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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부사 ‘바로’의 통사 및 의미 연구

侯聰(후총)

본고는 한국어 부사 ‘바로’를 세분하고, 각각의 통사 및 의미 특징을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바로’를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로 
분류하여 ‘바로1’, ‘바로2’, ‘바로3’, 그리고 ‘바로4’로 나누었다. ‘바로1’은 다시 ‘바로
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로 세분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총 5장
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연
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바로’와 관련된 부사의 유형을 서술하고 나서, 기존 사전에서 ‘바
로’를 처리한 양상을 살펴 그 문제점과 새로운 의항 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고에서 사용하는 유의어 분석 기준인 최은규(1985)의 연
구 방법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라는 각 유형에 따라 ‘바
로’의 통사적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로 문장에서의 위치, 문
장 유형, 후행요소, 생략 가능 여부, 부정문 수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먼
저 ‘바로1’은 형용사·명사를 수식할 수 없고 동사만을 수식한다. 이 중에서 ‘바로
1-2’는 주로 이동동사를, ‘바로1-3’은 주로 발화동사를, ‘바로1-5’는 주로 작용동사
를 수식한다. 초점부사로서의 ‘바로2’는 문장에서 주로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고, 
가끔 ‘이렇다/그렇다/저렇다’ 등 지시 용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또한 ‘바로2’는 부
정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3’은 시간부사로서 동사만을 수식하여 높임 표현, 
문장 유형 등에 대해 특별한 제약이 없다. 마지막으로 ‘바로4’는 정도부사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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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사를 수식하여 일부 형용사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으며 문장 유형 등의 
제약이 없다.    
  제4장에서는 세분화된 ‘바로’의 의미적 특징을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최은규(1985)에서 제시한 유의어 연구 방법에 따라 각 유형의 ‘바로’가 유의어와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서로간의 유의관계 유형이 어떠한지에 대해 
논하였다. 이를 통해 ‘바로’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제5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주요어: 부사, 바로, 의미, 통사, 유의어
학번: 2014-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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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한국어 부사 ‘바로’의 의미를 세분하고, 각각의 통시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
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로’를 흔히 “즉시”, “곧”이라
는 뜻으로 인식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 가. 네덜란드, 이 곳이 바로 내 고향이니라!
    나. 그가 오늘날에 살아 있다면 정의의 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적 자

각>을 무엇보다 먼저 요구할 것이다.
    다. 이 필름을 아연판에서 강한 전기열로 굽고, 아연판에 사진 박히듯이 찍히면 

곧 바로 인쇄에 들어간다.
    라. 응접실 소파를 옮겨 부장이 앉을 의자 바로 앞에 김 선생의 자리를 만들었

다.
    마. 춘기는 형기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했다.

  (1)에서 ‘바로’가 각 문장에서 “다름이 아니라”(1가), “올바르게”(1나), “곧, 즉
시”(1다), “매우 가까이”(1라), “비뚤어지지 않게”(1마)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바로’는 부사이지만 문장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 
외에도, 명사나 처소 부사어 등을 수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로 ‘바로’의 부사로서
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로 그 다양한 의미 사이에 내적 연관 관계가 존재하는가, 
셋째로 ‘바로’가 ‘곧’, ‘즉시’ 등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부사와 어떤 의미 차이
가 있는가이다.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한국어 부사 ‘바로’의 통사적·의
미적 사실들을 논하고자 한다.
  기존 사전에서 ‘바로’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사전에 따
라서 상용(常用)되는 의미인데도 등재되지 않거나 의항(義項)1)에 맞지 않는 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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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기존 논의에서는 부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
정에서 ‘바로’를 시간부사나 정도부사 등으로 분류하여 다른 부사와 함께 다루는 경
우는 많았지만, ‘바로’를 개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고에서는 말뭉치 예문 분석을 통해 ‘바로’를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
도부사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의 의미 특징을 분석하여 살피고, 유의어들과의 유의관계 유형을 제시할 것이다.  

1.2. 선행 연구 
  선행연구에서는 ‘바로’를 어떤 특정 범주에 포함시켜, 그 범주의 부사 전체를 연구
하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바로’를 대상으로 삼은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 
아래 (2)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가. ‘바로’가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뜻을 의미할 때, 시간부
사 중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

    나. ‘바로’가 “다름이 아니라 곧”이라는 뜻을 의미할 때, 그 품사에 대한 논의

  (2가)은 시간부사에 대한 논의에서 ‘바로’가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진 경우이다. 
한국어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시간부사와  
시제, 상과 서법 표현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고, 둘째는 시간부사의 분류와 이들의 
의미특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시간부사와 시제, 상, 서법 표현의 관계를 다룬 논의들로는 김석득(1974), 서정수
(1976), 노대규(1979), 김진수(1985), 민현식(1990), 홍종선(1991), 우인혜(1991) 
등이 있다. 한편 시간부사의 분류와 의미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최현배
(1937)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서정수(1978), 손남익(1995), 임유종
(1999) 등에서는 통사적 관점에서 시간부사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민현식(1990)에서는 시상 기능의 관점에서 ‘바로’를 시제 관련 시간부사에 
1) 박진호(2016)에서 다의(polysemy)와 단의(monosemy)의 ‘sense’를 가리키는 데 ‘의항(義項)’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를 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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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부차 시제 부사’로 논의한 바 있다. 민현식(1990)에서 ‘바로’를 ‘금방, 곧, 
즉시, 이따가, 조금 후’와 함께 “직후미래(immediate posterior tense)”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로 제시하였다.  
  (2나)은 ‘바로’가 “다름이 아니라 곧”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그 통사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경우이다. 먼저 ‘바로’를 관형사로 보는 입장으로 문순흥(1990), 왕문
용ㆍ민현식(1993), 이관규(1999), 장영희(2001), 민현식(2002) 등이 있다. 특히 
왕문용ㆍ민현식(1993:180-182)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언 수식어들을 관형사로 보
고, 정도성·한정성이라는 의미 특징에 따라 성상관형사의 하나인 정도관형사에 포함
시켰다. 이 정도관형사는 용언 수식 기능과 체언 수식 기능으로 나뉘어 제시되었는
데, 아래와 같이 (3가)는 용언 수식 기능을, (3나)는 체언 수식 기능만을 가지는 것
으로 구별하였다.

(3) 가. 오직, 바로, 겨우, 한갓, 고작, 한날, 다만, 아주, 단지, 유독, 천생, 진짜, 똑, 
꼭, 참

    나. 무려, 근, 약, 불관, 단, 딱, 한, 다만

  한편 김경훈(1996:48)에서는 ‘바로’ 등을 체언 수식 부사라고 처리하여 부사로  
보고, 다만 이들이 용언을 수식할 때에는 부사어로, 체언을 수식할 때는 관형어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또한 선행연구 중 ‘바로’를 인지의미론적인 접근을 통해 다룬 논의로 정병철
(2011)이 있다. 정병철(2011)에서는 “동반 경험망 모형(AENM: Accompanied 
Experience Network Model)”을 적용하여 ‘바로’의 다의 체계를 설명하였다. 또한 
동반 경험망 모형이 한국어의 ‘바로’와 영어 ‘right’, 러시아어 ‘прямо’의 대조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살펴보았다.

1.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
  본고에서는 2011년 12월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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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구어·문어 말뭉치 자료를 통해 ‘바로’의 용례를 살펴보았다.2) 또한 기존 자
료들에 기반을 두어 필자가 예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용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바로’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바로’와 관련된 부사의 유
형을 서술하고 나서, 기존 사전에서 ‘바로’를 처리한 양상을 살펴 그 문제점과 새로
운 의항 분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고에서 사용하는 
유의어 분석 기준인 최은규(1985)의 연구 방법도 소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라는 각 유형에 따라 ‘바로’
의 통사적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주로 문장에서의 위치, 문장 
유형, 후행요소, 생략 가능 여부, 부정문 수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세분화된 ‘바로’의 의미적 특징을 예문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
한 최은규(1985)에서 제시한 유의어 연구 방법에 따라 각 유형의 ‘바로’가 유의어와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서로간의 유의관계 유형이 어떠한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바로’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고
자 한다.

2) 본고의 연구를 위해 추출된 ‘바로’의 말뭉치 예문은 총 10,276개이다.

- 5 -

2. 기본적 논의 
  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바로’와 관련된 부사의 유형
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사전에서의 ‘바로’의 의항(義項) 분류 방식을 검토하
고, 새롭게 분류한 ‘바로’의 의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원용한 
유의어 분석 기준을 소개하기로 한다.

2.1. ‘바로’와 관련된 부사의 유형
본 절에서는 ‘바로’와 관련된 부사의 유형으로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

도부사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각 유형의 개념과 특성, 하위유형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2.1.1. 성상부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사는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라고 정의된다.3) 부사는 크게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부사와 문장 전
체를 꾸미는 문장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남기심ㆍ고영근 1985: 175~179). 그리고 
성분부사는 다시 ‘성상부사’(性狀副詞), ‘지시부사(指示副詞)’, ‘부정부사(否定副詞)’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성상부사는 부사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유형이며,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부사’로 정의되고 있다. 성상부사의 하위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민현식(1992)에서는 중세 한국어 성상부사를 다시 감각성 
성상부사(감각부사), 평가성 성상부사(평가부사), 존재성 성상부사(존재부사) 그리
고 심리성 성상부사(심리부사)로 세분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라, 
아래 (1)과 같은 하위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4) 구체적인 분류 방법은 아래와 같
3) 최현배(1971)에서는 부사(어찌씨)에 대해 ‘어찌씨는 풀이씨의 앞에서 그 뒤의 풀이씨를 꾸밈이 

그 주장되는 구실이지마는 또 다른 꾸밈씨-매김씨, 어찌씨 앞에서 그것을 꾸미기도 하여, 또 어
떤 경우에는 마디나 월을 꾸미기도 하느니라.’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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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가. 감각성 성상부사는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오관감각과 신체내부 
기관의 유기감각 의미를 표현한다. 

    나. 평가성 성상부사는 주로 진위(眞僞), 옳고 그름(是非), 선악(善惡), 아름답고 
추함(美醜) 등과 같은 가치나 인간 성품을 평가·표현한다. 

    다. 존재성 성상부사는 주로 사물이나 사태의 시공간적 존재 상태, 물형 상태, 
외면 행동 상태, 관계, 수량 상태와 같은 존재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묘사
를 표현한다. 

    라. 심리성 성상부사는 희노애락(喜怒哀樂)과 같은 내면적, 주관적 감정, 심리나 
의도를 표현한다. 

(민현식 1992에서 인용)

2.1.2. 초점부사

‘초점부사(Focusing Adverb)’라는 것은 영어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영
어에서 초점부사는 ‘문장 내의 어떤 특정 부분(단어, 구)에 주목하게 하는 부사’라고 
정의된다.5)

영어에서의 초점부사로는 ‘only’, ‘even’, ‘too’, ‘just’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
사들은 주로 ‘추가(Addition)’ ‘제한(Limitation)’, ‘부정(Negation)’, ‘선택(Choice)’, 
그리고 ‘놀라움(Surprise)’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난다.6)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어
휘는 조사 ‘만’, ‘도’, 부사 ‘오직’, ‘특히’, ‘고작’, ‘바로’ 등으로, 후자의 경우 한국어 

4) 남기심ㆍ고영근(1985)이나 학교문법과 달리, 민현식(1992)에서는 정도부사의 중요성을 부각하
려고 하는 의도에서 성상부사에 상태부사나 정도부사를 포괄하지 않았는데, 본고도 이 방식을 
따를 것이다.

5) 영어에서 초점부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ㄱ. Focusing adverbs draw attention to particular information in a clause. 
       (초점부사는 절의 특정한 정보에 주목하게 한다.)
    ㄴ. Focusing adverbs focus on a particular element of a sentence. 
       (초점부사는 문장의 특정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6) 영어에서의 초점부사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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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부사 논의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 단어들이다. 
한국어 초점부사는 영어의 초점부사와 같이, 주로 초점이 맞춰지는 대상 앞뒤에 

나타난다. 아래 예문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가. 철수는 영희만을 좋아한다. (= 철수는 영희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
는다.) 

    나. 철수만은 영희를 좋아한다. (= 철수를 제외하면, 영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
다.)

  예문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점부사인 ‘만’은 초점이 맞춰지는 대상, 즉 ‘영
희’와 ‘철수’의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문장 안의 각 요소들이 똑같더라도 ‘만’의 위
치에 따라, 문장 전체의 뜻이 달라진다. (2가)에서 ‘만’은 ‘영희’ 뒤에 나타나 목적어
의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철수는 좋아하는 사람이 영희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 (2나)의 경우, ‘만’은 주어인 ‘철수’에 결합하여 ‘영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철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초점부사를 사용하는 상황은 아래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가.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가 그 특정 성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느

추가(Additive) also, as well, too, even

제한(Limited) alone, but, exactly, exclusively, just, merely, 
not only, only, precisely, purely, simply, solely

일부제한(Partial Limitation)
chiefly, especially, mainly, mostly, notably,
particularly, in particular, predominantly, primarily,
at least, for the most part(mostly), 
by and large(mostly)

기타(Other)
부정(Negative) neither/nor
선택(Choice) either
놀라움(Surprise)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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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경우
나. 화제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 특정 성분이 다른 성분과 명시적(Explicit) 혹은 암묵적(Implicit)인 대조 관

계에 있는 경우                       
  (戴辛 2007에서 인용)

  특히 (3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점부사가 나타나는 문장에 그 대조 대상도 함께 
존재한다. 이 대조 대상은 문장에서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묵적일 수도 있다. 

(4) 가. 환경에 관한 관심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
    나.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학벌이나 집안, 외모 등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사랑

이라는 사실이 무척 건전해 보이기까지 한다.   
(5) 가.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다.
    나. 여성이라면 특히 질투심이 강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사기 어렵다.

  (4)의 두 문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비교 대상과의 대조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4가)의 경우 ‘우리의 일’과 ‘남의 일’ 간에 대조를 보이고, (4나)도 ‘사랑’과 
‘학벌, 집안, 외모’ 간에 대조 관계가 보인다. 반면 (5)의 두 문장에서는 모두 비교 
대상과의 대조 관계가 암묵적이다. 먼저 (5가)에서 ‘오늘’의 비교 대상은 문장에서
는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어제/내일/다른 날’에 해당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즉 (5가)에서 초점부사 ‘바로’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곧 오늘’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또 (5나)의 경우, 문장 내에 나타나지 않지만 ‘욕심’이나 ‘인내심’ 등
이 ‘질투심’과 대조 관계를 이루는 비교 대상으로서 암묵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나)는 ‘다른 심리보다, 여자는 질투심이 매우 강한 편이라 
상대에게 호감을 사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1.3. 시간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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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정의된다. 
어휘 의미적으로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며,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이다. 

이에 대해 주시경(1910)에서는 ‘때억’(時間副詞)을 설정하였고, 최현배(1937)에
서는 시간부사(때어찌씨)를 ‘그 일이 들어남을 때로서 꾸미는 어찌씨’라고 하였다. 
서정수(1971)에서는 ‘순간 또는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부사’는 시간부사라고 하였
다. 이 외에 김민수(1978), 민현식(1989), 홍종선(1991) 등도 시간부사를 따로 설
정하여 논의한 바 있다.

시간부사는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된다. 주시경(1910)에서는 더 세부적인 분류가 보이지 않으나, 최현배(1937)에서는 
‘때의 점을 보이는 것, 때의 길이(동안)를 보이는 것,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과 같이 네 가지7)로 나누었다. 서정수(1971)에서는 ‘순간 또는 
시점’을 나타나는 시간부사(방금, 즉시 등)와 ‘시간적 변화’를 나타나는 시간부사(갑
자기, 조만간 등)로 양분하였다. 민현식(1971)에서는 시상(時相)적 관점에서 시제 
관련 시간부사와 상 관련 시간부사로 나누었다.8) 그리고 홍종선(1991)에서는 문법
적 기능이 아니라 어휘 의미에 따른 기준으로 시간부사를 ‘시점(時點), 시역(時域), 
방향(方向), 반복(反復)’이라는 4개의 하위분류로 세분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때의 점을 보이는 것
지난 적 일찍, 이미, 하마, 벌써, 어제, 그러께, 그저께
이 적 이제, 인제, 방금, 금방, 오늘
올 적 내일, 다음, 차차, 훗날

때의 길이(동안)를 보이는 것 늘, 항상, 잠시, 잠깐, 오래, 곧, 영구히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앞선 때 먼저, 일찍
같은 때 같이, 함께, 한꺼번에
뒤선 때 나중, 다음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 가끔, 매번, 매양, 자주, 비로소, 처음, 드디어

7) 최현배(1937)에서 시간부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8) 민현식(1990)에서 시상 기능의 관점에서 ‘바로’를 시제 관련 시간부사, 특히 ‘부차 시제 부사’로 
보았다. 특히 민현식(1989)에서 ‘바로’에 대해 ‘금방, 곧, 즉시, 이따가, 조금 후’와 함께 ‘직후미
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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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시간부사 순간성 방금, 막, 마침
非순간성 어제, 오늘, 내일, 아침으로, 지금

시역 시간부사 잠깐, 한참, 그동안, 종일, 밤새도록, 며칠간, 
사날, 평생

방향 시간부사
기준시 이전 미리, 먼저, 여태, 아직
기준시 이후 이후로, 이담에, 지금부터, 곧바로, 이내

반복 시간부사 가끔, 때때로, 무시로, 자주, 늘, 매초, 격일로, 
매월

<표1> 홍종선(1991)의 시간부사의 분류

홍종선(1991)에 따르면 방향시간부사란 시간 흐름의 방향에 대한 인식인데, 기준
시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바로’는 시간 순서를 표현할 때 ‘곧바로’와 같이 ‘기준시 
이후에 곧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는 뜻을 의미하여 방향 시간부사 중의 기준시 
이후에 해당된다.

2.1.4. 정도부사

정도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 또는 용언형이나 다른 부사의 정도를 한정하는 부
사’라고 정의된다. 어휘 의미적으로 정도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며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이다. 
  주시경(1910)에서는 ‘헴·길’에 해당하는 부사로 ‘다, 거진, 매우, 겨우, 흔히, 좀’ 
등을 예로 들어 ‘어떤 수량이나 정도에 가깝다’라는 개념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최현배(1937)에서는 ‘정도어찌씨는 모양의 성질을 가진 특성의 정도를 보이는 것이
니, 이에는 그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것과 낮음을 보이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느니라.’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서정수(1971)에서는 정도부사를 강세기능어(intesifier)라고 
칭하여 이러한 부사들의 ‘가장 중심되는 구실은 ‘상태동사에 의한 서술이나 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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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층 강화하거나 한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부사들은 ‘일부 관형사 및 
일부 양태부사도 수식하여 피수식어의 효력을 일층 강화하거나 제한하는 구실을 한
다’고 하였다. 
  정도부사의 하위분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먼저 최현배
(1937)에서는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정도어찌씨로 ‘매우, 훨씬, 퍽, 끔찍이, 대단히, 
심히’ 등을 들었고,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정도어찌씨로 ‘조금, 좀, 약간, 거의’ 등을 
들었다. 서정수(1971)에서는 정도부사를 일반 상태동사를 수식하는 ‘일반 정도부사’
와 일부 상태동사만을 수식하는 ‘한정 정도부사’로 분류하였다.9) 이 외에 홍사만
(1977), 한길(1983), 손남익(1989) 등도 정도부사가 피수식어를 강화하거나 약화
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정도부사를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손남익(1999)에서는 ‘국어의 정도부사는 용언의 정도성을 보여주는 어휘라
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용언의 정도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
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성을 가지고 있어야 정도
부사의 수식 한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상태’는 물질의 존재양식을 나타내는 말인데 분야에 따라서 정의되는 내용이 다
르다. 일반적으로 ‘상태’란 “사물ㆍ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을 의미한다. 또
한 상태성(stative)은 항상 동태성(dynamic)과 대립된 개념으로 의미가 적용되는 시
간 내에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도부사는 일반적
으로 상태성을 보이는 형용사, ‘많이/멀리’와 같은 성분부사, 그리고 일부 명사를 수
식한다.10) 

일반 정도부사 한정 정도부사
가장, 지극히, 아주, 심히, 매우, 대단히, 굉장
히, 참, 몹시, 그야말로 휘엉청, [+밝다]
유난히, 유달리, 워낙, 훨씬, 더욱, 일층, 한결 뚝, [+바르다, +같다]
자못, 사뭇, 무척, 퍽 마치, [+N같다]
상당히, 꽤, 제법 작히, [+좋다, +기쁘다]
너무, 하도 적이,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따위]
그리, 그닥지 정히, [+좋다, +그렇다 따위]

9) 서정수(1971)에서는 정도부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0) 손남익(1999)에서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정도부사가 일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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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시간부사 순간성 방금, 막, 마침
非순간성 어제, 오늘, 내일, 아침으로, 지금

시역 시간부사 잠깐, 한참, 그동안, 종일, 밤새도록, 며칠간, 
사날, 평생

방향 시간부사
기준시 이전 미리, 먼저, 여태, 아직
기준시 이후 이후로, 이담에, 지금부터, 곧바로, 이내

반복 시간부사 가끔, 때때로, 무시로, 자주, 늘, 매초, 격일로, 
매월

<표1> 홍종선(1991)의 시간부사의 분류

홍종선(1991)에 따르면 방향시간부사란 시간 흐름의 방향에 대한 인식인데, 기준
시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바로’는 시간 순서를 표현할 때 ‘곧바로’와 같이 ‘기준시 
이후에 곧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는 뜻을 의미하여 방향 시간부사 중의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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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1937)에서는 ‘정도어찌씨는 모양의 성질을 가진 특성의 정도를 보이는 것이
니, 이에는 그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것과 낮음을 보이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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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층 강화하거나 한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부사들은 ‘일부 관형사 및 
일부 양태부사도 수식하여 피수식어의 효력을 일층 강화하거나 제한하는 구실을 한
다’고 하였다. 
  정도부사의 하위분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먼저 최현배
(1937)에서는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정도어찌씨로 ‘매우, 훨씬, 퍽, 끔찍이, 대단히, 
심히’ 등을 들었고,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정도어찌씨로 ‘조금, 좀, 약간, 거의’ 등을 
들었다. 서정수(1971)에서는 정도부사를 일반 상태동사를 수식하는 ‘일반 정도부사’
와 일부 상태동사만을 수식하는 ‘한정 정도부사’로 분류하였다.9) 이 외에 홍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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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용언의 정도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
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성을 가지고 있어야 정도
부사의 수식 한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상태’는 물질의 존재양식을 나타내는 말인데 분야에 따라서 정의되는 내용이 다
르다. 일반적으로 ‘상태’란 “사물ㆍ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을 의미한다. 또
한 상태성(stative)은 항상 동태성(dynamic)과 대립된 개념으로 의미가 적용되는 시
간 내에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도부사는 일반적
으로 상태성을 보이는 형용사, ‘많이/멀리’와 같은 성분부사, 그리고 일부 명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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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도부사 한정 정도부사
가장, 지극히, 아주, 심히, 매우, 대단히, 굉장
히, 참, 몹시, 그야말로 휘엉청, [+밝다]
유난히, 유달리, 워낙, 훨씬, 더욱, 일층, 한결 뚝, [+바르다, +같다]
자못, 사뭇, 무척, 퍽 마치, [+N같다]
상당히, 꽤, 제법 작히, [+좋다, +기쁘다]
너무, 하도 적이,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따위]
그리, 그닥지 정히, [+좋다, +그렇다 따위]

9) 서정수(1971)에서는 정도부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0) 손남익(1999)에서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정도부사가 일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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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제시된 것 외에도, 상태성을 가질 수 있는 어휘들이 몇 가지 더 존재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추함(美醜), 선악(善惡), 수량 등을 상태의 범주에 포
함시키지만, 공간적 거리와 위치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 ‘뒤에’, ‘앞에’, ‘남쪽에’ 등 처소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어 특히 거리의 가까움을 
의미하는 ‘바로’도 정도부사로 본다. 

2.2. ‘바로’의 의항 분류
‘바로’는 부사로서 쓰이는 경우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고 각 사전에서도 다양한 

처리 양상을 보인다.11)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조
선말대사전≫, ≪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새우리말큰사전≫, ≪현대조선
말사전≫ 등 총 7개의 사전에서 ‘바로’의 처리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2)

(6) 가. ≪표준국어대사전≫
       「부사」
        ①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
        ②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③ 사리나 원리,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④ 도리, 법식, 규정, 규격 따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⑤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

적하였다. 
    가. 그는 매우 부자이다. 
    나. 그는 아주 천재이다. 
    다. *그는 매우 선생이다. 
    라. *그는 아주 의사이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도부사 ‘매우’, ‘아주’는 명사 ‘부자’, ‘천재’를 수식할 수 있지만 ‘선

생’, ‘의사’를 수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손남익(1999)에서 전자는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정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1)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바로’의 사용빈도는 전체 일반부사 중 12번째(0.04%)로,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다.

12) 본고에서는 부사로서의 ‘바로’를 주로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바로’가 감탄사나 의존명사로서 
정의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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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다른 것이나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특정의 대상을 집어  
   서 가리키는 말.

        ⑦ 다름이 아니라 곧.

    나. ≪연세한국어사전≫
       「부사」
        ① 모양이 굽거나 비뚤어지거나 또는 흐트러짐이 없이 곧고 바르게. 
        ② (정해진 방법, 격식, 기준 등에 맞도록) 제대로 바르게. 
        ③ 한 곳에 지체하거나 딴 곳에 들르지 않고 곧장. 
        ④ 다름이 아니라 곧, 또는 꼭.
        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이. 

    다. ≪조선말대사전≫
       「부사」
        ① 굽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곧게 또는 들쑹날쑹하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일  

   매지게. 
        ② 도리나 진리, 사실과 어그러짐이 없이 그대로.
        ③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제대로. 
        ④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이여)장소, 시간, 정황 등이 매우 가까이. 
        ⑤ 도중에 딴 데를 들리지 않고 곧장. 
        ⑥ (명사 앞에 쓰이여) ‘다름이 아니라 곧 그것’이라는 뜻을 강조한다. 

   라. ≪국어대사전≫
       「부사」
        ① 바르게, 곧게. 
        ② 정확히, 틀림없이. 
        ③ 곧, 지금 곧. 
        ④ 곧장, 중도에서 지체하지 않고. 
        ⑤ 위로 곧게,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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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우리말큰사전≫
      「부사」
       ① 모양이 바르게 또는 곧게. 
       ② 사실대로 바르게. 
       ③ 무엇에 맞게, 제대로 바르게. 
       ④ 도중에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⑤ 무엇을 하자마자 곧. 
       ⑥ 다름 아니라 곧(즉). 
       ⑦ ‘매우 가까이’의 뜻으로, 임자씨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 
       ⑧ ‘꼭’, ‘틀림없이’의 뜻으로, 임자씨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 

   바. ≪새우리말큰사전≫
      「부사」
       ① 곱지 않고 곧게, 또는 바르게. →거꾸로
       ② 지체하지 않고 곧. 
       ③ 옆길로 빠지거나 도중에 머무르거나 하지 않고, 곧장. 
       ④ 멀지 아니하고 썩 가까이. 
       ⑤ (법식, 규정, 규격 따위에 어긋나지 않게) 제 격에 맞도록 (제대로) 바르  

  게. 

   사. ≪현대조선말사전≫
     「부사」
      ① 굽지 않고 곧게 또는 들쑹날쑹하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일매지게. 
      ② 사실과 어그러짐이 없이 그대로.
      ③ 일정한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제대로 바르게. 
      ④ 멀지 않고 매우 가까이. 
      ⑤ 도중에 딴 데를 들리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⑥ 지체없이 곧. 
      ⑦ 다름이 아니라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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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에서와 같이, ≪표준≫에서는 ‘바로’를 7개의 의항으로, ≪연세≫에서는 5개의 
의항으로, ≪조선말≫에서는 6개의 의항으로, ≪국어≫에서는 5개의 의항으로, ≪우
리말≫에서는 8개의 의항으로, ≪새우리말≫에서는 5개의 의항으로, 그리고 ≪현대
조선말≫에서는 7개의 의항으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13)  
   ‘바로’는 부사로 쓰일 때 그 자체가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사전에서 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기존 사전에서의 
‘바로’에 대한 정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기존 사전에서의 의항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7) 가. ‘바로’의 상용적인 의미와 용법이 일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나. 같은 예문의 ‘바로’를 각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 유사한 예문의 ‘바로’를 한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처리하고 있다.
라. 어떤 사전에서 의항과 예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7가)에서 제시한 것처
럼, ‘바로’의 상용적인 의미와 용법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보겠다. ≪표준
≫에는 ‘바로’의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이라는 의미가 
등재되지 않았다. ≪연세≫에는 ‘바로’의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옳고 바
르게, 또는 정확하게”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의미가 등
재되지 않았다. ≪조선말≫에는 ‘바로’의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와 “시간
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의미가 등재되지 않았다. 또 ≪국어≫에는 
‘바로’의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
록 어긋나지 아니하게”, 그리고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라는 의미가 등
재되지 않았다. ≪새우리말≫에는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 “다름이 아니라 곧”이라는 의미가 등재되지 않았고, ≪현대조선말≫

13) 서술의 편의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조선말대사전≫, ≪국어대사
전≫, ≪우리말큰사전≫, ≪새우리말큰사전≫, 그리고 ≪현대조선말사전≫은 본고에서 각각 ≪표
준≫, ≪연세≫, ≪조선말≫, ≪국어≫, ≪우리말≫, ≪새우리말≫, ≪현대조선말≫으로 약칭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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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우리말큰사전≫
      「부사」
       ① 모양이 바르게 또는 곧게. 
       ② 사실대로 바르게. 
       ③ 무엇에 맞게, 제대로 바르게. 
       ④ 도중에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⑤ 무엇을 하자마자 곧. 
       ⑥ 다름 아니라 곧(즉). 
       ⑦ ‘매우 가까이’의 뜻으로, 임자씨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 
       ⑧ ‘꼭’, ‘틀림없이’의 뜻으로, 임자씨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 

   바. ≪새우리말큰사전≫
      「부사」
       ① 곱지 않고 곧게, 또는 바르게. →거꾸로
       ② 지체하지 않고 곧. 
       ③ 옆길로 빠지거나 도중에 머무르거나 하지 않고, 곧장. 
       ④ 멀지 아니하고 썩 가까이. 
       ⑤ (법식, 규정, 규격 따위에 어긋나지 않게) 제 격에 맞도록 (제대로) 바르  

  게. 

   사. ≪현대조선말사전≫
     「부사」
      ① 굽지 않고 곧게 또는 들쑹날쑹하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일매지게. 
      ② 사실과 어그러짐이 없이 그대로.
      ③ 일정한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제대로 바르게. 
      ④ 멀지 않고 매우 가까이. 
      ⑤ 도중에 딴 데를 들리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⑥ 지체없이 곧. 
      ⑦ 다름이 아니라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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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에서와 같이, ≪표준≫에서는 ‘바로’를 7개의 의항으로, ≪연세≫에서는 5개의 
의항으로, ≪조선말≫에서는 6개의 의항으로, ≪국어≫에서는 5개의 의항으로, ≪우
리말≫에서는 8개의 의항으로, ≪새우리말≫에서는 5개의 의항으로, 그리고 ≪현대
조선말≫에서는 7개의 의항으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13)  
   ‘바로’는 부사로 쓰일 때 그 자체가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사전에서 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기존 사전에서의 
‘바로’에 대한 정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기존 사전에서의 의항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7) 가. ‘바로’의 상용적인 의미와 용법이 일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나. 같은 예문의 ‘바로’를 각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 유사한 예문의 ‘바로’를 한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처리하고 있다.
라. 어떤 사전에서 의항과 예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7가)에서 제시한 것처
럼, ‘바로’의 상용적인 의미와 용법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보겠다. ≪표준
≫에는 ‘바로’의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이라는 의미가 
등재되지 않았다. ≪연세≫에는 ‘바로’의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옳고 바
르게, 또는 정확하게”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의미가 등
재되지 않았다. ≪조선말≫에는 ‘바로’의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와 “시간
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의미가 등재되지 않았다. 또 ≪국어≫에는 
‘바로’의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
록 어긋나지 아니하게”, 그리고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라는 의미가 등
재되지 않았다. ≪새우리말≫에는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 “다름이 아니라 곧”이라는 의미가 등재되지 않았고, ≪현대조선말≫

13) 서술의 편의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조선말대사전≫, ≪국어대사
전≫, ≪우리말큰사전≫, ≪새우리말큰사전≫, 그리고 ≪현대조선말사전≫은 본고에서 각각 ≪표
준≫, ≪연세≫, ≪조선말≫, ≪국어≫, ≪우리말≫, ≪새우리말≫, ≪현대조선말≫으로 약칭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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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라는 의미가 등재되지 않았다. 즉 ‘바로’의 의항을 
전반적으로 모두 반영하고 있는 사전은 없었다.  
  다음으로 (7나)에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예문의 ‘바로’를 사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처리하는 경우를 보겠다. ≪조선말≫에서 ‘바로’의 네 번째 의항, 즉 “(명사
나 대명사 앞에 쓰이여) 장소, 시간, 정황 등이 매우 가까이”에 대한 예문이 “바로 
그때에 있는 일”인데, ≪표준≫에서는 이와 거의 동일한 문장인 “바로 그 때 선화당 
뒤쪽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불쑥 불쑥 나타났다”가 “다름이 아니라 곧”이라는 의항
의 예문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곧”이라는 의미로 쓰인 ‘바로’는 대
부분의 사전에서 부사로 해석하고 있지만 ≪국어≫와 ≪새우리말≫에서는 관형사로 
본다.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4장에서 한다. 
  셋째, (7다)와 같이, 유사한 예문에 나타난 ‘바로’가 한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
로 처리하는 경우를 보겠다. ≪우리말≫에서 ‘바로’의 6번째 의항과 8번째 의항은 
아래와 같다. 

(8) ⑥ 다름 아니라 곧(즉).  
⑧ ‘꼭’, ‘틀림없이’의 뜻으로, 임자씨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 

                                         (≪우리말(1991:1586-1587)≫)

(8)의 두 의항은 그 의미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우리말≫에서는 각 의항에 해
당하는 예문을 제시하였지만,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9) ⑥의 예문
가. 개인의 발전이 바로 나라의 발전이기도 하다.

    나. 국어 선생님은 바로 우리 담임선생님이시다. 
(10) ⑧의 예문

가.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다.

14)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다’라는 문장은 ≪우리말≫에서는 “‘꼭’, ‘틀림없이’의 뜻으로, 임자씨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같은 문장을 ≪국어≫에서는 부사가 아닌 관
형사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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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10년 전의 일이다.
     다. 바로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말(1991:1586-1587)≫)

  (9)와 (10)에서 ‘바로’는 모두 체언 앞에 쓰여 특수한 구실을 하고 ‘다름 아니라, 
곧’의 뜻으로 해석된다. (9가)에서는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동등하게 보고 
(9나)에서도 ‘국어 선생님’과 ‘우리 담임선생님’을 동등하게 본다. 한편 (10)에서 ‘바
로’는 특정 대상을 집어서 가리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10가)에서는 시간을 한
정하여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를 강조하고, (10나)에서는 ‘5년이나 6년 등
의 시간이 아니고 딱 10년 전’의 의미를 강조하며, (10다)에서는 ‘다른 일이 아니라 
꼭 그 일’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9가~나)는 (10가~다)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즉 (9가~나)에서
는 “A는 바로 B다”의 구조를, 반면 (10가~다)에서는 “바로 A가 B다”의 구조를 가
진다. 전자의 경우 ‘곧’이나 ‘즉’으로 대치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곧’이나 ‘즉’으로 
대치 불가능하다. 그러나 각 예문에서 ‘바로’의 의미를 따져 보면, 예문 (9가~나)의 
‘바로’는 (10가~다)의 ‘바로’와 마찬가지로 “다름이 아니라 곧”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문 (9)와 (10)에서의 ‘바로’는 모두 특정 대상(사람, 시간, 장
소 등)을 가리켜 강조 효과를 내기 위하여 쓰이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서로 다른 
문장 구조를 보인 이유는 ‘바로’가 (9가~나)와 (10가~다)의 문장에서 출현한 위치
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9), (10)에서 ‘바로’는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전에서 의항과 예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다. ≪새우리말≫에서 부사 ‘바로’의 4번째 의항은 아래와 같다.

(11) ④ 멀지 아니하고 썩 가까이. 
(≪새우리말(1990:1311)≫)

 
  ≪새우리말≫에서 이 의항을 해석할 때, ‘정거장은 우리 집에서 바로야’라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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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라는 의미가 등재되지 않았다. 즉 ‘바로’의 의항을 
전반적으로 모두 반영하고 있는 사전은 없었다.  
  다음으로 (7나)에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예문의 ‘바로’를 사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처리하는 경우를 보겠다. ≪조선말≫에서 ‘바로’의 네 번째 의항, 즉 “(명사
나 대명사 앞에 쓰이여) 장소, 시간, 정황 등이 매우 가까이”에 대한 예문이 “바로 
그때에 있는 일”인데, ≪표준≫에서는 이와 거의 동일한 문장인 “바로 그 때 선화당 
뒤쪽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불쑥 불쑥 나타났다”가 “다름이 아니라 곧”이라는 의항
의 예문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곧”이라는 의미로 쓰인 ‘바로’는 대
부분의 사전에서 부사로 해석하고 있지만 ≪국어≫와 ≪새우리말≫에서는 관형사로 
본다.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4장에서 한다. 
  셋째, (7다)와 같이, 유사한 예문에 나타난 ‘바로’가 한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
로 처리하는 경우를 보겠다. ≪우리말≫에서 ‘바로’의 6번째 의항과 8번째 의항은 
아래와 같다. 

(8) ⑥ 다름 아니라 곧(즉).  
⑧ ‘꼭’, ‘틀림없이’의 뜻으로, 임자씨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 

                                         (≪우리말(1991:1586-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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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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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10년 전의 일이다.
     다. 바로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말(1991:1586-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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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나)에서도 ‘국어 선생님’과 ‘우리 담임선생님’을 동등하게 본다. 한편 (10)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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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이 아니고 딱 10년 전’의 의미를 강조하며, (10다)에서는 ‘다른 일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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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리말≫에서 이 의항을 해석할 때, ‘정거장은 우리 집에서 바로야’라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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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예문에서의 ‘바로’는 부사가 아닌 의존명사이다.15) 이에 
대해 ≪표준≫에서는 의존명사로서의 ‘바로’를 제시하고 있다. 

(12) ≪표준≫에서의 의존명사 ‘바로’
가.「의존명사」(주로 지시 관형사 뒤에 쓰여) 일정한 방향이나 곳, 또는 부근

을 이르는 말.
¶ 저 바로에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예문 외에 아래 (13)과 같은 예문들이 있다. 
  

(13) 가. 이 바로 갖다놓다.
나. 저 바로에 앉다.
다. 저 바로가 우리 학교요.
라. 저 바로를 보시오. 

  
  그러므로 ≪새우리말≫에서 ‘바로’를 부사로서 정의할 때, 의존명사로서의 예문을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표준≫에서 ‘바로’의 첫 번째 뜻은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로 
풀이되어 있는데 ‘모자를 바로 쓰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서
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모자를 바로 쓰다’에서 ‘바로’의 뜻은 ‘비뚤어
지는 데가 없이 곧게’라는 뜻보다는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
나지 아니하게’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 두 가지 예 외에, ≪우리말≫에서 7번째 뜻은 ‘매우 가까이의 뜻으로, 임자씨
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어제였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다. 이 문장은 ‘어떤 일이 등 어제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여 이 때의 ‘바
로’는 “매우 가까이”의 뜻이 아니라 “꼭, 틀림없이”의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8번째 
의항인 “‘꼭’, ‘틀림없이’의 뜻으로 임자씨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에서 예로 
15) ≪조선말≫, ≪국어≫, ≪우리말≫, ≪새우리말≫, ≪현대조선말≫에서도 의존명사로서의 ‘바로’

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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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 사전에서 ‘바로’의 의항 설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구체
적으로 다시 보면 기존 사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의 
상용적인 의미와 용법은 일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7가); 같은 예문
의 ‘바로’를 각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처리하고 있으며(7나); 유사한 예문에서 
나타난 ‘바로’를 한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처리하고 있고(7다); 어떤 사전에서 
의항과 예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7라)”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사전은 사전 사용자의 언어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이자 언어교육의 규
범적인 텍스트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도 큰 부담이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더욱 효율적인 한
국어 학습을 위하여 ‘바로’가 부사로서 쓰일 때의 용법들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 사전에서 ‘바로’의 겹치는 의항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4) ‘바로’의 정의
    「부사」
     ①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 
 ②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③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④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 
 ⑤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나지 아니하게. 
 ⑥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 
 ⑦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 
 ⑧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 

  본고는 (14)에서 ①~⑤의 ‘바로’를 성상부사로 분류하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바
로1’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의항 ①, 즉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
게”를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1’로, 의항 ②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
지 않고 곧장”을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2’로, 의항 ③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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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예문에서의 ‘바로’는 부사가 아닌 의존명사이다.15)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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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이 바로 갖다놓다.
나. 저 바로에 앉다.
다. 저 바로가 우리 학교요.
라. 저 바로를 보시오. 

  
  그러므로 ≪새우리말≫에서 ‘바로’를 부사로서 정의할 때, 의존명사로서의 예문을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표준≫에서 ‘바로’의 첫 번째 뜻은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로 
풀이되어 있는데 ‘모자를 바로 쓰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서
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모자를 바로 쓰다’에서 ‘바로’의 뜻은 ‘비뚤어
지는 데가 없이 곧게’라는 뜻보다는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
나지 아니하게’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 두 가지 예 외에, ≪우리말≫에서 7번째 뜻은 ‘매우 가까이의 뜻으로, 임자씨
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어제였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다. 이 문장은 ‘어떤 일이 등 어제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여 이 때의 ‘바
로’는 “매우 가까이”의 뜻이 아니라 “꼭, 틀림없이”의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8번째 
의항인 “‘꼭’, ‘틀림없이’의 뜻으로 임자씨를 꾸미는 특수한 구실을 한다.”에서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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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 사전에서 ‘바로’의 의항 설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구체
적으로 다시 보면 기존 사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의 
상용적인 의미와 용법은 일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7가); 같은 예문
의 ‘바로’를 각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처리하고 있으며(7나); 유사한 예문에서 
나타난 ‘바로’를 한 사전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처리하고 있고(7다); 어떤 사전에서 
의항과 예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7라)”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사전은 사전 사용자의 언어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이자 언어교육의 규
범적인 텍스트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도 큰 부담이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더욱 효율적인 한
국어 학습을 위하여 ‘바로’가 부사로서 쓰일 때의 용법들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 사전에서 ‘바로’의 겹치는 의항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4) ‘바로’의 정의
    「부사」
     ①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 
 ②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③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④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 
 ⑤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나지 아니하게. 
 ⑥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 
 ⑦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 
 ⑧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 

  본고는 (14)에서 ①~⑤의 ‘바로’를 성상부사로 분류하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바
로1’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의항 ①, 즉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
게”를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1’로, 의항 ②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
지 않고 곧장”을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2’로, 의항 ③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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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를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3’으로, 의항 ④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를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4’로, 그리고 의항 ⑤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
도록 어긋나지 아니하게”를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5’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⑥의 ‘바로’를 초점부사로 처리하고 ‘바로2’라 지칭하고자 한다. ⑦의 ‘바로’는 시간부
사로 처리하고 ‘바로3’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⑧의 ‘바로’는 정도부사로 
분류하기로 하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바로4’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또한, 논리·의미적으로 각 의항의 파생 관계를 나름대로 추측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1> ‘바로’의 의미 조직도

  ‘바로’의 여러 의미를 총괄적으로 볼 때, 대략 사물의 곧음 상태를 나타내는 “直
(직)”과 목표물에서 빗나가지 않음을 나타내는 “準(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른 
의미들은 모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라고 파악된다. 즉 “直(직)”과 “準
(준)”을 의미하는 ‘바로1-1’, ‘바로2’는 ‘바로’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고, 본고에서 이 
두 가지 의항을 ‘바로’의 중심의미로 본다.
  박진호(2015:194)에 따르면, 정(靜)적인 상태와 동(動)적인 이동/운동/위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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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자가 후자보다 인지적/논리적으로 더 기본적인 것이고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확
장은 매우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靜)적인 곧음 상태를 표현하는 ‘바로1-1’로부터 이
동 노선의 곧음, 즉 출발점과 도착점 간에 경로의 직선성(直線性)을 표현하는 ‘바로
1-2’가 나왔을 것이다. 또한, 곧은 모양은 항상 사람 등의 단정한 태도나 적극적인 
정신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글자 ‘직(直)’과 관련하여 ‘정직(正直)하
다’, ‘감직(敢直)하다’, ‘공직(公直)하다’, ‘근직(謹直)하다’, ‘염직(廉直)하다’ 등 단어
들이 있는데, 주로 칭찬 혹은 찬양 등의 긍정적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들이다. 즉 원
래 사물의 곧은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直(직)’은 추상적인 곧음, 특히 사람의 
도덕과 품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바로1-1’로부터 ‘바르다’, ‘옳다’, ‘정확하다’
와 같은 가치평가를 표현하는 ‘바로1-4’로의 확장도 매우 자연스럽다. 
  한편, ‘준(準)’을 의미하는 ‘바로2’와 관련된 각 의항을 살펴보겠다. ‘바로2’는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를 의미하여 가리키는 목표물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의 목표물은 구체적으로 ‘사실’일 경우, “사실과 일치하다”를 의미하는 
‘바로1-3’으로 확장될 수 있고, 목표물이 ‘격식이나 규정’일 경우, “격식이나 규정과 
일치하다”를 의미하는 ‘바로1-5’로 확장될 수 있다.16) 또한 목표물과 엄격히 일치하
지 아니하고, 약간의 ‘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틈’이 아주 작을 때 대
체적으로 목표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로2’로부터 시간적 작은 
틈을 나타내는 ‘바로3’, 그리고 공간적 작은 틈을 나타내는 ‘바로4’가 나왔을 것이
다.17) ‘바로3’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건 A, B, C가 있는데, A와 B는 별로 시간적인 
간격이 없는 반면, 사건 C는 한참 뒤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사건 A를 목표물로 설
정하면 B는 그 후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3’의 수식을 

16) 은유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바로1-3’과 ‘바로1-5’는 ‘바로1-1’에서 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과 부합되는 것은 곧은 것이고 사실과 어긋나는 것은 굽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1-3’은 ‘바로1-1’
에서 확장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규범에 맞는 것은 곧은 것이고,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굽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1-5’ 또한 ‘바로1-1’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17) 이외에, ‘바로3’과 ‘바로4’는 ‘바로1-2’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바로1-2’는 경로가 직선임을 의
미하는데, 이로부터 시간적 인접성을 의미하는 ‘바로3’, 그리고 공간적 인접성을 의미하는 ‘바로4’
로 각각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바로4’의 체언 수식 용법은 ‘바로2’에서 왔고 용언 수식 용법은 
‘바로1-2’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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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를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3’으로, 의항 ④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를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4’로, 그리고 의항 ⑤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
도록 어긋나지 아니하게”를 의미하는 ‘바로’는 ‘바로1-5’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⑥의 ‘바로’를 초점부사로 처리하고 ‘바로2’라 지칭하고자 한다. ⑦의 ‘바로’는 시간부
사로 처리하고 ‘바로3’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⑧의 ‘바로’는 정도부사로 
분류하기로 하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바로4’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또한, 논리·의미적으로 각 의항의 파생 관계를 나름대로 추측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1> ‘바로’의 의미 조직도

  ‘바로’의 여러 의미를 총괄적으로 볼 때, 대략 사물의 곧음 상태를 나타내는 “直
(직)”과 목표물에서 빗나가지 않음을 나타내는 “準(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른 
의미들은 모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라고 파악된다. 즉 “直(직)”과 “準
(준)”을 의미하는 ‘바로1-1’, ‘바로2’는 ‘바로’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고, 본고에서 이 
두 가지 의항을 ‘바로’의 중심의미로 본다.
  박진호(2015:194)에 따르면, 정(靜)적인 상태와 동(動)적인 이동/운동/위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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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준(準)’을 의미하는 ‘바로2’와 관련된 각 의항을 살펴보겠다. ‘바로2’는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를 의미하여 가리키는 목표물과 일치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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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다”를 의미하는 ‘바로1-5’로 확장될 수 있다.16) 또한 목표물과 엄격히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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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바로3’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건 A, B, C가 있는데, A와 B는 별로 시간적인 
간격이 없는 반면, 사건 C는 한참 뒤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사건 A를 목표물로 설
정하면 B는 그 후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3’의 수식을 

16) 은유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바로1-3’과 ‘바로1-5’는 ‘바로1-1’에서 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과 부합되는 것은 곧은 것이고 사실과 어긋나는 것은 굽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1-3’은 ‘바로1-1’
에서 확장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규범에 맞는 것은 곧은 것이고,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굽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1-5’ 또한 ‘바로1-1’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17) 이외에, ‘바로3’과 ‘바로4’는 ‘바로1-2’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바로1-2’는 경로가 직선임을 의
미하는데, 이로부터 시간적 인접성을 의미하는 ‘바로3’, 그리고 공간적 인접성을 의미하는 ‘바로4’
로 각각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바로4’의 체언 수식 용법은 ‘바로2’에서 왔고 용언 수식 용법은 
‘바로1-2’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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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지만 사건 C는 ‘바로3’으로 수식할 수가 없다. 즉 ‘바로3’은 B가 목표물 A
와 사이에 시간적 틈이 작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2> ‘바로3’의 의미 약도18)
  

  마찬가지로 ‘바로4’는 ‘공간적인 간격이 없고 매우 가까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아
래 <그림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같은 공간 내에 A, B, C, D, E 그리고 F가 있는
데, A를 목표물로 설정하면 A와 가까운 B만 ‘바로4’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A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C, D, E, F는 ‘바로4’로 수식할 수가 없다. 다시 말
해, ‘바로4’는 B가 목표물 A와 사이에 공간적 틈이 작음을 표현할 수 있다.     
           

18) ‘약도(略圖)’란 중국 어학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인데 “간략하게 줄여 주요한 것만 대충 그린 
도면이나 지도”라는 뜻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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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바로4’의 의미 약도

2.3. ‘바로’의 유의어 분석 기준
  제4장에서 ‘바로’와 그 유의어를 분석할 때, 최은규(1985)에 제시된 연구 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최은규(1985)는 현대 한국어 유의어를 대상으로 의미구조 층위에
서 살펴보았고 한국어 유의어들을 다음 (15)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5) ①　내포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형
      - 중심의미와 중심의미 사이의 대응
      - 중심의미와 확장의미 사이의 대응
      - 확장의미와 확장의미 사이의 대응

     ②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
      - 문체의미(文体意味)의 차이 
      - 정서의미(情緖意味)의 차이 
      - 함축성분(含蓄成分)의 차이

  내포(connotation)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형은 내포에 있어 거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의도가 큰 유의관계를 지칭한다. 그 중에서 중심의미와 확장의미
라는 개념이 있는데, 중심의미는 어휘의 단독형에서 화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의
미를 말하는 것이고, 어느 문맥이나 상황에서라도 찾을 수 있는 의미라는 점에서 기
본의미와 통한다. 반면 확장의미란 다의어의 경우, 중심의미로부터 적용의 전이나 
비유적 용법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사용되는 의미 전체를 말한다(최은규 
1985:11). 
  먼저 중심의미와 중심의미 사이의 대응관계의 예로 ‘구렁’과 ‘구덩이’를 들 수 있
다. 최은규(1985)에 따르면, ‘구렁’과 ‘구덩이’ 두 단어는 ‘땅이 움푹하게 패어 들어
간 곳(壑谷)’이라는 중심의미에서 유의관계를 이룬다. 다음으로 중심의미와 확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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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지만 사건 C는 ‘바로3’으로 수식할 수가 없다. 즉 ‘바로3’은 B가 목표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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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투리 실마리
단서(端緖) + +

콩껍질 + -
실의 첫머리 - +

트집거리 + -

미 사이의 대응관계에 대해, ‘각시’와 ‘새색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각시’는 ‘새색시 
모양으로 조그맣게 만든 인형(人形)’이라는 중심의미에서 ‘새색시’의 의미까지 확대
되어 쓰이는 것으로 ‘각시’의 확장의미와 ‘새색시’의 중심의미 사이에 의미 중첩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확장의미와 확장의미 사이의 대응관계의 예로 ‘꼬투리’와 ‘실마
리’를 보겠다. ‘꼬투리’는 “콩껍질(荚)”의 의미를, ‘실마리’는 “(헝클어진) 실의 첫머
리”의 의미를 본래 가지는데, 각각 “일의 첫머리, 사건의 맨 첫머리(端緖)”라는 의미
로 확장되어 유의관계를 이룬다. 또한 ‘꼬투리’가 “트집거리”의 의미로 사용되어 ‘실
마리’와 유의관계에 있지 않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표2> 중심의미와 중심의미 대응의 예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단어는 ‘단서(端緖)’라는 확장의미에서 유의관
계에 있다.
  다음으로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은 개념의미 상으로는 동일하나, 내포 상으
로는 문체나 정서, 함축 등에서 구별이 되는 유의 관계를 지칭한다. 여기서 문체의
미라는 것은 구어나 문어, 존댓말, 속어 등의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먼저 
‘만나다’와 ‘뵈다’, 이 두 단어를 살펴보겠다. 최은규(1985)에서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16) 가. 선생님을 거리에서 만나다.
     나. 선생님을 거리에서 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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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새아기,  며늘아기
자부 + +

친애(親愛) + -

  (16가)에서의 ‘만나다’는 상·하위자에 대한 구별 없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므로, 웃어른에 대한 예절로는 올바른 어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웃어른에 대해
서는 (16나)와 같이 쓸 수 있는데, ‘뵈다’는 자신보다 상위의 인물이므로 ‘자신을 보
이다’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예절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단어는 속어인지 존댓
말인지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예로는 ‘말-말씀’, ‘얼굴-낯’, 
‘입-주둥이ㆍ부리’ 등을 들 수 있다.
  정서의미는 화자나 청자의 화제에 대한 태도나 의도가 전달되어 환기하는 태도나 
감정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최은규 1985:82). 예를 들어 ‘자부(子婦)’라는 대상을 
지칭할 때, ‘새아기’, ‘며늘아기’, ‘며느리’ 등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며느리’
는 화자의 감정상 중립적인 단어임에 반해, ‘새아기’와 ‘며늘아기’는 후행하는 ‘아기’
의 내포의미의 영향으로 ‘새 며느리를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화자의 정서적 의도가 
드러나는 호칭이며 서로 간에 정서의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다음 <표
3>과 같이 표시된다. 이 유형의 예로 ‘걱정-꾸중’, ‘얌체-깍정이’ 등도 들 수 있다.

<표3> 정서의미 차이의 예

  
  마지막으로 함축성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함축성분의 차이는 다시 잠재(潛
在)성분의 차이, 가능성의 차이, 그리고 정도의 차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주로 동사나 부사에서 나타난다. 최은규(1985)에 따르면, 잠재성분의 차이란 일부 
특정 문맥에서 유의어 간의 대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멈
추다’와 ‘그치다’는 행위가 일단 중단되는 상황을 공통으로 지칭하지만 전자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반면, 후자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이 된다. 

(17) 가. 울음을 멈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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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울음을 멈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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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하다 조용하다
정적 + +

외적인 정적 ± +

     나. 울음을 그치다.

  (17가)는 현재 어떠한 이유에서건 울음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다시 지속될 가능성
이 있고, (17나)는 일단 울음이 중단된 상태로 계속될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다(최
은규 1985:45). 이러한 자질을 지속 가능성(continuative)이라 하면 ‘그치다’와 ‘멈
추다’는 이에 의해 변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예로 ‘춥다-차다’([주관
성] : [객관성]), ‘대다-만지다’([지속성] : [반복성]) 등을 들 수 있다.

가능성의 차이란 유의어들이 서로 다른 가능성을 가져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고요하다’와 ‘조용하다’는 “외부의 소음이나 영향이 없이 잠잠한 상태”라
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전자는 내적, 외적 정적(靜寂)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외적인 정적 상태만을 표현할 수 있다. 즉 ‘조용하다’에 비해, ‘고요하
다’는 “내적인 정적”을 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어가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19)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표4>

  
이 유형의 예로 ‘마르다-여위다’(瘦; ‘마르다’는 외적인 요인과 선천성을, ‘여위다’

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결과만을 표현함)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란 강도(intensity)나 크기(size), 행위의 세기(vigor of 

action) 등 때문에 유의어 간에 의미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상태동사를 수식하
는 정도부사로 ‘퍽’, ‘매우’, ‘아주’, ‘꽤’, ‘자못’ 등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간에 유의
19)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너무나도 유명해서 고요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니 말이다. (외적인 정적)
    가'. 너무나도 유명해서 조용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니 말이다. 
    나. 마음이 호수같이 고요하다. (내적인 정적)
    나'. *마음이 호수같이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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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이 중에 ‘매우’와 ‘아주’는 다른 유의어에 비해 높은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예로 ‘다-모두-죄다’, ‘퍼뜩-문득’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바로’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연구 방법에 따라, 유의어들을 비
교하고 대응하는 유의어 관계 유형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의 의미에 
대해 전방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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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이 중에 ‘매우’와 ‘아주’는 다른 유의어에 비해 높은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예로 ‘다-모두-죄다’, ‘퍼뜩-문득’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바로’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연구 방법에 따라, 유의어들을 비
교하고 대응하는 유의어 관계 유형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의 의미에 
대해 전방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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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로’의 통사적 특징
  본 장에서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의 유형에 따라 ‘바로’의 통사
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성상부사 ‘바로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①~⑤ 의항의 ‘바로’를 ‘바로1’로 지칭하고, 

그리고 각각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그리고 ‘바로1-5’로 세분된다. 비
록 ‘바로1’은 그 의미가 세분되어 있지만 모두 성상부사로서 서로 비슷한 통사적인 
특징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 ‘바로1’의 통사적 특징을 다루려고 한다. 
  먼저 ‘바로1’의 문장에서의 위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래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1’은 문장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문두에 쓰일 수도 있
고, 예문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장 중간, 특히 서술어 앞에 나타날 수도 있
다. 성상부사로서 동사만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식을 받는 동사 앞
에 나타난다.

(1) 가. 바로 앉아서 수업에 임해라.
    나. 바로 집으로 들어와라!
    다. 바로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라. 바로 알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마. 바로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2) 가. 아이가 선을 바로 그었다.
    나. 도곡동에서 이촌역 및 주변지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라. 악법을 바로 고치라는 요구가 드높다.
    마. 한국말만 바로 쓰고 살아도 할 말이 끝없는 것 아니겠어?

  
  ‘바로1’은 특별한 문장 유형 제약이 없다. 평서문, 부정문, 감탄문, 명령문,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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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바로1-3’의 경우, 주로 해라체와 공기하여 명령문
에 흔히 나타난다. 아래 예문 (3)은 이를 잘 보여준다. 

(3) 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바로 대라!
    나. 여기서 그렁저렁 치료하겠느냐? 바로 말해라!
    다. 숨길 생각 말고 바로 말해라!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바로1’은 성상부사로서 기본적으로 동사만을 수식하기 때
문에 형용사나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서로 간의 의미 차이 때문에 그들
이 수식하는 동사의 유형이 다르다.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가. 제천에서 평택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있습니다만 1일에 2회입니다
    나. 그 바람에 그녀는 장의 생선가게 부근에 가서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길 건

너편 채소전에서 한동안 동정을 살펴보았다.
    다. 홍콩공항으로 바로 가는 터보젯을 탈 거라, 마카오 페리터미널로!
    라. 하롱베이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롱베이에 있는 마을에 먼저 머무는 방

법을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문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1-2’는 문장에서 주로 ‘로/으로’ 그리고 ‘에/
에서’ 등 처소를 표시하는 격조사와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1-2’는 일반적으로 
이동을 표현하는 ‘가다/오다/들어가다’ 등과 같은 이동동사를 수식한다. 

(5) 가. 숨길 생각 말고 바로 말해라!
    나. 이 눔 죽어 봐라. 초주검이 돼서 반정신이 나가야 바로 불겠냐.
    다. 저를 이토록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니 이제 사실을 바로 아뢸까 하나이다.
    라. 오해하지 않도록 그에게 사실을 바로 전달해야 한다.

  예문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1-3’은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라
는 의미를 가지며, 문장에서 주로 ‘이야기하다/말하다/전달하다/증언하다’ 등 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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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로’의 통사적 특징
  본 장에서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의 유형에 따라 ‘바로’의 통사
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성상부사 ‘바로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①~⑤ 의항의 ‘바로’를 ‘바로1’로 지칭하고, 

그리고 각각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그리고 ‘바로1-5’로 세분된다. 비
록 ‘바로1’은 그 의미가 세분되어 있지만 모두 성상부사로서 서로 비슷한 통사적인 
특징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 ‘바로1’의 통사적 특징을 다루려고 한다. 
  먼저 ‘바로1’의 문장에서의 위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래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1’은 문장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문두에 쓰일 수도 있
고, 예문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장 중간, 특히 서술어 앞에 나타날 수도 있
다. 성상부사로서 동사만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식을 받는 동사 앞
에 나타난다.

(1) 가. 바로 앉아서 수업에 임해라.
    나. 바로 집으로 들어와라!
    다. 바로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라. 바로 알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마. 바로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2) 가. 아이가 선을 바로 그었다.
    나. 도곡동에서 이촌역 및 주변지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라. 악법을 바로 고치라는 요구가 드높다.
    마. 한국말만 바로 쓰고 살아도 할 말이 끝없는 것 아니겠어?

  
  ‘바로1’은 특별한 문장 유형 제약이 없다. 평서문, 부정문, 감탄문, 명령문,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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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바로1-3’의 경우, 주로 해라체와 공기하여 명령문
에 흔히 나타난다. 아래 예문 (3)은 이를 잘 보여준다. 

(3) 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바로 대라!
    나. 여기서 그렁저렁 치료하겠느냐? 바로 말해라!
    다. 숨길 생각 말고 바로 말해라!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바로1’은 성상부사로서 기본적으로 동사만을 수식하기 때
문에 형용사나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서로 간의 의미 차이 때문에 그들
이 수식하는 동사의 유형이 다르다.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가. 제천에서 평택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있습니다만 1일에 2회입니다
    나. 그 바람에 그녀는 장의 생선가게 부근에 가서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길 건

너편 채소전에서 한동안 동정을 살펴보았다.
    다. 홍콩공항으로 바로 가는 터보젯을 탈 거라, 마카오 페리터미널로!
    라. 하롱베이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롱베이에 있는 마을에 먼저 머무는 방

법을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문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1-2’는 문장에서 주로 ‘로/으로’ 그리고 ‘에/
에서’ 등 처소를 표시하는 격조사와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1-2’는 일반적으로 
이동을 표현하는 ‘가다/오다/들어가다’ 등과 같은 이동동사를 수식한다. 

(5) 가. 숨길 생각 말고 바로 말해라!
    나. 이 눔 죽어 봐라. 초주검이 돼서 반정신이 나가야 바로 불겠냐.
    다. 저를 이토록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니 이제 사실을 바로 아뢸까 하나이다.
    라. 오해하지 않도록 그에게 사실을 바로 전달해야 한다.

  예문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1-3’은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라
는 의미를 가지며, 문장에서 주로 ‘이야기하다/말하다/전달하다/증언하다’ 등 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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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결합하여 나타난다.20) 즉 ‘바로1-3’은 일반적으로 발화 상황을 표현하는 발화동
사를 수식한다. 

(6) 가. 한복을 바로 입어야 한다.
    나. 태권도인 수련할 때 도복을 단정히 여미고 띠를 바로 매는 등의 몸가짐은 

마음을 닦으며 예를 실천하는 행위이다. 
    다. 자넨 사대부가의 자제로써 어찌 의관을 바로 하지 않는가?
    라. 나는 모자를 바로 쓰고 있잖아, 너도 다시 써!

  ‘바로1-5’는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나지 아니하게’라는 것을 
의미하여 다른 동사도 수식 가능하지만,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끼다/달다/
매다/메다/신다/쓰다/입다’ 등 의관 착용(衣冠 着用)을 표현하는 착용동사와 결합하
여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는 모두 성상
부사로서 동사만을 수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바로1-2’는 주로 이동동사를, ‘바로
1-3’은 주로 발화동사를, ‘바로1-5’는 주로 착용동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바로1’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의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7가~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1’은 문장에서 주체 높
임 선어말어미 ‘-시-’와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거짓이나 꾸
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 쓰이는 ‘바로1-3’은 문법적으로 '-시-'와의 통합이 가
능하지만 지시적인 느낌이 있어, 주로 명령문 등에 쓰이고 윗사람에게는 대체로 사
용하지 않는다.  

(7) 가. 담을 바로 쌓으셨네요.
    나. 댁에서 바로 오시는 거죠?
    다. ?숨기지 말고 그 사실을 바로 얘기하십시오. 

20) 조경순(2009)에서는 “발화는 일반적으로 구두 언어로 실현된 언어를 말하는데, 국어 문장에서 
발화상황을 표현하는 어휘는 발화동사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해당하는 동사는 ’강요하다, 강조
하다, 건의하다, 이야기하다, 전하다, 증언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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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계시는 대로 바로 말씀하십시오.
    라. 마음을 바로 잡고 흩어진 나라의 기강을 한번 바로 잡아 봅시다.
    마. 한복을 바로 입으셔야 한다.

  또 ‘바로1’은 1·2·3 인칭이나 과거·현재·미래 시제와 모두 어울려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칭이나 시제의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로1’의 하위 의항들도 
모두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사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문
장 전체의 의미값(semantic value)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생략 후에 원래 문장에 비
해 의미 변화가 발생한다.

3.2. 초점부사 ‘바로2’
  ‘바로2’는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소 특이
한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바로2’의 문장에서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바로2’는 문장에서 주로 ‘A가 
바로 B이다’와 같은 구문으로 나타나는데, 아래 예문 (8)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8) 가. 오늘은 바로 내 생일이다.
    나. 국어 선생님이 바로 우리 담임선생님이다. 
    다. 청소년의 미래가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

  예문 (8)에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된 바와 같이, 구문 “A가 바로 B이다”의 “A”에 
해당하는 것은 (8가)에서는 ‘오늘’, (8나)에서는 ‘국어 산생님’, (8다)에서는 ‘청소년
의 미래’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은 (8가)에서는 ‘내 생일’, (8나)에서는 ‘우리 담임
선생님’, (8다)에서는 ‘나라의 미래’이다. 이러한 구문에서 종종 “A”는 생략되기도 
한다. 

(9) 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나. (그 살인 사건은) 바로 11년 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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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결합하여 나타난다.20) 즉 ‘바로1-3’은 일반적으로 발화 상황을 표현하는 발화동
사를 수식한다. 

(6) 가. 한복을 바로 입어야 한다.
    나. 태권도인 수련할 때 도복을 단정히 여미고 띠를 바로 매는 등의 몸가짐은 

마음을 닦으며 예를 실천하는 행위이다. 
    다. 자넨 사대부가의 자제로써 어찌 의관을 바로 하지 않는가?
    라. 나는 모자를 바로 쓰고 있잖아, 너도 다시 써!

  ‘바로1-5’는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나지 아니하게’라는 것을 
의미하여 다른 동사도 수식 가능하지만,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끼다/달다/
매다/메다/신다/쓰다/입다’ 등 의관 착용(衣冠 着用)을 표현하는 착용동사와 결합하
여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는 모두 성상
부사로서 동사만을 수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바로1-2’는 주로 이동동사를, ‘바로
1-3’은 주로 발화동사를, ‘바로1-5’는 주로 착용동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바로1’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의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7가~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1’은 문장에서 주체 높
임 선어말어미 ‘-시-’와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거짓이나 꾸
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 쓰이는 ‘바로1-3’은 문법적으로 '-시-'와의 통합이 가
능하지만 지시적인 느낌이 있어, 주로 명령문 등에 쓰이고 윗사람에게는 대체로 사
용하지 않는다.  

(7) 가. 담을 바로 쌓으셨네요.
    나. 댁에서 바로 오시는 거죠?
    다. ?숨기지 말고 그 사실을 바로 얘기하십시오. 

20) 조경순(2009)에서는 “발화는 일반적으로 구두 언어로 실현된 언어를 말하는데, 국어 문장에서 
발화상황을 표현하는 어휘는 발화동사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해당하는 동사는 ’강요하다, 강조
하다, 건의하다, 이야기하다, 전하다, 증언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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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계시는 대로 바로 말씀하십시오.
    라. 마음을 바로 잡고 흩어진 나라의 기강을 한번 바로 잡아 봅시다.
    마. 한복을 바로 입으셔야 한다.

  또 ‘바로1’은 1·2·3 인칭이나 과거·현재·미래 시제와 모두 어울려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칭이나 시제의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로1’의 하위 의항들도 
모두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사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문
장 전체의 의미값(semantic value)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생략 후에 원래 문장에 비
해 의미 변화가 발생한다.

3.2. 초점부사 ‘바로2’
  ‘바로2’는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소 특이
한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바로2’의 문장에서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바로2’는 문장에서 주로 ‘A가 
바로 B이다’와 같은 구문으로 나타나는데, 아래 예문 (8)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8) 가. 오늘은 바로 내 생일이다.
    나. 국어 선생님이 바로 우리 담임선생님이다. 
    다. 청소년의 미래가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

  예문 (8)에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된 바와 같이, 구문 “A가 바로 B이다”의 “A”에 
해당하는 것은 (8가)에서는 ‘오늘’, (8나)에서는 ‘국어 산생님’, (8다)에서는 ‘청소년
의 미래’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은 (8가)에서는 ‘내 생일’, (8나)에서는 ‘우리 담임
선생님’, (8다)에서는 ‘나라의 미래’이다. 이러한 구문에서 종종 “A”는 생략되기도 
한다. 

(9) 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나. (그 살인 사건은) 바로 11년 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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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9)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바와 같이 (9가)에서의 “A”는 ‘이에 대해 합리
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 (9나)에서의 “A”는 ‘그 살인 사건’에 해당하는데, 이 
때 괄호 안의 성분, 즉 “A”는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B”에 해당하는 것은 (9가)에
서는 ‘그 사람’, (9나)에서는 ‘11년 전의 일’이다. 
  이상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2’는 문장에서의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라
고 할 수가 없다. 초점부사로서의 ‘바로2’는 주로 문장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대상 앞
에서만 쓰이고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10) 가. 바로 그 때 강호가 소리쳤다.
     가'. 그 때, 바로 강호가 소리쳤다.

  예문 (10가, 가')에서는 ‘그 때’와 ‘강호’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미 
차이가 생긴다. (10가)의 경우, ‘바로2’는 “다른 시각이 아닌 곧 그 때”를 강조하는 
것이고, (10가')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곧 강호”를 강조하고 있다. 즉 ‘바로2’의 
위치 변화로 인해 문장 전체의 의미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2’가 쓰이는 “A가 바로 B이다”라는 구문 내에서는, ‘바로2’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여전히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타난다.  

(11) 가. 바로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오늘이 바로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바로 가장 젊고 예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바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11가~라)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은 ‘오늘’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은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날’이다. (11가)의 경우, ‘바로2’는 ‘바로 A가 B이다’의 순
서로 나타나고, (11나)의 경우, ‘바로2’는 ‘A가 바로 B이다’의 순서로 나타난다. 한
편,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은 모두 다 ‘날’을 수식하는 것이고, 이 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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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통일체, 즉 “B”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상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2’가 “B”의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된다. 
  이에 대해 다음 예문 (1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12)에서 “A”에 해
당하는 것은 ‘그것’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은 ‘사랑의 힘’이다. (11)과 마찬가지로 
“A가 바로 B이다”, “바로 A가 B이다”와 같은 문장은 성립하지만, ‘바로2’가 “B”의 내
부로 들어가는 경우, 즉 (12다)와 같이 ‘사랑의 바로 힘’은 성립하지 않는다.  

(12) 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나. 바로 그것은 사랑의 힘이다.
     다. *그것은 사랑의 바로 힘이다.

  ‘바로2’는 아래 (13)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체언만을 수식한다. (13가~다)
에서 ‘바로2’가 각각 ‘그녀’, ‘주체사상의 요구’, ‘시설비’와 같은 명사 혹은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다. 예문 (14)는 ‘바로2’가 형용사 및 동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보인 것
이다.21) 

(13) 가. 내가 찾아 온 것은 바다가 아니고 바로 그녀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나.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이다.
     다. 이런 것을 사들이거나 새로 짓는 데 드는 돈이 바로 시설비이다.
(14) 가. *바로 예쁜 소녀
     나. *바로 {도망쳤다/도망쳤다는 사실이다} (‘다름이 아니라 곧’의 의미로는 성

립하지 않음)

  그러나 아래 (15)와 같이, ‘바로2’ 뒤에 형용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때 ‘바로2’는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1) ‘바로2’는 기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지만 예외 현상이 있다. ‘국제대회가 바로 그렇다’와 같은 
문장에서 ‘바로2’는 ‘이렇다/그렇다/저렇다’ 등의 지시 용언을 수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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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9)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바와 같이 (9가)에서의 “A”는 ‘이에 대해 합리
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 (9나)에서의 “A”는 ‘그 살인 사건’에 해당하는데, 이 
때 괄호 안의 성분, 즉 “A”는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B”에 해당하는 것은 (9가)에
서는 ‘그 사람’, (9나)에서는 ‘11년 전의 일’이다. 
  이상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2’는 문장에서의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라
고 할 수가 없다. 초점부사로서의 ‘바로2’는 주로 문장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대상 앞
에서만 쓰이고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10) 가. 바로 그 때 강호가 소리쳤다.
     가'. 그 때, 바로 강호가 소리쳤다.

  예문 (10가, 가')에서는 ‘그 때’와 ‘강호’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미 
차이가 생긴다. (10가)의 경우, ‘바로2’는 “다른 시각이 아닌 곧 그 때”를 강조하는 
것이고, (10가')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곧 강호”를 강조하고 있다. 즉 ‘바로2’의 
위치 변화로 인해 문장 전체의 의미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2’가 쓰이는 “A가 바로 B이다”라는 구문 내에서는, ‘바로2’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여전히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타난다.  

(11) 가. 바로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오늘이 바로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바로 가장 젊고 예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바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11가~라)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은 ‘오늘’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은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날’이다. (11가)의 경우, ‘바로2’는 ‘바로 A가 B이다’의 순
서로 나타나고, (11나)의 경우, ‘바로2’는 ‘A가 바로 B이다’의 순서로 나타난다. 한
편,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은 모두 다 ‘날’을 수식하는 것이고, 이 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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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통일체, 즉 “B”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상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2’가 “B”의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된다. 
  이에 대해 다음 예문 (1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12)에서 “A”에 해
당하는 것은 ‘그것’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은 ‘사랑의 힘’이다. (11)과 마찬가지로 
“A가 바로 B이다”, “바로 A가 B이다”와 같은 문장은 성립하지만, ‘바로2’가 “B”의 내
부로 들어가는 경우, 즉 (12다)와 같이 ‘사랑의 바로 힘’은 성립하지 않는다.  

(12) 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나. 바로 그것은 사랑의 힘이다.
     다. *그것은 사랑의 바로 힘이다.

  ‘바로2’는 아래 (13)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체언만을 수식한다. (13가~다)
에서 ‘바로2’가 각각 ‘그녀’, ‘주체사상의 요구’, ‘시설비’와 같은 명사 혹은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다. 예문 (14)는 ‘바로2’가 형용사 및 동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보인 것
이다.21) 

(13) 가. 내가 찾아 온 것은 바다가 아니고 바로 그녀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나.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이다.
     다. 이런 것을 사들이거나 새로 짓는 데 드는 돈이 바로 시설비이다.
(14) 가. *바로 예쁜 소녀
     나. *바로 {도망쳤다/도망쳤다는 사실이다} (‘다름이 아니라 곧’의 의미로는 성

립하지 않음)

  그러나 아래 (15)와 같이, ‘바로2’ 뒤에 형용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때 ‘바로2’는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1) ‘바로2’는 기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지만 예외 현상이 있다. ‘국제대회가 바로 그렇다’와 같은 
문장에서 ‘바로2’는 ‘이렇다/그렇다/저렇다’ 등의 지시 용언을 수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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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할머니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예쁜 소녀 XXX이다.

  예문 (15)에서 ‘바로2’는 형용사 ‘예쁘다’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명사구 ‘예쁜 소녀 
XXX’를 꾸미므로 실질적인 수식 대상은 결국 명사구이다. 이러한 구문에서 보통 ‘바
로2’ 뒤에는 쉼표 혹은 운율적 휴지(休止)가 생긴다. (15)의 예로써 구체적인 수식 
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4> 

  ‘바로2’는 문장에서 특정한 요소를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문장 전체의 의미값에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 ‘바로2’는 의미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이러한 특징은 (16)의 예문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6) 가.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화학이다.
     가'.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다.
     나.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 때문이다.
     나'.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이 소리 때문이다.

  ‘바로2’는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라는 의미를 가지며, 화자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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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언’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바로2’는 긍정의 영역에 속하여 뒤에 긍정문
은 올 수 있으나 부정문은 올 수가 없다. 아래 (1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7가'), 
(17나')에서 ‘바로2’가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17) 가. 내가 말했던 게 바로 저거야!
     가'. *내가 말했던 게 바로 저거 아니야!
     나.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다.
     나'.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 아니다.

  또 ‘바로2’는 다른 부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편 평서문, 감탄문, 의
문문 등에서는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장 유형의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3.3. 시간부사 ‘바로3’

  ‘바로3’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의미를 의미하여, ‘바로2’보다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문두에 쓰이기도 하고 문장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
다. 

(18) 가. 바로 회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회의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바로 지금,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나'.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나''. 지금 이 번호로 바로 전화하세요.

  (18가, 나)는 ‘바로3’이 문두에 쓰인 예이다. (18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3’은 다른 부사와 나란히 나타날 수도 있고, (18가', 나'')에서처럼 서술어 앞에도 나
타날 수 있다. 
  ‘바로3’은 다른 부사와 같이 쓰일 수 있지만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 때 ‘바로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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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할머니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예쁜 소녀 XXX이다.

  예문 (15)에서 ‘바로2’는 형용사 ‘예쁘다’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명사구 ‘예쁜 소녀 
XXX’를 꾸미므로 실질적인 수식 대상은 결국 명사구이다. 이러한 구문에서 보통 ‘바
로2’ 뒤에는 쉼표 혹은 운율적 휴지(休止)가 생긴다. (15)의 예로써 구체적인 수식 
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4> 

  ‘바로2’는 문장에서 특정한 요소를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문장 전체의 의미값에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 ‘바로2’는 의미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이러한 특징은 (16)의 예문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6) 가.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화학이다.
     가'.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다.
     나.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 때문이다.
     나'.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이 소리 때문이다.

  ‘바로2’는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라는 의미를 가지며, 화자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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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언’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바로2’는 긍정의 영역에 속하여 뒤에 긍정문
은 올 수 있으나 부정문은 올 수가 없다. 아래 (1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7가'), 
(17나')에서 ‘바로2’가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17) 가. 내가 말했던 게 바로 저거야!
     가'. *내가 말했던 게 바로 저거 아니야!
     나.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다.
     나'.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 아니다.

  또 ‘바로2’는 다른 부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편 평서문, 감탄문, 의
문문 등에서는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장 유형의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3.3. 시간부사 ‘바로3’

  ‘바로3’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의미를 의미하여, ‘바로2’보다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문두에 쓰이기도 하고 문장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
다. 

(18) 가. 바로 회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회의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바로 지금,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나'.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나''. 지금 이 번호로 바로 전화하세요.

  (18가, 나)는 ‘바로3’이 문두에 쓰인 예이다. (18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3’은 다른 부사와 나란히 나타날 수도 있고, (18가', 나'')에서처럼 서술어 앞에도 나
타날 수 있다. 
  ‘바로3’은 다른 부사와 같이 쓰일 수 있지만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 때 ‘바로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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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곧’, ‘금방’, ‘즉각’ 등 자기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간격”을 강조하는 시간부
사와만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래 (19)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 가. 이 필름을 아연판에서 강한 전기 열로 굽고, 아연판에 사진 박히듯이 찍히
면 곧 바로 인쇄에 들어간다.

     가'. 먼저 가세요, 저도 바로 곧 가겠습니다.
     나. 리포트 피드백이 바로 금방 날아오네!
     다. 판매금지 바로 즉각 시켜버리네요.

  또한 제4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바로3’은 “앞뒤 두 동작 혹은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거나 매우 짧다”,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뜻으로 쓰일 때, 아래 (20)과 같이,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자마자’, ‘-고 나서’, ‘후에’ 등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 
쓰인다. 

(20) 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핸드폰으로 카페 들어오는데요.
     나. 오늘 입금하고 나서 바로 일시 품절이 되었다면요.
     다. 경매 낙찰 후에 바로 매매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뜻인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다”, 즉 말
하고 있는 시점부터 조금 후를 의미할 때에는 주로 미래 시제와 어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한 의도, 추측, 다짐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가. 가능만 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또한 ‘바로3’은 기본적으로 동사만을 수식하며 형용사나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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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3’은 “이전에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행위와 다른 것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
를 포함하여 동적(動的)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형용사·명사 등과는 어울리지 않
는다.
  다음으로 ‘바로3’이 생략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로3’은 “시간적
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을 의미하여 의미적으로는 문장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즉 ‘바로3’은 통사적으로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문장 전체의 의미값에 영
향을 미친다.

(22) 가. 그는 학위를 마치고 바로 회사에 취직하였다.
     가'. 그는 학위를 마치고 회사에 취직하였다.
     나. 피드백 바로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 피드백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2가')의 경우, ‘바로3’을 생략해도 여전히 문장이 성립하지만, (22가)의 원래 문
장과 다른 의미의 변화가 발생한다. (22가)에서는 ‘바로3’을 통해 “그는 졸업과 취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22가')에서는 
‘바로3’의 생략으로 인해 이러한 의미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22나')의 경우, ‘바로
3’이 생략된 후에 “아주 조금 후에”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효과
가 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3’은 1·2·3 인칭, 그리고 과거·현재·미래 시제와 모두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인칭이나 시제의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로3’은 특별한 문장 유형의 제
약이 없다. 아래 (23)은 각각 평서문, 부정문, 감탄문, 명령문, 의문문 등에서 ‘바로
3’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예이다. 

(23) 가. 철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출발했다. (평서문)
     가'. 철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부정문)
     나. 리포트 피드백이 바로 금방 날아오네! (감탄문)
     다. 집에 돌아가면 바로 연락해라!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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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곧’, ‘금방’, ‘즉각’ 등 자기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간격”을 강조하는 시간부
사와만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래 (19)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 가. 이 필름을 아연판에서 강한 전기 열로 굽고, 아연판에 사진 박히듯이 찍히
면 곧 바로 인쇄에 들어간다.

     가'. 먼저 가세요, 저도 바로 곧 가겠습니다.
     나. 리포트 피드백이 바로 금방 날아오네!
     다. 판매금지 바로 즉각 시켜버리네요.

  또한 제4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바로3’은 “앞뒤 두 동작 혹은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거나 매우 짧다”,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뜻으로 쓰일 때, 아래 (20)과 같이,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자마자’, ‘-고 나서’, ‘후에’ 등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 
쓰인다. 

(20) 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핸드폰으로 카페 들어오는데요.
     나. 오늘 입금하고 나서 바로 일시 품절이 되었다면요.
     다. 경매 낙찰 후에 바로 매매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뜻인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다”, 즉 말
하고 있는 시점부터 조금 후를 의미할 때에는 주로 미래 시제와 어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한 의도, 추측, 다짐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가. 가능만 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또한 ‘바로3’은 기본적으로 동사만을 수식하며 형용사나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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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3’은 “이전에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행위와 다른 것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
를 포함하여 동적(動的)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형용사·명사 등과는 어울리지 않
는다.
  다음으로 ‘바로3’이 생략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로3’은 “시간적
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을 의미하여 의미적으로는 문장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즉 ‘바로3’은 통사적으로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문장 전체의 의미값에 영
향을 미친다.

(22) 가. 그는 학위를 마치고 바로 회사에 취직하였다.
     가'. 그는 학위를 마치고 회사에 취직하였다.
     나. 피드백 바로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 피드백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2가')의 경우, ‘바로3’을 생략해도 여전히 문장이 성립하지만, (22가)의 원래 문
장과 다른 의미의 변화가 발생한다. (22가)에서는 ‘바로3’을 통해 “그는 졸업과 취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22가')에서는 
‘바로3’의 생략으로 인해 이러한 의미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22나')의 경우, ‘바로
3’이 생략된 후에 “아주 조금 후에”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효과
가 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3’은 1·2·3 인칭, 그리고 과거·현재·미래 시제와 모두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인칭이나 시제의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로3’은 특별한 문장 유형의 제
약이 없다. 아래 (23)은 각각 평서문, 부정문, 감탄문, 명령문, 의문문 등에서 ‘바로
3’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예이다. 

(23) 가. 철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출발했다. (평서문)
     가'. 철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부정문)
     나. 리포트 피드백이 바로 금방 날아오네! (감탄문)
     다. 집에 돌아가면 바로 연락해라!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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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자마자 바로 떠난다니? (의문문)

3.4. 정도부사 ‘바로4’

  ‘바로4’는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라는 의미를 의미한다. 먼저 ‘바로4’
의 정도부사로서의 특징을 밝히도록 한다. 아래 (24)는 흔히 논의되었던 정도부사
의 예문이다.

(24) 가. 그녀가 매우 예쁘다.
     나. 여자는 손으로 뭘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
     다. 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났거든.

  ‘매우’, ‘가장’, ‘아주’ 등의 부사는 전형적인 정도부사로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문장에서 후행하는 상태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성의 정도를 수식한
다. (24가)의 경우,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를, 즉 여자의 예쁜 정도를 표현하여 “그 
여자가 보통보다 더 예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4나)의 경우, ‘가장’은 아름다
움의 정도를 나타내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높은” 혹은 “최고, 최상”이라는 의미
를 지니고 배타적인 특징을 보인다. 김영희(1985)에서는 이를 ‘제일’, ‘더’, ‘더욱’ 등
과 함께 비교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24다)에서의 ‘아주’는 ‘좋다’의 
정도를 수식하여 “보통보다 더”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정도부사는 뒤에 나타난 상태동사 등이 가지고 있는 상태성의 정도를 수식·표현한
다. 
  한편으로 ‘바로4’는 부사어를 수식하여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다. 아래 (25)와 같
이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5) 가. 매우 비싸다. 
     나. 바로 뒤에 있다.   

  (25가)의 경우, 의미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정도성])+성상’와 같은 식으로 분석

- 39 -

된다. (25나)의 경우, 문장 구조가 ‘([정도성]+[성상])+처소 부사어’와 같은 식으
로 분석된다. 이는 아래 (26)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6) 가. 매우: 정도성 (보통보다 더)
     나. 바로: 정도성+성상 (보통보다 더 가까이)

  즉 일반적으로 정도부사는 정도성만 나타낼 수 있는 반면, ‘바로4’는 정도성뿐만 
아니라 성상, 즉 “가깝다”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바로4’는 일반 정도부
사에 비해 “보통보다 더”인 정도성 외에 “가까이”의 성상적인 의미도 함께 첨부함으
로써 본고에서 정도부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바로4’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바로4’는 ‘바로3’과 같이 문장에서
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문두에 쓰이기도 하고 문장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다. 

(27) 가. 바로 뒤에 앉다.
     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못 찾니?
     다. 갈매기가 바로 배 옆에 날고 있다.
     라. 지도에서 천안을 먼저 찾으면 바로 남쪽에서 만나는 산맥은 차령산맥인 것

이다.
     마. 위의 문장 바로 다음에는 다음 문장이 있다.

  (27가, 나)는 ‘바로4’가 문두에 쓰이는 예이다. (27다~마)는 ‘바로4’가 문장 중간
에 쓰이는 것이고 주로 ‘옆에’, ‘남쪽에서’, ‘다음에’ 등 처소 부사어 앞에 나타난다. 
  ‘바로4’는 다른 부사와 결합하는 일이 거의 없다. 처소 부사어 외에, 아래 (28)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4’는 일부 동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와의 결합도 가능하
다는 특징이 보인다. (28가, 나)의 경우, ‘바로4’는 동사 ‘붙다’, ‘인접하다’, ‘맞닿다’, 
‘연결하다’ 등 공간에서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과 결합하
여 나타날 수 있다. (28라)는 형용사 ‘있다’와 같이 쓰이는 경우이고 (28마)는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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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자마자 바로 떠난다니? (의문문)

3.4. 정도부사 ‘바로4’

  ‘바로4’는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라는 의미를 의미한다. 먼저 ‘바로4’
의 정도부사로서의 특징을 밝히도록 한다. 아래 (24)는 흔히 논의되었던 정도부사
의 예문이다.

(24) 가. 그녀가 매우 예쁘다.
     나. 여자는 손으로 뭘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
     다. 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났거든.

  ‘매우’, ‘가장’, ‘아주’ 등의 부사는 전형적인 정도부사로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문장에서 후행하는 상태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성의 정도를 수식한
다. (24가)의 경우,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를, 즉 여자의 예쁜 정도를 표현하여 “그 
여자가 보통보다 더 예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4나)의 경우, ‘가장’은 아름다
움의 정도를 나타내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높은” 혹은 “최고, 최상”이라는 의미
를 지니고 배타적인 특징을 보인다. 김영희(1985)에서는 이를 ‘제일’, ‘더’, ‘더욱’ 등
과 함께 비교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24다)에서의 ‘아주’는 ‘좋다’의 
정도를 수식하여 “보통보다 더”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정도부사는 뒤에 나타난 상태동사 등이 가지고 있는 상태성의 정도를 수식·표현한
다. 
  한편으로 ‘바로4’는 부사어를 수식하여 거리의 가까움을 강조한다. 아래 (25)와 같
이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5) 가. 매우 비싸다. 
     나. 바로 뒤에 있다.   

  (25가)의 경우, 의미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정도성])+성상’와 같은 식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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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5나)의 경우, 문장 구조가 ‘([정도성]+[성상])+처소 부사어’와 같은 식으
로 분석된다. 이는 아래 (26)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6) 가. 매우: 정도성 (보통보다 더)
     나. 바로: 정도성+성상 (보통보다 더 가까이)

  즉 일반적으로 정도부사는 정도성만 나타낼 수 있는 반면, ‘바로4’는 정도성뿐만 
아니라 성상, 즉 “가깝다”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바로4’는 일반 정도부
사에 비해 “보통보다 더”인 정도성 외에 “가까이”의 성상적인 의미도 함께 첨부함으
로써 본고에서 정도부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바로4’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바로4’는 ‘바로3’과 같이 문장에서
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문두에 쓰이기도 하고 문장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다. 

(27) 가. 바로 뒤에 앉다.
     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못 찾니?
     다. 갈매기가 바로 배 옆에 날고 있다.
     라. 지도에서 천안을 먼저 찾으면 바로 남쪽에서 만나는 산맥은 차령산맥인 것

이다.
     마. 위의 문장 바로 다음에는 다음 문장이 있다.

  (27가, 나)는 ‘바로4’가 문두에 쓰이는 예이다. (27다~마)는 ‘바로4’가 문장 중간
에 쓰이는 것이고 주로 ‘옆에’, ‘남쪽에서’, ‘다음에’ 등 처소 부사어 앞에 나타난다. 
  ‘바로4’는 다른 부사와 결합하는 일이 거의 없다. 처소 부사어 외에, 아래 (28)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4’는 일부 동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와의 결합도 가능하
다는 특징이 보인다. (28가, 나)의 경우, ‘바로4’는 동사 ‘붙다’, ‘인접하다’, ‘맞닿다’, 
‘연결하다’ 등 공간에서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과 결합하
여 나타날 수 있다. (28라)는 형용사 ‘있다’와 같이 쓰이는 경우이고 (28마)는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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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앞’ 등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이다. 
 

(28) 가. 이 사람이 인도된 곳은 부엌과 바로 붙은 방이었다.
     나. 바로 인접해 있는 대학 구내에서 농악소리와 함께 함성이 울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 백사장이 바로 맞닿아 있는 데요.
     라. 그 가게는 4번 출구로 나가서 바로 있다.
     마. 우리 집은 걔네 집 바로 옆/뒤/앞이다.

  즉 ‘바로4’는 기본적으로 처소 부사어를 수식하고, 그 외에 일부 동사, 형용사, 위
치를 표시하는 명사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또한 ‘바로4’는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를 의미하여 역시 의미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고 문장 전체의 의미값에 영향을 미친다. 

(29) 가. 바로 옆집에서 불이 난 줄도 몰랐어?
     가'. 옆집에서 불이 난 줄도 몰랐어?
     나. 고향을 바로 지척에 둔 채 그는 죽었다. 
     나'. 고향을 지척에 둔 채 그는 죽었다.

  (29가)의 경우, ‘바로4’를 통해 화자가 말하는 대상이 옆집에서 불이 난 줄 몰랐던 
것에 대한 자기의 회의 및 경악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즉 옆집과의 가까움을 강
조하기를 통해 화자의 이런 태도가 더욱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29가')에서는 ‘바
로4’의 생략으로 인해 이러한 감정 및 태도가 덜 느껴진다. (29나)에서 ‘바로4’는 고
향과의 가까움을 강조하여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는 슬픔을 더욱 부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29나')의 경우, ‘바로4’가 생략된 후에 “고향과 매우 가까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아쉬움과 슬픔의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바로4’는 1·2·3 인칭, 그리고 과거·현재·미래 시제와 모두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인칭이나 시제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바로4’는 특별한 문장 유형
의 제약이 없다. 아래 (30)과 같이 각각 평서문, 부정문, 감탄문, 명령문, 의문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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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부사 초점
부사

시간
부사

정도
부사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 바로2 바로3 바로4

후
행 
요
소

동사 ○ ○ ○ ○ ○ × ○ ○

형용사 × × × × × △ × △
명사 × × × × × ○ × △

생략 가능 
여부 × × × × × ○ × ×

부정문 수식 ○ ○ ○ ○ ○ × ○ ○

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을 보인 예이다. 

(30) 가. 노래의 상대자인 암컷이 바로 옆에 있다. (평서문)
     가'. 노래의 상대자인 암컷이 바로 옆에 있지 않았다. (부정문)
     나. 바로 옆에 백화점 있구나! (감탄문)
     다. 야! 바로 앞에 앉아! (명령문)
     라. 전자레인지 바로 옆에 금붕어어항을 둬도 되나요? (의문문)

3.5. 소결
  지금까지 ‘바로1’(‘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 ‘바로2’, ‘바로
3’, ‘바로4’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로 문장에서의 위치, 문장 유형, 후행요
소, 높임 표현, 생략 가능 여부, 부정문에서의 수식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측면을 통
해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사 ‘바로’의 통사적 특징

○: 가능   ×: 불가    △: 예외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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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앞’ 등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이다. 
 

(28) 가. 이 사람이 인도된 곳은 부엌과 바로 붙은 방이었다.
     나. 바로 인접해 있는 대학 구내에서 농악소리와 함께 함성이 울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 백사장이 바로 맞닿아 있는 데요.
     라. 그 가게는 4번 출구로 나가서 바로 있다.
     마. 우리 집은 걔네 집 바로 옆/뒤/앞이다.

  즉 ‘바로4’는 기본적으로 처소 부사어를 수식하고, 그 외에 일부 동사, 형용사, 위
치를 표시하는 명사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또한 ‘바로4’는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를 의미하여 역시 의미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고 문장 전체의 의미값에 영향을 미친다. 

(29) 가. 바로 옆집에서 불이 난 줄도 몰랐어?
     가'. 옆집에서 불이 난 줄도 몰랐어?
     나. 고향을 바로 지척에 둔 채 그는 죽었다. 
     나'. 고향을 지척에 둔 채 그는 죽었다.

  (29가)의 경우, ‘바로4’를 통해 화자가 말하는 대상이 옆집에서 불이 난 줄 몰랐던 
것에 대한 자기의 회의 및 경악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즉 옆집과의 가까움을 강
조하기를 통해 화자의 이런 태도가 더욱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29가')에서는 ‘바
로4’의 생략으로 인해 이러한 감정 및 태도가 덜 느껴진다. (29나)에서 ‘바로4’는 고
향과의 가까움을 강조하여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는 슬픔을 더욱 부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29나')의 경우, ‘바로4’가 생략된 후에 “고향과 매우 가까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아쉬움과 슬픔의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바로4’는 1·2·3 인칭, 그리고 과거·현재·미래 시제와 모두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인칭이나 시제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바로4’는 특별한 문장 유형
의 제약이 없다. 아래 (30)과 같이 각각 평서문, 부정문, 감탄문, 명령문, 의문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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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부사 초점
부사

시간
부사

정도
부사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 바로2 바로3 바로4

후
행 
요
소

동사 ○ ○ ○ ○ ○ × ○ ○

형용사 × × × × × △ × △
명사 × × × × × ○ × △

생략 가능 
여부 × × × × × ○ × ×

부정문 수식 ○ ○ ○ ○ ○ × ○ ○

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을 보인 예이다. 

(30) 가. 노래의 상대자인 암컷이 바로 옆에 있다. (평서문)
     가'. 노래의 상대자인 암컷이 바로 옆에 있지 않았다. (부정문)
     나. 바로 옆에 백화점 있구나! (감탄문)
     다. 야! 바로 앞에 앉아! (명령문)
     라. 전자레인지 바로 옆에 금붕어어항을 둬도 되나요? (의문문)

3.5. 소결
  지금까지 ‘바로1’(‘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 ‘바로2’, ‘바로
3’, ‘바로4’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로 문장에서의 위치, 문장 유형, 후행요
소, 높임 표현, 생략 가능 여부, 부정문에서의 수식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측면을 통
해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사 ‘바로’의 통사적 특징

○: 가능   ×: 불가    △: 예외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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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로’의 의미적 특징
  앞서 제3장에서는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라는 유형에 따라 ‘바
로’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바로’의 의미를 세분화하여, ‘바
로1’, ‘바로2’, ‘바로3’, ‘바로4’ 각각의 의미 특징을 밝히고, 유의어 분석을 통해 ‘바로’
의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윤평현(2008:221)에서 단어를 통한 의미의 
전달은 근본적으로 문장에 의존한다고 한 바 있는데, 본 장에서는 주로 예문을 바탕
으로 각각의 ‘바로’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4.1. 성상부사 ‘바로’
4.1.1. 성상부사 ‘바로’의 의미

  성상부사 ‘바로1’은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로 세분된다. 
먼저 ‘바로1-1’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바로1-1’은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라는 뜻을 의미한다. 시각과 관련
된 의미를 가지므로, 민현식(1992)에서 제시된 성상부사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감
각성 성상부사에 속한다. ‘바로1-1’의 예문은 아래 (1), (2)와 같다.    

(1) 가. 선을 바로 긋다/나무가 바로 자라다/줄을 바로 세우다
    나. 바로 앉다/바로 서다/몸을 바로 가누다/고개를 바로 들다    
(2) 바로 보다/바로 나가다

  ‘바로1-1’은 선이나 나무, 줄 등 구체적인 사물의 곧은 모양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 
추상적인, 즉 보이지 않은 것들의 곧은 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다. 예문 (2)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시선이나 노선 등의 ‘곧음’을 ‘바로1-1’로 수식·표현할 수 있다. 이 
외에 ‘바로1-1’은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무정물(無情物)인지 유정물(有情物)인지와 
상관없이 나무나 노선, 그리고 사람 등과 어울려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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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의 경우,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낼 수도 있다
(정병철 2011). 예를 들어, (1나)에서 ‘바로 앉다’는 사람이 의자 등에서 앉아 허리
를 쭉 펴는 모양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도 나타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태도나 내적 정서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대체로 신체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바로 앉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사람의 공손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외에 ‘바로 서다, 고개를 바로 들다’도 이
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 ‘바로1-1’과 형용사 ‘바르다’를 비교해 보자. ‘바르다’는 “겉으로 보기에 비뚤
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를 의미할 때, ‘바로1-1’과 유의관계를 이룬다. 이현희
(2005)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 부사 ‘바로’는 중세 한국어에서 ‘바’로 나타나던 것
이고, ‘바’는 용언 ‘바-’에서 영파생에 의해 형성된 부사라고 하였다. 물론 현대 
한국어에서의 ‘바로’와 ‘바르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 따로 발전해 왔는지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 두 단어가 밀접한 의미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김창섭(1985)에서는 ‘바르다’, ‘곧다’ 등 시각형용사를 다룬 바 있다. 김창섭
(1985)에 따르면, ‘바르다’와 ‘곧다’는 모두 [+곧음]의 의미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바르다’는 “기준에 대해서”라는 의미, 즉 [+기준]의 의미성분을 함의하는 반면, 
‘곧다’는 이런 의미성분을 함의하지 않는다.22) 마찬가지로 ‘바로1-1’도 ‘바르다’와 같
이, 땅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그에 비해 수직 혹은 수평 방향의 곧음을 의미한다.

(3) 가. 현관에 구두를 바로 놓았다.
    나. 바로 앉아서 수업에 임해라!

22) 김창섭(1985)에서 아래 (ㄱ~ㄴ)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곧
다’는 면으로나 입체적으로는 ‘곧을’ 수 없고, 선으로만 ‘곧을’ 수 있다. 반면 ‘바르다’는 입체적으
로는 바를 수 없고, 선적으로, 면적으로 ‘바를’ 수 있는데, ‘바른 선’은 ‘곧은 선을’, ‘바른 면’은 
‘평평한 면’을 함의한다. 

ㄱ. a. {철사가, 기둥이} 곧다.
    b. *벽이 곧다.
    c. *상자가 곧다.
ㄴ. a. {선이, 기둥이} 바르다.
    b. {벽이, 바닥이} 바르다.
    c. *공이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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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로’의 의미적 특징
  앞서 제3장에서는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라는 유형에 따라 ‘바
로’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바로’의 의미를 세분화하여, ‘바
로1’, ‘바로2’, ‘바로3’, ‘바로4’ 각각의 의미 특징을 밝히고, 유의어 분석을 통해 ‘바로’
의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윤평현(2008:221)에서 단어를 통한 의미의 
전달은 근본적으로 문장에 의존한다고 한 바 있는데, 본 장에서는 주로 예문을 바탕
으로 각각의 ‘바로’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4.1. 성상부사 ‘바로’
4.1.1. 성상부사 ‘바로’의 의미

  성상부사 ‘바로1’은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로 세분된다. 
먼저 ‘바로1-1’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바로1-1’은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라는 뜻을 의미한다. 시각과 관련
된 의미를 가지므로, 민현식(1992)에서 제시된 성상부사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감
각성 성상부사에 속한다. ‘바로1-1’의 예문은 아래 (1), (2)와 같다.    

(1) 가. 선을 바로 긋다/나무가 바로 자라다/줄을 바로 세우다
    나. 바로 앉다/바로 서다/몸을 바로 가누다/고개를 바로 들다    
(2) 바로 보다/바로 나가다

  ‘바로1-1’은 선이나 나무, 줄 등 구체적인 사물의 곧은 모양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 
추상적인, 즉 보이지 않은 것들의 곧은 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다. 예문 (2)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시선이나 노선 등의 ‘곧음’을 ‘바로1-1’로 수식·표현할 수 있다. 이 
외에 ‘바로1-1’은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무정물(無情物)인지 유정물(有情物)인지와 
상관없이 나무나 노선, 그리고 사람 등과 어울려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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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의 경우,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낼 수도 있다
(정병철 2011). 예를 들어, (1나)에서 ‘바로 앉다’는 사람이 의자 등에서 앉아 허리
를 쭉 펴는 모양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도 나타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태도나 내적 정서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대체로 신체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바로 앉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사람의 공손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외에 ‘바로 서다, 고개를 바로 들다’도 이
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 ‘바로1-1’과 형용사 ‘바르다’를 비교해 보자. ‘바르다’는 “겉으로 보기에 비뚤
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를 의미할 때, ‘바로1-1’과 유의관계를 이룬다. 이현희
(2005)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 부사 ‘바로’는 중세 한국어에서 ‘바’로 나타나던 것
이고, ‘바’는 용언 ‘바-’에서 영파생에 의해 형성된 부사라고 하였다. 물론 현대 
한국어에서의 ‘바로’와 ‘바르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 따로 발전해 왔는지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 두 단어가 밀접한 의미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김창섭(1985)에서는 ‘바르다’, ‘곧다’ 등 시각형용사를 다룬 바 있다. 김창섭
(1985)에 따르면, ‘바르다’와 ‘곧다’는 모두 [+곧음]의 의미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바르다’는 “기준에 대해서”라는 의미, 즉 [+기준]의 의미성분을 함의하는 반면, 
‘곧다’는 이런 의미성분을 함의하지 않는다.22) 마찬가지로 ‘바로1-1’도 ‘바르다’와 같
이, 땅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그에 비해 수직 혹은 수평 방향의 곧음을 의미한다.

(3) 가. 현관에 구두를 바로 놓았다.
    나. 바로 앉아서 수업에 임해라!

22) 김창섭(1985)에서 아래 (ㄱ~ㄴ)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곧
다’는 면으로나 입체적으로는 ‘곧을’ 수 없고, 선으로만 ‘곧을’ 수 있다. 반면 ‘바르다’는 입체적으
로는 바를 수 없고, 선적으로, 면적으로 ‘바를’ 수 있는데, ‘바른 선’은 ‘곧은 선을’, ‘바른 면’은 
‘평평한 면’을 함의한다. 

ㄱ. a. {철사가, 기둥이} 곧다.
    b. *벽이 곧다.
    c. *상자가 곧다.
ㄴ. a. {선이, 기둥이} 바르다.
    b. {벽이, 바닥이} 바르다.
    c. *공이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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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3가)의 경우, 현관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기준으로 삼아 일반적으로 
신발이 문턱과 직각(直角)을 이루는 경우를 뜻한다. (3나)의 경우, 상체가 땅이나 
의자에 대해 직각을 이룬다고 해석된다. 또한 ‘바로1-1’은 선의 곧음 외에도 면(面)
의 곧음을 수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로1-1’은 벽, 담 등 2차원적 평면을 수식하
여 ‘평평한 면’을 함의할 수 있다. 아래 예문 (4)는 이를 잘 보여준다. 

(4) 담을 바로 쌓아라!  

  다음으로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을 의미하는 ‘바로
1-2’를 살펴보겠다. ‘바로1-2’는 주로 인간 등의 외면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현식(1992)에서 제시된 성상부사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존재성 성상부사
에 속한다. 
  ‘바로1-2’는 문장에서 보통 ‘로/으로’, ‘에/에서’ 등 처소를 표시하는 격조사와 함께 
나타나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 지체 없는 이동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 
(5)와 같다.    

(5) 가. 오락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갔다.
    나. 그 물건은 나에게 바로 오지 않고 그녀를 통해서 왔다.
    다. 그는 회사가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술집에 들렀다.
    라. 학교에서 바로 집으로 왔다.

 
  (5가)의 경우, ‘바로1-2’를 통해 오락실에 들르지 않고 직접 학교로 가는 경로를 
표현하고 있다. (5나)에서 ‘바로1-2’는 사물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직접 그녀에게 전
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5다, 라)도 회사와 학교로부터 집으로 곧장 
연결하는 경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바로1-2’는 두 공간 사이의 직
접적인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1-2’는 비록 ‘노선의 곧음’을 의미할 때의 ‘바로1-1’과 혼동될 수 있지만 의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하나의 의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바로1-1’은 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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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초점을 두고 한 방향으로 굽지 않고 직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반면 ‘바로
1-2’는 이동의 경로, 즉 움직일 때 출발점과 도착점 간의 직선적 경로에 초점을 두고 
다른 공간으로 지체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로1-2’는 “시간상의 
낭비 없이”라는 의미, 즉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만 ‘바로1-1’은 그런 요소가 
없다.
  세 번째 ‘바로1-3’은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의미하여 ‘솔직하게, 사실
대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바로1-3’은 진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민현식(1992)에서 
제시한 성상부사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평가성 성상부사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예문
은 아래 (6)과 같다.    

(6) 가. 바로 말해라!/바로 대라!/바로 얘기해라!
    나. 다음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바로 말하리라 하고 결심하였다.
    다. 이놈 죽어 봐라. 초주검이 돼서 반정신이 나가야 바로 불겠냐.
    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면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증언해야 한다.

  제3장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바로1-3’은 뒤에 주로 ‘이야기하다/말하다/전달하다
/증언하다’ 등 발화동사와 결합해 나타나고 발화의 태도, 즉 “사실과 어그러짐이 없
이 그대로 (말하다)”의 의미를 강조한다. 특히, ‘바로1-3’은 흔히 명령문에서 쓰여, 
“훈계”나 “경고”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예문 (6가)는 이를 잘 보여준다. (6
나~라)에서도 ‘바로1-3’을 통해 각각 “결심, 경고, 제성(提醒)”의 의미가 더욱 부각
된다.  
  다음으로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를 의미하는 ‘바로1-4’를 살펴보도록 한다. 
‘바로1-4’는 정오(正誤) 가치를 평가 표현하는 부사로서 역시 평가성 성상부사에 속
한다. ‘바로1-4’는 문장에서 “정확성”을 강조하여 일반적으로 부사 ‘잘’ 혹은 부사형 
‘정확하게’로 대체 가능하다. 다음 예문을 통해 ‘바로1-4’의 이런 의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7) 가. 마음을 바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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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3가)의 경우, 현관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기준으로 삼아 일반적으로 
신발이 문턱과 직각(直角)을 이루는 경우를 뜻한다. (3나)의 경우, 상체가 땅이나 
의자에 대해 직각을 이룬다고 해석된다. 또한 ‘바로1-1’은 선의 곧음 외에도 면(面)
의 곧음을 수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로1-1’은 벽, 담 등 2차원적 평면을 수식하
여 ‘평평한 면’을 함의할 수 있다. 아래 예문 (4)는 이를 잘 보여준다. 

(4) 담을 바로 쌓아라!  

  다음으로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을 의미하는 ‘바로
1-2’를 살펴보겠다. ‘바로1-2’는 주로 인간 등의 외면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현식(1992)에서 제시된 성상부사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존재성 성상부사
에 속한다. 
  ‘바로1-2’는 문장에서 보통 ‘로/으로’, ‘에/에서’ 등 처소를 표시하는 격조사와 함께 
나타나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 지체 없는 이동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예문은 아래 
(5)와 같다.    

(5) 가. 오락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갔다.
    나. 그 물건은 나에게 바로 오지 않고 그녀를 통해서 왔다.
    다. 그는 회사가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술집에 들렀다.
    라. 학교에서 바로 집으로 왔다.

 
  (5가)의 경우, ‘바로1-2’를 통해 오락실에 들르지 않고 직접 학교로 가는 경로를 
표현하고 있다. (5나)에서 ‘바로1-2’는 사물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직접 그녀에게 전
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5다, 라)도 회사와 학교로부터 집으로 곧장 
연결하는 경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바로1-2’는 두 공간 사이의 직
접적인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1-2’는 비록 ‘노선의 곧음’을 의미할 때의 ‘바로1-1’과 혼동될 수 있지만 의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하나의 의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바로1-1’은 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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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초점을 두고 한 방향으로 굽지 않고 직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반면 ‘바로
1-2’는 이동의 경로, 즉 움직일 때 출발점과 도착점 간의 직선적 경로에 초점을 두고 
다른 공간으로 지체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로1-2’는 “시간상의 
낭비 없이”라는 의미, 즉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만 ‘바로1-1’은 그런 요소가 
없다.
  세 번째 ‘바로1-3’은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의미하여 ‘솔직하게, 사실
대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바로1-3’은 진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민현식(1992)에서 
제시한 성상부사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평가성 성상부사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예문
은 아래 (6)과 같다.    

(6) 가. 바로 말해라!/바로 대라!/바로 얘기해라!
    나. 다음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바로 말하리라 하고 결심하였다.
    다. 이놈 죽어 봐라. 초주검이 돼서 반정신이 나가야 바로 불겠냐.
    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면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증언해야 한다.

  제3장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바로1-3’은 뒤에 주로 ‘이야기하다/말하다/전달하다
/증언하다’ 등 발화동사와 결합해 나타나고 발화의 태도, 즉 “사실과 어그러짐이 없
이 그대로 (말하다)”의 의미를 강조한다. 특히, ‘바로1-3’은 흔히 명령문에서 쓰여, 
“훈계”나 “경고”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예문 (6가)는 이를 잘 보여준다. (6
나~라)에서도 ‘바로1-3’을 통해 각각 “결심, 경고, 제성(提醒)”의 의미가 더욱 부각
된다.  
  다음으로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를 의미하는 ‘바로1-4’를 살펴보도록 한다. 
‘바로1-4’는 정오(正誤) 가치를 평가 표현하는 부사로서 역시 평가성 성상부사에 속
한다. ‘바로1-4’는 문장에서 “정확성”을 강조하여 일반적으로 부사 ‘잘’ 혹은 부사형 
‘정확하게’로 대체 가능하다. 다음 예문을 통해 ‘바로1-4’의 이런 의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7) 가. 마음을 바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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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제를 바로 맞혔다.
    다. 바로 보다/바로 인식하다/바로 파악하다/바로 알다
    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다/법질서를 바로 세우다/(교통/예약)문화 바로 세우

다

  (7가)의 경우, ‘마음을 바로 쓰다’라는 문장은 “마음을 올바르게 쓰다” 혹은 “사리
나 원리, 원칙 등에 맞는 긍정적인 인생의 마음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7나)는 ‘문
제를 정확하게/올바르게 맞혔다’, 즉 “정답”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23) (7다)의 경
우, ‘바로1-4’는 뒤에 인지를 표현하는 상태동사 ‘보다/인식하다/파악하다’ 등과 결합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문장에서 ‘바로1-4’는 “사태나 상황 등을 잘 판단하거나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7라)에서 ‘바로1-4’는 ‘역사’, ‘법질서’ 등을 수
식하여 “올바른 의식적 흐름이나 풍조를 잡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로1-5’는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나지 아니
하게”를 의미한다. ‘바로1-5’는 ‘바로1-4’와 마찬가지로 정오(正誤), 옳고 그름(是非)
의 가치를 평가하는 표현으로서 평가성 성상부사로 판단된다. 문장에서 ‘바로1-5’는 
주로 “규정대로 하다”, “말이나 행동이 분수에 맞게”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에 대해 
아래 예문 (8)을 보면 알 수 있다. 

(8) 가. 옷을 바로 입다/모자를 바로 쓰다/띠를 바로 매다/신발을 바로 신다.
    나.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정해진 격식대로 답안지에 바로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된

다.
 
  제3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1-5’는 보통 ‘끼다/달다/매다/메다/신다/쓰
다/입다’ 등과 같은 착용(着用)동사들을 수식하며 함께 나타난다. 이 때 ‘바로1-5’는 
문장에서 “의관을 단정하게, 상대방이 눈에 거슬리지 않게 갖추다”라는 뜻으로 쓰인
다. (8나)의 경우, “답안지에 자유스럽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격식을 갖

23) ‘문제를 바로 맞혔다.’라는 문장에서 ‘바로’를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라는 뜻으로 해석되
는 것 외에,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즉 ‘단시간 내에 
문제를 맞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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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4.1.2. 성상부사 ‘바로’의 유의어24) 

본 항에서는 각 ‘바로1’의 유의어들을 제시하여 ‘바로1’과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나서 유형별로 정리할 것이다. 
  먼저 ‘바로1-1’의 경우, ‘곧바로’, ‘똑바로’를 유의어로 들 수 있다. ‘곧바로’는 “굽거
나 기울지 아니하고 곧은 방향으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로1-1’과 
유의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래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두 단어는 ‘直(직)’이
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고 문장에서 서로 대치(代置)할 수 있다. 

(9) 가. 이 길을 따라서 {곧바로/바로} 가면 우체국이 나온다.
    나. {곧바로/바로} 바라보다, {곧바로/바로} 쳐다보다, {곧바로/바로} 내다보다
    다.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바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는 ‘곧’이 포함되어 있어, ‘바로’보다 ‘굽어지지 않도록 힘이 있게’
라는 느낌을 준다. ‘곧바로 세우다’는 ‘바로 세우다’와 비교해 보면, 둘이 모두 “굽지 
않은 방향으로”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전자는 후자보다 “힘이 들어 있다”라는 의미
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곧바로’는 항상 ‘힘’과 관련된 표현과 같이 나타난다. 예
를 들면 아래 (10)과 같은 것이다.
 

(10) 가. 전갈은 꼬리를 땅 위에 널찍하게 펴고 곧바로 힘을 주어서 뻗친 다음, 쌓인 
흙을 위로 밀어젖힌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곧바로 서야지 남의 힘을 빌어서 곧바로 서서는 안 된다.
     다. 다음에 손가락에 힘을 주고 곧바로 왁 편다.

24) 본고에서 ‘바로’의 유의어를 분석할 때, 형용사나 관형사 등을 제외하고 ‘바로’와 같은 품사인 
부사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 46 -

    나. 문제를 바로 맞혔다.
    다. 바로 보다/바로 인식하다/바로 파악하다/바로 알다
    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다/법질서를 바로 세우다/(교통/예약)문화 바로 세우

다

  (7가)의 경우, ‘마음을 바로 쓰다’라는 문장은 “마음을 올바르게 쓰다” 혹은 “사리
나 원리, 원칙 등에 맞는 긍정적인 인생의 마음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7나)는 ‘문
제를 정확하게/올바르게 맞혔다’, 즉 “정답”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23) (7다)의 경
우, ‘바로1-4’는 뒤에 인지를 표현하는 상태동사 ‘보다/인식하다/파악하다’ 등과 결합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문장에서 ‘바로1-4’는 “사태나 상황 등을 잘 판단하거나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7라)에서 ‘바로1-4’는 ‘역사’, ‘법질서’ 등을 수
식하여 “올바른 의식적 흐름이나 풍조를 잡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로1-5’는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나지 아니
하게”를 의미한다. ‘바로1-5’는 ‘바로1-4’와 마찬가지로 정오(正誤), 옳고 그름(是非)
의 가치를 평가하는 표현으로서 평가성 성상부사로 판단된다. 문장에서 ‘바로1-5’는 
주로 “규정대로 하다”, “말이나 행동이 분수에 맞게”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에 대해 
아래 예문 (8)을 보면 알 수 있다. 

(8) 가. 옷을 바로 입다/모자를 바로 쓰다/띠를 바로 매다/신발을 바로 신다.
    나.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정해진 격식대로 답안지에 바로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된

다.
 
  제3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1-5’는 보통 ‘끼다/달다/매다/메다/신다/쓰
다/입다’ 등과 같은 착용(着用)동사들을 수식하며 함께 나타난다. 이 때 ‘바로1-5’는 
문장에서 “의관을 단정하게, 상대방이 눈에 거슬리지 않게 갖추다”라는 뜻으로 쓰인
다. (8나)의 경우, “답안지에 자유스럽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격식을 갖

23) ‘문제를 바로 맞혔다.’라는 문장에서 ‘바로’를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라는 뜻으로 해석되
는 것 외에,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즉 ‘단시간 내에 
문제를 맞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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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4.1.2. 성상부사 ‘바로’의 유의어24) 

본 항에서는 각 ‘바로1’의 유의어들을 제시하여 ‘바로1’과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나서 유형별로 정리할 것이다. 
  먼저 ‘바로1-1’의 경우, ‘곧바로’, ‘똑바로’를 유의어로 들 수 있다. ‘곧바로’는 “굽거
나 기울지 아니하고 곧은 방향으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로1-1’과 
유의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래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두 단어는 ‘直(직)’이
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고 문장에서 서로 대치(代置)할 수 있다. 

(9) 가. 이 길을 따라서 {곧바로/바로} 가면 우체국이 나온다.
    나. {곧바로/바로} 바라보다, {곧바로/바로} 쳐다보다, {곧바로/바로} 내다보다
    다.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바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는 ‘곧’이 포함되어 있어, ‘바로’보다 ‘굽어지지 않도록 힘이 있게’
라는 느낌을 준다. ‘곧바로 세우다’는 ‘바로 세우다’와 비교해 보면, 둘이 모두 “굽지 
않은 방향으로”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전자는 후자보다 “힘이 들어 있다”라는 의미
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곧바로’는 항상 ‘힘’과 관련된 표현과 같이 나타난다. 예
를 들면 아래 (10)과 같은 것이다.
 

(10) 가. 전갈은 꼬리를 땅 위에 널찍하게 펴고 곧바로 힘을 주어서 뻗친 다음, 쌓인 
흙을 위로 밀어젖힌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곧바로 서야지 남의 힘을 빌어서 곧바로 서서는 안 된다.
     다. 다음에 손가락에 힘을 주고 곧바로 왁 편다.

24) 본고에서 ‘바로’의 유의어를 분석할 때, 형용사나 관형사 등을 제외하고 ‘바로’와 같은 품사인 
부사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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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1-1 곧바로
곧은 모양 + +

인체의 자세나 동작 + -

  또한 아래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체의 자세나 동작 등 표현과 결합할 때, 
‘바로1-1’은 자연스럽지만 ‘곧바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 어렵다.

(11) 가. 몸을 바로 가눈다.
     가'. *몸을 곧바로 가눈다.
     나. 고개를 바로 든다.
     나'. *고개를 곧바로 든다. (‘直(직)’의 의미로는 성립하지 않음)

  즉 ‘곧바로’와 ‘바로1-1’은 모두 사물의 곧은 모양을 수식한다. 그러나 ‘바로1-1’은 
인체의 자세나 동작 등 표현을 수식할 수 있는 반면, ‘곧바로’는 이런 용법이 없다. 
따라서 ‘바로1-1’과 ‘곧바로’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
히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다음 ‘똑바로’에 대해 살펴보겠다. ‘똑바로’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게”라
는 의미를 중심으로 할 때 ‘바로1-1’과 유의관계를 이룬다. 아래의 예문 (12)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1-1’과 ‘똑바로’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고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12) 가. 선을 {똑바로/바로} 긋다, 나무 {똑바로/바로} 자라다, 줄을 {똑바로/바로} 
세우다

     나. {똑바로/바로} 보다, {똑바로/바로} 나가다

  제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본고에서 ‘바로1-1’과 ‘바로2’를 ‘바로’의 가장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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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항으로 본다(<그림1>). 따라서 ‘바로1-1’과 ‘똑바로’는 내포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형에 속하고 “直(직)”이라고 하는 각각의 중심의미에서 의미 중첩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바로1-2’의 경우, ‘곧바로’, ‘곧장’을 유의어로 들 수 있다. ‘곧바로’는 “다른 곳을 
거치거나 들르지 아니하고”를 의미할 때, ‘곧장’은 “옆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를 의미할 때 각각 ‘바로1-2’와 유의관계를 이룬다. 아래 (13),(1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곧바로’와 ‘곧장’이 나타난 문장에서 ‘바로1-2’가 대치될 수 있다. 

(13) 가. 그는 비행장에서 {곧장/바로} 우리 집에 와서 말로 계약을 하고 돌아갔다.
     나. 딴 데 들르지 말고 {곧장/바로} 이리로 와!
(14) 가. 퇴근길 {곧바로/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장마차나 룸살롱에서 시

간을 보내는 남자들 말이다.
     나. 의정부에서 천안까지 {곧바로/바로} 가는 지하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상의 예문에 따르면, ‘곧바로’와 ‘곧장’은 ‘바로1-2’보다 정도가 더 심함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즉 ‘곧바로’와 ‘곧장’은 “약간의 시간 낭비도 없고 딴 데에 한 번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단어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
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세 번째 ‘바로1-3’의 경우 ‘바른대로’, ‘제대로’, ‘똑바로’를 유의어로 들 수 있다. 먼
저 ‘바른대로’는 “사실과 다름없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바로1-3’과 유의관계
를 이룬다. (15)는 두 단어가 문장에서 서로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5) 가.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한 짓을 {바른대로/바로} 이야기해라!
     나. 숨길 생각 말고 당신이 저지른 일을 {바른대로/바로} 대시오.
     다. 너 안 되겠구나, 더 좀 맞아야 {바른대로/바로} 불겠어?

  ‘바로1-3’은 중심의미인 ‘바로1-1’에서 확대된 의미이고, 두 단어는 내포상의 차이
가 거의 없는 유형에 속하고 중심의미와 확장의미 사이의 대응관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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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1-1 곧바로
곧은 모양 + +

인체의 자세나 동작 + -

  또한 아래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체의 자세나 동작 등 표현과 결합할 때, 
‘바로1-1’은 자연스럽지만 ‘곧바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 어렵다.

(11) 가. 몸을 바로 가눈다.
     가'. *몸을 곧바로 가눈다.
     나. 고개를 바로 든다.
     나'. *고개를 곧바로 든다. (‘直(직)’의 의미로는 성립하지 않음)

  즉 ‘곧바로’와 ‘바로1-1’은 모두 사물의 곧은 모양을 수식한다. 그러나 ‘바로1-1’은 
인체의 자세나 동작 등 표현을 수식할 수 있는 반면, ‘곧바로’는 이런 용법이 없다. 
따라서 ‘바로1-1’과 ‘곧바로’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
히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다음 ‘똑바로’에 대해 살펴보겠다. ‘똑바로’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게”라
는 의미를 중심으로 할 때 ‘바로1-1’과 유의관계를 이룬다. 아래의 예문 (12)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1-1’과 ‘똑바로’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고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12) 가. 선을 {똑바로/바로} 긋다, 나무 {똑바로/바로} 자라다, 줄을 {똑바로/바로} 
세우다

     나. {똑바로/바로} 보다, {똑바로/바로} 나가다

  제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본고에서 ‘바로1-1’과 ‘바로2’를 ‘바로’의 가장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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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항으로 본다(<그림1>). 따라서 ‘바로1-1’과 ‘똑바로’는 내포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형에 속하고 “直(직)”이라고 하는 각각의 중심의미에서 의미 중첩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바로1-2’의 경우, ‘곧바로’, ‘곧장’을 유의어로 들 수 있다. ‘곧바로’는 “다른 곳을 
거치거나 들르지 아니하고”를 의미할 때, ‘곧장’은 “옆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를 의미할 때 각각 ‘바로1-2’와 유의관계를 이룬다. 아래 (13),(1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곧바로’와 ‘곧장’이 나타난 문장에서 ‘바로1-2’가 대치될 수 있다. 

(13) 가. 그는 비행장에서 {곧장/바로} 우리 집에 와서 말로 계약을 하고 돌아갔다.
     나. 딴 데 들르지 말고 {곧장/바로} 이리로 와!
(14) 가. 퇴근길 {곧바로/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장마차나 룸살롱에서 시

간을 보내는 남자들 말이다.
     나. 의정부에서 천안까지 {곧바로/바로} 가는 지하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상의 예문에 따르면, ‘곧바로’와 ‘곧장’은 ‘바로1-2’보다 정도가 더 심함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즉 ‘곧바로’와 ‘곧장’은 “약간의 시간 낭비도 없고 딴 데에 한 번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단어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
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세 번째 ‘바로1-3’의 경우 ‘바른대로’, ‘제대로’, ‘똑바로’를 유의어로 들 수 있다. 먼
저 ‘바른대로’는 “사실과 다름없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바로1-3’과 유의관계
를 이룬다. (15)는 두 단어가 문장에서 서로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5) 가.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한 짓을 {바른대로/바로} 이야기해라!
     나. 숨길 생각 말고 당신이 저지른 일을 {바른대로/바로} 대시오.
     다. 너 안 되겠구나, 더 좀 맞아야 {바른대로/바로} 불겠어?

  ‘바로1-3’은 중심의미인 ‘바로1-1’에서 확대된 의미이고, 두 단어는 내포상의 차이
가 거의 없는 유형에 속하고 중심의미와 확장의미 사이의 대응관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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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1-3 제대로
추상적인 대상 + +
구제적인 사물 - +

  ‘제대로’는 “본래 상태 그대로, 있는 대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래의  
(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두 단어는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의
미를 공유하고 있고 문장에서 서로 대치할 수 있다.

(16) 가. 내가 하는 말을 어머니께 {제대로/바로} 전해 주기 바란다.  
     나. 이번에 잡혀온 과정을 말해봐! 속이지 말고 {제대로/바로} 말해!

  이상의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을 대답하거나 전할 때 ‘제대로’와 ‘바로1-3’
은 모두 그 말 내용의 진실성(眞實性)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제대로’는 아래 (17)
의 ‘시계’와 같은 구체적인 물건의 본래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반
해, ‘바로1-3’은 이러한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제대로’는 발화를 수식하는 
것 외에, ‘재산’ 등 다른 추상적인 대상을 수식할 수 있다. 반면 ‘바로1-3’은 그런 용
법이 없다.  

(17) 가. 네가 망가뜨린 시계를 제대로 고쳐 놓아라!
     가'. *네가 망가뜨린 시계를 바로 고쳐 놓아라!  
     나. 물려받은 재산을 제대로 간수하다.
     나'. *물려받은 재산을 바로 간수하다.
    

  다시 말해 ‘제대로’와 ‘바로1-3’은 모두 추상적인 대상, 말이나 내용 등을 수식할 
수 있다. 이 외에 ‘제대로’는 구체적인 물건 등의 본래 상태를 수식·표현할 수 있지
만 ‘바로1-3’은 이러한 용법이 없다. 이 유의관계는 다음 <표7>로 나타낼 수 있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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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최은규(1985)에서 제시된 유의어의 관계 유형에 따르면, ‘바로1-3’과 ‘제대
로’는 의미의 겹침 부분이 함축 성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경우로, 유의관계에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형이다.
  다음 ‘바로1-3’과 ‘똑바로’의 유의관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똑바로’는 “틀리거
나 거짓 없이 사실대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1-3’과 같은 의미
를 공유한다. 아래 (18)은 두 단어가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다.

(18) 가. 마침내 아이의 임자가 주인 허 별감이란 것을 바로 대고 말았다.
     가'. 마침내 아이의 임자가 주인 허 별감이란 것을 똑바로 대고 말았다.
     나. 바로 얘기 안하면 너 죽어, 이 상년아.
     나'. 똑바로 얘기 안하면 너 죽어, 이 상년아.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로1-3’과 ‘똑바로’는 약간의 지시적인 느낌이 있
다. ‘바로1-3’은 높임 표현 ‘-시-’와 결합하여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똑바로’
는 ‘바로1-3’에 비해 나무람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아래 (19)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똑바로’는 ‘-시-’와 결합하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거의 비문 정도로 
느껴진다.

(19) 가. 알고 계시는 대로 바로 말씀하십시오.
     가'. ?알고 계시는 대로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즉 ‘바로1-3’은 감정상 중립적인 단어임에 반해, ‘똑바로’는 “아랫사람을 질책하거
나 위협하는” 화자의 정서적 의도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따라서 ‘바로1-3’과 ‘똑바로’
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며 정서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정리하
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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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1-3 제대로
추상적인 대상 + +
구제적인 사물 - +

  ‘제대로’는 “본래 상태 그대로, 있는 대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래의  
(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두 단어는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의
미를 공유하고 있고 문장에서 서로 대치할 수 있다.

(16) 가. 내가 하는 말을 어머니께 {제대로/바로} 전해 주기 바란다.  
     나. 이번에 잡혀온 과정을 말해봐! 속이지 말고 {제대로/바로} 말해!

  이상의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을 대답하거나 전할 때 ‘제대로’와 ‘바로1-3’
은 모두 그 말 내용의 진실성(眞實性)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제대로’는 아래 (17)
의 ‘시계’와 같은 구체적인 물건의 본래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반
해, ‘바로1-3’은 이러한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제대로’는 발화를 수식하는 
것 외에, ‘재산’ 등 다른 추상적인 대상을 수식할 수 있다. 반면 ‘바로1-3’은 그런 용
법이 없다.  

(17) 가. 네가 망가뜨린 시계를 제대로 고쳐 놓아라!
     가'. *네가 망가뜨린 시계를 바로 고쳐 놓아라!  
     나. 물려받은 재산을 제대로 간수하다.
     나'. *물려받은 재산을 바로 간수하다.
    

  다시 말해 ‘제대로’와 ‘바로1-3’은 모두 추상적인 대상, 말이나 내용 등을 수식할 
수 있다. 이 외에 ‘제대로’는 구체적인 물건 등의 본래 상태를 수식·표현할 수 있지
만 ‘바로1-3’은 이러한 용법이 없다. 이 유의관계는 다음 <표7>로 나타낼 수 있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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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최은규(1985)에서 제시된 유의어의 관계 유형에 따르면, ‘바로1-3’과 ‘제대
로’는 의미의 겹침 부분이 함축 성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경우로, 유의관계에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형이다.
  다음 ‘바로1-3’과 ‘똑바로’의 유의관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똑바로’는 “틀리거
나 거짓 없이 사실대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1-3’과 같은 의미
를 공유한다. 아래 (18)은 두 단어가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다.

(18) 가. 마침내 아이의 임자가 주인 허 별감이란 것을 바로 대고 말았다.
     가'. 마침내 아이의 임자가 주인 허 별감이란 것을 똑바로 대고 말았다.
     나. 바로 얘기 안하면 너 죽어, 이 상년아.
     나'. 똑바로 얘기 안하면 너 죽어, 이 상년아.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로1-3’과 ‘똑바로’는 약간의 지시적인 느낌이 있
다. ‘바로1-3’은 높임 표현 ‘-시-’와 결합하여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똑바로’
는 ‘바로1-3’에 비해 나무람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아래 (19)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똑바로’는 ‘-시-’와 결합하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거의 비문 정도로 
느껴진다.

(19) 가. 알고 계시는 대로 바로 말씀하십시오.
     가'. ?알고 계시는 대로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즉 ‘바로1-3’은 감정상 중립적인 단어임에 반해, ‘똑바로’는 “아랫사람을 질책하거
나 위협하는” 화자의 정서적 의도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따라서 ‘바로1-3’과 ‘똑바로’
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며 정서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정리하
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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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1-3 똑바로
사실대로 + +

질책, 위협 등 - +

  ‘바로1-4’의 경우, “곧고 바르게”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올바로’와 유의관
계를 이룬다.

(20) 가. 문제를 {올바로/바로} 파악한다.
     나. 현상을 {올바로/바로} 인식한다.
     다. 가치관을 {올바로/바로} 세운다.
     라. 이제야 겨우 편견을 버리고 진짜 한국을 {올바로/바로} 보게 된 거요.

  (20)에서는 ‘바로1-4’와 ‘올바로’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김
민수·고영근 외(1992:4528)에서는 표제어 ‘올바로’에 대해 그 내부 구조를 [올-
(<옳-)+바로]와 같이 제시하여 ‘올바로’를 ‘옳-’과 ‘바로’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는 ‘바로1-4’와 마찬가지로 ‘옳고 바르게’의 뜻을 의미하지만 ‘바로1-4’보다 옳
음을 나타내는 정도가 더 심하므로, 두 단어가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
고 함축성분, 특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마지막 ‘바로1-5’의 경우, ‘제대로’는 “제 격식이나 규격대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
질 때 ‘바로1-5’와 유의관계를 이룬다. 아래 (21)은 ‘제대로’와 ‘바로1-5’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1) 가. 격식을 바로 갖추어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가'. 격식을 제대로 갖추어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나.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옷을 바로 입지 못했다.
     나'.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다.

 
  ‘바로1-5’는 중심의미인 ‘바로1-1’과 ‘바로2’에서 확대된 의미이고, ‘제대로’는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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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격이나 규격대로”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두 단어의 유의관계는 확장의미
와 중심의미의 대응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중첩 부분에서는 내포상의 차이가 거
의 없다.

4.2. 초점부사 ‘바로2’
4.2.1. 초점부사 ‘바로’의 의미

  ‘바로2’는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의 뜻을 의미하며, 영어의 ‘just’
에 해당한다. 아래는 ‘바로2’의 용례들이다.     

(22) 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 바로 그 때, 같은 편인 병태와 정우가 다가와 자기들이 보기에도 노마가 조

금 더 빨랐다고 말했다.
     다. 템플의 책은 바로 이 측면을 아주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니 바로 그 정신을 이어 나갑시다.

  ‘바로2’는 초점부사로서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을 한정·강조하는 역할을 하여, 화
자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태도를 나타낸다. 오민석(2008:116)에서 ‘바로’는 
배타성 내지 유일성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19가)의 경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나~라)도 각각 “다른 
시간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그 때”, “다른 측면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이 측면”, “다
른 정신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그 정신”을 가리킨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2’의 품사에 대한 검토이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
이나 용언과 관련된 요소를 수식한다. 그러나 (22)에서 제시되었듯이, ‘바로2’는 다
른 부사와 달리 주로 체언 혹은 체언과 관련된 요소를 수식한다. 이로 인해 ‘바로2’
를 관형사로 보고자 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전 중에서도 ≪국어≫와 ≪새우리
말≫은 ‘바로2’를 관형사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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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1-3 똑바로
사실대로 + +

질책, 위협 등 - +

  ‘바로1-4’의 경우, “곧고 바르게”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올바로’와 유의관
계를 이룬다.

(20) 가. 문제를 {올바로/바로} 파악한다.
     나. 현상을 {올바로/바로} 인식한다.
     다. 가치관을 {올바로/바로} 세운다.
     라. 이제야 겨우 편견을 버리고 진짜 한국을 {올바로/바로} 보게 된 거요.

  (20)에서는 ‘바로1-4’와 ‘올바로’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김
민수·고영근 외(1992:4528)에서는 표제어 ‘올바로’에 대해 그 내부 구조를 [올-
(<옳-)+바로]와 같이 제시하여 ‘올바로’를 ‘옳-’과 ‘바로’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는 ‘바로1-4’와 마찬가지로 ‘옳고 바르게’의 뜻을 의미하지만 ‘바로1-4’보다 옳
음을 나타내는 정도가 더 심하므로, 두 단어가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
고 함축성분, 특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마지막 ‘바로1-5’의 경우, ‘제대로’는 “제 격식이나 규격대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
질 때 ‘바로1-5’와 유의관계를 이룬다. 아래 (21)은 ‘제대로’와 ‘바로1-5’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1) 가. 격식을 바로 갖추어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가'. 격식을 제대로 갖추어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나.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옷을 바로 입지 못했다.
     나'.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다.

 
  ‘바로1-5’는 중심의미인 ‘바로1-1’과 ‘바로2’에서 확대된 의미이고, ‘제대로’는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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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격이나 규격대로”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두 단어의 유의관계는 확장의미
와 중심의미의 대응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중첩 부분에서는 내포상의 차이가 거
의 없다.

4.2. 초점부사 ‘바로2’
4.2.1. 초점부사 ‘바로’의 의미

  ‘바로2’는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의 뜻을 의미하며, 영어의 ‘just’
에 해당한다. 아래는 ‘바로2’의 용례들이다.     

(22) 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 바로 그 때, 같은 편인 병태와 정우가 다가와 자기들이 보기에도 노마가 조

금 더 빨랐다고 말했다.
     다. 템플의 책은 바로 이 측면을 아주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니 바로 그 정신을 이어 나갑시다.

  ‘바로2’는 초점부사로서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을 한정·강조하는 역할을 하여, 화
자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태도를 나타낸다. 오민석(2008:116)에서 ‘바로’는 
배타성 내지 유일성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19가)의 경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나~라)도 각각 “다른 
시간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그 때”, “다른 측면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이 측면”, “다
른 정신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그 정신”을 가리킨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2’의 품사에 대한 검토이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
이나 용언과 관련된 요소를 수식한다. 그러나 (22)에서 제시되었듯이, ‘바로2’는 다
른 부사와 달리 주로 체언 혹은 체언과 관련된 요소를 수식한다. 이로 인해 ‘바로2’
를 관형사로 보고자 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전 중에서도 ≪국어≫와 ≪새우리
말≫은 ‘바로2’를 관형사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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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로2’는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맞지만, 품사의 규정에 따
르면 분명 관형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기존 논의에서 ‘바로2’는 부사인지 
관형사인지에 대해 정설이 확립되지 못했다. 물론 ‘바로2’는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체
언을 한정·수식하는 기능을 하지만 학습자에게 부담과 혼동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이런 의도에서 ‘바로2’의 품사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경훈(1996:48)에서 체언과 체언적 요소를 수식할 수 있는 ‘바로’, ‘겨우’, ‘거의’ 
등은 항상 부사이고, 이들이 용언을 수식할 때에는 부사어로 기능하고 체언을 수식
할 때에는 관형어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바로2’의 
품사를 부사로 인정하고, 초점부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사와는 다른 특수한 용법을 
보인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그 근거는 아래 (23)과 같다.

(23) 가. 관형사는 체언 이외의 품사는 꾸미는 일이 없다(남기심ㆍ고영근 
1985:171). 그러나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오줌량이 눈에 띠게 줄
고 몸이 붓는 증상이 바로 그렇다’와 같은 문장에서, ‘바로2’는 체언 외에 형
용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품사 규정은 무엇보다 분포에 입각해서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2’는 관형사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므로 
관형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 관형사의 경우, ‘*새 너’, ‘*참 그’, ‘*새 하나’, ‘*참 둘’과 같이 대명사나 수
사 앞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너’, ‘일 더하기 일은 바로 
이이다.’ 등에서 알 수 있듯 ‘바로2’는 대명사와 수사 앞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다. 만약 ‘바로2’를 관형사로 보면, ‘곧’의 경우도 관형사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
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곧’은 부사이지만 “다름이 아닌”의 뜻으로 쓰
일 때, ‘바로2’와 마찬가지로 체언이나 체언과 관련된 요소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2’를 관형사로 분류하고 있는 ≪국어≫와 ≪새우리말≫에서는 
“다름이 아닌”의 ‘곧’을 관형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다
름이 아닌”의 ‘곧’을 관형사로 보는 입장 또한 없는 듯하다.

      라. 기존의 논의들에서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문장 내 자리바꿈, 
보조사 결합 여부 등 흔히 제시되었다. ‘바로2’는 문장에서의 위치는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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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편이 아니고 ‘은/는’, ‘도’ 등 보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지만, 오민석
(2008)에 따르면 이는 부사라는 범주의 특징이기보다는 개별 단어의 특징
이고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참조 사항일 뿐임을 지적한 바 있다.25) 또
한 연재훈ㆍ목정수(2002)에서 ‘깜짝-세일, 척척-박사, 반짝-구두’ 등 한국
어에서 부사와 명사의 결합 양상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명사
를 수식하는 품사가 관형사뿐만 아니라 부사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 ‘바로2’는 관형사가 아닌 부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즉 ‘바로2’는 초점부사로서 관형사와 같이 체언을 수
식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일 뿐 결국 
품사는 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2. 초점부사 ‘바로’의 유의어

  ‘바로2’의 경우, ‘즉’과 ‘곧’을 유의어로 들 수 있다. 본 절에서 ‘바로2’와 ‘즉’, ‘곧’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여 유의어 관계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닐 때 ‘바로2’와 의미 
중첩을 이루고 있다. (24)에서 ‘즉’과 ‘바로2’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
여준 것이다.

(24) 가. 힘은 즉 옳음이었다. 약함은 즉 죄였다.
     가'. 힘은 바로 옳음이었다. 약함은 바로 죄였다.
     나. 나의 임무는 즉 이 집에다 편지를 바치고 그 답장을 맡아 오는 것이다.
     나'. 나의 임무는 바로 이 집에다 편지를 바치고 그 답장을 맡아 오는 것이다.

25) 오민석(2008)에 따르면, 부사 ‘안’, ‘아주’ 등은 문장 내에서 자리바꿈하면 문장이 어색해지거
나 비문이 된다. 또한, ‘가장’, ‘바로’, ‘아주’ 등이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
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문장 내 자리바꿈, 보조사 결합 여부 등은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참조 사항일 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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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로2’는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맞지만, 품사의 규정에 따
르면 분명 관형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기존 논의에서 ‘바로2’는 부사인지 
관형사인지에 대해 정설이 확립되지 못했다. 물론 ‘바로2’는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체
언을 한정·수식하는 기능을 하지만 학습자에게 부담과 혼동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이런 의도에서 ‘바로2’의 품사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경훈(1996:48)에서 체언과 체언적 요소를 수식할 수 있는 ‘바로’, ‘겨우’, ‘거의’ 
등은 항상 부사이고, 이들이 용언을 수식할 때에는 부사어로 기능하고 체언을 수식
할 때에는 관형어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바로2’의 
품사를 부사로 인정하고, 초점부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사와는 다른 특수한 용법을 
보인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그 근거는 아래 (23)과 같다.

(23) 가. 관형사는 체언 이외의 품사는 꾸미는 일이 없다(남기심ㆍ고영근 
1985:171). 그러나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오줌량이 눈에 띠게 줄
고 몸이 붓는 증상이 바로 그렇다’와 같은 문장에서, ‘바로2’는 체언 외에 형
용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품사 규정은 무엇보다 분포에 입각해서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2’는 관형사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므로 
관형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 관형사의 경우, ‘*새 너’, ‘*참 그’, ‘*새 하나’, ‘*참 둘’과 같이 대명사나 수
사 앞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너’, ‘일 더하기 일은 바로 
이이다.’ 등에서 알 수 있듯 ‘바로2’는 대명사와 수사 앞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다. 만약 ‘바로2’를 관형사로 보면, ‘곧’의 경우도 관형사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
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곧’은 부사이지만 “다름이 아닌”의 뜻으로 쓰
일 때, ‘바로2’와 마찬가지로 체언이나 체언과 관련된 요소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2’를 관형사로 분류하고 있는 ≪국어≫와 ≪새우리말≫에서는 
“다름이 아닌”의 ‘곧’을 관형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다
름이 아닌”의 ‘곧’을 관형사로 보는 입장 또한 없는 듯하다.

      라. 기존의 논의들에서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문장 내 자리바꿈, 
보조사 결합 여부 등 흔히 제시되었다. ‘바로2’는 문장에서의 위치는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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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편이 아니고 ‘은/는’, ‘도’ 등 보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지만, 오민석
(2008)에 따르면 이는 부사라는 범주의 특징이기보다는 개별 단어의 특징
이고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참조 사항일 뿐임을 지적한 바 있다.25) 또
한 연재훈ㆍ목정수(2002)에서 ‘깜짝-세일, 척척-박사, 반짝-구두’ 등 한국
어에서 부사와 명사의 결합 양상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명사
를 수식하는 품사가 관형사뿐만 아니라 부사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 ‘바로2’는 관형사가 아닌 부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즉 ‘바로2’는 초점부사로서 관형사와 같이 체언을 수
식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일 뿐 결국 
품사는 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2. 초점부사 ‘바로’의 유의어

  ‘바로2’의 경우, ‘즉’과 ‘곧’을 유의어로 들 수 있다. 본 절에서 ‘바로2’와 ‘즉’, ‘곧’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여 유의어 관계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닐 때 ‘바로2’와 의미 
중첩을 이루고 있다. (24)에서 ‘즉’과 ‘바로2’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
여준 것이다.

(24) 가. 힘은 즉 옳음이었다. 약함은 즉 죄였다.
     가'. 힘은 바로 옳음이었다. 약함은 바로 죄였다.
     나. 나의 임무는 즉 이 집에다 편지를 바치고 그 답장을 맡아 오는 것이다.
     나'. 나의 임무는 바로 이 집에다 편지를 바치고 그 답장을 맡아 오는 것이다.

25) 오민석(2008)에 따르면, 부사 ‘안’, ‘아주’ 등은 문장 내에서 자리바꿈하면 문장이 어색해지거
나 비문이 된다. 또한, ‘가장’, ‘바로’, ‘아주’ 등이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
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문장 내 자리바꿈, 보조사 결합 여부 등은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참조 사항일 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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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2 즉
문어체 + +
구어체 + -

  그러나 아래 <표9>와 같이 두 단어의 문체적 특징을 따질 때, ‘즉’은 주로 신문, 
책 등 문어에 쓰이고 구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반면 ‘바로2’는 문어체뿐만 아니라 
구어체에서도 잘 쓰이는 단어이다.「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의 구어·문어 말
뭉치 자료를 통해 문어와 구어에서 ‘즉’이 나타나는 횟수는 ‘166 : 2’로 상당한 차이
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즉’과 ‘바로2’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문체 의미의 차이가 드러난다. 

<표9>

  ‘곧’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2’와 유의관계를 
이룬다. 아래 (2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두 단어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다. 

(25) 가. 꿈꾸는 것이 곧/바로 살아 있는 것이다.
     나. 사랑이 있는 곳이 곧/바로 천국이다.
     다. 이것은 나의 이론이 아니고 곧/바로 마음의 소리입니다.

  ‘바로2’는 ‘바로’의 중심의미이고 ‘곧’은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중심의미
에서 “다름이 아니라”라는 의미까지 확대되어 쓰이는 것이므로, 두 단어는 내포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형에 속하여 중심의미와 확장의미 사이의 대응관계라 할 수 있
다.26)

26) ‘즉’과 ‘곧’은 “A가 바로 B이다” 유형의 구문에서 ‘바로2’를 대체할 수 있지만, ‘바로 철수가 범
인이다’,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다’와 같은 ‘A’가 생략된 경우는 대체할 수 없다. 본 항에서 주
로 전자의 경우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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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간부사 ‘바로3’
4.3.1. 시간부사 ‘바로’의 의미

‘바로3’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동작 등의 시
간 상태를 나타낸다. 시간부사 ‘바로3’은 사전에서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의미만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한 가지의 의미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앞뒤 두 동작 혹은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거나 매우 짧음”이라는 뜻이
고, 아래 <그림5>와 같이 사건 등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의 짧음을 강조한다. 

<그림5>

다른 하나는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후에 발생할 것임”이라는 뜻이고 
아래 <그림6>과 같이, 현재(발화시)로부터 사건이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
을 의미한다.27) 

27)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 ‘내가 일을 처리하고 나서 바로 
출발할게’와 같이, ‘바로3’은 ‘일을 처리하다’와 ‘출발하다’ 이 두 동작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멀지 않고 짧은 시간 후에 출발할 것이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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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2 즉
문어체 + +
구어체 + -

  그러나 아래 <표9>와 같이 두 단어의 문체적 특징을 따질 때, ‘즉’은 주로 신문, 
책 등 문어에 쓰이고 구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반면 ‘바로2’는 문어체뿐만 아니라 
구어체에서도 잘 쓰이는 단어이다.「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의 구어·문어 말
뭉치 자료를 통해 문어와 구어에서 ‘즉’이 나타나는 횟수는 ‘166 : 2’로 상당한 차이
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즉’과 ‘바로2’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문체 의미의 차이가 드러난다. 

<표9>

  ‘곧’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2’와 유의관계를 
이룬다. 아래 (2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두 단어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다. 

(25) 가. 꿈꾸는 것이 곧/바로 살아 있는 것이다.
     나. 사랑이 있는 곳이 곧/바로 천국이다.
     다. 이것은 나의 이론이 아니고 곧/바로 마음의 소리입니다.

  ‘바로2’는 ‘바로’의 중심의미이고 ‘곧’은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중심의미
에서 “다름이 아니라”라는 의미까지 확대되어 쓰이는 것이므로, 두 단어는 내포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형에 속하여 중심의미와 확장의미 사이의 대응관계라 할 수 있
다.26)

26) ‘즉’과 ‘곧’은 “A가 바로 B이다” 유형의 구문에서 ‘바로2’를 대체할 수 있지만, ‘바로 철수가 범
인이다’,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다’와 같은 ‘A’가 생략된 경우는 대체할 수 없다. 본 항에서 주
로 전자의 경우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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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간부사 ‘바로3’
4.3.1. 시간부사 ‘바로’의 의미

‘바로3’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동작 등의 시
간 상태를 나타낸다. 시간부사 ‘바로3’은 사전에서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의미만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한 가지의 의미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앞뒤 두 동작 혹은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거나 매우 짧음”이라는 뜻이
고, 아래 <그림5>와 같이 사건 등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의 짧음을 강조한다. 

<그림5>

다른 하나는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후에 발생할 것임”이라는 뜻이고 
아래 <그림6>과 같이, 현재(발화시)로부터 사건이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
을 의미한다.27) 

27)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 ‘내가 일을 처리하고 나서 바로 
출발할게’와 같이, ‘바로3’은 ‘일을 처리하다’와 ‘출발하다’ 이 두 동작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멀지 않고 짧은 시간 후에 출발할 것이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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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다음으로 ‘바로3’의 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6) 가. 숨 돌릴 결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갔다.
     나. 아이는 껌의 단물만 빨아 먹고선 바로 버렸다.
     다. 그는 눕자마자 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라. 오자마자 바로 떠난다니?
     마. 그는 학위를 마치고 바로 회사에 취직하였다.
(27) 가. 지금 바로 가시오.
     나. 먼저 가세요, 저도 바로 곧 가겠습니다.
     다. 바로 자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26)은 ‘바로3’이 “앞뒤 두 동작 혹은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이 때 ‘바로3’은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자마자’, 
‘-고 나서’, ‘-후에’ 등 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인다. 

(26가)의 경우, ‘도착하다’와 ‘나가다’ 두 동작이 시간적인 인접성을 강조하여 “도
착 후에 머물지 않게”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26나~라)에서는 각각 ‘껌의 단물 
빨아 먹다’와 ‘껌을 버리다’, ‘눕다’와 ‘코를 골다’, ‘오다’와 ‘떠나다’와 같은 두 동작
의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두 동작이 발생하는 앞뒤 순서가 있지만 그 사이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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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빈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6마)에서 ‘학위를 마
치다’와 ‘회사에 취직하다’ 두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그는 학위를 
마치고 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곧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를 표
현하고 있다.

(27)의 경우, ‘바로3’는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후에 발생할 것이다”라
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이 때 ‘바로3’은 “발화시 직후에 발생하다”라는 의미이기 때
문에, 문장에서 주로 미래 시제와 결합해 미래 일에 대한 화자의 의도, 추측, 그리고 
다짐 등을 나타낼 수 있다. (27가)와 (27라)에서 ‘바로3’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당장 가다”, “당장 전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7나)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 간 후에 자기도 출발하겠다”라는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27다)도 “기다리
지 않고 지금 당장 자료 설명을 시작할 것이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바로3’
을 통해, 어떤 동작이나 일이 매우 짧은 시간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부
각시켰다.  

특히 이 때 ‘바로3’과 ‘바로1-2’는 의미 차이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바로1-2’의 예문 (5가)와 (26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가. 오락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갔다.
(26) 가. 숨 돌릴 결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갔다.

  (5가)와 (26가)에서, ‘바로1-2’와 ‘바로3’은 두 사건이 앞뒤 발생하는 과정에서 아
무 방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문장에서 
‘바로’를 사용하여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5가)에서 ‘바로1-2’는 공간
적인 측면, 즉 오락실로부터 학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딴 데에 들르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26가)에서 ‘바로3’은 시간적인 측면, 즉 ‘도착하다’과 ‘가다’ 
이 두 동작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다른 곳에 들르지 않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바로1-2’는 “이동 과정
에서 목적지는 도착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바로3’은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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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다음으로 ‘바로3’의 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6) 가. 숨 돌릴 결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갔다.
     나. 아이는 껌의 단물만 빨아 먹고선 바로 버렸다.
     다. 그는 눕자마자 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라. 오자마자 바로 떠난다니?
     마. 그는 학위를 마치고 바로 회사에 취직하였다.
(27) 가. 지금 바로 가시오.
     나. 먼저 가세요, 저도 바로 곧 가겠습니다.
     다. 바로 자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26)은 ‘바로3’이 “앞뒤 두 동작 혹은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이 때 ‘바로3’은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자마자’, 
‘-고 나서’, ‘-후에’ 등 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인다. 

(26가)의 경우, ‘도착하다’와 ‘나가다’ 두 동작이 시간적인 인접성을 강조하여 “도
착 후에 머물지 않게”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26나~라)에서는 각각 ‘껌의 단물 
빨아 먹다’와 ‘껌을 버리다’, ‘눕다’와 ‘코를 골다’, ‘오다’와 ‘떠나다’와 같은 두 동작
의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두 동작이 발생하는 앞뒤 순서가 있지만 그 사이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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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빈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6마)에서 ‘학위를 마
치다’와 ‘회사에 취직하다’ 두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그는 학위를 
마치고 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곧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를 표
현하고 있다.

(27)의 경우, ‘바로3’는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후에 발생할 것이다”라
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이 때 ‘바로3’은 “발화시 직후에 발생하다”라는 의미이기 때
문에, 문장에서 주로 미래 시제와 결합해 미래 일에 대한 화자의 의도, 추측, 그리고 
다짐 등을 나타낼 수 있다. (27가)와 (27라)에서 ‘바로3’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당장 가다”, “당장 전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7나)의 경우, 화자가 
“상대방 간 후에 자기도 출발하겠다”라는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27다)도 “기다리
지 않고 지금 당장 자료 설명을 시작할 것이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바로3’
을 통해, 어떤 동작이나 일이 매우 짧은 시간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부
각시켰다.  

특히 이 때 ‘바로3’과 ‘바로1-2’는 의미 차이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바로1-2’의 예문 (5가)와 (26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가. 오락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갔다.
(26) 가. 숨 돌릴 결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갔다.

  (5가)와 (26가)에서, ‘바로1-2’와 ‘바로3’은 두 사건이 앞뒤 발생하는 과정에서 아
무 방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문장에서 
‘바로’를 사용하여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5가)에서 ‘바로1-2’는 공간
적인 측면, 즉 오락실로부터 학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딴 데에 들르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26가)에서 ‘바로3’은 시간적인 측면, 즉 ‘도착하다’과 ‘가다’ 
이 두 동작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다른 곳에 들르지 않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바로1-2’는 “이동 과정
에서 목적지는 도착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바로3’은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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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3 곧
시간적 연접 + -
시간적 근접 - +

인 간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수식·강조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로
1-2’와 ‘바로3’은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3.2. 시간부사 ‘바로3’의 유의어

본 항에서는 ‘바로3’의 유의어를 제시하여, ‘바로3’과의 의미 차이를 실제 분석하고 
이를 유형별로 정리할 것이다. ‘바로3’의 유의어들은 아래와 같다.

 
이내, 곧바로, 즉각, 즉시, 즉변, 방금, 금방, 막, 곧장, 곧

  이 중에서 ‘즉변’은 구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즉각’과 ‘즉시’도 뉴스나 군대에
서 쓰이는 경우 이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부사
와의 사용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곧바로’, ‘곧장’, ‘바로’는 다른 시간부사
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다. 즉 ‘곧바로’와 ‘바로’는 다른 부사보다 더 빠르다는 느낌
을 준다. 특히 ‘곧바로’의 경우, 단어 자체가 ‘곧+바로’의 구성이기 때문에 ‘바로’에 
비해 한층 더 빠른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본다. 즉 이 두 단어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최은규(1985)에 따르면, ‘바로(바로3)’와 ‘곧’의 의미 차이는 아래 <표10>
과 같이 ‘바로(바로3)’는 “시간적 연접(連接)”을, ‘곧’은 “시간적 근접(近接)”을 표현
하기 때문에, 두 단어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히 잠
재성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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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보였듯이, ‘바로3’은 “앞뒤 두 동작 혹은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거나 매우 짧음”이라는 의미와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함”이
라는 의미, 즉 “시간적 연접”과 “시간적 근접”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
다. 또한 왕철(2011:47)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에서 ‘곧’은 이미 “지체없이 바로”, 
“멀지 않아”의 의미로 모두 쓰이고, 현대 한국어의 ‘곧’도 “시간적 연접”과 “시간적 
근접”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래 예문 (28), (29)
는 이를 보인 것이다.

(28) 가. 자리에 눕자 바로 잠이 들었다.
     가'. 자리에 눕자 곧 잠이 들었다.
     나. 그러나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이 반포되자마자 바로 폐지되는 과정에

서 농민봉기는 재차 유발되었다.
     나'. 그러나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이 반포되자마자 곧 폐지되는 과정에서 

농민봉기는 재차 유발되었다.
(29) 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오실 겁니다!
     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곧 오실 겁니다!
     나. 별이 바로 내릴 것이다.
     나'. 별이 곧 내릴 것이다.

  (28)에서 ‘바로/곧’은 “시간적 연접”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앞뒤 발생하는 두 동작
이나 사건이 시간적으로 긴밀하게 연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29)에서 ‘바로/곧’
은 “시간적 근접”으로 쓰이여 발화시 직후 멀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할 것을 전달하
고 있다.   

한편 ‘바로3’은 항상 문장에서 ‘곧’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의 예문 
(26)과 아래 (26')을 비교해 보겠다. 

(26) 가. 숨 돌릴 결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갔다.
     나. 아이는 껌의 단물만 빨아 먹고선 바로 버렸다.
(26') 가. *숨 돌릴 결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곧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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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3 곧
시간적 연접 + -
시간적 근접 - +

인 간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수식·강조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로
1-2’와 ‘바로3’은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3.2. 시간부사 ‘바로3’의 유의어

본 항에서는 ‘바로3’의 유의어를 제시하여, ‘바로3’과의 의미 차이를 실제 분석하고 
이를 유형별로 정리할 것이다. ‘바로3’의 유의어들은 아래와 같다.

 
이내, 곧바로, 즉각, 즉시, 즉변, 방금, 금방, 막, 곧장, 곧

  이 중에서 ‘즉변’은 구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즉각’과 ‘즉시’도 뉴스나 군대에
서 쓰이는 경우 이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부사
와의 사용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곧바로’, ‘곧장’, ‘바로’는 다른 시간부사
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다. 즉 ‘곧바로’와 ‘바로’는 다른 부사보다 더 빠르다는 느낌
을 준다. 특히 ‘곧바로’의 경우, 단어 자체가 ‘곧+바로’의 구성이기 때문에 ‘바로’에 
비해 한층 더 빠른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본다. 즉 이 두 단어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최은규(1985)에 따르면, ‘바로(바로3)’와 ‘곧’의 의미 차이는 아래 <표10>
과 같이 ‘바로(바로3)’는 “시간적 연접(連接)”을, ‘곧’은 “시간적 근접(近接)”을 표현
하기 때문에, 두 단어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히 잠
재성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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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보였듯이, ‘바로3’은 “앞뒤 두 동작 혹은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없거나 매우 짧음”이라는 의미와 “시간적으로 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함”이
라는 의미, 즉 “시간적 연접”과 “시간적 근접”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
다. 또한 왕철(2011:47)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에서 ‘곧’은 이미 “지체없이 바로”, 
“멀지 않아”의 의미로 모두 쓰이고, 현대 한국어의 ‘곧’도 “시간적 연접”과 “시간적 
근접”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래 예문 (28), (29)
는 이를 보인 것이다.

(28) 가. 자리에 눕자 바로 잠이 들었다.
     가'. 자리에 눕자 곧 잠이 들었다.
     나. 그러나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이 반포되자마자 바로 폐지되는 과정에

서 농민봉기는 재차 유발되었다.
     나'. 그러나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이 반포되자마자 곧 폐지되는 과정에서 

농민봉기는 재차 유발되었다.
(29) 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오실 겁니다!
     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곧 오실 겁니다!
     나. 별이 바로 내릴 것이다.
     나'. 별이 곧 내릴 것이다.

  (28)에서 ‘바로/곧’은 “시간적 연접”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앞뒤 발생하는 두 동작
이나 사건이 시간적으로 긴밀하게 연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29)에서 ‘바로/곧’
은 “시간적 근접”으로 쓰이여 발화시 직후 멀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할 것을 전달하
고 있다.   

한편 ‘바로3’은 항상 문장에서 ‘곧’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의 예문 
(26)과 아래 (26')을 비교해 보겠다. 

(26) 가. 숨 돌릴 결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갔다.
     나. 아이는 껌의 단물만 빨아 먹고선 바로 버렸다.
(26') 가. *숨 돌릴 결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곧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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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는 껌의 단물만 빨아 먹고선 곧 버렸다.

  (26),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착하자마자 나갔다’나 ‘단물만 빨아 먹고선 
버렸다’라는 사태는 불과 몇 초의 간격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바로3’은 가능하지만 ‘곧’은 (26'가)와 (26'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색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동작이나 사건이 잇달아 발생 하는 경우, ‘바로3’은 
‘곧’보다 시간적 간격이 더 없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28가')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자리에 눕는 순간 잠이 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시간을 거친 후에 발생하
는 일이기 때문에 ‘곧’을 사용할 수 있고, (28나')에서도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
目)이 반포된 후에 일정 시간을 경과하여 폐지되었다는 상황에서 ‘곧’을 쓰게 되었
다.
  즉 시간부사 ‘바로3’은 '곧'과의 의미차이가 정도에서만 변별을 보인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히 정도의 차이가 있
다.
  또한 이상의 시간부사들을 빠른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대총 ‘막=즉각=즉시>곧바
로=곧장>곧=금방=방금=이내’와 같다. 그러나 더 정교한 분석 방식에 의해 해결될 
필요가 있는데, 본고는 이것을 후일의 과제로 돌린다. 

4.4. 정도부사 ‘바로4’
4.4.1. 정도부사 ‘바로’의 의미

  정도부사 ‘바로4’는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의 뜻을 의미한다. 아래는 
‘바로4’의 용례이다.  

(30) 가. 바로 앞에/뒤에/동쪽/서쪽에/오른쪽에 앉다.
     나. 바로 옆집에서/이웃에/눈앞에 불이 난 줄도 몰랐어.
     다. 식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바로 밑의 남동생인 우창이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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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사람이 인도된 곳은 부엌과 바로 붙은 방이었다.

  (30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로4’는 ‘앞에’, ‘위에’, ‘서쪽에’ 등과 같은 위치를 나
타내는 처소 부사어와 결합하여 “매우 가까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30나)에
서도 ‘바로4’를 통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가까운 옆집/이웃/눈앞에”라
는 의미를 가진다. (30다)의 경우, ‘바로4’는 구체적으로 공간적인 거리를 수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즉 항렬에서 혈족이나 친족의 가까움도 표현할 
수 있다. (30라)의 경우, ‘바로4’는 처소 부사어 외에, 동사 ‘붙다’와의 결합도 가능
함을 보여주고 “공간적 틈새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가까이”의 뜻을 의미하고 있
다. 동사 ‘붙다’ 등을 수식할 때의 ‘바로4’는 ‘바로1-2’와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문장의 통사적인 구조를 보면 알아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바로1-2’는 문장에서 보통 ‘로/으로’, ‘에/에서’ 등 처소격 조
사와 함께 나타나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 지체 없는 이동을 강조한다. 또한 ‘바로
1-2’는 주로 ‘가다’, ‘오다’ 등 이동동사와 결합해 이동 행위를 나타내고 상태성을 보
이지 않는다. 반면 ‘바로4’는 상태성을 지니고 있고 문장에서 이동 행위를 수식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바로4’는 ‘바로1-2’와 서로 구별된다.
  다음 ‘바로4’와 ‘맨’을 비교해 보자. 먼저 사전에서 ‘맨’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겠다. 

(31) ≪표준≫
    「관형사」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부사」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

  특히 관형사로 쓰인 경우, ‘맨’은 “가장”의 의미를 갖고 “최상위의 척도성 내지 정
도성”을 나타내(오민석 2008:113) ‘바로4’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이 때 ‘맨’은 ‘바로4’와 마찬가지로 뒤에 ‘옆, 위, 뒤, 앞’ 등 처소와 관련한 명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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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는 껌의 단물만 빨아 먹고선 곧 버렸다.

  (26),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착하자마자 나갔다’나 ‘단물만 빨아 먹고선 
버렸다’라는 사태는 불과 몇 초의 간격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바로3’은 가능하지만 ‘곧’은 (26'가)와 (26'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색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동작이나 사건이 잇달아 발생 하는 경우, ‘바로3’은 
‘곧’보다 시간적 간격이 더 없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28가')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자리에 눕는 순간 잠이 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시간을 거친 후에 발생하
는 일이기 때문에 ‘곧’을 사용할 수 있고, (28나')에서도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
目)이 반포된 후에 일정 시간을 경과하여 폐지되었다는 상황에서 ‘곧’을 쓰게 되었
다.
  즉 시간부사 ‘바로3’은 '곧'과의 의미차이가 정도에서만 변별을 보인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하고 함축성분, 특히 정도의 차이가 있
다.
  또한 이상의 시간부사들을 빠른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대총 ‘막=즉각=즉시>곧바
로=곧장>곧=금방=방금=이내’와 같다. 그러나 더 정교한 분석 방식에 의해 해결될 
필요가 있는데, 본고는 이것을 후일의 과제로 돌린다. 

4.4. 정도부사 ‘바로4’
4.4.1. 정도부사 ‘바로’의 의미

  정도부사 ‘바로4’는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의 뜻을 의미한다. 아래는 
‘바로4’의 용례이다.  

(30) 가. 바로 앞에/뒤에/동쪽/서쪽에/오른쪽에 앉다.
     나. 바로 옆집에서/이웃에/눈앞에 불이 난 줄도 몰랐어.
     다. 식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바로 밑의 남동생인 우창이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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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사람이 인도된 곳은 부엌과 바로 붙은 방이었다.

  (30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로4’는 ‘앞에’, ‘위에’, ‘서쪽에’ 등과 같은 위치를 나
타내는 처소 부사어와 결합하여 “매우 가까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30나)에
서도 ‘바로4’를 통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가까운 옆집/이웃/눈앞에”라
는 의미를 가진다. (30다)의 경우, ‘바로4’는 구체적으로 공간적인 거리를 수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즉 항렬에서 혈족이나 친족의 가까움도 표현할 
수 있다. (30라)의 경우, ‘바로4’는 처소 부사어 외에, 동사 ‘붙다’와의 결합도 가능
함을 보여주고 “공간적 틈새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가까이”의 뜻을 의미하고 있
다. 동사 ‘붙다’ 등을 수식할 때의 ‘바로4’는 ‘바로1-2’와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문장의 통사적인 구조를 보면 알아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바로1-2’는 문장에서 보통 ‘로/으로’, ‘에/에서’ 등 처소격 조
사와 함께 나타나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 지체 없는 이동을 강조한다. 또한 ‘바로
1-2’는 주로 ‘가다’, ‘오다’ 등 이동동사와 결합해 이동 행위를 나타내고 상태성을 보
이지 않는다. 반면 ‘바로4’는 상태성을 지니고 있고 문장에서 이동 행위를 수식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바로4’는 ‘바로1-2’와 서로 구별된다.
  다음 ‘바로4’와 ‘맨’을 비교해 보자. 먼저 사전에서 ‘맨’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겠다. 

(31) ≪표준≫
    「관형사」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부사」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

  특히 관형사로 쓰인 경우, ‘맨’은 “가장”의 의미를 갖고 “최상위의 척도성 내지 정
도성”을 나타내(오민석 2008:113) ‘바로4’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이 때 ‘맨’은 ‘바로4’와 마찬가지로 뒤에 ‘옆, 위, 뒤, 앞’ 등 처소와 관련한 명사들을 



- 64 -

수식할 수 있다.28) 

(32) 가. 맨 {앞/뒤/옆/위}
     나. 바로 {앞/뒤/옆/위}

  그러나 ‘바로4’는 항상 문장에서 ‘맨’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예문 (33)을 확인해 보자.

(33) 가. 맨 {처음/나중/마지막}
     나. *바로 {처음/나중/마지막}

  ‘처음’, ‘나중’, ‘마지막’ 등 시간 순서를 표현하는 명사와 결합할 때에는 ‘맨’이 가
능하지만, ‘바로4’는 (3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색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제3
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바로’는 ‘바르다’와 같이 “기준에 대해서”라는 의미성분
을 가지고 있다. ‘처음’, ‘나중’, ‘마지막’ 등은 각각 “다른 것에 비해 가장 앞”, “지금 
말하는 것에 비해 이후”,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 가장 끝”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고, 
이러한 단어 자체가 이미 일정한 기준을 함의하고 있고 ‘바로’의 의미성분인 기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둘이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4.4.2. 정도부사 ‘바로’의 유의어
 

  본 항에서는 ‘바로4’의 유의어 ‘곧바로’, ‘이내’와의 의미 차이 및 관계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곧바로’는 “멀지 아니한 바로 가까이에”라는 사전적 의미
를 지닐 때, ‘바로4’와 유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아래 예문 (34)는 ‘곧바로’와 ‘바
로4’는 문장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8) “가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맨’은 오민석(2008)에서 관형사가 아닌 부사로 보고 “(장소나 시
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여)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재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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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 미술관 옆에 곧바로 매점이 있다.
     가'. 미술관 옆에 바로 매점이 있다.
     나. 실은 곧바로 뒤에 붙인 카드 조각으로 연결된다.
     나'. 실은 바로 뒤에 붙인 카드 조각으로 연결된다.

  ‘바로4’는 중심의미인 ‘바로1-1’과 ‘바로2’에서 확대된 의미이고, ‘곧바로’는 “곧, 즉
시에”라는 중심의미에서 “(공간적으로) 멀지 않고 가까이”라는 의미까지 확대되어 
쓰이는 것이므로, 두 단어는 내포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형에 속하여 확장의미와 
확장의미 사이의 대응관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내’는 “멀지 않고 가까이 곧”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닐 때, ‘바로4’와 
유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아래 예문 (35)를 보겠다.

(35) 가. 집 뒤편에 이내 논이었다.
     가'. 집 뒤편에 바로 논이었다.
     나. 이 고개를 넘으면 이내 우리 마을이 보입니다.
     나'. 이 고개를 넘으면 바로 우리 마을이 보입니다.

  ‘이내’는 ‘바로4’와 같이 “(공간적으로) 멀지 않고 가까이 곧”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문장에서 ‘바로4’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4’는 ‘이내’에 비해 정도성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바로4’는 ‘이내’
보다 더 가까운 느낌을 준다. 최은규(1985)에서 제시된 유의어의 관계 유형에 따르
면, 이 두 단어는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 속해야 하고 함축성분, 특히 정도
의 차이가 있다.

4.5. 소결
  지금까지 ‘바로’의 의미를 세분화하여, 각각 유의어와의 의미 차이 및 유의관계 유
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표11>은 「우리말 유의어 사전」에서 제시된 부사 
‘바로’의 유의어들이고, <표12>는 본고에서 제시된 ‘바로’의 유의어들이다.「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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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할 수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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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앞/뒤/옆/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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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의 유의어

바로 즉, 즉시, 곧, 곧바로, 곧장, 당장, 직접, 목하, 올바로, 막

‘바로’의 유의어

바로 즉, 즉시, 즉변, 즉각, 곧, 곧바로, 곧장, 금방, 방금, 올바로, 똑바로, 
제대로, 바른대로, 이내, 막

유의어 사전」과 달리 본고에서 ‘목하’, ‘직접’, ‘당장’을 제외하고, ‘즉변’, ‘즉각’, ‘금
방’, ‘방금’, ‘이내’, ‘제대로’, ‘바른대로’, ‘똑바로’ 등의 부사를 추가하였다.29)   

<표11> 「우리말 유의어 사전」에서의 ‘바로’의 유의어

<표12> 본고에서의 ‘바로’의 유의어

29) ‘목하’와 ‘직접’은 각각 ‘바로 지금’,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만 ‘바로’가 나타난 문장에서 ‘바로’를 대치할 수 없으므로 서로 유의관계를 이루
다고 할 수 없다. ‘당장’은 명사이고 ‘바로’와 품사의 차이가 있어 함께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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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미

성상부사

바로1-1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
바로1-2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바로1-3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바로1-4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 
바로1-5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나지 아니하게. 

초점부사 바로2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
시간부사 바로3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
정도부사 바로4 (장소) 멀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이.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부사 ‘바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로’를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
간부사, 정도부사로 분류하여 ‘바로1’, ‘바로2’, ‘바로3’, ‘바로4’로 나누었다. 여기서 다
시 ‘바로1’은 ‘바로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그리고 ‘바로1-5’로 세분하였다. 
각 ‘바로’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바로’의 세분된 의미를 밝혔으며 유의어와의 
의미 차이 및 관계 유형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기존 사전에서 ‘바로’의 처리 양상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바로’의 
의항을 재분류하였다. 이것은 아래 <표13>과 같이 정리된다.

<표13> 부사 ‘바로’의 의항 

  제3장에서는 예문을 통해 ‘바로’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로1’(‘바로
1-1’, ‘바로1-2’, ‘바로1-3’, ‘바로1-4’, ‘바로1-5’), ‘바로2’, ‘바로3’, ‘바로4’는 서로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바로1’은 형용사·명사를 수식할 수 없고 동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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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포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유형

중심의미와 중심의미의 
대응 바로1-1 ― 똑바로

중심의미와 확장의미의 
대응

바로1-3 ― 바른대로
바로1-5 ― 제대로
바로2 ― 곧

확장의미와 확장의미의 
대응 바로4 ― 곧바로

②내포의미
의 차이에 
따른 유형

文体意味의 차이 바로3 ― 즉변, 즉각, 즉시
바로2 ― 즉

情緖意味의 차이 바로1-3 ― 똑바로
含蓄成
分의 
차이

可能性의 차이 바로1-1 ― 곧바로
바로1-3 ― 제대로

수식한다. 이 중에서 ‘바로1-2’는 주로 이동동사를, ‘바로1-3’은 주로 발화동사를, ‘바
로1-5’는 주로 작용동사를 수식한다.
  초점부사로서의 ‘바로2’는 문장에서 명사나 명사구만을 수식하고, 또한 부정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3’은 시간부사로서 동사만을 수식하여 높임 표현, 문장 유형 
등에 대해 특별한 제약이 없다. 마지막으로 ‘바로4’는 정도부사로서 동사나 형용사를 
모두 수식할 수 있으나, 명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높임 표현과 문장 유형 등의 
제약이 없다.   
  제4장에서는 ‘바로’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고, 최은규(1985)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에 따라 각 ‘바로’의 유의어와의 의미 차이 및 유의관계 유형을 밝혔다. 특
히 각 ‘바로’와 유의어 관계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부사 ‘바로’와 유의어의 관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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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度의 차이

바로1-2 ― 곧바로, 곧장
바로1-4 ― 올바로
바로3 ― 곧바로, 곧, 막, 곧장, 이내, 
방금, 금방
바로4 ― 이내

  지금까지 ‘바로’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바로’의 유의어들을 분석할 때, 내포의미의 차이에 따른 유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더 정밀한 고찰을 못하였다. 예를 들어, ‘바로3’의 
유의어들이 ‘곧바로’, ‘막’, ‘곧장’, ‘이내’, ‘방금’, ‘금방’, ‘즉시’, ‘즉각’ 등이 있는데, 
한자어까지 포함하여 사태가 일어날 속도가 빠른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를 위한 접근법의 확립이 요
구된다. 그리고 ‘바로’의 유의어를 분석할 때 언급하지 못하였던 유의어도 분명히 존
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루지를 못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바로’의 각 의항의 파생 관계를 추측할 때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이 논리의 전개에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빈약성이 드
러났다. 이상의 문제점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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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副词‘바로’的统辞及意义研究

侯聪

本文对韩国语副词‘바로’进行细分，意在对其的统辞、词义特征进行考察。本文

将‘바로’分为性状副词、焦点副词、时间副词、程度副词四个类型，分别记作‘바

로1’，‘바로2’，‘바로3’以及‘바로4’。其中，‘바로1’又进一步细分为‘바로

1-1’，‘바로1-2’，‘바로1-3’， ‘바로1-4’和‘바로1-5’。 本论文主要由以下五

个部分构成。

第一章主要阐述了本文的研究目的及对象，对先行研究进行了讨论，并进一步揭示

了本文的研究方法及论文结构。

  第二章首先介绍了与‘바로’相关的几个副词类型，之后通过对目前韩国语字典中

‘바로’定义方式的考察，指出了定义中所存在的诸多问题，并对此提出了新的定义

及分类方法。此外，为了论文的顺利展开，本章还对进行近义词分析时所依据的崔银

奎（1985）的研究方法进行了相关介绍与说明

  第三章从句中位置、句型、后行要素、可省略与否、否定句修饰与否等方面，按照

形状副词、焦点副词、时间副词以及程度副词的各个类型，一一对‘바로’的统辞特

征进行了较为具体的考察。‘바로1’无法修饰形容词及名词，仅可修饰动词，其所修

饰的动词类型也不尽相同。其中，‘바로1-2’主要修饰移动动词，‘바로1-3’主要修

饰发话动词，而‘바로1-5’则主要修饰着用动词。作为焦点副词，‘바로2’在句中主

要修饰名词及名词短语，偶尔会出现修饰‘이렇다/그렇다/저렇다’等指示用言的特

殊情况。此外，‘바로2’不能出现在否定句中。此外，作为时间副词，‘바로3’仅

可修饰动词，在敬语语法、句型等方面不存在明显的限制。最后，作为程度副词，

‘바로4’主要修饰动词，且可与部分形容词、名词搭配出现，句型等则不受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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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章通过例句，对‘바로’的细分意义进行了考察。此外，根据崔银奎（1985）

所提出的近义词研究方法，本章对各类型‘바로’及其近义词之间存在的词义差异进

行了阐述，并对相互间近义词的类型进行相应分类，从而进一步深化了对‘바로’意

义的理解。

第五章对整篇论文进行了总结，并指出了论文所存在的不足之处。

关键词： 副词， 바로， 意义， 统辞， 近义词 

学  号： 2014-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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饰的动词类型也不尽相同。其中，‘바로1-2’主要修饰移动动词，‘바로1-3’主要修

饰发话动词，而‘바로1-5’则主要修饰着用动词。作为焦点副词，‘바로2’在句中主

要修饰名词及名词短语，偶尔会出现修饰‘이렇다/그렇다/저렇다’等指示用言的特

殊情况。此外，‘바로2’不能出现在否定句中。此外，作为时间副词，‘바로3’仅

可修饰动词，在敬语语法、句型等方面不存在明显的限制。最后，作为程度副词，

‘바로4’主要修饰动词，且可与部分形容词、名词搭配出现，句型等则不受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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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章通过例句，对‘바로’的细分意义进行了考察。此外，根据崔银奎（1985）

所提出的近义词研究方法，本章对各类型‘바로’及其近义词之间存在的词义差异进

行了阐述，并对相互间近义词的类型进行相应分类，从而进一步深化了对‘바로’意

义的理解。

第五章对整篇论文进行了总结，并指出了论文所存在的不足之处。

关键词： 副词， 바로， 意义， 统辞， 近义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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