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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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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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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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문학박사학위논문

한국어의 혼효, 잉여표현, 전염 현상 연구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石慧梅(석혜매)



한국어의 혼효, 잉여표현, 전염 현상 연구

지도교수  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石慧梅(석혜매)

石慧梅(석혜매)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i -

<한국어초록>

한국어의 혼효, 잉여표현, 전염 현상 연구
石慧梅(석혜매)

  혼효(blending), 잉여표현(redundancy), 전염(contagion)이라는 세 가지 언어 
현상은, 종래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그다지 중요한 언어 현
상으로 취급 받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본고의 목적은, 실제적인 한국어 사례들을 
통해, 사실은 이들이 모두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제들이며, 
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혼효’(blending)는, 의미적 유사성을 지닌 두 표현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말실수
로 인해 각 표현의 일부를 가져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상한 새로운 어형을 만들
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처럼 말실수로 만들어진 어형은, 많이 쓰이면서 정착
되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는 그러한 예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그런데 
종래에는 주로 어휘 층위에서 일어나는 혼효 현상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
으나, 사실 이는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단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예를 들어 ‘우연히’와 ‘우연찮게’, ‘웬만한 N이면’과 ‘웬만한 N이 아니면’이 왜 같
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지 등을 ‘혼효’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논의해 보고
자 한다. 
  ‘전염’(contagion)은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식 혹은 의미
의 일부가 바뀌어 비슷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전염은 영향을 주는 요소와 받는 
요소의 관계에 따라 ‘통합관계의 전염’과 ‘계열관계의 전염’으로 나뉘는데, 이들을 
전염되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나눠 보면, 아래 5가지 패턴을 상정할 수 
있다.

【통합관계】
  ① 요소 A가 공기하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형식이 바뀌는 경우
  ② 요소 A가 자주 공기하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바뀌는 경우
【계열관계】
  ③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형식이 바뀌는 경우
  ④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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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결합속성이 바뀌는 경우

 ‘잉여표현’(redundancy)은 언어표현에 있어서 어떤 의미 정보가, 말 그대로 잉여
적으로 두 번 이상, 다른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동기별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한국어의 특징과 발화 동기 때문에 생
기는 잉여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혼효’에 의해 생기는 잉여표현이다(예: ~해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휘 측면의 
잉여표현이 많은 주목을 받아 왔으나, 사실은 잉여표현은 형태소부터 단어, 구, 
문장, 담화 수준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임도 지적한다.
  이처럼 ‘전염’과 ‘혼효’, ‘잉여표현’은 서로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식 A가 형식 B의 영
향을 받아 형태가 일부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형식의 전염’이라고 부른다(예: 넙
다寬, 廣/너르다→넓다). 그런데 B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A와 B에서 반 정도
씩 형식을 가져와 새로운 형식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전형적인 혼효’가 되며(예: 
잎담배/엽초→잎초), A와 B의 형식이 둘 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혼효에 의
한 잉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예: ~해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결국 이들은 결과물 중에 포함되는 A와 B의 비율 차이가 있을 뿐이라
는 점에서 이들은 ‘연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는 것
이다. 

주요어: 혼효(blending), 잉여표현(redundancy), 전염(contagion), 말실수(slips 
of the tongue), ‘우연찮게’, ‘웬만하다’

학  번: 201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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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대상
  본고에서는 밀접한 관계(통합관계 · 동의관계)를1) 가지는 두 요소가 일으킨 
혼효(blending), 잉여표현(redundancy), 전염(contagion)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였으나, 사실
은 이 세 가지 개념은 언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 그리고 이들은 별
개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의 실제에 있는 사례를 통해 이 세 가지 개념이 서로 관련이 깊고 언어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있다. 
  ‘blending’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예로 ‘smoke+fog→smog’, ‘라면+떡볶이→라볶
이’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방언형 ‘틀리다+달부다(다르다)→ 틀부다’와 
같은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 둘을 구별하여 보려는 시도도 거의 없었고,2) 
후자보다 전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전자의 ‘blending’은 하나의 조어법으로
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는 ‘혼성어’라고 불린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례들은 후자, 즉 ‘틀리다+달부다→틀부다’와 
같은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말을 꺼낼 때 혼동을 일으
키고 기존의 표현 일부를 말하다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표현들이다.3) 처음에는 
일종의 말실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널리 쓰이게 되면서 새로운 표현으로 정착되
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때의 ‘blending’을 ‘혼효(混淆)’라고 칭하고자 한
다.4) 지금까지 혼효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어휘(특히 전이지역의 방언형)에 초
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어휘보다 더 큰 단위의 혼효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자주 쓰
1) 여기서 말하는 ‘밀접한 관계’는 통합관계(문장에 항상 같이 나타나는 관계를 말한다. 예로 

‘주책 없다’ 등이 있다.)나 동의관계를 가리킨다. 
2) 임지룡(1997)은 blending 현상들을 둘로 나눠 보는 유일한 연구이다. 
3)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제2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4) 김완진(1973), 이승재(1983)에서도 동일한 인식을 바탕으로 ‘blending’의 번역어로 ‘혼효

(混淆)’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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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혼효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역전앞’과 같은 잉여표현에 대해서 ‘쓸데없다’, ‘한 쪽을 삭제해
야 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잉여표현이 일정한 동기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한자어
와 고유어의 의미중복’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어휘뿐만 아니
라 한국어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중복 
표현을 사용하는 동인으로 ‘현대인들이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서’ 등을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상술한 동인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동인에 의
해 발생하는 잉여표현을 관찰하였다. 그 중에서 혼효 표현이 생겨나는 원인과 
유사하게,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머릿속 어휘부에 저장되었다가 발
화하는 순간에 이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생겨난 잉여표현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한편 전염은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요소의 영향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이다. 접촉이 있어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접촉은 문장을 구성하면서 생긴 접촉
과 사람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접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문장에 
공기하는 요소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 것에만 주목한 연구도 있고, 머릿속의 어휘
부에서 가까이 있는 요소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 것에만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보다 다양한 전염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전염
의 전체 모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염을 이용하여, 규범에는 어긋나지
만 실제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 현상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
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효에 대한 정의를 다시 규
명하고, 한국어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는 혼효 현상을 살펴본다. 중심적인 논의
는 ‘실제 존재하고 있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혼효 개념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잉여표현을 사용 동기별, 언어 측면별로 분류하
여 잉여표현이 한국어의 중요한 기제라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더 풍부한 전염 
현상을 찾아 전염의 전체 모습을 구상한다. 중심적인 논의는 역시 전염을 이용
하여 실제로 존재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을 설명하는 데에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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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밝히고, 서로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중심 과제로 삼는다.  

1.2. 기존 논의 검토
  흔히 ‘blending’이라고 하면 다음의 두 가지 예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
는 ‘smoke+fog→smog’, ‘라면+떡볶이→라볶이’처럼 일정한 사물을 표현하기 위
해 기존 어휘들의 일부를 취하여 인위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때의 혼효(혼성)는 일종의 조어법으로 인식되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다른 
하나는 ‘잎담배+엽초(葉草)→잎초’, ‘틀리다+달부다(다르다)→틀부다’처럼, 이승
재(1983:3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되는 의미자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상
작용(聯想作用)에 의해 혼동이 생겨나기 쉽다. 따라서 요소 A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 B와 머릿속에서 동시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말
을 꺼내는 순간 혼동을 일으켜 각 표현의 일부가 섞여 발화되어 ‘잎초’나 ‘틀부
-’ 등의 표현이 생겨나는 것이다. 본고는 전자의 ‘blending’과 후자의 ‘blending’
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고에서는 후자에 주목하여 혼효 현상을 다루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후
자의 ‘blending’에 관련된 선행연구만을 정리할 것이다. 
  혼효에 관한 연구로는 김완진(1973), 허웅(1973), 이기문(1980), 이승재
(1983),임지룡(1997) 등을 들 수 있다. 김완진(1973)에서는 ‘혼효’에 의해 형성
된 제3 어형을 어휘마멸(語彙磨滅)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리
고 ‘혼효’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동의의 두 어형, 또는 지
극히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두 어형이 언중의 의식 속에 병치되어 있을 때”에는 
혼효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웅(1973)에서는 ‘거지(거러지)’형 방언과 
‘비렁이’(비렁뱅이)’형 방언이 혼효되어 ‘거렁이(거렁뱅이)’가 형성되었다고 분석
한 바 있다. 이승재(1983)에서도 명확히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두 어사가 
동의 또는 유의관계가 있을 때 혼효가 잘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전북 지역의 
방언형 ‘틀부-’는 이에 의해 생겨난 표현이라고 소개하였다. 즉 한국어의 ‘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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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르-’는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다르-’의 방언형 ‘달부-’(전라 방언)
와 ‘틀리다’가 혼효되어 전북 서부지역의 방언형 ‘틀부-’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
았다.
  허웅(1973), 이기문(1980), 이승재(1983) 등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주로 
어떤 지역의 방언형이 혼효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임지룡
(1997)에서는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혼성어는 언어의 접촉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이지대의 방언’뿐만 아니라 ‘한자어와 고유
어의 접촉’을 통해 생긴 혼효 현상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기존 논의들은 잉여표현을 ‘동의중복’이나 ‘의미중복’이라고 부르기도 하
였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지룡(1983), 신희삼(1994), 신희삼
(1998), 나찬연(1997), 최재희(2000), 노명희(2006), 이성범(2008) 등을 들 
수 있다. 임지룡(1983)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부분은 떼어내도 본질적인 
의미전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 이를 ‘보충정보’라고 칭하였으며 보충정보
를 지닌 표현에는 의미중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희삼(1994, 1998)에서는 
이러한 의미중복을 사용하게 되는 동기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
고 주장하였다. 노명희(2006)에서는 국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중복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성범(2008)에서는 ‘처갓집’과 같은 어휘들을 혼종 반복어라 규정
하고 화용론의 시점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동기는 화자가 청자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대화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한자어와 고유어의 의미중복 현상
에 한해서 살펴본 연구들이다. 
  비교적 넓게 잉여표현을 다룬 연구는 나찬연(1997)과 최재희(2000)을 들 수 
있다. 나찬연(1997)에서는 잉여표현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 반복표현(예: 너무
너무)과 감탄사와 같은 중요한 문장성분이 아닌 경우를 모두 잉여표현으로 보고 
있다.(예: 아뿔사, 어제가 아내의 생일이었구나!). 그리고 잉여표현을 기능에 따
라 ‘뚜렷이하는 표현’과 ‘군더더기표현’으로 나눴다. 뚜렷이하는 표현은 형식적 
잉여표현과 의미적 잉여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군더더기표현은 의미중복어, 문법
적 오류 표현, 음운적 잉여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나찬연(1997)에서는 군더더기
표현에 대한 기술을 대체로 생략하고 뚜렷이하는 표현의 문법적 특징만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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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었다. 최재희(2000)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과 같이 어휘 유형
별로 한국어에 나타난 여러 중복표현과 그 의미 구조를 고찰하였다. 
  전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통합관계와 계열관계,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통합관계 측면의 대표적인 연구는 Ullmann(1962), 조항범(1999), 이선영
(2011), 윤평현(2013), 오민석(201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 
관찰된 ‘전염’은 모두 어떤 요소가 문장에 공기하는 다른 요소의 영향으로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부정소’와 공기하는 언어요소들은 나중에는 부정
소 없이도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전염’의 일
종으로 보고 있다. 조항범(1999: 39)에서는 ‘전염’에 의하여 의미 변화를 입었거
나 그 과정에 있는 단어들로 ‘별볼일’, ‘별수’, ‘분수’, ‘싸가지’, ‘얌치’, ‘엉터리’, 
‘영락’, ‘주책’, ‘굳이’, ‘대수롭다’, ‘얼토당토’, ‘도저히’, ‘별로’, ‘고작’, ‘심히’, ‘채’ 
등을 예로 제시하였다. 이선영(2011: 284)에서는 ‘주책이다/주책없다’, ‘칠칠맞다
/칠칠맞지 못하다’ 등의 예를 들면서 ‘전염’을 모순어가 생기게 된 원인 중의 하
나로 보고 있다. 윤평현(2013: 182)에서는 부사 ‘별로’와 ‘전혀’가 습관적으로 
부정어와 함께 쓰면서 어느 사이에 부정의 의미가 전염된다고 보았다. 오민석
(2017: 181-225)에서는 ‘명사(+조사)+부정서술어’ 구성에서 부정서술어의 부
정성이 공기하는 명사 부류로 옮아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계열관계 측면의 대표적인 연구는 박진호(2015)를 들 수 있다. 박진호(2015)
에서는 ‘전염’에 대해 더 넓은 정의를 내린 바 있다. 박진호(2015: 619)의 ‘전
염’은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언어요소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비슷해지는 현상”
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형식, 의미, 결합적 속성’ 등 다양한 측면의 풍성한 사례
를 들어 전염에 대해 고찰하였다. 관찰된 사례들은 주로 ‘유사성’ 때문에 머릿속 
어휘부(mental lexicon)의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5)

5) Fauconnier&Turner(2002)에서 다루는 認知理論(theory of cognition)과 유사한 면이 보인
다. 즉, 유사한 개념들이 무의식적으로 혼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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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기본적 논의로,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혼효, 잉여표현, 전염 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
지의 현상을 왜 같이 다루어야 하는지, 즉 이들의 관계를 밝힐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혼효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혼효로 인해 생긴 어휘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자 한다. 다음으로는 혼효로 인해 생긴 구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한국어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따지고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문장들
에 대해, 혼효를 사용하여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잉여표현에 대해 살펴본다. 잉여표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혼효’에 의해 생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의 특징이
나 발화 동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꽤 많이 관찰된 잉여표현들의 사용 
동기가 각각 조금씩 다르고, 나타나는 언어의 측면도 다르다. 따라서 이에 해당
하는 많은 예를 동기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언어의 측면에 따라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잉여표현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기제라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에 비
해 한국어의 경우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전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전염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
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우선 영향을 주는 요소와 영향을 받는 요소가 통합관
계인지 계열관계인지에 따라 ‘통합관계의 전염’과 ‘계열관계의 전염’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또한 영향을 주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음운)형식의 전염, 
의미의 전염, 그리고 결합속성의 전염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6) 그 중 이질
적인 면이 보이는 전염 현상도 발견되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점
에서, 또 전염 현상의 전체 윤곽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여기서 모두 다루

6) 박진호(2015)에서는 영향을 주는 속성에 따라 전염을 분류하였다. 본고에서의 전염 논의도 
이를 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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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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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혼효의 개념 및 범위
2.1.1. 인위적 조어(혼성어)와7) 자연적 언어 현상(혼효)

  ‘blending’이라는 용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어로 ‘혼성, 혼효, 혼합’ 등이 쓰
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혼성’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하고 있지만,8) 김완
진(1973)과 이승재(1983)에서는 ‘혼효’라는 번역어를 선택하였다. 김완진
(1973)에서는, 현대한국어에 쓰이고 있는 ‘넓-’가 이전 시기에 있었던 ‘넙-(寬, 
廣)’가 ‘너르-’와 혼효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승재(1983)에서는 전
북 서부지역에 발견되는 ‘틀부-’라는 어휘가 ‘틀리-’와 전라도에서 사용되는 ‘달
부-’가 혼효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현상도 이
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혼효’라는 용어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
상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혼효’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9) 
  제1장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blending’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예로는 ‘smoke+fog→smog’, ‘라면+떡볶이→라볶이’, ‘잎담배+엽초(葉草)→잎
초’, ‘틀리-+달부-(다르다)→틀부-’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상의 예
7) ‘혼성어’의 개념으로 영어학에서는 ‘portmanteau word(가방단어, 가방어)’가 쓰이기도 한다. 

(이선웅 2012 참고). 이선웅(2012)에서는 ‘혼성어’ 개념을 취하면 ‘가방단어’ 개념은 필요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지만 ‘혼성어’와 ‘혼효 현상’이 혼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고는 아
예 ‘혼성어’ 대신에 ‘portmanteau word(가방단어, 가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
다고 생각한다. 

8) 이선웅(2012)에서는 ‘blending’의 대당 번역어로 ‘혼성, 혼효, 혼합’ 중 어느 용어가 적합한
가에 대해 논의하고, 이 중 ‘혼성’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혼효’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일 뿐 아니라 ‘혼’과 ‘효’가 중복의 의미가 있고, ‘혼합’은 
지나치게 일상어적인 용어라고 생각되고, ‘혼성’은 이 그 중간에 위치할 뿐 아니라 ‘만들다’
는 개념까지 갖고 있어 최적의 용어라고 생각된다.”

9) 한국어 사전의 ‘혼효’의 뜻풀이를 보면 단순히 “뒤섞이다”라는 의미만 등재되어 있지만 중국
어의 ‘혼효(混淆)’는 “헷갈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의
미의 유사성’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혼효’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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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smoke+fog→smog’, ‘라면+떡볶
이→라볶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표현하고 명명하기 위해, 기존
의 어휘들에서 각자 일부를 취해 새로운 어휘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라면’과 ‘떡볶이’가 모두 들어 있는 요리를 명명하기 위해 ‘라면’의 일부와 
‘떡볶이’의 일부를 취해서 ‘라볶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부류
에 속하는 예들은 일종의 ‘인위적 조어(혼성어)’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표현 A와 B는 의미적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chuckle(A)+snort(B)→chortle’와10) ‘어마어마하다(A)+무시무시하다(B)→어마
무시하다’는 기존의 표현 A와 B가 의미적 관련성이 뚜렷한 편이다. 한편 ‘라면
(A)+떡볶이(B)→라볶이’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표현 A와 B의 의미적 관련성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이들처럼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기존의 표현들을 섞어서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것은 이미 하나의 조어법으로서 한국어학계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아 왔다. 대표적인 연구는 임지룡(1996), 노명희(2010)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렇게 형성된 단어들을 ‘혼성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잎담배+엽초(葉草)→잎초’, ‘틀리-+달부-(다르다)→틀부-’와 같은 경
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종의 ‘자연적 언어현
상’이다. 즉, ‘의미가 비슷한 두 표현이 있는데, 말하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혼동
이 일어나 각 표현의 일부를 취해서 새로운 표현을 말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
다. 이는 일종의 말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언중에 의해 사용될 경우, 정
착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표현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체화하자면 ‘잎담
배’와 ‘엽초(葉草)’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두 어휘를 동시에 아는 
사람이면 두 어휘를 머릿속에 동시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각 표현의 일부를 
취하여 ‘잎초’라는 표현을 말하게 된 것으로 본다. 처음에는 말실수였겠지만, 어
느 순간부터 ‘잎담배’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그렇게 표현해도 의사소통이 가능
한 어휘가 되었다.11) 

10) 이 예는 Fromkin(2007: 503)의 Lewis Carroll이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언어를 가지고 
만든 신조어이다. 이와 비슷한 신조어는 ‘fuming+furious→ frumious’와 ‘cuss+damnation’ 
등을 들 수 있다.

11) ‘잎담배/엽초→잎초’는 임지룡(1997)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잎초’는 네이버 사전에서는 ‘잎담
배’의 잘못이라고 하고, 네이버 오픈사전에서는 잎담배를 일컫는 평안도 사투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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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외 2인(2000: 134)에서는 많은 예를 들면서 ‘blending(혼합)’에 대해 
소개하였으나 그 예들을 분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예들도 두 부
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smoke+fog>smog, 
motorist+hotel>motel, breakfast+lunch>brunch’와 같은 것들이고, 다른 하나
는 의미의 유사성 때문에 말할 때 자연스럽게 생긴 것으로 독일어의 
‘hoch(high)’와 라틴어의 ‘altum(high)’가 혼합되어 형성된 ‘high’를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의 ‘halt(>haut )’, ‘different from’과 ‘other than’에서 ‘different than’
이 되는 것, ‘거러지’와 ‘비렁뱅이’가 혼합하여 ‘거렁뱅이’가 되는 것 등이 있다. 
임지룡(1997: 188-189)에서는 이와 달리 두 종류의 ‘blending’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혼성’(예: 쫄면+떡볶이→쫄볶이)과 ‘무의식적인 혼성’
(예: 거러지+비렁뱅이→거렁뱅이)으로 분류하여 다루었다.12) ‘의식적인 혼성’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인위적 조어’(즉, 혼성어)에 해당하고, ‘무의식적인 혼성’은 
본고의 ‘자연적 언어현상’(즉, 혼효)에 해당한다. ‘의식적, 무의식적’이라는 용어
를 사용할 경우, 두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
에 본고에서는 ‘인위적 조어’와 ‘자연적 언어현상’으로 바꿔서 표현할 것이다. 
  한편 ‘인위적 조어’와 ‘자연적 언어현상’은 ‘어형의 뒤섞임’이라는 공통점을 제
외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차이가 발견된다. 

12) 임지룡(1997)에서 언급한 무의식적인 혼성은 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와 ‘고유
어’의 혼성,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방언 단어끼리의 혼성에 국한되어 
있다. 

인위적 조어(혼성)
예:smoke(A)+fog(B)→smog

자연적 언어 현상(혼효) 
예:거러지(A)+비렁뱅이(B)→거렁

뱅이 

차 이
점

어떤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에 있는 A와 B의 일부를 취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A와 B
가 있는데, 말하려다가 혼동이 
일어나서 A의 일부와 B의 일부
를 취해서 말하게 된 것

A와 B는 의미 유사성이 높을 수
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A와 B는 의미 유사성이 높다.
의미 유사성이 높은 경우는 새로 
형성된 표현의 의미는 A나 B의 
의미와 비슷하고, 의미 유사성이 

새로 형성된 표현의 의미는 A나 
B의 의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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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인위적 조어와 자연적 언어 현상의 차이점

  이처럼 이들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인위적 조어’ 외에 ‘자연적 언어현상’에도 관심을 기질 필요가 
있다.
  

2.1.2. 혼효의 범위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의 개별 어휘에 초점을 맞춰 왔다. 대부분은 ‘혼효’에 의
해 만들어진 방언 어휘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허웅(1973), 이
기문(1980), 이승재(1983) 등을 들 수 있다. 임지룡(1997)에서는 한자어와 고
유어가 접촉하면서 생긴 혼효 현상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본고는 어휘보다 더 
큰 단위에서도 ‘혼효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沈家煊(2006: 5)에서는 ‘blending’이 중국어 조어법의 중요한 방식일 뿐만 아
니라 동시에 중국어의 구문을 만드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하다고 주장한 바 있
다. ‘blending’에 해당하는 중국어 개념은 ‘糅合’과 ‘截搭’ 두 가지가 있다. 沈家煊
(2006)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보여 주면서 이들에 의해 형성된 중
국어 어휘나 구문을 함께 보여 주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糅合’에 
더 가깝기 때문에 ‘糅合’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13) ‘糅合’이 일어난 두 
13) 沈家煊(2006: 6)에 의하면 ‘blending’에 해당하는 중국어 번역어는 ‘糅合’과 ‘截搭’ 두 가지

가 있다. ‘유사성’에 의해 형성된 것은 ‘糅合’이라고, ‘관련성’에 의해 형성된 것은 ‘截搭’이라
고 불렀다. 
糅合： a. 人(사람)   b. 人体的底部（脚）(인체의 밑에 있는 부위) (발)

x. 墙(벽)     y. 墙的底部（-）←xb 墙脚(벽의 밑에 있는 부분) (-) ← 벽의 토대
   ‘墙脚(벽의 토대)’라는 단어는 ‘糅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截搭：出租车(的士） + 青年男子（哥哥）→ 的哥
택시     + 청년남자     → 택시를 운전하는 청년남자 

낮은 경우는 A나 B의 의미와 동
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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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동시에 머리에 떠오르
고, 각 표현의 일부를 취하여 잘못 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말실수가 
언어의 여러 층위에 나타나고, 그 중에서 정착되어 쓰이는 구문도 많이 존재한
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해 보자. 

 (1) 除了這件事  + 這件事之外  →  除了這件事之外（沈家煊 2006: 10）
     이 일을 제외하고  + 이 일 외에  →  이 일을 제외하고 

위의 예문 (1)은 沈家煊(2006: 10)에서 제시한, 혼효에 의해 형성된 중국어 구
문이다. ‘除了這件事之外’는 ‘除了這件事’와 ‘這件事之外’가 혼효되어서 만들어진 
구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다. 
  지금까지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 한국어에도 혼효로 이루어진 구
문이 다수 존재한다.   
 

 (2) ㄱ. 역시 너뿐이 없다. 
ㄴ. 왜 때문이죠?

 ㄷ.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ㄱ)은 ‘~뿐이다’와 ‘~밖에 없다’ 사이에 혼효가 일어나 만들어진 표현이다. 김
완진(1973)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2ㄴ)은 ‘왜죠?’와 
‘뭐 때문이죠?’가 혼효되어서, (2ㄷ)은 ‘해야 한다’와 ‘할 필요가 있다’의 사이에 
혼효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또한 혼효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3)과 같은 
표현도 설명이 가능하다. (3)의 예문들은 긍정과 부정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3) ㄱ. {우연히/우연찮게} 그의 블로그에 들어갔다. 

  ‘的哥(택시를 운전하는 청년남자)’라는 단어는 ‘截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본고에서 다
루는 대상은 이 중 전자의 ‘糅合’과 관련이 깊다. 특히 유사성 때문에 생긴 말실수에 해당하
는 예들은 더욱 그렇게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 blending의 중국어 번역어는  ‘糅合’을 사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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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웬만한 힘이면/웬만한 힘이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 

(3ㄱ)은 논리적으로 ‘우연히’와 ‘우연찮게’가 상반된 의미를 지녀야 하는데, 두 
표현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매우 이상하다. (3
ㄴ)은 ‘웬만한 힘이면’이 원래적인 것인데, ‘웬만한 힘이 아니면’과 같은 표현이 
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역시 특이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혼효는 의미의 유사성을 지닌 두 표현 사이에 자연스
럽게 일어난 것이다. 유사성을 지니기 때문에, 말할 때 두 가지 표현이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고 각 표현의 일부를 취하여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것
들은 일시적인 말실수도 있지만 어떠한 것들은 정착되어 새로운 어형이 만들어
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혼효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형들이 한국어에는 많이 
있다. 지금까지 어휘 측면의 것들이 관찰되었지만 사실은 어휘보다 더 큰 단위 
사이에서도 혼효 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휘 부분은 기존 논의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주로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구문이나 한국어의 특
이한 언어 현상을 밝히는 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2.1.3. 혼효의 개념

  김완진(1973)과 이승재(1983)에서는 ‘혼효’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
았으나 혼효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14) 임지룡(1997)에서는 ‘혼성어(blend)’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는 하였으나 인위적으로 만든 부류(인위적 조어)와 자연스럽
게 만들어진 부류(자연적 언어 현상)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과 어휘소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기존 논의
의 혼효에 대한 정의를 확인한 후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4) ㄱ. 김완진(1973: 57) 
14) 이승재(1983: 49)에서는 言語接觸으로 말미암아 두 어사가 뒤섞이게 되었다는 사실만 인

정되면 혼효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혼효형을 형성할 두 어사가 동의어나 유의어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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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의 두 어형, 또는 지극히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두 어형이 언중의 
의식 속에 병치되어 있을 때, 그들 두 어형의 혼효로 제3의 어형이 등장
하여 그 모체로서의 어형을 압도하는 일이 생긴다.”15)

  ㄴ. 이승재(1983: 35) 
: “혼효는 두 어사가 동의나 유의관계가 있을 때 잘 일어난다.”

  ㄷ. 임지룡(1997: 186) 
: “의미적인 관련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관련이 있는 두 언어형식의 일

부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새 어휘소를 혼성어(blend)라고 한다.”
  
  기존의 혼효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혼효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5)  혼효는 의미적 유사성을 지닌 두 표현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말실수로 각 
표현의 일부를 취해 새로운 어형을 만들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 잎담
배/엽초→잎초, 틀리다/달부다→틀부다)

2.2. 잉여표현의 개념 및 범위
2.2.1. 잉여표현의 개념

  한국어 학계의 ‘redundancy’에 대한 번역어는 ‘잉여적 표현’, ‘의미중복’, ‘중복
표현’ 등 여러 번역어가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현상을 가리킨다. 그래도 기존
의 많은 연구들은 ‘잉여 표현’보다 ‘의미중복’이나 ‘중복표현’이라는 표현을 선택
해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잉여(剩餘)’가 가진 “쓸데없다”라는 부정적인 뉘앙
스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16) 노명희(2006: 260-261)에서는 연구 범위를 한정
하기 위하여 ‘동의중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용어법’(pleonasm), 
15) 김완진(1973)에서는 ‘혼효’에 의해 형성된 제3 어형을 어휘마멸(語彙磨滅)을 야기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았다.
16) 임지룡(1983: 3)에서는 의미중복에 해당하는 술어로 종래 잉여성 등이 통용되어 왔는데, 

이는 쓸모없는 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의미중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신희삼
(1994)와 신희삼(1998)은 같은 언어 현상을 다루었으나 신희삼(1994)는 ‘의미중복 현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신희삼(1998)은 ‘잉여현상’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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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성’(redundancy), ‘동어반복’(tautology) 등의 현상들과 구별하고 논의를 진
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용어법’이나 ‘동어반복’은 그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을 구별하고 있지만, ‘잉여성(redundancy)’과 구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또 
나머지 현상들과 비교하는 과정에 모든 현상들이 ‘잉여적’이거나 ‘잉여성’을 지닌
다는 공통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든 현상을 포
함시킬 수 있는 ‘잉여표현’을 용어로 선택하고자 한다. 
  잉여표현은 원래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의 용어로서, “정보를 전달할 
때, 만일 한 부분을 떼어 낸다 해도 본질적인 정보전달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부분을 가리킨다.”라고 규정되어 왔다(이정민 외 2000: 752 참조). 한국어학계
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와 같은 잉여표현의 원래 의미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임지룡(1983), 신희삼(1998), 나찬연(2004) 등을 들 수 있다. 
임지룡(1983: 5)에서는 ‘잉여표현’ 대신 ‘의미중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미중복은 단순표현에 비하여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큰 표현으로, 형태를 달리
한 개념의 중복으로 규정된다”라고 하였다. 신희삼(1998: 203)에서는 잉여현상
은 어떤 것이 요구하는 필요 정보량보다 많은 정보가 부가된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나찬연(2004: 46)에서는 전달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 있
는 것을 잉여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잉여표현의 원래 정의를 그대
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미상 중복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매우 추
상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들과 달리 잉여표현의 정의를 풀어서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대표적인 연구
는 최재희(2000), 노명희(2006), 심재기 외(2011)을 들 수 있다. 최재희(2000: 
401-402)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중복되어 나타나거나, 하나의 문장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현상을 모두 중복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현상”이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많
이많이’ 등 중첩표현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다.17) 그러나 최재희(2000)에서 다루
는 대상은 이러한 중첩표현을 포함하지 않았다. ‘중복 표현’을 이처럼 정의하게 
되면 읽는 이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7) 이수연(2016)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구성’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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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노명희(2006: 260)에서는 동의중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이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심재기 외
(2011: 67)에서 동의중복은 “주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형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의미를 주지 못하여 불필요하거나 
잉여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노명희(2006)과 심재기 외(2011)에서
의 ‘동의중복’에 대한 정의는 비슷해 보인다. 문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이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만을 동의중복이라고 보는 것은 그 영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에 따르면 ‘지금 현존하다’는 ‘동의중복’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지금…현존하다’처럼 ‘지금’과 ‘현존하다’ 사이에 다른 말들이 개재하게 되면 ‘동
의중복’으로 볼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잉여표
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6) 잉여표현은 언어표현에 있어서 어떤 의미 정보가 말 그대로 잉여적으로 두 
번 이상 다른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2.2.2. 잉여표현의 범위

  지금까지 잉여표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한자어+고유어’와 같은 어휘 층위
의 중복현상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은 잉여표현은 어휘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 
층위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잉여표현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규범 문법의 관점에서 언어의 경제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용하
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고, 최근에 와서 경제성을 위반하지만 잉여표현을 사용
하는 특정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발생 동기는 ‘현대인
들이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태도를 취
한다. 즉 잉여표현을 존재하게 하는 특정한 동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 관찰된 다양한 잉여표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째, 한국어의 특성이나 일정한 동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를 일반적인 잉여표현이라고 부르고자 한다(예: 포승줄, 비단~뿐만 아니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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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혼효’와 동일한 이유에서 생겨난 잉여표현도 있다. 즉 비슷한 의미를 지니
는 표현들이 머릿속의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말하는 순간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두 표현을 모두 말하게 되는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혼효에 의한 
잉여표현이라고 칭하고자 한다(예: ~해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 → ~할 필요가 
있다).

2.3. 전염의 개념 및 범위
2.3.1. 전염의 개념

  지금까지 전염 개념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조항범
(1999)와 박진호(2015)를 들 수 있다.18)19) 조항범(1999: 1)에서는 특정의 통
사적 요소가 그것과 습관적으로 병렬되어 나타나는 다른 통사적 요소의 의미에 
전이되어20) 그 의미가 변화는 현상을 ‘전염’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
의 ‘전염’은 엄밀하게 따지면 긍정적인 의미(또는 중립적 의미)를 지니는 구성 
요소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구성 요소의 영향을 받아 그 의미가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항범(1999: 1)에서 살펴본 전염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첫째, 습관적으로 병렬되어 나타나는 요소에만 초점을 맞
췄다. 즉 통합관계의 전염만 관찰하여 전염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둘째, 일상생
활의 ‘전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아,21) 언어의 전염 현상도 ‘원래 긍정적(중
18) 박진호(2015)에서는 ‘오염(contamination)’은 더럽혀지는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서 부적합

하고, ‘감염(infection)’은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라기보다 개체와 이를 둘러싼 환경/맥락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contagion’이, 한국어 용어로는 ‘전염’
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19) 오민석(2017)에서 ‘전염’은 “어떤 성질이 하나의 언어요소로부터 다른 언어요소로 옮아가
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도 사실상 관찰하는 언어 현상은 조항범(1999)와 비슷하다. 
즉, 부정소와 공기하는 언어요소가 나중에는 부정의 의미를 전염당하는 것이다.  

20) 전염의 정의를 내렸을 때 병렬되어 나타나는 요소는 ‘통사적 요소’라고 했지만, 본문에서 
제시하는 전염의 실례를 보면 ‘통사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어휘적’인 것들도 많이 있다.

21) 이하의 내용은 조항범(1999: 1)에 제시된 각주 1의 내용이다. 
 “‘전염’이라는 한자어는 ‘병이 남에게 옮는 것’ 또는 ‘좋지 않은 버릇이나 태도 등이 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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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의미의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로 바꾸는 현상’으로만 한정하였다. 
  박진호(2015: 619)에서는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언어요소의 영향을 받아 그
것과 비슷해지는 현상을 전염이라고 하였다.22) 박진호(2015)에서 내린 ‘전염’의 
정의로는 통합관계에 있는 전염 현상과 계열관계에 있는 전염현상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박진호(2015)에서의 전염의 정의를 따르겠다. 

2.3.2. 전염의 범위
  전염(contagion)은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요소의 영향으로 비슷해지는 현상이
다. 언어요소는 접촉이 있어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언어의 접촉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함께 동일한 문장에 쓰일 때 생기는 접촉이
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을 때 생기는 접촉이다. 전자의 
경우, 영향을 주는 요소와 영향을 받는 요소가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고, 후자의 
경우, 영향을 주는 요소와 영향을 받는 요소가 계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염은 영향을 주는 요소와 영향을 받는 요소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 
크게 ‘통합관계의 전염’과 ‘계열관계의 전염’으로 나눠 볼 수 있다. 
  Ullmann(1962), 조항범(1999), 이선영(2011), 윤평현(2013), 오민석(2017) 
등 연구들은 주로 통합관계의 전염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원래 부정사와 공기
하여 사용했던 요소들이 나중에 부정사가 없어도 원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전염’으로 보고 있다. 박진호(2015)에서 다루었던 ‘전염’은 두 언어요소가 
자주 공기하여 전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어휘부 안에서 영향을 받
아 전염이 일어난 것이다. 즉 계열관계의 전염에 초점을 맞췄다.23) 
  지금까지는 통합관계에 있는 전염과 계열관계에 있는 전염은 별개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이들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한편 박진호(2007)에서 제시한 

물이 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전염’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
태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 

22) 박진호(2015)에서 ‘전염’에 대해 내린 정의는 동화의 개념(즉, 한 음운이 다른 음운에 닮아 
가는 현상)과 통하는 면이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통합관계의 전염’이 ‘동화’와 유사하다. 

23) 박진호(2015)에서 (음운)형식의 전염 부분의 ‘one, two, three, four, five’처럼 영어 수사
를 나열하여 셀 때, ‘three’가 바로 뒤에 오는 ‘four’와 ‘five’의 영향 때문에 ‘free’로 발음될 
경우가 있다. 이때의 전염은 통합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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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쏠림 현상’도24) 통합관계의 전염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
고자 한다. 박진호(2007)에서는 복합 표현의 일부가 그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의 쏠림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염의 관점에서 보면 
복합 표현(A+B)의 한 요소(A)가 다른 요소(B)의 영향을 받아서(즉 B의 의미
에 전염되어서), A 혼자서도 복합 표현(A+B) 전체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다. 또한 한국어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지만 규범의 관점에서
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도 많이 관찰된다. 
  
2.4. 혼효·잉여표현·전염의 상관성

2.4.1. 세 현상의 공통점

  규범의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 기제를 기반으로 한 표현들은 ‘틀린 표현’, ‘쓰
면 안 되는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사용 동기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 가지 현상은 실제로 피할 수 없는 언어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여기서는 이 세 가지 현상의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혼효’, ‘잉여표현’, 그리고 ‘전염’ 현상을 일으키는 요소들(A, B)은 밀접
한 관계를 지닌다. 그들의 밀접한 관계는 주로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A와 B가 
항상 같이 나타나거나(예: ‘주책없다’에서 ‘주책’(A)은 ‘없다’(B)와 항상 같이 출
현한다) A와 B는 의미적 유사성을 보인다(예: ‘틀리-+달부-(다르-)→틀부다’
처럼 혼효가 일어난 ‘틀리-’(A)와 ‘달부-’(B)는 의미적인 유사성을 보인다)
  둘째, 이 세 가지 언어현상에서는 A, B의 형식과 의미가 짝을 이루지 않는 경
향이 있다.25) 혼효의 경우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A와 B의 각각 일부를 취해서 

24) 박진호(2007:211)에서의 ‘의미의 쏠림 현상’이란,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 표현 
전체가 지니던 의미를, 그 구성 내의 특정 단어 혼자서 지니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25) 제5장 계열관계에 속한 결합 속성의 전염과 같은 경우는 ‘A’와 ‘B’는 상보적인 분포였는데, 
의미와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원래 ‘B’를 써야 할 자리인데 ‘A’를 쓰게 된 경우이다. 이때는 
분포의 변화만 있지, 의미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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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졌지만 의미는 A나 B의 의미와 같다(예: ‘~뿐이 없다’). 
잉여표현의 경우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A와 B가 동시에 쓰이고 있지만 의미는 
추가되지 않는다(예: 모두 다). 전염은 조금 복잡한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통합
관계의 전염인가 계열관계의 전염인가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 먼저 통합관계의 
전염은, 전염 때문에 A라는 표현만으로 A와 B의 의미를 나타낸다(예: 걔는 완
전 싸가지야 ← 싸가지 없다). 계열관계의 전염은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하나
는 A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B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고(예: 
다리가 얇다 > 가늘다), 다른 하나는 B의 일부가 A에 들어가서 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졌지만 의미는 여전히 A의 의미인 경우이다(예: ‘넙-’(廣,寬)+‘너르-’ > 
넓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언어 현상 분류 형식 의미 예문

전염

통합 
관계
의 

전염

의미의 
전염 A ‘A+B’의 

의미
형식: 참 싸가지야
의미: 싸가지 없다

계열
관계
의 

전염

형식의 
전염 A + B의 일부 ‘A’의 의미

형식:넓-
[A(‘넙-[廣]’)

+B(‘너르-’의 ‘ㄹ’)]
의미: ‘넙-廣’

의미의 
전염 A ‘B’의 의미 형식: 다리가 얇다

의미: 다리가 가늘다

혼효 A의 일부 
+ B의 일부

‘A’ 또는 
‘B’의 의미

형식: 뿐이 없다
의미:뿐이다/밖에 없다

잉여표현 A+B ‘A’의 의미 형식: 모두 다
의미: 모두/다

<표 2> 형식과 의미의 특이한 대응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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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세 현상에서 모두 그렇지 않지만 ‘혼효’, 일부의 ‘전염(계열관계의 전
염)’, 일부의 ‘잉여표현’은 ‘말실수(slips of the tongue)’와26)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말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말실수는 사람의 정상
적인 심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Fromkin 1971, Aitchison 
1987, 沈家煊 1992, 임지룡 1996 등 참조). 
  임지룡(1996)에서는 많은 말실수들을 분류한 바 있다.27) 그 중의 많은 경우
들은 의미적으로나 음성적으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낱말들이 함께 저장되어 
있다가 발화할 때 생긴 오류이다. 관찰된 사례들은 거의 일회성 발화 실수들이
었다. 박진호(2015)에서의 ‘전염’도 같은 동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실수였겠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실제로 많은 언어에서 정착된 전염의 사례들이 발견된다. 
  본고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현상은 ‘혼효’, 일부의 ‘전염(계열관계의 전염)’, 일
부의 ‘잉여표현’에서 비슷한 의미 영역에 있는 요소들이 머릿속 가까운 데서 저
장되어 있다가 말하는 순간에 헷갈려서 잘못 말하는 경우이다. 나아가 처음에는 
일시적인 말실수였겠지만, 정착되어 한국어 화자들도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본고는 정착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그
림에 있는 음영 부분이 이에 해당하다.)

26) ‘말실수(slips of the tongue)’는 Aitchison(1987)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졌다. “말
실수란 자발적인 발화에서 목표어를 무의식적으로 잘못 말하는 것을 이른다.” (임지룡 1996 
재인용) 

27) 여기서는 임지룡(1996)의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하겠다. 
  “인지언어학에서는 말실수를 언어 구사력에 결함을 지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 
두뇌의 정상적인 작용방식의 일환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말실수와 관련된 
머릿속 어휘사전의 모형을 유추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낱말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질서하게 뒤죽박죽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및 검색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볼 때 매우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선택오류는 머릿속 어휘사전이 의미에 근거하든지, 음에 근거하든지, 혹은 의미와 
음 양면에 근거하여 조직되어 있음을 뜻한다. 
  셋째, 말실수의 ‘점화오류’는 발화의 상황이나 선행요소가 목표어 선택에 순간적인 간섭
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조립오류’는 의미적으로나 음성적으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낱말들이 함께 저장
되어 있다가 발화상황에서 조립됨을 뜻하며, 이 과정에서 조립이 잘못된 것이 말실수로 나
타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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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전염, 혼효, 잉여표현의 관계 

2.4.2. 세 현상의 관련성

  위의 그림에서 ‘혼효’는 ‘전염’과 ‘잉여표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혼
효와 겹치는 전염도 있고(‘형식의 전염’), 전형적인 혼효도 있고, 혼효와 겹치는 
잉여표현도 있다(‘혼효에 의한 잉여표현’). 
  ‘형식의 전염’은 요소 B의 일부가 요소 A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형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너르-’의 ‘ㄹ’이 이전 시기에 ‘넙-(寬 ,廣)’에 들어가 (‘너
르-’와 ‘넙-(寬,廣)’이 혼효되어서) ‘넓-’이라는 어형이 만들어졌다. 전형적인 
혼효는 A의 일부와 B의 일부를 취해 새로운 어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
어, ‘~뿐이다’와 ‘밖에 없다’가 혼효되어 ‘뿐이 없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다. A
와 B가 혼효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어형에는 A와 B의 형태도 많아 남아 있고, 
의미도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해야 한다’와 ‘~할 필요가 있다’가 혼효되
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형식의 전염’, ‘전형적인 혼효’, ‘혼효에 의한 잉여표현’은 ‘연속성을 띤 관계’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의미 범주(대부분의 경우는 유의관계를 지니지만, 
반의관계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에 속하는 요소 A와 B가 있는데, B의 영향을 
받아서 B의 일부가 A에 들어가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진 경우는 ‘형식의 전염’이
라고 한다(①). 또 비슷한 의미를 지닌 A의 일부와 B의 일부를 혼효하여 새로
운 어형을 만든 경우는 전형적인 혼효라 할 수 있다(②). 마지막으로 비슷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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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지닌 A와 B가 혼효하여 형식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혼효에 의한 잉여
표현이라고 한다(③). 
  혼효에 의해 묶이게 된 이 세 가지 현상의 차이는 결국 ‘구성 요소 A와 B의 
비율 차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2 참고). 어떤 때에는 이들 사이에 명확한 경계
선을 긋기가 어렵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현상이지만, 전염의 관점에서 보
면 전염 현상으로, 혼효의 관점에서 보면 혼효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
찬가지로 같은 현상이지만 혼효의 관점으로 보면 혼효에, 잉여표현의 관점으로 
보면 잉여표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림으로 이들의 관
계를 표현하자면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 2> 전염, 혼효, 잉여표현의 관련성

① 형식의 전염: ‘넙-(寬,廣)’ + ‘너르-’ → ‘넓다’
② 전형적인 혼효: ‘~뿐이다’ + ‘~밖에 없다’ → ‘~뿐이 없다’
③ 혼효에 의한 잉여표현
   : ‘~해야 한다’ + ‘~할 필요가 있다’ →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4.3. 세 가지 현상의 차이점 

  이상 공통점과 관련성의 측면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다. 한편 
이 세 가지 개념은 차이도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세 가지 개념에 의한 언어 
현상의 발생 동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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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계의 전염은 구성 요소인 Ａ가 다른 구성 요소 Ｂ의 영향을 받아, Ａ 
혼자서도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 동기는 언
어의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말실수와 관련된 계열관계의 전염, 혼효, 일부의 잉여표현은 기억의 경제성 때
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뇌는 그 저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것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같이 기억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결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관련이 있는 표현들을 
혼동하여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즉 말을 꺼내는 순간
에 헷갈려서 A를 말하려다가 B를 말하게 될 수도 있고(계열관계의 전염의 예
로, “월급이 적다”라고 하려다가 “월급이 작다”라고 하기도 한다), A의 일부와 B
의 일부를 취해 말하게 될 수도 있고(혼효의 예로, ‘잎담배/엽초’ → ‘잎초’), A
와 B를 같이 말하게 될 수도 있다(혼효에 의한 잉여표현의 예로, ‘해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잉여표현들은 사용하게 된 원인이 일괄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하기 위해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잉여표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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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효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는 ‘smoke+fog→smog’의 경우나, ‘틀리다
+달부다→틀부다’의 경우를 구별 없이 ‘blending’ 현상이라고 불러 왔다. 특히 
전자인 ‘smoke+fog→smog’와 같은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이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더 많았다. 
  그러나 이 두 부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smoke+fog→smog’와 같은 것은 특
정한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두 어휘의 일부를 각각 취해 인위적
으로 만들어낸 것이고(본고에서 이 부류의 어휘들을 ‘인공 조어’라 칭함), ‘틀리
다+달부다(다르다)→틀부다’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두 표현을 
혼동하여, 말하는 순간에 각 표현의 일부를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후
자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언어현상이다. 언어 연
구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언어 표현을 만드는 일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에 보다 무게를 둘 만하다고 생각된다.  
  후자와 같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혼효는 의미나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잘못 발
화하여 형성되는 표현이다. 말실수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blending’의 
예들을 말실수의 한 유형으로 인식해 왔다. 대표적인 연구는 Aitchison(1987), 
임지룡(1996), 이창호(2004), 沈家煊(2006) 등이 있다. 

 (1) ㄱ. 의미적 혼성어: I don't (expect/suppose)→expose anyone will eat 
that.

ㄴ. 음성적 혼성어: Akbar Khan was a (lustful/illustrious)→lustrious and 
passionate man.

ㄷ. 의미-음성적 혼성어: My (tummy/stomach)→tummach feels funny.  
          (Aitchison 1987에서 인용)

 (2) ㄱ. 수진아,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하다/삐삐치다) → 전화 쳐라 
ㄴ. 즐거운 (휴일/주말)→휴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1995: 67)
ㄷ.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곱사합니다 (이계진 1995:67)28)

                    (임지룡 199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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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ㄱ. 형태소 측면: 搭[dā]/接[jiē]一下茬 → [jiā]一下茬
남의 말에 반응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ㄴ. 어휘 측면: 没想到他落到这个(田地 /地步) → 没想到他落到这个田步
그는 이 지경이 될 줄 몰랐어. 

ㄷ. 구절 측면: a. 看不出 /想不到你还这么残忍→ 看不到你这么残忍
네가 이렇게 잔인한지 몰랐어(안 보이다)/생각도 못했어.
b. 更不吃你的一套 /不买你的账了→ 不吃你的账了
너의 그 수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沈家煊 2006: 10에서 인용)
         

예문 (1)은 Aitchison(1987)에 제시된 영어와 관련된 혼성어의 오류 유형이다
(임지룡1996: 69 각주 재인용). 예문 (2)는 임지룡(1996)에 제시된 한국어의 
혼성 오류이다. 예문 (3)은 沈家煊(2006: 10)에 제시된 중국어와 관련된 예문
들이다. 이들을 통해 말실수로 만들어진 혼효 표현이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살표 앞은 실제로 말하고자 했던 표현들이고, 화살표 뒤는 
말실수로 발화된 표현들이다.
  이러한 발화 실수는 두 표현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다. (3ㄱ)은 ‘남의 말에 반응하여 자기 의견을 말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搭[dā]一下茬’와 ‘接[jiē]一下茬’가 있는데, 이 중의 하
나를 표현하려다가 ‘[jiā]一下茬’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 지경이 될 줄 
몰랐다’의 ‘지경’에 해당하는 중국어 어휘로 보통은 ‘田地(tiandi)’와 ‘地步(dibu)’
를 사용하는데, (3ㄴ)은 이를 말하려다가 두 어휘 각각의 일부를 가져와서 ‘田步
(tianbu)’라는 어휘를 말하게 된 경우이다.
  (3ㄷ)은 구절 층위의 혼효로 볼 수 있다. (a)의 ‘看不出’는 “안 보인다(몰랐
다)”의 뜻이며 ‘想不到’는 “생각도 못했다(몰랐다)”의 뜻이다. 두 구절은 완전히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말할 때 실수
로 ‘看不到’라고 표현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b)는 ‘너의 그 수에는 넘어가지 
않는다/그런 수작에는 안 당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은 ‘更不吃你的一套’와 ‘不买你的账了’ 두 가지이다. 말할 때 역시 ‘不吃你的
28) 김완진(1973)에서도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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账了’라고 발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유사한 의미를 지니기 때
문에 말하는 순간에 헷갈려서 각 표현의 일부를 말하게 된 경우들이다. 
  沈家煊(200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은 말실수이지만 의사소통할 때 아
무 지장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살펴본 예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말
실수의 사례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처음에는 일시적인 말실수였겠지만 정착
되면 새로운 어휘나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익숙한 표현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지금까지 한국어학계에서 혼효로 어휘가 형성되는 것은 많이 관찰되었다. 대
표적인 연구는 허웅(1973), 이기문(1980), 이승재(1983), 이상규(1991), 임지
룡(1997) 등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어휘보다 더 큰 단위의 예도 많이 존재한
다. 특히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도, 따지고 보면 매우 이상하다고 여겨지
는 표현들도 혼효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3.1.에서는 혼효로 인해 생긴 어휘
나 구문을 살펴보고, 3.2.에서는 혼효에 의한 구문이지만 다른 구문에 비해 논리
적이지 않은 경우를 따로 모아 살펴보고자 한다.

3.1. 혼효로 인해 생긴 표현
3.1.1. 어휘 층위

  허웅(1973), 김완진(1973), 이기문(1980), 이승재(1983), 이상규(1991)은 
개별적인 어휘의 혼효 현상을 다루었다. 이 연구들이 다뤄 왔던 대상들을 임지
룡(1997)에서 정리하였는데, 여기서는 혼효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들을 “동의어
에 의한 혼성”이라고 칭하였다.29) 그리고 이 분류에 속한 어휘들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와 고유어 간에, 혹은 방언 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포착하였다. 
임지룡(1997)의 ‘혼성어(blend)’ 부분에서 본고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29) 임지룡(1997)에서는 ‘blend’를 ‘혼성어’라고 번역하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았

다. 하나는 ‘동의어에 의한 혼성’(예: 잎담배/옆초 → 잎초)이고, 다른 하나는 ‘동위어에 의
한 혼성’(예: 쫄면+떡볶이 → 쫄볶이)이다. 전자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만든 표현이고, 
후자는 의식적으로 만든 표현(즉, 일종의 조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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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4) ㄱ. 거지(거러지)/비렁뱅이 → 거렁뱅이 
ㄴ. 뜸북이/무닭 → 뜸닭
ㄷ. 부끄럽다/삐치럽다 → 부치럽다
ㄹ. 틀리다/달부다 → 틀부다

 (5) ㄱ. 잎담배/엽초(葉草) → 입초
ㄴ. 개가(改嫁)/후살이 → 개살이 

 (6) ㄱ. 너르다/넙다 → 넓다
ㄴ. 히/하로 → 차라리

(4)는 방언 간에 ‘혼효’가 일어나 새로운 어휘를 형성한 예들이다. (4ㄱ)은 허웅
(1973: 525)에서 제시한 예인데, ‘거지(거러지)’형 방언과 ‘비렁이’(비렁뱅이)’형 
방언이 혼효되어 ‘거렁이(거렁뱅이)’가 형성된 것이다. (4ㄴ)은 이상규(1991: 
620)에서 제시한 예이다. 특정 조류에 대해 충북지역에서는 ‘뜸북이’라는 방언형
을 사용하고, 경북지역에서는 ‘무닭’이라는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충북방언과 경북방언의 점이지역에서는 ‘뜸닭’이라는 어휘가 발견된다. (4ㄷ)은 
이기문(1980: 463)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부치럽다’는 제주방언의 ‘삐치럽다’와 
표준어 ‘부끄럽다’가 혼효되어 만들어진 것이라 언급된 것이다(임지룡 1997:188 
참조). 
  (4ㄱ-ㄷ)은 완전히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방언 간에 혼효가 일어난 것이다. 
(4ㄹ)은 이승재(1983)의 예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다른 예들과 달
리 (4ㄹ)은 완전히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 사이에 혼효가 일어난 것이 아
니라 의미 유사성이 있는 ‘틀리-’와, ‘다르-’의 전라도 방언형인 ‘달부-’ 사이에 
혼효가 일어나 전북 서부지역의 방언형인 ‘틀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30) 

30) 이승재(1983: 49-50)에서 동사 ‘틀리-’는 본래 眞僞의 [判定]에 쓰이는 동사이나, 의미
가 확장되어 동사 “다르다”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틀리-’가 “다르다”의 의미
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둘 사이에 語彙意味論的 類似性에 있기 때
문이다. 이들은 [+判正]과 [+否定]을 공유하고 있으나, ‘틀리-’는 [-比較]요, ‘다르-’는 
[+比較]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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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는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에 혼효가 일어난 예이다. 이들은 모두 임지룡
(1997: 188)에 제시된 예들이다. (6)은 김완진(1973: 57)에 제시된 예들로, 중
세 한국어에 있었던 어휘끼리 혼효가 일어나 새로 만들어진 제3 어형이 강한 세
력을 갖게 되어 현대 한국어에서까지 쓰이게 된 경우이다. (6ㄱ)은 ‘넓-’의 경
우로, 이전 시기에 ‘넙-’[寬, 廣]라는 어휘가 있었는데, ‘너르-’와 혼효되어 현대 
한국어에서는 ‘넓-’으로 굳어져 쓰이는 현상을 제시한 것이다.31)
  임지룡(199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혼효는 언어접촉에서 쉽게 발생하는 현
상이기 때문에 방언 간의 전이지역에서 관련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두 지역의 표현을 알고 있으면 말하는 순간에 헷
갈려서 두 표현의 일부를 취하여 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처음에는 말실
수로 여겼겠지만 이를 반복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는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어휘
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
에 혼효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절의 내용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어휘 측면의 혼효 현상에 초
점을 맞춰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발견된 예들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와 고유어 간, 혹은 방언 단어 간에 일어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어휘보다 더 큰 단위 사이에 일어나는 혼효와 표준어 사이에 일어나는 
혼효 현상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다음으로 구문 측면에서 발견되는 혼
효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2. 구문 층위

  沈家煊(2006)에서 혼효를 “중국어 조어의 중요한 방식이도 하고,32) 동시에 

31) 고광모(2013)에서는 ‘혼태(contamin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세한국어의 ‘넙-’
[廣,寬]가 현대한국어에서 ‘넓-’가 되는 것은 의미상 밀접히 관련된 ‘너르-’의 영향을 받아
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전염’과 ‘혼효(blending)’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전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염 현상이 되는 것이며, 혼효의 관점에서 보면 혼효 현상이 되는 것
이다. ‘넙-’ > ‘넓-’는 본고의 관점을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32) 沈家煊(2006)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과 의미가 비슷해서 말하는 순간에 헷갈려서 자연
스럽게 생긴 것을 구별 없이 함께 다루고 있다. ‘혼효’는 중국어의 조어 방식이라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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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구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33) 3.1.에 제시된 중국
어 예문들이 일시적인 말실수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정착되어 허용된 표현도 존
재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7) ㄱ. 出于意料/于意料之外 → 出于意料之外 
예상했던 것에서 나왔다/예상 밖에 있다 → 예상하지 못했다

ㄴ. 除了这件事/这件事之外 → 除了这件事之外
이 일을 제외하고/이 일 이외에 → 이 일을 제외하고

 (沈家煊 2006: 10에서 인용)
          
(7)은 沈家煊(2006)에서 제시한 예로, ‘혼효’에 의해 만들어져 이미 공인된 자
연스러운 표현이다. 특히 (7ㄴ)의 ‘除了~以外’는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구문 중의 하나로 정착되었다.34)
  한국어에도 혼효로 이루어진 구문이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봤던 어휘 측면의 
혼효 현상 발생 원인과 동일하다. 기존에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들이 있
는데, 화자가 발화하는 순간에 헷갈려 각 구문의 일부를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구문들은 정착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에서 살펴봤던 ‘어휘 측면의 혼효’와 많이 다르다. 즉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해서 말하는 
순간에 헷갈려서 말하게 되어서 정착된 어휘의 예는 없는 듯하다. 沈家煊(2006)에 제시된 
‘혼효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들’을, 필자는 ‘유추’의 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예들이 바로 그것이다.
  a. 人 b. 人体的底部(脚）
  x. 墙 y. 墙体的底部（-) ← xb墙脚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사람 b. 사람의 맨 밑에 있는 부분 (‘脚’이라고 한다)
  x. 벽（墙） y. 벽의 맨 밑에 있는 부분 (-)(‘墙脚’이라고 한다.)  

33) 沈家煊(2006:5)에서는 “‘糅合’不仅是汉语构词的重要方式,也是汉语造句的重要方式”이라고 하
였다. ‘糅合’은 중국어 조어의 중요한 방식이도 하고, 동시에 중국어 구문을 형성하는 중요
한 방식이다.

34) ‘除了~以外’ 구문은 잉여표현으로 중국어학계에 알려져 있다. 이는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
는바와 같이, ‘혼효’와 ‘잉여표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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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계는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두 번째 단계는 언중들 사이에 어느 정도 퍼졌고, 일부 사람들은 이를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미 
정착되었고 심지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 더 원래적인지 
구별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8) ㄱ. 센 불에서 밥을 하면 밥을 태우기 쉽다/십상이다 → 기 쉽상이다.
ㄴ. 포스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고자 합니다. → 하려고자 합니다.
ㄷ. 지금 그걸 따질 겨를이 없다/여력이 없다. → 여를이 없다. 

 (9) ㄱ. 역시 너뿐이야/밖에 없어. → 너뿐이 없다.
ㄴ. 잘 알지도 못하면서/잘 모르면서 → 잘 알지도 모르면서(모르고) 
ㄷ. 왜죠?/뭐 때문이죠? → 왜 때문이죠?

(10) ㄱ. 구설수가 있다/구설에 오르다 → 구설수에 오르다.
ㄴ. 이동하다가 파손될 가능성이 크다/파손될 우려가 있다

→ 파손될 우려가 크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통계가 있지도 않다/ 통계가 없다 

→ 통계가 있지도 없다.(전라남도 방언)

(8ㄱ)의 ‘~기 쉽상이다’는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기 쉽다’와 ‘-기 십상이다’ 
사이에 혼효가 일어나 만들어진 것이다. 두 구문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쉽’과 ‘십’은 발음도 유사하기 때문에 혼효의 여지가 더욱 크다.35) (8ㄴ)의 ‘하
려고자 한다’는 의미가 비슷한 ‘-려고 한다’와 ‘-고자 한다’ 사이에 혼효가 일어
나 만들어진 표현이다. 한편 (8ㄷ)에서처럼 ‘지금 그걸 따질 여를이 없다’처럼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다.36) 이는 역시 ‘~ㄹ 여력이 없다’와 ‘~ㄹ 겨를이 없다’

35) ‘~기 쉽다’와 ‘~기 십상이다’ 사이에 일어나는 혼효를 구문적 혼효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쉽다’와 ‘십상이다’ 두 어휘를 따로 따로 말할 때 섞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왜
냐하면 이때는 그들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미 ‘-기’와 통합하여 ‘~
기 쉽다’나 ‘~기 십상이다’와 같은 구문을 형성하면서 공통점이 생기고 혼효할 가능성도 생
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6) 규범에 따르면 일종의 말실수이지만, 일부 한국어 화자들에게 ‘~ㄹ 여를이 없다’는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그 사람들의 머릿속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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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효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표현은 의미상으로도 유
사하고, 발음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8)은 말실수로 인식되지만 일상에서 
이러한 발화를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경우이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다 해
도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한편 (9ㄱ)의 ‘~뿐이 없다’는 많은 사람에게 이미 허용되고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 되었다. 김완진(1973)에서도 ‘이것뿐이 없다’를 잠깐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의식으로는 올바른 형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37) ‘이것밖에 없다’와 ‘이것뿐이다’라는 두 발화로부터의 혼효라고 추측
하였다. (9ㄴ)의 ‘잘 알지도 모르면서(모르고)’라는 표현도 ‘잘 알지도 못하다’와 
‘잘 모르다’가 혼효되어 생겨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9ㄷ)의 ‘왜 때문이죠?’라는 표현은 처음에 한 방송 프로그램 아동 출연자의 
발화 실수로 생긴 표현이다. 이후 사람들이 유희적으로 사용하는 유행어가 되었
다. 이는 그 시작은 발화 실수이었지만 왜 생겨났는지 충분히 ‘혼효’로 설명할 
수 있다. ‘왜’와 ‘뭐(무엇) 때문이다’는 모두 원인이나 이유를 물어볼 때 사용하
는 표현이기 때문에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왜죠?’를 말하려다가 ‘무엇
(뭐) 때문이죠?’의 일부를 가져와서 ‘왜 때문이죠?’라는 표현을 말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어떻게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
인다. 왜냐하면 ‘어떻게’와 ‘뭐(무엇) 때문이죠?’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혼효될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형식으로 뜻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표현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혼효로 생긴 잉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10ㄱ)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설에 오르다’와 ‘구설수가 있다’라는 표현
이 혼효되어 ‘구설수에 오르다’라는 새로운 표현을 형성한 경우이다. 이 표현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구설수에 오르다’가 아예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10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
ㄹ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이다. 두 표현의 혼효형인 ‘~우려가 크다’라는 표현도 
37) 김완진(1973)에서는 ‘이것뿐이 없다’라는 표현이 남도 방언들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현대 경기도 화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너뿐이 없다’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보자들이 이 표현을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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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될 수 있다. (10ㄷ)은 ‘~이 있지도 없다’라는 전라남도의 방언인데, 이 
구문도 역시 ‘~이 있지도 않다’와 ‘~이 없다’가 혼효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혼효 현상은 어휘 측면뿐만 아니라 더 큰 언어 단위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혼효의 개념을 이용하여 논리적
으로 매우 이상하지만 실제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설명해 보고
자 한다. 

3.2.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들
3.2.1. 어휘 층위

  여기서는 ‘우연히/우연찮게’와 ‘비범하다/비범치 않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1.1. ‘우연히/우연찮게’

(11) ㄱ. 길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ㄴ. 길에서 우연찮게 그를 만났다. 

‘우연찮다(우연하지/우연치 않다)’는 논리적으로 볼 때 ‘우연히’와 반대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연히’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윤
재학(2011: 236)에서는 이처럼 부정사(否定詞)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현상을 
‘잉여부정’이라고 불렀다. 윤재학(2011: 250)에서는 ‘우연히’라는 어휘에 의미적
으로는 “비정상적”이라는 부정어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형태적으로 부정
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
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정어 ‘안’이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다소 추상적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선영(2011: 284)에서는 ‘주책’, ‘칠칠맞다’ 등의 표현들이 부정사 ‘없-/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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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없어도 “주책없다”, “칠칠맞지 못하다”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
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현상을 의미의 전염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38) 이 
연구에서는 “‘우연찮다’란 구성 전체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연하다’란 긍정적 
의미로 의미의 전염이 된 특이한 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고
에서는 ‘우연히/우연찮게’의 형성 과정은 ‘주책/주책없다’의 경우와는 다르게 해
석해야 한다고 본다. 
  ‘주책없다’, ‘싸가지 없다’, ‘칠칠맞지 못하다’ 등의 표현들이 부정사 없이 부정
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선영(2011)에서는 ‘의미의 전염’으로 해
석하였다. 즉, ‘주책, ‘싸가지’ 등의 표현이 부정사와 자주 공기하기 때문에 부정
사로부터 전염을 받아, 부정사가 없어도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다.39)
  한편, 이러한 현상은 박진호(2007)에서 논의된 ‘의미의 쏠림’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박진호(2007)의 ‘의미의 쏠림’ 현상은 둘 이상의 단어로 이
루어진 복합 표현 전체가 지니던 의미를 그 구성 내의 특정 단어가 혼자서 지니
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주책없다’, ‘싸가지 없다’, ‘칠칠맞지 못하다’ 등의 표
현들은 항상 부정사와 공기하기 때문에, 결국 ‘주책’, ‘싸가지’ 등만으로도 그 전
체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통합관계
의 전염 현상이 의미의 쏠림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우연히’와 ‘우연찮게’의 관계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만은 분명하
다. 때문에 이를 이선영(2011)에서처럼 ‘의미 전염’의 특이한 소수 예로 보는 것
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우연찮게’는 ‘혼효’의 과정에 의
하여 만들어졌다고 본다.

A=우연히 

38) 박진호(2015)에서는 이선영(2011)의 ‘전염’과 Ulmann(1962: 198)의 ‘contagion’(어떤 단
어의 의미가 문맥에서 공기하는 성분의 영향으로 변하는 현상)을 ‘문맥 의미의 흡수
(absorption of contextual meaning)’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39) 박진호(2007)의 ‘의미의 쏠림’ 현상과 이선영(2011)의 ‘의미 전염’은 비슷한 면이 보여서 
본고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관계의 전염’이라는 명칭을 붙여, 제5장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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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도찮게, 생각찮게, 예상찮게, 예기찮게
A/B → 우연찮게

 
(12) ㄱ. 우연히 그의 블로그에 들어갔다. 

ㄴ. X {예: 의도, 생각, 예상, *필연40)…}찮게 그의 블로그에 들어갔다. 
ㄷ. 우연찮게 그의 블로그에 들어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머릿속의 가까운 곳
에 저장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는 말을 꺼내는 순간에 각 표현의 일부를 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연히’는 ‘의도찮게’, ‘생각잖게’, ‘예상찮게’41) 등의 표현들
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발화 순간에 혼동이 일어나 각 표현의 일부
를 취하여 ‘우연찮게’라는,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처음
에는 일시적인 발화 실수였겠지만, 이제 구어에서는 ‘우연찮게’는 하나의 부사로 
정착되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모든 ‘우연히’
를 ‘우연찮게’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치 조건을 조사하는 것은 추후
의 과제로 삼는다. 
  한국어의 ‘우연히/우연찮게’와 비슷한 면이 보이는 언어 현상은 중국어에도 있
다. ‘공교롭게도’에 해당하는 ‘正巧，恰巧，偏巧’ 등의 표현들이 그러하다. 이 표

40) ‘필연찮게’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라고 인식되기도 하지만,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드물게 
그 예가 나타난다.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연찮게’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우연히”의 의미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와 같
은 의미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① “우연히”

ㄱ. 만약 그런 일이 필연찮게 생겼다면 말하기는커녕 숨겨야 했다.  
ㄴ. 필연찮게 자백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②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ㄱ. 여성분들의 경우 화장을 필연치 않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필연치 않게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필연찮게’의 쓰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만 ②는 
상당히 특이하다. 이 경우 ‘우연찮게’라는 표현으로부터 유추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41) ‘우연히’와 {‘생각해서’, ‘의도해서’, ‘예상해서’, …}와 같은 표현들은 마치 ‘루빈의 컵’처럼 
서로 ‘전경’(foreground)과 ‘배경’(background)의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3.4에서 자세
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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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들의 부정형은 ‘不巧’인데, 흥미로운 것은 ‘不巧’는 이 표현들과 반대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 

(13) ㄱ. 我去找他，恰巧/凑巧/偏巧/不巧他出去了。
(내가 그를 만나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외출했다.)

ㄴ. 他差100块钱，恰巧/凑巧/?偏巧/*不巧我有。
(그는 100원이 모자랐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다.)

(13ㄱ)은 ‘내가 그를 만나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외출했다’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때의 ‘공교롭게도’에 해당하는 중국어 부사로는 ‘恰巧/凑巧/偏巧’와 
‘不巧’가 모두 허용된다. 이처럼 긍정 의미를 나타내는 ‘恰巧/凑巧/偏巧’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巧’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문맥에서 대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13ㄱ)처럼 바람
직하지 않은 경우만 ‘恰巧/凑巧/偏巧’가 ‘不巧’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13ㄴ)의 ‘그는 100원이 모자랐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다’처럼, 
바람직한 문맥에서 “공교롭게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恰巧/凑巧’는 사용할 
수 있지만, ‘不巧’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偏巧’는 ‘恰巧/凑巧’만큼 자연스럽
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42) 

3.2.1.2. ‘비범하다/비범치 않다’

  윤재학(2011: 236)에서 ‘우연히/우연찮게’와 비슷한 면이 보이는 예로, ‘비범
치 않다’도 들고 있다. ‘비범치 않다’ 또한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에 해당한다. 축
자적인 의미로 따져 보면 ‘비범하다’와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데, 실제로
는 ‘비범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4) ㄱ. 초콜릿 한번 입에 대지 않았고, 항시 밥은 반 공기씩 더는 억척함을 보
이면서, 부모님들이 김연아 양을 비범치 않게 여겼다고 하기도 하네요.

ㄱ'. 초콜릿 한번 입에 대지 않았고, 항시 밥은 반 공기씩 더는 억척함을 보
42) 바람직한 문맥에서 ‘偏巧’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 사람마다 직관에 

얼마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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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부모님들이 김연아 양을 비범하게 여겼다고 하기도 하네요.
ㄴ. 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의 단소 부르는 솜씨를 비범치 않게 바라보

시던 음악선생님이 밴드부 권유를 해왔지만 난 딴따라가 아니라 대통령
이 되어야 한다고 사양을…”

ㄴ'. 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의 단소 부르는 솜씨를 비범하게 바라보시
던 음악선생님이 밴드부 권유를 해왔지만 난 딴따라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사양을…”     

(윤재학2011: 236)

예문(14)는 윤재학(2011)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찾아 제시한 예문들이다. 잉여
부정의 사례라고 제시하고는 있지만,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언
급이 없었다. (14ㄱ)과 (14ㄴ)은 ‘비범치 않다’를 사용하고 있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뜻은 (14ㄱ'), (14ㄴ')과 같다. 즉, ‘비범치 않다’와 ‘비범하다’와 같은 의미
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범하다/비범치 않다’에 대해 두 가지 해석 방법
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역시 ‘혼효’로 해석할 수 있다.

A= 비범하다
B= 범상치 않다, 평범치 않다 
A/B → 비범치 않다

‘비범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범상치 않다’나 ‘평범치 않다’가 동시에 머릿속
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말할 때 혼동하여 ‘비범하다’의 일부와 ‘범상치 않
다’의 일부를 취해 ‘비범치 않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비범(非凡)’ 안에 들어 있는 부정을 나타내는 요소 ‘비(非)’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 뒤에 다시 ‘~(하)지 않다’를 붙임으로써 ‘비범치 않다’처
럼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이상한 표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때의 ‘비
범치 않다’를 만드는 과정은 강조를 위해 사용하는 잉여표현들(예: 다시 재설하
다 등)과 통하는 면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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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비범치 않다’와 비슷한 면이 보이는 영어 예는 ‘irregardless’를 들 수 
있다. 의미적 유사성을 지닌 ‘irrespective’와 ‘regardless’가 혼효되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원래 ‘regardless’의 부정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부정접두
사 ‘ir-’를 덧붙일 가능성도 있다.43) 
  여기서 살펴본 ‘우연히/우연찮게’, ‘비범하다/비범치 않다’처럼, 긍정과 부정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이 여러 언어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현상들의 
발생 원인은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발생 원인들은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원인을 탐구하는 것을 추후의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3.2.2. 구문 층위

  논리적이지 않은 구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웬만하
다’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라면 죽고 못 산다’ 구문이다. 여기서 다룰 
‘웬만하다’류에는 ‘웬만하다’,44) ‘어지간하다’, ‘엔간하다’가 포함된다. 이 표현들
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들을 같이 다루는 결정적인 동기
는 이 세 가지 어휘가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웬만한 N이면’과 
‘웬만한 N(이) 아니면’처럼 긍정 조건문과 부정 조건문이 서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 현상 역시 ‘혼효’ 개념을 통하여 적절히 해석
될 수 있다고 본다.

3.2.2.1. 웬만하다

(15) ㄱ. 웬만한 힘이면 절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
43) 영어에서 부정 접두사가 들어 있든 그렇지 않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많다. 

‘unravel=ravel’, ‘dissever=sever’, ‘invaluable=valuable’, ‘inflammable=flammable’ 등의 예
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 원인은 동일하지 않은 듯하다. 이들의 생성 원인
을 탐구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4) 사람마다 ‘웬만하다’의 정도성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도 있다. 그 단계가 가령 0부터 10까
지 있다고 해 보자. ‘웬만하다’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2~8’ 정도, 어떤 
사람은 ‘1~9’ 정도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웬만하다’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다르더라
도 의사소통의 과정에 오해가 생기는 일은 없다. ‘웬만하다’의 범위가 ‘0’와 ‘10’의 두 가지 
극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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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웬만한 힘이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 

긍정 조건문과 부정 조건문이 어떻게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까?45) 그 원
인을 탐구하기 위해 ‘웬만하다’의 원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웬만하다’는 ‘우
연만하다’, 즉 중세한국어 ‘우다’[웬만하다] 뒤에 “~한 정도”를 나타내는 ‘만’
이 붙어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웬만하다’의 본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세한국어의 ‘우다’의 용례부터 살펴보자.46)

(16) 世尊ㅅ 神奇신 이리 經에 다 닐엣거니와 내 나히 열힌 저긔 부톄 오샤 
우리 大闕에 드르시니 大闕 안히 고 金ㅅ 비치러다. 내 드러 부텨 절
다가 金 고지 해 디거늘 히 고 金ㅅ 비칠 그 고 얻다가 몯
야 부텨 가신 後에 光明이 우거 어두다.(世尊威神備於經說。我時年
十歲佛來入宮殿內。地皆作金色。我卽作禮金釵墮地緬與光合。去後光歇尋之方
得。<釋迦:78a02>)<釋詳24:19b>

(17) 그럴 아 因을 마초건댄  우 사 아니로다(故驗宿因건댄 亦非聊
爾人耳로다)<圓覺下3-2:86a>

(18) 로 비록 뷔여 니나 衰老 病은 보야로 져기 우리로다(草茅雖薙葺 
衰疾方少寬)<杜詩6:46a>

(16)은 ‘부처님이 오셔서 땅이 금색이 되어 버렸다. 내가 부처님께 절을 했는데 
금비녀가 떨어져서, 주우려고 했지만 눈이 부셔서 줍지 못했다. 부처님이 가신 

45) ‘웬만하다’의 다의성 때문에 ‘웬만한 N이면’과 ‘웬만한 N아니면’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주장이 있다. 즉, ‘웬만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
나는 ‘중간 정도 중에서도 낮은 쪽’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본문의 (14ㄱ) 예문은 이에 해
당한다. 한편 다른 하나는 ‘중간 정도 중에서도 높은 쪽’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본문의 
(14ㄴ)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봄으로써 (14ㄱ)과 (14ㄴ)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어 표현 중에는 같은 표현인데 서로 반대 의미를 갖게 
된 경우는 많지 않다. 설사 서로 반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도 왜 반대 의미를 갖게 되었는
지, 어떤 문맥에서 ‘중간 정도 중에서 낮은 쪽’, 어떤 문맥에서 ‘중간 정도 중에서 높은 쪽’
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힘’과 관련된 예문(14)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만 ‘힘’과 관련이 없는 예문(20)은 해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웬만하다’를 다
의어로 보는 것보다, ‘혼효’로 인해 ‘웬만한 N이 아니면’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면서 ‘웬만한 
N이면’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46) 중세한국어의 ‘우-’는 총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웃다, 미소짓다”라는 의
미를 나타내는 ‘우()-’인데, 이때의 성조는 ‘LL’로 되어 있다. 나머지 두 경우의 ‘우
()-’는 성조가 모두 ‘RL’로 되어 있다. 이 중 하나는 현대한국어 ‘우연하다(偶然)’와 관련
이 있고, 다른 하나는 ‘웬만하다’를 형성하는 ‘우연하다’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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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빛이 통상적인 (보통, 웬만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그 금비녀를) 얻었다.’
라는 내용 이다. (17)은 ‘전세부터의 因을 맞춰보건대 역시 평범한(보통, 웬만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18)은 ‘사는 집이 초라하지만 병은 조금 나아
졌다(보통상태, 평상시상태, 웬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상의 
예문을 종합하면 중세한국어의 ‘우다’는 “일반적인 수준(범위)”이라는 의미
를 나타낸다. 
  일반 서술어로 쓰이는 ‘웬만하다’와 ‘웬만하면/웬만해서는’은 원래 의미를 여전
히 유지하고 있다.  

(19) 먹고 살기가 웬만하다. 

(19)는 현대한국어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웬만하다’의 예문인데, 이때 “너무 좋
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다”, “보통이다”, “일반적인 범위다”라는 의미를 나타
낸다.  ‘웬만하-’는 ‘웬만하면’, ‘웬만해서는’과 같은 조건절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는 역시 “보통(일반적인 범위)의 상황이면”이나 “너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들은 모두 ‘웬만하다’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 아래 (20ㄱ)과 (20ㄴ)은 같은 뜻을 지니는 문장인데, 그 남자는 
성격이 매우 좋아서 “보통 상황이면(일반적인 수준이면)”, “너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0) ㄱ. 그 남자는 웬만해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ㄴ. 그 남자는 웬만하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웬만하다’의 전형적인 의미는 “일반적인 수준(범위)”, “특별한 수준(범위)이 아
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쓰임은 ‘웬만하다’의 전형적인 의미
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웬만하다’의 전형적인 의미를 다음에 있
는 ‘웬만한 N이면’과 ‘웬만한 N이 아니면’이라는 두 문장에 적용해 보면 ‘웬만한 
N이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웬
만한 N이 아니면’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결국 ‘웬만한 N이면’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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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ㄱ. 자영 씨가 웬만한 일이면 호텔 로비에서 울 리가 없다고요.
ㄴ. 자영 씨가 웬만한 일 아니면 호텔 로비에서 울 리가 없다고요.

(22) ㄱ. 웬만한 힘이면 절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
ㄴ. 웬만한 힘이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 

앞에서 검토했던 ‘웬만하다’의 의미(“일반적인 범위/특별한 것 아니다”)를 (21
ㄱ)에 적용해보면 ‘자영 씨가 일반적인 범위의 일이면(받아들일 만한 일이면) 
로비에서 울 리가 없다고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며 매우 논리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웬만하다’의 의미(“일반적인 범위”)를 (21ㄴ)에 적용해보면 ‘#자영 씨가 
일반적인 범위의 일이 아니면(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면) 로비에서 울 리가 없
다고요.’처럼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된다. 즉 (21ㄴ)의 ‘웬만하다’는 문
맥에 따라 “특별하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21ㄱ)의 ‘웬만하다’
와 (21ㄴ)의 ‘웬만하다’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셈이다. 같은 표현인데 서로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이 특
이한 현상 역시 혼효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본다. 예문(21)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 ‘웬만한 일이면’
B= ‘특별한 일이 아니면’
A/B→ ‘웬만한 일이 아니면’

‘웬만한 일이면’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이에 혼효가 일어나 ‘웬만한 일이 아
니면’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자의적인 해석이 아
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실은 ‘웬만하다’와 ‘특별하다’라는 말은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즉 ‘웬만하다(웬만한 N)’와 ‘특별하다(특별한 N)’는 
마치 ‘루빈의 컵’처럼47) 서로 ‘전경’(foreground)과 ‘배경’(background)의 관계를 
47) ‘루빈의 컵’의 그림과 Y. Tsuji 편·임지룡 외 옮김(2004:61) ‘루빈의 컵’에 대한 설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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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다. 따라서 ‘웬만한 N이면’과 ‘특별한 N 아니면’은 결국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웬만하다(웬만한 N) <그림2> 특별하다(특별한 N)
▨ … 전경(foreground)
□ … 배경(background)

  마치 우리가 ‘남자’라는 표현을 들은 순간에는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바로 “여
자가 아님”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웬만한 일이면’이라는 표현은 동시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게 만든다. ‘웬만한 N이면’과 ‘특별한 N 아니
면’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동시에 머릿속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말하는 순간에 혼효가 일어나 ‘웬만한 N 아니면’이라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상한 표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표현 사이에 항상 이처럼 ‘혼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후행절에 부정(否定)이 올 때만 혼효가 일어난다. 예문 (23)과 (24)의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의 후행절은 부정인 경우이며, (24)의 후행절은 긍정

시하면 아래와 같다. 
  루빈의 컵으로 알려진 도형에서 검은 부분에 초점을 두면 마주보는 사람 
얼굴로 보이고, 흰 부분에 초점을 두면 컵으로 보인다. Y. Tsuji 편·임지룡 
외 옮김(2004:61)에서는 ‘루빈의 컵’ 이론을 다음과 같은 언어 현상에 적용
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a. the lamp above the table.(테이블 위의 램프)
b. the table below the lamp.(램프 밑의 테이블)

a와 b는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a에서는 ‘램프’가 전경이고, ‘테이블’
이 배경이다. 반면에 b에서는 ‘테이블’이 전경이고, ‘램프’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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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이다. 

(23) ㄱ. 웬만한 힘이면 절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
ㄴ. 웬만한 힘이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 

(24) ㄱ. 웬만한 부탁이면 내가 들어줄 건데
ㄴ. *웬만한 부탁이 아니면 내가 들어줄 건데

‘웬만한 N이면’과 ‘특별한 N이 아니면’ 사이에 혼효가 일어나 (23ㄴ)의 ‘웬만한 
N아니면’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때의 후행절은 부정
사가 같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후행절에 부정사가 없으면 ‘웬만한 N이면’과 
‘특별한 N이 아니면’ 사이의 혼효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예문(24)를 통해 확인
해 보자. (24ㄱ)의 ‘웬만한 부탁이면 내가 들어줄 건데’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부탁이면 들어줄 건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24ㄴ)의 ‘#웬만한 
부탁이 아니면 내가 들어줄 건데’라는 문장이 어색한 이유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부탁이 아니면 들어줄 건데’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면 왜 후행절이 부정일 때만 가능할까? 긍정보다 부정은 사람들의 머릿속
에서 헷갈릴 확률이 더 높다. 특히 부정은 여러 번 말하게 되면 헷갈릴 가능성
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한국인 화자가 ‘빨리 안 나와?’나 ‘빨리 
나올 수 없냐?’와 같은 발화를 하려다가 말실수로 ‘빨리 안 나올 수 없냐?’와 같
은 발화를 하게 된 경우가 있다.48) 예컨대 잘 알려져 있는 흑인영어 중에는 ‘I 
don't want nothing’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또한 부정을 무의식으로 두 번 사
용해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따라서 ‘웬만한 N이면 한다/특별한 N이 아니면 한다’
보다 ‘웬만한 N이면 못한다/특별한 N이 아니면 못한다’라는 표현을 말할 때에는 
혼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다음은 ‘웬만큼’을 살펴보도록 한다. ‘웬만큼’은 ‘웬만하다’의 부사형이라고 볼 
수 있다. ‘*웬만히’, ‘*웬만하게’와 같은 부사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반면, 부사

48) ‘빨리 안 나와?/빨리 나올 수 없냐?’→ ‘빨리 안 나올 수 없냐?’는 김지은(1997: 190)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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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일 경우에는 언제나 ‘웬만큼’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웬만큼’도 
‘웬만한 N이면’과 똑같은 혼효 현상을 보여준다. 

A= 웬만큼 Adj-아서는 
B= 아주(특별히, 특출하게) Adj-지 않으면
A/B→ 웬만큼 Adj-지 않으면 

(25) ㄱ. 웬만큼 독해서는 3개월 만에 38kg 빼기가 어려운데
ㄱ'. 특별히(특출하게) 독하지 않으면 3개월 만에 38kg 빼기가 어려운데
ㄴ.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 3개월 만에 38kg 빼기가 어려운데

       
(25ㄱ)은 3개월 만에 38kg를 빼는 것은 “일반적인 범위의 결심이면/아주 독하
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웬만큼’의 원래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25ㄴ)은 원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매우 
이상한 표현이다. 이는 ‘웬만큼 독해서는’의 일부와 ‘아주(특별히) 독하지 않으
면’ 사이에 혼효가 일어나 만들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2.2.2. 어지간하다

  ‘어지간하다’는 ‘웬만하다’와 비슷한 의미와 쓰임을 지니고 있다.49) ‘어지간하
다’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혼효 현상을 보여준다. 

A= ‘어지간한 N이면’
B= ‘특별한 N이 아니면’
A/B→ ‘어지간한 N이 아니면’

 
49)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어지간’에 해당하는 한자는 ‘於之間’인 듯하다. ‘정도가 극단

적으로 심한 것과 극단적으로 약한 것 사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듯하다. 만약에 단계가 0
부터 10까지 있다고 치면 ‘웬만하다’의 뜻도 극단적으로 약한 것(0), 극단적으로 심한 것
(10)에 사이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즉, ‘0’와 ‘10’을 제외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웬만하다’와 ‘어지간하다’의 의미나 용법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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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ㄱ. 파마하는 건 어지간한 인내력이면 못해요. 
ㄱ'. 파마하는 건 특별한 인내력이 아니면 못해요. 
ㄴ. 파마하는 건 어지간한 인내력이 아니면 못해요.

예문 (26)은 파마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위의 인
내력이면/특별한 인내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문맥인데, (26ㄱ)은 정상적인 
문장이고, (26ㄴ)은 역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상한 표현이다. ‘어지간한 인내력
이 아니면’은 의미가 비슷한 ‘어지간한 인내력이면’과 ‘특별한 인내력이 아니면’ 
사이에 혼효가 일어나서 형성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지간한 N’의 경우에는 그 ‘혼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
준다. 즉 해당 ‘혼효’ 표현인 ‘어지간한 N 아니면’을 재분석하게 된 결과 ‘어지간
하다’가 ‘특별하다/특이하다’(=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사전에도 ‘어지간하다’는 다의어로 처리되어 있다.50) ‘어지간하다’는 
일반적인 다의어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다의어는 중심적인 의미와 
파생된 의미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어지간하다’는 같은 표현인데도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셈이니, 역시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에서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 사례를 보도록 한다.
  일상에서 ‘어지간하다’라는 표현이 ‘특별하다’(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라
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27) ㄱ. 너 참(진짜, 정말) 어지간하다(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정도로 특이

50) 다음은《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어지간하다’의 의미를 제시한다.
   ｢1｣ 수준이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더하다.

예: 인물도 어지간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사윗감으로 승낙했네.
   ｢2｣ 정도나 형편이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예: 어지간하면 네가 참아라.
   ｢3｣ 생각보다 꽤 무던하다.

예: 황이 너무 몰아대니까 어지간한 김 형도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4｣ 성격 따위가 생각보다 심하다.

예: 우리 어머니도 어지간하거든. 내가 졌지 뭐.
｢표준국어대사전｣의 ‘어지간하다’에 대한 뜻풀이를 네 가지로 나눠보았지만, 자세히 따지면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다. 즉, ｢1｣,｢2｣,｢3｣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어지간하다’의 
전형적인 의미(즉, 일반적인 범위에 있다)를 나타낸다. ｢4｣은 혼효로 새로 획득한 의미 (일
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 생각보다 심하다/ 특별하다/특이하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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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ㄴ. 너도 어지간하다. 웬만하면 좀 참지.
ㄷ. *너 어지간하다. 

(27)은 혼효로 새로 획득된 ‘특별하다’를 의미하는 ‘어지간하다’의 쓰임이다. 그
러나 상기의 ‘어지간하다’의 분포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
직 명확한 조건은 제시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 (27ㄱ)와 같이 ‘참, 진짜, 정
말’ 등의 부사나 (27ㄴ)처럼 보조사 ‘도’와 공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27ㄷ)처럼 비문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8) 모진 추위를 이기느라 마시기 시작했던 술, 망향의 설움 때문에도 마신 술, 
두 사람의 주량이 모두 어지간하다. 

(28)처럼 일정 문맥에서는 (27)에서 제시했던 조건(‘참, 진짜, 정말’과 같은 부
사나 조사 ‘-도’와 같이 공기해야 함)을 갖추지 않아도 수용 가능한 문장이 될 
수 있다. (28)은 두 사람이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정도로 술이 세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참고로 다음의 예는 원래 의미, 즉 “일반적인 범위이다”의 의미이다.
 

(29) ㄱ. 이회장 딸 괜찮아. 보고 어지간하다 싶으면 결혼해. 
ㄴ. 이회장 딸 괜찮아. 보고 웬만하다 싶으면 결혼해.

(29ㄱ)은 ‘이회장 딸 괜찮아. 보고 괜찮다 싶으면(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
도면) 결혼해.’처럼 해석할 수 있다. 이때의 ‘어지간하다’는 ‘웬만하다’로 대치할 
수 있다.  
  (27)에서 밝힌 부사(‘정말’, ‘참’과 같은 부사)나 문법 표지(보조사 ‘도’)와 공
기할 때 획득한 ‘특별하다/생각보다 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 이러한 부사나 문법 표지와 공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범
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서술어로 쓰이는 ‘어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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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의 두 가지 의미를 어떻게 구별하여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조
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지간히’도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두 의미는 역시 상반되는 관계
다. 쓰이는 문맥에 따라 이 두 의미가 대략 구별된다. 

①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정도로 (“꽤”, “지나치게”)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어떤 상태에 대해 묘사하거나, 감탄하는 문맥에서 이러
한 의미를 나타낸다. 자주 공기하는 문법 요소는 ‘~네’, ‘~나 보다’, ‘~ㄴ 모양이
다’ ‘~구만’ 등이 있다.  

(30) ㄱ. 자식, 너도 말 참 어지간히 안 듣는다.
ㄴ. 어지간히도 드셨나보네.
ㄷ. 정신 나간 사람은 당신이에요! 이번에 저요! 당신한테 어지간히 실망했

어요. 
ㄹ. 참 공부도 못하는 애가 어지간히 말도 많네!
ㅁ. 재희가 가방마저 놔두고 갔다.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다. 

(30)에 있는 ‘어지간히’는 모두 ‘꽤, 지나치게(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정도
로)’의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가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에 대해 말하
는 문맥에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② 일반적인 범위 안으로/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당히")

  명령, 권유, 추측하는 문맥에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자주 공기하는 문법 
요소는 명령문의 종결어미, “-아/어야지”, “-겠-”, “~ㄹ 것 같다” 등이 있다. 

(31) ㄱ. 어지간히 좀 하지.
ㄴ. 사나흘 있다 당신도 가봐. 그때 되면 기력 어지간히 차릴 거 같애.
ㄷ. 아직 멀었나? 어지간히 했으면 들어와.
ㄹ. 이년씩 있었으면 사무실 돌아가는 거 어지간히 알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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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회사일은 이제 어지간히 다 정리 되셨죠?

(31)의 ‘어지간히’는 모두 ‘적당히(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로 해석
할 수 있다. (31ㄱ)처럼 권유할 때나 (31ㄴ), (31ㄷ), (31ㄹ), (31ㅁ)처럼 화자
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측하거나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문맥이면 ‘적당히’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조건절인 ‘어지간하면’/‘어지간해서는’은 ‘일반적인 상황이면(특별한 상황이 아
니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2) ㄱ. 나, 어지간하면 이렇게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영업하는 스타일 아니야.
ㄴ. 어지간하면 좀 나와! 혼자서는 못하겠어!

(33) ㄱ. 어지간해서는 연기니 뭐니 그런 거 안할 인물인데 섭섭해두 니가 이해
해 줘. 

ㄴ. 원래 입천장까지 걸려있는지는 어지간해서는 초음파로도 알기가 힘들어요.

(32)는 ‘어지간하면’의 쓰임이고, (33)은 ‘어지간해서는’의 쓰임이다. 두 표현이 
모두 ‘일반적인 범위이면(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면)/특별한 상황이 아
니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2ㄱ)은 ‘화자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라면 이렇게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영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32ㄴ)은 가능하면(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나오라는 의미이다.      

3.2.2.3. 엔간하다

  ‘엔간하다’의 용법은 ‘어지간하다’의 용법과 거의 비슷하다.51) 

A= ‘엔간한 N이면’
B= ‘특별한 N이 아니면’
A/B→ ‘엔간한 N이 아니면’     

51)《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엔간하다’를 ‘어연간하다’의 줄인 말로 처리하였다.



- 49 -

 (34) ㄱ. 엔간한 일이면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네. 
ㄱ'. 특별한(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면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네.
ㄴ. 엔간한 일이 아니면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네. 

예문(34)에서 보이듯이 ‘엔간한 N이면’과 ‘특별한 N 아니면’ 사이에서 혼효가 
일어나 ‘엔간한 N 아니면’이라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이상한 표현이 만
들어졌다. 또한 ‘어지간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엔간하다’ 자체가 ‘특별하다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별하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는 ’엔간하다’의 쓰임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서술어로 쓰이는 ‘엔간하다’를 살펴보자.

(35) 만나보고 엔간하다 싶으면 결혼해. 
(36) 너도 참 엔간하다. 

(35)의 ‘엔간하다’는 원래 의미를 나타낸다. ‘(괜찮다)/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6)의 ‘엔간하다’는 ‘특이하다(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
났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의 의미는 ‘엔간하다’의 원래 의미가 아니라 
‘혼효’를 통해 새로 획득된 의미다.
  다음은 부사형 ‘엔간히’의 용법을 확인해보자. 

(37) 두 사람 모두 엔간히 술에 취한 듯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38) 늦어도 엔간히 늦어야지, 이렇게 한 시간이나 늦게 오면 어떡하니?

마찬가지로 ‘엔간히’도 ‘어지간히’의 경우와 동일한 현상이 보인다. 문맥에 따라 
새로 획득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원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37)은 기
존 사실을 묘사하는 문맥인데 ‘두 사람 모두 많이(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정
도) 취한 듯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8)은 많이 지각한 
사람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문맥인데, ‘늦어도 적당히(일반적인 범위 정도로/받아
들일 수 있는 정도로) 늦어야지, 이렇게 한 시간이나 늦게 오면 어떡하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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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조건절로 쓰이는 ‘엔간하면’의 용법을 보자. 이표현은 ‘웬만하면/웬
만해서는’이나 ‘어지간하면’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즉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39)은 ‘가능하면/되도록이면/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9) 엔간하면 그냥 사 입으시지? 

3.2.2.4. ‘~라면 죽고 못 산다’ 구문 

(40) ㄱ. 커피가 없으면 죽고 못 산다.
ㄱ'. 커피가 없으면 못 산다.
ㄴ. 커피라면 죽고 못 산다. 
ㄴ'. *커피라면 못 산다.
ㄷ. 커피라면 사족을 못 쓴다./커피라면 꺼뻑 죽는다. 

A = ‘~가 없으면 죽고 못 산다’
B = ‘~라면 사족을 못 쓴다’/ ‘~라면 꺼뻑 죽는다’
A/B → ‘~라면 죽고 못 산다’ 

‘죽고 못 산다’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못 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40ㄱ)의 ‘커피가 없으면 죽고 못 산다’와 (40ㄱ')의 ‘커피가 없으면 못 산다’는 
“커피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다. 한편 (40ㄴ)
의 ‘커피라면 죽고 못 산다’에서 ‘죽고 못 산다’는 이미 하나의 숙어표현으로 굳
어져 “커피를 매우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숙어표현의 ‘죽고 못 산다’가 
이미 ‘죽고 못 산다’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40ㄴ')의 ‘*커피라면 못 
산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0ㄷ)에서 ‘커피라면 사족을 못 쓴다’나 ‘커피
라면 꺼뻑 죽는다’의 경우에도 “커피를 매우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
기서 (40ㄴ)의 ‘커피라면 죽고 못 산다’는 (40ㄱ)의 ‘커피가 없으면 죽고 못 산
다’와 (40ㄷ)의 ‘커피라면 사족을 못 쓴다’나 ‘커피라면 꺼뻑 죽는다’ 사이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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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일어나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40ㄱ)과 (40ㄷ)은 의미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뿐이다/~밖에 없다 → ~뿐이 없다’처럼 ‘~뿐이다’와 ‘~밖에 없다’와 달리 동
일한 의미를 말하고자 할 때 두 표현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
나 (40ㄱ)의 “없으면 안 된다”의 의미와 (40ㄷ)의 “매우 좋아하다”는 의미상 통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죽고 못 산다’, ‘사족을 못 쓴다’, ‘꺼뻑 죽는다’ 등 세 
가지 표현이 형식적으로 유사한 면도 보인다. 중국어에서는 한 글자 차이가 나
지만 의미 차이가 있는 사자성어가 많은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 不以为然/不以为意，无可非议/无可厚非 52)53))

3.3.  소결
  혼효는 의미적 유사성을 지닌 두 표현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말실수로 각 표
현의 일부를 취해 새로운 어형을 만들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어휘 
측면의 혼효 현상이 많이 관찰되었지만 사실은 구문 측면의 혼효 현상도 존재한
다. 혼효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들이나 구문들은 처음에는 일종의 발화 실수였겠
지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착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미 정착된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들에 초점을 두었다. 
  어휘 측면의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은 ‘우연히/우연찮게’, ‘비범하다/비범치 않
게’를, 구문 측면의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은 ‘웬만하다’류와 ‘~라면 죽고 못 산
다’ 등 구문들을 살펴보았다. 
  ‘우연찮게’는 논리적으로 ‘우연히’와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야 되는데, 사실은 
‘우연히’와 동일한 의미처럼 쓰인다. 본고에서는 ‘우연히’와 ‘의도찮게’, ‘예상찮
게’, ‘생각찮게’와 같은 표현들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말할 때 동시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우연히’의 일부와 ‘의도찮게’, ‘예상찮게’의 일부
52) 不以为然：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다. / 不以为意：개의하지 않다. ; 无可非议：비난할 근

거가 없다. / 无可厚非：크게 비난할 것이 없다.
53) ‘혼효’로 인해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의미의 전염’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제5장 ‘전염’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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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여 ‘우연찮게’처럼 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처음에는 발화실수였
겠지만 지금은 이미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비범치 않다’는 두 가지 해석 가능
성이 있다고 보았다. 혼효에 관점에서 보면 ‘비범하다’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
는 ‘범상치 않다’나 ‘평범치 않다’와 혼효되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한 가
지 가능을 더 제시하였다. 즉, ‘비범(非凡)’의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확실
하게 전달하기 위해 ‘~하지 않다’를 한 번 덧붙였다.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쓰이는 구문도 혼효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로 ‘웬만하다’류와 ‘~라면 죽고 못 산다’를 살펴보았다. ‘웬만하다’류는 ‘웬만하
다’, ‘어지간하다’, ‘엔간하다’를 포함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웬만한 N이면’와 ‘웬
만한 N이 아니면’이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웬만한 N’과 ‘특별한 N’이
라는 두 표현은 마치 ‘루빈의 컵’ 이론처럼 서로 ‘전경’(foreground)과 ‘배
경’(background)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N이면’과 ‘특별한 N 아
니면’은 거의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때 이 두 표현 사이에 혼효가 일어
나서 ‘웬만한 N 아니면’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웬만한 N이면’
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특이한 점은 후행절이 부정일 때에만 ‘웬만한 N
이면’과 ‘특별한 N 아니면’ 사이에 혼효가 일어났다. 
  ‘~라면 죽고 못 산다’의 ‘죽고 못 산다’는 원래 ‘죽고 못 산다’의 의미로 해석
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라면 죽고 못 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탐색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의미가 상통하는 ‘~라면 
사족을 못 쓴다’나 ‘~라면 꺼뻑 죽는다’ 사이에 혼효가 일어나서 만들어졌을 가
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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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잉여표현

  잉여표현은 언어표현에 있어서 어떤 의미 정보가 말 그대로 잉여적으로 두 번 
이상 다른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잉여표현에 대한 기존의 견
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잉여표현’이 언어의 경제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잉여표현’이 일
종의 ‘군더더기표현’이 아니라 일정한 동기에 의해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
다. 본고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견해를 취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잉여표현은 언어의 여러 층위에 존재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의 연구들은 주로 ‘한자어+고유어’(예: 역전 앞, 다시 재설하다 등)를 대상으로 
연구해 왔지만, 사실 이외의 환경에서도 한국어의 잉여표현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수많은 잉여표현들은 발생 원인도 다양하고, 나타나는 언어 층위도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이들 잉여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는 한국어의 특성이나 일정한 발화 효과 때문에 생긴 잉여표현이다. 이를 ‘일반
적인 잉여표현’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이들을 사용 동기별로, 출현하는 언어 층
위별로 다시 세분화하여 다룰 것이다. 둘째는 ‘혼효’의 발생 동기와 비슷한 잉여
표현들이다. 즉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머릿속 가까운 데서 저장되어 
있다가 말을 꺼낼 때,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동시에 머리에 떠오르기 때
문에 섞어 말하게 되는 경우이다. 두 표현의 일부는 사라졌지만 남아 있는 요소
만으로 의미가 겹쳐 있다고 판정되면 이를 잉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
서는 이를 ‘혼효에 의한 잉여표현’이라고 부르고 논의할 것이다. 

4.1. 일반적인 잉여표현의 동기 및 양상 
  한국어에는 한국어의 특성과 일정한 발화 효과 때문에 생긴 잉여표현이 많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잉여표현이 어떤 이유에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잉여표현들을 다시 언어 층위별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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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잉여표현의 사용 동기 

Ⅰ. 어휘 선택 시 생긴 잉여표현

  발화에서 어휘를 선택하다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둘 이상의 언어 요소를 중복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의 한자어 어휘에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 의미가 겹친 고유어 어휘를 다시 선택할 때가 많다. 예는 
다음과 같다. 

 (1) ㄱ. 원고를 투고하다, 산을 등산하다, 차를 주차하다, 인원을 충원하다, 표를 
매표하다, 이름을 호명하다, 나라를 건국하다

ㄱ'. *投稿原稿（投稿），*爬山山（爬山）, *停车车（停车）, *补员人员（补充
人员）, *卖票票（卖票), *呼名名字（叫名字) *建国国家（建国）

ㄴ. 마음이 심란하다, 밤이 야심하다 (노명희 2006: 285) 
ㄴ'. *心心乱（心乱），*夜夜深（夜深）
ㄷ. 박수를 치다(*박수하다), 피해를 입다(*피해하다), 시범을 보이다(*시범하다)
ㄷ'. 拍手（鼓掌），被害，示范
ㄹ. 낙엽이 떨어진다
ㄹ' *落叶落了（落叶/叶子落了）(→ 중국어에는 불가능)

예문 (1ㄱ)은 한자어 타동사 내부에 이미 목적어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 
목적어 성분을 통합하는 예들이다. 노명희(2006: 284)에서는 ‘주차하다’ 전체가 
한국어에서 타동사로 쓰이면서 새로운 목적어 성분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1ㄱ) 대부분 어휘들은 반드시 새로운 목적어 성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국하다’의 경우는 반드시 ‘나라를 건국하다’처럼 표현해야 한다고 김창섭
(2001: 183)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54) (1ㄱ)의 예문들을 중국어로 직역하면 (1
ㄱ')과 같다. 한국어와 달리, 목적어가 이미 포함된 서술어이면 다시 목적어를 
추가할 수 없다. 중국어로 표현하려면 (1ㄱ') 괄호처럼 표현해야 한다. 
54) 김창섭(2001: 183)에서는 ‘건국하다’에서는 목적어 성분이 없으면 비문이 된다고 하였다. 

해당하는 예문을 다음과 같다. 
(6) a. 누가{*∅, 이 나라를} 건국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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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ㄴ)은 한자어 자동사 내부에 이미 주어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시 주어 
성분을 통합하는 예들이다. 노명희(2006: 285)에서는 한자어를 ‘주어+서술어’로 
분석하여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이중주어문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였다. 
(1ㄴ')에서 본 바와 같이, 서술어 안에 이미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어의 경우는 주어가 다시 통합할 수는 없다.
  (1ㄷ)의 ‘박수를 치다’와 같은 경우들도 한자어 어휘 안에 이미 서술어의 의미
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고유어 서술어를 통합시키기 때문에 잉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명희(2006: 279)에서는 (1ㄷ)과 같은 표현들이 생긴 원인이, 한
자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면서 ‘하다’ 결합형이 부자연스럽게 느껴
지고 그에 해당하는 고유어를 중복하여 쓰는 것으로 보았다. (1ㄷ)과 같은 잉여
표현들은 중국어에서는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중국어로는 (1ㄷ')처럼 표현해야 
한다. (1ㄹ)의 ‘낙엽이 떨어지다’는 한국어 화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매우 이상한 표현이다. 원래는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낙엽이라
고 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하려면 “나뭇잎이 떨어지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는 
옳다. 

Ⅱ. 의미 강조의 목적에서 비롯된 잉여표현 

  여기서 말하는 의미 강조의 목적에서 비롯된 잉여표현은, 어떤 내용을 확실하
게 전달하기 위해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중복해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
킨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둘 
이상의 어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②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와 문법요
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③ 문법요소의 확장형이 그것이다. 

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둘 이상의 어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2) ㄱ. 직접 목격하다, 지금 현존하고 있다, 스스로 독학하다
ㄱ'. 亲眼目睹，现在现存，自己自学 （ → 중국어도 가능)
ㄴ. 즐겨 애용하다, 다시 재설하다, 새로 신축하다, 갑자기 돌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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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喜欢爱用(喜欢用)，*再再设(再设)，*新新建(新建)，*突然突变(突变) 
( → 중국어는 불가능)

 (3) ㄱ. 모두 다, 전체 다, 늘 항상, 어서 서둘러, 이미 벌써, 벌써 이미 
ㄱ'. 全部都，全部都，总经常，快快，早就已经，已经早就 ( → 중국어도 가능)

 (4) ㄱ. 네 입으로 말했잖아. / 네가 말했잖아.
ㄱ'. 你亲口说的。
ㄴ.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 내가 똑똑히 들었다.
ㄴ'. 我亲耳听到了。
ㄷ. 바로 눈앞에서 직접 봤다. / 직접 봤다. 
ㄷ'. 就在我眼前，我亲眼看到了。
ㄹ.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 직접 확인했어요.
ㄹ'. 用自己的眼睛亲自确认过了。   ( → 중국어도 가능)            

   

예문 (2)의 서술어는 한자어가 담당하고 있고, 같이 공기하는 부사어는 거의 고
유어가55) 담당하고 있다. 부사어와 서술어 일부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잉여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새로’와 ‘신축하-’의 ‘신(新)’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
낸다. 이렇게 중복하여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라고 생각된다. 
  노명희(2006: 287)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 간의 동의중복 현상이 국어 화자
들이 한자어의 내부 구조를 분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어식으로 다시 해
석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소진(2014)
에서는 어휘·구문 습득의 측면에서 한국어의 중복 표현을 살펴보았다. 즉 ‘미리 
_______’, ‘다시 ______’ 등과 같은 패턴이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
중에 이미 ‘미리’, ‘다시’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예습하다, 재발하다) 어휘를 삽
입하여 ‘미리 예습하다’, ‘다시 재발하다’와 같은 중복 표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혜지(2015)에서는 한국어 화자들이 ‘고유어 부사 + 한자어’의 
중복표현을 사용하는 의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둘째는 ‘너무, 가장’ 등 정도부사가 쓰이는 중복 표현의 경우에는 화자가 정도성
55) ‘직접 목격하다’의 부사어는 한자어인 ‘직접’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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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56) 셋째는 청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
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3)은 의미가 동일한 부사를 둘 이상 사용하는 경우이다. 나란히 쓰인 부사는 
모두 고유어 부사인 경우도 있고 하나는 고유어, 하나는 한자어 부사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번씩 사용하면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 
  (4)의 ‘입으로 말하다’, ‘귀로 듣다’, ‘눈으로 보다’ 등의 표현들은 다른 예문과 
조금 다르다. 이를 잉여표현으로 보는 이유는 보통 ‘말하다’, ‘듣다’, ‘보다’와 같
은 행위들은 관련된 신체부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표현으로 볼 수 있
다. (4)와 같은 표현에서 구체적인 ‘신체부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발화 효과
는 많이 차이가 있다. 추가적으로 신체부위를 포함하여 말하는 (4ㄱ,ㄴ,ㄷ,ㄹ)가 
더 확실하고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예를 들어 (4ㄴ) ‘내 귀로 똑똑
히 들었다’의 경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백한 사실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예 (2)와 같은 경우는 중국어는 허용이 되는 것도 있고(2ㄱ'), (2ㄴ')처럼 허
용이 안 되는 것도 있다. (3), (4)와 같은 경우는 중국어에도 존재한다. 
  
②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요소와 문법요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5) ㄱ. 매일마다, 매년마다
ㄱ'. *每每天(每天)，*每每年(每年)
ㄴ. 집집마다, 곳곳마다 
ㄴ'. *每家家(家家)，*每处处(处处/到处) ( → 중국어는 불가능)

 
 (6） ㄱ. 저희/저희들 집은 그 동네에서 한 채밖에 없던 기와집이어서 누구나 쉽

게 찾을 수 있습니다.
ㄴ. *저희/저희들 집은 각각 다른 곳에 있습니다.
ㄴ'. 我们/*我们们的家都各自在不同的地方。
ㄷ. 너희/너희들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니?
ㄹ. *너희/너희들 아버지는 다 같은 회사에 다니시니? (전영철2007: 331)57)

56) 김혜진(2015: 387)에서 제시한 ‘부사의 성격에 따른 양상’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57) 이들 예 중에는 이익섭·채완(1999)에서 가져온 예문도 있고, 전영철(2007)에서 변형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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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你们/*你们们的爸爸都在同一个公司上班吗？   ( → 중국어는 불가능)

 (7) ㄱ. 잊혀지다, 쓰여지다
ㄴ. 인정되어지다

예문 (5), (6), (7)은 언뜻 봐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함께 사용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5ㄱ)은 원래 ‘매년’, ‘매일’라는 어휘로 충분히 표현
할 수 있고, (5ㄴ)도 마찬가지로 ‘집집’, ‘곳곳’으로 충분한데도, 뒤에 동일한 의
미를 나타내는 ‘마다’를 붙였다. 뒤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를 한 번 덧
붙이면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마다’는 중국어로 ‘每’라고 하는데, ‘마다’가 나타
내는 동일한 의미가 들어 있는 어휘와 공기할 수 없다는 것을 (5ㄱ')과 (5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너희들’과 같은 표현들을 잉여표현으로 보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우
리’, ‘너희’는 복수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또 복수 표지 ‘-들’을 결합시킨 경우
도 잉여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우리’는 ‘우리들’과 완전히 동일
한 의미일 때도 있고, 차이가 날 때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너희들’은 항
상 잉여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예문 (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영철
(2007: 331)에서는 (6ㄱ)과 (6ㄷ)과 같은 경우는 ‘저희’와 ‘저희들’, ‘너희’와 
‘너희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저희들/너희들’의 경
우는 일종의 잉여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6ㄴ), (6ㄹ)과 같이 대상자들 각
각이 드러나야 하는 배분적 해석 상황에서는 반드시 ‘-들’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어의 경우는 배분적 해석의 상황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我们们/*
你们们’과 같은 표현이 허용되지 않고 ‘我们/你们/他们’으로만 표현한다. 
  예문 (7)은 이중피동과 관련된 예들이다. (7ㄱ)은 피동 접미사와 피동을 만드
는 요소 ‘-어지다’가 같이 쓰인 경우이다. (7ㄴ)은 피동 의미가 있는 ‘N되-’에 
다시 피동을 만드는 요소 ‘-어지다’가 덧붙은 것이다. 다만 화자가 그 의도를 확
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중피동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안소진(2017: 209)에서 
‘‐히‐+‐어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어지다’에 의해 피동의 기능이 덧붙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히‐+‐어지‐’ 

예문도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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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보다 피동의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라는 것이다. 다
른 하나는 ‘-어지다’에 의해 피동이 아닌 다른 기능인 [상태변화], [기동] 등이 
부가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히‐+‐어지‐’ 구성은 피동에 부가된 다른 의미 기능
이 반영된 표현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예들은 표면적 분석만으로는 잉여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예이다. 

 (8) ㄱ. 고생시키다, 걱정시키다, 실망시키다, 출세시키다. (N시키다=N하게 하
다, N시키다≠N하다)

ㄱ'. 고생하게 하다, 걱정하게 하다, 실망하게 하다, 출세하게 하다 
ㄴ. 교육시키다, 소개시키다, 안내시키다, 해고시키다 (N시키다=N하게 하

다, N시키다=N하다)
ㄴ' 교육하게 하다, 소개하게 하다, 안내하게 하다, 해고하게 하다
ㄴ'. 교육하다, 소개하다, 안내하다, 해고하다 

예문 (8ㄱ)과 (8ㄴ)에서는 접미사 ‘-시키다’의 두 가지 예문을 확인할 수 있다. 
(8ㄱ)의 ‘고생’, ‘걱정’, ‘실망’, ‘출세’ 등의 명사 뒤에 ‘-시키다’가 붙어서 “N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때의 ‘N시키다’는 ‘N하게 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며, ‘N하다’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8ㄴ)의 ‘교
육, 소개, 안내, 해고’ 등의 명사 뒤에 ‘-시키다’가 붙어서 형성된 어휘들은 중의
성을 지닌다. 첫 번째 의미는 ‘누구에게 시켜서 ~를 N하게 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이때는 ‘N하게 하다’의 의미와 같다). 두 번째 의미는 ‘~를 N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이때는 ‘N하다’의 의미와 같다). 두 번째 의미의 경우는 일종의 
잉여표현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안내, 소개, 해고’와 같은 명사들은 원래 “~를 V-게 만들다”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는 서술명사들이다. ‘교육, 소개, 안내’는 “~를 알게 만들다”라는 의
미를 나타내고, ‘해고’는 “~를 그만두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원래 이러
한 명사 뒤에는 ‘-하다’만 붙어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다시 사동 의미를 나타내
는 ‘-시키다’를 붙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게 하다”를 의미하
는 요소를 두 번이나 사용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게 만들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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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더 강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58) 유혜원(2012)와 전은진(2013)에서
도 ‘N하다’의 의미와 ‘N시키다’의 의미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 다루었다. 유혜원
(2012)에서는 ‘-하다’ 대신 ‘-시키다’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에 초점을 두어 대
상을 변화시키려는 화자의 의도가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으나, 전은진(2013)에서는 ‘명사-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시키다’
는 단지 과잉 사동표현이라고 하였다.59) 

③ 문법요소의 확장형

  문법요소에다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요소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를 문법요소의 ‘확장형’이라고 부른다. 잉여표현의 관점에서 보면 문
법요소의 확장형도 일종의 잉여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문법요소로 충분한
데,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요소를 덧붙이는 것으로 보인다. 

 (9) ㄱ. 사고로 인해 죽었다. 
ㄱ'. 死于事故。( → 중국어는 불가능)
ㄴ.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다. 
ㄴ'. 死于事故。( → 중국어는 불가능)
ㄷ. 설문 참여는 유선상으로는 불가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 설문 방

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ㄷ' 只限于用智能手机的调查方式才可以。( → 중국어도 가능)

(9ㄱ)과 (9ㄴ)은 원래 조사 ‘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뒤에 
원인을 뜻하는 ‘인하-’와 ‘말미암-’의 활용형을 덧붙었다. ‘-에 한해서’와 ‘만’은 

58) ㄱ. 가자, 내 친구 소개해줄게.
ㄴ. 가자,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ㄱ)보다 (ㄴ)은 “~을 알게 만들다”의 의미가 더 강하다. 
59) 전은진(2013)에서는 사전 뜻풀이에 ‘~게 하다’, 사동 접사, ‘시키다’ 등 표현이 들어 있는 

어휘들을 추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사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용례 수집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전 기술은 기술하는 사람의 직관에 따라 뜻풀이 방
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개시키다’, ‘안내시키다’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소
개하다’, ‘안내하다’의 뜻풀이에는 사동을 뜻하는 표현이 없지만 ‘Ｎ하다=N시키다’ 유형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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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둘 중의 하나만 써도 의미를 표현할 수 있지만, (9ㄷ)에
서는 두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 문병열(2015)에서는 ‘~로 인해’, ‘~로 말미암
아’, ‘~에 한해서’와 같은 [조사+용언 활용형]을 “조사 상당 구성”이라고 불렀
다. 이와 같은 조사 상당 구성을 사용하면 중의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
였다. 본고에서도 조사 ‘로’ 대신에 ‘~로 인해’를 사용하면 그 의미를 더 세분화
해 주고 더 빨리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10)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계속 쳐다봤다.
从下到上一直打量。( → 중국어는 불가능)

(11) ㄱ.연치(年齒)만으로만 따지자면 누가 뭐래도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아니
십니까.

ㄱ' 只按年齿算的话 （ → 중국어는 불가능)
ㄴ. 세상의 변화가 '자원봉사'로만으로 다 해결되지 못함을 실감했다. 
ㄴ'. 真实体会到世上的变化只靠'자원봉사'是解决不了的。( → 중국어는 불가능)

(12) ㄱ. 어린아이조차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ㄱ'. 连小孩儿也会。
ㄴ. 이제 너마저도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ㄴ'. 现在连你也抛弃了。( → 중국어도 가능)

예문 (10), (11), (12)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들이 겹쳐 사용된다. 
(10)에서 ‘에서’는 “처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작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10)
은 “시작점”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부터’를 덧붙여서 말한 것이다. 
(11ㄱ)에서 ‘-만으로’는 “한정”을 나타내는 ‘-만’과 “수단”을 나타내는 ‘-(으)
로’를 결합하여 ‘한정된 어떤 수단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에 “한
정”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만’을 한 번 더 추가한 것으로 보인
다. (11ㄴ)의 ‘로만으로’는 “수단”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로’를 
한 번 더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12ㄱ)은 ‘조차’와 ‘도’
가 같이 쓰인 예문이고, (12ㄴ)은 ‘마저’와 ‘도’가 같이 사용된 예문이다. 강조하
기 위해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도’를 한 번 더 추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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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ㄱ.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야. 
ㄱ'. 我在吃饭呢。=我在吃饭。/我吃饭呢。( → 중국어도 가능)
ㄴ. 지금 밥 먹고 있어.
ㄷ. 지금 밥 먹는 중이야. 

예문(13ㄱ)은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에다 ‘~는 중이다’를 덧붙여 사용하
는 예문이다. 이것도 역시 잉여표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我在吃饭呢’
는 ‘我在吃饭’나 ‘我吃饭呢’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我在吃饭呢’도 
잉여표현으로 볼 수 있다. 

Ⅲ. 의미 파악을 쉽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잉여표현 

  화자가 사용하고 싶은 어휘가 있지만 청자를 배려하기 위해 쉬운 어휘 등으로 
보완해 주는 유형이다. 사용하고자 하는 어휘는 조금 생소한 외래어나 한자어이
고, 이를 보완하는 역할의 어휘는 주로 고유어이다.60) 이러한 현상은 ‘분류사’와
도 관계가 있다. 

(14) ㄱ. 애지중지 사랑하다
ㄱ' *爱之重之爱他
ㄴ.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ㄴ'. *九死一生活了
ㄷ. 독수공방을 지키다
ㄷ'. *守独守空房 ( → 중국어는 불가능)

(15) ㄱ. 포승(捕繩)줄, 생일날, 연화꽃  
ㄴ. 모란, 무궁화, 장미, 진달래, 개나리 
ㄴ'. 모란 나무, 무궁화 나무, 장미 나무, 진달래 나무, 개나리 나무
ㄴ'' 모란 꽃, 무궁화 꽃, 장미 꽃, 진달래 꽃, 개나리 꽃 (진려봉 2012: 

143)
60) 비슷한 사례로, 한국에 있는 영어 안내판의 경우 ‘Hangang River’, ‘Namsan Mountain’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글/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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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남포(lamp)등, 아카시아(acacia)나무

예문 (14)는 사자성어만으로도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만, 청자에게 쉽
게 전달하기 위해 쉬운 어휘로 보완하고 있다. 심희삼(1998)과 노명희(2006)에
서는 의미 중복 표현을 사용하는 원인의 하나가 사람들이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성범(2008)에서는 
화자가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대화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상호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예문 (15)도 상대방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잉여표현을 사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5)의 중복은 ‘분류사’와도 관계가 있다. 진려봉
(2012: 143)에서 이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 (15ㄴ)의 식물 명사들이 식물 자
체와 꽃을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표현할 때 ‘나무’를 붙이고, ‘꽃’
을 표현할 때  ‘꽃’을 붙여서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명사가 다의성을 
가지는 경우, 명사 분류사의 쓰임으로 지시대상의 범주를 명확하게 해주는 현상
이 있다고 하였다.

Ⅳ. 한문 번역에 기인한 잉여적 구문

  한문문법은 순수한 한국어 화자에게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동일
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문 표현과 한국어 표현을 같이 쓰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긴
다. 따라서 이 부류에 속하는 표현들은, 한문을 아는 눈으로 보면 잉여표현으로 
보이고, 순수 한국어의 눈으로 보면 이미 자연스러운 하나의 구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는 한문 요소가 한국어의 문법 요소와 ‘호응하여’ 문장에 
나타난다.  

① 관형사와 조사/접미사의 호응

  여기서는 관형사와 조사의 호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문 요소가 관형사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와 호응하는 조사나 접미사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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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는 경우이다. 

(16) ㄱ. 각 식당마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다. 
ㄱ'. *每每个食堂都有各自的故事。
ㄴ. 각 팀별로 준비해 오세요.
ㄴ'. 请每个组，以组为单位准备过来。
ㄷ. 각 문제당 10점 씩
ㄷ'. *每每个问题10分。( → 중국어는 불가능)

(17) 나는 매 학기마다 3과목씩 들어요. 
*我每每个学期听三门课。( → 중국어는 불가능)

예문 (16)은 관형사 ‘각(各)’이 조사 ‘마다’나, ‘~별로’, 접미사 ‘-당’ 등과 공기
하는 문장들이다. 칼리나(2011)에서는 ‘~별로’ 앞에 쓰이는 ‘각’은 강조의 의미
를 드러내기 위해 잉여적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문 (17)은 관형사 ‘매
(每)’가 조사 ‘마다’와 공기한 것이다. 중국어로 표현하면 ‘每’는 한 번밖에 나타
나지 못한다. 

② 호응 부사

  한문의 부사와 그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이 호응하여 사용되는 일
도 적지 않다. 다음의 예를 보자. 
 

(18) ㄱ. 비단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ㄴ. 그 일은 시작한 내가 불가불 끝을 낼 수밖에 없다.
ㄷ. 소위 봉사라고 한다. / 소위 말하는 봉사이다.  ( → 중국어는 불가능)

예문 (18)은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한문의 ‘비단(非但)’
은 한국어의 ‘~뿐만 아니라’의 의미와 같다. 한문을 아는 눈으로 보면 이 문장은 
잉여적인 표현이지만, 한문은 잘 모르는 한국인 화자의 시각에서 ‘비단’은 단지 
항상 ‘~뿐만 아니라’와 함께 출현하는 ‘호응부사’이다. (18ㄴ)과 (18ㄷ)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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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다. 이러한 표현들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비단(不但)’, ‘불가불(不得不)’, ‘소
위(所谓)’와 같은 한문의 부사만으로도 충분하다.

③ 기타 구문

  ①이나 ②의 호응과 달리, 한문 요소와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을 자주 같
이 쓰는 경우도 있다. 
 

(19) ㄱ. 그는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해냈다.
ㄴ.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제가 가야 합니까?
ㄷ.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학습 방법이 관건이다. 

     ( → 중국어는 불가능)

예문 (19ㄱ)의 한문 ‘소임(所任)’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은 ‘맡은 바’인데, 두 
표현이 어울려 쓰이는 일이 많다. (19ㄴ)은 한문의 ‘하필(何必)’이 동일한 의미
를 나타내는 ‘왜 ~아/어야 하-’와 함께 사용된 예문이다. 제시된 ‘왜 하필~아/
어야 하-’는 이미 굳어져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다. (19ㄷ)은 ‘-는지’나 ‘-느
냐’와 같은 문법 요소만으로 충분히 정반의문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뒤에도 정
반의문을 나타내는 한문 요소 ‘여부(與否)’를 붙여 표현하는 경우이다. 
    

4.1.2. 잉여표현의 실현 양상 

  한국어의 잉여표현은 어휘 측면뿐 아니라 여러 언어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의 층위별 잉여표현을 살펴볼 것이다. 

Ⅰ. 형태소(morpheme) 층위

  사전 등에서 단일어로 판별되나,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를 구성 어근들의 의
미가 겹쳐진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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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익숙하다, 굳건하다, 마땅하다, 애초, 애당초… 

선행연구 중에는 심재기(1994)에서 (20)과 같은 예에 대해 기술한 바가 있다. 
이들은 [-하다]와 결합한 형용사들로, 이들 어근의 앞부분은 고유어이고 뒷부분
은 한자로 되어 있는 ‘동의반복어’라고 보았다. 즉 (20)의 ‘익숙하-’의 경우는 
‘익-’와 ‘숙(熟)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맞-’와 ‘당(當)하-’로부터 ‘마땅하
-’라는 어휘가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애초’와 ‘애당초’는 이들과 비슷한 면이 보
인다. 이러한 것들을 형태소 층위의 잉여표현으로 볼 수 있다.

Ⅱ. 어휘(단어, word) 층위

  어휘 층위에 있는 잉여표현으로는 특히 한자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합성명사가 
주된 관심대상이었다. 그리고 한국어의 복수형도 잉여적인 요소가 많이 보인다. 

(21) 처갓집, 외가집, 연화꽃, 국화꽃

예문 (21)은 합성명사의 예들이다. 앞부분의 한자로 충분히 뜻을 나타낼 수 있
지만, 뒤에 고유어를 덧붙여 (21)과 같은 어휘들이 만들어진다. 형식은 두 가지
나 쓰였지만 추가적인 의미는 없다. 이 예들은 여러 기존 논의에서 주된 연구대
상으로 다루어졌다. 

Ⅲ. 구(phrase) 층위

  잉여표현은 구 층위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22)는 명사구 층위이고, (23)는 
부사구 층위, (24)은 동사구 층위에서 나타나는 잉여표현이다.61) 

(22) ㄱ. 맡은 바 소임, 교복 의상, 성패(成敗) 여부, 진위(眞僞) 여부, 생사(生
死) 여부

61) 여기에 있는 예들은 최재희(2000), 노명희(2006) 등 기존 논의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필
자가 새로 발견하여 추가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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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름다운 미모/아름다운 미녀, 큰 거인, 아는 지인, 삼각형 모양, 숨져 
있는 시신

(23) 하필 왜(왜 하필)

(24) 영세를 받다, 상소(上疏)를 올리다, 자매결연을 맺다, 시범을 보이다, 함성
을 외치다, 함성을 지르다, 이해타산을 따지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
다, 허송세월을 보내다, 불로소득을 얻다, 애지중지 사랑하다, 독수공방을 
지키다, 구사일생으로 살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다, 피살 당하다

예문 (22), (23), (24)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된 원인은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하게 위해 
청자에게 익숙한 어휘를 덧붙임으로써 수월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Ⅳ. 문장(sentence) 층위

  문장 층위에도 잉여표현이 존재한다. 

(25) ㄱ. 귀국할 때 배가 불러서 귀국을 했거든. 
ㄱ'. 귀국할 때 배가 불렀다 + 배가 불러서 귀국을 했다
ㄴ. 처음에 온 게 2009년에 처음에 왔는데
ㄴ'. 처음에 온 게 2009년이었다 + 2009년에 처음에 왔다

예문 (25)은 문장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과 문장 끝에 사용하는 문장이 중
복되고 있다. 앞에 있는 문장은 ‘배경’을 설정해주고, 뒤에 있는 내용은 ‘내용전
개’이다. 또한 (25ㄱ)은 (25ㄱ')와 같은 과정에 의해, (25ㄴ)은 (25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혼효’로 형성된 잉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Ⅴ. 담화(discourse) 층위

  잉여표현은 담화 층위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강조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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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에는 발화가 길어지면서, 시작했을 때에도 한 번 말해주고 끝냈을 때에
도 한 번 말해 주어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26) ㄱ. 은재야, 우리가 어떻게든 1호점을 정상화시켜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ㄴ. 죽으면 안 돼. 너는 살아야 돼.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꼭 

살아야 돼.
ㄷ.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은 제 생각입니다.
ㄹ. 오늘은 세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 둘째, …. 셋째, …. 이상 세 

가지입니다.   

예문 (26ㄱ,ㄴ)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중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26ㄷ,ㄹ)은 발화가 길어질 경우에 도입할 때 한 번 말해 
주어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끌고, 마지막에 유사한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주어 정리
해주는 효과를 노리는 경우이다. 이렇게 잉여표현을 사용하면, 청자가 화자의 의
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2. 혼효에 의한 잉여표현 
  이 절의 예들은 ‘혼효’가 일어나는 동기와 비슷하다. 즉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
는 표현들이 머릿속에 저장된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말을 꺼낼 때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모두 말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 각 표현의 일부
를 말했지만 남아 있는 표현을 통해 원래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고 겹쳐 사용하
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여기에 속하는 잉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속한 잉여표현들은 ‘어형의 섞임’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혼효로 만들어진 잉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 발화하게 되는 ‘잘
못 오해하다, 잘못 착각하다’와 같은 경우도 ‘혼효’로 해석할 수 있다. 

(27) ㄱ. A = 잘못 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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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B = 오해하다
ㄷ. A/B → 잘못 오해하다

ㄱ. A = 잘못 생각하다
ㄴ. B = 착각하다
ㄷ. A/B → 잘못 착각하다.  

예문 (27)은 부사 ‘잘못’과 원래 “잘못”의 뜻이 담겨져 있는 어휘를 함께 쓴 잉
여표현이다. ‘오해하-’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의미는 “잘못 이해하다”이고, ‘착
각하-’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다”, ‘헛디디다’라고 하면 바로 “잘못 디디다”라는 
표현과 의미가 떠오른다. 이들은 의미상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머릿속의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들은 모두 발화하는 순간에 ‘잘못’과 
함께 말하게 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규범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말실수
이겠지만, 이를 통해서 한국어 화자의 심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을 때, 말하는 순간에 동일한 의미를 나
타내는 두 가지 표현을 모두 말하게 되는 경우가 이처럼 많이 발견된다. 두 표
현이 섞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혼효’에 의한 잉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장 ‘혼효’를 다루면서 沈家煊(2005)의 논의를 소개한 바 있다. 
沈家煊(2005)에서는 혼효로 만들어진 ‘除了~以外’ 구문이 중국어학계에서 잉여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에도 혼효에 의해 형성된 잉여표현이 많
이 존재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28) ㄱ. A = 주로 하체운동을 한다. 
   ㄴ. B = 하체운동을 위주로 한다.

ㄷ. A/B → 주로 하체운동을 위주로 한다. 

(29) ㄱ. A = 지금 집에 저 혼자예요. 
ㄴ. B = 지금 집에 저밖에 없어요.
ㄷ. A/B → 지금 집에 저 혼자 밖에 없어요.

(30) ㄱ. A =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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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B =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ㄷ. A/B → 자세히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문 (28), (29), (30)의 (ㄷ)은 언중들이 즐겨 말하는 문장들인데, 따지고 보
면 이들은 모두 잉여적인 표현들이다. 원래는 (28ㄱ)의 ‘주로 하체운동을 한다’
나 (28ㄴ)의 ‘하체운동을 위주로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두 표현
을 모두 말하게 되면 (28ㄷ)과 같은 문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29ㄷ), (29ㄷ)도 
마찬가지이다. (28)의 ‘주로’, ‘위주로’, (29)의 ‘저 혼자’, ‘저밖에 없어요’, (30)
의 ‘해야 하다’, ‘할 필요가 있다’처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거의 그대
로 남아있어 잉여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봤던 잉여표현은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다 완전한 표현이
기 때문에 바로 잉여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도 표현(형식)으로 
의미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잉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31) ㄱ. A = 왜죠?
ㄴ. B = 뭐 때문이죠?
ㄷ. A/B → 왜 때문이죠?

(32) ㄱ. A = 옛날에는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었다. 
ㄴ. B = 옛날에는 감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ㄷ. A/B → 옛날에는 집집마다 감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예문 (31ㄷ)의 ‘왜 때문이죠’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 아동 출연자의 발화 실수로 생겨난 표현이며, 최근에는 하나의 
유행어로서 많이 쓰이고 있다. ‘왜 때문이죠?’라는 표현은 아동의 말실수이기는 
하지만 역시 혼효에 의한 말실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 문장은 (31ㄱ)
의 ‘왜죠?’와 (31ㄴ)의 ‘뭐(무엇) 때문이죠?’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말을 꺼낼 때 ‘왜 때문이죠?’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의미상 거리가 있는 
‘어떻게’와 ‘뭐(무엇) 때문이죠?’ 사이에는 혼효가 일어나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따라서 ‘어떻게 때문이죠?’라는 표현은 만들어지기도 어렵다. 
‘왜’와 ‘때문이다’는 모두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의 잉여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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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32ㄷ)은 한국어 화자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문장도 하나의 잉여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집집마다’라고 표현하면 ‘감나무가 있
었다’라는 뜻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ㄱ)의 ‘옛날에는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었다’와 (32ㄴ)의 ‘옛날에는 감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
낸다. 이 두 문장은 혼효되어 (32ㄷ)처럼 잉여적인 표현이 만들어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예문은 남아있는 표현(형식)으로 충분히 의미를 예측할 수 있
기 때문에 잉여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살펴볼 예는 조금 다르
다. 깊이 따져 보아야 의미가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어린 여자랑 결혼하니까 재미 좋냐?
跟年轻姑娘结婚，*意思好吗？ （ → 중국어는 불가능)

A= 재미있냐? 有意思吗？
B= 좋냐? 好吗？
A/B → 재미 좋냐? *意思好吗？

예문 (33)은 나이가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친구와 만난 장면
에서 등장한 발화이다. 친구가 ‘재미있냐?’와 ‘좋냐?’라는 말을 동시에 머리에 떠
올리고 두 표현을 섞어 (33)처럼 ‘재미 좋냐?’와 같은 발화를 하게 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 

4.3. 소결
  본절에서는 한국어의 잉여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잉여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언어에 있어서 잉여표현은 반드시 필요한 기
제이다. 언어의 많은 층위에 존재하고 언어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
문이다. 최근에 들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중복’을 대상으로 왜 잉여표현을 사용
하는지를 다루는 연구들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더 풍부한 예문을 찾아, 잉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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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동기와 출현하는 양상에 따라 한국어의 잉여표현을 관찰하였다. 한국
어의 특성이나 여러 동기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발화 
순간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동시에 말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표현
들도 있었다. 
  한편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잉여표현들은 중국어에서는 거의 발견되
지 않는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비교된 예만을 가지고 중국
어에 비해 한국어의 잉여표현이 더 많다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어의 
경우도 특유의 잉여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걱정하지마, 내가 있
어.’라는 한국어 표현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别怕，有我在’와 같이 표현한다. 또
한 중국어의 많은 구문들도 잉여표현에 속하는데, ‘除了~以外’，‘非要~不可’ 등
을 들 수 있다. 
  규범 문법에서는 잉여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일상에서 여
러 동기 때문에 언중들은 잉여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한
국어의 잉여표현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추후에 중국어·일본어에서의 잉여표현과 
대조 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잉여표현과 
관련한 후속 연구들도 후고를 통해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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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염

  전염(contagion)은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언어요소의 영향을 받아 비슷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62) 언어 요소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접촉이 필요하다. 이때 
언어 사이의 접촉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같은 문
장에 공기할 때 발생하는 접촉이며(예: 싸가지 없다), 다른 하나는 같은 문장에 
공기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이다. 즉 특정한 유
사성 때문에 머릿속의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생기는 접촉을 말한다(예: 다리가 
가늘다/얇다).63)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소와 영향을 받는 요소의 관계에 따라 전염은 ‘통합관
계의 전염’과 ‘계열관계의 전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Ullmann(1962), 조항범
(1999), 이선영(2011), 윤평현(2013), 오민석(2017) 등의 연구에서는 특히 통
합관계의 전염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원래 부정사와 공기하여 사용했던 요소들
이 나중에 부정사가 없어도 원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전염’의 사례
로 보고 있다. 박진호(2007)에서 다루는 의미의 쏠림현상(예: 바가지 → 바가지
를 씌우다)이나 환유(예: 남방 → 남방 셔츠)도 ‘통합관계의 전염’과 관련이 깊
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관계의 전염’과 ‘계열관계의 전염’은 다시 전염되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따
라 이론상 네 가지 패턴이 상정된다.64)

【통합 관계】
  ① 요소 A가 자주 공기하는 요소 Ｂ의 영향을 받아, 형식이 바뀌는 경우
  ② 요소 A가 자주 공기하는 요소 Ｂ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바뀌는 경우

62) 제2장 기본적 논의에서 언급했지만, 본고는 박진호(2015)의 ‘전염’에 대한 정의를 따른다.
63) 박진호(2015:620)의 예문이다.
64) 여기서 ‘전염되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박진호(2015)의 계열관계의 전

염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다. 통합관계의 전염에서는 형식과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결합 속성이 바뀌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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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관계】
  ③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형식이 바뀌는 경우 
  ④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

한편 ③, ④와 관련이 깊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별도의 유형으로 추가
할 수 있다. 

  ⑤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결합속성이 바뀌는 경우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다양한 사례를 위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전염을 다룬다. 전염을 이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될 만한 많은 표
현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전염이 언어를 설
명하는 주변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주요 언어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언어 기제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5.1. 전염Ⅰ: 통합관계의 전염
  이 절에서는 통합관계에 있는 언어 요소의 전염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
어 요소는 인접하는 요소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게 되는 많
은 발화 실수도 함께 공기하는 다른 말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들이 많다.65) 
그러나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대체로 단지 음운(형식) 측면인 경우가 많다. 이
러한 말실수들은 일시적인 (음운)형식의 전염으로 볼 수 있다.66) 또한 다른 요
65) 두 표현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틀리게 말하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같은 문장에 나타날 때

는 틀리게 말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합관계의 음운(형식)의 전염이라고 주장
하고자 한다. 

66) 박진호(2015: 620)에서는 전염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비교적 항구적일 수도 있다. 
일시적 전염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점차 관습화되어 항구적인 전염이 될 수도 있
다고 하였으나, 계열관계의 두 요소가 의미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반복하게 일어
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관습화되어 항구적인 전염이 될 가능성도 더 크다고 생각된다. 반
면, 의미관련이 거의 없고, 단지 발음상 미묘한 공통점이 있고 같은 문장에 출현할 때 생긴 
발화 실수는 일시적인 것이지 항구적인 것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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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때문에 생긴 음운 동화들도 넓은 의미의 전염으로 보면 일종 통합관계의 (음
운)형식의 전염으로 볼 수 있다. 통합관계에 의한 의미의 전염은 두 요소가 항
상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그 중의 한 요소만으로도 원래 그 두 
요소가 결합했을 때의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5.1.1. (음운)형식의 전염(①)
 
  통합관계에서 (음운)형식의 전염은 요소 A가 공기하는 요소 Ｂ의 영향을 받
아, 음운이나 형식이 바뀌는 경우를 가리킨다. 

 (1) ‘one, two, free(→three), four, five, ……’ 

예문 (1)은 박진호(2015)에서 제시한 예문이다. ‘one, two, three, four, five, 
…’ 와 같은 방식으로 영어 수사를 나열하여 말할 때, ‘three’를 ‘free’로 발음하
는 일이 흔히 있다고 한다. 바로 다음에 ‘f’로 시작되는 말이 둘이나 있기 때문
에 그 영향으로 ‘three’를 발음할 때 [ɵ] 대신 [f]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one’, ‘two’, ‘three’, ‘four’, ‘five’ 등 영어 수사들 각각은 보통 계열관계를 이
루고 있다. ‘three’는 ‘four’, ‘five’와 함께 공기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면 
‘free’처럼 발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one, two, three, four, five, …’
와 같은 방식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되면 이들은 일종의 통합관계를 이루게 되고 
‘three’가 인접하는 ‘four’와 ‘five’의 영향을 받아 ‘free’처럼 발음하게 되는 것이
다.67) ‘one, two, three, four, five,……’가 ‘one, two, free, four, five,……’처럼 
발음하게 되는 것은 단지 임시적인 발화 실수이다.68) 같이 공기하는 요소의 영
향을 받아서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일종의 통합관계에 있는 (음운)형식의 전염
으로 볼 수 있다. 
 

67) 박진호(2015:621 각주2)에서 “ ‘three’를 ‘free’로 발음하는 데에는 통합관계가 주된 요인
이지만 어휘부 저장 위치의 인접이라는 계열관계 측면도 보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있다”
라고 하였다. 

68) 박진호(2015:621)에서는 ‘three’를 ‘free’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 일시적 전염이라고 하였다.



- 76 -

 (2) ㄱ. 기업인은 공장을 3개를 지어봐야 지업(←기업)을 아는 것 같아요.
ㄴ. 10초 안에 맛깔스럽게, 구수하게 사투리를 잘 구수(←구사), 구사하면 

되겠습니다.
ㄷ. 봤다는 것은 어디서 봔(←본) 거지? (이창호 2004: 268)
ㄹ. 현재 기온은 습도(←십(10)도), 십도(←습도)는 46%입니다.
ㅁ. 지는(←저는) 저금(←지금) 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69) 

이번에는 한국어의 예를 살펴보자. 예문 (2)는 한국어 화자들의 발화 실수이다. 
‘one, two, free(→three), four, five, …’처럼 바로 인접하는 요소의 영향 때문에 
생긴 오류는 아니지만,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 때문에 생긴 오류인 것
은 분명하다. (2ㄱ-ㄷ)은 이창호(2004)에서 제시한 예문들이다. (2ㄱ)은 ‘기업’
을 말하려고 했는데, 선행하는 ‘지어봐야’의 영향을 받아 ‘지업’이라고 발화해버
린 경우이다. (2ㄴ)의 ‘구사’는 선행하는 ‘구수’의 영향으로, (2ㄷ)의 ‘본’은 ‘봤’
의 영향으로 말실수를 하게 되었다. (2ㄹ)과 (2ㅁ)은 많은 아나운서들이 너무 
긴장해서 하게 된 발화 오류의 예이다. (2ㄹ)은 ‘십도(10도)’를 ‘습도’로, ‘십도’
를 ‘습도’로 말하게 되는 경우이다. (2ㅁ)은 ‘저는’과 ‘지금’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말실수들은 아예 규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영
향을 주는 요소와 영향을 받는 요소 사이에 발음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문장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들을 각각 발화할 때에는 (2)와 같은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일시적인 통합관계의 전염으로 
본다.  

5.1.2. 의미의 전염 (②)

  통합관계에 있는 의미의 전염은 요소 A가 자주 함께 공기하는 요소 Ｂ의 영향
을 받아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형식의 
전염은 공기하는 요소 때문에 형식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요소 B 
69) 강성곤 KBS 아나운서가 쓴 ‘[일사일언] 긴장을 즐겨라’라는 기사에 제시된 발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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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요소 A의 의미가 조금 바뀌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법한데, 여기서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중 매우 특수한 경우가 관찰되었다. 즉, 요소 A가 자주 공기하
는 요소 B의 의미를 모두 다 흡수해버리고, A만으로도 ‘A+B’ 전체 의미를 나타
내게 된 경우이다. 지금까지 일종의 환유로 인식해 왔던 것들도 의미 전염의 관
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박진호(2007)에서 다루었던 ‘의미의 쏠림 현상’도 이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2007)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 표현 전체가 지니던 의미를, 그 구성 내의 특정 단어 혼자서 지니
게 되는 현상을 의미의 쏠림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절에서 다루는 대상들은 
‘의미의 쏠림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의미의 전염’으로 볼 수도 있다. 
  통합관계에 있는 두 언어 요소가 무조건 의미의 전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미의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두 요소가 함께 공기하는 빈도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또 이들은 함께 쓰이면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박진호(2007)에서 많은 숙어 표현에서 나타난 의미의 쏠림 현상을 관찰하
였다. 다음의 예를 보자. 
  

 (3) ㄱ. 마누라 바가지 때문에 못 살겠다.
ㄴ. 이게 만원이라고요! 완전 바가지네.
ㄷ. 이 녀석 계속 오리발이네. 어서 바른 대로 불지 못해!
ㄹ. 저 집 아들은 10년째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미역국이

라는군.
ㅁ. 쟤는 시치미의 명수야. 어쩜 저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앉아 

있을 수 있지?  (박진호 2007: 212-214)

(3ㄱ-ㅁ)은 모두 박진호(2007)에서 제시했던 ‘의미의 쏠림 현상’에 해당하는 
예문들이다. (3ㄱ)에서는 ‘바가지’가 혼자서 ‘바가지를 긁다’ 전체의 의미를, (3
ㄴ)에서는 ‘바가지’가 ‘바가지를 씌우다’ 전체의 의미를, (3ㄷ)에서는 ‘오리발’이 
‘오리발 내밀다’의 의미를, ‘미역국’이 ‘미역국을 먹다’의 의미를, ‘시치미’가 ‘시치
미를 떼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3)을 통해 표현 ‘A’만으로도 ‘A+B’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표현 ‘A’와 ‘B’는 각자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A+B’라는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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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지고, 이것이 다시 한국어의 숙어표현이 되면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
다. 전염의 관점에서 보면 ‘A’와 함께 숙어표현을 형성하는 ‘B’의 의미가 ‘A’에 전
염되어, ‘A’ 혼자서도 숙어표현 ‘A+B’의 전체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예문들은 모두 숙어표현들이다. 숙어표현은 그 구성 요소들끼
리 상당히 밀접한 결합관계를 이루면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어느 시점부터 
그 중의 일부 구성 요소를 들어도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숙어표현의 이
러한 특수성 때문에 전염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은 숙어표현이 아니지만 두 요소가 항상 동시에 출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
부만으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지금까지 환유의 일종
으로 인식해 왔지만, 본고의 전염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의미의 전염으로 볼 수 
있는 예들도 있다.70) 다음의 예를 보자. 

 (4) ㄱ. 남방(→남방셔츠), 티(T)(→티셔츠), 석간(→석간신문), crude(→crude 
oil), 

ㄴ. 오늘의 시합은 한 점을 다투는 박빙의 승부였다. 
ㄴ'. 오늘의 시합은 한 점을 다투는 박빙이었다.  

(4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래 ‘남방셔츠’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다가 어느 순
간에 ‘남방’만으로 ‘남방셔츠’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티’만으로 ‘티셔츠’의 
의미를, ‘석간(夕刊)’이 혼자서 ‘석간신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영어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원유’를 뜻하는 ‘crude oil’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나중
에 ‘crude’ 혼자서도 ‘crude oil’의 의미를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근소한 차이를 비유할 때 (4ㄴ)와 같이 ‘박빙(薄氷)’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는데, 이는 항상 ‘박빙의 {승부, 접전, 경쟁…}’의 형식으로 문장에 쓰이면서 
“겨우겨우 승부가 판별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박빙’이 후행 요소의 
70) 전형적인 환유는 ‘그 빨간 모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가리키는 경

우를 말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환유는 전염과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예문 (4)
에서 제시하는 예들도 기존에는 일종의 환유로 보아 왔는데, 이들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전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환유인 ‘(그) 빨간 모자’는 일정한 문맥에서만 
(특히 직시적으로 가리킬 때) ‘빨간 모자를 쓴 사람’으로 이해되지만, 아무 문맥 없이 ‘빨간 
모자를 쓴 사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예문 (4)의 경우는 문맥 없이 자주 공기하는 
언어 요소들의 일부만으로도 전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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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흡수하여, (4ㄴ′)처럼 ‘박빙의 승부’ 대신 점점 ‘박빙’만을 사용하게 되기
도 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항상 ‘없다’나 ‘못하다’ 등 부정사와 공기하는 표현들
이다. 이들 중에는 언젠가부터 부정사가 없어서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사와 공기하다가 전염이 일어나는 단어 부류들은 주로 명사, 
동사, 부사가 있다. 먼저 명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5) ㄱ. 너도 참 주책없어.
ㄱ'. 너도 주책이야. 
ㄴ. 걔 참 싸가지없어.
ㄴ'. 걔 참 싸가지야.
ㄷ. 밥맛없다.
ㄷ'. 아~ 완전 밥맛이야.
ㄹ. 쟤네들 열애 완전 뜬금없는데.
ㄹ'. 쟤네들 열애 완전 뜬금인데. (‘ㄹ’은 오민석 2017: 189의 예문)

 (6) ㄱ. 칠칠맞지 못하다.
ㄱ'. 칠칠맞다.
ㄴ.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다.
ㄴ'. 하루 종일 안절부절 하다. 

 (7) ㄱ. 영호가 판소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ㄱ'. 영호가 판소리에는 관심이 전혀다.71)
ㄴ. 이 커피 별로 맛이 없다.
ㄴ'. 이 커피 별로다.  
ㄷ. 나한테 모욕 줄 생각이 있었어?/ 추호도 (없었다)
ㄷ'. *당신을 모욕할 생각은 추호도 
ㄹ. 그 인간 어디 쓸데가 있나? /하나도 (없다)
ㄹ'. *그 인간 어디 쓸데가 하나도 72)

 
예문 (5)는 원래 ‘없-’와 공기하는 표현들이 나중에 ‘없-’ 없이도 원래의 의미

71) (7ㄱ')에 대한 직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72) 여기에 있는 예문들은 윤평현(2013), 오민석(2017)에 있는 예문도 있고, 오민석(2017)의 

예문을 조금 변형시킨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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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이다. 예문 (6)은 원래 ‘못하-’와 공기하는 표현들이 나
중에 혼자서도 원래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없
-’나 ‘못하-’의 의미가 전염되어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항범(1999)에서는 ‘전염’에 의해 의미 변화가 일어난 어휘들로 정리한 바 있
다.73) 이선영(2011)에서는 한국어의 모순어를 다루면서 ‘칠칠맞다’와 ‘주책’은 
‘의미의 전염’에 의해 생긴 ‘모순어’로 보았다. 
  (7)에서는 부정극어의 전염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74) 이들은 반드시 부정사와 
같이 공기해야 하는 특성을 가졌었는데, ‘전혀’, ‘별로’와 같은 부사들이 어느 시
기부터 부정사에 전염되어, 부정사와 공기하지 않아도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7ㄱ',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윤평현(2013)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전염’으로 보고 있다. ‘전혀’, ‘별로’와 비슷한 면이 다수 확인되는 
‘하나도’, ‘추호도’ 등 표현들의 전염 현상도 오민석(2017)에서 새로 제기된 바 
있다. (7ㄷ)과 (7ㄹ)처럼 대답할 때 ‘추호도’나 ‘하나도’는 후행하는 ‘없-’가 없
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7ㄷ')과 (7ㄹ')처럼 서술문에서 쓰이는 ‘추호도’나 ‘하나
도’는 후행하는 ‘없-’가 없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별
로’, ‘전혀’, ‘추호도’, ‘하나도’ 등 ‘부정극어’의 전염 정도가 단계적인 면이 있다
고 본다. 즉 ‘별로’와 ‘전혀’는 ‘추호도’와 ‘하나도’보다 전염 정도가 더 진행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주책 없다’, ‘싸가지 없다’, ‘칠칠맞지 못하다’ 등의 표현들은 선행하는 
요소들이 후행하는 ‘없-’와 ‘못하-’ 등 부정사의 의미를 흡수하여 부정사가 없
어도 원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로, ‘전염’으로도 ‘의미의 쏠림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75) 즉 ‘주책 없다’, ‘싸가지 없다’, ‘밥맛없다’, ‘칠칠맞지 못하다’, ‘안

73) 조항범(1999)에서는 ‘전염’에 의하여 의미 변화를 입었거나 그 과정에 있는 단어에는 ‘별
볼일’, ‘별수’, ‘분수’, ‘싸가지’, ‘얌치’, ‘엉터리’, ‘영락’, ‘주책’, ‘굳이’, ‘대수롭다’, ‘얼토당토’, 
‘도저히’, ‘별로’, ‘고작’, ‘심히’, ‘채’ 등이 있다고 한다. 

74) ‘전혀’와 ‘별로’ 등 부정 극어가 항상 ‘부정’과 같이 공기하고, 전염에 의하여 부정사가 없어
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잉여성 관점에서 보면 ‘전혀’와 ‘별로’ 등 부사들
은 부정사와 호응하여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 일종의 잉여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호응 표현을 쓰면 강조하는 효과도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즉, 청자가 끝까지 안 들어도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75) 오민석(2017)에서는 박진호(2007)의 ‘의미의 쏠림 현상’과 ‘전염’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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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부절 못하다’ 등 표현의 전체 의미가 일부 구성 요소에 쏠려, 그 일부 구성 요
소만으로도 원래 전체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주책 없다’, ‘칠칠맞지 못하다’, ‘별로 없다’ 등의 표현들은 영향을 주는 요소
(‘없다’, ‘못하다’)가 영향을 받는 요소(‘주책’, ‘칠칠맞-’, ‘별로’)에 후행한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예문들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영향
을 받는 요소를 선행하는 경우이다.   

 (8) ㄱ. 커피가 없으면 죽고 못 산다. 
ㄱ' 커피가 없으면 못 산다.
ㄴ. 커피라면 죽고 못 산다. 
ㄴ' *커피라면 못 산다.
ㄷ. 둘이 서로 죽고 못 산다. 
ㄷ. *둘이 서로 못 산다.

제3장 혼효 부분에서 ‘~없으면 죽고 못 산다’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표현인 ‘~
라면 사족을 못 쓴다’나 ‘~라면 꺼뻑 죽는다’가 혼효하여 ‘~라면 죽고 못 산다’
라는 표현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예는 ‘전염’
의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죽고 못 산다’는 지금은 하나의 숙어표현으로 굳어지면서 “매우 좋아하다/몹

    (8) ㄱ. 전염
형태 A+B A
의미 [A]+[B] [A+B]

ㄴ. 의미의 쏠림
형태 A+B A
의미 [C] [C] (오민석2017: 188의 내용)

오민석(2017)에서는 ‘전염’과 ‘의미의 쏠림 현상’이 형태 측면의 공통점은 관찰되지만, 의미 
측면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 둘을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의미상 약간의 차이 때문에 
‘전염’과 ‘의미의 쏠림 현상’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 본다. 왜냐하면 박진호(2007)에서 ‘의미의 쏠림 현상’에 해당하는 예들은 주로 숙어표현
의 경우였다. 숙어표현의 의미는 불투명성이 있다. A와 B가 결합하면서 A나 B의 원래 의미
와 관계없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A: 바가지 + B: 씌우다→ A, B의 
의미와 관련이 없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전염’과 ‘의미의 
쏠림’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전염’과 ‘의미의 쏠림’은 통하는 면이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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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끼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8ㄴ)의 ‘커피라면 죽고 못 산다’와 (8ㄷ)의 
‘둘이 서로 죽고 못 산다’의 ‘죽고 못 산다’는 이에 해당한다. 숙어표현이 되면서 
‘죽고 못 산다’가 얻게 된 새로운 의미는 원래 ‘죽고 못 산다’가 가지고 있던 의
미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죽고 못 산다’의 원래 의미는 (8ㄱ)의 ‘커피가 없으면 
죽고 못 산다’에서 보이듯이 “못 산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ㄱ)
과 (8ㄱ')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죽고 못 산다’
의 원래 의미로는 (8ㄴ)과 (8ㄷ)을 해석할 수 없다. 즉 (8ㄴ)과 (8ㄷ)의 ‘죽고 
못 산다’를 ‘못 산다’로 대치하면 (8ㄴ')과 (8ㄷ')처럼 비문이 된다. 
  그러면 (8ㄴ),(8ㄷ)과 동일하지 않은 표현은 어떻게 생겨났고 ‘죽고 못 산다’
는 어떻게 하나의 숙어표현으로 “매우 좋아하다/몹시 아끼다”라는 의미를 획득하
게 되었을까? 여기서는 이들을 전염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매우 좋아하다/몹
시 아끼다”라는 의미는 ‘죽고 못 산다’에서는 얻기가 어렵지만 ‘N이 없으면 죽고 
못 산다’에서는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N이 없으면 죽고 못 산다’라고 하면 “N
이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매
우 좋아하다/몹시 아까다”라는 의미와도 밀접한 측면이 보이고 많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숙어표현인 ‘죽고 못 산다’가 새로 획득한 의미
는 ‘N이 없으면 죽고 못 산다’라는 문장에서 획득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N이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하나의 구문으로서 ‘N이 없으면’과 ‘죽고 못 산다’
가 밀접한 결합관계를 지닌다. 후행하는 ‘죽고 못 산다’가 선행하는 ‘없으면’의 의
미를 흡수하여 ‘없으면’이 없어도 원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전염’을 통하여 ‘죽고 못 산다’는 “매우 좋아하다/몹시 아끼다”라는 의미를 나타
내는 숙어표현이 되었고 (8ㄴ)이나 (8ㄷ)과 같은 용법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다룬 예들은 주로 ‘의미적으로 강한(鮮明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의
미적으로 약한 부분’의 의미를 흡수하여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경우들이다. 
(예로 ‘싸가지’가 ‘없-’의 의미를 흡수해야 혼자서도 “싸가지 없다”의 의미를 나
타낸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도 존재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9) ㄱ. 좀 있어 보이지? /너무 없어 보여?
ㄴ. 없이 산다고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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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ㄱ)은 ‘있어 보인다’와 ‘없어 보인다’에 관한 예문이다. (9ㄱ)의 두 문장에는 
‘품위’라는 표현이 없어도 “품위 있어 보인다”와 “품위 없어 보인다”의 의미를 나
타낸다. 전염의 관점에서 보면 ‘있-’와 ‘없-’가 ‘품위’의 의미를 흡수하여, ‘품위’ 
없이 ‘있어/없어 보인다’만으로도 “품위 있어/없어 보인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9ㄴ)은 ‘없이 산다’와 관련된 예문이다. ‘없이 산다’ 앞에 역시 ‘돈’이라
는 어휘가 없어도 “돈 없이 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역시 ‘없이 
산다’가 ‘돈’의 의미를 흡수하여 “돈 없이 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합관계에 있고 의미의 전염 현상이 일어나는 요소 A와 B가 함께 공기하는 
빈도가 높고, 함께 쓰면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요소 A가 B의 의미를 
흡수하여 A만 말해도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A만으로도 
“A+B”의 의미가 표현된다. 

5.2. 전염Ⅱ: 계열관계의 전염
  계열관계에 있는 언어요소가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두 언어요소가 밀
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의 경제성을 위해 관련이 깊은 어휘나 
표현들은 머릿속의 가까운 곳에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 A라는 표현을 말하려는 
순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B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 A를 말하려다가 B의 
영향으로 A의 형식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 이를 형식의 전염이라고 한다. 두 번
째, 말하려고 했던 표현 A 대신에 아예 유사한 표현 B를 말하게 되는 경우, 이
를 의미의 전염이라고 한다. 세 번째, 표현 A의 결합 상황이 B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를 결합적 속성의 전염76)이라고 한다. 차례대로 계열관계의 
전염 현상을 살펴보자.

76) 여기의 ‘전염’에 대한 분류는 박진호(2015)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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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형식의 전염(③)

  형식의 전염은 요소 A가 의미의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형
식이 바뀌는 경우를 가리킨다. 유사성을 지니는 표현들(A, B, …)은 머릿속 어휘
부에 매우 가까운 곳에 저장된다.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 A를 
말하려는 순간에 가까이 있는 B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 영향 때문에 A와 B의 
각각 일부를 말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때 형식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형
식의 전염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발화 실수도 많지만 그대로 정착된 
경우도 있다. 먼저 일상의 발화 실수를 보자. 

(10) ㄱ.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 (곰사합니다/가맙습니다)77)
ㄴ. 즐거운 휴일/주말(→휴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1995:67 예문)

(10ㄱ)은 아나운서가 긴장 때문에 자주 하게 되는 발화 실수라고 한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가 있는데, ‘감사합니다’를 말하려다
가 ‘고맙습니다’의 영향을 받아 ‘곰사합니다’라는 발화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고
맙습니다’를 하려다가 ‘감사합니다’의 영향을 받아 ‘가맙습니다’라는 발화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10ㄴ)은 ‘휴일’과 ‘주말’의 유사한 의미 때문에 말을 꺼내는 순
간에 동시에 머릿속에 활성화되어 ‘휴일’을 말하려고 했는데, ‘주말’의 영향으로 
‘휴말’이라는 발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임지룡(1996)에서는 (10)과 같
은 실수를 ‘의미 측면의 혼성 오류’라고 하였다.78)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표현들은 처음에는 말실수였겠지만 정착되면 새로운 
어형이 될 수도 있다. 현대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어형들은 이전 시기에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예도 적지 않다.   

(11) ㄱ. ‘넙-’(廣,寬) / ‘너르-’ → ‘넓-’

77) 강성곤 KBS 아나운서가 쓴 ‘[일사일언] 긴장을 즐겨라’라는 기사에 있는 발화 실수이다. 
78) 말실수는 두 개의 낱말이 결합되어 한 낱말이 된 ‘혼성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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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졈-’(小) / ‘늙-’ → ‘ 졂-’
ㄷ. ‘잎-’(吟)/ ‘닑-’ → ‘읊-’
ㄹ. ‘마’(四十)/ ‘셜흔’(三十) → ‘마흔’

(11)은 박진호(2015)에서 고광모(2013)의 예들을 소개한 것이다. 현대한국어에 
널리 쓰이는 ‘넓-’, ‘젊-’, ‘읊-’ 등의 어형은 이전 시기 어떤 어형이 의미상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어형의 영향을 받아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11ㄹ)은 다
른 예만큼 의미 관련이 깊어 보이지만 이전 시기의 ‘마’(四十)이 현대에 와서 
‘마흔’이 된 것은 ‘셜흔’(三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김완진 1973, 고광모 
2013, 박진호 2015 참조)79) 또한 (11ㄱ)은 김완진(1973)에서는 ‘넙-’(廣,寬)
과 ‘너르-’가 혼효되어 ‘넓-’이라는 어형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같은 언어 현상이라고 해도 이를 전염으로 보는 것도 학자도 있고, 혼효로 보
는 학자도 있다. ‘혼효’와 ‘전염’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 
2장 기본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혼효’와 ‘형식의 전염(계열관
계)’은 ‘연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경계를 두고 나눌 수 없다. 어형 
A가 어형 B의 영향을 받아서 어형A의 형식이 조금만 바뀐 것이라면 ‘형식의 전
염’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미적 유사성을 지닌 어형 A와 어형 B가 있는데, 말
할 때 동시에 두 어형이 머릿속에 활성화되어 A의 일부와 B의 일부를 취해서 
새로운 어형을 말하게 된 경우는 ‘전형적인 혼효’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
면 본고는 ‘어형 A와 B의 섞인 정도’라는 기준으로 ‘형식의 전염(계열관계)’과 
‘전형적인 혼효’를 구별하고자 한다. 
  한국의 남부 방언에서도 전염으로 만들어진 어형이 존재한다고 한다. 박진호
(2015)에서 김현(2006),80) 김세환(2012)의 ‘반의어 용언 쌍’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일부 화자들은 동사 ‘꽂‐’(揷)을 [꼽]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형용사 ‘얕‐’을 
[얖]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는 ‘꽂‐’의 반의어인 ‘뽑‐’의 어간말 자음이 /ㅂ/이므
로 그 영향을 받아, ‘꽂‐’의 어간말 자음도 덩달아 /ㅂ/으로 발음되게 된 것으로 

79)고광모(2013)에서는 본래 ‘ㅎ’ 말음 체언이었던 ‘세ㅎ’(三), ‘네ㅎ’(四)이 ‘셋’, ‘넷’이 된 것
도 ‘다’, ‘여슷’의 영향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80) 김현(2006)에서는 ‘감염(contamin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86 -

볼 수 있다. ‘얕‐’도 반의어 ‘깊‐’의 /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 
2015: 621 재인용).
  형식의 전염은 어휘 층위뿐만 아니라 문법 층위에도 존재한다. 즉 원래 A라는 
문법요소를 써야 하는데, 유사성을 많이 지니는 문법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A
의 일부를 B의 일부로 대치한다. 본고에서는 ‘-ㄴ/은지 알다’와 ‘-ㄴ/은 줄 알
다’ 사이의 전염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다. 현대한국어의 ‘-는/은지’는 굳어진 하
나의 연결어미이고, ‘-는/은 줄’은 의존명사 구성이다. 두 표현의 문법 층위는 
많이 다르지만 의미나 발음, 그리고 후행하는 동사(‘알-/모르-’) 등 여러 면의 
유사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규범상 ‘-ㄴ/은지 알다’를 써야 할 자리인데, ‘-
ㄴ/은 줄 알다’를 써 버린 경우도 있고, ‘-는/은 줄 알다’를 써야 할 자리인데, 
‘-는/은지 알다’를 써 버리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A: 여진아~ 여진아~
B: 네??
A: 탕탕탕탕!! 이게 뭔 줄 알아?ㅋㅋㅋㅋ
B: 뭔데요?
A: 사탕 ㅋㅋㅋㅋ 탕✕4
B: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인터넷에 공개된 카톡 채팅의 내용)

예문 (12)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카톡 채팅의 내용이다. 문맥을 따져 봤을 때에
는 ‘이게 뭔지 알아?’를 써야 하는데 ‘이게 뭔 줄 알아?’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한국어 화자들도 이를 틀린 표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두 표현 
사이에 전염이 일어났으며, 어느 정도 이미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예문은 ‘-ㄴ/는 줄 알다’를 써야 할 자리에 ‘-ㄴ/는
지 알다’를 써 버린 사례들이다. 의존명사 ‘줄’은 “방법”, “능력”도 나타내기도 하
고,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줄’은 후자에 한정된다. 
“사실”을 나타내는 ‘줄’의 선행절은 ‘-ㄴ/는/ㄹ’ 등에 의해 이끌린 관형사절이며, 
후행하는 요소는 ‘알-’, ‘모르-’ 따위의 인식 동사들이다. ‘ㄴ/는/ㄹ지’도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후행 서술어는 ‘알-’, ‘모르-’ 등의 인식 
동사에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알-’나 ‘모르-’와 공기하는 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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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분포상으로는 두 언어 표현은 비슷한 면이 보인다. 의미적으로 두 표
현은 모두 “사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발음상 모두 /ㅈ/이라는 초성으로 시
작한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두 표현 사이에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리고 실제로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사실”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은/는/을 줄’을 써야 하는 자리인데 혼동이 
일어나서 ‘-은/는/을지’를 사용하고 있다. 즉 두 표현 사이에 전염 현상이 일어
났다고 볼 수 있다. 

(13) 미정: 어떻게 하긴..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게 금방 되는 일이야?
다현: 난 그냥 아침에 끓이면 되는 건지 알았지 ← 되는 건 줄 알았지.

(14) 빈: 아까 엄마랑 똑같은 사람 봤어.  
윤검: 엄마랑 똑같은 사람? 
빈: ...엄마가 내 생일 축하해 주러 왔는지 알았어. ← 주러 왔는 줄 알았지.

(15) 팔 아퍼 죽는지 알았네. ← 죽는 줄 알았네.

(16) 나 솔직히 그런 노랜지 알았음. ← 노래인 줄 알았음.

예문(13), (14), (15),(16)은 모두 “반사실”을 나타내는 예문들이다. ‘반사실’을 
나타내는 ‘-은/는/을 줄 알다’를 써야 할 자리에 여러 면에서 유사성이 보이는 
‘-은/는/을지’를 쓰게 된 경우들이다. 이처럼 틀리게 써도 많은 한국어 화자들이 
위화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두 표현 사이에는 이미 전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는/ㄴ지 알다’와 ‘-는/ㄴ 줄 알다’를 헷갈리게 사용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17) ㄱ. 도둑이 잡힌지(← 잡혔는지) 알았어요. 
ㄴ. 도둑이 잡힌 줄 알았어요. 

예문 (17ㄱ)은 일상 구어 발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다. 의미적으로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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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지’ 대신 ‘잡힌 줄’을 써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두 표현이 헷갈려 사용
되고 있는 근거는 하나가 더 있다. 연결어미 ‘-는지’ 앞에 과거 표지가 오는 경
우는 ‘-었는지’처럼 표현해야 한다. (17ㄱ)처럼 ‘잡힌지’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히 ‘-는/ㄴ 줄’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81) 
  우리가 살펴보았던 전염 현상 중 대부분은 일방향적인 전염이지만, ‘-은/는/을
지’와 ‘-은/는/을 줄’ 사이에 일어난 전염은 방향적인 전염이라는 점에서 다소 
특이하다.

5.2.2. 의미의 전염(④)

  의미의 전염은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확
장되는 경우(즉, B의 의미까지 뜻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문맥상 A의 의미
가 필요하여 원래 A를 말해야 하는데 의미의 유사성 때문에 머릿속 어휘부에 
가까이 있는 B를 말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에는 이를 오용이라고 하
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언중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많다. 즉 B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A의 의미이다. 전염의 관점에서 
보면 A의 의미가 B에 전염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ㄱ. 다리가 두껍다. (←굵다)
ㄴ. 다리가 얇다. (←가늘다)   (박진호2015: 622)

(19) ㄱ. 월급이 작다. (←적다)
ㄴ. *월급이 크다. (←많다)

박진호(2015)에서는 ‘굵-’와 ‘두껍-’, ‘가늘다’와 ‘얇-’의 전염 현상에 대해 살
펴보았다. 박진호(2015)에 따르면 ‘굵-’/‘가늘-’와 ‘두껍-’/‘얇-’는 원래 의미 
구별이 있었다. 본래 원통형 물체의 지름이 큰 것을 ‘굵-’고 하고 지름이 작은 
것을 ‘가늘-’고 하며, 평면형의 물체의 두께에 대해서는 ‘두껍-’, ‘얇-’를 사용
81) 이는 5.2.3.에서 다루고자 하는 결합속성의 전염(⑤)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결합속성의 전염은 형식 전염이나 의미의 전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 89 -

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서는 (18)처럼 ‘다리가 두껍다’나 ‘다리가 얇다’라는 표
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껍-’, ‘얇-’의 의미가 ‘굵-’, ‘가늘-’의 
의미에 전염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18)과 비슷한 예로 (19ㄱ)을 관찰하 수 있었다. ‘작다’는 ‘크기’
를 묘사하는 형용사이며, ‘적다’는 ‘양(量)’을 묘사하는 형용사이다. (19ㄱ)의 경
우는 원래 ‘월급이 적다.’처럼 표현을 해야 하는데, ‘월급이 작다.’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작다’와 ‘적다’ 사이에 전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
이에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의미와 발음상의 유사성 때문이다. 왜
냐하면 유사성이 덜 보이는 ‘크-’와 ‘많-’의 사이에는 전염 현상이 쉽게 일어나
지 않는다. 따라서 언중들 사이에서는 (19ㄴ)처럼 ‘월급이 많다’라는 표현을 ‘월
급이 크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국어의 ‘유무’, ‘여하’, ‘여부’ 사이에도 전염이 일어났다. 일단 세 어휘의 일반
적인 용법부터 확인하자. 다음은 ‘여부’의 용법이다. 
 

(20) ㄱ.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21) ㄱ.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ㄴ. 실종자가 생존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2) ㄱ. 이 일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네 노력에 달렸다.
ㄴ. 이 일이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오로지 네 노력에 달렸다. 

(20)~(22)는 ‘여부(與否)’의 전형적인 쓰임이다. ‘여부(與否)’에 선행하는 요소
는 일반명사나 ‘(-)하다’와 공기할 수 있는 서술명사이다. 일반명사와 ‘여부’가 
함께 쓰일 때는 “X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20ㄱ)의 ‘사실 여부’
는 (20ㄴ)의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다’와 결합할 수 있
는 서술명사와 ‘여부’가 함께 쓰이는 경우는 “그렇거나 그렇지 않음”이라는 의미
를 나타낸다. 예문 (21ㄱ)의 ‘생존 여부’는 (21ㄴ)의 “생존했는지 아닌지”로 해
석할 수 있다. 예문 (22)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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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유무’의 원래 용법이다. 

(23) ㄱ. 잘못의 유무를 따지다. 
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다. 

(24) ㄱ. 죄의 유무를 판결한다.
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다. 

(23), (24)는 ‘유무’의 용법이다. ‘유무(有無)’의 선행요소는 단지 일반명사만 존
재한다. 일반명사가 ‘유무’와 같이 쓰일 때 “N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의미를 나
타낸다. (23ㄱ) ‘잘못의 유무’는 (23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24ㄱ) ‘죄의 유무’는 (24ㄴ)처럼 “죄가 있는지 없는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여하’의 원래 용법을 살펴본다.

(25) ㄱ. 고료는 월 300만을 시작으로 인기 여하에 따라 조정된다. 
ㄴ. 고료는 월 300만을 시작으로 인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조정된다. 

위의 예문은 ‘여하(如何)’의 용법이다. ‘여하’의 선행 요소는 단지 일반명사이다. 
일반명사가 ‘여하’와 같이 쓰일 때는 “N가 어떠한가, N가 어떨지”의 의미를 나타
낸다. (25ㄱ)의 ‘인기 여하’는 (25ㄴ)의 “인기가 어떠한가”처럼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여부(與否)’와 ‘유무(有無)’, ‘여하(如何)’의 전형적인 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부(與否)’는 계사 ‘이-’, 형용사 ‘아니-’의 문제, 혹은 ‘그렇
-, 그렇지 않-’의 문제를 따질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유무(有無)’는 ‘있-’, ‘없
-’의 문제를, ‘여하(如何)’는 ‘어떠한가, 어떨지’의 문제를 따질 때 사용하는 표
현이다. 
  한편 세 단어는 모두 의문을 제기하는 느낌이 있다(즉, 어떤 문제를 따질 때 
사용하는 어휘들이다). 그리고 ‘여부’와 ‘유무’는 “긍정”과 “부정”을 함께 나란히 
쓴다는 점도 유사하고, ‘여부’와 ‘여하’는 발음상의 유사한 점도 가지고 있다. 이
렇게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기 쉽고 실제로 이들을 혼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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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경우도 많다.
  다음에 있는 예문들은 모두 21세기 세종 말뭉치에서 찾은 예문이다. 예문 (26
ㄱ), (27ㄱ), (28ㄱ)의 공통점은 “~하는지 안 하는지(~했는지 안 했는지)”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지만 ‘여부’ 대신에 ‘유무’를 쓰고 있는 문장들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6) ㄱ. *그것은 컴퓨터 사용 유무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ㄴ. 그것은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사용 안 했는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ㄷ. 그것은 컴퓨터 사용 여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7) ㄱ. *눈동자의 홍채를 보고 인체의 각 장기의 건강의 유무를 밝히고 질병을 
진단하는 학문.

ㄴ. 눈동자의 홍채를 보고 인체의 각 장기의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밝히고 질병을 진단하는 학문. 

ㄷ. 눈동자의 홍채를 보고 인체의 각 장기의 건강의 여부를 밝히고 질병을 
진단하는 학문.

(28) ㄱ. *가족 측에선 직접 사망유무를 확인해 보지 않았나요?
ㄴ. 가족 측에선 직접 사망했는지 사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나

요?
ㄷ. 가족 측에선 직접 사망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나요?

‘여부’와 ‘유무’는 “긍정”과 “부정”이 나란히 쓰여 정반의문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
하는 공통점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혼동이 일어나서 원래의 
용법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문 (26), (27), (28)는 사실은 (26ㄴ), 
(27ㄴ), (28ㄴ)처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부’
를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유무’를 쓰고 있다. 이를 다시 한국어 화자에게 
확인해 보았는데 (26ㄱ), (27ㄱ), (28ㄱ)은 어색한 문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유무’가 ‘여부’를 대신하는 것은 단순한 ‘오용’ 사례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여부’를 써야 할 자리에 ‘유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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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유무’를 써야 하는 자리에 ‘여부’를 잘못 쓰는 
경우는 어떨까?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29) ㄱ. 애물단과의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ㄴ. 애물단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ㄷ. 애물단과의 연관성 유무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30) ㄱ.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를 결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
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ㄷ.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를 결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문 (29), (30)은 ‘~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를 표현하는 문맥이다. (29
ㄷ),(30ㄷ)처럼 ‘연관성 유무’, ‘책임 유무’로 표현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29ㄱ), 
(30ㄱ)처럼 ‘연관성 여부’, ‘책임 여부’를 사용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29ㄱ), 
(30ㄱ)처럼 표현해도 어색한 느낌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여부’는 ‘유무’
의 의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무’의 의미가 ‘여부’에 전염
된 것이 점점 정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여부’와 ‘여하’의 관계를 확인하자.

(31) ㄱ. 현관 입구의 경호원들이 잠시 제지를 하고 정현의 무장 여부를 확인하
고 가방을 검색한다. 

ㄴ. 현관 입구의 경호원들이 잠시 제지를 하고 정현의 무장이 어떨지를 확
인하고 가방을 검색한다.

ㄷ. 현관 입구의 경호원들이 잠시 제지를 하고 정현의 무장 여하를 확인하
고 가방을 검색한다.

(32) ㄱ. 황동규 전 실장이 식품사업부를 책임지는 걸로 하고 차후의 성과 여부
에 따라 폐지 건에 대해 다시 의논하기로 하죠? 

ㄴ. 황동규 전 실장이 식품사업부 책임지는 걸로 하고 차후의 성과가 어떨
지에 따라 폐지 건에 대해 다시 의논하기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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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황동규 전 실장이 식품사업부 책임지는 걸로 하고 차후의 성과 여하에 
따라 폐지 건에 대해 다시 의논하기로 하죠? 

예문 (31),(32)은 “~어떨지”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문맥이다. 따라서 (31ㄷ), 
(32ㄷ)처럼 ‘무장 여하’, ‘성과 여하’로 표현해야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31
ㄱ), (32ㄱ)처럼 ‘무장 여부’, ‘성과 여부’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 화자의 입장
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위화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여
하’의 의미가 유사성이 있는 ‘여부’에 전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원래 ‘여부’를 써야 할 자리에 ‘유무’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원래 ‘유무’나 ‘여하’를 써야 할 자리인데 ‘여부’를 쓰
게 된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하다. 이를 통해 ‘여부’의 쓰임이 더 넓어지고 
‘유무’나 ‘여하’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무’와 ‘여하’의 의미가 
‘여부’에 전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역시 이 세 
단어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호(2015: 625)에서는 전염에 의한 의미 변화의 사례로, ‘だに’와 ‘すら’를 
들 고 있다. 즉 이들의 의미 변화가 일어난 동기가 전염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だに’와 ‘すら’는 上代 일본어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구별되어 쓰였었는데, 中
古 일본어에 가서 ‘だに’는 和文, ‘すら’는 漢文訓讀文에 쓰이는 식으로 장르에 
따라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즉 둘 다, 양쪽의 의미를 모두 지니게 된 것이
다.

(33) 一聲だにもいまだ聞こえず（万葉・4209）  
  [ほととぎすの聲が一聲さえもまだ聞こえない]  (박진호2015: 623 재인용)

(직역) 두견새의 목소리가 한마디조차도 아직 들리지 않는다.  

(34) 夢のみに見てすらここだ戀ふる我は（万葉・2553） 
[夢で見ただけでさえこんなに戀しく思う私は]  (박진호2015: 623 재인용)
(직역) 꿈에서 본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립게 생각한다, 나는.

          
(33)과 (34)는 박진호(2015: 623)에 있는 예문이다. (33)은 상고 일본어의 ‘だ
に’의 쓰임이고, (34)는 상고 일본어의 ‘すら’의 쓰임이다. 두 어휘는 원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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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미로 쓰였다. (33)의 ‘だに’는 어떤 사태가 성립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성립되지 않음을 표시한다(이보다 성립 확률이 더 낮은 관련 사태
도 당연히 성립되지 않음을 함축함).82) 
  (33)의 ‘だに’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차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3)을 
해석해 보자면 “당연히 두견새의 목소리가 들린 줄 알았는데, 두견새의 목소리가 
한마디조차도 들리지 않는다”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소리
가 들릴 확률이 더 낮다”는 것이다. (34)의 ‘すら’는 어떤 사태가 성립될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성립됨을 표시한다(이보다 성립 확률이 더 높은 관련 
사태도 당연히 성립됨을 함축함).83) 한국어로 번역하면 ‘만으로도’ 정도로 할 수 
있다. 따라서 (34)는 ‘꿈에서 본 것이라면 그리워할 확률이 매우 낮은데, 꿈에서 
본 것만으로도 그리워하면, 현실에서 본 것이 그리워할 확률이 당연히 더 높다’
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33)과 (34)에서는 상고 일본어 ‘だに’와 ‘すら’의 의
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5) ㄱ. その人とは、さらに家の内の人にだに知らせず。（源氏 夕顔）
[どこの誰かは、家の人にさえ全く敎えない。]
어디의 누구인지는 집 사람에게조차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ㄴ. 虫だに時節を知りたるよ。（蜻蛉・下）
[虫でさえ時節を知っているものだよ。]       (박진호2015: 624)
벌레라도 시절을 알고 있는 법이야.

(36) ㄱ. 罪報は生時にすら苦なり。（大東急記念文庫本 百論 天安点）
[罪の報いは生きている時でさえ苦しい。]
죄의 응보는 살아있을 때마저 괴롭다.

ㄴ.善師をすら尚敬することを能くせ（石山寺 本蘇悉地鞨羅経略疏 寛平点）
[すぐれた師でさえやはり敬うことができない。]  (박진호2015: 624)
 뛰어난 스승도 역시 존경할 수 없다.

(35)은 中古 일본어의 ‘だに’의 용법이며, (36)은 中古 일본어의 ‘すら’의 용법

82) ‘だに’에 대한 해석은 박진호(2015: 623)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83) ‘すら’에 대한 해석은 박진호(2015: 623)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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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는 ‘だに’와 ‘すら’의 의미 구별이 사라졌다. 단지 ‘だに’는 和文, ‘す
ら’는 漢文訓讀文에 쓰이는 식으로 장르에 따른 분포 차이만을 보인다. 
  박진호(2015: 624)에서는 ‘だに’와 ‘すら’가 본래 사태의 성립 확률에 대한 기
대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 있기는 했으나, 이 둘의 사용 조건이 구조상 
비슷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 둘을 서로 혼동하여 맞바꿔 사용하는 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둘 사이의 전염이 일어나게 된 동기로 보인
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한국어에도 일본어 ‘だに’와 ‘すら’처럼 사용 조건이 구조상 비슷하기 때문에 
전염이 일어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하물며’와 ‘심지어’가 
관찰되었다. ‘하물며’의 후행절이 수사 의문문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지만, 구조상의 유사성 때문에 사용 조건에 전염이 일
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하물며’와 ‘심지어’는 ‘だに’와 ‘すら’보다 
더 복잡한 양상이 확인된다. 편의상 ‘하물며①’, ‘하물며②’ ; ‘심지어①’, ‘심지어
②’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선 이 둘의 전형적인 쓰임부터 확인하자.

‘하물며’①: 실현하기 쉬운 것도 실현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실현하기 어려운 것
은 어떻게 실현해?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실현되지 못함을 함축)

(37)  어른조차도 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린아이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른이 어린아이보다 힘이 세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
은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7)은 어떤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른도 들 수 없는데, 어른보다 힘이 약한 어린아이는 당연
히 들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하물며’②: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실현했는데, 하물며 실현하기 쉬운 것을 어떻

게 실현 못해? (실현하기 쉬운 것도 실현됨을 함축)

(38) 개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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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은혜를 아는 것보다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것이 더 당연하고 쉬운 일이다. 
(38)은 실현하기 어려운 일도 실현되었는데 실현하기 쉬운 것이 당연히 실현되
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①: 실현하기 쉬운 것은 실현했다. 심지어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실현했
다.

(39)  그는 자주 술 먹고 집에 늦게 가요. 심지어 외박도 해요.

술 먹고 집에 늦게 가는 것보다 외박하는 것이 더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39)은 술 먹고 집에 늦게 가는 것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외박하는 행위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②: 실현하기 어려운 것은 실현 못했다. 심지어 실현하기 쉬운 것도 실현 
못했다.

(40)  그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머리를 못 감았어요. 심지어 얼굴도 못 씻었어
요.  

시간이 급하면 얼굴을 씻는 것과 비교하면 머리를 감는 것이 더 실현하기 어려
운 일이다. (40)은 늦게 일어나서 머리를 감는 것도 못했고, 심지어 얼굴도 못 
씻었다는 의미이다.
  위의 ‘하물며’와 ‘심지어’의 용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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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A
예(37) 실현하기 쉬운 것도 ✕ 하물며① 실현하기 어려운 것 ✕
문맥B
예(38)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 하물며② 실현하기 쉬운 것 ○
문맥C
예(39) 실현하기 어려운 것 ✕ 심지어① 실현하기 쉬운 것도 ✕
문맥D
예(40) 실현하기 쉬운 것  ○ 심지어②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 

<표 3> ‘하물며’와 ‘심지어’의 쓰임 

‘하물며①’과 ‘심지어①’의 용법을 보면, “실현하기 쉬운 것”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두 표현은 반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하물며’는 “실현하기 쉬운 것도 못하는
데 하물며 실현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실현해?(당연히 못한다)”라는 문맥에서 
쓰이고, ‘심지어’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을 못하고, 심지어 실현하기 쉬운 것도 
못해”라는 문맥에서 쓰인다. 반대 관계를 지니는 데도 불구하고 공통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본고는 실제로 이들이 혼동하여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많은 한국어 화자가 ‘하물며’와 ‘심지어’가 혼동하여 쓰이는 것에 대해 이
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단순한 ‘오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물며’와 ‘심지어’ 사이에 이미 전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41) 이준: 아줌마, 왜 울어요?
은재: 오랜만에 영화 봐서 좋아서 그래요.
이준: 얼마 만에 보는 건데?
은재: 음,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오래 됐어요. 진솔이 낳고 나서 영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물며 머리 자를 시간도 없었다니까. (드라마 
<온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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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는 드라마 <온리유>에 있는 대사이다. 여주인공 은재가 진솔을 낳고 여유
가 없어서 오랜만에 영화를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즉 “여유 없어서 영
화를 볼 시간도 없고 머리를 자를 시간도 없었다”라는 문맥이다. ‘영화를 보는 
것’과 ‘머리를 자르는 것’을 비교하면, 전자보다 후자가 더 쉽게 실현될 수 있다. 
  드라마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문맥은 ‘어려운 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    ) 쉬
운 것도 실현하지 못했다’와 같은 것이다. 위에서 정리하는 ‘하물며①’와 ‘심지어
①’의 용법을 보면, 이때 ‘(  )’ 안에 ‘심지어’를 넣어야 한다. 그러나 <온
리유>의 대사는 ‘심지어’ 대신 ‘하물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한국어 
화자들이 이 대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을 봤을 때, ‘하물며’와 ‘심지
어’ 사이에 전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물며’는 A와 B의 문맥에서 쓰이며, ‘심지어’
는 C와 D의 문맥에서 쓰인다. 본고에서 관찰한 예문(41)는 원래 ‘심지어’를 써
야 할 C문맥인데, ‘하물며’를 쓰게 된 경우이다. 다른 문맥에서는 ‘하물며’와 ‘심
지어’의 전염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의 표를 보자. 

본래의 용법         오용. 새로운 용법
문맥A 하물며 심지어 (미발견)
문맥B 하물며 심지어 (미발견)
문맥C 심지어 하물며 (예문(41))
문맥D 심지어 하물며 (미발견)

                 <표4> ‘하물며’와 ‘심지어’의 전염 양상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나, B와 D의 긍정적인 문맥보다는 A와 C의 부정적인 
문맥일 경우, ‘하물며’와 ‘심지어’ 사이에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앞에
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부정을 말할 경우, 특히 부정을 여러 번을 
말할 경우 발화 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예컨대, ‘빨리 안 나와?’나 ‘빨
리 나올 수 없어?’라는 발화를 하려다가 ‘빨리 안 나올 수 없어?’처럼 말하게 되
는 경우가 있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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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결합적 속성의 전염 (⑤)

  박진호(2015: 627)에서는 전염이 형식, 의미뿐 아니라 결합적 속성의 측면에
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합적 속성의 전염은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결합속성이 바뀌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를 논증
하기 위해 박진호(2015: 627-629)에서는 ‘영어 동사의 패턴’, ‘중국어의 之, 底, 
者’, ‘의문형 어미 ‘‐냐’와 ‘-니’의 세 가지 사례를 들었다. 
  첫째로, 박진호(2015)에서는 Hunston and Francis(2000:96-100)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영어의 동사가 자신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동사의 보어 패턴
을 닮아 가는 현상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provide’는 전형적으로 “V N 
with N 패턴(provide someone with something)”으로 쓰이지만, 의미가 유사성
이 많이 보이는 ‘give’의 영향을 받아서 “V N to N 패턴(provide something to 
someone)”으로 쓰이는 사례를 간혹 볼 수 있다. ‘die’가 자주 쓰이는 패턴은 
“die of something”인데, ‘expire’가 ‘die’의 영향을 받아서 “expire of something”
이라는 패턴으로 쓰이기도 한다. ‘require’가 ‘need’의 영향으로 “require to-부
정사”라는 패턴도 간혹 보인다고 하였다. 
  둘째로, 박진호(2015)에서는 중국어의 사례로 梅祖鱗(1988)과 江藍生(1999)
의 구조조사들의 사이에 전염이 일어난 현상을 소개하였다.85) 梅祖鱗(1988)에
서는 ‘者’의 영향으로 ‘底’가 문장에 나타나는 위치가 변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중국어의 역사에서 ‘者’는 일찍부터 어말에 나타날 수 있었고, ‘之’의 뒤를 이은 
‘底’는 원래 어말에 나타날 수 없었는데, ‘者’의 영향(전염)을 받아서 ‘底’도 점차 
어말에 쓰이게 되었다. 江藍生(1999)에서는 ‘底’가 구조조사가 되고 나서 ‘者’와 
84) 3.2.2.1에서 ‘웬만한 N이면’와 ‘웬만한 N아니면’은 후행절이 왜 부정일 때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다룰 때 언급하였다.  
85) 박진호(2015)에서는 蔣紹愚(2005)에 있는 梅祖鱗(1988)과 江藍生(1999)에 제시된 내용

을 재인용하였다.
梅祖鱗(1988): “……当‘之’在八，九世紀變成‘底’后,[VO底S] [V底O] [N底N] 繼續和[VO者S] 
[V者O] [N者N]通用。[VO者]和[V者]既然可以在語末，[VO底]和[V底]受了這種語末用法的
沾染，也逐漸用在語末。” 
江藍生(1999): “文章說，当‘底’進入了結構助詞的領域后，不僅繼承了‘所’,‘許’的用法，而且還吸
收了助詞‘者’,‘地’的諸多用法，‘底’字用法迅速擴大。這是同一系統内部成員之間功能互相沾染的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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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와 같은 구조조사의 용법을 흡수하여 기능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였다. 박진
호(2015)에서도 이들의 변화는 모두 전염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로, 한국어에 해당하는 예는 박진호(2015)는 유재필(2015)에서 다루었던 
“의문형 어미 ‘‐냐’와 ‘‐니’의 결합 속성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42) ㄱ. 니그녀, 져그녀 (이전 시기의 한국어)
ㄴ. 작냐, 높냐 (현대 한국어)

(43) ㄱ. 뭐 먹지, 뭐 먹었니 (이전 시기의 한국어)
ㄴ. 작니, 높니 (현대 한국어)
ㄷ. 싫으니86) (현대 한국어) (박진호 2015: 629) 

(42)는 이전 시기의 ‘-녀/냐’와 현대 한국어의 ‘-냐’의 용법이다. (43)은 이전 
시기의 ‘-니’와 현대 한국어의 ‘-니’의 용법이다. 이 두 의문형 어미가 현대에 
오면서 결합 속성의 측면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냐’는 원래 자음 뒤
에서는 매개모음이 필요했었는데, (42ㄴ)에서 보이듯이 현대에 오면서 매개모임 
없이 사용하게 된다. 
  ‘-니’는 원래 동사 뒤에만 쓰였는데, ‘-냐’의 영향을 받아서 (43ㄴ)처럼 형용
사 뒤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뒤에 매개모음을 취하는 
경우이다. (43ㄷ)이 이에 해당한다. 박진호(2015: 629)에서 ‘-냐’와 ‘-니’는 의
미와 음상 둘 다 유사하므로, 화자들이 혼동하기 쉽고 따라서 전염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의문형 어미 ‘‐냐’와 ‘-니’ 사이에 일어난 전염과 비슷한 면이 보이
는 다른 예도 관찰하였다. 추측을 나타내는 ‘~나 보다’와 ‘~ㄴ/은가 보다’는 상
보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형용사, 명사” 뒤에는 ‘~ㄴ/은가 보다’를 사용하
고 “동사, ‘있-/없-’, 동사나 형용사의 과거형” 뒤에는 ‘~나 보다’를 사용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4) ㄱ. 아픈가 봐요.

86) 박진호(2015: 629)에서는 ‘싫니’보다 ‘싫으니’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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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말하는 걸 보니까 외국 사람인가 봐요.

(45) ㄱ. 자나 봐요.
ㄴ. 영화가 재미있나 봐요.
ㄷ. 배가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오늘 많이 먹었나 봐요.
ㄹ. 늦잠 자는 걸 보니까 어제 많이 피곤했나 봐요.

(44)은 ‘~ㄴ/은가 보다’의 전형적인 쓰임이고, (45)는 ‘~나 보다’의 전형적인 쓰
임이다. 그러나 형용사 뒤에 ‘~나 보다’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다음
의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46) 역시 세계 속의 한국이라더니 코리아 작긴 작나 봐요. (드라마 <온리
유>)

 (46)는 드라마 <온리유>에 있는 대사이다. ‘작-’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원래 
‘~ㄴ가 보다’를 써야 하는데, (46)에서는 ‘~나 보다’를 사용하고 있다. ‘~ㄴ가 
보다’와 ‘~나 보다’의 의미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화자들이 혼동하기 쉽고 
두 표현 사이에 전염이 일어나기도 쉽다. 형용사도 ‘~나 보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전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의문형 어미 ‘-니’와 추측 표현 ‘~나 보다’는 원래 동사 뒤에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형용사 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듯하다. 이는 의미와 발음이 유사한 
의문형 어미 ‘‐냐’의 영향, 추측 표현 ‘~ㄴ/은가 보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
측된다.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는 동사, 형용사와 결합 관계가 아니라 
‘부정사’와 결합할 수 있는 ‘도대체’에 관련된 것이다. 
  우선 ‘도대체’의 전형적인 용법부터 살펴보자. ‘도대체’는 의문문과 같이 쓰이
는 경우가 많다. 

(47) ㄱ.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ㄴ. 너는 도대체 누구냐?
ㄷ. 그 사람의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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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은 ‘도대체’의 전형적인 쓰임이다. 한편 이때의 ‘도대체’와 동일한 의미를 지
닌 ‘대체’나 ‘대관절’이 있다. (47)의 ‘도대체’는 모두 ‘대체’나 ‘대관절’로 대치될 
수 있다. (4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8) ㄱ. 대체/대관절 어찌된 일이야?
ㄴ. 너는 대체/대관절 누구냐?
ㄷ. 그 사람의 말은 대체/대관절 무슨 말이야?

  그러나 ‘도대체’는 부정사와 공기할 수 있지만, ‘대체’나 ‘대관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9) ㄱ. 그 사람의 말은 대체/대관절/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ㄴ. 그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인지 *대체/*대관절/도대체 모르겠다.
ㄷ. 그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49)의 예문들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49ㄱ)은 의문사의 바로 앞에 ‘도대
체/대체/대관절’이 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49ㄴ)처럼 의문
사가 들어있는 ‘무슨 말인지’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도대체/대체/대관절’ 뒤에 바
로 ‘모르겠다’가 결합하게 하면, ‘도대체’와 달리 ‘대체’나 ‘대관절’이 쓰인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된다. 
  완전히 동일한 의미인데 결합 속성은 왜 이렇게 달라질까? 본고는 ‘도대체’가 
그렇게 된 것은 발음 유사성(즉, 첫 음절이 모두 ‘도’로 시작하는 점)을 지닌 ‘도
무지’의 영향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추측해 보고자 한다. 반면에 유사성이 안 
보이는 ‘대체’나 ‘대관절’의 위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알다시피 ‘도무지’는 부정사와 공기하는 특징이 있다. ‘도대체’는 ‘도무지’의 영
향을 받아 부정사와 같이 공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
하자면 ‘도대체’와 ‘도무지’ 사이에 전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음의 예문들은 ‘도대체’가 부정사와 공기하는 예문들이다. 

(50) ㄱ. 그는 도대체 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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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 녀석 하는 짓이 도대체 틀렸다.
ㄷ.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 

5.3.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어의 전염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염은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비슷해지는 현상이다. 두 요소는 밀접한 관계
에 있으면서 서로 접촉할 기회가 있어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전
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그 밀접한 관계는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로 
양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염도 통합관계의 전염과 계열관계의 전염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통합관계에서 나타나는 전염은 나열할 때(대부분은 문장 안에서) 접촉하면서 
생기는 전염이다. 공기하는 요소 때문에 단지 (음운)형식을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착된 것은 비교적 드물다. 의미의 전염 부분은 매우 특이한 현상만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같이 공기하는 요소 때문에 의미가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한 요소가 다른 요소의 의미를 완전히 흡수하여 A의 형식으로 “A+B”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로 의미의 전염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항상 함께 공기하면서 나중에 일부를 제거해도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다. ‘남방셔츠’의 형식으로 많이 
출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방’으로 “남방셔츠”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
가 그 예이다. 
  박진호(2007)에서 ‘의미의 쏠림’ 현상으로 보았던 일부 숙어 표현도 전염 현
상으로 볼 수 있다(‘바가지 씌우다’의 ‘바가지’가 ‘씌우다’의 영향을 받아, 혼자서
도 “바가지 씌우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조항범(1999), 윤평현(2013), 
오민석(2017)에서는 원래 부정사와 같이 공기하여 쓰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부정사 없이 혼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다루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통합관계의 의미 전염 현상들은 거의 선행요소가 후행요소로부터 전염을 받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행요소가 선행요소의 전염을 받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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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계열관계에서의 전염은 발음이나 의미의 유사성 때문에 머릿속 가까운 곳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말을 꺼낼 때 다른 표현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에 
해당하는 전염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형식의 전
염이다. 즉 전염 때문에 형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A를 말하려고 했는데 B
의 일부를 가져와서 말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A가 의미 관련이 있는 B의 
영향을 받아 형식이 조금만 변화한 경우 ; 예. ‘넙다/너르다’ → ‘넓다’) 두 번째 
유형은 의미의 전염이다. 즉 A를 말하려다가 유사성이 있는 B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이다(예: ‘유무’를 써야 하는데 ‘여부’를 쓰게 된 경우). 세 번째 유형은 결
합적 속성의 전염이다. 즉 A가 B의 영향 때문에 B가 나타나야 할 결합 구성에 
나타나게 된다(예: 추측 표현 ‘~ㄴ가 보다’와 ‘~나 보다’가 있을 때, 형용사 뒤
에 ‘~ㄴ가 보다’를 써야 하지만, ‘~나 보다’의 영향을 받아 형용사가 ‘~나 보다’
와의 결합이 가능하게 된 경우, ‘작긴 작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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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요약
  본고는 통합관계나 동의관계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 요소들이 일으킨 ‘혼
효, 잉여표현, 전염’ 현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이들은 주변적인 현상이라고 
인식되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례를 살피면 이러한 원
리에 의하여 형성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비논리
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 발생 원리를 따져보았을 때에 이 세 개념 중 하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얼핏 보기에 혼효, 잉여
표현, 전염은 서로 개별적인 현상으로 생각되어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
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혼효, 잉여표현, 전염을 반영하는 
한국어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들 현상이 서로 유관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본고
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는 인위적으로 섞인 어형과 유사한 의미 때문에 자연스럽게 섞인 어
형을 모두 ‘blending’이라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섞인 것과 자연스럽
게 섞인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나누어 보아야 하고, 또 언
어 연구에 있어서 후자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blending’에 해당하는 용어로 ‘혼효’를 선택하였고, 이를 ‘의미적 유사성을 지
닌 두 표현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말실수로 각 표현의 일부를 취해 새로운 어형
을 만드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어휘 층위의 혼효(예: 
틀리다/달부다→틀부다)를 관찰하였으나 사실은 어휘보다 더 큰 단위에도 혼효 
현상이 많이 보인다(예: ~뿐이다/~밖에 없다→~뿐이 없다).
  또한 한국어의 논리적이지 않은 여러 표현들도 혼효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
적으로 ‘우연찮게’라는 표현의 형성을 들 수 있는데, ‘우연찮게’는 논리적으로 ‘우
연히‘와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나타내야 하나 실제 언어의 쓰임을 보면 ’우연찮
게‘와 ‘우연히’가 서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연찮게’가 ‘우
연히’와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예상찮게, 의도찮게, 생각찮게’ 등의 표현과 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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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한편 구문 층위
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웬만한 N이면’과 ‘웬만한 N이 아니면’의 관계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역시 혼효로 해석될 수 있다. ‘웬만한 N’과 ‘특별한 N’은 마치 ‘루
빈의 컵’ 이론처럼 ‘전경(foreground)’과 ‘배경(background)’의 관계를 이루고 있
기 때문에 ‘웬만한 N이면’과 ‘특별한 N이 아니면’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의미
적 유사성 때문에 ‘웬만한 N이면’과 ‘특별한 N이 아니면’의 사이에 혼효가 일어
나서 ‘웬만한 N이 아니면’과 같은 표현이 만들어지고,  ‘웬만한 N이면’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후행절이 부정일 때만 
혼효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부정 표현을 사용할 때, 특히 부정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할 때 사람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웬만하다’와 비슷한 면을 보이는 표현들에는 ‘어지간하다’와 ‘엔간하다’도 있
다. 특히 ‘어지간하다’는 ‘웬만하다’에 비해 한 걸음 더 나간 모습이 보인다. 즉, 
‘어지간한 N이면’과 ‘특별한 N이 아니면’의 혼효를 통해 ‘어지간한 N이 아니면’
이 형성되는데, 이 ‘어지간한 N이 아니면’을 통하여 ‘어지간하다’가 ‘특별하다(일
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예: 너도 참 
어지간하다./ 당신한테는 어지간히 실망했어요.). 이외에 ‘~라면 죽고 못 산다’라
는 구문의 형성 역시 혼효로 설명될 수 있다.  
  전염은 어떤 언어요소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해지는 현상을 가리
키는데, 여기에서의 영향은 접촉에 의한 것을 말한다. 언어끼리의 접촉은 크게 
통합관계상의 접촉과 계열관계상의 접촉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통합
관계의 접촉 때문에 생긴 변화는 통합관계의 전염이라고 하고, 계열관계의 접촉 
때문에 생긴 변화는 계열관계의 전염이라고 하였다. ‘통합관계의 전염’과 ‘계열관
계의 전염’은 전염되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두 5가지 패턴으
로 나뉠 수 있다.
 
【통합 관계】
  ① 요소 A가 공기하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형식이 바뀌는 경우
  ② 요소 A가 자주 공기하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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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관계】
  ③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형식이 바뀌는 경우
  ④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 
  ⑤ 요소 A가 유사성을 지니는 요소 B의 영향을 받아, 결합속성이 바뀌는 경우

일상의 말실수들 중에 ①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다(예: ‘지는(←저는) 저금(←지
금) 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②에 해당하는 것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원래 
부정사와 공기했던 요소들이 나중에 부정사 없이도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예: 참 싸가지야.→참 싸가지 없어.), 박진호(2007)에서 다루었던 ‘의미의 쏠림 
현상’(예: 바가지 요금→바가지 씌우다), 환유의 일부(예: 남방→남방 셔츠)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에 해당하는 것에는 일시적인 발화 실수도 있고(예: 감사
합니다/고맙습니다→곰사합니다/가맙습니다), 정착된 것도 있다(예: 넙다/너르다
→넓다). ④에는 ‘다리가 가늘다’를 ‘다리가 얇다’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⑤는 ‘-ㄴ가 보다’의 영향을 받아서 형용사 뒤에서도 ‘~나 보다’가 쓰이게 
되는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예: 작긴 작나 보다.).
  잉여표현은 언어표현에 있어서 어떤 의미 정보가 말 그대로 잉여적으로 두 번 
이상 다른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잉여표현은 그 동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잉여 표현으로, 이는 
한국어의 특징과 발화 동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잉여표현이다. 다른 하나는 혼
효에 의한 잉여표현으로 혼효와 그 발생 원인이 비슷하다(예: ~해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잉여 표현에 대한 연구가 종래에
는 주로 어휘 층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잉여표현이 실제로는 
형태소부터 단어, 구, 문장, 담화 단위에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본고에서 혼효, 전염, 잉여표현을 아울러 다룬 것은 이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혼효는 전염과 잉여표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계열관계에 있는 형식의 전염’, ‘전형적인 혼효’, ‘혼효에 의한 
잉여표현’은 ‘연속적인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 이 세 가
지 현상은 섞인 표현 중의 구성 요소 A와 B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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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가 B 때문에 형식이 조금 바뀌면 형식의 전염이
라고 할 수 있고(예: 넙다/너르다→넓다), A의 일부와 B의 일부를 취해서 만들
어진 것은 전형적인 혼효이며(예: 잎담배/엽초→잎초), A와 B의 형식이 많이 남
아 있는 경우 혼효에 의한 잉여표현인 셈이기 때문이다(예: ~해야 한다/~할 필
요가 있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 남은 문제
  본고에서 다룬 혼효, 잉여표현, 전염은 발화 실수의 수준에서 관찰되는 경우도 
많고, 또 현대 국어 화자들이 자주 사용하기는 하나 아직 공인된 언어로 자리 
잡지는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본고의 사례들은 실제 언중들의 
언어 생활을 관찰하여 부분적으로 수집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연구 
문제의 특성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본고의 논의가 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
서는 말뭉치와 같은 더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다룬 표현들의 사용 양상을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추후
의 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혼효’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어지간하
다’의 경우 문맥에 따라 원래 의미(‘일반적이다’)를 나타내기도 하고, 새로 획득
된 의미(‘일반적이지 않다/특이하다/심하다’)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차이
를 만들어내는 문맥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등도 더 정교한 검토를 필요로 하
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혼효, 잉여표현, 전염은 비단 한국어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
며 한국어 외의 다른 언어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 일부 중
국어와 일본어 등의 자료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향후 이를 보충하여 더 체계
적으로 언어 유형론적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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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关于韩国语糅合，冗余，沾染现象的研究

石慧梅

  糅合(blending)，冗余(redundancy)，沾染(contagion)，这三种语言现象与其它
语言现象相比，它们可能处于语言研究的边缘，不被视为特别重要的语言现象。而本
论文的主要目的是通过实际存在的韩语来证明它们三者其实在语言运用中起着特别重
要的作用，并且三者紧密相连。
  糅合(blending)，在表达过程中，意思相连的表达方式在大脑中同时出现的可能性
很大，以致于前一个表达方式只说了一半，后一部分就接上了别的表达方式，这样构
造出来的单词或句子，起初可能只是一种口误，但口误频繁发生并被广泛使用的话，
可形成一种新的表达方式。韩国关于这方面的先行研究只是观察到了语汇方面的糅合
现象，(特别是方言与方言的交接地带的词汇）其实句子中也存在很多糅合现象。本
文利用糅合这个概念比较合理地解释一些日常生活中经常被使用，但很不符合逻辑的
韩国语。例如，按常理来说，‘우연찮게’和 ‘우연히’，‘웬만한 N이 아니면’和 ‘웬만
한 N이면’应该具有相反的意思，但在韩语中它们却表示同一个意思。
  沾染(contagion)，是指一个语言要素受到其它要素的影响，形式或意思发生变化
的现象。根据影响要素和被影响要素之间的关系，可分为‘组合关系的沾染’与‘聚合关
系的沾染’，而且根据发生变化的属性又可将其分为以下5类。

【组合关系】
  ① 要素 A受同时出现在一个句子里的 B的影响，形式上发生变化的情况
  ② 要素A，受到经常搭配使用的B的影响，意思发生变化的情况
【聚合关系】
  ③ 要素A，受意思相关联的B的影响，形式上发生变化的情况
  ④ 要素A，受意思相关联的B的影响，意思上发生变化的情况
  ⑤ 要素A，受意思相关联的B的影响，搭配上发生变化的情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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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冗余(redundancy)，是指在表达过程中，具有相同意思的要素以不同形式重复使
用的现象。按动机可分为两大类。一是因韩国语的特有属性或表达效果产生的冗余现
象，另一类跟糅合产生的原因一致，所以本文称之为糅合产生的冗余表现。（例
如：~해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先行研究主要侧重于
语汇方面的冗余现象，其实冗余现象的范围特别广，小到词素，大到话语都存在冗余
现象。 
  沾染，糅合，冗余虽然是不同的概念，但我们可以发现它们之间有特别紧密的联
系。例如，A的形式受到B的影响，形式上发生微妙变化的话，我们称之为‘形式的沾
染’（比如说，넙다（寬,廣）/너르다→넓다）；而当B的比例越来越大，A占一半，B
占一半的时候，我们称之为‘典型的糅合’（比如说：잎담배/엽초→잎초）；A和B的
形态比例都比较大，我们可以通过其剩下的形态推测出A和B原有的意思时，可将其
看成是‘由糅合生成的冗余现象’（比如说，~해야 한다/~할 필요가 있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三者属于一种‘连续性关系’，所以在很多时候很难找到划分三者的
明确界线。

关键词：糅合(blending)，冗余(redundancy)，沾染(contagion)，口误，‘우연찮
게’，‘웬만하다’

学号： 201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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