 부류를 지칭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태접속부사’로 부르기
로 한다. 어떤 부류를 하나의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자칫 해당 부류를 하나의 범주로 묶으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는 기본적으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 외 
제3의 범주를 설정하려는 입장이 아니다. ‘양태접속부사’를 새로운 범주로 설정하게 되면 본고에
서 문제를 제기한, 전통문법에서의 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 논의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부사류를 마땅히 지칭할 만한 술어가 없기에 임시 명칭으로
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성격을 모두 보이는 부사들을 ‘양태접속부사’라 명명한 것임을 먼저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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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부사류가 지니는 양태 및 접속의 의미·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
로 실현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통사적 측면에서는 각 부사류의 구문상 특징과 선·
후행절과의 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명제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던 어떤 형태가 텍스트적 의미로, 텍스트적 의미에서 
양태적 의미로 발달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언어 유형론적으로도 밝혀진 
바 있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양태접속부사에서도 그러한 의미 변화의 경향성
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의항(sense)마다 양태와 접속의 정도성이 차이나는 
부사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 체계를 분절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예외로 취급되었던 언어 현상
을 면밀히 기술해 봄으로써, 본고에서는 한국어 부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체계상
의 빈틈을 미약하게나마 채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부사에 관한 연구는 부사의 형성, 통사·의미론적 특성에 따른 분류, 각 하위 부류

들의 특성 등 총괄적 논의부터 개별 부사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 본절에서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상위 범주인 문장부사의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고, 문장부사 체계 내에서 양태부사와 접속
부사의 지위는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3)

먼저 왕문용·민현식(1993), 손남익(1995) 등의 논의 외에도, 일반적으로 문장부
사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대별된다고 알려져 있다.4) 金京勳(1996)은 부사어를 
의미론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논의에서 제시한 부류 중 영역 부사어, 평가 부사어, 
양태 부사어, 수행 부사어 등의 범주가 문장부사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세분화된 문장부사 분류를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문장부사 체계를 전통문법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개진되면서 문장 혹은 담화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에 따라 부사를 분류하

3) 문장부사의 분류사에 대해서는 신서인(2014)을 참조할 수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신서인(2014: 95)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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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김태인(2014)은 Ernst(2004), 김량혜윤(2003)에서 제시
한, 부사의 작용역에 따른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를 정교화하여 ‘화행
(speech-act) > 사실(fact) > 명제(proposition) > 전체 사건(event) > 하위 사
건(subevent)’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부사를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명제, 사실, 화행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가 문장부사에 해당한다. 신서인
(2014)은 기존의 부사 분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능문법 모형을 한국어 문장부
사 체계에 적용하고자 한 논의로, 문장부사를 일차적으로 층위에 따라 접속부사, 발
화행위부사, 영역부사, 명제부사로 나누었다.

김태인(2014)과 신서인(2014)은 우리가 흔히 문장부사라고 생각했던 부사들, 특
히 그 중에서도 양태부사로 일괄적으로 처리되어 왔던 부사들이 작용 층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음을 밝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더 논의될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 문장의 계층 구조에 따른 문장부사 분류는 사실상 문장부사보다는 
양태부사의 재분류에 가깝다. 접속부사도 문장부사의 하위 범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면, 문장부사의 분류에 관한 논의에 접속부사의 위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 문장부사 체계에 대하여 이 연구들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관계를 주로 어떻게 기술해 왔는
지를 살펴보겠다. 범주의 판별이 어려운 양태부사 혹은 접속부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장영희(1997), 민현식(1999), 김선영(2003), 고영근·구본관(2008)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장영희(1997: 222~224)에서는 ‘글쎄, 하물며, 물론, 차라리, 아니면, 도리
어, 오히려’ 등과 같은 부사는 접속부사로 처리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접속부사와 양태부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단은 이 부사들을 양태부사로 처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논의의 흐름상 이 
부사들을 양태부사로 보는 적극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민현식(1999: 177)은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에는 주관적 비교 평가가 작용한다
는 점을 들어 이 부사들을 서상법의 양태부사로 처리하였다. 그 외 ‘더욱이, 더군다
나, 하물며, 아무튼, 여하튼, 좌우간’ 등과 같은 부사는 양태부사 내지 접속부사로서
의 판별을 유보하였다. 또한 ‘만일(=다가), 비록’이 현대국어에 관한 논저인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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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고영근(1985/1993: 179)에서는 양태부사로 처리되었으나, 중세국어를 다룬 논저
인 고영근(1987/2010: 163)에서는 접속부사로 처리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이
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에 대한 문제를 통시적으로도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
다.

김선영(2003: 50~59)은 접속부사의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양태부사와 접속
부사를 비교적 상세히 비교하면서, 그동안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경계가 모호한 것
처럼 다루어진 이유를 의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접근 방식에서 찾았다. 이러한 입
장에 따라 ‘더구나, 더욱이, 하물며,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 다만, 단, 단지, 오직, 
아무튼, 어쨌든, 여하튼, 하여간, 하여튼, 하기야, 하기는’ 등의 부사 범주를 통사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별하였다.5) 본고는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되, 위의 
부사들이 오히려 부사가 양태와 접속을 모두 담당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예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영근·구본관(2008: 134, 318~319)은 접속부사가 만일 부사라면 특정 성분이든 
문장 전체든 수식을 해야 하나 이러한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
였다.6) 이와 더불어 접속부사의 정의에 접속의 기능과 수식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
어서 문제라고 보고 어떤 접속부사의 접속 또는 수식 기능은 정도성에서 차이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1) 가.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라.
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먹는 것은 다 같다. 그러나 먹는 방법과 양식이 다르

다.
다. 그 용기 그대로 모든 학습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게야.

(2) 가. 아내는 마음도 착하고 또한 건강하다.
나. 나이가 많고 살림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아이까지 달렸다.
다. 항복할 바에야 도리어 죽는 것이 낫다. (고영근·구본관 2008: 318)

5) 이 논의에서 범주의 판별은 기능·통사적 제약 및 분포, 분포의 실현 비율 등 양태부사와 접속부
사의 일반적인 기능과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6) 고영근·구본관(2008)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단어 및 어절을 접속하는 접속부사를 제외한 나머
지 접속부사들을 문장성분의 차원에서 ‘접속어’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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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근·구본관(2008)에 따르면 예문 (1)에서 접속부사로 쓰인 ‘그리고, 그러나, 그
러면’은 약간의 수식 기능도 있으나 접속의 기능이 우세한 것이며, (2)의 ‘또한, 더
군다나, 도리어’는 수식의 기능이 접속의 기능보다 우세한 것이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사의 양태 및 접속 의미·기능은 정도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고영근·구본관(2008)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양태와 접속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로는 최윤지(2011)를 들 수 있다. 최윤지
(2011)에서는 문법화 과정에 있는 ‘-인가’가 지니는 배타적 이접의 의미가 불확실
성의 의미와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상호관련성이 언어 유형론적으로도 확인
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논하였다. 본고의 이후 논의에서도 부사의 의미‧기능 차원
에서 양태와 접속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게 될 터인바, 최윤지(2011)의 논의는 큰 
틀로 보았을 때 본고의 방향과 맞닿아 있어 참고가 되었다.

이상으로 문장부사 분류와 그 체계 내에서의 양태부사 및 접속부사의 지위에 관
한 연구, 양태와 접속의 관계를 다루었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비교적 최근에는 부
사 연구에서도 문장부사 체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
다. 본고에서도 문장부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 연구들의 시각과 조금 달리해 봄
으로써 이러한 연구의 동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바이다.

1.3. 연구 자료
본고는 주요 부사 연구에서 제시한 부사 목록을 토대로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부사를 추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부사 목록은 사전에 등재된 것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고, 양태접속부사로 볼 수 있는 부사 중에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
았던 부사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불완전함을 감수하더라도 본고에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선행 연구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공시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사들은 논의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러한 부
사들은 문어나 구어 자료에서 예문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말뭉치 자료에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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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예문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필자의 직관으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예문의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2011.12. 수정판)의 현대 문어 
원시 말뭉치 36,942,784 어절을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표준국어대사전≫ 및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의 예문과 선행 연구의 예문도 활용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자가 작성한 예문도 제시할 것이다.

1.4. 논의의 구성
이후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를 본격적으로 관찰

하기 전에 이론적 배경이 되는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양태부사 및 접속부사의 개념
과 주요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에 견주어 보았을 때 
양태와 접속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부사들을 추출하고, 선별된 양태접속부사들
을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나눈다.

제3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의 각 유형별 의미적 특성을 고찰한다. 문장부사들 중
에서도 어떠한 부사들이 특별히 양태와 접속을 모두 수행하며, 이 부사들의 어떠한 
의미적 특성들이 그러한 의미‧기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의 통사적 특성을 다룬다. 각 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 우선 개별 부사들의 통사적 구문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기술하고, 부사들의 통
사적 제약을 선‧후행절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의미‧화용적 문법화 및 주관화 이론을 ‘더욱이, 물론, 하기는, 하기야, 
하긴’에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부 다의적인 부사들은 의항에 따라 
양태와 접속의 정도성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예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부사의 의미가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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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1937/
1971)

남기심·
고영근
(1993)

손남익
(1995)

임유종
(1999,
2005)

김선영
(2003)

서정수
(2005)

고영근·
구본관
(2008)

다만 접속 양태 접속 양태
단 접속 접속 접속 양태

단지 접속 양태
도리어 접속 양태 접속 양태 양태 접속
물론 접속 양태

<표 1> 선행 연구마다 상이하게 처리된 부사

2. 기본 논의

이 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라는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진
행한다. 양태접속부사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라는 두 범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
로 먼저 이 두 범주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뒤에 부사가 양태와 접속
의 의미·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양태접속부사의 개념을 제시한
다. 그리고 양태접속부사를 선별하고 그 유형을 구분한다.

2.1. 양태부사와 접속부사
종래의 품사체계에서 부사는 수식언으로서 수식 범위에 따라 크게 성분부사와 문

장부사로 구분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성분부사는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를 
가리키고,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를 말한다. 문장부사는 다시 양태부
사와 접속부사로 양분된다.7) 지금까지 문장부사들은 양태부사 또는 접속부사 중 어
느 한 범주에 소속된 것으로 처리되어 왔는데, 이 중 일부 부사들에 대한 처리는 연
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를 정리한 것은 아래 <표 1>과 같다.

7) 장소원(2008ㄱ: 1150)에서는 문장부사가 이와 같이 단순하게 나뉜 것은 문장부사가 대부분의 
경우 단일 어휘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구나 절의 형태를 띰으로써 품사론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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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지) 양태 접속 양태
여하간, 

하여간(에) 접속 양태 양태
하기는, 
하기야 양태 접속 양태
하물며 양태,

접속 접속 양태 양태 접속

위 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미 일찍이 최현배(1937)에서 ‘하물며’를 양태부사이
자 접속부사로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이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판별이 갈리
는 것은 분류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
더라도 앞서 §1.2.에서 살펴보았듯이 양태부사 혹은 접속부사로서의 성격이 불분명
한 부사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서술한 연구들이 있다는 점에서 위 <표 1>과 같은 
처리를 단순히 기준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을 듯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분류 기준의 타당성 문제에 골몰하기보다 부사가 양태와 접속의 
의미·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다는 데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로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부사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양태접속부사의 개념은 제2절에서 논
하게 될 것인데, 이에 앞서 본절에서는 이 개념의 기반이 되는 두 범주, 즉 양태부
사와 접속부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바를 정리할 것이다.

2.1.1. 양태부사의 개념 및 특징

(1) 양태(modality)

양태(modality)는 일반적으로 Lyons(1977: 452)에서 제시한 ‘명제에 대한 화자
의 태도’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내 연구 중에서 박재연(2006: 53)은 양
태를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박진호(2011ㄱ: 310)에서는 양태를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라고 정의하면서 양태의 하위 범주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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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
(commitment)를 나타냄.

예: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나타냄. 또는 사

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
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의무(obligation), 허락/허용(permission)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

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능력(ability), 의도(intention, willingness), 바람(wish)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

예: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

예: 직접 경험(direct evidence), 傳聞(hearsay), 추론(inferred)

본고에서는 박진호(2011ㄱ)에서 제시한 양태의 정의와 하위 분류를 따르고자 한다. 
박재연(2006)의 정의는 양태를 문법 범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미 범주와 문법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박재연(2006: 19~22)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고
는 한국어에서 양태가 비단 문말의 어미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용언, 부사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태는 의미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본다.

후술될 것이지만 본고에서 양태접속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태 및 양태 관
련 범주는 감정 양태, 증거성, 의외성이다. 따라서 양태 분류와 관련하여 이 개념들
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먼저 감정 양태의 경우, 이를 양태의 하
위 범주로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 박재연(2006: 77)은 감정 양태가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행위 양태(act modality), 문장 유형 등에 부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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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양태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본다.8) 이러한 감정 양태의 속성으
로 본다면 단독적인 범주로 설정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른 
양태 혹은 문장 유형과 함께 혹은 그에 얹혀 실현되는 경우에 감정 양태의 의미성
분이 다른 의미성분과 변별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박진호(2011ㄱ)의 분류를 따
라 감정 양태를 설정한다.

감정 양태는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林采勳(2009: 
57)은 감정 양태를 화자가 문장이 표상하는 사건에 대해 긍정적(good) 혹은 부정적
(bad) 평가를 내리는 ‘사건 평가 양태성’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들은 이러한 호부(好否) 평가를 바탕으로 발생된 추론적 의미 특성이
다.9)

감정 양태와 관련하여 다음 예문들을 검토해 보자.

(4) 가. 화가 나는 대로 다 표출하면 안 된다. 차라리 잠을 자라.
나. 철수는 덧셈도 할 줄 모른다. 하물며 곱셈이야 말할 나위도 없다.

예문 (4 가)의 두 문장에서는 ‘의무’의 당위 양태가 서술어구 ‘안 된다’와 ‘자라’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청자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화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4 나)는 철수가 사칙연산을 할 가능성에 대한 발화
로, 선행문과 후행문에 각각 인식 양태가 쓰였다.10) 이 경우에도 인식 양태는 서술
어구 ‘모른다’와 ‘말할 나위도 없다’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처럼 이 두 예문에서 선행
문과 후행문에서 실현되는 주요한 양태는 당위 양태, 인식 양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선행문과 후행문이 의미적으로 관계되면서 실현되는 부차적인 양태도 
확인된다. 즉 (4 가)에서 화자는 선행문의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잠을 자는 것’
8) 박재연(2006)에서 ‘행위 양태’는 ‘당위 양태’와 ‘동적 양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9) 감정 양태는 ‘평가 양태(evaluative modality)’로도 불리는데, ‘평가 양태’라는 술어는 ‘뿌리 양태

(root modality)’의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하므로(Givόn 2001), 본고에서는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
고자 ‘감정 양태’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10) 장소원(1986: 2)의 각주 (3)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넓은 의미에서 필자와 독자를 포함한 발
신자(addresser), 수신자(addressee)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이 음성 발화
와 문자 발화를 구분하지 않고 ‘화자’와 ‘청자’를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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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4 나)에서 화자는 ‘덧셈을 할 줄 모르는 것’
이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어나기가 확률적으로 더 어려운 ‘곱셈을 할 줄 
모르는 것’은 언급할 가치조차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사
의 의미가 두 문장 혹은 그 이상의 단위와 관련이 있다면 화자는 각각의 명제에 대
한 태도뿐만 아니라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 평가 등도 내릴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명제에 대한 핵심 양태 외에 미묘하게 포착되는 양태를 감정 양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증거성(evidentiality)’과 ‘의외성(mirativity)’을 살펴보기로 한다. 박진
호(2011ㄱ, ㄴ)에서는 사실상 ‘증거 양태’를 양태의 한 유형으로 보지 않고 ‘증거성’
을 ‘정보의 근원(information source)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의외성’도 하나의 문법 범주로서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
(unexpectedness), 신정보(new information)임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정의된다. 
이러한 처리는 박진호(2011ㄴ: 2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형론적 관점에서 범언
어적 범주(cross-linguistic category)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양태접속부사를 증거성 혹은 의외성 표지로 보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감정 양태와 마찬가지로 다른 양태에 얹혀 실현될 수 있는 의미성분으로서 증거성
과 의외성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11) 앞서 감정 양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범주
를 설정하는 것과 의미성분을 변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된다. 어떤 의미자
질을 범주로 설정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이 의미자질을 문법요소가 지닌 다른 의미자
질들과 구별하는 과정에서는 개념적으로 변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증거성과 의외성의 개념 자체는 박진호(2011ㄱ, ㄴ)의 논의를 따르되, 이 둘
을 의미성분으로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상으로 양태 개념과 양태의 하위 범주들을 살펴보고, 본고에서는 양태 및 관련 
의미 범주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본고에
서 부사들의 의미를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양태접속부사가 여타 양태부사와 구별
되는 특징들을 기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11) 이와 관련해서는 박진호(2011ㄴ: 201)에서도 “하나의 문법요소가 인식양태의 의미성분과 증거

성의 의미성분을 함께 지니는 일이 흔히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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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태부사(modal adverbs)

‘양태부사(modal adverbs)’는 지금까지 광의(廣義)의 개념과 협의(狹義)의 개념으
로 쓰여 온 경향이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 양태부사를 다소 느슨하게 본 논의로는 
대표적으로 김경훈(1977), 임유종(2005) 등을 들 수 있다. 고영근‧구본관(2008: 
129, 133~134)에서는 문장부사 아래에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를 두고 있다.12) 그렇
지만 문장부사의 특징을 주로 문두에 출현하고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서
술하고 있는데, 이와 양태부사의 특징에 관한 기술이 들어맞는다.

넓은 의미의 양태부사 개념은 양태부사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 문장 내 분포에 주
목하고, 문장부사의 하위 범주로서 접속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접속부사가 문장부사의 통사적 특징과 맞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 상위 범주가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13)

반면 협의의 개념은 양태부사를 문장부사의 하위 범주로서 접속부사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손남익(1995), 임홍빈‧장소원(1995), 신서인
(2014)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점
에서 문장부사로 묶인다. 양태부사의 의미적인 속성, 즉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할 때 주로 양태부사를 좁은 의미로 보는 듯하다.

양태부사의 특징은 다음 예문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2) 고영근‧구본관(2008)은 문장부사가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뉜다고 밝히고 있기에 양태부사
를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부사, 양태부사, 접속부사의 특징을 서술
한 부분들을 보면 광의의 개념으로도 파악하고 있는 듯하여 사실상 그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다. 
본 논의에서는 특징들을 기술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고영근‧구본관(2008)을 양태부사를 넓게 보
는 입장으로 소개하였다. 

13) 문장부사(광의의 양태부사)는 문장의 계층 구조에 따라서는 평가부사(evaluative adverb), 수
행부사(performative adverb), 영역부사(domain adverb), (협의의) 양태부사 등으로 더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하위 부류들까지 나누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 부사 부류는 광의의 양태부사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처리하고, 이들 부류와 접속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둔다. 문장의 계층 구조에 따른 문장부사 분류에 대해서
는 박소영(2003), 김태인(2014), 신서인(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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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설마 이 밤중에 나한테 주례를 서 달라고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가′. 이 밤중에 설마 나한테 주례를 서 달라고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가″. 이 밤중에 나한테 설마 주례를 서 달라고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6) 가. 확실히 엄마의 약손은 효과가 있었다. 
가′. 엄마의 약손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가″. 엄마의 약손은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 

양태부사의 특징은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4) 첫째, 
양태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장영희 1997, 고영근·구본관 2008). 즉 예문 (5 
가)에서 ‘설마’는 ‘이 밤중에 나한테 주례를 서 달라고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 전체
를 수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문 (6)의 ‘확실히’와 같이 부사의 수식 범위가 불
분명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둘째, 양태부사
는 기본적으로 문두에 위치한다(손남익 1995, 장영희 1997, 고영근·구본관 2008). 
이는 (5 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셋째, 양태부사는 경우에 따라 문장 내에서 이
동이 가능하다(손남익 1995, 고영근·구본관 2008). (5 가)의 ‘설마’의 문장 내 위치
를 바꾸어 보았을 때 (5 가′, 가″)과 같이 ‘설마’가 문두가 아닌 다른 위치에 나타나
더라도 문장 전체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양태가 명제 층위 
밖에서 작용하는 데에서 기인한다.15) 넷째, 양태부사는 일부 조사와 호응하기도 하
14) 이 외에도 이환묵(1976), 신서인(2014) 등에서 제시되었던 문장부사의 특징도 참고할 수 있

다.
① 명령문에 쓰이지 못한다.
② 확인의문문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문문에서는 쓰이기 어렵다.
③ 부정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
④ 문장을 수식한다.
⑤ 무표적인 어순은 문장 맨 앞 즉 문장의 경계에 위치한다.
⑥ 문장 밖의 요소와 관련된다.

그러나 ‘부디, 제발, 혹시’ 등과 같이 위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들도 존재한다. 가령 ‘부디’와 
‘제발’은 ‘부디 성공해라.’, ‘제발 정신 차려라.’와 같이 명령문에 쓰일 수 있다. ‘혹시’는 ‘혹시 시간 
있니?’처럼 의문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15) 손남익(1995)은 부사가 용언을 수식한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를 가졌을 때 양태부사의 문장 

내 위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파악하였고, 이때 양태부사에 강세 또는 휴지를 두게 된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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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부 어미에 대해 통사적 제약을 지닐 수 있다. 예문 (5)의 ‘설마’는 주로 의문
형 어미와 호응한다. 이러한 양태부사의 통사적 제약에 대해서는 의미적 상충에 의
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손남익 1995), 양태부사가 서법과 관련이 있어 용
언의 양태범주 실현을 명시적으로 보조하기 때문이라고 본 견해도 있다(민현식 
1999).

이상으로 양태부사의 개념 및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
으로 부사들의 양태부사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어떤 부사가 아래 특징들을 
만족시킬수록 전형적인 양태부사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1.2. 접속부사의 개념 및 특징

(1) 접속(conjunction)16)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문장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경향으로 인해 ‘접속
(conjunction)’도 언어적으로 명시된 현상에 중점을 둔 면이 있었다.17) 그러나 연구 
단위를 담화와 텍스트로 넓힌 텍스트언어학에서는 의미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접속
의 개념을 규정하기도 한다. 텍스트언어학에서 ‘결속성(cohesion)’이라는 개념은 텍
스트 내 구성성분 간의 논리·의미적 관계를 가리키는데, 접속의 외연을 넓게 잡는다
면 접속 표지 없이 의미적 관계에 의하여 어떤 담화·텍스트가 결속성을 지니게 되는 
현상도 일종의 접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Halliday & Hasan(1976)은 결속 장치로 
지시, 대용, 생략, 접속18), 어휘적 결속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국어 접속부사

16) 일반적으로 ‘conjunction’이라는 술어는 ‘接續詞’ 혹은 ‘接續詞에 의해서 결합된 구조’로 이해되
어 왔다(이정민‧배영남 1987: 207). 한편 ‘conjunction’은 ‘subjunction’ 혹은 ‘disjunction’ 등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접속의 하위 유형인 ‘연접(連接)’ 또는 ‘대등 접속(對等 接續)’으로도 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conjunction’을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접속 현상’을 지칭하기로 한
다.

17) 이은희(1993)에서도 이와 동일한 지적을 한 바 있다.
18) Halliday & Hasan(1976)은 접속 현상에 대하여, 접속 요소 자체는 선후 텍스트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요소가 표현하는 특정한 의미가 담화 내 다른 성분의 존재를 전
제하도록 만들어 간접적으로 결속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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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속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어의 접속부사는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기능 외에도 지시, 대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은희 1993, 
김미선 2001).

(2) 접속부사(conjunctive adverbs)

‘접속부사’의 정의는 연구들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접속부사의 정의
가. 최현배(1937/1971: 585): 앞에 간 말(대개는 월)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어찌씨.
나. 유목상(1970: 299): 성분이나 문장의 연속 표시를 나타내는 자립 형태어.
다. 장정줄(1982: 22): 앞 요소를 되풀이하여 뒤 요소와 관련시키는 자립어로서, 대

용과 연락과 접속의 기능을 지닌 언어요소.
라. 남기심·고영근(1993: 180): 앞 문장의 의미를 뒤 문장에 이어주면서 그것을 꾸

미는 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에는 단어를 이어주는 말도 
포함됨.

마. 김선영(2003: 59): 선행 성분 및 문장과 후행 성분 및 문장 사이에 위치하여 이
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단어.

접속부사의 정의는 위와 같이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고 있는데, 각 정의를 비교해 볼 
때 접속부사 개념에 대한 논의의 맹점은 과연 접속부사도 수식의 기능을 하는가에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때의 수식 기능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접속부
사가 의미적으로 선·후행 문장에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접속부사가 수식 기능을 지닌
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접속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의미가 
후행문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문과 함께 접속부사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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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장미는 아름답다. 그러나 가시가 많다. 
나. 딸이 이런 식으로 자랄지도 모르겠다 싶어 그는 어쩐지 놀려보고 싶은 충동

을 누르고, 실실 웃으며 여자를 넘겨다 본다. 여자는 그러나 쉽게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 (이제하, 「밤의 窓邊」)19)

다. 나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수수한 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엇구수하였다.

접속부사의 특징은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접
속부사의 문장 내 기본 위치는 문두이다(고영근·구본관 2008). 둘째, 접속부사는 위
치 이동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수식의 기능을 할 때이다(김미선 
2001).20) 셋째, 접속부사도 통사적 제약을 지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선행절과 
관련되어 있다.21) 이에 대하여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은 접속부사가 선·후행절
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연결어미와 유사점이 있고, 이로 인해 선행절의 어미와 결합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접속부사가 후행하는 절 또는 문장과 
통사적 제약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논의에 따라 약간의 이견이 있다. 임유종·박동
호·홍재성(2001)은 접속부사가 후행문과 결합 제약이나 어울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접속부사가 문장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반해 김미선
(2001)은 접속부사가 후행문의 서법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이를 근
거로 접속부사가 수식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넷째, 접속부사의 기능은 일차적
으로 두 언어 단위를 연결하는 데 있지만, 부사의 어휘적 의미로 인하여 단순히 접
19) 김미선(2001: 39)에서 재인용한 예이다.
20) 담화·텍스트 차원에서 접속부사는 텍스트나 대화의 첫 문장 문두에 나타날 수 없다(임유종·박

동호·홍재성 2001).
21) 한편, 선·후행절의 어미가 동일할 때에는 결합 제약이 자유로워지는 접속부사들도 있다는 점도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에서 밝혀진 바 있다.
 (1) 가. *철수는 {갔지만/갔으나}, 그리고 영희는 (안) 간다. <대등 접속>

가′. 철수가 {갔지만/갔으나}, 그리고 영희가 {갔지만, 갔으나} ...
나. 철수는 갔지만, {그래서/그리하여} 일이 잘못 되었지만, ... <비대등 접속>

(임유종·박동호·홍재성 2001: 190, 203~204)



- 17 -

속만을 담당하지 않는 접속부사들이 존재한다(이은희 1993, 임유종 1999, 2005, 임
유종·박동호·홍재성 2001, 조민정 2006).22) 임유종(2005)과 임유종·박동호·홍재성
(2001)에서는 (7 다)와 같이 어휘적 의미도 내재하고 있는 부사를 “유표적 접속부
사”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접속부사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 역시 이후 논의에서 
양태접속부사가 어떠한 면에서 접속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 활
용될 것이다.

2.2. 양태접속부사의 개념
본절에서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상호관련성을 고찰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양

태접속부사의 개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는 이들을 규정하는 
층위가 애초에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는 아래 <도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도식 1> 접속부사와 양태부사의 관련성

본고의 관심은 <도식 1>의 사선 처리된 부분과 같이 접속부사의 어떤 측면이 양태
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양태부사의 어떤 측면이 접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있다. 모든 접속부사가 양태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22) 본문에 언급한 특징 외에도 접속부사가 수식의 기능, 간투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파악한 논의
도 있었다(김미선 2001). 그러나 접속부사의 수식 기능에 대해서는 논의에 따라 이견을 보이기
도 하므로 본 논의에서는 접속부사의 고유한 속성으로는 보지 않기로 한다. 간투어로서의 기능
은 담화 차원의 접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담화표지와도 연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내 연구에서 담화표지의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경향이 있고, 개념의 모호한 속성으로 인해 논
란이 불거질 수 있어 본고에서는 ‘담화표지’라는 용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사
가 담화 차원에서 담화와 담화를 연결하는 기능은 이후 논의에서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속성이 
간투어적 기능이나 담화표지적 기능을 반영할 수 있다고는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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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뚜렷하게 접속 기능만을 수행하는 접속부사가 있고, 양태만을 전달하는 양태
부사가 있으며, 이와는 달리 접속과 양태를 모두 나타내는 부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들을 통해 <도식 1>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8) 가. 좀 더 자라면 어둠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즉, 빛과 공간을 인식하게 된 데
서 오는 두려움이다.

나.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9) 가. 모름지기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나. 이 공사는 아마 가을까지 계속될 것 같다. 
나. 다행히 우리는 그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예문 (8 가)의 ‘즉’은 환언(換言)의 접속부사이고, (8 나)의 ‘그러므로’는 인과(因
果)의 접속부사이다. 이 부사들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두 문장의 의미‧논리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예문 (9 가)의 ‘모름지기’는 당위 양태와 관련된 양태
부사이고, (9 나)의 ‘아마’와 (9 다)의 ‘다행히’는 각각 인식 양태와 감정 양태를 나
타내는 양태부사이다. 예문 (9)의 부사들은 부사의 작용역이 부사가 쓰인 문장에만 
있다. 예문 (8, 9)로 보았을 때 위 예문의 부사들은 접속부사 또는 양태부사로 처리
하기에 무리 없이 비교적 명확한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예문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0) 가. 누가 그에게 말을 붙여도 말귀를 잘 새겨듣지 못했고 심지어 가족이 아닌 
이웃 사람은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가′. 심지어 가족이 아닌 이웃 사람은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예문 (10)에서 ‘심지어’는 단순히 접속부사 혹은 양태부사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10 가)에서 ‘심지어’는 다른 접속부사와 마찬가지로 두 절을 연결한다. 
그런데 ‘심지어’는 두 절의 관계를 척도(scale)로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선행
절보다 후행절이 척도상 더 높은 등급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23) 명제들이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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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척도는 의미‧논리적 요소 외에도 화맥(context)을 고려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지
어’는 단순히 접속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4)

또한 앞서 예문 (9)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양태부사의 의미적 작용역은 
그것이 쓰인 문장 또는 후행 단위에 있는데, (10)의 ‘심지어’는 후행절은 물론 선행
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10 가′)와 같이 ‘심지어’ 앞에 
오는 절을 생략해 보았을 때, 이 예문은 통사적으로는 완결성을 갖추었지만 의미적
으로는 불완전한 것이다. 청자는 (10 가′)와 같은 발화를 들었을 때 앞선 화맥을 고
려하여 문장을 해석하게 된다. (9)의 ‘모름지기, 아마, 다행히’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심지어’를 순수 양태부사로 보는 데에도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부사들 중에서는 ‘심지어’와 같이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두 언
어 단위를 연결하는 부사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사들을 ‘양태접속부사’
로 상정하고 이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3. ‘양태접속부사’의 설정
이 절에서는 양태접속부사로 볼 수 있는 부사들을 확인하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양태접속부사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엄정호(1995)에서는 인식 양태부사를 확
인하고 이 부사들의 의미를 기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후보군 확정, 요건 설정, 부
사 선별’의 세 단계에 걸쳐 인식 양태부사를 확인하고 추출하였다. 본고도 이 순서
대로 양태접속부사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인식 양태부사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문장부사들 중에서 특정한 의미·기능을 보이는 부사를 추출하려는 목적은 엄정호
(1995)와 같이하므로 이 논의를 참고하였다.

본고에서도 먼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부사 목록들을 기초로 하여 부사 후보군
을 선정하였다. 그런 뒤에 양태접속부사의 요건을 설정하고, 후보군의 부사들을 요
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시 한 번 선별 작업을 거쳐 양태접속부사의 목록을 확정하
23) 이후 논의에서는 종결어미를 갖춘 문법 단위는 ‘문’으로, 종결어미를 갖추지 않은 문법 단위는 

‘절’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처리는 이은경(2000: 11)과 김선영(2003)의 견해를 이어받은 것이
다.

24) 척도를 형성하는 부사류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3.1.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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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서 양태부사 접속부사

최현배
(1937/
1971)

(1) 그 풀이말에 단정을 요구하는 어찌씨
ㄱ. 세게 하는 것(강조, 역설): 과연, 과

시, 딴은, 진실로, 실로, 마땅히, 모름
지기, 물론, 무론, 의례히, 확실히, 정
말, 참말, 응당, 정

ㄴ. 틀림없다는 것(단정, 필연): 단연코, 
꼭, 반드시, 기필코, 기어이

ㄷ. 비기는 것(비교): 마치, 천성, 천연, 
똑

ㄹ. 지우는 것(부정): 결코, 조금도, 털끝
만큼도

(2) 의혹이나 가설을 소용하는 어찌씨
ㄱ. 의심스러운 말(의혹, 질문, 반어): 왜, 

어찌, 설마, 하물며
ㄴ. 추측의 말을 요구하는 것: 아마, 글쎄
ㄷ. 가설적 조건을 보이는 것(가설): 만

약, 만일, 설령, 설혹, 설사, 가사, 가
령, 비록, 아무리, 암만

(1) 아래윗 말을 잇는 것(꼴로 잇는 것)
및, 또는, 곧
(2) 월의 첫머리에서, 그 앞의 월의 뜻을 
이어서 다음의 월을 일으키는 것(뜻으로 
잇는 것)
ㄱ. 벌림: 또, 그뿐아니라, 더구나, 하물며
ㄴ. 매힘: 그러(하)니, 그러(하)매, 그러

(하)므로, 그러(하)ㄴ즉, 한즉, 그러
(하)니까, 하니까, 그런고로, 따라, 
그러(하)면, 그러하거든, 그렇거든, 
그래야만

ㄷ. 안매힘: 그러하지마는, 그렇지마는, 
하지마는, 하나, 하나마, 그러(하)나, 
그러(하)되, 하되, 그러할지라도, 그
럴지라도

<표 2> 선행 연구에 제시된 양태부사 및 접속부사의 분류 및 목록

였다.

2.3.1. 문장부사 목록의 검토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양태부사 또는 접속부사로 제
시되었던 부사들을 수집하였다. 이 부사들은 잠정적으로 양태접속부사의 후보군이 
된다. 분석 대상이 된 연구는 최현배(1937/1971), 남기심·고영근(1993), 왕문용·민
현식(1993), 손남익(1995), 김선영(2003), 서정수(2005), 임유종(2005) 등이다. 
이 연구들에 제시된 양태부사 및 접속부사의 분류와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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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람을 보이는 어찌씨
:제발, 아무쪼록, 부디

남기심·
고영근
(1993)

(가) 화자의 사태에 대한 믿음이 틀림없
음, 서술내용 단정: 과연, 실로, 모름지기, 
물론, 정말
(나) 화자의 믿음이 의심스러움, 단정 회
피: 설마, 아마, 만일, 설령, 비록, 아무리
(다) 희망 표시, 가상적 조건 아래서 일
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제발, 아무쪼록, 
부디

<문장을 이어주는 말>
(가) ‘그’ 계열: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뿐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지마는
(나) ‘그’ 계열 외: 곧, 즉, 또, 또한, 더구
나, 도리어, 오히려, 하물며, 따라서
<단어를 이어주는 말>
(다) 및, 또는, 혹은

왕문용·
민현식
(1993)

(1) 사실법 양태부사
ㄱ. 인식(확인): 과연, 딴은, 미상불, 하

긴, 하기야
ㄴ. 원칙(당위): 반드시, 꼭, 마땅히, 모름

지기, 정녕코, 필히, 의당, 기필코
(2) 가정법 양태부사
ㄱ. 추측, 회의: 아마, 어쩌면, 혹시, 혹, 

행여나, 아무래도
ㄴ. 조건: 만일, 만약, 가령, 정, 비록, 설

사, 아무리, 아무튼, 좌우간
ㄷ. 선택: 차라리, 아니면, 또는, 혹은
(3) 의지법 양태부사
ㄱ. 청원(간청): 제발, 아무쪼록, 부디, 삼

가
ㄴ. 평가: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정말

로, 진실로, 다행히
ㄷ. 강조: (의문강조) 어찌, 왜, 설마, 하

물며, 도대체, 대체, (부정강조) 결
코, 전혀, 별로, 좀처럼, 조금도, 다시
는, 도무지 (역접강조) 도리어, 오히
려

<의미 유형>
ㄱ. 순접:
(결과)그러므로, 그래서, 그리하여, 이리
하여, 이러므로, 이에
(원인)왜냐하면
(조건)단, 다만
(요약)결국, 요컨대
(상술)말하자면, 곧, 역시, 즉, 물론, 환원
하면
(예시)예컨대, 이를테면, 가령, 보다시피
(첨가)그리고, 또, 뿐더러, 특히, 게다가, 
거기다, 더욱이, 아울러
ㄴ. 역접: (반대)그러나, 그렇지만, 그래

도, 그런데, 하지만, 반면, 역으로
ㄷ. 환접: (전환)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가 하면, 한편

손남익
(1995)

가정: 가령, 가사, 마기말로, 만약, 만일, 
만혹, 설령, 설사, 아마, 아마도, 약혹, 억

순접: 그리고, 및, 연중에
역접: 그러나, 그렇지마는, 그렇지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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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강조: 결국, 과시, 과연, 그야, 또다시, 또
한, 미상불, 미상비, 방가위, 방가위지, 분
명히, 사실, 실은, 아무튼, 아무튼지
부연: 것도, 게다가, 그러니말리, 대저, 말
하자면, 왈, 하긴, 하물며
의혹: 설마, 어쩐지, 어쩜
이유: 고로, 어찌하여, 연고로
전환: 각설, 각설하고, 그나저나, 근데, 무
망중, 이어서, 하기는, 하기야
추정: 무릇, 보아하니, 보아한들, 봐하니, 
어쩌면, 이를터이면, 이를테면, 하마터면, 
혹, 혹시, 혹시나, 혹자
확신: 분명, 분명코
부정: 결코, 과히, 도무지, 도시, 도저히, 
비록, 전혀, 절대로, 통

수연이나, 한데
인과: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한즉, 그런
고로, 그런즉, 그럼, 그리한즉, 따라서, 시
고로, 써, 연즉, 한즉
선택: 또는, 한편, 혹은

김선영
(2003)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 하물며, 아무튼, 
어쨌든, 여하튼, 하여간, 하여튼

곧,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고로, 그런데, 그런즉, 그렇
지만, 그리고, 그리하여, 내지, 내지는, 다
만, 단, 더구나, 더욱이, 따라서, 또, 또는, 
또한, 및, 왜냐하면, 이리하여, 즉, 하기
야, 하기는, 하나, 하지만, 한데, 한편, 혹
은

서정수
(2005)

<1> 확실성 부사류어
a.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b. 정말(로), 참말(로), 참으로, (참), 진

실로, (사)실(로)
<2-1> 개략성 부사류어
대개, 대략, 개강, 대저, 대체(로), 대관절
<2-2> 불확정성 부사류어
어떻든, 어쨌든, 여하간, 하여튼, 좌우간
<3> 일반성 부사류어
무릇,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보편적

<1> 대립 관계: 그러나, 그러하나, 그렇
지만, 그러하지만, 그런데, 그러한데

<2> 양보 관계: 그래도, 그러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럴지라도, 그럴망정, 
그럴지언정,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런데도

<3> 조건 관계: 그러면, 그리하면, 그러
하면, 그렇다면

<4> 인과 관계: 그러니까, 그러니, 그래
서, 그리하여, 그러므로,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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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4> 예외성 부사류어
a. 다만, 단, 단지, 오직, 오로지, 애오라

지, 특히, 특별히
b. 각각, 각기, 낱낱이, 홀로, 혼자(서)
<5> 의외성 부사류어
a. 오히려, 도리어, 외려, 반대로, 거꾸로
b. 의외로, 뜻밖에, 차라리
<6> 가상성 부사류어
아마(도), 혹(시), 혹간 / 설혹, 설령, 설
사, 비록, 아무리, 암만 / 만일, 만약, 가
사, 가령
<7> 당연성 부사류어
물론, 무론, 천상, 하기야
<8> 당위성 부사류어
마땅히, 모름지기,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부러, 기어이, 기어코, 기필코, 굳이, 부
디, 구태여, 한사코, 부득부득

<5> 부가 관계: 그 밖에, 그 외에, 그런
데다가, 더욱이, 게다가, 그리고

임유종
(2005)

거기다, 게다가, 결국, 곧, 곧이어, 나아가
서, 단, 단지, 더구나, 더군다나, 더더구
나, 더더군다나, 더욱이, 더욱이나, 도리
어, 되려, 따라서, 딴은, 때문에, 또, 또는, 
또한, 말하자면, 물론, 반면(에), 보다시
피, 비단, 뿐더러, 생각건대, 아무튼, 아무
튼지, 아울러, 암튼, 어떻든, 어떻든지, 어
쨌건, 어쨌든, 어쨌든지, 어쩌다, 어쩌다
가, 어쩌면, 어쩐지, 어쩜, 여하간, 여하
튼, 여하튼지, 역시, 역으로, 예컨대, 오히
려, 왜냐면, 왜냐하면, 외려, 요는, 요컨
대, 이를테면, 일테면, 일단, 적어도, 즉, 
특히, 하여튼, 하여튼지, 한편, 혹, 혹간, 
혹시, 혹시나, 혹여, 혹여나, 혹은, 하마터
면, 하여간, 하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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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양태접속부사의 요건

위에서 제시한 부사 목록에서 양태접속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태접속부사를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엄정호(1995: 302)에서는 인식 양태부사를 확인하는 기
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1) 인식 양태부사를 확인하는 기준(엄정호 1995: 302)
가. 화자 지향적일 것. 즉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나.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는 것일 것.
다. 선행 문장(또는 발화)에 대해 독립적일 것.

(11 가)에서 부사의 양태가 화자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사의 작용역이 명제 
전체라는 것을 함의하므로 문장부사를 하나의 기준으로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나)는 인식 양태에 대한 기준이고, (11 다)는 부사의 의미가 부사가 쓰인 문장
에만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준이다.

본고에서는 엄정호(1995)에서 제시한 (11)과 같은 기준의 틀을 참고하되, 앞서 
논의한 양태접속부사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설정하
였다.

(12) 양태접속부사의 요건
가. 화자 지향적일 것. 즉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나. 선행 명제와 관련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날 것.
다. 선‧후행 명제를 의미적으로 연결할 것.

(12 가)는 (11 가)와 동일한데, 이는 양태접속부사가 문장부사로서 명제 밖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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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체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들은 본 논의에서 제외된다.

(13) 가. 아내의 말을 들으니 딴은 중요한 문제이긴 했다.
나. 선미 역시 딴은 옳은 소리라고 생각했는지 입맛만 쩝쩝 다시며 딴청을 부렸

다.

‘딴은’은 다른 사람의 말을 긍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딴은’은 (13 가)에서 
화자가 아내의 말을 긍정하고 있는 것처럼 화자 지향적 양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13 나)에서처럼 주어 ‘선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주
어 지향적 양태로도 쓰인다. (12 가)의 기준에 따라 ‘딴은’과 같이 주어 지향적 양
태로도 쓰일 수 있는 부사는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주어 지향적 양태는 양태의 담
지자(possessor)가 주어에게 있는 것이나,25) 본고에서는 화자의 양태를 나타내는 
문장부사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12 나, 다)는 양태접속부사가 양태와 접속을 모두 담당한다는 특성을 반영하고
자 한 기준이다. (12 나)는 부사의 양태와 관련된 기준이다. 특별히 ‘선행 명제’와 
관련된 화자의 태도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양태부사는 후행 명제를 수식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선행 명제와는 무관하지만 양태접속부사는 양태가 선행 명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독특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양태접속부사가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특성인 것으로 생각된다.

(12 다)는 접속에 관한 기준이다. 엄정호(1995)에서 상정한 (11 다)의 기준은 
접속 현상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나, 선행 문장(또는 발화)에 대해 독립
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또한 이 기준을 수정하여 ‘선행 문장(또는 
발화)에 대해 종속적일 것’이라고 기준을 세우더라도 종속적 접속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를 확인하는 데에 엄정
호(1995)의 기준을 참고하지 않고 본 논의에 맞춘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고는 넓은 
의미에서의 접속을 인정하여 명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후 맥락이 요구되는 경우
25) ‘담지자(possessor)’는 박재연(2006)의 용어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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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접속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즉 어떤 부사가 쓰이면서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
의 존재를 함축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의미적으로 접속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다.

다음은 접속부사 목록에 포함되었던 부사들이 쓰인 예문이다.

(14) 가. 이번 폭설로 육상 및 항공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나. 제가 반장이 된다면 교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조용

한 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상어는 어류에 속한다. 그러나 고래는 어류에 속하지 않는다.

(15) 가. 잡곡류, 예컨대 보리, 수수, 조, 콩, 팥 등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다.
나. 24시간 즉 하루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16) 가. 너는 숙제를 해 오지 않았구나. 따라서 방과후에 남아서 청소를 하도록 해
라.

나. 이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목적지가 나올 거다.

접속부사의 경우 부사가 양태접속부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
운 면이 있다. 대용 표현에서 굳어진 접속부사라고 하더라도 부사의 의미가 분화되
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접속의 기능만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그 
분화된 의미가 아직까지는 미묘한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어휘적 형태의 접
속부사는 그 자체로 지니고 있던 어휘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14 가~다)의 ‘및, 또한, 그러나’와 같이 대등한 두 단위를 순
접·역접·이접 등의 논리적 관계로 연결하는 부사는 논의에서 제외한다.26) (15 가)의 
26) ‘그러나’도 대등 접속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1) 가. 4월이 되었다. 그러나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나.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그러나 4월이 되었다.

예문 (1)에서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1 가)와 (1 나)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그러나’의 기본 의미‧기능은 대등의 역접 접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부사 역시 양태접속부사적 성격을 일부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며, 이러한 미묘
한 의미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부사들이 양태접속부사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의항에 따라 양태‧접속의 정도성 차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사들은 제5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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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와 같이 예시를 덧붙이는 부사, (15 나)의 ‘즉’처럼 선행 문장을 환언하는 
부사에서도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양태접속부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16 가)의 ‘따라서’는 인과 관계, (16 나)의 ‘그러면’은 조건 관계로 두 문장을 연결
하고 있는데 이처럼 두 단위의 종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들이라도 화자의 태
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은 양태부사 목록에 포함된 부사 중 몇몇을 예문으로 보인 것이다.

(17) 가. 아마 그때가 가을이었지.
나. 제발 살려 주세요.

(17 가~나)에 쓰인 ‘아마, 제발’은 각각 인식 양태, 당위 양태를 나타낸다. 이와 같
이 부사가 쓰인 문장을 해석하는 데 별다른 맥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형은 (12 
다)의 기준에 근거하여 본 논의에서 배제한다.

(12)에서 제시한 요건 외에도, 더 이상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사들은 논의에
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부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부사들은 언어 현실에서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양태접속부사의 특성을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외한 부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8) 가. 양태부사 목록에서 제외한 부사:
가사, 개강, 과시, 과히, 그러니말리, 도시, 마기말로, 만혹, 무망중, 미상불, 
미상비, 방가위, 방가위지, 애오라지, 약혹, 억혹, 연고로, 천상, 천성, 천연, 
혹자

나. 접속부사 목록에서 제외한 부사: 
그러(하)매, 수연이나, 시고로, 써, 연중에, 연즉, 하나, 하나마, 하되, 한즉, 
혹간

마지막으로 다의성을 지니는 부사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룰 것인가가 문제가 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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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사가 다의성을 지닌다면 그러한 
다의적 용법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고의 ‘양태접속부사’에 어떤 부
사까지 포함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의어로 등재된 것에 
한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27)

2.3.3. 양태접속부사의 목록 및 유형

위에서 설명한 대로 (12)의 요건에 따라 <표 2>의 부사들을 소거해 나갔을 때 
양태접속부사라고 볼 수 있는 부사들은 다음과 같다.

(19) 양태접속부사의 목록
각설(하고), 그나저나, 그래도, 그러하더라도, 그러할지라도, 그런데다가, 그런데도, 
그럴망정, 그럴지라도, 그럴지언정,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야, 더구나, 더
군다나, 더더구나, 더더군다나, 더욱이(나), 도리어, 되려, 무론, 물론, 심지어, 아무튼
(지), 암튼, 어떻든(지), 어쨌건, 어쨌든(지), 어쩐지, 여하간, 여하튼(지), 오히려, 외
려, 좌우간, 차라리, 하기는, 하긴, 하기야, 하물며, 하여간(에), 하여튼(지) (총 41
개)

(19)에서 제시한 양태접속부사의 목록 중에서 ‘더구나/더군다나/더더군다나’, ‘더욱
이/더욱이나’, ‘도리어/되레/되려’, ‘오히려/외려’, ‘하기는/하기야/하긴, 아무튼(지)/암
튼’ 등은 기본형을 설정하여 기본형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 부사들은 부사에 접미
사가 결합하여 파생부사가 되었거나(‘더군다나, 더욱이나’), 부사에 부사가 통합되어 
합성부사가 되었거나(‘더더군다나’), 준말(‘되레’, ‘외려’, ‘하긴’, ‘암튼’) 또는 방언형
(‘되려’)으로, 서로 간에 의미·기능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이후 
27) 앞서 각주 (26)에서도 밝힌 것처럼, 비교적 순수한 접속부사라고 해서 접속 외의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부사의 다의성을 인정한다면 ‘양태접속부사’라는 개념 자체는 개방 집합이라
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만, 본 연구에 이를 반영하여 문장부사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필자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양태와 접속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만한 부사들만을 선정하였다. 양태접속부사와 다의어의 관계에 대해
서는 §5.3.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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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형성
부사류

(Ⅰ) 부가의 부사류
더구나, 더군다나, 더더구나, 더더군다나, 더욱이(나), 무론, 
물론, 심지어, 하물며

(Ⅱ) 정정의 부사류
도리어, 되려, 오히려, 외려, 차라리

부연 부사류 그야, 어쩐지, 하기는, 하기야, 하긴

양보 부사류 그래도, 그러하더라도, 그러할지라도, 그런데도, 그럴망정, 그
럴지라도, 그럴지언정,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전환 부사류
각설(하고), 그나저나, 아무튼(지), 암튼, 어떻든(지), 어쨌건, 
어쨌든(지), 여하간(에), 여하튼(지), 좌우간, 하여간(에), 하
여튼(지)

논의에서는 ‘더구나, 더욱이, 도리어, 오히려, 하기는’을 기본형으로 삼아 분석할 것
이다. 이와는 별도로 ‘심지어’는 <표 2>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김경훈(1996)에서 
양태부사로 제시한 바 있어 본 논의에 포함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양태접속부사들을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위 유형으로 구분한다.

(20) 양태접속부사의 유형

첫 번째 유형으로 척도 형성 부사류는 부사가 연결하는 두 문장의 가치가 대등하지 
않은 것이다. 화자의 판단에 의하여 두 명제가 척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척도가 
양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유형은 부사의 세부적인 의미‧기능에 따라 다시 (Ⅰ) 부
가의 부사류와 (Ⅱ) 정정의 부사류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부연 부사류는 선
행 문장 또는 담화와 관련된 화자의 태도를 부연하는 부사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부사들은 의미가 해석되는 과정에서 선행 맥락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문장과 문장 
또는 담화와 담화가 연결된다. 세 번째 유형인 양보 부사류는 선행문 또는 선행문의 
전제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다는 의미가 부사에 내포되어 있다. 이는 두 문장이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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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결되지만 그 외에도 일종의 양태가 부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인 전환 부사류는 화자가 앞서 진행되던 담화의 화제를 마무리하고, 다른 화제
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유형에서는 화자가 화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화자
의 태도가 드러난다.

2.4. 소결
그동안 일부 부사들은 양태부사 혹은 접속부사로 판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사들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처리되었다. 이는 어떤 부사가 양태적 의미와 
접속 기능을 모두 지닐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 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위하여 그 토대가 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고 그런 뒤에 양태부사나 접속부사와는 다르게 양태성도 포
착되고 접속성도 확인되는 부사의 예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렇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부사들을 기존의 접근 방식과 같이 어떤 한 범주로서 판별하기보다 이 부사
들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러한 현상 자체를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기존에 양태부사 또는 접속부사로 처리되어 왔던 부사들 중
에서 선별하였다. 선별 작업은 엄정호(1995)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태접속부사의 세 
가지 요건을 설정한 뒤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부사들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최종적으로 이후 논의에서 다루게 될 부사는 총 41개이다. 이 부사들은 다시 의미
적 특성에 따라 척도 형성 부사류(부가의 부사류, 정정의 부사류)와 부연 부사류, 
양보 부사류, 전환 부사류로 나눌 수 있다. 각 부사류를 변별하는 의미적 특성은 다
음 장에서 상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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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태접속부사의 의미적 특성

이 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를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양태접속부사 각각의 유
형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의미·기능과 더불어 양태접속부사가 독특하게 담당하는 
의미·기능의 영역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양태접속부사의 통사적 특성보다 의미적 
특성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양태접속부사’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적 측면에서 설정
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 범주 내에서 양태접속부사를 보다 명확하기 이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에서 양태접속부사의 양태와 접속 기능이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3.1. 척도 형성 부사류
이 절에서는 척도를 형성하는 양태접속부사를 살펴본다. 이 유형은 화자가 설정한 

척도에서 어떠한 부사의 의미‧기능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다시 부가의 부사류와 정정
의 부사류로 다시 나눌 수 있다.

3.1.1. 부가의 부사류

부가의 부사류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21) 더구나, 더군다나, 더더구나, 더더군다나, 더욱이(나), 무론, 물론, 심지어, 하물
며

이 유형의 부사는 의미적으로 대등 접속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22) 기린은 목이 길다. 그리고 원숭이는 팔이 길다.
(23) 가. ?기린은 목이 길다. 더구나 원숭이는 팔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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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린은 목이 길다. 더욱이 원숭이는 팔이 길다.
다. ?기린은 목이 길다. 물론 원숭이는 팔이 길다.
라. ?기린은 목이 길다. 심지어 원숭이는 팔이 길다.
마. ?기린은 목이 길다. 하물며 원숭이는 팔이 길다.

(22)와 (23)에서 ‘기린은 목이 길다’와 ‘원숭이는 팔이 길다’는 통사·의미적으로 대
등하다. 그런데 (23)에서 ‘더구나, 더욱이, 물론, 심지어, 하물며’ 등이 쓰일 때는 통
사적으로는 적격하나 의미적으로는 부적격하다. 이로 볼 때 ‘그리고’와 ‘더구나, 더
욱이, 물론, 심지어, 하물며’ 등은 선행문에 후행문의 내용을 부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23)의 부사들은 추가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즉 두 문장이 대등하지 않
으면서도 선행문에 후행문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두 명제는 일종의 척도를 형성하는 
것이다.28)

‘그리고’와 ‘더구나’를 다음 예문에서 좀 더 비교해 보자.

(24) 가.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더구나}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 그 가수의 단독 공연은 십 년 만에 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구나} 공
연 횟수가 많지 않아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예문 (24 나)에서는 두 문장만을 본다면 ‘더구나’에 ‘그리고’를 대치해도 무방하
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24 가)에 ‘더구나’를 이는 (24 나)에서 두 
문장의 관계가 부사 ‘더구나’에 의해 명시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부가의 부사류가 형성하는 척도는 영어의 부사 even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속성
을 이해하기가 쉽다. Even은 지금까지 척도 초점사로서 논의되어 왔다. 이 부사의 
특징 중 하나는 존재함축(existential implicature)과 척도함축(scalar implicature)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Karttunen & Peters 1979). Bennett(1982)에 따르면 even은 

28) 접속의 단위는 구(句)부터 담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인정하면
서도 접속의 기본 단위를 통사적으로는 ‘문장’으로, 의미적으로는 ‘명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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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집합 내에서 초점 대상과 관련된 특성을 공유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항목이 존
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25) Bill likes even Mary.

예문 (25)에서는 Mary가 초점의 대상이 되고 even은 Bill이 좋아하는 대상이 Mary 
외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또한 Mary는 Bill이 좋아하는 대상 중에서도 
Bill이 좋아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대상이라는 사실도 도출될 수 있다.

 최규련(2005: 101)에서는 척도 첨가 초점사 ‘심지어, 까지/마저/조차’ 등이 문맥
과 관련된 척도를 도입하여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이 논의에서
는 이러한 척도 초점사들은 “영향권에서의 열린 문장을 만족시키는 선택후보들의 값
들”, 즉 대안집합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국어의 척
도 초점사들도 존재함축과 척도함축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국어에서는 척도가 보조사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가의 부사류
의 경우 일부 부사의 어휘 자체에 척도와 관련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척도를 형
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더구나, 더군다나, 더더구나, 더더군다나’의 접미사 ‘나’
에서, ‘더욱이’의 어근 ‘더욱’에서, ‘심지어’의 한자어 어근 ‘심’에서 ‘甚’의 의미가 남
아 있는 것이다.

‘더구나, 더군다나, 더더구나, 더더군다나, 더욱이(나), 무론, 물론, 심지어, 하물
며’ 등으로 연결되는 명제 p와 q는 척도상으로 같은 방향에 위치한다. 즉 둘 다 
(+)의 가치를 지니거나 아니면 둘 다 (-)의 가치를 지닌다.

(26) 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식당은 값이 싸다. 더구나 음식맛도 최고다.
나. 아파트 입구에 있는 식당은 값이 비싸다. 더구나 음식맛도 별로다.29)
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식당은 값이 비싸지 않다. 더구나 음식맛도 최고다.

29) 본고에서 사용한 다수의 예문은 말뭉치 자료 또는 사전에 등재된 예문이다. 이 자료들에서 추
출한 예문들 가운데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혹은 의미상 오자(誤字)가 발견된 것은 
수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예문 (26 나)에서는 ‘별도다’를 맥락에 맞추어 ‘별로다’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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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파트 입구에 있는 식당은 값이 싸지 않다. 더구나 음식맛도 별로다.

(26 가, 나)에서 ‘싸다, 최고다’는 어휘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비싸다, 별로다’는 부
정적 가치를 내포한다. 두 예문 모두 선행문과 후행문이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다. 
(26 다, 라)에서는 선행문의 통사적 구성, 즉 선행문이 통사적 긍정문인가 또는 통
사적 부정문인가와는 상관없이 명제 전체가 전달하는 의미가 척도에 관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론, 물론’은 다른 부사들과 달리 명제 간의 척도에 ‘정보의 전달 가치’도 
포함하는 부사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27) 가. 병국은 학생 중에도 극히 도덕적 인물이었다. 술도 아니 먹고 계집은 무론 
곁에도 가지 아니했다.

나. 나는 이 '학교를 위해서'란 글이 도무지 아이가 쓴 것 같지 않다. 어른이 대
신 써 준 글 같다. 물론 그릇된 교육을 하는 어른이다.

어떤 정보에 대하여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도 알고 있을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
될 때 그 정보는 전달 가치가 낮아진다. (27 가)에서는 ‘병국은 계집 곁에 가지 않
는다.’가, (27 나)에서는 ‘글을 대신 써 준 어른은 그릇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가 
정보성이 떨어지는 명제인데, 화자가 이 명제들의 정보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이
미 화자가 앞의 맥락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기 때문
이다. 즉 (27 가)에서 병국이 극히 도덕적인 인물이었다는 명제는 술을 마시거나 
계집을 가까이 하는 등 그 당시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제를 함축한다. (27 나)에서는 비교적 명료하지는 않으나 어른이 아이 
대신에 글을 써준다는 명제에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함
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무론, 물론’이 결합된 문장은 맥락상 화자는 물론 청자
도 알고 있는 정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물며’도 ‘무론, 물론’처럼 척도에 정보성이 작용하는 용법이 있다. 그러나 맥락
에 따라서는 단순 첨가의 용법만을 수행하기도 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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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 재목에 불과한 한낱 나무를 살이 있고 피가 흐르는 생명체로서 인간화했음
은 너무나 인간적인 식물 휴머니즘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죽은 나무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살아 있는 나무임에랴.

나. 임진왜란 때 졸지에 피난을 떠난 양반집 규수가 나룻배에 올려 태우려는 사
공의 손에 손목을 잡혔다는 오로지 그 한 이유만으로 투신자살할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다. 하물며 의원이 왕비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한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다.

(28 가)의 ‘하물며’는 후행절이 참이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보의 전달 가치가 떨어
진다는 의미도 함께 전달한다. 이때의 ‘하물며’는 (28 가)처럼 주로 수사의문문과 
결합하는데, 이러한 구성이 ‘하물며’의 의미를 강조한다. 한편 ‘하물며’는 (28 나)처
럼 별다른 통사적 호응 없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선행문
에 후행문이 단순히 덧붙여진다. 이때 ‘하물며’는 척도를 형성하는 부사가 아니므로 
접속부사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31)

3.1.2. 정정의 부사류

정정의 부사류에는 다음과 같은 부사들이 있다.

(29) 도리어, 되려, 오히려, 외려, 차라리

민현식(1999)은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와 같은 부사가 ‘주관적 비교 평가’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고 파악하였고, 김선영(2003)은 이 부사들이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임유종(2005)은 역접의 기능
을 한다고 분석하였다.32) 
30) ‘하물며’의 두 가지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이상훈(2009)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31) 이렇게 세부적인 용법에 따라 양태‧접속의 정도가 달라지는 부사들은 이후 §5.3.에서 논의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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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오히려’는 역접의 접속부사 ‘그러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의미‧기능을 
역접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30) 가. 수민이는 선생님께 혼나지 않았다. 도리어 칭찬을 들었다.
나. *수민이는 선생님께 혼나지 않았다. 그러나 칭찬을 들었다.
다. 수민이는 어제 선생님께 혼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혼났다.

(30 가)에서 대립되는 것은 ‘혼나지 않았다’와 ‘칭찬을 들었다’가 아니라 선행 문장
이 부정되기 이전인 ‘혼났다’와 ‘칭찬을 들었다’이다. 선행문이 부정된 이후에 선·후
행 명제는 다만 척도 등급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30 나, 다)의 ‘그러나’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위 (30)의 ‘도리어’와 같은 부사는 서로 다른 명제 p와 q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
다. 즉 연결되는 두 문장은 서로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30)에서 후행문 
‘칭찬을 들었다’는 ‘혼나지 않았다’를 수정하는 발화라고 볼 수 있다. 즉 ‘도리어, 오
히려’는 p와 p′를 연결하고, 결과적으로 p′이 강조된다. 또한 정정의 부사류는 선행 
명제에 대하여 예상 또는 기대되는 바를 부정하고, 선행문을 정정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외성]을 지닌다. 김  염(2014)에서는 ‘은/는커녕’ 구문이 ‘도
리어/오히려’와 공기할 때 反기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Ducrot et al.(1980)은 ‘논증이론’을 주창하며 연결사를 논리적 연결사와 화용적 
연결사로 구분하였는데, 이 논의는 ‘도리어’의 의미·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이 논의에서는 화용적 연결사 중 하나인 논증 연결사로 불어의 mais(영어의 
but)를 분석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논증 연결사로서 mais는 반박의 mais와 논증
의 mais로 나뉜다. 이 중 반박의 mais는 다음과 같이 쓰이는 경우이다.

(31) Je fis remarquer au petit prince que les baobabs ne sont pas des arbustes, 
     mais des arbres grands comme des églises et que, si même il emportait 

32) 임유종(2005)에서도 ‘도리어, 오히려’와 같은 부사들은 어휘적 의미가 특별히 더 반영되었다고 
보아 단순한 접속 기능만을 담당하는 “무표적 접속부사”와 이 부사들을 구별하여 “유표적 접속
부사”라고 하였다.



- 37 -

avec lui tout un troupeau d’éléphants ce troupeau ne viendrait pas à bout 
d’un seul baobab.
(…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 

(정진아 2000: 35)

예문 (31)과 같이 반박의 mais는 <p mais q> 구조에서 p가 통사적이고 명시적인 
부정문이고, mais가 이끄는 언술이 이를 직접적으로 대체하여 정정하는 수행하며 q
는 p를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정진아 2000: 17). Anscombre & 
Ducrot(1977)에 따르면 영어의 but, 프랑스어의 mais는 한 형태가 논증 연결과 반
박 등의 둘 이상의 용법을 수행하지만, 일부 언어에서는 각각의 의미‧기능이 다른 
형태로 실현된다. 스페인어의 pero와 sino, 독일어의 aber와 sondern이 그러한 예이
다.33)

한편 ‘차라리’는 ‘도리어, 오히려’와 의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32) 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계를 발명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시간을 벌
어서 삶의 여유를 즐기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도리어 그로 인해 더욱 더 시
간을 빼앗기고 시간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나. 우숙은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 이젠 누가 오거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잠
을 푹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33) 가. 보통 1만여 군중이 운집하는 줄굿에 낯익은 우리들로서는 썰렁하다 못해 
차라리 적막감을 느낄 정도였다.

나.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느니 차라리 몸으
로 때우는 일을 하고 싶어.

위의 예문들은 말뭉치 코퍼스 자료에서 추출한 것인데, 예문 (33 가)에서 ‘차라리’
는 (32)의 ‘오히려, 도리어’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예문 (33 나)

33) Horn(2001: 4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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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라리’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조금 더 강화된 양상을 보인다. (33 나)의 ‘차
라리’는 두 명제의 척도뿐만 아니라 후행 명제를 차선으로 여기고 이를 선택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까지 명시한다.34)

3.2. 부연 부사류
부연 부사류는 선행문과 관련된 화자의 태도를 명시하는 의미‧기능을 지닌다. 부

연 부사류에는 다음과 같은 부사가 해당된다.35)

(34) 그야, 어쩐지, 하기는, 하기야, 하긴

이들은 모두 선행 명제를 인정 또는 긍정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35) 가. 어쨌든 처음부터 공짜로 얻을 생각으로 덤비는 것 같다. 그야 물론 이런 경
우는 있다. 전에 다니던 新聞社에 사동으로 있던 소년이 제법 청년이 되어
서 나를 찾아 와서, 靑年防衛隊員을 뽑는 시험에 응시하는데 거기는 작문 
시험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어서, 그것만 통과하면 다른 과목은 다소 잘못해
도 뽑힐 것 같으니 이 작문 시험의 연습을 위하여 「靑年과 防衛」, 「防衛
隊員의 任務」, 「國土防衛의 急務」라는 세 제목으로 작문을 좀 길게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나. 그이가 대학교까지 졸업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도 그렇게 가슴이 내려앉
았었다. 대학도 보통 대학이 아니라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니 어찌 아

34) 김선영(2003: 53)은 ‘차라리’뿐만 아니라 ‘오히려’도 화자의 ‘주관적 호오(好惡)’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는 ‘당신들에게 머리를 숙이느니 오히려 감옥에서 죽겠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인데, 필자의 직관으로는 위의 예문은 부자연스럽고, 말뭉치 코퍼스 자료에서도 ‘오히려’가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예문을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차라리’만이 화자의 주관적 
호오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35) 부연 부사류에서 ‘그야’는 본래 대명사 ‘그’와 보조사 ‘야’가 결합한 구성이었던 것이 부사로 굳
어진 형태이다. 아직까지는 ‘그야’가 통사적 구성으로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통사적 
구성으로서 ‘그야’와 부사로서 ‘그야’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그야’가 주어 또
는 목적어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단일 형태로 쓰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중출문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다소 느슨한 판별법이 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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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놀랄 수가 있으랴. 어쩐지 다른 남자하고는 달라 보이더라니. 그때 내 
안에선 이미 지훈이가 자라고 있었다.

다. 누르퉁퉁한 안색과 허여스름한 입술 빛깔과 선량하지만 헤퍼 보이는 웃음, 
그런 희미하기 짝이 없는 첫인상 때문에 모자라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 같
다. 하기는 말씨가 다소 시원찮기는 했다.

부연 부사류가 쓰였을 때 선행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선행문의 존재 자체가 부사가 
사용된 명제의 전제가 된다. 부사와 결합되는 문장은 화자의 감정이나 평가 등을 담
고 있는데, 이때 평가의 대상이 선행 문장 또는 담화에 있기 때문에 앞의 맥락을 고
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35 가)에서는 대가(代價) 없이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 대해 
화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청유를 들어줄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도 있다는 것이 후행 문맥에서 서술되고 있다. (35 
나)에서는 지훈이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서술되고 있다. 
(35 다)에서는 어떤 인물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화자는 자기 나
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행문은 선행 문장 또는 담화와 연결
된다.

‘어쩐지, 하기는, 하기야’는 증거성과 의외성의 의미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35 나, 다)와 같이 ‘어쩐지, 하기는’ 등은 화자가 선행 명제 또는 사태를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 주로 사용된다. 즉 후행 명제는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 새
롭게 깨달은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이로부터 의외성의 의미가 도출되는 것이다. 또
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추론이 발화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어
쩐지’는 양태접속부사적 성격을 보일 때 의외성,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지닌 선어말
어미 ‘-더-’와 공기(共起)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36) 
36) ‘어쩐지’는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어찌 된 까닭인지.’로 정의되어 있

다. 
(1) 그의 충혈된 눈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예문 (1)과 같이 ‘어쩐지’가 이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양태부사에 가깝다. 이때의 ‘어쩐지’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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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보 부사류
양보 부사류가 나타내는 ‘양보’는 선행문 또는 선행문의 전제에 대한 기대가 어긋

난다는 의미이다(윤평현 1992, 서정수 1996). 양보 부사류에는 다음과 같은 부사가 
있다.

(36) 그래도, 그러하더라도, 그러할지라도, 그런데도, 그럴망정, 그럴지라도, 그럴지
언정,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양보 부사류에서는 선행문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후행문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접속
뿐만 아니라 양태도 포착된다. 후행문이 기대에 어긋난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양보 부사류에서는 반기대(counter-expectation)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이 유형의 의미‧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7) 가. 그는 사람들 앞에 증거를 들이댔다. 그래도 사람들은 설마 하며 믿질 않았
다.

나.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예문 (37 가)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 증거를 들이댔다.’라는 명제는 ‘어떤 사실에 대
한 증거가 있다면 믿을 만하다.’라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선행문은 이러한 전제가 
충족될 것임을 예상하게 만드는데, 후행문은 이 전제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설마 하
며 믿질 않았다.’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37 나)에서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라
는 명제에서 ‘죄악은 고발/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정도의 전제를 도출할 수 있다. 그
러나 (37 나)에서도 선행문의 전제와 다르게 어떤 죄악이 (고발되어야 마땅하지만) 

된 문장은 전후 문맥 없이도 그 문장만으로 온전히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
쩐지’가 ‘어찌 된 까닭인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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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후행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양보 부사류는 두 명
제를 대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조는 선행문의 전제에서 형성된 것이다.

윤평현(1992: 53~58)은 양보 어미는 접속문의 후행문을 강조한다고 파악하였는
데, 이 또한 일종의 양태로 파악할 수 있다.37)

(38) 가. 네 놈이 대개 하는 짓이 불공스러운 것은 괘씸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네 사
정을 보아줄 것이다.

나. 아침 일찍 CF나 영화 등의 촬영이 있는 날은 새벽에 나가 미리 준비를 해
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유정아 씨(28)는 말한다. 
신부화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외촬영을 결혼식 당일에 하는 경우가 많
아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 직종은 여성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직업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노하우를 많이 가진 실력자로 대우받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스케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
어 결혼 후 가사일과 육아 등의 부담을 덜 받으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직장 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
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CF나 카탈로그의 경우 건당 60~70
만원, 신부 화장은 30~40만원 선, 연예인 코디네이터는 월 1백~1백50만원 
정도를 받는다. 때문에 신부화장을 한 달에 몇 건만 해도 한 달 월급은 금
방 넘을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야 한
다.

37) 양보 접속문의 강조 기능은 양보로 쓰였을 때보다 양보적 조건(concessive conditional)으로 쓰
였을 때 더 두드러진다.

(1) 비가 와도 산책을 나갈 것이다.
(2)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동산에 뙤약볕은 사정없이 내리쪼였다. 그런데도 일사병에 쓰러진 대원

이 없었으니 기적 같은 일이다.
(1)에서 화자는 산책을 비가 오지 않아도 나가고, 비가 오더라도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처럼 양보적 조건인 경우에 선행문은 전적으로 후행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2)처럼 
양보로 쓰여 선행 명제가 이미 실제세계에서 참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선행문을 바탕으로 후행문
이 뒤에 연결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2)보다는 (1)에서 후행문이 더욱 강조되는 양상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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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문의 강조 기능은 양보 부사류가 쓰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테면 (38 
가)와 같은 발화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청자의 사정을 감안하
겠다는 것이다. (38 나)에서 ‘그럴지라도’는 담화와 담화를 양보의 의미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 예문에서도 필자의 주장은 ‘그럴지라도’ 바로 뒤에 오는 ‘이 직종은 여성
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직업이다.’라는 명제이다. 그 이후의 문장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양보 부사류가 명시하는 초점은 후행문에 있다.

3.4. 전환 부사류
전환 부사류는 화자가 선행 담화를 마무리하고 다른 화제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

다.38) 이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부사가 있다.

(39) 각설(하고), 그나저나, 아무튼(지), 암튼, 어떻든(지), 어쨌건, 어쨌든(지), 여하
간(에), 여하튼(지), 좌우간, 하여간(에), 하여튼(지)

이 부사류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전환, 조건, 강조’ 정도의 의미로 처리해 왔
다. (39)의 부사들은 담화·텍스트가 전개되는 흐름에 관여하여 담화와 담화를 연결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은 전환 부사류가 쓰인 예문이다.

(40) 가. 고을 사정들은 비슷비슷하니 우리가 본때 있게 들고 일어서면, 다른 고을 
사람들도 들썩일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우리 일부터 제대
로 해치웁시다.

나. 분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질투라고 꼭 잡아낼 수도 없는 야릇한 감정에 
38) 전환 부사류는 부사류의 명칭 그대로 전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부사와 선행문의 

관계에 주목한다면 ‘자유선택’의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고, 전환 부사류와 후행문의 관계에 주목
한다면 ‘화제 전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유형의 부사류는 여러 기능적 측면에서 양태와 
접속을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전환의 기능이 담화‧텍스트 차원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편의상 이 유형을 ‘전환 부사류’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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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를 받으면서도 어쨌든 계숙이가 반가웠다.
다. 밥은 먹었니? 굶고 다니지 마라. 그나저나 네 아버진 어딜 가셨니? 
라.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 소설 같잖은 글을 기록해두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즉흥성처럼 느닷없이 서두의 문맥이 어슴푸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글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트프리드 벤의 절망적인, 그러
나 대단히 힘찬 선언에 자구(字句) 몇 개를 첨삭시켜보자는 것이었다. 애초
에는 그의 선언을 인용하고 나서 바로 나의 글을 써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것마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무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의 
선언은 이런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
고, 기껏해야 현실의 왜곡된 이미지들만 존재할 따름이다.” 위의 인용문 중
에 나오는 ‘현실’이라는 어휘 대신에 ‘사람’ 또는 ‘이름’, 나아가서 ‘상상력’을 
대입시켜보자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예문 (40 가)에서 화자는 먼저 봉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뒤에 ‘하여간’이 나타나
면서 초점이 현재 화‧청자가 해야 하는 일로 옮겨졌다. 이처럼 전환의 부사류가 쓰
일 때는 후행문 또는 후행 담화에 초점이 있다. (40 나)에서 화자는 선행문에서 언
급한 분한 감정, 질투와 비슷한 감정 등과는 상관없이 계숙이가 반가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전환 부사류는 선행문과는 관계 없이 후행문에 더 주목해야 
함을 나타내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양보 부
사류와 공통되는 특징이다.

전환 부사류가 선행문에 대하여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는 자유선택(free choice)의 
의미로도 알려져 있다. 박진호(2007: 134)에 따르면 의문사와 ‘or’의 ‘-(이)나, -
(이)든지’ 등이나 양보 표지 ‘-도’가 결합하였을 때 ‘자유선택 비(非)한정사’가 된
다. 이를테면 ‘누구나/누구든(지)/누구라도/아무나, 무엇이나/무엇이든(지)/무엇이라
도/아무거나, 어디나/어디든(지)/어디라도/아무데나’ 등이 그러한 예이다(박진호 
2007). 이로 볼 때 전환 부사류의 부사들은 대부분 비한정사가 포함된 구성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자유선택의 의미가 남아 선행문에 어떠한 내용이 오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뒤에 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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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0 다)에서 화자는 먼저 청자를 걱정하다가 ‘그나저나’를 기점으로 청자의 
아버지에 대해 묻고 있다. (40 라)는 화자가 글을 쓰는 과정을 묘사하다가 ‘아무튼’ 
뒤로는 본격적으로 글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환 부사류는 담화 차원
에서는 이전 담화의 화제를 마무리하고, 다른 화제의 담화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정리하자면 전환 부사류는 선행 문장(담화)보다는 후행 문장(담화)에 초점이 있
음을 명시한다. 즉 이 부사들은 선행 문장‧담화가 어찌되었든 상관없다는 뜻에서 선
행 단위에 대한 감정 양태를 드러낸다. 동시에 이후의 발화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감정 양태를 지닌다. 이 두 과정에서 접속이 의미적
으로 일어난다. 선행문과의 관계에서는 부사가 선행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접속이 
일어나고, 후행문과의 관계에서는 부사가 대화 자체를 연결해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이 또한 일종의 접속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환 부사류는 부사의 양태와 접
속이 선‧후행 담화와 모두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3.5. 소결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추출한 양태접속부사의 목록과 그 유형을 바탕으로 각 유

형의 의미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어떤 부사가 양태와 접속의 의미·기능을 동시에 수
행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가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연결되는 두 명제 간의 
관계에 대하여 화자의 태도가 드러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명제와 관련된 화자
의 태도가 후행 명제의 내용으로 명시되는 경우이다. 양태접속부사의 유형에서 척도 
형성 부사류는 전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유형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를 나타낸 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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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미·기능
척도 형성 부사류 부연 부사류 양보 부사류 전환 부사류
부가 정정

접속 주관적 척도 전제 관계 전제 부정 전제 관계, 
화제 전환명제 p와 q 명제 p와 p′

양태 명제 관계에 대한 태도 선행 단위와 관련된 태도 선‧후행 단위와 
관련된 태도

증거성·
의외성 의외성 의외성, 

증거성 의외성

<표 3> 양태접속부사의 유형별 의미적 특성 

<도식 2> 양태접속부사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

먼저 척도 형성 부사류는 두 명제를 비교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부사이다. 명제 p와 q를 연결하느냐 명제 p와 이를 정정한 p′를 연결하느냐에 따라 
부가의 부사류와 정정의 부사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부사류에 의해 형성된 척도는 
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부사에 따라서는 척도에 정보성도 포함되기도 한다.

부연 부사류는 문장의 전제 관계로 인하여 접속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부사류는 
선행문과 관련된 화자의 태도를 덧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의외성과 증거성의 의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양보 부사류도 전제로 인하여 접속과 양태가 동시에 확인된다. 
즉 선행문에 대한 전제가 어긋난다는 사실이 후행문에 서술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 
화자는 선행문에 대한 반기대의 의미를 표현한다. 전환 부사류는 선‧후행 담화에 대
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접속과 양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보 
부사류와 전환 부사류가 쓰이면 후행 문장 또는 담화에 초점이 놓인다.

이상의 논의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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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태접속부사의 통사적 특성

이 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를 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먼저 각 유형별 또는 개
별 부사에서 확인되는 통사적 구문의 특징을 다루게 될 것이다. 양태부사의 통사적 
제약은 후행절과, 접속부사의 통사적 제약은 주로 선행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태접속부사는 통사적 제약이 선행절과 후행절 각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39)

4.1. 척도 형성 부사류
4.1.1. 부가의 부사류

(1) 통사적 구문의 특징

척도를 형성하는 부사류는 보조사 ‘도, 까지, 마저, 조차’와 호응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41) 가. 선화는 워낙 몸이 약한데 더구나 요즘 감기까지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
나. 오늘은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였다. 더욱이 사무실의 에어컨마저 고장나

서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고 지냈다.
다. 정씨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표 등 민주계는 물론 민정계, 심지어 김대

중 신민당 총재 진영 등 야권에서조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9) 본고에서 살펴볼 서법의 어미들은 개연성·추측의 ‘-겠-, -을걸’, [-의외성]의 ‘-거든, -지’, 
[+의외성]의 ‘-더-, -네, -구나’이다. ‘-겠-, -을걸’은 명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았고, ‘-거든, -지, -더-, -네, -구나’는 [의외성]과는 상관없이 명제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았다. 증거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겠-, -더-’를 활용하였다. 우언적 구성도 양태
적 의미를 지니지만 본고에서는 양태적 의미를 지니는 어미들만으로도 논의를 전개하기에 충분
하다고 판단되어 우언적 구성은 가급적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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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다)의 ‘까지, 마저, 조차’ 등은 척도와 관련이 있는 보조사들이다. 이들은 척
도상 더 높은 등급을 나타내고, 나아가 마지막 항을 나타낸다. 부가의 부사류와 공
기하는 보조사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척도 차이를 명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사류가 조사 ‘도’와 어울릴 때에는 척도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
다. 이는 ‘도’가 대안집합만을 전제하는 非척도적 용법을 지니기도 하기 때문이다(박
진호 2015: 407).

(42) 영수는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성격도 좋아.

예문 (42)에서는 ‘도’가 두 번 쓰였는데, 첫 번째 ‘도’는 비척도적 용법으로 쓰였지
만 두 번째 ‘도’는 척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심지어’가 쓰였기 때문에 척도가 형
성되면서 서로 다른 ‘도’의 용법이 활성화된 것이다.

한편 ‘무론, 물론’과 ‘하물며’는 개별적으로 구문상의 특징을 보인다. 먼저 ‘무론, 
물론’은 주로 ‘은/는 물론+이-’ 구성으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40)

 
(43) 가. 왕실 지친은 무론이요 외신들까지도 적지 않게 기뻐하고, 왕의 환후에 퍽 

희망을 품게 하였다.
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리면 사람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리어 자신을 용서해 준 사람을 바보취급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40) ‘무론, 물론’은 계사와 결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명사로 처리되기도 하였다. 한편 배주채(2003)
는 ‘이-’가 명사 외 다른 품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와 결합하는 ‘물론’도 부사
로 처리한다.

배주채(2003: 62~63)에 따르면 ‘이-’와 결합하는 부사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1) 아직, 벌써, 오래, 금방, 금세, 계속, 먼저, 바로, 제법, 고작, 따로, 거저, 그만, 별로, 제

발, 또, 꼭, 딱, 캡, 꽝, 왕
 ‘X+이-’ 구성에서 ‘X’의 품사가 명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는 부정문을 만들어 보는 방법
이 있다. 만약 ‘X’가 본래 명사라면 ‘그 사람은 빈말할 사람이 아니다.’처럼 부정이 가능할 것이
다. (1)의 부사들 중에서도 ‘그의 피아노 실력은 제법이 아니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이 아니냐.’ 등과 같이 부정이 가능한 예들이 있다. 반면 ‘*고작이 아니다’의 ‘고작’, ‘*물론이 아
니다’의 ‘물론’과 같이 부정이 불가능한 예들도 있다. 이러한 예들은 그 품사를 온전히 명사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부사가 명사적 용법을 지닌 것 정도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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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에서 계사의 활용형은 (43 나)처럼 생략되기도 한다. 김  염(2014)에 따르
면 ‘은/는 물론(이고)’ 구문과 유사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구문으로는 ‘은/는 말할 
것도 없고’ 구문, ‘하물며’ 구문 등이 있다. 또한 이 구문들은 영어의 ‘let alone, not 
to mention’과 대응시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하물며’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3.1.1.에서는 ‘하물며’가 쓰일 때 척도
에 정보적 가치가 포함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4) 가. 총을 가진 현대의 사냥꾼도 매머드를 쓰러뜨리기 어려운데 하물며 원시인
은 어떠했겠는가?

나. 꽤 발전한 방직 공업에서조차도 아직 한국인의 숙련도는 일본인의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물며 한국인이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 분
야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정보성을 포함한 ‘하물며’가 쓰인 문장은 (44 가)와 같이 ‘-(으)ㄴ가, -냐, -랴, 
-(으)ㅁ에랴’ 등의 의문문 종결어미와 결합하면서 수사의문문을 이룬다. 종결어미 
‘-이야’가 결합하기도 한다. 또한 선행절에는 ‘-거늘, -거니와, -거든, -(으)ㄴ데, 
-니까, -(으)ㄹ진대’ 등의 연결어미가 출현하는 특징도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하물
며’가 쓰인 구문에서는 (44 나)처럼 ‘더 말할 것이 없다, 더 말할 나위 없다’ 등의 
서술절과 호응하는 경향도 확인된다.

(2) 통사적 제약

부사에 의해 형성된 척도로 인해 선‧후행 명제의 서법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41) 
부가 부사류의 경우 명제의 진리치가 불확실한 문장과 확실한 문장이 연결될 때 선
행문으로 명제가 불확실한 문장이 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41) 양태가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의미 범주라면 

이를 명시하는 문법 범주는 서법(mood)이다. 본고에서는 서법과 문장 유형을 구분하여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들을 서법이라고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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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 민국이가 노래를 잘할걸. 심지어 민국이는 애교도 {?많네/?많지}.
 나. 민국이가 노래를 {?잘하네/잘하지}. 심지어 민국이는 애교도 많을걸.

(46) 가. 그 자동차 승차감 좋을걸. 물론 연비도 {?좋네/좋지}.
나. 그 자동차 승차감 {?좋네/좋지}. 물론 연비도 좋을걸.

(45 나)처럼 명제가 확실한 문장이 선행문에 와도 [-의외성]의 ‘-지’가 쓰이면 문
장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는 후행 명제가 부가되는 정보 정도로 파악된다. 한편 
‘물론’은 (46 가)와 같이 선행문에 추측의 ‘-을걸’이 결합하고 후행문에 [-의외성]
의 ‘-지’가 결합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것은 ‘물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라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지’와 본질적으로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선행절의 연결어미 결합 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유종·박동호·홍재
성(2001), 임유종(2005)은 접속부사가 선행절의 어미와 결합하는 데에 제약이 있
고, 그 제약이 부사마다 상이함을 밝힌 바 있다. 선행절의 연결어미와 접속부사가 
관련이 있는 것은 이들 모두 선‧후행절을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의들은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부사라고 하더라도 제약의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임유종·
박동호·홍재성(2001), 임유종(2005)에서 분석되었던 부사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
로 부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선행절 제약이 심한 부사와 그렇지 않은 부사를 
분석하면서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42)

42)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임유종(2005)에서 분석에 동원한 연결어미의 목록은 다음과 같
다. 본고에서도 이를 활용하기로 한다.

(1) 대등 접속: ① -고, -며
② -지만, -(으)나

(2) 종속 접속: ① 상황: -(으)ㄴ데, -(으)니까
② 까닭: -어/아서, -(으)니, -(으)므로, -느라고, -거늘
③ 조건: -(으)면, -거든, -어/아야
④ 양보: -어/아도, -더라도, -(으)ㄴ들, -(으)ㄹ망정, -(으)ㄹ지언정, -(으)ㄹ

지라도
⑤ 의도‧목적: -(으)려고, -고자, -(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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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임유종(2005)에서는 부가의 부사류 중에서 
‘물론’은 선행절 제약이 심하고 ‘더욱이’는 선행절 제약에서 자유로움을 밝혔다. 본 
논의에서는 ‘더구나’와 ‘하물며’의 선행절 제약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더구나’가 쓰인 예문이다.

(47) 가. 그날은 비가 {왔고/왔으며} 더구나 천둥 번개까지 쳤다.
나. *비가 {왔지만/왔으나} 더구나 정전은 안 되었다.

(48) 가. 비가 {오는데/*오니까} 더구나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고장나니/?고장났으므로} 더구나 동생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43)
다. *날씨가 {개면/개거든/개야} 더구나 소풍을 갈 수 있다.
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온들/올망정/올지언정/올지라도} 더구나 소풍을 간다

고 한다.
마. *신제품을 {사려고/사고자/사러} 더구나 새벽부터 줄을 섰다.
바. *나무가 잘 {자라도록/자라게} 더구나 거름을 주었다.
사.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더구나 잠이 들었다.
아. 비가 {올뿐더러/올뿐아니라} 더구나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더구나 기온은 떨어진다.
차. *말은 {잘하되} 더구나 실천은 하지 않는다. 

(47, 48)에서 ‘더구나’는 ‘-고, -며, -(으)ㄴ데, -아/어서, -(으)니, -(으)므로, 
-(으)ㄹ뿐더러, -(으)ㄹ뿐아니라’와 어울린다. ‘더구나’의 경우에는 선행절 제약이 

⑥ 결과: -도록, -게
⑦ 전환: -다가
⑧ 첨가: -(으)ㄹ뿐더러, -(으)ㄹ뿐아니라
⑨ 기타: -(으)ㄹ수록, -되

43) ‘-(으)므로’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데, 의미상 선행절은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
워 이 어미가 쓰일 때는 과거 시제로 호응 관계를 따져보았다. 또한 임유종·박동호·홍재성
(2001), 임유종(2005)에서는 인과 관계의 어미들과 관련하여 부사와 ‘-거늘’의 호응도 함께 살
펴보고 있으나 이 연결어미는 의고적 표현에 가까워 본고에서는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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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의 의미‧기능에 따라 다르고, 유사한 종류의 어미라고 하더라도 개별 어미
에 따라 제약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8 나)의 경우에는 ‘더구나’가 
두 절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에서 문중에 출현한 것으로 해석될 때에
만 자연스럽다.44) 실제 코퍼스 자료에서는 ‘-고, -며, -커니와, -인데다’ 등의 연
결어미와도 빈번하게 호응하는 양상을 보였다.45)

한편 ‘하물며’는 ‘더구나’보다 더 심한 제약을 보인다.

(49) 가. *비가 {오고/오며} 하물며 천둥 번개까지 쳤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나. *비가 {오지만/오나} 하물며 정전은 안 되었다.

(50) 가. 비가 {오는데/*오니까} 하물며 정전까지 되었다.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고장나니/고장났으므로} 하물며 연락을 할 수가 없었

다.
다. *날씨가 {개면/개거든/개야} 하물며 소풍을 갈 수 있다.
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온들/올망정/올지언정/올지라도} 하물며 소풍을 간다

고 한다.
마. *신제품을 {사려고/사고자/사러} 하물며 새벽부터 줄을 섰다.
바. *나무가 잘 {자라도록/자라게} 하물며 거름을 주었다.
사.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하물며 잠이 들었다.
아. *비가 {올뿐더러/올뿐아니라} 하물며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하물며 기온은 떨어진다.
차. *말은 {잘하되} 하물며 실천은 하지 않는다. 

(49, 50)에서 ‘하물며’는 ‘-(으)ㄴ데’와만 어울린다.46) ‘하물며’는 (48 가)의 ‘더구
44) 부사와 연결어미의 호응 관계를 관찰하고자 하였는데, 연결어미도 다의적인 것들이 많아 온전

히 연결어미와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을 듯하다. (50 나)도 그러한 예로 파악된다. 본고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되 부사와 여러 어미들을 조합해 봄으로써 개별 부사의 제약의 정도
성을 파악하고, 제약이 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는 정도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45) 부사의 선행절 제약 분석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어미로 연결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에 
부사를 삽입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제된 연결어미들로 부사의 제약 
양상을 살피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코퍼스 자료를 분석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은 본고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므로 후고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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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같이 ‘-(으)ㄴ데’와는 어울리지만 ‘-(으)니까’와는 호응하지 못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물며’가 ‘더구나’보다 제약이 더 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하물며’의 양태적 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임유종·박동호·홍재성
(2001), 임유종(2005)에서는 순수하게 접속 기능만 하는 부사가 어휘적 의미까지 
지닌 부사보다 선행절과의 제약이 더 심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어휘
적 의미를 지닌 부사이더라도 그 어휘적 의미가 연결어미의 의미‧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 ‘하물며’가 그러한 예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3.1.1.에서는 ‘하물며’에 의해 형
성되는 척도에는 정보의 전달 가치도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연결어미들과 호응하지 않는 것이다. 또는 ‘하물며’가 정보성의 의미까지 지닐 때 후
행절에 대개 수사의문문이 온다는 구문상의 특징이 지켜지지 못하여 제약이 크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4.1.2. 정정의 부사류

(1) 통사적 구문의 특징

정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류는 주로 선행절에서 구문론적 특징이 확인된다. 

(51) 가. 거기에서는 지금 발전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면 발전을 막을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 물론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사들이 이 시기를 소홀히 다루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비중을 두어 다룬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다. 그리고 다음 순간 K는 문득, 선언문을 붙여둔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방으로 찾아 들어가 
직접 말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문 (51)처럼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 등의 앞에 오는 문장은 통사적으로 부정문 
46) ‘하물며’가 주로 호응하는 선행절의 연결어미는 앞서 통사적 구문에서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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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사들은 선행 문장의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쓰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선행절에는 위의 (51)과 같이 통사적 부정문이 올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어휘
적 부정소가 오기도 한다. 

(52) 독일과 일본에는 아직도 과거의 침략주의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활을 
꿈꾸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더불어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 앞에 오는 절에는 어미 ‘-느니’, ‘-(으)ㄹ 바에
야’, 조사 ‘보다’, ‘은/는커녕’과 같은 구문이 오기도 한다.47)

(53) 가.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정신적 굴욕을 당하며 겨울을 나느니 차라리 간소한 
숙식을 제공하는 감방이 낫다고 생각한다.

나. 이익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해만 주었다. 
다.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에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라. 그는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

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기존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발생시켰다.

어미 ‘-느니’, ‘-(으)ㄹ 바에야’, 조사 ‘보다’, ‘은/는커녕’ 등은 ‘도리어, 오히려, 차라
리’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담당한다. (53)에서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를 생략하여
도 의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 부사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부사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선행절의 생략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47) ‘은/는커녕’은 이와 유사한 ‘은/는 고사하고’, ‘은/는 말할 것도 없고’, ‘은/는 물론(이고)’ 등의 
구문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 자료에서는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 등 앞에 ‘은/는
커녕’이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여 이 구문을 예로 제시하였다. ‘커녕’ 및 관련 표현에 관해서는 
전후민(2013), 김  염(2014)을 참조할 수 있다.



- 54 -

(54) 가. 이 일로 칭찬을 받는 것은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다.
나. 자기가 잘못하고서는 오히려 큰소리친다. 
다. 그렇지…… 실제로 사는 일과 멀어진 학문은 형식에 기울게 마련이고, 형식

에 기울면 고집스러워지고, 그러면 정지되어 썩으니, 지금의 현실과 멀어진 
학문은 곧 썩은 관료와 손을 잡게 되게 마련일세. 나는 차라리 학문을 때려
치우고 싶다네.

예문 (54 가)에서는 ‘도리어’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54 나)에서는 ‘오히려’ 앞에 ‘사과하기보다’가, (54 다)에서는 ‘차라리’ 앞
에 ‘학문을 계속 하기보다는’ 정도가 생략되었다. 이처럼 선행문의 술부가 생략되는 
현상에 대하여 김선영(2003: 54)은 이 부사들이 후행 명제나 사태를 강조하기 때문
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도리어, 오히려’가 쓰일 때 생략이 쉽게 일어나
는 경우는 선행문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후행문의 강조는 결과적으로 나
타나는 효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3.1.2.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서로 
다른 명제 p와 q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 p와 이를 교정한 p′을 연결한다. 그
렇기 때문에 명제 p를 수의적으로 생략하여도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2) 통사적 제약

정정의 부사류는 앞서 의외성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후행 명제의 서법은 [의외성]의 여부가 일치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쓰인다.

(55) 가. 소라는 카메라 앞에 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네. 도리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펼치거든/*펼치지}.

나. 소라는 카메라 앞에 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않지}. 도리어 신들린 듯
한 연기를 펼치네.

(56) 가. 소라는 카메라 앞에 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네. 도리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펼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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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라는 카메라 앞에 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 도리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펼치지.

(55 가)는 선행문이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후행문이 화자가 이미 알고 있
었던 정보를 제시하고 (55 나)는 그 역의 경우인데 두 경우 모두 자연스럽지 않다. 
반면 (56 가)는 선·후행 명제가 모두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이고 (56 나)는 두 명제 
모두 화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이다. 두 경우 모두 자연스럽다.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임유종(2005)는 정정 부사류 중에서 ‘도리어, 오히
려’가 선행절 제약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임유종
(2005)에서 제시한 ‘도리어, 오히려’의 결합 제약 양상을 소개하고, ‘차라리’를 이들
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57) 가.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고/않았으며}, {도리어/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나. 철수는 {갔지만/갔으나}, {도리어/오히려} 영희는 왔다.
(58) 가. 책을 안 {읽었는데} {도리어/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나. 책을 {읽어서/읽으니/읽었으므로} {도리어/오히려} 신문을 안 보아도 된다.
다. 책을 {읽느라고/읽거늘} {도리어/오히려} 열심히 도서관에 갔다.
라. 책을 {읽으면/읽어야} {도리어/오히려}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 책을 {읽거든} {도리어/오히려} 칭찬을 해 주어라.
바. 책을 {읽어도/읽더라도}, {도리어/오히려} 문제만 복잡해진다.
사. 책을 {읽으려고/읽고자/읽으러}, {도리어/오히려} 도서관에는 (안) 갔다.
아. 책을 {읽도록/읽게}, {도리어/오히려} 도서관에는 (안) 갔다.
자. 책을 {읽다가} {도리어/오히려} 신문을 읽었다.
차. 책을 {읽을뿐더러/읽을뿐아니라}, {도리어/오히려} 읽어보라고 권하기까지 

한다. (임유종 2005: 136)

다음 예문은 은 위의 (57, 58)의 예문들에 ‘도리어, 오히려’ 대신에 ‘차라리’를 넣
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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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가.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고/않았으며}, 차라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 *철수는 {갔지만/갔으나}, 차라리 영희는 왔다.

(60) 가. *영수는 책을 안 {읽었는데} 차라리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나. *영수는 책을 {읽어서/읽으니/읽었으므로} 차라리 신문을 안 보아도 된다.
다. *영수는 책을 {읽느라고/읽거늘} 차라리 열심히 도서관에 갔다.
라. *영수는 책을 {읽으면/읽어야} 차라리 용돈을 받을 수 있다.
마. 아이가 공부를 {어려워하거든} 차라리 격려를 해 주어라.
바. *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갈등을 {피해도/피하더라도}, 차라리 문제

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 아이는 책을 {읽으려고/읽고자/읽으러} 차라리 도서관에 갔다.
아. 아이가 책을 {읽도록/읽게} 차라리 도서관에 데려가겠다.
자. *영수는 책을 {읽다가} 차라리 신문을 읽었다.
차. *영수는 책을 {읽을뿐더러/읽을뿐아니라}, 차라리 독후감까지 쓴다.

‘도리어, 오히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라리’는 선행절과의 제약이 심한 편이다. 
‘차라리’는 대안집합 중 후행절에 오는 개체 또는 사태를 선택하겠다는 의미도 지니
는데, 이러한 점으로 인해 ‘차라리’는 ‘도리어, 오히려’보다 선행절과의 결합이 더 심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4.2. 부연 부사류
(1) 통사적 구문의 특징

부연 부사류 중에서 ‘그야, 하기는, 하기야, 하긴’ 등은 대체로 문두에 출현한다. 

(61)  가. 하지만 몇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 때문에 이 땅에 손님되어 온 사람
이 도둑질이니 협박이니 지극히 신산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은 과연 예
의였을까. 그야 그런 꼴을 당했다면 聖人君子가 아닌 이상 기분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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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 남희는 그곳을 자주 드나들었던 것이다. 하기는 산중에서 갈 곳은 그곳 말

고는 없었다.
다. 서희는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이군. 하긴 서로 만난 일이 없었으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한편 ‘어쩐지’는 문두와 문중에 모두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62) 가. 저놈의 맹랑한 버스가 내가 잠든 사이에 적어도 한 시간 가까이나 엉뚱한 
곳으로 달려왔단 말이지. 어쩐지 이 아침엔 매사가 이상하게만 돌아간다고 
생각되었다.

나. 오늘은 아침부터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더라니. 내 이럴 줄 알았어. 

‘그야’는 말뭉치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63) 가. 고양이는 뭣하러 기르느냐고요? 그야 물론 때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필
요하기도 하니까요. 

나. 내 일이 끝나고 나면 윤 선생을 섭섭하게 대접하진 않으리다. 그야 나도 그
쯤 기분은 살 만한 놈이니까. 

(64) 인간관계는 무엇으로 할까? 그야 물론 ‘말과 행동’으로 한다.

예문 (63 가)와 같이 ‘그야’가 사용된 문장에서 ‘그야’ 바로 뒤에 ‘물론’이 출현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때로는 ‘물론’ 없이 ‘그야’만이 나타나더라도 ‘물론’이 생략된 것처
럼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64)처럼 ‘그야’가 ‘대명사+조사’ 구성으로 사용되는 경우
에도 ‘물론’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사 ‘물론’의 양태적 의미가 주
로 문장에 작용하다가 ‘그야’가 부사로 굳어지면서 마치 이 두 부사가 동시에 출현
하여 의미적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부사 ‘그야’는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 ‘-니까’와도 자주 호응하는데, 이는 ‘그야’가 특
히 이유를 부연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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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하기야, 하긴’은 말뭉치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65) 가. 하지만 지금의 정부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정과 통치의 기본틀로서 ‘국제
적 안목’보다는 ‘국내정치적 동인'을 주로 택해 온 것은 부인치 못할 것이
다. 하기야 권위주의 30년 세월을 바꿔 보자니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있
기는 하다.

나. 누르퉁퉁한 안색과 허여스름한 입술 빛깔과 선량하지만 헤퍼 보이는 웃음, 
그런 희미하기 짝이 없는 첫인상 때문에 모자라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 같
다. 하기는 말씨가 다소 시원찮기는 했다.

다. 하, 참 재밌네. 의붓아버지하고 살든 여자의 큰아버지라, 하하하…… 핫! 하
긴 그렇네요. 사돈의 팔촌보다 가깝구려.

부연 부사류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선행 명제에 수긍을 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렇
기 때문에 예문 (65 가, 나)와 같이 ‘하기야, 하기는’이 ‘-기는 하-’ 구문과 공기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65 다)와 같이 선행 발화 또는 문장에 동의하는 대용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는 경우도 많
다.48) 

(2) 통사적 제약

앞서 부연의 부사류는 증거성, 의외성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66) 가. 대한이는 3월에도 한겨울용 패딩 점퍼를 입고 다닌다. 하기는 봄이라도 아
침저녁으로는 {쌀쌀하겠다/쌀쌀하구나/?쌀쌀하네}.

나. 대한이는 3월에도 한겨울용 패딩 점퍼를 입고 다닌다. 하기는 봄이라도 아
침저녁으로는 {?쌀쌀할걸/쌀쌀하더라/쌀쌀하지}.

48)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러한 구문 정보가 예문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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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 ‘-구나’, ‘-네’는 모두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66 가)
에서 ‘하기는’은 ‘-겠-’, ‘-구나’와는 어울리지만 ‘-네’와는 어울리지 못한다. ‘-겠
-’은 화자가 추리로 대한이가 봄에도 겨울철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나’는 ‘-네’에 비해 제약이 덜한 어미이
고 ‘-겠-’처럼 추리에 의한 정보 획득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66 가)에서 ‘-구나’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네’는 어색한 것이다.

(66 나)에서 ‘-을걸’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하기는’과 어울리지 않는다. 
후행 명제는 화자가 선행 명제에 동의하기 위하여 발화되는 것이므로 화자에게 새
로울망정 불확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기는’은 [+의외성]의 ‘-더-’와도 
호응하고 [-의외성]의 ‘-지’와도 호응한다. 이로 볼 때 ‘하기는’에 [의외성] 자체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쩐지’는 선행문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때 선어말어미 ‘-더-’와 
호응한다. 

(67) 가. 외신기자였군. 어쩐지 좀 냄새가 다르더라니….
나. 뭐라더라…… 「승리자 펠레」인지 「정복왕 펠레」인지 아무튼 무슨 「펠

레」라는 영화를 하고 있었어. 축구라면 유난히 사족을 못 써서, 큰 경기가 
있는 날이면 텔레비전이 있는 홀 쪽으로 목이 쑤욱 나가곤 하는 정가는 축
구 황제 펠레 이야긴 줄 알았대. 웬걸, 축구공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축구
장보다 너른 밭에서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영화였어. 어쩐지 크
지도 않은 극장이 텅텅 비어 있더라니.

‘-더-’는 의외성과 증거성의 의미를 포함한다. 위 예문 (67 가)에서는 문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기자의 냄새가,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기자의 인상이 다른 사람과 달랐
다는 사실이 의외성, 즉 화자가 뒤늦게 깨달은 정보에 해당한다. (67 나)에서는 영
화관에 관객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 신정보가 된다. 또한 ‘-더-’는 지각(知覺), 내
성(內省) 등으로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미인데, (67 가, 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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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후각, 시각 등 감각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알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연 부사류의 선행절 제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68) 가. *비가 {왔고/왔으며} 하기는 천둥 번개가 쳤다.
나. *비가 {왔지만/왔으나} 하기는 정전은 안 되었다.

(69) 가. *비가 {오는데/오니까} 하기는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고장나니/고장났으므로} 하기는 동생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다. ?날씨가 {개면/개거든/개야} 하기는 소풍을 갈 수 있다.
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온들/올망정/올지언정/올지라도} 하기는 소풍은 간다

고 한다.
마. ?신제품을 {사려고/사고자/사러} 하기는 새벽부터 줄을 섰다.
바. *나무가 잘 {자라도록/자라게} 하기는 거름을 주었다.
사.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하기는 잠이 들었다.
아. ?비가 {올뿐더러/올뿐아니라} 하기는 정전까지 되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하기는 기온은 떨어진다.
차. *말은 {잘하되} 하기는 실천은 하지 않는다.

‘하기는’은 선행절과 제약이 심한 편이다. 문장이 그나마 성립할 수 경우는 (69 다, 
마, 아, 자)인데, 이 역시 후행절이 선행절에 대한 부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
기는’이 접속문 전체를 수식하는데 부사의 어순이 바뀐 것으로 이해될 때로 한정된
다.

4.3. 양보 부사류
(1) 통사적 구문의 특징

양보 부사류 중에서 구문론적으로 특징을 보이는 부사는 ‘그래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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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가. 아직 알코올 중독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술을 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 밤 11시나 돼야 입시공부하는 아이들과 나까지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일 
정도로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따뜻하고 
강한 신뢰로 이어져 있다고 믿는다.

다. 나는 본래 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더러는 
수다를 떨 경우가 있다.

 
예문 (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도’ 앞에 오는 절에는 ‘-지만’과 같은 대조의 
어미가 오는 경향이 있다.

(2) 통사적 제약

양보 부사류는 기대부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때 새로 알게 된 사실은 후행문에 
오므로 [의외성]은 후행문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보 부사류
와 서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71) 가. 난 구질구질한 소리는 하기 싫다. 그런데도 그 제안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구닥다리 같은 소리밖엔 떠오르지 {않는구나/않네/않더군}.

나. 난 구질구질한 소리는 하기 싫다. 그런데도 그 제안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구닥다리 같은 소리밖엔 떠오르지 {*않거든/*않지}.

(72) 가. 젊은 나이에 결혼한 명수는 그래도 제법 의연한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구
나/있네/있더라}.

나. 젊은 나이에 결혼한 명수는 그래도 제법 의연한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거
든/*있지}.

예문 (71 가)와 (72 가)는 후행문에 [+의외성]의 어미 ‘-구나, -네, -더-’가 결
합한 것이다. 두 예문 모두 선행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한편 예문 (71 
나), (72 나)와 같이 후행문에 [-의외성]의 어미 ‘-거든, -지’가 오면 비문이 된



- 62 -

다.
양보문은 다시 양보와 양보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경우에서 양보의 연

결어미와 양보의 부사를 비교해 볼 때 양보 부사류의 구문론적 특성을 좀 더 명확
하게 파악할 수 있다.49)

(73) 가. 재물은 적어도 마음은 넉넉하다.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는 일을 끝마쳐야 한다.

(74) 가. 재물은 적다. 그래도 마음은 넉넉하다.
나. 무슨 일이 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일을 끝마쳐야 한다.

양보의 ‘-어도’가 쓰인 예문 (73)에서 (73 가)는 양보이고, (73 나)는 양보적 조건
으로 쓰인 예문이다. (73 가)의 선행절은 진술문이라 이미 참인 사실이고, (73 나)
의 선행절은 진위를 모르는 가정문이다. 그런데 대용어가 ‘-어도’와 결합하여 굳어
진 ‘그래도’가 쓰인 예문에서 선행문은 양보의 ‘-어도’ 앞에 오는 절과 동일한 성격
을 보이지 않는다. (74 가)에서 ‘그래도’가 쓰일 때에는 (73 가)와 마찬가지로 양보
로 쓰였다. 그러나 (74 나)에서는 ‘그래도’ 앞에 오는 문장이 가정의 의미를 담을 
수 없고, 진술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그래도’는 양보적 조건으로 쓰일 수 없다. 이
것은 선행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한정사와 양보 표지가 결합하였을 
때 자유선택의 의미가 형성되는데, (73 나)에서는 비한정의 ‘무슨’과 ‘-어도’가 어울
리면서 자유선택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지만 (74 나)는 선행문이 독립된 문장으로 
실현되면서 그러한 결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ㄹ망정’과 ‘그럴망정’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75) 가. 머리는 나쁠망정 손은 부지런하다.
나. 시험에 떨어질망정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겠다. 

(76) 가. 머리는 나쁘다. 그럴망정 손은 부지런하다.
49) 본고에서 제시된 양보 부사류는 모두 ‘그리하-’ 또는 ‘그러하-’와 양보의 연결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다. 즉 이 부사들은 본래 양보의 의미를 담당하던 연결어미에 대용의 기능이 추가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양보의 연결어미와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63 -

나. 시험에 {*떨어진다/떨어지겠다}. 그럴망정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겠다. 

‘-ㄹ망정’이 쓰인 예문 (75)에서 (75 가)는 양보로서 선행절이 사실인 경우이고, 
(75 나)는 양보적 조건으로서 선행절이 가정인 경우이다. 이 어미들을 각각 (76 가, 
나)의 ‘그럴망정’으로 바꾸었을 때 (76 나)의 선행문은 더 이상 가정의 의미를 나타
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76 나)는 선행문의 서술어에 ‘-겠-’과 같은 의지의 어
미가 결합할 때 자연스럽다.

다음은 ‘-ㄹ지언정’과 ‘그럴지언정’이 각각 쓰인 예문들이다.

(77) 가. 그것은 무모한 행동일지언정 용감한 행동은 아니다.
나. 그녀와 헤어질지언정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은 없을 거야.

(78) 가.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그럴지언정 용감한 행동은 아니다.
나. 그녀와 {*헤어진다/헤어지겠다}. 그럴지언정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럴지언정’도 ‘그럴망정’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즉 (77 가)와 (78 가)를 비교하
였을 때 양보인 경우에는 두 예문이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77 나)는 양보적 조
건의 예문인데, 이것이 (78 나)에서는 양보로 쓰이고 선행문에 ‘-겠-’이 결합하면
서 ‘의지’의 의미로 바뀌어야 문장이 성립한다.

정리하면 양보의 연결어미와 양보의 부사는 의미‧기능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양보
의 어미와는 달리 양보 부사류는 양보적 조건일 때 쓰일 수 없고 양보로 존재할 때
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양보 부사류의 선행절 제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도’는 비교적 선행
절 어미와 제약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언급된 바 있다(임유종 2005).

(79) 가. 철수가 책을 {읽고/읽으며}, 그래도 미심쩍은 듯 질문을 했다.
나. 철수는 {갔지만/갔으나} 그래도 미심쩍은 듯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다. 철수는 {가거나 말거나/가든지 말든지} 그래도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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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가. 책을 {읽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
나. 책을 {읽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인다.
다. 책을 {읽으니까/읽어서/읽으니} 그래도 좀 이해가 된다.
라. 책을 {읽느라고} 그래도 이것저것 열심히 했다.
마. 책을 {읽을지라도} 그래도 문제는 남아 있다.
바. 책을 {읽으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
사. 책을 {읽어도/읽더라도}, 그래도 신문은 (안) 읽는다.
아. 책을 {읽을망정/읽을지언정} 그래도 그 일은 못하겠다.
자. 책을 {읽으려고, 읽고자} 그래도 무진 애를 썼다.
차. 철수가 책을 {읽도록, 읽게}, 그래도 조용히 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카. 책을 {읽다가}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신문을 읽었다.
타. 책을 {읽어야/읽으므로}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
파. 책을 {읽되}, 그래도 한 가지만 조심해라.
하. 책을 {읽으러}, 그래도 도서관에는 갔다. (임유종 2005: 135)

그렇다면 위의 (79, 80)을 바탕으로 ‘그럴지언정, 그렇더라도’의 선행절 제약도 
살펴보면서 양보 부사들 간의 제약의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그럴지언
정’이 쓰인 예문이다.

(81) 가. *철수가 책을 {읽고/읽으며}, 그럴지언정 미심쩍은 듯 질문을 했다.
나. 철수는 {갔지만/갔으나} 그럴지언정 미심쩍은 듯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다. 철수는 {가거나 말거나/가든지 말든지} 그럴지언정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쓴다.
(82) 가. *책을 {읽는데} 그럴지언정 마음이 안 놓인다.

나. *책을 {읽으니까} 그럴지언정 좀 마음이 놓인다.
다. *책을 {읽어서/읽으니} 그럴지언정 좀 이해가 된다.
라. 책을 {읽느라고} 그럴지언정 이것저것 열심히 했다.
마. 책을 {읽을지라도} 그럴지언정 문제는 남아 있다.
바. *책을 {읽으면} 그럴지언정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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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책을 {읽어도/읽더라도}, 그럴지언정 신문은 (안) 읽는다.
아. 책을 {읽을망정/읽을지언정} 그럴지언정 그 일은 못하겠다.
자. *책을 {읽으려고, 읽고자} 그럴지언정 무진 애를 썼다.
차. *철수가 책을 {읽도록, 읽게}, 그럴지언정 조용히 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카. *책을 {읽다가} 그럴지언정 걱정이 되어서 신문을 읽었다.
타. *책을 {읽어야/읽으므로} 그럴지언정 좀 안심이 된다.
파. 책을 {읽되}, 그럴지언정 한 가지만 조심해라.
하. 책을 {읽으러}, 그럴지언정 도서관에는 갔다.

예문 (81, 82)로 보았을 때 ‘그럴지언정’은 ‘그래도’보다는 선행절 어미와 제약이 심
한 편이다. 특히 (82 라)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럴지언정’이 부사가 아니라 ‘그러
-+-ㄹ지언정’ 구성으로 분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선행절인 ‘책을 
읽느라고’를 대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오는 어떤 행위를 대용하게 되어 문장이 
성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다음은 ‘그렇더라도’가 쓰인 예문이다.

(83) 가. *철수가 책을 {읽고/읽으며}, 그렇더라도 미심쩍은 듯 질문을 했다.
나. *철수는 {갔지만/갔으나} 그렇더라도 미심쩍은 듯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다. *철수는 {가거나 말거나/가든지 말든지}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쓴다.
(84) 가. *책을 {읽는데} 그렇더라도 마음이 안 놓인다.

나. *책을 {읽으니까} 그렇더라도 좀 마음이 놓인다.
다. *책을 {읽어서/읽으니} 그렇더라도 좀 이해가 된다.
라. *책을 {읽느라고} 그렇더라도 이것저것 열심히 했다.
마. 책을 {읽을지라도} 그렇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바. *책을 {읽으면} 그렇더라도 이해가 된다.
사. 책을 {읽어도/읽더라도}, 그렇더라도 신문은 (안) 읽는다.
아. 책을 {읽을망정/읽을지언정} 그렇더라도 그 일은 못하겠다.
자. *책을 {읽으려고, 읽고자} 그렇더라도 무진 애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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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철수가 책을 {읽도록, 읽게}, 그렇더라도 조용히 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카. *책을 {읽다가} 그렇더라도 걱정이 되어서 신문을 읽었다.
타. *책을 {읽어야/읽으므로} 그렇더라도 좀 안심이 된다.
파. 책을 {읽되}, 그렇더라도 한 가지만 조심해라.
하. *책을 {읽으러}, 그렇더라도 도서관에는 갔다.

‘그렇더라도’는 ‘그래도’, ‘그럴지언정’에 비하여 제약이 더 심한 양상을 보인다. 예문 
(83, 84)에서 ‘그렇더라도’는 이 부사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ㄹ지라도, 
-아/어도, –더라도, -ㄹ망정, -ㄹ지언정, -되’ 등의 어미와는 어울릴 수 있지만 그 
외의 어미와는 호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4.4. 전환 부사류
(1) 통사적 구문의 특징

전환 부사류 앞에는 이접(離接) 조사 및 어미가 결합된 병렬 구문 또는 간접의문
문의 병렬 구문이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85) 가. 식탁은 먹다 남은 건지 먹으면서 흘린 건지 하여간 음식 찌꺼기 때문에 몹
시 지저분하다.

나. 선의의 경쟁이든 무슨 경쟁이든 하여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용납
이 안 되고,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더욱 받아들
일 수가 없게 된다.

다. 일본의 길을 가느냐,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느냐는 위기의식이 벌써부터 팽
배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난해와 같이 무위무책으로 갈등의 관리가 안 될 
경우 우리의 갈 길은 뻔하게 됩니다. 그 길은 비단 경제적 파탄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파탄으로 연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85 가)에서는 간접의문절을 만드는 종결어미 ‘-(으)ㄴ지’가 쓰였다. 이 예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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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식탁에서 어떤 모양으로 먹었든지 간에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
탁이 더럽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85 나)에서는 ‘하여간’ 앞에 어미 ‘-든’이 쓰인 병
렬 구성이 왔다. 여기에서는 ‘무슨 경쟁이든’과 같이 병렬 구성의 후행항에 부정(不
定)이 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지연(2015)에 따르면 이러한 병렬 구성이 
낮은 적시성(indicativeness)을 나타낸다. 즉 ‘하여간’ 앞에 무엇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전환 부사류가 강조하는 내용이 후행문에 있기 때문이
다. 즉 (85 나)에서는 경쟁 자체가 문제 대상이며, (85 다)에서 화자는 갈등 관리가 
선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환의 부사류는 선행절에서 대조의 연결어미들과도 자주 결합된다.

(86) 가. 어떤 녀석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좌우간 담 너머로 수상한 휘파람을 부는 
녀석이 있었다.

나. 겉으로 노골적으로 말은 않지만, 『제깟 놈들이 알면 몇 푼어치나 알까?』
하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
들의 타고난 천분과 학문적 자부심에서 나오는 지적인 오만이었는지 모르
나, 하여간 그들은 학문에 관한 한, 자존심이 무척 고고했던 사람들이다.

다. 제가 생각하기로 1년간의 쓰레기량에서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
해서 얻은 값에다가 kg당 1,000원쯤 곱해서 얻은 값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답답한 것은 연간 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8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86 가~다)에서는 ‘좌우간, 하여간, 아무튼’ 앞에서 선행절이 ‘-지만, -(으)나, -
다만’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86 가, 나)와 같이 선행절의 서술어로 ‘알 수 없다, 
모르다’ 등 인지 동사 및 관련 표현들이 쓰이는 경향도 말뭉치 자료에서 포착된다.

(2) 통사적 제약

전환 부사류는 서법과의 제약이 심하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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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가. 이번 공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많았지}. {어쨌든/아무튼} 결과적으
로는 성황리에 {마쳤네/마쳤구나}.

 나. 이번 공연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네/많았구나}. {어쨌든/아무튼} 결과적으
로는 성황리에 {마쳤네/마쳤구나}.

다. 이번 공연은 준비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많았지}. {어쨌든/아
무튼} 결과적으로는 성황리에 {*마쳤거든/마쳤지}.

라. 이번 공연은 준비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걸/많았겠다}. {어쨌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성황리에 마쳤다.

마. 이번 공연은 준비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어쨌든/아무튼} 결과
적으로는 성황리에 {?마쳤겠다/마쳤을걸/마쳤을 것이다}.

(87 가)는 선행문에 [-의외성]의 ‘-거든, -지’가 결합하고 후행문에 [+의외성]의 
‘-네, -구나’가 결합한 것이다. (87 나)는 선행문과 후행문에 모두 [+의외성]의 어
미가 쓰여 신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87 가, 나)의 예문 모두 자연스럽다. (87 다)
는 선‧후행문이 [-의외성]의 서법 어미들과 결합한 것인데, 이 경우 후행문에 ‘-거
든’이 올 때에만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네’
와 달리, ‘-거든’은 청자가 모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전환 부사류는 진행되는 담화
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담화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자는 그 담화에 참여
하는 청자가 마무리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듯하다. 그렇기에 (87 
다)와 같은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87 라, 마)는 개연성‧추측의 어미들과의 제약을 살펴본 것이다. ‘어쨌든, 아무튼’
은 (87 라)에서처럼 선행문에서는 인식 양태와 관련된 제약이 없다. 후행문에서도 
(87 마)와 같이 ‘-겠-’과의 호응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이다. 이는 ‘-겠-’에 의외
성의 의미 성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어쨌든, 아무튼’ 등이 
선행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담화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화자가 선‧후행문
의 확실성에 확신이 없을지언정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임유종(2005)에 따르면 ‘어쨌든, 어쨌거나, 아무튼, 하여간’은 선행절과의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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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그나저나’는 제약이 심한 편이다. 본고에서는 ‘어쨌든, 좌우간, 그나저나’를 
비교해 보면서 부사별로 제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예문은 ‘어쨌든’과 선행절 어미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88) 가. *비가 {왔고/왔으며} 어쨌든 천둥 번개가 쳤다.
나. 비가 {왔지만/왔으나} 어쨌든 정전은 안 되었다.

(89) 가. *비가 {오는데/오니까} 어쨌든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고장나니/고장났으므로} 어쨌든 동생에게 연락을 할 수

가 없다.
다. 날씨가 {개면/개거든/개야} 어쨌든 소풍을 갈 수 있다.
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온들/올망정/올지언정/올지라도} 어쨌든 소풍은 간다고 

한다.
마. 신제품을 {사려고/사고자/사러} 어쨌든 새벽부터 줄을 섰다.
바. 나무가 잘 {자라도록/자라게} 어쨌든 거름을 주었다.
사.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어쨌든 잠이 들었다.
아. 비가 {올뿐더러/올뿐아니라} 어쨌든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어쨌든 기온은 떨어진다.
차. 말은 {잘하되} 어쨌든 실천은 하지 않는다.

‘어쨌든’은 (88 가)에서 ‘-고, -(으)며’와, (87 가)에서 ‘-(으)ㄴ데, -니까’와 호응
하지 않고, 나머지 선행절 어미와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이 연결어미들은 선행절
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기능이 두드러지는 어미들인데, ‘어쨌든’은 선행문에 대한 화
자의 태도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편이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좌우간’은 ‘어쨌든’보다 선행절 제약이 약한 편이다.

(90) 가. 비가 {왔고/왔으며} 좌우간 천둥 번개가 쳤다.
나. 비가 {왔지만/왔으나} 좌우간 정전은 안 되었다.

(91) 가. 비가 {오는데/오니까} 좌우간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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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대폰이 {고장나서/고장나니/고장났으므로} 좌우간 동생에게 연락을 할 수
가 없다.

다. 날씨가 {개면/개거든/개야} 좌우간 소풍을 갈 수 있다.
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온들/올망정/올지언정/올지라도} 좌우간 소풍은 간다고 

한다.
마. 신제품을 {사려고/사고자/사러} 좌우간 새벽부터 줄을 섰다.
바. 나무가 잘 {자라도록/자라게} 좌우간 거름을 주었다.
사.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좌우간 잠이 들었다.
아. 비가 {올뿐더러/올뿐아니라} 좌우간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좌우간 기온은 떨어진다.
차. 말은 {잘하되} 좌우간 실천은 하지 않는다.

‘좌우간’은 거의 대부분의 선행절 어미와 호응할 수 있다. ‘좌우간’이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선행 담화의 내용과는 관련 없이 선행 담화와 후행 담화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좌우간’의 주요 기능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좌우간’은 담
화를 연결하기에 오히려 선행절의 연결어미의 의미‧기능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다.

한편, ‘그나저나’의 선행절 제약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92) 가. 비가 {왔고/왔으며} 그나저나 천둥 번개가 쳤다.
나. 비가 {왔지만/왔으나} 그나저나 정전은 안 되었다.

(93) 가. 비가 {오는데/*오니까} 그나저나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나. *휴대폰이 {고장나서/고장나니/고장났으므로} 그나저나 동생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다. 날씨가 {개면/개거든/개야} 그나저나 소풍을 갈 수 있다.
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온들/올망정/올지언정/올지라도} 그나저나 소풍은 간

다고 한다.
마. *신제품을 {사려고/사고자/사러} 그나저나 새벽부터 줄을 섰다.
바. *나무가 잘 {자라도록/자라게} 그나저나 거름을 주었다.



- 71 -

사.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그나저나 잠이 들었다.
아. *비가 {올뿐더러/올뿐아니라} 그나저나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그나저나 기온은 떨어진다.
차. *말은 {잘하되} 그나저나 실천은 하지 않는다.

‘그나저나’는 대등 접속의 어미와는 어울릴 수 있지만 종속 접속의 어미들과는 결합
할 때에는 대체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그나저나’에서 담화 전환 기능이 
핵심적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93 가)에서 화제 전환
을 하기도 하는 ‘-(으)ㄴ데’와는 어울리는 것이다. 한편 (93 다)가 자연스러운 것은 
‘-(으)면, -거든, -어/아야’ 등의 연결어미가 조건을 표시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이 연결어미들과 결합한 선행절은 가상 세계의 장면이므로 (93 다)는 접속문 전
체가 하나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저나’가 선행절과 후
행절 중간에 오더라도 ‘그나저나’가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93 
다)의 예문 이전에 오는 담화를 (93 다)로 전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4.5. 소결
이 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의 통사적 특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

째로는 각 부사류의 통사적 구문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선행절 및 후행절의 통사적 제약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 논의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통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양태접속부사
를 관찰해 보았을 때, 양태접속부사의 경우에는 감정 양태, 의외성, 증거성 등 양태
와 관련된 의미가 서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별히 그러한 양상은 
후행절에서 두드러졌다.

선행절 연결어미와의 호응에서는 유사한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일지라도 개별 
부사마다 제약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임유종(2005)에서 어휘적 의미를 지
니는 접속부사는 순수하게 접속 기능만을 수행하는 접속부사보다 제약이 느슨한 경
향이 있다고 본 것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부사의 접속 기능 외에도 각 부사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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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체적인 의미‧기능이 제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결어미의 의미‧기능도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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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태접속부사와 의미 변화

어떤 부사는 의미 변화를 겪으면서 의미적 범주가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이 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 중에서 의미 변화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는 일부 부사들을 다루고자 한다.50) 이 부사들의 의미 변화는 언어 유형론적 관
점에서 의미·화용적 경향성과 관련지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다의성을 지닌 몇몇 
부사들을 통하여 부사에 양태와 접속의 용법이 별개로 존재하는 유형을 소개한다.

5.1. 문법화/어휘화와 의미 변화
문법화는 통상적으로 통시적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는 문

법화를 ‘통시적 문법화’와 ‘공시적 문법화’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Hopper & 
Traugott 1993). 김태엽(2002: 3)에 따르면 통시적 문법화에는 재분석과 유추가 기
제로 작용하는 데 비해 공시적 문법화에는 재분석, 유추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필요
에 의한 화용적인 조건이 기제로 작용한다. 본고는 공시적인 문법화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어떤 형태의 의미가 점차 추상화되어 가는 양상도 문법화의 한 양상
으로 간주한다.51)

문법화와 어휘화는 모두 단어 형성 차원의 개념이고 방향성의 측면에서 서로 대
립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법화와 어휘화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 
50) 한편 양태접속부사 중에는 의미 변화를 겪지 않고 본래부터 양태와 접속을 모두 담당하던 것

으로 보이는 예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하물며’를 들 수 있는데, 이상훈(2009)은 ‘하물며’가 중
세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문문과 평서문에 출현하고, 각 문형에서의 ‘하물며’의 의미·기
능이 다르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하물며’가 수사의문문에 쓰일 때는 앞의 사실과 비교하여 뒤의 
사실에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데, 평서문에 쓰일 때는 단순 첨가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 본고에서는 통시적으로 양태접속부사를 다루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본래 양태와 접속을 지니
던 부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통시적 연구로 연구의 범
위를 확장해 나간다면 양태접속부사의 다양한 유형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후
속 과제로 남겨둔다.

51) 김태엽(2002)에서도 구체성의 의미로부터 추상성의 의미로 확대되어 가는 현상, 즉 덜 문법적
인 기능어가 더 문법적인 기능어로 변화하는 현상이 문법화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
으며, 기능어가 다른 기능어로 변화하는 현상도 공시적 문법화의 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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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데, 특별히 Himmelmann(2004)은 어휘화에서도 의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Brinton & Traugott(2005)은 어휘화에서도 은유나 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 단어 형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문법화와 어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변화의 방향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부사를 개별적
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의미 변화 측면에 주목하여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부사들을 관찰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래 양태접속부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았던 부사도 의미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양태접속부사적 성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52)

(1) 의미·화용적 문법화(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주로 형태·음운론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문법화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의미·화
용론적 관점에서도 본격적으로 탐색되기 시작한다. 그 시발점이 되는 논의는 
Traugott(1982)으로, 이 논의에서는 ‘명제(>텍스트)>표현’으로의 의미 변화 경향성
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 경향성은 Traugott(1988, 1989), Traugott & König(1991) 
등에서 정교화되었다. Traugott & König(1988)은 그동안 문법화 과정이 의미 탈색
(bleaching) 현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의미·화용적 문법화를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미 탈색은 주로 문법
화의 후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문법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의미·화용적 문법
화가 일어나면서 문법적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

Traugott & König(1988)은 의미·화용적 문법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예로 while을 
든다. 고대 영어에서 중세, 현대 영어에 이르기까지 while의 의미·기능이 변화한 경
로를 간략하게 보이면 다음과 같다.

52) 이후 소개할 의미·화용적 경향성은 문법화 이론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이것을 어휘화 전반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어휘화를 겪으며 의미가 변화한 부사에 이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종래의 문법화 및 어휘화 개념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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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Old English(OE) þa hwile þe ‘at the time that’ [동시성]
Middle English(ME) while ‘during’

[(추론에 의한)동시성], [조건절의 배경화(결속)]
Present Day English(PDE) while ‘although’ [양보]

Traugott(1989)은 이러한 의미·화용적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성
으로 제시한다.53)

(95) 가. 의미-화용적 경향 Ⅰ: 외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내적인, 
평가/인식/인지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나. 의미-화용적 경향 Ⅱ: 외적 또는 내적인, 기술된 상황에 기초한 의미로부터 
텍스트에 기초한 의미로 변화한다.

다. 의미-화용적 경향 Ⅲ: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신념/태도의 의미가 점
점 더 강한 주관적인 신념/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Traugott & König(1991)은 의미·화용적 경향성을 유도하는 추론 방식은 일종의 
환유(metonymy)로서 ‘정보성(informativeness)의 강화’라고 주장한다. 즉 대화함축
(conversational implicature)이 관습화되면서 정보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 기저
에는 정보성 혹은 관련성(relevance)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상황으로부터 요구가 주어지는 대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주라(Be as informative 
as possible, given the needs of the situation).’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다. 화자들은 

53) Traugott(1989: 34~35)에 제시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본문의 번역은 이성하(1998: 153)의 
것을 따랐다.

a. Tendency Ⅰ: Meanings based in the external described situation > meanings based in 
the internal (evaluative/perceptual/cognitive) described situation.

b. Tendency Ⅱ: Meanings based in the external or internal described situation > 
meanings based in the textual and metalinguistic situation.

c. Tendency Ⅲ: Meanings tend to become increasingly based in the speaker’s subjective 
belief state/attitude toward the 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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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경제성의 원리’), 청자들은 협조 
의사(意思)가 있는 것, 협조 능력이 되는 것, 경쟁이 되는 해석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정보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양측 입장이 잘 맞아
떨어진 결과, 화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청자들은 가장 정보성이 높
은 해석을 선택하려고 한다.

(2) 주관화와 상호주관화(Subjectification and Intersubjectification)

‘주관화(subjectification)’와 ‘상호주관화(intersubjectification)’라는 개념은 언어의 
의미 변화를 단일방향성 원리에 입각하여 설명하고자 한 Traugott(2003)의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주관화(subjectification)’란 실제 세계의 사건이나 상황을 지시하던 의미가 시간
이 지나면서 의사소통 세계의 발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부호화
(encode)하거나 외현화(externalise)해 간다는 기제이다.54) 주관화는 장소 및 시간
의 직시어(deictics), 수행동사(speech-act verbs)의 화행 용법, 상(aspect) 등에서 
발견된다. 이와 더불어 역접의 부사[‘however’], 태도(stance) 부사[‘frankly 
(speaking)’, ‘obviously’] 등에서도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
다. In fact나 well과 같은 담화표지(discourse markers)는 명제 간의 연결관계
(connectivity)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표현한다. Even, merely와 같은 척도(scalar) 
부사들은 집합 내 대안 개체들에 대한 화자의 상대적인 등급을 반영한다.

한편, ‘상호주관화(intersubjectification)’는 화자가 인식(epistemic) 및 사회적 관
점에서 청자의 자아에도 주목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화자는 인
식적 관점에서는 청자가 말해지는 것(what is said)에 대해 모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위치나 정체성과 관련된 청자의 
체면(face)이나 이미지 욕구(image needs)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55)

54) “According to this view, subjectification is the mechanism whereby meanings come over 
time to encode or externalise the SP/W’s perspectives and attitudes as constrained by the 
communicative world of the speech event, rather than by the so-called ‘real-world’ 
characteristics of the event of situation referred to.”(Traugott 200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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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화가 의미가 화자 중심으로 맞추어지는 기제라면, 상호주관화는 의미가 청자 
중심으로 바뀌는 기제이다. 사회적 지시의 목적으로 발화를 조직하고 의미를 구성하
는 주체가 바로 화자라는 점에서 상호주관성은 어느 정도 주관화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Traugott(2003)에서 제시한 주관화와 상호주관화가 나타나는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56)

(96) 非주관적 의미(nonsubjective) > 주관적 의미(subjective) > 상호주관적 의미
(intersubjective)

5.2. 의미 변화를 겪은 양태접속부사
5.2.1. ‘더욱이’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이다. ‘곰곰이, 
가득이, 넓죽이, 듬뿍이, 따로이, 별로이, 빵긋이, 생긋이, 오똑이, 히죽이’ 등57) 부사
가 접미사 ‘-이’에 의해 다시 부사로 파생된 다른 예들은 대체로 파생 전의 부사와 
파생된 부사의 의미가 거의 동일한 것에 비해 ‘더욱이, 일찍이’는 파생 전과 후의 의

55) “From this perspectives, intersubjectivity is the explicit expression of the SP/W’s 
attention to the ‘self’ of addressee/reader in both an epistemic sense (paying attention to 
their presumed attitudes to the content of what is said), and in a more social sense 
(paying attention to their ‘face’ or ‘image needs’ associated with social stance and 
identity).”(Traugott 2003: 128)

56) Traugott(2003)은 이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설을 덧붙였다. 첫째, 이 발달 
경로는 필연적인(necessary) 것은 아니며, 가능(possible)의 차원이다. 둘째, 단일방향성의 경향
에 따라 ‘상호주관적 > 주관적 > 비주관적 의미’로의 발달은 예측되지 않는다. 셋째,  전략적인 
목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화자라는 점에서 ‘비주관적 > 상호주관적 > 주관적 의미’로
의 경로 또한 일어나기 어렵다. 넷째, 제시된 원칙은 선형적(linear)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오래된 의미가 새로운 의미와 공존하는 다의어의 형태도 가능하다. 다섯째, 상호주관성만
이 주관화된 항목이 발달되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아니다.

5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부사들을 대부분 비표준어(‘따로이’, ‘별로이’)나 동의어(‘곰곰이’, 
‘가뜩이’, ‘넓죽이’, ‘듬뿍이’, ‘빵긋이’, ‘생긋이’, ‘히죽이’)로 처리하고 있다. 宋喆儀(1992)에서도 
이 부사들의 사전적 처리가 매우 어지럽게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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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이가 있다(宋喆儀 1992: 252).58)
한편, ‘일찍’도 ‘일찍이’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보다 더 확연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더욱’과 ‘더욱이’이다.

(97) 가. 아내는 {더욱, *더욱이} 분명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 그 같은 고통은 보통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 만한데 {*더욱, 더욱이} 금지옥

엽으로 자란 그녀로서는 참기 힘든 일이었다.
(98) 가. 그는 부모를 {일찍, 일찍이} 여의었다.

나. 나는 {?일찍, 일찍이} 그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문 (97 가)에서 ‘더욱’은 관형어 ‘분명한’을 수식하고 있어 명제가 표상하는 사태
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의미·화용적 경향성에 비추어 본다면 부가의 의
미가 외적인 상황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반면 (97 나)에서 ‘더욱이’는 명제 안에
서 작용하지 않고 명제에 명제를 부가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텍스트에 기반을 
둔 의미이다. 이로 볼 때 ‘더욱이’는 의미·화용적 경향성 Ⅰ 내지 Ⅱ에 부합한다.

반면 예문 (98 가)에서는 ‘일찍’과 ‘일찍이’가 모두 동사 ‘여의다’를 수식하고 있
다. 이들 모두 명제 안에서 사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외적 세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8 나)에서는 ‘일찍’이 사용되면 다소 문장이 부자연
스러워진다. 그러나 여전히 (98 나)에서도 ‘일찍이’는 명제의 사태와 관련된 시간 
부사로 기능하고 있어 외적 세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58) 박석문(2000: 249~251)은 이를 유추적 확장 기제로 분석하면서 접미법에 의하여 부사 형성
이 생산적인 데에 이끌린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부사가 접미사 ‘-이’에 의하
여 부사로 파생되는 예들은 ‘:기(滿)’, ‘믄득:믄드기’, ‘믄듯:믄드시’, ‘(겨우):시’, 
‘일즉:일기’, ‘얼픗:얼프시’, ‘:니’ 등 중세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이 외에도 ‘만만:
만마니’, ‘나날:나날이’, ‘낫낫:낫나치’, ‘도곤도곤:도곤도곤이’, ‘:시’, ‘젹젹:젹져
기’ 등 반복법에 의해 형성된 부사에 다시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예들도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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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물론’은 ‘말할 것도 없이’로 정의되어 있다.59) 그런데 
‘물론’은 이 의미 말고도 화자가 청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쓰이기도 한
다.

(99) 물론 A씨는 억대에 달하는 금액으로 게임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는 카지노에 4번이나 출입한 A씨가 기자회견에서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특정 언론의 협박만 강조하는 행동을 보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다.

(100) 예진: 너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A’ 봤어? 뱀파이어 컨셉이 멋있지 
않니?

 수현: 물론 그런 컨셉이야 멋있지. 근데 좀 과한 느낌이더라. 옷이랑 머리도 
화려한데 무대 연출까지 뭐가 많아서 너무 정신 산만하던데?

예문 (99)에서 화자는 A씨 측에서 도박은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큰 액수
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의 본
질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100)에서 수현은 
앞서 예진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
다. 즉 정보성의 관점에서 ‘물론’은 상대측의 입장 또는 주장은 화자도 이미 알고 있
는 정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견해나 주장이 화자 자
신의 주장에 큰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리며 화자의 논증을 강화하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뉘앙스의 ‘물론’은 주로 논증의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이를 이해하
는 데 Ducrot et al.(1980)의 논증이론이 도움이 된다. Ducrot et al.(1980)에 따르

59)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부사 ‘물론’은 ‘더 말할 것도 없이.’로, 명사 ‘물론’은 ‘[‘~은 물
론이다.’ 구성으로 쓰여]더 말할 것도 없음.’으로 등재되어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은 부사 ‘물
론’은 ‘구태여 말할 것도 없이.’로, 명사 ‘물론’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로 정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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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불어의 mais가 논증 연결사로 사용될 때 ‘물론’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논증의 
mais는 <p mais q> 구조에서 p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되 그보다 더 강한 논증
력을 가지고 있는 q를 제시하여 p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60)

‘물론’의 의미가 분화되어 가고 있다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분화되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101) 가. 물론 싸움만 일삼는 정치인,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리는 기업인, 사회구원
에 무관심한 종교인, 상업주의에 영합하는 언론 등은 지탄을 받아야겠지요.

 나. 한 지붕아래 1년이 넘도록 같이 살아 온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 상대
를 도둑으로 오인, 싸움 끝에 한사람은 죽고 한명은 크게 다친 일이 어째
서 정치인들만의 책임입니까. 물론 싸움만 일삼는 정치인,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리는 기업인, 사회구원에 무관심한 종교인, 상업주의에 영합하는 
언론 등은 지탄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법으로 도둑을 잡는 강경조치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도둑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
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문 (101)는 인터뷰의 일부로 쓰인 내용이다. 예문 (101 가)에서는 ‘정치인, 기업
인, 종교인, 언론’ 등이 지탄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물론’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다. 
(101 나)는 (101 가)의 앞뒤 맥락까지 함께 실은 것인데, 이때 ‘물론’이 쓰인 문장
에 후행하는 문장이 ‘그러나’로 연결되면서 사회적 분위기의 변혁이 우선이라고 생
각하는 것이 화자의 실제 입장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처럼 ‘물론’은 맥락을 고려했
을 때 본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새롭게 분화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예문 
(101)에서 확인하였듯이 ‘물론’은 특별히 후행 문장을 고려하여 해석해야만 한다.

‘물론’이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대화함축과도 관련되어 있
다. (101 나)와 같이 ‘물론’이 쓰인 문장은 전후 맥락상 화자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다. 그럼에도 화자가 그러한 내용을 논증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Grice(1975)의 
대화의 격률 중 ‘모호성을 피하라’는 태도의 원리를 어기게 된다.61) 따라서 청자는 

60) 정진아(2000: 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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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문면의 내용 이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대화함축은 초기에는 전적으로 맥락에 의존하여 발생되었겠지만, 점차 이 대화함
축이 일어나는 빈도가 많아지면 내재적 의미(inherent meaning)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데, 말뭉치 코퍼스 자료에서 
‘물론’이 일종의 논증 전략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아래 예문과 같이 역접의 연결어미 
‘-(으)나’, ‘-지만’, 역접의 접속부사 ‘그러나’ 등과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편이
다.

(102) 가. 물론 우리 사회에 아직 갈등과 불안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절대적 
빈곤과 생존의 위협은 거의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물론 그러한 비난 캠페인이나 여론환기 활동도 야권이 할 수 있는 한가지
의 투쟁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전전일지언정 야
권이 진실로 몰두해야 할 주된 업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리하면 ‘물론’은 맥락에 따라 본래적 의미인 ‘말할 것도 없이’로 해석되기도 하

고, 새로운 뉘앙스를 표현하기도 하므로 아직까지는 다의어로 자리를 잡은 것 같지
는 않다. 따라서 ‘물론’은 다면어(多面語, multi-faceted words) 정도의 성격을 지
니는 것으로 파악된다.62) 본래 ‘물론’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뜻으로서 의미·화용적 
61) Grice(1975)의 대화함축 이론에서는 대화의 협력 원리와 대화의 격률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

다. 대화함축은 화자가 협력 원리와 대화 격률을 준수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준수함으로써 
혹은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a. 협력의 원리 – 협력적이어라.
b. 대화 격률

- 질: 진실되라. - 양:
(i) 거짓말을 하지 마라. (i) 필요 이하로 말하지 마라.
(ii) 증거가 부족한 말을 하지 마라. (ii)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 관련성: 관련된 것을 말하라. - 태도: 명료해라.

(i) 모호성을 피하라.
(ii) 중의성을 피하라.
(iii) 간략히 하라.
(iv) 순서를 지켜라.

62) 다면어는 “그 의의가 둘에서 네 개 정도의 국면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국면은 한 단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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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 관점에서 내적 세계에 기초한 의미였다. ‘물론’의 접속 기능에 초점을 두었을 
때에는 텍스트에 기초한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특정 맥락에서 ‘물론’이 지니는 새로
운 의미는 이전에 비하여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강화된 것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청자도 고려하는 상호주관성까지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2.3. ‘하기는, 하기야, 하긴’

접속부사 범주에 속하는 부사에는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형이 어휘화하여 만들어
진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그러나, 그러니, 그러면, …’ 등이 그러한 예
로, 이들은 ‘그러하-’의 활용형이 굳어진 형태들이다. 한편 이렇게 어휘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부사들 가운데에는 다시 어근 ‘그러-’가 생략된 후 굳어지면서 새로
운 부사를 형성하게 된 것들이 있다.63) ‘하기는, 하기야, 하긴, 하나, 허나, 하니까, 
하여, 해서, 하지만, 하지마는, 한데, 헌데, 헌데도, 한즉’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 
부사들의 일부는 대체로 생략되기 이전 형태의 부사들과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생략을 겪은 부사들 중에서 ‘하기는, 하기야, 하긴’도 다른 ‘하-’ 계열 부사들처럼 
어근 ‘그러-’가 생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사들은 다른 예들과는 다르게 
의미 변화까지 겪은 것으로 보인다.64)

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각상 하나의 ‘게슈탈트(gestalt)’를 형성하는” 단
위이다(임지룡 1996: 238). 박진호(2012ㄴ)에 따르면 다면어가 가지는 여러 국면들(facets)은 
하나의 대상이 가지는 여러 측면이기 때문에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다.

63) ‘너희 커니와’의 예처럼 어근 ‘그러-’를 생략하는 현상은 중세국어에서부터 확인된다(장소원 
2008ㄴ: 59). 

(1) 五百 釋女ㅣ 王園 比丘尼 精舍애 가 華色 比丘尼게 出家야  “우리히 지븨 이 
저긔 受苦ㅣ 하더다” 華色 比丘尼 닐오 “너희 커니와 내 지븨 이 저긔 受苦ㅣ 만
타라” (往詣王比丘尼精舍 求索出家 而作是言 “和上當知 我等在家 衆苦非一 親族喪亡 割削
耳鼻 截斷手足 禍患滋甚” 爾時和上 報諸弟子 “汝等辛苦 何足言耶? 我在家時 荷負衆苦 其
事衆多) <월석10:23a>

 이에 대해 박진호(2015: 412)는 ‘ 커니와’를 ‘~은 차치하고, ~은 그래도 괜찮지만, ~은 특별
히 거론할 것까지는 없지만’ 정도의 뜻으로 파악하였다.

64) 장소원(2008ㄴ: 60~61)은 ‘하기는, 하기야’ 등의 부사들은 “‘그러하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가 결합된 후 다시 보조사 ‘는’과 ‘야’가 결합하여 부사로 전성된 후 어근을 생략했다고 보기보
다는 전체 텍스트에서 앞 문장 혹은 앞의 상황을 ‘그러하다’라는 표현으로 전제한 후 어근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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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이 주철 제춤은 다른 것보다 25퍼센트 정도 비싸게 먹힙니다. {하지만, 그러
하지만} 평생을 보장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김선영 2003: 31)

(104) 가. {하긴, *그러하긴} 네 말이 옳구나.
 나. 그는 지독한 노랑이다. {하기야, *그러하기야} 궁한 처지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장소원 2008: 60)

위의 예문 (103)처럼 ‘하지만’은 ‘그러하지만’으로 대치가 가능하지만, 예문 (104 
가, 나)에서 ‘하긴, 하기야’는 ‘*그러하긴, *그러하기야’로 대치할 수 없다. 이는 본래 
대용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접속부사가 양태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로 볼 때 ‘하기는, 하기야, 하긴’은 의미·화용적 경향성 Ⅲ을 따른다.

5.3. 양태접속부사와 다의어
문장부사 중에는 하나의 의항이 양태와 접속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사의 의항마다 다른 범주의 성격을 보이는 것도 있다.65) 즉 어떤 부사가 둘 이상
의 의항을 지니고 있을 때 의항마다 양태 및 접속의 정도성이 다른 것이다. 이 절에
서는 ‘다만, 단지, 또’를 가지고 이러한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66)

5.3.1. ‘다만’, ‘단지’

먼저 ‘다만’과 ‘단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다
략시킨 ‘하기는’, ‘하기야’의 형태로 부사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라고 보고 있다.

65) 이렇게 다의어로서 여러 용법에 양태와 접속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양태접속부사의 한 유형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사들과 하나의 용법이 양태와 접속을 동시에 수행
하는 부사들은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고, 그와 별개로 이 지면에서 ‘다만, 단지, 또’를 다루었다. 

66) ‘다만, 단지, 또’ 외에도 의항별로 양태성과 접속성의 정도가 차이 나는 부사들은 다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척도 형성 부사류의 ‘하물며’, 부연 부사류의 ‘어쩐지’도 그러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정도성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사들을 대표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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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과 ‘단지’의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105) ‘다만1’
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 다만 너를 만나고 싶을 뿐이다.
② 그 이상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예: 나는 아들에게 다만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해보라고 했다. 
③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

예: 용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의 설명을 듣고 액수를 정하도록 한다. 다만 
잔소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106) ‘단지(但只)4’
① [같은 말] 다만1(1.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 구두 통은 단지 구두 통일 뿐 결코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가방은 못 되었
다.≪이동하, 장난감 도시≫ 

② [같은 말] 다만1(3.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
리에 쓰는 말).

예: 때가 되면 솔직히 털어놓을 작정이었어. 단지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문 (105)과 같이 ‘다만’은 세 가지 용법으로 분석된다.67) ‘다만’과 유의 관계에 있
는 ‘단지’는 (106)의 두 의항이 각각 ‘다만’의 ①, ③에 대응된다. ‘단지’가 지니지 
않은 ‘다만’의 용법(②)은 수량사구를 수식하는 의미‧기능이다. ‘다만’의 두 번째 용
법은 뒤에 오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성분부사이므로 여기에서는 문장부사로 쓰이는 
‘다만’의 첫 번째, 세 번째 용법을 중심으로 이 두 부사의 의미‧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67) 서상규(1992: 193-196)는 ‘다만(只)(<다)’이 16세기에 특정 성분을 한정하는 기능, 수량사

구를 한정하는 기능, 문장 전체를 한정하는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밝히었다. 이는 현대국
어의 ‘다만’의 의항들과 일치한다. 이로 볼 때 ‘다만’도 중세국어부터 다의성을 지녀 온 부사인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에 ‘다만’은 ‘다, 다만, 다믄, 담’ 등의 형태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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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의 첫 번째 용법 ①과 세 번째 용법 ③의 가장 큰 차이는 ①은 다른 명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③은 선행 명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①의 용법
으로 쓰일 때 ‘다만’은 ‘뿐’, ‘따름’, ‘만’ 등과도 호응한다.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오
로지.’의 의미로서 ‘다만’과 ‘단지’는 문장 내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107) 가. 다만 너를 만나고 싶을 뿐이다.
  나. 너를 다만 만나고 싶을 뿐이다.

(108) 가. 우리는 단지 집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가 되었다.
  나. 단지 우리는 집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가 되었다.

이처럼 ‘다만’과 ‘단지’는 문장 내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점, 통사적 호응 관계가 존
재한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도 양태부사의 속성을 보인다.

‘다만’이 세 번째 용법으로 쓰일 때는 선행문에 관한 조건만을 덧붙이는데, 이 부
사에 의해 선‧후행 문장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때의 ‘다만’은 의미적으로 접속부사
에 가깝다. 조건의 ‘다만, 단지’는 아래 (109)와 같이 후행문과는 통사적 호응 또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109) 가. 때가 되면 솔직히 털어놓을 작정이었어. 단지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 때가 되면 솔직히 털어놓을 작정이었어. 단지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니야, 
그리고….

 다. 때가 되면 솔직히 털어놓을 작정이었어. 단지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니니
까, 그리고….

 라. 때가 되면 솔직히 털어놓을 작정이었어. 단지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니거
든, 그리고….

조건의 ‘다만, 단지’는 선행문의 연결어미와는 제약이 심한 양상을 보인다.

(110) 가. *용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의 설명을 듣고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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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의 설명을 듣고 액수를 정하도록 하나, 다만 

잔소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다. 용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의 설명을 듣고 액수를 정하도록 하는데, 다

만 잔소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라. *용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의 설명을 듣고 액수를 정하도록 해서, 다

만 잔소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마. *용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의 설명을 듣고 액수를 정하도록 해도, 다

만 잔소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통사적 특성으로 보더라도 조건의 ‘다만, 단지’는 접속부사에 가깝다.
한편, ‘단(但)’은 ‘다만, 단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사이다. 

(111) 가. 이곳에서 조용히 대기해라. 단 화장실에 갈 사람은 조용히 다녀와라.
 나. 일금 삼만 원정. 단, 사전 1권 대금으로 영수함.

‘단’은 ‘다만’이나 ‘단지’에 비하여 접속의 기능이 더욱 두드러지는 편이다. (111 가)
처럼 주로 선행문에 대한 ‘예외, 조건’을 덧붙이면서 선행문과 후행문을 연결하는 기
능을 담당한다. (111 나)와 같이 거래증서, 법률문 등 공식문서에 사용되기도 한다. 
즉 ‘다만, 단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단’은 비교적 고정된 단일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그 용법은 두 문장을 조건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접속부사에 가깝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5.3.2. ‘또’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등
재된 ‘또’의 주요 용법이다.68)

68)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밖에도 ‘또’의 의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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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또’
① 어떤 일이 거듭하여.

예:　이번에도 똑같은 사고가 또 났다. 
② 그 밖에 더.

예: 어제 잠을 충분히 못 잤더니 머리가 지끈거렸고 또 온몸이 쑤셔 왔다.
③ 그래도 혹시.

예:　이른 봄이라면 또 몰라도, 한겨울에 매화꽃을 찾다니. 

(112 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의 ‘또’는 사태를 구성하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부사이다. ‘또’는 (112 ②)와 같이 단순 부가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문장부사이자 접속부사이다. ‘어제 잠을 충분히 못 잤더니 온몸이 쑤셔 왔고 또 머
리가 지끈거렸다.’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을 때 대등 
접속의 기능을 한다. ‘또’의 세 번째 의미로는 양보의 의미가 있다. (112 ③)에서 후
행절은 ‘매화꽃을 찾는 계절은 이른 봄이다.’라는 명제의 전제 또는 명제에 대한 기
대에 어긋난다. 양보의 ‘또’는 선행절에서는 어미 ‘-으면’이나 ‘-어야’와 호응하고, 
후행절에서는 조사 ‘라도’ 또는 어미 ‘-어도’와 호응한다. ‘또’의 세 번째 의항은 양
태와 접속을 모두 보이는 용법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만, 단지, 또’ 등 다의적 성격의 양태접속부사들은 
의항별로 의미‧기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통사적 특성도 다르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부사를 어느 한 범주로 판별하고자 한다면 통시적으로 의미 분화 양
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본적 의미가 양태부사였느냐 접속부사였느냐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이 공시적으로 범주를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또한 ‘다만, 하물며’와 같이 중세국어에도 다의어로 존재하였
던 부사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 현실을 고려한다면 ‘다만, 단지, 또’와 같은 유

더.’, ‘단어를 이어줄 때 쓰는 말.’, ‘(구어체로) 놀람이나 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앞에 있는 
말이 뜻하는 내용을 부정하거나 의아하게 여길 때 쓰는 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의미들도 반복, 부가, 양보의 의미 안에 포함된다고 보아 크게 이 세 가지 의미로 파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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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부사들은 교차분류(cross-classification)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부사의 각 의항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인정하여 어떤 의항이 양태부사에 가깝다
면 그 의항은 양태부사로, 접속부사에 가깝다면 접속부사로 각각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다.

5.4. 소결
이 장에서는 양태접속부사 중에서 의미 변화를 겪은 부사들을 살펴보았다. 이 논

의를 통하여 본래 어떤 한 범주에 소속되었던 부사라도 의미·기능이 변함에 따라 다
른 범주의 성격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제2절의 논의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의미·화용적
 경향성

및 
(상호)주관화

Ⅰ Ⅱ Ⅲ
외적 상황에 기초한 
의미→내적 상황에 

기초한 의미

내적 상황에 기초한 
의미→텍스트에 

기초한 의미
주관성
강화

상호주관성
강화

더욱이
물론

하기는/
하기야/하긴

<표 4> ‘더욱이, 물론, 하기는’의 의미 변화 양상 

한편 다의어 지위를 갖는 문장부사들 중에서는 의항마다 양태‧접속의 정도성에 차
이를 보이는 예들이 존재한다. 제2절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만, 단지, 또’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부사들은 의항별로 의미‧기능이 다를 뿐만 아니라 통사적 특성까지
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어느 한 하위 범주에 소속시키기 어렵고 그렇게 한
다고 하더라도 부사들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교차분류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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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국어 부사체계에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부사
들이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부사들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문장부사를 양분하였을 
때 범주의 판별이 쉽지 않았던 부사들은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부사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양태부사의 양태는 후행 단위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
데, 본 연구를 통하여 양태가 그에 선행하는 언어 단위에까지 작용을 하는 예가 있
음을 새롭게 확인한 것도 또 하나의 연구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태접속부사’라는 개념을 상정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양태접
속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두 언어 단위를 연결하는 부사이다. 그
러나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부사들은 엄밀하게 경계를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고는 ‘양태접속부사’라는 하위 범주를 새로 설정하지 않고 부사가 양태와 접속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를 진행하
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부사들 중에서 양태와 접속을 비교적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사들을 선별하였다. 양태접속부사의 유형은 부사의 세부적인 의미
적 특성에 따라 다시 척도 형성 부사류, 부연 부사류, 양보 부사류, 전환 부사류로 
나뉜다. 척도 형성 부사류는 부가의 부사류와 정정의 부사류로 다시 구분하였다.

양태접속부사는 통사‧의미적으로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의 성격을 모두 지니는 동시
에 이 부사들만의 독특한 성격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양태접속
부사의 의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는데, 통사적 특성보다 의미적 특성을 먼저 논의한 
것은 양태접속부사의 개념 자체가 의미적 측면에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류를 보다 명확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태접속부사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양태접속부사는 공통적으로 해당 부사가 쓰인 문장의 의미가 온전하게 해석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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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서는 전후 맥락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선행문 또는 후행문이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역할을 양태접속부사가 담당하
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척도 형성 부사류는 척도에 의해, 부연 부사류‧양보 부
사류‧전환 부사류는 전제가 작용하여 접속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
문과 후행문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및 평가가 부사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태접속부사는 감정 양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도 부차적으로 의외성과 증거성 등의 의미 성분도 포착되었다.

양태접속부사의 통사적 특성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통사적 제약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았다. 지금까지 접속부사는 선행절에 제약이 있고, 양태부사는 후행절 서법에 
제약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양태접속부사가 양태부사와 접속
부사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가설을 따른다면 양태
부사와 접속부사와는 다르게 양태접속부사의 통사적 제약은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양태접속부사의 선‧후행절 제약과 관련하여서는 부사의 양태 관련 의미, 즉 감정 
양태와 의외성, 증거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 유형 안에
서도 부사에 따라 선행절 제약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해당 부사가 지
니는 고유한 의미가 양태 및 접속의 정도성 차이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통사적 
제약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부사의 의미는 변화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의미·화용적 문법화 및 주관화 이론
을 몇몇 양태접속부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양태접속부사의 가변적 특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다의성을 지니는 부사들을 통하여 양태‧접속의 정도성이 의항마다 상
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부사의 양태성이나 접속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혹은 의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부사들이 양태접속부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해
결해야 하는 크고 작은 과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테면 본래
부터 양태접속부사의 성격을 지녀 왔던 부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 논의에서 
다루었던 양태접속부사들의 통시적 양상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궁구해 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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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양태와 접속이 모두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사들
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외에도 미묘하게 양태성 또는 접속성을 지니는 
부사들이 있다. 이들까지 양태접속부사로 본다면 논의의 범위를 문장부사 전체로 확
장시킬 필요가 있고 개별 부사 하나하나를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양태‧
접속의 정도성에 따라 개별 부사들을 척도 위에 배열한다면 어떻게 그 정도성의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봄직하다.

이렇듯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후속 과제들은 여럿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필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이라 본 연구에 끌어들이지 못하
였다. 본 논의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킬 만한 과제들을 사장(死藏)하지 않고 계속해
서 연구해 나간다면 국어의 부사에 대한 논의가 보다 다채로워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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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dal-conjunctive Adverbs in Korean

Lee, Hooin

In regard to sentence adverbs in Korean, it has been said that there are two 
categories in sentence adverbs- modal adverbs and conjunctive adverbs- 
according to their semantic meanings. However, there are several adverbs that 
can be considered as modal adverbs, and at the same time, as conjunctive 
adverbs. It has been mentioned in some previous research that there are 
adverbs that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within the existing system of adverbs 
and that the boundary between modal adverbs and conjunctive adverbs is vague. 
Despite the awareness of this problem, this issue is yet to be researched 
thoroughly.

Thus, this study aims to clarify our understanding of adverbs that functions 
as conjunctive adverbs as well as modal adverbs. In this research, I focus on 
describing the phenomena itself rather than placing the adverbs under the 
categories of adverbs. From the lists of adverbs that were included in previous 
research, I sorted out the adverbs where modality and conjunction are both 
found and referred to them as ‘modal-conjunctive adverbs’. Modal-conjunctive 
adverbs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eaning. Scalar-formation adverb, expatiation adverb, concession adverb, and 
topic-shift adverb are the types of modal-conjunctive adverbs that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scalar-formation adverb is subdivided into two 
types: additive adverb and correction adverb.

Modal-conjunctive adverbs are predicted to display both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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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 adverbs and conjunctive adverbs, both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o have its own uniqueness. Modal-conjunctive 
adverbs have a common feature in that they require a preceding sentence in 
order to fully interpret the following sentence where the adverb is used.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modal-conjunctive adverb connects the 
preceding sentence to the following sentence. More specifically, it has been 
found that the conjunction of scalar-formation adverb is made by the scalar, 
and the conjunction of expatiation adverb, concession adverb, and topic-shift 
adverb is made by presupposition. 

Moreo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modal-conjunctive adverb seems to be 
related to emotional modality in that the speaker’s emotion and evalu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eceding sentence and the following sentence is 
displayed through the adverb. Meanings of evidentiality and mirativity are also 
found in modal-conjunctive adverbs. It is known that the modality of modal 
adverbs expresses the speaker’s attitude on the following units. However, 
through this study, I showed that the modality of an adverb can be related with 
preceding units(context). 

In regards to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modal-conjunctive adverbs, I 
analyzed the syntactic constraints of the adverbs because it is known that 
conjunctive adverbs have constraints on the preceding sentence, and modal 
adverbs on the following sentence. If the hypothesis that modal-conjunctive 
adverbs have characteristics of both modal adverbs and conjunctive adverbs is 
true, the constraints of modal-conjunctive adverbs will be related to both 
preceding and following sentences.

In this paper, I confirmed that the modality and modal-related meanings 
affects the syntactic constraints, and that the constraints of adverbs differ case 
by case even if they are in the same type. From this observation, I inferred 
that the meanings of each adverb may be the factor that influences th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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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odality or conjunction and it leads to the different aspects of syntactic 
constraints.

The meaning of an adverb can change. In order to identify the variability of 
meaning, I adjusted Traugott’s theory on semantic-pragmatic grammaticalization 
and (inter)subjectivity to a few modal-conjunctive adverbs. Additionally, I 
discussed that the modality and conjunction can differ from sense to sense in 
some polysemic adverbs. I suggested that these adverbs should be 
cross-classified, depending on its sense. Therefore, in the future, more adverbs 
can be considered as modal-conjunctive adverbs as their meanings change.

Key Words: adverb, modal adverb, conjunctive adverb, modality, conjunction, 
emotive modality, evidentiality, mirativity, grammaticalization, 
subjectivity, intersubjectivity

Student Number: 2013-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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